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습 목 표

1.동물계통분류의 기준을 이해한다.

2.동물계의 계통을 인식한다.

3.해면동물의 특징을 이해한다.

4.자포동물의 특징을 이해한다.



지난 시간 줄거리

1.종의개념은 학문적 바탕과 시대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형
태학적 종, 생물학적 종, 진화학적 종, 분자생물학적 종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2.최근 계통분류학적 연구방법으로서는 분자생물학적인 연
구방법으로서, DNA염기서열을 많이 이용한다. 

3.영장류는 원원류와 진원류로 분류되고, 진원류는 신세계원
숭이류, 구세계원숭이류, 고등영장류로 분류된다. 고등영장
류에는 인간을 포함하여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원숭
이가 포함된다.

4.이동성유전인자(SINE, LINE, LTR elements)는 종 특이적
인 바이오 마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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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세포또는다세포

2. 발생단계에서이배엽또는삼배엽

3. 비대칭, 방사대칭, 또는좌우대칭

4. 체강의유무와성질

5. 소화관의유무

6. 체절또는비체절

7. 부속지또는관절의유무

8. 골격의성질과위치

9. 척색또는척추의유무

10. 기관계의구조와위치

11. 유생의모양과구조

동물계통분류의 기준

동물계는다음과같은특징들을기준으로하여여러문으로분류한다.



I.원생동물아계 (subkingdom protozoa) 원생동물 (protozoa)

II.후생동물아계 (subkingdom metazoa)

1.측생동물 (parazoa) 해면동물 (porifera)

2.방사대칭동물 (radiata) 유즐동물 (ctenophora)

자포동물 (cnidaria)

3.좌우대칭동물 (bilateria)

가.선구동물 (protostomia)

A.무체강동물 (acoelomates) 편형동물 (platyhelminthes)

B.의체강동물 (pseudocoelomates) 선형동물 (nematoda)

윤형동물 (rotifera)

C.진체강동물 (eucoelomata) 연체동물 (mollusca)

환형동물 (annelida)

절지동물 (arthropoda)

나.후구동물 (deuterostomia)

극피동물 (echinodermata)

척색동물 (chordata)

동물계의 계통



동물은 2아계로 나누는데 단세포로 되어 있는 것이 원생동물아계

이며 다세포로 되어 있는 것이 후생동물아계이다.

후생동물 중에서도 조직의 분화가 거의 없어 세포적인 단계에

있는 것을 측생동물이라 한다.

대칭의 상태에 따라 방사대칭동물과 좌우대칭동물로 나뉘며,

전자는 이배엽성이고 후자는 삼배엽성이다.

좌우대칭동물은 체강의 유무와 성질에 따라 무체강, 의체강,

진체강동물로 나뉜다.

또한 이들은 발생상 입이 생기는 위치와 양식에 따라 선구동물과

후구동물로 나뉜다. 선구동물에서는 낭배의 원구가 나중에 나뉘져

입과 항문이 생기고 후구동물에서는 원구가 항문의 형성에만 기여

하고 입은 이차적으로 반대측에서 생김으로써 형성된다.





해양미생물 – 생리활성물질의 중요한 자원

Rateb and Ebel, Nat. Prod. Rep., 2011, 28, 290-344

• 해양미생물은 생리활성천연물 개발의
중요한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음

• 특히 해면, 자포동물 등 해양무척추동물
의 공생미생물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
들 공생미생물은 해양생태계에서 숙주
생물의 화학적 방어기전에 기여하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이들 공생미생물로부터 해양병
원균에 대한 항균물질의 발견 가능성이
높음

해면, 자포동물 등 해
양무척추동물로부터
미생물 분리 및 활성
검색

활성물질 분리
정제, 구조규
명

현장적용시험

효능최적화
및 대량생산
공정

제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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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포의후생동물중기관의분화정도가낮으며발생학상포배기에해당하

는동물이다. 유생은유영생활을하지만성체는고착생활을한다.

해면동물의구조는그형태나특징들이다른동물과진화관계가없기때문에

측생동물이라고도한다.

해면동물 (Porifera)

해면동물



진정한조직과기관이없으며, 세포내소화이고순환과호흡은확산에의

한다. 몸의표면에는많은소공 (ostium)이있는데, 이것은입수공이고꼭

대기에하나의대공 (osculum)이출수공이다. 

물은소공으로들어가서위강 (gastral cavity)를거쳐대공으로나간다. 

위강의벽은동정세포 (choanocyte)로구성되며, 편모를움직여물을일

정한방향으로흐르게한다. 

크로크해면



동정세포와연결되어있는변형세포 (amoebocyte)는중요한모든기능을담

당하고있는데, 즉위족을이용하여이동하고먹이를소화하여분해및배출

시키거나산소를운반하며뼈대성분(침골, 골편)도만든다. 이세포는또한

다른기능을가진세포로변형해서난자와정자를만들기도한다. 골격은탄

산석회, 규산질또는해면질로여러형태로흩어져있는데, 이로서다음과같

이분류한다

예쁜이해면





(1)석회해면강 (Calcarea) :싸리버섯해면 (Grantia),류콘해면 (Leucosolenia)

싸리버섯해면
(Grantia)

(2)육방해면강(Hexactinellida) :

해로동혈해면 (Euplectella), 유리해면 (Hyalonema)

(3)보통해면강 (Demospongia) :

민물해면 (Spongilla),풀해면 (Oscarella),

목욕해면 (Spongia)

목욕해면



석회해면류 골편 보통해면류 골편

육방해면류 골편 해면질섬유



아스콘형
시콘형

류콘형



Homeobox Gene Clusters



동정세포 (Choanocyte)



느슨한 세포의 집합체. 단순한 동물세포의 모임. 공동목표를 향해 협조

세포가 자신을 계속 복제하여, 상호 인식하여 큰 덩치를 형성

즉, 단순한 세포간의 상호 관계에 의존하면서 서로 인식 (높은 재생 능력 가짐)

몸 속에 구멍이 있는 것이 특징. 소공-입수공; 대공-출수공

몸에는 물의 흐름을 위해 많은 구멍, 관계(canal system), 편모실이 있음

신경계나 근육, 뇌가 없는 생물체

피층은 편평세포로 구성. 위층(gastral layer)는 수류를 일으키는 동정세포

동정세포 옆에 변형세포(amoebocyte)가 있어, 음식물 섭취 및 소화 담당

변형세포: 산소 운반, 골편(침골) 형성, 정자, 난자 생성

몸의 형태는 일정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함



응 용 분 야

세포의 재생 능력, 동정세포-변형세포의 특수성, 콜라겐(단백질)으로 형태 형성
(의, 약학, 식품, 화장품 개발 가능)
(항종양성분 추출, 생리활성물질 발굴)

목욕해면(spongi)-목욕용품 및 세척용품으로 가공 판매 가능

형태 및 구조적인 특징을 활용한다면, 방음 장치, 물 정화작용, 아토피 피부질환



1000만분의 7초…

먹이잡는 히드라,해파리

‘속도왕’

자 포 동 물





1,해파리 폴립(부착유생) 1마리는
변태와 성장과정(약 6-7개월 소요)을
거쳐 성체 5,000마리로 증식 가능함. 
이에 해파리 폴립을 제거하는 것이
향후 해파리의 대량번식을 막는 가장
쉽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되고
있음

2,레티노산(retinoic acid) 신호전달계: 
레티노산은 비타민 A의 유도체로서, 
형태형성인자임. 이를 매개로 상피
조직의 성장과 분화, 배아의 중추
신경계의 발달 등, 성장과 발생과정이
유도됨.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쌍 8만1천개, 고리형 아닌 선형구조 가져

꽃말미잘



자포동물 (Cnidaria)

자포동물은움직일수있는최초의육식동물이다.

(신경과근육조직으로움직임)

발생학상 낭배기에 해당하는 2배엽성의 동물로서, 몸속에 하나의 강장

(coelenteron)이있으며표피에자포 (nematocyst)가있어먹이를죽이거

나적을방어하는데이용한다. (자포:독으로채워진실모양의발사체)

그들의몸은방사대칭또는이방사대칭이며,고착생활을하는폴립형과

자유생활을하는해파리형의 2종류의생활형이있다.

신경계는산만신경계이며, 약간의 감각기관이 있으나배설기관과 순환

기관은 없다. 출아법과 이분법으로 무성생식을 하며, 생식세포에 의한

유성생식으로증식하는경우도있다.











(1) 히드로충강 (Hydrozoa) : 히드라 (Hydra), 혹히드라 (Obelia)

해파리형 히드라
폴립형 히드라

바다밑에 핀 히드라꽃



(2) 해파리강 (Scyphozoa) : 물해파리 (Aurelia), 문어다리해파리 (Mastigias)

버드나무해파리

문어다리해파리

붉은해파리



해변말미잘 산호말미잘

돌산호

(3) 산호충강 (Anthozoa) : 말미잘 (Actinia), 돌산호(Madreporaria)



경해파리같은
히드라

분해파리 입방해파리 말미잘,산호





자 포 동 물

최초로 움직일 수 있는 육식동물 – 신경과 근육조직으로 움직임

움직이면서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 먹이포획 !  천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음

방어나 먹이 포획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세포(刺細胞)를 지니고 있음.

말미잘은 먹이를 촉수로 유혹하는데, 촉수에는 독을 지닌 자포가 있어 먹잇감이
접근하면 총을 쏘듯이 자포(독으로 채워진 실 모양의 발사체-마취제임)를 발사함

자포에 쏘여 마비된 먹이는 촉수에 의해 입으로 옮겨지고 강장에서 소화되는데, 
항문이 따로 없어 소화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입을 통해 나감

히드라 - 재생능력 있음
해파리 – 수영으로 소용돌이와 물의 흐름을 조절해 -→ 먹이포획

산호 – 개별 싸움은 하지 않음. 방대한 군체생활. 화합과 협력의 삶 개척.
말미잘 – 수영할 수 있는 말미잘 스톰피아는 단순한 신경계만 가지고 있음

템포조절을 통해 복잡한 행동패턴을 보임 (색다른 행동을 연출함)



말미잘의 독은 잘 활용하면 약이 됨

해파리의 근육은 식용으로 활용

산호충류의 골격은 건축재료인 블록이나 시멘트를 만드는 석회로 이용

추출물은 항종양, 항염증성 성분



학습 요약 정리
1.동물계통분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세포/다세포, 이배
엽/삼배엽, 방사대칭/좌우대칭, 체강 및 소화관의 유무, 체절
/비체절, 관절의 유무, 골격성질/위치, 척추의 유무, 기관계
구조/위치, 유생의 모양/구조. 

2.동물계의 계통은 방사대칭(자포동물), 좌우대칭[선구동물
(무체강-편형동물)(의체강-선형동물)(진체강-절지, 환형, 연
체동물), 후구동물(장체강-극피, 척색동물)]로 나뉜다.

3.해면동물-동정세포:편모 움직여 먹이 획득. 변형세포:먹이
소화, 분해/배출, 산소운반, 뼈대성분 만듦, 난자/정자 생산.

4.자포동물-신경과 근육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초의 육
식동물. 독으로 채워진 자포로 먹이 획득. 
히드라, 해파리, 산호.



다음 차시 예고…

1.편형동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2.선형동물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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