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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자기공명영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로봇 수술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로봇은 간섭으로 인해 자기공명장치 내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공명장치 호환형 로봇의 개

발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로봇 개발의 첫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공명장치 호환형 구동

기를 제안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구동기는 공압식 스테핑 모터이며, 모든 부품을 반자성 재료로 개발하였

다. 개발된 구동기는 2개의 공압 실린더와 90도 회전 스테핑 장치, 방향 결정부로 이루어져있다. 실험을 통

해서 개발된 구동기는 90 rpm의 회전속도와 4mm N의 토크를 낼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속도와 토크를 

키울 필요가 있지만, 추후 수술 로봇의 구동기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였다.

키워드: 공압식 구동기, 스테핑 모터, 자기공명장치 호환형

Abstract
Recently, researches are being conducted to improve the precision of robot-assisted surgery using 

information from magnetic resonance images. Since conventional robots cannot be used due to magnetic 
interference, however, various types of magnetic resonance (MR-) compatible robots are under the 
development. As a first step in the development of such robots, in this study a MR-compatible actuator 
was proposed and developed. The developed actuator is a pneumatic stepping motor and all parts are 
developed using diamagnetic material. In addition, it consists of two pneumatic cylinders, a 90 degree 
rotating stepping device and a direction decision part. Experiments have shown that a rotational speed of 
90 rpm and a torque of 4 mm N can be obtained. Althoug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its rotational speed 
and torque, it is verified that it can be used as an actuator for a MR-compatible surgical robot in the future.

Key words: Pneumatic Actuator, Stepping Motor, Magnetic Resonance Compa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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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수술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

의 수술용 로봇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는 상업적

으로도 크게 성공하였다. 이러한 수술 로봇의 성능

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 영상 장치

가 사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복강경이

나 내시경과 같은 카메라 장치이다. 환부의 내부를 

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방사

선촬영 (X-ray)이나 컴퓨터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초음파 영상(Ultrasound, US),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e, MRI) 

등이 있다. 이 중에서 X-ray나 CT가 가장 자주 활용

되고 있지만, 이들은 방사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

자와 의료진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오랜 사용은 자제

해야 한다. 최근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 로봇 유도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초음파는 내재적 특성상 정

확한 형상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밀함을 요하

는 영역에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기공명장치

(MRI device)는 3차원 형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

정할 수 있고,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에 안전하며, 

특히 피부조직을 보거나 일반 체세포와 암세포를 구

별하는데 효과적이기에 MRI 영상을 이용한 영상유

도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MR 환경에서 로봇을 구동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MR 장치에 의해서 생성된 자기장에 의해서 

기존의 보통 구동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1-2] 기존 구동기들은 영구자석을 이용하거나 몸체 

자체가 금속성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

어를 위한 제어기 등도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

제는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동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동기로서는 압

전소자 모터(Piezoelectric motor), 공압 모터

(Pneumatic motor)[2,3,4], 유압 모터(Hydraulic 

motor)[5], 형상기억합금 이용 구동기[6], 케이블 이

용 원거리 구동 [7]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MR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공압식 구동기를 개

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압식 구동기는 상대적

으로 낮은 압력으로 밀봉이 쉽고, 자기장의 영향이 

적은 반자성 재질로 시스템을 구성하기에 용이하다. 

다만, 공기의 압축성으로 제어 성능이 떨어질 수 있

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스테핑 모터의 형태로 개발하

고자 한다. 본 1장에서는 MR 호환형 구동기의 필요

성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2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공압식 스테핑 모터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며, 

3장에서는 제어 시스템 구성과 함께 기본 실험 결과

를 제시하고, 4 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

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Ⅱ. 공압식 스테핑 모터의 설계 및 
제작

2.1. 설계 개념

가장 먼저 고려되야 할 부분은, 우리가 MR 호환형 

구동기를 사용하더라도 실제적인 제어부는 통상적

으로 MRI 방에서 자기장이 약한 벽면 쪽에 놓고 자

기장 차폐를 하거나, 아예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압식 스테핑 구동기를 구현하는 데 있어

서도, 공기 압축기는 MRI 방 외부에 설치한 뒤, 긴 

공압 호스를 이용하여 공압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

우 공기는 압축되기 때문에 입력단에서 공기 압력

이나 피스톤의 위치를 변화시키더라도, 출력단에서

의 공기 압력 변화나 피스톤 위치의 변화는 입력단

의 그것들과 크게 다르다. 이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스테핑 모터와 같이 입력단

에서는 On/Off의 단순 Digital 신호만 인가하고, 이

를 기반으로 출력단에서는 이 정보에 의해서 일정 

단위 스테핑씩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3~4개 입력을 통해 이들의 공압 크기의 

조합으로 스테핑 구동을 구현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고 자유도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공압 호스의 

개수가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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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하여, 2개의 공압 입력만 사용하고, 1개

의 공압은 스텝의 횟수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다

른 한 개의 공압은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공압 구동

기를 제안하였다. 1개의 공압으로 스테핑 정보를 제

공하는데 있어서, 양 방향으로 빠른 구동을 위해서 

양 방향 공압 실린더를 사용하였고, 상기 공압 실린

더가 왕복운동을 할 때 마다 한 개의 스텝을 이용하

는 90도 스테핑 장치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

압 값으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방향 결정부도 개

발하였다. 

2.2. 공압 실린더 및 스테퍼 장치

공압을 회전으로 변환시켜 주는 모터는 Axial 

Piston Motor, External Gear Motor, Internal 

Gear Motor, Swash Plate Piston Motor, Radial 

Piston Motor, Rotary Vane Motor 등 다양한 모

터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구조의 단순성을 고려하

여 공압 실린더와 스테퍼 장치를 이용한 구동기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한 첫번째 단계는 공압 호스에

서 나온 공압을 이용하여 On/Off의 선형 움직임

을 생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기 버전으로 일반적

인 2-way 실린더의 구조를 구현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개발되었다. 그림 1(a)와 1(b)는 3D 모델이며, 

1(c)는 ABS로 제작된 실제 공압 실린더이다. 실린더 

몸체 양쪽에 공압 호스를 연결하게 되며, 출력축은 

실린더 몸체 안을 관통하며 가운데에 직경이 큰 부

분이 있어서 실린더 안쪽의 공간을 나누게 된다. 공

압 입력단 양쪽에서 서로 교대로 공기를 넣다 빼면 

출력축은 이에 대응하여 선형 움직임을 나타내게 된

다. 이제 선형 움직임을 회전 움직임을 생성해야 한

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Barrel Cam Mechanism, 

Binary Mechanical Controller Linear Stepper 

Motor, Retractable Pen Mechanism, Ratchet 

Mechanism 등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그림 2(a)와 같이 실린더 축이 직선 움직임을 

하면서 회전 축의 사각면을 순차적으로 밀어내는 형

태로, 직선 움직임을 회전움직임으로 변경하는 구

조를 선정하였다. 사각면의 윗 단에는 사각면이 헛

돌지 않게 하기 위한 걸림부가 장착되어 있다. 그림 

2(b)는 설계된 3D 모델의 조립도이고, 그림 2(c)는 

ABS로 제작된 시제품을 나타낸다. 

2.3. 방향 결정부

앞 장에서 설명된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제 1번 공

압 입력단에서 On/Off의 명령이 발생하면 출력단

은 한쪽방향으로만 회전한다. 출력단이 양방향으

로 회전할 수 있도록 정역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구

조부를 추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3개의 베벨 기어로 

이루어진 차동기어와 중간에 추가적인 방향 결정 기

어를 배치하여 그림 3과 같은 방향 결정부를 구현하

였다. 그림 3(a)에서 보면 앞장에서 설명된 회전 움

직임은 구동기 축방향 즉, 아래에 부착된 베벨 기어

와 연결되어 회전되고, 이 때 양쪽의 베벨기어는 각

각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방향 결정 기어를 

포함한 축이 왼쪽(그림 3(c))으로 이동하거나 오른쪽

그림 1. MR 호환형 공압 실린더: (a) 3D 모델, (b) 3D 모델 
사시도, (c) 플라스틱으로 구현된 시제품

그림 2. 90도 스테퍼 장치: (a) 동작 원리 및 개념도 [8], (b) 
3D 모델 및 부품 조립도, (c) 플라스틱으로 구현된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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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d))로 이동하면 양쪽 베벨기어의 방향으로 

인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4. 공압식 스테핑 모터 통합 및 개선

앞의 두 장에서 설명된 구조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림 1의 구조는 구동기 전체의 길이를 

크게 키우는 단점이 존재하여 그림 2의 스테퍼 장치

와 통합될 수 있도록 그림 4와 같이 개선하였다. 그

림 4(a)(b)는 그림 2에서 설명한 스테퍼 장치의 개선

된 형태이며, 그림 4(c)(d)는 그림 1에서 설명한 공

압 실린더를 스테퍼 장치에 통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한 형태이고, 그림 4(e)(f)는 그림 3의 방향 결정

부의 방향을 정할 공압 실린더이며, 그림 4(g)(h)는 

방향 결정부의 개선된 형태가 된다. 이렇게 개선된 

형태를 통합한 모습이 그림 5와 같다. 그림 5(b)에서

는 방향 결정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방향 결정부의 실린더를 제거한 상태를 보여준다. 

Ⅲ. 구동기 성능 테스트

3.1. 제어부

2장에서 개발된 구동기를 동작시키기 위하여, 그

림 6과 같은 테스트 제어부를 제작하였다. 공압기

에서 지속적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충분한 공압을 

생성하여 솔레노이드 밸브에 제공한다. 제어기는 

Arduino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사용되었고, 제어기

에서 생성되는 On/Off 신호에 따라 릴레이 모듈을 

통해서 전류가 생성되고, 5 port 2 way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하게 되어, 제작된 공압식 구동기가 구

동하게 된다. 구동기의 속도는 On/Off 신호가 얼마

나 빨리 변화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신호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반응속도와 공압식 구동기 내의 

공압 실린더의 반응 속도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3.2. 회전 속도 분석

제안된 구동기의 회전 속도는 기본적으로 아두이

그림 3. 방향 결정부: (a) 동작 원리, (b) 3D 모델 및 부품 조립도, 
(c)(d) 플라스틱으로 구현된 시제품, (c) 정방향, (d) 역방향

그림 4. 개선된 MR 호환형 공압식 스테핑 구동기 요소: (a)(b) 90도 스테퍼 장치,
(c)(d) 스테핑 구동기용 실린더, (e)(f) 방향 결정부용 실린더, (g)(h) 방향 결정부

그림 5. 통합된 MR 호환형 공압식 스테핑 구동기:
(a) 통합 3D 모델, (b) 실제 제작된 시제품 그림 6. 제어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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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에서 생성하는 On/Off 신호의 속도에 따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olenoid valve의 반응 속도는 70 

msec이다. Solenoid valve가 반응한 이후에 실린

더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

략적으로 2.5 msec로 계산이 되었다. 이는 한 번

의 stroke에 총 72.5 msec가 걸림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를 공압 실린더의 분당 동작 회수로 변환하

면 n=60 sec / 72.5 msec/회 = 827.59 회임을 알 

수 있었다. 총 8번이 실린더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

문에, 실질적인 구동기의 회전 속도는 103.45 rpm

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회전 속도가 구현될 수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방향 결정부를 제외한 2.2장

에서 설명된 하위 시스템만 사용하여 그림 7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제어부에서 나오는 신호의 주

기를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구동기가 동작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회전 속도를 확인 후, 카메라로 영

상을 촬영하여 공압 실린더가 1회 이동하는데 걸리

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1차버전으로 측정해본 결과 

82.5 msec까지는 제안된 구동기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차버전의 경우 70 msec까지

는 구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1차버전의 

82.5 msec를 RPM으로 변경하면 727.27 회/분의 

결과가 나오고, 이는 90.9 rpm으로 측정되었다. 이

는 이론치에 비하여 12.1% 의 오차가 있었지만, 충

분히 잘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3.3. 토크 검증

제작된 구동기가 낼 수 있는 토크를 검증하기 위하

여, 그림 8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구동기

의 토크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고, 반경 4mm

의 축에 질량추를 달아서 구동기가 동작하는지를 검

토하였다. 실험 결과 100g의 추를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략 4 mm N의 

토크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MR 호환형 구동기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2개의 공압실린더와 90도 스테퍼 장치, 방

향 결정부를 통합하였다. MR 호환성을 위하여 모든 

부품은 플라스틱 재질인 ABS로 제작되었으며, 3D 

프린터를 적극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기초적인 테스

트를 통하여 최대 90.9 rp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4 

mm N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MR 호환형 공압식 스

테핑 구동기의 제작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

만, 실제 이를 활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이슈가 해

결되어야 한다. 가장 문제점은 해상도로 현재는 90

도씩 회전하기 때문에, 4번의 입력으로 한 바퀴를 

돌게 된다. 정밀한 로봇제어를 위해서는 아직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7. 최대 회전 속도 측정을 위한 실험 방법 및 결과

그림 8. 토크 검증 실험 방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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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어나 웜기어 등을 이용한 기어 감속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회전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로 큰 부피와 낮은 최대 속도에 

비하여 4mm N의 토크는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추

가 개선 이후에, 모터의 성능 분석은 주파수 성능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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