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권 오 길

   



64 / 國立大學圖書館報 第26輯

『외할머니 → 어머니 → 나로 내림 하는 미토콘드리아』

사람은 어이하여 쉼 없이 숨을 쉬어야하고, 삼 시 세끼를 거르지 않고 태어나 죽을 때까

지 게걸스럽게 먹어 제쳐야 하는 것일까. 저 푸른 풀 나무처럼 이파리 가지를 활짝 펴서

태양에너지 받아 먹이 걱정 안 하고 살수는 없는 것일까. 그랬다면 목구멍에 풀칠하는 호

구지책(糊口之策) 걱정 없어 이렇게 아귀다툼 없이 살아가련만. 여기에서 숨을 쉰다는 것

은 곧 산소( O₂)를 세포에 전하는 것이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영양소를 역시 세포에

보내기 위함이다. 산소나 영양분이 피를 타고 100조 개의 세포에 가서 어떤 과정을 밟아

어떻게 바뀌어서 무엇이 된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세포호흡(細胞呼吸,cellular respiration)

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 때 나오는 에너지(ATP)를 얻지 않고는

살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은 양분과 산소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라는 세포소기관

(細胞小器官, organelle)에 도달하여 거기에서 영양분이 산화(분해)되어서 에너지(ATP)와

열(heat)과 CO₂를 내게 된다. 산화(酸化)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재빠른 산화인 불

이 타는 연소이고, 다른 하나는 효소라는 물질이 관여하는 아주 느린 산화를 하는 것, 즉

세포호흡인 것이다. 둘 다 산화하여 열과 에너지를 내는 것은 같다. 아무튼 우리는 이 에

너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그때 나오는 열을 써서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산소가 없으면 먹거리를 산화시키지 못하기에 힘을 쓰지 못한다. 때문에 미토콘드

리아는 세포에서 열을 내는 '난로'요 에너지를 내는 '발전소'라 부르고, 양분과 산소는 삶

의 정수, 에센스(essence) 바로 그것이다. 한마디로 생명력(vitality)을 유지시켜 주는 본산

지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이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호흡과정이 엽록체의

광합성 과정만큼이나 복잡다단하다. 세상에 쉬운 것이 없고 녹록하게 볼 것 또한 하나도

없다.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물, 무기염류는 에너지가 들어 있지 않고 오직 삼대영양소(탄수화

물, 지방, 단백질)만이 에너지를 낸다. 이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서 얻은(생성된) 것일까. 알

다시피 녹색식물(綠色植物)의 엽록체에서 잎의 기공(氣孔,stoma)으로 들어온 이산화탄소와

뿌리가 빨아드린 여러 양분(비료)을 재료로 태양에너지(햇빛)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길이가 1㎛(1000분의 1mm)정도로 둥글고 길쭉한 소시지나 원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작은 알갱이'이란 뜻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세포 속에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시절, 약 15억 년 전에 독립해서 살던 원핵(原

核, 핵이 없는) 호기성세균(好氣性細菌)이 숙주(宿主)인 진핵(眞核, 핵이 있는) 세포에 끼어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둘 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실제로 이 미토콘드리아도 엽록체처럼 세균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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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만 해도 핵에는 핵DNA(nuclear DNA,nDNA)가, 미토콘드리아는 따로 DNA(mitochondrial

DNA,mtDNA)가 있어서 숙주세포의 분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그 수를 늘려나간다.

그런데 재미나는 일이 있다. 아니, 운동을 하면 그 영향이 세포에까지 미친다니 말이다. 운

동을 열심히 하면 그 수가 다섯 배 내지 열 배까지도 증가한다니 운동의 의미를 이 미토

콘드리아에서 찾아도 좋겠다. ‘용불용설’이란 이론이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에까지 미친다

니..! 운동을 하면 '세포의 난로' 즉 '세포의 발전소'가 늘어가니 먹은 것이 술술 잘 산화되

어서 열과 에너지가 슬슬 잘도 빠져 나온다! 근력이 어쩌고 폐활량이 늘고 하는 것이 운동

의 상식적인 의미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mtDNA는 nDNA 양의 0.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16,500개의 염기(뉴클

레오티드,nuclotide)로 구성되어있으며 37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엽록체는 더 많아서

120개의 유전자를 갖임) 13개는 일부 구성물이나 효소가 되는 단백질을 만들고 나머지 22

개는 스물 두 가지 형(type)의 운반 RNA(transferRNA,tRNA)를, 나머지 2개는 리보소옴

RNA(ribosomal RNA,rRNA)를 만드는데 관여한다. 미토콘드리아 속에도 단백질 합성 공장

인 리보솜도 있어서 거기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고 하니 세포 속의 작은 '독립국'을 이

루고 있다하겠다. 원래는 완전 독립체였으나 늙은 시어머니 곳간 열쇠를 며느리한테 넘겨

주듯 핵에 많은 기능을 이양해버려 '속국' 상태가 되었고, 필요한 단백질이나 효소를 거의

핵에 의존한다고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세균적 특성을 보도록 하자. 즉, 다음 여러 예들이

미토콘드리아는 세균이 바뀐 것이라는 단서를 제공한다. 어디 보자. ①핵의 DNA는 길쭉하

고 선상(linear)인데 반해서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세균의 것처럼 한 개의 고리모양

(circular, 그것이 세균의 염색체와 일치함)을 하고 있고, ②그것을 분리하여 시험관에 넣어

두면 상당한 기간동안 DNA, RNA와 단백질을 합성하고, ③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과

같은 세균에 치명적인 항생제를 처리하면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해를 입으나 세포질에

는 영향을 못 미치고, 사이크로헥사이드(cyclohexide) 같은 세균에 영향을 못 미치는 약품

을 처리하면 세포질은 생성 억제를 일으키나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며, ④분열과정을 보면 세균과 똑같이 밖에서 안으로 잘려 들어가며, ⑤앞에서도 언급

하였지만 숙주 세포는 분열하지 않는 간기(間期,휴지기)인데도 이것들은 분열을 수행하고,

⑥단백질 합성 부위인 리보솜의 구성이 세균인 대장균의 것과 똑 닮아있다. 어쨌거나 미토

콘드리아와 엽록체의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샅샅이 뒤져내어 세포의 변화(진화)과정에서

이것들이 새로이 생겨난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를 정설로 받아드리고 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흰소리로 들려도, 학자들이 “배나무에 사과가 열린다.”고 허망한 궤변을 늘어놔

도 우리야 할 말이 없지 않는가. 그들의 주장을 맹목적이고 절대적으로 믿지 않을 수가 없

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지. 아무튼 싹 줄여서 말하면 모든 동식물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세균이 세포에 들어앉아서 된 것이라는 말이고, 창조주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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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둔 보물(비밀) 하나를 찾아 낸 듯 학자들이 흥분을 하지만 우리는 어쩐지 씁쓸하고 을씨

년스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역시 무지한 탓이리라.

그런데 사람에서 소나무까지 양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를 모계

(母系)에서 받는다. 다른 말로 모계성 유전(maternal inheritance)을 한다는 것인데, 식물에

서도 꽃가루에 들어있는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는 씨앗을 만드는데 전연 관여하지 못하고

단지 암술의 배낭의 것만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런 유전을 '세포질유전(cytoplasmic

inheritance)'이라고도 하니 핵 속의 유전자(‘핵 유전’)가 아닌 세포질에 들어있는 물질(것)

이 유전을 결정한다. 수컷들은 들러리다, 자식 만들기에서는. 어쨌거나 핵의 염색체(유전자)

만이 유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포질도 한 몫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피톨

에 묻어둔 유전자'라고 하듯이 내림물질인 유전질은 무서운 것이다. 자식이 지아비를 닮고,

그 아비를 그 자식이 빼 닮아가니 말이다.

사람에서 그 예를 더 보도록 하자. 사람의 정자에는 150개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

으나 수정한 후에 난자는 그것을 군식구, 이물질(異物質)로 생각하여 모두 파괴해 버린다

고 한다.(지금까지는 희석되어서 기능을 잃는 것으로 앎) 그러나 난자에는 30만개가 넘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엄마의 것만이 자식의 세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말해서 모계성 유전을 한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받은(내 세포에 들어있는 그 많은

미토콘드리아) 것은 어머니에서, 그리고 어머니는 외조모(外祖母)에서 물러 받은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외탁한다! 어디 미토콘드리아 뿐일라고. 세포막은 누구에서, 또 세포소기관

을 품고 있는 세포질은 누구에서 물려 받았단 말인가. 역시 외탁이다! 난자는 정상 세포로

난핵 외에도 세포내용물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정자는 세포질을 죄다 잃어버리고(꼬리 만

드는데 힘을 다 쏟음) 정핵과 꼬리 뿐 남은 것이 없다. 그러니 세포막도 세포질도 모계성

유전을 한다. 수정 이야기만 나오면 어쩐지 아버지는 반편스럽고 헛 개비가 되고 만다. 자

식 놓고 아비는 큰 소리 치지 말 것이다. 엄마에게 모두 맡겨버려라. 치사하고 다랍다 여

기지 말고, 여태 무지(無知)함에서 자식은 내 것이라 착각을 한 것임을 절감해 볼 것이다.

목에서 힘을 빼시라.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순수무구(純粹無垢)하고 지고지순(至高至純)한

모정(母情)의 의미를 찾아 봐도 좋을 것이다. 미토콘드리아에 어머니의 사랑이 농축되어

감추어져 있다! 품안에 포실하게 보듬어 주시던 어머니를 아른 하게 떠올리게 하는 미토콘

드리아여!

다음 글은 조선일보 이 규태의 글(‘외할머니’)이다.

「외할머니와 동거하는 어린이의 사망률이 그러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절반이나 낮았다

는 보도를 접하고 보니 어릴 적에 배 아프면 외할머니 불러 배를 문지르고, 심하게 앓으면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던 일이 생각난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입김은 약 김이라 하지만, 가

난했던 삼남(三南) 산간 지방인지라 엄마가 바쁘기 때문에 외할머니 손을 빌리는 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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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반드시 그런 이유만은 아님을 시사하는 외할머니의 힘이다. 엄마 손보다 외할머니 손

이 약손인 까닭은 뭐일까. 손으로 환부를 어루만지면 플라시보 효과라 하여 의사(擬似)치

유 효과를 내기도 하고 손에서 발산되는 동물 자기(磁氣)의 작용으로 낫게 한다고도 한다.

그 무엇보다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기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편안함을

갖는 상태는 어머니와 체온이 같게 유지될 대인데, 그래서 심신의 불안․부조(不調)를 바

르게 하는 등온(等溫) 효과를 위해 손으로 배를 문지르고 호호 입김을 분다는 것이다. 아

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을 두고 세익스피어는 바보들만 사는 세상에 강제로 떠밀려

나온 것이 억울해 운다고 했지만, 자궁 속에서 유지돼 왔던 엄마와의 등온으로부터의 이탈

때문에 우는 것이다. 그 어머니의 체온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어머니요, 따라서 거

부반응이 극소화된 등온 유지 대상이 외할머니이기에 아이가 아프면 외갓집에 맡겼을 것

이다.

만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어도 편안한 사이를 허물없다고 한다. 허물이 없

다는 것은 예의․격식․도덕․규범이나 장유․남녀․반상․빈부 그리고 이해가 개재하지

않은 원초적으로 가장 편안한 사이다. 그런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 허물 때문에 생기는 긴

장․스트레스 등 심신의 부조(不調)로부터 해방된다. 가장 허물없는 사이가 어머니와의 사

이요, 잘잘못 가리지 않고 감싼다 하여 포용(包容) 원리라 하고 아버지는 잘잘못을 맺고

자르며 거리를 둔다 하여 단절(斷切) 원리라 한다. 위기를 당했을 때 아버지를 부르지 않

고 어머니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허물없는 거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

에게도 버릇을 잡는 단절 원리가 잦다보니 보다 허물이 없는 차선적 사이로 외할머니가

뜰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절은 없고 포용만 있는 외할머니와 더불어 있으면 누구보다 심

신이 편하기에 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잘 낫기에 사망률도 반감했을 것이다.

그게 다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하는 유전질의 작용임을 덧붙여 강조해둔다.

본론으로 되 와서, 난자에 이렇게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내재하고 있는 것도 별난 의미를

가졌다고 보겠다. 활동성이 아주 높은 사람의 간세포 하나에 자잘한 그것을 2000～3000여

개가 넘게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봐도 꽤나 많다. 그렇다면 운동과 미토콘드리아가 밀접

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맞는 말이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힘(에너지)과 열은 모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다. 힘이 많이 드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레 미토콘드

리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생물현상이다. 그리고 그 수는 생물에 따라서 또 조직에 따

라 다르다. 밀에는 대충 40여 개의 엽록체가, 개구리는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100만

개나 들어 있다고 한다. 중구난방이란 말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포 속에서 어떤 일을 맡아있는 것일까. 미토콘드리아를 '세포의 난로

'라거나 '세포의 발전소'라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먹은 음식물이 분해(산화)되어

서 열과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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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로 간세포의

것은 후딱 열흘을 살고 죽어나간다고 하니 꽤나 단명한 축에 든다. 세포 자체도 죽고 나기

를 반복하고 있으니 어림잡아 상피세포(上皮細胞)가 일주일 여 살고 백혈구 또한 일주일이

니 미토콘드리아도 이것들에 버금가는 아주 단기간만 그 기능을 발휘하고 만다. 적혈구만

해도 넉 달을 살고 죽어버리니 세포의 재생, 미토콘드리아의 신생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음

식을 먹어 줘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동물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만 있지만 식물세포에는 이것과 엽록체 둘이 다 들어있다. 흔히 말해서 엽록체는 광합성

(光合成)을 하고 미토콘드리아는 호흡(呼吸)을 한다고 하는데,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이산화

탄소(CO₂)를 환원시켜(CH2O 형태가 됨) 포도당을 합성하는 고정 과정(동화과정)이라면

(결과 O₂가 생겨남), 호흡은 반대로 이 포도당을 산화(산소를 써서)시켜서 이산화탄소와

열과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화과정)인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쓰고 그때 나오는 산

소는 동식물이 사용하니 동식물은 이런 점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돕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가. 아무튼 세균들이 변형하여 만들어졌다는 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없이는 생명(life)

그 자체를 논하지 못한다. 과연 위대한 피조물이요 일등이 아니라 하나뿐인(not number

one, but only one) 절품(絶品)이라 해야 하겠다.

아무리 그래도(아직도)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둘이 모두 세균이 변해서 되었다는

것. 저 초목(草木)의 푸름이 세균덩어리가 발하는 것이라고? 내가 쓰는 힘과 몸의 열이 음

식이 서서히 타면서 내는 이것도 세균 녀석이 하는 것이라니? 아무튼 마음의 에너지(ATP)

도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산하는 것이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튼튼하고 실한 것이다. 힘의

발산지가 다름 아닌 너, 미토콘드리아임을 알았다!

『 사람과 소나무 』

①

'송무백열(松茂柏悅)'이라는 말이 있다.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반긴다.'라

는 뜻으로 친구의 잘 됨을 기뻐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에서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벗으로 비유했으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 두 수종은 사촌뻘이 된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고약한 심보에 비하면 지음을 아낀다는 것은 참으로 갸륵

한 일이다.

소나무 하나도 그냥 지나쳐볼 일이 아니다. 자연에 흐드러지게 숨어 있는 비밀

이 곧 자연법칙인 것이니 하는 말이다. 길섶을 지나면서 쉽게 만나 볼 수 있는 소

나무에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즉 세 사촌이 있다. 소나무에 가까이 가서 솔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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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소나무는 이파리가 두 개씩 묶어 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재

래종 소나무 육송(陸松)이다. 연년세세(年年歲歲) 우리와 같이 살아온 그 소나무이

다. 자리를 잘 잡은 놈은 길길이 자라 낙락장송(落落長松)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땅딸보 왜송(矮松)으로 남는다. 그러나 낙락장송이나 왜송이다 다 똑같은 종

(種)이다.

이와 달리 잎이 짧고 뻣뻣하여 거칠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나무의 잎을 따

보면 잎이 세 개씩 묶어 나 있다. 이 소나무는 리기다소나무로 북아메리카가 원산

지이며, 병해충에 강하다고 하여 일부러 들여와 심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소나무가 있으니, 이파리가 유달리 푸르러 보이고

잎이 통통하고 긴 잣나무이다. 잎을 잘 관찰하여 보니 한 통에 잎이 다섯 개나 모

여 있지 않은가? 오 형제가 한 묶음 속에 가지런히 들어 있어서 다른 말로 오엽

송(五葉松)이라고 부른다. 소나무면 다 소나무인 줄 알았는데 잎부터 이렇게 다르

니 이것이 자연의 비밀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②

알고 보면 우리나라만큼 소나무가 많은 나라도 없다. 예로부터 소나무를 귀하게

여겨 다른 잡목(雜木)을 골라 베어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소나무가 많은 만큼

그 용도도 다양하다. 우리 조상들은 솔방울은 물론이고 마른 솔가지 삭정이와 늙

어 떨어진 솔잎은 긁어다 땔감으로 썼고, 밑둥치는 잘라다 패서 주로 군불을 때는

데 썼다. 솔가리 태우는 냄새는 막 볶아 낸 커피 냄새 같다고 했던가? 그뿐인가?

옹이진 관솔가지는 꺾어서 불쏘시개로 썼고, 송홧가루로는 떡을 만들었으며, 송진

을 껌 대신 씹었다. 더욱이 요새 와선 솔잎이 몸의 피돌기를 원활히 해준다 하여

사람들이 솔잎즙을 짜서 음료로 만들어 팔기에 이르렀다. 그 물이 달콤하기 그지

없으니 이는 설탕과 비슷한 과당이 많이 든 탓이다. 또, 솔잎에는 배탈이 났을 때

좋은 타닌(tannin)도 그득 들어 있다. 그래서 산사(山寺)의 스님들이 생 솔잎을 그

리도 많이 잡수셨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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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나무는 집을 지을 때에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우

리가 사는 집도 소나무로 지었고, 무덤을 지키는 나무 또한 소나무가 아닌가? 그

리고 죽은 시체는 또 어디에 누워 있는가? 소나무 널빤지로 만든 관이 저승집이

다. 바람 소리 스산한 무덤가의 솔잎 흔들림에 근심 걱정을 푸는 해우(解憂)의 집

이다.

늘 푸름을 자랑하는 만취(晩翠)의 소나무에는 영양소와 함께 우리의 넋이 들어

있고, 조상의 혼백이 스며 있다. 그러면서 소나무는 우리에게 절개(節槪)를 지키라

고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인간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소나무에 대해 어떤 이

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던가?

"금줄의 솔가지 잎에서 시작하여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니, 은은한

솔바람이 무덤 속의 한을 달래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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