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습 목 표

1.극피동물의 특징을 이해한다.

2.극피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응용분야 및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3. 척색동물의 특징을 이해한다.

4. 척색동물의 특징을 활용한 응용분야 및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시간 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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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피동물은 방사대칭이며, 대칭면의 기본수는 5이다. 유생은 모두

좌우상칭으로 유영성이나 성체가 되어 정착생활에 들어감과 동시에

2차적으로 방사상이 되는 것은 모두 해산이다. 표피하 조직중에는

보통 중배엽 기원인 석회질의 소골판으로 된 내골격이 발달하고

있다. 이 소골판은 성게에서는 잘 발달하여 서로 밀착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불가사리는 다소 움직인다. 골판 위에는 여러가지 모양의

가시가 있다. 장체강이며, 머리와 뇌가 없다. 신경계는 환상신경과

오방사신경이 있다. 극피동물의 뚜렷한 특징은 관족이 나오는

소공이 있다. 또한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수관계 (water

vascular system)를 가지며, 감각기로서는 안점과 차극이 있다.

호 흡 은 피 새 , 호 흡 수 , 그 리 고 낭 에 의 해 서 한 다 .

극피동물 (Echinodermata)



(1) 바다나리강 (Crinoidea) : 바다나리 (Comanthus)

바다나리



(2) 불가사리강 (Asteroidea) :

검은띠불가사리 (Luidia) 빗살판불가사리 (Ctenodiscus)

검은띠불가사리

별불가사리

아무르불가사리







(3) 성게강 (Echinoidea) : 

말똥성게 (Hemicentrotus), 보라성게 (Anthocidaris) 

말똥성게

보라성게



(4) 해삼강 (Holothuroidea) : 해삼 (Stichopus), 꿀해삼 (Enypniaster) 

해삼
돌기해삼

둥근닻해삼





최후의 생존자 : 극피동물

해저의 부패물질을 먹는 효율적인 부식성 동물
정보 얻기 위해 감각기관 있음, 눈, 코, 귀

불가사리-머리도 얼굴도 없는 신기한 동물. 다섯개의 팔이 별처럼 뻗어 있음
“죽일수 없는 동물＂의 뜻임. 팔의 한 부위에서 몸 전체를 재생시킬 수 있음
늙지도 않음. 병이나 사고로 죽음. 그들의 싸움은 소유권 다툼.
수압으로 움직이는 독특한 기관의 “관족＂이 있음
관족은 물이 들어오면 부풀어 오름
관족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대로 움직임. 물맛 보면서 먹이를 찾고, 위험도
감지, 빛과 어둠 감지

성게-눈이 없어 어디로 가야할 지 볼 수 없음
관족이라는 감각기관 있어 먹거리 찾음. 해양식물이나 조류 먹음

해삼-바다의 삼. 
해삼 먹는 동물은 거의 없음 why? – 맛이 없음
대담한 무늬로 몸에 치명적인 독이 있음을 표시함
해삼의 독특한 방어 기술-항문에서 가늘고 긴 흰 띠 분사 (독과 접착성분이 섞여 있음)
열대산 해삼류는 “홀로슈린＂이라는 독소를 지니고 있음
홀로슈린-종양의 성장을 멈추게 하며, 무좀균도 죽임.



주어진 환경에서 성공한 최적의 생존자의 비법

서로 다른 진화의 길 선택 !



척색동물은 일생 또는 발생 초기에 몸을 지지하는 내배엽으로부터

분화된 척색 (notochord)이 있으며, 평생 척색을 가지는 것도 있고,

척색이 나중에 퇴화하거나 완전히 소멸되는 것도 있다. 관상의

중추신경이 소화관 등쪽에 위치하고, 인두열을 갖는다. 몸은

좌우대칭이며, 삼배엽성이고 체강이 잘 발달되어 있다. 배쪽에

위치한 심장을 가지며 혈관계는 폐쇄형이고 완전한 소화계를

갖는다. 바다, 민물, 육상에서 살며 미색동물아문, 두색동물아문,

척추동물아문으로 나뉜다 . .

척색동물 (Chordata)



미색동물은 피낭 (tunica)으로 둘러싸여 있어 피낭동물이라고도

한다. 유생은 올챙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꼬리에만 척색이 있으나

성체가 되면 척색이 소실된다. 표피에서 분비된 피낭의 피막이

셀룰로오스이고 2개의 개구부 , 즉 물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출수공이 있다. 암수한몸이고, 심장은 위심강 벽의 신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작용하는데 혈류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생식은

유성생식, 출아, 또는 무성생식을 한다. .

미색동물아문 (Urochordata)





(1) 해초강 (Ascidiacea) : 곤봉멍게 (Clavelina), 보라판멍게 (Botrylloides),

미더덕 (Styela), 우렁쉥이 (Halocynthia)

미더덕

멍게

우렁쉥이

(2) 탈리아강 (Thaliacea) : 불우렁쉥이 (Pyrosoma)

(3) 유형강 (Larvacea) : 오이코플레라 (Oikopleura) 



몸은 투명하며 물고기 모양으로 측편적이고 몸의 양끝이 뾰쪽하다.

머리는 불분명하며 척색은 머리 앞 끝에서부터 온 몸에 걸쳐 있고

신경관은 척색의 등쪽에 있다. 근육은 체절적으로 분절되고 혈관은

폐쇄형이며 심장은 없다. 자웅이체이며 유성생식을 하고, 창고기

(Branchiostoma)가 여기에 속한다. .

두색동물아문 (Cephalochordata)





모든 동물 중에서 체제가 가장 복잡하고 기능도 분화되어 있으며, 잘

적응방산 (adaptive radiation)한 것이다. 척추동물의 특징은 골격의 주축을

이루는 등뼈와 뇌를 가지는 것이다. 몸은 좌우대칭이고, 머리, 몸통 꼬리의

3부분으로 구분되며,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되어 있다. 소화계는 완전하며

척추보다 배쪽에 위치하고 입에서부터 시작하여 항문 또는 총배설강에서

끝나며, 간, 이자, 기타 부속샘을 가진다. 순환계는 폐쇄형이고 심장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다. 배설계는 쌍을 이루는 콩팥과

총배설강이나 항문 근처에 오줌을 수송하는 수뇨관으로 구성된다.

생식계는 생식소와 생식수관으로 되어 있고, 신경계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되어 있다. 감각기관으로서는 시각기, 청각기, 평형기,

미각기, 후각기 등이 잘 발달되어 있다. 생식은 거의 대부분 한쌍의

생식소를 가지고 유성생식을 하지만 일부 종에서는 단위생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수정은 체외 또는 체내에서 이루어지며, 난할은 방사형이지만

난황물질을 많이 가지는 알에서는 반할을 한다. 난생, 난태생, 또는 태생을

한 다 . .

척추동물아문 (Vertebrata)

척추동물의 특징은



척추동물에서 가장 하등인 동물로서 외형은 어류와 비슷하나

두골이 불완전하며, 척색은 중축골격으로써 일생동안 완전하게

남아있고 척추와 두골은 불완전하다. 입은 원형이고 턱이 없다.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가 없으며 또한 몸에 비늘도 없다.

연골성의 내골격으로 단단하면서도 탄력성이 있다 . 원형인

빨판모양의 입과 각질로 된 작은 이빨이 있으며 , 콧구멍은

하나이다. 먹장어 (Eptatretus)와 칠성장어 (Entosphenus)가

여기에 속한다 . .

(1) 원구강 (Cyclostomata)





턱이 있으며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도 있으며, 골격은 연골로

구성되어 있다. 비늘은 방패비늘로 덮혀 있다. 부레가 없으며

창자내부는 나선판이 발달되어 있다. 별상어 (Mustelus), 홍어

(Raja), 전기가오리 (Narke)등이 여기에 속한다. .

(2) 연골어류강 (Chondrichthyes)



경골이 발달하여 골격을 이루고 꼬리지느러미는 정형이고 턱을

가진 진정한 입을 가졌다 . 원린과 빗비늘의 비늘을 가지며

내배엽성의 부레를 갖는다 . 뇌는 원시적이고 , 심장은 1심방

1심실이며 몸의 비중을 가감하는 부레를 가진 종이 많다. 전어

(Konosirus) , 피라미 ( Zacco) , 뱀장어 (Angui l la) , 농어

(Lateolabrax)등이 여기에 속한다 . .

(3) 경골어류강 (Osteichthyes)





바닷속 심해어, “이산화탄소가 맛있어”

깊은 바다 속에는 그다지 귀엽지 않은 해양동물인 심해어
가 살고 있다. 우중충한 빛깔에 큰 이빨을 드러낸 모습은
섬뜩해 보이기까지 하다. 이런 심해어가 해양의 이산화탄소
를 포집해 지구의 기후변화를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사지동물로서 쌍을 이루는 앞, 뒷다리로 이동을 한다. 몸 표면은

매끈하고 많은 점액선을 가지고 있어 축축하며 비늘이나 털이 없다.

경골성 내골격을 가지며, 물갈퀴가 있는 발을 가지는 것이 많다.

호흡은 아가미, 허파, 피부 또는 인두 부위로 하며, 심장은 2심방

1심실로 되어 있다. 이릴 때에는 민물에서 살고 성체가 되면 물속

또는 육상에서 생활한다. 두꺼비류 (Bufo), 청개구리류 (Hyla),

개구리류 (Rana), 맹꽁이류 (Kaloula)등이 여기에 속한다.

(4) 양서강 (Amphibia) 







파충류는 육상생활에 잘 적응한 최초의 동물이며, 몸은 각질의 표피성

비늘로 된 외골격으로 덮혀 있다. 체형은 변화가 많아 몸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다. 보통 2쌍의 다리를 가지고 발은 5개의 발가락을

가진다. 심장은 대부분 2심방 불완전한 2심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암수딴몸으로서 체내수정을 한다. 알은 석회질의 껍질로 싸여 있고,

발생중에 양막, 장막, 난황낭, 요막등의 배막이 생겨서 영양분공급과

호흡, 배설을 하게 된다. 파충류는 중생대에 번성하여 백악기 말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현재에는 두꺼운 방어용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거북류, 밀림과 암석의 서식처에 사는 뱀과 도마뱀류, 몸이 크고 물속에

감출 수 있어 공격적인 악어류 등을 포함하여 약 6000종이 알려져 있다.

바다거북 (Chelonia), 자라 (Amyda), 도마뱀 (Leiolopisma), 살모사

(Agkistrodon), 악어 (Gavialis)등이 여기에 속한다. .

(5) 파충강 (Reptilia)





몸은 머리, 목, 몸통, 꼬리의 4부분으로 구분되며, 앞다리는 대부분 나는데

적응하였고 뒷다리는 여러 방향으로 적응변화 하였다. 피부는 비늘의

기원을 가지는 깃털로 덮혀 있으며 온혈성이다. 골격은 골화되어 있고

뼈속은 비워 있어 가벼우며 허파에는 여러 쌍의 기낭 (air sac)이 달려 있다.

턱에는 이가 없고 위는 전위와 사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뇌와 소뇌가

발달되어 있으며, 심장은 2심방 2심실로 되어 있다. 성은 분리되어 있으며,

암컷은 왼쪽난소와 수란관을 가진다. 체내수정을 하며, 난생이고 알은

난황물질과 단단한 석회질 껍데기를 가진다. 낮에 활동하는 것이 많으나

밤에 활동하는 것도 있다. 대부분 공중을 날지만 땅위를 뛸 수만 있고 날지

못하는 것도 있다 . 세계적으로는 8 9 0 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한국산으로서는 371종이 알려져 있다. 비상능력이 없는 평흉류에는

왕펭귄새 (Aptenodytes), 타조 (Struthio), 키위새 (Apteryx)등이 있다.

비상능력이 있는 심흉류에는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조류가 여기에 속하며

바다제비 (Oceanodroma), 황새 (Ciconia), 독수리 (Aegypius), 꿩

(Phas ianus) , 갈매기 (La rus) , 참새 (Passe r ) , 오색딱다구리

( D e n d r o c o p o s ) 등이 여기에 속한다 . .

(6) 조강 (Aves)





몸은 머리, 목, 몸통, 꼬리의 4부분으로 구분되며, 몸 표면에는 털이

있고 일부는 감소되었다. 피부에는 땀샘, 지방샘, 젖샘이 있으며

새끼를 젖으로 키운다. 양턱에 이가 있으며, 그 이는 발달하여 앞니

(incisor), 송곳니 (canine), 어금니 (molar)등으로 분화하였다. 움직일

수 있는 눈꺼풀과 육질의 바깥귀가 있다. 심장은 2심방 2심실로 되어

있고, 폐순환과 체순환을 한다. 뇌는 고도로 발달하고 12쌍의

뇌신경을 가진다. 청각은 종에 따라 예민한 정도가 다르지만

달팽이관이 잘 발달하여 음파의 분석이 미묘하다. 가슴과 배 사이에

근육성의 가로막이 있다. 체내수정을 하며, 발생 중에 요막, 양막,

장막 등의 배막이 생긴다. 알은 단공류를 제외하고는 자궁에서

발생하며, 유대류를 제외하고는 태반을 가진다. .

(7) 포유강 (Mammalia)



진수아강 (Eutheria)

1. 유대목 : 주머니 쥐, 캥거루

긴코주머니쥐

늘보주머니쥐

캥거루

원수아강 (Prototheria) : 오리주둥이

http://www.animalpicturesarchive.com/animal/APAsrch3.cgi?qt=long-nosed+bandicoot&Lang=Korean


2. 빈치목 : 나무늘보 3. 유린목 : 천산갑

나무늘보 천산갑



4. 바위너구리목 : 바위너구리 5. 바다소목 : 바다소

6. 코끼리목 : 인도코끼리



7. 말목 : 말, 인도코뿔소

말

인도코뿔소



8. 소목 : 멧돼지, 노루, 산양, 소

멧돼지

노루

산양 소



9. 고래목 : 흰수염고래, 쇠고래, 알락돌고래

쇠고래

흰수염고래



10. 식육목 : 물범, 물개, 수달, 곰, 여우, 호랑이, 개, 고양이

물범

물개

수달 곰



여우

호랑이

개

고양이



11. 토끼목 : 생토끼, 멧토끼

멧토끼생토끼

집토끼



12. 쥐목 : 다람쥐, 집쥐, 생쥐

다람쥐

생쥐



13. 식충목 : 고슴도치, 땅쥐, 두더지

고슴도치

두더지



14. 박쥐목 : 관박쥐, 집박쥐, 북방큰귀박쥐

관박쥐 집박쥐



15. 영장목 : 여우원숭이, 필리핀원숭이, 긴팔원숭이, 사람

여우원숭이

필리핀원숭이



긴팔원숭이

사람(Human)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xqFQoTCKHq46ed7MgCFabYpgodWqoIBg&url=http%3A%2F%2Fwww.wwnorton.com%2Fcollege%2Fanthro%2Four-origins2%2Fch%2F09%2Fanswers.aspx&psig=AFQjCNGgCAOAGo_zomW-wRGXiS9cCAbpSQ&ust=1446364328702893


http://blog.sbgenomics.com/wp-content/uploads/2014/09/taxon-e1410371106916.png




영장류의 계통분류도



포유강의 계통분류



계통분류도



분류에서의 인간의 위치



학습 요약 정리

1. 불가사리: 다리 잘려도 재생력 강함. 늙지 않음. 병이나 사
고로 죽음. 수압으로 움직이는 관족 있음. 추출물은 피부탄력, 
수분공급, 주름개선에 활용.

2. 해삼: 홀로슈린 독소 가짐 (종양 성장 억제, 무좀균 죽임)

3. 척색동물: 미색동물아문(멍게, 미더덕, 우렁쉥이), 두색동물
아문(창고기), 척추동물아문(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
류).

4. 영장류: 원원류(여우원숭이), 진원류 (구세계원숭이류, 신세
계원숭이류, 고등영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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