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나르는 몸속 일꾼, 헤모글로빈
조직세포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혈액내의 적혈구로 들어가서 물과 만나
탄산이 되었다가 이온 분리된다[CO2+H2O→H2CO3→H++HCO3-]. 이온 분리
된 HCO3-이 적혈구를 빠져나와 혈장에 용해되어 운반된다.
폐 쪽으로 가면 HCO3-가 다시 적혈구로 들어가서 반대 반응을 거쳐 이산화탄
소가 되어 폐 밖으로 나간다[HCO3-+H+→H2CO3→CO2+H2O]. 따라서 이산화
탄소를 주로 운반하는 것은 혈장인 것이다. 일부분의 HCO3-는 혈장에서 소금
성분인 Na+과 결합하여 NaHCO3 상태로 운반되기도 한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H2CO3)이 되고, H+이 많아지면 산성화가 되
어 pH가 내려간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와 pH는 반비례 관계이다. 물에
탄산(H2CO3)이나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소다; NaHCO3)이 있으면 이산화탄소
가 발생된다. 사이다와 콜라 같은 음료 속에 탄산(H2CO3)이 녹아 있으며, 이
러한 음료에서 발생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또한 샴페인을 흔들어서 뚜껑
을 터트리는 기체도 이산화탄소이다. 샴페인 속에도 탄산이 들어있기 때문이
다.
폐에서 혈액으로 넘어온 산소는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에 의해 온 몸의 조
직세포로 운반된다. 보통 헤모글로빈 1분자는 산소 4분자를 운반한다. 폐포에
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포화 반응이라 하고, 헤모글로빈에 결
합되어 있던 산소가 조직세포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해리 반응이라 한다. 일반
적으로 [포화도+해리도=100%]이며, 포화도와 해리도는 반비례 관계이다.
포화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당연히 산소가 많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이산화탄
소가 적어야 할 것이다. pH가 높을수록 포화 반응이 잘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농도와 pH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이다. 온도는 낮을수록 포화 반
응이 잘 일어난다.

폐에는 외부의 공기가 드나들므로 온도가 비교적 낮고, 차가운 계곡 물에 산소
가 많이 녹아있고, 온도가 높은 하류에는 산소가 적게 녹아있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어 질 수 있다. 해리 반응은 포화 반응과 반대로 산소가 적고, 이
산화탄소가 많으며, pH가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난다.

모체는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를 태아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태아보
다 해리도가 높고, 반면에 태아는 모체에서 넘어오는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결
합하기 때문에 모체보다 포화도가 높다.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
반하고 근육 속의 미오글로빈은 산소를 저장한다.
따라서 헤모글로빈이 미오글로빈에게 산소를 넘겨주므로 헤모글로빈의 해리도
가 미오글로빈보다 비교적 높고, 미오글로빈의 포화도가 헤모글로빈보다 비교
적 높다.
사람이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하여 포화도가 낮아지고, 산소가 많은
평지로 내려오면 포화도가 올라간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산소가 적은 고산
지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저지대에 살고 있는 동물들보다 포화도가 높게 적
응하고 진화하였다. 따라서 산양이 들양보다 포화도가 높고, 네팔인이 네덜란
드인보다 포화도가 높다.
등반가들은 보통 해발 3000m 이상의 산악 지대를 고산이라고 한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 중의 산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산소마스크 없이 등반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산소가 적어지면 포화도가 낮아져서 조직세포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해발 0m에서 포화도는 97% 정도이며, 일상 생활에서 동맥혈의 포화도가 60%
이하이면 인체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져 인공호흡 없이 생존하기 힘들다. 이
러한 한계를 딛고 산소마스크 없이 해발 8848m에 이르는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등반가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처음으로 ‘박 영석’ 씨가
무산소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였다.
사람이 고산 지대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스스로 고산 지대에 적응하려는 생리
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호흡수 증가, 헤모글로빈 증가, 폐활량 증가, 모세혈관
의 증가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 결국 조직세포의 산소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
로 적응이 진행된다.
이러한 적응 반응은 천천히 진행되므로 갑자기 고도가 높은 나라를 여행하거
나 고산을 등반하게 되면 적응 불능 상태에 빠져 사망할 수도 있다.

보통 사람이 산소마스크 없이 물 속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1분을 넘기지
못하지만 해녀들의 경우에는 최대 20m까지 잠수하여 2-3분 정도 참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한 번의 호흡으로 잠수한 최고 깊이는 쿠바 태생의 피핀이 1995년에
세운 127m로, 이 때 소요된 시간은 2분 28초이다. 보통 사람이 50-60m 이
하로 잠수할 경우 가슴이 찌그러져 생존하기 힘들지만, 피핀과 같은 사람들
은 특별한 능력과 훈련으로 맥박을 1분에 18회까지 떨어뜨려 깊은 곳까지
잠수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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