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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5.7%로 나타났으며, 

성관계 경험자 중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은 만 13.6세로 조사되었다[1]. 

청소년기의 성경험은 10대 임신 및 그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경

험, 성병 발생 위험을 증가[2]시켜 청소년의 생식건강을 위협한다. 실제 

성경험이 있는 국내 청소년 14명 가운데 1명(7.3%)은 성매개 감염병에 

걸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 성경험이 있는 국내 여자

청소년 중 10.5%가 임신을 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이 중 81.0%는 임

신중절을 경험한다[1].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하고자 교육부에서

는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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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성가치관과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체계적인 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엔 국가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하여 제시한 바 있다[3]. 

그러나 청소년들의 성교육 이수 실태를 보면, 청소년의 71.9%가 최

근 1년 동안 수업, 또는 방송교육 등을 통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지만[1], 그 이면에는 주 1회 교육을 받은 경험은 

2.7%, 월 1회 교육 경험은 8.7%로 그 외엔 학기에 1-2회 또는 1년에 1회 

정도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4]. 수업 방법도 시청각, 또는 강사 특강이 대부분이어서[4] 초

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 성교육의 도움되

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5] 이에 학생들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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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알고 싶은 내용 중심’, ‘충분하고 정확한 지식을 주는 수업’ 등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4]. Lee [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장 

알고 싶다고 하는 주제는 상황별 대처 방법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

로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조사된 바

가 거의 없어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성에 관한 이슈에 대해 조사하

여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개개인이 성에 관해 가지는 질문은 다양한데 기존 설문지 등을 통

한 조사방법은 대상자가 원하는 답이 문항에 없을 경우 적당히 응답

을 선택하여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 있고, 또는 질문과 응답 목록이 피

상적이어서 문제의 핵심을 파헤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솔직한 응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세한 가치에 부합하는 응답을 하는[6] 한계가 있

다. 특히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고민은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 설문지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많은 사실이 은폐될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들은 이상 증상을 느끼거나 건강 

문제에 직면할 때 건강정보를 찾게 되는데, 많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는다[7].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99.9%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8], 인터넷은 익명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청소

년들은 성고민과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 면대면을 통해 정보를 얻기

보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9].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터

넷에 올려진 청소년의 성고민 글을 분석하면, 청소년의 실질적인 성관

련 고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 [10]의 경우 지식iN (지식

인, https://kin.naver.com/index.nhn)을 통해 사용자가 올린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 고민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답을 달면서 

지식을 주고 받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 의사, 상담기관 등 

전문가 상담을 도입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11]. 이에 네이버 지식

인의 Q&A와 같은 질문 코너에는 사용자들이 건강을 포함한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대개 이 질문들은 실생활의 실질적인 정보 요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터넷 상의 건강정보 요구에 대한 의미 

있는 양상이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어 네이버 지식

인에 올려진 건강상담[12] 분석 연구가 시도되었다. 청소년의 사이버 

성상담 사례에 대한 분석 연구는 국내에서는 Park et al. [13]의 연구에

서 청소년 성상담 센터의 3년간 임신/피임 및 자위에 대해 상담 내용을 

성별, 중고등학생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있으나 특정 주

제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국외에서는 전화 또는 온라

인 청소년 성상담 내용을 질적 내용 분석[14,15]하여 청소년의 성고민

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이 연구들은 수작업으로 몇 

백 건의 내용을 파악[13-15]하였다는 한계와 일부는 병원 홈페이지 상

담 게시판 자료를 분석하였기[15] 때문에 서비스 이용 비용, 서비스 이

용 시 부모 동의 등 고민의 내용이 병원 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치우

쳐 있다는 제한점이 혼재한다. 또한 국외 연구의 경우 사회문화적 차

이로 인해 국내 청소년의 성고민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국

내 청소년 대상 성고민의 주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존의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

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중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은 비구조화된 대량의 텍스트로부터 패턴을 찾아내어 텍

스트로부터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지식을 제공한다[16]. 청소년

의 성고민과 관련된 요구도 인터넷 상의 Q&A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추출된 개념

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후 청소년을 위한 성건강 프로그램 개발에 기

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마이닝의 토픽클러스터링(topic clustering)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네이버 지식인에서 청소년의 성고민과 관련된 

인터넷 Q&A 내용을 탐색하여 청소년의 성고민 주제를 도출하고자 하

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성고민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 

국내 검색엔진 중 점유율 1위인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 내용을 대상으

로 하였다.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가 2002년 10월 7일부터 시작은 되었

으나 서비스 초기여서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

의 자료 수집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네이버 지식

인 지식 Q&A에 올려진 청소년의 성고민과 관련된 질문 제목과 질문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네이버 지식인 Q&A에서 키워드가 포함된 질문 제목과 내용을 수집

하기 위해 httr, rvest, stringr의 R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네이버 지식인 

검색 화면에서 키워드로 ‘고등학생 or 중학생 or 여고생 or 여중생 or 

남고생 or 남중생 or 십대 or 10대 or 청소년’ and ‘성’ and ‘고민’으로 하

고 제외어로는 ‘편입, 진로, 직업, 알바, 탈모, 작명, 이름풀이’를 추가하

여 검색하였다. 제외어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한국어는 소리글자로 키

워드 검색어로 검색을 하였을 때 한국어의 동음이의어 특성에 따라 

‘성(性, sex)’과 ‘성(姓, family name)’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name)’과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간 문서가 함께 추출되어 제외하

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고민’에 해당하는 편입, 진로 등도 많이 추

출되어 검색 단계에서 제외어로 선정하였다. 200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키워드로 검색한 자료는 총 18,114건이었으며 이들 내용 

중 중복 3,633건, 분석 내용이 아닌 자료 등 11,331건을 제외하여 최종 

남자청소년 1,440건, 여자청소년 1,710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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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텍스트 전처리

수집된 자료는 비구조화 문서이므로,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정보 추출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Q&A에 올린 질문의 텍스트는 표준어로 표현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

이 되어 비속어, 약어 등을 선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전처

리 작업을 위해서 먼저 형태소 분석(morphological analysis)을 통해 문

서의 입력 문자열을 형태소열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형태소 

분석을 위해 한국어 자연어 처리(Natural Lanuage Processing, NLP)를 

위한 오픈소스 한글 형태소 분석기 은전한닢(http://eunjeon.blogspot.

kr)을 R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NLP4kec패키지를 사용하였

다. 형태소 분석 시 범용 사전에 의해 단어를 분할하게 되는데 이때 사

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분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사전

을 구축하여 형태소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정체성

을 ‘성’과 ‘정체성’이라는 단어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사

전을 만들어 ‘성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등록하였다. 

형태소 분석된 파일은 R 프로그램의 tm 패키지를 이용하여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형태소 분석된 파일을 말뭉치(corpus)로 전

환한 후 문장부호, 특수기호, 숫자를 제거하였고 분석에 불필요한 의

미 없는 특정단어(예: 하다, 있다, 되다, 내공, 답변, 부탁 등)는 불용어 

처리하여 삭제하였다. 동의어는 예를 들어 ‘톡’, ‘카톡’, ‘카카오톡’ 또는 

‘야동’, ‘음란물’ 등은 같은 뜻을 가지므로 ‘톡’, ‘카톡’을 ‘카카오톡’으로, 

‘야동’을 ‘음란물’로 변경하는 등 동의어 처리를 하였다. 

분석대상 단어 추출

데이터 전처리 단계를 거친 후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기 위해 여러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각각의 문서를 문서-용어 매트릭스의 형태

(DocumentTermMatrix, DTM)로 저장하였다. DTM은 행에는 문서, 열

에는 용어가 제시되는데, 용어 칸에는 분해된 단어가 제시되며 각 셀

에는 문서에서 나타난 단어의 총 빈도수가 제시된다[19]. DTM 생성 

시 한 글자 단어, 예를 들면 ‘저’, ‘때’, ‘것’ 등의 단어는 분석에서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여 필요가 없으므로 두 글자 이상의 단어로만 DTM이 

생성되도록 하였다. 한 글자 단어 중 의미가 있는 단어들은 삭제되지 

않도록 동의어 처리 단계에서 다른 단어로 대체하였는데, 예를 들면 

‘몸’은 ‘신체’로, ‘냉’은 ‘냉분비물’로 동의어 처리하여 삭제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1,440건의 남자청소년 자료에서는 총 6,282개 

단어가 추출되었으며 1,710건의 여자청소년 자료에서는 7,410개 단어

가 추출되었다. 이들 단어 중 출현빈도가 낮은 단어를 선별하기 위해 

문서의 97.0% 이상에서 출현하지 않은 단어(sparse term)를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남자청소년에서는 259개 단어, 여자청소년에서는 311개 

단어가 추출되었다. 

추출된 단어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단순히 빈도로만 단어

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정보추출 분야에서 널

리 알려진 단어가중치기법인,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단어가 문서에서 갖는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17]. 즉 TF는 어떤 단

어가 전체 문서 내에서 차지하는 출현 비중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TF가 클수록 문서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여러 문서에서 지나치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그 키워드가 흔해 의

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TF뿐만 아니라 DF의 역수

인 IDF도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이용한다. IDF는 단어가 문

서 집합 내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비중을 표현하는 지표로, 빈번

하게 나온 문서의 단어들을 역수로 표현하여 계산한 값으로 높은 IDF

를 갖기 위해서는 특정 단어가 특정한 문서에서만 집중적으로 등장해

야 한다.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진 문서인지를 알

기 위해서는 높은 TF 값을 갖는 것은 물론 동시에 높은 IDF 값을 가져

야 한다[18]. TF-IDF는 TF와 IDF 값을 곱하여 산출한 값[17]으로 이를 

적용하여 DTM을 생성하게 되면 문서들에서 매번 등장하는 흔한 단

어들을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모델링 수행 전 추출

된 단어에 TF-IDF를 반영한 DTM을 생성하여 TF-IDF 값이 하위 25% 

(여자 0.08 이하, 남자 0.1 이하)에 해당하는 단어를 삭제하여 DTM의 

차원을 축소하였다. 이를 통해 토픽 모델링에 반영된 최종 분석 단어

는 남자청소년 235개 단어, 여자청소년 239개 단어였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기반 토픽 분석

토픽 모델링은 최종 선정된 의미 정보를 기반으로 비구조적으로 모

여 있는 문서들을 구조적으로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문서 집합 내용의 

유사도에 따라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분할하여 전체 데이터가 포함하

는 주제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16]. 이는 문서 집합 내 동시 출

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기준으로 토픽을 생성하면 각 토픽 주제는 

연구자 및 유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명이 된다. 본 연구에서

는 토픽모델링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인 잠재 디리클레 할

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18]으로 토픽분석을 실시하였다. 

LDA로 토픽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토픽수를 사전에 결정해야 한

다. 이 토픽수 결정은 연구자의 추정에 근거하여 투입되기에 해당 토픽

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당화 논리가 병행되어야 한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토픽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ntertopic Dis-

tance Map (IDM)을 생성하여 시각적으로 토픽 간 유사도를 확인하였

으며 남자 7개의 토픽, 여자 11개의 토픽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LDA로 도출할 수 있는 산출물은 토픽별 핵심 단어, 문서별 토픽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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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17.8%, 세 번째는 3번 토픽으로 자위와 조기 사정에 관한 고민이 

14.2%를 차지하였다. 

여자청소년 성고민의 토픽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토픽 간 유

사도 확인 결과는 Figure 1B와 같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11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각 토픽에서 도출된 단어 리스트와 문서에 매칭된 토픽 확

률값을 활용하여 토픽별 주제를 명명하였다. 1번 토픽은 자위로 인한 

우려, 2번 토픽은 성폭행당한 후 대처방법, 3번 토픽은 성정체성고민, 4

번 토픽은 소음순의 크기, 색깔에 관한 고민, 5번 토픽은 생리의 불규

칙성 또는 안 하는 이유, 6번 토픽은 동성친구에게 성적 호감을 느낌으

로 인한 문제, 7번 토픽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 성관계 시 피임법 등 

고려점, 8번 토픽은 가족 내 성폭력 문제, 9번 토픽은 선생님을 짝사랑

하는 고민, 10번 토픽은 연애 시 신체접촉을 포함한 진도의 문제, 11번

은 가슴 사이즈에 관한 고민으로 명명하였다. Figure 1B의 여자청소년

의 IDM을 보면 토픽 간 분류가 비교적 잘 된 것으로 확인되며 3번 토

픽, 6번 토픽, 9번 토픽은 각각 성정체성고민, 동성친구에게 성적호감을 

느껴서 발생하는 고민,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고민으로 선생님을 짝사

랑하는 고민에는 동성의 선생님을 좋아하는 감정에 대한 혼란이 포함

되어 있어 일부 사용 단어가 중복되어 일부 겹치는 것으로 내용상으

로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8번 토픽과 10번 토픽

은 일부 겹친 부분이 있지만 8번은 가족 내 성폭력과 관련된 주제이고 

10번은 남자친구와 신체접촉 진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거절

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어서 내용상 다른 주제로 확인되었다. 11

개의 토픽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민 주제는 3번 토픽의 성정

체성고민으로 13.3%를 차지하였고 두 번째는 6번 토픽으로 동성에게 

성적 호감을 느낌으로 인한 고민이 13.0%를 차지하였다. 

값, 문서별 토픽번호 등이다. 이에 각 토픽을 나타내는 주요 핵심단어

는 15개씩 추출하였으며 문서별 토픽 확률값과 토픽번호를 출력하였

다. 해당 토픽 확률값이 높게 배당된 문서들을 확인하고 토픽별 추출

된 단어의 연관성을 반영하여 각 토픽의 이름을 부여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 성고민 토픽 분석

남자청소년 성고민의 토픽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 방법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토픽모델링에서 토픽수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토픽수 결정을 위하여 토픽간 유사도를 

IDM으로 시각화하여 확인하였다(Figure 1A). 남자청소년의 경우 7개

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각 토픽에서 도출된 단어 리스트와 문서에 매칭

된 토픽 확률값을 활용하여 토픽별 주제를 명명하였다. 1번 토픽은 동

성친구에게 성적 호감을 느낌으로 인한 문제, 2번 토픽은 여자처럼 유

방이 커지는 문제, 3번 토픽은 자위와 조기사정의 문제, 4번 토픽은 성

관계의 시기, 방법, 임신가능성에 관한 문제, 5번 토픽은 성기 크기, 포

경 수술 여부에 관한 문제, 6번 토픽은 성정체성 혼란에 관한 고민, 7번 

토픽은 성욕구 해소에 관한 고민으로 명명하였다. Figure 1A의 남자청

소년의 IDM을 보면 토픽 간 분류가 잘 된 것으로 확인되며 1번 토픽과 

4번 토픽에서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4번 토픽

이 이성과의 관계에 관한 글이기에 만나고 고백하고 사귀는 일련의 과

정이 1번 토픽의 동성 친구와의 관계와 관련된 부분과 중복되어 사용

되는 단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며 내용을 확인해 보았을 때 분

명히 다른 주제로 확인되었다. 7개의 토픽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 고민 주제는 6번 토픽인 성정체성 혼란에 관한 주제로 20.6%를 차

지하였고 두 번째는 1번 토픽으로 동성 친구를 좋아함으로 생기는 고

Table 1. The topics of latent dirichlet allocation among boys and the most 15 probable words in the topics

Label Words Ratio (%)

T1 Same sex attraction friend, school, close, study, story, attend, time, hard, hang out, joke, problem, confession, life, middle school, 
wrong

17.8

T2 Gynecomastia big, woman, breast, surgery, young, over-hang, body, put on, father, parent, mom, picture, exercise, worry,  
middle school student

12.4

T3 Masturbation masturbation, premature ejaculation, ejaculation, come out, behavior, semen, porno, a day, coitus, method, big, 
time, treatment, ejaculate, high school student

14.2

T4 Sexual relation girlfriend, coitus, woman, go out with, meet, kiss,  high school student, ask, love, story, breast, boyfriend, sorry, 
touch, confession

12.9

T5 Genitals genitals, erection, small, phimosis, circumcision, big, natural, size, glans penis, penis, sick, problem, condition, 
length, part 

12.2

T6 Sexual identity woman, gay, homosexuality, feel, boyfriend, sexual identity, friend, excitement, interest, love, confusion, cute, 
puberty, emotion, go mad

20.6

T7 Sexual impulse older sister, sleep, erotic, sexual impulse, report, go mad, school, time, touch, sexual assault, head, attend, joke, 
help, vacati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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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topics of latent dirichlet allocation among girls and the most 15 probable words in the topics

Label Words Ratio (%)

T1 Masturbation masturbation, middle school student, older sister, method, picture, insert, finger, porno, in former days, search, 
got into, puberty, feeling, problem, ashame

5.8

T2 Sexual assault older brother, sexual assault, report, touch, parent, suffer, genitals, body, memory, phone call, contact, insert, 
private institute, dirty, get on 

9.2

T3 Sexual identity homosexuality, bisexuality, confusion, same sex, other sex, gay, heterosexuality, appear, romantic relationship, 
coming out, identity, surrounding, feeling, pretty, interest

13.3

T4 Labia minora labia minora, surgery, stretch, severe, part, put on, vaginitis, parent, inconvenient, be born, say, hospital, worry, 
pants, skirt

7.2

T5 Menstruation period, pregnancy, sick, worry, coitus, begin, leukorrhea, possible, anxiety, OBGY, hospital, symptom, ask, panty, 
late

7.0

T6 Same sex attraction lesbian, friend, confession, interest, pretty, cute, know, jealousy, personality, entertainer, good feeling, tremble, 
hold hands, touch, palpitate

13.0

T7 Sexual relation coitus, erotic, sexual impulse, excitement, experience, porno, feeling, marriage, pervert, high school student, 
curiosity, last, body, adolescent, regret

6.7

T8 Incest mom, scary, sleep, father, die, younger brother(sister), help, occur, family, get out, sick, irritation, afraid, condi-
tion, ask

8.1

T9 Love for teacher teacher, high school, study, student, personality, pretty, start, serious, class, different, behavior, care, help,  
appearance, reason

11.5

T10 Physical intimacy boy friend, kiss, break up, text message, physical contact, touch, send, kakao talk, ask, phone, call, romantic  
relationship, fast, refusal

11.6

T11 Breast size breast, big, small, put on, increase, way, exercise, touch, middle school student, body, worry, inform, serious,  
underwear, elementary school student

6.5

Figure 1. Intertopic distan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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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성고민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지식공유서비스 일종인 

네이버 지식인에서 추출된 질문들로 텍스트 마이닝의 토픽분석을 시

도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성고민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일부는 학교 성교육에서 다루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었다. 

이 중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동성에 호감, 성정체성 혼란에 대한 부

분이 같이 도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3]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내 성

교육 주제로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다. ‘동성에 호감’

과 ‘성정체성 혼란’에 관한 주제는 유사함에도 서로 주제가 분리된 이

유는, 동성에 호감으로 명명한 토픽은 이성 친구를 좋아하는 것처럼 

정서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끌리는 그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함께 있

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좋

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그런 행동이 동성 간에서는 사회문화적으

로 이해받지 못하는 행동으로 생각되어 차마 좋아한다고 말하면 오히

려 관계가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고 일

상적인 동성 친구 사이처럼 지내지만 진심을 드러내지 못함에 대한 관

계에 대한 고민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반면, 성정체성 혼란으로 명명한 

토픽은 남들과 달리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본인의 모습에 대한 의식

과 지각으로 ‘지금 고민은 내가 동성애자일까 아닐까이다, 친한 여자

애가 달리 보이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 ‘남학생인데 남자친구가 갑자

기 연애 대상으로 보인다. 게이인가, 정상인가?’, ‘남성에게 매력을 느낀

다는 게 왠지 자괴감이 드네요’와 같이 동성에 대한 특별한 감정에 대

해 혼란스럽고 당황해하며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부정적으로 인식되

는 동성애 성향을 지니는 것이 아닌가 하여 불안해 하는 고민글이 다

수를 이룬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 2,2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동

성애자 현황을 조사한 연구[19]에 의하면 동성애 성향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 청소년은 응답자의 11.0%로 청소년의 성정체성 문제는 극히 

일부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 발달의 주요한 부

분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3]

은 성교육에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유엔(UN)과 휴먼라이츠워치의 권고[20]를 오히

려 어기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낮고[21] 이를 반영하여 학교 환

경 또한 전반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적대적인 특성을 보여 청소년들은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숨기고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22]. 그러므로 청소년의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정체성 형성이 성

적 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이성

애든 동성애든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점검하고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22]. 

남녀 청소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다른 성고민 주제는 사춘기의 

신체 변화와 생식기의 해부학적 형태에 관한 것이다. 남자청소년의 경

우 생식기 부분에서는 음경 크기가 작은 것 같은데 정상인지, 포경 수

술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었고 여성형 유방인 것 같은데 수술

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주제들이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생식기 

부분에서 소음순의 색, 늘어남, 비대칭 등에 대한 생식기 관련 주제가 

하나 도출되었고 가슴(유방) 크기가 작거나 큰데 어떻게 하면 크기를 

줄이거나 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가 하나 도출되었다. 사춘기의 

이차 성징과 생식기의 해부학적 형태에 대해서는 학교 보건교육 및 성

교육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나 본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발견한 

주제는 남학생의 여성형 유방과 여학생의 소음순에 대한 관심이다.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3]에 따르면 가슴이 지나치게 큰 유방비대증

으로 진료 받는 남성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환자

의 45.9%가 10-20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성의 유방비

대증은 청소년기의 경우 성호르몬의 일시적인 불균형으로 발생하며 

이런 경우 대개 성인이 되기 전에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24] 청

소년 시기의 치료는 권장되지 않는다. 다만, 외모로 인한 자존감 저하,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25]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춘기의 신체발달과 

이차성징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남자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드물지 않

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여학생의 

소음순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지식으로 인해 

생기는 고민으로 왜곡된 생식기 이미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소음순 모

양, 색이 비정상이라고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춘기가 지나면 소

음순이 늘어나며 그 모양 또한 제각각이고 비대칭도 정상이며 사춘기 

동안 멜라닌의 변화로 색 또한 짙어지게 되는 것이 정상 발달[26]이라

는 정보 또한 사춘기의 신체발달과 이차성징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포

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남녀 청소년 공통적으로 도출된 또 다른 주

제들은 자위, 성관계 등 청소년의 성행동과 관련된 주제들이다. 청소년

의 자위는 이 시기에 빈번히 관찰할 수 있는 성행위의 한 형태로 국내 

청소년의 자위행위 경험률은 남자청소년 88.1%, 여자청소년 59.7%로 

보고[27]된 바 있다. 청소년 시기의 자위행위는 위험부담 없이 안전하

게 자신의 성적 자아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알려진 바가 많

지 않아 자위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정보는 청소년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남녀 청소년들 모두 실제적인 성

관계에 대한 고민글(남 T4, 여 T7) 또한 한 주제로 분류되었는데 남녀 

청소년별로 세부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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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다는 마음과 절제해야 한다는 마음 사이의 갈등, 상대와 신체 

접촉의 진도가 허용되는 범위인지,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 가능성이 있

는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여학생의 경우도 음란물, 친구를 통한 

정보를 통해 성에 대한 관심과 성욕을 느끼게 되면서 그런 자신의 모

습이 비정상인지 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나이면 성관계를 가져도 되는

지에 대한 질문,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에 대한 질문 정도로 나누어졌

다. 여학생의 경우 사귀는 사람과의 신체 접촉의 진도를 어느 정도까

지 해야 할지, 어떻게 거절 의사를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은 별도 토픽

(여 T10)으로 분리되었다. 국가 성교육 표준안[3]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성욕구를 인정하고 성욕구 및 성욕구 해소라는 교육 주제를 다루고는 

있으나 성욕구 해소 방법이 건전한 취미를 가진다든가 운동을 한다든

가 하는 금욕과 절제 위주의 내용으로 자위에 관한 부분은 용어 자체

도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학교 성교육 내에서는 청소년들이 실질

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접근 방법은 성교육 표준안과 학교 성교육의 관점이 청소년의 성을 자

연스러운 권리의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 청소년의 성을 무성으로 간

주하고, 성교육의 취지를 청소년의 성적 일탈행동으로 인한 범죄 예방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성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면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강제성추행, 성폭력과 관련된 주

제가 도출되었다. 남학생(T7)의 경우 성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에

서 신체 접촉을 했는데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반

면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질문이 함께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성폭행과 관련된 주제가 

두 개로 분리(T2, T8)되어 도출되었는데 하나는 교제 중이거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와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근친상간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다. 교육

부는 초 ·중 ·고 학년별로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하되 

그중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

력이 무엇인지 사례, 사례별 대처법, 예방법 위주의 교육이라 발생 이

후의 대처, 신고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 미숙하여 관련 질문들이 많

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발생 이후에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 전반적인 성고민에 대하여 연구자의 주제 범주에 

대한 가정 없이 내용을 추출하고자 성, 고민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자료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내용들은 청소년의 성고민에 대한 전반적

인 내용이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이 올린 글에서 성, 고민이라

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일 경우 추출 자체에서 제외되어 

분석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글의 

특성상 연령이나 성별 등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다만 질문의 패

턴상 도입 부분에 본인을 소개하면서 연령대나 성별이 드러나는데 청

소년의 성고민에 한정하여 분석하기 위해 질문 글 내에서 질문자의 연

령이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 모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

한 과정에서 실제 청소년이 올린 다수의 글들도 분석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 또한 많은 청

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그렇다고 게시판에 상담글을 올린 청

소년이 대다수의 청소년의 성고민을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다

수가 아닐지라도 구조화된 설문지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담에

서 다룰 수 없는 청소년의 성고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성고민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려진 비정형 자료를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분석

을 시도하였고 다량의 텍스트 자료에서 청소년의 성고민에 대한 주제

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성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 교육자, 정책 

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인

터넷에 게시된 자료가 모든 청소년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텍

스트 마이닝을 통해 탐색된 정보를 기반으로 청소년 대상 심층면담 또

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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