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습 목 표

1.절지동물의 특징을 이해한다.

2.절지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응용분야 및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시간 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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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지동물은 동물계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분류군이다. 몸은

좌우대칭이며 체절적 구조를 가지며, 두부, 흉부, 복부로 나누거나

두흉부와 복부로 나뉜다. 시각기로서는 여러 개의 홑눈과 1쌍의

곁눈을 가진다 . 신경계는 사다리모양을 이루고 , 순환계는

개방혈관계로서 모세혈관은 없다. 호흡기는 체표, 아가미 또는

기관이며, 배설기는 신관의 변형으로 말피기관이다. 체강은 퇴하하고

혈액으로 충만된 혈강을 갖는다. 암수딴몸이며 쌍을 이루는

생식기관을 갖는다. 보통 체내수정을 통하여 난생 또는 난태생을

하며, 단위생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 발생 또는 변태를 한다.

삼엽충아문 , 협각아문 , 대악아문의 3아문으로 분류된다 .

.

절지동물 (Arthropoda)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에 번성했다가 고생대 말기에 절멸된

화석동물로서 대부분 해저에 서식하였으며 유영형도 나타났다.

삼엽충의 체제는 두부, 흉부, 미부의 3부위로 나뉜다. 이들은 오늘날의

절지동물처럼 체절이 있고 부속지와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

삼엽충아문 (Trilobita)



협각아문 (Chelicerata)

몸은 두흉부와 복부의 2부분으로 구분되며 촉각은 없다. 첫째다리는

협각 (chelicerae)으로 변했다. 보각은 대부분 4쌍을 갖는다.

(1) 퇴구강 (Merostomata) : 투구게 (Tachypleus)

투구게



(2) 거미강 (Arachnida) : 

극동전갈 (Buthus), 꽃접시거미 (Floronia), 옴진드기 (Sarcoptes)

옴진드기
꽃접시거미

(3) 바다거미강 (Pycnogonida) :

민수염바다거미류 (Pycnogonum), 간병바다거미류 (Ascorhynchus)

전갈





황금색 둥근 거미의
게놈에서 거미줄 단백질
을 암호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스피드로인
(spidroins)이라 불리는
유전자를 포함해 1만
4000 개 이상의 유전자
를 밝혀냈다.

http://www.sciencetimes.co.kr/wp-content/uploads/2017/05/Golden_Orb_Weaver_Spider.jpg
http://www.sciencetimes.co.kr/?news=%ec%8a%a4%ed%8c%8c%ec%9d%b4%eb%8d%94%eb%a7%a8%ec%9d%98-%ea%b1%b0%eb%af%b8%ec%a4%84-%ec%8b%a4%ec%9a%a9%ed%99%94-%ea%b0%80%eb%8a%a5%ed%95%a0%ea%b9%8c


여러 개의 쌍으로 된 부속지와 대악을 가지며, 부속지에는 촉각과

3쌍 또는 그 이상의 보각이 있다. 수서생활을 하는 갑각류와

육상생활을 하는 곤충류와 다지류 (배각류, 순각류, 결합류, 소각류)

등이 있다.

대악아문 (Mandibulata)



(1) 갑각강 (Crustacea) 

A. 새각아강 (Branchiopoda) : 잎새우, 물벼룩

물벼룩새 우

B. 패형아강 (Ostracoda) : 바다반딧불

C. 요각아강 (Copepoda) : 칼라뉴스



D. 만각아강 (Cirripedia) : 거북손, 줄따게비

E. 연갑아강 (Malacostraca) : 보리새우, 참가재, 꽃게

거북손

줄따게비

보리새우

참가재

꽃게

http://animalpicturesarchive.com/animal/ViewImg.cgi?img=animal7/KoreanFreshwaterCrayfish_J01-closeup.jpg&Lang=Korean




(2) 배각강 (Diplopoda) : 털노래기, 삼당노래기

환선굴등줄굴노래기

김띠노래기



(3) 순각강 (Chilopoda) : 지네, 장수지네, 집그리마

왕지네

청지네

땅지네

그리마



(6) 곤충강 (Insecta) 

A. 무시아강 (Apterygota) 

1. 원미목 : 아케렌툴루스 2. 좀목 : 좀붙이, 돌좀, 좀

좀 돌좀

(4) 결합강 (Symphyla) : 좀지네

(5) 소각강 (Pauropoda) : 까막노래기붙이



3. 톡토기목 : 보라톡토기

보라톡토기

둥근톡토기

마디톡토기
어린톡토기



B. 유시아강 (Pterygota) 

1. 메뚜기목 : 방아깨비, 벼메뚜기, 풀무치, 여치, 귀뚜라미, 바퀴, 사마귀

방아깨비

벼메뚜기



풀무치

귀뚜라미

여 치

사마귀



바퀴벌레



3. 강도래목 : 민강도래, 강도래, 그물강도래

진강도래

노랑다리 강도래



2. 집게벌레목 : 집게벌레

집게벌레



4. 흰개미목 : 흰개미

흰개미

5. 흰개미붙이목 : 흰개미붙이



6. 다듬이벌레목 : 털다듬이벌레

7. 새이목 : 털이, 쥐털이, 개털이

8. 이목 : 말이, 이, 개이, 머리이

사람이



9. 하루살이목 : 하루살이, 꼬마하루살이

하루살이



10. 잠자리목 : 물잠자리, 왕잠자리, 산잠자리

물잠자리

왕잠자리

잠자리



12. 매미목 : 참매미, 물장군, 가위노린재, 빈대, 풀멸구

참매미

물장군

11. 털날개목 : 털날개



가위노린재

빈대 풀멸구



13. 뿔잠자리목 : 뱀잠자리, 풀잠자리, 명주잠자리

뱀잠자리 풀잠자리

명주잠자리



14. 밑들이목 : 각다리붙이

15. 날도래목 : 날도래

날도래



16. 나비목 : 사과좀나방, 이화명나방, 솔나방, 하늘나방, 독나방, 불나방,

제비나비, 호랑나비, 부전나비, 굴뚝나비, 배추흰나비, 독수리팔랑나비

이화명나방 불나방



제비나비 호랑나비

부전나비 굴뚝나비



배추흰나비 돈무늬팔랑나비



17. 딱정벌레목 : 길앞잡이, 물진드기, 방아벌레, 반딧불이, 무당벌레, 

사슴벌레, 쇠똥구리, 장수하늘소, 먼지벌레, 풍뎅이

길앞잡이



무당벌레

사슴벌레 장수하늘소



풍뎅이 방아벌레

반딧불이

18. 날개병신목 : 날개병신



19. 벌목 : 솔납작잎벌, 참나무혹벌, 집개미, 불개미, 말벌, 호박벌, 꿀벌

말벌

꿀벌



호박벌

집개미

불개미



20. 파리목 : 검털파리, 초파리, 집파리, 금파리

금파리

집파리

초파리



21. 벼룩목 : 쥐벼룩, 개벼룩, 벼룩

쥐벼룩 개벼룩

벼룩





학습 요약 정리

1. 최초의 육지 및 공중 정복자들임.

2. 바다에서 육상상륙의 성공비결은 관절이 있는 다리.

3. 먹고 먹히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독 개발, 날개 개발, 특수한 감각기관, 단단한 껍질, 유연성.

4. 물속과 공중을 지배한 절지동물 잠자리는 적응력이
가장 뛰어남.



다음 차시 예고…

1.극피동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2.극피동물의 활용 및 응용가치는?

3.척색동물의 특징은 무엇인가?

4.척색동물의 활용 및 응용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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