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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attribute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female sexual 
subjectivity. Methods: Walker and Avant's concept analysis process was used to analyze 27 studies from the current 
literature that relates to female sexual subjectivity.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women's study in sociology, psy-
chology, theology, law, health science, and nursing was reviewed. Results: The defining attributes of female sexual 
subjectivity were sexual self-awareness, sexual decision making, sexual desire, and good sexual communication 
with partner. The antecedents of female sexual subjectivity were social environment, sexual education, sexual expe-
ri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consequences of female sexual subjectivity were safe sex, prevention 
of sexual victimiz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Conclusion: Female sexual subjectivity is defined as sexual 
self-awareness, sexual decision making, sexual desire to seek sexual pleasure and safety, and effective communica-
tion with partner in terms of sexual behavior, sexual experience and sexual health. Based on these results, a scale 
measuring female sexual subjectivit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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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순결, 금욕을 중시하던 전통적 사회의 가치관과

는 다르게 성관계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자유주의적 성 가치관

으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되었다

[1,2]. 미혼여성의 56.1%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1], 

특히 20대 미혼여성의 50%정도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2], 혼전 여성의 성경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방

적인 성에 대한 태도와 성관계는 여성의 성 건강과 접한 연관

이 있다. 여성의 성 건강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모성건강 뿐 아

니라, 생식기관과 관련 있는 여성의 모든 성 건강을 포괄하며, 

생식기관 및 생식기능에 관련 있는 질환이나 장애요인이 없고 

나아가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3]. 

그러나 개방적인 성에 대한 태도와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원치 

않은 임신, 인공유산, 성병감염 등은 여성의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1]. 또한 우리나라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선택과 결과를 책임지는 건강한 성의식 즉 성 주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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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성 주체성이란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 인식하고, 성에 

있어 타인을 강요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강요당하지 않고 합리

적으로 판단하여 성행동을 책임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태

도로 설명된다[4]. 이러한 성 주체성은 성행동에 있어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치 않는 성관계나 성폭력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 주체성은 개방적 

성행동과 관련이 있고, 임신, 낙태, 성매매와 같은 성문제를 감

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5]. 올바른 성 주체성은 자신의 성태

도 및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의 성 건강 증진에 중요한 요인이다. 하

지만 아직도 여성들은 혼전 순결 혹은 성경험에 대한 사회적 편

견과 가치관으로 인해 성 주체성을 획득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성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 성 주체성이 낮은 여

성은 공격적인 남성에 의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쉬우며, 성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경우 정신적 위축감으로 인해 향후 같

은 상황에서 또 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6]. 또한 미혼여성뿐

만 아니라 기혼여성 역시 성 주체성이 낮을 경우 성관계에서 적

절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여 자신이 원치 않은 성경험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성 스스로 성적 주체로서 성에 대한 

책임감과 권리를 가지고 성경험을 하는 성 주체성의 확립이 필

요하지만 성 주체성, 성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결정

권 등의 개념은 혼용되고 있다. 

여성의 성 자율성은 외부 압력에 의해 부담이 없는 통제감과 

감각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7], 자신의 내외적인 조건에 영향

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하여 스스로 주체

적으로 대처하는 것[8]으로 보고 있다.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

은 성적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자부심 등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9,10]이며 원치 않은 성적 상황을 거절하

는 능력[10]을 의미하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신체에 대

한 권리를 가지고, 성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11]로 간주되

고 있다. 이처럼 여성 스스로 대처하는 성 자율성, 원치 않는 성

적 상황을 거절하는 능력을 내포한 성적 자기주장, 성행동을 스

스로 결정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여성의 성 주체성[4]이 내포

한 의미와 중복되고 있어 여성의 성 주체성의 명확한 정의를 도

출하기 위해서 개념분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성 주체성

이 높으면 더 개방적 성행동을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5]는 

성 주체성이라는 개념의 명확한 속성을 규명하지 않고 연구결

과를 제시하여 여성의 성 주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

올 위험도 있다. 개념분석은 개념의 속성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를 제공하므로 이론개발의 기초를 제공한

다[12]. 따라서 여성의 성 주체성에 대한 개념의 속성을 개념분

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의 방법에 근거하여 여성의 

성 주체성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성의 성 주체성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 개념의 

명확한 속성을 밝히고, 선행요인, 결과요인을 파악하여 여성의 

성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성학, 사회학, 심리학, 신학, 법학, 보건학, 간호학에서 

사용되는 여성의 성 주체성 개념분석을 통해 개념의 속성

을 확인하고 사례를 제시한다.

 여성학, 사회학, 심리학, 신학, 법학, 보건학, 간호학에서 사

용되는 여성의 성 주체성 개념분석을 통해 개념의 선행요

인, 결과요인, 경험적 준거를 확인하고 정의를 제시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방법[12]을 적용하

여 여성의 성 주체성에 개념에 대한 속성, 선행요인, 결과요인

을 도출하는 개념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여성의 성 주체성과 관계가 있는 여성학, 사회

학, 심리학, 신학, 법학, 보건학, 간호학에서 제시한 2005년 1월

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학술지에 게재된 총 27편의 논문이다. 

3. 연구자 준비 및 윤리적 고려

연구책임자는 개념분석을 위해 간호개념개발 교과목을 이

수하고 개념 분석에 관한 다양한 문헌고찰을 통해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방법을 숙지하였다. 공동연구원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다년간 간호개념개발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어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개념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

가 속한 기관인 연세의료원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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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017-0075)의 심의를 받았다. 

4. 연구진행

본 연구에서 적용한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12] 절차

는 다음과 같다.

 개념을 선정한다.

 개념분석의 목적을 설정한다.

 개념의 사용을 확인한다.

 개념의 속성을 확인한다.

 개념의 모델 사례를 제시한다.

 개념의 추가 사례(경계사례, 반대 사례, 관련 사례)를 제시

한다.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개념의 경험적 준거를 결정한다.

위와 같은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12] 절차에 기반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 주체성 개념의 속성을 확인하고, 

사례(모델, 경계, 반대, 관련사례)를 제시하며, 선행요인, 결과

요인, 경험적 준거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여성의 성 주체성의 관련개념으로 성 자율성, 성적 자기주

장,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성 주체

성’, ‘성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결정권’의 용

어를 검색어로 결정하였다.

 개념분석의 목적은 여성의 성 주체성과 혼용되어 사용되

는 개념을 명확히 하여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은 의

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념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

여 검색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16년 12월로 한정하여, 

여성의 성 주체성의 최신 의미와 속성을 확인하였다. 국내 

문헌은 여성학, 사회학, 심리학, 신학, 법학, 간호학 학술

지에 게재된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문헌검색은 학술

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국가과학기술정보(National Digital Science Lib-

rary, NDSL)를 이용하였다. ‘여성’, ‘여자’와 ‘성 주체성’, 

‘성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결정권’을 검색어

로 검색한 결과, RISS에서 79건, NDSL에서 41건으로 총 

120건이 검색되었다. 중복된 12건의 문헌을 제외하고, 

108건의 문헌의 제목을 검토하여 여성의 성 주체성 개념

과 관련이 없는 55건의 문헌을 제외하고 53건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초록을 읽고 여성의 성 주체성 속성

을 추출할 수 없는 문헌을 제외한 후 선정한 26건의 논문

의 전문을 읽고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14건의 문건을 선

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직접 검토하

여 성 주체성과 관련된 논문을 확인하여 2건의 논문을 추

가하여 최종 16건으로 결정하였다. 

국외 문헌은 NDSL과 PubMed를 이용하여 ‘female’, ‘wom-

en’과 ‘sexual subjec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sser-

tiveness’, ‘sexual self-determination’으로 검색한 결과, NDSL

에서 279건, PubMed에서 93건으로 총 372건이 검색되었다. 검

색 결과 여성학, 신학, 법학 문헌은 검색되지 않았고 사회학, 심

리학, 보건학, 간호학 관련 문헌만 검색되었다. 중복된 65건의 

문헌을 제외하고 307건 문헌의 제목을 분석하여, 여성의 성 주

체성과 관련이 없는 문헌을 제외하고 86건의 문헌의 초록을 읽

고 여성의 성 주체성 속성을 파악할 수 없는 50건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36건의 문헌의 전문을 읽고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

을 파악할 수 없는 25건의 문헌을 제외하고 최종 11건을 선정하

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문헌은 국내 16건, 국외 11건으로 총 

27건의 문헌이었다(Figure 1). 

 본 연구에서 선정한 27편의 논문을 연구자가 내용 분석을 

통해 각 분야별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을 분석하고, 

속성을 기반으로 사례(모델, 경계, 반대, 관련사례)를 제시

하였다. 

 선정한 논문을 각 분야별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선행요인, 

결과요인, 경험적 준거를 확인하고 정의를 제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여성 성 주체성의 속성 확인과 사례제시

1) 여성 성 주체성의 속성

여성 성 주체성의 속성을 분석하기 전에 이 개념에 대한 사

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이란 “남녀의 육체적 관계 또는 그에 

관련된 일”로 설명되고 있으며, 주체성이란 “인간이 어떤 일

을 실천할 때 나타내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 또는 “의식

과 신체를 가지는 존재가 자기의 의사로 행동하면서 주위 상

황에 적응하여 나가는 특성”으로 설명되고 있다[13]. 영어로 

성은 ‘sexual’로 표현되며 “성적 행동이나 성적욕구가 성적 

감정 혹은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주체성은

‘subjectivity’로 “자기 의견 또는 감정에 기반하여 자주적으

로 하는 것”으로 표현한다[14]. 즉, 사전적 의미의 성 주체성

은 성과 관련한 행동 또는 감정을 자신의 의사에 기반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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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개념의 속성은 모든 문헌을 검토하여 나타난 반복된 개념의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속성을 확인하는 것은 개념분석의 핵심

이며, 개념과 관련된 속성이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개념에 대

한 넓은 통찰력을 가져올 수 있다[12]. 이에 여성학, 사회학, 심

리학, 신학, 법학, 보건학, 간호학에서 제시한 여성의 성 주체성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여성학에서는 여성의 성 주체성을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주

로 전통적 사회에서 억압되었던 여성의 성 욕망을 표출하는 개

념으로 성 주체성을 이해하였고[15], 기존의 남성 중심의 사회

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여성들의 해방적 관점에서 설명하

였다. 그래서 여성학에서는 성적 욕망과 성적 기쁨, 스스로 자

신을 성적 주체로 인식하는 것, 성적 의사결정, 성적 자율성을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사회학에서는 개념의 속성을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성 각본 

이론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상징적 상호작용론[16]에 의하면 

인간은 사고과정과 행위를 선택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관

심을 가지면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

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성 각본 이론[17]에 의하면 사람들이 성행동

을 하는 경우,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각본대로 행동하는 

것과 같이 각본대로 표현하게 되는데, 성에 대해 정의하고 성과 

관련된 상황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를 설명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성이 학습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

에서 성 주체성을 대인적 측면으로 설명하여[17], 대인적 측면

인 파트너와의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 주체성이 형성되므

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성 주체성의 속성으로 설명하였다. 따라

서 사회학에서 확인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은 자신의 판단

에 의한 성적 의사결정,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는 주체적인 성

인식, 파트너와 성에 대한 원활한 의사표현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여성의 성 주체성은 사회적 파워와 연결되어 

있고 사회적 파워는 규범을 통제할 수 있는 것[18]이지만 성문

화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성은 로맨틱한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여성 스스로의 성적 욕구를 표출

하는데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 욕구와 즐거움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하고, 성적 대

상이 아닌 본인의 의사를 능동적으로 표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적인 느낌, 성적 욕망과 즐거움, 성적 자기 인식, 성적 

의사결정, 성적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성적 대상

화의 거부를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으로 설명하였다. 

신학의 경우에는 여성은 성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어

야 하나, 혼인계약은 자신의 성적 결정을 이미 행사한 것으로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19]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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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ttributes, Antecedents, Facilitators and Consequences by Disciplines

Disciplines Attributes Antecedents Facilitators Consequences

Women's study ․ Right of sexual decision making 
[A1]

․ Sexual self-awareness [A1,A2]
․ Sexual desire and pleasure 
[A1,A2]

․ Sexual autonomy [A3] 

․ Relationship [A1]
․ Social environment 
[A1~A3] 

․ Regulation [A3]
․ Sexual education [A3]

․ Strengths of economic 
and psychic resource 
[A1]

․ Policy related to sexual 
issue [A3]

․ Liberation from male 
control [A2]

Sociology ․ Good sexual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with partner [A4] 

․ Sexual self-awareness [A5]
․ Sexual decision making [A5,A6]

․ Social environment 
[A4,A5]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5]

․ Sexual education [A5]
․ Sexual experiences [A5]
․ Self image [A5]
․ Age [A6]

․ Modernization [A5] ․ Sexual satisfaction [A4]
․ Safe sex [A4~A6]
․ Prevention of sexual 
victimization [A4,A6]

․ Responsibility [A5]
․ Planned family size [A6]

Psychology ․ Sexual feeling [A7,A8]
․ Sexual desire and pleasure 
[A8~A10]

․ Sexual decision making 
[A8~A10]

․ Rejection sexual objectification 
[A9]

․ Sexual self-awareness [A10,A11]
․ Communication skill [A10,A11]

․ Social environment [A8]
․ Self-esteem [A9,A10]
․ Gender egalitarianism 
[A11]

․ Sexual experiences [A11]

․ Power [A9] ․ Sexual satisfaction [A7,A10]
․ Increasing empowerment 
[A9]

․ Safe sex [A10]
․ Reducing of guilty and 
sexual anxiety [A10]

․ Prevention of sexual 
victimization [A11]

Theology ․ Sexual decision making　[A12]
․ Sexual autonomy [A13]
․ Sexual pleasure [A13]

․ Social Environment 
[A13]

․ Prevention of sexual 
victimization [A13]

Law ․ Sexual self-awareness [A14]
․ Sexual desire [A14]
․ Sexual integrity [A14]
․ Freedom of sexual expression 
[A14]

․ Right of sexual decision making 
[A14~A16]

․ Social Environment 
[A14,A16]

․ Prevention of sexual 
victimization [A14]

Health science ․ Sexual self-reflection [A17~A19]
․ Sexual body-esteem [A17~A19]
․ Sexual desire and pleasure 
[A17~A19]

․ Sexual Self-efficacy [A17,A18]
․ Entitlement to desire and 
pleasure from a partner 
[A17~A19]

․ Sexual activities with pleasure 
and safe [A18,A19]

․ Sexual communication with 
partner [A18,A20]

․ Sexual decision making 
[A18,A20]

․ Sexual self-awareness [A19]
․ Being sexual subject [A19] 

․ Age [A17]
․ Sexual experience 
[A17,A19]

․ Social environment [A18]
․ Body-esteem [A20]

․ Autonomous sexual 
decision making [A17]

․ Romantic relationship 
[A17]

․ Healthy sexual 
development [A17]

․ Safe sexual practices [A17]
․ Sexual satisfaction [A17]
․ Sexual well-being [A19]
․ Enjoyable sexual 
relationship [A19]

․ Protection of sexual health 
[A20]

Nursing ․ Sexual self-awareness [A21,A22]
․ Communication with partner 
[A21,A24]

․ Self-control of sexual desire [A22]
․ Sexual decision making 
[A21,A24~A26]

․ Sexual communication skill 
[A23,A25]

․ Sexual desire with pleasure 
[A23,A27]

․ Right of sexual expression [A27]

․ Sexual experience 
[A21,A23,A24]

․ Social environment 
[A21,A23,A25~A27]

․ Sexual knowledge [A22]
․ Sexual education [A26]

․ Self efficacy [A22,A23]
․ Gender egalitarianism 
[A23]

․ Self esteem [A24]

․ Safe sex Self efficacy 
[A21~A25]

․ Prevention of sexual 
victimization 
[A21,A23~A25]

․ Sexual satisfaction [A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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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은 자신의 성적 결정, 성적 자율성과 성적 즐거움으로 확인

되었으나 그 범주는 신학적 규범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로 국한

되었다. 

법학에서는 성적 의사결정을 개인의 자유로 인정함과 동시

에 타인의 성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은 사회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설명하여[20],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인과 사회 

측면의 성 주체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학에서 

성 주체성의 속성은 보호 법익으로 하는 신체 권리이자 성행동

에 대한 결정, 즉 법이 정한 범주 안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성적 

의사결정과 성적 자기의식과 성적 욕망 및 자존감으로 확인되

었다. 

보건학에서는 성 건강을 고려하는데, 스스로 성적 의사결정

을 할 때 안전한 성적 행동인지를 판단하여 성 건강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확인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은 

여성의 성적 자기 성찰, 성적 신체 존중감, 성적 욕망과 즐거움, 

성적 자기효능감, 성적 자기 인식, 성적 주체되기, 즐거움과 안

전을 고려한 성적 행동, 파트너와 원활한 의사소통, 성적 의사

결정이었다.

간호학도 성 건강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긍정적인 성 인식을 

가진 주체적인 성행동을 통해 여러 가지 성문제가 감소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간호학에서는 자신을 성적 주체로 인식하

는 것, 성 파트너와의 성행동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 성적 의

사결정, 성적 욕망에 대한 자기 통제, 성적 욕망과 즐거움, 성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으로 

확인되었다. 

분석한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

성은 스스로를 성적 존재로 인식하고, 성적 욕망과 즐거움을 가

지고 성적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며, 파트너와 성에 관한 의사소

통이었다. 그러나 여성학의 경우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성 정체

성을 설명하였고, 신학은 성적 결정을 신학에서 정한 규범 안에

서의 자율성을 강조한 반면에, 법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

는 테두리 안에서, 보건학과 간호학은 성 건강을 고려한 성 주

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차이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속성은 ‘성적 자기 인식’으로 스스로를 

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

며, 여성이 성의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속성은 ‘성적 의사결정’이다. 성적 의사결정은 내외적

으로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성행동이나 성적 상황에서 의

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세 번째 속성은 ‘성적 욕구’로 성적 행

동으로 인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성적 행동으로 초래되는 문

제를 피하기 위해 성 안전을 위한 행동을 포함하는 여성의 성적 

행동에 대한 욕구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속성은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소통’으로 성행동, 성경험, 성 건강에 대

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면서 이성인 성 파트너와 자유

롭고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2) 여성 성 주체성의 사례

(1) 모델사례

모델사례는 개념의 주요 속성을 모두 포함한 사례로써, 본 

연구에서 확인된 4가지 성 주체성의 속성인 성적 자기 인식, 성

적 의사결정, 성적 욕구,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소통

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모델사례를 구성하였다.

31세 여성 L씨는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며, 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스스로

를 생각하고 있다(성적 자기 인식). 남편과의 성행동에서 수동

적인 자세보다는 성적 경험을 즐기고 있으며, 성행동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남편이 원해서가 아닌 본인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성적 의사결정). 지금 하는 일의 커리어를 위해서 당분간은 임

신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의 성행동에서 콘돔

을 이용한 피임을 하고 있으며, 본인이 성행동을 하고 싶은 욕

구를 충족하고 있다(성적 욕구). 이러한 성행동에 만족하고 

있으며, 부부사이에도 원치 않은 성행동을 상대의 기분에 맞

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항상 남편과 

성행동과 성 건강에 대한 느낌, 생각,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

으며, 성행동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익숙하다(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소통). 

(2) 반대 사례

반대사례는 확인된 개념의 속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속성

과 반대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

례는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인 성적 자기 인식, 성적 의사결

정, 성적 욕구,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소통이 전혀 포

함되지 않았다. 

24세 B씨는 교제한지 2년이 된 남자친구가 있다. 그녀는 자

신의 외모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남자친구가 강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러한 성적 행동에 대해 두렵고 싫은 마음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자신을 떠날까봐 남자친

구의 의견을 따랐다. 성행동에 대해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있으나, 남자친구가 원하기 때문에 거절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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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피임을 하

는지 잘 알지 못하고,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르고 있다. 남

자친구가 성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

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편이다.

(3) 경계 사례

경계 사례는 개념의 속성이 대부분은 포함되어 있지만, 속성 

전부가 포함된 것은 아니고, 포함되지 않은 속성이 포함될 경우 

모델 사례가 될 수 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아래의 

사례는 성적 의사결정, 성적 욕구,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소통은 포함되어 있으나, 자신을 성적 존재로 인식하는 성

적 자기 인식 속성은 없기 때문에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26세 K씨는 교제중인 남자친구와 안전한 성행동을 위해서 

콘돔사용, 피임약 복용 등의 피임을 하면서 성적 즐거움을 가지

고 있다(성적 욕구). 남자친구를 믿지만, 혹시 모를 성병에도 대

비하기 위해서 피임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또한 몸 상태가 좋

지 않을 때는 남자친구가 원해도 본인의 결정대로 성행동을 하

지 않고 있다(성적 의사결정). 성적 즐거움을 위해서 남자친구

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행동과 성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성행동의 느

낌, 생각에 대해서 잘 이야기 하는 편이다(이성인 성 파트너와

의 성적 의사소통).

(4) 관련 사례

관련사례는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과 관련 있는 중요한 속성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례로,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과 유사하

지만, 결정적 속성을 포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분석하는 개

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아래의 

사례는 성적 자기 인식, 성적 의사결정, 성적 욕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여성 성 주체성의 또 하나의 결정적 속성인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소통은 성 파트너와 성행동과 성 건강에 

관련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시된 

사례는 폐쇄적 의사소통을 하여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

사소통을 포함하지 않는 사례이다. 

35세 A씨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3살 된 딸이 있다. 남편

과의 성행동을 통해 자신이 가진 성적인 부분을 인식하게 되었

다(성적 자기 인식). 현재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피임을 하고 있

고 결혼 초기에는 두려웠던 성행동을 즐기고 있으며(성적 욕

구), 남편의 의사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이 성행동 여부를 결정

하고 있다(성적 의사결정). 남편과의 부부생활에는 만족하는 

편이지만, 개방적인 남편이 성행동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

기를 하자고 할 때에는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들어 대화를 회피하

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 “만족한다. 좋다.” 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 자신의 성행동에 대해 속마음을 다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서 유야무야 그냥 만족한다고만 이야기 하고 있다. 

2. 여성 성 주체성의 선행요인, 결과요인, 경험적 준거 

확인과 정의제시

1) 여성 성 주체성의 선행요인

선행요인은 개념 발생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 또는 부수적 조

건으로, 개념의 선행요인을 확인하는 단계는 개념이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속성을 다듬는데 

도움이 된다[12]. 

여성학에서는 여성의 성 주체성의 주요 선행요인은 여성을 

대하는 태도인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밖에 파

트너와의 관계, 규범, 성 교육으로 파악되었다.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환경, 대인관계, 성 교육, 성적 표현과 자기 이미지, 연령

이 선행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의 혼전 성경험은 남성

보다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므로 이러한 사회적 환경

이 여성의 성 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파

악되었다. 심리학의 경우, 여성의 성 주체성은 규범적 관행과 

지배적인 담론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하였으며, 양성평등의식

이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양성평등 의식

은 사회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사회문화적 요인이 

여성의 성 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밖

에도 성경험, 자존감이 여성의 성 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

행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신학에서도 사회적 환경이 선행요인

으로 확인되었으며, 가부장적 사회적 통념이 여성의 성 주체성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법학에서도 사회 문화적 환경이 

여성의 성 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보건학의 경우 성경험, 연령, 사회적 환경, 자존감이 여성의 

성 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간호학

에서는 성경험과 사회적 환경이 여성의 성 주체성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선행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성 교육을 받

을수록, 성 지식이 높을수록 여성의 성 주체성이 높아진다고 

하여 성 교육과 성지식이 여성의 성 주체성의 선행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분석한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여성의 성 주체성 개념

의 선행요인은 사회적 규범이나 인식을 포함한 사회적 환경이

었고 이밖에도 여성학, 사회학, 간호학에서는 성 교육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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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structure of female sexual subjectivity. 

학, 보건학, 간호학에서는 성경험을, 여성학과 사회학에서는 

대인관계를 선행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심리학과 보건

학은 타 학문에서 설명되지 않은 자존감을 선행요인으로 설명

하여 차이가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선행요인은 사회적 환경, 성 교육, 성경험, 대인관계 

특히 파트너와의 관계이었다. 

2) 여성 성 주체성의 결과요인

결과요인은 개념의 발생 후에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 또는 부

수적 조건을 말한다[12].

여성학에서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은 성 주체성의 획득

을 통해 남성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결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사회학에서는 성 주체성의 결과요인으로 책임감, 

안전한 성, 성적 피해 예방, 성적 만족감, 가족계획의 성공이 확

인되었으며 성 주체성이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동을 하며, 성적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심리학은 사회학과 유사

하게 성적 피해 예방, 성 만족감 상승, 여성의 권한 증가, 안전한 

성행동, 성적 불안감이나 죄책감의 감소가 결과요인으로 확인

되었다. 신학과 법학에서는 성적 피해 예방이 여성의 성 주체성

의 결과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보건학은 주로 성 건강과 관련된 결과요인을 제시하였는데, 

성 건강 증진, 안전한 성행동, 성적 안녕, 성 건강 예방으로 확인

되었고, 그밖에 결과요인으로 성적 만족감, 성적 관계의 즐거움

으로 확인되었다. 간호학에서도 여성의 성 주체성이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동을 하며, 성적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여 성적 피해

를 예방하며, 성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안전한 성행

동, 성적 피해 예방, 성적 만족감이 결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분석한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여성의 성 주체성의 결

과요인은 성적 피해 예방과 성적 만족감이었으며, 사회학, 심

리학, 보건학, 간호학에서 안전한 성행동을 결과요인으로 제시

하였다. 반면에 여성학에서는 남성에게 해방되는 것을 결과요

인으로 설명하여 남성 억압의 사회에서의 해방을 중시한 것으

로 볼 수 있었고, 심리학 역시 여성의 권한 증가를 결과요인으

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성의 주체

성의 결과요인은 안전한 성행동, 성적 피해 예방, 성적 만족감

이었다(Figure 2).

3) 여성 성 주체성의 경험적 준거

개념분석의 속성에 대한 경험적 준거를 확인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다는 것을 실제 현상에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으

로 현상에 대한 분류나 범주이다[12]. 경험적 준거는 새로운 타

당도를 결정해주고 실무에서 그 개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경험적 준거를 확인하는 것은 유용

한 단계이고 도구개발에 이러한 경험적 준거들이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인 성적 자기 

인식, 성적 의사결정, 성적 욕구,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

사소통에 대한 경험준거의 예를 제시하면 성적 자기 인식의 경

우는 여성성, 성적 자기성찰이고, 성적 의사결정의 경우는 능

동적 성행동, 원치 않는 성행동의 거부이며, 성적 욕구의 경우

는 성적 즐거움, 성애이고,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소

통의 경우는 성행동에 대한 의견 교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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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 성 주체성의 정의

여성의 성 주체성은 “여성이 성적 자기 인식을 가지고 스스

로 성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성적 즐거움을 추구하면

서 안전한 성행동을 하기 위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이성인 성 

파트너와 성행동, 성경험, 성 건강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원활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성 주체성은 여성의 사회적 환경, 성 교육 참

여 여부, 성경험, 대인관계 특히 이성 파트너와의 관계와 접

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이 성 주체성을 가지게 될 때 안

전한 성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성행동로 인한 성적 만족감을 느

끼고 성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 주체성 개념의 속성을 밝히고, 선

행요인과 결과요인을 파악하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은 4가지로 성

적 자기 인식, 성적 의사결정, 성적 욕구,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소통이었다. 첫 번째 속성인 ‘성적 자기 인식’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이해하면서 성적 주체라

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성행동에 대한 선택과 결정

을 스스로가 한다고 인식하게 됨으로 성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

는 것이다. 여성이 성적 자기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성적 효능

감을 함께 갖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통적 가부장적인 통념이 아

직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표현이나 성행동에 제약

을 받는 여성이 스스로가 성에 대한 주체임을 인식하면서 성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

째 속성인 ‘성적 의사결정’은 여성 스스로 내 ․ 외부의 압력이 없

이 스스로 성적 의사결정을 하게 됨으로 성 주체성을 획득한다

는 것이다[7]. 성과 관련된 행동을 타인의 강요나 파트너의 요

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함

으로써 여성은 성 주체성을 획득하게 되므로 올바른 의사결정

을 위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세 번째 속성인 ‘성적 욕구’는 성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해서는 성적 즐

거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성적 안전을 

포함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정신적 ․ 신체적 문제를 모두 고려하면서 성행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재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속성인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소통’은 안전한 

성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 중 하나이며, 성 건강에 대해 

상대방과 소통하는 사람은 콘돔 사용 등 성 안전을 위한 행동을 

더 하게 된다[21]. 또한 효과적인 성적 의사소통은 여성의 성 건

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성폭력 등의 경험을 낮출 수 

있고 파트너와의 관계가 좋으면 성 주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22]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효과적인 성적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결정 등은 여성의 성 주

체성의 속성에 포함되고 있다. 즉 성 자율성은 본 연구에서 도

출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인 성적 의사결정, 성적 욕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성적 자기주장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인 성적 의사결정, 이성인 성 파트너와

의 성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은 본 연구에

서 도출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인 성적 의사결정, 성적 욕

구,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된 용어의 사용을 통해 간호 실무에서 

혼용된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명확한 개념

의 사용은 간호지식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여성의 성 

주체성은 성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부 

포함하므로 성 주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선행요인은 여성의 

사회적 환경, 성 교육, 성경험, 대인관계, 특히 파트너와의 관계

이었다. 첫째, 여성의 사회적 환경은 똑같은 성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을 금기시 하는 전통적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성

의 잣대를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 여성의 성 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여성은 스스로 성적 인식에 대해 부정적 경험을 하

게 된다. 또한 여성 청소년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성 주체성이 낮

게 나타났는데[23], 이는 부모나 사회로부터 수동적이고 억압

적인 성 태도를 학습한 결과로, 사회적 환경은 여성의 성 주체성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성 주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 주체성을 포함한 성 교

육을 통해 스스로를 성적 주체로 인식하게 되며[24], 여성의 교

육수준에 따라 성 주체성이 달라지므로, 성 교육은 성 주체성

의 선행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 주체성이 높았으며, 성경험에 따라서 

성 주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23] 성경험도 여성의 성 주체성

의 선행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는 파

트너와의 관계로 파트너와 관계가 좋으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성적 만족과 즐거움이 증가하는 등 성 주체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22] 선행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성의 성 주체성의 결과요인은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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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동, 성적 피해 예방, 성적 만족감이었다. 첫째, 외부조건에 

영향 없이 본인이 성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안전한 성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주체성이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동

을 하므로 안전한 성행동은 여성의 성 주체성의 결과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성 주체성이 낮으면 불명확한 의사표현으로 

인한 성적 피해가 증가하고[6], 파트너와 원활한 성적 의사소

통을 하면 성적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2] 여성의 성 주체성

의 결과 요인으로 성적 피해 예방이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성적 만족감은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소통을 통해 

성적 만족감을 가져오며, 성 주체성이 높을수록 성적 만족감도 

높아지므로 결과요인으로 설명된다. 

경험적 준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측정도구인데[12] 현

재 활용되고 있는 도구들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속성을 전부 측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의 성 주체성 도구(The Female 

Sexual Subjectivity Inventory)의 하위영역은 성적 신체 존

중, 자신의 성적 욕구와 즐거움, 파트너의 성적 즐거움, 성적 즐

거움의 자기효능감, 성적 자기성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25], 

성적 자기성찰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성적 자기 인식과 유사하

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적 자기 인식과 성적 욕구는 포함하고 

있었으나 성적 의사결정과 성적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있지 않

았다. 성 인식 도구(The Sexual Awareness Questionnaire)는 

성적 인식, 성적 모니터, 성적 선입견, 성적 주장의 하위영역으

로 구성되며[26] 본 연구에서 도출한 속성 중 하나인 성적 자기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성적 자기주장 도구

(Sexual Assertiveness Scale)는 성행동의 시도, 원치 않는 성

행동의 거부, 임신 및 성으로 감염되는 질병 예방의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어[27]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성적 의사결정의 

속성을 일부 측정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결과요인

으로 제시한 안전한 성행동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성적 즐거움과 욕구 도구(The Sexual Interest and 

desire Inventory-Female)는 관계, 생각, 통증, 무드, 피곤의 5

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28]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성적 욕

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성 욕구 감퇴가 

있는 여성의 성적 즐거움과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어 일

반적인 여성의 성적 요구를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성적 욕구 도구(The Sexual Desire Inventory)

도 성적 욕구요인, 자위, 성애, 매력, 꿈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

어[29]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성적 욕구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성적 욕구가 내포한 성

적 즐거움과 성적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파트

너와 의사소통 도구(The Partner Communication Scale)는 파

트너와 임신 예방, 피임, AIDS 예방, 성병 예방, 파트너의 성경

험에 대해 지난 6개월간 파트너와 얼마나 의사소통 했는지를 

빈도를 측정하는 도구로[30],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성인 파트

너와의 성적 의사소통을 빈도로만 측정할 수 있고 의사소통의 

질은 측정할 수 없는 제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방법을 통해 

혼용되어 사용되는 여성의 성 주체성 개념의 명확한 속성과 선

행요인, 결과요인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간호교육에서 혼용되

어 사용되는 개념의 명확한 속성을 밝혀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간호 실무에서 합

의된 용어의 사용을 통해 여성의 성 주체성과 여성의 성 건강증

진을 다룰 수 있으며, 여성의 성 주체성을 증진시키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이나 가정 내 성폭력피해가 있

는 여성의 성 주체성을 증진시켜 그들의 성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여성의 성 주체성 개념의 

속성, 선행요인, 결과요인은 일부 학문분야 중 학술지에 게재

된 연구만을 대상으로 검색된 27편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결 론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은 ‘성적 자기 인식’, ‘성적 의사결

정’, ‘성적 욕구’, ‘이성인 성 파트너와의 성적 의사소통’ 이다. 

여성의 성 주체성은 여성이 성적 자기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성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성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안

전한 성행동을 하기 위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이성인 성 파트너

와 성행동, 성경험, 성 건강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

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성 주체성은 여성의 사회적 환경, 성 

교육 참여 여부, 성경험, 대인관계 특히 이성 파트너와의 관계

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이 성 주체성을 가지게 될 

때 안전한 성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성행동으로 인한 성적 만족

감을 느끼고 성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여성의 성 주체성의 속성을 모두 포함한 여성

의 성 주체성 측정도구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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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With rapid change of sexual attitude and behaviors, female sexual subjectivity is crucial in practicing 
safe sex and promoting sexual health. However, concept of female sexual subjectivity has been 
described the multiple terms.

￭ What this paper adds?
Four defining attributes of female sexual subjectivity(sexual self-awareness, sexual decision making, 
sexual desire, and good sexual communication with partner) were identified from 27 studies in 
current literature. Female sexual subjectivity was defined based on defining attribute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 clear concept of female sexual subjectivity helps to promote sexual health and sexual decision 
making among females in nurs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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