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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수술기구의 벤딩메커니즘 해석 및 벤딩커플러 최적설계 
 

Bending Mechanism Analysis and Bending Coupler Optimal Design for Laparoscopic 
Surgical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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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 motion has been used in the surgical instruments with bending structures and tendon 

mechanisms. A simplified bending angle amplification ratio between the proximal and distal 

bending joint was derived in this article. The bending structure of disk and rib in the proximal joint 

was analyzed based on finite element method with an emphasis on the circumferential uniformity 

of bending stiffness. Regarding the distal joint, optimal design and sensitivity analysis was done 

with four design variables of outer and inner diameter, rib height and rib width while maximizing 

the deformation under the stress distribution below the yield stress. Outer diameter and rib width 

are most critical to maximum deformation as the outer diameter and inner diameters are so to 

maximum equivalent stress. 

 

Key Words: Bending Angle Amplification (굽힘각증폭), Surgical Instrument (수술기구), Circumferential Compliance 

Uniformity (중심축의 원주각도별 컴플라이언스의 균일도), Optimal Design (최적설계) 

 

 

기호설명 

 

Li = axial length of bending joint section i (i = 1: proximal 

section, i = 2: distal section) 

θi = bending angle of joint section i 

δLi = deformed length of upper wire for section i 

β = bending angle amplification ratio, θ2/θ1 

ti = maximum distance between wires in bending joint 

section i 

tia = ti/2 

E = Young’s modulus 

I = moment of inertia 

1. 서론 

 

근대 외과에 있어 중요한 복강경 수술의 발달

은 초기의 질병의 진단에 이용되던 수준을 넘어

서 수술 등으로 확대되어 보편화 되었다.1 또한 

좀 더 비침습적인 방법에 대한 관심과 의료분야

의 새로운 수술용기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수술방식 또한 기존의 3 개 이상의 기구삽입용 

절개를 1개로 줄인 SPA(Single Port Access surgery)

도 적용되고 있다.2 한편 복강경 수술과 같은 미

세 침습 수술(Minimal Invasive Surgery, MIS)은 빠

른 회복과 상처감소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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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못지 않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 복강경에 

사용되는 수술 기구들의 특성상 촉각을 느끼기 

어렵고, 손과 눈의 자연스런 협조적 운동이 힘들

어 수술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술자의 생리적

인 떨림 현상이 긴 수술 기구를 통하여 전달되는 

문제가 있다.3,4 

한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로봇 수술 시스템 (예> da Vinci)은 수술자의 생리

적인 떨림 현상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과할 수 있으며, 조정 손잡이의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을 로봇 팔의 섬세한 움직임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은 아직까지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 촉각피드백 부족 

• 충분한 훈련과정 필요 

• 수술도중 및 전후 다양한 수술기구의 탈부착. 

교체필요 

• 필요시 신속히 개방수술로 전환 필요 

• 비용문제 

 

이중에서도 비용문제가 제일 심각하며 이로 인

해 복강경수술기구 5-8 의 사용이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강경수술기구설계의 핵심은 다양한 수술동

작(절개, 봉합, 소작 등)이 가능한 말단작동부(툴

부)(jaw gripper or endeffector)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유도와 관절각범위를 주는 것이

다. 또한, 절개크기를 작게 하는 샤프트직경 소형

화, 그리고 사용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경량

화 및 인간공학적설계(ergonomic design)가 중요하

다. 수동식의 경우, 보통 인체외부의 핸드그립부 

쪽에서 동작을 발생시키고 이를 중간기구부를 통해 

인체내의 말단툴부에 전달한다. 

수술기구의 자유도를 제공하는 관절(조인트)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벤딩메커니즘이 사용되

고 있다.18,19 대표적인 수술용 로봇인 da Vinci 에서 

사용되는 수술기구 EndoWrist 의 경우 직경을 8 mm

에서 5 mm 로 줄여 벤딩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나오는 대부분의 MIS 또는 SPA, 

NOTES 용 수술기구에 벤딩 메커니즘(Bending 

Mechanism)이 많이 이용된다.17 예로서, Intuitive 

Surgical11 의 경우, 강도가 높은 링크들이 하중을 잘 

지지해주고 작은 벤딩 반경을 갖지만, 기구학에 대

한 정확한 계산이 어렵고 제작비용도 높다. endoVia 

Inc.12의 경우, 나일론 소재의 뼈대를 이용하여 유

연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외부 힘에 약하고 벤

딩 동작에 한계가 있다. Harada13의 경우, 벤딩 반

경이 작지만 구조상 중간의 디스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가운데 볼 때문에 말단부로 가는 와이어

움직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Yamashita14 의 경

우, 와이어 구동 시 백래쉬(Backlash) 등의 오차는 

작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복

강경 수술기구툴부로는 부적합하다. Swanstorm15

의 경우, 초탄성 NiTi(Nickel Titanium)합금인 뼈대

와 와이어로 이상적인 벤딩에 가까운 결과를 내

지만 NiTi 의 가격이 비싸고, 벤딩 반경이 큰 단

점이 있다. Perisa16 의 경우 유연한 벤딩에 비하여 

강한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 이상적이지만, 튜브

형 메커니즘으로 사용한 NiTi 의 가격이 비싸고 

가공이 어렵다. 

매니퓰레이터는 여러 개의 링크가 회전 또는 직

선 운동이 가능한 관절(Joint)을 통해 연결된다. 그

러나 직경이 제한되어 있는 수술기구에서 여러 

개의 작은 부품으로 구성되는 관절은 소형화가 

어려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벤딩 메커

니즘은 강체와 같은 링크의 연결 부위를 관절이

라는 한 점에서 회전시키지 않고, 여러 개의 유

연한 재질의 유연힌지(Flexure Hinge)를 수 mm 에

서 수십 mm 구간에 걸쳐 휘거나 구부리며 관절

이 회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

러한 구조는 일반적인 관절에 비해 특유의 유연

성으로 인해 수학적 모델링과 제어에 있어 어려

움이 있지만, 백래쉬를 줄일 수 있고, 제작이 용

이하고 소형화에 유리하다.10,14,19 

본 연구에서는 일체로 성형된 다층구조의 튜

브형 벤딩 메커니즘의 주벤딩부와 말단부간의 조

인트각 증폭비등 벤딩 전달메커니즘 분석과 유연

힌지 다층구조의 주벤딩부에 대해 원주의 중심각

도별로 균일한 벤딩강성을 갖도록 설계한 후 유

한요소해석법에 의한 해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한, 말단벤딩부에 대해 리브의 높이와 두께, 내경

과 외경을 설계변수로 하여 최적설계를 실시하

였다. 

 

2. 벤딩 전달 메커니즘 

 

2.1 벤딩각 발생 및 전달 

Fig. 1(a)는 유연튜브형(Flexible Tube Type)의 벤딩 

메커니즘으로서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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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Flexible tube with notches for bending 

mechanism9 (b) Proximal bending coupler inside 

of Fig. 2 

 

 

Fig. 2 Laparoscopic Surgical Instrument6 for our study 

 

장점 : 1) 벤딩 반경을 크게 가져가기 쉽다. 2) 수

술 환경에서 높은 안정성을 가진다. 3) 1개의 몸체로 

구성되어 생산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단점 : 1) 큰 벤딩 반경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작

은 반경으로 만들기 힘들다. 2) 구부러진 채 지속성

을 유지하게 만들기 힘들다. 3) 가능한 재질의 종류

가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 및 최적화대상 벤딩메커니즘

은 Fig. 1(b)로 1 차벤딩발생부로 핸들그립부와 말

단샤프트부를 연결해주는 커플러역할을 한다. 폴

리우레탄계 재질인 Nylon6 의 힌지(리브)와 원판

디스크를 일정각도간격으로 회전시켜 배치하여 

만든다. 또한, 이를 탑재한 수술기구(Fig. 2)는 자

체적으로 4자유도(그립퍼포함시 5자유도)를 갖는

다. 이 기구는 크게 1) 샤프트 및 말단툴팁부 2) 중

앙의 주벤딩부 3) 손잡이부로 구성되며 외부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수동방식이다. 

좌측의 손잡이를 샤프트에 대해 θ1만큼 굽히면 

 

Fig. 3 Possible D.O.F of surgical instrument in Fig. 2 

 

약 3~5 배 증폭되어 θ2 만큼 툴팁부 jaw 조인트(2

차벤딩부)가 굽혀지게 된다. 벤딩모션의 전달은 

Fig. 1(b)와 같이 주벤딩 커플러의 원주상에 90 도 

간격으로 4 개의 와이어를 통과시켜 말단부의 

jaw-joint내부까지 연결하여 2개의 루프를 형성하

여 구현한다. 또한 툴팁부 그립퍼동작을 위한 와

이어가 중심 축상의 관통로를 지나게 된다. 

 

2.2 수술용기구의 자유도 및 벤딩증폭비계산 

본 연구대상 수술기구의 총 자유도(D.O.F, degree 

of freedom)를 Fig. 3에 표시하였다. 기구자체는 4자

유도(말단 jaw 제외시)를 갖는다. 여기에 외부에서 

부여한 3 자유도를 합하면 총 7 자유도를 갖게 된

다. 축 1(주샤프트축)과 축 2(Fig. 2)를 중심으로 각

각의 회전자유도를 갖고 있어 수술시 보다 편리

한 잇점이 있다. 

수술기구의 핸들을 쥐고 축 1 에 수직인 방향으

로 외력을 가하면 주벤딩부에서 발생한 벤딩각을 

와이어링을 통해 β 배 증폭되어 말단 jaw 조인트부

에 전달되게 된다. 여기서는 단순화된 벤딩각증

폭비를 계산하고자 한다. 정밀한 증폭비의 계산

은 대변형으로 인한 비선형성 등이 있어 별도추가

연구를 할 예정이다. 

먼저 주(1 차)벤딩부를 탄성범위내의 외팔보로 

가정하고 외력에 의한 변형시 중심선의 길이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끝단에 외력 F (Fig. 4(a)우) 

를 가할 경우, 벤딩각과 벤딩으로 인한 상단부의 

길이방향 늘어남을 계산하면 다음 식(1)을 얻는

다. 또한 벤딩각 θ 가 작다고 하면, 식(2)를 얻는

다. 또한 탄성범위내의 외팔보 끝단 외력 F 에 의한 

휨의 기울기각도식을 식(2)에 적용하면 식(3), (4)를 

얻을 수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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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Bending angle amplification between proximal (a) 

and distal joint (b) with simplified models 

 

               (1) 

 

                 (2) 

 

             (3) 

 

            (4) 

 

한편, 2차벤딩부(Fig. 4(b))의 중심축곡선부를 일

정한 곡률반경으로 가정하면, 샤프트부의 길이가 

L2 의 10 배 이상으로 2 차벤딩부에서 벤딩으로 인

한 상하면부에서의 변형량은 서로 같다고 가정하

면 식(5)를 얻는다. 식(2)와 식(5)로부터 식(6), (7)을 

얻을 수 있다. 

 

           (5) 

 

             (6) 

 

        (7) 

 
(a) 

 
(b) 

Fig. 5 Bending experiment; (a) jig and tension dial gage 

(b) bending angle and force relation in proximal 

and distal section 

 

결국 단순화된 벤딩각증폭비 β 는 식(7)과 같이 

1, 2 차벤딩부의 마주보는 평행와이어간거리의 비

로 근사화됨을 알 수 있다. Fig. 2 와 같은 수동식 

복강경수술기구의 경우 기구팁부를 원하는 각도 

θ2 만큼 굽히기 위하여 필요한 외력 F 와 이때의 

등가스프링강성 Keq는 식(2), (4), (6)으로부터 식(8)

을 얻을 수 있다. 

 

            (8) 

 

Keq 가 너무 크면 사용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

고 너무 작으면 외력해제시 원상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 

 

2.3 벤딩전달 실험 

최종적으로 원하는 수술기구팁부 jaw 조인트의 

벤딩각(distal)을 얻기 위하여, 1 차벤딩부에 가해야 

할 외력과 와이어에 걸리는 인장력, 벤딩각증폭비

β 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Fig. 5(a)). 실험결과

를 보면, 외력과 벤딩각의 그래프에서 전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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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mplification ratio (= Distal Angle/Proximal Angle) 

based on experiment 

 

선형성을 보이나, 4[N]을 전후로 하여 기울기

(compliance)가 달라지며, 대변형에 대해 강성이 증

가함을 보이고 있다. 1 차, 2 차 벤딩부의 벤딩각증

폭비는 3.76 의 평균치를 보였으며, 이는 앞 절에

서 단순이론식과 유사한 결과(오차률 12 %)를 보이

고 있다. 

 

3. 벤딩커플러의 최적설계 

 

3.1 주벤딩커플러의 리브간 각도선정 

복강경 수술기구의 주(proximal)벤딩커플러의 

설계요구조건으로 수술기구핸들에 작은 모멘트를 

가해도 쉽게 벤딩이 일어나야 하는 반면, 작업 후 

제자리로 복원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 횟수범위 

내에서는 피로파괴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 따라

서, 벤딩 메커니즘의 굽힘강성이 너무 크거나 작

아도 곤란하다. 샤프트 축 중심에 대해 임의의 방

향에 대한 벤딩강성을 가급적 균일한 것이 바람직

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형디스크를 다층구조로 적

층할 때 층간의 리브(힌지역할) 배치간격 각도와 

형상 치수를 적절히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였다. 

주벤딩 커플러의 최적설계를 위하여 범용유한

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 12를 사용

하였다.23 Table 1 은 벤딩 메커니즘 구조물의 재료

로 사용된 Nylon6 의 기계적 물성치를 나타낸 것

이다. Fig. 7 은 이웃한 디스크를 연결하는 리브간 

각도와 셋트적층 반복횟수가 다른 세가지 타입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는 jaw 작동와이어 및 

원주상 90 도 간격의 4 개 와이어용 관통홀이 있으

나 모델링의 편의를 위해 본 절에서는 무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벤딩 커플러 전체를 육면체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Adaptive Mesh Refinement 기

법 중 H-method를 사용하여 Mesh를 최적화 하였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Nylon6 for bending 

structure 

Ultimate Strength 90 MPa 

Yield Strength 100 MPa 

Young’s Modulus 3700 MPa 

Poisson’s Ratio 0.4 

Shear Modulus 1321.4 MPa 

Bulk Modulus 6166.7 MPa 

 

 

Fig. 7 Three types of bending coupler with different rib 

interval angle between neighboring disks 

 

 

Fig. 8 Circumferential displacement in proximal joint due 

to bending by finite element analysis (upper: 2 × 6, 

middle: 3 × 4, lower: 4 × 3) 

 

다. 하중 및 경계조건으로 구조물의 하단부를 고정

단으로 하고 상단부에 수평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하였다. 벤딩 커플러의 최적설계의 일환으로 디스

크 및 힌지의 적층 각도에 따른 강성변화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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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변위량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힌지(또는 

리브)의 갯수는 최소공배수인 12 로 하여 한구조물

내에서는 모두 같은 높이와 같은 Gap(리브높이)과 

살 두께(리브폭)를 가지고 있게 하였다. Fig. 8 에서 

2(이웃리브간각도 = 90 도) × 6(셋트반복회수)의 경

우, 평균적인 변형량은 가장 크나 원주중심각도별로 

심한 변화를 보였고, 전체 길이의 제약이 있는 현재 

조건에서 4(이웃리브간각도 = 45도) × 3을 사용할 

경우 리브의 높이와 폭의 영향으로 4 × 2 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3 × 3 보다 벤딩강성

의 균일성이 떨어지게 되어 3 × 3으로 채택하였다. 

 

3.2 말단부(distal)벤딩커플러의 설계최적화 

우레탄 벤딩커플러와 같은 대변형 컴플라이언

스 메커니즘에서 굽힘량과 응력은 형상 설계변수

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한다. 방대한 계산시간

이 요구되는 이러한 시스템의 CAE 기반 파라메

트릭 설계최적화 문제의 근사기법인 “크리깅

(Kriging)” 기법 20 이 활용되고 있다. 벤딩 메커니

즘의 설계 응력 한도내에서 굽힘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비선형성을 고려

함은 물론 직교성과 균형성을 모두 만족하기 위

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

램 ANSYS Workbench 12 를 사용하여 실험계획법

을 수행하고 크리깅 기법을 이용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23 

최적설계의 기법은 크게 근사기법과 반응표면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근사기법은 방대한 계산

시간이 요구되는 전통적인 CAE 기반 파라메트릭 

설계최적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기법은 설계 대상체의 특성을 근사적으로 표현한 

메타모델을 구축하여 CAE 계산시간을 대폭 단축

하고, 해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해석ㆍ설계에 소요

되는 공수를 줄일 수 있다. 메타모델은 대상체의 

복잡한 물리적 거동을 단순화시킨 것으로 일반적

으로 반응표면기법을 활용하여 구축되고 있다. 

반응표면기법은 간단하고 메타모델 구현이 쉽

지만, 상대적으로 설계변수가 많아지고 피로수명

과 같이 비선형성이 강한 특성을 보이는 경우, 정

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경망 모델, 크리깅 모델, 스플라

인 모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메타모델링 기법들

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크리깅 모델이 응답함수

를 전체 설계영역에 대하여 다항식함수로 표현되

는 전역모델과 응답모델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Fig. 9 Design variables for distal joint optimization 

 

Table 2 Ranges of design variables 

Design variables Lower Initial Upper 

A (mm) 0.5 1 1.5 

T (mm) 1 1.5 2 

D1 (mm) 4 5 6 

D2 (mm) 1 2 3 

 

편차모델로 구분하여 설계 대상체의 특성을 잘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1 

Fig. 9 은 말단부벤딩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기 

위한 설계변수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2는 각 설

계변수의 초기치 설정 및 허용범위를 나타낸 것

이다. Fig. 9 에서 설계변수 A 는 말단벤딩부의 

Leaf(disk)간의 간격(힌지높이)을, T 는 힌지부(리브)

의 두께를, D1, D2는 벤딩커플러의 외경과 내경을 

각각 나타낸다. 

 

3.3 최적화 결과 

수술기구(Fig. 2)의 2 차벤딩부의 핵심부품인 벤

딩 커플러의 변형량 증폭을 위하여, 실험계획법과 

크리깅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화 및 민감도해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로서 벤딩 메커니즘에 발생하는 

최대 변형량(컴플라이언스)을 기존설계보다 약 

30% 증가시킬 수 있었다. 벤딩 메커니즘에 발생하

는 최대 변형량을 목적함수로 하여 최적화를 수행

하되 제약조건을 항복강도(Yield stress) 100 MPa로 

주어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Fig. 10을 보면 힌지(리브)의 높이(A)와 내부관통

직경(D2) 가 커질수록 최대변형량은 증가하였다. 반

면에 힌지의 너비(T)와 벤딩커플러외경(D1)이 커질

수록 최대변형량은 감소하였다. 디스크간을 연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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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aximum deformation of distal bending coupler 

with changes of design variable 

 

주는 힌지(리브)의 높이(A, gap)와 너비(T)는 변위량

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특히 두 값에 따라 스트

레스의 최대값과 분포가 달라짐을 보였다. 

Fig. 10과 Fig. 11은 민감도해석결과로서 최대

변형량에 대해서는 T와 D1이, 등가최대응력값에 

Table 3 Result of optimized design variables 

Design

Variables

A 

[mm]

T 

[mm]

D1

[mm]

D2 

[mm] 

Equiv. 

Stress 

[MPa] 

Max.

Deform

[mm]

Initial 

design
1 1.5 5 2 98.30 10.80

Optimal

design
0.51 1.03 4.28 2.89 99.98 13.89

 

 

Fig. 11 Sensitivities to design variables 

 

대해서는 D1 과 D2 가 가장 영향이 큼을 알 수 있

다. Table 3은 최적화된 설계변수들의 값을 보여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벤딩메커니즘 조인트부를 갖는 

수동식복강경수술기구에 대해서 

(1) 1차벤딩부와 2차벤딩부간의 벤딩각 증폭비 

및 핸들부외력과 2 차벤딩각사이의 등가강성계수

를 단일외팔보 및 단일 곡률반경을 통해 단순화된 

식을 구하였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2) 1 차벤딩부에대해 디스크와 리브(힌지)의 적

층형 구조의 유연튜브형 벤딩메커니즘의 설계시 

적절한 리브간 각도의 선정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3) 2차벤딩부의 형상 최적화를 위해 4개의 주

요 설계변수(외경, 내경, 리브높이, 리브폭)를 설정

하고, 최적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민감도해석을 통

해 최대변형에 대해서는 외경과 리브폭이, 최대등

가응력에 대해서는 외경과 내경이 가장 영향력이 

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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