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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botic techniques can be one of the promised solutions to address the prostate cancer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ublic health problems in medical fields. Despite several past and on-going dedicated researches, the systematic techniques and 

completed theories have not been established well. Therefore we review the state-of-the-art literature on the applications of 

engineering technologies with particular focus 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prostate cancer. The current status of the elastography 

and systematic DRE are presented as novel diagnostic tools, and an overview of the applied technologies to address the limits of the 

treatment (radical prostectomy and brachytherapy) i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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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립선 암은 서구의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으로, 

2008년도 미국에서 발병된 환자는 약 186,320명에 이르며, 이 

중 사망한 환자는 28,660명으로 사망률이 두 번째로 높은 암 

질환이다[1,2]. 국내 전립선 암 발병률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 20여 년간 약 13배 가량 증가했다[3]. 초기 암일 경우에

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힘들며, 중기 

또는 말기 암인 경우에는 배뇨의 불편함, 발기불능, 혈뇨, 통

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때는 진단이 되었다고 해도 

치료 시 완치가 힘든 경우가 많다. 미국 암 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전립선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 

질 경우 환자의 5년간 생존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50세 이후 모든 남성에게 2년에 한번씩 1차 진단을 받는 것

을 권장하며 가족 중에 병력이 있는 경우는 40대부터 시행 

받도록 하고 있다[1,4]. 하지만 아직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

면 1차 진단법인 직장수지검사(DRE: Digital Rectal Examination)

와 혈청 전립선특이항원(Serum 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을 보장할 수 없으며, 치료 시 사용되

는 시술 장치 및 방법의 한계점 등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연구팀에서 정밀 측정, 최적설계 및 제작, 제어 

기술 등 다양한 공학적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정확하며 객관

적인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이고 완

성도 높은 기술과 이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립선 암 진단 및 치료

를 위한 로봇기술 적용 사례 관련 연구들을 조사하여 체계적

인 분류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현재 기술 동향을 파

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립선 

암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들이 지니는 한계점

에 대해서 조사했다. III 장에서는 II 장에서 언급한 정량적이

지 않으며 객관성이 떨어지는 진단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로봇기술이 적용된 진단기술 사례들을 기술했으며, IV 

장에서는 전립선 암 치료 시 주로 사용되는 수술로봇(Da 

Vinci, Intuitive Surgical, Sunnyvale, CA, USA)과 근접조사치료 시 

사용되는 장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사례

들을 기술했다. V 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방향

을 제시했다. 

 

II. 연구배경 

전립선 암 진단 및 치료는 그림 1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진단법이 아직 표준화 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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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립선 암 진단법 및 치료법. 

Fig.  1. Diagnosis and treatment for prostate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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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암 진단 시 직장수지검사와 혈청 전립선특이항원검사와 

같은 방법이 시행된다[5].  

직장수지검사란 의사의 손가락을 직장으로 삽입하여 전립

선 조직을 만져봄으로써 암 조직의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 방

법으로, 전립선 암 조직이 정상 조직에 비해 딱딱하며 주로 

장기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약 80%)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6]. 이 방법은 검사 결과가 환자의 예후와 암 진단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선별검사 방법으로 많

이 사용되고 있다[7]. 또한, 이 검사법은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낮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

만,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주관적

인 판단 기준에 의해 검사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정확도와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혈청 전립선특이항원은 전립선에 

암 조직이나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

는 특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전립선 암 진단에 사용되고 있

다. 이 검사의 도입은 전립선 암 진단율을 높였으나 도입 후 

조기진단에 의한 전립선 암 사망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확

인되지 않았으며, 조직 검사 시행을 위해 제공되는 전립선특

이항원값의 기준치 검증이 완벽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 앞에

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진단을 수행하고 이때 이상이 발생되

면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침생검 또는 다양한 영상 진단

(경직장 초음파,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을 

수행하게 된다. 경직장 초음파검사는 전립선의 병변을 발견

하거나, 조직 침생검 시 영상 정보로 사용되며 전립선의 용

적 계산 시에도 이용된다. 그러나 경직장 초음파검사는 전립

선 암의 진단에 있어서 특이도와 양성예측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암 진단 시 보조적인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

을 통한 진단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

문에 초기 암 진단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침생검은 초음파 

영상 유도 하에 진행되며, 항문을 통해 초음파 기구를 삽입

하고 바늘을 조직에 삽입해 소량의 조직을 얻게 된다. 이때 

초음파에서 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발견되면 그 부분을 중점

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립선을 

여러 부분으로 분할(6, 12, 24분할)해서 조직검사를 한다. 하지

만 초음파 유도 침생검을 통한 전립선 암 진단 확률이 낮으

며, 정밀도 또한 낮기 때문에 과도한 횟수의 침생검이 수행

되어 환자에게 일시적인 통증과 혈뇨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

고,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직장에 출혈이 있을 수 있으

며 심각한 경우에는 패혈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

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은 불가피하게 전립

선 암 진단을 위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점

을 극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진단법 개발이 필요하다. 

전립선 암의 치료법은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병기

와 종양의 분화도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치료법은 대기 관

찰요법, 근치적 수술(radical prostatectomy), 근접조사치료법

(brachytherapy), 방사선치료, 호르몬치료 또는 항암화학요법 

등이 있으며, 치료방법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치료가 환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치료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근치적 수술법과 근접조사치료법에 대해서 간

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전립선, 정난, 정관, 골반 림프

절을 함께 절제하는 치료법을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라 한

다. 이 치료는 암 조직이 전립선 내부에 존재할 경우 수행되

는 대표적인 시술법으로써 복강경 수술을 통해 수행되고 있

으며, 최근 수술로봇의 출현에 따라 시술의 정확도 및 시술

자의 편의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

만 수술로봇을 사용했을 때 촉감 정보의 부재나 도구 간의 

충돌과 같은 수술과정의 문제점이 있으며, 수술로봇을 통한 

시술 결과가 환자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거나 생존율을 높인

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해

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근접조사치료법은 환자의 종양 부위

에 카테터(catheter) 또는 바늘을 이용해 2mm 크기의 방사선

동위원소 시드를 삽입해서 치료하는 방사선치료법이다. 이는 

완치가 가능한 초기 단계 및 국부 전립선 암 환자에게 시술

하는 방법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8,9]. 이 방법은 불필요한 개복 또는 절개수술 없이 전립선 

내 종양을 치료할 수 있어 시술 후 환자의 회복기간이 짧다

[10]. 비록 시술 후 대략 6개월 동안에는 요실금이나 배뇨의 

불편함과 같은 시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

병증은 짧은 기간 유지되며 발생율도 환자수의 대략 1~2%로 

낮다[11]. 하지만 이 시술은 종양에 따라 적절한 시드 복용량 

선택과 정확한 위치에 시드를 이식하는 기술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8]. 특히, 시드 이식이 기술적으로 힘든 

주된 이유는 조직의 비균질성, 시드의 움직임, 시술 도구의 

오차, 삽입 바늘의 편향, 시술자의 오차 등이 있다.  

 

III. 전립선 암 진단을 위한 로봇기술 적용 사례 

전립선 암 진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

존의 진단법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질병 진단을 위한 근거로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잉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전립선 암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환자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전립선 암 진단 시 기존 진단법의 문

제점을 극복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직장수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

는 기계시스템 개발 및 이를 위한 기반 연구와 고품질의 실

시간 영상정보 획득 방법에 관한 것으로 국내/외 연구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직장수지검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진

단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정밀하며 객관적, 정량적 진단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는 로봇 촉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12,13]. 이 방법은 기존의 진단법이 지니는 시술자의 숙

련도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제거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결과를 통해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가 

아닌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본 도호쿠 대학의 

Tanaka 교수팀은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을 위한 

지름 12mm의 능동 촉지 센서 시스템을 개발했다[12]. 이 시

스템을 이용해서 전립선 촉지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전립선 암

이 존재하는 환자를 강성을 통해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삽입 각도가 달라지면 물체와의 접촉 각도 또한 달라지게 되

어 측정 된 결과를 통한 진단 시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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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같은 연구팀에서 직장 수지검사 시 의사가 직접 

손가락에 끼운 채 검사를 할 수 있는 소형 센서를 개발했다

(그림 2)[13]. 본 논문 의 연구팀에서는 직장에 삽입이 가능한 

크기인 직경이 8mm인 로봇 촉지 시스템을 개발하고(그림 3), 

이를 통해 전립선 각 위치에 따른 정상 및 암조직의 물리적 

특성을 획득했다[14]. 이 결과는 전립선 암 진단 시 암 조직

의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로써 사용할 수 있다. 

로봇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또 다른 진단법은 고품질의 실

시간 영상정보를 통해 대상 조직의 물성을 획득하고 이를 통

해 영상학적 진단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연구는 

elastography이다. 이는 진동을 전달하는 진동자와 다양한 형

태의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해 장기나 조직의 물리적 특성을 

획득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15]. 기계적 진동을 측정 대상 

조직에 가하면 피부 속 조직에 미세 진동이 발생되며 조직 

내부를 통과하게 된다. 이때 매질인 피부의 특성에 따라 진

행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측정해서 정해진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거치게 되면 대상 조직의 물리적 특성을 획득할 

수 있다. Elastography 개발 및 성능향상을 위해 많은 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5-28].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의 벤자

민 프랭클린 의료센터는 AC모터의 동작 원리와 유사한 형태

인 환형 코일에 흐르는 교류전류를 이용해 조직에 전단파를 

인가할 수 있는 진동자를 개발했다[16]. 기존의 전자기적 구

동기가 전기장의 방향과 나란하게 움직이는 단점을 극복했

고, 근육과 같은 이방성 조직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

다. 홍콩 대학의 Yang 교수팀은 in vivo 상태에서 동물에 삽입

된 바늘을 압전변형요소를 이용해 길이방향의 움직임을 발

생시키고 생체 조직에 전단파를 인가 할 수 있는 장치를 개

발했다[17]. 이 장치는 바늘로 접근이 용이한 부위에 대해서

는 보다 정확한 조직의 경도 추정이 가능하다. 일본 나라첨

단 과학기술원의 Suga 교수팀은 전단파의 국부적 파장 패턴

의 길이를 예측하고 영상정보의 다중 위상 오프셋을 병합함

으로써 높은 공간 분해능을 가지면서 국부적 파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우수한 영상

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18]. Elastography의 기술적인 부분을 

향상시킨 연구 이외에 이 방법을 이용한 여러 임상적 검증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29-34]. 독일 함부르크-에펜도르프 

대학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은 전립선 암 진단 시 기존의 회색

도 초음파의 낮은 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를 극복

하고 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439명의 환자

를 대상으로 elastography 진단한 결과 최대 감도 84% 최소 

특이도 67%로 전립선 암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회색도 초음

파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그림 

4)[29]. 또, 독일 루르 대학의 비뇨기과 연구팀에서는 전립선 

암 진단 시 생검을 위한 실시간 elastography 영상의 유효성을 

밝히고자 404명의 환자에 임상실험을 실시했다[30]. 환자 중 

151명(37.4%)이 전립선 암 환자로 검진 되었으며, 실시간 

elastography 영상기반 생검을 이용한 결과 151명 중 127명

(84.1%)을, 기존의 초음파 기반의 생검을 이용하여 진단한 경

우 97명(64.2%)을 암 환자로 구분했다. 이 결과를 통해 실시

간 elastography는 생검 시 정확한 암 진단을 위한 보조 영상

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일본 츠쿠바 대학 Miyanaga 

교수팀은 elastography를 이용해 93%(27명)의 정확도로 전립선 

암을 진단했으며 이는 직장수지검사 진단의 59%(17명)와 직

장 초음파검사의 55%(16명)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음

을 보였다[31].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의학대학에서는 

elastography를 이용한 전립선 암 진단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자 침생검 및 MRI 진단법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다[32]. 

비록 elastograpy를 이용했을 때 두꺼운 조직까지 측정하지 못

 

그림 2.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개발한 직장수지검사용 손가

락 착용 센서 및 진동 모터 [13]. 

Fig.  2. Sensor wearable on a finger and vibro-motor for DRE

(Tohoku University, Japan) [13]. 

 

그림 3. 본 연구팀에서 개발한 로봇 촉지 시스템 [14]. 

Fig.  3. Robotic palpation system developed by our research team

(KAIST, Korea) [14]. 

 

그림 4. (a) 독일 함부르크-에펜도르프 대학병원에서 수행한

elastogram 영상 기반 전립선 암 위치 예측, (b) 조직

병리학적으로 진단한 전립선 암의 위치 [29]. 

Fig. 4. (a) Elastogram of stiff tissue suspected to be cancerous tissue 

(University Hospital Hamburg-Eppendorf, Germany), (b) 

Tumor foci confirmed as cancerous tissue in the 

histopathological analysi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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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계점이 있으나, 간단하고 비침습적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단방법이기 때문에 성능검증이 충분히 된다면 널

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IV. 전립선 암 치료를 위한 로봇기술 적용 사례 

본 장에서는 전립선 암 치료를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근치적 수술과 근접조사치료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로봇기술 적용 사례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최근 수술로봇 Da Vinci가 개발됨에 따라 복강경 수술도구

를 이용했을 때 보다 충분한 시각정보를 확보했으며, 더 쉽

게 시술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용 시 촉감 정보의 부

재나 도구 간에 부딪히는 문제점, 시술 결과의 검증 등이 시

급히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내/외 많은 연구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35-38]. 미국의 터프츠 대학의 Cao 연

구팀은 30명의 의사들에게 가상 환경에서 모의 수술 실험을 

하여 촉감정보의 유무에 따른 작업 완료 시간과 정확도를 비

교했다[35]. 이때 촉감정보가 있을 경우 작업 속도는 36% 빠

르고 작업 정확도는 97%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바탕으로 촉감정보는 로봇 수술 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 하버드 대학의 Howe 교수팀은 의사

에게 수술도구를 삽입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때 촉감

정보가 있는 경우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깊이만큼 삽

입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그림 5)[36].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Okamura 교수팀은 의사에게 전해주는 촉감정

보를 직접 주는 경우, 시각적으로 주는 경우, 동시에 주는 경

우, 주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촉감정보를 직접 

주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통해 촉감정보는 시술 시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검증했다[37]. 촉감정보를 수술로봇에 구현하기 위

해 수행된 국내/외 연구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39-44]. 미국 

UCLA의 Dutson 교수팀은 forceps에 압전 센서를 부착하여 

촉감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공압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사들

에게 측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구현했다[39]. 독일 

항공우주 연구소의 Seibold 연구팀 에서는 Al-CuMg 합금을 

사용하여 6각형 구조의 소형 6축 힘/토크 센서를 개발했으며 

이를 forceps에 부착해서 시술 시 발생하는 촉감정보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그림 6)[40]. 캐나다의 세인트

존 대학의 Dargahi 연구팀은 forceps에서 전달되는 접촉력을 

측정하기 위해 압전성 고분자를 이용한 압력센서를 개발했

다(그림 7)[41]. 벨기에의 루벤 대학의 Peirs 연구팀은 광섬유

를 이용해서 직경이 5mm의 힘 센서를 개발했으며 이를 복

강경 수술도구에 적용했다[42]. 수술로봇의 또 다른 문제점은 

로봇 팔이 크고 길어서 동작반경에 제한이 있으며, 내부동작

에 비해 바깥 장치의 동작반경이 커서 서로 부딪힐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컬럼비아 대학의 Simaan 교

수팀은 21개의 와이어로 구동되어 유연하게 삽입할 수 있는 

로봇 기구를 개발하고 있다[44]. 

근접조사치료법은 불필요한 개복 또는 절개수술 없이 전

 

 

그림 5.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수행한 촉감정보의 필요성 검

증실 험: 수술도구 삽입 과정 [36]. 

Fig.  5. The experiment to verify usefulness of the tactile

information: procedure of the canula insertion task (Harvard

University, USA) [36]. 

 

 

그림 6. 독일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개발된 6축 힘/토크 센서

가 부착된 수술도구 [40]. 

Fig.  6. Surgery device with a 6 axis force/torque sensor (DLR, 

Germany) [40]. 

 

 
(a) 

 
(b) 

그림 7. 캐나다 세인트존 대학에서 개발한 (a) Forceps용 촉각

센서와 (b) Forceps 적용 사례 [41]. 

Fig.  7. (a) Tactile sensor for forceps and (b) Its application (Saint 

John University, Canada)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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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선 내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의 Stoianovici 교수팀은 MRI의 영상

유도가 가능한 바늘 삽입 장치를 개발했다[45,46]. 구성된 장

치의 부속품들은 모두 자성과 극성을 가지지 않는 재질로 이

루 어져 있으며, 공압을 이용한 모터를 사용했다(그림 8). 이 

장치는 차폐형 MRI 장비 내에 모두 통합되어 있으며, 유사 

연조직에 실험해 본 결과 0.72mm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다. 

캐나다의 퀸즈 대학의 Fichtinger 교수팀은 초음파 기반 유도 

기술이 결합된 근접 조사 치료 로봇시스템을 개발했다[47]. 

초음파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수술계획을 세우고, 영상장비

의 좌표계와 바늘 삽입 로봇의 좌표계를 맞추어 목표가 되는 

위치에 바늘을 삽입했다. 실험은 유사 연조직과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 한 결과, 유사 연조직 실험에서는 평균 

0.25mm와 0.75도의 오차를 보였고, 실제 환자의 경우에는 최

대 4mm 정도의 오차를 보여 실제 시술의 적용에는 한계점

을 보였다.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 대학의 Patel 교수팀은 환

자의 전립선 암 조직에 방사선 시드를 영구 삽입하는 low-

dose rate 근접 조사 치료 시스템을 개발했다(그림 9)[48]. 실제 

시술에 적용하기 위해 3D SLICER라는 3D 영상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초음파 기반의 영상 유도를 실현했으며, 5자유

도의 구동기에 강인성 제어 알고리즘과 센서를 함께 통합함

으로써, 응급 상황의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유사 연조직에 

실험한 결과, 약 1.45mm 정도의 오차를 보였다. 끝으로 네덜

란드의 트벤테 대학의 Pondman 연구팀은 MRI 영상의 실시

간 유도 상에서 시술이 가능하게 했다[49]. 실시간 유도를 위

하여, 차폐형 MRI 장치에서 정확한 영상을 찍고, 실제 수술

에서는 개방형 MRI를 찍어 두 영상의 좌표계를 맞추는 방법

으로, 수술 영상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종양조직의 

정확한 위치파악과 함께 치료용 바늘의 정확한 유도가 가능

했다.  

 

V. 결론 및 전망 

본 문헌 조사를 통해 전립선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기존 

의 방법과 이들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로봇기술을 적용한 사례들을 분류하고 정리했다. 아

직 체계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기술과 이론이 확립되지 않았

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연구가 있으며 성장 가능성

이 높은 연구 분야임은 분명하다. 

문헌 조사 결과 전립선 암 진단을 위한 로봇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직장수지검사 시 시술자 주관적인 판단과 비 정량적

인 결과 도출하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로봇 촉지 시스

템에 대한 연구와 elastography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 또

 

그림 8.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개발한 MRI 유도 전립선

암 치 료용 바늘 삽입 로봇 [46]. 

Fig.  8. MRI image guieded needle insertion robot for prostate cancer

treatment (MrBot, Johns Hopkins University, USA) [46]. 

 

 

그림 9.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 대학에서 개발한 근접조사치

료를 위한 마이크로 구동 시스템 [48]. 

Fig.  9. Micro manipulator for transrectal ultrasonography guided

brachytherapy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Canada) [48].

 

표   1. 전립선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로봇기술 적용 관련

연구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researches applied robotic technology for

diagnosis and treatment for prostate cancer. 

분류 관련 연구 

진단

로봇 촉지 시스템 개발 12 - 14 

Elastography 
개발 15 - 28 

검증 29 - 34 

치료
근치적 수술

촉감정보의 필요성 35 –  38 

촉감정보 구현 39 - 43 

시스템 최적 설계 44 

근접조사치료법 8, 45 - 53 

 

 

그림 10. 전립선 암 진단 및 치료 시스템. 

Fig.  10. System for diagnosis and treatment for prostate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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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가 있다. Elastography 연구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상적 검증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르렀

으나 로봇 촉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립선 암 치료를 위한 연구 사례는 근치적 수

술법과 근접조사치료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근

치적 수술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수술로봇의 한계점인 촉감

정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술 후 발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

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에 관한 연구가 시급

하다. 근접조사치료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

료영상 유도 로봇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아직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는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전립선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수

행 되어야 하며, 이후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가 수반 될 

경우 환자를 위한 최적의 의료 시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조기 진단을 위한 임상적 연구를 제외한 다른 연구는 상

당히 부족한 현실이며, 무엇보다 아직 전립선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임상 전문가들이 제안하

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진단법

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순차적 진단 또

는 융합진단이 가능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본 문헌 조사를 통해 전립선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이상

정인 시스템을 그림 10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영상 정보 유도 기반의 로봇 촉지 및 침

생검을 수행할 수 있다. 로봇 촉지를 통해 전립선 조직의 물

성을 획득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은 뒤 그 위치에서 초

음파 영상 유도 하에 침생검을 수행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침생검을 줄임으로써 진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조기 진단이 가능할 경우 로봇시스템 기반의 근접

조사치료를 통해 진단과 치료를 유기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안한 로봇시스템의 개발이나 이러한 

로봇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보다 정확하며 친환자적 의료 

시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분

야에 로봇기술의 적용을 통해 전립선 암 이외에도 많은 질병

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유망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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