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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보툴리눔 A 형 독소 주사가 

교근의 근전도에 미치는 향

  총 23 명의 지원자를  무작위적으로 A, B, C, 3개 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A 집단

에는 양측 교근에 각각 25단위의 독소를 주사하 고 B 집단에는 각각 35단위의 독

소를 주사하 다. C 집단은 대조군으로 생리 식염수를 주사하 다. 

  각각의 집단에서 주사 전과 주사 후 2주, 4주, 8주, 12주, 24주에 걸쳐 교근의 천

층과 전방 측두근에서 근전도를 측정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근전도 값의 변화와 

독소의 사용량에 따른 근전도 값의 변화의 차이를 조사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BTX-A를 주사한 두 집단에서는 주사 후 교근에서 근전도의 활성의 감소를 보

으며 주사 후 약 2주 경까지 급격히 감소하 다. 

  2. 감소된 교근의 근전도는 주사 후 약 8주부터 회귀를 보 으며 24주가 경과한 

후 에도 주사 전과 비교하여 100%의 회귀를 보이지는 않았다.

  3. 35단위를 사용했던 집단이 25단위를 사용하 던 집단에 비해서 치료 지속시간

이 길어지거나 근전도 값이 더 많이 감소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24주가 경과

한 후 회귀량은 35단위를 사용했던 집단에서 더 컸다. 

  4. 주사 후 교근의 활성 감소에 따른 측두근의 보상성 근전도 활성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 되는 말 : 보툴리눔 A 형 독소, 근전도, 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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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A 형 독소 주사가 교근의 근전도에 

미치는 향

< 지도 최 종 훈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한 석

Ⅰ. 서 론

  보툴리눔 독소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로 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세균에 의해 

생성되며 8종류의 serotype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A, B, F 형이 인체에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lostridium botulinum는 인체에 botulism을 일으키는 세균이며 

임상적으로 구토, 복통, 시각 장애, 중추성 신경 증상, 분비 장애, 운동장애, 구강 및 

인두의 건조, 소화불량, 산동, 안검하수 등의 증상을 보인다(Brin 등, 1997). 

  보툴리눔 독소는 골격근의 신경말단에서 칼슘이온에 의해 매개되는 아세틸콜린의 

유리를 억제함으로서 근육을 탈신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근육에 마비를 야기한다. 

마비의 정도는 주입된 독소의 양에 의해 결정되며 아세틸콜린의 유리의 억제는 비

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eund 등, 1999, Melling 등, 1988).

  보툴리눔 독소는 신경절전 신경독소로 분류되며, 이 독소가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된 계기는 20세기 초에, 독소를 주사했을 때 botulism을 야기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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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육의 국소적인 마비를 일으키는 것이 관찰되고서부터 다(Johnson, 1999). 이후 

Scott 등(1981)이 보툴리눔 A 형 독소를 사시 치료에 적용하 으며 1989년 미국 식

품의약청에서는 안검 경련, 사시 및 안면 신경질환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를 하 다. 2002년에는 미용 목적으로 이마 주름 제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

다. 현재 이 독소는 사시(Scott, 1981), 안검경련(Jankovic 등 1988), 편측성 안면 경련

(Jitpimolmard 등 1998), 경부 근긴장 이상(Dutton 등, 1996, Gelb 등, 1989, Jankovic 

등, 1990), 안면 주름(Blitzer 등, 1993), 교근 비대(김 등, 2003, Kim 등, 2003 Moore 

등, 1994, Park 등, 2003, Smyth등, 1994), 액와부의 다한증(Heckmann 등, 2001), 긴

장성 두통 및 편두통(Binder 등, 2000, Schulte-Mattler 등, 1999, Silberstein 등, 2000) 

등 기능적 또는 성형 목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lectromyography(EMG)는 일반적으로 표면 전극을 이용하여 근육의 전기적 활성

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근육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혹은 비정상적인지를 평가하

는 임상적 검사법이다(Mohl 등, 1990). 치과 역에서는 Moyer 등(1949)에 의해 처음 

이용된 이래 두경부 근육의 진단과 평가에 이용되어 온 대표적인 진단 술식 중 하

나이다. 근전도를 이용한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하악위(Sheikholeslam 등, 1982), 고경

변화(Manns 등, 1983), 교합간섭(Ingervall 등, 1982), 이악물기(Christensen 등, 1990, 

Holmgren, 1990), 교합력(Kawazoe 등, 1979), 저작 운동(Uchida 등, 1999), 교합장치

(Kawazoe 등 1980, Miralles 등 1992), 두부자세의 향(송 등, 1996), 치료효과

(Moller 등, 1984)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상당수 연구들이 행하여져 왔다(허 등, 

1999). 예를 들어 EMG 연구는 근육의 과사용과 이악물기 또는 이갈이 등과 같은 습

관, 근관절 질환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었고(Rugh 등 1988) 저작근의 야간 활성 수

준과 안면통의 연관성 또한 나타내었다(Clark 등 1981). 또한 교근 비대증 환자에서

의 근육의 과활성이나 이악물기, 이갈이 등에서의 근육의 과활성 등이 나타남을 보

여주었다(Christensen 등, 1981).  

  이런 EMG 연구의 결과들은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여전히 근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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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진단이나 치료의 효율성의 평가 등에 사용되고 있고 또한 근육의 과활성과 

저활성, 경련, 피로, 부조화의 발견, 이완상태의 지표 및 부기능 습관의 치료 등에 

사용되는 등 그 사용 빈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근에 보툴리눔 A 형 독소(BTX-A)를 주사 시 교근의 근전

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독소가 교근의 과긴장 및 비대의 치료와 이악물기와 

이갈이 등 부기능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 다. 또한 

독소의 사용량을 달리하여 용량에 따른 근전도 변화량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사용

량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보고자 하 으며, 주사 후 주기적으로 근전도를 측정하여 

이 독소의 치료 발현 시기 및 최대 효과 발현 시기, 치료 효과의 유효기간 등을 알

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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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재학생 및 치과병원 교직원 중 이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총 23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 다. 이 중 남자는 7명, 

여자는 1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6.2세(범위 : 22 세-35 세) 다. 이 들 연구 대상

에게는 본 연구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 으며 연구 도중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나 합병증에 관하여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 다.

  연구에 앞서 임상 검사와 충분한 병력 청취를 하 으며 이들 모두는 연구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전신 질환이나 병력이 없었다. 이들 중 22명은 이갈이

나 이악물기 등의 습관이 있었으며 19명은 경도에서 중등도의 근육 압통을 보 다

(표 1).

Table 1. The number of the volunteers showing muscle tenderness and parafunction in  

each groups

MT : muscle tenderness ;  PF : parafunctuon

PF MT PF & MT

A Group 0 0 8

B Group 1 0 7

C Group 2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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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실험 대상군의 분류

  사용된 보툴리눔 독소의 사용량에 따라 23명의 실험 대상군은 무작위적으로 3개

의 집단으로 나뉘었다. 

  1) A 집단 

    양측 교근에 각각 25단위의 보툴리눔 A 형 독소를 주사.

  2) B 집단

    양측 교근에 각각 35단위의 보툴리눔 A 형 독소를 주사.

  3) C 집단

    대조군으로 생리 식염수를 주사.

나. 사용 약제 및 약제의 준비

 

  100단위의 독소 분말이 진공상태로 vial에 담겨져 있는 보툴리눔 A 형 독소( 

BTXA®, Lanzhou)를 사용하 으며 1cc의 생리 식염수에 희석하여 0.1cc당 10단위의 

주사액을 만들었다. 

 

다. 근전도의 측정 

 

  EMG는 BioPAK
®
 system(Bioresearch Inc., Milwaukee, USA)을 사용하 다. 술 

전, 술후 2주, 4주, 8주, 12주, 24주에 걸쳐 정기적으로 EMG를 측정하 다. 이완 상

태와 최대 교합 시에 양측의 측두근의 전방부와 교근의 천층에서 각기 측정하 다.  

  라. 주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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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c의 주사기에 25G의 주사바늘을 사용하 고 자입점은 교근의 하방 1/3부위에서 

가장 풍융한 곳을 찾아 하악골의 하연과 평행하게 두 점을 표시하 다. 두 점 사이

의 거리는 대략 1cm정도 다(그림 1). 

  A 집단은 한 점에 12.5단위씩 편측에 25단위, 양측 50단위를 사용하 고 B 집단은 

한 점에 17.5단위씩 편측에 35단위, 양측에 70단위를 사용하 다. 대조군인 C 잡단

에는 생리 식염수를 주사하 다. 

  주사 바늘을 피부에 수직으로 자입하여 하악골을 닿은 후 독소가 교근의 중앙에 

주입되도록 약 3mm정도 후퇴하여 교근 내에 주사하 다.

  위의 모든 과정은 이중 맹검법으로 진행되었다.

    

Fig 1. Marking of injection sites and injecting BTX-A into the masseter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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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방법

 

가. 통계 처리는 SAS
®
 version 8.1 윈도우용 통계 프로그램(SAS institute, USA)을 

이용하 다. 

나. 각 집단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근전도 값의 변화를 검증하 다.

다. 독소의 사용량에 따른 근전도 값의 변화 차이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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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이완 상태에서의 근전도 값의 변화

 

  각 집단에서의 이완 상태에서의 교근의 근전도 값의 변화는 주사 전과 주사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 〉0.05), 마찬가지로 측두근에

서도 근전도 값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p 〉0.05). 

  또한 교근과 측두근에서 각 시기별로 근전도 값을 측정하 을 때 독소의 사용량

에 따른 각 집단간의 근전도 값의 차이도 없었다(p 〉0.05). 

  이는 이완상태에서의 각 근육의 낮은 근전도 수치와 미미한 변화량에 기인한 것 

같다.

 

2.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의 근전도 값의 변화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의 근전도 값의 변화는 표 2에서 표 4와 그림 2에서 그림

5에 정리되어있다. 편측에 25단위의 BTX-A를 주사한 A 집단의 경우에 교근의 근전

도 수치는 주사 후 2주까지 급격히 감소하 다. 좌측 교근에서는 원래 근전도 수치

의 28.1%까지 감소를 보 으며 우측 교근에서는 22.9%까지 감소하 다. 그 후 8주 

때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4주째에는 좌측 교근의 경우에는 원래 근전도의 

54.5%까지 회귀되었으며 우측 교근의 경우에는 56.5%까지 증가 되었다(p〈0.05).

  35단위를 주사하 던 B 집단에서도 주사 후 2주 까지 급격히 근전도 수치가 감소

하여 좌측 교근에서는 윈래 근전도의 25.5%, 우측 교근에서는 32.7%까지 감소하

다. 또한 이 집단에서도 8주 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주사 후 24주째에는 우측 교

근은 원래 근전도 수치의 75.1%까지 증가하 고 좌측 교근의 경우에는 8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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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었다(p〈0.05). 

  생리 식염수를 주사하 던 C 집단에서는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 〉0.05).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 측두근에서의 근전도 값의 변화는 좌우측 모두에서 주사 

전과 주사 후에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 〉0.05).

Table 2.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EMG of the superficial masseter muscle and 

the anterior temporal muscle in BTX-A injection(25U injection)

aTM : anterior temporal muscle ; sMM : superficial masseter muscle

Pre-
injection

Post-injection

2 week 4 week 8 week 12 week 24 week

aTM
Right 147.7 117.4 122.0 138.3 127.2 113.2

Left 134.1 115.2 102.7 108.4 118.2 104.4

sMM
Right 137.8 31.6 30.7 38.6 57.2 77.9

Left 134.8 37.9 33.0 32.1 49.9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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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EMG of the superficial masseter muscle and 

the anterior temporal muscle in BTX-A injection(35U Injection)

aTM : anterior temporal muscle ; sMM : superficial masseter muscle

Table 4.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EMG of the superficial masseter muscle and 

the anterior temporal muscle in saline injection

aTM : anterior temporal muscle ; sMM : superficial masseter muscle

Pre-
injection

Post-injection

2 week 4 week 8 week 12 week 24 week

aTM
Right 141.5 146.8 114.6 106.6 143.4 124.9

Left 132.6 130.0 125.7 122.7 143.9 99.6

sMM
Right 84.6 27.7 19.8 27.6 50.1 63.5

Left 77.9 19.9 32.2 22.8 44.3 63.3

Pre-
injection

Post-injection

2 week 4 week 8 week 12 week 24 week

aTM
Right 143.0 133.0 147.3 147.2 135.7 162.9

Left 125.7 131.0 128.9 151.0 146.9 173.2

sMM
Right 156.9 126.9 141.9 171.1 155.2 173.3

Left 161.0 127.4 133.1 146.5 126.8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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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C :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state, re : resting state

c : saline injection, 25 : 25 unit injection, 35 : 35 unit injection  

Fig 2. The EMG of the right anterior temporal muscle at resting and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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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C :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state, re : resting state

c : saline injection, 25 : 25 unit injection, 35 : 35 unit injection  

Fig 3. The EMG of the left anterior temporal muscle at resting and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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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C :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state, re : resting state

c : saline injection, 25 : 25 unit injection, 35 : 35 unit injection  

Fig 4. The EMG of the right superficial masseter muscle at resting and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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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C :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state, re : resting state

c : saline injection, 25 : 25 unit injection, 35 : 35 unit injection  

Fig 5. The EMG of the left superficial masseter muscle at resting and Maximum 

voluntary contractio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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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소의 사용량에 따른 근전도 변화의 차이 

  각 시기별로 독소의 사용량에 따른 각 집단간의 근전도 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p 〉0.05).

  그러나 전반적으로 편측에 25단위를 주사하 던 A 집단에서 35단위를 주사하 던 

B 집단보다 오히려 근전도 값의 감소폭이 더 컸다. 

  또한 24주 후에 회귀된 양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도 A 집단에서는 좌우측 교근에

서 각각 원래 근전도 값의 54.5%와 56.5%까지 회귀된 반면 B 집단에서 각각 81.3%

와 75.1%까지 회귀가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양을 사용하 던 집단에서 회귀가 더 많

이 일어났다(표 5).

Table 5. The change of the EMG value(%) of the masseter muscle in each group by the 

elapsed time 

Rt MA : right masseter muscle ; Lt MA : left masseter muscle

25U injection 35U injection

Rt MA Lt MA Rt MA Lt MA

Pre-injection 100.0 100.0 100.0 100.0

2  week 22.9 28.1 32.7 25.5

4  week 22.3 24.5 23.4 41.3

8  week 28.0 23.8 32.6 29.3

12 week 41.5 37.0 59.2 56.9

24 week 56.5 54.5 75.1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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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보툴리눔 독소는 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혐기성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외독

소로 운동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유리를 억제함으로써 골격근에서 근육의 약

화나 마비를 일으킨다. 이 효과의 정도는 용량에 따라 결정되며 아세틸콜린 유리의 

억제는 비가역적으로 일어난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을 정도의 약화 또는 마비는 

주사 후 24시간에서 48시간에 나타나며 이 시간은 운동 신경 말단에서 저장된 아세

틸콜린 소포가 소진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아세틸콜린과의 결합이 구

적으로 일어날 지라도 마비 효과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지속이 되는데 이런 국

소 마비의 회복은 신경이 새로 자라 들어와 근육 신경의 재분포화가 일어남으로써 

가능하며 신경 전달의 과정은 완전히 회복되고 결과적으로 근육의 기능도 주사 전

과 같이 완전히 회복된다(Duchen, 1971, Freund 등, 1999, Hold 등, 1990, Niamtu, 

1999). 이 것이 보툴리눔 독소가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이다. 또한 

BTX-A의 median lethal dose(LD50)는 2500단위에서 3000단위로 우리가 안면 성형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 용량의 100배가 넘는다(Niamtu, 1999, Scott등, 1988). 이 또

한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동물실험에서도 위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 10-14일에 조직

학적으로 근섬유의 위축이 나타나며 이는 4-6주가 넘게 지속된다. 이런 근섬유의 위

축은 가역적으로 일어나며 4-6개월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Borodic, 1994, Park 등, 

2003). 

  von Lindern 등(2001)은 BTX-A를 이용한 연구에서, 주사 후 3주에서 8주 사이에 

현저한 교근의 위축을 보 고 최대 25개월까지 효과가 유지되었다고 보고하 다. 

  BTX-A는 heavy chain과 light chain으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heavy chain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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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신경 말단에 결합한 후 receptor-mediated endocytosis에 의해 toxin-containing 

vesicle을 형성하며 내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내부로 들어간 후 heavy chain과 light 

chain이 분리되어 신경 전달 차단 인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light chain이 세

포질 안으로 분비가 된다. 이 light chain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세포질 단백인 

SNAP-25(synaptosome-associated protein)을 파괴하여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게 

된다(Binz 등, 1994, Turton 등, 2002). 이에 향을 받은 신경 말단은 근 수축 자극

으로부터 차단된다. 하지만 보툴리눔 독소는 아세틸콜린의 생합성이나 저장에 향

을 미치지 않으며 신경을 따라 흐르는 전기적 자극의 전도에도 향을 미치지 않는

다, 한편 근육이 독소에 노출 된지 2일 이내에 새로운 외측의 비수초화된 부수적인 

신경분지들을 만들기 시작하여 주변 근섬유에 새로운 근육 신경 접합을 형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임상효과가 4-6개월 정도 지속된다. 

  많은 연구가 시행되면서, 보툴리눔 독소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밝혀졌는데 

주로, 두통, 호흡기 감염, 오심, 경통, 눈꺼풀이 굵어지거나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 눈꺼풀이 쳐지는 안검하수 증상이 나타났다. 보툴리눔 독소의 전신적인 

부작용은 흔하지 않으며 간혹 일시적인 약화나 오심, 소양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Freund 등, 1999). 국소적으로는 두통, 저작력 약화, 미각이상, 구강 건조 등이 나타

날 수 있고, 주사 부위의 울혈, 부종, 통증 등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

작용도 가역적인 것이어서 약효가 지속되는 기간에 나타난다.

  보툴리눔 독소의 치료는 대다수의 환자에 있어 안전하게 사용이 될 수 있지만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기시 되어있다. 먼저 근무력증을 나타내는 

환자인데 독소의 근육 이완 효과가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임산부

나 아미노 리코사이드계 항생제를 복용중인 자와 어금니 부위에 심한 염증이 있어

서 안면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이 독소 사용의 금기이다. 또한 제7뇌신경 

손상으로 이미 안면부에 마비가 존재하고 안면 길이에 심대한 비대칭을 가진 경우

도 삼가여야 한다(Ellis 등, 1997, Niamtu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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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주사 후 2주까지 발생된 부작용에 대해 조사를 하 는데 발현된 

모든 부작용은 일시적이었으며 국소적으로 나타났다. 편측 교근에 25단위의 BTX-A

를 주사했던 A 집단의 경우에는 2명에서 일시적인 두통을 호소하 고 주사부의 부

종 1명, 주사부의 통증 3명, 그리고 4명에서 일시적인 저작력의 약화를 호소하 다. 

35단위를 주사하 던 B 집단에서는 2명에서 두통, 주사부의 울혈 1명, 주사부의 통

증 2명, 그리고 4명에서 저작력 약화를 보 다. 대조군인 C 집단에서는 주사부의 울

혈, 통증이 각 1명에서 나타났으며 1명에서 저작력 약화를 호소하 다(표 6). 이외에

도 25단위를 주사하 던 A 집단에서는 1명에서 이악물기 중상이 심화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이완상태에서의 근전도는 대조군이나 실험군 모두에서 주사 전과 

주사 후에 유의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완상태에서의 작은 근전도 

값과 각각의 시점에서 근전도 측정시의 미미한 변화량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같다. 

  최대 이악물기 상태에서의 근전도의 변화는 교근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근전도

는 주사 후 2주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여 좌측 교근에서의 경우, A 집단에서는 주사 

전과 비교하여 28.1%까지 감소하 으며 B 집단에서는 25.5%까지 감소하 다. 우측 

교근의 경우에는 A 집단에서는 22.9%, B 집단에서는 32.7%까지 감소하 다. 이후 8

주 경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주사 후 24주 경에는 25단위를 주사한 좌측 교

근에서는 주사전의 54.5%까지 증가하 으며 우측 교근에서는 56.5%까지 회귀되었

다. 그리고 35단위를 주사했던 좌측 교근의 경우는 81.3%, 우측 교근의 경우는 

75.1%까지 회귀되었다. 한 편 대조군의 경우에는 유의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약 2주경에 근육의 위축이 일어난다는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 다. 그 후 

이런 위축은 4-6개월 정도 지속되며 회복이 된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사 후 

24주가 지나도 주사 전과 같이 100%로 회귀되지는 않았다. 

  각 시기별로 독소의 사용량에 따른 근전도 값의 변화는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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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p 〉0.05). 이 결과로 볼 때 25단위와 35단위를 각각 사용하 을 때 치료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35단위를 주사하는 것이 25단위를 주사하는 

것보다 근전도 값을 더 많이 감소시키지도 않았고 약효 지속 시간을 더 연장시키지

도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수치상으로는 편측에 25단위를 주사하 던 A 집단에서 

35단위를 주사하 던 B 집단보다 근전도 값의 감소 폭이 더 컸다. 또한 24주 경과 

후에 회귀된 근전도 값을 보면 25단위를 주사하 던 A 집단은 좌측과 우측 교근에

서 각기 원래 근전도 값의 54.5%와 56.5%까지 회귀된 반면, 35단위를 주사하 던 B 

집단에서는 좌우측 교근 각각 81.3%와 75.1%까지 증가되어 용량을 더 많이 사용하

던 Ｂ 집단에서 오히려 회귀량이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BTX-A는 교근의 근전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고 이 효과는 주

사 후 약 2주 경까지 급속하게 증가하 다가 약 8주경부터 점점 회귀되기 시작하

다. 그리고 주사 후 24주가 지나도 예전 수준과 비교하여 100% 회귀되지는 않았다. 

  전통적으로 근육 과활성이나 이로 인한 근육 긴장, 근육 통증, 근육 경련, 그리고 

구강 악습관을 치료하기위해서는 교합 안정 장치나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이 시행 

되어 왔다. 그러나 BTX-A가 교근의 근활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약효 지속 기간 또

한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므로 이전에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치료 방법에 반응을 보

이지 않는 환자나 예전의 치료방법을 시행 할 수 없는 환자에게서 좋은 효과를 얻

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향후 더 장기간에 걸친 임상 실험이 필요하며 그 정확한 효능과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각각의 질환과 구강 악습관의 치료와 증상

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독소의 치료 용량 및 방법을 검증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리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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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ide effects of BTX-A injection from post-injection to 2 weeks after injection

WBF : weakening of bite force, DM : dry mouth

headache bruise pain WBF dysgeusia DM swelling

A Group 3 0 3 4 0 0 1

B Group 2 1 2 4 0 1 0

C Group 0 1 1 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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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연구에 참여를 신청한 23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 고 실험군은 각기 사용된 

BTX-A의 양에 따라 2개 집단으로 나뉘었으며 대조군으로 생리 식염수를 사용한 1

개 집단을 두었다.

  주사전과 주사 후 2주, 4주, 8주, 12주, 24주에 걸쳐 이완상태와 최대 이악물기 상

태에서 근전도를 측정하 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처리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BTX-A를 주사한 두 집단에서는 주사 후 교근에서 근전도의 활성의 감소를 보

으며 주사 후 약 2주 경까지 급격히 감소하 다. 

2. 감소된 교근의 근전도는 주사 후 약 8주부터 회귀를 보 으며 24주가 경과한 후

에도 주사 전과 비교하여 100%의 회귀를 보이지는 않았다.

3. 35단위를 사용했던 집단이 25단위를 사용하 던 집단에 비해서 치료 지속시간이 

길어지거나 근전도 값이 더 많이 감소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24주가 경과한 후 

회귀량은 35단위를 사용했던 집단에서 더 컸다. 

4. 주사 후 교근의 활성 감소에 따른 측두근의 보상성 근전도 활성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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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f botulinum toxin A injection

 on the electromyographic activity of masseter muscle

Han Seok Kim,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 Hoon Choi, D.D.S., Ph.D.)

  23 applican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3 groups(A, B, C). In group A, 25 

unit of BTX-A was unilaterally injected into masseter muscle(bilaterally 50 unit) 

and in group B, 35 unit was unilaterally injected(bilaterally 70 unit). In group C, 

controlled group, normal saline was injected.

  In each of them, EMG was examined before injection and 2weeks, 4weeks, 

8weeks, 12weeks, 24 weeks after injection.

  The changes of EMG value was insighted by elapsed time in each group, and 

at each time, the differences of the change of EMG value was also investigated 

among the groups. Then these results were analysed statisticall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followings

1. In two groups with BTX-A injection, EMG activity of masseter muscles was 

reduced  and it was suddenly reduced within 2weeks after injection.  

2. From 8weeks after injection, EMG activity of masseter muscles bega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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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und, but at 24 weeks after injection, was still lower than that of 

pre-injection.

3. More reduction was not occurred in the group B than in the group A and 

therapeutic effect also was not maintained longer in the group B than in the 

group A. In addition, rebound of EMG value was more in group B than in 

group A. 

4. Even though EMG activity of masseter muscle was reduced, there was no 

change in the EMG activity of temporal muscl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 : Botulinum toxin, BTX-A, EMG, masseter mus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