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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port the effect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therapy such as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in taste disorder patients.

Methods: We surveyed 5 taste disorder patients visiting the Oral Diseases Clinic in the Kyung Hee University Oriental 
Medicine Hospital from January, 2014 to June, 2014. Before starting traditional Korean medical therapy such as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the subjects were evaluated on severity of discomfort using visual analogue scale 
(VAS), salivary flow rate (SFR), quality of life about oral health (based on the 14-item Oral Health Impact Profile-14) and 
qi-stagnation condition (based on the 23-item qi-stagnation Questionnaire). Visual analogue scale was re-evaluated during the 
treatment period.

Results: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diminished SFR and severity of discomfort. Also change or loss of taste did 
not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about oral health. However, stress which refers to qi-stagnation could be one of the reasons 
taste disorder occurs. After receiving traditional Korean medical therapy, all 5 patients' visual analogue scale score decreased.

Conclusions: Traditional Korean medical therapy may potentially be an option for taste disorder. Further evaluations 
including pre-post comparison with larger number of cases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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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각 장애(taste disorder)란 미각을 정상 으로 

느끼지 못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크

게 미각상실(ageusia), 미각감소(hypogeusia), 미각

과민(hypergeusia), 미각왜곡(dysgeusia), 환상미각

(phantogeusia) 등으로 나눠진다1. 미각 장애는 이

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미각이라는 요소

가 한 개인의 삶의 질에서 차지하는 비 이 커지

면서 그 요성과 치료에 한 필요성이 차 증

가되고 있다2. 그 원인으로는 두부 외상, 상기도 바

이러스 감염, 약물, 아연 부족, 구강 생 불량, -

식도 역류 질환, 수술, 우울증, 노화 등이 있으며 

특발성으로 발병하기도 한다3. 진단은 Taste strips 

test(TST)4, Filter paper disk(FPD)5, 기미각검사법

(Electrogustometry)6 등과 같은 검사와 함께 구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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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노라마 방사선 촬 술(Panoramic radiography), 

액 검사 등
3
의 임상  평가를 통해 이 진다. 미

각 장애의 치료는 정형화된 것이 없이 증상에 

한 증요법에 국한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방법이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치료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韓醫學에서 미각 장애는 口味異常의 범주로 볼 

수 있는데, 脾癉, 膽癉이라고도 불린다. 원인은 

표 으로 七情不舒, 胃中積熱 등으로 볼 수 있다. 

증상에 따라 口甘, 口辣, 口澁 등으로 나눠지며 각

각의 病因病耭가 상이하여 이에 알맞은 치료법을 

통해 증상을 조 한다
7
.

미각 장애의 한의학  치료에 한 임상 보고는 

부분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미각 장애만을 다루

고 있으며, 안면신경마비를 동반하지 않는 미각 장

애에 한 임상 논문은 없다. 에는 환자들이 

미각 장애를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이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는 

수가 었지만
1
, 근래 들어 미각 장애를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부분의 환자

들이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등을 내원하려 치료

를 받았지만 호 이 나타나지 않아 한방병원에 내

원하게 되는데, 정작 미각 장애에 해 한방치료를 

용한 임상례는 없다. 이에 침 치료, 약침 치료, 

한약 치료 등과 같은 한방치료를 미각 장애 환자

에게 용한 증례가 필수 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본 자는 경희 학교 한방병원 한방소화기내과 

구강병 클리닉에서 미각 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5

명을 상으로 한방치료를 용하여 다음과 같은 

임상 증례군의 특징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희 학교 한

방병원 한방소화기내과 구강병 클리닉에 내원한 

환자  미각 이상을 주소로 하는 5인을 상으로 

하 다.

상자들은 모두 설문지의 내용에 한 설명을 

들었고, 자발 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 다. 침치료  한약치료를 기본으로 한방

치료를 시행하 다.

2. 연구방법

연구 상 5명을 상으로 첫 내원 시에 아래와 

같은 설문지 작성  검사를 시행하 다.

1) 인구사회학  조사

성별, 연령, 흡연력, 음주력, 가족력, 이환기 , 

치료경험의 유무, 복약 유무를 동일 연구자가 설문

을 통하여 조사하 다.

2) VAS의 측정

주 으로 느끼는 미각 이상으로 인한 불편 정

도를 VAS를 이용하여 치료 시작 에 우선 으로 

평가하 고, 치료 에도 지속 인 평가를 하 다. 

0에서 10까지 이 표시되어 있는 10 cm의 가로

선 에 한쪽 끝에는 ‘  없음’, 다른쪽 끝에는 

‘가장 심함’으로 표시하 고, 환자 본인이 자신의 

불편함에 해당되는 지 에 표시하게 하 다. ‘  

없음’으로부터 표시한 지 까지의 거리(mm)를 VAS 

수치로 환산하 다(Appendix 1).

3) 구강건강 련 삶의 질 측정 설문지

미각 이상과 련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기 해 

OHIP-14(Oral Health Impact Profile-14)을 치료 

에 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Slade에 의해 단

축된 OHIP-14의 14개 문항을 사용하 다
8
. 각 문

항마다 ‘  그 지 않음’은 0 , ‘거의 그 지 않

음’은 1 , ‘가끔 그러는 편임’은 2 , ‘자주 그러는 

편임’은 3 , ‘매우 자주 그럼’은 4 으로 계산하

다. 14개 문항의 응답 수의 합을 OHIP-Total이라

고 하며 수가 낮을수록 구강건강 련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9
(Appendix 2).

4) 기울증 설문지

기울증 설문지는 기울로 인해 발생하는 표

인 증상 2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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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무에 따라 부여된 수가 다르며, 상자가 

표시한 항목에 해당하는 수의 총합이 28.50 이상

인 경우에 기울로 진단하게 된다
10
(Appendix 3).

5) SFR의 측정

타액 채취는 측정  어도 2시간 동안 음식물

의 섭취  양치질과 같은 구강 활동 는 흡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 다. 구강에 특별한 자

극을 주지 않는 상태로 소독된 깔때기에 타액을 

흘리게 하여 conical tube에 모았다. 상자로 하여

 5분 동안 타액을 모으게 하 으며, 5분이 지난 

후 입에 고인 타액을 뱉게 한 후 분비량을 측정하

여 분당 분비율(ml/min)로 환산하 다.

3. 한방치료

기본 으로 5명의 환자들은 간 구 치료, 한약 

치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치료를 받았으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체침 치료

체침 치료는 근 취 법을 주로 용하여 치료

하 으며 사용한 는 풍(TE17), (ST5), 

염천(CV23), 완(CV12), 천추(ST25), 합곡(LI4), 

내 (PC6), 태충(LR3), 태백(SP3)이다. 침은 동방

침구제작소에서 제작한 직경이 0.25 mm이며 길이가 

40 mm인 일회용 Stainless steel 호침을 사용하 다. 

20분간 유침하 으며, 시술 후 병행하여 Infra-Red

를 사용하 다.

2) 기침 치료

기침 치료는 주 치료기(Pointer F-3, Ito Co, 

Japan)을 사용하 으며, 3 Hz의 주 수로 자극하

다. 체침치료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염천(CV23) 

양방 1 cm에 자침한 침에 연결하여 시행하 다.

3) 약침 치료

약침 치료에는 신음허 1호(六味地黃湯)  견정 

1호(黃連解毒湯) 약침이 사용되었으며 모두 경희

의료원 한방병원 한방제재실에서 제작한 약침액을 

사용하 다. 신음허 약침은 기해(CV6)에 주입하

고, 견정 약침은 (CV17)에 주입하 다. 주입 

부 를 시술  알콜솜으로 소독한 후 1 cc 주사침

(화진양행, 30gauge)을 사용하여 두 약침 모두 0.5 

cc씩 주입하 다.

4) 간 구 치료

간 구 치료는 동방침구제작소에서 제작한 동방

쑥탄과 햇님사에서 제작한 신기구를 사용하 다. 

처치 부 로는 기해(CV6)와 천추(ST25)에 시행하

다.

5) 한약 치료

진 시 시행한 한의학  변증에 따라 경희 학

교 한방병원에서 조제한 한약을 복용하 다. 미각 

이상 증상을 주소로 腎陰虛로 변증된 경우 六味地

黃湯加味, 腎陽虛로 변증되고 소변 련 증상이 같

이 있는 경우 牛車腎氣丸加味, 痰飮  心虛 증상

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변증된 경우 柏子養心丸 合 

溫膽湯을 복용하 다.

Ⅲ. 증 례

1. 증례 환자 특징 분석

미각 장애로 경희 학교 한방병원 한방소화기내과 

구강병 클리닉에 내원한 5명의 환자의 성별, 나이, 

미각 장애 유형, 발병일, 유발 인자, 치료 후 비교, 

검사 결과, 한약 처방 등을 비교하 다(Table 1).

2. 증례 보고

 1) 증례 Ⅰ

증례 Ⅰ의 환자는 37세 여환으로 별다른 과거

력 없었는데, 2014년 2월 감기 증상으로 일반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후비루 진단 받고 치료 

받던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입이 마르는 

증상 나타나 일반 한의원 방문하여 치료 받다

가 보다 극 인 한방치료 받고자 2014년 4월 

7일 경희의료원 한의과 학 부속한방병원 한

방 3내과 외래에 내원하 다. 구체 으로 커피

를 마시면 쓴맛이 유지되거나 양치할 때 를 

닦으면 신맛이 느껴진다고 호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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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한방치료를 받았

다.

  (1) 최  2014년 4월 7일부터 1주일에 두 번씩 

체침 치료, 기침 치료, 약침 치료를 시행

하 다. 2014년 5월 26일 종료 시까지 총 14

회의 치료를 실시하 다.

  (2) 미각 이상 증상뿐만 아니라 목이 메이고, 코

를 킁킁거리는 증상과 같이 痰飮에 의한 증

상  불안과 같은 心虛 증상을 호소하 기

에 柏子養心丸 合 溫膽湯을 처방하 으며 

치료 종료 시까지 지속 으로 투여하 다. 처

방은 柏子仁 8 g, 蓮子肉, 半夏薑製 6 g, 茯

神, 龍眼肉, 熟地黃, 玄蔘, 麥門冬, 當歸, 石菖

蒲, 陳皮, 枳實, 知母, 甘草, 生薑, 大棗 4 g, 

竹茹, 黃芩 3 g을 1첩 분량으로 1일 2첩을 

100 cc 3팩으로 탕하여 하루 3회 분복하도

록 하 다.

  (3) 2014년 5월 14일과 5월 21일에 두 차례 경희

학교 한방병원 자연요법센터에서 간 구를 

시행하 다.

그 결과, 2014년 4월 7일부터 치료를 시작한 

이래 미각 장애 증상은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Table 2). 하지만 치료 마지막 

날인 5월 26일에도 잇몸에서 짠맛이 지속

으로 난다고 표 하 다.

 2) 증례 Ⅱ

증례 Ⅱ의 환자는 62세 여환으로 과거에 천식

으로 한약 복용하 으며, 약 30년 부터 고

압  고지 증으로 약 복용 이다. 한 2012

년 10월 경 갑상선암으로 수술 받았으며 이후 

지속 으로 약 복용 이다. 2013년 8월에 감

기를 심하게 앓은 후 2013년 9월부터 맛을 잘 

못 느끼고 냄새도 잘 못 맡는 증상 나타났으나 

별무처치하던  2014년 2월경 냄새는 잘 맡게 

되었는데 맛 못 느끼는 증상 여 하여 극

인 한방치료 받고자 2014년 4월 7일 경희의료

원 한의과 학 부속한방병원 한방 3내과 외래

에 내원하 다. 구체 으로 맛을 잘 못 느끼는데 

특히 단맛을 더 못 느끼는 증상을 호소하 다.

내원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한방치료를 받았다.

  (1) 최  2014년 4월 7일부터 1주일에 한 번씩 

체침 치료, 기침 치료, 약침 치료를 시행

하 다. 2014년 5월 12일 종료 시까지 총 6

회의 치료를 실시하 다.

  (2) 미각 이상 증상과 더불어 숨을 헐떡거리고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한 증상과 같이 痰飮

에 의한 증상  신경을 많이 쓰고 우울과 

같은 心虛 증상을 호소하 기에 柏子養心丸 

合 溫膽湯을 처방하 으며 치료 종료 시까

지 지속 으로 투여하 다. 2014년 4월 14일

부터는 萊菔子 4 g을 추가하여 처방하 다. 

처방은 柏子仁 8 g, 蓮子肉, 半夏薑製 6 g, 

茯神, 龍眼肉, 熟地黃, 玄蔘, 麥門冬, 當歸, 

石菖蒲, 陳皮, 枳實, 知母, 甘草, 生薑, 大棗 4 

g, 竹茹, 黃芩 3 g+萊菔子 4 g을 1첩 분량으

로 1일 2첩을 100 cc 3팩으로 탕하여 하루 

3회 분복하 다.

그 결과, 2014년 4월 7일부터 치료를 시작한 

이래 미각 장애 증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Table 2).

 3) 증례 Ⅲ

증례 Ⅲ의 환자는 55세 남환으로 별다른 과거

력은 없었는데, 2014년 2월 말에 감기를 앓은 

후 맛을 잘 못 느끼는 증상  입이 마르는 증

상 나타나 일반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약 복용

하 으나 호 되지 않아 극 인 한방치료 

받고자 2014년 3월 21일 경희의료원 한의과 학 

부속한방병원 한방 3내과 외래에 내원하 다.

내원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한방치료를 받았다.

  (1) 최  2014년 3월 21일부터 1주일에 두 번씩 

체침 치료, 기침 치료, 약침 치료를 시행

하 다. 2014년 4월 9일 종료 시까지 총 6회

의 치료를 실시하 다.

  (2) 미각 이상 증상뿐만 아니라 손발이 차고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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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붓는 등 腎陽虛 증상과 더불어 소변이 시

원치 않은 증상을 호소하여 牛車腎氣丸加味

를 처방하 으며 치료 종료 시까지 지속

으로 투여하 다. 처방은 熟地黃 16 g, 山藥 

山茱萸 8 g, 白茯苓, 牧丹皮, 澤瀉 6 g, 牛膝 

車前子, 肉桂 4 g, 炮附子 2 g을 1첩 분량으

로 1일 2첩을 100 cc 3팩으로 탕하여 하루 

3회 분복하 다.

그 결과, 2014년 3월 21일부터 치료를 시작

한 이래 미각 장애 증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Table 2). VAS를 측정한 것 외에도 

환자 본인이 지속 으로 증상이 하된다고 

표 하 다.

 4) 증례 Ⅳ

증례 Ⅳ의 환자는 28세 여환으로 2014년 5월  

미각이상 증상 나타났다. 2014년 5월 순에 

편도 궤양으로 일산백병원 방문하여 메틸론 5

일간 복용한 후 증상이 나아지는 듯한 경향 보

으나 약 끊은 이후로 증상 다시 나타나 극

인 한방치료 받고자 2014년 5월 24일 경희의

료원 한의과 학 부속한방병원 한방 3내과 외

래에 내원하 다. 구체 으로 입이 짜고 단맛

을 잘 못 느끼는 증상을 호소하 으며, 더불어 

입이 마르고 도 화끈하다고 하 다.

내원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한방치료를 받았다.

  (1) 최  2014년 5월 24일부터 1주일에 두 번씩 

체침 치료, 기침 치료, 약침 치료를 시행

하 다. 2014년 7월 18일 종료 시까지 총 14

회의 치료를 실시하 다.

  (2) 미각 이상 증상뿐만 아니라 입이 마르고 

에서 열감이 나타나는 陰虛 증상을 호소하

여 六味地黃湯加味를 처방하 으며 치료 종

료 시까지 지속 으로 투여하 다. 처방은 

生地黃 16 g, 熟地黃, 山茱萸 8 g, 白茯苓, 澤

瀉, 知母, 黃柏 6 g, 甘草 4 g을 1첩 분량으로 

1일 2첩을 100 cc 3팩으로 탕하여 하루 3

회 분복하 다.

  (3) 2014년 7월 2일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 세 차

례 경희 학교 한방병원 자연요법센터에서 

간 구를 시행하 다.

그 결과, 2014년 5월 24일부터 치료를 시작

한 이래 미각 장애 증상은 지속 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 다(Table 2).

반면에 동시에 호소하던 가 화끈화끈한 증

상은 호 과 악화를 반복하 다. 체 으로 

보면 호 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Table 3).

 5) 증례 Ⅴ

증례 Ⅴ의 환자는 75세 여환으로 고 압  고

지 증으로 약 복용 이었으며, 녹내장으로 

안약 안 이다. 2013년 6월경 임 란트 시

행 후 맛을 잘 못 느끼는 증상 나타났으나 별

무처치 받다가 2014년 5월 의정부 성모병원 구

강내과 방문하여 검사하 으나 별무소견 받았

고, 이에 극 인 한방치료 받고자 2014년 6

월 2일 경희의료원 한의과 학 부속한방병원 

한방 3내과 외래에 내원하 다. 맛을 잘 못 느

끼는 증상과 더불어 입이 텁텁하고 마르는 증

상도 호소하 다.

내원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한방치료를 받았다.

  (1) 최  2014년 6월 2일부터 1주일에 두 번씩 

체침 치료, 기침 치료, 약침 치료를 시행

하 다. 2014년 7월 16일 종료 시까지 총 12

회의 치료를 실시하 다.

  (2) 미각 이상 증상뿐만 아니라 입이 마르고 텁

텁한 증상  요통, 피로와 같은 腎陰虛 증

상을 호소하여 六味地黃湯加味를 처방하

으며 치료 종료 시까지 지속 으로 투여하

다. 처방은 生地黃 16 g, 熟地黃 8 g, 山茱

萸 白茯苓, 澤瀉, 百合 6 g, 知母, 黃柏, 沙蔘, 

麥門冬, 甘草 4 g을 1첩 분량으로 1일 2첩을 

100 cc 3팩으로 탕하여 하루 3회 분복하 다.

그 결과, 2014년 6월 2일부터 치료를 시작한 

이래 미각 장애 증상은 지속 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 다(Table 2). VAS를 측정한 



미각 장애 환자 5례를 상으로 한 한 한방 치료의 효과

388

것 외에도 환자 본인이 지속 으로 증상이 

하된다고 표 하 다. 이와 별도로 7월 9

일에 에 구내염이 발생하 으나 1주일 후

인 7월 16일에 사라졌다.

Case Ⅰ Case Ⅱ Case Ⅲ Case Ⅳ Case Ⅴ

Sex F F M F F

Age 37 62 55 28 75

Type of Taste Disorders Dysgeusia Ageusia Ageusia Phantogeusia Ageusia

Onset 2014.2. 2013.9. 2014.2. 2014.5. 2013.6.

Etiologic Factors Viral Infection Viral Infection Viral Infection Idiopathic Dental Implant

Clinical Outcomes
(VAS)

Before Tx. 70 100 50 80 60

After Tx. 20 80 30 0 30

SFR (ml/min) 0.4 0.3 0.9 0.28 0

Qi-stagnation Score 29.72 45.13 11.06 18.86 23.87

OHIP-Total 38 20 4 17 21

Prescriptions
柏子養心丸 
合 溫膽湯

柏子養心丸 
合 溫膽湯

牛車腎氣丸加味
六味地黃湯 

加味
六味地黃湯 

加味
VAS : visual analogue scale, Tx. : Treatment, SFR : salivary flow rate, OHIP : oral health impact profile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Five Cases

Case Ⅰ Case Ⅱ Case Ⅲ Case Ⅳ Case Ⅴ

1
st
 Evaluation

Date 4/7 4/7 3/21 5/24 6/2

VAS (0~100) 70 100 50 80 60

2nd Evaluation
Date 4/23 4/21 4/9 6/9 6/25

VAS (0~100) 50 80 30 30 50

3rd Evaluation
Date 5/21 After Tx.

No Data
6/24 7/12

VAS (0~100) 20 70 0 30
VAS : Visual Analogue Scale, Tx. : Treatment

Table 2. Changes of VAS on Taste disorder- Case Ⅰ to Ⅴ

5/24 5/31 6/9 6/14 6/24 7/2 7/9

VAS
(0~100)

80 20 30 50 50 50 30

Table 3. Change of VAS on Lingual Burning Sense- 
Case Ⅳ

Ⅳ. 고찰  결론

미각이란 맛을 느끼는 것으로 음식물을 섭취하

면 해당 음식물에 함유된 맛을 나타내는 수용성 

물질이 타액이나 물에 녹아 미뢰에 있는 미각 수

용체 세포를 자극하게 된다. 말 의 미각 정보가 

안면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을 통해 추신경계

로 달되면서 맛을 느끼게 된다1. 앞서 언 한 일

련의 과정 에 문제가 발생하여 미각을 정상 으

로 느끼지 못하게 된 상태를 ‘미각 장애’라고 일컫

는다. 미각은 매우 복잡한 감각으로 음식물의 맛 

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에 의해 향을 받는

다. 섭취하는 음식물의 질감, 온도나 향과 같은 물

리 , 화학  자극과 더불어 음식물을 섭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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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의 정신  상태 등이 복합 으로 여하

여 미각을 형성하게 된다. 상의 나이, 성별, 구강

내 환경, 신경계 손상 유무 등과 같은 개체  특성

도 맛을 느끼는 것에 큰 향을 다
11
.

미각 장애의 종류로는 맛을 아  느끼지 못하는 

미각상실(ageusia), 맛을 약하게 느끼는 미각감소

(hypogeusia), 맛을 강하게 느끼는 미각과민(hypergeusia), 

실제 맛과 다른 맛을 느끼는 미각왜곡(dysgeusia), 

미각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맛을 느끼

는 환상미각(phantogeusia) 등이 있다
1,12

. 이러한 

미각 장애의 진단을 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와 

증상에 한 분석이 필수 인 요소이다
13
. 앞에서 

언 하 듯이 미각은 여러 요소들이 복합 으로 

여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각 장애의 원인으로는 후각 장애와의 혼동, 구

강 내 환경 요인에 의한 이차  미각 이상, 구강건

조증, 사 장애, 연령과 련된 미각 기능의 변화, 

감각 신경 장애 등이 있다
14,15

. 한 두부 외상, 상

기도 바이러스 감염, 약물, 아연 부족, 구강 생 

불량, -식도 역류 질환, 수술, 우울증 등에 의해

서도 발병한다
3
. 하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특발성

으로 발병하는 것이며 이는 약 34%로 1/3에 달한

다
16
. 반면에 구강 내 질병뿐만 아니라 추신경계

의 질병이나 손상, 킨슨병, 당뇨과 연 되어 나

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 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진

단이 필요하며, 만약 와 같은 기 질환이 있을 

때는 기 질환의 리  치료에 집 해야 한다
2,17

.

사실 미각 장애는 몇 년 까지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분야  하나 다. 하지만 근래에 들

어 미각 장애를 주소로 외래에 방문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 이는 미각에 

문제가 생기면 양 상태나 삶의 질에 지 한 

향을 주기 때문이다
3
. 심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뿐

만 아니라 반 인 건강에도 문제를  수 있다
18
. 

에 비해서 삶의 질을 시하는 사회로 넘어오

면서 미각 장애에 한 심도 높아지고 치료에 

한 욕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일본에

서는 미각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매년 140,000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19
.

미각 장애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 약물이 쓰이고 있

다. 보통은 미각 신호를 증폭시키는 약물이 많이 사용

된다. 를 들어 5’-리보뉴클 오티드(5'-ribonucleotide)

는 조미료의 한 종류로 맛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틸리움 토실 이트(bretylium 

tosylate)는 항부정맥제로 짠맛을 더 느끼게 해주며, 

카페인(caffeine)이나 메틸 크산틴(methyl xanthine)

은 짠맛과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 다
20
. 하지만 

의 약물들은 모두 미각 감소 환자에게만 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미각 감소를 제외한 다른 

미각 장애 환자들에게는 큰 효능을 보이지 못한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비인후과  치과 검사 상 

특별한 기  질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필로

카핀(pilocarpine)을 투여하여 타액 분비량을 증가

시키거나,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여 증상을 조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속 인 효

과를 기 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경희 학교 한방병원 한방소화기내과 구

강병 클리닉에 미각 장애를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

들을 보면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에서 검사  치

료를 받았으나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얻지 못

해 내원한 경우가 부분이다. 본 증례에서도 5명 

 1명을 제외한 4명이 다른 치료를 받다가 내원한 

것을 볼 수 있다.

미각 장애는 한의학에서 口味異常의 범주로 볼 

수 있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 臟腑의 氣가 한쪽

으로 치우쳐 넘치거나 모자라게 되면 臟氣가 입으

로 넘쳐흘러 口味異常의 병증이 발생한다고 본다
7
. 

口味異常은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고, 

각 분류 항목에 따라 그 원인이 달라 辨證施治를 

통해 그에 알맞은 치료를 하게 된다. 본 증례에서

는 미각 이상을 주소로 하는 5명의 환자들을 미각 

이상 증상과 더불어 그 외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변증하여 각각 한약을 투여하 다. 그리하여 腎陰

虛證으로 변증된 2명에게는 六味地黃湯加味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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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 고, 腎陽虛證으로 변증된 1명에게는 牛車腎

氣丸加味를 투여하 고, 痰飮 兼 心虛證으로 변증

된 2명에게는 柏子養心丸 合 溫膽湯을 투여하 다.

미각 장애에 침 치료가 효과 이라는 보고도 있

다
21
. 미각 장애는 부분 말  미각 신경과 미각 

수용체의 이상에 의해 나타나는데, 근 취 을 통한 

침 치료는 의 액 순환을 증가시켜주며, 미각 

신경과 미뢰를 활성화시켜주고, 의 이상 감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본 증례에서 풍(TE17), 

(ST5), 염천(CV23)에 침 치료  기침 치료

를 한 것도 같은 의미에서 시행한 것이다.

본 증례 Ⅰ의 환자는 2014년 2월 감기를 앓고 

치료받던  미각 장애 발병, 일반 한의원에서 치

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 이 없는 상태 다. 2014

년 4월 7일 내원하여 그 이후로 1주일에 두 번씩 

한방 치료를 받았으며 柏子養心丸 合 溫膽湯을 5

주간 복용하 다. 그 결과 총 14차례의 치료를 받

으면서 4차례에 걸쳐 증상이 호 되었다고 표 하

고, VAS는 치료  70에서 12회 치료 후 20으로 

었다. 하지만 치료 종료일인 5월 26일에는 잇몸

에서 짠맛이 난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증상이 

완 히 회복되지는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증례 Ⅱ의 환자는 2013년 8월 감기를 심하게 앓

은 후 2013년 9월부터 맛과 냄새를 못 느끼는 증상

이 발생한 환자로 이후 후각 장애는 로 괜찮

아졌으나 미각 장애는 남아 있는 상태 다. 2014년 

4월 7일 내원하여 그 이후로 1주일에 한 번씩 한방 

치료를 받았으며 柏子養心丸 合 溫膽湯을 4주간 

복용하 다. 그 결과 VAS는 치료  100에서 3회 

치료 후 80으로 었다. 호 이 많이 되지는 않았

지만 이후 내원하지 않아 화로 치료 이후 상태

를 물어본 결과 VAS는 70으로 약간 어든 상태로 

유지 이라 답하 다.

증례 Ⅲ의 환자는 2014년 2월에 감기를 앓은 후 

맛을 잘 못 느끼는 증상 나타나 일반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 이 없는 상

태 다. 2014년 3월 21일 내원하여 그 이후로 1주

일에 두 번씩 한방 치료를 받았으며 牛車腎氣丸加

味를 2주간 복용하 다. 총 6차례의 치료를 받으면

서 4차례에 걸쳐 지속 으로 증상이 감소한다는 

표 을 하 고, VAS도 치료  50에서 치료 종료

일인 4월 9일에는 30으로 었다.

증례 Ⅳ의 환자는 2014년 5월  지속 으로 짠

맛이 나고 단맛을 못 느끼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

비인후과에서 약 복용 후 증상이 호 되는 양상 

보 으나 약 복용을 단하자 미각 장애 증상이 

다시 나타난 상태 다. 1주일에 두 번씩 한방 치료

를 받았으며 六味地黃湯加味를 6주간 복용하 다. 

미각 장애 증상의 유지와 하를 반복하다가 10번

째 치료 날인 6월 24일 내원하여 미각 장애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 다. 하지만 가 화끈거리는 증상

은 호 과 악화를 반복하 다. 치료 시작  80이

던 VAS가 치료 종료 시 에는 30으로 었지만 여

히 의 열감은 남아있는 상태 다.

증례 Ⅴ의 환자는 2013년 6월 임 란트 시술 후 

맛을 잘 못 느끼고 입이 텁텁한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구강내과 검사 상 별무소견 받아 별다른 처

치를 받지 않다가 2014년 6월 2일 내원하 다. 1주

일에 두 번씩 한방 치료를 받았으며 六味地黃湯加

味를 5주간 복용하 다. 치료 기에는 증상이 

하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5회 치료 후부터는 증상

이 계속 유지되는 경향을 보 다. 9회 치료 후인 7

월 9일에 잠시 구내염이 발생하 으나 다음 내원 

시에 다 나았으며 이와 더불어 미각 장애 증상도 

호 되었다. VAS는 치료 시작  60에서 10회 치

료 후인 7월 12일에 30까지 어들었다.

총 5명의 환자  여환이 4명, 남환은 1명이었

다. 비록 상자 수는 지만 여성 환자의 비율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의 보고와 일치한다
3,12,13

. 특히 

4명의 여환  2명이 폐경을 겪은 환자인데, 실제

로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은 SFR이 감소하는 등 

구강 내 환경이 불리하게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 

미각 장애와 같은 구강 질환이 잘 발생한다
22
.

본 증례에서는 치료  환자들의 OHIP-1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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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증 설문지, SFR 검사를 시행하 다.

먼  OHIP-14는 구강건강 련 삶의 질 측정 설

문지로 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

다. 하지만 OHIP-Total과 VAS 사이에는 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OHIP-Total이 4인 증례 

Ⅲ의 환자는 VAS가 50이었던 반면, OHIP-Total이 

20인 증례 Ⅱ의 환자는 VAS가 100이라고 응답하

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미각인지역치가 OHIP-14에 

향을 주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미각의 변화가 

구강건강에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인식한

다던 보고와 일치한다
23
.

스트 스는 미각 변화, 미각 소실, 미각 이상과 

같은 미각 장애를 일으키는 요한 요인  하나

이다
24
. 실제로 스트 스는 생리 으로 인체 내에 

다양한 방면으로 향을 미치게 되어 구강 내에 

다양한 병변을 일으키는데 미각 장애도 그  하

나이다
17
. 이러한 스트 스 반응은 기울과 높은 상

성을 가지기에
25
 환자들로 하여  기울증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하 다. 기울증 수가 28.50을 넘어 

기울로 진단 받은 환자는 5명  2명이며 그  1

명은 29.72로 기울증 진단 을 겨우 넘었다. 반면 

다른 1명은 23.87로 진단 에 가까운 수를 받았

다. 즉, 스트 스가 미각 장애를 일으키는 

인 요소는 아니지만 충분히 향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SFR은 안정시 0.1 ml/min 이상 측정되며
26
, 보

통 정상 인 사람들은 0.3-0.5 ml/min 정도의 값을 

나타낸다. 0.1 ml/min보다 낮은 경우를 타액증이

라고 일컫는다
27
. 타액 분비가 진되고 구강 내 

작 운동  연하 작용이 잘 이루어지면 미각이 

차 진된다
28
. 반면에 SFR의 감소는 치아우식증, 

작  연하곤란, 구강통증, 미각 장애 등을 일으

킨다
23
.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모집된 50명의 미

각 장애 환자  19명이 주 인 구강 건조감을 

호소하 다. 14명은 SFR이 0.1 ml/min을 기록하

고, 그  6명은 인공 타액을 주입한 이후로 증상

이 완화되었다
1
. 이와 련하여 치료 시작  SFR 

검사를 시행하 는데 5명  4명은 정상 범 인 안

정시 0.1 ml/min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었고, 1명은 

0 ml/min이 측정되었다. 즉, 본 증례에서는 미각 

장애와 SFR의 감소는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 치료 5례에서 볼 때 미각 장애에 한 한

방 치료는 회복 속도나 회복 정도의 차이는 있었

으나 부분 치료 후 호 양상을 보 다. 비록 증

례 Ⅱ의 환자는 치료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아 평가가 제 로 이 지지 않았

지만 화 통화를 통한 추  조사 결과 호 이 나

타났고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상 환자

수가 5례로 임상  의의를 가질 만큼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 증례만을 가지고 미각 장애에 

한 한방 치료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본 증

례의 결과는 한방 치료가 기존 치료의 한계에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VAS를 제

외한 OHIP-14, SFR, 기울증 설문지 검사의 경우 

치료 시작 에만 시행하 기 때문에 한 치료 

후 비교를 하지 못하 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상 

VAS 외에 다른 변수는 미각 이상의 호  정도를 온

히 반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OHIP-14, 

SFR, 기울증 설문지 검사 외에 다른 변수의 설정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일하게 치료 후 

비교를 시행한 VAS의 경우에도 환자마자 VAS의 

측정 횟수  측정 간격 등이 통일되지 않았는데, 

이는 향후 진행될 증례 보고나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이다. 한 조군과의 비교도 이루어지지 못

하 으며, 침 치료나 기침 치료, 한약 치료가 병

행되었기 때문에 특정 치료법의 단일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있다. 앞으로 본 증례 보고

의 한계 을 감안하여 무처치 조군과의 비교, 기

존 치료와의 효과 비교, 동일한 한약 치료를 통한 

비교, 시행한 한방치료 내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는 치료가 어떤 것인지에 한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본 증례 보고는 

한의계에서 보고된 이 없는 미각 장애라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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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첫 임상 증례 보고라는 데에서 의의를 가

진다. 미각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의 수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향후 미각 장애에 한 한방 치료의 유

효성 평가에 한 다양하고 지속 인 연구가 진행

된다면 한방 의료 시장에서 새로운 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향후 충분한 환자 

수를 확보한 확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미

각 장애와 SFR 는 기울증과의 상 계를 확립

하고, 치료 후 비교를 통해 가장 유효한 한방 치

료법을 선정할 수 있으며, 치료 종료 후 추  찰

을 통한 한방 치료의 지속성 여부 등을 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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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없음 가장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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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구강건강 련 삶의 질 측정 설문지(Oral Health Impact Profile-14, OHIP-14)

다음은 구강건강 련 삶의 질에 한 질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치아, 잇몸, 틀니,  등 입안의 문제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이나 통증의 정도에 해 표시하세요.

0 :  그 지 않음 1 : 거의 그 지 않음 2 : 가끔 그러는 편임

3 : 자주 그러는 편임 4 : 매우 자주 그럼

 

 1. 입안의 문제로 발음이 잘 안되어 불편했던 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0 1 2 3 4

 

 2. 입안의 문제로 맛을 느끼는 감각이 보다 나빠졌다고 느끼신 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

러셨습니까?

0 1 2 3 4

 3. 나 , 뺨 입천정 등이 아  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0 1 2 3 4

 

 4. 입안의 문제 때문에 음식 먹기가 불편한 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0 1 2 3 4

 

 5. 입안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꺼려진 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0 1 2 3 4

 

 6. 입안의 문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 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0 1 2 3 4

 

 7. 입안의 문제 때문에 음식 드시는 데에 불만스러운 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0 1 2 3 4

 

 8. 입안의 문제 때문에 음식을 드시다가 도 에 멈춰야 했던 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

니까?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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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입안의 문제 때문에 편안하게 쉬지 못했던 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0 1 2 3 4

10. 입안의 문제 때문에 난처하거나 당황스러웠던 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불편감, 틀니고장, 잇몸출  등등의 이유로 놀라거나 난처해진 경험)

0 1 2 3 4

 

11. 입안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화를 잘 내게 되신 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0 1 2 3 4

 

12. 입안의 문제 때문에 평소 하시던 일을 하기 어려우셨던 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

니까?

0 1 2 3 4

 

13. 입안의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에 비해 덜 만족스럽다고 느끼신 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

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0 1 2 3 4

 

14. 입안의 문제 때문에 정신  육체  사회 으로  제 몫을 할 수 없다고 느끼신 이 있으십니까? 있

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셨습니까?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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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 다음은 기울(氣鬱)증에 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항 목 없 음 심하지 
않음 심 함 항 목 없 음 있 음

식욕부진 가슴 답답함

복부 팽만감 가슴이나 구리 팽만감

피로 목이 메임

설사 숨이 짧음

불안 열감

소변이 시원하지 않음 미식거림

복통 오한(추 를 많이 탐)

허리 통증 소화불량

신 인 통증 가슴 & 구리 통증

매번 양상이 변화하는 통증 트림

추 를 느낌

변비

두통

Total Score ________   +  _________  =  

기울 설문지 수 배정

항 목 없 음 심하지 
않음

심 함 항 목 없 음 있 음

식욕부진 0 5.20 26.14 가슴 답답함 0 24.59

복부 팽만감 0 3.20 23.50 가슴이나 구리 팽만감 0 12.95

피로 0 4.10 12.03 목이 메임 0 5.34

설사 0 0.00 9.61 숨이 짧음 0 4.22

불안 0 6.95 9.56 열감 0 3.93

소변이 시원하지 않음 0 2.90 9.29 미식거림 0 3.82

복통 0 2.34 6.80 오한(추 를 많이 탐) 0 2.78

허리 통증 0 0.00 4.62 소화불량 0 2.75

신 인 통증 0 2.42 4.42 가슴 & 구리 통증 0 2.60

매번 양상이 변화하는 통증 0 0.00 4.26 트림 0 2.26

추 를 느낌 0 2.39 3.68

총 수 28.50이상 => 기울로 진단변비 0 0.00 3.31

두통 0 2.70 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