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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irror therapy with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o im-

prove upper extremity motor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in stroke patients.

Method : Thirty pati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15 patients in each. All subjects received 

the general occupational therapy consisting of five 30 min sessions per week for 8 weeks, in addition to 30 min of mirror therapy 

with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30 min of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or the control group 

for each session. To measure the functions of the upper limb and performance capacities in ADL, the Fugl-Meyer Assessment 

(FMA), and Manual Function Test (MFT), Modified Barthel Index (MBI) were us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s.

Results :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post-treatment FMA, MFT and 

MBI scores compared to their pre-treatment scores (p<.05). In addition, intergroup comparisons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cores of all assessments for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ose for the control group (p<.05).

Conclusion :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mirror therapy with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improving upper limb motor function and ADL performance in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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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뇌졸중은 뇌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혈관이 파열되어 발

생되는 뇌 손상으로서, 운동기능, 감각기능, 인지기능, 언

어기능 등의 장애를 초래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적 활동의 능력 수준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한다(Ayerbe 등, 2013). 뇌졸중 환자 중 완전한 기능 회복

을 보이는 5~20 %를 제외한 부분의 환자들은 영구적인 

운동장애를 갖게 된다(Aze 등, 2016). 특히, 상지의 운동기

능 장애는 뇌졸중 환자의 식사하기, 위생관리, 옷 입기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상지기능의 

회복을 재활훈련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Haghgoo 등, 

2013). 

뇌졸중 환자의 상지 운동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

로는 신경발달학적 치료, 강제 유도 운동치료, 로봇 보조 

치료, 과제 지향적 훈련 등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Orihuela-Espina 등, 2016; Taub 등, 2013; Winstein 등, 

2016). 

거울치료와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는 자발적인 상지 움

직임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치료적 중재방법으로 임상에

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Samuelkamaleshkumar 등, 2014; 

Vafadar 등, 2015). 거울치료는 능동적으로 마비측 상지를 

움직일 때 양측의 하두정엽 영역과 일차운동피질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뇌가소성의 원리에 기반한 치료 방법이다

(Garry 등, 2005). 마비측의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거울

에 투영된 비마비측의 움직임을 주시함으로써 마비측의 

움직임으로 긍정적인 시각적 되먹임을 제공하여 마비측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중재방법이다(Wolf 등, 2006; Yavuzer 

등, 2008). 그러나, 거울치료는 중추신경계의 신경학적 변

화를 유도하지만 말초신경으로부터 실제적인 감각자극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근수축을 일으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Arya 등, 2015; Saito 등, 2013). 

기능적 전기 자극은 기능장애로 인해 마비된 근육에 전

기적 자극을 가해 근수축을 유발하여 근력 강화, 근 위축 

방지 등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Kapadia 등, 2014). 또한, 

마비된 근육의 수동적 움직임이 유발되도록 말초 감각을 

자극하고 마비근육의 지배신경에 전달하여 경직 감소, 근

력 증가, 관절운동범위의 증진 및 수의적 움직임의 조절능

력 향상에 효과적이므로(Chantraine 등, 1999), 거울치료와 

기능적 자극치료를 병행하는 임상적 중재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능적 전기 자극을 병행한 거울치료가 환자

의 자발적인 상지의 움직임과 수동적 근 수축을 동시에 유

도하여 상지의 협응능력과 관절가동범위 증가에 효과적임

이 확인되어 임상에서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Kim & Lee 

2015; Kojima 등, 2014; Mathieson 등, 2014; Yun 등, 2011). 

그러나, 거울치료와 기능적 자극치료를 병행한 중재가 상

지 기능 회복에 미치는 치료적 효과에 한 선행 연구와 

임상적 사례가 부족하고, 특히 일상생활활동 능력에 미치

는 영향에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거울치

료와 기능적 자극치료를 병행한 치료적 중재가 뇌졸중 환

자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에 어떠한 효과

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 까지 4개월 동안 

OO광역시에 소재한 OO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로 진단 받은 환자 30명을 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실시 

전에 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해 상세하게 설

명하였고,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

자의 선정 기준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로 진단 받고 발

병한지 6개월 이상 된 자로서,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판별

검사(MMSE-K) 점수가 24점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이며, 마비측 상지의 Brunnstrom(1970) 회복 단계가 1∼4 

단계인 자로 하였다.

그러나, 상지 관절의 구축이나 근골격계 질환, 시각장애

나 시야결손이 있거나, 신경학적 및 정형외과적 문제로 운

동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 설계 

일반적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30명의 환자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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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였다. 컴퓨터를 이용한 난수표 방식을 사용

하여 거울치료와 기능적 전기 자극을 병행하여 적용한 실

험군 15명,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만 적용한 조군 15명으

로 무작위 배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두 그룹 모두 기존

의 일반적 재활치료를 동일하게 받도록 하였고, 추가적으

로 실험군은 기능적 전기 자극을 적용하는 동안 거울치료

를 1일 30분씩, 주 5 로 8주 동안 병행하였고, 조군은 기

능적 전기 자극치료만 1일 30분씩, 주 5회로 8주 동안 실시

하였다. 중재 적용 전과 8주 후에 상지기능 평가를 통해 치

료 효과를 알아보았다. 일반적 재활치료는 상지의 유연성 

증진을 위한 관절운동과 정상적인 자세 조절 향상을 위한 

신경발달치료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 도구   

1) Fugl-Meyer 평가 척도(Fugl-Meyer Assessment; FMA)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를 상으로 운동 손상을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측정 도구로서, 운동기

능, 균형, 감각, 관절가동범위, 통증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

되었다(Fugl-Meyer 등, 1975). Brunnstrom의 편마비 분류와 

회복의 6단계를 근거로 50가지의 세부적인 움직임을 정의

하여 평가도구가 개발되었고, 각 소검사 별로 마비측과 비

마비측에서 각각 3회 실시한 후, 높은 점수를 채택하는 방

식으로 수행정도에 따라 0~2점을 부여한다. 수행하지 못하

면 0점, 부분적 수행은 1점, 완전한 수행은 2점으로 점수 

단계가 구분되고, 총점은 0~100점이다. 상지 운동기능의 

총점은 66점으로 세부 항목은 어깨, 팔꿈치, 아래팔 18항

목, 손목 5항목, 손 및 손가락 7항목, 상지 협응 능력 3항목

으로 구성되며, 회복의 백분율로 점수를 기록할 수도 있다. 

본 평가 척도의 검사자간 및 검사자내 신뢰도는 r=.096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anford 등, 1993). 

2) 상지 기능 검사(Manual Function Test; MFT)

뇌졸중 이후의 상지 기능과 동작 능력의 측정을 위해 일

본 동북 학에서 개발하였고, 상지 운동 4항목, 집기 2항

목, 손가락 조작 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 시 1점, 수

행 불가능 0점으로 결과를 기록하고, 총점은 32점이다. 상

지 기능의 회복 과정 및 일상생활활동의 실행수준을 반영

하며 객관적 적용이 용이하도록 고안된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의 MFT 평가는 김미영(1994)에 의해 번역된 한글판 

MFT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검사자간 신뢰도가 Cronbach Alpha 계수 .95 이상이고, 내

적 일관성 타당도도 .95 이상이다(Miyamoto 등, 2009). 

3) 수정된 바델 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수행의 독립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환자의 기능적 변화를 반영한다. 일상생활

활동은 개인위생, 혼자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 

계단 오르기, 옷 입고 벗기, 배변조절, 배뇨조절, 보행 및 

휠체어, 의자 및 침 를 포함하는 10개의 세부 항목들로 구

성되고, 각 항목은 5단계로 점수화된다. 항목별 내용의 비

중에 따라 가중치가 부가되어 있다. 0∼24점은 완전 의존, 

25∼49점은 최  의존, 50∼74점은 부분 의존, 75∼90점은 

약간 의존, 91∼99점은 최소 의존, 100점은 완전 독립을 나

타낸다. MBI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89, 검사자간 신뢰도

가 .95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ah 

등, 1989).  

4. 실험적 중재의 적용

1) 거울치료

본 연구의 거울치료는 기능적 전기자극과 함께 적용하

였고, 소음과 같은 환경적 영향이 제거된 조건에서 진행하

였다. 책상 위에 50 ㎝ × 50 ㎝ 크기의 거울을 상자의 신

체 정중선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상자의 마비측 손이 거

울 뒤에 숨겨져 보이지 않도록 하고, 상자가 거울에 비친 

정상측 손의 움직임을 보며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자가 거울에 반영되는 비마비측의 움

직임을 응시하면서 양손에서 동일하게 손목과 수지관절의 

신전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시도하도록 통제하고, 

마비측의 손목과 수지 관절에서 신전을 유도하는 기능적 

전기자극을 적용하였다(Michielsen 등, 2011; Yun 등, 2011).

2)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을 마비측 상지에 적용하기 위하여 

Microstim 기능적 전기자극기(Microstim, Medel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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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를 사용하였다. 기능적 전기자극의 적용은 손목 

신전근에 전기적 자극을 시행한 Thrasher 등(2008)의 연구

에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최 강도가 유발되는 시

간 2초, 유지시간 7초, 최 강도에서 자극이 소실되는 시간

(ramp down) 1초, 휴식기 6초, 파형은 이상성파, 주파수는 

25 ㎐, 자극강도는 30 ㎃, 펄스폭은 250 ㎲로 설정하였다. 

부착부위는 한 쌍의 표면 전극을 이용하여 한 전극은 손가

락폄근, 긴노쪽손목폄근, 짧은노쪽손목폄근을 자극하고, 

다른 전극은 긴엄지폄근, 짧은엄지폄근에 부착하여 손목과 

손가락의 굽힘과 폄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그림 1).

그림 1.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병행한 거울치

료의 적용

5.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조군의 치료 중재 전

과 후의 변화를 각각 비교하기 위하여 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실험군과 조군 사이의 마비측 상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집단 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

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수준 ⍺는 .05

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중재 전 실험

군과 조군 사이의 일반적 특성에 한 동질성 검증을 실

시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MT+FES, n=15)
Control

(FES, n=15) p 

n % n %

Gender (n)
Male 10 66.7 9 60.0

.70
Female 5 33.3 6 40.0

Age (yr, Mean ± SD) 53.01±9.04 51.24±10.43 .92

Lesion type
Hemorrhagic 10 66.7 6 40.0

.63
Ischemic 5 33.3 9 60.0

Affected side
Right 11 73.3 7 46.7

.82
Left 4 26.7 8 53.3

Onset duration

(months)

7-12 6 40.0 5 33.3

.7513∼24 4 26.7 7 46.7

25 and above 5 33.3 3 20.0

SD: standard deviation, MT: Mirror Therapy, FES: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표 1. 집단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민재 구현모

뇌졸중 환자에 대한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를 병행한 거울치료가 상지 기능수행과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효과  127

2. 집단 내의 중재 전⋅후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

력 비교

중재 전 실험군과 조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상지기

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5), 집단 내에서 중재 전과 후

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FMA, MFT, MBI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5)(표 2). 

Items Assessment
Experimental 

(MT+FES, n=15)

Control

(FES, n=15) 
p

FMA (score)

Pre-test 31.67 ± 10.98 31.20 ± 6.71 .889

Post-test 44.53 ± 6.54 37.33 ± 6.16

p .000** .008**

MFT (score)

Pre-test 10.87 ± 2.35 11.13 ± 1.84 .773

Post-test 15.00 ± 1.81 12.73 ± 1.90

p .000** .007**

MBI (score)

Pre-test 52.00 ± 6.35 48.20 ± 8.07 .163

Post-test 64.60 ± 9.93 54.47 ± 8.53

p .000** .005**

SD: standard deviation, MT: Mirror Therapy, FES: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MA: Fugl-Meyer Motor Function Assessment, MFT: 
Manual Function Test, MBI: Modified Barthel Index, *p<.05, **p<.01  

표 2. 집단 내의 중재 전․후 상지기능 및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비교        

3. 중재 후 두 군 간의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 

변화량 비교

중재 후 실험군과 조군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상지기능과 일상생

활활동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표 3).

Experimental (MT+FES)

Mean ± SD

Control (FES)

Mean ± SD
p

FMA (score) 12.86 ± 7.98 6.13 ± 7.63 .004**

MFT (score) 4.13 ± 1.84 1.60 ± 1.95 .002**

MBI (score) 12.60 ± 9.37 6.26 ± 7.28 .016*

SD: standard deviation, MT: Mirror Therapy, FES: Functional Electrial Stimulation, FMA: Fugl-Meyer Motor Function Assessment, MFT: 
Manual Function Test, MBI: Modified Barthel Index, *p<.05, **p<.01

표 3. 집단 사이의 중재에 따른 상지기능 및 일상생활활동 능력의 변화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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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일상생활에서 상지기능은 다양한 과제 수행을 위한 기

본 요소 이므로 상지의 기능적인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Eraifej 등, 2017).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거울치료와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를 병행한 치

료를 적용하여 상지기능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거울치료와 기능적 전기 자

극치료를 병행한 치료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동시

에 자극하여 피질척수로의 활성화를 증 시켜 운동기능 

회복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고, 거울치료를 통하여 

전기 자극을 부착한 부위에 능동적인 움직임 조절에 피드

백을 주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Mangold 등, 2009; 

Ramachandran, & Altschuler, 2009).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MFT

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중재 전 ․ 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거울치료와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를 병행하여 

적용한 실험군이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만 적용한 조군

보다 상지 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Kojima 

등(2014)은 13명의 뇌졸중 환자에게 거울치료와 기능적 전

기 자극치료를 병행한 훈련과 일반적 재활치료를 시행하

여 FMA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Kim 등(2014)의 

연구에서도 4주간 거울치료와 기능적 전기 자극을 병행한 

뇌졸중 환자가 기능적 전기 자극만 시행한 조군보다 더 

손목과 손의 기능이 향상되어 FIM, MFT 평가결과 유의미

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 Yun 

등(2011)의 연구에서는 3주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거울

치료와 기능적 전기 자극을 병행한 그룹과 거울치료와 전

기 자극만을 단독으로 시행한 그룹보다 손목과 손의 관절

가동범위와 손가락 폄근 기능은 향상되었지만 손목, 손가

락 굽힘근과 근긴장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고 보고하여 개별적으로 거울치료와 전기 자극만을 

치료하는 것보다 거울치료와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를 병

행한 치료가 손 기능 향상에 훨씬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

었다. 

거울치료와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는 시각적 자극과 가

벼운 접촉 감각, 고유수용성 감각이 구심성 신경경로를 통

해서 손상측 전운동영역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함으로써 

운동기능을 증진시킨다(Hong 등, 2012; Mathieson 등, 2014; 

Yun 등, 2011). 뇌의 신경가소성 특성은 시냅스 가소성을 

증진시키는 핵심 단백질인 BDNF, IGF-1, VEGF와 같은 뇌

신경성장인자들의 발현과도 관련되고, 치료적 운동에 의해

서 발현이 증가되므로 운동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재활 중

재는 뇌의 가소성 특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Neville & 

Bavelier, 2002). 뇌 회백질의 구조적 변화 및 자기공명영상

의 형태분석을 통해서 거울치료와 전기 자극치료가 양측 

감각운동피질의 조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는 마비측 상지의 기능회복 정도와도 비례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Gauthier 등, 2008; Thoenen, 1995). 따라서, 거울치

료와 함께 시행하는 기능적 전기 자극치료는 뇌신경이 구

조적, 기능적으로 변화되고 재 조직화 될 수 있다는 뇌의 

가소성 원리에 기반한 치료법으로서 마비측 체지의 움직

임을 유도하여 운동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중

재 방법이라고 생각된다(Aizawa 등, 1991; Cho & Cha, 

2015).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에 한 평가 결과, 실험군과 

조군 모두에서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MBI 점수가 유의

하게 증가하였고, 중재 전 ․ 후 변화량의 비교에서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더욱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Yun 등(2011)과 Baek(2017)의 연구에서는 거울

치료와 기능적 전기 자극을 병행한 실험군에서 상지기능

과 관련된 MBI 항목의 몸단장하기, 목욕하기, 용변처리 항

목에서 상당한 유의한 변화를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에서도 MBI 항목 중 상지의 움직임

과 연관되는 몸단장하기, 먹기, 옷 입기 영역에서 다른 영

역보다 더욱 높은 향상을 보였고, 이는 상지기능이 회복됨

에 따라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상자 선정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만을 연구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상자 수가 적었고, 

특히, MMSE-K, Brunnstrom Stage 등과 같은 참여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치료 전　후의 인지기능과 기능적 회복의 상

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상자의 

병변 위치나 손상의 수준을 동일화하지 못하였으므로 병

변에 따른 상지기능의 결손 정도와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잠재적 시공간적 능력의 문제 등이 치료 결과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거울치료와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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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극을 병행한 치료가 환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치료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반영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를 상으로 거울치료와 기

능적 전기 자극치료를 병행한 치료를 적용하여 상지 기능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에 병행한 거울치료가 상지의 운동 기능과 일상생활

활동 능력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다양한 뇌졸중 

환자에 한 임상적 중재의 프로토콜 확립을 위한 추가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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