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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을 호소하는 노인의 증가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놀랄 만하다. 2021년 우리나라 인구의 16.5 퍼센트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4년 안에 한국은 노인 인구의 비중

이 20 퍼센트 이상인 일본, 이탈리아, 핀란드 등과 같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통계청, 2022).  

 

한국에서는 유달리 홀로 사는 노인이 많다. 총 노인 인구의 35.1 퍼센트인 1.6백만 명이 

독거노인이며 (통계청, 2021), 만 70세 이상 노령층의 경우 인구의 반절 (44%)이 홀로 살

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같은 연령층에서 오직 16 퍼센트만이 1인 가구임을 감안할 때 

(Ausubel, 2020), 한국의 독거노인 비율은 지나칠 정도로 높다. 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7년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수는 두 배

로 뛰어 3.3백만 명의 노인이 혼자 삶을 꾸려나가게 된다 (통계청, 2020).  

Eunsoo Choi, Ph.D., 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화적 맥락이 사람

들의 정서, 인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사

회의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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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과 함께 홀로 사는 삶이 노인의 삶에 스며들었다. 요즘에야 “1인 가구”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이 

가장 보편적인 가정의 형태였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맞이하며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

를 맞이하였고, 가정의 형태 또한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의 

부모를 두고 교육과 직장을 위해 도시로 떠났고,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대가족

은 해체되어 핵가족으로 대체되었고, 노인들은 점차 홀로 사는 삶에 익숙해졌다. 최근 급

증한 노년층의 황혼 이혼 또한 노인 1인 가구 수를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Jung, 

2022). 요약하자면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과 규범의 변화가 얽히고설켜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막대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모두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

려 고군분투하고 있다. 

 

문제는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자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퍼지며 사

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는 노년기 우울의 주요 원인이 외로움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Lee et al., 2021).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글은 외로움이 노년기의 

웰빙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타인과의 관계가 노년기의 정신적 건

강을 유지하는 중요 요인임을 밝히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이어서 노년기 외로

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제안하겠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악영향 

 

사회적 고립을 느끼면서도 다양한 사회 활동을 이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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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이 꼭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홀로 사는 노인들은 은퇴 이후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에 사회적 고립의 영향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사회적 연결망과 상호작용의 부재로 정의되는 사회적 고립은 수많은 악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고립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밝히는 연구 또한 무수히 많다. 외

로움은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 염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지어는 이른 죽음을 맞이

하게 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최근의 메타 연구에서 70개 연구에 걸쳐 총 3.4백만 명

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였을 때 사회적 고립을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 퍼센트 더 높았다 (Holt-Lunstad et al., 2015). 이러한 사회

적 고립의 악영향은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발현되기에 (Caspi et al., 2006) 

사회적 고립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요 위험 요소이다.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로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는 외로움이다. 외로움이

란 개인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와 실제 사회적 관계 사이의 간극으로 발생하는 정서적, 

인지적 불만족을 이른다 (Perlman & Peplau, 1984). 외로움은 우울함이나 불안과 같은 정

서적 어려움 (Cacioppo et al., 2006), 노년기 인지 능력의 저하 (Donavan et al., 2015)와 관

련이 있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타인과의 관계는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우울함

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놀랍지 않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의 사회성이 개인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여겨 왔다. 예를 들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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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관계측정이론 (Sociometer Theory; Leary & Baumeister, 2000)에 따르면 집단에 속하는 

것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 의해 긍

정되거나 부정당하는 정도를 반영하고 알리는 내부 신호 체계로 자존감을 이용한다. 즉 

자존감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지각보다는 타인이 자신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존감의 저하, 자기 가

치의 부정과 같은 우울함의 주요 증상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 관계 – 노년기 외로움의 해독제 

 

외로움의 천연 치료제는 타인과의 관계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

지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이 노인에게 특히 중요하다. 얼핏 보기에는 사회

적 지지가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 젊은이들의 웰빙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의 규모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Tornstam, 1997), 사회적 관계의 절대적인 양이 그 중요성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또한 젊은이보다 노인에게 사회적 참여와 연결감이 더 중요할 만한 여러 요인이 존재한

다. 

 

첫째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더욱 큰 도움이 된다. 나이듦은 필연

적으로 신체 능력의 저하, 일상생활의 제약, 경제적 어려움, 질병 및 죽음으로 인한 가까

운 관계의 상실 등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 요인을 수반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청

년보다 더 폭넓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에게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둘째로 노인은 청년과 달리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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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느낄 수 있다. 로라 카스텐슨의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Carstensen, 1991)에 따르면 노인과 청년은 남은 삶의 기간에 대한 인식

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노인들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미래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지금, 여기의 경험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현재 지향적인 사고방식은 미래를 위해 부정적인 경험을 견디기보다는 지

금 당장의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유지하려는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 긍정적인 정서 경험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정서 경험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원천으로 기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자신을 지지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돕는 긴밀

한 관계가 삶의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 

 

노인에게 더욱 중요한 긍정적인 관계의 힘 

 

몇 년 전, 필자는 앞서 소개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인을 대상으

로 동료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Choi et al., 2018). 타인과의 연결감과 가까운 관계

의 지지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지 조사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고, 이를 위해 

20세부터 69세까지를 아우르는 두 집단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친구, 가족 등의 가까

운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얻는다고 느끼는 정도)와 신체적 건강 (삶의 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데 자주 쓰이는 지표)의 관련성을 분석해보았다. 결과는 극명했다. 지각된 사회

적 지지는 청년보다 노인의 신체적 건강을 더 잘 예측했다. 50대 후반을 넘긴 사람들에

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40대에게는 그 영향이 감소하였고, 

20대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신체적 상태 간의 관계가 거의 사라졌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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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나이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신체적 건강의 관계  

 

 

주. -1 SD 나이 = 28.11세, 평균 나이 = 43.22세, +1 SD 나이 = 57.83세. “젊은이보다 노인

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와 신체적 건강의 관련성: 한국 성인 종단 연구”

에서 발췌, E. Choi, Y. Kwon, M. Lee, J. Choi, & I. Choi, 2018, Frontiers in Psychology, 9(3), 

p.6. 허가 하에 전재함. 

 

노년기에 긍정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우호성 (agreeableness)”이

라는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우호성은 협동과 용서를 촉진하고 

분쟁을 회피하는 태도 등과 관련이 있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

는 성격의 한 측면으로 알려져 있다. 대개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 간 갈등이 있을 

때 보다 적응성 있는 대처 방안을 선택하여 사회적 삶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 흥

미롭게도 우호성과 행복의 비례 관계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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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웰빙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는 나이와 웰빙은 U자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필자와 동료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이 관계는 우호성에 의해 달라졌다. 많은 사

람이 청년보다 노인이 더 불행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연구가 반대

의 경향을 밝히고 있다. 젊은 시절 하면 으레 떠오르는 장밋빛 이미지와는 달리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는 50세 이후에 웰빙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Stone 

et al., 2010). 필자가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14세부터 75세까지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대규모 연구 (표본크기 = 10,456)에서도 나이가 들며 웰빙이 증가하는 패턴이 동

일하게 나타났다 (Kim et al., 2022).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노인이 젊은이들보다 삶의 만족

감을 더 크게 느끼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 (그림 2). 

 

그림 2 

 

연령에 따른 웰빙 (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정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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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이 나이와 웰빙의 U자형 관계는 개인의 우호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평

균보다 우호성이 높은 노인들은 청년보다 행복했지만, 평균보다 우호성이 낮은 노인들은 

청년보다 행복하지 않았다 (그림 3). 즉 원만하고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성향을 지녀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노인들만이 청년과 동등하거나 그 이

상의 행복을 누렸다. 이는 삶의 후기 단계에서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경

험이 행복한 삶을 사는 핵심 요소임을 재차 강조하는 결과이다. 

 

그림 3 

 

연령과 웰빙 (삶의 만족도 및 긍정-부정 정서)의 관계를 조절하는 우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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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여 촉진을 통한 노년기 정신 건강의 회복 

 

다만 노인들은 소속, 소통 등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 친구, 

친척, 배우자 등 가까운 사람의 죽음, 건강의 악화, 연령주의적 사회 분위기, 직장에서의 

은퇴 등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노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 특히 

퇴직은 사회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앗아가며, 이는 웰빙과 건강 유지의 어려움으로 직결

된다. 그러나 다행히 직장을 통해서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미, 운동, 

종교와 같이 일과 관계없는 모임을 통해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은퇴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조기 사망할 위험이 낮았고 더 건강했

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Steffens et al., 2016).  

 

한국의 노인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노후보장패널 (KReI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에서 60세 이상 4,751명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필자와 동료 연구자

들의 분석 결과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참여가 우울함과 같은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는 주

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Choi et al., 2021). 자원봉사, 기부 및 사회적 모임 (취미, 스포츠, 

지역사회, 시민사회, 정치, 종교, 학업 모임 등) 활동에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참가한 경험

은 현저히 낮은 우울 증상 발현 확률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상기 활동에 참여한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은 더욱 낮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심리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활동을 할수록 여러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기회는 

많아지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할 확률 또한 자연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우울함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완충재라고 알려져 있다. 일

반적으로 지각된 정서적인 지지는 도구적 지지 (돈, 시간, 노동 등 물질적 도움)보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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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건강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노인의 사회적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 도구

적 지지는 자율성을 침해하고 무기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정서적 지지는 우울함 예방에 

일관적으로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집단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노인들

은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정체감을 되찾고,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 (Lemon et al., 1972). 

 

본 글에서 소개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노인들 또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생기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기

억해야 한다. 사회 참여를 통해 획득한 관계는 대체로 가족이나 친척 같은 혈연관계보다 

덜 끈끈한 관계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러한 관계는 정서적으로 충만한 경험을 제공하

는 지지 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은퇴 이후 다양한 집단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

성하는 일은 분명히 가능하고, 이는 노인들에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족감을 제공

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노인들의 웰빙을 위해 기존의 긴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

회 정서적 선택 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계

를 찾고, 형성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현대의 노인들은 비슷한 삶의 목

표와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러

한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인에게는 사회적 관계

가, 사람이 필요하다. 



11 

Ausubel, J. (2020). Older people are more likely to live alone in the U.S. than elsewhere in the world. Pew Research Center. https://www.
pewresearch.org/fact-tank/2020/03/10/older-people-are-more-likely-to-live-alone-in-the-u-s-than-elsewhere-in-the-world/

Cacioppo, J. T., Hughes, M. E., Waite, L. J., Hawkley, L. C., & Thisted, R. A. (2006). Loneliness as a specific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Psychology and Aging, 21(1), 140–151. https://doi.org/10.1037/0882-
7974.21.1.140

Carstensen, L. L. (1991). Selective theory: Social activity in life-span context. In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 11, 
pp. 195–217). Springer Publishing Company.

Caspi, A., Harrington, H., Moffitt, T. E., Milne, B. J., & Poulton, R. (2006). Socially isolated children 20 years later: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0(8), 805–811. https://doi.org/10.1001/archpedi.160.8.805

Choi, E., Han, K.-M., Chang, J., Lee, Y. J., Choi, K. W., Han, C., & Ham, B.-J. (2021). Social particip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Emotional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37, 589–596. 
https://doi.org/10.1016/j.jpsychires.2020.10.043

Choi, E., Kwon, Y., Lee, M., Choi, J., & Choi, I. (2018). Social relatedness and physical health are more strongly related in older than 
younger adults: Findings from the Korean adult longitudinal study. Frontiers in Psychology, 9(3). https://www.frontiersin.org/
article/10.3389/fpsyg.2018.00003

Donovan, N. J., Hsu, D. C., Dagley, A. S., Schultz, A. P., Amariglio, R. E., Mormino, E. C., Okereke, O. I., Rentz, D. M., Johnson, K. A., 
Sperling, R. A., & Marshall, G. A. (2015). Depressive symptoms and biomarkers of alzheimer’s disease in cognitively normal 
older adults.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46(1), 63–73. https://doi.org/10.3233/JAD-142940

Holt-Lunstad, J., Smith, T. B., Baker, M., Harris, T., & Stephenson, D.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 227–237. https://doi.org/10.1177/1745691614568352

Jung, M. (2022, March 17). More Koreans end marriage at older age: Data. The Korea Herald. http://www.koreaherald.com/ 
view.php?ud=20220317000684

Kim, J., Choi, E., Kim, N., & Choi, I. (2022). Older people are not always happier than younger people: The moderating role of personalit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2, pp. 1–62).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0)80003-9

Lee, S. L., Pearce, E., Ajnakina, O., Johnson, S., Lewis, G., Mann, F., Pitman, A., Solmi, F., Sommerlad, A., Steptoe, A., Tymoszuk, U., & 
Lewis, G. (2021). The association between lonelin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ults aged 50 years and older: A 
12-year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The Lancet Psychiatry, 8(1), 48–57. https://doi.org/10.1016/S2215-0366(20)30383-7

Lemon, B. W., Bengtson, V. L., & Peterson, J. A.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511–523.

Perlman, D., & Peplau, L. A. (1984). Loneliness research: A survey of empirical findings. In Preventing the harmful consequences of 
severe and persistent loneliness (pp. 13–46).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Alcohol, 
Drug Abuse, and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Statistics Korea. (2020). National development indicators: The percentage of older persons who live alone. http://www.index.go.kr/
unify/idx-info.do?idxCd=4233

Statistics Korea. (2021). National development indicators: The percentage of older persons who live alone. http://www.index.go.kr/
unify/idx-info.do?idxCd=4233

Statistics Korea. (2022). National development indicators: The percentage of older persons who live alone. http://www.index.go.kr/
unify/idx-info.do?idxCd=4233

Steffens, N. K., Cruwys, T., Haslam, C., Jetten, J., & Haslam, S. A. (2016). Social group memberships in retirement are associated with 
reduced risk of premature death: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cohort study. BMJ Open, 6(2), e010164. https://doi.org/ 
10.1136/bmjopen-2015-010164

Stone, A. A., Schwartz, J. E., Broderick, J. E., & Deaton, A. (2010). A snapshot of the age distribut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22), 9985–9990. https://doi.org/10.1073/
pnas.1003744107

Tornstam, L. (1997). Gerotranscendence: The contemplative dimension of aging. Journal of Aging Studies, 11(2), 143–154.  
https://doi.org/10.1016/S0890-4065(97)90018-9

참 고 문 헌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3/10/older-people-are-more-likely-to-live-alone-in-the-u-s-than-elsewhere-in-the-world/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3/10/older-people-are-more-likely-to-live-alone-in-the-u-s-than-elsewhere-in-the-world/
https://doi.org/10.1037/0882-7974.21.1.140
https://doi.org/10.1037/0882-7974.21.1.140
https://doi.org/10.1001/archpedi.160.8.805
https://doi.org/10.1016/j.jpsychires.2020.10.043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10.3389/fpsyg.2018.00003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10.3389/fpsyg.2018.00003
https://doi.org/10.3233/JAD-142940
https://doi.org/10.1177/1745691614568352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20317000684
https://doi.org/10.1016/S0065-2601(00)80003-9
https://doi.org/10.1016/S2215-0366(20)30383-7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3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3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3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3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3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3
https://doi.org/10.1136/bmjopen-2015-010164
https://doi.org/10.1073/pnas.1003744107
https://doi.org/10.1073/pnas.1003744107
https://doi.org/10.1016/S0890-4065(97)900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