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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ThisstudyreportstheefficacyofusingintegrativeKoreanmedicinetreatmentsforapatientwithfacialparalysis

andaccompanyingtrigeminalneuralgia.

Methods:A45-year-oldmalepatientwithleftsidefacialpalsyandfacialpainduetoBell'spalsywithtrigeminalneuralgia
wastreatedwithherbalmedicine,acupuncture,pharmacopuncture,andcuppingfor18days.Thetreatmenteffectwasevaluated
bymeasuringthescoresforthenumericalratingscale(NRS)offacialpain,theHouse-Brackmannscale,andtheYanagiharascale.

Results:Afterthehospitaltreatment,thepatient’sfacialpainNRSscorewasdecreased,andtheHouse-Brackmannscale
andYanagiharascalescoresimprovedaftertheadministrationoftheKoreanmedicinetreatments.

Conclusions:TheintegrativeKoreanmedicinetreatmentsappearedtobeeffectiveintreatingfacialnervepalsyand
associatedtrigeminalneuralgia.

Keywords:facialnervepalsy,trigeminalneuralgia,Koreanmedicinetreatment,casereport

Ⅰ.서 론

안면신경마비는 뇌신경 질환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얼굴근육의 마비로 인하여 안면부

의 편측 표정근육과 안검 의 편측 운동장애

지각장애를 수반한다
1
.발병 부 에 따라 크게

추성 마비와 말 성 마비로 분류하며,벨마비

(Bell’spalsy)는 말 성 안면신경마비 85% 이

상을 차지한다
2,3
.

한의학에서는 안면마비에 하여 ≪靈樞⋅經筋

篇≫에 “足之陽明手之太陽 筋急卽口目爲僻 皆急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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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卒視 治皆如右方也”라고 기재된4이래로 역 여

러 한의학 문헌에서 口眼喎斜로 언 되어 왔다.口

眼喎斜는 正氣가 부족하여 經脈이 空虛한 상태에

서 風寒邪氣가 침입하여 經絡이 滯되고 氣血이

痺阻되어 經筋이 失養되어 肌肉이 縱緩不收하게

됨으로써 발병하며
4
,사려과다,과로,한랭노출,원

인불명 등의 요인과도 연 되어 祛風通絡,養血熄

風,行氣活血 등의 치법이 사용된다
1
.

일반 으로 한의학에서 구안와사의 치료는 침구

요법,약물요법,물리요법,뜸요법, 침요법,Laser

침요법,약침요법 등의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

며
5
,최근에는 매선요법,정안침,미소안면침 등의

활용에 한 연구가 보고되었다6.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로

인해 내원하는 환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

로,일생 동안 60명 1명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7.안면신경마비는 외모 변화를 유발하

여 환자들에게 사회 ,기능 스트 스를 주며 후

유증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환자에게 더 큰 고통

을 주므로 기에 한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삼차신경통은 제 5뇌신경인 삼차신경이 분

포하는 안면부에 반복 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으로 이나 가벼운 움직임에도 통증이 심화된

다
1
.안면신경마비와 임상 양태는 다르지만 모두

안면 부 에 증상을 유발하므로 동반될 경우 환자

의 불편감이 심화된다.

이에 자는 삼차신경통을 동반한 안면마비 환

자에게 한약치료 침치료와 신바로약침 치료,부

항치료 등 통합 인 한방치료를 시행하여 증상 양

상에 호 을 보인 치험례가 있어 보고하고자 한다.

Ⅱ.증 례

1.환자명 :김⃝필(M,45세)

2.입원기간 :2018년 10월 30일-2018년 11월 16일

(18일간)

3.주소증 :左側 顔面部 痲痹感,左顔面痛(좌측

골부,상악부,하악부 체 으로 불타는 듯한

통증 1일 10회 반복,1분~1분 30 간 지속),左

側頭痛(좌측 태양 부 통증),左眼充血

4.O/S:2018년 10월 17일 과로한 후 發

5. 병력

건장한 체격(175cm,88kg)의 남자 환자로 평

소 별무 병 ,2018년 10월 17일 과로한 후 발

생한 좌측 안면부 마비감 안면부의 삼차신경

통을 주소로 2018년 10월 순 local병원에서

근 도검사 BrainMRI와 BrainCT상 별무

소견 삼차신경통 진단받으신 후 po-med치

료하셨으나 증상 지속되어 2018년 10월 말 local

한의원에서 침치료 한약치료하 으나 증상

지속되어,2018년 10월 30일 본원 한방내과 외래

통해 내원하 으며 집 치료 해 입원치료함.

6.과거력/가족력 :없음.

7.사회력 :자 업자

8.진단명 :口眼喎斜,面痛,facialnervepalsy,

trigeminalneuralgia

상기 환자 1명을 상으로 치료 종료 후,자생한

방병원 임상연구심의 원회(InstitutionalReview

Board,IRB)를 통해심사면제(IRBFileNo.JASENG

2019-07-017)를 획득한 뒤 후향 증례보고를 작성

하 다.

9.평가방법

1)House-Brackmannscale(Table1):House-

Brackmann scale(이하 HB scale)은 1983년

처음 소개된 이후 재까지도 안면신경의 기

능을 평가하는 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HBscale은 안면신경기능의 정도를 grade를 I

부터 Ⅵ까지로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안면운

동기능 후유증 반의 평가를 제공하며,

평가방법이 간단하여 쉽고 빠르게 평가할 수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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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Description Characteristics

Ⅰ Normal Normalfacialfunctioninallareas

Ⅱ
Mild

dysfunction

Gross:slightweaknessnoticeableoncloseinspection;mayhaveveryslightsynkinesis
Atrest:normalsymmetryandtone
Motion
Forehead:moderatetogoodfunction
Eye:completeclosurewithminimumeffort
Mouth:slightasymmetry

Ⅲ
Moderate
dysfunction

Gross:obviousbutnotdisfiguringdifferencebetweentwosides;noticeablebutnot
severesynkinesis,contrature,and/orhemifacialspasm

Atrest:normalsymmetryandtone
Motion
Forehead:slighttomoderatemovement
Eye:completeclosurewitheffort
Mouth:slightlyweakwithmaximumeffort

Ⅳ
Moderately
severe

dysfunction

Gross:obviousweaknessand/ordisfiguringasymmetry
Atrest:normalsymmetryandtone
Motion
Forehead:none
Eye:incompleteclosure
Mouth:asymmetricwithmaximumeffort

V
Severe

dysfunction

Gross:onlybarelyperceptiblemotion
Atrest:asymmetry
Motion
Forehead:none
Eye:incompleteclosure
Mouth:slightmovement

Ⅵ
Total
paralysis

Nomovement

Table1.HouseBrackmannGradingSystem

2)Yanagiharascale(Table2):1976년에 발표된

평가자가 수행하는 regionalscale로,안면 기능의

10가지 동작을 0부터 4까지 혹은 0부터 2까지

동일하게 등 화한 평가법이다
8,9
.안면을 부

별로 나 어 각각의 마비정도를 평가한 뒤 총

을 계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체 인 마비

정도를 연속 인 수로 세분할 수 있어 다양한

마비를 나타낼 수 있고, 기 검사 시 HBscale

에 비하여 기 후 정에 좀 더 유리하다는

장 이 있다
9
.

Scaleof
fiverating

Atrest 01234

Wrinkleforehead 01234

Blink 01234

Closureofeyelightly 01234

Closureofeyetightly 01234

Closureofeyeoninvolvedsideonly 01234

Wrinklenose 01234

Whistle 01234

Grine 01234

Depresslowerlip 01234

Table2.Yanagihara'sUnweightedGrading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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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RS(NumericalRatingScale):환자가 느끼는

안면통과 련하여 주 통증을 객 화하기

해 NRS를 사용하 다.통증이 없음을 0,극

심한 통증을 10으로 하여 환자가 0부터 10까지

의 숫자가 표시된 설문지에서 자신의 통증에

해당하는 숫자를 선택하도록 하 다.본 증례

의 NRS는 시술자가 매일 오 1회씩 환자에

게 문진하여 측정하 다.

4)통증 발생 빈도 :하루 통증이 갑작스럽게

발작하는 총 횟수와,한 번 발작 시 지속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삼차신경통 증상의 호 도를

평가하 다.

10.처 치

1)한약치료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1월

16일까지 체 치료기간동안 증상 변화에 따

라 아래와 같이 탕약 환약을 처방하 다.

모든 처방은 탕 후 탕약 2첩 분량 당 3Pack

으로 균등하게 나 어 조제되었으며,한의사에

의해 처방되었다(Table3).

(1)청 신방(2018년10월30일-2018년11월02일)

(2)육공바로환(2018년10월30일-2018년11월16일)

(3) 고(2018년 10월 03일-2018년 11월 16일)

(4)이기거풍산(2018년11월02일-2018년11월16일)

:입원기간 15일간 사용하 으며,처방은

≪東醫寶鑑≫에 기재된 처방 구성을 따랐다.

2)침 치료 :침은 0.25×30mm 일회용 Stainless

호침(동방침구사,한국)을 사용하 으며 유침

시간은 15분으로 1일 2회 시술하 다.取穴은

患側의 風池(GB20),四白(ST2),地倉(ST4),

頰車(ST6)등의 穴과 健側의 合谷(LI4)穴을

주로 자침하 다.자침 시, 주 자극기(제

조사 :스트라텍,제품명 :STN-111,출력 압

:75Vp-p,출력 류 :7.6mA,주 수 :16Hz,

형 :constant)이용하여 기자극을 병행하

다.

Herbal
name

Scientificname
Amount
(g)

獨 活 RootofAngelicapubescens 2.4

羌 活 RootofOsteumkoreanum 2.4

靑 皮 CitriiUnshiusPericarpiumViride 2.4

陳 皮 CitriUnshiiPericarpium 2.4

枳 殼 AurantiiFructus 2.4

桔 梗 Platycodongrandiflorum 2.4

半夏 (薑) PinelliaeTuber 2.4

南 星 ArisaematisRhizoma 2.4

烏 藥 LinderaeRadix 2.4

天 麻 TuberofGastrodiaeRhizoma 2.4

川 芎 Cnidiumofficinale 2.4

白 芷 AngelicaedahuricaeRadix 2.4

荊 芥 StalkofSchizonepetatenuifolia 2.4

防 風
Rootortuberof

Saposhnikoviadivaricata
2.4

白芍藥 PaeoniaeRadixAlba 2.4

甘 草 GlycyrrhizaeRadixetRhizoma 2.4

生 薑 ZingiberisRhizomaCrudus 2.0

Totalamount 40.4

Table3.TheCompositionofLigigeopoong-san

3)신바로약침 치료 :약침은 자생한방병원 고유

약침인 신바로약침을 사용했다.이 약침액을 안

면마비에 사용빈도가 높은 翳風(TE17)을 비

롯하여 陽白(GB14),地倉(ST4),頰車(ST6)의

患側 에 주입하 다.일회용 주사기(신창

메디컬 1mL,29G×1/2syringe)를 이용하여

각 포인트당 0.2~0.3mL씩 총 1mL를 주입하

다.입원 기간동안 1일 1~2회 약침 치료를

시행하 다.

4)부항치료 :동방침구제작소에서 제작된 멸균

일회용 부항컵 1호와 3호를 사용하여 양측 風

池(GB20)穴에 刺絡罐法을 3~5분 시술하 다.

11.치료경과

1)입원 당일(2018년 10월 30일): 을 살짝 감으

면 부 감기지 않고 좌측 이 1.5mm 정도

떠져 있음.힘주어 꽉 감아도 0.7mm가량 떠

져 있음.가만히 있어도 물이 흐른다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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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좌측 입술 움직임 둔화로 인해 양치할 때

물이 새고,음식물 작시 치아에 음식물이 남

아있는 불편감 호소.좌측 이마에 주름 지어지지

않음.좌측 안면부 삼차신경 1,2,3지 역 모

두에 불타는 듯한 통증 총 10회,1회당 1분~1분

30 가량 지속.H-B grade4,Yanagihara's

score13,NRS7.

2)입원 4일째(2018년 11월 2일):좌측 의 건

조감과 통증은 NRS7수 으로 지속.이기거

풍산 투여 후 좌측 안면부 2지 역 통증 소

실.1,3지 역 통증은 NRS변화 없으나,하

루 총 7회로 발생빈도 호 됨,1회당 1분 가량

통증 지속.

3)입원 6일째(2018년 11월 4일):좌측 을 힘

주어 감으면 0.3mm 정도까지 감기는 상태로

호 되며 건조감 완화.

4)입원 7일째(2018년 11월 5일):좌측 을 살

짝 감으면 0.7mm 정도 떠져 있으나,힘주어

꽉 감으면 완 히 감기는 상태로 호 됨.좌측

이마에 힘주면 주름이 2개 가량 보임.H-B

grade3,Yanagihara'sscore는 19로 호 .좌측

안면부 1,3지 역 통증 NRS7에서 5수 으

로 완화되었고 발생빈도 하루 총 5회,1회당 1

분 가량으로 호 됨.

5)입원 11일째(2018년 11월 9일):좌측 을 살

짝 감아도 완 히 감기는 상태로 호 됨.이마

주름 양측 거의 비슷하게 지어짐.입술 움직임

도 기에 비해 호 되어 물이 새거나,음식물이

남아있는 불편감 거의 없다고 함.H-Bgrade

는 3에서 2수 으로,Yanagihara'sscore는 19

에서 29로 호 됨.좌측 안면부 굳은 듯한 불

편감 호 되었으며 3지 역 통증 소실,1지

역 통증 한 NRS5에서 3수 으로 호

되었으며 발생빈도 하루 3회,1회당 30 가량

으로 호 됨.

6)입원 14일째(2018년 11월 12일):이마 주름이

양측 동일해짐.좌측 볼 경직감 호 되어 양치

질할 때 물 새는 증상 소실.

7)퇴원시(2018년 11월 16일):이마, ,입술 움

직임 모두 H-Bgrade2수 으로 호 된 상태

유지.Yanagihara'sscore는 29에서 34로 호

됨.좌측 안면부 1지 역 통증도 NRS3에서

2수 으로 호 되었으며,발생빈도 하루 2회,

1회당 30 가량으로 호 됨.

Fig.1.ChangeofNRS(bydate).

Fig.2.HouseBrackmanngradingsystem results
(bydate).

Fig.3.ChangeofYanagihara'sscore(by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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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고 찰

안면신경마비란 제 7뇌신경인 안면신경의 손상

으로 환측 안면근육의 마비를 일으켜 구음장애,미

각장애, 2/3부 의 미각 하 타액분비의

감소, 액 분비량 감소,청각과민 등을 유발하는

말 성 신경마비질환이다
1,2
.1년간 인구 10만 명당

20~25명 정도 발생하는 질환으로,15~45세 사이

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성별 비율은 비슷하거나

여성이 약간 더 우세하며,좌우 발생 빈도는 비슷

하다
7
.

안면마비의 원인은 마비 부 에 따라 추성과

말 성으로 구분하는데 추성은 안면신경핵과 신

경핵 상부에서 발생하는 뇌 질환이나 소아마

비,뇌종양 등에 의해 발생하며,말 성은 얼굴신

경 자체에 이상이 발생해 나타난다.안면신경마비

가장 많은 형태인 Bell마비(Bell’spalsy)는 특발

성 안면신경마비라고도 하며,뚜렷한 원인 없이 나

타나고 안면신경 ,유양돌기 부 의 염증 는 팽

창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2,3.

서양의학에서는 안면신경마비의 치료에 있어 특

별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확장제 등 약물요법을 주로 사용하며
2
,이 외에도

국소주사요법,안면신경 제술,미세 감압술10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의학 으로 안면신경마비는 ≪靈樞⋅經筋篇≫

에서 “口斜”,“口僻”
4
이라는 표 으로 처음 등장하

으며 宋代 ≪三因方≫에서 “口眼喎斜”11로 언

되었다.明代 ≪醫學綱目⋅口眼喎斜≫에서 口眼喎

斜를 中風과 구분짓기 시작하 으며12,이후 淸代

≪醫林改錯⋅口眼歪斜辨≫에서는 “若鼎盛人,無半

身不遂,忽然口眼喎斜,乃受風邪阻滯經絡之症,經絡

爲風邪阻滯,氣必不上達,氣不上達頭面….”
13
이라 하

여 口眼喎斜의 병인병기를 설명하 다.이 외에도

虛風內動,氣血 阻의 병인병기가 있으며 祛風通

絡,養血熄風,行氣活血의 치법이 사용된다1.

한편 삼차신경은 제 5번 뇌신경으로 안면부의

감각을 담당하며,각각 안신경,상악신경,하악신경

으로 분지된다.삼차신경통은 년기와 노년기에

가장 흔하며,주로 한쪽 입가 근처에서 순간 으로

발생하며,한쪽의 ,귀,뺨 혹은 코로 쏘는 듯이

쿡쿡 쑤시는 듯한 양상의 통증이 반복 으로 나타

난다.서양의학 치법으로는 약물치료,침범된 신

경에 알콜 주사,신경 제술,기형 의 단순

감압술 분리술 등을 사용한다
1
.

한의학 으로 삼차신경통은 頭痛,頭風,面痛,偏

頭痛의 범주에 속하며 風寒阻滯,肝火上攻,痰火上

攻,胃火上攻, 血阻絡,陰虛風動 등의 병인병기에

의해 발병한다.치법으로는 疎風散寒 通絡止痛,淸

肝瀉火,化痰淸熱,淸胃瀉火,活血化 ,育陰熄風

등이 사용된다
1
.

본 증례의 경우 건장한 체격(175cm,88kg)의

45세 남환으로 평소 별무 병하 으나 과로한 이

후 돌연 발병한 안면마비를 호소하 으며,좌측 顔

面部의 痛症과 感覺異常,耳後隱痛,頭痛 頸

痛, 淡紅 苔薄白 脈浮數하 다.이에 자는 正

氣不足으로 經脈이 空虛한 상태에서 風邪外襲에

의한 風邪阻滯經絡之症으로 단하여 疎風散寒 通

絡止痛의 治法을 사용하 다.

입원 4일 경과시에도 안면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투여한 理氣祛風散(Ligigepung-san;Liqiqufeng-san)

은 祛風通絡에 표 인 처방으로,≪古今醫鑑≫에

최 로 기재되어 “治 口眼喎斜"하는 효능을 가지

고 있으며,다수 의서에서 안면마비 삼차신경통

과 같은 신경병리성 통증질환에 이용되어 왔다
14
.

한 백서를 상으로 한 실험에서 理氣祛風散의

구강투여가 신경병리성 동통을 억제하고,동통 자

극시 뇌신경세포에서 발 되는 c-Fos단백질을 감

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15
.

鍼치료는 통증과 염증 발생을 억제하며 손상된

말 신경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다.取穴은 祛風

通絡하는 風池(GB20),足陽明胃經穴로서 溫經散寒

하고 氣血을 소통시키며 筋肉을 濡潤溫煦시키는

四白(ST2)地倉(ST4)頰車(ST6),疏邪解表 和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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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絡시켜 面口諸症을 치료하는 遠位穴인 合谷(LI4)

을 주 자리로 선정하 다
1
.병행된 침 자극은

임상 으로 만성 통증과 마비질환에 흔히 사용되

며,말 성 안면신경마비 환자군의 증상 개선에 유

의미한 임상 연구 결과가 있었다16.

藥鍼치료에 사용된 신바로약침은 생약복합체인

GCSB-5(防風,牛膝,五加皮,狗脊,黑豆,杜仲)가

주요성분으로 항염,진통 말 신경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효능이 있다17.翳風(TE17)穴은 안면신

경의 신경 이 경유돌공에서 나오는 부 에 치

하며,三焦經과 膽經이 만나는 ‘手足 陽의 '로

서,口眼喎斜와 口噤不開를 主治한다
18
.이러한 翳

風穴의 해부학 치 성과 신바로약침의 통

증완화 신경장애 개선효과가 말 성 안면신경

마비에 유효할 것으로 단하 다.

附缸요법은 拔罐法⋅吸筒療法이라고도 부르며,

부항컵을 체표에 부착하고 음압을 조성하여 피를

뽑거나 鬱血을 일으키며 물리 자극을 주어 질병

을 진단, 방 치료하는 外治法이다.부항컵 내

부의 공기를 제거하여 형성된 음압은 국부 모세

의 충 표피의 자가용 상을 통해 조직에

사산물을 만들어내며,물리 자극은 환부 피부

조직의 사와 탐식작용을 진한다19.임상 으로

안면마비증상 자체의 개선보다 이후통의 경감을

해 보조치료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20,

본 증례에서도 이를 응용하여 좌측 안면부 삼차신

경 3지 역 통증 완화를 하여 양측 風池(GB20)

에 刺絡罐法을 1회 3~5분간 시술하 다.

본 증례에서는 과로한 후 발생한 좌측 안면부

마비감 안면부의 삼차신경통을 호소하는 환자

에게 한의학 복합 치료를 시행하여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 다.그러나 증상 개선의 평가 척도가

주 이며,단일 증례이므로 통계 인 유의성 확

보가 어렵다는 한계 이 있어 추후 보다 객 인

진단기 조군과의 비교 등을 통한 규모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퇴원

이후에도 불편함 없이 치료 효과가 지속되는지에

하여 장기 인 추 찰이 요구된다.

Ⅳ.결 론

좌측 안면마비 안면부 삼차신경통 증상을 주

소로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1월 16일까지

분당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한 45세 남자 환자를 상

으로,복합 인 한방치료를 시행하여 증상 개선

통증 완화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본 증례를 바탕으로 하여 안면마

비 삼차신경통의 보다 객 인 진단 기 과

한의학 복합 치료의 효과에 한 다양한 임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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