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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ApplicationStateoftheSunnybrookFacialGradingSystemfor
FacialPalsyPatients:Aretrospectivestudy
JiSunHan1,MinSooKwon2,JungHwanKim2,DaeHyunJo2,HeeJinJo2,JiEunCho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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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Amongtheassessmenttoolsforevaluatingfacialfunction,theHouse-Brackmann
scaleisusedasastandardtool,butithassomeshortcomings.TheSunnybrookFacialGrading
Systemcanassesstheaftereffectsoffacialpalsyandfacialmovementbyeachpartofthe
face.ByunderstandingtheapplicationstateofthisSunnybrookFacialGradingSystem,we
intendtoanalyzetherelationshipbetweenHouse-BrackmannscalescoreandSunnybrook
FacialGradingSystemscoresothatwecanexaminetheadvantagesoftheSunnybrookFacial
GradingSystemasamoreaccuratetool.
Methods : WescreenedbothinpatientsandoutpatientswhovisitedtheFacialPalsyCenterat
KyungHeeUniversityHospitalforKoreanmedicaltreatmentandwereevaluatedwiththeSunnybrookFacialGradingSystemfromDecember2015toOctober2016.Atotalof159outof166
patientswerestudied,includingbasiccharacteristicsandmissingdata.Weuseddescriptive
statisticsforgeneralfeaturesofpatientsandSPSSVer.18forstatisticalanalysis.
Results : House-BrackmannscaleandSunnybrookFacialGradingSystemhavehighnegative
correlationthroughPearsonCorrelationCoefficientwithascoreof–0.884.Analyzingoutlier
dataresultingfromrelationanalysisbetweentheHouse-BrackmannscaleandtheSunnybrook
FacialGradingSystemshowedmanyoutlierswhenthedamagedstateofeachpartoftheface
isdifferent.
Conclusion : SunnybrookFacialGradingSystemcanmakeupforfaultsoftheHouse-Brackmann
scale,whichisinferiorinaccuracywheneachdamagestatusofeachpartofthefaceisdifferent.SunnybrookFacialGradingSystemperformsadetailedassessmentoffacialfunction
andsequelaeoffacialpalsyeasierthantheHouse-Brackmann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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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대상 및 방법

안면마비는 안면부의 편측에 발생하는 급성 안면신경마
비로 일생 동안 60명 중 1명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1.연구대상

있다1). 안면신경은 다른 뇌신경에 비하여 주행 길이가 길고

1)선정기준

측두골 내에서 좁은 골관을 지나기 때문에 중이 및 측두골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0일까지 경희대학

수술 외상 또는 감염 등으로 인하여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

교 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에 안면마비를 주소증으로 외래

으며, 안면신경의 종양 또는 기타 질환에 이차적으로 안면

및 입원을 통하여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 중 SBGS를 적용

신경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 하지만 거의 70 %는 관련 원

하여 안면마비 정도를 평가한 환자들을 OCS 및 수기차트

인은 알려지지 않고 상태로만 파악할 뿐으로 안면마비 환

를 이용하여 전수조사하였다(Fig. 1).

2)

자의 자연적 경과와 치료결과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서는 안
면마비 기능장애를 빠르고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3).
House-Brackmann scale(이하 HB scale)은 평가자

2)제외기준
(1) 만 18세 미만인 자

가 수행하는 안면신경기능 평가법으로 1983년 처음 소개

(2) HB scale 평가가 누락된 자

된 이후 안면신경기능을 평가하는 표준방법으로 선정되었

(3) 초진 당시 SBGS 평가가 누락된 자

으며, 현재까지도 안면신경의 기능을 평가하는 표준방법으
로 사용되고 있다4). HB scale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
구과 안면마비센터에서도 안면마비 환자의 중증도 평가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평가도구이나, 다양

2.연구방법

한 정도의 안면마비 증상을 평가하기 어렵고5), 안면마비

1)정보수집방법

grade의 차이에 따른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를 구분할 수

의무기록실에서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0

없으며 , 안면의 부위별 기능 상태가 다르게 나타났을 때

일까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 안면마비센터에서

등급 판정을 하는 데에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SBGS를 적용한 외래 및 입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경우가 있다.

한다. 정보제공은 병원 내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

4)

Sunnybrook Facial Grading System(이하 SBGS)은

munication System, OCS)을 기반으로 하여 병록번호,

1996년 Sunnybrook으로 발표된 객관적이면서도 이차적

성명, 서식적용일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잠금 비밀번호가 설

인 결손 평가를 포함한 단일 혼합 평가도구이다 . 전반적

정된 엑셀파일의 형태로 제공받은 후 연구자가 이를 바탕

인 안면신경의 기능평가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안면의 운동

으로 후향적 분석연구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검토하였다.

기능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어 세부 관찰이 용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적합한 의무기록에 대하여 일반

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후유증에 대한 평가가 가능

적 특성 및 연구자가 설정한 효과평가지표를 분석하고, 개

하면서 총점에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도 포괄적인 평가가

인식별정보는 일괄 코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6)

가능하다5). SBGS에 대한 급내상관계수 분석 결과에서는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

검사자 간 신뢰도 및 검사자 내 신뢰도 모두 높은 일치도를

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KOMCIRB-161024-

나타내었다 .

HR-061이다.

7)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은 HB scale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 안면마비센터에서는 2015
년 12월부터 안면마비 외래 및 입원 환자에게 SBGS를 함

2)House-Brackmann scale (HB scale)
(Table 1)8)

께 적용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에 2015년 12월 이후

HB scale은 안면마비의 진행 정도에 따라 Grade Ⅰ에

SBGS를 적용한 안면마비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서 Grade Ⅵ까지 6단계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Grade Ⅰ

해당 평가 도구의 적용 실태에 대한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

은 정상, Grade Ⅵ는 완전마비로 grade 숫자가 높을수록

을 시행하여, HB scale과의 상관성 분석 및 outlier 분석

마비가 심한 상태이다9).

등을 통해 SBGS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하여 다각도로 고
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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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Flowchart

Table 1. House-BrackmannScale
Grade

Description

Ⅰ

Normal

Ⅱ

Ⅲ

Ⅳ

Mild dysfunction

Moderate dysfunction

Moderately severe dysfunction

Ⅴ

Severe dysfunction

Ⅵ

Total paralysis

Characteristics
Normal facial function in all areas
Gross: slight weakness noticeable on close inspection may have very
slight synkinesis
At rest: normal symmetry and tone
Motion
Forehead: moderate to good function
Eye: complete closure with minimum effort
Mouth: slight asymmetry
Gross: obvious but not disfiguring difference between two sides noticeable
but not severe synkinesis, contrature, and/or hemifacial spasm
At rest: normal symmetry and tone
Motion
Forehead: slight to moderate movement
Eye: complete closure with effort
Mouth: slightly weak with maximum effort
Gross: obvious weakness and/or disfiguring asymmetry
At rest: normal symmetry and tone
Motion
Forehead: none
Eye: incomplete closure
Mouth: asymmetric with maximum effort
Gross: only barely perceptible motion
At rest: asymmetry
Motion
Forehead: none
Eye: incomplete closure
Mouth: slight movement
No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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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unnybrook Facial Grading System
(SBGS)(Table 2)6)

자의 수치에 대해서는 안면마비 각 구역별로 중증도의 차

SBGS는 휴식 시 눈, 볼 및 입의 대칭을 기록하고, 5가지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에게 적용한 SBGS 점수 및 SBGS로

지정된 표정을 지을 때 발생하는 얼굴의 움직임을 기록하

이가 있는지 SBGS에서의 세부 항목 점수를 비교하였다.
평가한 안면마비 호전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행한다.

며, 동시에 발생하는 연합운동을 평가하여 점수를 계산한
다10). 안면근육의 각 부위에 따른 자발적 운동 시 대칭성에
대한 항목 점수에 4를 곱한 점수에서 안정 시 대칭성 항목
의 점수에 5를 곱한 점수와 연합운동 항목의 점수를 뺀 총

Ⅲ. 결과

점을 계산하여 마비의 상태를 평가한다. 정상 상태의 총점
은 100점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마비가 심한 상태를 나타낸

1.대상자의일반적특성

다9).

4)통계처리및결과분석방법

총 159명의 환자가 본 연구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 및 기술

만족하였다. 남성 환자가 71명(44.7 %), 여성 환자가 88명

통계를 사용하며, 백분율,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낸다.

(55.3 %)이었다. 환자들의 연령은 18~85세까지 분포하였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rogram for Social Sci-

으며, 평균연령은 50.28 ± 15.92세로 나타났다. 10대는 3

ence) Ver 18.0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명(1.9 %), 20대는 17명(10.7 %), 30대는 25명(15.7 %),

각 환자에게서 같은 날 평가한 SBGS 점수와 HB scale

40대는 28명(17.6 %), 50대는 45명(28.3 %), 60대는 19명

점수를 비교하여 intermethod reliability를 분석하였다.

(11.9 %), 70대는 20명(12.6 %), 80대는 2명(1.3 %)으로 나

지표가 다른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

타났다. 안면마비 발병 부위는 좌측이 91명(57.2 %), 우측

슨 상관계수를 이용한다. 통계학적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

이 68명(42.8 %)의 양상을 나타내었다(Table 3).
분석에 포함된 환자 가운데 SBGS를 외래에서만 적용한

은 0.05로 설정한다.
추가적으로 scatter plot 그래프를 활용하여 outlier를

환자는 117명(73.6 %), 입원에서만 적용한 환자는 26명

나타내는 점수값을 찾아, 두 점수 간 상관성이 떨어지는 환

(16.4 %), 외래 및 입원에서 모두 적용한 환자는 16명

Table 2. SunnybrookFacialGradingScale
Resting symmetry

Symmetry of voluntary movement
No
movement

Slight
movement

Mild
excursion

Movement
almost
complete

Movement
complete

None

Mild

Forehead
wrinkle

1

2

3

4

5

1

2

3

4

Gentle
eye
closure

1

2

3

4

5

1

2

3

4

Open
mouth
smile

1

2

3

4

5

1

2

3

4

Snarl

1

2

3

4

5

1

2

3

4

Lip
pucker

1

2

3

4

5

1

2

3

4

Eye
Normal 0
Narrow 1
Wide 1
Eyelid surgery 1

Check(nasolbial fold)
Normal 0
Absent 2
Less pronounced 1
More pronounced 1
Mouth
Normal 0
Corner drooped 1
Corner pulled Up/out 1

Synkinesis

Resting symmetry
score

Voluntary movement score

V × 4 － R × 5 － S ＝ Composit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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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Characteristics
Age

Gender

Effected side

Total

Male

Female

Left

Right

10~9

1

2

2

1

3 (1.9 %)

20~29

7

10

7

10

17 (10.7 %)

30~39

15

10

12

13

25 (15.7 %)

40~49

14

14

17

11

28 (17.6 %)

50~59

18

27

31

14

45 (28.3 %)

60~69

7

12

11

8

19 (11.9 %)

70~79

9

11

11

9

20 (12.6 %)

80~89

0

2

0

2

2 (1.3 %)

Total

71
(44.7 %)

88
(55.3 %)

91
(57.2 %)

68
(42.8 %)

159
(100 %)

(10.1 %)이었다. 환자에 따라서 초진 당시 1회만 SBGS를
적용한 경우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65.4 %), 추후

3.Outlier 분석

1~2회 정도 추가적으로 follow up하여 평가한 경우는 45

HB scale과 SBGS와의 상관관계는 유의성이 매우 높은

건(28.3 %)이었으며, 초진 당시에는 평가하지 않았다가 치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데이터 분석상 연관성이 떨어지는

료 진행 후 follow up 당시에만 평가를 시행한 경우는 10

수치를 나타내는 outlier들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outlier

건(6.3 %)이었다.

를 나타내는 점수값을 찾아내기 위해 scatter plot 그래프

초진 차트에 HB scale을 4~5 혹은 3~4와 같이 기록한

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었다(Fig. 2).

경우에는 보다 심한 정도의 증상 지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

그래프상 HB scale 2점에서 낮은 SBGS 점수를 나타낸

고 높은 등급의 점수로 인정하여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시

4가지 경우와, HB scale 4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3가

행하였다. 초진 당시 HB scale과 SBGS 두 가지 평가를 모

지 경우를 outlier로 보고 해당 환자의 SBGS 세부 항목 점

두 시행한 149명의 환자 가운데 HB scale은 Grade 2가

수를 분석하였다. 해당 outlier는 HB scale이 2점일 때

10명(6.7 %), Grade 3이 24명(16.1 %), Grade 4가 19명

SBGS가 33점, 51점, 56점, 59점을 나타내었으며, HB

(12.8 %), Grade 5가 40명(26.8 %), Grade 6이 3명

scale이 4점일 때 SBGS가 52점, 61점, 80점을 나타내

(2.0 %), 후유증 환자가 53명(35.6 %)이었다. SBGS는 0

었다.

점부터 100점까지 모든 점수 영역에서의 분포를 나타내
었다.

4.후유증및호전도평가
2.HB scale과SBGS와의상관관계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들 53명(33.3 %)의 SBGS 점수는
7~97점까지 넓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안면마비 후유증 환

HB scale과 SBGS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피어슨

자 중 SBGS 0~9점은 1명, 10~19점은 2명, 20~29점은 1

상관계수 시행상 -0.884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명, 30~39점은 7명, 40~49점은 8명, 50~59점은 8명,

HB scale이 1점인 경우 SBGS는 88~100점, HB scale

60~69점은 8명, 70~79점은 9명, 80~89점은 5명,

이 2점인 경우 SBGS는 33~100점, HB scale이 3점인 경

90~100점은 4명으로 분석되었다.

우 SBGS는 21~77점, HB scale이 4점인 경우 SBGS는

이번 분석에 포함된 총 159명의 환자 가운데 SBGS를 이

9~80점, HB scale이 5점인 경우 SBGS는 0~32점, HB

용하여 호전 정도를 평가한 환자는 총 55명(34.6 %)이었

scale이 6점인 경우 SBGS는 0~9점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다. 입원 환자의 경우 대부분 처음 입원 당시 및 퇴원 당시
의 SBGS를 평가하였으나, 입원 기간이 대부분 1~2주 이

http://dx.doi.org/10.13045/acupunct.2016058 105

TheAcupunctureVol.33No.4December2016

Fig. 2.ScatterplotgraphofHouse-BrackmannScaleandSunnybrookFacialGradingScale

내로 점수가 크게 호전된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외래 환자

의 환자에게 활용15)하는 등의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의 경우 증상의 호전이 많이 보인 경우 재평가한 경우가 많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는 급성기 안면

아 SBGS 100점 및 HB scale 1점을 기록한 경우가 10건

마비 환자의 초진 시 HB scale을 모두 적용하여 평가를 시

있었다.

행해 왔다. 그러나 HB scale은 안면부 각 부위에 따른 손
상 정도의 차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최
근에는 SBGS를 도입하여 함께 평가를 진행하였다. HB
scale과 SBGS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높은 음의 상

Ⅳ. 고찰

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두 평가도구 모두 유의
성 있는 안면마비의 평가도구로서의 활용이 인정된다. 이
를 통하여 SBGS의 점수만을 보고도 어느 정도의 HB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안면부 한쪽 면에 나타나는 7번

scale 점수의 예상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cat-

뇌신경인 안면신경의 급성 마비로 원인이 뚜렷하지 않으면

ter plot 그래프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몇몇 경우에서

서도 발병률이 가장 빈번한 특발성 안면마비를 벨마비

비교적 상관성이 떨어지는 수치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

(Bell’
s palsy)라고 하며 한의학에서는 口眼喎斜에 해당한

었다.

다. 1년간 인구 10만 명당 20∼25명 정도 발생하며, 15∼

Outlier로 판단되는 7가지 경우의 데이터에 대하여

45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성별 비율은 비슷하거

SBGS의 세부 항목 중 양측 대칭성 항목을 위주로 고찰해

나 여성이 약간 더 우세하며, 좌우 발생 빈도는 비슷하다11).

보았다. 점수가 낮을수록 운동성이 건측에 비해 떨어짐을

평가도구는 치료 경과를 파악하여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나타낸다. HB scale이 2점에 SBGS 33점을 기록한 경우,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구에서는 각 치료법의 유효성을

이마와 눈 부위 항목은 3점을 기록하였으며 입 주위 운동

판단하는 결과 척도로써 사용된다12). 안면신경마비의 평가

성에 대한 세 가지 항목은 모두 2점을 기록하였다. HB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House-Brack-

scale이 2점에 SBGS 51점을 기록한 경우, 이마 3점, 눈 4

mann scale, Yanagihara grading system, Sunny-

점, 입 부위는 2점 및 3점을 기록하였다. HB scale이 2점

brook facial grading system 등과 같이 환자 얼굴의 움

에 SBGS 56점을 기록한 경우, 이마와 눈 부위 항목은 3점

직임을 보고 결정하는 방법과 NET, ENoG, EMG, SEMG

을 기록하였으며 입 부위는 2점 및 3점을 기록하였다. HB

등의 전기생리학적 검사가 있으며 , DITI를 이용하여 안

scale이 2점에 SBGS 59점을 기록한 경우, 이마와 눈 부위

면마비 환자를 진단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

항목은 4점을 기록하였으며, 입 부위에서는 한 가지 항목

지고 있다 . 최근에는 안면계측검사를 안면마비 후유증 등

에서 4점, 두 가지 항목에서 2점을 나타내었다. 종합해 보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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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낮은 SBGS 점수를 보여 어느 정도 증상의 심각도가 높

또한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의 SBGS의 적용 실태를

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B scale이 2점으로 낮은

파악한 결과, 안면마비 급성기 환자 외에도 안면마비 후유

정도로 평가된 경우는 대부분 입 주위 운동성에 비해 눈 및

증 환자의 평가에도 SBGS가 높은 비율로 활용되고 있음

이마의 운동성이 보다 좋은 경우였다. HB scale의 세부 항

을 알 수 있었다. 발표되고 있는 안면마비 후유증 관련 논

목을 살펴보면, 입의 최대 운동 범위에서 운동 저하가 나타

문에서도 안면마비 후유증을 평가하는 통일된 방식의 객관

나는 경우에는 HB scale 3점 이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적 scale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후유증 평가도구

데, 눈이나 이마의 운동성이 좋은 경우에 낮은 평가 등급인

가 아닌 안면마비 평가 scale인 HB scale, Yanagihara

HB scale 2점을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알

scale이 주로 활용16)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희대학교 한방

수 있다.

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도 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HB scale이 4점에 SBGS 52점을 기록한 경우, 이마 운

평가도구를 적용하지 않아 정확한 상태 파악이 용이하지

동 항목은 4점, 눈 운동 항목은 3점, 입 주위 운동 항목은

않았는데, SBGS를 후유증 환자에게 적용하면서 보다 자

모두 2점을 나타내었다. HB scale이 4점에 SBGS 61점을

세한 증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SBGS에서 후유증

기록한 경우, 이마 운동 항목 4점, 눈 및 입 주위 운동 항목

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연합운동에 대한 항목만 존재하지만,

은 모두 3점을 나타내었다. HB scale이 4점에 SBGS 80

좌우 대칭운동 평가를 통해 구축 등으로 인한 좌우 운동성

점을 기록한 경우, 이마 운동 항목 4점, 눈 운동 항목 3점,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안면경련 및 악어눈물과 같은 후유

입 주위 운동 항목은 2가지 항목에서 4점, 1가지 항목에서

증 증상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구축 및 연

5점을 나타내었다(Table 4). 이 경우에는 경향성이 뚜렷하

합운동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환자에 대한

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SBGS 80점으로 손상이 적은 것으

평가 및 진료가 가능하다.

로 평가되었는데도 HB scale 4점으로 높은 등급으로 평가

현재까지 안면마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된 경우에는 다른 부위 운동에 비해 눈의 운동성이 보다 낮

있으며, 안면마비 평가 도구에 관한 고찰연구도 다수 이루

은 것으로 평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어져 있어 이차 결과에서 HB scale과 SBGS의 관계를 간

이와 같이 HB scale과 SBGS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나

략하게 살펴본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SBGS의 적용 실태

타난 outlier 데이터를 분석하여, HB scale의 단점으로 주

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울러 살펴보면서 HB scale과

로 지적되어 왔던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SBGS의 상관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대해 각 항목별로 심

HB scale은 안면의 부위별 손상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을

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과정

때 등급 판정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입과 눈 부위

을 통해 SBGS가 진료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안

의 손상 정도가 다른 경우 실제 outlier 데이터가 발생하는

면기능 상태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밝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각 부위별로 세밀한

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보다 누적된 환자 수에 따른

평가가 가능한 SBGS가 보다 강점을 가진다. 또한 SBGS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으며, SBGS의 단점을 보완할 수

는 보다 다양한 안면마비의 증상을 항목별로 평가할 수 있

있는 안면마비 평가도구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

어서 단순 HB scale로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대해 하나

구 및 보고도 필요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하기 힘들었던 세부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평가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able 4. AnalysisResultofOutlierData
House-Brackmann Scale
2

4

Sunnybrook Facial Grading Scale

33

51

56

59

52

61

80

Forehead wrinkle

3

3

3

4

4

4

4

Gentle eye closure

3

4

3

4

3

3

3

Open mouth smile

2

2

2

4

2

3

5

Snarl

2

3

2

2

2

3

4

Lip pucker

2

3

3

2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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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6. Ross BG, Fradet G, Nedzelskic JM. Development of a sensitive clinical facial grading system. Otolaryngol Head and Neck Surgl. 1996 ;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0일까지 경희대학

114(3) : 380-6.

교 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에 안면마비를 주소증으로 외래

7. Neely JG, Cherian NG, Dickerson CB et al.

및 입원을 통하여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 중 SBGS를 적용

Sunnybrook facial grading system : reliability

하여 안면마비 정도를 평가한 1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

and criteria for grading. Laryngoscope. 2010 ;

향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20(5) : 1038-45.
8. House JW, Brackmann DE. Facial nerve grad-

1. HB scale과 SBGS는 피어슨 상관계수 시행상 0.884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ing systems. Otolaryngol Head Neck Sug.
1985 ; 93(2) : 146-7.
9. Kim JU, Lee HG, Jung DJ et al. A Study on the

2. HB scale과 SBGS의 상관성 분석에서 발생한 out-

Correlation between Surface Electromyography

lier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안면부 각 부위별 기능 상

and Assessment Scale for Facial Palsy. The

태가 다른 경우 outlier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Acupunct. 2013 ; 30(5) : 107-16.

수 있었다. 안면의 부위별 손상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

10. Suk KH, Ryu HK, Goo BH et al. A Review

을 때 HB scale의 평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에 대

Study and Proposal of Facial Palsy Sequelae

해 SBGS가 보완을 할 수 있다.

Evaluating Scale. The Acupunct. 2014 ; 31(4) :
99-108.

3. HB scale에 비해 SBGS는 보다 적극적인 세밀한 안
면기능 평가 및 후유증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다.

11. Finsterer J. Management of peripheral fa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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