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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보툴리눔 A형 독소주사와 교합안정장치 치료에 의한 

교근부 안모 변화

  이 연구는 보툴리눔 A형 독소(이하 BTX-A)를 주사한 경우와 BTX-A 주사와 교합

안정장치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서의 교근부 연조직의 크기 변화를 Frontal 

Cephalogram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재학생 및 연세대학교 치

과병원 직원 가운데 총 48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 다. 이 자원자들 중 6주 및 

12주에 걸쳐 Frontal Cephalogram을 촬 한 대상자 47명을 최종적인 연구대상으로 

하 다. 이들을 세분화된 6개군- 생리식염수 주사한 대조군(A), 양측 교근에 BTX-A 

25Unit을 주사한 군(B), 양측 교근에 BTX-A 35U를 주사한 군(C), 생리식염수를 주사

한 후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대조군(D), 양측 교근에 BTX-A 25U를 주사하고 교합

안정장치를 장착한 군(E), 양측 교근에 BTX-A 35U를 주사하고 교합안정장치를 장착

한 군(F)으로 분류하 다. 대상자의 하악각(Mn. angle)에서 교근의 종착점까지를 삼

등분하여 하방 1/3의 가장 풍융한 부위 두 군데를 1cm 간격을 두고 주사하 다. 

Frontal Cephalogram 측정은 연세대학교 방사선과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행하

으며, 촬 은 시술전, BTX-A 주사 6주후와 12주후에 측정하 다. 

  측정 대상은 antegonial notch에서 TMJ의 과두 최대 높이(condyle head top)까지 

수직선을 그은 후 4등분하여 하방1/4지점 (I, Injection point)에서 교근부 연조직의 

크기 변화를 양측으로 측정하 다. 교합안정장치 군에서는 안정장치를 뺀 상태에서 

전방부두부방사선 계측 사진(Frontal Cephalogram)을 촬 하 고 모든 통계처리는 

Manova test으로 시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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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리식염수 주사한 대조군(A)과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후 교합안정장치를 장착

한 대조군(D)에서는 유의성을 갖는 변화가 없었고, 우측 교근에 BTX-A 25U를 

주사하고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E)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군에서는 유의성

을 갖는 변화를 보 다(p<0.05).

  2.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과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군에서의 교근부 

연조직 두께의 변화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3. BTX-A 용량에 따른 차이 즉, 양측 교근에 BTX-A 25U를 주사한 군(B)과 양측 

교근에 BTX-A 35U를 주사한 군(C) 모두에서 교근부 연조직 감소를 볼 수 있

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BTX-A 용량 차이가 교근부 연조직 감소에 특이할 만한 

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 양측 교근에 BTX-A 25U를 주사하고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E)과 양측 교근

에 BTX-A 35U를 주사하고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F)에서는 유의성이 있는 

교근부 연조직 감소를 볼 수 있었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BTX-A 투여 후 교근부 연조직 변화에 관한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실험군에 연조직 감소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교합안정장치

를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BTX-A의 용량에 따른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양상을 통해 교합 안정장치가 BTX-A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실험을 통하여 BTX-A와 교합안정장치가 교근부 

연조직 감소에 끼치는 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차후 더 다양한 용량의 BTX-A에 대

한 실험 및 BTX-A의 투여부위에 따른 효과의 차이, 환자의 저작습관과 그 효능과의 

관련성, 교합안정장치와의 상관관계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 보툴리눔 A형 독소(BTX-A), 교합 안정장치, 전방부두부방사선 계측

사진(Frontal Cephalogram), 교근 



- 1 -

보툴리눔 A형 독소주사와 교합안정장치 치료에 

의한 교근부 안모 변화

< 지도 김 종 열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국

Ⅰ. 서 론

  19세기 초 독일에서 식중독으로 한번에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

다. 당시 의사인 유스티누스 케르너는 이 식중독의 원인이 보관이 잘 안된 소시지

나 통조림에서 유래하는 “보툴리눔” 이라는 독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 

질병을 “보툴리즘(botulism)”이라고 명명했다. 케르너는 이에 대한 기전으로 이 독성

이 근육의 수축과 마비를 일으킨다고 제시하 다. 

  보툴리눔 독소의 작용기전은 신경독이 콜린계 신경의 시냅스전 신경말단에 부착

되어 신경근육접합부에 말초신경의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근육의 수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후 많은 연구를 통하여, 보툴리눔 독소가 Specific 

SNARE protein에 작용함으로서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보툴

리눔 독소는 면역학적 특징에 의하여 8가지 Sub Type으로 분류되며, 그 중 A, B, F

형이 인체에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인체 내에서의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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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에서는 1981년 Dr. Scott에 의해 최초로 보툴리눔 A형 독소(이하 BTX-A)를 

사시 치료에 적용하 으며, 198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안검경련, 사시 및 안

면신경질환 치료용으로 허가를 받기에 이르 고, 2002년에 이르러 미용목적

(Cosmetic use)으로 이마 주름제거의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BTX-A 

시술은 사시와 같은 신경근 질환 뿐 아니라 주름살, 중풍, 치질, 사각턱, 종아리비대

등의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BTX-A가 편두통 치료에도 효과적

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Stephen(2000)등은 편두통환자에 BTX-A를 주입함으로서 

두통이 억제됨을 발견하 고, 독소에 의한 부작용이 거의 없었으며 3-4개월동안 효

력이 지속되는 장점이 있었다고 보고하 다.

  지금까지의 교근과 측두근의 비후에 대한 치료는 주로 보존적인 요법이나 수술적 

요법이 대부분이었다. 보존적 요법에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근육운동, 식이제한, 행

동조절 및 교합안정장치가 있다. 반면, 수술적인 방법은 1947년 Adams에 의하여 피

부절개를 통한 저작근 절제술이 소개되었고, 1951년 Converse에 의하여 구강내 절

개를 통하여 뼈와 저작근을 동시에 절개하는 수술방법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최근

에는 BTX-A를 이용한 교근 비후에 대한 치료 방법이 많이 연구 되고 있다. 

  교근과 측두근의 비후에 대한 치료는 주로 보존적인 요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가운데 교합안정장치는 일반적으로 근육 과활성의 치료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에서의 교합안정장치 치료 과정에서 근활성이 감

소되었다는 결과에 의한 것이다. 한편, 교합안정장치는 상악 또는 하악치아의 교합

면과 절단면을 피개하여 대합치와 생리적 접촉관계를 회복시키고, 하악의 기능적 운

동경로를 부여함으로써 안정된 교합기능을 유도하는 가철성 장치이다. 이런 교합안

정장치는 처음에는 이갈이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측두하악장애증

의 진단과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여러 학자들이 측두하악장애환자에 있어서 교합안정장치의 사용으로 일시적

으로 교합간섭을 제거하여 근육의 긴장도를 감소시키고 기능적으로 조화있는 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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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보고 하 다 (Christensen 등, 1980; Kovaleski 등, 1975; 

Mann 등, 1985). 이와는 달리 Wood와 Tobias(1984)외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인에 있

어서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결과 폐구근의 활성이 17%증가한다고 하 으며, 

Manns(1989)등은 교근에서는 근활성이 증가하지만 전측두근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Frontal Cephalogram을 통하여 BTX-A를 주사한 경우와  

BTX-A 주사와 교합안정장치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서의 교근부 연조직의 크기 변

화를 관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BTX-A를 사용한 경우에서 관찰되는 교

근비대 감소가 BTX-A와 교합안정장치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서도 유의성을 갖는 

범위내에서도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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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재학생 및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직원 가운데 총 48명의 자

원자를 대상으로 하 다. 이 연구에서는 1명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끝까지 참여하

지 못하 다. 평균 연령은 25.7세이며, 건강한 남자 21명과 여자 26명으로 총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 다. 실험 시행 전 대상자 전원에 대한 근육 및 구내 검사를 통하

여 47명중 저작근 압통만을 보이는 경우가 4명, 이상기능 습관만을 보이는 경우가 6

명, 저작근 압통과 이상기능 습관 두 가지를 모두 보이는 경우가 36명이었으며,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가 1명이었다(그림 1).

Fig 1. Showing the Set Relationship of Muscle Examination

      A=Muscle Tenderness B=Parafunctional Habit, n=47 (1명 누락)

C=1

None

4 36 6



- 5 -

2. 연구 방법

    

가. 대상자 분류 방법

  무작위로 48명의 실험대상자 중 각 8명씩 채취하여 6개군으로 분류하 다. 6개군

은 생리식염수 주사한 대조군(A), 양측 교근에 BTX-A 25Unit을 주사한 군(B), 양측 

교근에 BTX-A 35U를 주사한 군(C),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후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대조군(D), 양측 교근에 BTX-A 25U를 주사하고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E), 양측 

교근에 BTX-A 35U를 주사하고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F)으로 분류하 다(표 1).

Table 1. Classification for Double Blind Study 

                

나. 시술 방법 

  100단위의 독소 분말이 담겨져 있는 보툴리눔 A형 독소(BTXA
®
, Lanzhou)에 1cc

의 생리 식염수를 희석하여 0.1cc 당 10단위의 보툴리눔 A형 독소를 포함하는 주사

 Classification (Group) Subjects (No.)

A Control 7

B BTX-A 25U 8

C BTX-A 35U 8

D Control+Splint 8

E BTX-A 25U+Splint 8

F BTX-A 35U+Splint 8

Total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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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만들었다. 자입점은 대상자의 하악각(Mn. angle)에서 교근의 종착점까지를 삼

등분하여 하방 1/3의 가장 풍융한 부위 두 군데를 1cm 간격을 두고 주사하 다(그

림 2).

  주사용량은 BTX-A 25U군에서는 두 자입점에 각각 12.5단위로 하여, 편측으로 25

단위 그리고 BTX-A 35U군에서는 각각 17.5단위로 하여, 편측으로 35단위, 양측으로 

주사하 다. 주사바늘의 직경은 26G 으며, 주사방법은 자입점에 수직으로 주사하여 

주사바늘이 하악골에 닿으면 약 3-4mm 정도 삽입반대방향으로 후퇴시켜 근육내 주

사 되도록 시행하 다. 교합안정장치 군에서는 투명한 자가 온성레진을 이용하여 직

접법으로 제작하여 하악에 장착하 다. 

  이 장치는 모든 치아의 교합면을 덮으며 대합치의 기능 교두만 균등한 접촉(even 

contact)을 이루게끔 제작하 다.

Fig 2. Showing the Injection Area: Massester Muscle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 

and the BTX-A was injected in lower 1/3 (two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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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방부 두부방사선 촬 (Frontal Cephalogram)의 측정 방법

  Frontal Cephalogram 측정은 연세대학교 방사선과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행하

으며, 촬 은 시술전, 보톨리눔 A형 독소 주사 6주후와 12주후에 측정하 다. 측

정 대상은 antegonial notch에서 TMJ의 과두 최대 높이(condyle head top)까지 수직

선을 그은 후 4등분하여 하방1/4지점 (Injection point, I지점)에서 교근부 연조직의 

크기 변화를 양측으로 측정하 다. 

  교합안정장치 군에서는 안정장치를 뺀 상태에서 전방부두부방사선 계측 사진

(Frontal Cephalogram)을 시행하 다(그림 3).

 

Fig 3. Showing the Measurements of Frontal Cephalogram 

      I :  Injectio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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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방법

가. 모든 통계처리는 SAS
®
 version 8.1 윈도우용 통계 프로그램(SAS Institute, 

U.S.A.)인 Manova test를 사용하 다.

나. 술전 및 술후 6주와 12주에 대한 교근부 연조직 변화의 차이 값에 대하여 통계

를 하 다.

다.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과 장착하지 않은 군에서의 유의성에 대해서 알아보았

다.

라. 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서 BTX-A 용량에 따른 차이 즉, BTX-A 

25U를 사용한 군과 BTX-A 35U를 사용한 군에서의 교근부 연조직 변화의 차이

에 대하여 통계를 하 다.

마. 25U BTX-A와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했을 때와 35U BTX-A와 교합안정장치 를 장

착했을 때의 유의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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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술전 및 술후 6주와 12주에 대한 교근부 연조직 변화에 

관한 분석

  시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교근부 연조직 변화에 관하여 분석하 다. 각 실험군의 

교근부에서의 시술전에서부터 6주후의 변화량과 12주후까지의 변화량을 알아보았다

(표 2).

Table 2. Total mean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injection of masseteric 

muscle thickness (mm) in Six Groups

    

  

Group

Right Left

pre-6wk pre-12wk pre-6wk pre-12wk

Differences

(mm)
p

Differences

(mm)
p

Differences

(mm)
p

Differences

(mm)
p

A -0.143 -0.214 -0.071 -0.071

B 1.563 * 1.125 1.813 * 1.375

C 1.438 * 2.063 * 1 * 2.125

D 0.625 0.25 0.563 0.25

E 1 1.063 2.438 * 2.313

F 1.688 * 2.75 * 2.813 *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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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howing the total mean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 injection of 

masseteric muscle thickness (mm) in Bar Graph

  이때 변화량이란, 각각 초기 연조직 두께에서 6주후 연조직 두께를 뺀 값과, 초기 

연조직 두께에서 12주후 연조직 두께를 뺀 값이다. 따라서 양의 값은 연조직 두께가 

감소하 음을 음의 값은 연조직 두께가 증가하 음을 의미한다. 

  먼저 시술 6주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생리식염수 주사한 대조군(A)의 경우에서는 

연조직 증가를 보 으며, 실험군에서는 연조직 감소를 볼 수 있었다. 생리식염수 주

사한 대조군(A)과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후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대조군(D)에서는 

유의성을 갖는 변화가 없었고, 우측 교근에 BTX-A 25U를 주사하고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E)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군에서는 유의성을 갖는 변화를 보 다.

  다음으로 12주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생리식염수 주사한 대조군(A)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술전 교근부 연조직 두께보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우측 

교근에 BTX-A 35U을 주사한 군(C)과 좌․우측 교근에 BTX-A 35U를 주사하고 교

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F)에서는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Difference

-1

0

1

2

3

A B C D E F

Group

m
m

Right pre-6wk Right pre-12wk Left pre-6wk Left pre-12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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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과 장착하지 않은 군에서의 유

의성에 관한 분석

  다음으로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과 장착하지 않은 군에서의 교근부 연조직 두

께의 변화를 분석하 다. 앞서 시간 경과에 따른 분석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교근부 연조직 감소를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서의 의미 있는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3. 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서 BTX-A 용량에 

따른 차이 분석

  양측 교근에 BTX-A 25U를 주사한 군(B)과 양측 교근에 BTX-A 35U를 주사한 군

(C), 모두에서 교근부 연조직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군 사이의 의

미 있는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표 3).

Table 3. Comparison of BTX-A 25U Group(B) and BTX-A 35U Group(C)

* : p<0.05 

NS : Not Significant

 

Site 25U(p) 35U(p)

Right * *

Left NS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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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한 경우에서 BTX-A 용량에 따른 차

이 분석

  양측 교근에 BTX-A 25U를 주사하고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E)과 양측 교근에 

BTX-A 35U를 주사하고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F), 모두에서 교근부 연조직 감소

가 관찰되었다. 또한 이 두 군 사이의 의미 있는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표 4). 따

라서 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한 경우에서는 BTX-A의 용량이 교근부 연조직 감소에 

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표 4).

Table 4. Comparison of BTX-A 25U Splint Group(E) and BTX-A 35U Splint Group(F)

* : p<0.05 

NS : Not Significant

Site 25U Splint(p) 35U Splint(p)

 Right NS *

 Lef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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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보툴리눔 독소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이다. 이 독소는 Clostridium Botulinum이라는 세

균에 의해 형성되며 8종류의 serotype을 가지고 있다. Clostridium Botulinum는 인체에 보

툴리즘을 일으키는 세균이며 임상적으로 구토, 복통, 시각 장애, 중추성 신경 증상, 분비 

장애, 운동장애, 구강 및 인두의 건조, 소화불량, 산동, 안검하수 등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는 정제된 독소 1g으로도 수백명의 사람을 호흡 근 마비로 죽게 할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가공할 만한 신경 독소이다. 보툴리눔 독소는 150kd polypeptide chain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kd의 heavy chain과 50kd의 light chain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 

들은 열에 약한 disulfide bond로 연결되어 끓이게 되면 toxin의 성질이 없어지게 된다. 보

툴리눔 독소는 heavy chain의 50kd carboxyl terminal을 통해 콜린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

고 그 후 수용체 매개에 의하여 세포내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보툴리눔 독

소는 synaptosomal associated protein(SNAP-25)의 단백질 분해 현상에 의해 아세틸콜린

의 분비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그 결과 chemical denervation을 초래하여 근육의 

수축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TX-A의 효과가 한시적이며 반복 투여를 요하는 이유

도 근 신경접합부에서의 chemical denervation이 신경말단의 팽창을 초래하고 collateral 

axonal sprouts가 형성되며 새로운 근 신경접합구가 생겨나게 되어 근육의 기능이 약 3개

월에 걸쳐 서서히 돌아오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제된 소량의 BTX-A는 

질환 치료에 적용, 1989년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 받았으며 페니

실린 이후 제2의 기적의 신약이라고 평가될 만큼 의료계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 당시 

FDA에서는 BTX-A를 사용시 사람한테 치사량은 체중 70kg의 성인이 한번에 100단위의 

독소 분말이 담겨져 있는 BTX-A 30병 정도를 주입해야하며, 약간이라도 이상증상이 나타

나려면 한 번에 5병 이상을 맞아야 하는 것으로 발표하 다. 

  Von Lindern(2001)등이 발표한 BTX-A를 이용한 연구에서, 주사후 3주에서 8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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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저한 교근의 위축을 보 고, 최대 25개월까지 효과가 유지되었다고 보고하

다. 이 문헌을 고찰해보면 7명의 편측 혹은 양측의 교근과 측두근의 비후를 가진 환

자를 대상으로 BTX-A를 가지고 치료를 시도하 으며 이중 5명은 이미 BTX-A 치료

전에 교근과 측두근의 과도한 비후로 인하여 보존적 요법으로는 실패한 경우 다고 

한다. 근육주사 후에 7명의 환자모두 3에서 8주 사이에 비후된 근육부위의 현저한 

근위축이 관찰되었으며 4명의 환자는 한번의 주사만으로 미용적으로 만족하는 것으

로 관찰되어졌다. 또한 근육의 비후뿐만 아니라, 비후근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환자

들은 실질적인 통증의 개선을 보 으며, 개구장애를 보인 환자 두명은 15에서 

28mm의 구개의 개선을 보 다. 이런 결과들은 25개월의 추척관찰 기간동안 지속되

었으며 전혀 재발의 기미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환자들은 아주 적은 

스트레스만 주는 치료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모두 미용적으로 개선된 결과에 아주 

흡족해했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교합안정장치의 치료효과에 대해서 Clark(1982)는 교합장애의 제거, 교합고경의 회

복, 상하악관계의 재배열, 측두하악관절의 재위치, 인지효과 등으로 그 기전을 설명

한 바가 있으며 Carlsson(1979)등은 교합안정장치의 사용으로 하악안정위에서의 근

전위가 감소하 다고 하 다. 이러한 실험 외에도 Sheikholeslam(1982)등의 연구보고

와 유사한 것으로서 교합안정장치의 효과가 교근에 있어서는 균형성의 개선보다는 

작용력의 증가로 나타났으며 전측두근에 있어서는 오히려 균형성의 개선이 더욱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었다. 이상의 교합안정장치의 문헌고찰을 통해 저작근

에 미치는 교합안정장치의 효과는 근육별로 개별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또한 교합안정장치를 제거했을 때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나 근활성의 변화양

상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많은 연구가 시행되면서, BTX-A 사용에 대한 부작용 또한 알아낼 수 있었는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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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시 현상, 눈꺼풀이 쳐지는 안검하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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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가역적인 것이어서 약효가 지속되는 기간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BTX-A 주사 후 부작용으로는 10명에서 두통, 4명에서 멍, 2명에서 

부종, 15명에서 통증, 15명에서 저작력 약화, 1명에서 입마름 증상을 보 다(표 5, 그

림 5).

Table 5. The Side Effects after BTX-A Injection

Fig 5. Showing the side effects after BTX-A injection in Bar Graph

Side Effects

(N=47)
Headache Bruise Swelling Pain

Masticatory 

Muscle

weakening

Xerostomia

No.

(Number)
10 4 2 15 15 1

0

2

4

6

8

10

12

14

16

Headache Bruise Swelling Pain Masticatory
Muscle

weakening

Xerosto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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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술전 및 술후 6주와 12주에 대한 교근부 연조직 변화에 관한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실험군에서 연조직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생리식염수 주사

한 대조군(A)과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후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대조군(D)에서는 유

의성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실험군의 대부분에서 유의성을 갖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번 실험에서 BTX-A의 투여부위에 따른 분석을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

았으나, 투여부위와 BTX-A의 효과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는 없다. 따라서 BTX-A의 투여부위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부가적인 실험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험결과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동일군에서도 좌우의 결과가 일

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로는 각 개인들의 저작습관 

및 술전 근육 상태등과 관련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각 개인들의 저작습관을 파악하

고 분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으로 저작습관이 BTX-A 투여 후 끼치는 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BTX-A의 효과에 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짐

작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과 장착하지 않은 군에서의 유의성에 관한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자. 교합안정장치는 하악에 위치시켰으며, one-point contact, 

even contact이 되도록 제작 하 다. 실험 결과는 두 실험군 사이의 유의성 있는 차

이는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번 실험 결과만으로 교합안정장치가 교근부 

연조직 감소에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형태

의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했을 때의 차이와 환자의 증상에 따른 효과 등이 더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서 BTX-A 용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 경우 양측 교근에 BTX-A 25U를 주사한 군(B)과 양측 교근에 

BTX-A 35U를 주사한 군(C) 모두에서 교근부 연조직 감소를 볼 수 있었으며, 유의성

이 부분별로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BTX-A 용량 차이가 

교근부 연조직 감소에 특이할 만한 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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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번 결과가 BTX-A의 용량차이가 그 효과에 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단정 짓

을 수 없으며, 차후 더 큰 용량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반면에 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한 경우에서 BTX-A의 용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보

면 양측 교근에 BTX-A 25U를 주사한 군(E)에서 보다 양측 교근에 BTX-A 35U(F)에

서 유의성이 있는 교근부 연조직 감소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BTX-A의 용량에 따른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

를 보이는 양상을 통해 교합안정장치가 BTX-A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 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더 정확한 결론은 더 다양한 용량의 

BTX-A에서의 교합안정장치의 유무에 따른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번 실험의 대상자들이 교근 비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실제 환자에서와는 다른 

BTX-A와 교합안정장치의 효과 및 변화량을 보 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실험

기간 중 각 실험대상자들의 저작습관, 이상기능 습관 등은 조절될 수 없는 부분이

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결과에 향을 끼쳤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 할 수

는 없다. 

  이번 실험을 통하여 BTX-A와 교합안정장치가 교근부 연조직 감소에 끼치는 향

을 분석해 보았으며, 차후 더 다양한 용량의 BTX-A에 대한 실험 및 BTX-A의 투여

부위에 따른 효과의 차이, 환자의 저작습관과 그 효능과의 관련성, 교합안정장치와

의 상관관계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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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원자 47명을 대상으로 하여, 양측 교근에 보툴리눔 A형 독소주

사량의 차이에 따른 근육 위축 효과와 교합안정장치 유무에 따른 교근부 연조직 크

기 변화의 관련성을 Frontal Cephalogram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생리식염수 주사한 대조군(A)과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후 교합안정장치를 장착

한 대조군(D)에서는 유의성을 갖는 변화가 없었고, 우측 교근에 BTX-A 25U를 

주사하고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E)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군에서는 유의성

을 갖는 변화를 보 다(p<0.05).

  2.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과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군에서의 교근부 

연조직 두께의 변화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3. BTX-A 용량에 따른 차이 즉, 양측 교근에 BTX-A 25U를 주사한 군(B)과 양측 

교근에 BTX-A 35U를 주사한 군(C) 모두에서 교근부 연조직 감소를 볼 수 있

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BTX-A 용량 차이가 교근부 연조직 감소에 특이할 만한 

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 양측 교근에 BTX-A 25U를 주사하고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E)과 양측 교근

에 BTX-A 35U를 주사하고 교합안정장치를 장착한 군(F)에서는 유의성이 있는 

교근부 연조직 감소를 볼 수 있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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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Botulinum Toxin Type A and Occlusal Bite Plane 

Splint on Bilateral Masseter Muscle evaluated with 

Frontal Cephalogram 

Young-kook Kim

Department of Oral medicine/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ng-youl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 of Botulinum Toxin Type 

A(BTX-A) on bilateral masseter muscle evaluated with Frontal Cephalogram This study 

was performed on 48 participants, 22 men and 26 women, in the age range of 21 to 35 

years with a mean of 25.7years, dental students of Yonsei University and the staff of 

Yonsei Dental Hospital. Among 48 participants, one subject weren't able to finish the 

Frontal Cephalogram Measurements through out this study, instead, 47 participants were 

the final subject to finish their measurements in 6weeks and 12weeks after the BTX-A 

injection. The participants were subdivided into 6 Groups- Saline Injection Control 

Group(A), Bilateral BTX-A 25U Injection Group(B), Bilateral BTX-A 35U Injection Group(C), 

Occlusal Biteplane Splint Control Group(D), Bilateral BTX-A 25U Injection with Occlusal 

Biteplane Splint Group(E) and Bilateral BTX-A 35U Injection with Occlusal Biteplane Splint 

Group(F).   

All the subjects were injected at the most hyperactive area in lower 1/3 of 

masseteric muscle which were divided into three sections. Frontal Cephal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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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of the thickness of the masseteric muscle were performed before 

BTX-A injection and 6 weeks and 12 weeks after the injection.  

Masseteric muscle measurements were all made at the lower 1/4 position(I, 

Injection point) of perpendicular line between antegonial notch and top of 

condyle head divided into four parts in Frontal Cephalogram. In Occlusal 

Biteplane Splint Group, the splint was taken off when the X-ray were shot, and 

all the factors were analyzed with Manova tes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thickness of soft tissue in massetric 

muscle in Saline Injection Control Group(A) and Occlusal Biteplane Splint Control 

Group(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observed in most of the groups except right site 

of BTX-A 25U Injection with Occlusal Biteplane Splint Group(E).

2.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the thickness of soft tissue in massetric muscle was not 

observed between the group of Occlusal Biteplane Splint Therapy and the group of 

Non-occlusal Biteplane Therapy. 

3. The thickness of soft tissue in masseteric muscle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etween the Bilateral BTX-A 25U Injection Group(B) and Bilateral BTX-A 35U Injection 

Group(C).

4.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observed between Bilateral BTX-A 25U Injection with 

Occlusal Biteplane Splint Group(E) and Bilateral BTX-A 35U Injection with Occlusal 

Biteplane Splint Group(F)(p<0.05). 

Based on the results stated above, after the injection of BTX-A, the reduction 

of soft tissue was observed in most of the groups. Dosage of BTX-A induced 

different result in the group of Occlusal Biteplane Splint Therapy and 

Non-occlusal Biteplane Splint Therapy, so it was suggested that Occlusal 

Biteplane Splint amplified the effect of BTX-A.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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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X-A and Occlusal Biteplane Splint had an effect on reduction of masseteric 

soft tissue and in the future study the effect of various dosage of BTX-A, the 

effect of injection site and the effect of BTX-A correlated with bite habit of 

patient should be researched. 

Key Words : Botulinum Toxin Type A(BTX-A), Occlusal Biteplane Splint, Frontal Cephalogram, 

Masseter Mus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