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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people have a desire to live longer. According to ancient Chinese and Korean mythology, 
Dongfang Shuo (Dongbang Sahk) lived for 18,000 years. According to a WHO report, the average lon-
gevity of humans has extended from 50-odd years in the 1960s to 75-85 years in 2016. Parabiosis, the 
joining to circulatory systems of two animals, was described as early as the 1860s. It provides a pow-
erful experimental model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ne animal on its partner animal in vivo. 
Research on reverse aging is an immensely popular in parabiosis studies. In this review, the origin 
of the parabiosis model and important historical findings based on parabiosis models are presented. 
Surprising and debated discoveries in aging research are also introduced. Using heterochronic para-
biosis of connecting circulatory systems of a young mouse and old mouse, various groups claim to 
have identified a reverse aging factor,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11 (GDF11), which was sig-
nificantly reduced in blood of old mice. Although the potential existence of any one factor or factors 
that could reverse aging remains to be confirmed, studies have shown that the parabiosis model is 
powerful enough to detect reverse ag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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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진시황이 아니라 삼천갑

자 동방삭이다. 동방삭은 기원전 중국 역사 속 인물로서 삼천

갑자를 살았다는 설화가 유래되고 있다[27]. 그의 수명을 갑자

와 햇수의 연관 단위로 계산하면, 1 갑자 = 60년, 3,000 갑자 

× 60년/갑자 = 18,000년, 즉 그는 18,000년을 살았던 인물이다. 

설화나 신화 속의 인물은 수 백년을 살았다고 얘기되고 있으

나 동방삭처럼 오래 살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가히 없다고 

여겨진다. 우리 인간 모두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 욕망을 대신 만족시켜주는 인물을 또한 우리

가 창작해 내었다고 생각한다. 설화 속의 인물인 동방삭과 같

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지만, 이런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은 급격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인간 사회

의 진보와 함께 천천히 달성되어 가고 있다. 인간 평균 수명의 

연장에 가장 기여한 것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어를 제공한 

백신기술의 탄생이다. 제너(Edward Jenner)의 우두 접종법의 

개발로 천연두로부터 생명을 보호하였으며[36], 파스퇴르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솔크(Jonas E. Salk)를 거치면서 백신 

기술의 발달로 이어졌다. 백신 기술의 발달은 사망률 원인 1위

인 감염성 질환의 순위를 현재에 낮은 순위로 끌어 내렸다[31].

여러 분야 학문의 발달뿐만 아니라 미생물학, 생물학, 의학

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평균 기대수명은 여성의 경우 85세 전

후이고, 남성의 경우는 75세 이상에 도달하였다[47]. 이러한 

현재의 평균 기대수명은 1960년대 초의 평균 기대수명인 50세 

전후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이며, 생물학적으로 전환하자면 현

대의 사람은 과거의 사람보다 25세에서 30세까지의 젊은 시절

을 두 배로 누리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수명 또는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의 이루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과학적인 

성과는 2001년에 공표된 인간 유전체 분석의 완성이었다[26, 

41]. 인류가 이루어 낸 놀랄만한 업적 중의 하나인 인간 유전체

의 분석은 여러 나라의 연구기관이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Human Genome Project를 시작한지 13년이나 걸려서 

이루어 낸 성과이다[14].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면서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궁극적인 목표분야인 의

학에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위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이 개발되어 게놈분석을 

1,000달러에 가능하게 되었으며, 나노기술을 응용한 제3세대 

DNA sequencing 기술도 이미 개발되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

로 정확한 게놈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19, 33]. 저비용 효과로 

인한 게놈분석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질병과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에 대한 정보 축적되어 궁극적으로는 

노화지연 또는 노화방지 연구에 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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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artoon of young and old cells with biomarkers. Six biomarkers for aging were listed. Numbers in ( ) represent references.

실제로 2000년대 초에 완성된 유전체 분석과 함께 학술지 

“Science”가 Ellison Medical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Science of Aging Knowledge Environment (SAGE KE) 프로

그램을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진행하면서 노화 연

구에 대한 논문, 질병 정보, 데이터베이스, 뉴스 등을 제공하였

다. 6년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노화연구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

로써 노화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더욱 확장시켰다[20, 32].

더욱이 현재는 급격하게 발달되고 있는 정보기술까지 의학

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산업에 융합되어 수명 연장에 대한 인

간의 욕구 달성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글로벌 IT (정보기

술) 대표 기업들인 구글·애플·아마존 등이 질병과 노화( 化) 

원인을 찾아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연구비 

조성을 이미 시작하였다[28].

그러면 인간 수명 연장을 위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

며, 어떤 분야를 타겟으로 하여야 하는가? 노화는 한 개체의 

시스템 전체의 변화로 인한 결과로서 몇 몇의 현상 분석으로

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노화와 수명에 미치는 대표적

인 증거들이 다수 알려져 있으며 energy metabolism, cell rep-

lication, genome stability, protein homeostasis (proteostasis) 

등이 중요한 biomarker로 알려져 있다(Fig. 1). 따라서, 어떻게 

수명연장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답은 간단

하지가 않지만 본 총설에서는 너무나 도전적인 한 가지 연구

방법인 개체병렬결합(Parabiosis)의 탄생과 그 이후 지금까지 

기여한 업적 중 수명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와 

이 연구결과에 대한 첨예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개체병렬결합(Parabiosis) 실험 방법: 도 인, 그러나 

무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하다

개체병렬결합(Parabiosis)은 자연 상태에서 가끔 발생되는 

현상으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것은 소위 말하는 샴 쌍둥이

(Siamese Twins) 경우이다. 대중에게 가장 유명한 샴 쌍둥이

는 19세기 초 Chang과 Eng 쌍둥이로 몸체가 서로 붙은 채로 

63년 동안 생존하였다[12]. 실존 인물은 과학자들에게 호기심

을 불러 일으키기에 너무나도 경이로운 현상이었다. 급기야 

1863년에 프랑스 생리학자 Paul Bert는 인위적으로 흰색의 두 

실험쥐를 외과적으로 피부를 절개하고 서로 봉합하는 수술을 

통해 결합시켰고,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결합 동물에 대하여 

‘옆(beside)’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 언어 ‘para’와, ‘생명

(life)’이란 의미를 지닌 ‘bios’를 결합하여 ‘Parabiosis’라는 용

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12]. 우리 말로 풀이하자면 ‘옆면이 

결합된 개체 간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 명칭으로는 ‘개체

병렬결합’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자연

적이든 인위적인든 서로 결합된 두 개체에서는 연결된 신체 

부위에서의 혈관 형성으로 인하여 혈관 순환계의 융합(anas-

tomosis)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두 개체는 단일한 순환계를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개체병렬결합 동물은 상호 간에 순환 

생리적 통합성을 가지며, 한 개체에서 발생한 생리적 현상은 

다른 개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가역적으로 다른 개체는 

생리적 현상이 발생한 개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실험 

조건은 한 개체의 시스템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리학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알려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유전학적, 면역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개체병

렬결합을 형성한 개체 중에는 조직거부 반응으로 인하여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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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parabiosis model. 

Two experimental animals are connected 

surgically resulting in a single combined 

circulation system for two individuals and 

sharing soluble factors each partner.

사망이 발생하였다. 이런 이유로 근친교배로 콜로니가 형성되

는 실험쥐나 실험생쥐를 사용하게 되었다.

개체병렬결합을 이용한 연구는 호르몬 생성[23], 간 재생

[4], 조혈작용[17], 방사능 노출[45]에 이르기 까지 아주 다양한 

조건과 실험모델에 사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 몇몇 두드러진 성과 중 하나는 포만감 인자인 

leptin의 발견을 유도한 개체병렬결합 실험이다[16]. 유전적으

로 비만인 실험쥐(ob/ob 유전형)를 정상 실험쥐에 개체병렬결

합을 하였을 때 ob/ob 유전자형 실험쥐의 체중 증가가 억제되

었다고 1958년 Hausberger가 보고하였다[16, 18]. 이 실험에서 

ob/ob 실험쥐를 4개월 후 정상 실험쥐로부터 분리하였을 때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Hausberger는 개체병렬

결합을 통하여 ob/ob 실험쥐에 결여 되어 있는 인자가 파트너

인 정상형 쥐로부터 전달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 실험으로 인하여 정상쥐에는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hu-

moral factor (체액성 인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만 

쥐인 db/db형을 개체병렬결합에 사용한 Coleman과 Hum-

mel은 Hausberger와는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는데, 이 

경우의 개체병렬결합은 비만인 db/db형을 정상형이나 식이

제한으로 여윈 쥐를 짝으로 하여 이루어졌다[6]. db/db형은 

비만이면서 TypeII 당뇨병이 발생되는 유전적 변이를 가진 형

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나 인슐린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비만인 db/db형과 여윈 정상형 쥐의 개체병렬결합 결과는 

Hausberger의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비만인 db/db형은 체중

이 증가하고, 정상형 쥐는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섭취하지 못하였다. 이 두 실험에서 ob/ob 

형에서는 포만감을 주는 인자가 결여되어 있으며, db/db형에

서는 과도하게 존재하여, ob/ob 형은 정상형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으며, db/db형의 과도한 양으로 정상형이 영향을 받았다

고 설명할 수가 있었다. 그 후 Friedman 팀은 db 유전자의 

위치를 찾아내고[2], ob 유전자를 클로닝하였고[48], ob 유전

자가 만드는 단백질을 leptin으로 명명하였다[15].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체병렬결합 모델을 Fig. 2에 나타내

었으며, 현재의 연구목적에 적용되는 몇몇의 예를 함께 제시

하였다. 개체병렬결합 실험의 경우 면역반응에 의한 거부반응

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유전형이 같은 개체끼리 결합을 

시키는데, 이 경우 실험 목적에 따라 각 결합 개체의 생리적인 

상태가 서로 대비되는 개체를 선택하여 상대방 개체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개체병렬결합을 만드는 실험방

법에 대하여 자세한 프로토콜을 Conboy [8, 9]와 Duyverman 

[11]이 보고한 세 편의 논문을 참고문헌에 포함하였으니 세세

한 실험방법이 필요한 경우 이 논문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Heterochronic parabiosis (이형나이 개체병렬결합)를 이

용한 노화연구 

노화는 비가역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으로 생

리적 통합성이 상실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 동안에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하게 되어 사망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 선진국

의 경우는 심혈관 질환, 암, 당뇨의 질병이 주요 질병이며, 과

거에 비해 연장된 수명으로 치매와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도 

증가하고 있다. López-Otín의 논문에 따르면 노화 과정에 나

타나는 생물체 공통적인 주요 현상은 아홉 가지로서 유전체 

불안정성(genomic instability), 텔로미어 감소(telomere attri-

tion), 후성유전자 변형(epigenetic alterations), 단백질 항상성

의 상실(loss of proteostasis), 영양 감지 인자의 조절 결여

(deregulated nutrient-sensing),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상실

(mitochondrial dysfunction), 세포증식의 정지(cellular sen-

escence), 줄기세포의 고갈(stem cell exhaustion), 세포 간 신

호전달의 변형(altered intercellular communication)으로 보

고되었다[30]. 이 아홉 가지의 주된 현상을 가역적 현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개체병렬결합을 이용한 중요한 

결과를 관련 분자와 함께 제시한 몇몇 연구의 예를 서술하고

자 한다.

노화연구를 위한 개체병렬결합은 heterochronic parabiosis

를 채택하는데, 이 방법은 나이가 서로 다른 개체를 결합하게 

된다. 즉, 젊은 쥐와 늙은 쥐를 결합시켜 젊은 쥐로 인한 늙은 

쥐의 영향과 반대로 늙은 쥐에 의한 젊은 쥐의 영향을 조사하

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인하여 노화연구에 있어서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heterochronic parabiosis는 강력한 실험 모

델이 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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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heterochronic para-

biosis model. Selected biomarkers were 

presented with modified diagram based 

on published data. Neurogenesis and cog-

nition from references 25 and 43, and mus-

cle function from reference 14. Y repre-

sents young mouse and O represents old 

mouse. ↔ indicates no change of function 

compared with the single individual. ↓ 

indicates decrease and ↑ indicates in-

crease in functions compared with the sin-

gle individual. The length of arrows repre-

sents arbitrary degree of change.

2005년 Nature에 노화로 인한 조직 재생능의 감소는 근 줄

기세포의 활성 감소는 Notch 신호전달의 상실로 인한 것이며, 

간세포의 증식 감소는 cEBP-alpha와 chromatin remodeling 

factor brahma (Brm)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

기 위해 개체병렬결합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를 보고한 

연구가 게재되었다[7]. 이 연구 제목에 “Rejuven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다시 젊어짐”, “회

춘”의 뜻을 가진다. 노화 쥐에 존재하는 Notch 신호전달을 

상실한 줄기세포의 수가 개체병렬결합을 통해 젊은 쥐의 혈액

으로부터 전달된 “회춘인자”에 의해 노화 쥐에서 Notch 신호

전달이 양성인 근 줄기세포의 수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근의 재생이 발생하였다. 또한, 노화 쥐에서 Brm의 감소

로 인하여 젊은 쥐의 cEBP-alpha complex 농도값으로 획복되

면서 간세포의 증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노화 

쥐의 줄기세포가 젊은 쥐가 가진 여러 가지 인자(systemic fac-

tors)에 의해 표적 분자들이 활성화되어 재생의 기능을 회복함

으로써 회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회춘인자의 정체는 밝혀 

내지는 못했지만 젊은 쥐의 혈액 또는 체액에 회춘성분이 존

재하며, 이 회춘성분이 줄기세포의 분자를 자극함으로써 노화

의 지연 또는 노화의 역방향 반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결과였다.

Heterochronic parabiosis에 의해 발견된 음의 묘약, 

GDF11 

그렇다면 쥐의 혈액 또는 체액에 존재하는 회춘성분은 무엇

일까? 이 당연하고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질문에 대한 답은 

약 10여 년이 지나면서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13년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노화로 인한 심장비대(cardiac hyper-

trophy)가 발생하는데 젊은 쥐와 늙은 쥐를 개체병렬결합한 

heterochronic parabiosis 모델을 통해 4주 동안 개체병렬결합

을 유지하였을 때 젊은 쥐의 순환계의 영향으로 심장비대가 

있는 늙은 쥐의 심장이 젊은 쥐의 심장에 가깝게 심장비대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은 growth differential factor 11 

(GDF11)의 작용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29]. 혈액을 통해 

순환되는 회춘인자를 찾기 위해 metabolomic profiling (대사

체 분석)과 lipidomics analysis (지질체 분석) 방식을 시도하였

으나 특이한 인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광범위한 proteomics 

analysis (단백질체 분석)을 통해 GDF11이 발견되었다. 개체

병렬결합이 아닌 각각의 쥐를 분석하였을 때 늙은 쥐의 혈액

에서는 GDF11의 농도가 감소되어 있으며, 젊은 쥐에서는 

GDF11의 농도가 증가되어 있고, 개체병렬결합이 되었던 늙은 

쥐의 GDF11의 농도가 증가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re-

combinant GDF11을 늙은 쥐에 주사함으로써 심장의 무게가 

감소되었다. 즉, GDF11이 “회춘인자”로서 과학계에 데뷔를 

하였고, 연이어 이를 적용한 노화 역방향의 연구가 2014년 

Science에 발표되었다. 

노화로 인해 신경세포 생산(neurogenesis)가 감소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이는 신경줄기세포의 감소 때문이며, 신경

세포 생산 틈새영역(neurologic niche)에 혈액 흐름 감소로 신

경줄기세포의 감소가 유발되었기 때문일 거라는 가설이 GDF 

11에 의해 증명되었다. 즉, recombinant GDF11를 늙은 쥐에 

주사하였을 경우 혈액량의 증가, 혈관계의 재형성과 줄기세포

의 증가가 나타났다[24]. 동일한 조건에서 skeletal muscle의 

기능상실 역시 GDF11의 복강 내 주사로 늙은 쥐에서 기능 

손상이 회복되었으며 근 줄기세포의 유전체 통합성(genomic 

integrity)도 회복되었다고 보고됨으로써[40] GDF11이 회춘인

자임을 재확인하였다.

늙은 쥐의 인지기능이 개체병렬결합(Parabiosis)을 통해 개

선이 된 또 다른 연구결과 역시 같은 해에 발표되었다. Villeda

는 heterochrony paraben의 유전체 핵산 마이크로어래이 분

석을 통해 젊은 쥐의 순환계에 존재하는 물질에 의해 늙은 

쥐의 인지기능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42]. 이 같은 결과

는 젊은 쥐가 제공한 용해성 순화물질에 의해 늙은 쥐의 해마

체에서 synaptic plasticity의 향상과 신경세포의 dentr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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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mino acid similarity of GDF11 (NP_034402) and mystatin (AAI05675) from Mus musculus. A. Schematic diagram of GDF11/ 

myostatin proteins and proteolytic cleavage sites. Mature protein is the C-terminal domain of preproprotein. B. Amino acid 

sequence of mature GDF11 protein was aligned with C-terminal amino acid sequence myostatin using Cluster Omega program 

from EMBL-EBI [version Clustal O (1.2.4), https://www.ebi.ac.uk/Tools/msa/clustalo/]. Amino acid identity is 98.9% out 

of 109 amino acids. SS represents signal sequence. C. Signaling pathway of GDF11 and myostatin. Both GDF11 and myostatin 

induce SMAD pathway through ALK4/7 and ActRIIA/B receptors. N and C represent N- and C-terminus, respectively. 

Asterisk (*) indicates identical, colon (:) indicates conservation between groups of strongly similar properties, and period 

(.) indicates conservation between groups of weakly similar properties.

spine 밀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분자적으로는 cyclic AMP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Creb)의 활성화에 기인한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GDF11에 남겨진 숙제: 유사 단백질 Myostatin과의 차

별성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발견 보고 외에도 많은 연구결과가 

개체병렬결합을 통해 노화의 biomarker가 젊은 쥐에 의해 역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하였다. 개체병렬결합 

실험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젊은 쥐의 순환계(혈

액)에 노화된 쥐의 여러 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젊은 쥐의 순환계에 숨어 있는 매직 인자는 현재까

지 GDF11만이 보고 되었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GDF11의 노

화 역행 기능을 증명하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매직 

인자인 GDF11의 노화 역행 기능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그룹

이 형성되었으며, 급기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논문이 발표되

었다. 의문의 시작은 GDF11이 근육증식 인자인 myostatin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GDF11와 myostatin 둘 다 TGF-β family

에 속하며, myostatin의 다른 이름은 GDF8으로 GDF11과 my-

ostatin은 상동성이 매우 높으며 (Fig. 4) 알려진 작용 중 중복

성을 가지는 것이 알려져 있다[43]. 이런 이유로 Norvatis의 

Glass팀은 GDF11과 myostatin을 병행실험하여 근섬유의 분

화를 두 분자가 모두가 억제하며, 늙은 쥐의 혈액에 GDF11의 

농도가 더 높아져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Cell과 Science에 

발표된 GDF11의 노화 역행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발표하였다. 

또 다른 이유로 사용한 시약(항체)가 GDF11과 myostatin 간에 

교차반응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시약의 비특이성으

로 인해 GDF11을 myostatin으로 착각을 하였다는 가능성도 

제시하였다[13].

이에 대한 답변의 논문이 GDF11가 회춘인자라는 것을 처

음 보고하였던 Lee 팀에 의해 2016년에 발표되었다[43]. 이 논

문에서 Lee 팀은 GDF11과 myostatin의 1차에서 3차구조 분석

을 통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Glass팀이 제기한 시약

의 교차반응 특성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얻었음을 인정하였으

나 Glass팀이 주장한 늙은 쥐의 혈액에 GDF11의 농도가 더 

높아져 있다는 결과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GDF11이 아닌 

혈청 immunoglobulin이라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Glass팀이 

주장한 늙은 쥐의 고농도 GDF11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

였다. 또한, myostatin knockout (KO) 쥐와 GDF11 KO 쥐의 

발생학적 발현 패턴과 표현형질을 비교함으로 GDF11과 myo-

statin의 차이점이 있음으로 여전히 GDF11이 노화로 발생하

는 질환에 대한 후보 치료물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연구로 GDF11과 myostatin의 생물학적, 생화학적 

유사성과 차별성이 더욱 연구되기를 갈망하였고, 일년 후인 

2017년 GDF11이 myostatin과는 구조적인 차이로 인하여 신

호전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44].

결   론

과학이라는 도라의 상자

현재로는 GDF11이 “젊음의 약”이 될지 아닐지는 더 많은 

재현성이 증명될 때까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여러 가지 표지인자의 젊음화 효과는 개체병렬결합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증거가 제시되었고, 순화되는 혈액 내에 젊음



1520 생명과학회지 2017, Vol. 27. No. 12

의 성분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제 남겨진 과학적인 

숙제는 순환 중인 젊음의 성분을 과학적 증거와 함께 찾는 

것이며, 재현성의 축적이 필요하다. 지금의 과학적 진보의 속

도라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젊음의 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만약에 이 숙제가 풀어진다면 복제양 돌리의 탄

생[46]과 같이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현실화되었

듯이 또 다른 과학적 한계를 돌파하는 성과가 달성되어 새로

운 과학적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 같다. 과학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속

에 남겨져 있는 것이 영원한 젊음을 약속해 줄지 모르겠지만 

누가 감히 뚜껑을 열게 될지 기대의 떨림과 불안의 떨림이 

함께 다가 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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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개체병렬결합 그리고 노화 연구

정경태*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대부분의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한다. 고대 중국과 한국의 신화에 동방삭이라는 인물이 일만 팔천 년을 살았다

고 전해진다. 현실 세계에서는 WHO의 보고에 따르면 사람의 평균수명이 1960년대에 50세에서 2016년에는 75-85

세로 25~35세가 늘었다. 두 마리의 실험 동물을 외과적 수술을 통해 병렬로 결합하여 두 동물의 순환계(혈액)이 

서로 연결되게 하는 개체병렬결합(parabiosis) 실험모델이 1860년도에 개발된 이래 이 방법은 in vivo에서 한 개체

가 다른 개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위한 강력한 실험 모델이 되어 왔다. 여러 가지 

실험조건의 연구 중에서도 개체병렬결합모델은 노화의 진행을 역행하는 현상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필수적인 모

델이 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개체병렬결합모델의 탄생과 이로 인한 중요한 발견을 시간대에 따라 소개하며, 

아직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젊은 쥐와 늙은 쥐의 순환계를 연결시킨 이 모델을 사용하여 노화의 진행을 역행시

킬 수 있는 “젊음의 인자”인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 11 (GDF11)을 발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여러 조건에서의 연구결과가 증명하였듯이 개체병렬결합모델은 향후 다양한 생리

적 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중요한 실험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