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가이드북

3D 프린터 산출물을 활용한 분자모형 제작과
단백질 구조 및 기능 이해하기
 프로그램 개괄

들어가며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중합체로 생체내부 같은 수
성환경에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갖는다. 단백질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매우 복잡
하여 현재까지는 아무리 빠른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단백질 구조를 예
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 화학적 속성은 비교적 간단하다.

아미노산과 곁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어떻게 20 종류의 아미노산 단위체의 각기
독특한 화학적 속성이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공헌하는지 직접 손으로 모
형을 만들어 보고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그림.1 3D 프린터로 프린팅 된 단백질 분자모형
인슐린(좌), 헤모글로빈 (중): 알파글로빈 (흰색), 베타글로빈 (빨간색), 분리된
베타글로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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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용

[활동 1] 다음 용어들의 개념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자.
1.사람의 몸엔 100 조(1012)개가 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세포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최소의 단위이며, 이러한 세포내 생명활동은 2만 여개의 서로 다른 단백
질의 기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백질은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대분자이며, 중합
체이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의 이름은 무엇인가? 몇 종류의 아미노산이 단백
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가?

아미노산, 20종류

2.모든 생명체는 단백질을 세포내 생명활동에 사용한다. 대장균, 효모, 사람
이 단백질 합성에 사용하는 아미노산들은 서로 다른가? 여러분을 생각을 서로 나
누어 보자.

동일한 아미노산을 사용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Tip (필요하다면, 다음의 질문을 학생들에게) 대장균, 효모, 사람에게서 각각 일어나는
동일한 대사과정 (예: 해당과정)에 사용되는 단백질 효소들은 서로 어떻게 다를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종에 발현된 단백질의
차이에 대해 구조와 기능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토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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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미노산의 기본구조를 그려 봅시다.

(힌트) 아미노산은 아미노그룹, 카복실그룹 그리고 20종류의 곁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아미노산 곁가지들은 화학적 성질에 의해 다섯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
다. 각 그룹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가) 소수성(무극성)
(나) 친수성(극성)
(다) 양전하 (염기성)
(라) 음전하 (산성)
(마) 이황화 결합을 맺는 시스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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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아미노산 모델을 이용하여 위에서 토론한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이해해보
자.

- 아미노산 곁가지 모델들을 살펴보자.(그림2)
●탄소 원자 - 회색
●질소 원자- 파란색
●산소 원자 - 빨간색
●수소 원자 - 흰색
●황 원자 - 노란색

그림.2 아미노산 곁가지 모형

1.각각의 곁가지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살펴보자 (색깔에 유의하여).
어떤 비슷한 패턴을 발견 할 수 있는가?

(가) 소수성(무극성) -회색: 탄소원자
(나) 친수성(극성) - 파란색, 빨간색, 회색: 산소, 질소, 탄소원자들로 구성. 트립토판
은 예외.
(다) 양전하 (염기성) - 파란색, 회색: 질소와 탄소로 구성
(라) 음전하 (산성) - 빨간색, 회색: 산소와 탄소로 구성
(마) 이황화 결합을 맺는 시스테인  황과 탄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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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 종류들의 아미노산들을 곁가지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분류해보자.

[활동 3] 아미노산 모델을 이용하여 1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모형을
만들어보자.
- 무작위로 15개의 아미노산을 선택하되 6개 소수성, 2개 산성, 2개 염기성, 3개
의 친수성 아미노산과 2개 시스테인 아미노산을 포함하도록 한다.
- 7.6 cm 간격으로 아미노 말단 (파란색) 으로부터 카복실 말단 (빨간색) 까지 15
개의 곁가지를 선형결합 형태로 각각의 곁가지를 설치한다.(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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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15개의 아미노산 곁가지를 배열하여 폴리펩티드 체인을 만든다.

-단백질 모형을 만들 때,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작용들을 적용하여
보자.

그림.4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작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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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미노산

단위체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 단백질 구조를 무엇이라고 하는

가?
단백질 1차 구조

2. 1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나만의 단백질이 완성되었다 (1차 구조).
아미노산 배열을 각각의 원안에 적어보자.

그림.5 15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나만의 단백질

3. 산성과 염기성 곁가지(A) 사이엔 어떤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까?
이온결합, 양성과 음성 이온들 사이에서

4. 두 개의 시스티인 아미노산 (B) 사이엔 어떤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는가?
이황화결합, 공유결합이다.

- 7 -

5.소수성 곁가지(D)를 가진 아미노산이 선호하는 위치와 그 이유는?
물을 밀어 내고 구형구조의 안쪽, 물을 싫어하는 성질(소수성) 때문에

6. 친수성 곁가지(E)를 가진 아미노산들은 어떤 위치를 선호할까?
단백질의 표면, 수성환경과 접한 부위

7.나만의 단백질 모형의 사진을 찍어 부착하고, 단백질 구조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친 화학적 요인들을 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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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모형을 관찰하며, 헤모글로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토론해보자.

그림.6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헤모글로빈 4차 구조, 알파글로빈(흰색), 베타글로빈(빨간색)

1.헤모글로빈의 기능은 무엇인가?
폐에서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몸 안의 조직에서 폐로 운반하는 기능

2.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발현되는 세포는?
혈액내의 적혈구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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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헤모글로빈 단백질은 2개의 알파 글로빈과 2개의 베타 글로빈으로 이루어
져 있다. 몇 차 구조인가?
단백질 4차 구조

« 겸형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구성하는 베타글로빈의 6번째 아미
노산인 글루타믹에씨드가 발린으로 변형되어 일으키는 유전병이다.

표.1 정상 헤모글로빈과 겸형적혈구 헤모글로빈의 비교

4. 겸형적혈구 빈혈증은 글루타믹에시드가 발린으로 바뀌어 베타글로빈의 구
조에 변형이 생겨 일어난다. 발린의 어떤 화학적 성질에서 기인한 것인가?
발린은 소수성 아미노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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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이를 발표해 보자.

발린은 소수성 아미노산이다. 글루타믹에씨드는 친수성이며, 산성 아미노산으로 발린의
소수성 때문에 베타 글로빈의 구조가 겸형 모양으로 변형되었고, 변형된 헤모글로빈은
서로 결합하여 섬유화를 일으키게 된다.

☀ 수업 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open questions
단백질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수명이 다한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못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특히 신경세포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세포에 어떤 악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학생들의 예시)
▸ 세포 내에서 독성 작용을 할 것이다. (쓰레기를 방안에서 치우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방
안에서 정상적인 활동(기능)이 힘든 것처럼.
▸ 특히 신경세포는 분화하지 않는 세포이기 때문에 독성으로 세포가 사멸하게 되면 신경세
포가 뇌에서 수행하는 기능들, 기억, 감정, 근육운동 등등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이러한 세포 내 독성 작용은 나이와 연관이 있어 노화과정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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