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학의 이해 

6주차 수업 

미생물 분류 

 

전에는 세균 분류에 바이러스 간단 분류만 설명하다, 이번에는 동물 분류를 맨 처음에 잠깐 들여

다 보고 간다. 이는 동물 분류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 분류와 동물(식물과 같은 다세포 

고등생물) 분류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세균 분류는 2001년 ~ 2012년에 걸쳐 16s rRNA 염기서열을 비교, 분석한 계통발생학적 분류를 

마치었다. 바이러스 분류도 2020년에 바이러스 간의 공통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계통발생학적 

분류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동물 분류는 오랜 기간동안 연구되고 내려온 기본 분류 체계에 새로운 현대 생물학의 연

구 방법을 보태 분류가 되고 있다. 동물의 형태와 기능(Morphology)과 배아 발달과정

(Development), 공통 유전자 비교, 분석과 화석 증거를 바탕으로 계통발생학적인 분류를 한다. 

다양한 생물학 주제와 연관하여 생물 분류에 관련된 생물학 분야를 살펴보면, 

Taxonomy 분류학, Classification 분류 

Phylogeny, Phylogenetics 계통발생학 – 생물종의 진화 관계를 연구(하여 분류) 

Phylogenetic Tree 

Evolution 진화, Evolutionary Biology 진화생물학, Evolutionry Ecology 진화생태학 

Morphology 형태론, 형태학 

Development 발달, Cell Differentiation 세포분화, Develomental Biology 발생생물학 

Ontogeny 개체발생, Embryo Genesis 배아발생 

다세포 동물은 하나의 단세포(수정란)에서 세포분열을 하여 많은 세포를 만들며 이 세포들은 자신

의 위치와 기능에 따라 세포분화(같은 유전자이지만 서로 다른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꺼서 다른 

세포를 변화해 간다)를 거치며 개체로 완성되어진다. 이 과정을 발달, 발생과정이라 하며 유전학

적 표현으로도 후성(생)유전학 Epigentics 이다. 

발생과 발달과정은 진화를 뒤풀이한다는 설이 있다. 

 

  



0. 분류체계 

Domain – Kingdom – Phylum – Class – Order – Family – Genus – Species 

도메인(영역) – 계 – 문 – 강 – 목 – 과 – 속 – 종  

도메인 계 문 기타 

(Eu)Bacteria - 36 문  

Archaea - 2  문  

Eukarya 동물 34 문  

식물 12 문  

곰팡이 8  문  

Protozoa 9  문 합쳐서 Prostitia 원생

생물계로 사용하기도 Chromista 11 문 

Realm 계 문 기타 

Adnaviria 1 1 문  

Dulpodnaviria 1 2 문  

Monodnaviria 4 5 문  

Riboviria 2 6 문  

Ribozyviria - - 1과 8속 

Varidnaviris 2 3 문  

 

문의 개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되고 변경되고 있으며, 여러 전문가, 협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물종 이름은 린네의 이명법에 따라 속과 종명을 이어서 쓰며 속의 첫자는 대문자 종은 모두 소

문자로 쓴다. 예) Homo sapiens, Clostridium tetani(파상풍균). 

바이러스 이름은 이명법을 쓰지 않는다. 물론 논의는 되고 있다. 

 

  



1. 동물분류 

(1) 세포수준 → 조직 수준 → 기관수준 

(2) 무대칭성, 대칭성(방사대칭, 좌우대칭) 

(3) 선구, 후구 

(4) 2배엽, 3배엽 

(5) 무체강, 체강 

위의 동분 분류 기준은 바로 모

양과 (배아)발달과정 차이를 말하

며 또한 진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 복잡한 계통도는 다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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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균 분류 

버지스 매뉴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5권으로 된 버지스 매뉴얼 2판은 모두 16s rRNA 연기서열을 비교, 분석하여 만든 계통발생학적 

분류책이다. 

1권 : Deeply branching and photoynthetic bacteria 

고세균 도메인의 2개 문과 (진정)세균 11개 문이 수록되었다. 세균 11개 문은 가장 오래된 세균문

(Deeply braching)이 있고 이들은 고세균과 비슷하다(초고온성, 무기호홉등). 

가장 중요한 문은 10번 문으로 Cyanobacteria 이다. 최초 광합성 세균으로 모든 식물세포의 엽록

체 조상으로 알려졌다. 

 Anabaena flos-aqua 적조현상을 이르키는 종, 질소고정 

 

2권 : G- Proteobacteria 문 

중요하단 뜻으로 ‘Proteo’ 가 들어 갔다. 중요한(인간 관점에서) 다양한 많은 세균이 수록되었다. 

5개 강(Class)서 3강 포르테오박테리아에는 대장균 등의 장네세균이 속한다. 

5강 입실론 포로테오박테리아에는 위궤양과 위암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가 있다. 

 대장균   헬리코박터 

 

 



3권 : Low GC, G+ Firmicutes 문 

세포벽이 매우 단단한 그람양성균으로 3개 강이 있다. 

1강, 바실러스(Bacillus) 호기성 내생포자균으로 유산균(Lactobacillus)가 유명하고. 

2강, 클로스트리디움(Clostridium)은 혐기성 내생포자균으로 파상풍균과 식중독균 그리고 보톡스균 

3강, 에리시필로트리키아(Erisipelotrichia)는 장내 비만세균으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있다. 

 파상풍균, 세포 안에 내생포자가 보인다. 

 

5권, High GC G+, Actinobacteria(방사선균) 

DNA 염기쌍에 G≡C 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중나선구조가 단단하여 외부환경에 강하다. 즉 토양에 

주로 서식하는데 토양의 건조하고 영양이 없고 온도변화가 심한(겨울과 여름, 낮과 밤의 심한 온

도차 등) 환경에 적응한다. 

방(사)선균은 세포 분열 후 길이로 연결되어 곰팡이 처럼 방사선 실 모양을 이룬다. 곰팡이와 비

슷하여(물론 원핵과 진핵세포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곰팜이(Mycetes) 이름이 많이 들어간다. 

항생제(Anitibiotics) 생성균으로 생물산업 가치가 크다. 

 

 

스트렙토마이세테스, 스테렙토마이신을 

포함한 수 많은 항생제를 생산 

  

 

 

 

 



4권, 기타 세균, 대부분 그람음성균으로 많은 문이 여기에 속한다. 

Bacteroidetes 문 : 섬유소(Cellulose)를 분해, 바이오연료 생산에 중요 

Tenericutes 문 : Soft wall, 세포벽이 부드럽단 뜻으로 세포벽이 없는 Mollycutes 강을 포함한다. 

Mollycutes 도 말랑말한 세포벽이란 뜻으로 Molluscu(연체동물)와 같은 어원으로 세포벽이 없고 

세포막만 있어 무정형 세포 모양을 가진다. Mycoplasma 가 속하고 Mycoplasma pnumoniae 는 

페렴균 중 하나이다. 

   실모양을 하여 Myco(곰팡이)란 이름으로 지었다. 

 

  



3. 바이러스 분류 

모양(Mophology), 핵산종류, 일으키는 병명, 발견 장소 등으로 이름을 짓고 분류하였으나, 작년부

터 공통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계통발생학적 분류로 바뀌고 확정되었다.  

이에 바이러스 학회와 다른 발티모어 분류(mRNA 생성 방법에 따른)는 전에는 분자생물학적인 분

류로 각광받았으나 이제는 그 적합성과 적용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번 학기 12 주차에 바이러스 분류 수업이 있습니다.  

발티모어 분류 (한글 위키피디아 내용 가져옴) 

I: dsDNA 바이러스(겹가닥 DNA 바이러스) - 아데노바이러스, 헤르페스바이러스 등 

II: ssDNA 바이러스(외가닥 DNA 바이러스) - 파르보바이러스 등 

III: dsRNA 바이러스(겹가닥 RNA 바이러스) - 레오바이러스 등 

IV: (+)ssRNA 바이러스(양성-극성 외가닥 RNA 바이러스) - 코로나바이러스 등 

V: (−)ssRNA 바이러스(음성-극성 외가닥 RNA 바이러스) - 오르토믹소바이러스, 라브도바이러스 등 

VI: ssRNA-RT 바이러스(외가닥 RNA-RT 바이러스) - 레트로바이러스 등 

VII: dsDNA-RT 바이러스(겹가닥 DNA-RT 바이러스) - 헤파드나바이러스 등 

 

끝 

2021-04-09, 곽노태 

2021-10-13, 바이러스에 6 Realm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