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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 않고도 성공하는 방법을 식물은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없는 하등한 생명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구의 사진을 보라. 광활한 면적을 식물이 덮고 있다. 이만하면 성공한 것 아닌가? 게다가 식물은 

거의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거의 다 식물이거나, 아니면 식물을 먹고 

자란 것들이다. 그 많은 동물들을 먹여 살리면서도 그렇게 성공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식물은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먼저 식물의 특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1. 식물의 특성

1.1. 광합성 

  식물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것으로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 당을 만든다. 당을 만들어야 에너지로도 

쓸 수 있고, 세포벽과 같은 식물의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식물은 표면적을 넓힌 

구조로 진화했다. 식물의 잎은 대부분 납작하게 펴 있어서 표면적이 최대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면적이 커지면 

움직이기는 어려워진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운동성을 포기했다. 

1.2. 간단한 것을 먹고 필요한 것들을 직접 다 합성한다.  

  질소와 황, 인, 칼리, 등, 무기물질들을 흡수해서, 이런 간단한 것들을 써서 단백질, 지질, 핵산, 이차대사 산물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물질들을 만든다. 

1.3. 전형성능과 Indeterminate growth 

  식물의 모습은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수명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환경이 다르면 전혀 다른 모습의 식물로 자라난다. 다른 환경에 적응하려면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식물은 일부분이 다시 자라서 전체 식물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꺾꽂이를 보자. 잘라낸 

줄기에서부터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와서 결국에는 전체 식물이 될 수 있다. 

1.4.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들을 만들어 이용한다.    

  식물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한다. 식물이 만드는 수십만 가지의 이차대사 물질 

중에는 동물, 박테리아, 곰팡이 등, 다른 생명체에게 해로운 것들이 많다. 이러한 생명체들이 식물을 먹으면 

이차대사 물질들의 독성 때문에 해를 입고 더 이상 번식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식물에게 

위협이 되는 생명체들을 물리치는 기능을 한다. 우리 사람들이 재배하는 작물들은 이러한 해로운 물질들의 

함량이 낮은 것으로 계속 선발된 것이다. 식물이 만드는 화학물질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약품으로 이용하는 

것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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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액포에 독성물질을 저장한다.  

  식물은 대사과정에서 나온 독성물질이나 뿌리에서 잘못 흡수한 독성물질들을 각 세포 안에 있는 액포에 

보관한다. 그래서 액포가 꽉 차게 되면 그 잎을 떨어뜨려서 독성물질을 제거한다. 배설을 해서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동물의 무독화 기작과, 액포를 이용한 식물의 무독화 기작은 매우 다르다.     

1.6. 어려운 환경에서도 견디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종자를 만든다.  

  식물은 종자를 만든다. 종자는 어린 식물과 그 식물이 먹고 자랄 양분을 단단한 보호막으로 싼 것이다.  

종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어서, 바람이나 동물에 의해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고, 

자라기에 적합한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린 식물로 싹튼다.   

  이상에서 보면 식물은 우리 사람과는 매우 다른 생명체이며, 우리가 보기에는 움직이지 않지만 분자 

수준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성을 포기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식물은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뿌리 박고서 성공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식물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면, 우리 사람들이 당면한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