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서론

세포

구성 : 지질, 아미노산, 당류, 헥산

역할 : 성분들의 합성과정과 상호작용 조절

대사 조절 정보의 전달과 조절

분자생물학

정보의 전달과 조절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



4.2 불변의 원리(Central Dogma)

거의 모든 생물체는 정보의 저장, 발현, 이용에 있어
서 같은 경로를 갖음

DNA                       RNA                       Protein
Transcription                         Translation

Replication

Reverse
(only in some virus)



4.2 불변의 원리

정보 저장 및 교환

DNA : A, T, G, C
의 조합으로 최대 64개의

유전암호(codon)를 만들 수 있음

RNA : A, U, G, C

유전암호의 보편성

사람이나 대장균에게 똑같이 적용



4.3 DNA의 복제

원리 : 반보존적 복제

딸염색체는 하나의 부모사슬과 새로 합성된 또 하나의

사슬을 갖음

과정

1. 복제 준비 단계

2. RNA primer의 합성단계

3. Primer의 3`-말단에 DNA배열 첨가단계

4. RNA primer제거 및 DNA조각 연결단계

방향 : 5`            3`



1. 복제 준비 단계

4.3 DNA 복제

Y모양의 replication fork 형성두사슬의 수소결합

Helicase에 의한 두개의 사슬 분리



2. RNA primer 합성단계

RNA primer  :  3`-OH기가 있는 5탄당 RNA

4.3 DNA 복제



3. DNA배열 첨가 단계
4. RNA primer 제거 및 DNA조각 연결단계

4.3 DNA  복제

DNA중합효소에 의한 DNA 사슬의 생성

DNA ligase에 의한 DNA절편의 연결

전사의 단계



생장하거나 대사활성을 유지하기위해 외부환경으로부터

영양소 흡수

영양소가 들어오는 속도는 대사활성의 조절에 중요

에너지에 의존하는 기작:

능동수송,집단전이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기작:

수동확산, 촉진확산

세포막을 통한 작은 분자들의 수송기작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분자들이 이동

JA = K P (CAE   - C AI)
세포질 막은 매우 작은 구멍을 가진 지방질 응어리로 구성

물과 산소의 세포흡수

지방질이나 높은 소수성을 가진 화합물은 높은 확산계수를

가짐

수동확산



운송분자는 이동하는 분자와 특이하면서 가역적으로 결합

운송단백질은 막 안에 박혀 있음

목표분자와 결합 구조적변화 막내외부로 그

분자 방출

운송단백질은 목표분자의 막내의 용해도 증가

원핵세포에서는 당이나 분자량이 적은 유기화합물의 촉진

확산이 일어나지 않음

촉진확산



농도 기울기의 역행해서 일어남
세포 자신의 에너지가 사용되어야 함
세포 내부로 그 물질을 농축시키거나, 세포밖으로 계속
운반할 수가 있음

에너지원:
양자기전력의 정전기,ATP가수분해에 의한 기전력

능동수송







막 안쪽의 수소운반체로부터 제거된 수소원자는 막 밖으로

운반 제거된 전자들이 막의 세포질쪽으로 되

돌아 감 최종 수용체로 전달(O2 )
O2 가 환원되며 세포질의 H+ 와 결합 OH- 의
알짜형성 유 발 세포를 통한 pH기울기와
전위 발생

양자기전력에 의한 세포의 호흡시스템



수송과정동안 기질이 화학적으로 변형

인운반 효소

suger(세포밖) +PEP(세포 안) 

suger-P(세포 안) +pyruvat(세포 안)

능동 수송보다 에너지면에서 유리

집단전이



• 대부분의 세포는 수용체(receptor)를 가짐.

• 수용체는 주위환경에 대한 정보를 세포에 제공.

• 수용체들은 치료약의 개발을 위한 주요 목표물.

대사와 세포분화에서 수용체의 역할



세포막 수용체; 
이온 통로 수용체 (ion channel receptor) 니코틴성 콜린
성
수용체, GABAA 수용체, glycine 수용체, glutamate 수
용체, 5-HT3 수용체 등

G단백 연결 수용체

효소 수용체

세포내 수용체; DNA 연결 수용체

수용체의 종류



박테리아:특정화합물과 결합하는 수용체 포함

편모의 운동방향을 바꿈

고등세포:상당히 진화된 표면 수용체

세포분화와 발육에 관여

세포 분열:수용체와 생장인자 결합 수용체 구조

변화 촉매활성을 가짐 세포

분열을 일으킴

수용체의 여러가지 작용





중추신경, 자율신경절 등 흥분성 조직에 국한

활성화되어 이온통로가 열리고 이온 운반이 일어남

세포의 신호를 세포내로 전달

이온통로 수용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