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똥 및 화장실과 관련하여 조금은 들 알려져 있는 재미난 이

야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로 똥과 관련하여 상부상조의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는 동물과 식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가 수반

되면 더 훌륭한 내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재미있는 화장실 이야기 - 1

똥과 동·식물의 공생(共生)

조 의 현(화장실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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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주

_세상의 모든 변화는 화장실에서 시작된다_에서

많은 종류의 나무들은 좋은 비료

가 되는 동물의 똥을 얻기 위하여 탄

수화물이 가득한 열매를 맺어 새나

박쥐 등을 유혹하고, 이 열매를 맛있

게 먹은 새들은 질소가 풍부한 배설

물을 나무의 뿌리 주변에 떨어뜨려

거름으로 보답을 한다. 나무나 풀 등

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나 열

매에도 이렇듯 우리가 미쳐 생각하

지 못했던 나름대로의 역할과 의미

가 있었던 것이다.

토마토와 무화과의 씨는 사람의

소화계통을 통과하고도 멀쩡하여 씨

앗(종족)으로 퍼뜨려지기도 한다. 자

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나무 등

식물류는 자신의 맛있는 생산품(열

매)을 새들에게 제공하고, 새들은 이

들을 맛있게 먹은 감사의 대가(?)로

자신의 똥을 통하여 식물들의 종족

(씨앗)을 멀리까지 전파해준다. 어떤

씨앗류는 새의 내장을 통과하는 동

안 더욱 강해지는 것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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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기니의 산 덩굴식물은 가지에 곤충 똥을 모을 수 있는 특별한 용도의 ‘구덩이’가 자연

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식물은 개미들에게 항아리 모양의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

명하다. 덩굴식물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 개미들은 이 구덩이에서 배설을 하

는데, 여기에 모인 개미 똥 부스러기는 이 덩굴식물의 잔뿌리가 성장하는데 아주 휼륭한 밑

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이 구덩이는 덩굴식물과 개미 모두에게 서로 고마운 일종의 ‘공생 성

위생설비’라고, 세계적인 생물학자 랠프 A. 레윈(Ralph A Lewin)은 명명을 하고 있기도 하다.

바다가 고향인 바닷새는 바다에서 살게 되므로, 똥도 자연히 바다에 뿌려지게 된다. 바다

에 뿌려진 이 바닷새의 똥들은 바다를 오염시키기도 전에 바다에 서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에게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 된다. 그런데 플랑크톤은 같은 바다에 서식하는 또 다른 작은 물

고기들에게 아주 훌륭한 주식(主食)이 된다. 그런가 하면, 이 작은 물고기들은 다시 바닷새의

풍성한 식단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삼각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삼각관계

(?)도 일종의 상부상조 성 공생이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농축된 당분 용액으로 이루어져 ‘감로(甘露)’라고

도 불리는 진딧물의 배설물은 개미들이 즐겨 먹는 주식이다. 이러한 먹잇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미들은 진딧물에 모여드는 무당벌레나 기생충 같은 포식자를 쫓아내는 등 진딧물

보호에 앞장을 서기도 한다.

말레이시아 반도의 높은 우림지대에 서식하는 코뿔새 새끼들은 나무줄기에 구멍

을 뚫어 만든 자기 집의 입구를 통해 바깥으로 똥을 쏘아 버리는데, 이는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신의 주택(?)이 있는 나무에게 거름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일부 씨앗은 그곳에 뿌

리를 내려 새로운 생명을 싹트기도 한다.

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코프로스마(coprosma) 꽃은 독특한 구린내를 풍기는

데, 이 냄새를 맡고 파리들이 꾀어든다. 이 꽃에 모여드는 파리들은 그 대가로 꽃가루를 여기

저기로 옮겨주어 코프로스마의 번식을 도와준다. 꽃가루를 옮겨 줄 곤충을 꼬시기(?) 위하여

지저분한 냄새를 풍기는 부류로는 말뚝버섯 등의 버섯류, 호분성(好糞性) 이끼류 등이 더 있

다.

식물들을 주식으로 하는 라마, 바쿠냐 등의 라마류 동물은 ‘지정된 화장실’만을 이

용하는데, 그 이유로 자기들의 영역을 표시한다는 영역표시설이 있는가 하면, 한 곳에 변을

보아 거름이 형성되면 그들의 먹잇감인 식물들의 성장을 돕게 되고, 그러면, 라마는 자라난

식물들을 먹잇감으로 포식을 하면서 또 다른 구역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간다. 식물들의 성장

을 도우면서 먹잇감을 얻음은 물론 장소를 바꾸어가며 일종의 윤작(輪作) 효과도 내고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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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앞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해당 동물이나 식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고(그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다만 관련 학자들의 부단한 조사와 연구에 의한 결과물들이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각종 사례들을 정리하다 보면, 세상은 참으로 오묘하고도 조화롭다는 생각이

든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

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마태복음 6:26)’라는 성경 구절에도 더욱 의미가 느껴지는 경외

감까지를 체감하게 된다.

끝까지 읽어준 독자를 위하여 마지막 덤으로 재미있는 아프리카 설화 한 가지를 소개하며 끝

을 맺으려 한다. 물론 이것도 동물의 똥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옛날에 코끼리가 느긋하게 아프리카 평원을 거닐다가 한곳에 쌓여 있는 코뿔소의 똥을 보고

는 버럭 화를 내면서 똥의 임자를 색출하러 나섰다. 마침 그 똥을 싼 자는 성격이 깐깐하고

고지식했던지라, 자신의 똥을 자기 마음대로 눌 권리에 집착한 나머지, 무모하게도 코끼리에

게 대항을 했다. 코끼리는 동물의 왕자답게 아름드리나무를 뿌리째 뽑아 들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코뿔소를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을 내주었다.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 이후부터 코뿔소는

볼일을 본 다음이면 항상 그 주위를 맴돌면서 세심하게 자기 똥을 나누어 흩어버리게 되었다

는 것이다.(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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