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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소침습수술 은 복부에(MIS: Minimally Invasive Surgery)

절개창을 열고 시행하는 개복수술과 달리 작은 구멍을 3~4

개 내어 특수 소형 렌즈와 수술 도구를 몸속에 삽입하여

수술 부위를 확대한 화면으로 보면서 시행하는 수술 방법

을 말한다 기존 수술법과 비교하여 수술시간이 짧고 수[1]. ,

술 중 출혈이 적으며 유착이나 감염 등 수술 후 합병증이

더 적은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수술 후 흉터에 대한 스트

레스와 통증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하나의 구멍.

만을 통해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법인 단일경로 복강경 수

술법도 개발되고 있다[2,3].

이러한 수술과정에서 로봇팔에 수술 도구와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용하고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여 수술을 시행,

하게 되면 이를 복강경 로봇수술이라 한다 여러 가지[4].

수술로봇 시스템이 개발되었지만 미국에서 인증을 받, FDA

고 실제로 상용화 되어 판매된 시스템으로는 의사의 시술

동작을 로봇이 따라하도록 제작된 제우스와 다빈치가 있다

[5].

로봇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인 인스트루먼트는 피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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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멍을 통해 인체내부에 삽입되어 수술을 진행하게 되

는데 현재까지 개발된 인스트루먼트들은 조작자에게 조직,

의 정밀한 촉감이나 느낌 등의 피드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체 내부에서의 혈액노출 가능성과 사용 후 고열소

독 과정이 있어서 센서와 같은 정교한 장치의 부착이 힘들

고 구동모터와 링크 간의 거리가 멀어서 와이어 마찰 등의,

문제로 전류와 같은 정보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6].

이러한 구동 정보 피드백이 힘든 이유로 인스트루먼트가

제어 명령대로 잘 움직이는지에 관한 정보와 물체를 쥐고

움직일 때 사용자가 원하는 힘으로 물체를 쥐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턴에서 개발한 그림 의 인스트루먼1㈜

트를 이용하여 인스트루먼트의 구동 성능에 관해 분석하고,

관절의 회전 시 다른 관절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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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에사용된인스트루먼트.

Fig. 1. Instrument used i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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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적으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퍼의 움직임에,

따른 그립력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장에서는 텐던 드라이브 의 구동방식과 실II (tendon-drive)

험에 사용된 인스트루먼트의 링크 구동방식에 관하여 설명

하고 자유도와 관절구조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장에서, . III

는 인스트루먼트가 구동할 때 링크 간에 끼치는 영향에 관

하여 나타내었는데 손목관절 움직임이 그립방향에 끼치는,

영향과 오버클로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그립력이 생길 때

그립방향 움직임이 손목관절 움직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하

여 분석하고 링크 간에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제어기 설

계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장에서는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IV

오버클로징 알고리즘과 그립력의 관계에 대하여 나타내었

다 또한 각 링크의 움직임이 그립력에 끼치는 영향을 측. ,

정하고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그립력의 변화를 최소화시키

는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인스트루먼트II.

인스트루먼트의 조인트는 모터와 와이어를 통해 구동되

는데 이러한 구동 방식을 텐던 드라이브 방식, (tendon-drive)

또는 케이블 드라이브 방식이라고 한다 이[7] (cable-drive) .

러한 방법으로 링크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개의 엑츄에이1 2

터를 이용하는 방법(agonistic-antagonistic single-acting

과 개의 엑츄에이터와 개의 수동소자를 이용하는actuator) 1 1

방법 그리(single-acting actuator with passive return elements),

고 개의 엑츄에이터만을 이용하는 방법1 (single-acting

이 있다 개의 엑츄에이터를 이actuator with an actuator) [8]. 2

용하는 방법은 백래시가 없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지만,

관절 수에 비해 모터가 배수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2 ,

수동소자를 이용한 엑츄에이터 방법은 한 방향으로만 정1

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엑츄에이터만으로. 1 1

링크를 제어하는 방법은 양방향 제어가 가능하지만 와이어

의 마찰과 탄성에 의해 백래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9].

본 연구에 사용된 인스트루먼트는 그림 와 같이 자유2 4

도를 가지고 있으며 링크 엑츄에이터 구동방식을 갖고1 - 1

있다 는 그립. (single-acting actuator with an actuator). Twist

을 샤프트방향 축으로 회전시키고 손목에 자유도가 있으,

며 그리퍼는 두 개의 자유도로 구성되었다, .

그림 에서 그립방향 은 그리퍼의 방향을3 (grip direction)

나타내고 그리퍼 사이의 각도를 그립각도 라 정, (grip angle)

의하면 식 과 같이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1) .

  
_

_ 

  
_

_
(1)

와 는 각각 그립방향과 그립각도를 나타내고,


_ 와 

_ 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 각도를 나타jaw

낸다.

관절간 움직임 간섭을 고려한 제어III.

손목관절 움직임에 의한 그립관절 움직임 간섭1.

그리퍼를 구동하는 와이어는 모터에서부터 손목관절을

거쳐 그리퍼에 도달하게 된다 손목관절의 움직임은 그립관.

절을 구동하는 와이어의 움직임을 야기시키고 이는 곧 그,

립관절의 자세의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그림 에서 손. 4(b)

목관절이 만큼 회전하게 되면 손목관절을 지나는 와이,

어는 Rw∙만큼 당겨지는 효과를 받게 되어 그립관절이

회전하게 되는 것이다 손목관절과 그립관절의 간섭 관계는.

식 과 같이 정리된다(2) [10].

Rg∙∆gd  Rw∙w (2)

Rg와 Rw는 각각 그립관절과 손목관절 풀리의 반지름을

그림 2. 인스트루먼트자유도.

Fig. 2. DOF of the instrument.

그림 3. 인스트루먼트의그립각도와그립방향.

Fig. 3. Grip angle and grip direction of instrument.

(a) (b)

그림 4. 손목관절에의해발생하는그립관절간섭개요.

Fig. 4. The motion of the grip joint induced by the motion of the

wrist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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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 는 그립방향의 각도 변위량, 는 손목관

절의 각도를 나타낸다 간섭을 고려한 그립방향 제어기는.

식 과 같다(3) .

  _ 
Rg

Rw
∙ (3)

는 그립방향 제어 입력이고, _는 제어하고자

하는 그립방향의 각도이다 설계한 제어기를 통해 손목관절.

움직임에 의한 그립방향 간섭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립력 존재 시 그립관절 움직임에 의한 손목관절 움직2.

임 간섭

센서를 부착하기 힘든 인스트루먼트를 이용하여 물체

를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오버클로징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다.

오버클로징 알고리즘은 물체를 잡는데 필요한 그립각도

보다 작은 각도로 명령하여 그립각도를 제어함으로서 물체

를 잡는데 필요한 힘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림 에서. 5

는 물체를 실제로 잡았을 때 그립각도를 나타내고 는(a) , (b)

그립각도 제어 입력을 나타낸다 오버클로징 알고리즘의 구.

현은 식 와 같다(4) .


_      


_      

(4)

_과
_는 각각 왼쪽 오른쪽 제어 입력이고, jaw ,

는 식 에서 구한 그립방향 제어입력이다(3) .  는 오버

클로징 각도로써 양수이다.

링크 엑츄에이터로 구동하는 구조에서 링크를 회전시1 -1 ,

키기 위해 와이어를 당길 때 링크가 외력에 의해 회전하지

못하면 와이어에는 인장력 이 작용하게 된다 그림, (tension) .

과6 같이 그립각도가 에서 오버클로징 알고리즘을 적용하0°

게 되면 양쪽의 그립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고, ,

녹색과 검은색 와이어에 인장력이 작용하게 된다 이때 발.

생하는 인장력은 그리퍼 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토크를 발생

시키게 되는데 이는 손목관절의 자세변형으로 이어진다.

손목관절에의 자세변형은 녹색과 검은색 와이어에 작용

하는 인장력이 다를 때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오버

클로징 알고리즘을 적용한 상태에서 그립방향을 회전할 때

주로 나타난다.

그림 은 실험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7 

는 식 에서 구한 그립방향 제어입력이다 인스트루먼트(3) .

를 초기 자세 그립방향 손목관절 인 상태에 두고90°, 0° ,–

오버클로징 각도 를 적용시킨 후 손목관절 각도는 유지80° ,

하면서 그립방향을 까지 회전하도록 제어하였다0° . (a)~(d)

구간에서는 그립방향을 에서 까지 움직이도록 명령90° 72°– –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립방향은 회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

(a) (b)

그림 5. 오버클로징알고리즘개요.

Fig. 5. The concept of overclosing algorithm.

그림 6. 인스트루먼트와이어배치.

Fig. 6. Arrangement of wires on instrument.

(a) t = 1s,

 = -90°

(b) t = 2s,

 = -84°

(c) t = 3s,

 = -78°

(d) t = 4s,

 = -72°

(e) t = 5s,

 = -66°

(f) t = 6s,

 = -60°

(g) t = 7s,

 = -54°

(h) t = 8s,

 = -48°

(i) t = 9s,

 = -42°

(j) t = 10s,

 = -36°

(k) t = 11s,

 = -30°

(l) t = 12s,

 = -24°

(m) t = 13s,

 = -18°

(n) t = 14s,

 = -12°

(o) t = 15s,

 = -6°

(p) t = 16s,

 = 0°

그림 7. 오버클로징알고리즘에의한손목관절간섭.

Fig. 7. Wrist joint interference generated by O.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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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관절 각도가 에서 약 까지 증가하였다 구간0° 25° . (e)~(p)

에서 손목관절의 회전은 약 에서 더 이상의 회전은 없25°

고 의도했던 그립방향이 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버클로징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만 나

타나게 되는데 손목관절의 간섭량은 그립이 시작된 위치로,

부터의 그립방향 회전량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이상의 경우,

간섭량이 포화되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션 간섭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손

목관절 간섭량이 포화된 시점의 그립방향 회전량과 손목관

절 포화 간섭량을 측정하고 이 값들을 이용하여 그립방향

에 따른 손목관절 간섭량을 선형보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손목관절의 간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엔코더

와 같은 회전량을 측정하는 센서를 필요로 하는데 센서를,

부착하기에는 인스트루먼트의 크기가 너무 작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용하여 간섭량을 측정하였고 보상,

결과 역시 이미지를 통해 증명하였다.

오버클로징 각도에 따라 변하는 손목관절 포화 간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인. ,

스트루먼트를 초기 자세 그립방향 손목관절 에 두90°, 0°–

고 오버클로징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손목관절은 유지하, ,

고 그립방향을 까지 움직이도록 제어를 하였다 손목관절0° .

의 간섭량이 포화가 되었을 때의 그립뱡향 제어입력과 손

목관절 각도를 측정하고 초기 오버클로징 알고리즘 각도를,

증가시켜가며 실험을 반복하였다.

그림 는 이미지를 통한 손목관절이 포화된 상태에서8(a)

의 간섭량을 측정한 방법을 보여준다 오버클로징 각도를.

증가시켜 가며 반복 측정한 손목관절 포화 간섭량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손목관절 포화 간섭량은 오버클로징 각8(b) .

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실험을 통해.

얻은 오버클로징 각도와 손목관절 포화 간섭량을 표 에1

정리하였다.

오버클로징 각도가 손목관절에 주는 간섭은 그립방향의

초기 위치에 독립적이었으며 간섭량은 그립방향의 회전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러한 간섭량은 그립방향의 변위량이 대.

략 에 다다랐을 때 포화상태를 보였고 손목관절 간섭량20°

이 포화되기까지의 변화량은 비교적 선형성을 나타내었다.

정리된 결과를 이용하여 손목관절 간섭량을 예측하는 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간의 관계를 곡선맞춤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차 다항식으로 식(curve fitting algorithm) 2 (5)

에 근사화하였다그림( 9).

  poc
 pocp oc  

 oc ≥

p  p p p 
′    ′

(5)

는 손목관절 포화 간섭각도 이고(coupled wrist) , 는

오버클로징 각도이다. 가 이상에서는120° 가 로33°

일정하고, 가 이하에서120° 는 에 관한 차 다항2

식으로 근사화 하여 나타내어진다.

식 에 추정된 오버클로징 각도에 따른 손목관절 포화(5)

간섭량을 그립방향에 따라 선형보간하여 계산하고 이를 반

영한 손목관절 제어입력값은 아래의 식 과 같다(6) .

 











_   ∆ ≥

_  



∆∆  

(6)

은 손목관절 제어 입력, _는 원하는 손목각도

이고, ∆는 오버클로징 시작각도부터의 그립방향의 변위

량이다. 는 추정된 손목관절 포화간섭량으로 실제 간섭

(a)

=37.8° =64.8° =91.8° =118.8° =145.8°

(b)

그림 8. 이미지를통한손목관절간섭량측정.

Fig. 8. Wrist joint interference measurement by captured image.

표 1. 오버클로징각도에따른손목관절포화간섭량.

Table 1. Saturated coupled angle on wrist joint about overclosing

angle.

오버클로징 각도 손목관절 포화 간섭량

0° 0°

37.8° 15.2°

64.8° 24.3°

91.8° 28.8°

118.8° 32.2°

145.8° 33°

172.8° 33°

그림 9. 곡선맞춤알고리즘을통한오버클로징각도와손목관

절포화간섭량관계그래프.

Fig. 9. Relationship between coupled wrist angle and overclosing

angle using curve fitt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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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 1s,

 = -90°

(b) t = 2s,

 = -84°

(c) t = 3s,

 = -78°

(d) t = 4s,

 = -72°

(e) t = 5s,

 = -66°

(f) t = 6s,

 = -60°

(g) t = 7s,

 = -54°

(h) t = 8s,

 = -48°

(i) t = 9s,

 = -42°

(j) t = 10s,

 = -36°

(k) t = 11s,

 = -30°

(l) t = 12s,

 = -24°

(m) t = 13s,

 = -18°

(n) t = 14s,

 = -12°

(o) t = 15s,

 = -6°

(p) t = 16s,

 = 0°

그림10. 손목관절에보상제어기를적용했을때의결과.

Fig. 10. The result of wrist compensation controller.

량은 그립방향의 회전량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그립방향 회.

전 변위량 이상에서는 포화간섭량20° 를 보상하도록

하였고 미만에서는 에 걸쳐 선형적으로 간섭량을, 20° 20°

보상하도록 하였다.

설계된 손목관절 제어기를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그림

를 통해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진행했던 실험과 같이9 . 6 ,

손목관절은 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오버클로0° ,

징 각도를 로 적용시킨 상태에서 그립방향을 에서80° 90°–

로 회전하도록 명령하였다0° .

그림 에서는 그림 에서 나타났던 손목관10(a)~(d) 7(a)~(d)

절이 제어각도인 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인 것을 알 수0°

있다 따라서 설계한 제어기를 통하여 오버클로징 알고리즘.

적용상태에서 그립관절 회전 시 나타났던 손목관절 모션

간섭이 줄어듦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립력 유지 제어IV.

그립력 측정1.

인스트루먼트의 그리퍼는 바늘이나 조직을 잡은 상태에

서 다양한 움직임과 정교한 그립력을 필요로 하는데 인체,

내부에 삽입되며 고온소독 과정을 거치는 인스트루먼트 특

성상 그리퍼에 센서부착이 힘들고 구동모터와 링크와의 거

리가 멀어 그립력의 피드백이 힘들게 된다.

비교적 관절이 작은 로봇핸드 같은 경우에 텐던드라이브

방식을 채택하여 구동하는 상황에서 동력전달 와이어 중간

에 센서를 부착하여 관절에 걸리는 외란을 측정해내기도

하지만 인스트루먼트는 관절이 특히 작고 인체에 삽입되, ,

는 샤프트의 직경이 가늘기 때문에 샤프트 내부에 센서를

설치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관절 회전에 따른 그립력.

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고 피드포워드 제어로 그립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도록 구현하였다.

오버클로징 알고리즘이 그립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 과 같이 압력센서를 그리퍼 사이에11

부착하고 오버클로징 각도를 에서 까지 증가시키면서, 0° 80°

그립력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인 그림 의 그래프를. 12

통해 오버클로징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립력이 비교적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이 관계를 식 에 나타, (7)

내었다.


 koc (7)

는 오버클로징 알고리즘을 통해 그리퍼가 생성하는

그립력이고, koc는 오버클로징 각도와 그립력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이고 실험데이터, 로부터 0.012 를 얻었다N/deg .

요축 회전과 그립력2.

인스트루먼트의 샤프트 방향을 축으로 회전하는 요축회

전에 따른 그립력의 변화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요축을13 .

에서 까지 회전시켜가며 그립력을 측정하였고 결과80° 80° ,–

그림11. 압력센서를이용한그립력측정.

Fig. 11. Grip force measurement using force sensor.

그림12. 오버클로징각도에따른그립력관계.

Fig. 12. Relationship between overclosing angle and grip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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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통해 요축회전이 그립력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목관절 움직임에 따른 그립력 변화3.

손목관절의 움직임에 따른 그립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하여 손목관절을 초기위치 에 위치시키고 오버클로징80° ,–

각도를 로 적용한 상태에서 손목관절을 까지 회전시60° 80°

키며 그립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의 푸른색 실선은 손목관절의 회전에 따른 그립14

력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프로부터 손목관절의 회전이.

그립력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버클로.

징 이후의 손목관절 회전량에 의존적이며 손목관절의 회전,

방향과 초기위치에는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증가된 그립력.

은 오버클로징 각도의 제어 입력값을 낮춤으로써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식 과 같이 증가하는 그립력을 손목. (8)

관절 각도에 따른 차 다항식으로 추정하여 그립력을 일정1 ,

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피드포워드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koc


_  kw∆  (8)

와 _ 는 각각 오버클로징 각도 제어 입력과

원하는 그립력이다 그리고. kw는 증가된 그립력과 손목관

절 회전량의 비율로써 그림 의 푸른색 실선의 기울기를14

뜻하고 실험데이터로부터, 0.0025 으로 계산되었다N/deg .

∆는 손목관절의 회전 변위량이다 제어기를 통해 손목.

관절을 제어했을 때 그립력의 변화를 그림 에 붉은색 점, 14

선으로 나타내었다 그립력 간섭량이 이내로 줄어듦. 0.05N

을 알 수 있다.

그립방향 변화에 따른 그립력 변화4.

인스트루먼트의 그립방향 움직임에 따른 그립력의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그립방향을 초기위치 80°–

에 위치시키고 오버클로징 각도를 로 적용시킨 상태에, 60°

서 그립방향을 까지 회전시키며 그립력을 측정하였다80° .

그림 의 푸른색 실선은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그립력15 .

은 초기에 증가하고 그립방향이 약 를 지나면서 감소하, 20°

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립방향의 초기위치와.

회전방향에 독립적이고 오버클로징 시작 후의 그립방향의

회전에 의존적으로 나타났다.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식 에 제어기를 설계하였다(9) .

그립력이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으로 나누어 제어

하도록 하였으며 각각 차 다항식으로 간주하였다, 1 .

 











koc


_  kgd∆  ∆ ≤

koc


_  kgd∆kgd 

∆  

(9)

와 _는 각각 오버클로징 각도 제어 입력과

원하는 그립력이고, 는 그립방향 각도이다. kgd와 kgd

는 각각 증가 감소된 그립력과 그립방향 회전량의 비율로,

써 그림 에서는 푸른색 실선의 증가 감소 구간의 기울, 15 ,

기를 뜻한다 실험데이터로부터 각각. 0.015 N/deg, 0.0028

로 계산되었다N/deg .

설계한 제어기를 이용하여 그립각도를 회전시킬 때의 그

립력의 변화를 그림 에 붉은색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결15 .

과 그래프를 통해 그립방향 회전 시 그립력의 변화가 오버

클로징 각도 기준 도 이내인 것을 알 수 있다5 .

그림13. 요축회전에따른그립력관계.

Fig. 13. Relationship between yaw joint and grip force.

그림14. 손목관절에따른그립력관계.

Fig. 14. Relationship between wrist joint and grip force.

그림15. 그립방향에따른그립력관계.

Fig. 15. Relationship between grip direction and grip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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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

텐던 드라이브 메카니즘으로 구동되는 인스트루먼트는

구동부와 구동조인트간의 거리가 특히 멀고 그리퍼에는 센,

서부착이 어려워 그리퍼의 움직임과 그립력과 같은 정보의

피드백이 어렵다 또한 직렬 구조로 배치된 링크는 말단 조.

인트로 갈수록 중간링크 회전에 따른 와이어의 움직임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엔드이펙터에서 큰 힘을 다룰수,

록 중간링크에 발생하는 간섭은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링크간의 모션 간섭과 관절의 움직임이 발생시키는 그립력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고 주로 실험적으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피드포워드 제어방법으로 간섭과 그립력변화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진행한 간섭들로부터 그립력을 유지하기 위

한 실험에서는 그립력의 목표값을 일정한 경우로 가정하였

다 하지만 실제 인스트루먼트 사용시에는 그립력의 목표값.

이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한다 따라서 향후.

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피드포워드 제어기가 변화하는

그립력 목표값에서도 적용이 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

한 한 개 이상의 간섭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피드포워드 제어기들의 성능분석을 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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