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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review study was to proposes a new paradigm of functional injury prevention(FIP) 
based 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sports injury prevention(SIP) and functional training(FT).

METHODS The literature used in the study is based on the electronic database and international papers 
published from 2014 to 2021 related to functional training were searched, screened and evaluated by using 
the follow keywords: functional training, sports injury,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RESULTS FT was divided into the concept of training both improving the sports performance and restoring 
physical function in the field of rehabilitation. In two areas, FT and SIP are somewhat different in approach 
method, object and environment, but they are highly correlated that both the activation of proprioceptive 
sensation and integrated neuromuscular function are reflected in training program. Especially, intrinsic 
injury factors such as reduced physical ability, skills and conditioning are associated with reduction of 
sports performance and increased sports injury. In addition, decreased proprioceptive sensation and 
neuromuscular function is a typical symptom of reduction of sports performance and injury. Therefore, FIP is 
needed as a training program that not only to prevent sports injury but also to improve sports performance.

CONCLUSIONS In this review study, FIP is propose as a new paradigm combining SIP and FT. The follow-up 
study of FIP should be reviewed on athletes, club members and the general public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prevent sports injury and improve sports performance and the effects by sports events, 
body parts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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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운동과 신체활동의 참여가 공공의 보건과 삶의 질에 

관한 문제에 있어 주요 정책 및 과제로 주목받기 시작

하면서, 미국스포츠의학회(The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에서는 사망률 감소 및 신체기능 향

상에 기여 하고자 질병, 연령 및 직업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가이드라인을 권장하는 등 운동과 신체활동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1,2]. 운동과 신체활동의 중요성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인프라의 구축 및 사람들의 운동과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빈도를 늘리는 계기가 되

었다[3]. 그러나 운동과 신체활동은 운동손상률을 증가

시켰으며, 심각한 운동손상은 신체기능 감소와 장애를 

일으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노동력의 감소, 의료비용 

증가 및 운동선수의 조기 은퇴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을 

증가 시키고 있다[4]. 

의과학자와 운동과학자들은 운동손상에서 빠르게 회

복시킬 수 있는 의학적 치료와 재활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지만[5],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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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 손실과 신체적 기능저하 및 장애를 예방하기 위

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운동손상예방(sports injury 

prevention; SIP)을 중심으로 연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

었다[6]. 운동손상은 고유수용감각(proprioception)과 

근신경 조절(neuromuscular control) 및 해부학적 정렬 

등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과 같은 내재적 손상(intrinsic 

injury)과 경기장 환경, 부적절한 장비 및 잘못된 훈련 

등과 같은 외재적 손상(extrinsic injury)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된 운동손상기전을 근거로 다양한 측면

에서 SIP를 위한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다[7,8]. 하지만 

외재적 손상에 비해 내재적 손상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

는 추세이며, 외재적 손상 기전이 내재적 손상 기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내재적 

손상의 예방을 위한 SIP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9,10].

기능적 운동(functional training; FT)은 스포츠 트

레이닝 분야에서 운동수행력 향상과 재활운동 분야에

서 신체기능의 회복을 위한 훈련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스포츠 트레이닝 분야에서 FT는 고유수용감각을 

활성화시키고, 근신경 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운

동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종목의 특성에 적합한 운동수행

력과 기술을 강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12]. 재활운동 

분야에서 FT는 운동손상 후 재활 운동의 마지막 단계

에서 적용되며, 손상된 고유수용감각과 근신경 조절능

력 회복을 도모하여 일상생활 및 스포츠 현장으로 복귀

하고자 하는 환자 및 운동선수에게 적용되고 있다[11]. 

결과적으로, FT는 스포츠 트레이닝과 재활운동 영역에

서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고유수용감각과 근신경 조절

에 초점을 맞춘 훈련은 SIP와 FT에서 공통적으로 강조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SIP와 FT의 관련성을 상

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FT의 핵심은 근육, 관절 및 신경이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 신체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조절을 통해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며, 체간의 

안정성과 사지의 가동성을 조정하여 최적의 운동수행력

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13,14]. Michael Boyle [15]은 

‘기능적 운동은 동작의 훈련’이며, 근신경 조절과 관련

된 운동제어 영역을 강조한 훈련프로그램이 FT의 핵심

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고유수용감각의 기능 촉진을 

통한 각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신경 조절능력 강

화는 기능적 불안정성(functional instability)을 감소시

키고, 특정한 운동에 맞는 복합적인 능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FT의 포괄적 효과 즉, SIP 측면에서 FT를 활용

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와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16]. 

전술한 바와 같이 FT는 운동수행력 향상과 재활 운

동 측면에서의 효과가 입증되어 SIP를 위한 핵심적 전략

으로 판단되지만, SIP 측면에서의 FT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4~2020

년에 발간된 문헌들을 고찰하여 SIP와 FT의 특징을 분

석해 보고, 이에 따른 SIP와 FT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운동손상예방

운동손상요인을 종목별로 면밀히 분석한 후 구조화

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보급한 사례를 살

펴보면, 대표적으로 축구 손상예방 프로그램인 ‘FIFA 

11+’ 와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 및 오슬로 스포츠 트라우마 연구센터(Oslo 

Sports Trauma Research Center)가 공동으로 연구

하여 개발한 ‘Get Set-Train Smarter’ 어플리케이션

을 예로 들 수 있다.

‘FIFA 11+’ 프로그램은 중심부(core) 트레이닝, 근

신경 조절, 균형, 플라이오메트릭, 민첩성 및 하지 정렬

(lower extremity alignment)등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축구의 움직임과 동작 특성을 반

영하여 러닝과 동적 스트레칭, 중심부와 다리 근력강화 

및 높은 속도에서 플랜팅(planting)과 커팅(cutting)이 

강조된 3개의 주요 과정(module)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축구에서 발생하는 운동손상기전을 분석하여 경기 시작

과 끝나기 15분에 주로 나타나는 운동손상 형태 즉, 자세

제어 및 신체 조절능력의 감소로 나타나는 발목, 무릎 및 

허벅지 손상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17]. 

Sadigursky et al. [18]은 ‘FIFA 11+’ 프로그램이 여

성, 남성, 프로 선수 및 아마추어 축구 선수의 비 접촉 

운동손상발생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FIFA 11+’을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한 연구에서는 ‘FIFA 11+’가 운동손상률 감소와 운동

수행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19].

‘Get Set-Train Smarter’ 프로그램은 SIP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더 효과적이며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FT의 루틴을 운동선수 및 운동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

에게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0]. ‘Get Set-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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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er’는 56개의 스포츠 종목 특성에 맞는 운동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여 

비용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최

소한의 장비를 이용하여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 안정성과 편리한 접근성은 종목별 운동선수 및 일

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20]. 특히 ‘FIFA 11+’ 

와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오슬로 스포츠 트라우마 연구

센터는 SIP를 위해 올바른 생체역학적 동작을 위해 연

결된 운동 사슬 형태의 근신경 조절과 중심부 안정성, 

근력강화 및 균형의 통합과 운동제어(motor control)에 

대한 인지(awareness)가 강조된 동작들을 ‘Get Set-

Train Smarter’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으며, 균형판 위

에서 한발 균형잡기(one-legged balance on airex), 

케틀벨 스윙(kettlebell swing) 및 바닥에서 한발 수직 

점프(one-legged horizontal jump onto floor) 동작은 

‘Get Set-Train Smarter’ 프로그램의 일부로 스포츠 종

목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21].

이외에도, Root et al. [22]은 착지기술과 수행력 

개선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 여자 축구

(soccer), 피구(dodge ball), 크로스컨트리(cross-

country) 및 미식축구(football) 선수들에게 적용한 결

과, 하지운동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 착지오류점수 시스

템(landing error scoring system)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으며, 고유수용감각 훈련을 단계별로 

6년간 적용한 결과, 프로 농구선수의 발목과 허리 손상

을 감소시키고, 신인 선수의 고유수용감각 조절능력을 

향상시켰다[23]. 근신경 훈련을 강조한 SIP 프로그램

은 중∙고등학교 여자 축구, 배구 및 농구선수[24]와 이

탈리아 리그에 참가한 여자 프로농구선수[25]의 운동손

상 감소에 효과적이며, 운동을 기반으로 한(exercise-

based) SIP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크리켓(cricket) 선

수의 어깨와 대퇴 근력 및 Star Excursion Balance 

Test(SEBT)를 유의하게 증가증가시킨 것으로 보고하여 

임상적으로 운동손상의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26]. 또한 Sakata et al. [27]

은 관절운동범위, 균형 및 자세 제어 등 신체기능을 강

조한 운동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야구선수에게 적용한 결

과, 팔꿈치 내측 손상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스포츠 종목별로 발생되는 운동손상기

전 분석과 종목의 특성을 반영한 자세 및 움직임이 강조

된 SIP는 운동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프

로그램이며, 정확한 운동 동작과 올바른 기술을 사용하

도록 자세 및 근신경 조절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SIP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FIFA 

11+’ 프로그램이 제시한 방향성과 같이 각 종목별 특

성에 맞는 운동프로그램과 수준 및 단계별 과정 등 새

로운 콘텐츠가 개발되어 스포츠 현장에 적용 되야 한다. 

SIP와 관련된 운동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 기능적 운동

FT는 일상생활 및 스포츠에서 발생되는 동작들을 훈

련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며, 상체와 하체에 다양한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동

시에 중심부 안정성 측면을 강조하는 운동이다. 일상생

활 및 스포츠에서 발생되는 동작은 걷기, 점프, 달리기, 

들어올리기 및 방향전환 등 다차원적인 요소들이 복합

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동과 훈련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FT 특성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야 한다[15].  

Gambetta & Radcliffe [28]는 일상생활과 스포츠

에서 발생되는 동작과 유사한 움직임이 운동과 훈련에 

반영되어야 하며, 3가지의 운동면(시상면, 관상면, 횡당

면), 다관절 및 운동사슬을 강조한 운동 형태가 FT에 부

합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고립된 형태의 특정 근육의 사

용은 빠른 신경적응으로 근 비대가 단기간에 일어나지

만 스포츠에서 발생되는 동작 즉, 자유로운 형태의 기

능적인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다[29]. 기능적 움직임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갖춘 동작의 패턴과 운동사슬에 따

라 발생되는 이동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근신경 조절능력

이 중요하며[30], 고유수용감각의 활성화는 근신경 조

절에 필수적이다[31]. 고유수용감각은 기계수용체로부

터 감각 정보를 통합하여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결정

하며, 단순한 동작보다 스포츠와 같이 복잡한 움직임이 

발생되는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32]. 또한 

고유수용감각의 민감도 향상은 발생된 힘의 크기와 동

요(perturbation) 및 속도(speed)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를 기반으로 근육의 활성화와 관절 운동에 

반응하여 자세 제어와 움직임 개선에 효과적이다[33].

FT는 성인의 건강관련 체력[34]과 중년여성의 신체

구성과 기능적인 체력[35] 및 노인의 근력, 근파워, 민

첩성 및 균형감각[36] 개선에 효과적이다. 특히 테니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hisl&logNo=22196927669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hisl&logNo=22196927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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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의 특성과 운동사슬을 고려한 FT는 테니스 선수들

의 유연성(flexibility), 수직점프(vertical jump), 가속

(acceleration), 민첩성(agility), 균형(balance) 및 기능

적 움직임 평가(functional movement screen; FMS) 

등 운동수행력 개선에 효과적이며[37], 중심부 안정성

과 상체와 하체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강조된 FT는 고등

학교 농구선수선들의 근력과 유연성을 증가시켰다[38]. 

또한 기본적인 움직임과 비대칭적 움직임으로 구성된 

FT는 프로축구선수의 생리 및 생체운동능력(biomotor 

abilities)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T는 건강과 운동 체력 및 경

기력 향상이 필요한 일반인 및 운동선수의 ‘기능 강화’

의 목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손상된 부위를 손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일상생활 및 운동 현장에 복귀하기 위

해 ‘기능 회복’이 필수적으로 강조되면서 FT의 영역과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FT와 관련된 운동프로그램의 구

체적인 내용은 <Table 2>과 같다.

3. 기능적손상예방

신체의 위치, 관절의 운동 및 근육에 발생된 힘을 신

경계에 전달하는 기계적 수용체의 기능 감소는 고유수

용감각 및 근신경 조절 시스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감

각-운동 기능(sensory-motor function), 관절 안정성 

및 정렬(alignment)을 변화시켜 운동기능의 감소와 운

동손상을 초래 할 수 있다[39]. FT는 경기력 향상에 필

요한 동작 및 운동수행력 개선을 위한 훈련방법과 운동

손상 후 현장 복귀를 위한 재활 운동으로 사용되어 왔으

며, 각각의 영역에서 FT에 대한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정

립되었다. 두 가지 영역에서 FT는 접근 방식과 대상 및 

환경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유수용감각의 활성

Table 1. Characteristic and moderators Included studies (2015 ~ 2020).

Study Design Participants; sport, age Type of exercise Main result

Root et 
al, (2015), 
USA

RCT

N = 89; 
soccer, dodge ball, 
football, cross- country, 
13(2)

Injury-prevention programs (dynamic 
flexibility, strengthening, plyometric, 
balance exercises and emphasized 
proper technique)

No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groups for any 
performance measures (P > 05). The Landing Error Scoring 
System scores improved after the injury-prevention 
programs compared with control groups.

Riva et al, 
(2016), 
Italy

-
N = 55;
basketball player, 18 
~ 45

First biennium (2004–2006): 
classic proprioceptive training. 
Second biennium (2006–2008): 
proprioceptive training. Third 
biennium (2008–2010): intensity and 
the training volume increased.

The results showed a statistically ankle sprains by 81% from 
the first to the third biennium (p < 0.001). Low back pain 
showed similar results with a reduction of 77.8% (p < 0.005). 
Comparing the third biennium with the level of all new entry 
players, proprioceptive control improved significantly by 
72.2% (p < 0.001).

Foss et 
al. (2018), 
USA

RCT
N = 474; 
basketball, soccer, 
volleyball, 15 ~ 18 

Neuromuscular training (NMT) 
program (focused on the trunk and 
lower extremity)

The NMT group reported 107 injuries (rate = 5.34 
injuries/1000 AEs), and the control group reported 134 
injuries (rate = 8.54 injuries/1000 AEs; F1.578 = 18.65, P < 
.001). 

Bonato et 
al, (2018), 
Italy 

RCT N = 160; basketball, 
20(2)

Neuromuscular exercises
(warmed- up with bodyweight)

Significant differences in post- intervention injuries were 
observed between in EG and CG during training (21 vs 
52, P <.0001) and matches (11 vs 27, P= .006). Significant 
differences in epidemiologic incidence (0.37 vs 1.07, P= .023) 
and incidence rate (1.66 vs 4.69, P= .012) between the EG and 
the CG were found.

Sakata et 
al, (2018), 
Japan

RCT N = 305; 
baseball, 8 ~ 11 

9 strengthening and 9 stretching 
exercises (focused on the ROM, 
posture and balance)

The incidence rate of medial elbow injury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intervention group (0.8/1000 athlete-exposures) 
than the control group (1.7/1000 athlete-exposures)  (P = 
.016).

Foss et 
al. (2020), 
USA

RCT N = 65; cricket, 14 ~ 17 
exercise-based injury prevention 
program (focused on strengthening 
and neuromuscular control) 

There were significant treatment effects favoring the 
intervention group for shoulder strength (90°/s) 0.05 (95% 
CI 0.02–0.09) N m/kg, hamstring strength (60°/s) 0.32 (95% 
CI 0.13–0.50) N m/kg, hip adductor strength dominant 0.40 
(95% CI 0.26–0.55) N m/kg and non-dominant 0.33 (95% 
CI 0.20–0.47) N m/kg, SEBT reach distance dominant 3.80 
(95% CI 1.63–6.04) percent of leg length (%LL) and non-
dominant3.60 (95% CI 1.43–5.78) %LL, and back endurance 
20.4 (95% CI 4.80–36.0)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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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근신경 조절능력이 통합된 동작을 훈련에 핵심요

소로 반영하고 있어 SIP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

된다. 게다가 내재적 손상 요인 즉, 신체능력과 기술 및 

컨디셔닝 저하는 경기력 감소 및 운동손상 증가와 관련

이 있으며, 고유수용감각과 근신경 조절능력이 감소되

는 현상이 보고되어[16] FT와 SIP의 특징들을 모두 반

영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능적손상예방(functional injury prevention; FIP)

은 운동수행력 향상과 운동손상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 FT와 SIP가 결합된 훈련 프로그램이다.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FIP 프로그램이 스포츠 현장에 활용

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발전적인 

실행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몇가지의 

핵심 사항들을 포함하여 FIP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

한다. 첫째, FIP는 ‘FIFA 11+’과 같이 종목의 팀과 집단

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FIP는 운동강도(intensity), 조정(coordination), 

속도(speed), 민첩성(agility), 관절운동범위, 평형성

(balance) 및 점핑(jumping) 훈련 등 다차원적 요소들

이 종목의 특성에 부합되는 형태로 프로그램에 조합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FIP는 SIP와 FT의 상호 관련성

에 관한 다각적인 측면의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Table 2. Characteristic and moderators Included studies (2014 ~ 2020).

Study Design Participants; sport, age Type of exercise Main result

Brisebois et al,
(2018), USA -

N = 14; 
4 male and 10 female, 
19 ~ 39

High-intensity functional 
training
(dynamic warm-up, resistance 
exercise, a metabolic 
conditioning phase, cool-down 
of static stretching)

Resting heart rate and resting diastolic blood pressure 
were reduced. Absolute and relative VO2max were 
improved (p < .05). Lean body mass was increased (P = 
.006). Performance on the leg press, bench press, YMCA 
bench press, one-minute sit-up, and sit-and-reach were 
all increased (P<.01). 

Neves et al, (2017), 
Brazil RCT

N = 64; 
postmenopausal 
women, 

Functional training (circuit 
training format, focused on 
balance, coordination, and 
agility)

Significant reductions were observed in all body 
composition variables related to fat (FM=-3.4 and 
Android FM=-7.7%) (P<0.05). The functional fitness 
components ha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coordination (-33.3%), strength (66.5%), agility (-19.5%) 
and aerobic capacity (-7%), and significant improvement 
in abdominal strength (188.2%). 

de Resende-Neto 
et al, (2019), Brazil RCT N = 48; 

older women, ≥60 years

Functional training (circuit 
training specific exercises for 
their daily needs)

Compared with SG (stretching group), TT (traditional 
group) -> FT (functional group) and FT -> TT promot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balance/agility (13.60 and 
13.06%, respectively) and upper limb strength (24.91 
and 16.18%). Only F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strength of the lower limbs, 
cardiorespiratory capacity, and movement patterns 
when compared with SG.

Yildiz et al, (2019), 
Turkey - N = 28; tennis, 9.6

Functional training (focused on 
complement the kinetic chain 
and bring the dominant and 
recessive traits of the athletes to 
the same level)

FTG, all parameters(flexibility, vertical jump, acceleration, 
agility, balance, and FMS tests) improved, and 
differenc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1) and 
significant decrease was found in FMS score in CG (p ≤ 
0.001).

Song et al, (2014), 
Korea RCT N = 62; baseball players,

15 ~ 18

FMS training (focused on 
functional movements related 
with core stability and shoulder 
and hamstring flexibility 
improvement)

Strength showed a significant interaction depending 
on time and group (hand grip strength: P=0.011, bench 
press and squat both for one-repetition maximum 
(1RM): P=0.001 and P=0.008, respectively). trunk 
extension backwar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groups (P=0.004) and time (P=0.001). 
Spli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ime 
and groups (P=0.004).

Turna & Alp, (2020), 
Turkey RCT N = 20; soccer, 20~28

Functional training (focused 
on covering the whole body, 
improving universal motor 
skills, applied in multiple 
motion planes) 

Differences were not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But, effects of functional training on some 
physiological and bio-motor properties in elite soccer 
players, it was determined that functional training 
method had a positive effect on some physiological 
and bio-motor properties of pre- and post-test values in 
soccer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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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운동 종목별, 신체 부위별, 연령별, 전문운동선수 

및 동호인과 같은 참가자 유형별 등으로 FI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결론

SIP과 FT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 및 관련성을 검토

해 본 결과, SIP과 FT를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 진보된 FIP를 제안하며, 전문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일반 운동참가자나 동호인의 운동손상예방 및 기능적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 종목별, 신체 부위별, 연령

별 등으로 FIP 프로그램에 개발에 대한 후속연구가 계

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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