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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xual reproduction of the unicellular green alga Chlamydomonas is reviewed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processes. The sexual life cycle of C. reinhardtii is distinguished into five 
main stages: gametogenesis, gamete activation, cell fusion, zygote maturation, and meiosis and germi-
nation. Gametogenesis is induced by nitrogen starvation in the environment. C. reinhardtii has two 
mating types: mating type plus (mt＋) and mating type minus (mt－), controlled by a single complex 
mating type locus (MT+ or MT－) on linkage group VI. In the early gametogenesis agglutinins are 
synthesized. The mt＋ and mt－ agglutinins are encoded by the autosomal genes SAG1 (Sexual 
AGglutination1) and SAD1 (Sexual ADhesion1), respectively. The agglutinins are responsible for the 
flagellar adhesion of the two mating type of gametes. The flagellar adhesion initiates a cAMP medi-
ated signal transduction pathways and activates the flagellar tips. In response to the cAMP signal, 
mating structures between two flagella are activated. The mt＋ and mt－ gamete-specific fusion pro-
teins, Fus1 and Hap2/Gcs1, are present on the plasma membrane of the two mating structures. 
Contact of the two mating structures leads to develop a fertilization tubule forming a cytoplasmic 
bridge between the two gametes. Upon fusion of nuclei and chloroplasts of mt＋ and mt－ cells, the 
zygotes become zygospores. It is notable that the young zygote shows uniparental inheritance of 
chloroplast DNA from the mt+ parent and mitochondrial DNA from the mt－ parent. Under the favor-
able conditions, the zygospores divide meiotically and germinate and then new haploid progenies, 
vegetative cells, are re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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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녹조류의 영양구조, 생활사, 서식지 등은 어떤 다른 조류보

다 훨씬 더 다양하다. 육상식물(유배식물)이 녹조류로부터 기

원되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많은 중요한 특징을 이들 두 식

물군이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녹조류는 성(性)의 분화, 생식기

관의 분화, 유성생식 및 다세포생물의 진화 등을 이해하기에 

좋은 분류군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형태적으로나 유전적으로 매

우 다양하며, 이 다양성은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한 후 생물들

이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이때의 진화는 개

체들이 모여서 높은 수준의 다른 개체로 되는 개체성의 진화

적 전이(evolutionary transitions in individuality)를 거쳐서 

이루어진다[56, 95]. 생물의 다양성 및 단계적 구성은 일련의 

개체성의 진화적 전이 단계를 거친다. 즉, 유전자로부터 세포

로, 원핵세포로부터 진핵세포로, 자유로운 단세포에서 통제된 

다세포 생물로, 무성적 집단에서 유성적 집단으로, 독립된 생

물로부터 사회적 생물 등과 같은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다세포성(multicelluarity)은 진화적 전이에 의해서 형성된

다. 이러한 진화적 전이는 진핵생물의 계통에서 단세포로 된 

조상으로부터 최소한 25회 이상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1, 44, 56, 72, 105]. 그러나 대부분의 계통에서 다세포성으로 

전이되는 진화적 특징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진화 계통에서 소멸되었거나 발견할 수 없어서 단세

포생물에서부터 다세포생물에 이르기까지 조상의 전이 형태

를 유지하고 있는 근연종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단세포인 수염녹두말속(Chlamydomonas)에서부터 

다세포인 좁쌀공말속(Volvox)에 이르는 좁쌀공말 계열의 녹조

류(volvocine lineage green algae)는 개체성의 진화적 전이의 

범위를 거의 완전하게 보여준다. 그 예의 하나로, 이 계통에서 

각 분류군의 녹조를 구성하는 세포 수와 크기(직경)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개체의 복잡성(complexity)도 점진적으로 증가

한다(Fig. 1). 

더욱이,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hlamydomonas rein-

hardtii) [14, 94]와 볼복스 까르떼리(Volvox carteri) [124]의 유

전체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 분류군 내에서의 계통발

생[57, 113] 그리고 배양 및 분자 유전학적 방법 등이 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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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ylogenetic relationships in volvocine green algae. Comlpexity in cell number and diameter of individual in each taxon 

is gradually increased from the unicellular Chlamydomonas to the multiceullar and colonal Volvox [8]. 

Fig. 2. Structure of motile unicellular Chlamydomonas. (A) Light 

micrograph of Chlamydomonas reinhardtii shows an eye-

spot (arrowhead) on the side of cell and contractile va-

cuole at the base of two flagella. (Adapted from 

http://www.zellbio.nat.uni-erlangen.de/English/

research/kreimer/index.shtml) (B) Ultrastructure of 

a Chlamydomonas cell surrounded by a cell wall (cw) 

shows a nucleus (n) with large nucleolus (no), a 

cup-shaped chloroplast (cp) with a pirenoid (p) sur-

rounded by a shell of starch (s), and two flagella (f) with 

basal bodies (bb) [128]. 

있다[52, 70, 107]. 그래서 좁쌀공말 계열의 녹조류들(Fig. 1)은 

다세포 생물의 진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대상이 된다.  

수염녹두말속(Chlamydomonas)의 단세포 녹조인 클래미도

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는 좁쌀공말 계열 녹조들의 

근연종이며 이 녹조들은 단계원 분기군(monophyletic clade)

을 형성한다[55, 103, 125, 126]. 이 분기군에서 단세포인 클래

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와 비슷했었던 공통 조

상이 약 2억 년 전에 다세포인 좁쌀공말 계열 녹조들로 전이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55, 57, 140]. 현존하는 좁쌀공말 계열의 

녹조류에는 단세포형(Chlamydomonas)과 다세포형(Volvox) 그

리고 이들 사이의 중간 단계형들(즉, Tetrabaena–Gonium– 

Pandorina–Eudorina–Pleodorina)이 있다(Fig. 1). 오늘날 좁쌀

공말 계열 녹조류의 유성생식에 관한 지식은 주로 클래미도모

나스 레인하르티(Chlamydomonas reinhardtii)와 볼복스 까르떼

리(Volvox carteri)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자는 단세포 녹조로부터 다세포 녹조를 거쳐 다세포 육상

식물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즉 녹조류-선태식물-양치식물-

나자식물-피자식물 등의 각 분류군에서 나타나는 유성생식의 

계통발생학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주제로서, 이 연구는 다세포식물 진화의 출발 

지점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단세포 수염녹두말속

(Chlamydomonas) 녹조에서 주로 모델생물로 알려져 있는 클래

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의 복잡한 유성생식 과

정을 미세구조 및 분자 유전학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기술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수염녹두말속 녹조의 특징

운동성 단세포인 수염녹두말속(Chlamydomonas) 녹조는 현

재 전세계적으로 588종이 분류학적으로 수용되고 있다[46]. 좁

쌀공말 계열의 녹조류에서 다세포성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

인 기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염녹두말속(Chlamydomonas) 

녹조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세포 조상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세포생물학적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의 정단부에는 

길이가 똑같은 2개의 편모(flagellum)가 있다(Fig. 2A). 세포의 

앞쪽에는 2개의 기저체(basal body)가 원형질막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있고(Fig. 2B), 이로부터 편모가 발달되며 또한 세포 

내부의 미세관 세포골격이 구성된다. 기저체들은 센트린(cen-

trin)을 포함하는 수축성 섬유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핵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 섬유를 핵-기저체 연결구조

(nuclear-basal body connector)라고 하며, 핵분열 및 세포질분

열에서 기저체들을 공간적으로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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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sexual and sexual reproduction of Chlamydomonas reinhardtii life cycle. (A-B) During asexual reproduction of both mating 

types, mt＋ and mt－, under favorable conditions, cells grow and undergo cell division (multiple fission), and then dauther 

cells hatch from the mother cell wall. (C) Sexual reproduction is induced under unfavorable conditions (nitrogen depletion), 

and cells of both mating types grown in asexual life cycle develop into gametes. Two types of gametes aggregate by flagella 

and fuse (plasmogamy and karyogamy) and form a zygote (2n). The zygote with thick-wall matures into diploid zygospore, 

which undergoes meiosis and forms four haploid offspring cells (two of each mating type). Each of cells grows into an 

asexual cell [48].   

[21]. 또한 줄무늬 섬유 조립소(組立素)[SF(striated fiber)-as-

semblin]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줄무늬 섬유가 기저체

와 편모뿌리의 미세관계(rootlet microtubule system) 사이의 

연결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83, 84].  

기저체 미세관(basal microtubule)이라고 하는 세포골격 구

조는, 각각 모세포(M) 및 딸세포(D)에서 기원되어 2개 및 4개

로 구성된(즉, 각각 M2및 M4, D2및 D4라고 하는) 편모뿌리의 

미세관계가 십자형으로 배열되어 있다[59]. 이 미세관계는 세

포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아래쪽으로 뻗어 내려와 있다. 기

저체는 분열면의 위치 그리고 세포질분열 시 미세관으로 된 

조판형성체(phycoplast)의 위치 등을 조정한다[25, 26]. 기저체

의 바로 아래에 핵이 위치한다.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

(C. reinhardtii)에서 핵의 유전체는 111-Mb로서[94], 전형적인 

진핵생물 염색질과 같이 히스톤(histon)으로 포장된 17개의 염

색체로 나누어져 있다[102, 151].

세포의 정단부에 핵이 위치하는 반면, 엽록체(chloroplast)

는 기저부에 위치한다. 엽록체는 세포 부피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며, 하나의 커다란 컵 모양으로서 여러 개의 녹말입자

들로 둘러싸인 1개의 피레노이드(pyrenoid)를 갖고 있다(Fig. 

2B). 이러한 정단부-기저부 극성(apical-basal polarity) 이외에,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 세포는 또한 방사면 극성(radial 

polarity)도 있다. 즉, 2개의 기저체 중에서 어린 딸세포에서 

기원된 그리고 4개의 미세관으로 이루어진 미세관 뿌리(D4)가 

세포의 중앙으로부터 떨어진 가장자리의 측면에 있는 안점

(eyespot)과 연결되어 있다[59].  

안점과 가까이 위치한 원형질막 부분에는 통로시홍소(通路

視紅素, channelrhodopsin)라고 하는 광수용체(photorece-

ptor) 단백질 입자들이 위치한다[16, 98, 99]. 이 통로시홍소는 

세포가 빛의 세기, 파장, 방향 등을 인식하여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도록(헤엄치도록) 편모에 

신호를 보내어 반응하게 한다[54, 99]. 이런 성질을 주광성(走

光性, phototaxis)이라고 하며, 이런 성질은 수염녹두말속 녹조

의 생리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신호전달 경로를 

작동하게 한다.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

은 섬유소(cellulose)가 아니라, 하이드록시프롤린이 풍부한 

당단백질(hydroxyproline-rich glycoprotein, HRGP)로 구성

되어 있다. 이 분자는 한쪽 또는 양쪽에 구형 영역을 가진 자루 

모양의 폴리프롤린(polyproline)-II 나선을 형성한다[4, 82]. 이 

당단백질은 좁쌀공말속(Volvox)과 다른 군체을 형성하는 좁쌀

공말 계열 녹조류에서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주

요 구성 성분이다[47].

이와 같은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 세포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세포학적 구조와 극성은, 약간 변형되기는 하지만, 

군체를 이루는 종들(좁쌀공말 계열의 녹조류)에서도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특징이 그 종들에서 개체 수준의 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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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lump formation and pairing of Chlamydomonas cells. 

(A) Phase-contrast micrograph shows many cells form 

a clump by agglutination of flagella. x1,300. [19] (B)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howing aggregation of 

cells. Flagellar tips lie adjacent to each other. Upper 

gamete has longer flagellar (white arrowhead) and be-

gin to develop a fertilization tubule (black white arrow-

head) at the apex between two flagella. x4,500. [91]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는 이의 유

전적 특징이 잘 밝혀져 있고 핵과 엽록체의 형질전환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18, 45, 50]. 따라서 이 녹조는 

광합성, 엽록체의 생합성(biogenesis), 편모의 조립과 기능, 세

포와 세포 사이의 인식, 일주기(日周期, circadian rhythm)[90], 

세포주기의 조절 등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 시스템으로 오래 

동안 사용되고 있다.    

수염녹두말속 녹조의 생활사 

수염녹두말속(Chlamydomonas) 녹조는 생장 조건이 좋으면 

무성생식을 하며(Fig. 3A, Fig. 3B), 생명을 위협하는 나뿐 상황

이 닥치면 유성생식으로 바뀐다[53, 71] 유성생식에 의해서 두 

배우자 세포들이 융합하여 접합자를 형성한 후, 감수분열을 

하여 반수체인 개체들이 생긴다(Fig. 3C). 클래미도모나스 레

인하르티(C. reinhardtii)는 무성생식을 하는 동안 다회분열(多

分裂, multiple fission 또는 palintomy)을 하여 개체수를 증

가시킨다. 이때 반수체의 핵이 유사분열을 하여, 모세포의 세

포벽 안쪽에서 딸 세포가 보통 4~8개 또는 가장 많게는 16개까

지 형성된다[48]. 이어서 각 딸세포는 자신의 세포벽을 만든 

후 편모가 발달한다. 

그 후 딸세포가 효소를 분비하여 모세포의 세포벽을 분해하

고 모체에서 방출될 수 있다(Fig. 3A, Fig. 3B). 그러나 딸세포

들의 두 가지 성(sex)을 나타내는 교배형(交配型, mating type)

은 형태적으로 동일하여 구별할 수 없다[52, 71] 그래서 딸세포

들의 두 가지 교배형(mating type, ‘mt’로 표시함)을 플러스

(＋) 교배형(즉, mt＋)(Fig. 3A) 및 마이너스(－) 교배형(즉, mt
－)으로 각각 표시하며(Fig. 3B), 이들은 동일한 무성생식 생활

사를 거친다.    

유성생식

수염녹두말속(Chlamydomonas) 녹조류의 유성생식(Fig. 3C)

은 서식지에서 질소 이용도 또는 낮 길이 등과 같은 환경 조건

의 자극에 의해서 시작된다. 질소가 결핍된 상태에서, 영양세

포(vegetative cell) 또는 체세포(somatic cell)들이 배우자

(gamete)들을 형성하기 시작한다[10, 85, 131]. 

처음에 영양세포와 비슷한 10~50여 개에 이르는 배우자들

은 서로 달라붙어서 응집(凝集, agglutination)되어 커다란 덩

어리를 만든다(Fig. 4A) [19, 86]. MT＋와 MT－ 배우자들의 짝

이 형성되면 덩어리 속에서 떨어져 나온다. 이어서 배우자들

의 편모들이 처음에는 끝 부분에서 시작하여 점차 기부를 향

해서 접착된다(Fig. 4B) [91]. 이 과정을 편모접착(鞭毛接着, 

flagellar adhesion)이라고 한다.

편모접착에 의해, 결국은 쌍을 이루고 있는 편모 전체가 지

퍼가 닫히는 것처럼 서로 달라붙게 된다. 이 시기에 편모의 

원형질막 바깥 표면에는 접착에 필요한 응집소(凝集素, ag-

glutinin) 분자들이 덮여 있다(Fig. 9A 참조)[31, 41]. 이어서 

2개의 편모 사이에 있는 교배구조(交配構造, mating struc-

ture)가 활성화되어[24], 이로부터 두 배우자 세포를 연결하는 

가느다란 원형질 관인 수정세관(受精細管, fertilization tu-

bule)이 생기기 시작한다(Fig. 4B) [91, 116, 118, 147].   

이어서 두 배우자의 원형질체가 완전히 융합하는 원형질융

합(plasmogamy)과 핵들이 융합하는 핵융합(karyogamy) 과

정을 거쳐 접합자(接合子, zygote)가 형성된다. 접합된 두 세포

에서 4개의 편모는 곧 짧아지고, 결국 사라지며, 2배체의 접합

자 주위에 두꺼운 세포벽이 형성된다. 이렇게 두꺼운 세포벽

을 가진 접합포자(接合胞子, zygospore)는 좋지 않은 환경에

서 잘 견뎌내며 휴면기에 들어간다. 

휴면기가 끝날 무렵에, 발아하는 과정을 거치고 감수분열이 

일어나서 4개의 반수체 세포들이 형성된다[88]. 각각의 세포들

에 2개의 편모와 세포벽이 생긴다. 이 세포들은 유사분열을 

하여 무성적으로 생식하거나 또는 다시 서로 반대되는 mt＋ 

및 mt－ 세포(배우자)들이 짝을 지어 새로운 접합자가 된다. 

그래서 수염녹두말속 녹조의 생활사는 ‘접합자의 감수분열

(zygotic meiosis)’에 의해서 반수체 시기가 우세한 ‘반수체 생

활사’ 유형이다.  

유성생식의 주요 단계   

단세포 녹조인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hlamydomonas 

reinhardtii)는 유성생식의 복잡한 과정을 밝히기 위한 최고의 

모델 생물로 개발되었다[40, 51, 108]. 이 수염녹두말속 녹조의 

생활사에서 유성생식은 환경 조건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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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xual life cycle of Chlamydomonas reinhardtii. Nitrogen deprivation (-N) and blue light (+ light) stimulate the gametogenesis 

and gametes of two mating type (mt
+
 and mt－) are formed. When gamates are mixed, mt＋ and mt－ agglutinin molecules 

[Sag1 (sexual agglutinion) and Sad1 (sexual adhesion), respectively] on their flagellar surfaces adhere to each other and adhe-

sion generates the increase of intracellular cAMP level. The signal triggers gamete cell wall release and mating structure 

activation. Cells then fuse by interaction of fusion proteins [(Fus1 (fusion) and Hap2 (hapless)/Gcs1 (generative cell-specific), 

repectively) and form binucleate quadriflagellated cells. Trascription of zygote specific genes are activated by interaction 

of both proteins of Gsp1 (gamete-specific plus) and Gsm1 (gamete-specific minus) that are synthesized by two games. Two 

nuclei are fused and flagella disappeared, and then a zygote with thick cell wall is formed. In the bottom right inset, cp 

indicates chloroplast [112].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절되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단계, 즉. 

(1) 질소가 결핍된 환경에서 배우자발생(gametogenesis), (2) 

편모접착(flagellar adhesion)에 의한 배우자 활성화(gamete 

activation), (3) 세포융합(cell fusion), (4) 접합자 형성(zygote 

formation)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Fig. 5). 

배우자들이 활성화되면, 자성배우자가 웅성배우자를 유인

하여 서로 융합(세포융합)한 후에 접합자를 형성한다. 배우자

들이 활성화 된 다음, 편모접착의 시기에서부터 세포융합에 

이르는 수정의 전 과정은 약 30초 이내에 완료될 수 있다[37, 

86, 119]. 

배우자발생 

수염녹두말속(Chlamydomonas) 녹조가 유성생식을 하기 위

해서는, 영양세포가 배우자로 분화하는 과정을 거쳐 교배 능

력이 있는 세포(배우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화가 일

어나기 위해서는 세포에서 다음과 같은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

난다.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에서 배우자발생

이 일어나려면, ‘질소원의 고갈’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두 가

지 외부 신호가 연속적으로 작용할 때에만 예비배우자들이 

배우자로 성숙하여 교배 능력을 발휘하고 유지하게 된다[60, 

61]. 첫 번째 단계로, 영양세포로부터 배우자가 발생하기 위해

서는 환경(배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소원[보통 암모늄

(NH4+)]이 제거되어야 한다[69, 89, 131]. 

이와 같이 질소가 결핍된 환경 조건에 있는 성적으로 미성

숙한(교배 능력이 없는) 세포를 “예비배우자(pregamete)”라

고 한다[10]. 두 번째 단계에서, 배우자발생에 필요한 중요한 

신호는 빛이다. 즉, 세포들은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질소 성분

이 없는 곳(배지)에서 항온 처리된 후에 빛에 노출됨으로써 

성적으로 성숙한(교배 능력을 가진) “배우자(gamete)”로 전환

될 수 있다(Fig. 6A, Fig. 6B) [115, 137].   

이러한 배우자발생에서 원형질막에 있는 ‘포토트로핀(pho-

totropin)’이라고 하는 광수용체(photoreceptor), 즉 청색광

(blue light)/UV-A 수용체 단백질이 빛을 감지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Fig. 6B).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

는 포토트로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단일 유전자(PHOT)

를 가지고 있다[62]. 

또한 포토트로핀 광수용체의 광화학적 특성은 애기장대

(Arabidopsis thaliana) 등의 고등식물에서도 비슷하게 작용한다

[114]. 즉, Onodera 등[114]은 포토트로핀이 결여된 돌연변이 

애기장대에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의 포토트로핀을 형

질전환시킨 결과, 애기장대에서 이 광수용체 분자의 기본적인 

기작이 작용함을 증명한 바 있다.  

포토트로핀 분자는 N-말단 쪽에 훌라빈 모노뉴클레오티드

(flavin mononucleotide, FMN)가 결합하는 두 개의 LOV(light, 

oxygen, voltage의 약자임) 영역 그리고 C-말단 쪽에 청색광 

하에서 포토트로핀을 자가인산화 시키는 인산화효소(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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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ignal transduction for differentiation of gamatic cells 

from vegetative cells in C.  reinhardtii. (A) Under ni-

trogen starvation and the dark environment for 19 

hours, vegetative cells differentiate into pregametic 

cells and under the light for about 1.5 hours the later 

become sexually matured competence gamates. (B) 

A model to explain the interaction of intracellular 

signals generated by the two extrinsic signals such 

as nitrogen starvation and phototropin (blue light 

photoreceptor) required for the attainment and main-

tenance of mating competence [10]. 

Fig. 7. Mating type loci (MT－ and MT＋) of C. reinhardtii located in the left arm of LG VI. The T (telomere-proximal), R (rearranged), 

and C (central-proximal) domains are indicated. The four segments of homology within the two R domains are drawn as 

shaded boxes, with the shapes indicating their relative orientations. Letters (a~f) indicate regions within the R domain that 

are unique to MT－ and MT＋. Minus within circles identify minus-specific genes; plus within circles identify plus-specific 

genes. Squares indicate genes expressed in vegetative cells; +/- indicates genes expressed in gametes of both mating types; 

triangles genes expressed exclusively in zygotes. Short arrows indicate direction of transcription where known [40]. 

로 구성되어 있다[62]. LOV 영역은 빛 감지기(light sensor)로 

작용하여 광주기를 작동시킨다[60]. 배우자에서 세포체(cell 

body)의 원형질막과 편모에 있는 포토트로핀 수용체가 빛을 

감지하면 배우자발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의 신호전달이 

이루어진다. 

성의 분화

환경에서 질소가 고갈되었을 때, 단세포이며 반수체 녹조인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에서 두 가지 교배

형 배우자의 표현형 발현은 교배형 유전자자리(mating type 

locus, ‘MT’로 표시함), 즉 MT＋ 또는 MT－에 의해 조절된다

[40, 42, 139]. 그래서 MT＋ 유전자자리를 물려받은 세포들은 

배우자발생 과정에서 mt＋ 배우자로 분화할 것이며, MT－ 유

전자자리를 물려받은 세포들은 mt－ 배우자로 분화할 것이다. 

때로는 교배 후에 형성되는 2배체 이형접합자(mt+/mt－)는 

영양생장을 하다가 질소원이 결핍되면 배우자로 분화된다. 이

때 2배체 이형접합자는 항상 mt－ 배우자로서 교배를 하며, 

이것은 mt－가 mt＋에 대하여 우성임을 나타낸다[49]. 이러한 

현상은 MID (minus dominance, 마이너스 우성) 유전자에 의해

서 조절된다[34].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의 두 가지 교배

형 배우자들의 유성생식에서 발현되는 교배형 유전자자리는 

6번 염색체의 한쪽 말단절(末端節, telomere) 근처[또는 제6 

연관군(linkage group)의 좌완(左腕)]에 위치한다[27]. 여기에

는 재배열된 유전자 및 특이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Fig. 

7). 이 유전자자리에서, 감수분열 시 재조합이 억제되는 중앙

부에는 전위(轉位) 및 역위( 位) 부위가 있기 때문에 재배열

된(rearranged, R) 영역이라고 한다[27, 29]. 이 영역은 ~1 Mb 

정도 된다. R 영역의 양 쪽에는 중심절(centromere, C) 및 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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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telomere, T)의 기부 서열이 있으며, C 및 T 서열도 역시 

재조합 되지 않는다. 

MT＋의 R 영역에는 (i) MT- 유전자자리에서 발견되지 않는 

3개의 DNA 부위(a-b-c), (ii) 접합자에서만 발현되는 앞뒤로

(직렬로) 반복 배열된 2개의 EZY2(early zygote) 유전자들, (iii) 

mt＋ 배우자들에서만 발현되는 그리고 EZY2 유전자와 가까이 

위치하는 OTU2(operational taxonomic unit) 유전자 등이 있

다(Fig. 7) [40]. 또한 OUT2/EZY2 유전자 무리는 소기관(미토

콘드리아 및 엽록체) DNA의 단친유전(uniparental inheri-

tance) 및 접합자의 발달 등을 포함하는 성-조절 과정에 관여

한다. 그러나 이 유전자들 대부분의 기능은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 mt－배우자의 R 영역에는 MT＋ 유전자자리에서 발견

되지 않는 3개의 DNA 부위(d-e-f)가 있다. c 부위에 있는 

FUS1(fusion, 융합), d 부위에 있는 MTD1(MT 유전자자리의 

d 부위), f 부위에 있는 MID(minus dominance, 마이너스 우성) 

등은 배우자발생 및 교배에서 교배형에 특이하게 작용하는 

(교배형-특이, mt-specific) 유전자들이다[27].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두 가지 교배형 세포들은 어느 한쪽

의 교배형 배우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교배형 배우자는 그 유전자들 중 한쪽만 

발현시킨다. FUS1, MID, MTD1, SAD1 등과 같은 성-특이

(sex-specific) 유전자들은 각 교배형 유전자자리(성염색체)에 

있는 반면, SAG1, GSP1, GSM1 등과 같은 배우자-특이

(gamete-specific) 유전자들은 전체 유전체의 다른 자리(상염

색체)에 분포되어 있다. 

FUS1 유전자는 MT＋ 유전자자리에만 있으며, 이 유전자 

산물(단백질)은 기능적인 mt＋ 융합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

하다. 융합에 필요한 당단백질을 암호화하는 FUS1 유전자에 

장애를 가진 mt＋ 돌연변이 배우자(imp1)는 정상적인 편모접

착과 배우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만, 세포융합을 완료할 수 

없다[32, 97]. 

MID 유전자는 MT－ 유전자자리에 있으며 수염녹두말속 녹

조에서 성(性)을 조절하는 유전자이다. MID 유전자로 형질전

환시킨 mt＋ 세포들은 mt－ 배우자로 분화한다[30]. 또한 기능

이 상실된 MID 돌연변이(mid-1 또는 mid-2)를 갖고 있는 mt－ 

세포는 mt＋ 배우자로 분화한다[27, 30]. MID 유전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전자들(즉, SAD1, SAG1, GSP1, GSM1)을 활성

화 하거나 또는 억제하는 작용에 관여되어 있다. 

즉, SAD1(Sexual ADhesion, 성접착) 유전자는 MT－ 유전자

자리에서 R 영역의 바로 바깥에 있으며, mt－ 응집소(aggluti-

nin)를 암호화한다. mid 돌연변이에서는 이 유전자가 발현되

지 않는다[31]. SAG1(Sexual AGglutinion, 성응집) 유전자는 

MT 유전자자리에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MT+ 응집소를 암호

화한다. 이 유전자는 mid 돌연변이 및 야생형 mt＋ 배우자에서 

발현되지만, 야생형 mt－ 배우자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31]. 

GSP1 [gametic-spesific plus, 배우자-특이 플러스(교배형) 분

자1] 유전자는 MT 유전자자리에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접합

자에서 작용하는 mt＋ 배우자-특이 호메오영역 단백질(plus 

gamete-specific homeodomain protein)을 암호화한다. 이 유

전자는 mid-1 돌연변이 및 야생형 mt＋ 배우자에서 발현되지

만, 야생형 mt－ 배우자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80, 148]. 

GSM1 [gametic-spesific minus, 배우자-특이 마이너스(교배

형) 분자1] 유전자는 MT 유전자자리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 

이 유전자는 mt－ 배우자에서 Gsp1 분자에 대응하는 호메오영

역 단백질을 암호화하며, 야생형 mt－ 세포에서 MID에 의존하

여 활성화 된다[85]. 

MTD1 유전자는 mt－ 배우자에서만 발현되며, SAD1 및 

GSM1 등과 같은 mt－ 배우자-특이 유전자들과 동시에 발현되

기 시작한다. mt－ 배우자에서 MTD1 유전자를 삭제하면, 그 

배우자는 질소원이 고갈된 후에 교배형 배우자로 분화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MTD1 유전자가 배우자발생 과정에서 중요

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85]. 배우자발생의 늦은 시기에 발현

되는, GAS (gamete-specific, 배우자-특이) 유전자들(GAS28/ 

GAS30/GAS31)은 세포벽 구성 성분인 하이드록시프롤린이 풍

부한 당단백질을 암호화한다[58]. 이 유전자들은 접합자가 형

성되고 세포벽이 제거되었을 때 활성화 된다. 

배우자 활성화

편모가 접착되면 세포가 뚜렷하게 변화되는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다. 즉, 배우자의 활성화가 촉진되며. 이에 따라 편모의 

접착성(接着性)이 높아지고, 원형질막에 있는 접착 및 융합의 

자리가 드러나게 되며, 배우자들은 유성생식을 준비하는 상태

로 계속 유지된다. 배우자 활성화의 과정은 (i) 편모접착과 응

집소 합성, (ii) 응집소를 편모 끝으로 보내기(tipping), (iii) 편

모 끝의 활성화, (iv) 교배구조의 활성화 등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편모 착과 응집소 합성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에서 배우자가 

발생하는 동안,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 중의 하나는 응집소

(agglutinin)를 합성하는 것이다. 응집소는 하이드록시프롤린

이 풍부한 섬유성 당단백질(hydroxyproline-rich glycoprotein, 

HRGP)로서, 이 당단백질은 수염녹두말속 녹조에서 배우자들

의 편모에 있는 막의 표면에 생긴다[2, 20]. 

이런 응집소는 mt＋ 및 mt－ 배우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편

모접착(flagellar adhesion)’이라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한다. 

mt＋ 및 mt－의 성응집소(sexual agglutinin)들은 각각 상염색

체에 있는 성응집1(Sexual AGglutination, SAG1) 및 성접착

1(Sexual ADhesion, SAD1) 유전자들에 의해서 암호화된다[31]. 

mt－ 배우자의 응집소는 mt－ 배우자의 편모 위에 있는 당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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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ine structure of agglutinins on the flagellar surface in 

Chlamydomonas reinhardtii. (A) Flagellum from a mt－ 

gamete has thick mestigonemes (M) and short, slender 

agglutinins (arrowheads). x 115,000. [41]. (B-E) Isolated 

agglutinins. (B) Plus agglutinin. Curved fibril protrudes 

beneath the large globular head. (C) Minus agglutinin. 

(D) Cell wall HRGP. (E) Diagram of agglutinins con-

sisted of head, shaft, and tail [31]. 

질에서 특정한 당의 서열(만노스를 포함하는 다당류)을 인식

하는 단백질이다.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의 편모 표면에는 다수의 굵고 

긴 털(mastigoneme)이 있으며 그리고 털보다 가늘고 짧은(길

이가 240 nm 정도임) 섬유 모양의 응집소 단백질이 있다(Fig. 

8A) [41]. 또한 mt＋ 및 mt－의 두 응집소를 각각 암호화하는 

SAG1 및 SAD1 유전자들에 의해 합성된 단백질이 분리되어 

그 구조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된 바 있다[31]. 

응집소들이 머리부분(C-말단), 몸통부분(shaft), 꼬리(갈고

리)부분(N-말단)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Fig. 8B, Fig. 8C, 

Fig. 8D, Fig. 8E). Sag1 및 Sad1 응집소 분자의 몸통부분 길이

는 각각 245 nm 및 225 nm이다(Fig. 8B, Fig. 8C, Fig. 8D) 

[31]. 구형 영역인 머리부분은 초기의 성응집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편모 막의 표면에서 먼 쪽에 위치하여, 배우자들 사이

의 인식 및 접착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갈고리 모양의 꼬리부분은 편모 막의 표면에 가까이  

위치한다(Fig. 8E).  

응집소들은 유사분열로 생긴 영양세포들에 의해서가 아니

라, 질소가 결핍된 환경에 있는 배우자들에 의해서 발현된다. 

mt＋ 및 mt－ 응집소들은 서로 다른 유전자들에 의해 암호화되

며 상보적으로 부착되는 특성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두 거대한 단량체 당단

백질(1,000 kD 이상)이다[2]. 둘째, 이 응집소들은 EDTA에 의

해 편모 표면과의 결합이 저해되는데[3], 이것은 응집소들이 

원래 편모의 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님을 암시한다. 셋째, 

이 두 가지 응집소들은 커가란 구형 머리부분과 섬유상 몸통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41]. 넷째, 이 응집소들은 HRGP(hy-

droyproline-rich grlycoprotein) 집단에 속한다[20]. 이 당단백

질은 대부분의 녹색식물의 세포벽에서 발견되며(Fig. 8D) 

[134], 고등식물에서 성의 상호작용(sexual interaction)에 관여

되어 있다[152].  

응집소를 편모 끝으로 보내기
 

수염녹두말속(Chlamydomonas) 녹조에서 편모접착에 의해 

mt＋ 및 mt－ 편모에 있는 응집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

면 신호전달 경로가 작동된다. 이 경로에는 단백질 티로신 인

산화효소(protein Tyr kinase) [142], cGMP-의존 인산화효소

[143], 아데니닐 사이클라아제(adenylyl cyclase) 등의 신호전

달 물질들이 관여되어 있다[133, 156]. 특히 편모의 응집소들 

사이에 결합이 일어나면, 상호작용하는 각 배우자들에서 편모

의 아데니닐 사이클라제를 활성화시킨다. 

그 결과 세포 내 cAMP가 거의 10배 정도 증가되어 세포 

속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36, 86, 119, 122]. 즉, 편모의 

운동성이 변화되어, 불활성 응집소 분자들을 세포체(cell body)

의 원형질막으로부터 응집소들이 활성화되는 편모 끝에 있는 

막으로 이동시킨다(Fig. 9). 이러한 편모접착 과정에서 일어나

는 ‘끝으로 보내기(tipping)’ 현상에 의해 편모 표면의 접착성

이 거의 8배로 증가된다[22]. 또한 편모 끝으로 이동된 응집소

들은 편모접착의 결과로 편모에서 소실된 응집소들을 보충한

다[64].  

수염녹두말속(Chlamydomonas) 녹조의 편모에서 일어나는 

신호전달 기작은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

나 가장 직접적인 설명은 키네신-II와 같은 신호전달 분자의 

편모 내 수송(intraflagellar transport)’에 의한 것이다[43, 116, 

127]. 키네신과 유사한 단백질은 FLA10 (flagellar assembly)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되며[141], FLA10 유전자자리는 32°C에

서 편모를 형성하지 못하는 돌연변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

다[5, 63]. 또한 편모 내 수송은 수염녹두말속 녹조에서 처음으

로 발견되었다[73].

편모 내 수송 입자들이 kinesin-II 운동 단백질에 의해 미세

관의 양(+)의 말단을 향해 그리고 세포질 디네인(cytoplasmin 

dynein) 1b 운동 단백질에 의해 음(–)의 말단을 향해 편모 

속으로 이동한다[65, 120-123]. 키네신-II 및 편모 내 수송은 증

가된 cAMP 수준에 맞추어 편모에서 결합하는 응집소의 상호

작용에 필요한 단백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다(Fig. 9B). 예로서, 편모 속에 가상의 결합 단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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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traflagellar transport and signaling during fertilization 

in Chlamydomonas. In unactivated gametes the inactive 

agglutinins are present on the surface of the cell body 

and the activate ones on the flagellum. Interaction of plus 

and minus agglutinins triggers the activation of adenylyl 

cyclase, possibly through conformational changes of the 

agglutinin molecule that result in binding to a putative 

coupling protein (B). According to this idea, the complex 

interacts with adenylyl cyclase that leads to production 

of cAMP. The increase of cAMP in the cell possibly acti-

vates PKA (protein kinase A) and stimulates the trans-

port of agglutinins (by an unkown motor) from the cell 

body to the flagellum (A) to resupply the continuous 

loss of agglutinins during flagellar adhsion. Kinesin-II 

motor protein is required for translocation of CALK into 

flagellum. during gamete activation induced by cAMP (C) 

[116]. 

Fig. 10.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unactivated and acti-

vated flagella in C. reinhardtii. (A-B) mt＋ flagella. (A) In 

unactivated flagellum, the tip region (T) above the shaft 

region (S) is tapered and short compared one of activated 

one as in Fig. B. x 80,000. (B) Activated flagellum has 

long, bulbous tip region (T) and has a very narrow neck 

zone between T and S. x 80,000. [92]. (C) Activated mt
＋ 

flagella and fertilization tubules. Gametes were mixed 

with isolated mt
－ gametes. Activated gametes with long 

fertilization tubules (arrowheads) have bulbous flagellar 

tips (large arrows), whereas unactivated ones pointed tips 

(small arrows). x 8,000. [119].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되면, 키네신-II의 작용이 계속적으로 일

어날 수 있을 것이다[116]. 

두 번째 가능성은 더욱 가정적이다. 즉, mt＋ 및 mt－ 응집소

들 사이에 최초의 상호작용이 일어난 후, 편모 속으로 이동하

는 응집소들 또는 응집소 복합체들에 의해서 키네신-II가 직접 

신호전달에 참여하는 것이다(Fig. 9A) [116]. 예로서, mt＋ 응집

소 분자가 그의 리간드(mt－ 응집소 분자)와 최초의 상호작용

이 일어나면, 이들의 입체구조 변화가 유도(응집소에 의해 유

발)될 수 있을 것이다. 

편모에서의 신호전달 과정에서, 세포체의 세포질에 있는 

CALK (Chlamydomonas aurora-like kinae의 약자임)라는 단백

질은 배우자가 활성화되는 동안 편모 속으로 신속하게 이동

한다[117]. 원래 CALK는 전적으로 세포체 속에만 있으며 편

모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mt＋ 및 mt－ 배우자들

을 함께 섞어주면, 그 후 5분 이내에 CALK는 편모 속으로 

이동된다(Fig. 9C).

편모 끝의 활성화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의 mt＋ 및 mt－ 

배우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교배 반응 과정에서, 편모의 막들

이 서로 접착(adhesion)된 후에 편모 끝 부분의 미세구조가 

급격히 변화된다. 이를 ‘편모 끝의 활성화(flagellar tip activa-

tion)’라고 한다[92]. 즉, 편모의 축사(軸絲, axoneme)에서 9개

의 주변부 2중 미세관들 가운데 A세관들의 길이가 신장되어 

끝 부분의 길이가 30% 늘어난다. 또한 편모의 끝 부분에서 

전자 밀도가 높은 물질이 편모의 막과 그 아래에 있는 9개의 

단일 A세관 사이에 축적된다.  

비활성화 된 편모의 끝 부분은 뾰족하지만[Fig. 10A, Fig. 

10C (small arrows)], 활성화 된 편모의 끝 부분은 둥그스름하

다[Fig. 10B, Fig. 10C (large arrows)]. 접착되었던 편모들이 

서로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높은 밀도의 물질은 편모의 끝 

부분에서 사라진다[92].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에서 편모

의 길이는 LF2 (long flagella)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되는 사이

클린-의존 인산화효소(cyclin-depedent kinase)에 의해서 조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136]. 편모 끝 부분의 활성화는 이어지

는 유성생식 과정에서 신호전달을 위해 필요하다.  

교배구조의 활성화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의 mt＋ 및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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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mating structure 

and fertilization tubule in mt＋ and mt－ gametes of C. 

reinhardtii. (A-B) Unactivated mating structure. (A) 

Mating structure of mt
＋ gamete shows the narrow 

membrane zone (mz) underlying plasma membrane 

and the broad doublet zone (dz) beneath. Dense and 

fine fibrous fringes (arrowhead) extend outward from 

the plasma membrane overlying the mating structure. 

x 86,000. [145]. (B) Mating structure of mt
－ gamete 

shows the membrane zone beneath the plasma mem-

brane which thickens somewhat at both edges of the 

structure (arrows). x 86,000. [145]. (C-E) Activated mat-

ing structure. (C) With activation of mt
＋ gamete, the 

mating structure begin to project from the cell surface 

which is covered with fringe, i.e., fusion protein (Fus1) 

(arrowhead) [32]. (D) Somewhat elongated mating 

structure forms a small fertilization tubule in which sev-

eral vesicles appear (small arrowheads). Outer surface 

of the plasma membrane is covered with fusion protein 

(large arrowhead) [118]. (E) Logitudinal view of micro-

filament (mf), formed from the doublet zone (dz), that 

fills the extending fertilization tubule. x 85,500. [24]. (F) 

Elongated fertilization tubule is filled with microfila-

ment (mf) and the outer surface of the plasma mem-

brane is covered with fusion protein (arrowhead) [118]. 

배우자들에서 세포체의 원형질막들이 서로 접착하고 융합하

기 위한 장소를 ‘교배구조(交配構造, mating structure)’라고 

한다. 이 구조는 Friedmann 등[33]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되었

으며, 배우자들에서  2개의 편모 사이에 있는 세포 정단부 끝

의 원형질막 바로 아래에 있다[119]. 편모 운동에 의해 배우자

들은 세포체의 정단부 끝을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접근시킨

다. 이어서 활성화 된 mt＋ 및 mt－ 교배구조들 사이에 상호작

용이 일어나게 된다.   

아직 교배하지 않은 mt＋ 및 mt－ 배우자들의 정단부 끝의 

중앙 절단면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원형질막 아래

에 전자 밀도가 높고 3층으로 된 굽어 있는 교배구조가 있다

[145]. 직경이 약 1 μm인 이 구조는 배우자가 분화하는 동안 

생긴 것이다. Weiss 등[145]에 의하면, 교배하지 않은 mt＋ 배우

자의 교배구조에서(Fig. 11A), (i) 좁은(얇은) ‘막구역

(membrane zone)’이 원형질막의 지질2중층 중에서 안쪽 층에 

붙어 있으며, (ii) 막구역의 아래에 2중층으로 된 넓은(두꺼운) 

‘2중구역(doublet zone)’이 있고, (iii) 원형질막의 바깥쪽(外) 

가장자리(緣)의 표면은 짙은 밀도를 지닌 아주 작은 섬유 모양

으로 돌출된 물질로 덮여 있다(Fig. 11A, arrowhead). 이 구조

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처음 발견되었을 때 ‘외연물질

(外緣物質, fringe)’이라고 하였다[39]. 

그 후 이 외연물질은 성-특이 단백질로서[39], MT＋ 유전자

자리에서 R 영역의 e 부위에 위치하는 FUS1 유전자(Fig. 7)에 

의해 암호화되어 합성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Fus1’로 명명

되었다[32]. 이렇게 명명된 이유는, 이 단백질은 원형질막의 

바깥 표면을 덮고 있어서 두 배우자 세포들 사이의 ‘융합

(fusion)’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Detmers 등[24]은 연속 절편을 만들어 관찰한 결과, 수정세

관의 아래쪽에 있는 2중구역의 입체적인(3차원) 구조는 원뿔 

모양(원추형)에서 그 끝 부분이 절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래서 종단면에서 보면 좌우 양쪽에 짙게 나타나는 구조로 보

인다. 교배하지 않은 mt－ 배우자의 교배구조는 원형질막 아래

에 넓은 막구역이 있으나, 2중구역은 없다(Fig. 11B) [145].

이어서 편모접착에 의한 성응집(sexual agglutination)이 일

어난 후에, mt＋ 배우자의 교배구조는 급격하게 변형된다. 가

장 극적인 변화는 배우자 활성화의 초기인 편모 접촉 후 몇 

초에서 몇 분 이내에 일어난다. 즉, mt＋ 배우자 편모의 기부 

근처에 있는 정단부 끝에서, 원형질막 아래에 있던 교배구조

가 세포 표면으로부터 돌출되기 시작한다. 이때 원형질막의 

바깥쪽 표면은 융합단백질(Fus1)로 덮여 있다(Fig. 11A, Fig. 

11C) [32, 145]. 

그 후, 돌출된 교배구조는 작은 수정세관(受精細管, fertil-

ization tubule)으로 변화된다. 이와 동시에, 수정세관 속에 소

낭( 囊, vesicle)들이 나타난다(Fig. 11D) [118]. 이 소낭들에 

의해서, 두 배우자 사이에 활발한 접착 및 융합에 필요한 단백

질 분자(Fus1)들이 수정세관의 끝 부분으로 운반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수정세관이 점차 길어지면서, 그 기부에 있는 원추형의 ‘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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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ell fusion of mt＋and mt－ gametes in C. reinhardtii. (A,D)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gametes. (B,C,E)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showing fertilization tubule and cell fusion. (A) Cell of the mt＋ gamete shows a fertilization tubule 

(arrowhead) developed at the apex between two flagella [100]. (B) Elongated fertilization tubule is closely contacted with 

activated mt
－ mating structure. Outer surface of the plasma membrane of mt＋ fertilization tubule is covered with fringe 

protein (Fus 1) (arrowhead). Microfilament within the mt＋ fertilization tubule do not appear because this mt＋ cell was 

treated with cytochalasin D [24]. (C) Enlarged view of the close contact area of the elongated fertilization tubule (covered 

with fringe, arrowhead) with the mt
－ mating structure in Fig. B. Pre-fusion interaction between mt＋ fertilization tubule 

(left) and activated mt－ mating structure (right), whose bipartite membrane zone sectors are marked by double arrows. 

The surface fringes (f) of the fertilization tubule and the central zone of the mating structure are enmeshed along a broad 

flattened region of contact. x 195,000. [39]. (D) Mating gametes immediately after cell fusion. The fertilization tubule 

(arrowhead) of mt
＋ gamete connects the two gametes [100]. (E) A cytoplasmic bridge between mt＋ and mt－ gametes is 

formed by the fertilization tubule. The doublet zone (dz) indicates the mt
＋ end of the bridge. Fusion ocurrs in the region 

indicated by the two arrows. Arrowhead marks the fringe protein. x 60,000. [39].  

구역(doublet zone)’으로부터 액틴(actin) 분자들이 중합되어 

만들어진 미세섬유(microfilament) 또는 액틴섬유(actin fila-

ment)가 수정세관 속으로 신장되어 뻗어 들어간다(Fig. 11E) 

[24, 118]. 결국 60~80개의 미세섬유로 채워진 미세융모와 비

슷한 수정세관이 형성된다(Fig. 11F) [23, 33, 39, 97, 146, 147]. 

이 수정세관의 길이는 1~3 μm이고 직경은 0.5 μm 정도이다.

수정세관 속을 채우고 있는 미세섬유는 신장된 수정세관

을 지지하는 작용을 한다. 그 증거로서, 교배하기 전에 mt＋ 

배우자들을 사이토캘라신(cytochalasin) D로 처리하면, 수정

세관 속에 액틴섬유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해되고 수정세관의 

신장이 억제되며(Fig. 11B, Fig. 11C) 교배 효율이 90%에서 

15%로 저하된다[24]. 활성화 된 mt－ 배우자의 교배구조는 처

음에 mt＋ 배우자의 교배구조와 비슷하다. 그러나 mt－ 교배구

조는 길이(높이)가 0.2 μm정도이고 직경은 약 0.3 μm로서, mt
＋ 교배구조에 비하여 더 짧고 아주 작은 돔 모양이며(Fig. 

11B) [145] 미세섬유가 없다(Fig. 12C, mt－ cell at the right 

side) [39].

세포융합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에서 두 교배형(mt＋ 및 mt－) 

배우자들이 접착 및 융합을 하기 전에, 이들의 세포벽이 부분

적으로 분해되어 벗겨져야 융합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

한 세포벽의 분해는 배우자분해효소(gametic lytic enzyme 또

는 gametolysin)의 활성에 의해서 일어난다[68, 147]. 이 효소

는 두 교배형 배우자들 사이에 편모들이 응집한 결과, 그 신호

에 의해서 방출되며, 배우자 세포가 세포벽을 방출시킴(벗겨

냄)과 동시에 배지 속으로 분비된다.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의 mt＋ 및 mt－ 

배우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세포융합은 mt＋ 수정세관의 원형

질막 바깥 표면을 덮고 있는 Fus1이라는 배우자-특이 외연단

백질(융합단백질) 분자가 접착됨으로써 시작된다[32]. mt＋ 배

우자에서, 2개의 편모 사이에 있던 교배구조에서 발달하여 신

장된 수정세관(Fig. 12A, Fig. 12B)이 활성화 된 mt－ 교배구조

에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Fig. 12B, Fig. 12C) [24, 39, 100]. 한편 

mt－ 교배구조의 원형질막은 ‘Hap2 (Gcs1)’라는 융합단백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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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argeting and redistribution of Fus1 protein 

during gametogenesis and gamete activation in 

Chlamydomonas. Vegetative cell (A), unactivated 

(B) and activated (C) mt
＋ gametes were 

stained with an anti-Fus1 antibody (green) and 

an anti-acetylated-tubulin antibody (red, flag-

ella). (A) Vegetative cells do not express the 

Fus1 protein. (B) During gametogenesis, the 

Fus1 protein is expressed and specifically tar-

geted to a discrete extracellular patch over-

lying the unactivated mating structure (green; 

arrow) positioned between the two flagella. 

(C) Upon gamete activation, the Fus1 protein 

becomes redistributed along the length of the 

fertilization tubule (green;  arrow). [116].  

덮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86]. 

Fus1 및 Hap2 (Gcs1)는 각각의 두 배우자 세포의 원형질막

을 횡단하는(transmembrane) 영역을 갖고 있는 단백질들이다

[32, 101]. 이와 같이 원형질막들의 바깥쪽 표면을 덮고 있는 

융합단백질들(Fig. 12B, Fig. 12C)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

서, 두 배우자 세포들이 융합하게 된다.  

교배하는 두 세포들이 융합된 직후, mt＋ 배우자에서 생긴 

수정세관이 두 배우자를 연결하게 되어, 두 배우자 세포들의 

세포질이 연결된 다리가 형성된다(Fig. 12D, Fig. 12E) [39, 

100]. 이 연결 다리 속에는 mt＋ 배우자의 수정세관 기부에 있

는 2중구역으로부터 중합되어 뻗어 나온 미세(액틴)섬유들이 

들어가 있다. 

  
mt＋ 배우자의 융합단백질 

mt＋ 배우자에서 특이하게 발현되는 Fus1 단백질은 mt＋ 유

전자자리에서 R 영역의 e 부위에 위치하는 FUS1 유전자에 

의해서 암호화된다[32]. mt＋ 교배구조들 사이에는 Fus1 단백

질이 융합되지 않으며,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체(fus1)는 교배

구조 위의 원형질막에 Fus1 단백질이 없다[97]. 이렇게 Fus1 

단백질이 없는 배우자들도 정상적인 편모접착 및 배우자 활성

화가 이루어지며, 교배구조는 cAMP에 반응하여 미세섬유로 

채워진 정상적인 수정세관을 형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돌

연변이체의 수정세관은 mt－ 배우자의 활성화 된 교배구조와 

융합할 수 없다. 또한 mt＋ 배우자를 Fus1 단백질의 항체와 

함께 항온 처리한 경우에도 두 배우자의 융합은 일어나지 않

는다.  

Fus1 단백질은 활성화 된 mt＋ 및 mt－ 교배구조의 원형질막

들 사이에 융합이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막-접착 

시기에 필요하다. mt＋ 배우자에서 발달된 수정세관의 원형질

막을 덮고 있는 Fus1 단백질의 분자량은 95 kD이다[97]. 이 

단백질은 비활성화 및 활성화 된 mt＋ 배우자들의 원형질막 

바깥쪽 표면에 있다. 이 단백질은 배우자 활성화 단계를 거친 

후에만 기능을 나타낸다. 면역형광 방법에 의하면, Fus1 단백

질은 영양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지만(Fig. 13A), 비활성 상태

인 배우자의 정단부에서 발현되며(Fig. 13B), 배우자 활성화 

단계에서는 활성화 된 mt＋ 수정세관의 전 표면에 걸쳐 나타난

다(Fig. 13C) [116].  

mt－ 배우자의 융합단백질

최근에 배우자들의 원형질막 사이에 일어나는 융합 반응에 

필요한 두 번째 단백질인 Hap2/Gcs1이 확인되었다[86]. 이 

단백질은 균류를 제외한 다양한 고등식물[예: 애기장대속

(Alabisdopsis) 식물][67, 101, 155]과 동물[135] 등 진핵생물의 

수정에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50]. 또한 이 유전자는 

말라리아 병원충을 옮기는 말라리아열원충속(Plasmodium)의 

단세포 원생동물에도 보존되어 있다[106]. 

HAP2 유전자는 반수체(haploid)인 정세포에서만 발현된

다. 또한 HAP2 유전자가 특정한 생식세포(정세포)에서만 특

이하게 발현되므로, 이를 ‘생식세포-특이(generative cell-spe-

cific)’ 유전자라는 뜻으로 ‘GCS1’로 표기한다. 그래서 HAP2 

유전자를 HAP2/GCS1, 또는 HAP2 (GCS1) 또는 HAP2-GCS1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101]. 

Hap2 단백질은 mt－ 교배구조의 융합 자리인 원형질막 표

면에서 발현된다. Liu 등[86]이 시행한 바 있는 교배 실험에서, 

야생형(정상형)인 mt＋ 및 mt－ 배우자들 사이에는 두 배우자

들이 갖고 있는 융합단백질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융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상형(mt＋)과 돌연변이형

(mt－) 배우자의 교배(mt＋ FUS1 x mt－ hap2)에서, 정상형 mt＋ 

배우자의 긴 수정세관이 돌연변이형 mt－ 배우자의 짧은 교배

구조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기는 하지만, 두 구조 사이에 융합

은 일어나지 않는다(as in Fig. 12B, Fig. 12C) [86]. 따라서 이 

결과는 mt－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mt＋)와의 막융합 단계에

서, Hap2 단백질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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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ine structure of the zygote of C. reinhardtii. 

(A)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how-

ing a 4 flagellated zygote formed from the 

fusion of mt
＋ and mt－ gametes [100]. (B)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of one 

of the serial sections through a 1 hr old 

zygote. Parental chloroplasts (cp1 and 

cp2) are still disconnected, whereas two 

nuclei (n1 and n2) are beginning to fuse 

(arrows) [15].   

다수정 방지 기작 

수정은 빠르게 이루어진다. 즉, 실험실에서 배우자들을 함

께 혼합한 후 몇 분 이내에 접합자를 발견할 수 있으며, 약 

30분이 지나면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융합된다. 정상형(야생

형, wild type)인 mt＋ 및 mt－ 두 배우자들의 수정세관이 융합

한 직후, Fus1 및 Hap2 단백질이 신속하게 분해된다[66, 86]. 

따라서 이 융합단백질들로 덮여 있는 원형질막은 그 세포(접

합자)들이 더 이상 다른 세포와 융합할 수 없게 된다. 

융합이 일어나는 자리에 또 다른 다수의 세포들이 접착하게 

되더라도, 3배체인 접합자는 거의 형성되지 않는다. 이것은 

Fus1 및 Hap2 단백질이 분해됨으로써 다수정(多受精, polyg-

amy)이 방지기 때문이다[86]. 한편 어느 한쪽 배우자가 정상형

이고 다른 쪽이 돌연변이인 경우(mt＋ fus1 또는 mt－ hap2)에는 

수정세관의 접착 및 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Liu 등[86]은 

Fus1 및 Hap2 단백질이 각각 상대방 배우자가 합성한 분해효

소에 의해서 분해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다수정 방지는 막의 융합 반응이 일어난 직후에 

또 다른 융합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융합하는 현

상 그 자체에 의해서 배우자들이 융합에 필수적인 단백질들을 

특이하게 분해시키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일단 수정을 한 접

합자가 또 다른 융합(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분자 

기작에 의해 융합 능력이 상실됨으로써, 3배체 접합자와 같은 

다수정을 방지할 수 있다.  

다수정이 일어나면 접합자 발달 초기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예로서, 다수정으로 형성된 3배체인 배의 경우, 

부계 및 모계 유전체의 비율이 3:1이 됨으로 유전자 발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이 초기에 정지될 수 있다[93]. 또한 

다수정으로 인하여 부계에서 유래된 1개 이상의 중심체를 가

지고 있는 배는 세포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104].

합자 형성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의 mt＋ 및 mt－  

배우자들이 융합되면(Fig. 14A) 원형질과 핵이 융합되어 4개

의 편모를 가진 접합자가 형성된다[100]. 접합자가 형성 된지 

60분 정도가 지나면 2개의 핵에서 바깥쪽 막들이 먼저 연결되

기 시작하며(Fig. 14B), 이어서 핵의 안쪽 막이 연결되어 융합

되고 2개의 엽록체는 융합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15].  

합자 발달 로그램

접합자가 형성되면 배우자들의 특성이 사라지고 접합자 발

달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다. 이 과정에서 융합단백질

들(Fus1 및 Hap2)은 분해되고[86], 접합자-특이(zygote-specif-

ic) 유전자들이 활성화 된다[9, 74, 138]. 접합자가 발달하는 데

는 약 24시간이 걸리며, 이 동안에 두꺼운 세포벽이 형성된다

(Fig. 17B, Fig. 17C).

mt＋ 및 mt－ 세포의 핵과 엽록체가 융합됨으로써, 접합자는 

두꺼운 세포외 기질(세포벽)이 발달하고[149] 접합포자(zygo-

spore)로 되어 생활사에서 휴면기에 들어간다. 접합자 발달에

서, mt＋ 및 mt－ 배우자들에 의해 각각 형성된 배우자-특이 

플러스1(Gsp1, Gamete-specific plus1) 및 배우자-특이 마이너

스1(Gsm1, Gamete-specific minus1)이라고 하는 중요한 조절 

단백질들이 작용한다. 

GSP1 유전자는 mt＋ 배우자에서 특이하게 발현되는 유전자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90, 148]. GSP1 유전자가 mt－ 배우자에

서 발현되었을 때, 이 세포는 접합자가 형성된 후에만 정상적

으로 GSP1 유전자를 전사한다[157]. 또한 GSM1 유전자는 mt－ 

배우자에서 특이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1]. GSM1 

유전자가 mt＋ 배우자에서 발현되면, 접합자-특이 유전자들의 

전사를 촉진시킨다. Gsp1 및 Gsm1 단백질은 접합자의 형성에

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 두 단백

질은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하여 접합자 발달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81]. 

접합자 발달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는 

GSP1이다[112]. 이 유전자가 없는 mt＋ 돌연변이 배우자는 접

합자를 정상적으로 형성하지만, 2배체 세포의 유성생식 발달

은 정지되며 그리고 세포벽, 접합포자, 4분체 등도 형성되지 

않는다.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에서, 접합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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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chematic diagram of various cellular events during zygote 

germination in the reproductive stage of C. reinhardtii. 

Within 24 hr after mating, zygotes successively execute cell 

fusion, flagellar disappearance, elimination of mt
－ cpDNA, 

membrane fusion of nucleus and chloroplast. In the dark 

conditions for 1 week, zygotes form a thick wall around 

themselves. With light signals to the zygospores, germina-

tion is induced. During germination, synthesis of nuclear 

DNA (~4 hr after light exposure), recovery of photo-

synthsis (~6 hr), elimination of mt
－ mtDNA (~6-8 hr), syn-

thesis of organelle DNA (~9 hr), meiotic division for hap-

loid tetrad formation (~15-18 hr). Gray and dark bold lines 

indicate light and dark conditions, respectively [7]. 

(포자를 형성하는 접합자)가 빛 신호에 반응하고 발아를 시작

하여 반수체인 포자들이 발생된다. 이 과정에서 DNA 합성과 

감수분열이 일어난다. 이런 일을 조절하는 기작들은 잘 알려

져 있지 않다. 접합포자가 빛에 노출된 후 1시간이 되면, 항생

물질 생합성 일산소첨가 효소(一酸素添加酵素) 영역(antibiot-

ic biosynthesis monooxygenase domain) 그리고 열충격 단백

질(Hsp20) 등이 발현된다[7]. 

6시간이 지나면, 광합성에 필요한 안테나 단백질들 그리고 

2개의 메티오닌(methionine) 대사작용에 관련된 단백질들

(methionine synthase 및 sulfite reductase) 등을 합성하는 유

전자들이 활성화 된다. 이어지는 2배체 접합자의 발달은 두 

가지 시기, 즉 배우자들의 교배에 의한 접합자의 형성기 그리

고 접합자의 성숙 및 휴면 시기를 지난 후 감수분열과 함께 

일어나는 발아기로 이루어진다(Fig. 15) [7]. 

우선, 반수체 영양세포들이 영양 결핍 조건 하에서 배우자

발생 과정을 거쳐 두 가지 배우자들(mt＋ 및 mt－)이 형성된다. 

교배에 의해 두 배우자 세포들이 융합하여 2배체인 접합자가 

형성된다. 교배한 후 24시간 동안, 접합자에서는 세포융합, 편

모의 소실, mt－(父系) 배우자의 엽록체 DNA[‘엽록체(chlor-

oplast)’는 ‘cp’로, ‘엽록체 DNA’는 ‘cpDNA’로 표기함]의 선택

적 제거, 핵막의 융합, 엽록체 막의 융합 등과 같은 많은 일들

이 일어난다[9, 40, 112]. 

발아하는 과정에서 접합포자가 빛에 노출된 후, 4시간 경에

는 핵 DNA의 합성, 6시간 경에 엽록소의 재합성으로 광합성 

활성의 회복, 6~8시간 경에 부계(父系, mt－)유전을 위한 모계

(母系, mt＋) 미토콘드리아 DNA[‘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는 ‘mt’로, ‘미토콘드리아 DNA’는 ‘mtDNA’로 표기함]의 선택

적 제거, 9시간 경에 엽록체 및 미토콘드리아의 DNA 합성, 

15~18시간 경에는 4분체를 형성하기 위한 감수분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세포생물학적인 일들이 수행된다(Fig. 15) [7].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의 단친유

접합자 발달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기할 만한 일 중의 하나

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DNA가 두 배우자(兩親) 중 어느 

한쪽의 것만 유전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전을 단친유전(單親

遺傳, uniparental inheritance)이라고 한다. 이 유전 방식은 멘

델의 유전법칙을 따르지 않으므로 비멘델유전(non-Mendelian 

inheritance)이라고 하며[130], 또한 핵 이외의 세포질에 있는 

소기관들(엽록체 및 미토콘드리아)의 DNA 유전이 이에 해당

함으로 세포질유전(cytoplasmic inheritance)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유전 방식은 조류, 균류, 선태식물, 양치식물, 고등식

물, 동물, 인간 등의 유성생식을 하는 수많은 진핵생물 분류군

에서 나타난다[12, 13].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에서 mt＋ 및 mt－ 

배우자들은 크기가 똑 같은 동형배우자(isogamete)이며, 동일

한 양의 세포질 그리고 동일한 수의 미토콘드리아 DNA 

(mtDNA)와 엽록체 DNA (cpDNA) 분자들이 접합자에 전달

된다. 그렇지만 교배 후 60분 이내에 mt－ cpDNA가 활발하게 

분해되기 때문에[79, 109, 110, 132], 접합자에는 오직 mt＋ 배우

자에서 유래된 cpDNA만이 남아 있다[130]. 반면에, mt＋ 

mtDNA는 교배 후 6시간 이상 지나면 제거된다. 이와 같이 

접합자의 엽록체와 미토큰드리아가 선택적으로 제거되기 때

문에,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에서 mtDNA

는 mt＋ 배우자로부터 그리고 cpDNA는 mt－ 배우자로부터 

각각 단친유전 된다[17].

15.8-kb의 선상으로 된 작은 mtDNA[43, 129]는 배우자 세

포 당 약 20개의 mtDNA-단백질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109]. 

이러한 mtDNA를 ‘미토콘드리아 뉴클레오이드(mt nucleoid)’

라고도 한다. mt＋ mtDNA는 접합자가 성숙하여 접합포자가 

형성되는 동안 어두운 곳에서 24시간(1일) 이후에 서서히 제거

되며, 접합포자의 감수분열이 시작될 무렵에 완전히 제거되는

데 이때는 빛이 필요하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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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Uniparental inheritance in C. reinhardtii. (A-B) Selective disappearance of mt－ cpDNA in a living zygote. Fluorescent images 

of identical zygotes before (A) and after (B) are shown the selective disappearance. To distinguish the mt＋ and mt－ chlor-

oplasts, small mt
－ gametes were used. All of cell nucleus (n), cpDNA (big fluorescent spots; large arrows), and mtDNA 

(small fluorescent spots; small arrows) are visualized with SYBR Green I staining. The cpDNA in the mt－ chloroplastas 

(A, white arrowheads) disappeared completely within 10 min (compare A and B).[110]. (C) Model for the molecular mecha-

nism based on the active digestion of mt
－ cpDNA by MDN. In vegetative cells, MDN is absent or inactivated in both 

mating types. During gametogenesis, MDN is synthesized or activated only in mt＋ cells. At the same time, mt＋ cpDNA 

becomes resistant to the action of MDN. During gamete fusion, MDN obtains access to unprotected mt
－ chloroplasts and 

digests mt
－ cpDNA, leading to the uniparental inheritance of cpDNA. Many factors may mediate the successful digestion 

of mt－ cpDNA after zygote formation [111].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들은 mt－(父系)로부터 단친유전 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mt＋(母系)로부터 기원된 

mtDNA는 접합포자가 감수분열 하는 동안 mtDNA를 합성하

기 직전(제1 감수분열에서 첫 번째 핵분열을 하기 전)에 완전히 

제거된다. 따라서 접합자의 미토콘드리아는 부계유전 된다.

203-kb의 cpDNA는 배우자 세포 당 약 80~100개가 있으며, 

이들은 5~10개의 cpDNA-단백질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35]. 그래서 cpDNA를 ‘엽록체 뉴클레오이드(cp nucleoid)’라

고도 한다[78]. 살아 있는 배우자 및 접합자에서 핵산(DNA)을 

염색하는 시약(SYBR Green I)을 사용하면, 형광현미경 하에서 

형광물질로 염색된 mt－ cpDNA가 선택적으로 분해되는 것을 

볼 수 있다[109]. 

진핵생물에서 세포소기관들(엽록체 및 미토콘드리아)의 유

전체들이 단친유전(세포질유전) 되는 분자 기작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Kuroiwa [76]는 소기관 유전체들의 모계

유전(母系遺傳, maternal inheritance)은 부계(父系)의 기여도

가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이유로

서, 부계(mt－) 배우자(정세포)는 모계(mt＋) 배우자(난세포)보

다 크기가 훨씬 더 작아서 후손에게 소량의 세포질만 전달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런 생각이 옳다면, 웅성 배우자와 자성 배우

자의 크기가 동일한 동형배우자 생물들에서, 모계의 소기관

(엽록체 및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가 전달되는 일이 일어

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배우자들의 성에 따라 소기관의 

DNA가 전달되는 직접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형배우

자수정(isogamy)을 하는 배우자와 어린 접합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단친유전의 기작이 밝혀졌다.   

즉, 살아 있는 어린 접합자에서 mt－ 배우자에서 기원된 

cpDNA는 선택적으로 분해되는 반면, mt＋ 배우자에서 기원

된 cpDNA는 두 배우자들이 교배한 후 50분 가까이 지나서도 

남아 있다(Fig. 16A, Fig. 16B) [79, 110]. 따라서 어린 접합자에

서 mt－ cpDNA들(유전체)이 활발하게 분해되어 cpDNA가 모

계(단친)유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이런 유전 방식은 

거의 모든 조류 및 육상식물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75-77].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에서 단친유전의 

분자 기작에 관한 모형이 제안되었다(Fig. 16C) [77, 111]. 이 

제안은 mt－cpDNA가 140 kDa 정도 되는 mt＋-특이 DNA분해

효소(mt＋-specific DNase, MDN)라고 하는 Ca2+에 의존하는 

핵산가수분해효소(nuclease) 에 의해 활발히 분해되는 것을 근

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MDN 는 Ca2+에 의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nuclease C’라고도 한다. 영양세포에서, MDN은 두 

교배형에 존재하지 않거나 비활성화 상태로 있다. 배우자가 

발생하는 동안에 MDN이 mt＋ 세포에서만 합성되거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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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Zygospores and germination of C. monoica. (A) In the 

youngest zygotes, the parental nuclei (n) lie side by side 

before kryogamy. Cell wall of parental gametes is dis-

continued (arrowheads) [154]. (B)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of mature zygospore with reticulate surface 

and thickened wall [154]. (C-D) Scanning electron micro-

graphs of zygospore germination. (C) Upon light in-

duction, zygospores hydrate and swell, and reticulation 

of the surface becomes less pronounced (compare surfa-

ces of the upper and lower zygospores shown) [88]. (D)  

As the surface pattern changes and its reticulation lessens, 

slits appear in the wall and the progenies are released 

[88]. 

된다[111]. 

동시에 mt＋ cpDNA는 MDN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배

우자가 융합되어 접합자가 형성된 후 60~90분 이내에, MDN

은 보호되어 있지 않은 mt－ 엽록체 속으로 들어가서 mt－ 

cpDNA를 분해하여 cpDNA의 단친(즉, 모계) 유전이 이루어

진다[111]. 이 시간은 mt
－

 cpDNA가 분해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접합자가 형성된 후 mt－ cpDNA가 완전하게 분해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즉, 우선 MDN가 mt－ 

엽록체 속으로 들어간 다음, mt
－

 cpDNA 분자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mt－ 엽록체 내에 Ca2+ 농도가 증가하는 등의 일들

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은 Fig. 16C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접합자-특이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해서 중요하다[111].

합자의 발아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 reinhardtii)에서 접합자 형

성 과정의 초기에 전사되는 유전자들의 일부가 접합자 세포에

서 확인되었다[27, 28, 144]. 이 유전자들은 모두 접합자 형성 

과정에서 1시간 이내의 매우 이른 시기에 전사되는 접합자-특

이 유전자들(zygote-specific genes)로서, 이들을 EZY(early 

zygote) 유전자라고 한다[74]. 이 유전자들은 접합자 세포에서 

세포벽의 합성, 유전자의 발현, 세포내 분비 또는 수송경로, 

소낭 수송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작용에 관여된 단백질들을 

합성한다. 

수염녹두말속(Chlamydomonas) 녹조의 생활사에서, 영양세

포와 배우자 세포를 둘러싸는 그리고 접합자를 둘러싸는 생화

학적으로 그리고 형태학적으로 독특한 세포벽이 형성된다. 이 

두 유형의 세포벽에서 주요 구성 성분은 모두 풍부한 하이드

록시플로린을 함유하는 당단백질(HRGP)이다. 초기의 접합자

에서만 발현되는 접합자-특이 유전자의 하나인 ZSP1 (zygote, 

Ser Pro) 유전자에 의해 합성되는 세포벽의 HRGP에는 X 

(Pro)3 및 (Ser-Pro)n과 같은 아미노산 부분이 풍부하며, 이 특

징은 고등식물의 신장소(伸長素, extensin)와 비슷하다[149]. 

성숙한 접합자, 즉 접합포자(zygospore)의 특징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여러 층으로 된 세포벽을 합성하는 것이다

[154]. 접합포자의 절단면에서, 새로 형성된 가장 어린 접합포

자(양친 배우자들)의 세포벽은 얇고 가장자리가 끊어져 있으

나(Fig. 17A), 성숙한 접합포자의 세포벽 표면에는 여러 곳에

서 돌출된 돌기들이 형성되어 있다(Fig. 17B). 표면을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여러 개의 돌출된 능선이 연결되어 그물 

모양을 형성한다(Fig. 17C, upper zygospore).  

두꺼운 세포벽을 갖고 휴면 상태에 있는 접합포자는 영양분

의 결핍, 건조함, 자외선 방사, 기계적 상해, 동결 등의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를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 적응된 것이다[11, 96, 

154]. 클래미도모나스 모노이카(C. monoica) 접합포자의 세포

벽은 수산화칼륨(KOH), 2-아미노에타놀(2-aminoethanol), 초

산분해(acetolysis) 등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견디는 포분소

(胞紛素, 또는 포분질, sporopollenin)와 유사한 물질을 함유하

고 있다[154].    

휴면 상태에 있는 수염녹두말속 녹조의 접합포자는 2배체

이다. 이러한 2배체성 개체의 딸세포(포자)들 중에서 최소한 

일부는 특정한 주요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의 대립인자

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체들은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 즉 돌연변이 유발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153]. 또한 2배체성 개체는 접합포자가 발아함

에 따라 휴면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반수체의 새로운 영양

세포를 형성하기 위해 감수분열을 한다[88]. 

접합포자가 발아함으로써, 휴면 상태로부터 대사작용과 생

장이 활발하게 변화된다. 즉, 이 과정에서 저장된 에너지 물질

의 분해, 핵의 감수분열 및 4개의 딸세포[감수포자(meio-

spore) 또는 영양세포]를 형성하는 세포질분열의 유도, 딸세포

를 방출시키기 위한 접합포자 세포벽의 분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발아가 유도됨에 따라, 성숙한 접합포자가 부풀어서 세포벽 

표면에 돌출되었던 그물 구조가 현저히 사라지고(Fig. 17C, 

lower zygospore), 딸 세포들은 남아 있는 세포벽에 생긴 틈 

사이로 방출되어(Fig. 17D) [88], 새로운 반수체의 영양세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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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로운 생활사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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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수염녹두말속(Chlamydomonas) 단세포 녹조의 유성생식   

이규배*

(조선대학교 생물학교육과) 

이 논문은 다세포 녹색식물의 조상으로 생각되는 단세포인 수염녹두말속(Chlamydomonas) 녹조의 복잡한 유성

생식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되었다. 모델생물로 알려진 클래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Chlamydo-

monas reinhardtii)의 유성생식 생활사는 배우자발생, 배우자 활성화, 세포융합, 접합자 성숙, 감수분열과 발아 등의 

다섯 시기로 구별된다. 배우자발생은 서식지에서 질소가 결핍되어 시작된다. 그 결과, 교배형 유전자자리(MT+또

는 MT
－

)에 의해 조절된 두 가지 교배형(mt
＋ 및 mt

－
)의 배우자들이 발생된다. 유성생식을 위한 두 번째 자극원인 

청색광이 교배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예비배우자 세포에 조사되면 교배능력을 가진 배우자로 분화된다. 배우자발

생의 초기에, 두 배우자 세포들은 응집소(agglutin) 분자들을 합성한다. 즉, mt＋ 응집소 및 mt－ 응집소는 상염색체

에 있는 성응집(SAG1) 및 성접착(SAD1) 유전자들이 발현되어 각각 합성된다. 응집소들에 의해서 두 배우자 세포

들의 편모가 접착되면 cAMP가 신호전달 경로를 작동시켜서 편모의 끝 부부을 활성화시킨다. cAMP의 신호에 

반응하여 두 배우자들의 세포벽이 벗겨지고 2개의 편모 사이에서 각각의 교배구조(mating structure)가 발달한다. 

교배구조의 원형질막에는 mt
＋

 및 mt
－ 배우자-특이 융합 단백질인 Fus1 및 Hap2/Gcs1이 있다. 이 단백질들의 

상호작용으로 두 교배구조가 접촉되면, 두 배우자 사이에 세포질이 연결되어 수정세관(fertilization tubule)이 발

달한다. mt＋ 및 mt－ 배우자들의 핵과 엽록체가 융합되면 2배체의 접합자가 형성된다. 그 후 배우자들의 특성은 

사라지며 융합단백질들(Fus1 및 Hap2)이 분해되고 접합자-특이(zygote-specific) 유전자들이 활성화 된다. 접합자

는 24시간에 걸쳐 두꺼운 세포벽을 가진 접합포자(zygospore)로 발달한다. 어린 접합자에서 교배 후 60분 이내에 

mt－ 엽록체 DNA와 mt＋ 미토콘드리아 DNA가 선택적으로 제거된다. 따라서 이 두 소기관들은 각각 mt－ 미토콘

드리아 DNA와 mt
＋

 엽록체 DNA만 남아서 단친유전(uniparental inheritance)이 이루어진다. 적당한 조건이 되면 

접합포자가 감수분열과 발아 과정을 거쳐 반수체 영양세포가 방출되어 새로운 세대가 다시 시작된다. 

156. Zhang, Y. and Snell, W. J. 1994. Flagellar adhesion-depend-

ent regulation of Chlamydomonas adenylyl cyclase in vitro: 

a possible role for protein kinases in sexual signaling. J. 

Cell Biol. 125, 617-624.

157. Zhao, H., Lu, M., Singh, R. and Snell, W. J. 2001. Ectopic 

expression of a Chlamydomonas mt
＋-specific homeodomain 

protein in mt－ gametes initiates zygote development with

    out gamete fusion. Genes Dev. 15, 2767-2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