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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자살현상을 알아보고, 자살예방대책의 사회현상 반영여부 및 적절성에 대해 알아보
고자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8개 중앙지에
서 자살을 키워드로 9,142개의 뉴스기사 제목을 수집하였고, 명사를 중심으로 단어를 추출하여 데이터 정제를 
거쳐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기간은 1, 2차 자살예방대책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누었고, 상위 
50개의 빈출 주제어와 CONCOR분석을 통해 각 구간의 자살현상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1구간
(2000~2003년)은 6개의 군집(군, 인터넷 환경, 경제적 문제, 비관, 학교, 비리), 2구간(2004~2008)은 8개의 
군집(사회고위층, 학교, 경제적 문제, 자살시도, 가정문제, 사회적 문제, 군, 책임), 3구간(2009~2013)은 6개 
군집(학교, 가정문제, 자살시도, 직업별, 군, 조사), 4구간(2014~2018)은 8개 군집(군, 자살보험금, 가정문제, 
자살시도, 직업별, 업무스트레스, 연예인, 비리)이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자살현상의 특징을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차에 걸쳐 실시된 자살예방대책의 적절성 여부
를 논의하였다.  

■ 중심어 :∣자살∣자살현상∣자살예방대책∣뉴스 빅데이터∣네트워크 분석∣

Abstract

Using news big data analysis,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suicide phenomena in Korean 
society, and to evaluate whether suicide prevention policies reflect social phenomena appropriately. For 
this purpose, 9,142 news titles with suicide as the keyword were collected from eight central 
newspapers between 2000 to 2018. Nouns were extracted, and data was refined for network analysis. 
The total period was divided into 4 periods based on the 1st and 2nd suicide prevention polic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icide phenomena in each period were identified through the top 50 frequent 
main words and the clusters. As a result, period 1 (2000~2003) with 6 clusters (military, internet 
environment, economic problems, pessimism, school, corruption), period 2 (2004~2008) with 8 clusters 
(high social class, school, economic problems, suicide attempts, family issues, social problems, military, 
responsibilities), period 3 (2009~2013) with 6 clusters (school, family issues, suicide attempts, 
occupation, military, investigation), and period 4 (2014~2018) with 8 clusters (military, suicide insurance 
money, family issues, suicide attempts, occupation, job stress, celebrity, corruption) were identified. 
Study results suggested the characteristics of suicide phenomena in our society. Further, the 
appropriat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suicide prevention policies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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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 자살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31.7명
(인구 10만 명당)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2017년까지 24.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26.6명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다
[1].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높은 자살률로 인해 정부
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에 자살예방대책을 포함시
키고, 2018년 1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자살현상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대책은 2004년부터 시작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2차에 걸쳐 자살예
방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자살사망률 감소라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2011년 역대 사상 최고치의 자살
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자살예방대책
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여 고위험군의 정신질
환 관리에 치중함으로써 자살문제에 대한 사회환경적 
접근을 포함하지 못하였고, 우선순위 없이 정신보건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나열함으로써 실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2]. 이는 자살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살의 특징
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기존의 자살예방정책수립의 근간을 이루는 자살현상
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 특정 척도의 사용, 국
가 간 자살률 비교, 패널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해 진행
되어 왔다[3]. 그러나 가족에게 자살행위가 발생하면 가
족의 불명예로 여겨 자살을 숨겨야 한다는 부정적인 사
회문화적 인식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것이 현
실이며, 이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자살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방해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사
회조사방법에 의한 자살연구들은 자살현상에 대한 다
각적인 이해의 부족과 자료수집의 제한으로 빠르고 복
잡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자살이라는 사회현
상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
회변화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및 현안 해결에 매

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는 ‘새로운 처리·분석 방법을 활
용해 저비용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로써 그중에서도 텍스트 빅데이터는 다양한 이해당사
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즉각
적으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평가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4].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빅데이터 중에서도 언론 매체
의 뉴스 기사를 대규모로 수집한 ‘뉴스 빅데이터’는 정
책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뉴스 기사는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
결 방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하므로, 정책에 대
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심도, 관련 쟁점, 여론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용하다.

최근 뉴스 자료가 아카이브화되고 자연어 처리와 의
미연결망 분석 등을 자동화된 내용 분석에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제공되면서, 컴퓨터를 활용해 
많은 양의 뉴스 기사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다. 박대민[5]은 자연어 처리와 의미연결망 분석이 
결합되어 자동화된 뉴스 내용분석 방법을 ‘뉴스 빅데이
터 분석 방법(news big data analytics)’이라고 부르
며 뉴스 기사에 대한 장기 시계열 내용분석에 뉴스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뉴스 빅데이터를 통해 
과거에서 현재까지 사회변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확
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그 맥락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 시계열적인 뉴
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표본추출 및 해석의 편향
성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살과 관련된 보도자료나 신문기사
와 같은 텍스트 형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뉴스 빅데이
터 분석 방법을 통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사
회에 나타난 자살현상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동안 시행
되었던 1, 2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자살현상의 추이를 조망
함으로써 향후 자살예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살현
상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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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1. 자살 
자살은 존재와의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행위이며, 사

회와 집단에 충격과 영향을 준다[6]. 자살은 자살하고자 
하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갖고 계획하는 예비단계, 자살 
의사결정 확정 및 자살을 시도하는 실행단계,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최종단계의 순서를 갖
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다[7]. 자살을 정신의학적 관
점, 심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자살은 정신질환이라는 선행인
자와 환경적 강화인자의 조합으로 설명한다. 정신질환
은 정신의학에서 자살의 원인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고
려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계 물질이 불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가정폭력, 이혼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결합될 때 자살
이 일어난다는 것이다[8].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변화로 이
해되었다[9].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살을 자기증오와 죽
음본능으로 설명한다. 자기증오는 사랑하던 대상에 대
한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순간 자살을 선택하
게 되는 것이다[10]. Menninger[11]는 자살을 ‘자신에
게 향하는 죽음의 본능’이며 타인을 향한 분노가 전도
된 것으로 보았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Durkheim[12]은 개인적 행위인 
자살을 통합과 규제에 의한 사회응집력이라는 사회적 
변인으로 사회통합이론을 주장하며, 집단의 자살발생률
이 사회통합과 사회규제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고 설명하였다. Gibbs는 Durkheim의 사회통합이론
을 수정하여 지위통합이론을 제시하며 양립불가능한 
지위를 차지하여 역할갈등을 일으키는 개인이 많은 집
단에서 자살률이 높다고 하였다[13].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로 인해 자살에 대한 연구는 
정신의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에서 꾸
준히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텍
스트분석을 시행하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으며, 자살을 주제로 한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었다.

송태민[14]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살 연구가 자살에 

대한 개별적인 변인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개별적인 변인들이 지역적·사회적·환경적 변수들과 어
떻게 관련되는지는 불분명하며, 실시간으로 원인을 분
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살과 관련된 실질적인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박세훈[15]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자해’ 및 
‘자살’ 관련 데이터를 산출하여 게시물에 담긴 메시지의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자살현상의 특징을 뉴스 빅데이
터를 이용해 분석하고, 자살예방대책과 대비하여 논의
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 자살예방대책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3개의 예방수준으로 구
분할 수 있다[16]. 1차적 자살예방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살을 유도하는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
여 자살의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2차적 
자살예방은 자살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살의도를 중단시키기 위한 개입을 의미한다. 3차적 
자살예방은 자살을 시도하고 만성적인 자살위험에 처
한 극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살확률을 경감
시키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UN[17]은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전략 개발’에서 자살
예방을 위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수립과 함께 사회
적 연대와 책임감을 강조하였고, 보건에 대한 투자확대, 
관련 분야와의 연계,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정
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반구조 마련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인 국가정책의 수립을 권고하였다. 

자살예방대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핀란드의 국가자
살예방프로젝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들
에게 자살예방정책의 주제에 맞는 각각의 역할과 활동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예
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역할을 인정하여 중앙정부와 협조하도록 하였다[18]. 
국가적 차원의 심리적 부검을 통한 정보의 축적을 통해 
자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지역·국가의 데이터와 튼튼한 
연구기반이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높였고 프로젝트 실
행의 원동력이 되었다. 

일본의 자살예방대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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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를 비롯하여 국민의 자살예방 의무를 명시하고 있
으며, 자살예방과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
절한 정신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와 
어린이, 청소년의 자살과 노동자의 자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의 연계 체계를 강화했으며 지역단위의 자살예방대책
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살대책기본법에서 중앙정부
로부터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자원
을 동원하여 스크리닝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자살위험
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료하는 것이 특징이다[19].

3.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대책
1997년 말 경제위기의 여파로 1998년 인구 10만 명

당 18.4명으로 증가하였던 자살사망률이 2000년 13.6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하자 보건복지
부는 2004년 12월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2004~2008년)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9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언론의 자살보도 원고지침 보급 및 모니터링, 청
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노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우울증 및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상담체계 
구축,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 자살시도자 
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예방 인터넷 상담 운영, 자살 감
시체계 구축, 교육·훈련,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자
살관련 통계의 품질개선이다.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이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수립·추진되었
다는 반성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사회적 공론
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따
라 2007년에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년)
이 범부처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이 계획 추진 기간 중 
법적 기반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
한 법률(자살예방법)』이 2011년에 제정되어 2012년부
터 시행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제시한 10대 과제는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
사회적 대응 역량 강화,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
에 대한 접근성 감소,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 강
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 강화, 자살예

방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조성,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
라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감시체계 구축, 근거기
반 자살예방정책 개발이다. 

2016년 1월 수립된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16~2020년)은 자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4년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
었던 자살률을 2020년까지 20.0명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 중이다.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의 10대 과제는 자살관련 사회인식 개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자살위험환경 개선, 생애주
기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
화,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지역사회 자
살 대응 역량 강화,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게이트키퍼 
교육 등 자살예방 인력확충, 근거 기반 자살예방 연구
체계 마련이다[20].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종합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신문기사와 
같은 텍스트 형태의 빅데이터에 나타난 자살 관련 키워
드를 통해 자살현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대책이 자살현상을 반영하는지의 여부와 실효성에 대
해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간별 뉴스기사에 나타난 자살현상 관련 주제
어는 무엇인가?

둘째, 구간별 뉴스기사에 나타난 주제어 사이의 의미
연결망에 의한 군집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분석기간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4개의 구

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구간은 1차 자살예방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2000년~2003년, 2구간은 1
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실시된 2004년~2008년,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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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실시된 2009년~2013
년, 4구간은 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실시 이후인 
2014~2018년으로 구분하였다.

2.2 분석대상 및 분석단위
국내 신문기사의 자살보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
(www.bigkinds.or.kr)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8개 
중앙지인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
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이며, 2018년에는 
빅카인즈에 추가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기
사가 포함되었다. 분석단위는 자살 관련 뉴스기사의 제
목이다. 뉴스기사에서 제목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보의 
가치와 내용을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한다[21]. 
그리고 Brooks et al.[22]은 기사제목에 대해 기사의 
내용을 간결하고 집중적으로 함축한 정보라고 하였다. 
기사제목을 연구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매체 간 
의제설정 연구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본 연구에
서도 자살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뉴스기사의 제목을 
분석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살현상과 자살대책에 대한 뉴스기사의 

제목에 나타난 핵심 연관어를 분석함으로써 자살현상
에 나타난 특징과 자살예방대책이 주목하고 있는 예방
대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살현상의 CONCOR 분석을 
통해 자살예방대책 관련 정책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분석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을 키워드로 뉴스기사 제목을 수집하여 

조사와 어미, 문장부호 등을 제거하는 정제과정을 거쳐 
‘명사’를 중심으로 단어를 추출하였다. 데이터 정제는 
한국어 언어분석 프로그램 사이트인 텍스톰(Textom)
을 통해 가정제를 실행한 후 연구자에 의해 유사한 의
미와 맥락을 지닌 단어들은 대표단어로 일원화하는 정
제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의미나 맥락이 유사하지만 
서로 표현이 다른 경우, 개별 단어의 빈도수가 낮아져 
해당 단어가 지니는 의미가 저평가되거나 파편화되어 
화제어의 순위와 네트워크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 ‘자결’, ‘고
의적 자해’ 등을 ‘자살’로 통합하였다. 비슷한 의미 또는 
맥락의 단어들을 일원화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출현한 단어들의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에 사용되는 주요 단어들의 수와 선정 기준은 연구의 
범위, 목적,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
현 빈도수가 높은 순위를 기준으로 대표 단어를 선정하
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둘째, 텍스톰을 통해 ‘단어×단어 행렬 데이터’를 추
출하였다. 행렬 데이터는 유사 맥락에서 공동 출현하는 
단어들 사이의 빈도수를 통해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
하게 한다. 

셋째, 도출된 행렬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 출현 단어
들 간의 네트워크 구조와 링크 강도를 파악하고 시각화
를 위하여 사회연결망 분석 소프트웨어인 UCINET과 
Netdraw를 활용하여 CONCOR분석을 수행하였다.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는 반복적으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여 적정수준의 
유사성 집단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의미 있는 하위집단
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구분된 구조적 등
위성 집단을 블록(block)이라고 하며 블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CONCOR분석을 블
록 모델링(blocking modeling)이라고도 한다[23].

Ⅳ. 연구결과

1. 분석 기사수의 변동추이와 특징

그림 1. 분석 기사수의 변동추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자살’을 키워드로 수집된 
뉴스기사는 총 10,802개였으며, 자살과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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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개를 제외하고 9,142개의 뉴스기사가 분석대상
으로 선정되었다. 

분석대상 기사수의 변동추이를 보면 2003년, 2008
년, 2011년, 2013년에 기사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
다[그림 1]. 해당연도의 자살관련 기사의 특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003년에는 교원과 전교조의 갈등, 기업인과 회사간
부의 비리관련 수사, 군에서의 가혹행위, 노동조합의 파
업, 생활고와 신용카드로 인한 빚, 청소년과 노년층을 
비롯하여 20대~50대의 전 연령대에 걸친 자살현상이 
나타났다.

2008년에는 유명연예인의 자살과 이를 모방한 청소
년들의 자살시도, 주가폭락에 의한 경제적 손실과 생활
고로 인한 비관, 교정시설 내에서의 성폭력, 조사 중이
던 피의자의 자살, 기업간부와 정부관료의 비리의혹과 
관련된 자살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2011년에는 집단괴롭힘에 의해 투신자살한 대구 중
학생 자살사건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자살사건이 사회
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가혹행위에 의한 장병
들의 자살, 회사간부와 공무원의 비리 의혹, 사회유명인
사와 연예인들의 자살, 대학생과 교수의 자살, 20대와 
30대의 자살, 노년층의 자살, 가족 간의 살해 후 자살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2013년에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노년층, 근로자, 연
예인, 자영업자, 회사간부, 공무원, 사건 피의자, 군, 학
교, 가족 등 각계각층에서 자살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일부 자살자들에 대한 심리부검의 결과를 보도하며 자
살원인 규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2. 1구간(2000~2003년)에 나타난 자살현상
2.1 1구간 상위 50개 빈출 주제어
1구간에만 나타나는 주제어는 자살사이트, 빚, 신용

카드, 구타, 타살, 전교조, 인터넷, 의문사, 농민, 고민으
로 나타났다. 주요 주제어를 살펴보면 연령의 구분에 
따라 10대, 20대, 30대, 40대가, 직업별 분류에 따라 
장병, 교원, 기업인, 정부관료, 회사간부, 직원, 농민, 대
학생이, 자살원인에 따른 구분으로는 비관, 조사, 빚, 질
병, 스트레스 가혹행위, 집단 괴롭힘이, 자살방법으로는 
총기, 투신, 음독, 동반, 목맴이 나타났다.

2.2 1구간 주제어 의미연결망 및 군집분석
1구간은 군, 인터넷 환경, 경제적 문제, 비관, 학교, 

비리의 6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그림 2]. 
군의 군집 내에는 장병, 구타, 의문사, 총기, 가혹행

위, 타살, 사망, 인정 등의 주제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이 타살에 
의한 사망으로 여겨져 이에 대해 유족들이 의문사에 대
한 의혹을 제기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군집은 교원, 청소년, 충동, 스트레스, 전교조 등
의 주제어로 구성되었고, 교원과 전교조 간의 갈등, 청
소년의 충동자살, 교원의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을 주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의 군집은 자살사이트, 인터넷, 20대, 남
성, 여성, 동반, 음독의 주제어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온
라인상에서 자살에 대한 유해정보의 확산과 인터넷 환
경에 친숙한 20대의 자살이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경제적 문제의 군집은 신용카드, 빚, 가족, 직원, 대학
생, 자살시도, 고민, 살해의 주제어로 구성되었고, 이는 
2002년 카드대란의 영향으로 경제난에 처한 가족과 수
입이 없는 대학생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
급했던 결과로 자살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비관의 군집 내에는 부모, 자식, 배우자, 농민, 30대, 
40대, 목맴이 나타났으며, 이는 가정불화, 사업실패, 생
활고로 인한 비관으로 나타나는 자살을 설명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비리의 군집 내에는 기업인, 정부관료, 의혹, 유서, 충
격, 조사의 주제어가 나타났고, 2003년 현대 정몽헌 회
장이 비자금과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과정 중에 자살하
였고 그 밖의 기업인들과 정부관료 등 사회고위층이 비
리 관련 조사과정에서 자살하였던 현상을 설명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3. 2구간(2004~2008년)에 나타난 자살현상
3.1 2구간 상위 50개 빈출 주제어
2구간에만 나타나는 주제어는 교정시설, 사회, 국가, 

급증, 모방, 생활고, 유족, 부담, 실패, 음독, 책임, 혐의
로 나타났다. 주요 주제어는 연령의 구분에 따라 청소
년, 20대 30대, 40대, 50대, 노년층이, 직업별 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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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연예인, 정부관료, 교원, 직원, 장병이, 자살원인으
로는 질병, 비관, 충동, 생활고, 자살방법으로는 목맴, 
투신, 동반, 음독으로, 기타로 피의자가 나타났다.

3.2 2구간 주제어 의미연결망 및 군집분석
2구간은 사회고위층, 학교, 경제적 문제, 자살시도, 

가정문제, 사회적 문제, 군, 책임의 8개의 군집으로 구
분되었다[그림 3]. 

사회고위층의 군집 내에는 연예인, 정부관료, 조사, 
투신, 혐의, 부담, 충격의 주제어가 나타났고, 특히 2구
간에서 연예인은 가장 높은 빈도의 주제어였는데 연예
인의 자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청소년을 비
롯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모방자살의 위험성을 보여주
었다. 그리고 정부관료의 검찰 조사 중 자살은 1구간에 
이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학교 군집은 1구간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교원, 충동
이 공통으로 나타났고, 1구간과는 달리 2구간에는 집단 
괴롭힘, 자살예방, 생각, 학교가 포함되었다. 2구간 학
교 군집의 특징은 집단 괴롭힘에 의한 청소년의 자살
로,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제적 문제의 군집 내에는 부모, 가족, 생활고, 40
대, 직원, 실패, 비관, 살해의 주제어가 포함되었고, 생
활고와 사업실패에 따른 비관으로 인해 부모와 가족을 
살해 후 자살하는 기사들이 나타났다. 

자살시도의 군집 내에는 20대, 30대, 50대, 남성, 여
성, 동반, 음독, 교정시설의 주제어가 포함되었으며, 청
장년층의 동반자살과 교정시설 내에서의 자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문제의 군집 내에는 노년층, 배우자, 자식, 보험
금의 주제어가 나타났고, 자식에게 부담되는 것을 걱정
하는 노년층의 자살과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한 자살, 
가정문제로 인한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
원의 판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문제의 군집은 질병, 목맴, 사회, 모방, 급증, 
유서, 추정, 사망의 주제어로 구성되었고, 신체적·정신
적 질병에 의한 자살과 모방에 의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
식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타났다.

군의 군집은 1구간과는 달리 장병, 국가, 군의 주제어
가 나타났다. 분석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대 내 장
병들의 자살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함을 강조하
는 기사들이었다. 

책임의 군집 내에는 유족과 법원, 책임의 주제어가 
위치하였으며, 이는 유가족이 자살자의 자살에 대한 책
임 소재를 놓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그림 3. 2구간 군집분석

4. 3구간(2009~2013년)에 나타난 자살현상
4.1 3구간 상위 50개 빈출 주제어
3구간에만 나타나는 주제어는 대구, 가해자, 폭력, 유

명인, 쌍용차, 서울시, 집으로 나타났다. 주요 주제어는 
연령의 구분에 따라 청소년, 20대, 30대, 40대, 50대, 
노년층이었으며, 직업별 분류에 따라 연예인, 교원, 장
병, 공무원, 직원, 대학생, 회사간부, 기업인이, 자살원
인에 따른 구분으로 질병, 폭력, 성폭력, 충동, 비관이 
나타났는데 1, 2구간과 달리 폭력과 성폭력이 50위 내
에 위치하였다. 자살방법으로는 투신, 목맴, 동반, 총기

그림 2. 1구간 군집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340

가, 기타에는 피의자, 유명인 등의 주제어가 나타났다. 

4.2 3구간 주제어 의미연결망 및 군집분석
3구간은 학교, 가정문제, 자살시도, 직업별, 군, 조사

의 6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그림 4]. 
학교의 군집은 청소년, 교원, 학교, 자살예방, 가해자, 

부모, 폭력, 충동, 투신, 충격, 대구, 서울시의 주제어들
로 구성되었고, 학교 내 폭력에 의한 청소년의 자살에
서 폭력을 가한 가해 청소년이 중형을 선고 받는 등 학
교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자살예방센터를 
개설하였고,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였으
며, 일부 자치구별 자살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가정문제의 군집 내에는 배우자, 자식, 노년층, 목맴, 
총기, 살해, 피의자의 주제어가 나타났고 가정불화로 인
한 가족 간의 살해 후 자살과 우리나라에서는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총기에 의한 사고가 나타났다. 

자살시도의 군집 내에는 자살시도를 비롯하여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경찰(공무집행), 동반, 
발견의 주제어가 위치하였다. 자살시도는 거의 모든 연
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동반자살을 통한 자살시도
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별 군집에는 연예인, 기업인, 유명인, 회사간부, 
공무원, 직원 등의 주제어가 포함되었다. 이는 자살이 
특정 직업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군의 군집에는 군을 비롯하여 장병, 성폭력의 주제어
가 나타났다. 1, 2구간의 군의 군집과 달리 성폭력이 포
함되어 군대 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의 군집에는 조사, 유서, 사건, 혐의의 주제어가 
포함되었고, 사건사고 이후 검찰과 경찰의 조사 과정에
서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5. 4구간(2014~2018년)에 나타난 자살현상
5.1 4구간 상위 50개 빈출 주제어
4구간에만 나타나는 주제어는 법조인, 경찰관, 지급, 

보험사, 대법원, 폭행, 구조, 난사로 나타났다. 주요 주
제어는 연령에 따라 청소년, 20대 30대, 40대, 50대로 
나타났고 1~3구간과는 달리 노년층이 50위권에서 제
외되었다. 직업에 따른 구분으로 장병, 공무원, 법조인, 

경찰관, 피의자, 연예인, 직원, 교원, 기업인이 나타났
고, 자살원인으로 질병, 성폭력, 스트레스, 가혹행위가, 
자살방법으로 총기, 투신, 동반이, 기타로 군, 경찰(공무
집행), 자살예방이 나타났다. 

5.2 4구간 주제어 의미연결망 및 군집분석
4구간은 군, 자살보험금, 가정문제, 자살시도, 직업별, 

업무 스트레스, 연예인, 비리의 8개의 군집으로 구분되
었다[그림 5]. 

군의 군집에는 장병, 총기, 성폭력, 군, 인정, 사건, 가
혹행위, 난사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군대 내 성폭력, 가
혹행위에 의한 장병들의 자살과 총기 사고를 보여준다. 
인정의 주제어는 군대 내에서 자살한 장병을 대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슈에 의해 나타났
다. 

자살보험금의 군집은 보험금, 보험사, 지급, 대법원, 
법원의 주제어로 구성되었다. 보험사들이 자살에 의한 
사망 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판 이후 제
대로 지급하지 않자 대법원은 2016년 자살보험금을 지
급하라고 판결하였고, 해당 내용이 큰 논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가정문제의 군집에는 자살시도, 청소년, 자식,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가족, 40대, 50대, 질병, 살해의 주제
어가 포함되었다. 자식이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의 
질병이나 갈등으로 인해 살해 후 자살을 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자살시도의 군집에는 남성, 여성, 20대, 30대, 자살예
방, 투신, 동반, 폭행, 구조의 주제어로 구성되었으며, 
2, 3구간과 비슷한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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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군집에는 공무원, 법조인, 기업인, 피의자, 경
찰관(자살), 경찰(공무집행)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다
른 구간과는 달리 법조인과 경찰관의 자살이 두드러졌
다. 법조인의 자살은 법조계 내의 경직된 조직문화와 
정권교체 이후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목하였다. 경찰관
의 자살은 직무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질병,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다른 직종의 공무원(인구 
10만 명당 9.8명)보다 1.7배 높은 16.6명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24].

업무 스트레스의 군집에는 교원, 직원, 스트레스가 포
함되었다. 교원과 직원이 직업별 군집에 속하지 않고 
스트레스와 함께 군집을 형성한 것으로 교원과 직원이
라는 직급의 자살이 스트레스와 더욱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예인의 군집에는 연예인, 유서, 사망, 발견, 추정의 
주제어가 나타났다. 2구간 이후 연예인의 자살은 계속
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다.

비리의 군집에는 조사, 의혹, 회사간부의 주제어가 나
타났고, 기업 내 높은 직급의 임원들이 비리의혹과 관
련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과 모
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된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뉴스기사에 나타
난 자살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자살현상
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대책이 자살현상을 
반영하는지의 여부와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

다.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뉴스기사에 나타난 자살현상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군집분석 결과, 자살이 많이 일
어난 사회집단은 군대와 학교였다. 군대에서는 폭행에 
의한 가혹행위와 따돌림이 자살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자살 수단으로는 총기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자살이 은
폐되거나 타살로 결론지어졌고, 과거 군대 내 자살사건
에 대해 의문사위원회를 통한 재조사가 실시되기도 하
였다. 때로는 상해치사가 자살로 위장되기도 하였다. 학
교에서는 입시와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집단괴롭
힘 때문에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재수생에 이르기까지 
충동적인 자살이 발생했고 교원들의 자살은 업무 스트
레스와 교원 간의 갈등, 그리고 교원과 전교조와의 갈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해당 기간의 또 다른 자살현상의 특징은 경제적 문
제, 비관, 비리였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
체와 이로 인해 경제난에 처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수입
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함
으로써 발생한 2002년 카드대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식의 카드빚 때문에 부모가 자살하거나 생활고
로 인해 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살해 후 자살의 사
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그리고 가정문제, 개인문제,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좌
절감으로 인해 자살이 발생하였으며, 사회고위층이 비
리에 연루되어 수치심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자신의 억
울함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살을 실행한 것으
로 보인다.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인터넷의 확산은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도 가져왔는데, 대표적인 사례
가 자살사이트다. 자살사이트는 원래 자살에 대해 연구
하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고 운영되
었으나, 오히려 자살을 유도하거나 미화하였으며, 교사 
또는 방조, 동반자살 등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주지홍[25]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4월부터 
홈페이지나 동호회 등의 형식으로 국내 자살사이트가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해 12월부터 자살사이트에 
의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였다.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다
는 점은 청소년들도 자살사이트에 쉽게 접근하게 하여 
자살사이트를 통한 청소년의 자살도 우리 사회에 큰 이

그림 5. 4구간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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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되었다.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시행 후인 2009년

부터 2013년까지 뉴스기사에 나타난 자살현상의 특징
은 다음과 같다. 자살이 많이 일어난 사회집단은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군대
와 학교였으며 군대 내 자살의 원인으로 성폭력이 나타
났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였으며 가해학생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대학에서는 국비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성적 스트레스로 
대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였으며 교수들도 자살하
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자살시도는 20~50대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직업별 군집에서는 연예인, 기업인, 공무
원, 유명인, 회사간부, 직원의 구성을 보였다. 가정문제
의 군집에서는 노년층의 자살과 가족의 살해 후 자살 
등이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의 해체가 자살의 주요 원인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비리와 관련하여 검찰 또는 
경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조사 중인 피의자가 자살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뉴스
기사 속에 나타난 자살현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부의 
대책이 우리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군대 내에서의 장병들의 자살이 우리 사
회의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
었으며,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에 의한 자살 사례가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자살예방 인터넷 상담 운
영이라는 항목을 주요 내용에 포함하였다. 제1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 시행 후에도 군대와 학교는 자살이 발생
하는 주요 집단으로 지목되었다. 노년층을 비롯하여 전 
연령대에 걸쳐 자살이 일어났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전
방위적으로 자살이 발생하였다.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시행 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뉴스기사에 나타난 자살현상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기사화된 자살의 주요 집단은 지난 기간에 
이어 군과 학교였다. 군대 내에서의 자살에 대해서 이
전에는 자살 사건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 

기간에는 군대 내에서의 자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나타냈다. 학교 내 청소년들의 자살은 집단 괴롭힘과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자살의 원인이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언급하며 자살문제가 사
회적 상황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문제
임을 알리고 있다. 자살시도의 경우 여전히 20대~50대
가 주를 이루었으며, 교정시설 내 재소자의 자살과 자
살시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정문제 역시 지난 기간에 
이어 자살의 원인이었으며 노년층의 자살에 관심을 두
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는 특히 사회고위층의 자살이 
집중되었다. 각종 비리와 관련하여 정부 관료를 비롯하
여 기업 총수의 자살과 유명연예인의 자살은 일반인들
에게 영향을 주어 모방자살이 증가하게 되었다.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시행 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뉴스기사에 나타난 자살현상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이 기간에는 자살의 주요 집단으로 지목되
었던 학교는 제외되었고 군은 계속되었다. 군대 내 자
살의 원인은 가혹행위와 성폭력이었고 이는 조사 시작
인 2000년 이후 2018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군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관
심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가정문제와 업무 스트레스도 
자살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살시도는 20대와 
30대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기업
인, 연예인은 계속 나타났으며 법조인이 이 기간에 포
함되었다. 1구간(2000~2003년)에서 나타났던 비리의 
군집이 이번 기간에 다시 보였으며, 2구간의 사회고위
층 군집, 3구간의 조사의 군집과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에만 특별히 보이는 주제어인 자살보험금
은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금융감독원과 공정
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로 보험사들이 수천억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명령받게 됨으로써 사회적 쟁점
이 되었다.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1차 예방대책이 정신보
건사업위주의 대책으로 성과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법
과 제도, 사회 및 환경의 개선 등의 방안을 포함하여 시
행되었으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차 대책
의 실패는 자살대책 관리를 책임질 컨트롤타워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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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의 미흡, 부족한 예산, 지방자치
단체들의 역량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26]. 이
는 대책이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마련되더라도 실행
에 옮기지 못하면 선언적인 구호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정책이 얼마나 선언적인 구호에 불과하였는지는 2차 
대책이 시행되고 있던 2009년~2013년, 그리고 이후의 
높은 자살률이 방증한다. 2003년부터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2차 대책
이 시행되고 있던 2011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인구 10
만 명당 31.7명이 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차 대
책 기간과 이후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자살현상 특징 
중의 하나는 연예인과 사회고위층의 자살이다. 언론매
체는 그들의 자살과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대서특필
하였고 그들의 자살을 따라하는 일반인들의 모방자살
이 나타났으며, 결국 2013년 보건복지부는 ‘자살보도권
고기준 2.0’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자살보도기준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자살보도의 문제점을 인지
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론의 자살보도 수위는 
낮아지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
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을 추출하여 모수를 예측했던 기존의 사회

조사방법과는 달리 모수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
석방법을 활용하여 좀 더 정확하게 자살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고 새로운 조사방
법으로서의 빅데이터의 가치를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
서 연구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현상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빅데이터 자료를 기
반으로 하여 단시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사회
의 자살현상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자살예방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
살실태를 근거로 하여 자살통계를 분석하고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연구결과를 통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수립
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을 8개의 중앙지로 한정하였다는 것이
다. 중앙지뿐만 아니라 지방지를 포함한다면 특정한 상
황이나 단어에 대한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살펴본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미디어를 신문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201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27]에 따르면 미디어별 뉴스 이용
률은 같은 기간 동안 텔레비전, 종이신문, 라디오는 하
락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모바일의 뉴스이용률은 급격
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변화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미디어
를 확장하여 분석한다면 최근 우리 사회의 자살현상을 
조금 더 상세히 반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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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구간별 상위 50위 빈출 주제어

* 4구간 공통 출현 주제어
⍏ 각 구간 단독 출현 주제어

1구간(2000~2003) 2구간(2004~2008) 3구간(2009~2013) 4구간(2014~2018)
No.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1 * 장병 89   연예인 175 * 청소년 579 * 자살시도 428
2 * 교원 83 * 청소년 134 * 자살시도 289 * 장병 267
3   비관 77   정부관료 119  연예인 246   보험금 212
4 * 청소년 72 * 조사 94 * 투신 176 * 조사 180
5   기업인 64 * 자살시도 93 * 조사 173 * 청소년 166
6 * 조사 58 * 질병 89 * 교원 165   공무원 159
7   자살사이트 † 52   비관 75 * 배우자 151 * 자식 155
8   빚 † 42 * 교원 65 * 장병 150 * 여성 154
9   총기 39 * 여성 57  대구 † 137   총기 149
10 * 질병 39   충동 49  학교 136   발견 141
11   정부관료 39   충격 49 * 질병 127 * 살해 139
12 * 사망 38 * 자식 46 * 여성 124 * 부모 139
13   충격 38 * 사망 44  자살예방 118 * 배우자 132
14 * 군 37 * 투신 44 * 남성 116 * 질병 129
15 * 자식 33 * 군 44  공무원 116 * 사망 123
16 * 투신 32   노년층 42 * 살해 111 * 남성 122
17   음독 31   목맴 42 * 직원 109  법조인 † 111
18 * 동반 30 * 부모 42 * 자식 107   성폭력 111
19   스트레스 29   가족 40  가해자 † 102 * 군 107
20 * 살해 28 * 20대 39 * 유서 102  경찰관 † 104
21 * 30대 28 * 직원 37  대학생 100   추정 101
22   회사간부 27   자살예방 35 * 군 96   피의자 95
23   신용카드 † 27 * 40대 35  폭력 † 94   경찰 95
24   목맴 25 * 장병 34  성폭력 92   연예인 94
25 * 직원 23 * 30대 34  회사간부 90   자살예방 93
26   구타 † 22 * 살해 33 * 사망 89   지급 92
27   가족 22   교정시설 † 33 * 부모 88 * 유서 86
28   인정 22 * 남성 32  목맴 84   사건 84
29 * 자살시도 21   사회 † 31  50대 82 * 20대 82
30   타살 † 21   국가 † 29  발견 73 * 투신 80
31   전교조 † 21   급증 † 28 * 동반 69   50대 77
32   의혹 20   보험금 28 * 40대 68 * 30대 77
33   인터넷 † 20   학교 27  유명인 † 68 * 직원 75
34   충동 19   집단괴롭힘 26  충동 66   인정 74
35 * 배우자 19 * 유서 26  노년층 66 * 교원 71
36   집단괴롭힘 19   모방 † 25 * 20대 66   의혹 70
37   의문사 † 19   추정 25  추정 66 * 동반 69
38 * 유서 19   피의자 25  사건 64  보험사 † 69
39   결론 19 * 동반 24  총기 62   가혹행위 68
40 * 20대 18   생활고 † 24 * 30대 61   기업인 65
41   농민 † 18   유족 † 24  쌍용차 † 60  대법원 † 64
42   대학생 18   부담 † 23  경찰 58 * 40대 64
43 * 남성 17   생각 † 22  기업인 57   가족 64
44   판결 † 17   50대 22  비관 55   스트레스 61
45 * 여성 17   실패 † 22  형제자매 53   형제자매 57
46 * 부모 17   음독 21  혐의 52   회사간부 56
47   책임 16   책임 21  서울시 † 52   법원 55
48   고민 † 16   혐의 21  피의자 51   폭행 † 54
49 * 40대 16   법원 20  집 † 50   구조 † 53
50   가혹행위 16 * 배우자 20  충격 50   난사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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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추진과제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04~2008) 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09~2013)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16~2020)

추

진

과

제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자살관련 사회인식 개선

언론의 자살보도 원고지침 보급 및 모니터링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사회적 대응 역량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의 
감소 자살위험 환경 개선

노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강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우울증 및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상담체계 구축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 서비스 강화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자살 예방인력에 대한 
교육체계 강화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자살예방 인터넷 상담 운영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조성 지역사회 자살대응 역량 강화

자살시도자 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기반 구축의 적정화 정신건강 기반 확충

자살 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감시체계 구축 게이트키퍼 교육 등 자살예방 인력 확충

교육·훈련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정책 개발 근거 기반 자살예방 연구체계 마련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 지원

자살관련 통계의 품질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