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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morphological development of the tongue in the

60-, 90- and 120-day-old fetuses and neonates of Korean native goats by light microscopy. In 60-day-old

fetuses, the tongue tissues were differentiated into epithelium, lamina propria, and muscle layer. The

primordia of filiform, conical, lentiform, fungiform, and vallate papillae appeared by this time, and rudiments

of taste buds were observed in the epithelia of the primordia gustatory papillae. The dorsal lingual epithelia

were PAS positive. Collagenous fibers and blood vessels were present in the lamina propria. In 90-day-

old fetuses, the gustatory glands were moderately positive for PAS and muscle fibers, and connective tissues

were developed. In 120-day-old fetuses, many taste buds were observed in the gustatory papillae. The muscle

bundles, collagenous fibers, blood vessels and gustatory glands were well developed. In neonates, over 40

taste buds were found in a transverse section of the vallate papillae. Muscle layers, blood vessels, collagenous

fibers and gustatory glands were very well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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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등척추동물의 혀(tongue)는 잇몸에서 인두(pharynx)

까지 이르는 구강바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육성 기

관으로서 이는 소화의 가장 기초단계인 채식과 저작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발성기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도로 발달한 운동기관인 동시에 맛을 감지하는 감각

기관으로서 기능도 가지고 있다 [3, 10, 12, 13]. 혀의 표

면에는 여러 종류의 혀유두(lingual papillae)가 있는데 이

들 유두는 기능에 따라 저작이나 채식과 관련이 있는 기

계적유두와 맛을 감지하는 미각유두로 구분한다 [1~3,

4, 5, 8, 9, 13~16, 19].

기계적유두는 형태에 따라 실유두(filiform papillae),

원뿔유두(conical papillae), 렌즈유두(lentiform papillae)로

나누어지며 이들의 분포와 배열은 동물의 저작과 채식

습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1, 3, 4, 5, 15, 18], 렌즈유

두는 주로 새김질동물류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1,

4, 6, 15, 18].

한편 미각유두는 형태학적 특성에 따라 버섯유두

(fungiform papillae), 성곽유두(vallate papillae), 잎새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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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ate papillae)로 구분되고 잎새유두는 새김질동물류에

는 없고 [1, 15], 이들 미각유두 역시 채식습관에 따라

그 수나 모양이 각 동물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 3, 5, 7, 10~13, 15].

혀에 관한 연구로 Amasaki 등 [7]은 7일령, 14일령,

21일령 마우스의 맛봉오리세포에서 4종(CA I, II, III, IV)

의 면역반응 특수표식자(specific marker)에 대하여,

Kobayashi 등 [20]은 사람 혀유두의 삼차원 미세구조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 Di Fiore [14]는 성숙한 사람의

혀유두에 대하여 광학현미경적으로 상피, 유두, 맛봉오

리, 미각샘, 골격근, 작은정맥과 작은동맥(arterial and

venule)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 Eerdunchaolus 등 [16]

은 낙타(Camelus bacterianus)의 실유두, 렌즈유두, 버섯

유두, 성곽유두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 Beg와 Qattyum

[10]은 주머니 쥐(opossum) 태아의 혀에 대한 골격근과

결합조직내의 신경섬유분포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 

한국재래산양의 혀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는 이 등 [5]

이 성숙한 산양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고, 한국재래산양

의 혀에 분포하는 신경전달물질에 관하여 이 등 [6]이

면역조직학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김 등 [4]은 한국재

래산양의 태아 및 신생아의 혀 유두에 대하여 주사전자

현미경적으로 연구한 바 있으나 한국재래산양의 혀 발

달에 관한 광학현미경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한국재래산양의 태아 및 신생아의 혀 발달에

관하여 광학현미경적으로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은 임상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정되는 2~3세의

경산 한국재래산양(체중 25~34 kg) 8두에서 임신 60일

령, 90일령, 120일령 태아와 신생아를 각각 2마리씩 사

용하였다.

광학현미경용 조직표본은 60일령, 90일령, 120일령 태

아와 신생아의 혀를 적출한 후 10% 중성formalin 또는

Bouin용액에 고정한 다음 일반적인 paraffin 포매과정을

거쳐 5~6 µm 두께로 조직절편을 만들어 hematoxylin-

eosin(H&E), Masson’s trichrome 및 periodic acid schiff

(PAS) 염색을 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결 과
 

한국재래산양의 60일령 태아의 혀는 점막, 점막밑조

직, 근육층으로 구분되었고, 버섯유두원기(rudiment of

fungiform papillae)와 성곽유두원기(rudiment of vallate

papillae)의 점막층에는 맛봉오리원기(rudiment of taste

bud)가 돋아 있었다(Figs. 1~6). 혀점막상피는 중층편평

상피로 덮혀 있었고, 상피층의 발달과정을 알아보기 위

하여 PAS에서 표면상피층이 밝은띠(light zone)로 되어

있었으며, 아래층은 세포핵들이 밀집되어 어두운띠(dark

zone)로 구성되어 있었다(Figs. 1~6). 혀점막 아래에 결

합조직유두(connective tissue papillae)도 많이 솟아 있었

으며 상피아래 결합조직에 아교섬유와 작은 혈관들이

관찰되었고, 근육층은 내재성혀근육(intrinsic lingual

muscle)과 외재성혀근육(extrinsic lingual muscle)이 가로,

세로, 수직으로 배열된 횡문근 다발을 형성하고 있었다

Fig. 1. In 60-day-old fetus, the tongue divides into

epithelium, lamina propria and muscle layer. Epithelial layer

on lumen have PAS positive. TB: taste bud. PAS stain ×25.

Fig. 2. Higher magnification of the taste bud in Fig. 1.

BV: blood vessel, TB: taste bu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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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 4, 5).

90일령 태아 혀에서 버섯유두의 상피아래 결합조직과

혀등쪽면의 상피아래 결합조직유두 내에 작은 혈관이

형성되어 있었고, 아교섬유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Figs.

7, 8). 상피층은 PAS에 강한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며, 미

각샘(gustatory glands)은 중등도의 양성반응을 보였다

(Fig. 9). 근육층은 발달된 내재성혀근육과 외재성혀근육

이 가로, 세로, 수직으로 다발을 형성하고 있었다(Fig.

8). 상피층은 더욱 증대되었는데 상피아래층에 촘촘히

배열되었던 세포들이 표면상피(surface epithelium) 쪽으

로 이동되어 상피의 어두운부분 보다 밝은부분이 증대

되어 있었다. 결합조직에 아교섬유가 증가되었고 미각

샘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혈관도 발달되어 있었다(Fig. 9).

120일령 태아의 혀는 미각유두에 맛봉오리가 많이 관

찰되었고 점막상피 아래층에 아교섬유와 혈관이 많이

발달되었으며 내재성혀근육과 외재성혀근육의 근육섬유

다발이 가로, 세로, 수직으로 잘 발달되어 있었으며 미

각샘도 잘 발달되어 있었다(Fig. 10).

Fig. 3. In 60-day-old fetus, the differentiated lingual

epithelium, lamina propria and the primordium of the taste

bud are seen. TB: taste bud. H&E stain ×100.

Fig. 4. In 60-day-old fetus, Intrinsic and extrinsic lingual

muscles in muscle layers are composed of longitudinally,

transversely and vertically arranged bundles of striated

muscle. BV: blood vessel, ML: muscle layer. Masson's

trichrome stain ×25.

Fig. 5. Higher magnification of Fig. 4. LZ: Light zone,

TB: taste bud, BV: blood vessel, DZ: dark zone ×100.

Fig. 6. Higher magnification of Fig. 4. LZ: Light zone, DZ:

dark zone, TB: taste bud, CT: connective tissu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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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혀에서는 1개의 성곽유두 가로절단면에서 40

개의 맛봉오리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었고 미각샘이 매

우 잘 발달되어 있었다. 혀 근육층은 가로, 세로, 수직으

로 배열된 횡문근 다발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다. 잘 발

달된 미각샘이 관찰되었으며 점막밑조직의 결합조직에

아교섬유와 혈관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었다(Fig. 11).

고 찰

혀에 대한 보고로 Bradly와 Stern [12]은 6~7주령 사

람 태아의 혀상피는 얕은층과 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

고, 7~9주령의 혀 상피는 2~3층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12주령의 혀 상피는 4~5층의 세포층으로 구

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20주령에서는 10~15층의

세포층으로 된 중층편평상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

다. 또한 Valdes-Dapena [24]는 발생초기 사람의 혀 상

피는 입방상피에서 2개월령에 중층편평상피로 바뀌어

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재래산양 60일령 태아

의 혀 조직은 점막상피, 점막고유판, 근육층으로 구분되

어 있었는데, 점막상피층은 Bradly와 Stern [12]의 경우

Fig. 7. In 90-day-old fetus, the collagenous fibers and

blood vessels are seen. CF: collagenous fiber, BV: blood

vessel. Masson's trichrome stain ×50.

Fig. 8. In 90-day-old fetus, connective tissue papillae,

muscle layer and gustatory glands are seen. CTP:

connective tissue papillae, GG: gustatory glands, ML:

muscle layer. Masson's trichrome stain ×50.

Fig. 9. In 90-day-old fetus, PAS positive appeared strongly.

BV: blood vessel, GG: gustatory glands. PAS stain ×50.

Fig. 10. In 120-day-old fetus, the vallate papilla. TB: taste

bud, VP: vallate papilla, GG: gustatory glands, ML: muscle

layer, CF: collagenous fiber. Masson's trichrome stain ×50.



한국재래산양(Capra hircus)의 태아 및 신생아의 혀 발달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481

처럼 등쪽은 밝은 부분으로, 아래쪽은 어두운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점막고유판에는 아교섬유와 작은 혈관

이 관찰되었으며 근육층에는 가로, 세로, 수직으로 배열

된 근육다발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혀점막상

피는 60일령에서 중층편평상피로 덮혀 있는 것을 관찰

하였다. 

Valdes-Dapena [24]는 7주령 태아에서 큰 버섯유두와

실유두가 관찰된다고 하였고, 성곽유두는 임신 2~5개월

령 태아의 종말고랑(terminal sulcus) 앞에 V자 모양으로

배열되고 3개월령에 잎새유두가 관찰된다고 하였으며

Tichy [23]는 성곽유두가 다른 혀 유두 보다 먼저 발달

한다고 하였다. Krause와 Cutts [21]는 주머니 쥐 혀에

실유두, 버섯유두, 원뿔유두, 성곽유두가 관찰된다고 하

였고, Iwasaki 등 [19]은 다람쥐원숭이 혀에서 혀뿌리 구

역을 제외한 등쪽표면에 실유두가, 버섯유두는 이들 실

유두 사이에 흩어져 있고 혀몸통의 뒤쪽끝 가운데 1개

의 성곽유두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Furubayashi 등

[17]은 일본족제비의 혀에 실유두, 버섯유두, 성곽유두

및 잎새유두가 있으나 원뿔유두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Qayyum과 Beg [22]는 인도산양(Capra aegagrus)

에서 실유두는 단순(simlpe filiform papillae), 거대(giant

filiform papillae) 및 참실유두(true filiform papillae)로 구

분된다고 하였고 잎새유두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13~14

개의 성곽유두가 두줄로 배열되어 V자 모양을 하고 있

다고 하였다. Krause와 Cutts [21]는 주머니 쥐의 혀 유

두에 대한 연구에서 실유두, 버섯유두, 원뿔유두와 성곽

유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국재래산양의 혀 유

두는 김 [4]등과 이 [5]등의 보고에서 실유두, 버섯유두,

원뿔유두, 성곽유두, 렌즈유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

는데, 김 [4]등은 120일령 태아의 혀 유두는 성곽유두와

버섯유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 신생아 혀 유두는 성

체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였다.

Bradly와 Stern [12]은 10~12주령 사람의 태아에서 원

시맛봉오리(presumptive bud)가 관찰되고 12~14주령에

맛봉오리로 추정되는 세포들이 작은 타래(tuft)처럼 표면

에 뻗어나며 13~15주령에 뚜렷하게 발달한 맛봉오리가

관찰된다고 하였다. 미각털(taste hairs)은 맛봉오리 세포

의 꼭대기(apical end)에 출현하고, 맛구멍(taste pore)이

바닥부위에 있다고 하였다. 맛봉오리는 16~20주령까지

계속 발달하고, 비대칭으로 형성된 많은 맛봉오리가 관

찰된다고 하였다. Valdes-Dapena [24]는 맛봉오리는 대

략 8주령에 나타나며 버섯유두에서 먼저 출현한다고 하

였다. Tichy [23]는 50일령 돼지태아의 혀 상피에서 성

곽유두의 분화와 동시에 맛봉오리가 분화되고, 맛봉오

리는 혀등쪽상피와 외측벽상피에 처음 출현한다고 하였

다. Krause와 Cutts [21]는 주머니 쥐의 맛봉오리는 성곽

유두에만 있고 버섯유두에는 없다고 하였고, Furubayashi

등 [17]은 일본족제비의 혀에서 성곽유두와 잎새유두는

맛봉오리를 갖고 있으나 버섯유두에는 맛봉오리가 관찰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Bradly와 Mistretta [11]는 양의

80일령 태아의 버섯유두에 원시맛봉오리가 출현하고 110

일령 태아의 성곽유두 표면 및 외측상피에 맛봉오리가

관찰되며 성곽유두 기저부위에 장액샘이 많이 존재한다

고 보고한 바 있다. 김 [4]등은 한국재래산양의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60일령 태아의 혀에서 원뿔, 버섯, 성곽

유두의 원기가 관찰되고 90일령 태아 혀에서 실, 렌즈

유두의 원기가 구분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60일

령 점막층에서 버섯유두원기와 성곽유두원기의 맛봉오

리원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김 [4]등은 120일령 태

아의 혀에서 버섯유두와 성곽유두의 특징이 잘 나타난

Fig. 11. In neonate, well-developed connective tissues were showed in the vallate papilla. TB: taste bud, VP: vallate papilla,

GG: gustatory glands, ML: muscle layer. PAS stai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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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120일령 태아와 신생아의

혀 미각유두에 발달된 맛봉오리들이 많이 관찰되는 것

으로 보아 출생 전부터 미각을 감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 론

한국재래산양에서 60, 90, 120일령 태아와 신생아의

혀 발달과정을 광학현미경적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60일령의 태아 혀는 점막, 점막밑조직 및 근육층으로

구분되었고, 실유두, 버섯유두, 원뿔유두, 성곽유두, 렌

즈유두의 원기가 관찰되었으며 미각유두인 버섯유두와

성곽유두원기에 맛봉오리원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점막

상피층은 표층에 밝은띠와 깊은층에 어두운띠로 구성되

어 있었고 혀점막 아래의 결합조직 내에 아교섬유와 작

은 혈관들이 관찰되었고, 근육층은 내재성혀근육과 외

재성혀근육이 가로, 세로, 수직으로 배열되어 횡문근다

발을 형성하고 있었다.

90일령 태아의 혀에서 장액샘이 관찰되었고 혀근육층

에는 횡문근 다발이 발달되었으며 결합조직 내의 혈관

들도 발달되었다.

120일령 태아의 혀에서는 미각유두에 맛봉오리들이

많이 관찰되었고, 점막상피 아래층에서는 아교섬유들과

혈관들이 많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장액샘이 잘 발달되

어 있었고 내재성혀근육과 외재성혀근육도 잘 발달되어

있었다.

신생아의 혀에서는 장액샘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었

다. 점막밑조직의 결합조직에서는 아교섬유와 혈관이 매

우 잘 발달되어 있었고 혀근육층에는 가로, 세로,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횡문근 다발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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