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 January (2017), pp. 553-565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1.33

뉴로 피드백 중재 적용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김주홍

요약

본 연구는 뉴로피드백 중재에 관하여 국내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학적 연구 동향을 조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년부터 년까지 국내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문헌 연구를 실시하
였으며
뇌파
뉴로피드백 단어를 사용하여 개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하였다 연구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뉴로피드백 훈련이 가장 많
이 연구되었다 그 외에는 뇌졸중 지적장애 청각장애 우울증 외상성 뇌손상 치매 측두하악장애
틱장애에 뉴로피드백 훈련이 다양하게 시행되었고 다양한 평가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뉴로
피드백을 이용한 중재가 신경근골격계 움직임 관련 기능 정신기능 등의 회복에 효과적이며 뇌파에
대한 근거를 지지할 수 있다 더 나은 연구를 위해서 향후 기존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으
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뉴로 피드백 적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들이 더 많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뇌파
뉴로 피드백 바이오 피드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trial research trends in regards to the
Neurofeedback(NF) intervention in Korean journals.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on the domestic
journals published from 2007 to 2016 and they searched six electronic databases to find relevant articles,
using the term 'Electroencephalography', ‘Neurofeedback’.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were most frequently studied with NF training. other studies Stroke, Intellectual disability, Hearing
impairment, Depressive disorder, Traumatic brain injury, Dementia, Temporomandibular disorder and Tic
disorder. NF interventios were attempted in diverse training protocols and assessed with many defferent
outcome measurements. The result of this showed that the intervention of NF in client is effective for the
recovery of the physical functions related to Neuromusculoskeletal system, mental function of client.. For a
better result of study related to this field, more systematic researches should be followed, overcoming the
existing limitations and particularly the applicability and effect of NF training need tapping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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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간의 뇌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신경세포의 활동은 전기적 속성을 띠는데
많은 수의 신경세포가 발산하는 전기적 활동을 기록한 것을 뇌전도 또는 뇌파
라 한다 뇌파 는 진단 치료 경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임
상에서 널리 응용되는 검사법이며 중추 신경계에서 상존하는 아주 작은 전기적 흐름
을 두피를 통해 포착하여 그 전위차를 이용해 파형을 구성하며 이를 종이에 그리거나 화
면을 통해 관찰함으로써 뇌의 전기 생리적 현상을 분석한다
이와 같이 뇌파를 치료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뉴로 피드백
또는
바이오피
드백
이라고 하며 이것은 조작적 조건형성
기전에 의해 뇌파를
변화시켜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바이오피드백 훈련이다 바이오피드백은 조작적 조건화
를 이용한 치료로 환자가 일상적으로 지각하고 의식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생리학적 기능들 예
호흡 맥박 근육 움직임 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행동치료 중 하나이다
뉴로 피드백 훈련은 뇌 가소성의 원리를 기초로 두피에 전극을 붙이는 비침습적
인
방법을 통해 시청각적인 자가 훈련 성과에 따라 동영상 및 음악이 재생되어 특정 범위의 뇌파 훈
련법을 학습하여 자신의 특정 주파수를 강화시키거나 억제시킴으로써 대뇌의 기능적 요소에 영향
을 미치는 원리이다 강화기반훈련은 주의력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여러 가지 원인
에 의해 뇌의 활동이 감소된 환자에게 증가를 목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 반면 억제기반훈련은
뇌의 활성도가 정상인에 비해 증가된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감소를 목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이다
뉴로 피드백에서는 이러한 훈련이 게임형식으로 되어있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설치와
휴대가 간편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상자를 훈련시킬 수 있다
뉴로 피드백 훈련은 보통 정상인의 경우 잠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의 경우 임상증상 개선
을 목적으로 시행 된다 임상증상 개선을 목적으로는 뇌 병변에서 기인한 정신장애
와 인지장애
환자에게 주로 이용되어 왔지만 최근에
는 뇌 손상으로 인해 운동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 뇌졸중 환자 기저핵
손상 환자
간질 우울증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여 기능 향상이 있었
다고 보고되고 있다
꾸준하게 뉴로 피드백을 통한 기능 회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연구에서는 정
상인을 대상으로 한 잠재능력의 향상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헌 고찰을
통하여 연구된 내용들 또한 임상증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고찰 연구가 아닌 일반인과 임상증상
을 갖는 질병 군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며 중재도구가 아닌 정량화된 평가도구로써의 뉴로
피드백 뇌파에 대한 고찰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증상을 가진 질
환 군을 대상으로 한 뉴로 피드백 중재의 국내 임상학적 연구 동향을 조사하고 뉴로 피드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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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와 향후 치료적 접근으로 임상에서 활용 및 임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국내
의 기존 논문을 검색 분석하여 중재대상 중재도구 및 중재방법 중재방법에 따른 행동 면에서의
변화 그리고 임상적 효능과 효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검색 방법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년부터 년까지의 최근 년간 전자 저널에 발표 된 국내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하였으며 자료선정 방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국
회도서관 한국 학술정보
누리미디어
학술교육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에서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을 이용하여 국내 연구 자료를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전자저절 검색창을 이용하여
뇌파
뉴로피드백
을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근거 수준 및 근거제시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근거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근거문헌
활용지침
에 따라 근거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수준
을 단계로 분석하는 분류를 사용하
였다 표 근거제시 방법으로는 뇌파 중재 효과에 대하여 대상자
중재방법
대조법
결과
의 틀을 이용하여 임상적인 질문에 근거들을 정리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연구의 질적 수준 분류 범주 및 분포
근거 수준
Ⅰ
Ⅱ
Ⅲ
Ⅳ

정의
무작위배정임상시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무작위배정임상시험 또는 범주 Ⅲ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준 무작위배정임상시험
코호트연구(cohort study)
환자-대조군 연구(case control study),
기타 관찰적 분석 연구(observation, analytic study)
단면조사연구(cross-sectional study), 사례군 연구(case series)
전/후 비교 연구(befor/after study), 증례 보고(case report)
비 분석적 연구(non-analyt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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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0(0)
10(47.6)
5(23.8)
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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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중재대상에 따른 뉴로 피드백 중재 현황
뉴로 피드백 중재를 통해 최근 년 간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중재대상에 대한 연구결과 총
편의 연구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관한 연구가 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졸중 편 지적
장애 편 청각장애 편 우울증 편 외상성 뇌손상 편 주의력결핍장애 편 치매 편 측두하악
장애 편 틱 장애 편으로 나타났다 표
표 중재대상 종류 및 연구 빈도
중재대상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뇌졸중
지적장애
청각장애
우울증
외상성 뇌손상
주의력결핍장애
치매
측두하악장애
틱장애

연구 수
4
3
3
2
1
1
1
1
1
1

백분율(%)
22.2
16.7
16.7
11.1
5.6
5.6
5.6
5.6
5.6
5.6

뉴로 피드백 중재도구 및 방법 기능 회복에 대한 근거
뉴로 피드백을 중재를 위해 사용한 중재도구로는 총 편의 연구 중
가 편으로 가장 많았고
과
가 각각 편에서 사용되었다 중재 횟수는 회
가 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회 편 회 편이었고 회기 당 중재 적용시간은 분이
편으로 가장 많았고 분이 편 분이 편이었다 중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평가도구
를 분석한 결과 뇌파를 통한 분석이 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도구
인
가 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평가 척도
가 편에서 사용되었다
기능 회복에 대한 연구 결과는 모든 연구에서 대상자의 기능이 향상되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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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뉴로 피드백 중재도구 및 방법 기능 회복에 대한 근거
근거 실험군
대조군
윤석민
곽영숙

중재도구 및

중재

개월간 주 회 회당 분
이영지
등

노옥분
등
정명숙
강희철
이승기
김지훈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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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없음

약물 효과를
중재횟수
통제하기
위해
약물복용 군 평균 회 약물 복용군과
약물 비복용 군 평균 회 약물 비복용군
중재도구 기술되어 있지 으로 나누어
않음
결과 분석
대조군
훈련
약물치료
주 번 회당 분 총 대조군
회
약물치료 집단
시소 움직이기 볼링공 굴
리기 비행기 움직이기 다
트 던지기 등
주 주 회 회당 분
총 회

대조군 없음
두 군 모두 일

뇌파 측정

중재 전 후 의 시각검사에서의 오경보 횟수와
청각검
사에서의 평균 반응시간 편차 가 유의미하게 감소
검사 결과 각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 없음
검사 결과 오류 횟수 항목에서만 유의미하게
감소
중재 전 후
결과 약물 복용군
약물 비복용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두 군간 치료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음
중재 전 후
결과 약물복용군에서 주의력
과잉행동
충동성
미숙함
적대성
자존감
의 여섯 개의 세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보임 약물 비복용군에서는 주의력
과잉행동
충동성
적대성
과 공격 가학성
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보임 결과 중 두 군 간의 차이는 주의
력
미성숙
공격 가학성
에서 유의함
중재 전 후
점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주의 점수에서
집단의 주효과
시기의 주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집단과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과잉행
동 충동성 점수에서 시기의 주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남
중재 전 후를 비교한 결과 의 오경보와 반응시간 표준편차에
서 유의하게 감소를 보였으며
와
에서는
총점의 개선 보임
에서는 총 사회능력 척도와 총 문제행동
척도 사회성 척도 공격성 척도 정서불안 척도에서 개선을 보임
중재 전 후 뇌파에서는 파가 치료 시작 시에 비해 감소하였
으며
비율에서 파의 변화와 유사한 감소를 보임
두 군간 편측무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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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반적 입원치료
대조군
색칠하기 숟가락 구부리기 추가로
전통적
활살 맞히기 행성 기억하 인 편측무시치
기 뇌 이완훈련
주간 주
주간 주 회 회당 분 료
회 회당 분

이영신
등
뇌졸중
주간 주 회 회당 분

대조군
운동치료 훈련
주간 주 회
회당 분

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보임
뇌파 측정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절대 α 파 와 절대 β 파
는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절대 θ 파 는 유의하게 감
소
점수 는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와 에서는 오류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

세 군 모두
작업치료와 물
리치료 시행
정민우 뇌졸중
대조군 추가
심선화
총점에서 그룹 간 차이는 보이지 않음
베타
훈련 모드 우
훈련
총점에서
그룹 간 차이는 보이지 않음
주 비행 미로통과 화산섬
탈출 상자 크기 변경
주간 주 회 회당 분
동일시
간 동안
박기용
두 그룹 모두
유연호 지 적 장
두 군간 총 운동수행능력을 제외한 정적 협응능력
손동작
주간
주 회
김현준 애
협응
일반동작
협응
동시적
자발동작
단일
숟가락 구부리기 활쏘기
분간 태권도
동작
수행능력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주 주 회 회당 분
훈련 참여
대조군
한국판 주의
김성운 지 적 장
같은
시간에
집중력
검사
두 그룹 간 주의 집중력 영역
과
파 좌 우뇌
등
애
주의집중력 훈련 활쏘기 실험내용과 관 뇌파 측정
파 좌뇌
우뇌
파 좌 우뇌
련 없는 비디
행성 기억하기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주 주 회 회당 분
오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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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종
김일명 지 적 장
대조군
김성운 애
컵 만들기 활쏘기 행성 기 다른
적용 없음
억하기
주간 주 회 회당 분
백기자 청 각 장
안상균 애
대조군
숟가락 컵 만들기 활쏘기 다른
적용 없음
행성 기억하기 퍼즐
주 주 회 회당 분
백기자 청 각 장
애
숟가락 컵만들기 활쏘기
행성 기억하기 퍼즐
개월 주 회 회당 분
민지선
최승원 우울증
이지하

유경진
송승일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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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 회

색칠하기 뉴로스펙트럼 숟
가락 구부리기 화살 쏘기
행성 맞추기 기운 내리기
주간 주 회 회당 분

대조군 없음

뇌파 측정

중재 전 후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집단과 시기 간에
좌
파좌
우
파좌
우
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남

파

뇌파 측정

기분상태에서 실험군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대조군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
두 군간 주의지수 좌
우
와 항 스트레스지수 좌
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

뇌파측정

중재 전 후 뇌파측정을 통한 정량적인 뇌기능분석 결과 항 스트
레스지수 좌
우
긴장도 좌
우
산만도 좌
우
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뇌파 측정
집단 눈상태 눈뜨고 눈감고 시기 치료 전 후 반구 좌 우반구
대조군
혼합요인설계을
하여 분석한 결과 델타파에서는 눈 상태의 주효과
정신과적 면담
가
나타났으며
베타파에서는 시기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
과 심리평가
주파수 대역별 고
감마와
알파파에서는
시기 반구의 상호작용이 유의함
제공
분석
작업치료
두 그룹 모두
주간 주
중재 전 후 실험군 과 대조군
모두 인지기능이 향상
회 회당 분
되었지만 두 집단 간의 인지기능에서 유의한 차이 없음
대조군
자기효능감 척도 중재 전 후 두 그룹간의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
전통적 인지치료
가 나타남
주간 주
회 회당 분
559

변찬석
김성화
양경애
김연주
등
치매
박지희
손정락 측 두 하
박순권 악장애
천영호
김보경 틱장애

주의산만행동
사전 관찰 통해 중재 전 후 주의산만행동에서 산만한 행동 방생률이 아동
주의산만행동
아동
모두 감소
선정 시간 중재 전 후 아동
숟가락 구부리기 활쏘기
뇌파에서
세타파대
파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 없음 가지
표집법을 활용한 아동 좌뇌
주 회 회당 분 평균
우뇌
아동
좌뇌
우뇌
조사
회
아동
좌뇌
우뇌
모두
향상됨
뇌파 측정
뇌파 측정
두 군간의 대역별 뇌파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음 하지만 실험군
컵 대조군
에서
만들기 활쏘기
다른 적용 없음 미래 엔지니어 임 전 후 비교결과 슬로우 알파파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주간 주 회 회당 분
링사 대한민국
주간 주 회 회당
분총 회
치료 경과에 따라
적용
주 회 회당 분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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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다른 적용 없음
대조군 없음

집단과 회기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측정결과 최초 점에서 마지막 진료일 기준 점으로
하강하였고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틱 증상이 호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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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임상증상을 가진 질병 군을 대상으로 한 뉴로 피드백 중재의 국내 임상학적 연구 동
향을 조사하고 뉴로 피드백에 대한 이해와 향후 치료적 접근으로 임상에서 활용 및 임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임상연구 선별하여 그 결과를 중재대상 중재
도구 및 중재방법 중재방법에 따른 행동 면에서의 변화 그리고 임상적 효능과 효과에 따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본 연구 목표에 합당한 연구 편 중 문헌고찰을 제외한
총 편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환자 대조군 연구가 편으로 가장 많았고 단일군 전 후 비교 연구
가 편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임상 연구 논문 중 중재대상에 따른 뉴로 피드백 중재 현황을 알아본 결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에 관한 연구 편 지적장애 편 청각장애 편 우울증 편 외상성 뇌손상 편 주의
력결핍장애 편 치매 편 측두하악장애 편 틱 장애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는 신체기능의 향상을 위한 중재보다 정신기능의 향상을 위한 중재로써 뉴로 피드백이 활용이 치
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연구들에서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뉴로 피드백 연구가 집중력 작업 기억력 의미기억 등의 인지수행력과 관련 있는 α파 활성화 θ파
억제 β 파 활성화를 중재방법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관련 질환과 연구목적에 따라 정신기능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뇌 영역에 따라 나타나는 뇌파가 다르고 특정 활동에 따라 주된 활동을
보이는 뇌파가 다르므로 중재자가 뉴로 피드백 중재로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려는 뇌파는 관련 질
환과 연구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들에서는 관련 질환에 따른 뉴로 피드백
중재방법과 중재모드 뇌파 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내 연구들
은 다양한 훈련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중재방법과 중재모드에 대한 기술이 자세하게 되어있
지 않아 중재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으나 국외 논문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의 국내 논문에서는 β 훈련모드를 활용해 중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β 훈련은 집중력
장애 불안 우울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의 치료에 주로 이용되며 근 긴장도의 억제와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뉴로 피드백을 중재를 위해 사용된 중재도구로는 총 편의 연구 중
가 편으로 가장 많았고
과
가 각각 편에 사용되었다 중재 횟수는 회가
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 편 회 편이었고 회기 당 중재 적용시간은 분이 편으
로 가장 많았고 분이 편 분이 편 이었다 몇몇의 연구에서 뉴로 피드백 중재의 긍정적인
효과와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훈련 횟수를 회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치료
빈도 및 기간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질환과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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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재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평가도구를 분석한 결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주의집중
력 스트레스 정서 인지 삶의 질 통증 척도 우울 척도 실행 기능 뇌졸중 상지기능 검사 등과
같이 신체 및 정신 기능 변화를 측정하는 객관적 평가가 사용되었다 그중 뇌파의 세기나 주파수
혹은 뇌파간의 비율을 점수화 한 뇌기능 지수를 통한 분석이 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중재
전 뇌파 측정을 통해 불균형한 뇌파를 측정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뇌파를 선택적으로 중재하여
원하는 뇌파상태를 유지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뇌기능 지수가 신체적 정신적 기능 등
의 지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들에서 뇌기능 지수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관련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뉴로 피드백 중재효과는 편의 연구에서 모두 실험군의 기능향상을 보고하였으며 뇌기능 향상
주의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미숙함 감소 공격 가학성 감소 사회성 개선 정서불안 개선 우
울증 감소 운동수행능력 개선 뇌졸중 후 상지기능 향상 기분상태 개선 인지 기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틱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재효과에 대해 연구되어진 연구에 수가
적어 이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뉴로 피드백 중재 후 기
능향상을 보고한 연구는 대체로 실험군의 집단 내 중재 전 후 비교 연구 또는 다른 중재를 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한 연구였다 대조군에 전통적 재활훈련을 적용한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실험군
의 중재 전 후에 대한 연구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대체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
단 간 중재 전 후 연구결과에서는 일관된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등의 연구에
서와 마찬가지로 뉴로 피드백 훈련의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임정화 성우용의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능향상이 뉴로 피드백 중재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훈련자의 의무감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 치료사에 대한 신뢰 기타 생
활 변화 등이 모두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요소가 뉴로 피드백
중재효과에 미치는 영향 다른 치료 방법과 구분되는 뉴로 피드백 중재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뉴로 피드백 중재의 체계적인 임상 활용 및 임상 연
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최근 년간의 국내에서 연구되어진 논문을 중재 대상 중재도
구 및 방법 중재효과에 대해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
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고찰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년 이전의 연구가 제외되
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뉴로 피드백 중재
에 대한 체계적 연구들이 더 많이 계획 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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