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학의 이해  

첫 이야기 

 

생물학이란 

어렸을 때부터 가져온 질문이 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끝이 있을까? 

그 다음으로는 생명체는 어떻게 살아 움직일까? 왜 죽어야만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생명에 대한 호기심, 의문점과 경외감 나아가 두려움은 가장 큰 것이다. 

이러한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자 연구하는 학문이 생물학이다. 생물학은 과거의 큰 생물

의 형태나 행동 양식의 관찰에서 벗어나 작은 크기의 미생물학, 세포학 더 나아가 분자

생물학으로 발전하며 생화학 분야와 만나고 유전공학이 탄생되기도 하면서 본격적인 과

학적인 학문이 되었다. 

현재의 생물학은 감히 창조주 능력에 접근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많은 생명의 신비가 

분자 수준의 연구로 밝혀지면서 생명의 경외감과 신비는 감소되고 있다. 또한 유전자 조

작에 의한 새로운 생명체나 변형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실로 눈부신 발전을 하여 

과거에는 별도로 생각되었던 의학, 발효공학, 생화학 등을 포괄 지원하는 거대 학문으로 

성장되고 있다. 즉, 생명체가 연구 대상인 생물학이냐? 또는 무생물이 대상인 물리학인

가?로 대별되듯이. 

우주 탄생과 진화는 자연적인 것 같으나 생명 탄생과 진화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목적성이 있는듯하다, by GOD?) 

 

Science (from google) 
The intellectual and practical activity encompassing the systematic study of the 
structure and behaviour of the physical and natural world through observation and 
experiment. 
 

과학 : 관측/관찰, 실험  재현 가능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 

시행오차 방법을 효과적/효율적/체계적으로 실행하여 우주(자연)을 이해(하려는 노력) 



(캠벨 생물학)생물학 = 생물에 대한 과학전 연구, 과학적 연구 = 발견과학 + 가설과학 

 

관측/관찰, 실험에서 수량화(Quantification)  수학  과학 

과거 생물학은 Descriptive science  아날로그 수량화(통계, 확률, 생화학 등)  

 디지털 수학으로(유전자) 

 

물질(물리, 화학 법칙) 

세포 수준(생화학, 세포생물학) 

다세포 수준(세포 사회, 발생, 진화) 

신경계와 뇌의 발달 (유전자, 환경, 교육 등) 

인간의 모임, 사회 

후천유전 

유전, 환경, 랜덤(신?) 

 

생물학의 과학화 

전에는 Descriptive science 

미래는 완전한 과학 

 

모임/사회 특성 : 개별은 알 수 있으나 묶음을 알 수 없는 경우와 묶음을 알 수 있지만 개별을 알 

수 없는 경우 

 

확률, 통계는 개별은 알 수 없지만 묶음을 알 수 있는 경우, 양자역학에서도 통용 

사람 하나 하나는 알 수 있지만 이들이 묶임 모임을 알 수 없음(일반적). 

 

생물에서 진화는 생물의 역사이자 현재이며 미래이다. 생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필연 

진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생물학 

다양한 생물학 

Biology 

Astrology, Astronomy, Ecology, Economy 

 

과거 Biology, 연구대상 개체로 분류하는 것이 주 

생물분류: Whittaker 5 kingdoms, Woese 3 domains 

Zoology(Animals), Botany(plants), Microbiology(microorganisms, bacteria, fungi, algae, protozoa) 

Mycology(fungi), Bacteriolgy,  Virology(virus) 

 Ocean Biology  Oceanography 

 Aquatic biology  Limnolgy 

 

물리학의 모든 무생물학의 기초/기본인 것과는 달리 

 Physics, Chemistry, Mechanics, Civil engineering, Architecture, Naval Engineering, etc. 

가장 중요한 인간과 인간의 먹거리는 별도 

Medicine(human), Pharmaceutics(pharmacology), Oncology 

Agriculture, Zootechny, Horticulture 

Zymology 

 

현재 Life Science, 유전자로 과학이 되었고 과거 생물학 분야가 더 세분화되며, 분자, 세포, 기능 

별로 세분화 되고 있다. => 통합생물학의 필연성(필요성) 

Ecology: Microbial ecology, Environmental ecology, Landscape ecology, (Plant ecology) 

Microbiology: Aquatic M, Soil M, Environmental M, Medical M, Industrial M, Food M, etc. 

Evolutionary biology, Evolutionary ecology 

Paleontology(지질학에서 생물학으로 변화) 

Field biology 



Planetary biology, Astrobiology 

 

Genetics, Cell Biology, Molecular Biology, Genetic Engineering 

Bioinformatics, Genomics, Proteomics 

Immunology(Genetic Immunology), Brain Science, Neurology 

(그림 1, From Wikipedia) 

통합생물학(의 기초/기본)이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미래의 생물학은 종교, 철학, 인문학, 사회학을 대체 ? 

 

분류학, 분류 

Taxanomy, Classification, Phylogeny, Phylogenic tree,  

발생학 

Ontogeny, Embrology, Developmental Biology 

 

(추가 글1) 

고전 생물학과 현대 생물학의 차이와 미래 생물학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잘 생각해 전의 내

용을 기억해내고 정리하고 다시 최근의 생물학 발전 내용과 발전 방향을 추가하여야 한다. 

하여튼 전의 이야기 중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1) 물리학의 모든 순수 무생물 학문(이과)와 응용 무생물 학과 기술(토목, 건축, 기계, 전기, 컴퓨터, 우주과

학, 화학, 등)의 기초, 기본 핵심 (이론)이 된다. 어느 학문과 기술에서도 물리학 기본 지식, 이론은 통용된

다. 

2) 전에는 생물학이 모든 생물에 대한 학문 전부를 통괄하는 부분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학문과 기술 분야

(의학, 약학, 농학, 수의학, 원예학, 임상학, 산림학, 발효학, 등)을 빼고 난 나머지가 생물학이었으며 이는 

주로 생물 분류를 주로 하는 여러 분야로 나누어 있었다(동물학, 식물학, 수서생물, 조류학, 파충류, 버섯 연

구, 곰팡이 등). 

3) 그러나 생물학(모든 생물을 아우르는)의 발전으로 개체 연구에서 세포 더 나아가 (단백질), 유전자로 그 



대상이 작아짐에 따라 그 적용 분야는 다양한 생물학(모든 분야)에 공용, 통용되게 된다. 따라서 생물학의 

기본, 기초 이론은 모든 생물학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사람의 암세포 연구에 유전자나 세포 연

구와 실험으로 가능하고 통일되므로 이제 암세포연구는 의학, 약학 뿐아니라 모든 생물학에서도 접근 가능

하다.  

4) 특히 기술,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생물산업이 전에는 주로 발효공학에서(이는 화학, 화공학

에서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다루어졌고 발효공학은 (전의)생물학과는 다르게 생물학이라기 보다는 화공

학 분야로 여겨졌다. 즉, 장치산업과 콘트롤(시간에 따른 온도, 당분량, pH 증)로 전통적인 생물학 분야에서 

벗어났다고 여겼다. 

그러나 예를 들어 환경공학은 실제로는 화공, 토목, 건축, 기계, 배관, 전기, 컴퓨터 등의 조합으로 이들을 

하나씩 빼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즉, 환경공학에 관련된 어떤 분야(학문과 기술)도 환경공학이다. 기계

만 해도 환경공학에 관련된 기계 분야는 아주 좁고 좁은 분야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생물학 연관 학문과 기술은 생물학 분야이다. 이것이 세포(세포공학), 생화학, 유전자(유전공학)

으로 다운사이징되자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이야기이다. 

(특정 기계 분야에서 일하는데 영어가 필요하다. 영어 잘하는 사람을 써봐야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기계 전

공자가 영어를 조금 공부해야만 한다. 즉, 그러한 영어는 영어 영역이 아닌 기계 영억이다.) 

 

Robert Whittaker 5 kingdoms 

 



 

Carl Woese 3 Domains 

 

3 군(도메인) 개념에선 동물과 식물은 매우 가깝다(유전자 일치 정도) 

사람과 원숭이는 98%가 같다. 

The diplomonads (Greek for "two units")[2] are a group of flagellates, most of which are parasitic. 
They include Giardia lamblia, which causes giardiasis in humans. 

 

2019-09-01, 재정리, 곽노태 

2019-10-13, 그림 1, 글 1 추가 

 

https://en.wikipedia.org/wiki/Diplomonad#cite_note-2
https://en.wikipedia.org/wiki/Flagellate
https://en.wikipedia.org/wiki/Giardia_lamblia
https://en.wikipedia.org/wiki/Giardiasis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7/70/Phylogenetic_tree.svg


(참고용) 

지아디아(Giardia)  

 

1. 정 의  

지아디아는 기생성 원충이며 편모충류의 일종으로 인간

이나 여러 종의 포유류의 작은 창자 상부에 감염된다. 

지아디아의 여러 종 중에서 인간에게 감염성을 갖는 것

은 Giardia lamblia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행자 질병이라고 불리우는 Giardiasis(지아디아 감염

증)은 미처리된 계곡수, 휴양지의 물을 음용하는 야영자, 사냥꾼, 낚시꾼들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2. 생 태  

영양형과 포낭형이 있고 환경이 나쁘면 영양형이 포낭형으로 바뀌는데 분변에서 쉽게 발견된다. 지아디

아의 영양형은 편모가 있어 운동성을 지니는데 복부의 흡착원반으로 작은창자의 섬모세포에 고착된다. 

2개의 핵을 가지고 있으며 1쌍의 axonemes 혹은 axostyle과 1쌍의 median body가 있다. 작은 창자

의 세포표면에 부착하여 세포나 작은창자내의 소화물로부터 영양을 섭취하고 단순 2분열로 증식을 한

다. 작은창자 상부의 기생충 밀도가 높아지거나 숙주의 면역반응이 기생충을 자극하면 일부는 창자 벽

에서 탈리하여 소화관을 따라 내려가며 분비물을 배출하여 몸 주위에 포낭벽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이 포낭이 숙주의 배설물 속에 존재할 때 쯤이면 성숙해져서 감염성이 있다. 성숙한 포낭은 

4개의 핵과 1쌍의 axonemes와 1쌍의 발톱모양의 median body를 가지고 있다. Giardia가 물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하려면 이 세가지 특성 중 적어도 2가지는 확인을 한 후라야 한다. 이들은 주로 핵과 

median body이다.  

 

3. 환경 및 소독 저항성  

지아디아의 포낭형(Cyst)은 강한 환경 저항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저온에 강해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

게 되면 약 2개월 간 생존할 수 있다. 반면 열과 건조에는 약해서 37℃에서는 1일만에 그리고 55℃에

서는 5분이면 불활성화 된다.  

염소 소독에 대한 저항성은 매우 커서 대장균(E.coli)의 소독 저항성을 1로 할 경우 지아디아는 2350

이다.  

(출처 : https://www.busan.go.kr/water/terms) 

https://www.busan.go.kr/water/ter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