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추수술 환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간호학과 

정  성  미 
 

-i-  



척추수술 환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지도    김  소  선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年 6月 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간호학과 

정   성   미 

-ii-  



정성미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년  6월   일



감사의 글 
 

오래 전부터 소중히 간직해 왔던 혼자만의 꿈을 이제서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못다한 학업에 대한 아쉬움과 속상함이 부족하지만 이 한 권의 논문으로 인해 

조금은 위로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감사해야 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논문의 주제에서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한걸음씩 이끌어 주신 김소선 지도교수님.  

헛점 투성이인 제 연구로인해 교수님 건강에 해를 끼친 것은 아닌지….. 죄송하고 감사함을 

이렇게나마 전합니다. 아울러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에게 학업의 길을 열어 주시고 

정진할 수 있게 끝까지 도와주시며 참된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김영수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성교육 자료를 못 만들어 고민하던 저에게 자료의 틀과 

교정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성 재활의 중심이신 

이범석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심을 끝내고 멍한 저에게 축하한다며 꼭 껴안아 주셨던 김인숙 교수님. 감동 그 

자체 였습니다. 아울러 항상 미소를 머금으시며 자상하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이정렬 

교수님, 김진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 부족한 저에게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매사에 용기를 주셨던 

이계숙 부장님, 저를 믿고 외래간호사와 학생의 두 역할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정순화 간호과장님, 박경옥, 나향 수간호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으로 방황하던 저에게 당당하고 끗끗하게 간호사로서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신 저의 서울친정 문숙, 혜순 언니. 지금의 저는 두 분의 가르침으로 

존재합니다. 보살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학위과정 내내, 논문이 시작과 끝에 함께 웃고 울었던 홍영애 선생님과 경례, 신경외과 

외래 식구들,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짚어준 승희, 현정,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 

희아와 그의 남편 광현 선생님, 그리기 힘든 그림을 열심히 그려주신 김효진 선생님. 

모두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뒤로 하고 

학업에 매달릴 수 있게 도와주고 배려해준 남편과 건강하게 있어준 두 아들 성현, 성진에게 

미안함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3. 7월 

                                                                                 연구자 정성미 올림

-i-  



차  례 

 

국문요약 ........................................................ⅳ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4 

3. 용어정의 ....................................................4 

 

Ⅱ. 이론적 배경 .................................................... 6 

1. 척추수술환자와 성생활 .......................................6 

2. 성교육 프로그램 .............................................9 

 

Ⅲ. 연구방법 ...................................................... 13 

1.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 ...................................13 

가.  척추수술 환자의 성 상담 사례분석.......................13 

나.  프로그램의 초안 작성...................................14 

다.  최종프로그램의 개발....................................15 

2.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단계 ...........................16 

가.  연구설계...............................................16 

나.  연구대상...............................................16 

다.  실험처치...............................................17 

라.  자료수집방법...........................................18 

마.  연구도구...............................................18 

바.  자료분석방법...........................................20 

 -i- 



Ⅳ. 연구결과 ...................................................... 21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21 

2. 가설검증....................................................27 

가. 성 지식................................................27 

나. 성생활 만족도..........................................33 

3. 추가분석....................................................38 

 

Ⅴ. 고찰 .......................................................... 39 

1. 성 지식에 대한 고찰.........................................39 

2. 성생활 만족도에 대한 고찰...................................42 

 

Ⅵ. 결론 및 제언 .................................................. 45 

1. 결론........................................................45 

2. 제언........................................................47 

 

참고문헌 .......................................................... 48 

부    록 .......................................................... 54 

ABSTRACT .......................................................... 77 

 

 

 

 

 

 

 

 -ii- 



표 차 례 

 

<표1> 연구설계 .................................................... 16 

<표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3 

<표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두 군의 동질성 검증 ............. 24 

<표4> 성교육 전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에 대한 두 군의 동질성 검증 26 

<표5> 성교육 후 성 지식에 대한 두 군의 차이 검증 .................. 27 

<표6> 전체 대상자의 교육 전 성 지식 정답율 ........................ 30 

<표7> 대조군의 교육 전· 후 성 지식 정답 정도 비교 ................. 31 

<표8> 실험군의 교육 전· 후 성 지식 정답 정도 비교 ................. 32 

<표9> 성교육 후 성생활 만족도에 대한 두 군의 차이 검증 ............ 33 

<표10> 전체 대상자의 성교육 전 성생활 만족도 ...................... 35 

<표11> 대조군의 교육 전· 후 성생활 만족도 비교 .................... 36 

<표12> 실험군의 교육 전· 후의 성생활 만족도 비교 .................. 37 

<표13>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의 관련성 ..........................  38 

 

 

 

부록차례 

   

[부록1] 설문지 .................................................... 54 

[부록2] 척추수술환자의 성교육 자료 ................................ 59 

 -iii- 



국문요약  

척추수술 환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는 척추수술 환자에게 성 지식 및 성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위해 

성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된 유사실험연구이다. 

척추수술 환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Y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2001 년 12 월부터 2003 년 1 월까지 시행한 성상담 사례 분석과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자료는 전문가 6 인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10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성교육 자료에 대한 효과  검증은 2003 년 4 월 1 일부터 6 월 3 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로 연구대상은 Y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단순요추후궁절제술 및 요추체후방융합술을 받고 퇴원 후 

1 개월 경과한 환자로 총 54 명이었다.    

실험군 24 명에게는 1 회 30 분 ‾ 40 분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실험군의 교육 평가는 Derogatis 의 

성기능 척도(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 중 장순복과 김요완이 

번역하여 사용한 성 지식 및 성생활 만족도 도구를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실험처치 1개월 후 설문조사하였고, 동일한 질문지로 대조군도 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 8.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사용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및 가설검증을 위하여  

X2-test 와 t-test 를,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와의 관련성은 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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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 중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군과 제공 

받지 않은 군은 성 지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제 1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t= 7.82, p= .00). 

2.‘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 중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군과 제공 

받지 않은 군은 성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제 2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지지되었다(t= 7.20, p= .00). 

3.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교육 전 r= 

.57, p= .00 교육 후 r= .60, p= .00).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척추수술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은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척추수술 

환자와의 면담결과를 근거로 개발한 본 성교육 프로그램은 척추수술 

환자의 성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만성 

질환자를 위한 성교육 자료 개발 과정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척추수술 환자, 성교육 프로그램, 성 지식, 성생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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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척추는 신체의 중요한 구조물로서 신체를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여상준 등, 2000). 요통은 모든 성인의 약 60~80%에서 경험하게 

되고, 도시 성인 인구의 약 18%가 만성적 요통으로 고통을 받으며, 

사회가 산업화될수록 증가 한다 (김영수, 1987).  

요통의 주요 원인은 추간반 탈출로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에 

집중하므로 개인은 물론 사회적 손실이 크다(석세일, 1997). 요통은 

안정가료나 물리치료 등과 같은 대중요법으로도 호전되지 않으며 통증이 

계속 있거나, 자주 재발하는 경우, 또는 진찰 소견상 신경 이상으로 발 

운동에 근력약화가 현저할 경우 등에는 수술적 치료를 행해야 하며 전체 

요통환자의 약 5~10%가 수술을 경험하게 된다(김영수, 1987). 

수술은 치유목적의 절차로 시행되고 상처를  수반하며,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수술이라 하더라도 통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유발한다 (김호미 , 

1997; 이 수진, 2001). 또 한 척추수술 환자는 상당수가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요부의 경직과 요통 등으로 정상생활에의 복귀에 지장을 

초래한다(Kahanovitz etc., 1989).  

김매자 등(2000)은 만성질환자는 만성적인 건강 문제인 기동성 장애나 

신체상 변화, 성기능 장애 등과 같은 신체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심리적으로 무력감, 사회적 소외감 등과 같은 영향을 받게 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특히 성생활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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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건강문제가 있으면 대상자와 배우자의 성적 기능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Lubkin & Larson, 1996). 어떤 질병으로 인해 신체상이 변하게 

되면 환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받아서 자아 존중감이 저하되고 

성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Hogen, 1985), 

만성요통을 가진 환자의 46%에서 성생활이 문제가 생기고 성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Maigne, 2001).   

Maigne(2001)은 신체적 질환으로 영향을 받는 성생활은 어떤 형태이며 

요통 환자들의 성생활에 대한 문헌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간호사는 만성질환자의 성생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만성 질환 자 의  

성생활 장 애를 최소화하는데 기 여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 으며 

간호사는 만성질환자를 다룰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문제 를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김명애 등, 2002). 그러나 사회적인 무관심이나 

부끄러움 혹은 간호사의 무관심과 성적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고, 

성기능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Linda, Julie, 1993).  

송충숙(1990)은 건강 전문인들이 성에 대한 지식과 상담 능력을 가지고 

성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건강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성생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Campsey(1985)는 간호사는 환자 및 가족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신뢰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상담과 같은 

개인적이며 내밀한 문제에 접근하는데 유리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일 대학 병원의 신경외과외래 간호사로서 척추수술 환자의 

많은 수가 질병치료에 있어 성을 금기시하거나 제한하고,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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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에 있어 적절한 시기 등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성의 문제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로 받아들여 이러한 문제를 남에게 표현하거나 드러내놓고 

문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없음을 경험하였다. 또한 척추수술 환자의 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이나 대상자 모두 문제를 파악하고, 전문적 중재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 태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관심과 문제는 있으나 노출을 꺼린 척추수술 

환자의 만족한 성생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성 지식과 

성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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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 연구는 척추수술 환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 1 가설 :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 중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군과 

제공받지 않은 군은 성지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 2 가설 :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 중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군과 

제공받지 않은 군은 성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성교육  

 

성에 대한 지식을 일깨움과 동시에 성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제각기 

성 기능 및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박후희 등, 1992)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의 성 지식,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책자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40분 분량의 

척추수술 받은 환자 대상의 소그룹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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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생활 만족도 

 

부부간의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상호관계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적응되어 나타내는 행위로 서로가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이다(장순복, 

1989). 

 본 연구에서는 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Derogatis, 

1979)를 장순복이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척추수술환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 성지식 

 

성생활의 해부학적, 생리적, 심리적 측면의 일반적 내용으로서 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Derogatis, 1979)를 김요완(2000)이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척추수술 환자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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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척추수술 환자와 성생활 

 

요통은 성인의 60~80%에서 경험하며(Frymoyer, 1983), 45세 이하의 

인구에서 활동에 제한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소선, 

1999). 또한 만성질환 중 노동력 상실이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Anderson, 

1981). 

요통 환자의 약 10%정도에서 관찰되는 요추간반탈출증은 대개 25세에서 

55세 사이에 호발하고 사회적 주 활동기인 30대와 40대에 가장 흔한 

질환이며(김영태, 1994), 2001년도 건강보 험적용 총  인구의 13.3%가 

척추후궁절제술로 수술을 받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척추후궁절제술은 요추간반탈출증의 외과적 치료방법으로(박재정 등, 

2000) 2001년도 일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통계에 따르면 요추간반탈출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전체 신경외과 환자의 55%이고 이중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61%이며, 척추융합술을 받은 환자는 25%였다(연세대학교 

신경외과학교실, 2002). 

척추수술 환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보행이나 직립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 심한 

신경근병이 있거나 신경 증상이 진행하는 경우에 척추수술을 받는다 

(구태용, 1996 ). 

척추수술 환자는 퇴원 후에도 일정기간 부동자세를 유지하고 통증 

재발우려를 두려워하며 허리운동을 제한한다. 또한 허리 운동의 제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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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 자체를 두려워하고 환자 및 배우자가 적극적인 성생활에 임하지 

못함을 본 연구자와 환자의 상담을 통하여 경험하였다.  

성은 신체적 행위 이상이며, 전인으로서의 자기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며(Spica, 

1989), 건강과 관련된 변수로써도 작용한다고 하였다(Weinberg, 1982).  

Shapiro(2000)는 파열된 추간반탈출증으로 마미총 증후군이 생긴 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생활을 연구한 결과 6명의 남성이 발기장애를 보였고 11명의 

여성이 오르가즘 장애가 있었다고 하였다. 

Maigne(2001)은 만성요통이 있는 환자 128명의 성생활을 연구한 결과 

46%의 환자에서 성생활에 문제가 있었으며 요통 환자들이 대조군인 경부 

통증 환자들보다 성생활에 있어서 더 큰 장애가 있었다. Osborne(1980)과 

Maruta(1978)의 연구에서도 요통이 있는 환자들이 성적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하였으며 남성에게 있어서 32%가 발기장애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Sjogren(1981)는 요통이 있는 35명의 남성과 25명의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성생활에 장애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요통은 부부관계 중의 골반운동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 부부관계 시 

가장 덜 아픈 부부관계 체위를 의료인이 아는 것이 상담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으며 환자들이 부부관계 중 경험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한 심층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통증유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하였다(Maigne, 2001).  

1994년 우리들병원 척추건강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요통 환자 100명 

중 대상자의 48%가 성생활의 불편을 호소했고 17%는 현저하게 성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배우자의 60%가 겁이 나서 성생활을 참고 있었고, 

40%의 환자가 배우자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45%의 환자는 성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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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을 더 악화시킨다고 믿는다고 하였다(이상호, 1998 ). 

이춘성, 이춘기(2000)는 허리 디스크는 치료기술이 발전돼 오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치료 후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성행위시 이루어지는 허리의 운동은 허리 디스크를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경우가 없으므로 디스크 병을 치료한 후의 성행위를 

두려워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  

간호사 등 건강전문인은 올바른 성생활의 지식을 환자들에게 알려주어 

척추 수술 후 성생활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 대상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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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교육 프로그램 

 

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학적 문제는 1969년 처음으로 스웨덴 

중앙재활위원회의 심포지움에서 다루어졌고 1975년 스웨덴 재활위원회는 

국제재활 사회위원회와 합동으로 국제교환소를 설치하여 성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다(신영주, 2002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5월부터 국립재활병원에서 척수손상인을 위한 

성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이범석, 1999) 건강 전문인들은 대상자의 

신체적 재활에만 치중하였고 성 재활에 관하여 인식은 하고 있으나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김영희, 1999). 

현재 한국의 국립재활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재활 프로그램은 소그룹 

부부상담, 성재활 실습실 운영, 매년 성재활 세미나 및 성재활 강사 

워크샆을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척수장애인뿐 아니라 뇌손상,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의 성재활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있다(국립재활원 성재활 강좌, 

2002). 

김조자, 유지수 및 박지원(1984)은 성재활에 대한 교육이나 성상담이 

필요하며 하반신 마비 환자의 성기능 회복과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강 전문인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상담 능력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만성 질환자들이 성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유교적 문화권 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터부시하고(이인숙, 2000), 

성기능 장애 대상자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성기능 장애를 동반한 만성질환자 부부의 문제를 덮어 두고만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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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성기능과 성행위에 대한 교육, 상담, 추후관리를 제공하고, 정확한 

정보와 배우자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부부가 함께 공포를 공유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박정숙 등,1997). 

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할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으나(김영희, 1999; Bressler & Lavenderi, 1986), 척수 손상인은 

누군가로부터 성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지만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김순용, 1997). 

환자는 자신의 성적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편안한 대상, 즉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찾게 되는데 

적절한 대상으로 의료인 중 간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Bor & Watts, 

1993; Cushman, 1988). 간호사들 또한 환자의 성적 건강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간호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Gamel et al., 1993),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상담 등을 간호사의 

역할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Lewis & Bor, 1994; Girts, 1990; 

Gamel et al., 1993; Matocha & Waterhouse, 1993). 

최연순과 장순복(1989)의 자궁적출술부인의 성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자궁적출술을 받은 부인들이 자궁 상실이라는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입은 

상황 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동안에 그들을 위해 배우자 지지, 성 지식 

제공, 성행위의 표현 방식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함을 보고했으며, 전명희, 

김용옥 및 김매자(1996)의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과 성생활의 변화 

상태에 대한 연구에서 성생활 상담시에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생활에 대한 감정이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대화를 

통하여 환자의 성재활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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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숙, 박청자 및 양혜주(1998)의 장루 보유자의 삶의 질과 성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성생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대상자 대부분이 

정보에 접할 기회가 없어 앞으로 장루보유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성생활 

문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장루보유자가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성생활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성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 후 성 지식을 측정한 연구를 살펴보면 

송충숙(1990)의 성 재활 정보제공과 성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성재활 교육을 1주 1회 실시하여 교육 후 성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김은경(2000)의 성재활 교육이 척수장애인의 성지식과 

성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도 교육 후 성 지식이 높아졌으며, 

윤효순(1999)의 척수손상자의 성 재활 교육이 성재활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재활 교육 후 성생활 만족도가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하여서도 성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교육은 많이 실시되고 

있지만, 성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교육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김요완, 2000). 김요완(2000)의 연구에서는 의사 등 전문인으로부터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0.4%인 1명만이 응답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한 왜곡되고 과장된 성 지식이 부부들에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성교육을 실시한 후 성 만족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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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척추수술 환자의 성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문제를 확인하여 성 지식 및 성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성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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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2단계로 진행하였다. 처음 단계는 척추수술 

환자의 성 상담 사례를 분석한 자료와 관련문헌을 바탕으로 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이고, 두번째 단계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1.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 

 

가. 척추수술환자의 성 상담 사례 분석 

 

본 연구자는 국립재활원에서 주관한 성 재활 교육을 받은 후 2001년 

5월부터 척추수술 환자로서 성문제를 호소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 상담을 

실시하였다. 2001년 5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총 60명의 환자를 

상담하였고 전화상담은 20명이었다. 상담 받은 환자의 평균 나이는 

49세였고, 남·녀의 비율은 각각 50%로 같았다. 직접 상담받은 60명 

환자의 수술방법은 단순요추후궁절제술이 가장 많은 21건인 35%이었으며, 

요추체후방융합술 18건, 카이모파파인주사치료 등이 있었다. 

성상담 내용에 대한 주제 분석 결과를 우선순위별로 나열하면, 부부관계 

시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는 체위, 부부관계의 가능 시기, 고정된 인공 

기구의 탈출에 대한 두려움, 성생활에 대한 자신감 부족,  부부관계 후 

발생되는 요통에 대한 두려움, 통증 발생 시 해결 방법, 발기장애(남성인 

경우), 여성의 소극적 성 태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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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의 초안 작성 

 

척추수술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초안은 척추수술 환자와의 성 상담 

사례 분석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척추수술 환자와 성’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소책자로 구성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소책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간의 성(性)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중요성 

나. 성 반응의 과정 

다. 척추수술 환자 분포 

일 대학병원 척추 수술 환자 및 수술부위 분포도 

라. 성에 관련된 신경 해부학 

성과 관련된 발기의 신경경로, 남녀의 성 기관을 그림으로 설명 

마. 척추수술 후의 성생활 

척추수술 환자의 수술 후 상태와 성생활 문제 내용 

바. 성생활과 관련된 연구결과 

국내·외의 요통과 성생활에 대한 연구결과 내용 

사. 성생활은 수술결과를 악화시키는가? 

아. 척추수술 후 고민하는 성 문제 

성상담 분석한 내용을 환자들의 표현 그대로 실음 

자. 척추수술 후의 성문제 해결 전략 

바람직한 체위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필요한 운동법도 그림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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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프로그램의 개발 

 

개발된 프로그램 초안의 실행가능성과 제한점을 확인하고 교육에 걸리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Y대학 병원에서 

단순요추후궁절제술과 요추체후방융합술을 시행받고, 퇴원 후 1개월뒤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 2인이상으로 구성된 소그룹 대상으로 총 1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실시 시에 도출된 문제점은 성교육인 만큼 동성이 

아닌 혼성그룹을 형성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고, 교육장소가 외래 

진료실이라 노트북을 이용한 교육으로 인하여 내용의 전달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이상의 예비교육 결과를 기초로 하여 초안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척추 

전문 의사 2인과, 간호학 교수 2인, 국립재활원 성교육 담당 의사 1인, 

성상담 수간호사 1인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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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단계 

 

가.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척추수술 환자의 성 지식 및 성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다. 

 

<표 1>  연구의 설계 

집  단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성 지식 성 지식 
실험군 

성생활 만족도 
성교육 프로그램 

성생활 만족도 

 

성 지식 

  

성 지식 대조군 

성생활 만족도  성생활 만족도 

 

나.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Y대학병원에서 단순요추후궁절제술  

및 요추체후방융합술을 받고 퇴원 1개월 후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로서 

연구에의 참여 동의를 받은 후 대조군 40명, 실험군 30명을 선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의하여 편의표출 하였다.  

1) 요추간반탈출증 진단을 받고 단순요추후궁절제술 받은 환자 

2)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 진단받고 요추체후방융합술 받은 환자 

3) 결혼한 환자로 배우자와 동거하며 외래 방문하기 전에 성생활에 무리가 

없었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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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사람 

 

프로그램이 성교육인 만큼 연구 대상자에게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부부가 같이 왔을 시 부부가 같이 참여하고 다른 대상자와 같이 소그룹으로 

교육함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을 비밀로 유지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교육이 단지 연구의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 교육자의 자격으로써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육임을 강조하였다. 

교육은 매일 대상자가 2명 이상 있으면 실시하였고 대상자가 1명인 

경우는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교육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3년 5월 3일까지였고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3년 6월 3일까지였다. 대조군, 실험군에 대한 

사후조사는 실험처치 1개월 후 반송우편을 이용한 질문지를 송부하였으며 

회수율은 대조군 75%, 실험군 80%로, 대조군 10명, 실험군 6명이 

질문지를 보내지 않아 대조군 30명 실험군 24명이 최종 연구대상이 

되었다.  

 

다. 실험처치 

  

실험처치는 Y 대학병원 외래 진료실에서 교육자료인 소책자를 이용하였고, 

연구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자료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교육하였다. 

교육시간은 30~40분 정도이며 외래 진료가 끝난 시간에 교육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 참여인원은 최소 2명에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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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었다. 교육 종료 시 질문 및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라.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사전조사에서 사후조사까지 12주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전조사는 외래 진료 대기 시 질문지를 주고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사후조사는 사전 질문지 작성 후 질문지를 주고 

집에서 한달 뒤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마.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 관련된 변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기간, 종교, 월소득, 직업, 

요통점수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생활 관련 변수로는 아프기 전 · 후 성교의 횟수 및 변화, 성교체위의 변화, 

의료인으로부터 성교육 받은 여부, 성지식 습득 경로의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단명, 수술명의 2문항은 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참고하였고, 실험군의  

부부참여여부의 1문항은 교육 후 연구자가 따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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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지식 및 성 만족 측정 도구 

 

성 지식 수준과 성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총 10부 

261문항으로 이루어진 Derogatis 성 기능 척도(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 이하 DSFI)를 장순복(1989, 1990)과 김요완(2000)의 연구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 중 성 지식과 성 만족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척추수술 환자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최초 작성 후 간호학과 교수 1인, 척추전문의사 1인, 성상담 

전문가 2인에게 설문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대조군 20인에게 

선행 검사를 실시하였다.  

 

가) 성 지식 측정 도구 

 

DSFI의 제1부 성지식을 묻는 26항목 중 김요완(2000)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선택한 20문항을 연구자가 척추수술 환자의 실정에 맞는 

지식으로 수정 보완하여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맞으면 1점, 틀리거나 

모르면 0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4이었다. 

 

나) 성 만족 측정 도구 

 

DSFI의 제 10부 성 만족에 관한 문항 11개를 장순복(1989, 1990)이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연구자가 척추 수술 환자의 실정에 맞는 설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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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DSFI 원본에서는 Yes 혹은 No의 2점 척도의 설문이었지만, 

연구의 세밀성을 기하기 위해 Likert type의 5점 척도로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9이었다.  

 

바.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8.1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 관련 특성은 백분율과 빈도로 분석하였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은 X²-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3) 성교육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 지식과 성 만족의 동질성 검증은  

t-test로 분석하였다.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 지식과 성 만족도의 점수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와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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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가.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월 소득, 결혼기간, 

종교, 직업, 진단명, 수술명, 요통점수를 조사하였다<표2>.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성별은 전체 대상자가 남자 28명(51.9%), 여자 

26명(48.1%)이었고 이 중 실험군은 여자가 15명(62.5%)으로 남자보다 

약간 많았으며, 대조군은 남자가 19명(63.3%)으로 많았다. 

두군의 평균 연령은 실험군이 52세, 대조군이 49세이었다. 

학력은 전체 대상자중 고졸이 25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군과 

대조군도 역시 고졸이 각각 12명(50.0%), 13명(43.3%)으로 많았다. 그 다음 

순서가 대졸이상이 6명(25.0%), 12명(40%)이었고, 중졸이하가 6명(25.0%), 

5명(16.7%)으로 가장 적었다.  

월평균 소득은 전체대상자 중 21명(38.9%)이 301만원~400만원 이었다. 

평균 결혼기간은 실험군이 25.6년, 대조군은 21.6년이었다. 

종교는 전체 대상자의 20명인 37.0%가 기독교이었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실험군은 4명(16.7%), 대조군은 9명(30%)이었다. 

직업은 실험군은 직업이 있는 경우가 12명(50.0%)이었고 대조군은  

17명(56.7%)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59.3%인 32명이 요추간반탈출증으로 단순요추후궁절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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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고, 40.7%인 22명이 척추전방전위증과 협착증으로 요추체후방융합술을 

받았다.  

전체 대상자의 요통점수는 최고점수 10점 만점 중 평균 3.4점으로 

통증점수는 보통이하의 분포를 보였다.  

 

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각각의 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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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4 

실험군 
(n=24) 

대조군 
(n=30) 

전체 
특    성 

 
구  분 

 실수(%) 실수(%) 실수(%) 

남 9(37.5) 19(63.3) 28(51.9) 
성  별 

녀 15(62.5) 11(36.7) 26(48.1) 

연   령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평균±표준편차 

1(4.2) 
11(45.8) 
7(29.2) 
5(20.8) 

51.7±8.55 

5(16.7) 
12(39.8) 
7(23.3) 
6(19.9) 

48.7±10.43 

7(12.5) 
23(41.1) 
15(26.8) 
11(19.6) 

50.2±9.60 

 
중졸이하 

 
6(25.0) 

 
5(16.7) 

 
11(20.4) 

고졸 12(50.0) 13(43.3) 25(46.3) 
학   력 

대졸이상 6(25.0) 12(40.0) 18(33.3) 
 

200만원이하 
 

6(20.0) 
 

12(22.2) 
201~300만원 7(23.3) 12(22.2) 
301~400만원 10(33.3) 21(38.9) 

월 소 득 

401만원이상 

 
6(25.0) 
5(20.8) 
11(45.8) 
2(8.4) 7(23.3) 9(16.7) 

결혼기간 

10년이하 
11년~19년 
20년~29년 
30년~39년 
40년이상 

평균±표준편차 

2(8.3) 
3(11.5) 
9(37.5) 
9(37.5) 
1(4.2) 

25.6±9.77 

5(16.7) 
8(26.6) 
8(26.6) 
9(30.1) 
0(0.0) 

21.6±10.98 

7(12.5) 
12(21.5) 
18(32.1) 
18(32.1) 
1(1.8) 

23.5±10.60 

 
기독교 

 
9(37.5) 

 
11(36.7) 

 
20(37.0) 

천주교 4(16.7) 5(16.7) 9(16.7) 
불교 7(29.2) 5(16.7) 12(22.2) 

종  교 

무 4(16.7) 9(30.0) 13(24.1) 
 

유 
 

12(50.0) 
 

17(56.7) 
 

29(53.7) 직  업 
무 12(50.0) 13(43.3) 25(46.3) 
 

요추간반탈출증 
 

32(59.3) 
척추전반전위증 

 
13(54.2) 
11(45.8) 

 
19(63.3) 
11(36.7) 22(40.7) 

진단명 

및 협착증    
 

단순요추후궁절제술 
 

13(54.2) 
 

19(63.3) 
 

32(59.3) 수술명 
요추체후방융합술 11(45.8) 11(36.7) 22(40.7) 

요통점수 평균 ± 표준편차 3.12±4.12 3.86±4.67 3.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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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두 군의 동질성 검증 

n=54 

실험군 
(n=24) 

대조군 
(n=30) 특    성 

 
구  분 

 실수(%) 실수(%) 
Х² or t    p값 

 
남 

 
 9(37.5) 

 
19(63.3) 성  별 

녀 15(62.5) 11(36.7) 

 
3.56    .06 

 
30세~39세 

 
1(4.2) 

 
5(16.7) 

40세~49세 11(45.8) 12(39.8) 
50세~59세 7(29.2) 7(23.3) 

연   령 

60세~69세 5(20.8) 6(19.9) 

    
1.34     .19 

 
중졸이하 

 
6(25.0) 

 
5(16.7) 

고졸 12(50.0) 13(43.3) 
학   력 

대졸이상  6(25.0) 12(40.0) 

 
1.48    .48 

 
200만원이하 

 
6(25.0) 

 
6(20.0) 

201~300만원 5(20.8) 7(23.3) 
301~400만원 11(45.8) 10(33.3) 

월 소 득 

401만원이상 2(8.4) 7(23.3) 

 
2.52    .47 

 
10년이하 

 
2(8.3) 

 
5(16.7) 

11년~19년 3(11.5) 8(26.6) 
20년~29년 9(37.5) 8(26.6) 
30년~39년 9(37.5) 9(30.1) 

결혼기간 

40년이상 1(4.2) 0(0.0) 

 
1.50     .14 

 
기독교 

 
9(37.5) 

 
11(36.7) 

천주교 4(16.7) 5(16.7) 
불교 7(29.2) 5(16.7) 

종  교 

무 4(16.7) 9(30.0) 

 
1.92    .59 

 
유 

 
12(50.0) 

 
21(70.0) 

 
직  업 

무 12(50.0) 9(30.0) 

 
.23     .63 

p<.05 

 

 

 

 -24- 



다. 성생활 관련 사항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성생활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원 후 처음 부부관계 시기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평균 부부관계시기는 

퇴원 후 20일이었고, 단순요추후궁절제술을 받은 경우는 평균 퇴원 후 15일, 

요추체후방융합술 받은 경우는 평균 퇴원 후 25일에 처음 부부관계를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두 군의 아프기 전 평소 부부관계 횟수는 실험군은 월 

2~3회가 8명(33.6%)이었고, 주 1회, 월 1회, 주 2~3회 순이었다. 반면 

대조군은 주 2~3와 주 1회가 각각 10명(33.3%)이었고 월 2~3회, 월1회 

순으로 대조군의 성생활이 약간 활발했다. 

통증 발병 후 부부관계 횟수의 변화를 보면 횟수가 줄어든 경우가 

실험군이 10명(41.7%), 대조군이 9명(30.0%)이었고 변화가 없는 경우도 

두 군 각각 7명(29.2%), 12명(40.0%)이었다. 또한 부부관계를 전혀 안한 

경우도 두 군이 각각 7명(29.2%), 9명(30.0%)이었고 그 중 10명이 

허리통증으로 인해서 부부관계를 못했다고 하였다. 

통증 발병 후 부부관계의 체위의 변화는 전체대상자 중 11.1%인 6명이 

변화가 있었고 하였다. 

의료인으로부터의 체계적인 성 교육이나 상담은 전체대상자 중 5.4%인 

3명만이 경험이 있었다. 

성 지식의 습득 경로를 보면 전체대상자의 42.6%가 친구, 동료, 

선후배에게서 습득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은 신문이나 주간지 등 서적이 

40.7%, 배우자 24.0%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 지식 습득 경로가 없는 

경우도 16.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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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교육 전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의 동질성 검증 

 

교육 전 실험군의 성 지식의 평점은 9.12이었고, 대조군은 9.06으로 두 

군간의 성 지식 점수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 전 실험군의 성생활 만족도의 평점은 34.00이고 대조군은 

36.53으로 대조군의 평균점수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4>. 

 

<표4> 성교육 전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에 대한 두 군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n=24) 대조군(n=3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성 지식 

성생활 만족도 

9.12±2.41 

34.00±5.05 

9.06±2.66 

36.53±4.31 

  .38 

-1.99 

.88 

.0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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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증 

 

가. 성 지식 

 

1) 가설검증 

 

교육 후 실험군의 성 지식 점수는 12.25이었고 대조군은 9.1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5>.  

실험군의 성 지식은 성 교육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보면 성 지식이 교육 

전에 9.12점에서 교육 후 12.25점으로 높아졌다. 

대조군의 성 지식 점수는 교육 전에 9.06이었고  교육 후의 성 지식 

점수는 9.13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제1가설인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 중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군과 제공받지 않은 군은 성 지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1가설은 지지 되었다. 

 

<표5> 성 교육 후 성 지식에 대한 두 군의 차이 검증 

실험군(n=24) 대조군(n=3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성 지식 12.25±1.87 9.13±2.41 7.82 .0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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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 지식에 대한 문항별 비교  

 

전체 대상자의 성 지식 수준은 15점 만점에 9.11이고 정답율은 

61.1%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높은 정답율을 보인 

문항은 ‘부부관계시 남성의 흥분속도는 여성보다 빠르다’(75.9%), ‘여성의 

성 기관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는 요도 위의 음핵이다’(70.4%), ‘부부가 

동시에 오르가즘을 경험해야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 (64.8%)의 

순서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성 지식에서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인 문항은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에는 성적 욕구가 거의 없어진다’(51.9%), ‘여성도 

남성만큼 자주 성욕을 느낀다’(50.0%), ‘성생활은 삽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46.3%), ‘남성의 성기가 클수록 성교 시에 여성이 더 만족을 

느낀다’(44.4%) 순서이었다<표6>. 

대조군의 경우 교육 전·후 성지식에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성생활은 

삽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항목의 정답율이 교육 전에는 

56.7%이었으나 교육 후에는 83.3%로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7>. 

실험군에서의 성교육 전·후의 성 지식의 정답율은 전체적으로 교육 후에 

상승하였며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부부관계시 

남성의 흥분속도는 여성보다 빠르다’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는 

부부관계에서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한다’ ‘여성의 경우에 질액이 

분비된다는 것은 남성의 발기상태와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흥분했음을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에는 성적 욕구가 거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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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성기가 클수록 성교 시에 여성이 더 만족을 느낀다’ ‘남성의 

발기현상은 음경에 혈액이 충만함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남성의 경우 

척추수술을 받은 후 발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성생활은 삽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의 전체15문항 중 8문항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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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전체 대상자의 교육 전 성 지식 정답율 

 n=54 

    정답        오답 
문       항 

실수(%)      실수(%) 

1. 부부관계 시 남성의 흥분 속도는 여성보다 빠르다. 41(75.9) 13(24.1) 
 
2. 부부가 동시에 오르가즘을 경험해야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 
35(64.8) 19(35.2) 

 
3.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는 부부관계에서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한다. 
34(63.0) 20(37.0) 

 
4. 자위행위는 남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33(61.1) 21(38.9) 

 
5. 여성도 남성만큼 자주 성욕을 느낀다. 27(50.0) 27(50.0) 

 
6.여성의 경우에 질액이 분비된다는 것은 남성의  발기상태와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흥분했음을 나타낸다. 
33(61.1) 21(38.9) 

 
7.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에는 성적 욕구가 거의 

없어진다. 
26(48.1) 28(51.9) 

 
8. 여성의 성 기관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는 요도 위의 

음핵이다. 
38(70.4) 16(29.6) 

 
9. 여성은 한 번의 성교에서 오르가즘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다. 
34(63.0) 20(37.0) 

 
10. 남성의 성기가 클수록 성교 시에 여성이 더 만족을 

느낀다. 
30(55.6) 24(44.4) 

 
11. 남성의 발기 현상은 음경에 혈액이 충만함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35(64.8) 19(35.2) 

 
12. 남성은 10 대 후반 내지 20 대 초반에서 성적 욕구가 

절정기에 이르고 여성은 30대에 절정기를 이룬다. 
33(61.1) 21(38.9) 

 
13. 남성의 경우 척추수술을 받은 후 발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33(61.1) 21(38.9) 

 
14. 대부분의 남녀가 60 세가 지나면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 
31(57.4) 23(42.6) 

 
15. 성생활은 삽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9(53.7) 

 
25(46.3) 

 
전체평균 

 

 
33(61.1) 
 

 
2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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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대조군의 교육 전·후 성 지식 정답 정도 비교 

                                                 n=30 
전          후 문       항 

실수(%) 
t값 

 
1. 부부관계시 남성의 흥분 속도는 여성보다 빠르다. 

 
23(76.7) 

 
24(80.0) 

 
.57 

 
2. 부부가 동시에 오르가즘을 경험해야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 

18(60.0) 15(50.0) -1.36 

 
3.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는 부부관계에서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한다. 
18(60.0) 16(53.3) -0.63 

 
4. 자위행위는 남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0(66.7) 

 
19(63.3) 

 
-0.33 

 
5. 여성도 남성만큼 자주 성욕을 느낀다. 

 
15(50.0) 

 
17(56.7) 

 
 1.00 

 
6. 여성의 경우에 질액이 분비된다는 것은 남성의 

발기상태와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흥분했음을 
나타낸다 

18(60.0) 22(73.3)  1.28 

 
7.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에는 성적 욕구가 거의 

없어진다. 
13(43.3) 17(56.7)  1.44 

 
8. 여성의 성 기관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는 요도 

위의 음핵이다. 
22(73.3) 22(73.3)  .00 

 
9. 여성은 한 번의 성교에서 오르가즘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다. 
18(60.0) 15(50.0) -1.00 

 
10. 남성의 성기가 클수록 성교 시에 여성이 더 

만족을 느낀다. 
18(60.0) 18(60.0)  .00 

 
11. 남성의 발기 현상은 음경에 혈액이 충만함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18(60.0) 17(56.7) -0.44 

 
12. 남성은 10 대 후반 내지 20 대 초반에서 성적 

욕구가 절정기에 이르고 여성은 30 대에 절정기를 
이룬다. 

20(66.7) 19(63.3) -0.37 

 
13. 남성의 경우 척추수술을 받은 후 발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18(60.0) 14(46.7) -1.44 

 
14. 대부분의 남녀가 60세가 지나면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 
16(53.3) 12(40.0) -1.28 

 
15. 성생활은 삽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7(56.7) 25(83.3) 2.50* 

전체 평균 18(60.0) 18(60.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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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실험군의 교육 전·후 성 지식 정답 정도비교 

                                                      n=24 

전         후 
문       항 

실수(%) 
t값 

 
1. 부부관계 시 남성의 흥분 속도는 여성보다 빠르다. 

 
18(75.0) 

 
23(95.8) 

 
 2.46* 

 
2. 부부가 동시에 오르가즘을 경험해야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 

  17(70.8) 20(83.3) 1.14 

 
3.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는 부부관계에서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한다. 
16(66.7) 22(91.7)  2.77* 

 
4. 자위행위는 남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3(54.2) 

 
17(70.8) 

 
1.45 

 
5. 여성도 남성만큼 자주 성욕을 느낀다. 

 
12(50.0) 

 
15(62.5) 

 
1.14 

 
6. 여성의 경우에 질액이 분비된다는 것은 남성의 

발기상태와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흥분했음을 
나타낸다 

15(62.5) 22(91.7)  3.08* 

 
7.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에는 성적 욕구가 거의 

없어진다. 
13(54.2) 20(83.3)  2.29* 

 
8. 여성의 성 기관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는 요도 

위의 음핵이다. 
16(66.7) 17 (70.8) .57 

 
9. 여성은 한 번의 성교에서 오르가즘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다. 
16(66.7) 19(79.2) 1.37 

 
10. 남성의 성기가 클수록 성교 시에 여성이 더 

만족을 느낀다. 
12(50.0) 22(91.7)  4.05* 

 
11. 남성의 발기 현상은 음경에 혈액이 충만함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17(70.8) 22(91.7)  2.46* 

 
12. 남성은 10 대 후반 내지 20 대 초반에서 성적 

욕구가 절정기에 이르고 여성은 30 대에 절정기를 
이룬다. 

13(54.2) 18(75.0) 1.74 

 
13. 남성의 경우 척추수술을 받은 후 발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15(62.5) 19(79.2)  2.14* 

 
14. 대부분의 남녀가 60세가 지나면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 
15(62.5) 19(79.2) 1.45 

 
15. 성생활은 삽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2(50.0) 19(79.2)  2.60* 

전체 평균 15(62.5) 20(83.3)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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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생활 만족도 

 

1) 가설검증 

 

교육 후 실험군의 성생활 만족도 점수는 39.00이었고 대조군은 

35.6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9>. 

실험군의 성생활 만족점수는 교육 전에 34.00에서 교육 후 39.00으로 

높아졌다. 

대조군의 성생활 만족점수는 교육 전에 36.53이었고 교육 후에는 

35.67로 다소 낮아졌다. 

따라서 제 2가설인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 중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군과 제공받지 않은 군은 성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표9> 성교육 후 성생활 만족도에 대한 두 군의 차이 검증 

실험군(n=24) 대조군(n=3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값 p값 

성 생활 만족도 39.00±3.61 35.67±4.20 7.20 .00 

p<.05 

 

2) 성생활 만족도에 대한 문항별 비교 

 

전체대상자의 성생활 만족도 점수는 55점 만점에 35.30이었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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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균은 3.24로 보통 이상이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문항은 ‘성교 

후 나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낀다’(3.50)이었다. 반면에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나는 배우자와 함께 성문제를 터놓고 대화한다’(2.85)이었고, 

그 다음은 ‘나와 배우자와의 성생활은 단조롭다’(2.91)이었다<표10>. 

대조군에서는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성생활 만족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11>. 

실험군에서의 교육 전과 교육 후 성생활 만족정도는 11문항 중 2문항인 

‘나와 배우자와의 성생활은 단조롭다’와 ‘성교 후 나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낀다’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교육 후 성생활 

만족정도가 높아졌다<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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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전체 대상자의 성교육 전 성생활 만족도 

                                                              n=54 

문       항 평균±표준편차 

 

1. 나는 배우자와의 성 관계에 만족한다. 

 

3.48±.72 

 

2. 나는 성교횟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3.09±.81 

 

3. 나와 배우자와의 성생활은 단조롭다. 

 

2.91±.76 

 

4. 성교 후 나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3.50±.75 

 

5. 성교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3.04±.73 

 

6. 나는 성에 관해 별 흥미가 없다. 

 

3.28±.76 

 

7. 성교 전 애무를 할 때 나는 매우 흥분한다. 

 

3.28±.74 

 

8. 성교를 하면 대개는 만족스럽게 오르가즘을 느낀다. 

 

3.48±.61 

 

9. 나는 배우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염려한다. 

 

3.19±.78 

 

10. 나는 배우자와 함께 성 문제를 터놓고 대화한다. 

 

2.85±.98 

 

11. 나는 배우자와의 성교 시 체위에 만족한다. 

 

3.30±.77 

 
전체 평균±표준편차 

 
3.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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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대조군의 교육 전·후 성생활 만족도 비교 

                                        n=30 

전           후 
문       항 

 
평균±표준편차 

t값 

 

1. 나는 배우자와의 성 관계에 만족한다. 

 

3.63±.61    3.67±.61 

 

.37 

 

2. 나는 성교횟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3.27±.74     3.27±.78 

 

.00 

 

3. 나와 배우자와의 성생활은 단조롭다. 

 

3.10±.66     2.93±.74 

 

-1.41 

 

4. 성교 후 나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3.50±.73     3.37±.76 

 

-.94 

 

5. 성교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3.20±.66     3.17±.70 

 

-.37 

 

6. 나는 성에 관해 별 흥미가 없다. 

 

3.43±.63     3.23±.57 

 

-1.65 

 

7. 성교 전 애무를 할 때 나는 매우 흥분한다. 

 

3.37±.72     3.20±.71 

 

-1.54 

 

8. 성교를 하면 대개는 만족스럽게 오르가즘 

을 느낀다. 

3.60±.62     3.50±.68 -1.36 

 

9. 나는 배우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를 염려한다. 

3.20±.76     3.10±.80 -1.00 

 

10. 나는 배우자와 함께 성 문제를 터놓고 대화한다. 

 

2.93±.98     2.73±.91 

 

-1.53 

 

11. 나는 배우자와의 성교 시 체위에 만족한다. 

 

3.30±.79     3.33±.76 

 

.44 

전체 평균±표준편차 
 

3.32±.39     3.24±.3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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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실험군의 교육 전·후의 성생활 만족도 비교 

n=24 

전           후 
문       항 

평균±표준편차 
t값 

 

1. 나는 배우자와의 성 관계에 만족한다. 

 

3.29±.81     3.83±.56 

 

 3.00* 

 

2. 나는 성교횟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2.88±.85     3.42±.83 

 

 2.60* 

 

3. 나와 배우자와의 성생활은 단조롭다. 

 

2.67±.82     3.04±.55 

 

1.99 

 

4. 성교 후 나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3.50±.78     3.71±.55 

 

1.55 

 

5. 성교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2.83±.76     3.58±.72 

 

 6.04* 

 

6. 나는 성에 관해 별 흥미가 없다. 

 

3.08±.88     3.50±.66 

 

 2.85* 

 

7. 성교 전 애무를 할 때 나는 매우 흥분한다. 

 

3.17±.76     3.54±.66 

 

 3.19* 

 

8. 성교를 하면 대개는 만족스럽게 오르가즘 

을 느낀다. 

3.33±.56     3.79±.59  2.88* 

 

9. 나는 배우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 

를 염려한다. 

3.17±.82     3.58±.65  2.32* 

 

10. 나는 배우자와 함께 성 문제를 터놓고 대화한다. 

 

2.75±.99     3.25±.85 

 

 3.71* 

 

11. 나는 배우자와의 성교 시 체위에 만족한다. 

 

3.33±.76     3.75±.53  4.05* 

전체 평균±표준편차 

 

3.09±.45     3.55±.3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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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분석 

 

  전체대상자의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 값은 교육 전 .57이었고, 교육 후 .60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성 지식이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표13>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의 관련성 

교육 전 교육 후  

성 지식 성 지식 

 
성생활 만족도 

 
.57*  
 

.6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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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최근 들어 대중매체를 통해 부부간 성 만족이나 성 행위에 관한 내용이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성생활 실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금기시하는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부부간에 성 만족에 대한 이야기나 요구를 하는 것이 금기시 

되고 있다(윤가현, 1998; 이민섭, 1994; 이인숙 등, 2000).  

본 연구자는 척추수술 환자들이 수술 후 일상생활에서 동작의 제한이나 

신체적 불편감 및 통증에 대해서는 표현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부부간의 성생활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하기를 꺼려하거나 부끄러워함을 

임상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에 척추수술환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성생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성교육 자료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척추수술환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 후  

프로그램이 성 지식 및 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성 지식에 대한 고찰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교육을 제공받은 군과 제공받지 

않은 군의 성 지식의 차이를 보면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성교육을 제공받은 군이 성 지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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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처치 전 전체대상자의 성 지식 정답율은 60.7%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성인에게 적용한 김요완(2000)의 

연구에서도 정답율은 61.7%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사용한 측정 도구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송충숙(1990)이 파악한 척수장애자의 성 

지식 정답율은 48.2%로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성교육을 제공 받은 후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전 성 지식 점수가 9.12점, 교육 후 12.25점으로  

3점정도 높아졌으며, 송충숙(1990)의 연구에서도 20점 만점에 교육 전 

8.96점이었으나 교육 후 14.44점으로 5.5점 정도 높아졌음을 보고하였다. 

김은경(2000)의 연구에서도 성 재활 교육을 제공받은 군이 제공받지 않은 

군보다 성 지식이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고,  

성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 지식의 

습득경로는 친구, 동료 선·후배가 42.6%이었고, 그 다음이 신문, 주간지, 

서적에서 습득한 경우가 40.7%로 많았고, 전체대상자의 5.5%인 3명만이 

의료인으로부터 성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전문인들에 의한 부부간 성생활에 대한 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겠다.   

이는 김요완(2000)의 연구에서 친구, 동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왜곡된 

성 지식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왜곡되고 과장된 성 지식에 

부부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부부간 성 관계에서 건전하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성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교육과 이를 위한 자료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영희(1999)는 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할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김요완(2000)은 성 지식 수준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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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을 예측하는 변수가 된다며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 값이 .34의 유의한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장순복(1989)의 

연구에서도 성 지식이 높을수록 높은 성 만족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교육 전 .57 교육 후 .60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온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퇴원 1개월 뒤부터 부부관계가 가능하다는 일 

방향적인 교육을 병실에서 받고 있었지만 연구 결과 단순요추후궁절제술 

받은 환자는 퇴원 후 평균 15일에 처음 부부관계를 했고, 요추체후방융합술을 

받은 환자는 퇴원 후 평균 25일에 처음 부부관계를 했다. 이는 성생활과 

관련된 퇴원 교육이 수술 및 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서 추후 진행될 성교육 프로그램은 이들을 

고려한 내용이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건강 전문가들은 대상자들의 성 지식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성생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며, 

건전한 성 지식을 습득하려는 개인의 노력과 아울러 이를 돕기 위한 

전문가들의 성교육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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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생활 만족도에 대한 고찰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의 성생활 만족도는 성교육을 제공받은 군의 

점수가 대조군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윤효순(1999)의 연구에서 주1회 4주간의 성교육 후 성재활 교육을 

제공받은 군이 제공받지 않은 군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성재활 교육을 제공받은 군이 제공받지 않은 군보다 성 적응 점수가 

높았다는 김은경(2000)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인간이 성생활에 잘 적응하여 서로의 욕구가 잘 받아들여진 상태를 

의미하는(장순복, 1989) 성 만족도는 평균 3.24점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장순복 및 정승은(1995)의 연구에서는 자궁적출술 부인의 수술 전 

만족도는 평균 3.12점이었고, 당뇨병 환자의 성생활 만족 정도를 측정한 

이강이(1998)의 연구에서는 평균 3.14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양혜주(1996)의 혈액투석 환자에서는 평균 2.59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만성질환자의 성생활 만족 정도를 측정한 김명애, 고효정 및 

이병숙(2002)의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평균 2.96점이었고, 일반대상자는 3.28점으로 

만성질환자들의 만족감이 낮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교육을 제공받은 

실험군에서는 교육 전 평균 3.09점이었으나 교육 후 3.55점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성생활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나 

성교육을 받고 만족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형태로든 

대상자의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기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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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생활 만족도를 묻는 11문항 중 ‘나는 배우자와 함께 성문제를 

터놓고 대화한다’가 5점 만점에 2.85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아직도 

우리 나라의 관습상 성생활에 대해서는 폐쇄적임을 알 수 있으며 

김요완(2000)의 연구를 통해보면 부부간의 언어가 개방적이고 감정 

표현이 잘 이루어지는 친숙형의 의사소통 유형에서 성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통하여 부부간 대화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군에서는 성교육 전 2.75점에서 교육 후 3.25점으로 다소 상승했지만 

성교육 프로그램에 부부간 대화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내용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Gardner et al.(1985)은 성생활은 신체적 요인과 함께 심리적 측면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Jefferson et al.(1989)도 발기부전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생리적 요인보다는 주로 심리적 요인에 의해 성기능장애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척추수술환자도 심리적 문제로 

성생활의 불편이 있음을 상담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의하면 성교육 프로그램 제공 받고 성 지식 

및 성생활 만족도가 높아졌으나 성교육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고 대상자를 

수술 후 1개월과 2개월에 성생활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하겠다. 성교육을 퇴원 후 1개월에 

외래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퇴원을 계획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병실에서 퇴원 전 교육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일률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한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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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대상자들의 성생활에 대한 평가를 6개월 후, 1년 후 지속해서 볼 수 

있는 종적연구가 수행된다면 척추수술 환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시기 적절한 

간호중재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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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척추수술 환자를 위한 성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의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로서 이를 위한 연구 대상자는 척추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1개월이 지난 뒤 외래를 방문하는 척추수술 환자 중 총 5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조군 30명, 실험군 24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였다. 성교육 자료인 소책자의 개발은 

연구자가 실시하고 있는 성상담 사례 분석과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하였다. 

교육은 실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모임형태는 소그룹으로, 교육방법은 

교육자료인 소책자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였고 

교육장소는 외래진찰실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교육시간은 약 30분~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도구는 Derogatis 성기능 척도(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를 

장순복(1989, 1990)과 김요완(2000)의 연구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 중 

성 지식과 성 만족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8.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교육 전 성지식 및 성생활 만족도의 동질성 검증은 X²-test와 t-

test로 분석하였으며 가설검증은 t-test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성생활 

만족도와 성지식과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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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 중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군과 

제공받지 않은 군은 성지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제 1 가설은 

실험군의 성교육 후 성 지식 점수는 12.25 이었고 대조군은 9.1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다. 

나.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 중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군과 

제공받지 않은 군은 성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제2가설은 실험군의 성교육 후 성생활 만족 정도는 39.00점이었고 대조군은 

35.6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지지되었다. 

다.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교육 전 r값 .57,  

P값 .00이었고 교육 후에는 r값 .60, p값 .00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척추수술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은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성 지식과 

성생활 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척추수술 

환자와의 면담결과를 근거로 개발한 본 성교육 프로그램은 척추수술 

환자의 성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만성 

질환자를 위한 성교육 자료 개발 과정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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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가. 척추수술 환자들에게 시행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언한다. 

나.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효과를 

측정하는 반복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 요통 환자외에 다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갖는 성문제를 

파악한 후 적절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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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지 

 

척추수술 환자의 성생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외래 간호사로서 현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척추수술 환자들의 원만한 성생활을 돕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 드리는 본 설문지는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척추수술 환자들에게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은 척추수술 환자의 원만한 성생활 영위에 

크게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하신 대답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쁜 시간에 응답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3년 2월 

                             연구자 정성미 올림 

 

설문 작성시 다른 의문사항은 연구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정성미  H.P : 011-9755-1919  /  신경외과외래 : 3497-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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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V’하시거나 밑줄친 곳에 간단히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반적 사항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   )     2) 여 (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졸이하 (   )   2) 고졸 (   )   3) 대졸이상 (   )  

 

4. 현재 귀댁의 한달 총수입은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1) 200만원이하 (   )      2) 201-300만원 (   )  

3) 301-400만원 (   )      4) 401만원 이상 (   ) 

 

5. 귀하의 결혼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총       년 

 

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기독교 (  )  2)천주교 (  )  3)불교 (  )  4)무 (  )   5) 기타 (  ) 

 

7. 귀하는 현재 직업이 있습니까? 

1) 있다   (     )       2) 없다  (   ) 

 

8. 아래의 직선은 귀하의 통증 정도를 나타낸 것 입니다.  

귀하가 현재 느끼시는 요통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현재 느끼는 통증정도를 선 위의 숫자에 ‘○’ 표 해주십시오. 

(0-통증없슴      2-약간아픔     5-보통아픔     8-많이아픔  

 10-참을수없을정도로 아픔)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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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생활 관련 사항 > 

 

9. 수술 전 아프기 전(건강했을 때)에 평소 부부관계의 횟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1) 주 2-3회  (   )    2) 주 1회 (   )   3) 월2-3회  (   )   

4) 월1회  (   )       5) 안함  (   ) 

 

10. 수술 전 아프기 전(건강했을 때)과 비교하여 아프고 나서 부부관계 

횟수는 변화가 있습니까? 

1) 변화없음 (  )  2) 줄어 들었음 (  )  3) 늘었음 (  ) 4) 전혀안함  (  ) 

안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아프고 난 이후에 아프기 전과 비교하여 성교 체위의 변화가 

있습니까? 

1) 그렇다 (   )           2) 아니다 (   ) 

변화가 있었다면 해보신 체위와 만족정도에 대하여 자세히 써 주십시오. 

                                                                  

                                                                  

 

12. 퇴원 후 처음 부부관계 시기는 언제입니까? 

퇴원 후        일 

 

13. 의료인으로부터 성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상담을 받으신적이 

있습니까? 

１) 그렇다 (   )          2) 아니다 (   ) 

 

14. 평소 성생활에 대한 지식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얻습니까? 있는대로 

‘V’표 해주십시오. 

１) 부모, 형제 (   )   2) 배우자  (   )      3) 친구,동료, 선후배  (   )  

4) 학교선생님 (   )  5) 의사 등의 전문인 (   )  6) 인터넷사이트  (   ) 

7) 신문, 주간지 등 서적류 (   )  8) 라디오,TV, 비디오 등의 매체  (   ) 

9) 기타  (   )        10)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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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래의 문항들은 성과 관련된 귀하께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신 후 귀하의 

생각에 맞다고 여겨지면 “맞음”에, 틀리다고 여겨지면 “틀림”에, 

모르면 모름에 ‘○’표 해 주십시오. 

 

문           항 맞음 틀림 모름 

1. 부부관계 시 남성의 흥분 속도는 여성보다 빠르다.    

2. 부부가 동시에 오르가즘을 경험해야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 
  

 

3.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는 부부관계에서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한다. 
  

 

4. 자위행위는 남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5. 여성도 남성만큼 자주 성욕을 느낀다.    

6. 여성의 경우에 질액이 분비된다는 것은 남성의 발기상태와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흥분했음을 나타낸다 
  

 

7.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에는 성적 욕구가 거의 없어진다.    

8. 여성의 성 기관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는 요도 위의 음핵이다.    

9. 여성은 한 번의 성교에서 오르가즘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다.    

10. 남성의 성기가 클수록 성교 시에 여성이 더 만족을 느낀다.    

11. 남성의 발기 현상은 음경에 혈액이 충만함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12. 남성은 10 대 후반 내지 20 대 초반에서 성적 욕구가 절정기에 

이르고 여성은 30대에 절정기를 이룬다. 
  

 

13. 남성의 경우 척추수술을 받은 후 발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14. 대부분의 남녀가 60세가 지나면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    

15. 성생활은 삽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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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음 사항은 성적인 만족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매우 그렇다’에서 부터 ‘매우 아니다’까지, 귀하의 만족정도에 
‘○’ 표 해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 통 

이 다 

아니

다 

매우 

아니

다 

1. 나는 배우자와의 성 관계에 만족한다. 
     

2. 나는 성교횟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3. 나와 배우자의 성생활은 단조롭다. 
     

4. 성교 후 나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낀다. 
     

5. 성교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6. 나는 성에 관해 별 흥미가 없다. 
     

7. 성교 전 애무를 할 때 나는 매우 흥분한다. 
     

8. 성교를 하면 대개는 만족스럽게 오르가즘을 

느낀다. 

     

9. 나는 배우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염려한다. 

     

10. 나는 배우자와 함께 성 문제를 터놓고 

대화한다. 

     

11. 나는 배우자와의 성교시 체위에 만족한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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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소책자

척추수술척추수술 환자와환자와 성성((性性))



1. 1. 인간의인간의 성성 9. 9. 척추수술척추수술 후후 고민하는고민하는 성성 문제문제

2. 2. 성성 반응의반응의 과정과정 10. 10. 심리적심리적 문제와문제와 해결방안해결방안

3. 3. 성생활이성생활이 건강에건강에 좋은좋은 이유이유 11. 11. 발기와발기와 발기부전증발기부전증

4. 4. 성생활성생활 관련관련 연구결과연구결과 12. 12. 발기의발기의 문제와문제와 해결방법해결방법

5. 5. 성생활은성생활은 수술결과를수술결과를 악화시키는가악화시키는가?  13. ?  13. 척추수술척추수술 후의후의 성성 문제문제 해결해결

전략전략

6. 6. 척추수술환자분포와척추수술환자분포와 수술분포수술분포 14.14. 케겔운동케겔운동

7. 7. 성에성에 관련된관련된 신경신경 해부학해부학 15. 15. 만족한만족한 성생활을성생활을 위한위한 제언제언

8. 8. 척추수술척추수술 후의후의 성생활성생활

프로그램프로그램 순서순서



인간의인간의 성성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의 성적인 존재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신체적
으로 급,만성 질병이나 변화에 직면할 때 마다 성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합니
다. 성생활은 개인이 안락할 때추구하는 행위이므로 자아 존중감이 높고 신체적
으로 좋은 상태에서 성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있거나 신체적 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받
아서 자아 존중감이 저하되고 성생활에 대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
험하게 됩니다.

척추수술환자들은 오랜기간 요통과 신경의 이상감각을 경험하며 지내오다 심한
통증과 보행장애 및 신경마비 등의 이유로 수술을 경험하게 됩니다. 

척추수술환자는 수술 부위의 안정을 위해 수술부위인 허리의 부동으로 통증을
동반하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추후관리에 있어서도 허리운동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제한을 일정기간 호소하고 사회로의 복귀에 두려움
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척추수술환자의 많은 대상자들이 질병치료에 있어 성을 금기시하거나 제한하고, 
수술 후부부관계에 있어 적절한 시기 등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성의 문제를 개개인의 프라이버
시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문제를 남에게 표현하거나 드러내놓고 문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성성 반응의반응의 과정과정

성교시의 반응은 보통 흥분기, 고조기, 절정기, 해소기의 4단계로
나눕니다.

흥분기는 신체적 접촉이나 또는 성에 대한 상상 등 심리적 자극에 의해 성
적 흥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전신의 근육은 약간 긴장되고, 혈압
이 높아지며,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빨라집니다. 질윤활액이 분비되고 질입
구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효과적인 자극이 지속되면 고조기에 들어섭니다.

고조기의 주된 생리반응으로는 신경혈관의 작용으로 국소 울혈 현상이 최
고조에 달하게 되어 남성의 경우는 음경이 최대로 발기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질이 더욱 확장되며 자궁은 더욱 많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시기에 남녀 모두
복부, 흉부, 목주위에서 홍조가 보이며, 흥분기에서 보다 맥박, 호흡, 및 혈압
이 더 욱 올라갑니다. 만일 자극이 지속되면 절정기에 이릅니다.

절정기는 대체로 3-15초동안 지속되는데 남성은 사정을 하며 강력한 쾌
감을 느낍니다. 여성에서는 극치감의 강도에 따라 자궁의 0.8초 주기로 3-5
회 불수의적 경련을 보이며 역시 강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극치감이 지나
면 해소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성 반응의반응의 과정과정

해소기는 극치감후 15-40분에 걸쳐 성적 자극이 없던 원상태로 돌아가는
시기로 극치감 이후에 주관적인 만족감이 있으며 근육이 이완되는 것이 특징
입니다.해소기에 남성의 경우는 사정 후 곧 불응기가 시작되어 이 기간에는
아무리 효과적인 성적 자극을 받아도 발기가 되지 않고 절정기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불응기는 연령이나 일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른데 사
람에 따라 수초 내지 수분에서 수일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불응
기가 없어 여려 차례 극치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행위에 앞서 나타나는 성 장애로는 성욕의 감퇴와 성적 혐오감등 성욕의
장애를 들 수 있는데 대부분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성 기능 장애를
성 반응 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흥분의 장애로는 남성에서는 발기부전증이 대
표적입니다. 즉 발기력이 약하거나 유지가 되지 않아 성행위를 성공적으로 끝
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극치감 장애, 성교 동통, 질경련 등
이 있습니다. 해소기에 나타나는 성장애로는 성교 후동통, 성교후 불쾌감 등
이 있습니다.



성생활이성생활이 건강에건강에 좋은좋은 이유이유

여러가지 통증을 없애 줍니다.

성관계를 하면서 오르가즘에 오르게 되면 우리 뇌 속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마치 해독이 없는 모르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통, 요통, 근육통, 생리
통, 치통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없애 줍니다.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 줍니다.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는 몸 전체 구석구석의 근육을 긴장시켜 운동의 효과를 주게되며 성
관계가 끝나면 그긴장을 완전히 풀어서 휴식상태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노화를 막아줍니다.

스코틀랜드 로열에든버러병원 연구팀이 3천5백명을 조사한 결과 주당 3회 이상 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균 10년 더 젊게 평가 되었습니다. 성생활을 통해 분비되는 두 호르몬(엔도르

핀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성장호르몬은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려줍니다.)이 노화를

늦춰줍니다.

여성의 경우,질내의 건강을 유지해 줍니다.

특히 폐경 후 성관계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성의 질 내부 피부조직과 근육이 약화되
어 세균감염은 물론 질 내부의 모양이 쭈그러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기적인 성관
계는 질내 건강과 탄력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생활이성생활이 건강에건강에 좋은좋은 이유이유

월경주기를 확실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 관계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월경주기가 확실하게 고정되고 따라서 배란기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임신조절을 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남성의 경우, 성기의 기능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성 관계의 빈도수를 줄이게 되면 성기의 발기능력이 점차 퇴화되어 완전 발
기불능의 상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남성의 파워를 잃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정기적인 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긍심을 높여주고 정신건강을 유지해 줍니다.

배우자와의 아름다운 성관계는 따뜻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고 있다는 진한 감정을 갖게
해줍니다. 따라서 긴장이나 고독감,불안증이나 우울증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고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긍심을 높여
주기 때문에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을 보호해 줍니다.

성관계시 사정을 하게 되면서 전립선의 기능과 역할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대부분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 불편하게 소변을 보게 되는데 성생활을 계속 유지해온 남성은 이

러한 증상의 고통을 피할 수있습니다.

피부가 고와지고 윤기가 흐르게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인 성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특히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라는 여성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그리고 발랄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에스트로겐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어 골절의 위험을 줄
여 줍니다.



성생활과성생활과 관련된관련된 연구결과연구결과

신체적질환이 어떤 형태로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지는 매우 중요하나 그에 대한
연구보고는 많지가 않아서 척추수술환자 들이 성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
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요통환자의 46 %가 성생활의 두려움을 호소하였
는데 그내용을 살펴보면, 부부관계 중발생하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와 부부관계의 빈도가 감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절정감
장애가 46 %에서 있었고, 남성의 경우 조루증 증상이 36 % 에서 있었습니다. 심지
어 어떤 연구에서는 남성의 32% 에서 발기장애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도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수술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바에 의하면 척추수술 후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성생활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응답자의 26 %에서 있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부부관계 후 허리통증이
유발되어 성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와 허리통증이 악화에 대한 두려움, 삽입된 인
공기구가 잘못될까봐 걱정,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짐 등이 있었습니다.

1994년 한 연구소에서 요통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성생활에 대하여 조사한 결
과를 보면 요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인해 성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사람은 35 %였
고 48 %에서 성생활의 불편과 지장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부부간의 성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54 %나 되었다고 합니다. 헤어질 정도
로 성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3%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심지
어 첩이나 애인을 얻어주겠다고 했으며 어떤 남편은 아내가 아픈 허리로 고생하니
가까이 가면 안된다고 판단하여 혼자 헤매기를 3년간이나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성생활은성생활은 수술결과를수술결과를 악화시키는가악화시키는가??

요통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흔히 성생활이 요통을 더 악화시킬까봐 걱정스러
워 합니다.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요통환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45%가 ‘성생활은 허리
병을 더악화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1%가 ‘악화는 시키지 않지만 허리를
더 아프게 한다’고 믿을 뿐이었습니다. 단지 4 %만이 '성생활이 허리병을 악화시키
지 않는다’고 믿을 뿐이었습니다. 

허리 통증을 느끼는 사람의 파트너들도 60 %가 '성생활이 허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환자인 당사자는 별 걱정을 안하는데
자신의 배우자가 겁을 내어 성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32 %였고, 배우자와
환자 자신이 모두 겁을 내는 경우가 28%였습니다. 40%의 환자가 겁이 나서 배우
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수술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척추수술 후성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5 %나 있었
습니다.

부부관계 후 삽입된 인공기구가 밀려날까봐 부부관계 하기가 두렵다고 호소하
는 경우도 10 %나 있었습니다. 특히 수술전에 부부관계 후 통증이 악화되어 수술
을 받은 어떤 환자는 수술 후 또 수술결과가 악화될까봐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
습니다.



척추수술환자척추수술환자 분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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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2년도년도 영동세브란스병원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신경외과 통계통계
자료자료

연령별연령별연령별

2002년도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의 척추수술환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성생활을 하는 시기인 20-60대에 가장 많은 분포인 74 %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척추수술환자척추수술환자 분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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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술부위수술부위수술부위 자료

18 %18 %요추요추 제제55--천추천추11번번

19 %19 %요추요추 제제44--55--천추천추11번번

47 %47 %요추요추 제제44--55번번

7 %7 %요추요추 제제33--44-- 55번번

2 %2 %요추요추 제제33--44-- 55 --천추천추11번번

5 %5 %요추요추 제제33--44번번

1 %1 %요추요추 제제22--33번번

0.5 %0.5 %요추요추 제제11--22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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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와 같이 척추 수술 부위는 요추 제 4-5번이 47 %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에성에 관련된관련된 신경신경 해부학해부학

척추수술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2년도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의 통계
자료를 보면

요추 제4-5번 사이 요추추간반탈출증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성과 관련된 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체성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흉수 10번에서 요수 2번에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천수 2번에서
4번에 있습니다. 정신적 발기와 윤활작용은 교감신경이, 반사성 발기와 윤활작
용은 부교감 신경이 작용합니다.

사정은 부교감신경과 체성신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교감신경은 방광
의 출구를 닫아서 역행성 사정(정액이 요도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방광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발기의발기의 신경경로신경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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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정신적 발기와 여성의 윤활작용은 흉수11,12번 요수1번2번이 작
용하고 남성의 반사성 발기와 여성의 윤활작용은 천추 2,3,4번이 작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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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척추수술 후후고민하는고민하는 성성문제문제

1. 1. 바람직한바람직한 체위체위

“허리에 안전한 바람직한 체위는 어떤것일까요?”

“부부관계시 허리에 힘이 들어가니깐 부부관계 후에 허리에 힘도 없고 아파요.”

“남편이 저에게 체중을 부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하다가 어깨가 아프다고 짜증을
냈어요. 어떻게 해야 체중을 부과하지 않고 할수 있어요.”

“여자는 눕고 남편이 위에서 부부관계를 하는 체위가 가장 놓은 체위가 아닌가요.”

“정상체위보다는 부인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 뒤에서 수술한 제가 서서 허리
는 안 움직이고 부인 허리를 잡고 피스톤 운동처럼 했더니 훨씬 더 허리에 무리도 없
고 천천히 하니깐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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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부부관계부부관계 시기시기

“수술 후 한달 뒤부터 부부관계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한달 뒤에 해도 좋은지요”

“아직 허리에 통증이 남아 있는데 부부관계를 해도 괜찮을까요”

“수술부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도 부부관계를 해도 괜찮을까요”

“수술을 다른 사람보다 여러마디 수술하고 척추에 삽입된 인공보유물도 많은데
다른사람과 똑 같은 시기에 부부관계를 해도 되는가요”

“주위에서 허리 수술하면 부부관계를 하면 안된다고 해서 현재까지(수술 후 9개
월) 부부관계를 못해 봤어요. 매번 궁금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알아봤어요. 부
끄럽기도 하고 용기도 없었어요”

“수술 후 한달도 못되어 부부관계를 2번 했어요. 한달 뒤 하라고 했는데 걱정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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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자신감자신감 부족부족

“수술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받아서 그런지 부부관계시 걱정이 앞서 적극적으
로 부부관계에 임하질 못해요.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남편도 배려를 잘해줘요. 하지
만 불만은 있는 것 같아요”

“수술 후 누워만 지내고 눈물만 나고 남편에게 제대로 부인역할도 못해주고 미안해
요.”

“집안일도 안하고 먹기만 하고 부부관계마저 남편이 요구한대로 못해주고 부부관계
후에도 아무 느낌도 없어서 점점 더 하기가 싫어요. 자꾸 무기력해지고 모든게 귀찮아
요.”

“퇴원 전부터 부부 성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하고 왔어요. 남편도 걱정이 되는지
꼭 교육받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서 지내니깐 어지럽고 괜
히 우울해져서 살기 싫어요.”

“수술 전에 노동일을 했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직장도 못 다녀서 그런지 부부관계 할
때도 괜히 위축이 되고 부인에게 자꾸 미안하다는 말만 하게 돼요. 부인보기도 민망하
고 부인도 이해는 하는 것 같은데 모든게 자신이 없어요.”



4. 4. 불안감불안감

“퇴원 후 집에서 부부관계를 2번정도 했어요. 부부관계 하고 난 후 괜히 불안
하고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허리에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깐 부부관계 자체가 두렵고 불안해요.”

“수술 전 부부관계 후 더 통증이 증가되어 수술을 했는데 수술 잘해놓고 괜히
욕구 때문에 부부관계하다 더아파질까봐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한 순간에 욕구로 부부관계하다 수술부위가 잘못 될까봐 부부관계 후에도 계
속해서 불안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부부관계하다 허리에 무리를 줘서 척추에 삽입된 인공구조물이 빠질까봐 걱
정이 되요. 혹삽입물이 밀려나면 어떡하죠.”

“허리 운동을 한번도 안 해 봤어요. 그런대도 부부관계를 해도 좋은지 불안해
요.”

“부인이 수술했는데 제 욕구만 채울 수 없잖아요. 어려운 수술했는데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해요. 제가 참아야지요.

척추수술척추수술 후후 고민하는고민하는 성성문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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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동통관리동통관리

“현재도 통증이 없는 것은 아닌데 성 관계 후 더 악화되었을 시 어떻게 해야 하
나요.”

“현재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집안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계속해서 꼼짝하지 않고 누워 지내야만 하나요. 보조기는 언제까지 착용해요. 
집안에서도 보조기 착용 꼭 해야 되나요.”

“온몸이 뻣뻣하고 부자연스럽고 기분이 나빠요. 

“통증이 있으니깐 모든게 다 귀찮고 부부관계도 하기 싫어요. 관심도 없어요.”

“부부관계 도중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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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성성 만족도만족도 증진방안증진방안

“오르가즘을 못느껴 봤어요”

“남편이 성격이 급한것도 있지만 저자신도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런지 만족감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허리도 더아프고 짜증만 나요”

“부인이 소극적이고 성격이 소심해서 포르노 비디오나 여성상위 체위를 거부해
요. 괜히 변태라는 소리만 들어요. 제가 잘못됐나요.”

“허리수술 후부터 자신감이 없어지고 만족한 부부관계가 제대로 안돼요.”

“원하는 만큼의 성만족도도 떨어지고 부인도 말은 안하지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허리 아프니깐 괜찮다고 부인이 위로를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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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발기부전과발기부전과 조루증조루증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전보다 발기가 딱딱하게 잘 안돼요. 우리 부
인도 소극적이라서 그런지 관심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더 그러는지 속상해요.”

“통증도 없는데 괜히 발기시간도 짧고 유지가 잘 안되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도어요.”

“예전부터 조루증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있어서 부인에게 미안해
요.”

“발기력을 증진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허리에 통증주사를 맞았는데 그 이후부터 발기가 안돼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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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여성의여성의 소극적소극적 성성 태도태도

“한번도 오르가즘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주위에서 들어서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별로 관심도 없어요.”

“여성상위를 한번도 못해 봤어요. 부끄럽고 남편이 요구는 하는데 따르기가 이
상해요.”

“포르노 비디오나 성 관련 영화를 보는게 부끄럽고 기분이 이상해서 싫어요. 남
편이 보자고 하는데 창피해요.”

“아이들이 크고 집도 작아서 적극적인 부부관계를 할수가 없어요. 남들이 부부
끼리 여관 간다는게 이해가 되요.”

“남편이 위에서 하는 정상체위 이외에는 한번도 다른 체위를 해본적이 없어요.”



심리적심리적 문제와문제와 해결방법해결방법

척추수술 후 부부관계시에는 따뜻한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한연구에 의하면 많은 성문제의 근본 원
인이 성에 관한 의사소통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언어표현에 있어서 개방적
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들의 성 만족도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
의 성 만족도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심한 근육경련이 허리에 엄습했을 때조차도 육체적으로 가깝게 접근하
여 껴안아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체적 친밀감과 위로는 정서적으
로나 심리적으로 허리에 도움을 줍니다. 만약 급성통증이 심하여 성생활이
불가능할 때라도 상호간에 어루만지기 나아가 손이나 입술을 이용한 쓰다
듬기 등도 시도해 볼만 합니다.

두 사람이 열려진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어루만짐으로서 좋은 기
분을 느낀다는 것은 실제 신경계 내에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 통각보다는 어
루만지는 촉각이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발기와발기와 발기부전증발기부전증

발기란 무엇인가?
발기는 남성의 성기(penis) 크기가 커지고 딱딱해져서, 여성의 성기에 삽입이 가능해지는 상태로 되
는 것입니다. 흔히들 남성의 발기능력으로 ‘정력이 세다’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기능력을
늘리는 식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력제라는 미명하에 온갖 이상한 것들을 먹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기 능력에 이상하리만큼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발기부전증이란 무엇인가?
발기는 신경계, 혈액계, 내분비계가 함께 어우러져 가능한데 이중 한 계통에 탈이 생기면 정상적인
발기를 이룰 수 없습니다.

발기부전증이란 질내 삽입에 충분한 발기 강직도 형성이 어렵거나 사정할 때까지 성교 강직도를 유
지할 수없어 만족스러운 섹스를 이룰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5‾10 % 는 발기
부전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기부전증의 흔한 원인
- 성기로 혈액이 충분히 흘러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의학적 조건 (고혈압, 고 콜레스테롤, 당뇨
병, 동맥경화증)

- 신경조직과 성기 사이의 연결부분을 가로막는 손상이나 질환으로 인한 신경외상(척수손상, 뇌졸중, 
다발성경화증, 전립선 수술 혹은 결장수술)

- 정신적 조건 ( 불안, 스트레스)

- 다른 의학적 조건(신장질환, 간장질환, 우울증, 호르몬질환)

-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약물 복용

-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약물들 (이뇨제, 고혈압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항암제 중일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간질 치료제)



발기의발기의 문제문제 해결방법해결방법(1)(1)

척추수술로 인한 발기장애는 거의 없으나 다른 의학적인 문제와 심리적 영향으로
발기장애를 경험하는 경우에 해결하는 의학적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
다.

1. 먹는 약 : 비아그라

비아그라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비아그라가 유명해
져서 우리나라에서도 시판이 되기도 전에 몰래 들여와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아그라는 가히 남성의 성생활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은 성적 자극을 받을 때 혈관내피 세포에서 산화질소가 생겨서 G T P라는 물질
을 cG M P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 cG M P라는 효소가 남성 성기 속의 음경해면체에
혈액을 몰리게 해서 발기가 됩니다. 비아그라는 바로 이 cG M P가 다시 GTP로 돌아
가는 것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아그리는 성기속에 cG M P라는 효
소를 통해 혈관을 확장시켜 발기를 유발시키는 약입니다.

- 비아그라 용량

국내에서는 25m g, 50m g, 100 m g 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 비아그라의 부작용

의사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심장질환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복용한다면 그다지 많이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국립재활병원의 연구에 의하면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는
16.4 %로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고, 주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었
습니다. 



발기의발기의 문제문제 해결방법해결방법(2)(2)

2. 음경내 약물 주사법 :카바제트

이 방법은 음경의 발기조직인 음경해면체내로 약물을 주사하여 혈액이 많이 공급 되도록
하여 발기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로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약물
이 많이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1회용 주사기 세트에 모두 준비되어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
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성교가 필요한 경우 1cc 주사기로 음경에 환자 스스
로 주사를 하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주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발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음경조직이 손상을 받을 수있으므로 맨 처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담
당의사와 상의하여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음경진공흡입기 사용법

음경을 기구에 넣고 펌프로 공기를 빼내어 기구내의 압력을 떨어뜨리면 음경으로 피가
몰려서 발기가 되는데 이 때 음경의 뿌리 쪽을 고무 링으로 묶어 혈액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방법은 안전하고 통증이 없으며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발기
를 지속하는 동안 고무밴드를 계속 끼우고 있어야 하고 30분 이상 발기를 계속 할 수 없
으며 작동하는데 숙련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4. 좌약법 : 뮤즈

의학기술의 발달로 최근에는 좌약형태의 ‘뮤즈’(가느다란 관을 이용하여 요도를 통해 약
물을 주사하는 방법)가 개발되어 국내에서도 시판 중입니다. 처음에 개발이 되었을 당시
에는 주사제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뮤즈가 개발되고 나서 바로 비아그라가 개발되어, 비아그라에
눌려 그인기가 시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척추수술 후생기는 문제의 해결
여성이 환자인 경우의 바람직한 체위
1. 1. 여성이여성이 환자인환자인 경우의경우의 바람직한바람직한 체위체위 (1)(1)

남편이 위, 아내가 아래인 정상위를 선택할 때
는 아내의 엉덩이와 무릎 밑에 베개를 받쳐 누
웠을 때허리 밑에 생기는 빈 공간을 채워줍니
다.

부부가 서로 대면한 상태에서 아내는 무
릎을 세우고 다리를 약간 벌린 채 바로 눕
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비스듬히 누워 허
벅지로 아내의 엉덩이를 받쳐줍니다.



척추수술 후생기는 문제의 해결

1. 1. 여성이여성이 환자인환자인 경우의경우의 바람직한바람직한 체위체위 (2)(2)

아내가 남편 쪽으로 등을 대고 누운 측와위는
허리 부담감과 피로가 적어 좋은 체위입니다. 
이 때 아내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베개 등
으로 적당히 몸을 받쳐주면 무리가 훨씬 덜 갑
니다.

남편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아내는
남편의 허벅지 위에 다리를 벌리
고 앉습니다. 이 때남편은 아내의
허리를 손으로 받쳐서 지지해 줍
니다.



척추수술 후생기는 문제의 해결
여성이 환자인 경우의 바람직한 체위
2. 2. 남성이남성이 환자인환자인 경우의경우의 바람직한바람직한 체위체위 (1)(1)

남편이 무릎을 세워 누우면 아내는 남편의
골반위에 두 다리를 벌려 앉습니다. 아내는
양다리를 구부려서 앞으로 몸을 숙여 상체
가 수평이 되도록 한 다음 팔꿈치를 남편의
어깨 위나 옆에 둠으로써 자신의 체중을 어
느 정도 받치도록 합니다.

남편은 누워서 작은 타월이나 베개를 허리에
받치고 단단하고 높은 베개로 무릎도 받칩니
다. 아내는 남편의 양 옆구리에 걸치고 체중
을 무릎으로 받쳐 남편에게 부담이 가지 않
도록 자세를 취합니다.



척추수술 후생기는 문제의 해결
여성이 환자인 경우의 바람직한 체위
2. 2. 남성이남성이 환자인환자인 경우의경우의 바람직한바람직한 체위체위 (2)(2)

남편이 의자에 앉은 상태의 좌위를 취합니다. 의자를 이용하여 남편이 편안히 앉고 아
내가 등을 대고 남편의 허벅지 위에 걸터 앉거나, 다리를 벌려 마주보고 앉습니다. 이
때 아내의 발 앞에 베개나 쿠션을 놓아 받쳐주면 훨씬 편안합니다.



척추수술 후생기는 문제의 해결
여성이 환자인 경우의 바람직한 체위
2. 2. 남성이남성이 환자인환자인 경우의경우의 바람직한바람직한 체위체위 (3)(3)

남편이 무릎을 세우고 아내의 양다리 사이로 들어 옵니다. 이 때 남편은 허리를 구부리
지 않고 아내의 허리를 잡거나 엉덩이를 잡고 앞뒤로 피스톤 운동만 하면 됩니다.



척추수술 후생기는 문제의 해결
여성이 환자인 경우의 바람직한 체위

3. 3. 성생활성생활 가능시기가능시기 결정결정

• 보행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수술 후 1.5킬로미터나 2킬로미터를 별로 통증의 악화
없이 계속 걸을 수 있을 때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 최소 상처의 미세 수술을 받은 경우 예를 들면, 카이모파파인 주사 치료나 미세현미
경수술을 받은 경우는 퇴원 후 1-2주내에 가능합니다.

• 중간정도의 수술을 받은 경우 예를 들면, 단순디스크제거술이나 한마디 척추유합술
인 경우는 퇴원 후 2-3주에 대부분 가능합니다.

• 뼈를 붙이는 큰수술을 받은 경우 예를 들면, 두마디 이상 척추융합술이나, 척추나사
못고정술인 경우는 퇴원 후 3-4주에 대부분 가능합니다.

• 상처만 나으면 가능합니다.



척추수술 후생기는 문제의 해결
여성이 환자인 경우의 바람직한 체위

4. 4. 통증발생시통증발생시 대처법대처법

부부관계 후 심한 요통이 발생한 경우는 일단 멈추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
후에 허리에 뜨거운 핫팩을 대고 1시간 정도 누워 계십시요.

그래도 통증이 계속 있는 경우는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먹고 허리에 파스를 붙이
거나 겔을 바릅니다.

갑자기 다리가 저리거나 근육이 경련이 생길때는 배우자가 옆에서 주물러 주거나
근육을 풀어주도록 마사지 해줍니다.

평소 몸을 따뜻하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사우나나 찜질방을 자주 이용하여 적절한
스트레칭을 하여야 합니다.

성생활 자체가 허리에 도움이 되는 자연스러운 운동을 하게 해 줍니다. 적절한 운
동이나 체조가 통증 유발을 적게 합니다



케겔운동 (항문조이기운동)여
성이 환자인 경우의 바람직한

체위

평소 항문 괄약근을 죄는 운동을 반복하면 회음부 근육이 단련되어 조
루증도 예방하고 성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숨을 깊
이 들이마시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 회음부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다시 숨
을 몰아 쉬면서 아랫배를 이완시키는 방법인데, 편히 앉은 자세에서 수십
번 반복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단전호흡도 이 방법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만족한 성생활을 위한 제언

척추수술로 인한성생활의 문제점은 거의없습니다.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는 적절한 체위를 선택하고 부부가 서로를 사
랑하고 깊이대화를 나눌때,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생
기게 됩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는 부부에서 성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지식을 확립하여 척추수술 후에도
만족한 성생활을 할 수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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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exual Education Program for Patients with 

Lumbar Dis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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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Kim, So Sun R. N. Ph. D.) 

 

A sexual education program to enhance the sexual knowledge and 

satisfaction of the patients with lumbar disc surgery was developed 

and its effect was evaluated using a quasi-experimental study.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for the patients with lumbar disc 

surgery was develop by analyzing sexual counseling cases, in Y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neurosurgery, from Dec. 2001 to 

Jan. 2003 and from related articles. Six professionals in this field 

were consulted and a pre-evaluation was performed with 10 patients 

and revised into the final program.  

The effect of sexual education program was evaluated from, Apri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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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y 3, 2003, in total of 54 patients with simple posterior lumbar 

laminectomy or posterior lumbar fusion, 1 month after their discharge, 

in Y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neurosurgery,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24 pati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one session of 30 to 

40min sexual education and the control group did not.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effect was performed, 1month after the education, 

using a questionnaire developed from 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 translated by BS Jang and YW Kim.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8.1. General characteristics are in real 

numbers and percents. X2- test and t-test were used to verify the 

hypothesis and homogene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knowledge and sexual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Hypothesis 1,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exual knowledge 

between spine surgery patients with sexual education and withou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t=7.82, p=.00).  

2. Hypothesis 2,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exual satisfaction 

between spine surgery patients with sexual education and withou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t=7.20, 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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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xual knowledge and Sexual life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correlation(pre education r=.57, p=.00  post education r=.60, p=.00). 

 

In summary, a systemic sexual education program for the patients with 

lumbar disc surgery increases the sexual knowledge and sexual life 

satisfaction. The sexual knowledge and sexual life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Therefore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developed by interview results of the spine surgery patients will not 

only be a specific guidebook of sexual life satisfaction for the spine 

surgery patients, but also serve as a foundation for process of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 patients with lumbar disc surgery, sexual education 

program, sexual knowledge, sexual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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