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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치과진료 보조로봇의 개발 연구 

 

백 인 규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치과생체재료과학 전공 

(지도교수: 안 진 수) 

 

COVID-19 사태로 인해 치과 내 공기매개전염병의 위험성이 점점 심

화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구강으로부터 발생되어 나오는 에어로졸은 

진료실 내 다른 환자들 뿐 아니라 의료봉사자들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치과병의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진료보조인

력의 적절한 수급에 문제가 있으며,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만족도가 떨어

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구강에서 방출되

는 에어로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진료보조인력의 단순 업무를 대체

할 수 있는 치과진료 보조로봇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표이다. 치과진료 보조로봇의 궁극적인 역할로는 “보조 인력의 도

움없이 치과의사 혼자 하악 대구치의 지대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으로 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필요한 기능을 융합시킨 치과진료 보조로봇의 1차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나, 인간의 형태를 모방하는 것으로는 기능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형태의 2차 프로

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치과 진료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 4-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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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istry”라는 개념은 본 연구를 통해 “6-hand dentistry”라는 개

념으로 확장되었다. 치과진료 보조로봇의 개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궁

극적으로는 치과진료 보조로봇과 유니트 체어가 융합되는 단계로 나갈 

것이라 예상된다.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IOT, A.I., Big-data 등 4

차 산업 관련 기능을 접목시키게 된다면 치과진료 보조로봇이 환자와 진

료보조인력, 그리고 치과의사의 관계에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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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상생활에서 COVID-19 창궐 전과 후의 시대는 같을 수 없을 것이

다. 공기매개전염병인 COVID-19으로 인해 우리는 가급적 타인과 사회

적 거리를 두고,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

러한 경향은 4차 산업의 기조와 부합하여 급격히 심화되고 있으며 보수

적인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위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1). 

환자의 구강을 치료하는 치과 진료는 공기매개전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 있는 진료영역이다(2). 치과에서 환자의 구강을 마스크로 가린 채 진

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입 안을 직접 치료해야하는 특성상 비

대면 진료도 불가능하다. 치과 진료 시 사용하는 압축공기는 환자 구강 

내부의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 형태로 구강 밖으로 비산시킬 수 있으므

로 이로 인해 환자의 구강에 근접하여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료진은 공

기매개전염병의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3). 만약 공기

매개전염병 감염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향후 

치과의료사업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치과병의원은 이미 진료보조인력의 적절한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치과위생사의 평균 직업 수명은 3년으로 조사되며, 전

체 치과위생사의 50% 이상이 치과에 근무하고있지 않다(4). 치과진료 

보조업무에는 지나치게 단순한 업무가 많으며(5), 환자의 협소한 구강 

내의 진료행위를 보조해야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시야가 닿지 않거

나 근골격계에 무리한 영향을 주는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6).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의 의욕을 꺾고, 성취감 및 직무만족도를 

경감시키며 삶의 만족도 또한 떨어뜨린다. 결국 근로자의 이직 고민 및 

퇴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7). 

 그러나 숙련된 직원의 잦은 이직 및 퇴사는 치과병의원의 경영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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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악역향을 끼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질의 향상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8). 결국 이는 전체 국민의 구강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9). 

 따라서, 공기매개전염병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환자의 구강

에서 분출되는 에어로졸을 구강 내부와 외부에서 신속 확실하게 흡인할 

방법이 필요하며, 또한 기존 치과진료 보조인력이 무기력하게 해왔던 단

순한 보조업무들을 보조로봇이 대신 수행하여 치과보조인력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치과계와 전체 국민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T Dental Bot”이라는 치과진료 보조로봇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나(10), 러버댐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구강 내 석션만 보조하

는 한계가 있었으며, 아직까지 상품으로 판매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구강 내 석션 기능만 보조할 수 있는 단순한 장비들이 소개되고 있

다(11, 12). 이러한 장비들은 구강 내 석션 팁을 특정한 위치에 고정시

키는 기능만 할 수 있으므로, 진료보조인력의 추가적인 보조역할을 수행

할 뿐, 진료보조인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구강 외 석션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들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출시

되고 있었으나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 및 기계실 공간의 확장 

등 지나친 요구 사항은 이 장비가 널리 사용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있다(13).  

이러한 많은 제품들은 치과진료 환경의 문제점을 인식 후 이를 개선하

려는 긍정적인 시도들의 결과이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는 연구 개발이 

지엽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인 효율은 떨어지게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과진료 보조업무 중 환자의 구강 내 석션, 구강 외 

석션, 연조직 리트렉션, 라이트 조절의 역할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합

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고찰해보자 예비 연구를 통해 치과진료 보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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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의 1차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또한 1차 프로토타입을 실사용 후 

분석하여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2차 프로토타

입을 개발하였다. 

본 로봇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기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기존보다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기존보다 더욱 뛰어난 효율로, 보조인력의 도움 

없이 치과의사 혼자 하악 대구치의 크라운 지대치 형성을 가능하게 한

다.”로 요약할 수 있다. 혀의 방해, 물 고임, 시야 부족 등의 문제로 다

른 치아보다 하악 대구치의 지대치 형성 난이도가 높다. 본 로봇이 하악 

대구치의 지대치 형성과정을 잘 보조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한 

다른 부위의 치료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로봇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 치과진료 보조 

기능을 구현할 때 환자에게 불편감이 가중되지 않아야 하며, 위해를 가

하지 않도록 모든 움직임은 부드러워야 하는 등 안전성이 반드시 확보되

어야 한다. 편리성: 이미 유니트체어가 설치된 기존 치과에도 간편히 적

용될 수 있어야 하며, 설치 및 작동을 위해 진료인력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 생체적합성: 환자와 접촉하는 파트는 완벽한 멸균소독이 

가능해야 하며, 교차감염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더 효율적인 

로봇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개발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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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차 프로토타입 개발 

II-1. 재료 및 방법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1차 프로토타입의 전체 모습은 Fig. 1과 같다. 

 

Fig. 1. Overall concept: 예비연구를 통해 개발한 1차 프로토타입의 전반적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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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 내, 외 석션 

흡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기존 치과 

유니트 체어의 석션 관을 본체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고안하였다. 흡

인력 증대를 위해 DC펌프와 AC펌프를 추가하였다. 가급적 3D 프린팅

이 가능한 부위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나, 정밀성을 요하

는 기어 및 체결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CNC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구강 

내로 들어가는 1회용 석션팁은 기존의 석션팁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범용성을 높였다.  

 

2. 다목적 리트렉터 

 멸균 소독을 위해 오토클레이브(autoclave)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매끄럽고 정밀한 움직임을 요구하므로 다목적 리트랙터는 알루미늄으로 

CNC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혀 리트렉터는 광섬유를 활용한 면발광

(surface light)을 의도했으므로, 투명한 레진을 활용하여 3D 프린팅으

로 제작하였다. 가급적 기성의 바이트 블록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범용

성을 높였다. 

 

3. 베이스 

 베이스는 무게중심의 역할을 하므로, 알루미늄과 스테인레스 스틸로 

CNC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흡인 능력 증대를 위한 진공펌프 DC모터 및 

구강 외 석션을 위한 AC모터의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흡음재 등을 

사용하였다.  

 

4. 패시브 암 

첫번째 프로토타입을 위해서는 기성의 3관절 arm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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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로 구성 

 기능구현을 위해 설계한 회로의 개념 및 제작 후 모습은 Fig. 2와 같다 

Fig. 2. Circuit configuration: 기능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회로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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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부품의 세부 사항은 Fig. 3과 같다. 

Fig. 3. Detailed specification of electronic parts. 



11 

 II-2. 연구 결과 

1. 구강 내, 외 석션 (Fig. 5)  

구강 내 석션은 기성 플라스틱 석션팁을 활용하여 범용성을 높였다. 

같은 부위에서 구강 내 석션을 계속 할 경우 뺨, 혀 등의 연조직이 팁 

안으로 빨려 들어가 흡인 능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력 센서를 연결하여 흡인력이 떨어지는 경우

는 석션팁이 미세하게 움직이도록 하였다. 반경 5 mm 이내에서 자동회

전하는 방식(Fig. 4)과 석션 표면에서 상방으로 5 mm 이동하는 방식 중, 

상방이동방식을 택하였다. 테스트 결과 상방이동방식이 자동회전방식보

다 시술자의 작업 부위를 더 적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진료환

Fig. 4. Rotatory suction tip concept: 연조직의 개재로 석션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압력센서를 활용한 자동회전 방식을 고안하였으나, 이러한 움직임

은 좁은 구강 내에서 시술자의 작업을 방해한다는 단점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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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진료보조자가 연조직이 흡인될 시 석션팁을 살짝 들어올려 연조

직을 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행동을 모방한 것이다.  

 

Fig. 5. Conceptual design and prototype of suction part: 컨셉과 동일하게 실제 

제작하여 기능의 실현을 확인하였음. 압력센서를 활용하여, 보조자의 행동을 모

방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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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환경에서는 배관 구조 및 중앙으로부터 연결된 장비의 개수에 따

라 중앙 석션 장비의 흡인력이 모두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공 DC 펌프를 장착하여 개별 장비별로 구강 내 흡인력

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구강 외 석션은 흡입구 간격 및 각도를 조정할 수 있게 고안하여 구강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에어로졸을 각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료부위에 따라 구강 외 석션의 위치도 달라져야 하므

로, 가변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회전 등이 가능하도록 

관절을 형성하였다.  

 

2. 다목적 리트렉터 (Figs. 6, 7) 

개구기를 사용하여 환자들이 편하게 입을 벌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면서, 혀를 보호하는 리트렉터 부위에 보조 조명 및 보조 석션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로 인해 환자의 고개가 어느 쪽으로 기울더라도 안정적인 

타액 흡인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치과 진료 시 인산, 불산, NaOCl 등 불가피하게 생체 위해성이 있는 

재료를 주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14). 구강 내 연조직에 이러한 

독성이 있는 재료가 접촉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상황

에서든 완벽한 석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환

자의 구강 사이즈, 형태, 치료 위치에 따라 리트렉터 부위의 길이 및 회

전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실제 제작 시에는, 환자의 구강내로 직접 들어가는 파트이기에, 완벽

한 멸균소독이 가능하고 생체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강 내, 외 석션과 리트렉터 부위의 보조 석션은 Fig. 8과 같은 연결

구조를 가진다. 흡인물은 치과의 기존 석션배관을 통해 처리되며, 흡인

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진공 펌프 및 석션 모터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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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ceptual design and prototype of retraction part: 구강에 위치하여 턱

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혀의 위치를 고정시킴. 또한 작업부위 근처

에서 보조 광원 및 보조 석션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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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nection structure of suction line: 예비연구결과인 1차 프로토타입 내부의 배

관구조를 보여줌. 기존의 석션 배관을 활용하되 석션 능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

도록 한 것이 핵심임.  

Fig. 7. Example of retraction part: 다목적 리트렉터의 실사용 예. 개구기, 리

트렉터, 보조 광원, 보조 석션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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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스 (Fig. 9)  

기존 유니트체어와 공간간섭없이 설치 가능하되, 안정적인 작동을 위

해 무게 중심을 최대한 아래에 둔다. 석션 모터의 소음이 진료 환경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Fig. 9와 같이 방음처리를 한다.  

 

Fig. 9. Assembly and structure of base part: 전체 구조의 안정성 확보와 방음 방진

기능에 비중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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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시브 암 (Fig. 10) 

작업단의 위치와 방향을 확정하기 위하여 Fig. 10과 같이 6-자유도의 

로봇팔을 고안하였다(15). 로봇팔을 접었을 때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링크에 평행 오프셋을 추가 후, 각 링크의 길이는 모델 상에서 적

절하다고 생각되는 길이로 우선 설정하여, 추후 설계 변화 시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16). 각각의 관절에는 Fig. 13과 같이 로터리 댐퍼 등으로 

관절의 위치가 적절히 고정되도록 하였다.  

 

Matlab으로 10만번 무작위로 동작을 시뮬레이션하여 패시브 암이 커

버 가능한 영역을 분석하였다(17, 18). 

Figs. 11, 12과 같이 패시브 암 스탠드로부터 환자 방향으로 0.83 m, 

상하 방향으로 0.36~1.4 m 영역에서 다양한 각도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였다.  

Fig. 10. Diagram of passive arm: 진료보조인력의 모습을 모방하여 다관절 암을 디

자인하였다. 진료 영역을 커버하기 위한 최적의 팔 길이와 관절 운동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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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rm reach area simulated by Matlab: 구성부위의 최적 길이를 확인하기 위

해 무작위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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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rm positioning simulation: 치료 부위에 따라 작업단은 다양한 각도로 

위치할 수 있음.  

Fig 13. Rotary damper: 관절부위가 수동으로 움직이며 적절한 힘으로 고정될 수 있도

록 댐퍼를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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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고찰 

1차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를 통해 치과진료 보조로봇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능은 적절한 재료와 크지 않은 비용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드웨어의 최적화를 이루고 진료보조로

봇이 실제 환경에서 진료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 구강 내, 외 석션 

부스팅 펌프와 구강 외 석션 모터를 추가하여 각각의 흡입력이 독립적

으로 조절되게 함으로써 흡입력은 충분한 세기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구강 외 석션이 구강 내 석션과 연결되어 움직임의 제한을 받았다. 진료 

환경에서는 유니트 체어 옆에서 보철물을 다듬는 등 구강과 떨어진 부위

에서 미세분진이 나오는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강 외 석션이 구강 

내 석션과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좋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물

질을 확실히 흡인할 수 있도록 구강 외 석션부의 형태 및 구동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다목적 리트렉터 

환자의 고개를 좌, 우로 기울이는 것에 관계없이 석션의 위치를 바꾸

지 않아도 구강 내 석션이 만족스럽게 유지되었으며, 혀의 위치를 고정

해주 리트렉터와 보조 라이트의 기능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기능을 접목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를 최대한 줄였지만, 환자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크기의 더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길이 및 각도 조절 

기능이 꼭 필요한지 다양한 환경에서 추가적인 테스트를 해 본 뒤 불필

요한 기능을 제거하여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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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혀는 다목적 리트렉터가 잡아주고, 뺨은 시술자가 리트렉션하는 

것을 의도했으나, 뺨과 같은 연조직도 리트렉션 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

를 고안해낸다면 진료 환경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베이스  

술자와 어시스트의 공간을 방해하지 않고, 방음이 잘 되는 형태가 필

요하다. 기존 유니트 체어의 구조를 고려했을 때 타구대 하방의 공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작업단과 본체가 더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좋다. 작업단과 본체

는 배관 및 선만 잘 연결되면 충분하기에, 작업단과 본체가 일체형으로 

연결되지 않는 형태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체는 정해진 위치에 

있고, 작업단은 유니트체어 또는 환자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

다면 더욱 안전한 진료보조로봇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패시브 암 

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작업단에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정교한 움

직임을 구현하기 어렵다. 다관절 암의 안정성과 정교함이 고도화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못하다. 일반적인 로봇팔의 형태가 치과진료 보조로봇에게 적합하

지 않다면 더 효과적인 다른 형태에 대한 추가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의 구강 내 작업단과 작업단이 연결된 본체가 최대한 가

깝게 연결되어 있다면 안정성과 정교함을 자연스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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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차 프로토타입 개발 

III-1. 재료 및 방법 

예비 연구의 결과인 1차 프로토타입 개발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2차 프로토타입을 고안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각각의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면, 본 연구를 통하여서는 이 모든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보았다. 새로운 형태

의 2차 프로토타입의 전체 모습은 Fig. 14와 같다. 

 

1. 소형 패시브 암 

해상도 0.050 mm의 정교한 제작이 가능한 Phrozen사의 LCD 3D 프

린터와 전용 아쿠아 레진(Tensile strength: 24 MPa, Surface Hardness, 

Shore D: 86 Shore D)을 사용하였다. 회전이 가능한 중간 연결부에, 독

립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소형 패시브 암을 2 개씩 2 그룹으로 총 4 개

를 구성하였다. 이 패시브 암에 구강 내 석션, 구강 외 석션, 리트렉터 

등을 장착할 수 있다.  

 

2. 구강 내 석션 

기존의 1 회용 기성 플라스틱 석션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필요

에 따라 석션 팁을 2 개의 소형 패시브 암에 연결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동시에 구강 내 석션을 할 수 있다.  

 

3. 구강 외 석션 

해상도 0.6 mm로 500 mm 크기의 대형 제품까지 출력가능한 CORE 



23 

XY-500 3D 프린터와 PLA+3D 필라멘트를 사용하였다. 본체에 연결된 

구강 외 석션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며, 모든 소형 패시브 암에 장착 

가능하므로 위치 이동도 자유롭게 하였다. LED 모듈을 추가 장착할 수 

있다.  

 

4. 다목적 리트렉터 

 구조 및 형태 개선을 위해 Phrozen사의 아쿠아 레진을 사용하였다. 기

존에 출시되어 치과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mouth prop을 참고

하여 적절한 크기를 결정하였다.  

 

5. 본체 및 베이스  

 PLA+3D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출력 후 구조 안정을 위해 통상의 표면

처리를 하였다. 본체에 연결된 4 개의 소형 패시브 암은 2 개씩 한 그

룹으로 회전이 가능하다. 즉, 소형 패시브암이 환자의 12 시 방향에도 

위치할 수 있으며, 4 개 모두 환자의 좌측, 또는 우측에 위치할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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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econd prototype concept: 4 개의 작업단을 가지는 안정적 구조를 보여줌. 

이는 시술자와 보조자의 손의 개수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4-hand dentistry에서 

6-hand dentistry의 전환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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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연구 결과 

1. 소형 패시브 암 (Fig. 15) 

4 개의 소형 패시브 암은 시술자와 보조자의 협력을 의미하는 전통적

인 4-hand dentistry를 초월하여 6-hand dentistry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각각의 구동부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선호에 따라 최적의 도구

를 개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2 개씩 쌍으로 회전 이동이 가능하며, 베

이스 바로 상방에 위치하여 안정적인 자세 유지가 가능하다. 1차 프로토

타입의 단점이었던 암이 길어질수록 작업단의 안정성과 움직임의 정교함

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Fig. 15. Compact passive arms: 기존의 다관절 암을 더 간단한 형태로 대체할 

수 있게됨. 작업단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환자의 거부

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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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강 내 석션 (Fig. 16) 

 구강 내 석션 팁 1 개만 재현하여 위치를 옮겨가며 사용하는 것보다, 

환자 얼굴 좌우에 석션 팁이 위치하여 필요한 위치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 효율적이다. 또한 구강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시술자의 시야 및 작업 공간을 방해하지 않고 시술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Fig. 16. Intra-oral suction part: 기성 석션팁을 사용할 수 있다. 구조 및 디자인 변

경으로 술자의 작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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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강 외 석션 (Fig. 17) 

기존과 달리 구강 내 석션과 별도로 독립적인 위치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1차 프로토타입의 단점을 극복하였다. 또한 보조 LED를 장착하여 

술자의 시야를 추가적으로 밝혀주므로, 구강 밖에서 기공물을 다듬을 때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Fig. 17. Extra-oral suction part: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하며, 보조 광원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음. 환자의 구강 내로부터 뿜어져나오는 에어로졸이 다른 공간

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방지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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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목적 리트렉터 (Fig. 18) 

 혀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구조를 추가하였다. 내부 공간을 통해 보조

적으로 구강내 타액 등 액체 석션이 가능하고 외부에 부착된 LED를 통

해 추가적으로 시야를 밝혀준다. 1차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본 뒤 중요

하지 않은 기능을 제거하여, 크기와 이물감을 줄일 수 있었다. 구강 및 

혀의 상태를 2~3 종류로 그룹화 하여 장치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환자들

의 다양한 구강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8. Multi-retractor: 구강 안쪽으로 면발광하는 LED를 장착하여 시술부위를 밝게 

비춰줌. 구강 밖으로부터 비춰지는 빛과 구강 내부에서 비춰지는 빛이 작업 부

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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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체 및 베이스 (Fig. 19) 

유니트체어 높이에 맞춰 보조로봇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하였다. 

베이스는 최종 작업단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닌, 작업단 바로 하방에 위

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더하였다. 그러나 시술자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단점이므로, 이를 극복하며 동시에 1차 프로토타

입으로 확인했던 베이스의 가장 적절한 위치(타구대 하방의 여유 공간)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Fig. 19. Base part: 높낮이가 조절되며 전체 기능을 위한 부속품이 위치하게 됨. 작업

단과 본체가 배관 및 전선으로만 연결된다는 사실은 다른 형태로의 구조 변

경을 용이하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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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 고찰 

 

1. 소형 패시브 암 

이러한 디자인은 매우 혁신적이다. 각각의 소형 암 마다 높이 및 길이 

조절, 회전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다음 단계의 개발 연구에서는 압력 

센서, 힘 센서와 스텝 모터 등을 활용하여 자동제어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형 암이 더 개선된다면, 석션팁, 리트렉터 뿐 아니라, 핸드피스 

엔진 등 시술자를 위한 보조도구도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형 패

시브 암으로는 석션 배관과 전선만 연결되면 되므로 이러한 개선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구강 내 석션 

 환자의 얼굴을 따라 낮은 궤도를 그리며 구강내로 들어가는 이러한 

구조는 시술자의 시술을 기존보다 더 자유롭게 한다. 기존의 ‘사람’ 

진료 보조자의 팔의 형태 및 크기는 시술자의 시야 및 작업 공간을 많이 

침해하였고,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었다. 그러나 

얼굴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혁신의 시작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구강 외 석션 

치과종사자의 호흡기 건강문제는 예로부터 큰 이슈였으나, 이번 코로

나 사태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치과 진료환경에서는 에

어로졸이나 미세 분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치과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미리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

다. 본연구의 프로토타입에서 여러 개의 암에 여러 개의 석션부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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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된 것은 관련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변화

이다.  

 

4. 다목적 리트렉터 

 그 동안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었으

나 너무 조잡하거나 또는 너무 단순하여 제한된 기능만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다목적 리트렉터는 조잡하지 않은 구조에, 혀 위치 유지, 

개구기 기능, 보조 석션 기능 게다가 보조 라이트 기능까지 가능하다.  

 추가로 뺨 등을 리트렉션할 수 있는 구조를 고안하여 소형 암에 추가적

으로 연결한다면, 시술 부위를 완벽하게 격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5. 본체 및 베이스  

 지금의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기는 하나, 시술자의 다리 위치를 제한할 

수 있다. 패시브 암이 연결되어 있는 본체는 유니트 체어에 종속되어 움

직이고, 그 외 석션 압력 증강을 위한 모터가 들어 있는 베이스 부위는 

타구대 하방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형태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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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예비 연구를 통해 개발된 1차 프로토타입은 진료보조인력의 ‘사람’

으로서의 형체를 최대한 모방한 것이었다. 보조자의 팔을 다관절 패시브 

암으로 대체하고, 보조자의 손을 구강 내, 외 석션과 다목적 리트렉터로 

구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는 서론에서 언급한 진료보조로봇

의 궁극적인 목표와 요구사항을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

은, ‘사람’의 형태 자체가 진료보조 시스템으로서의 궁극적인 목표와 

요구사항을 달성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

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형태의 2차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였다. 사람의 형태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획부터 목표 달성을 최

우선으로 하여, 최적을 기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작업단의 고정부위는 환자의 구강과 가까울수록 좋으며, 본체는 타구대 

하방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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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고찰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치과진료 보조로봇의 프로토타입을 더 개

선시켜 나갈수록 궁극적으로 유니트 체어와 융합된 형태를 가지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어지는 후속 개발 연구에서는 IOT, AI, Big-data 등으로 특징지어

지는 4차 산업의 기능이 적용될 것이다. 치과진료 보조로봇은 진료실 내

의 임상 데이터 수집 역할을 맡게 되는데, 특정 치아를 치료할 때 의사

들이 선호하는 접근 방향, 진료 종류별 소요 시간, 의사의 자세 변경 시

간, 환자의 자세 유지 시간 등 진료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AI로 처리하여 이상적인 진료 방식, 

적당한 환자 휴식 간격 및 시간, 의사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해결

책을 찾는 등 무궁무진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구동부가 자동화될수록, 음성 인식 또는 시술자의 특정한 모션 

등으로 치과진료 보조로봇을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런 작동방식 

또한 AI를 통해 최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정한 시술자 또는 진료 

영역에 따라 포지션과 구동방식이 자동으로 설정되며 이는 진료실의 효

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치과진료 보조로봇의 안면인식 기능으로 유니트 체어에 앉은 환자의 얼

굴을 인식하여, 해당 환자의 전자차트와 방사선 사진을 자동으로 띄워 

놓는 것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유니트 체어에 앉아있는 환자와의 맞춤형 

대화를 통해 진료 전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환자의 심리상태를 진료에 맞

게 준비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의료진의 치료 양태에 따라 스

스로 맞춤형으로 조절되는 치과진료 보조로봇은, 의사뿐 아니라 환자 개

개인의 맞춤형 진료보조로봇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일 수 있으나, 이런 개별 기능은 모두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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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번 개발 연구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의 구현 

가능 여부를 확인했듯이, 후속 개발 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다음 순서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에 살고있다.  

 

 

사사 

 

 1차 프로토타입 개발은 연구자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

뢰하여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2차 프로토타입은 연구자의 치과병원 연구소에서 개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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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and serial development 

of dental assistant robots 

 

Baek, In-Gyu, DDS, MSD 

 

Department of Dental Biomaterials Scienc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in-Soo Ahn, DDS, MSD, PhD) 

 

 

COVID-19 situation has raised the risk of air-borne diseases in 

dental offices. Aerosols from an unspecified patient’s mouth pose a 

major health threat to the health of medical workers as well as other 

patients. And dental clinic and hospitals are having a hard time getting 

dental assistants due to poor working conditions. To solve this 

problem, a prototype of dental assistant robot that can effectively 

block aerosols from the patient’s mouth and replace simple tasks of 

the dental assistants was researched and developed. The ultimate 

specific goal of the function intended to be implemented was "to 

enable the dentist alone to prep lower molar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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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liminary research has developed a first prototype that 

incorporates the necessary functions, but there was a limit to 

imitating human form, and structural improvements were essentially 

needed to increase efficiency and stability. Thus, through a main 

study, an innovative form of secondary prototype was developed. 

The concept of "four-hand dentistry," which began with the history 

of dental treatment, was transformed into "six-hand dentistry." As 

the development research progresses, it is expected that the dental 

assistant robot and dental unit chair will eventually be merged. 

Continuous follow-up research will lead to a new positive change in 

relationships between patients, dental assistants, and dentists if they 

incorporate fourth industry-related functions such as IOT, A.I., and 

Bi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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