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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중재시술용 마스터장치에 대한 의료진 요구분석 및 

이를 반영한 메커니즘 설계 

Physicians’ Requirement Analysis Based Design of the Master Device 

Mechanism for Teleoperated Interventional Robo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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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optimally designed master device mechanism for teleoperated interventional robotic system. The 

interventional procedures using the teleoperated robotic system and the physicians’ requirements are summarized. The master device 

should implement 5-DOF motion including 2-DOF translational motion for the entry position control, 2-DOF rotational motion for 

the orientation control, and 1- DOF translational motion for needle insertion. The handle assembly includes a 1-DOF translational 

mechanism for needle insertion and buttons for operation mode selection. The mechanisms for the 2-DOF translational motion and 

the 2-DOF rotational motion are designed using motors and brakes based on the various mechanisms to satisfy all the above 

requirements, respectively. Absolute position sensors are adopted to implement automatic initial positioning and orientation matching 

at the first step of needle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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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영상유도 중재시술은 최소 침습 방식에 따른 환자의 빠른 

회복과 적은 후유증으로 인해 최근 점점 더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방사선과와 순환기내과에서 그 시행 횟수가 크

게 증가하고 있다. 영상유도 중재시술은 CT (Computed 

Tomography) 와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초음파 같

은 다양한 3차원 의료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시행되어왔으며, 

보다 정확도를 높이고 시술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영상유도 하

에서 로봇을 이용하여 중재시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구들

이 있었다[1-6]. 이 중에서도 MRI나 CT 영상유도 하에서 로

봇을 이용하는 중재시술 시스템의 경우, 그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원격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일반적인 MRI 장치의 경우 보어(bore) 안의 공간이 협소하

여 의사들이 시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격 

조작 방식의 시스템은 의사들로 하여금 중재시술을 보다 편

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Fichtinger 등은 MRI 영상유도 

하에서 전립선 중재시술을 위해 원격으로 바늘을 조작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7,8], 동시에 삽입과 회전 

운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MRI 환경에 적합한 2자유도 바늘 

구동 로봇을 설계하였다. 또한 바늘의 삽입과 회전을 구현할 

수 있는 MRI 환경에 적합한 마스터장치도 개발하였다. 

Fischer 등은 연속 MRI 환경하에서 경피적 중재시술을 시행

하기 위한 원격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였다[9]. 개발된 6자유

도 바늘 구동 로봇은 FPI (Fabry-Perot interferometry) 힘 측정과 

동시에 압전기 방식으로 구동되며, 1자유도 회전과 1자유도 

직선운동이 가능한 햅틱 마스터장치는 공압으로 구동된다. 

Kokes 등은 연속적인 MRI촬영 조건하에서 유방암에 대한 고

주파 열치료술을 시행할 수 있는 MRI 환경에 적합한 바늘 

구동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10], 이 시스템은 유압으로 구동

되는 1자유도 슬레이브로봇과 PHANToM 마스터장치로 구성

되었다. 

CT나 투시 진단 장비를 이용하는 의사들의 경우 반복적인 

방사선 피폭이 계속될 경우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으며[11], 원격 조작 방식을 도입한다면 

의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방사선 피폭의 부담으로부터 벗어

나게 할 수 있다. Stoianovici 등은 CT나 투시 진단 장비를 이

용하여 경피적 중재시술을 할 수 있는 AcuBot을 개발하였다

[12]. AcuBot은 방사선 투과성의 바늘 구동기와 수동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팔, 그리고 3자유도의 직교 스테이지

로 구성되었다. 정해진 목표에 자동으로 각도가 조정되면 의

사는 조이스틱을 조작하거나 혹은 자동으로 바늘 삽입을 시

행할 수 있다. Piccin 등은 X선 환경에 적합한 원격 바늘 삽

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13]. 개발된 힘반향 가능한 바늘 구

동기는 CT-Bot 시스템[14] 위에 장착되며, 환자의 안전을 위

해 삽입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원격 조작 시스

템은 바늘 구동기와 1자유도 햅틱 마스터장치인 CT-master로 

구성되었다. Yi 등은 3자유도 바늘 방향 조작이 가능한 마스

터-슬레이브 시스템을 개발하였다[15].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봇 모두 3자유도 구형의 병렬 메커니즘과 1자유도 직선 운동 

메커니즘을 결합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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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상 원격 중재로봇 시스템 개념도[18]. 

Fig.  1. Teleoperated interventional robotic system [18]. 

 

그림 1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주관하여 개발하고 있는 원격 

바늘 삽입형 중재로봇 시스템을 보여주며, 그림 2는 원격 중재

로봇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준다. 바늘 삽입 구동기가 장착된 

중재시술 슬레이브로봇은 CT 스캐너실 안의 환자 침대 옆에 

위치하게 되며, 의사는 분리된 원격지에서 마스터장치를 조작

하여 중재시술을 시행하게 된다. 범용 햅틱장치를 이용하여 

원격 중재시술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들이 소수 있었지만

[10,16],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대상이 되는 시술과 슬레

이브로봇의 특성에 따라 자신만의 마스터장치를 개발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그림 1의 원격 중재로봇 시스템의 마스터

장치에 대한 의사들의 요구사양들을 정리하고, 이를 만족함

으로써 대상이 되는 중재시술[17]을 시행하는데 있어 최적화

된 마스터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다음

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 IV장까지 각각 1차에서 3차에 해

당하는 마스터장치 시작품을 설계하게 된 요구사양을 먼저 

정리하고, 이후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메커니즘의 설계에 대

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 결론을 서술한다. 

 

II. 마스터장치 1차 시작품 

그림 2는 2012년도에 개발된 개념설계 단계의 마스터장치 

2종을 보여준다. 첫번째 그림의 5자유도 마스터장치는 두 개

의 3자유도 델타로봇 형태 메커니즘이 바늘 형태의 손잡이

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며, 총 5자유도를 구현한다. 두

번째 그림의 3자유도 마스터장치는 조이스틱 형태로 회전 2

자유도를 구현하고 1자유도의 바늘 삽입 자유도를 구현하도

록 설계되었다. 마스터장치 개발 초기에 원격 중재시술에 적

합한 마스터장치의 움직임 자유도와 구현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17명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2종의 마스터장치에 대한 

시연을 하였으며, 17명의 전문의 중 11명이 두번째 방식을 더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따라 두번째 방식의 메커니즘

을 바탕으로 하기와 같이 본격적인 마스터장치 1차 시작품 

개발을 수행하였다.  

1. 요구사양 

17명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시연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원격 중재시술을 위한 마스터장치의 요구사양을 정리하였다. 

• 바늘 각도 조정을 위한 2개의 회전 움직임 자유도, 바늘 

삽입점 조정을 위한 2개의 평면 움직임 자유도, 바늘 삽입

을 위한 1개의 직선 움직임 자유도 구현이 필요 

• 사용자가 시술 진행 단계에 따라 4개의 모드를 선택 가능

하도록 개발 (회전, 삽입, 평면, 미세 평면) 

- 회전 모드: 회전 운동만 가능하며 평면 움직임은 고정 

- 삽입 모드: 삽입 운동만 가능하며 회전 및 평면 움직임

은 고정 

- 평면(Gross-positioning) 및 미세평면(Fine-positioning) 모드: 

평면 움직임만 가능하며 회전 움직임은 고정 

• 바늘 끝이 위험 구역에 도달하면 삽입 축의 진동을 통해 

사용자에게 위험 구역임을 인식시키는 기능 구현 

• 모든 마스터 장치의 조작은 한 손으로 가능하여야 하며 모

드 선택 및 바늘 삽입은 엄지손가락으로 조작 가능 

• 중재로봇 시스템 안전을 위해 클러치 페달을 두어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만 마스터 장치의 입력이 슬레이브 로봇에

게 전달되도록 개발 

2. 설계 

그림 3은 정리된 요구사양을 만족하도록 2013년에 개발된 

마스터장치 1차 시작품을 보여준다[18].  

그림 3(a)는 설계된 5자유도 마스터장치 1차 시작품을 보

여준다. 크게 2자유도 회전 움직임을 구현하는 모듈, 2자유도 

평면 움직임을 구현하는 모듈, 그리고 1자유도 바늘 삽입 움

직임 및 동작 모드 선택을 위한 손잡이 모듈의 3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2자유도 회전 움직임은 그림 3(b)에서와 같이 

고정 플랫폼과 움직이는 플랫폼을 4개의 직렬 체인으로 연

결하여 구현하였으며, 이 중 2개의 체인만이 엔코더(Netzer, 

DS-58)와 전자석 브레이크(Deltran, BRP-19)로 구성된 수동 구

동 모듈과 연결되고 2개의 체인은 메커니즘의 강성을 보강

하는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었다. 회전 모듈 상단에 부착된 

손잡이 모듈은 바늘 삽입 및 모드 선택을 엄지 손가락만으로 

조작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홀센서가 부착된 리니어 모터

(Faulharber, LM0830)와 4개의 스위치로 구성되었다. 1차 시작

품의 제어기는 NI의 PXI와 LabVIEW Real-Time Module을 이

용하여 구성하였으며 2kHz의 제어주기로 동작한다. 

 

III. 마스터장치 2차 시작품 

서울아산병원 주관으로 2014년 상반기에 2장에서 개발된 

마스터장치 1차 시작품이 포함된 통합 중재로봇 시스템에 

대해 시연회(전문의 20여명 참여)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다

음과 같이 마스터장치 1차 시작품의 보완점 도출하고 마스

터장치 2차 시작품에 대한 요구사양을 정리하였다.  

1. 요구사양 

• 시술 시작 단계에서 마스터장치의 기울어진 각도가 시술 

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각도와 자동으로 일치되도록 움직

이는 기능 추가 

 

 

그림 2. 개념설계 단계 마스터장치 2종. 

Fig.  2. Two types of master device concept designs. 

Hyun Soo Woo, Jang Ho Cho, and Hyuk J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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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prototype design of 5-DOF master device. 
 

 

(b) 2-DOF rotational motion module and 1-DOF needle insertion 

handle module design. 
 

 

(c) 2-DOF planar motion module design. 
 

 

(d) Developed 1st prototype of 5-DOF master device. 

그림 3. 마스터장치 1차 시작품. 

Fig.  3. 1st prototype of master device. 

 

(a) 2nd prototype design of 5-DOF master device. 
 

 

(b) 2-DOF rotational motion module and 1-DOF needle insertion 

handle module design. 
 

 

(c) 2-DOF planar motion module design. 
 

  

(d) Developed 2nd prototype of 5-DOF master device. 

그림 4. 마스터장치 2차 시작품. 

Fig.  4. 2nd prototype of master device. 

Physicians’ Requirement Analysis Based Design of the Master Device Mechanism for Teleoperated Interventional Robo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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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모드에서의 평면 움직임 고정과 평면 및 미세평면 모

드에서의 회전 움직임 고정이 보다 확실하게 되도록 수정 

• 30초 이내에 끝나야하는 바늘 삽입형 중재시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손잡이 조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

수의 모드 선택 버튼을 하나의 모드 전환 버튼으로 통합 

• 바늘의 롤 방향 회전을 선택하고 회전량을 입력할 수 있는 

멀티 기능의 버튼 구현 

• 바늘을 삽입할 때 측정되는 힘 정보를 사용자의 엄지손가

락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평면 움직임의 범위 축소 및 협소한 수술실 공간에 적합하

도록 전체 마스터장치의 크기를 축소(500x500mm) 

• 시술 시 실시간 x-ray 영상을 보기 위한 조작이 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클러치 신호 조작은 페달을 밟는 방식이 아

닌 핸들에 부착된 버튼을 누르는 형태로 수정 

2. 설계 

그림 4는 정리된 요구사양을 만족하도록 개발된 마스터장

치 2차 시작품을 보여준다. 

설계된 마스터장치 2차 시작품은 그림 4(a)와 같이 회전 

움직임 모듈, 평면 움직임 모듈, 손잡이 모듈로 구성된다. 시

술계획이 끝나고 자동으로 슬레이브로봇이 삽입시작점 근처

로 이동하게 되면 의료진은 마스터장치와 슬레이브로봇의 

통신을 연결한다. 이 때 마스터장치의 기울기가 자동으로 슬

레이브 로봇 끝단의 바늘각도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 그림 

4(b)에서와 같이 회전 움직임 모듈에는 두 개의 모터(Maxon, 

EC 4-pole 200W)와 포텐쇼미터가 포함되었으며, 회전모드에서

는 부드러운 움직임이 구현되고 그 외 모드에서는 강한 힘으

로 고정되어 회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어(삼익HDS, SHD20-

100)와 토크센서(CAS Korea, 100Nm), 브레이크(Miki Pulley, 

112-02)로 이루어진 구동모듈로 구성되었다.  

손잡이 모듈은 리니어 모터(Faulharber, LM2070)를 이용하

여 의료진이 바늘 삽입 조작과 빼기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기본적으로 샤프트가 중립 위치에 있도록 스프링

을 장착하였으며, 바늘 끝단이 위험영역에 도달했다고 판단

되면 샤프트의 진동을 통해 의료진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한 개의 다기능 버튼 조작만으로 

시술 단계에 따른 적합한 동작 모드 선택과, 바늘의 롤 방향 

회전 입력이 가능하도록 고안하였다. 평면 움직임은 별도의 

모터 없이 두 개의 리니어 가이드와 리니어 포텐쇼미터를 이

용하여 구성되었다. 각각의 평면 자유도 움직임은 스프링을 

이용하여 가운데 중립 점으로 돌아오는 힘이 작용되도록 설

계되었다. 평면 움직임 모드가 아닐 때는 움직임이 고정되도

록 전자석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힘이 동작되도록 하였다. 2

차 시작품의 제어기 역시 1차 시작품과 동일하게 NI의 PXI

와 LabVIEW Real-Time Module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IV. 마스터장치 3차 시작품 

개발된 마스터장치 2차 시작품이 포함된 원격 중재로봇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2015년 5월부터 2015년 11

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아산병원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마스터장치 2차 시작품에 대한 보완점

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3차 시작품에 대한 설계 요구사양

을 정리하였다.  

1. 요구사양 

• 2자유도 회전 운동을 구현할 때 초기 마찰력이 크고 사용

자에게 대각선 움직임에서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던 문제

점 보완 

• 마스터장치의 손잡이 형태를 보다 인체공학적으로 외형 

설계를 변경하고 모드 변경, 바늘 삽입 버튼, 클러치 버튼 

등의 배치 역시 사용자의 조작이 편한 형태로 수정 

• 평면 움직임 구현 시 기존의 증분식 움직임이 아닌 절대좌

표 추종형 움직임 구현이 필요 

• 구동 초기 및 종료 시에 자동으로 마스터장치 손잡이가 평

면 상 원점에 위치하도록 하는 기능 필요 

• 평면 움직임 한계 근처 영역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제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힘 구현이 필요 

2. 설계 

정리된 요구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해 2016년 그림 7의 마

스터장치 3차 시작품을 개발하였다.  

그림 7(a)는 회전 움직임 모듈, 평면 움직임 모듈, 손잡이 

모듈로 구성된 마스터장치 3차 시작품 설계를 보여준다. 그

림 7(b)에서와 같이 2자유도 회전 운동을 구현할 때 각 축의 

회전 움직임을 독립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대각선 

움직임 시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또

한 2자유도 회전운동 구현을 위한 기존 구동모듈의 초기 마

찰력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초기 마찰력을 구하고 

이를 2단계의 타이밍벨트 메커니즘을 통해 구현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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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차 시작품 손잡이 모듈 조작에 따른 동작 방식. 

Fig.  5. Handle module operation using a multi-function button. 

 

 

그림 6. 원격 중재로봇 시스템 성능시험을 위한 동물실험. 

Fig.  6. Animal experimentation to validate the system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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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rd prototype design of 5-DOF master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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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DOF rotational motion module and 1-DOF needle insertion 

handle modu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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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DOF planar motion module design. 
 

  

(d) Developed 3rd prototype of 5-DOF master device. 

그림 7. 마스터장치 3차 시작품. 

Fig.  7. 3rd prototype of master device. 

 

과정에서 적절한 기어비를 선정하고 브레이크 용량의 크기

를 조정하여 기존의 회전 고정력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하였다. 마스터 로봇의 손잡이 형태는 현대중공업과 협력하

여 그림 8과 같이 보다 인체공학적으로 외형 설계를 변경하

였고, 클러치 버튼을 손잡이 몸통에 배치함으로써 사용자가 

별도의 클러치 버튼 조작없이 손잡이를 쥐는 동작만으로 클

러치 버튼 조작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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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체공학적 3차 시작품 손잡이 설계. 

Fig.  8. Ergonomic 3rd prototype hand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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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3차 시작품 임베디드 제어 시스템. 

Fig.  9. Embedded 3rd prototype controller system. 

 

평면 움직임 한계 근처 영역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제한

하고 구동 초기와 종료 시 자동으로 원점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 2개의 모터(Maxon, RE35)와 타이밍벨트 메커니즘을 이

용하여 2자유도의 능동적인 힘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절대 직선 위치 센서를 각 축에 부착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회전 혹은 삽입 움직임을 구현할 때 평면 움직임을 고정하기 

위한 브레이크 메커니즘을 기존의 전자석 홀딩 방식에서 모

터 회전 축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제어기의 구현

에 있어서 기존 PXI 플랫폼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그

림 9와 같이 소형 저가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설

계하고 제작하였으며, 회전 2자유도와 평면 2자유도 움직임 

구현 시 모터 구동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움직임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각 축의 동적 특성을 조정할 수 있는 

제어기를 구현하였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2012년부터 4년 동안 원격 중재시술을 위

한 마스터장치를 개발해오면서 수차례에 걸친 의료진 시연

과 동물실험을 통해 정리된 마스터장치 요구사양들을 바탕

으로 원격 중재시술에 최적화된 마스터장치를 개발하기 위

한 과정들과, 그 과정에서 결과물로 도출되었던 3개의 시작

품에 대해 설명하였다. 표 1은 대표적인 범용 햅틱장치와 개

발된 3개의 시작품의 사양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 결과를 보

여준다. 각각의 시작품들은 개발 당시 의료진의 요구사양들

을 반영하여 원격 중재시술에서 요구되는 자유도, 움직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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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동적 특성, 손잡이 인터페이스 기능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실제 제작된 마스터장치를 원격 중재

로봇 시스템에 통합하여 다양한 시연과 동물실험을 수행하

며 그 성능을 시험 검증하였다. 그림 10은 1차 시작품과 2차 

시작품의 NI PXI를 활용한 제어기의 구성과 3차 시작품의 임

베디드 시스템을 활용한 제어기의 구성을 보여준다. 최종 제

작된 마스터장치 3차시작품이 통합된 원격중재로봇 시스템

에 대해 2016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동물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총 20여회의 중재시술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2cm 이하급 고난이도 병소에 대해 개발된 원격중재로봇 시

스템이 기존 시술에 비해 유효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검증

하였으며, 상세한 동물실험 결과는 추후 논문에서 추가 분석 

논의될 계획이다.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림 11의 슬

레이브로봇 및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발한 그림 12의 바늘 구

동기[20]와 연계하여 현재의 통합된 시스템과 유사한 원격 

중재시술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개발된 마스터장치가 기존의 범용 마스터장치에 비해 원격 

중재시술에 얼마나 더 적합한지를 정량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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