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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능 회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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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Mirror Therapy on Motor Recovery Following a St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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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mirror therapy on motor function recovery
following a stroke through a systemic review and meta-analysis. In total, nine of the 48 studies were
identified from search engines between 1997 and 2011, as well as from a review of the reference lists of
each identified study. The quality of each study was assessed using Jadad scale, and the effect size was
calculated as a Cohen’s effect size using MetaAnalyst (Beta 3.13).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mirror
therapy was 2.005 (95％ confidence interval=1.041∼2.970) in a random-effects model. This finding
suggests that mirror therapy is beneficial for improving motor function following a stroke. The results
from the subgroup analysis according to categorical variables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size was
larger for an onset time of less than 1 year (1.166) than for a duration of 1 year or more (.668). Second,
the effect size of unpublished dissertations (1.610) was larger than published articles (1.221). Third, motor
recovery of upper extremities (1.609) had a greater effect than motor recovery of lower extremities (.903).
The major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e relatively small study population. Therefore, further individual
studies of mirror therapy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generalize the effects. In addition, mirror
therapy supervised by a physical therapist should be recognized as a potential approach to manage motor
function following a stroke and recommended to patients to improve their motor function.
[Hee-won Lee, Hye-seon Jeon. Effects of Mirror Therapy on Motor Recovery Following a Stroke: A
Meta-Analysis. Phys Ther Kor. 2012;19(2):48-58.]
Key Words: Meta-analysis; Mirror therapy; Motor function recovery; Stroke.

Ⅰ. 서론
뇌졸중은 뇌의 허혈성 또는 출혈성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함으로 운동장애, 지각 및 인지장애, 감각장
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의 장애를 동반하는 중추신경
계 질환이다(Dijkerman 등, 2004). 편측 움직임 조절의

어려움은 가장 전형적인 운동장애이며, 시기별로 급성
기 환자의 약 80%, 만성기 환자의 약 50%가 편측 운
동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다(Hendricks 등, 2002).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는 비정상적인 근
긴장도, 원시반사, 협응장애, 연합반응과 연합운동으로
인해 환측 사지의 운동기능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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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Shumway-Cook, 2007). 보통
뇌졸중 환자는 발병 후 초기 3개월까지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자발적인 기능회복이 나타나며, 학습에 의한
운동기능 회복은 6개월까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Carson, 2005).
뇌졸중 후 편마비 환자를 위한 전통적인 물리치료에
는 신경근 재교육에 근거한 운동치료 뿐 아니라
(Ryerson과 Levit, 1997) 보행훈련, 체중이동훈련과 같
은 기능적인 과제수행 훈련 등이 포함된다. 재활훈련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상지와 하지의 근력 강화와 함께 기
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재활훈
련을 지속적으로 받는 데는 많은 제한점이 따른다. 치
료사의 1:1 도수적 접근이 몇 주간 요구되어(Hu 등,
2009) 장소와 비용 측면의 제한이 생기며, 환측 사지의
활동제한이 심할 경우 신체적 훈련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치료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Blanton과 Wolf,
1999). 또한, 환자는 자신의 운동능력을 부적절하게 인
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식의 저하 역시 적극적인
치료 참여 의지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Hartman-Maeir 등, 2003).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를 유도하여 환측 사지의 기능회복
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치료와 함께 참여 의지
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인지적 중재가 필요하다
(박상범과 김미현, 2005).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뇌졸중 환자의
보다 많은 환측 사용을 유도하고 자동적인 자발적 움직
임을 유발시키기 위해 손상된 뇌 영역의 재조직화
(reorganization)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중재
가 소개되어 왔다. 최근에 신경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뇌졸중 환자의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대안으로 상상
훈련이 제안되었다. 상상훈련은 실제 외부의 자극이나
움직임 없이 과제에 대하여 환자가 동작을 상상하는 것
으로서(Jackson 등, 2001), 뇌 기능영상 연구를 포함한
상상훈련에 대한 연구들은 실제 운동과제를 수행할 때
와 마찬가지로 운동과제를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뇌의
유사한 영역이 활성화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운동상상을 통해 운동수행과
근력의 향상이 보고되고 있으며(Garry 등, 2005;
Guillot과 Collet, 2005),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 상상훈
련은 상지 기능훈련(Riccio 등, 2010), 일어나고 앉는
동작훈련, 보행훈련(Dunsky 등, 2008)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상상훈련 방법 중 하나인 거울치료는 1996년에
Ramachandran과 Rogers-Ramachandran에 의해 처음
소개된 방법으로 거울을 이용한 시각적 착각, 환영
(illusion)을 통해 절단 후 나타나는 환상통(phantom
pain)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Ramachandran과 Rogers-Ramachandran, 1996). 거울
치료는 뇌신경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되고 재조직
화될 수 있다는 뇌 가소성 원리에 기반한 치료법으로
환측 사지의 움직임을 유도하여 운동기능 회복을 촉진
한다. 기능적 뇌 영상 연구에서 정상인에게서도 거울을
활용한 움직이는 손의 반영이 반대측 손과 연결되어 있
는 뇌의 일차 운동 영역을 흥분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Garry 등, 2005). Thirumala 등(2002)의 연구에서는
거울을 통한 환측 상지와 손의 움직임이 양측 하두정엽
영역(bilateral inferior parietal area)과 일차운동피질 영
역 안에 있는 보완운동 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을 활성화시켜 손상 받은 뇌 주변의 다른 영역에
서 그 기능을 대체하는 재조직화로 인해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거울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1996년 소개된 이후
로 복합통증증후군(Karmarkar와 Lieberman, 2006;
McCobe 등, 2003), 말초신경 손상과 협동운동 부전
(Rosen과 Lundborg, 2005), 골절(Altschuler와 Hu,
2008), 뇌졸중(Altschuler 등, 1999; Stevens와 Stoykov,
2003; Sütbeyaz 등, 2007; Yavuzer 등, 2008)과 같은 다
양한 연구에서 적용되어 왔다. 특히, 뇌졸중 환자를 대
상으로 시행한 여러 실험에서 기능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ltchuler 등(1999)은 거울치료를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했을 때 상지의 관절
가동범위, 움직임 속도, 정확도의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였고, 환측 손의 악력 증가에도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Sathian 등, 2000). Sütbeyaz 등(2007)은 거
울치료를 건측 사지의 움직임에 집중, 초점화시킨 새로
운 중재요소로서 제안하였고,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들
을 대상으로 상지와 하지에 적용하였을 때 운동회복과
상지기능 및 하지기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
다(Sütbeyaz 등, 2007; Yavuzer 등, 2008).
위와 같이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울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최근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거울치료의 효과에 대한 질적,
양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거울치료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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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메타
분석은 근거를 통합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년
간에 걸쳐 축적된 연구 논문들을 요약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계속 누적되어 갈 때 연구들을 객관적으로 평
가하고 종합하는 정량적인 분석방법이다(오성삼, 2002).
임상실무의 과학적인 기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광범
위한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축적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울치료를 통한 뇌졸
중 환자의 기능 향상에 관하여 발표된 기존의 해외 및
국내 연구를 메타분석 방법으로 통합하여 거울치료를
통한 임상적 적용 가능성 및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또한, 거울치료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
시하여 추후 뇌졸중 환자의 상상훈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거울치료가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의 운동기능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실험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는 거울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물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발행된 학위논문
과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였다. 체계적인 문헌고찰 과정
에 근거하여 거울치료의 적용에 따른 뇌졸중 환자의 운
동기능 회복에 대한 국내외 논문을 온라인 검색법을 이
용하여 수집하였다. 199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발표된 국내외 학술지 발표 논문과 학위논문들을 대상

표 1.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특성

출판 표본크기(명) 연령(세) 유병기간 연구설계
평가 도구
유형 실험군 대조군
(개월)
Cacchio 등 출판 22
20 58.3±10.5a ≤6.0
RCTb
MALc , WMFTd
(2009)
논문
Dohel 등 출판 18
18
54.9
≤2.0
RCT
ARATe, FIMf, FMAg
(2009)
논문
ARAT, FMA, Jamar
Michielsen 등 출판 20
55.3±12.0
20
46.8
RCT
handheld
dynamometer,
(2011)
논문
58.7±13.5
Tardieu scale
Sütbeyaz 등 출판 20
Brunnstrom
recovery stages
20
63.4
3.7
RCT
h
(2007)
논문
FAC , FIM, MASi
Yavuzer 등 출판 20
Brunnstrom recovery
20
63.2
5.5
RCT
(2008)
논문
stages, FIM, MAS
백남영
학위 31
Brunnstrom
recoveryj
33
50.0∼60.0
4.6∼10.0
RCT
(2009)
논문
stages, FAC, TUG
우희순 등 출판 6
Brunnstrom recovery
8
49.9
37.3
RCT
(2011)
논문
stages, MFT
유수전 등 출판 15
15 39.0∼65.0 7.0∼27,0 RCT
FMA, IM
(2011)
논문
이명모
학위 13
3.5±1.5
Brunnstrom recovery
13 58.8±12.1
RCT
(2010)
논문
55.4±12.2 3.6±1.3
stages, FMA, MFTk
aMean±SD, bRandomized controlled trials, cMotor activity log, dWolf motor function test, eAction research arm test,
fFunctional independent measure, gFugl-Meyer assessment, h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 iModified Ashworth
scale, jTimed up and go test, kManual function test.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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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외논문은 PubMed, Cochrane Library, CINAHL
의 검색엔진을 이용하였고, 국내논문은 한국학술정보
(Korean studies information; KSI)의 학회지 원문서비
스(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의 검색엔진(RISS)을 이용
하여 검색하였다. 사용한 주제어는 국외논문에서
‘stroke’과 ‘mirror therapy’, 그리고 ‘motor function’ 또
는 ‘motor function recovery’였으며, 국내논문은 ‘거울
치료’, ‘뇌졸중’, ‘운동기능’ 또는 ‘운동기능 회복’을 주제
어로 사용하였다. 또한, 메타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출판편의(publication bias)의 감소를 위해 위의 주제어
들을 통해 검색된 각각의 논문의 참고문헌 리스트 중
포함 기준에 합당한 논문들을 추가적으로 검색하는 상
향추적(ancestry)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Cooper, 1982).
위의 과정을 통하여 검색된 48편의 관련 논문 중에서
(1) 무작위 임상대조군 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 (2) 1개 이상의 대조군을 가진 임상대조군
연구(controlled clinical trials; CCT), (3) 기술통계량과
검정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는 연구 등 총 9편을 분석 대
상으로 선정하였고, 사례연구, 중복논문, 선정기준에 부
합하지 않은 논문 39편은 제외하였다(표 1).

3. 질적 평가 방법
각 연구대상 논문들의 방법론적 질 평가를 위해
Jadad scale(Jadad 등, 1996)을 이용하여 항목별로 평가
하였다. Jadad scale은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평가하는
3가지 항목으로 무작위성, 눈가림, 그리고 중도포기와
탈락률로 구성된 5점 만점의 척도로써 0∼2점 사이는
문헌의 질이 낮은 것으로, 3∼5점 사이는 문헌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무작위로 그룹을 나눈 경우에는
1점이지만, 이 중에서 적절한 무작위 방법으로 할당한
경우에는 1점을 추가하여 총 2점이며, 눈가림은 환자와
평가자의 눈가림에 대해 각각 1점, 중도포기와 탈락률
은 포기와 탈락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입되거나 포기 또
는 탈락한 환자가 기록된 경우 1점으로 기록하였다.
4. 자료분석
대상연구의 중재에 대한 효과크기는 Tufts Medical
Center에서 제공되는 메타분석용 컴퓨터 프로그램인
MetaAnalyst(Beta 3.13)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통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위해 운동기능을 측정하

는 척도가 다른 경우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으로부터 구
해진 표본평균과 두 군의 합병 표준편차를 통하여 ‘표
준화된 평균차이(standardized mean differences)’로 효
과크기를 구하였다(Hedges와 Olkin, 1985).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효과크기 계산은 일반적인 효과크
기를 계산하는 방법과 다르다. 사전-사후 효과크기는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의 사전평균(Xtrt, Xcrt)과 사후평
균(Ytrt, Ycrt)의 차이를 사전평균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준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사후 검사 효과크
기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박소연과 신인수, 2011).
  
  
        



따라서 효과크기는 사전-사후 평균값의 차이에 의한
공식 ∆     로 측정되고, 측정된 효과크기의
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사용된다.




      


    

      

    


r은 사전-사후 검사 점수 상관계수이고 n은 사전-사
후 검사의 집단의 사례수이다. 대상논문에 실험 전후의
평균차이 값과 표준편차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 값을 사
용하였고, 실험 전후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된 경우는
평균차이 값은 실험 후 값에서 실험 전 값을 감하여 구
하고 표준편차는 계산을 통해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의
사례수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Hedges와
Olkin, 1985). 통계적 동질성 여부는 Cochrane의 Q 검
정을 통해 동질한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s model)을 사용하였고, 동질하지 않은 경우는 랜덤
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으로 효과크기를 산출
하였다. 또한, 통계적 이질성이 심한 경우에 한해서는
세부집단 분석(subgroup analysis)을 시행하여 그 원인
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추출된 효과크기는 서
로 이질적인 것(Q=100.458, p<.01)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랜덤효과 모형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효과크기를 측정하고, 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범주형 변
수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효과
크기는 Cohen(1998)이 제안한 효과크기의 확률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20 이하는 작은 효과크기, .50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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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방법론적 질적 평가

대상연구
무작위성
Cacchio 등(2009)
1
Dohel 등(2009)
2
Michielsen 등(2011)
2
Sütbeyaz 등(2007)
2
Yavuzer 등(2008)
2
백남영 (2009)
2
우희순 등(2011)
2
유수전 등(2011)
2
이명모(2010)
1
aJadad scale(Jadad 등, 1996).

눈가림
1
1
1
1
1
0
0
0
1

그리고 .80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실험 후 값에서 실험 전 값을 뺀 값을 사용하
였으므로 효과크기가 양의 값으로 나올수록 거울치료가
운동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전체효과
검증(overall effect test)과 95% 신뢰구간으로 효과크기
의 통계적인 의미를 판단하였다.

Ⅲ. 결과
1. 선정논문의 연구방법론적 질적 평가
선정논문의 질적 평가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든 연구
가 무작위성으로 실시되었고, 7편의 연구에서 무작위방
법이 적절하게 기술되었다. 눈가림은 환자와 평가자 눈
가림 모두 조사하였으나, 환자 눈가림은 노출되기 쉬운
치료의 특성상 모든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평가
자 눈가림은 6편에서 이루어졌다. 중도포기와 탈락률은
적절하게 기술되었다. 결과적으로 총점 5점에 대해 3점
인 연구가 5편, 4점인 연구가 4편으로 대체적으로 높은
연구방법론적인 질을 갖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2. 거울치료의 전체 효과 크기
거울치료의 전체 효과크기는 랜덤효과 모형에 의하
여 산출하였다. 측정한 거울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2.005로 나타났으며, 전체 효
과크기에 대한 95％의 신뢰구간은 1.041∼2.970이었다
(그림 1). Cohen(1988)의 해석기준에 따라 효과크기는
.80 이상으로 나타나 거울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운동기
능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해석하였다.

중도포기와 탈락률
1
1
1
1
1
1
1
1
1

총점a
3
4
4
4
4
3
3
3
3

3. 연구특성에 따른 효과크기 비교
기존의 개별 연구들에서 거울치료의 효과 차이를 가
져오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요 변수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
하여 효과크기를 분석 측정하였다.
가. 유병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유병기간에 따른 효과크기 측정 결과, 유병기간이 1년
미만인 연구들의 효과크기(1.166)가 1년 이상의 연구들의
효과크기(.668)보다 크게 나타났다(그림 2A)(그림 2B).
나. 학술지 게재 여부에 따른 효과크기
학술지 게재여부에 따른 효과크기 측정 결과는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효과크기(1.221)가 게재되지 않
은 논문들의 효과크기(1.610)보다 작게 나타났다(그림
3A)(그림 3B).
다. 거울치료의 평가결과(outcome)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거울치료의 평가결과 유형에 따라 상지와 하지로 범주
화하여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상지(1.609)가 하지(.903)보
다 거울치료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그림 5).

Ⅳ. 고찰
거울치료는 운동기능 회복과 환측의 움직임을 유도
하여 사지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치료 중재 방법
으로(Stevens와 Stoykov, 2003) 최근에 운동 상상훈련
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거울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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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효과크기.

그림 2A. 유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효과크기.

그림 2B. 유병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효과크기.

그림 3A. 학술지 게재에 따른 효과크기.

그림 3B. 학술지 미게재에 따른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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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지의 운동기능 회복에 따른 효과크기.
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거울치료의 효과에 대한
질적, 양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메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연
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통합하여 거울치료를 통한 임상
적 적용 가능성 및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메타분석은 특정중재와 관련해 기존에 출판되었거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모든 연구결과들을 융합하고자 하
는 통계적인 연구방법론으로(이준영, 2008) 많은 양의
연구물들을 연구자의 편견이나 견해를 최대한 배제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오성삼, 2002). 따라서 명확한
의학적 증거를 보여 줄 수 있고 통일되지 않은 의견이
나 결과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과거의
경우처럼 전문가의 견해나 이론, 경험에 의지하는 진료
방법이 아닌 과학적 증거를 통한 진료(evidence based
medicine)를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으
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개별연구들에서 측정된 효과크기가 동
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질
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연구 간의 이질성이 발견되어
전체 효과크기는 랜덤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
다. 랜덤효과 모형에 의해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전
체 효과크기는 2.005로 Cohen의 효과크기 해석에 따라
거울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를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에게 일반적인 물리치료만을 제공하는
것보다 거울치료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운동기능
회복에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나 선정된
9편의 거울치료에 대한 논문들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
하였고, 연구에 포함된 주요 특성들이 이질성에 기여했

그림 5. 하지의 운동기능 회복에 따른 효과크기.
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추가적으로 세부집단 분석을 시
행하였다.
세부집단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
야 하는 점은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범주형 변수로 나눈 경우 해당 변수의 효과크기가
동질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며, 동질성 검정통계량
(Q)에 따라 랜덤효과 모형으로 다시 효과크기를 계산하
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수가 적고 연구의
목적이 거울치료의 효과를 통합하려는데 있었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특성에 따른 세부집단 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 중 유병기간이 이질
성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유병기간 1년을 기준
으로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유
병기간이 1년 미만인 환자를 포함한 연구들의 효과크기
(1.166)가 유병기간 1년 이상인 환자를 포함한 연구들
의 효과크기(.668)보다 크게 나타났다. 뇌졸중 환자의
기능회복은 보통 6개월까지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환자의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운동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6개월 미만의 급
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명모, 2010)가 12
개월 미만의 아급성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Yavuzer 등, 2008)보다 효과크기가 높은 것으로, 거울
치료가 조기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서 더 큰 효과를 나
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종전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Grünert-Plüss, 2008; Stevens와 Stoykov, 2003). 우희
순 등(2011)의 연구 또한 환자의 유병기간이 37.3개
월로 3년 이상의 만성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기 때문에 거울치료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으

- 54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2년 19권 2호
Phys Ther Kor. Vol. 19 No. 2 2012

로 생각된다.
둘째, 일반적으로 연구가 긍정적이거나 중요한 연구
결과만을 보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이충휘, 2007)
메타분석에서는 출판된 연구물들의 편의여부를 파악하
기 위해 학술지 게재 논문과 미게재 논문간의 효과크기
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학술지에 미게재된 연구들의
효과크기가 게재된 연구들의 효과크기보다 더 큰 것으
로 나타나 출판된 연구물의 편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연구물의 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Jadad scale의 질적 평가 방법으로 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9편의 연구에 대한 Jadad scale의
결과는 3점인 논문 5편, 4점인 연구가 4편으로 메타분
석에 포함된 연구의 질이 높게 평가되었다.
셋째, 거울치료의 평가결과 유형에 따라 상지와 하지
로 범주화 한 결과 상지의 운동기능 회복에 관한 연구
는 7편, 하지의 운동기능 회복에 관한 연구는 2편이었
으며, 상지(1.609)가 하지(.903)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
냈다. 거울치료에 대한 효과는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
으나 상지가 하지보다 효과크기가 큰 이유는 표본수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여겨진다. 뇌졸중 환자의 연구가
상지기능에 더 많이 집중되는 이유는 상지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중대뇌동맥(middle cerebral artery)의 손상이
전체 뇌졸중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Feys 등, 2000),
미세한 운동의 수의적 조절이 이루어져야 상지의 기능
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Basmajian 등, 1982). 하지
만, 뇌졸중 발병 후에 하지의 운동기능 손상 또한 독립
적인 보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지기능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Olney와 Richards, 1996; Perry 등,
1995). 상지의 운동기능 회복의 양적인 측정을 위해
FMA의 상지항목을 평가한 결과 90%가 향상되었고,
만성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상지에 가상 움직임 훈련
과 거울치료를 병행한 연구에서도 33% 향상을 보고하
여 거울치료가 상지의 운동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이명모, 2010;
Ezendam 등, 2009; Stevens와 Stoykov, 2003). 하지의
운동기능 회복에 관한 백남영(2009)의 연구에서는 4주
동안 실시된 거울치료가 하지기능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치료가 끝난 4주에서 8주 사이에서 거울치료
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거울치료의
지속효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근본적으로 자료가 각기 다른
연구들이 모아졌을 때 발생하는 연구들 간의 차이를 랜

덤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지만 완전히 보정되지 못하였
다는 점이다. 임상에서 거울치료를 적용하기에는 대상
자 선정기준과, 대상자가 가진 특성 및 거울치료를 중
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제한적이며, 국내외 연구를
종합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거울치료가 도
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주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메타분석 자체
의 문제보다는 연구주제 자체의 한계점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메타분석 결과가 대규모 무작
위 임상시험 결과와 다른 경우도 있으며(LeLorier 등,
1997),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헌탐색을 거친 메타분
석 연구들에서도 서로 모순된 결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하였다(Kerlikowske 등, 1995;
Rosenfeld와 Post, 1992; Smart 등, 1995; Williams 등,
1993). 따라서 연구방향 및 연구방법을 정확히 설정하
고, 선택된 각 연구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연구들 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한다면 좀 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연
구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Cook
등, 1997). 본 연구를 통해 발생된 제한점들을 보강하여
향후 연구에는 더 많은 연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거
울치료의 효과분석 및 다양한 유형별 효과를 알아본 개
별연구들이 더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실시된 거울치료의 효과를 메
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울치료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
석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선정된 논문에 대한 질
적 평가 결과는 모든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메타분
석의 결과는 전체 효과크기가 큰 효과크기(2.005)로 나
타나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된 거울치료가 운동기능 회
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특성별
분석 결과, 유병기간이 1년 미만인 환자의 경우 더 효
과적이었고, 상지의 운동기능 회복이 하지의 운동기능
회복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에 포함된 논문의 편수가 적어 모든 뇌졸중 환자에 대
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거울치료 중재 후 지속적인 효
과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추적조사 연구와 환자가 흥미
를 가질 수 있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상상훈련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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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질 높은 임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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