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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의 구조와 기능

뉴런의 구조

1. 뉴런: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이)다.

(1) 뉴런의 구조와 기능
①

: 신경 세포체에서 뻗어 나온 여러 개의 짧은 돌기로, 감각 기관이나 다른 세포에
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인다.

② 신경 세포체:

을/를 포함한 부분으로,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일을 한다.

③ 축삭 돌기: 신경 세포체에서 뻗어 나온 한 개의 긴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
달한다.
(2) 뉴런의 종류
① 감각 뉴런: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으)로 전달한다.

② 연합 뉴런: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감각 뉴런을 통해 받은 자극을 종합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
린다.
③

: 연합 뉴런의 명령을 팔, 다리와 같은 반응기로 전달한다.

2. 뉴런 사이의 자극 전달 방향: 감각 뉴런 →

→ 운동 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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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신경계의 구조

중추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1. 중추 신경계: 뇌와

(으)로 구성된다.

(1) 뇌
① 대뇌: 여러 가지 자극을 해석하고 명령을 내리며,복잡한 정신 활동을 담당한다.
②

: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③ 간뇌: 혈당량, 체온 등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 하도록 조절한다.
④ 중간뇌:

의 운동과 홍채의 작용을 통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⑤ 연수: 중간뇌와 척수 사이에 있으며, 심장 박동, 호흡 운동, 소화액 분비를 조절한다.
(2) 척수
①

아래쪽으로 뻗어 있으며, 척추 속에 들어 있어 보호된다.

② 뇌와 말초 신경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③

반사의 중추이다.

2. 말초 신경계
(1)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으로 구성되고, 운동 신경은 체성 신경과

신경으로 구분한다.

(2) 체성 신경: 대뇌의 명령을 팔이나 다리 등의 근육으로 전달하여 몸을 움직이는 데 관여한다.
(3) 자율 신경
①

의 직접적인 조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내장 기관의 기능을 조
절한다.

② 교감 신경과

신경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같은 내장 기관에 분포하여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구분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동공

호흡 운동

심장 박동

소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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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

1. 반응: 감각 기관이 받아들인 자극에 대해 우리 몸이 나타내는 행동
2.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1) 의식적인 반응
①

의 판단과 명령에 따라 일어나는 행동이다.
예) 추운 겨울날 손이 시려 장갑을 낀다.

② 반응 경로: 자극 → 감각 기관 → 감각 신경 → (척수) →

→ (척수) → 운동 신

경 → 반응기 → 반응
(2) 무조건 반사
①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기 전에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예) 척수 반사:

,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급히 손을 떼는 행동(회피 반사)

연수 반사: 기침, 재채기, 하품, 침 분비 등
중간뇌 반사: 동공 반사
② 반응 경로: 자극 → 감각 기관 → 감각 신경 →
반응기 → 반응

, 연수, 중간뇌 → 운동 신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