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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인터넷, 모바일 등의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BigData) 기술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반면, 공공분야에서의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이

를 적용하고자 한다. 다양한 공공분야 중 현재 뿐 아니라 미래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고령화를 키워드(Key-Word)로 실버산업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실버산업, 독거노인, 노화, 출생, 퇴임 의 5개 변수가 탐색되었으며,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실버산업에 대하

여 나머지 4개의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실버산업 발전의 대안으로써 독

거노인 주거 공간 마련, 출산장려, 시니어 기술인 실버창업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계량적 접근

을 통해 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핵심주제어: 실버산업, 시니어창업, 고령화, 빅데이터, 검색량

Ⅰ. 서론

최근 인터넷, 모바일 등의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통

해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활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의미하게 생각되는 자료들로 유익한 정보로 만

들고,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하여 추출할 수 있

는 빅데이터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응용시키고

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의 유수한 연구기관들은 미래의 유망한 기술로

서 빅데이터를 언급하고 있다. 세계미래학회는 ‘빅데이터의 

확대’로 인해, 사람들의 모든 동선을 데이터로 집적하고 그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World Future Society, 2013). 또한, 
Gartner(2012)는 2013년의 10대 전략적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Strategic Big Data’를 선정, 2012년에 이어 빅데이터를 언급하

였으며, 2015년의 10대 전략적 기술 트렌드에서는 보편화된 

기술로 빅데이터 기술이 이미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Gartner, 2014). 이는 빅데이터 기술이 미래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의 하나이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임

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은 유통, 통신,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반면, 공공분야에서의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김기환, 2013).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분야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할 수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에 활

용하고자 한다.
고령화는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으로 다

양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먼저,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해 건강

상의 문제를 겪게 되며, 은퇴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정서적 문제로 연결되어 사회 전반의 문제

로 나타난다(이현기 외, 1998). 통계청(2013)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고령화율은 2010년 11.0%에서 2040년 32.3%로 2.9배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증가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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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고

령인구는 총인구의 12.7%로 2026년에는 인구의 5분의 1수준

인 20.8%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통계청, 2014), 우리

나라의 인구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 세계 1위를 고

수하고 있는 만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시기에 접

어들면서 시니어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커피

전문점, 식당 등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분야로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또한, 미국 시스코사의 도미니크 전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창출을 위한 빅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세션에서 한국은 미래에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겪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IoT에서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 경제, 재정,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

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고

령화 사회와 실버산업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대

부분의 연구가 실버산업의 현황, 전망, 활성화 방안 등에 국

한되어 있다(김현주·박재룡, 1992; 서윤, 2000; 이현기 외, 
1998). 이덕훈·이재선(2000)은 국가비교 연구를 통해 실버산업

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였으나, 사회문화환경, 
산업화과정, 정부산업정책 등 국가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를 키워드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버산업

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자, 실버산업 발전의 한 

영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니어창업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빅데이터(BigData)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는 이전부터 존재하였

으나, 방대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의 부족으로 실제로 

행해지지 못했던 개념이다(이정미, 2013).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갖추어 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접목시키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으

로 비롯된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용이 많은 

정보를 생산해 내면서,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빅데이터 기술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빅데이터를 단순히 정의하면, 데이터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저장·관리·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큰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McKinsey, 2011). 하지만, 현재의 빅데이터

는 그 크기를 한정지을 수 없으며, 이를 활용하여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이를 통해 나타나게 될 많은 가치를 지

닌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2015년 빅데이터 성과공유 사례

사업명 주관기관 주요내용 효과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국토교통부․경기도 민원 자료를 분석해 다양한 비리 패턴 추출로 총8개 지수개발 및 시각화 3년간 1.1조원 비용절감

지자체 갈등 조기 인지 행정자치부
다음․네이버․구글 연계 뉴스, SNS(트위터․블로그) 등 지자체별로 갈등 관련 이슈 
분석으로 위험스코어 산출로 갈등조기인지시스템개발

사전 : 갈등예방
사후 : 갈등해결

근로감독 사업장 선정 과학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과 정상사업장 구별 및 감독을 위해 서면계약․임금체불
․최저임금․근로시간․약자보호 등을 활용한 위반 확률 모형 개발

3년간 평균 500억원 임금체불 
해소

지역관광 활성화 전라북도․전주시
유동인구․카드매출․지역축제․외국인관광․SNS․포털․교통․경제․기상․업소정
보 등을 활용해 관광정책 활용

연계관광 코스 및 코레일과 
연계한 상품 개발

날씨 기반 농작물 생산성 
예측 지원

기상청
농작물의 기상기후 특성별 분석을 통해 예측모형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기상정보 
활용 확산

농산품의 과학적 수급정책 
개발

* 행정자치부(2015), “「정부 3.0 빅데이터 성과공유 대회」자료집.

이러한 빅데이터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규모 (Volume), 다양

성 (Variety), 적시성 (Velocity)의 3V로 정의하며(Laney, 2001), 
여기에 가치 (Value) 또는 복잡성 (Complexity)을 추가하여 설

명한다. 규모는 빅데이터의 일반적인 정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데이터의 관리·분석에 대한 개념으로 수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 정도 크기의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윤홍근, 2013). 
다음으로 다양성은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 이외에 분산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으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아키텍처와 기

술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적시성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 

뿐 아니라 그 생성과 분석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

정에 대한 속도를 의미한다(윤홍근, 2013). 추가적인 특성인 

가치는 앞서 설명한 특성으로 하여금 얻을 수 있는 가치의 

상대적인 정도를 의미하며, 복잡성은 서로 다른 다양한 환경

에서 생성된 각기 다른 데이터에 대한 처리기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이정미, 2013).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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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크기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로써 적절한 시한 내

에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절한 의미해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고차원적인 분석 기술이다. 이러한 빅

데이터 분석기술의 활용은 국내의 경우에 정부 주도로 성과

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2015년 ‘정
부 3.0 빅데이터 성과공유 대회’를 개최하여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미래에도 지속적인 빅데이터 성과가 도출되

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주제인 고령화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데이

터를 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에서의 검색량을 

활용하고자 한다.

2.2 실버산업(Silver Industry)

실버산업은 ‘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버라는 단어가 

흰머리에 비유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나 공직자

들의 노후를 위해 일본정부가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Silver 
Land’로 지칭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다(김
태현·이인수, 1996; 서윤, 2000). 실버산업의 정의는 아직 학문

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며(이현기 외, 1998), 연구자별로 개념

적 정의를 상이하게 내리고 있다. 김현주·박재룡(1992)은 고령

층의 정신적·육체적 기능을 향상·유지시키고 이들의 사회활동

을 위해 민간이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실버산업으로 정의하였다. 박재간(1993)은 경제력을 보

유하고 있는 노인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살피고 그에 상

응하는 대가를 받는 시스템으로 정의하였고, 일본후생통계협

회(1996)는 민간에 의해 시장에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 중,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것을 통칭하

여 정의하였다(서윤, 2000; 이민표, 2000). 이외에도 연구의 특

성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부분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버산업은 제공되는 

재화·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분

야는 주거관련분야, 의료관련분야, 여가관련분야, 금융·보험관

련분야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서윤, 2000).
국내의 실버산업은 1990년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

불어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되었다. 1993년 노인복지법을 개정

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으나, 
선진 복지국가에 비하여 초보적인 단계이다.(서윤, 2000). 실

버산업 자체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

로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덕훈·이재선(2000)은 한국, 일본, 미국의 국제비교를 통해 

실버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연구결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행동, 
개인적 역할과 사회적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노령층의 경제력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민간자본의 형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의 중요

성을 강조한 것이다(이덕훈·이재선, 2000).
본 연구는 이덕훈·이재선(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영향요인

과 달리,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실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고령화사회, 실버산업 등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 뿐 아니라 공공분야에서의 활용 또한 제한적인 

기법으로 공공분야 및 산업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실버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재성(2002)는 자녀와의 별거, 노인의 증가 즉, 독거노인의 

증가가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실버산업의 발전이 필요함

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여성

의 출산율 저하로 가족원 수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증가로 인해 가족이 노인을 보호하기 힘들어지면

서, 가족을 대신할 서비스의 개발 즉, 실버산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허정애·이정민(2009)은 고령화 시대에 실버 전용 

화장품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층의 소비욕구와 소비성향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의 정착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버산업은 소

득에 대한 수요탄력도가 큰 특징으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에 따른 노화 지연 및 미(美) 유지에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노화에 대한 저항이 실버산업의 발전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임과 실

버산업의 연관성은 스웨덴 통계청(2007)에서 보도한 신종 유

망산업 및 사업에 따르면, 스웨덴의 실버세대는 정년퇴임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여유로

운 시간과 그동안 즐기지 못한 여유를 즐기기 위해 실버용품

에 대한 지출 규모가 커지게 된다. 스웨덴의 실버산업은 전체 

인구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매력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실버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하

였다(KHIDI, 2011).

2.3 시니어창업

현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제1목표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창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창

업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창업진흥원, 
2013). 2012년 기준, 국내 창업기업 수는 1,661,481개로 전체 

중소기업 3,354,320개 중 49.5%를 차지하는 만큼(창업진흥원, 
2015; 중소기업중앙회, 2014), 국내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50대 이상 창업자는 약 49.5%로 장년

층의 창업이 20~30대의 청년창업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창업진흥원, 2015). 이는 청년층의 경우, 미래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취직이 최우선시 되는 반면, 장년층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제2의 직업으로 창업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양질의 창업기업 육성 및 생

존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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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히 기술기반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창업지원자금은 약 1조 5,400억원 규모로 

2014년 대비 7.7%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비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교육, 창업사업

화, 시니어창업, 창업보육센터, 1인창조기업, 지식서비스창업, 
참살이, 창업자금 (융자) 등 8개 부분의 21개 사업을 통해 창

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중소기업청, 2015).

<표 2> 2015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사업명 지원대상 예산(억원)

창업교육
청소년 비즈쿨 초 중 고등학생 60

창업아카데미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80

창업
사업화

창업선도대학 육성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652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423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75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260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53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50

대한민국 창업리그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15

(신규)창업인턴제 대학(원) 재학 및 미취업졸업생 50

(신규)재도전성공패키지 성실실패 예비재창업자 35

시니어
창업

시니어 창업스쿨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20

시니어 창업센터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20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227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80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44

지식서비스 창업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99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132

참살이 참살이 실습터 운영 예비 창․취업자 18

창업자금 (융자)
일반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 12,000

청년전용창업자금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1,000

총  계 15,393

* SMBA(2015), “「2015년도 창업지원사업계획」 통합 공고”, 보도자료.

정부의 2015년 창업지원 세부사업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시니어창업의 세부사업은 ‘시니어 창업스쿨’과 ‘시니어 창업

센터’의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만 40세 이상의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배정된 예산은 각 20억 내외로 시니어창업 부분의 

총 예산은 40억원 수준이며, 중소기업청 전체 창업지원자금의 

0.26%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시니어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 규모는 비록 많지 않지만,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특화

한 지원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시니어창업의 중요성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실버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

색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버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시니어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제언은 단순한 요인

의 탐색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버산업의 발

전을 위한 대안으로써 그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방법

3.1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하여 고령화와 관련된 키워드를 수집하기 위해 

스마트 인사이트 데이터 약 58만 건을 SPSS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분석 키워드 중 <표 3>과 같이 고령화

와 관련이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키워드의 경우 단순히 포털 사이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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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량이 많다는 것 이외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의 핵심 주제어인 실버산’을 중심으로, 수집한 키워드 

중,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에 이용할 키워드

를 선정하였다. 먼저, 빈도수가 10,000번 이상인 키워드 중 최

재성(2002)의 연구에서 실버산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던 ‘독
거노인’과 ‘출생’을 선정하였다. 반면,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고령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허정애·이정

민(2009)의 연구에서 밝힌 ‘노화’를 선정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써 정년퇴직, 희망퇴직, 은퇴 등 시니어창업의 

원인이자 실버산업과 직결되는 요인으로 ‘퇴임’을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이에 선정된 키워드에 대하여 네이버 트렌드 검

색을 통해 2007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검색량을 이용

하여 월별 데이터로 전환하였다. 추출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표 4>와 같다.

<표 3> 키워드 분석결과

빈도 키워드

10,000번 이상 가정, 건강, 경쟁력약화, 고령시대, 교육, 노년, 독거노인, 독립적, 생활비, 아르바이트, 예산, 의존적, 이민, 정부, 중요, 책임, 해결, 출생

5,000번 이상
~10,000번 미만

60대, 개인, 경로당, 공공, 국민연금, 기술직, 노동, 노인일자리, 대응, 리스크, 배우자, 베이비붐시대, 병원, 봉사활동, 사망, 생활비, 실버산업,
심각, 오십대, 요양원, 운동, 자녀, 자살, 자손, 자존감, 재취업, 전문직, 정년퇴임, 정책, 준비미흡, 창업, 치료, 치매, 폭언, 할머니

1,000번 이상
~5,000번 미만

가족, 걱정, 건강검진, 검진, 경제활동, 고독사, 고령사회, 고혈압, 국가, 귀촌, 기부, 네트워크, 노년층, 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정책, 노인소외, 노인일자리정책, 노인폭행, 노화, 노후자금, 농사, 농업, 뇌출혈, 늙은이, 다이어트, 당뇨, 대한노인회, 독거노인, 만성
질환, 베이비붐, 복지, 복지시설, 불안, 불행, 비정규직, 사회공헌, 사회참여, 세대격차, 수명, 수명연장, 양로원, 요양보호사, 요양시설, 요양원
비용, 용돈, 우울증, 위기, 위험, 은퇴, 자영업, 자원봉사, 장년층, 장수, 진료비, 초고령사회, 퇴임, 폐지수집, 할아버지, 훈련

<표 4>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

구분 실버산업 독거노인 노화 출생 퇴임

평균값 -0.0077 0.0074 0.0066 0.0059 0.0146

최대값 0.80 0.72 0.70 0.61 0.92

최소값 -0.64 -0.50 -0.62 -0.67 -0.61

표준편차 0.34226 0.25765 0.29309 0.25111 0.36779

관측수 95 95 95 95 95

변수설명 트랜드검색 트랜드검색 트랜드검색 트랜드검색 트랜드검색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실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독

거노인, 노화, 출생, 퇴임 등의 변수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변수들이 실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

고자 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독

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출생과 노화가 피어

슨 상관계수의 절대치가 0.757로 가장 높고, 독거노인과 노화

가 0.743, 독거노인과 출생이 0.699, 독거노인과 퇴임이 –
0.351, 퇴임과 노화가 –0.260 순으로 나타나, 상관계수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공존함을 알 수 있었다. 퇴임에 관한 상관계

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Cohen(1988)에 따르면 상관계수

의 절대값이 0.29이상 0.46미만이면 중간 수준의 상관계수의 

크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설명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독거노인 퇴임 출생 노화

독거노인 1

퇴임 -.351** 1

출생 .699** -.062 1

노화 .743** -.260* .757**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3.1 단위근 검정 및 연구모형

단위근 검정법은 ADF(Augmented Dickey-Fuller) 방식과 PP 
(Phillips-Perron) 방식을 채택하여 두 검정법 중 하나라도 수준

변수가 0.05 이하이면 단위근이 없는 정상적 (Stationary)인 것

으로 간주하였으며, 차분변수 동일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것으

로 간주하였다(강만수·박하연, 2015). <표 6>은 각 변수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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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근 검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다음의 식을 추정함에 있어 

가성 회귀 (Spurious Regression)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실

버산업, 독거노인, 노화, 출생, 퇴임 등 모든 변수를 차분변수

로 사용하였다. 또한 모든 변수를 log변환하여 연구에 활용하

였다.

∆ ln실버산업 ∆ln독거노인∆ln노화
∆ln출생∆ln퇴임

<표 6> 주요 변수들의 단위근 검정

변수

Augmented Dickey-Fuller Test
수준변수 차분변수

t-통계량 Prob. t-통계량 Prob.

실버산업 -1.9274 0.318 -3.4985 0.010

독거노인 -1.8205 0.368 -13.3564 0.000

노화 -0.1199 0.943 -3.9495 0.002

출생 -2.5515 0.107 -4.8753 0.000

퇴임 -0.5388 0.877 -9.203 0.000

Ⅳ. 실증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다중

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 2.216 (du=1.754 < 
d < 4-du=2.246)으로 나타나 분석모형의 모든 종속변수가 자

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VIF (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이용하였으

며, 그 결과 모형의 모든 VIF 지수가 1.266～3.042로 10 미만

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에 

이용된 모든 데이터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상치는 ZRE와 SDF로 판단한 결과 문

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독거노인, 노화, 출생, 퇴임 등의 변수가 

실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분석모형의 

설명력은 82.1%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 검증을 이용한 모형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잔차가 정규성 (Kolmogorov-Smirnov’s 
Test p = 0.200 ＞ 0.05)과 등분산 (Breusch-Pagan’s Test p = 
0.648 ＜ 0.05와 Koenker Test p = 0.694 ＞ 0.05) 가정을 만족

하여 다중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독거노인, 노화, 출생의 3가

지 요인의 값은 각각 0.523, 0.362, 0.349로 양의 값을 나타

낸 반면, 퇴임은 –0.111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퇴임이 

실버산업을 설명하는데 있어 반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다른 변수들과도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과 함께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생

은 고령화와 상반되는 의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방

향성이 나타나 이 또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

단된다. <표 7>은 다중회귀 분석결과이며, 이를 토대로 다음

의 식과 같이 회귀모형이 도출되었다.

∆ ln실버산업∆ln독거노인
∆ln노화∆ln출생
∆ln퇴임

<표 7>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표준오차  공차 VIF

(상수) -0.014 0.015 　 -0.971 0.334 　 　

독거노인 0.523 0.097 0.394 5.409 0.000 0.358 2.79

노화 0.362 0.089 0.31 4.073 0.000 0.329 3.042

출생 0.349 0.101 0.256 3.466 0.001 0.348 2.877

퇴임 -0.111 0.046 -0.119 -2.433 0.017 0.79 1.266

R2 (수정 R2) 0.829(0.821)

Durbin-Watson 2.216

Kolmogorov-Smirnov test 0.200

Breusch-Pagan test 0.648

Koenker test 0.694

a.종속변수:실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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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가장 각광받게 될 실버산업을 주

제로 하여, 실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네이버 트렌드

의 검색량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

다. 분석결과, 실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독거노인, 
노화, 출생, 퇴임의 4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독거노인과 노화가 실버산업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의 근본적

인 원인은 인간의 생물학적 노화로 발생되며, 노령인구의 증

가에 기인한 것으로 실버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요

인을 제공하는 변수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

가는 핵가족화 된 현대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독거노인의 증

가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주거, 의료, 여가, 금융·
보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이 필요한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독거노인과 

노화의 두 변수는 실버산업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이를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출생이 실버산업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라는 본 연구의 주제와 일반적으로 다소 상이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출생은 고

령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령화

율은 전체 인구 중 노령인구 (65세 이상)의 비중이 증가함으

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65세 미만의 

인구가 증가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출생이 늘어나게 되면, 
고령화율이 낮아지게 되며, 이는 향후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

를 가져와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의 해법

으로써 출산 장려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임이 실버산업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것으

로 노령인구의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방향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을 

최근 퇴직 연령이 다양해지고 있는 사회현상에서 찾고자 한

다. 통계청(2015)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둘 당시 연령이 평균 49세로, 2010년 평균 53세보다 4세가 낮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따라서 과거에 퇴임이 

노후생활에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높아진 수명과 

이른 퇴직으로 인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

하기 위한 실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 첫 번째로 독거노인의 측면에서의 관련 산업 발전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이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실버타운이 들어서기 시작되었

지만, 입주비용 및 생활비가 높아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는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현 정부는 노령연금제도를 

활용하여 금전적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금전적 지원보다 독거노인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하여 의·식·주의 기초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더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출생의 측면에서 출산장려정책의 확대를 제안하

고자 한다. 물론 현 정부를 포함하여 이전 정부 모두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국내 출산율은 

아직까지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는 단순히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내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전세금의 급등으로 인한 주거비용이 증가하고, 이

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급도 

각 지자체마다 달라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퇴임의 측면에서 최근 창업관련 연구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시니어창업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류준호, 
2014).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퇴직연령이 49세로 낮아지면서 

퇴임에 대한 인식이 노후생활이 아닌 제2의 인생의 시작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

라 제2의 직업을 갖고자 창업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

면, 정부의 정책은 청년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양
영석 외, 2014), IT기반의 기술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물론, 청

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뛰어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젊은 인재들의 성공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다양한 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실전경

험이 풍부한 시니어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상대적으로 미

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인구가 스스로 실버산업

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퇴직 전 장기간 

특정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한 ‘시니어 기술인 실버창

업 지원’의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술을 보유하고 퇴직

한 시니어 기술인력에 대하여 실버산업과 관련된 업종을 창

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 융자·보증 등을 지

원하여 퇴직자들의 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이 확충되

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향상시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실버세대 스스로가 실버산업을 발

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 및 안전망의 대안으로써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실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탐색함으로서, 계량적 접근을 통해 영향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는 향후 더욱 심화될 고령화 사회를 대

비하기 위한 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요인 변수를 탐색하

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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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공분야에 적용한 연구로, 향후 다양한 공공연구에 여러 

가지 형태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특정 요인을 대상으로 필요성 및 영향관계를 

설명한데 반해(최재성, 2002; 허정애·이정민, 2009), 본 연구는 

다양한 키워드를 탐색하여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실버산업의 

영향관계를 밝혔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순한 검색 키워드의 빈도를 근거로 하

여 그들 간의 연관성을 통해 요인을 탐색한 것으로 인과관계

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한 

대안은 실증분석을 통한 키워드를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데

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정책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실증하

여 제시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

하여 창업, 시니어창업 등 많은 요인과 정책을 탐색 및 분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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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xploring Factors Having Influenced on Silver

Industry to Activate Senior Start-up : Using 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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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s the popularization of the mobile and the internet, the need of big data technology using a vast amount of data which 
contains the information has emerged. Big data technology has been used in various fields but use of the public sector is still 
insufficient. So, this study applies them. This study explores factors influencing silver industry as keywords, graving has effect on the 
present as well as future society.

Results, five variables are ‘silver Industry’,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aging’, ‘birth’ and ‘retirement’ were search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y are correlated with one another. Results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other four parameters on "Silver Industry", 
they have an effect significantly. In addition, it proposed the need of the ‘providing living space of senior citizen who lives alone’, 
‘childbirth support policy’, ‘support to vitalize silver startup senior manpower of technology’ as an alternative to develop the silver 
industry.

This study provide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that is exploring factors through a quantitative approach using big data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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