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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의료 상진단기기 개발 동향은 ICT 기술과 목하는 융합진단 상기기 개발연구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술  CT의 개발은 임상  미수요 충족을 한 최첨단 기술개발로 한 환자

를 의료 상 촬 을 한 지정장소로 이동해야하는 문제 을 해결하여 장 어느 곳에서 촬 할 수 

있고, 환자의 다양한 의료 상을 융합하여 환자의 병변에 한 명확한 치와 형태 그리고 상태를 

악할 수 있도록 하며 수술을 한 네비게이션 기능을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술  CT에 한 설

계한 사항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스템의 개발은 다양한 임상 장에서 신속하게 진단과 수

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1. 서론

  최근 의료 상진단 시스템의 기술 동향은 ICT 기술을 

목하여 융합한 최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수술  상시스템에 한 세계시장 규

모는 2014년 21억 달러로 추정되며 북미지역이 최 인 

71%를 차지하고 유럽이 약 25%를 유하고 있다. 이  

수술  CT가 최  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

속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1]. 국내의 경우 2015년 6월 

15일, 수술  CT기반 무탐침 정 기법에 한 심평원 보

험고시가 되었으며, 임상 인 필요성  의의에 한 근거

가 확립되어 있어서 향후 수요가 폭발 으로 증가할 것으

로 상된다. 그러나 국내 의료 상진단기기 개발에 한 

기술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며, 병원 장의 부분의 기기 

 시스템이 국외 선진국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술  CT에 한 요구사항을 

정립하고, 세부 인 설계 사항에 해서 기술하고자한다. 

한, 수술을 해서 정확한 병변에 한 악을 한 융

합 상 기술과 수술 에 수술도구의 활용성을 높이기 

한 네비게이션 기능을 포함하여 체 시스템 환경을 제안

한다. 

2. 수술 CT 학융합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하는 시스템은 수술  CT 개발과 학융합 상기

술의 통합을 통해 환자의 치에 상 없이 CT를 이동 촬

하여 환자의 무리한 이동에 따르는 문제 을 해결하고

자한다. 한 최첨단 소 트웨어 기술로 학 상정보와 

융합하여 실시간 3D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여 외과

의사의 수술을 지원한다. 이를 해 수술시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한 구조와 수술  CT로부터 얻어진 상을 통

해 병변의 치와 구조를 정확하게 악하고, 수술도

구에 한 네비게이션과 로드맵 그리고 tracking 기능을 

제공하여 수술의 결과를 양호하게 하고 비용을 감하는 

효과가 있도록 한다.

(그림 1) Intraoperative CT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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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요구사항은 미국 보스톤의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William E. Butler (M.D)가 10가지 핵

심 요구사항으로 제안하 다[2]. 그림 1과 같이 환자의 이

동에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해 이동성을 강조한 요구사

항과 수술에 향을 주지 않기 한 보어 사이즈로 85cm 

이상 그리고 선량의 방사선 사용을 통해 환자와 의사에

게 피폭량 제한사항에 해서 정의 하 다.

3. 제안하는 수술  CT 학융합 시스템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하는 수술  CT 학융합 시스템

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수술방에서 수술침 의 환자의 이

동 없이 수술  CT 시스템을 이용하여 촬 하고 기존 수

술에 필요한 상과 융합하여 의사에게 수술을 지원하기 

해 네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계획된 수술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그림 2) Intraoperative CT Optical Hybrid System

  그림 1에서 보이는 제안한 수술  CT에 한 기존 의

료 상진단기기와의 차이 은 다음과 같다.

<표 1> Differences from Medical Imaging Devices

시스템종류 i-MR i-US C-arm i-CT

사용자

상객 성 +++ + ++ +++

사용자편의성 + +++ ++ ++

스캔 시간 + +++ +++ +++

상 해상도 +++ + ++ +++

비용 효율성 + +++ ++ +++

용

분야

연부조직 +++ ++ + +++

+++ ++ ++ +++

뇌 +++ + + +++

척추, + + ++ +++

시장성
시장 확장성 + + ++ +++

개발 가능성 + ++ ++ +++

(참고, 스웨덴 RIT Report, 2014) 

 표 1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기존 수술 에서 사용하고 있

는 의료 상진단기기와 제안하는 시스템의 차이 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 고려사항으로 선량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음  의료 상진단기기에 비해 고

려해야할 사항이 부담 되지만 그 외에 분야에서 다른 디

바이스에 비해 좋은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용분야

에서 임상 으로 합한 시스템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수

술 에 사용하고 있는 CT의 부분은 CBCT 타입의 

C-arm 형태로 일반 CT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는 

MDCT에 비해 상의 질이 떨어지는 단 을 가지고 있어 

네비게이션 상정합에는 고해상도의 상이 필요하므로 

수술  CT로는 합하지 않다. 학형 상과의 정합 기

술은 재 개발 기단계의 기술로 차 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진단용 CT vendor별로 고유의 선량 CT 

기법을 개발하여 제품에 용하고 있으나, 수술용 CT 시

장에서는 아직까지 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수술  CT의 보어 사이즈는 85cm 이상으로 

디자인하며, 이동성을 해 2.2 × 0.5 × 1.95(L, W, H)로 

그리고 무게는 1500kg 이내 그리고 원은 단상 는 3상 

지원 그리고 Filed of View는 60cm 스캔시간은 2  이내  

이미지 재구성 시간은 16 images/sec로 설계하 다.

  한 수술  CT의 기구 인 정의와 함께 핵심 소 트

웨어 기술로 학 형  상의 3D 정합과 선량 고화질

의 상 재구성 알고리즘의 개발과 수술 지원을 한 네

비게이션  수술도구의 트래킹 그리고 시각화뷰어 기능

을 포함한 소 트웨어가 요구된다.

4. 결론  향후 연구

  최근 의료 상진단기기 개발의 기술동향은 ICT 기술을 

목하여 융합 시스템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임상

 미충족 요구에 따라 장소에 제한 없이 환자의 의료

상을 수술 에 촬 하며, 수술 지원을 한 다양한 기능을 

통해 수술 비용의 감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 인 수술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술  CT 학융합 시스템을 

제안하 다. 최근 의료 상진단 기기의 트랜드와 임상  

요구사항에 따라 수술  CT의 요구사항을 정립하 고 시

스템에 필요한 기능과 핵심 기술을 정의하 다.

  향후 연구로는 세부 인 설계사항에 따라 수술  CT 

학융합 시스템을 개발하기 한 연구를 진행 할 것이며, 

먼  기구부에 한 최 화된 디바이스 개발과 콘솔 소

트웨어 개발 그리고 학융합 3D 시각화  실시간 상

처리 알고리즘에 인공지능 기술을 용하여 보다 최 화

된 의료 상을 제공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여 개발된 수

술  CT에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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