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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툴리눔 형 독소 이A (Botulinum Toxin Type A;

하 는 세균BTX-A) 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

하는 신경마비 독소로 보툴리누스 식중독의 원

인이 되는 물질이다.
1 는 콜린성 운동 신BTX-A

경 말단 에 특이적으(cholinergic motor end-plate)

로 결합하여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 과정의 운동,

신경세포 내 작용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신경연접 전부위 에서 아세틸콜린(presynaptic)

의 분비를 막아 근신경 전달을 차(acetylcholine)

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독소를 아주 묽.

게 희석하여 가로무늬근 에 주사(striated muscles)

하면 주사부위에서 재생 가능하고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탈신경 현상을 나타낸다(denervation) .
2

년 등이 이 독소의 작용기전을 발견1949 Burgen

한 이후에
1

이 처음으로 사시 치Scott (strabismus)

료에 사용하면서 는 국소적인 근육 과활, BTX-A

성으로 인한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안검경련. (blepharospasm),

구강 악안면부 이상근긴장(oromandibular

경부 이상근긴장 또는dystonia), (cervical dystonia)

사경 후두부 근긴장성 근육긴장이상(torticollis),

서경(laryngeal dystonia), ( )(Writer's cramp),書痙

이완불능증 뇌성마비(achalasia), (cerebral palsy),

그리고 근막통증 등의 치료에(myofascial pain)

가 사용되어 왔으며BTX-A ,
1-3 최근에는 미용 목

적으로 미간 이마 눈가의 피(glabella), (forehead),

부 그리고 목 의 주름 치(lateral canthal skin) (neck)

료에도 사용되고 있다.
4-6
또한 긴장성 두통 편두,

통의 완화
5
및 다한증 의 치료에도(hyperhidrosis)

사용되고 있다1
.

는 국소적인 근육 과활성 치료뿐만 아BTX-A

니라 교근 비대의 치료에도 사용된다 비대된 교.

근에 를 주사하면 교근 부피를 일시적으BTX-A ,

로 감소시키므로 근육 과활성으로 인한 악습관

개선과 더불어 미용적인 개선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7,8 또한 레트 증후군(Rett syndrome),

정신지체 무산소 뇌병증(mental retardation),

소뇌 출혈(anoxic encephalopathy), (cerebellar

과 같은 신경학적 장애와 연관된 심hemorrhage)

한 이갈이를 하는 환자의 교근과 측두근에 주사

한 보고도 있다 이처럼 신경계 이상과 관련된.

이갈이는 주사가 최선의 치료이긴 하지BTX-A

만 성장기 환자의 경우 성장 중인 교근에 작용,

할 의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교근BTX-A .

은 아래턱뼈 폐구 근육으로 아래턱뼈 성장과 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턱뼈가 제대로 성장 발육하고 유지되기, ,

위해서는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다.
9,10

Moss

와 이 주장한 기능성 기질설Salentijn (functional

이 대표적인 것으로 근육이 골막의matrix theory) ,

기능성 기질 로서 작(periosteal functional matrices)

용하며 특정 안면골의 성장 및 위치를 지배한다,

는 것이다.
9,11 이러한 맥락에서 두개 안면부 성장

에 대한 저작근의 영향력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

가 진행 되었으며 저작근과 안면근 각 근육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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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간의 부조화가 아래턱뼈를 포함한 두 개안면

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

고되었다12,13 등은 태아에서 아래턱과 교. Burdi

근 복합체의 태아기의 성장 양상을 연구하여 턱

뼈가지 의 성장은 아래턱 자체(mandibular ramus)

성장보다는 교근의 변화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

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 등은 교근과. Kreiborg

얼굴표정근의 비활성 그리고 각 근육 그룹간의,

부조화가 얼굴머리뼈의 형태형성 및 교합발달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했다 갓 태어난 쥐 연구를.

통해 는 치아얼굴복합체의 생리적 작용이, Nakata

근육 발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등은 교근의 기하학적 주행 방향이 치아Takada

뼈대계통의 발달과 유지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등은 임신 말기 사람 태아를 조사한 결과 아Sato

래턱이 형성되는 동안 근육의 발달이 뼈의 석회

화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는, Kiliaridis

아래턱올림근이 얼굴의 수직적 횡적 크기에 영,

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많은 선학들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성장기 교근에,

를 주사하여 근육을 위축 마비시키면 아BTX-A ,

래턱뼈와 과두연골의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

고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장 중인 쥐의 교근에 주사

된 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BTX-A .

해 대조군과 를 주사한 실험군에서 아래, BTX-A

턱뼈의 성장 변화 수치를 평가하고 실제 아래턱

뼈 과두를 조직학적으로 관찰하여 턱뼈 성장에

미치는 의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BTX-A .

.Ⅱ 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1.
마리의 생후 주된 수컷 쥐80 4 Sprague-Dawley

들을 각각 마리씩 무작위로 네 군으로 나누었20

다 각 쥐들의 몸무게를 측정하였다 한 군그룹. . (

의 쥐들은 아래턱뼈 측정치의 기준 척도를 제4)

공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면서 희생되었다 남.

은 세 군은 대조군그룹 식염수 주사군그룹( 1), ( 2),

주사군그룹 으로 각각 설정되었다BTX-A ( 3) .

Fig. 1. Superficial portion of the masseter
muscle in the rat.
M, Superficial portion of the masseter
muscle; P, Parotid gland;

LI, Lower insiors; UI, Upper insiors

그룹 대조군1 : (N=20)

그룹 식염수 주사군2 : (N=20)

그룹 주사군3 : BTX-A (N=20)

그룹 기준척도를 위한 대조군4 : (N=20)

연구방법2.
그룹 와 에서 쥐의 교근에 각각 생리식염수2 3

와 를 주사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BTX-A .

는BTX-A BTXA
Ⓡ
(Lanzhou Institute of Biological

로서 의 동결 건조된Products, China) 100 unit(U)

가루로 제공되는데 BTXA
Ⓡ
병 을 의1 (100 U) 2ml

식염수와 혼합하여 농도로 만들었다50 U/ml .

BTXA
Ⓡ
희석용액 를 양측좌 우0.05ml(2.5 U) ( , )

교근 천부에 각기 주사하였다 즉 마리당 총 주. , 1

사용량은 이었다 비록 쥐의 천부 교근은 크고5U .

쉽게 구별되지만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주사,

해야 하므로 주사 전에 이 근육을 조심스럽게 촉

진했다 주사 부위는 교근 천부의 최대 풍(Fig. 1).

융부였으며 주사기와 주(Fig. 2), 1.0ml 26 gauge

사 바늘을 사용하여 주사했다 가 표층부. BTX-A

에 주사되는 것을 피하고 근육의 중심부에 주사

되도록 주사 깊이는 약 이상이 되도록 하2~3mm

였다.

식염수를 주사한 그룹에는 방부제 처리되지,



교근부 보툴리눔 형 독소 주사가 쥐의 턱뼈 성장에 미치는 영향A (Botu linum Toxin Type A ) 173

Fig. 2. Injection of BTX-A into the masseter
muscle.

않은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사용했다 주사0.9% .

방법과 용량은 주사 그룹과 동일하게 하BTX-A

였다한쪽 당( 0.05ml).

모든 동물을 상자에서 주간 키웠는데 온도는4

로 유지하였고 인공적으로 밤 낮의 변화를22 , ,℃

유지하면서 표준화된 쥐 먹이와 물을 먹였다 실.

험 마지막 주 동안에는 주사 그룹의 쥐2 BTX-A

에게는 저작기능이 감소되었을 것을 감안하여

표준 먹이와 함께 분쇄한 먹이를 주었다 모든.

쥐는 매주 몸무게를 측정하였고 주간의 실험4

뒤에 희생되었다.

아래턱뼈 측정치3.
각 그룹의 쥐를 과량의 에테르로 희생하고 기,

준 척도 측정을 위해 실험 시작 시 희생된 마15

리 쥐의 아래턱뼈를 깨끗이 분리하여 반으로 쪼

갰다.

건조된 아래턱뼈의 사진은 Coolpix 995(Nikon,

을 사용해 찍었다 이때 바닥으로부터 가Japan) .

까운 거리 에 고정하여 찍었으며 사진을(24cm) ,

찍기 전에 표본 옆에 자를 놓았다 반악 표본의.

협측이 위로 오도록 하였다 아래턱뼈의 길이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컴퓨터상에서 측정했

다 이번 연구에서 아래턱뼈길이 측정 방법은.

의 이전 연구방법 에 따랐다 아래Dr. Asano (1986) .

턱뼈의 지표와 측정법은 그림 에 설명하였다3 .

Fig. 3. Landmarks and measurements of the
mandible used in this study.
Me, most inferior point of mental
protuberance;

Me', most inferior point of anterior
alveolar bone;

Me'-Me", tangent to the bottom of
angular process through Me;

Go, most posterior tip of the angular
process;

Cd, the central point of the condyle;
Cd‘, crossing point on Me- Me"
perpendicular to Me- Me" from Cd;

Co, tip of coronoid process;
Co', crossing point on Me- Me"
perpendicular to Me- Me" from Co;

Me-Go, mandibular body length;
Me-Cd, condylar length;

Me-Co, coronoid process length;
Me-Me', anterior region height;

Co-Co', coronoid process height;
Cd-Cd', condylar height

조직학적 연구4.
각 실험군 중 마리의 쥐를 선택하여 의5 4%

용액의 관류를 통하여 고정하paraformaldehyde

였다 쥐의 머리를 절단하여 박피한뒤 에서. , 4℃

인산염완충식염수 에(phosphate buffer saline, PBS)

포함된 로 고정을 시행하였다 아래턱뼈4% PFA .

과두 부위를 절제한 후 에서 의, 4 10% ethylen℃ -

를 이용하여 주간ediaminetetraacetic acid(EDTA) 4

탈회시켰다 표본은 파라핀에 매식하여 두께. 7㎛

로 시상절단을 시행하였으며 절편은, hemato-

을 이용하여 염색하였다xylin & eosin(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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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ndibular measurements and the
values of Shapiro-Wilk's W statistics
of baseline control group(4 weeks of
age)

Measurements Mean (±SD) ; ㎜ W

Mandibular body length 15.83 (±0.26) 0.97

Condylar length 17.08 (±0.27) 0.97

Coronoid process length 15.56 (±0.35) 0.98

Anterior region height 3.70 (±0.10) 0.95

Coronoid process height 9.78 (±0.22) 0.97

Condylar height 7.90 (±0.20) 0.95

W; Shapiro-Wilk's W statistic, N=39

All parameters are distributed normally (P > 0.05).

통계적 분석5.
이번 연구에서 데이터체중 아래턱뼈 측정치( , )

의 분포는 샘플이 정규분포라는 가정 하에 비대

칭도 첨도 모수(skewness), (kurtosis), t 로 분석test

하였다 세 그룹그룹 의 체중과 아래턱뼈. ( 1,2,3)

측정치는 매주 비교하였다 분산의. One-way

과 를 사용하analysi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였다.

.Ⅲ 결 과

체중1.
세 그룹의 체중 평균과 표준편차를 에Table 1

정리하였다 주에서는 세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4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주에서 주까지는 유, 5 8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Duncan's multiple

에서는 를 주사한 그룹의 체중이range test BTX-A

식염수를 주사한 그룹보다 유의하게 적게 나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아래턱뼈 측정치2.
기준척도를 위한 대조군그룹 의 아래턱뼈( 4)

측정치와 그들의 정규성 검증 실(normality test)

험 결과가 에 나타나 있다 모든 모수는Table 2 .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P > 0.05).

아래턱뼈 측정치그룹 가 에 나( 1, 2, 3) Table 3

타나 있다 가지 측정 모두에서 주사군. 6 , BTX-A

은 대조군과 식염수 주사군에 비해 더 작은 수치

를 보인다 대조군과 식염수 주사군의 측정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작은 수치를 보이,

는 과두 길이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다 대조군에서 과두길이가 가장(P<0.05).

길고 식염수 주사군이 중간의 길이를 보였고, ,

주사군에서 가장 짧았다BTX-A .

Table 1. Mean body weight (g) of the three groups of the experimental set 1, measured weekly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week 4 week 5 week 6 week 7 week 8

Group 1 124.05 (±6.03) 166.62 (±7.08) 240.11 (±9.49) 277.51 (±11.37) 318.17 (±13.21)

Group 2 124.75 (±4.76) 165.45 (±7.92) 237.23 (±7.54) 276.06 (±10.36) 313.08 (±13.65)

Group 3 124.70 (±3.78) 151.91 (±13.00)
*

222.68 (±13.58)
*

263.79 (±13.10)
*

299.40 (±16.83)
*

Values are means (± SD). Number of animals in each group is 20.

Group 1 ; Control group

Group 2 ; Saline injection group

Group 3 ; BTX-A injection group
*
Mean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group 1 and group 2 (P < 0.05).



교근부 보툴리눔 형 독소 주사가 쥐의 턱뼈 성장에 미치는 영향A (Botu linum Toxin Type A ) 175

아래턱뼈 과두의 조직학적 관찰 결과3.
각 실험군의 아래턱뼈 과두 연골의 시상절단

면 관찰 소견은 와 같다 모든 실험군에서Fig. 4 .

아래턱뼈 과두 연골은 섬유성피복층(fibrous

예비층 증식층covering zone), (reserve zone),

과증식층 의(proliferation zone), (hypertrophic zone)

가지 주요 층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관찰 결4 .

과 주사군 의 아래턱뼈 과두 연골은, BTX-A (C)

대조군 및 식염수 주사군 과 비교하여 유의(A) (B)

할만한 차이를 나타냈다 섬유성피복층 및 예비.

층은 각 실험군 간에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Fig. 4. Sagittal sections of the superior part of the condyle in each group, stained with hematoxylin
& eosin. A, Control group; B, Saline injection group; C, BTX-A injection group (Original
magnification x 100)

A B C

않았으나 주사군의 증식층과 과증식층, BTX-A

은 대조군 및 식염수 주사군에 비하여 현저히 얇

아진 소견을 보였다.

f .Ⅳ 고 찰

국소적 혹은 전신적 요인들은 아래턱뼈과두의

성장과 장골의 뼈끝 연골 의(epiphyseal cartilage)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물리적 영.

향에 대한 이들 두 연골의 반응에는 중대한 차이

가 있는데 아래턱뼈과두의 연골부위는 뼈끝 연,

골에 비해 물리적 영향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

Table 3. Mandibular measurements of the three groups of the experimental set 1 (8 weeks of age)
Measurements ( )㎜ Group 1 Group 2 Group 3

Mandibular body length 20.64 (± 0.32) 20.47 (± 0.32) 20.09 (± 0.46)*

Condylar length 21.88 (± 0.24)**　 21.71 (± 0.24)** 21.60 (± 0.39)**

Coronoid process length 20.12 (± 0.35) 20.00 (± 0.30) 19.75 (± 0.36)*　

Anterior region height 4.82( ± 0.13) 4.81 (± 0.12) 4.65 (± 0.12)*

Coronoid process height 13.37 (± 0.21)　 13.33 (± 0.24) 12.83 (± 0.32)*　

Condylar height 11.16 (± 0.27)　 11.17 (± 0.26) 10.26 (± 0.37)*　

Values are means(± SD). Number of animals in each group is 20.

Group 1 ; Control group

Group 2 ; Saline injection group

Group 3 ; BTX-A injection group

* Mean is different from control and saline injection groups(P < 0.05).

** Mean is different between each groups(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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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한다 따라서 성장 시 기계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아래턱뼈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14-16

저작근을 절제한 동물의 경우 아래턱뼈의 성

장 특히 과두와 아래턱뼈 부분의 성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근을 절제한 쥐에서 근.

육이 부착되는 부위와 관련된 아래턱뼈의 용적

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과두의 형태가 원뿔 모양,

을 나타내며 과두연골의 두께는 더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10,20-22

이러한 여러 연구결과들은 교근

을 포함한 저작근의 작용 변화에 의한 국소적 환

경변화가 아래턱뼈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콜린성 운동신경 말단에서의 아세틸BTX-A

콜린의 세포외유출 를 차단하는 역할(exocytosis)

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7
이러한 작용을 통하

여 를 근육에 주사한 경우 주입된 근육의, BTX-A

탈신경 위축 이 발생하게 되(denervation atrophy)

며 근섬유의 크기 감소 및 근쇠약, (muscle

이 나타난다weakness) .
18
이러한 현상은 근 주사

후 일 이내에서 시작되며 새로운 신경말단2~20 ,

축삭 이 발생하여 근신경전달(nerve terminal axon)

이 회복되는 시점인(neuromuscular transmission)

개월 후까지 지속된다2~4 .
19

본 연구는 성장 중인 쥐의 교근에 를 주BTX-A

사하여 인위적으로 교근을 위축시킨 경우에 턱

뼈의 성장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의. BTX-A

용량안전성에 관한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가시- ,

적인 효과가 관찰되면서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

도록 하기 위해 의 용량을 실험에 사용하였2.5U

다 또한 과두 연골의 성장에 작용하는 다양한. ,

생화학적 체액호르몬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

가를 위하여 쥐의 과두 연골의 발육 단계를 고,

려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에 의하면 쥐의 과두연. ,

골은 일 정도의 유아기에서 일시적으로 퇴화21

성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 시기,

는 쥐의 과두 돌기에 있어서 생후 발육의 주요

시작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

연구에서는 유아기가 끝난 직후인 생후 주째의4

쥐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아래턱뼈의 부피 및 지.

표를 측정하기 위해 건조된 아래턱뼈를 사용하

였으며 기준이 되는 대조군그룹 의 아래턱뼈, ( 4)

지표 측정치는 통계적으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실험을(Table 2).

시작할 때 모든 그룹의 아래턱뼈 계측은 동등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험 결과 를 주사한 그룹은 식염수를, BTX-A

주사하거나 아무것도 주사하지 않은 그룹에 비

해 아래턱뼈체의 길이 과두의 길이 근돌기의, ,

길이 앞부분의 높이 근돌기의 높이 과두의 높, , ,

이가 대조군과 식염수 주사군에 비해 작게 나타

났다 한편 식염수 주사군은 대조군에 비.(P<0.05)

해 과두의 길이는 작게 나타났으나 다른 모수들,

은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를 주사한(P<0.05). , BTX-A

쥐들이 식염수를 주사하거나 아무것도 주사하지

않은 쥐들에 비해 체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중의 차이가 의 작용에 의한 식BTX-A

이섭취 변화에 의한 것인지 또는 중추적인 식욕,

억제작용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본 연

구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쥐의 교근에 주사된 는 쥐BTX-A

의 교근의 위축을 일으키며 아래턱뼈 성장과 관,

련된 국소적 환경변화를 통하여 아래턱뼈 성장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본 실험.

과 다른 쥐의 발육단계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

거나 개 원숭이 등 다른 동물을 선정하여 실험,

기간 주사 부위 등에 변화를 준 다양한 연구들,

이 이루어져야 주사가 턱뼈 성장에 미치BTX-A

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성장 중인 쥐의 교근에 주사한 의 효과BTX-A

를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 식염수 주사군, ,

주사군으로 나누어 아래턱뼈의 길이와BTX-A

높이 등을 측정한 결과 주사군이 다른, BTX-A

군에 비해 턱뼈가 수직 및 수평 성장에 있어 열

성장 양상을 보였다(undergrowth) .

조직학적 소견 또한 주사군의 아래턱, BTX-A

뼈 과두의 증식층 및 과증식층의 두께가 대조군

과 식염수 주사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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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따라서 교근부 주사가 아래턱. BTX-A

뼈 과두의 세포증식 및 성장에 억제작용을 일으

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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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ects of Botulinum Toxin Type A Injection

into Masseter Muscle on the Jaw Growth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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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ulinum toxin type A (BTX-A) has a local effect at the neuromuscular junction by blocking acetylcholine release and

thus causing paralysis and atrophy of the affected muscles. In dentistry, Botulinum toxin type A(BTX-A) is used for the

treatment of masseteric hypertrophy, temporomandibular disorder, and severe bruxism related neurologic disorder.

We hypothesized that the muscle atrophy after BTX-A injection into masseter muscle in growing rats, could affect the

jaw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BTX-A injected into the masseter muscle on

the jaw growth in rats.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group 1; control group, group 2; saline injection group, group 3; BTX-A injection

group, group 4; baseline control group). Group 4 was sacrificed at the beginning of the experiment to provide baseline

values of jaw measurements. The weight, length and width of jaw in those groups were measured every weeks.

This study reported that the mandibular body length, condylar length, coronoid process length, anterior region height,

coronoid process height and condylar height of the jaw in BTX-A injection group were shorter than those of the control

and saline injection groups(P<0.05). In conclusion, BTX-A injected into the masseter muscle may affect the undergrowth

of the jaw in rats.

Key words : botulinum toxin type A(BTX-A), jaw grow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