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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 기술과 컴퓨

터 그래픽스 및 로보틱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기술들이 의료수술 분야에 융합되고 있다. 특히 

광학기술의 발달은 눈으로 볼 수 없던 미세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의 발견으로 이어졌고, 또한 

디지털 혁명은 1980년대에 컴퓨터를 이용한 단층

촬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컴퓨터 그래픽 기술

의 발달에 따른 3차원 정보 표현기술은 의학 분야에 

삼차원 의료 영상을 제공하게 되어 놀라운 진단 

기술의 발달을 야기하였다[1]. 
예를 들어, 신경외과 분야에서는 정밀 의료 기기

의 발달로, 많은 정상부위를 손상시켰던 종래의 

수술에 비하여 정상부위 손상을 최소화하는 미세

침습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가 20세기 말

에 등장하였다. 이 시술로 환자의 입원기간이 줄고 

수혈 및 수술 후유증을 최소화함으로서, 환자가 

일찍 사회로 복귀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세침습수술법을 다양한 

수술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대표적인 어려움이 좁은 시야각을 가지게 되어 

수술 상황 판단이 어렵고 수술 대상의 접근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 수술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네비게이터

의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로봇기술을 활용한 좁은 

지역에서의 원활한 동작을 지원하는 기구 등이 

개발되었다.
네비게이터는 수술도구의 3차원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장비와 수술 전 촬영된 3차원 CT 
이미지를 정합함으로써 간접적인 수술 상황을 의

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장비는 설치가 간단한 

장점은 있으나 수술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촬영이 

아닌 간접 영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실시간 X-Ray 영상과 수술 전 3차원 CT 

이미지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진행되었다. 특
히 양방향 투시기는 2장의 X-Ray 이미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서 수술 도구의 정확한 3차원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양방향투시기는 수술도구 및 수술 환자 

정보에 대한 정확한 3차원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에, 영상좌표계 캘리브레이션이 매우 중요하

다. 이에 X-Ray 이미지를 활용한 캘리브레이션 

방법들이 제시되었다[3]. 이 기법은 X-Ray 이미지

를 활용하였기에 별도의 센서 없이 간단한 치구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정밀도 측면에서 

보정의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교한 캘리브레이션을 가

능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개발된 양방향투시기의 기하모델 및 

변형 모델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션 센서와 측정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2. 양방향투시기의 기구 모델

양방향투시기는 그림 1과 같이 회전체와 갠트리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체는 그림 1과 같

이 2개의 튜브-디텍터 조합을 가지고 있으며 z축을 

중심의 –45도에서 45도 사이의 회전과 디텍터들을 

앞뒤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갠트리 플랫폼은 회전

체를 x축을 중심으로 –15도에서 15도로 회전하는 

것과 회전체를 수직으로 오르내리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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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metric model of biplanar fluoroscope

양방향투시기는 회전체의 자체 변형과 갠트리 

플랫폼 변형이 발생될 수 있다. 갠트리 플랫폼의 

변형은 X축 방향의 장축이 회전지지부에서 멀어지

면서 –Y방향으로 변형이 발생되나, 시뮬레이션과 

실험 결과 초기 설치 후 일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회전체는 그림2의 시뮬레이

션 결과와 같이 중력에 의하여 x, y 방향의 옵셋과 

함께 튜브-디텍터 면의 회전이 발생될 수 있다.
실제 변형을 검사하기 위하여 3차원 레이저 트래

커로 실험하였다. 부착 센서의 위치는 ①~⑤와 같

으며, 센서 ① 정보는 갠트리의 위치결정정밀도와 

반복도를 측정하는데 활용하였고 센서 ②와 ④, 
센서 ③과 ⑤는 회전체의 형상 변형과 튜브-디텍터 

면의 회전량을 측정하는데 활용하였다.
캘리브레이션과 관련된 측정 결과로 회전체의 

변형도, 즉 지정된 값으로부터의 변화량은 센서 

②와 ④은 80~130[um], 센서 ③과 ⑤는 65~85[um]
이 발생하였다.

Fig. 2 Simulation result(distortion of biplanar sys-
tem according to gravity) and experiment 

 
3. 양방향투시기 캘리브레이션 센서 및 

알고리즘

캘리브레이션 센서는 그림 3과 같이 레이저 빔과 

CCD 카메라를 활용하였다. 사용된 레이저는 패턴 

빔 레이저이며, 단일 타원 패턴 빔과 다수의 원을 

갖는 격자 팬턴 빔들을 활용하였다.

              

               (a)                (b)
Fig. 3 Calibration sensor system: (a) position of 

sensors, (b) sensor using laser beam and CCD camera  

특수한 2차원 패턴을 생성하는 레이저의 크기 

변화를 이용하여 디텍터-튜브의 거리를, CCD 이미

지에서 가장 밝은 점의 위치를 이용하여 회전체의 

x, y 방향의 옵셋을 추정하고  정해진 각도의 2차원 

레이저 패턴에서 치수와 간격의 변화를 계산하여 

튜브-디텍터 면의 회전각을 계산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경외과 수술용 로봇시스템을 

위한 양방향투시기의 캘리브레이션 기법을 제시

하기 위하여 변형 모델과 함께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및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기법

은 수술 전 오프라인-캘리브레이션에 한정되어 사

용되기 때문에 추후 영상과 결합하여 온라인 기구

변형에 의한 영상의 왜곡을 튜닝하는 기법을 제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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