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본 연구는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문제가 미디어 상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는지 
알아보고, 청소년문제 및 문제행동 관련한 요인들
을 사회적 사건을 다루는 미디어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 문제의 특징은 연령이 낮아지고 
개인적 가정적 문제에서 전통적 가치관을 위협하
는 강력범죄까지 다양화되어 하나의 사회적 문제
로 조망 받고 있다(맹창영, 2013). 청소년문제와 청
소년 문제행동의 구분은 개념상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구분하기도 어렵고, 모호하다는 점이 다수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이기도 하다(김정열, 2017; 신정
업, 2017; 천정웅, 2017). 청소년문제 및 문제행동 
관련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의 원천인 온
라인 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재 다양하게 활용되
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법 중 하나인 데이터마이닝
을 활용하여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 내 핵심 키워
드의 빈도와 문서수를 통해 주요 토픽을 도출하여 
청소년 문제의 패턴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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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분석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조선일보와 동아
일보는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일보는 1966년
부터 2018년까지의 기사이다. 조선일보는 10,585건, 
동아일보는 5,478건, 중앙일보는 901건으로 총 
16,96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고, 웹크롤링을 통해 
기사작성연도, 기사제목, 기사본문을 수집하였다. 
데이터 전처리를 위하여 웹크롤링을 활용하여 수
집된 데이터 중 기사본문의 형태소 분석을 실행하
여 명사를 추출하여 기사본문을 대체하였다. LDA
기법을 활용하여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고 각 토
픽을 나타내는 주요구성단어 20개씩을 추출하였으
며, 주제별 구성단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연구자
가 토픽의 이름을 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993-1997년(1구간)의 특징은 ‘교육정책’과 ‘가
정’이라는 두 토픽이 다른 토픽에 비해 청소년문제
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1998-2002
년(2구간)은 ‘청소년상담’과 ‘성범죄’가 연도별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무료지원프로그램’ 함께 토
픽화 되었다. 2003-2007년(3구간)의 토픽에서는 ‘사
회문제’가 최상위토픽을 차지하였다. 2008-2012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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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의 토픽 특징은 2003년 ‘문화컨텐츠(문학)’이 
토픽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가 2009년부터 전
체 토픽이 골고루 기사화된 양상을 보이며, 이 현
상은 4구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 지속되었다. 
2013-2018년(5구간)의 토픽 특징은 전체 토픽이 골
고루 분포되어 있고 사회적 이슈와 청소년문제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다. 

Ⅳ. 결  론

1993-1997년(1구간)에서 2013-2018년(5구간)까지 
전 구간에 걸쳐 청소년문제의 대상이나 장소, 관련 
주요문제는 공통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기간 토
픽을 비교했을 때 상위순위의 단어들은 말, 학생, 
학교, 부모, 교육, 사회, 정부, 프로그램 등으로 학
생이나 부모, 정부는 청소년문제의 주체와 주요 관
련자로, 학교, 사회는 청소년문제의 주요 장소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간마다 정부, 국가, 대통령, 선
거, 정책, 후보가 나타나는데, 이는 4년 및 5년마다 
총선과 대선이 있었고, 공약에 청소년문제가 언급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93-1997년(1구간)에서 
5구간(2013-2018년)으로 갈수록 이전 구간에 비해 
토픽이 다양해지고 5구간(2013-2018년)에서는 토픽
간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문제의 
토픽이 다양해짐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청소년문제를 다룬 기사들을 통해 1993년에서 
2018년까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 문제의 변
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청
소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설
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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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1993-1997) 비중 토픽

(1998-2002) 비중 토픽
(2003-2007) 비중 토픽

(2008-2012) 비중 토픽
(2013-2018) 비중

교육정책 0.510 교육 0.358 사회문제 0.318 문화컨텐츠(문학) 0.145 성폭력 0.141

가정 0.230 정치 0.230 가정문제 0.274 교육정책 0.126 가정 0.124

학교폭력 0.052 청소년상담 0.103 정부지원 0.138 문화컨텐츠
(대중문화) 0.124 사회공헌활동 0.119

문화컨텐츠(방송) 0.049 무료지원프로그
램 0.064 축구스포츠 0.048 진로프로그램 0.122 대한민국역사의

식 0.111

문화컨텐츠(문학) 0.032 성범죄 0.057 건강 0.033 교육지원사업 0.118 정부지원정책 0.096

청소년건강유해 0.021 문화컨텐츠(음악) 0.036 입시 0.032 청소년기 건강 0.068 엔터테인먼트(
영상) 0.075

문화컨텐츠(공연) 0.016 인터넷서비스 0.032 문화컨텐츠(문학) 0.031 스포츠 0.051 문화컨텐츠 0.072

청소년상담 0.016 월드컵 0.018 문화컨텐츠(종합) 0.029 음란물 0.040 건강 0.050

문화컨텐츠(영상) 0.015 학교 0.016 정보통신 0.024 학교폭력 0.040 스포츠 0.061

약자보호
정책 0.012 청소년건강유해

물 0.016 학교폭력 0.017 성폭력 0.038 아동보호정책 0.033

인터넷활용 0.011 문화컨텐츠(영상) 0.014 논술 0.015 가정 0.035 입시 0.030

음란물 0.008 음주흡연문제 0.012 게임중독 0.009 청소년상담 0.024 북한청소년인권
문제 0.021

정신건강 0.007 한일관계 0.011 정치 0.009 학업 0.023 청소년건강유해
행태 0.021

청소년 유해물 0.007 입시 0.011 청소년역사의식 0.009 게임중독 0.016 학교폭력 0.013

청소년문제 0.007 문화컨텐츠(문학) 0.008 성매매 0.008 청소년중독 0.011 음란물 0.012

스포츠 0.005 게임중독 0.007 청소년흡연 0.004 청소년건강유해 0.010 게임중독 0.010

대북문제 0.002 돈 0.006 존속상해 0.002 북한문제 0.008 아동청소년 
성범죄 0.009

표 1. 시대별 토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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