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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지식 측면에서
노화방지의학이 추동하는 노화의 의료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노화방지의학은 어떻게 노화를 질병으로 재구성하며, 이를
어떻게 실천하는가?’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문헌분석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에는 논문 문헌, 언론보도, 의료전문직
인터뷰 자료, 단행본과 같은 이차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화방지의학 분과의 형성과 제도화 노력, 그리고 노화를 의료의 문
제로 재구성하려는 양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노화방지의학의 정의와 등장 과정에 대해 다룬다. 노화
방지의학이라는 분과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으며, 대중에게는 물
론 학계 내에서도 그 정의가 분명치 않다. 따라서 노화방지의학을 노
화로 인해 나타나는 총체적인 신체 변화를 약물 또는 치료법을 통해
지연·예방하고자 하는 근거 중심의 의학이라고 정의한 후 논의를 전
개한다. 노화방지의학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학 분과로 대두한 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노화방지의학 내 지식뿐만 아니라 분과 자
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
반 고령화 사회로 진입으로 인해 노화방지의학은 관련 치료법이 먼저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된다. 1999년 국내 최초의 노화방지의학 학회
인 대한노화방지의학회가 설립된 후 독자적인 의학 분과로써 활동을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의료전문직의 활동이 이
어진다. 동시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노화방지의학 내 치료법에 대해
학계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된다.
3장에서는 노화방지의학이 개념적 수준에서 노화를 의료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측면을 노화의 정의 및 기전, 치료법, 노화의 측량화로 나
누어 접근하였다. 노화방지의학은 등장 초기에는 다른 의학과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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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해 노화는 질병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해당 프레
임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현재 노화방지의학에서는 성공
노화의 개념을 가져와 노화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
체적 변화이면서 동시에 질환이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한편, 노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하지만, 노화방지의
학에서는 내분비계 변화이론과 산화손상설 이론으로 노화의 기전을
설명하여 노화에 대해 의료적 개입이 가능하게 만든다. 특정한 의료
적 사실을 바탕으로 호르몬대체요법과 항산화주사 요법을 노화에 대
한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의학계에서 사용
하는 노인에 대한 신체지표는 노인의 기능에 집중하였으나 노화방지
의학은 치료법을 이행하기 위해 노화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생물
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측량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호르몬대체요법
과 항산화제 주사요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다
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연대기적 나이를 생물학적 나이로 대체함으로
써 기존의 연령 개념이 통계적 수치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되는 측면
이 존재한다.
4장에서는 노화방지의학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됨에도 국
내에서 노화방지의학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한다. 1990년대 노화방지의학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보다 현재 노화
방지의학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노화방지의학은 의료계에서 공식적
으로 의학 분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원의를 중심
으로 실천되는 양상을 보인다. 노화방지의학 관련 의료전문직들은 노
화가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노화
방지의학 지식을 예비 환자집단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노화방지의학 관련 의료전문직들은 이상적인 노년의 모
습을 활동성 있는 노년으로 상정하며, 노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클리닉은 상업성을 강하게 나타내며 일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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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형태로 운영되는데, 노화방지의학 내 치료법뿐만 아니라 한의학
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치료 및 관리를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노화방
지의학 내 신체 나이 측정에 대한 아이디어는 하나의 기업 상품으로
고안되어 노화방지의학 내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도구로 재현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가 지니는 함의와 한계에
대해 다룬다. 비록 의학 문헌에 대한 해석이 풍부하게 이뤄지지 못했
으며 노화방지의학 관련 의료전문직에 대한 심층면접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노화의 의료화 양상을 지
식사회학적으로 분석하였고 노화방지의학의 유입과 실천을 통해 국내
에서 형상되는 노화 담론을 유추해볼 수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화 담론에 대해 다양한 고찰이 요구되는 오늘날, 노화방지의학이라
는 분과의 대두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다양한 태도가 극명하게 대두
하는 학문의 공간이었다.
주요어 : 노화방지의학, 노화방지, 지식사회학, 노화의 의료화, 노화
담론
학 번 : 2016-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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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노화방지의학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을 예방하고 총
체적인 의료적 접근을 통해 노화를 지연시켜 만성질환과 죽음을 늦추는 의
학전문 분과이다. 1990년 Rudman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장호르몬 연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성장호르몬을 투여할 경우 지방 조직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계기로 노화방지의학이 나
타나게 되었다. 노화방지는 과거에도 시도됐었지만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
작했다. 현대사회에서는 의료기술을 통해 신체의 노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듯 의료기술을 통해 노화진행을 늦추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도드라지
는 특징이며, 이러한 추세가 한국사회의 특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노화
방지의학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고령화 사회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연령주의(Ageism)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회
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었
다.1)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995년에 5.9%이던 것이 20
년 후 2015년에 7.2%p가 상승한 13.1%에 이르렀다.2) 이 정도의 추세라면
향후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25년에는 20.0%, 2045년에는 4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통계청, 2017).
1)

<표1> 고령화 속도의 국제적 비교
국가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진입 연도
미국
1945
영국
1930
일본
1970
한국
2000
*출처: 통계청, 1998(한국사회지표)
2)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index/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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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연도(년)
75
45
24
22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은 건강문제와 같은 미시적 수준에서부터 복지
체계와 같은 거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고, 사회 전체
적으로 큰 긴장을 일으켰다(박경숙, 2003).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는 고령화
사회는 노인집단을 둘러싸고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연령주의
ageism이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Giles et al, 2002). 즉, 노인집단의 특징인 노
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노화방지의학의 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둘째, 남녀 구분 없이, 그리고 어느 연령대에 속하는지와 상관없이 한국사
회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대부분의 집단에까지 퍼져 있고, 이는
신체적 노화 증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국사회 또한,
1990년대 소비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몸관리 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미용산업이 확장하게 된다(박지현, 2002; 백은희, 2000; 문경덕, 2003; 임
인숙, 2002; 2004). 초기에는 여성만 몸 관리 담론 및 미용시장에서 지배적
인 행위자였으나, 이후 남성과 노년층에게까지 몸관리 담론이 일반화된다
(홍금희, 2007; 임인숙, 2005; 최현진, 2005; 송유진, 2012; 이동옥, 2014).
아름다움의 기준은 곧 서구의 아름다움으로 획일화되었고, 2000년대 중반에
는 젊음이 곧 ‘아름다움’으로 표상되는 ‘동안 담론’까지 등장한다(김송희,
2013). 외모에 대한 높은 가치추구는 노화 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되게 만
들고 젊게 보이려는 시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를 조성하여 노화방지의학이 태동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현대 소비사회에서는 몸이 새로운 문화적 자본을 나타내는 수단으
로 작동하기 때문에, 노화라는 신체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차이를 재현하는
매개체로 작동할 수 있다. 후기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신체에 관한 관심
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비문화 속에서 몸은 새로운 문화적 자본을 나타내
는 수단으로 작동한다(Turner, 1984; 쉴링, 2003). 소비문화 내에 존재하는
몸에 대한 상업적 관심과 미적 관심은 이후 건강산업과 미용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Nettleton, 1997). 노화방지의학 또한 몸에 대한
미적 관심을 바탕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신체의 노화 현상이 사회경제적 지
위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써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형성된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

- 2 -

으로 노화의 의료화 경향이 나타났다. 의료화medicalization란, 과거에는 의
학적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영역에 의학전문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Conrad&Schneider, 1980). 의료화 과정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
으며, 특히 실천은 전문가, 정책, 대중의 인식, 지식의 형성과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진행된다(Estes&Binney, 1989). 예를 들어, 미디어를 통한 노화의
의료화가 확산되거나, 노년 집단에서는 의료 기술을 통한 노화방지가 시도
되고 있다(김미혜, 2003; 한경혜, 윤성은, 2007; 이성용·이정환, 2011; 한혜
경, 2012; 김주미, 한혜경, 2013; 김송희, 2013). 따라서 이 연구는 노화방
지의학이라는 분과의 등장과 실천이 기존에 진행되는 노화의 의료화 경향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의료지식의 생산과 실천을 통해 노화의 의료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노화방
지의학 분과의 등장과 실천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노화방지의학이라
는 의학 분과의 등장이 노화의 의료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지식은 ‘주목해야 할 대상’을 제시하고, 그 대상을 ‘인지하
는 태도와 방식’을 결정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Foucault, 1972; 조원광, 2017). 특히 새로운 의료지식 분과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전에 병리적인 현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치료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의료 분야 내로 포섭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푸코, 2014).
그러므로 노화방지의학이 미국에서 발생한 후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실천
되는 과정이 한국의 사회적 맥락과 맞물려 노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재생
산·실천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화방지의
학이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과정과 노화방지의학이 노화를 질병 문제로 재
구성하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
Q1.

노화에 대한 다양한 의료적 접근 중 노화방지의학은 어떻게 노화

Q2.

를 질병으로 재구성하는가?
노화를 의료적 문제로 재구성하는 노화방지의학은 어떻게 실천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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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노화방지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 분과의 등장이 갖는 사회적 함
의는 무엇인가?

위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첫째, 노화방지의학의 시작과 노화방
지의학이 가진 논쟁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노화방지 지식
의 유입 및 분과로서의 활동을 살펴본다. 둘째, 국내 노화방지의학이 의료지
식 측면에서 노화의 의료화를 추동하는 원리를 분석한다. 셋째, 관련 의료전
문직들이 실제 클리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화를 의료문제로 재구성하는
측면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특정 의료지식의
형성이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고, 지식의 형성이 하나의 권력
으로 기존의 노화 담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노화방지의학의 등장과 그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후 학문
이 실천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현대사회 내 노화 담론의 양상 중
하나를 파악하고 신생학문의 등장 및 실천이 상업적 요구와 밀접하게 연관
되며 진행되는 양상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헌분
석과 심층면접을 병행하고자 한다.
문헌분석은 (1)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단행본, 학술대회 발표문, 학술지
등 관련 학회 자료 (2)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논문 문헌 검색 (3)
노화방지의학 및 호르몬대체요법과 관련된 언론 보도 (4) 기타 관련 문헌
자료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심층면접의 경우,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의료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 문헌분석
문헌분석 방법은 주로 문헌에 기록된 1차, 2차 자료를 통해 현상을 기술
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말한다(차배근·차경욱, 2013). 노화방지의학의 대두와
실천과정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화방지의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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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자료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까지 참고했다.
① 학회 관련 자료
노화방지의학이 새로운 의학 내 분과로 등장하고 전문분과화를 도모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학회 활동을 홈페이지, 학술대회, 저널, 단행본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같은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노인의학과의
비교를 위하여 노인의학과 관련된 학회들 또한 동일하게 자료를 수집하였
다. <표2>를 살펴보면, 노인의학 관련 학회는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임상노인
의학회, 대한노인의학회이며, 노화방지의학 관련 학회는 대한노화방지의학
회, 대한노화방지연합회(대한노화관리연합회/대한노화관리의학회), 대한항노
화학회이다. 이 중에서 대한노화방지의학회와 대한노화방지연합회의 경우,
현재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활동 여부가 확실치 않다.
<표2> 관련 학회별 분석 자료
학회명

홈페이지

학술대회

저널

단행본

대한노인병학회

○

○

○3)

○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노인의학회

○
○

○
○

○4)
X

X
X

대한노화방지의학회

X

X

X

○

대한노화방지연합회

○

○

X

○

대한항노화학회

○

○

X

X

② 논문 문헌 검색
논문 문헌 검색의 경우 목적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검색을 시도했다.
첫 번째 검색방법은 호르몬대체요법과 관련하여 의학계 내 연구 경향을 살
펴보고자 검색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검색식을 활용하였다. 다
음으로 노화방지의학을 주제로 한 의료계의 지식생산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의료계의 태도 및 노

3) Annuals of Geriatrics Medicine and Research(AGMR)
(http://www.e-agmr.org/main.html)
4) Korean Journal of Clinical Geriatrics(KJCG) (http://www.ekjcg.org/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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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방지의학 내 지식생산활동을 알아보았다.
먼저 여러 분야의 국내 의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르몬대체요법과
관련된 연구를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의학계
에서 해당 주제에 관한 논문이 처음 등장한 시기 및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기존에 의학계 내에서 이루어진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메타분석을 참고하였다(Bae&Kim, 2015; 신우종, 2015). 메타분석은 의학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종합적인 분석방법을 뜻한다(황성동, 2014).
다만, 의학계에서 활용되는 메타분석의 과정을 그대로 이 논문에서는 이
행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 선정과정과 검색식 활용 부분까지만 참고하
였다. 의학계에서 활용하는 메타분석의 경우 4가지 특성을 포함하는 구체적
질문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문헌을 선별한 후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 질
문(PICO)의 구성요소는 환자 대상 문제(Population; P), 치료 또는 중재
(intervention; I), 비교자(comparation; C), 그리고 결과(outcomes; O)이며,
이 조건에 만족하는 문헌을 찾은 후 선택과 배제의 기준을 두 명의 평가자
가 독립적으로 적용한 후 최종 문헌을 선택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성인
집단으로 설정되는 환자 대상 문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이라는 치료만을 보고
자 할 뿐, 비교자와 결과는 필요하지 않아 기존 의료계에서 호르몬대체요법
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참고하되 동일하게 이행하지는 않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문헌을 찾기 위해 데이터베이
스 선택, 논문검색, 논문 선별의 세 단계를 동일하게 거쳤다. 두 주제 모두
의학 지식 생산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 의학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최종 검색을 할 데이터베이스를 찾게 되었다. 국내 의학 데이터베이
스는 약 10여 개 이상 있으나(이효섭 외, 2012), 기존 의학 분야에서 메타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KoreaMed, KMBase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김영
신 외, 2008; Bae&Kim, 2015). 최종적으로 KoreaMed와 KMBase 중에서
KoreaMed 만을 대상으로 검색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연구대상
집단을 연령에 따라 제한할 수 있어 연구목적에 더 적합하고 정밀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효섭 외, 2012).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의 경우 성인뿐만

- 6 -

아니라 청소년에게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연령 제한의 필요성이 존
재했다.
KoreaMed에서 검색어 및 검색식을 통해 문헌 검색을 진행한 결과 성장
호르몬 대체요법과 관련된 문헌은 35건, 여성호르몬 대체요법의 경우 3건,
남성호르몬 대체요법의 경우 5건의 문헌이 선별되었다. 구체적인 검색어 및
검색식, 논문 선별 절차에 관한 내용은 <부록1>에 정리되어 있다.
한편,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여 진행되는 지식 생산 활동이나 노화방지의
학을 주제로 다룬 논문을 알아보기 위해 논문 문헌 검색을 진행하였다. 노
화방지의학을 주제로 하는 의학 논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검색 데이터
베이스를 KoreaMed뿐만 아니라 KMbase, KISS로 확장하였다(김영신 외,
2008). 이는 기존에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된 글 자체가 적었기에 최대한 다양한 학술 문헌을 수집하고자 하였기 때문
이다.
키워드는 “노화방지의학”, “항노화의학”, “안티에이징 의학”으로 검색하였
으며, “항노화”, “안티에이징”, “노화방지”라는 검색어를 제외한 이유는 노
화방지의학과 관련된 문헌이 아닌 해당 효과나 원인에 대한, 관련 없는 논
문들이 주로 검색되었기 때문이다. KoreaMed, KMbase, KISS를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을 한 결과 KoreaMed에서 2건, KMbase에서 20건, KISS에서
8건이 검색되어 총 30건이 검색되었다. 그중 중복 12건을 제외하고 총 18
건의 논문이 “노화방지의학”을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인 검색어 및 검색식, 논문 선별 절차에 관한 내용은 <부록2>에 정리되어
있다.
③ 언론 보도
노화방지의학 및 호르몬대체요법의 국내 도입 시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
고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의료전문직의 실천을 알아보기 위하여 언론 검
색을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전문가집단과 대중 사이의 가교 구실을 하여 노
화방지의학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노화방지의학 내 치료법에 대
한 논란을 살펴볼 수 있는 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매체 보도 기사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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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신문기사 검색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잡지와 주요 일
간지 기사 분석을 시도하였다. 신문기사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신
문기사 검색서비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 기능5)과 포털사이
트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6)를 활용하였다(양보람. 2013).
검색기간은 미국 내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연구가 최초로 시작된 1990
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각 조사 목적에 따라
검색 기간 및 검색어가 다르게 사용되어 이와 관련해서는 <표3>에 정리해
놓았다.
<표 3> 언론 검색 기준
조사목적
노화방지의학
관련 동향 검색
노화방지의학
학회 관련

검색어
노화방지의학7)
호르몬대체요법9)10)
배철영/권용욱/정누시아11)
AG클리닉/차움/팜스프링 서울의원12)
대한노화방지의학회/대한노화관리
의학회/대한항노화학회

총 기사 건수
30건
총
38건
55건8)
13건
10건
5건

④ 기타 관련 자료
미국 노화방지의학의 동향을 확인하고 관련 치료법의 임상시험 결과를 확
인하기 위해 A4M, NIA 홈페이지와 WHO 문건을 참고했다. 한편, 국내에
서 노화방지의학이 실천되는 양상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노
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의원들의 홈페이지와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기업
홈페이지를 참고했다. 마지막으로 3급 종합병원의 홈페이지는 노화방지의학
5)
6)
7)
8)

http://www.kinds.or.kr
http://newslibrary.naver.com
유의검색어: 노화방지클리닉, 항노화클리닉, 노화방지센터, 안티에이징클리닉
“노화방지의학”과 “호르몬대체요법” 키워드의 경우 중복을 제외하고 난 뒤 총 활용된 기
사의 건수는 55건이다.
9) 유의검색어: 성장호르몬대체요법, 남성호르몬대체요법, 여성호르몬대체요법, 호르몬보충요
법, 성장호르몬보충요법, 여성호르몬보충요법, 남성호르몬보충요법, 호르몬주사요법, 성장
호르몬치료, 여성호르몬치료, 남성호르몬치료
10) 관련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 중에서 갱년기 치료와 관련된 기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11) 각 학회 내 현 회장 또는 초대회장의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했다.
12) 노화방지의학 내 주도적 행위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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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권 내에서 실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되었다.
<표4> 기타 참고 자료 목록
목록

세부사항
AG클리닉
팜스프링 서울의원
차움
<부록3> 참고
홈페이지

노화방지의학 관련 병원
3급 종합병원 홈페이지
미국 노화방지학회
(American Academy of Anti-Aging
Medicine; A4M)
미국 국립 노화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
WHO
기업 홈페이지

단행본
홈페이지
관련 리포트
바이오에이지 BIO-AGE
메디에이지 Mediage

2) 심층면접
새로운 질병에 대한 의료지식의 형성과 실천이 다양한 의료행위자 중에서
도 주로 의사 직군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노화방지의학이라는
분과의 등장과 실천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Swaboda, 2008). 또한, 노화방지의학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한
Fishman(2010)의 연구에서 노화방지의학이 의사에 의해 주도적으로 실천된
다는 결과가 존재했다. 이에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논쟁 양상을 보다 심층
적으로 접근하고 실제적인 노화방지의학의 실천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료전
문직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의료전문가는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찬성 입장 1명, 반대 입장 1명, 그리고 노화방지의학에서 사용하는 호
르몬대체요법의 지식에 대해 전문가 견해를 얻기 위해 내분비내과 전문의 1
명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에 앞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IRB)를 통해 인터뷰 모집과정 및 진행에 대한 승인과정을 거쳤다.
노화방지의학에 대해 갖는 태도에 따라 찬성과 반대 측 의료전문가를 모
집하는 과정 및 인터뷰 질문은 각각 다르게 진행되었다. 먼저, 노화방지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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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료전문가를 모집하기 위해 노화방지의학을
주제로 하는 논문 중 노화방지의학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취한
저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요청을 진행하였다. 메일을 통해 인터뷰 참여 의사
를 타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명의 연구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노화방지의학에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전문적
인 지식을 갖고 활동을 하거나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여 의료행위를 실천하
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구했다. 따라서 먼저 <부록2>에서 노화방
지의학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의료전문직을 대상으로 메일을 통해
인터뷰 요청을 진행하였으나, 연구참여자가 확보되지 않았다. 차선책으로 노
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으
나 노화방지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료전문직들은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섭외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다른 연구참여자
의 소개를 통해 현재 노화방지의학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료전문직과의 인터
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화방지의학 내 치료법, 특히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적
지식 및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내분비내과 의사 1명을 인터뷰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은 노화방지의학에 반대하는 의료전문직을 선정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는데, 노화방지의학 내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고한 저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모집된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표5>에 정리했다. 인터뷰 질문
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의 실효성이나 노화방지의학에 관한 관심 등 공통
적인 질문이 존재하였으나, 찬성이나 반대 입장에 따라 다른 질문이 추가되
었다. 구체적인 인터뷰 질문은 <부록2>에 정리되어 있다.
<표5> 연구참여자 특성
이름
A
B
C

직업
F 대학 교수
G 클리닉 개업의
T 대학 교수

전공분야
노년내과
재활의학과
내분비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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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시간
1시간
50분
30분

제3절 선행연구 및 이론적 자원
1. 선행연구
1990년대 노화방지의학이 미국에서 발생한 후 미국에서는 노화방지의학
에 대한 논란은 의학계 내부에서도 다뤄졌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접근
도 다수 시도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노화방지의학에 관한 연구가 의학
계 쪽에서만 치료법과 직접 관련 있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사회과학 분야
에서는 노화방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미국의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한국의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국내에서는 직접 노화방지의학을 다룬 사회과학 연구가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노화방지의학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갈래로 사회과학적 논의가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노화방지의학이 대두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
한 비판적 논의이다. 두 번째는 노화방지의학 내 행위자들이 노화방지의학
을 중심으로 맺고 있는 관계성 및 태도를 연구했다.
전자의 경우 노화방지의학이 현대사회, 특히 미국에서 1990년대에 대두하
게 된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젊음지향적인 대중문
화를 누렸던 베이비붐 세대가 노화를 경험하는 시기였으며, 둘째, 노화 기전
에 대한 과학 분야의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희망
이 증가했고, 셋째,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회경제적 우려
가 증가했기 때문이다(Harber, 2001). 넷째, 현대사회에 지배적인 소비문화
가 쇠퇴에 대한 두려움을 지속해서 재생산하기 때문에 노화에 대해 두려움
이 증가하였다(Cole&Thompson, 2001; 바우만, 마체오, 2016). 다섯째, 일
상생활에서의 의료적 담론이 확대되어 노화까지 의료적인 논의로 포섭되는
노화의 의료화가 진행되었다(Clarke et al, 2003). 마지막으로 급성장한 의
료 및 건강 관련 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전문가들이 대안적인 시장
을 발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노화방지의학이 대두되었다는 의견이 존재한
다(Robert, 2004; Binstock et al, 2006 에서 재인용).
노화방지의학에 관한 선행연구의 두 번째 흐름은 노화방지의학 내 의료관
계자, 소비자들의 관계 및 태도에 관한 연구이다. 여성 소비자들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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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노화방지의학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생산하는 모습을
확인하거나(Brooks, 2010), 노화방지 클리닉을 운영하는 개업의, 간호사 등
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화방지의학이 이전과 다른 최첨단 기술을 표방하지만
더욱 개인적인 관리체계가 존재할 뿐 실상은 전통적인 의료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Kinnunen,

2010).

마지막으로

Cole과

Thompson(2010)은 노화방지의학을 둘러싼 학계 내 논쟁을 정리하여 노화
방지의학이 의학을 포함하여 노인을 주제로 한 학계 내에서도 명확하게 정
립되지 않은 논쟁적인 학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노화방지의학을 다루는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
되었다면, Mykytyn(2007, 2008, 2010)은 노화방지의학이라는 신생 의학 분
과가 등장하는 과정과 의학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양상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학문 내에서 노화라는
개념이 재정립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학문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서 학계 내 과학적 논쟁을 하는 동시에 하나의 산업으로 등장하는 양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Mykytyn의 연구는 노화방지의학이라는 학문
과 그 지식이 실천되는 양상에 집중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노화의 의미와 노
화가 생의학과 맺는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내 노화방지의학의 형성 과정 및 배경에 대한 사회과
학적 분석이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
로 의료 영역이 노화 담론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의료적 실천이
노화 담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서한기, 2013; 김남
옥, 2012; 한혜경, 2012). 즉, 노화 관련 지식의 생성 및 실천이 사회 내
노화 담론을 재생산하는 측면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자원
1) 질병의 사회적 구성
노화가 이전과 달리 병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는 현상은 의료사회학 내 사
회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1980년대 등장한 의료사회학의 이
론적 시각은 크게 3가지, 기능주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사회구성주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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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있다(럽턴, 2009). 그중에서도 사회구성주의 관점은 1980년대 푸코
와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접근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대두했다. 사회구성주
의는 한 사회 내에서 ‘진실 또는 진리’라 일컬어지는 것들은 사회 내 다양
한 행위자 간 권력관계의 산물로 탄생한 것이라 여기며, 이에 지식은 보편
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과 행위체들의 실천 속에서 구성된다고 본다
(럽턴, 2009). 즉, 질환의 사전 실재(prior reality)라는 가정에 도전하는 것
이다(래들리, 1994). 따라서 의료사회학 내에서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은 의학
적 실체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질병이나 의료적 경험이
사회적 행위를 통해 인지·해석·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구성주의적인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질환의 사회적 구성이 어
떻게 발생되었는 가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어야 한다. Kaufert와 Mckinlay(1985)는 여성에게 있어 여성호르
몬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하나의 ‘결핍성 질환’으로 규정되어 호르몬대체요법
이 사용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갱년기 여성에게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
해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규정의 산물이자 일정한
사회적 가정들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즉, 폐경을 여성의 심리적·사회적 가
치의 감소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감소라는 사실만으로 변이(폐경)가 하나의 질환
으로 인식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견해다. 폐경으로 인해 야기되는 변화를
지적하고 특정 연령대 여성들에 대한 기존 사회 내 가치나 양상에 결합시켜
서 ‘건강’과 ‘질환’으로 개념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질병에 대한 정의가 각 사회
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정신의
학을 들 수 있다(양보람, 2013; 푸코, 2014).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
인의 특징 중 하나인 노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의료/과학기술의 발
달과 더불어 노화를 하나의 질환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나타났다. 과거에도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개선의 노력이 존재했지만(보부아르, 2002;
Minois, 1987), 노화를 질병Illness로 간주하고 하나의 의학분과(과학)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시도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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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화의 의료화
의료화medicalization란, 과거에는 의학적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영역에
의학전문기술을 적용하는 경향을 말한다(Conrad & Schneider, 1980). 의료
화는

구체적으로

개념

수준(the

conceptual

level),

기관

수준(the

institutional level), 상호작용 수준(the interactional level)과 같이 3가지 수
준으로 나눠질 수 있다. 먼저 개념 수준에서 의료화는 의학적 용어 또는 모
델이 기존에 문제시되는 현상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
료전문직들이 해당 수준에서 연관되어 있으나 의료적 행위가 해당 단계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의학 저널에서 새로운
‘발견’으로 진행되거나 알콜중독과 같이 정부와 같은 비전문가가 의료전문직
과 함께 사회 문제를 정의하는 데에 의학적 개념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기관 수준에서는 사회 내 조직들이 각 조직 내에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의학적 접근을 택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들은 특정한 문제를 다
루는 조직 내에서 해당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관 수준의 의료화에서 의료전문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
으로 상호작용 수준에서의 의료화에서 의사들이 환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서 가장 직접 연관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 대해 의료적 진단을 내리
며 문제적 현상을 의료 용어로 정의하거나 가정불화와 같은 사회 문제를 의
료의 형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있다. 다만, 의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위
문화나 각 집단, 개인들은 의료화된 정의를 거부, 수용, 적용하는 데에 있어
각기 다른 수준으로 반응할 수 있다(Cornwell, 1984).
한편, 의료화 논의는 의료권력 및 의사전문직 지배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
서 등장하였으나, 의료와 관련된 산업의 성장과 변화로 인해 의료화는 그
양상이 많이 달라져 생의료화(biomedicalization) 이론으로 발전한다(김환석,
2013). 생의료화 이론은 생의학biomedicine이 실천되는 양식이 새로운 기술
과학의 등장과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내부에
서 변화했다고 말한다(Clarke et al, 2003). 구체적으로 생의료화는 5가지
과정으로 구성되는 데, 그 다섯 가지란, ① 주요 정치·경제적 이행 ② 건강
자체와 위험·감시, 생의학에 대한 새로운 강조 ③ 생의학의 기술과학화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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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학 지식의 변형 ⑤몸과 정체성의 변형이다(Clarke, 2014).
의료화 개념으로 설명되는 사례는 출산(Kitzinger, 1992),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cott, 1990), 약물남용, 탈
모, 발기부전(조병희, 2015)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Conrad, 1975), 월
경전증후군(Premenstrual syndrome; PMS)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노화 현
상을 의료화 과정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노화의 의료화와
관련된 연구로는 갱년기증후군, 골다공증, 발기부전, 탈모, 치매 등이 있다
(유진, 2004; 조병희, 2015: 168-170).
노화 과정의 의료화를 처음 문제 제기한 Estes와 Binney(1989)에 따르면
노화의 생의료화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노화를 의료적 문제로써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과정과 의료적 문제로서의 노화를 실천하는 과정이다.
후자의 경우 4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된다. ① 과학계(또는 지식 기
반의 전반적인 형성) ② 전문가(지위, 훈련, 관련 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결과) ③ 정책 분야(연구와 훈련을 포함하여 공공정책에 영
향을 주는 측면) ④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대중인식의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노화의 의료화 양상을 첫 번째 차원인 과
학계, 즉 의학계에 한정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노화의 의료화 경향을 과학계, 특히 의학 분과의 등장 차원에서 살펴보고
자 하는 이유는 의료지식이 다양한 의료적 진실 중에서 특정한 진실을 상대
적으로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지식
이 대두하게 된 사회적 배경 및 내부의 논리를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혈 요법과 같이 시간이 지난 후 의료지식이 잘못되었거나 정확
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더핀, 2006). 또는 갑상선암이
나 유방암처럼 특정한 신체 증상에 대해 각기 다른 의료적 치료법이 권고되
어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존재한다(김희원, 2016; 조원광, 2017).
그런 점에서 노화를 의료의 문제로 바라보는 노화방지의학 분과는 이전에는
의료문제가 아니었던 현상을 의료문제로 재개념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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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의 전문화
새로운 의학 분과의 등장에 대한 설명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의 접근, 의료의 전문화 측면, 마지막으로 국가의
영향력 측면이 존재한다(김지예, 2011). 먼저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의료
지식의 진보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의사가 알아야 할 지식과 기술의 양
이 많아지면서 전문분과가 만들어지거나 기존 분과가 세분화된다(Dohler,
1993). 의학의 전문적, 기술적 발전에 따라 학회나 임상분야의 세분화가 진
행됙, 나아가 고령화와 같은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세분화된 분과 간
통합 진료도 요구된다(김성권, 2000). 이는 전문성 발달의 필연성이라는 측
면에서 전문직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의 사회학 연구들과 유사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료의 전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의료의 전문화를 의료시장에
서의 독점적 지배의 확보로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라슨(Larson, 1977)과
스타(Starr, 1982)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성립 속에서 나타난 의사
들 사이의 경쟁에 주목한다. 의료시장에서 의사들은 생존과 사회이동을 달
성하기 위해 자율성과 문화적 권위를 확보하고 의료시장의 독점적 지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문직화된다.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을 통해 다른 집단
보다 과학적이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한다는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와 법적,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조병희, 2006). 마지막으로 의료지배의 제도적
통제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의 전문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국가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전문직의 행위
에 집중하여 사회에 따른 차이점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며, 국가
가 의료에 개입하는 정도와 방식에 따라 의료 전문화와 지배구조가 달라진
다고 본다(Cho, 1988; Le Bianic, 2003).
조병희(2015)에 따르면 의료의 전문화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전문화는 어떤 직업(의사직)이 높은 수준의 지식을 근거로 직업 활동을 하
는 전문직이 되어 가는 사회적 과정을 말한다. 지식활동의 결과가 많은 경
제적 보상을 얻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지식활동 자체가
의사직을 규정하는 특성이 된다. 둘째, 지식의 전문성을 자격화하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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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 장치들이 만들어진다.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의학박사 학
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의 일상 업무를 학술적으로 정리
하여 논문으로 발간하거나, 새로운 의학지식을 지속해서 연수받는 행위 등
도 전문성을 보여주는 장치가 된다. 셋째, 의사회 같은 전문가 조직이 구성
되어 신규성원(의사)의 자격을 심사 또는 인증하고, 전문직에 걸맞은 행위규
범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위반 시 엄격하게 제재한다. 넷째 비전문가의 접
근, 즉 비전문가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를 사칭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
감하게 거부감을 가지며, 사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의사와 비의사의 차별화
또는 사회적 거리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4절 분석틀 및 논문구성
1. 분석틀
노화에 대한 의료적 지식이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과정을 노
화방지의학이라는 구체적 학문 분과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 <그림1>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노화방지의학이라는 분과의 등장과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제도, 지식, 실천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해당
차원은 조병희가 제시한 의료전문화 4가지 요소를 연구 취지에 맞게 재구성
하여 도출되었다.

<그림 1> 분석틀

의료 전문화 중 첫 번
째 특징인 특정 지식을
근거로 직업 활동을 하
는 사회적 과정을 ’실천
‘이라 명명한 후 실제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

는 의료전문직들이 노화
방지의학

관련

지식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
하는 과정을 살펴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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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의료전문직과의 심층면접으로는 실천과정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병원 홈페이지와 의료전문직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 지식의 전문성을 자격화하는 사회
적 장치에는 전문의 자격증, 의학박사 학위뿐만 아니라 논문 발간이나 의학
지식을 연수받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노화방지의학은 현재 전문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문 발간 등 노화방지의학의 ’지식‘에 관한 활동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 번째, 의료전문가 조직의 구성되어 활동하는 것을 하나
의 ‘제도’를 확립해가는 과정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편, 의료의 전문화 과정 중 네 번째 특징인 비전문가와의 분리는 기존
제도권 내에 속한 의료전문가 집단이 노화방지의학을 제도권 의학에서 분리
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분석틀은 <그림1>과 같이 구성하였
다.

2. 논문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노화방지의학의 정의와 치료법에
관해 설명한 후, 미국에서 노화방지의학이 시작되어 국내에서 실천되기까지
의 과정을 정리한다. 노화방지의학은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의학 분과이기
때문에 대중뿐만 아니라 전문가집단 내에서도 노화방지의학 분과가 다루는
지식의 범주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룰 노화방지
의학에 대한 지식을 2장에서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에서 시작된 노
화방지의학이 하나의 의료분과 지식으로 등장하는 과정과 국내에서 해당 지
식이 유입되어 실천되는 과정을 다룬다.
노화의 의료화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진행되는데, 3장에서는 노화의 의
료화 과정 중 개념적 수준인 노화방지의학 내 지식에 주목하여, 노화방지의
학이 노화를 의료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논리를 분석한다. 노화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기존의 의료지식과 노화방지의학이 가진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이 노화방지의학에서 제시하는 치료법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분석
한다. 또한, 노화방지의학에서 제시하는 치료법이 임상에서 실천되기 위해
노화를 측량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설명한다.

- 18 -

4장에서는 노화의 의료화 과정 중 상호작용 측면인 실천에 주목한다. 노
화방지의학이 노화와 관련된 지식을 형성하였다 하더라도 지식이 실제로 환
자집단에 전달되는 과정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데에 초점을 둔다. 노화방
지의학의 규모가 초반보다 확대되었으며, 지속해서 의료지식의 타당성에 대
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천이 이뤄지는 기제에 대해 다룰 것이
다.
5장에서는 2, 3, 4장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고 본 연구가 가진 함의를
정리한다. 또한, 새로운 의학 분과의 등장을 통해 우리 사회 내 노화에 대
한 인식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제언과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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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노화방지의학의 정의와 역사

제1절 노화방지의학의 정의
1. 노화방지의학
미국노화방지의학회(American Academy of Anti-Aging Medicine, A4M)
에 따르면 노화방지 의학anti-aging medicine은 “질병, 장애, 역기능과 관련
된 나이의 역전,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선진 과학 및 의료기술을 적용하는
의학전문 분과”이며, “인간에게 있어 건강한 생애주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과학 및 연구를 촉진하는 건강관리 모델”이라고 한다(Klatz,
2001). 국내에서 노화방지 의학은 항노화/안티에이징 의학이라 불리기도 하
며, 아직도 노화방지 의학의 범위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대중
은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의에서부터 혼란이 존재한다(이영수, 2004).
그러나 ‘노화방지의학’이라는 이름 아래 생산되는 의료지식을 살펴보면 특정
질환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과 변화의 출현을
예방적이고 총체적인 의료적 접근을 통해 지연시키고, 만성질환 및 죽음을
늦추는 치료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Butler et al, 2002; 배철영, 2006).
노화방지의학이 등장하는 1990년대에는 노화 과정에 대한 과학적 발견들
이 연이어 발표되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과학 또는 의료를 통해 노화 과정
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시기였다(Binstock et al,
2006)13). 노화의 기전과 관련된 과학연구가 발표되는 와중에 본격적으로 노
13) 1990년에 노화 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인간 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부터 레나드 과렌트(Leonard Guarente)의 Sir2 유전자 연구, 미국 국립
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ing)의 칼로리 제한 요법 등이 그 사례이다(이영수,
2004). 또한 제로텍(GeroTech), 제론(Geron Corp)과 같이 항노화를 목표로 한 벤처 기
업들이 설립되어 과학적 발견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마지막으
로 1980년에 엘리자베스 블랙번(Elizabeth Blackburn) 교수와 잭 조스택(Jack Szostak)
교수의 공동연구로 텔로미어의 기능이 발혀졌고, 1984년 블랙번 교수와 캐럴 그라이더
교수의 연구를 통해 텔로미어 DNA의 생성과정과 세포 분열시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 설립된 생명공학 회사 제론(Geron)은 노년층이
텔로미어가 좀 더 짧다는 연구에 주목하여 텔로미어 연구와 관련된 연구진을 조직화한다
(Wes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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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방지의학의 시작이 된 Daniel Rudman의 연구는 1990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 발표되었다. Rudman의 연구는 거대 제약회사인
엘라이 릴리(Eli Lilly)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실험은 노인을 대상으로 약 6개월간 성장호르몬을 투여하여
그 전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지방대사에서 노인은 총콜레스테롤, 트라글리
세라이드, 저밀도콜레스테롤(LDL-cholesterol), 아포리포프로테인 B(apolipoprotein B)
가 증가하고 보호효과를 가진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holesterol)은 감소
한다. 그러나 평균 6개월의 성장호르몬 치료 결과 총콜레스테롤, 저밀도콜
레스테롤, 아포리포프로테인 B 등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골
형성이 골 흡수보다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이는 골밀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근육과 운동능력 측면에서는 노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근육량의 감소, 최대운동능력(maximal exercise performance)과 최대
산소섭취량(maximal oxygen uptake) 감소 현상이 성장호르몬 치료 후에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udman은 이 연구를 근거로 하여 과학적인 방
법을 통해 노화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연구자들과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Rudman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받아
관련된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에 따르면 1990년 게재된 논문 중 Rudman의
연구가 가장 높은 ‘인기’를 보였다고 한다(Drazen, 2003). 다만 여기서 ‘인
기’란 단순히 1990년 발표된 연구 중에서 가장 언급된 횟수가 많았다는 것
을 의미하며, Rudman의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을 모
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명연장재단(Life Extension Foundation;
LEF)에서는 Rudman의 연구를 계기로 중노년에 대한 성장호르몬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LE Magazine, 1996)14).
Rudman의 연구는 호르몬이 노화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게 했으며,
호르몬대체요법을 중심으로 노화방지의학이 나타나게 되었다. 노화방지의학
내 주도적 행위자인 미국항노화학회는 Rudman의 연구를 통해 노화방지의
학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A4M, 2017)15). 이후 다른 연구에서 성장호르
14) LE Magazine, 1996.5월호
http://www.lifeextension.com/Magazine/1996/5/event/Page-02 (접근일: 2018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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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과

Dehydroepiandrosterone(DHEA),

스테로이드

같은

성호르몬,

호르몬의

전구체인

pregeneolone, 태반호르몬 등이 노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노화 현상과 관련 있는 호르몬을 인체에 주입하여 노화현상의 개선
을 지향하는 호르몬대체요법이 등장하게 된다.

2. 노화방지의학 내 치료법
성장호르몬에 관한 연구로 노화방지의학이 시작되었으나 노화방지의학 내
치료법은 호르몬대체요법 외에도 다양하다. <표6>은 인간에서 노화를 늦추
거나, 멈추거나, 역전시키는 방법과 관련 실험들을 논의한 2002년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Consensus Workshop에서 노화방지의학 내의 치료법으
로 합의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6> 노화방지의학 내 치료법
치료방법
호르몬대체요법(HRT)
주사요법(항산화제 요법)

관련 약품
성장호르몬,

남성호르몬,

DHEA(dehydroepiandrosterone) 등
비타민D, 알파리포산, 태반주사, 글
루타치온, 티옥트산 등

열량제한요법

-

(Caloric Restriction)
줄기세포치료

여성호르몬,

간엽 줄기세포 치료제16)

운동

-

식이요법

-

*김상법·곽현(2005), 이은주(2007) 재구성
호르몬대체요법은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따라 각종 호르몬이 감소하는 데,
15) A4M 홈페이지, https://www.a4m.com/about-a4m-mmi.html (접근일:2018년 5월 14일)
16) AG 클리닉 홈페이지 내 관련 기사 참고
(http://www.biospectator.com/view/news_view.php?varAtcId=2767 접근일: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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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충하여 노화과정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방법이다. 사용되는 호르몬에
는 성장호르몬, 여성호르몬 및 남성호르몬과 같은 성호르몬, DHEA, 태반호
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전구체인 pregnenolone 등이 존재한다. 주사요
법 또는 항산화제요법은 과도한 산화 스트레스가 노화의 주원인이라는 연구
를 바탕으로 항산화 효과를 가져오는 보충제를 섭취하거나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열량제한요법은 동물실험에서 섭취를 제한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장수한다는 관찰결과에 근거해 인간의 섭취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을 말
한다. 열량제한요법은 별도의 치료제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고지방식과 과식
을 피하고 균형있는 식단을 유지하는 식이요법으로 실제 클리닉에서 이행되
고 있다. 한편, 노화가 진행될수록 세포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활용해 세포를 대체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Gage, 2000). 그러나 임상적인
단계에서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Rosenthal, 2001), 배아 줄기세포와
핵전이의 사용은 현재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현재 병원
에서 제안하는 줄기세포 치료는 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를 통해 단백질 합성 증가, 적혈구 생성의 활성, 산화 스트레스의 감소 등
의 효과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노화방지 치료법 중에는 그 효과가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
려진 식이요법이나 운동도 포함된다. 노화방지의학에서는 환자들에게 운동
을 ‘처방’하는데, 규칙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양식을 통해 신체기능을 향상하
거나 유지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주성, 2005). 다만, 운동이나 식이
요법의 효과는 노화방지의학뿐만 아니라 의학계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
하고 있으므로 운동이 노화방지의학 내 독자적인 치료법이라고 하기는 어렵
다. <표6>에서 정리된 노화방지의학 내 치료법들은 근거 중심의 의학
(evidence-based medicine) 범주 내에서 통용되는 치료법들이며, 실제 클리
닉에서는 노화방지를 위해 마사지나 한의학까지 다양한 접근을 제안하고 있
다.17)

17) 『메디타임즈』 2010년 11월 16일
(http://www.medi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 접근일: 201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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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화방지의학의 특징
노화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18) 현대사회에서 도드라
지는 특징은 의료기술을 통해 신체 전반의 노화 과정 자체를 적극적으로 개
선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노화방지의학이 다른 노화방지 시도들과
구분되는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 특징은 약물 또
는 치료법을 통해 노화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
고자 한다는 것이다(구병삼 외, 2003). 다음으로 노화방지의학이 제안하는
치료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장애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피부 노화개선과 같이 단지 정상 노화에 의한 일부 증상만을 완화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이은주, 2007). 노화방지의학은 노화방지라는 이름
아래 외적 노화 개선만을 지향하지 않고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총체적인 신
체 변화를 지연 또는 예방하고자 한다. 넷째, 노화 과정 자체를 지연시켜
노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건강문제 및 기능의 감소를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이나 식품과 같이 노화방지를 추구하는 여러 시도와 노화
방지의학이 구분되는 지점은 근거 중심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범주 내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제2절 미국 노화방지의학의 시작과 논란
서이종(2004)에 따르면, 국내 과학지식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생산 후 국
내로 수입되어 활용되는 ‘의존적 과학화Dependant Scientification’의 경향을
갖고 있다. 과학 지식은 중심부/선진국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되어 반주변부(semi-periphery)에서

주변부(periphery)로

확산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지위가 격상되었으나 여전히 의존적
18) 노화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치료/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존재했었
다(Shahar et al, 2012).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례로는 연금술사와 도교주의자가 있다. 보
부아르(2002)를 위시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농경사회에서 노인을 공경하던 문화와 다르게
근대화를 겪은 후 노화 및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다고 한다(Laustaunau ·
Soho, 2010). 그러나 에이브럼슨(2015)에 의하면 어느 시대이든 노인집단 전체에 대한
단일한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와 맞물려 노인의 이미지가 존재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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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화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의학 또한 과학의 한 분야라는 점을 고려
해볼 때, 미국 의학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화방지의
학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는 데, 미국에서 해당 학문은 시작되어 국내로
지식이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1. 노화방지의학의 주도적 행위자, 미국항노화학회
노화방지의학은 Rudman(1990)의 연구에서 처음 아이디어적인 형태가 제
시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노화방지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1992년 Ronald Klatz와 Robert Goldman 박사가 주도하여 미국항노화학회
(American Academy of Anti-Aging Medicine; A4M)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Klatz, 1999; Mykytyn, 2007; 김상범-곽현, 2005). A4M은 “노화
의 생리적인 현상으로부터 야기되는 인체의 손상을 의사를 통해 지속적인
의료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체의 손상을 지연, 억제, 원상 복구시키는 기술
과 약물, 관련 제도를 촉진”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전면에 내세웠다(A4M,
2002).
A4M은 노화방지의학을 다른 안티에이징 시도와 구분시키고 ‘과학성’을
갖춘 의학 분과로써 지위를 확보하고 전문화하려는 노력을 다차원적으로 한
다. 의료의 전문화를 추동하는 3가지 요소가 존재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의사회와 같은 전문가 조직이 구성되어 조직 구성원의 자격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안티에이징을 의학 내 전문적인 분과로 만들고 안티에이징의 관행
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A4M은 1997년 12월 라스베이거스에서 노화방지의
학 위원회(American Board of Anti-Aging Medicine; ABAAM) 자격증에
대한 시험을 처음으로 이행한다. 자격증을 발부하기 감사 기관이 AAM 내
별도로 마련된다.
표준화는 과학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무언가를 과학과 생의학으로 가능하
게 만들려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규칙은 처음에 있던 그
대로를 바꾸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표준화는 그것을 다룰 방법을 제공한
다. 여기에서 무언가에 해당하는 노화는 표준과 비표준이 측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작동되어야 했다. 따라서 A4M 기관은 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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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방지의학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나 교육과정
을 개설한다. 공통된 정체성을 구축해가면서 같은 실천을 공유하는 것은 전
문화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단계였으며, A4M 기관의 시험은 AAM의 표준
적인 실행을 이행하는 데에 크게 효력이 있었다. 성공적으로 AAM을 하나
의 전문분야로써 디자인하는 것은 단순히 수사적인 전략 그 이상을 요구했
으며, A4M은 해당 전략 외에 안티에이징 의학전문 분과를 일련의 실행과
정, 지침, 연구실 검증, 진단, 과학 참고문헌 등의 장치와 함께 뒷받침하였
다.
의학 분과의 전문화 두 번째는 지식의 전문성을 자격화하는 과정 또는 사
회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A4M은 노화방지의학 관련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의료전문직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먼저 노화방지의학과 관련
한 지식이 과학 분야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 1999년 Life Extension Core
of Information Research Study(LEXCORE)를 설립한다. LEXCORE의 주
목적은 연대기적 나이를 생체 나이와 구분하는 것이었다. 신체의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생체 나이를 연대
나이 구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다. NIA가 개인의 생리학적 나이를 측정
하는 유사한 작업을 이행했으나 실패로 끝났다는 점에서 연구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NIA는 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1988년부터 쥐의 생물학적
지표biomarks를 찾는 연구를 했으나 10년 후 특별한 성과 없이 종료되었
다. LEXCORE에서 생물학적 지표를 연구하는 목적은 노화 과정을 과학적
으로 표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화방지를 “과학과 의료기술”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여 의료 전문분과
의 하나로 세우는 것이 A4M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서 선험적으로 되어
야 할 전제는 바로 노화는 질병이며, 질병을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
에 노화는 치료되어야 하고, 나아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며, A4M의 기본
적인 원칙으로 자리 잡는다(Klatz, 2000: 6). 안티에이징을 ”과학과 의료기
술“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 전문분과로 내세우는 것은 명백하게 노화
를 생의료적 표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노화가 의료를 통해 퇴치될 수 있
는 실재라고 간주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즉, 의사들에게 과학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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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자신들의 의료적 실천을 확장해갈 기회를 제공한다.
A4M와 노화방지의학 쪽 의사들이 이렇게 실천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과
학적인 내용을 인체에 적용해야 했고, 이를 위해 데이터의 특정한 해석과정
이 별도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구조화된 지식이나 특정 데이터가 언제, 어
디에서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A4M은 이런 지식
을 적극적으로 생산한다. A4M의 대표적인 설립자인 Klatz와 Goldman은
“7 Anti-Aging Secrets(1996)”를 비롯하여 “Stopping Clock: Why Many
of Us Will Live Past 100 and Enjoy Every Minute(1996),” “Grow
Young with HGH: The Amazing Medically Proven Plan to Reverse
Aging(1998),” “Ten Weeks to a Younger You(1999)”와 같은 안티에이징
관련 지식을 다룬 6권의 책을 발간한다.
한편, 과학 내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한 중요한 지식 생산의 측면 중 하나
는 전문 심사 논문이다. 1998년에 Mary Ann Leibert, Inc.와 Fossel에 의해
Journal

of

Anti-Aging

Medicine의

첫

호가

발간되었다.

A4M은

International Journal of Anti-Aging Medicine이라는 저널을 발행한다. 마
지막으로 노화방지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매년 봄과 겨울에 걸쳐 Congress를 개최하며 2017년 겨울 기준
으로 26번째 Congress가 개최되었다.
이렇게 생산된 노화방지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전문직을 포함해 노화
방지의학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과정을 설립한
다. 이를 전담하는 기구인 Metabolic Medical Institute(MMI)가 2014년
A4M의 지부로 설립된다.19) MMI의 목적은 노화방지의학 의료관계자들과
건강 전문가들에게 노화방지의학 관련 의료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A4M,
2017). MMI에서는 자격증, 펠로우쉽, 학위프로그램, 온라인 강좌를 운영한
다. 그중에서 자격증은 노화방지의학 전문가 자격증인 ABAARM(또는
ABAAMHP)를 포함하여 뇌건강, 스포츠영양관리 등에 걸쳐 있다. 학위프로
그램과 관련해서 첫 석사학위는 2009년 기능의학에 대한 학위 였으며, 남부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시작되었다. 2015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의학대학
19) A4M 홈페이지 https://www.a4m.com/about-a4m-mmi.html (접근일: 2018.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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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의해 펠로우쉽 교육이 진행되며, MMI 교과과정에 대한 석사학
위를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노화방지의학이 독자적인 의료분과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안
티에이징 시도들과 구분이 되어야 하며, 비전문가의 집단이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분야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시도의 목적으로 A4M
은 LEXCORE가 설립된 1999년 소비자 교육 및 연구 협의회(Consumer
Education and Research Council; CERC)을 설립하여 노화방지의학과 다
른 안티에이징 시도들을 차별화시키고자 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다른
안티에이징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를 시키고 과학의 위치를 확보하
기 위함이었다. CERC를 건립함으로써 “A4M은 사기를 치는 상업적인 활동
을 폭로하고 유익하고 합법적인 안티에이징 제품이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드
는 데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20). 따라서 A4M의 하부 기관인
CERC는 시장 내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
이렇듯 노화방지의학을 다양한 측면에서 과학화시킨 A4M은 노화방지의
학 내 주도적 행위자로서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1993명에는 12명으로 시작
했으나 1994년 850명, 1999년 8,600명, 2002년 11,000명, 2017년 약
26,000명의 회원으로 증가했다. A4M의 회원들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과학자, 연구자, 정부 관계자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약 120개국에 걸쳐 회원
들이 존재한다. 다만, A4M은 노화방지의학을 대표하는 행위자로서 노화방
지의학이 의학 분과로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과학화 활동을 진행하지만, 미
국에서 노화방지의학은 미국의료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나 미
국 의료전문가협의체(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노화방지의학이라는 분과가 의료계 내에서 독자적인
전문분과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 『World Health.net』 2003년 11월 10일
(https://www.worldhealth.net/news/beware_bait-and-switch_nutritionals_mark/ 접근일: 2018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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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내 노화방지의학 관련 논란
미국 노화방지의학이 하나의 분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노화방지의학 내
지식과 관련된 비판뿐만 아니라 노화방지의학이라는 개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 비판까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지식
에 대한 비판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생물학을 포함한 과학계 전체에서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해 노화방지의학의 대표적 행위자인 A4M 뿐만 아니라 미
래 과학기술을 긍정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집단들은 노화방지의학이 가진
가능성에 주목한다. 한편, 노화방지의학은 다가오는 미래에서 새로운 과학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동시에 노화방지의학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윤리
적 의미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1) 과학적 근거 관련 논란
노화방지의학이 시작되었을 초기에는 노화방지와 관련된 치료법 및 약품
이 모두 과학적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지 못했다. 국가기관에서 정면으로 당
시까지 존재했던 노화방지 관련 치료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1994년 미국 식품의약처(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는 노화방
지와 관련된 치료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Napier, 1994). 이는 직접
노화방지의학 분과에 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에 존재하는 코헨자임
Q-10, DHEA, 그리고 SOD2와 같은 노화방지 치료제들이 ”심각한 부상이
나 이미 인정된 치료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건
강에 위험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 목록에 수록되었다. 또한, 미국 국립노
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ing; NIA)는 노화방지와 관련된 약을 복
용 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권유했다. 당시 NIA와 FDA에서 발간된
보고서 모두 노화방지와 관련된 주장이 과장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그 어떤
것도 수명 연장이나 노화 지연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Mykytyn, 2007).
국가 기구 및 연구소뿐만 아니라 학자들 또한 노화방지의학의 치료법에
대해

경고하거나

관련하여

논쟁을

전개한다.

2000년

국제장수센터

(International Longevity Center)의 Robert Butler가 편집하는 Geriatric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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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방지의학 의사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병리적인 상태로서의 노화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노화방지의학 치료법의 효과성과 안전
성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발간했다(Butler et al, 2002). 구체적으로 노화
방지의학과 노인의학의 차이점, 호르몬대체요법의 실효성, 노화방지의학 의
료전문가의 실천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 전반적으로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노화방지의학을 아직 증명되지 않고 위험의 소지
가 존재하는 ‘기업’으로 상정한다. 또한, 노화방지의학에 사용하는 다양한
보충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결
론이 도출되었다.
2002년 노화와 관련한 과학적 연구를 지속해 온 3명의 학자 S. Jay
Olshansky, Leonard Hayflick, Bruce A. Carnes는 Scientific American에
”No Truth to the Fountain of Youth”라는 에세이를 싣는다. 여기서 저자
들은 안티에이징 관련 치료법이 ‘절박하고 순진한’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을
‘장수’를 위한 클리닉으로 ‘낚고’ 있으며 동시에 노화방지의학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치료법에 과학에 근거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제품을 추천하거
나 팔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최근 상업성을 강하게 띠는 의학적 개
입은 인체의 노화를 지연, 중지 또는 역전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일부 제품은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덧붙였다(Olshansky et al, 2002 : 92-93).
이 에세이는 한 달 전 미리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 ”The Truth About
Human Aging”이라는 성명서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었다. 여기서 공개적으
로 국제적인 과학자와 의학자 51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Olshansky,
Hayflick & Carnes, 2002). 51명의 노년학자는 “라이프스타일 변화, 수술,
비타민, 항산화제, 호르몬, 또는 유전체 조작 기술 등 현재 유효한 기술 중
에서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것은 현재 아무것도 없다.”라고
서명했다. 이들은 특히 A4M이 일반대중과 일부 의학 및 과학 커뮤니티에
게 인간의 노화를 중단하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는 그릇된
믿음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U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2002). 결과적으로 조직화하여 발표된 성명서는 노년학계에서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움직임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도록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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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했으나, 관련 움직임들이 전문적인 저널에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Fisher and Morley, 2002; Perls, 2004; Wick, 2002).
한편, A4M은 Scientific American에서 발표된 성명서에 대한 그들의 의
견을 공식 입장 표명문을 발표했다(Binstock, 2004). 성명서에 대한 답변에
서 A4M은 10개의 ‘노년학이 가진 편견’을 제시하고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Rudman의 연구를 포함하여 주류 저널을 인용해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했
다. 또한, A4M이 노년학에 대해 표현하는 글을 보면 노년학이 새로운 흐름
에 발맞추지 못하는 보수적인 학문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자신들을 상대적
으로 노년학보다 ‘새롭고 발전된’ 학문이라고 암시한다.
“죽음을 숭배하는 노년학은 절박하게 신비하지만 낡아빠진 나이 듦
은 자연적이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자 애쓰고 있다”
(A4M 공식 입장표명문)
또한, A4M의 공식 입장 표명문을 통해서 노화방지의학이 노년학과 본인
들의 발견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A4M은 “인간 노
화 과정의 개입에 대한 발견들은 노화 연구자금의 입구를 틀어쥐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이는 먼저 연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화방지의학과 노년학은 경쟁하는 분과라는 점을 암시하며 한편으로
노화방지의학 내 새로운 발견을 과학의 혁명을 가져오는 것으로 개념화시키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화방지의학의 대표적 행위자인 A4M 외에도 생노년학자들이 노화방지
의학의 지지자로 등장한다. 기존에 발표된 노화방지 관련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나 노화방지의학 움직임에 힘을 더하는 연구가 생노년학자들에 의
해 이어지며, 그 중에는 국립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와 같은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2개의 NIH 하
위 연구소가 결합하여 실험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식이제한 요법이 인간에
게 있어서도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Masoro, 2006). 나
아가 NIA는 2001~2005년에 걸친 공식 계획을 ‘노화, 건강 그리고 장수에
대한 비밀을 푸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이 계획 안에는 ‘노화 시계를 늦추
는’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었다(NI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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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화방지의학이 재생산하는 사회적 함의에 대한 논란
노화방지의학과 관련하여 그 과학적 근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논란
이 제기되었지만, 노화방지의학이 가진 윤리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비
판이 제기되었다. 노화방지의학에 대해 인문사회과학자들 또한 비판을 제기
했다. 노화를 치료하려는 과업의 도덕적 의의를 쫓으며, 생명윤리학자
Daniel Callahan은 1994년에 안티에이징에 대한 경고를 시작했다. 그는 생
명 연장 그 자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
면 더 나은 선(善)을 위해서가 아닌 인간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
이다.
Butler et al(2003)는 AAM이 연령주의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노화방지
의학은 일반적인 노화가 질병이라는 편견을 근저에 깔고 노화를 치료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1년 Generation에서 노화방지를 주제로 한 발행물
을 발간했을 때, 편집자인 Thomas Cole과 Barbara Thompson은 “안티에
이징이 고통스러운 제약을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제압하는 것을 부추길 때마
다 그것은 반인류적이거나 몰인간적인 방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주장
했다(Cole and Thompson, 2001). 그리고 노화방지의학이 가장 좋은 방향
으로 나아가더라도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최악의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2003년

미국

대통령

산하

생명윤리위원회(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PCBE)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노화방지
의학에 반대하는 태도이었는데, 그 이유는 노화를 개입이 필요한 대상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노화방지의학이 자신들이 가진 논쟁적인 과
학적인 근거들을 앞세워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PCBE,
2003). PCBE는 노화방지의학의 성공은 대중과 주 정부의 관심을 사로잡은
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양한 갈래의 노화방지의학을 하나로 합친
데에 있었다고 말한다. 결론 부분에서 그들은 더 관련 전문직들이 ‘돌팔이’
와 같은 행위를 무시해야 하며, 연구자들은 노화가 과학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노화방지의학이 등장한 초반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정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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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01년 세계미래회의(World Future Societ
y)21)에서는 노화방지의학을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노령 인구에 효과
적인 해법이며, 새로운 의료 분야인 노화방지의학이 성장함에 따라 노인의
학은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서 노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사가
부족하게 되어 잠재적으로 의학적 위기가 초래될 것이며, 그로 인해 기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건강하게 노년을 관리할 수 있는
노화방지의학이 더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상범·곽현, 2005).
한편,
Aging

전략적·국제적 연구를 위한 글로벌 노화 이니셔티브 센터(Global
Initiative

of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2001)은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관련 보고서에
정부는 ‘질환 예방과 노화방지의학, 그리고 다른 혁신적인 기술과 같은 새
로운 건강 분야의 개발과 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세금과 정규적인 환경을 조
성하고 재정적인 자원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통합 정책을 추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노화방지의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의 경우, 노화방지의학이 질병에 대한 사후적인 접근을 하는 기존의 의
학과 달리 노화의 기전을 파악하여 노화 자체를 막는, 새로운 기회로 바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국내 노화방지의학 지식의 유입과 제도화 노력
200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노화방지의학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당시 국내
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신노년 담론이 퍼지고 있었으며, 노인의학이 활성
화되었다. 성공적 노화로 대표되는 신노년 담론은 활동성 있는 노년의 모습
을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을 상정하여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
켰으며, 노인의학은 노인집단이 환자집단으로 재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먼저 호르몬대체요법과 같이 노화방지의학 내 지식
21) 1966년 설립되어 비영리 교육기관으로서 미래 사회의 기술적인 발달을 연구하는 모임
(https://www.worldfutu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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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입된 후 노화방지의학에 관심을 가진 의료전문직에 의해 노화방지의학
이라는 분과로 등장한다.

1. 국내 노화방지의학의 등장 배경
미국 내 노화방지의학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노화방지의학이 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에도 주목한다. 미국에서 노화방지의학이 등장하는 시기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국내 노화방지의학이 등장
하는 시기적 배경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1990년대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
되면서 한국사회 내 신노년 담론이 퍼졌다. 신노년 담론에서 그려내는 ‘건
강한, 생활력 있는 노년’ 이미지의 확산은 노화방지의학이 대두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노화방지의학 또한 ‘성공적 노화’ 개념을 채택하여 노화방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한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학 분과가 활성
화되는데, 이를 통해 노인집단이 환자로 재구성되게 된다. 또한, 노인 관련
의료지식이 모이는 하나의 장(長)을 형성하면서, 이후 노화방지의학을 대표
하여 활동하는 의료전문직이 분과가 형성되기 전 노인의학 내에서 활동하는
배경이 된다.
1) 신노년 담론의 등장
의료전문직의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평가는 사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동한다(Friedson, 1970). 노화방지의학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나 과학기술
의 발전과 같이 특정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복합적으로 맞물려 대두했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노인 및 노화 담론은 노화방지의학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그로 인한 신노년 담론은 노화방지의학이
시작하는 데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인구 정책의 영향으로 출생률이 급감하고 기대 수
명이 증가하면서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17.1%를 기록하여 본격적인 고
령화 사회로 진입했다(한국노년학 포럼, 2015).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나타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선이 커지면서 고령화 위기론이 대두한
다(박경숙, 2003). 고령화 위기론이란, 노인 인구수와 비율의 증가가 의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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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을 부양하는 데, 많은 사회·경제적
부담이 수반된다는 내용을 말한다(김정석, 2007). 특히 고령화 위기론 속에
는 노인의 건강과 의료비 증가로 인해 경제 위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위
기를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대한민국정
부, 2008).
실제로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사이에는 의료 기술진보나 의료정책 등
복합적인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Lyoyd-Sherlock, 2000; Seshamani
& Gray 2005), 사회적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으로 인해 동일 시
기에 신노년 담론은 노인 복지 정책에 있어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최희경, 2010). 신노년 담론은 기존의 노년 담론이 상실과 저하에만
초점을 맞춰 노년을 의존적 시기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제기한다.
그리고 잠재력 개발과 같이 노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고자 한다(Minkler & Fadem, 2002; Holstein & Minkler,
2003). 신노년 담론은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으로 주로 표현된다.
2000년대부터 신노년 담론은 대중 매체나 정책 등 사회 여러 방면을 통
해 퍼졌다. Katz(2000)에 따르면, ‘생산적 노화’ 등의 개념과 함께 긍정적
노화의 측면을 강조하는 신노년학 이론이 대중매체와 결합할 경우, 이상적
인 노년의 모습을 자신의 나이에 비교해 젊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거
나, 그런 노년의 모습을 ‘바람직하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노
화방지의학이 등장하는 2000년대, 국내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노년기의 독
립성 및 생산성을 강조하거나 젊음에 가치를 두는 노화담론이 확산되었다
(장경희 외, 2006; 한경혜·윤성은, 2007; 김송희, 2013). 한편, 정책 측면에
서는 1997년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생산적 복지’라는 명목하에 정책 내 노
인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활동을 강조하게 된다. 활동적인 노년의 모습을
강조하는 신노년 담론은 정부 정책의 기조와 부합했고 이로 인해 2000년대
신노년 담론을 반영한 정책들이 다수 시행되었다(최희경, 2010). 따라서 정
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노년 담론의 확산에는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부담
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으며, 미디어와 정책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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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년 담론은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그중에서도 노인의 건강과 의료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개념은 ’성공적 노화‘이다. 성공적 노화는 1980년대 이후 의료
기술과 의료접근권의 발전, 건강증진 모델의 대두 등의 변화를 바탕으로 노
화와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적 견해로부터 나타났다
(Estes, Mahakian & Weitz, 2001). 성공적 노화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로우
와 칸(Rowe & Kahn, 1998)은 성공적 노화의 3가지 요소로 질병과 장애의
부재, 높은 신체적·인지적 기능 유지,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을 제시한
다.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을 제시하고 일종의 규범으
로 작동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적절한 행동양식, 특히 자기관리에 대한 의
무를 강조한다(Holstein & Minkler, 2003). 성공적 노화가 강조하는 특징들
은 건강과 자기관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노화방지의학과 조응할 여지가 많
다.
바람직한 노년의 모습을 자신의 연대기적 나이에 비해 젊고 생산적인 모
습으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성공적 노화 개념과 노화방지의학은 기본적인 전
제를 공유한다. 그러므로 국내 노화방지의학 단행본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활용하여 노화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대한노화방지연합회에서 발
행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고 노화방지의학 교과서를 표방하는 “노화방지의학
(2006)”을 보면 노화에 대한 정의를 로우와 칸의 성공적 노화 개념을 빌려
와 내리고 있다. 성공적 노화에서 노화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노
화방지의학 또한 노화의 전 과정을 치료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기능
상실이 없는’ 건강한 노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다른 최근의 접근 방식(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은 노화 과
정을 세 가지 가능한 경로로 묶음으로서 나이에 따른 기능 저하의
불가피성이라는 기존의 관념에 도전하고 있다.
1) 질병과 장애로 인한 노화
2) 명백한 병적 과정은 없으나 기능의 일정한 감소를 가져오는 일상적인 노화
3) 병적 과정이 없고 기능의 상실이 거의 없거나 없는 성공적인(건강한) 노화
또한 로우와 칸이 노화를 3가지로 구분한 이유를 빌려 노화방지의학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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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과정에 의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로 제시한다. ‘긍정적
인 노화’란 질병이나 기능 상실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노화방지의학이
긍정적인 노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한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화와 관련된 많은 질병과 장애’를 피하는 것이 노화방지
의학의 목표라는 점에서 성공적 노화 개념과 노화방지의학에서 지향하는 이
상적인 노년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화 과정의 분류는22)23)
1) 기능적인 능력과 건강의 쇠퇴로서만 특징지어지는 노화에 대한
관점을 약화시키고,
2) 노인들 간의 구체적인 이질성을 재조명하고,
3) 긍정적인 노화의 경로(장애, 질병, 중요한 생리적인 감퇴가 없는)
를 찾아내며,
4) 전부는 아닐지라도 노화와 관련된 많은 질병과 장애를 피할 가
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화방지의학(2006)』 p.92

2) 노인의학 분과의 활성화
① 노인의학의 개요
의학계 내에서 노인집단에 주목한다는 사실은 노화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
했다는 사실 외에 노인집단에 주목한 의료 세부분과가 등장했다는 것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소아과학이 소아·청소년을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등장하였듯이(홍창의, 1999), 2000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에서도
노인집단을 주 환자 대상으로 삼는 노인의학이라는 세부분과가 조직화 된
다. 노인의학은 다장기질환을 갖고 기능 저하를 동반한 노인에 대해 의료적
관리를 주목적으로 삼고 있는 의료 분과다(대한노인병학회, 2015). 서양에서
는 1910년부터 이미 노인집단을 ‘정상적인’ 성인과 다른, 특수성을 간주한
집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존재했으며, 소아·청소년과 같이 생애주기에 따라
일정한 특징을 갖는 집단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유형준, 2014). 2차 세계
22) Rowe, J.W. and Kahn, R.L.,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Science, 237, 143, 1987. 참조
23) Rowe, J.W. and Kahn, R.L., Successful Aging, Pantheon Books, New York,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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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후 고령자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1940년대 노인의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다(Choi, 2011).
노인의학이 서양에서는 일찍이 1940년대부터 세부분과로 등장하는 데 반
해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최초로 노인의학과 관련된 의료전문직의 활동이
나타났으며, 1990년대 들어서야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노인의학과 관련된 의료전문직의 활동
이 활발해진다. 1968년 최초의 노인의학 학회인 대한노인병학회가 창립되었
으나 90년대에 들어 추가로 2곳의 학회, 대한노인임상의학회와 대한노인의
학회가 창립된다. 대한임상노인의학회는 1992년에 대한 노인병연구회로 시
작하였다가 1997년 대한임상노인의학회로 발족한다. 대한노인의학회의 경
우, 2004년 설립되었다. 대한노인병학회는 다른 노인의학 관련 학회들과 달
리 대한의학회에 회원학회로 등록되어 있다24).
<그림2> 노인의학 관련 학회 활동

<표7> 노인의학 관련 학회 활동 정리
연도
1968
1973
1980
1992
1994

내용
대한노인병학회 창립총회
대한노인병학회 비활성화
대한노인병학회 재구성
대한노인병연구회 결성 (이후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노인병학회 조직재구성

24)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http://kams.or.kr/association/sub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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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대한 임상노인의학회 발족
2000 임상노인의학회 노인병인정의 제도 시행
2001 노인병학회 노인병인정의 제도 시행
2004 대한노인의학회 창립
2006 대한노인의학회 노인병인정의 제도 시행
§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노인의학회 홈페이지 재구성
학회의 설립을 통해 노인의학이라는 이름 아래 의료전문직을 조직화하였
다면 인정의 제도25)를 시행하여 노인의학 분과에서 지식의 전문성을 자격
화하는 사회적 장치들을 만든다. 지식의 전문성을 자격화하는 과정은 의료
의 전문화(specialization) 중의 한 과정이다(조병희, 2015). 노인의학 관련
학회들은 각기 인정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인의학을 전문화하면서 자신들
의 조직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한다. 한편, 의료전문직은 인정의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의료행위를 노인의학이라는 세부분과로 위치 짓고 정당화할 수 있
게 된다.
한편, 노인의학 관련 학회에서는 지식 생산 활동을 통해 ‘노인의학’ 세부
분과의 전문화를 촉진한다. 세 학회 모두 학술대회는 설립된 직후부터 현재
까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그러나 학술지의 경우 대한노인의학회를 제외하
고 대한노인병학회와 대한임상노인의학회에서만 발간된다. 대한노인병학회
지(Annu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AGMR)의 경우 1997년
부터 발간되었고, 1999년부터 연 4회 발간되고 있다. 대한임상노인의학회에
서는 임상노인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Clinical Geriatrics; KJCG)를
2000년부터 발간했다. 학술단체를 설립하고 조직 내에서 관련 지식을 생산
하며 공신력 있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노인의학은 세부분과로 전문화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친다.

25) 인정의 제도란, 의료기관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지 않아도 학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에
일정수준 이상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분과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이성천,
2008). 인정의 제도는 전문의 제도와 다르게 대한의학회의 인증제를 거치지 않고 학회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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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자집단으로 재개념화되는 노인
노인의학이 하나의 세부분과로 전문화하는 과정은 노인집단이 특수성을
가진 환자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게 만든다. 왜냐하면, 의료전문직이 가진 의
료지식의 적용은 특정 사회 내에서 ‘질병’의 대상과 범주를 정하기 때문이
다(Friedson, 1970). 노인의학의 전문화는 노인과 노화에 대해 의료상의 접
근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었고 나아가 ‘자연적인’ 노화 증상이라 여겨지던 것
까지 의료의 영역으로 포섭한다. 치매(천선영, 2010), 탈모, 노인 성기능 장
애 등이 그 사례이다. 따라서 노인의학을 통해 노인에 대한 별도의 의학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은 노화방지의학이 대두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했다.
노인의학에서는 노화가 세포, 장기를 포함하여 몸 전체의 구조 및 생리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노인은 청장년과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전
제하에 노인의학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배철영·이영진, 1996). 질
병 및 환경적 영향을 제외한 상황에서 어린이의 성장과정 변화나 여성의 폐
경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립보건원 노화연구소 볼티모어 노화종적관찰연구에 따르면, 20~90세까지
의 1,000명 이상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정상 노화 과정을 관찰한 바에 따르
면 심장의 크기, 산소소비량, 폐의 호흡 기능, 뇌의 신경세포 수, 신장 기능,
방광 용적도, 체지방, 근육량, 시력과 청력 등에서 변화가 존재한다
(National Institute on Aging, 2012). 시간 경과에 따른 노년의 신체 변화
는 질병의 발현과 경과 또한 청장년층과 다르게 나타나도록 만들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기준이 노인을 대상으로 새롭게 제시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에 노인의학에서 공통으로 제시하는 노인 환자집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노인들은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갖고
있다(윤종률 외, 1996). 이를 질병다발성(multiple pathology)라고 말한다.
과거에 질환들이 축적되어 만성화가 되거나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합병증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노화로 인한 노년기 특유의 질환이 더해지면
한 개인이 동시에 여러 가지 질환을 갖게 된다. 당뇨병, 심혈관질환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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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관계가 있는 질환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갑상선기능
항진증 노인환자의 1/4만이 전형적인 해당 질병의 증상을 보이고 대신 심
방세동, 착란, 우울 등의 소견을 보인다고 한다(유형준, 2005).
<그림3> 노인병학 질병다발성 개념

§『노인병학(2015)』P.4 도표 재구성
둘째, 같은 질병이어도 노인과 청장년에서는 그 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
청년에서는 이상 소견이지만 노인에서는 비교적 흔하면서 특정 증상을 내지
않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세균뇨, 조기심실수축, 낮은 골밀도 등이 존재
한다(유형준, 2008). 이 소견들은 종종 오진과 잘못된 치료를 유도할 수 있
으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적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
장이다. 셋째, 노인병 치료의 목표는 완치나 수명연장이 아니라 기능유지라
는 점이다. 노인의학 내 지식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노인병학”에서는 “제한
된 의료자원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고령자에게서의 건강의 개
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질병에 치료적 접근도 달라질 필요가 있
다.”라고 말한다(유형준, 2006: 5).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노인의학은 기존 의학 지식이 청·장년층을 기
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노인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
및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노인집단은 별도의 의
료적 접근이 요구되는 환자집단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노화방지의학이 대두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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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노화방지의학 지식의 유입
1) 학계 내 호르몬대체요법 소개
노화방지의학이 하나의 분과로써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되기 전에 성인
을 대상으로 한 호르몬대체요법과 관련된 지식이 먼저 국내에 소개되었다.
KoreaMed를 통해 국내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호르몬대체요법을 의학 데
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본 결과 <표8>에 정리된 바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장호르몬 요법의 경우, 1994년에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호르몬 요법을 각각 에스트로겐 요법과 테스토스테론
요법으로 나눠 검색해본 결과, 여성호르몬의 경우 2002년에, 남성호르몬의
경우 2003년에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8> 호르몬대체요법에 따른 최초 발표 논문
치료법

발표연도

성장호르몬

1994

여성호르몬
남성호르몬

2002
2003

저자
Chung YS, Lee HC, Hwang SK, Paik IK, Lee
JH, Huh KB
Yang DW
Lee E, Lee D, Lee YS

이를 통해 노화방지의학의 분과가 국내에 도입된 후 해당 지식이 퍼진 것
이 아니라 호르몬대체요법이라는 지식이 먼저 소개된 후 전문분과가 시작되
었다는 것을 관련 논문 발표가 학회 설립보다 빨리 이뤄졌다는 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국내 최초의 노화방지의학 학회는 1999년 대한노화방지의학회
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에서 노화방지의학을 가능하게 한 1990
년 Rudman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장호르몬 연구가 1992년 A4M 설립
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에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이
비교적 빠르게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의료전문직의 등장
국내 노화방지의학은 기존에 노인과 관련된 의학지식에 관심을 두던 의료
전문직이 미국 노화방지의학을 접한 후 해당 지식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유
입이 되었는데, 이는 노화방지의학 내 대표적인 의료전문직들이 A4M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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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활동을 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국내에서 노화방지 의학을
표방하며, 처음 논문을 발표한 배철영의 경우,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노인의학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후 국내에서 노화방지 의학을 소개했으며,
관련 지식을 알리기 위해 단행본을 펴낸다.26) 우리나라 최초의 노화방지 의
학 학회인 대한노화방지의학회(1999년)를 창립한 구병삼의 경우, 고려대학
교 의료원장 정년퇴임 후 미국 노화방지의학 전문의(ABAAM; American
Board of Anti-Aging Medicine)) 자격증 취득 후 학회를 창립한다.27) 이와
같은 내용은 『노화방지의학: 기초적 개관 및 임상진료(2003)』머리말에 직
접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령대비 건강증진 분야에 진료와 연구를 하면서
미국노화방지의학회 A4M의 정회원이 되었으며 이어서 미국노화방
지의학 전문의 ABAAM 시험에 응시하여 미국노화방지의학 전문의
자격증(99년 필기시험, 2000년 구술 및 실기시험)을 획득하였고 그
러는 동안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저서를 여기에 펴내게 되
었다.
특히 구병삼은 책에서 미국 항노화협회와의 깊은 관계성을 강조한다. 그
는 미국 노화방지협희의 이사장이 해당 단행본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
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사말에 밝히고 있다. 이는 국내 노화방지의학이 자
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미국 내 노화방지의학 지식이 유입되
어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저서는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질적 향상을 인정받
아 미국의 노화방지의학회 A4M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사장 Robert
M. Goldman 박사와 A4M 회장 Ronald M. Klatz 박사께서 옥고
를 보내와 공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를 드
26) 『메디게이트』 2006년 9월 12일
(https://www.medigate.net/media/pnh.do?cmd=detail&menuGroupCode=MEDIA&menuCode=PNH&pageNo=1
4&searchKey=titleNcontents&searchValue=&ctgCode=&rowUnitCount=10&boardIdx=801 접근일: 2018. 1. 5)
27)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홈페이지, 김해중 집필
(https://kast.or.kr/kr/member/memoir.php?bbs_data=aWR4PTk0MyZzdGFydFBhZ2U9MjA
mbGlzdE5vPTE1JnRhYmxlPWNzX2Jic19kYXRhJmNvZGU9aHVpJnNlYXJjaF9pdGVtPSZzZ
WFyY2hfb3JkZXI9%7C%7C&bgu=view&idx=943&PHPSESSID=09d77499d370366409d2cc2
742fa25fa 접근일: 201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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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바이다.”
또한, 노화방지의학회는 2004년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노화방지의
학 전문의 자격시험인 'ABAAM' 필기시험을 실시하였다. 이에 4차례의 자
격연수를 통과한 지원자 17명이 시험에 참여했는데, 이를 통해 국내 노화방
지의학은 미국 노화방지의학 학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초기에 시작되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노화방지의학이 미국 노화방지의
학과 별도로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노인과 관련된 의학 분야에 관심
이 있던 의료전문직이 미국 노화방지의학 분과를 접한 후 해당 분과를 국내
에 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최초의 학회는 1999년 대한노화방지의학회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대한노화방지의학회는 구병삼을 초대회장으로 하여 출
범하였으며, 2001년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관련된 자료집을 단행본으로
발간한다. 그 후 2003년 “노화방지의학:기초와 개관”이라는 제목으로 노화
방지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룬다. 그러나 2003년 단행본 발간을 마
지막으로 대한노화방지의학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
다.

제4절 국내 노화방지의학의 제도화 노력과 현황
국내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학회가 처음 등장한 후 학회가 바뀌기는
하였으나 관련 활동은 지속해서 이어지며, 독자적인 의학 분과로써 인정받
고자 노력한다.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학회가 2002년 최초로 탄생한 후
2개의 학회가 더 생겨나며, 단행본이나 학술대회를 통해 관련 지식 생산 활
동을 한다. 미국과는 다르게 직접적인 논쟁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지만, 국내
에서도 노화방지의학 내 지식에 대한 비판이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지
속해서 학계 내외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노화방지의학이 사회
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전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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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학 분과로서의 제도화 노력
국내 노화방지의학 또한 자신들의 분야를 독자적인 의학 분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의료분과로 인정받기 위해 학회를 설립하고 관련 지식을 생
산한다. 의료분과의 과학화를 도모하려는 경향이 보이지만, 미국 노화방지의
학의 역사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가 약하다. 즉, 과학화가 3가지 요소로
이뤄지는 데 국내 노화방지의학 관련된 활동들은 3가지 요소로 따져봤을
때, 빠진 부분이 존재한다. 먼저, 의학 분과로서 과학화를 위해서는 관련 의
료전문직들이 조직화가 이뤄져야 한다. 2017년을 기준으로 노화방지의학 관
련 학회는 총 3개가 존재했으며, 각각 학회들이 존재했던 시기는 <그림4>
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4> 노화방지의학 관련 학회 활동 기간

최초의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학회는 1999년 대한노화방지의학회라는
이름으로 탄생했으나 지속적인 활동이 이어지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2004년
두 번째 노화방지의학 관련 학회인 ‘대한노화관리연합회’가 등장한다. 대한
노화관리연합회는 이듬해 2005년 대한노화관리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계노화방지의학회에 한국대표학회로 등록된다. 해당 학회의 경우 노화방
지의학 내 지식을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2006년 노화방지의학 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노화방지의학”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한다. 발간
사나 머리말 부분에서 “노화방지의학 교과서”를 하고자 했다는 것을 강조하
고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를 사용한다.28) 또한, 내용 또한 이전 대한노화방
지의학회에서 발간한 “노화방지의학” 단행본보다 의료지식 체계가 훨씬 전
문화되고 체계화된 모습을 보인다.29) 관련된 지식을 구축하여 노화에 대한
28) 『의협신문』 2013년 11월 4일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48 검색일: 2017. 1. 9.)
29) 노화방지의학(2006)의 경우 총 4부, 2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노화의 전반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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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료적 개입의 정당화를 하면서 동시에 의료전문직들이 해당 지식을 구체
적인 실천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한 것이다.
대한노화관리연합회의 이사장을 지낸 배철영의 경우, 노화방지의학과 관
련하여 다수의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을 게재하는 등 노화방지의학과 관련
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한다. 대한노화관리연합회는 2016년까지 학술대회
를 개최하지만 2017년부터 학회 활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술대회 외에도
대한노화관리연합회의 활동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언론에 더 이상 보도되
지 않는다.30) 대한노화관리연합회라는 명칭 하에 존재하는 홈페이지 또한
삭제되어 학회가 활동하지 않는 이유나 현재 상황에 관해 확인이 불가했
다.31)
이에 현재 노화방지의학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학회는 2009년 창립된 대
한항노화학회이다. 대한항노화학회는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지식 생산 활
동으로 매년 2회에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노화관리연
합회와 같이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단행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회의 주
도적인 행위자로는 대한항노화학회의 초대회장이었던 권용욱과 현재 회장이
었던 정누시아이다32).
둘째, ‘과학적인’ 의료지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지식 생산 측
면이 존재한다. 국내 노화방지의학 관련 학회 3곳 모두 전문 심사 논문을
발행하지 않고, 학술대회만을 진행한다. 이는 노인의학과 관련된 3개의 학
회 중 2개의 학회에서 전문 심사 논문을 발행하는 것과 대조된다. 국내 노
화방지의학에서 전문 심사 논문이 발행되지 않는 것은 국내 노화방지의학이
‘의존적 과학화’ 경향으로 인해 국내에서 자체적인 지식 생산이 이뤄지지
해, 신체기관의 노화와 임상접근, 노화방지와 건강증진에 관한 전략적 접근방법, 실제 노
화방지의학 클리닉 운영으로 나누어져 거의 6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이다. 반면, 노화방지
의학(2003)은 13장으로 구성되어 약 300페이지 분량이다. 노화 학설부터 노화방지의학의
치료법 등을 위의 단행본과 같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으나 임상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노화방지의학(2006)과 비교하면 내용이 단순하다.
30) 『의협신문』 2013년 11월 4일 상동
『의계신문』 2013년 10월 22일
(http://www.med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85 검색일: 2017. 1. 24.)
31) www.ka3m.or.kr
32) 이후 노화방지의학 클리닉의 운영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 대해서 권용욱과 정누시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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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국내 노화방지의학이 관련 지식의 전문성
을 자격화하는 사회적 장치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노화방지의학은 노인의학만큼 하나의 의학 전문분과로써 제도적
인 장치가 미비하다.
<표9> 학회별 사건 정리
대한노화방지의학회

대한노화관리연합회
·2004년 노화방지연합회

설립

·1999년 학회 발족

(Korean Anti-Aging Medical

기간

·2004년 이후 없어짐

Association)로 창립

대한항노화학회

·2009년 창립

·2016년까지 활동 진행
·2001년
학술
대회

학술대회

개최
·2004년 제1차 아·
태 노화방지의학연

·2005~2016년

학술대 · 2 0 0 9 년 ~ 현 재

회 개최

학술대회 개최

맹 국제학술대회33)
·『노화방지의학
단행본

(2003)』
·『2001년 학술대회

『노화방지의학(2006)』

자료집』
주도적
행위자

구병삼

배철영
·2005년

권용욱,
정누시아

대한노화관리

연합회로 명칭 변경
·2005년
기타

세계노화방지

의학회(WOSAAM)에
한국 대표학회로 등록
·2013년

대한노화관리

의학회로 명칭 변경34)

33)

데일리메디, “노화방지의학회 "노화방지 미래 집중조명"” 2004년 9월 14일
https://dailymedi.com/detail.php?number=649774&thread=22r03 (접근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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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학회 중 현재까지 가장 활발할 활동을 보이는
항노화학회는 현재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를 노
인의학 관련 학회들과 비교해보면, 노인의학 학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대한
노인병학회만이 회원학회로 등록되어 있다. 노인의학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의 제도만 존재하지만, 회원학회로 등록되어 있다. 이
는 노인의학의 경우 하나의 전문분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노화방지의학은 회원학회로 등록된 학회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권
내 전문분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내 노화방지의학 관련 논란
국내에서 과학지식은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보다 선진국에서 생산된 지식이
유입되는 형태인 의존적 과학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국내 과학계 내 논쟁
부재로 연결된다(서이종, 2004). 노화방지의학 또한 미국에서 노화방지의학
관련 의학 지식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치료법의 임상 효과에 대한 문제제
기나 논쟁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노화방지의학의 개념부터 실천에 대한 비
판과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노화방지의학과 그 지식이 유입
된 후 이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직접적인 양 진영의 논쟁 과정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직접적으로 서로의 주장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은 아
니지만, 국내에서도 노화방지의학과 치료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해서 이
뤄졌으며, 다른 노인집단에 대한 의료 지식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
다.
노화방지의학에 대하여 학계 내에서는 논쟁까지는 아니지만, 노화방지의
학 및 치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또한, 대중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미디어 측면에서도 노화방지의학의 치료법, 호르몬대체요
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기사가 제시되었다. 먼저 노화방지의학에 대해
기존 의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들이 <부록2>와 같이 존재한다. 의학
계 내에서 노화방지의학이나 노화방지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법에 대해 실
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이 투고되지만,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34) 대한노화관리의학회(Korean Academy of Age Management Medicine; KAA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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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직이나 관련 학회에서 이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한 경
우가 없어 논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노화방지의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인 논문들은 노화방지의학이 유입된 2000년도 초반부터 현재까지 지속
해서 발표되고 있었다. <표10>에 제시된 4건의 논문들은 공통으로 노화방
지의학에서 시행하는 치료법에 대해 정리한 후 해당 치료법들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화방지의학에
서 행하는 치료법들은 그 목적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된
다고 말한다.
<표10> 노화방지의학 키워드 검색 논문 목록
저자(연도)
이영수(2004)
김상범, 곽현(2005)
이은주(2007)
장학철(2015)

제목
노화방지(항노화) 의학의 현재와 미래
항노화 의학과의 전쟁
노화방지의학의 허와 실
항노화 치료: 임상적 근거와 효과는?

국내 의료계에서는 미국보다 노화방지의학과 관련하여 직접 논란이 일어
나지 않았으나, 언론 기사를 통해 노화방지의학 및 그 치료법의 실효성이
미비하거나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노화방지의학’
및 ‘호르몬대체요법’ 키워드로 언론 기사를 검색한 결과 노화방지의학과 치
료법을 홍보하는 기사도 다수 존재하지만, 그 효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기
사도 존재했다. 특히 노화방지의학이 하나의 전문분과로 활동을 시작하는
2000년대 초반에 노화방지의학과 그 치료법과 관련에 관해 <표10>과 같이
비판적인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표11> 노화방지의학 및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기사목록
날짜
2003.11.11
2003.12.26
2004.05.21

기사제목
언론사
[장수Q&A] 노화방지의학의 허와 실
헬스조선
[특집 Ⅱ]정말 신비의 묘약일까
주간경향
"노화방지 호르몬주사는 위험한 상술"<獨
연합뉴스
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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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2007.10.02
2011.03.03

[100세 청춘 꿈꾼다] 성장호르몬 노화 예
방에 도움안돼
노화방지 성장호르몬 치료, 허와 실 따져
야!
불로초는 없다

매일경제
뉴시스
한겨레21

공통으로 노화방지의학에서 사용하는 호르몬대체요법은 노화방지라는 목
적에 대해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에 대한 임상 결과
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호르몬대체요법은 호르
몬이 절대적으로 결핍된 환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정상적인
호르몬 수치를 기록하는 성인에 대해서 노화방지의 효과를 알 수 없다. 주
간경향(2003) 기사는 절대적인 호르몬 결핍 환자에서 보인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정상 성인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부 병원에서 남
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동일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의사에 따라 자료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다. 확실한 것은 남성호르몬이나 성장호르몬의 연구 기간
이 길지 않아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은 '신비의 노화 방지 묘약'으로 치부하기에 과학적 근
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이다. (중략)
문제는 일부 병원에서 이런 절대 결핍에 해당하는 환자가 아니라,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호르몬 수치가 감소했거나 노화 증상
을 느끼는 환자에게 무작위로 호르몬제를 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교수는 "미국 의학회에서는 명확하게 호르몬이 결핍된 환자에 한
해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일부 호르몬 예찬론자들은 호르몬결핍 환
자에게서 나타난 효과를 극대화해 상술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
했다.
(주간경향, 2003.12.26.)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노화방지클리닉에서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각종 호르몬을 보충시키려고 시도한다. 노화방지라는 것은 어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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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함으로써 기능이 향상된다든가 수명이 연장된다든가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효
과를 가진 약물이나 호르몬은 없다. 예를 들어 성장호르몬을 주사하
면 단기간 내에 복부비만이 감소하고 근육량과 근력이 증가한다. 활
력을 찾는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일시적이다. 주사를
중단하면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또한, 그런 효과는 운동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장기적인 부작용이 밝혀
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여성의 폐경기에 여성호르몬을 복용케 하듯
남성 갱년기에 남성호르몬 대치요법을 사용하기도 하나, 잠시의 효
과만 보일 뿐 노화 자체를 방지한다는 증거는 없다.
(헬스조선, 2003.11.11.)
임상시험에서 성장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등 몇 가지 호
르몬이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에 부분적인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
다. 따라서 특정한 호르몬 요법은 일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어떠한 호르몬도 노화를 정지ㆍ지연ㆍ역전시킬 수는 없
다. 특히 성장호르몬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위 항노화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고 기대했던 효과를 얻었다
는 사례도 많지 않다.
(매일경제, 20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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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노 화 방 지 의 학 과 노 화 의 의 료 화
이 장에서는 노화방지의학이 개념적 수준에서 노화의 의료화를 진행시키
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Conrad와 Schneider(1980)의 의료화 이론에 따
르면 의료화는 개념·기관·상호작용과 같이 3가지 수준에서 진행된다. 그중에
서 노화방지의학이 의학적 용어 또는 모델을 통해 기존에 문제시되는 노화
현상을 의료의 문제로 정의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화방지의학이 나타나기 전 의료계에서 노화에 대한 태도는 노화 그 자
체가 질병이라기보다 기존의 질병이 노화로 인해 증상이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주목했다. 특히 노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의학에서는
노화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 지식 차원에서 노
화방지의학은 노화의 기전과 정의를 통해 노화 현상에 의료적 개입이 가능
하다는 것을 밝힌 후, 노화의 기전을 기반으로 하여 그에 적합하다고 생각
되는 치료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노화방지의학의 치료법을 실천하고 환
자 집단에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생물학
적 나이를 측정하는 노화의 측량화를 시도한다.

제1절 노화의 정의와 기전
1. 노화의 정의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때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무엇
이 노화인가’이다. 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시하는
상황에 대한 개념 정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질환의 사전적 실
재를 가정하는 기존의 의학적 접근과 다르게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은 질환의
정의가 생물학적 병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일정한 주관이나 태도를 내포한다
고 본다(Hacking, 1998; 1999; 2007). 따라서 노화방지의학에서 노화를 정
의하는 방식과 기존 의료계 내의 노화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여 노화방지의
학에서 노화에 대해 갖는 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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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의료계의 노화 개념
노화방지의학 외에 의료계 내에서 가진 노화에 대한 인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노화 개념을 통해 알아보았다. 가장 많이 쓰이는 노화에 대한 접
근법은 정상(일차)노화와 병적(이차)노화로 나누어 정상노화를 긍정하되 신
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병적노화를 문제시하는 접근법이었다. 병적 노화는
환경과 질병의 영향과 더불어 건강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적인 접근
이 필요하며 특히 질병이 발병했을 때, 병적 노화가 미치는 영향을 같이 고
려하고자 한다. 노인의학에서도 동일한 노화에 대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노
인집단에 대한 의료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노화란 광의의 노화와 협의의 노화로 나
뉜다(권인순, 2007). 먼저 광의의 노화(Aging)는 생물체가 수태된 순간부터
사망까지 배아, 성숙, 성년기의 모든 변화를 얘기한다(Cutler and Mattson,
2006). 한편 협의의 노화(aging, senescence)는 성숙한 다음부터를 지칭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비가역적으로 나빠져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과정을 말한다
(Harman, 2001). 의료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노화의 분류는 정상노
화(normal aging) 혹은 일차노화(primary aging)와 일반 노화(usual aging),
병적 노화(pathological aging) 혹은 이차 노화(secondary aging)로 나뉜다.
정상(일차) 노화는 시간에 따라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를 말하며, 질병 및
환경적 영향은 포함되지 않는다(NIH, 1989). 예를 들어 어린이의 성장, 청
소년기의 2차 성징, 질병을 앓지 않은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를 말한다. 한편, 병적(이차) 노화는 정상
노화 과정 중에서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
어 비만 노인에게서 관상동맥질환이 나타나는 상황은 당사자가 비만과 관상
동맥질환과 같이 환경과 질병의 영향이 있어 노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의미한다(Troen, 2003).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개념적으로는 노화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상황에서는 정상 노화와 일반 노화 사이의 구별
이 어렵다고 말한다(Fozard et al, 1990; 권인순, 2007). 왜냐하면 정상 노
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질병을 제외하고 노화 과정만을 살펴보려는
시도 자체가 어렵고 나아가 정상 노화의 기전 자체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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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성공 노화’나 ‘노쇠’와 같이 노화와 연관된 개념들도 존재한다.
최근 신노년 담론의 영향을 받아 ‘성공노화(Successful aging)’ 개념이 의료
계 내에서도 제시되었다. 아직 공통으로 합의된 정의나 측정방법은 없지만,
세계보건기구, 백악관 회의에 따르면 질병과 장애가 없는 것 이상이라는 공
통된 의견이 존재한다(Withe House Commission on aging, 199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Depp과 Jeste는 지금까지 보고된 성공 노화
연구를 포괄적으로 분석했는데, 이에 따르면 성공 노화는 관절염, 청력 이상
등 건강에 문제가 없으며, 일상 생활이 좋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했
다(Depp and Jeste, 2006). 포괄적으로 분석된 성공노화의 기준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35.8%가 성공노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노화와 관련하여 노쇠(Frailty)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노쇠란,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 저하와 더불어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리적인 예비능력이 감소하여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이 저하됨으로써 여러
질환에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며, 그 결과 기능의존이나 입원의 가능성이
증가한 상태를 말한다(원장원, 2017). 또는 2012년 전 세계 6개 학술단체의
합동회의에서 합의된 정의에 의하면, ‘다양한 원인과 유발 요인에 의해 체
력, 지구력, 생리적 기능의 저하로 의존성과 사망을 초래하는 개인의 취약성
을 증가시키는 의학적 증후군’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Morley et al, 2013).
증상이나 정의는 노화와 유사하지만, 정확히 노쇠는 노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노화로도 야기될 수 있지만, 운동부족, 영양섭취 감소, 각종 질환,
복용 중인 약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야기된다. 노쇠는
반드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질병이 많은 경우 노쇠한
경우가 많지만, 질병이 없더라도 노쇠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32%에 달한다
(Fried et al, 2001).
노화방지의학과 같은 환자집단을 다루는 노인의학 또한 노화를 기존 의료
계와 동일하게 시간에 따라 인체에 나타나는 변화로 취급하며, 노화 전 과
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노화 증상만을 의료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
고 있었다. 노인의학 관련 학회 중 가장 대표적인 노인병학회에서 노인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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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총체적인 의학 지식을 정리한 『노인병학』을 살펴보면, 노화를 병
리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노화와 ‘자연스러운’ 노화를 분리하여 의료적 개입
을 시도한다. 이는 정상노화와 일반노화의 개념과 유사하다.
“넓은 의미에서 노화(aging) 또는 가령(加齡)이라 불리는 현상은 생
명체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시간 경과 즉, 연령 증가에 따라 수
반되는 모든 생체구조 및 기능의 완만한 변화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질병 또는 큰 사고에 따른 생체의 급격한 변화는 정상
적인 노화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노화가 되면서 인체에는
여러 종류의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 중에는 인체에
이로운 것,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해로운 변화가 있다.”
(대한노인병학회, 2000, p.18)
즉, 노화과정 중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존재한다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특정 질병이
노년기라는 생애주기 한 단계에서 발생하여 노화라는 특성과 맞물리게 되면
다른 생애 단계에서 같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다르
게 나타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노화방지의학 내 노화 개념의 변화
노화방지의학은 분과가 시작한 지점에서부터 분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화는 과연 질병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다. 노화와
관련된 생물학적 실재를 공통적으로 인정하지만, 노화’ 그 자체에 대한 의
학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지지받기 위해서는 초기 노화방지의학은 노
화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접근해야 했다. 이에 따라 노화 그 자체가 질병이
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화 자체가 질병이라는 전제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2000년대 노화방지의학에서는 신노년 담론
내의 성공 노화 개념과 연관 지어 노화를 정의한다. 이때 노화방지의학에서
내세우는 노화의 정의는 기존 의료계가 가진 노화에 대한 태도와 유사하다.
미국에서 노화방지의학이 처음 발생했을 때, 노화방지의학 지지자들은 노
화를

질병으로

명확하게

간주했다.

A4M이

초기

설립

시

설립자

Klatz(2000: 6)는 A4M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노화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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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노화를 생의료적 표적으로 재개념화하여 노화가 의
료적 기술을 통해 퇴치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노화방지의학이라는 신생분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FDA, NIA와 같은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노년학을 위
시한 학계까지 노화와 질병 사이의 연관고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
하였고, 이에 A4M은 입장을 수정한다. 2001년 Generations에서 노화방지
의학을 주제로 하여 발간한 발행물에서 A4M의 대표자인 Klatz는 노화를
질병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Klatz, 2001). 또한,
노화를 하나의 과정proccess으로 인정하되, 의료기술을 통해 개입될 수 있
는 것이라고 태도를 바꾼다(Mykytyn, 2007). 즉, 노화의 전 과정을 질병으
로 간주하고 노화 자체를 개선시키거나 방지하겠다는 초기의 입장에서 노화
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는 신체적 변화로 인정하고 의료적 개입을 통해
진행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태도로 바뀌었다.
국내 노화방지의학에서도 노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미국 노화방지의학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노화를 질병이라는 개념과 결부시키려는 시도가 초
기 노화방지의학에서 나타나지만, 2000년대 노화방지의학에서는 노화는 질
병이라는 프레임이 사라진다. 국내 최초의 노화방지의학 학회인 대한노화방
지의학회에서 발행한 『2001년 대한노화방지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에서
노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노화가 질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인의학과 노화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자신들의 태
도를 강하게 부각한다.
노화방지의학은 노화가 즉, 늙어가는 것이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하
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의학은 고령에 따른 노화는 불가항력
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노화방지 의학은 노화를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고 노화의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긍
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데 비해 노인의학은 노화의 조정
은 불가능하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 대한노화방지의학회 학술대회(2001)』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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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노화와 관련된 병리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 자체에 의료상의 개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므로
노화방지의학은 노화가 신체에 본격적으로 발현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관
리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노화의 과정을 구분하여 일
부 노화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노인의학과 다른 입장이다.
2000년대 들어 노화방지의학이 하나의 분과로써 조직화를 도모하는 과정
에서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지식을 생산했고, 여기에서 노화의 정의가 초
기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화방지의학이 처음 국내에 들어
왔을 때, 노화를 질병으로 간주했으나 2006년 발행된 “노화방지의학” 단행
본을 살펴보면, ‘성공노화’의 개념을 가져와 노화를 정의한다(배철영, 2006).
또한 다음과 같이 노화를 정의한다.
노화란 한 개체에서 어느 시작 시점부터 주어진 시간까지의 일부분
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에 근거한다면, 사람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갖
는 개체의 노화는 크게 성장 혹은 발달(development)과 노쇠
(senescence)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노화방지의학(2006)』
노화란 개체의 진행적이고, 예측가능하고, 피할 수 없으며, 사망할
때까지 지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노화와 질
병은 미묘하고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며, 질병의 축적이 노화는 아니
다. 질병이 없는 노화는 분명히 양성 과정이다
『노화방지의학(2006)』
노인의학의 전문가지만 노화방지의학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는 의료전문
직 A와 노화방지의학 관련 의료전문가 B에게 노화의 정의를 질문했을 때,
유사한 노화의 정의를 공유하고 있었다. 노화방지의학 관련 전문가 B 또한
노화 그 자체가 질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노화의 정의에 이어 노화의 개념이 노인의학, 또는 기존 의료계와 노화방
지의학과 서로 다르지 않으냐는 질문에 A는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
한다. 같은 개념을 공유하며, 노화가 신체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동
일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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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단기성과 상업성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노화방지의학과 노화의) 개념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화
라는 거는 부정적인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장기간의 효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것
을 보고. 그게 이제 commercialized 된 노화방지의학에서 하는 거
라 이거죠.
(노인의학 전문가 A)
한편, 노화방지의학 관련 의료전문가 B에게 노화의 정의를 물었을 때, 노
화 과정 자체를 예방, 역전시켜야 한다는 초기 노화방지의학의 입장과는 다
른 답변을 했다. 노화 자체를 막을 수 없으며, 노화는 생물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체(자동차)에도 찾아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노화방지의학을 실천하는 의료전문가 또한 노인의학 전문가 A와 동일
하게 노화를 신체가 겪는 일련의 과정process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노화방지의학처럼 노화 자체를 인정하
되 노화 과정에 의료적 개입의 여지를 열어두고 노화방지의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노화 자체를 막을 순 없죠. 노화 자체는. 모든 생명체는 다 생로병
사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그리고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
차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거는 처음에 나오고 그게 이제 좀 쓰다
보면 낡게 되고. ..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음을 오래 유지
하고 기능적인 상태를 높게, 오래 가져가느냐.
-B-

다만, 국내 노화방지의학에서 노화의 정의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어 자료 분석의 대상이 일관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미국 노화방지
의학의 경우 A4M라는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고 단체 내 의료전문가들의
활동을 통해 노화방지의학에서 다루는 노화의 의미가 시간에 따라 달라졌음
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논란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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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노화방지의학 내 대표적인 행위자가 노화의
정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위의 분석 내용이 국내에서 노화방
지의학 전체적으로 노화의 정의에 대한 의견이 변화했다고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노화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것만
을 파악했고, 조사 자료에서 노화의 정의를 말한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노화방지의학에서 노화에 대해 갖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

2. 노화의 기전
앞서 노화의 정의를 살펴봤을 때, 현재의 노화방지의학은 기존 의학계가
노화에 대해 갖는 태도와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노화방지의학이 기
존 의학계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노화의 기전 측면이다. 노화방지의학에
서는 노화가 발생하는 원인을 특정한 원인으로 설정하여 노화 현상에 대해
의료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즉, 노화방지의학에서는 노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 중에서 특정한 이론을 선택하여 노화방지의학 내 치료법을 정
당화한다.
현재까지 의료계를 포함하여 과학계에서는 노화의 기전에 대한 단일한 결
론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노화의 기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대
표적인 이론만 정리해보면 <표12>와 같다. 노화의 기전을 설명하는 전통적
인 두 가지 주요학설은 예정설 혹은 프로그램설(programmed aging)과 소
모설(wear and tear aging)이다(박석원, 2011). 예정설은 개체의 생명유지를
조절하는 기전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며, 소모설은 다양한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그 영향이 누적되어 개체의 노화가 진행된다
고 보는 이론이다. <표12>에 정리하지 않은 이론 중에는 교차결합이론/당화
이론(The Cross-Linking Theory/Glycosylation Theory), 세포막 이론(The
Membrane Theory), 헤이프릭 제한 이론(The Hayflick Limit Theory) 등
이 존재한다(Kirkwood, 2000). 그러나 어느 학설도 노화를 완전하게 설명
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노화에 대해 아직 알려지
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존재한다(배철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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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노화의 기전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
이론명

설명
신체와 그 세포들이 물리적, 신체적, 심

소모이론
(The wear and tear theory)
유리기 이론/산화손
상설(The

Free

Radical Theory)
내분비계 변화/신경
호르몬 이론
유전적 인자

리적 과용과 남용으로 인해 손상됨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리기
(free radical, 활성산소)는 건강한 분자
와 결합하여 건강한 분자를 파괴하는
성질을 갖고 있음
노화에 따라 호르몬 분비능력이나 수용
체 반응 정도의 차이와 같은 내분비계
의 변화가 존재함.
유전적인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Gene regulation theory of aging) 조절됨.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텔로미어는 세
텔로미어(telomere)
포가 분열할 때마다 완전히 복제되지
이론
못하고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미토콘드리아 유전정보의 변이가 노화
미토콘드리아

과정을 촉진하고 수명을 단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함

§ 출처: 박석원(2011), 김광일(2007), 배철영(2005) 재구성
노화의 기전이 의학계 내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노화방지의
학은 다양한 의학적 사실 중에서 특정 사실을 선택하게 된다. 원인이 무엇
인지 정의되어야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화방지의
학은 노화의 기전을 내분비계의 변화나 산화 스트레스로 설명하여 그에 맞
는 치료법을 제시한다. 그렇게 해야 치료법을 호르몬대체요법이나 항산화제
투여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노화에 대한 이론 중 특정 이론에 집
중하는 원인은 의료전문가 A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노화방지의학
에서 다양한 노화의 기전 중에서 내분비계의 변화나 산화스트레스로 노화를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노화의 기전을 선택하게 되면, 관련 기술 및 지식의
한계로 인해 의료적 개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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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의 theory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개로 보면 돼요.
programmed theory와 낡아서 없어진다고 하는 소모이론. ... 크게
두 가지로 보는 데, programmed 된 거(이론)는 우리가 아직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쪽(소모이론)에 모여 있는
데. 거기에서 가장 타겟이 되는 게 anti-oxidant(산화이론, 산화손상
설)인 거예요.

② 내분비계 변화/신경호르몬 이론
노화방지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인 호르몬대체요법(HRT)은 내분
비계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신경내분비이론은 시상하부-뇌하수체 축
을 세포 노화를 종합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
라 이 축의 활동이 부진해지고 내분비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노화가 진행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Bakombe and Sinclair, 2001). 실제 사람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했을 때, 나이가 증가할수록 성장호르몬, 성호르
몬, dehydroepiandrosterone sulphate(DHEA), 멜라토닌, 갑상선 호르몬 등
의 분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Tenover, 1997; Orentreich, Brind &
Vogelman, 1984; Lamberts et al, 1997).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가 신체 내 노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호르몬을 젊은 연령층의 수준으로 보충하였
을 때, 노화와 관련하여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호르몬 대체요법의
전제가 된다(이덕철, 2006). 실제로 미디어를 통해 노화방지의학을 전달하는
기사에서 노화의 원인을 내분비계 변화로 설정하고 호르몬대체요법의 필요
성을 설명한다35).
③ 산화손상설 이론
다음으로 노화의 기전 중 산화손상설 이론이 항산화제 치료의 전제가 된
35) 『문화일보』 2003년 1월 8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
0000015243 접근일: 2017. 11.20)
『뉴스한국』 2009년 11월 25일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091125132920s1482 접근일: 2017.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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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화방지의학 단행본에서는 당시까지 제시된 노화이론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도 산화
손상설 이론에 한 장을 할애하여 부각시키고 있다. 제4장의 소개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가설 중 자유 라디칼 가설은 노화의 원
인을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여 노화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제공했다. 생물체에 방사선을 조사하면 노화 현상이 촉진되는데 이
러한 현상이 자유라디칼에 의해 초래되며 항산화제가 이러한 손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만(Harman)은 노화가
자유라디칼에 의한 세포손상에 의해 초래되며 항산화제 투여로 이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노화의 원인으로 산화손상설을 우선으로 고려하게 될 경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치료법을 제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화방지의학에서
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검증된 알파리포산 등의 성분을 인체에 주
입하는 치료법의 근거를 산화손상설에서 찾는다.

제2절 노화의 치료
노화방지의학에서 실천되는 치료법은 호르몬대체요법부터 줄기세포 치료
제,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호르몬대체요법로 볼 수 있다. 특히 호르몬대체요법의 경우, 노화방지의학이
라는 분과가 등장하게 된 계기였다. 노화방지의학에서는 노화의 기전을 내
분비계 변화에 근거하기 때문에 호르몬대체요법을 통해 노화 증상을 개선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 호르몬대체요법(HRT)
노화방지의학에서 가장 많이 시도되는 호르몬대체요법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종류의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는 데 이를 보충하여 노화 과정을
역전시키거나 지연시키겠다는 가정하에 실천되는 치료법이다. 호르몬보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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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되는 호르몬은 대표적으로 성장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
테론 등의 성호르몬이 있으며, 그 외에도 DHEA, 스테로이드 호르몬, 비타
민D, 태반호르몬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
되는 성장호르몬과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성장호르몬
성장호르몬의 경우 20세 이후 10년마다 약 14%씩 감소하여 60세에는 20
대의 반 이하로 분비된다(이덕철, 2008). 국내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성
장호르몬 연구에 따르면 노화에 따른 성장호르몬 분비량의 변화가 기존의
외국연구와 유사하다고 한다(정윤석, 2000). 나이에 따른 성장호르몬 결핍은
지방분해의 감소로 복부 및 내장 지방의 증가, 단백질 대사 변화로 인한 근
육 감소, 골감소증 골다공증 유발, 심장기능 감소 및 동맥경화증 유발, 우울
증 및 불면증 증가와 같은 변화를 유발한다(Lucidi et al, 1998; Clangel et
al, 2001; Rudman et al, 1990; 김성운, 2004에서 재인용).
Rudman의 연구와 후속연구들을 통해 증명된 성장호르몬 보충요법의 효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Rudman의 연구에서는 체지방량과 골밀도가 증가
하며, 체지방이 감소하는 효과가 증명되었다(Rudman et al, 1990). 다른 연
구에서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성인에서 성장호르몬 투여를 최대 6년까지 이
행한 결과 골밀도 및 골 면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Hana et al, 2002).
마지막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했을
때, 성장호르몬 보충요법을 통해 활력 저하, 정서 불안, 이성교제의 어려움,
사회적인 고립과 같은 삶의 질에 대한 점수가 향상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McGauley, 1989).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은 <그림5>에 나타난 과정
으로 임상에서 이행된다. 당뇨, 유방촬영, 암표지자 검사 등 만성질환과 암
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한 후 성장호르몬 결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발 검사를 시행한다. 성장호르몬 유발검사에는 인슐린, L-Dopa, GHRH,
알기닌 등이 이용되며, 유발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인슐린양 성장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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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G-1)에 따라 성장호르몬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배철영, 2006: 549).
<그림5> 성장호르몬 대체요법 치료 절차

Rudman의 성장호르몬 연구가 발표된 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장호르몬
치료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후속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후속연구 중에는 노인
에 대해서 장기간 성장호르몬 치료를 할 경우, 암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다는 연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Chan et al, 1998). 또한, 단기간 노화방
지를 위해 이뤄지는 호르몬 치료는 당뇨병과 포도당 과민증과 같은 부작용
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Blackman et al, 2002;
Janssens&Vandershuean, 2000). 2007년 진행된 메타분석에 의하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장호르몬 치료는 기대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부
작용이 더 커 노화방지 목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한다(Liu et al,
2007). 국내에서 가장 최근 논문인 장학철(2015)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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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염분 저류에 의한
부종, 근육통이나 관절통, 당뇨병 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암
발생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2)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성장호르몬 대체요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폐경기 여성에서 여성호르
몬 보충요법은 널리 시행되어 왔다(유진, 2005). 여성호르몬은 골절의 위험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골다공증 치료로써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성
호르몬 보충요법으로 기대되는 인지기능 향상, 심혈관질환 예방 등의 부가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심층면접을 진행
한 내분비학 전문가 C씨에 따르면 여성호르몬을 투여하는 치료는 폐경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만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전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여성호르몬 대체요법이 같
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전체 여성을 대상으
로 한 여성호르몬 보충요법이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고 말한다.
여성호르몬은 Women’s Health Initiative 연구에서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장기간 사용을 하면 안 되고 득보다 실이 많다고….
이니셔티브 연구의 후속으로 장기간 팔로우업 하면서 일부 결과들이
나오긴 해요……. (폐경) 초기에 약을, 호르몬을 보충했을 때 그 사
람들에 있어서 좀 효과가 더 나고 부작용이 적고, 그거지 그 자체가
어떤 여성호르몬을 일반적으로, generalization, 일반화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죠.
(내분비학 전문가 C)
여성호르몬 대체요법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폐경 여성을 대상
으로

장기간

여성호르몬

주입연구를

했던

2002년

Women’s

Health

Initiative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기간 여성호르몬 치료 시 유방암 및
기타 암의 발병 소지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

호르몬대체요법을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Writing

Women’s Health Initiative Investigator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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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for

the

3)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
1939년 Werner에 의해 50대 이후 남성들도 갱년기 여성들과 유사한 예
민함, 우울함, 기억력 장애 등의 복합적 증상을 호소한다는 것이 보고된 이
후

남성갱년기(Male

Climateric)가

정의되어

Andropause,

Androgen

Deficiency for Aging Male(ADAM)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장
학철, 2015). 노화방지 측면에서 남성호르몬 치료는 일차적으로 ‘정상’ 호르
몬 농도를 유지해 호르몬 부족으로 유발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노화방지의학 전문가들은 이에 나아가 남성호르몬 대체요법을 통해 호전된
신체 능력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배철영, 2006).
남성호르몬 대체요법은 남성갱년기를 별도로 판단하는 지표가 없으므로
전문가들은 남성호르몬 결핍을 수치를 통해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한
다. 남성호르몬 치료의 효과는 근육량 증가 및 지방량 감소 등이며, 부작용
으로는 여드름, 부종, 전립선암 발생의 가능성 증가 등이 존재한다(장학철,
2015). 다만, 성장호르몬이나 여성호르몬과 달리 남성호르몬은 임상실험을
통해 노화와 관련된 증상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이 증명되었다. 성장호르몬과 성호르몬을 건강한 노인에게 복합 투여 시 체
지방체중(Lean body mass) 증가와 지방감소는 남녀 모두에게서 일어났으
나, 근육강도와 최대산소섭취량에 있어서는 남성에게만 효과가 있었다
(Blackman et al, 2002).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내분비학 전문가 C씨에게 질문하였을 때,
남성호르몬이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실효성이 존재
한다는 사실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호르몬대체요법에서 주장하는 호르몬 중에서) 남성호르몬 정도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로…. 가능성 이라는 게…. 실효성
이 있다는 건..(아니라는 거죠.)
(내분비학 전문가 C)

노화방지의학에서 노화에 대한 의학적 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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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살펴보면, 노화의 기전을 산화손상설과 내분비계 변화이론에 근거를
찾고 이와 관련된 치료법을 행하고 있었다. 산화손상설에 대해서는 항산화
제 주사요법을 통해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을 인체에 주입하여
그 효과를 기대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체 내 호
르몬의 수치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근거로 해당 호르몬을 보완하여 노화 증
상의 개선 또는 예방을 기대한다. 다만, 호르몬대체요법의 경우 각 호르몬별
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지속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에도 불구하고, 노화방지의학에서는 관련 치료법들이 노화의 개선 및 예방
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제3절 노화의 측량화
1. 의학 내 측량화 개념
질병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는 ‘측량화(metrification)’이다.
질병에 대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인의 경험을 구체적인 숫자로 측량
(measurement)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수치화 또는 측량화라고 할 수 있다
(Greene, 2007; Jutel&Conrad, 2011; 이민, 2016). 수치화를 가능하게 하
는 생의학적 인식은 푸코(1993)가 말한 근대 의학의 ‘임상의학적 시선(the
medical gaze)’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김태우, 2014). 푸코는 18~19
세기 의학사를 통해 근대 의학적 인식이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 서양의학은 공간화와 언어화를 통해서 몸과 질병 현상을 대상화
(objectification)함으로써 그 존재가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여기서 언어화
(verbalization)가 바로 수치화의 원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화는
‘의학적 언어라는 사회적 약속을 통해 질병 현상을 기표의 단위로 환원하는
대상화 작업’이기 때문이다(푸코, 1993). 단순히 텍스트로만 실천되는 것들
만 언어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 현상이 기표로 환원되는 모든
것을 언어화라고 할 수 있기에 측량화 또한 언어화의 한 부분이다.
노화방지의학에서 노화를 측량화하는 것은 19세기 산과의사들이 모든 태
아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을 확산시킨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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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ey, 1982). Arney(1982: 100)에 따르면 산과의사는 감시를 통해 산과
학의 범위를 모든 여성으로 확장하고 감시개념을 다양한 감시계획을 통해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권력과 통제를 확장했다. 또한 감시개
념을 확립한 후에 비정상적이고 잠재적으로 병적인 출산만을 의료적 대상으
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산을 산과학적 시선에서 접근하도록 만든다.
이와 유사하게 치의학 또한 ‘잠재적으로 썩을 우려가 있는 치아’라는 개념
을 확산시키고 보통 사람의 구강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정상적’ 구강 개
념을 형성한 후 지속적인 검진을 통해 구강 상태를 확인받는 일상적 예방을
하도록 만들었다(Nettleton, 1992).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을 세워야 질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에 노화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측량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상
태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화’인지에 대해서 노화방지의학 내 기준이 마
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객관화시키고 과학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환자를 설득시킬 수 있다. 이에 노화방지의학은 의료적 개입
이 필요한 노화 상태를 수치화하기 위해 생물학적 나이biological age를 측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식을 생산한다.

2. 노인의 기능에 집중한 노화 측정방법
의학계 내에서 노화를 평가하는 방법은 노인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생물학적 연령(biological age)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의
학계 내에서는 노인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반면, 노화방지의학에서는 환자 집단에 노화의 존재를 인지시키
고 치료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생물학적 연령을 산출하는 방안에 더욱 집
중한다.
노화방지의학에서 생물학적 연령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와 비교하여 기
존 의학계 내에서 사용하는 노인환자와 관련된 지표들을 <표13>에 정리했
다. 노인환자지표는 Fried의 표현형 모델, 일상생활수행능력/도구적 일상생
활수행능력 측정, 포괄적 노인건강척도가 있다. 노인의 기능을 측정한다는
점이 공통적이지만, 세부적인 측정항목이나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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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노쇠 증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Fried가 고
안한 표현형 모델이 활용된다. 반면,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의 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ADL/IADL 지표가 활용된다.
<표13> 노인 환자 판단 지표
명칭
노쇠(Frailty)36)를
Fried의 표현형
(phenotype) 모델

설명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의도하지 않은 체중감소, 자가 보고한
탈진, 근력약화, 보행속도 감소, 신체활
동 감소 중 3개 이상을 충족할 때 노쇠

일상생활수행능력/도구적

라고 평가함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활동능력과

일상생활수행능력

더욱 복잡한 외부와의 접촉이 필요한 다

(Activity of Daily Living;

차원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로써 노

ADL/Instrumental Activity of

인의 일상생활능력, 독립적인 기능 수행

Daily Living; IADL)

능력을 알아보는 데 사용됨37)38)
노쇠한 노인 환자에서 노화에 따른 전반
적인 건강문제의 발생에 대한 관리를 최

포괄적 노인건강척도

대화하기 위해 신체적, 인지기능, 감정기

(Comprehensive Geriatric

능, 사회적, 재정적, 환경적 측면 등 다차

Assessment; CGA)

원적인

검사가

이뤄짐.

기존의

ADL/IADL 등 다양한 지표를 총체적으로
활용함

36) 노쇠(Frailty)란,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 저하와 더불어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예비능력이 감소하여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이 저하됨으로써 여러 질환에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며, 그 결과 기능의존이나 입원의 가능성이 증가한 상태를 말한다. 노화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노쇠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노화이며, 일종의 노인증후군으로 규정하고
있다(원장원, 2017).
37) Katz, S., Downs, T. D., Cash, H. R., & Grotz, R. C. (1970). Progress in
development of the index of ADL. The gerontologist, 10(1_Part_1), 20-30.
38) Maddox, G. (1993). Duke University Center for the Study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Past, Present, and Future.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14(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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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에 제시된 노인환자 판단지표들이 측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이동성, 병인력과 같이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보행속도, 악력, 옷입
기와 같이 한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로 노인의 기능을 평
가한다. 즉, 독립된 개체로서 일반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둔다. 이에 반해 노화방지의학은 노인의 기능을 평가하기보다 노화가 어떤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지를 임상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신체기능을 계량화하
고자 한다.

3. 노화방지의학 내 노화의 측량화
생물학적 연령을 산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해졌다(Belsky et al, 2015).
Miler(1997)는 노화의 생물학적 지표가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생리적, 인지 영역과 신체 기능에서
연대적 연령보다 노화와 관련된 변화 정도를 일관성 있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남아있는 기능적인 수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개인에게
쉬운 방법으로 시행 가능해야 한다. 다양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임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지표는 폐활량(FEV1), 혈압, 근력과 같은 신체계측
지표, 콜레스테롤, 생화학적 지표, DHEA, IGF-1, 성호르몬과 같은 호르몬
지표 등이 알려져 있다.
노화방지의학에서 생물학적 연령을 산출하는 시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
다. 첫 번째 의미로 노화의 측량화는 노화방지의학 내 치료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환자집단을 설득하고 노화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령대별 평균 호르몬 수치
와 65세 이상 연령 집단의 평균 호르몬 수치, 그리고 한 개인의 호르몬 수
치가 주어진다면, 수치 간의 비교를 통해 호르몬을 보충할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기존의 연령 개념이 통계적 수치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된다. 이전까
지 연대기적 연령 기준으로 노인 환자집단이 분류되었다면 노화방지의학에
서는 생물학적 나이 개념을 제시하여 연대기적 연령 개념을 대체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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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체표지자(bio-marker)를 통해 생물학적 나이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
로 노화 치료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노화에 대한 치료가 필
요한 집단은 단순히 연대기적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에 의해 정해지며, 모든 이들은 잠재적인 환자집단으로 포섭된다.
1) 치료법의 근거로써 노화의 측량화
노화방지의학의 단행본이나 논문을 보면 클리닉 가이드로 제시된 내용에
서 호르몬대체요법을 시행할 때,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처방하게 되어 있다.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적정량의 호르몬을 투입하기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1일 기준 투입량을 산정한다(이성원·정재훈, 2000). 동시에
한 개인이 호르몬대체요법을 처방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평균’적인 호르몬 수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배철영, 2002).
실제 클리닉에서는 노화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배철영(2005)에 따르면, 실제 운영하는 본인의 클리닉에서는 호르몬결
핍 선별검사, 기본 혈액 및 소변검사, 노화 관련 각종 호르몬 측정, 모발 검
사, 골다공증 검사, 체지방 검사, 뇌 기능 검사, 그 외 특수 검사 등을 실시
한다. 실제 노화방지 클리닉을 운영하는 B씨 또한 비슷하게 신체 나이를 측
정하고 있었다. 호르몬 검사, 타액 검사, 활성산소 상태 검사, 항산화력 검
사, 유전자 검사, 인바디 검사, 동맥경화 검사, 생활습관 등에 대해 검사를
통해 노인 환자의 노화 정도를 파악한다.
(상태를 평가하려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그건 저희 홈페이지 가보
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호르몬도 검사하죠. 혈액으로 호르몬
검사를 하죠. 나중에는 타액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활
성산소 상태 검사하고 항산화력도 검사하고. 유전자 검사도 좀….
(하죠.) 그리고 이제 근육량이나 지방량 검사는 인바디라는 검사도
하고. 혈관이 얼마나 노화됐는지도, 동맥경화도 검사하고. 그리고 생
활습관도 조사하고……. 피부에 대한 측정도 할 때도 있고, 따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죠.
<표14>를 보면 실제 클리닉에서도 노화방지의학 관련 단행본에서 제시한
검사들을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표14>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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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클리닉에서 시행하는 검사항목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기초적인 건강검
진 항목에서부터 피부노화나 뇌기능 등 특정 기관의 노화도를 측정하기도
한다. 특히 노화방지의학에서 노화의 기전으로 제시하는 내분비계 이상과
산화손상설을 바탕으로 활성산소 검사나 호르몬 수치 검사를 이행한다는 점
이 특이하다.
<표14> 노화방지 클리닉 검사 항목
병원
C병원39)

검사목록
유전자 검사, 조직 미네랄 및 중금속 검사, 면역기능 검사, 뇌
기능 검사, 피부노화도 검사 등 12 가지 특수검사 진행
·LCDP Total Aging Evaluation Test LCDP 종합노화측정검사
세포 수준의 정밀 노화 측정, 활성산소로 인한 유전자 손상 여
부(Oxidation)
·혈액, 관절, 피부의 캬라멜화(Glycation) 에너지 대사 능력

D병원40)

(ATP energy pathway)
·기능성 미세 영양소, 호르몬 부족 여부(Micronutrient and
Hormone)
·장내 환경 및 번역력(Leaky Gut), 뇌호르몬 기능 & 간해독
능력(Detoxification)

2) 노화의 측량화를 통한 연령 개념의 재구성
노화방지의학 내에서는 노화 상태를 일정한 수치로 정의하고 나아가 전
인구의 신체적 수치를 도표로 만들어 노화의 기준점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
가 존재한다. 노화방지의학이 제안하는 신체 나이 검사에서 가장 집중적으
로 봐야 할 점은 과연 그 지표가 정확하게 생물학적 나이를 나타내는 가이
다. 노화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 지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과연 그
지표들이 노화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표별로 노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39) 『메디데일리』 2010년 11월 16일
(http://www.medi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 접근일: 2017, 11. 10)
40) 더 클리닉, (http://www.e-theclinic.com/web/kr/02check 접근일: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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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비만과 대표적인 비만 지수인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이다. 비만 또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
해 지표가 마련되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수는 BMI이다. 그러
나 BMI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병적인 비만
을 판단하는 BMI 기준이 가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박혜경, 2014).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에 의해 1985년부터 비만
진단을 위한 BMI 기준이 공식 적용된 이후 1998년 BMI 기준값이 하향 조
정되면서 통계상 비만 인구가 증가한 것이 그 예이다.
노화방지의학은 노화를 예방하려는 방편으로 노화 증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노화 증상을 판단할 수 있는 건강검진 및 지표
개발이 노화방지의학 지식 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Mykytyn,
2007; 배철영, 2005).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확립된 차트 진단과 비슷한 노
인의 표준화된 기능 프로파일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배철영 외,
2006).
특히 노화방지의학 내 주도적 행위자인 배철영은 대한노화방지연합회 이
사장, 차병원 의과대학 교수, 차움 노화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생체나
이 측정과 관련한 지식생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예를 들어 2005년에
“노화방지의학에서의 노화도 측정 및 평가”라는 제목으로 대한노인임상의학
회 학술대회에서 생물학적 연령 측정방법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또는 대한
노화관리연합회에서 활동할 때 발간한 “노화방지의학” 단행본(2006)에서 한
단원을 할애하여 노화측정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표15>에는 해당 단원에
서 당시까지 존재하는 각종 노화측정시스템을 소개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다. 소개된 다양한 노화측정시스템 중에서 저자는 Bio-Age라는 프로그
램을 강조한다.
<표15> 단행본 내 소개된 노화측정시스템
A.
만을
한
스템

설문지
이용
측정시

7가지 항목(General Health, Medical History,
RlealageⓇ

medications,

lifestyle&safety,

stress&social

support, nutrition, physical activities)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생체연령 측정. 단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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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이용하여 진정한 의미의 생체연령 측정
시스템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함.
12~13가지 신체 계측 검사를 통해 기능연령
H-Scan
B.

기능연

령

측정시

을 측정함. 혈액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기능
적인 면에만 국한되어 전체 생체연령을 측정
한다고 말하기에 한계 있음.
H-Scan과 유사한 항목을 측정하여 이에 따

스템
AGE Scan

라 개인의 노화 정도를 평가. 기능연령만을
측정하며,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측정 자체
신뢰성의 문제 존재
독일어권에서 사용되는 생체연령시스템. 검
사항목별 생체연령이 측정되어 전체 생체연

Bioaging
C.

생체연

령

측정시

스템

령이 측정 각 항목의 참고치가 같은 그룹에
서 얻어진 것이 아니어서 전체 생체연령을

Inner-agin
g
Bio-Age

추정하는 데 각 항목의 관련성이 떨어짐.
미국권에서 사용하는 생체연령 시스템.
Bioaging과 같은 단점을 갖고 있음.
국내 개발된 생체연령 측정시스템 국내 환자
10,000명을 기초로 만들어짐.

이를 통해 배철영은 한국에 맞는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인 20만 명
의 임상 자료를 분석해 나이와 성별에 따른 노화 기준”을 만들고자 하였
다.41) 이는 노화의 표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질병에 있어서 정상과 비
정상을 구획하는 기준을 만드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화방지의학에서 제시하는 생체나이 측정방식은 첫째, 생물학적
연령을 구성하는 기준점들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다음은 노인의학 전문가 A와의 인터뷰 내용에서 생체나이를 측정하는 방식
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Biological age를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가요?)
41) 『시서저널』 2011년 1월 24일(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1207 접근
일: 2018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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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function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신체기
능을 평가한 게(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biological aging을 (측
정)하는 거는 일종의 한 변화이기는 한데.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임상적으로 적용했을 때, 얼마큼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한 evidence
가 없어요. (중략)
ADL/IADL은 실제로 환자에게 설문하는 거고…. 노인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수명 같은 것도 평가하지만 독립성이 있느냐, 스스로 돈
을 지불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평가하
는 거든요.
(노인의학 전문가 A)
둘째, 노화방지의학에서 제시하는 생물학적 측정방식은 통계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생체지표라고 하여 측정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신체기능을 측정
하는 것에서부터 혈압 등을 측정한다. 생체측정 프로그램 바이오에이지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 만 명을 대상으로 신체기능을 측정한 후 생체나이의 기
준을 정했다고 한다(배철영, 2006). 이는 측정한 데이터를 표준정규분포로
그려서 특정 연령대에 특정한 수치를 평균으로 정의한 뒤 개인별 생체연령
을 정의하게 되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노화방지의학에서 제시하는 생물학적
연령은 통계적인 수치에 가까우며, 실제로 그것이 생물학적 연령을 정확하
게 대표하는가에 대해서는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하다.42)
노화의 진행속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빨리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개인마다 생리적인 나이는 다
르다. 그니까 그 인구학적 나이, chronological age라 해서 나이
먹는 거. 그거하고 생물학적 나이biological age는 다르다 이런 개
념이잖아요. 물론 다르죠.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biological age
를 그럼 측정하는 방법이 있냐? 골드 스탠다드(가) 없어요. 물론 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그건
통계적인 개념이예요. .. 이제 간단한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은, 50
센치 자를 가지고요. 위에서 딱 떨어뜨리고 잡으라고 시켜요. 몇 센
티에서 잡히냐. 떨어지자마자 잡으면 20대. 노인들은 한참 떨어진
42) C의 인터뷰 “임상적으로 적용했을 때에 얼만큼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한 evidence가 없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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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여기서 잡아. 그런 걸 가지고 당신이 몇 살이다 이거를 판정
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통계적인 개념이에요…. 아주 일부분
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aging에는 굉장히 다양한 면을 포함하고 있
잖아요…. 그래서 사실 biological age를 측정하는 거는 되게 어려
워요. 그리고 가능한 방법 없어요.
(노인의학 전문가 A)
그리고 노화방지의학에 찬성하지 않는 의료전문가들의 경우 노인의 신체
나이를 측정하는 데에는 노화방지의학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더 유
용하다고 제시한다.
그럼 그런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결과적으로는 뭐, 이 사람 힘
이 얼마큼 좋으냐(악력), 잘 걷느냐(보행속도) 그렇게 평가할 수 없
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실제로 평가해요.
(내분비학 전문가 C)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노인의 신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설문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AOL 같은
거…. 요새 최근에 제일…. ‘게이트 스피드가 제일 중요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모든 거(다른 신체 측정 지표들)를 다 눌렀
어요. 나중에 correlation 해서 보니까 보행속도 하나만 해도 다른
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화의 지표가 돼요.
(노인의학 전문가 A)
노화방지의학이 신체 능력을 수치화/계량화하는 것은, 노화에 대한 척도
를 만드는 것은 노화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포섭하는 의료화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노화방지의학 단행본을 보면 생체표지자 및 생체측정시스
템을 한 단원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생물학적 나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체표지자가 필요한데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생체표지자를 사
용해서 결정된 생물학적 나이를 이용해서 개인의 일반적인 건강상
태, 기대여명, 활동적인 수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개개
인의 나이와 관련된 질병의 위험인자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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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능력(relative fitness)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연대기적 연령
과 상관없이 말년의 장애와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43)
『노화방지의학(2001)』
생체나이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이후 ‘생체나이 정기검진’이라는 아이디어
로 이어진다. 생체나이 정기검진이란,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기존의 단순
하고 형식적인 종합검진이 아닌 건강증진과 노화방지를 통한 건강장수라는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춘 전혀 새로운 개념의 건강검진”이라고
말한다(배철영, 2004).
미국 항노화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단의 기준법이 제시되어 있
다. 노화방지의 예방적 진단을 위해 … 여성의 경우 빠르면 20세부
터 남성은 30세부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진단은 …
이다.
『노화방지의학(2001)』
이처럼 노화방지의학에서는 노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노화를 측
량화 하고자 하며, 의료적 감시의 대상으로 포섭시킨다. 또한, 노화를 정기
적으로 검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임신이나 구강 검진과
같이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43) George ST, Mark AL, Donald KI, et al, Biomarkers of caloric restriction may
predict longevity in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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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국 내 노 화 방 지 의 학 의 실 천
노화방지의학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됨에도 국내에서 노화방지의
학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실천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2000년 초반 노화방지의학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보다 확대되었으며,
3급 종합병원에서도 관련 클리닉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노화방지의학은
다른 의학 분과와는 달리 의료계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의학 분과로 인정받
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원의를 중심으로 실천되는 양상을 보인다.
노화방지의학 관련 의료전문직들은 노화가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
라고 개념화하기 위해 기존의 형성된 노화방지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예비
환자집단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노화방지의학
관련 의료전문직들은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을 활동성 있는 노년으로 상정하
고 노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노화방지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기존 의료기술과 달리 최첨단의 기술을 지향한다고
표현한다. 이를 통해 노화방지의학의 필요성을 예비 환자 집단에 제안한다.

제1절 국내 노화방지의학의 규모 확대
노화방지의학의 경우 의료법이나 대한의학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의학 분
과가 아니므로 노화방지의학 관련 병원 및 관련 의료전문직의 규모에 대한 정
확한 파악이 어렵다. 또한, 일반 의원에서 노화방지의학 관련 치료법을 이행하
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내 노화방지의학이 실천되는 객관적인 양상을 추산하기
어려웠다. 이에 관련 의료전문직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
로 그 규모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노화방지의학은 국내에 관련
지식이 유입된 초기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확대의 배경에는 환자집단
의 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3급 종합병원 내 노인 관련 클리닉
을 조사해보면 노화방지의학 관련 클리닉이 일부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의료계 내에서 공식적인 의학 분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노화방지의학
에 대한 실천이 꾸준히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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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화방지의학 관련 학술대회 활동의 증가
<그림6>을 보면, 노화방지의학 관련 학회들의 활동, 특히 학술대회의 규
모 증가를 통해 노화방지의학의 규모가 2000년대에 비해 2010년에 비교적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화방지의학 학회들의 활동을 학술대회로
한정한 것은 노화방지의학 관련 학회들이 별도의 학술지를 운영하지 않고
회원 수의 규모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학술대회 자료를 활
용하였다. 또한 가장 처음 생긴 대한노화방지의학회는 학술대회가 정기적으
로 열리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6> 노화방지의학 관련 학회의 연도별 학술대회 발표 건수

따라서 대한노화관리의학회와 항노화학회 2곳에서 열렸던 학술대회의 발
표 목록들을 정리하여 연도별 추이를 본 결과 2009년에서 2012년까지 20
건 미만의 발표 건수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0~60건 사이로 매우 증가
하였다. 이를 통해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의료전문직들의 학술활동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화방지의
학에 대한 의료전문직에 관한 관심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 79 -

2. 관련 의료전문직의 규모 평가
먼저 인터뷰에서 의료전문직들이 생각하기에 노화방지의학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물었다. 인터뷰의 내용을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노화방
지 클리닉 종사자 B씨의 인터뷰를 보면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대중들의 관
심이 초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클리닉을 시작했을 때보다 대중의 관심이 현재는 많이 증가
했나요?]
현재는 엄청나게 증가했죠. 처음에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전혀 (몰랐죠) 한의사나 이렇게 (같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항노화
이런 것은 한의사들이 보양 등을 담당하던 분야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의학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굉장히 관심도 많고 많이들 알고 있는 편이죠. 치료받는 숫자
도 훨씬 늘었고.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환자가 대략 몇 배정도 증가했나요?]
몇 배? 그거야 처음에 첫 달은 환자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가 한 2년 지나서 좀 늘었고 한 처음, 2002년보다 지금 15년 전보
다, 한 다섯 배 늘었다고 봐야 하겠나요? 그 정도?
(노화방지의학 전문가 B)
B씨에게 노화방지의학 클리닉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는지를 질문했을 때
15년 전(2002년)보다 약 5배의 규모로 환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보다 대중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많이 증
가했다는 것이다.
B씨의 인터뷰와 비교하여 같은 환자집단을 공유하는 노인의학 전문가 A
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였다. 노화방지의학 관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같
은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집단에서 요구
하는 의료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전문직 내부
에서도 노화방지의학에 대해 갖는 관심도를 다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것이 좀 느껴지시나요?]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중략)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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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점 잘살게 될수록 관심은 많아지겠죠? 빈부격차가 많아지잖아
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가서 하겠어요?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에서 하겠
죠.
(노인의학 전문가 A)
A씨는 노화방지의학에 대해 대중들이 갖는 관심은 이전과 같다고 말한다.
노화방지의학의 막 도입된 초기부터 고려한 B씨에 비해 A씨는 노화방지의
학이 대중에게 인지도를 얻은 그 시점과 현재를 비교했기 때문에 관심이 동
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할수록
노화방지의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며, 그 이유는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안
정된 계층만이 노화방지의학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A씨는 말한다.
이는 Clarke가 제시한 생의료화 개념과 관련이 있다. 생의료화 이론에 따르
면 사람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초점이 이동하였다. 노화방지의
학 또한 하나의 특정한 질병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전반적인 건강상태 유지
를 목적으로 하며, 노화방지의학에 관한 관심 증가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
를 이용하는 목적이 더욱 나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앞선 인터뷰에서 노화방지의학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
문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44), 본인이 근무하는 클리닉의 명칭을 ‘노화
방지 클리닉’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한다.
우리 병원에 노화방지 클리닉이라고 붙여놓은 이유가, 물어보는 사
람들이 많아요. 우리 클리닉이 히스토리상 P그룹 VIP들을 케어해요.
그러면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노인의학 전문가 A)
노인의학을 중심으로 클리닉을 운영하지만, 병원 내 VIP 환자들을 포함
44) “clinical medicine이라고 하는 현대의학은 evidence based medicine이에요. 그렇기 때문
에 evidence가 없는 것은 곧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노화방지의학은 그런 evidence가 굉
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의학의 범주 안에 들어오기에
는 너무 아직…. 증거가 아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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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집단에서 노화방지의학 관련 치료를 요구한다
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환자집단의 수요가 존재하며
이것이 노화방지의학이 실효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실천되는 원
동력 중 하나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3. 3급 종합병원 내 노화방지의학 관련 클리닉 운영
국내 노화방지의학의 실천 규모를 3급 종합병원 내 노인 관련 클리닉을
조사하여 대략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 노인의학 전문가 A씨는 노화방지
의학이 의료계 내에서 노화방지의학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
거로 3급 종합병원 내에서 노화방지의학 관련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
는 점을 제시했다.
근데 이제 노화방지의학이라고 해서 보면은, 이게요. 우리 대학병원
이나 뭐, 이런 데서 노화방지 하는 데 봤어요? 없죠?
[연구자: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왜 안하는 거 같아요?
(노인의학 전문가 A)
실제 3급 종합병원 43개(2017년 기준)를 대상으로 노인을 주 환자집단으
로 하는 특수클리닉을 조사해보았다. 조사해본 결과 3급 종합병원에서 노인
을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은 총 43개의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이 존재했으
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은 <표16>과 같다. 다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 중에서 갱년기 클리닉을 운영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다. 왜
냐하면 갱년기 클리닉의 경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으로 포함하
기 어렵고, 갱년기는 노화 또는 노인병 증상과 별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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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3급 종합병원 노인 대상 클리닉
병원이름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클리닉

병원이름

노화방지클리닉

건국대학교병원

건강노화클리닉

경희대학교병원

어르신진료센터

고려대의과대학
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안티에이징센터
길병원
인 하 대 학 교 의 과 노인성 척추 질환
대학 부속병원

부속 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

노인병클리닉

노화방지클리닉

길의료재단

고려대의과대학

노인병클리닉

클리닉

병원
노인성질환클리닉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항노화클리닉
부속천안병원
계명대학교
노인의학센터
동산병원

치료 클리닉
·필러/보톡스

항

노화 클리닉
·노인클리닉
노인의료센터
노인보건의료센터
노인정신건강클리닉
노화방지클리닉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리닉은 정신의학 분야에서부터 노인성질환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노화방지/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클
리닉은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길의
료재단 길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과 같이 6개
였다. 그중에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노화방지의학의 치료법을 사용하는, 노
화방지의학과 일치하는 클리닉은 서울대학교 항노화클리닉을 제외하고 나머
지 5개 병원에서 호르몬대체요법을 포함하여 항산화제 보충 요법 등을 시행
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항노화클리닉의 경우 클리닉의 소개나 성형외
과로 이루어진 의료진 구성을 보았을 때, 이 논문에서 다루는 노화방지의학
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실제로 A씨의 인터뷰 내용과 병원 운영 사례가 일치하지는 않
았으나 총 43개의 종합병원 중에서 노화방지의학을 특수클리닉으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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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병원은 총 5개, 약 11.6%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노화방지의학을
하지 않는 클리닉은 총 43개 종합병원 중 11개, 약 25.6%였다. 노화방지의
학을 표방하는 클리닉들이 다른 노인 관련 클리닉에 비해 적은 비율로 운영
되고 있어 노인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중에서 노화방지의학은 주류가 아니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도 3급 종합병원 내에서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진행되고 있
다는 점은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나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노화방지의학이 의학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개
원의뿐만 아니라 3급 병원에서 실천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
체적으로 3급 종합병원 내 노화방지의학 관련 클리닉들이 운영되는 내용은
<표17>과 같다. 총 5개의 병원 중 고려대 안산병원만 제외하고 모든 클리
닉에서 노화방지의학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호르몬대체요법과 항산화주
사 요법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병원의 사례를 통해 ‘노화방지’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외적 노
화와 내적 노화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의 경우 ‘항노화’라는 문구를 클리닉에 붙이기는 하였
으나 필러와 보톡스 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었다. 가천대 길병원의 안티에이
징 센터도 호르몬대체요법과 항산화주사를 사용하는 항노화 클리닉 외에 피
부미용 관련 클리닉을 같이 하위 클리닉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표17> 3급 종합병원 노화방지 관련 클리닉 운영사항
병원/클리닉

개설분과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노화방지클리닉
중앙대학교병원
/노화방지클리닉
가천대 길병원
/안티에이징 센터

진료내용
신체기능 나이 및 산화스트레스 평가,
노화와 관련된 만성 질환 검진 및 치
료, 근거 중심의 영양 보충제 요법, 호
르몬 요법, 운동요법, 항산화 요법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성장호르몬 및 남성호르몬 치료
항산화클리닉(미백주사,

비타민주사,

PRP주사, 성장호르몬주사) 외 피부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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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등 총 7개의 클리닉이 운영됨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필러·보톡스 항노

성형외과

화 클리닉
계명대 동산병원

가정의학과

필러 및 보톡스 제품을 활용한 노화 방
지 치료
건강검진(호르몬, 항산화제 검사 등),
호르몬 대체요법, 운동, 영양요법 등

제2절 개원의 중심의 상업적 실천
1. 공식적인 의학 분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화방지의학
노화방지의학이 제도권 내 하나의 의학 분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노화방지의학 관련 학회 중 어느 학회도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의학회는 국내 최대 의학학술단체
로 현재 국내 186개 회원학회가 가입되어 있다. 회원학회로 가입하기 위해
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45)(대한의학회 홈페이지). 준회원의 경우 학회
지 및 학술활동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학의 기
본적인 한 영역으로 인정되는 학문 분야를 다루는 학회이어야 한다. 의학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은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전국의 의과대학 과반수
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된 학문 분야이거나 또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학
문 분야이어야 한다.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학회 중 현재까지 가장 활발할 활동을 보이는
항노화학회는 현재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를 노
인의학 관련 학회들과 비교해보면, 노인의학 학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대한
노인병학회만이 회원학회로 등록되어 있다. 노인의학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의 제도만 존재하지만, 회원학회로 등록되어 있다. 이
는 노인의학의 경우 하나의 전문분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노화방지의학은 회원학회로 등록된 학회가 존재하지 않아 제도권
45)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http://kams.or.kr/association/sub2.php (접근일: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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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문분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원의 중심으로 실천되는 노화방지의학
1) 개원의 중심으로 시작된 초기 노화방지의학
본격적으로 노화방지의학이 하나의 학회 등으로 조직화되어 활동을 하기
전부터 개원가에서는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치료법이 시행되거나 노화방지
의학을 표방하는 의원들이 존재했다. 노화방지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법인 호
르몬대체요법을 다루는 기사는 2000년 10월에 처음 등장한다46). 노화방지
의학을 키워드로 하는 기사 또한 2003년 1월 매일경제에서 “몸 평생 관리
해야 노화 막아”라는 제목으로 등장하는데47) 이를 통해 2000년대 초반에
노화방지의학이 대중에게 점차 알려지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중반에 노화방지의학이나 호르몬대체요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들을 통해 노화방지의학이 실천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노
화방지의학과 관련된 클리닉이 2000년대 국내 도입된 이후 빠르게 성장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언론에 노화방지의학이 막 소개된
후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의원이 별로 없다는 보도에서 2000년대 후반
에 들어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시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뉘앙스의 보
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확인이 불가하지만, 이어 노
화방지 클리닉을 운영하는 B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2000년대 이후 증가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노화방지의학이 등장했을 때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 의학 분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노화방지의학 관련 의료전문가들은 자신들을 과학, 또는
의학의 한 범주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노화방지의학은 초기에는 의
학의 분과로 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노화방지 클리닉을 운영하는 B씨
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 확인할 수 있다. 노화방지의학은 처음 등장한 2000
년대 초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아 한의학이나 대체의학으로 오해받았다.
46) 『국민일보』 2000년 10월 19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026868 검색일: 2017. 1. 3)
47) 『매일경제』 2003년 1월 5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0268250 검색일: 201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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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한의사나
이렇게 (헷갈려했었죠.) 그 동안의 항노화나 노화방지 (분야)를 한의
사들이 보약이나, 한의사들이 좀 그러니까(주로 그 분야를 담당했었
으니까). 제대로 된 거는 없었지만, 담당하던 분야였기 때문에.
-B이에 초기 노화방지 클리닉은 기존의 노화방지와 관련된 비의료적 행위와
구별짓기를 위해 “노화는 질병”이라는 은유를 활용하거나 노화를 “관리”해
야 하는 이유를 지속해서 강조한다. 노화를 질병으로 표상하는 것은 미국에
서 노화방지의학이 초기에 나왔을 때, 사용했던 전략과 유사하다. 노화를 질
병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전까지 의료의 영역이 아니었던 노화 증상을 의료의
한 분야로 포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화를 질병의 하나로 규정
하고 젊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노화방지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매일경제』48)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도 이미 노화 관련 학회가 결성돼 활동을 시작
했다. 이제는 노화도 하나의 질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49)
“(김명신 원장은) 자신의 노화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진정
한 의미의 ‘생명보험’이라고 강조한다.”
『문화일보』50)

2) 노화방지의학의 주도적 행위자, 개원의
48) 『매일경제』 2002년 9월 30일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0246286 접근일: 2018. 1. 6)
49) 『경향신문』 2003년 9월 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
0000031091 접근일: 2018. 1. 5)
50) 『문화일보』 2007년 8월 6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80601032130008006 접근일 2018.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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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화방지의학은 같은 환자집단을 다루는 노인의학과 비교해 봤을
때, 의료전문직 중에서도 개원의들이 주도적으로 노화방지의학을 실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의학계에서 하나의 의학 분과로 인정받고 있는 노인의학에
비교해 봤을 때, 노화방지의학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의료전문직은 개
업의가 주를 이룬다. 이를 알 방법은 먼저 학회의 구성원을 살펴보았다.
동일하게 노인집단을 환자집단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노인의학과 노화방
지의학의 대표적인 학회 구성원을 <표18>에서 비교해보았다. 노인의학 내
학회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대한노인병학회 임원 구성과 비교해보았다.
대한노인병학회 임원은 총 22명이며 이 중에서 개원의는 2명으로 약 9%
비율이다. 반면, 항노화학회의 경우 총 19명의 임원이 존재했으며, 소속을
확인한 결과 19명 중 13명이 개원의였다. 임원의 약 68%가 개원의인데, 이
는 대한노인병학회 임원 구성과 비교해 봤을 때 개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한노인병학회의 임원 중 과반수가 대학교수 직위를
갖고 있어 각 학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의료전문직들의 지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8> 학회 임원 구성 비교
항노화학회
학회 내 지위
소속
초대회장
개원의
회장
개원의
고문
대학교수
고문
아카데미원장
겸 학술이사
학술 자문의원
학술 자문의원
학술 자문의원
학술 자문의원
학술 자문의원
학술 자문의원
학술 자문의원
학술 자문의원

대한노인병학회
학회 내 지위
소속
이사장
대학교수
회장
대학교수
총무이사
대학교수
재무이사
병원
/부총무

병원 센터장
개원의

부회장

병원

개원의
대학교수
개원의
개원의
대학교수
병원 센터장
개원의
병원 센터장

부회장
학술이사
간사
고시이사
간행이사
홍보이사
연구이사
윤리이사

대학교수
대학교수
대학교수
대학교수
대학병원
대학교수
대학교수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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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자문의원
학술 자문의원
총괄자문의원
기획자문의원

개원의
개원의
개원의
개원의

정보자문위원

개원의

국제협력이사
기획이사
의료정책이사
교육수련
요양병원

대학교수
대학교수
대학병원
대학교수

개원의
협력정책이사
정보자문위원
개원의
정보이사
대학교수
법제이사
대학교수
감사
병원
감사
개원의
§ 대한노인병학회 홈페이지 및 항노화학회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노화방지의학이 개원의를 중심으로 실천되는 분야라는 것은 노화방지의학
관련 의료전문직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B씨 또한 앞으
로 노화방지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제도권 내 의료전
문직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답했
다. 이는 오히려 현재 노화방지의학 내에서 활동하는 의료전문가 중에서 제
도권에 속하지 못한 의료전문직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체적
인 지식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니까 노화방지의학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을 텐데) 다만 이
제 문제는 기초적인 연구나 기초의학적인 연구가 아직은 많이 부족
해요. 그니까 임상의사들이 중심으로…. 항노화학회만 해도 이렇게
개원 의사들이 주로 모여서 하다 보니까, academic base가 약한 게
좀 문제고. 장수나 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초의학자들과 같이 협
업이 좀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내과나 그런 사람들
이, 대학교수들이 그런 걸(임상실험 및 기초의학 연구) 담당하는 데
그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 이쪽에 많이 시간을 빼는 사람이 없
고 해서 좀 문제예요. 그래서 항노화를 전공하지 않지만, 내과나 이
런 노화랑 관련된 과를 하는 교수들과의 협업. 그다음에 노화라는
현상에 관해 연구하는 기초의학자들과의 협업. 그리고 저같이 임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하면 제일 좋을 텐데…. 쉽지는 않죠. 앞으로 나
아가야죠.
(노화방지의학 전문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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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화방지 클리닉의 상업적 운영
노화방지의학은 자체적인 진단과 치료법에 있어 임상적으로 논란이 존재
함에도 일상에서 실천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노화방지의학이 가진 상업적
인 성격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노인의학 전문가 A씨는 노화방지의학이 지
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 상업성을 거론한다51). 실제로 노화방지의
학을 표방하는 클리닉들은 기존 의원들과 자신들의 의료서비스를 차별화시
켜 높은 의료비를 받고 있었으며, 이용 환자들 또한 비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해 있었다.
1) 노화방지의학 클리닉의 회원제 시스템
미국 노화방지의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노화의 기전과 관련된 과
학적 성과도 존재했지만, 노화방지와 관련된 제품, 치료법을 제공하는 상업
적인 클리닉의 확산도 존재했다(Binstock et al, 2006). 국내 노화방지의학
또한 제도권 의학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클리닉을 통해 활발하게 실천되
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미디어에 보도된 노화방지의학 클리닉들의 운영 과
정을 통해 확인하거나 앞서 말한 노화방지의학 내 주도적 행위자들이 운영
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병원
은 배철영이 있었던 차움, 권용욱이 운영하는 AG 클리닉, 정누시아의 팜스
프링 서울의원이다. 추가로 특정 병원이 아닌 노화방지의학 클리닉 전체를
소개한 언론 보도도 같이 분석에 참고했다.
일대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표방하면서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클리닉
들은 회원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AG클리닉의 경우 예약제로 운영되며 하루
진료 환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52). 또한, 치료비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비를 요구하며, 연회비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한다.
51) “결국은 학회(A4M)를 크게 하는 이유는 결국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중략)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런 거는. 걔네들은 보험이 국가보험은 아니지만, 민간보험이지만
치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심사를 (하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에서 커버를 하지 않
죠. 그니까 보험 바깥에 있는 거예요. alternative medicine하고 중간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떤 연예인.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관리를 하면서 커진 거예
요. 상업적으로 커진 거예요.”
52) 『코메디닷컴』 2010년 9월 8일
(http://www.kormedi.com/news/press/1198772_2971.html 접근일: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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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을 운영하는 B씨에게 전반적으로 한 달에 요구되는 치료비를 물어본
결과 평균 150만 원이라 답했다.
전반적인 비용이 한 달이면 우리 클리닉의 경우에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백에서 백오십만 원 정도가, 그런 어떤 우리
AG 프로그램 가격이 그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 거죠.
(노화방지의학 전문가 B)
주간경향(2007)의 기사를 살펴보면 연회비가 최소 천 오백만 원에서 최대
삼천만 원까지이지만, 이용 고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한 클리닉은 입회비 1억 5천만 원에 연회비가 450만 원이라고 한다53).
의료 및 과학의 힘을 빌려 인체의 시계를 잠시라도 멈추게 하려는
현대인의 몸부림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더불어 이런 현대인의 욕구
에 맞춰 ‘안티에이징(Anti-aging : 항노화 또는 노화방지)’ 산업이
팽창하고 있다. 웰빙열풍과 맞물려 수년 전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
로 우후죽순 문을 열고 있는 노화방지클리닉이 대표적이다. 수백 가
지의 정밀검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식 노화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곳이다. 연회비가 적게는 15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으로 일
반 봉급생활자는 엄두도 내지 못할 고가 서비스지만 이곳을 찾는
발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젊음을 돈으로라도 살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다.
(주간경향, 2007.10.23.)
노화방지의학에서 행하는 치료들은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되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의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된다. 이에 당장 필수적
이지 않은 의료적 처치를 높은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자집단만이 노화
방지클리닉을 이용하게 된다.
2) 노화방지의학 클리닉 이용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여 운영되는 클리닉들은 기존 의원에 비해 높은 의
료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노화방지의학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대부
53) 『한국경제』 2010년 6월 21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62126111 접
근일: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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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이다. 실제로 클리닉을 운영하는 B씨에게 클
리닉 이용 환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질문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
를 간접적으로 직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집단 내에서 중소기업
경영자 직업군이 제일 많았으며, 자영업, 전업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
했다. 그러나 환자집단의 직업군 중에서 경영자 집단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
으로 안정된 집단에서 주로 노화방지 클리닉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연령대는 아무래도 이제 60대들이 제일 많죠. 60대. 이미 노화의
증상을 자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아직 왕성하
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기도 쉽고 몸이 잘 안 따라주
고. 6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50대, 70대, 40대, 80대 그런 순
서대로 지금 이제 환자층이 형성되어 있고.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대
부분은 경영 CEO들인 경우가 많죠. 오너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오
너가 제일 많다고 보면 되고요. 자영업도 있고, 전문직 종사자들도
있고, 가정주부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오는 데, 아무래도 CEO
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죠.
(노화방지의학 전문가 B)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에서 노화방지의학을 이용하는 이유는 노화방지의
학은 의료서비스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이기 때문이라
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다.54) 노화방지의학은 ‘관리’의 차원
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실
천된다. 제적으로 영유가 있는 계층에서 특정한 몸 관리 양식(Body
Regimes)으로써 ‘노화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미
국의 전문직 중산층 사이에서 건강과 몸매관리 양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존재했던 것처럼(Crawford, 1977; 1984) 노화
증상을 관리하는 몸 관리 양식이 나타난 것이다.
그게 어떤 사회의 계급을 다루는 요건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보세
요. 시골에서 농사짓다 온 아저씨들은 보면 아저씨예요. 60(살)밖에
54) A의 인터뷰 중 “(노화방지의학은) added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필수 항목은 아닌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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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됐어. 그런데 겉보기 나이는 주름 많고 시커메. 자외선 차단 한
번도 안 해서 피부 노화가 심해져요. 그리고 와요. 근데 서울에서
회장님 부인이 왔어요. 나이가 80(살)인데 얼굴은 50대 나이예요.
달라요.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계급적 차이를 가질 수 있어요.

3) 의사-환자 상호작용 내 노화의 의료화 과정
의사-환자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가 의학적 진단을 내리는 것과 같이 문제
를

의학적으로

정의하거나

의학적

치료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Conrade&Schneider, 1980a). 그러므로 상호작용 수준의 의료화 과정을 보
는 한 가지 방법으로 관련 의료전문직이 대중에게 어떤 언어/표현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미디어 인터뷰와 심층면접, 노화방지의학 클리닉의 홍보 문구 등을
통해 관련 의료전문직이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을 20~30대 활동성 있는 노
년의 모습으로 상정하고, 노화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화방지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법은 화장품과
같은 다른 항노화 시도와는 달리 호르몬대체요법부터 식이조절까지 총체적
인 방법을 통해 노화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 하에서 치료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①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노화의 관리 필요성 강조
노화방지의학 클리닉들은 노화를 질병으로 보기보다 하나의 과정process
로 간주하기 때문에 현상이 아예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진행되는 노화
과정을 관리할 것을 강조한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클리닉들의 소개말을 살
펴보면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예를 들어 “증상은 있지만
아직 질병은 발병하지 않은 ‘Grey Zone’에 놓여있는 고객(차움)”55)이나 “당
신의 건강한 미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입니다.(AG 클리닉)”56),

55) 차움 홈페이지 (http://www.chaum.net/centerInfo/greeting.aspx?menuCode=A_A02
접근일: 2018. 3. 20)
56) AG 클리닉 홈페이지 (http://www.agclinic.co.kr/sub/intro.php#tabs01
접근일: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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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 몸이 가진 면역성과 젊음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팜스프
링 서울의원)”57)과 같은 표현들이 존재한다.
이는 생의료화 경향 중에서 질병이라는 하나의 단일하고 일시적 현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으로 의학 전반의 초점이 옮겨가는 것과 관
련이 깊다. 의료 서비스는 신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개입하는 것이 아
니라 일상 속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지속해서 신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간다(Clarke et al, 2003). 이를 통해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개입하여 질병 자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화방지의학 또한
노화과정을 지속해서 감시·감독하고 예상되는 질병을 예방하는 데 그 목표
를 두고 있다.
노년기에 들어서도 건강하고 활력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
로 여겨진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여 삶의
질을 고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퇴 후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여가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화시대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노후자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서 돈 없이 궁핍하게 노년을 보낸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건강이다. 돈은 있는데, 병에 걸려 일찍
사망하거나 건강이 나빠서 일이나 여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이다.58)
다음으로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가계 경제에 부
담을 주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노년기에 건강
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의료비를 절약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방법
이라는 표현도 주목할 만하다. 고령화 시대에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노인 의
료비 지출도 증가하였다(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 2016). 60대 이상 월평균
57) 팜스프링 서울의원 홈페이지 (http://www.antiagingseoul.com/intro/greeting.asp
접근일: 2018.3.20.)
58) 『한국경제』 2011년 1월 11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1011064171?nv=o 접근일: 201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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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는 22만 원으로 비급여항목까지 포함할 경우 매월 26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년기 의료비 증가에 대한 걱정
과 더불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노화방지의학에서는 노화를 관
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수익을 언급한다.
게다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등에 걸린다
면 그 자체로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갈 뿐 아니라 일을 못 해 수입
이 줄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간병에 매달려야 하니 가계 부담은 이
중 삼중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건강과 노화 관리를 잘해
서 70~80대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면 운동 효과, 자신감 재고를
통한 건강증진 효과는 물론 경제적인 수익까지 올리게 될 것이다.

② 신체 나이의 측정을 통한 치료 기준 설정 및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
노화 치료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노화방지 클리닉들은 환자를 진
단하기 전 측정 과정이 필수적이다. 신체 노화 정도 측정을 위해 고안되었
던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은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병원가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다. 개원의들은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통해 “피부 노화 정
도는 물론 노화 속도와 잔여 수명예측을 통해 건강 장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59), 측정된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맞는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말
한다.
노화 과정을 지속해서 관리해주는 것이 클리닉의 역할이고, 노화의 정도
는 개인마다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노화방지의학 클리닉들은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클리닉들은 대부분 회원제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으며60), 각 회원의 개별 상태를 정기검진을 통해 확인한다61). 노화
59) 『얼루어 코리아』 2014년 6월 10일
(http://www.allurekorea.com/2010/09/08/%EB%85%B8%ED%99%94%EB%B0%A9%E
C%A7%80-%ED%81%B4%EB%A6%AC%EB%8B%89%EC%9D%98-%EB%AA%A8%
EB%93%A0-%EA%B2%83/ 접근일: 2017. 11. 4)
60) 『코메디닷컴』 2010년 9월 8일
(http://www.kormedi.com/news/press/1198772_2971.html 접근일: 2018.3.20.)
『매일경제』 2015년 10월 20일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00057&year=2015 접근일: 2018.3.20)
61) 『한국경제』 2010년 6월 21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621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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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의학에서 강조하는 생체연령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건강지표
를 만들고 환자들에게 자신의 건강 수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③ 총체적 노화 관리를 위한 복합적인 치료법
Fishman et al(2010)은 미국 노화방지의학에서 의사 등 의료행위자 31명
을 심층 인터뷰하여 노화방지의학이 실제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살펴보았
다. 의료관계자들은 고객들을 건강관리 산업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 전통적
인 기술을 최첨단 기술로 표방하며 노화방지 의학 모델을 합리화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노화방지의학 내 지식이 실
천 현장에서는 다른 양태로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노화방지의학을
표방하는 클리닉에서는 노화 관리를 위해 단일한 치료법을 쓰기보다 호르몬
대체요법부터 한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치료법을 사용한다.
먼저 노화의 원인이 단일한 것이 아니어서 복합적인 치료법을 활용하여
노화를 관리하고자 한다. 노화방지의학의 시작으로 알려진 호르몬대체요법
과 같이 근대 의학 방법뿐만 아니라 운동, 식이에서 마사지까지 다양한 방
법을 통해 노화를 총체적으로 관리한다. 차움의 경우 동양의학적인 접근을
하는 8체질클리닉, 의학과 스파를 결합시킨 테라스파, 음식을 관리하는 푸
드테라피센터, 운동처방을 하는 신경근골격센터 등을 세분화시켜 운영하고
있다62). 팜스프링 서울의원 또한 호르몬대체요법, 항산화제 요법 외에도 아
로마테라피를 실시한다.63)
(차움) 병원 측은 회원들에게 매년 한 차례 PET-CT(양전자 방출 단
층촬영)를 포함한 프리미엄 정밀검진을 하고 정밀한 노화도 측정을
거쳐 줄기세포 치료에서 아유르베다(인도전통의학)에 이르는 동·서
양의학과 대체의학을 망라한 최적의 안티에이징 맞춤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접근일: 2018.3.20.)
62) 『매일경제』 2015년 10월 20일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00057&year=2015 접근일 2018. 3. 20)
63) 팜스프링 서울의원 홈페이지
(http://www.antiagingseoul.com/clinic01/clinic01_03.asp 접근일: 2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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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테스트를 거쳐 스킨케어, 슬리밍 케어,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등 개인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한방, 대체의
학적 검진, 치료를 접목시킨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64)
노화방지 클리닉들이 노화방지의학 내 치료법만을 단일하게 사용하지 않
고 운동, 식습관 조절부터 스파, 한방까지 다양한 치료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른 질병과 달리 노화는 그 기전에 대해 여러 이론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노화방지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진 치료법들은 부분적으로 효과를 보이기 때
문이다.

4. 노화방지의학 지식을 활용한 기업활동
노화방지의학에서 제시하는 의료지식 또는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해서
는, 또는 구체화하여 환자들에게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도구/기술’이
필요하였기에 이를 구현하는 프로그램/기술이 탄생하였다. 노화방지의학에
서는 인구학적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가 다르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나이를 젊게 유지하거나 젊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생물학적 나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 필요하다. 즉, 노화의 정확한 측정 도구가 필요한 것이다.
제3장 제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도구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노화방지의학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측
정 검사가 없었다. 그로 인해 노화방지의학에서는 생물학적 나이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안했다(A4M 홈페이지). 미국 내 노
화방지의학에서도 노화의 측정을 중요시 여기며, 이를 가능케 하는 도구들
을 지속해서 개발 중이다(Mykytyn, 2007). 특히 노화방지의학과 관련하여
주도적 행위자인 배철영의 경우, 생물학적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론 인터뷰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강조한다(배
철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것
64) 『연합뉴스』 2005년 3월 28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
0000956211 접근일: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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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
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기대 수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고 말한다. 다음은 배철영이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와 단행본에서 생물학
적 연령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노화 기준을 만든 배경이 무엇인가?]
그동안 노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어서 노화방지의학의 발
전이 더딘 측면이 있다. 고혈압을 확인하려 해도 혈압을 재는 혈압
계가 없었던 셈이다. (중략)
[생체 나이를 낮추면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생체 나이를 높이는 요인을 피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
다. 노화 속도를 2분의 1로 줄이면 기대 수명은 두 배 늘어난다.
(시사저널, 2011.1.24.)
개인의 생물학적 연령을 측정하여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함은 물
론이고, 노화의 정도와 속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치료법이 건
강을 증진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대한임상노인의학회 학술대회 발표문(2011))
또한 노화방지의학을 총체적으로 다룬 단행본에서도 한 단원을 노화를 측
정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장으로 활용한다. 노화방지의학(2006)
에서 제24장 노화측정시스템 단원에서 현존하는 노화 측정 시스템을 소개
한 후 국내에서 생체연령을 측정하는 ‘Bio-age’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
히 소개한다. 기존의 테스트는 ‘진정한’ 생체 나이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
으며,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인의 체형과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Bio-age라는 프로그램의 적합성
을 설명한다. 각각 장기 및 호르몬 수치 등을 종합하여 한국인 만 명을 대
상으로 한 기준점을 통해 생체연령을 계산해준다. 결과표는 <그림7>에 나온
예시와 같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Bio-age라는 프로그램은 2002년 대한생체나이
의학연구소 의료진을 중심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해당 연구소의 의료진
중 배철영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다.65) 이는 관련 의료전문직이 노화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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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바이오에이지 예시

학의 아이디어를 하나의 의료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미국 항노화학회(A4M)에서 했던 것처럼 노화에 대한 생의료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전문화하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볼 수 있다. 바이오에이
지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콩팥, 면역, 심폐, 대사, 혈관, 관절,
신체 등 7가지 부분에 대해 측정한 후 결과값을 한국인 임상데이터를 기준
으로 평균적은 연령을 계산하게 된다.66)
노화방지의학 내 생체연령이라는 아이디어가 기업을 통해 하나의 프로그
램으로 구현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정치적 경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정치적 경제란 기술과학적 혁신 때문에 의료 영역이
정부의 영향에 의해 성장하기보다 하나의 산업으로 대두하는 것을 말한다
(Rajan, 2012). 즉, 보다 기업화되고 사유화된 연구, 제품, 용역들이 의료
영역에서 증가하는 것이다. 생체연령 측정시스템은 기업에 의해 개발되어

65) 『메디게이트』 2006년 9월 12일
(https://www.medigate.net/media/pnh.do?cmd=detail&menuGroupCode=MEDIA&men
uCode=PNH&pageNo=5&searchKey=titleNcontents&searchValue=&ctgCode=&rowUni
tCount=30&boardIdx=801 접속일: 2018. 1. 5)
66) 바이오에이지 http://www.bio-age.co.kr/product/product-01-4.asp 접속일: 2018.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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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방지의학의 아이디어를 실체화시켰다. 한편, 국내 전통적인 의학 분과들
이 국가의 영향을 받아 하나의 전문분과로써 체계화된 경향이 있지만(박종
헌, 2008), 노화방지의학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상업
성에 의해 성장한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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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및 제언
푸코에 따르면 근대 의학과 관련된 학문은 순수하게 학문의 목적에서 출
발한 게 아니라 권력이 인간을 조작하기 위한 장치(apparatus)로 등장했다
(최정운, 2000). 지식은 인간을 특정한 상태로 규정하고 나아가 ‘감시’를 가
능하게 한다. 여기서 ‘감시’는 타자나 외부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지만 특
정한 지식이 내포한 시선을 내재화했을 경우, 개인 스스로에 의해서도 행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노화방지의학이라는 신생 의학 분과의 등장 또한 노화
에 대한 특정한 시선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노화
방지의학에 대한 지식사회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정 학문 분과의 등장은 기존 현상을 읽는 새로운 시선을 형성하며, 노
화방지의학은 2000년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높아진 배경 속에서 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노화방지의학은 학문 자체에 내재한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
만, 논란과 별도로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노화방지의학 분과의 국내
등장과 실천이 노화에 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
해 세 개의 연구질문을 구성하였다. 첫째, 노화에 대한 다양한 의료적 접근
중 노화방지의학은 어떻게 노화를 질병으로 재구성하는가. 둘째, 노화를 의
료적 문제로 재구성하는 노화방지의학은 어떻게 실천되는가. 셋째, 노화방지
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 분과의 등장이 갖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2장에서는 노화방지의학
의 정의와 등장 과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노화방지의학이라는 분과가 등장
한 지 비교적 최근이며, 대중에게는 물론 학계 내에서도 그 정의가 분명치
않다. 따라서 노화방지의학을 노화로 인한 총체적인 신체 변화를 약물 또는
치료법을 통해 지연 또는 예방하고자 하는 근거 중심의 의학이라고 정의한
후 논의를 전개한다. 노화방지의학은 미국에서 Rudman(1990)의 연구를 시
초로 하여 1992년 미국항노화학회 설립을 기점을 본격적으로 분과로 대두
한다. A4M은 분과로써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지식의 전문성을 자격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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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 프로그램, 학위 과정 및 자격증 시험을 확립한다. 또한, 노화방지의
학 관련 지식을 단행본이나 전문심사논문, 연구소 설립을 통해 생산한다. 마
지막으로 노화방지의학과 다른 노화방지 시도들을 구분 짓고 과학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화방지 관련 제품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을
설립한다. 노화방지의학 분과는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노화방지의
학 내 지식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포함하여 노화방지의학 분과 자체에 대
한 논란이 지속해서 이어진다.
국내에 1990년대 후반 고령화 사회로 진입으로 인해 신노년 담론과 노인
의학 분과가 활성화되면서 노화방지의학은 관련 치료법이 먼저 개원가를 중
심으로 퍼진다. 1999년 국내 최초의 노화방지의학 관련 학회인 대한노화방
지의학회가 시작되어 독자적인 의학 분과로써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미국
과 마찬가지로 노화방지의학 내 치료법에 대해 학계와 언론을 통해 지속해
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된다.
4장에서는 노화방지의학이 개념적 수준에서 노화를 의료의 문제로 재구성
하는 측면을 노화의 정의 및 기전, 치료법, 노화의 측량화로 나누어 접근하
였다. 노화방지의학은 등장 초기에는 다른 의학과의 차별성을 위해 노화가
질병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 그러나 해당 프레임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이 부족하여 현재 노화방지의학에서는 내세우는 노화의 정의는 기존 의료계
와 유사하게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과정으로 제
안한다. 신노년 담론의 성공노화 개념을 가져와 질병이 없는 노화를 지향한
다.
한편, 노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하지만, 노
화방지의학에서는 이후 의료적 개입이 가능한 내분비계 변화이론과 산화손
상설 이론으로 노화의 기전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호르몬대체
요법과 항산화주사 요법을 노화에 대한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제시한다. 내
분비계 변화이론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각종 호르몬의 수치가 감소하여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론인데, 특정 호르몬을 보충함으로써 노화를 지연시키
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거시 호르몬대체요법이다. 그리고 산화손상설 이론
은 신진대사 과정 중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노화현상이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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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알파리포산, 비타민D 등의
성분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노화를 치료하고자 한다. 즉, 노화방지의학은 특
정한 노화의 기전에 주목하여 노화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가능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치료법을 이행하기 위해 노화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생물
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다양한 측량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의학계 내에서 사
용하는 노인에 대한 지표는 노인의 기능에 집중하였으나 노화방지의학은 생
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려고 시도한다. 생물학적 나이를 산출하려는 시도는
노화방지의학에서 제시하는 호르몬대체요법과 항산화제 주사요법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로써 사용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연대기적 나이
를 생물학적 나이로 대체함으로써 기존의 연령 개념이 통계적 수치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5장에서는 노화방지의학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됨에도 국내에서
노화방지의학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는 양상에 집중한다. 1990년
대 노화방지의학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보다 현재 노화방지의학의 규모는 확
대되었으며, 3급 종합병원에서도 관련 클리닉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노화
방지의학은 다른 의학 분과와는 달리 의료계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의학 분
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원의를 중심으로 실천되는 양상
을 보인다.
노화방지의학 관련 의료전문직들은 노화가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
라는 것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형성된 노화방지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예비 환자집단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노화방지
의학 관련 의료전문직들은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을 활동성 있는 노년으로
상정하고 노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노화방지의
학은 노화를 관리하기 위해 한의학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치료법을 실행한
다. 또한 클리닉은 상업성을 강하게 나타내며 일대일 관리 형태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노화방지의학 내 신체 나이 측정에 대한 아이디어는 하나의 기
업 상품으로 고안되어 노화방지의학 내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도구로 재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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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함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의료지식 측면에서 노화방지의학이 추동하는 노화의 의료화 양
상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먼저, 의료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수집한 자료 해석이 더욱 풍부하
게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으로 노화방지의학 내 의료전문직의 활동과 관련
하여 심층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관련 활동 내부에 있었던 역동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였다. 예를 들어 노화방지의학 학회들의 활동이 중단되고 새
로운 학회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한 파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의료전문직에 대한 심층면접이

각 분야별로 1인에 한정하여 이뤄져

노화방지의학의 지식에 대한 의료전문직의 견해 및 실천과정이 전체적으로
다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실천 측면에서 심층면접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미디어 인터뷰나 클리닉에 관한 기사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노화방지의학의 지식 측면만을 살펴본 본 연구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화방지의학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행위자들에 관
해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화 과정은 단지 의료전문가와 ’의료 제국주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적
모델과 개념으로 특정한 사회적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은 의료계의 일방적인
활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부터 조직에 이르기까지 사회 내 다양
한 행위체에 의해 이뤄진다. 다만, 의료화 과정은 다양한 사회행위체에 의해
추동되며, 의료전문직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Conrad, 1992). 따라서 노화방지의학이 단일하게 노화
의 의료화를 추동한다기보다 다른 사회적 행위자와 조응하여 진행되는 양상
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Clarke가 제시한 최근 생의료화 경향을 살펴보면 의료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행위체 중에서도 제약회사의 역할이 두드러진다(Clarke et al,
2003). 또한, 국내 의학 전문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특정 의
학 분과가 형성되고 실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박종헌, 2009). 최근 우
리나라에서 항노화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적인 움직임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이 노화방지의학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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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009; 문혜선·이준, 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그런데도 본 연구가 지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화의 의료화 양
상에 있어 의료지식이 형성하는 측면을 조명했다는 점이다. 기존논의에서는
노화의 의료화 양상을 환자집단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노화와 관련된 의료
지식의 형성 과정을 포착하지 못했다. 노화 담론은 사회 내 여러 행위체에
의해 복합적으로 형성되기에 더욱 다양한 행위자들이 구성해내는 양태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노화방지의학에 주목했다.
둘째, 지식사회학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의학 지식이 발생하여 실천되는
모습을 고찰하였다는 데에 있다. 사회구성주의적인 측면에서 노화방지의학
이라는 과학지식이 발생하여 사회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을 조
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노화방지의학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논쟁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화방지의학에 관한 논
란이 지속함에도 실천이 되는 현상을 통해 노화방지의학이 가진 상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학지식이 절대적인 진리로 실재한다는 가정을 버
리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노화방지의학이 특정 사회 내에서 어
떤 의미가 있는지 추론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노화방지의학의 유입과 실천을 통해 국내에서 형상되는 노화 담론
을 유추해볼 수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현재 노인의 대표
적인 특징인 노화가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곧 노인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노화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의
학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노화방지의학의 성장은 노화 담론과 결부되어 이뤄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화방지의학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노
화담론을 새롭게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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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논문 문헌 검색 관련
1) 검색어 및 검색식
<표19> 호르몬대체요법 검색어 및 검색식
검색주제

검색어
"growth

호르몬
대체요법

hormone Limits

Publication

검색식
Date from 1933

to

2017,

Korean,

replacement therapy" [ALL] Humans, Aged: middle aged, 65+ years, 80 and over: 80+
"estrogen
replacement years
therapy" [ALL]
Activated: ( 1933:2017 [DP] ) AND ( KO [LA] ) AND (
"testosterone
replacement "Humans" [MH] ) AND ( "Aged" [MH] OR "Aged, 80 and
therapy" [ALL]

Over" [MH] )

<표20> 노화방지의학 검색어
검색주제
노화방지의학

검색어
“노화방지의학”, “항노화의학”, “안티에이징 의학”

- 119 -

2) 문헌 검색 절차

<그림9> 노화방지의학 키워드 관련 문헌 검색 절차

<그림8> 호르몬대체요법 관련 문헌 검색 절차

- 120 -

2. 심층면접 질문
<표21> 찬성/반대 입장에 따른 인터뷰 질문
A
B
C
1. 과거 논문을 쓰셨을 때와 비교 1. 노화방지 의학에서 시행하는 1. 과거 논문을 쓰셨을 때와 비교
했을 때, 현재까지 호르몬대체요 치료법과 현재 AG 클리닉에서 했을 때, 현재까지 호르몬대체요
법의 실효성과 과학적 근거에 대 시행하는 치료법(호르몬균형요법, 법의 실효성과 과학적 근거에 대
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나 항산화제요법, 생활습관 교정 요 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있나
치료법

요?

법). 그리고 각각의 효과와 실제 요?

2. 호르몬대체요법의 임상적 근거 로 그것이 증명이 됐나요?
가 불충분하다면, 그럼에도 불구 2. 호르몬 대체요법의 경우 실효
하고 호르몬대체요법이 실행되는 성과 부작용에 관해 논란이 지속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심도

적으로 제기되는 점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시나요?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관심이 과거 노화방지의학에 대한 관심이 과거

에 비해 증가했나요
에 비해 증가했나요?
발전방 앞으로 노인 및 노화에 대해 나 앞으로 노화방지의학이 나아가야 앞으로 노인 및 노화에 대해 나
향
측정

아가야할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할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아가야할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노화방지의학에서는 노화를 평가 클리닉에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 노화방지의학에서는 노화를 평가
하는

방법으로

생물학적

나이 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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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

생물학적

나이

biological age를 산출하는 지표를

biological age를 산출하는 지표를

만들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만들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화방지의학과 노인의학은 같은 1. 노화와 노화방지의학에 대해 노화를 치료하는 데에 노화방지의
노인집단 및 노화를 대상으로 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학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 2. 클리닉 운영 관련

현재까지 효과가 증명된 방법은

만 노인의학과 노화방지 의학에서 2-1. 호르몬대체요법을 시행하는 무엇이 있나요?
노화의 개념부터 접근하는 관점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개별
질문

다른가요?

2-2. 항산화제 요법은 일련의 과
정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환자
상태에 맞춰 다르게 처방하나요?
2-3. 현재 클리닉을 이용하는 환
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3. 노화방지의학을 어떻게 시작하
시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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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급 종합병원 목록
<표22> 3급 종합병원 및 노인 관련 클리닉 목록
지역

병원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
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

서울권

부속병원

노인 관련
클리닉 유무
○

노화방지클리닉

Ｘ
○
○

갱년기클리닉
건강노화클리닉
어르신진료센터
노인열병클리닉

○

폐경기클리닉
노인병클리닉
노인병클리닉

○

(14)
삼성서울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
Ｘ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카톨릭대학교

경기
(8)

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관련 클리닉 이름

남성갱년기클리닉
폐경골다공증클리닉
남성갱년기클리닉
노인성질환클리닉
항노화클리닉

Ｘ
Ｘ
○
○
Ｘ

노인의학센터
노화방지클리닉

Ｘ
○

안티에이징센터

Ｘ
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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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척추 질환 치료
클리닉
필러/보톡스 항노화 클

강원권
(1)
충북권
(1)

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단국대의과대학

충남권
(3)

전북권
(2)
전남권
(3)
경북권
(4)

경남권
(7)

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속부산백병원

○
Ｘ
Ｘ

리닉
노인의료센터

Ｘ
Ｘ
Ｘ
○

노인보건의료센터

○

노인정신건강클리닉

Ｘ
Ｘ
Ｘ
Ｘ
Ｘ
○
Ｘ
Ｘ
Ｘ
Ｘ
Ｘ
Ｘ
Ｘ
Ｘ
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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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방지클리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