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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시작 콤포트가 이야기하기 시작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구조 발견 

 

유전정보가 아미노산 순서, 단백질로  

 

 

 



 

크릭의 Central Dogma 

 

DNA → RNA → 단백질 

 



 

RNA는 5탄당 Ribose , DNA 는 Ribosedml 2번탄소가 산소를 읽은 Deoxi-ribose, RNA가 먼저 생겨

야 한다. Deoxiribose는 당이 아니다. C5H10O5 리보스 5탄당. 

DNA는 2가닥이 염기쌍으로 수소결합되어 안정, 반면 RNA는 한가닥으로 불안정(반면 2, 3차구조

로 접힐 수 있고 활성적이다) 

 

범사와 번역을 거쳐 유전정보는 단백질로 해석되어 만들어지고 이는 근육, 손톱, 신경세포와 같은 

구조단백질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단백질 효소이다. 



 

핵안에서 DNA 정보가 RNA로 전사되고 RNA는 핵을 나와 리보솜에 결합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로 사용된다. 마치 카세트테이프와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RNA 세상 가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문제는 정보전달 모든 과정에 단백질 효소가 관여한다는 사실이다. 

 

 

RNA(유전정보)만으로는 될 수 없다. 단백질이 필요하다. 유전정보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

고 있지만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효소 기능은 없다. 반면 단백질은 유전정보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는 있어도 유전정보는 없다. 하나만으로는 안되고 둘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유전정보에 따른 발생계통분류의 선구자 워즈도 리보솜 RNArk 중요하여 원시 rRNA가 최조 지놈

(Genom) 즉 유전정보(유전자)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RNA 중에서 리모솜 RNA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어 RNA-단백질 협력이 가능해지고 진화해간다는 

뜻, 끝으로 RNA정보는 DNA로 보내면 DNA → RNA → 단백질 (RNA에서단백질을 만드는 일은 리

보솜에서 하고 리보솜의 주성분은 rRNA이고 rRNA 단복으로도 이 일이 어느정도 가능하다) 

곁가지로 칼 워즈의 3 도메인 이야기가 나온다. 

 

 

 

 

RNA가 효소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진핵세포에선 DNA에서전사된 mRNA에는 단백질 정보가 없는 인트론이 있고 이는 제거된다. 

그런데 인트론 제거 과정에는 인트론 RNA가 스스로 잘라나가는 Self-Splicing 이 가능하다. 

이는 RNA가 효소(분해, 절단)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쓸모없는 인트론이 효소 작용을 하고 다음 길버트 이야기에서 이어 시작) 



 

길버트도 Gene in Piecces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엑손과 인트론 이름이 나타난다. 

 

 

콤포트 잘생긴 얼굴. 생물역사학자인데 분자생물학자와 결혼한 후 11년 후 이혼한다. 

목소리도 좋다. 귀걸이도 그럴 듯하다(혹 마이크는 아니겠지?) 

난 귀걸리 남성은 싫어했지만 

 

 



 

RNA가 (리보자임으로) 효소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다. 그래서 닭과 달걀 모순은 해결되고 RNA 만

으로 자기복제가 가능하고 RNA 세상이 가능해진다. 

(그 기쁨으로 삼페인 한잔?) 

 

 

1986년 길버트는 RNA world를 기고 



 

RNA 세상에 대한 논문을 모아 출판하고 계속 업데이트 중 

4차판은 2011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24:19 11분에 콤포트가 시작했으니 약 15분 동안  

콤포트가 그간의 히스토리와 핵심을 요약 

 

Evolution 이야기로 넘어가고 길버트가 이야기 한다. 

 

길버트 이야기 : I think the RNA world image is deeply based in a notion of evolution. 

즉 RNA 세상은 진화 개념에 기초한다 라는 이야기 



 

길버트는 RNA 세상이야기에서 2 가지가 중요하다 한다. 

하난 RNA Enzme이고 (앞서 닭과 달걀 모순을 해결하는 리보엔자임) 

다른 하난 바로 바로  

 

즉, 화학진화에서 RNA가 먼저 만들어 졌다고 한다. 

 

RNA 가 정보와 효소 두가지 기능을 하여 자기복제가 효율적인 RNA로 진화해 간다는 이야기 

 

RNA self-splicing에서 RNA는 나눈 것을 하면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강력

한 진화 도구가 된다고. (RNA가 무작위적은 길어지면서 효율적인 자기복제하는 RNA가 자연선택

되는데 이 때 RNA를 서려 연결하게 되면 효율적인 RNA가 더 잘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RNA 가 길어지고 나누어지고(RNA self-slicng)도 화학(분자생물학) 이야기가 아니라 진화 이야기이

다. RNA가 서로 나누고 서로 섞이고 하여 단백질(효소)를 만들면 더 효율적인 단백질 효소가 만들

어질 확률이 커지고 (RNA와 단백질 공조가 잘 맞어떨어질 확률도 커지고) 더 효율적인 RNA(와 

단백질) 원시생명이 선택되고 다시 자기복제와 그 와중에 변이가 나타나고 또 이리저리 섞이고 

그러 와준에 더 효율적인 것이 선택되고 … 

 

(진화의 명제인 자기복제 돌연변이 자연선택의 결과가 최초 지구생명이다. (RNA생명도, 그 전의 

화학진화도, 그 후의 지구생명체도. 지금도 생명은 진화하고 진화하는 것이 생명이고 이는 모두 

디지털 정보 때문에 가능하다) 

31:24 길버트 이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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