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우리나라는 부진한 자살예방 사업으로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다가 최근 우리나라보
다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가 가입함으로 2위가 
되었지만, 3위와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
다[1]. 이에 사회 및 가정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인적자원 감소로 인해 국가 경
쟁력과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자살자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지
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개인 특성별 자살 현황에서 연령
대별에서는 노년층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았으며 

* speaker

특히 80대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볼 수 있었다[2]. 
노인자살을 유발하는 요인은 생물학적, 사회적, 심
리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배우자
와의 사별이나 자아존중감의 상실, 심신 건강의 악
화, 경제적 어려움,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의 저하, 
젊은이들이 노인을 대하는 부정적인 태도 등이 노
인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3].

또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지난 1년간 자
살 생각률은 14.8%이며,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 지
각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여성, 65세 이상의 고
령, 저학력, 미혼 등의 집단이 자살 생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우리나라의 자살 대응 정책의 현황을 보면 2004
년 국가적 차원의 전략인 12월 제1차 국가 자살 
예방 5개년 기본계획(2004년 - 2008년)을 발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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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게재된 자살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주제를 분류하고 주요 주제들의 비중
과 20년 동안의 주제들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등재지 논문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자료원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자살 관련 연구 주제 추이를 파
악하는 연구는 향후 자살과 관련한 학문적 방향을 시대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
어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opics related to the suicide papers published so far and to 
identify the proporations of the main topics and the trends of the topics over the past 20 years. For this 
purpose, a text mining technique used in big data analysis was used as a data base of the Korean Journal 
of Citation Index (KCI), where information sharing about the papers is most active. This study, which 
grasps the trends of suicide related research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will become a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strategy to adapt the academic direction related to suicid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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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를 제시하고 2005년 9월에는 12개의 세
부사업 내용을 추가 발표하여 시행하였으나, 자살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미비하여 재원 확보 
및 중앙과 지역 및 공동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가 구축되지 못하였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살 관련 논
문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약 20년간 게재된 자살 관련 논문들의 
주제와 그 비중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한 연구
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게
재된 자살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주제를 분류하
고 주요 주제들의 비중과 20년 동안의 주제들의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 방법

2.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KCI에 등재된 논문들 중 “자살”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1,992개 중에서 제목이 없는 
불분명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을 제외한 2001년부
터 2019년 현재까지의 논문 1,680개의 한글 초록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수
집된 학문 분야별 학술지 개수 및 비율, 그리고 논
문 개수 및 비율은 표 1과 같으며, 연도별 논문 개
수는 표 2와 같다.

학문
분야별

논문 
개수

논문 
비율

학술지 
개수

학술지 
비율

인문학 201 10% 100 31%
사회과학 995 51% 100 31%
의약학 497 25% 61 18%
복합학 162 8% 26 8%

자연과학 68 3% 15 5%
공학 47 2% 10 3%

예술체육 20 1% 11 3%
농수해양 2 0% 2 1%

합계 1,992 100% 325 100%

표 1. 학문 분야별 학술지와 논문 통계정보

연도별 논문 개수 연도별 논문 개수
2019 40 2009 93
2018 179 2008 72
2017 183 2007 53
2016 225 2006 36
2015 203 2005 29
2014 216 2004 23
2013 178 2003 17
2012 161 2002 11
2011 147 2001 3
2010 121 1996 2

합계 1,992

표 2. 연도별 논문 개수

2.2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수집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LDA 분석[6]을 실시

하여 토픽을 추출하고, 추출된 토픽들의 추이를 산
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토픽 수를 정하여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perplexity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토픽 수를 9개로 결정하였다[7][8]. 이에 따라 9개
의 토픽을 나타내는 빈도수 기준 상위 단어 20개
씩을 추출하였다. 토픽별 구성 단어의 연관성을 중
심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검토에 따라 토픽의 
이름을 정하였으며, 9개 토픽의 연도에 따른 논문
의 대표 토픽들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토픽 추이를 그래프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자살” 관련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토픽과 관련 
핵심어를 추출하기 위하여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토픽은 LDA 기반 토픽 모
델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토픽들의 비중 순으로 
제시하였다. 각 토픽을 나타내는 빈도수 기준 상위 
20개 단어들을 각각 추출하였으며, 토픽별 상위 20
개 단어들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토픽의 이름을 정
하였다.

토픽 모델링에 의한 토픽 분석 결과 알 수 있듯
이,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자살에 관련된 주요 
문제들이 명확하게 추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자살 실태’, ‘노인 자살’, ‘청소년의 
자살 생각’, ‘청소년기 정신적 스트레스’,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자살’의 4가지 주제가 10% 이상의 
비중으로 상위 5가지 주제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대학생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 ‘자살 관
련 생명보험’, ‘스트레스와 정서적 부적응’, ‘중·노
년기 신체 상태, 사회적 위치 변화에 따른 부적응’ 
의 4가지 주제도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분리된 주제로 도출됨을 알 수 있어, 많은 분야의 
학술 논문들이 자살과 관련된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연구들을 꾸준히 다루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살”의 제목으로 검색하여 추
출된 KCI의 게재 논문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
을 실시하였다. “자살” 주제로 2001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게재된 논문들 중 국문 초록을 가지고 
있는 1,680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수
집된 논문들이 발행된 전체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 
사회가 당면한 자살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모두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9가지 주
제들 중 5가지 주제가 10% 이상의 큰 비중으로 다
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4가지 주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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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각 주제별로 상위 20개의 단어들을 면
밀히 분석한 결과, 도출된 9가지 주제들은 비중에 
관계없이 모두 명확하고 구분된 주제로 변별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토픽명 비중 토픽별 상위 20개 단어

 청소년기 
정신적

스트레스
15.6

청소년, 자살생각, 학교폭력, 중학생, 
경험, 피해경험, 부모, 학대, 여아, 
고등학생, 학업스트레스, 학대경험,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감, 
고등부, 자살충동, 폭력, 성별

스트레스와 
정서적 
부적응

2.5

병사, 우울, 사회, 간호대학생, 자아
존중감, 자살관련행동, 프로그램, 극
통, 완벽주의, 자살생각, 복무, 중년
여성, 문제해결능력, 심리적, 부적응, 
소외감, 자살사고, 생활, 생활스트레
스, 자살의도

대학생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

4.2

대학생, 취업스트레스, 좌절, 자살생
각, 소속감, 외상, 스트레스, 우울, 
삶, 자살사고, 정서조절, 대인관계, 
생활스트레스, 지각, 외상경험, 대학, 
대처, 성장, 우울성향, 의미

자살 관련
생명보험

3.1

보험자, 판결, 피보험자, 대법원, 보
험금, 약관, 보험사고, 재해, 재해사
망보험금, 조력자살, 고의, 보험약관, 
규정, 선고, 의사, 정신질환, 사망, 
생명보험, 판례, 환자

중·노년기 
신체 상태, 

사회적 위치 
변화에 따른 

부적응

2

수치심, 회복탄력성, 내면화, 중년기, 
자살생각, 상실감, 위기감, 자기비난, 
장애수용, 자살사고, 고립감, 실행력, 
자살실행력, 잠재계층, 사회참여, 긍
정성, 도장애인, 독거노인, 대학생, 
우울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의 자살
10.4

환자, 우울증, 증상, 자살보도, 자살
시도, 인터넷, 보도, 자살행동, 청소
년, 치료, 응급실, 자살시도자, 수면, 
충동성, 임상, 불안, 알코올, 장애, 
자살자, 행동

 한국 
사회의

자살 실태
24

자살률, 죽음, 사회, 삶, 자살자, 자
살예방, 경험, 청소년, 고통, 개인, 
한국, 태도, 생명, 인식, 여성, 우리
나라, 가족, 문화, 노인, 한국사회

노인 자살 19.6

노인, 자살생각, 우울, 독거노인, 사
회, 스트레스, 노인자살, 건강상태, 
우울증, 우울감, 경험, 삶, 가족, 연
령, 성별, 자살위험, 성인, 절망감, 
생각, 고독감

청소년의
자살 생각

18.5

청소년, 자살생각, 우울, 스트레스, 
고등학생, 대학생, 중학생, 프로그램, 
중독, 무망감, 부모, 여아, 학생, 자
살충동,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스
마트폰, 고등부, 사회, 삶

표 3. 토픽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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