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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emergence of innovative technologies in robotic and telepresence surgery has 
revolutionized minimally access surgery and continually has advanced them till recent years. One of such surgeries is endoscopic 
surgery, in which endoscope and endoscopic instruments are inserted into the body through small incision or natural openings, 
surgical operations being carried out by a laparoscopic procedure. Due to a vast amount of developments in this technology, this 
review article describes only a technological state–of-the arts and trend of endoscopic robots, being further limited to the aspects of 
key components, their functional requirements and operational procedure in surgery. In particular, it first describes technological 
limitations in developments of key components and then focuses on the description of the performance required for their functions, 
which include position control, tracking, navigation, and manipulation of the flexible endoscope body and its end effector as well, 
and so on. In spite of these rapid developments in functional components, endoscopic surgical robots should be much smaller, less 
expensive, easier to operate, and should seamlessly integrate emerging technologies for their intelligent vision and dexterous hands 
not only from the points of the view of surgical, ergonomic but also from safety. We believe that in these respects a medical robotic 
technology related to endoscopic surgery continues to be revolutionized in the near future, sufficient enough to replace almost all 
kinds of current endoscopic surgery. This issue remains to be addressed elsewhere in some other review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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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92년 인공 고관절(artificial hip replacement) 수술에서 로봇
이 외과적 기계로 처음 사용된 이후[1-3], 의료용 로봇수술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수술 장에서 고전적 개복 
수술을 혁신적으로 대체한 복강경 수술을 위한 다양한 소형 
수술 기구들 및 복강경의 발달과 함께, 로봇에 적용 가능한 
수술 도구와 내시경을 장착한 다수의 팔을 가진 수술용 로봇
[4-7]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 졌다. 그에 따라 외과의들은 어
떤 시점에라도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나
아가 수술실 보조도 그만큼 덜 필요하게 되었다[8-13,81]. 최
소절개, 높은 정밀도, 조기 회복의 장점이 로봇 수술의 주요
한 장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내시경 수술이 의료
계에 전면적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내시경은 의료목적으로 신체의 내부를 살펴보기 위한 기
구를 가리키며, 내시경 기술의 발달 및 로봇 기술의 발달은 
NOTES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14-16] 
및 마이크로 로봇[17-21]을 포함하는 유연한 내시경 로봇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1966년 광섬유의 등장으로, 내
시경의 기술 개발[22]은 가속화 되었으며, 섬유의 굴절에도 
빛을 전달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인체 내에서 자유자재로 굴
곡 가능한 내시경으로 발전하게끔 하였고,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 형태는 기존의 강체형 광학내시경 시장[23]을 급속히 
대체시키는 효과를 주었다. 초소형 카메라(CCD)를 내시경 
앞쪽에 장착함으로써 직접 영상을 모니터에 전달하는 전자
내시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영상이 깨끗하고 반영구적
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CCD의 크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
가는 내시경 굵기를 줄이지 못해 소아용 등에선 아직 광학내
시경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3차원의 입체영상과 배율을 
높여도 자연색과 선명성을 잃지 않는 내시경에 초점을 맞추
어 개발되어 오고 있고, 또한 모터에 카메라를 실어 원격조
정으로 몸 안을 유영하는 내시경 또한 연구개발의 초점이 되
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형광내시경을 이용하여 암 조직을 아
주 초기단계에서 포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암 조직
의 초기발견에 대한 성공률이 높고, 부작용 및 시술 시 고통
과 통증이 거의 없고, 반복시술이 가능하게 된 바 있다. 관의 
맨 끝에 원격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을 컴퓨터로 해석하는 
전자내시경이나, 초음파 진단장치를 부착한 초음파내시경 등
도 널리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최근 초소형 전자장비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세계연구자들은 현재의 일반 내시경 
사용시 겪고 있는 환자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초소형 캡
슐형 내시경[17,18,24,25]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몸 속을 돌면서 병변의 징후들을 포착하여 컴
퓨터 화면에 나타내는 초소형 내시경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술용 로봇의 최전선에 있는 내시경 로봇
의 기술적 특징과 동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현재 da Vinci 로
봇으로 대표되는 복강경 원격 수술로봇에 사용되는 강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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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복강경과 로봇 매니퓰레이터를 제외한 유연한 형태의 
내시경 로봇과 캡슐 내시경 로봇을 본 논문에서는 다루기로 
한다. II 장에서는 내시경 로봇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III 장
에서는 내시경 로봇의 핵심 기술 요소, 그리고, IV 장에서는 
수술응용을 위한 최근 시스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
로 V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과 함께 미래 내시경 로봇의 기
술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내시경 로봇의 역사 

먼저 내시경 수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개복 수술로부터 발
전된 형태인 복강경 수술은 복강경의 개발과 함께 1910년 처
음 학계에 보고되었다. 그 이후 100년 동안 복강경과 수술도
구들은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1980년대 이후 다양한 복강경 
수술에 적용됨으로써, 내시경 수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
다. 이후 보다 진보된 형태로 복벽을 절개하지 않고 자연 개
구부를 통하여 수술 기구를 삽입해서 장기를 수술하는 방법
인 NOTES가 치료 내시경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26]. 
이러한 내시경 수술의 역사와 기술적 동향에 발맞추어, 미
세 침습수술을 보다 정밀한 로봇의 손과 보다 향상된 로봇의 

눈을 이용하여 수술을 도울 수 있는 로봇 수술에 대한 관심
과 노력이 커져왔다. 복강경 수술 로봇을 의료 수술현장에 
성공적으로 전파한 사례로 Intuitive Surgical 사의 da Vinci 가 
있으며, 이의 발전적인 형태인 NOTES 관련 수술 로봇은 관
련업계의 연구개발[27-29]로 지속적인 기술 발전 중에 있다.  

 
III. 내시경 로봇의 핵심 기술 요소 

1. 기술적 난점 

내시경 로봇 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
료진이 일반 내시경을 직접 조작하여 내시경의 위치와 주시 
방향을 조절하듯이, 내시경 로봇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봇의 
자세 및 위치를 자유자재로 의료진이 조정한다. 둘째, 내시경 
로봇이 사전 의료 영상으로부터 계획된 안정 경로와 장애물 
회피경로를 따라 움직이거나, 구동 기능을 갖춘 캡슐 내시경
이 의료진의 원격 조정을 받아 해당 타켓 위치로 움직인다. 
셋째, 특화된 내시경 로봇 수술 도구를 이용하여 해당 타켓 
조직의 채취 및 검사 혹은 수술 치료를 포함하는 정해진 의
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내시경 수
술을 내시경 로봇이 풀어야 하는 문제점은 1) 플랫폼 안정
성: 다양한 수술도구 및 내시경과 함께 유연성 및 고정 안정
성 확보 2) Retraction: 조직을 당기고 봉합하고 클립을 가하기 
위한 도구 강직성 확보, 3) Triangulation: 독립적인 시야 매니
퓰레이션과 수술 툴간의 매니퓰레이션, 4) 크기: 다양한 수술 
도구들을 갖고 소형의 크기유지, 5) 이미지: 내시경 영상의 
의도하지 않은 영상 회전 등이다[29].  
그러나 아직 센서 및 구동기, 제어, 그리고 항법 기술의 한
계로 이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며, 현재 내시경 로
봇은 의료진의 평가와 판단에 의해 전적으로 수동 조작되며, 
캡슐 내시경은 장의 연동운동과 중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이
동하며 소화기관 내를 촬영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캡슐 내
시경은 고비용 및 정확도 부족 측면에서 위와 대장 등에는 
적극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 내시경으로 관찰이 어려운 
소장 질환의 검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a) Laparoscopic surgery. (b) NOTES. 

그림 1. 복강경 수술과 NOTES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Fig.  1. Laparoscopic Surgery and NOTES. 
 

 
(a) Robotic laparoscopic surgery. 

 
(b) Robotic NOTES. 

그림 2. 복강경 수술 로봇과 NOTES 로봇[4,27]. 
Fig.  2. Laparoscopic Surgical Robot and NOTES Robot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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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상기반 내시경 수술로봇의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 
Fig.  3. Diagram of Image-based Endoscopic Surgical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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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내시경 수술 로봇 기술의 기능적 블록 다이어그램은 아래
와 같다(그림 3). 내시경 로봇 시스템은 로봇 시각과 손을 보
유하고 수술을 담당하는 내시경 로봇, 사전에 획득한 의료영
상, 실시간 환자 및 내시경 수술 툴을 추적하는 추적센서, 영
상 기반 항법 시스템, 그리고 인간-로봇 상호작용 도구로 구
성된다. 내시경 로봇 시스템은 지능적 시각과 지능적 수술 
도구가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지능 시각 시스템은 내시경 
이미징, 초음파 이미징, 공초점 이미징, 광 결맞음 단층영상 
이미징(OC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이 적용되고 있으
며, 지능적 수술도구는 내시경의 말단에 적용되는 유연 매니
퓰레이터와 다양한 미세 수술도구로 구현되고 있다. 내시경 
로봇의 실시간 추적 결과와 사전 획득된 의료영상과의 정합
을 통해, 영상 기반 항법이 수행된다[9,10,19,30].  
3. 센서 

내시경 수술 로봇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센서 시스템은 
내시경 외부의 환자 의료 환경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이미지 센서, 광 결맞음 단층영상 센서, 공초점 센서, 초음파 
센서, 접촉 센서 등과 내시경 로봇 자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전자기 센서 등이 있다.  
내시경의 기본적 목적으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영상기술
의 발전으로 내시경 내부에 CCD (Charge-Coupled Device)가 
내장된 Video Endoscopy가 1987년 개발되어 현재 사용중인 
내시경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으며 해상도가 강화된 HD 
(High Definition)영상의 내시경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최근 
단일모드 광섬유의 PZT 스캐너를 이용한 초소형 내시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9].  
광 결맞음 단층영상 센서는 작은 직경의 내시경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소침습이 가능하고 깊이 방향 분해능이 뛰어
난 깊이 방향 투사면의 실시간 In-vivo 이미징 툴이다[31-34]. 
생성되는 단층영상은 기준 광과 측정광의 결맞음 신호로서 
생체내부의 조직 배치 및 구성을 보여줄 수 있다. 최근 이미
징의 고속화와 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주파수 영역 
OCT 및 Sweep Source OCT 기법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시경 공초점 센서는 조직의 병리진단을 위해 효과적인 
이미징 툴로 활용되고 있다[35-37]. 측정 면의 실시간 In-vivo 
관측이 가능하며, 세포와 조직의 광학 반사영상과 형광 영상
을 획득하기 용이하다. 내시경용 센서에서는 광섬유가 핀홀
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5. 내시경 공초점 센서[37]. 
Fig.  5. Endoscopic Confocal Sensor [37]. 

 

 
그림 6. 내시경 초음파 센서[38]. 
Fig.  6. Endoscopic Ultrasound Sensor [38]. 

 
내시경 기구의 발전에 힘입어 장기의 내강 외에도 외벽구조 
등에 대한 검사법도 개발되었는데 초음파내시경(endoscopic 
ultrasonography)은 내시경 선단에 초음파 변환기(ultrasound 
transducer)를 장착하여 위장관 내에서 병변을 관찰하면서 다
른 영상 검사로 어려웠던 소화관 벽과 주위 장기의 자세하고 
체계적인 관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내시경 초음파 센서는 보
다 깊은 내부 장기의 구조와 혈류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비광
학적 이미징 툴로 활용되고 있다[38]. 내부 장기의 암 진단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바늘을 이용한 이상 조직의 바이옵시
(Biopsy)를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내시경 촉각센서는 내시경의 채널을 통하여 투입되는 로
봇 툴 혹은 매니퓰레이터에 장착되는 촉각센서[39-41]의 형태, 
그리고 내시경 자체의 영상을 이용한 촉각센서[42]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7은 로봇 툴에 임베디드되는 물리적 접
촉식 촉각 센서의 형태와 로봇 암 링크에 임베디드되는 광섬
유 응용 무접촉식 촉각 센서의 형태를 보여준다. 촉각 센서
는 내시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각 센서와 함께 상호보완적
인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폭넓게 연구
개발 되고 있다.  
내시경의 자장센서는 주로 인체 내부에서 동작하는 로봇
의 말단 장치(End-Effector) 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센서 시
스템의 일부로 사용[43]되고 있으며, 말단 장치에 장착되는 
센서와 인체 외부에서 자기장을 생성시켜주는 자기장 생성
기로 구성된다. 이의 응용으로 매니퓰레이터에 균일하게 분
산된 여러 개의 자장센서가 측정해내는 각 위치 신호를 이용

 

 
그림 4. 내시경 광 결맞음 단층영상 센서[31,32]. 
Fig.  4. Endoscopic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Sensor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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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내시경의 굴곡 형상을 복원하는 사례[44]도 최근 연구
되고 있다.  
4. 구동기 

굴곡 있고 관 형상을 지닌 인체를 대상으로, 능동형 내시
경의 자유로운 몸 속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시경의 
능동 구동부를 구성하는 유연한 분산 매니퓰레이터의 설계
와 큰 힘과 큰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구동기의 선택적 응용
이 중요하다. 그림 9는 구동부와 센서부, 그리고 제어부가 통
합된 능동형 내시경의 제어 계통도를 나타낸다. 
내시경과 카테터(Catheter)의 형상변경을 위한 구동기로는 
와이어 기반의 BLDC (Blushless Direct Current) Motor, 직접구동 
방식의 소형 BLDC Motor, 형상기억 합금의 특성을 이용하는 
SMA (Shape Memory Alloy) 모터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45]. 이러한 구동기를 이용하여, 능동형 내시경 로봇의 굴곡, 

확장/수축 및 비틀림 메커니즘과 강성 제어 메커니즘 등을 
구동하게 된다.  
또 다른 형태의 내시경 로봇인 자가 추진형 로봇 내시경
은 로봇기술의 접목을 위해, 매니퓰레이터 구동기술과 자가 
추진 구동기술[46]을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매니퓰레이
터의 구동을 위해서는 형상기억 합금, 자기장, 유압 구동기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47], 캡슐 내시경의 이송을 위한 마이
크로 액츄에이터로는 인공 근육으로 근육의 동적 특징을 모
사한 IPMC (Ionic Polymer Metal Composite) [48], PZT 
(Piezoelectric Transducer), BLDC Motor, SMA Spring, 자석 구동
기 등이 사용된다[49-52]. PZT는 크기의 0.2%정도, 그리고 
SMA Spring은 30%정도의 작은 선형 변형과 큰 힘을 유도하
는 반면, IPMC는 힘은 작지만 큰 굴곡 변형을 위해 사용된다. 
표 1은 일반적인 미세 구동기의 특성 비교를 나타낸 표이다
[50].  
5. 항법기술 및 제어 알고리즘 

영상 기반 네비게이션은 내시경 로봇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수술 전에 획득한 의료영상과 수술현장에서의 
로봇을 동일한 좌표계로 정렬하여, 의료 정보를 의사에게 제
공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게 된다
[51,52]. 보이지 않는 내시경 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
자기장 센서를 활용하여 항법을 수행하는 것이 널리 사용되
는 방법이다[80].  

 
(a) PVDF-based force sensor for robotic grasper. 

 
(b) Optical fiber-based force sensor for robotic manipulator. 

그림 7. 내시경 촉각 센서[41]. 
Fig.  7. Endoscopic Tactile Sensor [41]. 

 

 
(a) Electromagnetic position sensor (NDI Inc.). 

 
(b) Shape reconstruction using electromagnetic localization sensors. 

그림 8. 자기장 위치 센싱 및 내시경 형상 복원[43,44]. 
Fig.  8. Electromagnetic position sensor and shape reconstruction of 

endoscope with multiple segments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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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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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능동형 내시경의 제어 계통도. 
Fig.  9. Control diagram of active endoscope. 
 

 
그림 10. 자가 추진 로봇 내시경[47]. 
Fig.  10. Self-propelling robotic endoscope [47]. 
 
표   1. 미세 구동기의 비교[50]. 
Table 1. Comparison of Micro Actuators [50]. 

Characteristics IPMC PZT BLDC motor SMA Wire 
Voltage Low High Low Low 

Displacement Large Very Small Large Small 
Force Low Large Medium Large 
Speed Fast Very Fast Fast Slow 

Compactness Good Good Bad Good 
Motion type Bending Linear Rotation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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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캡슐형 내시경 로봇의 항법[54]. 
Fig.  11. Navigation of Capsule Endoscopic Robot [54]. 

 

  
그림 12. 내시경 수술의 영상 유도 항법[56]. 
Fig.  12. Image based Navigation for Endoscopic Eye Surgery [56]. 

 
특히, 캡슐 내시경 로봇을 위해서는 로봇의 제어를 위해, 
행동기반 제어를 활용한 방식도 적용된 사례가 있다[53,54].  
일반적인 내시경 로봇의 항법기술은 첫째, 안전한 수술 경
로계획의 바탕 하에, 둘째 영상간의 좌표계 등록과 셋째, 영
상 내 실시간 수술 툴 추적, 그리고 실시간 환자추적으로 이
루어지며, 넷째, 위험경로 회피 제어 및 장애물 회피 제어로 
이루어진다[51,52].  
항법기술의 기본이 되는 센서는 로봇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좌표계 측정 센서이며, 의료영상을 활용한 경로계획 및 
장애물 회피, 실시간 내시경 로봇 제어가 중요한 핵심기술이
라 할 수 있다[55].  
이를 위해 상용 내시경내에 자기장 센서모듈을 내재하고 
있는 내시경 시스템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56]. 
최근에는 환자의 호흡에 의한 내시경 말단 장치의 환자내 
위치추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시경으로 관측되는 실시간 2차
원 영상 기반의 상대 움직임추정 방법과 자기장 추적 센서를 
융합하여, 보다 정밀한 위치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를 사용
하는 항법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위치 센서 융합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57,58].  
6. 수술 툴과 Manipulation 

내시경 로봇 시스템을 위한 수술 말단 장치는 기존의 내시
경 수술 툴을 이용한다. 이는 수술 집도의의 익숙함에 기인
하는 면과 특화되어 설계된 상용 수술 툴을 이용한다는 장점, 
그리고, 의료인증의 절차와 시간상의 어려움에 기인한다[27]. 
이러한 수술 말단 장치는 유연한 다 자유도로 제어되는 매니
퓰레이터에 장착되어 로봇 기술로 최종 구현되는 것이 일반

적이 접근방법이다.  
내시경 로봇 시스템을 위한 수술 매니퓰레이터는 수술 말
단 장치와 함께 의료진의 손을 대신하는 로봇 수술도구로서 
직접 수술에 사용되므로, 특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림 14는 수술 툴 매니퓰레이터의 제어 계통도의 
사례[59]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의료진
에 의해 로봇에 내려지는 구동 명령이 제어 컴퓨터로 입력되
고, 제어루프의 궤환 신호인 구동기 센서 정보가 입력되어, 
두 신호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지는 컴퓨터 제어 출력이 수술 
툴 매니퓰레이터의 구동기로 입력되어 수술 툴을 최종 구동
시킨다. 매니퓰레이터로는 슬라이더형 링크 타입[60], 와이어
형 링크 타입[61], 직접 모터구동 타입[62]등이 연구되어오고 
있으며, 내시경 로봇의 방향 회전의 토크를 증대시키기 위해 
웜기어와 모터가 임베디드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3]. 

 

 
그림 15. 로봇 모듈 내재형 NOTES용 내시경 로봇[63]. 
Fig.  15. Robot-module embedded endoscopic robot for NOTES 

[63]. 

  
그림 13. NOTES 내시경 로봇시스템용 툴 매니퓰레이터[27]. 
Fig.  13. Tool Manipulator of Endoscopic Robot System in NOTES 

[27]. 
 

 
그림 14. 수술 툴 매니퓰레이터의 제어 계통도 사례[59]. 
Fig.  14. Control Schematic Diagram of Surgical Tool Manipulator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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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내시경 로봇과 인간 인터페이스의 방법 분류[26]. 
Table 2. Classification results of endoscope robots and human 

machine interface [26]. 
System Human intervention 

a) A460CRS Plus Remote hand switch 

b) AESOPTM Voice recognition, remote hand switch, 
foot pedal 

c) LARS Tool mounted switch 
d) EndoAssistTM 

(Endosista) Head control 

e) Staubli Rx60 Voice recognition 
f) ERM Voice recognition 
g) LapMan Tool mounted Tool mounted switch 

h) RES Head control, equipment tracking, 
hand/foot switches 

i) NaviotTM Tool mounted switch, head pose 
j) PASEO Face gesture 
k) HISAR Tool mounted switch 
l) ViKY(LER) voice recognition, foot control 
m) 5-DOFs Laparoscopic 

Assistant Robot 
(KaLAR) 

Voice, equipment tracking 

n) FIPS endoarm Tool mounted switch, voice recognition 
o) I magTrac Tool mounted switch, voice recognition 
p) Wide-Angle View 

Endoscope Remote hand switch 

q) Dual-View Endoscopic 
System Remote hand switch 

r) Automatic Traking and 
Zooming System Automatic tracking 

s) COVER Face gesture 

t) P-arm Joystick, automatic operation, 
touch screen, voice recognition 

u) FreeHand Head pose 
v) Robolens Voice recognition 
w) Swarup Robotic Arm 

(SWARM) Remote controller 

x) MST Laparoscope 
Manipulator Equipment tracking 

y) ROBOX Voice recognition, mouse, foot pedal, 
Equipment tracking 

z) FELIX Voice recognition 
aa) Paramis Voice recognition 

 
자가 추진형 내시경을 위한 매니퓰레이터의 연구사례에서
는 마이크로 모터와 웜기어에 의해 모듈형으로 구동되는 소
형 매니퓰레이터가 연구된바 있다[64]. 
7. Human Intervention 

수술 의료진과 내시경 로봇 사이의 인간-로봇 상호 작용은 
수술에 가장 방해를 주지 않고 손쉬운 접근 방법으로 발전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음성인식[65], 얼굴인식, 다리움직임, 머
리 움직임 등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26]. 표 2는 내시경 
로봇에 사용되고 있는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방법을 요약 정
리한 것이다.  
8. 통합 시스템 운용 

NOTES를 위한 내시경 기반 로봇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한 연구진행결과가 현재 연구의 중요 쟁점이 되고 있다 

[27]. 기존 NOTES 시스템에 대해, 수술 툴의 다양한 기능성
과 강인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은 원격 햅틱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내시경 기반 로
봇 툴 시스템의 구현을 촉진시키고 있다.  
통합시스템은 da Vinci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원격 시술의 
형태[27]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이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인체 
내부에서 동작하고 위치를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상 
기반 항법 시스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발전 되어 오고 
있다. 그림 17에서는 영상 기반 Computer-Aided Surgery 에서
의 좌표계 개념도[66]를 도시하고 있다. 

  
(a) Endoscopic robot manipulator and surgical instruments. 

 
(b) Conceptual diagram of endoscopic robot. 

 
(c) Remote operation. 

그림 16. NOTES 내시경 로봇 시스템[27]. 
Fig.  16. Endoscopic Robot System for NOTES [27]. 

 

 
그림 17. Computer-Aided Surgery를 위한 좌표계 연관도[66]. 
Fig.  17. Coordinate Systems in a typical CAS setting [66]. 

Min Young Kim and Hyungsuck Cho 



내시경 로봇의 기술동향 

 

351

원활한 수술을 수행하기 위해, 각 좌표계간의 실시간 정렬
이 연구의 중요방향이 되고 있으며 3차원 표면 정합, 점진적 
해부학적 특징점 상호 보정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IV. 수술 응용을 위한 최근 시스템 사례 

표 3에는 NOTES 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플랫폼의 최근 개
발 현황을 정리하였다. 상용화된 내시경 플랫폼은 수동형의 
로봇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능동형의 로봇 시스템을 활
용한 내시경 로봇 플랫폼의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중
에 있으므로, 가까운 미래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내시경 로봇 
플랫폼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NOTES 플랫폼. 
Table 3. NOTES Platforms. 

NOTES Platforms 
제품 개발 개발 내용 

Miniature Robot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2008) [67] 

 

• 이동형 내시경을 절개 
 부위를 통해 흉강이나 
 복강 내로 진입시켜 
 수술 
• 로봇: 6DOF 
• Magnetic force를 
 사용하여 몸 안 이동 
• Stereo Camera 

Viacath Robot System (Purdue Univ.) 
[27] 

  

• 수술 도구 길이: 120 cm, 
 지름: 7.2 mm 
• 9 DOF (8 + Grip) 
• 구동 영역: 
 50 x 50 x 100mm 
• 마스터/슬레이브 
원격수술 

MASTE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68] 

  

• 마스터/슬레이브 로봇 
• 원격수술 워크스테이션 
• 2 channel 내시경+  
두 개의 슬레이브 
매니퓰레이터 

• 9 DOF 

Endo-Samurai® (Olympus) [69] 

  

• 지름: 15.3mm 
• 광학 기구부와 3개의 
 working channel을 
 가지고 있음 
• Laparoscopy 유사 구조 

Direct Drive Endoscopic System 
prototype (DDES, Boston Scientific) 
[69] 

 

• Flexible insertion tube 
 (18×20mm diameter), 
 두 개의 4mm working 
 channel, 6mm 
 visualization channel로 
 구성 
• 안정적인 rail platform의 
 사용으로 사용자에게 
 안정성 
• 5 자유도의 기구부 
 말단의 움직임 

Endosurgical Operating System® 
(EOS®, USGI Medical, 2008) [70] 

 

 

• 유연한 직경 18mm 
 기구부 와 두개의 6mm 
 visualization channel 및 
 두개의 4mm working 
 channels로 구성 
• Endoscopic 시스템과 
 laparoscopic 시스템간 
 쉬운 변환 가능 
• Shape Lock 

MAGS (University of Texas, 2007) 
[71] 

 

• Magnetic anchoring and 
 guidance system 
• 기존 Laparoscopic 
 surgery와 Magnetic 
 Anchoring Robot 의 
 결합 
• 로봇: 카메라와 수술툴 
 제어 
• 외부자석과 
 내부자석플랫폼 

 
표   4. 의료 수술 로봇 연구기관의 내시경 로봇 연구동향. 
Table 4. Endoscopic Robot Researches of World Class Research 

Institutes on Medical Surgical Robot. 

Advanced Endoscopic Robot Researches 
연구 개발 개발 동향 

Bio-robotics 
Institute [72] 
(이탈리아) 

- Image-guided Active Capsule Endoscopy 
Navigation 

- Stiffness Controllable Flexible and Learnable 
Manipulator for Surgical Operations 

- Minimally Invasive Laser Robotics Assisted 
Diagnosis and Surgery 

- Focused Ultrasound Therapy Using Robotic 
Approaches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 Endoscopic Capsule Robots [73] 
- Magnetic Surgical Robots [73] 
- Intelligent Flexible Robots for Safe 

Manipulation of Anatomy [74] 

John’s Hopkins 
University [75] 

(미국) 

- Fiber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Microsurgical Instruments for Computer and 
Robot-Assisted Retinal Surgery 

- High Dexterity Robotic Manipulators inserted 
through a single entry port 

- Intraoperative Image-Guided Transoral 
Robotic Surgery 

- 3D Ultrasound-Guided Retrieval of Foreign 
Bodies using a Dexterous Surgical Robot 

- Vision-Based Navigation of Endoscopic 
Robot in Image-Guided Interventions [76] 

Tokyo University 
[77] 

(일본) 

- Nonmagnetic rigid-flexible outer sheath with 
Pneumatic Locking mechanism 

- Multi-Slider Linkage Mechanism for 
Endoscopic Forceps Manipulator 

- Endoscope system with plasma flushing for 
off-pump cardiac surgery 

- 3-D endoscope using a single CCD camera 
and pneumatic vibration mechanism 

Kushu University 
(일본) - 3-D endoscopic tele-surgery robot system [78] 

Technological Trend of Endoscopic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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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는 능동형 내시경 로봇 플랫폼은 모두 III 장 2절에 
설명된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능으로 원격 제어형을 선택하
고 있으며, 고해상도 영상획득기능, 다양한 수술 툴, 다자유
도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관측 진단 및 시술을 위한 수술 매니퓰레이터와 수술 툴은 
각기 다른 모양과 기법을 선택하고 있다. 첫째 Miniature 
Robot은 외부에 장착되는 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로봇을 장기
내부에서 고정시키고 수술 및 진단 관측을 수행한다. 둘째 
Viacath robot system과 Master system은 원격 내시경 기반의 굴
곡형 로봇을 이용하여 수술 및 관측을 수행한다.  
현재는 IT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사용되는 요소 기술의 향
상 개발과 함께, 사전 획득된 의료영상을 항법에 활용하는 영
상 기반 항법을 위한 기능들이 추가 연구되고 있는 동향이다.  
의료용 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전세계의 핵심그룹에
서는 표 4에 정리된 연구내용들이 근래 연구되고 있으며, 이
들의 연구 내용은 III 장에서 언급된 내시경 로봇의 상세기능
인 항법, 로봇 제어, 수술 툴 및 로봇 매니퓰레이터, 좌표 추
적 센서, 이미징 센서, 구동기, 인간로봇 상호작용의 기능 등
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V. 결언 및 미래 기술 방향 

현재 국내 내시경 기술의 원천 연구개발을 위해 HD급 3D 
내시경에 대한 개발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2012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초소형 의료용 이미지 센서, 광 MEMS 소
자 기반 초소형 광학계, 스펙트럼 가변을 이용한 LED광원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직경 
8mm 이하의 단일 센서를 이용한 검진용 삽입관의 입체 영
상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단내시경의 큰 변화를 가져온 캡슐내시경의 경우, 배터
리, 영상획득, 중력이나 장 연동운동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동
할 수 없는 점들에 대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다. 추
가로 영상전송 후 판독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문제가 해결된다면, 식도에서 항문까지 전장의 진단 내시경
은 캡슐 내시경을 한번 삼키는 것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최근 치료내시경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NOTES는 복벽을 절개하지 않고 입, 항문, 질구, 요도 등 자
연 개구부를 통하여 복강내 장기를 수술하는 방법으로 입원
기간 단축, 수술 후 통증 완화, 정신적, 미용적 측면에서 보
았을 때, 현재 질병의 치료 흐름이 비침습적으로 발전되는 
동향과 함께,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대체할 만한 시
술법이다. 첨단 시술을 위해 기존의 내시경에서 한 단계 발
전된 다채널 Multi-band 내시경, 수술 플랫폼, 부속 기구들이 
요구되는데 세계 각국의 대학, 병원, 관련회사들이 활발하게 
연구와 더불어 동물실험 및 임상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프로토타입의 단계에서 상용화된 모델들이 선 보
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학연의 컨소시엄을 활용하여 우
리나라도 세계의 의료로봇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특화 기
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연구초점을 첨단 의료 내시경 
로봇에 집중해야 하리라 본다.  
매니퓰레이터 메커니즘의 정교화와 소형화, 이동 및 변형
의 용이성, 센서 정보 융합, 고기능 센서, 고기능 구동기, 구
동제어 정도, 신개념 항법, 인간-로봇 상호작용,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로봇 기술의 발전이 IT기술의 융합과 함께 더욱 고
도화 및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검진 단계에서의 인체 내부
검사와 의료 수술 현장에서의 내시경 로봇의 점진적 확대가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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