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한국은 2047년엔 역삼각형 피라미드가 고착화되어 
‘늙은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 연령 
인구는 4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생산 연령 
인구 1명당 노인 0.7명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이 곧 직

면해 있다[1]. 따라서 이러한 다가올 미래의 모습에 착
안하여 세대를 망라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
해 필요한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 통합적인 측면에서 
발견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실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중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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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Hong(2019)의 연구에서 도출된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후에 영향을 주는 예측 키워드 32개를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의 Aprior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연관관계 규칙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 노인의 성
공적 노후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들의 규칙 및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활용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R version 3. 5. 1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rulesViz 패기지와 
visNetwork 패키지로 시각화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후와 연관성이 높은 예측변수는 ‘취
미’, ‘봉사’, ‘준비’,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할 변수는 ‘취미’ 이며 그 다음 ‘봉사’, 준비‘, 운동’의 순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 중심어 :∣노인∣성공적 노후∣Apriori∣연관관계 분석∣
Abstract

This research is the association rule analysis using Apriori algorithm of data mining focusing on 32 
predictive key words extracted from Hong (2019) affecting successful aging in Korea. And, to examine 
rules and patterns of those key words or predictive variables, this research used support, confidence, 
and lift. The data was analyzed with the R version 3. 5. 1 program, and visualized using arulesViz 
package and visNetwork. It was found that the variables highly associated with successful aging in 
Korea were 'hobby', 'volunteer service', 'preparation', and 'exercise'.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variable which needs to be considered first of all for successful aging in Korea is 'hobby', followed by 
'volunteer service', 'preparation', and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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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은 개인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요인들의 상호작
용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
의 가치관과 중요 요인 및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개
인마다 세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 연구
는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다학문적으로 통합해서 연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임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2], 노년학자들은 생활만족도, 행복, 삶의 질, 안
녕, 복지 등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며 성공적 노후
의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였
다[3][4]. 

하지만 기존의 국내 성공적 노후와 관련된 연구들은 
이미 노인이 된 노인세대를 중심으로 중요 요인을 밝혀
내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5], 학문적 통합 연
구 또한 미진한 상황이기에 세대를 망라하고 어떤 준비
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안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존에 축척되
어진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와 관련된 연구들은 문헌
중심 연구 및 연구자 중심에서 설계된 정량적 연구
(quantitative research)가 다수이다[6-8]. 따라서 기
존의 성공적 노후와 관련된 연구들은 연구자 중심으로 
설계된 문항 내용을 벗어난 새로운 결과 탐색이 어려워 
통합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정성적인 연구결과(qualitative research)는 노인의 
삶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인의 성공적 노후와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이에 개인이 노후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부양을 책
임지게 하는 구조가 아닌 개인 스스로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
한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현 사
회적 구조 상황에서 성별과 세대를 망라하고 행복한 노
후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통합적인 
관점에서 구성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밝혀낼 필요성은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언급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4차 산업혁명은 유행어처럼 번
지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표되는 빅데이터는 특정 학

문에서만 활용되는 연구 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연구되고 있는 융·복합적인 연구 분
야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 데이터를 
기본 물질로 개인 간 네트워크를 극대화하여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해내고 있으며, 그 중 소셜 미디어는 현대인
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을 공
유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친숙한 공간으로 활용되
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 공간에 있는 정보를 불
완전한 정보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자동화된 텍스트 분
석 방법을 통해 새로운 정보로 가공하여 활용되고 있
다. 즉 소셜 미디어에 있는 정보들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고 의미 있는 텍스트로 변환시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9]. 이에 
다양한 연령층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
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성공적 노후
와 관련된 중요 요소들을 발견하는 것은 연령과 세대를 
망라하고 데이터를 통합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도출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중에서도 데이터 마이닝은 자료로부
터 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을 탐사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주로 현상에 대한 예측(prediction)
이나 특정 항목들을 집합으로 분류(classification)하
는 과정을 보여주는 분석 방법이다. 데이터마이닝의 한 
기법인 연관규칙(AR: Association Rule)은  변수들 간
의 동시출현 빈도를 측정하여 발생한 사건의 패턴을 인
식함으로써 향후 의사결정의 기준을 두는데 초점이 맞
춰진다. 따라서 연관분석을 통해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향후 노인복지, 노인교육, 노인정책 등 다양한 노인연구
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략적 편성을 위한 데이터 구축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양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Hong(2019)[10]의 연구에서 도출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키워드 
32개를 기반으로 아푸리오리 알고리즘(Apriori 
Algorithm) 분석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가
장 고려해야 할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 키워
드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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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한국 노인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중
요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연관성 규칙 및 패턴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 노후에 대한 최근 인식 
및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한국노인들의 성공
적 노후를 위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공적인 노후의 개념 및 구성요인
통상적으로 노후 또는 노화는  쇠퇴의 개념으로 이해

되어 왔으나, 1986년 미국 노년 사회학회에서 
‘successful aging’이 소개된 이후 이에 대한 개념이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성숙한 노년 또는 행복한 노년 등 
긍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11]. 이후 국내 학
자들은 성공적인 노후 또는 성공적인 노화로 변역되며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성공적 노후의 구성요인들을 보
면 공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
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자마다 중요하게 보는 요
소 및 이론적 시각에 비추어 중점을 두는 요소들이 상
이하여 구성요소 및 개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이
에 성공적인 노후의 지표는 일괄적이고 합의된 개념을 
내리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신체, 심리, 사회, 문화, 환
경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하는 객관적과 주관적으로 
함께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12].

성공적인 노후 연구에 있어 초기 대표적인 학자인 
Rowe와 Kahn(1987, 1997)[11][13]은 성공적인 노후
란 질병과 장애가 부재하고,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을 유
지할 수 있으며 삶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 세 가
지 만족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모델은 생산적 활동과 신체적, 인지적 기능에만 주
요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는 측면과 노년의 행복을 기능
과 생산성에만 강조하였다 하여 비판을 받았다[14]. 이
후 Ryff(1989)[15]는 6가지 새로운 차원의 요소를 바
탕으로 통합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성공적인 노후의 구
성요소로 자아 수용, 자율성,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환경적응, 인생의 목표, 개인적인 성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을 제시한 

Baltes & Baltes(1990)[16]는 성공적 노후가 생애에 
걸쳐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성공적인 노화의 
기준을 수명,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인지적 효능감, 
사회적 유능성과 생산성, 개인적인 통제, 생활만족도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이론은 목표에 달성된 상태
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선택, 적정
화, 보상의 과정을 강조하여 최종 상태의 논의가 부족
하고, 노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자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17].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성공적 노후와 관련
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연
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초기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
적 노후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에는 성공적 노후가 생애과정에 거쳐 달성해가는 것이
기에 이전 세대를 대상으로 중요 요소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즉 노인 이전 단계인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후에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
엇인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인(2016)[18]은 베이비붐 세대는 학력, 주관적 경
제수준, 주관적 경제상태, 배우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노후 준비 정도는 학력, 직업, 주관적 경
제수준, 주관적 경제상태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를 
제시하여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서비스 및 이론
적 교육과 실천적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
리고 전병주, 곽현주(2018)[19]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
후준비와 성공적 노후 수준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남을 제시하며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후 수준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사회적 관계망 조절효과는 남성이 공식
적 영역, 여성은 공식적 영역과 비공식적 영역에서 조
절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성
별에 따라 필요한 노후준비를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망
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하
며 그에 대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홍서연, 김미량(2019)[5]은 현재까지 개발된 성공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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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척도들의 요인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재분류하여 
구성요인들을 새롭게 도출하였다. 그리고 연령별로 중
요요인 및 우선순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관계, 건
강, 여가, 준비 4가지 대영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령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요인들이 노인뿐만
이 아닌 다양한 연령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성공적인 노후를 
이루는 정확한 구성요소 및 측정하기 위한 보편적인 기
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성공적인 노후와 관련된 
연구는 학문마다 연구자마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개념의 정의 및 측정요소에 있어
서도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념의 획일적 정의가 
어렵다[20]. 하지만 개인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달라
질 수 있는 다차원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
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대를 막론하
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성공적 노후에 중요한 요
소를 발견하고, 성공적 노후에 대한 최근 인식 및 경향
성을 파악하여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
다. 

2.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에서 'Mine'은 ‘채광’이

라는 사전적 의미와 같이 거대한 자료 더미 속에서 가
치 있는 무엇인가를 캐낸다는 뜻이다. 즉,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활용가지가 있
는 유용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21]. 또
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목적에 적합한 데이터의 
형태로 변환시켜 분석하는 분석 기법을 말한다. 데이터
마이닝의 한 기법인 연관규칙(AR: Association Rule)
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변수들 간의 의미 있는 관
계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이다. 

1.1 연관분석
연관규칙(association rules)은 데이터를 기초로 하

여 특정 패턴을 찾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
법 중 하나로 분석 결과가 명확하고 그 형태가 뚜렷하
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2]. 연관규칙 분석은 데이터 정제(Data 

cleaning) -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 데이터 
선택(Daga selection) - 데이터 변화(Data 
transformation) -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 
패턴 평가(Pattern evaluation) - 지식 표현
(Knowledge presentation)의 단계들을 거쳐 이루어
지는 분석 방법이다. 

일명 장바구니 분석(MBA: Market Basket 
Analysis)이라고도 하는 연관규칙 분석은 지지도
(support), 신뢰도(confidence), 그리고 향상도(lift)를 
도출하여 특정패턴을 분석하는 분석법이다[23]. 구체적
으로 특정 사건 A가 발상될 때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
는 규칙을 찾아내는 분석 방법으로 A → B의 형태를 갖
는 패턴을 탐사하는 과정인데,  A → B 형태의 연관규
칙이 갖는 의미는 A항목 집합이 나타날 때는 B항목 집
합도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
인 내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와 절차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잠
재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이를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는 정보기술
이다[24]. 수많은 단어조합에서 의미 있는 연관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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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위해서는 일정한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
서는 Agrawal와 Srikant(1994)[25]의 Apriori 
algorithm을 선택하여 연관규칙을 발견하였다. 
Apriori 알고리즘은 비번하게 발생하는 노드의 집합을 
찾기 위해 규칙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으로 규칙의 효용
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활용한다[26].  

본 연구는 Hong(2019)[10]의 연구에서 도출된 성공
적 노후와 관련된 중요 키워드 32개(가정, 친구, 부부, 
자식, 복지, 교육, 종교, 의료, 준비, 보험, 연금, 재산, 
주택, 질병, 여행, 스포츠, 환경, 운동, 수면, 봉사, 도전, 
취미, 일자리, 사랑, 인정, 성취, 우울, 정서, 조울증, 공
황, 영적, 정신)를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의 Apriori 알
고리즘을 활용하여 연관규칙을 분석하였다. 본 프로그
램의 분석은 R version 3. 5. 1로 분석을 하였으며 이
를 시각화하기 위해 arulesViz 패키지와 visNetwork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Ⅳ. 결 과

1. 연관분석 결과
Apriori 알고리즘은 지지도와 신뢰도의 최솟값을 결

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기간 동안 네이버 블로그, 지식인, 뉴
스 웹 페이지 중에서 ‘성공적 노후’의 예측변수로 결정
된 단어 32개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성공적 노후와 유
사한 의미라고 판단되는 키워드 총 14개로 선정된 ‘성
공적인 노후’, ‘성공적인 노년’, ‘성공적인 노후생활’, ‘아
름다운 노후생활’, ‘아름다운 노후’, ‘행복한 노년’, ‘행복
한 노후’, ‘잘 늙는 법’, ‘멋있는 노후’, ‘품위 있는 노후’, 
‘행복 & 노인’, ‘생활만족 & 노인’, ‘행복한 삶 & 노인’, 
‘삶의 행복 & 노인’ 키워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웹페
이지를 모두 웹 크롤링 하였다. 그 결과 블로그 1,178
건, 지식인3,508건, 뉴스 2,316건으로 모두 7,002건의 
웹페이지가 검색되었다. 그리고 7002개 웹페이지에 나
타난 성공적 노후와 32개 주요단어들에 대해서 지지도 
0.01%, 신뢰도 0.01%로 최솟값으로 지정하여 총 
383,131개의 규칙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83,131개의 
규칙 중에서 웹페이지에 LHS(left hand side: 
consiquent)가 존재하면 RHS(right hand side: 
antecedent)가 존재할 확률이 40% 이상인 규칙 20개
를 발견하였다. 분석결과 신뢰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간
의 연관규칙은 준비, 운동, 봉사, 취미로 나타났다. 그리
고 ‘준비’, ‘운동’, ‘봉사’, ‘취미’의 키워드가 함께 있을 경
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공적 노후’ 키워드가 있

LHS RHS Support Confidence Lift Count
(1) 준비 + 운동 + 봉사 + 취미 S. A 0.010 0.450 3.437 73

(2) 복지 + 봉사 + 취미 S. A 0.019 0.444 3.387 139
(3) 사랑 + 교육 + 취미 + 여행 S. A 0.010 0.439 3.348 72
(4) 사랑 + 인정 + 봉사 + 취미 S. A 0.011 0.438 3.342 78

(5) 복지 + 봉사 + 취미 + 스포츠 S. A 0.013 0.437 3.339 95
(6) 우울 + 교육 + 봉사 S. A 0.012 0.437 3.334 87

(7) 복지 + 사랑 + 봉사 + 취미 S. A 0.010 0.437 3.334 73
(8) 복지 + 교육 + 봉사 + 취미 + 스포츠 S. A 0.012 0.436 3.327 89

(9) 사랑 + 교육 + 봉사 + 취미 S. A 0.011 0.435 3.323 78
(10) 커플 + 준비 + 사랑 + 취미 S. A 0.010 0.435 3.322 71
(11) 복지 + 교육 + 봉사 + 취미 S. A 0.017 .0435 3.322 125

(12) 사랑 + 봉사 + 취미 S. A 0.012 0.432 3.300 90
(13) 복지 + 우울 + 교육 + 봉사 S. A 0.010 0.428 3.268 72

(14) 준비 + 연금 + 인정 + 취미 + 스포츠 S. A 0.010 0.428 3.268 72
(15) 복지 + 인정 + 교육 + 봉사 + 취미 + 스포츠 S. A 0.011 0.427 3.263 83

(16) 사랑 + 인정 + 취미 + 여행 S. A 0.010 0.427 3.262 74
(17) 준비 + 연금 + 취미 + 스포츠 S. A 0.010 .0426 3.256 73

(18) 복지 + 인정 + 봉사 + 취미 + 스포츠 S. A 0.012 .0426 3.252 87
(19) 준비 + 연금 + 인정 + 교육 + 취미 S. A 0.011 .0425 3,245 80

(20) 준비 + 연금 + 교육 + 취미 S. A 0.013 0.424 3.239 93
※ S. A: Successful Aging

표 1. 연관분석 결과(Association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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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률이 3.44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준비, 운동, 봉
사, 취미의 키워드가 함께 있을 경우 사람들이 성공적 
노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신뢰도는 45%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1]은 LHS(left hand side: 
consiquent)가 존재하면 RHS(right hand side: 
antecedent)가 존재할 확률이 40% 이상인 규칙 20개
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이다.   

2. 성공적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의 시각화 
결과

성공적 노후에 중요한 키워드 32개의 연관관계를 R
프로그램의 arules Viz 패키지를 통해 시각화하면 전
체적으로 키워드들 간의 연관관계 및 규칙을 정확하게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관분
석은 결과를 시각화 하였을 때 연관 규칙이 많으면 한 
눈에 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후에 영
향을 미치는 키워드를 20개로 제한하여 시각화 하였다. 
[그림 2]의 결과에서 원의 크기는 지지도를 나타내며 
색의 진하기는 향상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서로 연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시각화한 
결과 우측 하단에 있는 크기가 작은 원의 색이 가장 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원을 기준으로 ‘운동, 준
비, 봉사, 취미’의 키워드 화살표가 집결해 있다. 그리고 
‘우울, 여행, 부부, 연금’ 4개의 키워드는 다른 단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적 노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는 ‘우울, 여행, 부부, 연금’ 키워드가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인정, 교육’ 키워드는 ‘부부, 여행, 연금, 우울’
의 키워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결
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인정과 교육의 키워드는 
노인의 성공적 노후와 연관이 있는 예측변수로 함께 고
려될 수 있겠다.

3. Interactive Plot 결과
시각화 결과를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키워드를 

20개로 제한하고 Interactive Plot을 살펴본 결과 전
체 키워드 중에 ‘취미’ 키워드가 총 18개의 노드(node)
와 연결되어 있었다[그림 3]. 

그림 3. 연관관계분석(취미)

이는 ‘취미’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함께 18개의 노
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성공적 노후와 연관된 키워드 
중에 가장 많은 규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취미’ 키워드가 성공적 노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봉사’ 키워드가 
전체 13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어 두 번째로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그
림 4], 세 번째는 ‘준비’ 키워드가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로 6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5]. 

그림 2. 주요키워드 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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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운동’ 키워드는 1개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어 
네 번째로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로 나타
났다[그림 6]. [그림 3-그림 6]은 이와 같은 결과를 
Interactive Plot으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Hong(2019)[10]의 연구에서 도출된 성공
적 노후를 예측할 수 있는 있는 주요 키워드 32개를 중
심으로 연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중심 키워드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는 ‘준비’, ‘운동’, ‘봉사’, 
‘취미’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 키워드는 
‘취미’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봉사’, 준비‘, 운동’의 순으
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그래프 기
반 시각화 결과를 고려할 때 ‘인정’, ‘교육’의 예측변수도 
‘부부’, ‘여행’, ‘연금’, ‘우울’의 키워드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결과로 확인할 수 있어, 노인
의 성공적 노후와 연관이 있는 예측변수로 함께 고려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취미’가 성공적 노후와 가장 연관성
이 높은 키워드로 나타났다. 즉 한국 사람들은 노후에 
성공적인 노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예측 키
워드 중 취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노년기
에 행하는 취미활동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
[27-29]. 하지만 취미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경험의 질과 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취미활동에도 다양한 목록이 있고, 노인 각 개인이 경
험하는 경험의 깊이와 참여 수준도 각기 다르기에 경험
의 수준과 행태에 따라 느끼는 만족도에는 차이가 나타
난다[30]. 하지만 한국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노년기
에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1위는 매번 바뀌지 않고 TV시
청인 사실을 감안했을 때 노년기에 자신이 진정으로 즐
길 수 있는 자신만의 취미활동을 찾고 그 활동을 깊이 
있게 즐긴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31].

그림 5. 연관관계분석(준비)

그림 4. 연관관계분석(봉사)

그림 6. 연관관계분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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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레퍼토리의 범위는 인생전반에 걸쳐 변화하며 
나이가 들수록 강한 자극이 아니라 익숙하고 편안한 자
극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32]. 즉 인생초기에 선택
하여 참여한 여가활동은 인생 후반부에 선택하고 참여
할 여가목록에 있어 강력한 예측인자이며,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능적 상태에 관계없이 노
후의 여가참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33]. 따라서 취미가 성공적인 노후와 가장 연관성이 높
은 키워드임을 고려하고 각 세대별로 개인이 미리 자신
의 취미를 발견할 수 있고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장치가 학교, 직장, 지역사회 곳곳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선 순환적 경
험이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사
회복지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될 필
요가 있다.

두 번째로 봉사 키워드가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중요
한 예측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서 봉사활동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는 노인 자신은 물
론이고 사회에도 긍정적인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생산
적 노화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왔다[28][34]. 또
한 최근 연구들은 노인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만
족감,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참여 봉사 활동의 유형, 
참여 정도에 따라 개인 임파워먼트가 달라진다는 관계
론적 개인 임파워먼트 이론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5]. 그리고 전문자원봉사집단
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보다 높은 임파워먼트가 나타
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36] 노인기에 참여
하는 봉사의 긍정적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신가
인, 유예신, 박다솔, 박혜연(2018)[37]의 연구에서는 성
공적 노화 수준에서 선택·최적화·보상(Selection- 
Optimization-Compensation; SOC) 전략을 사용하
여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 65세 이후 여행경험, 학력, 경
제상태, 운동에 참여 유무 그리고 봉사활동 경험이 있
는 노인에게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연
구자는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
발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도 부
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노인 봉사활동은 사회적 자원 즉 사회적관계망, 가족

유대, 집단 소속이 많은 노인이 봉사활동에 참여 가능
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38][39]. 즉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노인일수록 봉사 참여 가능
성도 높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노년기로 갈수록 
인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는 경우
가 높다. 따라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노인들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과 집단 소속감부터 해결이 우선시 되어
야 하겠다. 그리고 봉사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
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의 현재 상황과 상태를 고
려한 맞춤 봉사 지원 네트워크가 필요하겠다. 즉 노인
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키워드가 봉사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봉사활동의 종류, 
봉사 참여경로, 참여단계, 참여시간, 참여수준, 봉사 교
육 프로그램 등 노년기에 다양한 봉사활동에 즐겁게 참
여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 장치 및 참여 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제도 및 지원이 시급하다. 

성공적 노후와 연관성이 있는 세 번째 키워드로는 ‘준
비’로 나타났다. 보통 사람은 노년기로 다가갈수록 노후
에 대한 불안과 위축의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이
러한 심리적 상태가 작용하여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
하게 된다. 그리고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
을 때 노후를 위한 준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무엇보다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40]. 김동배, 정규
형, 이은진(2012)[27]은 과거에 건강유지활동참여, 노
후 자금 준비, 사회 참여, 취미와 여가활동 참여를 했을
수록 성공적인 노화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
며, 홍서연, 김미량(2019)[5]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성공
적 노후 개념 및 측정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중요하다고 
제시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요인들을 도출
하여 전 세대가 보편적으로 준비해야 할 중요 요소로 
준비, 건강, 여가, 관계 요인들 제시하였다. 또한 이윤경
(2019)[41]은 노후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취
미·자아개발 활동, 자원봉사·종교활동, 경제활동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노후준비는 공적 노후준비와 사적 노
후준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사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다양한 각 영역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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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필요하고 중요한건 다양한 요소들의 균형 있는 보
편적인 준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준비를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120세까지 수명이 연장되는 삶
은 인생의 반을 노인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제 부양의식은 변화되어 노후에 가족과 
자식에게 부양의 책임을 전과하기는 어려워진 시대이
다. 따라서 모든 세대를 통합해서 성공적인 노후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 ‘준비’ 요소가 각 세대마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세대별로 언제 어느 시점부터 보편적
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준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더불어 민간차원에
서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준비 교육 및 정서적 지원관리
와 컨설팅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중요한 키워드는 
운동으로 도출되었다. 노년기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 건강은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이
며, 건강의 유지 및 예방적 접근에서의 운동의 효과 연
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42]. 최근 항노화 의
학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항노화 의학은 노화를 완전하
게 막지는 못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렇지 않
은 사람보다 보다 오래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관
점에서 발전된 분야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운동
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
다. 

성공적 노화 개념 정의에 있어 초기 대표적인 연구자 
Row와 Kahn(1997)[13]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구성
요소들 중 첫 번째로 낮은 질병과 장애 위험을 말했으
며 두 번째는 높은 신체적·정신적 기능 유지, 그리고 마
지막 세 번째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정의하였
다. 그리고 이 영역들은 순서대로 위계가 있어 질병과 
장애가 없어야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이 모든 기능을 유지해야 삶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노인
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운동참여도 그리고 성공적 노화
는 서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운동의 참여가 매
개변수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운
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다르게 고착화 되지 않고 노력

할 수 있는 요소이기에 노인이 겪는 사회적 문제나 성
공적 노화를 영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운동의 참여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노인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43]. 또한 
백소영, 윤영길(2019)[44]은 운동이 여성노인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
장에도 기여하며, 운동은 다차원 성공적 노화 진입의 
실천적, 제도적 방안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혀 
운동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노년기는 삶의 다양한 모습이 고착화되는 시기이며 
이러한 삶의 모습과 방향을 노년의 시기에 역전시킨다
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들을 미리 알고 생애
과정의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공간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노
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들을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연결의 중심성이 높은 상위 단어들과 다양한 
그룹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성공적 노후에 중요한 다
양한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취미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취미, 봉사, 준
비, 운동의 순서대로 고려해야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성
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취미, 봉사, 준비, 운동의 키워
드가 서로 연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함을 
밝혀냈다는데 본 연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키워드로만 도출하였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취미, 봉사, 준비, 운동 요
인이 성공적인 노후와 연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에 기
초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관계성 및 방향성 그리고 이 4
개의 요인을 중심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통합적으로 성
공적 노후의 준비 상태 및 실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척
도개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현장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키
워드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노년을 미리부터 준비해
야 한다는 인식교육이 세대별로 이루어지고, 인식교육 
이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적 교육이 전 세대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공간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세대를 불문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노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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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향성을 확인해 보았다는 사실에서 기존의 연구
와 차별성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 
노후와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향후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를 위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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