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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화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점진적으

로 저하되고 질병과 사망에 대한 감수성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쇠약해지는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생명체 내

외의 요인으로부터 초래되는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

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세포내의 항상성을 잃

게 된다. 최근의 노화 가설들 중 프리래디칼 가설과 산화

적 손상가설로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노화현

노화과정에서 분자염증 반응과 에너지 대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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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s of Molecular Inflammation and Energy Metabolism during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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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cent proposal of molecular inflammation hypothesis of the aging highlights this redox derangement 
as a plausible link between the normal aging process and age-related diseases. The hypothesis focused 
on the experimental observations revealing the dysregulated gene expression and transcription factors 
under the age-related oxidative stress. In this review, the biochemical and molecular bases of the inflam-
matory process will be delineated as the possible molecular mechanism for the aging and the age-related 
diseases. The key players involved in the proposed mechanism are the age-related upregulation of NF-κB 
and its regulated proinflammatory medators, all of which are attenuated by anti-aging calorie restriction 
(CR). Furthermore, data will be presented to describe molecular events leading to the age-related NF-κB 
activation, while CR blunted these activation processes. Based on these and other recent evidence, we 
propose to use molecular inflammation to emphasize the increased molecular proinflammatory reactions 
with aging, thus predisposing the aged organism to fully expressed chronic inflammatory phenomena. 
Restriction of calorie consumed extends longevity in many organisms. In rodents, CR showed reduction 
of plasma glucose and insulin-like growth factor (IGF-1) and postpones or attenuates cancer, immuno-
senescence, and inflammation. In organisms ranging yeast to mice, mutations in energy metabolism 
regulated genes (i.e. glucose or IGF-1 like signaling) extend life-span. Understandings of molecular 
inflammation hypothesis and life-expending energy metabolism including CR, should provide templates 
for anti-aging strategy and drugs that regulate aging process and age-related diseases. (Cancer Prev Res 
10, 6-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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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가장 잘 설명되고 있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1,2)

 

또한 이들 가설들은 노화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병리학 및 생물의학 분야의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

고 있다. 

  세포 내에는 세포 손상에 관여하는 O2
-
, H2O2, ․OH와 

같은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주요한 

생성원들이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활성 

산소종은 미토콘드리아, 퍼옥시좀, xanthine oxidase (XOD), 

NADPH oxidase 및 cyclooxygenase (COX) 등의 다양한 효

소들로부터 생성된다. 또한 NO2, HNO2, ONOO
-
와 같은 

활성질소종(reactive nitrogen species, RNS)들을 염증 반응

시 대식세포, 호중구 및 다른 면역 세포들의 면역반응으

로 인해 다량 생성되며, ROS도 생성된다. 또한, 다양한 

종에서 식이제한(calorie restriction)이 노화를 지연시킴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노화과정에서 에너지 대사(energy 

metabolism)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화 과정 중 발생하는 ROS 및 RNS

의 주된 생성원은 미세염증반응에서 비롯된다는 새로운 

노화의 분자염증 가설 및 노화제어와 에너지 대사의 관

련성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조명하고자 한다. 

노화에 분자염증 반응의 중요성 

    1. 노화의 분자염증 가설

  노화과정 중의 염증반응에서는 ROS와 RNS 뿐만 아니

라, COX-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XOD, 

NADPH oxidase와 같은 활성종을 생성하는 효소들이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본 저자들이 분자

수준에서 노화기전 및 이와 관련한 노인성 질환들을 연

결시키는 새로운 분자 기전을 규명하고자 노화에 대한 

분자염증가설을 제안하 다.
3)
 이 분자염증가설에서는 

일반 염증반응과 구별하여 분자수준에서 일어나는 초기

단계의 염증반응을 “분자염증 (molecular inflammation)”이

라고 정의하고, 분자염증의 노화과정에서의 역할을 규

명하 다. 이는 만성적 염증현상을 가져오는 전단계로

서의 분자 기전 및 그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ROS와 RNS는 생체내 여러 가지 세포의 작용을 조절

하는 염증반응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염증반응의 조절

은 대단히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세포괴

사나 조직파손에 대한 생리학적 보호기전으로서 급성 

또는 만성 염증반응이 관여함이 알려져 있으며, 이는 생

체내 복구체계의 증강 및 손상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생리적인 활성기전이며, 이는 모든 조직에서 잘 조절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ROS와 RNS의 파괴적 성

향 때문에 이들이 과다 생성되면, 그 결과로 세포와 조직

의 손상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된다. 특히 노화된 생물에 

있어서 생리적 조절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진 염증반응

은 proinflammatory state (염증촉진단계)가 지속적으로 유

지되는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의미하며, 이 염증반응이 

잘 조절되지 못할 경우 노화촉진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연결될 것이다.
4,5) 

  대식세포 및 호중구 같은 면역 세포들에서 다량으로 

생성되는 ROS와 RNS들은 감염이나 염증반응에서 이물

질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들은 따라

서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

다한 양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축적되면 세포

구성 성분의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호중구, 

단핵구, 호산구 및 대식세포와 같은 세포들에 있어 

NADPH oxidase에 의한 과다한 ․O2
-
의 생성은 염증반

응에 의해 일어나는 조직손상의 주요원인이 된다.
6)
 

  NF-κB는 대표적인 redox sensitive 전사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염증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7)
 apoptosis, 종양형성, 세포증식, 염증,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 NF-κB, 염증 및 산화적 스트레스 간의 

복잡한 관계는 ROS와 redox 상태에 따라 조절된다. NF-

κB계는 빠른 유전자 발현 유도를 통해 방어에 관련된 

여러 반응들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NF-κB는 iNOS, COX-2, acute-phase proteins, im-

munoreceptors, 세포 접착분자, 다양한 염증성 cytokine들

의 발현을 조절한다.
8)
 NF-κB의 활성화와 이에 의한 유

전자 발현은 노화, 암, 동맥경화증, 방사능에 의한 조직 

손상, 바이러스성 복제, 급성염증상태, 조직이식 거부반

응, 독성/부패성 조직 손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병리적

인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9)
 따라서 

NF-κB의 활성화를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은 치료적 지

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NF-κB는 p50 (NFκB1), p52 (NFκB2), p65 (Rel-A), c-Rel

과 Rel-B와 같은 Rel계 homodimer나 heterodimer로 이루어

져 있으며, inhibitory κB (IκB)라 불리는 저해성 분자에 

의해 불활성화된 상태로 세포질에 존재하며, IκB의 인

산화와 일련의 분해과정을 통해 NF-κB의 핵으로 이동

되어 활성화된다.
10)

 포유동물에서 κB-결합인자는 p50과 

p65 단백질을 구성하는 heterodimer이다. NF-κB 활성화

에 관여하는 인자들은 TNFα, lymphotoxin과 IL-1β, mito-

gens, lipopolysaccharide (LPS), 단백질합성 저해제, 산화적 

스트레스, 자외선, phorbol esters와 같은 여러 가지 염증성 

cytokines 등이 있다.
11)
 대부분 이 물질들은 ROS를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이 NF-κB 활성화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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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으로 광범위한 항산화제에 의해 저해된다.12) 이러한 

연구는 redox-sensitive NF-κB 활성화는 대부분 산화반응

에 의해 촉진됨을 보여준다. 

  염증반응이 노화 과정과 노인성 질환에 접하게 관

련됨이 최근 명확히 밝혀지고 있다.13,14) 알쯔하이머와 혈

관성 질환은 항염증 약물의 투여에 의해 증세가 개선됨

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노화 과정과 노인성 질환에 NF-

κB의 활성화를 초래하는 ROS와 RNS 생성이 접한 관

련이 있음이 보고되어 있고, 따라서 NF-κB는 노화과정

에서 발생하는 염증과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요 전

사 인자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저자들이 제안한 노화의 

분자염증가설에서도 NF-κB가 나이에 따른 염증반응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8,15,16) 노화 과정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

한 여러 조직의 손상은 염증세포들의 염증성 cytokine 발

현유도 및 활성화를 초래하여 염증반응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킬 것이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근 본 

연구실에서 규명된 염증관련 지표들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염증반응과 똑같이 변화하 으며, 항노화 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식이제한에 의해 이들 염증관련 지

표들이 조절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기존의 염증과 관련된 타 연구자

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화과정에 염증반응이 중요

하게 관여한다는 노화의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게 되었

다. 즉, cytokine은 COX-2, iNOS, XOD를 포함하여 염증촉

진 효소의 유도 및 활성화, 그리고 NADPH oxidase에 의

한 ․O2
-의 발생, ROS 및 RNS 생성을 유도한다. 결국 

축적된 ONOO-, ․OH, H2O2, ․O2
-가 염증반응의 증폭

을 야기하며, 세포의 항상성 상실을 가져와, 노화 및 노

인성 질환을 초래한다는 것이 노화의 분자염증가설이다

(Fig. 1).

  특히, 노화의 분자염증 가설은 노화과정과 노인성 질환

Table 1. Changes in inflammation-r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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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mmatory Aging PPAR
CR

process process activ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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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ox state Reactive oxygen species ↑ ↑ ⊢ ⊢

Reactive nitrogen species ↑ ↑ ⊢ ⊢

Catalase, superoxide dismutase ↓ ↓ ⊢ ⊢

GSH peroxidase, GSH/GSSG ↓ ↓ ⊢ ⊢

Proinflammatory enzymes Inducible NO synthase ↑ ↑ ⊢ ⊢

Heme oxygenase-1 ↑ ↑ ⊢ ⊢

Cyclooxygenase-2 ↑ ↑ ⊢ ⊢

Conversion of xanthine dehydrogenase to ↑ ↑ ⊢ ⊢

  xantine oxidase
Proinflammatory cytokines IL-1β ↑ ↑ ⊢ ⊢

IL-6 ↑ ↑ ⊢ ⊢

TNF-α ↑ ↑ ⊢ ⊢

NF-κB activation NF-κB DNA binding activity ↑ ↑ ⊢ ⊢

NIK/IKK activation ↑ ↑ ⊢ ⊢

Phosphorylation of IκBα ↑ ↑ ⊢ ⊢

Degradation of IκBα and IκBβ in cytoplasm ↑ ↑ ⊢ ⊢

Nuclear translocation of p65 and p50 ↑ ↑ ⊢ ⊢

NF-κB-dependent gene expression ↑ ↑ ⊢ ⊢

Active MAPKs (ERK, JNK, p38 MAPK) ↑ ↑ ⊢ ⊢

Adhesion molecules E-selectin ↑ ↑ ⊢ ⊢

P-selectin ↑ ↑ ⊢ ⊢

VCAM-1 ↑ ↑ ⊢ ⊢

ICAM-1 ↑ ↑ ⊢ ⊢

Hypoxic markers HIF-1α ↑ ↑ ⊢ NK
VEGF ↑ ↑ ⊢ NK
EPO ↑ ↑ ⊢ NK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increased, ↓: decreased, ⊢: blunted, NK: not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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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성과 원인 및 분자기전을 규명하는 새로운 실마

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최근 Spindler박사 연구팀의 

마우스 간 조직의 DNA chip 연구 결과와 마우스 근육 

및 뇌와 원숭이 근육 조직에 대한 DNA chip 연구 결과들

은 염증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나이에 따라 증가하며, 

이러한 증가는 식이제한에 의해 억제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17∼20) 특히, 노화 과정에 염증관련 유전자의 

변화가 현저하다는 결과는 노화의 분자염증 가설을 강

력히 지지해 주고 있다. 

  최근 일본의 백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

면, 백세 이상의 노인들의 혈중에는 C-reactive protein 

(CRP)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또한 homocysteine과 von 

Willbrand factor가 증가되어 있으며, 그 결과 염증반응 특

히, 혈관염증 반응이 항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

다. 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노화의 분자염증 가설을 강력

히 지지해 주고 있다.21)

    2. 염증반응과 암

  Oncogenic Ras에 의한 암 형성에 NF-κB의 활성화가 필

수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발암과정 (carcinogenesis)에

서 NF-κB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NF-

κB가 suppressor인 IκBα에 의해 저해되었을 때에는 onco-

genic Ras로 형질전환된 세포의 생존률이 줄어듦에 따라, 

oncogenic Ras는 NF-κB에 의한 cell survival과 접한 관계

를 보이며, 나아가 형질 전환된 세포의 사멸 기전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2)

 NF-κB는 BcrAbl 

chimeric 단백질에 의한 leukemogenesis의 초기단계에 필수

적임이 알려져 있다.
23)

 또한 NF-κB의 이상 발현과 조절

은 breast cancer, non-small cell lung carcinoma, thyroid cancer, 

T 또는 B cell lmypocyte leukemia, 그리고 여러 가지 virus에 

의한 종양에서 발견되었다.
24)

 더구나 악성변화(malignant 

transformation)에 있어 NF-κB가 중요한 역할을 할 확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악성변화에서 NF-κB

가 과도활성화 또는 과다발현 되어 직접적으로 관여하

는지, 아니면 단순히 보조적인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NF-κB는 여러 cell 유형에서 세포사 저해(anti-apoptotic) 

작용을 보여주고, 유방종양(mammary tumor)과도 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NF-κB에 의해 광범위하

게 조절되는 c-myc의 과다발현은 B cell을 세포사로부터 

보호한다.
25∼28)

 또한 NF-κB 활성의 조절은 여러 가지 

cytokine을 생성하는 방광암 세포(bladder cancer cell)의 세

포사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9)
 핵에서의 NF-

κB의 이상발현도 breast cancer와 관련이 있음이 설명되

었다.
30,31)

  또 한편으로 phagocyte로부터의 oxidant에 의해 활성화 

된 ROS-sensitive NF-κB는 원형 암유전자(proto-oncogene)

과 암억제 유전자(suppression gene)의 활성에도 향을 줄 

것이다. NF-κB의 활성화는 항암제와 항암 cytokine에 대

해 암세포가 세포사에 내성을 나타내는데 중추적인 역

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3. 혈관노화에서의 분자염증반응

  노화과정에서 염증반응은 혈관 내피세포(vascular endo-

thelial cell)와 평활근 세포(smooth muscle cell)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며, 특히 동맥경화증과 당뇨병에 의한 혈관

변성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는 염증반응이 주요 혈관질

환과 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남을 시사한다.33)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조직과 혈장 사이를 매개하며, 외적 스

트레스에 쉽게 노출되어 손상되기 쉽다. 스트레스나 세

포의 손상에 의해 내피세포는 정상적인 혈관 tone과 혈

류를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생리적 반응을 개시한다. 이

때 대개 백혈구 자극과 prothrombogenic surface의 혈관 침

투성의 증가가 나타난다. 이 염증반응 과정에서 내피세

포는 많은 염증발생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34) 

  Cytokine과 다른 염증촉진 인자의 활성화는 혈관의 변

성을 가져와 혈관 투과성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염증

Fig. 1.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effects of oxidative stress
and CR on the activation of molecular inflammation during
aging. 
XDH: xanthine dehydrogenase, XOD: xanthine oxidase, NADPHox:
NADPH oxidase, ROS: reactive oxygen species, COX-2: cyclo-
oxygenase-2, iNOS: inducible NO synthase, ONOO-: peroxy-
nitrite, CR: calorie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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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일으킨다. 염증반응과 혈관노화 간의 상관관계

는 Fig. 2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35)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은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의 노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

해 NF-κB 활성화와 함께 염증반응을 유도하여 개체의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염증반응과 혈관변성에서 

NF-κB 활성화는 첫째, IL-1β, IL-6, IL-8과 TNFα을 포함

하는 일부 주요 염증촉진 단백질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

하며, 둘째, COX-2와 iNOS의 활성화를 조절하여 염증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35)

  동맥경화증은 혈관노화의 대표적인 예로써 지속적인 

NF-κB의 활성화에 의한 염증 및 혈관 평활근세포의 증

식과정으로 인해 일어난다. 동맥경화 병변부위에서 평

활근세포, 대식세포 및 혈관내피세포의 NF-κB 활성이 

증가되어 있으며, 잠정적 병인인자인 oxidized LDL (oxLDL) 

또한 NF-κB의 활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36,37) 또한 Advanced glycated endproducts (AGEs)라 불리

는 산화된 단백질에 의해서도 NF-κB 활성화가 초래됨

이 보고되었다.38) 염증의 활성화나 증식 자극은 단핵구, 

대식세포, 내피세포, 평활근세포, T세포에서 증명되었고 

동맥경화 병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39) 동맥

경화 병소에서 유도되는 여러 염증성 단백질인 TNFα, 

IL-1β, MCSF, GM-CSF, monoctyte chemotactic protein-1, 

tissue factor, VCAM-1, ICAM-1, ELAM-1, c-myc 등은 NF-κB

에 의해 유전자발현이 조절된다. 

  따라서 노화과정에서 보여지는 산화적 스트레스는 혈

관내피세포 등의 NF-κB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또한 혈

관내의 손상 및 염증반응에 의해 다양한 염증 관련 단백

질이 발현되어 혈관내피세포 등의 손상이 확대되어 혈

관노화 및 혈관질환이 발생된다. 

    4. 식이제한의 항염증작용

  식이제한은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노화와 관련된 질환의 발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식이제한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

시키고, 항상성 유지에 향을 미치며, 대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2,3,40,41) 최근 식이제한한 동물 조직의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식이제한이 산화적 스트

레스 및 염증반응에 관련되는 유전자의 발현에 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17,42) 이러한 사실은 식이제한

이 분자수준에서 염증과 산화적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실제 식이제한 동물의 뇌를 허혈

상태에서 재관류 시켰을 때,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

호효과가 증가하고, ROS에 의한 신경독성이 감소함이 

보고되었다.43) 유사한 결과로 식이제한한 심장의 허혈 

후 재관류 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이 감소하

으며, 식이제한에 의한 GSH의 증가로 ROS/RNS 제거 능

력의 증가와 염증 관련 cytokine 발현이 감소함이 확인되

었다.44) 이 외에도 식이제한시 염증유발의 감소, 항산화

제인 비타민C 축적을 증가, 오존에 의한 폐 염증의 완화 

등이 보고되어 있다.45,46) 

  식이제한으로 인한 항염증 조절 작용은 TNFα, IL-1β

와 IL-6 등의 cytokine의 나이에 따를 발현을 감소시키며, 

폐포의 대식세포를 사용한, 또 다른 실험에서도 대식세

포의 탐식작용을 증가시키고 TNFα, IL-6의 생성을 저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47) Spaulding 등은 LPS에 의한 

IL-1β, IL-6과 TNFα의 증가가 식이제한군에서 현저하게 

감소됨을 관찰하 다.48) 또한 Cherry 등은 식이제한 설치

류에서 자가면역질환 및 염증관련질환의 발병률과 그 

증상의 개선을 보고했다.4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NOS의 이상발현 및 NO의 급

격한 생성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여 조직손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51) 잘 알려진 NO

의 생성원으로 다양한 cytokine을 생성하는 대식세포와 

LPS가 있다. 폐포의 대식세포를 이용하여 식이제한만 한 

경우와, 식이제한 후 LPS를 처리한 경우의 NO 생성을 

측정한 결과, 양 군 모두에서 NO의 생성이 현저하게 감

소함을 관찰하 다.47) 

  Cao 등은 장, 단기간 식이제한을 시킨 노화 쥐의 간을 

이용하여 유전자의 프로파일을 작성했다.17) 이 연구에서 

장기간(이유 후 27개월간), 단기간(34개월 rat, 4주간)의 

식이제한은 노화관련 염증반응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

켰다. 또한 근육의 유전자 프로파일에서도, 식이제한에 

의해 스트레스 반응성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함이 보고

Fig. 2 . A scheme for vascular aging in oxidatively stressed
endothelial cells leading to aging process via molecular inflam-
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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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42) 

  본 저자들은 식이제한의 항염증작용을 규명하기 위

해, 노화 쥐에 indomethacin을 처리하여 COX에 의한 ROS 

생성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자유식이군이 26.36%, 식이제

한군이 16.5%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식

이제한은 ROS의 생성뿐만 아니라, COX의 활성과 TAX2, 

PGI2 그리고 PGE2의 생성을 감소시킴을 확인하 다.35,52) 

게다가 식이제한은 NF-κB 및 COX-2의 mRNA와 단백질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염증관련 

단백질인 IL-1β, IL-6, TNFα, iNOS, VCAM-1, ICAM-1, 

P-selectin, E-selectin이 모두 식이제한에 의해서 조절됨을 

보고하 다(Table 1).15,53) 염증과 관련된 NF-κB의 조절에 

ERK, JNK, p38 MAPK과 같은 MAP kinase (MAPK) 

pathway가 관여함이 보고되어 있으며, 노화과정에서도 

나이에 따라 ERK, JNK, p38 MAPK의 활성이 ROS와 같이 

증가되고(Fig. 3), 반면 식이제한은 노화와 관련된 MAPK

들의 활성을 감소시킴을 보고하 다.54) 

  결론적으로 식이제한은 조직 혹은 세포에서 노화관련 

산화적 스트레스 증가를 감소시키며, NF-κB 활성화를 

억제한다. NF-κB의 활성 억제는 다양한 염증관련 cyto-

kine들의 발현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효과는 식이제한에 

의한 ERK, JNK, p38 MAPK 등의 조절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5. 노화에 있어서의 PPAR의 항염증작용

  Peroxisome proliferators-activated receptor (PPAR)는 핵 수

용체(nuclear receptor) family에 속하는 전사인자로 현재까

지 α, β/δ, 그리고 γ의 세 가지 isotype이 알려져 있으

며, 이들의 생물학적 작용은 세포 증식, 분화, glucose 

homeostasis, eicosanoid signaling, insulin 감수성, glucose와 

지방 대사, 그리고 tissue remodeling까지 광범위하게 알려

져 있다.
78,79)

 PPAR은 endogenous fatty acid와 그 유도체에 

의해 활성화 되며, 다른 핵 수용체인 retinoid X receptor 

(RXR)과 이형질체를 이루어, 표적 유전자 promoter상의 

peroxisome proliferators response element (PPRE)에 결합한

다.
55) 

  PPARα와 PPARγ는 염증 조절에 관여하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PPAR가 저해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6∼58)

 여러 선행 연구에서 PPARα

와 PPARγ는 cytokine, metalloprotease, 그리고 acute phase 

protein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결과들

이 PPAR가 redox-sensitive 전사인자인 NF-κB, activator 

protein-1 (AP-1), 그리고 signal transducers and activators of 

transcription (STAT)와 같은 전사인자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9∼63)

 이러한 모든 결과들은 PPAR가 염증반응

을 조절함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며, 노화와 관련된 염

증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요한 표적이 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노화 쥐에 PPARα agonist, Wy 14, 643과 dehydroepiand-

rosteron sulfate (DHEAS)를 투여하여 실험한 결과, 나이에 

따른 NF-κB와 이에 의한 염증성 단백질의 증가가 억제

됨이 관찰되었다.
64)

 또한 PPARα 결손 생쥐는 wild-type 

보다 높은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에 대한 감수성을 나

타내었으며, PPARα의 활성화는 염증에 대한 신경보호

효과를 보 다.
65,66)

 이상의 모든 결과들은 PPARα가 염

증과 산화스트레스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

을 시사하 다.

  또 다른 PPAR isotype인 PPARγ도 염증 반응을 조절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Agonist에 의해 활성화 된 PPARγ는 

NF-κB와 AP-1을 저해하여, 이들에 의해 조절되는 염증

관련 단백질인 COX-2, iNOS와 cytokine들의 발현이 감소

하는 것을 관찰하 다. PPARγ에 의한 염증반응 조절의 

분자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최근 연

구결과에 의하면 PPARα의 경우에는 NF-κB 구성요소

인 p65의 핵으로의 이동은 저해하지 못하나, IκBα 

mRNA의 발현을 증가시켜 NF-κB의 DNA 결합 활성을 

감소시켰다.
67)

 PPARγ는 p65와 p50에 직접적으로 결합

하여 NF-κB에 의한 전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68)

  PPARγ의 활성화도 PPARα와 마찬가지로 산화스트레

스와 활성산소종에 의한 스트레스(nitrative stress)를 줄이

는 것이 보고되었다.
69)
 최근 본 연구실의 결과에 의하면, 

Fig. 3. Suppression of NF-κB activation by CR. 
ROS: reactive oxygen species, NF-κB: nuclear factor kappaB,
AP-1: activator protein-1, IKK: IκB kinase, MAPK: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Erk: extracellular signal-related kinase,
JNK: c-Jun N-terminal kinases, CR: calorie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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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과정에서 PPARα와 PPARγ 모두 핵에서의 단백질, 

mRNA 레벨, 그리고 전사활성이 감소한 반면, 항염증 효

과를 가지는 식이제한은 이러한 감소를 억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70) 따라서 세포에서의 NF-κB와  PPAR 간의 

분자적 상호작용은 Fig. 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노화의 

원인인 염증반응과 노화를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기전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PPAR, 식이제한 그리고 에너지 대사

  식이제한과 PPAR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PPARα 

agonist 투여와 식이제한한 쥐의 간을 이용하여 유전자 

프로파일을 조사한 결과, 지질 대사와 염증, 그리고 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식이제한군에서의 결과와 

overlapping 됨을 확인하 다. Wild-type에서의 전체 변화

의 19%는 PPAR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fatty acid ω-oxidation에 관련된 유전자들로 밝혀졌다.
71)

 

이러한 결과로 식이제한의 효과 중 일부는 PPARα에 의

한 것임이 시사되었다. 

  또한 NIA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이제한 쥐의 

혈청에서 PPARγ에 의해 조절되는 plasma adiponectin이 

간에서의 PPARα와 PPARγ의 mRNA 발현과 일치함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PPAR들이 fatty acid ω-oxidation과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전사인자로 작용할 가능

성이 시사되었고, PPAR의 활성화 또한 식이제한 유사효

과(CR mimetics)를 나타내어 수명연장과 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 다.
72)

에너지 대사 조절에 의한 수명연장 

  효모에서부터 장류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종에서 식

이제한이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밝혀짐

에 따라 노화과정에서의 에너지 대사(energy metabolism)

에 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아직 그 기작

은 불분명하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에너지 대

사, 예를 들어 glucose와 insulin/insulin like growth factor-1 

(IGF-1) signaling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변이 시키면, 수명

연장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에너지 대사와 

노화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실험은 효모, 선충, 초파리 

등에서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해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의 노화조절 유전자 SIR-2 

(Silent Information Regulator-2)의 기능이 규명되었으며, 

SIR-2 유전자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대사율과 

접한 연관성이 있는 조효소인 NAD가 필요하며 SIR-2 유

전자는 세포의 대사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지하고 게

놈을 어느 정도 활동 정지시켜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으

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73)
 종래의 연구에 의하면 효모, 선

충, 쥐 그리고 장류는 식이를 제한하면 수명이 연장된

다고 밝혀져 있으며, 즉 생명체의 칼로리 섭취가 부족하

면 NAD 분비량이 올라가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SIR-2가 

게놈의 활동을 정지시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생

각된다.
74)

 또한, 초파리와 선충에서는 insulin/IGF-1의 대

사과정 억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파

리의 insulin-receptor substrate (IRS)를 null mutation 시킨 결

과 수명이 약 45% 정도 증가함이 보고되었으며 선충에

서도 insulin/IGF-1 대사과정을 조절한 결과 비슷한 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75,76)

 흰쥐 및 사람과 가까운 

원숭이에서 식이제한을 시킨 결과, insulin/IGF-1 대사과

정을 조절한 변이 모델에서의 경우와 유사하게 혈중 

glucose, insulin, IGF-1이 작지만 조금씩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아직까지 사람에게서 이러한 에너지 대사

를 조절한 연구의 결과는 보고되어 있지 않으나 비슷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77)

 또한 소수의 비만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이제한의 효과를 연구한 결

과, 식이제한한 흰쥐와 원숭이에서의 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확인 하 으며, 이로써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면 노

화를 지연시키고 수명연장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확

인되었다.
78)

 

  식이제한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수명연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되며, 아직 식이제한과 에

너지 대사와 관련된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

Fig. 4. The balancing act between pro-inflammatory NF-κB
and PPARs. 
NF-κB: nuclear factor kappaB, PPARs: peroxisome prolifera-
tor-activated receptors, CR: calorie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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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아마도 식이제한에 의해 에너지 소비(energy expen-

diture)가 감소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즉 에

너지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와 상호 작용

하는 산소 분자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활성 산소종

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생

각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의 George 

Roth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체온과 인슐린 수치가 낮고, 

DHEAS 수준이 높은 사람이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동물실험 결과 이는 낮은 신진대사율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77)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사람의 

수명과 신진대사율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관계는 

칼로리를 30% 제한한 실험동물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이 동물들은 정상적인 먹이를 먹는 다른 동물들보다 

40%나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평균 

체온과 인슐린 수준이 낮고, DHEAS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7) 

  쥐와 사람에서는 같은 포유류에서도 수명의 길이는 

전혀 다른데 각각의 노화는 과연 같게 일어나는 것일까? 

효모, 선충, 초파리라는 생물의 수명이나 노화의 표현형

은 더욱 크게 차이가 있는 데도 그것들을 이용한 노화․

수명연구에 보편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은 

어느 것이나 매우 중요한 의문이며, 그 배후에는 생물은 

‘왜’ 노화하고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본질적

인 의문이 가로놓여져 있다.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 생물 종을 살펴보아 노화․수명의 진화의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생물에서 노화와 수명의 메커

니즘은 분명 각각의 생물종에 고유의 생활력에 접하

게 관계하여 진화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포유

류에서는 중년기 이후의 사망률의 기하급수적 상승과 

난자의 고갈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노화의 패턴이며, 노

화에 따르는 많은 생리학적 변화가 매우 유사한 상대적 

시간스케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후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최근의 선충과 초파리에서의 분자유전학적인 

해석은 이 2개의 다른 생물종에서 Insulin/IGF-I․시그널

전달계가 노화와 수명의 제어에 중요한 공통의 메커니

즘인 것을 나타내었다(Fig. 5).79) 이러한 사실은 생물은 

‘왜’ 노화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진화적 공통

항으로서의 메커니즘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

다. 

Fig. 5. Conserved regulation of longevity. In yeast, worms, and flies, the partially conserved glucose or insulin/IGF-I-like pathways
down-regulate antioxidant enzymes and heat shock proteins, reduce the accumulation of glycogen or fat, and increase growth and
mortality. Mutations that reduce the activity of these pathways appear to extend longevity by simulating caloric restriction or more
severe forms of starvation. In yeast and worms, the induction of stress-resistance genes is required for longevity extension. In mice,
IGF-I activates signal transduction pathways analogous to the longevity regulatory pathways in lower eukaryotes and increases
mortality. However, the intracellular mediators of life-span extension in GH- or IGF-I-deficient mice have not been identified. In
humans, mutations or diseases that result in plasma GH or IGF-I deficiencies cause dwarfism, obesity, and other adverse effects,
but their effect on longevity is unclear (Adopted from Longo and Finch, Science 299, 1342-134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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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충과 초파리의 장수 mutant의 수명연장 연구에서, 

Insulin/IGF-1 signaling계의 변화 및 이에 의한 에너지 대

사계의 변화가 노화 및 수명을 제어하는 중요한 요인이

라는 것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마우스의 

Insulin signaling 전달계에 선충과 동일한 변화를 도입하

면 당뇨병이나 대사이상을 초래하여, 수명이 오히려 짧

아졌다. 그러나 Shimokawa가 제작한 transgenic rat에서의 

연구나 미국의 변이 마우스를 이용한 연구에서 포유류

에서는 IGF-1 signaling를 억제한 경우에 장수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80) 

  IGF-1계의 제어는 결과적으로 insulin 전달계에도 향

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어, 포유류에서도 노화 및 수명

의 제어에 insulin/IGF-1계 및 에너지 대사의 중요성이 주

목되고 있으나, 그 분자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종래부터 노화지연, 수명연장 실험 모델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식이제한에도, Insulin/IGF-1 전달계가 억

제되었다. 그러나, IGF-1 억제모델 및 칼로리 제한 모델

에서는 노화 및 수명제어의 기전이 다소 다르다는 것이 

미국의 변이 마우스 및 Shimokawa의 transgenic rat에서 시

사되었다.
80,81)

 현재 이 2종의 모델에서 노화지연기구의 

분자기전이 구체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

과 식이제한 흰쥐 모델의 항노화, 수명연장의 분자기전

의 상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하면 포유류의 노화제

어기전을 분자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

다. 또한 효모, 초파리에서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종에서 진화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conserved path-

way (Fig. 5)는 에너지 대사를 통한 수명연장의 연구에 좋

은 표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본 총설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염증반응은 산화적 스

트레스 및 노화관련 질환과 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노

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염증조직에서 ROS/RNS가 관여하

는 것과 이로 인한 NF-κB 및 그 관련 염증반응 유전자

의 발현은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반응을 활성화하여 

분자염증 상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노화와 관련된 

NF-κB의 활성과 염증에 관여하는 단백질 등의 유전자

발현은 식이제한에 의해서 제어된다. 이는 ROS/RNS와 

산화적 스트레스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식이

제한은 노화과정과 관련하여 항노화, 항산화, 항염증작

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식이제한도 분

자염증가설로 설명된다. 또한 식이제한과 유사한 에너

지 대사의 조절도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노화과정뿐만 아니라, 치매, 동맥경화, 당뇨병, 암 

등의 노인성 질환에서도 염증반응이 중요한 인자라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으며, 정확한 발병기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규명에 노화의 분자염증가설이 크게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노화에서의 식이제한과 

이와 관련된 에너지 대사의 분자적 기전에 대해서는 아

직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이러한 기전의 규명 및 조절 

약물의 발굴은 수명연장과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줌으로

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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