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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Scott
1
가 사시치료에 있어서 수술적 방법 

이외에 보툴리눔 A 독소를 이용한 화학적 신경제거술

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후, 보툴리눔 A 독소는 1989년 

성인 및 12세 이상의 사시치료에 있어서 미국 식품의약

청(FDA)의 승인을 받았다.
2-4

보툴리눔 A 독소는 시냅스전 콜린축삭종말에 강력하

고 빠르게 결합하여 아세틸콜린함유소포의 유리를 억제

하여 근육마비를 유발시키며, 투입 6시간 후에 종판전

위가 최고로 억제되나, 임상적 근육마비의 효과는 독소 

주입 후 5일에서 7일 후에 최고조로 나타난다.
3,5
 결과

적으로 근육은 신경제거 근위축이 일어난다.
3,5
 독소에 

의한 근육마비 효과는 화학적으로 신경제거된 축삭종말

이 새로운 신경의 발아를 형성하여 주변 다른 근육에 

접합되면서 근육의 기능이 돌아오는데 최장 6개월이 걸

리며, 이러한 한시적인 근육마비효과를 이용한 급성 마

비사시환자에서 치료효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되어 있

다.
3
 보툴리눔 독소의 주사는 이와 같이 일시적이고 가

역적인 근육마비를 유발시키며 마비기간은 주사량에 비

례한다.3 

원숭이에서 외안근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하면 선

택적이고 일시적인 근섬유의 변화를 가져 온다.
6
 또한 

Okano et al7은 가토에서 외안근에 보툴리눔 독소 주

입 후 외안근의 장력변화를 측정하 는데 주사 후 1주

에는 장력이 감소하 고 주사 후 5주에는 장력이 증가

함을 보고 하 다.7 장력 감소의 원인으로는 근섬유 

크기의 변화와 근섬유 위축이 동반되어 일어난다고 

주장하 으며 장력의 증가는 근육마비 회복 후 나타나

는 근섬유의 비대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하 다.7 

Ohtsuki et al
8
은 외안근의 안와층이 안구층에 비하

여 보툴리눔 A 독소 주사에 향을 더 받는다고 하

고, 이는 안구층이 에너지 대사과정에서 해당과정에 대

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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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A 독소 주사시 외안근에 정확히 주사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근전도검사를 이용하고 있

는데 본 연구는 근전도검사의 도움 없이 보툴리눔 A 독소 테논낭하 주사가 외안근 섬유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 백색 가토 10마리, 20안을 대상으로 주사바늘 (28 gauge)을 이용하여 실험군으로 보툴리눔 A 독소

를 근시작부위에서 5 mm 뒤쪽의 상직근 주위 테논낭하에 0.1ml 생리 식염수와 섞은 10 unit를 주사하고 반대편 눈

의 같은 부위에 0.1 ml 생리식염수를 대조군으로 주사하 다. 3주 후 상직근을 분리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상직근 안

와층 근섬유의 직경을 Image-Pro Plus software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결과 : 보툴리눔 A 독소를 주사한 근육의 근섬유 직경은 11.5±2.26 µm 으며 대조군의 경우 14.4±3.77 µm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

결론 : 보툴리눔 A 독소 테논낭하 주사 후에 가토의 외안근의 안와층 근섬유의 크기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보툴리눔 독소의 테논낭하 주입술시 독소의 지속기간, 용량에 따른 근섬유의 크기 변화 등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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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적으로 보툴리눔 A 독소를 외안근에 정확

히 주사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테프론 코팅 주사바늘

을 사용한 근전도검사(Electromyography)를 이용

하고 있다.
2,3,9
 이러한 방법은 긴 시술시간이 소요되며 

근전도 증폭기에서의 소음과 환자 안면부에 위치하게 

되는 바늘 등으로 환자의 불안을 증가시킨다. 또한 전

신마취수술시 할로탄 등의 약제에 의한 근전도 활성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수술 중 안구천공이나 출혈

의 가능성이 있다.9,10 지금까지 보툴리눔 A 독소를 이

용한 대부분의 임상과 실험 보고들은 근전도검사를 이

용한 근육내 독소주입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툴

리눔 A 독소를 이용하여 안면부 주름제거시술을 할 경

우, 안면근육에 직접 주사하지 않고 피하주사를 하여도 

안면부 근육마비효과를 나타내는 것에 착안하여 테논낭

하 보툴리눔 A 독소 주사가 외안근섬유에 미치는 향

에 대하여 조직학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토 외안근 주위 테논낭아래에 보툴리

눔 A 독소를 주사한 후에 근육의 절단면에서 보툴리눔 

A 독소 주사에 향을 더 받는다고 알려진 안와층 근섬

유의 단면적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대상과 방법

외안부 및 안내 이상소견이 없는 체중 3.5에서 

4.0kg의 뉴질랜드산 백색 가토 10마리, 20안을 대상

으로 각각 우안을 실험군으로, 좌안은 대조군으로 실험

을 시행하 다.

수술 전 실험대상 가토에 50 mg/kg의 ketamine 

hydrochloride (케타라®, 유한양행, 대한민국)를 근

육주사 후 50 mg/kg의 pentobarbital sodium 

(Entobar
®
, 한림제약, 대한민국)을 이개 정맥에 주사

하여 전신마취 하 다. 수술대 위의 고정틀에 실험동물

을 고정하고 멸균 소독 상태하에서 소아용 Barraquer 

개검기로 안검을 개방하고 0.5% proparacaine 

hydrochloride (Alcaine
®
, Alcon, Belgium)로 점

안마취를 하 다. 주사바늘(28 guage needle)을 이

용하여 실험군으로 가토의 우안에 보툴리눔 A 독소

(Botox
®
, Allergan Pharmaceuticals, USA)를 

근부착 부위에서 5 mm 뒤쪽의 상직근 주위 테논낭 아

래에 각각 0.1 ml 생리 식염수와 섞은 10 unit를 주사

하 다. 대조군으로 좌안의 같은 부위에 각각 0.1 ml 

생리식염수를 주사하 다. 보툴리눔 A 독소는 섭씨 

하 20도에서 냉동 보관하 으며 주사직전 희석하고 희

석시 부드럽게 흔들어 독소파괴를 최대한 방지하 다. 

시술 종료 후 겐타마이신 주사액(황산 겐타마이신®, 동

화약품, 대한민국) 5 mg을 가토의 대퇴근에 주사한 후 

수술을 종료하고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점안약은 투여하

지 않았다.

3주간 사육 후 안구를 적출하여 상직근을 분리하

다. 분리된 상직근을 여과 종이에 조심스럽게 펼쳐 구

부러짐을 방지하고 포르말린에 고정시키고 탈수시킨 후 

파라핀에 묻었다. 근부착 부위로부터 5 mm 뒤쪽의 부

위를 5 µm 두께의 단층으로 잘라 Masson trichrome

으로 조직을 염색하고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안와층 단면의 근섬유의 직경을 Image-Pro Plus 

software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Image-Pro plus 

software를 이용하여 점조절을 시행하고 잘려진 조

직의 안와층의 중심부위의 근섬유의 직경을 측정하는

데, 각 조직에서 중심부위 근섬유 100개의 직경을 측정

하 다. 근섬유가 타원형으로 잘려진 경우에는 짧은 직

Figure 1. Masson’s trichrome stain of cross-section of rabbit’s normal superior rectus muscle. Fibers of the orbital 
layer are much smaller than the fibers of the global layer. Arrows indicate the interface of the orbital and global 
layers. GL: global layer; OL: orbital layer. Original magnification:×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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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측정하 다. 측정한 근섬유 직경을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하 다.

결     과

상직근을 Masson trichrome 염색 후 광학 현미경

으로 관찰하 을 때 두 개의 뚜렷한 층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1). 안와쪽의 안와층은 근섬유가 직경이 작

고 원형이며 도가 높고 상직근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었다. 또한 안와층은 Masson trichrome으로 염색

시 안구층의 근육보다 진하게 염색되는 특징이 있었다. 

주사 3주 후에 Image-Pro Plus software를 이용하

여 안와층의 근섬유의 직경을 측정하 다. 보툴리눔 A 

독소 테논낭하 주사군의 경우 주사 3주 후 근섬유의 평

균 직경은 11.5±2.26 µm 으며 대조군의 경우 근섬

유의 평균 직경은14.4±3.77 µm 다. 이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 다(p<0.01)(Table 1)(Fig. 2).

보툴리눔 A 독소를 테논낭하 주사한 경우 근섬유의 

직경이 15 µm 보다 작은 경우가 95% 으며 이에 비

해 대조군에서는 근섬유 직경이 15 µm보다 작은 경우

가 59% 다(Fig. 3).

Figure 2. Masson’s trichrome stain of rabbit’s superior rectus muscle, three weeks after injection. The diameter of the orbital 
layer myofibers after botulinum a toxin injection (B) was smaller than that of the control (A). GL: global layer; OL: orbital 
layer. Original magnification: ×200. 

Table 1. Average diameter of muscle fibers in the orbital 
layer, three weeks after botulinum a toxin injection 

Botulium a toxin Control P value

Diameter* 11.5±2.26 µm 14.4±3.77 µm P < 0.01†

* Average±standard deviation.
† Kruskal-Wallis test.

Figure 3. The distribution of muscle fiber diameters in the 
orbital layer, three weeks after injection. 95% of the 
botulium a toxin injected fibers had a diameter of 15 µm or 
less, while 59% of the control fibers had a diameter of 15 
µm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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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보툴리눔 독소는 혐기성 박테리아인 Clostridium 

botulinum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 8가지(A, B, 

C1, C2, D, E, F, G)의 항원형이 존재하며 이 중 신

경독소는 C2를 제외한 7가지가 있다.
11-14
 현재 A, B, 

E형이 임상에 사용되고 있다.
14
 1989년 12월 보툴리

눔 A 독소(Botox®, Allergan pharmaceuticals, 

USA), 2000년 12월 보툴리눔 B 독소(Myobloc
®
, 

Elan pharmaceuticals, USA)가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얻었다.14 보툴리눔 A 독소는 약 900,000 Da 

(Dalton)의 고분자량으로 각각 450,000 Da의 2개 

subunit으로 구성되며 이 subunit은 또 다시 

150,000 Da의 독성을 갖는 부분과 300,000 Da의 독

성이 없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14

독소의 작용기전은 운동신경, 교감신경 절전신경, 부

교감신경 절후의 축삭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저

해한다.
15,16
 이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신

경말단 부위의 콜린성 수용체에 결합되고 말단부위에

서 세포 내로 이동되어 아세틸콜린 분비에 필수적인 

SNARE (soluble N-ethyl-maleinide-sensitive 

factor attachment protein receptor)복합체를 단

백분해 시킴으로써 근육을 일시 혹은 구적으로 마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하지만 보툴리눔 신경독

소는 신경전달을 방해하지 않으며 아세틸콜린의 저장, 

합성에 향을 주지도 않고 신경 말단내로 칼슘이온의 

이동 역시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보툴리

눔 신경독소에 의해 화학적 신경제거된 근육을 조사해 

보면 근위축, 탈수초화 변화가 보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신경-근 접합부에서 새로운 신경이 자라나 6~9개월 

뒤에는 완전히 회복된다.
17
 쥐의 LD50 (Lethal 

dose/50)은 1unit이며 사람에서의 LD50은 약 키로

그램당 39unit로 일상 치료용량에서는 안전한 약제이

다.
14

포유류의 외안근은 다른 골격근과 비교하여 구조적 

및 기능적으로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닌다.
18-20
 구조적으

로 외안근은 다른 골격근에 비해 구성하고 있는 근섬유

들의 직경이 작고, 하나의 신경 세포가 지배하는 근섬

유수가 적으며, 심장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근육보다 

혈류량이 풍부하며 대사활동도가 매우 높다.
21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기능적인 특이성을 나타나게 하는데 

외안근은 다른 골격근보다 수축속도가 매우 빠르며, 운

동 피로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섬세한 운동을 잘 조절

하고 있다.22 또한 외안근은 다른 근육에서 관찰할 수 

없는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모든 근육들은 빠

른 운동 또는 느린 운동 중 한 종류 운동에만 관여하며, 

구성하고 있는 근섬유들은 조직학적으로 구별하기 힘든 

단일층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외안근은 최고속도가 

600°/sec 이상인 신속운동 뿐만 아니라 한 물체에 지

속적인 주시를 유지하기 위한 느린 추종운동까지 눈운

동계가 요구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범위의 운동에 관

여한다.23 외안근은 조직학적으로도 두 개의 뚜렷이 구

별되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골막과 안와골에 근접

해 있는 바깥의 안와층과 시신경과 안구에 근접해 있는 

안쪽의 안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18,21 건으로 구별되

는 근육의 부착부까지 근육 길이 전체에 걸쳐 뻗어 있

는 안구층과는 달리 안와층은 근육이 건으로 바뀌기 전

에 소실된다.18,21 안와층은 풍부한 사립체와 혈관을 포

함하는 직경이 작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안구층은 

사립체의 수가 다양하고 혈관이 적고 직경이 큰 근섬유

로 이루어져 있다.18,21 토끼의 상직근 역시 안와층과 안

구층으로 구성되는데 안와층은 상직근의 기시부에서 시

작하여 원위부 1/3 지점까지 근육의 중심부를 따라 진

행하며 상직근의 측면에서는 안구층을 타고 위쪽으로 

지나가게 된다.
24 

보툴리눔 독소 주사에 의한 안와층의 변화는 몇몇 연

구에 의해 보고되었지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보툴리

눔 독소에 대한 연구는 근육내 주사를 통한 연구

다.
25
 임상에서 근전도검사를 이용하여 보툴리눔 A 독소 

화학적 신경제거술을 시행할 때 먼저 0.5% proparacaine 

hydrochloride (Alcaine
®
, Alcon, Puurs, Belgium)

로 점안마취를 한 후, 주사바늘 (27 guage monopolar 

needle electrode)과 환자의 이마에 부착시킨 접지 

전극을 근전도 증폭기에 연결시키고 주사하려는 외안근

의 운동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안구를 돌린 후 각막윤부

에서 8~10 mm 떨어진 외안근 부착부에 주사바늘을 

꽂고, 안구를 외안근의 운동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외안근을 따라 약 25~30 mm 후방으로 주사바늘을 

삽입시켜 주사바늘 끝이 신경근 연접점 부위에 도달하

여 근전도 증폭기에서 심한 호도까는 소리가 들릴 때 

정량의 보툴리눔 A 독소를 주입하고 있다.
2,3,9
 근전도

검사를 이용하면 주사기 첨부의 위치를 외안근의 정확

한 부위에 위치시킬 수 있으나 결막하 출혈, 안구천공, 

구후출혈 등의 위험성이 있으며 근전도의 이용은 외안

근에 정확한 주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주사바늘

에 의한 합병증을 막는데는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고 알

려져 있다.
9,10,26

 사시 환자에서 보툴리눔 독소 주사는 

1세 이하 그리고 6세 이상에서는 국소마취만으로도 시

행할 수 있으나 전신 마취하에서 시행할 때 질산 산화

물(nitric oxide), 플루오테인(fluothane), 바르비

투르산염(barbiturate)등을 사용하면 근전도 활성을 

감소 혹은 억제 시킬 수가 있어서 술자가 전극 주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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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을 적절히 유지시켰는지 알기가 어렵다.
14
 케타민의 

경우 마취동안에도 근전도의 반응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약제로 생각되고 있지만 케타민은 복시를 

유발하고 안운동을 증가시키며 안검연축, 환각, 악몽, 

공포감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안과적 수술의 전신마

취에 적절한 마취제는 아니다.14,26

이번 연구에서 보툴리눔 A 독소 테논낭하 주사 3주 

후에 가토의 외안근에서 안와층의 근섬유의 크기가 감

소함을 알 수 있었다. 보툴리눔 독소를 테논낭 아래에 

주사하게 되면 보툴리눔 독소는 주사한 지점 주위로 자

유롭게 퍼져나가게 되며 퍼져나간 독소가 외안근 아래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이에 화학절단 효과가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된다. 외안근 안와층 근섬유의 위축은 보툴리

눔 독소에 의해 신경근접합부의 접합부 단절의 결과로, 

반응에 산소가 필요한 위치인 근섬유의 종판 부위의 활

동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이번 연구에

서 관찰하지는 않았지만 안구층은 해당 과정을 에너지 

생산과정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툴리눔 독소에 덜 

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
8

이번 연구에서는 좌안 상직근을 실험군으로 하여 보

툴리눔 A 독소를 주사하 고 우안 상직근을 대조군으

로 하여 생리식염수를 주사하 는데 이는 동일 가토에

서 양쪽 외안근 사이에 근섬유의 크기가 가장 비슷하리

라는 생각에 이런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테논낭하 보툴리눔 독소 주입술의 장점을 생각해 보

면 안구 천공의 위험성이 감소되며 수술 시간이 단축되

고 소음이나 긴 주사바늘등에 의한 환자의 공포감을 감

소시킬 수 있으며 수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전신 

마취가 필요한 어린이에서 케타민을 사용하지 않는 안

전한 방법으로 전신 마취 수술이 가능하므로 유용한 시

술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 그러나 하사근이나 하

직근에 보툴리눔 독소 주입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주사 

시 정확한 근육 위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전도의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보툴리눔 독소의 테논낭하 주사가 근전

도를 이용한 보툴리눔 독소 주입술에 대신하여 이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다. 향후 보툴리눔 독소의 테

논낭하 주입술시 독소의 향이 어느 시기까지 지속되

는지, 독소 용량에 따른 근섬유의 크기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임상실험을 통해 테논낭하 주입술시 

환자에게 주사할 용량에 대한 연구, 지속 시간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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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rphological Changes in Extraocular Muscle of Rabbit Eye 
Produced by Subtenon's Botulinum A Toxin Chemodenervation

Byoung Jin Ha, M.D.1, Yong Min Kim, M.D.2, Hyun Seok Kwon, M.D.1,
Yoon Hee Chang, M.D.3, Sueng Han Han, M.D.2, Young Kwang Chu, M.D.1,

Jong Woon Park, M.D.4, Chan Young Im, M.D.5

Siloam Eye Hospital1, Seoul, Korea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2, Seoul,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Ajou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3, Seoul,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oporation Ilsan Hospital4 Gyeonggi-do,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onk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5, Seoul, Korea

Purpose: Currently, when injecting botulinum a toxin into the extraocular muscle, EMG (Electromyography) 
is used for accurate location.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s of subtenon botulinum toxin injection 
without EMG guidance by quantifying the morphological changes of the extraocular muscle fibers in rabbits. 
Methods: Using 10 New Zealand white rabbits, 10 units of botulinum a toxin in 0.1 ml of normal saline 
was injected into the subtenon space of the superior rectus muscles, 5 mm from the muscle insertion in right 
eyes. As a control, 0.1 ml of normal saline was injected into the subtenon space of the superior rectus 
muscles in left eyes. At 3 weeks after injections, the bilateral superior rectus muscles of each rabbit were 
carefully dissected from the globe. Cross-sections of 5 µm thickness were obtained at the site, 5 mm from 
the insertion of each superior rectus muscle. Sections were stained with Masson's trichrome and observed by 
light microscopy. Using Image-Pro Plus software, the diameter of the orbital layer myofibers was measured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using the Kruskal-Wallis test.
Results: The average diameter of the orbital layer fiber cells after botulinum toxin injection was 11.5±2.26 
µm at 3 weeks, whereas that of the control was 14.4±3.77 µm.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Conclusions: The diameter of myofibers in the orbital layer was reduced after subtenon botulinum 
a toxin injection. Further studies on the duration of botulium toxin in subtenon space and the change in the 
size of myofibers depending on the dosage of botulinum toxin will be necessary. 
J Korean Ophthalmol Soc 47(2):305-311, 2006

Key Words: Botulinum a toxin, Chemodenervation, Extraocular Muscle, Subtenon's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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