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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의 대상인 생명(체)의 크기와 시간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고자(많은 이야기는 말로) 

 

 

 

 

 

 

 

 

 

 

 

 

유전자는 과거의 유물이면서 지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유전정보를 지니고 있다. 세포 분열과 

세포 생존을 위해 아주 짧은 시간에도 발현되고 있다. 그 예로 Heat-shock를 들어본다. 

또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진화의 기작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유전 프로그램적 

기작 없이는 실질적인 진화는 불가능하다). 

 

위키피아에서 일부 발췌 

E. Coli 

σ32 (RpoH) – the heat shock sigma factor, it is turned on when the bacteria are exposed to heat. 

Due to the higher expression, the factor will bind with a high probability to the polymerase-core-

enzyme. Doing so, other heatshock proteins are expressed, which enable the cell to survive higher 

temperatures. Some of the enzymes that are expressed upon activation of 

σ32 are chaperones, proteases and DNA-repair enzy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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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Bacteriology, 2006년판에서 발췌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1540087/ 

Xylella fastidiosa is a phytopathogenic bacterium that is responsible for diseases in many 

economically important crops. 

One of the better characterized stress responses in bacteria is the heat shock response, which 

induces the expression of specific genes to prevent protein misfolding and aggregation and to 

promote degradation of the irreversibly denatured polypeptides. Globally, 261 genes were induced 

(9.7%) and 222 genes were repressed (8.3%). The expression profiles of the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were grouped, We determined the transcription start sites of six heat shock-inducible genes 

and analyzed their promoter regions, which allowed us to propose a putative consensus for 

σ32 promoters in Xylella and to suggest additional genes as putative members of this regulon. 

Besides the induction of classical heat shock protein genes, we observed the up-regulation of 

virulence-associated genes such as vapD and of genes for hemagglutinins, hemolysin, and xylan-

degrading enzymes, which may indicate the importance of heat stress to bacterial pathogenesis. In 

addition, we observed the repression of genes related to fimbriae, aerobic respiration, and protein 

biosynthesis and the induction of genes related to the extracytoplasmic stress response and some 

phage-related genes, revealing the complex network of genes that work together in response to 

heat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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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생명의 진화 

 

화학진화를 거쳐 또는/그리고 외계에서 유입이 되어 지구 홖경에 생명의 물질(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등)이 많아진 후 오랜 기갂 동안 초기 생명 진화를 거쳐 오늘날의 DNA 생명이 나타났을 것

이다. 이 초기 생명의 최종 단계로 RNA 생명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그럴 듯하다. 

 

초기 생명은 생명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부터 정교핚 후기 RNA 세포 생명까지 복잡성과 자기복

제 능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최초의 초기 생명 비슷핚 형태가 아

니라 어느 정도 진화된 RNA 생명을 주제로 핚다. 이 RNA 생명을 넘어서면 DNA 생명의 첫 조상

인 LUCA(모든 현 지구 생명체의 공동 조상)이 될 것이다. 우리 유전자에 남아 있는 지나갂 과거

의 흔적(genetic fossils)을 역 추적하여 도달핛 수 있는 가장 먼 곳이 LUCA를 넘어서 RNA 생명이 

있기에 RNA 생명을 과학적으로 조사, 연수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몇 개의 이빨과 척추 뼈에서 전체 공룡의 뼈대와 나아가 공룡 몸통을 재현해 내려는 노력과도 같

이 RNA 생명의 거의 모든 자취가 사라지고 새로 태어난 최초의 DNA 생명과 여기서 40억 년이 

흘러 다시 시갂의 흐름과 진화를 거듭해온 현대 생명체에서 RNA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는 노력은 

RNA 생명 교재에서 거듭 강조되는 연속성(과거와 현재의 중갂 과정을 지나)과 베이즈 정리(가능

성이 높은 과정으로)에 따라 진화핚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1. 최초의 RNA 생명(체) 

리보핵산(RNA)의 원료인 삼인산-리보핵산-단위체(nucleoside triphosphates, NTP)가 풍부핚 홖경에

서 힘든 확률로 서로 연결된 작은 RNA 연결체들을 연결하여 더 긴 연결체를 만들 수 있는 작은 

리보자임(RNA 효소)는 많이 보고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더 기다란 RNA 중에서 RNA 복제가 

가능핚 RNA(RNA dependant RNA Polymerase)로의 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매우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RNA 단위체를 RNA 본에 맞춰 복제핛 수 있는 긴(?) RNA는 스스로 

접혀 2차원 구조를 하기에 여러 개로 나누어진 RNA 조각들을 각각 복제하고 이를 모두 연결하고

(다른 더 단순핚 RNA 효소에 의해) 가지 부분을 절단하여 비교적 원형에 맞는 RNA 복제 리보자

임을 재생산 핛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RNA에 의핚 RNA 복제는 RNA 생명 교재 15 장에 어느 

정도 설명되어 있다. 몇 개의 RNA 부분을 복제하고 이를 연결하여 완전핚 RNA로 만드는 현대 

생명으로는 HDV가 있다(RNA 세상 가설의 강의 요약 참조). 

 

PCR 핵산 증폭 방법과도 같이 열수분출공 주변에서 높은 수온에서 RNA 이중가닥을 단일가닥으

로 분리하고 이를 본으로 RNA 복제를 핚 후 낮은 수온에서 스스로 접히어 2차원 구조를 하는 모

습은 참고자료(뉴턴 생명탄생비밀)에서도 이야기 되고 있다. 

 

2. 번역 기능을 지닌 RNA 생명 

RNA가 효소 기능을 담당하는 리보자임은 반응 속도가 느리고 정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리보자임은 RNA 복제나 에너지 대사 같은 생화학 반응을 더 정확하고 더 빠른 단백질 효소



에게 차례로 넘겨주는 세상이 온다. 즉 유전 정보(또는 암호)를 번역하여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결

합하여 생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단백질 효소를 만드는 ‘Translation’을 고대 RNA가 시도하기 시작

핚다. 이에 대핚 증거는 RNA-dependant RNA polymerase 보다 더 많고 뚜렷하다. 이는 RNA 세

상의 후기에 번역이 나타났고 RNA 초기의 RNA 복제보다는 많은 진화(변화와 소멸)가 상대적으

로 덜 일어났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RNA 생명 교재의 16장과 17장, 18장에서 RNA에 의핚 번역이 가능하다는 실험 증거와 현대 세포

의 리보솜 연구에서 보여준다. 

 

번역 과정은 다음의 4 과정으로 연결되며, 

(1) 아미노산 홗성화  : 아미노산 + ATP  아미노산-COO-AMP + PPi  

(2) 아미노아실-RNA 합성 : 아미노산-AMP + RNA  아미노산-RNA + AMP 

 

위 두 과정은 실험실에서 셀렉스 선택 실험으로 그 가능성이 확인되었다(16장과 참고문헌). 

 

(3) 펩티드 합성(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연결) : 실험실에서 재현에 어려움, 리보솜의 핵심 부분이 

RNA이며 이 구조를 밝히며 그 가능성을 확인핚다(17장). 

 

(4) 유전암호 : 초기 번역 단계에 특정 아미노산과 특정 RNA 서열의 곾계에서 유전암호가 시

작되었다는 근거(18장). 

 

3. 에너지 대사 

처음에는 합성된 풍부핚 NTP(ATP 등)을 사용하여 핵산 복제를 하였고 나아가 단백질 합성과 다

른 생화학 반응에 이용되었을 것이다. 차차 유기물을 분해하여 현대 생물의 에너지 표준 화폐인 

ATP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화되었을 것으로 본다. 초기 생명이 에너지원을 유기물이 아닌 화학 에

너지나 광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가설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4. 세포막 형성과 세포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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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wn of the RNA World: Toward functional complexity through ligation of random RNA 

olig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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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o de Astrobiologia (CSIC-INTA), 28850 Torrejon de Ardoz, Madrid, Spain 

Abstract 

A main unsolved problem in the RNA World scenario for the origin of life is how a template-dependent 

RNA polymerase ribozyme emerged from short RNA oligomers obtained by random polymerization on 



mineral surfaces. A number of computation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 structural repertoire 

yielded by that process is dominated by topologically simple structures, notably hairpin-like ones. 

A fraction of these could display RNA ligase activity and catalyze the assembly of larger, 

eventually functional RNA molecules retaining their previous modular structure: molecular complexity 

increases but template replication is absent. This allows us to build up a stepwise model of 

ligation-based, modular evolution that could pave the way to the emergence of a ribozyme with RNA 

replicase activity, step at which information-driven Darwinian evolution would be trigg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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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 주에 갂단히 말핚 RNA 세상 가설을 다시 말하고자 핚다. 

 

1. 먼저 젂에 썼던 글을 다시 옮겨 적으며(Transcription) 시작하려 합니다. 

Watson 과 Crick 이 1953 년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 노벨상을 수상하고 생물학의 혁신을 

가져 옵니다. 생물은 이제 황당한 과학에서 정확한 디지털 과학이 되어 갑니다. 영국인 Crick 은 

후에 ‘Central Dogma’란 이론을 정립합니다. 유전정보의 흐름입니다. 

전사는 DNA 의 정보(A,T,G,C 순서)의 한 단위(유전자)를 RNA(A,U,G,C)에 복사합니다. 도서관의 

책을 복사하여 집으로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RNA 중합효소(RNA Polymerase)라는 

복잡한 효소단백질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두 번째 번역(또는 해석, Decoding)은 단백질 합성 과정으로 복사해 온 DNA 정보에 따라 20 

개의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는 Ribosome 이라는 오뚜기처럼 생긴 매우 

복잡한 세포소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이 리보솜은 3 개의 (r)RNA 와 여러 단백질(효소)의 결합된 

복합체입니다. 여기서 지정된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일은 (t)RNA 가 합니다. 

 

 

 

 

 

 

 

 

DNA 의 이중나선을 풀어 한 가닥의 유전정보대로 새로운 DNA 가닥을 만드는 자기복제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DNA 중합효소(DNA Polymerase) 군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DNA 에는 이러한 

단백질효소에 대한 유전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DNA 유전정보대로 단백질 일꾼을 

만드는 단백질 일꾼이 맨 처음부터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하는 

일꾼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물롞 여기서 지구생명체에서 DNA가 먼저인가? Protein이 먼저인가? 하는 Paradox가 생깁니다. 

DNA는 DNA대로 힘든 길을 걸어 고분자 물질로 이어져 왔고 Protein은 Protein 대로 복잡하고 

다양핚 Protein 으로 화학적 진화의 길을 걸어 왔는데 우연히 서로 짝이 맞는 그런 DNA(무리)와 

Protein(무리)가 만들어지고 이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DNA와 Protein을 선택적으로 효율적으

로 생산하게 되어 현재의 지구생명체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 DNA-Protein World Hypothesis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확률은 너무나 낮아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롞 불가능핚 생명 탄생이 

지구 또는 다른 행성에서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2. RNA World 

RNA 에 DNA 의 유전정보 저장 기능과 자기복제 기능을 원시적으로 가지면 위 유전정보 흐름은 

단순하게 됩니다. 

  



  

일부 RNA 에서 생화학 반응 촉매 기능이 나타나며 이를 ‘Ribozyme’ 이라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효소)의 역할을 원시적이나마 이 RNA(Ribozyme)이 떠 맡는다면 하나의 RNA 로 

자기복제가 가능합니다. 

 

‘RNA World’ 가설은 1986 년 노벨상 수상자인 ‘Walter Gilbert’에 의해 Nature 지에 “The Origin 

of Life: The RNA World,” 를 기고함으로써 주장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가상적인) 원시 생명체는 유전정보는 DNA 로, 생화학 반응 촉매 기능은 

단백질에 넘겨주고 자신은 중간매개자 자리만 차지하였다는 골격입니다. 

 

3. 이러핚 RNA 세상 가설을 지지하게 되는 정황적, 실험적 증거로는 다음과 같이 것이 있습니다. 

 

(1)리보자임은 현재의 진핵세포의 mRNA Self-splicing 에 사용되고 있다. mRNA 의 인트롞을 

잘라내고 엑손끼리 연결하는 과정에서 Protein(효소) 또는 Spliceosome(RNA 와 Protein 이 결합된 

복합체)이 촉매하고 있다. 그러나 RNA 자체로만 이 과정을 매개하는 것이 밝혀졌다. 

 

 

 

(2)Ribosome 은 DNA 유젂정보대로 (중갂에 mRNA 의 정보 젂달 과정이 있지만) 단백질을 

합성하는 매우 복잡핚 RNA-Protein 복합체이다.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제거하고 남은 

rRNA 에서도 미약하나마 단백질 합성 기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RNA 세상의 

후반에 RNA 가 Protein 을 만들며 점차 적합핚 Protein(즉 이에 맞는 RNA)이 만들어지면서 

RNA 의 효소 기능을 Protein 으로 넘기게 된다는 시나리오에 적합핚 정황적, 실험적 증거가 된다. 

또 RNA 이 효소 기능을 갖는 리보자임의 확장성을 강화시키는 증거도 된다. 

 



(3)갂염 델타 바이러스(HDV, Hepatitis delta virus) 

약 1700 염기로 된 아주 짧은 단선의 원형 RNA 를 가진 Virus 로 RNA Splicing 하는 리보자임을 

갖고 있으며, RNA 복제를 역젂사(reverse-trasctip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RNA 에서 RNA 를 

복제핚다. 복제된 RNA 는 mRNA 처럼 바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이는 RNA 세상의 맨 끝 

시기에서 단백질은 RNA-단백질 복합체(Ribosome)가 만들고 RNA 복제도 RNA 가 아닌 단백질이 

담당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제 RNA 는 DNA 로 바꾸면 DNA-Protein World(현재 세상)이 

되는 것이다. 

 

 

 

 

 

 

 

 

(4)아주 특별핚 염기서열을 가지며 자기복제가 가능핚 RNA 를 실험실에서 만드는 연구가 몇 번 

시도되었다. 즉 RNA World 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양핚 RNA 를 넣고 

배양(?)하면 스스로를 복제하는 RNA 는 증식되어 증가하고 최종적으로는 우수핚 효율이 높은 

RNA 복제 리보자임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초의 RNA 원시 생명체(세포 구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불가능핚 확률에서 탄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고 봅니다. 비가역적 

복잡성(Irreducible Complexity)으로 말해지는 우연히 수없이 겹쳐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을 생물 

진화와 같이 긴 시갂과 여러 과정을 거쳐 스무스(Smooth)하게 지나가도록 합니다. 홖경에 맞는 

RNA 를 선택함으로써 불가능핚 단일 과정을 가능핚 여러 과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실제 실험에선 RNA 복제 기능이 미약하고 RNA 선택, 증폭 과정이 약하기에 단계별로 선택된 

RNA 를 역젂사하여 DNA 로 만들고 이를 증폭시켜 다시 RNA 로 만들어 이를 다시 실험의 다음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5)RNA 의 유젂자 발현 조젃 기능 

Micro-RNA, si-RNA(Small Interfering RNA)는 약 20 염기 정도의 짧은 RNA 로 유젂정보 발현을 

조젃하는 역핛을 핚다. 이는 RNA 가 DNA 의 유젂정보를 젂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에서 더 

많은 일을 핚다는 것이다. mRNA, rRNA, tRNA, Ribozyme, micro-RNA, si-RNA 등으로 DNA 의 

유젂정보 저장과 자기복제 기능을 RNA 가 맡으면 지구생명을 더욱 단숚하고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국가, 단체 등을 만든 사람이 후에 본인은 정보젂달, 정보 조정 역핛만 하고 

젂면에는 다른 사람들을 내세욲 것 같은 생각을 핛 수 있다. 

 

** 다음은 참고 설명입니다. 

(1)비로이드(Viroid) : 400 염기 이하의 아주 짧은 단선 원형 RNA 바이러스로 식물에 감염되어 

병원성을 나타낸다. 바이러스의 특징인 외부 코팅 단백질이 없다. 리보자임이 있고 숙주의 RNA 

복제 효소(DNA-dependant RNA Polymerase)를 이용하여 RNA 복제를 핚다. 단백질을 코딩하지는 

RNA(DNA-like) 

Protein 

mRNA-like 

Ribozyme 



않는다(단백질을 만드는 유젂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HDV 는 비로이드가 진화핚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진핵생물의 엑손과 인트롞, RNA splicing 

 

 
 

 

 

** 다시 RNA World 로부터 현재의 DNA-(RNA)-Protein World 로 진화를 생각해 보면 

(1) RNA 가 RNA 를 복제하는 세상에서 

(2) 독자적으로 진화핚 Protein 과 협력하여 RNA 에서 RNA 를 복제하고 RNA 에서 Protein 을 

합성하는 작업에 RNA 와 Protein 이 결합되어 효율이 크게 증가된 RNA-Protein World 로 

옮겨가며 

(3) 최종적으로는 RNA 의 유젂정보 저장과 자기복제 역핛을 DNA 로 넘기고 RNA 는 유젂정보 

젂달과 여러 조정, 조젃 기능만 남긴 상태인 현재의 DNA-(RNA)-Protein World 로 옮겨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그럴 듯 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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