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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노화에 따른 뇌 위축은 인지기능 감퇴를 야기하는 위험요인이다. 

노년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화기억 기능의 감퇴는 특히 해마 부피의 

개인차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보유한 자원에 따라 기억 기능의 

변화가 발현되는 양상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인지기능 감퇴의 보호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으나, 

관계의 양적,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

서는 사회적 관계의 구체적인 특징이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양적,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호 효과를 탐색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59명의 정상 노인(평균연령: 71.24세, 평균 교육

연한: 6.46년)을 대상으로 해마 부피 및 일화기억 기능을 측정하였고, 

사회적 관계의 양적 측면으로 관계의 수, 질적 측면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해마 부피와 일화기억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절효과는 사회적 관계의 

수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노

인은 해마 부피가 일화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덜 받으며, 개인이 타인과 

맺는 관계의 양보다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감이 인지기능 

유지의 핵심기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노인기억장애 검사, 일화기억, 지연회상, 해마 부피,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학   번 : 2017-2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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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UN은 전체 인구 중 노인(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인 나라

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나라를 고령 사회, 20% 이상인 나라를 초

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17년에 공식적으로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들어섰다. 한국은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

며, 노인비율은 아직 세계 53위지만 2060년이되면 노인 비율이 일본을 

앞질러 세계1위가 될 것으로 UN은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15).  

 능동적으로 노화에 대처하고자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어 왔다. Rowe&Kahn(1987)은 성공적 노화를 질병과 장애

가 없고, 높은 신체 및 인지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참여 및 생산적 활동

을 정의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성공적 노화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보다 강조하며, 인지기능 유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다. 노화에 따른 뇌의 구조적, 

기능적 감퇴에도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호요인으로 지목된 심리사회적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이

다. 그러나 노년기 사회적 관계가 노화에 따른 뇌 상태와 인지기능의 관

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정상 노화 과정에서 뇌-인

지기능 관계를 확인하고, 사회적 관계의 보호효과의 기제를 탐색하는 것

은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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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화와 일화기억기능 

1.1 노화에 따른 일화기억기능 감퇴 

인지능력 감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이지만, 기능 저

하는 인지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Kausler, 1994). 정보처리속도

와 기억기능은 일반적으로 성인기 초기부터 선형적 감소를 보이지만

(Salthouse, 1982; Salthouse, 2016), 언어능력과 추론능력은 60대 이

후까지도 비교적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bert & Duffy, 

1987). 대개 노인들은 젊은 성인들보다 일상생활에서 기억과 관련된 문

제를 많이 경험하며 자신의 노화를 체감하게 된다. 노화에 따른 기억기

능 감퇴는 잘 알려져 있으나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기억체계 유

형이나 과제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기억은 과거 경험이 이후 행동에 미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여러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Banich, 2004). 먼저 

기억의 이중 저장 모델에 따르면, 기억은 크게 저장되는 시간에 따라 단

기기억(Short-term Memory)과 장기기억(Long-term Memory)으로 

분류된다. 장기기억은 의식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으며 일반적 지식을 포

함하는 외현적 기억과 의식하지 않아도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암묵적 기

억으로 나뉘어진다. 외현적 기억은 다시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으로 분류

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노화가 진행되어도 암묵적 기억은 크게 영

향 받지 않고, 새롭게 학습하거나 과거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의미 기억

도 비교적 유지된다. 한편, 일화기억은 기억체계 중 노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정상 노화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

머병과 같은 병리적 노화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도구적 일

상생활 수행능력을 잘 예측한 바 일화 기억이 노인의 독립성에 있어 갖

는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Overdorp, Kessels, Claassen, & 

Oosterman, 2016).  

일화 기억(Episodic Memory)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

는 개인의 특정한 경험에 대한 정보의 저장과 회상과 관련된 기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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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Tulving, 1972). 연령 증가에 따른 일화 기억 변화는 회상 방식에 

따라 연령 효과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

구들에 따르면, 기억 과제 수행은 재인보다 단서 회상, 단서 회상보다는 

자유 회상에서 더 저조한 것으로 수렴된다(Craik & Anderson, 1999). 

노인들은 흔히 단서 없이 스스로 학습한 것을 인출해야 하는 자유 회상 

과제에서 어려움을 보이며, 저조한 수행은 즉각 회상보다 지연 회상 시

행에서 더 두드러진다. 한편, 인출 과정에서 단서나 맥락을 제공해줄 경

우 젊은 연령 집단과 비교했을 때 수행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양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의 용량 감소 이론(Reduced 

Attentional Capacity Theory; Craik & Byrd, 1982)이 있다. 성공적인 

기억 과제 수행은 주의 용량 및 복잡하고 정교한 부호화와 인출 과정을 

요구한다. 특히 자유 회상은 학습한 내용을 기존 지식 체계와 통합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조직화하고, 불필요한 간섭 자극은 억제하고 표적에 맞

는 정보를 인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인지적 노력과 자원을 필

요로 한다. 그러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처리 자원은 노화에 따라 

감소한다(Craik&Byrd, 1982).  

반면, 정상 노인에서 재인 과제 수행은 비교적 유지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기억의 이중 과제 이론(Jacoby, 1991)에 따르면, 인출에는 

두 가지 구분되는 과정이 포함된다. 회상(Recollection)은 학습한 정보

에 대한 구체적 기억 및 자발적 회상이며, 친숙성(Familiarity)은 이전

학습 시행에서 보았는지에 대한 느낌이다. 기존 연구들은 알츠하이머성 

신경인지장애 등의 병리적 노화에서는 친숙성을 기반으로한 재인 과제에

서도 손상을 보이지만, 정상 노화 과정에서는 회상 과정만 유의하게 감

퇴하는 것으로 밝혀 왔다(Düzel, Schütze, Yonelinas, & Heinze, 2011; 

Yonelinas et al., 2007). 통합하면, 정상 노화에서의 일화기억 감퇴는 

회상 과제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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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화기억의 신경기전 

노년기 인지기능 감퇴에는 뇌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Westlye 

et al., 2010). 초창기 노화 연구에서는 인지적 접근과 신경과학적 접근

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뇌영상이 발전됨에 따라 인지기능 변화의 

신경생물학적 기전이 밝혀지고 있다.  

기억이 단일 구인이 아니라는 제안은 일찍이 있었으나(Maine 

de Biran, 1804/1929), 20세기 초 Kleist(1934)가 일차세계대전 참전

용사의 뇌 병변으로 인한 행동 변화를 관찰하며 뇌 영역들이 다른 기억 

과정을 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노화에 특히 취약한 내측 측두엽

(Medial Temporal Lobe; MTL)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데, 내측 측

두엽은 구조상으로 해마(hippocampus)와 해마이랑(parahippocampal 

gyrus; entorhinal, perirhinal, parahippocampal cortices)을 포함한다. 

내측 측두엽 손상을 입은 기억 장애 환자들은 자유 회상과 재인 과제 수

행이 원활하지 않은 반면(Moscovitch &Mcandrews, 2002; Yonelinas, 

Kroll, Dobbins, 1998), 절차 학습, 프라이밍(priming), 고전적 조건화 

등은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사례와 실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Corkin, 1997; Squire&Knowlton, 1995).   

한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뇌 구조와 기능에서 변화가 나타난

다. 일반적으로 뇌 백질 및 회백질 위축, 시냅스 약화, 뇌혈류 감소, 신

경전달물질 농도 변화 등이 나타나는데, 그 중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뇌의 구조적 변화는 회백질 위축이다. 노화와 

관련된 회백질의 위축은 시냅스, 교세포, 미세혈관, 수초의 소실을 반영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에 따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회백질 부피 

감소가 가속화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 중 하나는 

해마이다. 해마는 20대 이후부터 선형적 부피 감소를 보이며, 60세 이후

부터는 위축이 가속화된다(Fjell et al., 2009; Raz, Ghisletta, Rodrigue, 

Kennedy, & Lindenberger, 2010). 해마 위축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

병을 예측하는 인자로도 알려져 있다(Brickman et al., 2015). 

노화 과정에서 특히 취약한 기억 기능 저하는 해마 부피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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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상당 부분 설명되며(Head et al., 2008; Hedden et al., 2014), 해

마를 매개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Bettio et al., 2017). 

대규모 노화 연구인 스웨덴 Betula Project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Gorbach et al.(2017)에서는 15년간 일화기억 변화량과 4년간 해마 위

축 정도의 강한 상관을 확인하였다.  

인지심리학 이론에 기반한 기억과정과 뇌영상연구를 통해 내측 

측두엽의 하위 구조물들이 다르게 혹은 독립적으로 효율적인 인출과 재

인을 위한 기억 과정에 기여하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영역이 

recollection과 familiarity를 각각 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억 회상에서 해마의 중요성이 일관되게 시사되고 

있다(Ranganath et al., 2003; Yonelinas et al., 2007; Yonelinas, Aly, 

Wang, & Koen, 2010).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연구들은 해마는 회상 과

제에서 더 큰 활성화를 보이고, 주변 피질(perirhinal cortex)은 회상보

다 친숙성 기반 과제에서 더 큰 활성화를 보였다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Ranganath et al., 2003). 해마 위축을 보이는 발달성 기

억상실증(developmental amnesia) 환자들에서 재인 과제 수행은 비교

적 원활했으나 회상 과제 수행은 자극의 유형과 상관 없이 모두 저조하

였다(Adlam, Malloy, Mishkin, Vargha-Khadem, 2009). 한편, 앞서 언

급되었듯이 회상은 재인보다 인지적 자원을 더 요구하는 과제이다. 해마

와 회상의 일관된 결과는 난이도가 비교적 더 높은 과제 특성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연구는 회상-

재인 구분에서 해마의 특정적인 역할을 더욱 지지한다. Patai et 

al.(2015)는 표준화된 기억 과제에서 회상과 재인 시행의 난이도를 적

합시켜 보다 순수하게 기억 과정의 이중이론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회상 점수는 해마 부피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반면, 재인 과제는 언어 

및 시각적 과제 모두에서 관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해마 부피의 개인차는 일화기억 검사 중 재인보다는 

회상 시행과 큰 관련성을 보이며, 이러한 양상은 젊은 성인보다는 노인

에서 더욱 두드러진다(Schoemaker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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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노화에서 나타나는 개인차 및 보호요인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감퇴는 일반적이지만, 감퇴의 시기와 경과

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감퇴가 불가피

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노년기에도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 존

재한다는 증거들이 축적되면서 인지 감퇴를 예방하는 방안과 보호요인들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노년기 인지 

감퇴를 보호하거나 지연시키는 생물학적, 사회-인구통계학적, 인지적, 

심리적 요인들을 밝혀왔다(Salthouse&Craik, 2000). 개인차를 설명하

는 대표적인 이론인 인지 예비능(Cognitive Reserve; CR)은 노화와 관

련된 뇌의 변화나 병리가 임상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최소

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Stern, 2002, 2009). 이는 가설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고 여러가지 대리 지표(proxy)를 이용

하여 간접적으로 추정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지표들에는 병전 지

능, 직업 활동, 교육 수준, 여가 생활, 사회적 활동 및 관계 등이 있다

(Josefsson et al., 2012).  

한편,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인지 기능 점수의 상관 관계만을 보고하며 예비능 대리 지표로

서의 기능을 주장한다. 이는, 인지 예비능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인지 예비능은 뇌의 상태와 인지 기능 수준의 간극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보호 효과의 기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뇌와 인지 기능

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조절 효과를 탐색해야 한다(Stern et al., 2018).  

한편,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주

로 역학연구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우울, 스트레스 

수준 등 인지 감퇴를 가속화시키는 위험 요인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

다(Sims et al., 2014). 뇌 위축이 가속화되는 노년기에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인지 기능 보호요인 탐색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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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관계와 성공적 인지노화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외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은 노인

에게서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사회적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양적 측면과 관련된 측정치에는 개인이 접촉하고 

있는 사회연결망 크기, 접촉 빈도, 관계의 수 등이 있다. 다수의 초창기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모두 신체와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했다(Wilcox, 1981). 그러나 대인간 결속은 모두 효

율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연결망 내 타인과의 결속관계는 개인이 갖는 

자원의 간접적인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질적 측정치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이다. 이는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마다 이를 개념화하는 바가 상이하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보호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으며, 의사소통과 상호 의무를 갖는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

에 특히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노인은 신체적 노화로 인해 건

강 수준 악화와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며, 은퇴, 사별 등의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삶의 질을 보전해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Krause, 2006).  

 

3.1 사회적 관계의 양적 측면과 인지기능 

사회적 관계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양적 측면인 사회연결망 크기가 주는 긍정적

인 영향은 “use-it-or-lose-it(Hultsch et al., 1999)”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양하고 많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적 자극을 주어 연령이 증가

하면서 퇴화하게 되는 뇌신경조직의 가소성을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Environmental complexity hypothesis(Schooler, 1987)”에 기초하는

데, 복잡한 주변 환경에 있는 개인이 단조로운 환경에 있는 개인보다 지

적 자극을 많이 받고, 새로운 자극과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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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다양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거치며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인지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건강한 스페인 노인들을 4년동

안 추적한 Zunzunegui, Alvarado, Del Ser & Otero(2003) 연구에서는 

한 달에 가족, 친척, 친구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빈도와 지남력 

및 기억 기능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가족 및 친척과 만나는 

빈도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더 높았고, 4년동안 감퇴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관계의 수와 사회 접촉은 남녀 모두에서 인지 감퇴를 예

측하였다. Seeman et al.(2010)에서는 젊은 성인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 접촉 빈도의 정도를 측정하고 10년 후 추적한 결과, 연구 시작 시

점과 추적 시점의 사회 접촉 빈도 수가 높을수록 일화기억 수행이 좋았

다.  

 그러나 모든 연구 결과가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상대

적으로 고기능을 유지하는 70세에서 79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종단연구에서는 배우자, 자녀, 

친척 및 친구를 포괄하는 친밀한 관계의 수는 언어, 일화기억, 추론 과

제로 측정한 인지기능과 횡단과 종단 분석에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Seeman, Lusignolo, Albert, Berkman, 2001). 미국 Baltimore 지

역의 18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역학연구에서는 사회연결

망 크기는 일화기억을 비롯한 전반적 인지감퇴와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했다(Green, Rebok, & Lyketsos, 2008). 74세 이상 노인에서는 사회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전반적 인지기능이 더 낮게 나타나기도 했

다(Hughes et al., 2008). 정상 일본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 활동과 전반

적 인지기능 변화를 탐색한 5년 종단연구에 따르면, 사회 활동의 부재는 

인지 감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Iwasa et al., 2012). 사회적 

관계와 인지기능의 관계를 개괄한 메타연구(meta-analysis)는 기존 연

구들마다 사회적 관계 측정치의 개념화가 혼재되어 있어 비일관적인 결

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Kelly et al., 2017; Kuip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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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6.; 김호영, 2015). 

사회적 관계의 양에 따라, 그리고 관계 속 질적 특성에 따라 사

회관계는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반대로 유대관계를 맺

고 좋은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Holtzman et al.(2004) 연구 결과는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 따라 인지기

능에 미치는 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지지한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은 정서적 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두 변인이 인지기능에 미

치는 영향은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사회적 관계의 질적 측면과 인지기능 

사회연결망이 크다는 것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적 자극을 받

을 뿐만 아니라, 정보적(informational), 도구적(instrumental), 정서적

(emotional)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관계적 자원이 많음을 시사한다. 그러

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의 

핵심은 긍정 정서이다. 사회연결망 내 만족도가 낮을수록 시간에 따라 

인지기능 감퇴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한다(Hawkley et 

al., 2008).  

질적 측면에서 보면, 강한 연대로 이루어진 연결망의 경우에는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스트레스 완충 이론(Stress-

buffering hypothesis; Cohen&Wills, 1985)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수준, 우울, 심혈관 질환 등 스트레스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노인은 낮은 혈압(Birditt 

et al., 2012), 낮은 사망률(Holt-Lunstad et al., 2010)을 보였고, 우울

을 예방하는 예측 변인이었으며(박영란 등, 2014; Jensen et al., 2014), 

더 강한 삶의 목적의식(Krause, 2007)과 높은 자아통합감(김순이&이정

인, 2009)을 보였다.  

한편, 인지기능은 스트레스 호르몬, 혈압 등의 심혈관 반응과 불

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지지는 개

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낮추고,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생리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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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감소시키며(Taylor & Stanton, 2007), 인지기능에 긍정적 효과를 

제공한다. 노인의 인지적 건강의 결정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에 주목

하는 국내외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Kelly et al., 2017, 김순

이 & 이정인, 2009). 사회연결망을 매개한 사회적 지지 수준은 노년기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Smith & Christakis, 2008), 사회적 지지는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 구조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Sherman et al., 2016).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에 따르

면, 자기 보고로 측정된 사회적 지지 수준은 전반적 인지기능과 관련이 

높았으며(Andrew, 2010),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한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만이 추론 능력과 전반적 인지기능과 상

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dwardt et al., 2013).  

 

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상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해마 부피 감소와 일화

기억 기능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회적 관계의 특성에 따라 기억기능에 

미치는 해마 부피의 영향이 조절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선행 연

구들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인지기능 유지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연구자마다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

하며, 복잡한 개념인 사회적 관계를 양적, 질적 측면으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지기능에 대한 보호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측면을 사회연결망 크기로, 질적 측면을 지각

된 사회적 지지로 개념화하여 그 기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방향성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사회적 관계가 인지기능 유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에서는 기제가 명확히 밝혀

져 있지 않다. 사회적 관계를 인지 예비능 대리지표로서 사용한 선행 연

구들에서는 노화에 따른 뇌의 상태와 인지 기능 수준의 관계의 조절변인 

(moderator)으로서 검증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 연구에서 인

지 예비능(cognitive reserve)를 검증하는 통계적 모형 중 하나인 조절

된 매개모형을 사용하여(Steffener et al., 2014), 해마를 매개하여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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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화 기억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일화기억기능은 해

마 부피와 관련될 것이며, 해마 부피는 연령과 일화기억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둘째, 노년기 사회적 관계가 해마 부피와 일화기억기능의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는 양적, 질적 측면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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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한 노화에 대한 

조사(Korean Social Life, Health and Aging Project; KSHAP)’를 통

해 모집되었다. 표본은 농촌 지역 K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가능할 시 그의 배우자로 이루어졌고, 3차 자료 수집(2014년 초; 1차: 

2012년)까지 완료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선별을 실시하였다.  

선별은 신경심리평가와 자기공명영상 촬영 각각의 단계에서 이

루어졌다. 신경심리평가 단계에서 건강한 노인을 선별하기 위해 

Christensen 등(1991)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배제조건은 다음과 같

다: 1) 신경/정신과적 장애의 병력이 있는 자, 2) 두부 외상으로 인해 1

시간 이상의 의식 상실을 경험했거나, 뇌 수술과 같은 신경외과적 병력

이 있는 자, 3)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당뇨와 고혈압 병력이 있는 

자, 4) 시각 및 청각의 문제가 있는 자, 5) 대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복용 경험 혹은 복용중인 자.  

신경심리평가를 완료한 노인 중 수행 상 유의한 인지감퇴가 나

타난 참가자를 판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별기준을 적용하였다: 1)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us Examination-DS; MMSE 한지

원 2010)에서 동일한 연령대와 교육연한을 가진 규준집단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 2) 노인기억장애검사(최진영, 2006)에서 장기기억 회상지수 

혹은 작업기억지수가 동일한 연령대와 교육연한을 가진 규준집단과 비교

했을 때 5% 이하의 점수에 해당하여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참

여자가 선별되어 자기공명영상 촬영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왼손 혹

은 양손잡이인 자, 2) 체내 금속 물질, 전자 장치 등으로 인해 자기공명

영상 촬영 시 안전 및 신호오염에 문제가 되는 경우, 3) 자기공명영상에

서 뇌병변이 관찰된 경우. 이러한 선별 단계를 거쳐 59명의 피험자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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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받았으며,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설명문을 통해 검사자로부터 직접 

전반적인 연구 절차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

다. 참여자의 연령은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신경심리검사  

노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일화 기억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노인 

기억장애 검사(Elderly Memory Scale, EMS; 최진영, 2006)에 수록된 

노인 언어학습 검사(Elderly Verbal Learning Test; 이하 EVLT), 이야

기회상 검사(Story Recall Test; 이하 SRT), 단순 Rey 도형 검사

(Simple Rey Figure Test; 이하 SRFT)가 사용되었다.  

 

EVLT는 일련의 단어 목록을 학습하게 하여 회상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언어 학습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개발된 검사이다. 단어 목록은 

동물, 과일, 가전제품 의미 범주에서 세 단어씩 총 아홉 개의 단어 목록

으로, 교육 및 사회적 계층의 영향이 적은 단어들이 선택되었다. 단어 

목록은 학습 목록과 간섭 목록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학습 목록에 대해서

는 다섯 차례 학습 및 즉각회상 시행, 단기지연회상, 장기지연회상 및 

재인 과제를 실시한다. 간섭 목록은 학습 목록의 학습 및 즉각회상 시행

과 단기지연회상 사이에 간섭 과제로 실시한다. 모든 학습 목록 지연 회

상은 단서 없이 회상하는 자유 회상 시행과 범주를 듣고 회상하는 단서

회상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SRT는 논리적 순서로 제시된 사건을 듣고 회상하는 과제로, 제

시된 구문의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는 동시에 개인의 기억이나 문화적 배

경 등을 통해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어 목록 학습 검사

와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본 검사는 유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24개의 이야기 단위 및 6개의 주제 단위를 포함한다. 이야기를 

들려준 후 즉각회상 시행, 20~30분 경과 후 진행되는 지연 회상 및 재

인 과제를 실시한다. 각 단위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채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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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언어적 이해, 부호화, 저장, 인출 등의 기억과

정 및 조직화 능력을 측정한다. 지연회상의 경우 해마 부피와 0.63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 바 있다(Chey et al., 2006).  

 

SRFT는 비언어적 일화 기억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로, 기존의 

Rey-Osterrieth Complex Figure Test(RCFT; Rey, 1941)를 노인의 

시공간 및 시지각적 특성에 맞추어 세부 시각 자극을 단순화하였다. 시

각적 자극을 보고 색연필로 따라 그리는 복사 시행과 즉각 회상, 20~30

분 후 지연 회상 및 재인을 실시한다. 본 검사는 시공간적인 지각 능력

과 동시에 구성 능력을 측정한다. 복사 시행은 시공간 구성 능력에 대한 

기저 수행을 제공하여 회상 조건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즉각 회상은 

시공간적 작업기억 또한 포함되어 있다. 지연회상 점수는 복사 및 즉각

회상 수행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해마가 손상된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에서 지연회상 수행이 가장 저조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검사의 즉각 및 지연 회상, 재인 시행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이 검사들을 기초로 일화적 기억 능력을 반영하는 장기기억 회상 

지수(Long-Term Memory Recall Index, LTM Recall Index)를 산출

하였다. 장기기억 회상 지수는 각 소검사의 지연 회상 점수를 각각 최대 

총점으로 나눈 뒤 합한 지수이다. 

 

LTM Recall Index = (EVLT 학습목록 장기지연 자유회상/9)+ (SRFT 

지연회상/16)+(SRT 지연회상/30).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전반적 인지기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MMSE-DS, 

Han et al., 2010)를 실시하였고, 지각된 고독감 측정을 위해 UCLA 고

독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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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측정 

양적 측면 - 사회연결망 크기 

사회적 관계의 양적 측면을 사회연결망 크기로 측정하였다. 미국 

General Social Survey에서 Burt(1984)가 고안한 모듈을 KSHAP 연

구팀에서 공동 번안한 것으로, “지난 1년간을 돌아보았을 때, 어르신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요?”라고 물어 

최대 6명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질적 측면 -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의 질적 측면을 사회적 지지로 측정하였다. 

Schuster 등(1992)이 개발한 척도에서 발췌한 일부 문항을 KSHAP 

연구팀에서 공동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Schuster 등(1992)의 원척도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 척도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긍

정적 상호작용 척도에서 발췌한 두 질문을 사회적 지지 측정치로 사용하

였다. 두 질문을 현재 배우자, 가족 및 친척,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에 

각각 적용하여, 총 여섯 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하지 않는다, 

2: 거의 하지 않는다, 3: 가끔 한다, 4: 자주 한다)로 조사하였다. 본 연

구자료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없었다.   

 

자기공명영상(MRI) 

뇌영상자료 수집은 심리사회 조사로부터 약 14-16개월 후 

진행되었고, 신경심리검사 실시로부터 약 4-6개월 후 진행하였다. 뇌 

영상 자료 수집은 서울대학교 뇌 영상 센터에서 진행하였다. 3 Tesla 

자기공명영상장비 (MAGNETOM Trio; Siemens, Germany)와 32채널 

코일을 이용하여 뇌 영상을 획득하였다. 기계에 대한 소음을 줄이고자 

연구 참여자들에게 일회용 귀마개를 착용시켰고, 필요한 경우 기계 

진동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정 스펀지를 끼워 넣었다. 본 

연구에서는 회백질과 백질 간의 신호강도 차이를 극대화 시키는 

MPRAGE(Magnetic Prepared Rapid Gradient Echo)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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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였다(Sagittal slices, slice thickness 1mm, TR=2300ms, 

TE=2.36ms, FOV=256×256mm, FA=9˚, voxel size 

1×1×1mm³).  

 

분석 방법 

뇌영상자료 전처리 

구조적 자기공명영상 자료의 전처리와 분석은 

SPM12(Wellcome Department of Imaging Neuroscience, Institute of 

Neurology, London, UK)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개인의 T1 영상에 

비선형적 왜곡으로 정합된 조직확률지도를 바탕으로 회백질, 백질, 척수

액으로 분리시킨 뒤 각 부피소를 모두 더한 것을 바탕으로 두개골 내 전

체 부피(Total Intracranial Volume; ICV)를 추정하였다. 해마 부피는 

Computational Anatomy Toolbox-CAT12를 사용하여 추정하였고, 두

개골 내 전체 부피(total intracranial volume; ICV)로 나누어 보정하였

다.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와 

Hayes(2014)가 개발한 PROCESS macro for SPSS v2.1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각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통해 연령과 일화기억기능의 

관계에서 해마부피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또

한 연령과 일화기억기능 사이의 관계에서 해마 부피에 대한 사회연결망 

크기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모형 및 조절모형을 검증한 후, 연령 및 해마 부피가 

일화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연결망 크기 혹은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

라 달라지는지(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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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인구통계학적 기술통계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서 및 사회적 관계 측정치

는 표1에 제시되었다. 여성 노인 36명(61%)과 남성 노인 23명(39%)

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59이상 81세 이하(평균:71.24, 표준

편차: 6.32)이고, 교육 연한은 0년에서 20년(평균: 6.46, 표준편차: 

3.80)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17.88, 표준편차 4.04로, 높을수록 지

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범위:0~24점). 사회연결망 

크기의 평균은 3.71, 표준편차 1.79로 나타났다(최대:6점). MMSE-DS

는 최대 30점 만점에서 평균 26.39로, 연령 및 교육수준을 고려했을 때 

정상 노인 평균 수준으로 보인다(규준 참고: Han et al., 2010). 노인우

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정인과 등, 1997)로 측정한 

우울 수준은 최대 30점에서 평균 11.9로 나타났다.  UCLA 고독감 척

도(Russell et al., 1996)로 측정한 고독감 수준은 최대 60점에서 평균 

38.2점이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높은 주관적 고독감을 의미한다.  

 

 

 

표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정서 및 사회적 관계 측정치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23명, 여:36명)   

연령 71.24 6.325 

교육연한 6.46 3.798 

사회적 지지 17.88 4.039 

사회연결망 크기 3.71 1.791 

MMSE-DS 총점 26.39 2.804 

노인우울척도 11.90 6.741 

고독감척도 38.20 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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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2와 같다. 본 연

구에서의 주요 변인 간 유의한 상관계수는 강한 수준에서 매운 강한 수

준에 해당하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변인 간의 상관이 강할 경우 회귀계수의 분산이 커지기 때문에 

회귀분석의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은 변인들 사이에 높

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할 경우 회귀분석 결

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

을 판단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 간의 공차

한계의 범위가 .624에서 .952로 0.1보다 컸으며, VIF의 범위는 1.050

에서 1.604로 10보다 작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가 변인

들 간의 높은 상관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성별은 사회적 지지와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33, 

p<.05).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높은 사회적 지지 수준을 보였으나

(여성 평균(표준편차): 18.94(3.96), 남성 평균(표준편차): 

16.22(3.66), 성차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연결망 크기(r=.38, p<.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고독감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은 장기기억 회상 지수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328, 

p<.05). 장기기억 회상 지수를 구성하는 검사 중 SRFT, SRT 지연 회

상 과제에서는 연령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EVLT 지연자유

회상 과제 수행과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45, p<.01). 한편, 모

든 즉각 회상 및 재인 과제에서 연령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지는 

않았다. 한편, 우울은 연령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r=.29, p<.05), EVLT 

지연자유회상(r=-.31, p<.05), SRT 지연회상(r=-.35, p<.01), SRT 

재인(r=-.44, p<.01), 장기회상지수(r=-.32, p<.05), 장기재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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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4, p<.05)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우울

과 SRT지연회상(r=-.34, p<.01), SRT재인(r=-.39, p<.01), 장기재인

지수(r=-.40, p<.01)의 상관은 유의한 수준이었다. 연령과 기억과제 수

행에서 우울의 혼입효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추후 분석에서 우울

을 통제 변인으로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해마 부피 측정은 좌측, 우측 반구 및 전체 부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먼저 모든 해마 측정치는 연령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좌측: 

r=-.332, p<.05; 우측: r=-.368, p<.01; 전체: r=-.369, p<.01). 기억 

검사 수행과의 상관 분석 결과, 좌측 해마 부피는 EVLT 지연자유회상

(r=.33, p<.01), SRFT 재인(r=.27, p<.05), 장기기억 회상 지수(r=.32, 

p<.05), 장기기억 재인 지수(r=.32,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

냈다. 우측 해마 부피와 EVLT 지연자유회상(r=.32, p<.05), SRFT 재

인(r=.28, p<.05), SRT 재인(r=.29, p<.05), 장기기억 재인 지수

(r=.32, p<.05)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전체 해마 부피는 

EVLT 지연자유회상(r=.34, p<.05), SRFT 재인(r=.28, p<.05), SRT 

재인(r=.28, p<.05), 장기기억 회상 지수(r=.28, p<.05), 장기기억 재인 

지수(r=.34,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매개하는 특정 뇌 영역

을 통해 기억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므

로, 연령과 부적 상관을 보인 장기기억 회상지수 및 이에 포함되는 구성 

소검사들을 매개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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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연령 1                 

성별 .23 1                

교육연한 -.03 .51** 1               

Left 

HC 
-.33

*
 -.32

*
 -.07 1              

Right 

HC 

-

.37** 

-

.37** 
-.18 .81** 1             

EVLT 

지연회상 

-

.45
**
 

-.31* -.14 .33** .32* 1            

EVLT 

재인 
-.19 -.13 .00 .21 .16 .54

**
 1           

SRFT 

지연회상 
-.19 .07 .43** .15 .01 .23 .35** 1          

SRFT 

재인 
-.09 .06 .30* .27* .27* .20 .27* .64** 1         

SRT 

지연회상 
-.08 -.08 .22 .21 .15 .45

**
 .14 .35

**
 .32

*
 1        

SRT 

재인 
-.25 -.08 .32* .24 .29* .36** .24 .31* .36** .59** 1       

장기기억 

회상지수 
-.33* -.16 .20 .32* .23 .78** .46** .66** .49** .81** .56** 1      

장기기억 

재인지수 
-.25 -.07 .33

*
 .32

*
 .34

**
 .47

**
 .55

**
 .53

**
 .68

**
 .56

**
 .88

**
 .69

**
 1     

사회적 

지지 
-.22 -.33* -.19 .02 .09 .18 .04 .14 .03 .19 .03 .23 .04 1    

사회 

연결망 
-.06 -.03 .08 -.14 -.15 .06 .06 -.07 -.00 .07 -.09 .03 -.05 .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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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감 .07 .15 .16 -.02 -.12 -.29* -.17 -.11 .06 -.16 -.15 -.26 -.13 -.10 .18 1 .18 

우울 .28* .05 -.04 -.20 -.23 -.20 -.31* -.20 -.17 -.35** -.44** -.32* -.44* -.17 .04 .18 1 

 

. *p<.05, **p.<01  

주. HC = 해마 부피(Hippocampus), 두개골 내 전체 부피(Total Intracranial Volume; ICV)로 나누어 보정; EVLT= 노인 언어목록 학습검사(Elderly Verbal Learning 

Test); SRFT = 단순화된 레이 도형 검사(Simplified Rey Figure Test); SRT = 이야기회상 검사(Story Recall Test); EVLT지연회상=장기지연 자유회상; 

SRT지연회상=지연회상 총점; 장기기억회상지수=(EVLT 학습목록 장기지연 자유회상/9)+(SRFT 지연회상/16)+(SRT 지연회상/30); 장기기억재인지수=(EVLT 

재인/9)+(SRFT 재인/16)+(SRT 재인/30); 고독감=UCLA총점; 우울=GDS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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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28, p=.011 

r=-.264, p=.047 (성별, 교육 통제) 

 

r=-.252, p=.054 

r=-.187 , p=.163 (성별, 교육 통제) 

 

그림 1. 일화기억 과제 수행에서 연령 효과  

(위: 장기기억 회상지수, 아래: 장기기억 재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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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장기기억의 관계에서 해마의 매개효과  

연령에 따른 장기기억과제 수행에서 해마의 매개효과를 탐색하

고자 하였다. EVLT 지연자유회상, SRFT 지연회상, SRT 지연회상, 장

기기억 회상 지수에 대한 좌측, 우측, 전체 해마 부피의 매개효과를 각

각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매개 효과는 

좌측 해마 부피와 장기기억 회상지수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든 분

석에서 기억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연한과 성별을 통제

하였다. 한편, 연령과 재인 과제 수행은 경향성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

였으나, 연령과 재인의 매개효과는 좌측, 우측, 전체 해마 부피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

래핑으로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으며, 간접효과 계수는 -.004

로 나타났다. 단일방향을 가정하였으므로 90%의 신뢰구간에서 장기기억

회상지수에 대해 매개효과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구했을 때, 각각 

-.011, -.001이었다. 하한값과 상한값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

았으므로, 좌측 해마 부피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통제변인으로 우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에도 매개

효과는 유의하였다(b=-.004 Boot SE=.003, BootLLCI=-.0110, 

BootULCI=-.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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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령과 지연회상 수행의 관계에서 해마의 매개효과.  

 (a) 매개 변수가 좌측 해마인 모형(M = left HC) 

XM 

(a) 

Outcome 

(Y) 

MY 

(b) 

Direct effect 

(c) 

Indirect 

effect 

(c’) 

Indirect 

effect 

LLCI 

Indirect 

effect 

ULCI 

-.01(.00)* 
EVLT 

지연회상 
2.18(1.67) -.17(.04)** -.01(.01) -.0430 .0016 

 
SRFT 

지연회상 
1.99(2.46) -.05(.06) -.01(.02) -.0733 .0163 

 
SRT 

지연회상 
7.38(5.67) .03(.14) -.05(.04) -.1524 .0115 

 
장기기억

회상지수 
.67(.41) -.01(.01) -.00(.00) -.0112 -.0013 

. *p<.05, **p.<01  

EVLT= 노인 언어목록 학습검사(Elderly Verbal Learning Test); SRFT = 단순화된 레이 도형 

검사(Simplified Rey Figure Test); SRT = 이야기회상 검사(Story Recall Test); EVLT지연회상

=장기지연 자유회상; SRT지연회상=지연회상 총점; 장기기억회상지수=(EVLT 학습목록 장기지연 

자유회상/9)+(SRFT 지연회상/16)+(SRT 지연회상/30). 

LLCI: 90%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ULCI: 90% 신뢰구간에서 상한값 

통제변인: 성별, 교육 

 

 (b) 매개 변수가 우측 해마인 모형(M = right HC) 

XM 

(a) 

Outcome 

(Y) 

MY 

(b) 

Direct 

effect 

(c) 

Indirect 

effect 

(c’) 

Indirect 

effect 

LLCI 

Indirect 

effect 

ULCI 

-.02(.01)* 
EVLT 

지연회상 
1.32(1.50) -.12(.04) -.01(.01) -.0461 .0133 

 
SRFT 

지연회상 
-.15(2.20) -.06(.06) .00(.03) -.0534 .0493 

 
SRT 

지연회상 
5.19(5.07) .03(.14) -.05(.05) -.1791 .0352 

 
장기기억

회상지수 
.31(.36) -.02(.01) -.00(.00) -.0122 .0043 

. *p<.05, **p.<01  

EVLT= 노인 언어목록 학습검사(Elderly Verbal Learning Test); SRFT = 단순화된 레이 도형 

검사(Simplified Rey Figure Test); SRT = 이야기회상 검사(Story Recall Test); EVLT지연회상

=장기지연 자유회상; SRT지연회상=지연회상 총점; 장기기억회상지수=(EVLT 학습목록 장기지연 

자유회상/9)+(SRFT 지연회상/16)+(SRT 지연회상/30). 

LLCI: 90%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ULCI: 90% 신뢰구간에서 상한값 

통제변인: 성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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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매개 변수가 전체 해마인 모형(M = total HC) 

XM 

(a) 

Outcome 

(Y) 

MY 

(b) 

Direct effect 

(c) 

Indirect 

effect 

(c’) 

Indirect 

effect 

LLCI 

Indirect 

effect 

ULCI 

-.02(.01)* 
EVLT 

지연자유 
.96(.84) -.12(.04)** -.02(.01) -.0481 .0061 

 
SRFT 

지연회상 
.45(1.23) -.06(.06) -.01(.02) -.0673 .0336 

 
SRT 

지연회상 
3.47(2.83) .04(.14) -.05(.05) -.1767 .0191 

 
장기기억 

회상지수 
.25(.21) -.02(.01) -.00(.00) -.0137 .0017 

. *p<.05, **p.<01  

EVLT= 노인 언어목록 학습검사(Elderly Verbal Learning Test); SRFT = 단순화된 레이 도형 

검사(Simplified Rey Figure Test); SRT = 이야기회상 검사(Story Recall Test); EVLT지연회상

=장기지연 자유회상; SRT지연회상=지연회상 총점; 장기기억회상지수=(EVLT 학습목록 장기지연 

자유회상/9)+(SRFT 지연회상/16)+(SRT 지연회상/30). 

LLCI: 90%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ULCI: 90% 신뢰구간에서 상한값 

통제변인: 성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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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령과 장기기억 회상지수의 관계에서 해마의 매개효과  

. *p<.05 

HC = 해마 부피(Hippocampus), 두개골 내 전체 부피(Total Intracranial Volume; ICV)로 나누어 

보정; LTM Recall=장기기억 회상지수(Long-Term Memory Recall; EVLT 장기지연 자유회상

/9+SRFT 지연회상/16+SRT 지연회상/30). 

a=X->M; b=M->Y; c=직접 효과; c’=간접 매개효과. 

 

 

 

 

 

 

 

 

 

 

 

 

 

 

 

 

LTM 

Recall 

c' = -.004* 

c = -.018 

a = -.006* 
b = .612 

Left HC (M)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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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일화기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연령과 장기기억 회상 지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기기억 회

상 지수를 예측하는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연한, 해마 부피, 사

회적 관계 변인을 투입하였고, 모형 2에서는 해마 부피와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는 주효과 및 해마 부

피와 일화기억 사이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R2 변화량= .036, 

p<.05). 반면, 사회연결망 크기는 주효과와 조절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

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된 조절효과를 보다 세분화하여 확

인하기 위해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

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해마 부피와 일화

기억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절효과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평균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해마 부피

와 일화기억의 관계에 대한 조절 효과가 작아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

한, 평균값 +1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해마 부피와 일화기억 간의 회귀선

을 도출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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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장기기억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a) 사회적 지지 

 모형 1 모형 2 

 β(S.E) p β(S.E) p 

연령 -.01(.01) .21 -.02(.01) .07 

성별 -.14(.15) .35 -.10(.14) .47 

교육연한 .04(.02) .03 .04(.02) .03 

해마 부피 .70(.39) .08 3.86(1.50) .01 

사회적 지지 .02(.02) .13 .27(.12) .02 

해마 부피 x 

사회적 지지 
  -.19(.09) .03 

 

(b) 사회연결망 크기  

 모형 1 모형 2 

 β(S.E) p β(S.E) p 

연령 -.02(.01) .13 -.02(.01) .09 

성별 -.19(.15) .19 -.18(.15) .24 

교육연한 .04(.02) .03 .04(.02) .03 

해마 부피 .62(.41) .13 1.74(1.11) .12 

사회연결망 크기 .004(.03) .89 .36(.33) .28 

해마 부피 x 

사회연결망 크기 
  -.26(.2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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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해마 부피와 장기기억 회상지수 사이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  

사회적지지 Effect(b) SE t LLCI(b) ULCI(b) 

Mean-1SD 1.2826 .4577 2.8042** .5173 2.0499 

Mean .7054 .3819 1.8472 .0661 1.3446 

Mean+1SD .1272 .5689 .2235 -.8252 1.0796 

. **p.<01  

LLCI(b): 90% 신뢰구간에서 b의 하한값 

ULCI(b): 90% 신뢰구간에서 b의 상한값 

 

 

  

 

그림 3. 해마 부피와 장기기억 회상지수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좌측 해마 부피=두개골 내 전체 부피(Total Intracranial Volume; ICV)로 나누어 보정; 장기회상=

장기기억 회상지수 (EVLT 학습목록 장기지연 자유회상/9)+(SRFT 지연회상/16)+(SRT 지연회

상/30); High Support=사회적 지지의 평균+1표준편차; Low Support=사회적 지지의 평균-1표준

편차 

 

High Support 

Low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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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해마 부피, 일화기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앞서 확인된 연령과 일화기억의 사이에서 해마의 매개 효과 및 

해마 부피와 일화기억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졀 효과를 통합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통계적 모형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

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변수인 해마 부피에 미치는 연령의 영향

이 유의하였다(b=-.006, t=-2.040, p<.05). 다음으로 해마 부피와 사

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장기기억 회상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b=-.191, t=-2.175, p<.05). 즉, 해마 부

피가 일화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

한다(b=3.861, t=2.570, p<.05).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

트래핑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

지의 평균값에서 -1 표준편차와 평균 수준에서 90% 신뢰구간 내의 하

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하

였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매개의 간접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과 일화기억 사

이에서 해마 부피의 매개효과가 작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 효과 

 

사회적지지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른 간접 효과 

조건적 

간접 효과(b) 
Boot SE Boot LLCI Boot ULCI 

Mean-1SD -.0078 .0041 -.0162 -.0025 

Mean -.0029 .0025 -.0088 -.0001 

Mean+1SD .0021 .0038 -.0026 .0097 

Boot LLCI: 90% 신뢰구간에서 간접 매개효과의 하한값 

Boot ULCI: 90% 신뢰구간에서 간접 매개효과의 상한값 

성별, 교육을 통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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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령과 해마 부피, 장기회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 *p<.05, **p.<01 

HC = 해마 부피(Hippocampus), 두개골 내 전체 부피(Total Intracranial Volume; ICV)로 나누어 

보정; LTM Recall=장기기억 회상지수(Long-Term Memory Recall; EVLT 장기지연 자유회상

/9+SRFT 지연회상/16+SRT 지연회상/30). Social Support=지각된 사회적 지지(Schuster et al. 

1992) , Social Network=사회연결망 크기. 

a=X->M; b=M->Y; c=직접 효과; c’=간접 매개효과. 

성별, 교육을 통제한 결과. 

 

 

 

 

Social  

Support 

Social 

Network 

 

 

LTM  

Recall 

c' = -.004* 

c = -.018 

a = -.006* 

Left HC (M) 

Age 

-.263 

-.191* 

b = -.612 



 

 32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상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연령에 따른 해마 

부피 감소와 일화 기억 수행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하였

다. 사회적 관계는 인지 기능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양적,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탐색하였다. 그 결과, 입력된 정보를 장기

간 보유하고 회상하는 과제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장기기억 회상지수에서 

사회적 지지를 적게 지각할수록 해마 부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

편, 이러한 보호효과는 사회연결망 크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해마를 매개해서 나타나는 노년기 지연회상 과제 수행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 단어목록 학습검사, 이야기회상 검사, 

단순화된 Rey도형검사 지연 회상 과제로 측정한 장기기억 회상 능력이 

저조하였다. 장기기억 회상 지수는 좌측 해마 부피와 강한 상관을 보였

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지금까지 보고된 많은 일화

기억 과제에서 연령 효과는 해마를 비롯한 내측두엽과 연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Chey, Na, Tae, Ryoo, & Hong, 2006; Raz et al., 2010).  

한편, 연령과 자유 회상 과제 수행에서 매개효과는 우측 해마에

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마는 스트레스로 인해 체내 glutocorticoid 수

준이 높으면 부피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McEwen&Magarinons, 1997; Mremner et al., 1995; Wignall et al., 

2004),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cortisol)의 분비와 수용체의 분포는 

해마 좌우 반구에서 비대칭적이다(Wittling, 1995). 따라서, 스트레스가 

해마의 양쪽 반구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박혜연, 최진영, 

& 김상은, 2014).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노년기 점진적으로 감퇴하는 

기억 과정에서 양측 해마는 다르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hi et al., 2009), 항상 일관되지는 않으나 일화기억 수행은 우측 보다

는 좌측 해마와 더 강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Ezzati et al., 

2016). 일화기억은 언어적, 비언어적 과제로 구분되는데, 좌측 해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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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우측은 시공간적 기능과 관련된다는 견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장기기억 회상지수의 산출 공식에는 언어적 과제인 단

어 학습목록 검사와 이야기 회상 검사의 가중치가 높다. 단순화된 Rey 

도형 검사는 비언어적 과제에 속하지만, 시각적 자극을 부호화하는 과정

에서 도형의 세부 요소들(삼각형, 정사각형, 원, 십자가, 화살표 등)을 

기억하기 위해 말로 언어화하는 전략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Kilpatrick et al., 1997).  

해마를 매개하여 나타나는 연령 효과가 장기기억 회상지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는 정상 노화 과정에서 

자유 회상 과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수행 저하 양상과 일관된다. 

더불어, 장기기억 회상 지수가 해마를 중심으로 한 내측 측두엽의 기능

을 반영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hey et al., 2006). 진단은 

임상적 면담과 다른 자료들을 통합하여 확인되어야 하지만, 정상 노화 

과정에서 연령 효과를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경도 인지장애의 기억장애 

아형(Mild Cognitive Impairment, amnestic type)의 병전 단계

(preclinical stage)에 대한 이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내측 측두엽이 노화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효

율적인 일화기억 수행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다른 인지적 구인인 

recollection과 familiarity과 하위 구조물에 대한 논의는 일관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노화에 따른 지연회상 과제 수행이 해마를 매개해서 나타

났으며, 재인 수행에서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recollection을 

더 요구하는 지연회상 과제가 해마를 매개하고, 재인 과제 수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familiarity는 해마의 역할이 비교적 덜 하다

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Ranganath et al., 2003; 

Yonelinas et al., 2007)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해마 위축과 일화기억 수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

는 질적 측면인 사회적 지지에서만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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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줄 수 있는 연결망 크기와 정서적 지지를 주는 연결망의 특성을 구

분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와 인지기능 사이의 관계 방향

성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을 중

심으로 지적 자극과 스트레스 완화라는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노화와 스트레스에 취약한 해마 부피가 비교적 유지될 때 일화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으

나, 해마 위축에 따른 일화기억 감퇴가 나타날 때 사회적 지지는 이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의 질적 측면인 정서적 

지지와 양적 측면인 사회관계망 크기의 독립적인 기능과 인지기능에 기

여하는 기제가 다르다는 것을 지지한다. 

사회적 지지의 생물사회심리적 기제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지 않

다. 크게 사회 관계가 신체 및 심리적 건강에 항상 작용한다는 주 효과 

(Main effects) 이론과 오직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만 이를 완충해

준다는 완충(Buffering effects) 이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Cohen & Wills, 1985). 이론을 탐색하는 방법론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이 둘은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

적인 관계, 애착, 유대감에 대한 기본 욕구를 고려하면, 사회적 지지의 

주 효과는 상황-독립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인간은 환경에서 일어

나는 사건의 의미를 인지적으로 평가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행

동적인 적응기제를 발휘한다(Lazarus, 1966, 1993, 2000). 부적응적 행

동과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인지적 평가와 

대처 방략에서 적응적인 도움을 주는 완충제로서 기능할 것이다. 스트레

스 원으로서 주요한 생활사건 뿐 아니라 사소한 생활사건이 만성적 스트

레스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다(Krause, 1991; Mclean, 1975). 생애주

기에서 노년기는 신체, 인지, 심리 기능의 감퇴로 인한 가정 또는 사회

에서 역할 감소 및 경제적 어려움 등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자원과 적응력이 더욱 중요하다. 가족, 

건강, 경제적 문제 등 노인의 일상생활 요인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

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정서적 지지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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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박미진 2005).    

한편,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절 효과와 매개 분석의 

간접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회

적 지지가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Amieva 

et al., 2010; Choi, Kim, & Youm, 2016; Holtzman et al., 2004), 최근 

연구에서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Sims et al., 2014). 사회적으로 

제공된 지지는 수신자(receipt)에 따라 스트레스(stressor)로 지각되기

도 한다. 특히 만성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개인의 경우, 주변에서 주는 

지지를 성가시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Reinhardt, Boerner, & 

Horowitz, 2006). 즉, 상호 친밀성과 형평성(equity)이 더 중요할 수 

있다(Uehara, 1995; Walster, Berscheid, & Walster, 1973). 이러한 

이질적 양상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 먼저 개인차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지지는 일부에게는 관계 우호성을 증진시키나, 일부에게는 심리

적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

게 친밀성과 불편감을 동시에 줄 수 있다는 것이다(Neff&Karney, 

2004). 젊은 성인 부부에게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 일일기록지를 작성

하게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에게서 얻는 지지는 동시에 우

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었다(Gleason, Iida, Shrout, 

& Bolger, 2008). 즉,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관계 만족도, 애착 유형 

등 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의 특성, 관계의 특성에 따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질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Nadler, 1987; Nadler & Fisher).  

신경병리 조절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지적 자극으로 

인한 보호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Rentz et al.(2009) 연구에서는 

치매 병리인 아밀로이드 침전물 양이 많을수록 신경심리검사 수행이 낮

았지만, 교육과 읽기능력 지수로 측정한 예비능이 많을수록 이러한 상관

관계는 약해진다고 보고하였다. Bennett et al.(2006)은 사회활동 수준

을 통제한 사회연결망 크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Rush Memory 

and Aging 프로젝트 참여자 중 사망자를 사후 부검한 결과, 알츠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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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병리가 심할수록 전반적 인지기능이 낮았지만, 사회연결망이 클수록 

병리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인지 감퇴 효과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적 자극으로 인해 인지기능 발달이 촉진되고 뇌 손상에 저항할 수 있

는 예비능을 더 많이 형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지 전략 사용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개인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요인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 지지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노인이 지각하는 

관계에서의 정서적 지지가 인지장애 발병 위험을 높이는 뇌 병리에 저항

할 수 있는 예비능(reserve)임을 시사한다.  

 한편, 관계의 양적 측면인 사회연결망 크기에서는 reserve 로서

의 보호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이 클수록 알츠하이머병의 신경병리가 기억기능에 미치는 영

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Bennett, Schneider, Tang, 

Arnold, & Wilson, 2006),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일관

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국내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사회연결망 크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친밀한 

관계라고 상호지명하고 신뢰로 이루어진 상호친밀 연결망이 우울을 예측

하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이혜림, 명재석, 오설아, & 최승원, 

2016). 즉, 단순히 관계의 수 혹은 상호작용, 사회 접촉 빈도 보다는 정

서적인 상호교류가 심리적 건강에 영향에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국 농촌 노인의 경우,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관계가 폐쇄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질적인 관계의 수가 단순히 많은 것보

다,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지지적 관계가 보다 중요했을 것으로 시사

된다.  

 사회연결망 크기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일관되게 나타난다(김호

영, 2015).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개인에게 부

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Lee et al.(2017)에 따르면, 사회연결망 크기

와 골다공증 발병 확률의 관계에서 예측력은 ‘관리할 만한

(manageable)’ 관계의 수까지는 줄어들지만, 이후로는 다시 발병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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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나며, ‘부담스러운(burdensome)’ 연결망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경

우에는 크기가 작을 때보다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오직 서로 친밀

함을 느끼는 결속 관계일 때만 사회 관계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관계 연구에서 관계의 양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종합하면, 심리적 수준에 

근접한 변수를 볼 경우에는 결국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 지가 건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된다(Cacioppo, Cacioppo, 

Capitanio, & Cole, 2015; Holt-Lunstad, 2018).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사용된 자료 수

집(사회적 관계 정보 수집, 신경심리검사 실시, 뇌 영상 촬영) 시점에서 

간극이 존재한다. 횡단 자료 분석에서 종단적 시간 차이를 고려하지 못

했으나, 뇌 영상 촬영 시점에서의 연령을 분석에 사용했기에 뇌 부피에 

미치는 연령 효과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횡단분석임으로 연령 효과에 대한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 연령

(age) 효과는 노화(aging) 라고 확정 짓기 어려우며, 혼입 요인의 효과

를 제거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유형(배우자, 가족 및 친

척, 이웃 및 친구)을 구분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는 유형 별로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자원의 종류에 따라 지지의 지각수준이 다르게 나

타날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임정연, 김

호영, 염유식(2016)에 따르면, 가족 및 친척의 지지가 많을수록 노년기 

자살사고를 가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성차도 고려해야 할 점들 중 하

나이다. 한국 남성 노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여성 노인에서

는 배우자 이외의 관계에서의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 이외 관계에서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 수준

이 높았다(고명진&김호영, 2017).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한 개인이 

보유하는 자원으로서 기능하는 지지의 총량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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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별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사회적 관계의 양적, 질적 측면 측정치의 결이 다를 

수 있다. 사회연결망 크기는 양적 자료이며, 사회적 지지는 문항에 얼마

나 동의하는 지에 대한 정도에 따른 분석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 반응 

양식 등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네 번째, 본 연구는 신경심리적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기능에 초

점을 맞추는 데 제한적이다. 인지 노화 연구에서 주요한 이론으로 처리 

속도, 반응 억제 이론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회상 과제에서 인출의 

통계적 처리에 대한 고려는 제한적이며, 추후 신경심리검사의 결과의 질

적 분석과 기억 과정에서 전전두엽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

이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지연 회상은 재인보다 인지적 자원을 더 

요구할 뿐 아니라 동기수준(motivation)의 영향을 더 받는다. 노인의 신

경심리검사 수행에 대한 동기와 단기간 집중할 수 있는 주의력 수준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연 회상이 특히 연령에 취약한 것인지, 

동기수준의 개인차 때문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통제하는 방법 혹은 

실험 연구를 통해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buffering) 효

과가 현 시점에서 노인이 느끼는 정서적 지지로 인한 것인지, 과거 누적 

효과의 연속성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노년기는 사별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배우자,

가족, 혹은 친구를 상실한 경우, 분석 측정치에 쓰인 사회연결망 크기에

는 반영되지 않으나, 현재까지 이어지는 스트레스 완충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의 관계가 추후 미래에 어떤 보호효과를 주는지 탐색하는 종

단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수준의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 해마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한 구조로, 해마 부피 위축과 일화

기억 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Gianaros et al.,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 GDS로 측정한 우울 수준을 통제한 뒤 효과를 탐색

한 결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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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뇌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영장류 실험 연구에서 먼저 밝혀왔는데, 개체가 속한 

집단 내 지위에 따라 대뇌 피질의 부피에서 차이를 보였다(Sallet et al., 

2011). 사회적 관계와 뇌 부피 간 관계를 탐색한 노인 대상 연구도 최

근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와 사회적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mPFC-amygdala circuitry와 관련 있었고, 연령에 따른 편도체

(amygdala) 부피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수준을 독립적으로 매개하

여 나타났다(Sherman et al., 2016). Kwak, Joo, Youm, Chey(2018) 

연구에서는 국내 농촌의 한 마을을 대상으로 완전연결망을 획득하여 뇌 

부피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타인으로부터 ‘중요한 일을 자주 이야기

하는 사람’으로 많이 지목 받을수록 사회 인지 및 추론에 관여하는 

orbitofrontal cortex 부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

적 지지가 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애초에 정서적 지

지가 해마 부피를 보호하는 주 효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이다. 본 연구는 농촌 지역사회

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농촌 지역은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고 

노인대학, 생활체육시설 등 사회시설이 불충분하며, 산업화로 인해 자녀

들과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특

징이 있다(박경순, 박영란, 염유식, 2015). 따라서 새로운 관계 형성이 

제한적이고, 사회연결망 크기와 사회참여 기회가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

다. 한국 노인들은 과거 전쟁 등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고, 

특히 농촌에서 저학력자들이 많다.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교육 연한은 

6년으로, 노인실태조사 실시의 법제화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노인의 비율이 29%(2014년)에서 

23%(2017년)로 감소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7). 국내 

노인 교육수준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추세이며, 추후 중년층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재검증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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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본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먼저 정상 노

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억 기능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측정하였다. 일화

기억은 다양한 상황과 행동 양식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

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 검사에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일화기억 기능을 측정하였으며, 즉각회상, 자유회상, 재인 시행을 모두 

분석에 포함함으로써 정상 기억 노화 과정에서 연령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과제와 그렇지 않은 과제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인지 예비능 대리지표로서 유용성을 제안할

수 있다. 기존 인지 예비능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 상관 분석이 아닌 

해마 부피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후에 보호효과를 탐색함으로써 

reserve 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뇌 노화가 진행되었을 때 인지 기

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에 있어 사회적 관계의 양적, 질적 측면을 고

려함으로써 기제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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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Suppor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ge-related 

Hippocampal Volume and Episodic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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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related brain atrophy is one of the most common risk 

factors of cognitive decline. Episodic memory function in old age is 

related to hippocampal volumes. However, depending on one’s 

cognitive resources, reserve, or resilience, patterns and timing of 

memory function changes may differ. The past literature has 

focused on social life as a protective factor for cognition, but limited 

number of studies differentiated various aspects of social 

relationships. In this study, a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ocial 

relationships may distinctively influence cognitive functio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social relationships are 

examined. Data were driven from Korean Social Life~~Structural 

MRI, episodic memory tests, self-reported social network siz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were obtained. Mediated moderation 

analyses revealed that social support significantly moderated the 

effects of hippocampal volumes on delayed recall, controlling for 

sex and education. However, moderation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social network size. Having higher levels of perceived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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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may enable older adults to capitalize on hippocampal 

volumes to support episodic memory in old age. The mechanism of 

protective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on cognitive function may 

be limited to emotional support from social 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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