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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제 2 장

악골의 외과적 해부학
Surgical anatomy of the jaws

M. Chiapasco·M. Zaniboni

소개
구강악안면	영역	해부학에	대한	정교한	지식은	수술	영

역과	인접	영역	모두에서	해부학적	구조를	보존하며	수술

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해부학적	영역의	지엽적

인	묘사는	본	교과서의	범위를	벗어나	있지만,	독자는	보

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화된	교과서를	참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구강	수술	

과정에서	숙지해야	할	주요	해부학적	구조(근육,	신경,	혈

관,	함기낭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해를	촉진하

고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는	국소해부학적	맥락에서	설명될	것이다.	따라서	구

강	해부학은	서로	다른	국소	영역으로	나누어	그에	따라	

기술하고자	한다.

세부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하악	후방부

•하악	전방부

•구강저

•혀

•상악	전방부

•상악	후방부

•입천장

•볼

•상순과	하순

	

하악 후방부
이	부위는	이공	후방에	위치한	악골을	의미하며,	하악체

의	후방부와	하악지로	구성되어	있다.

수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부위는	다음과	같은	

해부학적	평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점막,	점막하	조직,	

근육(하악골	기저	부분만	해당),	골막,	골(그림	2-1a~e).	

각각의	해부학적	평면은	수술	박리	시	나누어질	수	있는	

가상의	평면이며,	해부학적	구조물이	어떠한	평면에	위치

하고	있는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화하긴	어

렵지만,	이공,	안와하공	및	천공혈관	등을	제외하고	혈관	

및	신경	구조물은	점막하	혹은	근육층에	위치한다.	따라

서	골과	골막의	분리로	전층	피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며,	

일반적으로	다량	출혈	및	신경손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

다(그림	2-1e).	골막	상방에서	조직의	분리	시에는	점막하	

혹은	근육층에서	주행하는	혈관들과	신경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그림	2-1f).	이	원칙은	상악과	하악의	다른	국소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추

가적인	언급은	생략한다.

골평면–하악체와 하악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하치조	신경다발이

며,	하치조신경과	동명의	동맥과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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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상가를 위한 실전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 매복 혹은 맹출 구치

+ 하악지와 하악체의 낭종

+ 하악지로부터 골 체취

+ 임플란트 식립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
+ 설신경

+ 하치조 신경혈관다발과 안면동맥

+ 협신경

+ 악설골 동맥

하악 후방부

a

c

e

b

d

f

그림 2-1. 하악골 해부: a, 점막. b, 점막하 조직. c, 근육. d, 골막. e, 피질골(신경혈관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중간층 연조

직 내에 위치한다). f, 하악골 하연 골막과 근육 사이에서 안면동맥이 하방에 전정을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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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조신경

기원: 하악	신경의	뒤쪽	뿌리	부분(삼차	신경의	3번째	가

지)에서	기원한다(그림	2-2).

기능:	혼합신경이지만,	감각신경가지가	주를	이룬다.	감각

신경은	치아	치조부,	제1소구치	후방의	치은에	분포하며,	

운동신경	성분은	악설골근에	가지를	내어	분포한다.

주행:	난원공으로부터	몇	mm	밑에서부터	하악	신경의	근

심-후방	부위에서	설신경과	함께	분지되며	설신경처럼	아

래	방향으로	볼록한	커브를	그리며	주행한다.	그리고	하악

공에	이를	때까지	내익돌근과	하악지	안쪽면	사이로	주행

하게	된다.	Spix’s	spine을	통과하기	직전	악설골근의	운

동기능을	담당하는	악설골	신경가지를	낸다.	하치조신경이	

하악관을	통과하는	지점인	Spix’s	spine은	개인에	따라	

상,	하,	전후방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치조신

경	국소마취를	시행	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다.	평균적으로	하악공은	임상적으로	교합평면보다	조금	

더	상방에	위치하며,	하악지의	전방	경계로부터	2cm	뒤에	

위치한다(그림	2-3a,	b)(자세한	내용은	마취	단원을	참고

하라).	하악신경이	하악골을	통과한	후	하치조신경은	소구

치부에	이를	때까지	하악신경관	내부를	주행하며,	소구치

부에서	이신경(동질	이명의	신경관으로	주행),	신경과	절치

신경(하악	신경관	내부를	주행하다	반대편	신경과	중선에

서	연결된다)으로	나뉘게	된다(그림	2-3c,	d).

신경의	주행은	3차원적인	위치에	따라	다양한	개인차

가	존재한다.	하악신경관	내의	부분은	특히	주의를	요한

다.	신경	주행이	이공으로	진입하기	전,	다양한	크기의	

근심측으로	향하는	굴곡(혹은	고리)이	확인된다.	이러한	

전방	굴곡을	형성한	후,	신경은	원심측으로	이동하여	이

공으로	빠져나와	하악체의	전정부로	종결된다.	이와	같

은	이유로,	하악	구치부	혹은	소구치부에서	수술을	진행	

(매복치	혹은	단순	발치,	치근단	수술,	낭종	적출술,	임플

란트	식립)할	때에	하치조신경의	전체적인	주행을	주의	깊

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림	2-3e).

하치조동맥

기원:	상악동맥의	첫	번째	가지(하악	가지)에서	기원하여	

Ophthalmic nerve
Semilunar
ganglion

Maxillary
nerveTrigeminal

nerve

Mandibular
nerve

Lingual
nerve

Mental
nerve

Infraorbital
nerve

Inferior
alveolar nerve

Superior alveolar
nerves

그림 2-2. 삼차 신경절(Gasser 신경절 혹은 반달신경절) 내의 기원으로부터 말단가지에 이르는 하악 신경(5번째 뇌신경

의 3번째 가지)의 주행을 보여주는 해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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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	경부와	나비하악인대	사이를	주행한다.

기능:	첫	번째	소구치	후방의	하악체에	골막하	혈류공급

을	담당한다.

주행:	시작점으로부터	하악지의	내측을	따라	주행하며,	하

악공	바로	위에서	악설골	가지를	내어	해당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고,	하치조신경과	함께	하악관을	주행한다.	신경과	

같은	경로를	동일하게	주행하며	마지막에	두	갈래로	나누

어진다(이부,	절치부).

하치조동맥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치조신경에	대

한	손상을	방지하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하악	신경관

의	위치를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	하치조	신경혈관다발

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	디지털	방사선	

영상	기법의	발달로	인하여	최근에는	하악	신경관과	주변

의	해부학적	구조물과의	관계가	3차원적	이미지	처리	기

법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합병증이	감소하게	

되었다(그림	2-3e)

a

c

e

b

d

그림 2-3. a, 하악공의 위치와 교합평면, 하악지 전방 경계와의 관계(모델). b, 해부를 통하여 하치조신경이 하악관을 통

과하는 것이 나타난다. 설신경이 하악 신경으로부터 갈라지는 것을 확인하라. c, 이공과 치근의 위치에 대하여 하치조 신

경혈관다발의 주행을 확인하라(model). d, 하악의 치조신경 해부. 동명의 동맥과 정맥이 신경의 주행을 따라가는 것을 보

라. e, 이신경. 하치조신경의 무릎(고리)이 이신경 분지를 내기 전에 확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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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제 2 장악골의 외과적 해부학

Facial artery

그림 2-4. 안면 동맥의 주행을 나타내는 해부 그림.

하치조정맥

기원:	후방	얼굴	정맥으로	합류하는	내악	정맥의	지류

주행:	동명의	동맥과	주행이	유사하며	유의하지	않을	정도

의	작은	혈관	손상으로	인한	특별한	위험은	없다.

협부

안면동맥

기원:	설골의	큰	뿔	높이에서	설동맥	바로	위의	외경동맥

에서	발생한다(그림	2-4,	2-5a~c).

기능:	연구개,	구개	편도,	악하선,	피부와	근육에	혈류를	

공급한다.

주행:	인두의	측벽을	따라	상승	주행하여	악하선의	후방	

극점을	가로지르게	된다.	경부에	혈류를	공급하는	안면동

맥의	순환가지들은	다음과	같다:	오름인두동맥,	편도가지,	

악하선의	침샘가지(submaxillary	branches),	이동맥.

안면동맥은	피부,	피하조직,	광경근,	얕은	경부근막	아

래에서	전방을	향해	오름	주행하며,	저작근	전방	경계에

서	하악골의	하연을	휘감고	주행한다.	구각부를	향해	얼

굴을	가로지르게	되며,	협점막	레벨에서는	점막	바로	하방

에	위치하게	되고,	상·하순	동맥의	순환가지를	내게	된다.	

주행의	마지막	경로에서는	비익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	순

환	가지인	측비	동맥을	내고,	더	얇은	각동맥으로	종결된

다(그림	2-5c).

안면동맥은	하악골의	협부(소구치,	구치부)와	협점막에

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술적	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다(제3

대구치	발치,	하악	가지에서의	골	채취,	전정	성형술	등).	

안면동맥으로부터	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서	말한	부

분에서	피판을	거상할	때	항상	골막하	박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그림	2-6),	구강	내,	외	광대	부분의	연조

직을	박리할	때는	적절한	기구와	함께	둔박리를	시행해야	

한다(그림	2-7).	농양의	배농을	위하여	협부	조직의	협측	

접근이	필요할	때,	안면동맥의	주행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다.

더	상세한	내용은	광대	부위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	보자.

협신경

기원:	하악	신경의	전방	뿌리에서	기원

기능:	볼점막과	피부의	감각을	담당하며,	구치부	치은과	

협점막의	감각을	지배한다.	또	협부와	순측	샘의	분비기

능을	담당한다.

주행:	시작되는	부분으로부터	하악	가지의	전방	경계를	가

로지르며	측방으로	하강하여	협근의	측방에	도달하게	된

다.	이	부분에서	신경가지들은	볼	부분의	피부를	담당하

는	가지들을	내는	반면	다른	가지들은	협근을	통과하여	협

근의	내측에서	나타나며	협점막과	해당	지역의	소타액선과	

협점막의	감각을	지배하게	된다.	교합평면	높이에서	외사

선을	따라	협신경은	제3대구치	1~2cm	협측에	위치한다	

(그림	2-8a).	협신경은	후구치	삼각	후방으로	전층	이완절

개	시에	손상될	수	있다.	협신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후구치	삼각	후방으로	2cm	이상	전층	절개를	하지	않

는	것이	좋다.	수술적	시야를	위하여	더	연장된	절개가	필

요할	시에는	점막과	점막하	조직만을	포함하는	부분층	절

개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협신

경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견인될	수	있으며,	하악	가지로의	

적절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그림	2-8b).

Arterial musculi

협신경의	주행과	동일하며,	손상으로	인한	출혈	조절은	

어렵지	않은	편이다.

하악골	후방부의	층을	구분할	때에	하악	제3대구치	후

방에서	하악	가지의	기저부에	위치하며,	전방	경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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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쪽에	위치하는	후구치	유두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구치	유두	바로	후방에서	광대	부위의	점막은	소타액

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후구치샘이라고	지칭한

다.	후구치샘	조직은	성긴	조직으로	쉽게	거상되는	반면,	

후구치	유두는	더	깊은층에	강력하게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양상에	대한	이해는	제3대구치의	수술적	

발거	시	특히	중요하며,	적절한	수술적	박리를	통해	좋은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설측

해부학적	평면은	이전에	언급되었던	사항과	유사하며,	

유념해야	할	해부학적	구조물은	설신경,	악하신경,	악하

Facial
artery

Facial
vein

Inferior
alveolar
nerve

Facial
artery

Facial
artery

Lingual
artery

Upper
thyroid
artery

Internal
carotid

External
carotid

Common
carotid

그림 2-5. a, 경부 대혈관의 해부(온목동맥, 외경동맥, 내경동맥). 마지막 가지(꼭대기)는 안면동맥이다. b, 하악체 협측 

피질골판에 가까이 위치하는 안면동·정맥을 확인할 수 있다. c, 하악체 전정부 피질골과 안면동·정맥의 근접성을 보여

주는 해부 그림.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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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하악지로부터 골 채취 시 안면동맥의 보호.
그림 2-7. 안면동맥 주위의 피부 누공(동맥의 주행이 환자 피부 쪽에

서 확인된다). 누공과 동맥의 관계를 박리 전에 고려해야 한다.

그림 2-8. a, 박리된 협신경. b, 협신경

의 보호.

동맥	등이	있다.

설신경

기원:	하치조신경과	함께	하악	신경의	후방	뿌리에서	기

원한다.

기능:	혀의	전방	3분의	2부분,	구강저의	점막,	하악골의	

설측	치은/치조점막의	감각을	지배하며	고실끈	신경의	연

결	가지에서	기원하는	2개의	신경섬유를	포함한다.	이	중	

하나의	신경섬유는	악하,	설하분비관으로	이어지며,	다른	

하나의	섬유는	내장감각섬유를	지녀	혀의	미각을	담당하

게	된다.	

주행:	시작점으로부터	하치조신경과	유사하지만	전방	내

측으로	하강하여	전하방을	향한	볼록한	굴곡을	형성한다.	

이후	두	날개근	사이로	주행하여	하악가지와	내익돌근	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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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달리며	혀의	외측을	향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신경

은	치조-설측	전정에서	오직	구강저	점막에만	덮힌	채	확

인되게	된다.	설골	설근과	이설근	사이에서	혀밑샘	내측으

로	주행하다가	악하선관	하방으로	내려가	혀끝의	감각	분

포를	내고	종결된다(그림	2-9a~c).

후구치	부위와	2,	3번째	대구치	부위에서는	설신경은	굉

장히	얕은	층에	위치하게	된다(치은	경계	2~3mm	내측에	

위치)(그림	2-9b).

하악	가지는	하악체에서	자라나와	관절와를	향해	어금

니의	중앙을	기준으로	전정측으로	뻗어	자란다.	수술	중에	

후구치부에서	이	가상의	선을	따라	절개하게	되면	높은	확

률로	설신경에	손상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절

개는	전정측을	향해	각진	절개를	시행하여	설신경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그림	2-9d).	박리는	철저하게	골막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판의	설측	연조직은	적절한	기구로	보

호해야	한다(그림	2-9e).	하악	제3대구치의	수술적	발치,	

하악	가지로부터	골채취,	낭종	적출(특별히	설측으로	자라

났을	때)	시	설측에	있는	연조직을	적절하게	보호하여	설

신경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서	악설골근의	근	부착	또한	확인될	수	있다.	

양측의	악설골근은	중앙	봉합선에서	합쳐지며	구강저의	

하방	경계를	이룬다(그림	2-10).	악설골신경,	동맥이	동명

의	선을	따라서	근육	위에	분포한다.

악설골동맥

기원:	하악공	바로	위에서	하치조동맥에서	분지된다.

기능:	동명의	근육의	혈류를	담당한다

주행:	기원으로부터	하악지의	안쪽을	타고	내려와	전방으

로	주행을	변경하여	동명의	선을	달리며	동명의	근육	위에	

머무른다.	주행	중	근육에	가지를	내며,	이	가지	중	몇은	

이하동맥과	연결되어	고리를	이룬다.	악설골동맥의	우발적	

손상은	상당한	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의	연조직	거상은	골막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소마취

하	출혈	발생	시	지혈이	어려울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그림	2-11a,	b).	따라서,	이	지역의	수술	시	적절한	방사선	

영상이	동반되어야	하며,	술전에	3차원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하악체	부위의	소구치,	대구치부는	하방의	상

당한	언더컷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구강저의	천공

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그림	2-12).	이러한	경우	특히	소

구치	및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드릴링,	설측	치질골

을	침식한	낭종,	치아	분할	시	설측	피질골이	천공되어	악

설골	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

악설골신경

기원:	하악공	바로	위	하치조신경에서	분지된다.

기능:	동명의	근육과	악이복근의	앞힘살을	지배하는	운동

신경이다.	하지만	신경성분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하악골	피질골을	통과하여	소구치부,	견치부,	전치부

에	신경을	공급하는	감각신경섬유도	동반하고	있다.	악설

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치아에	대한	국소마취하	발치	시	이

러한	사항은	고려되어야	한다.	일례로	충분한	하치조신경

의	전달마취	후에도	악설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치아들	발

치	시	환자는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주행: 동명의	동맥의	주행과	같다.

수술	시	악설골신경의	보호를	위하여	악설골동맥을	보

호하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하악 전방부
양측	이공	사이의	아래턱	부위로	해부학적	평면은	하악

의	후방부에서	묘사했던	것과	같다.

골 평면–하악체

절치관	내로	주행하는	절치	신경혈관다발은	절치동맥과	

동반정맥,	하치조신경의	말단가지인	절치신경으로	이루어

져	있다.	절치신경은	전방의	치아와	해당	치은에	가지를	낸

다(그림	2-13a).	이	신경의	주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종종	수술	시	작은	직경과	해면골	깊숙히	주행

하는	이유로	간과하기	쉽다(그림	2-13b).	절치신경의	손상

(발치,	낭종	적출,	임플란트	식립,	하악	전방부에서	골	채

취	시)은	신경섬유가	분포하던	치아의	감각이상,	무감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절치	신경	손상에	대한	의료	분쟁

은	하치조신경	중심가지의	손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미미하다.	절치신경	손상으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은,	

간접적인	이신경,	하치조신경	손상	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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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a, 하악골 설측에서 설신경의 주행을 나타내는 해부 그림(출처: Sobotta Atlante di Anatomia Umana. 

Elsevier, Milano 2012.). b, 하악체 근처에서 설신경의 박리. c, 혀 안쪽에 위치한 설신경의 박리. d, 설신경 뿌리 부근에

서 하악지는 급하게 방향이 바뀌며 전정을 향하게 된다. 따라서 따라서 후구치 삼각 영역에서 절개는 협측을 향해 진행되

어야 한다. e, 견인기를 이용한 설신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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