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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언에서 제시하였듯이 성은 우리의 존재와 삶, 그 자체

(1-4).

이며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번 호를 기점으로 대한성학회지가 성에 대한 다양한 분

인간의 성에 대한 접근은 의학, 교육, 사회, 복지, 법조, 문학, 예

야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데

술, 철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회지로서 발전을 기대해 본다.

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성학회는 앞서 열거한 다양한 학문 분
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 학회이며, 함께 모여 서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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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학회로 건강한 성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견 교류의 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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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학회지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번 호를 밑바탕으로 하여 대한성학회지가 이러한 기능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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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약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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