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세포 

생명의 기본 단위 

유전정보(DNA) + 발현기구(Enzyme etc.) 

작은 크기(약 1-100 µm) : 표면적-부피 가설, 물질이동과 최소 필요 공간(복잡한 세포는 

크다) 

    아메바 약 300 µm, 포도상구균 1 µm, Mycoplasma 0.15 µm 

Virus 는 세포 개념으로는 생명체논란 

(유전정보, DNA/RNA) + (단백질 껍질), 다른 세포에 유전정보 발현기구 이용 

(1) 세포 구조 

세포벽 : 유무, 성분에 따라 생명체를 분류, 분리 가능. 

    식물(cellulose), 균류(chitin etc.), 藻類(cellulose, chitin etc), 세균(펩티도글리칸) 

    포도당이나 유사체가 베타결합, 동물과 원생동물에는 없음. 

세포막 : 생명체와 외부 환경 분리, 선택적 물질 이동 

    인지질의 이중층, 유동 모자이크 모델(유동적인 인지질 막에 단백질 효소가 떠 있다) 

    세포막에 위치한 단백질은 물질 이동과 외부 화학 신호 감지와 전달에 관련된 효소 

핵 : 두 겹의 인지질 bilayer 로 세포질과 구분 

핵공을 통해 세포질과 연결, 유전물질, DNA 위치 

DNA 는 히스톤 단백질과 염색사를 이루고 세포분열시 응축되어 염색체로 나타난다. 

세포질 : 70% 물, 20%는 단백질/효소, 세포소기관 존재 

 미토콘드리아 0.2-0.5 µm, 내외의 이중막, 주름진 내막 안쪽 표면에 ATP 합성 효소 

위치 

 별도의 유전자와 발현기구(DNA, RNA, 리보솜)를 갖고 세포와 별도로 자기복제, 

Power plant 

엽록체 광합성을 담당하는 세포소기관으로 시아노박테리아(광합성세균)가 진화 

초기에 원시 진핵세포 안으로 들어와 내부공생하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 



리보솜 rRNA 와 단백질로 된 2 개의 소단위체로 구성. 유전발현 핵심 기구, 0.02-3 

µm 

단백질 합성 장소, 소포체 부착 리보솜(분비 단백질 생산)과 세포질 내에 유리된 

리보솜이 있다. 

액포(Water Vacuole) 인지질 이중막으로 세포질내에서 액포를 분리 

중심액포(Central Vacuole) 식물세포에만 존재, 물 저장, 팽압 조절, 

유기물/색소/독성물질 저장, 삼투압 조절(이온 저장) 

소포체 인지질 이중막으로 주머니와 관 모양의 복잡하게 얽혀진 연결망을 이룬다. 효소에 

의해 생성/흡수된 물질을 이동하는 경로, 조면소포체(리보솜부착, 단백질 합성 후 

이동, 분비)와 활면소포체(리보솜이 없고 비단백질 산물을 합성, 이동, 저장)가 있다. 

골지체 여러 층으로 보이는 막 구조, 합성 단백질 가공하여 세포질로 분비. 

리소솜(Lysosome) 골지체에서 만들어져 나간 한겹의막으로 들러싸인 공 모양으로 

가수분해효소를 담고 있다. 섬취된 유기물 소화나 세포내 물질 분해에도 사용. 

기타 미세섬유, 미세소관 등 

핵이 없는 원핵세포는 더 단순한 세포구조를 보인다. 

세포벽 원핵세포 생물인 세균류는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을 대부분 지닌다. 

세포막 물론 있어야하며 크고 복잡하고 진화된 진핵세포 내의 

막(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등에 위치한 효소는 여기에 위치한다. 광합성 세균의 

광합성 효소는 (변형)세포막에 위치. 

핵 핵막이 없으므로 없고 유전물질 DNA 는 Nucleoid 로 불리는 뭉쳐진 상태로 

있다. 대부분 세균류는 작은 원형의 보조 유전자인 플라스미드를 갖는다. 

세포소기관 기능이 분화된 뚜렷한 세포소기관은 없다. 리보솜은 세포질에 

존재하고 여러 개가 연결된 폴리리보솜 형태도 있다. 

  



(2) 세포 분열 

무사분열 : 원핵세포 

유사분열 : 진핵세포 

체세포분열(Mitosis) 세포주기에 따라 생장과 분열 또는 분열 중지를 한다. 

간기 G1(세포생장에 필요한 단백질 등 합성), S(DNA 합성), G2(세포분열 준비) 즉 

유전자와 이의 발현기구를 복제하여 2 배로한다. 이제 나누어 갖기만 하면 된다. 

분열전기 DNA/염색사는 꼬이고 응축되어 염색체로 나타난다. 염색체는 세포로 

나눠져 염색분체를 이룬다. 중심체, 방추사가 형성된다. 

분열중기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하고 방추사는 염색체 동원체(Centromere)에 

연결된다. 

분열후기 방추사에 의해 염색분체는 나뉘어 양극으로 이동된다. 

분열말기 염색체는 풀려 염색사를 이루고 핵막이 생성되고 이어 세포질 분리가 

일어난다. 염색체 수는 분열 전과 동일하다(양은 1/2). 

감수분열(Miosis) 생식세포에서만 일어난다.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어 생식을 

가능케하고 상동 염색체 교차로 유전적 변이와 다양성을 증가. 

제 1 분열상동염색체(부계 + 모계) 끼리 짝을 이루어 4 분염색체(염색분체가 4 개)를 

이룬다. 중요한 점은 상동염색체 사이에 교차(Cross-over)가 일어나 부계와 모계의 

유전자 교환이 이루어진다. 염색체는 나뉘어지며 따라서 염색체 수는 1/2 이된다. 

제 2 분열 반수세포는 다시 분열(체세포분열과 비슷)하여 모두 4 개의 반수세포를 

갖는다. 사람의 경우 난모 세포 중 하나만 크게 분열되어 난자를 만든다. 

세포분화(cell differentiation) - 발생(genesis) 

발생학(Ontogeny, Embryology) – 진화(Evolution) 

 (ontology, development) 

 

  



줄기세포(Stem cell) - 배아줄기세포, 체세포줄기세포 

1) 미분화 세포(undifferentiated cell) 

2) 자기재생(Self renewal) 

3) 비대칭분열(asysmmetric division) 

4) 분화능력 

A. 단일 분화능력(unipotency) 

B. 다원 분화능력(pluripotency) 

C. 분화전능(totipotency) 

 

 

(3) 세포에 따른 생물 분류 

'Whittaker'의 5 계 분류 

 

菌類(곰팡이, 버섯류 포함) - 종속영양 생물이며 박테리아처럼 유기기물을 세포 박에서 

분해하여 섭취한다. 큰 특징은 균사를 이루며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다. 세포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세포 생명체보다는 단세포 생명체에 근사하다 할 수 있다. 

원생생물(Pritista) - 종속영양성의 진핵 단세포 동물인 원생동물(Protozoa)이 있고 

광합성을 하여 독립영양성인 藻類(algae, 단세포 식물플랑크톤, 캐발라이는 

Chromista 로 )가 있다. 



모네라界 - 원핵 박테리아 종류 말하며 영양을 취하는 방법에 따라 독립영양 세균(광합성 

세균 + 화학합성 세균)과 종속영양 세균으로 나눌 수 있다. 

생물학이 개체 -> 세포, 미생물 -> DNA 로 연구 분야가 옮겨진 것처럼(이 부분은 생물의 

과학화에 크에 기여) 생물 분류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개체 레벨 분류는 과거에 동물과 식물 그리고 후에 현미경 발달에 따른 원생생물(작은 

단세포)의 3 界에서 일반적인 5 분류로 이어진다. 지금은 특정 유전자 분석과 비교에 의한 

계통발생학적 분류가 연구되고 진전되었다. 이에 의하면 하위 단위가 생물 다양성이 

더욱 크며 중요도가 커진다. 

 

(4) 16s/18s rRNAdp 의한 분류 

 

'Carl Woese'의 3 도메인 분류 

Domain Kingdoms Subgroups chosen for discussion 

원핵생물군(Bacteia) 
 

자색균. 녹색유황균. 방선균,포자형성균, 

시안세균 (Cyanobacteria) 

Euryarcheota 극고온성균, 메탄생성균 



시원생물군(Archea) 
Crenarcheota 고온성호산성균 

진핵생물군(Eucarya) 

원생동물계 섬모충, 편모충, 아메바, 점균류 등 

Chromista(藻類界) 난균류, 藻類 

균계(Mycota) 자낭균류, 불완전균류 등 

동물계 선충류, 어류, 포유류 등 

식물계  

Archaezoa(원시원생동물계)  

 

2003 년 강의에서 옮김, 곽노태 

2020-09-15, 정정과 추가 

 

1) 원핵세포 구조 

(https://bio.libretexts.org/Bookshelves/Introductory_and_General_Biology) 

 

 



2) 진핵세포 구조 

(켐벨 생물과학 2017년 4장에서) 

 

 

세포구조 유튜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URUJD5NEXC8 

 

 

 

https://www.youtube.com/watch?v=URUJD5NEXC8


세포공생, https://en.wikipedia.org/wiki/Symbiogenesis 

https://en.wikipedia.org/wiki/Symbiogenesis


2019-09-11, 곽노태 

Rickettsia is a genus of nonmotile, Gram-negative, nonspore-forming, 

highly pleomorphic bacteria that may occur in the forms of cocci (0.1 μm in diameter), Bacillus (1–

4 μm long), or threads (up to about 10 μm long).  

Being obligate intracellular parasites, rickettsias depend on entry, growth, and replication within 

the cytoplasm of living eukaryotic host cells 

(typically endothelial cells). Accordingly, Rickettsia species cannot grow in artificial nutrient culture; 

they must be grown either in tissue or embryo cultures; typically, chicken embryos are used. 

Rickettsia species are transmitted by numerous types of arthropod, including chigger, ticks, fleas, 

and lice, and are associated with both human and plant diseases. Most notably, Rickettsia species 

are the pathogens responsible for typhus, rickettsialpox, boutonneuse fever, African tick-bite 

fever, Rocky Mountain spotted fever, Flinders Island spotted fever, and Queensland tick 

typhus (Australian tick typhus). The majority of Rickettsia bacteria are susceptible to antibiotics of 

the tetracycline group. 

Certain segments of rickettsial genomes resemble those of mitochondria.[ The deciphered genome 

of R. prowazekii is 1,111,523 bp long and contains 834 genes. Unlike free-living bacteria, it contains 

no genes for anaerobic glycolysis or genes involved in the biosynthesis and regulation of amino 

acids and nucleosides. In this regard, it is similar to mitochondrial genomes; in both cases, nuclear 

(host) resources are used. 

ATP production in Rickettsia is the same as that in mitochondria. In fact, of all the microbes known, 

the Rickettsia is probably the closest relative (in a phylogenetic sense) to the mitochondria. Unlike 

the latter, the genome of R. prowazekii, however, contains a complete set of genes encoding for 

the tricarboxylic acid cycle and the respiratory chain complex. Still, the genomes of the Rickettsia, 

as well as the mitochondria, are frequently said to be "small, highly derived products of several 

types of reductive evolution 

https://en.wikipedia.org/wiki/Rickettsia 

 

Mycoplasma is a very small type of bacterium characterized by its lack of a rigid cell wall. This cell 

wall deficiency results in organisms that have a characteristic elasticity allowing them to form a 

variety of different shapes ranging from spheres to branched filaments, and sizes varying from 0.15 

to 0.3 µm in diameter. This elasticity allows mycoplasma to pass through 0.2 µm (bacterial retentive) 

filters. In addition, mycoplasma’s lack of cell wall causes it to be resistant to certain antibiotics such 

as penicillin, which interfere with bacterial cell wall synthesis. 

https://en.wikipedia.org/wiki/Base_pair
https://en.wikipedia.org/wiki/Rickettsia


https://laboratory.pall.com/content/dam/pall/laboratory/literature-library/non-gated/id-37153.pdf 

https://laboratory.pall.com/content/dam/pall/laboratory/literature-library/non-gated/id-3715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