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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노인일자리에 대한 연구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사회의 관심사만큼이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나 빅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에 관한 뉴스
기사를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최근 10년간의 노인일자
리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노인일자리에 따른 웹 사이트 네이버 검색 횟수 통계치를 확인하고 최근 10년간의 뉴스기사 분석을 위해
2010~2019년까지의 기간을 설정 후, 노인일자리를 주제로 웹 그롤링 도구인 Textom(http://textom.co.kr)
을 통해 네이버의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수집 결과 926건을 기사 제목과 원문을 수집하
였으며, 그중 중복된 기사는 제외하였다.

연구결과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검색을 통한 빅데이터 키워드 노인일자리로 분석한 결과 노인 일자리 단어
의 네이버 검색 횟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노인일자리 관련 뉴스의 제목과 기사에는
사회활동지원사업이 가장 많은 키워드를 차지하였다. 개체명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압도적으로 많았
으며, 텍스트 시각화는 워드클라우드, 네트워크 그래프, 에고 네트워크를 통해 시각화 하였다.

결론

연구 결과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노인 일자리의 세부 유형 및 종류와
관련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향후 시행될 다양한 빅데이터 연구의 기
초자료로써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노인일자리, 빅데이터, 트렌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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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96개국 가운데 8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평균수

따라서 정부는 2004년부터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명이 증가하여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8년

을 실시하고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6년 약

13%를 초과하였으며,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노인복지 사업분야에서

한국 노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호소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움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Korea Seni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OECD 가입국 평균 12.6%보다 3배 이상 높아 압도적으로

2017). 최근 3년간 2016년 노인일자리는 42만개에서 2019

1위이고, 공적연금을 비롯한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수준은

년 64만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80만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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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예정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a).

수 통계치를 확인하고, 최근 10년간의 뉴스기사 분석을

우리나라 노인 60% 이상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

위해 2010~2019년까지의 기간을 설정 후, ‘노인일자리’

로 조사되었다(Jeong, 2017). 노인의 일은 노인에게 소득

를 주제로 웹 그롤링 도구인 Textom(http://textom.co.kr)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

을 통해 네이버의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수집

요하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에 대한 가족

결과 926건을 기사 제목과 원문을 수집하였으며, 그중

과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의의가 있

URL과 내용기반으로 중복된 기사는 데이터 정제하였다.

다(Korean Society for the Elderly, 2000).
Dupuis와 Mannell(1996)은 노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2. 분석절차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라고 하였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일수록 우울 증상이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

1) 네이버 트렌드(네이버 데이터랩)

고 있다(Han, 2019). 또한, 일을 하는 노인은 심리정서적

국내 포털사이트 검색 점유율 79.83%(인터넷 트렌드,

기능이 향상되고,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며, 신체적 및 정

2013.11.11.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신적 건강이 증진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Kang, 2018).

데이터랩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여 ‘노인일자리’에 대한

따라서 노년기의 사회 및 경제활동, 노인 일자리에 관련

검색횟수 통계치를 확인하였다. 데이터 랩은 네이버에 검

된 많은 관심과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색되어지는 검색어트렌드를 네이버통합검색에서 특정 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

색어가 얼마나 많이 검색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도구

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대응과 변화를 예측

로, 검색어를 기준으로 기간, 범위, 성별, 연령을 조건으

하기 위한 정보화기술을 빅데이터(BigData)라 한다. 빅데이

로 검색양을 조해해볼 수 있는 도구이다. 주제어를 최대

터의 분석 결과를 지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단순한 숫자나

5개를 선정하여 서로 비교해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텍스트 제공보다는 차트나 이미지와 같은 시각화를 통해 제

검색어의 추이나 서로 다른 검색어의 비교도 가능한 도구

공하는 것이 중요하다(Cho, Back, Park & Park, 2018). 빅데

로서 비교적 간단하게 빅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활

이터 분석 기술 중,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방대한

용도가 높은 도구이다. 다음 Figure 1은 네이버 데이터랩

문서(Text)속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텍스트

검색어 검색을 통한 빅데이터 키워드 ‘노인일자리’로 분

를 추출한 후 시각화는 중요한 기술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석한 결과이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연구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사회의
관심사만큼이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빅데이터를

2)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사용한 분석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지금의 노

수집된 데이터의 형태소 분석 및 공백, 숫자, 기호, 부

인세대 보다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사, 조사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수행되었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인

단어 빈도분석, 기관 개체명 인식, 텍스트 시각화의 순서

일자리에 동향 파악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로 진행하였다.

라서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뉴스기사를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최근 10년간의 노인일자리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1. 네이버 검색 횟수

Ⅱ.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다음 Figure 1은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검색을 통한
빅데이터 키워드 ‘노인일자리’로 분석한 결과이다(Figure
1). 그래프는 10년의 기간 동안 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에 따른 네이버(naver) 검색횟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나타

뉴스기사 빅테이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트렌드 분석: 2010-2019년 15

Figure 1. 'Senior jobs' Naver Data Lab search term
Table 1. the frequency of words for elderly jobs

(962개)

Key word

Fre.

Key word

Fre.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s

362

Social activity

128

Recruitment of participants

226

Business elderly jobs

117

Elderly

185

Provision

102

Jobs

178

Expansion

85

Support

162

Government

74

Participants

148

Job creation

68

Target

133

Healthy old life

6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33

Public interest activities

58

내고 있다. 즉, 가장 많은 조회수를 100으로 두고 환산하

지부’(133), ‘사회활동’(128), ‘노인일자리사업’(117), ‘한

여, ‘노인일자리’ 검색량의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국노인인력개발원’(96) 순으로 나타났다.

2. 단어 빈도분석

3. 개체명 인식

‘노인일자리’로 제목과 원문이 수집된 기사의 추출된

기관 범주에 따른 개체명의 분류와 빈도수를 보면, 보

단어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중복

건복지부(12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부(47), 우

을 제외한 정제데이터를 빈도분석 한 결과는 ‘사회활동지

리은행(4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범주에 따른 개체명은

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362), ‘참여자모집’(226), ‘어르

서울시(54), 여수시(44), 수원시(41) 순으로 나타났다.

신’(185), ‘일자리’(178), ‘지원’(162), ‘대상’(133),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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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텍스트 시각화

워드클라우드 시각화에서는 참여자모집, 어르신, 일자
리 보건복지부,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사회활동 한국노

텍스트 시각화를 위해 926건의 기사에서 텍스트 전처

인인력개발원의 텍스트가 시각화 하였고(Figure 2), 네트

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0개의 단어들을 선정하여 분

워크 그래프에서는 참여자 모집, 사회활동지원사업, 참

석한 후 워드클라우드, 네트워크 그래프, 에고 네트워크

여, 일자리, 지원 등의 텍스트가 시각화 하였다(Figure 3).

로 시각화하였다(Figure 2, 3, 4).

에고 네트워크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사회활동지
원, 어르신, 참여, 지원으로 시각화 하였다(Figure 4).

Ⅳ. 고 찰
본 연구는 빅데이터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노인일자리에 관한 기사 수집과 분석을 통
Figure 2. WordCloud Visualization

해 노인일자리 동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네이버 트
렌드의 검색횟수와 네이버 뉴스 기사를 텍스트 마이닝으
로 분석하여 10년간의 핵심어 분석과 텍스트 시각화의 연
구과정을 거쳤다.
노인일자리 단어의 네이버 검색 횟수는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에 있으며, 본 연구의 노인일자리 관련 뉴스의 제
목과 기사에서 단어 빈도분석은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자 모집,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사회활
동, 노인일자리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순으로 나타났
다. 사회활동지원사업이 가장 많은 키워드를 차지하였는
데, 이는 노인세대가 시장형보다는 사회공헌형에 더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는 Kim (2013) 연구의 결과와 연관 지어

Figure 3. Network Graph Visualization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부터 보충적 소득보장, 노동참여 기회보장, 사회참
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
리를 창출하고 이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나아
가 사회적 부담의 경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자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노인일자리사업에 긍정적 효과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으며(Park, 2017), Yoo(2016)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긍정적 효과로 소득
증진 효과와 신체⋅정신적인 건강증진 효과, 다양한 관계
증진 효과, 고독⋅외로움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노인일자리사업에 긍정적 효과를 확인
하고 시행함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된 노인일자리 사업

Figure 4. Ego Network Visualization

은 유형과 규모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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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보아 본 연구에서도 노인일자리 관련 뉴스의 제목

협약 체결, 노인일자리사업 지구촌 한가족 전통문화체험

과 기사에서 사회활동지원사업과 다음으로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원으로 이와 같

이 가장 많은 키워드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회활동

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Woori Bank, 2019).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참여자 모집, 어르신, 일자리 등의

지역 범주에 따른 개체명으로는 서울시, 여수시, 수원시

순으로 키워드를 차지 한 것으로 확인된다. Yeom(2019)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노인의 사회

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이 있거나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와 여가 및 사회통합 지원 등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가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끼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 노인

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경험을 늘려가는 것

일자리 민생 지원으로 상품권을 지급과 어르신일자리 시

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좀 더 많은 노인이 활동할 수 있

범사업 모집 공고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노인들은 노인일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Seoul City, 2020). 여수시에서는

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어르신문화체육센터의 주차장 확충 등 노인일자리 및 사

할 것이며, 지금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홍보가 필

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8천209개의 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하

본 연구에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 범주에 따른

는 등 노인 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을 밝혔다(Yeosu City,

개체명의 분류와 빈도수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정부,

2020). 수원시에서는 수원시니어클럽에 노인일자리 참여

우리은행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가 압도적으로

어르신분들이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

등 기부운동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Sowon

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참여자 모집 역시 보

City).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노

건복지부에서 모집하고 있기에, 관련 기관 범주에서 125

인의 사회참여와 여가 및 사회통합 지원 등을 위해 많은

건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또한 맞지만, 본 연구에서는 뉴스

원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 23조에 의거 어르신이 활

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이기에 각 지자체에서 노인일자

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

리사업 홍보를 뉴스기사를 통해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리⋅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세

본 연구에서 노인 일자리 텍스트 시각화를 위해 925건

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과 활동내용이 다르며, 보건

의 기사에서 텍스트 전 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0

복지부에서는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

개의 단어들이 선정되었으며, 이것을 워드클라우드, 네트

하여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2020년 올해 64만 개에서

워크 그래프, 에고 네트워크로 시각화 하였다. 시각화한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체계는 지

결과 단어 빈도분석과 개체명 인식의 결과와 같이 참여자

자체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추진되며, 지자체에서는 복

모집, 어르신, 일자리,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부에서 지자체, 수행기관 순이며, 민간에서는 복지부,

등 시각화가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인력개발원, 기업 등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협회

본 연구의 제한점은 2010년부터 2019년동안 노인일자

의 재능나눔으로 시행된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은퇴세

리에 관한 뉴스기사를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여 자료를

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수집,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최근 10년간의 노인일자

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여금 수급

리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하나의 특정 웹사이트 네이버

자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뉴스기사만을 파악 한 점과 뉴스기사만을 파악한 결과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Ministry

는 노인 일자리의 세부 유형 및 종류에 대해서는 파악하

of Health and Welfare, 2019b).

기 어려운 점은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으로 확인된다.

기관 범주에서 세 번째를 차지한 우리은행에서는 2019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활동

년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노인일자리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세부 유형 및 종

업 홍보대사로 나섰으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류에 대한 연구와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트렌드 분석이 필

18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제12권1호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양한 분석기법을 시용하

life.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여,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74(3), 93-116.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에 관한 뉴스기사를 빅

Jeong, G. H. (2017).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시

the Elderly.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각화하여 최근 10년간의 노인일자리 트렌드를 파악하고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자 하였다.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Kang, E. N. (2018). The Multidimensional changes of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

Senior Social Activities and Job Program's Participants:

인일자리에 동향을 토대로 관련 핵심 키워드를 확인하였

Focused on civic service activities and market-type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는 향후 시행될 다양

working group.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한 빅데이터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을 기대한다.

Welfare, 73(3), 29-53.
Kim, J. S., & Kim, S. W. (2013). The factors of babyboomer's sustainability in senior work. Korean Society

Ⅴ. 결 론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3(2), 73-88.
Korea Seni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본 연구는 빅데이터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7). Active Aging, Successful Aging. Seoul, Korea:

2019년까지의 노인일자리에 관한 기사 수집과 분석을 통

Korea Seni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해 노인일자리 동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Korean Society for the Elderly. (2000). understanding of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이 활발

senescence. Seoul, Korea: Daeyoungbooks. pp. 217-235.

히 진행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2016 Senior

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노인 일자리의 세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ies project compre-

부 유형 및 종류와 관련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hensive information.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사료된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구에서는 연구방

and Welfare.

법론을 보완하여 다양한 분석을 제안하며, 본 연구가 향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2018 Senior

후 시행될 다양한 빅데이터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ies project comprehensive

것을 기대한다.

information.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a). 2020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ies project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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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end of the elderly jobs using news article Big date: 2010-2019
Kim, Young-A*, M.S., P.T., Park, Yoon-He**, Ph.D., O.T.R.,
Cha, Su-Min**, Ph.D., O.T.R., Lee, Hye-Jin**, M.S., O.T.R.
*Dep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Inje University
of Occupational Therapy, Choonhae College of Health Sciences

Objective

: As for the research on the jobs for the elderly, as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s the
interests of society in the age of aging, analytical research using big data has not been
condu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and analyze data using the big data technology
for news articles about the elderly jobs, and visualize them to grasp the trend of the elderly jobs
in the last 10 years.

Methods

: We used Naver's news database through texttom, a web-rolling tool, by setting the longest period from 2010 to 2019 to check the statistics of the number of Naver searches on the website
according to the jobs of the elderly and to analyze the news articles of the past 10 years. As
a result of collection, 926 titles and original texts were collected, and duplicate articles were
excluded.

Results

: Analyzing data related to elderly jobs, indicated that searches on naver these keywords is
steadily increasing. An analysis of news and article titles revealed that elderly job related news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s were the most common keywords. Additionally, the contribut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in a large part of the data set. Text visualization was
done by word clouds, network graphs and ego network.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at job services for the elderly are progressing, especially through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s'. We therefore conclude that constant attention and support for elderly
jobs related projects is required and tha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rends related to the types
of senior job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various big data studies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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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rly jobs, Big date, Trend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