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발생 원인 Ⅰ
체내의 산소부족(anoxia)

산소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이는 영양공급보다 앞서
있다. 지금 당장 30 분 동안 숨을 멈추어 보라. 바로 산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암은 체내에서 산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결과 발생하는 질병이다.

물론 암 뿐만 아니라 만성퇴행성 질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산소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자.

• 바르부르크(Otto Heinrich Warburg) 박사 - 독일 생화학자, 세계적 암
연구학자, 노벨상
“암세포의 발생은 산소부족에 있다고 확실히 단정하고 있다. 인체의 세포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하는 유산소(aerobic)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면

생명을

이어

가려고

하는

생체

내의

세포는

변화를

일으키고

해당작용(glycolysis)을 비롯하여 무 산소(anaerobic)생활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
세포의 핵은 암세포의 핵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 셀리에(Hans Selye) 교수 - 캐나다 몬트리올 의학부 교수, 스트레스 학설로
유명
“혈관을 가볍게 묶어 생체 장기에 들어오는 혈액의 양을 줄이면, 그 장기에
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즉,

혈액의

유입량을

줄이면

산소의

‘헤모글로빈’의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산소 부족이 일어나게 된다.”

운반체인

•

노구치

히데요(野口英世)

박사

-

일본

태생,

세계적

병리학자,

만병일원론(萬病一原論)
“만병은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산소 부족(hypoxia)'이다”

무산소 해당(無酸素解糖 anaerobic glycolysis : 학술적으로는 嫌氣的)
말 그대로 산소 없이 당을 분해한다는 뜻이다. 산소 없이 화학작용을 한다는 뜻.
포도당 1 분자 : 10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관련된 효소의 도움으로 분해
되어 피부르산 2 분자를 만들고 포도당이 만드는 총 ATP 의 약 5% 인 2ATP 만
나온다.

① C6 H12 O6 ⇒ 2C3H4O3 +2(2H) +2ATP
(포도당)

(피루브산)

※ ATP :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화합물 포도당 1 분자량이 완전히 산화,
분해하면 38 개의 ATP 가 만들어지고 ATP 1 개에 약 7.3 ㎉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포도당 1 분자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277.4 ㎉가 된다.
7.3 ㎉ × 38ATP = 277.4 ㎉

위 ①에서 만들어진 피루브산 2 분자는 산소를 소비하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하지만 산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수소와 결합하여 락트산(Lactic acid)
2 분자로 되어버린다.

② 2C3H4O3 +2(2H) = 2C3H6O3
(피루브산)

(락트산)

여기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효소의 도움으로 일어나므로 락트산발효라 한다.
체내 산소가 부족하면 락트산은 더 이상 분해 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되게 된다.
근육에 락트산이 쌓이면 피로 후 통증이 오게 된다. 그래서 락트산을 피로물질,
혹은 통증물질이라고 한다.

이때 만약 산소만 풍부하게 공급되면 락트산은 수소를 떼어내며 즉시 피루브산이
된다. 이 반응에서 락트산 탈수소 효소(LDH : lactate dehydrogenase))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 락트산 탈수소효소와 암과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암세포와 종양은 무 산소 해당과정에서 나오는 소량의 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쉬지
않고 자란다. 에너지 발생량은 적으나 여기에만 의존해야 하니 정상세포에
비하여 포도당을 훨씬 더 많이 소비하며 종양 주위에는 그만큼 락트산이 더 많이
쌓인다. 이에 따라 수소이온이 많아지니 pH 도 떨어진다. 포도당 이외의 당인
프룩토오스, 만노오스, 갈락토오스, 펜토오스들도 이 과정에 들어와 이용된다.

무산소해당과정 :
1930 년대 독일의 생화학자들인 엠덴(G. Embden), 마이어호프(O. Meyerhof),

바르부르크(O. Warburg) 박사에 의하여 밝혀짐. 마이어호프와 바르부르크는
노벨상 수상

유산소 TCA 회로

유산소(학술적으로는 好氣的)라는 말은 산소를 많이 이용하여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 TCA 회로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귀중한 신진대사 과정
※TCA 회로 : 영국에서 활동한 독일 생화학자 크레브스 경과 리프만 박사에
의하여 발견, 1953 년 노벨상, 크레브스 회로 또는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한다.

앞의 ① 분자식에서 포도당 1 분자가 피루브산 2 분자로 분해 된 다름 피루브산이
세포핵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효소의 도움을 받으며
산소를 소비하여 다음단계의 중요한 신진대사 과정으로 들어온다. 여기에서는
포도당이 만드는 총 ATP 의 약 95%인 36 개의 ATP 가 나온다.

③ 2C3H4O3 + 6O2 + 2(2H) ⇒ 6CO2 + 6H2O + 36ATP
(피루브산) (산소)

(이산화탄소)(물)

③의 반응결과를 보면 산소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하므로
포도당은 신진대사의 중간 생성물인 노폐물이나 찌꺼기를 몸 안에 남기지 않게
된다. 물은 땀, 소변, 대변으로,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완전히 배출된다.

인체가 병과 싸우는 저항력이나 면역력도 이 에너지에서 나오므로 이 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 암 환자의 경우 TCA 회로의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몸

안에

락트산이

많이

쌓이고

에너지가

충분히

면역반응도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인 혈액검사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

만들어지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