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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
 건산업 분야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주요 영역으로
부상
- 요양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는 물론 본격적인 의료 영역에도 활용되어 ‘메디컬 AR/VR(Medical AR/VR)’ 시장을 형성
- 전 세계 메디컬 AR/VR 시장의 규모는 2016년 기준 각각 6억 9,420억달러, 10억 9,000만달러 규모
- 특히 만성질환의 증가, 인구 고령화 및 전문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AR/VR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
· 메디컬 AR/VR 시장은 각각 2022년까지 241억 6,291만달러, 2019년까지 22억 3,000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
▶  메디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의 활용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재활치료)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환자들이 좀 더 즐겁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부터 회복되는 속도를 가속화
- (수술 · 진료 · 의료훈련) 실제상황과 유사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AR을 통해 외부 정보를 진료 및 수술 현장에
중첩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 (환자정서 관리) 입원환자나 고령자의 무료함,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더딘 회복 속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을 제공
▶메
 디컬 AR/VR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공존
- 메디컬 AR/VR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동력으로는 △최소침습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 MIS) 기술에
대한 관심 △의료인력 훈련 수요 등의 요인이 존재함
- 메디컬 AR/VR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AR/VR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기술수용 지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미비 및 사용자 정의(customizing) 기능의 한계 △AR/VR 시스템 도입 및 설정을
위해 소요되는 높은 초기비용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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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동향

1. 메디컬 AR/VR 개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의 개념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로서, 현실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세계를 합쳐
하나의 인터페이스１)로 제시
-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란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구현하여, 사용자가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간-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의미
- AR과 VR은 기술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혼합하여 표출하기 위해 스마트 안경,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s), 헤드장착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s), 핸드헬드 기기와 같은 장치와 호환
- AR/VR 기술의 핵심 애플리케이션 영역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 보건 의료, 엔지니어링, 디자인,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상업, 교육, 미디어, 군대, 우주 항공 및 국방, 기타 전문 교육 등으로 다각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컴퓨터/VR엔진

컴퓨터/VR엔진

AR/VR
시스템

컴퓨터/VR엔진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자료 : TECHNAVIO(2016)

<그림 1> AR/VR 시스템 개념도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의 주요 응용 영역으로 보건의료분야가 부상
-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만성 질환의 증가, 인구 고령화, 인프라스트럭처 제한 및 전문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효율적인 헬스케어를 위해 AR/VR 제품과 서비스를 채택
- 이에 따라 AR/VR 시장에서는 보건의료 부문이 항공 우주 및 방위, 소비자, 상업용 애플리케이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등과 함께 주요 응용영역으로 자리매김하며 전체 시장의 약 17%를 차지

１) 사물과 사물 사이 또는 사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에서, 상호 간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물리적 매개체나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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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3%

11%

23%

28%
17%

항공우주 및 방위

소비자

보건 의료

상업용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기타

자료 : BIS Research Analysis (2017)

<그림 2> AR/VR 기술의 주요 응용분야 (2016)

	AR/VR은 요양이나 돌봄 서비스는 물론 보건의료 영역에도 활용되어 ‘메디컬 AR/VR(Medical AR/VR)’
시장을 형성
- AR/VR은 게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로 알려져 있으나 의료 훈련부터 진단 및 치료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삶과 의사의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공 사례들도 속속 등장
- 메디컬 AR/VR 기술은 이미 수술, 심리 치료, 재활 훈련, 의료수련 등과 같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응용 분야가 더 등장할 것으로 예상

	2022년까지 메디컬 AR/VR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은 다음과 같음
- (MIS 기술에 대한 관심) 환자의 빠른 회복과 손상부위 최소화를 위한 최소침습수술(MIS)에 대한 선호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AR/VR 시스템의 수요도 증가
• MIS는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외과 의사를 필요로 하며, MIS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의료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
• AR/VR 의료 시스템은 외과 의사가 미세한 수술 절차를 수행하고 뼈, 장기, 종양 상태에 대한 상세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의료인력 훈련)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양성 과정에서 AR/VR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훈련방식 확대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에서 1,290만 명의 의료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의료계에 진출하는 젊은 인력들이 증가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과대학과 의료기관의 VR 시스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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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규모
	(메디컬 AR) 전 세계 메디컬 AR 시장의 규모는 2016년 6억 9,420억 불에서 2022년 241억 6,291만 불로
급증할 전망
- 2015년 메디컬 AR 시장 규모가 2억 930억 불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 분야의 성장률은 매우 높은 편이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은 80%로 예측

30,000.0

24,162.9

단위:백만불

25,000.0

20,000.0

13,738.0

15,000.0

10,000.0

7,734.2
4,292.5

5,000.0
209.3

694.2

1,286.8

2015년

2016년

2017년

2,351.8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 : BIS Research Analysis (2017)

<그림 3> 전 세계 메디컬 AR 시장규모 전망(2015-2022)

- 2016년과 2022년 전 세계 AR 시장의 분야별 시장규모를 비교한 결과, 상업용 솔루션과 소비자 분야에 이어
보건의료 부문의 메디컬 AR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

2016년
301.66
421.89

2022년
기타

14,497.74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24,162.91

상업용 솔루션

1,124.73
694.20

보건의료

899.71

48,325.82
24,162.91
33,828.07

소비자
527.99

항공우주 및 방위

16,108.61

자료 : BIS Research Analysis (2017)

<그림 4> 전 세계 메디컬 AR 분야별 시장규모 전망(2016-2022)

	(메디컬 VR) 전 세계 메디컬 VR 시장의 규모는 2016년 10억 9,000만 불에서 2019년 22억 3,000만 불로
성장할 전망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은 19.37%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년대비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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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
단위: 십억불

35.98%

2

26.15%

40%
30%

19.27%
6.52%

1

11.22%

20%
10%

0.92

0.98

1.09

1.30

1.64

2.2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

0%

매출규모

성장률

자료 : Technavio (2015)

<그림 5> 전 세계 메디컬 VR 시장규모 전망(2014-2019)

Ⅱ

메디컬 AR/VR 활용 분야

1. 수술 · 진료 · 의료훈련 지원
- 실제상황과 유사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AR을 통해 외부 정보를 진료 및 수술 현장에
중첩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 수술 중에 집도의가 참고해야 할 환자의 생체정보들을 수술용 고글 전면에
AR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집도의가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환자의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
• VR은 복잡한 수술을 계획할 때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3차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 오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가벼운 시술 시 약물 마취를 대신하는 역할도 수행
* 의료 현장에서 VR과 3D 시각화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장기를 재현하려는 시도가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최근 미국 Minneapolis의 Masonic 어린이병원에서는 VR을 활용해 샴 쌍둥이를 성공적으로 분리２)
* 미국의 Loyola University Hospital은 스노우 월드 (Snow World)라는 가상 게임을 사용하여 환자가 가상의
세계에서 눈을 만끽하며 음악을 듣도록 함으로써 치료를 받는 동안 고통스러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주의를
돌리도록 지원

• 장기적으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있는 각 분야 전문의들이 가상공간을 통해 수술에 동참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
• VR 고글을 착용한 의대생이 실제 수술을 하는 듯 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의료 훈련을 통해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고도 중요한 의료 기술을 연마
* 스탠포드 대학은 2002 년부터 AR/VR 기반의 내시경 부비강 수술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자신감을 강화

• 수술실에서 경험 많은 의사의 집도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VR 카메라와 영상을 통해
전세계적에서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생생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 교육비 절감에도 기여
２) 수술

대상이었던 샴 쌍둥이는 심장과 간이 접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분리 수술이 매우 까다로웠으나, 의료진들은 CT, 초음파, MRI을 활용해
쌍둥이의 몸을 아주 정교하게 가상화(virtualize) 하여 수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이 분리 수술에 참여했던 Anthony Azakie 박사는 VR이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를 최소화 시킨다는 점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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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메디컬 AR 솔루션/앱 사례
솔루션/앱

이미지

ARanatomy

내용
• 뼈에 대한 영상과 정보를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
• 사용자는 증강현실 (AR) 대상의 뼈 모형을 자유자재로 조작

Vipaar

• AR 기반 비디오 지원 도구로서, 전문의가 디스플레이에 손을 투사
하여 원격 제어를 할 수 있음
•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현장에서 수술을 맡은 의사에게 가이드를
제공

AccuVein

• 환자의 몸에서 정맥과 혈관 분지가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피부 위에
투사하여 보여주는 의료진용 핸드헬드(handheld) 스캐너

Brain Power

•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성인에게 AR 기술을 활용해 일상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솔루션

Surgical Navigation
Advanced Platform
(SNAP)

• 의사가 정밀하고 안정적인 수술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R 솔루션

Saagara

• AR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웰빙을
지원하는 앱

smARtsKin
(개발중)

• 방사선 요법을 받는 환자의 실시간 카메라 피드에 해당 환자의 신체
윤곽을 오버랩하여 증강현실을 구성

자료: BIS Research, 각사 자료 취합 (2017)

2. 재활치료 지원
-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환자들이 좀 더 즐겁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부터 회복되는 속도를 가속화
•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 손상 환자가 VR 재활을 통해 잃어버린 기능을 성공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 Swiss Mindmaze가 제작 한 MindMotionPro는 환자가 VR 공간에서 팔을 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소 공포증이나 폐쇄 공포증 환자에게 가상의 공간에서 높이 날아오르거나 닫힌 곳에 갇혀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
* 임상의는 외상 환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통제 환경에서 VR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환자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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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 용사나 사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AR/VR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
* Bracemind는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구성해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를
치료하며, 특히 환자의 표정, 몸짓, 말투 등을 분석해 우울증 징후를 탐지하고 이에 걸맞은 VR 경험을 제공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제공

• 장애인의 재활 훈련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상 휠체어 교육 등에 VR을 활용
* 미국의 Center for the Intrepid and National Intrepid Center of Excellence와 Walter Reed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에서는 수족 절단 수술자를 위한 VR 재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이동이 불편한 지체장애
환자들의 재활을 지원
<표 2> 주요 메디컬 VR 솔루션/앱 사례
솔루션/앱

이미지

내용

Rendever

• 요양시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현실을 통해 바깥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지치료 요법을 통한 치매 진단 및 지원

Farmoo

• 암 환자가 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동안 VR 게임을 하면서 고통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원

MindMotion Pro

• 재활 환자가 VR 공간에서 팔을 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

Bracemind

•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구성해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를 치료
• 환자의 표정, 몸짓, 말투 등을 분석해 우울증 징후를 탐지하고 이에
걸맞은 VR 경험을 제공해 증상 완화를 지원

Snow World

• 환자가 가상세계의 설원에서 음악을 듣도록 함으로써 치료를 받는
동안 고통스러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주의를 돌리도록 지원

VisitU

• 환자의 집, 학교, 축구경기 등의 장면을 촬영한 360도 영상을 통해
환자들이 병원 대신 일상 공간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지원

자료: 언론보도 및 각사 자료 취합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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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정서적 관리
- 입원환자나 고령자의 무료함,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더딘 회복 속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을 제공
• 미 로스앤젤레스의 Cedars-Sinai 병원은 환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통증 완화를 위해 VR 고글을 통해
아이슬란드의 멋진 풍경이나 미술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
• VR을 통한 정서 관리는 경험적이고 능동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환자나 고령자가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통증이 완화되면서, 실제로 환자가 병상에서 머무르는 기간이나 진통제 등의 투약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환자들이 병원에서 겪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치료비용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Ⅲ

메디컬 VR/AR 현장적용 사례

1. 주요 제품 및 솔루션 사례
	(뇌졸중 진단용 VR 데모) Qualcomm의 VR플랫폼 Snapdragon은 콘텐츠 퍼블리셔 Forward XP와 함께
의료훈련용 VR 데모를 개발해 공개
- 2017년 10월 공개된 이 의료훈련 데모는 의사가 뇌졸중의 전조증상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F.A.S.T. 법칙３)을
숙지하도록 지원
• 사용자들은 Snapdragon 835 개발자용 헤드셋을 착용하고 데모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며, 모든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
• 간단한 안내 영상이 재생되고 나면 의자에 앉아 있는 한 남성이 등장하며, 안내 로봇은 남성이 어떠한 뇌졸중
전조증상을 겪고 있는 지를 맞히도록 유도
• 사용자가 손을 들어 남자의 축 처진 어깨를 가리키면, 핸드트래킹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올바른 곳을
가리켰는지 파악
- 이번에 공개된 데모는 한 가지의 증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증상들을 추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오진을 하지 않도록 다른 질환과 감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후속과제로 대두
- 향후 뇌졸중 이외에도 심근경색이나 폐렴을 비롯해 증상이 뚜렷한 질환들로 콘텐츠를 확대할 전망
- Qualcomm은 의료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VR프로그램을 공급할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으나, VR 데모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３) 뇌졸중 F.A.S.T 법칙은 다음과 같음.
① F(Face Dropping) : 한쪽 얼굴 부위에 떨림과 마비가 옵니다. ② A(Arm Weakness) : 팔과 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③ S(Speech Difficulty) :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합니다. ④ T(Time to call 119) :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119로 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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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igit (2017)

<그림 6> Qualcomm의 의료훈련용 VR 데모 화면

	(치매검사용 VR 게임) 영국의 게임개발 업체 Glitchers는 영국과 스위스 대학의 연구진들과 함께 치매
검사를 위한 VR게임 <Sea Hero Quest>를 개발
- <Sea Hero Quest>는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게임으로서, 치매와 항해 능력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 특징
• Alzheimer’s Research UK에 따르면, 치매 환자들은 증상이 명확히 드러나기 15~20년 전부터 발병
• 공간지각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인지기능의 점진적인 쇠퇴가 치매의 전조라고 판단
• 사용자들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면, 신경과학자들과 인지심리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치매 가능성을 진단
- 이 치매진단용 게임은 모바일 앱 버전으로 가장 먼저 출시됐으며, 삼성 GearVR과 Facebook의 Oculus Rift로
플레이가 가능
• 2016년 11월 출시된 이후로 2017년 9월까지 300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는 등 호응이 높은 편
• 단, 모바일 기기와는 달리 VR헤드셋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수집 가능한 데이터가
한정적이라는 단점도 지적

자료 : Engaget (2017)

<그림 7> 치매 검사를 위한 VR게임 <Sea Hero Quest>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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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증 진단 및 치료) 기존 자폐증 진단을 대체할 VR 진단 방식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성인에게
AR/VR 기술을 활용해 일상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솔루션에 주목
- 자폐증 진단에 사용되는 '샐리-앤 테스트(Sally-Anne test)'의 변별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VR을 통한 정확한
진단을 추진
• 샐리-앤 테스트에서 참가자가 두 개의 인형이 상호작용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중 하나의 인형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지를 예상하는 방식으로 자폐증 증상을 진단
•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는 샐리-앤 테스트에서 부정확한 답을 내놓지만, 자폐증을 가진 성인들은 대다수가 해당
테스트를 통과해 변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제기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VR 환경에서 Alan이라는 이름의 가상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해, 참가자들이
어느 곳을 바라보는지 시선 트래커(eye tracker)를 이용해 추적
• 이 테스트에서 참가자와 아바타 Alan은 함께 강도를 잡아내야 하는데, 참가자나 Alan 중 먼저 강도를 찾아내는
쪽이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시나리오에서 성인 자폐증 환자들은 Alan과의 눈맞춤이 통제군에 비해 다소 느린
것으로 조사
- Brain Power Autism System은 자폐증 환자가 사회적 기술을 점진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AR 솔루션으로
출시
•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와 성인이 자신의 행복과 자긍심을 결정짓는 사회적-인지적 "삶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게임과 유사한 앱을 제공
• AR 지원용 구글 글래스, MIT와 하버드 연구진의 신경과학 이론을 기반으로 한 자폐증 관련 앱, 사용자의 휴대
전화 또는 태블릿에서 실행되는 컴패니언 앱 등으로 구성
- 한편, All4myChild의 <Social Adventures> 패키지 앱은 주요 사회적 활동에 대한 설명,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에 대한 만화, 매주 별도로 출시되는 새 게임 등을 통해 자폐증 환자의 사회활동 역량을 훈련

자료 : NewsCenter.io (2017)

<그림 8> 자폐증 환자를 위한 사회성 훈련 솔루션 <Brain Power Autis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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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한 VR 플랫폼 ‘Rendever’는 가상현실을 통해
바깥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 Rendever의 VR 플랫폼은 여러 대의 VR 헤드셋과 맞춤형 소프트웨어, 태블릿으로 구성
• 헤드셋은 태블릿을 통해 간병인이 조작할 수 있으며,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2,000만 기가바이트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Rendever가 맞춤 제공
-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수의 헤드셋을 동기화할 수 있어 어린 시절에 살던 집, 해외 휴양지, 스포츠 경기, 지구
반대편의 친지 결혼식 등을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족들이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여 결혼식이나 생일파티 같은 행사를 촬영한 후 이를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령자의 계정에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
• Google의 스트리트 뷰(Street View)와 VR을 결합해 노인 사용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 고등학교, 혹은
특별한 추억이 있는 장소로 이동한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

2. 의료 현장의 VR 활용 사례
	(입원환자 관리) 미 로스앤젤레스의 Cedars-Sinai 병원은 환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통증 완화를 위해 VR
기술을 활용
- 환자들이 VR 고글을 착용하면 답답한 입원실 대신 아이슬란드의 멋진 풍경이 펼쳐지며, 환자는 미술 스튜디오의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하거나, 깊고 푸른 바다에서 고래와 함께 수영하는 것을 체험
- 스트레스와 통증이 완화되면서, 실제로 환자가 병상에서 머무르는 기간이나 진통제 등의 투약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
• 2017년 2월 발표된 병원 측 자료에 따르면, VR을 활용할 경우 환자의 평균 통증 점수가 5.4에서 4.1로 하락해
2D 영상을 제공했을 경우의 4.8보다 큰 폭의 고통 완화 효과를 확인
• 이에 따라 환자들이 병원에서 겪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치료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
- 단, 뇌졸중, 정신 착란, 간질, 메스꺼움 및 헤드셋을 착용하기에는 육체적으로 쇠약한 환자의 경우 VR 시스템
이용에 대한 자제가 필요
• Cedars-Sinai 병원에서는 특히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PTSD 환자에게 몰입감 있는 시각적 경험이 오히려
외상 발생 당시의 기억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신중한 입장

	(가상현실 수술) 영국 런던의 Royal London 병원에서는 2016년 4월 14일 의료사상 첫 VR 수술을 시행
- 종양학 전문의인 Shafi Ahmed 박사의 집도로 이루어진 이 수술현장은 VR 카메라로 촬영되었으며, Medical
Realities라는 웹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
• 두 대의 360도 카메라를 통해 비춰지는 현장의 상황을 시시각각 지켜보고 외과의가 종양을 제거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
• 수련이 필요한 의대생은 물론이고 저널리스트나 환자의 친지와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가상공간에서
수술현장을 참관하는 체험을 제공
- 수술실에서 경험 많은 의사의 집도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VR 카메라와 영상을 통해
전세계적에서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생생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교육 솔루션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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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과제

- (사용자의 수용도) AR/VR은 여전히 고도로 기술적이며 정교한 도구이며, AR/VR에 대한 이해 및 지식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의료 기관에서 이 기술의 수용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
• 이와 함께, AR/VR 시뮬레이션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프로세스라는 점이 기술의 채택에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문제) AR/VR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한
임상 요구사항에 대한 사용자 정의(customizing) 기능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시장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V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MD)의 경우, 부피가 크고 대부분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지 않고 저해상도 및
시야의 제약으로 인해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
• AR/VR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사용 환경에 대해 직관적으로 파악 및 상호작용 수 있는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
- (건강 문제) VR 시스템 사용에 따라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눈의 피로감, 사용자 반응 시스템의 불균형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편은 시장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
• 이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몰입형 VR 환경에 노출되는 동안이나 경험한 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의 National Advisory Mental Health Council은 VR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고 VR 환경에 노출 된 환자 및 의사를 위한 프로토콜을 수립할 것을 권고
- (고비용) AR/VR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환자 테스트를 포함하여 초기에 AR/VR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5만~30만 달러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관련 시스템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AR/VR 장치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 표준화 미비로 인해 상호 운용 가능한 AR/VR 시스템이 많지 않은 만큼 의료 전문가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대규모로 사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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