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학의 이해

3. 세포구조와 생물분류



3-1. 세포 구조 (1) 원핵세포 구조
(켐벨 생물과학 2017년 4장 그림 사용)



3-1. 세포 구조 (2) 진핵세포 구조

a. 동물세포



3-1. 세포 구조 (2) 진핵세포 구조

b. 식물세포



3-1. 세포 구조 (3) 원핵과 진핵세포 비교

항 목 원핵 생물  진핵 생물  

유기체 박테리아 , 고세균 원생 동물 , 곰팡이 , 식물 , 동물 

크기 ~ 1–5  µm  ~ 10–100 µm  

핵 - 이중 막을 가진 진짜 핵 

DNA  원형 (보통) 히스톤 단백질이있는 선형 분자 ( 염색체 ) 

mRNA 전사  

단백질 합성 

세포질(RNA  

중합효소, 리보솜) 

핵(RNA 중합효소) 

세포질(리보솜) 

리보솜 50S 와 30S(16S rRNA) 60S 와 40S(18S rRNA) 

세포질 구조 별로 없음 세포 내막 과 세포 골격으로 고도로 구조화됨 

미토콘드리아 없음(효소는 세포막에) 하나에서 수천 

엽록체 없음(효소는 세포막에) 조류 및 식물에 존재 

조직 보통 단일 세포 단세포, 콜로니 형성, 다세포(세포분화) 

세포 분열  이분법 유사 분열 , 감수 분열 

 



3-2. 생물 분류 (1) 시대에 따른 분류 변화

Linnaeus 

1735 

Haeckel 

1866 

Chatton 

1925 

Copeland 

1938 

Whittaker 

1969 

Woese  

1990 

Cavalier-Smith 

1998 

Cavalier-Smith 

2015 

2 

kingdoms 

3 

kingdoms 
2 empires 

4 

kingdoms 

5 

kingdoms 

3 

domains 

2 empires, 6 

kingdoms 

2 empires, 7 

kingdoms 

(not 

treated) 
Protista 

Prokaryota Monera Monera 

Bacteria 

Bacteria 

Bacteria 

Archaea Archaea 

Eukaryota 

Protoctista Protista 

Eucarya 

Protozoa Protozoa 

Chromista Chromista 

Vegetabilia Plantae Plantae 

Plantae Plantae Plantae 

Fungi Fungi Fungi 

Animalia Animalia Animalia Animalia Animalia Animalia 

 



3-2. 생물 분류 (1) 시대에 따른 분류 변화 - 생물학자

1) 린네(Carl Linnaeus) : 스웨덴 식물학자, 이명법(Binomial Nomenclature), Father of Modern Taxanomy.

2) 해켈(Ernest Haeckel) : 독일 동물학자, ecology, phylum, phylogeny, Protista 용어 사용(coin)

(Ernst Ebbe : 독일 광과학자, 1879년 현대식 현미경 개발, 구면 수차와 색수차 제거해 분해능 향상)

3) 세뚱(Edward Chatton) : 프랑스 생물학자, ‘Reflections on the Biology and Phylogeny of Protozoa’에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를 발표하며 Prokaryote, Eukaryote 용어 사용

4) 코프랜드(Herbert Copeland) : 미국 생물학자. 단세포 생물을 모네라계와 원생생물계에 넣었다.

5) 휘태커(Robert Whittaker) : 미국 식물생태학자, 휘태커 5계와 휘태커 Biome(온도와 강우량에 따른)

6) 워즈(Carl Woese) :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미생물학 교수, 미생물학의 혁명적인 16S Ribosomal RNA 분

석에 따른 계통발생학적 분류학과 고세균 도메인으로 유명. 

7) 캐빌리어-스미스(Thomas Cavalier-Smith) :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동물학과 진화생물학 교수, 원생생물

연구, Chromista 계 만듦, 미생물학자만 열광적인 Archaea 도메인을 아계로 넣었다 계로 조금 올렸다(세균

과 고세균으로 구분하는 국제세균협회 분류에 맞춰).

2003년 8 kingdoms 에서는 Archaebacteria와 Archezoa(amitochondriate protists)를 넣었었다.



3-2. 생물 분류 (2) 비세포 생물을 포함-1
(From https://en.wikipedia.org/wiki/Two-empire_system)

An Introduction to Viral Taxonomy with Emphasis on Animal Hosts and the Proposal of Akamara, a Potential Domain for the 
Genomic Acellular Agents, Christon J. Hurst, 2000

https://en.wikipedia.org/wiki/Two-empire_system


3-2. 생물 분류 (2) 비세포 생물을 포함-2

(https://es.wikipedia.org/wiki/Acytota)

NCLDV(NucleoCytoplasmic Large DNA Viruses), Neomura : New Cellwall, Ophisthokonta : Rear Flagella 

https://es.wikipedia.org/wiki/Acytota


(3) Acellular Life(비세포성 생명체)
Viruses, viroids, satellites, plasmids, phagemids, cosmids,   transposons and 

prions are acellular "life“

(from https://www.slideshare.net/DeepikaRana6/differences-between-viroid-and-virion)

https://www.slideshare.net/DeepikaRana6/differences-between-viroid-and-virion


https://www.slideshare.net/KristenDeAngelis/lecture-23-522017-
acellular-life-slides
미생물학 교수/University of Massachusetts

https://www.slideshare.net/KristenDeAngelis/lecture-23-522017-acellular-life-slides


PrP c  Prion Protein Cell

PrP sc Prion Protein Scrapie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