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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different quantitative knowledge of results on the

measurement error during lumbar proprioceptive sensation training. Twenty-eight healthy adult men

participated and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four different feedback groups(100% relative

frequency with an angle feedback, 50% relative frequency with an angle feedback, 100% relative

frequency with a length feedback, 50% relative frequency with a length feedback). An electrogoniometer

was used to determine performance error in an angle, and the Schober test with measurement tape was

used to determine performance error in a length. Each subject was asked to maintain an upright position

with both eyes closed and both upper limbs stabilized on their pelvis. Lumbar vertebrae flexion was

maintained at 30° for three seconds. Different verbal knowledge of results was provided in four groups.

After lumbar flexion was performed, knowledge of results was offered immediately. The resting period

between the sessions per block was five seconds. Training consisted of 6 blocks, 10 sessions per one

block, with a resting period of one minute. A resting period of five minutes was provided between 3

blocks and 4 blocks. A retention test was performed between 10 minutes and 24 hours later following the

training block without providing knowledge of results. To determine the training effects, a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d 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were used with SPSS Ver. 10.0. A level of

significance was set at .05. A significant block effect was shown for the acquisition phase (p<.05), and a

significant feedback effect was shown in the immediate retention phase (p＜.05). There was a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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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effect in the delayed retention phase (p<.05), and a significant block effect in the first

acquisition phase and the last retention phase (p<.05). In conclusion, it is determined that a 50% relative

frequency with a length feedback is the most efficient feedback among different feedback types.

Key Words: Lumbar proprioception; Motor learning; Quantitative knowledge of results.

Ⅰ. 서론

새로운 상황에서 운동기술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반응의 결과 또는 반응 결과의 원인에 대한 정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진다. 이처럼 많은 요인들로부터,

그리고 여러 유형의 정보로부터 운동의 학습이 이루어

지게 된다. 운동의 학습은 연습이나 경험의 결과로서,

수행의 비교적 영속적인 향상으로부터 추론되는 개인의

기술 수행 능력의 변화라고 정의 내려진다(김기웅과 장

국진, 1995).

환자의 재활에 있어 고유수용성 감각 중 위치감각의

회복은 중요한 재활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유수용

성 감각은 외적으로 작용된 힘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

인해 근육의 수축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모

든 손상된 관절의 기능적 불안정이나 재손상을 감소시

키는데 중요한 요소이다(Day와 Wildermuth, 1988). 이

러한 고유수용성감각은 학습과 수행과정에 영향을 미치

게 되며, 이중 되먹임(feedback)은 고유수용성감각에 미

치는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Schmidt, 1975).

또한 임상에서 올바른 운동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되먹

임은 재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치료도구로 사용된다

(Bobath, 1970; Carr와 Shepherd, 1987; Winstein, 1987).

되먹임의 종류로는 시각과 청각, 전정감각, 운동감각,

피부수용기에 의한 감각정보인 내재적 되먹임(intrinsic

feedback)과 외부로부터 학습자에게 제공된 외재적 되

먹임(extrinsic feedback)으로 분류된다(Schmidt, 1988).

이중 외재적 되먹임에는 운동의 수행동안 정보를 제공

하는 동시 되먹임(concurrent feedback)과 반응이 종료

된 후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지식(knowledge of results)

과 수행지식(knowledge of performance)이 있다. 결과

지식이란 수행한 반응에 대한 외적 출처로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결과지식의 제공에 있어 학

습자에게 어떤 결과의 지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을 결과지식의 정

밀성(precision)이라 하며, 오차의 양과 관련된 수를 포

함한 결과의 지식을 양적 결과지식, 수치의 제공 없이

정밀하지 않은 것을 질적 결과지식이라 한다. Bilodeau

와 Bilodeau(1958)는 결과지식에 대한 연구에서 결과지

식의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파지

및 전이 검사를 포함하지 않아, 이것이 일시적인 연습

의 효과인지 지속적으로 학습된 효과인지 단정짓기가

어려웠다. Schmidt(1988)는 운동학습을 정확하게 평가

하기 위해서는 실험설계에 파지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와 운동학습의 영역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김대균 등, 1997; Schmidt, 1991; Winstein, 1991). 그

렇다면 결과지식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때 얼마나 정확

히 전달해야 하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빈도로 제공하

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

다. 얼마나 정확한 결과지식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결과지식의 빈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몇몇의 연구에서는 연습시행에서 결과

지식의 제시에 대한 상대적 빈도를 줄이는 것이 시행

후 결과지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파지와 전이수행에서

더욱 효과적이었다(Winstein, 1987; Winstein과 Sch-

midt, 1990; Wulf와 Schmidt, 1989). Winstein(1987)은

그의 연구에서 200회 시행동안 상대빈도 100%의 집단

보다는 결과지식의 제공빈도를 50%에서 점차 감소시켜

결국엔 결과지식 없이 연습하도록 한 집단이 오히려 파

지검사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오차가 적게 나타났다

고 지적하였다. Ho와 Shea(1978)는 3회시행마다 결과

지식을 제공한 집단이 매 시행, 6회 시행한 집단보다

우수하다고 하였으며, Vander Linden 등(1993)은 팔꿈

치 관절의 등척성 운동에 관한 연구에서 수행지식에 대

한 상대적 빈도 100%집단과 50%집단을 비교한 결과

100%집단보다 50%집단이 학습효과가 좋았다고 발표하

였다. 그러나 고영규 등(1996)은 골프과제로 연구한 결

과 상대빈도 100%집단이 50%집단보다 우수하다고 하

였으며, Johnson 등(1980)은 직선정치과제로 연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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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결과지식 후 오차각도( °)

×100(%)
전체각도(30°)

길이=
결과지식 후 오차길이(㎝)

×100(%)
전체길이(30°시의 길이 - 0°시의 길이)

과 상대빈도 100%집단이 25%집단보다 우수하다고 하

였다. 이처럼 결과지식의 제공빈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는 이유로는 결과지식을 너무 자주 제공할 경우 그

정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혼란을 가져오거나 그

결과 지식에 의존하게 되어서 내재적 피드백의 과정을

소홀히 하게 되며, 반대로 결과지식의 제공빈도가 적을

경우 동작의 수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김성길, 1998).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양적결과지식의 방법

과 시행의 횟수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얻기 어렵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양적 결과지식의 방법으로 각도

와 길이단위를 상대빈도 100%집단과 50%집단으로 나

누어 요추의 고유수용성감각 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결과지식의 방법 중 각도와 길이 단위 중 각도단

위가 요추의 고유수용성 감각 훈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상대빈도 100%집단보다 상대빈도

50%집단에서 요추의 고유수용성 감각 훈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서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요추에 병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체 건강한 성인 남자 28명을 임의

로 선출하여 각각 7명씩 4집단으로 무작위배정 하였다.

첫 번째 각도를 이용하여 상대빈도 100%를 제공한 집

단, 두 번째 각도를 이용하여 상대빈도 50%를 제공한

집단, 세 번째 길이를 이용하여 상대빈도 100%를 제공

한 집단, 네 번째 길이를 이용하여 상대빈도 50%를 제

공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 실험기기 및 측정방법

가. 요추의 굴곡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중 각도의

측정방법

양적 결과지식의 방법 중 각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P100 시스템에 전자 측각기1)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P100 시스템에 입력되는 기준각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0˚와 30˚ 지점을 경사 측정기(inclino-

1) TSD 130B, BIOPAC System Inc. CA. U.S.A.

meter)로 측정한 후 그 값을 기준값으로 입력하였다.

경사 측정기는 요부의 굴곡과 신전을 측정하여 각도로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본 실험에서는 두개의 경사 측정

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방법

은 아래쪽 경사 측정기는 천골부위에 부착시키고, 위쪽

경사 측정기는 요추 근위부에 부착시킨 후, 위쪽 경사

측정기에서 나온 각에서 아래쪽 경사 측정기에서 나온

값을 빼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 요추 굴곡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중 길이의

측정방법

길이를 이용한 양적 결과지식을 위해 Schöber 검사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chöber 검사란 줄자를 이용

하여 요부의 굴곡과 신전을 측정하여 길이단위로 나타

내는 방법이다. 본 실험에서는 각도의 측정에서와 같은

부위를 표시한 후 그 사이를 줄자로 측정하였다. 처음

0°에서 측정하고 30°에서 다시 측정한 후 30°에서 0°에

서 나온 값을 빼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 단위의 통제를 위한 오차값의 백분율

위의 측정으로 인하여 나온 각도와 길이의 서로 다

른 두 단위의 오차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단위의 통제가

필요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두 오차값의 백분율로 환산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도와 길이의 처음 전체값으

로 측정된 오차값을 나눈 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3. 실험방법

실험 전 28명의 대상자들로 하여금 줄자와 경사 측

정기를 이용하여 요추의 0°와 30°지점을 표시하고 각각

을 측정하였다. 대상자를 똑바로 선 상태에서 골반과

다리를 고정하고 양팔은 골반 위에 붙인 상태에서 눈을

감게 한 뒤, 요추를 30˚ 기울인 상태에서 3초간 유지하

게 하였다. 이때 일어나는 요추의 굴곡은 요추에서만

일어나도록 주의를 주었다. 언어적 결과지식 방법을 4

집단에 적용하면서 요추의 위치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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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특성 평균±표준편차 범위

나이(세) 26.4±1.2 25～29

신장(㎝) 174.5±4.0 165～180

체중(㎏) 71.9±7.7 60～88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28)

구분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p

되먹임군 7.936 3 2.645 .530 .663

시도블럭 728.741 5 145.748 29.175 .000

되먹임군×블럭 26.677 15 1.778 .356 .987

표 2. 습득단계의 이요인 분산분석표

과제 수행 후 결과 지식을 즉시 제공하고 결과 지식 후

지연간격은 5초로 하였다.

연습시행은 1블럭당 10회씩 6블럭으로 실시하였다. 1

블럭당 1분간의 휴식시간을 주었으며, 3블럭과 4블럭

사이에는 5분간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었다. 파지검사

는 연습시행 10분 후와 24시간 후에 2블럭을 실시하였

으며, 결과지식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검사 하였다.

상대빈도 100%집단은 60회의 결과지식을 제공 받았고,

상대빈도 50%집단은 30회의 결과지식을 제공 받았다.

상대빈도 50%집단에서 결과지식은 2회 시도에 1회씩

제공받았다. 각도와 길이의 단위를 맞추기 위하여 오차

값을 전체값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4. 자료분석

습득단계를 위해서 이요인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각도와 길이의 단위를 맞추기 위하여 오차의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단기 및 장기 파지검사에서는 이요인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단기 및 장기의 학습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파지검사에서는 두 단계를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습득 첫 단계와 마지막 파지검사에서의 학습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요인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통

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의수준을 .05로 하

였으며, 분석을 위하여 상용 통계 프로그램인 윈도용

SPSS version 10.0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6.4±1.2세, 평균신장은

174.5±1.2 ㎝, 평균체중은 71.9±7.7 ㎏이었다(표 1).

2. 습득단계

습득단계에서 되먹임군과 시도블럭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으며(p＞.05), 대상자의 되먹임군에 따른 오차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

도블럭 간의 오차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표 2).

3. 단기 파지검사

습득기가 끝난 10분후에서의 단기 파지검사에서는 일

체의 결과지식이 제공되지 않았다. 되먹임군과 시도블럭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으며(p＞.05), 대상자의 되먹임군에

따른 오차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시도블럭

간의 오차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표 3).

4. 장기 파지검사

단기 파지검사가끝난 후 24시간후에서의 장기파지검

사는 단기 파지검사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되먹임군과

시도블럭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다(p＞.05). 되먹임군에

따른 오차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시도블

럭 간의 오차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상대빈도 50%를

제공한 되먹임군이 가장 적은 오차의 양을 보였다.

5. 습득기와 파지기의 비교

습득기 초기와 파지기 말기를 비교한 결과 되먹임군

과 시도블럭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다(p＞.05). 되먹임군

에 따른 오차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5),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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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p

되먹임군 14.396 3 4.799 1.241 .305

시도블럭 88.873 1 88.873 22.987 .000

되먹임군×블럭 12.233 3 4.078 1.055 .377

표 5. 습득초기와 파지기 말기에서의 이요인 분산분석표

구분 평방합 자유도 평방평균 F p

되먹임군 29.557 3 9.852 3.213 .031

시도블럭 .434 1 .434 .142 .708

되먹임군×블럭 2.663 3 .888 .290 .833

표 3. 단기 파지검사의 이요인 분산분석표

도블럭 간의 오차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표

5). 되먹임군 모두에서 학습효과가 나타났지만 그중 각

도에 상대빈도 50%를 제공한 되먹임군에서의 오차의

값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Ⅳ.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고유수용성감각은 관절의 위치와 체중부하를 구별하

며 운동의 방향과 크기, 속도와 통증을 감지하는 기능

이 있다(Frederricks와 Saladin, 1996). 이러한 기능들이

손상되었을 때 관절의 기능불안과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유수용성감각을 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Day와

Wildermuth, 1988). 특히 요추부위의 손상은 균형을 조

절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생리기전의 차단 결과로 균형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점은 체성감각의 장애를

가져와 비정상적인 자세패턴과 반응시간 지연, 안정성

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Bourcher 등, 1995).

치료방법 중 위치감각에 대한 치료로서 결과지식의

제공이 주로 쓰여 진다. 결과지식은 제공되는 형태와

방법이 다양하다. 결과지식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결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때 시행횟수에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경우, 반만 제공하는 경우, 점차 감소하면서 결

과지식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횟수시행 후 요약해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시행이 끝난 후 평균을 내

어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과지

식의 여러 방법 중 양적결과지식의 방법 중 각도와 길

이를 사용하여 시행횟수에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경우와

반만 제공하는 경우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Deusen과 Brunt(1997)는 그들의 저서에서 요추의 굴

곡과 신전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경사 측정기와

Schöber 검사법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도 고유수용성 감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자 측각계와

경사 측정기, 그리고 Schöber 검사법을 사용하였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요추에 병변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서 요

추의 고유수용성감각을 훈련하는데 있어서 양적 결과지

식의 형태 및 상대적 빈도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습득초기와 파지후반기에서는 시

도블럭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네 가

지 되먹임군 중 길이와 상대빈도 50%를 더한 집단에서

더 나은 학습능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어떤 점까지 팔정치 과제를 배우도록 한 후, 오차의 방

향, 오차의 방향과 1 단위 크기, 오차의 방향과 10분의

1단위 크기, 오차의 방향과 1000분의 1단위 크기의 네

가지 방법으로 결과지식을 제시하였다. 처음에는 1단위

와 10분의 1단위로 결과의 지식을 주었을 때가 방향만

을 제시했을 때보다 수행이 좋았지만 1000분의 1단위의

결과지식을 제시하였을 때는 방향만을 제시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결과지식

의 방법으로 각도와 길이를 제공하여 실험을 하였다.

연구 결과 파지검사에서 각도보다 길이에 대한 결과지

식을 주었을 때가 수행이 좋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길이 보다 각도가 고유수용성 감각의 훈련에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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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것이라 하였지만 그 가설은 지지받지 못하

였다. 이러한 이유는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오차

값을 알려주는 단위가 각도보다 길이에서 더 정밀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결과지식 빈도의 연구에서 가장 흔하게 인용되는 실

험은 Bilodeau와 Bilodeau(1958)의 연구이다. 이 실험은

피험자에게 33.57˚의 호에서 팔정치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과지식은 1, 3, 4회 시행마다 한차례 씩 제시

해주었다. 모든 피험자들에게는 10회의 결과 지식이 주

어졌기 때문에 각 피험자 집단의 연습시행 횟수는 10,

30, 40회로 다르게 제공 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모든 시

행에서 결과지식을 제공받은 집단이 수행에서 가장 뛰

어나게 나타났지만 파지 및 전이검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가 파지검사에서 변화가 가능한 일시적

인 연습의 효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학습 효과인지를

단정하기가 어려웠다(Salmoni 등, 1984; Winstein,

1991). 그리하여 최근의 운동학습에서는 파지검사가 중

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후

10분 후와 24시간 후에 단기와 장기 파지검사를 실시하

여 본 실험의 결과가 실질적인 학습효과인지를 알아보

았다.

Vander Linden등(1988)은 정상 성인의 팔굽관절의

등척성 운동학습에 있어 수행지식의 상대빈도 100%,

50%와 100%의 동시되먹임을 비교하였다. 그들의 연구

에서 습득단계에서는 동시에 수행지식을 제공받은 집단

이 수행정도가 좋았지만 파지검사에서는 수행지식을 제

공한 집단이 학습효과가 좋았다. 빈도에 있어서는 수행

단계에서는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파지단

계에서는 100%보다 50%의 집단의 수행능력이 더 좋게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빈도를 100%와

50%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습득단계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파지검사에서는 상대빈도 50%에

서 보다 학습효과가 좋았다. 이러한 이유는 운동학적

되먹임의 제공시기 및 상대적 빈도는 운동기술에 따라

습득, 파지 그리고 전이단계에서 수행정도와 학습능력

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Vander Linden 등, 1993).

본 연구에서는 결과지식부여 후 지연간격의 길이와

지연간격 동안의 간섭활동에 대한 여러 실험들을 근거

로 하여 5초간의 지연간격을 택하였다(마은주, 1991).

결과지식의 상대빈도 효과와 정밀성 여부의 문제는 운

동학습에 있어 과제수행의 빈도, 단위적인 개념의 이해,

시각 및 청각적 피드백의 차단여부 및 학습자의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습시행 횟수와 기간에 따른 학습

효과의 차이와 대상자의 집단이 7명으로 국한되었다는

제한점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

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결과지식의

빈도와 정밀성에 대한 운동학습 효과를 비교할 것을 제

안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요추에 병변이 없는 신체 건강한 성인 남

자 20명을 대상으로 각도를 이용하여 상대빈도 100%와

50%로 측정한 두 집단과, 길이를 이용하여 상대빈도

100%와 50%로 측정한 두 집단에 각각 요추의 고유수

용성감각 훈련을 한 후 어느 정도 학습되는지 습득기

및 단․장기 파지검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습득단계에서 되먹임군과 시도블럭 간의 상호작용

은 없었으며(p＞.05), 대상자의 되먹임군에 따른

오차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도블럭 간의 오차는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p＜.05).

2. 단기 파지검사에서는 되먹임군과 시도블럭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으며(p＞.05), 대상자의 되먹임군

에 따른 오차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시도블럭 간의 오차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3. 장기 파지검사에서는 되먹임군과 시도블럭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다(p＞.05). 되먹임군에 따른 오차

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시도블럭

간의 오차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4. 습득초기와 파지후반기에서는 되먹임군과 시도블

럭 간의 상호작용은 없었다(p＞.05). 되먹임군에 따

른 오차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5), 시도

블럭간의 오차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네 가지 되먹임군 중 길이와

상대빈도 50%를 더한 집단에서 더 나은 학습능력을 보

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양적 결과지식의

방법과 빈도가 요추의 고유수용성 감각 훈련에 더 효율

적인지 알아봄으로서 임상적인 활용을 높이고자 하였

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결과지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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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대빈도에서 요추의 고유수용성 감각 훈련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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