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습 목 표

1.연체동물의 특징을 이해한다.

2.연체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응용분야 및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3.환형동물의 특징을 이해한다.

4.환형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응용분야 및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시간 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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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동물의몸은좌우대칭이지만비대칭인종도드물지않다. 체절을갖지

않으며, 머리, 발, 내장낭 (visceral mass) 및 외투막 (mantle)로 구성되어

있다. 외투막이라고 불리는 체벽의 특수한 주름에서 분비되는 패각

(shell)을대부분갖는다. 체강은진정체강으로생식강 (reproductive cavity),

위심강 (pericardial cavity), 신강 (renal cavity)이 축소되어 남아 있으며

항문은외투강 (mantle cavity)으로열려있다.

개방혈관계 또는 폐쇄혈관계를 가지며, 이것은 심장, 동맥과 정맥, 혈동

(sinus)으로 구성된다. 심장은 보통 3칸으로 되어 있으며, 가스교환은

아가미,폐,외투막및체표로한다.

신경계는쌍을 이룬뇌신경절,흉신경절,족신경절, 내장신경절과 이들에서

나온신경색,그리고피하신경총등으로구성되어있다.

평형, 후각, 미각, 촉각을 맡는 감각기관이 발달해 있으며 두족류에서는

시각기관이잘발달되어있다. 무척추동물중절지동물다음으로가장많은

종을가진분류군으로약 15만여종이현생하고있다.

연체동물 (mollusca)



출현시기 : 고생대 캄브리아기
분포지역 : 남북 아메리카 태평양,   

남태평양, 홍해, 하와이

단판강 (Monoplacophora) : 네오필리나 (Neopilina)



다판강 (Polyplacophora) : 딱지조개 (Chitons)

[서식지] 바위가 많은 온대의 바닷가에 서식하며, 

바위에 붙어 삼. [번식] 암수 구분이 있어 수컷은

바닷물에 정자를 뿌리고 암컷은 줄처럼 알을 낳는데

알은 단독으로 떠다니기도 하고 줄이나 공처럼

뭉쳐서 다니기도 함.



무판강 (Aplacophora) : 파라메니아 (Paramenia) 

세줄무판류(Three lined aeolid) 

서식지: 알라스카에서 바자

붉은아가미무판류

(Red gilled aeolid)

서식지 : 알래스카의오레건과
일본과 북대서양지역



굴족강 (Scaphopoda) : 뿔조개 (Antalis)

화석 발견지 : 전세계

시기 : 트라이어스-현대

특징

껍질이 관모양으로 길어 상아를 닮았고 모래를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 있으며 아래

끝으로 발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촉각이나 눈은 없음. 표면에 힘있게 생긴 세로줄 모

양은 주변 침전물에 의해서 형성된 것임. 각정은 곧은 편이나 끝으로 가면서 좁아지

며 약간 굽어 있음.보통은 30-100m 깊이의 모래 밭에서 살고 있으며 각정부에는 9

개의 가늘고 예리한 종륵이 있음.



복족강 (Gastropoda) 

고리방석 고등 조개(Ring top shell) 

서식지: 알라스카에서 바자

슬리퍼 조개(Sipper shell) 

서식지:미정, 해변 지역으로 추정



A. 전새아강 (Prosobranchia ) 

[1] 원시복족목 (Archaeogastropoda) : 전복, 삿갓조개, 소라, 밤고둥

전복

삿갓조개
고 둥

소라





[2] 중복족목 (Mesogastropoda) : 우렁, 다슬기, 총알고둥

다슬기

우 렁

총알고둥



[3] 신복족목 (Neogastropoda) : 긴고둥, 대추고둥, 단풍고둥

대추 고둥

갯고둥

털탑고둥



B. 후새아강 (Ophisthobranchia) 

[1] 측강목 (Pleurocoela) : 민칭이, 군소, 회오리고둥

군소

흰회오리고둥

민칭이

[2] 익족목 (Pteropoda) : 크레세이스



[3] 무강목 (Acoela) : 파랑갯민숭달팽이

파랑갯민숭달팽이



C. 유폐아강 (Pulmonata)

[1] 기안목 (Basommatophora) : 고랑따개비, 쨈물우렁

고랑따개비

[2] 병안목 (Stylommatophora) : 반디고둥, 입고랑고둥, 대고둥



부족강 (Pelecypoda) 또는 이매패강 (Bivalvia)

[1] 원새목 (Protobranchia) : 호두조개, 애호두조개

호두조개



[2] 사새목 (Filibranchia) : 개흙조개, 돌조개, 홍합, 큰가리비, 굴

가리비

굴

홍 합



[3] 진판새목 (Eulamellibranchia) : 말조개, 대합, 재첩, 바지락, 맛조개

대합

말조개



재첩

바지락

맛조개



두족강 (Cephalopoda)

A. 사새아강 (Nautiloidea) : 앵무조개

앵무조개



2. 팔완목 (Octopoda) : 문어, 낙지

B. 이새아강 (Dibranchia)

1. 십완목 (Decapoda) : 참오징어, 꼴뚜기

꼴뚜기

참오징어

문어 낙지



다판강 단판강 복족강 두족강 부족강 굴족강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가르쳐 준 동물 – 변해야 살 수 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면서 원래의 신체구조를 다양하게 바꾸면서 살아 옴

연체동물의 살은 단백질이 풍부하여 맛 있음 -> 다양한 공격을 받음
공격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자신의 신체를 변화시켜 살아 남음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임

가장 지능이 높은 연체동물은 문어 (文漁)이며 수명은 1-2년, 시력은 사람
과 비슷, 몸 색깔 바꿔가면서 의사소통, 제트추진으로 이동, 도구사용(빈
병), 적에겐 먹물 강하게 분사, 8개의 다리로 독립적으로 움직임(5000만개
뉴런 분포)-위급시 적에게 다리 1개 잘라서 내 줌

앵무조개는 튼튼한 껍질 속에 부력이 있는 가스가 있어 압력을 유지함
물 속에서 유영생활, 수천년동안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음

껍질 없는 낙지는 위험에 직면-스스로 보호기능 개발->위장술
주변 환경에 따라 몸 색갈 질감 바꿈 (우툴두툴, 뽀족뽀족, 매끄럽게…)

속도, 추진력 위해 껍질 벗어 – 오징어

즉, 끊임없는 변화 !!!



밖으로는 외부환경에 대한 방어.

안으로는 부드러움과 재생, 자기개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

생존비법이었다~~~



환형동물의 몸은 좌우대칭으로 많은 체절 (seg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정체강을 가지고 있는 3배엽성 동물로서 배설계, 신경계,

순환계, 생식계 등이 모두 체절적이다. 소화계는 완전하며 체절제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호흡은 피부 또는 아가미로 한다. 배설기는 유생때

원신관을 가지며 성장함에 따라 각 체절마다 1쌍의 신관을 갖는다.

순환계는 폐쇄순환계이며, 신경계는 사다리신경계이다. 자웅이체 또는

동체이며, 유생은 담윤자이다. 감각기관으로서는 촉각과 화학적 감각을

느끼는 것이 있고 눈도 있다.

환형동물 (Annelida)





(1) 다모강 (Polychaeta) : 참갯지렁이 (Neanthes), 꽃갯지렁이 (Sabellastarts)

참갯지렁이

꽃갯지렁이



(2) 빈모강 (Oligochaeta) :

실지렁이 (Limnodrilus), 참지렁이 (Pheretima), 줄지렁이 (Eisenia]

실지렁이

참지렁이



노화지연, 고열, 천식, 두통, 이뇨, 치질 등



(3) 거머리강 (Hirudinea) : 거머리 (Hirudo), 침거머리 (Acanthobdella)

거 머 리



거 머 리 나쁜 피 제거에 이용
혈관확장작용, 섬유소용해작용

항응고 작용
(항응고제 개발-심장마비의
원인이 되는 혈액응고 방지)

혈우병 환자

구연산이 혈액응고 촉진작용

거머리로 뇌혈전 치료주사약 개발



무릎통증과 염증 완화 효과





학습 요약 정리

1.생존을 위해 투쟁하면서, 자신의 신체구조를 다양하게 바꿈.

2.다양한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임.

3.가장 지능이 높은 연체동물은 문어임.

4.지렁이: 노화, 고열, 천식, 두통, 이뇨, 치질에 효과

5.거머리: 나쁜피 제거(혈관확장작용, 섬유소용해작용)
무릎통증 및 염증 완화 효과.

6.신축성 있는 튼튼한 근육으로 굴을 잘 팜.



다음 차시 예고…

1.절지동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2.절지동물의 활용 및 응용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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