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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벨 마비 환자에서 치료예후인자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급성
안면신경마비를 주 증상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비인후
과 외래를 내원하여 벨 마비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 환자는 10일간의 입원치료를 통해 절대안정,고단백 저염식
이,경구 스테로이드 용법,말초혈관확장제,성상 신경절 차단술을 기
본적인 치료법으로 시행 받았으며 항바이러스제를 추가적으로 투여
받은 환자도 있었다.또한 치료결과 판정을 위해 추적관찰 기간이 최
소 3개월 이상이 되는 환자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이들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 차트 분석을 통해 성별,연령군,초기 안면신경
마비 정도,초기 신경전도 검사 결과,동반증상 유무,동반질환 유무,
안면신경마비 후 치료시작 시기,항바이러스제 사용 유무 등에 따른
치료예후인자를 조사하였다.
벨 마비로 진단되었던 환자 531명 중 연구대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환자를 제외한 총 2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총 213
명의 환자 중 남자 94명(44.1%),여자 119명(55.9%)이었으며 평균 나
이는 41.0±17.3세(2-81세)였다.얼굴마비의 병변의 위치는 우측 98례
(46.0%),좌측 115례(54.0%)의 분포를 보였다.평균 추적관찰기간은
5.6±6.9개월(3-48개월)이었다. 완전회복을 보인 경우는 133명으로
62.4%의 회복률을 보였으며 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만족
할 만한 회복을 보인 환자는 191명으로 그 회복률은 89.7%로 관찰되
었다.
성별에 따른 회복률을 비교한 결과 각 군 간에 호전정도(p=0.2594),
완전회복의 유무(p=0.1374),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호전
정도(p=0.8950)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연령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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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회복률을 비교한 결과 각 군 간에 호전정도(p=0.2594),완전회복의
유무(p=0.1374), House-Brackmann grade II 이상의 호전정도
(p=0.8950)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초기 안면신경마
비 정도와 초기 신경전도 검사 결과에 따른 호전 정도(p<0.001)및
완전 회복의 유무(p<0.0001),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호
전정도(p<0.001)결과에 대하여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전체
환자 중 42.3%인 90명의 환자가 동반증상을 보였으며 이통 66명
(73.3%),어지럼증 6명(6.7%),두통 6명(6.7%),감기증세 6명(6.7%),이
명 4명(4.4%),미각 변화 2명(2.2%)순이었다.각각의 동반증상 유무
에 따른 회복률을 비교한 결과 각 군 간에 호전정도,완전회복의 유
무,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호전정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Fisher'sexacttest,chi-squaretest).치료 시작
시기에 따른 완전회복의 유무(p=0.9658)및 House-Brackmanngrade
II이상의 호전정도(p=0.7896)등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Logisticregression).항바이러스제를 사용 유무에 따른 호전
유무(p=0.2406) 및 완전회복의 유무(p=0.3525),House-Brackmann
gradeII이상의 호전정도(p=0.2242)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sher'sexacttest,chi-squaretest).
����������������������������������������������������������������������

핵심 되는 말 :급성안면신경마비,벨 마비,예후,예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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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마비 환자에서 치료예후인자에 대한 분석

<지도 이 호 기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홍 현 준

III...서서서론론론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에 벨 마비,이성대상포진,외상성 마비,청신경
종양,이하선 종양,당뇨병성 신경증 등이 알려져 있다.이중 벨 마비
는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나 외상없이 한쪽의 안면근에 완전 또는 부
분적으로 말초성 마비를 보이며 급성 안면신경마비로 이비인후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다.발생 원인에
대한 가설로는 바이러스 감염설,허혈성 혈관질환에 의한 마비,당뇨
에 의한 혈관 장애,다발성 신경염,자가 면역 질환,한랭 노출 등의
여러 가설이 존재하며 아직은 논란의 대상이다.그런데 최근에는 벨
마비의 발생원인 중 Herpessimplexvirus에 의한 감염이 주요한 요
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초기 벨 마비 치료에 이성대상포진환자와
같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
료를 한 결과 치료성적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
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임상적,실험적,자기공명영상 촬영 및 병리
학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이러한 임상적 특징을 보이는 벨 마
비는 임상에서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급성 안면신경마비를 보
이며 비교적 예후가 좋은 것을 알려져 있고 벨 마비 환자의 약 70%
정도가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House-Brackmanngradingsystem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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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정의로 gradeI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게다가
83%의 벨 마비 환자가 gradeII정도로 회복되는 만족할 만한 자연
치유율이 보이므로3-5다른 원인들을 배제한 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다.벨
마비 환자에게 생기는 안면신경마비 증세로 인한 얼굴 표정 근육의
마비증상은 환자에게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다.또한 최
근 미용적인 관심이 증대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이러한 질환
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질병 자체가 주는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미용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나아가 환자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심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예후인자를 아는 것이 환자의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그 예후인자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3-11많이 알려진 치료예후인자로 전기 생리 검사
는 신경의 변성정도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근육의 변화를 전기적 방
법으로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고,신경 손상의 생리적 정도를 판단
하며,예후를 결정하거나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현재까지 많은 보고
들12-17에서 안면신경마비의 예후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신경전도 검
사(Electroneuronography:ENoG)의 유용성이 연구되어 왔으나,신경
전도 검사 결과 이외의 예후인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국
내연구결과에서는 1995년에 대한이과연구회에서 개최한 안면신경 심
포지엄에서 118예의 벨 마비와 144예의 이성대상포진의 임상적 고찰
및 예후인자에 대한 분석18-19을 한 이외에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임상
연구가 없었다.이에 벨 마비 환자에서 치료성적과 각종 예후인자 간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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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A.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난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급성 안면신경마비를 주 증상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
비인후과 외래를 내원하여 벨 마비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연구대상이 되었던 환자는 10일간의 입원치료를 원칙으
로 하였으며 절대안정,고단백 저염식이,경구 스테로이드 용법,말초
혈관확장제,성상 신경절 차단술(Stellateganglionblock)을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시행 받았으며 항바이러스제를 추가적으로 투여 받은 환
자도 있었다.또한 치료결과 판정을 위해 추적관찰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 되는 환자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급성 안면신경마비로
내원하여 초기에는 벨 마비로 진단받았으나 추후 다른 병으로 확진된
경우를 제외하였고 위에 제시한 동일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를 제
외하였으며 추적기간이 3개월 미만인 환자의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경구 스테로이드는 prednisolon을 사용하였는데,성인의 경우에
는 처음 5일 동안에는 60mg/일을 아침,저녁으로 경구 투여한 후에
6,7병일에는 40mg/일,8,9병일에는 20mg/일,10병일에는 10mg/
일 순으로 점진적으로 감량하였고,소아 및 청소년이나 체중이 적은
성인의 경우에는 환자의 체중을 기준으로 1mg/kg을 처음 5일 동안
경구 투여한 후에 5일 동안 감량하는 투여법을 사용하였다.항바이러
스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acyclovir(Zovirax®)750mg을 8시
간 간격으로 세 번에 나누어 투여하였으며 소아 및 청소년 환자의 경
우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5mg/kg을 8시간 간격으로 5일간 정맥 주
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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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연구방법
(1)연구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급성안
면신경마비를 주 증상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비인후과
외래를 내원하여 벨 마비로 진단된 환자를 후향적 차트 분석을 통해
1985년 House-Brackmann의 분류체계2에 맞추어 성별,연령군,초기
안면신경마비 정도,초기 신경전도 검사 결과,동반증상 유무,동반질
환 유무,안면신경마비 후 치료시작 시기,항바이러스제 사용 유무 등
에 따른 치료예후인자를 조사하였다.

(2)분석인자의 정의
안면신경마비의 평가는 1985년 House-Brackmann2의 분류체계에 맞
추어 치료 전과 치료 후의 마비 정도를 측정하였다.초기 마비 정도
는 마비 후 가장 악화된 시점의 마비 정도로,최종 마비 정도는 치료
종료 후 마지막 진료 시에 측정한 마비 정도로 정의하였다.마비 호
전 정도는 초기 마비정도와 최종 마비 정도의 차이로 정의하였다.완
전 회복의 정의는 House-Brackmann2gradeI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3)자료 분석 및 통계
성별,연령군,초기 안면신경마비 정도,초기 신경전도 검사(ENoG)
결과,동반증상 유무,동반질환 유무,안면신경마비 후 치료시작 시기,
항바이러스제 사용 유무 등에 따른 치료예후인자를 조사하였다.
모든 수치는 평균±표준편차의 형식으로 표시하였으며 소수점 한자리
까지 반올림한 수치로 표시하였다.
모든 통계는 SPSSforwindows(version12.0,SPSS Inc.,Chicago,
IL)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의 기준은 p<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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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결결결과과과

A.대상 환자의 특성
벨 마비로 진단되었던 환자 531명 중 연구대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환자를 제외한 총 2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총 213
명의 환자 중 남자 94명(44.1%),여자 119명(55.9%)이었으며 평균 나
이는 41.0±17.8세(2-81세)였다.얼굴마비의 병병의 위치는 우측 98례
(46.0%),좌측 115례(54.0%)의 분포를 보였다.평균 치료시작 시기는
5.5±8.5일(0-60일)이었으며,평균 추적관찰기간은 5.6±6.9개월(3-48개
월)이었다.
전체 환자들의 초기 마비정도는 3.5±0.9House-Brackmanngrade이
었으며 최종 마비 정도는 1.5±0.8House-Brackmanngrade를 보였다.

B.전체 회복률
벨 마비의 초기 마비정도는 House-Brackmann grade II가 30명
(14.1%),gradeIII은 80명(37.6%),gradeIV는 72명(33.8%),gradeV
는 29명(13.6%),gradeVI가 2명(0.9%)이었고,치료 경과 후 최종 마
비정도는 House-BrackmanngradeI이 133명(62.4%),gradeII가
58명(27.2%),gradeIII이 17명(8.0%),gradeIV 가 2명(0.9%),grade
V 가 3명(1.4%)이었다.벨 마비 환자의 경우 완전회복을 보인 경우는
133명으로 62.4%의 회복률을 보였으며 House-Brackmann gradeII
이상의 만족할 만한 회복을 보인 환자는 191명으로 그 회복률은
89.7%로 관찰되었다(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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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ChangesinthetotalnumberofthepatientswithBell's
palsy classified with House-Brackmann grades after the
treatments.

C.성별에 따른 분석
전체 벨 마비 환자 중 남자 94명(44.1%),여자 119명(55.9%)의 분포
를 보였다.
남자 환자 94명의 평균 연령은 40.3±19.2세(2-74세)였으며 얼굴마비
의 병변의 위치는 우측 38례(40.4%),좌측 56례(59.6%)의 분포를 보였
다.초기마비정도는 House-Brackmann grade II가 10명(10.6%),
gradeIII가 38명(40.4%),gradeIV 가 35명(37.2%),gradeV 가 10
명(10.6%),gradeVI가 1명(1.1%)이었고,치료 종료 후 최종마비정도
는 House-Brackmann gradeI이 66명(70.2%),gradeII가 18명
(19.1%%),gradeIII이 9명(9.6%),gradeIV 가 1명(1.1%)이었다.남
자 환자 군에서는 치료 종료 후에 gradeV 또는 VI를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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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었다(Fig.2.).남자 환자 군에서 완전회복을 보인 경우는 66명으
로 70.2%의 회복률을 보였으며 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만족할 만한 회복을 보인 환자는 84명으로 그 회복률은 89.3%로 관찰
되었다.전체 환자 군에서와 회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 2 3 4 5 6

0

10

20

30

40

50

60

70Number
(patients)

House-Brackmann grade

Before the treatments

After the treatments

Fig.2.ChangesinthenumberofmalepatientswithBell'spalsy
classifiedwithHouse-Brackmanngradesafterthetreatments.

여자 환자의 초기마비정도는 House-Brackmann gradeII가 20명
(16.8%),gradeIII가 42명(35.3%),gradeIV 가 37명(31.1%),grade
V 가 19명(16.0%),gradeVI가 1명(0.8%)이었고,치료 경과 후 최종
마비정도는 House-BrackmanngradeI이 67명(56.3%),gradeII가
40명(33.6%),gradeIII가 8명(6.7%),gradeIV 가 1명(0.8%),grade
V 가 3명(2.5%)이었다(Fig.3.).여자 환자 군에서 완전회복을 보인
경우는 67명으로 56.3%의 회복률을 보였으며 House-Brackmann
gradeII이상의 만족할 만한 회복을 보인 환자는 107명으로 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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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89.9%로 관찰되었다.전체 환자 군에서와 회복률에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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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Changesin thenumberoffemalepatientswith Bell's
palsy classified with House-Brackmann grades after the
treatments.

남성 환자 군과 여성 환자 군의 회복률을 비교한 결과 호전 정도 및
완전 회복의 유무,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호전정도에 유
의한 차이를 알아보았다.각 군 간에 호전정도(p=0.2594),완전회복의
유무(p=0.1374), House-Brackmann grade II 이상의 호전정도
(p=0.8950)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sher's exact
test,chi-squaretest).



-9-

D.환자의 연령 군에 따른 회복률 분석
전체 대상 환자를 5개의 연령 군(15세 이하,16∼30세,31∼45세,46
∼60세,61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예후를 비교하였다.
5개의 연령 군에 따른 환자의 분포는 15세 이하의 환자가 18명,16∼
30세의 환자는 43명,31∼45세의 환자는 63명,46∼60세의 환자는 55
명,61세 이상의 환자는 34명이었다(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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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ThenumberofinpatientswithBell'spalsyclassifiedwith
House-Brackmanngradesaccordingtoagegroups.

연령군에 따른 초기 신경전도검사결과(%),치료시작시기(일),평균 추
적관찰기간(개월)에 대한 결과는 Table.1.에 표시하였으며 각 군 간
의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isher'exacttest,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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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Resultsaccordingtoagegroups.

ENoG:Electroneuronography,degenerationratio
Time;Timeoftreatment
F/U:Follow up;Themeanfollow upduration

각 연령군에 따라 안면마비의 호전정도(p=0.4299),완전회복의 유무
(p=0.6609),House-Brackmann grade II이상의 호전정도(p=0.3522)
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각 연령군에서 초기 마비정도의 평
균치와 최종 마비정도의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각 군 간의 유의한 차
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Fi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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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ChangesinHouse-BrackmanngradesofBell'spalsyofthe
patients after the treatments by age groups. H-B grade:
House-Brackmanngrade.

Agegroup(year) ENoG(%) Time(day) F/U(month)
≤15 44.6±20.3 7.8±13.9 4.2±1.6
16-30 44.7±22.2 4.5±5.4 5.2±5.5
31-45 50.7±23.1 5.1±7.9 7.1±9.8
46-60 50.9±25.4 5.5±9.0 4.9±5.4
≥61 45.6±24.4 6.4±8.2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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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초기 안면마비 정도에 따른 회복률 분석
전체 환자의 초기 안면신경마비 정도에 따른 호전 정도 및 완전 회
복의 유무,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호전정도에 대하여 조
사하였다(Logisticregressionanalysis).초기 안면신경마비 정도에 따
른 호전 정도(p<0.001) 및 완전 회복의 유무(p<0.0001),
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호전정도(p<0.001)결과에 대하여
모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초기 안면신경마비정도와 최종 마비정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선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초기 안면신경마비 정도가 House-Brackmann
gradeII인 경우는 한단계 낮은 gradeI정도로 완전회복을 보였으며
House-BrackmanngradeVI인 경우는 세단계정도 회복되어 grade
III정도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i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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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ChangesinHouse-BrackmanngradesofBell'spalsyofthe
patients by the initialHouse-Brackmann grades.H-B grade:
House-Brackmann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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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초기 신경전도 검사 결과에 따른 회복률 분석
as전체 환자의 초기 신경전도 검사(Electroneuronography:ENoG)결
과의 평균치는 48.2±23.5%(4.0-100%)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초기 신경
전도 검사 결과에 따른 호전 정도 및 완전 회복의 유무,
House-Brackmann gradeII이상의 호전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Logisticregressionanalysis).초기 신경전도 검사 결과에 따른 호전
정도(p<0.001)및 완전 회복의 유무(p<0.0001),House-Brackmann
gradeII이상의 호전정도(p<0.001)에 대하여 결과 모두 유의있는 차
이를 보였다(Fi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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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동반증상 유무에 따른 회복률 분석
전체 환자 중에서 동반증상을 동반한 경우가 모두 90명으로 전체 환
자 중 42.3%이었다.그중에서 이통을 호소한 경우가 66명(73.3%),어
지럼증을 호소한 경우가 6명(6.7%),두통을 호소한 경우가 6명(6.7%),
감기증세를 호소한 경우가 6명(6.7%),이명을 호소한 경우가 4명
(4.4%),미각 변화를 호소한 경우가 2명(2.2%)이었다(Fig.8.).동반증
상 시작된 후 안면신경마비증상이 시작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적
으로 1.0±1.6일(0-10일)이었다.

66

6 6 6 4 2

0

10

20

30

40

50

60

70

Associated symptoms

Number
(patients)

Otalgia

Dizziness

Headache

URI

Tinnitus

Taste change

Fig.8.FrequencyofassociatedsymptomsofpatientswithBell's
palsy.URI:upperrespiratoryinfection

이통의 유무에 따라 호전정도(p=0.9171),완전회복의 유무(p=1.000),
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호전정도(p=0.0590)등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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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의 유무에 따라 호전정도(p=0.4153), 완전회복의 유무
(p=0.6741),House-Brackmann grade II이상의 호전정도(p=0.4844)
등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두통의 유무에 따라 호전정도(p=0.3168),완전회복의 유무(p=0.6741),
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호전정도(p=0.4844)등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감기증세의 유무에 따라 호전정도(p=0.0585), 완전회복의 유무
(p=0.6741),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호전정도(p=1.000)등
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명의 유무에 따라 호전정도(p=0.8612),완전회복의 유무(p=1.0000),
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호전정도(p=0.3555)등 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미각변화의 유무에 따라 호전정도(p=0.5716),, 완전회복의 유무
(p=0.5287),House-Brackmann grade II이상의 호전정도(p=1.0000)
등 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Fisher'exacttest,
chi-squaretest).

H.동반질환 유무에 따른 회복률 분석
전체 환자 중에서 내과적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모두 42명이었다.이
들은 모두 당뇨병과 고혈압의 두 가지 질환으로 나타났으며 약물치료
중인 환자들이었다.그 중 당뇨병만 있는 경우 15명(전체 환자의
7.0%),고혈압증세만 있는 경우 12명(5.6%),당뇨병과 고혈압 두 질병
모두를 치료하는 환자는 15명(7.0%)이었다.당뇨병으로 치료중인 환자
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안면마비의 호
전정도(p=0.7105), 완전회복의 유무(p=0.7898), House-Brackmann
gradeII이상의 호전정도(p=1.0000)등 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 중인 환자 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 군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안면마비의 호전정도(p=0.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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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회복의 유무(p=0.0607),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호전
정도(p=0.3676)등 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두 가
지 질환을 모두 치료하고 있던 벨 마비 환자 군에서 안면마비의 호
전정도(p=0.4846), 완전회복의 유무(p=0.0944), House-Brackmann
gradeII이상의 호전정도(p=0.3750)등 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Fisher'exacttest,chi-squaretest).

I.안면신경마비 후 치료시작 시기에 따른 분석
전체 대상 환자의 치료 시작 시기는 평균 5.5±8.8일(0-60일)이었다.
치료 시작 시기에 따른 완전회복의 유무(p=0.9658) 및
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호전정도(p=0.7896)등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Fig.9.)(Logistic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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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ThefinalHouse-BrackmanngradesofBell'spalsybythe
timeoftreatment.H-BGrade:House-Brackmann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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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항바이러스제 사용 유무에 따른 회복률 분석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은 환자는 총 177례로 사용하지 않은 환자가
총 36례이었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은 환자군은 남자가 79명,여자가 98명으로
남녀비가 0.8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1.7±17.9세(2-81세)이었다.평균
추적관찰기간은 5.8±7.5개월로 전체 환자 군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은 환자군에서 초기 마비정도는
House-Brackmann grade II가 26명(14.7%),grade III은 66명
(37.3%),gradeIV 는 61명(34.5%),gradeV 는 23명(13.0%),grade
VI 가 1명(0.6%)이었고, 치료 경과 후 최종마비정도는
House-Brackmann grade I이 113명(63.8%),grade II가 48명
(27.1%),gradeIII이 12명(6.8%),gradeIV 가 2명(1..1%),gradeV
가 2명(1.1%)이었다.완전회복을 보인 경우는 113명으로 63.8%의 회
복률을 보였으며 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만족할 만한 회
복을 보인 환자는 161명으로 그 회복률은 91.0%로 관찰되었다(Fig.
10.).전체 대상 환자군과 비교하여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은 환자군
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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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ChangesinthenumberofthepatientswithBell'spalsy
classifiedwithHouse-Brackmanngrades,towhom antiviralagent,
acyclovir(Zovirax®),wasadministered.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지 않은 환자군은 총 36명으로 남자 15명,여
자가 21명으로 남녀비가 0.7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7.7±17.5세(3-73세)
이었다.평균 추적관찰기간은 4.5±2.6개월이었다.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지 않은 환자군에서 초기 마비정도는 House-BrackmanngradeII
가 4명(1117%),gradeIII은 14명(38.9%),gradeIV 는 11명(30.6%),
gradeV 는 6명(16.7%),gradeVI가 1명(2.8%)이었고,치료 경과 후
최종마비정도는 House-BrackmanngradeI이 20명(55.6%),gradeII
가 10명(27.8%),gradeIII이 5명(13.9%),gradeV 가 1명(2.8%)이었
다.완전회복을 보인 경우는 20명으로 55.6%의 회복률을 보였으며
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만족할 만한 회복을 보인 환자는
30명으로 그 회복률은 83.3%로 관찰되었다(Fig.11.).전체 대상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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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비교하여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군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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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ChangesinthenumberofthepatientswithBell'spalsy
classifiedwithHouse-Brackmanngrades,towhom antiviralagent,
acyclovir(Zovirax®),wasnotadministered.

항바이러스제를 사용 유무에 따른 호전유무(p=0.2406)및 완전회복의
유무(p=0.3525), House-Brackmann grade II 이상의 호전정도
(p=0.2242)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sher'sexact
test,chi-squar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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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고고고찰찰찰

벨 마비의 치료예후인자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
어 왔지만 아직도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이다.국내 임상연구
로는 2005년 벨 마비 환자 55명과 이성대상포진 환자 26명을 대상으
로 하여 예후인자를 분석한 연구20와 1995년 대한이과 연구회에서
118예의 벨 마비와 144예의 이성대상포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17-18가
보고되어 있고 국외에서는 2002년에 아직까지 Peiterson이 1,701예의
벨 마비와 116예의 이성대상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5가 가장
대표적이다.
1995년에 대한이과연구회 주관으로 5개 대학병원에서 5년간 경험한
118예의 벨 마비를 대상으로 한 보고에서 완전 회복률은 68%였고,
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만족할만한 호전을 보인 경우는
86%였다.그러나 이 보고에서는 예후와 연관된 분석을 하지 않아 벨
마비의 예후인자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최근 2005년 Lee등이 보고
한 연구20에 의하면 55명의 벨 마비 환자에서 완전 회복률은 52.7%이
고 최종 마비정도가 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만족할 만한
호전을 보인 경우는 96.3%로 보고하였다.본 연구결과에서는 213명
의 벨 마비 환자에서 완전 회복률은 62.4%이고 최종마비정도가
House-BrackmanngradeII이상의 만족할 만한 호전을 보인 경우는
89.7%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2002년 Peitersen5는 2,570예의 말초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임상적 고
찰을 하면서 벨 마비와 이성대상포진의 예후인자에 대한 분석을 같
이 하였다.이 연구에서 벨 마비의 예후인자로는 회복이 시작되는 시
기,환자의 연령,미각,등골반사 및 눈물분비의 이상 유무,후이개 통
증의 유무,완전마비의 의 유무를 꼽았다.회복이 조기에 시작될수록
예후가 더 좋았는데,특히 첫 3주 이내에 회복된 경우는 대부분 안면
신경의 부분변성이나 단순한 신경전도의 장애로 인한 안면마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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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예후가 좋다고 하였고,발병 1～2주 이내에 회복이 시작되는
경우가 발병 3주 이내에 회복이 시작되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좋은 경
과를 보였다.환자의 연령도 예후에 중요한 인자였는데,14세 이하의
소아에서 가장 예후가 좋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회복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또한 미각의 이상이 없을수록,등골반사가 정상일수록,눈
물 분비나 비루관반사(nasolacrimalreflex)가 정상일수록,후이개 통
증이 없을수록 예후가 좋았다.그리고 불완전마비가 완전마비보다 예
후가 좋았다.하지만 Peitersen은 이성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초기 마비
가 더 심하고 완전 회복률이 21%로 낮으며 54%에서 불만족스러운
회복을 보였다고 보고하여 전체적인 예후가 벨 마비보다 불량함을 지
적하였으나,구체적인 예후인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Peitersen
의 보고에서 특이한 점은 말초 안면신경마비와 당뇨병 및 고혈압간의
상관성 분석인데,당뇨병환자에서의 안면신경마비의 예후가 더 불량
하다고 언급하고 이의 원인으로 당뇨병신경병증(diabeticneuropathy)
을 지적하였다.또한 벨 마비에 대한 고혈압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문헌마다 견해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본인의 증례에서는 고혈압과
예후 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벨 마비의 치료예후인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고자 성별,연령군,초기 안면신경마비 정도,초기 신경전도 검사 결
과,동반증상 유무,동반질환 유무,안면신경마비 후 치료시작 시기,
항바이러스제 사용 유무 등에 따른 치료예후인자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성별에 있어서 회복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전체 환자를 5개 연령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연령군 간에도
큰 초기마비정도와 최종마비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회복률에
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는 2002년 Peitersen5의 연구결과
에서 환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예후가 나쁘다고 주장했던 점과 상이
한 점인데 이는 본 연구대상 환자군의 치료시작시기가 거의 대부분
10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연령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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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좋은 예후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하지만 추후 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객관적인 검증이 가
능하리라 생각된다.
초기 안면신경마비 정도와 초기 신경전도 검사 결과에 따른 회복률
에 있어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2002년 Peitersen5

이 연구결과에서 주장했던 완전마비 유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기 안면신경마비 정도가
House-Brackmann2gradeVI였던 환자는 모두 gradeIII로 회복되
었으며 초기 안면신경마비 정도가 House-Brackmann2gradeIV 였던
환자는 평균적으로 gradeII정도로 회복을 보였으며 초기 안면신경
마비 정도가 House-BrackmanngradeII인 경우는 거의 완전 회복
을 보였다(Fig.5.).또한 초기 신경전도 검사 결과에 따른 회복률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초기 신경전도 검사 결과의 경우 초기 안면신
경마비 정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검사 과정상 안면신경
가지 중 볼가지(Buccalbranchfrom cervicofacialdevisionoffacial
nerve)만을 검사하는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가 광대가지(zygomatic
branchfrom temporofacialdevisionoffacialnerve)의 신경변성정도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인해 초기 안면신경마비정도와
초기 신경정도 검사결과상에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결국 이는 눈감음(eye closure)을 중요시 하는 House-Brackmann
grading system과 입술가지의 신경변성정도를 대변하는
Electroneuronography검사 상 대표성의 상이점의 문제일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대상 환자들이 벨 마비와 함께 가졌던 동반증상은 이통을 호
소한 경우가 66명(73.3%),어지럼증을 호소한 경우가 6명(6.7%),두통
을 호소한 경우가 6명(6.7%),감기증세를 호소한 경우가 6명(6.7%),
이명을 호소한 경우가 4명(4.4%),미각 변화를 호소한 경우가 2명
(2.2%)이었다.동반증상 시작된 후 안면신경마비증상이 시작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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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 1.0±1.6일(0-10일)이었다.이러한 동반증상 유
무와 회복률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이 연구가 후향적 연구로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환자의
진료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기록이 많았던 점이 동반증상 유무
를 통한 회복률을 분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동반질환 유무에 의한 회복률을 비교하고자 본태성 고혈압과 당뇨병
으로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이전의 Peitersen5의 보고에서는
당뇨병환자에서의 안면신경마비의 예후가 더 불량하다고 언급하고 이
의 원인으로 당뇨병신경병증(diabeticneuropathy)을 지적하였고 고혈
압과 예후 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본 연구결과
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 각각의 질환을 가진 환자와 두 가지 질환을
모두 가진 환자에서의 회복률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하지만 이는 환자군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의미 있는 결과
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향후 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치료시작시기에 따른 회복률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유의한 차이
를 발견할 수 없었다.이는 연구대상 환자군의 평균 치료 시작시기가
5.8±8.8일 정도로 대부분의 환자가 매우 빠른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여
치료시기에 따른 회복률을 비교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항바이러스제 사용유무에 따른 회복률을 비교한 결과 유
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이는 최근의 초기 벨 마비 치료에 항
바이러스제를 사용하여 치료성적이 향상되었다는 보고1와 상이한 결
과를 보였다.이는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대상 환자군의 대부분이
House-BrackmanngradeIV 미만의 환자였고 초기 치료시작시기가
빨랐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의 투여와 관계없이 회복률이 좋지 않았
을까 하는 분석을 해본다.하지만 추후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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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임상경과 및 치료
효과,예후,예후인자를 보다 정확히 알기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
구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자를 체계적으로 진찰하고 검사하
며 기록하는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같은 환자
를 진찰하고 검사하고 기록하는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연구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저자는 안면
신경마비 환자 진료 기준표(ProtocolofBell'spalsy-부록)를 제시한
다.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환자를 진찰하는 다양한 의사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추후 이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체계적이고 통
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또한 보다 객관적 연구결과를 위해 향후 후향적 연구와 더
불어 전향적 연구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은
후향적 연구는 중요한 한계가 있고 치료방법의 선택은 질병 특성,환
자 특성,병원 및 의사 특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Prospectiverandomizedcontrolstudy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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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성별,연령별,동반증상 유무,동반질환 유무,치료시작
시기 및 항바이러스제 사용유무는 벨 마비 치료예후인자로 의미가 없
으며 초기 안면신경마비 정도와 초기 신경정도검사가 의미 있는 치료
예후인자로 밝혀졌다.
향후 보다 객관적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일관된 기준에 의한 환자
관리 및 체계적인 의무기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거 진행되
었던 후향적 연구와 더불어 Prospectiverandomizedcontrolstudy를
통해 보다 많은 증례의 확인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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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PPPrrroootttooocccooolllooofffBBBeeellllll’’’ssspppaaalllsssyyy

III...GGGeeennneeerrraaallliiinnnfffooorrrmmmaaatttiiiooonnn
1.Patientnumber:
2.Name:
3.Age:
4.Sex:Male( )Female( )

IIIIII...MMMeeedddiiicccaaallldddiiissseeeaaassseeehhhiiissstttooorrryyy
1.Diabetesmellitus ( )
2.Hypertension ( )
3.Cardiovasculardiseases ( )
4.Recurrentpalsy ( )
5.Previousviralrespiratoryinfection ( )
6.Coldexposure ( )

IIIIIIIII...RRReeevvviiieeewww ooofffsssyyysssttteeemmm
1.Retroauricularpain ( )
2.Auriclepain ( )
3.Facialpain ( )
4.Radicularpain ( )
5.Facialanesthesia ( )
6.Dryeye ( )
7.Cornealanesthesia ( )
8.Hyperacusis ( )
9.Tinnitus ( )
10.Hearinglo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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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Dizziness ( )
12.Tastedisturbances ( )
13.Gagreflexdisturbances ( )
14.Voicechange ( )

IIIVVV...PPPhhhyyysssiiicccaaallleeexxxaaammmiiinnnaaatttiiiooonnn
1.Sideofparalysis:Right( )Left( )
2.House-Brackmanngradeatonsetrange:I-VI ( )

․Foreheadwrinkling ( )
․Eyeclosure:

-Completeclosurewithminimaleffort( )
-Completeclosurewithmaximaleffort( )

․Nasalvestibulemovement ( )
․Mouthcornermovement ( )
․Asymmetryatrest ( )

3.AbnormalSchirmertest ( )
4.Abnormalaudiometry ( )
5.Abnormalstapedialreflex ( )
6.MSTatonsetrange

․Temporalbranch: ( )
․Orbicularbranch: ( )
․Buccalbranch: ( )
․Marginalbranch: ( )

7.ENoG:Degenerationratio(%) ( )

VVV...TTTrrreeeaaatttmmmeeennnttt
1.Absolutebedrest(ABR) ( )
2.Low saltdiet(LS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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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rednisonePO ( )
․60mg:30mgbidfor7days(The1st~the7thday)
․40mg:20mgbidfor3days(The8th~the10thday)
․20mg:10mgbidfor3days(The11th~the13thday)
․10mg:5mgbidfor1days(Thelast14thday)

4.AcyclovirIV750mg:250mgtidfor5days ( )
5.Vasodilator ( )
6.Stellateganglionblock(SGB) ( )
7.AcupunctureandFacialphysicaltherapy ( )
8.Surgicalproced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VV...FFFooollllllooowww uuuppp
1.the4thweeks ( )
2.the8thweeks ( )
3.the12thweeks ( )
4.the6thmonths ( )
5.the12thmonths ( )
6.the18thmonths ( )
7.the24thmonths ( )

IIIVVV...AAAddddddiiitttiiiooonnnaaallliiinnnfffooorrrmmmaaatttiiiooonnnsss

NameofPhysicia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ofPhysician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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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nalysisofaffectingfactors
forprognosisofpatientswithBell’sPalsy

HyunJunHong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AssociateProfessorHo-KiLee)

ThisisaretrospectivestudyofBell'spalsypatientsinYonsei
universitymedicalhospitalforthelast10yearsfrom January1996
toDecember2005.Thetreatmentconsisteduniformlyofabsolute
bed rest, high protein-low salt diet, high-dose prednisolone
therapy,vasodilatorsandstellateganglion block.In somecases,
acyclovirwasadministered.Allpatientswerefollowedupuntilat
leastup to 3 months.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gnostic
factors according to sex,age groups,and the initialgrade of
paralysis, the initial electroneurography degeneration ratio,
associatedsymptoms,combineddiseases,timeoftreatmentanduse
ofantiviralagents.
A totalof531patientswereevaluatedasapartofretrospective
studyonBell'spalsybetweenJanuary1996andDecember2006.
Two hundred eighteen patients did notsatisfy the conditions
designedforthisstudyandwereexcluded.94patientsweremale
(44.1%)and119patientswerefemale(55.9%).Themeanage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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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7.3years(range:2-81years).98patientswasaffectedby
thefacialpalsyonrightside(46.0%)and115patientsonleftside
(54.0%).Themean follow upduration afterthetreatmentswas
5.6±6.9months(range:3-48months).Theinitialgradeofparalysis
of30patients(14.1%)wereHouse-BrackmanngradeII,80patients
(37.6%)weregradeIII,72patients(33.8%)weregradeIV,29
patients(13.6%)weregradeV ,and2patients(0.9%)weregrade
VI.The finalgradeofparalysis of133 patients (62.4%)were
House-BrackmanngradeI,58patients(27.2%)weregradeII,17
patients(8.0%)weregradeIII,2patients(0.9%)weregradeIV,
and3patients(1.4%)weregradeV.Thecompleterecoveryrate
from facialpalsywas62.4% (133patients).Therecoveryratesto
achievetheHouse-BrackmanngradeIIorbetterwere89.7% (191
patients)inBell'spalsy.
Asforsex,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inthedegreeof
recovery(p=0.2594),thecompleterecoveryrate(p=0.1374)andthe
recoveryratestoachievetheHouse-BrackmanngradeIIorbetter
(p=0.8950)(Fisher'sexacttest,chi-squaretest).
Asforagegroups,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inthe
degree of recovery (p=0.2594), the complete recovery rate
(p=0.1374)andtherecoveryratestoachievetheHouse-Brackmann
grade II or better (p=0.8950) between different age groups
(Fisher'sexacttest,chi-squaretest).
As for the initial grade of paralysis and the initial
electroneurography degeneration rati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recovery (p<0.001),the complete
recovery rate(p<0.0001)and therecovery ratesto achievethe
House-BrackmanngradeIIorbetter(p<0.001)(Fisher'sexac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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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squaretest).
Ninety patientshad associated symptomswith Bell'spalsy:66
patients(73.3%);otalgia,6patients(6.7%);headache,6patients
(6.7%);URIsymptoms,6 patients (6.7%);dizziness,4 patients
(4.4%);tinnitus,2 patients (2.2%);taste change.According to
associatedsymptoms,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inthe
degreeofrecovery,thecompleterecoveryrateandtherecovery
ratestoachievetheHouse-BrackmanngradeIIorbetter(Fisher'
exacttest,chi-squaretest).
Asfortimeoftreatment,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in
thecompleterecovery rate(p=0.9658)andtherecovery ratesto
achieve the House-Brackmann grade II or better (p=0.7896)
(Logisticregression).
As for use of antiviral ag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recovery (p=0.2406),the complete
recovery rate (p=0.3525)and therecovery ratesto achievethe
House-Brackmann grade II or better (p=0.2242) between use
groupsandnon-usegroups(Fisher'sexacttest,chi-squaretest).
����������������������������������������������������������������������

Key Words: Acute facial paralysis, Bell's palsy, Prognosis,
Prognostic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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