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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기원

46억 년(4.6 Ga) 전 지구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행성은 생명이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곳이었다. 지구 생성 후 10억 년 정도 이후에 만들어진 암석을 조사할 수 있다

면, 약 35억 년 전 지구 위에 든든한 첫발을 내디딘 생명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장에서 다룰 것이다. 다른 말로,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

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과학자들이 생명을 정의하기 위해 노력한 방법과 겉으로 보기에 쉬워 보이는 

이 일이 얼마나 예상치 못하게 어려운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는 생명체(living system)를 이루

고 있는 요소(entities, 독립체)의 화학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다음으로 생명이 시

작되기 전 생명을 구성하는 재료(raw material, 원자재)가 우주와 지구상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에 대해 알아본다. 끝으로 비생물 초기 물질이 최초의 생명체(living organism)로 결합될 수 있

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1.1 생명이란 무엇인가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룩한 현재 지식에 기반하여 생명을 의심의 여지없이 정의할 수 있는 시

도를 시작할 것이다. 생명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서 생명이 자발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했다. 썩은 

고기에서 파리와 구더기가, 땀에서는 이가, 갯벌에서 장어와 물고기가, 습한 땅에서 개구리와 

생쥐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다 가끔 자연 발생이라는 것에 의문이 들기 시

작했다. 1668년에 토스카나의 의사였던 프란시스코 레디(Francesco Redi, 1627~1697)를 예로 

들자면, 구더기는 파리의 애벌레이며 만약 고기를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면 파리가 없으므로 

구더기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현미경 제작자인 안톤 반 레벤후크(Anthony van Leeuwenhoek,  

1632~1723)가 1676년에 미생물체[지금은 줄여서 ‘미생물(microbes)’이라 함]를 발견하면서, 

자연 발생은 이런 어디에나 있는 생명체로 명백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1862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 1822~1895)가 수행한 일련의 

설득력 있는 실험으로 이 문제를 잠재울 수 있었다(그림 1.1). 파스퇴르는 배양액이나 용액이 

멸균이 잘되고 미생물과 접촉을 피한다면, 영원히 무균 상태로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파스퇴르는 생명의 기원으로 자연 발생을 반증함으로써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더 어

그림 1.1 루이 파스퇴르는 생명이 자연적

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반증했다. 

(Robert Thom)

Ga(giga－annum)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간 

단위에 대한 약어로 10억 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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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생물학

렵고 새로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모든 생명이 기존의 생명으로부터 발생한다면, 

최초의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명은 무생물로부터 발생한다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버리면

서도 역설적이게 최초의 생명은 우주에 존재하는 무생물로부터 생긴다는 논리적인 결론을 피

할 수 없다.

1.1.1 생명의 정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자 한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물학자 대부분이 인정할 수 있는 생명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자기 복제 능력

 ● 다윈의 진화 능력

이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유기체가 자기 복제를 하려면 자신과 같은 복제물

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다윈의 진화를 겪으려면, 복제되는 과정에서 불완전하거나 돌연

변이가 가끔 생겨나야 하고 이런 새로운 돌연변이는 자연선택을 받아야 한다(글상자 1.1). 자

연은 특정 조건의 환경에서 특정한 형질을 선호하며 조건에 가장 적합한 개체가 생존할 가능

성이 커진다.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익한 형질은 진화적 변화를 가져오는 이 과정에

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한다.

두 가지 특성으로도 생명을 실용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1992년에 NASA(National Aerona

－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공개 토론회에서 제안한 정의는 ‘다윈의 진화를 진행하는 

글상자 1.1    자연선택과 다윈의 진화

케임브리지에서 22세의 나이로 신학 학위를 받은 찰스 다윈

(Charles Darwin, 1809~1882)은 영국 왕립 해군의 HMS 비글

호의 지도 제작 탐험대(1831~1836)에 박물학자로 참여하여 동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군도로 향했다. 여기에서 그는 진화론을 

발전시킨 핵심 자료를 수집했다. 다윈은 종들이 조금씩 서로 다

른 개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번식에 성공하여 오

랜 기간 살아남는 데 유리하게 변화한 개체들은 그들의 형질을 

다음 세대로 더 자주 물려준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형질이 점점 

일반화되고 이러한 종이 진화한다. 다윈은 이것을 ‘수정된 혈통’

이라고 불렀다.

이 과정의 아주 좋은 예는 갈라파고스 방울새이다. 만약 새들

이 건조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선인장 씨를 먹기에 좋은 부리를 

가진 새들은 그렇지 않은 부리를 가진 새들보다 먹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먹이가 풍부한 결과, 짝짓기에도 좀 더 유리하다. 

실질적으로, 자연은 생존과 번식에서 가장 잘 적응한 종을 선택

했다. 다윈은 이 과정을 ‘자연선택’이라 불렀다.

다윈은 다양한 방울새 종들은 환경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선인장 씨를 먹기에 좋은 부리를 가

진 새와 그렇지 않은 새의 예시로 보자면, 다양한 종들은 이미 존재하고 그중 가장 잘 적응한 종을 자연이 선

택한 것이라고 다윈은 정확히 생각했다. 다윈은 이 과정을 ‘적자생존’이라고 했다. 다윈이 50세가 된 1859년
이 되어서야 마침내 진화론을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발표했다. 지금은 자연선택과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개념을 다윈의 진화(Darwinian evolution)라고 한다. 

그림 1.2 자연선택이론을 수립한 찰

스 다윈 (George Rich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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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 화학 시스템’이다. 하지만 생명의 정의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노새는 당나귀와 말의 자손이다. 노새는 번식할 수 없으므로 자기 복제와 다

윈의 진화를 겪지 않는다. 그렇다고 노새가 살아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부분

의 경우에 생명에 대한 이 정의는 만족할 만하다.

생명체가 자신을 스스로 유지하고 다윈의 진화를 겪어가며 성장하고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 

서는 에너지와 물질을 주위 환경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생명체의 화학적 기능과 이를 다루기 

위해 살아 있는 소기관들도 존재해야만 한다. 다음 절에서는 어떤 종류의 화학 시스템이 생명

을 이루고 있는지와 초기 지구에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존재해 원시 생명체에 유용했는지 

알아볼 것이다.

1.1.2 왜 탄소인가

생명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분자(molecules)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원소

가 있다. 바로 탄소다.

탄소는 다른 원자들과 결합하여 화학적으로 아주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다. 유기 화

합물은 또한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원소를 포함한다. 철,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다

양한 금속도 탄소와 결합한다.

탄소는 지구 생명체에 필수적인 물에 쉽게 용해되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으며, 물은 지

구생명체에 필수적이다. 생명체(living organisms)를 이루는 기본 요소들은 다른 요소

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하고 물이 있으므로 수월하게 상호작용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생명은 모두 탄소 기반 유기 화합물을 활용한다.

유기 화합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소들을 우주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주에 가장 흔

한 성분의 함량비가 보여준다(표 1.1). 지구 생명체가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원소인 

수소, 산소, 탄소, 질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활성 기체 원소이다. 황과 인(표에는 없지만 

우주에서 열 다섯 번째로 풍부한 원소)은 지구 생명체에 중요한 원소이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유기적(organic)’이라는 용어를 종종 보게 될 

것이다. 맥락이 다르지만, 생물학의 영향으로 

‘유기적’이라는 단어가 가끔 강조되기도 하지만, 

화학자에게는 단지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화합

물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 6개의 화

학 기호는 기억하기 쉽게 CHNOPS로 조합하

여 사용할 수 있다[한국어로 하자면, 천스프 

(CHONSP)가 쉽겠다－역자 주].

표 1.1 우주, 지구, 생명에 가장 풍부한 원소 열 가지(전체 100,000 원자당 원소의 개수)

순서 우주 지구의 지각 지구의 해양 건조한 공기 인간

1 H 92,714 O 60,425 H 66,200 N 78,100 H 60,563

2 He 7,185 Si 20,475 O 33,100 O 20,920 O 25,670

3 O 50 Al 6,251 Cl 340 Ar 950 C 10,680

4 Ne 20 H 2,882 Na 290 C 32 N 2,440

5 N 15 Na 2,155 Mg 34 Ne 1.8 Ca 230

6 C 8 Ca 1,878 S 17 H 1.2 P 130

7 Si 2.3 Fe 1,858 Ca 6 He 0.5 S 130

8 Mg 2.1 Mg 1,784 K 6 Kr 0.1 Na 75

9 Fe 1.4 K 1,374 C 1.4 Xe 0.009 K 37

10 S 0.9 Ti 191 Si 0.3 － － Cl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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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1

표 1.1을 살펴보고 위에서 서술한 탄소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비활성 기체의 양이 생명체

에 적은 이유를 설명하라.

1.1.3 왜 물인가 

물도 생명의 필수 조건으로 보인다. 생명체는 분자가 용해되고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매

질이 필요하다. 물은 이 기능을 아주 잘 수행하기 때문에 보편적 용매제로 불린다. 물만큼 생명

을 촉진하는 용매도 드물다. 물은 생화학 반응을 유지하기에 온도가 낮지 않고, 결합을 분해하

거나 유기 결합이 많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높지 않은 온도 범위 사이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

한다. 암모니아는 지구보다 훨씬 온도가 낮은 곳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온도에

서는 생명 활동을 이끄는 화학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고 생명체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1.2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

지구 생명체는 수소, 산소, 탄소, 질소의 네 가지 원소에 주로 의존하며 황과 인, 두 원소는 적

은 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여섯 가지 원소는 아주 다양한 유기 화합물을 이룬다. 각각의 

화합물들은 생명체를 지키고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생명체가 어떻게 유지되는

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원소들로 이루어진 분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1.2.1 물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주요 유기 분자의 분류를 논하기 전에 잠깐 물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물 분자는 생체 조직의 주성분이며, 보통 질량의 70%를 차지한다. 

¢¢ ¢표 1.1에서 생명체에 상대적으로 물의 양이 많다는 것을 제시하는 실마리는 무엇인가?

qq 물을 이루는 원소인 수소와 산소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두 원소이다.

생명체는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대부분의 성분들은 물이 있는 환경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물은 극성(polar) 용매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분자의 끝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다. 구

체적으로, 물 분자의 수소 원자들은 양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지만, 산소 원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하지만 물 분자는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소 굽어 있다. 그 결과 각 끝에 있는 

살짝 양전하를 띤 수소 원자들은 다른 분자의 산소 방향 쪽으로 쏠린다. 반대 극은 서로 끌어

당기기 때문에, 물 분자 1개의 수소 원자와 다른 물 분자의 산소 원자는 수소 결합을 형성하며 

작용한다(그림 1.3a).

물 분자는 서로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유기 분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기 용매를 

생각할 때는, “끼리 끼리 용해한다”라는 말을 기억하는 게 편리하다. 물과 같은 극성 용매는 

극성 유기 분자를 용해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3b). 반대로, 무극성(apolar) 유기 분자

는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는다(그림 1.3c).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유기 분자를 두 분류로 

정의할 수 있다.

비활성 기체(noble gas)는 거의 반응하지 않으

며, 불활성 기체로도 알려져 있다. 헬륨(He), 네

온(Ne), 아르곤(Ar), 크세논(Xe) 등이 있다. 화합

물을 만들기 위해 다른 원소들과 화학 결합을 

거의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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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성이고 물에 대해 친화성이 높아 용해되기 쉬운 물질을 친수성(hydrophilic, 물을 좋아하

는) 분자라고 한다.

 ●  무극성이고 물에 대한 친화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불용성인 것을 소수성(hydrophobic, 물을 

싫어하는) 분자라고 한다.

생명체는 서로 다른 분자들의 친수성과 소수성 성질을 이용하여 정해진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표 1.2는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주요 구성 성분들을 보여준다. 다른 여러 화학 물질과 더불

어 물이 주 성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박테리아를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와 함량

총중량의 퍼센트 분자 유형 수

물 70 1

무기 이온. 예：Na＋, K＋ 및 Ca2＋ 1 20

작은 유기 분자(원자의 개수가 1,000개 이하). 예：지방산, 

당, 아미노산, 뉴클레오티드
7 750

큰 유기 분자(원자의 개수가 10만 개 이상). 예：지질, 탄

수화물, 단백질, 핵산 종류 
22 5,000

¢¢ ¢표 1.2를 보고 생명체의 유기물 질량의 대부분은 작은 분자인가, 큰 분자인가?

qq 큰 유기 분자가 대부분이다.

생명체에서 대부분의 질량은 물을 제외하고는 큰 유기 분자나 거대분자(macro-

molecules)로 이루어진다. 거대분자는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한다: 지질(lipids), 탄수화

물(carbohydrates), 단백질(proteins), 핵산(nucleic acids).

원자 단위, 보다 정확하게는 원자 질량 단위는 

탄소 원자 질량의 12분의 1로 정의되고, 양성자 

1개나 중성자 1개의 질량과 비슷하다.

(c)(b)

δ+

δ+
2δ− δ+

δ+

2δ−

H
O H

H
O

H

C
O H O

H

O H O
H

HH
O H

H
O H

C

H

H

H

H

H
H

H H

H

H H

H

O O

CH
C

C

O

H

H

H
H

H

O

O
H

H
H

O
H

C

H

H

H

(a)

수소 결합

그림 1.3 물 분자와 상호작용. (a) 물 분

자는 수소 원자가 약한 양이온의 성질(δ＋)
을 띠고 산소 원자 쪽은 약한 음이온의 성

질(2δ－)을 가져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b) 물 분자는 극성 유기 분자와 상호작용

한다. (c) 무극성 유기 분자는 물 분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Zubay, 2000)

우주생물학, 재3판 본문.indd   5 2020. 5. 29.   오전 10:27



6  우주생물학

거대분자들은 보통 단량체(monomers, ‘단일한 부분’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라고 불리는 

개별 유기 분자가 중합체(polymers, ‘많은 부분’이라는 그리스어 유래)로 결합되면서 생성된

다. 여러 종류의 거대분자는 생명체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필요한 역할에 적합하다. 다양한 

종류의 거대분자와 이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1.2.2 지질(지방과 기름)

지질은 한쪽 끝은 소수성, 다른 쪽은 친수성을 띠는 다양한 분자 그룹이다(그림 1.4). 극성인데

도 전반적으로 물에 잘 용해되지 않고 개별 분자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지질은 약하게 결

합된 덩어리로 거대분자이다. 지질은 화학 에너지를 저장하는 유용하면서 농축된 방법이고, 

거대분자 구조 안의 약한 결합에 따른 높은 탄력성은 세포막에 사용된다.

1.2.3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그림 1.5와 같이 수산기(－OH)가 많이 결합된 분자다. 이 수산기는 극성이며 탄수

화물을 물에 용해시킨다. 당은 일반적인 탄수화물로 물에 녹으면 고리와 같은 구조를 형성한

다(그림 1.5). 5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당을 오탄당이라 부르고 6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당은 

육탄당이라고 한다. 탄수화물 구조가 크면 다당류라고 하며 당 단량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단량체가 서로 연결되어 중합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중합이라 한다. 중합 반응은 탈수 현상이 

수반되며, 다당류는 선형이나 가지로 이루어진 망 형태로 나타난다. 다당류는 유용한 에너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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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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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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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CH2

CH

CH

CH2

CH2

CH2

CH2

CH2

CH2

CH2

CH3

(a)

(b)

친수성 말단

소수성 말단 

옥타데칸산

(스테아르산, C18)

옥타데센산

(올레산, C18)

옥타데칸산 

(스테아르산)

옥타데센산

(올레산)

그림 1.4 18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두 

종류의 지질 구조. (a) 옥타데칸산과 옥타데

센산의 상세 구조, (b) 단축 구조 (Zuba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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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고이며 유기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일을 한다.

1.2.4 단백질

단백질(protein, 그리스어 proteios 또는 primary에서 유래)은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복잡한 거

대분자이다. 이들은 아미노산(amino acids)이 서로 연결된 긴 ‘기차’로 이루어져 있다. 다당류

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간단한 탈수 반응으로 서로 결합한다(그림 1.6).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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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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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C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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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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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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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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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 긴 띠 구조의 끝에 C＝O 이중 결합이 있는 고체 상태의 두 종류의 일반적인 당 분자 구조인 오

탄당과 육탄당. 물에 용해되었다면, C－O－C로 변하면서 고리 모양의 사슬 구조가 된다(고리의 연결 부분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것은 C원자를 나타낸다). (b) 당 단량체는 탈수 반응으로 (c) 다당류로 형성하는 단

순한 반응에 의해 중합된다. (Zubay, 2000)

글루코스

(대표적 육탄당) 

리보스

(대표적 오탄당) 

분기점

다당류

결합

H2N CH C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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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N CH C OH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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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N CH C NH

CH3

O

CH C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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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H2O
(a)

(b)

그림 1.6 (a) 아미노산, (b) 아미노산 단량

체는 간단한 탈수 반응으로 중합한다. 이 

유형의 일련의 반응으로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우주생물학, 재3판 본문.indd   7 2020. 5. 29.   오전 10:27



8  우주생물학

질에는 20종의 아미노산이 있으며 아미노산의 배열이 단백질의 기능을 다르게 한다. 단백질은 

생명을 이루는 화학물질 중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역할이 셀 수 없이 다양하다. 일례로, 인체

의 손톱이나 머리카락 같은 구조를 제공하기도 하고 위장에서 소화를 돕는 촉매(catalysts) 역

할을 하기도 한다.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효소(enzymes)라고 한다. 

1.2.5 핵산

핵산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대분자로서, 뉴클레오티드가(그림 1.7a) 긴 사슬 모양으로 

중합된 것이다(그림 1.7b). 당과 아미노산과 마찬가지로, 뉴클레오티드(nucleotides)도 탈수 반

응으로 단순한 반응에 의해 결합된다. 뉴클레오티드는 다음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 오탄당 분자

 ●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인산염 그룹(PO4
3－)

 ● 질소 염기라고 부르는 질소 함유 화합물

가장 유명한 핵산은 디옥시리보 핵산(또는 DNA)이다. 또 다른 중요한 핵산은  리보 핵산(또

는 RNA)이다(이 절의 뒷부분에서 RNA의 역할에 대해 다룬다). 1953년 이전까지 DNA에는 

네 가지의 다른 뉴클레오티드가 있으며, 다른 염기에 동일한 당과 인산염 그룹을 가지고 있다

고 알려져 있었다. 이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며 때로는 A, G, C, T 글자

로 약칭한다(그림 1.8). 그러나 이들 구성 요소가 정확히 어떻게 배열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1953년에 제임스 왓슨(James Watson, 1928~), 프란시스 크릭(Francis Crick, 1916~2004), 

촉매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이지만 반

응 자체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a) (b)

CH2

OH OH

O
O− P O

O−

O
N

N O

NH2
인산염 그룹 당 염기

인산염

염기

당

그림 1.7 인산염 그룹, 당 분자와 질소 염기(이 경우에는 사이토신)로 구성된 뉴클레오티드의 구조, (b) 뉴클레오티드들은 간단한 탈수 반응으로 중

합되어 핵산을 만든다. [(a) Zuba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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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DNA의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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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절린드 프랭클린(Rosalind Franklin, 1920~1958)과 모리스 윌킨스(Maurice Wilkins, 

1916~2004)는 DNA는 2개의 긴 분자 가닥이 이중 나선(double helix)을 만들며 꼬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그림 1.9). 2개의 나선 가닥은 나선형 층계의 계단과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

다. 계단은 2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뉴클레오티드는 계단의 반을 차지한

다. 나선의 중심에 있는 염기는 약한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염기는 항상 짝이 있는데, 

하나의 뉴클레오티드에 있는 아데닌은 다른 쪽의 타이민 쌍을 이루며,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

신과 결합하고 있다. 한 가닥의 염기 서열은 다른 염기 서열을 정확히 결정하게 된다.

 DNA 가닥 DNA 가닥

 A T

 T A

 G C

 C G

염기는 나선 안쪽의 당 그룹에 연결되어 다시 인산염 그룹으로 이루어진 바깥쪽 나선을 따

라 연결되어 있다.

¢¢ ¢위의 단순화된 DNA(예：ATGC)를 살펴보고, 이를 그림 1.7 및 1.9에 나오는 핵산의 개

념화된 구조와 비교하라. 핵산 구조의 어느 부분이 단순화된 그림에서 생략되었는가?

qq  핵산 내에서 당과 인산염 그룹의 종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과 인산염으로 이루어진 

기본 구조가 표시되지 않았다.

¢¢ ¢이 상호 보완적 시스템으로 DNA가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제시할 수 있는가?

qq  나선 구조 한 가닥의 염기 서열이 다른 쪽의 서열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중 나선 구조

를 ‘푸는’ 것으로 견본 2개가 생겨 한쪽 모체로부터 새로운 DNA 분자를 똑같이 만들어   

2개의 새로운 DNA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특수한 단백질 효소는 이중 나선의 가닥을 분리한다. 단일 가닥은 분자 주변의 액체에 있는 

여분의 뉴클레오티드를 가져온다. 풀려진 나선 가닥에 있는 각각의 염기는 상호 보완적인 염

기와 결합한다. 새로 얻은 뉴클레오티드에 당과 인산염 그룹이 연결되어 나선 가닥을 만들고, 

원래의 것과 똑같은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분자가 만들어진다(그림 1.10).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은 생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를 이해하는 기반이 되었다: 생

물학적 분자가 스스로 복제하는 메커니즘.

같은 종의 개체 간 변화나 종 사이의 차이는 다른 DNA 서열로 설명된다(글상자 1.2).

DNA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자기 복제와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단백질 합

성을 맡는다. DNA는 염기 분자의 서열로 나타난 유전 정보라는 ‘설명서’ 묶음을 가지고 있

다. 예를 들어, ATGC는 유전자 코드의 한 부분일 수 있고, ATGG도 마찬가지다. 유전 정보

측면

아데닌, A 인산염 그룹

당타이민, T
구아닌, G
사이토신, C

그림 1.9 DNA 이중 나선. ‘리본’은 아니

지만 이중 나선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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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code)는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에 필요한 수천 개의 단백질을 직접 생산한다.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DNA 메시지가 RNA 메시지로 먼저 전사(복사)된다. RNA는 DNA와 매우 비

슷하지만 약간 다르다. RNA에 있는 당 성분은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리보스이고, 타이민 대

신에 우라실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12). 

따라서 R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 4개이고, 간단하게 A, G, C, U로 나

타낸다. DNA와 결합할 때, 우라실은 타이민 대신에 DNA의 아데닌과 염기쌍을 이룬다. 

A

T

T

G

T

C

T

A

A

C

A

G

T

A

A

C

A

G

A

T

T

G

T

C

T

A

A

C

A

G

A

T

T

G

T

C

모체 이중 나선 단일 가닥 단일 가닥

딸 나선 딸 나선

그림 1.10 모체 이중 나선 구조가 어떻게 

‘풀어지며’ 2개의 동일한 딸 이중 나선 구

조를 생성하는지를 보여준다. (Lowestein 

et al., 1998)

글상자 1.2    DNA 혼성화：유전학으로 알아보는 ‘누가 누구?’

DNA 이중 나선 구조를 풀어 동일한 DNA 가닥 

두 가지를 만들고, 같은 종의 DNA 가닥 하나는 

다른 가닥을 만들어내 다시 결합한다는 것을 알

아보았다. 같은 종 안에도 아주 가깝거나 아주 

먼 관계를 가지고 있는 DNA 가닥 하나가 서로 

엮어질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 하지만 부분적

으로 그렇다. 가까운 친척 관계의 종은 똑같지

는 않지만 비슷한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잘 엮어진다. 먼 친척 관계

의 종은 뉴클레오티드의 서열이 비슷하지 않으

며 상대적으로 잘 결합하지 않는다.

이 개념은 DNA 혼성화로 알려진 기술로 나타난다. 한 종의 DNA 나선을 

가열하면 풀어지고 다른 종의 풀어진 DNA와 결합한다. 혼합물의 온도가 내

려가면 서로 다른 가닥들 일부는 서로 연결된다. 가까운 관계의 종들이라면 

가닥들은 거의 일치할 것이고 새로운 이중 나선의 결합은 강할 것이다. 가깝

지 않은 종들이라면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즉, 새로운 이중 나선은 강하게 결

합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혼합물이 다시 가열될 때 결합의 강도, 즉 종의 

관계의 세기가 나타난다. 관련이 적어 약하게 결합된 나선은 저온에서 결합

이 풀어진다. 

DNA 혼성화는 비슷한 모습이어서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종이 사실은 아

주 다른 조상을 가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일례로, 올빼미(owl)가 매(falcons 
또는 hawks)와 비슷하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올빼미는 사실 쏙독새와 더 

가까운 관계다. 유전적 유사성 측정을 위한 DNA 혼성화 사용은 가닥에 있

는 모든 염기를 읽을 수 있는 DNA 서열 기술로 대체되었다.

(a) (b) (c)

그림 1.11 외모는 사기일 수 있다. 올빼미(b)의 DNA는 팔콘이나 매(c)보다 쏙독새(a)와 더 밀접한 관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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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가닥 RNA 가닥

 A U

 T A

 G C

 C G

전사 과정에서 DNA는 mRNA(RNA 심부름꾼)를 만든다. 우선 DNA를 복제하는 것처럼 

DNA 나선을 푼다. 새로운 DNA 이중 나선을 만들기 위해 DNA 뉴클레오티드가 자기 짝을 찾

는 대신에, RNA 뉴클레오티드를 찾아 mRNA 가닥을 만든다. 이 mRNA 가닥이 만들어지고, 

DNA 이중 구조는 다시 결합한다. 만들어진 mRNA는 DNA 서열 버전을 가지고 자유로운 아

미노산이 들어 있는 리보솜(ribosomes) 분자 공장 영역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mRNA를 이용

하여 아미노산을 긴 단백질 사슬로 만든다.

1.2.6 세포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많은 분자들은 촘촘히 있어야 한다. 화학반응에서 반응물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반응률이 증가한다. 용매에서 분자들이 단순히 떠도는 

것을 멈추고 생명에 필요한 화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포가 답이다. 간단히 말해, 세포는 분

자들로 이루어져 외부와 분리된 작은 가방이다(그림 1.13). 세포의 중심에 있는 DNA 가닥들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데 집중한다. DNA는 효소와 리보솜을 가진 식염수 용액인 

시토졸로 둘러싸여 있다. 세포 내용물은 부드러운 막에 감싸여 있다. 이것을 세포막이라 부르

는데, 지질과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세포막은 분자들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이동을 제

한하여 세포 안의 내용물들을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세포막은 탄수화물 분자와 짧은 아미노

OH OH

O

H H
H H

O− P O

O−

O
NH

N O

O 그림 1.12 DNA와는 다른 RNA를 만드는 당과 

우라실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티드

아주 자세히 비교하지 않으면, 우라실(그림 

1.12)은 타이민(그림 1.8)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타이민은 고리의 ‘10시 방향’에 있는 탄소 원자

가 고리 바깥쪽의 CH3 그룹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 우라실의 같은 위치에 있는 탄소는 H와 

연결되어 있다.

DNA

리보좀 시토졸 세포막 0.1 μm

세포벽

그림 1.13 간단한 세포 (I.D.J. Burd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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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슬로 구성된 단단한 세포벽으로 세포를 견고하게 한다.

세포는 생화학 과정이 일어나고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세포는 현재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 구조의 가장 기본 단위이지만, 개수, 모양, 크기, 기능은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인체는 약 1012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반면 박테리아는 단세포 유기체이다. 

그림 1.13에 있는 것 같은 단순한 세포는 2개로 나뉘어 복제될 수 있다. DNA가 복제되고  

2개의 새로운 DNA 분자가 세포막의 다른 영역으로 나뉘면서 복제가 일어난다. 다음으로 세

포는 DNA를 포함하고 있는 각기 다른 두 영역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한다. 세포 분열이 끝나

면, 2개의 동일한 딸 세포가 모체 세포로부터 생성된다.

1.3 생명의 기원과 존재를 연구하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아있

는 유기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생명의 기원에 대해 어떻게 

연구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다. 여러분은 이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한 가지 이상

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3.1 생물 지표：과거 생명 찾기 

‘생물학적 지표’ 혹은 생물 지표(biomarker)는 석유 탐사에 사용되던 용어다. 석유와 관련된 것

을 연구하는 지질화학자는 지질학적 환경을 고려하여 언제 어디에서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고 

저장되었는지 발견하고자 한다. 유기물이 풍부한 암석에서 어떤 유기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분

자 화석이나 생물 지표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다. 유기체가 특정 환경에

서만 나타나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뚜렷해지면 생물 지표의 가치는 높아진다.

최근에 우주생물학자는 생물 지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정의를 확장하고 있

다. 오늘날, ‘생물 지표’라는 말은 유기물질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혹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현재나 과거의 증거를 의미한다. 1999년에, 생물학자 데이비드 데스 마라이

스(David Des Marais)와 말콤 월터(Malcolm Walter)는 생물 지표를 분류하여 목록으로 만들 

었다.

1.  세포의 잔해 

2.  생명 활동을 한 공동체의 구조와 기능이 남겨진 퇴적물 조직 구조 

3.  생물학적으로 생성된 (생물학적) 유기물

4.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퇴적된 광물 

5.  생물학적 활동을 나타내는 안정한 동위원소 양상

6. 생물학적인 기원으로 설명 가능한 대기 성분의 상대적 농도

이 기준을 잠깐 보면, 정의를 포함해서 매우 주관적이다. 조직 구조나 유기물이 생물 기원

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예를 들어, 방향족 탄화수소는 살아있던 유

기체의 시체에 열이나 압력을 가해 발생할 수 있는 유기 분자군이다. 이들이 석탄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석탄은 육상 식물 화석 잔존물로 구성된다. 여기서 문제는 방향족 탄화수소는 내연 

기관의 엔진이나, 삼겹살 파티, 거성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유기 화합물을 검출한 것으로 

Marais, D. D. and Walter, M. R. (1999) 

‘Astrobiology: exploring the origins, 

evolution, and distribution of life in the 

universe’,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vol. 30, no. 1, pp. 397–420.

방향족 탄화수소는 탄소 원자 6개가 단일 결합

과 이중 결합이 교대로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

는 분자다. 탄소 고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다

중고리 방향족 탄화수소 혹은 파하(PAH)라고 

짧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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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가 한번 존재했다고 한다면 쉽게 논란이 될 수 있다.

1.3.2 생명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생명 기원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 상향식(bottom－up) 접근법

 ● 하향식(top－down)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은 속성이 알려져 있는 과거 무생물, 분자, 광물의 조합에 중점을 둔 접근 방

법이며, 생명체가 발현되기 위해 이들이 어떻게 조합하기 시작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그와

는 반대로, 하향식 접근법은 현대 생물학을 살펴보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단순한 생명 단

위를 추론해 간다. 다음 절에서는 지구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에 최대한 정확하

게 답하기 위해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다. 알다시피, 두 접근법이 충분히 진척

되어 서로 맞닿아 일치하는 답을 얻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그림 1.14).

1.4 우주 유기물질

상향식 접근 방식으로 생명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자. 유기물질은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며 초기 지구에서 발생한 생명을 구성하는 비생물 물질 중 하나다. 생명이 어디에서 탄

생할 수 있는지는 유기물질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로부터 알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행성을 염두에 두고 유기물질이 생성된다고 생각되는 주요 환경을 조사할 것이다.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의 우리 은하에서 유기물질은 만들어지고 있었다. 탄소

가 풍부한 적생 거성 주변의 두터운 껍질은 많은 양의 유기 분자를 만들고 있다(그림 1.15). 여

기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지구에서 촛불을 밝힐 때와 비슷하며 주로 방향족 탄화수소를 만

든다고 여겨진다. 그림 1.16은 IRAS21282＋5050 주위의 두터운 껍질의 적외선 스펙트럼이

다. 이 스펙트럼과 실험실에서 실험한 두 종류의 일반적인 방향족 탄화수소의 스펙트럼이 비

슷하다는 것은 유기 분자가 우주의 어떤 공간에서는 일반적인 구성 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분자들은 항성풍에 의해 성간 공간으로 방출된다. 여기에서 유기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 환

경을 접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는 분자운이 있는데(그림 1.17), 성간 물질(interstellar medium)

의 온도가 낮고(10~2̀0 
 

K) 밀도가 높은 영역으로 은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별

과 행성계는 분자운에서 형성되는데, 다른 종류의 성

간운은 별을 탄생시키기에 온도가 너무 높거나 밀도

가 낮게 퍼져 있다. 별 탄생은 성간 기체와 먼지 티끌

로 꽉 찬 덩어리가 자체 중력에 의해 수축할 때 일어

난다.

수많은 분자들이 성간 구름과 별 주변의 껍질에서 

발견되었다(표 1.3). 우리 은하에서 발견되는 대부분

의 유기 분자가 지구상이 아닌 거대분자운에서 발견

된다는 것은 놀랄만하다.

1

2

3

4

4.6

그림 1.14 생명 기원에 대한 연구의 두 가

지 접근법 (Lahav, 1999)

그림 1.15 많은 양의 유기물질이 발견되

는 별 주위의 두터운 껍질 (Copyright ⓒ

European Space Agency)

지구 탄생

현
재

 이
전

의
 시

간
( 1

0억
 년

)

IRAS21282＋5050이라는 이름은 IRAS 

(InfraRed Astronomical Satellite) 우주 망원

경이 1983년에 전체 하늘을 관측하면서 판별한 

천체다. 숫자는 하늘에서 이 천체의 위치를 나

타낸다.

하
향

식
 

상
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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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4 3.6 3.8

3.2 3.4 3.6 3.8

3.2 3.4 3.6 3.8

(a)

(b)

(c)

IRAS21282＋5050

메틸 코로넨

석탄 추출물흡
광

도
흡

광
도

흡
광

도

그림 1.16 IRAS21282＋5050 주위의 두터운 껍질의 적외선 스펙트럼 일부분(a)을 메틸 코로넨이라는 한 종

류의 탄화수소 스펙트럼(b)과 탄화수소의 혼합물인 석탄 추출물의 스펙트럼(c)과 비교한 것 (de Muizon et 

al., 1986)

그림 1.17 독수리 성운에 있는 분자 구름

의 허블 우주 망원경 이미지. 기체 구름의 

크기는 몇 광년 정도의 크기이다. (NASA)

파장(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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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과 별 사이, 별 주위의 환경에서 가장 작은 분자와 가장 큰 분자는 무엇인지 표 1.3을 

이용하여 답하라.

qq  H2가 가장 작은 분자이고 C70가 가장 큰 분자다.

다양한 종류의 분자는 성간 혹은 별 주위 구름 안에서 복잡한 화학반응 네트워크로 만들어 

진다. 온도가 낮아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자나 분자들이 고체 형태의 먼지 티끌에 부딪히

며 들러붙어 얼음 맨틀을 만드는 것이 밀도가 높은 분자운에서 일어난다. 유기 화합물이 먼지 

티끌에 부착되면, 티끌 표면에 의해 화학반응이 촉진되고 UV나 우주선(cosmic ray)에 의해 다

른 반응물이 생성될 수 있다. 티끌의 맨틀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반응물은 새롭게 탄생한 별 

주위의 온도가 다소 높고 (200~400 
 

K) 밀도가 높은 (＞100 
 

H2 molecules/cm－3) 기체에서 유기 

화학반응을 더 이끌 수 있다. 이 영역은 성간 물질에서 화학적으로 가장 풍부한 영역으로 알려

져 있으며 ‘핫 코어(hot core)’라고 불린다. 표 1.3에 있는 대부분은 이 핫 코어 영역에서만 나타

난다. 얼음 티끌 맨틀이 핫 코어에서 가열될 때 흥미로운 다른 화합물들이 생성된다. 별이 생

C60과 C70은 ‘풀러렌’ 또는 ‘버키볼’이라고 불리

는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공 모양의 분자다.

표 1.3 성간 공간이나 별 주변의 껍질에서 발견된 분자들(참조：D는 수소의 한 형태인 중수소)

수소 종류

H2 HD H3
＋ H2D＋

수소와 탄소 화합물

CH
CH3

H2CCC(lin)
CH3C2H

CH＋

C2H2

C4H
C6H

C2

C3H(lin)
C5

H2C6

CH2

C3H(circ)
C2H4

C7H

C2H
CH4

C5H
CH3C4H

C3

C3H2(circ)
H2C4(lin)
C8H

C6H6(circ)
C14H10

수소, 탄소, 산소 화합물

OH
HOC＋

C3O
C5O
CH3OCH3

CO
C2O
CH2CO
CH3CHO
CH3CH2OH

CO＋

CO2

HCOOH
C2H4O(circ)
(CH3)2CO

H2O
H3O＋

H2COH＋

CH3OCHO
CH3CH2CHO

HCO
HOCO＋

CH3OH
CH2OHCHO

HCO＋

H2CO
HC2CHO
CH3COOH

수소, 탄소, 질소 화합물

NH
NH3

CH2NH
CH3NC
CH3C3N

CN
HCNH+

HC2CN
HC3NH+

CH3CH2CN

NH2

H2CN
HC2NC
C5N
HC7N

HCN
HCCN
NH2CN
CH3NH2

CH3C5N

HNC
C3N
C3NH
CH2CHCN
HC9N

N2H＋

CH2CN
CH3CN
HC5N
HC11N

그 외

NO
SH
SiC
AlCl
H2S
NaCN
HSiC2

HNO
CS
SiN
KCl
C2S
MgCN
SiC3

N2O
SO
SiO
HF
SO2

MgNC
SiH4

HNCO
SO＋

SiS
AlF
OCS
H2CS
SiC4

NH2CHO
NS
HCl
CP
HCS＋

HNCS
CH3SH

SiH
NaCl
PN
SiC2(circ)
C3S
C5S

C60

C70

참조：(circ)은 원형 분자, (lin)은 선형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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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 근처에서는 별의 복사가 얼음을 증발시키고 분자를 기체 상태로 되돌린다.

별 형성이 진행되면, 태양계 성운(solar nebula)이라 부르는 회전 원반이 생겨나며, 이는 먼

지와 가스로 이루어졌다. 태양계 성운은 분자운으로부터 다양한 유기 분자들을 물려받기도 하

고(그림 1.18), 새로운 유기물질을 합성하기도 한다. 별 주위의 껍질에서 일어나는 기체 반응

이나 분자운에서 일어나는 티끌 촉매 반응과 같은 비슷한 과정이 이 성운에서도 일어날 것이

다. 태양계 성운은 마침내 중심 별과 행성, 초기 유기물 일부를 보존하고 있는 혜성(comets)과 

같은 태양계 소천체로 이루어진 태양계로 발전된다. 

1.5 지구 초기에 유기 분자의 합성

태양 성운이 형성되면서, 새롭게 태어난 행성의 표면과 대기는 유기 분자 생성의 새로운 기회

가 된다. 이제 행성으로 눈을 돌려,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 행성,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일어났을 법한 반응을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1.5.1 에너지원

우주의 화학은 대부분 유기화학이며, 생물학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지구 말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다. 그러나 이런 유기 화합물은 상대적으로 단

순하며 생명체에서 보이는 유기체를 조직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시스템을 그대로 둔다면 무질

서한 방향으로 변하는 물리법칙이 있다. 질서를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

다.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에너지원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에너지는 생명의 기원에 두 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 초기 지구의 유기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에 필요했을 것이고, 원시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필요했을 것이다.

그림 1.18 태양계 성운의 상상도. 티끌과 

가스로 이루어진 회전하는 원반에서 태양

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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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는 현재 지구에 있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표 1.4 현재 지구의 주요 에너지원

에너지원 에너지량(W m－2)

태양 총일사량  360

지열 열 흐름 8.1×10－2

전기 방전(번개) 5.4×10－8

우주선 2×10－11

충격파(대기 진입) 1.5×10－8

¢¢ ¢지구상 에너지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다음 에너지원과는 얼

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qq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으로, 360/(8.1×10－2) = 4,400배만큼 차이 

난다. 

초기 지구의 태양의 세기는 오늘날보다 약 20~30% 약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유기물질을 

합성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초기 지구의 유기 

분자 합성을 재현하기 위한 수많은 실험에서 전기 방전이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의 에너지는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유기 분자 합성을 위한 중요한 에

너지원이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우라늄이나 포타슘에 의한 방사능 붕괴도 지구 내부에서 열

을 생성한다. 지구가 강착되면서 방출한 중력 에너지가 지구 초기 열로 발생되고, 화산 활동은 

1,000도를 넘는 온도에서 용암 분출로 이어졌을 것이다. 유성과 운석(meteorites)이 지구 대기

를 통과하면서 발생시킨 충격파 또한 분자를 합성하는 데 활용된 에너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에너지원은 태양에 의한 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적을 것이다.

1.5.2 밀러의 생명 기원 실험

1950년대 초, 스탠리 밀러(Stanley Miller, 1930~2007)는 시카고대학교에서 해럴드 유리

(Harold C. Urey, 1893~1981) 교수의 지도를 받던 박사과정생이다. 초기 지구에서 일어났던 

화학반응의 방법을 재현해보기 위해, 원시 해양을 모사하고자 물을 담은 플라스크를 사용했

다. 원시 수권에서의 흐름을 재현하고자 플라스크를 가열하여 수증기가 장치 전체를 순환하게 

하였다(그림 1.19). 물이 담긴 플라스크보다 조금 더 높게 위치한 플라스크는 대기를 의미했으

며 메테인(CH4), 암모니아(NH3), 수소(H2)가 담겨져 수증기와 섞이게 된다. 저예산 프랑켄슈

타인 영화가 생각날텐데, 번개를 모사하여 기체 플라스크에 계속 전기를 방전시켰다. 전기 에

너지는 기체끼리 서로 작용하게 하였고, 반응물은 물로 채워진 트랩으로 내려가 쌓였다. 밀러－ 

유리 실험은 일주일간 진행되었다. 반응물을 분석해보니, 아미노산같이 생명에 필요한 유기 화

합물 다수가 환원성 기체로부터 간단하게 생성된 것이 명백했다. 유기 화합물이 쉽게 생성된다

는 것은 우주에도 풍부하고 널리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

만, 밀러－유리 실험에서 재현된 것처럼 행성의 수권에서만 이 현상이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사

실도 알고 있다.

우주생물학, 재3판 본문.indd   17 2020. 5. 29.   오전 10:27



18  우주생물학

1.5.3 머치슨 운석의 유입 

1969년 9월 일요일 아침,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근처의 머치슨이라고 불리는 작은 도시에 

탄소가 풍부한 희귀한 운석이 떨어지며 고요하던 도시에 굉음이 울려 퍼졌다. 머치슨 운석

은 탄소질 콘드라이트(carbonaceous chondrite)로 화성과 목성 사이를 궤도 운동하던 소행성

(asteroid)의 조각이며 태양계가 형성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그

림 1.20). 돌에서 유기용매 냄새가 난다는 최초 목격자의 보고에 따라 머치슨 운석이 유기 분

자를 함유하고 있다는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다. 머치슨 운석 유기물 종류에 대한 초기 분석은 

아폴로 달 탐사선이 표본을 가지고 올 때를 대비하여 실험실에서 수행되었다. 아미노산을 포

함한 유기화합물 몇 종류가 검출되었다. 이 발견은 초기 태양계에 유기 화학반응이 많이 일어

났음을 시사한다. 표 1.5는 밀러－유리 실험에서 합성한 아미노산의 종류와 양을 머치슨 운석

에서 발견된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다.

¢¢ ¢밀러－유리 화합물에서 발견된 아미노산의 종류는 머치슨 운석에서 보인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qq 매우 일치한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양은 비슷해 보인다.

머치슨 운석과 밀러－유리 실험에서 비슷하게 발견된 유기화합물은 생명을 이루는 기본적인 

유기물이 우주에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생긴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초기 태양계와 지구

에서 단순한 유기 분자들의 농도가 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분자가 거대분자로 중합

되어 결국 생명의 특징을 얻게 된다고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CH4

NH3 H2O

H2

전극

전기 방전

기체

물 배출

진공 펌프 방향 

콘덴서

유기 화합물이 

쌓이는 물
물 끓임 

트랩

물 주입

그림 1.19 비생물적인 아미노산을 합성하기 위한 밀러와 유리의 실험 

장치. 아래에 위치한 플라스크에서 끓는 물은 원시 해양을 모사한다. 원

시 대기를 모사한 위에 있는 플라스크로 수증기가 들어오고, 메테인, 수

소, 암모니아와 섞인다. 전기 방전으로 기체들이 아미노산으로 합성하게 

되며 물로 채워진 트랩에 쌓인다.

그림 1.20 머치슨 탄소질 콘드라이트. 초

기 태양계의 유기물질을 보존하고 있는 운

석의 한 종류

1.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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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유리 실험은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한다던가 조금 다른 기체 혼합물을 쓴다던가 해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재현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혼합된 환원성 기체로부터 생물학적으로 유

용한 작은 분자들이 만들어진다. 2.4.4절에서 보게 되겠지만, 최근의 대기 진화 모형에 따르면 

초기 대기는 태양광에 의해 기체가 쉽게 해리되기 때문에 메테인이나 암모니아가 풍부한 환

원성 대기가 아니라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초기 지구 대기에는 좀 더 안정한 분자들인 이산화 

탄소, 질소와 물이 풍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덜 환원적인 환경으로, 밀러－유리 합성은 

더욱 어려워진다. 초기 지구 환경은 생명이 유지되기에 적합했을지는 몰라도, 생명을 위한 기

본 물질이 만들어지기엔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1.5.4 혜성 유기물

혜성에서 얻은 표본을 분석함으로써 생명을 이루는 구성요소의 일부가 우주에서 생성될 수 있

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006년에 NASA의 스타더스트 미션으로 빌드－2 혜성에 근

접 비행하며 먼지 티끌을 수집하였고, 지구로 가져온 먼지 티끌 표본이 글리신을 함유하고 있

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지구 환경으로 인한 오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유럽우주국

(ESA)의 혜성 랑데부 미션인 로제타가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67P/츄르모프－게라시멘코 

혜성(67P/Churyumov－Gerasimenko)에서 15개의 다른 유기물질과 함께 글리신을 현장에서 검

표 1.5 밀러－유리 실험에서 합성되고 머치슨 운석에서 발견된 아미노산의 함량. 점의 개수는 상대 함량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경우 밀러－유리 실험과 머치

슨 운석의 화합물의 함량이 비슷하다. 단백질과 같은 생명에 필수적인 아미노산도 표시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함량

지구상 단백질 유무
밀러－유리 실험에서 합성 머치슨 운석에서 발견

글리신(glycine) ●●●● ●●●● 예

알라닌(alanine) ●●●● ●●●● 예

α －아미노－N－부티르산(α-amino-N－butyric acid) ●●● ●●●● 아니요

α －아미노이소부티르산(α－aminoisobutyric acid) ●●●● ●● 아니요

발린(valine) ●●● ●● 예

노르발린(norvaline) ●●● ●●● 아니요

이소발린(isovaline) ●● ●● 아니요

프롤린(proline) ●●● ● 예

피페콜산(pipecolic acid) ● ● 아니요

아스파트산(aspartic acid) ●●● ●●● 예

글루타민산(glutamic acid) ●●● ●●● 예

β－알라닌(β－alanine) ●● ●● 아니요

β－아미노－N－부티르산(β－amino－N－butyric acid) ●● ●● 아니요

β－아미노이소부티르산(β－aminoisobutyric acid) ● ● 아니요

γ－아미노부티르산(γ－aminobutyric acid) ● ●● 아니요

사르코신(sarcosine) ●● ●●● 아니요

N－에틸글리신(N－ethylglycine) ●● ●● 아니요

N－메틸알라닌(N－methylalanine) ●●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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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면서 의심이 해결되었다. 비생물학적 합성과정으로 아미노산과 당을 만들 수 있고 반응을 

아주 잘하는 분자인 글리코알데히드(CH2OHCHO)와 핵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질소성 염기

(1.2.5절)를 위한 포름아미드(NH2CHO)를 포함한 유기물질 몇몇은 이미 성간물질에서도 발견

되었던 것이다(표 1.3).

1.6 지구 초기에 배달된 지구 밖 유기물질 

1.6.1 우리는 우주먼지

초기 지구에서 생명을 위한 요구사항이 해결되었는지 알아보자. 그림 1.21은 태양계의 탄소 

함량을 보여준다. 탄소는 비생물학적 유기물질 함량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지만, 지구의 생물

학적 유기물질(생명)로도 고려되었다. 소행성대(asteroid belt) 안쪽으로는 유기물질의 양이 급

격히 줄어들어 생명이 탄생했을 동안에 태양계 안쪽의 유기물질을 모두 합하더라도 그 양은 

아주 적었을 것이다. 

유기물질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도 생명을 위한 필요조건인 것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물은 지구의 역사 이래 표면에서 액체 상태로 안정적이었고, 화성 표면에서는 한때 안정적으

로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을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온도가 낮은 위성의 표면 아래에

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지만, 행성 표면에서 물이 액체로 존재하기 위한 영역은 지

난 46억 년 동안 1.7 
 

AU 바깥쪽으로 확장된 적이 없다(2.3.2절 참조). 

생명에 필요한 두 가지 성분인, 액체 상태의 물과 유기물질이 태양계의 서로 다른 영역에 존

재한다는 상황은 역설적이다. 생명의 필수 성분이 태양계의 다른 영역에 있는 역설에 대한 해

결책을 1961년 후안 오로(Juan Oró, 1923~2004)가 내놓았다.

¢¢ ¢표 1.1을 다시 보자. 당신 신체의 원소 성분은 지구와 비슷한가, 지각과 더 비슷한가, 아

니면 우주 전체와 더 비슷한가?

qq ¢신체를 이루는 가장 풍부한 원소 4개를 고려한다면, 신체를 구성하는 원소 성분은 지구

보다 우주와 더 비슷하다.

AU＝천문 단위. 지구－태양 평균 거리로 1억 

5,000만 km이다.

102

101

100

10–1

10–2

10–3

10–4

태양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순서로 나타낸 태양계 천체

모
든

 무
거

운
 원

소
에

 대
한

 탄
소

 비
율

지구 생명

태양 금성 지구 소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혜성

그림 1.21 각 태양계 천체의 탄소와 무

거운 원소의 비율(H와 He보다 무거운 모

든 원소를 말한다). 가로축의 간격은 무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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