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습 목 표

1.종의 개념을 이해한다.

2.계통분류학의 연구방법을 인식한다.

3.영장류의 종분화 및 계통분류를 이해한다.

4.계통분류학의 바이오마커로서 이동성
유전인자의 파워를 고찰한다.



지난 시간 줄거리

1.PCR: 반응액(주형DNA, dNTP, primers, Taq DNA 
polymerase)을 94C로 가열하여, 주형DNA를 single strand
로 한다. 55C로 냉각하여 primers를 표적배영 양단에 결합
시킨다. 72C로 가열하여, Taq DNA polymerase가 주형
DNA로부터 상보적인 새로운DNA사슬을 합성한다.

2. PCR products에 대한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phylogeny 
tree (NJ, MP, ML)를 만든다.

3. Phylogeny tree는 이종상동서열(orthologous 
sequences)을 이용한다. 정확한 tree완성시에는, 유사서열
(paralogous sequences)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분류군은 분류의 과정에서 모아 놓은 생물군으로서 그 군의

고유한 특성으로 다른 군과는 구별되며 어느 한 분류계급에

할당된 군을 말한다. 한 분류군은 단계적인 분류의 어떤 단계에서

하나의 형식적인 단위로서 실제 하는 생물의 한 군이다.

분류군 (taxon)과 분류계급 (category)

따라서 분류군은 어느 분류계급에 집어 넣을 실제적인 생물의 군을 말한다. 



분류계급은 단계적인 분류에 있어 계급 또는 단계를 말한다.

기본적인 7가지의 분류계급은 계(Kingdom), 문(Phylum), 강(Class),

목(Order), 과(Family), 속(Genus), 종(Species) 이다 . .

생물의 진화에 따라 더 많은 종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계통학적 유

연관계가 복잡해짐으로써 세분화된 분류단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7가지의 기본 분류단계에 Super- (상)과 Sub- (아)를 붙여

서 약 20여개의 새로운 분류계급을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

이다.



분류군은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의 군이며 분류계급은 분류군을

분류하기 위한 추상적인 용어로서 편의상 설정한 것이다 . 현재

통용되고 있는 분류계급은 20여개이나, 종이란 분류계급의 분류군

수는 동물만 해도 150만 이상이 된다. .

계(Kingdom), 아계(Subkingdom), 문(Phylum), 아문

(Subphylum), 상강(Superclass), 강(Class), 아강

(Subclass), 상목(Superorder), 목(Order), 아목

(Suborder), 상과(Superfamily), 과(Family), 아과

(Subfamily), 족(Tribe), 속(Genus), 아속(Subgenus), 종

(Species) , 아종(Subspecies) .





인류와 함께하여 분류학이 발달되어 왔는데 생물의 이름에 대하여

일정한 형식 없이 다양하게 표기되어 국가 및 학자에 따라 그

명명법이 달라서 통일성이 요구되었다.

명명법 (nomenclature)은 분류군에 대하여 일정한 형식을

기준으로 학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 학명은 1758년 린네

(Linnaeus)의 저서 자연의 계통 (Systema Naturae)에서 이명법

(binominal nomenclature)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이 명명법은

후에 국제식물명명규약 (1867년 )과 국제동물명명규약

(1889년)으로 발전하였다.

생물의 명명과 학명



이명법은 속명 (genus name)과 종명 (species name)으로

구성한다. 속명은 단수로 명사를 사용하고 첫자는 대문자로 써야

하며, 종명은 속명의 성과 수에 따른 형용사이거나 속명과 동격인

명 사 를 사 용 할 수 있 고 소 문 자 를 쓴 다 . .

예를 들면, 사람은 Homo sapiens인데, 속명은 Homo이고 종명은

sapiens이다. 각 종의 학명은 이태릭체로 써며 속명은 종종

약자로 쓴다. 한 종의 명칭은 이명식 (속명과 종명)이나, 한 아종의

명칭은 삼명식 (속명 , 종명 , 아종명 ) 으로 구성된다



종 (species)이란 무엇인가?

종은 생물을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그러나

종에 대한 정의는 지금까지도 애매모호하며 학문적 바탕과 시대적 배

경에따라차이가있다.

형태학적 종 (morphological species) : Linnaeus 는 종 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도 변하지 않는 정적이고 무차원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종들은 각각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개념하에서

비슷한 다른 종과 형태적 차이의 정도에 따라 식별할 수 있는데 이를

형태학적종이라한다.



Mayr는 종을 상호 교배하는 자연 집단으로 구성된 군인데 이들은

다른 군들과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

종은 생식사회를 이루어 생태적 단위로 되고 하나의 유전자급원

(gene pool)을 생성하여 유전적인 단위를 이룬다라는 개념에서

생물학적 종이라 한다.

생물학적 종 (biological species)



1. 교미 전 격리기작
(1) 계절적 장벽 : 발정시간 및 교배시기가 다름
(2) 행동학적 장벽 : 구애행동이 다름 (색, 발광 빛, 소리)

(3) 기계적 장벽 : 생식기의 구조가 다름
(4) 생태적 장벽 : 서식지의 환경 및 장소의 차이가 다름

2. 교미후 격리기작
(1) 체내에서 수정 불가
(2) 발생과정 실패
(3) 잡종개체의 출생 후 사망
(4) 불임성 개체의 탄생
(5) 임성이라도 결함을 유발



Simpson과 Wiley는 종을 조상후손 집단의 직계이기 때문에 다

른 직계와 차이가 있는 그 자신의 동일성 (identity)을 유지하고

진화 및 역사적 운명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종은 조상과 후손의 혈통관계로 이어져 각 종은 제각기 특이한

생활양식을 가지며 환경에 적응 해 가면서 진화한다는 관점에서

진화학적 종이라 한다.

진화학적 종 (evolutionary species)



Florkin은 분자생물학적 견지에서 종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종은 세포 속DNA의 염기배열에 의한 아미노산의 구조나 기능이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개체군이다라고 생각 하였다. 생물의

계통발생에 대하여 그 고유의 특징들을 분자적 유사성과 관련시켜

분자생물학적 종이라 한다.

분자생물학적 종 (molecular biological species)



한 분류군의 각 구성원들이 다른 분
류군의 구성원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속성



(1)적응 및 비적응 형질
(2)분석적 및 종합적 형질
(3)진단적 및 기재적 형질
(4)상동 및 상사 형질
(5)거시 및 미시 형질
(6)개체발생 및 계통발생 형질
(7)원시적 및 파생적형질
(8)질적 및 양적 형질
(9)가중 및 비가중 형질



1. 형태적인 형질
2. 생리적 형질
3. 생태적 형질
4. 행동적 형질
5. 지리적 형질
6. 분자생물학적 형질



1. 비유전적 변이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체 변이
(ㄱ) 연령적 변이
(ㄴ) 한 개체의 계절적 변이
(ㄷ) 세대에 따른 계절적 변이

(2) 사회적 변이
(3) 생태적 변이

(ㄱ) 서식처에 따른 변이
(ㄴ) 일시적 기후조건에 따른 변이
(ㄷ) 숙주에 따른 변이
(ㄹ) 밀도에 따른 변이
(ㅁ) 비비례성장에 따른 변이
(ㅂ) 신경원성 색 변이



2. 유전적 변이

(1) 성에 관련된 변이
(ㄱ) 1차 성징의 차이
(ㄴ) 2차 성징의 차이
(ㄷ) 세대교번
(ㄹ) 암수모자이크 및 간성

(2) 성과 관련 없는 변이
(ㄱ) 연속적 변이
(ㄴ) 불연속적 변이



1. 형태 및 해부학적 연구방법

2. 세포유전학적 연구방법

3. 생화학적 연구방법

4. 분자생물학적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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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만이 갖는 특성 : 직립보행, 문화, 언어, 유머,
큰 뇌

그러나
동물들의 세계를 알아갈수록 이들 중 어느 것도
인간만이 갖는 유일한 특성이 아님이 밝혀졌다. 

침팬지는 초보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앵무새는 말하며, 
일부 쥐는 신나는 일이 있으면 낄낄대며 웃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것일까? 

DNA 유전정보 !!!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viruses that "invaded" the 
human genome millions of years ago have changed the way 
genes get turned on and off in human embryonic stem cells.

Galih Kunarso et al., 
Transposable elements have rewired the core regulatory network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Nature Genetics, 2010; 42 (7): 631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viruses that 
"invaded" the human genome millions of years 

ago have changed the way genes get turned on 
and off 

in human embryonic stem cells.

Galih Kunarso et al., 
Transposable elements have rewired the core regulatory 

network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Nature Genetics, 2010; 42 (7): 631



`정크 DNA`
(아무런 유전 정보가 없는 DNA)

Transposable Elements (전이인자들)

“인류 진화 및 계통의 바탕이 된
조절 암호의 핵심 요소” 

[생명의 기원, 생명기능 조절]

http://en.wikipedia.org/wiki/Image:DNA_orbit_animated_small.gif


-2001년 2월 인간유전체 발표

- 1번 염색체: PS2 (알츠하이머)
- 6번 염색체: EPM2A (간질)
-17번 염색체: BRCA1 (유방암)

-----

(당뇨병 관련유전자는 15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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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우탄 DNA, 인간과 97% 유사

수마트라-보르네오 오랑우탄
(약 40만년 전에 분기)

인간 Alu-5000개
침팬지 Alu-2000개
오랑우탄 Alu-250개

20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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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Reviews / Genetics 13, 283-296 April 2012. Feschotte and Gil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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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요약 정리

1.종의개념은 학문적 바탕과 시대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형
태학적 종, 생물학적 종, 진화학적 종, 분자생물학적 종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2.최근 계통분류학적 연구방법으로서는 분자생물학적인 연
구방법으로서, DNA염기서열을 많이 이용한다. 

3.영장류는 원원류와 진원류로 분류되고, 진원류는 신세계원
숭이류, 구세계원숭이류, 고등영장류로 분류된다. 고등영장
류에는 인간을 포함하여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원숭
이가 포함된다.

4.이동성유전인자(SINE, LINE, LTR elements)는 종 특이적
인 바이오 마커가 될 수 있다.



다음 차시 예고…

1.동물계통분류의 기준은 무엇인가?

2.동물계의 계통은 어떠한가?

3.해면동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4.자포동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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