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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거울되먹임치료를 이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상지 근육 활성도와 상지 기능적 평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환자는 거울되먹임 치료군 8명과 동작관찰 훈련군 8명으로 나누어 총 8주간 주 5

회, 30분간 시행하였고, 상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뇌졸중 기능회복 평가와 도수 기능 검사를 이용하였다. 위등세모
근, 중간어깨세모근, 위팔두갈래근, 노쪽손목굽힘근, 긴노쪽손목폄근의 근활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면 근전도 시스템
을 이용하였고, 연구 결과 노쪽손목굽힘근을 제외한 위등세모근, 중간어깨세모근, 위팔두갈래근, 긴노쪽손목폄근의 근
활성도와 뇌졸중 기능회복 검사, 도수 기능 검사 점수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전, 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거울되먹임 치료가 동작관찰 훈련보다 상지 근활성도와 상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뇌졸중, 되먹임, 거울치료, 근활성도, 상지기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 that muscle activity of upper extremity and 
functional test in the case of the stroke patient by using the feedback mirror therapy. Sixteen subjects were 
recruited and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one group was trained feedback mirror therapy and other 
group was action observation training. This process was carried out five times a week for eight weeks. To 
upper extremity test was used to MFT, FMA and in order to test UT, DM, BB, FCR, ECRL used to muscle 
activity. After the training, exclude FCR an upper extremity motor function of targe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and especially an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muscle activity and 
MFT, FMA score improvement of UT, DM, BB, ECRL. Therefore, feedback mirror therapy is more upper 
extremity motor function and muscle activity improvement effect than action observa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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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에서 뇌졸 은 성인의 3  사망 원인 의 하

나로, 최근에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성 질환

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 환경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은 층에서도 뇌졸 을 비롯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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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1].  

뇌졸  발생 후 운동, 인지, 지각, 감각, 언어 기능에서 

장애가 발생하며, 특히 뇌손상이 한쪽에 발생하면 병변 

반 쪽의 상하지와 체간 근육이 약화되는 편마비 증상이 

발생되게 된다. 뇌졸  환자들에게 근 동원능력과 근 활

성을 진시키는 것은 약화에 한 문제 을 보완할 수 

있으며, 기능  움직임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 매우 요

한 요소이다[2]. 상지 운동기능 상실은 근력약화가 원인

이 되며, 이는 신경활동의 감소나 변화에 따른 추신경

계 시스템과 신경로 차단에 의해 기능 문제가 발생한다. 

근력약화에 의한 비활동과 근 활동 감소로 인한 근육의 

축  근섬유 구성비의 변화가 원인이 된다[3]. 상성

근(Phase muscle)에 경직이 발생한 경우 근섬유는 신장

에 한 항이 높아져 긴장성근(Tonic muscle)으로 

환될 수 있고, 본래 가지고 있던 기능과는 다른 형태의 

기능을 만든다[4]. 이로 인하여 동작 수행 시 운동단 , 

골격근 동원의 유지정도, 동원의 분포  반복 인 수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인보다 근 활동이 부자연스

럽게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상지의 통증이 발생하고, 일

상생활활동 시 마비측사용은 피하고 비마비측으로 마비

측의 기능을 체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5].

편마비 환자의 운동기능 회복에 있어 하지기능은 상

지기능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편마비 환자는 부분 보행기능은 회복되지만 상지기능

은 30~66%에서 구 으로 회복되지 않고 장애가 발생

하여 일상생활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7]. 이는 

뇌졸  환자의 재활치료 과정 동안 마비측 하지는 독립

인 보행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 빈도가 증가하

게 되는 것에 반해, 상지의 경우 동작이 자유로운 비마비

측 상지만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지에 비해 마비측 

상지의 기능 회복이 느린 것으로 생각된다[8]. 상지의 경

우 양측 모두를 사용하여야 기능  동작이 가능한 하지

와는 달리 한쪽만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

기 때문에 마비측 기능이 다소 남아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회복에 한 지연을 래할 수 있

다[9]. 편마비 환자 에는 손상된 신경학  기능이 회복

되었지만 운동조 의 변화, 근력 약화와 감각이상으로 

마비측을 사용하지 않고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는데 있

어서 비마비측만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게 

마비측 상지를 지속 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학습된 

비사용(learned nonuse) 상이 나타나 운동장애가 지속 

될 수 있다[10].

재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면 뇌졸  환자의 상지기

능의 회복을 한 표 인 방법으로 운동 훈련, 과제 지

향  훈련, 기능  기 자극, 로  보조 재활, 양측성 상

지 훈련, 강제유도운동치료 등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마비측 상지의 치료  재는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필

요하고 장기간 환자와 일 일의 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집 인 치료를 제공하기는 어렵다[11].

거울치료는 1996년 Ramchandran에 의해 처음 소개되

었으며, 거울을 이용한 시각  착각, 환 을 이용하여 

단 후 발 되는 사지 환상통을 치료하기 한 목 으로 

사용하 다[12]. 거울치료는 뇌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기

반한 뇌신경 손상 환자의 치료법  하나로, 운동 기능회

복과 마비측의 움직임을 유도함으로써 상지의 기능회복

을 진한다[13]. 거울을 통해 움직이는 사지를 찰하는 

것만으로도 반 측 사지의 움직임에 여하는 일차 운동 

피질(primary motorcortex)이 흥분된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14]. 거울치료는 환자의 정 앙에 거울을 평행하게 두

고, 비마비측은 거울이 보이는 쪽에 마비측은 거울 뒤쪽

에 두어 환자가 거울을 보았을 때, 거울에 비친 비마비측

의 모습이 자신의 마비측이라고 생각하게 된다[15]. 환자

는 비마비측 팔을 사용하 지만 마비측 팔로 감지하여 

추가 으로 우측반구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하 다. 거울

치료는 마비측의 실제 인 움직임은 없지만 정상 인 움

직임을 주시하여 인 시각  되먹임을 제공한다

[16]. 시각  되먹임을 이용하여 훈련한 환자는 치료과정

에 흥미를 느끼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치료과정 

반에 걸쳐 동기 유발 효과가 극 화된다[17]. 운동 학습

의 기 단계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피드백 정보가 효과

이며, 이것은 뇌졸  환자의 재활에 매우 요하다[18]. 

거울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환자 스스로 지속 이며 반

복 인 훈련과 학습을 통해 과제 수행 평가의 결과를 훈

련 즉시 확인 가능하여 뇌졸 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

게 합하다고 하 다[19].

Stevens과 Stoykov은 거울치료를 용한 그룹에서 

뇌졸  기능회복 검사의 수와 악력이 증가하 으며, 

손목과 완의 움직임 범 가 지속 으로 증가하 고, 

젭슨 – 테일러의 손기능 평가를 통해 측정된 움직임의 

정확성과 속도에 있어서도 재 이 보다 향상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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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20]. Lee & Cho와 Song은 발병 6개월 이내의 아

성기 뇌졸  환자들을 상으로 4주간 거울치료를 시

행한 결과 뇌졸  기능회복 검사의 어깨/팔꿈치/아래팔, 

손목, 손(손가락) 항목과 도수 기능 검사의 모든 항목에

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고 하 다[21]. 

본 연구에서는 거울되먹임치료를 이용하여 뇌졸  환

자의 상지 근육 활성도와 기능  평가에 미치는 효과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4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 까지 8주간 

남 목포 소재 J 재활병원에서 이루어 졌으며, 발병 6개

월 이상 경과된 뇌졸  환자 16명을 상으로 하 고, 각

각 실험군 8명, 조군 8명으로 나 어 연구를 진행하

다. 구체 인 선정조건은 문의에게 뇌졸 으로 진단을 

받은 자,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Korean Mini Mental 

State Evaluation, K-MMSE) 결과 24  이상으로 인지

기능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자, 마비측 상지의 움직임이 

Brunnstrom stage 4단계에 해당하는 자, 편측 무시와 같

은 시지각 장애가 없는 자, 검사를 시행 할 수 없는 청력

장애나 시력장애가 없는 자, 마비측의 구축 는 

단 등 근골격계 합병증이 없는 자, 연구의 목 과 방법에 

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Characteristic
Experiment

al group

Control 

Group
p'

Number 8 8

Age(year) 53.06±3.16 52.96±4.51 .713

Stroke duration (month) 10.91±1.78 11.29±2.67 .987

Sex (male/female) 6/2 5/3 .632

Paretic side (right/left) 5/3 6/2 .611

p’ = Independent t-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2 연구도구

2.2.1 표면 근전도 시스템

      (Surface Electro myography System)

상지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하여 표면 근 도 시

스템(MP100 EMG, Biopac System Inc, 미국)을 이용하

고 여기에서 환된 디지털 신호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Acqknowledge 3.91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료 처리하

다. 표면 근 도의 신호에 한 피부 항을 감소시키

기 하여 부착부 의 털을 제거한 후, 소독용 알코올로 

피부를 깨끗이 하 다. 근 도 자료는 마비측의 등세

모근(Upper Trapezius), 간어깨세모근(Middle Deltoid), 

팔두갈래근(Biceps brachii), 노쪽손목굽힘근(Flexor carpi 

radialis), 긴노쪽손목폄근(Extensor carpi radialis loungus)

에서 수집하 고 표본추출률(Sampling rate)은 1,024Hz

로 설정하 고, 잡음을 최소화하기 하여 역 여과 필

터(Notch filter) 60Hz, 역통과필터 (Band pass filter) 

30~500Hz를 사용 하 고, 수집된 신호는 실효치(RMS)

로 변환 하 다. 등세모근, 간어깨세모근, 팔두갈

래근, 노쪽손목굽힘근, 긴노쪽손목폄근은 일상생활동작에 

필수 이며, 안정성과 운동성에 향을 미치는 근육이다

[22]. 본 연구에서는 마비측의 측정값만 사용하 다.

2.2.2 뇌졸중 기능회복 검사

      (Furl-Meyer Assessment: FMA)

뇌졸  기능회복 검사는 뇌졸  이후의 운동 기능, 균

형, 감각과  기능의 일부를 측정하는 평가 도구이다. 

수는 수행 능력에 따라 0～2 을 부여하는 데, 수행하

지 못하는 경우 0 , 부분 으로 수행하는 경우 1 , 완

하게 수행하는 경우 2 으로 평가한다. FMA 항목  상

지 검사는 33항목으로 어깨/팔꿈치/아래팔 18항목, 손목 

5항목, 손(손가락) 7항목, 상지 응 능력 3항목으로 되어 

있다. FMA 상지 검사의 수는 총 66 을 만 으로 어

깨/팔꿈치/아래팔 36 , 손목 10 , 손(손가락) 14 , 상

지 응 능력 6 으로 되어 있다. FMA 체 검사의 검사

자간  검사자내 신뢰도는 .96이 고, 상지 검사의 검사자

간  검사자내 신뢰도는 .97이다[23].

2.2.3 도수 기능 검사 

      (Manual Function Test: MFT)

MFT는 편마비 환자의 상지기능을 객 으로 평가 

하는 도구로써 회복과정과 일상생활동작 능력을 실용

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된 평가 지표이다. MFT의 구성 항

목은 상지의 운동, 쥐기  손가락 조작의 세 가지 역

에 해 각각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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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한 수는 수행할 수 

없을 경우 0 , 완 히 수행한 경우 1 으로 총 32 이 

만 이고, MFS(Manual Function Score)는 MFT의 만

인 32 을 3.125배 하여 100 으로 해서 사용한다. 이 평

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모두 .95이다[24].

2.3 중재방법

2.3.1 거울되먹임 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책상 에 수직으로 세워진 35×35cm의 

거울을 사용하 다. 거울의 치는 의자에 앉은 상자

를 기 으로 시상면에서 수직으로 세우고, 체간 정렬을 

유지하기 해 정 선에서 마비측으로 15cm 떨어진 곳

에 치하도록 하 다. 비마비측 상지를 가리기 한 도

구로는 25×35×15cm의 나무 을 사용하 다. 연구 상

자에게 용한 거울치료 로그램은 Yavuzer  등 (2008)

의 거울치료 로그램을 용하 으며, 주 5회 30분씩 8

주를 훈련 기간으로 설정하 다[25]. 실험군은 의자에 앉

은 자세에서 실시하 으며, 책상  시상면에서 거울을 

수직으로 세운다. 마비측 손을 거울 뒤에 놓고 비마비측 

손을 거울 앞에 놓는다. 로그램이 시작되면 환자는 거

울에 반 되는 비마비측의 상지를 응시하도록 하 다. 

거울에는 비마비측의 반 된 움직임만 보인다. 비마비측 

완의 회내, 회외, 손목과 손가락의 굴곡, 신  동작을 

순차 으로 수행하 다. 각 동작을 치료사가 설명하고, 

동작  보조가 필요한 경우 치료사가 보조를 하 다

[Figure 1]. 

[Fig. 1] Feedback Mirror Therapy 

2.3.2 동작 관찰 훈련

본 연구는 Karni 등 의 연구를 근거로, 상자의 특성

과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 5회 30분씩 8주를 훈련 기

간으로 설정하 다[30]. 상자들은 조용한 방에서 방 

30cm의 컴퓨터 화면(13인치)을 바라보고 앉는다. 치료사

는 동 상 재생과 함께 과제에 필요한 동작과 특성을 구

두로 제공하여, 환자의 집 도를 높인다. 찰(5분) 후, 

상자들은 동 상에서 보여진 물건을 가지고 찰한 동

작을 반복 으로 약10분간 모방한다. 회당 과제는 2개로 

한다.

2.4 분석방법

결과분석은 WINDOWS SPSS 18.0 로그램을 이용

하여 처리하 다. 연구 상자의 정규성 검증을 해 독

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 고, 운동

방법에 따른 그룹 간 근활성도를 비교하기 해 공분산

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 다. 

통계학  유의수 은 0.05로 하 다.

3. 연구결과

3.1 근활성도 비교

그룹 간의 재 ⦁후 등세모근(UT)의 근활성도 비

교에서 실험군은 57.62±1.68에서 62.00±2.00 으로, 조군

은 56.87±1.95에서 59.25±1.48로 조군과 비교하여 통계

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간어깨세모근

(DM)의 근활성도는 실험군은 41.50±2.44에서 44.37±1.86

으로, 조군은 41.12±2.41에서 42.75±2.91로, 팔두갈래

근(BB)의 근활성도는 실험군은 24.25±1.48에서 27.62±1.68 

으로, 조군은 23.37±1.50에서 25.37±1.50으로, 노쪽손목

굽힘근(FCR)의 근활성도는 실험군은 9.37±1.54에서 

13.62±2.26으로, 조군은 9.09±1.30에서 10.75±2.18로 

조군과 비교하여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05). 하지만 긴노쪽손목폄근((ECRL)의 근활성도

는 실험군이 12.37±1.76에서 13.75±2.37로, 조군은 

12.35±1.92에서 13.00± 2.13으로 평균값의 증가는 보 으

나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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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pre-test post-test

F p'
Experim

ent
Control

Experim

ent
Control

Mean±SD Mean±SD

UT 
57.62±

1.68

56.87±

1.95

62.00±

2.00

59.25±

1.48
7.061 .026

DM
41.50±

2.44

41.12±

2.41

44.37±

1.86

42.75±

2.91
5.209 .045

BB
24.25±

1.48

23.37±

1.50

27.62±

1.68

25.37±

1.50
8.714 .036

FCR
12.37±

1.76

12.35±

1.92

13.75±

2.37

13.00±

2.13
4.140 .072

ECRL
9.37±

1.54

9.09±

1.30

13.62±

2.26

10.75±

2.18
17.024 .003

p’ = ANCOVA

*p<.05

UT: Upper trapezius

DM: Middle deltoid

BB: Biceps brachii

FCR: Flexor carpi radialis

ECRL: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Table 2> Comparison of muscle activity between
group

3.2 기능평가 비교

뇌졸  기능회복 검사(FMA)는 재 ⦁후 실험군에

서 33.25±1.90에서 37.12±1.88으로, 조군은 32.37±1.76

에서 35.00±2.39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도수기능검사(MFT)는 재 ⦁후 실험군에서 

16.8±1.60에서 22.37±2.50으로, 조군은 18.37±1.99에서 

21.25±2.12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Table 3>.

Test

pre-test post-test

F p'Experiment Control Experiment Control

Mean±SD Mean±SD

FMA 
33.25±

1.90

32.37±

1.76

37.12±

1.88

35.00±

2.39
10.927 .021

MFT
16.8±

1.60

18.37±

1.99

22.37±

2.50

21.25±

2.12
7.878 .004

p’ = ANCOVA

*p<.05

FMA: Fugl-Meyer Assessment

MFT: Manual Function Test

<Table 3> Comparison of functional ability between
groups

4. 고찰 

뇌졸 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는 재활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마비측 하지는 독립 인 보행을 시작하면서 자연스

럽게 사용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에 반해, 상지의 경우 

동작이 자유로운 비마비측 상지만을 주로 사용하고, 상

지의 경우 양측 모두를 사용하여야 기능  동작이 가능

한 하지와는 달리 한쪽만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비측 기능이 다소 남아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 하여 하지에 비해 마비측 상지의 

기능 회복이 느린 것으로 나타난다.

거울되먹임 치료는 거울 속에 투 되는 비마비측 움

직임이 거울 반 을 통해 마비된 사지로 포개어진 시각 

정보로 마비된 사지의 움직임을 시각 인 되먹임으로 사

용하는 치료  재이다. 거울을 통한 마비측 상지와 손

의 움직임 시 거울 반 을 통해 보는 반 측 상지의 움직

임에서 양측 측성(contralateral)과 동측(ipsilateral), 일

차운동피질(primary motor cortex)의 흥분이 일어나며, 

이로 인한 일차운동피질의 흥분 조 은 뇌가소성을 한 

신경학  메카니즘이 된다고 하 다[27].

거울치료는 치료 차가 간단하고 주변에서 흔히 사

용되는 거울을 사용한다는 에서 용하기 용이한 방법

으로, 뇌의 신경가소성을 이용하여 뇌졸  환자들을 

상으로 용한 여러 연구에서 성기, 아 성기, 만성기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 시지각 기능, 일상생활활동을 

향상 시킨다고 보고되었다[21, 28]. 한 환자가 움직이기 

원하는 마비측에 한 가상의 움직임을 만듦으로써 환자

의 참여 동기를 증진시키고 치료에 한 환자의 참여도

를 높일 수 있으며 마비측과 비마미측을 동시에 움직이

는 양측성 운동을 통해 일차운동피질을 활성화시켜 뇌의 

가소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13, 17, 25].

Stevens과 Stoykov의 연구에서도 뇌졸  환자에게 

거울매개치료를 용하 을 시 뇌졸  기능 회복 평가의 

수가 향상되어 상지의 기능 증진에 효과 인 치료방법

이라고 제시하 으며[30], Lee&Cho와 Song은 발병 6개

월의 아 성기 뇌졸  환자들을 상으로 4주간 거울치

료를 시행한 결과 뇌졸  기능회복 검사의 어깨, 팔꿈치, 

아래팔, 손목, 손(손가락) 항목과 도수 기능 검사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고 하 다[21]. 본 연구 

결과에서도 도수 기능 검사의 모든 항목에서 향상되는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재 기간이 8

주로 길어 모든 항목에서 기존의 연구보다 더 많이 향상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Page 등 의 연구에서 거울치료

는 마비측의 실제 인 움직임은 없지만 정상 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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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시하여 정 인 시각  되먹임을 제공한다고 하

고[16], Giraux와 Sirigu는 정상인의 손 움직임에 시각  

착각을 이용한 재 후 마비측의 일차운동피질이 활성화 

되었다고 보고하 다[31]. 본 연구 결과에서도 실험군에

서 뇌졸  기능 회복 검사, 도수 기능 검사 수가 유의

하게 증가하 으며, 이는 거울을 통해 정상 인 동작을 

수행 하고 있는 비마비측 상지를 찰함으로써 인 

시각  되먹임을 받게 되고, 감소되었던 고유수용성 감

각 정보를 체하게 됨으로 써 운동피질이 운동 역

의 재활을 해 동원 되는 것이 수월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Sathian, Greenspan과 Wolf의 연구에서는 6개월 이내

의 성기 뇌졸  환자를 상으로 입원 기간 2주 동안 

거울치료를 용하 을 때 마비측 상지의 응과 유연성

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 다[29]. 본 연구에서도 거울치

료를 실시한 실험군이 동작 찰훈련을 실시한 조군보

다 뇌졸  기능 회복 검사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6개월 이내의 성기 뇌졸  환자를 

상으로 연구하 고, 본 연구는 6개월 이상의 아 성기 

뇌졸  환자를 상으로 연구하 지만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Yavuzer 등 의 연구에서는 거울매개치료가 아 성기 

뇌졸  환자의 상지의 기능 회복에 많은 향을 미치며, 

기능  독립 측정도구의 자조 리 역에서 수행능력이 

향상되었고, 상지 운동 기능과 강직에 겨울치료가 효과

임을 검증하 다[25]. 본 연구결과에서 거울치료를 실

시한 실험군이 동작 찰훈련을 실시한 조군에 비해 상

지의 근력이 유의하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는데, 단순 

근력뿐만 아니라 상지의 기능에 있어서도 정 인 효과

가 나타났으며 이는 비마비측의 정상 인 움직임을 찰

하게 된 후 그 정보가 이미지화되고 운동을 실행하는 과

정에서 거울 뉴론이 이용되어 운동 회복 능력이 진되

어 근력의 증가와 함께 기능 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일상생활동작이 수월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Summers 

등 은 편측 상지만을 운동하는 것보다 양측 상지를 동시

에 운동하는 것이 상지의 기능과 근력 회복에 정 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 고[32], Carson 등 은 정상 상지

를 재활 훈련에 참여시킴으로써 그 역에 해당하는 

뇌 반구의 흥분성이 증가되어 반구 간의 상호 작용을 통

한 도에 의해 마비측 반구의 흥분성을 증가시키고 이

를 통하여 마비측 상지의 기능 향상이 가능하다고 하

다[33]. 본 연구에서도 양측 상지를 동시에 운동시키는 

거울치료를 재하 다. 정상 상지를 재활 운동에 참여

시킴으로써 양측 상지를 동시에 운동시키게 되고 정상 

뇌 반구 흥분성이 증가되면서 반구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마비측 반구의 흥분성을 증가시켜 상지의 근활성도

와 상지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Cauraugh 등은 

양측 상지 운동법이 마비측과 비마비측의 균형을 맞춘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억제 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 다[34]. 따라서 편

측을 이용한 운동 보다는 양측을 동시에 운동시키는 거

울치료가 더 효과 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과 달리 Sutbeyaz 등의 연구에서는 

거울 치료 재에 따른 보행 능력, 응 능력, 균형 능력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35]. 이는 재 

기간이 길지 않고, 훈련의 정도를 증가시키지 않아 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재

기간이 8주로 길었기 때문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노쪽손목굽힘근을 제외한 

등세모근, 간어깨세모근, 팔두갈래근, 긴노쪽손목

폄근의 근활성도, 뇌졸  기능 회복 검사, 도수 기능 검사

와 같은 상지 기능평가도구에서 거울치료를 실시한 실험

군이 동작 찰훈련을 실시한 조군에서 보다 통계 으

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동작 찰훈련을 실

시한 조군에서도 상지 주요 근육의 근활성도와 뇌졸  

기능 회복 검사, 도수 기능 검사에서의 통계 인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거울치료에 비교했을 때 거울치료가 

동작 찰훈련보다 효과 인 재방법임을 알 수 있었고, 

거울치료를 통해 상지기능의 향상과 함께 주요근육의 근

활성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동작에서의 정

인 효과도 입증 할 수 있었다.

치료 용이 간단하고, 환자 자발 으로 치료사의 개

입없이 수행가능하며, 은 비용으로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므로 앞으로 뇌졸  환자의 상지 기능회복을 

하여 극 으로 고려되어야 할 재방법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거울되먹임치료가 뇌졸  환자의 상지 근

력과 기능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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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 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서 거울치료를 용한 실

험군과 동작 찰훈련을 용한 조군을 8주간 재하여 

근활성도와 뇌졸  기능회복 검사, 도수 기능 검사를 통

해 평가해 본 결과 노쪽손목굽힘근을 제외한 등세모근, 

간어깨세모근, 팔두갈래근, 긴노쪽손목폄근의 근활

성도와 뇌졸  기능회복 검사, 도수 기능 검사의 수에

서 거울치료를 용한 실험군이 동작 찰훈련을 용한 

조군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 다. 본 연구

를 통하여 거울치료가 뇌졸  환자의 상지근력과 기능에 

효과 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비교

 용이 간단하고, 비용이 렴하며, 환자스스로의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뇌졸  환자의 상지

근력과 기능 향상에 있어 유용하게 이용 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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