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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의료용 로봇의 다양한 평가방법 연구 

박우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전공 

 

의료용 로봇에는 수술로봇, 재활로봇, 캡슐 내시경 로봇, 자동 레이저 치료용 

로봇 등 다양한 로봇들이 있고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의료용 로봇의 

평가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아 연구팀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고 개선사항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로봇의 안전성, 신뢰성, 내구성 등에 

대하여 기존의 평가기준인 ISO 표준과 KS 표준 및 연구 개발팀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의료용 로봇 평가방법 표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료용 로봇이 전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제품성능 기준으로는 정역학적 균형, 

제어 안정성, 반복을 통한 내구성 확인 및 비상정지버튼과 생체적합성 등이 있다. 또한 

의료용 로봇의 목적은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특화된 평가지표도 정리하였다. 

수술로봇 평가방법에는 로봇의 말단에 부착되는 엔드 이펙터(End-effector)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들과 수술로봇의 기본적인 동작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페그 태스크(Peg 

task)가 있다. 재활로봇에서는 사람의 근육 및 관절을 기구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안전성, 구현 가능한 동작 분석, 그리고 환자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하기 위해 생체신호를 이용한 구동이 있다. 캡슐내시경 로봇 평가에서는 배터리, 

영상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위치선정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자동 레이저 치료용 

로봇의 경우는 연구사례가 적었지만, 제모율과 곡면 인식률 등이 특화된 지표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의료용 로봇의 평가항목들은 의료용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여 성능을 검증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된 평가지표는 

환자들에게 의료용 로봇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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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의료용 로봇, 평가방법, 표준화, ISO 표준, KS 표준 

학  번 : 2014-2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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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배경 

 본 논문은 의료용 로봇의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이다. 배경에서는 의료용 로봇과 

평가 지표를 설명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1.1.1. 의료용 로봇 (Medical Robot) 

 현재 세계 여러 국가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약자 재활 지원 등 헬스케어 분야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부족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1], 이렇게 인간의 재활 및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을 의료용 로봇이라 한다. 

의료용 로봇은 보다 정확한 시술을 가능하게 해주고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재활로봇의 경우는 환자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치료를 도와주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2]. 

 

그림 1. 의료용 로봇 예시 (수술용 로봇) [3] 

 

 

http://www.siliconwindow.com/wp-content/uploads/의료용-로봇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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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로봇산업분류는 표 1과 같이 7가지로 분류하며, 그 중 의료용 

로봇은 전문서비스용 로봇에 포함된다. 국제로봇협회인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FR)에서는 로봇을 표 1의 분류 중 제조업용, 전문서비스용, 개인서비스용 

이렇게 3가지로만 분류한다 [4].  

 

표 1. 한국의 로봇산업 분류 [5] 

대분류 소분류 

제조업용 로봇 

이적재용 로봇, 공작물 탈착용 로봇, 용접용 로봇, 조립 및 분해용 

로봇, 가공용 및 표면처리 로봇, 바이오 공정용 로봇, 시험/검사용 

로봇, 기타 제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빌딩서비스용 로봇,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 로봇, 의료로봇, 사회인프라 

로봇, 군사용 로봇, 농림 어업용 로봇, 엔터테인먼트용 로봇, 기타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가사용 로봇, 헬스케어 로봇, 여가지원용 로봇, 교육 및 연구용 로봇, 

기타 개인서비스용 로봇 

로봇부품 및 부분품 

로봇용 구조부품 및 부분품, 로봇용 구동부품 및 부분품, 로봇용 

센싱부품 및 부분품, 로봇용 제어부품 및 부분품, 로봇용 소프트웨어, 

기타 로봇용 부품 및 부분품 

로봇시스템 
제조용 로봇시스템, 로봇기반 생산시스템, 전문서비스 로봇시스템, 

기타 서비스 로봇시스템 

로봇임베디드 

로봇임베디드 국방, 로봇임베디드 의료, 로봇임베디드 건설, 기타 

로봇임베디드, 로봇임베디드 IT, 로봇임베디드 헬스, 로봇임베디드 

가전, 로봇임베디드 교통 

로봇서비스 

로봇 교육 서비스, 로봇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로봇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리서비스 , 로봇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로봇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로봇과학 및 기술서비스 , 로봇임대서비스 , 

로봇음식점 및 정보서비스, 로봇판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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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시장에서 제조용 로봇의 비중이 그림2와 같이 60% 이상 이용되고, 특히 

국내는 약 85%를 차지하여 제조용 로봇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있으며, 서비스용 로봇은 

시장 형성기에 있다. 특히, 전문서비스용 로봇 중에서 의료용 로봇을 보면 세계 시장은 

약 8%, 국내시장은 약 1% 정도를 차지한다 [4]. 그러나 의료 전문업체 및 시장 

조사업체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생산성 및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산업용 로봇이 많이 

개발되어왔지만, 앞으로는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의료용 로봇에 대한 투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의료전문 업체인 Espicom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 

가속화, 중국, 인도 등의 후발 공업국의 급성장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등의 

요인들에 의해 의료용 로봇을 포함한 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2011년 약 2,988억 

달러에서 2017년 약 4,344억 달러로 연평균 6.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2]. 

또한, 시장조사업체 인더스트리ARC(IndustryARC)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 

규모는 '14년 26억7천만불을 기록한 데 이어 '15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9%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6]. 이처럼 의료용 로봇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시장의 62%, 24%를 점유하며 이미 비뇨기과, 

일반외과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연구 및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2], [6].  

 

그림 2. 로봇시장 구성. 왼쪽부터 세계, 국내 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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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평가지표의 필요성 

 최근 다양한 의료용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상용화 된 로봇들은 한정되어 

있다. 복강경 수술로봇의 경우를 보면 Intuitive Surgical Inc. 의 da Vinci 만 널리 

쓰이고 있는데 [7], 이는 기술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지표가 환자들에게 

중요한지 잘 파악되지 않으며, 개발한 시스템의 평가방법도 통일되지 않아 시스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평가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시스템을 개발할 때 어느 성능을 개선할 것인지 목적을 확실히 알고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용 로봇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Korean 

Standards (KS)에서 제품 및 시험, 제작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하여 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의료용 로봇은 아직 개발초기단계이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여러 

임상시험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유효성이 검증되기 때문에 아직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2].  

 

1.1.2.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ISO는 1946년에 스위스 제네바를 본부로 두고 설립된 국제표준화기구로, 여러 

부문에서 12000여개에 해당하는 표준을 제정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기구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표준이다. 

 ISO 로봇관련 표준화 활동은 6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8], 2016년에 

TC299: Robots and robotic devices라는 분과가 새로 개설되었다 [9]. TC299 중 

JWG5: Medical Robot Safety가 의료기기 표준화를 담당하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Standard (IEC)와 협력하여 의료분과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까지 수술용 로봇(IEC 80601-2-77)과 재활 로봇(IEC 

80601-2-78)에 대한 표준 초안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9]. 

 현재 작성된 ISO 표준들 중 의료용 로봇과 연관성이 높은 표준은 산업용 로봇 

표준으로, 산업용 로봇 표준들 중 아래 표준들이 의료용 로봇 표준 작성에 참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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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O 12100 

 ISO 12100은 2003년에 나온 일반적인 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지표로, 설계자가 

안전한 설계를 하도록 만들어준다. ISO 12100의 주요 내용은 기계의 수명 내에 구동할 

때 위험이 충분히 낮아야 한다는 것이고, 명시되어 있는 Risk Reduction Process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8], [10]. 

 

1-1) 본질적 안전설계 

1-2) 보호조치 

1-3) 사용정보 

 

 의료용 로봇처럼 아직 표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ISO 12100, ISO 

13849-1과 같은 일반적인 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그러나 일반적인 지표인 

만큼 세부적인 사항이 부족하므로, 이 지표들만 사용하기엔 부족하다 [11].  

 

2) ISO 13849-1 

 기계의 제어시스템 안전성과 관련된 지표로, 부상의 심각성, 위험에 노출된 빈도 

및 시간, 그리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5가지로 범주를 분류하여 범주마다 

평가항목을 달리한다 [10].  

 

3) ISO 13482 

 ISO 13482는 인간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산업용 로봇과 달리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서비스용 로봇의 안전성을 위해 ISO TC 184 SC2 WG7가 2014년 2월에 만든 

표준으로, 이동형 도우미 로봇(Mobile Servant Robot), 탑승형 로봇(Person Carrier 

Robot), 그리고 신체보조로봇(Physical Assistant Robot)을 중점으로 한다 [8], [11], 

[12]. 다만, 적용범위에 의료장치로 사용되는 로봇은 들어가지 않는다. 위험도 평가는 

ISO 12100, 제어시스템은 적어도 ISO 13849-1를 만족하여야 한다 [8], [11]. 

위험요소식별(Hazard Identification)과 위험도평가(Risk Evaluation)는 표 2의 

항목들을 중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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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용 로봇 개발에서 주요위해요소와 검증, 확인 방법 [8], [11] 

주요 위해요소 검증(verification)과 확인(validation) 

- 배터리 충전 관련 

-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관련 

- 로봇 시동과 정상동작의 

재시작 

- 정전위 

- 로봇 형상, 움직임 관련 

- 내구성 

- 위치추정과 항법오차 

 

A: 육안 조사(Inspection) 

B: 실증적 시험(Practical tests) 

C: 측정(Measurement) 

D: 작동 중 관찰(Observation during Operation) 

E: 회로도 검사(Examination of Circuit Diagrams) 

F: 소프트웨어 검사(Examination of Software) 

G: 임무기반 위험도 평가의 검토(Review of Task-

based Risk Assessment) 

H: 배치도면과 관련서류 검토(Examination of 

Layout Drawings and Relevant Documents) 

 

1.1.2.2. Korean Standards (KS) 

 KS 표준은 한국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하는 표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매 5년마다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심의되어 확인, 개정 또는 폐지가 

된다. 현재 KS 표준에서 산업용 로봇 관련표준은 18개, 서비스용 로봇 관련 표준은 

23개가 있지만 [13], ISO와 마찬가지로 아직 의료용 로봇에 관한 규격은 작성 중이다. 

이 로봇 표준들 중 의료용 로봇 표준과 연관성이 있는 표준들은 다음과 같다. 

 

1) KS B ISO 9283:2011 [14] 

 1998년에 발행된 ISO 9283은, Manipulating industrial robots – Performance 

criteria and related test methods를 기초로 하여 2011년에 발행한 표준이다. 이 표준은 

다음 성능 특성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시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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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정확도(Pose Accuracy) 및 포즈 반복 정밀도(Pose Repeatability) 

- 다방향 포즈 정확도 편차(Multi-directional Pose Accuracy Variation) 

- 거리 정확도(Distance Accuracy) 및 거리 반복 정밀도(Distance Repeatability) 

- 위치 안정화 시간(Position Stabilization Time) 

- 포즈 특성 드리프트(Pose Characteristic Drift) 

- 교환 가능성(Exchangeability) 

- 경로 정확도(Path Accuracy) 및 경로 반복 정밀도(Path Repeatability) 

- 방향 재설정 시 경로 정확도(Path accuracy on Reorientation) 

- 코너링 편차(Cornering Deviations) 

- 경로 속도 특성(Path Velocity Characteristics) 

- 최소 포즈 시간(Minimum Posing Time) 

- 정적 컴플라이언스(Static Complinace) 

- 위빙 오차(Weaving Deviations) 

 

 위의 성능 특성들 중 평가하고자 하는 로봇에 맞는 특성들을 평가지표로 

사용한다. 

 

2) KS B ISO 10218-1:2015 [15] 

 이 표준은 ISO 10218, 12100과 같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본질적 안전설계, 

보호수단 및 사용정보에 대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규정한다. 산업용 로봇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비산업용 로봇에게 적용되지는 않으나, 여기서 확립된 안전관련 원칙은 

의료용 로봇과 같은 비산업용 로봇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KS B ISO 10218-1:2015에서는 주요 위험원 목록을 제시하여, 위험원 인지, 

위험도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해서 구동제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로봇정지기능, 감속제어, 운전모드 등의 항목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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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지능형로봇 표준포럼(Korea Robot Standard Forum, KOROS) 등 

표준을 작성하는 그룹들이 있다. 2014년 KOROS에서는 의료용 로봇 중 수술로봇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을 작성하였다. 이 표준은 수술로봇의 성능평가보다는 

기본적인 안전 요구사항들에 대해 주로 다룬다 [16].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ISO와 KS에서는 아직 의료용 로봇에 대한 표준을 

작성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용 로봇이 평가방법에 대한 조사를 통해 표준화에 

기여함으로써 의료용 로봇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산업에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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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연구대상 

 의료용 로봇은 치료대상, 목적,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치료에 

로봇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외과, 재활의학과, 항문외과 등이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의료용 로봇은 수술용 로봇, 재활 로봇, 그리고 캡슐내시경 로봇이다. 

특히 수술용 로봇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큰데, BCC Research에 따르면 2013년 

의료로봇 시장의 규모는 26.7억 달러이고, 수술로봇이 75%를 차지한다고 한다 [17]. 

재활 로봇과 캡슐내시경 로봇은 수술용 로봇에 비하면 시장의 크기가 작지만 대학, 기업 

등에서 활발히 연구 중이다. 이렇게 많이 연구되고 사용되는 의료용 로봇들과,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환자들에게 실용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레이저 

치료 로봇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1.1. 수술용 로봇 (Surgical Robot) 

 과거에는 의사가 환자의 복부를 절개한 뒤 의사가 손으로 직접 도구를 사용하는 

개복수술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밀한 수술이 힘들고 의사에게 많은 

피로감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의사 대신 수술도구를 움직여주는 

수술용 로봇들이 개발되고 보급되면서 의사들이 편하게 로봇을 조종하며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환자의 배에 절개부위를 작게 하여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최소침습수술법(Minimally Invasive Surgery, MIS)은 회복시간 단축, 출혈량 감소, 적은 

부작용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일반수술보다 높은 비용의 로봇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고 있다 [18], [19]. 수술용 로봇은 크게 분류하면 복강경 수술로봇, 내시경 

수술로봇, 정형외과 수술로봇 등 다양하게 있으나 [20],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침습수술법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로봇의 비중이 현저히 크며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주로 복강경 수술로봇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였다. 

 기존에 AESOP, EndoAssist, PathFinder, Vector vision, Neuro Mate, da Vinci, 

Zeus 등 다양한 수술용 로봇이 개발되었지만, 상용화되어 판매된 제품은 da Vinci 와 

Zeus 뿐이다 [21]. 그런데 Zeus를 생산하는 회사가 da Vinci를 생산하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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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uitive Surgical사에 인수되어 현재는 da Vinci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21]. 

2013년 BCC Research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로봇 시장의 점유율이 Intuitive 

Surgical이 49.5%로 보고 되고 있다 [17]. da Vinci 수술로봇은 의사가 

콘솔(console)에 앉아 원격으로 수술을 가능하게 해주며, depth 정보를 통해 3차원으로 

영상을 제공해주며, 의사가 개복 수술과 비슷한 움직임을 통해 Slave Manipulator를 

조종할 수 있어 정밀한 원격조종을 가능케 한다.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의 경우 기존의 복강경 수술보다 월등히 

편리하기 때문에, da Vinci 중 절반 이상이 비뇨기과 수술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1],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경쟁사도 없는 실정이다. 국내 의료로봇 개발 

업체들은 상용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 안전성 및 신뢰성 문제로 외국 기술도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단계이다 [20]. 

 

그림 3. 수술용 로봇 da Vinci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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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술용 로봇 제품 현황 [2], [4], [20], [23] 

제품명(기업, 국가) 제품개요 

da Vinci 

(Intuitive Surgical, 미국) 

• 수술로봇의 선두주자로, 2000년도에 FDA 승인을 받음 

• 직관적이고 편리한 원격조종 인터페이스 제공 

• 정밀한 복강경 수술을 가능하게 함 

ROBODOC 

(큐렉소, 현대중공업, 한국) 

• 미국 intuitive surgical 사로부터 인수 

• 국산화하여 2008년 FDA 승인받음 

• 인공관절 치환술에 사용되는 의료로봇 

• 뼈와의 결합이 우수하며 수술 시 뼈의 손상이나 잘못된 

각도로의 설치를 완전히 방지 

• 최근에 고관절 수술 시 엉덩이 부분도 가이드 해주는 기능이 

추가된 ‘티솔루션원’출시 

Revo-i 

(미래컴퍼니, 한국) 

• da Vinci 수술로봇에 대응하는 국산 복강경 수술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임상실험 중에 있음 

• 수차례의 동물실험을 통해 기구 성능개선 및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며, 2016년에 식약처에 임상시험 허가 받음 

 

 국내외 학계에서의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Imperial College 

London에서는 Hand-held가 가능하면서 기구부 끝단의 Bending 각도를 조절하여 

조직검사 및 미세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소형 내시경 센서가 장착된 기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구는 직경이 3.5 mm에 끝단이 최대 160도까지 휘어질 수 있고 임상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cadaver study를 수행하였으며, 관절경으로써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4]. 

 서울대학교에서는 엔드이펙터(End-effector)의 소형화, 구동방식 수술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25], [26], [27]. 

KAIST에서는 개발한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NOTES)로봇으로 비글의 담낭제거에 성공하였고, Single port surgery, 엉덩이 관절 

수술 로봇(Arthrobot), 복강경 수술 보조 로봇(Laparoscopic Assistant Robot)등을 

연구 중이다 [28]. 또한 da Vinci 수술로봇과 같이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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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브 구조의 로봇이 개발 중에 있다 [29].  

 

2.1.2. 재활로봇 (Rehabilitation Robot) 

 환자를 돌봐줄 치료사의 수에 비해 환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로봇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30]. 재활로봇이란 신체의 기능 회복 및 향상을 위해 환자와의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 재활치료를 돕는 로봇을 말한다 [31]. 아직 재활로봇 적용을 

통해 크게 향상된 재활효과에 대한 임상결과는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활로봇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32]. 

 

1) 재활로봇을 이용하면 반복적인 재활동작을 보다 정확하고 오랜 시간 많이 수행할 수 

있다 [33].  

2) 보다 더 정교한 치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 적용된 힘, 토크 등의 수치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34]. 

 

 재활로봇에는 일상생활 보조로봇, 신체기능 대체로봇, 재활치료로봇, 사회심리 

재활로봇 등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재활로봇 시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재활치료로봇만 

다루기로 한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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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하지재활로봇 Lokomat [35] 

 

 재활로봇은 크게 상지재활로봇과 하지재활로봇으로 나뉜다. 상지재활로봇은 

팔이나 손등의 상지부분 재활치료를 위한 로봇으로, 그림5와 같이 로봇의 끝부분을 잡고 

재활치료를 하는 엔드 이펙터형, 그리고 팔에 착용하여 재활치료를 하는 

외골격(Exoskeleton) 형태의 로봇이 있다.  

 

 

그림 5. 상지재활로봇의 분류 (a) 엔드이펙터 형 (b) 외골격형 [34] 

http://www.mforum.ru/cmsbin/2015/34/20150822_Hocoma_Locomat_PRO_full585x40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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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재활로봇에서 엔드이펙터형 재활로봇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제어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각의 조인트를 따로 움직이기가 힘들고, 반대로 

외골격형 재활로봇은 각각의 조인트를 따로 움직이기는 좋지만 환자의 팔에 감싸서 

움직이기 때문에 링크들의 길이가 잘 맞아야 하며, 제어가 어려워 구동 중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30].  

 하지재활로봇은 그림 6과 같이 5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36]. 트레드밀 보행 

트레이너는 가장 많이 개발되는 형태의 하지재활로봇으로, 환자를 트레드밀 위에서 걷게 

함으로써 기능회복을 돕는다. 발판 기반 보행 트레이너는 양 발판의 자세를 제어하여 

보행패턴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재활을 하고, 지상 보행 트레이너는 환자를 정해진 

보행패턴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도와준다. 

고정 보행 트레이너는 근육의 이완, 수축과 관절의 움직임 치료가 목적이고, 능동형 

단하지 보조기는 환자가 입고 다니는 로봇이고 발목의 치료를 돕는다.  

 

 

그림 6. 하지재활로봇의 분류 (a) 트레드밀 보행 트레이너 (b) 발판 기반 보행 

트레이너 (c) 지상 보행 트레이너 (d) 고정 보행 트레이너 (e) 능동형 단하지 보조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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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환자의 의도를 재활치료에 반영하기 위해 생체신호를 이용하는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생체신호란 생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물리적, 전기적 

신호인데, 재활로봇에서는 의도감지를 목적으로 뇌신호, 근육신호 및 운동신호로 

구분한다 [32]. 뇌신호는 MEG (Magnetoencephalogram, 뇌자기도), EEG 

(Electroencephalogram, 뇌전도), 근육신호는 EMG (Electromyography, 근전도)를 

주로 사용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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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지재활로봇 제품 현황 [31] 

제품명(기업, 국가) 제품개요 

Armeo 

(Hocoma, 스위스) 

 

• 동작 재현형 팔 재활치료 로봇 

• 6자유도의 로봇 팔은 3차원 환경인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동작 재현 가능 

• 치료사가 지정한 재활치료 동작 반복 수행 가능(치료사의 

물리적인 힘이 필요 없이 치료사의재활 노하우를 로봇을 통해 

수행하여 재활치료의 효율성을 높임) 

• 환자의 잘못된 동작을 즉시 피드백하여 올바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유도 

• 게임과 연동하여 환자가 즐겁게 재활 치료 가능 

ReoGo 

(Motorika, 미국) 

 

• 팔 재활치료 로봇 

•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3차원 그래픽과 연동된 소프트웨어 

제공 

• 이동성을 고려한 콤팩트 디자인 

• 설치가 빠르고 설치 후 재활방법만 숙지하면 치료사 없이 

재활치료 가능 

• 재활치료 경과 피드백 및 데이터 저장 기능 

mPower 1000 

(Myomo, 미국) 

 

• 이두근과 삼두근의 EMG를 측정하여 토크를 보상하는 로봇 

• 외부 전원 및 고정기구 없이 이동이 자유로운 팔 재활치료로봇 

• 이동성을 갖춘 가벼운 로봇 암 

• 가정과 병원용으로 FDA 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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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하지재활로봇 제품 현황 [23], [31] 

제품명(기업, 국가) 제품개요 

Lokomat 

(Hocoma, 스위스) 

 

• 보행재활치료 환자를 위한트레드밀 기반의 재활치료로봇 

• 사용의 편리성 제공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기구설치 가능,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 제공) 

• 보행 훈련에 최적화된 정밀한 체중 이동 시스템(리프트) 

•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보행 유도하기 위한힘 제어 

기능 

Erigo 

(Hocoma, 스위스) 

 

• 트레드밀 기반이 아닌,신체를 기구에 고정하는 형태의 

재활치료로봇 

• 누운 상태에서 신체를 로봇에 고정하여 편리하고빠른 착용 

가능 

• 착용 후 신체고정 기구가 회전하여 직립 형태의재활 가능 

 

G-EO System 

(REHA technology, 미국) 

 

• 트레드밀 기반의 보행재활로봇이 아니라, 양 발에 기구를 

부착해 보행 재활 훈련을 하며,계단 오르기 등 다양한재활 

치료가 가능 

• 임상실험을 통해 양발 별도 기구 부착형 재활치료로봇의 

치료 효율성 입증 

•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및 다양한 트레이닝모드 제공 

(평지, 계단 등) 

Walkbot 

(피엔에스미케닉스, 한국) 

 

• 보행재활치료 환자를 위한 트레드밀 기반의 재활치료로봇 

• 환자 개인별 보행특성 및 상태에 맞도록 지능화된 보행훈련 

가능 

• 다양한 보행훈련 모드 제공 및 편리성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 관절간 자동길이 조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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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재활로봇 기술동향은 서울대학교에서는 거울상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엔드이펙터형 상지재활로봇과 외골격형 상지재활로봇을 개발하였고 [37], 그리고 

KAIST에서는 휠체어 로봇을 개발하였으며, 서강대학교에서는 보행 보조 로봇, 

한양대에서는 무릎관절 재활을 위한 연속 수동 운동(Continuous Passive Motion) 로봇 

등을 개발하였다 [28].  

 

2.1.3. 캡슐내시경 로봇 (Capsule Endoscope Robot) 

 캡슐내시경은 환자가 알약 모양의 캡슐을 삼켜 소장 등의 기관을 촬영하여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38]. 이는 일반내시경에 비해 편리하고 검사 도중 고통이 

적으며, 위장관에서 생긴 문제점을 잘 발견하고, 소장 전체를 시각화하는데 좋다 [39], 

[40].  

 캡슐내시경의 구성요소는 크게 캡슐, 수신기, 영상처리부로 나뉜다. 캡슐이 

소화기관 내의 영상을 송신하면 수신기가 영상을 받고, 이를 영상처리부에서 

영상처리하여 진단을 하게 된다 [38].  

 

 

그림 7. 캡슐내시경 Pillcam [41]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0ahUKEwi179O0kY_KAhXDHaYKHTpGDoYQjRwIBw&url=http://digitalovenvfx.com/portfolio/pillcam/&psig=AFQjCNGCPopMLAEhVJdqf1wfeB0QGXf6pw&ust=145196178105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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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캡슐내시경 로봇 제품 현황 [42], [43] 

제품명(기업, 국가) 제품개요 

SB/SB2 

(Given Imaging, 이스라엘) 

• 처음으로 상용화한 캡슐내시경 

• 2012년 기준 세계 캡슐내시경 시장의 76% 점유 

• 필캠(PillCam) 플랫폼을 개발하여 소장, 식도, 위장관 

등에서 다양한 목적에 맞게 상품 제작 

EndoCapsule 

(Olympus, 일본) 
• CCD 센서를 이용하여 밝은 시야를 확보 

OMOM 

(CJST, 중국) 

• 캡슐로봇, pH 캡슐 등 다양한 종류의 캡슐내시경 개발 

투자 

• 중국 FDA 승인 

MiroCam 

(IntroMedic, 한국) 

• 세계 최초로 캡슐에서 획득한 영상을 인체를 채널로 

전송하는 인체통신방식(Human Body Communication, 

HBC)방식을 상용화함 

 

 국내외 대학에서의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현재 개발된 캡슐내시경 로봇들은 

능동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고 연동운동에 의한 수동적인 움직임만 가능하다. 캡슐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자기 유도 방식, 자기 회전 방식 등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방법과, 곤충형, 물고기형, 애벌레형 등 기계적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43]. 그러나 현재 수동형 캡슐내시경의 기능을 구현하는데도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고 개발중인 능동형 캡슐내시경들의 이동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어려우나, 서울대학교에서 위장관에서 프로펠러를 이용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캡슐내시경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인체 내에서 움직이는 궤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44]. 

 현재 캡슐내시경은 소장 진단에 국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장 진단에도 

사용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현재 전남대에서는 캡슐내시경을 혈관 진단에 적용하여 

혈관치료용 마이크로 로봇 앨리스 (ALICE, Active Locomotive Intestinal Capsule 

Endoscope)를 개발 중이다 [28]. 

 미국 카네기멜론대는 심장병 환자의 가슴 속에서 심장의 표면을 기어 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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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수행하는 애벌레를 닮은 로봇 장치(하트랜더)를 개발하고 있다.  

 MIT에서는 체내에서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전송하는 ‘인체전도 통신 

방법’이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인체의 미세한 전기 자극을 통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데 [21], 이는 국내의 IntroMedic사가 보유한 기술과 같다.  

 

2.1.4. 자동 레이저 치료용 로봇 (Automatic Laser Therapy 

Robot) 

 자동 레이저 치료용 로봇은 피부조직의 병변을 자동적으로 치료하거나, 체모, 

문신을 제거하는 로봇을 말한다. 특히 체모, 문신을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로봇의 경우 

수요는 많으나 연구 개발된 사례가 적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개발이 

진행되었고, 식약처 승인을 거쳐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다 [45]. 서울대학교에서 개발중인 

제모용 로봇은 아래 그림과 같이 6축 산업용 로봇에 웹캠, 적외선 거리센서, 제모기가 

부착되어있는 형태이다. 작동방법은 웹캠으로 사람의 제모할 부위를 인식한 뒤, 적외선 

거리센서로 거리를 측정하여 로봇을 움직인 다음 그 부위를 제모하게 된다. 이는 

로봇으로 모든 털을 누락없이 시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가 하는 제모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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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자동 레이저 치료용 로봇 [46] 

 

2.2. 평가지표 

 앞서 언급한대로 현재 ISO 표준과 KS 표준에서 의료용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나 평가방법은 없고 현재 제정 준비 중이다. 의료용 로봇에 대한 표준을 새로 

작성하려면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 관한 지표와의 유사점,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슷한 

지표는 기존의 지표를 적극 활용하고 다른 지표는 기존지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유사점을 보면 의료용 로봇도 기계나 전기적 신호로 움직이는 ‘로봇’이기 때문에 

제어 안전성, 응답속도, 정확성, 내구성 등의 지표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산업용 

로봇과의 차이점은 의료용 로봇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성, 안전성, 신뢰성이 필수적이고 생체적합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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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의료용 로봇에 필수적인 검증항목 [2] 

유효성 

로봇을 이용한 새로운 수술기법 및 절차가 기존의 수술방법에 비해 

유효해야 함. 수술의 성공률이 향상되거나, 치료 효과가 우수하거나, 

수술시간이 단축되거나,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량을 저감할 수 있는 등의 

의학적 효과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 

안전성 

의료용 로봇이 사람을 다루는 로봇인 만큼 적용되는데 더욱 엄격하게 

관리됨. 의료용 로봇은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위험상황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플랫폼으로 개발되어야 함. 

신뢰성 
의료용 로봇은 사용되는 환경에서 임상적, 공학적으로 요구되는 동작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기능 및 성능의 저하가 예측 가능해야 함. 

  

 본 논문에서는 개발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의료용 로봇의 일반 성능 및 

안전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외관 및 형상, 전자기적 안전성 등은 기존 전자기기 및 

기계 인증 기준에 준하기로 한다 [12].  

 

2.2.1. 공통 평가지표 

 의료용 로봇을 평가하는 지표는 앞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산업용 로봇에 

사용되는 지표 외에도 인간을 다룬다는 특수성이 있어 다른 지표들도 필요하게 된다. 이 

중 의료용 로봇 개발연구와 관련해서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정리하면 표 8와 

같다. 표 8에서 산업용, 의료용 공통지표들은 기존의 ISO, KS 표준들을 적극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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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개발연구에서 고려할 산업용 로봇과 의료용 로봇의 평가지표 [29] 

산업용, 의료용 공통지표 의료용 특화지표 

1) 기계적 안전성 

1-1) 내구성 

1-2) 오작동 시도 안전한 구조적 안전성 

1-3) 진동 및 소음 

1-4) 열 안전성 

 

2) 제어 안정성 

2-1) 제어모드 전환가능 

2-2) 로봇 이동속도, 구동토크 제한 

2-3) 특이점(Singularity) 확인 

2-4) 중력보상(Gravity Compensation) 

 

3) 비상상황 운전정지 

3-1) 위험식별장치 

3-2) 비상정지버튼 

3-3) 비상회복 안전성 

 

4) 성능 

4-1) 포즈 정확도 (Pose Accuracy) 

4-2) 포즈 반복정밀도  

      (Pose Repeatability) 

4-3) 응답속도 

4-4) 작업공간 

     (Reachable Workspace, Dexterous                                           

Workspace) 확인 

1) 생체적합성(ISO 14971, ISO 10993) 

1-1) 생물학적 안전성  

1-2) 소독 

1-3) 자극성과 과민반응 확인 

 

2) 성능 

2-1) 환자 지지 장치 고장 

2-2) 시술도구 성능 

2-3) 영상정합 안정성 

 

3) 의학적 평가 

3-1) 임상적 평가(Clinical Evaluation) 

3-2) 임상시험 

3-3) 수술 시간 

3-4) 회복소요시간 

3-5) 출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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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에서 정리한 평가지표들을 본 논문에서 다룰 수술로봇, 재활로봇, 

캡슐내시경 로봇, 자동 레이저 치료용 로봇에 적용하여 정리를 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의료용 로봇의 종류에 따른 주요 평가항목 [12] 

구분 수술로봇 재활로봇 캡슐내시경로봇 레이저치료로봇 

제품 

성능 

자유도 자유도 배터리 자유도 

작업 영역 작업영역 시야각 작업 영역 

제어 안정성 제어 안정성 영상화질, 밝기 제어 안정성 

특이점 회피 특이점 회피 구동속도 특이점 회피 

백래쉬 백래쉬 통신 제모율 

정확도, 정밀도 진동 내구성 정확도, 정밀도 

사이즈 가반 하중 사이즈 곡면 인식률 

 
생체신호를 통한 

구동 
실시간 위치계산  

안전 

관련 

생체적합성 상하지 속박 압력 생체적합성 레이저 안전성 

비상정지버튼 비상정지버튼 표면 거칠기 비상정지버튼 

구동 토크 제한 구동 토크 제한  구동 토크 제한 

동력 손실 시 

안정성 

동력 손실 시 

안정성 
  

위험식별장치 
관절운동 

범위제한 
  

전원장애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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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를 보면 의료용 로봇들에 대해서 공통으로 필요한 평가지표도 있고 특화된 

평가지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설계나 제어 관련 기술 등이 의료용 로봇 전반에 걸친 

공통 평가지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표 10에 정리하였다 [2]. 표 10에서 연관성이 

높은 항목일수록 숫자를 높게 정하여 1~3으로 나누었다. 

 

표 10. 의료용 로봇의 공통 평가지표 [12] 

공통 평가지표 
적용 품목 

수술 재활 캡슐 레이저 

동작성능 및 정확도 
동작 정확도 3 3 2 3 

동작 정밀도 2 2 2 3 

기계적 안전성 
정역학적 균형 3 2 1 1 

내구성 2 2 3 2 

제어성능 제어안전성 2 3 3 3 

충돌안전 비상정지버튼 2 3 _ 3 

생물학적 안전성 생체적합성 2 _ 3 _ 

 

 공통된 지표들은 로봇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지표와 생체적합성에 

관련된 지표이다. 로봇에 대한 지표는 ISO 표준과 KS 표준에서의 산업용 로봇 지표를 

인용하는 것이 유효하므로, 필요한 지표만 정리하였다. 생체적합성은 필수적인 항목이나 

개발 연구에서는 기계적, 전기적 성능 확인이 우선시 되므로 간단히 조사하였다. 

 

2.2.1.1. 특이점(Singularity) 계산 

 특이점(Singularity)은 자코비안(Jacobian) 행렬의 계수(Rank)가 전 계수(Full 

Rank)보다 작아지는 경우로 [15], 로봇이 특이점 근처에서는 의도치 않게 매우 높은 

속도로 움직이거나 큰 토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로봇을 

설계할 때 자코비안 행렬을 계산하여 특이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이점이 

불가피하게 생기면 로봇 관절의 각도에 제한을 두어 특이점 근처를 지나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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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2.1.2 작업영역(Workspace) 계산 

 일반적으로 작업영역이라 하면 로봇의 엔드 이펙터가 도달 가능한 

도달가능영역(Reachable Workspace)을 의미한다. 그러나 엔드 이펙터가 도달이 

가능해도 자세가 뒤틀려있으면 조작이 불가능하거나 특이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어떠한 자세에서도 도달이 가능한 자세도달가능영역 

(Dexterous Workspace)도 계산을 해주어야 하고, 이는 도달가능영역 안에 포함되는 

더 좁은 영역이 된다. 자세도달가능영역을 수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므로 

[47], 로봇 모델을 통해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작업영역 내의 임의의 위치에서 임의의 각도로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자유도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유도는 높을수록 많은 동작이 가능해지므로 

좋지만, 자유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면 구조가 복잡해지거나 Redundant한 조인트가 

생기면서 제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림 9. 도달가능영역과 자세도달가능영역의 예시. (a) 도달가능영역 (b) 

자세도달가능영역 [48]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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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정역학적 균형 

 시술자가 힘, 토크를 가하지 않았을 때, 로봇의 링크 및 관절부의 무게에 대해 

스스로 상쇄를 시키며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중력보상(Gravity 

Compensation)이라 부른다. 로봇들은 중력보상이 되도록 제어가 되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력보상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9].  

 

1) 시험 대상 시술 보조로봇의 관절을 수평으로 최대한 펼쳐지도록 배치하고 시험자의 

손 또는 다른 기구 또는 로봇 장치에 의해 시술 보조로봇의 말단부를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킨다. 

 

2) 다음 사항들을 점검한다. 

- 이동시의 저항감 및 덜컥거림(Jerking): 손으로 시험할 경우 정성적인 느낌을 

점검하며 기타 기구 또는 로봇 장치로 시험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힘 센서를 설치하여 

저항력을 측정하거나 기구 또는 로봇 장치의 관절부에 걸리는 토크를 측정하여 저항력을 

계산할 수 있다. 

 

- 이동이 종료되었을 경우 멈춤 특성: 오버슈트 또는 진동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관절 

및 링크의 무게에 의해 처짐이 발생하는지를 점검. 처짐에 대한 측정을 유효한 

위치센서에 의해 가능하다.  

 

2.2.1.4 반복실험을 통한 내구성, 정확도, 정밀도 확인 

 

 로봇을 개발할 때 내구성 확인은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연구개발 단계, 특히 

대학의 연구에서는 인장실험이나 충돌실험 등의 외부 내구성 확인은 로봇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외부 내구성 분석은 수식을 통한 정역학적 분석을 

하거나 [49], 계산이 힘든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봇 재질에 맞게 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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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내구성은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동작을 반복 수행하는 

실험을 설계하여 검증하도록 한다 [25], [27], [50].  

 또한 로봇의 정확도, 정밀도는 위의 반복실험에서 같이 확인을 하거나, 다른 

이동경로를 설계하여 실험을 통해 검증하도록 한다. KS B ISO 9283:2011에 따른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실험을 n번 한다고 할 때,  

1) 위치정확도 

지령 포즈의 위치와 n번의 도달 위치의 평균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 (Euclidean 

Distance) 

 

2) 방향정확도 

지령 포즈의 방향과 n번의 도달 방향의 평균 사이의 각도 

 

3) 위치반복정밀도 

n번의 도달 위치들의 표준편차 값의 3배 

 

4) 방향반복정밀도 

n번의 도달 각도들의 표준편차 값의 3배 

정확도와 정밀도의 기준값은 로봇의 사용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2.2.1.5 제어 성능 

 제어 성능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제어안정성, 위치 안정화 시간, 응답시간 등이 

있다. 

 

1) 제어안정성 

 제어안정성은 사용하는 제어알고리즘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이 제어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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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 시불변 시스템(Linear Time Invariant, LTI)의 경우 극점을 구하여 

Routh-Hurwitz 안정도 판별법, Nyquist 안정도 판별법 등을 사용한다. 비선형 

시스템의 경우 에너지 소산의 개념을 이용한 Lyapunov 안정도를 이용한다. 

 

2) 응답시간 

 응답시간은 로봇에 명령을 입력했을 때 로봇이 동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수술과정에서 응답시간이 250-300 ms 이 넘는 로봇을 사용하면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51], 실시간으로 구동하는 로봇은 응답시간이 

250ms 이내로 되도록 한다.  

 응답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개발한 시스템에서 단위계단함수(unit step 

function)형태로 입력을 주고 실제로 로봇이 구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내어 

구한다 [25], [27].  

 

3. 위치 안정화 시간 [14]  

 로봇이 얼마나 빨리 도달포즈에 정지하는가를 정량화한 성능이다. 위치 안정화 

시간은 위의 정확도, 정밀도 실험에서 그림 10의 한계 대역 내로 몇 초 안에 

도달하는지 측정하여 구한다. 한계대역은 반복 정밀도 또는 개발한 시스템에 적절한 

값을 사용한다. 

 

그림 10. 위치 안정화 시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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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안전장치 

 임상시험이나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제품이라면 안전장치의 유무는 특히 더 

중요하다. 충돌이나 진동 등을 감지하는 위험식별장치, 그리고 위험시 강제로 동작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버튼이 필요하다. 

 

그림 11. 안전장치의 예시인 Emergency Stop [52] 

 

2.2.1.7 생체적합성 

 생체적합성은 의료용 로봇에 한하여 중요시되는 평가항목으로,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조직의 종류, 접촉면 특성, 접촉시간 등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29]. 

평가는 ISO 10993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다. 

1) 세포독성시험 

2)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량 시험 

3) 자극성과 과민반응시험 

4) 전신독성시험 

 

2.2.1.8 평균 시술시간 

 로봇을 통한 치료효과가 좋아도 시술시간이 기존에 비해 너무 길어지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로봇을 사용할 경우 치료과정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시간의 통계적 

비교를 한다.  

 로봇을 사용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적정한 표본의 수를 시행하고, 

각 그룹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값을 구하며, unpaired sample t test 방법으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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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고, 통계적 유의한 차이의 기준은 p<0.01을 적용한다 

[29]. 

 

2.2.2. 수술용 로봇 

 수술로봇을 이용한 대표적인 수술법인 최소침습수술법의 주요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배에 작은 구멍을 뚫어 Cannula를 삽입한다. 

2) 복강 내에 카메라를 삽입하여 조종석으로 3차원 영상정보를 제공한다.  

3) 의사가 조종석(Master Console)에서 조종기(Master Tool Manipulator)를 조종하여 

엔드이펙터를 조종한다. 

  

 수술로봇은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평가항목을 

선정하긴 어렵지만, 위 과정들에서 수술로봇의 주요 기능 및 특징은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환자의 복부에 절개부위을 최소화하여 기구들을 삽입하므로 기구들의 소형화가 

필요하다. 또한 3차원 영상을 제공하는 영상기술 및 더 나아가 다양한 정보를 화면에 

추가해주는 Augmented Reality (AR) 기술도 사용된다. 그리고 원격으로 엔드이펙터를 

조종하므로 햅틱 기술과 엔드이펙터 조작의 편의성이 중요하다.  

 기구들의 소형화는 직경을 줄이는 것이 절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사이즈 내에서 조종이 자유롭다면 무조건 직경이 작을수록 좋다. 영상에 

AR을 적용하여 수술의 정확성 및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지만, 

AR을 통한 정확성 및 편의성 증대여부는 주관적이라 사람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복강경 로봇의 엔드이펙터를 활용한 

전반적인 평가는 Fundamentals of Laparoscopic Surgery (FLS) 시험 중 하나인 페그 

태스크(Peg Transfer Task)가 있는데, 이를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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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페그 태스크 (Peg Transfer Task) 

 FLS 시험은 American Board of Surgery의 승인을 받은 시험으로 복강경 

로봇을 사용하는 의사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과정이고 5가지의 태스크 

(Task)가 있다 [53], [54]. 그런데 개발연구에서는 5가지 태스크 중 하나인 페그 

태스크를 개발한 수술로봇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페그 태스크는 수술로봇의 엔드 이펙터를 이용하여 작은 기둥(peg)에 있는 

블록들을 이동시키는 업무이다. 이는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성능을 측정하게 

되며, 조작이 편리한 로봇일수록 시간이 짧게 걸린다.  

 그림 12는 Peg Task에 사용되는 FLS Peg Board로,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54].  

 

1) 왼쪽 6개의 Peg에 블록들을 꽂고, 왼쪽 엔드이펙터로 블록을 집는다. 

2) 들어올린 블록을 오른쪽 엔드이펙터로 이동시킨다. 

3) 오른쪽 엔드이펙터에 들고 있는 블록을 Peg board의 오른쪽 6개의 Peg중 하나에 

꽂는다. 

4) 왼쪽 6개의 블록들을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 6개의 Peg로 모두 옮긴다. 

5) 위 과정을 반대로 하여 오른쪽 6개의 블록들을 왼쪽 6개의 Peg로 다시 옮긴 다음, 

전체 과정에서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제한시간 300s를 초과하거나 블록이 시야 밖으로 

벗어나면 실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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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페그 태스크 [54] 

 

 위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페그 태스크는 단순히 블록을 옮기는 과정이므로 

복강경 수술로봇을 조종할 때 가장 기초적인 움직임을 평가하는 태스크다. 

 개발한 수술로봇을 평가할 때는 숙련되지 않은 초보자와 숙련된 의사가 

시험하여 평가를 하게 된다. 이 태스크는 시험자가 개발한 로봇에 대해 얼마나 

익숙한지에 따라 수행시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작방법에 대한 숙지를 잘 

시키고 실제 태스크 수행 전 얼마나 조작을 해보았는지 명시하도록 한다. 

 페그 태스크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한 논문이 있는데, 미국의 Texas 

Southwestern 대학 의료센터에서는 FLS 시험을 기반으로 9개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53]. 또한 미국의 Loyola 대학 의료센터에서는 Manipulation, transection, 

knot tying, suturing 이렇게 4가지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55]. 이 외에도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56], [57], [58], 검증하고자 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엔드이펙터가 집게(Large needle driver), 가위(Curved scissors) 

등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적용 가능한 실험을 선택한다. 가위와 카메라의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하는 태스크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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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FLS 태스크 중 하나인 Precision Cutting [54] 

 

 그림 13은 FLS 태스크 중 하나인 Precision Cutting으로 [54], 개발한 

시스템의 엔드 이펙터가 가위일 때 거즈(Gauze) 위의 원 모양을 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이 때 자르는 형상이 너무 비틀리지 않도록 원 경계선 밖을 

자르면 실격으로 처리하고, 제한시간은 300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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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카메라 움직임 평가방법 [53] 

 

그림 14는 Southwestern 대학 의료센터에서 개발한 카메라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53]. 평평한 판 위에 그림 14와 같이 도형들과 빨간 점들을 외부에 그린 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평가를 한다. 

 

1) 복강경 카메라를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며 도형들을 하나씩 화면에 들어오도록 한다. 

2) 도형 하나가 화면에 들어올 때마다 화면을 멈추고, 시험자는 도형이 화면 안에 

들어왔다고 말을 한 뒤 다음 도형으로 넘어간다. 

3) 한 바퀴를 돌아 처음 도형으로 돌아오면 시험을 끝낸다. 

 

 제한시간은 300초이고, 바깥에 있는 빨간 점이 화면 안에 들어오거나 도형이 

완전히 화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실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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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엔드 이펙터 평가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작은 구멍 내에서 여러 동작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큰 환자측 카트의 로봇인 Patient Side Manipulator (PSM)의 

자유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엔드 이펙터에도 자유도를 추가해주게 된다. 따라서 

공통 평가지표로 넣은 로봇의 자유도 분석 외에도 엔드 이펙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1) 엔드 이펙터의 자유도 및 정확도 

 일반적인 엔드이펙터는 유한개의 구동기로 구동되어 자유도가 유한이지만, 

연속체 로봇(Continuum robot)으로 설계될 경우 무한개의 자유도를 갖는다. 연속체 

로봇에는 그림 15와 같이 Tendon/Cable, Multi-backbone, Concentric Tube, 

Pneumatic, Shape Memory, Hydraulic 방식의 엔드이펙터들이 있고, 모델링은 

Constant Curvature, Variable Curvature, Energy Methods 등을 사용한다 [59].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연속체 로봇을 설계할 수 있으나, 원하는 위치로 제어가 잘 

되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연속체 로봇은 무한개의 자유도를 가지지만 직접적으로 구동이 

되는 자유도는 유한개이다. 따라서 나머지 자유도는 설계한 엔드이펙터의 탄성과 

외부하중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완전히 Back-drivable 할 수는 없다 [59].  

 엔드이펙터 또한 기본적으로 공통 평가지표에 있는 내구성, 정확도, 정밀도 

실험을 거쳐야 한다 [25], [27]. 그리고 연속체 로봇으로 설계되면 유한 개의 자유도를 

가진 엔드 이펙터와는 다르게 정형화된 계산법이 있거나 수학적 모델이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59], 제시한 모델을 통해 계산한 위치와 제작한 로봇이 움직인 위치와의 

오차를 확인한다 [60], [61]. 엔드이펙터의 끝단의 각도 오차는 사람이 적응하고 보상 

가능한 20-30˚이내가 되도록 한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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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속체 로봇의 종류와 분석방법 [59] 

 

2) 잡는 힘(gripping force) 측정 

 수술과정에서 장기를 꺼내는 과정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작업에 필요한 엔드 

이펙터의 최대 힘은 약 5N이다 [63]. 따라서 압전식 센서 등으로 엔드 이펙터 끝단의 

힘의 크기를 측정하여 [25], 최대 힘이 5N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구동기에 따라 추가적인 평가항목도 필요하다. 보통 엔드 이펙터는 

구동기로 전기모터를 사용하나, 기계줄 또는 유압식 구동기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계줄(Mechanical Wire)을 사용할 경우 자유로운 모션 구현은 가능하나, 엔드이펙터의 

자세에 따라 끝단에 작용하는 힘이 달라진다 [26]. 따라서 기계줄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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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이펙터는 자세에 따라 힘을 보상해주는 알고리즘이 있거나, 힘이 달라져도 상관없는 

시스템에 사용을 하여야 한다. 

 모터 외에도 유압식으로 엔드이펙터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유압식 구동기는 

중량대비 출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 움직임이 비선형적이라 제어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34]. 서울대학교에서는 초소형 모터와 유압식 구동기로 움직이는 엔드 이펙터를 

개발하였다 [25]. 이 논문에서는 유압식 구동기를 on/off만 확실히 되고 힘이 필요한 

gripping 부분에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비선형 제어가 필요하지 않았다. 유압식 

구동기를 조인트 등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비선형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공통 평가지표의 제어안전성을 참고한다. 

 

2.2.3. 재활로봇 

 재활로봇은 여러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 조정이 되어야 하고, 신체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또한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에 

대해 어떤 동작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동작을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는지 검증 

받아야 한다 [12]. 이는 의학적, 임상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절차가 필요한 

과정이다.  

 재활로봇을 통한 재활치료는 특정 동작을 반복 수행하는 일이 많고, 최근에는 

환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로봇을 움직이는 BCI, BMI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즉, 로봇의 

정확하고 정밀한 반복동작, 그리고 생체신호를 처리하여 로봇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지표이다.  

 

2.2.3.1 설계 안전성 평가 

 설계 안전성은 공통 평가지표에 있는 정역학적 균형, 내구성 부분 등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재활로봇의 특성상 물리적인 거동이 힘든 환자와 신체 접촉을 해야 

하므로 좀 더 다양한 평가항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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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재활로봇의 설계 안전성 평가 항목 

평가항목 내용 

백래쉬 

(Backlash) 

백래쉬가 없어서 기어가 부드럽게 구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역구동성 

(Backdrivability) 

로봇이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아 안전성을 높여줌 

[30]  

여유자유도 

(Redundant DOF) 

여유 수동 조인트 (Redundant Passive Joint)들이 축 

어긋남(Misalignment)을 자동으로 맞춰줌 [34] 

가반하중 

(Payload) 

환자의 상지 또는 하지 부분의 무게에 의해 구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 

동력 손실 시 안정성 동력 손실 시 위험성 최소화 [12] 

관절 운동 범위 제한 재활치료에 필요한 범위로만 각도를 제한하여 사고 방지 

상하지 속박 압력 환자들이 재활치료 중 불편하지 않도록 속박 조절 

링크 길이 조절 다양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 [2] 

 

2.2.3.2 구현 가능한 동작 분석 

 환자가 재활로봇을 사용 또는 착용하게 되어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구현가능한지 [34], 그리고 로봇이 재활치료동작을 잘 구현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지재활로봇 

 서울대학교에서는 개발한 외골격형 재활로봇을 검증하기 위해, 재활치료기법 중 

하나인 거울치료 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설계하였다 [64]. 이 논문에서는 건측의 

움직임을 받아오는 모션 캡쳐 시스템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실험을 통해 개발한 로봇이 

거울치료에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것을 보였다.  

 

2) 하지재활로봇 

 하지재활로봇은 환자의 의지로 걸을 때와 로봇을 착용하고 걸을 때의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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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을 비교한 뒤 유사성을 분석하여 검증한다. 네덜란드의 Twente 대학에서는 

환자가 혼자 걸을 때 생기는 EMG와, 개발한 하지재활로봇을 착용 후 의지에 의해 걸을 

때 생기는 EMG 가 매우 유사함을 보임으로써 성능을 검증하였다 [65]. 미국의 Yale 

대학에서도 트레드밀 위에서 그냥 걸을 때와 외골격형 로봇 입고 걸을 때의 보행 

프로파일을 비교함으로써 로봇이 환자의 보행패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성능이 좋은 

것으로 검증하였다 [50].  

 

 즉, 상지재활로봇에서는 관절의 움직임, 하지재활로봇에서는 정상적인 

보행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2.2.3.3 생체신호를 이용한 구동 

 최근에는 환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능동적인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 뇌신호인 

MEG, EEG와 근육신호인 EMG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비침습적인 뇌신호인 MEG와 EEG를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실시간으로 로봇팔을 3차원 상에서 구동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66]. MEG와 EEG는 

비침습적인 뇌신호이기 때문에 ECoG (Electrocorticogram, 피질전도) 등에 비해 

정확도가 상당히 낮다. 환자가 검지손가락에 가속도계를 붙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손 

궤적을 만들고 그 가속도계로 보정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였다.  

 이 논문에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로봇 팔을 특정 Target에 Reaching, 

Grasping하는 실험을 하였다.  

 

1) 스크린의 중앙에 구 모형의 물체를 놓고, 환자들은 검지 손가락으로 구를 가리킨다. 

2) 4초 후 구가 스크린 구석 중 한 곳에 임의로 나타나고, 환자는 검지손가락을 그 

방향으로 옮긴 다음 다시 중앙으로 옮긴다. 

3) 위 1,2 과정을 30번 반복한다. 

 

 결과분석으로는 K-fold Cross Validation을 실시한 후, 가속도계를 사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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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Correlation을 구하였다. K-fold Cross Validation은 전체 

데이터 셋을 k개로 나누어 1개의 Test Set, k-1개의 Training Set을 만들어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Overfitting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66]. 

 이탈리아의 Scuola Superiore Sant’ Anna 대학에서도 EEG를 이용하여 외골격 

로봇을 움직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67]. 실험과정은 그림 16과 같이 주황색 영역의 

시간 동안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여 2초동안 EEG신호를 수집한 후, 로봇이 책상 

앞의 컵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일본의 Saga 대학에서는 EMG를 이용하여 상지 힘 보조로봇을 임피던스 

제어하는 연구를 하였다 [68]. 사용자의 관절에 걸리는 토크를 추정하기 위해 숟가락, 

덤벨, 컵 등 다양한 물체를 들어 옆으로 옮기는 실험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임피던스 

변수들을 조정해보며 제어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 16. EEG를 이용한 외골격 로봇 구동 실험과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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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캡슐내시경 로봇 

 캡슐내시경을 통한 진단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캡슐을 구강을 통해 소화관 내로 들여보낸다. 

2) 소화관 내부를 8시간 이상 이동하며 영상을 찍어 외부로 전송한다. 

3) 영상으로 실시간 진단한다. 

4) 진단이 끝나고 캡슐을 배설한다. 

 

 우선 캡슐내시경은 구강을 통해 소화관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화 기술이 

필수적이다. 또한 소화관 내부에서 8시간 이동을 하며 영상을 찍기 때문에 생체적합성, 

배터리, 구동 매커니즘, 이미지 센서, 통신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43].  

 현재 캡슐내시경 개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시경 도중 관심영역을 

다시 볼 수 없는 것, 배터리로 인한 구동시간 제약, 그리고 낮은 이미지 해상도이다 

[40].  

 

2.2.4.1 배터리 

 소형의 캡슐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전송하려면 배터리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69]. 현재 상용화된 제품들과 논문을 참고해보면, 소화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장관에서는 8시간 이상 동작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2], [70] [71]. 

사용하는 전력은 구동모터, 영상시스템 등 전력이 드는 모든 부분에 대해 최대치, 즉 

최악의 상황으로 설정하고, 작동하는 시간을 곱하여 배터리 양과 비교한다 [44], [72].  

 

2.2.4.2 영상시스템 

 영상시스템의 주요 요소는 영상 해상도(Resolution)와 프레임률(Frame 

rate)이다 [72]. 현재 상용화되어 판매되는 제품들의 영상 해상도, 프레임률, 화각(Field 

of view)은 표 12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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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에서 개발중인 캡슐내시경 시제품(Prototype)들과 표 12 의 상용화된 

제품들의 해상도를 보면 대부분 320×240 에서 640×480 이다 [73]. 그런데 해상도가 

320×320 이하가 되면 캡슐이 검출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조직들이 있을 수 있어 [74], 

해상도는 320×3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상용화된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2-8 fps 의 프레임률을 가지는데,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20fps 이상이 되어야 한다 [72], [75], [73]. 그러나 제품들의 

프레임률이 낮은 것은 영상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배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낮은 

프레임률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프레임률이 높으면서 배터리가 구동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충분한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화각의 경우 표 12 의 제품들을 보면 모두 140-160 도 범위 내에 있다. 화각이 

120 도 이하가 되면 조직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74], 최소 120 도 이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표 12. 상용화된 캡슐내시경 제품들의 사양 [40], [42] 

항목 SB2 

(Given Imaging) 

EndoCapsule 

(Olympus) 

OMOM 

(CJST) 

MiroCam 

(IntroMedic) 

크기(D×L) 11×26mm 11×26mm 13×27.9mm 11×24mm 

해상도 256×256 1920×1080 640×480 320×320 

프레임률 2 fps 2 fps 2 fps 3 fps 

화각    156°   145°   14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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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시스템을 실제로 평가한 실험으로는 이탈리아의 Scuola Superiore 

Sant’Anna 대학에서 수행한 실험이 있다. 이는 개발한 캡슐내시경의 영상시스템을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평가하였다 [72]. 

 

실험 1. 다양한 크기, 색상의 원을 임의로 배치해놓고 구별한다. 

실험 2. 벽에 10 개의 원을 일렬로 색상별로 놓고, 캡슐을 움직이며 빠른 시간 내에 

색상을 모두 확인한다. 

 

 또한 돼지의 위(stomach)에서 ex vivo 실험을 하였다. 이 때 in vitro 보다 

프레임률이 약간 낮게 나오는데, 이는 신호가 위의 점막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므로 ex 

vivo 실험 시 참고하여야 한다 [72].  

 

2.2.4.3 위치선정(Localization) 

 캡슐내시경을 할 때, 장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최적의 구동 

알고리즘을 설정하려면 실시간으로 캡슐의 위치를 알아야만 한다 [76]. 현재 상용화된 

캡슐내시경들은 구동 매커니즘이 없는 수동형이고 현재 위치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영역을 촬영하기 힘들다 [40].  

 또한 수동형 캡슐내시경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캡슐이 연동운동에 의해 의도치 

않은 회전을 많이 하게 되면 선명한 영상을 얻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영상처리 기술로 

해결을 하기에는 상황에 따라 성능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능동형 캡슐내시경을 

만드는 등의 하드웨어를 통한 영상 안정화가 효율적이다 [76].  

 현재 능동형 캡슐내시경의 개발에 사용되는 구동방식은 표 13과 같고, 

이동운동(locomotion)에 대한 평가와 더 나아가 현재 캡슐의 위치를 아는 항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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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캡슐내시경의 구동방식 [43] 

전기적 구조 기계적 구조 

1. 자기유도방식 

2. 자기회전방식 

 

1. 곤충형 (다리 이용) 

2. 물고기형 (지느러미 이용) 

3. 애벌레형 (수축, 인장 이용) 

4. 프로펠러형 

5. 형상기억합금(SMAs) 

 

1) 이동운동(locomotion) 

 이탈리아의 Scuola Superiore Sant’Anna 대학에서는 개발한 캡슐내시경의 

이동운동을 보기 위해 in vitro 실험을 설계하였다. 수조 안에 물을 넣고 평균속도 

측정하여 1.5 cm/s임을 확인하였고, 조종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원형 고리와 구멍이 뚫린 

벽을 만들어 정확히 통과하도록 조종이 되는지 확인하였다 [72].  

 KIST 에서는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캡슐내시경을 개발하였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77].  

 

실험 1. 실리콘 위에서 locomotion test 수행 (1, 2, 3 개의 면과 접촉) 

실험 2. 돼지의 대장에서 in vitro test 수행 

   

 위의 논문들과 같이 벽을 통해서 이동하는 구조의 경우 실리콘이나 돼지의 대장 

등을 이용한 환경에서, 그리고 체액 속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점성이 비슷한 액체 

내에서의 구동을 평가한다. 또한, 캡슐이 장기 내에서 관심영역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정한 총 예상 이동시간, 총 예상 이동거리를 계산하여 필요한 캡슐의 최소속도를 

구하고, 개발한 캡슐이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현재 위치계산 (항법) 

 서울대학교에서는 능동형 캡슐내시경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펠러를 이용한 

구동방법을 제시하고 캡슐내시경을 설계하여 prototype을 제작하였다 [44].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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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역학적 시뮬레이션과 3차원 경로추종방법(path following)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세 개의 다리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다리에 달린 바퀴가 주행거리계(odometer) 역할을 하는 캡슐내시경을 개발하였다 [76]. 

수조에 티로드(Tyrode) 용액을 넣고 수조 양쪽 끝에 돼지의 장을 붙여 ex vivo 실험을 

하였고, 개발한 주행거리계가 물리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였다 [76]. 

 위에서 언급한 구동방법 외에도, 평소에는 연동운동으로 이동을 하다가 표적 

근처에 왔을 때 기어를 이용한 벽에 고정(anchoring) 후 바늘을 통해 삽입하는 

캡슐내시경도 있다 [78].  

 

2.2.5. 자동 레이저 치료 로봇 

 자동 레이저 치료 로봇을 통한 시술이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중인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45]. 

 

1) 제모를 할 영역(보통 허벅지, 등)을 표시하고 마취를 한다. 

2) 다리를 고정하고 허벅지 위에 색상이 있는 종이를 올려놓아, 자동 레이저 치료용 

로봇이 제모를 할 영역을 인식하도록 한다. 

3) 6 mm씩 옆으로 옮겨가며 레이저를 조사하여 균일한 제모를 한다. 

 

 제모기는 로봇에 맞게 제작한 것이 아니라 상용화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검증은 거치지 않았다.  

 자동 레이저 치료용 로봇은 제모가 목적인 로봇이므로 제모율이 성능평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또한 곡면이면서 강체가 아닌 인체 위에 레이저를 조사하므로 

곡면을 잘 인식하여 반영하는지도 평가한다. 위치정확도와 평균 시술시간은 공통 

평가지표에 적어놓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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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제모율 

 서울대학교에서는 환자의 다리에 한쪽은 임상의가, 다른 한쪽은 자동 레이저 

치료용 로봇이 제모를 하여 제모율을 비교하였다. 제모율은 6명의 임상시험 참가자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79]. 논문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유의성 검정 등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로봇을 통한 제모가 더 낫다는 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2.5.2 곡면 인식률 

 서울대학교에서 제모기가 곡면인 사람의 다리에 수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도록 

하는 알고리즘도 개발되었다 [80]. 이는 레이저로 조사하는 곳 근처의 세 점의 위치를 

인식하여 평면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자동 레이저 치료용 로봇이 곡면에서 조사를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험들을 수행하였다 [80]. 

 

1) 각도 측정 실험(Orientation measurement test) 

 빗면의 각도에 따라 제모기의 자세가 평행하게 돌아가는지 확인한다. 

 

2.) 레이저 조사 실험(Laser irradiation test) 

 곡면에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도성이 있는 

직물을 곡면에 놓고 조사한다. 

 

3) 곡률 측정 실험(Curvature measurement test) 

 곡면을 잘 따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형 기둥을 이용하여 실제 곡률과 측정된 

곡률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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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료용 로봇의 개발 동향, 평가 방법 등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였다. 평가방법은 의료용 로봇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표와 수술로봇, 재활로봇, 

캡슐내시경 로봇, 자동 레이저 치료용 로봇 각각에 특징적으로 필요한 평가지표들을 

정리하였다.  

 의료용 로봇 전반에 걸쳐 사용된 공통 평가지표에는 정역학적 균형, 내구성, 

정확도 등 로봇으로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지표들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기존의 ISO, 

KS 표준의 산업용 로봇 평가지표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의료용 로봇이 인간을 

다룬다는 특수성에 의해 생체적합성 항목이 있는데, 이는 ISO 표준 중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다루는 표준을 사용하였다. 

 특화된 평가지표들은 다음과 같았다. 수술로봇에서는 수술과정에서 기본적인 

동작들을 잘 구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페그 태스크와 엔드이펙터 성능평가가 있다.  

페그 태스크는 엔드이펙터가 집게일 때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위, 카메라 등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더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다. 엔드이펙터의 성능평가에는 

기본적으로 로봇과 같이 내구성, 정확도, 정밀도 실험이 포함되고, 엔드이펙터를 유한 

자유도 로봇으로 설계하는지 연속체 로봇으로 설계하는지, 또 구동기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등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고려해야 할 평가항목들이 있었다. 

 재활로봇에서는 설계 안전성, 구현 가능한 동작, 그리고 생체신호를 이용한 

구동의 평가지표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계안전성은 재활로봇이 물리적인 거동이 힘든 

환자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공통 평가지표에 있는 안전성 외에도 역구동성, 동력 손실 

시 안전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구현 가능한 동작은 재활치료를 위한 동작을 로봇이 

잘 구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으로, 반복실험을 통해 정확도, 정밀도를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에 생체신호를 이용한 구동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부정확한 

생체신호를 보정하기 위해 실험 데이터를 많이 모으거나 학습시키는 등의 작업을 거쳐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캡슐내시경 로봇에서는 배터리, 영상시스템, 위치선정에 대한 평가지표를 

정리했다. 배터리는 실시간 영상전송, 캡슐의 구동 등에 필요한데 소형의 캡슐에 넣기엔 

용량이 매우 부족하여, 구동 가능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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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장기의 병변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항목으로, 해상도, 프레임률, 화각 등을 

보게 된다. 또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려면 현재 캡슐의 위치를 알아야 하므로 

위치선정도 평가항목으로 들어간다. 

 자동 레이저 치료용 로봇은 제모율과 곡면 인식률에 대한 평가방법이 있었다. 

제모율은 임상의와 로봇이 사람의 다리 등을 제모하여 성능을 비교하는데 유의성 검정 

등의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곡면 인식률은 평면이 아닌 인체에 레이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각도 측정 실험, 레이저 조사 실험, 곡률 측정 실험 등이 

평가항목이 된다. 

 본 논문에서 의료용 로봇의 평가방법들에 대해 정리한 것이 표준화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화의 주역이 되면 로봇을 어떻게 

개발하여야 할지 방향이 확실해지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의료용 로봇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융합이 연구개발의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음에 따라 협력을 통한 개발도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의료용 로봇 분야의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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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 of 

Medical Robots 

 

Woo J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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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various kinds of medical robots including surgical robots, rehabilitation 

robots, capsule endoscope, and hair removal robots and its development is still on 

going. However, since evaluating method is not standardized for every research team, 

it is difficult to judge objectively. Therefore, the safety, reliability, durability of the 

medical robots are organized using ISO, KS standards and existing researches’ 

evaluation methods to contribute the standardization of evaluation methods in medical 

robots. 

 Static balance, control stability, durability, existence of emergency stop, and 

biocompatibility are some evaluation items for medical robots in common. Also, 

specialized evaluation items are organized for various robots. In surgical robots, 

performance of end-effector and peg task which evaluate the basic operation 

procedure are considered. In rehabilitation robots, design safety, analysis on 

implementable motions, and control using bio signal are considered since the robot 

controls patient’s muscles and joints. Battery power, performance of video system, 

localization are major evaluation items in capsule endoscope. There are few research 

cases in hair removal robots, but hair removal rate and curvature recogniti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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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onsidered importan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ntribute to evaluation of developing medical 

robot systems and these standardized evaluation items will raise the people’s 

reliability on robots and vitalize medical robot markets.  

 

Keywords: Medical robots, Evaluation method, ISO standard, K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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