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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조증환자의 미각역치에 한 연구

부산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 교실

고명연․권경민․허 ․태일호․안용우

  구강건조증 환자의 미각기능과 치료에 따른 미각 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부산 학교

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 에 구강검사를 통하여 구강건조증으로 진단된 환자를 실험군으로 선택하고,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 학교 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 에 구강검사와 설문지를 사용하여, 미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신질

환, 약물복용, 구강내 연조직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를 조군으로 선택하여 기미각역치를 측정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건조증 환자군과 조군의 미각역치 비교에서 의 측면, 끝, 유곽유두에서 차이를 보 다.

2. 남성에서 구강건조증 환자군과 조군의 미각역치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3. 여성에서 구강건조증 환자군과 조군의 미각역치 비교에서는 연구개를 제외한 모든 부 에서 환자군이 낮은 경향을 보

다.

4. 구강건조증 환자군의 치료에 따른 미각역치 비교에서는 진 시와 1차 치료 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곽유두에

서는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주제어 : 구강건조증, 기미각측정기, 미각

1)Ⅰ. 서    론

  미각은 주로 구강내의 미뢰를 통하여 느끼는 감각

으로 생활에 필요한 음식물을 선택하거나 양물질

을 섭취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미각은 한 체액 

섭취조 에 여함으로써 체액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체내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는 기능도 있

다. 미각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의 섭취에 

흥미를 잃거나 기피하게 되어 식사량의 감소와 함께 

장애가 래될 수 있으며, 먹는 즐거움이 상실됨

으로 인해 환자들이 심한 우울증과 식욕부진으로 고

통을 받게 된다.1) 

  그러므로 미각장애는 신체 , 정신  건강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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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국소  병소

나 신  질환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의 진단에 좋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2) 실제로 알코올 남용, 흡연, 약물과 방사선 요법

의 부작용의 하나로써 미각장애라는 병 인 상태를 

유발시키며 한 고 압과 당뇨병 그리고 부신기능 

부 증과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을 가지고 있는 

신질환 환자에서도 미각장애가 보인다.
3)
 미각장애는 

임상 으로 미각상실(ageusia), 미각 하(hypoge-

usia), 이상미각(dysgeusia), 민감미각(hypergeusia), 

미각인식불능(gustatory agnosia)등의 양상으로 나타

나며 증상이 나타나는 부 가 국소 이거나 체

일 수가 있다.4)

  미각수용기인 미뢰는 와 연구개에 주로 분포하

며  막의 미뢰는 부분 의 유두 속에 존재한

다. 에는 네 종류의 유두가 있는데 모상유두

(filiform papilla), 심상유두(fungiform papilla), 엽상

유두(foliate papilla)  유곽유두(circumvallte 

papilla) 이다. 가장 많이 분포하는 모상유두에는 미뢰

가 없기 때문에 맛이 아닌 각을 담당한다. 심상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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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 방에 분포되어 있고, 엽상유두는 의 후측

방에 분포하며 유곽유두는 V자를 엎어놓은 형태로 

의, 인두 경계부에 분포한다. 성인의 경우 약 3,000

개 내지 10,000개의 미뢰를 갖는데 의 방 2/3에 

분포하는 미뢰는 안면신경의 고삭신경에 의해, 의 

후방 1/3은 설인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식도와 

후두개의 미뢰는 미주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5)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각 물질이 타액이나 

물에 용해 되어 미뢰의 미각 세포를 자극하면 세포의 

기  활동이 미각 신경을 통해 추신경에 달됨

으로써 개체는 미각의 종류와 특성을 인식하고 한 

미각에 해 정서 인 반응을 나타낸다.6)

  미각에 향을 주는 인자로는 연령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퇴화, 갱년기 는 임신여성에서 찰되는 

내분비 변화, 정신  심리  요인, 타액분비의 감소와 

구강건조증, 상기도, 인두  후두의 만성질환, 미각

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의 장애, 후각 장애와의 혼돈, 

구강내 환경요인 등이 있으며, 미각자극 물질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7)

  이  구강건조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된 구

강 건조의 주 인 느낌으로,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약물 복용자의 증가  신 

질환자의 증가와 련이 있는 질환이다.8) 구강건조증

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로는 항우울

제, 항콜린성제제, 항히스타민제, 항고 압제  이뇨

제 등이 있으며, 수백가지 이상의 약물이 부작용으로 

구강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본 연구는 구강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강건

조증 환자의 기미각역치를 측정하여 치료 과 후

의 기미각역치를 찰하고, 구강건조증이 미각변화

와 실제 인 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도하 으

며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부산 학교병원 구

강내과에 내원한 환자 에 구강검사를 통해 구강건

조증으로 진단된 환자를 실험군으로 선택하고, 2007

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 학교병원 구강내과에 내

원한 환자 에 구강검사와 설문지를 사용하여, 미각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신질환, 약물복용, 구강내 

연조직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를 조군으로 

Xerostomia Pt.

(n= 20)

Control

(n= 20)

Gender
Male 5 8

Female 15 12

Mean age 49.0 48.9

Table 1. Gender and Age distribution of xerostomia 

patient group and control group

Fig. 1. Electrogustometer. Model EG-2B. Nagashima 

Medical instrument Co., Nagashima Japan

선택하 다.

  구강건조증으로 진단된 치과환자 20명을 실험군

(18-76세; 평균연령 49.0세)으로 하고, 보존  치료를 

주소로 내원한 치과환자 20명을 조군(29-72세; 평

균연령 48.9세)으로 하여 기미각역치를 측정하

다.(Table 1)

2. 연구방법

  기미각측정기(Electrogustometer, Model EG2B, 

Nagashima Medical Instrument Co., Nagashima, 

Japan, Fig. 1)을 사용하여, 오른쪽 끝, 측방 앙부

, 유곽유두 근처부 , 연구개 부 에 시행하 다. 

연구 상자를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힌 상태로 구

강을 물로 1회 헹군 다음, 왼손에 기미각측정기의 

부 를, 오른손에 음극을 잡도록 하 다. 검사자는 양

극을 피검자의 측정하고자 하는 부 에 치시킨 

후, 류강도를 낮은 수치에서부터  증가시켰다. 

환자에게 신맛이나 쓴맛 는 에 건 지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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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ue Tip Tongue lateral Circumvallate papillae Soft palate

Xerostomia patients

(n=20)
9.55 ± 12.51 15.25 ± 12.85 18.65 ± 12.42 27.20 ± 11.32

Control

(n=20)
16.80 ± 11.19 23.65 ± 12.13 23.90 ± 10.55 24.90 ± 8.41

p-value 0.061 0.040 0.158 0.471

Table 2. The taste threshold of xerostomia patient group and control group     (Mean ± Standard deviation)

Tongue Tip Tongue lateral Circumvallate papillae Soft palate

Xerostomia patients

(n=5)
20.60 ± 12.56 24.60 ± 9,74 27.60 ± 13.22 34.00 ± 0.00

Control

(n=8)
17.00 ± 15.19 24.00 ± 15.38 25.25 ± 12.43 25.25 ± 9.05

p-value 0.653 0.933 0.758 0.057

Table 3. The taste threshold of xerostomia patient group and control group in men 

(Mean ± Standard deviation)

을 때와 유사한 감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 고 

이러한 감각이 느껴지는 순간에 부 를 르도록 훈

련하 다. 이러한 과정이 익숙해진 후에 각 부 에서 

5분 간격으로 2회 측정한 다음, 평균치를 구하여 구 

부 에 한 기 미각역치로 정하 고, 측정단 는 

dB로 하 다.

  조군 피검자들은 구강내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 고, 구강건조증 환자들은 진단이 되

었을 때 미각역치를 측정하고, 1회 치료 후 한번 더 

측정하여 비교하 다.

  34dB에서 느끼지 못하는 연구 상자들의 기미각

역치는 34dB로 기록하 다. 

3. 통계

  실험군과 조군의 기미각역치의 차이,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실험군과 조군의 기미각역치의 

차이를 검정하기 하여 student's t-test로 분석하

고, 치료에 따른 실험군의 기미각 역치의 변화를 평

가하기 하여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 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단하 다. 

Ⅲ. 연구성

  진시 실험군과 조군의 미각역치 비교에서 

의 측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끝

과 유곽유두 부 에서는 실험군이 낮은 경향을 보

다. (Table 2)

  남성에서의 실험군과 조군의 미각역치 비교에서

는 연구개 부 에서 실험군이 높은 경향을 보 고

(Table 3), 여성에서의 실험군과 조군의 미각역치 

비교에서는 연구개를 제외한 모든 부 에서 조군

이 높은 경향을 보 다. 특히 끝과  측방 부 에

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Table 4)

  구강건조증으로 진단하고 1차 진료 한 (Enafon으

로 1～3주, 밤에 1일 1회 투여) 실험군의 치료에 따른 

미각역치 비교에서는 진와 1차 치료 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5)

Ⅳ. 총   고안

  타액은 구강의 건강유지에 요한 역할을 하며 타

액선 기능의 변화는 곧 구강 조직과 기능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타액은 구강 막과 치아를 피복하여 

기계 , 화학 , 물리  자극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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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ue Tip Tongue lateral Circumvallate papillae Soft palate

Xerostomia patients

(n=15)
5.87 ± 10.45 12.13 ± 12.46 15.67 ± 11.00 24.93 ± 12.33

Control

(n=12)
16.67 ± 8.34 23.42 ± 10.17 23.00 ± 9.58 24.67 ± 8.36

p-value 0.006 0.016 0.076 0.947

Table 4. The taste threshold of xerostomia patient group and control group in women 

(Mean ± Standard deviation)

Tongue Tip Tongue lateral Circumvallate papillae Soft palate

Initial visit

(n=20)
9.55 ± 12.51 15.25 ± 12.85 18.65 ± 12.42 27.80 ± 11.32

Second visit

(n=20)
10.65 ± 11.50 15.75 ± 12.97 22.80 ± 10.57 26.80 ± 10.75

p-value 0.534 0.837 0.066 0.819

Table 5. The taste threshold changes of xerostomia patients according to treatment 

(Mean ± Standard deviation)

 

고, 치아의 재석회화를 도우며, 자정작용과 미각, 소

화작용에 여하고, 항균작용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한

다. 그리고 자극시 분비되는 타액은 음식물과 섞여 연

하를 돕는 반면, 안정시 분비되는 타액은 보호작용과 

한 계가 있다.
10)

  구강건조감은 구강 막이 타액에 의해 젖어있는 

정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지되며,11)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 타액 분비율의 감소와 함께 구강의 연조

직  경조직 표면에 붙어있는 잔존타액의 감소가 있

음이 보고된 바 있다.12) 이러한 타액의 감소에 의해 

미각기능 이상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 직  

조사된 바가 없다. 

  미각의 평가에 있어서 어려운 은 미각의 감지 여

부를 으로 피검자의 주  느낌에 의존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  느낌은 피검자가 놓여있

는 심리 , 환경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

에 미각기능을 정량화하고 표 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미각역치의 측정은 화

학미각역치의 측정에 비해 재 성이 뛰어나고13) 사용

이 간편하기 때문에 미각기능의 단순한 평가와 임상

 활용을 해 비교  합한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

다.14)

  기미각측정법은 양 류를 자극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양 류에 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신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각세포로부터 낮은 류에서도 

강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반면, 단맛과 쓴맛을 감

지하는 미각세포에 해서는 양 류가 거의 반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각기능의 평가에

는 합하지 않다.15)

  자의 실험에서 측정된 기미각역치는 박 등
16)

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끝 부 와 의 측방부

는 서로 비슷하게 낮은 수 의 역치값을 나타내었지

만, 이에 비해 유곽유두 부 와 연구개 부 는 서로 

비슷하게 상당히 높은 수 의 역치값을 나타내었다. 

Nilsson17)에 의하면 미각의 민감성은 미뢰의 집도

와 깊은 계가 있고, 미뢰의 집도는 부 와 개체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Nakazato 등
18)에 의하면 동일 개체 내에서 미각인식부 들의 미

뢰 집도는 끝에서 가장 높고  후방으로 갈수록 

집도가 떨어진다고 하 다. 한 지배신경의 종류

가 다름으로 해서 미각역치가 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성별에 따른 미각역치의 차이는 비슷한 연령군에

서 남자의 미각 역치가 높은 경향이 있다19)고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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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Bartoshuk 등
20)

은 성별과 미각인지도가 

서로 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 자의 연구에

서 여성의 경우 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미각역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에서는 유의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실험에서 구강건조증을 가진 환자에서 치료에 따

른 미각역치의 변화는 진시와 enafon 등을 이용한 

1～3주간의 1차 치료 후의 비교에서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오21)등이 보고

한 바와 같이 구강건조증 환자에 있어서 타액 분비율 

감소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불편감 유발에 요한 역

할을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일반 으로 타액분비가 장기간 감소되면 구강내 

통증을 유발하고, 틀니에 한 부 응이나 맛에 한 

민감성 감소 그리고 치은염, 치주염, 구강캔디다증, 

타액선염과 같은 구강내 감염을 증가시킨다.
22)
 타액

분비의 감소 원인으로는 연령증가, 폐경기, 구호흡,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쉐그  증후군, 박테리아

나 바이러스 감염, 심리  상태, 항히스타민 제재, 이

뇨제, 고 압 치료제와 같은 약물복용 등이 있다. 이

와 련된 연구로 Bergdahl 등 23)은 구강건조감, 심리

 요소 그리고 약물 복용과 련된 미각 장애를 보

고하 고, Amosson 등24)은 두경부 암치료에 있어서 

방사선 요법 후 타액선 괴에 따른 타액분비 하로 

인한 미각 변화를 보고하 으며, Wickham 등
25)

은 항

암제 치료 후 구강 건조감에 따른 미각 변화를 보고

하 다. 

  구강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진단법으로는 병력

조사  불편감에 한 문진과 더불어 타액 분비율 

검사, 타액선 스캔, 타액선 조 술, 생검, 임상검사실 

검사 등이 있으며,
26)
 이  타액 분비율 검사는 검사

에 필요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특별한 장비나 기

구없이 진료실에서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

에게 불편감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 화 하

여 검사를 시행할 시 비교  신뢰도가 높고 재 성 

있게 타액선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27) 하지

만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의 정도가 타

액분비의 감소 정도와 항상 일치하지 않고,28) 구강건

조감을 일으키는 타액 분비율의 감소 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8)
 타액선의 기

능  평가 검사와 더불어 구강건조감으로 인한 다양

한 불편감의 정도  그와 련된 사항에 하여 면

히 조사하는 것이 필수 이라 하겠다.

  일반 으로 구강건조증 환자들의 경우 미각역치가 

낮을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자의 실험을 통해 객

인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강건조증 

환자군의 숫자가 많지는 않으므로, 좀 더 장기 인 연

구를 통해 고찰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자의 연구에서 실험군과 조군 모두 남성환자의 숫

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으며 보다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구강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강건

조증 환자의 기미각역치를 측정하여 치료 과 후

의 기미각역치를 찰하고, 구강건조증이 미각변화

와 실제 인 계가 있는지 알아 으로써 향후 구강

건조증과 미각이상과의 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실험군으로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부산 학교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 에 구강검사를 통해 구강건조증으로 

진단된 환자를 선택하고,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 학교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환자 에 구강

검사와 설문지를 사용하여, 미각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신질환, 약물복용, 구강 내 연조직 질환을 가지

고 있지 않은 환자를 조군으로 선택하여 기미각 

역치를 측정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건조증 환자군과 조군의 미각역치 비교에서 

의 측면, 끝, 유곽유두에서 차이를 보 다.

2. 남성에서 구강건조증 환자군과 조군의 미각역치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3. 여성에서 구강건조증 환자군과 조군의 미각역치 

비교에서는 연구개를 제외한 모든 부 에서 환자

군이 낮은 경향을 보 다. 

4. 구강건조증 환자군의 치료에 따른 미각역치 비교

에서는 진 시와 1차 치료 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곽유두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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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Clinical Study on the Taste Threshold of the Patients with Xerostomia

Myung-Yun Ko, D.D.S.,M.S.D.,Ph.D., Kyung-Min Kwon, D.D.S.,

Jun-Young Heo, D.D.S.,M.S.D., Il-Ho Tae, D.D.S.,M.S.D., Yong-Woo Ahn, D.D.S.,M.S.D,Ph.D.

Department of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Pusan National University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aste sensitivity which follows after treatment for xerostomia, from September, 2006 to 

July, 2007, we categorized the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xerostomia in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subject group and from September, 2007 to December. The patients who were not diagnosed as 

systemic disease were categorized as control group.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aste threshold comparison showed the differences at tongue lateral, tongue tip, circumvallate papilla between subject 

and control.

2. Taste threshold comparison showed no difference in male between subject and control.

3. Taste threshold comparison showed decrease in whole tongue except soft palate in female.

4. Taste threshold comparison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first and second visit, but there was a tendency to change 

in circumvallate papilla.

Key word : Xerostomia, Electrogustometer, Tas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