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로 기술의 부신 발 으로 최소침습수술기법이 제

안되었으며, 로 보조 최소침습수술(RMIS)은 마스터-

슬 이 로 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의사가 떨어진 채

로 수술이 진행된다 [1-3]. 를 들어, 환자의 복부에

RMIS가 있는 동안, 작은 개부 를 통해 비디오 카메

라와 수술 도구가 있는 로 팔이 그 부 에 삽입된다.

환자들은 통증이 고 입원기간이 짧기 때문에 RMIS를

통해 큰 혜택을 보지만, 의사에게는 RMIS의 과정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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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의료 장에서의 최소침습수술(MIS)의 어려움 때문에 시뮬 이터 훈련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를 해 본 연구

에서는 S-chain모델을 사용하여 가상 장기와 변형과정을 표 하고 반발력 제공이 가능한 햅틱 시뮬 이터를 개발하고자

한다. S-chain알고리즘의 주요 원리는 반발력이 체인 요소의 수에 비례하는 것이며, 상인 장기의 변형이 클수록 많은 계산

시간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산속도가 개선된 S-chain알고리즘을 회 움직임에 용하여 제어성능을 평가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성 성(MR) 유체를 사용하는 햅틱 마스터 시스템을 제안하고 S-chain모델을 개발한다. 결과

으로, 이 S-chain모델을 사용하여 가상의 장기와 실제 마스터 장치를 결합함으로써 반발력과 수술로 의 좌표 치를 서로

달하는 햅틱 시스템을 구축하여, 햅틱 시뮬 이터의 제어 성능을 실험을 통해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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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difficulty in minimally invasive surgery, training simulator is actively researched. A volumetric 

deformable organ is created by employing a shape-retaining chain-linked (S-chain) model to realize positioning a 

human organ model in virtual space. Since the main principle of the S-chain algorithm is that the repulsive force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chain elements, the calculation time can be increased according to the magnitude 

of deformation. In this work, the advanced S-chain algorithm is used to calculate the repulsive torque according to 

spin motion. Finally, haptic architecture was constructed using this S-chain model by incorporating the virtual organ 

with a real master device, which allows the repulsive force and target position to be transferred to each other. The 

control performance of S-chain algorithm has been evaluated via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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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외과용 로 수술 시뮬 이

터의 개발은 RMIS의 상용화를 해 매우 필수 이다.

게다가, 마스터의 각 피드백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면

외과 의사들에게매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

는 가상 환경에서 햅틱 외과용 시뮬 이터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 이다.

최근 스마트 소재 액추에이터를 특징으로 하는 다양

한 햅틱 마스터가 제안되었다. Senkal 교수 연구진은 가

상 시험의 3 자유도 MR 원구형 이크를 평가하 다

[4]. Ahmadhanlou 교수 연구진은 반능동 피드백을

한 원격 로 수술용 햅틱 시스템을 개발했으며[5],

Yamaguchi 교수 연구진은로 시스템의 안 을 확립하

기 해 낮은 성, 높은 토크/ 성 비율 높은 반응성

을 지닌 MR액추에이터를 개발하 다[6]. 인하 최승복

교수 연구진은 4자유도 햅틱 마스터를 제안하고 제어 성

능 평가를 수행하 다[7]. 그리고 가상 환경을 재 하기

해 수많은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실시간 계산의 복

잡성으로 인해 빠른 실시간 상호 작용을 보여 주는 형상

장 체인(S-chain)모델이 제안되었다[8-10]. S-chain

모델은 변형량에 따라 계산속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3-D

가상장기에 용하여 실시간 제어장치에 용하기 매우

어려운 이 있으며 격자 구조로 배열된 체인의 특성상

회 움직임에 한 변형을 표 하기 어려운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4 자유도 자기 성 가변 (MR) 햅

틱 마스터 시스템과 가상 공간의 장기기 사이에 햅틱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제안된 햅틱 장치에는 근감각

인 반발력에 한햅틱 피드백 기능이 있다. 가상 장기의

변형률을 실시간 제어장치에 용하기 해 계산속도성

능이 매우 개선되고 회 움직임에 따른변형과정을 표

가능한 S체인 모델을 개발하 다. 수술용 햅틱 시스템에

서, 햅틱마스터와 가상장기는 토크정보와 로 이동정보

가 실시간으로 상호 교환되며, 이때 햅틱마스터의 토크

추종성능을 평가하 다.

2. MR 햅틱 마스터

RMIS를 수행하기 해서는 3 축 회 운동과 1 축 병

진 운동을 필요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수술동작

을 수행하면서 근감각 인 반발력을 구 하기 하여

MR햅틱 마스터를 제안하 다. 조작자의 복잡한 동작이

반발력 액추에이터로 달될 수 있도록짐벌 메커니즘이

채택되었다. 제안된 MR햅틱 마스터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유성 기어 시스템이 있는 양방향 MR클러치 2개가

아래 짐벌 구조와 연결되며, 짐벌구조 상부에는 베벨 기

어 시스템이 있는 MR클러치이 핸들과 일체형으로 구성

된다[11]. 조작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반발력은 짐벌 메

커니즘을 통해 다시 달된다. 피칭 롤링 회 운동을

한 반발력을 생성하기 해 2개의 양방향MR클러치와

유성 기어가고안되었다. 한, 배선 변환 동작에 한

MR 이크가 그립퍼에 부착되어 있다. 엄지 손가락의

변환 운동을 수행하기 해 베벨 기어 메커니즘이 사용

된다. MR클러치 이크의 생성된 토크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클러치와 이크 로터의 지름, 는 클

러치와 이크의 높이, 는 하우징과로터사이의 두께,

 와 는 로터와 하우징의 상 속도를 뜻하게 된다

[5, 12-14].

Fig. 1. Manufacture MR Hapctic Master

3. 새로운 S-chain 알고리

햅틱 시뮬 이터를 구 하기 하여 S-chain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가상장기의 변형을 표 하 다. S-chain

모델은 일반 으로 매트릭스 반 연산과 같은 압도 인

연산 시간이 요구되는 다른 모델보다 빠른 연산을 가능

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택하

다. S-chain 알고리즘의 주된 원리는 반발력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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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이동하는 체인 요소의 수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림 2에 표시된 것처럼, 사용자는 하단 체인 요소를 아

래로 이동시킨다. 첫번째 체인(e1)은 직렬로 이동하는 체

인 요소에 연결되어 있지만, 이동 가능한 체인을 병렬로

연결하여 반응력 합계를 계산한다. 하나의 체인 요소가

최 변형 길이보다 작은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반

발력은 이 되고, 여기서 k1는 체인 요소의 스 링

상수가 된다. 첫번째 체인요소를 최 변형 거리까지 당

기면 두번째 체인요소(e2)가 이동하고 반발력은

m ax   가 된다. 두번째 체인요소(e2)가 최

변형 거리보다 더 많이 이동하면 세번째 체인요소가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방법에 기 하여 n번째 체인 요소

의 총 변 와 반발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Fig. 2. Concept of S-chain Algorithm

   m ax   (2)

  
  

  

m ax   (3)

이러한 방법을 통해 1-D S-chain 모델링 기법을 2-D

3-D로 쉽게 확장할 수있다. 2-D 는 3-D 이스에서

의 반발력은 으로 각 축의 구성요소힘의 벡터 합이

다[5].

하지만 회 움직임에 한 변형은 S-chain 모델만으

로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이 있다. S-chain 모델은

기 치에서의 변형이 근처 체인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

인데, 격자배열로 이루어진 체인과 노드들에서는 회 운

동에 따른 근처 체인을 격자구조로 상정하게 되면 변형

과정이 실제와 매우 다르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Fig. 3. Configuration of New S-chain Algorithm

그림 3과 같이 격자구조로 이루어진 체인과 노드들을

심행과 심열로 구역을 나 어 회 에 따른 변형을 설

명하고자 한다. 먼 회 의 심 노드인 e1에서는 회

토크만 가해지고 치변화는 없다고 보았으며, e1을

심으로 상하좌우에 존재하는 4개의 노드가 회 방향에

따라 상하좌우로 움직인다고 가정하 다. 4개의 노드들

의 변형량이 최 변형거리를 넘어서게 되면 이때 회

하게 되며, 인 한 상하좌우의 노드들이 움직이며 앞의

변형과정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하 다. 이러한

가정을 용한 변형과정은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4

에서 확인가능하듯이 회 각도에 따라 노드들이 자연스

럽게 변형된 것을 확인할수 있다. 이때 심행과 심열

의 반발력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a) initi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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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0° rotation

(e) 80° rotation

Fig. 4. Deformed Object According to New S-chain 

Model

   
  



 ∙ m ax 

    ∙  

  
  



 ∙ m ax 

    ∙  

(4)

여기서   는 노드간의 x축과 y축 방향으

로의 거리를 뜻하게 된다.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이때 ⌊ ⌋는 “보다

작거나같은가장큰정수”를뜻하는하한연산을의미한다.

  ⌊m ax

∆
⌋  ⌊m ax

∆
⌋ (5)

한 4개의 구역 쪽의좌우 구역의 반발력은 아래

와같이계산되며, 아래쪽2개의구역도유사하게계산된다.

 
  






  



 
  





max

 
  






  



 
  




max

(6)

4. 제어실험

새로운 S-chain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그

림 5에 표시된 것처럼 실험 기구를 제작하 다. 제어 시

스템 구성은 센서로부터 측정된 재 측정값과 목표값과

의 오차를 제거하기 해 제어기에서 계산된 제어입력이

햅틱 마스터시스템에 입력된다 [15-18]. 제작된 MR햅틱

마스터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마스터의

그리퍼를 이동하면 회 각도 변 와 같은 치 정보

가 엔코더 LVDT와 같은 센서에 입력된다. 입력된 정

보는 먼 컨트롤러로 송된 다음 컴퓨터가 MR장치에

용할 제어 입력을 계산한다. 햅틱 마스터로 달된 제

Fig. 5. Experimental Apparatus of Contro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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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state

(b) deformed state

Fig. 6 Virtual Organ Results

(a) control input

(b) tracking results

Fig. 7 Control Test Results

어 입력과 생성된토크 힘은 6축 힘/토크 센서에 의해

측정된다. 모든 신호는 디지털화되어 NIexpress 시

(PXIe-1082)인 AD/DA 보드를 통해 송된다.

측정된 치 정보는 가상의 슬 이 시스템으로

송되며, 이 정보에 기 하여 변형 가능한 물체의 변형과

반발력이 S-chain모델을 통해 계산되고, 모니터를 통해

참가자에게 시각 정보가 송된다. 가상의 수술 기기

의 끝이 가상 물체의 표면을 통하도록 움직인다고 가

정할 때, 수술기기의 말단은 계속해서 표면을 통 할 수

있고 원하는 로 끌어넣을 수도 있다. 동시에 사용자에

게 반사된 힘이계산된후 햅틱마스터장치를통해참가

자에게 달된다. S-chain모델을 사용한 햅틱 더링은

70×70×35의 치수를 가진 가상 입방 개체에 용된다. 변

형 가능한 물체에 한 그래픽 햅틱 시뮬 이션은

Microsoft Visual C++ OpenGL에서 그래픽 라이 러

리로 작성한 로그램에 의해 수행된다. 가상 환경에서

의 가상 슬 이 는 가상 개체의 USCE(사용자 선택 체

인 요소)와 연결하기 해 움직인다. 이 물체는 S-chain

모델에 의해 그림 6과 같이 변형된다. 회 에 따른 변형

을 원활히 표 하기 해 입방개체의 z축상 최고 에 변

형을 가하 으며, 그림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 에 따

른 변형이 히 표 되고 이러한 변형과정이 실시간으

로 조작자에게 모니터를 통해 제공된다.

가상 환경에서의 원하는 반발력 정보가 최 0.6 Nm

이며, MR 햅틱마스터가 원하는 반발력을 작은 오차로

생성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으며 그림7에 나타내었

다. 제안된 S-chain알고리즘을 통해 계산하여 부드럽고

연속 인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결과를 통해확

인할 수 있다. 제안된마스터 슬 이 시스템의 힘업데

이트 속도는 1000Hz, 그래픽 업데이트 속도는 100Hz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한 가상 슬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시간 지연의 문제 없이 마스터와 성공 으로

통신하는 것을 확인하 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MR유체를 사용하는 4 자유도 햅틱 마

스터를 RMIS 수술 생기는 근감각 인 반발력을 구

하기 하여제안하 으며, 4 자유도의 수술동작 의 생

기는 반발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 가상의 공간에서

인체 기 모델을 구 하기 해 S-chain모델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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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형체 변형기 을 구 하 으며, 이때 변형에 따른 반

발력을 계산하여 햅틱마스터를 통해 구 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S-chain모델은 가상 장기의 변형

과정을 기존 S-chain 모델보다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MR 햅틱 마스터가

가상 수술 로 가상환경을 통합하여 제어 실험을 수

행하 다. 실험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햅틱

마스터와 가상환경 연동 장치는 매우성공 으로 개발한

것을 알 수있었으며, 향후연구에서는 실제 장기와 햅틱

마스터의 제어 성능을 실험 으로 고찰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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