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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cision & Flap Elevation 

“I would much prefer to suffer from the clean incision of an 

honest lancet than from a sweetened poison.” 

Mark Twain(1835~1910), writer

Incision과	suture의	이슈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Incision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suture가	결정되

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와	방법으로	suture를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incision	계획을	세워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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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대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가진 구강조직.

치주과의사가	수술을	하는	구강조직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치아가	있습니다.	치과의사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피부로	덮여있는	다른	신체	

부위를	생각해	본다면	특별한	구조입니다.	Incision	&	suture를	할	때	치아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피곤

하게	만들기도	하고,	유리하게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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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치아의	 미적인	 것을	 고려하여	 recession(black	 triangle)이	 최소가	 되도록	

incision을	고려해야	합니다.	Suture	needle은	치간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여야	편할	겁니다.	

그리고	suture	technique에서	치아를	고정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예:	anchor	suture,	sling	suture).

두	번째,	충분한	 blood	 supply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혈류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bleeding	

control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외과에서	배웠던	원칙	중에	조직	괴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하방을	더	

넓게	incision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원칙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다양한	두께와	quality를	가진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inus lift를 위해 incision & flap elevation을 하였습니다. 

작은 부위이지만 조직의 두께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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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치은은	두께가	1.0mm도	안	되는데	매우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찢어지기	쉽습니다.	사랑니를	

뺄	때	열고	들어가는	하악	제2대구치	후방은	두께가	10mm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Quality도	다양해

서	attached	gingiva로	덮여있는	곳도	있고,	mucosa로	덮여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incision	&	suture를	할	때	조직의	두께와	quality에	따라	기구와	재료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조직이	두꺼우면	suture	needle도	커지고	실이	두꺼워야	합니다.	조직이	얇으면	가는	실을	써

야	하겠죠.	

Attached	gingival	부위는	incision	과정에서	bleeding이	덜하고	조직이	단단하므로	봉합이	정확

하게	되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단단해서	변형될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	점막(mucosa)은	고무

줄처럼	늘어나고	변형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풍부해서	출혈이	상대적으로	많고	suture	과정에서	조직

이	말리는	느낌이	있고	scar가	남습니다.	따라서	점막	부위에서는	부드럽고	흡수되는	봉합사를	쓰는	것

이	좋습니다.	까칠한	봉합사를	쓰면	점막에	상처가	나고,	봉합사가	말려들어가	나중에	S/O하려	할	때	

애를	먹게	됩니다.	

GBR을 하면서 점막 부위는 chromic gut suture를 이용했습

니다. 

10

1주일 후, 점막에 scar가 있고 봉합사도 말려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흡수성이라서 남아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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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lon suture가 점막에 묻혔습니다. 제거 과정에서 bleeding이 생겼습니다.

14 15

#36의 apicoectomy를 위해 절개하였고, 수술 후 nylon suture

로 봉합하였습니다. 

12

1주일 후, 점막 부위의 봉합사가 말려들어가 제거하기 힘들어졌

습니다. 제거하기 위해 봉합사를 당겨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환

자는 아파하고 자칫 봉합사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조직에 남

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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나의 치주.indb   202 2018. 11. 23.   오후 4:53



203Chapter 5 수술적 치료

네	번째,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강에서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은	신경과	혈

관입니다.	

GBR과 implant 수술을 하면서 mental nerve의 위치를 확인하는 모습.

16 17

Incisive nerve는 필요에 의해 자르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18 19

일반적으로	alveolar	ridge에서	추천되는	것은	crestal	incision입니다.

Scharf와	Tarnow는	1993년	논문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며	incision을	하면서	mucobuccal	fold	

incision과	crestal	incision	간의	차이를	비교해봤는데,	성공률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Cranin	등은	개	실험을	통해	incision	design에	따른	bone	loss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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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22 23

표 1

Incision design At placement Day 10 Week 16

Crestal 0.0 0.0 0.2

Paracrestal 0.0 0.2 1.1

Visor 0.0 0.1 2.4

Serpentine 0.0 0.0 3.0

방사선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midcrestal	incision에서	bone	loss가	제일	적었습니다(표	1).	

또	2005년	Kleinheinz	등은	cadever에서	혈관에	잉크를	주입하여	blood	supply를	조직학적으로	관

찰하였는데,	mid-crestal	incision을	할	때	출혈을	최소로	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	3개의	논문을	근거로	mid-crestal	incision이	편하고	합리적인	incision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필요에	의해	para-crestal	incision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Crestal	incision은	출혈이	적어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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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용이하고,	attached	gingival	부위이므로	suture와	S/O도	편합니다.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black	triangle에	대한	우려가	강조되면서,	이를	최소로	하기	위한	몇	가지	아

이디어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미	있는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omez-Roman의	논문에서	나와	있는	papilla를	건드리지	않는	incision입니다.	

Papilla까지 incision하는 방법과 papilla 쪽 치은을 최소 1mm 유지하고 incision하는 방법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림 25처럼 

papilla를 유지했을 때 bone loss가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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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papilla를 그대로 두고 incision했습니다(그림 26~29). 

나의 치주.indb   205 2018. 11. 23.   오후 4:53



이 사람이 말하는 치주 Hints and Tips in My Periodontal Diary206

수련의 때 외래교수님과 함께한 수술입니다(그림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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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6주 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papilla 주위에 치은을 

유지했습니다.

식립 전. 식립 후. 보철 치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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