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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성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해 인식하기 시작하며, 청소년들은 성에 한 민감한 건강정보 탐색을 

해 근이 편하고 익명성이 보장된 지식검색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한다. 본 연구는 지식검색 커뮤니티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련된 질문과 답변을 바탕으로 그들의 정보탐색 행태를 찰하고자 하 다. 먼 , 그들의 정보 요구를 악하고 

그들이 공유한 질문에 제공된 답변들 가운데 채택된 답변과 비 채택된 답변의 특성을 비교하여 청소년들이 어떠한 답변을 

선호하는지 조사하 다. 이를 해 국내의 표 인 지식검색 커뮤니티인 네이버 지식iN에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채택된 답변과 비 채택된 답변으로 구성된 총 358세트의 데이터를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성 정체성에 한 고민을 

가진 청소년들은 성 정체성에 한 정의나 혼란에 한 정보 요구가 많았다. 이용자들이 채택한 답변에는 공감  정 인 

느낌을 주는 요인들이 채택되지 않은 답변에 비해 많았으며, 반면에 채택되지 않은 답변에는 부정 인 요인들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가진 정보 요구와 정보탐색 행태를 분석하여 정보탐색 분야의 논의를 확장하고 

건강정보 이용자의 정보 평가에 이용되는 인지   감정  모델을 검증했다는 데 학문  의의가 있다.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할 성 정체성에 한 효과 인 정보서비스에 한 실질 인 함의를 제안한다.

ABSTRACT
People begin to recognize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in adolescence, and adolescents frequently 

use an accessible and anonymous anonymity knowledge retrieval community to explore sensitive health 
information about gender. This study attempted to observe their information search behavior based on questions 
and answers about adolescents’ gender identity in the knowledge retrieval community. First, we wanted to 
examine their information needs and to investigate what factors they preferred to answer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swers adopted with the non-adopted answers among the answers provided in the questions 
they shared. To this end, Naver, Korea’s representative knowledge search community. In Knowledge-iN, a 
total of 358 sets of data were analyzed, consisting of responses adopted over three years from January 2016 
to December 2018. As a result, adolescents with concerns about gender identity demanded information about 
definition or confusion about gender identity. In the responses adopted by the users, the factors that gave 
empathy and positive feelings were higher than those that were not adopted, whereas the negative responses 
were higher in the unaccepted answ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search behaviors of adolescents with no established gender identity, expands the discussion 
in the information search field, and confirms cognitive and emotional models for information evaluation of 
health information users. Also,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propose practical implications for effective 
information services on gender identity that social media should provide to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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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 사회에는 퀴어 축제와 종교계의 갈

등, 그리고 언론 매체의 연 인 강제 커 아웃 

등 성소수자들에 한 이슈가 지속 으로 논의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사회  심을 끄

는 이유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으로 

발된 성차별 문제  성  자기 결정권 등 성 

인권 문제가  세계 으로 두되고 있기 때문

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따라 사회 구

성원들의 동성애 수용도가 OECD 평균의 반 

정도인 것에 한 우려를 표하는 등 성소수자들

이 받는 차별에 한 문제가 차츰 제기되고 있

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회 으로 존 되어 다루

어지고 있지는 않다(김수경, 2019; 서울경제, 

2019). 이러한 성소수자와 성  지향성에 한 

국내 사회의 보수 인 시각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포  차별 지법 제정 논의에서도 드

러났는데, 법안의 입법 고안에 명시된 성  지

향에 한 차별 지 내용에 해 동성애를 조

장할 수 있다는 보수  종교 단체의 주장과 거

센 반 로 법안 제정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박

건, 2018; 참세상, 2011).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  지향성  성 정체

성을 아동기 때부터 인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동열, 2010), 청소년기에 다양한 성  지향성

에 해 알고 그 권리를 존 받는 것은 동성애

를 조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청소년 성소

수자들이 성  지향성을 인식하게 된 시기는 주

로 등학생  학생 시기로 이는 약 76퍼센

트를 차지했다(강병철, 김지혜, 2006; 2012; 신동

열, 2010; 주재홍, 2017). 즉, 성소수자들은 평균

으로 청소년기에 자신의 성  지향성에 해 

고민하고 수용하기 시작했다. 성 정체성에 한 

고민과 같이 불확실한 건강 문제를 이해하기 

해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Genuis, 2012), 다수의 청소년들 한 성 정체성

에 한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근이 

간편하고 정보가 풍부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Buzi, Smith, & Barrera, 2015).

 청소년들이 지식검색 커뮤니티에서 성 정체

성에 한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통해 경

험을 공유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  지지나 감정  지원에 의

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Kitzie, 2015). 즉 청소

년들은 지식검색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과 유사

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소수

자로 지칭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성 정

체성에 해 깨닫는 경우가 많았다(강병철, 하

경희, 2012; 정 , 2018). 이러한 경향은 청

소년들이 학교나 인 계에서는 성 정체성이

라는 민감한 문제에 해 자신의 혼란을 드러

내고 싶지 않아 그 고민을 공유하는 것을 꺼리

지만, 지식검색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과 라

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어 그러한 건강 주제에 

한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기 때문이다(Bae 

& Yi, 2017).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성 정체

성에 한 고민을 해결하기 해 인터넷 등을 통

해 자신의 성 정체성에 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정 , 2018; Stenback & 

Schrader, 1999), 성 정체성을 인지하고 수용하

는 단계에서 혼란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이며, 그들이 어떠한 기 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수용하는가에 한 논의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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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

 지식검색 커뮤니티인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청소년들이 어떠한 성 정체성에 한 정보 요구

를 갖고 있는지 악하고, 지식검색 커뮤니티에

서 이용자들이 채택한 답변과 채택하지 않은 답

변을 비교하여,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에 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답변을 선호

하며 신뢰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 문제 1.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한 

정보 요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연구 문제 2. 성 정체성에 한 질문을 갖

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떠한 정보를 선호하

는가?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2.1 건강정보행태와 지식검색커뮤니티

 사회가 지식정보 사회로 발 하게 되면

서 사람들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에 근하기가 편리해지면서 온라

인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정보  문  분야로 

인식되는 건강정보나 의료정보에 해서도 사

람들의 심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 게 일반인

이 직  건강  의료정보를 찾는 건강 정보 탐

색 행태는 건강에 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

보나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정의되

며(채유미, 이선희, 조우 , 2001). 건강에 한 

 상황에 반응하기 해서 는 건강을 증진

시키기 해 추구된다(노기 , 최정화, 권명순, 

2013). 인터넷으로 건강정보를 탐색하고 선택

하는 과정은 일반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 

이용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건강정보가 상

으로 문성이 높고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문제

와 연 되어 그 요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이다

(박상희, 이수 , 2011). 이 에서도 질의응답

을 통해 력 인 지식을 공유하고 구축하는 온

라인 지식검색 커뮤니티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건강 정보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Yi, 2018).

지식검색 커뮤니티는 이용자가 웹상에서 자유

롭게 콘텐츠를 생성  공유하는 개념인 Web 

2.0을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상

호 간에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함으로써 력

인 지식을 공유하고 구축하는 랫폼을 의미한

다(김미래, 2015; Gazan, 2011; Yi, 2018). 지식

검색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는 지식검색 서비스

를 국내에서 최 로 제공한 사이트는 2000년 10

월에 개설한 인터넷 한겨 의 디비딕(DBDIC)

이다(이두 , 강순희, 2003). 그 이후, 야후! 지

식검색과 엠 스 실시간 지식 등이 생겨났지만 

이용량의 조로 폐쇄되었으며, 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식검색 커뮤니티는 네이

버의 지식iN이 있다. 네이버 지식iN 서비스는 

하루 2만 건 이상의 질문과 3만 건이 넘는 서비

스 이용자들의 답변이 등록되고 있으며 2019년 

3월 기  3억만 건에 이르는  답변수를 축

하 다(네이버 지식iN, 2019). 해외에서 지식검

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Yahoo! Answers, 

Answers.com, 그리고 Google Answers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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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식검색 커뮤니

티 사이트  하나인 Yahoo! Answers는 2005

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을 

비롯해  세계 으로 이용되는 지식검색 커뮤니

티로 성장하 다(Bae & Yi, 2019).

이 게 다양한 지식검색 커뮤니티 사이트들

이 지니는 공통 인 특징들 의 하나는 이 사

이트들이 주로 문가의 정보나 일반인의 답변 

평가 시스템을 통해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사이트들

은 문가와 일반 이용자의 등 을 다르게 부여

한다. 즉, 문가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기

에 한 홍보나 고를 주목 으로 활동하기 때

문에, 그 홍보에 한 가로서 자신의 문지

식을 답변으로 제공한다. 한편, 비 문가는 활동

량과 성취도에 따라 등 이 매겨지기 때문에 성

취도를 높이기 해 자신이 제공한 답변이 채택

받도록 하기 해 노력한다. 즉 비 문가는 신

뢰할만한 정보원(references)을 명시하거나 공

감할 만한 경험  지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마

찬가지로 질문자 역시 지식검색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나 최선

의 답변을 채택할 때 스스로의 평가 기 이나 

휴리스틱(heuristics)을 이용하여 정보의 품질을 

단하거나 답변 채택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Gazan, 2006).

지식검색 커뮤니티에서 응답자들이 제공한 정

보(즉, 답변)에 한 평가 요인은 다양하다(Bae 

& Yi, 2019; Kim, Oh, & Oh, 2007). Kim, Oh, Oh 

(2007) (2007)의 연구에서는 Yahoo! Answers

의 질의응답들을 분석하기 해 이용자 에

서 최상의 답변 채택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내용  가치, 참신함이나 경험을 포함한 인지  

가치, 사회-정서  가치, 정보 출처의 가치 등의 

7가지 가치 범주를 정의하고 분류하 다. 그 연

구는 이용자들이 일상 인 문제 해결  의사 

결정에 한 주 인 의견과 제안을 공유하는 

데에는 사회-정서  가치가 요하다는 을 발

견하 다. 다른 선행연구들 한 사회-정서  

가치가 이용자의 건강 정보 추구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악하 으며(민희, 2018; Yi, 2018),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기 들  정확성과 신뢰

성이 가장 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확인되

었다(Yi, Stvilia, & Mon, 2012). 

성에 한 정보 요구가 있는 이용자가 지식검

색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평가할 때의 기 에 

한 연구에서 Kitzie(2015)는 Yahoo!에서 개인

이 어떻게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를 알아보기 해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특정 

행동의 계, 성  성향, 커 아웃 련 질문 등

을 주요 범주로 연구하 고, 그 결과 성 정체성

에 한 낙 인 느낌과 확신을 주는 답변이 

성소수자의 답변 채택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

다. 한 소셜 Q&A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성 

건강 정보 요구와 정보 탐색 행 를 분석한 선

행연구(Bae & Yi, 2017; Yi, 2018)의 연구에

서는 이용자가 채택한 답변과 비 채택된 답변을 

비교하여 답변 선정에 향을 미치는 인지  요

인과 감정  요인을 종합 으로 조사하 다. 인

지  요인과 련해서는 답변의 자 수가 많고 

문장 수 이 높을수록 잘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채택된 답변은 채택되지 않은 답변보다 

험성을 알리는 정보(risk information)와 사

회  규범(social norm)을 더 많이 제시하는 것

으로 악되었다. 감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채택된 답변에는 채택되지 않은 답변보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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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y), 정 ․부정  느낌(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그리고 낙  정보(optimistic 

information)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회의 인 

정보(pessimistic information)가 많을수록 답

변이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성 정체성

성소수자를 일컫는 LGBTQ는 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isexual), 트랜스젠더

(Transgender), 그리고 퀴어/퀘스쳐닝(Queer/ 

Questioning)을 포함한 모든 성소수자 집단을 

말한다(김선호, 2015). LGBTQ는 성  지향 성

소수자 집단을 지칭하는 LGB와 성별 정체성 성

소수자 집단과 연 된 T가 함께 나열되어 있지

만 문가들은 성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독립

인 개념으로 구분한다(나 정, 정 희, 2015). 

즉 성 정체성은 세부 으로 개인의 성  지향과 

개인의 성  지향에 한 자기 인식 내지는 개

인이 인지하는 성별 정체성으로 분류된다. 성  

지향(sexual orientation)은 특정 성별 혹은 모

든 성별에 정서 ․성  매력을 느끼는 것을 말하

는데 동성애, 이성애, 그리고 양성애가 포함된다

(UNESCO, 2012).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은 성행 와 련된 정체성으로 동성애 계를 

유지하면서 성행 는 이성 트 와 하는 것을 

그 시로 들 수 있다(Bailey, Vasey, Diamond, 

Breedlove, Vilain, ＆ Epprecht, 2016). 성별 정

체성(gender identity)은 성별에 해 개인이 깊

이 느끼는 개인 인 경험을 말하며 트랜스젠더

로 표된다(김지혜,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편 으로 성 정체성을 

인식하는 시기는 2차 성징의 발달과 더불어 성

에 해 의식하고 심을 갖게 되는 청소년기이

다(이 선, 권보민, 이동훈, 2012). 이러한 시기

에 성 정체성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한 교

육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하게 되면 왜곡된 정체성을 지니게 되거나 이

로 인해 성  일탈  자살 충동의 험까지 이를 

수 있다(Clements-Nolle, Lensch, Baxa, Gay, 

Larson, & Yang, 2018).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한 연구들은 주로 

성소수자들이 성 정체성 탐색과정에서 겪은 자

신들에 한 타인들의 오와 편견에 하여 논

의 다(강병철, 김지혜, 2006; 이 선, 권보민, 

이동훈, 2012; 주재홍, 2017). 이러한 연구에 따

르면,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더 이른 나이에 자

신의 성 정체성에 한 고민을 시작하며, 인터

넷에 노출되어 있는 포르노 같은 매체를 통해 

성소수자들에 한 자료를 처음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매체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과 다른 자극 인 내용을 다루면서 

성소수자들에 한 왜곡된 시각이 확산되는 데 

심각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성소수자들은 성 정체성에 해 올바

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회  담론을 형성하기 

해 성소수자 단체들을 설립하는 등 자신들에 

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

으나( 규찬, 이희은, 황인성, 주형일, 김수미, 

이경숙, 오원환, 채석진, 정의철, 박지훈, 2011),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에 한 편견과 폭력은 심

각한 수 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반 이상이 반동성애 련 폭력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청소년 동성애자의 경우 70퍼센트 이상

이 자살에 해 생각한 이 있고, 50퍼센트 정

도는 자살을 시도해 본 것으로 응답하여 자살의 



166  정보 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2019

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철, 하경희, 

2005; 박수진, 2018; 친구사이, 2016). 선행 연

구를 종합해 볼 때, 국내의 청소년 성소수자에 

한 연구는 주로 탐색 인 연구들이며(강병철, 김

지혜, 2006; 김경호, 2009; 박은하, 2017), 청소

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각함에도 불

구하고 그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 정체성에 한 고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주목하여 그들의 정보 요구와 정

보추구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지식검색 커뮤니티에서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에 한 질의를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

로부터 답변을 구하는 행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자신의 질의, 즉 정보 요구에 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이용자가 정보를 평가하는 행 이며 선행연

구들은 정보 평가와 련하여 주로 인지  평가

기 들( , 권 성, 정확성, 문성, 경험 등)을 

논의하 으나,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 연구에서는 감정  측면

들 한 강조되면서 인지  측면과 감정  측면

이 균형 있게 고려되고 있다(민희, 2018; Bae & 

Yi, 2017; Yi, 2018). 본 연구는 여러 답변들 가

운데 청소년들이 채택한 답변과 채택하지 않은 

답변을 비교 분석하여 그 이용자들의 답변 선택

에 향을 미치는 인지  요인과 감정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표 1>은 인지  요인과 감정

 요인의 정의와 련 연구들을 나타낸다.

개념 변인 정의 선행연구

인지  

요인

문성
의료 련 문가가 작성한 문가 답변 표시의 유무

(ex. 의사 답변, 상담사 답변)

Lee(2006), Kitzie(2015), 

Yi(2018)

험정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 등 험 정보 제공 인식 유무

(ex.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Yi(2018)

경험
본인이나 타인이 겪었던 유사 경험 사례 유무

(ex. “ 도 학창시 에 동성 친구에게 설렜던 이 있습니다”)

Rieh(2002), Kim et al.(2007), 

Kitzie(2015), Yi(2018)

사회  규범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행동하는 것에 한 인식 수

(ex. “청소년기라서 일시 으로 동성을 좋아하는가에 한 성 정체

성 혼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더 들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Bae & Yi(2017), Yi(2018)

감정  

요인

공감
질문자의 감정에 동조 표 의 유무

(ex. “ 도 그래요. 충분히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Kim, Oh, J., & Oh, S.(2007), 

Kitzie(2015), Yi(2018)
정 인 느낌

정 인 감정 표 의 유무

(ex. “질문자가 동성 친구를 좋아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행복한 일이잖아”)

부정 인 느낌
부정 인 감정 표 의 유무

(ex. “동성친구에 한 동경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걸지도 몰라”) 
Yi(2018)

낙 인 정보
질문자가 처한 상황을 낙 으로 단하는 정보의 유무

(ex. “제 소견으로는 심각한 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Bae & Yi (2017),

Yi(2018)

회의 인 정보
질문자가 처한 상황을 비 으로 단하는 정보의 유무

(ex. “무분별한 생활로 인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

Barry(1994), 

Bae & Yi (2017), Yi(2018)

<표 1> 요인별 정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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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인지  요인

인지  요인은 사람들이 어떤 상에 해 

합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에 향

을 다(Wilson, 1983). 본 연구에서는 인지  

요인을 성 정체성에 한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정보를 수용  평가하고자 

하는 인식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의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성, 험정보, 경험, 

그리고 사회  규범 등의 4가지 인지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 , 문성은 건강정보가 건

강이나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어떤 건강정보가 문지식을 바탕으

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통

해 정보의 신뢰성을 단한다(Kitzie, 2015; Lee, 

2006; Wathen & Burkell, 2002). 지식검색 커

뮤니티에서 그 답변의 문성은 일반 이용자의 

답변과 달리, 의사나 문상담사 등의 답변에서

만 제시되는 문가 답변 표시의 유무를 통해 

확인된다. 를 들어, 성 정체성 검사를 받은 성

소수자가 그 검사를 이해하기 해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경우, 일반 이용자의 답변보다 그 검

사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지식을 

가진 문가 답변 표시가 있는 답변을 채택할 

경향이 크다. 한 험정보의 경우, 건강문제에 

한 험성의 정도를 알려주는 정보에 한 소

견을 알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그 답변에 구체

인 험정보가 있을 경우 답변으로 채택할 가능

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Bae & Yi, 2019).

반면에 어떤 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으

로부터 간 인 학습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ieh, 2002; Yi, 2018). 이는 경험을 

정보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삼는 경우이며 답변

에 경험에 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의 유무라

고 볼 수 있다. 성 정체성에 한 감정 인 혼란

을 느끼는 청소년의 경우, 문가의 답변보다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일반 이용자의 답변을 

보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용하고자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Kitzie, 2015). 소셜 미디어 이용자

들의 정보탐색 행태  두드러진 것 의 하나

는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인식이나 행동을 공유하

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Bae & Yi, 2017). 이는 

사회  규범을 정보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삼는 

경우로, 남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의 사회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자 한다. 마찬가지로 지식검색 커뮤니티의 청소

년들 한 성 정체성과 련된 사회  규범을 

찾기 쉽다. 이러한 정보는 문가의 답변에서보

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반 이용자의 답변

에서 많이 나타난다. 즉, 자신의 경험이 비추어 

일반 이용자들은 ‘ 래 친구들은 보편 으로 이

성 친구를 좋아한다.’와 같은 사회  규범을 나

타내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지식검색 커뮤니티

의 질의에 달린 이용자들의 답변에 경험  사

회  규범이 포함되었는가에 여부에 따라 질문

자의 답변 채택 여부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2.3.2 감정  요인

지식검색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은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 신뢰성 있는 문지식을 요

시하는 한편 문지식과는 무 하게 다른 이용

자들이 제공하는 감정 인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Yi, 2018).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에 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신과 유

사한 고민을 하거나 경험을 한 사람들의 감정  

지원이나 사회  지지를 요하게 고려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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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Bae & Yi, 2017; Barry, 1994; 

Kim et al., 2007).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질문자의 답변 선택에 향을  수 있는 다

섯 개의 감정  요인, 즉 공감, 정  느낌, 부정

 느낌, 낙  정보, 그리고 회의 인 정보 등

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 , 공감은 질문자가 성 

정체성에 한 혼란으로 우울하다는 표 을 했

을 때 답변자가 질문자의 감정이나 생각에 동조

하는 표 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 인 느낌

이란 ‘질문자가 느끼는 혼란은 지극히 정상이야. 

무 걱정하지 말고 잘 견디면 기쁜 일들이 생길 

거야’와 같이 답변에 정 인 느낌이 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비교하여 낙 인 정보

는 느낌의 표 과 계없이, 질문자가 자신의 증

상이 정상이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

하여 질문한 경우 그러한 걱정을 덜어주는 답변

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를 들면, ‘심리  압

박에 의한 일시  증상일 수 있으니 무 걱정하

지 마세요’와 같이 질문자의 불안과 의심을 감소

시키는 정 인 답을 의미한다. 공감  정

인 느낌, 그리고 낙  정보 등은 감정 ․사

회  지지를 통해 정보 탐색자의 스트 스를 감

소시키는 데 도움을 다(Yi, 2018). 성 정체성

에 한 고민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스트 스

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답변을 채택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감  정 인 느낌, 그

리고 낙  정보의 유무는 질문자의 답변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반 로 질문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질문에 

해 부정 인 느낌을 표 하거나 회의 인 정

보를 제공하는 답변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를 들면, ‘다른 친구들이 알까  두렵다’

와 같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한 혼란과 심리

 불안을 나타내는 질문에 해 답변자가 ‘내

가 그 친구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와 같이 

부정 인 느낌을 표 하거나, ‘그 정도라면 정신

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와 같이 질

문자의 걱정을 완화시키기보다는 합리 인 정

보일지라도 부정 인 정보를 답변에 작성했을 

때 질문자가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말한다. 따라서, 답변에 부정 인 느낌이나 

회의 인 정보가 포함되었는지의 유무에 따라 

질문자의 답변의 채택 여부에도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상할 수 있다.

2.4 연구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한 질의

에 해 이용자들이 제공한 여러 답변들 가운데 

질문자들이 채택한 답변과 채택하지 않은 답변

을 비교함으로써, 답변 선택에 향을 미치는 

인지  요인과 감정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에서 논의한 선행연구들로부터 도출한 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질문에 한 

답변에 나타난 문성의 유무는 질문자의 

답변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질문에 한 

답변에 나타난 험정보의 유무는 질문자

의 답변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질문에 

한 답변에 나타난 경험의 유무는 질문자의 

답변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질문에 한 

답변에 나타난 사회  규범의 유무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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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답변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질문에 한 

답변에 나타난 공감의 유무는 질문자의 답

변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질문에 

한 답변에 나타난 정 인 느낌의 유무는 

질문자의 답변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7: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질문에 

한 답변에 나타난 부정 인 느낌의 유무는 

질문자의 답변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8: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질문에 

한 답변에 나타난 낙 인 정보의 유무는 

질문자의 답변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9: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질문에 

한 답변에 나타난 회의 인 정보의 유무는 

질문자의 답변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을 바탕으로 답변 채택을 측하기 

해 개발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지식검색 커뮤니티 련 선행연구들은 이용

자의 답변 채택에 어떤 요인들이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해 오로지 채택된 답변들을 분석

하 다(Kim et al., 2007; Kitzie, 2015). 그러

나, 채택된 답변에 향을 미친 요인들이 비 채

택된 답변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

로(Bae & Yi, 2017; Yi, 2018), 본 연구에서는 

채택되지 않은 답변과 채택된 답변을 비교 분석

하여 인지   감정  요인의 측면에서 채택된 

답변이 비 채택된 답변과 어떻게 다른 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출처: Yi (2018). “Sexual health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n a social media site”에서 인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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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절차 

청소년은 연령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을 뜻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선

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등학생  학

생 시기에 성  지향성을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철, 김지혜, 2006; 강병철, 

하경희, 2012; 신동열, 2010; 주재홍, 2017).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검색 커뮤니티에 올린 

질의 가운데 질문자가 청소년임을 명시한 이용

자들의 답변만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수집한 질문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여자 238명(66.48%), 남자 

120명(33.52%)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4~16

세가 165명(46.0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

며, 17~19세 138명(38.55%), 20~24세 41명

(11.45%), 그리고 13세 이하 14명(3.91%) 순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네이버 지식iN에서 성 정

체성, 동성애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질문과 

답변 데이터를 수집했다. 해당 데이터에는 질문 

 답변 텍스트를 포함하여 질문 등록 연도와 

질문 등록 월, 질문자의 나이, 성별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 상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설정하여 월평균 10세트씩 데이터

를 수집하 으며 총 395세트의 데이터가 수집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과 

질문자가 선택하지 않은 답변의 특성을 분석하

기 해, 본 연구는 네이버 지식iN에 등록된 질

의응답  질문자에게 채택된 답변과 비 채택

된 답변이 존재하는 총 두 개 이상의 답변이 달

린 질문을 수집하 다. 즉, 채택된 답변과 비 채

택된 답변이 데이터 1세트를 구성한다. 수집한 

질문  답변 내용이 복되는 데이터 1세트와 

연령이 불확실한 데이터 36세트를 제외한 최종 

358세트의 데이터를 분석하 다. 한, 한 질문

당 다수의 비채택 답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에 자동 난수 생성기에서 결정된 난수 2를 이용

하여 비채택 답변  상 에서 두 번째 답변들

을 수집하 다. 이 게 수집된 질의응답은 MS 

Excel을 사용해 측정 요인의 유무를 코딩했다. 

에서 설명한 질문  답변 수집 과정을 도식

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20 33.52

여자 238 66.48

합계 358 100

연령별

13세 이하 14 3.91

14~16세 165 46.09

17~19세 138 38.55

20~24세 41 11.45

합계 358 100

<표 2> 인구통계학  특성(성별/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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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질문  답변 수집 과정의 도식화

(출처: Bae & Yi (2017). “What answers do questioners want on social Q&A? 

User preferences of answers about STDs”에서 인용  재구성)

3.2 분석 방법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내용 분석

(Content analysis)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Bae 

& Yi, 2017)를 참고하 다. 본 연구는 두 명의 

코더가 측정 요인에 한 토론을 정기 으로 하

면서 합의를 거침으로써 코딩의 신뢰도를 높

다. 본 연구는 요인의 존재 유무를 측정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 변수(즉, 요인이 답변에 ‘있다’ 

는 ‘없다’)에 한 두 명의 코더 간의 신뢰도

를 측정을 해 스코트의 신뢰도 지수(Scott’s 

Pi)를 사용하 으며(Krippendorff, 2004),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는 0.80 이상

이므로 본 연구의 요인별 신뢰도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 개의 을 이

루는 표본, 즉 채택 답변과 비채택 답변을 비교

하기 해 월콕슨의 부호 순  검정법을 이용

하 다.

4. 연구 결과 

4.1 성 정체성 관련 정보요구

국가 수  학교 성교육 표 안(교육부 학생

건강정보센터, 2015)을 바탕으로 네이버 지식iN

에서 수집한 질문 데이터를 주제별로 분류하

다. 이는 청소년인 질문자의 성 정체성과 련

된 정보 요구를 악하기 한 것이다. 연구 문

제 1과 련하여, 지식iN 질문자의 성 정체성 

련 정보 요구에 한 주제별 빈도는 인간발달

(세부항목으로는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이 147

건(41.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간 계(사랑의 가치와 유형)가 75건(20.95%), 

인간발달(청소년기의 성심리)이 71건(19.83%)

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간발달(자신과 타

인에 한 신체 이미지)이 21건(5.87%), 성행

동(성 욕구의 조 )이 16건(4.47%), 사회와 문

화(음란물의 향과 처)가 14건(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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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답변의 채택 여부 Scott’s π

인지  요인

문성
채택 0.966

비채택 0.978

험
채택 0.972

비채택 0.961

경험
채택 0.950

비채택 0.888

사회  규범
채택 0.872

비채택 0.877

감정  요인

공감
채택 0.855

비채택 0.899

정 인 느낌
채택 0.816

비채택 0.911

부정 인 느낌
채택 0.922

비채택 0.899

낙 인 정보
채택 0.821

비채택 0.804

회의 인 정보
채택 0.922

비채택 0.877

<표 3> 코더 간 요인별 신뢰도(Scott’s Pi)

주제 빈도(건) 비율(%)

인간발달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 147 41.06

청소년기의 성 심리 71 19.83

청소년과 성 2 0.56

자신과 타인에 한 신체 이미지 21 5.87

합계 241 67.32

처기술

성  의사결정 2 0.56

성에 한 자기주장과 거 방법 2 0.56

성 문제로 인한 기 리 6 1.68

합계 10 2.79

인간 계
사랑의 가치와 유형 75 20.95

바람직한 이성교제 1 0.28

합계 76 21.23

사회와 문화
음란물의 향과 처 14 3.91

매체에 나타난 성 문제 분석 1 0.28

합계 15 4.19

성 행동 성 욕구의 조 16 4.47

합계 16 4.47

총합 358 100

<표 4> 성 정체성 련 정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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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기술(성 문제로 인한 기 리) 6건(1.68%), 

인간발달(청소년과 성) 2건(0.56%), 처기술

(성  의사결정) 2건(0.56%), 처기술(성에 

한 자기주장과 거  방법) 2건(0.56%), 인간

계(바람직한 이성교제) 1건(0.28%), 그리고 

사회와 문화( 매체에 나타난 성 문제 분석) 

1건(0.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

음 <표 4>와 같다.

4.2 채택/비채택 답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답변에 나타난 요인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채택된 답변에서는 정 인 느

낌이 235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낙 인 정보가 185건(51.7%), 경험 109건

(30.4%), 공감 95건(26.5%), 사회  규범 70건

(19.6%), 회의 인 정보 32건(8.9%), 부정 인 

느낌 30건(8.4%), 문성 28건(7.8%), 그리고 

험 23건(6.4%)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 채택된 

답변에서는 정 인 느낌 148건(41.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 인 정보 95건(26.5%), 

부정 인 느낌 83건(23.2%), 경험 76건(21.2%), 

회의 인 정보 70건(19.6%), 사회  규범 57건

(15.9%), 공감 50건(14%), 험 32건(8.9%), 

그리고 문성이 16건(4.5%)으로 나타났다.

연구 문제 2와 련하여, 채택된 답변과 비채택 

답변의 비교를 해 콕슨의 부호 순  검정을 

수행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인지  요인 에

서는 문성(z=-2.06, p<0.05)과 경험(z=-2.93, 

p<0.01)의 유무가 성 정체성과 련된 질문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답변 채택 여부에 유의

구분 답변의 채택 여부 빈도(건) 비율(%)

인지  요인

문성
채택 28 7.8

비채택 16 4.5

험
채택 23 6.4

비채택 32 8.9

경험
채택 109 30.4

비채택 76 21.2

사회  규범
채택 70 19.6

비채택 57 15.9

감정  요인

공감
채택 95 26.5

비채택 50 14.0

정 인 느낌
채택 235 65.6

비채택 148 41.3

부정 인 느낌
채택 30 8.4

비채택 83 23.2

낙 인 정보
채택 185 51.7

비채택 95 26.5

회의 인 정보
채택 32 8.9

비채택 70 19.6

<표 5> 채택/비채택 답변의 요인별 빈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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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  합(비채택-채택)

z
Negative Positive

인지  요인

문성 402.50 192.50 -2.06*

험 594.00 837.00 -1.24(p=0.216)

경험 5120.00 3008.00 -2.93**

사회  규범 3016.00 2340.00 -1.28(p=0.200)

감정  요인

공감 3015.00 990.00 -4.77***

정 인 느낌 11748.00 4005.00 -6.54***

부정 인 느낌 1150.00 3800.00 -5.33***

낙 인 정보 9655.50 2590.50 -7.21***

회의 인 정보 1112.50 2803.50 -4.05***

*p<0.05. **p<0.01. ***p<0.001

<표 6> 콕슨의 부호 순  

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험

(z=-1.24, p=0.216)  사회  규범(z=-1.28, 

p=0.200)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

았다. 즉, 답변에 문성이나 경험이 많이 나타

날수록 답변이 더 잘 채택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  요인은 5개의 요인 모두 유의미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감(z=-4.77, 

p<0.001), 정 인 느낌(z=-6.54, p<0.001), 그

리고 낙 인 정보(z=-7.21, p<0.001)는 답변

이 많이 나타날수록 채택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부정 인 느낌(z=-5.33, p<0.001)

과 회의 인 정보(z=-4.05, p<0.001)는 비채택 

답변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찰되어, 이 

두 요인은 많을수록 답변이 잘 채택되지 않는 데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연구 결과 논의

본 연구는 국내의 표  지식검색 커뮤니티

인 네이버 지식iN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성 정체

성에 한 건강정보를 탐색 행태를 살펴보았다. 

질문 분석을 통해 그들의 성 정체성에 한 정

보 요구를 알아보는 한편, 답변에 드러난 인지

․감정  요인의 유무에 따라 답변 채택 여부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청소년들이 가

진 성 정체성에 한 정보 요구에는 인간발달

(세부항목으로는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간 계(세부항

목으로는 사랑의 가치와 유형)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 정체성의 의미를 

물어보거나, 성 정체성 형성  혼란과 련된 

정보 요구의 충족이 본 연구의 청소년들에게 가

장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인간

계에서 사랑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랑을 표 하

고 실천하는지에 한 정보도 많이 요구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인간 계(바람직한 이성

교제)와 사회와 문화( 매체에 나타난 성 문

제 분석)는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 정체

성 련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청소년에게 이성

교제에 한 정보나 우리 사회와 문화를 반 하

는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성 문제에 해서는 정

보 요구가 비교  많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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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가 하면 차이 들이 나타났다. 먼 , 험 정보 

 사회  규범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는 유의미

하게 나왔으나(Bae & Yi, 2017, 2019; Kim et 

al., 2007; Yi, 2018), 본 연구에서는 답변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은 공감, 정 ․부정  느낌과 낙

․회의 인 정보 등의 감정  요인들은 모

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성 정체

성에 한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청소년들의 경

우 그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의 성  지

향성이나 성 정체성에 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

고 단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 해결에 

한 답이나 정보의 품질을 단하는 데 향을 

미치는 험 정보나 사회  규범에 한 정보를 

요한 답변의 채택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 정체성에 한 공감과 로  격려 등을 필

요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정  느낌

이나 회의 인 정보가 많을수록 답변으로 채택

되지 않았다는 도 주목할 만 한데, 이러한 정

보는 혼란과 불안 등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감정

 내지는 사회  지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문성과 경험의 유무

가 답변의 채택 여부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Yi, 2018) 본 연구에서는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정체성에 한 건강

정보를 탐색하는 특성상, 청소년들은 극심한 혼

란으로 인한 정신  고통이나 성 환 수술 고민

에 한 상담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질문이 많

다. 청소년들은 비 문가들이 제공하는 감정  

지원을 선호하는 한편, 이와 같이 심각한 질문 

특히 문제 해결을 한 질문에 해서는 정확하

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문가들의 답

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요인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용하고자 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

를 검증하 다(Kitzie, 2015).

5. 결 론

본 연구는 성 정체성에 한 고민을 가진 청

소년들의 정보 요구를 조사하고, 그들이 지식검

색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건강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정보탐색 분야의 

논의의 주제를 확장하고 건강정보 이용자의 정

보 평가에 한 인지   감정  모델을 개발

했다는 데 학문  의의가 있다. 한 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가 제공해야 할 건강

정보서비스에 한 실질 인 함의를 시사한다. 

먼 , 청소년들에게 성 정체성의 정의와 형성 

과정에 한 종합 인 정보 요구를 충족시켜 주

기 한 정보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효과 인 정보 서비스를 해 성 정체성과 인간

계에 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창구가 네이버 지식iN과 같은 소셜 미디어 

랫폼에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

소년이 채택한 답변에서 공감이나 정  감정, 

그리고 낙 인 요인들이 많이 나타난 반면에, 

비 채택된 답변에서는 부정 이거나 회의 인 

요인들이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감정 인 지지 

 로가 담긴 구체 인 정보 서비스가 필요하

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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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련 상담자나 교육자, 그리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 등도 성 정체성에 한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효과 으로 제공하기 

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채택 내지 

비채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 요인들을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

과 같다. 여러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서 성 정체

성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네이버 지식iN에 한정하여 질문과 답변을 

수집하 고 무엇보다도 인구학  정보를 제시

한 데이터만을 수집하 으므로 데이터의 편향

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 국내의 청소년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성 정체성에 한 건강

정보를 탐색하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정보탐색 

행태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

후에는 국내외의 지식검색 커뮤니티에서 데이

터를 수집하는 연구를 통해 성 정체성 정보탐색 

행태에 한 포 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상이한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간

의 정보탐색 행태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국내외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에 한 건강정보

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문화  내지는 

사회  차이 들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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