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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기법을 활용한

‘자해’ 및 ‘자살’ 관련 트위터 게시물 분석*

 이   유   리1)                 권   호   인†

본 연구는 트위터에서 나타나는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의 주요 등장 단어와 핵심 토

픽을 탐색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11

월 30일까지 관련 해시태그를 포함한 ‘자해’ 및 ‘자살’ 관련 해시태그를 포함한 트위터 게시

물이었다. 수집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한 결과, ‘자해’ 관련 6개, 자살 

관련 5개로, 총 11개의 핵심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에 담긴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면 온라인

상에서는 오프라인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자해와 자살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도

움요청의 경로로 SNS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에서 공통 특징

과 차별적 특징이 있었다. ‘자해’ 관련 토픽에는 자해의 정서조절 및 대인관계적 기능이 주

로 드러난 반면, ‘자살’ 관련 메시지에는 자살 예방 및 사회문제 등에 대한 메시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해 및 자살사고를 경험한 사람들과 국민들의 자해 및 

자살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인 자해 및 자살예방 및 개입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주요어 : 비자살적 자해, 자해, 자살, 텍스트 마이닝,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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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해’ 관

련 게시물이 게재되고 있다. 키워드를 검색하

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개인이 올린 자해 글과 

사진 및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며, 관련 커뮤니

티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김수진, 2017). 이렇

게 ‘자해’ 관련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것은 또

래 집단에 자해행동을 전염시키거나, 자해를 

일반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Lewis, Heath, 

Denis, & Noble, 2011).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5판(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는 자해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

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태’에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 NSSI)’를 추가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비자살적 자해(Non-suicidal self-injury)’란, 죽

고자 하는 의도 없이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을 말한다(Nock & 

Favazza, 2009; Nock & Prinstein, 2004). ‘자살

(Suicide)’이란 자살생각 및 계획, 자살시도, 자

살사망을 포함하는 연속적인 개념으로(Maris, 

2002),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

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동으로 정의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4). 과거 일부 연

구자들은 모든 자해를 일종의 자살시도로 간

주해왔으며(Bronisch, 1992), 국내에서도 자해와 

자살에 대해 명확한 구분 없이 자살 고위험군

으로 분류하여 동일하게 개입하고 있다(김수

진, 김봉환, 2015). 최근까지도 자해와 자살 간

에는 그 의미와 양상의 복잡성 때문에 개념적 

분류에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이동훈, 양미진, 

김수리, 2010). 비자살적 자해는 개인적인 이

유와 동기가 독특하고 가변적이어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Owens et al., 

2015). 이는 자살의 의도를 무시한 채 비자살

적 자해자들을 모두 자살시도자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반복적인 자해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험

을 부여하고 고통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어 자

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며, 자살 실행력

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살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Joiner, 2007; Klonsky & May, 2015). 자해

의 가장 흔한 방법으로 신체를 칼로 베거나 

긋기 및 화상 입히기, 상처 난 곳을 방치하기, 

독극물이나 이물질을 마시기 등이 있는데, 자

살시도의 방법과 유사하며 이차적 질병을 야

기해서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Allen, 2001). 

즉, 자살의도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자살위험

이 있는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 신호로 인식

할 필요가 있고(Whitlock & Knox, 2007), 실제

로는 비자살적 자해를 통해 지속적 자살사고

의 심각성이 표현될 가능성도 있다(예덕해 등, 

2012). 또한, 죽을 의도가 애매하거나 중간적

인 경우가 많아 그 의도를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이동훈, 양미

진, 김수리, 2010). 더욱이 일반인들은 의사소

통에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

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개

념을 연속선상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소통의 수단으로 

인터넷을 가장 선호한다(Lewis, Rosenrotm & 

Messner, 2012). SNS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익명성이 두드러지는데

(McKenna, Green, & Gleason, 2002), 이로 인해 

오프라인상에서 자해를 타인에게 감추려하고 

노출을 꺼려하는 것과 달리 자신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해준다(이재신, 연보영, 2008; 손자영, 

2020; Moon, 1999). 특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대처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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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행이 나타나기도 한다(이택호, 김선

영, 한윤선, 2022).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나타

나는 솔직하고 개방적인 SNS 게시물의 메시지

들을 이해하는 것은 자해 및 자살개입 서비스

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Robinson et al., 2016).

  많은 양의 SNS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빅데이터(Big-data)’ 분석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곽수정, 김현희, 2018). 실제로 

SNS에서 해시태그를 사용할 경우 다른 사용자

에게 공유되는 비율은 두 배로 증가하여 방대

한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게 된다(남민지, 이은

지, 신주현, 2017). 특히, 트위터는 외부 사건

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슈에 따라 참여자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역동적

으로 변화하게 된다(이종임, 홍주현, 설진아, 

2019). SNS 게시물을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적 데이터

에 대한 내용분석이 가능하며(김준현, 2015),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기법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턴과 지식을 파악할 수 있

다(Hotho, Nürnberger, & Paaß, 2005). 특히, SNS 

게시물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는 구체

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되는 개인의 정제된 의견과 달리 개인의 솔

직하고 꾸밈없는 실제 감정과 형태를 보여주

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Chen, Hsieh, 

Mahmud, & Nichols, 2014). 이로 인해 빅데이터

를 활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비자살적 자해나 

자살과 관련된 콘텐츠의 성격을 이해하는 초

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Duggan, 

Heath, Lewis & Baxter, 2012; Lewis & Baker, 

2011; Rodham, Gavin, & Miles, 2007; Whitlock, 

Powers & Eckenrode, 2006).

  국내에서는 비자살적 자해 및 자살과 관련

된 게시물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진행

된 바 있다. Cornet(2019)는 ‘자해’ 해시태그가 

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 125개를 직접 수집해 

분석하였는데, ‘자해’, ‘우울’, ‘자살’, ‘위로’, 

‘이러지 마세요’와 같은 5개의 핵심토픽을 도

출했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자해’ 관련 게

시물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데이터양이 부족하고 해

시태그 또한,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결과를 도

출해내기 어려웠다. 이후 신성미, 권경인(2019)

은 ‘자해’ 관련 해시태그를 추가하여 ‘자해’, 

‘자해계(자해하는 사람의 계정)’, ‘자해러(자해

하는 사람)’, ‘자해글귀’, ‘자해흉터’, ‘자해하는

사람은나쁜사람이아닙니다’의 상위 5개의 인

기 해시태그를 기준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데이

터를 수집하였으며, 총 6,126개의 충분한 데이

터가 수집되었다. 이 연구는 자해 게시물에 

한정되어 있어서, 자해와 자살의 차이를 분석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경열, 민이

슬(2019)의 연구에서는 국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의 온라인 뉴스사이

트,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구글, 빙, 바

이두, 줌, 비메오, 유투브 채널을 대상으로 하

여 블로그나 카페에서 ‘자살’, ‘자해러’, ‘동반

자살’ 키워드를 수집했다. 그 결과 ‘자살’ 관

련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아질수록 실제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며, ‘자살’ 관련 사회적 실태

와 부정적 감성 추이를 파악하였다. 가장 최

근의 국내 연구인 박세훈, 유금란(2021)은 인

스타그램에서 ‘자해’ 관련 게시물뿐만 아니라 

‘자살’ 관련 게시물을 추가로 수집하여 6,104

개의 게시물을 비교하고 각각 9개의 토픽을 

도출하고, 감정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게시물의 형태를 텍스트에 중점을 맞춰 이미

지를 제외했다는 점이 한계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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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연구를 살펴본 바, 대부분의 연구가 

이미지 게시가 필수적인 인스타그램을 활용

하였고, 텍스트 자료만을 수집하는 등 제한된 

데이터가 사용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비해 트위터는 이미지를 포함하지 않고도 140

자 길이의 ‘트윗’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할 수 

있는데, ‘리트윗’이라는 게시물을 공유 및 인용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게시 방법으

로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이원태, 차미영, 

양해륜, 2011; 최주영, 2014; Bennett, Segerberg, 

2011). 특히,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은 

‘유해게시물’로 분류되어 삭제되는 경우가 빈

번한데, SNS 중 가장 많이 삭제된 플랫폼이 

바로 인스타그램이었다(보건복지부, 2018). 이

로 인해 인스타그램보다 트위터가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으

며, ‘#트친소_자해계(자해러)’와 같이 자해하는 

자신을 소개하거나 자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자해키트’나 ‘#자해굿즈’를 

판매하는 등 자해 경험에 대한 공감대와 소

속감을 형성하고 있다(권경인, 김지영, 2019). 

따라서 풍부한 텍스트 말뭉치를 형성하는 트

위터가 SNS 데이터 분석에 더욱 용이하다

(Charlotte Emma Hilton, 2016).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상에서 나타나는 ‘자

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을 분석하고, 두 개

념이 트위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게시물에서 

나타나는 주요 키워드와 핵심토픽을 도출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해 여러 게시물에서 나타난 공통 주제

를 추출하는 내용분석 과정을 추가하고자 한

다. 내용분석은 방대한 텍스트를 유사한 의미

를 나타내는 보다 적은 수의 분석 유목으로 

분류해 메시지가 가지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Mayring, 2000).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자해 및 자살사고 경험자들의 마음

을 이해하고, ‘자해’ 및 ‘자살’ 관련 이슈를 바

라보는 대중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표이다. 결과적으로 정신보건 및 보건복

지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자해 및 자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 1. 트위터에 게시된 ‘자해’ 및 ‘자

살’ 관련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

인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에 

등장한 키워드와 핵심토픽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소속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승인받은 후(jjIRB-200818-HR-2020- 

0814), 2019년 10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30

일까지 ‘자해’ 및 ‘자살’ 관련 해시태그를 포

함한 게시물을 수집했다. 선행연구(신성미, 권

경인, 2018)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기간을 1

년으로 설정하였으나 양이 적어 한 달을 추가

로 수집하였고, 2019년 10월 28일에 검색된 상

위 해시태그를 모두 검색해본 후 빈도수가 가

장 높은 해시태그를 수집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대상으로 사용된 데이터는 트위터가 웹상

에서 공개하는 정보만을 수집하였으며, 특정 

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원하는 형태로 가져

오는 기법인 웹 크롤링 방식을 사용하여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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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취합했다. 또한, 사용자 ID와 닉네임

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였

다. 세부적인 연구대상 및 수집범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방법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는 R 프로그래밍 통계

패키지를 사용했다. 이후, 전처리과정과 데이

터 분석에서 빅데이터 전문 네트워크 분석 소

프트웨어인 NetMiner 4.4를 사용했다.

  본 연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비정형․반정

형․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가공하는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기법을 활용했다(김건아, 김철

기, 2017; 김경애, 구진희, 2017; 이상훈, 최정, 

김종우, 2016; 이지선 외, 2018; 이태헌, 정하

영, 김나랑, 2018; 한지연, 김홍범, 2017). 이를 

통해 기술통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후 핵심키워드를 도출하여 분석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단어의 연결망, 토픽모델링, 문서 분류 등의 

형태로 제시했다. 

연구 절차

  데이터 전처리

  정형화되어있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를 연구

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자의 데이터 전처리

(data preprocessing) 과정이 선행되었다(Hotho, 

Nürnberger & Paaß, 2005; Karl, Wisnowski & 

Rushing, 2015; Lucas et al, 2015; Mahgoub, 

Rösner, Ismail & Torkey, 2008). 게시물을 수집

한 직후 R 프로그래밍 통계패키지 ‘stringr’,  

‘tidyverse’를 사용하여 특수문자 및 기호, 숫자, 

공란을 삭제하고, 맞춤법을 수정했다. 이후 연

구자가 직접 읽고 확인하여 반복 사용한 문장

을 하나로 통합하고, 내용상 맥락이 같은 문

장은 하나의 문단으로, 내용이 바뀌는 문장은 

줄바꿈을 통해 다른 문단으로 분리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중의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하였다.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

해 단어 간 거리 정보를 이용해 단어-문서의 

이원모드 네트워크(2-mode network)를 단어-단

어의 일원모드 네트워크(1-mode network)로 변

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윈도우 사이즈

(단어 간의 거리) 값은 5이며, 링크 빈도 값은 

구분 내용

대상 관련 해시태그를 포함한 전체 공개된 트위터 게시물

기간 2019. 10. 29. - 2020. 11. 30.

방법 웹 크롤링(Web crawling)

수집항목
사용자ID, 닉네임, 본문 텍스트, 본문 이미지, 게시물 타입(트윗/리트윗), 본문에 포함된 

해시태그 목록, 게시물 게시 시각(서울), 좋아요 수

해시태그
자해 : 자해, 자해러, 자해계

자살 : 자살, 자살시도, 자살충동, 자살사고, 죽고싶다, 죽고싶어

표 1. 연구대상 및 수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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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 방향성은 부여하지 않았다.

  사전 정제화

  연구자가 의미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석이 용이하도록 사전 정제화

(Cleaning)작업이 실시되었다(Lucas et al., 2015). 

1차 빈도분석을 통해 도출된 단어 빈도를 확

인하고, 혼용어와 중복어를 의미가 분명해지

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

는 트위터의 특성에 따라 ‘NID(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에서 만든 사전을 참고하여 사용

자 사전을 새롭게 작성했다. 사용자 사전에는 

단어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의 단어로 지정

하는 지정어사전, 비슷한 의미를 하나의 대표 

단어로 통합하는 유의어사전, 의미가 없거나 

감탄사로 쓰이는 등 사용하지 않을 단어를 제

외하는 제외어사전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사전을 모두 정의하여 원자료가 전하

고자 하는 의미를 보존하였다(사이람, 2019). 

세부적인 사용자 사전의 예시는 표 2에 제시

하였다.

  빈도분석 및 워드 클라우드

  본 연구에서는 단어의 빈도수에 ‘TF-IDF 

(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중치가 0.5보다 큰 단어

를 제외하였다(곽수정, 김현희, 2018). TF-IDF

는 단순 빈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문서 내에 

유의어

공황장애, 공황, 공황발작, 패닉

메시지, 디엠, 뎀, 톡, 멘션, 쪽지, 카톡

병원, 병동, 폐쇄병동, 정신병원, 정신의학과,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체부위, 신체, 몸, 손, 손목, 손등, 손바닥, 팔, 다리, 팔목, 허벅지, 종아리, 눈, 발목, 허벅지, 

목, 손가락, 피부

심리치료, 상담센터, WEE센터, 상담선생님, 위클래스, 상담샘, 상담쌤, 심리상담, 심리검사, 

상담

컷팅도구, 칼, 커터칼, 컷터칼, 가위, 커터, 컷터, 샤프, 비타민커터, 비타민컷터, 양면도, 비타

커터

컷팅자해, 커팅자해, 긋기, 커팅, 컷팅, 긋는, 리스트컷, 그으면, 그었어, 그어, 긋다, 그으, 긋

고, 그어야지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감염증, 감염증, 감염병

자살방법, 투신, 옥상, 질식, 목매달, 목맴, 목매달, 목매, 물쿠션자살

지정어

노답, 미투, 세계 자살예방의 날, 섹드립, 시선강탈, 코로나블루, 자해하는_사람은_나쁜사람이

_아니에요 등

기타 : 유명인 이름 및 기관명 등

제외어
시발, 씨발, 존나, 좃, 좆, 지랄, 새끼, 병신, 한국, 일본, 고양시

기타 형태소

표 2. 사용자 사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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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나타내기 때

문에 보다 정확한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빈도분석을 통해 도출된 단어는 빈도표와 ‘워

드 클라우드(Word Cloud)’형태로 제시하였다(신

성미, 권경인, 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이란, 텍스트로부터 특정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이수상, 2014). 본 

연구에서는 넷마이너 4.4(사이람, 2019)에서 제

시하는 윈도우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하였다.

  토픽모델링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픽 모델링 기법은 

MALLET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

법으로, 단어의 사전분포와 문서의 사전분포

가 있음을 가정하는 ‘베이지안(Bayesian)’ 기법

을 통해 단어와 문서의 분포를 추정하여 주요 

단어와 내용을 추측하는 방식이다(박자현, 송

민, 2013). 선행연구(신성미, 권경인, 2019)에 

따라 토픽의 개수를 9개로 설정하였으나, 유

사한 주제가 나타나 토픽의 개수를 줄여나가

며 반복적으로 분석했다. 해당 과정에는 연구

자 1인과 상담심리학 교수 1인이 검토하여 원

자료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자해’ 관련 토픽 6개와 ‘자살’ 관

련 토픽 5개가 도출되었다.

  내용분석

  본 연구에서는 핵심토픽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하고 하위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내용분석

을 추가하였다. 내용분석은 텍스트에 담긴 메

시지의 특성, 의도, 구조 등을 객관적인 유목

과 단위에 의거하여 분석하는 기법으로, 텍스

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승혜, 2015). 해당 과정에서 원자료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

학 전공 교수 1인과 석사 2인이 분석과정에 

참여하여 검토했다. 이를 통해 토픽에서 나타

난 상위 5개의 단어를 토대로 토픽의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하고, 토픽의 게

시물을 범주화하여 하위주제를 나타낸 뒤, 해

당되는 원 게시물을 제시하였다. 

결  과

게시물의 일반적 특성

  웹 크롤링을 통해 총 1,648개의 게시물이 

수집되었으며 985개의 ‘자해’ 관련 게시물 중 

주제와 관련 없는 115개의 게시물과 중복된 

게시물 69개, 텍스트가 없는 게시물 2개를 제

외하였고, 663개의 ‘자살’ 관련 게시물 중 주

제와 관련 없는 83개의 게시물과 중복된 게시

물 55개, 텍스트가 없는 게시물 4개를 제외하

여 총 1,320개(자해 799개, 자살 521개)의 게시

물이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게시물의 이미지의 특성

  트위터에서 해시태그를 포함한 게시물의 이

미지를 수집한 결과, 총 937개 이미지가 수집

되었다. 글을 포함 58개의 이미지를 연구자가 

필사하여 텍스트 데이터로 대체하고, 7개의 

주제와 관련 없는 이미지를 삭제했다. 최종적

으로 총 782개의 ‘자해’ 관련 이미지와 148건

의 ‘자살’ 관련 이미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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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이미지는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7개의 

‘자해’ 관련 이미지 유형과 9개의 ‘자살’ 관련 

이미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자해상처’는 직

접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경우와 피가 흐르고 

있는 이미지를 포함하며, 칼날과 면도기 같은 

자해 도구를 제외했다. ‘일상사진’은 풍경 및 

다양한 음식, 자신을 찍은 사진 등 사용자의 

일상을 담은 이미지를 포함했다. ‘그림 및 일

러스트’는 부정적인 정서(예: 힘들다, 외롭다, 

우울하다 등)를 표현하는 애니메이션 장면이

나 ‘자해’ 및 ‘자살’ 관련 일러스트 그림을 포

함했다. ‘노출방지’는 사용자가 자신의 게시물

에 자해사진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자

신의 자해상처가 트리거(기폭제) 현상을 일으

키지 않기 위해 경고하는 문구를 삽입한 이미

지를 포함했다(신성미, 권경인, 2019). ‘자해도

구’는 커터칼이나 면도칼, 가위, 주사기와 같

이 날카로운 도구나 다양한 약물 등 자해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를 포함했다. ‘문구(노래 

가사 및 책 내용)’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래 가사나 책의 내용을 인용

하는 이미지를 포함했다. ‘연예인 사진’은 자

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자살한 연예인의 

사진 등 유명인의 사진을 포함했다.

  ‘자살’ 관련 게시물에서는 ‘자살예방’과 ‘뉴

스’라는 두 가지 유형의 이미지가 추가적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목표로, 자살이나 우울, 코로나 

블루(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에 대해 설명하

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 ‘뉴스’는 ‘자살’ 관련 

사고를 보도한 뉴스의 한 장면을 포함했다. 

이미지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게시물 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게시물의 빈도분석 및 워드 클라우드

  799개의 ‘자해’ 관련 게시물은 1,478개의 문

장으로 나뉘었고, 전체 1,321개의 명사와 동사, 

형용사가 도출되었다. 수집된 1,321개의 단어

를 빈도분석하기 위해 ‘TF-IDF 가중치’를 적용

하여 수치가 0.5보다 높은 단어를 빈도분석에

서 제외했는데, 그 결과 ‘자해’와 ‘자해계(자해

순
자 해 자 살

내용 게시물수 내용 게시물수

1 자해상처 646 (82.6%) 자해상처 22 (14.9%)

2 일상사진 32 (4.1%) 연예인 사진 22 (14.9%)

3 그림 및 일러스트 32 (4.1%) 자살예방 22 (14.9%)

4 노출방지 24 (2.9%) 그림 및 일러스트 15 (10.1%)

5 자해도구 13 (1.7%) 일상사진 11 (7.4%)

6 문구 (노래 가사 및 책 내용) 9 (1.2%) 뉴스 9 (6.1%)

7 연예인 사진 3 (0.4%) 문구 (노래 가사 및 책 내용) 7 (4.7%)

8 자해도구 3 (2.0%)

9 노출방지 2 (2.9%)

표 3.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의 이미지유형



이유리․권호인 / 텍스트 마이닝기법을 활용한 ‘자해’ 및 ‘자살’ 관련 트위터 게시물 분석

- 155 -

하는 사람의 계정)’가 제외되었다. 521개의 ‘자

살’ 관련 게시물은 1,125개의 문장으로 나뉘었

고, 전체 2,036개의 명사와 동사, 형용사가 도

출되었다. 상위 30개의 주요 등장 단어는 그

림 1과 그림 2에 도표로 제시하였다. 주요 등

장 단어를 비교했을 때, 두 주제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 단어는 ‘마음’, ‘병원’, ‘사람’, ‘살

다’, ‘신체부위’, ‘싫다’, ‘아프다’, ‘우울’, ‘우울

계’, ‘죽다’, ‘치료’, ‘친구’, ‘트친소’, ‘힘들다’ 

총 14개였다.

‘자해’ 및 ‘자살’ 관련 트위터 게시물 분석 결과

  토픽모델링을 통해 최종 선정된 ‘자해’ 관

련 토픽의 개수는 6개이며, 의미 문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총 18개의 하위주제를 도출

하여 동시 등장 단어 간의 의미가 잘 드러나

는 문장을 선정했다. 토픽의 주요등장단어는 

표 4에 제시했으며, 핵심토픽 및 하위주제는 

표 5에 제시했다. 또한, 상위 200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하여 그림 3에 

그림 2. ‘자살’ 관련 게시물의 주요등장단어

그림 1. ‘자해’ 관련 게시물의 주요등장단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156 -

토픽

번호
핵심 토픽 주제 최종 하위 주제

1
죽고 싶지만 자해하며 

살아가고 있어

Document 738 내가 너무 한심해서 죽어버리면 좋겠어

Document 162 이렇게 사는 건 너무 괴롭지만 죽기는 무서워

Document 613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걸 알아줘

2 칼로 내 몸을 긋고 있어

Document 407 내가 그은 상처를 보면 너무 더럽고 무서워

Document 493 흐르는 피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

Document 757 잘 그어버리는 방법을 알려줄게

3

자해하는 나를 

탓하지 말아줘, 

관심과 사랑을 주면 좋겠어

Document 366 주변 사람들은 자해하는 나를 탓하고 문제라고 말해

Document 19 내 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Document 452 자해하는 나를 걱정해주고 관심 가져줘

4
나와 함께 이야기해줄 

친구가 필요해

Document 28 내 주변에는 자해를 하는 사람이 없어

Document 557 트위터에서 내 경험을 나눌 친구를 찾고 있어

5
자해 흉터는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어

Document 446 더 이상 내 몸에 흉터를 남기고 싶지 않아

Document 431 자해흉터를 들키면 나를 이상하게 볼거야

Document 226 내가 자해하는 걸 아무도 몰라야 돼 

6
나는 정신장애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

Document 295 나는 다양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Document 442 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Document 325 나는 우울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표 5. ‘자해’ 관련 6개의 핵심 토픽 주제와 17개의 최종 하위주제

토픽번호 문장수 도출된 상위 단어

1 193 죽다 마음 자살 싫다 힘들다

2 556 긋다 컷팅도구 아프다 예쁘다 자해흔적

3 158 사람 사랑 마음 괜찮다 내탓

4 207 트친소 우울계 일상 자해사진 정병러

5 196 자해흉터 신체부위 치료 비난 들키다

6 168 우울 병원 조현병 위로 치료

표 4. ‘자해’ 관련 6개 토픽의 주요 등장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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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다.

  ‘자살’ 관련 트위터 게시물 분석 결과 토픽

모델링을 통해 최종 선정된 ‘자살’ 관련 토픽

의 개수는 5개이며, 의미 문장을 더 잘 이해

하기 위해 총 14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여 동

시 등장 단어 간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문장

을 선정했다. ‘자살’ 관련 토픽의 주요등장단

어는 표 6에 제시했으며, 핵심토픽 및 하위주

제는 표 7에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상위 200

개의 단어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하

여 그림 4에 제시했다. 

  토픽모델링에 활용된 주요등장단어에서도 

12개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자해 게

시물에서는 자해경험자가 직접적으로 자해경

험(2토픽)을 나누며 다양한 정서경험(1토픽)과 

자해흉터에 대한 우려(5토픽)와 주변에 위로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3토픽)이 주를 이루었

으나, 자살 관련 게시물에서는 이와 같은 내

용(4토픽, 5토픽)만이 아니라 자살예방과 도움

요청의 통로(1토픽)가 되는 것이 주를 이루었

으며, 자해 및 자살 경험자가 아니더라도 이

들에 대해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는 창구(2토

픽, 3토픽)가 되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자해’ 관련 게시물에 등장한 상위 단어 (200개)

토픽번호 문장수 도출된 상위 단어

1 92 심리치료 자살예방 생명사랑문화 전화 도움

2 144 연예인 마음 사망 치료 정신장애

3 125 범죄 사회 성범죄 비난 미투

4 207 죽다 우울 살다 절망 위로

5 446 자해 우울 죽다 힘들다 컷팅

표 6. ‘자살’ 관련 5개 토픽의 주요 등장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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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번호
핵심 토픽 주제 최종 하위 주제

1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Document 198 당신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Document 518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예인 자살에 대한 

반응들

Document 36 연예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Document 381 우리 사회가 연예인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어

3

범죄 후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엇갈린 시선들

Document 77 죄를 지었으면 자살하지 말고 벌을 받아야 해

Document 92 페미니즘이 사람들을 낙인찍고 자살로 몰아가

4

이젠 혼자 버틸 

힘도 없으니 

제발 날 좀 도와줘

Document 351 공허와 절망이 나를 죽고 싶게 해

Document 51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버틸 것 같아

Document 55 누가 나를 좀 말려줘, 제발 살려줘

Document 344 나는 너무 외로운데 곁에는 아무도 없어

5

죽고 싶지만 

자해하며 

살아가고 있어

Document 489 자해는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야

Document 287 내가 너무 한심해서 죽어버리면 좋겠어

Document 255 이제는 내가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

표 7. ‘자살’ 관련 5개의 핵심 토픽 주제와 13개의 최종 하위주제

그림 4. ‘자살’ 관련 게시물에서 등장한 상위 단어. (200개)



이유리․권호인 / 텍스트 마이닝기법을 활용한 ‘자해’ 및 ‘자살’ 관련 트위터 게시물 분석

- 159 -

논  의

  본 연구는 트위터에서 나타나는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의 주요 등장 단어와 핵심

토픽을 탐색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해시태그

를 포함한 ‘자해’ 관련 게시물 985개와 자살 

관련 게시물 663개를 수집하였으며,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에서 공

통적으로 가장 많이 업로드된 이미지는 ‘컷

팅자해’였다. 비자살적 자해 방법으로 가장 

빈번한 것이 ‘긋기’라는 점(Favazza & Conterio, 

1989)과 ‘자해’ 및 ‘자살’ 관련 SNS 게시물에서 

‘긋기’ 자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선행연구

(신성미, 권경인, 2019; 박세훈, 2020; Cornet, 

2019)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사혈자해나 주

사기를 사용한 자해 등 새로운 자해방법이 나

타났다.

  둘째, ‘자해’ 관련 게시물에서는 자신의 경

험을 표현하는 게시물이 주를 이루는 것에 비

해 ‘자살’ 관련 게시물에서는 자해경험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가 다양한 주제로 게시

물을 작성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자살예방’ 

이미지와 ‘뉴스’ 이미지가 새롭게 나타나며 정

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특

히, 게시물의 증가량이 연예인과 유명인의 자

살사건, 코로나 2차 및 3차 대유행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는데, SNS 게시물

이 이슈의 확산과 공유에 용이하여(이오준, 박

승보, 정다울, 유은순, 2014; 조화순, 김정연, 

2012), 심리사회적 재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여 게시물의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종임, 홍주현, 설진아, 2019). 

이러한 결과는 SNS가 도움요청의 경로가 될 

수 있으며, 심리사회적 재난상황을 파악하는 

일종의 위기 대응체계가 되어 다수의 의견

을 확인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셋째,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을 빈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트친소’, ‘자해계’, 

‘우울계’, ‘친구’와 같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

고 소통하는 대인관계 기능이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자해와 자살사고를 경험하는 사람

들이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을 찾고자 인터넷을 선

호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Lewis & 

Baker, 2011; Lewis et al, 2011; Lewis et al, 2012; 

Rodham et al, 2007; Whitlock et al, 2006). 더하

여 ‘우울’, ‘마음’, ‘아프다’, ‘힘들다’, ‘죽다’, 

‘살다’, ‘싫다’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도 나타났는데, 이는 자해 및 자살이 우울, 

불안, 자기비하 등의 다양한 정서문제와 연결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Hasking, 

Momeni, Swannell, & Chia, 2008; Hawton, Zahl, 

Weatherall, 2003). 두 주제별 게시물의 차이점

을 살펴보면, ‘자해’ 관련 게시물에서는 주로 

컷팅자해와 관련된 단어가 주를 이루었으나, 

‘자살’ 관련 게시물에서는 ‘죽다’, ‘생각’, ‘살

다’와 같이 보다 직접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주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

링을 통해 6가지의 ‘자해’ 관련 핵심토픽과 5

가지의 ‘자살’ 관련 핵심토픽을 도출했다. 이

를 통해 SNS사용자들이 ‘자해’와 ‘자살’ 관련 

게시물이 공통적인 주제(자해 및 자살 경험에 

대한 솔직한 정서)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두 개념의 차이를 인식하고 차별화된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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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요청의 경로, 사회적 재난 사건에 대한 의

견 등)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해’ 관련 게시물의 제 1토픽은 ‘죽고 싶

지만 자해하며 살아가고 있어’이다. 토픽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은 자해경험자가 자신에 대

한 혐오감과 자책감 등을 표현하며 자기처벌

적인 수단으로 자해를 사용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점은 자해가 힘든 현실을 

도피하거나(Klonsky, 2011), 자신의 감정을 언어

로 표현하는 대신에 몸에 상처를 내어 자기처

벌과 자기혐오를 표현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

한다(Zila & Kiselica, 2001). 제 2토픽은 ‘칼로 

내 몸을 긋고 있어’이다. ‘컷팅자해’는 ‘자해’ 

관련 게시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자해 직후 “역겹다.”, “더럽다.”와 같은 부정

적인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자해행동

이 끝난 후,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수치심

과 죄책감을 느낀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Wilkinson, Kelvin & Godyer, 2011). 반면, 자해 

이후 “시원하다.”, “기분이 좋아진다.”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일부에

서 자해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완화시

키는 기능을 하며(추은정, 이영호, 2018; 권혁

진, 권석만, 2017; 안영신, 송현주, 2017; Gratz, 

2003; 이우경, 2016), 신체에 상처를 내고 고통

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Sutton, 2007). 

제 3토픽은 ‘자해하는 나를 탓하지 말아줘, 관

심과 사랑을 주면 좋겠어’이다. 토픽에서 나타

난 주요 내용으로는 자해하는 자신을 이해하

지 못하고 질책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받

았으며, 주변에 위로나 도움을 줄 사람이 아

무도 없음을 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해하는 자신을 걱정해주길 

바라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자살적 자해를 통

해 타인의 염려와 관심을 유도하며(Englander, 

2012),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는 선행연구(Nock & Prinstein, 2004)를 부

분적으로 지지하며, 동시에 대인관계의 외로

움과 고립을 크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하였다. 제 4토픽은 ‘나와 함께 이야기해줄 친

구가 필요해’이다. 토픽에서 나타난 주요 내

용으로는 자신의 자해경험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인관계를 오프라인 대신 온라

인상에서 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결과

는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트위터에 자해와 

자살자료를 공유하며 동질적 경험에 대한 지

지를 받는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Lenhart, Madden, Macgill & Smith, 2007). 또한, 

SNS가 ‘자해’ 및 ‘자살’ 문제에 있어 취약한 

사람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

간을 제시하며(Abreu & Kenny, 2018; Craig, 

McInroy, Mc Cready, & Alaggia, 2015), 평소에 

표현하기 힘들었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Kenna, Green, & Gleason, 2002). 반면에, 상당

수의 게시물이 자해를 일반화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는 정상적인 방법처럼 느끼게 

하거나,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자해 방법을 

공유하는 등 부정적 영향도 관찰되었는데, 자

해 행동은 사회적 전염성을 가진다는 선행연

구(Justin & Sameer, 2017)와 추후 자해를 촉

발하는 ‘트리거 효과’가 있어 위험할 수 있

다는 선행연구(Rebecca, Brown, Fischer, David, 

Goldwich, & Plener, 2020)를 고려할 때, SNS에

서 나타나는 집단 문화 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와 자해 공유의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고

려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대책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제 5토픽은 ‘자해 흉



이유리․권호인 / 텍스트 마이닝기법을 활용한 ‘자해’ 및 ‘자살’ 관련 트위터 게시물 분석

- 161 -

터는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어’이다. 토픽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으로는 더는 자신의 신체부

위에 자해흉터가 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과 

자해흉터를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겪게 될 수

치스러움과 부정적인 인식을 매우 두려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김수진(2017)의 선행연

구에서는 자해행동을 중단하게 된 주요인이 

‘흉터’이며, 자신의 몸에 남은 흉터를 자신의 

결함이라고 생각할 때, 컷팅자해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이

러한 내용은 자해를 멈추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자해경험자들이 

자신의 자해흉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낙인이나 시선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

해 행동을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행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Nock, 2010). 이로 인해 

자해상처를 제대로 치료받지 않거나 숨길 수 

있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

문에 자해의 본질적인 동기를 이해하고, 게시

물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치료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신성미, 권경인, 2019). 제 6토픽은 ‘나는 정신

장애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이다. 토픽에서 나

타난 주요 내용으로는 자신이 다양한 정신장

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치료받고 있다

는 내용이 있었다. 앞서 나타난 핵심토픽들과 

달리 정신장애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밝히며 

치료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부

정적인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Link et al., 1989). 하지만 본 연구에서 드

러난 토픽은 최근 개인의 정신장애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자신의 정신장애에 대해 표현하고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살’ 관련 게시물에 나타난 다섯 가지 토

픽 중 제 1토픽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이다. 이는 ‘자해’ 관련 게

시물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토픽으로, 자살생

각이 들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

한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문

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다는 선행연구 결과

(Gould, Munfakh, Lubell, Kleinman & Parker, 

2002)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트위터는 자살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가능

한 도움요청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해예방은 자살예방에 비해 홍보가 매우 부

족한 상황이다(신성미, 권경인, 2019). 따라서 

자해 및 자살 예방 개입에 있어 더욱 적극적

인 개입 방안이 요구되며, 양방향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겠다. 제 2토픽은 ‘연예인 자살

에 대한 반응들’이다. 토픽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으로는 연예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거나 개인 사용자가 자살한 연

예인에게 추모하는 마음을 전하는 내용, 사회

가 연예인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미디어에서는 연예인

의 자살을 모방하는 베르테르 효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구글 검색량을 활용하여 자살

요인을 분석한 송태민(2012)의 선행연구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과 함께 자살률 및 자살 

검색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예측모형에 따른 위험 징후를 예측하는 게이

트키퍼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고려

할 때 유명인의 자살 후, 자살예방을 위해 

SNS에 나타나는 실시간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

석하고 예방적 메시지나 도움요청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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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3토픽은 ‘범죄 후 자살하는 사람들

에 대한 엇갈린 시선들’이다. 토픽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 후 도피수단으로 자

살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

라보는 시선과 페미니즘이나 미투운동(Metoo 

Campaign)이 사람들을 낙인찍고 자살로 몰아간

다는 엇갈린 시선이 나타났다. ‘미투운동’은 

권력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희롱과 성폭행

을 당한 여성들이 SNS상에서 피해사실을 고발

하고 폭로하여 세상에 알리는 운동으로, 성평

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과 함께 떠오르는 사

회적 이슈이다(이종임, 홍주현, 설진아, 2019).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성범죄 가해 및 피해 

사실에 대해 노출을 꺼려하며 암묵적으로 해

결해온 것과 반대로 직접적인 해결방향을 제

시한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동시에 무리한 미

투운동으로 인해 자살을 촉진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공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이 온라인상에 노출될수록 제 3자

에게도 간접 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뉴

스 노출이 간접 외상을 매개로 세상에 대한 

신념을 알아보는 창구로 이어지고 있었다(김

차영, 박혜경, 2021). 제 4토픽은 ‘이젠 혼자 

버틸 힘도 없으니 제발 날 좀 도와줘’이다. 

‘자해’ 관련 게시물에 비해 ‘자살’ 관련 게시

물에서는 자살사고 경험자들의 절망적이고 극

단적인 감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자

살이 절망이나 패배감, 자기통제감의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Roberts, 

1976). 또한, 더는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으며,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사회적 지지를 갈

구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해’ 관련 게시

물과 달리 ‘자살’ 관련 게시물에서는 ‘살다’, 

‘죽다’, ‘살려줘’, ‘도와줘’라는 단어가 자주 등

장하고 있었다. 이는 자살시도를 일종의 ‘도움

을 구하는 외침(cry for help)’으로 인식하고 긴

급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하상

훈, 2000). 제 5토픽은 ‘죽고 싶지만 자해하며 

살아가고 있어’이다. 하위주제에서는 ‘자해’ 

관련 토픽 1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자책감을 표현하며 자기 처벌

적인 수단으로 자해하고 있음과 동시에 삶의 

의미를 잃고 자해가 자살을 대신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에 더하

여 자신이 살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 매우 혼

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한 연구의 의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트위터라는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텍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자해 및 자살 현상을 연구하였으며, 

게시물의 주요 의미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과거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기만 했

던 정신장애에 대해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등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자해 및 자살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건강문제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긍정적 개입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 표

현되는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탐색

하였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자해 및 자살 

담론을 유해컨텐츠로 인식하고, 이들을 ‘유해 

게시물’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

나 본 연구를 통해 SNS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과 성인이 모두 자해나 자살과 관련한 담론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게시물의 유해성 여부에서 벗어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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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활동을 조성하고 더 넓은 관점으로 

자해 및 자살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자해 및 

자살 예방과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셋째, 유사한 주

제를 공유하고 있는 ‘자해’ 및 ‘자살’ 관련 게

시물을 살펴봄으로써 SNS사용자 간에 두 개념

을 유사하게 활용하기도 하나, 사용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보고 게시

물에 나타나는 메시지들에 대해 깊이 있게 탐

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해 및 자살 경

험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

하는 주변인의 시선을 알아보고, 대중의 인식

을 파악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서로 

간에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는 게시글에 대한 댓글과 

이미지 등을 모두 수집하여 풍부한 내용을 포

함했다. 또한, 공존하지만 차별적인 현상을 파

악하기 위해 각 해시태그를 같은 기간 동안 

수집하고 다시 나누어 개별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자해와 자살 개념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

었다. 이에 따라 개인마다 독특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자해 및 자살 문제

에 개입하는 데 있어 차별화된 방안이 필요함

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과제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위터는 10-30대

가 많이 사용하는 SNS로 알려져 있으나, 사용

자의 나이, 성별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확

인할 수 없어 연구결과를 전체 연령과 성별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게시물의 객관성을 확보

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를 수집한 후, 공개 게시물을 업

로드하는 사용자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풍부

한 내용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신성미, 권경

인, 2019). 둘째, 개인정보 보호정책으로 인해 

비공개게시물은 수집되지 못했고, 트위터의 

안전원칙 ‘자살 또는 자해를 조장하거나 장려

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에 따

라 게시물이 삭제되어 한정된 데이터만 수집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게시물의 변화량 및 

증가율을 부분적으로 감안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자해’ 및 ‘자살’ 관련 해시태그를 추가하고, 

다양한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최대한의 게시물을 보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분석에 활용된 

게시물의 양은 총 1,648개로, 선행연구에 비해 

적은 양의 게시물이 수집되어 데이터의 의미

를 확장시키기 어려웠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NetMiner 4.4(사이람, 2019) 프로그램에

서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방법이나 토픽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지 않아 근거로 제시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양

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토픽을 추출하는 과정

에서 혼란도(perplexity), 응집도(coherence), 다양

도(diversity)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동시출

현 분석이나 감정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향상시키는 것

이 중요하겠다. 마지막으로, 해시태그를 활용

하여 트위터에서 사용되는 자살과 자해의 개

념적 의미를 구분하고자 했으나, 두 가지의 

해시태그를 함께 사용하는 게시물이 상당량 

존재했기 때문에 의미가 혼용되고 있었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살’ 및 ‘자해’를 구

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게시물의 내용을 질적 분석하여 의미를 

분명히 확인하는 분석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

해 및 ‘자살’ 관련 트위터 게시물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게시물에 나타나는 주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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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핵심토픽을 탐색하여 내용을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이 공통적인 내용뿐 아니라 

차별적이고 두 개념을 구분해주는 새로운 기

능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살개입방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

적 요인들을 빅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정

형화되어있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를 편리하게 

정의내림으로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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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witter Post with ‘Self-Iinjury’ and 

‘Ssuicide’ Using Text Mining

 Yuri Lee1)                   Hoin Kw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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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keywords and key topics by collecting posts related to ‘self-Iinjury’ and ‘suicide’ 

through Twitter. The study subjects were selected as posts containing related hashtags related to 

self-injury and suicide from October 29, 2019 to November 30, 2020. Text mining based on collected 

posts resulted in a total of 11 key topics: -6 related to ‘self-Iinjury’ and 5 related to ‘suicide’. The 

main message in the topic is as follows. First, looking at the main messages contained in the topic, they 

honestly expressed self-harm and suicide experiences that are difficult to express offline online, and used 

SNS as a channelpath for requesting help requests. Second, there were common and discriminatory 

characteristics in posts related to ‘self-Iinjury’ and ‘suicide’. Although topics related to ‘self-Iinjury’ 

mainly revealed emotional control and interpersonal functions of self-harm, messages related to ‘suicide’ 

showed more clearly messages about suicide prevention addressing and social problems.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understand the opinions of people who have experienced self-harm and 

suicide accidents and the public voice on self-harm and suicide-related issues could be better understood, 

and that this study seeks for effective self-harm and suicid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measures for 

self-harm and suicide issues.

Key words : Non-Ssuicidal Self-Iinjury, Self-Hharm, Suicide, Test mining, twit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