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MGYES란?
OMGYES는 성적 즐거움을 탐구하는 웹사이트랍니다. 미국에서 18-95세의 여성
2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배우가 아닌 실제 여성들이 자신
의 테크닉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사용자들은 터치 시뮬레이션을 통
해 실제로 연습해 볼 수도 있답니다. 이 주제는 그동안 금기시 되어 과학자들도 연
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여성들이 실제로 성적 즐거움을 느끼는
구체적인 방법과 테크닉에 관해서 알려진 게 없었어요. OMGyes.com이나 페이스
북 또는 트위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OMGYES를 만들게 된 이유?
여성의 성적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있었는데, 이러
한 금기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죠. 이제는 실제로 필요한 솔직하고 정
확한 정보를 받아들일 순간이 왔어요. 더 이상 얼굴을 붉히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답니다.

관심 가질 사람은?
OMGYES는 여성, 남성 그리고 커플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혼자 보거나 파
트너와 함께 보거나, 더욱 더 큰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궁금한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터치를 찾아보고 상대에게 알려줄 수 있고, 남
성 및 파트너들은 최신 연구에 기반한 새로운 테크닉을 더욱 더 많이 알아볼 수 있
겠죠.
•
•

사용자의 절반이 각각 여성과 남성이랍니다.
즐거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는 커플들은 5배 이상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12배 이상이나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한다고 해
요.

무슨 내용인가요?
OMGYES는 어플이 아닌 웹사이트입니다. 정기적으로 구독할 필요도 없으며, 단
한 번 결제한 후에는 좋아하는 책을 펼쳐 보듯이 평생 볼 수 있어요.
즐거움을 더욱 증가시키는 여러 테크닉(에징, 힌팅 및 레이어링 등)을 찾아보며
서로 다른 여성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볼 수 있답니다. 각 에
피소드마다 서로 다른 테크닉을 소개해요. 현재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
•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는 테크닉을 발견하게 된 계기, 그 테크닉을 좋아하
는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50편 이상의 짧은 동
영상
각 테크닉의 응용편마다 그것을 좋아하는 여성의 통계와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는 그래픽
사용자가 알게 된 방법을 터치 스크린 또는 노트북/데스크탑에서 실제로
연습해 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터치 시뮬레이션

연구 시행 방법은?
2년 반 동안 시행된 OMGYES 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됐어요:

•

•

질적 연구: OMGYES 연구진이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나이대의 여성 1,000
명 이상에게 화상 채팅을 통해 성적 경험에 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각 여성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테크닉을 찾게 된 방법, 잠자리에서 깨달은 것
들, 파트너가 알아줬으면 하는 것들에 관해 자유롭게 말해줬어요.
양적 연구:인디애나 대학교의 공중 보건대학의 연구원인 데비 허베닉 박사
와 브라이언 도지 박사와 함께 18-95세의 여성 1,055명을 대상으로 한 연
구, 2015 OMGYES Study of Women’s Sexual Pleasure**를 진행했어요. 이
연구는 여성의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테크닉을 전국 단위로 알아본 최초의
대규모 연구예요.

** 2015 OMGYES Study of Women’s Sexual Pleasure는 2015년 6월에 인디애나
대학교의 공중 보건대학(Indiana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의 응용 보건
학(Applied Health Science) 조교수인 데비 허베닉(Debby Herbenick) 박사와 브
라이언 도지(Brian Dodge) 박사에 의해 진행됐어요. 결과의 일부는 2015년 2월
24일에 여성의 성적 건강을 연구하는 국제 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Women’s Sexual Health)에 발표됐으며, 더 많은 내용은 올해 말에 각종
학술지와 의학 저널에 실릴 예정이랍니다.

OMGYES 만든 이들 소개
대학 동기인 리디아 다니엘러(Lydia Daniller)와 롭 퍼킨스(Rob Perkins)가 창립한
OMGYES에 여성의 성적 즐거움에 관해 진솔하면서도 실용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열정을 품은 연구원, 영화 제작자, 엔지니어, 디자이너, 교육자 및 성전문가
등 여러 사람들이 합류했어요.

앞으로의 방향은?
아직 연구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사용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따라 생애 주기
에 따라 달라지는 성적 즐거움을 주제로 다음 시리즈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답니
다. 수익금의 대부분은 성적 즐거움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볼 미래 연구에 사용
될 예정이에요.
공식적인 회사명은 For Goodness Sake LLC이며, 회사의 모토는 Tech + Cause +
Courage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