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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실린 청소년 문제를 탐색하고 그 동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 인터넷 뉴

스 사이트 중 2018년 기준으로 상위 3위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110건의 청소년 문제 관련 기사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최근 26년간의 인터넷 뉴

스 사이트에서 청소년 문제가 어떤 주제로 기사화되어 왔는지 파악하였으며, 기사 추이가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시

대별 환경, 정책, 문화 등을 고려하여 변화되어 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청소년 문제의 사회적 동향

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에서 시작하여 청소년 문제나 청소년 상담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성을 고려하는데 정량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and identify trends in adolescent problems on internet news sites. Among 
the domestic internet news sites, 8,110 articles on adolescent problems from 1993 to 2018 were analyzed for the top three 
top-ranked ‘The Chosunilbo’, ‘The Dong-A Ilbo’, and ‘Korea Joongang Daily’ news sites.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have been able to understand the topic of adolescent problems in internet news sites for the last 26 years and find out 
that the trend of articles has been changed considering the environment, policies and culture related to adolescent 
problem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start from the method to examine the social trends of existing adolescent problems, 
to expand the scope of adolescent problems and counseling, to us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and to provide new 
information to consider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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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사춘기 중심으로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청소년

기를 정의할 때 심리적 변화와 사회구조적 차원까지 고

려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

재의 청소년은 미디어 네이티브 세대로서 이전의 청소

년에 대한 개념과는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청소년의 개념 및 특징을 반영하여 청소년 문

제를 이해하고,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

는 주제들에 대한 파악 또한 요구된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기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아

동과 성인의 중간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규범

과 법률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범죄, 일탈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1].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구분은 개념상 상

호 배타적이지 않고 구분하기도 어렵고, 모호하다는 점

이 다수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이기도 하다[2][3]. 청소년 

문제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가치

규준에서의 일탈 행위로서 사회 및 개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로 확대되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 종합 실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정신적 

질병, 자살, 잦은 결석과 중퇴, 약물, 임신,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건강과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청소년 문제행동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질적으

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면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 

문제행동을 위험 행동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

이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 정

책은 정부 산하 관련 기관과 공공기관 정책집을 통해 꾸

준히 제공되었고 청소년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교육 분

야 및 청소년 복지, 상담 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와 대

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상담학 분야에서는 청소년 상

담 연구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간의 꾸준한 상담학 연구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

에 따른 청소년 문제 변화 양상이나 청소년 문제의 이슈 

변화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기회가 없었다. 
청소년 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별적 청소년 문

제 행동에 치중된 편이며, 시대적 흐름에 따른 청소년 

문제의 변화 추이를 시도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

다. 심영희의 연구[4]에서 청소년 문제의 양상이 신문기

사 및 다양한 출처를 통해 분석된 바 있으나, 후속 연구

들에서 청소년 문제의 쟁점 및 주제의 변화들을 객관적

으로 검토하는 시도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치료 중

심의 관점이 청소년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

닌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향을 보이는[5] 한계를 극

복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미디어가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다루었는지 살펴보고, 주제별

로 분류하고 주요 주제들의 비중과 변화추이를 파악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량의 뉴스를 자료원으로 빅데이터 분석

에 주로 활용되는 텍스트마이닝 기법[6]을 이용하여 청

소년 문제를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의 빈도, 문서수, 토
픽 가중치 정보와 원문 검토를 통해 토픽을 도출하고자 

한다.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함축하고 있는 청소년 주제를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의 

한계에 부딪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량적 객관적 데

이터를 도출할 텍스트마이닝 연구 방법이 유용하다

[7][8]. 또한 청소년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시대적 변화

에 따른 청소년 문제의 양상들을 밝히고 상담 대상으로 

청소년을 연구하고자 할 때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

향과 전략을 설정해 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Ⅱ. 연구 방법

2.1. 전체 처리 과정

본 연구의 전체 처리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분

석을 위한 인터넷 뉴스 기사를 수집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로 수집된 기사들의 전처리를 통

해 분석 주제와 무관하게 수집된 기사들을 제거한 후 분

석을 위한 보통 명사만을 추출하게 된다. 추출된 보통 

명사들 중에서도 분석 주제와 관련성이 낮은데 빈도수

가 높은 불용어를 제거하게 된다. 
전처리가 완료되면 세 번째 단계로 LDA 알고리즘에 

의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후 네 번째 단계로 대

표 주제들을 추출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년

도별 또는 기간별로 추출된 주제들의 트렌드를 분석한

다. 각 단계별 세부 처리 과정은 2.2절부터 자세하게 설

명된다.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청소년 문제 토픽 모델링

1591

Fig. 1 Overall process

2.2. 데이터 수집

많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 중 객관적이면서 영향력 있

는 “청소년 문제”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선정하였다.
첫째, 웹 사이트 순위, 주간리포트 등 소비자 분석을 

통하여 순위를 정하는 랭키닷컴(www.rankey.com) 통
해 조사한 결과, 2018년 3월 기준으로 상위 3위에 있는 

뉴스 사이트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였다. 
둘째, 알렉사닷컴(http://www.wikitree.co.kr/)은 미국

사이트로 툴바를 이용해 전 세계 사이트 순위를 보여주

고 있으며, 그 중 국내 매체를 2018년 기준으로 정리했

을 때 상위 3위에 있는 뉴스 사이트는 ‘조선일보’, ‘동아

일보’, ‘중앙일보’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러 인터넷 뉴스 사이트 중 동일하게 1, 2, 

3위를 한 조선일보(www.chosun.com)[9], 동아일보

(www.donga.com)[10], 중앙일보(news.joins.com)[11]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소년 

문제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검색 키워드를 ‘청소년’, 
‘문제’로 정하였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일보는 1966년부터 2018
년까지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조선일보는 10,585건, 동
아일보는 5,478건, 중앙일보는 901건으로 총 16,964건
의 기사가 최초 검색되었고, 웹 크롤링을 통해 기사작성

연도, 기사제목, 기사본문을 자동으로 수집하였다[12]. 

News site # of articles Period
www.chosun.com 10,585 1993 - 2018
www.donga.com 5,478 1966 - 2018
news.joins.com 901 1993 - 2018

Table. 1 The number of collected news articles

수집된 인터넷 뉴스 기사들을 모두 정렬한 후 중복 기

사들을 제거하고, 기사 제목에 ‘수능’, ‘모집’, ‘안내’ 등
의 특정 단어가 들어있는 기사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

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짧은 기사는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정리된 1993년부터 

26년간의 인터넷 뉴스 기사 12,946건을 분석에 사용하

였다. 연도별 기사수는 표 2와 같다.

Year # of articles Year # of articles
1993 85 2006 384
1994 100 2007 495
1995 87 2008 584
1996 183 2009 696
1997 462 2010 891
1998 323 2011 828
1999 346 2012 1010
2000 218 2013 1057
2001 464 2014 725
2002 432 2015 781
2003 451 2016 646
2004 391 2017 686
2005 415 2018 206

Table. 2 The number of news articles by year

2.3. 데이터 전처리

웹크롤링을 활용하여 수집된 데이터 중 기사본문의 

형태소 분석을 실행하여 명사를 추출하여 기사본문을 

대체하였다. 형태소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서 한글 형태소 분석을 위해 R 언어용으로 제공하는 

KoNLP 패키지의 형태소 분석사전인 NIADic 사전

(983,012개의 단어 제공)을 활용하여 한글 보통명사들

만을 추출하여, 각 기사들을 추출된 보통명사만으로 이

루어지도록 변환하였다. 
단어들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빈도수 상위 2,000단어

를 추출하였고, 이 중 본 연구 주제와 상관없는 용어인 

‘예정’, ‘올해’, ‘주요’, ‘가운데’, ‘각종’, ‘그동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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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마련’, ‘불과’, ‘이번’, ‘지난해’, ‘시절’, ‘마찬가지’, 
‘최근’ 등을 문서에서 삭제하였다. 인터넷 중독을 이해

하고 측정하는 데 시간 기준이 되는 ‘하루’와 같은 용어

와 뉴스원이 되는 ‘말’과 같은 단어는 남겨두었다. 

2.4. 토픽 모델링 기반의 데이터 분석

토픽 모델링 기법에는 LSA(Latent Semantic Analysis), 
pLSA(probabilistic Latent Semantic Analysis),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등이 있는데, LDA기법이 

가장 활발히 사용된다. LDA기법을 활용하여 토픽 모델

링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토픽수를 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erplexity를 이용하여 적절한 토픽수를 결

정하고자 하였고, 5개부터 25개까지 perplexity를 구한 

후 perplexity 값이 차이가 최소화되는 구간에서 토픽수

를 정하였다. perplexity의 사전적 의미는 혼잡으로 이 

수치의 차이값이 ‘0’에 가깝게 최소화 될 때 토픽 모델

링의 결과가 좋다는 의미이다. 웹크롤링된 분석대상 전

체 기사로 perplexity 값을 구한 결과, 토픽수 17개에서 

차이 값이 최소화되었다. 그림 2의 그래프 변화를 보면 

perplexity 값이 변화가 최소화되는 지점이 17-18 구간

으로 나타난다. 

Fig. 2 Perplexity by change of topic numbers

LDA 분석을 위해 R 언어의 LDA 패키지에서 제공하

는 lda.collapsed.gibbs.sampler()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이 함수에서 사용되는 각 파라미터 값들은 그림 3과 같

이 설정되었다.

lda.collapsed.gibbs.sampler(
documents = ldaform$documents,

              K = 17,
  # number of topics

              vocab = ldaform$vocab, 
  # vocabulary for analysis

              num.iterations = 5000, 
  #update value of a posterior prob.

              burnin = 1000, 
   #exemption number of iteration
              alpha = 0.01,
       #prob. distribution of topics in documents
              eta = 0.01)
       #Prob. distribution of words in a topic

Fig. 3 Parameters in LDA function

이상과 같은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17개의 토픽을 나

타내는 주요 구성 단어 20개씩을 추출하였으며, 주제별 

구성단어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토픽의 이름

을 정하였으며 연도별로 토픽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었다. 

Ⅲ. 연구 결과

3.1. 1993 ~ 1997 구간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기사

를 통해 추출된 토픽 결과는 표 3의 첫 번째 칼럼과 같다.
비중이 가장 높은 토픽은 미국, 말, 한국, 사회, 생각, 

학생, 정부, 일, 일본, 대통령, 교육, 서울, 세계, 계획, 여
성, 학교, 후보, 프로그램, 국민, 강조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교육정책 전반’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토픽은 부모, 말, 사회, 가정, 

학교, 아버지, 일, 서울, 자녀, 생각, 어린이, 학생, 집, 친
구, 엄마, 가족, 어머니, 성, 미국, 성적의 단어로 구성되

어 있고 이는 ‘가정’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세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한 토픽은 로 학교폭력, 학

교, 경찰, 학생, 폭력, 단속, 검찰, 정부, 교육부, 교육, 학
원폭력, 대책, 방침, 청소년 문제, 방안, 전국, 학부모, 자
녀, 구속, 고교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학교폭력’
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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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998 ~ 2002 구간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기사

를 통해 추출된 토픽 결과는 표 3의 두 번째 칼럼과 같다. 
비중이 가장 높은 토픽은 미국, 말, 생각, 사회, 한국, 

학생, 교수, 일본, 일, 여성, 학교, 책, 부모, 교육, 인터넷, 
사랑, 마음, 대학, 삶, 문화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교육 전반’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토픽은 정부, 한국, 사회, 국민, 

후보, 말, 대통령, 북한, 미국, 협력, 생각, 지원, 정책, 주
장, 기업, 양국, 교육, 중국, 국가, 분야의 단어로 구성되

어 있고 이는 ‘정치’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세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한 토픽은 부모, 학교, 자녀, 

친구, 말, 가출, 원조교제, 성, 학생, 집, 마음, 가정, 생각, 
왕따, 사회, 상담, 술, 돈, 친구들, 어머니의 단어로 구성

되어 있고 이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3.3. 2003 ~ 2007 구간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기사

를 통해 추출된 토픽 결과는 표 3의 세 번째 칼럼과 같다. 
비중이 가장 높은 토픽은 교수, 한국, 미국, 말, 사회, 

교육, 정부, 생각, 학생, 세계, 기업, 북한, 일, 경제, 대통

령, 중국, 국가, 활동, 대학, 서울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

고 이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토픽은 부모, 말, 자녀, 학교, 

학생, 집, 일, 생각, 엄마, 가정, 가족, 친구, 마음, 아버지, 
사회, 교육, 돈, 프로그램, 서울, 공부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가정문제’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세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한 토픽은 정부, 규정, 지원, 

자유, 조항, 말, 예산, 신문법, 법, 언론, 추진, 정책, 사업, 
국가, 주장, 방안, 사회, 범죄, 국민,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정부지원’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Topic(1993-1997) Ratio Topic(1998-2002) Ratio Topic(2003-2007) Ratio Topic(2008-2012) Ratio Topic(2013-2018) Ratio
education policy 0.510 education 0.358 social problems 0.318 social problems 0.145 sex crimes 0.141

home issues 0.230 politics 0.230 home issues 0.274 home issues 0.126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0.124

school violence 0.052 youth counseling 0.103 government 
support 0.138 government 

support 0.124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0.119

cultural contents 
(Broadcasting) 0.049 Free Support 

Program 0.064 soccer 0.048 soccer 0.122 history of Korea 0.111

culture contents 
(literature) 0.032 sex crime 0.057 health 0.033 health 0.118 government support 

policy 0.096

health risk factors 0.021 music content 0.036 entrance 
examination 0.032 entrance 

examination 0.068 fandom culture 0.075

cultural contents 
(performance) 0.016 internet service 0.032 literary contents 0.031 literary contents 0.051 cultural contents 0.072

youth counseling 0.016 world cup 0.018 cultural contents 0.029 cultural contents 0.040 youth psychiatric 
disorders 0.050

culture contents 
(video) 0.015 school 0.016 information 

communication 0.024 information 
communication 0.040 sports 0.061

abbreviation 
protection policy 0.012 health risk factors 0.016 school violence 0.017 school violence 0.038 child protection policy 0.033

internet access 0.011 image contents 0.014 essay exam 0.015 essay exam 0.035 admission education 0.030

Pornography 0.008 drinking alcohol 
problems 0.012 game addiction 0.009 game addiction 0.024 North Korea youth 

human right issues 0.021

mental health 0.007 Korea-Japan 
relations 0.011 politics 0.009 politics 0.023 youth health harmful 

environment 0.021

youth Pest 0.007 entrance 
examination 0.011 youth historical 

consciousness 0.009 youth historical 
consciousness 0.016 school violence 0.013

youth issues 0.007 literary content 0.008 prostitution 0.008 prostitution 0.011 pornography 0.012
sports 0.005 game addiction 0.007 youth smoking 0.004 youth smoking 0.010 game addiction 0.010

north Korea issues 0.002 money 0.006 ascendant injury 0.002 ascendant injury 0.008 child sex crimes 0.009

Table. 3 Results of top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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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08 ~ 2012 구간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기사

를 통해 추출된 토픽 결과는 표 3의 네 번째 칼럼과 같다. 
비중이 가장 높은 토픽은 책, 한국, 미국, 작가, 삶, 생

각, 작품, 이야기, 사회, 세상, 세계, 소설, 교수, 말, 마음, 
영화, 사랑, 글, 인간, 일본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문화콘텐츠(문학)’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토픽은 대통령, 정부, 한국, 후

보, 국민, 미국, 일본, 세계, 북한, 사회, 중국, 국가, 이명

박, 교수, 교육, 정책, 기업, 정치, 경제, 역사의 단어로 구

성되어 있고 이는 ‘정치외교’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세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한 토픽은 영화, 드라마, 방

송, 장면, 공연, 아이돌, 연기, 가수, 프로그램, 연예인, 감
독, 심의, 스타, 판정, 배우, 작품, 노래, 논란, 관객, 전재

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문화콘텐츠(대중문화)’
와 관련된 단어들이다. 

3.5. 2013 ~ 2018 구간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기사를 

통해 추출된 토픽 결과는 표 3의 다섯 번째 칼럼과 같다.
비중이 가장 높은 토픽은 경찰, 범죄, 성매매, 피해자, 

여성, 처벌, 혐의, 인터넷, 성폭력, 정보, 수사, 음란물, 글, 
동영상, 말, 미성년자, 행위, 성관계, 사이트, 앱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성폭력’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토픽은 부모, 엄마, 말, 학교, 

책, 공부, 생각, 학생, 아들, 자녀, 삶, 마음, 교수, 아버지, 
딸, 집, 아빠, 친구, 자살, 사회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가정’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세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한 토픽은 게임, 교육, 프로

그램, 기업, 지원, 학생, 활동, 사업, 대표, 분야, 사회공

헌, 프로젝트, 지역, 아이디어, 운영, 콘텐츠, 학교, 창업, 
서비스, 개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사회공헌활

동’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1993년부터 5년 간격으로 구분한 5개의 구간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Fig. 4 Word clouds for 5 periods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영향력 있는 인터

넷 뉴스 사이트 세 곳을 선정하였고 ‘청소년 문제’를 키

워드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 조직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인 웹크롤링을 사용

하여 1993년부터의 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26년
간의 기사 총 12,946건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1993~1997년에서 2013~2018년까지 전 구간에 걸쳐 

청소년 문제의 대상이나 장소, 관련 주요문제는 공통으

로 나타났다. 즉, 전체 기간 토픽을 비교했을 때 상위순

위의 단어들은 말, 학생, 학교, 부모, 교육, 사회, 정부, 프
로그램 등으로 학생이나 부모, 정부는 청소년 문제의 주

체와 주요 관련자로, 학교, 사회는 청소년 문제의 주요 

장소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간마다 정부, 국가, 대통령, 
선거, 정책, 후보가 나타나는데, 이는 4년 및 5년마다 총

선과 대선이 있었고, 공약에 청소년 문제가 언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93년 - 1997년에서 2013년 - 2018
년 구간으로 갈수록 이전 구간에 비해 토픽이 다양해지

고 2013년 - 2018년에서는 모든 토픽들이 유사한 비중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 문제의 토픽이 다양해짐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청소

년 문제를 다룬 기사들을 통해 1993년에서 2018년까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 문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 문제의 이해와 그 해결

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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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방대한 자료에서 얻은 결과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논의한 결과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고 청소년 문제 해

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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