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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를 통해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과제기반 거울치료의 효과를 종합적
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국외 및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PubMed, National Science Digital
Library, ScienceDirect, RISS와 KISS를 통하여 검색하였다. 포함기준과 배제기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9

개의 국외문헌과 3개의 국내 문헌을 선정하였다.
결과: 12편의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의 수는 1~18개로 다양하였으며 중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지기능,
경직, 일상생활동작 평가도구가 사용되었다. 과제기반 거울치료를 제공한 12편의 모든 논문에서 상지의 기
능향상에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8편의 two group controlled study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평가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의 상지기능의 유의미한 향상이 보고되었다.
결론: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과제기반 거울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의 종류나, 빈도에 대한 정형
화된 프로토콜을 위해 많은 수의 모집단과 무작위 대조군 연구 및 장기간의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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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고되고 있다. Wu, Huang, Chen, Lin과 Yang(2013)
은 그리고 Lin 등(2014)은 거울치료를 적용하였을 때

뇌졸중은 뇌혈관 이상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
으키고 발병 후 환자들에게 운동장애, 인지장애, 언어장
애, 감각장애 등을 일으키는 심각한 신경계 질환이다
(Kim, Lee, Lim, Lee, & Kim, 2016). 더불어 뇌졸중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다(Krishnamurthi et al., 2013). 뇌졸중 환자의
85% 이상은 편마비가 발생하며 약 65%는 상지 손상을

받는다(Lin, Huang, Chen, Wu, & Huang, 2014; Park,
Chang, Kim, & An, 2015; Selles et all., 2014).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지의 기능은 필수적이므로
상지의 기능회복은 뇌졸중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Park et al.,
2015). 따라서 뇌졸중 환자들에게 상지의 기능회복은

재활에 있어 주된 목표 중 하나이다(Kim et al., 2016;
Lim, Lee, Yoo, Yun, & Hwang, 2016).

현재 상지의 운동회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측상지
운동제한치료법(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CIMT), shaping exercise, 로봇재활(Robotic-assisted rehabilitation), 기능성전기자극(FES: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등 다양한 근거기반 중재들이 있다(Lin et
al., 2014; Samuelkamaleshkumar, Reethajanetsureka,
Pauljebaraj, Benshamir, Padankatti, & David, 2014).

그 중 거울치료는 뇌신경 가소성원리의 치료 중 하나로
거울에 반영된 비마비측 움직임이 마비측 움직임인 것
처럼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마비측 기능을 향상시
키는 치료방법이다(Yoon, Jung, Kim, & Park, 2014). 거
울치료는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치료사의 개입을 최소화하
여 환자-직접치료(Patient-directed treatment)라는 장점이
있다(Arya, Pandian, Kumar, & Puri, 2015; Lin et al.,
2014; Paik, Kim, Lee, & Jeon, 2014; Sutbeyaz, Yavuzer,
Sezer, & Koseoglu, 2007). 거울치료를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울치료의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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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A(Fugl Meyer Assessment)에서 점수 향상을 보였으

며 Radajewska, Opara, Kucio, Blaszczyszyn, Mehlich
와 Szczygiel(2013)은 60명의 아급성기 환자들에게 거
울치료를 적용하였을 때 손 기능과 일상생활동작이 향
상되었다고 한다. Kim 등(2016)은 거울치료를 적용하였
을 때 손가락의 경직 감소에 도움이 되었으며 Paik 등
(2014)은 만성기 뇌졸중환자의 마비측 상지의 기능과

손의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과제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의 일부만
을 사용한 움직임 기반의 거울치료이다.
거울치료에서 파생된 과제기반의 거울치료는 기존의
움직임 기반의 거울치료에서 과제 지향적 훈련(task-specific training)을 추가한 중재법이다(Arya & Pandian,
2013). 과제지향적 훈련은 환자들이 움직임의 정상적 패

턴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기보다는 기능적 과제라는 목적
이 부여되어 문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운동 학습이 된
다(Hubbard, Parsons, Neilson, & Carey, 2009). 단순
한 움직임은 보다 복잡한 움직임의 기능적 회복을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 지향적 훈련을 제안되어 왔고
(Timmermans, Spooren, Kingma, & Seelen, 2010) 과

제 지향적 훈련을 받은 실험군에서 단순한 움직임을 사
용한 치료를 받은 대조군보다 기능회복에 효과가 있었
다(Paik et al., 2014).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과제기반 거
울치료는 단순한 움직임을 사용한 기존의 거울치료보다
보다 적합한 중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과제기반 거울치료를 뇌졸중 환자를 대상
으로 적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료의 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
은 적은 대상군과 짧은 치료기간, 추후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
졸중환자에게 과제기반 거울치료를 중재하였을 때의 효
과를 알아본 국외 및 국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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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제기반 거울치료 중재 계획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를 사용하였다. 총 425개의 국외/국내문헌이 검색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되었으며 복사본 277개를 제외한 뒤 제목과 요약을 읽
고 223개의 문헌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을 통해 9개의 국외문헌과 3개의 국내 문헌을

Ⅱ. 연구 방법

선정하였다(Figure 1).

1. 자료 수집 및 분석 대상

1) 포함기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국외/국내학술지에 게

재된 논문들을 PubMed, NDSL, Sciencedirect, RISS,
KISS를 통해 수집하였다. 국외 논문 검색 용어로는
‘task-based’, ‘task-oriented’, ‘task-specific’, ‘mirror
therapy’를, 국내 논문 검색 용어로는 ‘과제기반’, ‘거울

(1) 실험논문인 연구
(2) 대상자가 뇌졸중 환자인 연구
(3) 과제기반 거울치료에 대한 연구
(4) 전문을 볼 수 있는 연구
(5) 원문이 영어 또는 한글인 연구

Search result: 425
PubMed(n=177), Sciencedirect(n=74), RISS(n=27), KISS(n=10)

Records after duplicates removed(n=227)

Records screened with title and abstract(n=54)

Full-text article assessed for eligibility(n=54)

Full-text articles excluded (n=42) with reasons:
Simple MT (n=15)
Intervention was combined (n=5)
Systemic review (n=10)
Different research purpose (n=10)
Duplicated (n=1)
Not stroke (n=1)

12 studies were selected for this review

Figure 1. Flow Diagram of the Literature S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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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제기준

2. 연구 질적 수준

(1) 과제기반 거울치료가 아닌 연구

최종으로 선정된 12편의 논문들의 질적 수준을 평

(2) 거울치료, 다른 중재가 함께 제공된 연구

가하기 위해 Arbesman, Scheer과 Lieberman(2008)에

(3) 체계적 고찰 또는 메타분석 연구

의해 개발된 5단계 분류기준(Table 1)을 사용하였다

(4) 대상자가 뇌졸중 환자가 아닌 연구

(Table 2).

Table 1. Traditional Single-Hierarchy Evidence Model(Arbesman et al., 2008)
Evidence level

Definition

Frequency (%)

Systematic reviews
Ⅰ

Meta-analyses

6 (50%)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Ⅱ

Non-randomized two group controlled studies
(e.g., cohort, case-control)

2 (16.7%)

Ⅲ

Non-randomized one group controlled studies
(e.g., before and after, pretest and posttest)

2 (16.7%)

Ⅳ

Single experimental studies

2 (16.7%)

Survey studies
Case studies
Descriptive review

Ⅴ

0

Qualitative studies
Total

12 (100%)

Table 2. Evidence Level of The Analyz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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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Arya et al. (2013)
Choi et al. (2013)

Evidence level
Ⅲ
Ⅳ

Yoon et al. (2014)
Selles et al. (2014)
Paik et al. (2014)

Ⅰ
Ⅰ
Ⅳ

Samuelkamaleshkumar et al. (2014)
Park et al. (2015)
Arya et al. (2015)

Ⅰ
Ⅱ
Ⅰ

Kim et al. (2016)
Lim et al. (2016)
Arya et al. (2017)

Ⅰ
Ⅰ
Ⅲ

Kim et al. (2017)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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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기반 거울치료

3. 근거 제시 방법

(Task-oriented mirror therapy)
P.I.C.O.(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과제기반 거울치료는 기존의 움직임 기반의 거울치

방법을 통해 10편의 논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료에서 과제 지향적 훈련(task-specific training)을 추

Law와 Mac Dermid(2008)는 근거가 되는 연구들을 제

가한 중재법이다. 컵 옮기기, 책상 닦기, 저금통에 동전

시할 때 P.I.C.O.방법은 체계적이며, 명백하게 근거를

넣기, 공 쥐고 놓기 등 다양한 과제가 사용된다. 연구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논문들에서 기능적 과제는 1개~18개로 과제의 개수가
다양하였다. 연구 논문에서 사용한 기능적 과제는 다음
과 같다(Table 4).

Ⅲ. 연구 결과

(3) 위상치료(Sham therapy)

1.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위상치료는 거울의 반사되지 않는 면을 사용하여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에 대한 과제기반거울치료
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2개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비마비측 사지의 투사된 움직임이 보이지 않게 하는 치
료이다(Park et al., 2015).

12개 연구의 총 대상자 수는 353명이며 대상자의 성별

은 남자 207명, 여자 136명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대
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1세에서 69.7세, 발병 기간은 3
주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다양했다. 12편의 연구 중 3편
의 연구는 아급성기(3주~6개월), 9편의 연구는 만성기(6
개월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Table 3).

(4) 전통적 재활치료(Conventional therapy)

전통적 작업치료는 대상자들의 기능 수준에 따라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운동, 도구를 이용
한 훈련, 일상생활활동훈련을 적용한다(Yoon et al.,
2014).

2) 중재

2. 연구의 특성

8편의 논문에서는 과제기반 거울치료를 받은 집단

과 전통적 작업치료 또는 일반 거울치료를 적용 받은 집

1)ㅤ연구에 사용된 치료의 특성
(1)ㅤ일반적 거울치료(Simple mirror therapy)

단을 비교하였고 2편의 논문에서는 과제기반 거울치료

대상자 앞에 수직으로 거울을 두고 마비측 손은 거

와 전통적 작업치료를 함께 받은 집단에 대해 사전, 사

울 뒤에, 비마비측 손을 거울 앞에 둬 마비측은 보이지

후 평가를 비교하였다. 1편의 논문에서는 착시현상이

않도록 한다. 운동 시 거울에 비친 비마비측 손의 움직

반영된 과제지향적 거울치료를 제공한 그룹과 일반 과

임을 보고 마비측이라 생각하며 마비측도 같은 움직임

제 지향적 거울치료를 제공한 그룹을 비교하였으며 다

을 하도록 한다. 대상자가 거울을 통해 비마비측 상지의

른 1편의 논문에서는 5개의 그룹(마비측만, 비마비측에

모습을 보며 시각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거울을 적용하지 않음, 비마비측에 거울을 적용, 양측에

(Yoon et al., 2014).

거울을 적용하지 않음, 양측에 거울을 적용)으로 나눠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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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tudies
Author
(year)

Subject
Exp

Arya et al.
(2013)

M/F

Cont

Exp

13

Age

Cont

Exp

10/3

Post-stroke (Mean)
Cont

57.4±8.05

3

3

2/1

2/1

46±5.29

50±7

Yoon et al.
(2014)

15

15

10/5

8/7

51

53

93

55/38

Cont

34.45±15.67(M)

Choi et al.
(2013)

Selles et al.
(2014)

Exp

55±59.4(M)

53.5±48.79(M)

Stage
Chronic
Chronic

Less than 3 months

Subacute

ㅡ

Chronic

ㅡ

Paik et al.
(2014)

2

2

1/1

2/0

41

49

25.5(M)

36(M)

Chronic

Samuelkamales
hkumar et al.
(2014)

10

10

2/8

2/8

48.4±15.58

53.9±11.57

3.7±1.1(W)

4.4±1.4(W)

Subacute

Park et al.
(2015)

15

15

8/7

7/8

58.3±12.9

61.7±10.8

7.9±7.5(M)

8.7±7.3(M)

Chronic

Arya et al.
(2015)

17

16

15/2

10/6

12.88±8.05(M)

12.25±5.74(M)

Chronic

Kim et al.
(2016)

12

13

8/4

8/5

45.2±4.7

52.6±3.0

Lim et al.
(2016)

30

30

19/11

20/10

65.3

64.5

Arya et al.
(2017)
Kim et al.
(2017)

21
8

17/4
10

4/4

48.76±13.58 42.12±12.52

55.05±8.61
7/3

More than 6 months
49.4(D)

53.7(D)

18.54±8.27(M)

69.75±11.84 65.80±11.84 62.63±78.42(M)

99.50±50.36(M)

Chronic
Subacute
Chronic
Chronic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의 수가 1~18개로 다양하며

Test), MFT(Manual Function Test), MAS(Modified

(Table 4) 이에 대한 정형화된 기준이 없다. 12편의 논

Ashworth Scale), JHFT(Jebsen and Talyor hand func-

문 중 10편의 논문은 대상자수가 50명 미만으로 적은

tion test) 등이 사용되었다. 7편의 논문에서 FMA를 사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2편 중 6편의 논문만 무

하여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4개의 논문에서 BBT를, 3개

작위 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11편의 논문에서

의 논문에서 MFT를 사용하였다. 분석된 12편의 연구

2달 이하의 짧은 치료기간을 설정하였고 추적연구가 없

모두 사전 사후 중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어 치료의 효과가 지속되는 지 알 수 없다는 제한을 보
였다.

4) 중재효과
12편의 연구 모두 과제기반 거울치료를 제공하였을

3) 결과측정방법

때 상지의 기능향상에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제기반 거울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평가도구

나타났다. 또한 8편의 Two group controlled study 중

로 FMA(Fugl Meyer Assessment), BBT(Box and Block

8편의 연구 모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평가에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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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functional task in included studies
Author (year)

Functional task

Arya et al.
(2013)

Lifting a glass, rotating a cylindrical peg, lifting a rectangular block, wiping the table,
ball-squeezing, picking-up paperclips

Choi et al.
(2013)

Lifting pegs, stacking blocks, put coins in the coin bank, placing beads, transferring beans

Yoon et al.
(2014)

Squeezing putty, rolling putty, grasping/releasing balls

Selles et al.
(2014)

Reaching

Paik et al.
(2014)

Grasping/releasing balls, pinching tongs, using a spray bottle, kneading putty, pinching
coins, using spoon, lifting a heavy can, wiping a table

Samuelkamaleshkumar
et al.
(2014)

Session 1 : Ball-squeezing, stacking rings, coloring a box, flipping a card, placing beads,
transferring rice, placing pegs on a board, shape sorting, copying shapes using stencils
Session 2 : exercising a grip strengthener, building blocks, stamping, placing clothes clips,
connecting dots, making balls, placing pins, pasting thermacol balls

Park et al.
(2015)

Reach to press a switch, Reach to grasp a cone, Grasp a small bean bag, Grasp a cup,
Lift a plastic bottle, Lift a cup, Put coins in a money box, Pick up and place Baduk stones
in the palm

Arya et al.
(2015)

Drinking water, turning a wooden block, grasping and lifting a rectangular block, cleaning
table, grasping/releasing a soft ball, picking-up objects, clay activities

Kim et al.
(2016)

Reaching, grasping, manipulation, towel folding, table wiping, sponge squeezing,
pegboard, card turnover, and typing

Lim et al.
(2016)

Simple task : pick up a coin or bean, Flip a card, put block into bucket
Complex task : placing peg on a board, copying shapes on a paper, color in a drawling
with crayons

Arya et al.
(2017)

Lifting a glass, turning a wooden block, lifting a peg, wiping a table, ball-squeezing,
picking-up objects

Kim et al.
(2017)

Fold a towel and wipe a table, erase a white board, move the glasses, move the beans with
spoon, open and close the lid, put coins in the coin bank, knead the flour dough

군과 대조군 사이의 상지기능의 유의미한 향상이 보고

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 하고자 하였다. 이를

되었다 (Table 5).

통해 과제기반 거울치료의 중재효과를 정리하며 현재까
지의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추후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Ⅳ. 고 찰

거울치료는 도구 및 절차가 간단하며 경제적이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Sutbeyaz et al., 2007; Paik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 및 국내에 학술지에 등재된

et al., 2014) 장점이 있으며 기능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뇌졸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제기반 거울치료 중재

이에 더한 과제기반 거울치료는 기존의 거울치료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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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향적 훈련(task-specific training)을 추가한 중재로
컵 옮기기, 책상 닦기, 저금통에 동전 넣기 등의 다양한
과제가 사용된다. 선정한 모든 연구에서 상지기능에 대
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뿐
아니라 만성기 뇌졸증 환자에게서도 과제기반 거울치료
에 대한 기능향상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만성기 뇌졸
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9편으로 적은 수이며 1
편을 제외한 논문에서는 대상자 또한 50명 미만으로 적
은 수로써 일반화 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짧은 치료기간 및 추후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제
한점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무작위 대조군과 큰 모집단 연구 및 장
기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과제기반 거울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능적 과제의 종류와 정형화된 프
로토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뇌졸중 후 나타나는 기능 장애에 대한 과
제기반 거울치료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12편
의 국외 및 국내 연구를 선정하여 체계적 고찰을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서 뇌졸중 환자를 위한 과제기반 거울치
료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여 중재 계획 시 도움이 될 만
한 자료를 마련 하고자 한다. 과제기반 거울치료는 아급
성기 뿐 아니라 만성기 환자의 상지 기능 회복에 효과적
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과제 지향적 거울치료는 뇌
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제기반 거울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의 종류나, 빈도에 대한 정형화된 프로토콜을 위해
큰 모집단과 무작위 대조군 연구 및 추적 연구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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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earch Analysis of The Task-oriented Mirror Therapy
Study

Participant
(exp/ctrl)

Intervention
Exp group

Ctrl group

Outcome
measure

Result

FMA

Participants showed no significant improvement for FMA-UE and FMA-UA at
postassessment. FMA-UE changed from 43% to 51%. Post FMA-UA score showed
only 2% improvement. However,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on mean scores of FMA-WH at postassessment(16.21 ±3.06) as compared with
the prescores (12.29±3.1; P<.05). FMA-WH improved from 4 1% to 54%.

BBT
Vertical Line Drawing
Test

All participation’s U/E function had been improved during the intervention and
sustained during baseline regression.

MFT
BBT
FMA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shoulder/grasp items and total score of MFT, the
shoulder/elbow/forearm/wrist/hand items and total score of FMA were
significantly improved.(p<0.05) In the control group, the shoulder items, total
score of MFT, and the shoulder/elbow/forearm/hand items, total score of FMA
were significantly improved.(p<0.05) The shoulder items, total score of MFT,
and the shoulder/elbow/forearm items, total score of FMA were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more than control group.(p<0.05)

16sessions
1 hour, 4days/wk, 4wk

Arya et
al., (2013)

13

Choi et
al., (2013)

3/3

Conventional OT(30mins) + task-based MT(30mins)
8~12session
Task-Oriented MT
Involve Visual Illusion

Task-Oriented MT

15sessions
30mins, 5days/wk, 3wk
Yoon et
al., (2014)

15/15

Conventional OT
+ MT(20mins add)

Conventional OT

70sessions
Selles et
al., (2014)

Paik et
al., (2014)

Samuelka
maleshku
mar et al.,
(2014)

93

1: affected-only / 2: unaffected-no mirror / 3:
unaffected-mirror / 4: bimanual-no mirror / 5:
bimanual-mirror
15sessions
30mins each

2/2
Task-oriented MT

10/10

Simple MT

30sessions
30mins, 2sessions/day, 5days/wk, 3wk
Simple MT + MTFT
+ conventional therapy

Conventional therapy

3-dimensional optical There are the largest intervention effect in the Paretic-No Mirror condition.
However, the Nonparetic-Mirror conditio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racking
system(movement time) the Paretic-No Mirror condition.
The U/E function of all patients increased after MT. However, the improved U/E
FMA
function of the patients undergoing simple MT was not maintained after the
BBT
conclusion of the therapy. By contrast, the improved U/E function of the
MFT(cube carry test)
patients receiving task-oriented MT continued to improve, even after therapy
JHFT(card turning test)
cessation.
FMA
BRS
BBT
MAS

Mean change scores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MT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for the FMA, BRS for the arm and hand, and the BB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groups for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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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ark et
al.,
(2015)

Arya et
al., (2015)

Kim et
al., (2016)

Lim et al.,
(2016)

Arya et
al., (2017)

Kim et
al., (2017)

Participant
(exp/ctrl)

Intervention
Exp group

Outcome
measure

Result

MFT
FIM

The experimental group had more significant gains in change score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after the intervention.
Comparison of the changes in the MFT and FIM self-care scores from baseline
to 6 weeks between groups reveal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experimental
group (p<0.05)

BRS
FMA

The TBMT group exhibited highly significant improvement on mean scores of
FMA-WH (P , .001) and FMA-UE (P, .001) at post assessment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Furthermore, there was a 12% increase in the number of subjects
at BRS stage 5 (out of synergy movement) in the experimental group as compared
to a 0% rise at the same stage in the control group.

FMA
ARAT
BT
FIM

In the intergroup comparison, the MT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compared with the CT group, both in upper limb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p<0.05)

BRS
FMA
MBI

MTFT was effective in terms of improving the upper extremity functions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patients with subacute stroke.
Improvements in the FMA(p=0.027) and MBI(p=0.041)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MTFT group than STFT group.

MDT
PPBT
MMT

Post intervention, the less affected side of the participants exhibited significant
improvement on MMDT(p<0.001), PPBT(p<0.001), and MMT(p=0.005-0.046).
MT also led to the improvement dexterity, coordination, and strength of the
less-affected side.

FMA
ARAT
Zebis Medical GmbH
motion analysis
MAL

Experiment group exhibited high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FMA, ARAT,
MAL(p<0.05) in comparison to the control group.
MT group also led to the improvement dexterity and flexibility of elbow movement.
p<0.05)

Ctrl group

30sessions
30mins, 5days/wk, 6wk
15/15
MT with tasks

Sham therapy

40sessions
90mins, 5days/wk, 8wk
17/16

12/13

Conventional therapy + TBMT
Conventional therapy
(task based mirror therapy)
for 90mins
for 45mins each
20sessions
30mins, 5days/wk, 4wk
Task-oriented MT

Conventional therapy

20sessions
20mins, 5days/wk, 4wk
30/30

21

MTFT(mirror therapy
containing functional task)

STFT(sham therapy
containing functional
task)

40sessions
One and a half hour, over 2 months
Task-based MT + conventional management

8/10

TBMT : 20sessions(30mins, 5days/wk, 4wk)
Conventional therapy : 24sessions(1hour, 6days/wk,
4wk)
Conventional therapy
+task based mirror therapy

Conventional therapy

FMA: Fugl-Meyer Assessment, BBT: Box and Block Test, MFT: Manual Function Test, JHFT: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BRS: Brunnstrom Recovery Stage, MAS: Modified Ashworth Scale, FIM: Functional
Independent Measure, MMDT : Minnesota Manual Dexterity Test, PPBT: Purdue Peg Board Test, MMT: Manual Muscle Test, ARAT: Action Research Arm Test, MBI: Modified Barthel Index, MAL: Motor Activity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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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ask-oriented Mirror Therapy on
Functional Recovery of the Upper Extremity in
Stroke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Jung, Jae-Hyu*, B.H.Sc, O.T., Park, Ji-Hyuk**, Ph.D., O.T.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Master’s Course

**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This systematic review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ask-oriented mirror therapy on
functional recovery of the upper extremity in stroke patients.

Methods: We searched the literature published between 2010 and 2019 using PubMed, National Science
Digital Library, ScienceDirect, RISS, and KISS. The main search terms were “task-based,”
“task-oriented,” “task-specific,” and “mirror therapy”. Based on the inclusion/exclusion criteria, 9
foreign and 3 Korean papers were selected.

Results: Of the 425 articles found, 12 were reviewed. The number of tasks used in the study varied from 1
to 18, and upper limb function, spasticity,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assessment tools were us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intervention. Significant effects were observed on the upper extremity in all 12
studies. Furthermore, in all two-group controlled studies, at least one of the evaluations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upper limb func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effect of task-oriented mirror
therapy on stroke patients. However,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dentify a large number of
populations, and long-term follow-up studies on a formal protocol regarding the type of tasks that can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ask-based mirror therapy are also needed.

Key words: Functional recovery of the upper extremity, Stroke, Systematic review, Task-oriented mirror therapy

52

Korea Journal of Geriatric Occupational Therapy [Vol. 1, No. 1]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