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습 목 표

1.편형동물의 특징을 이해한다.

2.편형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응용분야 및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3.선형동물의 특징을 이해한다.

4.선형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응용분야 및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시간 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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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형동물은등과배쪽이편평하거나가늘고긴좌우대칭이며, 3배엽성

동물이다.

소화계는 입과 창자는 있으나 항문이 없으며, 배설계는 원신관

(protonephridium)으로 가지모양으로 된 관인데 가지 끝에는 많은

불꽃세포 (flame cell)가 있어, 이 속에 있는 섬모에 의하여 노폐물이

배출된다.

생식계는 복잡하며 대부분이 암수한몸이다. 신경계는 사다리 모양의

중추신경계를 가지며, 혈관계는 없다. 이들은 바다, 민물, 육상에서

자유생활을하지만기생생활을하는종도있다.

편형동물 (Platyhelminthes)





(1)와충강 (Turbellaria) :플라나리아 (Planaria),산꼴플라나리아 (Phagocata)

플라나리아

(2) 흡충강 (Trematoda) : 간디스토마 (Clonorchis), 허파디스토마 (Paragonimus)

간디스토마(간흡충)

간흡충의 알

허파디스토마
(폐흡충]

폐흡충의 알

(3)촌충강 (Cestoda) : 민촌충 (Taeniarhynchus),갈고리촌충 (Taenia)



플라나리아 : 불로장생의 비밀-PNAS, 2012년

플라나리아 몸 어디를 절단해도 어느 곳에나 새로운 뇌와 머리가 재생

29조각이면, 29마리의 플라나리아 탄생-최초의 것과 동일한 형태와 성질

최초의 한마리가 2만 마리까지 재탄생.

Smed-prep 유전자와 연관



Smed-prep, encoding a TALE class homeodomain, is described as the
first gene necessary for correct anterior fate and patterning during
planarian regeneration.

Smed-prep is expressed at high levels in the anterior portion of whole
animals, and Smed-prep(RNAi) leads to loss of the whole brain during
anterior regeneration.

http://www.ncbi.nlm.nih.gov/core/lw/2.0/html/tileshop_pmc/tileshop_pmc_inline.html?title=Click%20on%20image%20to%20enlarge&p=PMC3&id=2858555_pgen.1000915.g001.jpg










순흡충목 이생목 단생목





탐색과 파괴능력을 갖춘 최초의 사냥꾼
최초로 뇌를 가진 동물
원시두뇌와 입체적 감각을 가진 최초의 동물

자신의 몸을 제어할수 있는 능역을 갖춘 동물
방향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물

와충류는 지렁이의 점액흔적을 따라 지렁이를 추적함
와충류의 점액은 마취성분임

편형동물은 전투를 하여 이긴쪽이 정자를 패배자의 온몸에 뿌림
진쪽은 임신을 하고 엄마역할을 함
몸 표면 어디서나 수정이 가능함



윤형동물 구두동물 복모동물 선형동물
유선형동물

새예동물 동문동물 로시페라



선형동물의 몸은 가느다란 원통모양으로 양끝이 뾰족하고 두꺼운 각피로 덮혀

있으며비체절성이다.그들은위체강 (pseudocoel)을가지고있고,입에서항문에

이르는 완전한 소화관을 가지고 있다. 원신관, 순환계 및 호흡계는 없으나, 배설

선 세포 (excretory glandular cells or renette cells)가 있다. 자웅이체이며 자유생

활을 하는 것과 기생생활을 하는 것이 있다. 척추동물의 몸에 회충 (Ascaris), 요

충 (Enterobius),십이지장충 (Ancylostoma),편충 (Trichuris)등이기생한다.

선형동물 (Nematoda)

회 충 요 충







윤형동물 구두동물 복모동물 선형동물
유선형동물

새예동물 동문동물 로시페라



학습 요약 정리

1.편형동물, 플라나리아는 불로장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몸 어디를 잘라도, 새로운 뇌와 머리가 재생된다(Smed-preb
유전자 연관).

2.편형동물, 탐색과 파괴능력을 갖춘 최초의 사냥꾼.

3.편형동물, 원시두뇌와 입체적 감각을 가지고 있음.

4.편형동물, 몸 표면 어디에나 수정 가능함.

5.선형동물-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다음 차시 예고…

1.연체동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2.환형동물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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