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1)를 기록하고 있

으며, 2020년도 기준 사망원인 중 자살이 5위(4.3%)2)를 차

지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장기화되며, 국내외 경제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

가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으며,[1] 심리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 42.8%가 우울을, 36.1%가 불안을 겪고 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사망자 통계와 자살 관련

뉴스 기사를 수집해 수치적, 의미적 분석을 수행하여

코로나 전후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2. 선행연구

대량의 뉴스 기사 데이터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사회 이슈

및 트렌드 변화를 도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47,816건의

코로나19 관련뉴스기사분석을통해위기경보 4단계별토픽을

도출해시사점을도출하였으며,[3] 8,863건의국내KCI 등재지에

서토픽모델링을통해도시와관련된연구동향을분석하였다.[4]

‘코로나블루’ 키워드를포함하는국내포털사이트및소셜미디

어글6,976건을수집해분석한연구에서는 ‘우울감’, ‘극복’, ‘장기

화’, ‘마음’, ‘불안’ 등이빈번히나타난키워드로도출되었다.[5]

1) 뉴스기사(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921931)
2)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3. 분석 데이터

3.1 자살사망자 통계

통계청(KOSIS)에서 2019.01.01.∼ 202108.31. 기간

의 월별 자살사망자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3)

3.2 뉴스 기사

빅카인즈4) 뉴스 검색을 통해 2019.01.01.∼202108.31.

기간의 ‘자살’, ‘극단적 선택’ 키워드를 포함하는 뉴스 기

사 URL을 수집한 뒤, 파이썬 newspaper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본문을 크롤링하였다. 전체기간 동안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한 결과, 수집된 데이터는 총 48,016건이다.

4. 분석 방법론

4.1 데이터 전처리

뉴스 기사 데이터 전처리는 수집된 뉴스 기사에서 중

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MeCab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

해 뉴스 기사 본문에서 명사를 추출하고 bigram을 활용해

빈번하게 연속해서 출현하는 단어들을 묶어주었다. 불용

어(Stopword)는 검색 키워드인 ‘자살’과 의미가 없는 명

사들인 ‘때문’, ‘관련’ 등의 단어를 정의하였다.

3) 2021.10.20. 통계 기준
4) 빅카인즈는 뉴스 기사의 수집, 분석, 저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https://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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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살 시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사망자 통계와 자살 관련 뉴
스 기사의 토픽 모델링을 통해 코로나19가 자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치적으로는 재
난 직후 자살률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허니문 기간’을 보였고, 의미적으로는 자살 예방에 대한 중요
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유명인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사실관계
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으며, 연초를 지나도 꾸준히 유지되는 경제 관련 이슈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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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픽 모델링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주제분류를 도출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각 문서별 토픽 분포와 주제별 단어 분포를

추정한다.[6] LDA 모델에서 알파 값을 0.1, 샘플링

반복횟수를 2,000회로 설정하여 전체 뉴스 기사 본

문으로부터 10개의 토픽을 도출하였다. 토픽 수 결

정은 coherence score가 높은 5, 6, 10, 13개의 후보

중 의미 해석이 용이했던 10개로 설정하였다.

5. 분석 결과

5.1 통계 시각화

월별 ‘자살’ 관련 뉴스 기사 건수와 자살 자망자수

를 시각화 한 결과는 (그림1)과 같으며, 사망자 수와

뉴스 기사 수가 연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월, 10월, 11월, 2020년 7월, 9월, 11월, 12

월, 2021년 1월, 2월, 6월의 경우 유명인의 자살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자살 사건으로 뉴스 건수가

도드라지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해의 1월부터 8월까지의 전체 자살사망자 수를

보면 2019년 9,180명, 2020년 9,054명, 2021년 8,634명

으로 매년 1.4%, 4.6%씩 감소하였다. 전문가들은 이

러한 현상을 ‘허니문 기간(Honeymoon period)’5)이라

언급하며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등

으로 인한 자살 증가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

다.[7]

5.2 키워드 분석

전체 뉴스 기사 본문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출현

빈도를 도출한 결과,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키워드

는 ‘생각’, ‘경찰’, ‘사건’, ‘문제’, ‘자신’, ‘자살 예방’,

‘수사’, ‘조사’로 자살 사건과 관련된 수사, 예방이 주

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생각’과 관련해서는 자

5) 국가적재난발생시단합, 사회적긴장등의이유로자살률이감소하다

향후자살률이증가하는현상

살을 나타내는 ‘극단적인 생각’, 자살 동기와 관련된

‘소문날 수 있단 생각’, 주변인들의 자살 동기 추론

과 관련된 ‘하는 생각이 든다.’, 고인을 그리워하는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등의 문장이 도출되었다.

생각 36,526 경찰 36,381 사건 33,362
문제 31,328 자신 27,671자살예방 24,692
수사 22,869 조사 21,621 시간 20,638

<표 1> 키워드 빈도 및 워드 클라우드

5.3 토픽 모델링

LDA 모델을 통해 도출된 10개의 토픽과 해당 토픽

의 주요 뉴스 기사 제목은 <표 2>와 같다. 토픽을 구

성하는 주요 키워드를 통해 Topic 3은 경찰 수사,

Topic 5는 자살 예방, Topic 8은 경제와 관련된 주제

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림 2)의 월별 토픽 분포를

보면 뉴스 기사에서 자살 예방과 관련된 Topic 5와

마음, 심리와 관련된 Topic 10은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수사와 관련된 Topic 3과 피해자, 가해자와

관련된 Topic 9는 이슈화된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높

은 비중을 보였다. 경제 관련 Topic 8은 2019년도에는

연초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경기 악화, 실업 등의 이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일

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자살’ 관련 뉴스 기사 수 및 자살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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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코로나19 전후로 ‘자살’과 관련된 통계와 뉴스 기

사를 수집해 수치적, 의미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

치적으로는 ‘허니문 기간’을 보이며 코로나 이후 자

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의미적으

로는 자살 관련 기사에서 주요한 키워드는 자살 사

건의 수사와 자살 예방이었으며, 월별 주요 토픽에

서도 자살 예방은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였고, 사건

과 관련된 토픽들은 이벤트를 중심으로 피크값을 보

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관련된 이슈가 연

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

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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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주요 키워드 주요 뉴스 기사 제목

1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정부 튀니지 주재 美 대사관 근처서 폭발 발생 "자살폭탄 테러 추정"

2 사건, 방송, 피해자, 자신, 범행 텔레그램 음란물방 운영하던 ‘n번방’ 제보자, 방송사 인터뷰 후 극단적 선택

3 경찰, 극단 선택, 발견, 수사, 조사 서산경찰서, 자살의심자 신속히 발견 가족 품에 무사히 인계

4 안전, 지역, 사고, 차량, 시민 AI와 결합한 CCTV 택시 성추행범 잡고 극단선택 막았다

5 자살 예방, 지원, 센터, 정신 건강, 상담 정부, ‘코로나 블루’ 예방 위한 심리 방역 나선다

6 여성, 가족, 학생, 부모, 사회 청소년 사망 원인 8년째 1위 ‘극단적 선택’

7 국민, 문제, 검찰, 정치, 상황 진천군보건소,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8 경제, 세계, 사회, 기업, 회사 노인 빈곤과 자살 대책, 코로나19 사태 대응처럼

9 피해자, 의원, 위원회, 가해자, 성추행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건 다음날부터 “더는 살 이유가 없다”

10 우리, 생각, 자신, 이야기, 마음 불안, 두려움, 공포는 질병보다 큰 적이다

<표 2> 토픽 모델링 결과

(그림 2) 월별 주요 토픽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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