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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한성학회지에서는 대한성학회의 특성이 잘 반영

으며, 현재의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된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구성이 되었다. 그림이라는 매체
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성에 대한 관점에 대한 역사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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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통해 성에 대한 과거 사람들의 생각과 표현하고자 하
는 바에 대해 알 수 있다 (1, 2). 이와 같이 과거의 그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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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 수 있는 아시아의 성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은 여러 문
화에 영향을 받는 현대 사회의 성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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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의 인
구가 증가하면서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한 생물학적 나
이에 대한 기준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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