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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ulinum toxin is one of the deadliest nerve poisons known throughout human history. Among seven different biological substances, only subtypes A, B and E have been implicated in human botulinum intoxication. Botulinum
toxin A is synthesized intracellularly as an inactive, single-chain polypeptide that is converted to a dichain molecule
by proteolysis. The dichain molecule is composed of a heavy chain (molecular weight 100 KDa) and a light chain
(50 KDa) linked by a disulfide bond. Light chain of botulinum toxin A irreversibly interferes with acetylcholine
(Ach) release by destroying the synaptosome-associated protein of 25 KDa (SNAP-25) and its effect begins 3-5 hours
after injection and peak effect appears 2 weeks later. However, neuromuscular blockade by botulinum toxin A is
rapidly reversed by axonal sprouting that emerge over 2 to 6 months for a gradual return of neuromuscular function, thereby limiting the duration of efficacy of botulinum toxin A. Recently botulinum toxin A is used therapeutically for a variety of spastic disorders, including strabismus, hemifacial spasm, skin wrinklers and disorders of GI
smooth muscle. This review summarized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concerning the use botulinum toxin in the
achalasia and non-achalasia esophageal motility disorder. (JKDS 2015;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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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부터 G까지 7가지 아형이 있으며1, 각각 세포내 표적
(intracellular target)은 다르지만 신경근육이음부(neuromuscular junction)에 작용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
다. 이들 아형 중 botulinum toxin A (Botox; 이하 보툴리
눔 독소)는 근육경직(spastic disorder)을 특징으로 하는
사시(strabismus), 반얼굴연축(hemifacial spasm), 아칼라

서론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성물질 중 하나로, 보툴리눔 중독증(Botulism)이
주로 오염된 소시지 등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했기 때문에 그
리스 말 “소시지”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보툴리눔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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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Achalasia), 피부주름(skin wrinkles)등의 질환 치료
에 FDA의 공인을 받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본 종설에서
는 아칼라지아(Achalasia)와 위마비증(Gastroparesis)같은
소화관 운동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독소의 최근
치료성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5

이완이 나타나지만 고농도에서는 보툴리눔 독소가 직접 근
수축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발표하여 SNAP-25와
관련된 BTX-A의 또 다른 작용기전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8
있다 .

아칼라지아(Achalasia)
작용기전
보툴리눔 독소는 분자량이 100 k dalton의 heavy chain
과 50 k dalton의 light chain이 disulfide bond로 연결된
dichain polypeptide이다. 보툴리눔 독소에 의한 신경독
성은 크게 4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알려져 있다. 1) 보툴
리눔 독소의 heavy chain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ganglioside와 glycoprotein receptors와 결합하면 2) 독소가 세
포 내로 endocytosis 되며, 3) 다시 heavy chain은 세포내
endosome이 산성화 되면 light chain의 위치를 변화시키
고, 4) endopeptidase의 역할을 하는 light chain은 신경
전달물질이 신경근육이음부로 방출되는데 관여하는 세포
내 단백질 soluble N-ethylmaleimide-sensitive factors
attachment protein receptors (SNARE proteins)중 하나
인 synaptosome-associated protein of 25 KDa (SNAP2
25) 를 분해하여 신경전달물질인 acetylcholine (Ach)이
3,4
신경근육이음부로 방출되는 것을 억제한다 . Ach의 분비
억제는 근육의 마비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작용은 주입 후
3-5시간이 경과한 후부터 시작되어 2주째에 효과가 최고에
이르게 되지만, 신경 기능은 신경발아(neuronal sprouting),
신경근육이음부의 물질의 재정비에 의해 3개월 정도부터
돌아오기 시작하여 6개월째 거의 원래의 기능을 되찾게 된
5
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보툴리눔 독소의 선택적 기질인
SNAP-25는 소화관 평활근 세포를 포함하여 신경세포 이외
6
의 조직에도 존재하며 , 세포막의 delayed rectifier
+
K channels에 의한 outward potassium current를 억제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평활근 세포 내로 보툴리눔
독소의 light chain을 주입하여 SNAP-25를 분해하면
potassium channel current의 증가에 의해 세포가 과분극
(hyperpolarization)되어 근세포의 이완을 유도할 수 있다
7
고 하였다 . 이는 향후 SNAP-25가 새로운 위장관 운동이상
의 치료제의 목표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의 기전과 관련하여 기니픽의 유
문동(antrum)과 유문부(pylorus)의 근육절편을 보툴리눔
독소에 6시간 배양하였을 때, 저농도의 보툴리눔 독소에서
는 기왕에 알려진, Ach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에 의해 근

아칼라지아는 하부 식도 괄약근의 이완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병으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식
도근신경총(myenteric plexus)의 억제성신경세포(inhibi9
tory neuron)가 소실된다 . 따라서 치료는 증가된 하부식
도 괄약근의 압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표적인 방
법으로 하부식도괄약근 내 보툴리눔 독소 주입법이 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하부식도괄약근에의 보툴리눔 독소
주입이 환자의 연하곤란(dysphagia), 음식물 역류, 흉통등
의 증상을 호전시키며, 하부식도괄약근의 압력을 낮추어 식
도청소율(esophageal emptying)을 향상시키고, 위약을
투여했을 때 보다 하부 식도 괄약근 부위의 관강 지름을
8,10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 그러나 한번 보툴리
눔 독소 주입은 단기간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확실하지
만 수개월 이내에 환자의 반수 이상이 재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툴리눔 독소는 일반적으로 한번 주입 시 하부식도
괄약근에서 1 cm 정도 근위부를 4등분하여, 각 부위에 1
mL aliquots (mL당 20-25 units 포함), 총 80-100 unit를
주입한다. 그러나, 이후 보툴리눔 독소 재 주입시기는 연구
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치료 성적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 한 대규모 무작위 연구에서는 처음 보툴리눔
독소 100 unit를 주입하고, 한달 뒤 같은 용량을 또다시 주
입 한 경우 증상소실 기간이 오래 지속되었으며, 13개월 후
11
증상 재발도 다른 투여법에 비해 낮았다고 하였다 . 또한
지난 8년간의 치료성적을 바탕으로 한 보고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처음 진단된 아칼라지아 환자 21%에게 보툴리눔
독소를 첫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평균 주입횟수는
2번, 한번 주입으로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은 평균 6개월 이
었으나 이들 환자 중 43%는 결국 증상조절을 위해 다른
12
치료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였다 . 보툴리눔 독소는 제조회
13
사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없으나 , 하부식도괄약근에 주입
을 정방향과 역방향 양쪽에서 하면 효과가 더 빠르고 오래
14
지속된다는 보고가 있다 . 아칼라지아에서 보툴리눔 독소
치료 후 좋은 예후를 시사하는 인자로는 50세 이상, 강렬형
아칼라지아(vigorous Achalasia), 첫 보툴리눔 독소 주입
으로 효과가 있었던 환자, 하부 식도괄약근의 압력이 감소
11,15,16
.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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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독소 주입은 알부민에 대한 과민반응, 이전에
보툴리눔 독소에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 임신 등 몇 가지
금기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이다. 가장 흔한
8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흉통과 가슴쓰림이며 , 이외에 식도
벽의 손상과, 식도주위조직의 염증도 보고된 바 있다. 보툴
리눔 독소 치료 후 증상호전이 잘 안 되는 경우 풍선확장술
및 외과적 치료를 연이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보
툴리눔 독소 치료 후 풍선확장술을 하면 추가로 풍선 치료
17,18
를 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보고 가 있는 반면, 이전 보
18
툴리눔 독소 주입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상반된 보고 도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보툴리눔 독소 치료 후 외과적 치
19
료를 하였을 때 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 와 그렇지
20
않다는 보고 가 있어 보툴리눔 독소 치료가 추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실치 않다.
보툴리눔 독소 치료는 풍선확장술, 복강경을 이용한 식
도근절개술(laparoscopic myotomy)과 비교할 때 초기에
는 비슷한 정도로 증상을 호전시키나 6-12개월 후에는 급
격히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나 풍선확장술 등의 치료 전에 임시로 사
21
용되는 경우가 많다 .

비아칼라지아성 식도운동질환(non-achalasia
abnormal esophageal motility)
보툴리눔 독소 치료는 비아칼라지아성 식도운동질환, 즉
미만성 식도경련(diffuse esophageal spasm; 식도하부의
동시성 수축을 특징으로 하는 식도운동질환), 고압성 하부
식도괄약근(hypertensive LES; 흉통이나 연하장애를 특징
으로 하는 드문 일차성 식도운동질환으로 평균 하부식도 괄
약근압이 45 mmHg 이상이나 음식섭취시에는 하부식도괄
약근이 90%이상 이완하며 정상적인 식도체부연동을 보이
는 경우)등의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29명의 미만성 식
도경련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Z line의 5곳에 각각 20 unit
씩 총 100 unit의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한 결과 70%의 환
자에서 가슴통증 및 역류, 삼킴장애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22
평균 증상 호전기간은 7개월이었다 . 또한 22명의 호두까
기식도 또는 미만성 식도경련환자를 대상으로 위식도접합
부(esophagogastric junction)으로부터 2, 7cm 떨어진 부
위에 각각 50 unit 보툴리눔 독소를 주입한 결과 삼킴장애
23
와 체중감소가 소실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도 비아칼라지
아성 식도운동질환에 보툴리눔 독소 치료가 도움이 되었다
24,25
는 증례보고가 있었으나 , 치료 대상 환자의 수가 많지가
않아 객관적인 비교연구가 어렵고, 치료효과 지속기간이 제
JKDS Vol. 5, No. 1, 2015

한되어 있다는 단점은 아칼라지아의 경우와 같다.

결론
소화관 운동질환의 보툴리눔 독소 치료는 시작된 지 이
미 20여 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치료분야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아칼라지아
에 대한 치료효과는 상당부분 입증되었으나 비아칼라지아
성 식도운동질환에 대한 효과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 주입은 치료가 간편하고 비교
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작용 지속기간이 비교적 짧아
반복적인 주입이 필요하다는 단점 역시 적지 않다. 그러므
로 향후 소화관 운동질환에 대한 보툴리눔 독소의 정확한
치료 지침을 정하고, 최소한의 주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
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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