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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Housing poverty is a potential risk factor for depression in elderly people; however, this relationship depends on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if housing poverty i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in Korean elderly people.
Methods: A total of 10,083 people aged 65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in 2017 were included. Housing poverty
was defined as “living underground,”“semi-basement,” or “rooftop.” Depression was assessed using the Short Form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Comparisons of baseline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the χ2 test or student’s t-test, as appropriat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the risk of depression, with or without adjustment.
Results: The odds ratio (OR) of depression was higher in the housing poverty group (OR, 1.55; 95% confidence interval [CI], 1.15–2.09), even after
adjusting for age and sex (adjusted odds ratio [aOR], 1.43; 95% CI, 1.05–1.95). However, after adjusting for income levels, ADL, and IADL disability,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housing poverty and depression (aOR, 1.11; 95% CI, 0.79–1.56). People with ADL or IADL disability also
showed nonsignificant results.
Conclusion: In Korea, even though elderly people with housing poverty are a high-risk group for depression, housing poverty is not an independent
risk factor. It is thought that low socioeconomic status and functional disabilities of people with housing poverty a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To
reduce the risk of depression, comprehensive intervention is needed for elderly people with housing poverty.
Keywords: Housing; Depression; Aged; Poverty

서론

의 유병률은 10.89%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빠른 고령화로 인해 우울
증이 있는 노인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 노년기 우울

우울증은 주요한 건강 문제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

증은 신체화되거나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등 진단하기 쉽

이 가장 큰 질환 중의 하나이다. 우울증으로 인한 장애 생활년수

지 않은 특성이 있고,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에 우

(years lived with disability)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질

울증 고위험군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평가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병 부담의 경감을 위해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자원 투입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3)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노인

우울증의 위험요인으로 개인 수준의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우울증

인 요인 역시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도시화, 높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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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밀도, 소음 공해 등과 함께 주거 시설의 낮은 질이 우울증의 위
4-6)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를 사용하였다. SGDS는 15

그러나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예/아니오로 응답한다. 각 항

주거환경은 국가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 각 연구마다 주거 환경

목은 응답에 따라 0점, 혹은 1점으로 변환되어 총점은 0–15점 사이

에 대한 평가 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며,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다.11)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연구에 의거하여 총점이 8점 이

중요하게 평가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7)

상인 경우 우울 증상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설, 구조, 환경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최저
주거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8년 조사 결과 10.6%는 최
8)

2) 주거빈곤

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였다. 그 중 지하, 반지하방 및 옥탑방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조사원이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 주거

은 해외에는 흔하지 않지만, 국내의 대표적인 주거빈곤 가구 형태로

위치를 확인하여 지하 또는 반지하, 지상, 옥탑 셋 중 하나를 표기하

비주거용 공간을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간의 협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지하 또는 반지하, 그리고 옥탑

소성 및 방습, 환기, 채광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9) 그러나 우리

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빈곤이 있다고 분석하였다.9)

나라 도시 환경의 대표적인 취약 주거 시설인 반지하, 지하 및 옥탑
거주 여부가 노년기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대규

3) 인구사회학적 변수

본 연구는 나이,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가구 형태, 근로 여부

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반지

등 기존 문헌에서 우울 증상의 위험 인자로 알려진 요인을 분석에

하, 지하, 옥탑 거주 등 주거빈곤이 국내 노인의 우울 증상과 연관이

포함하였다.3) 소득수준은 조사 시점 기준 3개월 이내 평균 월 근로

있는지 확인하여, 주거빈곤자가 우울 증상의 고위험군인지, 주거빈

소득을 5분위로 분석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 및 미취학, 초등학교,

곤이 국내 노인 우울증의 위험 요인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5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가구 구성
형태는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기혼, 혹은 미혼 자녀와 동거

방법

하는 노인가구 및 기타 가구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노인실태조사

4) 건강 관련 변수

본 연구는 2017년 실시된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인

건강 관련 변수로는 주관적 건강평가,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전국

of daily living, ADL) 제한 여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

일반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모집단으로 각

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제한 여부, 최근 입원력, 만성질

10)

시, 조사원을 통한 대면 조사를 통해 시행된다.

환, 암, 심혈관 질환, 다약제 복용, 흡연, 잦은 음주, 운동 등 항목이

2017년 노인실태조사는 가구 일반사항, 건강 상태, 건강 행태, 기

포함되었다. 주관적 건강평가는 대상자가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 인

능 상태 및 간병수발, 여가 활동 및 사회 활동, 경제 활동, 가구형태,

식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부양 실태, 생활 환경, 삶의 질, 정책적 이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5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ADL 및

슈에 대한 인식, 인지기능, 경제 상태 등 총 14개 영역으로 구성된

IADL에서는 완전 자립이 아닌 항목이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10,299명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

경우 제한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입원 여부는 조사 시점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우울증 척도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216명

기준으로 1년 이내 입원력을 확인하였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을 제외하고 총 10,083명에 대해 분석하였다.

을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뇌졸중, 협심증ㆍ심근경색을

10)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
았으며(IRB No. X-2005/613-907), 공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

중증 순환기계 질환으로 정의하고 모두 의사에게 진단 받은 적이 있
다고 응답한 경우만 진단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연구로 별도의 동의서 작성은 생략되었다.
3. 통계 분석
2. 변수
1) 우울 증상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우울증 척도로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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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특성은 주거빈곤의 유무에 따라 각 군별 일반적인 특성
을 평균과 표준편차 및 각 분위별 비율로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
서 우울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변수에 대한 두 군 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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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검정,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3)

예상되는 ADL 및 IADL 제한이 있는 집단에서도 같은 효과가 있을

주거빈곤에 따른 우울 증상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로

지 하위 그룹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은 STATA 15.0 (Stata

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Model 1에서 단변량 회귀 분석을

Co., College Station, TX, USA)을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의 유의 수

통해 교차비(odds ratio, OR) 및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

준은 P-value<0.05로 하였다.

를 계산하였고, Model 2에서 연령, 성별 보정 후 교차비(adjusted

odds ratio, aOR), Model 3에서 연령, 성별 및 소득 수준, 교육 수준,

결과

ADL 제한, IADL 제한, 가구 형태, 잦은 음주 등 카이 제곱 검정 결
과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를 보정한 교차비를 계산하

총 10,083명 중 지하, 반지하, 옥탑 등 취약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환경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을 것으로

주거빈곤이 있는 대상자는 240명(2.4%), 주거빈곤이 없는 대상자는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housing poverty
Variable

Housing poverty (semi-basement/rooftop)
No (N=9,843)

Age, y

74.4 (6.2)

Male

3,965 (40.3)

Yes (N=240)
75.1 (6.4)
81 (33.8)

P-value
0.09
0.04
<0.001

Level of income
1st quintile

1,949 (19.8)

88 (36.7)

2nd quintile

1,971 (20.0)

52 (21.7)

3rd quintile

1,984 (20.2)

32 (13.3)

4th quintile

1,966 (20.0)

44 (18.3)

5th quintile

1,972 (20.0)

24 (10.0)

None

2,609 (26.5)

90 (37.5)

Elementary school

3,468 (35.2)

70 (29.2)

Middle school

1,562 (15.9)

40 (16.7)

High school

1,556 (15.8)

32 (13.3)

648 (6.6)

8 (3.3)

203 (2.1)

3 (1.2)

Good

3,311 (33.6)

73 (30.4)

Reasonable

2,296 (23.3)

46 (19.2)

Bad

3,582 (36.4)

100 (41.7)

Education level

College or higher
Self-perceived health
Very good

0.001

0.054

Very bad

451 (4.6)

18 (7.5)

ADL disability

702 (7.1)

32 (13.3)

IADL disability

2,528 (25.7)

80 (33.3)

<0.001
0.007
<0.001

Household type
Alone

2,435 (24.7)

117 (48.8)

Married without children

4,897 (49.8)

69 (28.7)

Others

2,511 (25.5)

54 (22.5)

Employed

3,136 (31.9)

67 (27.9)

Recent admission history

1,715 (17.4)

51 (21.2)

0.12

Chronic diseasea

6,820 (69.3)

173 (72.1)

0.35

Cardiovascular diseaseb

1,371 (13.9)

37 (15.4)

0.51

353 (3.6)

7 (2.9)

0.58

3,814 (38.7)

97 (40.4)

0.60

Cancer
Polypharmacyc

0.19

Smoking

919 (9.3)

31 (12.9)

0.06

Frequent alcohol consumptiond

619 (6.3)

25 (10.4)

0.01

6,583 (66.9)

154 (64.2)

0.38

Physical activity

Data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deviation) for continuous measures, and number (%) for categorical measures.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
Diagnosed with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or dyslipidemia. bDiagnosed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or stroke. cTaking more than 3 kinds of prescribed drugs.
d
More than 4 days per week.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 and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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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3명(97.6%)이었다. 주거빈곤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75.1세

Model 1에서는 주거빈곤군이 대조군에 비해 우울 증상의 교차비가

(standard deviation [SD], 6.2), 주거빈곤이 없는 사람들은 74.4세(SD

유의하게 높아(OR, 1.55; 95% CI, 1.15–2.09), 주거빈곤자가 그렇지

6.4)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은 주거빈곤군에서 33.8%,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대조군에서 40.3%로 대조군에서 더 많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우울

다. Model 2에서 연령, 성별을 보정하여 분석하였을 때도 주거빈곤

증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인자들인 소득, 교육 수준, 주관적

은 우울 증상의 교차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OR, 1.43; 95%

건강 인식, ADL 및 IADL 제한, 가구 형태, 근로 여부, 최근 입원력,

CI, 1.05–1.95). 그러나 소득, 교육수준, ADL 및 IADL 제한, 가구 형

만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다약제 복용, 흡연, 다빈도 음주, 신체

태, 잦은 음주 등 주거빈곤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추가로 보

활동을 분석하였을 때 소득 수준 하위 5분위의 비율이 주거빈곤군

정한 Model 3에서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aOR,

에서 36.7%로 높게 나타났으며, 무학의 비율 또한 주거빈곤군에서

1.11; 95% CI, 0.79–1.56) 주거빈곤은 우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37.5%로 유의하게 높았다. ADL 제한은 주거빈곤군에서 13.3%, 대조

보다 주거빈곤자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연관성이 나타난 것으로 생

군에서 7.1%, IADL 제한은 각각 33.3%, 25.7%로 ADL과 IADL 제한

각된다(Table 2).

모두 주거빈곤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거빈곤군에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ADL, IADL 제한이

서 독거노인 가구가 48.8%로 가장 많았던 반면 대조군에서는 노인

있는 대상자에 대해 시행한 하위 그룹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

부부 가구가 49.8%였고, 평균 주 4회 이상 다빈도 음주자는 주거빈

하였다. 보정 전인 Model 1에서 ADL 제한군(OR, 1.01; 95% CI, 0.48–

곤군에서 10.4%, 대조군에서 6.3%로 나타나, 주거빈곤군에서 유의

2.14), IADL 제한군(OR, 1.04; 95% CI, 0.64–1.68) 모두 주거빈곤과

하게 많았다. 이 밖에 다른 항목에서는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우울 증상 간의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으며, 연령, 성별 보정 후인

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Table 1).

Model 2에서도 ADL 제한군(aOR, 1.04; 95% CI, 0.49–2.21), IADL 제

주거빈곤성과 우울 증상의 상관 분석 결과 보정을 하지 않은

한군(aOR, 1.02; 95% CI, 0.63–1.65)은 주거빈곤과 우울 증상의 연관

Table 2. Multivariate analysis of association between housing poverty and depress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 CI

P-value

aOR

95% CI

P-value

aOR

95% CI

1.55

1.15–2.09

0.004

1.43

1.05–1.95

0.02

1.11

0.79–1.56

0.53

Age

1.06

1.05–1.06

<0.001

1.00

0.99–1.01

0.19

Male

1.50

1.32–1.65

<0.001

0.88

0.77–1.01

0.07

Housing poverty (semi-basement/rooftop)

P-value

Level of income
1st quintile

1.00

2nd quintile

0.69

0.58–0.82

<0.001

3rd quintile

0.52

0.43–0.63

<0.001

4th quintile

0.36

0.29–0.44

<0.001

5th quintile

0.24

0.19–0.30

<0.001

Education level
None

1.00

Elementary school

0.83

0.72–0.96

0.01

Middle school

0.71

0.59–0.86

0.002

High school

0.67

0.54–0.82

0.004

College or higher

0.49

0.35–0.67

<0.001

ADL disability

2.55

2.10–3.09

<0.001

IADL disability

2.35

2.04–2.70

<0.001

Household type
Alone

1.00

Married without children

0.89

0.75–1.03

0.114

Others

1.63

1.35–1.98

<0.001

0.85

0.67–1.09

0.20

Frequent alcohol consumption

Model 1: crude. Model 2: adjusted for age, sex. Model 3: adjusted for age, sex, level of income, education level, ADL disability, IADL disability, household type, frequent
alcohol consumption.
OR, odds ratio;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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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bgroup analysis of association between housing poverty and depression according to ADL/IADL disability
Model 1
OR

95% CI

Model 2
P-value

OR

95% CI

Model 3
P-value

OR

95% CI

P-value

Older adults with ADL disability
Without housing poverty
(semi-basement/rooftop)
With housing poverty
(semi-basement/rooftop)

Reference
1.01

0.48–2.14

Reference
0.98

1.04

0.49–2.21

Reference
0.93

0.84

0.40–1.77

0.64

Older adults with IADL disability
Without housing poverty
(semi-basement/rooftop)
With housing poverty
(semi-basement/rooftop)

Reference
1.04

0.64–1.68

Reference
0.89

1.02

0.63–1.65

Reference
0.93

0.93

0.58–1.49

0.76

Model 1: crude. Model 2: adjusted for age, sex. Model 3: adjusted for age, sex, level of income, education level, household type, frequent alcohol consumption.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성이 없었다. 연령, 성별, 소득, 교육 수준, 가구 형태, 잦은 음주 등

주거 환경이 우울증의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지 않는다는 보고도

보정한 Model 3에서도 ADL 제한군(aOR, 0.84; 95% CI, 0.40–1.77),

있는데, 우울 증상의 유병률이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높은 대상자

IADL 제한군(OR, 0.93; 95% CI, 0.58–1.49)에서 주거빈곤 여부에 따

를 조사한 경우,14)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보정한 경우 등에서 주거

른 우울 증상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과 우울 증상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5) 따라
서 이미 우울증의 위험이 높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 주거빈곤은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일

고찰

뿐 우울 증상의 개별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연구 결과, 국내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지하 및 반지하, 옥탑 등

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국내 노인은 이미 우울증이 많은 집

주거빈곤은 우울 증상과 연관성이 있으며 연령, 성별을 보정하였을

단이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주거빈

때도 유의하였다. 그러나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및 ADL, IADL 제한

곤이 우울 증상의 위험을 높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여부 등 우울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보정한 후에는 주거빈곤

그러나 주거빈곤이 우울 증상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이 아니라고

과 우울 증상 사이에 연관성은 없었다. 거주 환경에 따라 일상생활

하여, 주거빈곤 노인에게 중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 및

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ADL 또는 IADL 제한이 있는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주거빈곤 환경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하위 분석에서도 주거빈곤 여부와 우울 증상

우울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 주거빈곤이 있는 노인들이 우울 등 정

사이에 연관성은 없었다. 따라서, 주거빈곤이 우울의 위험 요인이라

신건강 중재의 우선적인 대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 주

기보다, 주거빈곤 군이 있는 사람의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 및 ADL,

택 소유 등 안정적 거주 측면을 평가하였을 때 거주의 불안정성이

IADL 장애 등이 우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높을수록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6) 낮은 질

주거 환경이 우울 증상에 영향을 주는지는 논란이 있다. 이전 연

의 주거 환경이 노인의 ADL 및 IADL 제한 발생 위험을 높이고,17) 이

구에서 접근성, 실내장식, 청결도, 시설의 완비, 조명 등 주거의 종합

는 다시 우울증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또한

적인 면을 조사원의 직관적 인상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부정적인

주거 환경의 질이 낮을수록 신체 활동량이 적고, 흡연 및 음주량이

실내 화장실 유무, 전기 공급 등의 측면이 미비한

많은 등 생활습관이 좋지 않으며,13) 이러한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실내 주거 환경이 우울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3) 그러

우울증과 연관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19) 이처럼 노인의 다양한 측면

나 이러한 연구는 주거 환경의 질 평가 시 조사원의 주관적인 판단

이 우울 증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거빈곤이 있

에 의한 척도를 사용하거나, 기초적인 설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는 노인들에 대한 중재 시 소득, 기능 수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는 점에서 환기, 채광, 협소성, 이동제한 등과 연관이 있는 주거 위

발생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

치의 측면에서 주거 빈곤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본 연구와 주거 환경

로 생각되며, 주거환경은 이러한 복합적인 중재 하에서 함께 개선할

평가방법 및 요소에 있어 차이가 있어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 우울 고위험군인 주거빈곤 노인의 구체적

추정된다.

인 우울 증상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복합적인 중재 방안 마련

주거 환경이나

12)

Korean J Fam Pract. 2021;11(5):393-399

www.kjfp.or.kr

397

KJFP

Korean Journal of Family Practice

Minseol Jang, et al. Association of Housing Poverty and Depression in Korean Elderly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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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주거환경은 노년기 우울증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주거

Se Young Jung, https://orcid.org/0000-0001-9946-8807

환경의 우울 증상에 대한 영향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

Hyejin Lee, https://orcid.org/0000-0001-5279-340X

가 있다. 이에 반지하, 지하, 및 옥탑 등의 주거환경이 국내 노인의
우울감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우울증
설문을 응답한 10,083명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하 또는 반지하, 옥탑
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빈곤으로 정의하였으며, 단축형 노인우울척
도(SGDS) 8점 이상인 경우 우울 증상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주거빈
곤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적 변수는 t-검정,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
교하였으며, 주거빈곤과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은 로지스틱 회귀 분
석을 시행하여 확인하였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
는 ADL 및 IADL 제한이 있는 군에 대해 별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보정 전 주거빈곤군에서 우울 증상의 교차비가 대조군에 비
해 높았으며(odds ratio [OR], 1.55; 95% confidence interval [CI], 1.15–

2.09), 연령, 성별을 보정한 후에도 주거빈곤군에서 우울 증상의 위
험이 높았다(adjusted odds ratio [aOR], 1.43; 95% CI, 1.05–1.95). 그러
나 소득, 교육수준, ADL 및 IADL 제한, 가구 형태, 잦은 음주 등 요
인을 보정한 이후에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aOR, 1.11;

95% CI, 0.79–1.56). ADL, IADL 제한이 있는 노인에서도 주거빈곤
여부에 따른 우울 증상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연구 결과, 국내 주거빈곤 노인은 우울증의 고위험군인 것으
로 확인되었으나 주거빈곤 자체가 독립적인 위험 요인은 아니며, 소
득 수준 및 신체적 기능 제한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
의 우울에 대한 중재 시 이를 고려한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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