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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Mars exploration, spaceflight is advancing with the goal of sending
manned spacecraft to Mars. Mars is 54.6 million kilometers away when it is closest
to Earth. If a surgical emergency occurs during Mars exploration, it could take months
or years to transport patients. Research estimates that an average of one surgical
emergency will occur every 2.4 years during the Mars expedition for a crew of seven.
Considering the astronomical cost of space travel and astronaut training, surgical
treatment needs to be considered.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performing surgery
in space, but typically, physiological changes in the body due to microgravity, difficulty
in performing surgery due to an unfamiliar environment, and difficulty in maintaining
sterility can be considered. Also, since an experienced surgeon cannot ride on all
spaceships, tele-surgery is requir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se problems,
robot assisted minimal invasive surgery has been propos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signal delay caused by the longer distance. Other alternativ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Robot technology, rapid transport due to trauma pod, and performing
surgery while notifying the crew medical officer, have been suggested.
Keywords: Surgery in space, Robotic surgery in space, Telerobotic surgical system, Signal
latency, Microgravity effects

I. 서

론

너로 한국과 일본을 지명했기에 한국 또한 우주 여행에 대한 수
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사람이 우주에 나갈

인간의 우주 탐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을 체류할 것이 확실하기에, 우주에서의 의

에는 그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져, 일론 머스크의 SPACE X는 10

료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년 내 유인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아

International Space Agency (ISS)에서 지구의 의료인력과 통신

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Blue Origin 기업을 통해 민간 우

을 통해 상비약 및 간단한 처치를 Crew Medical Officer (CMO)

주 여행을 실시하고 있고, 중국 또한 자체 우주정거장인 톈궁 설

가 대리 수행하고 있다[1]. Glass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홀로그램

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연기될 것으로 보이긴 하

을 통해 진료가 가능하다. 2020년 초에 한 우주비행사에서 우연

지만, 달 탐사 작전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미국이 아시아 파트

히 발견된 목의 혈종도 이러한 방식으로 치료되었고, 의학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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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혈전제를 복용하면서 다행히 호전되었다[2]. 그렇지만 목

다면, 자세를 변경하기 어려워 불편감이 가중될 것이다. 극미중력

에 생긴 심각한 혈전의 경우는 단순히 혈전제 복용으로 좋아지지

속에서 수술을 진행한다면, 압력이 있는 동맥혈은 공중에 떠다니

않으며, 다리의 혈관을 통해 카테터(catheter)를 넣어 혈전제를

게 될 것이다. 또한 손상된 장기나 대장, 소장들이 개복을 하자마

직접 분사해 주거나 직접 혈관을 열어 혈전을 제거하는 동맥내막

자 떠다니게 되어 수술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12]. 그리고 수술

절제술(endarectomy)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

기구들이 사방이 흩어져, 필요할 때마다 잡으러 다녀야 할 것이고

계획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에는 편도로 2–3일, 화성까지는 8–9

무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외에도 중력은 적으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3,4]. 이러한 계산도 화성이 지구에

표면장력은 유지되어, 수건에서 물을 짤 때 주변에 달라붙는 현상

서 가장 가까울 때인 5,460만 km를 가정했을 때의 결과이므로,

을 보인다. 따라서 정맥혈은 주변에 고이면서 돔(dome)을 형성하

실제로는 더 긴 시간 동안 우주에 있어야 할 수 있다. 또한 화성

게 되어, 시야를 방해할 것이다.

탐사에 추가로 3개월, 다시 돌아오는데 8–9개월이 소요되기 때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과적 응급상황은 크게 외상성 질환

문에, 총 2–3년이 소요된다.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들과 비외상성 질환들이 있다. 외상성 질환은 극미중력으로 자세

Administration (NASA)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비행 중 2.4년에

의 불안 및 고정되지 않은 물체들에 의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두

한 번씩 외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우주에

부, 흉부, 복부 및 말초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두부손상으로 인한

서 심폐정지 상황 발생 시, 가슴 압박을 하기 용이하지 않다. 또한

출혈은 체액의 재분배로 평소보다 더 많음을 주의해야 한다. 비

우주비행사 한 명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외상성 응급질환은 맹장염과 담낭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된

고, 한 명의 우주비행사가 응급상황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우면 탐

다[13,14]. 실제로 ISS의 우주비행사 중 2명이 맹장염 의심 소견

사 전체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 있었고, 1명이 실제로 귀환했던 사례가 있다[15]. 맹장염은 우

우주에서 수술적 치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복부 통증이 대표적인 임상증상으로, 신장 결석, 산부인과, 비

II. 문제점

뇨기과 질환 등 다양한 질환과 감별이 필요하다. 지구로의 귀환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큰 비용과 임무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방적으로 맹장과 담낭을 절제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 그

우주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 중 가장 큰 요소는 중력

렇지만 인권적인 문제와 복부 수술 시 추후에 발생하는 장유착의

이 적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 및 수술자의 어려움일

문제 등으로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아무리 건강한 지원자를

것이다. 중력이 적어짐으로써 우리 몸의 체액은 상대적으로 머리

선발했더라도, 위 질환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

방향으로 재분배된다. 이에 목에 있는 압력수용체(baroreceptor)

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는 체액이 많다고 인식하고 체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레닌-안

그 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는 우주 방사선에 의한

지오텐신-알도스테론 축(axis)을 작용시킨다[6]. 따라서 우주에서

암 발생이 있고, 이로 인한 타 장기로의 전이 가능성도 높아진다

는 전반적으로 체액이 적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빠른 지혈이 필

[16]. NASA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 비행으로 인한 암 사망률은

요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출혈에도 저혈량성 쇼크(hypovolemic

3%로 예측된다. 그러나 기간과 거리가 길어진다면 그 수치는 매

shock)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줄어든 체액량에

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화성까지 3년가량의 여행 시 10명 중

따라 심근도 약화되는 효과가 있어, 우주에서 수술에서는 쉽게 저

1명은 암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감염의 문제 또한

혈압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7]. 또한 중력의

수술적 치료에서 고려해야 한다. 우주선은 밀폐된 공간으로, 여러

자극이 줄어들면서, 근육과 뼈의 위축이 일어난다. 따라서 우주

가지 연무질(aerosol)들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 부위 및 수술 중

비행사들은 근력 유지 및 뼈의 밀도 유지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고안되야 한다. 그리고 수술 중 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구에서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충격에

로 세척 후 다시 흡수시키는 것을 반복할 때, 물을 어떻게 정수하

도 골절이 생길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8]. 다음으로, 면역체계

고 관리할지 생각되어야 한다.

의 변화로 상처 회복에도 영향을 준다.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고,
민감성이 증가하며, 알레르기 및 자가면역 질환도 많아진다고 한
다. 극미중력(microgravity)에 노출된 쥐의 콜라겐(collagen) 농

III. 시행된 도전들

도가 일반적인 쥐의 농도보다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처

현재 ISS에서 수술적 치료를 위한 진단은 초음파를 통해 진행되

회복이 늦어질 것이고, 약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9,10]. 마지

고 있다[17]. 초음파는 외상성 질환으로 인한 출혈 및 기흉을 진

막으로, 전정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멀미를 야기한다[11]. 대부분

단하기 용이하다. 그렇지만, 현재는 의료인력이 직접 시행하는 것

수일 내로 적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주가 걸린

은 아니고, CMO에 의해 진행된다. CMO들은 의학적 전문배경

다. 따라서 우주선에 타서 수술을 진행한다면, 구역, 구토감으로

이 없는 우주 비행사 중에서 선발된다. 60시간가량 의료를 지원할

수술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수술자를 고정하지 않으

수 있는 교육을 받게 되며, 지구의 의료 지원을 받아 의료 행위를

면 자세가 불안정해져서, 정교한 수술이 어렵다. 수술자를 고정한

시행한다. 초음파 기계의 특성상, 사용자의 실력에 따라 정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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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달라지는 진단 기구이다. 또한 우주에서는 체액의 분포가 달

ronment mission operations을 진행하였다[23,24]. Florida의

라져, 초음파 진단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에서 원격 로봇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달까지의 거리를 상정

크기가 큰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자

해 3초의 signal delay를 주었다. 여러 가지 수술 로봇들이 시험

기공명영상 촬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등 진단

되었다[25]. 그 중 Raven 로봇은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로봇 수

기구 및 수술기구 모두를 우주선에 싣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삼차

술 기구인 Davinci system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팔을

원 프린터(three-dimensional [3D] printer)를 통한 우주에서

2개로 줄여 22 kg의 감량한 무게를 보여주었다[26]. 성공적으로

생산이 제안되고 있다[18]. 제조법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digital

담낭 및 신장 결석 제거에는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signal delay

data)만 가져가면, 필요할 때마다 생산하고, 필요치 않으면 폐기

가 수술을 진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를 하면서 우주선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ISS에서 3D

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에도 전쟁 상황에서도 이용되는 원

printer를 통해 간단한 수술기구들을 만들어 모의 수술을 진행한

격 조종 로봇으로 환자를 수술하는 무인 병동을 통한 신속한 이송

적이 있다. 나아가서, 의료 기구 및 약들을 필요할 때 생산할 수 있

이 제기되고 있다. 생존에 필수적인 기도확보, 수액, 최소한의 지

다면, 더 효율적인 공간을 사용하고 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

혈만을 유지한 채로 즉시 signal이 닿는 곳까지 이송하는 것이다.

다. 현재는 3D printer를 활용하여, 지구에서는 재료들만 가지고

그렇지만 상태가 위중하여, 이송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 외에도 우주

까? 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로봇

에서 수술 중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CMO를 알려 주면서 수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27].

절단과 지혈을 담당하는 전기소작기(bovie), 혈액 및 수분을 빨아

이 로봇은 수술적 치료와 의학적 지식이 저장되어 있어, 수술 자

들이는 기계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세, 기구, 방향, 각도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이 로봇의 지시대로

한 기구는 이미 현재 수술들에도 적용되고 있다.

CMO는 의료행위를 수행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한다.

현재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우주에서 수술을 시행한 사례는 없
다. 대신, ISS에서 쥐의 꼬리를 수술하거나, 지구에서 무중력 상태
를 만들어 복강경으로 돼지를 수술한 적은 있다. 또한 간단한 골

IV. 고

찰

절 등을 맞추는 데에는 액체로 밀봉한 가방 안에서 진행하려는 노

우주 환경에서 수술을 직접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숙

력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주에서 개흉 및 개복 수술은

련된 외과의사도 당황스럽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수술

microgravity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진행이 어렵다. 따라

전 우주 환경이 구현된 가상현실에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할 것이

서 최소 침습 수술인 복강경을 통해서, 수술 대상이 microgravity

다[28]. 또한 로봇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로봇 수술

에 최소한으로 노출되면서 체액손실도 되지 않는 상태가 유리하

시스템은 대량 출혈이 나거나, 개복, 개흉 수술 등에 적합하지 않

다. 그렇지만 복강경 수술은 수술자가 환자 옆에 직접 있어야 하

다. 따라서, 원격 수술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대처

며, 카메라를 잡아주는 등 숙련된 보조(assistant) 의사도 필요하

할 수 있는 수술용 로봇이 개발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다. 모든 우주선에 숙련된 의사들이 타고 있기 어렵고, micro-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외과의사 로봇의 개발이다. 그렇지

gravity 안에서 수술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여러 문헌에서

만 현재의 기술로는 간단한 봉합 정도만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

제기되는 방법은 원격으로 진행 가능한 로봇 수술이다[19-21]. 로

서 CMO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외과, 의학적 지식

봇 수술은 전투 상황에서 외과의가 안전하게 원격으로 진행하기

이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위해 고안된 수술이다. 또한 포트(port)를 작게 뚫어도 로봇 팔이

CMO를 통한 수술을 진행하였을 때, 환자에 문제가 생긴다면 책

진입하기만 하면, 안에서 자유도를 많이 가지고 편하게 수술할 수

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카메라 조종도 수술자가 직접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전 동의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해야 할 것이다. NASA

assistant가 덜 필요하며, 로봇 팔 교체만 해주고 port만 만들어

에서는 우주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최

주면 된다. 또한 수술기구들이 로봇 팔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종 해결책으로 ‘medi-pod’라는 기구를 제안한다. 이 기구 안에

기구들을 잡으러 다녀야 할 수고도 없다. 그렇지만 로봇 수술을

서는 초음파, CT, MRI 등 시행 및 판독이 가능하고, 수술 필요 시

하기 위해서는 신호(signal)가 닿아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광속

원격 마취 기구도 완비되어 있고, 수술 진행 시 생체신호도 모니

의 속도가 한계이다. 화성에서의 거리까지 생각해보면, 약 24분의

터링(monitoring)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격 로봇 수술은 현

신호 지연(signal delay)이 발생한다[22]. 이는 수술 진행을 매우

재의 기술로는 개복, 개흉 수술 등 대량 출혈 수술에 용이하지 않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또한 로봇 수술은 수술자가 촉각을 느낄

다. 따라서 원격 로봇 수술로 완료될 수 있는 케이스인지, 선택적

수 없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숙련된 의사가 진행해

수술이 필요하겠다. 우주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위한 모든 요소들

야 한다. 또한 기구가 크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우주선 안에서

이 현재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의 모든 기술들은 과거

공간 확보와 예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sig-

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을 기

nal delay를 해결하기 위해, NASA에서는 NASA extreme envi-

다리며,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우주에서도 안전

www.kjasem.org

41

Korean J Aerosp Environ Med Vol. 32, No. 2, August 2022
하게 수술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날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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