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NA world 

https://www.khanacademy.org/science/ap-biology/natural-selection/origins-of-life-on-earth/a/rna-world 

 

스스로 복제하는 RNA 

 

RNA 세상 가설은 지구 생명체는 스스로 복제하는 단순한 RNA 고분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RNA 세상가설은 다른 생명의 고분자 물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제하는 단순한 

RNA 고분자로부터 지구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https://www.khanacademy.org/science/ap-biology/natural-selection/origins-of-life-on-earth/a/rna-world


DNA 와 RNA, 단백질은 지구 생명의 중심 고분자이다. DNA 는 생명체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담고있다 — 보이지 않는 세균에서 날아다니는 호박벌까지. 단백질은 

세포를 살아있게하는 모든 생화학 반응을 가능케한다. 최근까지 RNA 는 DNA 와 

단백질 사이에서 DNA 의 단백질 합성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 RNA(mRNA) 로만 

알려졌다. 그러나 RNA 는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한다. 단백질처럼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DNA 처럼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RNA 는 두 가지 일을 모두 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생명은 DNA 와 단백질없이 RNA 단독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최초의 RNA 

그런데 어떻게 RNA 에서 지구 생명체로 진화했을까? 과학자들은  RNA 

단위체(뉴클레오타이드)는 초기 지구의 화학진화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단위체는 서로 연결되어 최초의 RNA 가 되었다. 연결되는 즉시 분해되기도 하나 

또 합성되기도 한다. 이러는 중 어떤 RNA 사슬은 다른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RNA 사슬은 더 길어지고 단위체를 더 빨리 연결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RNA 사슬은 분해되는 것보다 더 빨리 연결해 길어진다. 이것으로 

RNA에서 생명이 시작될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RNA 후손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복제를 한다.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복제하고 후손에게 

넘겨준다. RNA 가 생명을 시작하려면 자신을 복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RNA 가 자신의 복제 RNA 를 만들게 되어 RNA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어떤 것은 다른 RNA 보다 더 잘 복제하였다. RNA 는 서로 

경쟁하면서 가장 잘 복제하는 것이 살아남게 된다. 수백만년에 걸쳐 이 RNA 

들은 복제되고 진화되어 RNA 복제 기계가 탄생되었다. 어떤 단계에서는 DNA 와 

단백질도 협력하게 진화되었다. 단백질은 세포 내의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조절하게 되었고 RNA 보다 훨씬 더 안정된 DNA 가 유전정보 저장 업무를 떠맡게 

되었다. 



 

핵산-연결 RNA 단위체 

 

최초 RNA는 원시 스프의 분자에서 만들어진 자유롭게 떠다니는 핵산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RNA 빌딩 블록(기본 단위체)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RNA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과학자들은 초기 지구에서 RNA 단위체가 계속 화학진화로 

만들어지고 공급되어 새로운 RNA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RNA 세상에 공급 

RNA 세상 가설에 따르면 원시 스프의 분자에서 만들어진 자유로이 떠다니는 

핵산 분자에서 최초의 RNA 단위체가 만들어진다. 이 단위체가 서로 연결하여 

만들어진 RNA 사슬은 그리 안정된 고분자 물질이 아니어서 빨리 분해되었다. 

그러나 어떤 RNA 고분자는 다른 것보다 더 안정된 것으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RNA 사슬은 더 길어지고 더 빨리 단위체를 연결해간다. 궁극적으로 RNA 사슬은 

잘라져 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연결되어 길어진다 — 이것이 내부에 있는 RNA 

뿌리인 것이다.수백만년에 걸쳐 이러한 RNA 는 그 수가 늘어나고 우리가 

알고있는 생명의 기본 형태인 RNA 복제 기계로 진화된다. 그러나 RNA 분자가 

유지되려면 계속 많은 핵산 단위체가 공급되어야 한다. 과학자들은 각각 

단위체를 연결하여 만들어지고 진화해가는 많은 RNA 사슬이 (분해되어) RNA 

단위체를 공급하는 자원이 되었다고 본다. 

 



시험관 진화 실험 

과학자들은 초기 지구 환경/조건을 시험관에서 재현하고자 시도했고 

화학반응으로 어느정도의 핵산(단위체)를 만들 수 있었다. 이 핵산(단위체)는 

RNA 북제 기계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서 RNA 가 핵산 연결 반응을 

일을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연구는 원시 지구에서 가능했던 핵산 

단위체 분자를 합성하는 그러한 RNA (효소)가 생성되는 단계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포획 RNA(Grabber RNA) 

 

리보솜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계. 

RNA 세상에서 단순한 RNA(사슬)이 다른 RNA(사슬)이나 분자들을 포획하여 더 

복잡한 복합체가 되어 원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다르게 변화시키게 되었다고 본다. 

이 단계가 더 복잡한 생명체로 나가는 과정이다. 

리보솜은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계로 불리는데 리보솜 RNA(r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rRNA 는 리보솜 단백질보다 오래전에 진화되어 만들어졌다. 



RNA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RNA 가 다른 RNA 를 포획하고 최초로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RNA 기계를 창조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원시 

리보솜이 태어난 것이다. 

박테리아와 몇몇 식물의 어떤 전령 RNA (mRNA)는 특수한 분자를 포획할 수 

있는 리보스위치로 불리는 부위가 있다. 이 분자와의 결합에 따라 mRNA 에서 

단백질로 번역될지 아닐지가 결정된다. 이 분자는 영양물질일 수도 있는데 mRNA 

리보스위치에 결합하면 mRNA 에서 그 영양물질을 분해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리보스위치를 갖는 mRNA 는 특수한 분자에 반응하여 조절될 수 

있다. 전에는 단백질만이 mRNA 단백질 합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리보스위치로 단백질과 협력하기 전의 RNA 세상에서도 조절 

시스템이 존재해왔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Protein-Directing RNA 

 

신호인식입자가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는 노란 단백질 신호에 결합한다(Image courtesy of Janet Iwasa). 

우리 세포에는 RNA 와 단백질로 된 단백질-배달 기계가 있어 새로 만들어진 

단백질을 세포 내에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게 된다. 이 기계는 신호 인식 

입자(SRP, signal recognition particle). 

SRP 는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계(리보솜)에서 조립되는 단백질을 돌보는 일을 

한다. SRP 는 리보솜에서 빠져나오는 단백질을 처음부터 추적하고 거기에 



결합한다. SRP 가 리보솜과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에 오면 단백질 합성을 

중단된다. 도착하면 SRP가 방출되고 단백질 합성은 다시 시작된다. 

SRP 에 있는 RNA 는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되어 이는 아주 오래된 초기 

생명체부터 진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구 생명체에 처음 단백질이 출현했을 때 

원시의 단백질-배달 RNA 가 단백질 조직화를 도왔을 것이다. 이는 단백질이 원시 

세포의 골격을 형성하도록 촉진했을 것이다. 세포골격은 세포가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고 단백질을 세포 주변으로 운반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 

 

유전자를 다루는 RNA 

 

잘라잇기 복합체가 전령 RNA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있다 90-=\=\(Image courtesy of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DNA Learning Center) 

하나의 전령 RNA (mRNA)는 서로 다르게 섞여 유전적으로 다른 여러개의 

단백질로 번역될 수 있다. 하나의 mRNA 에서 여러개의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은 

다세포 생명체의 진화를 크게 촉진시킨다. 

새로 만들어진 mRNA 는 잘라잇기 복합체(spliceosome)이라는 분자 기계로 

잘라지는데 이는 세포내의 가위와 풀과 같다. RNA 와 단백질로 만들어진 이 

기계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mRNA 를 다시 이어서 단백질로 번역될 

수 있는 완성 mRNA를 만든다. 

 

 



하나의 유전자에 여러 개의 단백질 

1970 대로 돌아가면 과학자들은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mRNA 로 만들어지고 

이는 하나의 단백질을 만드다고 생각했다. 이는 박테리아와 단 진핵 

단세포에서는 대부분 맞는다. 그러나 다세포 생명체에서는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mRNA 를 만들고 이는 다르게 잘라져서 여러 개의 다른 단백질을 만든다. 

이는 선택적 잘라잇기(alternative splicing)으로 불린다. 

선택적 잘라있기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적은 수의 유전자에서 매우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일이 밝혀졌는데 인간의 

게놈에 있는 유전자가 의외로 매우 적은 수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적어도 

십만개 유전자로 생각되었으나 실제는 거의 2 만개에 불과한 것이다. 이 

유전자들은 서로 다르게 잘라이어져 엄청나게 많은 인간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진화를 더욱 빠르게 

다세포 생명체에서 선택적 잘라있기까지 진화된 상태이면 앞으로의 진화는 

가속될 것이다. 이는 생명체는 이제 새로운 유전자의 진화 없이도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mRNA 가 다른 방법으로 잘라잇게 

되는 우연한  돌연변이가 나타게 된 것이다.  이러한 mRNA 를 선택적 잘라있기 

변이로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새로운 생화학 반응과 세포 생활 

방식이 나타나서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를 촉진하게 된다. 

 

세포 생장을 조절하는 RNA 

 



초파리(drosophilla) 알에서 파란색으로 염색된 bicoid RNA. Bicoid RNA 는 초파리의 머리가 될 끝 부분에서 

나타난다. (Image courtesy of Stephen Small, New York University) 

RNA 기계는 단세포에서 다세포 생명체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세포는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시작된다. 이 세포는 둘로 나뉘어지고 이어 

계속 분열을 지속한다. 곧 이 세포 덩어리는 각기 다른 일을 하는 생명체 

일원으로 발달해나간다. 식물에서는 잎 세포나 뿌리 세포가 되기도하고 

동물에서는 혈구세포나 신경세포로 자라나기도 한다. 사람에게는 약 200 종류의 

서로 다른 세포 종류가 있으며 사람의 배아에서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만들어져 나가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세포가 어떤 세포로 자라날 것인가는 

분자 기계 – RNA 와 단백질 – 가 그 세포 안에서의 동작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 세포 안의 RNA 와 단백질은 바로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켜는 전사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 

 

Telling heads from tails 

우리는 이제 다세포 생명체의 배아가 발달 과정을 연구하여 다세포 생명체로의 

진화를 이해하는 증거를 갖게되었다. 발달 생물학에서 선호하는 생물 중의 

하나가 과일 파리이다. 초파리의 발달과정에서 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RNA 는 

‘bicoid’ 로 불린다. 미수정란에서 bicoid RNA 는 알의 끝부분에서 나타나는데 

나중에 초파리 머리가 된다. 알이 수정되면 bicoid mRNA는 한 단백질로 번역된다. 

Bicoid 단백질은 머리를 만드는 단백질 스위치를 켜고 꼬리를 만드는 스위치를 

끈다. 그래서 bicoid는 초파리 배아에게 어디가 머리가 될지 알려준다. 

 

2020-10-12 번역, 곽노태 

매끄럽지 않은 번역에 내용 이해가 힘들 수 있으나 그냥 읽어가고 전체적인 

개념(감, 흐름)만 알아보도록 한다. 

뒷 부분은 모두 현 세포생명체에서 RNA 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