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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성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이영균*․성경원**
국문초록

제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비교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태도 때문에 아직까
지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가 노년기의 성생활에 관한 문제이며 성교
육이다. 노년기 성교육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적극
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성교육 실태분석을 통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리하여 노년기 성
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노년기 성의 특성, 노년기 성교육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을 2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또한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노인 성생활의 실태분석에 관한 설문
은 ①노인 성생활 여부와 성교 횟수, ②노인 성교육의 시기와 장소, ③노인 성교육의 대상과 방
법, ④노인 성교육의 내용 및 욕구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나타난 노인 성
교육에 관한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인들의 건강한 성생
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성교육의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노년기 성교육은 노인이 되는 시기 바
로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50대부터라도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
발도 요구된다. 셋째, 노인 성교육의 장소는 노인복지관이 적합하다. 넷째, 노인 성교육의 강사는
성교육 전문 강사가 좋으나, 필요하다면 사회복지대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성교육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섯째, 노년기 성교육 대상은 노인뿐만 아
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이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노인 성교육의 방법은 남성과 여성을 통합하여
전체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일 것이다. 일곱째, 노년기 성교육 내용은 성윤리,
성기능 장애, 남녀 성 역할, 성 관련 신체적․심리적 발달, 성행위 기술과 지식, 이성교제, 성병
및 치료, 남녀 성 기관의 구조와 하는 일, 성충동(자위행위 등) 등이 무난할 것이다. 노인들이 반
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과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수렴하여 실시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주제어: 노인의 성의식, 노년기 성생활, 노년기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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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노인의 평균수명이 증가
하고1)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즉
<표 1>과 같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0년에 2.9%, 1970년에 3.1%, 1980년에 3.8%, 1990년에 5.1%에서 2000년에는
7.2%(3,395천명)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으며, 2020년에는 15.1%
(7,667천명)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추이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65세이상
노인인구(%)

2.9

3.1

3.8

5.1

7.2

9.9

15.1

* 자료: 통계청(2003).

이처럼 심신이 건강하고 원기 있는 노인들의 증가와 성문화 개방으로 인해 노인
들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나 노인들은 무성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풍조이다. 이러한 편견은 생식시기를 지난 노인의 성 활동은
불필요한 것이며, 점잖지 못한 노인으로 낙인찍히며, 성에 초연해야 존경받는다는
사회적 믿음은 노인에게 성을 체면문제로 치환시킨다. 더욱이 홀로된 여성노인은
혼자 사는 것을 미덕으로 당연시하고 ‘성노인(聖老人)’ 으로 존재하도록 문화적 압
력을 가하며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무지와 소외는 노인의 행복추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노년기에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성적 기능도 저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
욕구나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행동은 지극히 인
간적이고 건강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환경변화 속에서 노년기
성 문제는 무관심한 채 회피하거나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노년기는 인

1)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1960년에 52.4세, 1970년에 63.2세, 1980년에 65.8세, 1990년에 71.6세에서 2000년 75.6세로
길어졌으며, 2020년에 80.7세로 평균수명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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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다른 어느 발달단계 못지않게 인간의 삶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이다.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드러내놓고 거론되지 못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노년기 성 문제이다.
이와 같이 제기된 노인 성문제에 비추어,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
은 거의 없고, 노인들의 성교육 욕구 조사를 통해 검증된 사례도 별로 없다. 또한
현재 대다수의 성교육은 유아나 청소년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노년층을 대
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 성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노년기 성교육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런 시각에서 본 연
구는 노인 성의식과 지식 그리고 노년기 성교육 필요성과 실태를 분석하고, 노년기
성교육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노인 성교육의 이론적 배경
1. 노년기의 성(性)
1) 노년기 성의 생리적 변화
노화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은 아주 다양하다. 개인은 일정한 패턴에 따라 노화되
지는 않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개별화된다. 많은 노인은 성기능
의 점진적인 쇠퇴를 경험한다.2)
여성은 폐경 후, 만성적 에스트로젠 결핍에 대한 신체적인 증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질구(膣口)의 크기가 위축되고, 질의 길이와 폭이 감소하고, 질
벽은 위축되고 탄력성 소실이 보이며 밝은 분홍색으로 변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
화과정의 일부분인 조직 탄력성의 감소와 유사하다. 질의 점액량은 감소하고 건조
2)

본 연구에서 성(性)은 서양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서양에서는 성의 의미를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썼는데 sex와 gender와 sexuality이다. 보통 우리가 남녀를 구분할 때는 sex와 gender라는 용어
들이 사용된다. 성(sex)은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생물학적 성으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구분된 선천적인
성을 뜻한다. 성(gender)은 정신적인 면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경우, 개인이 태어난 이후에 사회적․문화적․심
리적인 환경에 의하여 학습되어진 후천적인 성을 의미한다. 성(sexuality)은 성교(sex)와는 구별되어야 하며, 사
회적으로 구성되는 성적 욕망, 실천, 정체성을 포함한다. 에로틱한 의미를 가지는 개인적․사회적인 삶, 모두
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쓰이며, 성적 혹은 정서적 즐거움, 흥분과 편안함을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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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마찰이 커진다. 이런 변화는 질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성고통을 유발한
다. 그러나 Kinsey(1953)는 여성이 건강하다면, 연령의 증가가 성적 관심이나 절정
감의 능력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Master와 Johnson(1966)은 51-78세인 폐경
후의 여성을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성적으로 높은 기능을 유지하였다고 보고했다.
Kolodny(1979)는 정규적이고 빈번한 성교는 성행위에 대한 더 높은 능력을 나타낸
다고 하였다. Sviland(1978)는 노년기 여성의 약 15%가 연령과 함께 성적 능력이
증가함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 파트너로
서 거의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단지 이들의 관심과 능력수준의 변화
만 경미하게 일어난다.
남성의 경우, 연령은 임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받지 않는다. 정액과 정자 수
는 연령과 함께 감소하나 정자 생산은 90세 이상까지 유지된다. 약 60세쯤부터 테
스토스테론이 감소하나, 남성 호르몬은 여성의 호르몬 수준만큼 감소하지는 않는다.
Masters와 Johnson(1966)은 직접적인 실험실 관찰을 통하여 노년기 남성은 초년 성
인기 남성에 비해 성 반응생리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2) 성 반응 주기 변화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Kinsey 등(1953)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행위를 금
하거나, 혹은 성행위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임신 가능성이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폐경 이후에 자유를 느낀다. 폐
경기 이후의 성적 관심의 대부분은 생식시기에 확립된 성적 습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Newman과 Nichols(1970)는 노년기 여성의 성적 금욕은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사회적․심리적인 요소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사회
적으로 승인된 것, 성적으로 유능한 파트너는 여성의 성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요소이다. Pfeiffer와 Davis(1972)는 노년기 여성의 성적 관심의 쇠퇴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성적 성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성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cCary와 Hammett(1978)에 의하면, 노년기 남성은 성적 흥분에서 젊은 남성보
다 더 느린 속도로 흥분하므로 서둘지 않는 방법으로 성적 전희를 한다. 일단 삽입
이 일어나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성교를 연장할 수 있다. 노년기 남성은 성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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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제력도 있고 많은 성 경험이 있으므로 성적 접근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Sviland(1978)는 대다수의 발기부전을 노화에 따른 기질적 원인으로 돌리는데 실
제는 성행위에 대한 수행불안, 관심결여, 부적절한 파트너 등의 심리적․환경적인
변수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생동안 규칙적인 성행위는 노화로 인한 성 문제를 예방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기 남성이 적절한 파트너가 없을 때는 정규적인 자위행
위가 도움을 줄 수 있다. Runciman(1975)은 노년기 남성이 건강한 성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능동적인 성적 표현의 조화라고 말했다.
Masters와 Johnson(1966)은 노년기 남성의 성 반응의 저하와 관련된 요소는 반복적
인 성관계의 단조로움과 지루함, 직업․경제적인 추구에 전념, 정신적․육체적 피
로감, 음식이나 약물에 지나친 탐닉, 자신이나 파트너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신체
적 질환이 있는 파트너를 가진 노년기 여성이 심각한 문제를 경험), 불만족스런 성
행위에 대한 불안 등이다(김계숙, 2002: 126-133).
2. 노년기 성교육
성교육은 올바른 성지식을 가르쳐 올바른 성태도를 갖게 하고 아울러 건강하고 행
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SIECUS)는 성교육의 궁극
적 목표란 성 건강 증진이며, 이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성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적․정서적․행동적 영역에서 생리․문화․심리․영적
차원의 정확한 성 정보나 지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IECUS, 1991).
그러나 건전한 성문화로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
재하는 이중적인 성윤리 의식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남성과 여성
에게 적용되는 성윤리가 다르고,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성윤리가 다르
다. 이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최근 양성평등의 성문화 교육 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성관계가 남성이 여성을 소유하는 장도 아니고 남녀 사이의 권력
관계를 반영하는 장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노년기 성교육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지식은 어느 정도이며 그들이 원하는 성과
관련한 교육내용과 요구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성과 관련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년기 성교육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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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게 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열린 눈으로 성관계를 해석하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년기 성교육의 필요성
1) 성 지식의 부족
노년기의 성은 젊은 사람들의 성과는 다르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조건의 변화는
성과 연관된 생리적인 현상의 변화를 낳는다. 강지현․박부진(2003: 106)은 이러한
신체적인 조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조건 역시
노인의 성생활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즉 사별이나 이혼, 기타의 이유로 파트
너가 없는 사람이 많아지며, 파트너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의 성을 부정적으로 바
라보는 문화적 편견으로 노인들로 하여금 성의 영역에서 주눅 들게 해 왔으며, 노
인의 성은 존재하지 않는 문화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많은 노인들이 노화과정의 정상적인 성적․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그
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여 성기능 장애뿐 아니라 삶
의 의욕 감소,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례가 흔하다. 따라서 노년기
성교육은 노인이 성에 대한 편견과 무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성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와 성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이란 한 연령집단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인해 그 연
령집단이 가진 성적 욕구 표출을 혐오하는 태도 혹은 적의를 갖는 태도를 말한다.
노인들은 노인은 성적 욕구가 쇠퇴한 탈성적 존재 라는 부정적 심리가 우
리 사회에 지배적 규범이 되면 노인은 지배적 사회규범에 동조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욕구 및 성행위를 억압하게 된다. 이는 결국 노인이 지니고 있는 성적 능력을
더욱 쇠퇴하게 한다. Hillman과 Stricker(1994)는 이러한 편견은 보건의료전문가, 젊
은이, 중년층, 노인 모두에게 만연되어 있으며, 노인의 성에 대한 상투적이며 부정
적인 사회적 태도를 이끌어내게 된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Butler와 Lewis(197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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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는 성기능 장애를 수반하고, 성적으로 활동적인 노인은 도덕적으로 사악하며,
노인들은 성적 욕망이 없으며, 욕망이 있더라도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허약하다 등
의 속설들이 있다고 하였다. 노인에게 적절한 성생활은 남성에게는 전립샘 질환을,
여성은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또 성행위 중에 분비된 엔돌핀(endorphin)은 면역력
을 강화해 건강에 도움을 준다. 성생활을 지속하는 노인들은 자아 존중감과 현실만
족도가 높다. 노인들의 적절하고 규칙적인 성생활은 고환 음경의 위축과 퇴화를 막
고 뇌 전두엽을 자극해서 뇌의 노화, 치매, 건망증 등의 진행을 억제한다. 이처럼
노후의 성은 '제2의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그 동안 가져왔
던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평생에 걸쳐 표현할 수 있는 성의 범위를 결
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노인의 성 의식 변화
세계화와 함께 성 개방풍조는 노인들도 쉽게 수용하면서 성의식에 변화를 가져
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들의 성과 관련되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런
가 하면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영화 죽어도 좋아

는 노년의 사랑과 성에 관한 문제를 다뤄 성에 대한 욕구는 나이가 들어도 변
함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성남 여성의 전화가 수행한, '여성노인의 성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
가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이 필요하고, 57.8%가 성생활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80.4%가 폐경기 이후에도 성생활이 가능하다며, 22%가 배우자가 없어도 성
생활을 하고 싶고, 42.1%가 이성 친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매일경제, 2003. 11.
12). 게다가 노인들의 성의식 변화로 65세 이상 노인 20%이상이 성생활을 지속하거
나(국민일보, 2000. 3. 6), 노인 4명중 1명이(동아일보, 2004. 2. 10), 노년층 5명중 3
명 꼴이 성생활을 즐긴다(경향신문, 2004. 5. 25)는 등 연이어 나오는 노인들의 역동
적인 성생활 보도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통계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보면, 사별 후 재혼하는 60세 이상 남성의 혼인
건수가 1993년 1124건에서 2003년 4705건, 60세 이상 여성의 혼인 건수도 1993년
244건에서 2003년 3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이혼 후 재혼하는 60세 이상
남성의 혼인 건수가 1993년에 467건에서 2003년에 1689건, 60세 이상 여성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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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도 1993년에 155건에서 2003년에 49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치유법이나 약품 등이 개발되어 스스로 성기능 회복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경향(조선일보, 2004. 9. 17)이 있다.
4) 노인의 성 활동과 사회적 문제
(1) 노인의 성폭력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강
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노인들의 어린이 성폭행 사건 기사를 보면, 도박판
에서 돈을 잃자 도박 운을 살리려고 7세 여아를 성추행 하거나(일요시사, 2002. 4.
23), 정신지체 여아를 성추행하고(조선일보, 2001. 9. 5), 성폭행하고 도망간 노인(무
등일보, 2003. 1. 5), 60-70대 노인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구속되는(일간스포츠,
2003. 11. 2; 중앙일보, 2004. 1. 13)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우리나라 성폭력이 세계적으로 상위수준이라는 국제통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
구 비례 강간 발생건수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것이다. 즉 세계 형사연구소
통계(1990년대 초)를 보면 1위가 미국(신고율 80%)이고, 2위가 스웨덴(경미한 성희
롱까지 신고함)이며, 3위가 한국(신고율 2.2%, 현재는 6%)이다. 외국의 성폭행 피해
신고율이 대체로 30% 정도인 데 비해 신고율이 2%에 불과한 우리 실정을 감안한
다면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폭행 발생국가일 것이다.
(2) 노인의 성 매매
성 매매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여성의 성적 행위를 매매하는 것으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의 결과이자 수단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원조교제나 성 매매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노인들이 여중생들과 원조교제를 하다가 실형(동아일보, 1999. 6.
24; 한국경제, 1999. 9. 4)을 받는 일도 있고,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연합뉴스, 2003. 2. 7)도 있다. 그런가하면 종묘의 '아이스크림 소녀' (굿데이신
문, 2002. 5. 22)나 박카스 아줌마(연합뉴스, 2001. 3. 26), 영등포역 일대 '쪽 방 윤락
'(중앙일보, 2003. 10. 31) 등은 고정적인 장소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산업형 성
매매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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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연구로, 오춘규(2002: 79)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도 성욕구를 느끼며 교
제중인 이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자위행위 또는 매춘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경(1998: 68)은 노인부부들은 성생활이 원만하지 않을 경
우 대부분 참고 무시하지만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이성 친구를 찾는 경향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유흥업소를 찾는다는 것이다.
(3) 노인의 성 질환
노인 매매춘이 갈수록 뿌리를 내리고 있고,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매춘
으로 인해 성병에 걸리는 노인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1997년 광주 기독병원
의 노인무료 진료와 노인의 성병 검진자료를 보면, 성적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임균성 및 비임균성 요도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10% 이상이었으며 일부는 매독이
의심되는 환자도 있었다(광주일보, 1997. 3. 27). 가장 흔한 것이 임질과 비임균성
요도염으로, 감염환자의 50%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아, 자신이 성병환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된다. G보건소에서 성병 검사를 받은
노인은 2002년 6982명, 2003년 7086명이며, VDRL(정성검사)와 TPHA(정량검사) 실
시 후 react time을 거쳐 최종적으로 매독 양성판정을 받은 노인은 2002년에 59명
이었으나 2003년에는 91명으로 1년 사이에 52.4%가 증가하였고, 이중 여성노인이
20명으로 전체 매독환자의 22%를 차지하였다. 국립보건원은 60대 노년층의 에이즈
환자는 2003년에 남성노인 92명, 여성노인 18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해 최근 3년
간 3배나 증가했고, 2000년에 비해 54%나 늘어 증가속도가 예사롭지 않고 에이즈
감염경로가 확인된 1275명 중 97%가 성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일
보 2001. 12. 3).
4. 노년기 성교육의 선행연구
1) 외국의 노년기 성교육
첫째, 노년기 성교육에 관한 연구로, Minichiello(1996: 93-111)와 동료들은 노화와
성에 대한 문제와 성교육을 강조하였다. Willert와 Semans(2000: 428)는 노인의 건
전한 성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은 노인의 성생활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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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노년기의 성생활은 광범위한 정의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Willert, Amanda, Semans, Maureen(2000: 415-435)은 노년기 성지식
부족이 성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년기 성교육을 주장했다.
둘째, 노년기 성교육 대상에 관한 연구로, 노년기 성교육 대상을 노인(Willert &
Semans, 2000: 428; Wiley & Bortz, 1996: 142-146)을, Story(1989: 515-526)는 노인과
대학생, White와 Catania(1982: 121-138)는 중년이 된 자식, 보호자, 노인을,
Luketich(1991: 573-580)는 간호학과 대학생, Hodson과 Skeen(1994: 219-235)은 노인,
시설직원, 직원과 가족 구성원을, White와 Charles(1980: 36)는 노인, 노인가족, 노인
과 일하는 사람을, Hobson(1984: 25-35)은 사회봉사자를, Drench와 Losee(1996:
118-123)는 재활 간호사를, Walker와 Ephross(1999: 85-107)는 노인, 장기보호시설의
직원을, White(1982: 11-21)는 사회 구성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노년기 성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로, Hodson과 Skeen(1994: 219-235)은 시설
에서는 성적인 만남을 위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것, AIDS와 안전한 성에 관한 세
미나를 제공할 것, 의사 상담가를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 직원과 가족 구성
원들을 교육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Walker와 Ephross(1999: 85-107)는 노인 장기생활
시설직원 교육프로그램, 의료집단과 노인 행동과 태도를 조사하여 노인의 성생활의
사실적 정보 제공할 것,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성생활이 다양하다는
관점으로 유도할 것, 일반노인과 시설노인의 성생활에 관해 긍정적으로 볼 것, 직원
들이 노인들의 성생활에 적절히 대응하여 실제행동을 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넷째, 노년기 성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로, Walz와 Blum(1982: 105-110)은 노화에
따른 생리적인 변화, 성교 이외의 다른 성적 행동들, White(1982: 11-21)는 질병과
약물의 성적 능력에 대한 영향, Hodson과 Skeen(1994: 219-235)은 AIDS와 안전한
성, Burnside(1973: 13-27)는 접촉, 손잡기, 마사지하기 등 성적 표현의 다른 형태,
Hobson(1984: 25-35)은 노인들의 성에 대한 지지, Drench와 Losee(1996: 118-123)는
성에 대한 미신, 노인의 성에 대한 가치와 태도, Minichiello(1996: 93-111)는 노년기
성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성문화의 영향, 성 역할의 차이, Walker와
Ephross(1999: 85-107)는 성생활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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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노년기 성교육
노인의 성 관련 연구 84편을 1983년부터 2003년까지 발표된 전문지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 동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996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01년에 전체의 13.1%(11편), 2002년에 전체의 17.9%(15편)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문지를 노년기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와 주
장을 추출한 결과 이윤숙 외 53편(63.1%)이 노년기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노년기 성교육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첫째, 노년기 성교육 운영
시기와 장소에 대해, 성교육의 운영시기에 있어서 이명옥(2002)은 청년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노인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장소는
곽영수(1993)는 사회복지관, 오춘규(2002)는 지역보건소, 박정애(2002)는 노인대학,
노인단체에서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노년기 성교육 강사는 박정애(2002)는 성교육
전문강사, 안승례(2002)는 성에 대한 전문인력을 원하고 있다.
둘째, 노년기 성교육 대상에 관한 연구로, 노인이 정동철(1993)외 31명(41.3%), 일
반인이 신성례(1996)외 12명(16%), 의료인은 이윤숙(1983)외 6명(9.3%), 시설종사자
가 오진주(1998)외 6명(9.3%), 자녀가 곽영수(1993)외 6명(8.0%), 노부부가 이미경
(1998)외 5명(6.7%), 가족은 최영아(1996)외 4명(5.3%), 젊은층은 조기동(1993)외 3명
(4.0%)이 주장하였다.
셋째, 노년기 성교육 방법에 대해, 문장합(1999)은 청소년․성인․중(中)노인에 이
르기까지 각 연령층에 따라, 김문영(2001)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김요완(2001)은 부
부공동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권명숙(2001)은 우리 스스로(사회구성원)
먼저 노년기 성교육 실천, 이성희(2002)는 다각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서명선(2002)
은 사회 관심과 언론의 역할, 김윤정(2003)은 노부부가 함께 참여, 여순자(2003)는
남녀 구분 실시, 시설종사자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장기근무자의 대처경험을 반
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노년기 성교육 내용에 대해, 김태현(1996)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남녀 성관
계의 가치관 차이, 김명애(1998)는 노인의 성 개념, 노인의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김남초(1999)는 노화에 따른 성적 반응 주기의 변화, 성기능 장애, 노인의 성기
능에 영향을 주는 만성질환, 정승은(1999)은 성교보다는 다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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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성적으로 활동적이 되기 위한 개인의 선택, 성교 시 수용성 윤활제의 사용,
김요완(2001)은 배우자와 자신의 성 생리, 성 반응, 이성희(2002)는 노년기의 성에
대한 편견, 성욕구 및 성행동, 성 활동 유지를 위한 요인, 오춘규(2002)는 성 전파성
질병, 박정애(2002)는 성에 대한 태도 및 의식, 그릇된 성 개념, 성의 본질, 강지현
(2003)은 부부간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조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징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노년기 성교육 욕구, 성교육의 실태 및 필요성을 분석
하기 위해 모집단을 시간적․공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모집단은 <표 2>와 같이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남성노인은 733,463명이고, 여성은 870,379명으로 모두
1,603,842명이다.
<표 2> 서울시 55세 이상 노인 현황

구분

합계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이상

합계

1,603,842

508,446

422,746

288,016

171,382

108,073

65,946

39,233

남자

733,463

250,518

211,302

135,473

69,122

36,372

20,817

9,859

여자

870,379

257,928

211,444

152,543

102,260

71,701

45,129

29,374

* 자료: http://www.seoul.go.kr/seoul/summary/statistics/data/population

본 연구의 표본은 약 0.01%에 해당되는 2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표기가 누락되거나 답변이 무성의한 10매
를 제외한 190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를 55세 이상의 남
녀 노인을 선택한 이유는 65세 이상의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을 실시하였
으나 시력이 좋지 않고, 설문지의 설문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설문 문항에
결측치가 많아 그대로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표본을 young-old
(55-64세)까지 확대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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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방법은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양적 조사에서 자칫 놓
칠 수 있는 노인들의 성생활과 노년기 성교육에 대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은 의도였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녹취하여 전사(轉寫)하였으나
인터뷰내용에 대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해도 녹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는 기록하면서 진행을 했고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면접내용을 바로 문서화하였
다. 연구주제가 성에 관한 것이어서 연구대상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연구자와 솔직
하게 면접할 수 있는 지인(知人)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그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대상자의 수를 늘려나가는 누적표본추출형식을 취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배경은 <표 3>과 같이 성별분포를 살펴보
면, 응답자 190명 가운데 남성이 67.4%, 여성이 32.6%였으며, 연령별로는 young-old
가 62.1%, middle-old가 29.5%, old-old가 7.9%, very-old가 0.5%이었다. 조사대상자
의 결혼 상태로 유배우자가 86.3%, 무배우자가 13.7%이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노인의 성별은 남성 21명, 여성 9명으로 모두
30명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적 middle-old가 7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 old-old가 16.7%를 차지하였으며, very-old가 6.7%, young-old가 3.3%순으로 적
었다. 결혼상태는 유배우자가 16명이고, 무배우자가 14명이다. 이 중에서 남성노인
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2.4%, 여성노인은 33.3%이다.
<표 3> 조사대상자

설문조사 대상자
성별 인원

3)

심층면접 대상자

연령 인원 결혼상태 인원 성별 인원

남

128 young 118 유배우자 164

여

62

계

190

middle 56
old

16

계

190

남

21

무배우자

26

여

9

계

190

계

30

연령

인원 결혼상태 인원

young

1

middle

22

old

7

계

30

유배우자

16

무배우자

14

계

30

노인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55세에서 84까지의 노인들을
세 집단으로 나눌 경우 55-64세까지를 young-old집단, 65-74세까지를 middle-old집단, 75-84세까지를 old-old집
단으로, 또한 75세 이상을 비교할 때는 85세이상을 very old집단으로, 또 평균수명을 훨씬 지나서 장수한 노인
을 oldest-old집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윤가현, 199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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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내용과 분석방법
노인 성생활의 실태분석에서 본 연구의 설문구성은 ①노인 성생활 여부와 성교
횟수, ②노인 성교육의 시기와 장소, ③노인 성교육의 대상과 방법, ④노인 성교육
의 내용 및 욕구정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선정된 표본에 대한 분석을 위해
SPSS 10.0를 사용하였다. 분석기법으로 빈도분석(frequency), 카이검정(chi-square),
차이검정(t-test)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식정도를 살펴보았다.

Ⅳ. 분석 결과
1. 노인의 성생활의 실태
첫째, 노인들의 성생활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조사대상자의 82.6%(157명)가 성생
활을 하고 있으며, 174%(33명)가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의 연령을 구별해 보면, <표 4>와 같이 65세 미만의 노인의
55.3%(105명), 65세 이상의 노인의 27.4%(52명)가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노인의 연령에 따른 성적 만족도 분석은 65세 미만의 노인(평균=3.28)이 65세
이상의 노인(평균=2.95)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845, p=0.000). 나아
가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생활의 무관심 정도는 남자 노인(평균=3.3906)이
여자노인(평균=3.0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20, p=0.028).
<표 4> 노인의 성생활

구분

노인 성생활
한다

안한다

계

65미만

55.3%(105명)

6.8%(13명)

62.1%(118명)

65이상

27.4%(52명)

10.5%(20명)

37.9%(72명)

계

82.6%(157명)

17.4%(33명)

100.0%(190명)

둘째, 노인들의 성생활 유무에 따른 성교 횟수를 살펴보면, <표 5>과 같이 주 1
회 이상이 25.3%(48명), 2주에 1회가 25.3%(48명), 한 달에 1회가 21.1%(40명)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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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전체에 71.7%가 한 달에 1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한 달에 1회 이상 성생활 여부는 남자 노인(74.1%, 95명)이 여자 노인(66.1%, 41
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성교 횟수는 64세 이하 노인이 주 1회
이상이 39.5%인 반면에, 65세 이상의 노인은 주 1회 이상이 11%로 나타나 연령이
따른 성교 횟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28.033, p=0.000).
<표 5> 노인의 성교 횟수

구분

노인 성교 횟수
계

남자 노인

여자 노인

주 1회 이상

25.3%(48명)

18.9%(36명)

6.3%(12명)

2주에 1회

25.3%(48명)

13.7%(26명)

11.6%(22명)

한 달에 1회

21.1%(40명)

17.4%(33명)

3.7%(7명)

두 달에 1회

6.8%(13명)

3.7%(7명)

3.2%(6명)

1년에 2회

4.2%(8명)

3.7%(7명)

0.5%(1명)

전혀 안 한다

17.4%(33명)

10%(19명)

7.4%(14명)

계

100%(190명)

67.4%(128명)

32.6%(62명)

2. 노인의 성교육의 시기와 장소
첫째, 노인 성교육은 어느 연령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하는 물에 대
해 <표 6>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66.7%가 50대, 14.3%가 60대, 19%가 40대 이하라
고 응답하였다.
<표 6> 노인의 성교육 시기

구분
60대
50대
40대
20-30대
계

노인 성교육 시기
14.3%(3명)
66.7%(14명)
9.5%(2명)
9.5%(2명)
100%(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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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인 성교육의 장소는 어디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표 7>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52.4%가 노인복지관을, 28.6%가 주민자치센터를,
14.3%가 구민회관을, 4.8%가 노인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노인의 성교육 장소

구분

노인 성교육 시기

노인복지관

52.4%(11명)

주민자치센터

28.6%(6명)

노인정

4.8%(1명)

구민회관

14.3%(3명)

계

100%(21명)

3. 노인 성교육의 대상과 방법
첫째, 노인 성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하는 물음에
대해 <표 8>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42.9%가 사회구성원 모두 받아야 한다, 33.3%가 성
인을, 19%가 노인을, 4.8%가 노인가족, 보건의료인, 시설종사자들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8> 노인의 성교육 대상

구분

노인 성교육 대상

노인

19.0%(4명)

성인

33.3%(7명)

노인가족, 보건의료인, 시설종사자

4.8%(1명)

사회구성원 모두

42.9%(9명)

계

100%(21명)

둘째, 노인의 성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라는 물음
에 대해 <표 9>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92.9%가 집단강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남녀를 통합하여 강의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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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노인의 성교육 방법

구분

노인 성교육 방법

혼자상담

7.1%(1명)

집단상담

92.9%(13명)

계

100%(14명)

남녀 분리

15.4%(2명)

남녀 통합

84.6%(11명)

계

100%(13명)

4. 노인 성교육의 내용
노인 성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 <표
10>과 같이 성 윤리(83.2%), 성기능 장애(80.5%), 성 관련 신체적․심리적 발달
(74.7%), 성행위를 위한 기술과 지식(72.6%), 성병 및 치료(71.1%), 남녀의 성 역할
(65.8%), 이성교제(61.6%), 남녀 성기관의 구조와 하는 일(54.7%), 성 충동(자위행위
등)(54.7%), 재혼(54.2%), 비아그라(성기능 강화)(52.6%), 성인용품(성 보조기구)종류
(45.8%), 성욕 도착증(45.3%), 성폭력(4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노인 성교육 내용

내용

비율(%)

내용

비율(%)

성 윤리

83.2

남녀 성 기관의 구조와 하는 일

54.7

성 기능 장애

80.5

성 충동(자위행위 등)

54.7

성 관련 신체적․심리적 발달

74.7

재혼

54.2

성행위를 위한 기술과 지식

72.6

성폭력

42.6

성병 및 치료

71.1

비아그라(성 기능 강화)

52.6

남녀의 성 역할

65.8

성인용품(성 보조기구)종류

45.8

이성교제

61.6

성욕 도착증

45.3

이러한 성교육에 대한 심층면담에서 <표 11>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80%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여성노인(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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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노인(76.2%) 보다 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도 87.9%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생활 태도정도에 따른
성교육의 필요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개방적인 노인(평균=52.764)이 폐쇄적인 노인
(평균=47.956)보다 적극적으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t=3.188, p=0.002).
<표 11> 노인의 성교육 욕구

구분

심층

설문

남성

여성

계

노인

필요

76.2

88.9

80.0

87.9

불필

23.8

11.1

20.0

12.1

계

100

100

100

100.0

Ⅴ. 결론
신체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노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가치관
이 달라지고 있다. 노인들은 무성적(無性的)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며, 역동적인 성생활 및 이성교제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로 인하여 노인 성
폭력, 노인 성 매매, 노인 성 질환, 홀로된 노인의 성욕구 해소 등 사회 문제가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노인의 성교육 실태분석을 통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
출하고자 했다. 이리하여 노년기 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노년기 성의 특성, 노
년기 성교육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
인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표본은 약 0.01%에 해당되는 2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
여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표기가 누락되거나 답변이
무성의한 10매를 제외한 190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특성상 조사
대상자의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성생활의 실태분석에 관한 설문구성으로 ①노인 성생활 여부와
성교 횟수, ②노인 성교육의 시기와 장소, ③노인 성교육의 대상과 방법, ④노인 성
교육의 내용 및 욕구정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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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정된 표본에 대한 분석을 위해 SPSS 10.0를 사용하였다. 분석기법으
로 빈도분석(frequency), 카이검정(chi-square), 차이검정(t-test) 등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인식정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나타난 노인 성교육에 관한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인들의 연령에 따라 성생활의 만족도가 차이가 나
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27.4%가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들의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성교육의 필요하다. 둘째, 노년
기 성교육은 노인이 되는 시기 바로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50대
부터라도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구된다. 셋째, 노인 성교육
의 장소는 노인복지관이 적합하다. 노인복지관은 설립된 지 오래지 않아 현대식 건
물에 비교적 쾌적한 환경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노인정 모두 안락한
환경과 최신의 시청각 시설을 갖춘다면 노인들은 이동거리가 용이한 곳을 선택하
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넷째, 노인 성교육의 강사는 성교육 전문강사
가 좋으나, 이 또한 노년기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 훈련기관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지원체계가 시급하다. 필요하다면 사회복지대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성교육 전
문강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노년기
성교육 대상은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이어야 할 것이다. 노인을 잘 이해
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자주 직접 대하는 노인가족, 보건의료인, 시설종사자들이 제
일 먼저 노년기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노인들의 성
행동에 제약을 받고 행복한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년기 성교육 대상이 되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노인 성교육의 방법은 남성과 여성을 통합하여 전체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일 것이다. 자신을 위한 성교육도 중요하나 상대에 대해
안다면 서로 이해하는 데 수월하고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성
에 대해 모르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해결하기에는
우리 정서상 어려운 일이므로 교양강좌형식을 빌어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쑥쓰러운
노인들을 배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곱째, 노년기 성교육 내용은 성윤리, 성기능
장애, 남녀 성 역할, 성 관련 신체적․심리적 발달, 성행위 기술과 지식, 이성교제,
성병 및 치료, 남녀 성 기관의 구조와 하는 일, 성충동(자위행위 등) 등이 무난할
것이다. 노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과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수렴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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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 성교육에 관한 정책적인 함의와 더불어 노인들의 건강한 성생활
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노인
의 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시각이 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는 미국의 성정보교육위원회(SIECUS)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여 성교육에 관한 보다
지속적인 연구와 풍부한 정보제공을 위한 장치가 요구된다. 고령사회를 향하여 노
인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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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Analysis on Sex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for Senior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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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sex education is available for children or adolescents, but not at all for
seniors. Since there was no groundwork laid down legally or systemically regarding
sex education for seniors, it is vital to make conduct pragmatic and concrete
research so as to characterize its active and positive progress. In this resp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of proper sex education for seniors
as well as to provide references for national policy and decision makers by
pinpointing the reality and problems in senior sex life. Thus, this paper trie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ex education for seniors to improve their sex life
which eventually contributes to their quality of lif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 sense of sex life has changed remarkably due to social and
cultural changes.

Seniors are trying escape from people prejudice that there is no

sex life for seniors. Second, there is no formal sex education at the well being
centers for the senior except at a few of them. Third, seniors largely have a desire
for senior sex education. Fourth, sex education program should be made available to
all levels of social individuals. Senior's sex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seniors
over 50 years old at the well being centers for both male and female seniors by a
special lecturer in sex education. The ideal content of lecture would be the role of
male and female in sex life,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related to sex, sex
ethics, techniques and knowledge, venereal diseases and their treatment, association
with opposite sex and re-marriage.
key words: senior sex life, sex education for seni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