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NA, 염색체의 구조와
초파리의 거대염색체 관찰



실험 목적

• DNA와 RNA의 기본구조를 모델의 조립을 통하여 파악한다.

• DNA 복제, RNA 합성, 단백질 합성과정에서의 정보전달을 이해한다.

• 사람의 중기, 염색체 도말 사진으로 사람의 각 염색체를 찾아 봄으

로서 염색체의 구조와 염색체 이상을 이해한다.

• 초파리의 침샘 거대 염색체를 직접 관찰 함으로서 유전물질인 염색

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DNA와 genetic code(유전암호)

- 주요 용어: 

DNA, chromosome, nucleotide, A/C/G/T, replication, 

template, semi-conservative replication, mutation, RNA, 

ribosome, rRNA, mRNA, tRNA, transcription, codon, 

anticodon, translation 

Background



 Structure of Deoxyribose Nucleic Acid
(DNA의 구조)

• Double helix (이중나선구조)

- like a twisted ladder (꼬여진 사다리처럼)

: a long, thin molecules
consisting of two strands twisted 
in a spiral arrangement

(한 가닥의 길고 가는 분자들이 나선형으로 꼬여진 두 가닥으로 구성)

- side of the ladder (사다리 옆면)

formed of sugar, 2’-deoxyribose (2’디옥시오탄당), 

phosphate molecules (인산 분자들)

: antiparaelle (역평행 구조) : 5’->3’, 3->5’ end

- rung of the ladder (사다리의 칸)

formed by nitrogenous bases
joined together by hydrogen bond
(수소결합으로 함께 연결된 질소염기들로 구성)

A = T,    G ≡ C

: complementary pairing (상보적인 쌍)



DNA double helix model

by 1953, James Watson and Francis Crick 

Major groove

Minor groove



Replication of DNA (DNA의 복제)

- Interphase of the cell cycle (세포주기 간기에 일어남)

- maintain the constancy of the genetic information
in new cells (새로운 세포로 유전정보의 일관성 유지됨)

- Begin with the breaking of the weak hydrogen bond
that join the nitrogen bases of the nucleotide
(뉴클레오티드의 질소 염기를 연결하는 약한 수소 결합이 깨지면서 DNA복제 시작됨)

- Separation of the DNA molecule
into two strands of nucleotide
(DNA 분자가 두 가닥의 뉴클레오티드로 분리)

- Serve as template for the synthesis of 
complementary strand 
(상보적인 가닥의 합성을 위한 주형으로 작용)

- Semi-conservative replication (반보존적 복제)

- mutation (돌연변이)

errors are made during replication 
(복제과정에서 실수로 일어남)

- Controlled by a series of enzymes that catalyze the process 
(복제과정을 촉매하는 효소들이 조절함)



RNA synthesis (RNA 합성) : DNA   mRNA : transcription (전사)

- DNA serve as the template for the synthesis of ribonucleic acid (RNA)
(DNA는 RNA 합성을 위한 주형으로 작용함)

- The difference between RNA and DNA (RNA와 DNA 사이의 차이점)

1) A single strand of nucleotide (뉴클레오티드의 단일가닥)

2) ribose sugar instead of deoxyribose sugar (디옥시리보오스 당 대신에 리보오스 당)

3) uracil (U) is substituted for the thymine (T) 
(우라실 대신에 티민으로 바뀜)



RNA synthesis (RNA 합성) : Transcription (전사)

1) a segment of a DNA molecule untwist (DNA 분자의 일부분이 풀어짐)

2) hydrogen bond between the nucleotide are broken (뉴클레오티드 사이의 수소결합이 깨어짐)

3) pair with the complementary RNA nucleotide in the nucleus
(핵에서 상보적인 RNA 뉴클레오티드와 쌍을 이룸)

4)  joined by sugar-phosphate bonds (당-인산 결합에 의해 연결)



 Protein synthesis (단백질 합성) : Translation (번역)

Anticodon Polypeptide chain

ribosome

1. Chromosomal DNA is the template for the synthesis of mRNA
2. mRNA carries the genetic code in its codons and moves out of the nucleus to a ribosome, 

where amino acids are joined together to form a polypeptide (protein)
3. Each tRNA transports a specific amino acid.
4. Temporary pairing of mRNA codons and tRNA anticodons at a ribosome determines the 

position of the transported amino acid in the forming polypeptide chain.
5. After adding its amino acid and transferring the polypeptide chain to the next tRNA, the 

tRNA molecule departs the ribosome.





T C C ?  ? ?         ?  ? ?         ?  ? ?         



 Genetic code (유전암호)

Base triplets    Transcription Codons Translation     Polypeptide
of DNA                            of RNA    

 DNA determines both the kinds of amino acids 
& their sequence in proteins that are synthesized 

(DNA는 합성된 단백질의 아미노산 종류와 아미노산에 염기 서열을 결정함)

- 4 X 4 X 4 = 64

- Start codon (개시코돈)

AUG Met

- Stop codon (정지코돈)   

UAA, UAG, UGA 

 redundancy (중복성)

but not ambiguous (명확성)                       



• DNA 모형 키트를 조립하여 이중나선의 DNA를 완성해

본다. 

• 실험보고서 33.1-3을 완성한다.

실험 1



DNA에서 염색체까지



What’s   the Karyotype? (핵형이란? 

• 염색체들을 형태가 같은 것끼리 짝을 지어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

• 같은 생물의 모든 세포는 동일한 핵형을 가짐.

사람의 체세포의 핵형 2n = 46

• 핵형을 조사하면,

염색체의 이상이나 염색체 수의 변화를 쉽게 밝혀낼 수 있음 사람의 경우,

핵형을 조사함으로써 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이용함.



Chromosome structure (염색체의 구조)

Short arm
(p arm)

Long arm
(q arm)

Centromere

METACENTRIC
(중부 동원체)

SUBMETACENTRIC
(차중부 동원체)

ACROCENTRIC
(말단 동원체)



염색체 명명 및 분류법

• A  - large metacentric 1-3 chr. 
(중부 동원체 염색체)

• B - large submetacentric 4-5 chr.
(차중부 동원체 염색체)

• C - medium submetacentric 6-12

+ X chr.  (차중부 동원체 염색체)



• D - medium acrocentric 13-15 chr. 
(말단 동원체형)

• E - medium rather shorten 
metacentric or submetacentric16-18 

• F – short metacentric 19,20 chr. 

• G - very short acrocentric 21,22 + Y





Normal 
Male



Normal 
Female



 Non-disjunction (염색체 비분리 현상 )

1. homologus chromosome separation 
(상동염색체 분리) 2n = 46,   n = 23

Sister chromatid (자매 염색분체)

n = 23   n = 23



 모계에서 생긴 염색체 비분리 현상 후의 수정

 성염색체 수의 이상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음



• Down syndrome trisomy 21

(다운증후군 삼염색체성 21)

47, 21+

1/700, 둥글고 넓적한 얼굴

30미만 0.05%미만1/2000명

30후반, 1% 증가 1/100 명



Trisomy 21
Down Syndrome



• 나누어준 사람 염색체 도말 사진을 갖고 각 염색체쌍을

구분하고 배열한다. 사진의 염색체가 정상인의 것인지, 

아니면 염색체 이상자의 것인지 판별한다.

• 실험보고서 33.4를 완성한다.

실험 2.



BACKGROUND

• 염색체는 세포분열 중기 때 잘 관찰할 수 있으며, 
보통 식물의 자주달개비나 동물의 메뚜기 따위가 좋은 실험재료

• 침샘염색체
- 초파리 같은 쌍시류 곤충의 유충에서 볼 수 있음
보통 세포에 비하여 길이와 폭이 약 100배 가량 크고, 
염색체상의 여러 가지 무늬를 확인가능
유전학적 염색체지도를 만드는데 적합
염색체 관찰이나 유전학 실험재료로 많이 사용

초파리 침샘염색체의 관찰



성충의 외부형태



성충의 암수비교



초파리의 생활사



초파리침염색체의 특징

• 침샘염색체는 세포가 핵분열을 하지 않고 염색체의 분열시
염색분체는 계속 분열하되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커다
란 염색분체의 묶음을 이루게 된다. 

• 타선염색체 arm은 보통 상동염색체의 상동부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

• 모든 동원체는 한곳에 모여 있고 그 부위는 유전적으로 불활
성 부위이다.

• 특이한 띠, 고리, 혹이 관찰됨.
• 침샘염색체에서는 다수의 밴드(가로줄) 볼 수 있다.

가로줄을 통해 유전자(DNA)가 있는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 퍼프(puff)는 염색체의 응축이 풀어진 것으로 유전자에서
전사 활동, 즉 mRNA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퍼프는 조직에 따라 염색체의 다른 부위에서 나타나므로
유전자의 발현이 조직마다 차별적으로 일어난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초파리침염색체의 특징





제3염색체우완

제3염색체좌완

X염색체

제2염색체우완

제4염색체

동원체

제2염색체좌완

초파리의 침샘 염색체 모식도



• 재료: 
Dissecting microscope (해부현미경), Light microscope (광학현미경), pincette (가는 핀셋, 2개), sli
de glass, cover glass, isotonic solution (등장액)

acetic carmine staining solution (아세트산 카민 염색약 (1g/50ml 45% acetic acid),
filter paper, 

• 방법:

1. 관병에서 제3령기 유충을 포함한 초파리 배지를 spatula 또는 핀셋으로 꺼내어 petri
dish에 놓고 등장액으로 씻는다.

2. 초파리의 제3령 유충 1마리를 한 방울의 등장액을 떨어뜨린 slide glass 위에 놓는다.

3. 해부현미경 받침대 위에 slide glass를 놓고, 유충의 머리와 꼬리 부분을 가는 핀셋
으로 붙들고 다른 핀셋으로 머리 쪽을 잡아당겨서 침샘부분을 떼어 낸다 (신속히 한
다). 
머리에서 소화기, 침샘 순으로 나온다. 한 쌍의 주머니 모양의 침샘만을 남기고
다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실 험 3



4. 등장액에 침샘을 씻고 slide glass 위에 45% acetic acid로 5-7초간 놓아둔다. 

5. Slide glass에 있는 solution 휴지로 제거 후 아세트산 카아민액을 한 방울 떨
어뜨리고 약 2∼3분 지나서 커버글라스를 덮는다.

6. 이 프레파라트를 여과지 사이에 끼우고 엄지손가락으로 커버글라스의 정 중앙
을 조심스럽게 눌러서 핵막을 파괴시켜 염색체가 잘 펴지도록 한다.
이 때 커버글라스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옆으로 새어 나온 염색액은 여과지나 화장지로 닦아 낸다. 

8. 저배율로 검경해서 잘 염색되고 펼쳐져 있는 염색체를 고른다.
고배율로 바꾸어 관찰(400배) 후 이를 스케치하여 가능하면 각각의 염색체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보고서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실제 침샘염색체 적출방법



보고서

• DNA 모형 키트를 조립하여 이중나선의 DNA를 완성해 본다. 

• 실험보고서 33.1-3을 완성한다.

• 나누어준 사람 염색체 도말 사진을 갖고 각 염색체쌍을 구분하고 배

열한다. 사진의 염색체가 정상인의 것인지, 아니면 염색체 이상자의

것인지 판별한다.

• 실험보고서 33.4를 완성한다.

• 초파리 침샘 염색체 관찰(400배) 후 이를 스케치하여 가능하면 각각

의 염색체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보고서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