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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의 노인화는 더 이상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2030년 이내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사회로의 진입은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충격을
부여할 것임으로, 이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생명노화의 근본 원인, 노화로 인한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로부터 사회적 시스템 확충과 제도의 보완에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동향리포트에서는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노화연구동향에 대해 생명의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노화의 주요 원인, 노화의
주요 기전, 주요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응 노력 등을 포괄하여 최신 연구 성과와 한계점, 향후
연구 방향을 짚어 보았다. 조만간 다가올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변혁에 대해,
이러한 노화연구가 하나의 적극적 대응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의 노화
연구 투자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Key Words: 생명노화, 텔로미어, 단백질항상성, 유전자손상, 미토콘드리아 기능, 노인성 질환,
항노화, 활성산소, GWAS, 줄기세포, 조직공학, 노화기전, 노화제어, 노화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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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2000년에 7%를 넘어,
UN분류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에 접어 들었으며, 출산율 저하 및 생존확률 증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2018년에는 고령사회 (aged society),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post-aged
society)에 접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이러한 고령사회로의 접근 속도는 일본을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이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비 상승, 국민
의료보험 부담 증가,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동력의 저하,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저하까지
불러 올 것으로 우려되는 전 사회적 현상이다.

그림 1. 전세계 인구의 고령화 추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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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른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OCED
회원가입국들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 역시,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거나, 조만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1,2,3].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지만, 적절한 대처와 준비 없이 건강하지 못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노화에 대한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생명노화의 원인, 노화 진행 메카니즘, 노화 관련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 항노화 방법 등에 관한 생물의학적 관점에서의 노화연구는 그 중요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살펴 보기에 앞서, 노화연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노화연구란 ‘노화의 기전 규명을 위한 생물의학적 연구, 노화 과정에 따른 예방과 치료 연구, 장수
연구를 포함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연구’를 통칭한다 [2,4].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생물의학적 관점에서의 노화연구 분야는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크게 노화기전, 노화제어, 그리고
노인질환으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 본 동향리포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분야별로 현재까지
이뤄 지고 있는 생명노화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및 주요 노화 요인에 대해 생물의학적 관점에서
되짚어 보고, 노화 연구의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를 할 것이다.
표 1. 생명의학적 노화연구 분야의 분류 [2,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구내용

노화기전

분자표적

노화 기전의 분자수준에서의 규명, 분자표적 발굴

동물모델

노화 및 노인질환 동물 모델 제작 및 비교 실험

노화예방

식이제한, 기능성식품 등의 노화예방 방법

노화치료

노화지연 및 노화조직 재생

신경계

노화 연관 신경계질환 발병기전 연구 및 예방, 치료 기술

근골격계

노화 연관 근골격계질환 발병기전 연구 및 예방, 치료 기술

심혈관계

노화 연관 심혈관계질환 발병기전 연구 및 예방, 치료 기술

종양 및 기타질환

노화 연관 종양 및 기타 질환 기전 연구 및 예방, 치료 기술

노화제어
노화연구
노인질환

2. 본론
2.1 국내외 생명노화연구 트렌드 분석
2.1.1 국내외 연구 진행 및 정책적 지원 상황
2005년부터 2014년까지 Pubmed에 등록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노화 관련 연구 논문들의
서지사항을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노화 연구의 선두 주자는 미국으로, 전 세계의 연구 논문수의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의
경우 노화 연구 실적은 500건 미만으로 전체 연구 역량의 1-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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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노화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은 하버드대, National Institute of Aging (NIA), 텍사스
주립대, 존스홉킨스대, 워싱턴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연구 분야별
동향을 살펴 보면, 노화기전이 10.2%, 노화예방이 3.6%, 노화진단이 5.8%, 노인성질환 치료가 18.9%,
역학조사가 5.8%, 사회적 서비스 확충이 16.2%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도 각 세부 분야별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역학조사화 사회적 서비스 연구 비율은 다소 낮은 편이다.
미국의 최신 동향을 살펴 보면, 전통적으로 노인성 질환의 치료와 노인 인구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확충 연구의 비중이 계속 높은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예방을 위한 노화기전 연구 및 항노화 방법
연구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노화기전 및 노인성 질환 치료에 대한
연구 비중이 높은 편이며, 특히 노화기전에 대한 연구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들어, 노화기전, 노인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의 연구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국내 주요 노화연구 선도 연구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하여, 부산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경북대 등이 있으며, 정부연구기관으로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노화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 분야 구조는 상대적으로 예방 연구 및 역학 조사
연구는 여전히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물의학적 노화연구 수준은 미국 대비
75%정도의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평균 4.5년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노화기전 분야는 선진국
대비 50-60%의 수준, 노화제어 분야는 70-80% 수준, 노인질환은 40-50% 정도의 수준으로,
노화기전 및 노인질환의 연구 수준은 상대적으로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2]. 또한 2000년대 들어와,
정부와 민간 연구 투자로 인하여, 각 분야에서의 노화 연구는 점점 활발해 지고 있으나, 여전히
체계적으로 통합적 관점에서의 노화 연구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2. 생물의학적 관점에서의 노화연구의 주요 구성 분야 [2]
노화 연구 동향 권석준

Page 4 / 18

생명의학적 관점에서 노화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노화기전, 노화제어, 노인질환의 3개 분야는
각각 31%, 34%, 35% 정도의 비율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화기전은 주로 세포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2], 노화제어의
경우에는 노인학, 내분비학, 대사학이, 그리고 노인질환 분야는 신경과학, 노인학, 임상신경학 등이
주요 학문 분야를 구성하고 있다.
표 2. 2005-2014년간 각국의 노화연구 세부 분야별 트렌드 [2]
구분

논문총계

노화기전

노화예방

노화진단

노화치료

역학조사

사회시스템

미국

10,738

1,235

358

651

1,528

635

2,016

영국

1,532

171

51

97

169

160

136

일본

1,294

186

47

86

157

57

116

한국

298

47

10

25

43

8

31

총계

30,911

3,201

1,235

2,077

4,214

1,681

5,107

비율

100%

10.4%

3.6%

6.7%

13.6%

5.4%

16.5%

1991년 이후, 2014년까지, 노화 연구 분야의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건수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1,791건의 특허 중, 미국이 57%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
어,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
리나라는 44건의 특허로 선진 각 국에 비해, 노화분야 기술에 대한 특허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현재, 각 국가별 노화 관련 의료 기술과 항노화제 등의 임상시험 사
례는 전 세계적으로 8,409건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 (3,594건)과 유럽 (2,598건)에서의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2,5,6].
UN에서는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미 2000년 마드리드선언문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ing, MIPAA)를 발표하고, 각 국가가 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를 발행하였다. UN산하 기구인 WHO 역시, 2002년 활동적 노화
(Active Aging) 정책을 발표, 노년기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시책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은 이미 1965년에 Older American Act 법을 제정함으로써, 노인 대상의 연구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립보건원 (NIH) 산하 27개 연구 센터 중 하나로, 국립노화연구소
(National Institutes of Aging, NIA)를 1974년에 설립하여, 노화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 특히
NIA는 노화와 함께, 세포단위에서의 노화로 인한 변화 연구 같은 기초연구부터, 치매를 포함한 노화
기 질환의 생물의학, 사회학, 행동학 조사까지 그 연구 스펙트럼을 넓게 설정하여 노화 전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화연구지원센터 (Administration on Aging, AOA)를 설립하여 공공
기관 중심의 학연산 연구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노화 전반에 대한 연구 투자를 더욱 늘리고 있는 상
황이다 [2].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의 주도 하에, 공동으로 FP7같은 기획연구프로그램이 발족되어, 노
화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EU지역의 장수식품연구, 비타민D, 오메가3, 장수유전자 분석, 노인
성 심혈관계질환진단용 바이오마커 발굴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46년 국민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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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 제정 이후, 1990년 법 개정, 2000년 정부시책 (NHS Plan)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노화 연구
를 지원하고 있다 [2,6]. 특히 노화 관련 연구 지원 프로그램으로 MRC (Medical Research Council),
BBSRC (British Science Research Council), EP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Research Council)
등이 있으며, 민간재단 차원에서도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령화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50년경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38.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
망되는 바, 이미 오래 전부터 노화 관련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2,6]. 1994년 고령사
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5년 국립장수의료센터 산하에 NILS (National Institute for
Longevity Science)를 설립하여, 노화 연구를 이끌도록 하고 있다. NILS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장수
과학 및 의료연구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으며, 노화기전부터 노화 정책까지 노화와 관련된 포괄적 이
슈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 주요 연구 성과로는 생체시계와 관련된 노화기전 규명, 알츠
하이머 질환 및 골다공증 위주의 노인성 질환 발병기전 규명 및 예방 치료법 등이 있다 [2,6].
우리나라 역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2012년 제 2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를 세우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
제적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화관련
연구는 노인성질환 치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뒤를 이어 인프라구축, 사회서비스망 구축이
있고, 기초과학 차원의 노화 기전 연구의 비중은 매우 작은 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노화연구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노화 연구가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6].
2.1.2 국내외 항노화 시장 상황
노화연구에서 파생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타겟이 되는 시장은 주로 노인성 질환과 항노
화 시장이다. 항노화 산업 시장 규모는 표3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6년 1,352억불에서 2015년에는
무려 2,919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8.9%에 달하는 고성장세를 보이는 시
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5]. 항노화 시장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화장품 같은 소비
재가 75%, 의료분야가 18%, 서비스 분야가 7%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분야의 성장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2006-2015년간 각국의 항노화시장 성장세 (단위 10억 달러) [5]
지역/국가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CAGR (%)

미국

46.2

55.3

65.0

77.5

92.6

102.0

9.1

캐나다

6.3

7.4

8.7

10.2

12.1

13.2

8.6

일본

13.9

16.7

19.7

23.5

28.2

31

9.3

유럽

40.4

48

56.3

66.4

78.8

86

8.8

아시아태평양

11.4

13.8

16.3

19.5

23.5

25.8

9.5

중동아프리카

6.3

7.3

8.4

9.7

11.3

12.1

7.6

남아메리카

10.7

12.7

14.8

17.4

20.5

22.3

8.5

합계

135.2

161.2

189.5

224.3

267.1

391.9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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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항노화 화학물질 시장은 주로 건강유지 및 외모 관련 항노화 제품용 기초 의약
활성물질, 비타민, 항산화물질, 콩, 인삼, 은행 같은 천연 식물재료로부터 채취하는 허브추출물, 콘드
로이틴, 기타 물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비호르몬성 항관절염제와 비타민E, 코엔자임 Q10 등의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 역시,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항노화산업도 동반 성장하고 있는데, 2010년
10조 9천억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27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평균 10%를 넘는 고성장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5].

2.2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의 노화 요인 및 기전 연구

그림 3.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노화 기전 개념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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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학 관점에서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내는 연구는 노화연구의 기초 중
의 기초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노화로 인한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방법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림 3과 같이, 조금 더 근본적인 관점인 분자세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화의 특징
을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화의 요인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을 때, 세포가 세포 내부 혹은 외부의 다양한 자극들 (염증, 감염, 스트레스, 음식
물, 방사선, 화학물질 등)에 대응하고, 대응 신호를 대사반응, 유전자 제어, 신호 전달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분자생물학적으로 정의되는 노화
의 요인은 ‘첫째 정상적 노화 과정에 관여해야 할 것, 둘째 그 특징을 인위적으로 약하게 할 경우,
노화가 가속되어야 할 것, 마지막으로, 그 특징을 인위적으로 개선하면 노화 속도가 지연되어, 수명
이 증가될 것’의 세 가지 공통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아래에서 살펴 보는 노화의 분자세포학적 특
징은 서로 독립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이 향후 노화기전의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라 예상된다.
2.2.1 노화의 분자세포학적 특징
2.2.1.1. 1차적 원인
1) 유전자 불안정성 (Genomic Instability)
노화 현상의 분자세포적 차원에서 주요 요인으로 항상 먼저 꼽히는 것이 바로 유전적 손상
의 평생에 걸친 축적이다. 유전적 손상의 노화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 방법으로
비교생물학적 연구가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일반적으로 4년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가진 실험용 생쥐
와 그 수명이 17년에서 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Naked mole rat (or long-lived mutant mice) 같은
유전자조작 생쥐의 비교실험을 통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는데 [2,7,8], 대부분 어떠한 유전자조작을
통하면 수명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유전체 손상에 의한 스트레스 저항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돌연변이, 형질전환 (transgenic), 넉아웃
(knock-out) 기법 등을 통해, 다양한 쥐가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Snell dwarf 마우스, Igf-I
hemizygous 마우스, GHR/GHRBR 넉아웃 마우스, SOD1 넉아웃 마웃, SAM-P8 마우스, 노화마커 단백
질 결손 SMP-30 마우스 등이 이용되고 있다 [2,7,8,9]. 유전적 손상으로 인한 노화의 직접적 유도의
대표적인 예로서, 20대에 노화가 진행되어 심장병, 동맥경화증 같은 노화 질환에 시달리다가 40대에
조기 사망하는 베르너 증후군 (Werner syndrome)이나 블룸증후군 (Bloom syndrome), 코케인 증후군,
섹케르 증후군 같은 DNA 손상에 의한 가속화된 노화로 인해 발병하는 인간 조로증이 있다 [2,7,8,9].
유전적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데, 외부의 방사선, 자외선, 화학물질, 물리적 자극 등으로 인
한 핵 혹은 미토콘드리아 내의 DNA 복제 및 재조합 오류, RNA 전사 과정에서의 오류 확률 증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가수분해반응,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로 인한 유전적
물질의 산화반응 가속화 등이 있다. 호기성 생물의 호흡을 동반한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부수적으
로 생성되는 ⋅O2-, H2O2, ⋅OH 와 같은 활성산소종은 그 반응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서, 세포구성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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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질, 단백질, 핵산, 효소단백질 같은 성분을 빠르게 산화시켜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8,9,10]. 세포구성성분의 손상뿐만 아니라, DNA의 복제 및 재조합 오류, 나아가 아예 DNA의 일
부분이 손실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증폭되고, 트랜스포존 (transposon) 등에 의해 염기 서열의 뒤섞임
등으로 인해 유전적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현상을 통해 생명노화가 가속되기도 한다. 이는 반대로 핵
과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의 안정성을 자연의 수리기작 보충 및 기작 효율성 상승 등을 통해 강화시
키는 방법을 적용하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MicroRNA (miRNA)의
경우, 다양한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miR-34 유전자의 발현이
신경세포 재생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8,9,11]. 흥미로운 부분은 miRNA가 줄기세
포의 자기증식 및 분화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인데, let-7 같은 miRNA는 종간에도 잘 보존되어 있
으며, let07 활성이 저해될 경우, 암세포 단백질 발현의 증가, 2형 당뇨병 발병률 증가에도 관계가 있
음이 발표되었다 [12]. 노화된 미토콘드리아 DNA에 축적된 유전적 손상으로 인한 돌연변이 역시 노
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미토콘드리아는 ATP 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체세포 돌연변이의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8,9].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 DNA 중합효소 감마가 손상된 쥐의 경우, 미토콘드리아 기능저하로 인해, 수명이 짧아
지는 것이 관측되었다. 하지만 반대로, 미토콘드리아 DNA의 손상을 복구하거나 기능을 강화하였을
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인 유의미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는 아마도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DNA의
유전적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
2) 텔로미어 마모
염색체 말단의 불완전한 DNA 복제가 세포 증식 능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세포 노화를 유
발한다는 가설은 1973년 Olovnikow 등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텔로미어 (telomere)와 노
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염색체 끝부분에 위치한 텔로미어는 반복된 염기서열로 구성되
어 있으며, 염색체의 분해 및 다른 염색체와의 결합 같은 오류로부터 스스로의 염색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텔로미어는 DNA 손상에 특히 민감한데, 이는 일반적 DNA 중합효소가 염색체 끝
부분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텔로머라제

(telomerase) 같은 중합효소가 존재하지만, 포유류 체세포의 텔로머라제 활성도는 다른 중합효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텔로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세
포 분열 즉 DNA 복제가 지속될 수록, 텔로미어의 길이는 감소하며, 일정 길이 이하로 줄어들면, 세
포는 텔로미어의 마모를 감지하여, 세포 분열이 정지되고, 이후 노화가 시작된다. 다시 말해 생명체
세포의 분열이 지속되면서 텔로미어 마모도 동반되기 때문에 세포는 자연적으로 노화를 겪게 되며
(replicative senescence), 이는 조직의 재생능력 저하,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능력 저하, 면역력 약화 같
은 노인성 질환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다. 텔로미어 마모로 인한 노화 기작, 텔로미어 마모 저하
를 통한 항노화 같은 연구는 주로 유전자조작 동물 모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예쁜꼬
마선충 (C. elegans) 같은 환형동물부터 시작하여, 초파리 (Drosophila melanogaster), 쥐 (Mus
musculous), 레서스 원숭이 (Macaca mulatta) 같은 동물 모델이 있다 [7,8,9,11]. 이들 모델 연구를 통
하여, 광범위한 연구에서 텔로미어 마모와 노화속도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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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후 인간 모델에서 수행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히 젊은 나이에서 텔로미어 마모와 사
망률 증가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텔로미어에 결합하는 쉘터린
(shelterin)이라는 단백질의 결함과 텔로머라제의 손상의 연관성을 연구함으로써, 텔로머라제 기능 회
복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Depinho 등은 텔로머라제 재활성화를 통해 쥐의
조로증을 가역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음을 보였는데, 이는 텔로머라제를 새것으로 대체할 경우, 노화
를 멈출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13].
3) 후성유전적 (epigenetic) 변화
DNA의 메틸화 반응 (DNA methylation) 변화, RNA 전사 후 일어나는 히스톤변형 (Histone
modification), 염색질 변화 (chromatic modification) 등이 후성유전적 변화에 해당하는데, 특히 히스
톤 메틸화 같은 히스톤 변형의 경우, 히스톤 메틸화를 억제한 모델 실험에서 수명이 증가하는 결과
가 나타나고 있다. 항노화 요소로 손꼽히는 시르투인 단백질 (sirtuin protein, SIRT)은 과발현 되었을
경우, 적어도 포유류에서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쥐의 경우에는 7
가지 SIRT2 단백질의 변종 (파라로그 (paralog))이 노화의 다양한 문제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고 있다. 다른 SIRT 단백질인 SIRT6의 경우, 기능 오류가 난 경우, 수명이 감소되고, 반대로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수명을 늘릴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7,8,9]. 후성유전적 변화는 DNA 돌연변이와는
달리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후성유전적 접근 방식이 새로운 항노화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히스톤 아세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히스톤 아세틸기 전달 효소
(acetyltransferase) 억제제를 투입하면 조로증을 예방하고,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시르투인 단백질의
활성을 돕는 레스베라트롤 (Resveratrol) 은 이미 적포도 껍질에서도 추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항노화
물질로 알려져 있다 [7,8,9,14]. 실제로 미국 MIT의 구아렌테 (Guarente) 교수와 하버드대학의 싱클레
어 (Singlair) 교수는 아예 Sirtris라는 바이오벤처회사를 만들어, SIRT1를 활성화시키는 활성물질이 주
성분인

레스베라트롤과

관련된

기술을

다국적

제약회사인

GSK사에

기술이전하기도

하였다

[6,7,8,9,14].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는 예쁜꼬마선충 모델에서 자손에게 장수 특성을 후성유전
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후성유전학적으로 수명이 늘어난 꼬마선충의
장수유전자 전달에서 확인되었다 [11,15]. 흥미롭게도 이러한 특성은 3대까지만 지속되는 것으로 관
찰되었으나, 후성유전학적 요인으로 장수 요인을 추가할 수도 있음은 향후 항노화 연구에 많은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다.
4) 단백질 항상성 상실
생명현상의

유지를

위해,

유전체의

안정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단백질의

항상성

(proteostasis)이다. 예를 들어, 단백질 접힘 (protein folding)에서의 오류 가능성 저하, 잘못 접힌 단
백질을 제거하는 프로티아좀 (proteasome)이나 리소좀 (lysosome) 같은 청소부 단백질의 기능 활성
화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능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접힙 오류가 난 단백질이 세포 안에 퍼지면서
알츠하이머 질환, 파킨슨씨 병, 백내장 같은 노인성 질환 발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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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백질 접힘의 항상성에 크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샤프론 (chaperone)의 경우, 샤프론 과발
현된 초파리의 수명이 증가하고, 샤프론 억제된 동물 모델의 수명 저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항노화를 위해 샤프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 왔다 [8,9]. 그 밖에 두 가지 핵심적인 단백질
분해 시스템인 자식작용 (autophagy) 리소좀과 유비퀴틴 (ubiquitin) 리소좀이 있는데, 자식작용 수용
체인 LAMP2a 유전자를 추가적으로 소유하는 유전자조작 쥐의 경우, 자식작용 능력은 나이와 상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년의 쥐 수명을 늘릴 수 있고, 더불어 노화관련질환의 발
병율을 낮출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7,8,9]. 또 다른 자식작용 활성 물질인 스퍼미딘 (spermidine)의
경우, 면역반응억제 같은 부작용도 없으며, 수명을 늘릴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프로티아좀의 경우,
EGF 신호전달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수명이 늘어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프로티아좀 활성
물질 주입을 통해, 독성 단백질 제거 효율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여겨진
다. 올바르게 접힌 단백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열-자극 (heat-shock) 단백질의 경우, 열자극 반응
(heat-shock response, HSR) 억제가 HSK27 메틸화 반응에 의해 조절되는 생체스위치를 통해 예쁜꼬
마선충의 자기 증식을 촉진시킬 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16]. 실제로 열자극 단백질은 열을 포함하여, 다
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명체가 스스로의 단백질 항상성을 보존하기 위해 생성하는 단백질인데,
이들의 주요 역할이 손상된 단백질의 분해, 다른 단백질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의 보호, 새로 생
성된 단백질의 수송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의 농도 추적 및 생체 시계와의 관련성은 노화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실제로 비교동물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개체의 열자극 단백질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든 개체가 더 많은 스트레스
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16]. 여전히 이 단백질의 농도와 노화 속도와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밝혀
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동물실험 및 식물실험을 통해, 스트레스 유발성 노화 요인과 열자극 단백질
에 의한 단백질 항상성 유지 여부의 관계가 차차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2.2.1.2. 길항적 원인
1) 영양소 감지능력 저해
기초대사율이 높아지면 단위시간 당 소모되는 산소량도 같이 증가하며 따라서 활성산소양도
이에비례하여 증가한다. 따라서 영양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식이제한 (Calorie restriction)을 통해 노화 관련 질병발생률이 감소하고, 스트레
스에 대한 저항력 증가, 항상성 유지능력 상승, 대사반응 효율성 증가 같은 긍정적 영향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포유류의 성장축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성되는 성장호르몬 (GF)과 이차 매개
자인 인슐린유사 성장인자1 (IGF-1)로 구성되는데, IGF-1과 인슐린 신호 전달은 진화 과정에서 가장
잘 보존된 노화 조절 경로 중 하나이다. 성장호르몬, IGF-1 수용체, 인슐린 수용체 혹은 이를 포괄하
는 신호 전달 시스템의 오류 및 기능 저하는 모델 동물 연구를 통해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7,8,9]. 실제로 노화 과정을 통해, 인슐린과 IGF의 증가로 인해, 인슐린 신호전달체계인
PI3K/Akt의 활성도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FOXO가 인산화되고, 불활성화되어, 항산화 효소인 SOD
및 catalase 발현이 억제되어, NF-kB의 활성이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7,8,9,10].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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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식이제한을 통해, 염증 관여 전사인자인 NF-kB의 활성도는 증가하고, FOXO의 인산화에 의한 불
활성도는 감소한다. 따라서 영양소 신호 전달의 감소는 수명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영양소 부족 상
태에 있는 세포 반응을 모방할 수 있는 라파마이신 같은 약물은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8,9].
2)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노화에 따라 호흡연쇄작용 능력이 저하되고, ATP 합성효율 역시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로 인한 노화에 해당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음식물 속의 수소를 산소를 이
용하여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를 ATP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ATP 생성 과정에서 퍼옥시좀 (peroxysome), xanthine oxidase (XOD)같은 산화효소, NADPH
dehydrogenase, cyclooxygenase (COX) 같은 효소를 통해, 전자가 부산물로 발생하며, 산소가 이에
결합되면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이른바 미토콘드리아 유리가설 (free radical theory)에 따르면, 노화
로 인하여,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일정 수준 이하로 기능이 저하되면, 활성산소 (ROS)의 생성이 촉
진되고, 늘어난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를 더 촉진시키는 사이클을 형성하게 되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이클의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자체를 손상시켜도 노화 가속의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ROS의 생성
은 세포 보수를 위한 항상성 반응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는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
만 활성산소양이 특정 문턱값을 넘어 가기 시작하면, 손상의 경감이 아닌, 세포 공격 시그널로 변모
할 수 있는데, 이는 활성산소의 노화에 대한 양면성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이다. ROS 영향과는 별개
로, 미토콘드리아 손상으로 인한 세포 사멸 신호 증가 및 이로 인한 염증 반응 촉진에 대한 보고도
있는데, 특히 텔로머라제와의 연관성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8,9,10]. 예를 들어, 텔로머라제 생성 유
전자가 결핍된 쥐는 미토콘드리아 합성에 중요한 PGC-1a와 PGC-1b 활성이 저하되고, 따라서 반대
로 텔로머라제 활성을 통하면 미토콘드리아 합성 능력이 회복되어 세포 사멸 신호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항노화의 중요한 기전이 될 수 있다. 시르투인 단백질의 하나인 SIRT1 역시 PGC-1a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합성을 조절하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제거 반응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텔로머라제
와 더불어 단백질 항상성 보존제가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미토콘드리
아 관련 연구의 최신 연구 핵심은 바로 미토호르메시스 (mitohormesis) 라는 개념으로 통칭되는, 독
성물질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손상 제거를 위한 보상반응유도이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 세포의 건
강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대표적인 유도 독성 물질로서 메트포민이나 AMPK, 레스베라트롤 같은 물
질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포유류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기전이 바로 미토호르메시스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및 세포 수명 증가이다. 하지만 여전
히 포유류에서 미토호르메시스가 독립적으로 수명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명확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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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포노화 (cellular senescence)
세포노화는 세포 주기가 멈추고 세포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세포 배양 시
대략50번 정도의 세포 분열 후에는 더 이상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 현상을 1965년 Heyflick 등이 발
견하면서부터 알려 졌다. 노화된 세포는 장기간 분열하지 않고 살아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열기 중,
G1기에 증식 정지 (irreversible growth arrest or terminally non-dividing state)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0기에 정지된 세포와는 다르게, 성장인자를 촉진시키는 자극을 부여해도,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
는데, 이는 세포노화가 세포 분열 주기 조절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8,9,11,17].
나아가 개체 내의 암세포 발생 억제 기능과도 맞물려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세포노화는 앞서 살펴
본 텔로미어 마모가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텔로미어 부분이 아닌 부분
의 DNA 손상으로 인한 세포노화가 일어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세포 노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
법으로 SABG (senescence-associated β-galactosidase)를 들 수 있는데, SABG를 이용하면 특정 조직
의 전체 세포 중 노화된 세포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조직별 세포 노화의 정도를 조사한 결
과, 세포 노화는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면역 반응의 저해, 청소 기작의 저해와
연관이 깊은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9,11]. 세포 노화 자체는 손상이 일어
난 세포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명체가 유도하는 현상인데,
이를 통해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병든 세포를 제거하고,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새로 세포가 보충되는 보상 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노화된 세포가 축적되는 속도가 새로운
세포의 축적속도보다 빨라지게 되어, 노화 관련 질환의 발병이 유도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상된 세포는 세포 분열 신호 같은 염증 반응 촉진 신호를 내 보내는데, 이러한 신호의 종류는 50
여 가지에 달하며, 많은 신호가 암세포 발생과 연관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p16INK4a/Rb와 p19ARF/p53 같은 신호는 노화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8,9,11]. 최근
300개 이상의 유전자 연관관계를 분석한 생물정보학 기반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
메타분석결과에 따르면, INK4a/ARF 유전자 지역은 종을 가로질러, 다양한 노화관련 질환의 유병율과
강한 연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p16INK4a, p19ARF, p53을 아주 약간 증가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수
명이 증가할 수도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는 종합적으로 이들 신호인자들이 문턱값 이하의 수준에서
는 손상된 세포 퍼짐을 저하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노화 가속 요인이
됨을 암시한다. 표 4에는 현재 연구되고 있는 세포노화 관련 대표적인 분자표적 (molecular
biomarker)들을 정리하였다.
2.2.1.3. 통합적 원인
1) 줄기세포고갈
노화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조직의 재생능력 저하이다. 예를 들어, 면역 세포의 수는 나
이를 먹음에 따라 줄어드는데, 이는 줄기세포 (HSC) 기능 저해에 따른 현상이다. 줄기세포의 세포주
기 활성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세포 분열 빈도 역시 줄어 들면서, 노화현상을 촉진하는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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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고 있다. 그러나 과한 줄기세포분열 역시 줄기세포의 고갈을 초래하는데, 이는 조로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8,9,11]. 따라서 줄기세포의 기능 보존을 위해서는 줄기세포정지 (quiescence)가 필요한
데, FGF2 신호 전달의 경우, FGF2 신호물질 양이 증가하면 줄기세포의 고갈이 가속화되어 재생산 능
력이 저하되고, FGF2 신호전달을 억제할 경우, 재생산 능력이 회복된다.
표 4. 현재 연구되고 있는 세포노화 관련 분자표적 (molecular biomarker) [2]
분자표적

기능 및 주요 기작

분자표적

기능 및 주요 기작

Caveolin

노화세포에서의 caveolin-1 발현

G-actin

노화세포 내 농도 증가

Endocytosis에 관여하는 ampiphysin-1이

SA-beta-

주요 노화마커

노화과정 중 증가

galactosidase

Gelsolin

노화세포 내 농도 증가

p53, p21

노화세포 내 농도 증가

Apoptosis

노화세포사멸 저항성 관련

Telomere

반복된 체세포 분열로

resistance

단백질 인자

Bcl-2

노화세포 내 스트레스성

및 caveolae 구조 발달
Amiphysin

Bcl-2 증가
기타마커

노화에 따라 짧아짐
lipofusion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 및
세포 이동, 분열 빈도 저하

Albumin, adhesion molecules (VCAM, ICAM, p-selection, E-selection),
염증관련 단백질 (TNFa, IL-1, IL-6, CRP)

예를 들어, 근육 줄기세포의 경우, 노화된 근육에서 자기복제 능력의 손상으로 인해, 그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노화된 근육줄기세포 주변세포인 근섬유세포가 FgF2 유전자를 발현
하며, 이것이 근육줄기세포의 자기복제능력을 저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8]. 최신 연구 동향은
줄기세포 기능 저해의 영향 범위가 세포 내에 국한되는지 여부인데,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줄기
세포 고갈의 영향은 세포 외적인 부분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8,9,18,19]. 예를 들어,
젊은 쥐의 근육 줄기세포를 조로증 쥐에 이식하면, 조로증 쥐의 수명이 늘어나고, 다양한 기관에서
발생한 퇴행성 질환이 개선됨이 보고되었다. 이는 줄기세포의 특정 인자가 세포 외로 분비되어 전체
적인 몸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줄기세포 기능 개선 물질로 라파마이신이 있는데, 주
로 mTORC1 의 억제를 통해 단백질 항상성을 개선시키고, 줄기세포 기능 개선을 돕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예를 들어 노화로 인해 생기는 전사 패턴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NF-kB 같은 경로의 활성
도 증가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9,11]. 이는 염증과 스트레스 반응이 나이가 듦
에 따라 시상하부에서 활성화되는 NF-kB의 생성을 촉진하는 반면, 뉴런에서 합성되는 생식선 자극
호르몬의 생성을 저하하는데, 특히 생식선 자극 호르몬의 결핍은 근육 약화, 골밀도 저하, 피부의 위
축, 신경세포 생성 저하 등의 노화 관련 변화를 일으킨다. 최근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서는
74세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채취된 세포 (centenarian human cells)을 iPSC (줄기세포역분화) 기술을
이용하여 회춘시키는 데 성공함에 따라, iPSC를 모든 연령대의 환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 도구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0]. 향후, 줄기세포를 통한 항노화 연
구는 재생의학과 맞물려 생명의학관점에서의 노화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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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간 소통 변화
내분비요소, 신경 내분비 요소 같은 세포간 소통을 담당하는 신경 호르몬 신호의 전달 기능
역시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이 기능이 저하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면역 방어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노인성질환 연구 동향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성질환에 관한 의료 비용 및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노인성질환 환자수는 2007년말 기준으로 84만 7천여명에서, 2012년
158만명까지 5년만에 90% 넘게 증가하였다 [21]. 2014년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09년 대비, 진료
인원 및 총 진료비가 각각 187% 및 323%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치매, 뇌혈관질
환, 파킨슨씨 병 같은 신경계 질환의 진료비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21]. 이에 대한 대
응책을 모색하는 노인성질환 연구는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술개발, 항노화 제품 개발,
치료제 개발, 노화 전반의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2.3.1 신경계질환
최근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방법과 생물정보학의 방법론의 도입으로,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유전체간 상관관계를 분
석하여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 주이다. GWAS를 통하면, 많은
질병이 인간 유전체 중 공통된 이른바, ‘핫스팟 (hot spot: 변이가 집중되어 존재하는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질환의 주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 (βamyloid precursor protein)에서 발병에 내성을 보이는 SNP인 A673T가 보고되었는데, A673T를 보유
한 개체의 경우 노화지각능력의 상실이 적은 것으론 나타났다 [11,22]. GWAS를 통해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apolipoprotein E (ApoE)의 활성이 증가되면, β-amyloid를 제거함으로써, 병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 [11,23]. 최근 스탠퍼드대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화
합물인 CCL11 (eotaxin)이 뇌의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11,24]. 또한 2014년 스
탠포드대학 생명연장연구소 부소장인 신경과학자 와이스-코레이 (Wyss-Coray) 교수는 쥐실험을 통해,
젊은 쥐의 혈장을 늙은 쥐에 주입함으로써, 인지능력 개선, 운동능력 개선, 신경세포 활동성 증가 등
의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관찰하였는데,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서 낮은 농도로 나타나는
GDF11 등의 특정 변성 단백질 농도를 젊은 피의 혈장 주입만으로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최근
신경계 노인질환의 항노화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5].
2.3.2 근골격계질환
노화된 세포는 세포 내 단백질 양 조절이 저해되어 있으며, 반대로 이 기능을 강화시키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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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현상이 억제되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근이영
양증 모델 쥐를 통해, heat shock protein 72 (Hsp72)를 과발현시키면, 근이영양증이 완화됨이 관찰되
었다 [11,26]. 이는 Hsp72가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조절 단백질인 SERCA를 통해 근육노화를 저해하
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작을 이용한 신약물인 BGP-15가 근육노화저해제 후보군으로 임
상테스트 중이다. 사과껍질, 백화사설초, 하고초, 비파엽에 다량으로 포함된 우르솔산 (ursolic acid)는
근육의 인슐린/IGP-1 신호 전달을 조절함으로써 근육을 강하게 유지시켜 주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27].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사에서는 노화로 인해 약해진 근육
을 복원하는 항노화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인데, 약물의 주요 기전으로서 GDF11 단백질의 활성을 억
제하는 것을 타겟으로 삼고 있지만, GDF11 단백질 역시 다양한 변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타
겟을 찾아 개발하는 노력으로 선회하고 있다.
2.3.3 노화조직 재생기술
노화조직의 재생을 위한 조직공학 (tissue engineering)은 융합연구분야의 대표주자격으로, 핵
심 생체재료인 줄기세포와 그 지지체, 성장인자 등의 세포 분화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배
아줄기세포 등의 제어를 통한 조직 재생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줄기세포의 특성상, 만능분화
가능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조직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한 단계는 아니지만, iPSC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 성체줄기세포 분화 조절 및 제어 기술, 배양 기술과 조직공학과의 접목 시도가
이뤄 지고 있다 [2,7,8].

2.4. 장수 유전자 발굴을 위한 연구 동향 및 향후 전망
비교동물실험에서 확인된 인슐린 및 IGF-1 신호전달경로를 통해, 인간에게서도 이들 유전자
를 조절함으로써, 즉 식이반응을 조절함으로써, 수명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 역시 집중
을 받고 있다 [11,24]. 실제로 미국 NIA에서 주관하는 연구를 통해, 인슐린-IGF-1 신호경로와 연관된
30개의 유전자를 확인하였고, 92세 이상의 여성인구가 80세 이하의 여성 인구와 비교되어, 이들 유
전자의 변형 여부가 조사되었는데, FOXO3a 유전자 같은 특정 유전자의 변형이 높은 확률로 확인되
었다. 이는 인슐린-IGF-1 경로와 관련된 유전자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장수 유전자를 정확히 판별하
여 수명 연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GWAS를 통해, 역시 장수유전자를 판별하기 위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NIH에서 주관하는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지혈 혹은
저지혈증과 연관된 특정 유전자, 콜레스테롤 농도와 연관된 특정 유전자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노인
성 질환 중 심혈관계질환과 관련된 장수유전자를 판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7,8,9]. 앞으로
GWAS를 통해,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다양한 유전자 간의 연관성이 분석되어,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한 유전자 등이 발굴되면, 노인성질환 및 노화 인자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발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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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명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화 연구는, 주로 분자세포 단위
에서의 노화 요인의 판별, 노화 인자와 수명 감소와의 상관관계 분석, 노화 인자와 노인성 질환과의
연관성 분석, 유전자 수준의 손상 정도와 노화 속도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춰 크게 노화기전, 노화
제어, 노인질환 등으로 나뉘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 각국의 노령화 비율이 급속도로 지속
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노화 관련 연구, 특히 노화 기전 및 노인성 질환의 진
단, 예방, 치료에 관한 생물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대비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생명노화연구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 분야에서 있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조직공
학 등의 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융합적 접근 역시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뒤쳐진 노인질환 및 노
화기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우선적 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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