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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소셜 Q&A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iN에서 성 정체성과 련된 질문들을 분석하여 질문의 심이 되는 주제를 
추출하고 구체 인 고민들에 해 이해하는 것이 목 이다. 이를 해 네이버 지식iN에서 2010년부터 9년간 작성된 2,120개의 
련 질문들을 수집한 후, 자연어 처리와 정보 검색 방법을 사용하여 질문들의 주제와 고민들을 추출하고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주요 주제는 인간 계, 성 정체성 의심, 성  지향, 감정  계, 성 정체성 고민 등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사용자들은 

주로 1) 일반 인 성 정체성, 2) 성  지향, 3) 성 정체성에 한 부정  인식, 4) 감정 고백, 커 아웃, 동성애, 5) 미래, 이성 
계, 군 에 한 우려, 6)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유 등과 련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성 정체성에 한 실제  

고민들을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정보 요구를 도출하 으며 exact match와 tf-idf 기반의 검색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문헌정보학 분야의 방법론  확장을 시사했다. 한 특정 심사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정보탐색행태를 
찰함으로써 정보행 분야의 학문  성숙에도 기여했다.

주제어: 소셜 미디어, 소셜 Q&A, 성 정체성, 자연어 처리, 정보 검색, 토픽 모델링

ABSTRACT :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major topics and concerns of gender identity-related questions expressed 
by the users of the NAVER social Q&A site. To achieve this goal, we analyzed 2,120 questions created from 
2010 to 2018 using natural language- and information retrieval-based methods. Results indicated that the major 
topics discussed by the users includ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oubts about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feelings and relationships, and concerns about gender identity. In addition, users mainly expressed concerns 
regarding general issues of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negative cognition about gender identity; 
confession, coming-out, homosexuality; future, heterosexual relationships, military enlistment; and causes of 
gender identity confusion. The present study effectively derives information needs from real-world concerns about 
sexual identity by employing topic modeling techniques, and by comparing the advantages of exact match and 
tf-idf-based information retrieval methods extends methodolog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urther, 
it has contributed to the academic maturity of the study of information behavior by observing the information 
needs or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of online community users with specific interests.

KEYWORDS : Social Media, Social Q&A, Gender Identity, Sexual Identity,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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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건강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물었고, 익명성과 신속성이라는 

혜택을 통해 구나 편리하게 건강정보를 탐색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성격의 

랫폼들이 발달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들은 그들이 지닌 특성에 따라 그 사용목 이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거기에서 다루는 주제들 한 차이가 있다(이재범 외 2012). 사용목  측면에서 

볼 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계형성이나 엔터테인먼트

가 주요 목 인 반면 트 터와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나 개인블로그 등은 정보공유의 목 이 강하

다. 한, 주제 인 측면에서 볼 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신변잡기 인 정보가 주요 콘텐츠인 

한편 블로그 등은 특정 주제에 한 주  생각이나 평가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통령선거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커다란 사회  이슈가 되는 주제들의 논평은 주로 트 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친구나 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 한 공유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 활발

하게 이루어진다(이서 , 권상집 2019; 유호선, 김 지, 오효정 2018; 동탁유, 유승  2016; 손

화 2018).

그러나 이러한 일반 인 주제에 한 논의와는 달리, 개인 으로 민감하고 심각한 건강 련 

문제들은  다른 특성, 즉 익명성과 신속성 외에도 업에 의한 정보나 지식의 공유를 제공하는 

소셜 Question & Answer(Q&A) 사이트에서 주로 논의된다(Bae and Yi 2019). 이 게 여러 

사람들이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집단지성(Wisdom of crowds)의 정보탐색을 사회  탐색

(Social search)이라 하며 소셜 Q&A 사이트는 이러한 사회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통 인 정보탐색의 틀을 확장시켰다. 즉, 질문자로서 정보 탐색자가 여러 사람들이 제공하는 

답변 에서 자신의 질문에 가장 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답변을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셜 

Q&A 사이트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한 맞춤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장(Opportunistic 

places)이라 할 수 있다(Yi 2018). 이용자들은 이 게 사회  탐색을 통해 집단지성이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지  만족 뿐 아니라 정서 ․사회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건강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희 2018; Bae and Yi 2019).

우리나라의 네이버 지식인은 가장 성공 인 소셜 Q&A 사이트 의 하나로서 많은 연구들이 

지식인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정보탐색행태를 찰하 고 타 문화와의 비교 연구를 해 미국의 

표 인 소셜 Q&A 사이트인 Yahoo! Answers와도 자주 비교되어 논의되었다(Bae and Yi 

2017; 2019; Liu and Jansen 2018). 다른 나라에서 운 되는 소셜 Q&A 사이트와 비교할 때, 

네이버 지식인은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일반 으로 이러한 사이트들은 의학  배경이 없는 일반

인들이 건강정보를 서로 제공하여 공유하거나 통의학이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해서도 개인들이 자신의 유사경험 바탕으로 답변을 제시하여 매우 긴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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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네이버 지식인은 일반 정보소비자뿐 아니라 의료 문가가 자신이 속한 기 을 홍보할 

목 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문  답변을 자주 제공하는 것

을 발견할 수 있다. 

건강정보 에서도 성 련 주제는 매우 개인 이며 민감한 정보이며, 우리나라는 그러한 주제

를 타인과 자유롭게 논의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Yi 2018). 특히 성 련 주제 가운데서

도 성 정체성에 한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제도 으로나 문화 으로 지속

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해 보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와 같은 

성  성향을 커 아웃 할 경우 사회  오명의 험을 부담해야 하며, 성소수자들의 경우 자신의 

성 정체성과 련된 혼란으로 인해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하며 사회  합의가 제 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성 정체성에 한 인지나 문제의식은 호르몬의 향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 선, 권보민, 이동훈 2012). 그러나 청소년을 비롯한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소수자

들은 이러한 문제에 한 수많은 질문들은 오 라인에서 자유롭게 표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숨기게 되고 그러한 상은 한 정보탐색을 방해하여 정보 빈곤을 래하게 된다

(Chatman 1996).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소셜 Q&A 사이트는 성 정체성 문제를 논의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이라 할 수 있다(Yu 2019). 이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혜택으로 

인해 성 정체성과 같은 사회  오명을 수반하는 주제에 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생산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을 통해 그들이 주로 

논의하는 특정 주제에 해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 정체성과 련된 

연구는 지속되어 왔으나, 소셜 Q&A 사이트와 같은 소셜 미디어 랫폼에서 사람들이 그 문제에 

해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즉 그들이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토로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 Q&A 사이트에서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과 련된 어떠한 

고민들을 논의하는 지를 살펴 으로써 그들의 정보 요구와 정보 추구 행 를 악하고자 한다. 

이를 한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소셜 Q&A 사이트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한 정보 요구는 무엇이며, 어떠한 

주제를 주로 논의하는가? 

한, 소셜 Q&A 사이트의 한  자연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구가 매우 기 단계에 있다. 

이용자들이 소셜 Q&A 사이트에 생성한 용량의 텍스트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통 인 

연구방법에서 나타나는 표본 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Yu 

2019; Choudhury, Counts, and Horvitz 2013; Lachmar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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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Q&A 사이트를 통해 생산되는 성 정체성에 한 수많은 생각과 감정 등을 담은 한  데이터

를 분석함으로써 성 정체성에 한 정보 요구에 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그러한 정보 요구

를 충족시키기 한 정보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는 시사 을 제고할 뿐 아니라 성 련 건강정보

추구행태에 한 학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성 련 건강정보 탐색행태 

소셜 미디어가 제공하는 근의 용이성과 익명성 등의 이 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일반정보는 

물론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도 소셜 미디어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Song et al. 2016; 

Zhao and Zhang 2017). 소셜 미디어를 통해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보요구

를 빠르고 편리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정보를 탐색하

면서 자신의 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다는 험과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에 

해 회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Zhao and Zhang 2017). 특히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 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 으로 인해 성 건강에 한 커뮤니 이션을 

진시킬 수 있는 랫폼이다(Byron 2017). 

반면에, 성 련 정보는 낙인(stigma)이 수반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 등의 개인정보

가 노출되기 쉬운 소셜 미디어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아 이와 같은 건강정보를 공유하기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Evers et al. 2013). 즉 성병(Sexually transmitted diseases)이나 

성소수자 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성 정보는 익명성이 보장된 텀블러(Tumblr)와 같은 랫폼에서 

활발하게 공유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랫폼은 성 정체성이나 성 교육에 한 문제들에 해 청소년

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달하는 데 효과 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yron et al. 2019). 

청소년들의 성 정보 탐색행태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성 정보를 탐색하거나 

성  표 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오 라인에서도 그와 유사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온라인으로 험한 성 련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와의 계가 좋지 

않거나, 낮은 자존감이나 자신에 한 부정 인 이미지로 인해 인간 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vingstone and Mason 2015). 

소셜 미디어를 통한 건강정보탐색에 한 문화 간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이나 

홍콩인 같은 동양인의 경우 경험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 즉 온라인 서포트 그룹(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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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group),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그리고 블로그 등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인의 경우는 문

지식을 제공하는 정보원, 즉 WebMD나 미국 질병 리본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et al. 2016). 한, 집단지성이 참여하는 소셜 Q&A에서 이용자들이 민감한 건강정보, 를 들면 

성병에 한 정보를 선택하는 데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문화 간 정보탐색행태

의 차이가 발견되었다(Bae and Yi 2019). 미국의 Yahoo! Answers와 한국의 네이버 지식인에서의 

성 정보 탐색행태를 비교한 결과, 네이버 지식인 이용자들은 Yahoo! Answers 이용자들에 비해 

숫자로 표 한 정보, 험에 한 정보 내지는 낙 인 내용의 정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Yahoo! Answers 이용자들의 경우는 더 높은 수 의 문장으로 쓰인 정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이용자들은 문장 수 이 높은 정보를 보다 과학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Yi, Stvilia, and Mon 2012).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소셜 미디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용자들은 건강정보에 한 

탐색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집단지성의 혜택으로 자신의 정보요구를 보다 효과 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으나, 반면 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으로 인해 

공유되는 건강정보의 신뢰성에 한 우려와 함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지속 인 이슈로 논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 정체성과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가 그것이 제공하는 익명성과 근성의 장 으로 인해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과 같이 개인 이고 민감한 주제에 한 논의를 분석하기에 합하다는 은 여러 연구에서 찰

되었다(Bae and Yi 2017; 2019; Kitzie 2015; Yi 2018). 미국의 종합 성교육 가이드라인

(Sexuality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2004)은 성 련 주제를 

여섯 항목으로 분류하며, 이에는 1) 인간발달(human development), 2) 계(relationships), 

3) 개인  스킬(personal skills), 4) 성 행태(sexual behavior), 5) 성 건강(sexual health), 그리고 

6) 사회와 문화(society and culture)가 있다. 첫 번째 항목인 인간발달은 사춘기, 생식, 생식해부

학과 병리학, 그리고 성 정체성 등의 네 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네이버 지식인에서의 반 인 성 련 정보요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인간 발달 

세부 항목  성 정체성에 한 정보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Yi 2018), 우리나라 청소

년을 상 로 성 고민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성 정체성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고민으로 악되

었다(유정옥 2019). 한편, Yahoo! Answers에 나타난 이용자들의 성 정체성에 한 정보요구는 

주로 다섯 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이에는 1) 성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LGBT) 정체성, 2)로맨스, 성 계, 그리고 계성, 3)인간 소외, 4) 커 아웃, 그리고 공동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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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소수자의 역할 등이 속하 다(Kitzie 2015).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성 건강 정보에 쉽게 근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반면 그러한 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닐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험에

도 빠르게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험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집단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성 건강정보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느냐의 

문제는 그들의 성 의식에 한 교육뿐 아니라 그들의 건강과 생명에 크게 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사회․문화  경험과 인식의 발달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주재홍 2017), 

그들은 사춘기에 타인과 다른 자신의 성  지향을 깨달으면서 성 정체성에 한 활발한 정보탐색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청소년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행태로써 9-12세의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와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험성이 높은 성 정보를 탐색하기 시작하

며, 청소년의 연령 가 높아질수록 온라인에서 험성이 높은 성 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Livingstone and Mason 2015).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의식과 동성애에 한 태도를 사회․문화  맥락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성 정체성과 련된 갈등  인권 문제들, 특히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 등과의 계를 살펴 으로써 우리 사회에서의 성 정체성 이슈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강병

철, 하경희 2005; 김경호 2009; 김선호 2015; 신동열 2010; 이 선, 권보민, 이동훈 2012; 주재홍 

2017). 성 련 정보탐색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해 정 으로 수용

하는가 하면 자신을 사회 변화의 주체자로서 인식하기도 하 다. 그러나 체로 우리 사회의 동성

애에 한 부정  인식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는 등 침묵과 기의 문화를 

경험하는가 하면 사회  낙인이나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정체성과 련된 문제들은 

성 의식의 보수성 정도, 동성애의 경험유무, 그리고 동성애에 한 오 정도는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성애 경험이 없는 경우 성에 해 더 보수 이며 동성애에 한 오 정도가 

높았으며, 동성애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정체성에 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성애만을 정상 인 것으로 

수용하고 동성애를 오하는 문화로 인해 정신 ․육체  폭력과 억압을 경험할 뿐 아니라 성소수

자에 한 사회  낙인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면서 험한 약물을 사용하거나 우울증 는 자살

험행태를 더 많이 보 다(강병철, 하경희 2007; Johns et al. 2018; Clements-Nolle et al. 

2018).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한 사회  지지와 상담이 실하다고 시사했

으며(김경호 2009; Byron et al. 2019; Livingstone and Mason 2015), 이를 해 소셜 미디어는 

성 정체성에 한 정보 공유  달을 한 효과 인 랫폼으로 평가되었다(Clements-Nolle 

et al. 2018; Livingstone and Mas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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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데이터

네이버 지식iN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서비스이다. 사용자들은 

사회,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련하여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일반인 는 문가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작성된 지식iN 질문  “성 

정체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네이버 질문 5,156개를 웹 스크래핑에 유용한 Python 라이 러

리인 Beautiful Soup를 사용하여 수집한 후, 질문자가 청소년임을 나타내는 질문을 선별하는 과정

을 거쳤다. 이러한 필터링 작업은 연구자들이 질문을 리뷰하며 질문자가 본인의 나이 는 신분을 

학생, 고등학생 등 청소년이라고 직 으로 드러내거나 학생, 학년, 학교, 사춘기 등 련 단어

로 설명을 한 경우 연구에 합하다고 단하 다. 결과 으로 체 공개된 성 정체성 고민에 

한 질문 2,120개를 분석하 으며, 데이터 수집 시 익명성 보장을 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거되었다. 연도별 질문 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도별 성 정체성 질문 수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두 가지 목 이 있다. 첫 번째로 성 정체성 련 모든 질문들에 한 분석을 통하여 

반 으로 어떤 주제에 해 논의되고 있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 토픽 모델링 기법인 L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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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ichlet Allocation(LDA) (Blei, Ng, and Jordan 2003)을 이용하여 질문에 존재하는 주제를 

추출하고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제어들을 살펴보았다. 수집한 한  데이터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인 KoNLPy(박은정, 조성  2014)에서 지원해주는 패키지들  Kkma를 사용하여 처

리하 고 이후 불용어를 제거하 다. 이러한 불용어에는 무의미한 미사나 부사, 성 정체성과 

무 한 답변 채택 등에 한 단어들을 비롯하여, 단순 자음 는 모음의 나열, 숫자, 문장부호 등이 

포함되었으며, 1음 의 단어라도 그 의미를 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주제와 무 하지 않다고 

단될 경우 불용어로 처리하지 않았다. 처리된 데이터는 gensim(Řehůřek and Sojka 2010)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 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 은 질문들  고민과 연 된 질문만을 분석하여 성 정체성에 해 구체

으로 어떠한 고민들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성 정체성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의 하나

가 고민을 해결하기 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과 연 된 키워드들을 찾아내는 것은 고민 해결을 

한 요한 과제이다. <그림 2>는 고민과 련된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그룹화 하는 두 가지 방법

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2> 고민 련 키워드 추출 방법

방법 1은 exact match 기반의 정보검색 방법이다. 체 질문에서 “고민”이라는 키워드를 포함

한 질문을 검색하고 검색결과에 포함된 모든 질문을 수집한 뒤 연구자가 질문들을 차례로 리뷰하

면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룹화를 진행한다. 이 방법의 장 은 “고민”과 직 으로 연 된 질문

들을 모두 추출할 수 있다는 이다. 단 은 “고민”이라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지만 실제

로 고민에 해 다루는 질문들을 놓칠 수 있다는 이다. 해결 방법은 “고민”과 비슷한 의미를 



 소셜 Q&A 사이트의 질문 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고민에 대한 이해

- 109 -

가지는 키워드들을 추가로 정의하고 그 키워드들을 하나라도 포함하는 질문들을 모두 수집하여 

리뷰 하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 키워드들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질문의 양을 고려

하면 이를 모두 리뷰 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며 exact match로 검색된 결과는 연 성에 

근거하여 순 를 매길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 

그 안으로 방법 2를 사용할 수 있다. 방법 2의 차는 다음과 같다. 체 질문을 문장으로 

나 어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문서로 간주하고, tf-idf를 단순히 문장을 구성하는 토큰들의 tf-idf 

값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검색이라는 큰 틀에서 각 문서를 표 하는데 이용한다. 즉, 

각 문장과 키워드들의 연 성을 문장 안의 토큰들의 tf-idf 값을 고려하여 구하고 그 값에 근거하

여 문장들을 연 성으로 순 를 매기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민”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키워드들로 “혼란”, “걱정”, “궁 ”을 정의하고 이 키워드들을 쿼리로 tf-idf 모델 기반 검색을 

진행하 다. 검색결과 상 에 랭크 된 top n개의 문장들만 수집하여 직  리뷰하며 키워드를 추출

하고 그룹화 하 다. <표 1>은 이러한 고민 련 키워드 추출의 두 가지 방법을 비교 정리한 것으

로써 결론 으로 두 방법은 키워드와 검색결과의 범  면에서 서로를 보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 함께 사용되었다. 

exact match 기반 tf-idf 기반

사용한 키워드 고민 고민, 혼란, 걱정, 궁

검색방법 키워드 포함 여부 키워드와의 연 성

랭킹 없음 있음

리뷰한 검색결과 부 상  n개

<표 1> 고민 련 키워드 추출의 방법 비교

Ⅳ. 연구 결과 

1. 토픽 모델링 기반 주제 추출

토픽 모델링 기법은 사 에 정의한 주제 개수에 따라 주제를 추출하고 각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어를 나열한다. 각 주제는 주제어의 조합으로 설명이 되고 주제어를 반 으로 고려하여 

주제에 해 이블링을 진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제 개수 선정에 따라 주제 추출 

결과가 상이하다. 주제 개수에 따라 토픽 모델링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 한 

많은 주제 개수를 고려하여 정확한 주제를 찾으려고 하 다. 주제 개수를 3에서 10까지 설정하고 

3명의 자가 각자 이블링을 진행하 고 이블링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최종 주제 개수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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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결과 주제 개수가 3과 4일 때 토론을 거쳐 일치를 보았다. 주제 개수가 3개 일 때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제어는 확률을 고려하여 top 20개의 주제어만 나열하 다.

주제 번호 주제 1 주제 2 주제 3

이블 인간 계 성 정체성 의심 성  지향

주제어 1 친구 .0364 지 .0093 여자 .0453

주제어 2 좋아하 .0280 여자애 .0092 남자 .0363

주제어 3 좋 .0184 모르 .0091 생각 .0281

주제어 4 아이 .0079 사귀 .0078 게이 .0144

주제어 5 감정 .0071 정체성 .0074 사람 .0105

주제어 6 친하 .0068 동성애자 .0067 싫 .0076

주제어 7 같이 .0066 이상 .0063 사랑 .0069

주제어 8 어떻 .0064 느끼 .0058 몸 .0053

주제어 9 마음 .0062 혼란 .0058 보다 .0049

주제어 10 다른 .0057 이쁘 .0056 언니 .0049

주제어 11 말하 .0051 생기 .0053 여성 .0042

주제어 12 계속 .0048 남 .0051 흥분 .0041

주제어 13 학교 .0046 사춘기 .0043 고민 .0040

주제어 14 만나 .0040 남자애 .0043 그때 .0034

주제어 15 못하 .0040 미치 .0041 만지 .0033

주제어 16 장난 .0038 입 .0041 보고 .0031

주제어 17 년 .0037 요즘 .0037 동성애 .0030

주제어 18 지내 .0036 .0037 옷 .0029

주제어 19 놀 .0034 심 .0036 즈비언 .0027

주제어 20 한번 .0033 귀엽 .0035 질문 .0026

<표 2> 주제, 이블,  주제어 (3개 주제)

<표 2>와 같이, 주제 1의 이블은 ‘친구’, ‘친하’, ‘같이’, ‘만나’, ‘장난’, ‘지내’ 등으로 표되는 

‘인간 계’로 명명될 수 있다. 주제 2는 ‘모르’, ‘정체성’, ‘이상’, ‘느끼’, ‘혼란’, ‘미치’, ‘ 심’ 등으로 

표되는 ‘성 정체성 의심’으로 이블링 되었다. 특히, 주제 2의 ‘여자애’, ‘남자애’, ‘사춘기’, 그리

고 ‘부모님’ 등은, 여학생이 동성인 여학생에게 는 남학생이 동성인 남학생에게 성 으로 끌리게 

되어 본인이 사춘기라서 느끼게 되는 혼란스런 감정들이 표 되었으며, 이러한 감정에 해 부모

님이 걱정하실 것을 우려하는 표 들이 많이 나타났다. 주제 3은 ‘게이’, ‘사랑’, ‘몸’, ‘동성애’, ‘ 즈

비언’ 등으로 표되는 ‘성  지향’이다. 반 으로 인간 계에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성 

정체성 의심  성  지향에 한 심도 있는 질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주제 개수가 4일 때의 주제, 이블,  주제어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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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번호 주제 1 주제 2 주제 3 주제 4

이블 성  지향 감정  계 성 정체성 고민 성 정체성 의심

주제어 1 사람 .0147 친구 .0406 여자 .0609 좋아하 .0277

주제어 2 언니 .0105 생각 .0292 남자 .0442 지 .0108

주제어 3 느끼 .0070 좋 .0168 싫 .0098 여자애 .0076

주제어 4 동성애자 .0063 게이 .0134 남 .0080 이상 .0064

주제어 5 어떻 .0059 모르 .0086 말하 .0062 남자애 .0056

주제어 6 정체성 .0058 사랑 .0079 못하 .0057 미치 .0053

주제어 7 선배 .0056 아이 .0075 몸 .0048 학교 .0050

주제어 8 생기 .0049 사귀 .0070 고민 .0047 심 .0048

주제어 9 보다 .0048 마음 .0069 여성 .0046 혼란 .0048

주제어 10 만나 .0046 감정 .0067 성격 .0042 답변 .0046

주제어 11 성 .0043 친하 .0061 입 .0042 귀엽 .0042

주제어 12 동성 .0036 다른 .0059 이쁘 .0041 발기 .0040

주제어 13 요즘 .0036 같이 .0056 옷 .0040 장난 .0038

주제어 14 고백 .0033 계속 .0046 힘들 .0036 그때 .0037

주제어 15 .0032 한번 .0037 태어나 .0032 만지 .0036

주제어 16 손 .0031 년 .0036 부모님 .0031 우리 .0036

주제어 17 동성애 .0031 느낌 .0035 사춘기 .0031 가슴 .0036

주제어 18 질문 .0031 학년 .0035 머리 .0031 연 인 .0034

주제어 19 이성애 .0031 양성 .0033 나이 .0031 신고 .0033

주제어 20 얘들 .0024 키스 .0031 인정 .0028 가끔 .0032

<표 3> 주제, 이블,  주제어 (4개 주제)

<표 3>의 주제어를 반 으로 고려하여 주제 1은 ‘동성애자’, ‘동성’, ‘동성애’, ‘이성애’로 표

되는 ‘성  지향’, 주제 2는 ‘친구’, ‘모르’, ‘사귀’, ‘친하’, ‘같이’, ‘사랑’, ‘마음’, ‘감정’, ‘느낌’으로 

표되는 ‘감정  계’, 주제 3은 ‘말하’, ‘못하’, ‘고민’, ‘힘들’, ‘태어나’, ‘부모님’, ‘사춘기’로 표

되는 ‘성 정체성 고민’, 주제 4는 ‘이상’, ‘ 심’, ‘혼란’ 등으로 표되는 ‘성 정체성 의심’으로 이블

링을 진행하 다. <표 2>와 비교할 때 ‘성  지향’과 ‘성 정체성 의심’, ‘인간 계’ 등 주제 외에 

‘성 정체성 고민’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출 한 것을 알 수 있다. 

2. 고민과 련된 키워드  그룹화

Exact match와 tf-idf 기반의 정보검색 결과에서 참여 연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각각의 고민 

련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소분류로 그룹화한 후 분류로 통합하 다. 추출한 키워드들의 

분류와 소분류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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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분류 검색방법

일반 인 성 정체성 련

성 정체성 혼란 exact match, tf-idf

성 정체성의 성향 불일치 exact match, tf-idf

성 정체성의 성  측면 불일치 tf-idf

성 환수술 exact match, tf-idf

성  지향 련

성  지향 혼란 exact match, tf-idf

특정 동성/양성에 한 감정 exact match, tf-idf

동성에 한 성 인 생각 exact match, tf-idf

성소수자에 한 호기심  추구 tf-idf

이성에 한 무경험 exact match, tf-idf

성 정체성에 한 부정  인식

스스로에 한 부정  인식 exact match, tf-idf

자살 exact match, tf-idf

치료  상담 tf-idf

감정 고백, 커 아웃, 동성애

감정 고백 exact match, tf-idf

커 아웃 exact match, tf-idf

동성 간의 연애 exact match, tf-idf

미래, 이성 계, 군 에 한 우려

미래에 한 우려 tf-idf

이성과의 계에 한 우려 tf-idf

군 에 한 우려 tf-idf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유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유 tf-idf

성 정체성 혼란 경험의 일반성 tf-idf

<표 4> 고민 련 키워드의 분류  소분류

<표 4>는 성 정체성 고민 키워드들을 6개 분류와 20개의 소분류를 나 어 보여 다. 소분류는 

<표 5>에 있는 구체  질문들을 요약한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분류되었다.

소분류 키워드

성 정체성 혼란 성 정체성에 한 혼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네, 단 방법, 여자답다의 의미

성 정체성의 성향 불일치
생물학  성과 불일치, 주어진 성이 싫어, 반  성이 되고 싶어, 반  성으로 

인정 욕구, 숨기고 살아야 하나, 여성/남성  성향(e.g., 체형, 행동, 성격)

성 정체성의 성  측면 불일치 성 계시 여성의 역할을 원함, 여자로서의 성  측면(생식기, 성 계) 호기심

성 환수술
성 환수술을 고민, 한국병원의 신뢰성, 수술 가능한 곳, 구체  비용, 이후에 

공 (기록, 자격증)으로 바 는지

성  지향 혼란
동성애자/게이/ 즈비언/양성애자/이성애자인가, 동성/양성을 좋아함, 어느 

성을 좋아하는지 몰라, 성  지향 단 확률, 인지했던 지향성에 혼란

특정 동성/양성에 한 감정
동성/양성의 친구/언니/형/선생님/연 인에게 감정(e.g. 좋아함, 설렘, 질투, 

우정 이상), 감정의 정체(e.g. 동경, 착각 아닌가), 감정에 한 응

동성에 한 성 인 생각 
동성친구에게 성  흥분, 게이야동으로 발기, 야한 생각에 동성이 먼  생각남, 

동성과 성 계 호기심

<표 5> 고민 련 키워드의 소분류에 한 구체  키워드



 소셜 Q&A 사이트의 질문 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고민에 대한 이해

- 113 -

첫 번째 분류인 일반 인 성 정체성 련 그룹은 스스로를 규정하는 성에 한 고민들로 

이를 단하는 것이 혼란스럽거나, 생물학  성과 본인의 성향  성 계에서의 역할 등 성 인 

측면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성 환수술과 련된 키워드들을 포함한다. 두 번째 

성  지향 련 그룹은 스스로가 감정 ․성 으로 끌리는 성에 한 고민들로 이를 분류하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로서 본인을 단하는 것이 혼란스럽거나, 동성 는 양성의 특정 

상에게 감정을 느끼는 것, 나아가 동성에 한 성 인 호감이 드는 것과 련된 키워드들을 

포함한다. 이는 실제 성소수자의 삶에 한 호기심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민들로 

표 되는가 하면, 이성 계의 경험이 부재한 데서 비롯된 성  지향에 한 고민들로 나타났다. 

세 번째 분류인 성 정체성에 한 부정  인식은 성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겪게 되는 자기

오를 비롯한 스스로에 한 부정  인식과, 이에 따른 극단  선택으로써 자살, 는 벗어나기 

한 방법으로써 치료나 상담과 련된 키워드들의 그룹이다. 네 번째 그룹에서는 좋아하는 동성

에게 감정을 고백하거나 자신의 주변사람들에게 커 아웃하는 것과 련하여 고민하는 키워드들, 

나아가 동성 간의 실제 인 연애에 있어서 생기는 고민들을 묶어서 분류하 다. 다섯 번째 그룹은 

성소수자로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한 우려, 구체 으로는 결혼 등 이성과의 계와 군 에 

한 우려와 련된 키워드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유와 

경험의 일반성에 한 고민들, 를 들면 사춘기  문제인지 아니면 정신  문제인지, 이 나이 

소분류 키워드

성소수자에 한 호기심  추구 성  소수자의 삶에 해, 이반으로서 활동/친목 방법

이성에 한 무경험 이성과 아무것도 안 해본, 사귄  없고

스스로에 한 부정  인식
자기 오(e.g. 이상, 무섭다, 더러움, 싫고 안 좋게 느껴), 남들과 다름, 머리가 

어떻게 돼버린

자살 자살 충동까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 어떤 밧 을 살까

치료  상담
어떻게 고치나, 성 정체성을 의학 으로 바꿀 가능성, 구한테 상담 좋을지, 

혼란 벗어나기 한 진단/ 리

감정 고백
마음을 해야 할지, 좋아하는 상 의 마음, 좋아하는 걸 알게 된 상 의 반응, 

그 애랑 불편해질까, 고백 어려움

커 아웃
커 아웃을 할지, 친구/부모님에게 말해야 할지, 부모님의 반응, 사회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문 걱정

동성 간의 연애
계 지속을 고민, 성 계에서 리드, 사귀어야 할지 말지, 연애에 한 시선 

걱정, 교제 좋았지만 두려운 기분

미래에 한 우려 어른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게이 인정했지만 미래 걱정

이성과의 계에 한 우려 결혼/이성교제 어려울 텐데, 결혼 후 이성과 성 계 좋지 않을

군 에 한 우려 군  견뎌 낼 수 있을지, 군  뺄 수 있을 거라지만 무지해서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유 사춘기  아니면 정신  문제인지, 후천 으로도 게이가 되는지

성 정체성 혼란 경험의 일반성 보통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 나이 때 원래 감정, 살면서 하는 경험 남들보다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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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원래 경험하는 감정인지 등과 련된 키워드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 다.

고민과 련된 키워드를 추출하는 분석 과정에서 사용되는 tf-idf의 장 은 exact match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 이 두드러진다. 즉, 성 정체성 고민과 한 련이 있는 키워드로만 

이루어진 간결한 문장들이 검색 결과의 상 에 표시되어 고민의 핵심을 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는 것이다. 한, tf-idf 기반의 검색을 통해 고민과 련된 보다 다양하고 구체 인 주제의 키워드

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를 들어 성 정체성의 성  측면 불일치, 치료  상담, 그리고 미래, 

이성과의 계, 군 에 한 우려와 같이 정확한 매치(exact match)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그룹의 키워드들의 추출이 가능한 한편, 성 환수술과 같이 공통 으로 나타난 그룹에 

해서는 그 수술에 련되는 병원의 신뢰성이나 비용, 수술 이후 공 인 문서에서의 성별 표시 

변화 등의 구체 인 키워드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Ⅴ. 결론  논의 

성 정체성 련 질문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 라인에서 질문하고 상담 받기 어려운 이 

많다. 네이버 지식iN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Q&A 사이트로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용자

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커뮤니티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랫폼은 사용

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면에서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악된다. 따라서 네이버 지식iN의 

성 정체성 련 질문을 분석하는 것은 성 정체성과 련된 국내 집단지성들의 온라인 토론의 

황을 이해함으로써 그와 련된 사회  인식  규범 등을 하는데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Q&A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iN에서 성 정체성과 련된 질문들을 분석하여 질문의 심이 되는 

주제와 구체 인 고민들을 추출하 다. 이를 해 네이버 지식iN에서 2010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작성된 2120개의 질문을 수집하 다. 자연어 처리와 정보 검색 방법론을 사용하여 질문

들에 존재하는 주제와 고민들을 추출하고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질문들의 주요 주제는 인간 계, 

성 정체성 의심, 성  지향, 감정  계, 성 정체성 고민 등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주로 

1) 일반 인 성 정체성, 2) 성  지향, 3) 성 정체성에 한 부정  인식, 4) 감정 고백, 커 아웃, 

동성애, 5) 미래, 이성 계, 군 에 한 우려, 6)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유 등과 련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성 정체성”이란 키워드 외에 “성 소수자”, “게이”, 

“ 즈비언” 등의 련 키워드를 최 한 포함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  의 하나인 고민과 련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데 사용된 tf-idf 

기법은 연구 맥락에 한 구체 인 주제들을 악하는 데 효과 이었다. 이는 성 정체성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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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민을 덜어주거나 해결해 주기 해 집단 지성의 커뮤니티

가 도울 수 있는 시사 을 제시한다. 를 들면, 성 정체성 혼란에 한 지식의 부재로 인해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혼란이 청소년기나 사춘기에 오는 것이 어떤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특

수한 문제가 아니라 신체 발달과 함께 구에게나 오는 정상 인 과정임을 알려 으로써 그러한 

고민의 해결을 도와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동성애에 한 사회  낙인이나 부정  인식으로 인해 

구에게도 자유롭게 질문하지 못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 ․사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고민을 극복하는 데 효과 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 Q&A에 나타난 성 정체성이라는 민감한 주제에 한 실제  고민들을 

수집하여 자연어 텍스트 분석과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해 정보 요구를 효과 으로 도출하 다는 

에서 건강정보행 분야의 연구방법론  확장에 기여했다. 본 연구는 exact match와 tf-idf 기

반의 검색 방법의 장 을 비교함으로써 이후 다른 주제의 건강정보요구  행 를 분석하는 연구

에도 용할 수 있는 잠재성을 제시하 다는 학문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특정 심사를 가지

고 있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행하는 정보탐색  정보공유행태를 찰함으로써 

정보행 분야의 학문  성숙에도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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