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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지능형 의료로봇 연구실을 가다
윤 정 원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학제학부)

GIST 지능형 의료로봇 연구실(intelligent medical robotics Lab, http://medrobotics.gist.ac.kr)은
지스트(GIST) 융합과학기술학제학부 윤정원 교수의 지도하에 현재 박사 후 과정 2명, 박사과정
7명, 석사 과정 3명, 연구원 1명 및 과제관리연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실의 모든 연구
분야는 로봇의 지능과 물리적인 서비스를 통한 인간과 로봇 사이의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통해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재활 시스템, 걸음 인터페이스, 촉각 장치, 근력 증강, 약물전달
등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시스템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연결시켜주는 지능형 의료 로봇 개발이다. 또한, 지능형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시스템에 지
능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의료 재활, 의료 장치 및 작업환경 개선, 가상현실기반 설계
등에 적용하여 환자의 치료 및 사용자의 작업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다. 지능
형 의료로봇 연구실은 크게 재활로봇과 나노로봇의 2개의 중점연구로 나뉜다.

1. 보행재활로봇 설계 및 제작
고가감속 2차원 트레드밀 기반 Locomotion Interface 기술 연구
본 연구실에서는 비효율적인 동력 전달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 체감 안정성 및
위치 강건성(Robustness)을 달성한 새로운 고가감속 2차원 트레드밀을 개발하였다(ICRA 2018).

그림 1. IMR연구실 사람들.

그림 2. 뇌 나노로봇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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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감도 2차원트레드밀.

새로운 메커니즘인 Geared Omni-pulley를 적용하여 2차원 트
레드밀의 벨트 구동 시 더 높은 동력전달 효율을 보장하고,

그림 4. 햅틱기반 무릎외골격 로봇.

보다 단순하고 경량화된 구조로 제작되어 최대 가속도 3 m/s2
으로 구동 가능하다(그림 3). 아울러, 하이브리드 보행 관측
기와 2차원 강건(Robust) 제어기를 적용하여 회전보행, 옆보
행, 대각선 보행과 같은 사용자의 다양한 보행 의도를 파악,
대응이 가능하며 안정된 2차원 보행이 가능하다. 본 연구실
에서 개발한 향상된 2차원 트레드밀의 성능을 바탕으로 군인
가상훈련, 사용자들의 게임/교육적 경험, 보행 재활 훈련과
같은 다양한 가상현실 환경의 이동 인터페이스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햅틱기반 하지･보행 재활용 지능형 착용형 로봇 및 보행
보조 장치 개발
본 연구실의 능동형 무릎 보장구(그림 4)는 6절 링크를 적용

그림 5. 햅틱기반 보행재활장치.

하여 6절 링크 기구 메커니즘에 의해 변속기의 대체가 가능하
며, 보행 특성이 반영된 변속이 가능하다. 또한, Patient-Driven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F/T 센서, 각도(Tilt) 센서와 손잡

Motion Reinforcement (PDMR)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

이의 스위치 센서를 통합하여 보행 훈련중 사용자에게 직관

자의 보행 의도에 따라 무릎 토크를 보조해준다. 이러한 메

적이고 안전한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따라서, 능동형 무릎 보

커니즘 덕분에 낮은 비용으로 장치의 제작이 가능하며, 많은

장구와 햅틱 케인은 뇌졸중 환자의 무릎 토크를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보행 재활 장치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실

보조하며 안정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보행 재활을 가능하게

에서는 지면 보행에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보행 중 안정적

해준다. 또한, 햅틱케인과 진동자에 의한 바이오피드백 효과

인 균형을 보장하는 햅틱 케인(Haptic Cane)을 개발하였다

를 통하여 뇌졸중 환자가 보행동안 근육활성화를 증가시키

(ICRA 2015, 그림 4). 햅틱 케인을 이용한 보행 훈련 시 환자

면서 보행 대칭률이 확률적으로 증대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

는 지팡이에서 제공하는 미소 지면 발생 힘(light grip force)을

고(IROS 2017, JNER 2018), 진동자에 의한 보행동안 대칭보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기존의 지팡이처럼 상지(upper-limb)의

행률 증가 및 보행오차에 비례해서 진동피드백의 크기를 시

비대칭적인 지지력을 사용하는 환자들을 예방하고, 이에 따

간 길이로 제공하였을 때 환자의 대칭률이 증가함을 확인하

라 마비된 하지(upper-limb)를 더욱 균형적이고 적극적으로

였다(TNSRE 2019)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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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성입자를 이용한
나노로봇 플랫폼 기반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GIST IMR연구실은 나노로봇 플랫폼 개발을 위한 뇌 나노
로봇 연구센터(Center for Nanorobotics in Brain)를 2019년 9월
개소하였고 연구센터는 총 사업비 75억 원의 산업부와 과기
정통부의 지원으로 나노로봇 플랫폼 원천기술 연구를 목적
으로 건립되었다. GIST 뇌 나노로봇 연구센터의 나노로봇 플
랫폼 연구 개발은 과제에 따라 약물 전달과 뇌자극으로 구분
된다.

그림 6. 나노입자 모니터링(MPI)시스템.

나노로봇 기반 뇌 약물전달 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의 “뇌 질환 치료용 약물담지 마이크
로나노로봇 내비게이션 시스템 기술 개발” 과제는 뇌질환 치
료용 약물을 담고있는 나노사이즈의 입자를 자기장을 이용
해 조종하여 뇌 부위에 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현재 개발된 단일 마이크로사이즈의 로봇은 크
기 제한으로 인해 뇌 부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약물을
포함하고 뇌혈관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기능화된 나노입자
와 이를 조종할 수 있는 나노로봇 내비게이션시스템의 개발
이 필요하다. 또한, 뇌 부위 표적 약물전달을 위해서는 나노
입자 전용 제어 및 모니터링이 통합된 비침습 전자기 구동방
식 로봇 시스템 개발(그림 6, IEEE Tran. Mechatronics 2018)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센터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뇌질환 치료용 약물담지 나노로봇을 치료를
원하는 뇌 표적부위로 전달 및 방출시켜 뇌의 특정 표적 부위
를 치료하고 선택적으로 암 사멸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림 7. 나노입자 뇌자극 시스템.

을 통한 사용자 반응형/맞춤형 뇌 자극이 가능하다. 최종적으
로 비침습적 온열 치료를 통해 뉴런의 가소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는 신체기능 향상을 수반하여 신개념 무선 뇌 자극
로봇플랫폼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나노로봇 플랫폼 기반 뇌자극 시스템 개발

개발될 나노로봇은 비침습 표적 뇌자극 및 뇌 활성화 획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는 “차세대 뇌기능 조절

이 가능하고 표적 약물전달 및 방출을 통하여 뇌졸중/뇌종양

기(Nano-BrainStim)”과제는 나노 입자를 이용해 신개념 뇌 자

등의 표적 치료를 통한 뇌 치료의 효율성 극대화 및 부작용

극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뇌기능 조절기는 뇌

최소화가 가능하다. 또한, 나노입자 온열 치료(hyperthermia)

의 특정 표적 부위를 비침습적 무선 구동 방식으로 온열 자극

를 통한 불치병인 뇌종양의 비침습적 치료 방법을 새롭게 제

하는 시스템이다. 개발 예정 시스템은 외과적 수술 없이 비침

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나노로봇을 이용한 뇌 치료용

습적으로 뇌 자극이 가능하고, 외부에너지원이 자기장이므

의료기기 개발 시 의료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

로 임상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갖는다. 또한 원하는 뇌부위의

다. 생체적합 나노입자의 영상 및 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로

위치 및 신경세포 단위의 표적 뇌 자극이 가능하고 표적 부위

봇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뇌 전문 임

의 자기 온열 자극 및 자극에 대한 뇌 활동성의 실시간 측정

상 교수 및 뇌 과학자들과의 유기적인 융합과 산업계 의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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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개발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3. 결론
의료로봇과 같이 전문 서비스 로봇 분야의 경우 원천기술
에 기반을 둔 핵심기술로 선제적으로 시장을 리드하지 않으
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실에서는 햅틱기반 보행재활로봇 개발을 통하여 간편 메카
트로닉스 시스템으로 재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뇌 부위 미세혈관
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뇌나노의료로봇 플랫폼 개발
을 통해 뇌부위 약물 전달, 뇌자극, 인간-로봇-인터페이스 분
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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