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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건강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문제는 성기능, 성생활, 성행

동, 성태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1]. 성생활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데 나이에 따른 

성호르몬의 감소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체건강과도 관련이 있다[2,3]. 성건강

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

으로 건강노화와 관련이 있다[4]. 저자들은 노인의 성기능과 

성생활을 살펴보고 성기능장애 유병률과 위험인자, 노인의 

성태도의 변화와 신체건강과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성

이 건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노인의 성문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노인의 성기능과 성생활

성기능은 혈관계, 신경계, 내분비계 등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조절된다.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

는데 남성의 경우 혈중 테스토스테론치는 20대에 최고조를 

이룬 후 40대부터 매년 약 1-2%씩 감소하고, 여성의 경우

는 50대에 들어서면서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폐경으

로 인한 갱년기증상이 나타나게 된다[5]. 갱년기에 성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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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sexual health needs to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management of geriatr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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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로 나타나는 증상은 남성에서는 성욕감소, 성생활 빈

도수 감소, 사정량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여성에서는 성욕감

소, 질건조증에 의한 성교통증 등이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 성기능이나 성생활이 감소하는데 Nicolosi 등

[6]에 의한 국제연구에서 70-80세 노인의 지난 1년 동안의 

성생활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50%, 여성의 21%에서 성생

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Lindau 등[7]은 57-85세 미국

인 3,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생활은 나이가 들수

록 감소했는데 57-64세의 73%, 65-74세의 53%, 75-85세

의 26%에서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 및 여성의 약 50%에서 한가지 이

상의 성문제를 호소했는데 남성에서 발기가 어렵다고 답변

을 한 경우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에서는 43%에

서 성욕감소, 39%에서 질윤활감소, 34%에서 극치감감소를 

호소했다[7].  

노인남성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호르몬인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음경해면체 구조의 변화, 고혈압, 당

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등의 영향으로 발기부전의 유병률이 

증가를 한다[8,9]. 노인여성에서는 성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폐경이다. 여성은 폐경 후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질건조증, 안면홍조, 우울감, 성욕감소, 극치감결여 

등의 갱년기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갱년기건강에서 성기능

장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10]. 

노인에 있어서 성적으로 활발한 경우 성기능 문제로 약물

복용과 같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50% 이상에서 있는데[7] 

이는 노인에 있어서 성기능장애의 치료에 대해 관심을 가져

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에서 배우자나 

성파트너의 존재에 나이가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는데 

75-85세 남성의 78%, 여성의 40%에서 배우자나 성파트너

가 있었고 남성의 경우 젊은 여성과 결혼한 경향이 있었다

[7]. 국내의 연구에서 60세 이상의 남성노인의 38.3%에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12.4%로 현저히 낮았다. 

남성에서 성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발기부전, 성욕감소로 

나타났고 여성에서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발기부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1]. 노인에 있어서 성행위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질삽입성교가 가장 많았지만 키스, 애무, 자

위행위, 구강성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12]. 나이가 들

면서 성행동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손

잡기, 쓰다듬기, 포옹 등과 같이 육체적 친밀감으로도 표현

된다[13]. 

노인의 성기능장애 유병률과 위험인자

남성에 있어서 발기부전의 유병률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는 1994년 미국 메사추세츠 남성노화연구(Massachusetts 

Male Aging Study)인데 40-70세 사이의 남자 1,709명

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의 전체 유병률은 52%로 보고되었는

데 완전 발기부전은 10%, 중등도가 25%, 경도가 17%였다

[8]. 완전 발기부전의 경우 40세에 5%였는데 70세에 15%로  

3배나 증가했다[8,14]. 유럽에서 20-80세 2,869명을 대상

으로 발기부전설문지로 조사한 연구에서 발기부전이 30- 

40대에 29%, 50대에 37.5%였는데 70대에는 71.2%로 나

이에 따라 현저히 증가하였다[15]. 아시아지역에서의 발

기부전 유병률은 2-88%로 비교적 넓은 범위로 보고되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 국가의 20-75세 남성  

10,934명을 대상으로 한 발기부전의 자가보고율은 6.4%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다르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발기부

전의 유병률이 높아졌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과 관계

가 있다[16,17]. 국내 연구로는 40-79세 남성 1,570명을 대

상으로 시행한 역학조사에서 발기부전 자가보고율이 13.4%

였는데 발기부전설문지를 이용한 경우 32.4%였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심혈관위험인자뿐만 아니라 나이, 배우자 존

재, 경제적 상태 등이 발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발기부전의 유병률을 연령대로 분석했을 때 40대에 

17%, 50대에 29.6%, 60대에 62%, 70대에 84.4%에서 발생

하였다[18].

여성에서 성기능장애는 29개 국가 13,882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연구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성기능장애로 성욕감소

가 26-43%, 극치감감소가 18-41%로 나타났는데 나이의 

증가가 질윤활작용감소와 관련성이 있었다[19]. 아시아지

역 연구에서 40-80세 여성의 27%에서 성적흥미감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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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질윤활감소, 23%에서 극치감감소를 호소했다. 성생활

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40대에 85%인 반면에 70대에

는 18.4%로 현저하게 감소하여 나이가 성생활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20]. 국내연구에서 여성성기능장애 유

병률은 20대에 23.7%, 30대에 45.4%, 40대에 51.4%, 50

대에 72%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성기능장애의 발생빈도

가 증가하였고, 50대에 질윤활감소와 성교통증의 발생빈도

가 현저히 증가를 하여 성기능장애의 주된 증상으로 나타났

다[21]. 여성성기능장애의 위험인자는 남성에서와 같이 고혈

압, 고지질증, 흡연, 당뇨병 등이 있고 이러한 혈관질환 고

위험인자로 인해 혈관인성 여성성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

으나[22], 노인 여성에서는 폐경으로 인한 여성호르몬 감소

가 주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질위축증, 성욕저하증 등

이 성기능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

어뜨린다[23].

노인의 성생활과 성태도의 변화 

남성과 여성에서 성생활의 빈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서 감소한다. 하지만 노인에서 성기능장애로 인한 성생활

의 불편감은 증가하더라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생활

의 빈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7]. 실제로 

이 연구에서는 57세부터 85세까지의 성인 성생활의 빈도는  

18세부터 59세까지의 빈도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상당수의 노인에서 70-80대까지 성생활

을 활발히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은 성기능의 감소

와 큰 연관이 없었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와 성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 건강한 성파트너가 성생활과 밀접한 연관

이 있었다[24].

노인 성생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젊은 연령과 비교하여 

성교의 빈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감소하고,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성교의 빈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0,11]. 이

는 여성에서 폐경 후의 성호르몬 변화를 포함한 여러 신체적 

및 정신적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25]. 노인에서 성교를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에서는 배우

자의 부재가 주된 이유였다[11].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생존

기간이 길어 배우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성파트너가 없는 

성생활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연관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26]. 여성의 성기능 및 성교를 포함한 성생활은 파트너

의 성적 건강과 연관이 있으며, 실제로 남성 파트너의 발기

능력이 향상이 되면 여성의 성욕, 흥분, 오르가즘 및 만족도

가 증가한다[27]. 

성생활은 성교뿐만 아니라 성적 친밀감, 즉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성적 행위를 포함한다[26]. 그렇지만 많은 연구에

서 노인에서의 성생활은 성교능력에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

[10,11,28]. 최근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서 6개월간의 노인 성

생활을 조사한 결과, 성파트너가 있는 경우에 절반에서 성교

를 경험한 반면에 성적 친밀감을 경험한 경우는 남녀 모두에

서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는 네덜란드의 개방

적 성문화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성적 친밀감과 성교의 높은 빈도는 젊은 나이, 높은 사회경제

적 위치, 규칙적인 생활방식, 그리고 건강한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노인 6,879

명을 대상으로 한 성생활 연구에서 남성의 64.3%, 여성의 

67.1%에서 성적 친밀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29]. 이렇

게 최근 발표된 노인의 성생활 분석 연구에서 남녀 모두 높은 

비율에서 성적 친밀감을 성생활의 한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성생활의 형태에서 성교의 경우 남성에서 여성보다 많

았지만, 성적 친밀감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성교를 성생활에서 더 중

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여성에서는 성교 외의 다른 성적

행위 및 정서적 친밀감을 통하여 성생활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29].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서 성생활은 성

교뿐만 아니라 성적 친밀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

생활을 평가할 때 성적 친밀감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노인의 성기능과 신체건강

성건강은 신체건강과 관련이 있다. 40세에서 80세까지의 

남성과 여성에서의 성생활 및 성태도에 대한 국제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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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에서는 질윤활감소를 주로 호소

하였고 남성에서는 성적흥미감소, 극치감감소와 발기부전을 

호소했다고 한다[19]. 이렇게 성건강은 여성에서보다 남성에

서 육체적 건강과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인남성에서의 성건강연구는 메사추세츠 남성노화연구가 대

표적인데 당뇨병, 심장질환과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발기부

전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성기능장애 위험인자로는 심혈관질환, 당뇨

병, 만성질환과 건강상태 등이 있고 정신신경학적으로 우울

증, 걱정, 뇌신경질환 등이 있으며 약물치료 영향도 많이 받

는다[30]. 발기부전은 심혈관질환과 관련이 있는데 혈관내

피의 손상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노인에서 심혈관건강

을 잘 유지함으로서 혈관노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31].

노인의 성생활 연구에서 건강한 성생활, 성생활의 빈도, 

배우자의 존재 등이 신체건강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또한 남성에서 더 오랫동안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

었고 신체건강이 성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4]. 

Horstman 등[32]의 노화과정에서 성호르몬의 역할에 대

한 연구에서 노인남성에 있어서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근

육량, 골밀도뿐만 아니라 생리적 기능도 감소시키고 여성에

서도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근육량과 골밀도를 감소시켜 폐

경 후 근력감소와 골다공증을 초래하게 된다. 남성에서 혈

중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대사성증후군뿐만 아니라 당뇨

병, 내장비만, 인슐린저항성, 고지질증, 고혈압과 관련이 있

다. 역학조사에 의하면 총 테스토스테론치의 감소는 남성에

서 대사성증후군의 유병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발기부전은 

관상동맥질환과 심혈관질환증상발현 전에 나타날 수 있어 

심혈관질환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33]. 

노인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서 생활습관개

선으로 신체적 활동이 있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

은 노인에서 자기 존재감과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34],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35].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활동이 노인의 성기능 및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7]. 실제로 중등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남성에서 발기부전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6]. 또한 6개월간 매주 160분 이상 신체적 활

동을 시행한 경우, 동맥성 발기부전을 포함한 비만, 고혈압,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낮추었다[37]. 최근 대규

모의 유럽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중등도 및 격

렬한 신체적 활동을 한 노인에서 성교와 성적친밀감을 포함

한 성생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8]. 저자들의 

연구에서도 손의 악력이 발기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악력이 높을수록 발기부전의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서 근력을 유지하는 것

이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신체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39]. 또한 노인의 성건강은 신체건강뿐

만 아니라 성파트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인의 성건강문

제를 다루거나 성기능장애를 치료할 때는 나이에 국한하지 

말고 성별, 건강상태, 배우자나 성파트너와의 관계를 고려해

야 한다[40].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성건강은 남성과 여성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Flynn 등[41] 에 의하면 성적으로 활발한 

남성의 50%, 여성의 40%에서 성건강은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적인 만족도는 30대 중

반이나 후반에서 최고를 이루고 70세부터 감소하는데 신체

적인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적 만

족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에 있어서 성생활을 유지하

기 위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건강상태

가 좋지 않은 경우에 성문제도 증가하는데 여성에서 우울증

이 있는 경우 성욕, 성적각성, 극치감이 감소할 위험이 2배 

정도 증가하고 남성에서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 심혈관질환

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성건강

은 삶의 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에 성적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Lindau 등[7]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모든 나이에서 성

생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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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폐경이후에 성기능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신체적인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성

생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의 성생활이 인생의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최근 영국에서 보고가 되었

는데 성적으로 활발한 남성과 여성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보

다 인생이 더 즐겁다고 하였다[29]. 또한 성적으로 활발한 

경우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키스나 애무와 같은 사랑을 나

누는 횟수가 증가하였고 남성에서 성교 횟수가 증가하였다

고 하였다. 이렇게 노년에 성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은 

성생활이 신체건강과 관련이 있고 신체건강은 인생의 즐거

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성생활이나 성교

시 분비되는 엔돌핀(endorphin)이 성관계후에 행복감을 주

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더 가깝게 해줄 뿐만 아

니라 성생활이 신체활동의 일환으로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29]. 노년에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신체적 건강유지, 둘째, 배우자 

혹은 성파트너의 존재, 셋째,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인 성생

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42].

결론

노인의 성생활은 신체건강과 관련이 있고 배우자 혹은 성

파트너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남

성에서는 발기부전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고혈압, 당뇨병 등

의 신체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는데 노인 여성에서는 주로 

폐경으로 인한 성호르몬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다. 노인에

서 건강한 성생활, 성생활 빈도, 배우자의 존재 등은 신체건

강과 관련이 있고 노인의 성건강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성

파트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년에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

하지 위해서는 건강관리, 배우자와 관계, 규칙적인 성생활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노인에서 성생활은 성교뿐만 아니라 

성적친밀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생활을 평가할 

때 성적친밀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에 있어서 성생활은 신체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인병 환자를 치료할 때 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년의 성생활은 노화의 지표로 역

할을 할 수 있어 향후 노인의 성생활이 건강장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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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는 노인들의 삶에서 성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한 논문

이다. 연령별로 남녀 성생활의 패턴을 분석하였고, 세계의 상황

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심도 있는 연구, 분석 및 대책이 필요함을 적절히 

제안하고 있다. 특히, 성 상대자가 있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이 방향에 대한 정

책의 준비가 필요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남성에서는 발기부전

과 성파트너의 상황, 여성에서는 질건조를 비롯한 건강 등이 중

요한 요인들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도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

이 필요함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논문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 상황에서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성생활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