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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울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복지

서비스에 접근하는지를 질적으로 탐색하고, 우울 노인의 서비스 접근과정

에서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와 그 영향요인에 관해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서울시 A구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및 미이용자 71명을 대상으로 인터

뷰를 실시하고, 참여자의 응답을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화하여 이를 접근성

의 차원과 그 영향요인으로 분류 및 배치한 후 그 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의 접근 과정 전반에 걸쳐 강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험’ 여부, ‘현재 이용’ 여부 그리고 ‘권유와 지지’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경제력/비용’, ‘이용 과정’, ‘서비스 존재’ 등의 요인이 지목되었다. 수요 측

면에서는 ‘성취와 보람’, ‘교류와 의지’가 주요한 요인이었다.

노인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이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기관을 홍보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

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 통합적으

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서비스 이용료 감면 혜택

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혜자 선정에 있어서 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상

의 투명성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참여능력(ability to

engage)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경험을 제공하

고, 서비스 이용 노인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관리하여 이용자간 유대감

을 증진하고 사회자본을 강화함으로써 수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주요어 : 서비스 접근성, 복지서비스, 노인 우울, 사회자본, 노인

학 번 : 2014-2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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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인 자살 문제

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은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

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10년간 노인자살률이 두배로

늘어나,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기반의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서울시, 2013).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하

며, 각 자치구의 보건소에 자살예방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각 자치구 또한 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고 우울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을 지

원하기 위해 자체적인 사업을 다수 시도하고 있다(뉴스1, 2014).

이와 같이 지역 단위에서 노인 자살 및 우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

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 자살과 우울 문제는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특히 우울 문제가 높은 노인, 소위 자살위험군을 적시에 발견하

여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접근

성의 문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

부는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해 조기발견사업을 시행

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게이트키퍼를 육성하여 우울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

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노력은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대상자인 우울 노인의

행동, 특히 서비스 접근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급 차원에서 수요

를 모두 발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정책대상자가 스스

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 보다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울 노인이 서비스 접근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이를 해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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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울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며 관련 서

비스에는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알려진 것이 부족하다. 기존 연구들은

특정 서비스의 이용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어떤 서비스

들을 고려하는지, 왜 특정 서비스에는 접근하지만 다른 서비스에는 접근에

실패하는지 등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는 부족하다.

서비스 접근은 서비스 이용과 달리 여러 단계에 걸쳐 많은 요인들로부

터 영향을 받는 복잡한 과정이다. 게다가 서비스 필요가 정신건강에 관련

되기 때문에, 접근과정에서 정책대상자들의 인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이다. 개인의 관점과 인식을 중요시하면서 현장의 자료를 중심으로 복잡한

인과관계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

였다.

Ÿ 연구질문1: 우울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복지서

비스에 접근하는가?

Ÿ 연구질문2: 우울 노인의 서비스 접근과정에서 발생하는 접근성 문

제와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영향요인들은 어떻게 접근성 문제를

완화하거나 악화시키는가?

본 연구는 우울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

을 취하며, 어떻게 지역의 복지서비스에 접근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

다. 노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접근하

고 이용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면접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의 어려움과 접근 성공 혹은 실패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복지서비스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개인적으

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서비스에도 접근할 수 없다면 우울 문제

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즉 지역의 노인 우울문제와 이로 인한 자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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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의

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우울 문제를 경험한 노인의 관점에서 서비스에 접근한 과정

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의 범위 및 방법을 채택하였다.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는

다. 노인 개인이 우울 문제를 겪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복지서비스에 접

근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개인 관점에서 취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분석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가상의 상황에 대한 접근 및 이

용의향이 아니라 실제 우울을 경험했을 때의 서비스 접근과정에 대해 연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는 각 개인의 65세 이후 경험으로 한정한다. 65세 이전의 우울 경험은

노인이 된 이후의 우울과 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향요인

으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65세 이전의 서비스 접근과정에 대해

서 분석을 실시하지는 않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자치구 중 도봉구로 한정하였다. 특정 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응답이 지역별 서비스 특성

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수요자인 개인의 관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공급 차원의 특성은 가능한 통일된 상태로 연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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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지역에 대해 일반화하기

는 어려울 것이나, 같은 서비스 공급체계 내에서 개인들은 어떤 접근성 문

제를 겪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접근성 문제해결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함으로서, 연구의 정책적 함의

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의의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노인 개인의 서비스 접근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근거이론 기

반의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자료를 기반으로 귀납적인

분석을 통해 이론을 도출하는데 주 목적을 두며, 개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

의 과정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노인 개인의 인

식을 고려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노인이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깊이 있

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비스 접근단계를 고려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한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참여자 모집은 복지관 이용자를 우

선 섭외한 후, 이들로부터 복지관 미이용자를 소개 받는 스노우볼 기법을

적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개방코딩을 통해 개념을 도출하였

다. 반복적 비교작업을 통해 적절한 범주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듭하였으

며 이를 통해 개념, 하위 범주, 그리고 범주를 도출하였다. 각 개념 및 범주

간의 관계는 원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접근과정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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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구성

제2장에는 우울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담았다. 먼

저 노인 우울에 관한 기존 연구의 동향을 살폈으며, 특히 노인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 또는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 또는 이용에 관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기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연구

의 한계점을 살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접근을 과정으로서 이해

하려는 최근의 시도를 살폈다.

제3 장은 연구 분석틀과 적용될 연구방법, 자료수집방안 및 분석방법을

다루고 있다. 연구 분석틀은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과정으로서 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의 이론적 연구를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근거이론 방법을

바탕으로 참여자 선정, 면접 수행방안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은 분석결과를 다루고 있다. 먼저 개방코딩을 통해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접근 단계별 주로 나타난 접근성 문제와 영향

요인 및 그 경로들을 서술하였다. 이후 접근 단계간 관계가 주목할만한 특

징을 보인 점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전반적인 서비스 접근 과정에 대해 설

명하였다.

제5장은 4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울 노인의 서비스 접근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접근성 문제를 설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들을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안하였다. 이어서 질적 연구의 특성 등으로 인

한 연구의 한계를 서술하였으며 향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 검증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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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노인 우울

1. 노인 우울이란

우울은 강하게 지속되는 무력감 혹은 상실감 등의 정서장애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슬픔 혹은 우울한 기분까지 포함하는 심리적 상

태이다(김미령 외, 2013). 우울은 크게 우울증상, 우울증, 우울장애로 분류

할 수 있다(이현주 외, 2008). 우울증상이란 우울문제로 인해 드러나는 증

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정신의학회(America Psychiatric

Association)가 정한 DSM-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에 따르면 주로 나타나는 9가지 우울증상

은 흥미의 상실, 우울감 등이 대표적이다.

Ÿ 우울한 기분을 느낌

Ÿ 거의 모든 종류의 활동에 대한 흥미 혹은 즐거움이 현저하게 감소됨

Ÿ 다이어트 중이 아님에도 뚜렷하게 체중이 감소 혹은 증가하거나 거의 매일

식욕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함

Ÿ 불면증 혹은 과면증(수면 과잉)을 겪음

Ÿ 정신운동성 격앙 혹은 지체(Psychomotor agitation or retardation)를 보임

Ÿ 피곤하거나 기운을 잃음

Ÿ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나, 과도한 혹은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낌

Ÿ 생각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거나 우유부단해짐

Ÿ 죽음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구체적

인 계획은 하지 않지만 자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

거나, 자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위 증상이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지속될 때 우울증상으로 판단함)

출처: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3), DSM-V

<표 2-1> 주요 우울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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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란 여러 우울증상들을 지속적으로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

한 우울증으로 인해 사회생활, 직장에서의 업무, 일상생활 등에서 기능 장

애가 발생할 때 이를 우울장애라고 일컫는다(이현주 외, 2008). 즉, 노인 우

울이란 낮은 수준에서는 우울증상 중 일부를 겪는 것을 의미하고, 높은 수

준에서는 우울증상 중 다수를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우울장애까지 겪는 우

울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우울에 취약한데, 이는 신체적으로는 노

화가 진행되고, 은퇴 등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며, 배우자 및 동년

배의 죽음을 겪는 등 다양한 상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김동

배·손의성, 2005). 때문에 우울은 노인 자살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

되어왔다(김현순·김병석, 2007; 이민홍 외, 2015).

2. 기존 노인 우울에 관한 연구 동향

국내에서 수행된 기존 노인 우울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제는 노

인 우울의 원인이다(김동배·손의성, 2005; 노병일·모선희, 2007; 박미진,

2007; 배지연 외, 2005; 신창환, 2010; 이현주 외, 2008; 오인근 외, 2009; 정

순둘·구미정, 2011; 정영미, 2007). 김동배·손의성(2005)은 2005년까지 수행

된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한국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크게 인구사회학적 변인, 신체적 변인, 심리적 변

인, 가족적 변인, 사회적 변인, 경제적 변인으로 원인들이 분류되었다. 이

후에 수행된 노인 우울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 위의 변인들을 중심으로

둔다. 우울에서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경로(김현순·김병석, 2007),

그 외 삶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신창환, 2010), 연령에 따른 우울 영향요인

의 차이(정순둘·구미정, 2011) 등 보다 세분화된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위와 같이 노인 우울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적, 문화적인 변인

에 대하여 연구되어왔다. 이는 노인 우울이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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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여 나타나는 반응성 우울장애의 성격이 강하며, 낮은 연령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우울과는 달리 유전에 의한 영향은 낮기 때문이다(이현주 외,

2008).

가장 자주 연구된 노인 우울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사회적지지

요인이다.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은 소득, 또는 소득의 대리변수인 학

력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혹은 저학력인 경우 우울에 더 취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강현욱·박경민, 2012; 이현주 외, 2008). 한편 사회적

지지는 우울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

졌다(김윤정, 2008; 노병일·모선희, 2007; 박미진, 2007; 오인근 외, 2009;

정순둘·구미정, 2011; 최미영 외, 2014).

이와 같이 노인 우울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은 국내에서 다수 수행되었

으며, 다양한 요인과 그 영향력에 대해 밝혀내었다. 그러나 ‘원인’과 달리

‘대응’에 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응이란 노인의 우

울감소를 위한 건강행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부가 노인 우울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할 수도 있다. 노인 자살 및 우울 문제에 정

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담보해야하는데,

정부가 제공하는 우울 관련 서비스를 실제 우울문제를 겪는 노인들이 충

분히 접근하여 이용 중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제 2 절 우울 노인의 서비스 접근

1. 우울 노인을 위한 서비스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로(이

윤경 외, 2013), 노인 및 그 가족이 겪는 일상생활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

회적 기능 향상을 돕는 다측면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적 서비스 유형을 포괄한다(최성재·장인협, 2010). 이에 따르면 우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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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서비스는 우울로 인한 노인의 일상생활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기능 회복을 돕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울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유형은 우울의 치료 유형과 연계하여 볼 수

있다. 노인 우울 치료의 유형으로 Blazer(2007)는 생물학적 치료(biologic

therapy), 심리치료(psychotherapy), 가족치료(family therapy)가 있으며

이들을 연계하여 실시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생물학적 치료는 약물치료, 전

기충격 요법 등이 있으며 심리치료는 교육 및 인지심리치료(cognitive

psychotherapy) 등이 포함된다. 이중 교육은 우울의 증상인 자책 혹은 부

정적 자기 귀인(self-attributes)를 감소시키기 위해 우울이 질병임을 인식

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며, 인지심리치료는 매일 규칙적인 활동들을 완수함

으로써 긍정적인 강화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다(Blazer, 2007). 가족

치료는 위 치료과정을 가족과 함께 진행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우울을 ‘치료’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을 ‘증진’시

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우종민 외, 2010). 정신건

강증진이란 의료적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지역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역사회의

일차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정신약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

며, 대중교육을 하고, 지역사회와 가족, 소비자를 정신건강의 주체로 참여

시킬 것을 권고”한다(우종민 외, 2010). 이러한 접근은 우울문제 해결을 개

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해결하

고자 한다. 즉 노인이 우울문제를 겪을 때는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

스에 접근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우울 노인이 접근가능한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

는가? 크게는 병원과 같은 의료 서비스, 복지관과 같은 여가 서비스로 구

분된다. 의료 서비스는 약물 치료와 상담을 포함하며, 주로 병원의 정신건

강학과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여가 서비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규칙적으

로 이용하면서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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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구민회관 등의 시설이 이에 포함된다. 경로당은 프로그램이 제공

되지는 않지만 노인간의 교류를 증대하여 사회적 지지를 통해 우울을 감

소시키려는 목적이 담긴, 일종의 여가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여가 서비스에

서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 혹은 운동 시설은 인지심리치료의 효과도 있

으면서 동시에 신체건강증진을 통해 정신건강증진까지 도모한다. 지방정

부차원에서 운영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들은 위와 같은 서비스들을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 서비스들은

공공 서비스에 가까우며, 서비스의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면 개인병원, 종

교 등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의 정책이 연계되는 전

달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한국의 자살 및 우울문제가 심각해짐에 따

라 자살 및 우울예방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결정되고 있다. 정신보

건법 (1995년 제정, 2013년 개정)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

한 법률 (2011년 제정)이 대표적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정책도, 보건복지서비스의 특성상 지방정

부의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서울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료
유형

세부 유형 관련 서비스 서비스 기관 예시

생물학적
치료

약물 치료 정신과 치료 병원(정신과)

운동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
복지관, 구민회관, 공원

등

심리
치료

상담 및 교육 상담 프로그램 병원, 복지관 등

인지심리치료
다양하고 규칙적인

프로그램
복지관, 구민회관 등

가족
치료

심리치료의
일환

정신과 치료 병원

기타
심리치료의
일환

교류 증대, 여가 공간 제공 경로당 등

<표 2-2> 노인우울 치료 유형 및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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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살예방센터를 운영 중이며, 각각 정신보건법 과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근거를 둔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울을 포함,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며 각 자치구정신건강증진센

터 및 보건소, 기타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우울 예방, 조기발견, 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예방사업은 우울증에 대한 교

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기발견사업으로는 관련 기관에 대한

집단스크리닝이 주요 사업이며, 내부 및 외부 서비스를 통해 증진사업을

수행 중이다(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정신

건강관련 사업 중 ‘우울 및 자살’ 영역을 지원하는 역할로, 자살 위기관리

및 유족 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담당하고 있다(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15).

자살 및 우울에 관한 서비스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살위험

<그림 2-1> 서울시정신보건사업 체계도

  출처: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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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취약계층, 특히 노인이 주요 대상 중 하나이다. 서울시 자치구 정

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노인을 우울 및 자살예방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삼

고 있다(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이와 같이 각 자치구는 정신건강

증진센터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노인 우울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서

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노인 우울문제에 관한 현 정책의 주요 특징은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하

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이라는 점, 그리고 접근성 문제 해소에 중점

을 둔다는 점이다. 먼저 노인 우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노인 자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 원인이 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

는 정신의학모델(medical model)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대 중반

까지 일본에서 추진된 자살대책 관련 정책과 유사한 기조이다(오영란,

201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를 제정한 점, 그리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중심으로 노인 우울문제에 대처하려는

정책 체계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의학모

델은 일본에서도 그 실효성을 의심 받고 있는데, 이는 본 모델이 개인에게

의료적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목적을 두는 ‘개인 책임 위주의 접근

법’이기 때문이다(오영란, 2013). 우울과 자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료 차원을 넘어, 다양한 자원을 통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이러한 주장은 사

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논의에 바탕을 두는데, 사회적 배제에는 다양

한 공적 자원에의 접근(제한)이 포함된다(Ottmann, 2010). 즉 사회적으로

배제된 개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자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없음

을 의미한다. 고위험군 개개인을 발굴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방

향을, 사회적 배제 상태를 해소하여 공적 자원에 필요시 접근하도록 함으

로써 우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현재 한국의 우울 대응 정책이 겪고 있는 접근

성 문제와도 상통한다. 현재 우울 관련 정책은 노인 우울의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우울 문제를 겪는 노인이 스스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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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하거나 주변에서 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 기

관은 일반인구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사업-인식개선, 게이트

키퍼, 집단스크리닝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각 자치구 정신건강증진

센터별 팀장 이상 실무자 1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울 및 자

살위험 노인은 경찰, 소방, 주민센터,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센터에

의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노인 스스로의 거부로 인해 기관 서비스로 유

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13)(<표 2-3>,

<표 2-4>).

이와 같이 노인 자살 및 우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집행에서 발생

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접근성 문제라 볼 수 있다.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노력한다는 의미는 우울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

유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여성
본인
또는
가족

주민
센터,
구청

경찰,
소방

산후
조리원

의료
기관

보건소
관련
기관

성인
본인
또는
가족

경찰,
소방

직장
주민
센터,
구청

의료
기관

보건소
관련
기관

노인
경찰,
소방

주민
센터,
구청

치매지
원센터

본인
또는
가족

관련
기관

의료
기관

보건소

출처: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2013: 42)

<표 2-3> 우울 및 자살예방영역 고위험인구 의뢰경로

유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노인
대상자의
거부

센터
프로그램
양적 부족

센터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연계기관
의 다양성
부족

연계기관
의 수 부족

센터 직원
전문성
부족

출처: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2013: 44)

<표 2-4> 기관 서비스로의 유입 실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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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여성 혹은 성인군은 본인 또는 가족에 의해 의뢰

되는 경우와 가장 많은 것과 달리 노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

침한다.

그러나 전달체계를 아무리 효율적으로 설계한다고 해도, 숨어있는 고위

험군을 발견하는 작업은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공급자

의 관점에서 제도를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정책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

비스를 이용할 잠재대상자들이 어떤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어떤 경

우에는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2. 우울 노인의 서비스 접근 : 기존 연구의 한계

노인 우울 연구 중 서비스 접근에 관한 연구는 크게 우울의 인식 및 서

비스 이용으로 나뉜다. 먼저 우울의 인식 혹은 발견에 관한 연구는 서비스

접근의 초기단계에 관한 연구로도 볼 수 있다. 우울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우울은 초기에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 이를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노인이 우울을 겪고 있는지를 본인도, 주변에

서도 인지하지 못해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정신건강은 신체

의 건강에 비해 그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울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노인 자신 혹은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인지력(Mental Health Literacy)이 중요하다(Jorm, A. F, 2012; 이선

혜·고정은, 2009). 즉 노인 우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조기에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을 인식한 후의 대응, 특히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

되었다(Bartels et al., 2004; Beekman et al., 1997; Crabb & Hunsley,

2006; 이기영 외, 2010; 이선혜, 2007). 연령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아진다(Crabb & Hunsley, 2006). 이는 노인이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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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주

변에서도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생각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지

않기 때문이다(김동배·손의성, 2005). 한편, 우울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증

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기 때문에 우울 노인들은 신체건강

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eekman

et al., 1997). 이와 같이 정신건강의 문제는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 및 잘못된 건강지식의 영향이 크다. 정신건강에 대하여 오

랜 기간 서비스가 제공된 선진국에서도 정신치료를 받는 노인의 비중은

극히 작을 정도이다(이선혜·고정은, 2009). 때문에 우울을 인식한 노인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도록 하는 과정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할

것인지는 중요한 이슈이다. 예를 들어 Bartels et al.(2004)은 정신건강서비

스를 일차 의료와 물질적, 제도적으로 통합하여 제공해야 하며, 기관이 분

리되어 있다면 노인의 접근능력을 아무리 지원해도 충분한 접근성이 확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울 노인의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

들은 서비스 이용여부를 종속변수에 이분법적으로 놓고, 인식이 이에 미치

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다. 서비스 이용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도달하

는 최종 상태에 가까운 개념이다.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수

많은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던 접근이 성공했다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으로 인해 성공했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울 문제에 있어 서비스 접근과정에 관심을 둔 연구는 드물다.

서비스 접근과정은 서비스 이용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정신건강에

관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서비스 이용은 도움요청행위(help-seeking

behavior)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신체건강문제에 대한 도움

요청행위에 비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도움요청행위는 양상이 다르고 그

과정이 더 복잡하다(이선혜, 2007).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 연구에서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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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Andersen(1995)의 의료행위 모형에서 욕구요인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지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향에 있

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기영 외,

2010). 이와 같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는 접근과 이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다른 유형의 서비스와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의 도움요청행위는 서양인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동양인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

하며, 서비스 이용을 결정할 때 개인이 아닌 주변인의 태도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이선혜, 2007).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동양인 노인들은 문제발생

을 인식했다고 해도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에 대해 쉽게 결정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 접

근과정은 복잡한데다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의 맥락에서 연

구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우울 노인의 서비스 이용에 중점

을 두고 수행된 국내 연구는 드문 편이며(이현주 외, 2008), 접근 과정에

중점을 둔 연구는 전무하다. 서비스 이용의 경우, 국내 연구는 주로 특정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신건강과는 큰 관계가

없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이기영 외, 2010). 예를

들어 재가복지서비스(이재모·이신영, 2006), 요양시설서비스(임정기, 2008),

외래서비스(송태민, 2013)와 같은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이 연

구되어왔다. 이중 송태민(2013)은 우울이 외래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우울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신체질환의 발

생과 외래서비스 이용을 매개하는 역할로서 우울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편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

부분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만 이용 의향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이기영 외, 2010). 다만 이용 의향에 관한 연구들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정신건강 서비스는 노인 대부분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의향은

실제 이용과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기영 외, 2010). 실제로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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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반응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은 연구에서

주어진 시나리오에 반응하는 방식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이선혜, 2007).

정신건강에 관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도 드물지만, 서비스 이용 연

구가 대부분 특정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기존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건강문제를 겪는 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서비스들을 검토

하고 이용을 결정하는지와 같은, 개인 관점 혹은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건강문제 중 우울문제에 대해서는 그 해결과정에

대한 연구가 더욱 부족하다.

문제 중심으로 개인의 서비스 접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어떤 서비스를 사용했는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단계에 불

과하다. 어떤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하였든, 심지어 서비스 이용 없이 개

인적으로 해결하였더라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 둘

째, 문제 인식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높은 서비스와 그 전달방식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문제 해결방안

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실제로 이용하기까지의 과정은 복잡하며 맥락에 따

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때로 주요한 영향요인에 대한 정책을 시행했는

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 과정을 포

괄적으로 고찰하고, 이 가운데 보다 성공적인 접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

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원인 변수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는 연구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설

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을 적용한다는 점도 지목할 수 있다. 설문조

사 기반의 양적 연구에서는 특정 서비스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종속변수

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관점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왜 이용하거나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갖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양적 연구가 갖는 한계이다. 양적 연구를 통한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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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접근 관련 연구들은 직접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겠지

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서

비스 접근은 복잡한 과정이며,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실제로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인 우울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된 반면

우울 노인의 서비스 접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

구들은 우울 노인의 인식에 주목하였으나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의향을

묻는 한계를 보였다. 서비스 접근 혹은 이용에 관한 연구 중에는 정신건강

에 관하여 다룬 연구가 적고 대부분 특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들은 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심을 두었으며, 이용

까지의 과정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우울 문제를 겪는 노인의 실제 서

비스 접근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본 연구에 반영하고

자 한다. 첫째,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경험을 재구성할 것이다. 둘째,

공급자의 관점에서 특정 서비스를 지정하지 않고, 대신 노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서비스들을 총괄적으로 다룰 것이다. 셋째, 접근을 과정으로서

파악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분석틀을 마련할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려사항은 개인의 실제 경험을 재구성하는 자료수

집 및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충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에 기반

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에 관해서는 제3장 연구설계에

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세 번째 고려사항에 관해서는 기존의 서비스 접

근성에 관한 연구와 이론적 근거들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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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논의의 전제는 이 개념이 실제로 발생하는 접근 성공 혹

은 실패 현상을 다룬다는 점이다. Ribot & Peluso(2003)에 따르면 접근은

크게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Access)’와 ‘구조 및 관계 접근

(Structural and Relational Mechanisms of Access)’으로 분류되는데, 다른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협상을 하여 서비스에 접근하든, 불법적으로 접근하든

모두 ‘접근 성공’으로 간주한다. 즉 ‘서비스를 마련해놓는 것’ 혹은 ‘이용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접근성의 일부 차원에 불과하며, 실제로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해야 접근이 실현(realized)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접근성은 크게 세 가지 흐름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먼저 서

비스 접근성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기준 중 하나로서 연구되어

왔다(하미승, 2011; Gates, 1980). Gates(1980)가 제시한 효과성 기준들1)이

대표적인데, 이중 접근성(Accessibility)은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발생가능한 물리적, 재무적, 동기적, 인식적 장벽을 낮춰 서비스를 이

용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되었다(어유경 외, 2015. Gates, 1980에서

재인용). 또한 Gates(1980)는 접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시

도조차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접근성을 다른 기준들보다 선행되어야할 기

준(prerequisite)으로 보았는데, 이는 서비스 품질, 적절성, 책임성과 같은

서비스 혹은 전달체계의 다른 차원과 접근성을 분리함으로써 접근성을 협

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물론 접근성을 선행조건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Gates(1980)의 접근성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개인의 동기와 인식도 접

근성을 구성하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접근의 성공과 실패는 경

제적 요인 혹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 자주 설명된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서

비스 접근성에 관한 연구 혹은 서비스(주로 서비스 시설)의 지리적 배분에

1) ①통합성(Comprehensiveness), ②접근성(Accessibility), ③계속성(Continuity), ④비분절성

(Lack of Fragmentation), ⑤책임성(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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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할만큼의 동기를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도 서비스에 접근하

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접근성 문제이다. 보다 정확히는, 물리적 혹은

경제적인 요인과 인식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또 다른 연구경향은 개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으로, Andersen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행위모형(The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 Use)을 중심으로 보건학에서 활발하

게 연구가 진행되어왔다(우경숙 외, 2012; 전용호, 2008; 조경순·이현주,

2000). 이러한 연구 경향은 개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행위모

형(Behavioral Model)에 기반하여 해석하고, 서비스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영향력을 측정하는데 관심을 둔다.

의료서비스 이용 행위모형에 따르면, 환경 및 대상집단의 특징이라는 영

향 아래에서 의사결정자 개인은 필요가 발생 시 어떤 건강 행위를 택할지

결정한다. 건강 행위란 개인적으로 건강을 회복 혹은 방치하는 행위와 보

건 서비스를 활용하는 행위로 나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은 건강상태

의 변화와 만족도는 이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출처: Andersen(1995: 8)

<그림 2-2> 의료서비스 접근 및 이용에 관한 행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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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서비스이용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

특성(Predisposing Characteristics), 가능 자원(Enabling Resources), 필요

(Needs)로 구분된다. 선행특성이란 개인 혹은 개인이 속한 집단에 내재되

어 있는 특성으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사회적 구조, 건강에 대한 신념

등이 포함된다. 필요, 즉 건강상 문제는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

한 요인이지만 개인이 문제를 얼마나 인식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능 자원이란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원을 의미하며, 서비스의 제공, 가족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포함

한다. 해당 모형에서 접근성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가능자원 개념

으로, 이는 잠재적인 접근(Potential Access)로도 정의될 수 있다

(Andersen, 1995).

마지막으로 접근성을 수요자와 공급자의 일치성(Fit) 관점에서 연구한

흐름이 있다(Penchansky&Thomas, 1981; Peters et al., 2008)(<표 2-5>).

대표적으로 Penchansky&Thomas(1981)는 접근성을 “수요자의 특성과 공

급자의 특성이 일치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저자 접근성의 차원

Penchan

-sky &

Thomas

(1981)

① 근접성(Accessibility): 공급자 위치와 고객 위치의 관계

②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서비스의 양 및 유형과 고객 수요의 양

과 유형간 관계

③ 편의성(Accommodation): 공급 자원이 설계된 방식과 이에 대한 고

객 인식 및 활용능력 간 관계

④ 수용성(Acceptability): 공급자의 사적 특징에 대한 고객의 태도와

공급자의 실제 특징 간 관계

⑤ 비용적정성(Affordability): 서비스의 비용과 고객의 소득간의 관계

Peters

et al.

(2008)

① 지리적 접근성(Geographic Accessibility): 서비스 위치/이용자 위치

②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의료종사자, 약, 장비/서비스 수요

③ 수용성(Acceptability): 의료 서비스의 성격/이용자의 태도 및 기대

④ 재무적 접근성(Financial Accessibility): 서비스의 비용 및 가격/이

용자의 자원 및 지불의사

출처: 어유경 외(2015: 226)

<표 2-5> 서비스 접근성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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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유사 연구들에

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연구흐름의 특징은 접근성을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보는 점이다. 예를 들어 Penchansky

&Thomas(1981)는 서비스 접근성을 5개의 차원-지리적 근접성

(Accessibili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 편의성(Accommodation), 수용

성(Acceptability), 비용적정성(Affordability)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통해

각 차원에서 어떻게 수요-공급의 특성이 불일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

다. 예를 들어 비용적정성은 서비스의 비용 측면과 고객의 경제력이 일치

하는지에 따라 서비스 접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접근성 연구의 세가지 흐름을 요약하자면 <표 2-6>과 같다. 먼저 연구

경향에 따라 공급측면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혹은 수요측면에 중점을 두

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는 개인의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 특성의 조정방법, 즉 공급측면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반면

의료행위 모형은 개인의 행위, 즉 수요측면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모형화

하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측면의 요인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

으로 모든 분야에서 접근성 논의시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을 동시에 고려하

연구
분야

주요
저자

접근성 정의
접근성
차원/요인

특징

서비스
전달
체계

Gates
(1980)

개인의 서비스 이용시
발생가능한 장벽을 낮
춰 서비스를 이용가능
하게 만드는 것

물리적, 재무적,
동기적, 인식적

공급 중심

의료
행위
모형

Andersen
(1995)

개인의 의료서비스 이
용을 촉진하는 성질 혹
은 상태

선행특성요인,
가능자원요인,
필요(욕구)요인

수요 중심

접근성
차원

Penchansky
&Thomas
(1981)

수요자 특성과 공급자
특성의 일치성

근접성,
이용가능성,
편의성, 수용성,
비용적정성

공급-수요
중심

<표 2-6> 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기존 연구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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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연구분야에 따라 나타나는 큰 차이점은 접근성 차원과 요인을 어떻게

정의 혹은 분류하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 접근성 차원에 관한 연구들은 발

생가능한 접근성 문제들을 분류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요인들

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한편 의료행위모형은 선행특성 및

가능자원에 포함되는 여러 세부요인들 및 필요라는 요인을 통해 접근성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성 문제

자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며, 이용 성공 여부에 중점을 둔다. 또한 이용

혹은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선행특성, 가능자원, 필요(욕

구) 요인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수요자 개인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급 관점의 요인에 관해서는 모형에는 포함시켰으나 충분하

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임정기, 2008). 요약하자면, 서비스 접근성의 범

위, 구성차원, 영향요인에 대해 통합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념이

뒤섞여있다.

이에 더하여 모든 접근성 연구분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서비

스 접근은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용은 ‘했거나 하지

않은’ 분절적인 개념에 가깝지만, 접근은 접근하는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는 접근이 ‘아직 이용이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인 상

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이용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상태는 ‘접근 상

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점에서 접근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를 과정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접근성

연구들은 서비스의 접근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분야 중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서 과정에 대해 비교적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전달체계의 제도적 연

결구조를 파악하는데 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는 단순히

접근성의 수준을 설문을 통해 측정하는데 그치는 경향을 보인다.

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최근의 시도로는 Levesque et al.(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Haggerty et al., 2014; 박세경, 2014). Levesque et



- 24 -

al.(2013)는 서비스 접근을 ① 서비스 필요 인식, ② 서비스 탐색, ③ 서비

스 접근, ④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서 파악하고 이를 모형화

하였다. 또한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를 정의하였고, 해당

접근성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목록을 제시하였다(<그림

2-3>).

특히 주목할 점은 접근성 문제를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분리한 뒤 각각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의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접근성이 공급과

수요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이라는 점은 동의하고 있으나, 두 측면이

공존하는 접근성 차원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려 했기 때문에 개념 이

해 및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Levesque et al.(2013)는 공급되는 서비스

의 특성에는 기존의 용어를 사용하고, 수요자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능

력(Ability)’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적용하였다.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서비스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장애가 생기더라도 이를 극

복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림 2-3> 서비스 접근성 개념도

출처: Levesque et al.(2013: 5), 박세경(2014: 2)



- 25 -

Levesque et al.(2013)의 접근성 개념도는 그동안 서로 다른 영역에서

연구되어온 접근성 논의들을 하나의 분석틀로 정리하고, 접근을 과정으로

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개념도는 이론에 관한 문

헌들을 종합한 일종의 문헌연구로, 연역적 과정에 의해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현실에서 이 분석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검증된

바는 아직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분석틀은 제공하였으나 우울 노인이 실

제로 서비스에 어떻게 접근하며 이에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하여 이론을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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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분석틀

1. 서비스 접근성의 정의

본 연구는 Levesque et al.(2013)이 제시한 서비스 접근성 개념도를 중

심으로 연구 분석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우울 노인의 서비스 접근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Levesque et al.(2013)의 개념틀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서비스 접근이 과정이라는 의미를 개념도에 담고 있으며, 각 과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 및 영향요인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용어와 정의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부 보

완하였다.

Levesque et al.(2013)는 접근성 문제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양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공급과 수요의 특성이 불일치할 때 접

근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정의를 반영한 것이다. 공급측면의

접근성 문제로는 접근가능성, 수용가능성, 비용적절성, 적절성이 있으며 수

요측면의 접근성 문제로는 인식능력, 탐색능력, 도달능력, 지불능력, 관여

능력이 제기된다. 즉 수요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급자 혹은 서비스의

특성이 수요자의 특성과 비교시 적절하지 않을 때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

고 수요자가 서비스 접근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더하여 Levesque et al.(2013)는 각 접근 단계별로 특정 접근성 문

제 유형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타당한 주장이나, 본 연구에

서는 해당 개념도에서 단계별로 제시된 접근성 문제 유형을 그대로 받아

들이지는 않기로 한다. 즉 특정 접근성 문제 유형은 어떤 단계에서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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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사전에 편견을 갖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보완한, 접근성 문제 유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급 측면의 접근성 문제 중 하나인 접근가능성은 서비스 공급

자가 수요자에게 서비스가 존재함을 알리는지에 관한 차원이다. 이는 우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며 접근이 가능함을 알리는 홍보

활동들을 포함한다.

수용가능성은 서비스의 특성을 수요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수요자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과도 밀접하

게 관계된 접근성 차원이다. 주로 공급 측면의 특성에 대해 수요자가 거부

감을 표하거나 혹은 기대감을 표하는 경우 수용가능성에 포함하기로 한다.

서비스의 문화적, 사회적 특징을 주로 의미하며 서비스 시설, 제공자, 다른

이용자들의 특성까지 모두 포함한다. 또한 판단된 적절성(Judged

appropriateness)을 포함하는데, 이는 서비스에 대해 이미 판단하고 있는

효과성, 만족도 등을 의미한다. 판단된 적절성에는 기존 경험, 다른 사람들

의 의견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용가능성은 물리적으로 서비스가 이용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가까

운 거리, 충분한 규모 등이 주로 포함되며 신청절차의 편의성도 이에 포함

한다. 전문가의 존재도 이용가능성에 포함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이용가능

성은 접근가능성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와 관

련이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수요자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 측면을 접

근가능성으로, 실제로 충분한 규모의 서비스를 구비하고 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를 이용가능성으로 분류한다.

비용적절성은 서비스 비용의 수준을 의미한다. 다른 접근성 문제와 마찬

가지로, 비용적절성은 서비스 비용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수요자의 지불능

력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개념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서

비스의 비용에 대해 주로 언급하는 경우 비용적절성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적절성은 수요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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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제공되었는지에 관한 차원이다. 적절성은 서비스의 결과인 효과성

및 만족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적절성은 이미 서비스에 접근한 뒤에 발

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접근성 차원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적절성은 해당 서비스 재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수요측면에서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식능력은 자

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

때 해결을 위해 서비스가 필요하겠다고 인식한다면 서비스 접근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탐색능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 다양한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해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합리

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대안들을 비교하여 더 나은 대안을 결정할

수 있다면 탐색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쉽

게 탐색할 수 있다면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접근능력은 탐색절차에서 대안을 선택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해 실제로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물리적인 이동성뿐만 아니라 신청절차에

대한 지식, 동기 등 다양한 차원의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불능력은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로 경

제적 능력이 포함된다. 이때 시간은 접근능력, 지불능력 양쪽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시간 부족 혹은 여유

의 경우 지불능력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접근능력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관여능력은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중

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관여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접근성 문제로 본다.

다만 이용의 중단은 다른 접근성 차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

다.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다른 접근성 차원에서의 문제로 인해 관여

능력이 감소되어 이용을 중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

복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접근성 차원으로 인한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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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이를 관여능력의 부족 혹은 감소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접근성 차원들을 정리하자면 <표 3-1>과 같다.

본 연구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 기반의 연구이기 때문에 주로 수

요 측면의 접근성 문제들이 주로 관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요자의 주관

접근성 문제 정의 및 기준 예시

공
급
측
면

접근가능성
(Approachability)

서비스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
알려진 정도

홍보활동, 기관의 서비
스 추천

수용가능성
(Acceptability)

서비스의 특성을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서비스(기관)의 사회
적·문화적 특성, 기대하
는 효과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
Accommodation)

물리적으로 접근 및 이용가능한
정도

위치, 규모, 신청자격,
신청절차, 전문가의 존
재

비용적절성
(Affordability)

비용적으로 지불가능한 정도 가입비, 회원비

적절성
(Appropriateness)

수요자가 원한 서비스가 공급자로
부터 제공된 정도

서비스 품질, 전달체계
의 통합성, 효과성

수
요
측
면

인식능력
(Ability to

perceive need for
care)

문제(병)를 인식하고, 해결(치료)
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능력

건강인식능력(Health
Literacy), 건강관련 지
식 및 신념

탐색능력
(Ability to seek
health care)

다양한 서비스 대안들을 탐색하고
적절한 기준을 통해 비교하여 결
정할 수 있는 능력

정보검색능력, 탐색을
위한 시간적 여유, 정보
를 제공받을 사회적 관
계, 대안비교를 위한 판
단력

접근능력
(Ability to reach)

물리적으로 공급자에 접근하여 이
용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

이동성, 신청절차에 대
한 지식

지불능력
(Ability to pay)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
력

소득, 경제활동으로 인
한 시간 부족

관여능력
(Ability to engage)

서비스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건강인식능력(Health
Literacy), 동기, 자기관
리 능력

출처: Levesque et al.(2013), 박세경(2014)을 재구성

<표 3-1> 접근성 문제의 정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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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사결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특정 측면에서 요인들이 주로 관찰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수요자가 접근의 실패 이유를 어느 측면에 주로 귀인하는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응답도 수요측면, 공급측면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도 존재하

는데, 이때는 참여자가 자신의 특성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는 수요측면, 서

비스의 특성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는 공급측면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그러나 두 측면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두 측면

에 모두 기록한다. 본 연구는 우울 문제를 겪는 수요자가 서비스에 접근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접근성 문제와 그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이므로, 단일한 요인만을 추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2. 서비스의 정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서비스는 노인의 우울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

한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며, 여기에는 민간의 서비스 또한 포함된

다. 민간 서비스란 개인병원의 정신과 치료부터 조직화된 동호회까지 다양

한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이와 같이 서비스를 공공 서비스로 제한하지 않

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관심은 정책대상자의 관점에서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

을 분석하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가 공적 서비스인지 민간 서비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정과 민간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두 유형의 서비스 접근과정에

대한 정보 모두,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공적인 특성과 만약 민간서비스라는 이유로 분석대

상에서 제외한다면, 서비스 접근과정에 대한 주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확보

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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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인우울 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들은 민간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더라도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지닌다. 서비스 공급체계는 정책

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직접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을

포함하기 때문이다(이윤경 외, 2013). 민간 서비스더라도 공급체계 내에 속

해있으면서 지원과 제약을 받는다면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병원의 서비스도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대상

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 서비스로 단정 짓기 어렵다.

셋째,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사적 조직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면접과정에서 노인들은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한 서비스로서 운

동 동호회를 자주 언급하였는데, 사실상 동호회의 기능은 복지관이 운동시

설 혹은 운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수행하는 기능과 본질적으로 큰 차

이가 없다. 이용자의 역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동호회에서도 이용자는

동호회가 제공하는 운동 프로그램만을 이용하는 수요자 역할만을 수행하

기도 하고, 반대로 복지관에서 봉사자 혹은 반장으로서 공급자를 돕는 조

력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미 구성된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에 접근한 경우라면, 그것이 사적 조직이더라도 민간 서비스로서 포함

시키는 것이 서비스 접근과정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얻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연구 분석틀

위에서 제시한 접근성 및 서비스의 정의를 반영하여 연구 분석틀을 <그

림 3-1>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 연구 분석틀은 연구문제를 표현하고 연구

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으며, 질문지를 작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먼저 우울 노인의 서비스 접근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접근과정을 Levesque et al.(2013)의 논의를 바탕으로 5단계로 구성

하였다. 이는 응답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추상적인 범주이며, 각 단

계의 특징, 단계간 관계, 순서 등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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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비스 욕구 인식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우울 문제를 인식하고 이

를 해결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해결방안 탐색에서는 참여자가 응답하는 모든 방안을 기록하고 이를 고

려한 이유에 대한 응답을 수집한다. 이는 여러 대안들을 비교하는 기준을

알아야 서비스 탐색능력 혹은 수용가능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접근단계에서부터는 개인적 행위에 대해 분석하지 않았다. 여기

서 개인적 행위란 집에서 혼자 실시한 행동을 의미하며 식이요법, 노래부

르기, 긍정적인 마음 먹기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제외한 이유는 집에

서 개인적 행동을 하는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다른 서비스 접

근이 아닌 왜 이러한 행동을 선택했는지는 해결방안 탐색 단계에서 이미

밝혀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동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

로 제외하였다. 단,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모든 유형

의 서비스 접근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므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접근단계가 처음으로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며 신청하는 단계라면, 서비

스 이용은 이용을 시작하고 이를 지속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즉 신청 후

실제로 이용하는데 도움을 준 요인 혹은 방해한 요인에 중점을 둔다.

<그림 3-1>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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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결과 자체는 접근성 문제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이후의 서비

스 접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 및 재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제 2 절 연구방법론: 근거이론 기반

본 연구는 우울 문제를 겪는 노인이 서비스에 접근했던 과정을 노인의

관점에서 상세하게 분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이론에 기반한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근거이론은 Glaser와 Strauss(1967)가 제시한 질적 연

구방법으로, 특정 이론이나 가설을 고려하기 보다는 실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귀납적인 분석 기법이다(김병섭, 2008).

특히 근거이론은 개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 과정에 관해 상세하게 분석하

는데에 장점을 지닌다(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에 기반한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축코딩은 원자료에서 추출된 개념들을 인과적 조건, 맥락

적 조건, 중심범주,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라는 큰 범주로 분류함으로써

의사결정 혹은 행동의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조건들을 분석하

는 방법이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한다면 먼저 우울 노인이 서비스에 접근

했던 경험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원자료로 하여 하위 개념들을 도출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 하위 범주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축코딩에서 제시하

는 범주들에 배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접근과정을 재구성하고 이

에 영향을 미친 영향요인들을 분석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거이론, 특히 축코딩을 적용한 연구들은 위에서 제시한 가

장 상위 범주 외에는 미리 개념을 도출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이론에

기반한 편견 없이, 순수하게 원자료로부터 이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이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Levesque et al.(2013)의 접근성 개념도를 보완

한 연구 분석틀을 적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접근단계 및 접근성 차원에

적용된 개념들을 이미 연구 분석틀에서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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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을 제시한 후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들로부터 제시된 접근성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미 Penchansky & Thomas(1981)의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성 문

제와 차원들에 대해 개념 정의가 이루어졌다. 연구자 주관에 따라 새로이

개념 정의를 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연

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분석틀이 제시되어도 귀납

적인 연구는 가능하며 축코딩의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본 연구

의 분석틀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접근과정은 6단계-①서비스 필요, ②서비

스 필요인식, ③서비스 탐색, ④서비스 접근, ⑤서비스 이용, ⑥서비스 결

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의 전

형적인 과정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연구 분석틀 상 제시된

접근과정은 축코딩에서 제시한 상위범주들과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의사

결정과 행위 과정’들은 가장 추상화된 수준에서는 서로 유사한 범주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는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과 영향요인에 관심을 두며, 우

울의 원인과 발생에 대해서는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관

심을 둔다. 따라서 축코딩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본 연구는 서비스 접근

연구 분석틀 축코딩의 범주 범주의 의미

우울 원인 인과적 조건 현상이 일어난 원인 혹은 조건

우울 악화요인 맥락적 조건
중심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장
또는 전략이 취해지는 조건

우울 발생 중심 현상
전략을 통해 조절 혹은 해결하고
자 하는 중심 사건(생각)

서비스 접근 작용/상호작용 전략
현상을 조절하거나, 이에 대처하
도록 고안된 전략

접근성 문제,
영향요인

중재적 조건
전략을 촉진 혹은 억제하는, 광
범위한 구조적 상황

접근 성공/우울 완화 결과
전략을 통해 중심 현상이 조절되
며 나타나는 현상

출처: Levesque et al.(2013), Strauss&Corbin(1998)을 재구성

<표 3-2> 연구 분석틀과 축코딩 범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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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이에 영향을 중재적 조건을 밝히는 연구라

고 볼 수 있다.

축코딩은 본래 완벽하게 귀납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미 상위범주를 설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근거이론을 최초에

공동연구한 두 학자도 의견이 갈렸을 정도이다. 축코딩을 제안한 Strauss

& Corbin(1998)은 이것이 비록 완벽하게 귀납적인 분석방법은 아니지만

해당 상위범주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자료로부터 범주를 구성하여 나가는

귀납적인 방법을 적용해야하며, 기초적인 상위범주를 제공함으로써 과정

분석과 이론 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연구 분석틀을 통해 기초적인 상위범주는 제공하되, 이에 도달하기 전 단

계까지는 원자료로부터 범주화를 하여 통합해 나가는 귀납적인 방식을 적

용하고자 한다.

제 3 절 지역 및 참여자 선정

1. 지역 선정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우울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하며, 이때

지역 내 제공 중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 과정에 주된 관심을 둔다. 다

수의 지역을 선정하여 노인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 지역의 영향을 보다

상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그만큼 다양한 지역 요인과 복지

서비스의 차이를 분석해야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노인 개인의

우울문제 대응과정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때 지역 내에 제공 중인

복지서비스는 동일해야 개인들의 과정을 상호비교하고 요인을 추출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지역간 비교는 개인의 접근과정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었

을 때 실시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중 1개 지역을 선정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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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역에서 노인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한다.

이때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수준은 높은

편이나 노인 우울문제의 수준 또한 매우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자 한다. 우

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의 공급량이 많고 이를 이용하는 수가 높

음에도 불구하고 우울 문제가 심각하다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우울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이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해당 지역은 정책적인 대응이 시급하면서, 동시에 접근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개인 사례를 다수 확보하는데 보다 용이하리라 판단하였다.

노인 우울문제는 현재 자치구 수준에서 측정되고 있지 않다. 대신 우울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살 수준, 즉 노인자살률을 통해 우울 수준

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 1만명 당 자살자 수를 측정한 결과, 2013년 기준 도봉구는 40명

으로 2위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복지서비스의 공급 및 이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의 「노인복지시설 현황」자료와 세출예산서를 활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

지시설의 기초자치단체별 시설 수, 이용자 수, 종사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치구 내 4가지 시설의 수, 이용자 수, 종사자 수의

총합을 각각 구한 뒤 순위를 도출하였다. 다만 시설 수의 경우 경로당 수

가 매우 많아 경로당의 많은 지역의 시설 수가 과대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제외한 복지시설 수의 순위도 구하였다. 이에 더하여 「노인복지

시설 현황」에 집계되지 않는, 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수준을 반영하기 위

해 각 자치구의 세출예산서에서 노인복지예산을 추출하여 그 순위를 구하

였다. 이때 기초연금은 자치구 예산의 60~70%를 차지하지만 이는 중앙정

부의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노인 인구수에 거의 비례하여 지급되는 예산

이므로 제외하였다.

도봉구는 공급과 이용, 두 측면에서 중상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공급의 경우,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 1천 명당 노인복지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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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중 7위였다. 1천 명당 복지시설의 수는 4위 정도였으며 경로

당을 제외하면 13위였다. 복지시설의 규모이자 실제 서비스 제공 능력을

반영하는 종사자수는 11위였다. 이용의 경우도 1천 명당 이용자 수가 10위

였다.

즉 도봉구는 노인 인구의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이

용이 매우 높은 수준이면서 동시에 노인 우울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물론 지역의 노인 우울문제는 노인 빈곤 문제 등 다양한 요인

이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용과 우울 문제 사이에 커다

란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우울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이 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접근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큼을 암시한다.

도봉구의 노인 우울 대응체계는 서울시의 타 자치구와 유사하다. 도봉

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 및 도봉구보건소가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

과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 2015). 한편 노인복지기관으로는 시립 도봉

노인종합복지관이 대표적이며, 복지관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업하거나

항목 연도 도봉구 순위

노인 우울문제

노인자살률(노인 1만명당 자살자수) 2013년 2위(6.63명)

복지시설(서비스) 공급

순노인복지예산(노인 1천명당. 기초연금제외) 2013년 7위(약 2억원)

복지시설 수(노인 1천명당) 2014년 4위(4.97개)

경로당 외 복지시설 수(노인 1천명당) 2014년 13위(1.19개)

복지시설 종사자수(노인 1천명당) 2014년 11위(12.93명)

복지시설(서비스) 이용

이용자 수(노인 1천명당) 2014년 10위(16.47명)

출처: 통계청(2013), 사망원인통계 및 보건복지부(2014), 2014년 노인복지시
설 현황

*순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순위

<표 3-3> 조사 지역의 특성



- 38 -

서울시의 정책사업도 수행하지만 자체적인 노인 우울 관련 사업도 수행

한다. 직접적인 우울 관련 사업으로는 개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우울 문제를 겪기 쉬운 독거노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간접적으로는 다양한 취미, 학습,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

며 웃음치료와 같이 정신건강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한 복지

관은 도봉구 내 경로당을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대상자 선정

면접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우울 문제를 경험한 노인이다. 이러한 대상

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먼저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후 이들을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을 모집하는 스노우

볼(snowball) 기법을 적용하였다. 서울 내 노인복지관은 자치구별로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소 설치되고, 기타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구립 복지

관이 1~3개소 설치되거나 또는 없는 형태를 취한다. 지역을 도봉구로 선정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일차적인 모집 단위로 노인복지관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관은 지역 내 다양한 특성을 지닌 노인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장

소이다. 예를 들어 도봉노인복지관의 경우 일 평균 약 800~1,000명의 노인

이 이용하며 회원수는 약 18,000명2)이다. 도봉구 거주 노인이 약 4만 8천

명임을 생각하면(도봉구, 2015)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복지관 회원인

셈이다. 따라서 다양한 특성, 특히 다양한 우울수준의 노인을 모집하기 유

2) 시립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 거주 노인도 이용가능하지만 대다수는 도봉구 거주 노인이다. 이

용 및 회원 현황은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소속 사회복지사가 추정한 수치로, 시립 도봉노인복

지관에서는 이용자 수 및 회원 수에 대해 명확한 통계수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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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김은하·이지원(2009)의 연구에 의하면 복

지관 이용 노인 중에서도 우울증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

다.3)

둘째, 우울에 관한 연구이므로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을 통하

여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우울상태에 대해 진단

하도록 하며, 우울을 겪을 당시의 경험에 관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이 과정

은 일부 참여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는 현재 심각한 우

울을 겪고 있는 참여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 연구상 생명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심각한 우울을 앓고 있거나 혹은 이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알려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복지기관

을 통하여 모집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참여자와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솔직한 답변을 얻기 위해 복지관을

통해 모집하였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우울경험 혹은 우울상태에 대

해 드러내는데 거부감 혹은 불편함을 느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

구자와 참여자간 신뢰관계, 즉 라포(rapport)를 형성해야한다. 라포는 특히

참여자가 면접자를 신뢰할 수 있을 때 형성될 수 있다. 복지관 이용 노인

들은 복지관 및 소속 사회복지사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신원을

보증 받은 면접자 또한 신뢰하였으며 대체로 솔직하게 답변하였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

설명하는 참여자도 많았다.

그러나 복지관 이용 노인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면 다양한 서비스

접근 사례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복지관에 접근 중이라는 의미는 아무 서

비스도 이용 중이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비교적 서비스 접근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인 중

복지관을 이용 중이지 않은 노인’을 추천받아 면접을 진행하였다. 지인을

3) 김은하·이지원(2009)은 B광역시의 복지관 이용 노인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 57.8%가 우울증의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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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추천을 받은 경우, 지인이 면접자의 신원을 보증하기 때문에 참여자

들이 면접자를 신뢰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인을 통해 복지관과 간접적으

로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 연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나 혹은 심각한

우울이 발견된 경우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유리하다. 스노우볼 기법

을 통해 모집된 참여자의 경우, 참여자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을 연

구자가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특히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이론적으로 다양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대

상을 인위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이론적 표본추출

(Theoretical Sampling)이라 한다(유기웅 외, 2012). 이론적 표본추출 방식

은 조사인원을 사전에 정하지 않으며, 계속 자료수집을 하더라도 더 이상

새로운 개념 혹은 범주가 발견되지 않을 때 이를 이론적 포화(Saturation)

에 도달하였다고 보고 모집을 중단한다.

본 연구의 경우, 총 조사인원이 약 40명, 우울 노인이 약 20명 수준이었

을 때 유사한 개념과 응답유형들이 반복되어 이론적 포화에 근접했음을

느꼈다. 그러나 이중 약 3분의 2가 복지관 이용자였기 때문에, 미이용자로

부터 응답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후에는 모두

복지관 미이용자를 모집하였다. 이후, 복지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유형부터 어떤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유형까지 다

양하게 표집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때

모집을 중단하였다. 중단한 시점에서 총 조사인원은 71명이었고, 우울증

혹은 우울감 경험자는 39명이었다.

제 4 절 자료 수집 : 면접

면접은 총 3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복지관을 통해 모집된 참여

자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이 종료될때마다 참여자에게 ‘복지

관을 이용하지 않는 지인’ 추천을 요청하였다.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참

여자는 복지관으로 방문하도록 요청하거나, 참여자가 선호하는 곳으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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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자가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진

행되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지의

기본 흐름을 따르되, 가능한 접근 과정 상의 다양한 요인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 위주로 유연하게 질문하였다.

1. 우울 진단

면접은 참여자가 경험했던 우울의 수준을 진단하면서 시작한다. 우울 진

단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 Psychiatric Association)가 정한

DSM-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을 따랐다. DSM은 1952년 첫 번째 버전이

편찬된 이래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지침서로 인정받고 사용되

어왔다(이기영 외, 2010). DSM-V는 우울의 측정 도구로 주요우울삽화

(Criteria for Major Depressive Episode)를 제시한다. 주요우울삽화는 우

울의 구체적인 증상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중 ① 우울감 혹은 즐거움·흥미

의 상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서, ② 9가지 우울 증상4) 중 5가지 이상

에 해당하면서, ③ 이로 인해 사회적, 기능적으로 장해를 겪으면서 ④ 이러

한 증상이 2-3주 이상 지속될 때, 주요 우울증(Major Depression)으로 진

단할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본 연구에서는 DSM-V의 진단 기준을 채택하되, ‘정신성 운동지체 혹은

심한 불안’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였다. 주요우울삽화에 대한 기준에 따르

면, 해당 항목은 타인에 의해 관찰되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느끼는 초조함

혹은 느긋함만으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경험자 본인에 의해서 평가되기

어려운 증상이므로 제외하였다. 즉,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두 번째 기준의 경우엔 9가지가 아닌 8가지 우울 증상 중 5가

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우울증 경험자로 분류하였다. 이는 본래 기

4) ①우울감, ②즐거움 혹은 흥미의 감소, ③체중의 급격한 변화, ④수면 장애, ⑤정신성 운동지체 

혹은 심한 불안, ⑥피곤, ⑦자책 혹은 죄책감, ⑧판단력의 감소, ⑨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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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다 엄격하게 측정된 것이다. 또한 주요 우울증과 달리, ① 2가지 이상

의 우울 증상에 해당하고 ② 이러한 증상이 2-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

상적 우울감으로 분류하였다. 총 8가지 우울 증상과 사회·기능 장해에 관

한 9개의 삽화를, 노인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여 지문으로 작성하였다.

지속 기간은 별도의 문항을 통해 질문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은 먼저 우울삽화에 대한 지문을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직접 읽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면접자가 소리내어 읽었다. 이어서 참여

자에게 60세 이후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이러한 기

분을 가장 강하게 경험했던 때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문장에 모두 표시하

도록 하였다. 이후 면접은 모두 해당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서비스 접근 단계별 질문

참여자의 우울 경험에 대하여, 서비스 접근 단계의 순서대로 참여자의

의사결정과정 및 실제 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질문은 해당 단계에 맞

춰 반구조화된 형태로 준비하였다. 그러나 참여자가 질문과 무관하거나 다

른 질문에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다.

또한 대답 내용 이면에 내포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추가 질문을 하였다. 가능한 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참여

자가 특히 강조한 내용 등은 별도로 주석을 달았다.

지난 몇 주간 이상하게 슬프고 공허하다고 느꼈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몸무게가 변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질 않거나, 또는 자꾸만 잠이 온다. 항상 피곤하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

란 생각이 들고 다 내 탓인 것만 같다. 무엇을 해보려 해도 집중하기가 어렵고

매사에 우유부단해진다. 괜히 죽음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된다. 늘 이렇다 보니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표 3-4> 우울 진단용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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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분석방법 : 개방코딩 및 접근과정 분석

1. 응답 정리 및 개방코딩

응답 정리는 면접 상황과 내용의 맥락을 고려하여 작성하기 위해 매일

면접이 끝난 직후 정리하여 당일 중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때도 가능한 참

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 정리하였다. 참여자들은 면접 과정에서 해당

접근단계 질문

서비스

욕구

Ÿ 어르신께서 연세를 드신 후에(65세 이후에) 지문과 같은 기분이 가장

강하게 들었을 때가 언제인가요?

Ÿ 이런 기분이 얼마동안 지속되었나요?

Ÿ 이런 기분으로 인해 어르신의 일상에 변화가 오기도 했나요?

서비스

욕구인식

Ÿ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Ÿ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이 문제라고 느끼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고 생각하셨나요?

서비스

탐색

Ÿ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셨나요? 생각하셨던 것들을 가능

한 모두 말씀해주시겠어요?

서비스

접근

Ÿ 위에서 말씀하신 방법들 중 *** 방법은 시도하지 않으셨는데요, 시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Ÿ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

셨는지요?

서비스

접근

및 이용

Ÿ 그 기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셨던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Ÿ 그 기관(서비스)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Ÿ 그 기관(서비스)에 신청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점이 있으

셨나요?

서비스

결과

Ÿ 그 기관(서비스)이 어르신의 우울감을 줄이는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

었다고 생각하시나요?

Ÿ 어르신께서 같은 기분을 다시 겪으실 때, 같은 기관(서비스)를 이용하

시겠어요?

<표 3-5> 면접 흐름도 : 서비스 접근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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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다른 질문의 대답이 되는 발언을 자주 하였다. 특

히 면접 초기에는 소극적으로 대답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대

답하고 질문하지 않은 내용까지 설명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들

을,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질문에 재배치하는 작업을 매일 실시하였

다.

면접이 모두 종료된 후, 주요 우울증 혹은 정상적 우울감을 경험한 참여

자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이 공통

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참여자들의 감정, 인

식, 행동, 조건,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하여 축약된 표현으로 정리하였

다. 이에 따라 각 참여자가 각 서비스 접근 단계별로 응답한 내용을 복수

의 키워드로 요약하였다. 각 단계별 키워드의 개수를 한정하지 않고 요약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단계별로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의 키워드가 도

출되었다. 보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요약하기 위해, 전체 내용을 완독

하며 맥락에 맞게 키워드를 도출하는 과정을 총 3번 반복하였으며 부분적

으로 키워드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당 접근성 단계에서 참여자별로 겪었던 접

근성 문제를 분류하였다. 분류는 연구 분석틀에서 제시한 접근성 문제별

정의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다. 분류는 키워드만이 아니라 참여자의 모

든 발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분류가 모호한 경우에는 분류

기준을 별도로 메모해둔 뒤, 다른 참여자로부터 유사한 키워드가 도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했었는지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작업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2. 빈도분석 및 접근과정 분석

내용분석 과정을 통해, 각 참여자가 각 서비스 접근 단계별로 어떤 접근

성 문제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해당 문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어떤 것

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였다. 해당 목록을 토대로 빈도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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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자주 언급된 요인일수록,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

일수록 우울 노인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혹은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요인 및 문제를 중심으로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은 서비스 접근 단계별 요인간 관계, 요인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

으로 실시하였다.

제 6절 연구의 엄격성 및 연구윤리 준수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실적 가치, 적용성, 중

립성 기준을 고려하였다(정여주·서문진희, 2011; Guba & Lincoln, 1981).

먼저 사실적 가치란 현상을 충실하게 서술하고 해석하는 정도를 의미한

다. 연구자는 면접을 시작하기 전,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참여

자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대답한 후 면접을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은 면접

초반 우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길게 설명하는 경향

이 있는데, 이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공감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

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면접 초기에 우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

하였으나, 진단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후부터는 대부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적용성은 연구의 결과가 다른 집단, 장소와 같이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

이 가능한지를 의미한다. 복지관 이용자만을 조사한다면 이들과 우울 수준

및 서비스 접근성이 다른 집단으로부터는 응답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다. 복지관 이

용여부 외에도 성별, 경제수준, 건강수준 등이 다양한 응답자들을 모집하

여 충분하게 다양한 개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성노인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남성노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남성노

인의 응답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중립성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 및 분석에서 편견을 배제한 정도를

의미한다. 연구자의 민감성(sensitivity)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 시작 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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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선행연구를 숙지하였으나, 실제 면접에서는 가치 판단을 최소화하고

응답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 응답을 유도하지 않

도록 질문지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가상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가능한 배

제하였으며, 실제 경험했던 사건과 당시의 감정, 인식에 대해 응답하도록

반복하여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연구의 타당성과 엄격성을 유지하면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

록, 노인복지 분야의 상담심리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지를 수정하고

면접 방식을 교정 받았다. 전문가의 동석 아래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1회 진행하였으며, 이후 개별적으로 다른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1회 추가로 실시하여 충분하게 질문지를 숙지하고 면접 원

칙에 따라 진행하는 연습을 하였다.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가 대답

하기 어려워했거나 의미가 모호한 문항, 중복되는 문항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하였다.

연구윤리 측면에서는, 연구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자가 동

의한 후 면접을 시작하였다. 응답은 익명처리되고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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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참여자의 특성

주요 우울 삽화를 통해 참여자들의 우울 수준을 측정한 결과 총 71명의

참여자 중 병적우울증 경험자는 11명, 정상우울감 경험자는 28명으로 나타

났다. 총 39명이 65세 이후에 우울감 혹은 우울증을 경험했던 것으로, 이후

의 모든 자료분석은 해당 사례들에 대해서만 실시되었다.

참여자의 특성은 <표 4-2>와 같다. 특성 중 특이사항은 여성 32명, 남

성 7명으로 여성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이는 일차 모집기관인 복

지관회원 중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스노우볼 기법을 적용하여 지인

을 추천받은 결과 주로 여성들이 같은 여성 지인을 추천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지인을 추천하기를 꺼려하였다. 이는 연구의

한계점일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동질한 표본을 대상으로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도출하는데에 주 목적을 두기 때

문에 남성노인의 응답을 조사자가 비중 있게 살핌으로써 극복하고자 하였

다.

참여자 중 15명은 혼자 살고 있었으며, 15명은 배우자와, 6명은 성인자

항목 빈도 비중(%) 항목 분류 빈도 비중(%)

정상우울감 28 71.8 우울증상
해당 수

2~3개 8 20.5

4~5개 15 38.5

6~7개 13 33.3

주요우울증 11 28.2

8개 3 7.7

일상지장
여부

있음 12 30.8

없음 27 69.2

총 조사대상 39 100 총 조사대상 39 100

<표 4-1> 참여자의 우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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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와 살고 있었다. 3명은 배우자 및 성인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대체

로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주로 아들과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노인을 돌본다

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울문제를 겪더라도 가족의 지지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배우자 혹은 성인자녀와 사는 경우에는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여성노인들 중 몇몇은 남편에 대해 불만과 분노를 토로하였

으며 자신의 우울문제가 이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집에서 나와 있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자녀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다수

있었는데, 나이가 찬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신과 살면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자책감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 반면 독

거노인 중에는 자녀가 결혼하여 분가한 후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이로 인해 우울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

한 이혼 또는 배우자 사별로 인해 독거하게 된 경우에는 병적 우울을 경험

한 사례가 많았다.

생활수준은 대체로 ‘중’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강하며 ‘하’로 응답하는 경

우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심각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주

로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노인일자리사업 혹은 파지줍

기를 통해 소득을 버는 노인들이 ‘하’로 응답하였다. 우울을 경험한 참여자

중 15명(38.5%)이 ‘하’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을 경험하기 쉽고 이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움을 암시한다.

건강상태 또한 ‘보통’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약간 불편’

혹은 ‘매우 불편’으로 응답하는 경우는 수술을 여러번 했거나 복합적인 만

성질환으로 인해 여러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 등으로 인해 신체

적 건강문제를 겪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울을 겪

었다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일차 모집기관인 복지관 이용 횟수는 0회부터 6회까지 분포하고 있다.

주로 주당 5-6회 이용자는 모든 생활을 복지관에서 하는 유형이며, 3-4회

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른 활동을 병행하거나 가정에서 나머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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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유형, 1-2회는 1, 2가지의 프로그램만 가볍게 듣고 나머지 시간은

개별로 보내는 유형이며 0회는 과거에 잠깐 이용해봤거나 혹은 복지관 이

용 의향이 없는 유형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33명(84.6%)으로 월등히 많았다. 우울시 도움을 받

은 기관으로 종교를 언급한 사례가 많았는데, 남성 중에서는 아무도 언급

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사항이었다.

항목 분류 빈도 비중(%)

성별
여성 32 82.1

남성 7 18.0

연령대

60대 7 18.0

70대 26 66.7

80대 6 15.4

동거인

배우자 및 성인자녀 3 7.7

배우자 15 38.5

성인자녀 6 15.4

독거 15 38.5

생활
수준

(또래대비)

상 3 7.7

중 21 53.9

하 15 38.5

건강
상태

매우 불편 5 12.8

약간 불편 10 25.6

보통 17 43.6

다소 건강 5 12.8

매우 건강 2 5.1

복지관 이용
횟수
(주당)

이용 안함 14 35.9

1-2회 3 7.7

3-4회 11 28.2

5-6회 11 28.2

종교
무교 6 15.4

종교있음 33 84.6

<표 4-2>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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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노인이 접근과정에서 고려하거나 시도한 서비스 유형은 <표 4-3>

과 같았다. 자주 언급된 서비스 유형은 복지관, 병원, 종교기관, 동호회였

다. 이중 병원은 정신과뿐만 아니라 신경과 등 다양한 과가 포함되어있다.

노인 중 다수는 우울 문제를 겪을 때 동반하여 나타나는 신체건강문제에

대하여 치료를 받으려했기 때문이다. 종교기관을 언급한 사례도 많았는데,

이중 다수는 자신이 우울을 감소하기 위한 ‘효과’를 위해 종교기관에 다니

는 것이 아니며 ‘믿음’을 위해 다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타인에 의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신을 믿고 스스로 극복해야한다는 종교적 신

념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호회는 사적으로 조직화된 모임을 의미하며, 주로 등산, 배드민턴 혹

은 여행을 목적으로 모였다. 단순한 사교 외에 주기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들은 동호회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는 경로당, 노인대학, 도서관, 주말농장, 콜라텍 등이 언급되었다.

이 중 일자리 소개 서비스는 응답자가 기관명을 알지 못했다. 대학원은 응

답자가 석사과정을 통해 상담을 배우며 동시에 상담을 받기도 했는데, 교

서비스 종류 빈도 유형

복지관 20 공공서비스

병원 11 공공/민간

종교기관 7 민간서비스

동호회 7 민간서비스

구민회관 3 공공서비스

경로당 2 공공서비스

일자리 소개 서비스 1 공공/민간

노인대학 1 공공서비스

도서관 1 공공서비스

대학원(상담학) 1 공공/민간

주말농장 1 민간서비스

콜라텍 1 민간서비스

인터넷 커뮤니티 1 민간서비스

<표 4-3> 접근한 서비스 유형 및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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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받고 상담을 제공한 경험을 중점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대학원으로

그대로 기록하였다.

제 2 절 개방코딩 : 요인 유형화

면접을 통해 수집된 원자료를 바탕으로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의 응답을 같은 의미 단위로 묶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근거이론에 의한 연

구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동시에 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면접을 진행하고

당일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미 개방코딩을 1회 실시하였다. 이때 유사한 표

현이 다시 등장한 경우 기존에 코딩한 개념과 비교해가며 보다 적절한 개

념으로 코딩하는 과정을 면접이 종료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이후 전체 자

료를 처음부터 완독하며, 기존에 코딩한 개념이 적절한지, 어떤 하위범주

에 소속되어야할지를 비교하는 작업을 3회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개념은 총 237개였으며, 이 개념들은 40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표 4-4>).

40개의 하위범주를 다시 근거이론 축코딩에 따른 상위 범주-인과 조건,

맥락 조건, 중심 현상, 전략, 중재 조건, 결과-로 분류하였다. 서비스 접근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응답을 수집하였기 때문에 중재 조건으로 분류되

는 하위 범주가 가장 많았다. 일부 하위범주는 복수의 상위 범주에 속하기

도 했는데, 같은 속성의 하위범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접근단계별 분석은 하위범주와 소속 개념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

는 본 연구가 다양한 요인들이 접근성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원 개념을 유지하면서 현상을 풍부하

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물론 해당 하위범주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즉 접

근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고려하며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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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가족 사별, 배우자 사별, 이혼, 자녀 분가, 자녀 사망
소중한 대상

상실

인과

조건

가족 신체적 건강문제, 배우자 건강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 자녀를 도우려는 의지, 자녀에 미안, 자녀에 짐되지

않으려는 의지, 가정에 대한 책임, 책임, 젊은 세대에 미안함

부담과 책임 맥락

조건
불면, 신체건강 문제(↔신체건강 증진), 신체질병 발병 우려 신체건강문제

가족 갈등(배우자, 자녀, 가족), 자녀와의 관계 개선 소망, 기관과의 갈

등, 이용자간 갈등
갈등

맥락

조건

·

중재

조건

(가족) 자녀: 자녀의 권유, 신청, 물리적지지, 정서적지지, 지적

배우자: 배우자의 권유, 함께 이용, 도움/지지(↔반대)

기타: 가족의 권유, 가족의 서비스 이용지지, 가족의 정서적지지

(지인) 이용 중 지인의 권유, 지인과 함께 신청, 지인에게 문의, 지인의

지적, 권유, 소개, 정서적지지, 물질적 지지(↔물질적 지지 부족)

(기관) 다른 이용기관에서의 추천, 정기적 이용 통지, 홍보물, 기관의

정서적지지, 기관의 친절함, 종교의 정신적지지, 이용자들의 물리적 지

지, 이용자들의 정서적지지

(의지대상) 의지할 대상 없음(↔의지할 대상 존재)

권유와 지지

긍정적/무던한 성격, 예민/부정적 성격, 사교성 부족, 소심한 성격 성격

살인 충동, 자살충동 극단적 충동

중심

현상

외로움, 슬픔, 괴로움, 서운함, 실망, 억울함 슬픔과 고통

정신건강 문제(우울 외) 정신건강문제

자기 존재의 불필요, 자신의 무능, 죄책감/자책, 후회 자책

공허함(↔공허함 감소), 삶에 대한 의지(↔삶에 대한 의지 없음), 삶의

의미 없음
공허

단순 기분 문제로 인식, 자연스러운 감정, 호기심, 감각/인지 둔화, 몰

입, 생각해본 적 없음, 아무 생각 없음, 의욕상실, 가만히 있을때 잡생

각, 감정 잊기, 혼란, 판단력 감소, 건망증

둔감

/생각없음

중심

현상·

중재

조건

정서 공유, 대화 상대의 존재, 사람들과 교류, 이용자간 친분 교류와 의지

전략
도피, 집에 있기 힘듬, 갈 곳이 없음(↔갈 곳이 있음) 도피

나이듬에 대한 인식, 나이로 인한 한계에 수긍, 나이에 걸맞는 행동에

대한 인식, 받아들이기, 포기, 희망 없음
수긍과 포기

과거에 비해 악화/문제 지속(↔과거에 비해 개선), 눈치 보임/민폐 걱

정, 안좋은 인식, 창피함, 부러움, 다른 사람과의 비교, 다른 대안과의

비교, 다른 대안에 대한 만족(↔다른 대안에 대한 불만족), 다른 대안의

부재, 다른 대안의 실패,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

비교

전략·

중재

조건

<표 4-4>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개념 및 하위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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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하위범주 범주

권한/자율(↔권한 부족, 엄격한 규칙) 권한

중재

조건

서비스 품질 만족(↔서비스 만족 없음), 전반적 만족, 서비스의 낮은 수

준, 서비스의 높은 난이도
서비스 만족

주변인의 정신질환 경험(가족, 지인), 가족의 서비스 이용, 지인 건강문

제, 부정적 사례 간접체험, 미디어의 영향
간접 경험

바쁘게 살기, 손자손녀 돌봄, 시간이 잘 감(↔심심함), 시간 부족(↔시

간 여유)
시간 여유

기관 규모제한, 기존 이용 서비스 중단, 서비스 없음/중단 서비스 존재

두려움, 악화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신질환 발병 두려움, 치료 부

작용 우려, 치료 부작용
두려움

정신질환 경험, 정신질환 치료 경험, 서비스 이용 경험, 유사기관 경험,

과거 진단시 문제 없었음, 관련 직업 경험, 추억, 어릴때 경험, 어릴때부

터의 경험, 경험 없음

유사 경험

비슷한 사람들, 이용자들과 나이 차이, 이용자간 수준차이 유사성

강한 마음, 스스로 신청, 스스로 해결 의지, 외부도움에 대한 회의,

자신에 대한 탐구, 종교적 신념
의지

공정하지 않음, 신청 절차 문제, 이용과정의 만족(↔이용과정의 불편),

자격조건 미달
이용과정

습관, 다른 목적으로 이용 시작, 유사기관 정기적 이용, 이미 이용 중,

정기적 이용(우울외 목적), 현재의 활동(사교모임, 종교활동, 취미활

동), 지속적 이용 의지(우울 외)

이용 중

이동 어려움, 일상생활 지장, 해야할 일을 못함 일상생활

경제적 문제(↔경제적 여유), 낮은 비용(무료)(↔높은 비용), 보험 미포

함, 물질적/비용 혜택
경제력/비용

정신질환 치료 거부감, 기관 신뢰(↔기관 신뢰 안함), 효과 기대 안함,

치료에 대한 믿음
신뢰와 기대

어울리기(↔부적응), 기존 문제에 적응 적응

이용정보를 알 수 없음, 정보 검색 능력 정보

원래 관심/꿈, 다양한 경험, 하고 싶은 활동, 과거에 못했던 경험에 대

한 아쉬움
관심

가까운 거리(↔먼 거리), 우연히 봄, 지역이동에 의한 단절, 같은 지역

에 오래 거주
거리

우울감소 경험, 문제해결/효과 경험 효과 경험

안정(↔불안), 편안한 분위기 안정

결과

꿈을 이룸, 건전한 활동, 배우는 기쁨, 보람, 성취감, 실력 향상 성취와 보람

기분 해소, 웃음, 재미, 즐거움(↔즐거움 없음), 활력
감정 해소

/즐거움

접근전 문제해결, 우울감소 효과, 우울 외 효과, 효과 없음, 상담/해결책

제안, 정신건강 증진
효과

음주, 일시적 효과, 자극적인 즐거움
자극적/일시적

효과



- 54 -

제 3 절 접근과정 분석

1. 접근 단계별 주요 문제 및 요인

(1) 서비스 욕구 인식

서비스 욕구 인식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는 ‘인식능력’ 문

제이다. 노인이 우울 문제를 겪기 시작할 때 (1) 이것이 문제이자 치료해야

할 병임을 인식하고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야 적정 서비스에 접근을 시작할 수 있다.

먼저 판단력이 감소하고 생각이 없어지는 증상이 강할수록, 우울이 문제

혹은 병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둔감/생각없음). 세부적으

로는, 우울을 주로 상황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자

주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노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이 해결되

지 않는다면 감정은 해소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때 우울 노인들이 우울

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상황은 신체적 건강문제 및 가족 문제인데, 대

부분 해결이 불가능하다. 가족 문제의 경우 배우자의 사별, 배우자와의 심

각한 갈등, 노인이 도와줄 수 없는 자녀의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해결

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신체적 건강문제는 주로 수술

혹은 불면과 같은 신체이상이 주요 원인인데,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여 일

상생활에 지장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혹은 노화에 의해 불면이 악화되는 등 해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며 이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욕을 상실’하고 ‘받아들이

게’ 되며 나아가서는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수긍과 포기, 의

지). 즉 노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도움 없이, 노인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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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우울을 겪을 때 이를 인식하고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

렵다. 이와 더불어 우울이 상황과 별개로 치료 또는 완화가 가능한 정신질

환이라는 정신건강지식(Health Literacy)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

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울 노인의 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우울 문제

그 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우울 증상은 앞서 논의

한 ‘판단력 감소’와 ‘자책’인데, 두 증상은 서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인의 문제인식능력 및 극복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로 인

해 판단력이 감소하고 생각이 없어짐에 따라, 안좋은 상황에 대해 과도하

게 자신의 탓을 하는 자책 증상이 더 강화된다. 즉 우울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도 갖지 못한

다. 일부 우울 노인은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이 자신으로 인해, 혹은

엉뚱한 이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

단했거나 아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이미 우울증

상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적정 서비스에 접근하는

첫 단계에서 이미 접근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우울 노인의 인식능력이 낮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권

유와 지지’이다(권유와 지지). 주변으로부터 우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진단)을 받거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등을 권유받을

때, 노인들은 자신에게 우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인식하였다. 주변인뿐

만 아니라 다른 이용기관, 예를 들어 이미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권하는 경우에도 처음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자녀의 지지’5)가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았다. 자녀에 의해 문

제인식 및 해결필요를 느꼈던 노인들은, 자녀가 자신이 우울증이라고 직접

‘진단’해주었거나, 병원 혹은 복지관과 같은 서비스 기관에 가보도록 ‘권유’

해주었을 때 자신이 우울증일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우울인지는 모르겠

5) 자녀를 제외한 가족, 즉 형제 혹은 배우자의 지지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마음먹은 경

우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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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자녀가 권유해주니 관련 기관에 가보겠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자녀

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무언가 시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현재와 같이 자신이 아프면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해결을 시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부담과 책임). 특히 ‘자녀의

정서적지지’가 강할 때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즉 자녀의 지

지는 인식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겠

다고 마음먹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한편 노인의 우울 인식능력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모든

유형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식능력이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인

들은 ‘정신질환 발병을 상당히 두려워’하며 특히 치매를 걱정한다(두려움).

치매와 우울의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건망증’, ‘판단력 감소’

등 치매증상으로 알려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쉽

게 치매증상임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적극적으로 진단해보고 싶어한다.

즉 우울에 대한 인식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관련 교육 혹은 진단을

통한 간접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위와 같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식능력에 있어 중요한 감정이었다.

우울증상으로서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을 느낄 때, 이러다

‘죽을까봐’ 두려운 경우 자신에게 우울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해결을 결

심하였다(극단적 충동). 그러나 같은 자살충동이 있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데에는

‘간접 경험’이 영향을 미치곤 하였다. 가족 혹은 지인이 우울이나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혹은 미디어에서 우울의 악영향에 대해 본 경

우 자신의 우울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염려하였다.

두려움과 간접 경험은 노인이 자신을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비교 능력은 우울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 중요하였다. 자

신이 정상적이었던 때와 비교해볼 때 현재 비정상임을 인식하거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과거에 비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이 우울문제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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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악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고통은 우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는데에

영향을 주로 미쳤다. 그러나 ‘신체건강문제’, 예를 들어 불면 등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인지하고 해결을 결심하지만, ‘슬픔과

고통’과 같은 정신적 고통의 경우에는 즉시 문제를 인식하지는 못했다. 이

는 정신적 고통을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식하는 것과 연관

이 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를 결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접근성 차원 빈도 내용

인식능력 35

(+) 주변으로부터의 권유와 지지, 다른 상태와의 비교,

두려움, 신체문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 간접 경험, 자

녀에 대한 책임, 슬픔으로 인한 고통, 극단적인 충동 등

으로 인해 자신에게 우울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됨

(-) 판단이 어렵고 생각이 없어지며, 내 탓이라는 생각

만 들고, 희망이 없어 현실에 수긍하고 포기하기 때문

에 자신에게 우울 문제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이

를 해결하려는 결심을 하지 못함

접근가능성 2
(+)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서 서비스를 추천하여, 자신

에게 우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표 4-5> 서비스욕구인식 단계에서 나타난 접근성 문제

하위 범주
빈

도
관련 개념

빈

도

관련 접근성

차원

접근성

영향

둔감/생각없음 23 자연스러운 감정 8 인식능력 -

의욕상실 4 인식능력 -

판단력 감소 3 인식능력 -

건망증 2 인식능력 +

권유와 지지 16 지인의 지적 3 인식능력 +

자녀의 권유 3 인식능력 +

<표 4-6> 서비스 욕구인식 단계에서 나타난 접근성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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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범주
빈

도
관련 개념

빈

도

관련 접근성

차원

접근성

영향

지인의 권유 2 인식능력 +

다른 이용기관에서의 추천 2 접근가능성 +

자녀의 정서적 지지 2 인식능력 +

기타(의지할 대상 존재, 지인의 정신적
지지, 자녀의 지적, 의지할 대상 없음)

4 인식능력 +/-

비교 12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 4 인식능력 +

다른 사람과의 비교 3 인식능력 +

과거에 비해 악화/문제 지속 3 인식능력 +

기타(과거에 비해 개선, 눈치 보임/민
폐 걱정)

2 인식능력 -/+

수긍과 포기 12 희망 없음 7 인식능력 -

나이로 인한 한계에 수긍 3 인식능력 -

받아들이기 2 인식능력 -

두려움 12 죽음에 대한 두려움 4 인식능력 +

정신질환 발병 두려움 4 인식능력 +

두려움 2 인식능력 +

기타(치료 부작용 우려, 악화 걱정) 2 인식능력 -/+

신체건강문제 6 신체건강 문제 4 인식능력 +

기타(신체질병 발병 우려, 불면) 2 인식능력 +

자책 6 죄책감/자책 2 인식능력 -

자기 존재의 불필요 2 인식능력 -

기타(후회, 자신의 무능) 2 인식능력 -

간접 경험 5 미디어의 영향 2 인식능력 +

기타(가족의 정신질환 경험, 지인의 정
신질환 경험, 부정적 사례 간접체험)

3 인식능력 +

부담과 책임 5 자녀에 짐되지 않으는 의지 4 인식능력 +

자녀를 도우려는 의지 1 인식능력 +

슬픔과 고통 5 괴로움 2 인식능력 +

억울함 2 인식능력 +

슬픔 1 인식능력 +

극단적 충동 4 자살충동 3 인식능력 +/-

살인 충동 1 인식능력 +

의지 4 스스로 해결 의지 2 인식능력 +/-

기타(종교적 신념, 자신에 대한 탐구) 2 인식능력 +

공허 4 삶에 대한 의지 없음 2 인식능력 -

삶에 대한 의지 2 인식능력 +

일상생활 3 해야할 일을 못함 3 인식능력 +



- 59 -

(2) 서비스 탐색

노인이 자신의 우울문제를 인식한 후 해결하고자 하였다면, 이어서 어떻

게 해결해야할지 방안을 탐색하게 된다. 정부 혹은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를 탐색하기도 하며, 개인적인 행위로서 우울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도 한다.

우울 노인의 서비스 탐색 과정에서 수용성 문제와 탐색능력 문제에 가

장 영향을 크게 미친 요인은 ‘현재 이용 여부’이다(이용 중). 우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탐색하면서, 대부분은 현재 이용하고 있지 서비스를 통해

우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울 문제 때문에 이용 중인

것은 아니었으나 서비스를 통해 우울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경험’도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해보았고 결과에

만족했던 경험이 있을때, 유사한 분야에서 직업 경험이 있을 때, 해당 서비

스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운동 동호회 활

동을 하는 노인은 복지관의 운동 서비스를 추천 받았을 때 쉽게 시도해본

다. 즉 우울 노인들은 자신의 우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

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이용 중인 서비스, 혹은 경험해본

서비스 중에서 가장 적절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를 고려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노인 혹은 우울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노화 및 우

울증상으로 인한 판단력 감소로 인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장단점을 비교

하는 것은 우울 노인에게 있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노화로 인한 신체적 문제 등은 많은 노인들에게 ‘나이로 인한 한계에

수긍’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를 고려한

다면, 우울 치료 경험이 없는 노인이 자발적으로 서비스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울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하

더라도,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 즉 수용성 문제로 인해 이를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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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높다.

노인들도 새로운 기관을 탐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지인 혹은 자

녀의 권유’에 의해 기관에 대해 알게 된다(권유와 지지). 스스로 탐색한 것

은 아니지만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정보를 탐색한 것이므로 일종의

탐색능력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노인들이 권유를 받은 지인들

은 대체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친밀한 지인들을 의미한다. 즉 노인

들은 지인 및 자녀의 권유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높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인 및 자녀의 권

유에 의해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고, 문제 발생 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우울이 일단 발생하면 지인과 자녀가 권유한다해도 의욕

상실, 판단력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서비스 이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우울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인과 자녀 등의 도움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독려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시간’과 ‘경제력 문제’는 서비스 대안을 고려하는데 있어 제약조건 혹은

선행조건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경제적 문제가 해소되고 시간 여유가 생

겨야 서비스 이용을 고려하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볼지 탐색을 하였다.

시간 여유는 경제력 문제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감소하기도 하고 증

가하기도 하였다. 여성 노인 중에는 ‘손자손녀를 돌보느라’ 바빠서 이전에

는 서비스 이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때 가족

돌봄으로 인한 시간 부족은 서비스 탐색능력을 약화시킨 셈이지만, 노인들

은 “손자손녀를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우울을 극복하는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즉, 손자손녀 돌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몰입’하였고, ‘바쁘게 사느라’, ‘감정을 잊고’ ‘시간이 잘 갔다’고 응

답하였다. 이와 같이 우울감소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

한 현상은 비록 서비스 탐색능력을 감소시키지만 부정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시간 여유’ 확보 사례는 ‘배우자의 사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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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간에 여유가 생겨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볼지 탐색을 시도한 사례들

이다. 모두 여성 노인들로, 남편이 생전에 서비스 이용을 반대하여 접근하

지 못하고 있다가 사별후 충분한 시간 여유가 생겨 탐색을 시도하였다. 이

와 같이 ‘배우자의 지지 혹은 반대’는 ‘자율’ 정도를 감소시켜 서비스를 탐

색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노인이 서비스를 탐색하고 비교, 결정하는 기준은 서비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즉,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서비스로부터 크

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때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서

비스의 수용가능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로 언급된 기준

중 우울감소와 관련된 것은 ‘감정 잊기’, ‘감정 해소 혹은 즐거움’ 등이 있

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감정을 잊을 수 있다는 소극적인 기대, 스트

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적극적인 기대가 모두 기준으

로 제시되었다. 감정을 잊기를 원하는 경우는 주로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

잡생각’이 나기 때문에 밖에서 무언가 하며 시간을 보내면 감정을 잊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우울감소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대는 ‘사람들과의 교류’로, 교류를 통

해 마찬가지로 감정을 잊거나 감정을 해소하거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취와 보람’을 기대하는 경우는 노인이 우울감소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서비스 자체의 특성에 기대를 하는 것이지만 실제

로는 우울감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성취와 보람’을 기대하는 경우는, ‘원래 관심’이 있던 분야의 서비스 이

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우울 문제를 경험한 노인들에게 그 당시에 특

정 서비스를 왜 고려했는지 질문했을 때, 우울 문제와 상관없이 원래 관심

이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어렸을 때의

‘꿈’이었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는데 이들은 사람들과의 교류 혹은 우울감

소 효과보다는 특정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껴 이용을 고려한다. 이들은 대

체로 이후 이용할 때도 서비스에 몰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반면 노인이 서비스에 대해 우려하는 점들은 서비스의 수용가능성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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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기관 혹은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부적응에

대한 걱정’이 서비스의 수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주로 언급되었

다. 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주로 정신과 치료에 관한 것이었는데, 정신과 상

담은 소용이 없다거나, 신경과 약은 오랫동안 먹으면 부작용이 심해 좋지

않다는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서비스에 대해 탐색하고 고려하면서도

그러한 불신으로 인해 결국 선택하지는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 한편 일부

노인들은 주로 집단생활이 필요한 복지관 및 경로당과 같은 서비스를 이

용시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였다. 주로 자신의 사교성이 부족해서, 혹

은 이미 이용자간 집단이 배타적으로 형성되어있을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

한 불신 혹은 우려를 극복하는 것은 대부분 ‘권유와 지지’에 의해서였다.

한편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

례들이 있었다(비교). ‘나이가 들어’ 딱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노인이 갈

수 있다고 알려진 소수의 대안을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다(수

긍과 포기). 예를 들어 노인들은 자신이 60대 초반이었을때는, ‘나이가 많

은 사람들만 복지관을 가는 것이고 자신은 아직 그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

고 생각하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더 들고

나서는 이제 나이 차이가 크지 않고 더 이상 갈 곳도 없기 때문에 복지관

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였다. 즉 이전에는 서비스의 수용가능성이 낮다가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줄어든다고 느끼면서 특정 서

비스에 대한 수용가능성은 높아졌다.

‘갈 곳이 없다’고 응답할 때는 외부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집

에 있기 힘들어서’ 복지관, 경로당 등의 여가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집에 있기 힘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가족(주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서이거나 우울 증상으로 인해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잡생

각’이 나기 때문이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우울의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에 머무는 것이 우울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외

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때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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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 가능한 잘 남아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

면 현재 속한 곳에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을때의 상

실감은 우울하지 않은, 혹은 젊은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더욱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울 노인으로 하여금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을 잘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근성 차원 빈도 내용

탐색능력 38

(+) 주변에서 서비스를 권유해주고, 관련 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이며, 이용해봤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있고 장

단점은 무엇인지 잘 암

(-) 우울로 인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으면서 판단력이

감소하고, 경제적 문제로 시간이 없고, 어차피 희망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탐색

하지 않고 잘 알지 못함

수용가능성 31

(+)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해봤고, 효과를 경험하였거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원래 관심이 있었고, 사

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기관을 신뢰하고,

딱히 갈 곳도 없고 나이로 인해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특정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용을 결심함

(-) 정신질환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거부감이

들고, 서비스와 이용자들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 서

비스 이용을 망설이게 됨

<표 4-7> 서비스탐색 단계에서 나타난 접근성 문제

하위 범주
빈

도
관련 개념

빈

도

관련 접근성

차원

접근성

영향

권유와 지지 33 지인의 권유 9 탐색능력 +

다른 이용기관에서의 추천 4 접근가능성 +

자녀의 권유 4 탐색능력 +

이용 중 지인의 권유 3 탐색능력 +

<표 4-8> 서비스탐색 단계에서 나타난 접근성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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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범주
빈

도
관련 개념

빈

도

관련 접근성

차원

접근성

영향

지인의 소개 3 탐색능력 +

종교의 정신적 지지 2 탐색능력 +

가족의 권유 2 탐색능력 +

기타(지인에게 문의, 지인과 함께 신청,
자녀가 신청, 자녀의 정서적지지, 배우
자의 권유, 정기적 이용 통지)

6
탐색능력
접근가능성

+

이용 중 32 현재의 취미활동 9 탐색능력 +

이미 이용 중 7 탐색능력 +

현재의 종교활동 5 탐색능력 +

현재의 사교모임 4 탐색능력 +

다른 목적으로 이용 시작 3 탐색능력 +

정기적 이용 (우울외 목적) 2 탐색능력 +

기타(유사기관 정기적 이용, 지속적 이
용 의지(우울 외)) 1 탐색능력 +

유사 경험 14 어릴때부터의 경험 5 탐색능력 +

유사기관 경험 4 탐색능력 +

기타(경험 없음, 관련 직업 경험, 정신질
환 치료 경험, 서비스 이용 경험, 어릴때
경험)

1
탐색능력
수용가능성

+

둔감/생각없음 11 감정 잊기 4 수용가능성 +

판단력 감소 2 탐색능력 -

호기심 2 탐색능력 -

생각해본 적 없음 2 탐색능력 -

의욕상실 1 탐색능력 -

시간 여유 9 시간 여유 3 탐색능력 +

시간이 잘 감 2 수용가능성 +

바쁘게 살기 2
탐색능력
수용가능성

+

시간 부족 2 탐색능력 -

수긍과 포기 9 나이로 인한 한계에 수긍 4 수용가능성 +

희망 없음 2 탐색능력 -

나이에 걸맞는 행동에 대한 인식 2 수용가능성 +/-

나이듬에 대한 인식 1 수용가능성 +

교류와 의지 8 대화 상대의 존재 4 수용가능성 +

사람들과 교류 3 수용가능성 +

이용자간 친분 1 수용가능성 +

신체건강문제 8 신체건강 증진 5 수용가능성 +

신체건강 문제 3 탐색능력 -

비교 8 다른 대안의 부재 3 수용가능성 +

기타(부러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창피함, 다른 대안에 대한 불만족, 다른
대안의 실패)

1
탐색능력
수용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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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범주
빈

도
관련 개념

빈

도

관련 접근성

차원

접근성

영향

관심 7 원래 관심/꿈 5 수용가능성 +

기타(과거에 못했던 경험에 대한 아쉬
움, 다양한 경험)

2 수용가능성 +

감정
해소/즐거움

6 기분 해소 6 수용가능성 +

경제력/비용 5 경제적 문제 3 지불능력 -

기타(낮은 비용(무료), 경제적 여유) 2
탐색능력
비용적절성 +

의지 5 스스로 해결 의지 2 탐색능력 +/-

기타(자신에 대한 탐구, 종교적 신념, 외
부도움에 대한 회의)

3
탐색능력
수용가능성

+/-

신뢰와 기대 5 기관 신뢰 2 수용가능성 +

정신질환 치료 거부감 2 수용가능성 -

치료에 대한 믿음 1 수용가능성 +

성취와 보람 4 배우는 기쁨 2 수용가능성 +

기타(실력 향상, 건전한 활동) 2 수용가능성 +

효과 경험 4 우울감소 경험 2 수용가능성 +

문제해결/효과 경험 2 수용가능성 +

효과 3 정신건강 증진 2 수용가능성 +

우울감소 효과 1 수용가능성 +

도피 3 갈 곳이 없음, 집에 있기 힘듬, 도피 3 수용가능성 +

부담과 책임 3 자녀에 미안, 책임, 자녀의 문제 해결 3 탐색능력 +

거리 3 가까운 거리, 우연히 봄, 같은 지역에 오
래 거주

3 탐색능력
수용가능성

+

자극적/일시적
효과

2 자극적인 즐거움, 일시적 효과 2 수용가능성 +

정보 2
정보 검색 능력,
이용정보를 알 수 없음

2
탐색능력
이용가능성

+
-

적응 2 부적응, 기존 문제에 적응 2
탐색능력
수용가능성 -

공허 2
삶에 대한 의지 없음
공허함 감소 2

탐색능력
수용가능성

-
+

소중한 대상
상실

2 배우자 사별 2 탐색능력
접근능력

+

두려움 2 치료 부작용 우려 2 수용가능성 -

권한 2 권한/자율 2 수용가능성 +

간접 경험 2 지인의 정신질환 치료 경험, 가족의 서
비스 이용

2 탐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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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접근

서비스 접근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는 잠재이용자의 접근

능력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이용가능성, 비용적절성, 지불능력,

수용가능성 등의 접근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때 접근능력은 이용자

의 특성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비스의 특성 대비 이용자의 접근

능력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상대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

할 것이며 비용 및 수용 관련 접근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

다.

서비스 접근을 원활하게 돕는 요인은 ‘권유와 지지’로, 특히 ‘자녀 혹은

지인이 권유’하거나 ‘지인과 함께 신청’할 때 서비스 접근에 성공하는 사례

가 많았다. 서비스를 탐색할 때 자녀 혹은 지인이 특정 서비스를 권유한

경우, 이어서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서비

스를 권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관과 특정 서비스를 권유하였을 때 이

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실제로 이용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청을 하는 경우, 서비스 접근에 성공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자신의 우울문제나 서비스 적절성이 명확하지 않더라

도 자녀 및 지인을 신뢰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울 노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려면 자녀가 직접 특정 기관에 신청을 해

주거나, 지인이 함께 등록하는 등 신청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주변인이 신청과정에 적극 개입할 필요는, 노인이 서비스에 신청하는 과

정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스로 신청’할 정도로 ‘의지’가

높거나 정보 검색을 잘 하는 경우에는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일

부 노인들은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신청

하려고 했으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결국 접근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신

청 과정의 어려움은 서비스 유형마다 달랐다. 경로당은 신청과정이 없어

어려움이 없고, 복지관은 처음 등록은 쉽지만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신

청자가 매우 많은 반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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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대기를 해야하고 이에 대해 ‘불편’하고 ‘창피’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

였다. 일부 노인은 심리상담을 원했고 어느 기관에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도 알고 있었으나,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를 몰라 포기하였다고 응답하였

다. 이와 같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여가서비스는 신청과정이 쉽고 잘

알려져있어 신청에 어려움이 없지만 신청자가 많아 불편함이 있고, 심리상

담과 같은 서비스는 소수의 노인이 원하더라도 신청과정이 알려져있지 않

아 이용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서비스에 대한 수용가능성과도 연관되는 문

제로, 기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하여

쉽게 신청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서로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

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거부감이

느껴지는 서비스는 지인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물어보

기엔 “왠지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꺼려져” 물어보

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비스의 낮은 수용가능성이 노인의

접근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이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지 혹은 ‘유사

경험’이 있는지는 접근능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 중인 경우는 이미 접근 중이므로 물론 접근성이 확보된다. 유사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 결과가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이었든 상관없이 이미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을 시작해야할지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접근능력이

확보된다.

서비스 접근 단계에서는 ‘서비스의 존재’, 즉 ‘규모’ 혹은 ‘제공 여부’ 또

한 중요하며 이는 서비스 이용가능성과 연관된다. 이용 과정에 관한 논의

에서 언급했듯, 노인들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의 경우 그 규모가 상대적으

로 작아 서비스 이용가능성이 제한되기도 한다.

일부 민간 서비스들은 중단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콜라텍을

다니며 춤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왔는데, 어느날부터 주변의 콜라텍들

이 문을 닫았다고 응답하였다. “청량리 콜라텍을 가기엔 너무 멀고, 수유

리 콜라텍에는 너무 젊은 사람6)만 있어 꺼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취미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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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못하고 있었다. 이 노인의 경우 복지관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

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관의 춤 관련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이미 알

고 있었다. 복지관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이므로 오히려 콜라텍보다

비용은 덜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다. 이와 같이 서비스가 중단

될 때 노인은 ‘먼 거리’로 인한 낮은 이용가능성, ‘나이 차이’로 인한 낮은

수용가능성, ‘이용 경험이 없음’으로 인한 낮은 접근능력 등 다양한 접근성

문제로 인해 다른 서비스로 쉽게 옮겨가지 못한다. 즉 노인들은 젊은 연령

대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접근성 문제에 더 강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거리’도 노인에게는 주요한 이용가능성, 혹은 접근능력 차원의 접근성

문제를 일으킨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건강문제로 인해 ‘이동성’이 낮아지면

노인의 서비스 접근능력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여름에는 더운

밖에서 15분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하기

도 하였다. 복지관의 경우 셔틀버스를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운행하지

않고 도봉구의 모든 곳을 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있었다. 다수의 노인들은 “그나마

건강할 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이 나빠지면 근처 경로당으로

가거나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노인이 접근가능한 지역 범위는 점차 줄어든다.

비용적절성 혹은 지불능력은 서비스 접근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접

근성 문제이지만, 이전 탐색단계에서부터 이미 고려가 된다. 거의 모든 참

여자들은 높은 비용이 드는 대안을 서비스 탐색 초기단계에서 이미 배제

한다. 예를 들어 복지관의 경우,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이며 상급 과정인

경우에만 월 5000원 정도를 받는다. 그 외에 드는 비용은 복지관에서 제공

하는 점심식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드는 2500원이 거의 전부이다. 그런데

많은 참여자들은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여가서비스 중 복지관은 비교

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6) 60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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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인우울 관련 서비스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비용적절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문제가 되어 서비스에 접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기회비용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파지를 줍거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하여 대체로 주3

회, 월 20만원 정도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을 하지 않고 복지관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수입을 잃게 된다. 둘째, 시간도 비용이라고 본다

면 ‘시간 부족’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을 하

지 않는 날에는 신체적으로 피로하기 때문에 휴식해야하고, 여성 노인들의

경우는 밀린 집안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

기 어렵다고 보고한다. 반대로, 바쁘게 돌보던 손자손녀들이 커서 시간에

여유가 생기자 여가서비스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들도 있다. 셋째, 신체건

강 서비스에 비해 정신건강 서비스는 비교우위가 낮다. 신체건강 서비스,

즉 의료서비스의 비용이 높더라도 노인들은 대체로 이용을 결심하며 실제

로 각종 신체부위에 수술을 받았거나 수많은 약을 복용하는 사례도 많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가능한 다른 영역

에서 비용을 최소로 줄이려 노력한다. 즉 비용이 약간이라도 들거나, 혹은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은 ‘신체적 건강문제’

가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신체적 질병 발병 우려’

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 지불능력은 수용성 문제 혹은 적절성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여가

서비스기관의 이용자들은 이용을 망설이게 하는 수용성 문제, 혹은 이용을

하다가 중단하게 하는 적절성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이용자간 갈등’을 꼽

았는데 돈에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복지관의 경우는 이용자간에 1잔에

250원하는 자판기 커피를 사서 돌리거나 점심식사를 돌아가면서 사는 문

화가 있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이용을 지속하기 어려

워지고 이와 관련하여 갈등이라도 발생하면 이용을 중단하기도 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아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응답한 내용에

의하면, 복지관 내에서 경제적 여유에 따라 어울리는 집단이 구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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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대체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복지관에 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노인의 지불능력과 서비스기관의 수용성이 맞물려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접근성 차원 빈도 내용

접근능력 46

(+) 주변에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독려해주며, 현재 이

용 중인 서비스이거나 경험 혹은 관심이 있으며, 같은 지

역에 오래 거주하여 기관 및 이용자들과 친분이 있기 때

문에 쉽게 서비스를 신청함

(-) 배우자가 반대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먼 거리를 가

기에는 신체건강이 좋지 않고,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

아 서비스를 쉽게 신청하지 못함

이용가능성 9
(+) 다른 이용기관에서 특정 서비스를 추천해주어 쉽게

신청하였고, 거리가 가까워 쉽게 접근함

비용적절성 6 (-) 비용이 높아 접근하지 못함

수용가능성 6
(-)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히려 신체질병이 발병할까봐

접근하지 못함

지불능력 6
(+) 비용 혜택이 있고 시간 여유가 있어 부담없이 접근

(-) 경제적 문제가 있고 시간이 부족해 접근하지 못함

<표 4-9> 서비스접근 단계에서 나타난 접근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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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범주
빈

도
관련 개념

빈

도

관련 접근성

차원

접근성

영향

권유와 지지 30 지인과 함께 신청 7 접근능력 +

지인의 권유 6 접근능력 +

다른 이용기관에서의 추천 3 이용가능성 +

이용 중 지인의 권유 3 접근능력 +

자녀의 권유 3 접근능력 +

지인의 소개 2 접근능력 +

자녀의 정서적 지지 2 접근능력 +

기타(자녀가 신청, 지인의 물질적지
지, 배우자의 권유, 배우자의 반대) 4 접근능력 +/-

이용 중 13 현재의 종교활동 5 접근능력 +

이미 이용 중 4 접근능력 +

현재의 취미활동 2 접근능력 +

정기적 이용 (우울외 목적) 2 접근능력 +

경제력/비용 9 경제적 문제 3 지불능력 -

높은 비용 2 비용적절성 -

물질적/비용 혜택 2 접근능력 +

경제적 여유 2 접근능력 +

유사 경험 6 유사기관 경험 2 접근능력 +

어릴때부터의 경험 2 접근능력 +

기타(서비스 이용 경험, 어릴 때 경
험)

2 접근능력 +

시간 여유 6 시간 여유 3 지불능력 +

시간 부족 3 지불능력 -

신체건강문제 5 신체건강 문제 4 접근능력 -

신체질병 발병 우려 1 수용가능성 -

거리 5 가까운 거리 3 이용가능성 +

먼 거리 1 이용가능성 -

같은 지역에 오래 거주 1 접근능력 +

관심 4 원래 관심/꿈 4 접근능력 +

이용과정 4 자격조건 미달 2 접근능력 -

신청 절차 문제 2 이용가능성 -

의지 4 스스로 신청 3 접근능력 +

종교적 신념 1 접근능력 +

서비스 존재 3 기관 규모제한, 서비스 없음/중단, 기
존 이용 서비스 중단

3 이용가능성 -

정보 2 이용정보를 알 수 없음 2 접근능력 -

교류와 의지 2 이용자간 친분 2 접근능력 +

<표 4-10> 서비스접근 단계에서 나타난 접근성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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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단계는 이용을 시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이용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접근성 문제는

주로 이용가능성과 접근능력, 그리고 관여능력이었다. 이용가능성은 이용

자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의 특성을 의미한다.

반면 접근능력과 관여능력은 이용자의 특성에 중점을 두는데, 접근능력은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신적 혹은 물리적인 능력을 주로 의

미하며 관여능력은 이미 이용 중인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른 서비스 접근단계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이용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도 ‘권유와 지지’가 자주 언급되었다. 특히 ‘이용자

간 정서적지지’, ‘이용자간 친분’이 자주 지목되었다. 이는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사람이 있고 이들과 정서적인 유대가 있을 때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이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서비스의 초기 단계에서는 가족 및 지인의 영

향력이 강하지만,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후에는 같은 이용자와의 정서적

관계가 중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용자간의 유대는 서비스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요하게 나타났다. 복지

관에서는 특정 이용자가 나오지 않으면 연락하여 안부를 묻는 등 이용을

지속하도록 독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경로당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간 친분’과 ‘정서적 지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의료서

비스의 경우에도,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 노인

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아 보훈병원에 다니는데, 주변에 유공자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 함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 이 참여자는 우울 등

의 정신질환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받을 용

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집단의 친밀함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왔으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용가능성



- 73 -

도 높였다. 이는 노인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독려하려면 함께

이용하는 집단이 중요하며 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임을 의미한다.

이용가능성 문제는 복지관 이용자들로부터 주로 제기되었으며 ‘기관 주

요 원인이었다. 복지관의 경우 신청자는 매우 많으나 프로그램 수는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일년에 두 번 추첨을 진행하는데 이때 추첨이 되지 않으

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없으며 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듣지

못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신청 절차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신청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절차, 혹은 이용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음’을 느꼈다

는 불만도 여럿 제기되었다. 실제로 불공정성에 불만을 느껴 이용을 그만

두는 사례들도 많다고 여러 노인들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기관의 규모제한은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는 하나 이

때문에 접근을 시도하지 않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노

인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며, 때문에 매

일 갈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가 모인 공간을 소중하게 인식한다. 이는 우

울 노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우울을 해소할 대안이 현재 이용 중

인 서비스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불편은 감수한다. 다만, 위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는 그 정도가 강한 경우 이용

을 중단하기도 한다. 즉 서비스의 공정성은 수용가능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접근성 차원 빈도 내용

이용가능성 10

(-) 신청 및 이용과정이 불편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

각하거나, 기관 규모가 신청수 대비 제한적이거나, 서

비스가 중단되거나, 거리가 멀어 이용을 중단함

접근능력 7

(+) 주변의 지지에 의해 계속해서 이용함

(-) 배우자가 반대하여 짧은 시간만 이용하거나, 지역

을 이동함에 따라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됨

<표 4-11> 서비스이용 단계에서 나타난 접근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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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차원 빈도 내용

관여능력 5

(+) 주변에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우울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용할 의지가 강하며, 서비스 이용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꿈을 이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비스

에 참여함

(-) 서비스 이용이 창피하게 느껴져 적극적으로 참여하

지는 않음

수용가능성 2
(-) 서비스 신청은 했으나 안좋은 인식들이 있어 이용

을 망설임

하위 범주
빈

도
관련 개념

빈

도

관련 접근성

차원

접근성

영향

권유와 지지 12 이용자들의 정서적 지지 4 관여능력 +

배우자의 도움/지지 2 접근능력 +

기타(이용 중 지인의 권유, 기관의 친절함,
종교의 정신적지지, 지인의 물질적 지지
부족, 기관의 정서적지지, 배우자의 반대)

6
접근능력
관여능력 +/-

이용과정 6 공정하지 않음 2 이용가능성 -

신청 절차 문제 2 이용가능성 -

기타(이용과정의 불편, 이용과정의 만족) 2 이용가능성 -/+

서비스 존재 5 기관 규모제한 4 이용가능성 -

서비스 없음/중단 1 이용가능성 -

비교 5 창피함 3 관여능력 -

기타(다른 사람과의 비교, 안좋은 인식) 2 수용가능성 -

교류와 의지 4 이용자간 친분 4 관여능력 +

거리 3 먼 거리 2 이용가능성 -

지역이동에 의한 단절 1 접근능력 -

이용 중 3 지속적 이용 의지(우울 외) 2 관여능력 +

현재의 종교활동 1 관여능력 +

성취와 보람 2 보람, 꿈을 이룸 2 관여능력 +

신체건강문제 2 신체건강 문제 2 접근능력 -

<표 4-12>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 나타난 접근성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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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비스 결과

서비스 결과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는 주로 적절성 문제

와 관여능력 문제이다. 적절성은 기관에서 얼마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

는가에 관련된 문제로, 이용자가 판단하는 서비스의 품질, 만족도, 그 결과

등을 의미한다. 적절성은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시 다시 이용하게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관여능력은 서비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서비스의 결과에 만족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이 언급한 요인은

크게 우울감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준 요인들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뉜다.

먼저 직접적인 효과와 관련된 요인들은 ‘감정 해소/즐거움’과 ‘마음 안

정’, ‘공허감 감소’가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느껴 서비스에

만족한 경우, 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심 있는 활동을 다양하게 했기 때

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음

을 안정시켜 만족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주로 불안과 같은 우울 증상을 겪

던 중이었으며, 서비스의 ‘편안한 분위기’와 ‘이용자들의 정서적지지’를 통

해 안정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위와 같은 응답을 한 노인들은 서비스 이용

자들이 대부분 나이, 경제력 등이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어

울리기 쉽다고 하며 이용자간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허

함이 감소’ 되었다고 응답한 노인들도 있었으며,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활

동을 하면서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공허함이 줄었다고 하였다.

한편 우울감소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나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요인은 ‘성취와 보람’이 지목되었다. 해당 요인은 주로 복지관 이용자

들로부터 자주 언급되었는데, 자신의 관심사, 꿈, 재능을 살려 상을 받는

등 성취를 이루어낸 경험과, 봉사를 통한 보람을 매우 강조하였다. 이러한

성취 및 보람 경험을 겪은 노인들은 우울 문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적극

적으로 지속 이용할 의사를 강조하였다. 즉 이러한 경험은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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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가 ‘신체건강을 증진’시켰다고 인식하면 만족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노인들은 신체건강에 예민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통해 신체건강이

증진되었음을 느끼면 서비스에 크게 만족한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설

령 서비스를 통해 우울을 감소했더라도 신체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느끼면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재이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신과

치료를 경험한 응답자 중 다수는, 약으로 인해 살이 빠지거나 손이 떨리는

등 신체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단기간만 복용하고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았으며 이후 우울문제가 발생해도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을 것이라 응

답하였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서비스를 통해 치매를 예방했다고 인식할

때 만족도가 높았다.

이밖에 서비스가 ‘도피’의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주로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문제, 혼자 있을때의 잡생각

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가 유일한 도피

처인 경우, 혹은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지속하려는 의지

는 높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통해 우울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지는 못하고 지속적

으로 경험 중인 경우들도 있었다.

서비스의 적절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스

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이용자 혹은 기관과의 ‘갈등’ 등이 제기되었

다.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은 주로 의료서비스, 특히 약물치료에 대한 부작

용 경험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한 노인들은 다시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것’을 다짐했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스스로 해

결한다는 것은 오롯이 혼자 힘으로 이겨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주변인의 지지를 받고 주로 여가서비스를 통해 우울을 감소하려는 노력을

주로 의미한다. 즉 노인들은 약물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기관 혹은 다른 이용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에 적극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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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려는 관여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기관과의 갈등은 복지관의 경우

일부 사회복지사가 권위적으로 행동하거나 ‘공정하지 않았다’고 노인이 느

껴 발생했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경로당의 경우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돈을 횡령했다고 생각하거나, 정부에서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여 권한이 제

약된다고 느낄 때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기관의 불

공정성 혹은 권한의 제약이 서비스의 적절성을 감소시킨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에게서 뚜렷한 차이로 나타났는데, 불공정성

및 권한 제약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노인은 주로 남성이었으며 여성

노인이 이와 같이 응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한편 이용자와의 갈등은 주로 친하게 지내던 동료 이용자와 심하게 다

툰 후부터 다른 이용자들과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서비스에

도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여능력을 감소시켰다.

접근성 차원 빈도 내용

적절성 41

(+) 성취와 보람을 느끼고,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며, 감정을 해소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마음이 안

정되는 효과를 느끼면 서비스 결과에 만족하고 서비스

가 적절하다고 느낌. 또한 갈 곳을 제공하며, 관심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다른 대안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감

정을 잊을 수 있고 공허함이 줄어들고 신체건강도 증진

되면 서비스가 적절하다고 느낌

(-)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경험하거나 이용자간 수준

차이가 난다고 느끼면 서비스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낌

관여능력 20

(+) 현재 취미활동이고 앞으로도 우울과 관계없이 이용

할 생각이며, 이곳 외엔 갈 곳이 없고, 기관을 신뢰하며

자녀를 돕고 자녀에게 짐되지 않으려는 의지가 클 때 서

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후 우울 재발시에도 같

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함

<표 4-13> 서비스결과 단계에서 나타난 접근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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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차원 빈도 내용

(-) 악화 혹은 부작용이 걱정되고, 우울은 스스로 해결

해야한다고 믿으며, 기관과 서비스의 효과를 신뢰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이후 우

울 재발시 이용할 의사가 없음

하위 범주
빈

도
관련 개념

빈

도

관련 접근성

차원

접근성

영향

성취와 보람 16 성취감 5 적절성 +

보람 5 적절성 +

배우는 기쁨 4 적절성 +

꿈을 이룸 2 적절성 +

교류와 의지 12 사람들과 교류 5 적절성 +

대화 상대의 존재 3 적절성 +

이용자간 친분 3 적절성 +

정서 공유 1 적절성 +

권유와 지지 11 이용자들의 정서적 지지 5 적절성 +

종교의 정신적 지지 3 적절성 +

기타(기관의 친절함, 기관의 정서적지
지, 이용자들의 물리적지지)

3 적절성 +

감정 해소/즐거움 9 기분 해소 4 적절성 +

웃음 2 적절성 +

즐거움 2 적절성 +

활력 1 적절성 +

안정 마음안정 6 적절성 +

편안한 분위기 2 적절성 +

효과 7 정신건강 증진 3 적절성 +

우울 외 효과 2 적절성 +

효과 없음 2 적절성 -

효과 경험 5 문제해결/효과 경험 5 적절성 +

이용 중 5 지속적 이용 의지(우울 외) 4 관여능력 +

현재의 취미활동 1 관여능력 +

도피 5 도피 2 적절성 +

갈 곳이 있음 2 적절성 +

갈 곳이 없음 1 관여능력 +

두려움 5 치료 부작용 3 적절성 -

기타(악화 걱정, 치료 부작용 우려) 2 관여능력 -

관심 4 다양한 경험 2 적절성 +

<표 4-14> 서비스결과 단계에서 나타난 접근성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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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범주
빈

도
관련 개념

빈

도

관련 접근성

차원

접근성

영향

하고 싶은 활동 2 적절성 +

비교 4
눈치 보임/민폐 걱정, 다른 대안과의
비교, 다른 사람과의 비교, 다른 대안
에 대한 만족

4 적절성 +

의지 4 스스로 해결 의지 3 관여능력 -

종교적 신념 1 관여능력 +

둔감/생각없음 4 감정 잊기 2 적절성 +

몰입 2 관여능력 +

갈등 4 이용자간 갈등 2 관여능력 +

기타(기관과의 갈등, 자녀와의 관계
개선 소망)

2 관여능력 +

신뢰와 기대 3
효과 기대 안함, 기관 신뢰 안함, 기관
신뢰

3 관여능력 -/+

신체건강문제 3 신체건강 증진 3 적절성 +

유사성 3 비슷한 사람들 2 적절성 +

이용자간 수준차이 1 적절성 -

서비스 만족 3 서비스의 낮은 수준, 서비스 만족 없
음, 서비스 품질 만족

3 적절성 -/+

공허 2 공허함 감소, 삶에 대한 의지 2
적절성
관여능력

+

부담과 책임 2
자녀를 도우려는 의지, 자녀에 짐되지
않으려는 의지 2 관여능력 +

유사 경험 2 관련 직업 경험, 추억 2 적절성 +

시간 여유 2 바쁘게 살기 2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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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과정 및 접근 단계간 관계

우울 문제를 겪는 노인이 서비스를 접근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와 주요한 영향요인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정리하면

<그림 4-1>와 같다. 이러한 노인의 서비스 접근 과정에서는 크게 3가지

주목할만한 특징이 나타났는데, ①서비스 필요가 서비스 욕구 인식에 영향

을 미치고 있었으며 ②서비스 욕구인식과 서비스 탐색이 동시에 일어났고

③수용가능성과 적절성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 서비스 필요가 서비스 욕구 인식에 미치는 영향

먼저 노인의 우울문제, 즉 서비스 필요는 문제 인식 및 서비스 욕구 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ersen의 의료행위 모형에서 나

<그림 4-1> 우울 노인의 서비스 접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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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듯이 서비스 필요, 즉 우울문제는 서비스에 접근하게 하는 주요한 요

인이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우울증상 중에서 신체적 증상을 동반할 때 서비스 필

요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우울증상 중 주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은 ‘불면증’으로, 이는 우울 여부와 상관없이 노화할

수록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불면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우울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하

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과 치료도 받아들인다. 특히 약 처방에 있어, 항우울

제 처방은 신뢰하지 않아 중단하더라도 수면제는 복용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수면제 혹은 신경치료제의 ‘부작용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선

불면으로 인한 괴로움을 가라앉히기 위해 복용한다. 비슷하게, 우울 문제

가 있으나 이에 대한 진단 혹은 치료를 고려하지는 않으면서도 손떨림 등

의 신경계통 문제로 신경과를 방문하는 경우는 많았다. 이들은 신경과 방

문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관에 대한 신뢰여부와 상관없이 약이

증상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고려한다

면 현재 우울이 아닌 다른 문제로 정신과 혹은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

는 노인들에게 우울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추천하여 연계하는 것

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우울 문제는 반드시 인식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

니었다. 정상적 우울감을 가진 경우는 대체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자신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 ‘자녀에 짐되

지 않으려는 의지’, ‘정신질환 발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주요 우울증으로 악화되면 문제 인식 능력이 오히려 떨어진다.

모든 면에서 ‘의욕을 상실’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며 ‘자살’만이 벗어날

길이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한다. Andersen의 의료

행위 모형은 필요(욕구)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을

가정하고 있지만(임정기, 2008), 우울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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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우울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며, 악화되었다면 단순하게 서비스 이용을 권유하거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서비스

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에

신청을 해주고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2) 욕구인식과 서비스 탐색의 동시성

모든 우울 노인들이 먼저 서비스 욕구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탐

색을 시작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얻고 이에 따

라 서비스 욕구를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서비스에 대해 권유를 받을 때 이러한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 자신은 우

울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자녀 혹은 지인으로부터 특정 서비스

를 이용해볼 것을 권유받는다. 그제서야 자신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만한

서비스 욕구 혹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되돌아본다. 예를 들어 한 참여자는

자신에게 우울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복지관에서 우연히 받은

치매진단서비스를 통해 ‘치매는 아니지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받았기 때문에 우울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미 주요 우울증 단계였던 참여자는 바로 병원

에 가지 않고 2-3개월뒤 아내의 권유를 통해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이미

치매진단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접근을 시

도해보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3) 수용가능성과 적절성의 상호영향

우울 관련 서비스에 있어 수용가능성과 적절성의 관계는 미묘하게 영역

이 겹쳐 구분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신체적 의료서비스에 있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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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성은 서비스 이용자의 성격,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도를 주로 의미

하며 적절성은 서비스 자체의 품질, 문제 해결에 미친 효과, 이에 대한 이

용자의 만족을 주로 의미한다. 물론 수용가능성이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

겠으나 어느 정도 분리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울 관련 서비스는 수용가능성이 이용자의 만족과 우울감소 효

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용자간의 교류’, ‘친

분’, ‘정서적 지지’와 같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수용

성 요인들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과 우울감소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수용가능성 요인들은 한번 형성이 되면 우울감소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이로 인해 접근능력 혹은 관여능력이 감소하기도 한다. 이

미 구성되어 있는 집단에 ‘부적응’할까봐 두려워하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울리기 힘들 것으로 생각해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긴밀하게 교류를 하다가도 ‘이용자간 갈등’이 생겨 더 이상 적극적으

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적당히 출석만 하는 등 관여능력이 떨어지

거나 심지어 이용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때 단순히 접근 및 관여능력만

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울증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노인우울 관련 서비스는 우울감소 효과를

위해서는 이용자 집단에 관련된 수용가능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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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 1 절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우울 문제를 겪는 노인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을 탐색하

고, 발생하는 접근성 문제 및 영향요인을 밝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울 문제를 경험한 39명의 노인

을 대상으로 수집한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과정에서 겪은 접근성 문

제와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 차원의 접근성 문제보다는 주로 수요 측면의 접근성 문

제-인지능력, 탐색능력, 접근능력, 지불능력, 관여능력-가 도출되었으며 공

급 측면의 접근성 문제도 수요자와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문제-수용

가능성, 적절성-가 다수 도출되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 기

반한 연구이므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인들이 접근의

저해 혹은 촉진 원인을 주로 자신이나 주변인에게 귀인하는 경향을 지님

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정신적인 문제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일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향후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공적인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접근과정상의 특징과 주요 요인,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

다. 먼저, 서비스 필요(욕구)인 우울 문제는 역설적으로 노인의 인식능력과

탐색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로 인해 판단력이 감소하고

의욕과 희망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설계

할 때, 우울 문제를 겪는 노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쉽게 인식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탐색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급 차원에서 우울 노인의 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은 현

재 노인이 이용 중인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이용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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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우울을 진단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이

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우울 문

제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보고되었다. 다만, 이러한 권유는 서비스

필요인식 및 탐색단계에서 주로 도움이 되며, 이를 노인이 중단 없이 꾸준

히 이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성 차원의 노력이 추가로 필

요하다.

서비스 접근 과정 전반에 걸쳐 강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험’, ‘이용

중’, 그리고 ‘권유와 지지’였다. ‘경험’의 경우, 노인들은 자신이 경험해 본

대안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노인

들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이미 우울문제가 발생한

노인이 이를 해소하고자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더하여 주변의 ‘권유와 지지’는 노인이 검토할 대안을 제공해주는 원

천이자 대안 결정 및 접근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반대로 해석하면 노인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 현재 이

용 중이지 않은 서비스, 주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서비스에 대해

서는 우울 노인이 접근을 거부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으로 정

신과 치료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용해보지 않았으며 주변에서도 이용을

권유하지 않는 등 접근이 매우 어려운 서비스 유형이다. 주요 우울증 증상

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치료를 평소 경

험하도록 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와 연결하여 마치 패키지처럼 제

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은 대체로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

는데, 이때 정신과 진료를 필수로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진단 결과와 상관

없이 정신과 진료에 대한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이후 우울 문제가 발생했

을 때 정신과 진료를 대안에 포함하여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

한 건강검진은 이미 이용 중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항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적을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자주 발생하고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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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비용’, ‘이용과정’, ‘서비스 존재’ 등이 있다. 먼저 ‘경제력/비용’은 수요

측면의 ‘지불능력’ 차원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대부분의 우울관련 서비스들은 큰 비용이 소요되지

는 않지만 이용시간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또한 경제적 문제에 의해 수용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경제수준에 따라 이용자간 집단이 나뉘거나, 특정 서비스기

관은 일정 경제수준 이상의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우울 문제가 발생하기 쉬울뿐만 아니라 발생한 문

제에 적절한 서비스로 대응하기조차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강화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급여를 활용하여 우울과 관련된 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연계할 필요가 있다. 수용가능성 문제는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급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공급자 혹은 적극적인 이용자들이 경제수준에 따른 이용자간 차

별 분위기를 완화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필수 공통 프로그램을 자주 제

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후 재이용하게 하는 주요한 접근성 차

원은 관여능력이며, 대표적으로 ‘성취와 보람’, ‘교류와 의지’ 요인이 영향

을 미친다. ‘이용 중’ 및 ‘경험’ 요인이 서비스 탐색단계에 큰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혹은 기관에 계속해서 소속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여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성취와 보람’은 기관에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성취를 이루어냈

거나, 봉사를 통해 남을 도왔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서비스에 몰입하게 하

는 계기가 된다. 이때 노인들은 이러한 성취와 보람이 자신의 우울수준을

낮추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 즉 우울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원동력은 우울을 감소하는 효과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경험이어야 한다. 이러한 성취감과 보람은 노인이 이용과정상의 불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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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원천이다. 따라서 공급자는 이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복지관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만 다른 서비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설계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의 경우, 함께 간단한 봉사활동에 정기

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거나,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매칭하여 정기적으

로 안부를 묻도록 하거나, 간단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이를 경로당에 전

시하는 등의 활동들은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 될 것이다.

‘교류와 의지’도 비슷하게 작용한다. 이용자간의 친분이 형성되고 대화할

상대가 있다고 느낌에 따라 서비스에 적응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가’와 별개로 ‘누구와 받았는가’가 서비스 이용

지속에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공급자는 이용 노인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집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기적 상담을 통해 파악하거나, 집단 내 누군가가 우울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를 교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비스 접근과정 전반에서 ‘권유와 지지’, 그리고 ‘교류와 의지’요인이 주

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서비스 접근에서 사회자본이 매우 중요하

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사회자본은 노인 우울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연구되어왔으나(고정은, 이민홍, 2015; 손용진, 2010; 이진향

외, 2011)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

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노인 개인의 사회자본과 지역의 사회자본

은 노인의 인식능력과 탐색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서비스의 수용성을 높여

노인이 거부감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과 형성한 사회적 유대 등 새로운 사회자본은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이용하도록 하는 참여능력을 향상시켰다. 향후 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

함에 있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및 지역의 사회자

본을 정부 차원에서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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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우울 노인, 즉 정책대상자의 관점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을 조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간 사회서비스와 같이 정책대상

자에 대한 서비스 형태의 정책을 연구할 때 주로 특정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정책대상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해, 특정 서비스를 지정하는 대신 고려하고 시도했던 다양한 서비스

들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참여자에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더욱 의의가 있다. 노인은

젊은 연령대에 비해 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다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는 우울 문제의 경우에는 접근성 문제가 보다 중요

하다. 노인의 우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책대상자

가 현재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

해 현 정책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접근과정은 과정인만큼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과

정이며 이에는 여러 영향요인이 복잡한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친다. 본 연

구는 어떤 요인이 어떻게 노인의 서비스 접근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지를

질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상세히 밝혀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접근성 문제와 영향요인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한다면, 노인 우

울과 자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다만 질적인 연구방법은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

는 도봉구라는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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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또한 스노우볼 기법의 특성상 ‘외부와의

교류가 극도로 단절되어 우울 수준이 매우 높은 사례’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의 서비스 접근과정에 관한 정보는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출한 주요 서비스 문제, 그리고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과 개인 사례를 포함하여 양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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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ess to Welfare Services for Older Adults
- Processes for elderly with depression problems to access 

relevant welfare services -

Yugyeong Eo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qualitatively explored how older adults with depression problems accessed 
relevant welfare services and examined accessibility problems and their factors 
occurring in the access process. Interviews were performed with both users and 
non-users of a senior welfare center in Seoul; answers of 39 older adults who had 
experienced depression were analyzed. Answers were categorized by content analysis; 
those categories were sorted and assigned to accessibility dimensions and their 
factors.

Strong factors throughout the service access process are "experience," "current use," 
and "suggestion and support." In the supply view, "financial ability/cost," "utilization 
process," and "existence of service" were identified as main factors. On the demand 
side, "sense of achievement and reward" and "social intercourse and dependence" 
were important factors.

We provided suggestions to improve accessibility of welfare services for older 
adults with depression problems. First, utilizing service providers currently used by 
older adults and providing integrated welfare services would be necessary. On the 
supply side, expanding financial benefits including discounted service fe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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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ring fairness and clarity in the utilization process including beneficiary selection 
can enhance various dimensions of service accessibility. In order to improve service 
acceptability and engagement ability, bonds and social capital between users need to 
be forged and strengthened by providing rewarding experiences and managing them 
as a group.

Keywords : Service Accessibility, Welfare Service, Elderly Depression, Social Capital, Older 
Adults
Student Number : 2014-2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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