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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

velopment, OECD) 가입국 중 한국은 최단기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더 나아가, 2067년 국내 인구는 

1,300만 명 감소(’67년 3천 9백만 명)하지만, 전체 인구 중 46.5% (’19년 

기준 14.9%)는 노인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이에 급속한 고령화

로 인한 노인 부양부담에 대한 논의는 2000년부터 활발히 시작되었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으로 국가가 노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및 부양가족의 심리적∙경제적∙신체

적 부담을 경감시키고[2,3], 가족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시간을 증대

[4,5]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 욕구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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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져, 2008년 대비 2016년 등급자가 3.5배 높아지고[6] 제도 지출액이 

2008년 대비 2017년 10배 상승하였다[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매년 양적 성장이 이루었고, 다양한 근거를 활

용해 제도의 사회적 욕구 탐색 및 정책 수립을 하였다. 먼저, 다양한 선

행연구가 수행되며 제도의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였고 정책 개발에 근

거로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언론 등 미디어 매체로 아젠다(Agenda)

가 형성하였고, 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언론보도는 다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를 다뤘고, 이를 기반으로 아젠다가 구성되어 

노인장기요양 정책으로 제안되었다[8]. 정책가 및 연구자의 이론 ∙실천 

분석이 사회적 욕구 탐색 및 정책 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언론보

도 또한 정책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언론보도는 제도 수립 및 아젠다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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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등과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없었다. 기존 선

행연구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이용자, 대중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

구가 이뤄졌고, 더불어 전문 문헌을 이용한 분석 연구가 이뤄졌다. 반

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상당량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빅데이터(big data)로서 필수요소 3V (규모 Volume, 다양성 Variety, 속

도 Velocity) [9]를 모두 갖추었기에 충분한 연구 가치가 있지만, 언론보

도를 연구 대상으로 보려는 시도가 없었다. 제도 출범 10년 이상이 지

났고 막대한 양의 언론보도가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되었기에, 이를 빅

데이터 관점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은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이슈를 살펴보는데 탁월하고,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빅데이터 분석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고, 기업 이슈 탐

색 및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운영은 업무처리 

효율성, 경쟁 우위, 조직적 민첩성을 가져오고[10], 기업 간 이슈를 정확

히 판단해 문제해결에 탁월하다[11]. 빅데이터는 빠른 데이터 축적 속도, 

가공의 어려움, 방대한 데이터양 등으로 다양한 분석 전문성이 요구되

지만, 빅데이터 분석방법 중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이 정교하

게 발전하면서 복잡한 비정형 데이터를 과학적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

게 되었다. 지금까지 작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기사 수만 건을 특

정 개인이 객관적으로 핵심 이슈를 정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텍스트 마

이닝 분석은 모든 언론보도를 독해하지 않아도, 분석 기법만으로 전체 

텍스트의 주요 이슈를 선별하고 이슈 중요도를 수치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슈를 탐색하기 위해, 언론보

도를 활용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난 

12년간(2008년 7월-2020년 6월) 축적된 노인장기요양 관련 언론보도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슈의 종단적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해, 3 시점별(제도정착기,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주요 이슈를 탐색하였다. 추출된 키워드의 특성 및 관계를 키워드 네

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으로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현안을 파악하고,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도

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노인장기요양 제도

의 동향을 파악하고, 추후 제도 수립의 기초자료로써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언론보도의 키워드를 추출해, 핵

심 키워드 빈도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추출 키워드 간 관계를 살피

기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고, 연결중심성, 연결강도로 

키워드 특성을 탐색하였다. 키워드의 전체 특성을 살펴보고, 더나아가 

종단적 특성을 살피기 위해 시점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점 분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하였

다. 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을 제도정착기(2008년 7월-2012년)로 보았

고, 이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차 기본계획(적용연도 2013-2017년),  

2차 기본계획(적용연도 2018년-2020년 6월)으로 분류해 시점별 분석

을 수행하였다.

분석 자료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 제도 출범일인 

2008년 7월 1일 00:00부터 2020년 6월 30일 23:59까지의 12년간 온라인 

기사를 수집하였다. 뉴스 플랫폼 사이트인 다음 뉴스(news.daum.net)

와 네이버 뉴스(news.naver.com)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검색어를 

설정해, 웹 크롤링(web crawling) 하였다. 웹 크롤링 수행을 위해, 통계 

R 4.0.2 rvest와 dplyr 패키지를 사용해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R 

웹 크롤링 코드는 Seo [16]에서 볼 수 있다.

웹 크롤링으로 언론보도 24,942건(다음 뉴스 15,307건, 네이버 뉴스 

20,965건)을 수집하였고, 다음 뉴스와 네이버 뉴스에 중복 게재된 뉴

스 5,665건을 삭제하였다. 뉴스 기사 19,277건을 분석해 부적합 여부

(중복 기사, 불필요한 기사)를 탐색하였다. 먼저, 특수문자, 문단 등을 

제거했을 때 중복기사 1,681건이 추가로 발견되어 제외하였고, 노인장

기요양보험과 무관한 기사를 다음 3가지 기준에 따라 제외하였다. ① 

민간 실버보험 등의 상업∙광고성 기사이거나,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검

색어가 포함되었지만, 유관 기관 동정(홍보, 인사)이거나, ③ 노인장기

요양보험 검색어만 포함되었을 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무관한 기사일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된 민간 실버보험 홍보 기사가 상당수 있었

고, 장기요양기관의 광고∙홍보 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정(인사채용, 

사내 대외활동 등)에 관련 기사를 제외하였다. 또한 노인 일자리 정책 

기사 등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키워드만 포함될 뿐, 관련된 내용이 없

는 기사는 분석에 제외하였다. 이처럼 주제어만 포함될 뿐 내용상 관

련 없는 기사 12,603건을 제외하였고, 필터링 작업으로 기사 4,993건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언론보도 4,993건에 대한 일별 보도

건수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R 4.0.2의 ggplot2를 활용해 calen-

dar heatmap을 작성하였다. 

분석절차

사전(Dictionary) 구축

핵심 키워드 추출을 위해, 언론보도 4,993건에 대한 용어 사전을 구

축하였다. 본 연구는 불용어 사전, 고유어 사전, 유사어 사전을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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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키워드를 제거하고 유의미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불용어 

사전을 구성해, 연구에 불필요한 키워드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특

종]”, “[영상]” 등의 불용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기자 성명, 언론

사 명 등을 불용어로 지정하였다. 고유명사를 키워드로 추출하기 위해 

고유어 사전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고유어 사전 제작을 위해, ①국

립국어원 우리샘사전[12], ②다음 백과사전[13], ③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고시[14], ④노인장기요양 용어사전[15], ⑤연구자 제작 고유

어 사전을 통합해 고유어 사전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유사어 사전을 

작성하였는데, 동의어임에도 표기법 차이로 다른 키워드 인식하는 것

을 방지하였다. 실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어를 축약해 “건보공단”

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유사어 사전을 구축해 “건보공단”과 

같은 동의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용어 사전은 Seo [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키워드 추출

본 연구는 키워드 추출 분석 도구로 NetMiner를 사용하였다. 키워

드 특성을 살펴보고, 연결망을 시각화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수준에 

맞춰 핵심 키워드를 선별하였다. 연구자마다 핵심 키워드 선별기준에

는 차이가 있고, Gwak [17]은 전체 키워드 중 7%를 핵심 키워드로 보기

도 하였다. 텍스트의 특성 및 속성에 따라 핵심 키워드의 선별기준에 

차이가 있기에, 연구 목적에 적합하는 기준을 설정해 핵심 키워드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18].

본 연구는 핵심 키워드의 선별기준을 다음 4가지로 설정하였다. ①

고유명사, ②키워드 출현 빈도 상위 10% 이상, ③키워드별 출현 문헌

(언론보도) 건수 상위 10% 이상, ④키워드 간 연결강도 상위 50% 이상

인지 살펴보았고, 해당 기준에 충족한 키워드를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

하였다. 먼저, “일반”, “사람”과 같은 일반명사를 분석에 제외하였고, 

특성 및 의미를 명확히 유추할 수 있는 고유명사를 핵심 키워드로 선

별하였다. 실례로, 고유명사인 “장기요양기관”은 그 의미를 정확히 추

론할 수 있지만, 일반명사 “기관”은 단일 키워드만으로 복지기관인지 

의료기관인지를 추론할 수 없다. 또한 키워드 전체 등장 횟수 및 키워

드별 출현 문헌 건수가 상위 10%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NetMiner로 추

출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빈도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전, 키워드 빈도를 살펴보기 위해 워드 클라

우드(word cloud)를 작성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는 키워드 빈도에 따라 

글자 크기가 커지도록 시각화하였고, R 4.0.2의 wordcloud2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간 연결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NetMiner를 

활용해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은 키워드 출현 정도를 탐색할 

수 있을 뿐, 키워드가 어떤 맥락과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

다. 반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 간 연결망을 형성해 키워드

의 의미를 탐색하고, 특정 이슈가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인 언론보도 4,993건에서 핵심 키워드를 

앞서 설명한 4가지 기준에 맞춰 추출해 키워드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관계망 측정을 위해 언론보도-키워드에 대한 2-mode 매트릭스(ma-

trix)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각 키워드

가 다른 키워드와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중요성이 평가되고, 중심성

(Centrality)으로 각 키워드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네트워크 특성에 따

라 각 키워드는 다양한 중심성을 갖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

심성(Degree Centrality)을 사용해 각 키워드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연

결중심성은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수치화

하는 것으로, 연결 빈도를 표준화해 산출한다. 연결중심성은 관계를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지수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실례

로, “치매”라는 키워드가 ‘치매↔노인’, ‘치매↔인정자’, ‘치매↔노인’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치매 키워드의 연결강도는 3 (노인 2회 연결, 

인정자 1회 연결)이 되고 이를 0부터 1까지 값으로 표준화시킨 수치가 

연결중심성이다[17]. 중심성 지수를 통해, 각 키워드의 특성을 파악하

고 전체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네트워

크의 모듈성(Modularity)을 활용해 키워드의 하위그룹을 분류하였다. 

키워드 간 연결강도가 각기 다르고, 특정 키워드 집단이 높은 연결강

도로 응집해 연결될 수 있다. 이때, 특정 키워드 집단의 응집력을 가지

고 하위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Community) 

분석으로 하위집단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일별 언론보도 빈도

추출된 언론보도의 일별 건수를 살펴보기 위해, Figure 1과 같이 

Heatmap Calendar를 작성하였다. Heatmap Calendars로 12년간 기사 

건수를 달력으로 시각화하였고, 기사 건수에 따라 채도를 높였다. Fig-

ure 1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별 기사 건수는 정책, 이슈, 행사 

등에 영향을 받았다. 언론보도가 높게 나타난 특정 시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론보도 건수가 높은 일자를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출범

한 2008년 7월 첫 주에 기사 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2009년 6월 말 제도 

출범 1주년 평가 기사가 여러 건 작성되었다. 2010년 11월 13일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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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number of articles per day by heatmap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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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나타났고, 노인요양시설 등 안전관리 비

판 기사가 많이 출현하였다. 2013년 7월 1일 치매 노인을 위해 복지용구

(GPS 배회감지기)가 확대되어 이에 대한 기사가 유통됐고, 2014년 6월 

16-17일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 체계로 확대되며 언론의 주목도가 높

아졌다. 2018년 1월 3일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쟁의 활동, 6월

은 본인부담금 감경정책 발표로 인해 보도 건수가 높았다. 이후 2018년 

10월 마지막 주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언론에 주목받으면서, 이와 관련

해 요양원 부당청구 및 비리를 다룬 언론보도가 작성되었다. 2019년  

5월 7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 혜택 확대를 당 ∙정이 발표하였다. 2019년 7월 중순은 노인장기요

양보험 당기수지 적자 및 재정 전망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왔고, 2019년 

8월 첫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표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규모 및 특성이 기사에서 다뤄졌다. 특히, 8월 26일 장애인 단체에서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장기요양보험 이용 전환에 관련

된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언론 주목을 받았다. 2019년 10월 마지

막 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요율 및 요양급여 수가 인상

을 발표하였고 관련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일별 언론보도 패턴을 보면, 제도정착기 초반인 2008-2009년 언론

보도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언론보도 건수가 관찰되었고, 

2차 기본계획 시점인 2018-2019년에 접어들면서 일별 언론보도 건수가 

높은 일자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시기별∙시점별 주요 이슈에 따라 차

이가 있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 평균 1건 이상 언론보도가 생산

되었다. 

키워드 빈도

본 연구는 전체 키워드 빈도를 살펴보았고, 더 나아가 변화추이를 

보기 위해 시점별 언론보도를 분류해 각각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키워

드 빈도는 Figure 2와 같이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핵심 키워

드를 선별할 때, 3가지 기준(전체 키워드 빈도 상위 10% 이상, 문헌 동

시 출현빈도 상위 10% 이상, 고유명사)을 적용해 빈도분석 하였다. 

먼저, 전체 언론보도 4,993건을 대상으로 키워드 14,874개를 추출하

였고, 핵심 키워드 203개를 선별해 빈도분석 하였다. 통합 시점에서는 

요양원(n = 9,816), 요양보호사(n = 8,217), 장기요양기관(n = 6,160), 국민

건강보험공단(n =5,983), 인정자(n =3,803), 보건복지부(n =2,836) 키워

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책 추진 시점별로(제도정착기,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

Figure 2. Wordcloud by period.

Total keyword frequency Institutional settlement (2008.7-12)

1st basic plan (2013-2017) 2nd basic plan(2018-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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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빈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도정착기의 언론보도 1,852건에서 

키워드 9,268개를 추출하였고, 핵심 키워드 138개를 선별해 빈도분석 

하였다. 제도정착기는 요양보호사(n =3,618) 빈도가 가장 높았고, 요양

원(n =3,091), 장기요양기관(n =2,104), 국민건강보험공단(n =1,957), 장

기요양등급(n =1,022)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았다. 요양보호사 관련 언

론보도가 활발히 다뤄졌고, 열악한 처우에 대한 키워드(성폭행 빈도=  

141, 저임금 빈도=73 등)와 같이 등장하며 키워드 빈도가 높았다. 제도

정착기는 다른 시점보다 장기요양등급, 보건복지부, 부당청구 키워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차 기본계획 시점에서 작성된 언론보도 2,149개를 대상

으로 키워드 9,645개를 추출하였다. 고유명사, 출현빈도 49개 이상, 키

워드별 동시출현 기사 건수 34건 이상인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핵심 

키워드 162개가 빈도분석에 활용되었다. 요양원(n = 4,317), 장기요양기

관(n =2,737)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다. 1차 기본계획은 전체 

언론보도의 패턴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1차 기본계획에는 치매특별

등급(n = 988)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새롭게 등장했다. 또한 치매 관련 

키워드(치매환자, n =13,919; 치매노인, n = 872; 경증치매, n = 457 등)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차 기본계획의 언론보도 993건을 대상으로 키워드 

8,756개가 추출되었다. 고유명사, 키워드 출현빈도 41개 이상, 키워드 동

시출현 기사 건수 26건 이상을 기준으로 선별하였고, 키워드 126개가 

빈도분석에 활용되었다. 다른 시점의 언론보도와 유사하게 요양원

(n =2,408), 요양보호사(n =2,074), 국민건강보험공단(n =1,384), 장기요

양기관(n =1,319), 인정자(n =1,057), 보건복지부(n =756)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차 기본계획 키워드 특징으로, 케어(n = 410), 

지역사회(n =554), 커뮤니티 케어(n = 408), 통합돌봄(n =283), 돌봄서비

스(n =384)가 워드 클라우드에서 새롭게 등장했다. 2차 기본계획에서 

노인 지역사회 거주 및 관리에 관련된 주제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

였다. 이는 2차 기본계획에 접어들며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 개념

이 나타났다 볼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통합 시점과 시점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Figure 3과 같이 수행

하였다. 빈도분석은 키워드 출현 통계량을 살펴봤다면, 키워드 네트워

크 분석은 각 키워드 간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각 

키워드를 노드(Node)라 칭하고, 연결관계를 링크(Link)로 부른다. Fig-

ure 3을 살펴보면, 키워드 빈도에 따라 키워드 노드 크기를 설정하였

고, 키워드 간 연결강도가 강할수록 링크의 연결선이 두꺼워 지도록 

설정해 시각화하였다. 키워드별 하위그룹을 분류하기 위해, 하위그룹

마다 채색과 도형 모양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핵심 키워드 선별을 위해 연결강도 상위 50%인 링크만 분석에 

포함하였고, 키워드 연결이 단절된 노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전체 키워드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시점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빈도분석 키워드 203개 중 연결

강도 40 이상인 연결망만 분석에 포함하였고, 연결망이 유지된 키워드 

37개로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연결중심성(centrality, C)은 빈도분석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요양원(C = 0.4), 요양보호사(C = 0.3), 장기요양기

관(C = 0.3), 국민건강보험공단(C = 0.3), 인정자(C = 0.3)가 높았다. 키워드 

간 연결강도(link weight, W)는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높았고

(W= 465), 다음으로 ‘요양원-요양병원’의 연결강도가 높았다(W=361). 

‘부당청구-장기요양급여’의 연결강도(W=179)가 높았는데,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기관’과 ‘부당청구-장기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삼각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키워드는 종사자(간

호사, 사회복지사) 및 요양원, 재가급여와 높은 연결강도를 보였다. 요

양보호사 자격 발급에 대한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의 연

결강도(W=344)가 높았다. 또한 매년 언론보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임

금에 대한 문제를 다뤘기에 ‘요양보호사-인건비’ 연결강도(W=58) 또

한 높았다. “인정자” 키워드는 “장기요양등급”과 연결강도(W=21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103)이었다. 치매환자를 

인정자로 확대하며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등급’의 연결강도(W=167)

가 높게 나타났다. 키워드 출현빈도는 낮지만, 치매환자와 치매노인 간 

관계 특이성이 나타났다. 두 단어 모두 요양원과 강한 연결강도를 갖지

만, 치매노인만 주간보호센터(W= 45) 링크가 형성됐고, 더 나아가 단

기보호시설과 간접관계를 맺었다. 즉, 치매노인은 재가서비스에 대한 

연결망이 형성되었지만, 치매환자는 그렇지 못했다. 노인과 환자의 개

념 인식에 따라, 단어 확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노인과 환자의 개념

에 따라 재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 키워드는 재가급여만 연결(W= 44)되었는데, 재

가급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의 시행을 추론할 수 있다. “현지

조사” 키워드는 출현빈도는 낮았지만, 장기요양기관, 공단, 부당청구과 

연결관계를 가졌다.

시점별 키워드 네트워크의 특성은 Figure 3과 같다. 시점별 빈도분석

에서 추출된 키워드 중 연결강도 상위 50%인 것만 선별해 키워드 네트

워크 분석 수행하였다. Figure 3에서 시점별 빈도와 연결중심성 키워드 

양상이 대체로 비슷하였다. 상위 5개 키워드(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

관, 요양원, 인정자, 국민건강보험)은 동일하게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

다. 시점별 언론보도의 상위 연결강도를 살펴보면, 모든 시점에서 ‘부당

청구↔장기요양기관’ 키워드 간 연결강도가 매우 높게 등장하였다(제

도정착기 W=172, 1차 계획 W=213, 2차 계획 W= 80). 또한 매 시점마

다 ‘부당청구-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기관’의 삼자 연결관계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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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급여를 통해 부당청구를 했고, 부당청구

는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되었다는 것을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에서 나

타났다. 제도정착기에는 ‘교육기관↔요양보호사’(W=267)의 연결강도

가 가장 높았는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허가제/지정제 이슈로 두 키

워드가 같이 다뤄졌다. 1차 기본계획에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요양

원’(W=208), ‘요양원↔요양보호사’(W=142)의 연결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2차 기본계획까지 높은 연결강도가 유지되었다. 특히, 

요양원 종사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1차 기본계획에서 활발

히 다루어졌다. 1차 기본계획에서 ‘장기요양등급↔치매특별등급’의 연

결강도(W=106)가 높게 나타났는데, 장기요양등급이 치매특별등급(5

등급)까지 확대되면서 언론에서 해당 이슈가 활발히 다뤘다. 2차 기본

계획에서 ‘요양보호사↔처우개선’이 상위 연결 강도(W=72)로 나타났

고, 제도정착기부터 2차 기본계획까지 두 키워드 연결강도는 꾸준히 

높았다. 하지만, 2차 기본계획에 접어들면서 두 키워드의 연결강도가 

더 높아졌는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었던 처우개선비 폐지 이슈가 

가시화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다양한 언론보도가 2차 기본계획에 등

Figure 3. Keyword network by period.

Total keyword frequency Institutional settlement (2008.7-2012)

1st basic plan (2013-2017) 2nd basic plan (2018-2020.6)



Jonggeun Seo, et al.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64 | http://www.e-jhis.org

장하였다.

각 시점별로 주목할만한 세부 특성을 Figure 3에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제도정착기에서 요양보호사와 부정적인 키워드(처우개선, 근

로조건, 저임금, 성폭력)가 연결망을 형성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후, 

1차 기본계획 키워드 네트워크에 촉탁의와 공동생활가정 개념이 새롭

게 등장하였다. 촉탁의와 연결된 키워드로 인건비 부분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차 기본계획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되어 ‘장기요양

등급-인정자-치매특별등급’의 새로운 연결망이 형성되었다. 2차 기본

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장기요양기관의 파생 이슈(신고포상금, 정기평

가, 공익신고, 지정취소, 서비스 질 등)가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그중  

2차 기본계획 특징으로 지역사회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인해 공단과 치매안심센터를 주로 다뤘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 및 “지역사회”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였고, 해당 키

워드는 보건복지부 키워드와 관계가 형성되었다. 있다. 또한 2차 기본

계획에서 인지지원등급(6등급) 신설로 인해 인정자-치매특별등급-경

증치매의 관계망이 형성되었다.

시점별 키워드 네트워크 하위그룹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이 4가지 

Table 1. Subgroup of keywords by period

Institutional settlement (modularity=0.49) 1st basic plan (modularity=0.57) 2nd basic plan (modularity=0.41)

1 Institutional management
[Illegal activities]
LTC institution, Approval member, NHI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Unfair claims, 
LTC committee, Illegal activities, LTC benefits, 
Service quality, Field investigation,  
LTC association

[Illegal activities]
LTC institution, NHIS, LTC benefi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Unfair claims, Monetary 
incentive, Service quality, Usage cost, Field 
investigation, Cancellation of designation, 
Public interest report, Regular evaluation

[Illegal activities]
NHIS, LTC institution, LTC benefits, Unfair 

claims, Local government

[Care worker trainning]
Training center, Notification system,  

Permission system, Designation system
2 Institution/Service characteristics

[Institution/Facility comparison]
Nursing home, LTC rating, Nursing hospital,  

In-home institution, Nurse, Dropout, Social 
worker, Nursing expenses, Physical therapist

[Residential facilities]
Nursing home, Nursing hospital, Wage,  

Dementia elderly, Commissioned doctor,  
Facilities elderly, Day care center, Elder abuse, 
Senior congregate house

[Home Service]
Visit care, In-home care, Visit nursing, Visit  

bathing

[Type of service]
In-home care, Visit care, Visit nursing,  

Visit bathing, Facility benefit, facility service,  
Usage limit

[Out of pocket payment]
Out of pocket payment, Low income,  

The secondary poor
3 Dementia

[Dementia special rating]
Approval member, Upper limit, Approval score, 

Dementia special rating, Medical benefits, 
LTC rating, Copay, LTC service, Mild dementia

[Dementia National Responsibil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munity, 

Community care, Care service, Pilot project, 
Dementia National Responsibility

[Dementia special rating]
Approval member, LTC rating, Aging,  

Dementia special rating, Copay, LTC service, 
Mild dementi, Impaired mobility

[Dementia related services]
Nursing home, Dementia patient, Day care 

center, Nursing Hospital, Dementia elderly, 
Dementia center, Facility benefit

4 Treatment of workers
Care worker, Care service, sexual abuse,  

Working condition, Low income, Treatment 
improvement

Care worker, nurse, Social worker, Nursing  
assistant, Treatment improvement, Physical 
therapist, False registration

Care worker, Nurse, Wage, Social worker,  
Treatmen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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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기관 관리, 기관/서비스 특성, 치매, 종사자 처우)으로 키워드 그

룹이 분류되었다. 커뮤니티 분석으로 키워드 간 응집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위그룹을 설정했고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관 관리” 특성은 2가지 주제(기관 불법행위, 요양보호사 

교육)로 키워드 그룹이 형성되었다. 하위그룹인 “기관 불법행위”는 시

점별로 언론보도 양상이 달라졌다. 제도정착기에는 기관의 부당행위

와 관련된 키워드가 그룹을 형성했지만, 1차 기본계획에서는 불법행

위 포착 방법에 관한 키워드(신고포상금, 지정취소, 공익신고 등)가 등

장하였다. 2차 기본계획에 접어들며 지방자치단체 키워드가 등장하였

는데, 지방정부와 협력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보도가 나타났다. 다

른 하위그룹인 “요양보호사 교육”은 제도정착기에만 나타났는데, 교육

기관의 지정제/신고제에 대한 이슈로 인해 이 시기에 하위그룹이 생겨

났다.

두 번째, “기관/서비스” 특성은 각 시점에 따라 주요 이슈가 변화하

였다. 제도정착기에는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안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관/시설 비교, 서비스 종류, 본인부담금을 안내 및 설명하는 키워드

들로 하위그룹이 형성되었다. 기관 특징 비교(요양원, 요양병원, 재가시

설)하는 하위그룹이 있는 반면, 서비스 종류(재가서비스, 입소서비스)

를 안내하는 하위그룹 또한 나타났다. 더불어, 서비스별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하위그룹이 나타났다. 1차 기본계획에 접어들면서, 입소기관 

특성 및 실태를 다루는 키워드가 나타났다. 2차 기본계획에는 이전 시

점과 상반되게 재가서비스 관련 키워드로 하위그룹이 형성되었다. 

세 번째로, “치매” 특성은 제도정착기에 하위그룹이 형성되지 않았

지만, 1차 기본계획에 접어들면서 나타났다. 1차 기본계획에서 치매노

인 대상으로 5등급 신설되어, 치매특별등급 관련 언론보도가 나타났

다. 2차 기본계획에 접어들면서, 더욱 세분화되어 3개 주제(치매국가책

임제, 치매특별등급, 치매 이용 서비스)로 하위그룹이 형성되고,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와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네 번째로, “종사자 처우” 특성은 매 시점마다 나타났다. 제도정착기

는 주로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관련 키워드로 구성되었다면, 

1차 기본계획에서는 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되어 키워드가 구성되었

다. 특히, 이와 더불어 기관 수익성을 위해 종사자를 허위등록하는 행

태도 키워드(허위등록)로 나타났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폐지 이슈가 나타나면서, 인건비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

였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시점별로 언

론보도의 키워드 및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적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서비스의 투명성 재고를 언론보도에

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장기요양기관↔부당청구’ 간 연결강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 시점마다 최상위 연결강도를 보였다. 또한, “장

기요양기관” 키워드는 2개 키워드(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와 높은 삼

자 관계가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키워드는 신고 포상금, 내부종사

자, 불법행위, 노인학대, 현지조사, 지정취소 등의 부정적 키워드들과 

높은 관계를 보였다. 기관 부당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활발히 이뤄진 

반면, 기관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후속 기사 및 

키워드(처벌, 기관폐쇄, 환수, 승소 등)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언론보도 

이슈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관 관리의 투명성 재고가 사회적 요구로 나

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시점별 키워드 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요양보호사↔처우개선’ 연결강도가 높았고, 처우 관련 키

워드(성폭력, 인건비, 저임금, 근로조건 등)와 같은 파생 키워드로 나타

났다. 제도 초반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는 언론보도

로 꾸준히 소비되어 왔다.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요양보호사를 감정노동자로 바라보고,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보호조치가 이뤄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19,20].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이 열악하고,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현재까지 부각되고 있다.

세 번째, 2차 기본계획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 관리 및 연대 이슈가 

제기되었고, 보험자의 지역사회 관리강화 필요성을 언론보도에서 언

급하였다. 2017년 전(1차 기본계획)까지 지역사회 이슈는 주목받지 않

았지만, 2018년(2차 기본계획)에 지역사회 협력 관리와 관련된 언론보

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차 기본계획에 접어들며, 지역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하위그룹 3개(치매국가책임제, 재가서비스, 지역사회 불법행

위 적발)가 출현하였다. 하위그룹 중 “재가서비스” 특성은 2차 기본계

획에 접어들며 급부상하였다. 1차 기본계획 전까지, “입소시설” 키워

드가 주목을 받았으나 2차 기본계획에 접어들며 재가서비스로 이슈가 

전환되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관리를 위

해, 지역사회 자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과 연계가 필요함을 언론보

도 하였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관리에 있어 공단-지방자치단

체의 협력을 강조하는 하위그룹이 형성되었다. 1차 기본계획까지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특성만 언론보도가 되었으나, 2차 기본계획에 접어들

며 지역사회 협력 및 관리를 촉구하는 키워드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한 최초의 연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과 현안을 진단하고 

이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첫 텍스트 마이

닝 연구이기에, 심층적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실례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치매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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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의 중요성을 추론할 수 있지만, 언론보도에서 해당 키워드가 어

떤 감정(긍정∙중립∙부정)으로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후속연구는 

감정분석 등을 통해 키워드 사용의 긍정/부정을 파악해, 심층적인 여

론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네이버∙다음 뉴스 

포털을 통해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두 포털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후속연구에서

는 문헌고찰을 통해 본 연구보다 확장된 용어사전을 구축해 분석되어

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언론보도 키워드 분석으

로, 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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