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우리나라는최근스마트폰보급의확산에따

라모바일인터넷과SNS 이용이급속히증가하

고있다. 2011년7월현재우리나라의만3세이

상인구의인터넷이용률은78.0%이며이중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6.5%가 1년 이내

SNS을 이용하고 있으며, 만 6∼19세의 인터넷

이용자중78.9%1)가친구관계를강화하거나일

상의 스트레스를해소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

고 있다2). SNS는 개인, 집단, 사회의 관계를 네

트워크로파악하는사회관계망서비스3)로실시

간성과가속성이라는특징을지녔기때문에어

떠한 매체보다 이슈에 대한 확산속도가 빨라,

개개인의 단순한 생활내용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의 문제에 대한

이슈가SNS를통해확산되고있다4). 

이러한 SNS를 통하여 전송되는 데이터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국가와 기업

에서 새로운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그리

고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빅 데이터의 활

용과분석을적극적으로시도하고있다.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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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소셜빅데이터를활용한우리나라자살검색요인과자살검색예측모형을개발하기위해다변량분석을실시하 다. 일일전체
자살자수가많을수록, 음주검색이많을수록, 이혼율이높을수록, 출산율이낮을수록, 평균습도가높을수록성인의자살검색은증가하는것
으로나타났다. 일일청소년자살자수가많을수록, 스트레스와음주검색이많을수록, 미세먼지량이적을수록청소년의자살검색은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검색에서 운동·음주·자살 검색으로 가는 경로에 청소년이 더 강하게 향을 받고 있으며, 음주 검색에서 자살
검색으로가는경로는성인만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성인과청소년이온라인상에서자살과관련된담론을주고받을때, 자살예측
모형에따른위험징후가예측되면실시간으로개입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가칭: 생명존중온라인게이트키퍼)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1)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2011년 인터넷 실태조사.
2) 이창호(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http://ko.wikipedia.org/wiki/. 2013. 7. 14.
4)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국정운 선진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분석 기반의 국민공감 정책수립 방안, p.2.



문에서유전자와생명연구자원공유를통한질

병 예방 및 예측, 치료, 그리고 환자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국적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업들과웹(web) 검색포털(portal)

사이트들은서버에저장된빅데이터를분석함

으로써다양한가치정보를생산하고있다5).

SNS는청소년들이일상생활속에서갖는우울

한감정이나스트레스, 고민을들을수있고행태

를이해할수있는공간으로SNS 상에서나타나

는자살에대한감정표현이나심리적위기행태

들을분석하게되면위험징후와유의미한패턴을

감지하여자살을예방하는데긍정적효과를발휘

할수있다6). 우리나라의보건복지분야에서는이

미수많은정형화된빅데이터가정부및공공기

관에서관리되고있으나정보접근의어려움으로

활용이 미흡한 반면, 민간기관의 검색포털이나

SNS에서 관리되고 있는 비 정형화된 빅 데이터

의분석과활용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한편, 우리나라는급격한사회·경제적변화

속에자살률이2004년부터OECD 국가중최고

의 수준이며, 특히 청소년계층의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

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자살의 연

구는 통계자료와 조사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 간 자살률 비교나 자살요인 등에 초점을

맞춘연구가진행되어왔으나이러한연구는자

살에 대한 개별적 변인을 보는 데에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대상자로부터파악한변수들이지

역변수나 사회·환경적인 변수와 얼마나 어떻

게관련되는지는불분명하며, 실시간으로원인

을분석하는데는한계가있다. 

본 연구는 소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살

검색의개인별요인과지역/환경적요인을검증

함으로써자살과관련된실질적인행동을예측

하여 정부차원의 온라인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연구는소셜빅데이터를활용하여우리나

라의자살검색요인과자살검색예측모형개발

을 위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 성인과 청

소년집단의자살요인의비교분석은다중집단

구조모형7)으로 구성하 고(그림 1), 월별 청소

년자살률, 기후, 경제활동과일별스트레스, 음

주, 운동 검색량이 청소년 자살 검색의 결정요

인에미치는 향을분석하기위하여다층모형

(Multi-level Model)으로구성하 다(그림2).

본연구모형에따른구체적은연구가설은다

음과같다.

1) 성인과 청소년의 자살검색의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2) 성인과청소년의자살검색요인의구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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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licy Exchange(2012). The Big Data Opportunity: Making government faster, smarter and more personal.
6)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소셜 분석으로 살펴본 청소년 자살예방정책의 시사점, p.7.
7)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제안된 스트레스가 건강생활실천요인(음주, 운동)을 매개하여 자살에 향을 미칠 것이라

는 스트레스 취약모형을 적용함.



형은차이가있는가?

3) 성인과청소년의자살검색요인의구조모

형에서 건강생활실천요인(음주, 운동)의

매개효과는있는가?

4) 청소년의자살검색에 향을주는일별요

인과월별요인은무엇인가?

2) 연구대상 및 측정
도구

본 연구는 국내의 온

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

그, 카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게시판 등 인터

넷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 데이터8)를 대상으로

하 다. 2011. 1. 1∼

2011. 12. 31(365일)까

지 해당 채널에서 자살

관련 토픽(성인추정

Buzz: 321,506건, 청소년

추정 Buzz: 67,742건)을

수집하 으며, 수집된

토픽 중 스트레스(성인

Buzz: 14,504건, 청소년

Buzz: 9,232건), 음주(성

인 Buzz: 2,241, 청소년

Buzz: 2,818건), 운동(성

인 Buzz: 6,256, 청소년

Buzz: 6,629건) 토픽을 추출하여 분석하 다9).

본 연구의 측정도구 중 종속변수로는 소셜 빅

데이터에서 수집된 자살 검색량을 사용하 으

며 독립변수10)로는 소셜 빅 데이터에서 수집된

스트레스·음주·운동 검색량과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자료의 2011년 일별 전체 자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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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1(다중집단 구조모형)

그림 2. 연구모형 2(다층 모형)

Monthly Characteristic(Level 2)

•Youth Suicide Rate(YSR)
•Average Humidity(AH)
•Economic Participation(EP)

•STress Search Volume(STSV)
•Drinking Search Volume(DSV)
•Exercise Search Volume(ESV)

Suicide
Search Volume

(SSV)Daily Characteristic(Level 1)

8) 본 분석에서는 214개의 온라인 뉴스사이트, 4개의 블로그(네이버, 네이트, 다음, 티스토리), 2개의 카페(네이버, 다음), 2개의
SNS(트위터, 미투데이), 6개의 게시판(네이버지식인, 네이트지식, 다음지식, 네이트톡, 네이트판, 뽐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집
가능한 텍스트 기반의 웹문서를 소셜 빅 데이터로 정의함.

9) 본 연구를 위한 소셜 빅 데이터의 수집 및 토픽 분류는‘SK텔레콤 스마트 인사이트’에서 수행함.



와청소년(19세미만) 자살자수, 기상청의일별

평균습도와 미세먼지량을 사용하 다. 그리고

자살검색 예측모형에는 통계청의 월별 이혼자

수와출산아수통계자료를사용하 고, 다층분

석의 일별 독립변수로는 스트레스·운동·음

주 검색량을 사용하 으며, 월별 독립변수로는

통계청의 2011년 월별 청소년 자살자 수, 경제

활동 참가율, 기상청의 2011년 월별 평균습도

자료를사용하 다.

3) 통계분석

본연구의구조모형적합도비교에는증분적

합지수인 NFI, CFI와 절대적합지수인 RMSEA

를 사용하 다. 모형추정은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L)을사용하 으며, 결

측치 문제의 해결은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사용

하 다. 본연구의간접효과에대한유의성검증

은모든자료가정규성분포를따른다는가정하

에 유의성을 검증하는 Sobel Test11)를 실시하

다. 그리고본연구의다층모형의모수추정방식

은 한정최대우도추정법(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REML)을 사용하 다. 고정효과의

최종추정은 종속변수의 분포를 정상분포로 가

정하지않는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 다. 본연구의기술분석과자살검색예

측모형개발은SPSS 20.0을사용하 고, 구조모

형과 다중집단 분석은 AMOS 20.0을 사용하

다. 그리고청소년자살검색결정요인의다층모

형분석은HLM 7.0을사용하 다.

3. 연구결과

1) 자살 검색 예측모형

본연구에서는성인자살검색의예측을위하

여전체자살률, 음주검색, 이혼율, 출산율, 평균

습도를사용하 으며청소년자살검색을예측

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살률, 스트레스 검색, 음

주 검색, 미세먼지량을 사용하 다12). 성인자살

검색의 예측모형은 <표 1>과 같다. [모형 1]은

2011년일별전체자살률이성인자살검색에미

치는 향을예측하는것으로성인자살자수가

많을수록(자살률이높을수록) 성인의자살검색

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모형 2]는일별

전체자살률과음주검색이자살검색에미치는

향을예측하는것으로자살자수가많을수록,

음주검색이많을수록성인의자살검색은증가

하는것으로나타났다. [모형3]은일별전체자

살률, 음주 검색, 이혼율이 자살검색에 미치는

향을예측하는것으로자살자수가많을수록,

음주검색이많을수록, 이혼율이높을수록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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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 연구의 자살검색 예측 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 중, 자살률은 일일 자살자 수를 의미하며, 이혼율과 출산율은 각각 월별 이혼자
수와 출산아 수를 일별 단위로 공동으로 적용하 음. 

11) Preacher, K. J., & Hayes, A. F(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pp.717~731.

12) 본 연구의 자살예측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된 변인들은 모델링 과정을 거쳐 유의미한 변인들만 모형에 적용하 음.



의자살검색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모

형4]는일별전체자살률, 음주검색, 이혼율, 출

산율이자살검색에미치는 향을예측하는것

으로자살자수가많을수록, 음주검색이많을수

록, 이혼율이높을수록, 출산율이낮을수록성인

의자살검색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모

형5]는일별전체자살률, 음주검색, 이혼율, 출

산율, 평균습도가자살검색에미치는 향을예

측하는것으로자살자수가많을수록, 음주검색

이많을수록, 이혼율이높을수록, 출산율이낮을

수록, 평균습도가높을수록성인의자살검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자살검색을

예측하는모형의그래프는〔그림3〕과같다.

자살관련 Buzz가 급속히 전파되는 1 주간의

시차(time lag)를 적용하여13) 자살률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표 2>, 〔그림 4〕와 같이

예측도가조금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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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URL을 통해 확산되는 자살관련 Buzz는 약 3주 정도의 생명주기를 가지며, 발생 후, 첫 주에 급속히 전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음(한국정보화진흥원(2012). 전게서, p.16).

14) Table 1과 Table 2에서 모델 5의 경우, 예측도는 89.59%에서 89.64%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성인의 자살 검색 예측모형

독립변수

(상수)
자살률

음주검색량
이혼율
출산율
평균습도
수정된R2

F

Model 1
β

1.409
.827

.040
16.212***

4.21***
4.03***

1.736
.448
.526

.270
61.901***

5.91***
2.47***
10.34***

-25.351
.503
.407

6.802

.457
93.121***

-9.91***
3.20***
8.98***
10.64***

4.421
.329
.373
4.436

-4.368

.546
99.787***

1.01
2.26***
8.96***
6.78***

-8.06***

2.574
.249
.347
4.346

-4.063
.522

.555
82.916***

.59
1.70*
8.18***
6.70***

-7.41***
2.73***

t β t β t β t β t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 p<0.01, ** p<0.05, * p<0.1

표 2. 성인의 자살 검색 예측모형(1 주간 time lag 적용)

독립변수

(상수)
자살률

음주검색량
이혼율
출산율
평균습도
수정된R2

F

Model 1
β

1.326
4.261

.046
18.153***

3.98***
4.26***

1.423
.626
.531

.297
68.897***

4.80***
3.50***
10.81***

-24.590
.744
.416
6.508

.470
96.334***

-9.68***
4.75***
9.45***
10.30***

1.716
.559
.382
4.513

-3.929

.543
96.479***

.393
3.78***
9.28***
6.94***

-7.16***

-.699
.475
.351
4.358

-3.481
.619

.555
81.442***

-.16
3.21***
8.39***
6.78***

-6.23***
3.19***

t β t β t β t β t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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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인의 자살 검색 예측 모형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청소년자살검색의예측모형은<표3>과같

다. [모형 1]은 2011년일별청소년(19세이하)

자살률이 청소년 자살 검색에 미치는 향을

예측하는것으로청소년자살자수가많을수록

(자살률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살 검색은 증

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모형2]는일별청소

년자살률과스트레스검색이자살검색이미치

는 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자살자 수가 많을

수록, 스트레스 검색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자

살검색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모형3]

은일별청소년자살률, 스트레스검색, 음주검

색이 청소년 자살 검색에 미치는 향을 예측

하는 것으로 자살자 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검색이 많을수록, 음주 검색이 많을수록 청소

년의 자살 검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는일별청소년자살률, 스트레스검색,

음주 검색, 미세먼지량이 청소년 자살 검색에

미치는 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자살자 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검색이 많을수록, 음주 검

색이많을수록, 미세먼지량이적을수록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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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인의 자살 검색 예측 모형(1주간의 time lag 적용)

Model
3

Model
4

Model
5



의 자살 검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

소년의 자살검색을 예측하는 모형의 그래프는

〔그림5〕와같다.

2)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자살요인의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은 연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집단 간 등가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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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청소년의 자살 검색 예측 모형

Model
3

Model
4

표 3. 청소년의 자살 검색 예측모형

독립변수

(상수)

자살률

스트레스검색량

음주검색량

미세먼지량

수정된R2

F

Model 1
β

1.957

.290

.023

6.421***

.448

95.430***

.456

65.464***

.467

51.629***

68.86***

2.53**

.648

.187

1.003

6.48***

2.17**

13.40***

.624

.173

.913

.178

6.22***

2.01**

10.94***

2.34**

.939

.192

.935

.176

-.214

5.75***

2.24**

11.25***

2.34**

-2.43**

t β t β t β t
Model 2 Model 3 Model 4

*** p<0.01, ** p<0.05, * p<0.1



과정을거쳐경로계수간유의미한차이를검증

하 다. 다중집단구조모형분석을위한연구모

형의 적합도는 χ2(df, p)=59.411(8, p<.000),

NFI=0.954(양호), TLI=0.847(보통), CFI=.959(양

호), RMSEA=0.094(보통)으로 대부분의 적합도

에서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성인과청소년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 검색에서 운동·음주·자

살검색으로가는경로와자살검색에서자살률

로가는경로가청소년의경우음주검색에서자

살검색으로가는경로를제외하고모든경로에

서정적(+)으로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

타났다(표4, 그림6). 

스트레스 검색과 자살 검색의 경로에 음주

검색과운동검색의매개효과를살펴보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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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살 검색 다중집단(성인, 청소년)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Path

Stress→Drinking

Stress→Suicide

Stress→Exercise

Drinking→Suicide

Exercise→Suicide

Suicide→Suicide Rate

Adult Youth
B(β)

.335(.385)

.432(.457)

.599(.555)

.247(.228)

.271(.310)

.052(.204)

7.610

10.986

12.468

6.257

7.830

3.980

**

**

**

**

**

**

.572(.513)

.808(.525)

.721(.761)

.051(.037)

.348(.214)

.093(.172)

11.347

8.749

22.379

.868

3.827

2.671

**

**

**

.385

**

**

C.R. P B(β) C.R. P

** p<0.01, * p<0.05

그림 6. 자살 검색 다중집단 구조모형

** p<0.01, * p<0.05, 경로계수: 성인(청소년)



<표5>와같이효과분해를실시한결과, 성인과

청소년모두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on)가

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우리나라성인과

청소년모두스트레스를경험할경우건강생활

실천요인(음주, 운동)을 많이 찾게 되고 이러한

건강생활실천요인이 자살 검색에 향을 미치

고궁극적으로자살률에 향을주는것으로나

타났다.

3) 청소년 자살 검색요인 다층모형 분석

청소년의 자살검색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층

분석은<표 6>과같이 3개의분석모형으로검

증하 다.

기초모형(Model 1)에서 청소년의 일별 평균

자살 검색량은 184.18건으로 자살 검색량은 월

별로상당한변량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

서일별자살검색량에대한총분산중월별수

준의분산이차지하는비율이57.1%로자살검

색량이일별요인에의해서도 향을받지만월

별요인에도 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무조

건적 기울기모형(Model 2)에서 음주 검색량은

자살검색량에 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

고스트레스검색량과운동검색량은통계적으

로유의미하여자살검색량에 향을주는것으

로나타났으며, 일별특성에서스트레스검색량

이높아질수록자살검색량이높아지며, 이러한

효과는월별에따라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

났다. 조건적모형(Model 3)에서일별요인인스

트레스검색과운동검색에유의미한차이를보

이고있어청소년이스트레스를많이검색하고

스트레스해결을위한운동을많이검색할경우

자살검색에 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

고, 월별청소년자살률과평균습도는자살검색

량에정(+)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청

소년의 자살률과 평균습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의자살검색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결론 및 정책제언

본연구는소셜빅데이터를활용하여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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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음주 검색과 운동 검색의 매개효과 분석

경로

음주매개효과

스트레스→자살

DP→MP2)

운동매개효과

스트레스→자살

DP→MP2)

성인
총효과

.708

.708***→.593*** .708***→.669***

.593 .115*** .706 .669 .038*

.708

.708***→.503*** .708***→.535***

.503 .204*** .706 .535 .171***

직접효과 간접효과1)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1)

청소년

주: 1) Sobel Test: *** p<0.01 ** p<0.05 * p<0.1
2) Mediator Effect: DP(Direct Path coefficient), MP(Mediator Path coefficient) 



라의 자살 검색 요인과 자살 검색 예측모형을

개발하기위해다변량분석을실시하 으며, 분

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일일자살자수가많을수록, 음주검색

이 많을수록, 이혼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

을수록, 평균습도가높을수록성인의자살검색

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스트레스로

인해우울이나알코올중독이발생하고, 배우자

의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자살률이 높고, 대기

오염이 높으면 자살률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15)

들을지지하는것으로각각의요인에대한정부

차원의효과적인대책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일일 청소년의 자살자 수가 많을수록, 스

트레스 검색이 많을수록, 음주 검색이 많을수

록, 미세먼지량이적을수록청소년의자살검색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인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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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청소년의 자살 검색 결정요인의 다층모형 분석

Model
Parameter

Fixed effect

Level 1

Intercept(γ00)

STSV

DSV

ESV

YSR

AH

EP

Level 2

Random effect

level 2, υ0
level 1, γ

STSV

DSV

ESV

ICC

Model 1
Unconditional model

Coef.

1.99

σ2

.08

.06

.571 .903 .857

χ2

423.87***

S.E.

.08***
Coef.

1.12

.40

-.00

.25

Coef.

-3.77

.42

-.00

.24

2.16

1.83

.68

σ2

.18

.03

.10

.06

.08

S.E.

6.81

.11**

.07

.09*

.92*

.47**
4.19

χ2

70.50***

28.94***
36.54***
19.44*

S.E.

.16***
.11*
.07

.09*

σ2

.28

.03

.11

.06

.07

χ2

90.99***

28.97**
36.72***
19.13*

Model 2
Unconditional Slope model

Model 3
Conditional model

*** p<.001, ** p<.01, * p<.05

15) Izadinia, N., Amiri, M., Jahromi, R. G. & Hamidi, S.(2010).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s,
depression, anxiety, resiliency, daily stresses and mental health among Teheran university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pp.1615~1619.; Stack, S.(1981). Divorce and Suicide. Journal of
family Issues, 2, pp.77~90.; Biermann, Teresa, Nikolaos Stilianakis, Stefan Bleich, Norbert Thurauf, Johannes
KOrnhuber and Udo Reulbach(2009). The hypothesis of an impact of ozone on the occurrence of completed
and attempted suicides, Medical Hypotheses, 72, pp.338~341.



소년의 자살 검색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두 집

단 모두 스트레스 검색에서 운동/음주/자살 검

색으로가는경로와자살검색에서자살률로가

는 대분분의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고 있고 스트레스 검색에서 음주·운

동·자살검색으로가는경로에청소년이더강

하게 향을 받고 있으며, 음주 검색에서 자살

검색으로가는경로는성인만유의한 향을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은 학업문

제, 학교폭력, 취업, 경제문제등의다양한문제

로인해성인보다생활스트레스가더욱심각하

다는것을나타내는것으로청소년의스트레스

를해소할수있는학교차원의다양한프로그램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스트레스 취약

요인(음주, 운동)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인

과청소년모두스트레스취약요인의부분매개

효과(partial mediation)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 자살 검색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층모형분석결과, 일별요인인스트레스검색

과 운동 검색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별 청소년 자살률과 평균습도는

청소년 자살 검색에 정(+)적 향을 미치는 것

으로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과

관련한정책적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자살을검색하게된다. 따라서청소년의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다양한 프로

그램의마련과함께성인의경제활동으로인한

스트레스를해소시킬수있는직장차원의프로

그램이개발되어져야할것이다. 

둘째, 성인과청소년은온라인상에서자살과

관련한담론을주고받고있으며이러한언급이

실제적인 자살과 관련된 심리적·행동적 특성

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살 예측모형에

따른 위험징후가 예측되면 실시간으로 개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가칭: 생명존중 온라인

게이트키퍼(Gate Keeper))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생명존중 온라인 게이트키퍼’는 자살

에대한위험징후가예측되면소셜담론의분석

에서 추측된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실시간으로제공할수있도록개발

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지역별소셜빅데이터

와 지역 요인의 연계를 통한 지역별 자살 예측

모형을개발하여실시간으로자살을사전에방

지할수있는시스템(가칭: 지역생명존중예보

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이다. ‘지역생명존

중예보시스템’은지역별생명존중관련기관에

지역별자살예보를 1주또는월단위로제공하

여지역별자살행동의원인에대해적극적대응

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지속적으로실시함

으로써지역주민의생명존중인식을강화할수

있을 것이다. 넷째, SNS에서 주고 받는 자살관

련소셜담론은개인이일상생활에서갖는우울

한 감정이나 고민이 기록되는‘온라인 심리적

부검보고서’라할수있으며, 핀란드가‘오프라

인 심리적 부검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

의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자살률을 줄 다

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IT 기술과 소

셜 빅 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으로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의마련이가능할것으로본다.

새로운정보원천인빅데이터를우리나라보

건복지분야에활용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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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필요하다16).

첫째, 보건복지 빅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차원의가칭(보건복지빅데이터관리위

원회)의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

분야의비정형화된빅데이터를관리하고있는

민간기관(검색포털이나SNS 등)과의긴 한협

조체계(가칭: 보건복지 빅 데이터 포럼)가 구축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차원의 오픈 API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제

공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분야의 보건복지 빅

데이터의공개는관련기관과빅데이터전문가

의 참여로 정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분류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를철저하게보안하여국가지식플랫폼에저장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건복지 빅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스마트 시대에는 비 관계형, 비 정형 데이터의

저장과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시멘틱 검색서

비스, 인공지능, 통계분석 기술 등에 대한 표준

화와적용사례발굴을위한시범사업이우선적

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구조화되

지 않은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는데이터사이언티스터(Data Scientist)의

인재양성이필요하다. 빅데이터시대에는데이

터를관리하고분석할수있는데이터사이언티

스터의역할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데이터사

이언티스트양성을위한국가적차원의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

리나라의보건복지통계를생산하는전문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민간기관·

대학이 연계하여 빅 데이터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인재양성을위한교육협력체계가우선적

으로 논의되고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빅데이터의소유권에대한법적인논의가있어

야 할 것이다. SNS의 등장은 개인이 빅 데이터

를생산하는스마트프로슈머로변화하기때문

에개인에게필요한정보를생산하여개인에게

돌려주는등의법적인책임이강화되어야할것

이다. 마지막으로빅데이터의프라이버시보호

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빅 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 분야에서 개인정

보의유출은개인의심각한프라이버시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빅

데이터에서개인을식별하지못하도록하는익

명화의기술개발과함께정보접근및정보처리

에 대한 통제가 요구된다. 지나친 익명화와 정

보접근및정보처리에대한통제를강하게하면

정보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

빅데이터의‘활용과보호의균형’에대한가장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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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략은‘송태민. 보건복지 빅 데이터 효율적 활용방안. 보건복지포럼(2012. 11)’의 내용을 수정·보완 한 것임
을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