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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 그리고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 상관성 등을 알아보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시행하였다.
20-30대 젊은 성인 62명을 대상으로 성곽유두를 경계로 하는 혀의 전방 2/3 를 혀 종축의 가상 중앙선과 혀 횡축의 가상
중앙선을 그린 후 횡축 중앙선 앞과 뒤 그리고 종축 중앙선 좌측과 우측의 내측 1 cm 부위를 첨부(anterior), 좌측방부(left
lateral) 우측방부(right lateral), 후방부(posterior)그리고 횡축 과 종축 중앙선이 만나는 중앙부(center)를 혀 측정부위로 정하
고 메틸렌 블루로 음성 염색을 실시하여 1cm×1 cm 눈금자를 측정부위에 올린 상태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심상유두
수를 2회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또한 전기미각계를 이용하여 동일한 부위의 미각역치를 3회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1. 심상유두수는 혀 위치에 따라 첨부에서 가장 많고, 우측방부, 좌측방부, 후방부 그리고 중앙부 순으로 많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첨부, 우측방부, 중앙부에서 여자가 더 많은 심상유두를 보였고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는 첨부, 우측방부, 그리고
좌측방부에서 20대가 더 많은 심상유두를 보였다.
2. 전기미각역치는 혀 위치에 따라 첨부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고, 좌측방부, 우측방부, 후방부, 그리고 중앙부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첨부와 우측방부에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는 단지 우측방부에서만
3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3. 첨부와 후방부에서는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 사이에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성별, 연령, 그리고 혀 위치에 따라 심상유두수 와 전기미각역치가 다르며,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는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심상유두, 전기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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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환경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인간의 감각은 크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으로 대별된다. 이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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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히 후각과 미각은 특화된 화학 감수기를 통해서
인간의 뇌로 전달된다. 후각은 공기에 포함된 화학물
질을 비강에 위치한 후각기관과 후구를 통하여 1차
후각피질로 불리는 종뇌부위로 투사되어 감지된다.
이에 반하여 미각은 침에 녹아든 화학물질을 구강, 인
두 및 후두에 존재한 미각 기관을 통하여 연수, 1)뇌교
및 시상의 미각 중계핵으로 전달되어 감지된다 .
미각은 음식 섭취에 가장 필요한 감각으로 이 감각
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음식물의 섭취를 감소시키거
나 이상 섭취를 유발하여
영양장애나 이차적인 질병
2)
을 일으킬 수 있다 . 또한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장애
를 가져와 삶의 희망을 상실케
하기도 하므로, 삶의
3)
질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 미각기능의 손상은 독립
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미각의 인지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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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화학물질에 의한 미뢰의 자극을 통해서만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각, 구강내의 기계적 수용기
에 의한 감각, 통각 신경섬유에 의한 감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4)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태와도 관련이 있
기 때문이다 . 미각기능의
손상이 가능한 원인으로는
5)
타액 분비의6-10)감소 , 미각을 담당하는 미각신경의 장
애 및 손상 , 11)중추성 미각경로를 침범한 병소,
대사
12)
장애
등이 있다 . 뿐만 아니라 파킨슨 질환 , 뇌졸중
13), 특정 약물 섭취14), 구강작열감증후군15), 구강점막
질환16-18) 등과 같은 특정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 따라서 미각기능의 정확한 측정과 평가는 임
상의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미각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자극을 가하는 방법
에 따라 화학적 자극법, 전기적 자극법으로 대별된다.
화학적 자극법은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을 느끼게 하
는 용액 혹은 압지원판을 이용한 방법으로 맛에 대한
정성적 검사와 맛을 느끼는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총괄적 미각의 평가가 힘들고, 검사
시간이 많이 걸리고,19)때로 구토반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이에 반하여 전기적 자극법은
맛에 대한 정성적 검사는 불가능하지만, 사용이 간편
하고, 측정시간이 짧고, 재현성이 우수하고, 쉽게 적
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임상에 널리 쓰이고 있
는 방법이다20).
구강 내에 존재하는 미각 기관 중 표층에 존재하는
미각 감수기인 미뢰는 혀와 구개 상피, 인두, 후두 및
식도 상피에서 발견된다. 이 중에서 미뢰 수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관은 혀의 유두이다. 혀의 유두는 사
상유두, 심상유두, 성곽유두, 그리고 잎새유두 등 네
가지로 대별되고, 사상유두에는 미뢰가 없다. 잎새유
두는 혀 뿌리의 양측에 존재하고 총 미뢰 수는 약
1,300개에 달한다. 성곽유두는 혀의 전방 2/3와 후방
1/3을 경계짓는 부위에 10개 내외가 존재하는데 각
유두에는 250개의 미뢰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혀의 첨부에 밀집하여 분포하지만, 혀의 전방 2/3
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심상유두는 보통 320개
정도가 관찰되고, 각1)유두에는 약 3.5개의 미뢰가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
21)
한편, 김 등 은 심상유두수를 해부학적 부위 따라
측정하였는데, 혀의 첨부의 개수가 가장 많고22) 후측방
의 개수는 적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임 등 은 설첨
부와 설측면의 심상유두개수를 측정하였는데,
설첨이
더 많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Miller 등23)도 심상유
두의 개수를 설첨과 설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설첨
2

이 3배가량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박 등24)의 보고
에 의하면, 설첨부와 설측면, 성곽유두의 전기미각역
치를 측정하였는데, 설첨에서25)가장 민감하였고, 설측
면, 성곽유두 순이었다. 김 등 은 2형 당뇨병 환자와
정상군의 전기미각역치를 측정한 결과 설첨에서 민
감하였고,
설측면은 조금 둔하다고 발표하였다. 이 등
26)의 의치착용 환자의 전기미각역치 측정결과 설첨,
설측면,
성곽유두 순으로 예민하다고
보고하였다. 김
15)의 구강작열감 환
등17)의 구강편평태선
환자,
고
등
자, 전 등16)의 재발성 아프타성 궤양 환자 등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혀 배면의
2/3에서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전기미각역치가 다르
다는 것을 그리고 미뢰가 존재하는 심상유두의 분포
양상 또한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보여주고
있어, 혀 배면의 2/3에서 심상유두개수가 많을수록 전
기미각역치는 낮아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시행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강하고 신체의 오감에 이상
이 없다고 생각하는 20대와 30대 성인 65명을 대상으
로 구강검사를 통하여 구강 내에 연조직 질환, 치주질
환, 충치 등의 활동성 구강질환이 있는 3명을 제외한
62명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군의 성별 과 연
령 분포는 Table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혀 측정부위
Fig. 1과 같이 성곽유두를 경계로 하는 혀의 전방
2/3 를 혀 종축의 가상 중앙선과 혀 횡축의 가상 중앙
Table 1. Sex and age distribution of experimental
group

Twenties Thirties
Male
7
17
Female
33
5
Total
40
22

Total
24
3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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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ing sites of tongue
1 : 첨부 2 : 좌측방부 3 :
4 : 후방부 5 : 중앙부

우측방부

선을 그린 후 횡축 중앙선 앞과 뒤 그리고 종축 중앙
선 좌측과 우측의 내측 1 cm 부위를 첨부(anterior),
좌측방부(left lateral) 우측방부(right lateral), 후방부
(posterior) 그리고 횡축과 종축 중앙선이 만나는 중
앙부(center)를 혀 측정부위로 정하였다.
2) 심상유두수
사상유두는 염색 시키고 심상유두는 염색이
되지
27)
않거나 매우 연하게 염색되는 메틸렌 블루 를 연하
게 희석한 용액으로 혀 측정부위를 염색하였고, 깨끗
한 물로 입안을 5회 헹구게 한 후 1 cm×1 cm의 눈금
자를 측정부위에 올린 상태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하여 촬영하였다. 연구목적을 설명해주지 않은 검사
자 2명이 확대된 영상에서 심상유두수를 세고 평균을
구하였다 (Fig. 2).
3) 전기미각역치
전기미각측정기(Electrogustometer Model EG-IIB,
Nagashima Medical Instrument Co., Japan)를 이용
하여 미각역치를 측정하였다 (Fig. 3). 측정전 실험군
에게 구강내 음식물 잔사와 같은 물질들을 없애기 위

Fig. 2. Measuring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

Fig. 3. Electrogustometer

해 양치를 하게 하고 3분 후에 미각역치를 측정하였
다. 도자를 측정부위 중앙에 위치시킨 후 10분 간격으
로 3회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측정단위는 dB로
하였다 (Table 2).

Table 2. Electric currents (μA) delivered by electrogustometer and corresponding decibel range

dB -6 -4 -2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μA 4
5 6.4 8 10 13 16 20 25 32 40 50 64 80 100 130 160 200 250 320 4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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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SPSS(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별과 연령
에 따른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의 차이를 비교
3.

Table 3.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 by measuring
sites of tongue

Location
Number (m±s.d.)
Anterior
48.25±16.29
Right lateral
7.11±4.01
Left lateral
6.48±3.67
Center
1.13±1.57
Posterior
2.59±2.17
m±s.d. : mean±standard deviation

하기 위해 Mann-Whitney test 를 이용하여 유의차
를 검증하였다.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test 를 이용하였다.
Ⅲ. 결 과
1. 심상유두수
혀 위치에 따른 심상유두 수는 첨부에서 가장 많고,
우측방부, 좌측방부, 후방부 그리고 중앙부 순으로 많
았다 (Table 3). 성별에 따른 차이는 첨부, 우측방부,
중앙부에서 여자가 더 많은 심상유두를 보였다
(Table 4). 연령에 따른 차이는 첨부, 우측방부, 그리
고 좌측방부에서 20대가 더 많은 심상유두를 보였다
(Table 5).

Table 4.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 on measuring sites of tongue by sex

Location
Male (m±s.d.)
Anterior
39.13±10.13
Right lateral
6.17±4.35
Left lateral
5.65±4.10
Center
0.67±1.43
Posterior
2.42±2.03
* Significantly different by p-value<0.05
m±s.d. : mean±standard deviation

Female (m±s.d.)
54.01±16.91
7.71±3.73
7.01±3.31
1.42±1.60
2.70±2.28

Table 5.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 on measuring sites of tongue by age

Location
Twenties (m±s.d.)
Anterior
52.18±17.04
Right lateral
7.85±3.92
Left lateral
7.31±3.38
Center
1.28±1.49
Posterior
2.64±2.24
* Significantly different by p-value<0.05
m±s.d. : mean±standard deviation
4

Thirties (m±s.d.)
41.11±12.23
5.77±3.91
4.98±3.76
0.86±1.70
2.50±2.09

p

.000*
.042*
.221
.018*
.630

p

.006*
.024*
.026*
.058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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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미각역치
혀 위치에 따른 전기미각역치는 첨부에서 가장 낮
게 측정되었고, 좌측방부, 우측방부, 후방부, 그리고
중앙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6). 성별 차이에
서는 첨부와 우측방부에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7). 연령별 차이에서는 단지 우측방부
에서만 20대와 30대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8).
2.

Table 6.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on measuring
sites of tongue (unit: dB)

Location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m±s.d.)
Anterior
3.23±5.73
Right lateral
7.34±7.74
Left lateral
6.99±6.66
Center
18.76±7.55
Posterior
8.65±6.30

Table 7.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on measuring sites of tongue by sex (unit: dB)

Location
Anterior
Right lateral
Left lateral
Center
Posterior

Male (m±s.d.)
5.50±6.08
10.26±7.34
8.87±5.78
18.70±7.69
9.00±5.80

p

Female (m±s.d.)
1.79±5.06
5.49±7.50
5.81±6.97
18.80±7.56
8.42±6.66

.022*
.011*
.052
.789
.734

Table 8.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on measuring sites of tongue by age (unit: dB)

Location
Twenties (m±s.d.)
Anterior
2.32±5.74
Right lateral
5.90±7.33
Left lateral
6.57±7.34
Center
19.24±7.28
Posterior
8.90±7.16
* Significantly different by p-value<0.05
m±s.d. : mean±standard deviation

p

Thirties (m±s.d.)
4.88±5.44
9.95±7.95
7.76±5.26
17.88±8.11
8.18±4.44

.088
.045*
.346
.377
.854

Table 9.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 and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by measuring sites of tongue

Anterior
r
-.457*
Number of fungiform
papilla
p
.000*
* Significantly different by p-value<0.05
m±s.d. : mean±standard deviation

Right lateral
-.106
.413

Left lateral
-.080
.538

Center
-.141
.276

Posterior
-.261*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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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의 상관성
첨부와 후방부에서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 사
이에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Table 9).
Ⅳ. 고 찰
본 연구는 젊은 성인에서 성별, 연령, 그리고 혀 위
치에 따라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와의 관련성
그리고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미각장애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
련하고자 시행되었다.
혀의 배면 전방 2/3에 존재하는 심상유두는 직경
0.5 mm 정도의 분홍빛의 버섯모양으로 생긴 융기된
구조물로 혀에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전
방부에 많이 분포하고 뒷부분으로 분포가 줄어들면
서 직경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혀에는 평균 200-300
개의 심상유두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심
상유두는 비각화 되어있고 음식, 담배, 그리고 세균
등의 자극에 의해 신장되지 않으며, 연령증가에 따라
표면이 거칠어지고 인접22) 유두와 경계가 불명확해지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또한 심상유두에는 사람의
미각에 중요한 구조물인 미뢰가 28)존재하나 미뢰가 없
는 심상유두가 관찰되기도 한다 .
심상유두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30분에서 60분간
videoscopy를 이용해 촬영하고
정지된 화면을 확대해
29)
서 보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 이 방법은 videoscopy
의 휴대가 용이하지 않아 실험실에서만 측정해야 하
고, 긴 촬영시간으로 인하여 피험자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다. Shahbake 등29)은videoscopy를
이용한 방법과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방법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 방법 간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 하였다.
디지털카메라는 휴대가 용이하고 촬영시간이21) 짧아 환
자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 본 연구
에서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염색된 혀 측정부위
를 촬영, 확대하여 심사유두수를 측정하였다.
미각측정법은 자극방법에 따라 화학적 자극법과
전기적 자극법으로 나뉜다. 화학적 자극법은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기준 데이
터의 확립이 되어 있어 미각이상을 측정함에 있어 기
준이 뚜렷하다. 맛의 종류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고 맛
의 강도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총괄적인 미
각측정이 어렵고, 검사
시간이 많이 걸리며, 구토반사
19)
등의 부작용이 있다 . 전기적 자극법은 역사가 짧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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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데이터가 적고, 맛의 종류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
한 단점이 있다. Stillman 등30)에 의하면, 양이온의 전
달을 통하여 수용되는
신맛에 민감하다는 보고도 있
31)
으나, Eva 등 에 의하면 신맛을 담당하는 수용기와
전기미각역치의 상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
고 다른 미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
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사용이 간편하고, 재현성
이 뚜렷하며, 검사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장점으로 인
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기적 자극
법을 사용하였다.
0세부터 50대까지의 심상유두수에 관한 임 등22)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변화에 따른 심상유두수는 차이
가 없어 미각의 변화가 심상유두수가 줄어듦으로 인
한 것이 아님을 보고하였으나, 20～30대의 젊은 성인
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20대가 첨부, 우측방
부, 그리고 좌측방부에서 30대 보다 더 많은 심상유두
를 보여21)이전 연구결과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김 등 은 설첨과 후측방의 심상유두수를 측정한
연구에서, 남자는 각각 51.69±14.15 와 12.92±6.13 그
리고 여자는 각각 58.65±13.56 과 16.23±6.38 로 남자
와 여자 모두에서 첨부에서 심상유두수가 많았고
성
23)
별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Miller 등 은 설첨
과 설측면 심상유두수가 각각 29±26 과 7±7로 차이를
보이고 설첨에 많은 분포를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실험군 모두에서 심상유두수가 중앙부
1.13±1.57, 후방부 2.59±2.17, 좌측방부 6.48±3.67, 우측
방부 7.11±4.01, 그리고 첨부 48.25±16.29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여 이전의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
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첨부, 우측방부 그
리고 중앙부에서 여자가 더 많은 심상유두수를 보였
다. 본 연구와 다른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
유는 심상유두수를 측정한 부위가 서로 다르고, 수를
측정하는 방법차이 때문 일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혀를 4 등분하는 횡축 그리고 종축 선
상에서 내측으로 1 cm 떨어진 곳 4곳과 중앙부 총 5
곳을 측정부위로 선택하여 혀의 모든 부위가 측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부위에서 측정에 사용된
면적은 24)1 cm2로 하였다.
박 등 은 연령증가에 따른 설첨, 설측방, 엽상유두
근처, 그리고 연구개 부위에서 전기미각역치가 증가
함을 보고하였고, 특히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연령군
에서도 연령별, 성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성
별에 따른 차이는 구강청결상태에 기인한다고 하였
고, 연령에 따른 차이는 가령에 따른 감각기능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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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전기미각
역치가 우측방부에서 20대와 30대 각각 5.09±7.33과
9.95±7.95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
른 전기미각역치도 남자와 여자의 첨부와 우측방부
에서 각각 5.50±6.08, 1.79±5.06 그리고 10.26±7.34,
5.49±7.50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ldon
등32)과 김 등33)은 연령증가로 인한 미각역치증가 원
인을 영양상태, 감수성변화, 식이변화, 흡연, 그리고
구강위생상태34) 등이라고 하였다.
Baker 등 은 여성의 평균미각역치가 남성보다 낮
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흡연자의 비율이
남성에서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 등에 의하면,
여성의 3회 양치질 비율은 63.7%이고, 남성은 23.7%
로 구강청결상태로 인하여 남녀의
전기미각역치가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Nilsson35,36)에 의하면, 전기적
자극법에 의한 연구에서 성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고 하였으나, 화학적 자극법에 의한 연구에서는 모든
미각물질에
대해 여성이 보다 민감하다고 하였다. 김
등37)도 화학적 자극법에 의한 미각역치는 여성이 민
감하다고 하였다.
Richard 등38)은 NaCl 용액에 대한 역치강도와 심상
유두수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심상유두수가 많으
면 역치강도가 낮아진다고 밝혔고, 심상유두 밀도와
역치강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39)
Shawn 등 은 전기미각역치와 심상유두수가 반비례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첨부와 후방부
에서만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이는 측정부위와 측점
넓이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38)
Richard 등 이 측정한 부위는 첨부, 첨부에서 1.7 cm
측방, 첨부에서 1.7 cm 후방, 그리고 첨부에서 3.4 cm
후방 등 4 곳으로 혀 편측 1/2 부위에 해당된다. 본 연
구에서는 혀를 4 등분하는 횡측 그리고 종축 선상에
서 내측으로 1 cm 떨어진 곳 4곳과 중앙부 총 5 곳을
측정부위로 선택하였으며
각 부위의 측정에 사용된
2
면적은 1 cm 로 혀의 모든 부위가 측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특정부위에서 전기미각역치와
심상유두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전기미
각역치가 단순히 심상유두수 만의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전기미각역치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소로는 연령, 내분비 변화, 정신적·심리
적 요인, 발열을 수반하는 질환, 상기도, 인두 및 후두
만성질환, 저작운동, 타액분비 장애, 혀운동 장애,
그
1)
리고 불량한 구강위생상태 등이 있을 수 있다 . 본 실

험에서는 건강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상기 요소들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지만, 다른 기여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심상유두수와 전기
미각역치 그리고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 상관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시행하였다.
20-30대 젊은 성인 62명을 대상으로 성곽유두를 경
계로 하는 혀의 전방 2/3 를 혀 종축의 가상 중앙선과
혀 횡축의 가상 중앙선을 그린 후 횡축 중앙선 앞과
뒤 그리고 종축 중앙선 좌측과 우측의 내측 1 cm 부
위를 첨부, 좌측방부, 우측방부, 후방부 그리고 횡축
과 종축 중앙선이 만나는 중앙부(center)를 혀 측정부
위로 정하고 메틸렌 블루로 음성 염색을 실시하여 1
cm×1 cm 눈금자를 측정부위에 올린 상태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심상유두수를 2회 측정하여 평균
을 구하였다. 또한 전기미각계를 이용하여 동일한 부
위의 미각역치를 3회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1. 심상유두수는 혀 위치에 따라 첨부에서 가장 많고,
우측방부, 좌측방부, 후방부 그리고 중앙부 순으로
많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첨부, 우측방부, 중앙부에
서 여자가 더 많은 심상유두를 보였고 그리고 연령
에 따라서는 첨부, 우측방부, 그리고 좌측방부에서
20대가 더 많은 심상유두를 보였다.
2. 전기미각역치는 혀 위치에 따라 첨부에서 가장 낮
게 측정되었고, 좌측방부, 우측방부, 후방부, 그리
고 중앙부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서는
첨부와 우측방부에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고, 그
리고 연령에 따라서는 단지 우측방부에서만 30대
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3. 첨부와 후방부에서는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
사이에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성별, 연령, 그리고 혀 위치에 따
라 심상유두수와 전기미각역치가 다르며, 심상유두수
와 전기미각역치는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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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and Electrogustometric
Thresholds in Adults
Dong-Hoon Han1, D.D.S.,M.S.D., Ji-Il Park2, D.D.S.,M.S.D.,
Hoi-Soon Lim3, D.D.S., Ph.D., Jae-Hyung Kim3, D.D.S.,Ph.D.

Scool of Dentistry, Chonnam National University1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wangju Health college university2
Department of Oral medicine, Scool of Dentistry, Dent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3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stablish the effect of gender and age on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and
electrogustometric thresholds of the tongue, and to determine the relation between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and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Sixty-two healthy subjects of 20 to 39 years old were enrolled in this study. Examination areas were defined as center,
anterior, left lateral, right lateral, and posterior on the dorsal surface of the tongue, which was stained
with methylene
blue dye and photographed with a scale bar on it.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within 1 cm2 square area of each
examination site was counted twice. The counted values were averaged to produce means. Taste thresholds were
measured three times on each examination area using an electrogustometer. Means of the threshold values were
calculated.
1.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was the largest at the anterior examination area, followed by right lateral, left lateral,
posterior and central. Women had more fungiform papillae than men at anterior, right lateral, and center areas. Subjects
in twenties showed more fungiform papillae than those in thirties at anterior, right lateral, and left lateral areas.
2. Anterior area of the tongue measured the lowest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followed by left lateral, right lateral,
posterior and center. The threshold was higher in men at anterior and right lateral areas. The subjects in thirties had
higher threshold only at right lateral area than those in twenties.
3.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was inversely correlated with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at anterior and posterior
area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and taste threshold varied according to tongue locus, and
they were influenced by age and gender. The results also suggested that the number of fungiform papillae was related
to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inversely.
Key words: Fungiform Papillae, Electrogustometric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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