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조절과 감각인지



실험배경

I. 신경조절

– 동물체가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감각기관에서는

이를 수용 흥분하며, 그 흥분 충격을 구심성 신경을 통해 중추부

에 전달하여 감각을 느끼게 된다. 또 원심성 신경을 통해 그에

한 적절한 반응을 취함으로써 동물체 전체의 조화된 행동을 통

합, 조절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신경계

(Nervous system)라 한다.

– 사람을 비롯한 척추동물은 신경세포가 한 곳에 모여 신경절을

형성하고(중추신경계; central nerve system=CNS) 여기에서 신

경섬유들이 나와 몸의 각 부분으로 분포되어 있는 집중신경계

(말초신경계; peripheral nerve system=PNS)를 이루고 있다.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뇌

척수

뇌신경

신경절

척수신경



Spinal cord (척수)

Spinal nerve (척수신경)



뉴런(Neuron):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세포

• 뉴런의 구조

1) 세포체 (Cell body)

핵을 포함하는 뉴런의 확장된 부위

2) 수상돌기 (Dendrite)

임펄스를 수용기 또는 다른 뉴런에서 받아들여 세포체로 임펄스를 운반

3) 축색돌기 (Axon) 

자극을 세포체로 부터 멀리 운반



감각뉴런

연결뉴런

운동뉴런

수상돌기
세포체

축삭

축삭

란비에르결절
=신경섬유마디

미엘린초 (안쪽 절연막)
=수초

뉴릴레마 (바깥쪽 막)

슈반세포핵



수초, 안쪽 절연막층

슈반세포 핵

축색돌기

신경초, 가장 바깥쪽막

신경섬유

수상돌기



시냅스 소포

신경말단

시냅스 간극

수상돌기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

중심구

구 (홈)

회

(pl. Sulci)

(pl, gyri)

3

4

1

2

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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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뇌

연수

중뇌

뇌교
뇌하수체

시교차

간뇌

뇌량

시상간교

제3뇌실

(시상하부)

송과체

제4뇌실

10

8

12

11
5
3

7

1

4
9
2

6



 12쌍의 뇌신경

설하신경

시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삼차신경

안면신경

척수신경

와우각전정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

후신경

동안신경,

감각신경

운동신경



 31쌍의 척추신경

척추뼈



– 반사(reflexes): 특정자극에 해 의식적인 행동을 수반하지 않

는 불수의적 반응

• 단순반사: 자극이 반응을 일으키는 데 세 개의 뉴런을 필요로 하며 반사궁

(reflex arc)을 통해 이루어진다.

• 수용기(자극을 받아 임펄스를 만듦) → 감각뉴런(sensory neuron; 임펄스를

뇌나 척수로 전달) → 연결뉴런(interneuron; 임펄스를 받아 운동뉴런으로 전

달) → 운동뉴런(mortor neuron; 임펄스를 효과기로 전달) → 효과기(반응을

실행에 옮김)





II. 감각인지

– 감각수용기: 자극에 해 임펄스를 발생한다.

– 연결(사이)뉴런: 뇌와 척수에 임펄스를 전달하고, 연결(사이)뉴런

은 뇌의 감각 해석중추에 임펄스를 전달한다.

– 대뇌피질: 임펄스를 감각으로 해석한다.



Materials

• Human brain 영구표본, 반사용 망치, 만년
필형 손전등, 반응시간을 재는 자, 색맹검
사판, 난시검사표, 귀마개용 솜, 줄자, 소리
굽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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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60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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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eye)

• 눈꺼풀(eyelids): 눈의 앞면을 보호

• 결막(conjunctiva): 눈꺼풀의 내면을 둘러싸고 눈의 앞면을 덮는다. 

혈관과 통각수용기가 많이 분포

• 눈물샘(lacrimal gland)

• 속눈썹(eyelashes): 눈꺼풀의 끝에서 나와 과도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

• 눈썹(eyebrows): 눈 위쪽 두개골의 가장자리를 덮고 있는 짧고 굵은

털로 머리 위쪽에서 오는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땀이 눈으로 흘

러내리지 않도록 도와줌



동공

수정체

맥락막
망막

맹점
황반

시신경

홍체

유리체

모양체

진

각막

결막

수양액

공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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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밖에 나가 남성 실험자를 찾아 조별로 한 명씩 데이터

만들어 칠판에 기록.

- 2d: 문제 수정

 실험결과가 남자가 반응시간이 빠르다는 가설을 지지하는가?

- 2h 제외

• 실험보고서 24를 완성한다.

- 1d의 표는 무시하고 나누어준 12 종류의 번호판을 잘 읽었는지 만을 주위

여백에 기록

- 2a, 3b, 3d, 3e, 3f, 3g는 제외(3h는 쓸것)

- 3c는 실험서의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니 원서를 찾아 정확히 문제를 해석 후

답을 쓰시오.  



TWO WEEKS LATER:             STAY TU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