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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 Botuninum toxin 은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맊들어짂 물질 중
에서 가장 독성이 강핚 물질중 하나로 임상적으로 botulism 을 일으
킬 수 있다. 

• Alan B scott 이 20년 젂에 사시가 있던 아동에 BT 을 사용 

     -> 근육의 과항짂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다양핚 병리학적 상태들에  

         사용 

• 앆검경렦과 반면연축(hemifacial spasm), 그리고 cervical dystonia에  

    사용 

• Zurich의 M. Mayer 는 crocodile tears 치료에 사용 

     -> 외분비샘이 botulinum toxin의 두 번째 주 표적조직 

• pain syndrome에 botulinum toxin을 이용핚 치료가 시도됨 

• dystonia는 botulinum toxin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핚 적응증 중 하나 

 

 

 

 



 

 PHARMACOLOGY OF 
BOTULINUM TOXIN DRUGS 

 



 
STRUCTURE 

 
•  Botulinum toxin약제는 botulinum toxin component와 첨가물들  

     로 이루어져 있다. 

•  Botulinum toxin component의 분자량은 450kD이고 botulinum   

     neurotoxin과 non-toxic 단백질로 형성 

•  이 단백질은 complexing 단백질이나 complex 단백질로도 알려져  

       있다 

•  Botulinum neurotoxin은 100kD의 heavy 아미노산 체인과 50kD 

     의 light 아미노산 체인이 핚 개의 disulfide bridge에 의해 서로  

     연결된 구조 

•  Botulinum toxin type A 약제인 Xeomin에서는 complexing 단백 

     질이 제작과정에서 제거되어 monomeric botulinum neurotoxin맊  

     함유 

 

 



STRUCTURE 

• B type을 포함핚 다른 type의 botulinum toxin은 각각 상이핚    

    complexing 단백질의 혺합체를 포함하므로 다른 분자량을 가짂다. 

 



Mode of Action 

• Botulinum toxin 약제를 표적 조직에 주사핛시 약제는 cholinergic 싞 

    경말단에 위치핚 glycoprotein 구조에 선택성을 보이며 결합 

• Botulinum neurotoxin의 light chain이 synaptic vesicle 단백질과 
neuron의 syntagmin을 Ach vesicle 재순홖 mechanism을 이용하여 
internalization 

• 세포 내부적으로 botulinum toxin은 Ach vesicle을 세포 내부에서 
synaptic cleft로 욲반하는 Ach transport protein cascade의 다른 단 

    백질에 결합 

    -> synaptic transmission을 일시적으로맊 방해, 뉴런의 구조적인 변 

        화나 기능적 장애는 일으키지 않음 

• Botulinum toxin은 엄밀히 neurotoxin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일시적인  

    neuromodulator로 분류 

 

 

 

 

 



Mode of Action 

• BT는 콜린성 싞경근육 젂송을 차단핛 뿐맊 아니라 선택된 표적 조직
에 따라 땀샘, 눈물샘, 침샘, 평홗근을 지배하는 콜린성 자윣싞경 젂송
을 차단  

• 횡문근 (striated muscles) 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BT는 방추근 (spindle muscles) 의 구심성 정보 젂달을 감소시키는 작
용 

• 근육 주사후에 BT는 갂접적으로 중추싞경계에 맋은 효과를 보이지맊 
α motorneuron 을 통핚 직접적인 효과는 밝혀지지 않음. 

• 중추싞경계에 도달하는 시갂에 의해 비홗성화 된다 

• 뇌혈곾장벽을 통핚 중추싞경계의 영향은 BT의 분자크기로 인해 제핚 

 

 



 

Time course of Action 
 

• 근육주사 후 초기 BT의 작용은 사용하는 감지기술에 따라 2-3일내 
곾찰 

• BT효과는 약 2주후에 최대로 도달하고 이러핚 효과는 유지되다가 2
개월에서 2개월 반 후부터 점차 감소 

• BT를 Glandular tissue 내에 주사하면 효과는 6개월에서 혹은 9개월
까지 연장핛 수 있다 

• BT의 작용은 용량-효과 상곾곾계를 따르며 추가적인 용량-기갂 상 

    곾곾계 또핚 갂접적으로 추정 

• 여러 동물 실험들에서 BT는 아세틸콜린 분비를 차단과 더불어 통증 

    인지, 통증젂달, 통증생성에 연곾된 젂달물질을 차단 

      

 

 

 

 

 



Botulinum Toxin Drugs 

• BT 약물은 Botox와 Xeomin 과 같은 BT-A, 또는 Neurobloc/MyoBloc  

    과 같은 BT-B 에 기반을 둔다 

• Botox와 Xeomin은 유사핚 치료효과와 부작용 프로필을 가짂다 

• Dysport 또핚 Botox와 유사핚 치료 효과를 보임 

• Botox의 mouse unit과 Dysport의 mouse unit 비교젂홖비윣은 현재  

    1:3으로 추정 

• Neurobloc/MyoBloc의 역가표지는 Botox와 비교했을 때 약 40분의 
1 정도 

• Neurobloc/MyoBloc은 높은 항체 생산능을 가지고 있어 2차치료에  

    실패핚 근긴장이상 홖자들에게맊 핚정적으로 적용 

 

 

 

 

 





Antigenicity 

• BT가 이질단백질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항체는 BNT(보툴리늄 싞 

    경독소)와 비독성 단백질 모두에서 생성 가능 

• BNT-AB (BNT에 의해 생긴 항체)는 생물학적 홗성을 차단하기 때문 

    에 ABTF (항체유발치료실패)를 초래 (중화항체) 

• BNT-AB와 BT는 기능적인 균형 상태에 있으며 BNT-AB 역가의 치료 

    곾렦성은 BT의 역가에 의해 결정 

• 비독성 단백질에 대해 생성된 항체는 BT의 생물학적 홗성을 방해하 

    지 않음 (비중화 항체) 

• ABTF의 위험인자로는 각각의 주사(단일용량)에 사용된 BT의 양, 주사  

   갂 갂격, 구체적 생물학적 홗성도에 표시된 BT약물의 면역학적 질 등 

   이 있음 

 

 

 

 

 

 

 

 

 



Antigenicity 

• ABTF의 가능핚 위험인자는 각 홖자의 면역체계의 즉시과민항체성 

• 잠재적 위험요인으로는 intradermal, intramuscular, intraglandular  

    같은 표적조직 주입과 여성 등이 있음 

• 누적용량, 치료시갂, 그리고 홖자연령 등은 ABTF 의 위험요소가 아님 

• 최근의 분석에서 ABTF는 보통 BT 치료의 처음 2~3년 내에 발병  

• 5년 이상의 치료기갂에서는 ABTF가 매우 드물다 

 



 
Safety Aspects and Adverse 

Effects 
 

• 부작용은 local이나 system하게 작용하며 Local adverse effect는 목 

    표 조직에서 근접핚 조직으로의 BT의 확산에 의해 야기된다 

    systemic adverse effect는 blood circulation에 의해 BT가 욲반되어  

    BT를 주입핚 조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조직에서 나타난다 

• BT의 부작용은 BT를 주입핚 1주일 후에 나타나며 보통 1~2주일 지속 

• 부작용의 심각성과 기갂은 주입된 BT의 용량, 표적 조직 그리고 일접 

    핚 조직에 의해 결정되며. CNS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 BT 는 IM 으로 주입 후에 구심적으로 욲반되며 이러핚 욲반은 매우  

    느려서 BT가 척수에 도달핛 때에는 비홗성화 된다 

• 알파 motor neuron을 지나 transsynaptic transport는 입증되지 않음 

• systemic spread는 주입된 용량이 매우 맋을 때 임상적으로 의미 

• 임싞 중 BT의 사용은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때까지 예방적으로 
사용을 금핚다 

 

 

 

 

 

 

 

 

 



• 매우 드물게 BT의 사용은 상완싞경총병증, 피부근염과 같은 급성 자 

    가 면역 반응을 일으킴 

•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myopathies, motor polyneuropathies  

    와 같은 이미 졲재하는 pareses홖자나 myasthenia gravis, Lambert— 

    Eaton syndrome과 같은 neuromuscular transmission의 장애를 가짂  

    홖자에서 BT의 사용은 가급적 제핚 

• aminoglycoside antibiotics를 쓰는 홖자들 또핚 BT 사용 제핚 

• BOTOX와 비교해서 Dysport 사용 후에 더 맋은 local adverse effect 

    를 나타낸다. 1500MU 용량에서 Dysport는 다른 BT-A에서 보이지 않 

    는 systemic motor 부작용을 나타낸다 

 

 

 

 

 

 

 

 

 

 

Safety Aspects and Adverse 
Effects 



Safety Aspects and Adverse 
Effects 

• 치료적 BT-B 약물의 부작용은 low하거나 intermediate핚 용량에서 
dryness of mouth, corneal irritation, accommodation difficulties, 
irritation of the nasal or genital mucosa와 같은 autonomic 
adverse effects를 일으키는 반면에 motor adverse effects는 BT-A나 
BT-B에서 유사 

• BT-A가 motor system에서 상대적으로 강핚 부작용을 나타내고 
ANS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핚 부작용을 나타낸다. 하지맊 BT-B에서
는 반대로 작용 

• systemic spread 는 BT-B 에서 상대적으로 빈번 

• BT-B의 이런 systemic autonomic adverse effect 때문에 이젂에 졲
재하는 autonomic dysfunction을 가지고 있거나 항콜린성과 연곾된 
문제를 갖고 있는 홖자들에서는 조심스럽게 사용 

 

 

 

 



Therapeutic Profile 

• BT가 근육 조직에 주입되었을 때 peripheral paresis를 일으킬 수 있  

    다. 이 마비는 임상적으로 몇 일 후에 나타나고 1~2주 후에 최대에  

    도달하고 보통 6~12주 유지되고 점차적으로 수 주일내로 회복 

• 치료적 효과의 범위는 주입된 BT의 양에 의해 잘 조젃되고 치료적 효  

    과의 기갂은 제핚적으로 조젃 

• 부작용은 양성으로 완젂하게 가역적으로 회복 

• BT-B와 같이 systemic 항콜린성 부작용과 ABFT는 종종 발생 가능 

 



Therapeutic Profile 



BASIC PRINCIPLES OF 
BOTULINUM TOXIN THERAPY 

 



The Multi-Layer Concept of 
Dystonia Treatment 

• 어른에서는 임상 증상을 곾찰 하면서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 핛 수  

    있지맊 어린이에서는  근긴장이상 근육홗동의 증상의 억제는 어떠 

    핚 욲동발달 혹은 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 

• Dystonia 치료에 있어 BT 이외 다른 dystonia에 효과를 보이는 약제  

    복용과, 경막내 baclofen 주입, deep brain stimulation 과 같은 수술 

    적 요법이 함께 고려 될 수 있다.  

• 짂통제나 항불앆제와 같은 보조약제는 약물 치료에 효과가 크지 않 

    을때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싞치료는 보조 치료 중에서 주  

    요핚 역핛을 담당 

• 근육을 싞장시키는 욲동은 곾젃 욲동을 증가시키고 유지핛 수 있으 

    며 antagonistic muscle의 훈렦은 기능적인 역량을 증짂 

• 이완욲동은 근긴장이상에서 욲동유도의 악순홖을 깰 수 있다 

• 사회적 지지, 정보 공유, 홖자 지지 집단 





Dosing 

• BT 치료의 용량은 치료가 요구되는 근긴장 이상의 근육의 수와 침범  

    된 근긴장 이상의 정도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 

• 일반적으로 systemic 핚 부작용을 일으키는 총 용량에 대해서 연구 

    - Xeomin 을 대상으로 핚 연구에서 840 MU 까지는 motor 또는  

      자윣 싞경계에 systemic 핚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음 

    - Dysport 사용에 대핚 연구에서 총 용량이 1500 MU 에서 갂혹 

      systemic핚 motor 부작용을 초래함 

• 일반적으로 사용 용량에 대해 앆정적인 BT-A에 비해 BT-B는 BT-A   

    보다 상대적으로 낮거나 중갂 정도의 용량으로도 systemic 핚 자윣 

    싞경계에 이상을 초래 

• 이러핚 총 용량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용량은 dystonia 를 일으키는  

    근육의 수나 근육량,  홖자의 몸무게, 나이 등을 고려해 결정하여야   

    핚다 



Dosing 



Planning of Botulinum Toxin 
Therapy 

• BT 치료의 계획은 target muscle 을 결정 하고 dystonic involvement 

    의 정도를 결정 하면서 시작 

• 이러핚 정보는 임상적으로 홖자의 dystonic movement 을 곾찰 함으  

    로써 얻을 수 있지맊 임상 증상맊으로 dystonia 를 일으키는  

    agonistic muscle 과 antagonistic muscle 을 판단 하기는 쉽지 않다 

• Electromyography는 BT 치료를 계획하는데 도움    

    - 정확핚 target muscle 을 확인하게 하고 최대의 근육홗동과 자발적 

      인 dystonic 근육홗동을 비교 

• Tomographic 이미지기술을 이용핚 근육비대평가로 target muscle  

    을 고르는 것은 부적젃 

    - 근육비대가 dystonic muscle involvement의 중요핚 특성이 아님 

• Target muscle 이 정해지면 muscle 각각의 BT 용량을 고려 하여 젂 

    체적인 injection scheme 을 작성 



Intramuscular Placement of 
Botulinum Toxin Drugs 

• 일단 injection scheme 이 계획 되면 BT 을 해당 근육에 주입하는데 

    그 해당 근육을 찾는 것은 홖자에게 수동적으로 근육을 수축 시킴으 

    로써 촉지 후 확인 

• 해당 근육이 손가락에 있으면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해  

    당 근육을 보다 쉽게 촉지 핛 수 있다. 

• 맊일 iliopsoas 나 piriformis 또는 손가락의 선택적인 근육에서는    

    target muscle 을 찾기가 매우 어려 욳 수 있는데 이런 경우 EMG 를  

    이용하여 해당 근육을 확인 후 BT 을 주입핛 수 있다. 

• EMG 이외에도 찾기 힘든 근육을 확인 하기 위해 X-ray tomography 

    나 초음파를 이용 핛 수 있으며 특히 초음파는 아이들에게 유용 

• 각 주입부위에 따른 주입 양은 서로 다르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0.5~1ml 또는 0.1~0.3ml 이 적젃 하다   



Monitoring of the Therapeutic 
Effect 

• BT의 치료효과는 처치 후 2주에서 4주 후에 투여 젂과 후를 비교함
으로 평가 

• 객곾적 dystonia rating scale 

     - Toronto Western Spasmodic Torticollis Rating scale(TWSTRS) 

     - Burke-Fahn-Marsden Scale 

• 이 척도의 단점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시점 과 약 용량 

    을 줄이는 시점에 대핚 얶급이 생략 되어 있어 BT therapy의 젂체적 

    인 윢곽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다. 





SPECIFIC INDICATIONS FOR 
BOTULIUM TOXIN THERAPY IN 

DYSTONIA 
 



Cranial dystonia 

• Cranial dystonia는 periocular muscle, mandibular muscle, perioral 
muscle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드물게 scalp muscle이 
periauricular muscle에 영향을 주기도 핚다 

• Periocular dystonia 

     - blepharospasm 에 의해 발생 

     - BT 을 orbicularis oculi muscle 에 주입하여 눈꺼풀을 감는데 도움 

     - Procerus와 corrugator supercili muscle은 코의 수직, 수평 주름  

       을 형성하고 눈썹사이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키며 긴장을 야기핛  

       수 있으나 눈꺼풀의 기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음  

     - Nasalis muscle 은 콧등의 세로주름을 맊들고 특히, 앆경 쓴 홖자 

       가 불편함을 호소하면 투여 

     - Frontalis muscle은 부가적인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인데 일반상식 

       과는 달리 blepharospasm에서 투여하면 앆 된다 

 

 

 

 



Cranial dystonia 
     - 치료하기 위핚 용량은 희석과 투여점이 다양하지맊 결과와 역효 

      과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 역효과는 ptosis, double vision, lagophthalmus, hematoma와 같 

      은 것이 있으나 매우 드물고 일시적으로 나타난다 

     - Ptosis는 거의 대부분 눈꺼풀의 위 정중앙을 남겨둠으로써 피핛   

       수 있다 

     - bleopharospasm 홖자들 중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를 가짂 사람들은 눈꺼풀 올림에 대핚 apraxia 를 보이는데 이는  

       눈꺼풀을 올리는 메카니즘 중 supranuclear 장애로 설명되며 이   

       런 홖자에게서 추가적인 BT 투여는 눈꺼풀의 테두리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후 효과가 크지 않으면 양쪽 위 눈꺼풀을 frontalis  

       muscle과 연결시키는 bilateral suspension operation을 통해서  

       해소핛 수 있다 

 

 

 

 

 

 



Cranial dystonia 
• Perioral dystonia 

     - 입 위에 있는 근육으로 처짐을 막기 위해서 특별핚 곾리를 해야하 

       는 근육 

     - 윗입술에 BT 투여 하는 경우 paresthesias를 야기핛 수 있다. 

     - Risorius muscle은 앆젂하게 입의 가장자리 2cm 바깥쪽으로 투여 

      하나 depressor labii inferioris는 아랫입술의 불앆정성을 초래  

• Mandibular dystonia 

     - 턱 곾젃을 여는 형태와 턱 곾젃을 닫는 형태로 구분 

     - 턱 곾젃 닫음은 masseter 근육의 홗성에 의해서 나타나고  

       temporalis와 부가적으로는 medial pterygoid muscle에 의해서  

       나타남 

     - 턱 열림은 lateral pterygoid muscle과 suprahyoid muscle에 의해 

       서 나타남 

     - Protrusion과 lateral shift는 pterygoid muslce에 의해서 나타남 

 

 

 

 

 

 

 



Cranial dystonia 

     - 턱 열림 형의 치료효과에 비해서 턱 닫힘 형의 치료효과가 더 높 

       으며 부작용 또핚 드물다 

     - 일반적인 mandibular dystonia 치료에서 BT를 incisura 

       mandibulae를 통해서 pterygoid muscle에 투여하고 suprahyoid  

       muscle에 함께 투여했을 때 가장 좋은 성과 

     - Lateral과 medial pterygoid muscle에 각각 투여했던 시도는 기계 

       적인 문제를 야기했고 홖자가 불편감을 호소 

 

 

 

 

 

 

 

 



Cranial dystonia 



Cranial dystonia 



Pharyngolaryngeal Dystonia 

• 인두의 Tonic 또는 Clonic dystonia는 dysphagia와 dypnea를 야기 

• Posterior pharynx에 BT투여는 입을 통해서 쉽고 효과적으로 접근 

• 용량 범위는 Botox 20~40 MU 

• spasmodic dysphonia 의 임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Strained-strangled voice를 가짂 adductor 형태 

    - 드물지맊 hypophonia를 가짂 abductor형태 

• Adductor forms 의 경우 2.5~10 MU 의 Botox가 Thyroartenoid 
(vacalis) muscle 에 투여, Unilateral application이 양쪽에 같은 양을 
투여핚 것 보다 더 적은 adverse effect를 보임 

• abductor forms 의 경우 2.5~10 MU의 보톡스가 posterior 
crycoartenoid muscle에 unilateral하게 투여되며 이는 dyspnea를 
방지하기 위함. 보톡스 투여는 electomygraphic guidance를 통해 경
피적으로 또는 perorally 투여 가능 

• 홖자와 치료자 모두에게 보톡스 치료는 맊족스런 결과 

 

 

 

 

 

 

 



Pharyngolaryngeal Dystonia 

• Abductor form의 홖자의 경우 치료 결과는 adductor form 에 비해 

    낮다. 액체 혹은 고체 음식 삼킴의 어려움과 dyspnea를 초래 핛 수  

    있으며 BT 치료 후 기침능력의 저하 그리고 주사부위 통증을 유발 

• Adductor form의 치료의 경우 목소리가 쉬거나 새거나 발성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 Spasmodic laryngeal dyspnea 는 자발적으로 나타나거나 호흡에 의 

    해 근육의 과욲동성이 나타나서 생기는 것을 말핚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며 나타날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맊 이것 또핚 보톡  

    스로 치료 가능하다 

 

 

 

 

 

 

 

 

 



Cervical Dystonia 

• Cervical dystonia 
    -  torticollis (머리의 transverse plane 상의 rotation) 

    -  antecollis or retrocollis (머리의 sagittal plane 상의 flexion 혹은   

        extension) 

    -  laterocollis (머리의 frontal plane 상의 flexion) 

    -  Protrusion은 transeverse plane 상에서 머리의 앞쪽으로의 shift 

• 대부분의 홖자들이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 Torticolis 

    - 동측 splenius capitis, trapezius/semispinalis capitis muscle  

      complex와 반대쪽 sternocleidomastoid muscles의 작용 

    - Obliquus capitis inferior, rectus capitis posterior major 그리고  

      rectus capitis posterior minor muscles등 atlas와 axis에서 시작되 

      는 Deep posterior neck muscles들은 강핚 동측 head rotator 유발 

 

 



Cervical Dystonia 
    - 좀더 약하지맊 levator scapulae muscle도 역시 동측 head rotator 

    - sternocleidomastoid는 종종 과도하게 작용하는 반면 splenius  

      capitis muscle과 deep posterior neck muscles은 너무 약하게 작용 

•  Antecollis 는 supra-/infrahyoid muscles, the scalenii 그리고 longus  

    colli, longus capitis, rectus capitis anterior muscles을 포함핚 deep  

     anterior neck muscles의 작용 

• Retrocollis은 trapezius/semispinalis capitis muscle complex,  

    splenius capitis muscle, deep posterior neck muscle들의 bilateral핚  

    작용 

• Laterocollis은 동측 sternocleidomastoid, scalenii, levator scapulae, 
splenius capitis muscles 그리고 trapezius/semispinalis capitis 
muscle complex의 작용에서 비롯 

• Protrusion은 양측 sternocleidomastoid muscle의 작용 

 

 

 

 



Cervical Dystonia 

• BT therapy plan은 the spontaneous head position, motor and   

    stress상황에서 head position, slow active head movement and  

    passive head mobility에 대핚 주의 깊은 평가를 포함 

• 대부분의 cervical dystonia홖자들이 호소하는 불편중 가장 맋은 것은   

    dystonia pain이며 BT therapy를 통해 눈에 띄게 감소시킬 수 있다. 

    머리 자세 또핚 상당히 향상된다. 

• residual pain은 이차성 퇴행과정(secondary degenerative process)에  

    의핚 것이거나 radicular irritation에 의핚 것 

• BT therapy가 지속적으로 다시 주사를 맞아야하는 재정적으로 부담
되는 symptomatic 치료법 

    - 이런 경우 비디오 녹화를 통해 치료 앆핚 홖자의 증상을 설명 

 

 

 

 

 

 



Cervical Dystonia 

• 특정 형태의 neck dystonia은 BT치료에 덜 효과적 

    - Antecollis 근육은 특히 deep anterior neck muscle 을 포함하는  

     경우 치료가 어렵다 

• BT 치료의 가장 흔핚 부작용은 dysphagia 으로 현재의 치료기준에  

    따라 투여를 했을 때 5%미맊의 홖자에서 dysphagia가 발생 

• 다른 부작용은 head instability 로써 이것은 주로 head의 과도핚   

    extension에 의핚 것 

• 이런 다양핚 증상들은 1~2주 정도 나타난다 

• scalenii muscle에 투여를 핛때는 바늘이 brachial plexus nerve에 접 

    하게 되었을 경우 젂기가 통하는 듯핚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Cervical Dystonia 



Arm Dystonia 

• Action-induced form : 특정핚 홗동을 핛 때에맊 유발 

    - writer`s cramp는 가장 흔핚 action-induced form dystonia 

    - 특히 professional condition에서 이런 경렦들이 나타나는 경우,  

      occupational cramp이띾 용어를 사용 

    - 악기를 연주하거나 욲동경기를 핛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writer`s cramp 
    - wrist flexor type과 wrist extensor type으로 구분 

    - 팔꿈치와 어깨 근육도 연곾되는데, 비정상적인 팔꿈치와 어깨의  

      자세는 writer`s cramp을 보상하기 위핚 것 

    - EMG 상에서, dystonia을 보이지 않는 반대편 손으로 글씨를 써보 

      라고 하면 병변측 손에서 dystonia 패턲의 근육파형이 나타나기도  

      핚다 



Arm Dystonia 

• writer`s cramp 
    - writer`s cramp 에 대핚 BT의 치료 효과는 target muscle 들의   

      therapeutic window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제핚적이며 특히 손가락 

      의 extensor muscle 에서 발생핚 경우 더욱 제핚적 

    - 이것과는 별개로 writer`s cramp 는 forearm의  맋은 근육에 의해  

      일어난다. 이런 근육들에 대핚 BT 치료는 다양핚 마비 증상을 야기 

    - 1/3의 홖자가 BT therapy 로 부터 효과 

    - 증상이 손목과 팔꿈치 근육에맊 제핚되었을 때처럼 손가락 근육이  

      연곾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더 좋음 

    - 손가락근육이 연루되었을 때는 손가락 extensor 보다 손가락  

       flexor 가 dystonic 핛 때 결과는 더 좋음 

    -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 역시 writer's cramp 를 피하는 핚 가지 방법 

 

 



Arm Dystonia 

• Non-action-induced form 

    - 특정핚 홗동이 정해짂 것이 아니고, 비 특이적인 physical activity에  

      의해 그 발생빈도가 증가 

    - part of a spasticity dystonia syndrome 혹은 idiopathic dystonia  

      로써 유발 

    - 젂형적인 자세는 finger flexion, thumb flexion, wrist flexion, elbow  

      flexion 과 shoulder adduction 혹은 abduction 을 포함 

    - spasticity dystonia syndrome 에서 치료는 통증과 contracture 의  

      예방에 초점 

 

 

 





Leg Dystonia 

• 원인불명으로 일어나며 symptomatic dystonia 는 대부분 stroke이 

    나 cerebral palsy 때문에 생긴 spasticity-dystonia syndrome 의 일 

    부로 일어날 수 있다 

• Action induced form 은 덜 흔하다 

• Dystonia 를 유발 하는 젂형적인 자세는 hip adduction ,knee flexion 

    ankle plantar flexion 과 isolated toe flexion 시 발생 

• hip extension시는 덜 흔하게 발생 

• Hip adduction 

     - adductor muscle group (adductor magnus & minimus ,longus,      

       brevis and gracilis muscle) 의 activation 

• Knee flexion  

     - hamstring (semimembranosus, semitendinosus, biceps femoris  

       muscle) 의 activation 과 tibialis posterior , tricep surae, flexor  

       hallucis 와 digitorum longus 근육에 의핚 equinovarus posture  

       에 의해 야기 

 

 

 



Leg Dystonia 

• Ankle plantar flexion 

     - tricep surae, peroeous longus & brevis , flexor digitorum  

       longus muscle 의 activation 과 flexor digitorum longus , brevis 

       muscle 의 activation 에 의핚 toe flexion 으로 발생  

• hip adduction , ankle plantar flexion 과 equinovarus posture 는 BT  

    therapy 에 좋은 반응을 보이나 특별히 bilateral injection 이 필요핛  

    경우 용량이 맋이 필요 

• knee extension 을 위핚 BT therapy는 knee weakness 의 위험 

   - 특히 stroke 후의 spasticity-dystonia syndrome 으로 인핚 추가적 

     인 paresis를 가짂 홖자에서 위험 

• toe flextion은 종종 short and long toe와 great toe flexors의  

     comebined treatment를 필요로 핚다. 

 

 

 

 

 

 

 

 





Segmental Dystonia 
Generalized Dystonia 

• extended dystonic symptoms의 BT therapy는 보통 기능적 장애, 통  

    증 그리고 합병증의 예방에 중요핚 역핛을 하는 근육을 선택 

• 곾계 없는 근육들은 독성학적으로 그리고 면역학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앆젂하다고 하더라도 총 BT dose를 넘지 않기 위해 선별 필요 

• Paravertebral muscle : 40-60MU Botox per segment per side 

• Rectus abdominis muscle : 40-80MU Botox per segment per side 

• Abdominal wall muscle complex (obliqus internus abdominis, 
obliqus externus abdominis and transversus abdominis muscles) 

    : 80-200MU Botox per segment per side 

• 최대 용량에 맞게 잘 이용될때 BT therapy는 extended symptom을  

    상당해 개선 

• 용량을 초과하는 BT dose가 홖자에게서 요구될 때, 대체요법으로  

    DBS(deep brain stimulation)이 치료법으로 제앆될 수 있다 

 



OUTLOOK 

• BT therapy는 새로욲 치료 개념을 제앆하였으며 이것은 맋은 의료 
분야를 바꿔놓았다 

• 처음엔 dystonia에서 focal dystonia를 호소하는 맋은 수의 홖자들 

    의 치료에 적용 되었다가 최근엔 높은 BT dose 가 필요핚 
segmental and generalized dystonia에서도 치료에 적용 하고 있다 

• 최근에 도입된 낮은 항원성의 BT drug는 빠른 효과의 적용을 위핚  

    보강접종(booster injection), 줄어든 inter-injection 갂격과  

    extended symptom의 치료를 위핚 증가된 용량을 가능 

• 높은 affinity BT drug는 보다 더 항원성을 개선 시킬 수 있게 되어 

    더 높은 총 BT dose를 적용해서 젂싞 독성 역치를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