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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를 활용한 Lip repositioning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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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cessive gingival display (EDG) is commonly described as a factor for unpleasing 

smiling. This article introduces a case of lip repositioning surgery using Er,CR:YSGG 

laser. At 6 months, gingival display was decreased. The laser-assisted LRS is effective 

measure for resolving EGD to the level of acceptable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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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인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경우 

(Fig. 1) 심미적인 문제를 excessive gingival display (EGD) 또는 gummy smile 로 표현한

다. EDG의 유병률은 7-50%로 보고 되어 있다.1) EDG의 원인으로는 vertical maxillary 

excess, hypermobile upper lip, short upper lip, altered passive eruption, anterior 

dentoalveolar extrusion 등을 들 수 있다.2, 3) 전치부심미성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간단 경우

는 gingivectomy, osseous crown lengthening, orthodontic intrusion 을 할 수 있지만 심

한 경우는 orthognathic surgery를 해야 한다.4, 5, 6) Orthognathic surgery에 대한 다른 대안

으로 lip repositioning surgery 를 고려 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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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Excessive gingival display

  Lip repositioning surgery는 1973년에 처음 도입 되었으며 Fig. 2에서와 같이 

mucogingival junction 상방에 수평 절개를 시행하고 부분층판막을 형성해 점막을 제거하고 

봉합하여 입술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술식이다. 기존의 메스를 이용하는 수술방법을 

이용하면 통증, swelling 등의 불편함이 있다. laser 를 이용한 Lip repositioning surgery는 

통증과 swelling이 적고 보다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다.

Fig. 2 Laser lip repositioning surgery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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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식 과정

  통법에 따라 리도카인 국소마취를 시행한다. 1차 절개는 치은치조점막 경계 (MGJ) 1 mm 

상방에서 MGJ과 평행하게 수평 절개를 시행한다. (Fig. 4) 수직 절개는 상악 제 2소구치 부

위에서 10-12 mm 정도를 시행한다. 다음 2 차 수평 절개를 완성한다. 레이저 세팅은 4 

Watts, 55 % air and 65 % water (H mode, 30 PPS)로 설정한 후 상피 부분을 제거한다. 

(Fig. 5, 6). 상악 중절치 부위를 먼저 봉합하고, 대칭에 주의하면서 나머지 부위를 흡수사를 

이용하여 봉합한다. (Fig. 9) 발사는 7~10 일 후 시행한다. (Fig. 10)

Fig. 3 술 전 모습
 

Fig. 4 수평 절개와 수직 절개를 완성한 모습

 

Fig. 5, 6 Er,CR:YSGG laser를 사용하여 상피 부분을 제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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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제거한 점막
 

Fig. 8 점막 제거 후 모습

Fig. 9 봉합 완성 후 모습
 

Fig. 10 봉합사 발사 후 1주 뒤 모습

Fig. 11 술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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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13 수술 6개월 전후 비교

고  찰

  30 증례 결과, gingival display 감소량은 3, 7 mm 였다.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결과에 만

족하였다. 봉합 후 1.5 Watts, 0 % air and 0 % water (H mode, 30 PPS) 세팅값으로 밴디

지를 해주면 수술 후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 상악골의 과발달 (vertical maxillary excess)로 

인한 경우 orthognathic surgery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 Lip repositioning surgery를 선택 하

여 심미성 증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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