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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robotic assist system for cardiovascular intervention gets continuously growing interest. The robotic 

cardiovascular intervention systems are largely two folds, systems for cardiac ablation procedure assist and systems for vascular 

intervention assist. For the systems, the clinician controls the catheter inserted through blood vessel to the heart via a master console 

or master manipulator. Most of the current master manipulators have structure of joystick-like pivoting 2 degree of freedom (DOF) 

handle in the core, which is used in parallel with other sliding switches and input devices. It however is desirable to have customized 

and optimized design manipulator that can provide clinician with intuitive control of the catheter motion fully utilizing the advantage 

of the use of robotic structure. A 6 DOF kinematic mechanism that can capture the motion control intention of the clinician in 

translational 3 DOF and rotational 3 DOF is proposed in this paper. Also, a master-slave motion relationship specially designed for 

the cardiac catheter manipulation motion is proposed and implemented in an experimental prototype. Design revision for 

implementation of more efficient motion and experiment in combination with an experimental slave robot system for catheter 

manipulation are unde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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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재시술은 방사선 기반의 영상장비를 통해 환자 체내의 

혈관 및 장기 등을 관찰하고 그러한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여 

피부조직에 세밀한 카테터(catheter) 또는 바늘을 삽입하여 진

단 또는 치료를 수행하는 의료적 기법이다. 그 중 그림 1에

서와 같은 부정맥 시술 또는 혈관 중재시술은 카테터를 활용

한 대표적 시술로 알려져 있다. 심혈관 질환에서 카테터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단축된 시술시간, 최소침습 또는 최소절

개, 환자의 회복시간 단축 등과 같은 장점을 가져다 주지만 

카테터의 잘못된 사용은 심혈관의 손상, 합병증의 가능성을 

내포하며 환자 체내의 카테터 위치를 인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루오르스코피(fluoroscopy) 등의 방사선 기반의 영

상장치로 인한 시술자의 방사능 피폭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근래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정밀

하고 정확하게 단시간 내 시술을 종료하여 시술 결과를 더욱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로봇 중재시술 시

스템이 개발되고 있다[1-6]. 

카테터 로봇 시스템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인 방사능 피폭의 저감을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은 통상

적으로 마스터-슬레이브(master-slave) 형식으로 구성된다. 마

스터 장치는 원격지에서 시술자에 의한 카테터의 조작을 위

한 입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슬레이브 로봇은 환자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 시술에 사용되는 카테터를 직접적으

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시스템 맞춤형 카테터 제어용 

장치로 구성된다. 기존의 카테터 로봇 시스템에서 사용되어 

오는 마스터 장치는 단순 조이스틱(joystick) 또는 노브(knob) 

구조, 카테터 핸들과 유사한 형태, 스튜어트 플랫폼(Stewart 

Platform) [7-9]과 같은 다자유도 병렬형 기구 메커니즘으로 구

현되었다. 조이스틱 또는 노브 구조는 작동이 단순하여 시스

템 구동과 제어 측면에서는 사용자에게 편이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카테터 말단부의 동작을 시술자가 직관적으로 제어

할 수 없다. 카테터 핸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구조는 시술자

가 실제 카테터 핸들을 쥐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부여한다

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발생 가능한 미끄러짐 등은 입력동작

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다자유도 병렬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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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카테터를 이용한 부정맥 시술. 

Fig.  1. Catheter ablation for arrhyth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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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메커니즘은 기구학적으로 보장된 성능을 제공하지만 구

조적으로 작동범위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카테터 핸들의 

동작을 보다 넓은 범위로 줄 수 있으며 직관성을 해치지 않

는 형태의 마스터 장치를 설계하고 일반적인 카테터의 핸들

을 제어할 수 있는 슬레이브 로봇을 제작하여 부정맥 시술을 

위한 카테터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II. 원격제어 개념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 중재시술 중 주로 부정맥을 치료하

는데 사용되는 전기생리학(EP: Electrophysiology) 절제용 카테

터를 대상으로 중재시술 보조 로봇 구성요소와 이의 제어기

법을 개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마스터-슬레이브 구조에서 

마스터 장치의 입력 모션이 카테터의 핸들부와 대응하도록 

그림 2와 같은 원격제어 개념을 설정한다. 부정맥 시술에서 

전기생리학 카테터 말단부의 동작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테터의 삽입을 위한 길이방향으로 전후진 직선운동

(translation), 길이방향으로 회전운동(rolling), 그리고 카테터 말

단부의 굴곡(bending)으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세 종류의 

동작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시술자는 카테터 핸들을 전후진 시

키거나, 핸들을 축회전 시키거나 또는 핸들부의 카테터 본체

와 연결된 부분 근처의 조작장치, 본 연구의 경우 푸쉬-풀

(push-pull) 장치를 당기거나 미는 동작을 수행한다. 마지막 

동작에 대해 푸쉬-풀 장치 또는 회전형 노브 등 카테터 제조

사 마다 다른 방식을 채용하여 카테터 말단부의 굴곡을 구현

한다. 본 연구에서 이 세 가지 동작은 {x, Ø, dn}의 파라미터

로 표현된다.  

그림 2의 원격제어에서 마스터의 동작은 카테터 핸들부의

동작과 직접적으로 매칭되고 있지만, 만약 마스터 동작을 카

테터의 말단부 움직임과 대응시킨다면 {x, Ø, dn}의 파라미터

는 여섯 개의 요소를 가지는 파라미터들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마스터 장치를 조작하는 시술자가 실제

로 절제를 수행하는 카테터 말단부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직관성을 부여한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성을 생각하여 마스터 장치를 설계한다. 

 

III. 마스터 장치 

앞 절에서 언급한 대로 마스터 장치는 말단부 직접 제어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공간상에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6 자

유도로 설계된다. 그림 4에서 보이는 설계 모델과 같이, 마스

터 장치는 구형 메커니즘(spherical mechanism), 3-RRR 평면 메

커니즘, 그리고 하중보상 수직이동장치의 세 가지 기구 메커

니즘으로 구성이 된다.  

구형 메커니즘은 그립(grip)을 구의 중심으로 하고 각 관절

부가 같거나 다른 반경을 가지는 가상적인 구의 표면에서 움

직이는 구조이다. 이 메커니즘은 마스터 장치-카테터 핸들 

대응방식에서는 카테터 핸들의 축방향 회전과 푸쉬-풀 장치

를 구동하는 역할을 하며, 확장형인 마스터 장치-카테터 말

단부 대응방식에서는 카테터 말단부의 공간상에서 두 방향

축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립의 중심을 좌표의 원점

으로, 원점에서 엔코더가 설치된 각 관절 방향으로의 단위벡

터를 각각 x, y축으로 정의를 할 때, 그림 3에 표시된 점 PE

의 원점에 대한 벡터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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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E 는 원점에서 점 PE 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구형 메커니즘의 하단부와 결합된 3-RRR 평면 메커니즘은 

등방성을 가지는 평면형 병렬 메커니즘의 하나로 평면 상에

서의 움직임과 평면에 직교방향의 회전운동으로 결정되는 3 

자유도 기구이다[10-13]. 마스터 장치-카테터 핸들 대응방식

에서 이 평면 메커니즘은 고정되며 확장형 방식에서는 2 자

유도 평면운동과 방향결정은 나머지 1 자유도를 제어하는 

 

그림 2. 원격제어 개념도. 

Fig.  2. Concept of catheter tele-operation control. 

 

그림 3. 카테터 동작 파라미터. 

Fig.  3. Motion parameters of catheter. 

 

그림 4. 마스터 장치의 설계모델. 

Fig.  4. Master devi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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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이 메커니즘의 기구학 해법에 대해 순기구학은 

6차의 다항식으로 제시되어 해석적인 닫힌 해(closed form 

solution)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11] 수치적인 해법을, 역기구

학은 해석적인 해를 도출하였다. 

수직이동장치는 전술한 두 메커니즘을 수직 변위를 지령

하기 위한 기구로 두 메커니즘의 하중을 보상하기 위해 카운

트 웨이트(count-weight)를 사용한다. 카운트 웨이트는 다수의 

납 박판으로 구성되며 구형 메커니즘과 평면 메커니즘의 하

중에 대응하는 박판의 수를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태

로 구성이 된다. 

 

IV. 슬레이브 로봇 

슬레이브 로봇은 그림 6과 같이 설계된다. 카테터 말단부

의 굴곡운동을 푸쉬-풀 장치로 조작하는 형태의 EP 카테터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상단에 카테터가 안착될 수 있는 구

조이다. 후단부(그림 5의 오른쪽)에 설치된 모터를 이용하여 

카테터의 축회전을 수행하도록 하고, 전단부에는 푸쉬-풀 장

치를 클램핑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 카테터 말단부의 굴곡운

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카테터를 포함한 장치를 전후 방향으

로 이송하기 위한 리드 스크류 타입의 모터 구동 슬라이드가 

하단부에 위치하고 전체 슬레이브 로봇을 다른 지지장치 또

는 별도의 로봇 암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운팅 어

댑터(mounting adaptor)가 설치된다. 

 

 

그림 6. 슬레이브 로봇의 설계모델. 

Fig.  6. Slave robot model. 

 

그림 7. 마스터-슬레이브 시스템 프로토타입. 

Fig.  7. Prototype of master-slave system. 

 

V. 마스터-슬레이브 시스템 

설계된 마스터 장치 및 슬레이브 로봇을 기반으로 하여 그

림 7의 프로토타입이 제작된다. 마스터 장치-카테터 말단부 

대응방식은 후속연구로 두고 본 연구에서는 마스터 장치-카

테터 핸들 대응방식의 원격제어만 구현된다. 그러므로 마스

터 장치의 구형 메커니즘에 장착되어 있는 두 개의 엔코더 

(ENC 30, Maxon Motor Inc., Switzerland)와 수직이동 장치 및 슬

레이브 로봇에 각각 1개, 3개씩 장착된 모터 (RE16, Maxon 

Motor Inc., Switzerland)를 제어하기 위한 모터 컨트롤러가 서

보제어모듈 (EPOS 24/5, Maxon Motor Inc., Switzerland)로 제작

되었다. 제어모듈은 CAN 통신을 통하여 제어용 컴퓨터에 의

해 제어된다.  

마스터 장치와 슬레이브 로봇의 구동제어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1 v

x w z=  (2) 

 
2 1

w θ∅ =  (3) 

 
3 1n

d w θ=  (4) 

여기서 w1, w2, w3은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각각의 웨이팅팩터

 

그림 5. 평면 메커니즘의 기구 파라미터. 

Fig.  5. Kinematic parameters of planar mechanism. 

 

그림 8. 임의의 입력에 대한 마스터 장치 각도변화. 

Fig.  8. Angular displacement of two joint of spherical mechanism in 

master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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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ing factor)이며 zv 는 수직이동장치의 변위를 나타낸다. 

각 웨이팅 팩터들은 심혈관 중재시술을 수행하는 의료진이 

실험에서 느끼는 조작의 편이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되었

으며 이들은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진 개별의 조작감에 

따라 다른 값으로 설정되어 사용될 수 있다. 

 

VI. 실험 검증 

기본적인 세 가지의 운동에 대해서 각각 기능성 실험을 수

행하였다. 그림 8은 사용자가 마스터 장치를 이용하여 임의

의 운동을 입력하였을 경우의 마스터 장치의 그립이 있는 구

형 메커니즘 내 두 관절의 각도를 보여주는 예이다.  

실제와 유사한 환경 즉, 카테터의 혈관 내 동작을 확인하

기 위하여 돼지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동

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

흥재단 실험동물센터에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림 9와 같이 슬레이브 로봇은 로봇 암에 의해 실험동물인 

돼지의 대퇴부에서 30 cm 거리에 위치시키고 카테터는 대퇴

정맥을 통해 심장 부근까지 미리 삽입한 상태로 실험을 시작

하였다. 마스터 장치는 동물실험실 외부에 설치되어 외부에 

설치된 플루오르스코피 화면을 보며 심장내과의에 의해 조

작되는 방식으로 동작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동물실험을 통

해 제작된 마스터-슬레이브 시스템에 의해 카테터가 혈관을 

따라 전후진하거나 우심방으로 진입하기 위한 축회전 및 굴

곡운동은 심장내과의들에 의해 정성적으로 평가되었다.  

 

V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정맥 시술을 위한 EP 카테터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마스터-슬레이브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마스터 장치는 기본적으로 슬레이브측의 카테터 핸들 동작

을 제어하는 방식과 이후 카테터 말단부의 동작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확장을 고려하여 6 자유도 기구 시스템으로 설계

되었다. 슬레이브 로봇은 푸쉬-풀 방식으로 카테터 말단부를 

굴곡하는 카테터가 장착되어 세 가지 형태의 운동에 대해 제

어가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마스터 장치 및 슬레이브 

로봇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었고 이의 동작 성능을 실

험하기 위한 실험장치가 구성되어 세 가지 기본 동작에 대한 

마스터-슬레이브 동기화가 확인되었고 혈관 내에서 카테터의 

동작 검증을 위해 돼지를 이용한 동물실험이 수행되어 개발

된 카테터 로봇 시스템이 원활한 원격제어를 보여줌을 확인

하였다.  

후속 연구로서 마스터 장치의 확장모드, 즉 말단부를 직접

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구현하고 마스터 장치에 햅틱 피드백

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마스터 장치 뿐만 아니라 슬레이브측에 

있는 카테터가 혈관 저항력 또는 심장 내 벽면 반발력을 감

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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