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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배우는 감각 Activity 4 

이름             
 

코는 어떻게 알까? 
과제 1. 양말에서부터 출발한 냄새가 우리 뇌로 도착할 때 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봅시다. 양말이 더럽든 깨끗하든, 세제 냄새가 많이 나든 상관없지요. 아래의 설명을 

읽고, 그림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맞추어 보세요.

 
1.   사람의 코에는 두 개의 콧구멍이 있습니다. 냄새가 섞인 바깥 공기가 이 통로를 지나 

‘비강’ 이라는 곳으로 전달됩니다. 손가락으로 두 눈 사이의 콧대 옆을 눌러서 비강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2.   근처의 공기가 양말 혹은 꽃으로부터 냄새 분자를 거둬들입니다. 양말을 예로 들면, 

면에 붙은 흙먼지, 땀, 세제의 냄새분자가 주위의 공기와 결합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코 

주위로 확 풍기는 공기를 통해 냄새분자들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   이 곳에서 냄새분자들은 소량의 콧물에 달라붙습니다. ‘섬모’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털들이 콧물 속에서 설래설래 움직이고 있지요. 후각섬모 끝에는 수용체가 

달려있습니다. 각 수용체는 특정 냄새분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후각섬모에 달린 수용체는 단지 더러운 양말의 냄새분자만 알아본다고 합니다. 

냄새분자가 이 수용체에 닿으면, 비로소 신경으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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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궁극적으로 냄새분자가 보낸 신호는 대뇌의 변연계로 전달됩니다. 이곳에서 더러운 

양말이나 향기로운 꽃으로 부터 온 신호를 식별하고 기억 저장소에 정보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두뇌의 지능을 발전시키고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지요?  
 
5.   수용체가 받아들인 신호는 두개골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뇌 안에서 냄새 신호를 모으는 

장소에 도착하게됩니다. 이 두개골 내의 장소를 ‘후각 신경구’ 혹은 ‘후각 망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냄새 신호를 두뇌 안에 있는 사람의 감정, 기질, 학습, 기억력을 

관장하는 장소로 보냅니다.  
 

코는 정말 대단해!  
과제 2. 아래에 나열된 단어들로 각 문장의 빈 칸을 채워보세요. 
  
A. 뇌  B. 오래된  C. 위험  D.후각 기관  E. 기능  F. 두개골  G.즐긴다  H. 재생되어  

I. 극도로  J. 두 개 
 
1. 코로 인해 우리는 주위에 당도한          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과일이 여물었는지 

혹은 썩었는지를 알 수 있다.  
 
2. 코를 사용하여 음식의 풍미를 느끼고 주위의 많은 향기와 냄새를                .  
  
3. 사람의 후각이 가장             감각인 것을 보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아주 

오랜시간 동안 정교히 진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4. 후각 기관은                  예민하고 정밀하며 복잡하기도 하다.  
 
5. 아직까지 컴퓨터나 기계로 후각 기관의             을 대신할 수 없다. 
 
6. 후각 훈련은 우리       를 자극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  

7. 우리 몸에서 냄새 감각과 관련된 부분을                          이라고 부른다.  

8. 후각 기관은 뇌에서 유일하게             바깥 부위와 직접적으로 통하는 기관이다.  

9. 후각 기관의 신경 세포는 4-6 주 간격으로                  항상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된다.  

10. 많은 동물들은 후각 기관이                이지만, 인간은 한 개를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