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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의료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소침습수술과 같은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내시경과 소형의 수술도구를 사용한

수술기법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최소침습수술은 내[1,2].

시경만으로 환부에 접근하므로 시야확보의 불편이 있다 이.

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술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 수.

술내비게이션 시스템은 현재 수술도구의 위치는 어디인지,

수술도구가 환부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를 보여줌으로써 시술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인 수술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작업용 컴퓨[3,4].

터 소프트웨어 위치측정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요, , [5].

소 중 위치측정 장치는 환부에 대한 상대적인 수술도구의

위치와 자세를 추적하는 장치로 수술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수술도구의 추적을 위해 대표적으로[6].

자기장추적기와 광추적기를 이용한 추적 방법이 있다.

자기장을 이용한 추적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장

발생기 마커로 사용되는 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장, ,

의 변화를 감지하여 추적하는 방식이다 자기장추적기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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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카테터 또는 바늘과 같이 환자의 내부에 삽입되는 수

술도구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고 추적기와 수술도구 사이,

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자기장추적기의 경우 다른 추적방식에 비해[5].

정확도가 떨어지고 의료용 기기에서 발행하는 외부 자기장

이나 금속 물질에 의해 자기장 교란이 일어나면 추적이 어

렵다는 문제점이 있다[7,8].

광추적 방식은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을 이용한 차원 측3

정 방식이다 두 카메라 사이의 기하정보를 알고 있고 각. ,

카메라를 통해 얻은 영상에서 측정물체의 대응점을 찾으면

차원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다 만약 대응점이 개 이상이3 . 3

라면 측정물체의 자세정보도 알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

여 환부 및 수술도구에 마커를 부착하여 환부와 수술도구의

위치 및 자세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스테레오 비전. ,

시스템은 다른 추적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높고 환경적 요

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

지만 추적기와 수술도구 사이에 시야가 항상 확보되어야 하

며 수술도구가 다른 장애물에 의해 가려지게 되는 경우 폐

색 이 발생하게 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다(Occlusion) [6,7,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술내비게이션에서 필수적인 요

소인 수술도구의 추적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

적기로 사용되는 광추적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폐색상황

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술도구의 자세 및 위치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폐색상황에 의해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단일 비전 센서를 수술도구에 부착하여 폐색.

광추적기와 내부 비전센서를 이용한 수술도구의

차원 자세 및 위치 추적 시스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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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an integration experiment is conducte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rotational error is bounded to max 1.32°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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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using an internal vision sensor is useful and effective to overcome the occlusion problem of the optical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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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발생 시 수술도구에 부착된 비전센서를 이용하여 지,

속적으로 자세 및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수술도구 추적 시스템II.

시스템 구성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과 같다1 .

제안하는 시스템은 개의 마커와 광추적기 그리고 내부 비3

전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마커는 개의 구형마커로 구성. 4

되어 있고 마커 마커 은 광추적기로 마커 는 내부 비전센1, 3 2

서로 각각의 위치와 자세를 인식한다 마커 은 수술도구에. 1

고정되어 수술도구의 위치와 자세를 측정하고 마커 는 환, 2

부 주변에 고정하여 마커 과 환부의 위치와 자세를 측정한1

다 마커 은 환부에 고정되어 환부의 움직임을 측정하기위. 3

한 것으로 마커 의 값을 보상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2 .

방법은 마커 이 폐색되었을 경우 내부 비전센서를 이용해1

지속적인 추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마커 와. 2

마커 은 폐색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다3 .

좌표축 보정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

은 서로 독립된 좌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표계 보정

을 통해 좌표계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좌표축 보.

정을 위해 체스보드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는 제안한 시스, 2

템 내의 각각의 요소들 사이의 변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는 광추적기에서 마커로 변환되는 이동 회,

전 관계를 나타낸 행렬이며 
는 내부 비전센서에

서 체스보드로 변환되는 이동 회전 관계를 나타낸 행렬이,

다 마지막으로. 는 마커 에서 내부 비전센서로 변환되1

는 이동 회전 관계를 나타낸 행렬이다 반대 방향으로의, .

관계는 각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면 된다 그림 에서 광추. 2

적기와 체스보드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


  ·· (2)

그림 에서 광추적기와 체스보드는 고정되어 있으므로2

식 는 같다고 볼 수 있다(1),(2) .


  (3)

·· = ·· (4)

식 를 정리해서 다시 쓰면(4)



·· = ··


(5)

위의 식 에서 왼쪽항의(5) 
·를 라 하고

오른쪽항의 ·
를  , 를  하면 식 는(5)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6)

식 은 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6) Hand-eye-calibration [8].

는 알 수 있는 값이고 는 구해야 하는 행렬로 내부A,B X

비전센서와 수술도구에 부착되는 마커 사이의 회전 이동,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행렬이다 식 에서 행렬3x4 . (6) 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번의 수술도구의 움직임이 필

요하다 하지만 이로써는 정확한. 의 값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행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7)

위의 식 에서 구하고자 하는(7) 값은 최소 자승법(Least

을 통해 구할 수 있다Square Method) .

min

∈
  



  
 (8)

내부 비전센서를 이용한 자세 및 위치 추적3.

폐색상황 발생시 지속적인 추적을 위해 수술도구에 고정

되는 내부 비전센서로 단일 카메라를 사용하였으며 환부,

주위에 직접 제작한 크기의 인공마커를 부49mm X 33mm

착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내부 비전센서를 사.

용하여 환부 주위에 부착된 마커를 추적하여 위치와 자세

정보를 받아오는 경우 스케일을 정의할 수 없는 문제가 있

기 때문에 추적하고자 하는 마커의 기하정보를 미리 알[11]

고 있어야 한다 마커의 공간 좌표계와 영상 사이의 관계는.

아래의 식 로 표현할 수 있다(9) .

























  
  
  











   
   
   



















(9)

그림 1. 시스템구성.

Fig. 1. System configuration.

그림 2. 시스템내의변환관계.

Fig. 2. Transformation relation i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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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의 오른쪽 항에서 첫 번째 행렬은 카메라의 내부(9)

행렬로 사전에 카메라 보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영상[12].

에서 원피팅을 통해 환부에 부착된 마커를 인식하고 원의

중심을 검출한 다음 옵티컬 플로우 를 이용하여 매 프레[13]

임마다 마커를 추적하며 자세와 위치정보를 추적한다.

칼만필터를 이용한 센서 융합4.

칼만필터는 대상 시스템의 오차를 최소화 하는 알고리즘

이며 크게 예측 과정과 추정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예측, .

과정은 직전 추정 값을 입력으로 받아 최종 결과로 예측

값을 내놓고 추정 과정은 예측 값과 측정 값을 입력으로

받아 현재의 상태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그림 은 칼만필터. 3

를 이용한 센서융합 흐름도로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칼만

필터를 이용해 광추적기와 내부 비전센서의 데이터의 융합

과정을 통해 수술도구의 자세와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 폐.

색상황 발생 시에는 오직 내부 비전센서의 데이터만을 이

용하여 수술도구를 추적하게 되며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

하기 위해 칼만필터를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의. 4

구형마커로 구성되어 있는 마커 에서 한 개 이상의 구형1

마커가 가려지게 되는 경우를 폐색상황으로 가정한다.

실험 및 결과III.

실험 환경1.

제안한 시스템에 사용하는 광추적기는 상용화된 제품인

사의 를 사용하였으며 마커에 부착되는 내NDI Polaris Vicra

부 비전센서는 휴엔텍 사의 보드레벨 카메라인 를HUV10㈜

사용하였다 또한 정확도 실험을 위해 사의 로테이션 스. PI

테이지를 사용하였다 표 은 각 제품의 사양을 나타낸다. 1~3 .

정확도 실험 방법2.

그림 는 정확도 실험을 위한 구성을 나타낸다 제안하4 .

는 방법은 수술도구에 고정된 마커 의 폐색상황에 대한 보1

완 방안으로 환부는 움직이지 않고 수술도구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실험을 수행한다 로테이션 스테이지를 사용하여.

수술도구를 의 속도로 를 왕복운동 하여10[°/s] 10° ~ +10°–

얻은 광추적기와 내부 비전센서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정확

도 검증을 한다 또한 왕복 운동의 주파수를 변경하며 실험.

을 실시하였다 두 센서의 좌표축 보정을 위해 사전에 식.

을 이용하여 좌표축 보정을 실시하였다 본 시스템에(5)~(7) .

서 사용되는 광추적기와 내부 비전센서는 같은 물리량을

측정하기 때문에 두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융합한 후

칼만 필터링 하는 측정 융합 모델을 사용한다[14].

표 1. 사양Polaris Vicra .

Table 1. Specification of Polaris Vicra.

변수 값

자세 정확도 0.12°

위치 정확도 0.25mm

측정 주파수 20Hz

동작 온도 10 ~ 30℃ ℃

무게 0.80 kg

표 2. 사양HUV10 .

Table 2. Specification of Polaris HUV10.

변수 값

해상도 640 x 480 pixel

초당 프레임수 30 fps

인터페이스 USB2.0

동작 온도 -30 ~ 80℃ ℃

크기 20 x 10 x 4.4 mm

표 3. 로테이션스테이지사양.

Table 3. Specification of Rotation stage.

변수 값

정확도 0.025°

양방향 반복도 0.002°

최대 속력 60°/sec

최소단위 0.001°

최대하중 3kg

그림 4. 실험환경구성.

Fig. 4. Experiment environment configuration.

그림 5. 측정융합모델.

Fig. 5. Measurement fusion model.

그림 3. 칼만필터를이용한센서융합흐름도.

Fig. 3. Flow chart of sensor fusion using Kalm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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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칼만필터적용전자세측정결과.

Fig. 6. Pose measurement result before applying Kalman filter.

그림 7. 칼만필터적용후자세측정결과.

Fig. 7. Pose measurement result after applying Kalman filter.

표 4. 주파수변화에따른각도오차.

Table 4. Angle error for frequency variation.

0.4 [Hz] 0.7 [Hz] 1.0 [Hz] 1.3 [Hz]

최대 0.87 1.27 1.87 2.34

평균 0.23 0.34 0.54 0.59

표준편차 0.15 0.27 0.33 0.54

단위( : degree)

표 5. 칼만필터적용후주파수변화에따른각도오차.

Table 5. Angle error for frequency variation after applying

Kalman filter.

0.4 [Hz] 0.7 [Hz] 1.0 [Hz] 1.3 [Hz]

최대 0.26 0.15 0.20 0.21

평균 0.07 0.04 0.06 0.07

표준편차 0.04 0.03 0.04 0.06

단위( : degree)

자세 정확도 결과3.

그림 과 표 는 칼만필터 모델을 적용하기 전과 후6,7 4,5

의 주파수 변화에 따른 측정 그래프와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그림 의 경우 왼쪽 그래프는 두 데이터를 동시에 표. 6,7

현한 것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오차를 표현한 것이다.

실험결과 칼만필터 모델 적용 전의 경우 왕복운동의 주

파수가 증가할수록 각도 오차가 증가하였으나 칼만필터 모,

델 적용 후의 결과를 보면 주파수가 증가해도 오차가 증가

하지 않으며 필터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위치 정확도 결과4.

그림 과 표 의 결과를 보면 왕복운동의 주파수가 증가8 6

함에 따라 위치 오차 역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와 표 은 칼만필터 모델 적용 후의 위치 정확도를9 7

나타낸다 칼만필터 적용 후 주파수가 증가해도 최대 오차.

가 이내에 들어옴을 확인할 수 있다0.5 mm .

통합 실험5.

마지막으로 제안된 시스템의 통합실험을 실시한다 통합.

실험은 수술도구의 자유이동을 실시한 후 폐색상황을 발생

시켰을 때 내부 비전센서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자세와 위

치 추적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이다 그림 는 실험. 10,11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폐색상황 발생 시 두 센서의

자세와 위치 정보 그리고 오차를 나타낸다, .

실험 결과 폐색상황 발생 전과 후의 각 축의 자세 및 위

치의 최대오차와 평균오차를 구분하여 표 에 나타내었다8 .

통합실험 결과 폐색발생 전 오차의 경우 자세와 위치의

평균 오차가 각각 로 발생했으며 폐0.15[degree], 0.26[mm]

그림 8. 칼만필터적용전위치측정결과.

Fig. 8. Position measurement result before applying Kalman filter.

표 6. 주파수변화에따른위치오차.

Table 6. Position error for frequency variation.

0.4 [Hz] 0.7 [Hz] 1.0 [Hz] 1.3 [Hz]

최대 3.57 5.41 8.79 9.58

평균 0.95 1.90 3.09 2.76

표준편차 0.76 1.25 1.95 2.42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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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칼만필터적용후위치측정결과.

Fig. 9. Position measurement result after applying Kalman filter.

표 7. 칼만필터적용후주파수변화에따른위치오차.

Table 7. Position error for frequency variation after applying

Kalman filter.

0.4 [Hz] 0.7 [Hz] 1.0 [Hz] 1.3 [Hz]

최대 0.29 0.41 0.31 0.19

평균 0.08 0.15 0.11 0.06

표준편차 0.06 0.10 0.07 0.05

단위( : mm)

그림10. 두센서의자세정보및오차.

Fig. 10. Orientations information and error of two sensor.

색발생 후 오차의 경우 자세와 위치의 평균 오차가 각각

로 나타났다 폐색발생 후의 평균오차0.35[degree], 0.58[mm] .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내부 비전센서의

경우 단일 비전센서를 사용하여 자유도위치 자세를 추6 ( , )

정하기 때문에 차원 데이터에 기반한 스테레오 비전센서3

를 사용하는 광추적기에 비해 추정 오차가 약 배 증가하2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광학추적기에 사용되는 카메라의.

사양에 비해 내부 비전센서에 사용된 카메라는 수술도구에

고정하기위해 소형카메라를 사용하여 광학적해상도가 낮음

에 기인한다 또한 통합실험의 경우 수술도구 모형을 손으.

로 들고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손의 떨림 등이 오차에 영

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IV.

본 논문에서는 수술용 광추적기의 문제점인 폐색상황 발

생 시 지속적으로 수술도구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수술도구 모형 내부에 내부 비전센서를 부착하.

였고 좌표축 보정을 통해 내부 비전센서를 이용하여 자세

와 위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광추적기와 내부 비전센서의 융합을 실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 실험을 실시한 결과 폐색상황.

에서 내부 비전센서만으로 수술도구의 위치와 자세를 계속

해서 추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러 시술자가 참.

여하는 수술상황에서 폐색상황에 의해 흐름이 끊어짐을 방

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내부 비전센서만을 사.

용하여 수술도구의 위치와 자세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오차

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 추후 과제로 폐색 상황에서 시,

스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단일 비전센서를 이용한 추적

의 정확도 향상 방법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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