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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와 생체나이 측정시스템의
전반적 이해

노화란“일반적으로 신체내의 평형이 깨어져 내적 및 외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신체의 구조와 기능의 점진
적인 저하”를 의미한다. 즉 노화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점진적인 구조적 변화로서 질병이나 사고에 기인하지 아
니하고 궁극적으로 사망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 노화와 연관된 용어

Aging-realated Terms

노화(aging)는 라틴어로“aetas”에서
기원하였으며 세월이 흘러 육체적, 정신
적으로 점차 쇠퇴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나이(age), 삶(lifetime)의
의미로 사용된다. 흔하게 노화(aging)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단어로는 노쇠
(senescence)가 있으며 이는 라틴어로
“senex”에서 기원하였고 쇠퇴한 상태
를 의미한다.

● 노화와 이에 대한 이론들
노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
지만 이를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예정된 계획에 의해 이미 태
어날 때부터 노화가 결정되었다는 노화
예정론(programmed aging)과 살아가면
서 신체기관이나 장기들의 대사과정에
문제, 유전자 손상, 자유기에 의한 손상
등에 의해 노화가 유발되고 촉진된다는
소모이론(wear and tear theory)으로 구
별될 수 있다.

AGING THEORIES

● 진정한 노화와 병적노화의 구별

True Vs. Pathologic Aging

일반적으로 노화란 특별한 원인없이
시간이 흘러 보편적이며(universal), 점진
적이고(progressive), 개체 내적 요인
(intrinsic)에 의해 비가역적(irreversible)으
로 어 쩔 수 없 는 (inevitable) 쇠 퇴
(deleterious)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
하며 병적노화와 구별되는 의미로 진정
한 노화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 노화 특성과 노화 정도의 표현
노화의 가장 큰 특성은 개체 간, 개체 내에서도 각각의 신체기관 혹은 장기 간의 진행되는 노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간에 의해 제시되는 연대적나이는 개체의 노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연대적나이(Chronological Age)
태어난 후 시간에 의해 계산되는 노화 정도로 같은 시점에 태어난 개체들은 동일한 연대적연령을 갖게 된다.

•생체나이(Biological Age)
노화는 개체 간, 개체 내 신체기관 혹
은 장기들의 진행되는 노화 정도가 서로

BA Phenotype

다른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
개체의 노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생체나이를 측정
하는 것이다. 즉 생체나이란 각 개체의
전체적인 생리 혹은 기능적 노화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같은 시점에 태어난 개체
라도 생체나이는 다양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생체나이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한 개체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각 개체의 질병 상태, 기능저하 정도 등을 현 시
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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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의 임상적 평가와 진단
일반적으로 환자를 다루는 임상 과정은 과학

PROBLEM SOLVING FLOW

과 예술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 교감을 필요로
한다. 즉 전문적으로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지
식과 개인의 감정에 이해할 수 있는 예술가적
감성이 필요하다. 체계화되고 과학적 방법에 의
한 평가 혹은 진단 과정을 통하여 질병의 유무
를 입증하고 환자들의 감성 이해를 통하여 각각
의 환자를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는 인격체로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상 과정은
환자 병력 청취, 이학적 검사, 체계적인 환자 정
보의 기록 등과 같은 첫 번째 단계와 수집된 모
든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여 자료, 정보의 상호
연관성, 현 시점의 평가 및 진단, 예후 등과 같
은 둘째 단계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환자

Individual Differences

들의 순응과 참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치료, 관
리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된다. 그러나 노
화에 대한 임상적 접근에 있어 위와 같은 임상
과정은 많은 제한을 갖는다. 기존 임상 과정과
달리 노화의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노화의 시작
점을 명확히 찾기 어려우며, 사망에 의해 연구
가 중단되고, 연구 대상자들의 생리적 상태 혹
은 노화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또
한 기타 다른 질환의 연구보다 관찰, 평가하는 연구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제한을 갖는다. 특히 개개인의의 생리적 상태 혹은 노화의 정도
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은 노화 연구의 제한성인 동시에 노화를 평가, 진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생체나이 측정시스템
최근 노화방지와 건강증진 분야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이 바로 생체나이이다. 생체나이란 몸의 실제 나이, 즉 몸이 말하
는 개개인의 실제 건강 나이를 뜻하며 과연 나는 현재 건강한가? 나이에 비해 얼마나 늙었는가?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강 관리법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답을 의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생체나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노화를 진단한다는 의미이며 생체나이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노화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적합한 치료 대상을 찾아내기 어렵고, 치료 후 치료 효과 유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설문지를 이용한 측정시스템
• Realage Ⓡ
총 7가지 설문지(General Health, Medical History, Medications, Lifestyle & Safety, Stress & Social Support, Nutrition, Physical
Activities)를 이용하여 생체나이를 측정한다.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단순히 설문지만을 이용하였기에 진정한 의미의 생체나이 측정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

2. 신체기능 측정시스템
• H-Scan Ⓡ /AGE Scan Ⓡ
총 12-13가지의 검사(Sensory Skills, Vigilance & Reaction, Memory, Muscle Speed & Coordination, Lung Function, Complex
Perception 항목)를 이용하여 신체기능 나이를 측정한다. 이 시스템은 특히 노인들에게 신체기능 나이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며, 특별한
혈액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검사 후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생체나이 측정이 신체기능 나이 측정에 국한되어 있
어 체내 전반적 생체나이를 측정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지 제한된 생체나이, 혹은 신체기능만을 측정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신체기
능 나이를 측정하는데 있어 환자의 검사 숙련도에 따라 자극-반응도의 차이로 인하여 측정 자체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
이 있다.

3. 복합적 생체나이 측정시스템
다음 3가지는 신체 계측 및 혈액 검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생체나이를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 Bioaging Ⓡ
독일어 권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노화 측정시스템으로 각 검사 항목 별 생체나이가 측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전체 생체나이가 측정
된다. 따라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제거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검사 주체가 다르며, 각 항목의 참고치 역
시 같은 그룹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전체 생체나이를 측정하는데 있어 각 항목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 Inner-age Ⓡ
미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는 노화 측정시스템으로 각 검사 항목 별 생체나이가 측정되고 이것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또한 각 항목의 생체나이를 종합하여 전체 생체나이가 측정된다. 따라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제거하는데 용이하며 영어로
서비스되기에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역시 각각의 검사 주체가 다르며, 각 항목의 참고치 역시 같은 그룹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전체 생체나이를 측정하는데 있어 각 항목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또한 검사비용 자체가 고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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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Age Ⓡ

MEASUREMENT SYSTEMS

2003년 국내에서 처음 개발, 상용화된 생체

장단점

나이 측정시스템으로 국내 환자를 기초로 만들
어진 노화 측정시스템이다. 기존 외국시스템과
달리 검사가 단일 검사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에 따라 생체나이를 측정하였기에 각
검사 항목간의 관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 자료를 이용하였기에 기준 값, 평균
값, 참고치 등이 우리나라(동양) 사람들에게 적
합하며 상대적으로 검사 비용이 저렴하고, 기본
건강 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IO-AGEⓇ 는 각 개인의 신체나이, 내부 장기
나이(생화학나이), 호르몬나이를 추정 할수 있고
추정된 세 가지 나이를 종합한 전체 생체나이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첨단 의학에 기초를 둔 다양한 검사를 통해 생체나이를 측정하여 개인의 건강상태와 노화정도
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로 맞춤처방을 제공하여 평생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치의 프로그램의 첫 걸음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요 장기별 나이(체형나이, 심장혈관나이, 폐나이)을 측정할 수 있어 다양한 임상 분야(예, 비만 등)에
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BIO-AGEⓇ를 6-12개월 마다 반복 측정하면 개인의 건강상태뿐 만 아니라, 노화속도를 쉽게
알 수 있어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생체나이 정기검진
생체나이 측정을 포함하는‘생체나이 정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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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란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기존의 단순
하고 형식적인 종합검진이 아닌 건강증진과 노
화방지를 통한 건강 장수라는 의료의 궁극적 목
적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개념의 건강검진이다.
이와 같은‘생체나이 정기검진’을 이용하여 객
관적으로 개인의 건강상태와 노화정도를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와 노
화정도의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노화에 관해
전문적인 진료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생체나이 정기검진’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국내
에서 개발된‘생체나이 정기검진’을 이용하여 생체나이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건강증진과 노화정도 향상을 위한‘토탈
케어(Total Care)’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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