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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shows feasibility and suitability of a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inertial measurement 
unit(MEMS-IMU) as a helpful measurement device for evaluating movement system impairment syndrome.

Methods
We reviewed articles of two fields in this study. First, we reviewed articles about movement system impairment 
syndrome(MSIS) as a brand new viewpoint of diagnosing and treating musculoskeletal pain. Second, we 
reviewed articles about conventional motion analysis system and inertial measurement unit(IMU) to show the 
superiority of IMU in analyzing the human movement. All papers were searched by SciVerse, world largest 
search engine and database about many academic fields including engineering and medicine. 

Results
Some physical quantities of human motions can be useful to the diagnosis of MSIS, and those data can be 
obtained by the MEMS-IMU without the weak points of the conventional motion analysis systems.

Conclusions
Using MEMS-IMU as a measurement unit for diagnosing and evaluating MSIS is feasible and can be extended 
to many fur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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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근골격계 통증질환에 있어서 조직의 병태생리에 

진단 및 치료의 기반을 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역학적인 관점에서 인체의 관절 운동계를 분석, 진단, 
예방 및 치료에 응용하는 동태손상증후군이 1990년
대 후반 미국의 물리치료사들 연구집단에 의해 제시

되었다.1) 근골격계 통증질환을 바라보는 이 동태손상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관점은, 의사중심의 침습적 치

료에서 나아가 환자중심의 운동처방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외연을 확장시켰으며, 운동역학에 기반

을 두어 그 치료도 직관적이고 비 침습적인 것이 특징

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사-환자 관계가 능동-수동형의 

구조에서 지도협력형 및 공동참여형 구조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되는 것을 것을 반영2)하기도 하

며, 질병을 바라보는 기존의 구조(structure)중심적 

시점에 기능(function)중심적 시점이 더하여져 그 범

위를 확장해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1959년 처음 주창된 후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그 

전성기를 맞은 ‘well-being’의 개념 역시, 의료진에 

의해 제공, 교육되던 일방적인 의료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활 습관(life style)을 변화시켜 일상생활에

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간다는 관점3)이기에, 평소의 

동작 습관을 교정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려는 

동태손상증후군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결정론적 진단과 결과를 중시하는 치료에 중

심을 둔 근골격계 질환의 접근법들에 비해 동태손상

증후군은 진단의 개념 자체가 질병상태에 이르게 된 

과정 중심이며, 따라서 그 치료법도 과정중심이며, 
예방의학적인 면으로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

에서 방법론 및 관점이 차별화 되어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스스로 교정하여 건강을 지켜

나가는 개념은 동양의학에서 이미 수천년전부터 ‘미
병’ 혹은 ‘양생’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으며, 특히 

정신과 신체를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양생’
의 개념은 인체를 바라보는 한의학적 관점 중 하나인 

항동관과 함께 동양문화권에서 ‘올바른 동작’의 중요

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개념이다. 특히 올바르고 

정확한 움직임, 그리고 그 안에서 의념이나 호흡과의 

조화로움을 강조하는 이 한의학의 운동양생은 운동

부하나 에너지 소모 등에 초점을 맞춘 일반적인 운동

처방과는 달리 단순한 수치로서 평가할 수 없고, 실시

간으로 동작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기구 혹은 시스템

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술하였듯이 운동양생의 평가나 동태손상

증후군의 진단 및 그에 기반을 둔 환자의 교육에 있어

서 동작분석장치(Motion Analysis System)가 필요

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동작분석장치를 동태손상

증후군의 진단 및 평가에 이용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이다. 특히 기존의 동작분석장치들은 일정한 고정된 

공간이 필요하며, 시스템 자체가 매우 고가이기 때문

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새롭게 등장한 미세전자기계

시스템-관성측정장치는 기존 동작분석장치들의 거의 

모든 단점을 극복하였고, 매우 낮은 가격, 작은 크기, 
사용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존 장치와 동

등하거나 그 이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SciVerse(전 주제분야 전자저널의 논문이 구축되어 

2500여종 이상의 저널, 1000만건 이상의 원문을 제

공하는 DB인 Science Direct와, 과학·기술·의학·사회

과학분야에 대한 18000종 이상의 저널을 수록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용 및 초록 DB인 Scopus를 

통합하여 상호 운영성을 향상시킨 플랫폼)에서 

‘IMU’, ‘movement system impairment syndrome’, 
‘motion analysis’ 로 검색식을 만들어 검색한 결과 

동태손상증후군의 관점에서 본 인체의 운동을 관성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진단에 이용한 연

구는 검색되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태손상증후군의 개념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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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ion Names of Syndromes

Lumbar spine4) Flexion syndrome, Extension syndrome, Rotation syndrome, Rotation with flexion syndrome, 
Rotation with extension syndrome

Shoulder5)

Scapular downward rotation syndrome, Scapular depression syndrome, Scapular abduction 
syndrome, Scapular winging/tilting syndrome, Humeral anterior glide syndrome, Humeral 
superior glide syndrome, Shoulder medial rotation syndrome, Glenohumeral hypomobility   
syndrome 

Knee6)
Tibiofemoral rotation syndrome, Tibiofemoral hypomobility syndrome, Knee extension 
syndrome, Knee hyperextension syndrome, Patellar tracking syndrome, Tibiofemoral 
accessory hypermobility syndrome, Tissue impairment syndrome

Cervical spine1) Cervical extension syndrome, Cervical extension-rotation syndrome, Cervical flexion 
syndrome

Thoracic spine1) Thoracic rotation-flexion syndrome, Thoracic flexion syndrome, Thoracic rotation-extension 
syndrome, Thoracic rotation syndrome, Thoracic extension syndrome

Table 1. List of Movement System Impairment Syndromes

작분석장치를 이용한 접근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다양한 동작분석장치를 이용한 연구 동향을 알아보

고자 한다. 특히 미세전자기계시스템-관성측정장치

의 장점을 소개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이용한 동태손

상증후군의 평가 및 진단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해보

고자 한다.

Ⅱ. 동태손상증후군

(Movement System Impairment

Syndromes, MSIS)

동태손상증후군은 1990년대 후반 미국의 물리치

료사인 Shirley A. Sahrmann에 의해 개발된 근골격

계 통증질환(Musculoskeletal Pain)의 진단 및 분류 

방식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인체관절의 움직임을 상세히 관찰, 해당 운동계의 

이상운동을 증후군 분류 진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Sahrmann은 기계적인 통증의 원인을 일상 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취하는 이상기능(dysfunction), 즉 동적

인 운동(movement)과 정적인 자세(position) 혹은 

정렬(alignment)이 반복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 전제1)하였으며, 지난 10여 년간 임상적 시

험, 역학적 연구, 문헌 고찰 등으로 그 가설을 뒷받침 

해왔다. 
Sahrmann이 제시하는 인체 관절 각 부분에 해당

하는 MSIS의 분류 중 경추, 흉추, 요추, 견관절, 슬관

절에 대한 분류는 Table 1.과 같으며, 증후군의 명명 

방식이 해당 통증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이상동작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태손상증후군에 의한 진단 방식은 질환 

발생의 원인을 보다 전 단계인 운동, 자세, 정렬 등 

이상기능(dysfunction)의 지속적 반복에 따른 미세손

상(microtrauma)에 기반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국소적 염증이나 충돌 및 변형, 즉 특정 조직의 병태

생리에 의거한 기존의 결정론적 진단 방식보다 운동

과 자세, 그리고 정렬에 대한 자세한 관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찰 대상은 Table 2.에서 일부 

제시한 것처럼, 비침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물리학적 지표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특정 관절이 정상적인 가동범위 내에서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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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ion Syndrome Tendency Indices

Shoulder Downward rotation
syndrome Insufficient upward rotation

Angle measurement
Horizontality of the both 

shoulders
ROM measurement

Lumbar spine Rotation syndrome

Tendency for the lumbar spine to 
move in the direction of rotation with 

movement of the spine and 
extremities. Lumbar spine alignment 
tends to be rotated relative to neutral 

with the assumption of postures.

Movement detection of 
lumbar spine during other 

performances

Lumbar spine Extension syndrome

Tendency for the lumbar spine to 
move in the direction of extension 
with movement of the spine and 

extremities. Lumbar spine alignment 
tends to be extended relative to neutral 
with the assumption of posture (ie 
standing, sitting, supine, side lying, 

prone, quadruped)

Movement detection of 
lumbar spine during other 

performances

Cervical spine Flexion-rotation syndrome

Tendency for the cervical spine to flex  
 during performance of rotation

Tendency for the cervical spine to 
rotate   during single-arm flexion

Angular movement detecting 
except yaw angle during 

other performances

Table 2. MSIS and Important Indices for Diagnosis

는가가 지표가 된다. 둘째는 관절을 움직일 때, 그 

관절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근육의 문제로 

인해 움직이지 말아야 할 관절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

는데, 그 관절의 이상운동 정도가 지표가 된다. 셋째

는 관절 운동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통증을 유발하

는 관절 가동 정도를 지표로 삼아 평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태손상증후군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

지 지표를 기초로 하여 동작분석이 필요한 지점을 선

정하여 환자의 운동을 면밀히 관찰한 후, 진단을 하게 

된다.
상술한 동태손상증후군의 방식으로 진단 및 분류 

된 질환의 치료는 그 원인과 마찬가지로 동적인 운동

과 정적인 자세(혹은 정렬),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즉 미세손상을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방향의 운

동발생 및 자세를 제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 운동과 자세를 교육하며, 이미 발생한 외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운동과 자세를 반복

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태손상증후군의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통증질환을 진단, 치료 및 평가, 
그리고 환자에게 올바른 운동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운동정도를 정밀하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루어진 동태손상증후군의 연구 방식은 주로 분류 방

식 제안,4-6) 그리고 그의 타당성,7) 검사자간 신뢰도8)

와 실제 임상적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9,10)에 

대한 것이었다. 운동 및 정렬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역학적 지표가 중요한 진단 기준이라는 사실에 비하

여 진단 및 평가방법에 대한 측정도구를 이용한 정량

적 연구는 SciVerse에서의 검색 상 거의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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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EMG 혹은 동작분석장치

를 이용한 몇몇의 연구가 2011년도 발표되었으나 소

수의 연구집단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1,12) 

Ⅲ. 동작분석장치

(Motion Analysis System)

동작분석장치는 각종 센서들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체의 궤적, 속도, 가속도 및 각도등 시공간적인 데이

터를 측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장치의 종류는 원리에 

따라 다양한데, 간단한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한 것으

로는 측각계(goniometer), 경사계(inclinometer), 동
력계(dynamometer)등이 있으며, 비교적 복잡한 것으

로는 광학적 원리, 자기장의 왜곡, 초음파의 직진성 

등을 이용한 장치들이 있다. 
광학적 원리를 이용한 장치는, 관찰 대상에 반사율

이 높은 표식자(marker)를 부착하고, 일정 범위 안에 

매우 정교하게 정렬되어 배치된 다수의 카메라를 이

용하여 연속 촬영, 데이터 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궤적

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13,14) 자기장을 이용한 

방식은, 관찰 대상의 주변에 일정한 자기장을 미리 

형성한 후, 관찰 대상의 움직임이 자기장을 왜곡하면, 
그 왜곡된 정도를 센서들이 감지한 후 데이터를 처리

하여 궤적을 표현한다. 초음파를 이용한 장치는 관찰 

대상에 직접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부착한 후, 
초음파 수신기를 이용하여 세 지점에서 신호를 검출, 
삼각 측량에 기반한 수학적 방법으로 대상의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11) 기계식 측정장치는 주변환경의 영

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량상 부담

이 되는 기계장치를 부착하기에 동작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관절 부착 위치에 따라 데이터의 정확

도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RF-ID를 

사용하는 방식, 가상현실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

들이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물체의 궤적을 비교적 

정확히 기록, 재현 및 수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

을 이용하여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 산업공학, 스
포츠 및 의학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13,15-17) 

그러나 상기 장치들은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상의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반드시 일정 

범위 이상의 넓은 공간을 요구하며, 또한 그 공간에 

매우 정확하게 배치된 다수의 송수신기를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측정 장소의 제약이 매우 심하다.14) 둘째, 
사용하는 원리에 해당하는 물리량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주변에 있다면, 데이터를 보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가 있다. 예를 들면, 광학센서 기반의 시스템 및 초음

파를 이용한 장치는 동작의 종류에 따라 표식자 혹은 

송수신부가 인체의 다른 부위에 의해 가려지거나 표

식자 모양의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는 시간 축 상의 전후 데이터 혹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표식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정, 추측하는 신호 처

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18,19) 또한 자기장을 

이용한 방식은 자기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금속물체

가 주변이 있다면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셋째, 다수의 정밀한 송신기와 수신기를 요구하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

으며,20) 넷째, 이와 같은 장치들에 의해 측정된 데이

터는 거의 대부분 신호 처리 과정을 거친 후 공간상의 

좌표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는 위치, 속도, 가속도 및 

각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19)

Ⅳ. 미세전자기계시스템-

관성측정장치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
Inertial Measurement Unit)

관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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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U)는 가속도계(accelerometer)와 각속도계(rate 
gyroscope), 지자기센서(geomagnetic sensor)로 

구성되어 있으며, Kalman filter 혹은 Extended 
Kalman filter21,22)등을 이용하여 각 센서의 누적오

차를 다른 종류의 센서가 보정하는 원리를 이용
14,23)하여 대상의 자세와 움직임을 측정하는 장치

로, ARS(Attitude Reference System)와 AHRS 
(Attitude Heading Reference System)을 말한다. 
전자는 가속도계와 각속도계로 측정된 데이터를 이

용하여 대상의 자세를 측정하는 장치이고, 후자는 

지자기센서를 포함하여 보다 정확히 자세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 관성측정장치는 20세기 중반

부터 그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초기에는 미사일의 

궤도 조정등 군사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에는 

GPS등과 결합하여 주로 운송수단의 자동항법장치

등에 사용되었다. 초기의 관성측정장치는 높은 정

확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의 동작 혹은 자세를 

유의하게 측정할 수 있었으나20,24) 크기가 수십 ㎠ 

단위로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25,26) 정확한 측정 부

위에 부착하기가 힘들었으며, 운동 자체에 교란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급속도로 

발달한 미세전자기계시스템(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EMS) 기술의 도움으로 그 크기가 수 

㎟ 단위로, 무게도 수 g 단위의 MEMS-IMU 디자

인이 제안되었으며,27,28) 실제로 제작되어 인체 혹

은 보다 작은 대상의 운동을 방해받지 않고 측정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 초기부터는 군사

용, 운송수단의 용도29) 외에도 MEMS-IMU를 이

용한 동작 분석의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

여 경사 측정 센서를 추가로 장착한 IMU도 제안

되었다.30)

IMU는 기존 동작분석장치의 거의 모든 단점을 극

복할 수 있다. 정밀하게 배치된 다수의 송수신장치가 

필요 없으며, Bluetooth등의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의 발달로 사실상 공간의 제약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31) 또한 MEMS 기술의 발달로 매우 작은 

크기22,24,32) 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다수의 고가 수

신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측정장비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IMU
에 탑재된 CPU에서 센서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속도, 
가속도, Euler angle, Quaternion angle등의 parame-
ter들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대상의 움직임

을 delay없이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과, 좌표 궤적을 

미분하여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

문에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33) 다만 주변에 간섭을 일으킬만한 자속(magnetic 
flux)이 존재하거나 생성되게 되면, 지자기 센서에 교

란이 일어나 측정된 데이터의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

나, 이는 상황에 따라 지자기센서의 사용을 중지하고, 
가속도계와 각속도계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
만으로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MEMS-IMU가 동작분석에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로, 장치의 유효성이나 기존 장비들의 성능과 비교하

여 동등성(validity),33-35) 신뢰도(reliability)19,36,37)등

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광학

동작분석장치에 비하여 IMU가 집단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가 높게 보

고된 연구결과도 있다.19,37,38) 의학 및 일반 보행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자기장을 이용한 동작분석장치와 

비교39)하여 경부 통증 환자들의 ROM 측정에 IMU
를 사용한 연구,40) 광학동작분석장치와 IMU를 동시

에 이용하여 높은 상관성으로 인체의 하지 운동을 측

정할 수 있다는 연구,41,42) 그리고 무릎관절 굴곡운동

을 광학동작분석장치와 IMU로 측정하여 상관성 및 

신뢰도를 측정한 연구19)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IMU
로 측정된 데이터를 주파수대역 분석기법을 이용하

여 운동의 종류를 분류한 연구,32) 인간의 보행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동작의 패턴을 분석, 고찰한 연구
33)도 발표되었다. 특정 질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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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MU-bluetooth model, WAA-006, ATR- 
Promotions, Inc. Figure 2. Extracted angular velocity at the waist 

during a tennis stroke. Each graph shows 
the angular velocity at the waist in the 
corresponding direction (anteroposterior, 
horizontal and axial). This tennis player’s 
waist moves only in the axial direction 
about 0.1 second before the stroke.

구로는 기계적 방법으로 측정하던 중풍 후 후유증 환

자들의 Wolf motor function test를 IMU로 측정하

고, 주파수 분석으로 상지의 떨림 정도를 계산하거

나,43,44)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IMU를 이용하여 

상지의 떨림을 관찰, 그 정도에 따라 약물의 용량 및 

투여 횟수 조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결과45)도 소개되

었다. 파킨슨병, 근위축증, 운동신경질환을 가진 환자

들의 보행분석,46)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스포

츠 분야에서는 골프 스윙 자세를 교정하기 위하여 골

프채에 IMU를 장착, 기존 광학 동작분석장치의 성능

과 비교하여 그 실용성과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47) 테니스 숙련자와 

초보자의 허리부위에 IMU를 부착하여 두 집단의 차

이를 수치적으로 해석한 연구,31) IMU를 이용하여 스

포츠 동작을 실시간으로 분류, 모니터링을 시도한 연

구48)가 있다. 장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Figure 
1.은 현재 상용화 된 IMU의 사진이며, Figure 2.는 

이를 이용하여 세 축 방향으로 발생하는 각속도를 이

용하여 테니스 스윙 시 허리움직임을 분석한 그래프
31)이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근골격계의 질환을 한의학의 항동

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동

태손상증후군에 대한 소개와, 환자의 관절운동상태

에 관한 정량적인 평가,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동작분

석장치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특히 기존의 동작분석

장치의 여러가지 단점을 극복한 MEMS-IMU를 이

용하여 진행된 다양한 분야의 동작분석 연구를 소개

하였다.
동태손상증후군의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특정 관절이 정상적인 가동범위 내

에서 움직이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는 관절을 

움직일 때, 그 관절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근육의 문제로 인해 움직이지 말아야 할 관절이 움직

이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며, 셋째는 관절운동 시 통증

이 발생하는 경우,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 가동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태손상증후군을 기초로 

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이에 기반하여 적절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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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며, 환자의 치료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

자의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정량적인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육안으로만 관찰하

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밀한 센서를 이용한 동작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좌표축의 계산에 초

점을 맞추고 그로부터 움직임을 추정하는 기존의 동

작분석장치보다는 대상의 움직임 자체, 그리고 그 정

도를 검출해 낼 수 있는 MEMS-IMU가 보다 더 적절

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MEMS-IMU를 동태손상증후군의 진단 및 

평가에 적용한 연구는 SciVerse의 검색 상 최근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며, 적절한 IMU-bluetooth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동태손상증후군의 진단에 있

어서 정량적인 기준에 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측정된 데이터를 특정 증후군의 예후 판단을 위

한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특정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

자집단과 정상집단의 차이를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채널 MEMS-IMU system이 구현된다면 보다 다

양한 위치의 운동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보다 복잡

한 관절운동의 평가 등 정량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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