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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Alan Scott
1
가 사시치료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이외에 보툴리눔 A 독소를 이용한 화학절단술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후, 보툴리눔 A 독소는 1989년 성

인 및 12세 이상의 사시치료에 있어서 미국 FDA 승인

을 받았다.

Clostridium botulinum은 토양에 널리 분포하는

흔한 세균으로, 건조나 열등의 환경에서도 수년간 견딜

수 있는 불활성의 포자(Spore)형태로 존재하기도 하

며, 이 균의 생성물인 보툴리눔 독소는 안과 역에서

뿐 만 아니라 의학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안과 역에서는 비마비사시, 급성 및 만성 마비사

시, 갑상선 질환에 의한 제한 사시, 망막박리 수술 후에

생긴 사시, 감각 사시 등 다양한 종류의 사시와 안진에

서, 또한 안검 경련, 안면 경련 등의 안성형 분야 등에

서 사용되고 있다(Table 1).

보툴리눔 A 독소는 시냅스전 콜린성 축삭종말에 강

력하고 빠르게 결합하여 아세틸콜린 함유 소포의 유리

를 억제하여 근육의 마비를 유발시키며, 투입 6시간후

에 종판전위(end plate potential)가 최고로 억제되

나, 임상적 근육마비의 효과는 독소 주입 후 5일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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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한국인 사시환자에서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의 치료효과에 대하여 조사하 다.

대상과 방법 : 1996년 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52명을 대상으로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을 시행 후 6개월이상 외

래 추적관찰이 가능한 환자 중, 급성 마비사시 15명, 6개월 이상 만성 마비사시 14명, 감각사시 13명, 속발사시 5명,

근육전위술 후 남은 사시 3명, 일치사시 2명에 대하여 최종 사시각, 합병증 등을 조사하 다.

결과 : 대상환자는 남자 29명, 여자 23명으로 평균연령은 38.8±12.1세, 평균추적관찰기간은 8.08±2.27개월이었으

며, 시술 전 후 평균 사시각은 32.6±16.0Δ에서 12.9±16.0Δ으로 60.4%의 교정 효과를 보 고, 36명(69.2%)의 환자

에서 최종 사시각이 10Δ이내로 교정되었으며, 합병증은 상사시 10명(19.2%), 안검하수 9명(17.3%), 결막하 출혈 2명

(3.8%)에서 관찰되었다.

결론 :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은 급성마비사시, 만성마비사시 혹은 기타의 사시에서도 좋은 교정효과를 보여주었으

며, 합병증도 비교적 일시적이고 경미하여 안전한 시술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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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dications for botulinum toxin injection in

ophthalmology

1. Strabismus

Horizontal nonparalytic strabismus

Vertical nonparalytic strabismus

Consecutive strabismus

Sensory deviation

Acute or chronic third and sixth nerve palsies

Restrictive strabismus by dysthyroid myopathy

Strabismus following retinal detachment surgery

Surgery contraindicated or refused

2. Acquired nystagmus

3. Essential blepharospasm

4. Hemifacial spasm

5. Myokymia

6. Lower lid entropion

7. Corneal ulcer

8. Corneal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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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ients with acute paralytic strabismus treated with botulinum toxin type A

Patient No./

Sex/Age (yr)

Initial

Deviation (Δ)

Muscle

Injected
No. Injections (U)

Follow up

(months)
Final deviation (Δ)

1/F/56

2/F/50

3/M/53

4/M/38

5/F/57

6/F/63

7/M/29

8/M/31

9/F/29

10/M/46

11/M/22

12/M/31

13/F/26

14/F/50

15/F/22

35RET
*

18LET
†

25LET

30RET

50RET

45LET

40LET

35LET

20LET

40RET

45LET

18RET

50RXT
‡

60LXT
§

45RXT

RMR
П

LMR
#

LMR

RMR

RMR

LMR

LMR

LMR

LMR

RMR

LMR

RMR

RLR
**

LLR
† †

RLR

1(5.0)

1(2.5)

1(1.25)

1(2.5)

1(5.0)

1(2.5)

1(2.5)

1(2.5)

1(2.5)

1(5.0)

1(5.0)

1(2.5)

1(2.5)

2(2.5, 2.5)

1(2.5)

8

10

6

9

7

14

6

8

12

7

6

9

14

9

12

9RET

Straight

10LHT
‡ ‡

Straight

30RET

10LXT

Straight

10LET

6LET

8RET

10LET

6RET

30RXT

45LXT

25RXT

*
RET: right esotropia,

†
LET: left esotropia,

‡
RXT: right exotropia,

§
LXT: left exotropia,

П
RMR: right medial rectus,

#
LMR: left

medial rectus,
**
RLR: right lateral rectus,

††
LLR: left lateral rectus,

‡‡
LHT: left hypertropia.

Table 2.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with chemodenervated with botulinum toxin type A

Type of Strabismus Number of Patients

Paralytic strabismus, Acute

Paralytic strabismus, Chronic

Sensory strabismus

Consecutive strabismus

Residual strabismus after full tendon transposition surgery

Comitant strabismus

15

14

13

5

3

2

Total 52

― 이성호 외 :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 ―

일 후에 최고조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신경지

배제거(denervation)된 후 근위축이 일어난다. 독소

에 의한 근육마비 효과는 화학적으로 절단된 축삭종말

이 새로운 신경의 발아를 형성하여 주변 다른 근육에

접합하는데 최대 6개월간 지속되며, 이러한 한시적인

근육마비효과를 이용하여 급성 마비사시에서 치료 효과

가 탁월하다고 인정되어 있다.
2
최근 Spencer와

McNeer
3
은 독소 주입 후 근육마비효과가 사라지더라

도 독소가 주입된 근육에 근위축현상을 구적으로 초

래 할 수 있음을 보고하 고, Moreno등
4
은 고양이에

서 외직근에 보툴리눔 A독소를 주입한 후 뇌의 외직근

핵에서의 방전형태가 변화함을 보고하여 보툴리눔 A독

소의 외직근 투여가 말초근육뿐만 아니라 운동신경 중

추에도 작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 다.

이상의 두 연구 결과는 보툴리눔 A 독소가 가역적인

급성 마비사시뿐 아니라 만성 마비사시 및 소아와 성인

의 일치사시등 여러 사시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 다. 본 저자들은 급성 마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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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ients with chronic paralytic strabismus treated with botulinum toxin type A

Patient No./

Sex/Age (yr)
Initial Deviation (Δ) Muscle Injected No. Injections (U)

Follow up

(months)
Final deviation (Δ)

1/F/20

2/M/13

3/M/51

4/M/40

5/M/48

6/M/39

7/M/30

8/M/20

9/M/44

10/M/36

11/F/58

12/M/53

13/F/49

14/F/53

50RET
*

18LET
†

35RET

60LET

30RET

12LET

25RXT
‡
,8RHT

§

50RXT

30RXT

70RXT

40LXT
П
,20LHT

#

45LXT

12RXT

20RXT

RMR
**

LMR
† †

RMR

LMR

RMR

LMR

RLR
‡ ‡

RLR

RLR

RLR

LLR
§§

LLR

RLR

RLR

1(5.0)

1(2.5)

1(2.5)

2(5.0, 2.5)

2(2.5, 1.25)

1(2.5)

1(1.25)

1(2.5)

1(2.5)

2(2.5, 2.5)

1(1.25)

1(2.5)

1(2.5)

1(2.5)

7

10

9

8

10

9

6

7

6

8

9

8

9

6

50RET

Straight

8RET

13LET

5RET

9LET

25RXT,8RHT

50RXT

30RXT

30RXT

30LXT,18LHT

20LXT

Straight

10RXT

*
RET: right esotropia,

†
LET: left esotropia,

‡
RXT: right exotropia,

§
RHT: right hypertropia,

П
LXT: left exotropia,

#
LHT: left

hypertropia,
**
RMR: right medial rectus,

††
LMR: left medial rectus,

‡‡
RLR: right lateral rectus,

§§
LLR: left lateral rectus.

― 대한안과학회지 제 44 권 제 7 호 2003년 ―

시, 만성 및 다양한 사시환자에서의 보툴리눔 A 독소의

치료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과 방법

1996년 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동세브란스 안

과에 내원한 12세 이상 한국인 수평 사시환자를 대상으

로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을 시행하 다.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을 시행하기 전 나안시력과 교정시력,

안검열의 크기, 외안부 및 안저검사, 단안운동검사, 사

시편위도 등을 측정하 다. 각각의 환자들은 1.25에서

5.00Unit의 보툴리눔 A 독소(Botox
®
)를 마비근의

길항근에 주사하 으며, 시술 후 최소 6개월이상 추적

관찰하 다.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은 먼저 0.5% propara-

caine hydrochloride로 점안마취를 한 후, 주사침

(27 guage monopolar needle electrode)를

Electromyographic(EMG) amplifier에 연결시키

고 주사하려는 외안근의 운동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안구

를 돌린 후 각막윤부에서 8~10 mm 떨어진 외안부 기

시부에 주사침을 꽂은 후 , 안구를 외안근의 운동방향

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외안근을 따라 약 25~30 mm

후방으로 주사침을 삽입시켜 주사침 끝이 신경근 연접

점(Neuromuscular junction) 부위에 도달하여

EMG amplifier에서 심한 호도까는 소리(crackling

sound)가 들릴 때 정량의 보툴리눔 A 독소(Botox
®
)

를 주입하게 된다.

주사 용량은 환자의 사시각에 따라 20Δ이내에서는

1.25~2.5Unit, 20Δ이상에서는 2.5~5.0Unit을 사

용하 으며, 보툴리눔 A 독소(Botox
®
)를 생리식염수

로 희석하여 0.1ml의 용액에 1.25~5.00Unit(U)가

함유되도록 하 다. 시술 후 다음날, 1주일, 2주일, 1

개월째, 3개월째, 6개월째 외래추적관찰을 하 으며,

나안시력과 안검열의 크기, 외안부, 사시편위도와 안검

하수, 수직사시 등 합병증의 유무를 관찰하 다.

결 과

52명의 사시 환자에서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을

시행하 으며, 급성 마비사시 15명, 6개월 이상 만성

마비사시 14명, 감각사시 13명, 속발사시 5명, 근육전

위술후 남은 사시 3명, 일치사시 2명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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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tients with sensory strabismus treated with botulinum toxin type A

Patient No./

Sex/Age (yr)

Initial

Deviation (Δ)

Muscle

Injected
No. Injections (U)

Follow up

(months)
Final deviation (Δ)

1/F/29

2/F/32

3/M/30

4/F/46

5/F/23

6/M/28

7/M/29

8/F/52

9/M/51

10/F/21

11/F/42

12/M/26

13/M/39

20LXT
*

35RXT
†
,14RHT

‡

25LXT

25RXT,10RHT

30LET
§

45LXT

50RXT

50RET
П

10LXT,18LHT
#

50LXT,15LHT

35RET

30RXT

20LXT

LLR
**

RLR
† †

LLR

RLR

LMR
‡ ‡

LLR

RLR

RMR
§§

LLR

LLR

RMR

RLR

LLR

1(2.5)

1(2.5)

1(2.5)

1(2.5)

1(2.5)

1(2.5)

1(2.5)

2(5.0, 2.5)

1(1.25)

3(2.5, 2.5, 2.5)

2(1.25, 1.25)

4(2.5,2.5,2.5,2.5)

1(1.25)

7

8

6

6

6

8

6

7

6

6

6

8

6

10LXT

8RXT,4RHT

Straight

6RXT,6RHT

6LET,6RHT

30LXT

25RXT

30RET

18LHT

8LXT,15LHT

6RET

4RHT

6LXT

*
LXT: left exotropia,

†
RXT: right exotropia,

‡
RHT: right hypertropia,

§
LET: left esotropia,

П
RET: right esotropia,

#
LHT: left

hypertropia,
**
LLR: left lateral rectus,

††
RLR: right lateral rectus,

‡‡
LMR: left medial rectus,

§§
RMR: right medial rectus

― 이성호 외 :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 ―

대상환자는 남자 29명, 여자 23명으로 평균연령은

38.8±12.1세 으며 13세에서 63세까지 이고, 평균추

적관찰 기간은 8.08±2.27 개월로 6개월에서 14개월

까지 다. 시술전 평균 사시각은 32.6±16.0Δ에서 시

술 후에는 12.9±16.0Δ으로 60.4%의 교정 효과를 보

다. 급성 마비사시환자는 6번 뇌신경 마비 12명, 3번

뇌신경 마비 3명으로 총 15명이었으며, 평균 사시각은

시술 전 37.1±12.8Δ에서 시술 후 6개월째 12.6±

13.6Δ으로 66.0%의 교정 효과가 있었으며, 11명에서

6개월 후 최종사시각이 10Δ이내로 교정되었다(Table

3). 이중 12명의 6번 뇌신경 마비에서는 평균 사시각

이 시술 전 33.4±11.2Δ에서 시술 후 7.4±8.3Δ로

77.8%의 교정 효과를 보 고, 3명의 3번 뇌신경 마비

에서는 평균 사시각이 시술 전 51.7±7.6Δ에서 시술

후 33.3±10.4Δ로 35.6%의 교정 효과를 보여 6번 뇌

신경 마비에서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의 효과가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마비가 생긴 후에 6개월 이상 지난

만성 마비사시환자는 6번 뇌신경 마비 6명, 3번 뇌신경

마비 8명으로 총 14명이었으며, 평균 사시각은 시술 전

35.5±17.6Δ에서 시술 후 20.0±16.6Δ으로 43.7%의

교정 효과를 보 고, 6명에서 6개월 후 최종사시각이

10Δ이내로 교정되었다(Table 4). 총 29명의 마비 사

시 환자 중 사시 교정 효과가 적었던 7명에서 후에 수

술적 치료를 시행하 다. 12명의 감각 사시 환자에서

평균 사시각은 시술전 32.7±13.0Δ에서 시술 6개월 후

10.4±10.7Δ으로 68.2%의 교정 효과가 있었으며, 10

명의 환자에서 최종 사시각이 10Δ이내로 교정되었다

(Table 5). 사시 교정 효과가 적었던 2명의 환자에서

후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 다. 5명의 속발 사시 환자

에서 평균 사시각은 시술 전 29.0Δ에서 시술 후 9.2Δ으

로 68.3%의 사시 교정 효과를 보 고, 3명의 근육전위

술 후 남은 사시 환자에서 평균 사시각은 시술 전 10.7

Δ에서 시술 후 4.7Δ으로 56.1%의 교정 효과가 나타났

고, 2명의 일치 사시 환자에서 평균 사시각은 20.0Δ에

서 4.0Δ으로 80%의 교정 효과를 나타내었다. 총 10명

의 속발 사시, 근육전위술 후 남은 사시 및 일치 사시

환자 중 9명에서 최종 사시각이 10Δ이내로 교정되었다

(Table 6).

합병증은 상사시가 10명(19.2%), 안검하수가 9명

(17.3%), 결막하 출혈 2명(4.7%)에서 관찰되었으며,

구후 출혈이나 공막 천공, 전신적인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7). 6개월간 추적 관찰에서 상사시가 1

명의환자에서남은 외에안검하수, 상사시, 결막하 출혈

등의 합병증은 모두 소실되었으며, 1명의 상사시가 지속

된 환자에서도그 사시각이 10Δ이내이고, 환자의불편함

이 없어서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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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Scott 등
5
은 1990년 413명의 소아의 비마비성 일치

사시에서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 시행 후 26개월의

추적관찰 결과를 보고하 다. 치료 후 사시각이 10Δ이

내로 교정된 경우는 내사시에서 66%, 외사시에서

45%, 평균 61%의 성공률을 보 고, 평균 2회 주사를

시행하 으며, 추적관찰 기간동안 심각한 합병증은 관

찰되지 않았다. McNeer 등
6
은 유아 내사시에서 양안

내직근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하여 술전 평균 43Δ의

사시각을 12개월에 1±2Δ, 24개월에 1±9Δ으로 교정

한 결과를 보고하 으며, Tejedor와 Rodriguez
7
는

선천성 내사시 수술 후 부족교정된 환자에서 재수술과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을 비교하 는데, 사시각의

교정정도와 입체시등의 측정 항목에서 두 방법 간 차이

가 없다고 보고하 다. Buckley
8
는 전체적으로 보툴

리눔 화학절단술은 소아 외사시에서 65%, 내사시에서

45%의 성공률을 보고하 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보고들에도 불구하고, 소아 사

시에서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은 여전히 논란의 여

지가 있다. 우선 보툴리눔 독소의 효과는 일시적이며,

따라서 몇 달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시각에 변화가

올 수 있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소아 환자에서는 대부분 전신 마취가 필요하여

사시 수술을 대체할 만한 방법으로는 권장되지는 않으

나, 전신마취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한 치료법

으로 생각된다.

마비사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당뇨, 고혈압, 죽

상 경화증에 의한 미세혈관 질환에 의해서 생긴 마비사

시의 경우 보통 3개월 이내 자연회복 된다. 그러나, 외

상, 염증, 신경압박 등에 의해 생긴 마비사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비사시의 치료 시 마비

의 상태가 안정되어 있다면 6~8개월 정도 자연 회복되

기를 기다린 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며, 최근 보툴리

눔 독소 화학절단술은 급성 마비사시의 치료에 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ott와 Kraft
9
는 17명

의 급성 6번 뇌신경마비 환자에서 길항근인 내직근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하여 길항근이 약화되고 신장됨으

로써 안구의 편위가 교정되며, 또한 길항근의 구축을

예방하는 효과도 관찰되었다고 보고하 다. Repka 등
10
은 22명의 5개월 이상의 만성 6번 뇌신경마비 환자에

서 길항근인 내직근에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을 시

행하여, 술 전 평균 41Δ의 사시각을 술 후 평균 8Δ로

교정하 고, 41%에서 유의한 사시각의 교정을 얻을 수

있었고, 32%에서 양안시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

다. 국내 보고에서도 13명의 6개월 이상 만성 마비사시

환자를 대상으로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을 시행하

여, 6명(46.2%)의 환자에서 최종 사시각이 10Δ이내

Table 6. Patients with other strabismus treated with botulinum toxin type A

Patient No./

Sex/Age (yr)
Initial Deviation (Δ)

Muscle

Injected
No. Injections (U)

Follow up

(month)
Final deviation (Δ)

Consecutive

strabismus

1/F/33

2/M/55

3/M/39

4/F/42

5/M/47

Residual strabismus

1/M/41

2/M/37

3/F/51

Comitant strabismus

1/F/38

2/M/32

30RXT
*

10LXT
†
,18LHoT

‡

70RXT

15RXT

20LXT

12LET
§
,6LhoT

8LET

12RXT

20LXT

20LXT

RLR
П

LLR
#

RLR

RLR

LLR

LMR
**

LMR

RLR

LLR

LLR

2(2.5, 1.25)

1(1.25)

1(2.5)

1(2.5)

1(1.25)

1(2.5)44

1(1.25)

1(2.5)

1(1.25)

1(1.25)

13

6

8

6

6

8

9

14

9

6

3RET
† †
,6RHT

‡ ‡

18LHoT

35RXT,10RHT

5RXT

6LET

9LET

Straight

5RXT

Straight

8LXT

*
RXT: right exotropia,

†
LXT: left exotropia,

‡
LHoT: left hypotropia,

§
LET: left esotropia,

П
RLR: right lateral rectus,

#
LLR: left

lateral rectus,
**
LMR: left medial rectus,

††
RET: right esotropia,

‡‡
RHT: right hypertr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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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술 전 평균 사시각 36.7Δ에서 술 후 평균 사시

각 19.2Δ으로 47.6%의 사시교정 효과를 보고하 는

데, 6명의 6번 뇌신경마비에서는 시술 전 평균 사시각

이 34.2Δ, 시술 후 평균 사시각이 14.2Δ로 58.5%의

교정효과가 있었고, 7명의 3번 뇌신경마비에서는 시술

전 평균 사시각이 38.9Δ, 시술 후 23.6Δ로 39.3%의

교정 효과가 있었다.
11

최근 연구에 의하면, 보툴리눔 독소는 일시적인 근육

마비에 의한 구축의 예방으로 인한 치료효과 이외에 지

속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는 데 크게 두가지 가설이 있다. 첫 번째는 보툴

리눔 독소가 말초근육뿐 아니라 운동신경중추에도 작용

한다는 것이다. 근육에 주사 된 보툴리눔 독소가 중추

신경계의 운동신경세포로 전달되고 인접한 다른 신경세

포에 향을 주게 된다.
12
외안근에 보툴리눔 독소를 맞

은 쥐의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비특이적으로

감소하는 사실이 보고되었고,
12,13

두 번째는 보툴리눔

독소 주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독소가 주입된 근육에

근위축 현상을 지속적으로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McNeer등
3
은 원숭이 외안근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

한 후에 근육의 절단면에서 지속적으로 근섬유의 수가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향에 의해 근육의 길

이, 장력, 피로도에 향을 주어 작용근과 길항근의 균

형에 구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툴리눔

A 독소의 외안근 투여는 투여된 외안근에 일시적인 마

비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말초근육과 운동중추에 작

용하여 지속적인 사시교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급성 마비사시 뿐 아니라, 만성 마비사

시 혹은 기타의 사시에서도 시술 후 평균 8개월 간

60.4%의 교정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보툴리눔 A 독소

의 최대 6개월간 지속되는 가역적인 근육마비효과 외에

비가역적인 효과도 작용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

나 보툴리눔 A 독소의 비가역적 효과는 동물실험을 바

탕으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은 수술에 비해서 치료효

과가 적긴 하지만 수술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있고,

수술전후에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마비사시

에서 유용한 치료법으로 생각된다.

Biglan 등
14
은 14명의 감각 사시환자를 대상으로 보

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을 시행하여, 50%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며, 11명의 환자에서 재시술을 시행

한 결과를 보고하 고, Osako와 Keltner
15
는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평균 66%의 사시각 교정을 보고하

다. 국내 보고에서도 12명의 감각 사시환자에서 보툴리

눔 독소 화학절단술을 시행하여, 시술 전 평균 33.8Δ의

사시각이 시술 후 6개월째 평균 10.8Δ로 감소하여 평

균 23.0Δ(72.8%)의 교정효과가 있었고, 9명의 환자에

서 사시각이 10Δ이내로 교정되었다.
16
감각사시에서 보

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은 수술을 대치하거나 수술의

보조적 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쉬운 치료법으로 생각된다.

사시수술 후 과교정되거나 부족 교정되어 발생한

속발성 사시에서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의 효과는

특히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Scott 등

5
은 소

아의 속발성 사시에서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을

시행한 후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외사시의 과

교정으로 발생한 속발성 내사시의 경우 14명의 환자

중 13명(93%)에서 최종 사시각이 10Δ이내로 교정되

었고, 내사시의 부족교정으로 발생한 속발성 내사시

44명의 환자 중 29명(66%)의 환자에서, 또한 내사

시의 과 교정으로 발생한 속발성 외사시 35명중 20명

(57%)에서 최종 사시각이 10Δ이내로 교정된 결과를

보고하 다. 전체적으로 속발성 내사시에서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은 과교정에 의한 경우 87%에서, 부

족교정된 경우는 40~60%에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의 합병증으로는 먼저 시

술 중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결막하 출혈, 구후

출혈, 공막 천공, 두통 등이며, 각각의 발생률은 0.5,

0.2, 0.11, 0.1%이다(Table 7). 두 번째로는 주변

근육에 대한 효과로 안검하수와 상사시, 동공산대가 있

는데, 우선 안검하수는 일시적인 경우는 16%, 구적

인 경우는 0.16%정도라고 한다. 상사시도 일시적인 경

우와 구적인 경우로 나누어, 일시적인 상사시는

17%, 구적인 상사시는 2% 정도라고 하며, 동공산대

는 0.15%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 외에 감각적 부작

용으로 복시와 공간적 방향상실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8
본 연구에서도 결막하 출혈이 2안(4.7%)에서

Table 7. Complications of botulinum toxin chemodenervation

1. Ptosis

2. Induced deviations (overcorrections, hyperdeviations)

3. Undercorrection

4. Diplopia

5. Pupillary dilatation

6. Reduced accommodation

7. Subconjunctival hemorrhage

8. Retrobulbar hemorrhage

9. Scleral perf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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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구후 출혈이나 공막 천공은 일어나지 않았

다. 안검하수의 발생률은 주사된 근육과 눈꺼풀올림근

과의 근접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며,
15
따라서, 내직근

이 외직근에 비해서 안검하수가 더 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속발 수직사시 또한 같은 이유로 내직근에서

외직근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보고에서는 김 등
17
이 안검하수 39.5%, 속발 수

직사시 31.1%를 보고하 으며, 한 등
19
은 안검하수

27.1%, 속발수직사시 27.1%, 결막하 출혈과 두통 각

각 1안에서 발행하 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안검하수와 속발 수직사시가 각각 18.6%, 20.9%로

관찰되었으며, 6개월간의 추적관찰에서 안검하수는 모

두 사라졌으며, 속발 수직사시는 1안을 제외하고는 모

두 소실되었다.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 후 0.15%에

서 발생하는 동공산대는 모양체신경절의 손상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8
저자들은 경험이 없었다.

저자들이 경험했던 합병증은 시술 후 6개월에 속발 수

직사시 1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실되어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은 여러 종류의 사시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나 시술자의 경험이나

술기에 따라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시술에

주의가 요망된다.

결 론

전통적인 사시수술에 비해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

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수술에 비해 쉬우

며, 둘째, 국소마취하에서시행 할 수있으며, 셋째, 시

술 후 환자에게 불편함이 적고, 넷째, 수술 후 회복기간

이 필요 없으며 절개창이나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것이

다.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많은 경우에 반복적인 시술

이 필요할 수 있고, 둘째, 사시수술에 비해 교정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사시환자의 치료에서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은

급성마비사시는 물론 만성 및 기타의 다양한 사시환자

에서도 좋은 교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술방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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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외 : 보툴리눔 독소 화학절단술 ―

=ABSTRACT=

Botulinum Toxin A Chemodenervation in Strabismus

Sung Ho Lee, M.D., Sueng Han Han, M.D., Jong Bok Lee, M.D.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We investigated the therapeutic effect of botulinum toxin chemodenervation for the treatment of

Korean strabismus patients.

Methods: From February 1996 to November 2001, 52 patients with various strabismus were treated with

botulinum toxin chemodenervation and followed up for more than 6 months. There were 15 acute paralytic

strabismus, 14 chronic paralytic strabismus (more than 6 months), 13 sensory strabismus, 5 consecutive

strabismus, 3 residual strabismus and 2 comitant strabismus. We reviewed the final angle of deviation and

complications.

Results: There were 29 men and 23 women with the mean age of 38.8±12.1 years. The mean follow up

period was 8.08±2.27 months. The mean deviation before and after chemodenervation were 32.6±16.0 PD

and 12.9±16.0 PD and improving rate of the strabismus angle was 60.4%. The final deviation of 36 patients

(69.2%) were within 10 PD. Hypertropia occurred in 10 patients (19.2%), ptosis in 9 patients (17.3%), and

subconjuntival hemorrhage in 2 patients (3.8%).

Conclusion: Botulinum toxin chemodenervation is thought to have good therapeutic effects in acute paralytic

strabismus as well as in chronic paralytic strabismus and other strabismus. The complications were relatively

temporary and insignificant, so it is thought to be a safe method of strabismu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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