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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많은 연구에서 측면 나사 고정(laminar screw fixation)보다 척추경 나사 고정(pedicle screw fixation)의 생체 역학 강도가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교적 작은 크기의 척추경(pedicle)과 척수(spinal code), 신경 뿌리 및 척추 동맥에 대한 상

해의 위험으로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최근 3차원 모델링 및 3D 프린팅 기술의 진보는 해부학적인 연구, 

특히 척추를 포함한 뼈와 관련된 연구를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로봇 수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로봇 암(robotic arm)으로 경추 척추경에 나사를 삽입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척추경 나사 삽입을 위한 이상적인 궤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cevical pedicle, orientation, robotic surgery, point cloud, vector calculation

I. Introduction

최근 의료용 로봇의 확산과 외과 수술에서의 적용으로 인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경외과에서 행하는 수술 처치 방법 

중 추간판 탈출증(일명 디스크라고 함)에 대한 처치로 스크류 삽입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로봇을 이용한 스크류 삽입술을 위해서는 처치가 

어려운 경추 척추경(cervical pedicle)에 대한 방향과 중심을 정확히 

계산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 수술을 위한 척추경의 방향과 중심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신경외과적 경추 추간판 탈출증(목 디스크)에 대한 그림은 Fig. 

1과 같다. Fig. 1에서 보면 화살표로 표기된 부분의 디스크가 중앙 

신경 쪽으로 밀려나면서 이 신경을 눌러 통증이나 마비 증상을 가져오

게 된다. 이에 대한 처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경추를 나사로 고정하는 

스크류 삽입술(screw insertion)로 처치를 하고 있다.

Fig. 1. Cervical disc herniation

일반적인 스크류 삽입술은 Fig.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측면 나사 

고정(laminar screw fixation) 방법이 간편하고 비교적 안전하여 

많이 시행되고 있다[2].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은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척추경 나사 고정(pedicle screw 

fixation) 방법은 시술이 어렵지만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다면 단단히 

고정할 수 있어 환자에게 보다 완벽한 처치가 가능하게 된다.

Fig. 2. Comparison of Pedicle screw and Laminar screw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100

따라서 척추경 나사 고정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마다 

또 경추의 위치마다 모두 척추경의 모양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며, 로봇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정이 필수 조건이다.

III. Methods and Implementation

1. Applied Methods

IRB가 인증한 환자의 CT 사진을 기반으로 하여 3D 벡터 형태의 

point cloud 정보를 이용하여 척추경을 추출하였다(Fig. 3). 추출된 

척추경의 일반적인 모양은 비대칭 장구형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비대칭 장구형 관의 중심을 찾아내고, 이 중심점을 통과하는 척추경

의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이다[5].

Fig. 3. 3D vector's Pedicle cut of cervical spine(C4)

추출된 척추경에 대한 3D 벡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척추경의 중심과 

방향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Fig. 4. Solving method of direction and center point for 

cervical pedicle (example: C4 right pedicle)

Fig. 4에서 보인 바와 같이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인 장구형 관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척추경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장구형 관을 

돌려서 보이는 내부의 면적이 최대가 될 때를 찾는 것이 스크류를 

삽입할 때 가장 안전성이 보장되는 방향이 된다. 따라서 척추경을 

x, y, z 축으로 일정한 각도(실험에서는 1゚ 씩 회전)만큼씩을 회전시키

고, 각 회전된 3차원 벡터를 2차원으로 투영한 후, 투영된 내부의 

점을 획득한다. 획득된 내부의 점을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면적이 최대가 되는 시점의 방향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Fig. 5. Representation of calculated direction and center point through 

3D printer

이 시점에서의 추출된 내부 점들을 이용하여 중심점을 구한다. 

이렇게 구해진 중심점은 스크류 삽입에 있어서 나사의 중심이 척추경

을 통과하는 중심점이 되는 것이다.

2. Results

제안한 방법으로 IRB가 인증한 44명(남성 23명, 여성 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를 Fig. 6에 보였다. 이는 

기존의 해부학적 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 방법으

로 해석한 내용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 Mean value for 44 subjects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로봇 수술을 위한 안전한 궤적과 중심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구현하였다.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44명의 환자에 대한 경추 척추경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치도 얻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해부학적 연구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척추경 

삽입술에 대한 제안된 컴퓨터 해석적 접근 방법이 올바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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