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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김희진 교수>

 

  입술아래턱주름 (labiomandibular fold)은 입꼬리에서 아래턱까지 이어진 주름

으로 나이가 들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입술아래턱주름은 입꼬리내림

근의 안쪽모서리와 가쪽모서리에 의해 생기며, 이 주름이 깊을 경우 입꼬리내림근

에 BTX-A를 주사하여 주름을 없애기도 한다. 그러나 입꼬리내림근과 턱끝구멍

의 위치와 변이에 관한 임상해부학적 지식은 충분치 못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입

꼬리내림근의 형태와 크기, 입꼬리내림근과 턱끝구멍, 턱끝신경의 국소해부학적 

관계를 밝히고, BTX-A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사할 수 있는 부위를 찾기 위

함이다. 연구재료는 한국 성인 시신 34쪽 (남자 8구, 여자 9구, 평균나이 71세)

의 얼굴을 사용하였다. 

  입꼬리사이선 (intercheilion horizontal line)과 평행한 양쪽 입꼬리내림근 안

쪽모서리 사이의 최대폭은 평균 59.9±4.6 mm (최대 70.0 mm, 최소 51.2 

mm)였다 (남자: 61.0±5.8 mm, 여자: 58.7±2.7 mm). 턱뼈모서리에서 양쪽의 

입꼬리내림근 안쪽모서리 근육섬유가 부착하는 부위 사이의 폭은 평균 29.7±4.8 

mm (최대: 39.5 mm, 최소: 22.7 mm)로 계측되었다 (남자: 30.8±4.6 mm, 여

자: 28.4±5.2 mm). 또한 턱뼈모서리에서 입꼬리내림근의 근육부착 부위의 폭은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36.7±3.1 mm, 36.0±4.1 mm 였다. 위, 아래관계에서 입

꼬리점과 턱뼈모서리를 잇는 수직선을 삼등분한 부위에서 중간 1/3에 턱끝구멍이 

위치하는 경우는 28예 (90.3%), 중간 1/3과 아래 1/3 부위의 경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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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예 (6.5%), 그리고 아래 1/3부위에 위치하는 경우는 1예 (3.2%)가 관찰되

었다. 앞뒤관계에서 턱끝구멍이 입꼬리내림근의 안쪽모서리보다 안쪽에 위치하여 

근육에 덮여있지 않은 경우는 21예 (67.7%), 입꼬리내림근의 안쪽모서리 경계 

상에 있는 경우는 3예 (9.7%), 그리고 입꼬리내림근에 덮여 턱끝구멍이 근육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는 7예 (22.6%)가 있었다. 입꼬리내림근과의 국소해부

학적 턱끝구멍의 앞-뒤 위치관계를 세분하여 관찰한 결과, 턱끝구멍이 입꼬리점 

바로 아래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는 3예 (9.7%), 입꼬리점과 볼굴대 사이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는 13예 (41.9%), 볼굴대 바로 아래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는 10예 

(32.3%), 그리고 볼굴대보다 가쪽에 위치하는 경우는 5예 (16.1%)로 각각 관찰

되었다. 입꼬리내림근 가쪽모서리를 기준으로 얼굴신경의 가지들이 달리는 높이를 

관찰하여 분류한 결과, 얼굴신경 볼가지가 입꼬리내림근 가쪽모서리의 중간 1/3 

부위를, 얼굴신경 턱모서리가지가 가쪽모서리 아래 1/3 부위를 지나 깊은층으로 

달리는 경우가 17예 (60.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얼굴신경 볼가지는 근육 가쪽

모서리의 위쪽 1/3 부위를, 그리고 턱모서리가지는 아래 1/3 부위를 지나는 경우

는 7예 (25%)에서 있었다. 한편, 얼굴신경 볼가지가 근육 가쪽모서리의 위쪽 

1/3 부위를 지나고, 턱모서리가지가 근육 가쪽모서리의 중간 1/3 부위를 지나 달

리는 경우는 4예 (14.3%)에서 관찰하였다.

                                                                     

핵심되는 말: 입꼬리내림근, 입술아래턱주름, 턱끝구멍, 얼굴신경, 턱끝신경, 볼굴대,  

 입꼬리점, 아래턱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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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김희진 교수>

조 준 용 

I. I. I. I.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입술아래턱주름 (labiomandibular fold)은 입꼬리 (mouth corner)에서 턱뼈모

서리 (inferior border of mandible)까지 이어진 주름으로 나이가 들면서 더 두

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입술아래턱주름은 입꼬리내림근 (depressor 

anguli oris muscle)의 안쪽 또는 가쪽모서리에 의해 생기며 개개인의 근육 발달

과 피부밑지방 (subcutaneous fat)의 두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Pessa et al, 1998; 윤형철, 2002).   

  얼굴표정근육의 하나인 입꼬리내림근은 아래입술내림근 (depressor labii 

inferioris muscle), 가쪽 턱끝결절 (mental tubercle)과 아래턱뼈 빗선 (oblique 

line)에서 일어나 위쪽으로 좁아지며 입꼬리 (angle of mouth) 부위에서 입둘레

근 (orbicularis oris muscle)과 입꼬리당김근 (risorius muscle)의 근육섬유와 

합쳐지며 볼굴대 (modiolus)로 닿는다 (Standring 등, 2005; 정인혁, 2005; 대

한해부학회, 2005). 이 근육은 입을 벌릴 때 입꼬리를 아래, 가쪽으로 내리게 하

고, 근육섬유의 앞쪽 또는 뒤쪽모서리 부위에서 피부에 주름선을 만들어 슬픈 주

름 (bitterness furrow)을 만든다. 이러한 주름은 40대 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하

고 흡연하는 사람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입꼬리내림근 가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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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상의 주름은 웃거나 입술이 옆으로 벌어질 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얼굴의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얼굴의 주름 (wrinkle), 사각

턱 (masseter hypertrophy), 그리고 잇몸이 드러나 보이는 웃음 (gummy 

smile) 등을 치료하는데 보톡스 (botulinum toxin type A, BTX-A) 주사의 사

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BTX-A의 주사 후 일어나는 기능적인 또는 심미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BTX-A 주사의 합병증은 적절한 주입점 (site of injection)과 용

량 (dose) 등 숙련된 주사기술과 얼굴표정근육 및 주위 구조들에 대한 해박한 해

부학적 지식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원하는 효과를 얻어 내기에 

적합한 근육의 가장 이상적인 주입점을 알고 있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국

인의 얼굴주름 성형에 적용되는 적절한 주입점을 찾기 위해서는 대상이 한국인이

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피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지점을 기준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입꼬리내림근의 형태와 크기, 입꼬리내림근과 턱끝구

멍, 턱끝신경의 국소해부학적 관계를 밝히고, BTX-A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

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부위를 찾기 위함이다.



- 3 -

 II. II. II. II.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재료재료재료재료

  연구재료로는 한국 성인 시신 34쪽 (남자 8구, 여자 9구, 평균나이 71세)을 사

용하였다. 모든 표본의 왼쪽과 오른쪽은 구분하지 않고 해부하였으며, 필요한 경

우에 4~25배의 수술현미경 (OPMI 19-FC, Carl Zeiss Co., Germany) 하에 

미세해부를 시행하였다. 

  모든 표본에서 머리와 얼굴의 피부를 절개하여 조심스럽게 가쪽으로 젖히면서 

표정근육을 노출하였다. 특히, 입주위의 근육인 입꼬리당김근, 큰광대근, 작은광대

근, 입둘레근, 위입술올림근, 아래입술내림근, 입꼬리올림근, 입꼬리내림근 그리고 

넓은목근을 깨끗이 해부하여 근육섬유의 주행이 보이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볼

굴대를 중심으로 미세해부를 시행하여 근육섬유 주위의 결합조직을 제거하고 깨

끗이 하였다.

2. 2. 2. 2.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입꼬리내림근의 입꼬리내림근의 입꼬리내림근의 입꼬리내림근의 형태계측형태계측형태계측형태계측

  입꼬리내림근의 부착 부위, 그리고 양쪽 근육들 간의 거리를 계측하여 얼굴에서 

국소적인 입꼬리내림근의 위치관계를 확인하였다. 기준선으로 입꼬리사이선 

(intercheilion horizontal line, 양쪽의 입꼬리점 (cheilion)을 연결한 수평선)을 

설정하고, 이와 평행한 선을 아래쪽으로 연장하여 양쪽 입꼬리내림근의 안쪽모서

리 사이의 최대폭을 계측하였다. 또한 입꼬리내림근의 안쪽모서리를 이루는 근육

섬유들이 턱뼈모서리에 부착하는 부위에서 양쪽 근육의 안쪽모서리 사이의 폭을 

계측하였다 (그림 1A). 이와 더불어 턱뼈모서리에서 입꼬리내림근의 근육부착 부

위의 폭을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계측하였다 (그림 1B).  



- 4 -

 

그림 1. 입꼬리내림근의 길이계측. (A) 양쪽 입꼬리내림근 사이의 최대, 최소거

리. (B) 입꼬리내림근 이는곳의 거리 (DAO: depressor anguli oris muscle).

    2) 2) 2) 2) 입꼬리내림근과 입꼬리내림근과 입꼬리내림근과 입꼬리내림근과 턱끝구멍과의 턱끝구멍과의 턱끝구멍과의 턱끝구멍과의 국소해부학적 국소해부학적 국소해부학적 국소해부학적 위치관계위치관계위치관계위치관계

  입꼬리내림근이 깨끗이 노출된 표본에서 예리한 바늘을 찔러 턱끝구멍의 위치

를 확인하고, 이를 근육과 비교하여 위치관계를 확인하였다. 

  위, 아래관계로는 입꼬리점에서 턱뼈모서리까지 수직선을 긋고 이 선을 삼등분

하여 위, 중간 및 아래 1/3 부위로 각각 나누고 턱끝구멍의 위-아래 위치관계를 

입꼬리내림근을 삼등분한 부위와 비교하여 분류하였다. 입꼬리점과 턱뼈모서리를 

잇는 수직선을 삼등분한 부위에서 중간 1/3에 턱끝구멍이 위치하는 경우를 I형, 

중간 1/3과 아래 1/3 부위의 경계에 있는 경우를 II형, 그리고 아래 1/3부위에 위

치하는 경우를 III형으로 각각 나누어 그 빈도를 확인하였다.

  턱끝구멍의 위치를 입꼬리내림근을 기준으로 앞-뒤 위치관계를 확인하여, 턱끝

구멍이 입꼬리내림근의 안쪽모서리보다 안쪽에 위치하여 근육에 덮여있지 않은 

경우를 A형, 입꼬리내림근의 안쪽모서리 경계 상에 있는 경우를 B형, 그리고 입

꼬리내림근에 덮여 턱끝구멍이 근육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를 C형으로 분류

하였다. 이를 세분하여 입꼬리 부위의 기준점인 입꼬리점과 볼굴대를 기준으로 턱

끝구멍이 입꼬리점 바로 아래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 입꼬리점과 볼굴대 사이 부

위에 위치하는 경우, 볼굴대 바로 아래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 그리고 볼굴대보다 

가쪽에 위치하는 경우로 각각 나누고 그 빈도를 조사하였다. 



- 5 -

 3) 3) 3) 3) 턱끝구멍을 턱끝구멍을 턱끝구멍을 턱끝구멍을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나오는 나오는 나오는 나오는 구조들과 구조들과 구조들과 구조들과 입꼬리내림근과의 입꼬리내림근과의 입꼬리내림근과의 입꼬리내림근과의 국소해부학적 국소해부학적 국소해부학적 국소해부학적 관계관계관계관계

  모든 표본에서 입꼬리내림근의 앞뒤 경계를 확인한 후 근육을 해부하였다. 턱끝

구멍을 빠져 나오는 턱끝신경, 턱끝동맥 및 정맥을 깨끗이 하고, 입꼬리내림근과

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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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 결 결 결 과과과과

1) 1) 1) 1) 입꼬리내림근의 입꼬리내림근의 입꼬리내림근의 입꼬리내림근의 형태 형태 형태 형태 계측계측계측계측

  기준선인 입꼬리사이선 (intercheilion horizontal line)과 평행한 양쪽 입꼬리

내림근 안쪽모서리 사이의 최대폭은 평균 59.9±4.6 mm (최대 70.0 mm, 최소 

51.2 mm)였다 (남자: 61.0±5.8 mm, 여자: 58.7±2.7 mm). 

 턱뼈모서리에서 양쪽의 입꼬리내림근 안쪽모서리 근육섬유가 부착하는 부위 사

이의 폭은 평균 29.7±4.8 mm (최대: 39.5 mm, 최소: 22.7 mm)로 계측되었다 

(남자: 30.8±4.6 mm, 여자: 28.4±5.2 mm). 또한 턱뼈모서리에서 입꼬리내림

근의 근육부착 부위의 폭은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36.7±3.1 mm, 36.0±4.1 

mm 였다. 남녀간의 계측치 차이는 없었다. 

    2) 2) 2) 2) 입꼬리내림근과 입꼬리내림근과 입꼬리내림근과 입꼬리내림근과 턱끝구멍과의 턱끝구멍과의 턱끝구멍과의 턱끝구멍과의 국소해부학적 국소해부학적 국소해부학적 국소해부학적 위치관계위치관계위치관계위치관계

  위, 아래관계에서 입꼬리점과 턱뼈모서리를 잇는 수직선을 삼등분한 부위에서 

중간 1/3에 턱끝구멍이 위치하는 경우인 I형이 28예 (90.3%), 중간 1/3과 아래 

1/3 부위의 경계에 있는 경우인 II형은 2예 (6.5%), 그리고 아래 1/3부위에 위치

하는 경우인 III형은 1예 (3.2%)가 관찰되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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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입꼬리내림근과 턱끝구멍의 높이관계. 입꼬리점과 턱뼈모서리를 잇는 수

직선을 삼등분했을 때, 턱끝구멍이 입꼬리내림근의 (A) 중간 1/3에 위치하는 경

우 (I형), (B) 중간 1/3과 아래 1/3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II형), (C) 아래 

1/3에 위치하는 경우 (III형) (MF: mental foramen, DAO: depressor anguli 

oris muscle, DLI: depressor labii inferioris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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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끝구멍이 입꼬리내림근의 안쪽모서리보다 안쪽에 위치하여 근육에 덮여있지 

않은 경우 (A형)는 21예 (67.7%), 입꼬리내림근의 안쪽모서리 경계 상에 있는 

경우 (B형)는 3예 (9.7%), 그리고 입꼬리내림근에 덮여 턱끝구멍이 근육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C형)는 7예 (22.6%)가 있었다 (그림 3). 

  입꼬리내림근과의 국소해부학적 턱끝구멍의 앞-뒤 위치관계를 세분하여 관찰한 

결과, 턱끝구멍이 입꼬리점 바로 아래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는 3예 (9.7%), 입꼬

리점과 볼굴대 사이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는 13예 (41.9%), 볼굴대 바로 아래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는 10예 (32.3%), 그리고 볼굴대보다 가쪽에 위치하는 경

우는 5예 (16.1%)로 각각 관찰되었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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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입꼬리내림근과 턱끝구멍의 앞뒤관계. (A) 턱끝구멍이 입꼬리내림근 안

쪽모서리 안쪽에 위치하는 경우, (B) 턱끝구멍이 입꼬리내림근 안쪽모서리 경계 

상에 위치하는 경우, (C) 턱끝구멍이 입꼬리내림근에 덮여 있는 경우 (MF: 

mental foramen, DAO: depressor anguli oris muscle, DLI: depressor labii 

inferioris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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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부학적 표지점과 관련한 턱끝구멍의 앞뒤관계. (A) 턱끝구멍이 입꼬리

점 아래 위치하는 경우, (B) 턱끝구멍이 입꼬리점과 볼굴대 사이에 위치하는 경

우, (C) 턱끝구멍이 볼굴대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 (D) 턱끝구멍이 볼굴대 가쪽

에 위치하는 경우 (MF: mental foramen, C: cheilion, M: modiolus, DAO: 

depressor anguli oris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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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턱끝구멍을 턱끝구멍을 턱끝구멍을 턱끝구멍을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나오는 나오는 나오는 나오는 구조들과 구조들과 구조들과 구조들과 입꼬리내림근과의 입꼬리내림근과의 입꼬리내림근과의 입꼬리내림근과의 국소해부학적 국소해부학적 국소해부학적 국소해부학적 관계관계관계관계

  턱끝구멍을 빠져나온 턱끝신경은 4개의 가지 (입구석가지 (angular branch), 

안쪽아래입술가지 (medial inferior labial branch), 가쪽아래입술가지 (lateral 

inferior labial branch)와 턱끝가지 (mental branch))로 나뉘어 아래입술 부위

에 분포하였다. 또한 같은 분포를 하는 턱끝동맥 및 정맥가지들이 입꼬리내림근 

부위 아래에서 나뉘었다 (그림 5).

그림 5. 턱끝구멍을 빠져나오는 구조들과 입꼬리내림근과의 관계. 턱끝구멍을 빠

져나오는 턱끝신경, 턱끝동맥 및 정맥가지들이 입꼬리내림근 깊은면에서 나뉘어져 

분포한다 (DAO: depressor anguli oris muscle, MN: mental nerve, ILA: 

inferior labial artery, MD: mandible, VII: facial nerve). 

  모든 경우에서 얼굴신경의 턱모서리가지와 볼신경에서 일어난 얼굴신경가지가 

넓은목근 뒤모서리에서 근육의 깊은층을 달려 입꼬리내림근 깊은 곳에서 턱끝신

경의 가지와 연결되었다. 28예에서, 입꼬리내림근을 해부하여 입꼬리내림근 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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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를 기준으로 얼굴신경의 가지들이 달리는 높이를 관찰하여 분류한 결과, 얼

굴신경 볼가지가 입꼬리내림근 가쪽모서리의 중간 1/3 부위를, 얼굴신경 턱모서리

가지가 가쪽모서리 아래 1/3 부위를 지나 깊은층으로 달리는 경우가 17예 

(60.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얼굴신경 볼가지는 근육 가쪽모서리의 위쪽 1/3 

부위를, 그리고 턱모서리가지는 아래 1/3 부위를 지나는 경우는 7예 (25%)에서 

있었다. 한편, 얼굴신경 볼가지가 근육 가쪽모서리의 위쪽 1/3 부위를 지나고, 턱

모서리가지가 근육 가쪽모서리의 중간 1/3 부위를 지나 달리는 경우는 4예 

(14.3%)에서 관찰하였다 (그림 6).  

그림 6. 입꼬리내림근에 분포하는 얼굴신경. (A) 얼굴신경의 볼가지가 입꼬리내

림근의 가쪽모서리 중간 1/3 부위에, 얼굴신경의 턱모서리가지가 가쪽모서리 아래 

1/3 부위를 지나 분포하는 경우, (B) 얼굴신경의 볼가지가 입꼬리내림근의 가쪽

모서리 위 1/3 부위에, 얼굴신경의 턱모서리가지가 가쪽모서리 아래 1/3 부위를 

지나가며 분포하는 경우 (ZMj: zygomaticus major muscle, DLI: depressor 

labii inferioris muscle, MF: mental foramen, DAO: depressor anguli oris 

muscle, MS: masseter muscle, BC: buccal branch, MM: marginal 

mandibular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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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BTX-A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밝혀진 많은 적응증에 비하여 실제 임

상적용에 알맞는 시술 부위 및 용량에 대한 연구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차

이를 보이며 최대한의 효율을 얻기 위한 정확하고 안전한 BTX-A 주사점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 및 임상시술에 있어 BTX-A의 탁월한 안전성은 인정받

고 있으나,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 및 합병증이 존재한다. 이중 주사점 통

증 (injection site pain), 부종 (edema), 반상출혈 (ecchymosis), 피부건조 

(dry skin) 등의 부작용은 환자들이 매우 빈번하게 호소하는 증상들이며, 두통 

(headaches), 입안마름증 (dry mouth sensation), 감기에서와 같은 권태감 

(flu-like mild malaise) 등과 같은 합병증 또한 BTX-A 주사 후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주사바늘이 직접 신경을 찔러 손상을 줄 가능성도 있다. Lu 등 

(1998)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일시적인 감각저하 (hypoesthesia)와 같은 주사

후의 합병증을 보고하였고, 이러한 부작용 및 합병증들은 부분적으로 시술자의 주

사방법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 (Kessler 등, 1999). 한편, 미용성형을 위해 얼굴

에 BTX-A주사를 시행한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눈꺼풀처짐 (ptosis). 

눈꺼풀겉말림 (ectropion), 사시 (strabismus), 눈확아래지방체의 이탈 

(herniation of infraorbital fat pads), 토끼눈증 (lagophthalmos), 아래입술처짐

과 약화 (lower lip drop and weakness), 입둘레근의 마비로 인한 섭식장애 등

이 있다. 

  이상적인 BTX-A 시술에 앞서, 종말판구역의 해부학적 설정 (anatomic 

localization of end-plate zone)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사점의 설정이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 시신의 해부를 통하여 각 근육의 운동종말판 분포를 추

적하여 피부의 표지점 (landmarks)을 기준으로 표준 주입점 (standard injection 

sites)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전까지 사용되어 온 방법들의 여러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997년 Simpson의 보고에 의하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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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입점은 운동종말판 (motornend plates)이 가장 치밀하게 모여 있는 지점이

고, 이는 근전도 검사 (EMG)를 시행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상

적용에 있어 특정근육의 운동종말판 치밀부위를 찾기 위해 매번 EMG를 시행하기

에는 번거럽고, 경우에 따라 환자에게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

다. 특히 장기간의 BTX-A의 사용은 EMG결과에 있어 이상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다 (Sanders 등, 1986; Lange 등, 1991).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입꼬리내림근의 국소해부학적 관계를 관찰하여 입꼬리내

림근과 턱끝구멍의 위치관계를 확인하였다. 턱끝구멍은 수평적 위치로 입꼬리점과 

볼굴대 사이에 위치하고, 수직적 위치로는 입꼬리점과 턱뼈모서리 사이의 중간 

1/3에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입꼬리내림근에 분포하는 신경은 얼굴신경의 

볼가지와 턱모서리가지가 각각 입꼬리내림근 가쪽모서리 중간과 아랫부분으로 들

어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관찰한 모든 경우에서 턱끝구멍의 아래부분에 치밀

한 운동종말판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입술아래턱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입꼬

리내림근에 안전하게 BTX-A를 주입할 수 있는 부위는 운동종말판이 치밀하게 

모여 있는 턱끝구멍의 아래 부분인, 입꼬리내림근의 아랫부분이 최적의 주입점이

라 생각된다. 그러나 만약 이 주입점보다 앞쪽으로 주사하면 아래입술내림근에 영

향을 주어 말하는데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아랫입술의 윤곽을 편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부위보다 뒤쪽으로 주입하면 볼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원활하게 

씹을 수 없으며, 위쪽으로 주입하면 입둘레근에 영향을 주어 표정을 짓거나 씹는

데 장애를 줄 수 있다 (Le Louarn, 2001; Carruthers와 Carruthers, 2003, 

2004). 

  이러한 입술아래턱주름 제거를 위한 BTX-A 주입점에 대해 Carruthers와 

Carruthers (2000)는 코입술주름 (nasolabial fold)을 턱선까지 연장한 선상에서 

아래턱 모서리 약간 위에 BTX-A를 주사하면 입꼬리내림근 뒤쪽 부분에 주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Le Louarn (2001)은 입꼬리부터 아래턱 아래모서리까

지 연장한 선의 중간높이 부위와, 아래턱선 위의 입꼬리내림근 이는곳 근처에 

BTX-A를 각각 주사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에 보고된 주입점들을 저자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Carruther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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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uthers의 방법은 코입술주름을 연장한 선상에 BTX-A를 주사하므로 입꼬리

내림근의 뒤쪽에 주사할 수 있고 Le Louarn의 방법은 입꼬리를 연장한 선상에 

주사하므로 턱끝구멍에 주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입꼬리내림근의 아랫부분에 

BTX-A를 주사하면 주위 근육에 주사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턱끝구멍을 피

하여 안전하게 주사할 수 있다. 

  얼굴신경의 볼가지와 턱모서리가지가 입꼬리내림근 가쪽모서리 깊이 분포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Rodel 등의 연구에서는 입꼬리내림근에 분포하는 신경의 손

상은 이 근육의 가쪽모서리 부분의 수술이나 병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고 기술

하였다 (Rodel과 Lang, 1996).     

  지금까지 턱끝구멍의 위치관계는 아래턱 치아나 눈확아래구멍, 눈확위패임과 같

은 다른 구조와 관련하여 해부학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접근되어져 왔다 

(Phillips 등, 1992; Kim 등, 1995; Chung 등, 1996; al Jasser과 Nwoku, 

1998; Oguz과 Bozkir, 2002; Smajilagic과 Dilberovic, 2004; Olasoji등, 

2004; Ari등, 2005). 한국인 (윤경원, 1989)은 일본인 (Matsuda, 1927), 홍콩

인 (Wang, 1986)과 같이 턱끝구멍이 아래턱 둘째작은어금니 부위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지만, Green 등 (1987)과 Tebo와 Telford (1950)가 조사한 서양

인의 경우는 동양인과 다르게 아래턱 둘째작은어금니와 첫째큰어금니 사이에서 

비교적 많은 빈도로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턱끝구멍이 열리는 위치에 대한 결과

는 연구자들에 따라 종족간의 차이 그리고 연구방법에 의한 차이로 결과가 조금

씩 달랐다. 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아래턱에서 턱끝구멍의 위치를 계측하거나 

치아와 관련지어 턱끝구멍이 열리는 위치를 유형별로 조사한 것이었는데 이들 결

과들의 공통점은 턱끝구멍이 아래턱 둘째작은어금니 부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

다는 점이었다 (Kim 등, 1995; Matsuda, 1927; Sicher와 DeBrul, 1975; 

Dixon, 1986; 윤경원 등, 1989).

  그리고 입꼬리내림근의 형태와 입술아래턱주름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고, 

턱끝구멍을 입꼬리내림근과 관련하여 피부표면상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1998년 Mbajiorgu 연구와 2004년 Smajilagic와 Dilberovic의 연구에서

는 턱끝구멍이 아래턱모서리에서 이틀모서리 사이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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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턱끝구멍의 수직높이를 아래턱모서리와 입꼬리점 사이에서 관찰하였

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방사선 검사와 같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턱끝구멍의 위치를 

표면에서 쉽게 구별하는데 또 다른 지표를 제공하여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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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연구자는 입꼬리내림근의 형태와 크기, 입꼬리내림근과 턱끝구멍, 턱끝신경의 

국소해부학적 관계를 구명하고, BTX-A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사할 수 있는 

부위를 찾고자 한국 성인 시신 34쪽을 대상으로 맨눈해부와 미세해부를 시행하였

다.

  입꼬리사이선 (intercheilion horizontal line)과 평행한 양쪽 입꼬리내림근 안

쪽모서리 사이의 최대폭은 평균 59.9±4.6 mm 였고, 턱뼈모서리에서 양쪽의 입

꼬리내림근 안쪽모서리 근육섬유가 부착하는 부위 사이의 폭은 평균 29.7±4.8 

mm 로 계측되었다. 턱뼈모서리에서 입꼬리내림근의 근육부착 부위의 폭은 왼쪽

과 오른쪽이 각각 36.7±3.1 mm, 36.0±4.1 mm 였다. 턱끝구멍은 입꼬리내림

근에 덮여 근육의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평적 위치로는 입꼬리점

과 볼굴대 사이에 위치하고, 수직적 위치로는 입꼬리점과 턱뼈모서리 사이의 중간 

1/3에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입꼬리내림근에 분포하는 신경은 얼굴신경의 

볼가지와 턱모서리가지가 각각 입꼬리내림근 가쪽모서리 중간과 아랫부분으로 들

어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관찰한 모든 경우에서 턱끝구멍의 아래부분에 치밀

한 운동종말판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입술아래턱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입꼬

리내림근에 안전하게 BTX-A를 주입할 수 있는 부위는 운동종말판이 치밀하게 

모여 있는 턱끝구멍의 아래 부분인, 입꼬리내림근의 아랫부분이 최적의 주입점이

라 생각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입술아래턱주름을 없애기 위한 BTX-A 주사에 필

요한 임상 해부학적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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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opographic Topographic Topographic Topographic anatomy anatomy anatomy anatomy of of of of the the the the depressor depressor depressor depressor anguli anguli anguli anguli oris oris oris oris muscle muscle muscle muscle and and and and 

mental mental mental mental foramenforamenforamenforamen

Jun-Yong Jun-Yong Jun-Yong Jun-Yong ChoChoChoCho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 D.D.S., Ph.D.)    

  The labiomandibular fold is the area of the face that extends from the 

corner of the mouth above to the mandible below and that tends to 

become more prominent with age. The labiomandibular fold is formed by 

the medial and lateral borders of the depressor anguli oris muscle (DAO) 

and when this fold become deepened, it can be reduced by injection of 

the BTX-A. However, the anatomic knowledges are insufficient in the 

clinical aspec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topographic anatomy of the DAO, mental foramen and mental nerve, 

thereby providing the critical information for the safe and efficient 

BTX-A injection site. We performed a careful dissection on 34 

hemi-faces from Korean adult cadavers (male 8, female 9, average age 

71). The maximum distance of the between the medial borders of the 

bilateral DAO, paralleled to the intercheilion horizontal line, was average 

59.9±4.6 mm (maximum 39.5 mm, minimum 22.7 mm). And the distance 

of the DAO from the mandible margin to the cheilion was 36.7±3.1 mm 

on the left side, and 36.0±4.1 mm on the right sid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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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oinferior direction, the mental foramen was located in the middle 

third from the cheilion to the margin of the mandible in 28 cases 

(90.3%), the border between the middle and lower third in 2 cases 

(6.5%), and the lower third in 1 case (3.2%). In the anteroposterior 

direction, the mental foramen was located medially to the medial border 

of the DAO and not covered by the DAO in 21 cases (67.7%). The 

mental foramen was located in the medial border of the DAO in 3 cases 

(9.7%), and within the DAO in 7 cases (22.6%). In the detailed 

anteroposterior topographic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foramen and 

DAO, the mental foramen was located below the cheilion in 3 cases 

(9.7%), between the cheilion and mental foramen in 13 cases (41.9%), 

below the modiolus in 10 cases (32.3%), and lateral to the modiolus in 5 

cases (16.1%). We classified the results of height of the facial nerve 

passing the posterior border of the DAO. The buccal branch of the facial 

nerve passed the middle third of the posterior border of the DAO and 

marginal mandibular branch passed the lower third in 17 cases (60.7%), 

which type was the most observed in our study. And of the 7 cases 

(25%) the buccal branch passed the upper third and marginal mandibular 

branch passed the lower third. On the other hand, the buccal branch 

passed the upper third and marginal mandibular branch passed the middle 

third in 4 cases (14.3%).    

                                                                     

Key words: depressor anguli oris, labiomandibular fold, mental foramen,   

   facial nerve, mental nerve, modiolus, cheilion, man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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