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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눈은 첫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로서 동양

인들은 작은 눈을 보다 크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쌍꺼풀 수술을 선호한다 이때 의사의 잘못이거나 본인.

의 기호 문제로 과다하게 겉쌍꺼풀주름 이 되(out-fold)

었을 경우에는 부자연스러워 보일 뿐 아니라 인공적인

느낌의 쌍꺼풀 즉 수술한 티가 많이 나게 된다, .

쌍꺼풀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이래로 여

러 방법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겉쌍꺼풀주름에서 속쌍

꺼풀주름 으로 교정하는데 이용하는 논문은 적(in-fold)

다 저자는 겉쌍꺼풀주름을 내측의 높은 쌍꺼풀로 간주.

하고 내측의 높은 겉쌍꺼풀주름을 속쌍꺼풀주름 또는

중간쌍꺼풀주름 으로 교정방법에 해 정(neutral fold)

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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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부에 높은 겉쌍꺼풀주름이 있는 명의 환자들을47

상으로 명은 내측안와지방을 박리하고 끌어내려32

하부의 새로운 위치에 고정하 고 내측지방을 끌어내,

리기 어려운 명은 지방이식을 하 다 그 중 내측의15 .

안검하수가 동반되어있는 명의 환자들의 경우에는13

내측의 안검하수교정술을 하 고 내안각췌피를 가진,

명의 환자들은 내안각췌피술을 이용하여 내측의 쌍11

꺼풀의 피부를 제거하면서 눈을 커지게 하는 방법을

병용하여 내측쌍꺼풀폭을 줄여 높은 겉쌍꺼풀주름을

속쌍꺼풀주름 또는 중간쌍꺼풀주름으로 교정하 다.

수술 전에 일반적인 병력 이전 수술방법 상안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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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Asian people want to have bigger eyes. It is one of the
reasons of why high out-fold upper eyelids are made. We
corrected out fold to in-fold or neutral-fo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operation procedures. The authors cor-
rected out folds of 32 patients with medial orbital fat slide down
anchoring method, 15 patients with fat graft and 13 patients who
had ptosis with the levator advancement-Muller tucking method,
and removed epicanthic folds of 11 patients. Follow-up ranged
from 3 months to 4 years. The authors used medial orbital fat
slide down anchoring method to correct out folds of 32 patients
and all patients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s. Eleven of 15
patients who had fat graft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s. All
patients who had ptosis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s.
Generally, out fold can be corrected by the medial orbital fat
slide down anchoring method. If orbital fat is not sufficient, fat
graft will be a method for correction. Levator advancement -
Muller tucking is a good method for ptosis, and epicanthoplasty
is helpful for those who have epicanthic folds to make their eyes
b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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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이물질주사 여부 등을 조사하 으며 이학적검사로 상,

안검부 피부의 양과 안구를 눌러 남아있는 내측안와지

방의 양을 파악하 다.

수술은 눈 속 지방에 식염수를 주사하여 박리를 보

다 용이하게 하 으며 지방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겨드랑이 지방을 이용하 다.

경과관찰 기간은 개월에서 년간이었다3 4 .

결 과III.

일반적으로 쌍꺼풀 차 수술시 외측지방만을 주로1

제거하고 내측안와지방을 보존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전격막 접근법으로 안와지방을 박리하고 끌어내려 하

부의 새로운 위치에 고정을 시행하여 쌍꺼풀주름을 교

정하 고 시행한 명의 환자들 모두 결과에 매우 만32

족하 다 이전 수술 때 과다 지방 제거로 눈(Fig. 1, 2).

속 지방이 부족하여 지방이식술을 했던 명의 경우15

명의 환자들은 매우 만족하 고 명의 환자들은 지11 , 4

방이 과다 생존하여 추가적인 지방제거술을 필요로 하

다 내측 안검하수가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안검하수.

교정법을 이용하여 쌍꺼풀하부피판이 상부피판 밑으

로 더 많이 들어가게 하여 내측 쌍꺼풀폭을 줄여서 높

은 겉쌍꺼풀주름을 속쌍꺼풀주름 또는 중간쌍꺼풀주

름으로 교정할 수 있었는데 시행한 명의 환자들 모13

두 결과에 매우 만족하 으나 명의 경우 안검하수가2

재발하여 교정수술을 시행받고 결과에 만족하 다 일.

반적으로 겉쌍꺼풀주름일 경우 내측에 흉이 동반된 몽

고주름 즉 내안각췌피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쌍꺼

풀축소수술과 더불어 내안각췌피술을 이용하여 내안

각췌피를 제거함으로써 흉을 제거하고 눈을 더 길고

크게 해 줄 수 있었다(Fig. 3).

Fig. 1. (Above) A 19 years-old female with Out fold before

secondary blepharoplasty. (Below) Postoperative view at 6

months after secondary blepharoplasty by upper orbital fat
slide down anchoring method.

Fig. 2. (Above) A 28 years-old female with Out fold

before secondary blepharoplasty. (Below) Postoperative
view at 5 months after secondary blepharoplasty by upper

orbital fat slide down anchoring method.

Fig. 3. (Above) A 26 years-old male with Out fold before

secondary blepharoplasty. (Below) Postoperative view at 10

months after secondary blepharoplasty by upper orbital fat
slide down anchoring method and medial epicanthoplasty.



김동규 등 겉쌍꺼풀주름을 속쌍꺼풀주름으로 교정하는 방법:

고 찰IV.

쌍꺼풀주름은 크게 속쌍꺼풀주름과 겉쌍꺼풀주름으

로 나눈다 속쌍꺼풀주름. 1이란 쌍꺼풀주름이 가쪽눈구

석에서 출발하여 윗눈꺼풀 가장자리에 평행하게 내방

으로 달려가서 안쪽눈구석 가까이에 이르면 눈구석주

름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동북아 동양인,

에게는 눈구석주름을 가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쌍꺼풀

주름을 가진 사람 중에는 속쌍꺼풀주름을 가진 사람의

수가 나 된다55% .2

일부 동양인들은 작은 눈을 보다 크고 아름답게 만

들기 위하여 겉쌍꺼풀주름의 수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의사의 잘못이거나 본인의 기호 문제로 과.

다하게 높은 겉주름쌍꺼풀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자연

스러워 보일 뿐 아니라 인공적인 느낌의 쌍꺼풀 즉 수,

술한 티가 많이 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쌍꺼풀 차 수술 시 내측안와지방을 보1

존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전격막 접근법으로 안와지방

을 박리하고 끌어내려 하부의 새로운 위치에 고정하여

높은 겉쌍꺼풀주름을 속쌍꺼풀주름으로 교정할 수 있

으나 이전 수술 때 지방을 과다하게 제거하여 눈 속,

지방이 부족한 경우는 지방이식술이 필요하게 된다.

내측의 안검하수로 인하여 쌍꺼풀이 높은 경우에는

안검거근뮬러근전진술 등으로 내측안검하수를 교정하-

여 높은 겉쌍꺼풀주름도 용이하게 교정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겉쌍꺼풀주름일 경우 내측에 흉이 동반

된 몽고주름 즉 내안각췌피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쌍꺼풀축소수술과 더불어 내안각췌술을 이용하여 내

안각췌피를 제거함으로써 흉을 제거하고 눈을 더 길고

크게 해 줄 수 있다.

쌍꺼풀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동양에서

시행하는 미용수술 가운데 가장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수술 중 하나이다.
3,4

따라서 충분한 사전 면담과 정밀

한 눈꺼풀의 해부학적 지식으로 수술 전에 정확한 절

개 예정선을 결정하는 것이 의사의 잘못이나 본인의

기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자연스러움이나 기능상

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V.

쌍꺼풀 높이와 형태는 미용적인 면뿐 아니라 기능적

으로 중요하며 처음 쌍꺼풀 수술 시에 환자와의 면담

을 통해 높은 쌍꺼풀의 단점을 정확히 알리고 자연스

러운 높이로 수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겉쌍꺼풀주름.

에서 속쌍꺼풀주름으로 교정하는 것은 어려운 수술에

속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밀한 눈꺼풀의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하며 수술 전에 이물질주사여부,

등을 포함한 상세한 병력문진 상안검부 피부의 양과,

안구를 눌러 눈 속 지방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정확

히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차쌍꺼풀 수술 시 안와 내측의 지방은

제거하지 않으므로 안와 내측 지방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 내측지방하고정법을 이용하고 눈 속 지방이 부족,

한 경우는 지방이식을 통하여 높은 겉쌍꺼풀주름을 교

정할 수 있다 또한 내측의 안검하수로 쌍꺼풀이 높은.

경우에는 안검거근뮬러근전진술 등으로 내측안검하-

수를 교정하여 높은 겉쌍꺼풀주름을 용이하게 교정해

줄 수 있다 겉쌍꺼풀주름일 경우 내측에 흉이 동반된.

몽고주름 즉 내안각췌피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

안각췌피술을 이용하여 내안각췌피를 제거함으로써

흉을 제거하고 눈을 더 길고 크게 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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