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생물 분류 

Bergey's Manual of Determitive Bacteriolgy(9th ed., 1994) : 33 groups 

 계통발생학적 연관성에 기초를 두고 만족스럽게 세균을 분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Bergey 의 계통 세균학 지침서에는 그 체계를 주로 표현형적 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4 권에는 

각각 33section 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은 몇몇의 쉽게 결정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세균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세균들의 특성들을 서술하거나 세균이 내포하고 있는 고유 이름을 

제공하여 준다. section 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특성들은 일반적인 모양, 형태, 그람염색 의 특징, 

산소 의존성, 운동성, 내성포자의 존재, 에너지생산의 방식 기타 특징 들이다. 세균의 군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4 권으로 나누어진다. 

Voume-I    : 일반적, 의학적, 또는 산업적 중요성이 있는 그람음성 세균. 

Voume-II   : 방사선균을 제외한 그람양성 세균. 

Voume-III : 독특한 특성을 지닌 그람음성 세균(시아노박테리아, 시원세균류) 

Voume-IV : 방사선균(그람양성 사상형세균, gram-positive filamentous bacterial )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gy(1st ed.) : 4 volume, 33 sections, 1984~1989 

Volume I G- Bacteria : Section 1-11 

Volume II G+ Bacteria : Section 12-17 

Volume III Cyanobacteria and Archaea : Section 18-25 

Voume IV Actinomycetes : Section 25-33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gy(2nd ed.) : 5 volume, 36 pylla 

Volume I  Domain Archaea + Deeply Branching and Phototrophic Bacteria  

Volume II  G- Proteobacteria 

Volume III  Low GC G+ Bacteria(Firmicute) 

Volume V High  GC G+ Bacteria(Actinobacteria) 

Volume IV  Others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 2nd Edition 은 계통발생학적인 유전자 근연관계를 

이용하여 현재의 원핵세균을 분류하였다. 미생물학자에 도움을 주고자 5 개 볼륨(5 권)으로 

나누어 실었으며 모든 종과 균주를 포함하여 16S rRNA 염기 자료도 수록했다. 



Volume I Domain Archaea + Deeply Branching and Phototrophic Bacteria(2001) 

Domain Bacteria(Phylum 1 - 11) 

Phylum 1 – Aquificae 

이 문은 고온성 또는 초고온성 화학합성균들의 작은 무리이다. 다시 말하면 화학합성균으로 

무기물에서 에너지를 얻으며 뜨거운 곳에서 살아가는 세균 무리이다. 이 문에 속한 Aquifex 속은 

섭씨 95 도에서도 생존하며 최적온도는 85 도이다. Aquifex 속은 호기성이나 매우 낮은 농도의 

산소에 견딜 수 있으나 대부분의 다른 종들은 혐기성으로 산소가 존재하면 생존이 전혀 

불가능하다. Aquifex 속은 에너지원으로 황화수소(H2S)나 치오황산(S2032-)을 이용한다. 

The name 'Aquificae' was given to this phylum based on an early genus identified within this group, 
Aquifex (“water maker”), which is able to produce water by oxidizing hydrogen. They have been found 
in springs, pools, and oceans. 

Pylum 2 – Themotogae 

이 문은 목 하나와 속 다섯으로 이루어져 있다. Thermotoga 속과 다른 무리는 혐기성, 고온성, 

발효성, 그람음성 세균으로 에테르로 연결된 지질인 이상한 지방산을 갖고 있어 이 

점은 Aquifex 속과 닮았다.  

 

 The metabolic ability of Thermotogae to utilize different complex-carbohydrates for production of 
hydrogen gas led to these species being cited as a possible biotechnological source for production 
of energy alternative to fossil fuels 

Pylum 10 - Cyanobacteria 

광합성 세균으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녹색의 

엽록소 a 와 대부분은 청색의 phycocyanin 이란 광합성 보조색소를 지녀 청록박테리아로 불린다. 

개체는 단일 세포로 또는 사슬형태로 나타나며 사슬형태는 '이형세포(heterocyst)'에서 질소고정을 

하기도 한다. 



 

 

Volume II G- Proteobacteria(2005) 

Pylum 12 - Proteobacteria 

흔히 그람음성 자색세균(purple bacteria) 무리로 알려졌다. 약 1300종과 384 속이 속한 매우 크고 

다양한 세균의 집합이다. 모두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태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생활방식이 

아주 다르며 영양 형태도 광합성, 종속영양에 화학합성까지 다양하다. 의학과 산업 그리고 생물 

연구에 유용한 종이 많다. rRNA 자료에 따라 5 강(class)으로 나누어지는데 α, β, γclass 에서 

광합성균이 포함되어 원 선조는 원시 광합성 박테리아로 이 문의 다른 많은 종들은 진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광합성 능력을 잃은 듯하다. 

Class I(αproteobacteria) : 대부분은 빈영양성. 광합성균(Rhodospillium), 메탄생성균 

(Methylobacteriaum), 질소고정균(Rhizobium), 병원균(Richettsia, Burucella) 그리고 보호집 세균 

(sheath bacteria)인 Caluobacter, Hyphomicrobium 이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알파프로테오 

박테리아의 후손으로 생가된다. 



 

Nitrosomonas NH4+ → NO2- 

 

Class II(βproteobacteria) : 주로 혐기성 분해되는 유기물 침전에서 발생되는 전자공여체를 

이용한다. 이러한 전자공여체로는 수소(Alcaligenes), 암모니아(Nitrosomonas), 메탄(Methylo-

bacillus), 휘발성 유기산(Bukholdiria)가 있다. 

 

Class III(γproteobacteria) : 다양한 무리가 여기에 속하며 대부분은 유기물을 전자공여체로 

이용한다. 13 목에 20 과가 속하며 잘 알려진 중요한 과로는 장내세균과(Enterobacteriaceae), 

Vibrionaceae, Pasteurellaceae, Pseudomonaceae, Azotobacteriaceae 등이 있다. 

Class IV(δproteobacteria) : 7 목 17 과로 크게 3 무리로 나뉜다. 첫째는 포식자로 Bdellovibrio 가 

속하며 둘째로는 Myxococcales 목으로 점액세균(Mixobacteria) 무리가 속한다. 마지막 무리는 

유기물을 산화하며 황이나 황산기를 황으로 환원시키는 혐기성 세균(Desulfuvibrio)가 속한다. 



 

Class V(εproteobacteria) : 단 하나 목인 Campylobacterales 를 가지며 여기에는 두 과가 있다. 

크기는 작으나 병원균을 중요한 Campylobacter 와 Helicobacter 가 여기에 있다. 

Volume III Firmicutes (2009) 

Phylum 13 Firmicutes 

The Firmicutes (Latin: firmus, strong, and cutis, skin, referring to the cell wall) are a phylum of 
bacteria, most of which have Gram-positive cell wall structure. 

Until recently the class Mollicutes was placed in the phylum Firmicutes. Although it is generally 
agreed that members of this class are related to certain clostridia (low G + C Gram-positive bacteria), 
the fourth volume of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Bacteriology lists Mollicutes as a separate 
phylum, the Tenericutes (Latin tener, tender, and cutis, skin). Tenericutes includes all bacteria that 
lack walls and do not synthesize peptidoglycan precursors. The Mollicutes are commonly called 
mycoplasmas; these bacteria are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cell walls, their small genomes, 
and simplified metabolic pathways. Their small genome appears to be the result of genome 
reduction such that they now lack a variety of metabolic capabilities, including the ability to 
synthesize peptidoglycan precursors 

Class I (Bacillus) : 매우 다양한 그람양성, 호기성 또는 조건성 혐기성, 간균이나 

구균이다. Bacillales 와 Lactobacillales 의 2 목이 있다. Clostria 와 같이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속(Bacillus, Sporosarcina, Paenibacillus 등)이 많다. 의학, 공업 상 중요한 박테리아가 여기에 

속한다(Bacillus, Lactobacillus, Streptococcus, Lactococcus, Enterococcus, Listeria, Staphyllococcus) 

Class II (Clostria) : 혐기성 내생포자 생성균으로 Clostridium, Desulfotomaculum, 

Sporohalobacter 속이 속한다. 



 

클로스트리디움 속에는 Cl. botulinum 과 식중독균(Cl. perfrigens)가 있다. 100oC 에도 죽지 않는다고 

신문 기사가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Class III  (Erysipelotrichia) : 장내세균으로 돼지 배설물에서도 발견되며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쥐 

쥐에서는 그 수가 증가한다. 사람의 경우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환자들은 이 균을 

내장에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Voume IV (2011) 

The Bacteroidetes, Spirochaetes, Tenericutes (Mollicutes), Acidobacteria, Fibrobacteres, 

Fusobacteria, Dictyoglomi, Gemmatimonadetes, Lentisphaerae, Verrucomicrobia, Chlamydiae, 

and Planctomycetes 

Pylum 14 Bacteroidetes(환경미생물) 

그람 음성, 혐기성, 비운동성 또는 gliding. 섬유소, 한천, 키틴, 단백질, 다양한 고분자물질을 분해.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생활.  

Class I Bacteriodia : Baceriodia 속은 대부분 비운동성.사람 대변 세균의 30% 정도 차지. 녹말, 펙틴 

등 분해. 

Class II Flavobacteriia : 토양 세균, 담수와 해수에서도 많이 발견. 키틴 분해. 

Pylum 15 Spirochaetes 

Pylum 16 Teneicutes 

Class I (Molicutes) : 펩티도글리칸을 합성하지 못하므로 세포벽이 없고 겉모습이 구형에서 나선형 

또는 가지(branched)형까지 다형상성을 지닌다. 대부분 운동성이 없고 세포벽이 없어 그람 

음성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종들은 성장 요소로 스테롤을 필요로 한다. 동물과 식물 

병원균인 Mycoplasma 와 Spiroplasama 가 여기에 속한다. Mycoplsma pneumoia. 

 

Pylum 17 Acidobacteria 

Pylum 18 Fibrobacteria 



Pylum 19 Fusobacteria 

Pylum 20 Dictyoglomi 

Pylum 21 Gemmatmonadetes 

Pylum 22 Lentispherae 

Pylum 23 Verrucomicrobia 

Pylum 24 Chlamydiae 

Pylum 25 Planctomysetes 

Voume V Actinobacteria (방사선균)(2012) 

주요 속으로는, Actinoplanes, Athrobacter, Bifidobacterium, Corynebacterium, Frankia, Mycrococcus, 

Mycobacterium, Nocardia, Propionibacterium, Streptomyces 

Class Actinobacteria, Order Actinomycetales, Familly Streptomycetaceae 

 

 

Streptomycetes 

 



 

braz j infect dis. 2012;16(5):466–471 

Antibiotics produced by Streptomyces  



Bergey's Manual of Systematic of Archaea and Bacteria, 
First Edition (2015, On-line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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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ISBN: 9781118960608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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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onomy, systematics, ecology, physiology and other biological properties 
of all named prokaryotic taxa. 

 Read about: Bergey's Manual of Systematics of Archaea and Bacteria 

2019-10-05, 전 강의요약에 추가, 곽노태 

 

 

Prescott's Microbiology, 9th ed., 2013년판 453, 490 페이지에서(2019-09-25) 

1) 미생물 분류에 쓰이는 소단위체 리보솜 RNA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book/10.1002/9781118960608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book/10.1002/9781118960608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book/10.1002/9781118960608
https://www.bergeys.org/publications/


 

2) 염기서열 유사성에 따른 계통수 

2019-09-27, 곽노태 

 

 



3 도메인의 차이 

 

Property Archaea Bacteria Eukarya 

Cell membrane Ether-linked lipids Ester-linked lipids Ester-linked lipids 

Cell wall 

Pseudopeptidoglycan,  
glycoprotein, or S-layer 

Peptidoglycan,  
S-layer, or no cell wall 

Various structures 

Protein  
synthesis 
initiation 

Methionine Formylmethione Methionine 

RNA 
polymerase 

Many One Many 

 

fMet is recognized by the immune system as foreign material, or as an alarm signal released by 

damaged cells, and stimulates the body to fight against potential infection. 

 

Achaea 

The Crenarchaeota (Greek for "spring old quality" as specimens were originally isolated from 

geothermally heated sulfuric springs in Italy) (also known as Crenarchaea or eocytes) 

are archaea that have been classified as a phylum of the Archaea domain.[1][2][3] Initially, the 

Crenarchaeota were thought to be sulfur-dependent extremophiles but recent studies have identified 

characteristic Crenarchaeota environmental rRNA indicating the organisms may be the most abundant 

archaea in the marine environment. 

Euryarchaeota (Greek for "broad old quality") is a phylum of archaea.[3] It is one of two phyla of 

archaea, the other being crenarchaeota.[4] Euryarchaeota are highly diverse and 

include methanogens, which produce methane and are often found in intestines, halobacteria, 

which survive extreme concentrations of salt, and some extremely thermophilic aerobes and 

anaerobes, which generally live at temperatures between 41 and 122º C.  

2019-10-06, 위키피디아에서 추가, 곽노태 

2020-04-16, antibiotics Streptomyce 추가 

  

https://en.wikipedia.org/wiki/Cell_membrane
https://en.wikipedia.org/wiki/Ether
https://en.wikipedia.org/wiki/Lipids
https://en.wikipedia.org/wiki/Ester
https://en.wikipedia.org/wiki/Cell_wall
https://en.wikipedia.org/wiki/Pseudopeptidoglycan
https://en.wikipedia.org/wiki/Glycoprotein
https://en.wikipedia.org/wiki/S-layer
https://en.wikipedia.org/wiki/Peptidoglycan
https://en.wikipedia.org/wiki/Archaea
https://en.wikipedia.org/wiki/Phylum_(biology)
https://en.wikipedia.org/wiki/Crenarchaeota#cite_note-1
https://en.wikipedia.org/wiki/Crenarchaeota#cite_note-2
https://en.wikipedia.org/wiki/Crenarchaeota#cite_note-3
https://en.wikipedia.org/wiki/Extremophile
https://en.wikipedia.org/wiki/RRNA
https://en.wikipedia.org/wiki/Phylum_(biology)
https://en.wikipedia.org/wiki/Archaea
https://en.wikipedia.org/wiki/Euryarchaeota#cite_note-3
https://en.wikipedia.org/wiki/Crenarchaeota
https://en.wikipedia.org/wiki/Euryarchaeota#cite_note-Bomberg_2007-4
https://en.wikipedia.org/wiki/Methanogen
https://en.wikipedia.org/wiki/Halobacteria
https://en.wikipedia.org/wiki/Halophilic
https://en.wikipedia.org/wiki/Thermophilic


Virus Claassification 

Realm Phylum class Order Familly Genus Species 

R
ivo

viria
 

Negarna-

viricota 

Chunqiuviricetes 

Milneviricetes 
Yunchangviricetes 

Ellioviricetes 

Polyploviricotina 

    

  Nidovirales 

 

Coronaviridae 

 

Alphacoronavirus  

Betacoronavirus 

 

MERS-related 

coronavirus 

SARS-related 

coronavirus 

SARS-related 

coronavirus 2 

Delta, Gamma  

6 Famillies   

Picornavirales 

Tymovirales 
   

 13 Famillies   

Flaviviridae 

Flavivirus 

Japanese 

encephalitis virus 

 Hepacivirus A,B,C … N 

 Pegivirus, Pestvirus  

20 Famillies   

 Deltavirus Hepatitis delta virus 

 6 Genus  

Realm Phylum class Order Familly Genus Species 

   Caudovirales 5 Famillies  Baceriophage, B-class I, 

Over 6300 Sp. 

Herpesvirales   Human Hepes viruses, B-

class I 

Ligamenvirales 

Ortervirales 
4 Faillies   

 Retroviridae Lentiviru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1, 2 

 10 Genera  

 Adenoviridae 4 genera Adenovirus infection   
icosahedral nucleocapsid 

 12 Famillies   

 Hepadnaviridae 

 

Avihepadnavirus  

Orthohepadnavirus Hepatitis B virus 

 24 Famillies   

(From ICTV 2018 data)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  

1. 정의(Definition) : 정의, 간단 설명  

단일 가닥 RNA 역전사 바이러스로 역전사된 DNA 한 가닥을 복제하여 이중 나선 DNA 형태로 

숙주세포 게놈에 삽입하여 들어가는 바이러스를 말한다.  

역전사 효소는 바이러스가 지니고 다녀야 한다. 또 숙주세포와 더불어 증식하며 분리되지 않는다. 

 ‘레트로(Retro)’는 거꾸로, 역(逆)이란 뜻으로 역전사(Reverse tranascription)를 말한다. 지구생명체는 유전정보

https://en.wikipedia.org/wiki/Adenovirus_inf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Icosahedral
https://en.wikipedia.org/wiki/Nucleocapsid


를 DNA에 저장하며 이 정보는 mRNA를 거쳐(전사, Transcription) 단백질로 번역된다(Translation). 레트로바이

러스는 역전사하는 바이러스를 말하며 RNA 바이러스로 RNA에 유전정보를 저장하고 DNA로 역전사한 다음 

일 반적인 정보전달과정을 거친다(숙주세포를 이용하여).  

RNA → (역전사) → DNA → (전사) → mRNA → (번역) 

단백질 일반적인 RNA 바이러스는 RNA에서 바로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번역)을 하므로 역전사 

같은 과정으로 거치지 않는다.  

2. 번식과정(분자생물학적)  

보통 한 가닥의 RNA 게놈으로 숙주세포로 들어와 역전사효소로 DNA를 합성한다(RNA 

dependent DNA polymerase). 물론 이 역전사효소는 다른 생명체에는 없으므로 레트로바이러스가 

갖고 다닌다. 한 가닥 DNA는 두 가닥으로 만들어지고(DNA dependent DNA polymerase, 일반적인 

DNA 중합효로 숙주세포 것 이용) 이는 다시 숙주세포의 DNA에 껴들어간다. 이제 숙주세포의 유 

전자 발현과정대로 비이러스 유전자가 발현되어 바이러스 DNA와 단백질(역전사효소 등과 바이러 

스 껍집 단밸질 등)을 합성하여 번식한다.  

또 숙주세포 세포분열할 때 마다 레트로바이러스 함께 증식되게 된다(DNA가 삽입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레트로바이러스는 세포 분열 중에 바이러스 DNA를 숙주세포 DNA에 삽입한다(핵막이 

없어질 때). 그러나 렌티바이러스는 핵막이 있는 정상상태의 숙주세포의 핵 DNA에도 핵공(핵 구 

멍)을 통과해 들어가 삽입할 수 있다. 따라서 렌티바이러스는 유전자재조합 연구화 실험에 많이 

쓰인다.  

3. 병원성 바이러스  

렌티바이러스 중에서는 HIV(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바이러스)가 가장 유명하다.  

라우스 육종 바이러스(Rous Sarcoma virus)는 닭에 종약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바이러스가 종약 

을 유발하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라우스가 발견).  

일반적인 레트로바이러스로는 HTLV-1(Human T-cell Lymphotrophic virus type I, T세포 백혈병 바이 

러스)가 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s B Virus)는 DNA 역전사 바이러스로 mRNA로 전사된 후 하나는 숙주세 

포 리보솜에서 번역되어 활동을 하고 하나는 역전사효소로 DNA로 역전사되어 바이러스 게놈이 

되어 원래의 DNA 바이러스로 배출된다. 역전사효소는 바이러스 mRNA가 해독되어 만들어진다.  

4. 유전자 재조합 도우미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에 넣어 발현시키는 도구(Vector)로 바이러스가 이용된다. 특히 원하는 유전 

자를 세포 핵 게놈에 삽입되어 세포가 분열되어도 같이 분열되어 새 세포에도 목적 유전자가 따 

라가도록 하려면 레트로바이러스가 좋은 도구가 된다.  



더구나 레트로바이러스의 일종인 렌티바이러스는 세포분열이 아닌 정상 세포 핵 DNA에도 바이 

러스 유전자를 삽입하므로 유전자 재조합 또는 유전자 치료의 연구와 실험에 많이 이용된다.  

5. 볼티모어 분류(Baltimore classification)  

Class I dsDNA 이중 나선 DNA 바이러스 

Class II ssDNA 단일 가닥 DNA  

Class III dsRNA 이중 가닥 RNA  

Class IV (+)ssRNA 단일 가닥 RNA(유전정보를 가진) 

Class V (-) ssRNA 단일 가닥 RNA(반대쪽 RNA)  

Class VI ssRNA-RT 단일 가닥 RNA – 역전사 바이러스  

     └→ 레트로바이러스  

             └→ 렌티바이러스  

Class VII dsDNA-RT 이중 가닥 DNA – 역전사 바이러스  

6. RNA 세상과 연관지어 자기복제 가능한 RNA 분자 수준의 세상에서 (1) RNA의 유전정보 보존은 

DNA로, (2) RNA(리보자 임)의 효소 능력은 단백질 효소로 옮기는 과정이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지

구 최초 세포생명체가 탄생한다는 RNA 세상 가설이 있다(RNA는 중간 매개체로만 남게되고).  

여기서 초기 레트로바이러스가 RNA 유전정보를 DNA로 옮기는 작업을 해왔다는 가설/추측이 있 

다. 2019-12-10, 곽노태, 인터넷 위키피디아 등에서 요약 정리, 정정 

2019-12-10, 곽노태, 인터넷 위키피디아 등에서 요약 정리, 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