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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축얼굴경련증 환자 2례에 대한 침 및 침전기 자극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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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ifacial spasm is a facial nerve disorder characterized by episodic involuntary facial 
muscle contraction. In this study, the effect of Acupuncture and Electro- acupuncture ther-
apy for two patient with hemifascial spasm were evaluated. Two patients with hemifacial 
spasm were treated with Acupuncture and Electro-acupuncture and evaluated with Scott's 
scale and Treatment satisfaction grade. In Case 1, the grade of spasm intensity classified 
by Scott’s description improved from 3 to 1. In Case 2, the grade improved from 4 to 2. 
Patients were satisfied with the treatment in both cases. Acupuncture and Electro-acu-
puncture seem to be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hemifacial spasm. (J Korean Med 
Rehabil 2017;27(1):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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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반축얼굴경련(hemifacial spasm, 이하 HFS)은 7번 뇌신

경과 관련된 움직임 장애로 흔히 안면신경(facial nerve)에 

지배되는 근육의 간헐적 경련(intermittent twitching)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눈 주변부 근육에서 편측성으로 시작하

는 긴장성 또는 간대성 구축(clonic-tonic contracture)이 

본 질환의 전형적인 양상이며, 이후 질환이 진행되면 입 

주변부나 광경근(playsma)까지도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

다1). HFS는 원인이 다양하고 감별진단이 어려워 발생율

(prevalence)을 규명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일차성 HFS

로 조사대상을 한정한 몇 몇 연구에서는 10만명당 9.8명

에서 11명 정도의 발생율을 보고하고 있다2,3). 이에 따르

면 HFS는 비교적 임상현장에서 드물게 접할 수 있는 질

환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된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도 많

지 않다. 그러나, 일단 HFS가 발생하였을 경우 점진적으

로 악화되는 경과가 일반적이며, 증상의 평균 경과가 

11.4년에 달한다는 보고4)도 있으므로 본 질환에 대한 적

극적인 치료대책은 계속 연구될 필요가 있다. 

현재, 안면경련의 일반적 치료 수단으로는 보툴리누스 

독소(Botulinum toxin)의 국소주사 및 미세혈관감압술

(microvascular decompression)등이 고려되고 있다. 가장 

자주 선택되는 보툴리누스 독소 국소주사의 경우 수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환자의 부담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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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Description

0 None

1 Increased blinking caused by external stimuli

2 Mild, noticeable fluttering; not incapacitating

3 Moderate, very noticeable spasm; mildly incapacitating

4 Severely incapacitating(unable to drive, read, ect.)

Table I. Grade of Spasm Intensity Classified by Scott’s Description

모로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복

시, 안검하수 및 안면마비 등과 같은 상당한 수준의 부작

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표준적 치료로써 확고한 

위치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다5). 초기에 HFS의 보존적 치

료에 실패한 환자의 경우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하여 보

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술 후 청력상실

(hearing impairment)이나 안면마비 등과 중대한 부작용

이 종종 관찰되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다6).

이처럼 널리 사용되는 기존 치료법들이 갖는 여러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수의 HFS 환자들이 침과 한약 

등 한의진료를 비롯한 새로운 치료술기에 대한 수요를 보

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7).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최근 비교적 활발

하게 침치료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8-10), 그 

양과 질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HFS의 한의진료와 관련된 유의미한 가

설을 추가하고자 침 및 침전기자극술을 시행한 primary 

HFS 환자에 대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전반적인 증상의 호

전 경과를 관찰하여 이를 보고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못한 비기질성 반축얼굴경련

증 환자 2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침치료

침치료는 매주 1∼2회 외래 내원일 시술 받았으며 안

면부를 유주하는 경락의 經穴인 患側의 承泣(ST1), 地倉

(ST4), 頰車(ST6), 下關(ST7), 迎香(LI20), 人中(GV26), 承

漿(CV24), 攢竹(BL2), 絲竹空(TE23), 翳風(TE17) 및 兩側 

合谷(LI4), 足三里(ST36)에 대해 直刺法이나 迎隨補瀉法, 

地倉透頰車의 透鍼法을 적용하였다.

치료에 사용된 鍼은 동방침구제작소에서 제작된 직경 0.3 

mm, 길이 40 mm인 1회용 Stainless 호침을 사용하였으며, 

자침심도는 經穴의 깊이에 따라 10∼20 mm로 하였다.

2) 침전기 자극술

전침은 저주파자극기(GP-304. (주)굿플. KOREA)를 사

용하였으며, 전류는 1 mA, 전압은 10 V로 고정하였고, 주

파수는 득기와 유사한 감각을 얻을 수 있는 3 ㎐로 설정

하여 地倉(ST4)과 頰車(ST6)에 대해 15분간 자극하였다.

3. 평가척도

1) Scott’s description11)

Scott은 eyelid spasm을 정상에서 심각한수준까지 5단

계로 분류하였으며, 심각한 수준에서는 읽기, 운전, 보행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라고 하였다. 선행된 연구12)에

서도 이와같은 분류기준을 인용하였음을 근거하여 본 연

구에서도 Scott의 분류법을 인용하여 환자의 경련 정도를 

평가하였다(Table I).

2) 치료 만족도

치료 만족도 결과는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어 어떠한 

치료도 요하지 않는 경우(Very satisfied), 증상이 일부 남

아있으나 환자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호전된 경우

(Satisfied), 치료 후에 증상의 호전이 있으나 충분치 않은 

경우(Normal), 치료 후에 호전 정도가 미미한 경우

(Dissatisfied), 치료 후에 전혀 호전이 없는 경우(Very 

dissatisfied)로 구분하여 만족도를 표시 하였다. 

3) VAS (Visual Analogue Scale)13)

본 연구에서는 안면경련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경련 및 불편감

없음’을 0,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심한 경련과 불편감’을 

10으로 하여 치료 전후 경련 및 불편감 정도를 표시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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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ott’s scale depending on the period of treatment. Fig. 2. VAS scale depending on the period of treatment.

4) Adverse event

침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안면부의 멍, 부종, 발적, 통

증 등에 대한 평가를 치료 후 환자 면담을 통해 시행하였

다. 본 증례에서는 특이할만한 부작용이 없었다.

4. 환자 정보 이용에 대한 피험자 보호 방침

환자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청연한방병원 임상시험 심

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상기환

자의 의무기록 이용에 대한 허가를 얻었다(승인번호 

CYIRB2016-01).

증례»»»
1. 증례요약

1) 증례 1

본 증례는 56세 보통체격의 여성 환자로 기왕력이 없

는 상태에서 2015년 2월경부터 좌측 안면부 경련 증상 

발생한 뒤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5년 7월경 ○○병원

에서 안면부 근전도평가 및 Brain MRI상 특이소견 없는 

것으로 소견 듣고, 약물치료 등 수행하였으나 호전이 없

는 상태로 2015년 08월 01일 본원 외래진료실 내원함. 당

시 특별한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좌측 안검 

및 볼주변의 경련을 호소하는 상태로 대인관계 등 일상생

활에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인 한방치료 받고자함. 2015년 

08월 01일부터 2015년 10월 10일까지 매주 1∼2회, 총 9

회의 보존치료(침, 침전기자극술) 시행 받았음.

2) 증례 2

본 증례는 40세 보통체격의 여성 환자로 기왕력이 없

는 상태에서 2013년경 좌측 안면부 경련 증상 발생하여 

2013년, 2015년 6월경부터 ○○대학병원에서 안면부 근

전도평가 및 Brain MRI 검사 받았으나 특이소견 없는 것

으로 소견 듣고, 보톡스 주사요법, 약물치료 등 처치 받았

으나 호전이 없는 상태로 당시 좌측 안검 및 입주변의 불

수의적이고 반복적인 경련으로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

을 느껴 내원함. 발병 초기에는 안면부 지압 등 마사지로 

어느정도 경련증상의 호전이 있었으나 내원 당시에는 지

압 등의 자극에도 증상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였음. 

2015년 08월 24일 본원 외래진료실 내원하여 2015년 08

월 24일부터 2016년 02월 15일까지 매주 1∼2회, 총 41

회의 보존치료(침, 침전기자극술) 시행 받았음.

2. 치료 경과

(1) Scott’s scale은 증례1에서, 치료초기 3에서 6회 치

료 후인 2개월 경과시점에서 2로 호전되었으며 치료종료

시점인 3개월 9회 치료 후, 1로 호전됨.

증례2에서는 치료초기 4에서 16회 치료 후인 2개월까

지 눈에 띄는 호전 없었으나, 24회 치료 시점인 3개월째 

2로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그 후 5개월 시점에서 다소 

경련증상 악화되었으나 치료 종료시점인 6개월 41회 치

료 후 2로 호전되었다(Fig. 1).

(2) 치료 만족도는 두 증례 모두에서 떨림의 정도가 감

소하여 satisfied한 상태로 치료가 종료되었다.

(3) VAS는 증례1에서, 치료초기 8에서 6회 치료 후인 

2개월 경과시점 3으로 호전되었고, 그후 치료종료시점에

서 Scott’s scale로 평가한 경련의 정도는 호전되었으나 

VAS scale에서 5로 다소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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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2에서는 치료초기 10에서 꾸준히 호전양상을 보여 

치료 4개월차에 1로 호전되었고, 그후 5개월째 경련정도

가 다소 증가하며 VAS 4인 상태로 치료가 종료되었다

(Fig. 2).

(4) 침치료에 따른 이상반응은 두군 모두에서 없었다.

고찰»»»
상기의 경과를 통하여 2례의 HFS 환자가 침과 침전기

자극술의 시행을 통하여, 증상의 평균 경과에 비해 단기

간 동안 호전소견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결

과의 진단 및 경과평가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본 증례는 

일반적으로 긴 이환기간을 갖고 있으며 자연회복 가능성

이 낮은 일차성 HFS는 기타 중재의 개입 없이 침치료라

는 비교적 안전한 술기만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의의를 갖는다. 

유의미한 호전을 나타낸 상기 두 환자가 실제로 비기

질성 일차성 HFS로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본 증례에

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점이다. 실제로 HFS는 그 

원인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일차성 HFS인 경우라도 

여타의 안검경련(blepharospasm), 지연성 이상운동증

(tardive dyskinesia), 안면신경 손상 이후의 이상재생

(aberrant regeneration)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상세한 

감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또한, 병력청

취 중 확인된 신경학적 소견에 대해서는 해당 소견의 이

차성, 기질성 원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본 증례의 경우 내원한 두 환자 모두 타 의료기관에

서의 EMG와 MRI를 통하여 신경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

여 이차성 원인을 우선 배제하였다. 또한, 경련이 안검부

에 국한되었거나 반복적이나 비율동적이지 않았다는 점, 

안면신경 손상 의심소견이 없었다는 점 등 기타 기질적 

문제의 감별을 요하는 특이적 소견도 호소하지도 않았다. 

다만, 첫 번째 증례의 경우 일반적인 HFS의 예후와 다른 

매우 신속한 호전을 보였기 때문에, 심인성 HFS (psy-

chogenic hemifacial spasm)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다만, 심인성 HFS의 경우에는 증상의 강도와 빈도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환자의 감정변화폭이 매우 크다는 점이 전

형적인 특징이며,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15). 

이에 비추어볼 때, 상기 증례1 환자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매 내원시에 감정변화 및 기

타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일체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

에 배제진단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두 증

례는 모두 실제 비기질적인 일차성 HFS의 경과일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가도구의 선택에서는 현재 HFS의 경과를 특정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 도구가 없기 때문에 선행연구12)에 인용

된 Scott이 서술한 경련의 강도분류를 선택하였으며 제시

된 5등급에 따라 환자의 경련정도를 평가하고 호전도를 

가늠하였다.

HFS 치료에 침치료 효과 기전은 한의학 문헌에서 HFS

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찾기는 어렵지만 전형적인 증상이 

안륜근 경련에서 시작하므로 이와 유사한 眼瞼痙攣, 眼胞

振跳, 胞輪振跳 등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며, 치료방법

은 祛風散寒, 補氣祛痰熄風, 平肝熄風, 疏肝理氣의 치법이 

안면경련의 치법으로 알려져 있음을 고려하였다16). 또 다

른 연구에서는 안면부의 경락이 외사를 받아 국소부위의 

기혈 순환의 문란을 초래하여 발병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17), 본 증례에서는 국소 신경에 영양하는 혈관이 邪

氣를 받아 해당 신경의 허혈과 부종을 일으켜 발병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해당 부위를 유주하는 경락의 

경혈을 선택하여 치료하고자 患側의 承泣(ST1), 地倉

(ST4), 頰車(ST6), 下關(ST7), 迎香(LI20), 人中(GV26), 承

漿(CV24), 攢竹(BL2), 絲竹空(TE23), 翳風(TE17)을 선택

하였고, 또 升而能散해서 消風淸熱解表작용이 강하게 발

현되며 通經活絡 등의 효능을 발휘해 기혈의 鬱滯病症을 

주치하는 合谷(LI4), 안면부를 주행하는 胃經의 下合穴로 

化生氣血, 補益强壯하는 효능을 가진 足三里(ST36)를 선

택하였다. 이러한 기전에 따라 안면신경 부근의 순환을 

개선시켜 유의미한 호전이 이끌어내어지지 않았을까 판

단한다. 선행된 국내 연구에서는9,12,18) 일반적인 침치료와 

매선 침치료 이외에 자하거약침, 소염약침을 이용한 안면

경련의 치료 사례 등이 보고되었다. 본 증례는 이러한 선

행연구들에 이어 HSF에 대한 한의진료의 가능성을 검토

하는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본 증례는 일차성 HFS의 확정진단 여부를 확인하

지 못하였고, 경과상 EMG등을 동원하여 관찰하지 못한

점, 평가도구를 보다 다양하게 동원하지 못한 점과 원론

적으로 2개 사례 증례보고에 불과하므로 확정적인 결론

을 이끌어내는 연구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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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 발표된 HFS에 대한 침치료의 효능에 대한 메

타분석에서도 대상 논문들이 침치료가 HFS 치료에 효과

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방법론적 질이 낮아 명확한 결

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어19), 차후 잘 설계된 

RCT등을 통해 임상 근거를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이와 같이 본 증례에 한계점이 있지만 HFS 환자

를 대상으로 Scott’s scale을 이용한 경련증상의 호전과 

환자가 받은 침치료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HFS 치료에서 침치료가 효

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

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치료 종료 후 경과에 대한 

보고 등 보다 의미있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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