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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기록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술

연구 성과인 논문 및 특허 데이터의 비중 역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방대한 디지털 기록물

에 내재된 수많은 서지 정보를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도출해내는 계량정보 분석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 되고 있다. 노년학 분야에서도 최근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디지털 기록물로

제공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국내 노년학 분야의 연구 성과물들을

체계적으로 자동 분류하고, 분류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연도별 군집결과 추이그래프와 군

집성장도 분석을 통하여 국내 노년학의 연구 동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rapid growth of information and computer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numbers

of digital documents, research publications, and patents have been recently exploded.

Therefore, the computational bibliometrics, which analyze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a

scholarly fields and derive novel knowledge, have been more important than ever. Since

many of research results are provided in digital media day by day, the automatic method

for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gerontology publications is strongly necessary. In this

paper, we systematically construct a taxonomy for research publications of gerontology in

automatic manner with well-known lexical analysis technique and hierarchical-clustering

method. We als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gerontology by means of clustering

results with the year-cluster trend graph and weighted cluster growth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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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및 사망률 저하 등에 따라 노인인구의 절대 수 및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노인인구비율은 전체인

구의 10.3%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2019년이 되면 노인인구비율이 14.4%를 넘어 ‘고령 사

회(aged society)'가, 2026년에는 20.8%를 넘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통계, 2008). 인구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노년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디지털 기록물이 급증하

게 되었으며, 사용자가 방대한 디지털 기록물로부터 적합한 지식 정보를 검색, 분류, 분석하

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대량의 디지털 기록물로부터 의미 있는 지식을 추

출하기 위한 지식탐사 기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승현우, 박미영, 2003). 최근 들어

학술 연구 성과인 논문 및 특허 데이터 등도 디지털 기록물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

한 연구 성과물에 내재된 수많은 서지 정보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지식을 도출해내는 계량정

보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계량정보 분석 방법에서는 관련 문서를 체계

적으로 분류 및 분석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탐색하거나, 관련용어간의 유사도 정도에 따라

문서를 군집화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방래 외, 2007; 이재윤, 2006; 이재윤 외, 2007;

Egghe, L., 2005, 2006).

최근의 문헌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디지털 기록매체를 효율적으로 분류 및 분석하기 위하

여 전산학과 문헌정보학의 학제 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적구조분석에 텍

스트 마이닝의 군집화 기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국내 연구자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

방래 외, 2007; 이재윤, 2006; 이재윤 외, 2007). 그러나 노년학 분야에서도 최근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디지털 기록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학 연구 분야의 검색, 분류

및 분석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지 이동원, 임원희(1995)가 1984년부터 1994년

까지의 노년학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 판단으로 수작업을 통하여

노년학분야의 연구 성과물들을 분류 및 정리한 것으로 자동 분류와는 거리가 먼 방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노년학 분야의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자동 분류 및 분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전처리과정으로, 노년학 분야의 논문 제목으로부터 형태소

분석 작업을 통하여 명사 및 복합명사를 추출한 후, 단어별 가중치 값의 계산 및 불용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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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문헌별 단어 가중치 행렬의 생성 및 문헌 간 유사도 행렬을 생성하였다. 이후, 텍스트 마

이닝의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국내 노년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자동분류하고, 군집분

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연도별 군집결과 추이그래프와 군집성장도 분석을 통해 최근 노년

학의 연구 동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의 수집과 전처리과정

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계층적 군집화의 결과와 분석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

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논한다.

Ⅱ. 자료 수집 및 전처리과정

본 연구에서는 노년학 연구의 계층적 군집분석을 위하여 노년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지역정책연구

원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논문집에 정식 게재된 논문들로 실험 데이터를 제한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국내 노년학 동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학술논문 지식 베이스 웹페이지 디비피아 (http://www.dbpia.co.kr)

를 통해 검색된 2005년부터 2008년도 초까지의 83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의 입력으로 사용될 문헌 간 유사도 행렬을 생성하기 위하여, 실험 데이터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의 제목으로부터 형태소 분석기 KLT-2005를 이용하여 명사 및

복합명사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명사 및 복합명사를 대상으로 수식 (1)의 단어별 가중치 값

인 tf-idf (이재윤 외, 2007)를 계산하였으며, 어휘의 가중치가 낮아 중요성이 떨어지는 어휘

를 포함하여 불용어들을 제거하였다.

    ln  × log 

 (1)

그 결과 총 171개의 어휘에 대한 문헌별 가중치 값을 얻었으며, 83 × 171 크기의 문헌별

단어 가중치 행렬을 생성하였다. 문헌별 단어 가중치 행렬을 입력으로 수식 (2)의 코사인 유

사도 함수를 이용하여 문헌 간 유사도 행렬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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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년학 연구의 계층 군집화 분석 및 의미 해석

계층적 군집화를 통한 노년학 연구의 분류 및 해석을 위하여 SPSS 12.0에서 제공하는 분

류분석 중 집단-내 연결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계층적 군집화란 처음

각 대상이 독립군집으로 출발하여, 유사도가 가장 큰 대상끼리 군집을 생성하고, 생성된 군

집간의 비교를 통하여 상위 개념의 새로운 군집을 생성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하

나의 군집으로 묶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내 연결방법은 평균 연결법(average

linkage)에 근간을 두고 있다. 평균 연결법이란 군집의 거리를 계산할 때, 한 군집의 모든 구

성원들과 다른 군집의 모든 구성원들 간의 거리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학식,

임지훈, 2005). 평균연결법은 각 군집에 포함된 모든 구성원들의 값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형

성된 군집과 다른 군집의 거리를 계산할 때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완전연결법(complete

linkage)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실험 데이터 집합에 대한 계층적 군집화 결과는

<그림 1>과 같으며, <부록>에 각 군집에 포함된 논문들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집단-내 군집분석에 의한 노년학의 계층적 분류

계층적 군집화를 통하여 생성된 덴드로그램(dendrogram) 분석 시, 각 군집의 이름은 홍숙

자(2001)와 김태현(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그림 1>에 의하면 200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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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까지 국내에서 연구되어진 노년학 분야는 크게 사회심리학적 이론과 정치경제학적

이론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기존 연구와 크게 구별되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세 가지의 군집 중 최신 노년학 분야는 2007년 이전에는 연구되어지지 않은 분야들

로써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어느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논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논문

들을 오분류된 문헌들의 군집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전에는 없었던 노년학의 새로운 주제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간주하고 노년학의 최신 분야라는 의미

로써 최신 노년학 분야(신노년학: 부록 참조)라고 명명 하였다. <그림 1>에서 노란색으로 표

시된 군집은 하위 군집에서 상위 군집으로 묶일 때 하위 군집 하나로 구성된 경우이다.

1. 계층적 군집화 결과의 군집-연도 간 성향 분석

본 절에서는 연도별 군집의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하여, 국내 노년학 분야의 연구 동향 변화

를 알아보고자 한다. 노년학 연구의 개괄적인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하여, 군집화 결과의 제 1

계층에서의 연도별 군집 추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 정치 경제학적 이론이 사회 심리학적 이론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5년과 2006년도에는 없었던 노년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2007년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제 1계층에서의 연도별 군집 추이 그래프  

노년학 연구의 보다 세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집화 결과의 제 2계층에서의

연도별 군집 추이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3> 참조).



2009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그림 3> 제2계층에서의 연도별 군집 추이 그래프

<그림 3>에 의하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와 노인의 사회 심리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복지정책 문제점과 정책대안, 노령화 사회와 노인문제에 대한 연

구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서비스의 경우, 2006년도에는 관련 연구

가 급격히 활성화 되다가, 2007년도부터 다시 급격히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6-2007년도를 기준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인 사회보장 측면의 연구에

서 노인 삶의 질과 관련된 개인의 행복 추구에 대한 연구로, 노년학의 연구 동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4>는 보다 자세한 분석으로 제 3계

층에서의 연도별 군집 추이 분석을 수행 한 결과이다.

<그림 4> 제 3계층에서의 연도별 군집 추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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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국내 노년학 연구의 몇 가지 독특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제와

노인수발서비스의 경우 2006년도에 단기적으로 집중 연구되었음을 보여준다. 노인 우울증의

경우는 2007년도 한해에 집중적으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 자살, 노인 우울

증, 노인자아에 대한 연구가 2007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2. 군집성장도 분석

본 절에서는 가중 군집 성장 지수(WCGI: weighted CGI)를 통하여 노년학 각 연구 분야

의 성장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도를 1기로, 2006년부터 2007

년도를 2기로 하여 가중 군집 성장 지수를 계산하였다.

노년학 연구 분야에 대한 계층적 군집화 결과(<그림 1>)를 기준으로 하여 군집 성장 지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 2계층에서의 군집성장도와 제 3계층에서의 군집성장도를 각각 <그

림 5>와 <그림 6>에 도식화하였다.

<그림 5> 제 2계층에서의 가중 군집 성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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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 3계층에서의 가중 군집 성장 지수 

<그림 5>는 노령화 사회와 노인문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음

을 보여준다. 또한 노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과 정책 대안 등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줄어들고, 노인의 사회 심리적 노화, 노인

의 삶의 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등과 같이 개인 행복 추구관점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분석은 3.1절 <그림 3>에서의 분석 결과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노인의 우울증, 노인의 자아, 노인 자살 등과 같이 노인의 사

회 심리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전체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Ⅳ.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계층적 군집화 기법을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의 국내

노년학 연구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군집결과 추이 그래프와

군집성장도 분석기법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최근 노년학의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계층적 군집화의 결과 국내 노년학 분야는 크게 사회 심리학적 이론, 정치 경제학적 이론,

최신 노년학 분야(신노년학)로 구분될 수 있었으며, 최하위 단계에서는 총 16개의 군집으로

구성된 노년학의 계층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계층별 연도-군집 추이 그래프와

가중 군집 성장 지수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노년학의 연구 동향과 노년학의 성장패턴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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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노년학은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빈곤한 노인들의 부족한 삶

을 채워주기 위한 노인 복지에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에 반하여, 2007년 이후에

는 노인의 정신적인 문제나 혹은 생활이 보장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만족도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써, 보다 신뢰성 있고 다각적인 노년학 연구의 분석을 위해 논문의 출판 년도

를 확장한 보다 포괄적인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별 노년학 연구 과제에 대한 군집화 분석, 기관별 노년학 연구 과제에 대한 군집화 분

석 등과 같이 보다 다각적인 노년학 군집 분석을 수행한다면, 노년학 연구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나 기관과 같은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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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14
의사결정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노인의 요양시설 서

비스 이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요양시설

서비스

(군집9)

논문61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논문52
지방 중소도시거주 노인의 요양시설 이용의사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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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56 노인수발보장과 서비스 전달체계
노인수발

서비스

(군집10)
논문60 수발서비스 지원체계 평가와 향후 고려사항

논문27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복지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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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복지서비스

(군집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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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19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논문06 호주의 노인보호서비스

논문04
저소득층 노인과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유사가족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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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12)논문23 노인신체활동증진대책의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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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47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고찰

논문8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소고
논문68 노인복지정책의 과제와 실태

논문66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통한 맞춤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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