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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시나요? 어린시절…

아이들이공룡을좋아하는이유는?



Different첫번째



Gone
두번째



BIG
세번째













†Spinosaurus
Stromer, 1915

†Giganotosaurus
Coria & Salgado, 1995



티라노사우루스의이빨

알로사우루스의
이빨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의
이빨

마준가사우루스의
이빨





65 킬로그램

300 킬로그램
430 킬로그램

2000 킬로그램

5700
킬로그램

위에서바라본
티라노사우루스의두개골



†Allosaurus fragilis
Marsh, 1877

†Tyrannosaurus rex
Osborn, 1905

























몸길이 12 m

몸무게 9 톤

뼈까지씹어먹었다

턱힘이강했다

눈, 코, 귀가좋았다

30대까지살았다

빨리걸을수있었다

피부색은?

냄새는?

좋아하는냄새는?

평균수면시간은?

낳는알의개수는?

좋아하는색깔은?

울음소리는?

심심할때하는행위는?

영역표시는어떻게?

우리는공룡에대해
아는것이거의없다.





화석이만들어지는과정… 하지만현실은?



무슨동물일까?



Zangjiazhuang quarry, Zhucheng City

Shandong Province, China



Gideon Mantell
(1790 – 1852)

Mary Ann Mantell
(1799–1847)

1820년어느날, 남편의왕진을따라갔다가
손바닥만한이빨화석을발견!

그린이구아나의치열

Iguana iguana
Linnaeus, 1758



“틀림없이거대한도마뱀일꺼야!”



무슨동물인지알아?

시골의사멘텔

그림보내봐ㅋㅋㅋ

대학교수퀴비에

시골의사멘텔



얼른답장좀…

시골의사멘텔

Grand rhinocéros comme la créature!!!

대학교수퀴비에

뭐라는거야프랑스어쓰지마ㅋㅋ

시골의사멘텔

번역기ㄱㄱ

대학교수퀴비에



“큰코뿔소
같다고?”
아무리봐도

도마뱀같은데..

코뿔소같이큰동물

큰코뿔소같은동물



“그래도혹시퀘비에말이
맞을수도있으니깐…”



†Iguanodon (Mantell, 1825)



†Hylaeosaurus
Mantell, 1833



†Megalosaurus
Buckland, 1824



G. Scharf (1833), "Reptiles restored, the remains of which are to be found 
in a fossil state in Tilgate Forest, Sussex" 



대영박람회(Great Exhibition) : 1851년 London에서열린만국박람회



†Hadrosaurus
Leidy, 1858

†Laelaps aquilunguis
Cope, 1866 





Charles Knight ( 1874 – 1953 )

제대로된공룡복원을시도한사람

동물그리기에큰관심이있었음

하지만그는뉴욕에서자란도시청년



Henry Osborn
( 1857 - 1935 )

정육점에서구입한돼지를통해
해부학공부를했음.

그래서처음으로복원한동물은…
선사시대돼지

미국자연사박물관관장



오스본덕분에박물관의공룡들을복원하기시작

스테고사우루스모형을제작중인나이트



†Protoceratops andrewsi
Granger & Gregory, 1923

†Agathaumas
Cope, 1872

†Brontosaurus excelsus
Marsh, 1879

†Trachodon
Leidy, 1856



어라? 등이이상한데?

†Brontosaurus excelsus
Marsh, 1879

†Stegosaurus stenops
Marsh, 1887



어라? 눈이이상한데?

†Tyrannosaurus rex
Osborn, 1905



†Brontosaurus excelsus
Marsh, 1879

Iguana iguana
Linnaeus, 1758

공룡의다리는닭다리!



Henry Osborn
( 1857 - 1935 )

Varanus komodoensis
Ouwens, 1912



†Laelaps aquilunguis
Cope, 1866 



†Diplodocus
Marsh, 1878

독일인들은목긴공룡이도마뱀과
유사한자세를가졌을것이라고생각함

하지만배를끌고다닐수있는
3m 깊이의도랑이필요!



브라키오사우루스와같은
거대한목긴공룡들이고래처럼
물속에서살았다고생각…



†Stegosaurus stenops
Marsh, 1887









스테고사우루스의골판은
어떻게나열되어있었을까?



체온조절용?

방어용?

종구분용?

성구분용?



골판을이용해활공을하는스테고사우루스?
1920년, 아마추어고생물학자윌리엄벌루의가설…



Louis Dollo
( 1857 – 1931 )



이구아노돈은새와유사한다리를가졌는데…



근데공룡은파충류라서꼬리를끌어야할텐데…



꼬리가부서진채로
복원된이구아노돈



너도나도꼬리를부
수기시작!



John Ostrom
( 1928 - 2005 )



†Deinonychus antirrhopus
Ostrom, 1969



공룡의등과꼬
리에있는뼈로

된힘줄

발자국사이에꼬리를끌었던흔적이?



아주머니도쉽게무찌를수있는굼뜬티라노사우루스



아주머니를잡아먹기위해뛰어가는날렵한티라노사우루스



†Sinosauropteryx prima
Ji & Ji, 1996

†Microraptor gui
Xu et al., 2003

†Yutyrannus
Xu et al., 2012



†Kulindadromeus zabaikalicus
Godefroit et al., 2014





과연우리가복원한공룡의모습이진짜공룡의모습일까?



화석생물을복원하는기존의방법...



그결과...
영양실조에걸린공룡들...



Darren Naish
(1975 - )

1997년

"뼈만이용해서돌고래
를복원해보면어떨까?”
라는생각에..

학회에서냅킨에
병코돌고래를
그려봤는데…

어라?
무슨동물이지?!

우리들이알고있는
공룡의모습이

실제공룡의모습일까?



우리가알고있는
대부분의동물들은
뼈대와외형이많이다르다!



뼈만보면황제펭귄은
목이길고롱다리다!















“SOFT DINOSAUR REVOLUTION”





“이런공룡들은요?”

†Mosasaurus hoffmannii
Mantell, 1829

†Pteranodon longiceps
Marsh, 1876

†Elasmosaurus
Cope, 1868



<드레곤길들이기> 봤는데
공룡많이나오더라고요

- 6년전소개팅녀 -

공룡, 그거다가짜란소문이있던데…
- 학창시절기숙사룸메이트 -

공룡이진짜살았던
동물이었다는걸니덕분에알았어

- 10년지기동네친구 -





공룡은척추동물중유일하게골반에구멍이있다!



공룡의골반에구멍이있는
이유는직립보행을위한것!



Edmontosaurus regalis



Pteranodon longiceps



Stegosaurus stenops



Platecarpus tympaniticus



Apatosaurus ajax



Protosuchus richardsoni



Dimetrodon grandis



Homo sapiens



Protoceratops andrewsi



Gallus gallus domesticus



Anas platyrhynchos



Passer domesticus



Columba livia



Aptenodytes forsteri



Bubo africanus



조반류 조류

공룡류

장비류 영장류

포유류

박쥐류용각류





90년대중반부터지금까지바닷새
종류의 30%가감소

- WWF 세계자연보고기금

공룡은결국인간에의해
멸종할것인가?

지구환경파괴가계속진행된다면
전세계조류의 30%가이번세기안에멸
종할수도있다!

- 미국스탠퍼드와듀크대학공동연구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