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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011년부터 국가별 '더 나은

삶의 지표(Better Life Index)'를 공개해오고 있다[1, 2].

삶의만족을위해사회제도를완비하고지원하는것과함

께개인의준비와노력도중요하다. 사람들은개인의삶의만

족을 위하여 안정적인 주거와 높은 소득을 추구하면서도 일

과삶의균형을맞추며건강하고행복하게살아가는것을희

망하고 있다. 따라서 걱정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가 들

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웰에이징(well-aging)에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확대되고 있다. 김경호(2012)

는 웰에이징은 단순히 안티에이징(anti-aging)과 같이 육체

적 노화 혹은 늙어감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늙어가는 것 그

자체를 수용하면서 노년의 시기를 긍정적인 자기 변화의 시

간으로 받아들이려는 삶의 양식과 태도라고 하였다[3].

본 연구는최근사회적관심이높은웰에이징과관련된국

내신문기사를수집하여웰에이징을구성하는요인들을빅데

이터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련 신문기

사로부터출현빈도가높은키워드를파악하고키워드간연

결관계및군집관계를파악하여웰에이징관련정보를제공

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데이터 수집 및 정제

인터넷포탈사이트 중다음(daum)에서검색어 ‘웰에이징’

을 활용하여 2020년 11월까지 발표된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

다. 파이썬웹크롤링을활용하여 1,199개의기사를수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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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들은 개인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
고 있다. 따라서 걱정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웰에이징(well-aging)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웰에이징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웰에이징과 연관된 요인들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파이썬(Python) 기반의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활용하여 2020년 11월까지 포탈 사이트
다음(daum)의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1,199편의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연구 주제에 일치하는 기사 374
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의 빈도분석 결과, ‘노인’, ‘건강’, ‘피부’, ‘웰에이징’, ‘제품’, ‘사
람’, ‘노화’, ‘여성’, ‘국내’, ‘은퇴’ 등의 순서로 상위 10개의 키워드가 중요하게 파악되었다. 또한 출현 빈도가
높은 45개의 중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피부-주름’, ‘피부-노화’, ‘노인-건
강’이 강한 연결 관계를 나타났다. CONCOR 분석을 수행한 결과 45개의 중요 키워드들은 ‘삶과 행복’, ‘질병
과 죽음’, ‘영양과 운동’, ‘힐링’, ‘헬스산업’, ‘노화와 안티에이징’, ‘건강’, ‘노인서비스’의 8개 군집으로 구성되
어, 신문기사들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웰에이징과 관련된 요인들을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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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이중 2007년스포츠신문에게재된기사가가장오래된

기사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대상을 11개 신문사로 구성된

중앙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와 8개 신문사로 구성된 경제지(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

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

경제)로 한정하고 기사 536편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데이터 분석

비정형 데이터로고려되는신문기사내용을기반으로형태

소분석등의자연어처리를수행하여의미있는정보를얻을

수있는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수행하였다. 형태소분

석이란일정한의미를갖는단어의가장작은단위를도출하

는방법이다. 출현빈도가높은 45개의핵심키워드를기반으

로 키워드간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 네트워크를

생성하였으며, 핵심 키워드의 유사성을 파악하고자

CONCOR(Con- vergence of iteration correlation)분석을 수

행하였다. 이와같은분석을수행하기위하여 UCINET 6.7과

NetDraw 2.172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워드 클라우드와 핵심 키워드 분석

신문기사의 내용 중 핵심 키워드를 시각화하는 분석 방법

인워드클라우드분석과출현빈도가높은상위 45개의핵심

키워드를 도출하는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결과 키워드의 길이가 2 이상인 키워드가 68,410회 출현하였

으며 키워드의 종류는 18,842개로 나타났다<Fig 1>.

3.2 사회 네트워크와 CONCOR 분석

출현빈도가높은 45개의핵심키워드의연결및연결강도

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하였다. 사회연결망은그래프의관점으로볼때노드와링크

로 구성된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신문기사를 기반으로 삶의 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웰에이징

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전체인구의 14.3%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4], 점차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

다.

Fig. 1. Word cloud for well-aging

또한노화는나이가들어가며인지기능과신체기능을포함

한 건강의 저하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

은 노화를 죽음에 가까워짐과 연계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갖

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은퇴자와 예비은퇴

자가긍정적인심리를갖는것이중요하며[5], 적극적인운동

을통해행복감을갖을수있다고하였다. 이러한연구내용들

은 신문기사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노인’, ‘건강’, ‘웰에이

징’, ‘노화’, ‘은퇴’ 키워드와 ‘웰에이징-건강’, ‘웰에이징-노인’,

‘웰에이징-노화’ 등의 연결이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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