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ssion Ⅶ-B : 교육콘텐츠/행정콘텐츠 175

I. 서론

  IT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의 모바일 기기의 증가로 개인들 뿐 만 아니라 기업 및 
정부도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로그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련 담당자들 은 관리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로그들을 
분석해 왔는데 이제는 분석 불가능한 정도로 많은 양이 
쌓여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빅 데이터 분석기술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 않아 실제 보급하는 것은 매우 묘연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각종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노인들의 연령대별 주기
에 맞는 옴니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노인들의 SNS 빅 데이터 분석시스템

  노인들과 관련된 옴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NS 자
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예측하는 정량적인 방법
으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분석 기법
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방법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도출하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적응하
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여 중요한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
다. 특히, 텍스트 마이닝 방법에서는 방대한 정보에서 현

재의 트렌드를 반영한 중요한 키워드들을 도출하고, 네
트워크분석 기법을 통해서 도출된 키워드들 간의 상호연
관관계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즉, 문서군내의 
특정단어의 문서간 빈도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들의 SNS 정보를 이용한 검색 결과값을 빈도수로 이
용하고 연도별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노인들의 생애 주
기별 관심 서비스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방대한 정보로부터 현재 
관심 분야를 반영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1차적으로 추출
하였다.

▶▶ 그림 1. 노인 SNS 자료 분석 프로세스

  SNS의 노인들의 관심 서비스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하여 검색결과를 얻었으며, 검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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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빅 데이터 및 분석기술을 이용한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분야로의 적용은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

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빅 데이터를 이용한 각종 개인화 복지 서비스의 제공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에게 모두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조직으로부터 은퇴하거나 떨어져

서 개인적인 삶을 영위해야 하는 노인들에게 있어 그들의 라이프 로그와 같은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합적이며 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은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들의 빅 데이터를 이용한 시간의 흐름별 옴니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들의 환경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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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검색어 검색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였다. 이
렇게 도출되어진 키워드들은 네트워크 분석 방식을 활용
해 키워드간의 상호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도
출하였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중심성 분석(Centrality Analysis)과 네트
워크의 간략화 및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2가지 방식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SNS 자료를 이용한 마이닝의 실행
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첫 과정은 단어들
의 패턴을 이용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문장을 구별해낸다.
  두 번째 과정은 찾아낸 관심분야에 관련된 자료들을 
서비스 관련 단어를 포함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으
로 분류하여, 노인 서비스에 관련된 단어를 포함한 자료
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는 또 다른 문장에서 동일한 서비
스 관련된 자료가 등장하였을 때 그 자료의 참조 대상이 
된다[1, 2, 3]. 

▶▶ 그림 2. 관심 단어 추출 프로세스

Ⅲ. 실험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노인관련 복지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트렌드 
분석에 필요한 키워드를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하였
다. 특히, 노인 복지 분야의 분석대상은 노인들의 SNS를 
대상으로 서비스 도출에 필요한 노인 복지에 관한 키워
드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모집단에서 분석되어진 키워드
들은 노인들에게 직접 설문하여 노인 복지 분야의 관심
사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 그림 3. 최근 노인들의 관심 분야 키워드량 변화

  그림 3은 시스템을 이용한 눈 상의 키워드 변화량을 
분석한 내용이다. 1단계로 현재 노인들의 관심 분야를 
위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위하여, SNS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키워드 그룹을 형성하
고, 이 키워드들의 SNS에 노출된 정보 검색 결과량을 바탕
으로 키워드의 빈도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그림 4. 주요 관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2단계분석은 텍스트 마이닝으로 도출된 키워드들을 대
상으로 서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구글 AJAX 
Search API를 이용한 프로그램, 네트워크분석의 중심성 
활용, 패스파인더 방식 등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SNS 빅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sh인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의 관심분야 및 트랜드를 분석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노인 SNS의 관심 분야를 고려
하여 노인 관련 SNS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들을 분석하여 
속성과 서비스 관련 어휘 등을 추출하고, 관심 정도를 판
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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