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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신경마비가 생겼습니까?
안면 신경마비란?

어떤 증상을 느낄까요?

안면 신경마비는 얼굴에 생기는
마비입니다. 이는 얼굴 한쪽에 일시적
(거의 대부분의 경우)으로 생긴 다양한
정도의 근육 마비를 의미합니다.

경증의 근력 약화에서 완전 마비까지
다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증상은
얼굴의 한쪽 혹은 드물게는 양쪽에서
볼 수 있는 비틀림, 약화, 혹은 마비를
포함합니다. 다른 증상은 눈꺼풀이나 입의
쳐짐, 미각 장애 및 한쪽 눈의 과도한
눈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육에 공급되는 신경이 어디에선가
방해를 받을 때 안면 신경마비가
생깁니다. 안면 신경은 눈깜박거림, 눈감음,
미소짓기 및 눈살 찌푸리기를 통제합니다.
안면 근육을 통제하는 것 외에도 안면
신경의 많은 신경 섬유들이 눈물 땀 및
침샘을 통제하며 피부 건조, 눈 건조 및
구강 건조를 일으킵니다.

안면 신경마비는 중풍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안면 신경마비의 진단은 임상적 소견
(의사의 진찰)에 근거하여 그리고 중풍과
같이 안면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가능성 있는 원인들을 제외시킨
후에 내려집니다. 안면 신경마비의 진단을
확실히 하기 위한 특별한 임상 검사는
없습니다.
근전도 검사가 신경 손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신경 손상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검사는 보통은
응급실에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가 때로는 당뇨병이나 감염 질환같은
다른 질병들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
이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단층 (CT scan) 검사나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는 임상 의료진의 소견에서
요구할 때만 실행됩니다.

갑작스럽게 생겨서 48시간 내에 절정에
이르는 이런 증상들은 흔히 얼굴의 심각한
비틀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턱 주위와 귀 뒤의
통증과 불편감, 한쪽 혹은 양쪽 귀에서
소리가 남, 두통, 미각 상실, 마비가
온 쪽의 소리에 대한 과민반응, 언어
손상, 어지러움증 및 먹고 마시는 것의
어려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 안면 신경마비가 생긴 걸까요?
안면 신경마비는 얼굴 근육을 관할 하는
신경이 붓거나 염증이 있거나 혹은 눌렸을
때 일어나며 얼굴 근육의 약화 혹은
마비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런 손상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감염에 대한
반응으로 안면 신경이 붓고 염증이 생기면
안면 신경관 내에 압력이 생기고 국소
빈혈이 생깁니다 (신경에 피와 산소 공급의
제한). 좀 더 경한 증상의 경우에는 신경이
덜 손상된 경우입니다.
안면 신경마비는 또한 인플루엔자 혹은
독감 같은 증상이나 두통, 만성 중이염
감염, 고혈압, 당뇨, 유육종증, 종양,
라임병 및 두개골절 혹은 얼굴손상과 같은
외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흔히 안면 신경마비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2014년 11월에 ECI에서 만듦 - 웹사이트 www.ecinsw.com.au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음
신경 질병 및 중풍 국가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 (NINDS))에서 나온 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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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신경마비가 생겼습니까?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좋아 질 수 있습니까?

치료는 환자가 갖고 있는 다른 질병이나
밝혀낸 안면 신경마비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프레드니존 (prednisone)과 같은
스테로이드제나 진통제가 주요 치료입니다.

안면 신경 마비가 있는 사람들의 예후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신경 손상의
정도가 회복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증상의
호전은 점차적으로 이뤄지며 회복시간은
다양합니다. 치료를 받았든지 혹은
안받았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증상이 있은 후 2주 내로 좋아지기
시작하며 대부분은 완치가 되어 3 내지 6
개월 내에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증상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경우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얼굴의 같은 쪽이나 반대 쪽에서
안면 신경마비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안면 신경마비는
눈꺼풀의 자연스런 깜박임을 방해하여
눈이 자극과 건조에 노출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을
조각 물질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
(특히 밤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에 한 시간마다 사용하는) 인공 눈물
안약과 같은 윤활 안약제 혹은 안연고
(밤에 사용)나 젤, 그리고 눈안대가 또한
효과적입니다. 만일 눈에 통증이 있으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안면 신경을 자극하고 근육의 긴장을
유지시켜 주는 물리 치료가 어떤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전의 안면 마사지와 운동이
근육의 영구적 수축 (근육의수축과 단축)
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비가 온 얼굴 쪽에 수분과 함께 따뜻한
온도를 가하면 통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절차는?
흔히 가정의 (GP)에게 후속 진찰을 받도록
보내질 것입니다. 또한 전문의에게 후속
진찰을 받도록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더
심해지고 아프면 즉시 가정의 (GP)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일부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다른 치료로는 휴식 취하는 법, 침술, 전기
자극,생환류 치료법, (비타민 B12, B6 및
아연을 포함)한 비타민 치료가 있습니다.

지침:
도움 요청:
의료 응급 상황시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거나 000으로
연락하십시오.

면책 조항: 이 의료 안내자료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내자료가 당신에게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치의나 다른 의료진들에게 항상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