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습 목 표

1.인간과 침팬지의 계통분류학적 차이점을 고찰한다.

2. 동물계통분류학의 연구3단계를 인식한다.

3. 계통분류학과 진화학의 관계를 이해한다.

4. 상동/상사, 평행진화/수렴진화 차이점을 인식한다.



지난 시간 줄거리-1

1. 동물계통분류학은 다른 분야의 학문적
연구에 정보를 제공한다.

2. 동물계통분류학은 생명과학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유지한다.

3. 동물계통분류학적 정보나 지식으로
생명과학 및 의학분야의 문제점이나 위기시
해결책을 만든다.

4. 생물종다양성에 있어, 후성유전조절 및 인핸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시간 줄거리-2
1.다발성경화증은 MSRV=HERV-W가 원인이다.

2.HERV-W pol유전자는 2개 group으로 분류되는데, 
young group이 다발성경화증, 신경정신분열증의 후보
군으로 추정된다.

3.HERV-W는 0.1%/Myr진화속도를 가지며,6천6백만년
전 원원류에 내재되어 진화하였다.

4. HERV-W는 태반에서 많이 발현하며, 뇌와
정소, 전립선에서도 발현한다.



바이러스와 세균 등으로

투쟁과 공존 속에서

생물종들은 진화 해 왔으며,

자연적으로, 우연히,

변화와 선택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야기.

살아 움직이는 유전자의 활성화 !!!



http://211.40.179.22/response/LinkManager.jsp?mode=7&msg_seq=2288&user_id=xL72Uwq4uaI%3D&user_em=uwwetf98nkZ7kTEjBLwyKrGjYCzNT1%2B3&user_nm=I6YcPHYTeUk%3D&respStart=2008-03-20&respEnd=2008-03-27&tktype=LINK_01&link_id=200803191727625_3&redirectURL=http%3A%2F%2Fwww.sciencetimes.co.kr%2Farticle.do%3Ftodo%3Dview%26atidx%3D0000024335%26WT.mc_id%3Dsc_newsletter%26WT.senddate%3D20080319%26WT.linkid%3D0000024335








계통분류학의 연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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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분류학의 연구단계



1. 식별 분석 작업 : 동정 (Identification)

2. 비교 종합 작업 : 분류 (Classification)

3. 계통 추적 작업 : 계통 (Phylogeny)



계통분류학의 3단계 주요과제

다양한 생물 개체를 채집하여 그들 사이의 차이를 알아내어

이미 명명되어 기재된 종과 일치하는가를 조사하여 종, 속, 과,

목 , 강 , 문 , 계의 작업을 이루어 표본을 분석하는 단계를

동정이라 한다.

동정 (identification)



동정의 단계에서 확정된 종 수준의 분류군을 유연관계의 정도에 따라

정리하여 상위분류군으로 묶어 계통적으로 배열하는 단계를

분류라고 한다.

분류 (classification)



모든 유용한 정보 및 자료의 분석과 종합을 통하여 얻어진 분류

또는 진화의 유연관계를 근거로 하여 종분화 및 종간의 변이를

밝혀 체제를 수립하는 단계를 계통이라 한다.

계통 (phylogeny)



학습 요약 정리-1
1. 다양한 생물종들은 바이러스와 세균등으로 투쟁

과 공존 속에서 진화해 왔으며, 자연적으로, 우연
히, 변화와 선택으로 유전적인 다양성을 야기=>
움직이는 이동성 유전인자의 활성화

2. 인간과 침팬지 구분되는 포인트는 뇌용량 차이, 
뇌에서 발현하는 유전인자의 차이 등이다.

3. 동물계통분류학의 연구 3단계는 식별분석(동정), 
비교분석(분류), 계통추적(계통)작업이다.



다음 차시 예고…

1.계통분류학과 진화학의 관계?

2.Homology 와 Homoplasy비교.

3.평행진화와 수렴진화 비교



Identification (동정): 미 분류 되어 있는 생물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분류행위

Classification (분류): 동물의 구조, 기원, 유사성을 근거로
적절한 분류범주에 배열하는 것

Taxonomy (분류과학): 분류의 근거, 원리, 과정 및 법칙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과학

Systematics (분류학): 생물의 계통적인 분화 발달, 종다양성,
생물상호간의 유연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Phylogeny (계통학): 진화적으로계통적유연관계를
추적하여계통의족보를작성하여
연구하는학문

Evolution (진화학): 선택압으로환경의변화에대해생물의
유전적적응의결과로일어나는유전자의
군또는빈도의변화를연구하는학문

[계통분류학과진화학의관계]

*계통분류학 - 종의차이와유사성을측정하여
집합적결론을유도

*진화학 - 종이나분류군의시간및공간적인변화에관심
(수렴진화, 평행진화)

계통분류학-진화학-유전/유전체학-분자생물학-생물정보학



Phylogeny: The evolutionary history of a group of organisms.

Any group of species are descended from a common ancestral
species, which, over time, split into two species, with these
descendents splitting again, and again, until the entire
collection of species was produced through evolution and
speciation (the splitting of a lineage).

Evolution: Genetic changes in lineages of organisms over time.
Through this process, a lineage may split and diversify into new

species.

























노래하는새의유전자는다른새들보다인간과더 유사해
발성을 배우는 특정한 새들, 예를 들어 꾀꼬리 등의
명금류(노래하는 조류의 총칭), 앵무새, 벌새 등의 노래 학습
패턴이 인간의 언어구성 학습방식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과학계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듀크 대학의 신경학자 에릭 자비스 연구팀(Erich Jarvis)이 그
연관성을 더 깊이 조사했다.  2014년 12월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그 논문은 그것이 유전적 유사성의 문제라는 것을
밝혀냈다. 조류와 인간이 기본적으로 똑 같은 유전자를 이용해
발성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자비스 교수 연구팀은 두뇌 한 부위의
50개 유전자 집합이 발성학습과 관련된 것 같다는 점을 밝혀냈다. 
인간에게서 더 활성화된 유전자들이 발성을 배우는 새들에서도 더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연관성으로 인해 발성학습 측면에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새들이 다른 새들보다 인간을 더 닮았다. 그 두뇌
부위의 인간 유사성 측면에서는 인간 이외의 영장류들도 조류를
따르지 못했다.

현생 조류가 공룡의 후손이라는 데에는
과학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과학자들은 최근 새와 인간의 발성유전자
가 같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앵무새와 인간

발성유전자 같아~

조류45종 유전체정보
분석 결과임.

http://www.sciencetimes.co.kr/wp-content/uploads/2015/03/크기변환_크기변환_공룡버클리-대학.jpg


상 어 (어류)

어 룡 (파충류)

돌고래 (포유류)

Homoplasy : Features are similar, 
but have an independent (or convergent) evolutionary origin.

the opposite of homology.









Synapomorphy : 공유파생형질

단계통군: 분지진화, 향상진화

측계통군: 수렴진화



계통적으로 다른조상에서 유
래한 생물간 또는 분자간에
유사한 기능 또는 구조가 진
화하는 현상으로 수렴진화(收
斂進化)라고 한다. 수렴 진화
로 만들어진 공통의 형질을
호모플래시 (homoplasy)라
한다















Homoplasy



A : Alanine (소수성)

T : Tyrosine (친수성)

S : Serine (친수성)



Homology             Parallel Evolution     Convergent Evolution      Analogy
Homoplasy



둘혹은그이상의서로다른종들이오랜기간
동안격리되어동일한환경에서서식하면서
적응한 결과로
그계통발생적기원이다르다 하여도
구조, 기능 및 형질이유사해진현상

하나의가계내에서하나이상의종이나도록분리

계통적가지치기



Pseudogenization of the Sweet-Taste Receptor Gene Tas1r2 in 7 Species

Convergent Evolution

(바다사자 & 물개)

(점박이물범)

(아시아수달)

(점박이하이애나)

(포사)

(사향고양이)



단맛수용체 (Tas1r2) 변이 : 바다사자 물개, 점박이물범, 
아시아수달, 점박이하이애나, 
사향고양이
닭, 흡혈박쥐

감칠맛수용체(Tas1r1) 변이 : 감칠맛은 단백질의 성분인
아미노산의 맛.

초식동물 팬더

큰돌고래는 단맛, 감칠맛, 쓴맛까지도 몰라, 먹이를 통째로 삼킴

동물의 진화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유전자 변이 = 수렴진화의 예
(예: 솔로몬제도, 금발의 흑인 [금발은 백인에게 나타남])



비둘기의 수 세는 능력은
원숭이와 비슷.

수 렴 진 화



제왕나비 (Monarch Butterfly)는 독성을 가진 금관화의 잎을 먹는다.

세포펌프 암호화 유전자의 돌연변이

DNA 염기 변이로 인한 수렴진화



외계생명체와,

빛

전파를 이용하면,

소통 가능할 것.

(태양빛을 이용한 에너지 활용 : 수렴진화의 예)







학습 요약 정리-2
1. Phylogeny(계통학): 진화적으로 계통적 유연관계를 추적하여
계통의 족보를 작성하여 연구하는 학문.

2.Evolution(진화학): 선택압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생물의 유
전적 적응의 결과로 일어나는 유전자의 군 또는 빈도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3.Convergent evolution(수렴진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종들이
오랜 기간동안 격리되어 동일한 환경에 서식하면서 적응한 결
과로 계통발생적 기원이 다르다 하여도 구조나 형질이 유사해
진 현상.

4. Homoplasy(상사): 수렴진화로 만들어진 공통의 형질

5. Parallel evolution(평행진화): 한 생물학적으로 고립된 군에서
계통발생적 유연관계는 가까운 종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공통조
상에서 없는 독특한 구조 또는 형질의 발달을 나타내는 현상.



다음 차시 예고…

1.영장류에서 평행진화의 예시…

2.평행진화와 인간의 질병(신경정신 분열증)

3.진화적 유연관계와 분자계통분류도
(예. cytochrome C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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