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학의 이해 2020년 1학기 4주 수업 

단백질과 유전정보 발현 

(Protein and Gene Expression) 

 

전학기 수업에선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분야를 지나쳐가고 여러 생물분야에서 재미난 것만 조금씩 

건드려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을 아주 조금 건들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는 최소한의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합니다. 당과 

탄수화물, 지질, 지방산은 세포호흡과 세포막 이야기에서 간단히 들여보도록 합니다. 

 

I. 단백질 Protein 

단백질은 생명체 구성성분, 구성 물질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단백(蛋白)은 달걀 흰자를 말하며 단

백질이 주성분입니다. Protein 은 중요한 으뜸이란 뜻입니다. 

단백질은 여러 아미노산이 펩티드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단백질은 

53개의 아미노산 단위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더 많은 아미노산 길이를 갖습니다. 

 

1. 아미노산과 단백질 

1-1. 아미노산 구조와 분류 

 

중심에 탄소원자가 있고 좌우에 아민기(-NH2)와 카복실기(-COOH)가 붙어있다. 카복실기가 산이

고 아민이 있어 아민 산 아미노산이 된다. 중심탄소에는 수소원자 하나와 Side Chain 곁사슬이 붙

어 있다. 이 곁사슬이 가장 간단한 것은 수소원자로 글리신 아미노산이다. 이 곁사슬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이 달라지면 그 성질도 다르다. 

곁사슬 특성으로 보통 4~6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극성(친수성), 비극성(소수성), 산성(음전하), 염기

성(양전하), 방향족 등이 있습니다. 방향족 아미노산은 곁사슬에 방향족(냄새나는 화학물질, 고리 

형태)는 벤젠 고리 가진 것으로 타이로신(Tyr), 페닐알라닌(Phe), 트립토판(Trp)가 있고 벤젠 고리가 



아닌 이미다졸(질소 2개가 들어간 5각형) 곁사슬을 갖고 있는 히스티민(His)가 있습니다. 

(히스티민)  

따라서 단백질/펩타이드의 구성체인 아미노산이 같은 종류로 비슷한 것으로 바뀐 경우 민감한 곳

이 아니면 그 구조와 기능이 바뀌지 않게 된다. 

(뒤에 20 아미노산 표를 참조) 

 

1-2. 펩티드 결합 

 

물 속에서는 보통 위와 같이 이온화가 되어 양이온, 음이온을 모두 함께 띄게 된다. 이러한 양이

온 아민과 음이온 카복실기가 결합을 하며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는 탈수축합 반응을 하여 두 

개의 아미노산이 하나의 디펩티드가 된다. 이때 생성된 -C=O-NH- 결합을 펩티드 결합이라 한다. 

  

펩티드 결합은 단일 결합과 이중결합의 중간인 부분적인 이중결합이라 하여 아미드기(Cα-CO-N- 

Cα )가 평면이 되게한다. 

폴리펩티드는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티드결합을 하여 만들어지며 특정 모양과 기능을 하면 단

백질로 불린다. 



 

1-3. 단백질 2차, 3차, 4차 구조 

1차구조는 아미노산의 연결 정보만 있다. 2차구조는 반복 모양이 나타나는 알파 나선 구조와 베타 

판 모양이 있다(CO와 NH의 수소결합으로). 3차구조는 입체 모양을 하여 단백질의 특성과 기능을 

나타낸다. 4차구조는 몇 개의 단백질이 입체적으로 기능적으로 동작하게끔 결합하고 있다. 4개의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모여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역할을 한다. 

 

 

1-4. 단백질 기능, 역할 

단백질은 구조 단백질과 효소 단백질로 나눌 수 있다. 구조 단백질은 세포 내와 세포 밖에서 세

포와 조직, 기관, 개체 등을 유지하고 구성하는데 필요하다. 

효소 단백질은 생명 현상에 필요한 모든 생화학 작용을 촉매로 작용한다. 유전정보는 궁극적으로 

단백질로 표현된다. 



자연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생화학 과정도 생명체에서는 모두 단백질 효소가 필요하다. 이는 그 

과정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생화학 속도를 빠르게도 느리게도 하고 때로는 역방향으로도 진행시

킨다. 

효소 Enzyme에 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말로 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물론 여러분이 자료를 찾

아 공부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II. 유전정보 발현(Gene Expression) 

 

1. DNA 구조 

디옥시(산소를 빼간) 리보스(5탄당) + 인산 + 디옥시리보스 + 인산 + … 의 골격의 곁가지로 5탄

당에 염기(A, T, G, C)가 붙어 있다. 이러한 긴 선형 고분자가 2개가 서로 마주하고 A=T, G≡C 의 

수소결합을 이루며 꼬여있다(약 10 염기 마다 1회 돌아감). (폴리펩디드의 α 나선구조는 3.6 a.a 마

다  1 turn) 

 

[연결 결합] 

1) 5탄당과 인산 결합은 당연히 공유결합이다. -P-O-C- . 

2) 인산-당 골격에 곁사슬로 붙는 염기(A, T, G, C 중 하나)는 공유결합(5탄당 1번 탄소와 염기 N과). 

3) 2가닥의 DNA 사이에서 염기끼리의 결합은 수소결합. 

 A=T 는 이중 수소결합, G≡C 는 3중 수소결합 



따라서 GC 결합이 더 강하며 따라서 호열성(고온성) 미생물은 GC 결합이 훨씬 더 많다(High GC) 

 

** 염기 쌍 간의 결합은 염기에서 전자의 쏠림으로 일어나는(극성, polar, 친수성) 부분적인 약한 

양과 음전하 힘의 결합으로 완전한 음이온과 양이온의 결합인 이온결합이 아니다. 

 

 

2. 전사(Transcription)와 전사 조절(Transcriptional Control) 

2-1 전사(Transcription)  

Transcription 이니 "옮겨 쓰기"가 더 좋을 듯. TPO(알맞은 시간과 장소와 경우)에 맞게 필요한 

유전자는 단백질로 발현되어 생명체를 콘트롤한다. 이 첫 과정이 "옮겨 쓰기"로 RNA 중합 효소가 

전사 개시 부위 윗쪽의 특이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결합부위에 결합하면 DNA 2 중 나선 구조는 

풀리고 한 가닥의 염기 서열에 상보적인 뉴클레오티드(Nucleotide)가 결합하여 mRNA 가 

만들어진다. RNA 중합효소는 DNA 상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mRNA 는 점점 길어진다. 보통 

mRNA 는 약 1000-10,000 개의 염기 서열을 갖는 한 가닥의 긴 사슬 형태를 하며 핵공을 

뻐져나와 단백질 합성 장소인 리보솜으로 이동된다. 

DNA 염기 서열이 mRNA 로 "옮겨쓰기"할 때 조금 다르게 쓰여진다. 예로 들어 DNA 의 염기 

순서가 AATCGGTCA 라면 mRNA 는 UUAGCCAGU 의 염기 순서로 생성된다. 이때 각 염기는 서로 

상보적인(complement) 염기가 위치하며 DNA 의 T(티민) 염기는 A(아데닌)가 상보적인 염기이나 

RNA 에서는 T 가 없고 대신 U(우라실)염기로 대체된다. 

2-2. 전사조절(Transcriptional Contol) 

유전자 발현의 조절은 Gene expression(유전자 표현,발현) 첫 과정인 옮겨쓰기(전사)를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서관에서 자장면 요리법만 자주 복사해오면 

자장면을 자주 만들어 먹게 되는 것과 같다. 도서관에서 책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그때 그때 복사(전사)해 그 복사본을 요리집(리보솜)에서 가지고 와 그 복사된 요리법대로 

요리를 한다(단백질 합성). 진핵세포는 전사조절 외에도 전사 후 조절(RNA Splicing 등)도 

중요하나 원핵세포(세균)에서는 전사조절이 대부분이다. 

 

전사조절에서는 전사를 억제물질이 활성화되면 작동기(Opreator)에 결합하여 전사를 

억제하는 負의 조절(Negative control)과 전사활성화 물질(전사촉진물질)이 조절부위에 결합하여 



전사을 촉진하는 正의 조절 방식이 가능하다. 음성조절에서는 이 억제물질은 다른 물질(유도물질 

또는 공동억제물질)과 협력하여 억제물질이 활성화되기도 또는 불활성화 되기도 하여 전사가 

조절된다. 

오페론(Operon) = 원핵세포의 DNA 에서 프로모터와 작동 유전자 및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 유전자 집단. 

오페론의 구성 : 프로모터 + 작동 유전자(Operator) + 구조 유전자(군) 

오페론은 원핵생물(고세균, 세균)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자 집단으로 진핵생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많은 진핵생물에서도 오페론이 있고 작동함) 

 

Lac Operon 

[이전에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고 ATP 가 결핍되면 ATP → ADP → cAMP 로 되어 이 cAMP 가 CAP 와 

결합하여 복합체를 만들고 이어 RNA 중합효소와 함께 Promotor 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이 시작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포도당 농도가 낮고 유당 농도가 올라가면 유당분해효소 생산이 가능하다. 

 

 

 

 

 

 

 

 

2-3. 전사 후 조절(Post-transcriptional Control) 



진핵세포의 전사에서 맨처음 만들어진 mRNA 에는 단백질로 해독되지 않은 인트론(Intorn) 부분이 

같이 전사되어 나온다. 이를 처리해야 된다. 물론 모자 씌우기(Capping)과 꼬리 붙이기(Tailing)도 

있지만, 진핵세포에서 전사 후 조절로 중요한 RNA Splicing 이다.  

 pre-mRNA 에는 의미 없는 Intorn 이 

껴있으며 이를 제거하는 과정이 RNA 

splicing 인데 일반적으로 snRNP(Small 

Nuclear RiboNucleoProtein, 작은 핵 RNA 

–단백질 복합체)에 의해 일어나며 일부는 

자체 스스로 RNA Splicing 이 일어나기도 

한다(Self RNA Splicing). 이때는 Intron 

RNA 가 리보자임으로 작동하는 경우이다. 

 

엑손(Exson)은 Express 즉 Gene 

Expression, 유전자 표현(발현)되는 

부위이다. 

( 킴벨 생물학에서) 

 

3. 유전암호 해독(Translation ,번역) / 단백질 합성 

진핵세포에서는 이 과정은 세포질/조면소포체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진핵세포 리보솜은 

80S(40S + 60S)이고 원핵세포(고세균, 진정세균)는 70S(30S + 50S)이다. 

 

  

(위 그림은 http://study.zum.com/book/15121 에서 옮김) 

http://study.zum.com/book/15121


리보솜은 오뚜기로 그리고 큰 거가 Large unit, 작은 건 Small unit로 불린다. 리보솜 작은 단위체

의 rRNA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비교하여 계통발생학적인 생물분류에 이용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

이 원핵세포는 16S rRNA, 진핵은 18S rRNA 이다. 

 

유전자 암호(코돈, Codon)과 지정 아미노산 

 (유전암호표 →)  

DNA 유전정보(ATGC 순서)는 mRNA(AUGC 순서, 서열이란 말을 쓴다)로 전사되고, 이어 리보솜에

서(진핵세포라면) 3글자의 mRNA 염기 서열에 맞는 아미노산을 정확히 갖다 붙히면서 단백질 합

성을 하게된다. 

표준 아미노산을 20개이고 AUGC 4 염기의 순서는 4x4 = 16으로 염기 2개로는 안되고, 4x4x4 = 64

가 되는 염기 3개로 한 아미노산을 특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유전 암호(Genetic Code)라 하

고 연속되는 3 염기 서열을 코돈이라 한다. 

 

★ 시작과 종결 코돈 

AUG 코돈은 Met 아미노산과 연결되며 이 아미노산을 갖고 오면서(tRNA가) 단백질 합성이 시작

되어 시작 코돈(Start Codon)으로 불린다. (진정)세균(Bacteria)에서 시작 코돈은 변형 메치오닌

(fMet, 포밀메치오닌)을 가져오면서 시작한다. 이 다음에 AUG 코돈은 Met 아미노산을 연결하게 



된다. 즉 처음만 fMet으로 시작하게 된다. 

고세균은 진핵생물(인간을 포함)과 같이 Met 아미노산에서 단백질 합성을 시작한다. 

한편 UAG, UAA, UGA 의 3 코돈은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아 Nonsense Codon 으로도 불리

며 단백질 합성을 끝내게 된다(연결한 아미노산이 없으므로 자연스레 종결됨). 이를 Stop Codon 

이라 한다. 

64 가지의 코돈의 가지수에서 20 아미노산(1개는 시작 코돈으로 Met 아마노산도 지정)과 3개의 

종결코돈으로 모두 23 가지수를 지정하므로 다른 코돈이 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나

타난다. 예를 들어 세린(Ser)은 UCN으로 이는 UCU, UCC, UCA, UCG를 뜻한다. 

 

★ 돌연변이 

한 글자 치환 돌연변이 : 시작과 종결 코돈이 아닌 염기가 바뀌면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는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코돈의 3번째 염기(Leu, Stop codon은 2번째)가 바뀌어도

같은 아미노산을 만들어 연결하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시작 코돈(Met 지정 코돈)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 다음 AUG(Met)에서 시작하게 되어 단백질 

길이가 짧아진다. 만일 다음 AUG 코돈이 없으면 단백질 합성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종결 코돈에서 한 글자가 바뀌어 한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면 번역(단백질 합성)을 중단되지 않

고 이어진다. 다른 코돈에서 한 글자가 바뀌어 종결 코돈이 되면 거기서 중단하게 되어 짧은(원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백질/펩티드가 생산된다. 

한 글자 삽입/결실 돌연변이 = 대참사, 한 글자가 들어가거나 빠지면 3자씩 읽어가는 번역/해독 

과정에서 그 다음부터는 모두 잘못된 암호 해독이 된다. 아미노산이 바뀌거나 또는 중단 코돈 발

생으로 단백질 합성이 중단되기도 한다. 이를 해독틀 돌연변이로 불린다. 

 

 

  



표준 아미노산 20개 이야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된 고분자이고 유전암호로 해독되는 표준 아미노산은 20가지로 

그 특성에 따라 4~6가지로 구분합니다. 

(켐벨 생물학에서)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한쪽은 아민기(-NH2), 한쪽은 카복실기(-COOH)가 붙고 위에는 수소

가 있고 마지막 아래쪽에는 여러 다양한 곁사슬(Side Chain)이 붙어 있습니다.  

 

1. 6가지로 분류(Happer’s Illustrated Biochemistry 23th ed.) 

(1) 비극성, 선형 곁사슬 아미노산(Nonpolar, Alipahtic) 

글라이신(Gly, G)  - H Hydrogen 

알라닌(Ala, A) - Methyl CH3 

발린(Val, V) - Isopropyl(1-methyethyl) 

루이신(Leu, L) - Isobuthyl(2-methypropyl) 

이소루이신(Ile, I) - secondary buthyl(1-methylprophyl) 

비극성은 극성이 없는 소수성(hydrophobia)를 뜻함 



  

 

 

 

 

 

(2) 수산화기(-OH) 곁사슬 아미노산 

세린(Ser, S) (methanol CH3OH) 

쓰레오닌(Thr, T) (ethanol CH3CH2OH) 

티로신(Tyr, T)  (methyphenol) 방향족 아미노산으로도 분류 

극성(Polar) 또는 친수성(hydrophilic)으로도 분류 

 

(3) 황 원소를 지닌 곁사슬 아미노산 

시스테인(Cys, C)  (methylsulfide)극성, 친수성 분류(-OH와 –SH는 비슷) 

메치오닌(Met, M) S-methyl thioether(CH3SCH2-) 

비극성, 소수성, 선형 곁사슬로도 분류 

 

(4) 산성 또는 아미드기 곁사슬 아미노산 

아스파르트산(Asp, D) Acetic acid 

아스파라긴(Asn, N) 

글루탐산(Glu, E)  Propionic acid 

글루타민(Gln, Q) 

두 아미노산(D, E)은 완전한 음전하(카르복실기, COO-)를   

띠나 나머지 두 아미노산(N, Q)은 약한 염기성을 띤다. 

따라서 아민기 곁사슬 아미노산인 Asn과 Gln은 극성으 로 분

류하기도 한다. 

 



5) 방향족 아미노산(방향족 고리가 곁사슬인 아미노산) 

페닐알라닌(Phe, F) Toluen(CH3 Benzene) 

타이로신(Tyr, Y)  Methylphenol 

 

트립토판(Trp, W)  Indole, 비극성 방향족 

 

히스티딘(His, H)  Imidazol(C3N2H4)  

히스티딘은 방향족이지만 벤젠고리를 가지지 않았다. 

약 염기성  

 

(6) 이미노산(Imino acid) 

프로린(Pro, P) 

프로린은 비극성(Nonpolar)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mine C=N) 

 

2. 아미노산의 4가지 분류 

(https://proteinstructures.com/Structure/Structure/amino-acids.html) 

Charged (side chains often form salt bridges): 

• Arginine - Arg - R 

• Lysine - Lys - K 

• Aspartic acid - Asp - D 

• Glutamic acid - Glu - E 

 

Polar (form hydrogen bonds as proton donors or acceptors): 

• Glutamine - Gln - Q 

• Asparagine - Asn - N 

• Histidine - His - H 

• Serine - Ser - S 

• Threonine - Thr - T 

• Tyrosine - Tyr - Y 

• Cysteine - Cys - C 

https://proteinstructures.com/Structure/Structure/amino-acids.html


 

Amphipathic (often found at the surface of proteins or lipid membranes, 

sometimes also classified as polar): 

• Tryptophan - Trp - W 

• Tyrosine - Tyr - Y 

• Methionine - Met - M (may function as a ligand to metal ions) 

 

Hydrophobic (normally buried inside the protein core): 

• Alanine - Ala - A 

• Isoleucine - Ile - I 

• Leucine - Leu - L 

• Methionine - Met - M 

• Phenylalanine - Phe - F 

• Valine - Val - V 

• Proline - Pro - P 

• Glycine - Gly – G 

 

2019-10-17, 곽노태 

 

Amin amino- 

Trubin turbo-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 유튜브 영상(TED) 

https://www.ted.com/talks/james_watson_on_how_he_discovered_dna/transcript?language=ko 

왓슨이 직접 이야기 합니다. 

https://www.ted.com/talks/james_watson_on_how_he_discovered_dna/transcript?language=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