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Neural control
24. Sensory perception 

in Humans
(신경조절과 감각인지)



Backgrouds (실험배경)

Planarian (플라나리아)

Transverse
nerve (횡열신경)

• Neural coordination
: occur in all but the simplest animal.
(신경 조절력은 거의 가장 단순한 동물에서부터 생긴다.)

(1) Cnidarians (자포동물)

- movement in nerve net, interconnected neurons lacking a brain
(뇌가 없는 상호 연결된 신경들인 “신경망”으로 움직임을 조절)

(2) Flatworms (선형동물)

- widely separated “ventral nerve cord”
: ladder-like shape (사다리 모양인 “복부 신경색”으로 조절)

(말미잘)



(3) Annelids (환형동물) & Arthropods (절지동물)

- Nervous system  (신경계)

1) fused, double ventral nerve cord with segmental ganglia 
(분절 신경절 갖는 융합된 두 개의 복부 신경색 갖음)

2) brain

3) well-developed sensory receptor (잘 발달된 감각 수용기)

(분절 신경절 갖는
복부 신경색)



(4) Vertebrate (척추동물)

: the most highly developed nervous system (가장 잘 발달된 신경계)

1) Central nervous system (CNS, 중추신경계)

: brain & dorsal tubular nerve cord – spinal cord 
(뇌와 등쪽의 관 형태의 신경색, 척수)

2) Peripheral nervous system (PNS, 말초신경계)

: cranial nerves (뇌신경) 

- extend from the brain to the head (뇌에서 머리,

& certain internal organs 몇 내부 기관까지 뻗어있음)    

spinal nerves (척수신경) 

- extend from the spinal cord to all parts of the body except head
(머리를 제외하고 척수에서 몸의 모든 부분까지 뻗어있음)



1) Cent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계)

2) Peripheral nervous system
(말초신경계)

a. Brain (뇌)

b. Spinal cord (척수)

a. Cranial nerve (뇌신경)

b. Spinal nerve (척수신경)

Nerve cell body
axon

배근

복근



Spinal cord (척수)

Spinal nerve (척수신경)



I. The neuron (뉴런)

1. What’s composed of the Neural tissue?
(무엇이 신경조직을 구성할까?)

1) Neuron, nerve cell
- transmitting impulse 

(뉴런,  임펄스를 전달하는 신경세포)

2)   Neuroglial cell (신경교세포) 

- provide structural support & protection
(뉴런의 구조적 지지와 보호 제공)



2.  The basic structure of Neuron (뉴런의 기본구조)

1) Cell body (세포체)

:  enlarged portion of the neuron containing the nucleus
(핵을 포함하는 뉴런의 확장된 부위)

2)   Dendrite (수상돌기)

:  receive impulse from receptor or other neuron
& carry impulse toward the cell body 

(임펄스를 수용기 또는 다른 뉴런에서 받아들여 세포체로 임펄스를 운반)

3)   Axon (축색돌기) : carry impulse away from the cell body 
(자극을 세포체로 부터 멀리 운반) 

See the Fig. 23.1 



(축색돌기)(수상돌기)

(세포체)



4)  Schwann cell (슈반 세포)

: - covering the neuron process of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말초신경계의 뉴런돌기를 싸고 있음)

- provide a pathway for the regeneration of neuron process 
& essential for regrowth (뉴런 돌기의 재생 경로 제공 & 재성장에 필수적임)

5) Myelin sheath (수초)

: inner part of multiple wrapping, fatty, insulating material (안쪽 절연막층)

6)  Neurilemma (신경초)  

: outer layer (바깥쪽 막)  

7) Node of Ranvier (란비에르 마디)

: the minute space between schwann cell
,where the neuron process is exposed

(신경돌기가 노출된, 슈반 세포 사이 수초가 없는 짧은 부위)



수초, 안쪽 절연막층

슈반세포 핵

축색돌기

신경초, 가장 바깥쪽막

신경섬유

수상돌기



Table 23.1 Functional types of neurons  

Neuron Type Structure Function

Sensory
(감각 뉴런)

Long dendrite,
short axon

Carry impulses from receptors to the CNS

Interneuron
(연결뉴런)

Short dendrites, 
short or long axon

Carry impulses within the CNS
(중추신경계내에서 임펄스 운반)

Motor
(운동 뉴런)

Short dendrites
Long axon

Carry impulses from the CNS to the effectors
(임펄스를 중추신경계에서 효과기까지 운반)

(수용기에서 중추신경계까지 임펄스 운반)



Sensory neuron (감각뉴런)

(연결뉴런)

(축색돌기)

(란비에르 마디) 수초 (안쪽 절연막층)

(바깥쪽 막)

(슈반세포 핵)

(수상돌기)

(세포체)

Motor neuron (운동뉴런)

Interneuron

(신경접합부)

* Impulse (임펄스)
: transmitted more rapidly by myelinated fibers

than by unmyelinated fibers 
(수초에 싸여있는 신경 > 수초에 싸여 있지 않은 신경)    



3. Synapse (신경접합부, 시냅스)

• Where? - the junction of an axon tip of one neuron 

& a dendrite or cell body of another neuron 

(한 뉴런의 축색돌기 말단과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 또는 세포체 연결부위)

(축색돌기)

(소포에 저장된
신경전달물질)

(수상돌기)

(신경전달물질을
분해하는 효소)

(시냅스로 방출된
신경전달물질)

(수용기에 부착된
신경전달물질)



 How impulse transmit in synapse? (임펄스가 시냅스에서 어떻게 전달될까?)

1) Impulse passing along the axon (축색돌기를 통과하는 임펄스)

cause the release of a neurotransmitter 
from the axon tip or synaptic knob,
into the synaptic cleft, the minute space between the neurons 
(축색돌기 말단부위에서 시냅스간극으로 신경 전달물질 방출, 시냅스 꼭지에서 뉴런 사이 미세공간으로)

2) Neurotransmitter (신경전달물질)

binds with receptor sites on the postsynaptic membrane,
producing either stimulation or inhibition of impulse formation,               

(임펄스 형성을 자극 또는 억제를 하면서 후시냅스 막에 수용기 부위와 결합함)

3) Immediately, Enzyme (즉시, 효소는

inactivate the neurotransmitter, which prevent continuous stimulation or 
inhibition of the postsynaptic membrane 

후시냅스 막의 지속적인 자극과 억제 방해하는 신경전달물질 불활성화시킴)



(축색돌기)

(소포에 저장된
신경전달물질)

(수상돌기)

(신경전달물질을
분해하는 효소)

(시냅스로 방출된
신경전달물질)

(수용기에 부착된
신경전달물질)



 Characteristics of synapse (시냅스의 특징)

1) Transmission of neural impulse across synapse (시냅스를 통한 신경 임펄스 전달)

always one direction, axon to dendrite (항상 축색돌기에서 수상돌기로, 한 방향임 )

because only axon tips can release neurotransmitters
to activate the adjacent neuron 

(축색돌기 말단만 인접한 뉴런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경전달물질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

2) Stimulatory neurotransmitter (자극 신경전달물질)

: acetylcholine & norepinephrine

3) Inhibitory neurotransmitter (억제 신경전달물질)

: glycine, gamma-aminobutyric acid (GABA)



II. The brain
- control center of nervous system (신경계의 조절 센터)

- enclosed within the cranium (두개골 내에 싸여있음) 

& covered by the meninges (뇌척수막(3층의 보호막)이 뇌,척수를 싸고 있음)

: three layers of protective membrane
: dura mater (경뇌막), arachnoid mater (거미막), pia mater (연뇌막)

- cerebrospinal fluid (CSF, 뇌척수액)

: provide an additional cushion to absorb shocks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부가적 쿠션을 제공)

subarachnoid space
(거미막밑 공간)



 12 pairs of cranial nerves (뇌신경)

: attached to the brain.

설하신경

시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삼차신경

안면신경

척수신경

와우각전정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

후신경

동안신경,

감각신경

운동신경



1, Olfactory 후신경, 후각 감지

2. Optic 시신경, - 시력감지

3. Oculomotor 동안신경– 눈의 움직임 조절, 동공 수축, 열린 눈꺼풀 유지

4. Trochlear 활차(滑車)신경 – 눈의 회전

6. Abducens 외전(外轉)신경 – 안구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는 신경

5. Trigeminal 삼차신경三叉神經- 얼굴과 머리에서 오는 통각, 온도감지

7. Facial nerve 안면신경顔面- 안면 표정을 짓는 근 운동, 혀 앞쪽 2/3의 미각, 침샘, 눈물샘 분비

8. vestibulocochlear 와우각전정 신경: 내이(內耳)에분포하는청신경

9. Glossopharyngeal설인신경: 설근에서 인두에 점막, 편도 감각,
혀 후 1/3의 미각, 음식을 삼킬 때 작용하는 인두 및 경돌인두근의 운동

10.Vagus - 내장기관 부분 감지, 운동

11. Spinal nerve 척수신경: 척수에서 갈라져 나와 신체의 각 부위에 퍼져 있는 신경 총칭. 총 31쌍
경신견 8쌍, 흉신경 12쌍, 요신경 5쌍, 천골신경 5쌍, 미골신경 1쌍

12.Hypoglossal설하신경: 모든 설근(舌筋)에 분포하는 운동성신경

 12 pairs of cranial nerves (뇌신경): attached to the brain.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1. Cerebrum ( 뇌)

- The largest of the brain

- right & left cerebral hemispheres by longitudinal fissure
(세로로 갈라진 틈으로 좌우 반구로 나뉨)

- outer cortex, gray matter
: composed of neuron cell bodies and unmyelinated neuron process

(외부 피층- 회색질, 뉴런 세포체와 수초가 없는 뉴런 돌기로 구성)

- Surface : gyrus (ridge 산등성이), sulcus (groove 홈)

- Initiate voluntary actions (자발적 행동 시작

& interpret sensation 감각해석)

: the seat of will (의지), memory (기억), &
intelligence (지능)

- Hemisphere : four lobes (반구: 4엽) 

Frontal lobe (전두엽), Parietal lobe (두정엽), 

Temporal lobe (측두엽), 

Occipital lobe (후두엽)

원서 Fig. 23.4 & 23.7의 명칭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라

전두엽



Lobe (엽) Location (위치) Function (기능)

Frontal (전두엽) Anterior to the central sulcus
(중심구 앞쪽)

Voluntary muscular movement
Intellectual processes 

(수의근 움직임, 지능 과정)

Parietal (두정엽) Between frontal and occipital lobes
(전두엽 과 후두엽 사이)

Interprets sensations from skin
Speech interpretation

(피부에서 감각, 말 해석)

Temporal (측두엽) Inferior to frontal and parietal lobes
(전두엽과 두정엽사이)

Hearing;
interprets auditory sensation

(청각, 귀의 느낌 해석)

Occipital (후두엽) Posterior part of cerebrum
( 뇌의 후면)

Vision; 
interprets visual sensation

(시력, 시각적 느낌 해석)

Table 23. 2 Location and function of the cerebral lobes ( 뇌엽의 위치와 기능)



뇌

2. Cerebellum (소뇌)

- Below & posterior to the occipital lobe of the cerebrum
( 뇌 후두엽의 아래 뒤 부분)

- left & right hemisphere by a shallow fissure (얕은 틈으로 좌우반구)

- muscle tone & muscular coordination subconsciously control 
: involuntary muscle

(근육 긴장 (이완)과 근육 세기를 무의식적으로 조절 - 불수의근)    

소뇌



3. Thalamus and Hypothalamus (시상과 시상하부) - interbrain (간뇌)

1) Thalamus (시상)

- located at the upper end of the brain stem
(뇌 줄기의 위쪽 끝에 위치)

- consists of two lateral globular masses (두 개 측구 덩어리로 구성)

- provide an uncritical awareness of sensations such as pain, pleasure
(고통, 기쁨과 같은 중요하지 않은 느낌의 인지 제공)

- relay station between lower brain center and cerebrum
(아래 뇌 센터와 뇌 사이 중계국)



2) Hypothalamus (시상하부)

- located just below the thalamus (시상 바로 아래 위치)

- homeostasis of the body by controlling things appetite, sleep, body temperature,
water balance (식욕, 잠, 체온, 수분균형을 조절하면서 몸의 항상성 유지)

- hypophysis or pituitary gland (뇌하수체)

: attached to the ventral wall of the hypothalamus 
(시상하부 배측 벽면에 부착)

- Optic chiasma (시신경 교차)

: optic nerve fibers cross 
to the opposite side of the brain

(시신경 섬유가 뇌 반 면으로 가로지름)

포만

수면-깨기

시신경교차

뇌하수체

배고픔

체온조절
생식

수분조절



4. Brain stem (뇌 줄기)

: major function - linking of higher and lower brain areas (상부와 하부 뇌의 연결)

1) Midbrain (중뇌)

: a small area between the thalamus and pons (시상과 뇌교 사이 작은 부위) 

visual reflex (시각반사)

2) Pineal body (송과체)

: dorsal portion of the midbrain (중뇌의 등쪽 부분)

secrete melatonin (멜라토닌 분비),
help regulate sleep/wakefulness and reproductive cycle

(수면/깨움, 생식회로 조절)

3) Pons (뇌교) 

: rounded bulge on the ventral side of the brain stem
(뇌줄기의 배쪽면에 둥근 돌기)

important connecting pathway for higher and lower brain center
(상부와 하부의 뇌센터 위한 중요한 연결 경로)

중뇌

뇌줄기

연수

뇌교



4) Medulla oblongata (연수)

• lie between the pons and the spinal cord (뇌교와 척수사이에 있음)

• The lowest part of the brain (뇌의 가장 아랫 부위)

• All impulse passing between the brain the spinal cord must pass through it. 
(뇌와 척수 사이 지나는 모든 임펄스가 통과하는 곳)

• control heart rate, blood pressure, and breathing
(심장박동, 혈압, 호흡 조절)

시상하부

뇌하수체

시상

뇌량
뇌

뇌교

연수

소뇌

뇌줄기

중뇌



(측뇌실)

(제4 뇌실)

(제3뇌실)

5. Ventricle (뇌실)

- four interconnected cavities within the brain
(뇌 내에 있는 서로 연결된 4개의 강)

1) ventricle 1 & 2
: relatively large lateral ventricle

(상 적으로 크게 옆으로 된 뇌실)

2) ventricle 3
: narrow, located at the midline between the lobes of the thalamus 

(좁으며, 시상엽 사이 중뇌에 위치)

extending from the corpus callosum to the midbrain (뇌량에서 중뇌까지 연장)

hypothalamus form the floor of the third ventricle (시상하부는 제3 뇌실 바닥 형성)

3) ventricle 4
: narrow channel lies between the cerebellum & the pons & medulla

(소뇌, 뇌교, 연수 사이에 있는 좁은 수로) 



4) Cerebrospinal fluid (뇌척수액)

Where?   - secreted by clumps of special capillaries within each ventricle
fill the ventricle (각 뇌실 내 특수한 모세혈관 집단이 분비하여 뇌실 채움) 

Into?     flow from the lateral ventricle to the third ventricle and 
on into the fourth ventricle (측뇌실, 1,2에서 제3 뇌실로 제4 뇌실 안으로 흘러)

pass into a space within the meninge covering the brain & the spinal cord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뇌척수막내 공간을 통과해서)

subsequently reabsorbed back into the blood. 
(혈액으로 재흡수됨)    



III. The spinal cord (척수)

- covered by meninges covering the brain (뇌를 싸고 있는 뇌척수막에 싸여 있음) 

- gray matter: interior of spinal cord, white matter: around it
(회백질: 척수의 안쪽, 백질: 척수 주변에)

- connecting link between the brain and the spinal nerve
(뇌 신경과 척수신경 사이 연결 고리)

- innervate all parts of the body except the head (머리제외하고 몸의 모든 부분 관통)

- impulse carry up & down the spinal cord by neuron fiber
in the white matter (임펄스는 척수 백질에서 뉴런섬유에 의해 척수 위, 아래로 운반)

소뇌

연수 척수



척추주공

Nerve cell body
axon

배근

복근



 31 pairs of spinal nerves

Magnetic Resonance Image (MRI) of the Spinal Cord

척추뼈



1) Reflex (반사)

: involuntary response to specific stimuli
(특정자극에 해 불수의적-의식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응)

a. respiratory reflex controlled by brain (호흡반사는 뇌에서 조절)

coughing (기침), sneezing (재채기)

b. spinal reflex: do not involve the brain (척수반사는 뇌와 무관)

- simple reflex (단순반사)

: require no more than three neurons to produce an action

to a stimulus  (자극이 반응을 일으키는 데 세 개의 뉴런을 필요)

accomplished through reflex arc (반사궁을 통해 이루어진다.)

: a neural pathway that controls an action reflex (반응반사를 조절하는 신경경로)

 Reflex arc (반사궁) ? 



구심성 원심성

감각뉴런

연결뉴런, 
Interneuron

운동뉴런

그림 23.1 척수반사궁의 해당번호를 기입하라



How neuron type works together ?

1) receptor (수용기)

: form impulse on stimulation (자극을 받아 임펄스를 만듦) 

2) sensory neuron (감각뉴런) 

: carry the impulse to the brain or spinal cord (임펄스를 뇌나 척수로 전달)

3) interneuron (연결뉴런)

: receive the impulse and transmit them to a motor neuron 

(임펄스를 받아 운동뉴런으로 전달) 

4) motor neuron (운동뉴런)

: carry impulse to an effector (임펄스를 효과기로 전달)

5) effector (효과기)

: perform the action (반응을 실행에 옮김)



Materials

Human brain 영구표본, 반사용 망치, 
만년필형 손전등, 반응시간을 재는 자, 
색맹검사판, 난시검사표, 귀마개용 솜, 줄자, 

소리굽쇠, 면봉, 티슈, 종이컵, 설탕, 소금, 
식초



실험 1

A. 사람 뇌 표본 관찰

1. 사람 뇌를 영구표본과 영문 원서의 23.4, 23.7을 참고하여 관찰하

여 그리고 각 부분의 명칭을 국,영문으로 기입한다.

2. 뇌, 소뇌, 간뇌, 중뇌, 연수의 표적 기능을 조사하여 그림에 간

략히 기록한다.



실험 2

A. 무릎 반사

1. 피실험자는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탁자의 모서리에 걸터앉

는다.

2. 실험자는 반사용 망치로 슬개건(patellar tendon)을 친 후 반응

을 관찰한다.

3. 피실험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양손을 깍지 껴 잡아당기

게 하고 그 동안 다시 슬개건을 쳐서 반응을 관찰한다.

4. 양쪽 다리를 모두 실험하고 그림 23.2에 전달경로를 화살표로

표시한다.









B. 광동공 반사

1. 피실험자가 눈을 손으로 가리고 1-2분 동안 눈을 감은 채

로 있다가, 눈을 떴을 때 동공의 크기 변화를 관찰한다.

2. 피실험자가 어두운 곳을 보고 있을 때 약 90cm 거리에서

눈에 전등을 비추고 동공의 크기 변화를 관찰한다.

3. 왼쪽과 오른쪽 눈을 교 로 빛을 비추어 가며 동공에

한 효과를 본다.







실험 3
반응시간의 측정

1. 피실험자는 의자에 앉고 실험자는 그 앞에 마주보고 선다.

2. 실험자는 눈높이 정도에 맞추어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에 자의 끝부분

을 낀다.

3. 피실험자는 오른손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벌려 자의 아래쪽 끝부분에 있는

엄지선에 맞춰 끼운다. 이때 피실험자는 자의 엄지선 부위를 주시한다.

4. 피실험자가 준비되면 실험자는 10초 이내에 임의의 시간에 자를 놓는다. 

그러면 자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한 피실험자는 가능한 한 빨리 엄지와 집

게손가락 사이의 자를 붙잡는다.

5. 반응시간은 엄지손가락 위쪽의 거리로 읽고 기록한다.

6. s=1/2gt2의 공식에 의해 반응시간을 계산한다. 단 s는 meter 단위, g는 중

력가속도 9.8, t는 시간

7. 실험을 5번 반복하고 평균 반응시간을 계산한다. 반응시간의 편차가 심하

면 5개의 실험결과가 거의 비슷할 때까지 반복한다.











실험 4

눈의 기능

 맹점

1. 그림 24.1을 눈으로부터 50cm 거리에 둔다.
2.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을 + 표에 초점을 맞춘다.
3. +표에 초점을 맞춘 상태로 옆의 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림을 천천히 앞쪽으로 이동
4. 점이 보이지 않을 때 실험파트너는 눈과 그림 사이의 거

리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5. 왼쪽 눈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나, 이번에는 점에 초점

을 맞추고 시작한다.







 근점

1. 책을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두고 펼친다.
2. 한쪽 눈을 감고 단어를 보면서 상이 흐려질 때까지 천천히 얼

굴 쪽으로 책을 이동시킨다.
3. 다시 상이 뚜렷해질 때까지 책을 뒤쪽으로 이동시킨다.
4. 실험파트너는 눈과 책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5. 같은 방법으로 다른 쪽 눈에 해서도 시행한다.

 난시

1. 한쪽 눈을 감고 그림 24.2의 중앙에 있는 원에 초점을 맞춘다.
2. 방사상으로 퍼져있는 선들이 똑같은 굵기로 뚜렷이 보인다면

난시가 아니다.
3. 난시가 있으면 좀 더 밝게 보이거나 희미하게 보이는 선의 수

를 기록한다.
4. 같은 방법으로 다른 쪽 눈에 해서도 시행한다.









 색맹 : 

• 색 구별은 3가지 형태의 원추세포(적색, 녹색, 청색 광수용기)에 의

해 형성되는 임펄스의 정도에 의존한다.

• 적록생맹이 가장 흔함; 적색이나 녹색광에 의해 자극되는 원추세포

에 결함이 생겨 나타남

• 완전색맹인 사람은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인다.

• 색맹검사판을 5초씩 보고 검사판 내에 보이는 수나 글자를 기록한

다.







귓바퀴

고막

외이도

청소골 반고리관

진정창
(전정기관)

청신경

달팽이관

유스타키오관

망치골 모루골

등골
달팽이창



실험 5

청각과 평형감각
• 전도성 난청(conduction deafness): 소리의 진동이

내이에 도달하지 못해 일어남, 수술이나 보조기의
도움으로 교정됨

• 신경성 난청(nerve deafness): 임펄스를 뇌로 전달하
는 뉴런 또는 청각수용기가 손상되어 일어남, 큰 소
리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며 교정할 수 없음

 린네검사: 청각장애가 있을 때 소리굽쇠를 이용하여 전

도성인지 신경성인지 구별하는 검사법





 평형감각

1. 칠판에 미터자를 이용하여 5cm 간격으로 1m 정도의 범
위로 수직선을 여러 개 그린다.

2. 피실험자는 신발을 벗고 칠판 앞에 조원들을 마주보고 서
게 한다.

3. 양쪽 다리를 모으고 양팔도 양 옆으로 내린 채로 30초 동
안 그 로 서 있는다. 조원들은 피실험자를 관찰하여 몸
이 흔들리는 정도를 약(5cm 이내), 중(5-10cm), 강(10cm
이상)으로 기록한다.

4. 피실험자의 눈을 가린 채로 실험을 반복
5. 팔을 양 옆으로 올리고 실험을 다시 해본다.
6. 눈을 가린 채 팔은 양 옆으로 내리고 한쪽 발로만 서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본다.









실험 6

피부수용기

 촉각수용기의 분포

1. 피실험자의 눈을 가린 채 두 개의 핀으로 5mm 단위로 넓혀가

며 피부를 자극해 본다.

2. 피실험자는 그 감각을 ‘하나’ 또는 ‘둘’로 알린다.

3. 피실험자가 ‘둘’로 말할 때 최소한의 거리로 측정한다.

4. 3의 과정을 (1) 팔 안쪽, (2) 목뒤, (3) 손바닥, (4) 집게손가락 끝

에서 수행한다.

















사실일까???
http://imnews.imbc.com/mpeople/rptcolumn/rptcol19/722183_7070.html



실험 7

미각
 미각분포 검증실험

1. 2개의 종이컵과 티슈, 면봉을 준비한다.

2. 피실험자의 혀의 윗면을 솜으로 닦아내고 혀를 내민다.

3. 면봉에 설탕용액 몇 방울을 묻혀 혀 끝에 면봉을 고 피실험자가 혀를 입

안으로 넣지 않고, 또는 넣은 후 단맛을 감지할 수 있는지 본다.

4. 물로 입을 헹구어 내고, 다시 티슈로 닦아낸 후 이번에는 단맛을 느끼는 미

뢰가 분포하지 않는 곳에 면봉을 어본다.

5. 혀를 입안으로 넣지 않고, 또는 넣은 후 미각의 차이를 비교한다.

6. 신맛과 쓴맛(TCP 용액)에 해서도 위와 같은 실험을 이용한다.



 용액 상태가 아닌 물질의 감지 시험

1. 접은 종이타월 위에 찻숟가락 반 정도의 설탕가루를 준비한다.

2. 피실험자는 혀의 윗면을 티슈로 닦아내고 혀를 내민다.

3. 혀의 ‘단맛 부위’에 설탕가루를 뿌린다.

4. 혀를 입안으로 넣지 않고, 또는 넣은 후 미각의 차이를 비교한

다.

5. 신맛과 쓴맛에 해서도 위와 같은 실험을 이용한다.



과 제

• 실험보고서 23을 완성한다.
- 2b 남성 결과는
- 2d:  실험결과가 남자가 반응시간이 빠르다는
가설을 지지하는가?
- 2h 제외

• 실험보고서 24를 완성한다.
- 1d의 판번호 9, 11, 13, 14는 제외
- 2a, 3b, 3d, 3e, 3f, 3g는 제외(3h는 쓸것)
- 3c는 원서를 찾아 정확한 해석 후 답을 쓰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