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NA, 염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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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으로

서 염색체의 구조와 염색체 이상을 이해한다.

• 초파리의 침샘 거대 염색체를 직접 관찰 함으로서 유전물질인 염색

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DNA와 genetic code

-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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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late, semi-conservative replication, mutation, 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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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codon, translation, frameshift mutation 

Background



DNA
(1953, Watson and Crick) 

의 구조 ; 역평형의 이중나선



시토신, Cytosine (C)

아데닌, Adenine (A)

티민, Thymine (T)

구아닌, Guanine (G)

DNA의 염기쌍 (base pairing)



DNA의 구조



DNA의 복제



• DNA 모형 키트를 조립하여 이중나선의 DNA를 완성해

본다. 

• 실험보고서 33.1-3을 완성한다.

실험 1



유전정보의 흐름 (Central Do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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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전사) and Translation (번역, 해독) 

TRANSCRIPTION DNA

mRNA

(a) Bacterial cell (원핵세포)



(a) Bacterial cell

TRANSCRIPTION DNA

mRNA

TRANSLATION
Ribosome

Polypeptide

(원핵세포)

Transcription (전사) and Translation (번역, 해독) 



(b) Eukaryotic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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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ukaryotic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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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ukaryotic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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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의 번역





DNA에서 염색체(chromosome)까지

DNA 이중나선
(지름 2 nm)

DNA, 이중나선

뉴클레오솜
(Nucleosome, 지름 10 nm)

Histones

히스톤(Histones)

Histone
tail

H1

뉴클레오솜
(Nucleosomes, 10-nm 섬유)

(진핵세포)



30-nm fiber

30-nm 섬유

Loops Scaffold

300-nm fiber

Chromatid
(700 nm)

Replicated
chromosome
(1,400 nm)

고리모양 도메인
(300-nm 섬유)

중기
염색체

염색분체



Nucleolus 인

Heterochromatin
이질염색질

Euchromatin
진정염색질

Chromatin Structure (세포분열 간기)Chromatin Structure (세포분열 간기)

Nuclear membrane 핵막



What’s the Karyotype(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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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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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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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 이상
1. Alternations of Chromosome Structure 

(염색체 구조의 이상)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CML)

Cri du chat (Cry of the cat, 고양이울음 증후군)
; specific deletion in Chromosome 5



2. Abnormal Chromosome number
(비정상적인 염색체 수)

Meiosis I

Nondisjunction (비분리)

(a) Nondisjunction of homologous
chromosomes in meiosis I

(b) Nondisjunction of sister
chromatids in meiosis II

Meiosis II

Nondisjunction
Gametes

Number of chromosomes

n + 1 n + 1 n + 1n – 1 n – 1 n – 1 n n

Aneuploidy
(이수성)

Monosomic
(1염색체성)

Trisomic
(3염색체성)

.

.

.



Trisomy 13
Patau Syndrome



Trisomy 21
Down Syndrome



Trisomy 18
Edward Syndrome



Aneuploidy of  Sex Chromosomes



Klinefelter Syndrome



T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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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달개비나 동물의 메뚜기 등이 좋은 실험재료이다. 

• 그러나 초파리 같은 쌍시류 곤충의 유충에서 볼수 있는 침샘염색체

는 보통 세포에 비하여 길이와 폭이 약 100배가량 크고, 염색체상

의 여러가지 무늬를 확인할 수 있어 유전학적 염색체지도를 만드는

데 적합하여 염색체 관찰이나 유전 실험재료로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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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파리의 타선 염색체 모식도



재료: 

해부현미경, 광학현미경, 가는 핀셋(2개), 슬라이드글라스, 커버글라스, 흡수

용 화장지, 식염수, 아세트산 카민 염색약(1g/50ml 45% 아세트산), 해부용

침(혹은 연필), 여과지, 스포이드, 70% 에탄올

방법:

1. 중간 정도의 크기의 초파리의 유충(제3령 유충) 을 1마리씩 70% 에탄올을

떨어뜨려 약 2분간 고정한다. 

 타액선 적출 후에 고정해도 좋지만 그 전에 하는 것이 유충의 몸이 고정

되어서 얻어내기 쉽다. 

2. 해부현미경 받침대 위에 슬라이드글라스를 놓고, 그 위에 식염수 두 방울을

떨어뜨린다. 

3. 관병에서 가장 큰 제3령기 유충을 핀셋으로 꺼내어 슬라이드글라스 위의 식

염수로 옮긴다. (번데기 제외)

실 험 3



4. 고정이 끝난 재료를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놓고 머리부분부터 제5

체절 부근을 왼손의 핀셋으로 붙들고 오른손의 해부침으로 머리

를 빼내면 머리에서 소화기, 침샘 순으로 나온다. 한 쌍의 주머니

모양의 침샘만을 남기고 다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5. 뽑아낸 침샘을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놓은 후 아세트산카아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약 2∼3분 지나서 커버글라스를 덮는다. 

6. 이 프레파라트를 여과지 사이에 끼우고 엄지손가락으로 커버글

라스의 정 중앙을 조심스럽게 눌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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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의 염색체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보고서에 부착하여 제출한다.



초파리의 침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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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현미경에서 본 400배 사진 좋~은 현미경에서 본 1000배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