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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조직 생검 은 바늘 형태의 시술 도구를 인체에 삽(biopsy)

입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중재시술 대표적인(intervention)

절차의 하나이며 대개 또는 최, CT (Computed Tomography)

근 일부에서는 와 같은 방사선 영상 장치를cone-beam CT

사용하여 시행된다 수술적 절개가 아닌 최소침습적[1].

방법이며 암으로 의심되는 조직을 실제(minimally invasive)

채취하여 병리 검사를 통해 확진을 가능하게 하는 단순하

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통상적 검사보다 많은 횟수의,

촬영으로 인해 방사선 노출이 많은 점과 육안으로 보이CT

지 않는 인체 내 환부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위해

서 시술자의 숙련을 요하고 경우에 따라 접근이 불가능한

환부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러[2].

한 단점을 해결하고 시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로봇 기술 활용이 시도되었다 평행사변형 구조 김. ,

발 구조 벨트와 체인의 구성 그 외 다양한 형태의 링크, ,

결합 등 기구학적 메카니즘이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일[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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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원하여 연구하였음.

부 상용화된 제품도 나왔으며 이들은 주로 시술 도구 삽입,

위치와 방향을 가이드해 주는 메카니즘과 영상 정보 소프

트웨어로 구성되며 실제 인체 내 삽입 절차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7,8].

저자들의 말단장치는 마스터슬레이브 원격제어 형태의-

전체 로봇 시스템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체 시스템의 구,

성은 그림 과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시스템은 시술하는1 2 .

의사의 조종을 위한 마스터 로봇 환자 측에서 실제 시술,

도구를 조작하는 슬레이브 로봇 시술 계획 및 모니터링을,

위한 의학 영상 워크스테이션과 로봇 동작 관찰 및 좌표계

스프링 격발형 생검총 구조를 가진

생검 시술 자동화 로봇 말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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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psy is a typical needle type intervention procedure performed under radiographic image equipment such as

computed tomography (CT) and cone-beam CT. This minimal invasive procedure is a simple and effective way for identifying

cancerous condition of a suspicious tissue but radiation exposure for the patients and interventional radiologists is a critical

problem. In order to overcome such trouble and improve accuracy in targeting of the needle,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using robot technology. Those devices and systems, however, are not for full procedure automation in biopsy without

consideration for tissue sampling task. A robotic end-effector of a master-slave tele-operated needle type intervention robot

system has been proposed to perform entire biopsy procedure by the authors. However, motorized sampling adopted in the

device has different cutting speed from that of biopsy guns used in the conventional way. 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of a

novel robotic mechanism and protocol for the automation of biopsy procedure using spring-triggered biopsy gun mechanism. An

experimental prototype has been successfully fabricated and shown its feasibility of the automated biopsy sequence.

Keywords: biopsy, intervention robot, radiation, tissue sampling,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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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시스템구성.

Fig. 1. The overall system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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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을 위한 광학시 트래킹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슬레.

이브 로봇 암은 의사가 계획한 시술 위치까지 최초에 자동

으로 시술도구를 내로 이동하여 위치시키며 의사는 마CT ,

스터슬레이브 조종을 통해 추가적인 위치 및 자세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최종 바늘 삽입 과정도 의사의 원격 조종에,

의해 수행된다.

슬레이브 로봇 암은 그림 과 같이 설계되었는데 의3 , CT

외부에서 환자의 시술 부위 상방으로 시술도구를 환자 측면

에 위치한 베이스에 기반하여 이동하여 위치시키는 동작에

적절하도록 자유도의 다관절 로봇 형태로 구성되었으며5 ,

또한 의 촬영이 이루어지는 터널형 공간 내부에서CT (bore)

최대한의 동작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그림( 4).

생검의 절차는 소위 인트로듀서 바늘, (introducer needle)

또는 가이드 바늘 등으로 불리우는 상대적으(guide needle)

로 넓은 내경의 바늘을 최초에 삽입하여 검사대상 조직 부

위까지 도달시키고 이후에 이 바늘 내강 속으로 생검총,

을 다시 삽입하고 최종 목적 부위까지 진입시(biopsy gun)

킨 후 조직을 채취하는 형태로 구성되며 조직 채취의 경우,

는 필요에 따라 수회 반복된다 현재까지의 생검 보조 로봇.

시스템들은 이러한 생검의 절차 중에서 최초의 바늘 삽입,

즉 가이드 바늘의 삽입을 영상 유도 기반으로 시행할, CT

수 있도록 해 주는 형태였으며 이후의 생검총 삽입과 구,

동 조직의 채취 과정은 의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

저자들은 이와 달리 전체 생검 시술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는 복합 기능의 로봇 말단장치 구조를 제안한 바 있으며

초기의 모델은 특히 조직 채취를 위한 이중 구조 바늘[9], ,

의 구동을 통한 조직 절취 을 전기 모터를 이용한(cutting)

메카니즘으로 구현하였는데 모터 구동 구조의 속도의 한계,

로 인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동 생검총의(manual) 10~20

의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고 충분한 양의 조직 채취가m/sec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발견되어 조직 절취 절차를 위해,

모터 대신 일반 생검총과 같이 스프링 격발에 의한 구조를

구현한 개선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10].

러한 스프링 격발 방식의 말단장치를 보다 더 개선하여 구,

조를 단순화하고 경량화하여 활용성을 높인 구조를 구현하

였다 본 논문은 개선된 구조의 로봇 말단장치 구조와 이를.

이용해 구현된 생검 시술 자동화 절차에 대해 기술한다.

방법II.

가이드 니들은 외벽에 해당하는 와 내부를 채우고sheath

삽입을 위한 바늘 구조를 보완하는 의 이중 구조로 되stylet

어 있으며 조합으로 삽입 후에 내부의 은 뽑아내어, stylet

제거하고 비어 진 내강에 이후 생검총을 삽입하게 된다, .

생검총 역시 와 의 이중 구조이며 내부의sheath stylet , stylet

의 선단부에는 조직 채취를 위한 홈이 나있으며 이, stylet

를 먼저 진전시켜 조직이 홈을 채우도록 하고 다시 칼날과,

도 같은 선단부를 가진 를 빠르게 전진시켜sheath (10~20

조직이 절취되도록 한다 이때 전진 구동의 방식은m/sec) .

상용의 생검총 제품들에서 일반적으로 스프링을 압축해제-

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바늘을 효과.

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원통형의 카트리지 구조물에 바늘

조합들을 수용하고 순차적으로 로봇 말단장치에서 카트리,

지를 단위 각도만큼 회전시키면서 각 바늘 조합을 파지하

여 삽입 또는 조직절취 등의 구동을 구현하도록 하는 구조

그림 2. 임상용시제품의외관 좌슬레이브 로봇 우영상워, ( ) , ( )

크스테이션과마스터로봇이포함된마스터콘솔.

Fig. 2. The apperance of the clinical prototype of the robot, (left)

the slave robot, (right) the master console with master

manipulator and the medical imaging workstation.

그림 3. 슬레이브로봇암의설계외형.

Fig. 3. The design drawing of the slave robot arm.

그림 4. 구조와의호환성위한슬레이브로봇암의관절길CT

이설계고려.

Fig. 4. The slave robot arm joint length design consideration for

CT dimension 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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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자들은 제안하였다 그림 는 이와 같은 카트리지[9]. 5

구조에서 각 바늘의 삽입과 단계별 작업 및 교체의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제안된 메카니즘을 이용한.

로봇 생검 시술의 절차는 개의 연속적 단계로 정리해 볼6

수 있다 각 단계는 세부적인 단위 동작을 더 포함하며 가. ,

이드 바늘의 삽입과 최종 단계에서의 회수 절차 중간의 생

검 바늘 조작 단계는 동일한 시퀀스가 복수 반복된다 카트.

리지에는 바늘들의 조합만 수용되어 있으며 바늘을 구동하,

는 구동력은 말단장치 측에서 발생시켜 전달되는데 특히,

조직의 절취를 위한 생검 바늘 와 의 구동에 있sheath stylet

어 최초 모델에서는 모터를 이용한 구동 구조를 구현하였,

고 개선된 모델에서는 일반 생검총과 같은 스프링 격발[9],

구조를 구현하였다 스프링 격발 구조를 위해서 생검[10].

바늘 조합 구동의 세부 동작으로 스프링 격발과 스프링 재

장전 동작이 포함된다 스프링 구조를 일반 생검총의 경우.

와 같이 각 바늘마다 포함할 경우 카트리지 등 전체 구조

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어 스프링 구,

동 메카니즘은 로봇 말단장치 내에 공통 구조로 두고 바늘,

조합과 교체 결합되어 동력 전달을 받도록 구성하여서 이,

러한 스프링 재장전 동작을 위한 구동부가 필요하게 된다.

그림 은 실제 로봇 말단장치가 수행하는 단위 동작을 기6

준으로 전체 시술 절차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로봇 말단장치는 이와 같은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

해 내지 자유도의 구동 구조를 갖는다 카트리지의 회5 6 .

전 바늘의 회전 바늘 조합 또는 중 하나의 삽, , sheath/stylet

입회수 생검 바늘 격발 구조부와 생검 바늘 조합을 연결/ ,

하는 후크 의 전후진 결합분리 스프링 격발 스프(hook) / ( / ), ,

링 재장전의 개 구동이 필요하며 이 중 격발과 재장전은6 ,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하나의 구동 모터로 구현할 수

도 있고 소요되는 힘의 차이가 크므로 효율적 구성을 위해,

각각의 목적에 맞게 모터를 별도로 사용하여 구현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개 구동 자유도를 갖도록 구현하. 6

였다그림( 7).

바늘의 회전은 특별한 임상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어서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절차는.

아니나 가이드 바늘로 의심 조직 부위까지의 경로를 확보,

한 후에 생검총을 삽입하여 실제 조직을 채위하는 과정에

그림 5. 가이드바늘과복수의생검바늘조합을수용하는카트리지구조를이용한생검시술절차시퀀스다이어그램.

Fig. 5. The diagram of the biopsy procedure sequence using a cartridge structure incorporating a guide needle and multiple of biopsy needle

assemblies.

그림 6. 로봇말단장치동작절차.

Fig. 6. Robotic biopsy procedure (GN: guide needle, BN: biopsy

needle, ST: stylet, SH: sheath).

그림 7. 로봇말단장치의전체외관과각동작부좌 바늘카트( ),

리지외관우( ).

Fig. 7. The apperance of the robot end-effector and each motion

compartment(left), the apperance of the needle cartridg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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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세하게 조직을 얻는 부위를 조정하,

여 시술을 수행한다 이는 암 의심부위 조직 내에서 세부.

부위별로 암종이 다르거나 조직의 특성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보다 세부적인 암 조직의 구성 정보를 얻고자 하거,

나 혹은 암 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부위의 조직 샘플,

을 보다 충분히 채취하기 위하여 생검 바늘의 선단, stylet

부 조직을 수용하는 홈 부위가 바라보는 각도와 깊이 위치

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 조직을 채취하는 절차이다 이를 위.

해서 바늘이 바라보는 각도를 조정하기 위한 회전 구동이

필요하게 된다.

바늘의 회전 구동은 카트리지 내에 수용되어 있는 바늘

이 카트리지 회전으로 교체되는 것과 체내 삽입을 위해 수

직 이송 운동을 하는 것에 간섭이 없이 구현되어야 하며,

이전 연구에서는 카트리지 내부에 회전 중심 축 표면에 기

어 구조를 만들어 구현하였는데 바늘의 회전과 이와 직교,

되는 수직 운동을 동시에 구현하는데 성공적이었으나 카트,

리지의 무게 및 구조가 복잡해지고 임상 적용성 측면에서,

일회용 으로 사용될 카트리지의 제작 비용이 지(disposable)

나치게 과대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어구조를 카트리지 외부로 옮기고,

카트리지가 회전할 때 바늘 회전 기어와 간섭이 생기지 않

도록 바늘 회전 기어를 도 중 일부를 기어 이빨이 없도360

록 구성하고 교체 위치에 새로 들어서는 바늘 조합의 기어,

가 자연스럽게 회전 기어와 맞물릴 수 있도록 회전 기어의

높이 프로파일을 조정하였다 다만 회전 기어의 길이를 당. ,

초 모델에서와 같이 바늘 삽입 깊이 전체에 걸치도록 구현

할 경우 다른 구동축 구조물 영역과 간섭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 연구에서는 시술 절차 시퀀스를 면밀히 분석,

하여서 바늘의 수직 이동 초기에 바늘의 회전을 필요한 만,

큼 적용하고 삽입을 진행하면 시술의 실효성에 지장이 없

는 점을 활용하여 회전 기어의 길이를 줄여서 설계하였다,

그림( 8).

바늘 삽입 이송 구동과 스프링 격발 구조는 그림 에 나9

타낸 바와 같다 이송 구동에는 구동판을 개로 나누고 벨. 2

트 구조를 사용하여서 전체 높이를 최소화하고 동작의 안

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말단장치가 장치 내에서 작. CT

동하게 되므로 한정된 보어 구경 내에서 최대한의 작, (bore)

업공간을 만들기 위해 높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바,

늘의 상단부에서 누르는 구조의 특성 상 바늘 길이 만큼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바늘의 길이 구동 영역 밖으,

로 추가되는 구조물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를 개선하여 왔다.

스프링 격발 구조는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기존의 일,

반적 생검총 내의 스프링 격발 구조와 유사하고 실제 상용,

그림 8. 바늘회전기어구조가카트리지내부중심축상에구

현된이전구조좌 회전기어를카트리지외부로옮긴( ),

개선구조우 원내가회전기어( ) ( ).

Fig. 8. Previous design of the needle cartridge with the needle

rotaion gear constructed on the center axis(left), new

design with the needle rotation gear moved outside of the

cartridge.

그림10. 제작된말단장치의흉부팬텀모델사진하단을이용( )

한바늘생검절차실험장면.

Fig. 10. The experiment of the needle biopsy procedure using

thoracic phantommodel.

그림 9. 바늘 삽입을 위한 이송 구동축좌 스프링 격발 구조( ),

우( ).

Fig. 9. The translational axis for needle insertion(left), the spring

trigger mechanism(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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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검총 내장 스프링 종을 그대로 옮겨 사용하였다 그림의1 .

스프링 뒤쪽에 나타난 레버가 스프링 격발 레버이며 스프,

링의 재장전은 스프링 구조물의 분리된 아래 부분을 전용

의 모터 구동축으로 상향 압착함으로써 구현된다.

로봇 암에 장착되어 구동되어야 하는 말단장치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을 공유해야 하므

로 충분한 부피와 공간으로 높은 가반하중을 갖도록 설계

할 수 없는 제약조건이 있는 의료 시술용 로봇의 특성상

가급적 가볍고 작은 부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앞선 연구.

에서 동작의 구조와 자동화 절차의 가능성이 검증되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기계구조의 부피 및 무게의 최적화를 설,

계의 중요한 요소로 하였으며 현재 개발 제작된 말단장치,

는 약 의 무게로 제작이 가능하였다그림 표1.3 Kg ( 10, 1).

결과 및 토의III.

제작된 말단장치를 그림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흉부 팬11

텀 모델을 사용하여 바늘 삽입 절차가 목적한 대로 구현되

었는지 실험하였다 그림 는 이 실험의 과정 중 주요 바. 12

늘 동작 절차를 보여준다 그림 에서는 가이드 바늘이. 12(a)

삽입되고 그림 에서는 스프링 격발을 위한 레버의 움, 12(b)

직임 부위가 나타나 있다 그림 에서는 스프링이 다음. 12(c)

격발을 위해 재압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에서는 바늘을 파지하고 삽입 및 회수 동작을 하는 홀12(d)

딩 블록이 카트리지 최하단까지 전진하여 최종 단계에서

가이드 바늘 를 회수하는 장면을 보여준다sheath .

그림 와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순차적인 바늘 동작의5 6

절차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실험에서 몇.

가지 실제적인 구현 상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사용된 바.

늘들은 상용 생검 바늘에서 상단부의 포트 구조나 스프링

건 구조를 제거하고 본 로봇 말단장치 내에서 동작할(gun) ,

수 있도록 회전을 위한 기어 머리 가공품을 접착하여 제작

한 것인데 접착 부위의 파손으로 바늘이 분리될 경우 생, ,

검 후 가이드 바늘로부터 회수되어야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카트리지 회전 동작을 멈추게 하면서 이

로인한 과부하로 모터의 기어가 파손되는 현상이 있었다.

상용 개발 단계에서는 바늘의 제조 품질 여부에 무관하게

안전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바늘이 안전한 동작 영역까지

회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센서 구조의 추가가 필요할

그림11. 개선된말단장치의모습.

Fig. 11. The apperance of the revised design end-effector.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량화를 위해 채용된 소형의 모터들의.

내구성 동작 속도 등이 단점이 될 수 있어 순차 시퀀스의, ,

분석을 통해 간섭이 없는 절차는 동시에 병행 진행되어 전

체 절차의 진행 속도를 보다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현재에도 카트리지가 일회용 교체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말단장치 본체와 결합되는 접점 부위도 감염 방지,

를 위한 무균 상태 유지를 위해 적절히 분리 결합되는 일

회용 멸균 부품 구조의 고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는 최초 삽입되는 가이드 바늘의 길이를.

한 개 종류로 한정하여 시험하였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환,

표 1. 주요개선사양의비교.

Table 1. Comparison of major improvements.

최초 개발된
말단장치[10]

경량 말단장치

외형 치수
(W x L x H mm

3
)

240 x 120 x 260 173 x 78 x 228

무게 (kg) 3.5 1.35

사용 가능한 바늘
길이 (mm)

0-150 20.5-150

교체 가능한 생검
바늘 갯수

5 4

최대 삽입력 (N) 90 90

최대 삽입속도
(mm/s)

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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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깊이에 따라 대표적인 종의 서로 다른 길이의 가3-4

이드 바늘이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바 길이가 다른 가이드,

바늘이 사용되어 최초 삽입 깊이가 다른 경우에 이후 생검

바늘 삽입 및 구동 후 회수 절차 등에서 각 구동축 메카니

즘 간의 간섭이 없는지 등의 다양한 임상 상황을 고려한

실험과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설계 개선이 더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검 총 격발 구조가 실제 상용 생검 총

격발 구조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실제 조직 채취 획득율

은 실험하지 않았으나 추후에는 자동화 시퀀스상에서 특이,

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적인 검증을 위해 반복

적인 생체 조직 채취 실험 동물실험을 통한 실제 호흡 관, ,

류 등 다양한 생체의 동적 특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조

직 채취 문제점 여부 평가 등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된 말단장치의 효과 또는 성능의 평가를 위한 지표

의 설정에는 의료기기 고유의 난점이 있다 공학적 관점에.

서는 작업 속도의 개선 조직 채취 획득율 바늘 삽입 위치, ,

의 반복 정확도 등 다양한 정량적 지표를 고려할 수 있으

나 이러한 지표들의 임상적 효과 연계 여부는 의료진마다,

의견이 다르고 상대적 관점이 다른 경우가 있다 또한 예, . ,

를 들어 작업 속도의 경우와 같이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하

는 인간 시술자의 작업 시간의 정의는 시술자의 숙련도 각,

병원마다 다른 시술장의 임상 환경 등 다양한 변수로 하여

통제된 조건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로봇 시스템에서는 전체적인 시술

절차가 의사에 의해 조종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최초의 가이드 바늘 삽입 절차까지는 의료진이

통제하여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이 주된 사용 양상이 될 것

으로 여겨지나 공학적 관점에서는 피드백 제어에 의한 완,

전 자동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이러한 피드백[11,12]. ,

제어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바늘의 삽입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 구조 혹은 신뢰성 있는 추정 기법이 필요한

데 는 장치의 특성상 실시간 영상이 제공되지 않고 대, CT ,

략 제품에 따라 수백 수준의 지연시간 이후msec ~ 1 sec

영상이 제공되는 모드의 실시간성 제약이 있고fluoroscopic ,

생체 조직의 특성상 환자마다 차이가 있는 해부학적 구조

를 감안할 때 충분한 정확도의 바늘 선단 위치 추정에 어

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전자기식 트래킹 장비와 같은 장치,

의 사용을 위해서는 센싱 대상체가 바늘 선단부에 내장되

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생검바늘 수용을 위한 내강을 비,

운 상태에서 작은 외경 내에 센싱 대상체를 내장하기 위한

구조의 고안이 필요한 점 등이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기술.

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공학적으로 완결된 자동제어의 시

스템 구성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IV.

개발된 로봇 말단장치 메카니즘이 생검 시술 절차를 자

동화를 위해 필요한 일련의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전체 시. ,

스템과 환자의 환부와의 정합한 공간 좌표계 정합을 위해

로봇 베이스의 광학적 트래킹 환자 환부 정보와 환자의 영,

상 장치 내 위치 정보가 포괄된 영상 좌표계와의 정합CT

등이 전체 시스템에서는 구현되어 있어 마스터슬레이브, -

구조의 조종으로 로봇화된 생검 시술이 가능함을 확인한

바 있다 현재 시스템은 동물실험과 임상용 시제품 개발 단.

계에 있으며 자동 시술 절차 중 환자의 호흡 등에 의한 환,

부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로봇 암의 컴플라이

언스 제어 기술 등이 추가적으로 연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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