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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은 열린회로입니다. 실뭉치의 한쪽 끝을 잡고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파를 어슷하게 써는 것도 넓은 단면

실뭉치를 삼키게 한 후 다른 한쪽 끝이 항문으로 나오면

적을 확보해 좀 더 많은 성분이 우러나오게 하려는 것입니

양끝을 잡고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을 다물고

다. 요리도 소화도 표면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항문에 힘을 주어도 소화기관은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혹시 어릴 적 할머니께서 우유에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삼킨 음식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걸 본 적이 있나요? 또는 우유에 설탕을 넣어 먹겠다는 나

음식물이 작은 입자로 변해 소화관의 점막세포를 통과해

를 극히 말리셨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요? “왜요?”라는

야만 합니다. 작은 입자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이루는 포도

질문에 할머니나 어머니가 딱히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

당,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지방을 이루는 유리지방산

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분명 소화적 관점에서는 매

과 모노글리세라이드 등을 말합니다. 음식물이 이런 작은

우 과학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

입자가 되려면 소화효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화효소

습니다.

가 음식물의 표면에 작용하므로 음식물의 표면적이 넓을

포도당과 나트륨은 함께 있어야 소화관 점막의 운반체

수록 소화가 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열심히 씹

를 통해 흡수됩니다. 그러나 포도당 자리를 단백질의 구성

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음식물의 표면적을 넓혀 소화가 잘

성분인 아미노산도 차지하려 하기 때문에 포도당과 아미

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면 표면

노산은 경쟁 관계입니다. 우유가 맛이 없다고 설탕을 넣어

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먹으면 아미노산의 옆자리에 아미노산 경쟁자인 포도당을

있습니다. 씹지 않고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이유가 이 때

배치한 셈이 됩니다. 이후 둘이 죽도록 싸우도록 말이죠.

문입니다.

우유에 설탕을 넣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3미터쯤 되는 소장을 잘라서 펴놓으면 점막에서 흡수

우유를 먹는 목적이 단백질의 섭취에 있다면 말이죠. 초

를 담당하는 융털돌기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략 테니

코, 딸기, 바나나 등 달콤한 맛 우유가 긴장해야 할 이유입

스코트만 한 넓이입니다. 소화는 물론 흡수하는 과정에서

니다.

도 표면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식 중에서 표면적을

예측하셨겠지만 우유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 중 하나는 전 세계인이 즐겨

소금을 넣어 먹는 것입니다. 우유의 아미노산이 소금의 나

먹고 있는 국수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가는 국수로 만들어

트륨과 함께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고기를

표면적을 넓히면 아주 작은 열에너지로도 국수 전체를 짧

포함한 모든 음식을 짭짤하게 먹으려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은 시간 내에 익힐 수 있습니다. 만일 밀가루 반죽을 그냥

이유입니다.

익혀서 먹는다면 열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속

하이에나는 아프리카의 청소부로 불립니다. 상상할 수

까지 익히려면 겉은 눌어붙거나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빈

없을 정도의 소화력으로 뼈와 썩은 고기는 물론 사슴의 뿔

대떡과 피자, 어슷하게 썬 떡국 모두 표면적을 넓게 만든

이나 발굽까지 먹어 치웁니다. 썩은 고기를 먹고 배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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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 것이 신기하지만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를 더 좋

반드시 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트림을

아합니다. 대머리독수리도 썩은 고기는 물론 동물의 뼈까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트림을 시켜 아이가 토하는 것을

지 먹어 치웁니다. 하이에나나 대머리독수리가 썩은 고기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트림을 시키면 토를 하지 않

와 뼈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산에 답

는 걸까요. 아기는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약합니다.

이 있습니다. 이들의 위산은 pH가 1입니다. 사람의 pH가

따라서 먹은 젖이 역류해 토하기 쉽습니다. 우유를 먹을

2이니 산도가 10배쯤 강한 셈입니다. 혹 상한 음식을 같이

때 함께 삼킨 공기가 위의 압력을 높이는 것도 문제입니

먹고도 유달리 배탈이 잘 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들

다. 따라서 우유를 먹인 뒤 아기를 어깨에 메고 등을 두드

의 위산도 하이에나나 대머리독수리처럼 pH가 보통 사람

려서 트림을 시키면 위압이 낮아져 아기가 토하는 것을 막

들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이에나나 대머리

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식후에 아이를 트림 시키는 이유

독수리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입니다.

위산 분비는 단백질로 된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 만

단것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하

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초식동물은 위산을 적게 분

고 또 즐깁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단맛을 좀 더 좋아하

비하는 반면 풀을 잘 소화시키기 위해 긴 창자를 갖고 있

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단맛을 좋아하기보다는 쓴맛

습니다. 소나 사슴과 같은 초식동물의 배가 불룩한 이유는

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 사람의 약 25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소화기관이 길기 때문입니다. 치타

센트는 보통 입맛보다 좀 더 민감한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

나 사자 같은 육식동물은 창자의 길이가 짧아서 얄미울 정

다. ‘슈퍼테이스터supertaster’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보통

도로 배가 홀쭉합니다. 오랜 기간 육식을 주식으로 했던

사람들보다 쓴맛에 대한 민감도가 3배쯤 높으며 전반적으

서양인들은 육식동물처럼 창자가 짧아서 상체가 짧고 하

로 채소를 싫어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

체가 깁니다. 반면 쌀을 포함해 채식을 주식으로 했던 동

브로콜리, 양배추 등 덜 단 채소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

양인들은 긴 창자 때문에 서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체

들은 주로 단 음식을 즐겨 먹고 이들 중 다수는 비만이기

가 깁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

도 합니다.

면서 자기 부모와는 달리 체형 역시 서구화되는 것을 보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처럼 모든 동물이 단것을 즐기는 것은 아닙
니다. 달콤한 열매를 먹을 줄 아는 척추동물은 과일박쥐와

식도는 위산에 약합니다. 위벽은 비교적 산에 강하지

같은 일부 동물을 제외하면 원숭이, 유인원, 사람 정도가

만 식도의 벽은 역류한 위산에 의해 쉽게 손상됩니다. 위

전부입니다. 열매는 풀보다 영양가가 높은 매력적인 먹거

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정상이면 위액이 쉽게 역류하지

리입니다. 하지만 열매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열리는지

않지만 괄약근이 느슨해지면 위액이 역류해 역류성 식도

기억해두지 않으면 열매를 제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즉,

염을 일으킵니다. 비만이나 위산 과다 상태에서는 괄약근

열매를 즐기기 위해선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뇌가 좋아하

이 정상이라도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류

는 영양소가 달콤한 열매에 있는 포도당이라는 것은 우연

성 식도염 환자는 되도록이면 식후에 금방 눕지 말고 눕더

이 아닐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라도 왼쪽으로 눕는 것이 역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

여러분은 열매와 풀 중 어느 쪽을 좋아하십니까? 열매

다. 담배는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을 약화시킵니다. 역

라 외치는 많은 분들께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열매의

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과다한 섭취는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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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나흥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1990년 모교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
래, 기초의학인 생리학 연구와 학생 교육에 매진하고 있
다. 고려대학교 우수 강의상인 ‘석탑강의상’을 19회 수상,
2017년 「중앙일보」가 선정한, 전국 17개 대학 32명의 대학
교수 ‘강의왕’ 중 한 명이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케이무크
(KMOOC, 일반인 대상 온라인 공개강좌)에서도 최고의
강의 평가를 받으며 2017년 교육부총리 표창장을 수상하
는 등 학생 교육뿐 아니라 과학의 대중화 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생리학회 이사장, 한국뇌신경과학회 회장, 한국뇌
연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경병증성 통증 실험동물모델’에 관한 연구가 독
일 슈프링거Springer 출판사에서 발간한 ‘통증백과사전
Encyclopedia of Pain’에 실렸고, 그의 이름이 세계 3대 인
명사전 ‘마르키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
는 등 연구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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