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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물학 이름(영어)을 알아보는 것은 각기 다른 생물학의 서로 연결하여 쓰러지지 않는 구

조를 만든는 일로 전제적인 개념을 만드는데 유용하다. 

생명의 특성과 기본에는 유전자와 발현도구(단백질 효소)와 세포막이 중요하다.  

비세포 생명체에는 바이러스가 있고 과거에 존재했던 RNA 원시 생명체도 포함될 수 있다. 

세포생명체는 세포구조와 특성에 따라 큰 생물분류가 가능하며 휘태커의 5계가 표준이 된다. 

유전정보(또는 특정 유전자의 염기서열)의 비교, 분석으로 게통발생적인 분류가 가능하고 워즈의 

3 도메인을 이를 반영한다. 

생명의 고분자 물질은 당과 탄수화물, 아미노산과 단백질, 지방산과 지질, 핵산과 DNA, RNA이고 

이는 모두 원시 지구 환경에서 무생물적 환경에서 화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물론 외계에서 

유입될 수도 있다). 

이 중 아미노산과 단백질만 우선 살짝 들여다본다. 기본 아미노산은 20개로 곁사슬에 따라 다양

한 성질을 띤다.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는 DNA의 염기(A,T,G,C) 순서에 따라 전사된 RNA  염기서

열에서 3개씩 묶어 단백질로 해석된다. 이 3개의 염기 서열을 코돈이라하며 이에 따라 아미노산

이 결정되며 이를 유전자 암호라 한다. AUG는 Met. (세균은 fMet.)을 지정하고 시작 코돈으로 불

린다. 

분자생물학 관련 유전정보의 흐름(Central Dgma)은 DNA 유전정보의 일부를 전사한 mRNA는 리

보솜에 달라붙어 단빅질을 합성한다. 진핵세포에서는 핵 안에서 전사가 이루어지고 mRNA는 핵

을 빠저나와 조면소포체의 리보솜에 결합한다. 

RNA 세상은 현 생물의 공통조상인 최초 세포 생명(DNA, RNA, 단백질 (효소), 세포막) 전에 나타

났던 자기복제 생명물질 세계로 말해지고 RNA 자기복제를 기본으로 하여 단백질과 협력하게 되

고 최후로 RNA 유전정보를 DNA에 넘기고 RNA는 유전정보 전달과 조절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생물분류에서 우린 미생물(세균)과 바이러스 분류를 알아본다. 가볍게 빠르게 전체를 슬쩍 살펴보

면서 어떤 부분은 조금 깊게 찔러보는 그런 개념이다. 

박테리아는 버지스 편람(매뉴얼)이고 바이러스는 ICTV와 볼티모어 분류이다. 버지스 매뉴얼에는 5

권의 책에 25개 문이 수록되어있고 1권에는 Deeply braching bacteria와 Phototrophs(광영양세균, 

Cyanobacteria 등))가 포함된 11 문이 수록되고 2권에는 G- Preteobacteria 한 개 문이, 3권에는 

G+(low GC) Firmicutes(단단껍질균) 한 개 문이, 4권에는 12개문이 있고 4권에는 방사선균



(Actinobacteria) 문 하나가 있다. 

ICTV 2018년에 따르면 약 128개 과(Familly)가 있고 이 들을 묶는 상위 분류가 아직 완전히 정리

되지 않은 상태인데, 1 Realm(Rivoviria), 1 phyllum(Negarnaviricota)가 있고 5 Order(강), 15 Class(강)

이 정리되어 있다. 

볼티모어 분류는 최상위 분류로 그룹을 쓰고 Group I double strand DNA virues, G II single DNA 

viruses, G III double RNA, G IV Positive single strand RNA viruses, G V Negative single RNA, G VI 

single strand RNA Retro viruses, G VII double DNA Retro viruese.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치고 조금만 더 들여다 보기로 한다. 

1. 다양한 생물학과 분류 

생물학 Biology 

개체 연구 중심으로 나누면 

동물학 Zoology, 식물학 Botaby, 미생물학 Micorbiology 

미생물학 분야는 균학 Mycology, 원생생물학 Protistology, 원생동물학 Protozoology, 조류학 

phycology, 세균학 Bacetology, 바이러스학 Viology 로 나눌 수 있다. Phytology 는 식물학(Botany)

이므로 조심 

이를 분류로 보면 5계(Whitaker) 또는 7(cavilier-Smith)계로 나누어진다.  

 

원생생물은 사실상 원생동물과 원생식물(조류, Algaes)로 나눌 수 있다.  

 

 

 

 

 

7계에서는 원생생물을 원생동물과 원생식물(chromista)로 나누고 이들은 종속영양과 자가영양(광

합성) 따라서 색소체(plasmid) 유무로 구분된다. 색소체가 있으면 chlorophyll c 를 가진다. 또 원생

Animalia Plantae 

Fungi 

Protozoa Chromista 

 Bacteria Achaea 

(Virus) 



식물은 세포벽이 있다. 

연구분야를 세포, 분자 수준으로 들어가 보면 

세포생물학(Cell Biology), 분자생물학(Molelcular Biology), 조직생물학(Tissue Biology), 게놈생물학

(Genome Biology)가 있고 생물 무리와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생태학(Ecology)도 생물학 분야

이다. 유전학(Genetics), 생화학(Biochemistry)도 중요하다. 

진화와 연관된 진화생물학( Evolutionary Biology)나 진화생태학(Evolutionary Ecology)가 있고  

생물 개체 연구분야에서 생물학과 다르게 생각되었던 의학(Medicine),  약학(Phamacy), 약리학

(Phamacology), 면역학(Immunology), 농학(Agriculre), 축산학(Zootechny), 원예학(Horticulture), 수

의학(Veterinary Medicine), 암학(종양학, Oncology) 등도 생물의 공통된 세포, 생화학, 유전자로 내

려감에 따라 실험, 연구, 개발 등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간다. 

생명의 특성은 지나가고 

 

2. 세포 구조를 알아본다. 

세포는 원핵세포(세균과 고세균) 그리고 진핵세포로 나눌 수 있으며 생물분류와 연관 

 Prokaryotes Eukaryotes Remarks 

Bacteria Archaea Plantae Fungi Animala 

Protozoa Chromista 

핵(Nucleus) X O 핵막 유무 

DNA Circular Linear ,여러 개 이중나선 

Histone X O DNA 감기 

RNA Pol. Bac. RNAP 진핵 RNAP 유사 RNAP I, II, III 전사효소 

Mitichodria X 있다, 여러 개 Power Plant 

Chloroplast 

(엽록체) 
X X 

O Cyanobac. 

공생 (Plastid) 

Ribosome 70S 80S 단백질합성 

Start Codon N-fMet. Met. AUG 

Cell 

membrane 

Ester-lnked 

lipids 

Ether-linked 

lipids 
Ester-lnked lipids 

글리세롤과 

지방산 결합 

Cell Wall peptidoglycan 
Pseudo-

Peptidoglycan 
X Chitin 

Cellulose 세균은 세포

벽으로 

G+,G- 

Cellulose 

Arginic acid 

 

 



3. 3 Domaines 

 

Woes의 3 도메인에서 중요한 점은 원핵세포생물이 전혀 다른 2개의 그룹(도메인)으로 이루어졌

다는 것과 고세균이 진핵생물과 더 가깝다는 것이다. 

https://elifesciences.org/articles/08378  

RNA Polymerase 유사성으로 본 진화흐름에서 고세균과 진핵생물이 붙어있다. 

 

4.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지나가고 

세포막 성분은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결합한 모양인데 세균과 진핵세포는 모두 수산기(-OH)와 

가복실기(-COOH)가 탈수결합한 에스테르 결합인데 고세균만 이상한 이써(에테르) 결합을 한다. 

이는 초고온에 맞는 구조이다. 

https://elifesciences.org/articles/08378


 

 

5. RNA World 를 다시 보면 

1) RNA = Enzyme → Ribozyme 이 중요하고 따라서 RNA self-replication world 가 나타나고 

(증거, RNA self-slicing, ribosomal RNA 등) 

2) Ribosomal RNA가 나타나고 tRNA-a.a 여럿이 나타나고 이들이 협력하여 전사가 시작되는데 전

사 결과물인 단백질(a.a 연결체)이 rRNA와 결합하여 원시적인 리보솜으로 진화한다.  

이때부터 RNA-Protein 협력시대가 시작되고 돌연변이, 자연선택으로 진화를 계속. 

이 때 유전암호가 만들어지는데 RNA 코돈과 아미노산의 연관성이 필연성, 우연성, 중간단계 등이 

주장된다. 

RNA splicing은 RNA를 분리하고 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RNA를 만들어 내어 진화를 촉진하게 된

다. 

3) 최종적으로 RNA의 유전정보는 안정된 2중나선형 DNA로 옮기게 된다. 역전사 RNA 바이러스

의 원형이 이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4) RNA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하여 이 RNA 세상에서 RNA 바이러스 원시형태가 출현할 수 있다. 

추후 진화(단순화, 퇴화)되어 완전 기생형이 되었다고 보면 된다. 

DNA 바이러스는 나중에 DNA 세포 생명체가 타나난 후 출현한 것으로 보면 좋다. 



 

6. 세균 분류와 바이러스 분류는 넘어간다(다시 정리할 날을 생각하며) 

 

비피더스균은 1899년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 딧슈박사가 발견한 균으로 Y형으로 나눠진 모양을 

하고 있어 '분기'란 의미의 라틴어 비피더스(bifidus)로 명명하였다. 

(서울우류 우유 역사에서 옮김, https://www.seoulmilk.co.kr/mobile/milk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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