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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Related Physiological Changes of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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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iofacial neuralgias are relatively common headache problem encountered in the daily practice 

offices. Several cranial neuralgias are reviewed focusing on the diagnosis and medical treatments. Careful 

neurological examination and following up the clinical course are essential for the accurate diagnosis 

and adequate management.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노인 인구의 수와 비율은 속

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속하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

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1960년도에 남자 51.5세, 

여자 53.7세이었으나 1980년도에는 남자 62.7세, 여자 

69.1세로 증가하 으며 2000년에는 남자 72.1세, 여자 

79.5세로 증가하 으며 2010년에 상되는 평균 수명

은 남자 75.5세, 여자 82.2세로 증가 할 것으로 측 

되고 있다. 한 2000년도에 체 인구에서 65세 이

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 사

회(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이상)에 진입해 있으며 

2019년에는 고령 사회(14%이상), 2026년에는  고령 

사회(20%이상)이 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이르는데 걸린 연수는 랑스는 

11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 등이지만 우리나라는 19

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

로 측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화에 따른 노인들의 

신체 , 정신 사회학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사

회 반에 걸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변

화들을 비하기 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의학 으로 노화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몸

이 겪게 되는 육체 , 정신 , 사회  변화를 포 하

는 개념이다. 그러나 의의 노화는 주로 세포의 손

상과 기능의 하에서 오는 신체 인 변화를 의미하

는데 이러한 육체  노화는 이미 30 에 시작되게 된

다. 반면 정신  노화는 생물학  노화에 비해 개개

인 차가 큰 편으로 나이가 들어 갈수록 기억력은 감

소하지만 통찰력이나 직 력은 성숙하게 된다.

  최근 사람의 기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신체

노화와 련하여 많은 의학  지식을 갖게 되었다.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들은 세포 내 단백질 생성의 

하, 면역기능의 하, 지방량의 증가, 근육량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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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그리고 골 도의 감소 등이다. 본란에서는 노인에

서 노화의 원인과 노화에 의해 나타나는 정신 신체

인 변화와 특성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화이론

  사람은 왜 늙는 것이고 과연 얼마나 오래 살 수 있

을까?  과학은 이 질문에 한 답을 여러 가지 

노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의학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노화이론은 로그램이론, 손

상이론, 신경내분비 이론, 유  조  이론 등이다.

    1) 로그램 이론

  로그램 이론에 의하면 생명체의 수명은 마치 세

포의 유 자에 생물학  시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세포는 분열하지 않고 고사되도록 로그램 되어 있

다고 말한다. 즉 생물의 노화와 죽음은 유 자 내의 

설계 도면에 따라 미리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게 된

다. 생명체마다 이 정해진 수명의 기간은 다른데 쥐

는 최  수명이 2년이고 거북이는 150년이며 침팬치

는 40년이다. 사람의 경우 한 세포의 수명과 최  분

열 가능 회수를 곱함으로써 추정되는 최  수명은 약 

120세이다. 미래 의학에서 최  수명 기간을 결정하

는 유 자 암호를 분석하고 알아낸다면 생명체의 기

간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공상 과학에서나 

가능한 이러한 일들이 유  공학의 발 으로 멀지 않

은 시간에 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러

면 인간의 수명이 부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세포의 손상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

다.

    2) 손상 이론 

  세포는 일상 생활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되고 이러한 손상이 축 되면서 

세포 내 각 기 의 기능들이 하되어 사람은 유 자

에 정해져 있는 최  수명 기간보다 빨리 죽게 된다

는 이론이다. 세포의 손상은 유리 라디칼에 의해 

래된다. 유리 라디칼은 사람이 방사선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체내에서 발생시키는데 즉 세포의 벽

을 손상시켜 외부로부터 유해 물질이 들어오게 하고 

단백질을 변화시키며, 심지어 유 자까지 공격하여 

변화시킴으로 정상 인 세포분열을 방해하고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하여 암세포가 되게 한다. 유리 

라디칼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세포의 정상 사 과정에서도 생성되게 

되는데 이를 활성 산소라 부른다. 우리의 몸 속에는 

이러한 유리 라디칼이나 활성산소를 화시킬 수 있

는 방어 시스템이 있어 세포를 보호하고 있다. 비타

민 A, C, E, B 복합체와 굴루타치온, 베타 카로텐, 

한 여러 가지 식물성 화학소나 각종 무기질 등이 활

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손상을 막아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들이 즐겨 먹고 있

는 인스턴트 식품들이나 살충제와 방부제가 다량 함

유되어 있는 음식물들은 이러한 양소들이 결핍되어 

있고 다량의 유리라디칼을 생성 시키므로 세포노화와 

질병에 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손상 이론에 따라 

식생활을 개선하고 양소 공 을 충분히 해 다면 

세포의 노화를 막아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병을 방 

할 수 있게 된다.

    3) 신경 내분비 이론 

  노화 이론  신경 내분비 이론은 시상하부-뇌하수

체 축을 세포 노화의 종합 조 기로 간주하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축의 부 으로 말미암아 내분비 기

의 기능이 하되어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

한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 속의 성

장호르몬, 성호르몬, dehydroepiandrosterone sulphate 

(DHEA), 멜라토닌, 갑상선 호르몬 등의 호르몬들은 

분비량이 어 들게 되는데 이것이 세포 노화와 

한 계를 갖고 있다. 호르몬의 역할은 우리 몸을 구

성하고 있는 3조개의 세포들의 기능을 유지하고 균형

을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다. 호르몬은 세포막에 부착

되어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 내로 들어가 핵의 

염색체에 부착하여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각종 

신호들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나이가 듦에 

따라 호르몬의 분비량이 어 들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최 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노화에 따른 신체의 변화

  노인들의 신체 인 변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숙

지하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한 삶은 물론 정신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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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할 수 있는 노인 

문화를 만들어 가기 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

다.

    1) 신장의 변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장은 감소하게 된다. 일반

으로 40  후반까지 신장이 증가하지만 80세가 되

면 자신의 최  신장에서 약 5 cm정도 신장이 감소

하게 된다. 그 원인은 자세의 변화, 척추의 면 만

곡, 척추 디스크의 압박, 척추 성장의 변화 등 척추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 주 원인이고 흉부와 사지의 

강의 축, 고 과 슬 의 경사도 증가 등도 

향을 미친다. 하지만 하지골의 길이는 체로 변하

지 않는다. 족부에서는 의 변화가 신장의 길이를 

게 한다.

    2) 체 의 변화

  남자의 체 은 50  반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60∼70 에 한 감소를 보인다. 여자의 

경우 60 까지 증가한 후 남자보다 느린 속도로 감소

한다. 이와 같은 체  변화는 육체  활동의 정도와 

양 상태에 따라 달라 개인차가 있다.

    3) 체 구성의 변화

  75세 노인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세 성

인에 비해 두배 정도가 된다. 특히 내장 장기의 지방

이 축 되게 되는데 이러한 상은 여러 가지 노화 

련 질환들 즉 당뇨병, 고 압, 동맥경화 등 순환기

계 질환, 기타 사성 질환들에 부정 인 향을 

다. 제 지방 체 의 감소는 주로 상지와 하지의 근육

의 감소에 의해 나타나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노인들

의 독립 인 생활과 삶의 질에 부정 인 향을 주게 

된다.

    4) 피부  체모의 변화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의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에서는 주로 표피층과 진피층 사이에 있는 

기  세포층의 세포들, 즉 기 세포, 멜라닌 세포 등

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면역기능에 여하는 

Langerhans 세포가 격히 감소하여 피부 면역 반응

이 감소하게 된다. 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진피

를 형성하는 결합 조직  교원 섬유나 탄성 섬유가 

변성을 일으키고 변성을 일으켜 탄력을 읽게 된다. 

그리고 피부의 액 순환이 나빠져서 노인성 습진, 

소양증 등이 생기기 쉽다.

    5) 신경계의 변화

  뇌 량의 감소는 체  감소에 비하면 감소폭이 

지만 80세에 이르면 20세에 비해 70% 정도가 된다. 

그리고 뇌의 류량과 산소 소비량은 연령과 함께 감

소하여 7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 15∼20%의 뇌 

류량의 감소가 일어난다. 동맥 경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소폭이 더욱 크다. 그러나 이러한 해부학 인 

변화가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향은 비교  크게 나

타나지 않는다. 계산, 사고, 분석, 추상 등의 기능은 

기억력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 않으며 이해력 단력 

등의 기능은 오히려 원숙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6) 감각기 의 변화

  (1) 시각: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안과 부  조직의 

축으로 상안검이 내려가고 물샘의 기능 감소로 

물의 생산이 감소하여 각막이 건조하게 되며 물 

구멍의 외반으로 유루증이 흔하게 된다. 동공의 크기

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수정체의 변성이 

동반되며 수정체의 혼탁으로 백내장이 생긴다. 60세

가 되면 20세에 비해 30%정도의 빛만이 망막에 도달

된다.

  따라서 노인들이 독서를 할 때 는 많은 양의 빛이 

필요하다. 한 노화 상으로 수정체가 차 황색으

로 변하여 노인들은 청색, 녹색, 보라색 보다는 색

과 황색을 더 잘 구별 할 수 있다. 수정체의 탄력성 

감소와 모양체 근의 축으로 의 조  능력이 감소

하는 노안은 약 30 부터 서서히 오게 된다. 한 노

화에 따라 시세포의 기능이 감소하고 망막이 변성되어 

시력장애가 온다.

  (2) 청각: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25∼60%에서 

화에 장애를  정도의 청력 장애를 갖고 있다. 노

인성 난청은 40 부터 양측성으로 오고 고음력부터 

하되는 특징이 있다.

  (3) 미각: 미각의 변화는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가 축하면서 미각도 감소된다. 그러나 

미뢰의 숫자는 감소하지 않고 미뢰에 한 자극 반응

도 감소하지 않는다.

  (4) 후각: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비 막은 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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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엷어진다. 이 때문에 흡기의 습도, 온도의 유지 그

리고 먼지 등의 여과 작용이 나쁘게 되어 감염의 

험성이 증가 한다. 후각은 50세가 되면 격히 감소

되기 시작하며 뇌의 후각 인지 부분도 퇴화하게 된

다. 80세가 되면 후각의 기능이 최  정 의 시기에 

비해 50%로 감소한다.

    7) 심 계의 변화

  안정시 맥박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최  심박수는 

감소하며 심박출량은 매년 1%씩 감소하여 쉽게 피로

를 느낀다. 의 탄력성이 감소하여 수축기 압이 

상승하게 된다. 한 노인에서는 심근의 섬유화와 경

동맥의 동맥 경화로 인해 반사 기능에 변화를 주어 

심장 박동수와 리듬에 변화가 올 수 있다. 

    8) 호흡기계의 변화

  총폐활량은 감소하지 않지만 폐의 탄성도가 감소하

여 잔기량은 증가한다. 70세가 되면 잔기량은 30∼

50% 정도 증가하며 폐활량은 40∼50% 감소한다. 폐

쇄 용 이 증가하여 분비물이 폐에 고이기 쉽고 기침 

반사 작용이 약하여 감염에 걸리기 쉽다.

    9) 신장기능의 변화

  30 에 비해 80 는 신장의 크기가 25∼50% 로 감

소한다. 특히 신장 피질의 손실이 두드러지며 소변을 

최 로 농축시키는 네 론이 매우 감소한다. 한 75

세가 되면 사구체의 반 인 경화가 30% 정도 나타

나며 동맥의 노화 상으로 신장의 류가 감소한다. 

그러나 사구에 여과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

아티닌의 농도는 변화가 없는데 이는 노인에서 근

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10) 생식기계의 변화

  여성들은 수명에 비해 생식 능력이 일  소실되지

만 남성들의 생식 능력은 고령의 노인에서도 유지된

다. 폐경기에는 난소의 에스트로젠이 격히 감소하

여 자궁  질의 축이 오고 분비물의 감소로 성교

통을 느끼고 요실 이 래된다. 남성에서는 정자세

포가 지속 으로 형성되므로 생식능력이 서서히 감소

된다. 남성호르몬의 하로 근육량 감소, 체지방량 증

가. 성욕의 감소, 자신감 결여 사회  고립감 등의 변

화들이 래 된다. 성교의 횟수도 감소하지만 노화에 

따른 향의 정도와 환경  향의 정도를 구분하기 

어렵다.

    11) 삶의 만족도

  남성 노인에서 삶의 만족도와 련된 요소들은 여

성 노인과 다르다. 남성은 자신의 정서 , 육체  만

족감과 부인의 정서  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요한 

측 인자 이지만 여성은 남편의 인격 특성 보다는 

가계 수입  여가 활동이 더욱 요한 측 인자로 

나타났다. 노화에 따라 경제 형편이 나빠지고 재정 

수입원이 감소되고 친구를 상실하며 활동력이 감소하

지만 일반 으로 매우 늙은 노인을 제외하고는 삶의 

만족도가 감소되지 않는다. 한 개의 노인들은 스

스로 측 할 수 있는 변화에 잘 응한다. 를 들

어 노년에서 남편의 상실을 년 나이보다 더 잘 

응한다. 한 개 노인은 은이들 보다 스트 스 

반응이 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차이는 노인은 

자극에 민감도가 하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노인에서 흔한 문제들

  60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 1000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노인들에게 흔한 7가지 건강 문제를 알

아본 결과 작곤란(60%)이 가장 많았으며 그외 치과 

보철물(38%), 시력장애(33%), 활동을 제한하는 발 문

제(19%), 청력장애(17%), 보행곤란(15%), 백내장(10%) 

등의 순이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흔한 

건강상 문제의 유병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되었고 남녀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

인들은 7가지 흔한 건강문제  한명당 1.92개를 갖

고 있었다. 한 인지기능을 15개의 설문조사를 토

로 조사한 결과 인지기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 고 여자가 남자보다 인지기능의 장애가 높았으

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성별의 차이가 심했다. 

노인들에게 흔한 정신  건강 문제는 피로감(35%), 

기억력 감퇴(52%), 수면곤란(41%), 걱정-긴장(41%), 의

욕 감퇴(39%), 우울(34%) 등이었으며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