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ing of Immune System

Kyung Tae Chung*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Dong-Eui University, Busan 614-714, Korea

Received July 23, 2019 /Revised July 25, 2019 /Accepted July 25, 2019

Immune system provides defense integrity of body against external invaders. In order to accomplish 
the important defending role immune system is composed of many different components which are 
regenerated continuously during lifespan. The key components are professional killing cells such as 
macrophage, neutrophil, natural killer cell, and cytotoxic T cell and professional blocking molecule, 
antibody, which is produced by plasma cell, the terminal differentiated B cell. Immune response is 
orchestrated harmoniously by all these components mediated through antigen presenting cells such 
as dendritic cells. Immune responses can be divided into two ways: innate immune response and 
adaptive immune response depending on induction mechanism. Aging is a broad spectrum of physio-
logical changes. Likewise other physiological changes, the immune components and responses are 
wane as aging is progressing. Immune responses become decline and dysregulating, which is called 
immunosenescense. Immune components of both innate and adaptive immune response are affected 
as aging progresses leading to increased vulnerability to infectious diseases. Numbers of immune cells 
and amounts of soluble immune factors were decreased in aged animal models and human and also 
functional and structural alterations in immune system were reduced and declined. Cellular intrinsic 
changes were discovered as well. Recent researches focusing on aging have been enormously growing. 
Many advanced tools were developed to bisect aging process in multi-directions including immune 
system area. This review will provide a broad overview of aging-associated changes of key compo-
nents of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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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면역체계는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는 병원체에 대한 총

체적 신체 방어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외부의 

침입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되는 변형된 세포의 제거를 

함으로서 질병의 발생을 막고 있다. 이런 역할을 위해 면역체

계는 지속적으로 그 구성요소를 재생산 하면서 신체 전역을 

감시하면서 외부 침입자와 내부 변형자에 대한 면역반응을 

수행하고 있다. 

면역반응체계는 크게 세 구성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첫

째는 B와 T세포와 같은 면역반응 세포, 둘째는 항체와 사이토

카인과 같은 순환하는 수용성 면역반응 분자(Fig. 1), 셋째로는 

면역기관으로, 면역기관은 다시 B 세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면역세포가 생산되는 골수(bone marrow)와 T 세포가 생산되

는 가슴샘(흉선, thymus)을 일차면역기관이라 하며 생산된 면

역세포들이 모여 항원을 만나 면역반응이 개시되는 림프절, 

비장, 작은 창자 외벽에 존재하는 페이어즈 패치(Peyer's 

patch) 등을 이차면역기관이라고 한다. 항원이 수용성 면역반

응 분자인 항체의 생산을 유도하는 면역을 체액성 면역반응이

라고 하며, T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면역을 세포성 면역이

라고 한다. 면역반응은 다시 항원에 대한 인식 작용이 default 

상태로 이미 존재하면서 면역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재면

역(innate immunity, 선천면역)이라고 하며, 인식 작용이 항원

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면서 각각의 항원에 대해 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이 이루어지는 적응면역(adaptive immunity, 획득면

역 또는 후천면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노화는 신체의 모든 부분의 생리적 통합성이 비가역적이면

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다. 생물체의 노화 과정에 

나타나는 공통적이면서도 두드러진 주요 현상을 분자 수준에

서 나타내면 유전체 불안정성(genomic instability), 텔로미어 

감소(telomere attrition), 후성유전자 변형(epigenetic alter-

ations), 단백질 항상성의 상실(loss of proteostasis), 영양 감지 

인자의 조절 결여(deregulated nutrient-sensing), 미토콘드리

아의 기능 상실(mitochondrial dysfunction), 세포증식의 정지

(cellular senescence), 줄기세포의 고갈(stem cell exhaustion), 

세포 간 신호전달의 변형(altered intercellular communica-

tion)으로 9 가지로 구분한다[13]. 이런 분자 수준에서의 변화

가 각 기관의 기능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개체는 노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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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osition of immune system. 

Fig. 2. Changes of Immune responses from young to elderly 

people.

거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면역반응 기능 역시 예외가 아니며 노화과정과 더불어 기능

이 약화된다. 면역반응은 여러 기관이 관여하여 협동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러 구성 성분이 상호작용을 한다. 면역 

반응체계의 전반적인 기능 약화를 immunosenescence라고 하

며, 면역반응의 약화는 노인들의 사망과 연관되는 감염증, 백

신에 대한 반응 감소, 암과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

환의 증가를 초래한다(Fig. 2).  

세포의 증식이 종료되어 분열이 되지 않는 상태인 cellular 

senescence와 달리 immunosenescence는 젊은 사람과 노인에

게서 면역 biomarker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총설

에서는 각 면역 세포의 biomarker 분석에서 얻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화에 따른 면역반응체계 구성 성분의 

변화와 이로 인한 내재면역과 적응면역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

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내재면역 여 세포의 노화에 따른 변화

호 구 세포(Neutrophils)

호중구는 순환하는 백혈구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며, 감염

부위로 빠르게 이동하여 식균 작용을 함으로서 병원균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방어망 역할을 한다. 호중구는 세포의 수명이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관련되어 기능적 손상이 나타

나는데, 식세포 작용, 화학 주성에 대한 반응, 세균 사멸에 사

용하는 독성 ROS의 생성 기능 뿐만 아니라 세포사멸에 대한 

감수성도 손상이 보고 되었다. 호중구 세포의 기능 감소는 

peptidoglycan, LPS와 같은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PAMPs)를 인식하는 Toll-like receptor (TLR)의 발

현감소와 이로 인한 신호전달 비기능이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 7].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NK cells)

NK 세포는 세포독성 림프구의 한 종류로서 초기 방어를 

책임지며 특히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살해하는데 중요하다. 

감염세포를 인식할 때 MHC 분자에 제한되지 않은 방식으로 

표적세포를 인식하여 죽이고, 자기항원을 가진 MHC 분자의 

의해 살해 작용 억제된다.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NK 세포는 

노화과정 동안 암 면역 감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NK 세포가 표적세포를 죽이

고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을 합성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

다. 또한, 노화와 더불어 NK 세포 집단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젊었을 경우 CD56bright 그룹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CD56dim 그룹의 세포 

수가 증가하면서[14, 34], 사이토카인 분비능의 감소[19]와 이

동능의 감소[20]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된 경우

에도 NK 세포의 전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데, 수의 증가는 

아마도 살해기능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지

기도 한다[17].

식세포(Macrophages)

'병원균 센서'로서 작용하는 대식세포는 대부분의 조직에 

존재하고, 항상성, 신체의 방어 및 면역반응에 관여하면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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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e-related functional changes of macrophage

Function Phenomenon by aging

Phagocytosis
1. Reduced antibacterial capability

2. Reduced phagocytosis of apoptotic cells

Nonself

recognition
Defective responses to PAMPs1

Cytokine

secretion
Decreased

1PAMPs: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체의 건전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5-27]. 따라

서 여러 종류의 대식세포가 조직에 따라 외인성 및 내인성 

위험 신호를 인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의 경우 노화

에 따라 말초혈액 대식세포인 단핵세포(monocyte)의 갯수는 

변화하지 않지만, 대식세포 전구체와 골수에 존재하는 대식세

포의 숫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의 대식

세포의 탐식 능력은 감소하였으며, 대식세포 유래의 사이토카

인의 생산 역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내재면역 방어의 감

소가 발생한다.

대식세포의 기능 저하는 말초혈관의 단핵세포의 경우 TLR1/ 

2-induced p38 MAP kinase의 인산화 신호전달과정이 감소와 

대식세포의 경우 TLR3의 감소와 동시적으로 STAT1 인산화 

감소로 인한 신호전달의 결여에 기인하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31]. 따라서, 노화에 따른 단핵세포 또는 대식세포의 절대 

수는 유지될 수 있으나, 노화와 더불어 기능이 감소한 대식세

포가 존재함으로 감염에 대한 유효한 방어작용을 잘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 한다

고 유추된다.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대식세포 기능을 Table 1에 요약하였

다. 그러나 각 조직에 존재하는 대식세포는 조직의 종류에 따

라 다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지상 세포(Dentritic cells)

수지상 세포는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내재면역

반응과 적응면역반응을 연결한다. 이 연결 역할은 PAMPs를 

인식하고 T 림프구에 MHC에 결합한 항원을 제시하기 위하여 

병원균을 포식하여 분해,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수지상 세포는 종종 "전문" 항원제시세포(Professional” Anti-

gen-presenting Cell, APCs)라 한다. 수지상 세포는 이동 능력 

및 분포, 항원처리 능력, 공동자극신호 인자의 발현 및 사이토

카인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노화됨으로써 다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교차 항원제시의 감소도 보고 되었으

며, 이런 결점으로 인해 미생물이 직접 항원제시를 피하여 감

염을 유발하게 된다. 수지상 세포의 특정 하위 집단에서도 이

동성의 명확한 결함이 확인되었다. 노화된 대식세포와 유사하

게, 노화된 수지상 세포는 전사체(transcriptome) 레벨과 사이

토카인 분비 레벨에서 내재면역반응의 리간드에 대한 반응성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지상 세포의 기능 

감소는 ATP 생산의 감소와 ROS의 증가로 나타나는 미토콘드

리아의 기능 감소가 하나의 원인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3].

응면역 여 세포의 노화에 따른 변화

적응 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병원균과 대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클론 확장, (2) 병원체

를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한 효과세포로의 분화, (3) 병원체에 

재노출 되었을 때 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하기 위한 원 

항원-특이적 기억세포의 유지[16]. 이 같은 특징은 내재면역에 

관여하는 수지상 세포와 같은 항원제시세포와 B 및 T 세포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며, 보다 정확히는 병원체에 특이

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B와 T 세포를 활성화시켜 항체를 사용

하여 병원체를 옵소닌화 하거나 감염된 숙주세포를 직접적으

로 사멸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동일한 병원체의 재감염에 

대처하기 위해 활성화 되는 일부 B와 T 세포를 장기간 생존이 

가능한 기억세포로 유도시킨다.

B 세포(B cells)

포유류에서 B 세포는 다분화 조혈줄기세포(HSC)로부터 골

수(bone marrow)에서 생성되며 항체를 생산하는 주 기능을 

하게 된다. 항체는 중쇄(heavy chain) 두 개와 경쇄(light 

chain)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혈줄기세포에서 B 세포로 

발달되는 과정에서 중쇄와 경쇄의 유전자가 체성재조합이라

는 면역세포 특이적인 유전자 재조합방식으로 기능적 유전자

가 만들어져 중쇄와 경쇄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B 세포는 

pro-B, pre-B 세포 단계를 거치며, 먼저 시작되는 경쇄 유전자

의 재조합의 성공 여부와 뒤따른 중쇄 유전자의 재조합 성공 

여부에 따라서 조혈줄기세포에서 각 전구 세포의 단계를 거치

면서 B 세포는 성숙된다. 젊은(young adult) 생쥐의 경우 전구

세포로부터 약 10% 정도만 성숙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1, 

32]. 이런 과정은 실험동물인 생쥐와 인간 모두에서 일어남으

로 생쥐의 노화과정 동안 B 세포의 발달과정 변화를 분석하여 

인간 노화과정에서의 B 세포 변화를 추정한다. 

B 세포 수의 변화

쥐 B 세포 subset의 연령 관련 변화에 대한 최초의 분석에서 

골수의 pro-B, pre-B 및 각 미성숙 발달 세포(immature devel-

opment) subset 내에서 세포 수의 감소 여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노화 생쥐에서 모든 subset는 젊은 생쥐의 경우 보다 

감소된 속도로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 모델링을 하였

을 때에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골수 내에서 B 세포 

계통의 생산이 감소된 원인은 골수의 미세 환경 변화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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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graphs of lymphocyte population changes as 

the aging process progresses.

아니라 B 세포 계통으로 분화될 조혈줄기세포의 특이성 감소

로 유발된 세포 내재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22]. 

노화된 생쥐의 골수는 공통 림프구 전구세포(CLPs)가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노화된 쥐와 노인의 경우 모두 조혈줄기세

포가 공통 림프계보다 골수계 전구체을 생성하도록 편향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18]. 노화된 생쥐에서는 골수 지지세포의 

미세 환경 변화로 B 세포 전구체의 중요한 생존 및 증식인자인 

간질 세포 유래 IL-7의 감소되었다. 또한 경쇄와 중쇄의 체성

재조합에 필요한 RAG 활성 감소가 pro-B 세포에서 유발되었

고, 이는 부분적으로 pro-B 세포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결과적

으로 pre-B 세포의 생산이 감소되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

었다[12]. 분자 수준에서의 또 다른 변화는 B 세포 전구체 중요 

전사인자인 E2A와 EBF1의 감소[25, 26]와 pre-BCR 대리 경쇄 

[26]의 감소도 노화된 생쥐의 B 세포 전구체에서 나타난다[32].

항체

골수에서 성숙한 B 세포는 골수를 떠나 림프절로 이동하여 

B 세포 구역인 여포(follicle)에 자리를 잡게 된다. 여포 내에는 

활성화된 B 세포가 고밀도로 모여 있는 배중심(germianl cen-

ter) 구역이 있다. 배중심에서 B 세포는 친화력 성숙을 통해 

항원에 대해 친화력이 높은 항체를 생산한다. 노화가 진행됨

에 따라 점진적으로 배중심 형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친화

력 향상에 필요한 체성과변이(somatic hypermutation)가 감

소하여 항체의 친화력 성숙이 저하되고, 순환하는 수명이 긴 

형질세포가 감소된다. 이러한 현상이 노인에게서 백신에 의해 

생겨나는 항체가 항체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의 항체가 아닌 

이유가 된다. 노화에 따른 또 다른 현상은 항체의 개별형 전환 

감소이다. 항원에 의해 활성화된 B 세포는 IgM을 초기에 생산

하나 개별형 전환 메커니즘을 통해 IgG 또는 IgA를 생산하게 

되는 항체 개별의 종류를 변경하게 된다. 개별형 전환으로 생

산된 IgG는 초기 IgM에 비해 항원 결합 친화력이 증가하여 

항원에 대한 방어력이 증가되어 있다. 그러나, 노화가 진행됨

에 따라 개별형 전환에 필요한 개별형 전환 DNA 재조합, 활성

화 유도 시티딘 탈아미노효소(activation-induced cytidine de-

aminase, AID), E47전사인자가 B 세포 내에서 결손 됨으로 해

서 개별형 전환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6]. 또한, 면역 

반응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는 항원 특이적 수용체를 가진 B 

세포가 적극적으로 선택됨에 따라 생체 내 클론성 확장의 정

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고령화 인구에서 B 세포 클론이 가진 

항원에 대한 레퍼토리의 다양성이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

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제시되었다[5, 9, 37]. 

결과적으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항체의 질적 저하가 발생되

며, 항원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항체가 형성되지 못하여 

항원에 대해 효과적 방어가 어렵게 된다. 수명이 긴 형질세포

가 감소로 인하여 항체의 양적 감소(역가의 감소)로 인하여 

체액성 반응의 지속 기간이 짧게 나타날 수도 있다.

Naive, memory, 그리고 새로운 B 세포 집단, Age-as-

sociated B cell

골수에서 B 세포의 생성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한다

고 앞서 기술하였다. 신생 B 세포의 수 감소는 B 세포 수를 

유지하는데 주요 인자인 BAFF (또는 BlyS, B lymphocyte 

stimulator)의 발현 감소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신생 

B 세포 생성의 감소는 말초혈액 내에서 유지되어야 할 B 세포 

조성의 감소와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말초혈액의 총 B 세포 수는 노화과정이 진행됨에도 유지가 

된다. 말초혈액 내 B 세포 수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골수

에서의 감소를 보상해야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법

은 아직 항원을 만나지 않은 성숙 B 세포(naive B cell)의 수명

을 증가시키는 것과 또 다른 방법은 항원 경험이 있는 B 세포, 

즉, 형질세포(plasma cell)와 기억세포(memory B cell)의 항상

성 확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골수 내의 형질세포가 

위치하는 영역(niches)의 위축으로 형질세포 수가 감소함으로 

결국 기억세포의 클론 확장이 B 세포 수의 항상성을 담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항원 경험이 있는 기억 B 세포의 항상성 확

장은 노화된 B 세포 집단에서 항원에 대한 항체 레파토리 다양

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노화가 되면 환경과 자가항원에 특이

적이면서 제한된 항원 레퍼토리를 보유하는 기억 B 세포가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 3). 레퍼토리 다양성의 감소

는 노인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게 된다[20, 41].

Aging-associated B cell (ABC)라고 하는 B 세포의 새로운 

하위 집단이 두 연구 그룹에 의해 마우스 모델에서 확인되었

다. Cancro 그룹은 표현형질 CD23−/CD21/35−을 가지는 특

이 B 세포 집단을 발견하였으며[10], Marrack 그룹은 전사인

자 T-bet과 CD11b/CD11c를 높은 수준으로 가지는 활성화된 

기억세포(activated/memory) 집단으로 보고하였다[27]. ABC

는 높은 수준의 CD11c와 전사인자 T-bet을 발현하며, 이는 다

른 B 세포 집단과 구별된다[38]. 노화 생쥐에서 naive B 세포는 

감소하고 ABC 세포 집단은 증가하였다. 기능적인 면에서 ABC

는 특정한 감염성 및 염증성 자극에 대한 적절한 체액성 반응

과 관련이 있으며, 자가면역 경향이 있는 마우스 계통에서는 

개체가 성숙되기 전에 발생하며, 자가반응 항체 특이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BC 집단은 다시 표현형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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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더욱 세분화되기도 하며[29],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바이

러스 감염으로 인해 induced ABC (iABC)가 유도되어 항바이

러스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36]. 또한 사람에게도 

ABC-like 세포가 존재하는 것이 알려져, 이들 세포의 정상적 

면역반응, 면역노화 및 자가면역에서의 ABC의 기원과 역할과 

관련하여 현재 연구되고 있다.

T 세포(T cells)

T 세포는 B 세포와 달리 골수에서 전구체가 형성되고 가슴

샘에서 성숙을 완료한 후 이차면역기관으로 이동한다. T 세포

군의 중요한 두 종류 그룹인 help T 세포(CD4+)와 cytotoxic 

T 세포(CD8+), 모두 동일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발달 단계

에서 분리가 된다. 그러나 T 세포를 만드는 가슴샘은 사춘기 

후 크기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활발하게 T 세포가 만들어지

는 영역이 감소하고 가슴샘 자체 역시 수축된다. 이런 과정을 

가슴샘 퇴화(Thymus involution)라고 한다. 이것은 노화현상

이라기 보다는 ‘발달과정의 한 현상(developmental phenom-

enon)’으로 간주되지만 결과적으로 T 세포 생산 감소로 인한 

순환하는 naive T 세포(항원을 경험하지 않은 T 세포)의 교체 

감소, 항원에 대한 T 세포 레파토리의 수축, 노화가 진행됨에 

따른 면역반응의 감소 요인으로 연결된다. 유아기의 가슴샘 

제거 절제술은 노화와 연관된 immunosenescence 초기 변화

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 초기

에 잠재적으로 강력한 naive T 세포 생산이 생애 후기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naive T 세포의 보유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생애 초기에 만들어진 naive T 세포를 

일생에서 발생하는 면역반응에 사용한다는 의미이다[17].

Naive T cell

전술한 바와 같이 노화가 진행될수록 naive 세포 수는 줄고 

memory 세포 수는 증가하는 현상은 T 세포에서도 발생한다. 

Naive T 세포 수가 감소하는 첫 번째 이유는 thymus in-

volution에 기인한다. 두 번째로는 조혈줄기세포가 공통 림프

계(B와 T세포, NK 세포)보다 골수계 전구체(적혈구를 포함한 

B, T, NK세포를 제외한 모든 백혈구 세포)을 생성하도록 편향

된다[18]. 세 번째로는 계속적인 감염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는 

naive 세포를 소비한다. 특히 노화에 따른 림프절의 변화로 

인해 naive T 세포 유지에 중요한 사이토카인인 IL-7의 신호에 

대해 naive T 세포가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항상성 유지를 

위한 증식(homeostatic proliferation)이 축소되고 Naive T 세

포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순환하는 T 세포의 

경우 help T 세포(CD4+) 뿐만 아니라 cytotoxic T 세포(CD8+), 

양쪽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사람의 경우 특히 

CD8+ T 세포의 수가 적고, T 세포 수용체(T cell receptor, 

TCR)의 레퍼토리 다양성이 감소된다. 기억 T 세포의 경우 세

포 수는 증가하지만, CD4+와 CD8+ T 세포 다양성 및 기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Help T cell (CD4+)

B 세포의 면역반응으로 항체를 생산하는 체액성 면역은 

CD4+ T 세포의 도움과정이 핵심이다. CD4+ T 세포가 B 세포

를 도와주기 위한 선행과정은 항원제시세포(angtigen-pre-

senting cell, APC)가 제시하는 항원을 인식하여야 한다. 

Naive CD4+ T 세포가 항원을 인식하기 위해 항원제시세포와 

결합할 때 면역학적 시냅스(immunological synapse)를 형성

하는데 노화된 마우스의 Naive CD4+ T 세포는 젊은 마우스의 

Naive CD4+ T 세포 보다 낮은 효율로 면역학적 시냅스를 형성

하는 in vitro 결과가 보고 되었다[15]. 이때 또한, T 세포의 

활성에 필요한 신호전달 분자들이 시냅스로 이동하는 것이 

약 50% 감소를 보였다. 즉, 노화된 마우스의 경우 naive CD4+ 

T 세포의 활성화 문제로 효과 CD4+ T 세포의 기능 역시 저하

되어 있다는 것이 in vitro와 in vivo 결과로 나타났다. 이 현상 

뿐만 아니라 효과세포의 클론 증식과 분화 감소, Th1과 Th2로

의 분화 감소 역시 노화된 마우스 naive CD4+ T 세포에서 나타

났다.

Cytotoxic T cell (CD8
+
)

CD8+ T 세포 역시 CD4+ T 세포와 마찬가지로 노화가 진행

될수록 감소한다.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반응으로 CD8+ T 세

포의 변화를 분석하였을 때 감염시킨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CD8+ T 세포는 노화 마우스에서 적게 나타났으며, 

IFN-γ를 생산하는 CD8+ T 세포의 수도 적게 나타났다. Influ-

enza 감염 모델의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nucleoprotein epit-

ope에 반응하는 CD8+ T 세포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면역

반응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병원체나 백신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항원 레퍼토리를 가지는 T 세포를 유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노화에 따라 CD8+ T 세포의 

규모와 다양성에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이

미 항원을 경험한 기억 CD8+ T 세포의 클론이 증가하였다(Fig. 

3)[15]. 사람의 경우 스웨덴 80대에서 90대 노인의 면역 지표를 

조사하였을 때 CD4/CD8이 비가 역전이 되어 있었으며, 이 

비가 <1 이하일 경우 면역학적인 위험 프로파일의 특징으로 

나타났다[24, 40]. 흥미로운 것은 노인들은 cytomegalovirus 

(CMV)에 특이적인 CD8+ T 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39]. 

CMV와 T 세포 노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으

며, CMV가 T 세포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어 기회가 되면 이 영역은 다음에 제공하기로 

한다.

결   론

노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 중에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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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과 관련된 변화를 살펴 보았다. 다양한 구성요소가 연관

되어 이루어지는 면역반응을 여러 측면에서 모두 정리하기에

는 너무 방대하여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최근 연구결과에

서 중요한 부분만을 소개하였다. 면역체계의 전반적인 기능적 

저하로 정의되는 immunosenescense는 감염, 암, 자가면역질

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키고 사망률과도 관련이 있는 것을 연구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면역체계의 해부학적, 기능적 감퇴는 

면역반응의 결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뇌수막염 

바이러스, 살모넬라, 폐렴균 등과 같은 미생물의 백신접종 후

에 생산된 항체의 역가가 청년보다 노인에서 훨씬 낮게 나타

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노인이 높다[11, 32]. 

1990년대 중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85세 이상 사람을 대상으

로 실시한 Cohort 연구에서 인간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면역

학적인 위험 프로파일(지표, Immune risk profile, IRP)이 제시

되었고, 10,000명 이상의 집단 연구로 CMV에 감염되어 있으

면서 염증지표인 CRP의 수치가 높은 사람의 경우는 상대적으

로 생존률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8, 21, 23, 35,]. 현

재까지 면역체계 혹은 면역반응의 건강 상태를 나타낼 수 있

는 표준화된 지표는 아직 없다. 그러나, 노화와 관련된 면역체

계의 biomarker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획득되는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면서 향후 혈

액검사를 통해 면역건강 상태를 제시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

표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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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면역 반응체계의 노화

정경태*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노화는 광범위한 생리 변화이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면역반응은 쇠퇴하고 조절장애가 나타나는데 이를 포괄

적 의미로 immunosenescense라고 정의한다. 내재면역반응과 적응면역 반응 모두의 면역 성분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향을 받아 감염성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게 된다. 노화된 동물 모델과 인간에서 면역 세포의 수와 

용해성 면역 인자의 양이 줄어 들었고, 면역체계의 기능이 감소하였고, 구조적인 변형과 퇴화가 나타났다. 또한, 

세포 내 신호분자와 같은 내재적 변화도 발견되었다. 최근 노화와 관련된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면역체계 

영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노화현상을 분석하는 진보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총설은 면역의 주요 

구성 요소의 노화 관련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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