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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는 원핵 및 진핵 단세포 유기체와 이들의 ‘생존경쟁’을 다루었다. 이번 장

에서는 10억 년 전쯤에 기원한 다세포 유기체인 후생동물(Metazoa)을 살펴볼 것

이다. 오늘날 가장 널리 인정되는 후생동물의 계통유연관계가 <그림 7.1>에서 제시된

다. 후생동물은 기본적으로 좌우대칭 조직을 보이지 않는 동물과 보이는 동물로 나뉜

다. 비좌우대칭동물의 대표자는 해면동물과 ‘강장동물’이고, 다른 모든 동물은 좌우대

칭동물(bilaterian)이다. 그러므로 좌우대칭동물과 비좌우대칭동물은 분류학적으로 자

매군으로 여겨야 한다. 좌우대칭동물은 기본적으로 선구동물(protostome)과 후구동물

(deuterostome, 척추동물 포함)로 나뉜다. 흔히 모든 후구동물을 ‘무척추동물’과 ‘척추

동물’로 나누기도 하는데, 무척추동물이란 단순히 척추가 없는 동물을 뜻하기 때문에 

이는 엄격한 분류학적 관점에서는 잘못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척추동물은 (‘파충류’

와 같은) ‘측계통군’(제3장 참조)인데, 해면동물, 강장동물과 모든 선구동물 말고도 극

피동물, 반척삭동물, 두삭동물, 미삭동물은 물론 심지어 먹장어와 같은 후구동물 분류

군도 척추가 없으므로 무척추동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척추동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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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동물 더하기 (최소한) 자포동물과 유즐동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꽤 자주 쓰이므로, 

나도 이 책에서 때로는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해면동물과 ‘강장동물’(자포동물과 유즐동물)을 다룬 다음 가장 

큰 동물군인 선구동물을 다룰 것이다. 

7.1  비좌우대칭동물

7.1.1 해면동물

해면동물(Porifera, 8,000~9,000종)은 종이 하나뿐인 수수께끼 같은 속(屬)인 판형동물

(Placozoa)과 함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후구동물로 여겨진다. 독일의 진화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이 처음 공식화한 현재 관점에 따르면, 다세포 유기체는 편모를 가진 조

상들로부터 진화했다. 그 조상은 현생 깃편모충류(choanoflagellate, Rokas, 2008 참조)

처럼, 속이 빈 공 등의 형태로 뭉쳐서 군체를 형성했다. 나중에 진화 과정에서 단세포

들이 여러 방식으로 특화하면서 함께 머물러 하나의 다세포 유기체를 형성했다.

비좌우대칭동물(해면, 해파리 등)

좌우대칭동물

신장동물
유장동물

선구동물

무장동물(일부 납작벌레)

탈피동물(선형동물, 절지동물 등)

후구동물(극피동물, 척삭동물을 포함한 척추동물)

촉수담륜동물(일부 납작벌레, 환형동물,
연체동물 등)

그림 7.1  후생동물, 즉 다세포 유기체의 계통수.

후생동물은 해면동물과 강장동물처럼 좌우대칭으로 조직되지 않은 유기체와 좌우대칭으로 조직된 유기체

로 나뉜다. 후자로는 2차 ‘체강’이 없는 유기체(무장동물)와 체강이 있는 유기체(유장동물)가 있다.



제7장  무척추동물과 이들의 신경계  101

해면동물은 크기가 2~3mm에서 3m까지 될 수 있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유생 단계

를 거치지만, 성체 단계에서는 고착(표면 위에 정박)한다. 물을 걸러서 먹이를 얻고 수

천 년 동안 살 수 있다. 해면동물의 체조직은 다른 모든 후구동물의 체조직과 다른데, 

전자는 ‘배엽층(germ layer)’이 외배엽(ectoderm)과 내배엽(endoderm) 둘뿐이지만 후

자는 중배엽(mesoderm)이 하나 더 있어서 배엽층이 셋이다. 외배엽과 내배엽 사이에

는 간충질(mesohyl)이라는 물질이 젤리처럼 ‘샌드위치’ 되어 있다. 해면동물의 표면은 

많은 구멍으로 덮여 있는데(‘구멍을 가진 자’라는 뜻의 Porifera라는 이름이 여기서 유

래한다), 이 구멍은 몸을 관통하는 수로와 같은 구조인 ‘해면강(spongocoel)’으로 통하

는 입구들이다. 이 수로를 통해 물이 흘러서 산소와 영양분(세균 또는 물속의 다른 입

자들)을 나르는데, 대부분의 해면동물에서는 이 물을 폐기물과 함께 출수공(osculum, 

‘작은 입’)을 통해 분출한다. 수로의 벽에 붙어 있는 깃세포(choanocyte)들이 자기 몸

의 중심에 달려 있는 한 가닥의 편모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수류를 강화한다. 깃세포

들이 어떻게 알아서 협력하는지는 모르지만, 전기적 흥분이 세포와 세포 사이를 건너

뛸 가능성이 높다. 해면동물은 구멍을 여닫거나 구멍 모양을 바꾸는 행동으로 환경에 

반응하므로, 깃세포와 함께 수류를 조절할 수 있다. 해면동물에게 진정한 뉴런이 있는

지는 논쟁이 된다. 양극성 및 다극성의 뉴런이 존재한다고 믿는 저자들도 있지만, 이

를 부인하는 저자들도 있다. 그러나 근세포(myocyte)라는 ‘독립적 효과기 세포’가 존

재한다는 사실은 의심되지 않는다. 근세포는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

어서 자극에 대해 국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전기 자극에는 무감하다. 몸의 형태

가 더 크게 바뀌기도 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일 세포들 

사이에서 전기 신호가 전도된다고 해도 이 일은 고작 2~3mm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므

로 이 현상의 원인일 수는 없다.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폰 렌덴펠트는 신경활성물질

을 나르는 이동성 세포가 자극된 자리로부터 반응하는 자리로 이동해 감각기와 효과

기 사이에서 정보를 전송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7.1.2 강장동물

‘강장동물’이라는 용어는 몸에 빈 구멍이 있는 동물을 뜻한다. 오늘날 이 용어는 쓰이

지 않게 되었는데, 예전에 강장동물문(Coelenterata)을 형성하던 두 집단인 자포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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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daria)과 유즐동물(Ctenophora)이 지금은 두 개의 독립적인 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양 문의 구성원들은 7억 년 전 이전에 해면을 닮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했고 최초의 진정한 후생동물에 해당한다. 양 문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해면동물

과 마찬가지로 몸이 외배엽과 내배엽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 사이에 중교층(mesogloea)

이 있지만, 이들이 소유하는 근육을 닮은 조직은 다른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에서는 

중간층인 중배엽에서 생겨나므로, 자포동물은 층이 세 개인 조상으로부터 진화해서 

중간층을 잃었다고 가정되어왔다. 그러나 슈타인메츠 등(Steinmetz et al., 2012)의 최

근 데이터는 자포동물과 좌우대칭동물에서 횡문근이 독립적으로 진화했음을 시사

한다.

자포동물문은 산호충강(Anthozoa, 말미잘, 산호, 바다조름), 해파리강(Scyphozoa, 

진정한 해파리), 상자해파리강(Cubozoa, 상자해파리), 히드라충강(Hydrozoa, 민물 자

포동물, 히드라, 포르투갈군함 등)에 속하는 최대 11,00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포

동물은 번식하려면 흔히 폴립 단계도 있고 해파리 단계도 있는 복잡한 한살이를 거쳐

야 한다. 해파리와 상자해파리의 경우는 자유롭게 헤엄치는 유생이 존재하다가 마침

내 고착해 폴립으로 변형된다(그림 7.2a). 폴립이 성장해 촉수들을 흡수한 다음 일련

의 원반으로 갈라지는, 횡분열(strobilation)이라 불리는 과정을 거쳐 어린 해파리가 된

다. 어린 해파리가 헤엄쳐 나와 서서히 성숙해가는 동안 다시 폴립이 성장해 주기적으

로 횡분열을 계속할 것이다. 해파리는 유성생식으로 유생을 낳고 유생은 폴립으로 변

형되기를 계속한다. 그러나 민물에 사는 폴립형 히드라(Hydra, 아래 참조)와 같은 일

부 히드라충과 모든 산호충은 해파리 단계를 잃어버렸다.

해파리형이 된 우산 또는 종 모양의 해파리는 중심에 위강이 있고 위강 끝에 입이 있

다(그림 7.2b). 대부분은 종의 가장자리에 자포(cnidocyte 또는 nematocyst)를 장착한 

촉수들이 술처럼 달려 있고 입 주위도 촉수들이 둥글게 둘러싸고 있다. 제트 추진을 

하듯이 종을 수축시켜 물을 짜내는 방법으로 움직인다. 자포는 작살처럼 찌르거나 독

액을 주입해서 무기 구실을 하므로, 해파리에 쏘이면 매우 아프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바다에만 살고 자유유영하는 유즐동물은 종이 100종도 안 되는 작은 집단이다. 유즐

동물은 자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유영하던 유생이 직접 (변태를 거치지 않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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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형태로 발달하기 때문에 폴립 단계도 없다. 자포동물과 유즐동물 사이의 계통유연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포동물이 좌우대칭동물과 더 가깝다고 믿어진다.

자포동물을 비롯한 유즐동물은 진정한 뉴런을 소유하는 최초의 후생동물이다

(Bullock and Horridge, 1965). 최초 뉴런의 진화적 기원은 논쟁이 된다. 한 이론은 감

각세포와 뉴런이 신경근육세포에서 기원했다고 가정하는 반면, 감각세포, 뉴런, 근육

세포가 상피세포에서 따로따로 기원했다고 가정하는 저자들도 있다. 파커와 동료들이 

20세기 초에 전개한 ‘파라뉴런(paraneuron)’의 개념은 뉴런이 분비세포에서 진화했다

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뉴런의 많은 특징, 예컨대 막전위, 전달물질을 

비롯한 신경활성물질, 막 수용체, 이온통로, 뉴런의 정보처리와 관련된 많은 화학 과

정은 물론 활동전위까지도 뉴런과 신경계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었고 원생동물, 식물, 

뉴런이 아닌 세포에서 이미 발견되므로 10억 년 전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자포동물은 중추신경계는 물론 뇌조차도 없는 대신 산만한 신경망 또는 신경환을 

가지고 있다. 가장 단순한 유형의 신경계(신경망)도 있고 비교적 복잡한 형태인 방사

대칭 신경계도 있다는 말이다(그림 7.2). 민물에 사는 폴립형 히드라와 같은 고착성 히

드라충의 경우 표피에서는 신경망이 발견된다. 이 동물의 입과 육경(육질의 자루) 주

위에는 신경이 고리 형태로 집중되어 있다. 촉수들이 먹이를 입 쪽으로 날라야 하니, 

신경환

(a) (b)

ENR

VRM
SNR

SRM

RC

MV

그림 7.2  (a) 신경환을 가진 폴립형 히드라의 신경계, (b) 히드로해파리 우산의 방사상 단면.

ENR：외산신경환, M：중교, RC：환상관, SNR：내산신경환, SRM：내산환상근, V：연막, VRM：연막

환상근. Roth and Wullimann(1996/2000)에 따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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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해가 간다. 복잡한 감각기관은 없지만 히드라는 기계적, 화학적, 시각적, 온도 

자극에 반응한다.

반대로 자유유영하는 해파리형의 해파리(일반적으로 ‘해파리’라 부르는)는 동물계의 

다른 복잡한 신경계와는 무관하게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 복잡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

다. 해파리형은 우산 테두리에 복잡한 환상신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 환상신경계는 신

경섬유가 가늘어서 전도 속도가 느린 외산(exumbrellar)신경환과 신경섬유가 굵어서 

전도 속도가 빠른 내산(subumbrellar)신경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산신경환에 끼어드

는 신경절에는 작은 다극성 감각세포들이 들어 있어서 감광세포, 입, 촉수와 접촉하고 

있고, 내산신경환에는 큰 양극성 ‘유영운동뉴런’이 많이 있어서 우산을 동기적으로 수

축시킨다. 이 고리는 평형세포인 평형포(statocyst)로부터 정보를 받는다(그림 7.2b). 

두 환상신경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신경환계에서의 신호 전달은 다른 동물에서의 신호 전달과 다른데, 전기적 시냅

스가 화학적 시냅스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호를 빠르게 전도할 수 있지

만, 모든 전기적 시냅스가 그렇듯 신호 전달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존재 여부

가 오래도록 논란이 된 화학적 시냅스도 있긴 하지만, 화학적 전달을 행하는 것은 대

개 소수의 신경펩티드(예：FMRF-아미드와 RF-아미드)다(Grimmelikhuijzen et al., 

1992 참조). 다른 자포동물 종에서는 콜린, 세로토닌, 도파민, 글루탐산에 의한 전달도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Anderson et al., 2001 참조). 

해파리형에서 발견되는 감각기관으로는 시각기관인 색소반점(pigment spot), 술잔

형 단안(cup ocellus), 또는 심지어 양면볼록 수정체가 달린 ‘눈’, 평형기관인 평형포, 

흔히 광수용기나 화학수용기와 결합해 해파리형의 율동적 수축을 유발하는 복잡한 곤

봉 모양의 평형기관인 ‘촉수포(rhopalium)’ 등이 있다. 요컨대, 자포동물과 유즐동물에

서 이미 매우 발달한 시각계가 발견되고, 이는 다른 모든 복잡한 신경계에 빼어난 대

안이 있음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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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좌우대칭동물

좌우대칭동물은 무장동물문(Acoelomorpha), 선구동물문(Protostomia), 후구동물문

(Deuterostomia)이라는 세 개의 큰 문으로 구성된다. 모두 외배엽, 내배엽, 둘 사이의 

중배엽, 이렇게 세 개의 배엽층을 가지고 있다. 무장동물은 구멍이 없거나 한 군데가 

뚫린 소화관 형태의 1차 체강만 있는 반면, 선구동물과 후구동물은 2차 체강을 가진 

모든 유기체로 구성되므로 ‘유장동물(Coelomata)’이라 부르며, 신장이 있어서 ‘신장동

물(Nephrozoa)’로 부를 때도 있다. 체강은 일부 또는 전체가 중배엽 조직으로 덮여 있

다. 그러나 2차 체강은 진정후생동물 사이에서 진화했다가 여러 번 독립적으로 사라졌

을 것이다. 현재 가장 널리 인정받는 계통유연관계는 <그림 7.1>에 제시되어 있다.

유장동물은 선구동물과 후구동물로 나뉘는데, 차이는 배(胚)의 발생에 있다. 선구동

물에서는－여러 번 도전을 받긴 했지만 최소한 통상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배의 

‘입’이 그대로 고유한 의미의 체강(coelom)인 2차 체강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배

의 반대쪽에 두 번째로 항문이 형성된다. 후구동물에서는 배의 입이 항문이 되고, 체

강으로 들어가는 입구로서의 입은 두 번째로 형성된다. 선구동물과 후구동물을 구분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중추신경계(CNS)의 위치다. 

7.2.1 무장동물

무장동물은 좌우대칭으로 조직된 가장 단순한 동물로 여겨지며, 납작벌레를 닮

은 매우 작은 좌우대칭동물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최근까지 편형동물문

(Platyhelminthes, 아래 참조)으로 포함되었지만 지금은 별개의 문으로 여겨진다. 표피 

밑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좌우대칭 신경계에 해당하는 히드라의 신경망을 닮은 산만

신경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표피하 산만신경망은 납작벌레를 닮은 다른 유기체들

에서도 발견되므로, 이 유형이 모든 좌우대칭 신경계의 조상 형태에 해당하는지 아니

면 2차 단순화의 산물로 여겨져야 하는지는 논쟁이 된다. 후자라면, 먼저 모든 좌우대

칭동물(모든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의 뇌의 조상 상태가 이미 비교적 복잡했다(삼

분된 조직을 보였다)고, 또한 많은 무척추동물의 신경계와 뇌가 2차 단순화를 겪었다

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Hirth and Reichert, 2007). 그러나 복잡한 유형은 단순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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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독립적으로 발달했다고 주장하는 저자들도 있다(Moroz, 2009).

7.2.2 선구동물

대부분 유전자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최근의 분류학인 ‘계통유전체학(phylogenomics)’

에 따르면, 선구동물은 촉수관(lophophor, 촉수 ‘왕관’)이 있거나 담륜자(trochophora) 

유생을 거치는 촉수담륜동물상문(Lophotrochozoa)과 탈피(ecdysis, 아래 참조)하는 탈

피동물상문(Ecdysozoa)으로 분류된다. 편형동물문의 계통발생 및 분류학적 지위는 불

분명하다. 어떤 저자들은 편형동물을 촉수담륜동물에 집어넣고, 어떤 저자들은 편형

동물이 촉수담륜동물의 자매군으로서 둘이 함께 나선동물(Spiralia)이라는 상위군을 

형성한다고 여긴다.

촉수담륜동물

분류학적 명명 방식이 나타내듯이, 촉수담륜동물은 입 주위에 촉수관이 있는 촉수

관동물과 특징적인 모양의 담륜자 유생을 거치는 담륜동물로 나뉜다. 촉수관동물

(Lophophorata)에는 태형동물문(Bryozoa 또는 Ectoprocta), 추형동물문(Phoronida), 

완족동물문(Brachiopoda), 내항동물문(Entoprocta)이 들어가고, 편형동물문과 윤형

동물문(Rotatoria)은 들어가거나 빠지는 반면, 담륜동물(Trochozoa)에는 유형동물문

(Nemertea 또는 Nemertini), 연체동물문(Mollusca), 성구동물문(Sipuncula), 의충동물

문(Echiura), 환형동물문(Annelida)이 들어간다. 그러나 저자에 따라 이와 다르게 분류

하기도 한다.

편형동물

분류학적 지위가 불분명한(위 참조) 편형동물문(Platyhelminthes 또는 Plathelminthes, 

납작벌레류 2만 5,000~3만 종)은 예전에 ‘와충강(Turbellaria)’이라 불리던 몇몇 종[나

머지 ‘와충류’는 지금은 무장강(Acoela)에 포함된다], 내부기생충인 촌충강(Cestoda, 

촌충류 3,500종), 흡충강(Trematoda, 흡충류 약 2만 종)으로 구성된다.

‘와충류’ 편형동물의 일부 형태(약 3,000종)는 무장강에서 발견되는 표피하 산만신

경망을 닮은 매우 단순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다. 다른 형태에서는 표피하신경망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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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식도상신경절(supraesophageal ganglion)이 있는데, <그림 7.3>에서 보이듯이 이 신

경절에서 출발해 배측과 복측을 세로로 통과하는 두 가닥의 신경삭(nerve cord)을 교

차 연결하는 교련(commissure) 신경로가 연결하고 있다. 세로 방향의 신경삭은 전부 

다 섬유로 구성될 수도 있고, 국지적으로 뉴런이 밀집된 신경절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 유형의 중추신경계는 좌우대칭동물에서 발견되는 더 복

잡한 모든 중추신경계의 진화적 출발점으로 여길 수도 있고, 많은 분류군에서 독립적

으로 일어난 2차적 감축의 산물로 여길 수도 있다(Hirth and Reichert, 2007 참조).

일부 납작벌레 분류군에서는 더 복잡한 형태의 뇌가 발견된다. 이 뇌는 좌우대칭동

물 뇌의 조상 상태(다른 뇌들은 2차 단순화를 겪는 동안 유지된, 위 참조)에 해당할 수

도 있고, 독립적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다. 가장 복잡한 형태는 노토플라나(Notoplana)

와 스틸로코플라나(Stylochoplana)와 같은 포식성 플라나리아에서 발견되는데, 이들의 

뇌신경절은 서로 다른 다섯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의 감각 장비는 인상적이다. 

다시 말해, 납작벌레는 머리와 온몸에 접촉 또는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고, 

평형포도 있고, 광수용기 수백 개가 들어 있는 내향안(inverse eye) 또는 외향안(everse 

eye)도 있는 등 다양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몸을 움직여 대상을 지각하는 데 필

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그림 7.4). 어떤 눈은 머리에 달린 한 쌍의 단안(홑눈)으로 

발견되고, 육지에 사는 어떤 납작벌레들은 단안이 1,000개가 넘는다.

촌충과 흡충은 내부기생충이라는 생활양식 때문에 단순하거나 단순화한 신경계를 가

지고 있는데, 단순한 식도상신경절(또는 ‘뇌’)과 몸을 세로로 통과하는 가변적인 수(대

식도상신경절머리

복측삭 교련

그림 7.3  납작벌레의 신경계와 뇌.

자세한 설명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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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세 가닥)의 섬유로로 구성된다. 입 부위에 신경종말을 빽빽하게 갖추고 있다. 약

간의 광수용기와 기계수용기가 있지만, 화학수용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촉수관동물

완족동물(340종)은 바다에 사는 고착성 동물로, 단단한 껍질 때문에 이매패 연체동물

(조개)과 흡사하지만 조개와는 달리 몸을 표면에 고정시키는 육경과 물에서 입자들을 

걸러내는 촉수관을 가지고 있다. 매우 단순한 (또는 단순화한) 이들의 신경계는 식도

를 둘러싸는 신경환과 배측에 있는 작은 신경절 및 복측에 있는 큰 신경절로 이루어져 

있다(일부 종의 성체에는 신경절이 배측에만 있다). 신경절이나 신경환에서 출발하는 

복측 신경삭이 몸, 촉수, 외투, 판막의 근육에 신경을 공급한다. 접촉 수용기와 평형포

도 있다.

태형동물[이끼동물 또는 외항동물(Ectoprocta)이라고도 함, 4,000~5,000종]과 내항

동물(‘항문이 안에 있다’는 뜻, 약 150종)은 촉수관을 써서 먹이를 걸러 먹는 매우 작은 

동물이다. 추형동물(10종)은 자기가 지은 관 안쪽에 살면서 먹이를 걸러 먹지만, 50cm 

길이까지 자랄 수 있다. 셋 다 단순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완족동물처럼 신경절

은 있거나 없고 식도 신경환과 신경삭이 있으며, 신경삭의 일부에는 빠르게 움츠리기 

위한 ‘거대’ 축삭이 달려 있다.

각막

광수용기 세포 광수용기 세포

감간체

색소세포

(a) (b)

그림 7.4  ‘와충류’ 납작벌레들의 눈. (a) 민물 플라나리아의 색소세포가 있는 술잔형의 내향안, (b) 육상 

플라나리아의 외향안.

Roth and Wullimann(1996/2000)에 따라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