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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Mirror therapy focused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on recovery of motor function of upper limb and on the changes of corticospinal excitability in acute
hemiplegia after stoke. Subjects and Methods The 2 subjects(2 males) were patients with stroke. Subjects(onset <6
months, KMMSE >24) received mirror therapy focused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30 minutes after each treatment,
additionally with the tradi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5 days per week for 4 weeks. Some activities of mirror therapy
were selected with consideration for interests and experiences of the subjects. To measure the improvement of motor
function of upper limb, we performed FuglMeyer assessment(FMA), manual function test(MFT), Jamar strength test and
pinch force test for each sessions. And before and after the 4 weeks intervention, Motor Evoked Potential(MEP)s of the
Abductor Digit Minimi(ADM) of affected upper limb were obtained by the 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corticospinal excitability. Results The 2 subject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FMA, MFT, Jamar strength test and Pinch force test. One subject showed the response at the reassessment, compared to
‘no response’ at the initial assessment, although that is ‘prolonged’ latency and ‘low’ amplitude. The other showed
increased MEP amplitude compared to initial assessment. Conclusions Mirror therapy focused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can be used as an adjuvant therapeutic technique by improving motor function of upper limb and facilitating of
corticospinal excitability for acute hemiplegia. Further individual studies of mirror therapy focused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generalize the effects. Key words Stroke, Mirror Neuron System, Mirror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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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뇌졸중 환자의 55%에서 75%는 운동손상과(Jorgensen 등,
1995) 활동 시 마비측 손사용의 경험에 어려움을 가지며
(Dobkin, 2005), 이러한 상지 기능장애는 전통적인 치료 후
에도 학습된 비사용과 함께 계속적으로 관찰되므로(Page 등,
2002) 상지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뇌졸중 재활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Kang YJ 등, 2011).
전통적인 뇌졸중 재활 방법은 수동적인 강화와 훈련을 강
조하였다. 그러나 활동제한이 심할 경우 신체적 훈련에 거부감
을 가지게 되거나(Blanton & Wolf, 1999) 자신의 운동능력
에 대한 인식 저하 역시 치료 참여 의지를 감소시키는 원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Hartman-Maeir 등, 2003).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를 유도하여 마비측 사지의 기능회
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신체적 치료와 함께 참여 의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인지적 중재가 필요하며(박상범과 김미현,
2005) 이에 맞추어 최근에는 상지 로봇 훈련, 가상환경기술
(virtual environment technology, VET), 거울치료 등 운동
학습 이론(motor learning theory)에 기초한 치료법을 시도
하고 있다(Krakauer, 2006).
Buccino와 Riggio(2006)에 따르면 운동 학습 이론의 기
본적인 요소인 운동 학습에서는 활동을 관찰, 이해, 재인하여
운동을 상상하고 모방하는 단계까지의 인지적 운동과제를 수행
하는 역할을 하는 거울신경 체계(mirror neuron syste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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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된다.
거울신경세포는 특정 동작을 관찰할 때와 또는 그와 같거
나 비슷한 동작을 수행할 때에 동일하게 활성화되는 뇌 영역에
있는 세포들을 일컬으며, 거울신경 체계의 동작 투사영역들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위해 분산된 신경구조들을 동원하고, 이
목표 지향적 행동은 4가지 수준에서 동작을 규정하는 운동시스
템의 수직 계층적 모형으로 설명된다: (1) 의도, 장기 동작 목
표, (2) 목표 또는 의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단기 물체 목표,
(3) 운동학적 또는 시공간적 손과 팔의 움직임, (4) 그 목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근육 패턴(Grafton & Hamilton, 2007).
관찰된 동작을 위해 거울신경 체계는 운동학적 정보와 상황적
정보에 기초하여 배쪽 운동앞구역(ventral premotor area)에서
의도를 부호화 하고(Hamilton & Grafton, 2008), 손-물체 상
호작용에 기초하여 입쪽 아래마루소엽(rostral inferior parietal
lobule)에 목표를 지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Hamilton &
Grafton, 2006).
Brass 등(2000)은 신경심리와 뇌영상을 분석한 여러 연구를
통해 관찰/실행 일치 체계(observation/execution matching
system)의 신경학적 상관관계, 즉 관찰된 행동의 재인과 수행
된 행동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거울신경 체계가 관여
한다는 모방 활동의 기전을 밝혔다. 거울신경 체계가 동작 이해
와 모방에 관여한다는 연구들에 기초하여 최근 신경계 재활분야
에서 시도되고 있는 동작관찰훈련은(Celnik 등, 2008; Page
등, 2001) 다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을 직접 혹은 영상을 통
해 관찰하고 모방하여 실행하는 방법이다. 관찰/실행 일치체계
가 운동학습 과정 없이 동작을 만들어내어 운동 모방에 관여하
는 것이다(Buccino 등, 2004). 재활의 목적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보다는 이전에 학습되어 있는 운동기술을 다시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김종만 등, 2010) 재활에 동작관찰과 모방을 적
용하면 운동 상상 및 운동 모방을 통해 이전의 경험들을 떠올리
게 하고 실행과 결합하여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age 등, 2001). 거울신경 체계를 더욱 활성화 시키
는 요인들을 밝힌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일반인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직업 활동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거울
신경 체계의 활성을 비교한 결과 전문가 집단의 거울신경 체계
의 활성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험이 거울신경 체계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Cross 등, 2006; D’ Ausilio
등, 2006; Calvo-Merino 등, 2005 & 2006). 이외에도 동작
이 물체와 관련되어 있을 때(Gallese 등, 1996), 단순한 동작
보다는 목표와 관련된 동작을 관찰할 때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
(Fogassi 등, 2005). 동작관찰훈련 또한 특히 손과 관련된 움
직임 영역과 쥐기, 찢기, 잡기, 조작하기와 같은 능동적 움직임
과 관련된 영역에서 더 활성화된다(Rizzolatti 등, 1988).
동작관찰훈련 이전에 거울신경 체계를 활용하여 운동기능

회복을 이끌어내는 치료법으로 대두되어 온 것이 거울치료이다
(Altschuler 등, 1999; Sathian 등, 2000; Stevens &
Stoykov, 2003). 거울치료는 본래 Ramachandran과 RogersRamachandran(1996)에 의해 절단환자의 환상통 치료법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뇌졸중 편마비 환자에게 적용하여 거울 뒤에
마비측 사지를 놓고 거울에 반영된 비마비측 사지를 보면서 움
직이도록 하여 마비측 사지의 활동 능력이 향상되어 보이도록
시각적 착각을 발생시키고 마비측의 일차운동영역을 흥분시킨
다는 사실을 확인해왔다. Garry 등(2005)은 정상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거울을 활용한 움직이는 손의 반영이 반대측
손과 연결되어 있는 뇌의 일차운동영역을 흥분시키는 것을 기
능적 뇌 영상을 통해 밝혔다.
거울치료 효과의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공통된
두 가지 가설, 즉 일차운동피질과 거울신경세포 기전이 있다
(Lamont 등, 2011). 첫 번째 가설은 거울치료 동안의 운동과
지각적 활동이 일차운동피질의 흥분성을 조절함으로(Garry 등,
2005) 뇌졸중 후 운동회복에 중요한 문제인 뇌반구의 균형 정
상화를 촉진한다는 주장이다(Dong 등, 2007). 뇌졸중 후의
뇌손상은 뇌량을 통한 전도를 억제하여 동측(마비측) 운동피질
의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반대측(비마비측) 운동피질을 과흥분
시키지만(Liepert 등, 2000; Calautti 등, 2007) 거울치료를
적용하였을 때 동측 상지의 실제 움직임이 동측 일차운동피질
을 활성화시키고 비마비측의 수행이 반영되어 거울에 보이는
움직임의 관찰이 반대측 일차운동피질을 활성화시킨다(Dohle
등, 2004; Ezendam 등, 2009; Garry 등, 2005). 이러한 일
차운동피질 흥분성의 동시적 변화가 기능적 회복에 적합한 대
뇌 피질 재조직화를 촉진한다(Ezendam 등, 2009). 특히
Cauraugh & Summers(2005)와 Summers 등(2007)은 양
측 사지를 동시에 운동하는 것이 양쪽 대뇌반구 간의 상호작용
과 과도한 억제 전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양측 사지를 동
시에 운동시키는 거울치료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석 현 등, 2010). 두 번째 가설은 이마관자엽부위
(frontotemporal region)와 위관자고랑(superior temporal
gyrus)에 존재하여 행동 관찰이나 수행 시 활성화되는 양방향
신경세포(bimodal neurons)인 거울신경세포와 관련이 있다
(Lamont 등, 2011). Kang YJ 등(2011)은 거울에 비친 손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동측운동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경두개
자기 자극술(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을 이
용하여 확인하였고 이는 거울 치료의 시각적 착시를 통해 거울
신경 체계와 동측 뇌반구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Altschuler 등(1999)은 거울을 통한 시각적 착시가 마비측 손
의 감소된 고유수용성 정보를 대체하고 전운동피질의 회복을
돕는다고 주장하였다.
Fukumura 등(2007)은 거울치료의 3가지 전략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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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 일반적 특성
대상자

성별

연령

진단

마비측

발병일

K-MMSE

1

남

54

우측 바닥핵 뇌경색

좌측

13.08.02

29

2

남

57

좌측 다리뇌 뇌경색

우측

13.06.23

30

였다. 첫째, 환자는 거울을 통해 비마비측의 움직임을 관찰, 모
방하여 마비측을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둘째, 거울을 보면서 마
비측을 고정하고 운동 상상을 통해 마비측 움직임을 머릿속으
로 그린다. 셋째, 치료사가 수동적으로 마비측 움직임을 도와주
며 거울에 반사된 비마비측과 동시에 움직인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급성 또는 만성 뇌졸중 환자에게
관절운동이나 도구를 활용한 거울치료를 진행하여 상지 운동기
능 회복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 대부분이고(Altschler 등,
1999; Sathian 등, 2000; Garry 등, 2005; 석 현 등, 2010;
우희순 등, 2011) 동작관찰훈련을 통한 상지 운동기능 회복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있다(김종만 등, 2010; Ewan 등,
2010; Franceschini 등, 2010). 또한 이문규와 김종만(2011)
은 뇌손상 이전의 의미 있는 운동경험에 기초하여 운동시스템
이 이미 입력되었던 동작들을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이점을 가
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조진우 등(2011)은 만성 뇌졸중 환자
에게 목적 있는 활동 과제 동작을 적용한 동작관찰훈련을 통해
상지 운동기능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거울치료와 동작관찰훈련을
통한 운동기능의 회복은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
러나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이전 경험과 동기부여에
대한 고려와 함께 체계적인 과제 적용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증례보고는 거울치료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
는 과제 선정 방법으로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대상자의 경험,
물체와 관련된 목표 지향적 동작 과제를 선별하고 선행 연구에
서 제안한 대상자의 기능 수준, 흥미(이희원과 전혜선, 2012),
동기 등을 구체화하여 대상자에게 일상생활동작 중심의 거울치
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발병 6개월 이내의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4주간 일상생활동작 중심의 거울치료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치료 전과 후의 상지 운동기능을 평가, 분석함으로써
일상생활동작 중심의 거울치료가 작업치료 중재 유형의 한 전
략으로서 뇌졸중 환자의 상지 운동기능 회복과 뇌운동 신경계
의 재조직화에 기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계획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I 종합병원에서 뇌졸

중으로 진단을 받고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거울치료 참여에 필
요한 시지각 능력, 감각 기관 및 언어 이해 능력에 장애가 없
고 2단계 이상의 명령 수행이 가능하여 지시하는 내용을 이해
하고 따를 수 있는 자로 좌측 편마비 환자와 우측 편마비 환자
각각 1명씩 선정하였다(표 1).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치료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2단계 이상의 명령 수
행이 불가능한 자
2) 실어증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
3) 한국형 간이정신상태 판별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K-MMSE) 24점 이하인 자
4) 마비측 상지 경직의 정도가 Modified Ashworth
Scale (MAS) 3등급 이상인 자
2. 실험 도구
이 연구에서 두 대상자 모두 비마비측의 반영이 보일 수 있게
책상위에 수직으로 세워진 40×30 cm의 거울을 사용하여 대상
자와 10 cm 떨어진 곳에 위치시켰으며, 대상자 체간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 정중선에서 마비측으로 12 cm 떨어진 곳에 위
치시켰다. 마비측 상지를 가리기 위한 도구로 40×30×40 cm
검은색 나무판을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및 과정
1) 연구 설계

일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I 종합병원 작업치료실에서 작업치료
사인 연구자에 의해 2013년 9월 5일에 캐나다 작업 수행 측정
(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
여가 활동 평가(Interest checklist), Fugl-Meyer Assessment
(FMA), 뇌졸중 상지 기능 검사(Manual Function Test;
MFT), Jamar strength test(장악력 검사), Pinch force test
를 초기검사로 시행하였으며 거울치료 연구 전, 후 환측 상지
근육의 활동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MotorEvoked Potential(MEP) 검사를 시행하였다.
2013년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 5회기, 4주 간 총
20회기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1회기당 40분으로 10분간 핵심
조절점(key point) 정렬을 위한 자세설정(postural set)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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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30분간 거울치료 프로그램으로 단일 관절 운동과 목적
지향적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였다.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 진
행 후 상지기능검사(FMA, MFT, Jamar strength test, Pinch
force test)를 시행하였다.
(1) 자세설정(postural set)

적절한 신체정렬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된 기저면 내
에 발목과 엉덩 관절을 위치하여 무게중심을 유지하게 하고 지
면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골
반부의 지지면을 넓게 하여 몸통 정렬, 안전성 및 팔 뻗기 능
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고 팔을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위해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각 동작을 설명하며 시범을 보이고
대상자는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다(표 2).
(3) 목적지향적 일상생활동작

본 연구에서 거울치료에 적용한 목적 지향적 일상생활동작은 5
가지로, 대상자의 이전 직업을 고려하여 자주 경험하였던 행동
및 COPM, Interest check list 검사 결과 대상자가 흥미를
보였던 일상생활영역의 동작과 관련하여 해당 사물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표 2).
4. 연구 도구
1)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도구
(1)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K-MMSE）

(2) 거울 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거울치료에 적용한 단일 관절 운동은 K.
Fukumura가 제시한 단계별 손 활동 프로그램(K. Fukumura
등, 2007)을 수정, 보완하여 근위부에서 원위부에 이르는 12가
지 동작을 구성하였다. 대상자에게 본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기

K-MMSE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장애를 검사하기 위해 널리 사
용되는 임상도구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시간 및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과 기억 회상, 주의 집중하여 순차적인 계산, 언어 기
능과 이해 및 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30점으로 19점

표 2. 실험설계
내

용

1. 자세설정(postural set)
1. 양 발바닥은 지면에 닿게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2. 치료대의 가장자리에 둔부와 대퇴부 1/2 깊이로 걸터앉는다.
3. 슬관절의 높이는 고관절의 높이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한다.
4. 높이 조절이 가능한 치료대 위에 상지를 올려놓고 체간 정렬을 통해 팔을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단일 관절 운동
아래팔

손목

손

손가락

1

엎침

2

뒤침

3

손목 굽힘

4

손목 폄

5

자쪽 치우침

6

노쪽 치우침

7

쥐기 / 놓기

8

1th 손허리뼈 굽힘 / 폄

9

2th 손허리뼈 굽힘 / 폄

10

3th 손허리뼈 굽힘 / 폄

11

4th 손허리뼈 굽힘 / 폄

12

5th 손허리뼈 굽힘 / 폄

1. 관찰(observation)

10회

2. 마비측 상상훈련

10회

3. 능동보조 관절가동범위(AAROM)

10회

3. 목적지향적 일상생활동작
1

휴지 뽑기

2

책 페이지 넘기기

3

젖은 스펀지 짜기

4

마우스 클릭하기

1. 관찰(observation)

10회

2. 마비 측 상상훈련

10회

3. 능동보조 관절가동범위(AAROM)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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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2명. 우측편마비, 좌측편마비 각 1명) : K-MMSE, MAS
초기평가(COPM, Interest checklist, FMA, MFT, Jamar strength test, Pinch
force test, MEP)

자세 설정(postural set(10분))
일상생활동작 중심의
거울치료 프로그램(30분)
: 총 20회기(1일 1회기당 40분, 주 5회, 4주)
상지 운동기능 검사
재평가(FMA, MFT, Jamar strength test,
Pinch force test, MEP)

그림 1. 연구 절차 및 과정

이하를 확정된 치매, 20~23점을 치매 의심, 24점 이상을 정상
으로 분류한다.

Modified Ashworth Scale(MAS)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근
긴장도를 정량화 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이는 수동적인
관절운동에 따른 저항의 강도에 따라 근긴장도의 등급을 나누
는 방법이다(Gregson 등. 1999).

의 개인 선호도 표현 가능 유무, ㉣ 환자의 선택사항 구별 가
능 유무. 점수는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성인을 위해 제
작되었으나 청소년부터 노인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UCLA의 Neuropsychiatric Institute에 있는 정신병 입원환
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평가되었다. 이 평가는 흥미 있는 작업
을 발견하여 개인별로 치료 계획 설정에 사용할 수 있고, 각
개인의 역할, 활동의 유형,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Janice Matsutsuyu, 1969).

2) 대상자의 흥미, 동기를 선별하기 위한 평가도구

3) 운동유발전위검사(MEP)

(1) 캐나다 작업 수행 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

경두개자기자극(Repetitive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rTMS)을 이용한 운동유발전위검사(motor evoked
potential; MEP)는 대뇌 피질의 운동 중추를 직접 자극하여
사지 근육의 반응을 관찰하는 검사로 보다 직접적이고 객관적
인 검사로써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두피에 경두개 자기자극을 적용
하여 환측 상지의 새끼 벌림근에서 발생하는 근전위를 측정하
였다. 경두개 자기자극기는 Cadwell MES-10을 사용하였고,
직경 9 cm의 원형 코일을 대뇌 두정 중앙부에 위치시킨 상태
에서 자극을 제공하였다. 기록 전극(활동 전극)은 환측 상지의
새끼 벌림근에 부착한 후 가장 낮은 강도의 자기 자극을 주기
시작하면서 가장 높은 새끼 벌림근의 활동전위가 유발되는 지
점(hot spot)을 찾은 후 이 부위를 새끼 벌림근의 운동피질영
역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이 부위에 자극을 가했을 시에 10회
의 자극 중 0.5 mV 이상의 진폭이 5회 이상 유발되는 자극
강도의 평균값을 구하여 운동역치(Resting Motor Tremor,
RMT)로 정하였다. 반복 경두개 자기자극의 강도는 운동역치의
120%로 하였다. 거울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자

(2) Modified Ashworth Scale(MAS)

mance Measure; COPM)

COPM은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으로, 환자의 작업수행
(Occupational performance)을 반영하여 자조, 생산성, 여
가 항목 내에서 개인이 선택한 특정 활동의 중요성과 현재 수
행에 대한 만족도를 보기 위한 검사이다. 환자가 수행을 요구
하거나 원하거나 기대하는 작업수행영역 내 활동을 결정하고 1
점에서 10점까지 중요도를 매겨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1점에
서 10점까지 수행도, 만족도를 점수화한다. 환자의 역할, 환경,
요구에 대한 지각을 바탕으로 작업적 수행 목표를 설정하기 때
문에 환자가 치료적 과정과 목적 있는 과제 및 활동에의 참여
도를 증진시켜주며 이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작업치료를 실천하
는데 사용할 수 있다(Law M 등, 1991).
(2) 여가 활동 평가(Interest checklist)

IC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80개 흥미의 강도 분류, ㉡ 흥미
없음, 보통의 흥미, 강한 흥미로의 흥미의 유형 분류, ㉢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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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새끼 벌림근의 최대(peak-to-peak)
진폭과 중추운동신경전도시간(Central Motor Conduction
Time, CMCT)을 비교값으로 사용하였다. 중추운동신경전도시
간은 대뇌 운동 피질에 자기 자극을 제공한 시간부터 실제 활
동 전위가 발생하는 시간까지인 잠복시간(lantency)에서 척수
자극 시의 잠복시간을 감한 것으로써, MEP는 마비가 매우 심
할 경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환자군에서는
MEP의 잠복시간이 증가되고, 진폭은 감소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에게서 자기 자극을 주었을 때 활동
전위의 진폭은 높을수록, 잠복 시간은 짧을수록 운동 기능의
회복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거울치료에 따른 FMA 변화
일상생활 동작 중심의 거울치료를 적용한 훈련 결과, 대상자 1
과2 모두 어깨/팔꿈치/아래팔, 손목, 손(손가락) 항목에서 증가
된 수행을 보였다. 상지 협응 영역에서는 두 대상자 모두 유의
한 점수 향상은 없었다(표 3, 그림 2).

4) 상지 운동기능 검사 도구

표 3. FMA 변화

(1) Fugl-Meyer Assessment(FMA)

FMA는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 손
상의 양적인 측정을 하는 포괄적인 측정 도구 중의 하나이다.
뇌졸중 이후의 운동 기능, 균형, 감각, 관절가동범위, 통증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Fugl-meyer 등, 1975). FMA 상지
검사의 점수는 총 66점을 만점으로 어깨/팔꿈치/아래팔 36점,
손목 10점, 손(손가락) 14점, 상지 협응 능력 6점으로 구성되
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비측의 측정값만 사용하였다(윤인진,
2013).

손끝집기(tip pinch), 삼점집기(three-jaw pinch) 순으로 실
시하며 본 연구에서는 3회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대상자

대상자1

대상자2

(2) 뇌졸중 상지 기능 검사(Manual Function Test)

MFT는 상지 기능의 회복과정과 일상생활동작에 있어 실용수
준을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게 고안하였다(채경주
등, 1997). 또한 뇌졸중 상지 기능 검사는 뇌졸중 환자의 조기
신경학적 회복의 시기에 있어서 상지운동기능의 경시적 변화를
측정, 기록하기 위한 평가이다(김미영, 1994). 총점 30점 만점
에 상지 운동 4항목(16점), 파악 2항목(6점), 수지조작 2항목
(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비측의 측정값만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Pinch gauge를 사용하여 외측집기(lateral pinch),

재평가

어깨/팔꿈치/아래팔

13

29

손목

1

9

손(손가락)

3

11

상지협응능력

4

4

총점

21

53

어깨/팔꿈치/아래팔

21

32

손목

5

9

손(손가락)

6

11

상지협응능력

4

4

총점

36

56

표 4. MFT 변화

(3) 장악력 검사(Jamar strength test)

(4) Pinch force test

초기평가

2. 거울치료에 따른 MFT 변화
일상생활 동작 중심의 거울치료를 적용한 훈련 결과, 대상자 1
과 2 모두 치료 전보다 치료 후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표 4,
그림 3).

대상자

이 도구는 American Society of Hand Therapists(ASHT)
가 표준화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손의 전반적인 근력을 측정하
기 위해 악력계(JAMAR Hydraulic Hand Dynamometer)를
사용하였다. 측정 시 자세는 어깨관절은 모음, 팔꿈치관절은 굽
힘, 아래팔은 중립, 손목관절은 편 상태를 유지하고 자쪽 치우
침이 되도록 하며 본 연구에서는 3회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하
였다.

항목

대상자1

대상자2

항목

초기평가

재평가

상지운동

8

10

파악

1

6

수지조작

0

2

총점

9

18

상지운동

8

15

파악

2

6

수지조작

0

3

총점

10

24

3. 거울치료에 따른 Hand power 변화
일상생활 동작 중심의 거울치료를 적용한 훈련 결과, 대상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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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점
수

대상자 1
어깨/팔꿈치/아래팔
대상자2
어깨/팔꿈치/아래팔

치료회기

치료회기

점
수

대상자1 손목
대상자2 손목

점
수

대상자1 손(손가락)

대상자1
상지협응능력
대상자2
상지협응능력

대상자2 손(손가락)

치료회기

총
점

치료회기

대상자1 총점
대상자2 총점

치료회기

그림 2. FMA 변화

점
수

대상자1 상지운동

점
수
대상자1 파악

대상자2 상지운동

대상자2 파악

치료회기

점
수

치료회기

대상자1 수지조작

총
점

대상자1 총점
대상자2 총점

대상자2 수지조작

치료회기

치료회기

그림 3. MFT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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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 모두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서 장악력과 함께 외측집기,
손끝집기, 삼점집기 등 집기 힘의 향상을 보였다(표 5, 그림 4).

표 6. 대상자 1의 MEP 변화

Latency(ms)
표 5. Hand power 변화
대상자

대상자1

대상자2

Prolonged
0.25/4.60=0.06

Low

Low

초기평가

재평가

3.3

10

Significance

Lateral pinch

0.5

2

Tip pinch

0

1

3-jaw

0

1.5

Grip

0

8

0

3
2

3-jaw

0

2.5

4. 거울치료에 따른 MEP 변화
대상자 1의 경우, Rt. cortex에 rTMS를 적용하여 Lt. ADM
(환측)의 운동유발전위 진폭을 측정한 결과 초기 평가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4주 후 재평가 시에는 0.25 mV로 나
타났으며, 잠복기(latency=중추전도시간 CCT) 역시 초기 평
가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재평가 시에는 25.38 ms로
나타났다(표 6, 그림 5).

25.38

-

항목

0

No Response
0/5.55=0

Grip

Tip pinch

치료 후(10.11)

Significance
Amplitude(mV)/M-wave

Lateral pinch

치료 전(9.10)

(Stimulation: Rt. cortex, Recoding: Lt.ADM)

대상자 2의 경우, Lt. cortex에 rTMS를 적용하여 Rt.
ADM(환측)의 운동유발전위 진폭을 측정한 결과 초기 평가에
서는 0.62 mV로 나타났으나 4주 후 재평가 시에는 2.11 mV
로 약 1.49 mV 상승하였다. 잠복기의 경우 초기 평가 시
24.36 ms에서 23.41 ms로 약 0.59 ms 잠복기 시간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그림 6).
표 7. 대상자 2의 MEP 변화
치료 전(9.11)

치료 후(10.17)

Latency(ms)

24.36

23.41

Significance

acceptable

acceptable

Amplitude(mV)/M-wave

0.65/8.38=0.07

2.11/2.87=0.74

Significance

Low

Normal

(Stimulation: Lt. cortex, Recoding: Rt.ADM)

kg

kg
대상자1 장악력

대상자1 외측집기

대상자2 장악력

대상자2 외측집기

치료회기

치료회기

kg

kg
대상자1 삼점집기
대상자2 삼점집기

대상자1 손끝집기
대상자2 손끝집기

치료회기

치료회기

그림 4. Hand power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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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상자 1의 MEP 변화

그림 6. 대상자 2의 MEP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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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뇌졸중의 가장 흔한 운동 결손 중 하나는 상지 부전 마비이며
이로 인해 많은 기능적 제한이 발생한다. 뇌졸중 후 기능적 회
복은 능동적인 재학습과정과 자발적 회복과정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발생한다는 사실들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Nudo, 2006; Rossi 등, 2002). 최근의 뇌졸중 재활방법들은
여러 가지 훈련방법을 통해 손상 받지 않은 뇌의 기능 회복과
신경구조물들의 적응적 가역성이 발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Johansson, 2011), 향상시키고자 하는 운동기술에 특이
적인 훈련을 반복적으로 연습시킨다.
그러나 운동 능력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들은 이러한 훈련
참여에 제한이 있으며 경험 의존적 신경가역성을 위한 감각 및
운동 입력을 제공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
하고자 거울신경 체계에 근거한 동작관찰훈련이 최근 제안되고
있으며(김종만, 2011), 거울치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재활분
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거울신경 체계에 기반을 둔, 뇌졸중 후
운동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방법들은 동작관찰, 동작상상, 동작
실행 조건이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모방이 이뤄지는 것으로 간
주한다. 뇌졸중 회복을 증진하기 위해 가상현실 중재를 사용하
는 것이 모방의 한 형태로 거울신경 체계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흥미로우며, 관찰된 동작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관여하는 운동
회로를 강화시킴으로써 부분적인 움직임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Holden, 2005).
거울신경세포와 관련된 연구에서 대뇌의 운동영역들은 동
작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관찰만 하여도 활성화된다는 근거를
보고하였고(Jeannerod, 2001; Pooro 등, 1996), 이 사실의
근거로 원숭이가 먹이를 집을 수 없었음에도 연구원이 먹이통
을 집어 들자 직접 먹이를 잡아챌 때 반응했던 뉴런이 같은 반
응을 보였다는 보고를 들 수 있다. 인간에게서도 전두엽 부분
에서 비슷한 작용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직접 실
행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동작을 재현하는 회로인 거울신경
체계(mirror neuron system)의 발견에 기초하고 있다
(Gallese 등, 1996; Rizzolatti 등, 1996). 여러 뇌 영상 연구
에서 거울신경 체계는 모방에 관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Buccino 등, 2004; Molenberghs, Cunnington, &
Mattingley, 2009; Rizzolatti 등, 2009).
이러한 거울신경 체계를 바탕으로 한 거울치료는 뇌졸중
환자에게 비마비측 사지를 움직이도록 하여 거울에 반영된 사
지의 움직임을 마비측 사지가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
식하는 시각적 착시를 이용하는 것이다(Johnson-Frey, 2004;
Stevens & Stoykov, 2003). 거울을 통해 시각적 피드백이
제공되면 소실되거나 감소된 고유수용성 감각이 전 운동피질
(pre-motor cortex)영역을 활성화시켜 정상적인 움직임을 유

도하며, 뇌가소성을 위한 신경학적 메카니즘이 된다(Altschuler
등, 1999; Muellbacher 등, 2001; Yavuzer 등, 2008). 거울
신경 체계에 관여하는 신경영역들이 손상되지 않은 사람들은
관찰/실행 일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시스템을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동원시킬 수 있다(이문규, 2011). 현재 거울신경 체
계에 기반을 둔 동작관찰훈련은 새로운 재활 접근법으로 제안
되어 다양한 환자군에게 적용되고 있고, 거울 치료 역시 뇌졸
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최근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거울치료 프로그램은 관절의 능동
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근력 증진활동 및 치료적 도구를
사용한 활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최근 진행된 뇌졸중 환자의 상
지 재활과 관련한 동작관찰훈련의 연구에서 거울신경 체계의
활성화에 경험, 동작, 목표관련 동작들이 영향을 준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일상생활 동작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이문규, 2011). 그러나 이 또한 환자 개개인의 경험이
나 흥미 등을 고려한 동작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아니었
다. 이에 지금까지의 거울치료프로그램은 임상 적용을 하기에
있어 대상자 선정, 대상자 특성, 중재 방법 등의 구체화와 함께
개인의 흥미와 동기와 관련한 제한점 등이 언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에게 거울치료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데 있어 환자의 요구, 흥미, 이전 작업 경험 등을 고려
한 일상생활 동작을 중점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치료 전, 후
상지의 기능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일상생활동작 위주의
거울치료프로그램의 임상 적용 가능성 및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후 뇌졸중 환자의 체계화된 거울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어깨, 팔꿈치, 아래팔 등 상지에서 치료 전과 후
25% 이상, 손(손가락)의 영역에서 80% 이상의 점수 폭이 증
가되어 상지의 능동 관절가동 범위와 장악력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상지 협응 영역에서는 치료 전과 후의
점수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는 일상생활 동작 위
주의 거울 프로그램이 모두 상지 원위부의 움직임을 중점적으
로 구성되었기에 어깨, 팔꿈치, 아래팔 등에 비해 손과 손가락
영역의 점수 향상 폭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작의 단일
활동이 복합 근육 집단의 협응을 요구하기 보다는 움직임 유발
횟수 증가를 위한 것으로 계획되었기에 협응 영역 향상보다 능
동 관절가동범위 및 손의 악력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가 급성기 환자로 자연회복
에 의한 운동기능 향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대조군이 없어
거울치료 이외의 포괄적 재활치료 효과와의 구분이 어려운 점,
일상생활동작 위주의 기능적 활동으로 구성된 거울치료 프로그
램이 관절운동 및 도구 사용 동작 위주의 프로그램에 대해 가
지는 효용성에 대한 비교가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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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주간의 짧은 치료 기간 동안 괄목할만한 상지의 근력 및
기능 향상을 보인 점은 일상생활 동작 위주의 거울치료 프로그
램의 중요한 기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추후 본 연구를 확장하여 목적 있는 기능적 활동 위주의
거울치료 프로그램과 관절 운동 중심 프로그램간의 비교 연구
를 통해 일상생활 동작 위주의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객
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상생활동
작 구성에 있어서 환자의 작업경험, 요구도, 흥미 등을 반영함
으로써 이러한 개개인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별화된 거울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후행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6.

7.

8.
9.

10.

V. 결론
본 연구는 일상생활 동작을 중심으로 한 거울치료프로그램이
뇌졸중 환자의 상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뇌졸중으로 진단받은 편마비 남성 환자 2명을 대상으로 20회
기에 걸친 거울치료프로그램 매일 40분씩 적용하였고, 대상자
의 상지 기능은 매회기 마다 4가지의 상지 운동 기능 검사를
통해 평가되었다. 그 결과, 4주간의 일상생활 동작 중심의 거
울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마비측 상지 기능 회복을 촉진 시켰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운동유발전위 검사 결과, 단순히 상
지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보다 고위 중추인 대뇌 운동 피질
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뇌졸중 환자에게 거울치료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과 차
별화하여 개인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한 일상생활 동작 위주의
거울 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한 데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
다 환자 개개인에 맞는 따른 체계화된 치료 프로토콜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11.

12.
13.
14.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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