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학의 이해 첫 수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 온 세상이 술렁이고 있다. 

우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점으로 생물학의 이해 첫 수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생물학과의 연결 고리를 살펴보면서 차분히 천천히 인터넷 수업을 들어간다. 

 

수업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했으며 여기에 바이러스와 연결되는 고리를 넣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물학(biology)? : 생물(생명체),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연구대상 개체에 따라 크게 나누면 동물학(Zoology), 식물학((botany), 미생물학

(Microbiology), 바이러스학(Virology)로 나눌 수 있고 여기 바이러스학이 나온다. 

 

연구 대상의 크기(개체 크기가 아니라)에 따라 나누면 분자 수준에서 세포, 조직, 기관 수준

으로 올라가면서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세포학, 조직학, 생리학 등이 있고 개체가 무

리를 이루며 생태학 등으로 연구 대상이 확대된다. 바이러스학은 대부분 분자생물학 수준

에서 다루어 진다(유전학, 생화학, 세포학 수준을 포함) 

 

현재와 미래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화이다. 생물은 진화하고 진화하는 것은 바

로 생물이다. 생물은 진화를 빼고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바이러스의 탄생과 진화도 

생명 탄생과 진화와 연결되어 중요한 주제가 된다. 

분자 수준의 진화에서 RNA 세상이 나타나고 후기 RNA 세상에서 RNA 유전정보를 DNA로 

저장하는 과정은 아마도 (원시)레트로바이러스가 담당했다는 가설도 있다. 

2. 생명, 생물이란? What is LIFE?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에 무생물로도 여겨지지만 살아있는 세포에 침입하여 증식하는 

것은 생명체로 볼 수밖에 없다. 현대 생물학에서 생물은 유전정보를 가지고 이를 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러스 연구는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3. 생물 분류 : 분류학(Taxanomy)은 (고전)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DNA 유전정보를 이용한 분류가 떠오르고 있다. 가장 단순한 지구생명체는 단세

포 생명체로 생물은 세포 구조나 특성으로 분류되므로 바이러스는 생물 분류에 자리가 없

다. 



칼 워즈의 3 도메인은 고세균, 진정세균, 진핵생물로 나뉘고, 

휘태커의 5 계에서 고세균과 진전세균은 모두 원핵생물계(Monera, 원핵세포)에 포함된다. 

다른 4계는 진핵 단세포인 원생생물계(Protista)와 진헥 다세포인 동물계, 식물계와 곰팡이

계가 있다. 

바이러스는 별도의 분류 체계로 형태(대칭성, 지질막 유무 등), 유전정보 물질(DNA/RNA), 

감염되어 발생되는 질병, 최초 발견 장소 등을 조합하여 분류라는 ICTV(국제바이러스분류협

회) 분류와 유전정보 특성(DNA/RNA, 한가닥/두가닥, 전사/역전사 등)으로 분류하는 볼티모

아 분류법이 있다. 

 

볼티모어 분류는 유전정보의 흐름과 같은 분자생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4.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 볼티모어 분류와 바이러스 증식을 알려면 분자생물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5. 진화(Evolution) : 지구세포 탄생 전에 생명의 분자 수준의 진화(화학적 진화)가 있었고 여기

선 RNA World 가설이 중요하다. 

 

6. 생태학(Ecoolgy) : 생물과 생물,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와 영향을 연구 

진화생태학(Evolutionary Ecology)이 중요하고 질병과 관련하여 질병생태학(Disease Ecology)

도 떠오르는 분야이다. 

 

7. 유전공학 :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과 연관 지어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rRT-PCR 도 알아

본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유튜브를 3개 보기로 한다. 

 

1. Coronavirus Disease(COVID-19)? 

https://www.youtube.com/watch?v=aXqrN8VvBIs 

 

2. 코로나 바이러스 :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haNBAeKEn5A 

 

3. 바이러스 구조화 분류, Virus Structure and Classification, Khan Academy 

https://www.youtube.com/watch?v=4kIKySxUYuk&feature=youtu.be&list=PLbKSbFnKYVY3tYLgPj0o

MQzKf1Sm5UQra 

영어 강의이지만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에 집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침착하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도 공부도 이와 같아서 잘 모르는 분야나 이야기도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고 이해하는 

정도만 이해하며 끝까지 가야합니다.  

(이는 교실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오페라를 보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미술관을 찾거나 모두 각자가 이해하는 정도만 보고, 듣고, 이해하고 갑니다. 드러나 다들 

즐거워합니다. 실제로 이해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냥 즐겁게 끝까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과제물 이야기입니다. 

학번 끝 숫자로 나누어집니다. 

1) 1, 6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류 

2) 2, 7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 내 증식 방법, 과정 

3) 3, 8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감기, 독감 바이러스와의 공통점과 다른 점 

4) 4, 9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 – 간단 설명과 진단 방법, 과정 등 

5) 5, 0 : 바이러스는 (지구)생명체인가 아닌가? 

 

https://www.youtube.com/watch?v=aXqrN8VvBIs
https://www.youtube.com/watch?v=haNBAeKEn5A
https://www.youtube.com/watch?v=4kIKySxUYuk&feature=youtu.be&list=PLbKSbFnKYVY3tYLgPj0oMQzKf1Sm5UQra
https://www.youtube.com/watch?v=4kIKySxUYuk&feature=youtu.be&list=PLbKSbFnKYVY3tYLgPj0oMQzKf1Sm5UQra


A4 용지에 폰트 크기 10 으로 하여 한두 장이면 됩니다.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다음 주 일요일(3/22)까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참여하는 수업/공부가 최선이며 

최고임을 믿습니다. 

 

2020-03-16, 곽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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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Disease ecology is a rapidly developing subdiscipline of ecology concerned with how species 

interactions and abiotic components of the environment affect patterns and processes of disease. To 

date, disease ecology has focused largely on infectious disease. The scientific study of infectious 

disease has a long history dominated by specialists on the taxa of infectious agents (e.g., bacteriologists, 

virologists), mechanisms of host defense (e.g., immunologists), effects of infection on individual hosts 

(e.g., pathologists), effects on host populations (epidemiologists), and treatment (e.g., practicing 

physicians and veterinarians). Disease ecology arose as scientists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the 

interactions between pathogen and host could be conceptually united with other interspecific 

interactions, such as those between predator and prey, competitors, or mutualists. At its simplest, an 

infectious disease consists of an interaction between one species of pathogen and one species of host. 

The evolution of disease ecology since the late 20th century has incorporated additional layers of 

complexity, including recognition that most pathogens infect multiple species of host, that hosts are 

infected with multiple pathogens, and that abiotic conditions (e.g., temperature, moisture) interact with 

biotic conditions to affect transmission and disease. As a consequence, a framework broader than the 

simplest host-pathogen system is often required to understand disease dynamics. Disease ecologists 

are interested both in the ecological causes of disease patterns (for instance, how the population density 

of a host influences transmission rates), and the ecological consequences of disease (for instance, how 

the population dynamics of a host species change as an epidemic progresses). Consequently, disease 

ecology today often integrates across several levels of biological organization, from molecular 

mechanisms of pathology and immunity; to individual-organism changes in health, survival, and 

reproduction; to population dynamics of hosts and pathogens; to community dynamics of hosts and 

pathogens; to impacts of disease on ecosystem processes; to ecosystem-level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landscape change on disease. 

Historical Developments 

The emergence of disease ecology has involved the gradual integration of several distinct lines of 

inquiry. One foundational development was the creation of a mathematical model of malaria shortly 

after the initial description of the life cycle of the malaria parasite, Plasmodium, 

in Anopheles mosquitoes by Sir Ronald Ross (Ross 1915). Ross’s model distinguished subpopulations 

of mosquitoes and humans that were susceptible from those that were infected, and it tracked the 

https://www.oxfordbibliographies.com/view/document/obo-9780199830060/obo-9780199830060-0128.xml#obo-9780199830060-0128-bibItem-0007


latency to infection both in vector and host. The Ross model was later generalized in models in Kermack 

and McKendrick 1927, which classified individuals in a host population into the following epidemiological 

compartments: susceptible (S), exposed (E), infectious (I), or recovered (R), and it tracked the rate at 

which they transitioned from one class to another. These models were tailored for specific types of 

diseases according to, for example, whether there is latency from exposure to infectiousness, whether 

hosts recover, or whether recovered hosts regain susceptibility. Tracking the numbers of individuals in 

each compartment and rates of transition allowed researchers to quantitatively describe and predict 

epidemics. Another foundational development was the incorporation of parasites into early experimental 

ecology. Thomas Park’s observation (Park 1948) that infection by a sporozoan parasite converted a 

dominant competitor into an inferior one, reversing the outcome of competition between two species of 

flour beetle (Tribolium spp), strongly influenced population and community ecologists. A third key 

development was recognition of the profound importance of infectious diseases on host populations, 

communities, and ecosystems. Examples include descriptions of diseases shaping human history 

in Diamond 1997 and Dobson and Carper 1996, a study of rinderpest shaping African wildlife 

communities in Plowright 1982, and Daszak, et al. 1999, which is an exploration of the association of 

the chytrid fungus Batrachochytrium dendrobatidis with amphibian declines worldwide. Together, these 

developments allowed epidemics to be understood through models and impressed upon ecologists 

their importance in affecting population and community dynamics. 

 

 

끝 2020-03-16, 곽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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