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수업 요약 

원래 3시간 수업이지만 교실 수업을 그리 길지 않는데,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1시간 40분은 너

무 긴 시간이었다. 한번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쫓기듯이 이야기 했는데 … 하고싶은 이

야기도 하지 못하고 … 하여튼 생각나는 중요한 것(반복되거나, 다른 수업 내용과 겹치는 것)을 요

약해본다. 

1. RdRP : RNA depedent RNA Poylmerase (Protein),  

바이러스에만 있는(필요한) RNA → RNA 복제효소(유전자) 

(1) 람데스비르 COV-19 치료제의 작동 효소 – 바이러스와 사람(진핵세포)와의 차이점을 공격 

   이는 항생제 작동 원리 3개와 같다.  

                       (1) 세균 세포벽 공격, (2) 세균 리보솜 공격(단백질 합성 저해) 

    (3) 세균 전사 억제(세균과 진핵생물의 RNA 중합효소가 다르다) 

 (2) RNA 바이러스는 모두 RdRP를 가져 이를 토대로 계통발생학적 분류가 가능하다. 

  특히 RNA 역전사 바이러스와 DNA 역전사 바이러스도 역전사 효소가 RdRP와 유사하므로 비

교가 가능하여 모두 Ribovirai Realm, Pararndvirae 계, Artverviricota 문, Revtraviricetes 강에 역전

사 바이러스가 들어간다.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risus)는 DNA 역전사 바이러스이지만 

여기에 속해있다. RNA 역전사 바이러스는 Retroviridae 에 있다. 

   발티모어 분류로 보면 B V와 B VI모두 Riboviria 에 속한다. 

2. 바이러스 분류에 4 Realm 이나 들어간 것은? 

   (1) 바이러스 다양성이 세포 생명체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  

   (2) 바이러스 기원이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여러 진화 시기와 여러 기원) 

   (3) 현재 추적할 수 있는 유전자 자료가 공통된 하나가 없다는 이야기 

(세포 생명은 16srRNA, 18srRNA) 

1) RNA 바이러스와 DNA/RNA  역전사 바이러스는 모두 RdRP를 비교한다. 

 

 

 

 

 

        

 



2) Double DNA 바이러스는 대장균 바이러스(HK97) 캡시드 단백질(유전자)를 비교한다. 

 

 

 

 

 

 

 

       

3) Mono DNA 바이러스는 원형 DNA 복제에 필요한 HUH endonulease(핵산절단효소)가  

공통 유전자(효소)로 이를 비교 분석한다. 

4 kindom 모두 사람 이름을 딴 것이다. 

3. Varidnaviria, Pararnavirae는 Others 란 이야기. 

Varidnaviria는 전형적인 Double DNA 바이러스, Single DNA 바이러스 외의 DNA 바이러스를 넣

었다. Incertae sedis 과가 23개, Incertae sedis 속이 하나가 있다. 즉 정확한 분류가 이루러지고 

있지 않은 과, 속, 종을 여기에 넣었다. 

Hepatitis Deltavirus는 RNA 바이러스이지만 여기에 있다.dl 바이러스는 RNA 세상에서도 나오며 

아주 특이한 바이러스로 한번 정리해보기로 한다. 

Pararnavirus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역전사 바이러스가 속해있다. 

   Incertae sedis 상위 분류군이 정해지지 않은 

    이는 박테리아 분류에서 버지스 매뉴얼 2ed(Systematic)의 V IV와 비슷하다. 

 V I Archea, Deeply branching and photosynthtic bacteria, P1~P11 

      V II P12 Proteobacteria, G- 

      V III P13 Firmicutes, G+ Low GC 

      V IV Others, P14~P25, P16 Tenericutes(Class Molicutes) Mycoplsma 

      V V  P26 Actinobacteria, G+ High 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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