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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구조를 갖는 RCM 매니퓰레이터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ign of Stiffness Structure for RCM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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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여부는 정확한 사

전시술 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수술단계에서 치

과의사의 시술 수행능력도 영향을 미친다. 독일의 

하이델버그(Heidelberg)대학에서는 치과용 임플

란트 시술에 로봇을 도입하였다.1 로봇이 의사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지만, 시술을 보조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시술이 가능하

다. 임플란트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드릴의 진동, 

의사의 손떨림, 환자의 움직임, 의사의 피로도 

및 비숙련도 등은 시술계획과는 무관하게 임플란

트 시술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임플란트 시술에

서 보다 완벽하고 안정적인 시술을 위해서는, 로봇

을 도입하여 보조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턱뼈에 임플란트 보철 식립시 

설계된 기구부에 전달되는 변화를 구조 해석과 

진동해석을 통해 강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시뮬레이션하였다. 

2. RCM manipulator
Fig. 1의 구조로 설계한 RCM manipulator는 드릴

팁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각도 조절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중평행사변형 기구부를 도입하였다.
 

       Fig. 1 RCM manipulator

O점에 설치된 스텝 모터로 링크의 회전운동을 

발생시켜 평행사변형의 각도 변화는 핸드피스의 

끝점을 유지하면서 고정점(bur)의 각도 변화를 유

발한다.2

3. 구조해석

가상 중심 기구부는 드릴링 하는 방향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드릴링 작업에 대한 충분한 

강성(Stiffness)을 가져야한다. 설계 데이터를 검증

하기 위한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의 

입력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임플란트 식립

을 위한 드릴링 과정을 해석하는 경우, 정형외과에

서는 20~120N의 초기 하중이 사용되고, 치과의 

경우에 1.5~24N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3

Table 1 Input condition for FEA

Properties of Aluminum - 6061

Density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Tensile
yield

strength

Tensile
ultimate
strength

2700kg/m3 690GPa 0.33 276MPa 310MPa

Mesh

Type Nodes Elements

Solid 106,554 57,005

Boundary condition, Initial condition

Mass Load Constraint

7.6kg 25N Fix

Table 2 Result of static structural analysis

Equivalent
elastic strain Equivalent stress Total

deformation

2.2402e-004m/m 44.804MPa 0.256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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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중심 기구부의 응력분포 및 변형률을 측정

하고, 구조해석 결과를 Table 2에 정리 하였다. 응력

분포 및 변형률 그리고 변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핸드피스의 헤드부분에서 최대응력이 관

측되었고, 변형은 0.26mm이하로 발생되었으며, 변
형률은 2.2402e-004mm/mm로 매우 작다.

Fig. 2 Static structural analysis of RCM manipulator  
       during drilling process

4. 진동해석

임플란트 시술시 드릴링 작업은 일반적으로 직

경이 작은 드릴부터 시작해서 점차 직경을 키워 

턱뼈에 드릴링을 한다. 이때 드릴의 직경이 클수록 

드릴의 회전속도를 낮춘다. 과도한 회전수는 드릴

링 과정 중에 턱뼈의 열로 인한 괴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20∼1500RPM 사이에서 사용한다.4 
핸드피스의 진동이 기구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조화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핸드피

스의 회전수의 범위는 600∼3600RPM로 가정하고 

드릴의 끝점에 25N의 초기하중을 가하여 임플란트 

드릴링 작업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주었다.

Fig. 3 Results of harmonic analysis

 핸드피스의 RPM에 따른 주파수 응답을 Fig. 
3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35~40Hz 구간에서 공진

이 발생함으로 사용환경(0.3~25Hz)에서는 안정하

다.

5. 결론

SolidWorks로 설계된 기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ANSYS로 구조해석과 조화진동해석을 수행하였

다. 25N의 초기하중으로 구조해석을 실행하였을 

때 최대 변형률은 2.2402e-004m/m이고, 임플란트 

시술시 사용하지 않는 드릴의 회전수 35~40Hz 구
간에서 공진이 일어남을 확인하여 시뮬레이션 상

에서 설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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