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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sperm)와 난자(egg)의 수정(fertilization) 

• 난자(egg)

- 크고 대칭성, 비운동성

- zona pellucida : O-와 N-링크의 oligosaccharides를 포함하는

glycoprotein(ZPGPⅠ-Ⅲ), 종 특이성을 가진 barrier 

source : wikipedia



• 정자(sperm)

- 작고 비대칭성, 운동성

- tail : 편모기관(flagellar 

apparatus), 9+2의 microtubule로

구성, 운동단백질 dynein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움직임

- midpiece : 미토콘드리아의 덮개

를 포함하여 ATP를 생산

- head : haploid nucleus를 포함

머리 앞부분에는 막 형태 포낭

(vesicle)인 acrosome이 있음

source : wikipedia



• 정자(sperm)

- 정자의 원형질막(plasma membrane)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PH-30으

로 fertilin임, fertitlin은 정자-난자의 원형질막 융합에 관여함

- acrosome은 골지체(Golgi)에서 유래한 lysosome과 유사한 부분으로서, 낮은

pH이며 가용성 가수분해효소(soluble hydrolase)인 acrosin(serin protease)를

포함

- plasma membrane부터 핵막(nuclear membrane)까지 총 4개의 막으로 구성, 

acrosome reaction 동안 외부의 acrosome 막은 원형질막과 융합하여 acrosin

을 분비하고 내부 acrosome 막이 노출됨



 수정(fertilization)의 4단계

• 준비(preparation)

• 결합(binding)

• 융합(fusion)

• 활성화(Activation of zygote)



• 준비(preparation)

- 사정된 정자는 바로 난자를 수정시킬 수 없음. 

- 질 속에서 정액이 희석되면서 수정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를 capacitation이라

함

- 정자 속의 Ca++ level 증가, 정자의 운동 강화, 꼬리 운동 빈도 변화, 정자의

표면에서 항원이 없어지면서 난자와 결합이 용이해짐



• 결합(binding)

-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서 acrosome reaction이 일어남. Acrosome의 내용물이

분비되면서 Na+ 유입과 H+ 유출이 균형을 이루어서 pH가 상승함. 

- pH 상승은 profilactin 복합체를 actin과 profilin으로 분리시키고 이때 actin 

monomer들이 결합하여 filament 모양(the acrosomal process)을 형성함. 

- acrosomal process 가 난자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정자와 난자 원형질막의 융

합을 일으킴.  

source : Sase I, et al. J. Cell Biol. 131, 963-973 (1995)



• 결합(binding)

- 정자에 대한 난자의 receptor : 수정되지 않은 난자로부터 떼어낸 zona 

pellucida에서 배양된 정자는 난자를 수정시키지 못함. 반대로 수정된 난자

로부터 분리된 zona pellucida에서 배양된 정자는 난자를 수정시킬 수 있음. 

즉, 난자의 zona pellucida에 있는 ZPGPⅢ가 정자가 난자와 결합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receptor이며, 이때 정자의 결합에 관여하는 것은 O-

linked oligosaccharide임. 



• 결합(binding)

- 난자에 대한 정자의 receptor : Golgi enzyme의 하나인 galactosyl

transferase는, donor의 nucleotide sugar인 UDP-galactose와 O-linked 

oligosaccharide 사이의 반응을 촉매하여 galactosyl residues를 O-linked 

oligosaccharide로 옮겨줌. 

- 골지체가 없는 정자는 원형질막의 표면에 galactosyl transferase를 가지고

있는데, 사정된 정자는 galactosyl transferase를 둘러싼 oligosaccharide를

가지고 있다가 capacktation 과정에서 이것이 제거되면 ZPGPⅢ와 같은 또

다른 cargohydrates와 결합할 수 있게 됨. 이때 galactosyl(galactose) 

residue가 이동하여 변형된 oligosaccharide가 분비되며, high energy UDP-

galactose가 필요하므로 정자는 난자의 zona pellucida에 바짝 붙게 됨. 



• 결합(binding)

- 결합이 이루어지면 zona pellucida가 다시 acrosome reaction을 촉발함.

- acrosome의 가장 밖의 원형질막이 원형질막과 융합하면서 acrosome의 내

용물이 분비되며, 이 중 acrosin과 N-acetylglucoaminidase이 포함됨.

- acrosin은 zona pellucida를 뚫는 역할을 하며, N-acetylglucoaminidase는

ZPGPⅢ의 O-linked oligosaccharide를 가수분해하여 정자가 분리되도록 함. 



• 융합(fusion)

- 정자와 난자의 원형질막이 융합되는 과정은 최근까지도 제대로 밝혀져 있

지 않음.  

- 정자의 membrane protein인 PH-30 즉 fertilin이 융합에 관여하는데 α, β 

타입의 소단위(subunit)로 나뉨. α타입의 hydrophobic domain은 막 융합에

관여하고 β타입의 disintegrin domain은 정자-난자의 융합을 막음. 

- Fertilin이 정자-난자 막 융합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의 메커니즘은 아직 정확

하게 밝혀져 있지 않음. 정자-난자 융합에 관여하는 난자의 integrin은 α6β1

으로 알려져 있음. 



source : dreamstime.com

Human Sperm and Egg Fusion Diagram with all fertilization process and stages step by step including 
contact acrosomal cortical reaction growth fusion of plasma membrane entry of sperm nucleus



• 융합(fusion)

- 정자가 난자와 융합되면 꼬리의 움직임은 즉시 멈춤. 

- 정자는 길쭉하게 난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정자의 핵과 세포기관들이 난

자의 세포질(cytoplasm) 속에 포함됨. 

- 정자의 핵은 염색질(chromatin)이 분해되고 다시 새로운 핵의 주머니를 만

들어 male pronucleus를 형성함. male pronucleus는 microtubule을 통하여

세포의 중앙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female pronucleus와 결합함. 

- 다른 세포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배아의 세포분열 시기까지 존재하여 발달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됨.



• 활성화(activation of the zygote)  

- 수정 즉시 난자는 polyspermy(다정자수정)를 막음. Polyspermy는 배아의

결함과 발달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 정자와 난자의 융합 이후 난자는

cortical reaction을 통하여 polyspermy를 막음. 

- 난자의 plasma membrane 바로 밑에 cortical granule들이 있는데, 정자가

들어오면 perivitelline space(zona pellucida와 plasma membrane의 사이) 

안으로 내용물을 분비하여, plasma membrane과의 융합이 촉발됨. 내용물

은 ovoperoxidase와 hydrolase임. ovoperoxidase는 세포 외부를 딱딱하게

만들거나(성게) 정자를 죽이는 spermicial agent 역할을 함(포유류). 

- 또한 특정 hydrolase는 ZPGPⅢ의 O-linked oligosaccharide를 약화시켜서

다른 정자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막음. 

- 난자의 활성화는 새로운 zygote을 발달을 이끌며, 배아의 발달에 필요한 단

백질 합성이나 기타 대사 과정을 진전시킴. 



• Mechanism of Fertilization: A Modern View

- Masaru Okabe. Exp. Anim. 63(4). 2014. 



• Mechanism of Fertilization: A Modern View
- Masaru Okabe. Exp. Anim. 63(4). 2014. 

현대 관점에서 수정의 메커니즘.

A)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0개 이상의 유전자를 파괴하면 난자로의 정자 이동 활성 상실로 인한 유사한
남성 불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정자 표면 ADAM3(빨간색 점)의 손상은 각 경우에 분명했다. 기본적으로
ADAM3은 정자가 난관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의 Ly6k 파괴 실험은 정자가 난관으로
이동하는 동안 어떤 알려지지 않은 대체 인자(들)가 기능 할 수 있다고 제안 할 수 있다.

B) 많은 spermatozoa가 cumulus-free oocytes와 혼합되었을 때 zona pellucida에 결합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정자 표면에 ADAM3(또는 몇 가지 대체 인자)의 발현은 정자가 정소에 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는 관점에서 정자 수정화 능력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 결합 능력은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졌
다. oviduct 이주 단계가 우회되면 소위 "zona 결합" 능력을 잃은 정자는 여전히 생체 내에서 난자를 수정
하게 할 수 있다.

C) 정자는 acrosome reaction이라고 불리는 형태학적 변화를 거쳐야 한다. Acrosome은 다양한 가수 분해
효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구 세포 반응 시 exocytosis는 정자가 난자 투자에 침투하도록 도와주는 것으
로 생각된다. B)에서의 관찰을 고려할 때, 정자가 zona와 결합할 때 실제 acrosome reaction이 유도 된 것
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관찰에 의하면 정자는 zona와 접촉하기 전에 acrosome이 반응한다는 것
을 나타낸다.

D) zona와 결합과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acrosome reaction의 시기에 대한 현대적 견해는 생체 외 공간으
로부터 회수 된 acrosome reaction된 정자가 zona를 두 번 통과하여 난자를 수정하게 할 수 있음을 입증
하는 실험에 의해 증명되었다.

E) Acrosome reaction된 정자만이 난자와 융합 될 수 있다. 정자에 대한 IZUMO1은 본질적으로 융합에 필
요하다. IZUMO1은 손상되지 않은 정자에서 원형질막 아래에 숨어 있다. Sperm-egg 융합을 위해
acrosome reaction이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는 acrosome reaction 시 원형 막 아래 숨겨진 IZUMO1이 정
자 표면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계란의 CD9는 수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CD9는 IZUMO1과 직접 상
호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Sperm-egg 융합의 메커니즘을 해명하기 위해 실제 대응 물의 발견이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는 JUNO가 IZUMO1 상호 작용 인자로 밝혀졌다.



 세포분열(cell division) 

• 무사분열(amitosis) : 세포분열 과정에서 방추사가 나타나지 않는 분

열. 주로 단세포생물에서 나타남.  

• 유사분열(mitosis) : 세포분열 과정에서 방추사가 나타나는 분열.

• 감수분열(meiosis) :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로 절반의 유전자

만 전해짐.  



Mitosis
One cell gives rise to two genetically identical daughter cells during the process of mitosis 

source : Encyclopedia Britannica, Inc.



• Nine unanswered questions about cytokinesis

- Thomas D. Pollard. J. Cell Biology. 216(10). 2016. 

모델 시스템에 대한 실험에 따르면 수축기 ring(amoebas, fungi, and animals)이 있는 세포에서의

cytokinesis는 10억년 동안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유 된 분자

메커니즘에 달려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참여하는 단백질을 확

인하고 furrow를 위치시키고, 수축 ring을 조합하고, 원형 막에 ring을 고정 시키며, ring 수축을 유

발하고, furrow를 형성하고, ring을 분해하고, plasma membrane을 furrow에서 확장시키고, 딸세포

막을 분리시키는 등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에 달려 있다.

반세기에 걸친 실험에서 cytokinesis 유전자가 초기의 진핵 생물에서 출현하여 amoebas, fungi, 

animals로 이어지는 생명의 분화에서 contractile ring이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의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세포질에 관한 9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고 분자 메

커니즘에 대한 만족스러운 이해를 만들어내는데 적합한 모델 유기체에 대하여 연구하는 황금기를

기대할 수 있다.



• Nine unanswered questions about cytokinesis

- Thomas D. Pollard. J. Cell Biology. 216(10). 2016. 



• Context-Specific Mechanisms of Cell Polarity Regulation

- Amr H. Allam, Mirren Charnley, Sarah M. Russell. J. Mol Bio. 430. 2018 

세포 극성은 거의 모든 동물 조직에서 공유하는 필수 과정이다. 더욱이, 세포 극성은 세포가 이웃

하는 세포 및 주변의 미세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신호를 감지하고 반응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반

응은 세포 이동, 증식, 분화, 소포 매매 및 면역 반응을 비롯한 주요 생리적 과정을 조절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조절하는 극성 단백질 복합체는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간

에 고도로 진화 적으로 보존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극성 복합체는 세포-극성 상황에 따라

서로 상호 작용하고 중요한 신호 경로와 상호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정확

한 기작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 리뷰에서 우리는 상피 세포 극성, 세포 이동, 비대칭 세포 분

열 및 T 세포 면역학적 시냅스 어셈블리 및 신호 전달을 포함한 세포 극성의 다양한 형태를 조절하

는 주요 극성 복합체 SCRIB, PAR 및 Crumbs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Context-Specific Mechanisms of Cell Polarity Regulation

- Amr H. Allam, Mirren Charnley, Sarah M. Russell. J. Mol Bio. 430. 2018 

세포극성의 실행은 T세포의 상피세포 극성, 이동성, ACD 및 IS와 같은 많은 생리적 과정에 기본적

이다. 이 검토에서, 우리는 중요한 극성 복합체, SCRIB, PAR 및 CRB의 중요한 역할을 다양한 형태

의 견고한 셀 극성으로 처리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복합체 내의 단백질과 전체 복합체가 어떻

게 상호 작용하고 세포 극성 상황에 따라 중요한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 하는지를 논의했다.

이러한 극성 복합체가 진화적으로 많은 중요한 신호 전달 경로의 핵심으로 보전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체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정확한 메커니즘과 세포극성의 실행을 조율하기 위

해 다른 신호 전달 경로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 다른 모델에서 분명히

드러난 한 가지는 이러한 복합체의 적절한 위치가 기능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

합체의 국지화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을 해독하려면 이러한 복합체의 생물 물리학을 조사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생명의 탄생과 精神의 관계

• 『黃帝內經』의 精, 神과 陰陽變化에 대한 考察

- 백유상. J. Korean Medical Classics. 24(1). 2011

天之在我者, 德也, 地之在我者, 氣也, 德流氣薄而生者也. 故生之來謂之精, 兩

精相搏謂之神. 隨神往來者, 謂之魂. 並精而出入者, 謂之魄. 所以任物者, 謂之

心. 心有所憶, 謂之意. 意之所存, 謂之志. 因志而存變, 謂之思. 因思而遠慕, 謂

之慮. 因慮而處物, 謂之智. 『靈樞 本神』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陰陽二氣, 各有其精, 所謂精者, 天之一, 地之六也. 天以一生水, 

地以六成之, 而爲五行之最先, 故萬物初生, 其來皆水. 兩精者, 陰陽之精也, 搏, 交結也. 

易曰天數五, 地數五, 五位相得而各有合, 周子曰二五之精, 妙合而凝, 是皆兩精相搏之謂. 

凡萬物生成之道, 莫不陰陽交, 而後神明見, 故人之生也, 必合陰陽之氣媾父母之精, 兩精

相搏, 形神乃成, 所謂天地合氣, 命之曰人也. 又決氣篇曰兩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類經 藏象類 本神』



 생명의 탄생과 精神의 관계

• 『黃帝內經』의 精, 神과 陰陽變化에 대한 考察

- 백유상. J. Korean Medical Classics. 24(1). 2011

黃帝曰: 余聞人有精氣津液血脈, 余意以爲一氣耳, 今乃辨爲六名, 余不知其所

以然. 岐伯曰: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何謂氣. 岐伯曰: 上焦開

發, 宣五穀味, 熏膚, 充身, 澤毛, 若霧露之漑, 是謂氣. 何謂津. 岐伯曰: 腠理發

泄, 汗出溱溱, 是謂津. 何謂液. 岐伯曰: 穀入氣滿, 淖澤注於骨, 骨屬屈伸, 洩澤

補益腦髓, 皮膚潤澤, 是謂液. 何謂血. 岐伯曰: 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 

何謂脈. 岐伯曰: 壅遏營氣, 令無所避, 是謂脈. 『靈樞 決氣』

兩神, 陰陽也. 搏, 交也, 精, 天一之數也. 凡陰陽合而萬形成, 無不先從精始, 故曰常先身

生, 是謂精. 按本神篇曰兩精相搏謂之神, 而此曰兩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 

蓋彼言由精以化神, 此言由神以化精, 二者若乎不同, 正以明陰陽之互用者, 卽其合一之道

也. 『類經 藏象類 精氣津液血脈脫則爲病』



 생명의 탄생과 精神의 관계

• 『黃帝內經』의 精, 神과 陰陽變化에 대한 考察

- 백유상. J. Korean Medical Classics. 24(1). 2011

精과 神은 현대의학적으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인체의 구성요소들이다. 『黃
帝內經』을 살펴보면 精과 神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력을 창조하며 생명을 유지해 나가
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精의 축적 이후에 神이 머물러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精과 神은 생성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관계는 항상
陰陽 변화를 매개로 하고 있다. 이때의 陰陽 변화는 相搏 과정을 통하여 無極 또는 太極으로
의 복귀 즉, 合一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외부로부터 氣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無에서 有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에 精과 神이 주로 관여하고 있는데, 神은 창조력을 발휘하여 인간의 창조활동을 일으
키고, 精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관여함으로써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다. 精과 神의 창조력
은 陰陽의 일반적인 상호 관계와 유사하게 서로 상대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精
과 神의 이러한 陰陽 변화의 특징은 앞에서 分化보다는 궁극적으로 太極 또는 無極으로의
統一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精과 神의 창조 활동과 생명 유지가 현상세계의 인과
적인 變化보다는 형이상학적인 先天의 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식과 물질의 관계

• 의식, body의 융합과 분할

- 세포질, 세포기관과 의식 : 정자는 단백질 합성 등에 관여하는 충분한 기관들을 가

지고 있지 않음. galactosyl transferase가 없는 경우에도 결합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고됨. 정자가 난자와 융합되면 꼬리의 움직임은 즉시 멈춰짐. 정자와 난자

의 융합 이후 난자는 cortical reaction을 통하여 polyspermy를 막음. 정자는 zona

와 접촉하기 전에 acrosome이 반응함.

- 의식 융합 및 분할의 조건

• Control의 두 가지 방식

- 글씨체의 전달

- 신경, 호르몬, 효소와 반응의 전달

- 의식과 body control의 비중과 협조 관계



 생명의 분열과 Holism 

• 대립과 공유의 양립

- 생명체의 극성과 분할

- 세포분열의 영속성

- 발생과 분화의 process

- 의식과 정보의 공유

- DNA의 의미

• 의식의 층차

- 약 60조 개 세포의 탄생과 죽음

- 세포, 기관, 전신 단위의 의식

- 심장의 활동



 삼음삼양과 경락의 분화

• 삼음삼양(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의 구역

聖人南面而立, 前曰廣明, 後曰太衝, 太衝之地, 名曰少陰, 少陰之上, 名曰太陽, 

太陽根起於至陰, 結於命門, 名曰陰中之陽. 中身而上, 名曰廣明, 廣明之下, 名

曰太陰, 太陰之前, 名曰陽明, 陽明根起於厲兌, 名曰陰中之陽. 厥陰之表, 名曰

少陽, 少陽根起於竅陰, 名曰陰中之少陽. 是故三陽之離合也… 

外者爲陽, 內者爲陰, 然則中爲陰. 其衝在下, 名曰太陰, 太陰根起於隱白, 名曰

陰中之陰. 太陰之後, 名曰少陰, 少陰根起於涌泉, 名曰陰中之少陰. 少陰之前, 

名曰厥陰, 厥陰根起於大敦, 陰之絶陽, 名曰陰之絶陰. 是故三陰之離合也, 『素

問 陰陽離合論』



 의학 패러다임의 전환

• Materialism 기반의 의학

- 물질 반응을 통한 질병 치료(body, 정신)

- 물질의 시각적 특성 기반의 메커니즘

- 정신과 몸의 결합 치료

- 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

 물질, 공간, 시간, 의식

• 의식의 본질

- 시간 흐름의 정보 축적과 기억

- 공간, 시간의 불균질 또는 무늬[pattern]과 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