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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안면 중앙부위의 노화과정을 보면 협부 조직이 하안

검으로부터 중력에 의해 하방으로 하강하면서 안와하부

의 조직이 부족해져 함몰이 생기고 비협부 주름(nasoju-

gal groove)과 비구순부 주름(nasolabial fold)이 더 뚜렷

하게 깊어져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된다. 기존의 SMAS

거상술이나 심부 안면거상술(deep plane face lift)은 안

와주위 및 중안면부 노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한적

이었다.1 골막하 박리만에 의한 거상술은 안면부 연부조

직의 가장 깊은 층인 골막만 거상함으로써 오히려 연부

조직의 표층이 아래로 더 쳐지게 되는 점과 골막하 거상

술 단독으로는 안와하부 변형을 개선하기 힘들다는 문

제점이 있다.5 피하 박리만에 의한 거상술은 과도한 장

력에 의해 다소 부자연스러운 평면적인 중안면부를 초

래할 수 있는 점과 수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7 하지만 중안면부 조직을 골막하 박리와

피하 박리를 동시에 시행하여 중력의 방향에 반대로, 즉

상방과 상외방으로 재배치시킴으로써 이중으로 연부 조

직을 견인하면 안와하부 변형과 비구순부 주름을 동시

에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고 수술 효과도 좀 더 오래 지속

될 수 있다. 이 수술방법의 목적은 골막하 박리를 통해

중안면부 연부 조직을 안면 골격의 더 높은 위치에 올려

놓고, 피하 박리를 통해 피부와 관골 지방패드(malar fat

pad)를 SMAS 위에 재배치시킴으로써 안와하부의 움푹

들어간 것과 비협부 주름을 호전시키고 비구순부 주름

을 평평하게 펴주며 협부의 충만감을 증가시켜 더 젊은

모습을 갖게 하는 것에 있다. 내시경을 이용하면 적은

절개와 박리를 통하여 흉이 적게 남고 회복 시간이 빠르

며 직접 보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 저자들

은 관골 지방패드를 피부판에 붙여서 박리하여 견인하

였고, 심부조직은 골막을 일으켜서 견인하여 이중으로

중안면부의 조직을 거상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

The standard SM AS face lift and deep plane face lift don't
adequately correct an aging midface, especially nasojugal groove and
nasolabial fold. An endoscopic subperiosteal and subcutaneous
m idface lift reposition the m idface tissue m ore superiorly and
successfully rejuvanate the nasojugal groove and nasolabial fold,
creating a more youthful appearance. This study is about endoscopic
subperiosteal and subcutaneous midface lift which had been performed
to 13 patients in our hospital from April 1999 to April 2001. The deep
layer of the midface soft tissue is suspended by subperiosteal
dissection and the superficial layer, including skin and malar fat pad,
suspended by subcutaneous dissection. Both subperiosteal and
subcutaneous planes are easy and safe dissection planes which
prevent injury of the facial nerve branches. The endoscopic midface lift
with subperiosteal and the subcutaneous dissections is an effective
m ethod to correct infraorbital hollowness, nasojugal groove and
nasolabial fold.

Key words: Nasojugal groove, Nasolabial fold, Subperiosteal dissection,
Subcutaneous dissection, Endoscopic midface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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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II. 재료 및 방법

1999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년간 13명의 환자에

게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52.7세로 모두 여

성이었다. 술후 추적 기간은 5개월에서 2년이었다.

수술은 국소마취하에 시행하였으며 피부절개부위와

박리를 시행할 부위에 1% lidocaine 용액에 1 : 100,000

epinephrine을 혼합한 용액을 주사하였다. 그리고 수술

전과 수술중에 정맥내로 안정제를 주사하였다. 먼저 하

안검 절개(subciliary incision)를 비협부 주름의 깊이와

외측 협부조직의 하수정도에 따라 외안각보다 4 mm에

서 10 mm까지 외측으로 가한다. 검판 전연에 있는 안륜

근(orbicularis oculi muscle)은 수직으로 4 mm정도 남

겨두어 수술후에 외반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피하박

리는 안륜근과 관골 지방패드를 피부판에 붙여서 하안

검 하방에서부터 비순부까지 관골근 상부층으로 박리하

고, 안와하연 3 mm정도 아래 부위에서 골막에 절개를

가해 골막을 일으켜 내측으로는 안와하 신경혈관경의

외측과 이상구연(pyriform aperture)까지, 외측으로는

상악골, 관골, 관골궁까지 박리한다. 이때 안와하 신경

(infraorbital nerve)을 확인하고 압좌되거나 당겨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2 cm 정도의 수직 측두부 절개

(temporal incision)를 통해 천측두근막(temporoparietal

fascia)을 일으키면서 심측두근막(deep temporal fascia)

표면을 따라 내시경을 넣어 관골궁 상연까지 박리한다

(Fig. 1). 관골궁 상연을 덮고 있는 골막에 절개를 가해서

골막을 일으켜 하안검 절개를 통해서 박리한 층과 연결

되어지게 한다. 이때 관골안면신경(zygomaticofacial

nerve)과 골막하 박리층의 표층에 있는 안면신경 전두

분지(frontal branch of facial nerve)를 조심하면서 박리

한다.2 또한 측두부 지방층이 손상을 받으면 수술후 측

두부 함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3 관골 지방

패드는 하안검 절개를 통하여 피부판과 함께 직접 봉합

하여 피하층으로 견인하고(Fig. 2), 심부조직은 관골근

기시부(zygomaticus muscle origin) 위치에 있는 골막을

봉합하여 견인한다. 측두부 절개 방향, 즉 상외방으로

이중으로 당겨서 심측두근막에 3 - 0 Ethibond로 각각

고정한다. 그리고 움푹 들어간 안와하연이 관골 지방패

드로 덮일 정도로 피판을 거상하고 하안검 여분의 피판

은 보존적으로 제거하고 봉합한다.

III. 결 과

저자들이 내시경을 이용하여 골막하 거상술과 피하

거상술을 동시에 시행한 결과 안와하부의 함몰과 비협

부 주름이 효과적으로 개선되었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안와하부 함몰과 늘어진 협부 조직 때문에 생기는 이중

곡선이 단일곡선으로 개선되었다. 비구순부에 있는 깊

은 주름도 완만하게 펴지는 효과를 얻었다(Fig. 3, 4). 수

술후에 안와하신경 감각이상과 안면신경 전두분지 손상

은 없었으며 안검외반증과 측두부 함몰은 나타나지 않

았다. 기존의 SMAS나 심부 안면거상술보다 적은 절개

로 충분하고, 골막하 거상술 단독으로는 얻을 수 없는

표층 연부조직에 있는 주름까지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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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관골과 안와하연 하방에서 SMAS는 대소관골근

(zygomaticus major and minor muscles)과 상구순거근

(levator labii superioris muscle)을 덮고 있으며, 이 근

들은 안와하연과 관골을 덮고 있는 골막에 견고하게 부

착해 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SMAS를 해제하려면

이 근들이 부착해 있는 골막을 일으켜 줌으로써만 가능

하다. 골막을 일으켜 견인하면 중안면부에 있는 표정근

의 긴장력을 회복시키고 하수된 협부 지방과 피부를 거

상하여 전통적인 수술방법으로는 개선하기 힘든 비구순

부 주름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4 골막하 중안면

부 거상술은 안면골격과 연부조직을 박리하여 더 젊어

보이게 연부조직을 안면골 위에 재배치시키는 비교적

쉽고 안전한 방법이다. 안면신경 전두분지는 관골궁 부

위에서 골막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골막하 박리는 안면

신경의 전두분지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골막은 견고한 조직이기 때문에 상외방으로 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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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변형 없이 잘 유지될 수 있다. 내시경을 이용하

면 박리를 직접 보면서 하고 절개와 박리할 부위를 최소

화할 수 있다. 하지만, 골막은 안면부 연부조직의 가장

깊은 층이기 때문에 골막만 거상하게 되면 지지 결합조

직이 느슨하게 되는 중년이후 사람에게는 연부조직의

표층이 아래로 더 처지게 된다(lagging). 이것을 ‘lag-

lifting phenomenon’이라 한다.5 그러므로 피하 박리를

골막하 박리와 병행하여 중안면부 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안와하부 함몰과 비협부

주름은 골막하 거상술 단독으로는 개선하기 힘들다.

Hamra는 안와하부의 변형을 개선하기 위해 변연궁

(arcus marginalis)에 절개를 가해 안와하부 지방을 아래

쪽으로 비협부 주름아래 배치시킴으로 관골 지방패드의

거상 없이도 비협부 주름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였다.6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중력에 의해 노화된 안면 중앙부

의 변형 즉, 비협부 주름 뿐 아니라 비구순부 주름을 동

시에 개선시키지는 못한다. 관골 지방패드는 피하지방

층이 국소적으로 증가된 두께를 갖는 삼각형 모양의 부

위로, 젊을 때는 그 첨단부는 관골의 체부에 위치하고

기저부는 비구순부 주름에 위치하게 되나 노화가 일어

나면서 중력에 의해 하방으로 이동하면서, 안륜근과 그

밑의 지방층(SOOF)의 하강으로 인한 하안검의 초승달

모양으로 처짐(festoon)과 마찬가지로, 현저한 비구순부

주름이 나타나게 된다.7 관골 지방패드는 위쪽의 피부에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고 아래쪽의 SMAS와는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관골 지방패드를 피부판에 붙여

서 박리하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

다.8 그리고 견인할 때 관골 지방패드를 직접 봉합하여

거상하는 것이 중요하다.9 피부근판과 관골 지방패드를

거상하여 안와하연 위에 재배치시킴으로 안와하부 함몰

과 비협부 주름이 개선되고,10 고정되고 함몰된부분인

안와하연을 덮어주어서 옆에서 보았을 때 안검협부 곡

선이 나이 들어 보이는 이중곡선(double convexity)에서

더 젊어 보이는 단일곡선(single convexity)으로 호전된

다.6 하지만 피하 거상술 단독으로는 안와하부 변형과

비협부 주름은 개선될 수 있지만 비구순부 주름을 개선

하기 위해 장력을 증가시키면 과도한 장력에 의해 다소

부자연스러운 평면적인 중안면부를 초래할 수 있고 수

술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7 따라서 골막하 거상

술과 파하 거상술을 동시에 시행하면 비구순부 주름과

함께 안와하부 변형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면서 수술

효과도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골막과 관골 지방패

드를 견인하는 방향은 상외방 즉, 비구순부 주름과 직각

인 방향으로 견인하여 비구순부 주름을 평평하게 펴주

도록 하였고, 관골과 협부에 충만감을 주어 젊어 보이

게 하였다. 그리고, 안면의 광범위한 노화는 안면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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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거상술과 함께 이마 거상술, 안면 하부 거상술, 박

피술, 지방주입술 등을 같이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개선

할 수 있다.11

V. 결 론

내시경하 중안면부 거상술을 시행할 때 골막 거상술

과 피하 거상술을 동시에 이중으로 견인하는 것이 기존

의 안면 거상술로는 개선하기 힘든 안와하부 함몰과 비

협부 주름, 그리고 비구순부 주름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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