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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용 로봇시스템을 위한 
매크로-마이크로형 로보틱 카우치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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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 기술과 컴퓨

터 그래픽스 및 로보틱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기술들이 의료수술 분야에 융합되고 있다[1]. 대표

적인 예로 병소의 위치확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변조직에 대한 피폭선량을 최소로 줄이면서 병

소 부위에만 고 선량의 방사선을 집중시킬 수 있도

록 하는 영상유도 방사선(Image Guided 
Radiotherapy: IGRT)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종양의 위치추정을 위한 영상유도장

비와 호흡에 따라 종양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호흡동조 장비를 장착한 장비들이 제공

되고 있다[2][3]. 특히 Tomotherapy사나 BrainLab의 

VERO에서는 호흡동종방사선치료와 실시간 연속

적인 조사가 가능한 호흡종양추적(Respiratory 
Tumor Tracking) 방사선 치료도 가능하다.

이러한 실시간방사선치료를 위해서는 치료빔

의 선량과 접근경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를 

결정하는 것은 갠트리 및 환자의 위치, 그리고 장기

의 호흡 단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의 실시간방사선치료 장비는 시술도중에는 갠트

리만을 이용하고 카우치는 환자의 위치를 시술 

준비 단계에서 수동 또는 단축 독립 구동 방식으로 

지정해 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치료빔의 조사각과 

위치를 결정을 갠트리만으로 제어하게 함으로써 

정밀도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치료시간

과 치료빔 진행 경로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위치와 자세를 치료 

중에 변동시켜 줄 수 있는 로보틱 카우치를 제안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치료에 필요한 로보틱 

카우치 자유도를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킬 카우치 

모델을 제안한다.

2. 로보틱 카우치 기구부 설계

방사선치료계획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카우

치에 6개의 동작 자유도(Longitudinal,  Lateral, 
Vertical, Roll, Pitch, Yaw) 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치료기기 갠트리의 기구학적 특성이나 치

료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BrinLab의 ExacTracRobtic 제품도 6개의 동작자

유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BrainLab의 VERO는 치료

빔의 위치와 조사각을 결정하는 갠트리가 Yaw 기
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축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나이프는 치료기 자체가 6개의 동작자

유도를 제공하지만, 치료방법의 특징으로 인하여 

로보틱 카우치가 6개의 동작자유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3 방향의 이동이 가능한 다관절 로봇 팔 

끝 단에 자체적으로 3개 방향의 회전이 가능한 

침대를 설치하였다. 

Fig. 1 Requirement of motion DOF for couch

본 논문에서는 사용할 치료용 갠트리에서 Pitch
와 Roll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6개의 동작자유도들 중에서 3개의 평행이동과 

Yaw 회전의 4개의 동작자유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방사선치료시술 전에 환자의 초기위치로 

이동시키는 대면적 이동기능과 시술 도중 미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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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자세조정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하여 기존 

카우치와 달리 매크로-마이크로 구조로 설계되었

다. 
이에 매크로 부분은 그림2와 같이 2개의 회전과 

3개의 평행이동으로 구성된 5개의 동작자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큰 힘이 필요한 수직 이동 

축은 유압 액튜에이터로 구성되었다.  

Fig. 2 Macro part of robotic couch

마이크로 부분은 정교한 Yaw 회전과 
Longitudinal과 Lateral 등의 평행이동을 포함한 총 
3개의 동작자유도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동작들은 반응속도가 빠르며 높은 위치결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보 모터로 구현되었다.

매크로 부분은 지멘스의 카우치를 활용하여 제
어기가 개발되었으며, 마이크로 부분은 야스까와
의 정밀 서보 모터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Fig. 3 Prototype of robotic couch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방사선치료용 로봇시스템을 위

한 로보틱 카우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카우치는 

매크로-마이크로 형태로 대면적 이동과 시술도중

의 정밀한 미세 위치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추후 진동을 포함한 동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제어기를 개발하여 환자의 편안함과 치료효과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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