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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설골상근의 기능해부

SECTION 1 설골상근의 해부

설골상근은 설골과 두개 사이를 주행하고, 구강저를 구성하는 근육이다.

주요 기능은 연하할 때 설골을 들어 올리고, 설골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하악을 아래로 당

기는(개구) 역할을 한다. 

설골상근은 목 안의 장기 앞에 있으므로 전경근으로 분류되는데 모두 설골에 부착한다. 설

골보다 위쪽에 있는 근육을 설골상근,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설골하근으로 분류한다.

설골상근에는

① 악이복근

② 악설골근

③ 이설골근

④ 경돌설골근

이 있다.

Abe Shinichi    Ide Yoshin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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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복근
Digastric muscle

악이복근은 전복과 후복으로 이루어진 이복근이다. 중간건이 설골에 부착한다. 전복은 하악골 내면의 이복근와에서 기시하

고, 후복은 유양돌기 기저부 내면의 유돌절흔에서 기시한다(B-1). 악이복근과 하악저 사이가 악하삼각이고 여기에 악하선이 

들어있다. 

전복은 하악신경, 후복은 안면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B-1. 하악골을 중심으로 한 측두근과 악이복근의 위치관계(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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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설골근
Mylohyoid muscle

하악체 내면의 악설골근선에서 기시하여 일부는 설골에 정지하고, 일부는 구강저 중앙에서 좌우의 악설골근이 합쳐지는 형

태가 되어 구강저에 판상으로 넓게 펼쳐진 근육이다(B-2~4).

하악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B-2. 두경부의 수평단면을 위에서 관찰(혀를 제거). 설골상근이 구강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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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옆에서 관찰한 설골상근(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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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구강저를 형성하는 설골상근(오른쪽).



PART 2  설골상근의 기능해부 

SECTION 1 설골상근의 해부

46 Chairside에서 시행하는 악기능검사를 위한 기본기능해부

이설골근
Geniohyoid muscle

이극에서 기시하여 악설골근 위를 주행한 후 설골에 정지한다(B-5, 6). 설하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B-5. 목 부위의 수평단면을 위에서 관찰(혀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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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구강저를 형성하는 설골상근(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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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돌설골근
Stylohyoid muscle

경돌설골근은 경상돌기에서 기시하여 설골에 정지한다(B-7). 다른 설골상근과는 달리 하악골에 부착하지 않는다. 기능은 연

하할 때 설골을 후상방으로 이동시킨다.

악이복근 후복과 마찬가지로 안면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B-7. 옆에서 관찰한 설골상근(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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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de Kaoru    Sato Toshihide    Takahashi Muts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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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골상근과 설골하근을 합하여 전경근이라 부르며, 주로 개구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골상근에는 

① 악이복근, ② 악설골근, ③ 이설골근, ④ 경돌설골근

의 4종류가 있고, 실제로는 개구기능 이외에 각각의 근육마다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악이복근
Digastric muscle

악이복근은 후복이 유양돌기 후면의 유돌절흔에서 기시

하여 전하방으로 주행하다가 중간건막이 설골 대각부위의 

근막 터널을 빠져나가 전복으로 이행되어 하악골 정중부

의 이복근와에 정지한다. 4종류의 설골상근 중에서 유일하

게 설골에 직접 부착하지 않는 근육이며, 설골의 위치 설

정보다도 하악의 위치 설정을 주 기능으로 한다. 설골하근

이 긴장하여 설골을 고정하면 악이복근은 다른 설골상근

들과 함께 개구근으로 작용하여 하악을 끌어내린다. 그리

고 하악전방위로부터 후방운동 할 때도 측두근 후부 근육

의 작용을 보조하는데, 하악을 중심교합위에서 뒤로 당길 

때는 측두근 후부 근육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따라

서 engram이나 avoidance pattern과의 연관성이 많으

므로 근육을 촉진할 때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근육이다. 

그러나 악이복근은 교근이나 측두근처럼 골면 위에 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