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와 배설
Digestion and Excretion



실험배경

I. 소화(digestion)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큰 음식 입자는 세포가 흡수 가능한 작은 입자들인 영양

소로 분해되는 과정.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enzymatic hydrolysis)에 의해 이루어짐.
효소

커다란 음식입자 --------- 작은 영양입자
+H2O

• 독립영양체(autotrophic): 필요로 하는 먹이를 스스로 생성하는 생물체

① 광합성 - 식물과 조류, 일부의 원생생물과 박테리아

② 화학독립영양 – 몇 종의 박테리아

• 종속영양체(heterotrophic): 먹이를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생물체

① 초식동물

② 육식동물

③ 잡식동물



• 종속영양체는 먹이에 저장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아미노산, 지방, 

유기 및 무기 화합물을 소화과정을 통하여 분해한다. 

세포내 소화(intercellular digestion)- 단세포동물, 해면동물

세포외 소화(extracelluar digestion) – 고등동물

※ 고등동물의 소화관의 역할

1) 세포외적 음식물의 섭취와 소화

2) 영양소 흡수

3) 소화불가 찌꺼기의 제거



세포내 소화; 구
위식도식포
일정형태로
순환노폐물은
항문구멍으로
축출



• 효소(enzyme)

- 생명체 내부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는 단백질 촉매제.

- DNA 분자의 유전코드에 의해 정해진 아미노산이 배열된 단백질.

- ~ase (~아제)의 어미가 붙음

예) amylase, polymerase, oxidase

- 열쇠와 자물쇠와 같이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분자에만 반응한다.

(기질 특이성)

- 대부분의 효소들은 좁은 범위의 최적 온도와 적정 pH 범위를 갖는데, 

이것은 이 범위 밖에서는 효소들이 불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효소의 구성 아미노산간의 수소결합이 온도와 pH변화에 의해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세포의 불활성화가 생김)



Enzyme (E)

Enzyme-substrate complex (ES)

Substrate (S)

E+S ---> ES --> E+P

(P)

(E)



사람의 소화계

(1) 입에서의 소화

1. 기계적 소화

① 이 : 음식물을 씹어서 잘게 부순다.

② 혀 : 음식물을 침과 잘 섞어서 식도로 넘긴다.

③ 식도 : 연동 운동으로 음식물을 위로 보낸다.

2. 화학적 소화

침에 의하여 녹말의 소화가 이루어진다.

① 침샘 :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의 3쌍이 있으며, 음식물이 입 안에 들어오면 반사

적으로 침을 분비한다.

② 침의 작용 :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어 녹말을 엿당과 덱

스트린으 로 분해한다.



경구개 hard palate

연구개 soft palate

어금니 molars

측절치 lateral incisor

중절치 central incisor

혀 tongue

작은어금니
bicuspids

송곳니
cuspid

사랑니 wisdom teeth



음식물은 소화관
내벽의 연동운동
(peristalsis)에 의
해 움직인다.

혀 tongue

간 liver

쓸개 gallbladder

십이지장 duodenum
대장 large intestine

회맹판 ileocecal valve
맹장 cecum

충수돌기 appendix

침샘 salivary glands
인두 pharynx

식도 esophagus

분문괄약근 cardiac sphincter
위 stomach

유문괄약근 pyloric sphincter
췌장 pancreas

소장 small intestine

직장 rectum

항문 anus



소화관 각 부위별 주요 기능

구조 주요 기능

입 음식물을 먹기,씹기,삼키기,전분의 소화가 시작.

인두 음식물을 식도로 나른다.

식도 음식물을 연동운동에 의해 위로 나른다.

위 음식물과 위액을 섞어 유미즙을 만든다.

단백질의 소화 시작.

소장 담즙과 소장액과 췌장액이 유미즙과 섞인다.

양분의 소화와 흡수가 완전하게 이루어짐.

대장 소화안된 물질들이 세균에 의해 분해됨.

수분이 흡수되어 분변이 형성.

항문 배변



(2) 위에서의 소화

1.기계적 소화

위벽 근육의 수축 운동에 의하여 음식물을 위액과 잘 섞어 암죽과 같은 상태로 만든

다음, 연동운동에 의하여 음식물을 십이지장으로 보낸다.

2. 화학적 소화

위샘에서 분비된 위액 속에는 점액, 염산, 펩신이 들어 있으며, 이 중에서 펩신이 화학

적 소화를 담당하는 효소이다.

① 펩신 : 위샘에서 분비될 때는 펩시노겐의 상태인데 염산과 반응하여 펩신으로 되

며,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한다. 펩신은 강한 산성 상태에서만 소화 작용을 나타낸다.

② 염산 : 강한 산성으로, 음식물 속의 세균을 죽여(살균 작용)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

하며,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



(3) 소장에서의 소화

1. 기계적 소화

① 혼합 운동 : 소장벽이 부분적으로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함으로써 위에서 내려온 음식

물이 소화액과 잘 섞이도록 한다.

② 연동 운동 : 소장의 잘록한 부분이 뒤로 밀려가면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낸다.

2. 화학적 소화 : 이자액, 쓸개즙, 장액에 의하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모두 소화 된다.



소화샘 소화액 소화 효소 소화 작용

이자 이자액

트립신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말타아제

단백질→펩톤

지방→지방산, 글리세롤

녹말→엿당

엿당→포도당

간 쓸개즙 없음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장샘 장액

말타아제

펩티다아제

수크라아제

락타아제

엿당→포도당

펩톤→아미노산

설탕→포도당, 과당
젖당→포도당, 갈락토오스



(4) 소장 융털의 구조 및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1. 소장 융털의 구조

소장 안쪽 벽의 주름 표면에 수없이 많이 나 있는

융털은 표면적을 넓혀 주기 때문에 소화가 끝난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

① 표피 : 융털의 표면은 한 층의 표피 세포로

되어 있어 영양소가 잘 통과된다.

② 암죽관 : 융털의 중앙에는 림프관이 있는데, 

이것을 암죽관(=유미관)이라고 한다.

③ 모세 혈관 : 융털의 암죽관 주위를 무수히

많은 모세 혈관이 그물처럼 둘러싸고 있다.





2. 영양소의 흡수

① 모세 혈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 : 

포도당, 아미노산, 물, 무기 염류, 수용성 비타민

(B·C) 등은 융털의 모세 혈관으로 흡수된다.

②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영양소 : 

지방산, 글리세롤, 지용성 비타민(A·D·E·K) 등은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된다.



(5) 대장의 작용

1.  대장의 구조 : 길이가 약 1.5m이고 소장보다 굵으며, 맹장, 결장, 직장의 순서로 배열

되어 있다.

2. 대장의 작용

① 소화 효소가 없어 소화 작용은 일어나지 않으며, 주로 소장에서 흡수되고 남은 물

이 흡수된다.

② 대장균과 같은 세균에 의하여 찌꺼기가 분해되어 가스가 발생한다.

③ 찌꺼기가 굳어져 대변이 되며, 이것은 대장의 연동 운동에 의하여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배설된다.



(6) 영양소의 최종 소화 산물

1. 탄수화물 : 포도당(침, 이자액, 장액에 의해)

2. 지방 : 지방산, 글리세롤(이자액에 의해)

3. 단백질 : 아미노산(위액, 이자액, 장액에 의해)

(7) 영양소의 검출

1. 포도당의 검출: 포도당 수용액에 베네딕트 용액을 몇 방울 넣고 가열하

면 황적색으로 변한다. 

2. 녹말의 검출: 녹말 수용액에 묽은 요오드-요오드화칼륨 용액을 한두 방

울 넣으면 청남색으로 변한다.

3. 지방의 검출: 지방은 물에 잘 녹지 않으므로 에테르나 벤젠에 녹인 후

수단 Ⅲ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선홍색으로 변한다.

4. 단백질의 검출: 뷰렛 반응 : 단백질 수용액에 5% 수산화나트륨(NaOH) 

용액 1mL와 1% 황산구리 용액을 두세 방울 넣으면 보라색으로 변한다.



amylase

maltase

maltose

glucose

starch

• 요오드 용액: 전분의 검출  흑청색으로 변함.

• 베네딕트 용액: 환원당의 존재를 검출  연한녹색, 노랑, 오렌지, 또는 붉은색.



Materials

• 핫플레이트, 네임펜, 온도계, 유리관, 유리
관 집게, 스포이드, 베네딕트용액, 완충액
(pH 4, 7, 10), 요오드 용액, 아밀라아제
(0.1%), 전분(0.1%), 요 시험지봉, 결과 색도
표.





실험과정

1. 유성펜으로 준비된 9개의 tube가 구분되게 표시한다.
2. Table과 같이 pH 4, pH 7, pH 10의 완충액을 각각 3개씩의 tube에 2ml 

(1, 2, 4, 5, 7, 8)과 3ml (3, 6, 9)씩 넣는다.  고무 피펫을 이용
3. 준비된 0.1% 전분 용액 1ml을 1, 2, 4, 5, 7, 8번 tube에 넣음
 0.1% 전분용액은 가열하여 완전히 녹인 것을 사용

4. 준비된 1% amylase를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1, 3, 4, 6, 7, 9번 tube에 다섯
방울씩 떨어뜨린다.

(1, 3, 5조는 1% amylase를 사용하고, 2, 4, 6조는 한 사람의 침을 이용하
여 서로의 결과를 비교한다)

5. 37℃ incubator에서 15분간 반응시킨다. 
6. 각각의 tube의 용액을 두개의 tube로 동일양으로 나눈다.
7. 한 set의 시험관들에는 요오드 용액을 각각

두방울씩 떨어뜨리고 반응을 관찰한다.
8. 다른 한 set의 시험관들에는 베네딕트용액

을 각각 다섯 방울씩 떨어뜨리고 끓는 물에
중탕하여 약 3분 이상 반응시킨 후 색의 변
화를 관찰한다.

※ 베네틱트용액의 반응은 매우 서서히 일
어난다



피펫 사용법 복습!

공기가 나오는 곳

압력조절 부위
; ‘A’를 누르면서
동시에 눌러줌

Storage; 
이곳을 누르면
피펫으로 용액이
올라옴

피펫에 담긴
용액을 내보낼 때
누름

마지막 한방울
떨구어 낼 때
살짝 눌러줌













여러 가지 피펫 종류들

Basic type
P10      white tip
P20      yellow tip
P100    yellow tip
P200    yellow tip
P1000   blue tip

Multi-channel pipette



Auto-pipettes



Buffer Solution???



실험과정

























II. 배설

• 배설: 대사과정을 통해 발생되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으로 단순한 동물에서는 확산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복잡한

동물에서는 특수한 기관이나 기관계를 이용한다. 

• 주요 노폐물: 이산화탄소, 질소함유 노폐물

• 무척추동물의 배설기관

환형동물 → 신관(nephridia)

갑각류 → 녹샘(green glands)

곤충 → 말피기소관(Malpighian tubules)



<요분석>

• 요성분 분석은 신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 식이, 운동, 스트레스 등으로 요성분과 농도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심각한 변화는 대부분 신체의 기능부

전으로 유래하는 것이다.

• 이번 실험에서는 요 시험지봉을 이용하여 단백질과 포도당 성

분에 대해 간단하게 검사해 보기로 한다.



Method

1. 요 시험지봉과 종이컵을 각각 한 개씩 분배 받는다.

2. 화장실을 이용하여 종이컵에 각자의 요를 적당량 채취한다.

3. 요에 시험지봉을 살짝 담가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

4. 티슈나 거름종이로 시험지봉 주변의 잉여물들을 제거하고

색변화를 도표와 비교한다.

5. 표 22.1을 참고해 본다.





과제

• 실험보고서 21을 완성함.

- 21-2 제외

- 21-4는 실험을 수행한 37도의 결과만을 기록

- amylase와 침으로 실험한 것들을 249 page 빈 공간

에 상호 비교하여 결과를 쓰고 토의(discussion)할 것.

• 실험보고서 22에서는 1a, b 제외 → 요와 관련된 질병

들에 대해 읽어보고 1c, d에 대해 정리해 볼것.



기대하시라!

10월 마지막주 실험
병아리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