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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본태눈꺼풀연축 Benign Essential Blepharospasm (BEB) 

 

본태눈꺼풀연축은 인구 10만명당 5명이 이환되는 눈꺼풀 운동 장애입니다. 환경적 원인 없이 양

안에 발생하는 불수의적 눈깜박임, 경련으로 인해 심하게는 눈을 뜨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양성이

라는 말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본태는 외부의 자극 없이 그 자체로 발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보톡스입니다. 눈꺼풀연축은 비정상적인 수축 또는 빈번한 눈깜

박임을 의미합니다.  

아주 밝은 빛을 볼 때 나타나거나 따가운 안약, 이물질에 의한 자극 때문에 나타나거나, 건성안이

있을 때 나타나는 눈 깜빡임은 정상입니다. 진단은 주치의가 과도한 눈깜박임에 대한 원인을 찾

을 때까지 간과되거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꺼풀연축은 과도한 반사성 눈깜박임

으로 시작하여 밝은 빛, 피곤함, 정신적 긴장감 등에 의해 악화됩니다. 초기 눈꺼풀연축은 건성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연축 환자에서는 건성안 또한 병발할 수 있으므로 인공누액이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빛에 민감한 환자는 특수한 FL41 색안경 착용이 도움이 됩니다.  

본태눈꺼풀연축은 중년의 여성에게 호발합니다. 인체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기저핵 (basal ganglia) 

의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대개 유발 요인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축은 낮에 점점 더 

자주 발생하며 운전, 독서, 장보기, 걷기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뜨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눈꺼풀은 몇 초, 몇 분, 몇 시간 동안 감긴 상태로 지속됩니다. 연축은 잠들었을 때는 발

생하지 않고, 몇몇 환자에서는 숙면한 이후에 몇 시간 동안 연축이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운전

이나 독서를 하는 동안 눈을 뜨기 위해 껌을 씹거나, 휘파람 불기, 노래하기 등의 감각 속임수

(sensory trick)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료 전                  보톡스 주입 부위                   치료 후 

 

메이그 증후군 (Meige Syndrome)  



본태눈꺼풀연축 환자는 눈을 감을 때 불수의적인 연축과 비정상적인 근육 수축이 일어납니다. 눈

꺼풀에서 시작하지만, 입 씰룩거림, 턱 내밀기, 찡그리기 등의 안면과 목 부위까지 광범위하게 영

향을 주게 됩니다. 눈꺼풀연축이 입과 턱까지 진행하면 “ 메이그 증후군” 또는 “입턱근육긴장이상” 

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보톡스로 치료합니다.  

 

보톡스  

보톡스는 눈꺼풀연축의 가장 효과적 치료제입니다. 이환된 부분의 피하에 주입합니다. 주사제는 

며칠에 걸쳐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며, 피하의 작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약화시켜 연축을 방지합니

다. 신경안과의사와 신경과의사가 보톡스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래에서 시행하며 10-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효과는 3개월 정도 지속되며 반복 주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환자에서 부

작용은 없으나 소량의 멍이 주사부위에 생길 수 있고, 일시적 눈꺼풀처짐과 복시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눈뜨기행위상실증(Apraxia of Lid Opening) 

눈뜨기행위상실증은 눈을 뜨기가 어려운 상태로 눈꺼풀연축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꺼풀연축 환자는 특징적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연축이 오는데, 경련이 멈춘 후에도 여전히 눈

을 다시 뜨기가 어렵습니다. 눈뜨기행위상실증 환자는 눈을 뜨기 위하여 이마근육을 들어올리거

나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들어올려야 합니다. 눈꺼풀연축이 눈을 감는데 작용하는 뇌기능의 문제

인 것과 마찬가지로, 눈뜨기행위상실증은 눈을 뜨게 하는 대뇌의 문제입니다. 보톡스가 완전한 치

료가 되지 않으며,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톡스를 맞으면 보툴리눔 중독증에 걸리나요? 

아닙니다. 보톡스는 피하에 주사하므로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적은 용량을 주

입하므로 보툴리눔 중독증을 일으킬만한 용량이 되지 않습니다.  

 

주사가 아픈가요?  

매우 가느다란 바늘로 주입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몇 초 동안 약간 불편함을 느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