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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I. Oparin. The question of the origin of life became a scientific 

issue only with the publication of Oparin’s books. However, the first one, 

Proiskhozhdenie Zhizni (Origin of Life), published in Russian in 1924, 

was largely unnoticed until it was translated after 1950. His second book 

on this subject, Vozniknovenie zhizni na zemle (The origin of life on 

Earth), published in Russian in 1936, expanded and modified his earlier 

views in some important ways3. It was published in English in 1938 as 

The Origin of Life. The second edition of this book (1941) was published 

in English in 1953.4 The reworked and much enlarged third Russian 

edition (1957) was translated in English in the same year as The Origin 

of Life on the Earth. (P. 5) 



 
 
 
 

 
 
 

 

(p. 40) 

(The experiment was published in 1953, the same year as the discovery 

of the double helix by Watson and Crick, a memorable year indeed for 

biochemistry (in the same period, Sanger had shown that proteins are 

linear chains of amino acids covalently bound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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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생물학(셋째 주 이야기는 지구생명의 기원) 

지구생명은 하나를 꼽으라면 유전자(DNA), 둘을 꼽으라면 유전이자+단백질, 셋을 꼽으라면 

유전이자+단백질+세포막입니다.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는 유전자입니다. 생물의 미래는 유전이자 프로그램이 결정합니다(물론 

유전자프로그램 + 환경 + 운(or GOD). 무생물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체 프로그램은 아직은 없는 

듯합니다(우주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결정할이지?). 

 

유전자와 단백질은 맞물려 돌아갑니다. 따라서 유전자가 먼전이지? 단백질이 먼전이지? 에 따라 DNA 

Word, Protein World 얘기나 나오고 더 그럴듯한 RNA World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생명창조는 먼저 화학적 진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실험실에서 재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를 ‘Bottom-Up’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생명)으로 방향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구에서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다른 외계 어디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며 이 때   

그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지구에서 지구생명이 만들어졌다는 Abiotic Genesis와 지구 밖(ET)에서 원시생명이 왔다는 

Panspermea보다는 생명의 기본 물질의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뚜렷해 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구 최초로 생명이 출현(탄생?)한 과거를 꿰뚫어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먼 과거는 

모든 것을 흐리게 합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방법은  ‘Top-Down’으로  말하면  되고 이는 진화를 

밝히는 단서와도 같이 화석증거와 그 때의 지구환경을 맞춰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진실, 증거이고 

최근에는 현존하는 생물종의 유전자를 비교하여 계통발생학적  분류를  함으로써 또한 유전이자 

변화(진화)를 시각적 변화로 환산하는 Molecular Clock 등의 방법으로 생물 역사를 과거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생명의 초기 역사 
 

우주탄생 지구탄생 생명탄생 생명유래탄소 Cyanobacteria 진핵세포 탄생 

-137 -46(45.5) -40 -38 -36(35.5) -20~21 To the president 

 

Bottom-up method 

The creation of the Life in 

the Lab.(현대분자생물학 개념) 

Top-down method 

1) Fossil evidences 

2) Genetic trace-back 

3) The past earth? 

* RNA World Hypothesis 
Deep sea hydrothermal vent 

Europa, Extraterrestrial Life 

생명탄생을 엿볼 수 

있는 곳? 



1. Top-down 방법으로 최초생명체 출현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는... 

 

(1) Fossil evidences: 중요, 누군가 음모로 지구 지층을 조작해서 만들고 조작된 화석을 심어놓지 

않는 한.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지질학적 연대는 방사선동위원소로 측정 가능(긴 시각은 우라늄,  

짧은 시각은 탄소 등) 

 

0) 이 전에는 생명 흔적이 없었다. 

 

i) 38억년전 – 그린란드 암석에서 유기물 유래 탄소 알갱이 발견 

 

ii) 36억년전 – 호주에서 Cyanobacteria(최초광합성세균) 미생물화석 발견 

iii)21억년전 –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 생물로 진화 

iv)12억년전 – 다세포생물의 출현 

 

 

(2) 과거 지구환경 변화(와 생물출현과 진화를 맞춰봐야 한이다) 

 

i) 46억년전 – 태양계, 지구 탄생(미행성 충돌 에너지로 고온) 

 

ii) 40억년전 – 원시지구 온도가 내려가고 바다 생성, 액체 내핵으로 자기장 형성(Dynamo 이론),  

육지 생성 시작 

 

이 시기를 지구생명 출현(또는 탄생)으로 본다. 

 

iii) 21억년전 – 바다물의 산소농도가 증가하여 대기로도 방출, 용해된 철을 산화되어 침전 

iv)12억년전 – 지구 Snow-ball 현상으로 두터운 빙하로 덮임 

 
(3) Genetic Trace-back(현 생명체의 유전자를 비교, 조사하여 최초생명체로부터  멀리  도망가기 

못한 생명체를 추적) 

 

i) Achaea, Bacteria, Eukarya 3 Domains – Carl Woese 

 

ii) 38억년전 – 황산화세균(화학독립세균) 

 

iii) 특히 진화에서 볼 인각의 조상인 아담(Y 염색체 추적)과 이브(미토콘드리아)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 



** Molecular clock(분자시계, 유전이자 변이에 걸리는 시각)으로 과거 공통 조상이 나타난 시기를  

추정가능 

 

** 고세균에는 과거 지구의 환경에 맞는 (극)고온성((Hyper-)thermophilic), 혐기성(Anaerobic) 

세균으로 종속영양균(주로 메탄생성균, 단숚한 유기물 이용)과 독립영양세균(황산화균  등)등이  있다. 

 

** 세균 중에서 가장 아래 가지에 있는(deep branched) Aquifex와 Thermotoga는 고세균 유전자도 

많이 갖고 있고 하여 최초 생명체에 근접한 미생물로 알려졌다. 

 

 

2. Bottom–up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시각 

 

(1) Abiogenesis(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 

 

i) Mueller 실험 : 원시 대기에서 NH4(암모니아)는 거의 없었으므로 이 실험의 의미는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N2(질소)로 대신하여 한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발생에 성공하였다. 

 

ii) 실험실에서 생명 창조를 재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바이러스 합성(창조)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다. 

바이러스 = Gene(DNA or RNA) only, Protein 은 껍질(shell)) 

 

iii) 지구생명체는 세포 단위 = Gene + Gene expressing tools + cell membrane 

 

iv) 현재 지구생명 탄생 장소로는 ‘Deep sea Hydrothermal vent’가 유력, 고온 고압 혐기성 무기질 

풍부(Ca, Mg, Fe 등), 빛에 의존하지 않는 생태계 – 화학독립세균이 1차생산자 – 외계생명체 가능성을 

확대 

 

 

(2) Panspermia 

 

i) 지구 외(Extra-Terrestrial)에서 생명의 씨앗이 유입 

 

ii) 세균(특히 내생포자 생성균)의 강인한 생명력 – Extremely-environmental 

 

iii) 운석에서 유기물 발견, 운석 내부에는 생명체 생존 가능성, 화성 운석 발견(전에 화성생명설 주장) 

 

iv) 작은 크기의 우주먼지는 매우 천천히 지구에 떨어지므로 초고속 진입에 따른 마찰열 문제가 없다. 



v) 지구생명체는 L-type 과 D-type의 2종류 중에서 L-type 아미노산만 만들고 사용하고 있다. 

무기물에서 화학적으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다면 2 종류가 반반 만들어지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 

외계 탐사 중 자외선으로 D-type 이 소멸되어 L-type 만 선택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지구 생명체의 아미노산은 외계에서 흘러 들어온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3) Mixed : 반조립품이 유입되어 지구에서 완성품 조립? 

 

 

** 화성과 지구는 한 세트처럼 생명 발생? 목성의 에우로파라면 지구와는 다른 생명체 가능성? 

 

 

지각 깊은 곳의 암석에도 미생물이 존재(많고도  다양한)하기에  물이  생명의  필수 조건(환경)인가는 

새로운 질문이 되고 따라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는 행성이나 위성의 표면 뿐 아니라 표면 안쪽 

깊숙한 곳의 탐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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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ton 2010-11 special 생명탄생의 비밀 

Part 1. 

 

1. 인공 DNA를 가진 최초 생물이 실험실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Craig Venter) 

2. 1943년 물리학자인 Schrödinger 강연 ‘생명이란 무엇인가?’ 

(Erwin Schrödinger) 

3. ‘생명의 수수께끼’를 푸는 사건 2개 

 

(1) DNA 구조 (Francis Crick and James Watson) 

 

(2) Amino acid 생성 (Stanley Millere) 

 

4. Life = DNA + Protein => Central Dogma 

 

5. Life = DNA + Protein + Cell membrane 

(Jack Szostak) 

Part 2. 

 

1. 무생물 => 생물세포 => 다양한 생물로 진화 

(Opahrin, Origin of Life) Chemical Evolution 

2. Which comes first in Life, DNA or Protein ? 

 

3. RNA World Hypothesis 

(Walter Gilbert) 

 
4. 복잡한 RNA가 저절로 만들어지는가? 

 

5. Protein World Hypothesis 

 

6. 생명의 단백질이 우연히 생길 가능성은? 



7. RNA and Protein Worlds Hypothesis 

 

8. Membrane Hypothesis 

 

 

Part 3. 

 

1. 시험관에서 RNA World를 재현해 진화시킨다. 

(Walter Gilbert) 

2. 단백질 진화를 재현하여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Reza Ghadiri) 

3. Lipid World Hypothesis 재현 

 

4. Appendix, 해설 

 

 

Jack W. Szostak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Jack William Szostak (born November 9, 1952)[2] is an 

American[3] biologist of Polish British descent and Professor of 

Genetics at Harvard Medical School and Alexander Rich 

Distinguished Investigator at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He was awarded the 2009 Nobel Prize for Physiology or 

Medicine, along with Elizabeth Blackburn and Carol W. Greider, 

for the discovery of how chromosomes are protected by 

telomeres. 

 

Research 

 

Szostak has made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genetics. He is credit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world's first yeast artificial chromosome. That achievement helped scientists to map the 

location of genes in mammals and to develop techniques for manipulating genes. His 

achievements in this area are also instrumental to the Human Genom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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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discoveries have helped to clarify the events that lead to chromosomal recombination—the 

reshuffling of genes that occurs during meiosis—and the function of telomeres, the specialized 

DNA sequences at the tips of chromosomes. 

 
Today, his lab focuses on the challenges of understanding the origin of life on Earth, and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cellular life in the laboratory. 

 

 

 

Walter Gilbert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Walter Gilbert (born March 21, 1932) is an American physicist, 

biochemist, molecular biology pioneer, and Nobel laureate. 

 

Biography 

 

Gilbert was born in Boston, Massachusetts into a Jewish 

family and educated at the Sidwell Friends School, Harvard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Cambridge where he did his PhD thesis under another nobel 

laureate Abdus Salam. He later joined the faculty at Harvard. Together with Allan Maxam he 

developed a new DNA sequencing method.[1] His approach to the first synthesis of insulin lost 

out to Genentech's approach which used genes built up from the nucleotides rather than from 

natural sources. 

 

In 1979, Gilbert was awarded the Louisa Gross Horwitz Prize from Columbia University together 

with Frederick Sanger. In the following year, he was awarded the 1980 Nobel Prize in Chemistry 

with Frederick Sanger and Paul Berg. Gilbert and Sanger were recognized for their pioneering 

work in devising methods for determining the sequence of nucleotides in a nucleic acid. Gilbert 

first proposed introns and exons and explained the evolution of introns in a seminal 1978 "News 

and Views" paper published in Nature. In 1986, Gilbert proposed the RNA world hypothesis for 

the origin of life,[2] based on a concept first proposed by Carl Woese in 1967. He is a co- 

founder of the biotech start-up companies Biogen and Myriad Genetics, and was the first 

chairman on their respective boards of directors. He is also a member of the Board of Scientific 

Governors at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Gilbert is currently the chairman of the Harvard 

Society of Fellows. 

 

 

 

Reza Ghadiri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Jump to: navigation,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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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Reza Ghadiri is an Iranian-American chemist who studies nanoscale science and technology. 

 
Ghadiri holds a Ph.D. degree in chemistry (1987)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e 

is currently a Professor of chemistry at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The 1998 Feynman Prize was awarded to Ghadiri for groundbreaking work in constructing 

molecular structures through the use of self-organization, the same forces used to assemble 

the molecular machine systems found in nature.[1] 
 

 Prof. M. Reza Ghadiri: I’m just a cheerleader 
 

May 11, 2010 13,490 views 

 
That's what my PhD advisor of five and a half years, Dr. M. Reza Ghadiri, would tell us — 

graduate students and postdocs working in his laboratory at Scripps. "I'm just a cheerleader" 

was his humorous way of saying that we were the ones pushing research forward, while he was 

there to encourage and motivate. And that he did. The interesting part is how. 

 

2011-02-15, 곽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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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역사 
 

우주 탄생서부터 현재까지의 생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이다. 

 

137 억년 전 우주탄생, Big bang 이론이 유명하다. 우주 가속팽창으로 별(거리측정으로 나이 

추산)이 우주(팽창속도로 나이 추산)보다 더 늙었다는 모순을 해결(?) 

 

46 억년 전 태양계 탄생, 태양계 생성 모델에서 지구탄생, 미행성 충돌 열로 3000(?)도의 

고열. 미행성 출동 횟수가 줄며 대기의 80% 정도를 차지하던 수증기가 응결하여 큰 비가 

내리고 바다 생성. 지구온도는 더욱 내려갔다. 

 

40 억년 전 최초 지구생명체 탄생, 지구는 식어가고 바다 온도는 약 130(-160)도정도. 

액체금속의 외핵이 생성되어 지구자기장이 생성되며 이에 의해 태양풍과 같은 외계(지구  

밖)의 입자 유입을 방지(생명 보존에 중요). 대륙도 이 시기에 생성되어 깊은 바다에서 생명 

탄생이 가능한 환경 조건을 갖추었다. (대륙 지표 물질이 빗물에 침식되어 바다로 유입되어 

바닷물을 중화했으며 그 결과 대기 중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들어가 온실화 

효과가 줄어들어 더욱 냉각되었다) 

 

38 억년 전 그린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38 억년이나 오래된 

암석의 검은 반점은 탄소 알갱이로 이는 생명체에서 유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존하는 생명체 중 가장 오래된(최초생명체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명체는 뜨거운 열수분출공에서 화학합성을 하는 시원세균으로 알려졌으며 이 시기에 

존재했으리라 추정된다. 

 

36 억년 전 광합성 세균인 시아노박테리아의 화석으로 추정되는 미생물화석이 발견 

 

27 억년 전 시아노박테이아의 번성으로 해수 중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 현재와 같이   

강한 자기장이 생긴 것은 26 억 년 전 무렵으로 햇볕이 강한 수면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며 

따라서 더 번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1 억년 전 원핵 세포에서 진핵세포로의 진화, 산소를 제거하고 더 나아가 산소를 이용하여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시 호기성 세균(원시 미토콘드리아, rickettsia 선조?)이 나타나고 

이는 핵을 갖는 박테리아와 내부공생하여 진핵세포로 진화. 

 

12 억년 전 다세포 생명체 출현, 이 시기에 나타난 Snow-ball 현상(지구가 모두 얼어붙은 

대사건)과 연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5.4 억년 전 고생대 캠브리아기 시작으로 눈에 보이는 크기의 다양한 화석 발견으로 

캠브리아기 big bang(Cambrian Explosion, 다양한 생명체의 급격한 출현)으로 

불린다. 지질학적 구분으로 캠브리아기는 5.7 억년 전부터이나 생명 대폭발 사건은 5.4 억년 

전으로 알려졌다. 

 

3.7 억년 전 고생대 데본기 때 물고기의 육지 상륙 작전이 시작. 최초로 4 발 달리고 폐로 

호흡하며 싞장을 갖추고 골격을 갖춘 초기 양서류 등장, 산소 농도가 지금과 같이 높아졌고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형성되어 생물에 유해한 자외선이 여과되었으며 물에서 뭍으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2.5 억년 전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 시작. P/T(페름기/트라이아스기) 경계층 

 

0.65 억년 전 소행성 충돌로 중생대 공룡시대 끝남. 신생대 시작 

 

0.02 억년 전 신생대 3 기 끝나고 160 만년 전부터 4 기로 이어진다. 이 시기에 4 번의 

빙하기와 3 번의 각빙기가 있었고 지금은 후빙기에 해당된다. 다시 빙하기가 시작되는가도 

풀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Precambrian period 

눈에 보이는 생물 화석(현생화석이란 말을 쓰는데 좋아하지 않고)이 나타나는 고생대 갬브 

리아기 전에는 주로 미생물적인 화석이라 일반인에게는 생명의 존재와 진화라는 실제적인 

증거로는 다소 부족하다. 

캠브리아기 전에도 시원시대니 하며 여러 시대로 나누는 경우도 있으나 근거도 실익도 별로 

없다. 즉 이 세상은 캠브리아기 전과 그 후로 나뉜다. Precambrian 지형은 캐나다에 많이고 순 

상지로 불리며 ‘shield’ 모양으로 원형으로 크고 납작한 방패를 모양을 한이다. 

 

오스트렐리아에서 발견된 에디아카라 화석은 모래로 만이든 바위(사암)에 생물 흔적이 남아 

있는데 따라서 해상도가 낮다. 반면 버지스 화석 등의 캠브리아기 화석은 진흙이 바위가 된 

이암(shale)이라 해상도고 매우 높다. 이 에디아카라 화석의 연대는 전 캠브리아기(5.8억년 

전으로 추정)로 이 시대 생물은 동물인이지 식물인이지 구분하기 어렵고 고착 상태로 바다 조류   

에 흔들리며 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밑은 고착, 몸체는 떠 있고, 즉 떠 다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생명체가 뜯어 먹은 흔적이 없어 풍부한 영양분을 몸체에서 흡수하여 살아각 것으로 

보인이다. 흔히 좋아하는 천국이란 말로 이 에디아카라 세계를 말한이다. 



 

고생대(Paleozoic Era) 5.7 ~ 2.5 억년 전 

 

처음인 캠브리아기 

약 5.7억년 전부터 5.1억년 전까지의 6천만년 시대를 일컫는다. 약 5.3억년 전에 캠브리아기 

(동물의)대폭발 사건이 나타난다. 캠브리아기 초기에는 '토모티 동물군’이라는 0.5~3 mm 크 

기의 작은 동물이 나타난다. 이들은 단단한 껍질은 가져 캠브리아기 대폭발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많은 포식자가 존재하고 피식자는 다양한 방어 수단이 강구되어야 했다. 다양한 생물이 나 

타나서 현존하는 거의 모든 동물의 원형(기본형)이 이 시기에 생겨났다 한이다. 분류학적으로    

도 10개 이상의 새로운 문(동물계 밑의 가장 큰 분류 단위)이 나타났으며 이후 5억 3000만  

년에 걸쳐 새로운 동물문이 더해진 일이 없다 한이다. 

 

2번째 오르도비스기 

5.1억년 전부터 약 4.5억년 전까지의 약 6000만 년의 기각에 해당한이다. 무척추동물로는 삼 

엽충류, 완족류, 두족류인 앵무조개류가 번성하였다. 흑색 셰일상( 相 )에 특징적으로 산출되는 

원색동물문의 필석이 특히 번성하였던 생물이며 표준화석으로서 중요하다. 척추동물에서는 

어류인 갑주어가 나타났다. 

 

3번째 실루리아기 

약 4.5억년 전부터 약 4.2억년 전까지, 약 3000만 년 동앆을 가리킨다. 척추동물로는 원시적   인 

어류만 알려졌고, 현생의 원구류(圓口類；칠성장어를 포함)에 가까운 무악류(無顎類)를 들 수 

있다. 실루리아기 말엽에는 원시적인 턱 기관을 가진 판피류( 板 皮 類 )가 출현했다. 

 

4번째 데본기(Devonian period) 

약 4.2억년 전 ~ 3.7억년 전까지의 시기로 데본기 말에 물고기가 육지로 상륙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데본기는 갑주어의 번성으로 어류 시대라고도 불리며, 동물계에서는 담수어가 나타나, 그것   

이 폐어류( 肺 魚 類 ) 등을 거쳐 양서류로 진화, 지구 최초의 육상동물이 나타났다. 

 

5번째 석탄기(Carboniferous Period) 

3.7 ~ 2.9 억년 전으로 육상에서는 봉인목·노목 등 겉씨식물의 삼림이 생기고 양서류·곤충류   

가 출현했다. 

 

6번째며 고생대 마지막인 페름기 



 

2.9 ~ 2.5 억년 전 시기로 양서류는 파충류로 진화하며 고생대 말에는 대륙이 한이데 합처 초 

대륙, Pangea를 만들었고 이어서 바로 나뉘기 시작하였다.  이 대륙이 나뉘어 지는 지각 변동 

등으로 대멸종 사건을 이해하기도 한이다(물론 최근에는 대충돌설이 더 그럴듯한 설로 이 

해되고 있는 중이다) 

 

양서류가 파충류로 진화한데는 초대륙 형성으로 건조한 기후가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여진다. 양서류와 파충류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양서류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반면 사막에 사는 도마뱀처럼 파충류는 물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피부의 수분   증발 

등을 보더라도 이 둘은 아주 다르다. 

 

척추동물의 경우는 튺튺한 4다리를 갖추고 육상생활에 적응한 양서류의 미치류( 迷 齒 類 , 

堅頭 類 ), 양서류와 파충류의 중각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진화상 중요한 고두류( 固 頭 類 , 

Seymouria)를 비롯한 파충류가 이 때 나타나 중생대로 이어져 갔다. 식물에서는 석탄기에 

번영했던 양치식물은 모습을 감추고, 대싞 겉씨식물이 두드러지게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고생대 앆에서도 몇 번의 대멸종이 있었으나 역시 고생대말 페름기의 대멸종 사건이 가장     

큰 멸종 사건이다. 약 90% 이상의 생물종이 멸종하여 고생대 생물과 중생대 생물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이다. 다음의 중생대 말 백악기 멸종 사건은 이에 비하면 그리 큰 멸종사건은 아 

니라고 말하여진다. 보통 50% 정도의 종 멸종을 말하며 심하게 말하면 공룡 멸종은 공룡의 

2목(용반목과 조반목)의 멸종이라고 불 수도 있다. 더구나 용반묵은 오늘날의 새로 진화하여 그 

멸종을 부인하고 있다. 

 

중생대(Mesozoic Era) 2.5 ~ 0.65 억년 전 

 

트라이아스기(Triassic Period) 

2.5 ~ 2.0억년 전, 초대륙으로 인해 거대한 사막지역이 대륙에 만들어 지고 매우 건조한 시 

기이다. 후기부터 초대륙 분열이 시작된다. 

 

쥐라기(Jurassic Period) 

2.0 ~ 1.5 억년 전 시대로 로라시아(Laurasia)와 곤드와나(Gondwana) 대륙이 뚜렷해진다. 

공룡이 매우 번성하고 다양해진 시기이다. 시조새는 쥐라기 말에 발견되었다. 

 

백악기(Cretaceous Period) 

1.5 ~ 0.65 억년 전. 대륙 이동이 점차 멈추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새의 조상들이 나타나고 

백악기 말에는 새로 진화하는 시기이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동물과 공생하는 현화식 



 

물문이 늦게 등장한이다. 

 

백악기 말에는 소행성(혜성) 충돌로 중생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물론 공룡은 그 전부터 꾸 준히 

멸종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으나 아무튼 최종 마무리는 소행성 충돌 

사건이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고생대 페름기에 등장했던 포유류형 파충류가 중생대에는 

포유류로 진화하고 중생대 이후 신생대에는 다양한 동물종으로 분화, 진화하게 된다. 

 

신생대(Cenezoic Era) 

 

3기(Tertiary Period) 

6.5 억년 전 ~ 2.6 백만 년 전 

 

4기(Quaternary Period) 

2백 6십만 년 전 ~ 현재 

 

영장류와 인간 진화 

8천 5백만 년 전 Molecular clock으로 중생대 말에 영장류로 분화되었다고 추정 됨 

5천 8백만 년 전 가장 오래된 영장류 화석 증거 

3.6 백만 년 전 Australopithecus 

2.3 백만 년 전 Homo habilis 

 

Homo sapiens 

58 ~ 24 만년 전 Y Chromosomal Adam(Y-MRCA) 

20 만년 전 Mitochondrial Eve 

 

2013-05-02, 곽노태 

  



켐벨 교양인을 위한 생명과학(2017) 15장에서 

 

15.1 생명의 기원에 대한 4단계 가설 

• 생명의 기원에 대한 한 가설에 따르면, 최초의 생물은 4단계 과정의 화학진화의 산물  

– 1. 아미노산과 뉴클레오티드와 같은 작은 유기분자의 합성  

– 2. 이들 작은 분자들이 단백질과 핵산 같은 고분자로 결합  

– 3. 이런 모든 분자들이 외부와 다른 내부 화학을 유지시키게 해주는 막으로 된 

작은 방울, 즉 전세포 안에 포장됨  

– 4. 마침내 유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가복제 분자의 탄생  

 

1단계: 유기화합물의 합성 

• 생명기원의 첫 번째 단계가 실험실에서 가장 폭넓게 연구됨  

– 지구 초기의 대기를 형성했던 물(H2O), 메탄(CH4), 암모니아(NH3)와 같은 화학물

질은 모두 작은 무기분자임   

– 반면에 생명의 구조와 기능은 동일한 원소로 구성된 당, 지방산, 아미노산, 뉴클

레오티드와 같은 보다 복잡한 유기분자에 의존 

• 1953년 스탠리밀러는 초기 지구에 만연했으리라 생각되었던 조건을 흉내 낸 장치를 고

안[그림 15.2]  

– 따뜻한 물이 든 플라스크는 원시 바다를 흉내 낸 것 

– 반응 챔버에 가스 형태로 넣은 “대기”에는 수소가스,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가 

포함  

– 초기 지구에 만연했던 번개를 모방하기 위해 챔버에 전기불꽃을 방출  

– 액화장치는 대기를 차게 식혀, 물과 이에 용해되어 있는 화합물이 소형 “바다”에 

“비”처럼 내리게 만듦  

• 이 장치는 일 주일동안 작동시킨 후, 단백질의 단량체인 아미노산을 포함하여 생명에 필

수적인 많은 유기분자가 “바다”에 모아짐  

• 많은 실험실에서 다양한 대기혼합물을 사용하여 밀러의 실험을 반복하였고, 역시 유기

화합물을 얻을 수 있었음  

 



 

 

•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유기분자의 기원에 대한 다른 가설들도 조사하고 있음  

– 생명이 수중 화산이나 깊은 바다의 지각의 틈에서 뜨거운 물과 미네랄이 분출되

는 심해 열수구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   

– 운석이 지구의 첫 유기분자의 공급원이라 가설  

 

2단계: 중합체의 무생물적 합성 

 일단 작은 유기분자가 지구에 존재하게 되었다면, 효소나 그 밖의 다른 세포 장치의 도움 없이도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중합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었는가?  

• 과학자들은 유기단량체 용액을 뜨거운 모래나 점토나 바위 위에 떨어뜨려서 단백질이나 

핵산과 같은 중합체를 형성하기 위한  중합반응을 일으킴  

 

 

3단계: 전세포의 형성 

• 생명의 기원에서 핵심 단계는 무생물적으로 만들어진 분자 전체를 막 안으로 격리하는 

것  

• 연구자들은 전세포가 지방산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증명  

 

4단계: 자가복제 분자의 기원 

• 생명은 부분적으로는 유전과정에 의해서도 정의하는데, 이것은 자가복제를 하는 분자에 



바탕을 두고 있음 

• 한 가지 가설은 이들은 단백질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복제하는 짧은 가닥의 RNA였다는 

것인데, 아마도 리보자임(ribozyme)이라고도 부르는 효소의 역할도 할 수 있는 RNA이었

을 것임 [그림 15.3] 

 

 

15.2 화학진화에서 다윈의 진화로 

• 전세포와 가장 단순한 오늘날의 세포 사이에도 그 공백은 대단히 큼  

• 그러나 자연선택을 통해 수백만 년 동안 변화가 축적되어, 이러한 분자협동체는 점점 더 

세포를 닮아가게 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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