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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휴지기 대뇌 포도당 대사량은 신경세포 활동성의 기저상태를

반영하는 신뢰성이 높은 지표일 뿐만 아니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뇌 영역에서 현저하게 감퇴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대사량의 감퇴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기억기능의 변화를 반영하는

신경기제임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가 아닌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대사량 감퇴의 종단적 궤적을 규명하고, 이러한 양상이 어떻게

인지 노화와 연관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나아가

후기노년기에 진입할수록 신경병리의 축적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이른바

신경 퇴화의 가속화 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대사량 감퇴의 과정에서는 검증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63명의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FDG-PET 추적연구를 진행하여 노화로 인해

대사량의 감퇴가 나타난 영역을 찾고, 그 감퇴의 기울기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변하는 가속화 현상이 관찰되는지를

혼합효과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후, 관찰된 대사량의 감퇴가

인지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인지 예비능의

지표로서 꼽히는 교육 연한이 이러한 상관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상호 작용항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위계적 회귀모형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대사량의 종단적 감퇴는 전두엽의 광범위한 범위와 일부

측두엽 및 두정엽에서 관찰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측 전두극피질과 좌측

측두두정 접합부에서는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한국판 치매평가검사를 통해 측정된

전반적 인지기능의 변화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좌측 측두두정

접합부에서의 대사량 감퇴는 전반적 인지기능 뿐만 아니라, 기억기능의

변화와도 각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기억기능 변화와의 종단적

상관은 교육 연한에 의해서 조절되었다. 즉, 교육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노인은 측두두정 접합부의 대사량이 감퇴되면 기억기능도 저하된

반면, 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노인은 해당 영역에서의 대사량이

감퇴되어도 기억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년기 인지기능 감퇴의 신경과학적 기전이

전두엽 및 측두두정 영역에서의 종단적인 대사량 감소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신경병리적 쇠퇴가 후기 노년기에 악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인지감퇴를 지연시킬 수 있는 보호효과의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점을 가진다.

주요어 : FDG-PET, 대사량 감퇴, 인지노화, 종단연구, 인지 예비능

학 번 : 2015-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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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평균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의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2015)의 보고에 따르면, 2018 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65 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 년으로부터 불과 18 년 만에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24 년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급격한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령화의 추세는 단순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질병 관리 비용의 증가,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 급증 등으로 이어져 한국사회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화가 인간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각도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년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쇠퇴

과정을 규명하고, 이에 기여하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노화의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적 쇠퇴는

인지기능의 저하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의 증가는 일반지능을

나타내는 g 요인을 비롯하여(Hoogendam, Hofman, Van Der Geest,

Van Der Lugt, & Ikram, 2014), 작업기억 용량(Wang et al., 2011),

일화기억(Ronnlund, Nyberg, Backman, & Nilsson, 2005), 유동

추론(Salthouse, 2012), 처리 속도(Verhaeghen & Salthouse, 1997) 등

다양한 인지 영역의 현저한 감퇴로 이어지며 결국에는 노년기

일상생활능력과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 따라서 어떤 요인이 인지

노화의 기저에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 노화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어떠한 삶의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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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어야 하는지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휴지기 대뇌 포도당 대사량과 노화

1970 년 이래로, 지난 50 년 동안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확산텐서영상(diffusion tensor imaging; DTI), 양전자

방출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등 다양한 뇌영상

촬영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저하가 어떠한 뇌의 기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2-[18F] fluoro-2-deoxy-D-glucose(FDG)

추적자를 이용한 양전자 방출단층촬영은 인지노화 및 치매의 신경과학적

매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DG-PET을 통해

측정된 휴지기 대뇌 포도당 대사량이 신경세포 활동성의 기저상태를

신뢰롭게 반영 할 뿐만 아니라(Shen, Liu, Hu, Hu, & Shi, 2012), 노화에

따른 병리적인 뉴런활성의 전조증상을 잘 탐지해내며(Gardener, Sohrabi,

Shen, & Rainey-smith, 2016), 인지기능 및 인지기능의 변화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휴지기 대뇌 포도당 대사량은 알츠하이머성 치매(Alzheimer`s

disease; AD)로 인해서 병리적으로 변화하는 시냅스 저하 및 신경세포

손실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가장 강력한 생체 표지자로서 치매 연구

분야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Mosconi, 2013;

Segobin et al., 2015). 여러 FDG-PET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 환자는

후대상피질(posterior cingulate cortex; PCC), 쐐기앞소엽(precuneus

PCN), 측두-두정 접합부(temporo-parietal junction; TPJ), 그리고

내측두엽(medial temporal lobe) 등의 특정 영역에서 현저하게 감퇴된

대사량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Ishii, 2014; Sperling et al., 2011).

그리고 이 영역들에서의 대사량 감퇴는 AD의 심각도 및 이환율을

예측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Bohnen, Djang, Herholz, Anz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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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shima, 2013; Kato, Inui, Nakamura, & Ito, 2016; Mosconi et al.,

2008; Yuan, Gu, & Wei, 2009), 특히 후대상피질과 해마의 대사량

감퇴는 치매의 전임상단계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

강조된 바 있다(Arbizu et al., 2013; Protas et al., 2013).

그러나 치매 환자만 대사량의 감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비록 FDG-PET 연구가 주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한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노인 역시 노화로 인한 휴지기

대사량 저하를 나타낸다. 연령과 휴지기 대사량의 부적 상관은 전뇌

수준(whole-brain level)에서 뿐만 아니라(Tumeh et al., 2007; Vemuri

et al., 2016),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등 국소적인 뇌 영역에서도

유의하게 관찰되는데(Kalpouzos et al., 2009a), 그 중에서도 노화의

영향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영역은 전두엽 영역이다(Hsieh, Lin,

Ding, Sun, & Wu, 2011; Iseki et al., 2010; Kakimoto et al., 2015;

Nugent et al., 2014; Shen et al., 2012; Van Der Gucht et al., 2015;

Yoshizawa, Gazes, Stern, Miyata, & Uchiyama, 2014). 대사량의 감퇴가

나타나는 전두엽 영역에는 내측 및 외측 전두엽, 안와전두피질,

전대상피질 등이 포함된다.

대조적으로, 치매 환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저대사

현상(hypometabolism)이 나타나는 영역의 대사량은 건강한

노인들에게서는 감퇴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Willis et al., 2002). 즉,

해마를 포함한 내측두엽이나 후대상피질의 대사량은 후기 노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화와 병리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인 치매가 각각 전두엽의 대사량 감퇴와 후대상피질의

대사량 감퇴라는 서로 이질적인 신경기제를 가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각기 다른 양상으로 인지 기능의 저하를 야기하는

노화와 치매의 뇌병리학적 특성이 이중해리(double dissociation)

되어있다는 것이다(Segobi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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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뇌 포도당 대사량의 감퇴와 인지 저하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인지적으로 정상이거나 전임상단계에 있는

노인들에게서 대사량과 인지기능 간에 유의한 상관이 관찰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정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사량과 인지기능간 상관이 가장

많이 탐색된 뇌 영역은 치매의 대사적 기전으로 알려진 해마와

후대상피질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해마의 대사량은 언어적 논리

기억(verbal logical memory) 점수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Gardener et al., 2016), 학습 및 회상 점수와도 상관을

보였다(Walhovd et al., 2010). 즉, 해당 영역의 대사량이 높거나 잘

유지되어 있을수록 인지기능이 양호한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대사량이

저하된 상태는 좋지 않은 인지적 수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 진행된 종단연구에 의하면, 후대상피질의 낮은 기저 대사량은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Scale-cognitive subscale(ADAS-cog)

을 통해 반복 측정된 인지기능의 연간 감퇴율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orosyan, Mason, Dahlbom, & Silverman, 2017). 또한, 이

영역에서의 종단적인 대사량 변화는 집행기능의 변화와도 상관을

보였다(Jeong, Park, Song, Chung, & Rhie, 2016). 해마와

구조적 기능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는 내후각피질의 기저 대사량은

정상 노인이 이후에 경도인지장애 환자로 전환될 것인지의 여부와

종단적 기억 감퇴를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de Leon et al.,

2001).

치매가 아닌 노화 그 자체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영역들에서의 낮은

대사량 역시 인지 및 기억기능의 수행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표적으로, 여러 FDG-PET연구에서 연령 효과가 나타난

내측 전전두엽과 전대상피질 대사량의 경우, Minnesota Cognitive

Acuity Screen(MCAS) 총점으로 측정된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영역의 낮은 대사량은

30초안에 알맞은 카테고리의 단어를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나열하는

의미 유창성 검사의 낮은 수행과도 관련이 있었다(Pardo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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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입력된 정보를 인출(retrieval)하는 능력에서의 장해가 정상

노인이 나타내는 전두엽 및 두정엽에서의 저대사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Kalpouzos et al., 2009b). 언어 기억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좌측 하전두회와 복외측 전전두엽, 그리고 중심전회

등의 대사량은 이야기 회상 검사(story recall test)의 지연 이야기 단위

점수, 즉각 및 지연 이야기 주제 점수, 그리고 총점 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박혜연, 최진영, 김상은, 2013). 종합해보면, 노화에 취약한 전두엽

영역의 대사량은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기억기능의 신경기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견들은 모두 횡단 자료를 통해 추론된 결과에

기인할 뿐, 종단 연구를 통해 이러한 발견들이 재확인된 바는 극히

드물다.

2. 대사량 감퇴에 대한 종단 연구의 필요성

노화 연구의 맥락에서, 횡단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Lindenberger, von Oertzen, Ghisletta, & Hertzog,

2011; Raz & Lindenberger, 2011). 그 대표적인 예에는 노화에 따른

변화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Ferror & Ghisletta,

2011; Schaie & Willis, 2010). 이는 노년기에 접어든 후 실제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노화연구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횡단 연구로는 개인차를 반영하는

변화의 궤적이나 패턴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화가

본질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가정하는 개념이며 개인 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Hofer & Sliwinski, 2001), 변화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추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은 횡단 연구의 상당한 결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연령대 간 차이(age-group difference)를

관찰함으로써 변화량을 간접적으로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횡단적으로

나타나는 “연령 효과＂와 종단적인 의미에서의 ＂노화”의 효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노화는 개인 수준에서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연령 효과는 집단 수준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로서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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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통 연령 효과는 실제 노화에 따르는 변화량에 비해서 과소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다(Nyberg et al., 2010). 뿐만 아니라, 횡단적으로

측정된 값이 실제로 노화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부터 줄곧 유지된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Pudas, Persson, Nilsson, & Nyberg,

2014), 뇌 대사량과 인지기능 간의 횡단적 상관이 노화의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될 지의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예컨대, 두 변수간의

상관이 관찰되어도 이 결과의 시간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종단 연구 역시 연구 기간 동안에 피험자가 실험에서 이탈하는

탈락(attrition)이나 반복 시행으로 인한 연습 효과(practice effect) 등의

한계점을 지닌다(Schaie & Willis, 2010). 그러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이 제안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혼합 효과

분석(mixed effects analysis)을 실시하면, 노화의 효과와 연습 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Ferrer, Salthouse,

Stewart, & Schwartz, 2004). 또 종단연구는 개인 내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의 총량이나 속도 즉,

변화의 기울기를 추정하도록 하고, 이 기울기와 다른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검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종단적 설계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Pfefferbaum & Sullivan, 2015).

이러한 모든 근거들은 이전에 언급된 FDG-PET 횡단연구들이

시사한 연령 효과가 실제 노화로 인한 변화량을 논하는데 있어 타당한

추정치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노화에 따른 대사량의 변화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FDG-PET 종단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특정

영역의 대사량 감퇴가 어떠한 인지기능의 저하를 야기하는지, 그

종단적인 상관관계를 탐색함으로써 기존에 밝혀졌던 대사량과 인지기능

간 관계를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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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경 퇴화의 가속화

뇌 대사량이 노화에 따라 단순히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차함수의 패턴으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Fujimoto et

al., 2008; Pardo et al., 2007; Shen et al., 2012). 즉, 후기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대사량 변화가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Shen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왼쪽 내측 전두회와 하측

전두회의 대사량이 약 40 살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퇴의 추세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do

등(2007)의 연구에서도, 내측 전전두엽과 전대상피질의 대사량이 60 대를

기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며 가파르게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3.1. 신경 퇴화 가속화의 개념

유사한 맥락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최근 들어 신경 퇴화의 가속성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신경 퇴화의 가속성이란, 쉽게 말하자면 나이가 더

많을수록 뇌에서 일어나는 종단적인 병리적 감퇴의 기울기가 급격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즉, 상대적으로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뇌에서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기울기가 매우

완만한데 비해, 후기 노년기에 접어든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똑같은

시간이 지나도 뇌가 더욱 큰 폭으로, 그리고 보다 빠르게 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연령과 대사량의 관계가

선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과, 노화에 따른 종단적인 뇌 변화의 기울기가

각 연령대에 걸쳐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에 기반한

것이다. 신경 퇴화의 가속성은 곧 횡단적인 연령 효과와 종단적인 노화

효과의 상호작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미 ‘선택-성숙

상호작용(selection-maturation interaction)’이라는 용어로서 개념화 된

바 있다(Nesselroade, 1986). 여기서 선택은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한

당시의 나이를 의미하고, 성숙은 개인이 추적된 기간과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결국 선택-성숙 상호작용이 뇌에서 일어나는 것을 신경

퇴화의 가속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Pfefferbaum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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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변화의 기울기와 연령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것은, 단지

나이의 효과나 변화의 총량을 탐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노화의 궤적을 묘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강점을 지닌다. 나아가

변화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횡단적 요인에는 연령뿐만이 아니라,

성별, 교육연한, 질병 이환 여부 등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

Pfefferbaum 등(2013)은 종단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요소와 횡단적 요소를 통합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2. 가속화를 관찰한 선행 연구

이러한 신경 퇴화의 가속화는 많은 뇌영상기술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우선, 건강한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회백질의 위축(atrophy)을 추적한 연구들은

해마(Fjell et al., 2009; Fraser, Shaw, & Cherbuin, 2015; Pfefferbaum

& Sullivan, 2015; Schuff et al., 2012)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뇌

영역에서 신경 퇴화의 가속화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Pfefferbaum et

al., 2013). 특히 65 세에서 82 세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을

때도, 해마의 위축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Crivello,

Tzourio-Mazoyer, Tzourio, & Mazoyer, 2014).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에 접어든 후 나이가 한 살 증가할 때마다 해마의 부피 위축은

2.8%씩 더 증가한다. 이러한 발견은 피질 두께의 감소 패턴에서도

나타났다(Thambisetty et al., 2010). 나아가 확산텐서영상을 이용하여

측정된 전반적 분획 이방성(fractional anisotropy) 역시 후기 노년기에

진입하는 50 대 이후부터 그 연간 감퇴율이 이차곡선을 그리며 더

가파르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Sexton et al., 2014). 전반적 분획

이방성은 백질의 수초화(myelination) 상태를 반영하며, 신경 퇴화의

가속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영역은 전두엽 및 두정엽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역에서 나타나는 낮은 분획 이방성은 좋지 않은 집행

기능과 관련된다는 보고가 존재한다(Grieve, Williams, Paul, Cl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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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on, 2007; Ohtani et al., 2017). 신경 퇴화의 가속화와 인지기능의

저하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시사하는 결과는 뇌의 기능적

연결성(functional connectivity)에서도 관찰되었다. 뇌에는 집행 기능과

인지통제 능력을 관장하는 기능적 네트워크(executive control network;

ECN)와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내부지향적인 생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라는 독립적인

신경망이 존재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신경망 간의 독립성이 더 크게

붕괴된다는 것이다(Ng, Lo, Lim, Chee, & Zhou, 2016). 이는 다시 말해

네트워크 간 경계가 후기 노년기에 점점 더 가파른 속도로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인지 노화의 기전으로서의 신경 퇴화 가속화

특정 뇌 영역에서의 구조적 기능적 감퇴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가속화되지 않는 영역에 비해 해당 영역이 노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Fjell et al., 2009). 그리고 이런 취약성이

인지저하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 등 외현적인 증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가속화되는 신경 퇴화가

노년기에 나타나는 인지저하의 신경과학적 기전임을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뇌 회로망 간 기능적 특수성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이차함수의

곡선을 그리며 가파르게 상실되며, 이때 점진적으로 가파르게 변하는

퇴화의 기울기는 처리속도(processing speed)의 감퇴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Ng et al., 2016). 한편 쥐 실험에서도,

배측 해마 위축의 가속화가 수중 미로 찾기 기술로 측정된 공간학습 및

기억의 감퇴와 상관을 보인 바 있다(Reichel, Bedenk, Czisch, & Wotjak,

2016). 백질 위축의 가속화를 연구한 Sexton 등(2014)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신경 퇴화의 기울기와 인지 저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인지노화의 기전으로서 신경 퇴화의 가속화를

검증할 때, 정작 인지기능을 잘 반영한다고 알려진 FDG-PET을 이용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신경 퇴화의 가속화를 탐색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 10 -

것은 구조적 자기공명영상기술인데, 이보다는 PET이 인지 노화의

예측력(Wang, Goh, Resnick, & Davatzikos, 2013)이나 AD의 진단

정확도 측면에서 더 우세하다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 한다(Bloudek,

Spackman, Blankenburg, & Sullivan, 2014; Shaffer et al., 2013; Yuan

et al., 2009). 따라서 인지 노화의 기전으로서의 뇌 기능 감퇴 가속화를

살펴볼 때 FDG-PET 연구 역시 인지노화에 관한 독립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4. 인지 예비능의 보호 효과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휴지기 대사량의 감퇴는 낮은 인지기능을

예측한다. 포도당 대사량은 치매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CSF tau와

인지기능 저하의 관계를 매개하기도 한다(Dowling, Johnson, Gleason,

Jagust, & Neuroimaging, 2015). 그러나 감소된 대사량이 필연적으로

인지기능의 저하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사량 뿐만이 아니라

구조적 위축이나 기능적 활성화의 장애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뇌에서

병리적인 변화가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인지기능의 손상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뇌의 병리와 인지기능 간 간극을

설명해주는 가설적 개념이 바로 인지 예비능(cognitive reserve)이다.

인지 예비능 가설은 자라오면서 행하여 온 다양한 인지적 활동이

이후 더 많은 뇌의 변화나 병리를 견디거나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원 혹은 개인적인 비축으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Steffener &

Stern, 2012; Stern, 2002, 2009, 2016). 즉, 위축이나 백질병변, 혹은

저대사와 같은 뇌의 병리가 노화에 따라 누적되었을 때, 더 많은 교육을

받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적은 인지적 감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 예비능은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체 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정된다. 그 예에는 정규 교육

연한(Rentz et al., 2010), 직업적 성취(Fisher et al., 2014), 활발한

사회적 참여나 사회연결망(Bennett, Schneider, Tang, Arnold, &

Wilson, 2006), 다양한 여가생활(Scarmeas et al., 2003; W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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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교육 수준은 치매의 발병률을

줄이거나 발병 시점을 시연시키는 등 정상 노인의 인지기능 감퇴를

보호하는 인지 예비능의 대표적인 측정치로서 사용되어 왔다. Hall

등(2007)은 장기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인지 예비능으로서의 교육의

보호 효과를 실제로 입증한 바 있다. 그들은 1980 년부터 1983 년까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한 488 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인지기능을

추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치매가 발병한 참가자들을 선별하고, 그들의

학력 집단을 나누어 거꾸로 인지 노화의 양상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인지 예비능 가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학력자들은 저학력자들에

비해 인지 기능 감퇴의 시작점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4.1. 교육 연한과 대사량, 그리고 인지 감퇴

이러한 교육 경험의 보호효과는 포도당 대사량과도 종종 함께

연관되어 연구되었다. 우선, 교육 연한이 전두엽 중에서도 전대상피질의

대사량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는(Arenaza-Urquijo et al.,

2013), 인지적 비축의 신경 기전이 대뇌 포도당 대사량에서도 관찰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함의를 가진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래프 이론

분석(graph theoretical analysis)를 통해 정규 교육을 많이 받은 한국

여성 노인들이 교육 연한이 짧은 노인들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대사량의 뇌 기능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Kim, Chey, Kim, & Kim, 2015). 이 연구의 저자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언어나 기억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인지적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하전두회나 피질하 영역들의

활성 빈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곧 휴지기 대사량 활동의

증가와 다른 뇌 영역과의 연결망 확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연한으로 측정된 인지 예비능은 대사량과 인지기능 간

상관을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Yoshizawa et al.,

2014). Yoshizawa 등(2014)은, 교육을 적게 받은 저학력 노인은 상측

전두회의 대사량이 낮으면 청각 언어 학습 과제의 즉각 총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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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언어 학습 및 기억 역시 저하된 양상이 보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은 고학력 노인은 인지기능 점수가 전두엽의 대사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횡단 연구를 통해 관찰하였다. 이렇듯

저교육 집단에 비해 고교육 집단에서 기억 기능의 전두엽 포도당 대사

의존성이 감소된 것을 인지 예비능과 관련된 신경 효율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종단적으로 연구된 바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즉, 지금까지 뇌와 인지기능의 횡단적 관계를 조절하는

보호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뇌의 변화량과

인지기능의 변화량이라는 종단적인 상관을 조절하는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은 부족했었다는 것이다.

5.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선 정상 노인들에게서 노화에 따른 휴지기 포도당

대사량의 감퇴가 나타나는지를 종단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 노년기에 대사량의 감퇴가 전두엽과 두정엽,

그리고 측두엽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건강한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대사량의 변화가 종단적으로

탐색된 바는 없다. 횡단연구로는 개인마다 차이를 나타내는 변화의

궤적이나 기울기를 예측할 수 없으며, 실제 변화량에 비해 연령 효과가

과소추정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노화에 따라서 대사량이 감퇴하는 영역 중에서도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화에 더욱 취약해지는 영역을 규명하기 위해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가 나타나는 영역을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대사량 감퇴의 종단적 기울기가 횡단적 연령효과에 의해 점증적으로

가파르게 변하는 영역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일관적으로 노화와 외측 및 내측 전두엽 대사량 감퇴의

연관성을 시사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두엽이 노화에 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가 해당 영역에서 관찰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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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후기 노년기에 관찰되는 신경 퇴화의 가속화가 인지기능

감퇴의 신경 기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또 이를 지지하는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구조적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이나 확산텐서

영상을 사용했을 뿐 FDG-PET을 통해 측정된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와

이것이 인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적은 없다. 휴지기 포도당

대사량이 구조적 위축인 백질 수초화의 변화보다 인지 노화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FDG-PET을 사용해 신경

퇴화의 가속성을 검증하는 것이 좋은 대안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사량

감퇴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는 것이 어떠한 인지기능의 감퇴를

야기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노화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영역에서의 대사량 감퇴의 기울기는 마찬가지로 노화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기억기능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화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영역에서의 대사량

감퇴의 변화량과 인지기능 저하의 종단적 관계를 조절하는 교육 연한의

보호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즉, 정규 교육을 덜 받은 노인은 대사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퇴되면 인지기능도 저하되는데, 정규 교육을 더

오래 받은 노인은 똑같은 시간이 지나 대사량이 감퇴 되어도 인지기능은

저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Yoshizawa 등(2014)의 연구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는 것과 같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화에 따른

종단적인 대사량 감퇴는 후두엽을 제외한 두정엽, 측두엽, 그리고 특히

전두엽에서 나타날 것이다. 둘째, 신경 퇴화의 가속화 현상은 대사량

감퇴율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노화에 취약한 전두엽

영역에서 관찰될 것이다. 셋째, 가속화되는 대사량의 감퇴는 이미 선행된

횡단 연구를 통해 대사량의 감퇴와 상관이 밝혀진 전반적 인지기능 및

기억기능의 손상을 야기할 것이다. 넷째, 대사량 감퇴의 기울기와

인지노화의 기울기간 상관은 인지 예비능인 교육연한에 의해서 조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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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교육 경험의 보호효과가 대사량과 인지기능의 종단적

관계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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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서울대학교 임상신경과학 연구실에서 진행된

강남시니어대학 종단 연구에 참가했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해당 연구는 인지 노화의 궤적과 특성, 그리고 그 신경 기제를 알아보기

위해 설계된 연구이며,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해마다 신경심리평가와

FDG-PET 촬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단, 신경심리평가와

FDG-PET 촬영이 항상 병행 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참여자는

신경심리평가와 FDG-PET 촬영을 동시에 진행 하였지만, 일부의

참여자는 신경심리평가를 받은 후, FDG-PET 촬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 추적 도중 일정상의 문제로 특정 년도에 연구 참여를 하지

않았어도 이듬 년의 연구에 다시 참여 하는 것이 가능했다. 나아가

연구가 시작된 다음 해인 2차 년도에는 신경심리평가만이 실시되었으며,

FDG-PET 촬영은 진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적어도 1회 이상 인지

노화 종단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모두 214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연구 참여 횟수와 추적 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건강한 노인을 선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Christensen 등(1991)의 건강선별기준을 적용하였다. 배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일상생활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기억 혹은 인지기능의 장해,

2) 치매를 포함한 신경퇴행적 질환의 병력이나 정신과적 병력, 3)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의 병력,　 4)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의식

상실 경험이나 뇌 수술과 같은 신경외과적 병력, 5) 뇌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의 사용 경험,　 6) 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각 및 청각 장애의 유무. 214명 중, 29명이 연구 참여 도중에 건강선별

배제 기준에 해당하게 되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인지 손상이 의심되는 16명의 참가자가 추가로 제외되었다.

이때 적용된 배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 인지기능, 기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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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능, 집행기능 등 하나 이상의 주요 인지 영역에서 현저하게

낮은(규준 집단에서 비슷한 연령대와 교육연한을 가진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5% 이하의 점수에 해당하여 병리가 의심되는) 수행 점수가

관찰된 경우, 2) 노인인지행동 인터뷰에서 인지적 손상이 발견된 경우,

3) 보호자와의 반구조화된 인터뷰에서 의심스런 인지적 결손이

보고되었을 경우. 인지 손상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인터뷰를 포함한

신경심리평가 결과와 행동관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상심리전문가

3인이 내렸으며, 연구 참여 기간 동안 단 한번이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시킨 참가자는 모두 배제되었다.

남은 169명의 참가자 중, 9명은 왼손 또는 양손잡이임을 보고하여

손잡이 기준에서 탈락하였다. 나아가 PET 영상 판독 상 이상 소견이

확인되거나 처음부터 PET 영상 촬영의 프로토콜이 달랐던 17명이

추가로 배제되었다. PET 영상 판독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핵의학과

영상판독의의 자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인지 노화와 대사량의 감퇴간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상기 배제 기준을 모두 통과한 참여자 중,

적어도 각각 2번의 신경심리평가와 2번의 분석 가능한 FDG-PET 촬영

자료가 없는 82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은 모두 각각 한 번의

신경심리평가나 FDG-PET 자료를 지니거나, 아니면 신경심리평가에는

응하였지만 FDG-PET 촬영에는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참여자들이었다.

최종적으로, 종단 분석이 가능한 신경심리검사 점수와 FDG- PET

데이터를 지닌 63명의 건강한 참여자들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68.84세(sd=4.60, 57-81)였으며, 평균

교육 연한은 9.84년(sd=4.21, 0-18)이었다. 또 여성이 전체 참여자의

87.30%에 해당하여 남성보다 많았고, 추후 모든 통계 분석 과정에서

성별의 효과는 통제되었다. 각 참여자는 대략 3회 정도 FDG-PET

촬영에 응하였으며, 첫 번째 촬영과 마지막 촬영간 평균적인 시간적

간격은 약 44개월이었다. 촬영간 기간이 가장 짧았던 참여자는 28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반면, 가장 길었던 참여자의 촬영간 시간적

간격은 50개월이었다. 보다 자세한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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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별된 참가자들과 전체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선별집단
(n=63)

전체 집단
(n=214)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연령 68.84(4.60) 69.73(5.41) -1.298 .197

성별(남:여) 8:55 27:187 -0.17 .986

교육 연한 9.84(4.21) 9.21(4.66) .972 .332

첫 번째 K-DRS 총점 132.48(6.66) 130.43(8.76) 1.706 .089

첫 번째 K-DRS 기억 21.92(2.03) 21.46(2.59) 1.482 .141

PET 촬영 간 개월 수 43.92(5.71) -

PET 촬영 횟수 2.92(0.85) -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별된 집단과 전체 214명으로

이루어진 집단 간에는 연령, 성별, 및 교육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아가, 두 집단은 K-DRS의 첫 시행 총점 및 첫 시행 기억

점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표 1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SNU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모든 참여자는 등록에

앞서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서면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 p<.05, ** p<.01, *** p<.001

2. 측정 도구

2.1. 신경심리평가

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Korean-Dementia Rating Scale; K-DRS)

한국판 치매 평가 검사(최진영, 1998)는 Dementia Rating

Scale(Mattis, 1988)을 한국 노인에 맞추어 표준화 한 검사로서, 국내

노인들의 치매 진단 및 인지 기능 평가를 위해 임상이나 연구 장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 검사는 주의(attention), 관리기능(initiation and

perseveration), 개념화(conceptualization), 구성능력(construction), 그리고

기억(memory) 등의 5 가지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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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점수의 총합인 총점은 개인의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K-DRS 총점의 점수 범위는 0점부터

1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총점은 한국판 간이 인지상태 검사(MMSE-K)와 .82의 상관을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으며(권용철, 박종한, 1989),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6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대뇌 포도당 대사량과

전반적 인지기능, 그리고 기억기능 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노화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일관되게 보고되는 인지 기능

역시 전반적 인지기능과 기억기능이다. 미국에서 출간된 DRS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연구한 초창기 논문에서도, 정상 집단에서 점수의

감퇴가 종단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소검사는 기억이 유일하였다(Smith

et al.,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DRS에서 산출될 수 있는 여러

인지기능 점수들 중에서도, 총점(K-DRS total)과 기억기능 점수(K-DRS

memory)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뇌 영상 촬영

FDG-PET 촬영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핵의학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각 이미지는 Philips Allegro PET scanner(Philips

Medical System, Cleverland, OH)를 사용하여 획득되었다. 촬영

스캐너의 내인성 분해능(intrinsic resolution)은 5.2mm의 반치폭(full

witdth at hald maximum; FWHM)으로 이루어졌으며, 획득된 뇌

영상의 구조는 2mm의 두께를 가진 연속적인 평면 90개로 이루어졌다.

촬영에 임하기 하루 전, 연구 참여자들은 6시간 이상 금식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촬영 당일 장소에 도착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동위원소 F-18이 표지된 포도당 유사물질 F-18 fluorodeoxyglucose를

4.8MBq/kg 만큼 정맥 주사하였다. FDG 주사 이후 참여자들은 조명이

어둡고 소음이 차단되어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에서 눈을

감고 안정 상태를 취하였다. 40분의 휴식을 끝낸 참가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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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attenuation) 보정을 위한 Ge-68 rod source를 이용하여 5분간

투과(transmission) 스캔을 실시하였고 이후 10분간 방출 스캔을

실시하여 3차원 영상을 획득하였다. 이때 참여자들은 눈을 뜨고 귀를

막지 않은 채로 누워있었다. 투과 영상을 이용하여 방출 영상을

감쇠보정한 후, 3D Row-Action Maximum-Likelihood Algorithm

(RAMLA)을 사용하여 화소의 크기가 2×2×2mm이고 영상 매트릭스의

크기가 128×128×90인 뇌 영상으로 재구성하였다.

3. 분석 방법

3.1. 뇌 영상 자료 전처리

통계 분석을 실시하기 전, 이미지의 전처리(preprocessing)를 위해

MATLAB 8.4.0(R2014b; MathWorks Inc., Natick, MA)에 내장된

SPM12(Welcome Department of Imaging Neuroscience, Institute of

Neurology, London, UK)을 이용하였다. 전처리 과정의 일환으로서 우선

각 참가자 내에서의 연간 이미지 간 공간적 불일치를 보정하기 위해,

개인의 평균 이미지에 맞추어 모든 년차의 이미지가 재배열(realign)

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피험자 간 뇌의 해부학적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뇌 영상 자료를 MNI 표준 좌표(Montreal Neurological

Institute, McGill University, Montreal, Canada) 위에 표준화

(normalization) 시켰다. 그리고 신호 대 잡음비(signal to noise)를

높이고 표준화로도 보정되지 않았던 해부학적 개인차를 제거하기 위해

12mm FWHM 가우시안 커널(Gaussian kernel)을 사용하여

편평화(smoothing) 하였다.

이후 전처리 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대사량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할

때, 각 화소(voxel)의 대사량을 회백질 전체의 평균 포도당 대사량으로

나눔으로써 개인 간 뇌 대사량의 절대적인 차이를 제거하는 비례

척도화(proportional scaling)가 전통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이 접근법은

암묵적으로 노화나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뇌의 변화가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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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제기되어(Yakushev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즉, 노화에 취약한 국소적인 영역에서 당대사가 크게 감퇴되는

것이 뇌 전체의 평균 대사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극단값에

영향을 받은 평균값으로 각 화소의 대사량을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뇌 전체의

평균 포도당 대사량이 아닌, 노화나 신경퇴행성 질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대안적인 준거 영역의 대사량으로 각 화소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준거 영역으로써 가장 많이 쓰이는 뇌 영역은

소뇌나 뇌교이다(Chételat et al., 2013; Minoshima et al., 1995; Walhovd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모든 FDG-PET 이미지 내의 화소

값은 뇌교 내 화소들의 평균 대사량에 비례(pons- normalization)하여

산출되었다.

3.2. 통계 분석

3.2.1. 대사량의 종단적 변화 관찰을 위한 대응 표본 t-검정

우선, 노화로 인해 대사량의 감퇴가 나타난 영역을 종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피험자의 1차년도 뇌 영상 자료와 연구에 참여한

마지막 년도의 뇌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SPM12의 대응 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든 피험자의 추적 기간이

상이하였으므로 첫 번째 FDG-PET 촬영과 마지막 FDG-PET 촬영 간

시간적 간격(scan interval)이 개월 수(month)로 계산하고 연령과 성별,

그리고 교육 연한과 함께 통제한 상태에서 대응 표본 t-검정의 결과가

p<.05(FWE-corrected)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영역 내에서 t값이 최대치인 좌표를

중심으로 반지름 8mm인 구 형태의 영역을 다음 분석을 위한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Talairach

atlas의 좌표 체계를 바탕으로(Talairach & Tournoux, 1988) 해당

영역을 명명 하였다. 군집이 지나치게 커 이질적인 뇌 영역들을

포괄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영역 내에서 서로 4mm이상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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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t값이 국부 최대값(local maxima)인 좌표를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8mm인 구 형태의 영역을 ROI로 지정하였다.

3.2.2.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를 검증하기 위한 혼합효과분석

다음으로, 후기 노년기에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영역들을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가 나타날

수 있는 잠정적인 ROI로 지정하고, MATLAB의 Region Extraction

toolbox(REX)을 이용하여 각 참여자의 모든 뇌 영상 자료에 대한 ROI

값들을 추출하였다. 이때 추출된 ROI 대사량 값들은 대응 표본 t-검정을

했을 때와 동일하게 뇌교의 대사량으로 나누어 비례 척도화되었다.

이렇게 추출한 값으로 개인 내 변화의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혼합효과분석(mixed effec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혼합효과분석은 연구 참여자들이 각자 서로

상이한 추적 기간을 가지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어도 사용될 수 있는

통계적 기법으로 종단자료를 분석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나아가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동시에 고려하거나

이들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Long, 2012). 고정효과란, 흔히 횡단연구에서 사용되는 중다

회귀모델의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써, 피험자 간(between-subject) 변산(variation)의 효과를 나타

낸다. 패널 개체 별로 다르면서 서로 고정되어 있는 관심 변인, 예컨대

연령(intra-individual age difference)은 고정변인의 대표적인 예로서

꼽힐 수 있다. 반면, 무선효과는 피험자 내(within-subject) 변산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종단연구에서는 반복 측정을 통해 나타나는 개인의

변화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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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효과분석의 모델은 여러 수준을 가지는 위계적 구조로 구성

된다. 본 연구의 모델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수준 1 수식:

  (1)

수준 2 수식:

   (2a)

   (2b)

수준 1에서의 수식은 개인 내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에 따른 변화, 즉,

무선효과에 대한 함수이다. 단일 참여자의 개별적인 성장궤적을 묘사한

식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는 i번째 연구 참여자의 j번째 시점에서의

종속변수인 대사량을, 는 i번째 연구 참여자의 절편(intercept)을, 는

i번째 참여자의 기울기(slope)를 나타낸다. 는 시간 변수로서 j번째

시점이 숫자로 코딩된 값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5년 종단 연구였으며,

연구를 시작한 다음 해(2차년도)를 제외 하고는 모두 PET 촬영이

진행되었는데, 시간 변수 간 간격이 동일하지 않아도 혼합효과분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Long, 2012), 는 0(연구 시작년도),

2(3차년도), 3(4차년도), 그리고 4(5차년도)로 코딩되었다. 는 회귀

식에서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수준 2 수식은 피험자 간 모형으로 불리며, 참여자의

내생변수(예컨대 개인의 절편과 기울기)에 대한 외생변수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연구 참여자간에 존재하는 절편의 차이와 기울기의

차이를 설명하는 연령이나 성별 등의 개인차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김수영, 2016). 식을 살펴보면, 수준 1에서 예측 변인이었던

개인의 절편()과 기울기()가 수준 2에서는 종속 변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기울기()는 집단(모든 연구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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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와 집단의 기울기로부터의 변산, 그리고 연령 효과()로

예측된다. 를 쉽게 풀이하자면, 집단의 기울기로부터 개인의 기울기가

벗어나는 정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절편에 대한 수식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교육연한과 성별이 대사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논문에 기초하여, 공변인으로서 식에 추가되었다. 연령과 교육연한은

모두 전체 평균 중심화되었으며,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되었다.

수식(2a)와(2b)를 수식(1)에 대입한 혼합효과모델은 다음과 같다.

혼합효과모델:

  



(3)

위 수식(3)에서,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 즉, 노화에 따른 대사량

저하의 기울기와 연령효과의 상호작용이 유의한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항은 이다. 이 유의한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R version3.3.1에 구축된 lme4(Bates et al., 2014) 및

lmerTest(Kuznetsova et al., 2014) 패키지가 사용되었으며, 모델의

시각화를 위해서는 ggplot2(Wickham, 2009) 패키지가 사용되었다.

3.2.3. 대사량과 인지 기능 감퇴의 기울기 간 상관

추가적으로,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가 인지 기능의 저하와 관련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인지기능의 저하와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과 성별, 그리고 교육연한의 효과가 통제된 기울기

간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 변인으로서 사용된 대사량의

기울기 값은 lme4를 이용한 이전 분석 과정에서 산출된 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가 나타난 영역뿐 아니라,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대사량의 감퇴가 관찰된 영역 또한 인지기능 감퇴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상관분석 역시 실시되었다.

독립변인인 인지기능의 기울기 값은 대사량의 기울기 값을 구할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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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분석을 K-DRS 총점과 K-DRS 기억점수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산출하였다. 부분상관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23.0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3.2.4. 교육의 조절효과

교육이 대사량과 인지기능의 종단적 상관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PSS for windows version 23.0를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 수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회귀 모형의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감퇴를 반영하는 K-DRS 총점 변화의

기울기와 기억기능의 감퇴를 반영하는 K-DRS 기억 점수 변화의

기울기를 포함하였다. 연령과 성별이 인지기능 감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계적 회귀 분석 시, 첫 번째 모형에서 두 변인이

통제되었으며, 이후 두 번째 모형에서 대사량 감퇴의 기울기와 교육

연한을 투입하여 각 변인의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대사량 감퇴의 기울기와 교육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변수를 평균중심화 하였다. 위계적 회귀모형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형 1.

기억기능변화의기울기   연령성별

모형 2.

기억기능변화의기울기   연령성별

 대사량감퇴의기울기  교육연한

모형 3.

기억기능변화의기울기   연령성별

 대사량감퇴의기울기  교육연한

  대사량감퇴의기울기교육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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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노화로 인한 대사량의 감퇴가 나타난 영역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첫 번째 FDG-PET 촬영을 진행한

날로부터 평균적으로 3년 후 마지막 촬영을 진행한 기간 동안 대사량의

감퇴가 나타난 뇌 영역들을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예상한대로,

후두엽을 제외한 전두엽, 측두엽, 그리고 두정엽에서 대사량의 감퇴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전두엽의 여러 국소 영역들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노화의 효과가 나타난 군집은 전두엽

대부분의 영역뿐만 아니라 섬엽과 후대상피질 등 다양한 뇌의 국소

부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간의 경과가 뇌의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군집 내에서도 서로 4mm이상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상이한 Automated Anatomical Labeling(AAL)

영역에 속하는 영역들을 각각 독립적인 영역으로 고려하고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두엽 영역에서는 슬하 전대상

피질(subgenual anterior cingulate cortex; p<.001)과 우측 안와 전두

피질(right orbitofrontal cortex; p<.001), 좌측 안와 전두 피질(left

orbitofrontal cortex; p<.001), 배측 전대상 피질(left 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 p<.001), 그리고 우측 전두극피질 (right frontopolar

cortex p<.05)의 대사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측두두정 접합부(left

temporoparietal junction; p<.05)와 좌측 상두정소엽(left superior

parietal lobule; p<.05)의 대사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후대상피질(left posterior cingulate cortex; p<.001), 우측 섬엽(right

insula; p<.001)과 시상(middle thalamus; p<.001) 영역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유의한 대사량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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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대사량 감퇴가 관찰된 영역

Brain region
Cluster

size(k)
T-value p FWE-corrected

MNI coordinate

x y z

M sgACC 23134 10.49 .000 0 8 -14

R insula - 10.47 .000 46 16 -6

R orbitofrontal cortex - 10.16 .000 36 22 -22

M dACC - 9.85 .000 0 18 30

M thalamus - 9.53 .000 0 -8 4

L orbitofrontal cortex - 9.26 .000 -18 8 -22

M posterior cingulate - 8.46 .000 0 -32 28

L superior parietal lobule 64 4.93 .002 -24 -70 56

R frontopolar cortex 130 4.85 .003 24 64 4

L temporoparietal junction 158 4.76 .005 -52 -60 18

주. L=left, R=right, M=middle, ACC=anterior cingulate cortex, sg=subgenual, d=dorsal; p <
.05(FWE-corrected), k > 30.

그림 1. 대사량의 종단적 감퇴가 나타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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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사량의 감퇴를 야기하는 노화의 무선효과모델

Brain Region Predictor coefficient standard
error

t p

M sgACC

Time

-0.0125 0.00135 -9.27 2.52e-13***

R insula -0.0188 0.00215 -8.72 1.84e-14***

R orbitofrontal cortex -0.0137 0.00125 -10.95 1.33e-15***

M dACC -0.0163 0.00201 -8.09 3.41e-11***

M thalamus -0.0202 0.00220 -9.18 4.8e-13***

L orbitofrontal cortex -0.0097 0.00132 -7.33 6.49e-10***

M posterior cingulate -0.0208 0.00271 -7.68 1.79e-10***

L superior parietal lobule -0.0079 0.00171 -4.61 1.01e-05***

R frontopolar cortex -0.0108 0.00288 -3.74 0.00044***

L temporoparietal junction -0.0128 0.00257 -4.98 6.33e-06***

대사량의 감퇴를 야기하는 노화의 무선효과

노화와 연령효과의 상호작용(Age*Time)이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이전에, 각 연구 참여자가 FDG-PET 촬영을 진행한 모든 시점의

대사량 자료를 이용하여 노화(Time)의 무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노화의 무선 효과는 열 개의 ROI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며, 이는 첫

번째와 마지막 FDG-PET 자료만을 이용하여 도출한 대응 표본

t-검정에서의 결과가 모든 시점의 자료를 다 고려했을 때도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결과는 아래 표 3에 제시되었다.

주. L=left, R=right, M=middle, ACC=anterior cingulate cortex, sg=subgenual, d=dorsal;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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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화로 인한 슬하전대상피질(sgACC) 대사량 감퇴의 궤적.

횡단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령과 대사량의 상관

대응 표본 t-검증의 결과와 무선효과모델의 검증결과는 대사량의

감퇴를 야기하는 노화의 종단적인 효과를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가

대사량과 연령의 횡단적 상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연구

참여자의 첫 번째 FDG-PET 촬영 자료에서 관찰된 대뇌 대사량 값과

연령 간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교육 연한과 성별을

통제한 부분상관분석도 실시하였다. 대사량과 연령과의 상관 분석은

이전에 실시된 대응 표본 t-검정에서 유의한 대사량의 감퇴가 관찰된 열

개의 영역(ROI)에 한정되었다. 단순상관 분석 결과, 종단 분석 결과와는

달리 오직 측두두정 접합부의 대사량만이 연령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r=-.260, p<.05). 한편, 교육 연한과 성별을 통제하였을

경우에는 우측 섬엽(r=-.256, p<.05), 전두극피질(r=-.268, p<.05),

측두두정 접합부(r=-.288, p<.05), 그리고 상두정소엽(r=-.308, p<.05)의

대사량이 연령과 부적상관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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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령과 각 ROI 별 대사량의 횡단적 상관관계

Brain region Agea Ageb

M sgACC -.190 -.202

R insula -.215† -.256*

R orbitofrontal cortex -.188 -.238

M dACC -.226† -.242†

M thalamus -.125 -.140

L orbitofrontal cortex -.166 -.194

M posterior cingulate -.205 -.242†

L superior parietal lobule -.225† -.308*

R frontopolar cortex -.209 -.268*

L temporoparietal junction -.260* -.288*

주. L=left, R=right, M=middle, ACC=anterior cingulate cortex, sg=subgenual, d=dorsal; †p<.10
* p<.05, ** p<.01, *** p<.001, a 상관계수, b 성별과 교육연한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

노화로 인한 대사량의 증가가 나타난 영역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서 노화에 따라 대사량이 증가하는 영역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p<.05(FWE-corrected) 수준에서 유의하게

대사량이 증가한 영역은 관찰되지 않았다.

노화에 따른 대사량의 감퇴와 연령의 혼합효과분석

이후, 연령과 대사량 감퇴의 기울기 간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즉, 대사량 감퇴의 기울기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 우측 전두극피질(t=-2.137,

p<.05)과 측두두정 접합부(t=-2.069, p<.05)에서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량의 감퇴가 더욱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 밖에 다른 ROI에서는

상호작용 항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시상과 후대상피질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연령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 30 -

표 5. 노화에 따른 대사량의 감퇴(Time)와 연령(Age)의 상호작용(Age*Time)

Brain Region Predictor coefficient standard
error

t p

M sgACC

Time 0.001094 0.021937 0.049 .960

Age -0.00566 0.002308 -2.453 .017*

Education 0.0152 0.010203 1.489 .141

Sex 0.0089 0.01078 0.825 .412

Age*Time -0.00019 0.000309 -0.629 .531

R insula

Time 2.325e-03 3.525e-02 0.066 .947

Age -1.225e-02 4.230e-03 -2.895 .005**

Education -9.427e-03 1.877e-02 -0.502 .617

Sex 1.492e-02 1.983e-02 0.752 .455

Age*Time 2.969e-04 4.959e-04 -0.599 .551

R orbitofrontal
cortex

Time -0.00324 0.020413 -0.158 .874

Age -0.00857 0.003243 -2.642 .010*

Education -0.01222 0.014397 -0.848 .399

Sex 0.0031 0.015216 0.203 .839

Age*Time -0.00015 0.000287 -0.509 .611

M dACC

Time -0.00706 0.032675 -0.216 .829

Age -0.00985 0.003806 -2.587 .012*

Education 0.010302 0.017128 0.601 .550

Sex 0.030922 0.018129 1.705 .093

Age*Time -0.00013 0.00046 -0.282 .778

M thalamus

Time -0.01282 0.035996 -0.356 .722

Age -0.00428 0.003446 -1.240 .219

Education 0.009431 0.015011 0.628 .532

Sex 0.009958 0.01582 0.629 .531

Age*Time -0.0001 0.000506 -0.204 .838

주. L=left, R=right, M=middle, ACC=anterior cingulate cortex, sg=subgenual, d=dorsal; * p<.05,

** p<.01, *** p<.001



- 31 -

표 5. 노화에 따른 대사량의 감퇴(Time)와 연령(Age)의 상호작용(Age*Time)

Brain Region Predictor coefficient standard
error

t p

L orbitofrontal
cortex

Time -0.00984 0.02208 -0.445 .657

Age -0.00586 0.002525 -2.320 .023*

Education 0.003248 0.011118 0.292 .771

Sex 0.013516 0.011736 1.151 .254

Age*Time -6.18E-07 0.000311 -0.001 .998

M posterior
cingulate

Time -0.03286 0.043873 -0.748 .456

Age -0.00874 0.004968 -1.760 .083

Education 0.008634 0.022041 0.391 .696

Sex 0.040309 0.023307 1.729 .088

Age*Time 0.00017 0.000617 0.275 .783

L superior parietal
lobule

Time -0.00244 0.028168 -0.086 .931

Age -0.01157 0.003413 -3.391 .001**

Education -0.02194 0.015273 -1.436 .156

Sex -0.02947 0.016149 -1.824 .0731

Age*Time -7.74E-05 0.000396 -0.195 .845

R frontopolar
cortex

Time 0.086638 0.045585 1.900 .061

Age -0.0137 0.005078 -2.697 .009**

Education -0.02262 0.022897 -0.988 .327

Sex -0.01928 0.024228 -0.795 .429

Age*Time -0.00137 0.000641 -2.137 .036*

L temporoparietal
junction

Time 0.070955 0.040708 1.742 .086

Age -0.01374 0.003689 -3.725 .000***

Education 0.012875 0.016143 0.797 .428

Sex -0.02372 0.017049 -1.391 .169

Age*Time -0.00119 0.000573 -2.069 .042*

주. L=left, R=right, M=middle;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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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 좌측 측두두정 접합부.(왼쪽) 개인별 대사량의 종단적
변화. 선은 종단적으로 추적된 모든 연구 참여자를 나타내며, 점은 개인이 연구에 참여
한 년도의 대사량 자료.(오른쪽) 연령과 대사량 감퇴 기울기의 상관.

그림 4.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 우측 전두극피질.(왼쪽) 개인별 대사량의 종단적 변화.
선은 종단적으로 추적된 모든 연구 참여자를 나타내며, 점은 개인이 연구에 참여한 년도
의 대사량 자료.(오른쪽) 연령과 대사량 감퇴 기울기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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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령을 제곱한 값과 각 ROI 별 대사량의 횡단적 상관관계

Brain region Age2a Age2b

M sgACC -.181 -.196

R insula -.205 -.249†

R orbitofrontal cortex -.181 -.234†

M dACC -.217† -.235†

M thalamus -.117 -.133

L orbitofrontal cortex -.158 -.190

M posterior cingulate -.196 -.211

L superior parietal lobule -.223† -.308*

R frontopolar cortex -.202 -.263*

L temporoparietal junction -.254* -.284*

주. L=left, R=right, M=middle, ACC=anterior cingulate cortex, sg=subgenual, d=dorsal; †p<.10
* p<.05, ** p<.01, *** p<.001, a 상관계수, b 성별과 교육연한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

연령을 제곱한 값(Age2)와 대사량의 상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저하되는지를

횡단적으로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단순

회귀모형을 통해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서 관찰된 첫 번째 뇌영상 자료와

연령을 제곱한 값의 상관이 유의한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연령을 제곱한

값이 성별과 교육연한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각 ROI의 대사량을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을 제곱한 값은 측두두정 접합부의 대사량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54, p<.05). 성별과

교육 연한을 통제한 부분상관에서는 연령을 제곱한 값과 좌측

상두정소엽(r=-.308, p<.05), 우측 전두극피질(r=.263, p<.05), 그리고

측두두정 접합부(r=-.284, p<.05)의 대사량 간 유의한 부적상관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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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량과 인지 기능 감퇴의 기울기 간 상관

우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지기능이 실제로 감퇴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DRS 총점과 K-DRS 기억점수에 대한 노화의 무선

효과 분석이 선행되었다. 대사량의 종단적 감퇴를 검증했을 때와

동일하게 lme4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K-DRS 총점과 기억점수 모두

시간이 지나도 유의하게 감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0.081, p>.05;

t=-0.225, p>.05). 이를 통해 몇몇 노인의 인지기능은 연구 참여 기간

동안 감퇴하였지만, 일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인지기능을 잘 유지

하였으며, 또 다른 노인들의 인지기능은 약간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영역에서의 대사량 감퇴 폭이 크지 않았던 노인은

인지기능이 유지되거나 연습효과로 인해 상승한 반면, 대사량이 큰

폭으로 감퇴한 노인의 인지기능은 저하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 후,

이러한 인지기능 변화의 개인차가 실제로 대사량 감퇴와 연관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ROI의 대사량 감퇴와 인지기능 변화의 기울기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이때, 연령과 성별, 교육 연한의 효과는 통제되었다.

그 결과 우측 전두안와피질의 대사량 감퇴는 K-DRS 기억점수의 변화와

정적 상관을 가졌으며(r=.291, p<.05), 우측 전두극피질의 대사량 감퇴는

K-DRS 총점 및 기억점수 모두의 변화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320, p<.05; r=.281, p<.05). 측두두정 접합부의 대사량 감퇴

역시 K-DRS 총점 및 기억점수에 대한 독립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r=.335, p<.01, r=.348, p<.01).

추가적으로, 다중 검정(multiple comparison)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FDR(false discovery rate) 보정을 실시하여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우측 전두극피질과 K-DRS 총점의

종단적 관계가 p<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두두정

접합부의 대사량 감퇴와 K-DRS 총점 및 기억점수의 변화 간 상관 역시

각각 FDR를 보정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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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ROI별 대사량과 인지기능 변화의 기울기 간 부분상관계수

△Brain region △K-DRS total △K-DRS memory

M sgACC -.078 .050

R insula -.008 .069

R orbitofrontal cortex .214 .291*

M dACC -.074 -.049

M thalamus -.111 -.089

L orbitofrontal cortex .014 .243

M posterior cingulate -.037 -.038

L superior parietal lobule .101 .178

R frontopolar cortex .320*a .281*

L temporoparietal junction .335**a .348**a

주. L=left, R=right, M=middle, ACC=anterior cingulate cortex, sg=subgenual, d=dorsal; * p<.05,

** p<.01, *** p<.001, a=one-tail FDR correction

대사량 감퇴의 기울기와 인지기능 변화의 기울기 간 상관을 조절하는

인지 예비능으로서의 교육 연한

대사량 감퇴의 기울기와 인지기능 변화의 기울기 간 유의한 상관이

관찰된 다섯 가지 경우에 한해서, 교육 수준이 이러한 상관을 조절하는

인지 보유고로서 기능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DRS 기억 점수와 좌측 측두두정 접합부

대사량의 종단적 감퇴간 상관을 교육 연한이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69, p<.05). 즉, 교육을 더 많이 받았을수록 좌측

측두두정 접합부의 대사량 감퇴가 기억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완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12년 미만의 정규 교육을 받은 노인은 집단 0으로, 12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받은 노인은 집단 1로 나누어 측두두정 접합부의

대사량 감퇴와 기억기능 변화의 상관을 그림 5에 집단 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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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우측 전두극피질의 위계적 회귀모형. 해당 영역에서의 대사량 감퇴와 인지
기능 변화의 종단적 상관에 대한 교육의 보호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S.E) p (S.E) p (S.E) p

a) Predicting slope of decline in K-DRS total score

Age -.099(.130) .447 -.008(.142) .953 -.006(.142) .966

Sex .025(.386) .948 .297(.409) .471 .293(.412) .480

Metabolic slope .358(.139) .013 .350(.142) .017

Education -.113(.136) .409 -.119(.138) .392

Metabolic slope
* Education

-.045(.125) .722

R2 .01 .118 .120

R2 Change .010 .108 .002

F Change .309 3.539 .128

b) Predicting slope of decline in K-DRS memory score

Age -.242(.126) .059 -.141(.139) .317 -.128(.136) .350

Sex -.472(.374) .212 -.187(.402) .644 -.208(.393) .600

Metabolic slope .306(.137) .030 .264(.136) .057

Education -.029(.133) .828 -.060(.131) .649

Metabolic slope
* Education -.233(.119) .056

R2 .073 .146 .200

R2 Change .073 .073 .054

F Change 2.360 .2.492 3.815

주. * p<.05, ** p<.01, *** p<.001

이 밖에 다른 모형에서는 교육 수준의 보호효과가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예컨대 우측 전두안와피질의 대사량 감퇴 역시

K-DRS 기억 기능의 변화를 예측하였지만(β=.285, p<.05), 이러한

상관이 교육 연한에 의해서 조절되지는 않았다. K-DRS 총점 변화의

경우, 모델 2에서 우측 전두극피질(β=.358, p<.05)과 측두두정

접합부(β=.378, p<.05) 대사량 감퇴의 주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교육의 조절효과는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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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우측 전두안와피질의 위계적 회귀모형. 해당 영역에서의 대사량 감퇴와 인
지기능 변화의 종단적 상관에 대한 교육의 보호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S.E) p (S.E) p (S.E) p

a) Predicting slope of decline in K-DRS memory score

Age -.242(.126) .059 -.213(.131) .111 -.209(.133) .122

Sex -.472(.374) .212 -.379(.382) .324 -.370(.396) .342

Metabolic slope .285(.123) .024 .285(.124) .025

Education -.027(.133) .838 -.013(.143) .929

Metabolic slope
* Education

-.039(.134) .773

R2 .073 .151 .153

R2 Change .073 .078 .001

F Change 2.360 2.679 .084

표 10. 좌측 측두두정 접합부의 위계적 회귀모형. 해당 영역에서의 대사량 감퇴와
인지기능 변화의 종단적 상관에 대한 교육의 보호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S.E) p (S.E) p (S.E) p

a) Predicting slope of decline in K-DRS total score

Age -.099(.130) .447 -.346(.748) .968 .021(.145) .887

Sex .025(.386) .948 .185(.394) .640 .197(.397) .621

Metabolic slope .374(.138) .009 .378(.139) .009

Education -.137(136) .316 -.140(.136) .310

Metabolic slope
* Education -.079(.131) ,546

R2 .010 .128 .133

R2 Change .010 .118 .006

F Change .309 3.908* .369

Model 1 Model 2 Model 3

(S.E) p (S.E) p (S.E) p

b) Predicting slope of decline in K-DRS memory score

Age -.242(.126) .059 -.107(.137) .437 -.057(.135) .675

Sex -.472(.374) .212 -.246(.381) .521 -.204(.369) .582

Metabolic slope .378(.133) .006 .391(.129) .004

Education -.057(.131) .665 -.066(.127) .603

Metabolic slope
* Education

-.269(.122) .031

R2 .073 .186 .250

R2 Change .073 .113 .064

F Change 2.360 4.012* 4.883*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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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교육 연한의 보호효과. 전두측두 접합부의 대사량 감퇴와 기억기능 변화의 상
관을 조절함. 그룹 0는 12년 미만의 교육을 받은 노인 집단. 그룹 1은 12년 이상의 교육
을 받은 노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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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상 노인들이 노화함에 따라 대뇌 포도당 대사량의

감퇴가 뇌의 어느 영역에서 나타나는지를 규명한 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감퇴의 폭이 더욱 가파르게 변하는 가속화 현상이 관찰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대사량의 감퇴가 인지기능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으며 대사량의 감퇴와 인지기능의 변화 간 유의한

상관이 인지 예비능의 지표로 꼽히는 교육 수준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사량의 종단적 감퇴는 전두엽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외측 상두정엽과 측두두정

접합부의 국소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우측 전두극피질과 좌측

측두두정 접합부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량 값이 보다 큰 폭으로

감소되는 신경퇴화의 가속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나아가 우측

전두극피질에서의 대사량 감퇴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변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좌측 측두두정 접합부의 대사량 감퇴는 전반적

인지기능 및 기억기능의 변화 모두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좌측 측두두정 접합부와 기억기능의 종단적 관계는 교육

연한에 의해서 조절되었다.

1. 노화에 따른 대사량의 감퇴와 후입선출(Last-in, first-out) 가설

대사량의 종단적 감퇴는 전두안와피질, 전대상피질, 전두극피질,

그리고 전두엽과 근접한 우측 섬엽 등, 전두엽 영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전두엽과 밀접한 기능적 관계를 맺고 있는 시상에서도

관찰되었다. 좌외측 상두정소엽과 측두두정 접합부의 대사량도

감퇴되었는데 이 영역들은 구조적으로 노화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바

있는 연합 피질에 속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측두두정 접합부는 치매에도

취약하다고 알려진 바 있다(Herholz, 2010; Mosconi et al., 2009).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전두엽뿐 아니라 측두두정 접합부 그리고 후대상

피질에서도 대사량의 저하가 관찰되었다는 사실은, 노화의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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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밀접히 관계되었다고 알려진 영역에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화와 치매의 매커니즘이 서로 구분될 수 있다는 일부

문헌들의 주장은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치매의 발병이나

CSF tau의 축적과 상관이 깊다고 알려진 측두두정 영역들은 보통

해마나 내후각피질(entorhinal cortex), 쐐기앞소엽 등 뇌의 내측

부분들을 지칭하지만(Fjell et al., 2010), 본 연구에서 노화에 따른

감퇴가 나타난 측두두정 접합부의 ROI는 보다 외측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외측 전두엽과 전측 섬엽, 그리고 시상을 중심으로 대사량의

감퇴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노화의 후입선출 가설을 지지하는

신경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 흔히 retrogenesis 가설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가설은 뇌가 성숙하는 과정과 반대되는 순서로

신경퇴화가 발생한다는 논지를 중심으로, 연합 피질이나

신선조체(neostriatum), 내측 안와 전두피질 영역과 같이 계통

발생학적으로(phylogenetically) 나중에 발달한 뇌의 영역이 보다 일찍

성숙한 영역보다 노화의 영향에 한층 더 취약함을 주장한다(Fjell et al.,

2014; Head et al., 2009; Raz, 2005). 즉, 뇌의 손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ㅡ예컨대, 대사량의 감퇴, 회백질의 위축, 피질 두께의 감소

등ㅡ이 뇌 발달의 과정과 역순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일찍 발달하는 후두엽이나 감각피질에서는 노화에 따른

현저한 회백질 부피의 위축이 관찰되지 않지만, 늦게 발달하는 내측

안와전두피질이나 전두극피질에서는 상당한 위축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Tamnes et al., 2012). 또한 뇌 발달 상 일찍 수초화되는 섬유는

후기 발달과정에서 수초화되는 섬유보다 더욱 견고(robust)하기 때문에,

뇌 질환이나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으로 인한 퇴행이나 손상에 덜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Brickman et al., 2012). 한편,

발달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뇌의 영역들이 대부분 인류 진화의

과정에서 급격하게 팽창한 영역과 일치한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뇌화(encephalization)가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영역이 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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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Hill et al., 2010).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안와전두피질이나 전대상피질, 상외측 두정엽 등

가장 많이 진화한 영역이면서 동시에 가장 늦게 발달한 영역들에서

노화에 따른 대사량 감퇴가 발견된 본 연구의 결과는, 뇌의 구조적

측면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던 뇌 노화의 후입선출 패턴을 포도당

대사량이라는 새로운 뇌의 양상(modality)을 통해 종단적으로 재확인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노화에 따른 대사량의 감퇴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한편, 노화와 구조적 기능적으로 관련된 영역들이 대부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중첩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는데(Damoiseaux et al., 2008; Snyder & Raichle, 2012) 본 연구에서

대사량의 감퇴가 나타난 전두극피질, 중전두회, 내측 전전두엽,

전대상피질, 후대상피질, 그리고 상두정소엽 역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뇌의 핵심 영역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뇌 포도당 대사량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관계는 호기적

해당 작용(aerobic glycolysis)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영역을 중심으로

국소적으로 증가한다는 발견을 통해 일찍이 규명된 바 있다(Bullmore &

Sporns, 2012; Vaishinavi et al., 2010). 이러한 상관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각기 다른 인지 영역에 관여하는 수많은 기능적 연결망들을

이어주는 일종의 허브(hub)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uckner et al., 2009; van den Heuvel & Sporns, 2013).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뇌 영역들은 다른 뇌 영역들과 유독

더 많이 연결되어 정보 공유의 중추가 되고, 또 영역들 간에 원활한

기능적 균형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중재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높은 시냅스 활동성과 대사작용을 보인다는 것이다(Cirrito et al., 2005;

Liang et al., 2013). 기능적 매개 중심성(betweenness-centrality)이 큰

영역에서 높은 포도당 대사량이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 역시 이 점을

지지한다(Tomasi et al., 2013). 이처럼 허브는 다양한 뇌의 노드(nod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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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기저수준에서 요구되는 뇌의

활동량이 지나치게 높아 노년기에는 다른 영역들에 비해 병리적인

변화에 특히 취약해진다(Buckner et al., 2009). 실제로 치매의 대표적인

위험요인인 아밀로이드는 허브 영역을 중심으로 축적된다(Cirrito et al.,

2005; Brody et al., 2008). 결론적으로, 대사량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속하는 뇌의 여러 영역에서 종단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대뇌 포도당 대사량이 기능적 연결의 밀도(densitiy)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노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주장한 여러 선행논문의 지지적

증거가 될 수 있다.

3. 횡단분석 결과와의 차이: 후대상피질과 연령효과를 중심으로

대응 표본 t-검증 결과, 후대상피질의 대사량이 종단적으로 감퇴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건강한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비임상

집단의 노인들에서는 연령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모순된 결과가 연구 설계 및 통계적 분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횡단 자료만을 통해 도출된 변화에 관한 추정치는 실제 변화량에 비해

과소 추정된다(Ngberg et al., 2010), 따라서, 현재까지 FDG-PET을

이용하여 연령 효과가 대사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선행논문들이

후대상 피질에서의 유의한 대사량 감소를 포착하는데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후대상피질의 대사량 감퇴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전

임상단계에도 빈번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참여자 중, 치매의 전구기 단계(prodromal AD)에 해당하는

피험자가 존재했을 수 있다. 특히 치매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서

꼽히는 APOE 4나 A의 존재가 후대상피질에서의 낮은 대사량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Lowe et al., 2014),

florbetapir-PET 촬영을 통해 아밀로이드 침착의 여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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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응 표본 t-검정이나 무선효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대사량의 종단적 변화와 연령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대사량의

감소 패턴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종단적으로

대사량이 감퇴한다고 나타난 9개의 ROI 중에서, 연령과의 단순상관이

유의했던 영역은 좌측 측두두정 접합부 영역이 유일하였기 때문이다.

우측 섬엽과 배측 전대상피질, 좌측 상두정엽에서는 경향성만이

관찰되었다. 성별과 교육연한을 통재한 부분상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섬엽, 좌측 상두정엽, 좌측 전두극피질, 그리고 좌측 측두두정 접합부 등

4개의 ROI에서 연령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횡단분석을 실시했을 시,

종단적인 연령의 효과가 상쇄되거나 혹은 변화량이 줄어든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Fjell et al., 2012; Nyberg et al., 2010).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변화의 개인 간 변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종단적으로 진행되는 개인 내 변화의 변산은 횡단 분석의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횡단 분석은 모든 사람들의 변화의 기울기나

속도가 동일하다는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선행 논문들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노화의 부정적 효과는 각

연령대에서 이질적으로 나타난다. 즉 노화에 따른 신경퇴화의 기울기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변산이 종단 분석에서는 반영 되지만,

횡단 분석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변화의 방향은

일치하지만 기울기 간 변산이 클수록, 다시 말해 소수의 집단에서

연령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종단적인 변화량은 더욱 커지지만, 횡단

분석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퇴의 기울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유사한 강도로

나타나지 않는 뇌 영역일수록 횡단적 분석결과와 종단적 분석결과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4.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가 나타난 영역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를 반영하는 노화와 연령의 상호작용항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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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극피질과 좌측 측두두정 접합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 중에서도 더 나이가 많은 노인일수록 해당 뇌 영역에서 더 큰

대사량의 감소 폭을 보였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내측 전두엽과 전대상피질에서는 선형적인 회백질 위축이 나타났지만,

상전두회 등에서는 비선형적인 위축이 관찰되었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Schuff et al., 2012). 그러나 신경퇴화의 가속화 현상은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Pfefferbaum

등(2013)의 연구에서는 전대상피질, 후대상피질, 섬엽, 시상 등의

영역에서도 구조적 위축의 가속화가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피질두께

변화의 패턴을 연구한 한 논문에서는 오히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전두엽이나 전대상피질의 두께 감소가 둔화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Storsve et al., 2014). 종합해보면, 어떤 뇌영상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또 어떤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가

결론을 도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 참여자가

노인만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가속화 현상이 나타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20대부터 90대까지의 광범위한 연령대를

관찰 할 경우에는, 극명한 세대 간 차이로 인해 감퇴의 기울기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쉽지만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할 경우에는, 노인 간 기울기의 변산이 적어 가속화가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경 퇴화의 가속화는 비교적 최근에야 연구되기 시작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층적으로

해석된 바가 없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리는 한 가지

결론은, 신경퇴화의 가속화가 노화에 대한 취약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노화와 연령의 상호작용항만을 살펴본다면, 감퇴가

시작되는 시점이 단순히 늦은 것인지 아니면 감퇴의 양상이 노화에 따라

보다 병리적인 측면으로 전환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두

개념의 차이는 그림 6과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서 노화에 따라 대사량이 감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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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규명한 다음에 해당 영역에서 감퇴의 가속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그림 6의 오른쪽 도식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뇌의 영역을 찾고자 하였다. 이는 단지 노화와 연령의

상호작용만을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부여한다.

말하자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취약성이 점진적으로 누적 또는 악화된

영역을 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6. 연령과 노화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 두 가지 도식. 신경 퇴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늦은 상호작용효과(왼쪽)와 감퇴의 양상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병리적인 측면으로 전환되는 상호작용효과(오른쪽).

전두극피질에서 나타난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는 K-DRS의 총점

변화의 기울기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전두극피질의

대사량이 큰 폭으로 감퇴되었을수록, K-DRS의 총점 역시 감퇴되는

경향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에는 연구에서

분석된 전두극피질의 ROI가 구조적으로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상위부분이면서 상전두회(superior frontal gyrus) 영역에 가깝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해당 영역은 작업기억(du Boisgueheneuc

et al., 2006), 주의(Fox et al., 2006), 집행기능(Gunning-Dixon & Raz,

2003), 언어적 표현의 착수(initiation), 억제 및 전략 생성(Robinson et

al., 2015), 충동적 반응의 순행 통제(Hu, Ide, Zhang, & Li, 2016) 등에

관여하는 대표적 영역으로서 알려져 있다. 한편, K-DRS 총점(144점)을

산출하는데 포함되는 소검사의 점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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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39점), 관리기능(37점), 그리고 주의(37점)이다. 특히 관리기능의

경우에는 반응의 착수와 보속을 중점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사실은

전두극피질에서 주로 담당하는 인지영역인 집행기능이 K-DRS 총점을

통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같은 이유로 전두극피질

영역의 대사량의 감퇴가 K-DRS 총점의 감퇴간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측두두정 접합부에서 나타난 대사량 감퇴의 가속화는 K-DRS

총점의 변화 및 기억 기능의 변화와 각각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조합점수인 K-DRS 총점을 이루는 다양한 인지영역 중에서도 특히

측두두정 접합부는 주의, 반응의 착수 및 보속, 그리고 기억기능과

연관된다. 이 영역은 하두정소엽(inferior parietal lobule)의 모이랑

(angular gyrus) 및 모서리위이랑(supramarginal gyrus)과 함께 배측

주의의 네트워크(dorsal attentional network)를 이루면서 주의

할당과(Uncapher & Wagner, 2009) 예측 오류(Scalf, Ahn, Beck, &

Lleras, 2014) 등에 긴밀하게 관여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Simon, Gomez, Nadel, & Scalf (2017)은, 이전의 경험과 선행 정보를

통해 예측된 바와 다른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측두두정 접합부가

활성화되며, 이런 활성화는 기억의 공고화에 일조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병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전측 흑두두정 접합부는 의미론적 처리를 담당하고 후측 부분은

기억의 회상에 필요한 언어적 인출 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Gesierich et al., 2011). 이러한 문헌들을 고려하면 측두두정

접합부의 변화와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기억 기능의 변화 간 종단적

상관을 관찰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억과 주의의 뇌 표지자로서 측두두정

접합부를 꼽은 선행 논문들을 지지하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5. 대사량 감퇴와 인지기능 변화의 관계를 조절하는 교육

본 연구는 측두두정 접합부 영역에서의 대사량 감퇴와 기억기능

변화 간 나타난 상관은 교육 연한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인지 예비능의 종단적 보호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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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육을 많이 받았을수록 측두두정 접합부의 대사량 감퇴가 야기하는

기억기능의 손상이 완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노화로 인한 대사량의

감퇴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높은 교육 경험이 이러한

병리적인 변화가 실제적인 임상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렇듯 고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해당 영역의

대사량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억검사에서 안정적인 수행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치매 병리에 저항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신경 기제를 지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교육적 성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노인들에게서는 대사량의 감퇴가 곧장 기억 점수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사량의 감퇴라는 병리적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신경자원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의 조절효과가 인지기능의

변화량을 유의하게 예측하기는 하였지만 그 설명량이 약 6.4%에 해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임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우측 전두극피질과 K-DRS 총점의 종단적 변화간 상관을

조절하는 교육의 효과 역시 유의수준에 근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β=.233, p=.056) 대사량의 감퇴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를 완충시키는

교육의 보호효과가 비교적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ern(2016)에 따르면, 인지 예비능 가설은 본래 인간의

생활양식이나 인지적 행동의 일부 측면이 나이가 들수록 직면하게 되는

부정적 변화를 완화시킨다는 기본 가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그는 인지

예비능의 존재와 이것이 발현되는 매커니즘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추적

관찰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측정이 가능한 확실한 뇌의

변화가 존재할 때 인지 예비능이 어떻게 보다 성공적인 인지 노화로

이어지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지 예비능을 주제로 진행된 대부분의 종단

연구는 신경병리적 변인은 모델에서 배제한 채, 높은 인지 예비능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낮은 인지 예비능을 가진 집단 간에 나타나는 인지

감퇴의 기울기를 비교함으로써 그 보호효과를 살펴보았다(Bosma, van



- 48 -

Boxtel, Ponds, Houx, & Jolles, 2003; Manly, Touradji, Tang, & Stern,

2003; Wang, Xu & Pei, 2012). 다시 말해, 신경 병리의 변화와 임상적

징후 발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인지 예비능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

아니라, 인지 예비능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눈 후, 인지 예비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 기능이 덜 손상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예컨대

고교육 집단과 저교육 집단을 나누어 3년 동안 그들의 스트룹

검사(stroop task) 및 간이인지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점수를 추적한 Bosma 등(2003)은 고교육 집단이 더 낮은

감소폭을 보인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인지 예비능이 종단적인 인지감퇴에

대한 보호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찰되는 인지 감퇴의 궤적이 고교육 집단과 저교육

집단간에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Early et

al., 2013; Piccinin et al., 2013; Zahodne et al.,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뇌의 병리를

대표하는 대사량과 인지기능의 변화 간 상관을 조절하는 교육 연한의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Stern(2016)의 모델에 보다 충실한 분석을

행했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분 용적 효과(partial

volume effect; PVE)이다. 부분 용적 효과란, FDG-PET의 한정된

분해능에 의해 표적 화소의 주변 신호가 손실되어 이미지가 흐리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스캐너의 반치폭(FWHM)보다 2배 이상

작은 영역의 기능적 활동성을 측정하거나, 구조적 위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사량을 측정할 때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회백질 위축의

영향을 제거하면, 노화에 따른 대사량의 유의한 감퇴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Ibanez et al., 2004; Yanase et

al., 2005). 하지만 부분 용적 효과를 보정(partial volume correction;

PVC)한 후에도 노화와 관련된 대사량의 감소가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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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Kalpouzos et al., 2009a; Knopman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대사량의 종단적 감퇴가 단순히 회백질의 위축에 따른

부차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유보해야 할 것이다. 추후

분석에서는 PET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공간 해상도가 뛰어난

자기공명영상 자료와 공정합(coregistrate)하여 부분 용적 효과를 보정한

후에도 본 연구에서 발견된 탐색적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한 노인을 선별할 때 APOE 4나 A의 축적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로 인해 선행 논문들의 결과와는

달리 후대상피질에서 유의한 대사량 감퇴가 관찰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뇌영상 양식을 이용하여,

인지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AD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의 대사량 감퇴의 패턴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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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ose Metabolism and Cognition

: A Longitudinal FDG PE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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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ts inception in 1970s,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scanning using 2-[18F] fluoro-2-deoxy-D-glucose(FDG) tracer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Alzheimer’s disease(AD) research. A wealth

of FDG-PET studies have revealed that AD patients show a peculiar

pattern of hypometabolism in posterior cingulate cortex, precuneus,

and medial temporal lobes, thus contributing to the identification of

AD-vulnerable regions that are predictive of conversion to AD.

However, less studies have been done to elucidate the trajectory of

normal aging-associated metabolic deterioration that is responsible for

the late-life cognitive decline. Furthermore, based on the premises

that the magnitude of aging-related change is highly heterogeneous

across each age span, researchers have recently started to explore the

acceleration of neural degradation with different modalities of imaging

technique; nonetheless, none of the FDG-PET study was don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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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the acceleration of metabolic decline.

Hence we herein conducted a longitudinal PET study, with the

purport of finding brain regions that exhibit aging-related metabolic

change. Furthermore, we investigated if the degree of change varies

with age, expecting to observe the late-life acceleration of metabolic

decline. Then we examined if such metabolic trajectory can explain

cognitive decline. Lastly, we also investigated the role of education in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bolism decrease and

cognitive aging, testing the cognitive reserve hypothesis.

As a result, longitudinal decline of metabolic rate was observed

in a wide range of frontal area and some of temporal and parietal

lobes. Accelerated decline of metabolism, in particular, was exhibited

in the right frontopolar cortex and left temporo-parietal junction.

They were both correlated with global cognitive change measured

with K-DRS total score. However, only the temporoparietal metabolic

reduction explained memory decline over time and such relationship

was moderated by education. In other words, the elderly who had

relatively less education showed exacerbated memory function due to

the metabolic deterioration in temporo-parietal junction, while the

highly educated elderly maintained the memory function despite the

metabolic decline in temporo-parietal jun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neural mechanism underlying the

senile cognitive decline is a longitudinal decline of the metabolic rate

in the frontal and temporo-parietal regions. Furthermore, this study

has clinical implications in that it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

protective effect of cognitive reserve in delaying the cognitive decline

in the face of pathologic metabolic deterio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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