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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 승승승 준준준

<지도교수 김 희 진>

안쪽날개근은 턱뼈가지의 안쪽면에 위치하며,날개돌기 가쪽판의 안쪽면
에서 일어나 턱목뿔근고랑과 턱뼈각 사이 거친면으로 닿는 근육으로 강하
게 아래턱뼈를 올리며 아래턱을 내미는 작용을 담당한다.임상적으로 안쪽
날개근은 턱관절 운동과 관련된 기능 뿐만 아니라,이 근육에서 유래한 근
육다발이 완전틀니 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안쪽
날개근의 동맥분포는 매우 다양하며,턱뼈가지 주위의 수술시 예기치 않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이 근육의 국소해부학적 관계는 임상적으
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그러나 지금까지 이 근육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
이 기능적 특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 근육의 부착부위와 이 근
육에 분포하는 신경 및 동맥과 관련된 임상해부학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
다.
이에 저자는 안쪽날개근의 부착 부위와 이 근육의 형태학적 특징 및 국소
해부학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국인 시신 51쪽의 맨눈해부와 미세해부를
시행하였다.결과는 다음과 같다.
1.안쪽날개근은 중간부분이 59.4±7.1mm로,근육의 중간부분이 가장 길
었으며 근육 전체길이의 위쪽 1/3부분이 힘줄로 이루어져 있었다.

2.턱뼈각 부위에서 안쪽날개근과 깨물근의 닿는곳 형태를 비교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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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턱뼈각점에서 턱뼈가지 위쪽으로 닿는 부분까지의 길이는 두 근
육간에 차이가 없었으나,턱뼈각점에서 앞쪽으로 닿는 부분까지의 길
이는 깨물근이 안쪽날개근보다 2배 이상 길었다.

3.안쪽날개근 닿는곳은 닿는곳의 형태와 턱목뿔근신경고랑을 기준으로
6가지로 분류하였다.이중 안쪽날개근 닿는곳의 일부 섬유가 따로 떨
어져서 턱목뿔근신경고랑을 침범하지 않는 V유형이 26.6%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4.날개돌기 가쪽판의 뒷모서리와 나비뼈가시를 연결하는 덧안쪽날개근
(날개가시근)은 31쪽 중 4쪽에서 확인되었다.

5.안쪽날개근에 분포하는 아래턱신경의 날개근가지는 대부분 근육의
뒤쪽 1/3이나 뒤모서리부분으로 들어가 근육에 분포하였으며,날개
갈고리부터 안쪽날개근신경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부위까지의 수직높
이는 평균 10.1mm였다.

6.안쪽날개근에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기술된 것과는 달리 위턱동맥
의 날개근가지 (100%),얼굴동맥의 근육가지 (20%),오름입천장동맥
(100%),얼굴동맥의 앞근육가지 (90%),바깥목동맥에서 직접 일어나
는 가지 (80%)등 다양한 동맥들이 분포하고 있었다.이중 오름입천
장동맥이 주된 동맥인 경우가 80%,얼굴동맥의 앞근육가지가 주된
동맥인 경우가 20%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기술되지 않았던 안쪽날
개근에 분포하는 신경과 혈관들의 국소해부학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이 연구를 통해 밝힌 안쪽날개근과 주위 구조들간의 해부학적 관계는
이 부위의 임상적 적용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안쪽날개근,턱뼈가지,동맥분포,임상해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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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김 희 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양양양 승승승 준준준

I. I. I. I.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안쪽날개근 (medialpterygoidmuscle)은 턱뼈가지의 안쪽면에 위치하며,
날개돌기 가쪽판의 안쪽면에서 일어나 턱목뿔근고랑과 턱뼈각 사이의 거친
면으로 닿는 근육으로,얕은층과 깊은층의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근
육의 주된 기능은 아래턱뼈를 올리고,앞으로 내미는 작용을 한다고 기술
되어 있다 (Woodburne1994,Standring2005,Moore와 Dalley2006).
특히 안쪽날개근은 입을 다무는데 깨물근 (massetermuscle)다음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근육으로 이 근육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안쪽날개근의 연구는 근육섬유마디 (sarcomere)의 길이와 근육의
길이에 따른 근육의 힘,속도 등의 기능적인 면과의 상관관계 (vanEijden
등 1995),안쪽날개근의 각도와 기능적인 면과의 상관관계 (Christiansen등
1988),안쪽날개근의 단면적의 크기에 따른 얼굴의 형태 차이 (Weijs와
Hillen1984,Hannam과 Wood1989,Gionhaku와 Lowe1989),일반적으로
알려진 안쪽날개근의 작용 이외의 아래턱의 가쪽움직임에도 관여한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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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Friedman1995)등과 같은 기능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안쪽날개근
의 형태학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다만 일본인을 대상으로 연구
에서 안쪽날개근의 이는곳과 닿는곳에서 개인마다 형태학적 차이가 있고,
이러한 형태학적 차이에 의해서 기능적 차이도 나타난다고 하였다.그리고,
이 근육으로부터 분리된 근육다발 (musclebundle)이 완전틀니의 안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Abe등 1997a,b).
또한,안쪽날개근은 치과영역에서는 완전틀니의 제작이나 아래턱 신경마
취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수직뼈절단술 (verticalramusosteotomy),
턱뼈각절제술 (anglereduction),귀밑샘제거술 (parotidectomy)과 같은 구
강악안면부위 수술시 많은 영향을 받는다.특히,이러한 수술을 시행할 때,
이 근육의 혈액분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예기치 않은 출혈이나 대량혈
종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 근육에 위턱동맥
(maxillary artery)의 날개근가지 (pterygoid branch),얼굴동맥 (facial
artery)의 근육가지 (muscularbranch)가 분포하며,위턱동맥의 날개근가지
는 안쪽날개근과 가쪽날개근 (lateralpetrygoidmuscle)에 분포하는 짧은가
지로,얼굴동맥의 근육가지는 안쪽날개근과 붓목뿔근 (stylohyoidmuscle)
을 지나는 가지로 기술되어 있다 (Woodburne1994,Standring2005).그러
나 해부도중 때때로 안쪽날개근에는 위턱동맥의 날개근가지와 얼굴동맥의
근육가지 뿐만 아니라,안쪽날개근 주위에 있는 동맥인 오름입천장동맥,편
도가지 등이 분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만약 턱뼈각절제술,수직뼈절단
술 등과 같은 아래턱 안쪽부위의 수술시 이러한 동맥을 인지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출혈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동맥들의 명확한 기술은 이 부위의 수술시 예기치 않은 출혈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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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안쪽날개근의 형태와 이 근육에 분포하는 신경
과 혈관들을 자세히 기술하여 기본적인 이 부위의 해부학적 자료를 제시하
고,안쪽날개근과 관련된 다양한 임상술식을 시행할 때 유용한 임상해부학
적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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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II. II. II.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11...재재재료료료

연구재료로는 한국 성인 시신 머리 51쪽 (남자:31쪽,여자:20쪽,평균나
이:70.4세)을 사용하였다.이중 31쪽은 안쪽날개근의 형태를,20쪽은 안쪽
날개근의 동맥분포를 관찰하였다.동맥분포를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20쪽 시신의 바깥목동맥 (externalcarotid artery)에 붉은 색의 색소
(Colorantuniversal,Castorama,France)를 넣은 라텍스 (LotNo.307L146,
Dupont,France)를 주입하였다.모든 표본의 좌우는 구별하지 않았고,혈관
분포와 신경분포를 제외한 안쪽날개근의 형태에서는 남녀를 구별하여 조사
하였다.

222...방방방법법법

먼저 머리를 정중시상면에서 자른 후,안쪽에서 접근하며 해부를 진행하
였다.입인두 (oropharynx),후두 (larynx),혀를 제거한 후,혈관을 손상시
키지 않게 주의하며,안쪽날개근의 안쪽면을 노출시켰다.안쪽날개근의 안
쪽면의 미세해부를 한 후,이는곳,닿는곳과 같은 안쪽날개근의 형태학적
구조를 관찰하였다.안쪽날개근내의 혈관분포영역과 미세혈관분포를 관찰
하기 위하여 혈관을 포함하는 안쪽날개근을 떼어낸 후,4~25배의 수술현미
경 (OPMI19-FC,CarlZeissCo.,Germany)하에 미세해부를 시행하였다.
모든 해부된 표본은 디지털카메라 (S2Pro,Fujifilm Co.,Japan)를 이용하여
600DPI해상도로 이미지를 얻었다.안쪽날개근의 너비는 디지털밀림자
(CD-15C,MitutoyoCo.,Japan)를 이용하여 실제 계측을 하였고,다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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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치들은 이미지 분석기 (Image-ProⓇ Plus,ver.4.00,MediaCybernetics
Co.,USA)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안쪽날개근의 길이,두께,너비
2)안쪽날개근의 힘살과 힘줄의 비율
3)아래턱평면과 안쪽날개근과 깨물근이 이루는 각
4)안쪽날개근 닿는곳의 길이,면적
5)안쪽날개근 닿는곳의 형태 (그림 1)
안쪽날개근 닿는곳의 형태와 턱목뿔근신경고랑 (mylohyoidgroove)과의
관계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ⅰ)Ⅰ형:안쪽날개근 닿는곳의 근육섬유가 턱목뿔근신경고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유형.
ⅱ)Ⅱ형:안쪽날개근 닿는곳의 근육섬유가 턱목뿔선과 거의 닿아 있는

유형.
ⅲ)Ⅲ형:안쪽날개근 닿는곳의 근육섬유 전체가 턱목뿔근신경고랑을

침범한 경우
ⅳ)Ⅳ형:안쪽날개근 닿는곳의 근육섬유 일부가 턱목뿔근신경고랑을

침범한 경우
ⅴ)Ⅴ형:안쪽날개근 닿는곳의 일부섬유가 따로 떨어져 있고,턱목뿔

근신경고랑을 침범하지 않는 경우
ⅵ)Ⅵ형:안쪽날개근 닿는곳의 일부섬유가 따로 떨어져 있고,일부섬

유가 턱목뿔근신경고랑을 침범한 경우
6)덧안쪽날개근의 유무
7)안쪽날개근의 신경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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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안쪽날개근의 동맥분포

그림 1.안쪽날개근 닿는곳의 형태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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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 결 결 결 과과과과

111...안안안쪽쪽쪽날날날개개개근근근의의의 형형형태태태
안쪽날개근의 닿는곳에서 이는곳까지 전체길이는 앞쪽은 49.9mm (남:
51.9mm,여:45.3mm),뒤쪽은 49.7mm (남:51.6mm,여:45.6mm)로 거의
비슷하였으며,중간부분은 59.4mm (남:62.0mm,여:53.0mm)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또한,안쪽날개근의 중간너비는 22.9mm (남:23.4mm,여:
21.7mm)였으며,가운데부분에서 두께는 9.7mm (남:9.8mm,여:9.4mm)였
다 (그림 2).전체적으로 안쪽날개근의 길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크게 나
타났으나,중간너비와 두께는 남녀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쪽날개근의 위쪽은 힘줄 (tendon)로,아래쪽은 힘살 (musclebelly)로
이루어져 있었으며,위쪽 힘줄의 길이는 15.3mm (남:16.1mm, 여:
13.7mm)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그러나 이 근육에서
힘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길이에 30% (남:32%,여:30%)정도로 남녀간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

222...안안안쪽쪽쪽날날날개개개근근근과과과 깨깨깨물물물근근근의의의 비비비교교교
아래턱뼈를 기준으로 턱뼈 안쪽에는 안쪽날개근이,바깥쪽에는 깨물근이
비슷한 형태를 보이며 부착되어 있다.아래턱평면에 대한 안쪽날개근과 깨
물근이 이루는 각도는 각각 71.9̊ (남:72.4̊,여:70.8̊)와 70.3̊ (남:70.0̊,
70.9̊)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남자에서 안쪽날개근과 깨물근사이의 각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안쪽날개근과 깨물근 사이에 아래턱뼈에 붙는 위치를 비교하여 본 결
과,턱뼈각점에서 위쪽으로 닿는곳까지의 거리는 안쪽날개근이 22.7mm
(남:23.8mm,여:19.8mm),깨물근이 20.3mm (남:21.2mm,여:18.3m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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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나타났으나,남자에서 여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앞쪽으로 닿는
곳까지의 거리는 안쪽날개근이 15.5mm (남:16.5mm,여:15.2mm),깨물근
이 34.7mm (남:35.0mm,여:34.6mm)로 깨물근이 2배 이상 길게 나타났다
(그림 4).

그림 2.안쪽날개근의 길이,두께,너비.1:앞쪽에서 안쪽날개근의 길이,2:중간부
위에서 안쪽날개근의 길이,3:뒤쪽에서 안쪽날개근의 길이,4:안쪽날개근의 너
비,5:안쪽날개근의 두께,V3:아래턱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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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안쪽날개근의 힘살과 힘줄의 비율.화살표는 힘줄의 길이를 나타냄.LN:
혀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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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 (((나나나)))
그림 4.턱뼈각점에서 안쪽날개근 (가)과 깨물근 (나)의 닿는곳까지의 거리.두 개
의 화살표가 만나는 점이 턱뼈각점이다.MP:안쪽날개근,MS:깨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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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안안안쪽쪽쪽날날날개개개근근근 닿닿닿는는는곳곳곳의의의 형형형태태태
안쪽날개근 닿는곳의 형태는 턱목뿔근신경고랑을 기준으로 모두 6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이중 안쪽날개근 닿는곳의 일부섬유가 따로 떨어져 있
고,이 근육이 턱목뿔근신경고랑을 침범하지 않는 V형이 26.6% (8/3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안쪽날개근 닿는곳의 근육섬유가 턱목뿔근신경고랑과
거의 닿아 있는 Ⅱ형이 20.0% (6/30)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안쪽
날개근 닿는곳의 근육섬유가 턱목뿔근섬유가 전체적으로 침범한 Ⅲ형과 일
부 근육섬유만 침범한 Ⅳ형은 모두 16.7% (5/30)로 나타났고,안쪽날개근
닿는곳의 근육섬유가 턱목뿔근신경고랑과 멀리 떨어져 있는 Ⅰ형과 안쪽날
개근 근육섬유의 일부가 떨어져 있고,일부섬유가 턱목뿔근신경고랑을 침
범한 Ⅵ형은 모두 10.0% (3/30)로 가장 적은 빈도수를 보였다 (그림 5).
안쪽날개근 닿는곳의 평균면적은 499.5mm2 (남: 522.5mm2, 여:
439.1mm2)로,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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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안쪽날개근 닿는곳의 형태.LN:혀신경,MHN:턱목뿔근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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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덧덧덧안안안쪽쪽쪽날날날개개개근근근의의의 형형형태태태
나비뼈가시 (spineofsphenoid bone)와 가쪽날개판 (lateralpterygoid
plate)사이에 날개가시인대 (pterygospinousligament)가 존재하는데,이 인
대가 근육섬유로 나타나는 것을 덧안쪽날개근 (accessorymedialpterygoid
muscle)이라고 한다.이번 연구에서 덧안쪽날개근은 12.4% (4/31)에서 관
찰되었다 (그림 6).

(((가가가))) (((나나나)))
그림 6.덧안쪽날개근의 형태.(가)날개가시인대 (화살표),(나)덧안쪽날개근 (별
표).LN:혀신경,IAN:아래이틀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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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안안안쪽쪽쪽날날날개개개근근근의의의 신신신경경경분분분포포포
안쪽날개근은 아래턱신경의 날개근가지 (pterygoid branch)가 분포하는
데,이 신경가지가 안쪽날개근 안쪽면으로 들어오는 위치는 날개오목
(pterygoid fossa)에서 15.5mm 아래,날개갈고리 (hamulus)와 혀돌기
(lingula)를 잇는 선에서 10.1mm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림 7).또한,
대부분의 경우 1개의 가지만이 안쪽날개근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나 (84.6%),
2개 이상의 가지가 들어오는 경우도 15.4%에서 나타났다 (그림 8).

그림 7.안쪽날개근의 신경분포 (1).1:날개오목에서부터 안쪽날개근에 날개근가지
가 들어오는 곳까지의 거리.2:날개갈고리와 혀돌기를 잇는 선에서부터 안쪽날
개근에 날개근가지가 들어오는 곳까지의 거리.H:날개갈고리,L:혀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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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안쪽날개근의 신경분포 (2).세 개의 가지가 안쪽날개근에 분포하
고 있다.

666...안안안쪽쪽쪽날날날개개개근근근의의의 동동동맥맥맥분분분포포포
안쪽날개근은 다음과 같은 바깥목동맥 (externalcarotidartery)의 다섯
개의 가지로부터 분포를 받고 있었다.:(1)위턱동맥 (maxillaryartery)의
날개근동맥 (pterygoidartery),(2)얼굴동맥 (facialartery)에서 직접 일어
나는 근육가지 (muscularbranch),(3)오름입천장동맥 (ascendingpalatine
artery),(4)얼굴동맥의 앞근육가지 (anteriormuscularbranch),(5)바깥목
동맥에서 직접 일어나는 가지.위턱동맥의 날개근동맥은 20쪽 모두에서 관
찰되었다.이 동맥은 위턱동맥의 둘째 부분인 날개근부분 (pterygoid
portion)에서 2-3개의 가지로 일어나서,앞․아래쪽으로 주행하여 안쪽날개
근의 얕은갈래 (superficailhead)와 깊은갈래 (deephead)사이로 들어간다
(그림 9a).이러한 날개근동맥은 안쪽날개근의 위․가쪽 부위에 혈액을 공
급한다 (그림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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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동맥에서 직접 일어나는 근육가지는 20% (4/20)에서 관찰되었다.이
러한 작은 가지는 턱뼈각 (mandibularangle)높이에서 일어나,위쪽으로
주행하여,안쪽날개근에 분포한다 (그림 9b).이 동맥은 안쪽날개근의 아
래․안쪽에 동맥을 공급한다.
오름입천장동맥은 모든 표본에서 관찰되었다.이 동맥은 얼굴동맥에서
일어나는 경우 (80%)와 바깥목동맥에서 일어나는 경우 (20%)로 나눌 수 있
었다 (그림 10).오름입천장동맥은 턱뼈각 높이에서 일어나,위․안쪽으로
주행하여,안쪽날개근 깊은부위에 분포하고,최종적으로 입천장 (palate)에
분포하였다.이 동맥의 직경은 1.4mm였고,80%에서 안쪽날개근에 분포하
는 주된 동맥이 되었다.이 동맥은 안쪽날개근의 안쪽면 전체에 동맥을 공
급하였다 (그림 12a).

그림 9.안쪽날개근에 분포하는 위턱동맥의 날개근동맥 (화살표머리)(a)과 얼굴동
맥에서 직접 일어나는 근육가지 (화살표머리)(b).APA:오름입천장동맥,ECA:
바깥목동맥,FA:얼굴동맥,MP:안쪽날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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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안쪽날개근에 분포하는 오름입천장동맥 (화살표머리).오름입천장동맥은
얼굴동맥에서 일어나는 경우 (a)와 바깥목동맥에서 일어나는 겨우 (b)로 나눌 수
있었다.

얼굴동맥의 앞근육동맥은 90% (18/20)에서 관찰되었다.이 동맥은 편도
가지 (tonsilarbranch)(72%,13/18)또는 턱끝밑가지 (submentalbranch)
(28%,5/18)에서 일어났으며,이 동맥이 일어나는 위치는 아래턱뼈의 아래
모서리에서부터 12.4mm 앞쪽에 있었다.이 동맥의 평균직경은 1.0mm였다.
앞근육동맥은 20% (4/20)에서 안쪽날개근에 분포하는 주된 동맥이 되었고,
안쪽날개근의 아래․앞부분에 동맥을 공급하였다 (그림 12).
바깥목동맥에서 직접 일어나는 가지는 이전에 언급된 적이 없었다.이
동맥은 80% (16/20)에서 관찰되었다.이 동맥이 바깥목동맥에서 일어나는
지점은 아래턱뼈 아래모서리 위쪽 20.0mm 되는 곳이었으며,안쪽날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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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으로 들어갔다 (그림 11).이 동맥의 평균직경은 0.7mm였고,안쪽날개
근의 아래․뒤쪽에 동맥을 공급하였다.

그림 11.바깥목동맥에서 직접 일어나는 근육가지.이 동맥은 아래턱뼈 아래모서
리의 위쪽 20.0mm 되는 지점에서 바깥목동맥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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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근육에 분포하는 동맥을 포함해서 안쪽날개근 (MPt)전체를 떼어낸 사진.
이 표본에서,얼굴동맥의 근육가지는 보이지 않는다.1:위턱동맥의 날개근동맥,
2:오름입천장동맥,3:얼굴동맥의 앞근육동맥,4:바깥목동맥에서 직접 일어나는
근육가지.

안쪽날개근의 동맥가지의 분포양상을 다섯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림 13,표 1).Ⅰ형은 안쪽날개근에 분포 가능한 5개의 모든 가지가 분포한
유형으로 10% (2/20)에서 관찰되었다.Ⅱ형은 얼굴동맥에서 직접 일어나는
근육가지를 제외한 4개의 가지가 분포하는 유형으로 60% (12/20)에서 관
찰되었으며,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다.Ⅲ형은 바깥목동맥에서 직접 일어
나는 가지를 제외한 4개의 가지가 분포하는 유형이었고,Ⅳ형은 위턱동맥
의 날개근동맥,오름입천장동맥,바깥목동맥에서 직접 일어나는 가지만 분
포하는 유형이었고,Ⅴ형은 위턱동맥의 날개근동맥,오름입천장동맥,얼굴
동맥의 앞근육가지만 분포하는 유형이었다.Ⅲ,Ⅳ,Ⅴ형 모두 10% (2/20)
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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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안쪽날개근에 분포하는 동맥의 분포유형.

표 1.안쪽날개근에 분포하는 동맥의 분포유형.

MA FA APA Ant ECA

Type Ⅰ ○ ○ ○ ○ ○ 2/20

Type Ⅱ ○ × ○ ○ ○ 12/20

Type Ⅲ ○ ○ ○ ○ × 2/20

Type Ⅳ ○ × ○ × ○ 2/20

Type Ⅴ ○ × ○ ○ × 2/20

100% 20% 100% 90% 80% (n=20)

MA:위턱동맥의 날개근동맥,FA:얼굴동맥에서 직접 일어나는 근육가지,
APA:오름입천장동맥,Ant:얼굴동맥의 앞근육가지,ECA:바깥목동맥에서
직접 일어나는 근육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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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아래턱의 턱교정수술은 아래턱과다성장 (mandibularovergrowth)이나 아
래턱과소성장 (mandibularundergrowth)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법으로,19
세기 후반에 보고된 이후,수술법 등의 개발에 의해 많이 진보되어 왔다.
아래턱내밈증 (mandibularprognathism)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으로는 현재 턱뼈가지 수직턱뼈가지절단술 (verticalramusosteotomy)과
시상분할턱뼈가지절단술 (sagittalsplitramusosteotomy)이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다.수직턱뼈가지절단술은 1954년에 입안바깥접근법 (extraoral
approach)으로 최초로 보고된 이후 (Caldwell과 Letterman1954),입안바깥
접근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75년에 입안속접근법 (intraoral
approach)이 보고되었으며 (Hall 등 1975), 현재 입안속수직뼈절단술
(intraoralverticalramusosteotomy)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시상분할
턱뼈가지절단술은 1957년에 최초로 보고된 이후 (Trauner와 Obwegeser
1957),여러 사람들에 의해 수정을 거쳐 (Dalpont1961,Hunsuck1968,
Epker1977)최근에는 아래턱의 턱교정수술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
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최근 해부학 지식의 증가와 진보된 수술 기술은 머리목부위에서
다양한 수술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게 만들었고,지금까지 턱뼈가지절단술
(Lai등,2005;Teltzrow 등,2005;Fujimura 등,2006),턱뼈각절제술
(Whitar,1989;Hwang등,2001),귀밑샘절제술 (Powell,1983)등과 같은
수술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다루고 있는 많은 수의 보고들이 있다.특히,
Lanigan등 (1991)은 턱뼈가지절단술동안 나타나는 출혈에 대해서 집중적
으로 다루었다.그러나 많은 수의 논문들이 수술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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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수술방법에 대한 논문이고,수술시 기본적인 자료인 안쪽날개근
형태와 신경,동맥분포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안쪽날개근의 길이에 대한 항목인 안쪽날개근의 길이 (남:62.0mm,여:
53.0mm)와 안쪽날개근 힘줄의 길이 (남:16.1mm,여:13.7mm)는 남자가
여자보다 크게 나타났다.이는 한국인에서 미간점높이 (이마점에서 턱끝점
사이의 거리)가 남자가 여자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남:
133.2mm,여:125.5mm)(Youn등 2002).그러나,안쪽날개근에서 힘줄이
차지하는 비율이나,안쪽날개근의 너비나 두께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따라서,안쪽날개근의 형태 차이에 따른 남녀간의 안쪽날개근
씹는 힘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턱평면에 대한 안쪽날개근과 깨물근의 각도는 모두 약 70̊정도를 이
루고 있었다.또한,턱뼈각점에서 안쪽날개근 부착부위까지의 거리도 위쪽
으로 안쪽날개근이 22.7mm,깨물근이 20.3mm였고,앞쪽으로는 안쪽날개근
이 15.5mm,깨물근이 34.7mm였다.따라서 아래턱뼈를 기준으로 안쪽날개
근과 깨물근은 안쪽과 바깥쪽에서 서로 대칭을 이루며 주행하고 있었다.
다만 턱뼈각점에서 안쪽날개근 앞쪽부착부위까지의 거리가 깨물근이 안쪽
날개근보다 2배이상 크게 나타났다.이것은 깨물근의 일부섬유가 아래턱뼈
아래모서리 부분에서 앞쪽으로 휘어져 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따라
서,수직뼈절단술 수술시 안쪽날개근의 위치와 각도를 알기 위해서는 바깥
쪽의 깨물근의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안쪽날개근 닿는곳의 형태는 턱목뿔근신경고랑을 기준으로 6개의 유형으
로 나누었다.안쪽날개근이 턱목뿔근신경고랑을 침범하지 않고,일부근육섬
유가 따로 떨어져 있는 V형이 26.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6개의 유형
모두 큰 빈도수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임상적으로 주위 뼈나 근육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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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신경이 눌리는 현상을 신경죄임 (nerveentrapment)라고 하며,이러한
신경죄임이 나타나면 비정상적 감각이상이나 기능부전 (malfunction),통증
등이 유발된다 (Kim 등 2004).이 연구에서 안쪽날개근이 턱목뿔근신경이
지나가는 턱목뿔근신경고랑을 침범한 Ⅲ,Ⅳ,Ⅵ형에서 이러한 신경죄임 증
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5).그러나,Ⅳ형과 Ⅵ
형은 일부 섬유만이 턱목뿔근신경고랑을 침범하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턱목뿔근신경고랑 안에 신경 가지가 위치하므로 신경이
눌린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Ⅲ형에서는 안쪽날개근
섬유의 많은 부분이 턱목뿔근신경고랑을 덮고 있어,신경죄임 증상이 나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수직뼈절단술 시행시 안쪽날개근을 젖
힐 때,신경고랑을 덮고 있는 근육과 같이 신경이 들어 올려져 손상을 입
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수술을 시행하여야만 한다.
안쪽날개근 닿는곳의 면적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남:
522.5mm2,여:439.1mm2).이는 닿는곳의 형태의 남녀차이에 의해서 이러
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된다.즉,안쪽날개근 닿는곳의 면적이 넓은 Ⅱ
형과 Ⅲ형에서 남자의 빈도수가 여자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고 (남:47.6%
(10/21),여:11.1% (1/9)),닿는곳의 면적이 비교적 좁은 나머지 형태에서
는 여자의 빈도수가 남자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다 (남:52.4% (11/20),여:
88.9% (8/9))(표 2).
Abe(1997a)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와 같은 기준으로 안쪽날개
근을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즉,안쪽날개근이 턱목뿔근신경고랑을 침
범하지 않은 Ⅰ,Ⅱ형을 Ⅰ형으로,근육이 고랑을 침범한 Ⅲ,Ⅳ형을 Ⅱ형
으로,근육이 분리되어 있는 Ⅴ,Ⅵ형을 Ⅲ형으로 분류하였다.이번 연구와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한국인과 일본인에서 각각Ⅰ,Ⅱ형이 30.0%,18.2%,
Ⅲ,Ⅳ형이 33.4%,63.2%,Ⅴ,Ⅵ형이 36.6%,14.5%로 빈도수에서 차이를



- 24 -

나타냈다 (표 3).이러한 근육 부착부위의 다양한 형태의 차이들은 아마도
씹는 습관 및 씹는 힘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안쪽날개근 닿는곳의 형태에 따른 남녀 비교

남 여

쪽수 빈도수 (%) 쪽수 빈도수 (%)

Ⅰ형 2 9.5 1 11.1

Ⅱ형 5 23.8 1 11.1

Ⅲ형 5 23.8 0 0

Ⅳ형 3 14.3 2 22.2

Ⅴ형 5 23.8 3 33.4

Ⅵ형 1 4.8 2 22.2

총합 21 100 9 100

표 3.한국인과 일본인에서 안쪽날개근 닿는곳의 형태 빈도수 비교
(단위:%)

한국인 일본인

Ⅰ형 10.0
30.0 18.2

Ⅱ형 20.0

Ⅲ형 16.7
33.4 63.2

Ⅳ형 16.7

Ⅴ형 26.6
36.6 14.5

Ⅵ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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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나비뼈가시와 타원구멍 주위에서 일어나 가쪽날
개판으로 닿는 덧안쪽날개근을 관찰되었다.이 근육의 기능은 확실하지 않
으나,아래턱의 베넷운동 (Bennettmovement)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Koritzer와 Suarez1980).이번 연구에서 덧안쪽날개근은 3쪽
에서 관찰되었으며,모두 직사각형 모양의 판 형태를 하고 있었다.이러한
덧안쪽날개근이 관찰되지 않는 표본에서는 날개가시인대 (pteryspinous
ligament)가 관찰되었다.
Houseman등 (2000)은 성인 시체 30쪽의 머리목 표본에서 방사선사진과
해부를 통하여 혈관분포영역을 확인하였다.그러나 안쪽날개근의 혈액공급
은 포함되지 않았으며,단지 안쪽날개근과 가쪽날개근 (lateralpterygoid
muscle)은 위턱동맥에 의해서 혈액을 공급받고,이에 따라 관자아래우묵
(infratemporalfossa)부위의 수술시 위턱동맥이 상처받기 쉬우므로,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일반적으로 많은 교과서와 논문에서 안쪽날
개근의 동맥분포는 위턱동맥의 날개근동맥,얼굴동맥의 근육가지가 분포한
다고 기술되어 있다 (Woodburne과 Burkel1994,Standing2005,Moore와
Dalley2006).그러나 이 연구에서 이전기술과 몇 가지 차이점을 알아냈다.
전통적인 기술방법에서 안쪽날개근에는 위턱동맥의 날개근동맥과 얼굴동
맥의 근육가지가 주된 동맥이라고 기술되었지만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하다.이 연구에서 얼굴동맥의 가지 중 3종류의 가지가 안쪽날개근에 분포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1)오름입천장동맥의 근육가지,2)직접 일어
나는 근육가지,3)얼굴동맥의 편도가지와 턱끝밑가지로부터 일어나는 앞
근육가지.오름입천장동맥은 목구멍부위에서 3개의 일정한 가지 (혀가지
(glossal branch), 편도가지 (tomsilar branch), 갈고리가지 (hamular
branch)를 가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Huang등 1998).그러나,오름
입천장동맥은 이러한 3개의 가지 이외에도 안쪽날개근에 분포하는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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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 연구에서 알아냈다.따라서 오름입천장동맥
의 가지에 안쪽날개근으로 가는 근육가지를 포함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바깥목동맥으로부터 직접 일어나는 근육가지는 80%에서 존재하였다.그러
나 이전 어떤 논문과 교과서에도 이 동맥의 존재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
지 않았다.이 가지는 턱뼈각점 (gonion)에서 위쪽으로 약 2cm지점에서 안
쪽날개근으로 들어가고 있었고,평균 직경은 약 0.7mm였다.따라서 턱뼈가
지의 뒷면을 노출시키는 수술을 할 경우에 쉽게 상처받기 쉬우며,만약 이
동맥이 손상되면,술자가 보기 힘든 부분이므로,많은 양의 출혈이 있어 지
혈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술자는 언제나 이 동맥의 존
재를 인지하고,수술에 임해야 할 것이다.이번 연구를 통해 발견한 점을
기초로 하여 그림 14에 안쪽날개근의 동맥분포의 형태학적인 면을 도식으
로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저자는 아래턱내밈증의 개선을 위
한 턱뼈가지 수직뼈절단술 수술이나,턱뼈각 부위 수술시 안쪽날개근과 관
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출혈 등과 같은 수술 중 또는 수술후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는 임상해부학적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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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안쪽날개근의 동맥분포를 단순화한 그림.1:위턱동맥의 날개근동맥
(MA),2:얼굴동맥의 근육가지,3:오름입천장동맥,4:얼굴동맥의 앞근육가지,5:
바깥목동맥에서 직접 일어나는 근육가지.FA:얼굴동맥,ECA:바깥목동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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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저자는 안쪽날개근의 형태 및 신경,동맥분포의 국소해부학적 관계를 확
인하고,아래턱 턱뼈가지 부위의 수술시 필요한 임상해부학적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한국인 어른 시신 51쪽을 대상으로 육안 및 미세해부 연구를 통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안쪽날개근은 중간부분이 59.4mm로 가장 길었으며,근육 전체길이의
위쪽 1/3은 힘줄로 이루어져 있었다.
2.아래턱평면에 대한 안쪽날개근과 깨물근의 각도는 각각 71.9°와 70.3°
로 각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턱뼈각점에서 턱뼈가지 위쪽으로 닿는곳까지의 길이는 안쪽날개근과
깨물근 사이의 차이는 없었으나,턱뼈각점에서 앞쪽으로 닿는곳까지의 기
이는 깨물근이 안쪽날개근보다 2배 이상 길었다.
4.안쪽날개근 닿는곳의 형태는 모두 6개의 유형으로 나누었으며,이중
안쪽날개근 닿는곳의 일부섬유가 따로 떨어져 있고,이 근육이 턱목뿔근신
경고랑을 침범하지 않는 Ⅴ형이 26.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5.날개가시인대가 근육섬유로 나타난 덧안쪽날개근은 12.4%에서 관찰되
었다.
6.안쪽날개근에는 아래턱신경의 날개근가지가 분포하고 있었으며,이 신
경가지가 안쪽날개근으로 들어오는 위치는 날개오목에서 15.5mm 아래,날
개갈고리에서 10.1mm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7.안쪽날개근은 위턱동맥의 날개근동맥,얼굴동맥에서 직접 일어나는 근
육가지,오름입천장동맥,얼굴동맥의 앞근육가지,바깥목동맥에서 직접 일
어나는 가지에 의해서 분포받고 있었으며,이 중 오름입천장동맥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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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인 경우가 80%,얼굴동맥의 앞근육가지가 주된 동맥인 경우가 2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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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eeeuuunnnggg---JJJoooooonnnYYYaaannnggg

Departmen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Hee-JinKim,D.D.S.,Ph.D.)

Situated on the internal surface of the mandibular ramus, the medial pterygoid 

muscle,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medial surface of the lateral pterygoid plate and 

inserts to the rough surface between mylohyoid groove and the mandibular angle, is 

responsible for elevating and protruding the mandible. Clinically, it has been known 

that the medial pterygoid muscle influences the mandibular functions related to 

mandibular movements. In addition, the muscle bundle of the medial pterygoid muscle 

influences the stability of a complete denture. The arteries of the medial pterygoid 

muscle show various distributions, which may lead to unpredictable bleeding during 

surgeries of the mandibular ramus region. Therefore, the topography of this muscle is 

clinically important.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medial pterygoid 

muscle focused on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while researches on the clinical 

anatomy related to the insertion area, innervation, and blood supply of this muscle 

were rare.

  Therefore, the author investigated the morphological and top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medial pterygoid muscle by gross and micro dissection of 51 Korean cada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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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1. The middle portion of the medial pterygoid muscle was the longest with the 

length of 59.4±7.1mm, and upper one third of the total length of the muscle was 

composed of tendon.

  2. When comparing the morphology of the insertion area of the medial pterygoid 

muscle and the masseter muscle in the mandibular angle region, there was no 

difference of the length of the insertion from the gonion to the superior margin 

of the insertion on the ramus. However, the length from gonion to the anterior 

margin of the insertion on the ramus in the masseter case was twice as long as 

the medial pterygoid muscle case.

  3. Insertion of the medial pterygoid was morphologically classified into six groups 

based on the insertion pattern and the mylohyoid groove. Type V, which the 

muscle fibers in the insertion of the medial pterygoid muscle were divided and 

did not invade the mylohyoid groove, were found the most (26.6%).  

  4. The accessary medial pterygoid muscle (pterygospinous muscle), which connects 

the posterior margin of the lateral pterygoid plate and sphenoidal spine, was 

found in 4 cases.   

  5. Most of pterygoid branch of trigeminal nerve entered the medial pterygoid muscle 

through the posterior one third area or the posterior marginal area. The average  

length between hamulus and the region where the pterygoid branch of mandibular 

nerve entered the medial pterygoid muscle was 10.1mm.

  6. Different from the description in the textbook, many arteries such as the 

pterygoid branch of the maxillary artery (100%), direct muscular branch of the 

facial artery(20%), ascending palatine artery (100%), anterior muscular branch of 

the facial artery (90%), and muscular branch directly arising from the external 

carotid artery (80%) distributed the medial pterygoid muscle. Among these 

arteries, the main artery was the ascending palatine artery in 80%, and the facial 

artery in 20 %.

 

  In conclusion, this study verifies the topography of the nerves and blood vessels 

distributing the medial pterygoid muscle that has not ever been described befo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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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he anatom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al pterygoid muscle and the 

surrounding structures will be able to provide useful data for clinical applications.

Key words: Medial pterygoid muscle, Mandibular ramus, Arterial distribution, Clinical 

ana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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