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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A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액티  시니어 콘텐츠 트 드 분석☆

Active Senior Contents Trend Analysis using LDA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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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베이비 부머 세 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기존의 시니어와는 달리 활동 인 모습을 보이는 시니어들이 액티  시니어라는 신

조어로 불리며 새로운 소비자 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도 이들을 주목하고 련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액티  시니어 트 드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액티  시니어에 한 특징과 이들이 생

산하고 소비하는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트 드를 악하여,액티  시니어를 극 포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에 한 

정책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해 소셜 미디어에서 액티  시니어를 수집 키워드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8,740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키워드 빈도 분석, TF-IDF 분석,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하 다. 키워드 빈도 분석  

TF-IDF 분석을 통해서 액티 시니어에 한 심도가 증하고 있다는 것을 악하 으며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통해서 온라인 콘

텐츠의 주제 역을 10가지로 분류하고 라이  스타일, 혜택, 쇼핑, 정부 사업, 정부 교육, 건강, 사회/경제, 어 산업, 실버 주택, 여
가로 명명하 다.

☞주제어: 액티  시니어,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LDA 토픽 모델링, 트 드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active senior. As the baby boom generation become 

the age of the elderly, they are more active than senior. These seniors are called active seniors, a new consumer group. Many 

countries and companies are also interested in providing relevant policies and services, but there is lack of researches on active senior 

trends. This study collects the 8,740 posts related to active seniors on social media from January 1st, 2018 to June 31st, 2021, and 

conducted keyword frequency analysis, TF-IDF analysis and LDA topic modeling. Through LDA topic modeling, topics are classified into 

10 categories: lifestyle, benefits, shopping, government business, government education, health, society and economy, care industry, 

silver housing, lei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fundamental data to help understand the academic and industrial 

aspects of active senior. 

☞ keyword : Active Senior, Big Data, Text Mining, LDA Topic Modeling, Trend Analysis

1. 서   론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를 차지하

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3%에 이른다고 하 다. 따라서 

재는 고령사회 단계이지만 2025년에는 고령사회 단

계로 진입하고 2060년이되면 43.9%가 고령인구가 될 것

으로 망하 다[1]. 이처럼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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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른 편에 속한다[2]. 고령화의 원

인은 출산과 경제성장, 의료기술의 발달로 볼 수 있으

며 지속 인 고령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많은 향

을 주었다. 노인 개인에게는 신체  노화로 인한 건강상 

문제와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 사회로부터의 소외 등 

삶의 질이 하되며 가족 구성원과 사회, 경제, 정치 역

에서는 노인 부양에 한 세 간 갈등과 건강상의 문제

로 인한 부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 그리고 고령화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의료비  연

의 증가 등이 있다[3, 4].

최근 고령화 상을 정 으로 보고자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마다 액티  에이징(active aging) 정

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며 극 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정 으로 보낼 수 

있다는 개념이다[5]. 따라서 시니어 세 에 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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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

도에 한 연구 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6]. 그  

시니어 세 의 콘텐츠 제작에 한 심이 증하고 있

다. 시니어들이 디지털 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 

교류를 형성하면서 능동 으로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며 자기존 감을 체험하게 된다[7]. 

이 듯 기존의 시니어보다 활동 으로 노년을 보내는 특

징을 가지며 기존 시니어에 비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발하게 사용하여 콘텐츠를 이용하고 쇼핑을 하는 시니

어를 액티  시니어라 한다[8,9,10]. 이들은 새로운 소비

자 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액티  시니어

의 여가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 액티  시니

어 반에 해 알아보고, 그 트 드에 해 분석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티  시니어’ 키워드로 수집

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떠오르는 액티  시니어를 상으로 그들의 특징과 액티

 시니어와 련된 트 드를 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액티  시니어를 상으로 한 연구와 기업의 

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이론  배경

2.1 액티  시니어

2020년을 기 으로 베이비 부머 세 가 고령인구로 진

입하면서 시니어의 한 정의가 새롭게 정의 되고 있다. 

액티  시니어(active senior)라고 일컫는 신조어가 등장했

는데 이들은 기존 시니어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시니어층

으로 베이비 부머 세 가 포함되어 있는 55~64세를 뜻한

다. 은퇴 후에도 극 으로 사회활동에 참여 하고 경제

력 여유를 바탕으로 소비 활동을 하며 이  시니어층보

다 고 건강하고 활동 으로 노년을 보내는 특징이 있

다[8, 9]. 한 이들은 기존 시니어에 비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발하게 사용하여 콘텐츠를 이용하고 쇼핑을 하

면서 모바일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층으로 부상하고

있다[10]. 

이러한 액티  시니어의 특징을 시니어 유튜버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유튜  크리에이터’란 유튜 와 같은 1인 

미디어 랫폼을 활용하여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

작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11] 이들  

시니어가 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하는 사람을 ‘시

니어 유튜버’, ‘시니어 크리에이터’ 라고 부른다. ‘Korean 

Grandma’로 알려진 박막례와 패션유튜버 ‘ 라논나’ 장

명숙, ‘할담비’ 지병수가 표 인 시니어 유튜버이다. 이

러한 상은 디지털 에이징(digital aging)이라는 개념과 

련이 있는데 노화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극복하자는 뜻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고 삼(2016)의 연

구에서는 디지털 에이징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

령자가 건강하고, 안 하며, 독립 이고 활동 인 삶을 

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

고,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신노인복지 략”으로 

정의하기도 했다[12].

2.2 트 드 분석

트 드  사용자 인식 분석에 한 연구는 다양한 분

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나 커뮤니티의 

게시물과 같은 비정형 문서에 한 분석에 한 방법으

로는 키워드 빈도 분석,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 등의 방법이 있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비정형 문서에 한 언어 분석은 

언어통계학 으로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에

서도 가장 표 이며 바탕이 되는 방법이 키워드 빈도 

분석이다[13]. 키워드 빈도 분석은 기본 으로 단어가 여

러번 등장할 경우 요도가 높은 단어라는 가정을 근간

으로 하며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고자 할 때 사용한다

[14]. TF(Term Frequency) 값은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몇 

번 출 했는지 빈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가장 유용하다라고 보기에는 문서

에 자주 나타나는 의미 없는 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의 요도를 낮추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펴보는 것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이다. TF-IDF 값은 단어 요도의 

가 치로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군이 주어질 때 특

정 단어가 한 문서 내에서 얼마나 요한 지를 나타내는 

통계  수치이다. TF 값의 한계를 보완하기 하여 IDF 

값을 곱한 값을 의미하며,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은 체 문서의 개수 비 해당 단어가 등장

한 문서의 수를 가리키는 DF(Document Frequency) 값의 

역수로 다른 문서에서 출 하지 않을수록 높은 값을 가

지는 가 치이다.

이진명, 나종연(2015)은 해외 직  구매에 한 소비자

들의 경향을 알아보기 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의 을 

상으로 키워드 빈도 분석을 시행하는 연구를 하 으며 

허 석, 이은정(2019)의 연구에서는 특정 랜드의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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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분석하고자 다양한 채 을 통해 해당 랜드와 

련된 문서들을 수집하고 TF, TF-IDF 값을 도출하 고 이

를 통해 트 드를 분석하 다[15, 16]. 한 한기향(2019)

은 TF, TF-IDF 값을 통해서 하이 서울 패션쇼에 한 소

비자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를 하 다[17].

토픽 모델링은 다수의 문서 집합에서 구별되는 주제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문서 집합을 연구자가 정해  주제 

수로 구분하고 각 주제별로 어떠한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분석한다[18]. 토픽 모델링은 주제와 단어 간에 어떠한 

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즉, 단어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단어들과 주로 

같이 사용되는지에 따라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문서 내의 단어의 치에 계없이 동시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분석하고 빈번하게 반복 등장할수록 하나의 주

제로 인식하는 기법이다. 그  단어의 집합으로 이루어

진 문서들의 주제에 한 단어 생성 확률 모델을 용한 

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LDA 토픽 모델링이다.

LDA 토픽 모델링은 비정형 텍스트 분석에서 자주 쓰

이는 기법으로 문서 집합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주제 수 

만큼 주제를 도출할 수 있으며 도출된 주제의 형태는 단

어로 구성된 벡터들의 확률 분포가 도출된다. 각 주제별 

단어의 확률 분포를 통해 단어가 해당 주제에서 가지는 

향력도 알 수 있다.

안효선, 박민정(2017)의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인에 

한 사용자 인식을 알아보기 해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수집, LDA 토픽 모델링을 용하고 분석하 으며 박상

언(2016)은 드라마 련한 트 드를 알아보고자 소셜 미

디어 게시물을 상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하 다[19, 

20]. 한 박건철, 이치형(2019)의 연구는 스마트시티와 

련된 학술 논문들의 제목과 록을 수집하여 LDA 토

픽 모델링을 통해 련 주제들을 알아보았다[21].

2.3 시니어 트 드 분석

‘액티  시니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 에는 ‘고령’

이라는 키워드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 오민정, 정진

철, 이미 (2012)의 연구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총 64

편의 연구를 살펴보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시기별로 실버

세 와 련하여 어떤 부분에 심이 많은지 알아보았으

며 1991년부터 1999년에는 소비자 문제, 소비자 사회화, 

불평행동, 구매행동, 정보탐색, 마  략, 인지연령처

럼 학문 인 역에서 그쳤으며 개인 인 역에서의 연

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2000년도에는 기에는 

축 행동, 여가, 스포츠, 실버타운, 연령과 호칭 등 개인

인 역의 주제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 으며 2010년

에 들어서는 라이  스타일, 실버화장품, 지, 의료

비, 노후의 삶 등 문화 인 역의 주제까지 심분야가 

늘어났다는 을 알아내었다[22].

한 오민정(2019)은 1996년부터 2018년까지 ‘고령’과 

련있는 1,291개의 논문의 록을 상으로 토픽 모델링

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 다. 1996년부터 2009년까

지는 정부의 고령자 부양 제도 등에 심이 많았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고령자 처우, 은퇴, 고용에 

한 실질  지원 정책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원 정

책에서 벗어나 스스로 실질 인 소득  재정의 마련에 

한 심과 건강 등에 심이 생겼다는 을 알아냈다

[23].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액티  시니

어 트 드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1 데이터 수집

액티  시니어의 심사를 조사하기 해 한민국 

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이들과 련된 사회

 이슈와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 정보 등을 솔직하게 공

유할 수 있는 채 인 뉴스, 블로그, 카페 게시 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자료 수집은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 고, 제공하지 않는 메타 데이터

가 있는 채 에서는 직  웹 크롤러(web crawler) 로그

램을 개발하여 베이비 붐 세 가 고령인구로 진입하기 

시작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소셜미

디어에서 상 키워드를 검색하여 의 제목, 본문, 게시

일, url 등을 수집하 다. 데이터 수집 키워드는 ‘액티  

시니어’, ‘액티  시니어’와 의미가 유사한 ‘스마트 시니

어’[10]를 활용하 고, 이를 통해 총 8,740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최종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 다.

3.2 데이터 처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목 에 따라서 조사나 감탄사, 

부사, 명사, 문, 특수문자 등의 분석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키워드 형태로 추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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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임 워크

(Figure 1) Research framework of the study 

먼 , 형태소 분석을 하 다. 형태소 분석은 텍스트를 

의미를 가지는 가장 최소의 단 인 형태소로 나 는 것

을 말한다. 자연어 처리를 하기 해서는 의미상 최소 단

로 나 어 주어야 분석이 용이하다. 한국어 형태소 분

석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 

되고 분석단계에서 정확도와 속도 등을 고려하여 

kiwipiepy라는 Python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

둘째, ‘일반명사, ‘고유명사’만을 추출하 다. 한 명

사 추출 과정에서 코로나 백신을 뜻하는 새로운 단어 ‘아

스트라제네카’나 1인경제를 뜻하는 합성어 ‘1코노미’ 등

의 형태소 분석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명사들이 등장하

고 이러한 총 25개의 명사의 경우는 사용자 사 에 추가

하 다. 그 다음, 모델이 인식할 수 있는 벡터 형태로 변

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액티  시니어’와 련있는 주제 이지만 문장내

에서 분석에 방해가 되는 ‘불용어’를 결정하 다. ‘이번’, 

‘최근’, ‘최 ’, ‘올해’, ‘내년’, ‘지난해’, ‘오후’, ‘이날’, ‘오

늘’, ‘처음’, ‘이후’와 같이 시간과 련있는 명사들을 제

외하 고 ‘이상’, ‘ 상’, ' 극', ’과정', '진행', '증가', '

련', '기 ', '가운데', ' 체', '다양', '결과', '경우', '이하', 

'비율', '과정', '상황', '기반'과 같이 치 명사의 범 를 

한정하는 명사들도 제외하 다. 이외에 ‘뉴시스’, ‘이데일

리’ 신문사나 매체 이름과 ‘사진’, ‘제공’과 같이 주석에 

해당하는 단어도 불용어에 포함시켰다.

3.3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은 Python을 활용하여 tomotopy라는 라이

러리를 사용하 으며 키워드 빈도 분석, TF-IDF 분석, 

LDA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 다. 처리 과정을 모

두 거치면 각 문서들은 형태소 단  변환되는데 이 형태

의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키면 키워드 빈도 분석과 

TF-IDF 분석이 가능하다. 추가로 일 성 수를 도출하

여 최  주제 수까지 결정하여 LDA 토픽 모델링 분석까

지 하 다.

4. 연구 결과

4.1 키워드 빈도 분석과 TF- IDF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빈도 분석과 TF- IDF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액티  시니어와 련된 

핵심 키워드  연도별 상  15개 키워드는 표 1-4와 같다.

2018년 액티  시니어와 련하여 소셜 미디어 상에서 

(표 1) 2018년 TF  TF-IDF 분석 결과

(Table 1) TF and TF-IDF results in 2018

순 키워드 TF 키워드 TF-IDF

1 건강 69 건강 117.8

2 활동 64 소비 106.2

3 소비 63 활동 104.2

4 세 50 여행 97.8

5 생활 47 비타민 95.4

6 사회 46 생활 92.2

7 은퇴 42 세 88.5

8 여가 39 사회 87.8

9 여행 39 고령 86.1

10 고령 38 문화 82.6

11 문화 37 은퇴 80.2

12 비타민 33 여가 76.5

13 자신 31 페어 73.1

14 페어 27 자신 70.3

15 능동 26 멀티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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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9년 TF  TF-IDF 분석 결과

(Table 2) TF and TF-IDF results in 2019

순 키워드 TF 키워드 TF-IDF

1 건강 255 건강 419.0

2 사회 216 타운 395.1

3 활동 194 서비스 332.4

4 서비스 194 사회 323.9

5 타운 170 력 319.7

6 은퇴 152 활동 310.6

7 세 152 세 303.2

8 력 144 여행 288.3

9 고령 142 고령 277.1

10 소비 126 라이 273.0

11 여행 126 교육 272.1

12 라이 115 은퇴 266.6

13 교육 114 문화 264.4

14 문화 112 클래식 264.4

15 클래식 112 소비 262.9

(표 3) 2020년 TF  TF-IDF 분석 결과

(Table 3) TF and TF-IDF results in 2020

순 키워드 TF 키워드 TF-IDF

1 활동 284 문화 422.5

2 문화 227 건강 399.3

3 건강 201 활동 391.4

4 사회 181 콘텐츠 381.7

5 콘텐츠 164 여행 363.1

6 여행 156 서비스 340.6

7 세 154 사회 324.3

8 소비 152 사업 322.1

9 서비스 147 세 319.0

10 시 138 소비 300.8

11 사업 129 시 279.3

12 맞춤 110 노인 273.3

13 지원 108 생활 259.5

14 생활 108 지원 252.5

15 고령 101 라이 247.1

가장 많이 언 된 TOP 5 키워드는 ‘건강(69)’, ‘활동(64)’, 

‘소비(63)’, ‘세 (50)’, ‘생활(47)’이다.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의 요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TF-IDF 분석 결과로는 

(표 4) 2021년 TF  TF-IDF 분석 결과

(Table 4) TF and TF-IDF results in 2021

순 키워드 TF 키워드 TF-IDF

1 세 332 건강 487.3

2 건강 256 세 452.5

3 활동 238 시장 423.4

4 은퇴 196 노인 404.3

5 노인 183 활동 373.9

6 시장 176 은퇴 331.5

7 콘텐츠 147 놀이터 331.2

8 표 139 콘텐츠 313.4

9 사회 131 여행 310.9

10 소비 129 표 288.5

11 서비스 126 사회 283.7

12 참여 122 소비 279.3

13 도 118 서비스 277.2

14 문화 113 문화 276.9

15 놀이터 112 도 270.6

‘건강(117.8)’, ‘소비(106.2)’, ‘활동(104.2)’, ‘여행(97.8)’, 

‘비타민(95.4)’ 순으로 가장 요도가 높은 단어로 나타났

다. 2019년 액티  시니어와 련하여 소셜 미디어 상에

서 가장 많이 언 된 TOP 5 키워드는 ‘건강(255)’, ‘사회

(216)’, ‘활동(194)’, ‘서비스(194)’, ‘타운(170)’이다. TF-IDF 

분석 결과로는 ‘건강(117.8)’, ‘타운(106.2)’, ‘서비스

(332.4)’, ‘사회(323.9)’, ‘ 력(319.7)’ 순으로 가장 요도

가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2018년 빈도 분석 결과와 비교

하여 2019년 상  15개 결과에서 새롭게 도출된 키워드

로는 시니어 하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름인 ‘더 

클래식 500’의 ‘클래식’이라는 키워드와 ‘서비스’, ‘타운’, 

‘ 력’, ‘라이 ’, ‘교육’과 같이 기존 실버 세 을 타깃으

로 한 지원 사업과 련된 키워드들이 나타났다. 2018년

과 비교하여 빈도 분석 결과 상  15개로 도출되는 키워

드의 빈도수가 약 4배 증가한 것을 통해 소셜 미디어 상

에서 액티  시니어에 한 언 이 증함을 알 수 있었

고, 이를 통해 액티  시니어에 한 심이 증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020년 액티  시니어와 련하여 소셜 

미디어 상에서 가장 많이 언 된 TOP 5 키워드는  ‘활동 

(284)’, ‘문화 (227)’, ‘건강 (201)’, ‘사회 (181)’, ‘콘텐츠 

(164)’이다. TF-IDF 분석 결과로는  ‘문화(422.5)’, ‘건강

(399.3)’, ‘활동(391.4)’, ‘콘텐츠(381.7)’, ‘여행(363.1)’ 순으

로 가장 요도가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2019년 빈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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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주제 1 순 2 순 3 순 4 순 5 순

주제 1 라이  스타일 공개 스타일 콘텐츠 활약 개성

주제 2 혜택 로모션 강좌 구매 자동차 기아차

주제 3 쇼핑 클럽 롯데 회원 교육 유료

주제 4 정부 사업 시장 김상돈 윤화섭 놀이터 노인

주제 5 정부 교육 인생 비 스마트 일자리 기

주제 6 건강 건강 라이 기능 출시 식품

주제 7 사회/경제 소비 세 문화 사회 고령

주제 8 어 산업 콘텐츠 지도 복약 말벗 탑재

주제 9 실버 주택 타운 클래식 력 양성 서울

주제 10 여가 디자인 놀이터 노인 공공 뉴딜

(표 5) LDA 토픽 모델링 결과

(Table 5) LDA topic modeling results

석 결과와 비교하여 상  15개 결과로 새롭게 도출된 키

워드로는 ‘콘텐츠’, ‘시 ’, ‘사업’, ‘맞춤’, ‘지원’, ‘생활’, 

‘노인’ 이 있다. 2021년 액티  시니어와 련하여 소셜 

미디어 상에서 가장 많이 언 된 TOP 5 키워드는 ‘세

(332)’, ‘건강(256)’, ‘활동(238)’, ‘은퇴(196)’, ‘노인(183)’이

다. TF-IDF 분석 결과로는  ‘건강(487.3)’, ‘세 (452.5)’, 

‘시장(423.4)’, ‘노인(404.3)’, ‘활동(373.9)’ 순으로 가장 높

은 단어로 나타났다. 2020년 빈도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2021년 상  15개 결과에서 새롭게 도출된 키워드로는 

‘은퇴’, ‘노인’, ‘시장’, ‘ 표’, ‘참여’, ‘도 ’, ‘놀이터’가 

있다. 

4.2 LDA 토픽 모델링

체 수집 기간인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1

일까지의 텍스트를 LDA 알고리즘에 용하여 10개의 토

픽을 도출하 다. 본 연구의 구체 인 토픽 모델링 과정

은 다음과 같다. 그림 2와 같이 npmi 방식으로 각 토픽 수 

별로 일 성 수를 도출하여 가장 높은 수일 때 최

으로 단한다. 따라서 토픽이 10개일 때 가장 일 성이 

높게 도출되어 최  토픽 수는 10개로 결정하 다. 표 5

와 같이 각 토픽을 구성하는 연 어들은 토픽 모델링의 

수행 결과로 출력된 것으로 토픽에서 해당 단어가 차지

하는 비 이 높은 순으로 5개의 연 어가 추출되었다.

각 토픽별 키워드를 표하는 토픽에 한 명명을 수

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픽 1은 공개(0.01), 스타일

(0.01), 콘텐츠(0.01), 활약(0.01), 개성(0.01)가 연 어로 도

출이 되어 ‘라이  스타일’로 명명하 으며, 토픽 2는 

로모션(0.02), 강좌(0.01), 구매(0.01), 자동차(0.01), 기아차

(0.01) 가 연 어로 도출이 되어 ‘혜택’으로 명명하 다. 

한 토픽 3은 클럽(0.02), 롯데(0.01), 회원(0.01), 교육

(0.01), 유료(0.01) 가 연 어로 도출이 되어 ‘쇼핑’으로 명

명하 으며, 토픽 4는 시장(0.03), 김상돈(0.02), 윤화

(0.02), 놀이터(0.02), 노인(0.02) 가 연 어로 도출이 되어 

‘정부 사업’으로 명명하 다. 토픽 5는 인생(0.01), 비

(0.01), 스마트(0.01), 일자리(0.01), 기 (0.01) 가 연 어로 

도출이 되어 ‘정부 교육’으로 명명하 고, 토픽 6은 건강

(0.03), 라이 (0.02), 기능(0.01), 출시(0.01), 식품(0.01) 가 

연 어로 도출이 되어 ‘건강’이라 명명하 다. 토픽 7은 

소비(0.01), 세 (0.01), 문화(0.01), 사회(0.01), 고령(0.01) 

가 연 어로 도출이 되어 ‘사회 경제’로 명명하 으며 토

픽 8은 콘텐츠(0.02), 지도(0.01), 복약(0.01), 말벗(0.01), 탑

재(0.01) 가 연 어로 도출이 되어 ‘ 어 산업’으로 명명

하 다. 토픽 9는 타운(0.03), 클래식(0.02), 력(0.02), 양

성(0.02), 서울(0.02) 가 연 어로 도출이 되어 ‘실버 주택’

으로 명명하 고 토픽 10은 디자인(0.02), 놀이터(0.02), 

노인(0.01), 공공(0.01), 뉴딜(0.01)가 연 어로 도출이 되

어 ‘여가’로 명명하 다.

각 토픽별로 등장할 확률은 표 6과 같다. 토픽 7: 사회/

경제가 32.94%로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그 다음은 토픽 5: 정부 교육(11.38%), 토픽 6: 건강

(10.35%), 토픽 3: 쇼핑(8.35%), 토픽 9: 실버 주택(7.46 %), 

토픽 1: 라이  스타일(6.91 %), 토픽 10: 여가(6.14 %), 토

픽 4: 정부 사업(5.40 %), 토픽 2: 혜택(5.27 %) 순서로 등

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DA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액티  시니어 콘텐츠 트 드 분석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22권5호) 41

(그림 3) 액티  시니어 토픽 트 드 

(Figure 3) Active senior topic trend

(그림 2) 토픽수 별 일 성 수

(Figure 2) Coherence score by number of topics

(표 6) 토픽별 출  비

(Table 6) Proportion of appearance by topic

토픽 비 (%)

토픽 1 6.91

토픽 2 5.27

토픽 3 8.35

토픽 4 5.40

토픽 5 11.38

토픽 6 10.35

토픽 7 32.94

토픽 8 5.82

토픽 9 7.46

토픽 10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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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도별 토픽 트 드

액티  시니어를 키워드로 최근 3년 6개월 기간의 데

이터를 수집하여 LDA 토픽 모델링 결과, 10개의 토픽을 

도출하 다. 10개의 토픽의 시계열  변화를 통해 토픽 

트 드를 분석하기 해 연도별로 각 토픽에 해당되는 

문서 수를 도출하 다. 토픽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2018년 상  5개 토픽은 사회경제

(46.47%), 정부교육(13.7%), 건강(9.63%), 주택(8.15%), 혜

택(7.04%)이었다. 2019년 상  5개 토픽은 사회경제

(33.41%), 정부교육(17.78%), 주택(16.23%), 건강(10.86%), 

쇼핑(7.04%) 이었다.2020년 상  5개 토픽은 사회경제

(29.88%), 쇼핑(10.67%), 여가(9.35%), 건강(9.15%), 정부교

육(8.84%)이었다. 2021년 상  5개 토픽은 사회경제

(31.86%), 정부교육(11.27%), 건강(9.51%), 주택(9.12%), 혜

택(9.12%)이었다. 사회/경제 토픽이 매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으나 2018년 이후 비 이 10% 이상 감소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 2019년 이후 정부교육, 주택 토픽에 

한 비 이 2018년 비 약 50%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토픽이 차지하는 비 이 증하는 

토픽을 선택하여 그래 화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여가, 

어 산업 토픽의 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격하게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라이  스타일 토픽은 2018

년, 2019년, 2020년까지 비슷한 비 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비 2021년에는 1.5배 증가한 비 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격한 비  변화를 나타내는 토

픽은 쇼핑이었는데, 2018년 이후 비 이 격하게 증가하여 

(그림 4) 주요 증가 토픽

(Figure 4) Major increased topics

2021년에 이르러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부 사업 토픽 한 2018년 이후 비 이 었다가 2018

년 비 2021년에 이르러 약 3배의 비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시사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액티  시니어와 

련된 핵심 키워드와 트 드를 탐색하기 해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블로그, 카페 게시 을 분석 상으로 2018

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3년 6개월간 ‘액티

 시니어’와 련있는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총 8,740건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수집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상으로 빈도 분석과 TF-IDF 분석, 토픽 모델

링하 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 분석과 TF-IDF 분석을 통해 알아본 연도별 

액티  시니어와 련하여 가장 높은 빈도로 언 된 키

워드와 요도가 높은 키워드는 다음과 같았다. 2018년 

가장 많이 언 된 상  3개 키워드는 ‘건강(69)’, ‘활동

(64)’, ‘소비(63)’, 이며 요도가 높은 단어는 ‘건강

(117.8)’, ‘소비(106.2)’, ‘활동(104.2)’, ‘여행(97.8)’, ‘비타민

(95.4)’ 이다. 2019년 가장 많이 언 된 상  3개 키워드는 

‘건강(255)’, ‘사회(216)’, ‘활동(194)’이며 요도가 높은 

단어는 ‘건강(117.8)’, ‘타운(106.2)’, ‘서비스(332.4)’이다. 

2020년 가장 많이 언 된 상  3개 키워드 ‘활동(284)’, 

‘문화 (227)’, ‘건강(201)’’이며, TF-IDF 분석 결과로는 ‘문

화(422.5)’, ‘건강(399.3)’, ‘활동(391.4)’순으로 가장 요도

가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새롭게 도출된 키워드로는 ‘콘

텐츠’, ‘시 ’, ‘사업’, ‘맞춤’, ‘지원’, ‘생활’, ‘노인’ 이 있

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업들이 액티  시니어 맞

춤 서비스에 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2020년에는 2018년, 2019년까지 빈도수가 가장 높고 

가장 문서상 단어 요도가 높게 나타난 건강이 아닌 활

동이 가장 높은 빈도 수로 나타났고, 문화가 가장 단어 

요도가 높은 단어로 나타난 것이 특징 이다. 가장 특징

인 은 콘텐츠 키워드가 많이 언 된 키워드로 도출

되었는데 이는 액티  시니어 층이 콘텐츠와 련한 

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높은 빈

도수로 언 된 키워드는 ‘세 (332)’, ‘건강(256)’, ‘활동

(238)’이며 TF-IDF 분석 결과로는 ‘건강(487.3)’, ‘세

(452.5)’, ‘시장(423.4)’이 가장 요도가 높은 키워드로 나

타났다. 은퇴’, ‘노인’, ‘시장’, ‘ 표’, ‘참여’, ‘도 ’,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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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새롭게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도출되

었는데, 이는 2021년부터는 시니어들을 한 노인 놀이터

의 키워드 ‘노인’, ‘놀이터’의 키워드를 포함하며 ‘참여’, 

‘도 ’과 같이 시니어 개인의 활동에 심이 많아졌으며 

‘은퇴’ 후에 삶에 한 심도 많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한 빈도수를 살펴보면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약 4배

가 증가하 고, 매해 빈도수가 증가하여 2020년에서2021

년에는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약 2배 이상 증가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액티  시니어에 한 

심도가 격하게 증가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3년 6개월간 액티  시니어와 련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픽 모델링을 한 결과 10개의 토픽

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발하게 사

용하여 콘텐츠를 이용하고 쇼핑을 하면서 모바일 시장에

서 새로운 소비자 층인 액티  시니어의 특징을 보여주

는 토픽인 라이  스타일, 쇼핑, 여가와 연령에 따른 특성

인 기존의 시니어 세 와 공통 으로 도출되는 토픽인 

건강이 있었고, 시니어를 보호하기 한 정부차원의 혜

택, 정책,사업 등과 련된 토픽으로는 혜택, 정부 사업, 

정부 교육, 어 산업이 도출되었다. 문서 건수에 따른 토

픽 출 율은 토픽 7: 사회/경제, 토픽 5: 정부 교육, 토픽 

6: 건강, 토픽 3: 쇼핑, 토픽 9: 실버 주택, 토픽 1: 라이  

스타일, 토픽 10: 여가, 토픽 4: 정부 사업, 토픽 2: 혜택 

순서임을 알 수 있었다. 10개 토픽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

본 결과, 토픽의 트 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사회/

경제가 매해 모두 가장 비 이 높은 토픽으로 나타났고, 

시니어 연령 특성상 건강 토픽은 약 10%의 비 으로 매

해 상  5개의 토픽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액

티  시니어가 기존의 시니어와의 차이 으로 자신의 여

가와 라이  스타일을 즐기며 쇼핑 활동에 주목한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최근 액티  시니어 계층의 증가와 그

들의 활동이 활발해짐과 더불어 여가, 어 산업, 라이  

스타일, 쇼핑 토픽의 비 이 증가함을 시계열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련하여 액티  시니어와 

련한 정부 사업 토픽의 비  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는 학술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소비자 계층으로 나타난 액티  시니어와 

련된 연도별 키워드 확인과 시계열  변화 확인을 통

해 액티  시니어 반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이

와 련한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액티  시니

어의 콘텐츠에 한 심과 심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액티  시니어 콘텐츠 시장의 가능성

을 제시해주며 액티  시니어의 콘텐츠 개발에 있어 10

개의 토픽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 과 더불어 다음과 같

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불용어 사  구축을 통해 정제

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나, 동일 의미 단어를 하나의 단어

로 변환하는 과정이 향후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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