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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료출현과 VR콘텐츠 기술

I.

1. IT발전이 가져온 의료산업 변화

ㅇ 데이터 수집·분석·시각화·실감화
-

(자동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의료산업의 변화

의료 행위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면서 인간(의사)에 의존하였던

․수술․처방․치료 등 행태의 자동화가 추진

진단
-

(정밀화)

개인 유전체 분석 및

IC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서비스는 보다

정밀화된 맞춤화가 진행
-

(일상화)

모바일 기기와 Io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서비스는 치료 중심에서
일상적인 예방중심으로 변화

-

(효율화)

인공지능이

R&D

단계에서 활용됨에 따라 신약 개발 기간 단축

및 개발 성공률 향상으로 인한

구분

R&D

효율화 추진

< 의료융합콘텐츠 서비스 변화 >
As Is

To Be
- AI기반 정신건강 모니터링·관리 서비스
- 정신건강 관련 콘텐츠 및 서비스 부족 및 실감 콘텐츠를 통한 힐링 서비스
정상인 - 획일화된 헬스테인먼트 콘텐츠
-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콘텐츠 서비스
-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 개인 맞춤형 콘텐츠와 결합된 건강유지
서비스
진단 데이터와 결합된 개인 맞춤형
환자 - 병원, 의사 일방적인 콘텐츠 공급 - 정보서비스
제공
- AR/VR, 시뮬레이터 등 실감콘텐츠 활용
교 - 텍스트, 이미지 중심의 교육
체험형 교육
육 - 도제식 교육
- 지능형 가이드 방식 교육
진 - 의사 지식에 기반한 진단
- AI, 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진단
단
보조 서비스
의
기반 영상 가이드 콘텐츠 활용
료 치 - 의사 개인 술기에 기반한 시술 및 수술 -- AR
사전수술(Pre surgery) 계획 및 수술
인 료
가이딩 콘텐츠
의
료 - 의사 지시에 의한 의료현장 관리 -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반의 의료현장
현
관리 가이드
장
- 노인 감성 콘텐츠 서비스 제공
실버 - 노인 감성 서비스 부족
(예, 노인 우울증, 외로움 대응 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먼케어발전전략 (2017년)
- 2 -

ㅇ 의료산업內
-

(애플)

기업의 역할증가로 전통적 의료산업은 디지털 의료산업으로 발전

IT

아이폰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 헬스키트(HealthKit), 임상 의료 연구

플랫폼 리서치키트(ResearchKit) 등 출시
-

(구글)

헬스케어 플랫폼 구글 핏

(Google

신체 상태를 규명하려는 베이스라인 스터디
-

(IBM)

Fit)

을 발표하고, 건강한 사람의

(Baseline study),

암세포 조기 등 추진

인공지능 왓슨을 기반으로 암의 진단 및 처방에 활용하고 다양한

병원 및 의료계와 협력을 확대하여 의료 생태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

(페이스북)

광학 판독장치를 사용하여 몸의 외부에서 뇌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기술 개발로

ㅇ

의료산업이

의 입력수단으로 활용할 계획

VR/AR

기술과 융합하면서

IT

기기 및 인간중심의 의료서비스가

HW

SW

중심 콘텐츠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며 산업규모가 증가함

-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은 16조 7천억 원(‘00)
천억 원(‘14)으로 급격하게 증가

→

조7천억 원(‘05)

30

→

조

73

9

* 2015년은 GDP대비 5.2%(약 80조 원), 2016년은 5.5%(약 86조 원), 2017년은 5.8%(약 93조 원)가
될 것으로 예측(2016 의료서비스 산업 동향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세계적인 경제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
(‘16)

→

시장은

SW

억 달러

260

억 달러(’20)*에 이를 것으로 예상

370

<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규모 > < 세계 의료산업SW 시장규모 >

*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S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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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의료에서의 VR콘텐츠 기술 의미

ㅇ 초고령화 시대와 경쟁심화로 인한 심리질환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육성 및 심리치료의 대안으로 가상현실(VR)기술이 부상
- 높은 가격 및 윤리적인 문제 등으로 의료장비 및 인체를 수술, 치료 훈련에
사용하기 어렵고 수술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의료교육을 진행하기 용이하지 않음
- 일대일 대면치료 방식의 심리치료 및 재활치료에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함으
로써 한명의 의료진이 다수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이 가능

ㅇ 게임 중심으로 발전 중인
-

의 응용분야로 의료분야가 새롭게 부상

VR

와 같은 신기술 분야는 기술기업이 시장창출 노력을 추진 중이나 의료분야의

IT

경우 병원에서

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추진 중

VR

기술업계도 의료 서비스가 대표적인

- VR

의

VR

B2B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전통적인 의료기업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도하며 영업력을 집중 중

ㅇ 의료진단

,

모의수술, 재활훈련, 심리치료 등에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데이터

가시화)

CT,

MRI

단층촬영장치의 단면영상을

3D

영상으로 재구성

하여 가상의 카메라로 인체기관의 내부를 검사

Visible Human
해부학 등에 활용

인체 장기 3D영상
병증진단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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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치료

및 재활) 가상의 자극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게임기술을 활용하여

치료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환자들을 치유하는데 활용

공포치료
재활치료
게임방식의 가상현실을 활용해 공포증을 치료 동적상황 인식이 가능한 VR콘텐츠
-

(가상수술)

도 수술장면 중계 활용 교육 및 CT, MRI 3D모델 위에 종양
등의 정보를 가시화 하여 수술과정을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 하여 수술의 위험을 줄여줌
360

360도 수술 중계
데이터 정합기술
다양한 의료수술 경험 및 수련기회 제공 뇌수술과 같은 세밀수술의 위험 관리
-

(원격수술)

의사가 원격장소에서 가상현실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제 수술장
소에 있는 것처럼 느끼며 시술

Da Vinci Surgical System
햅틱기술: 사람과 가상환경의
세밀한 작업을 요하는 복강경 수술에 활용 상호작용에 실감적인 수술환경을 제공
* ‘경북대학교 가상현실연구실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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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료 분야 VR 콘텐츠 사업화 사례

II.

1. 의학교육 및 치료 분야

ㅇ
-

도 수술 동영상 (메디컬리얼리티,

360

www.medicalrealities.com)

도 수술 동영상 중계를 한 샤피 아메드가 창업한 회사로 4k 360도(수술
현장 영상), VR Anatomy(수술관련 해부 영상 및 정보 제공), 시험( 학습전
360

테스트와 학습후 테스트) 콘텐츠를 제공
-

ㅇ
-

구글
약 15,000원/월
(Gear

VR,

DayDream,

안드로이드,

*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들도 VR을 활용해
교육과 수술 등에 활용.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가상현실 교육시스템’
을 국내 최초로 도입
모델 솔루션

3D

의

CT,

MRI

(Visible Patient, www.visiblepatient.com)

영상을

2D

모델로 변환하는 솔루션 개발 및 공급,

3D

년까지 간암, 간경변, 담관암 수술 등

2013

월에
-

여건의 수술에 활용.

800

년부터

2009

년

2015

11

인허가 취득

FDA

환자의 3D 이미지를 보면서 수술계획을 수립하거나 환자에게 수술방법을 설
명해주는데 활용

ㅇ 치과 시뮬레이터
-

기술환경에서 제공되며 가격은

iOS)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HapTEL)

(

햅틱 기술을 이용해 치과의사 교육에 가상현실을 적용, 치과용 드릴의 진동과
같은 촉감적 반응을 제공

ㅇ
-

ㅇ
-

* 제이케이덴스와 KAIST 공동으로 치과기공사들이 스케일링(치석 제거) 시술을 가상
화면을 보며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치과 시뮬레이션 장비 개발. 1개에 20만원이
넘는 연습용 치아 모형을 대체 가능
활용 교육센터 (네브래스카 대학 메디컬 센터)

VR/AR

억1900만달러 투자 VR/AR활용 교육센터(18,000평방미터) 구축,
기반으로 VR공간에서 수술 시뮬레이션 가능
1

VR

수술내용 시연 (서지컬 씨어터,

MRI,
VR)

CT

이미지를 섬세한

3D

모델을

3D

Surgical Theather)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프리시즌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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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Precision

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 HMD

모델을 보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내용 설명

3D

* 이스라엘 군의 파일럿 겸 엔지니어 두사람이 설립한 회사로 군의 비행시뮬레이션
기술을 의료분야에 응용

ㅇ 응급상황 훈련

소아병원)

(LA

마네킹을 사용하던 응급상황 훈련 (약
및 비용 절감

-

ㅇ 안과 치료용

게임 (비비드 비전,

VR

만불/년)을

43

로 구현하여 훈련 시간

VR

Vivid Vision)

약시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치료를 위한 VR게임 ‘디플로피아(Diplopia)’ 개발
미국내 90개 이상의 병원이 솔루션 도입

-

ㅇ 심장시뮬레이터

후지쯔/도쿄대학

(

)

로 촬영한 심장 이미지에 기초해 슈퍼 컴퓨터 ‘케이’로 심장박동을 심
근세포부터 정밀히 재현
심장 시뮬레이터의 출력 데이터를 콘텐츠로 이용해 심장의 흥분전파를 360도
VR로 제공하는 뷰어개발
2018년도 내에 교육 의료기관용 심장 뷰어를 교재 소프트웨어로 상품화 할 예정

- MRI/CT

-

·

-

ㅇ

활용 수술 (분당 서울대병원)

AR

증강현실’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다리에 생긴 뼈암(골종양) 수술에 성공
태블릿PC를 통해 환자의 신체(다리)상에 암의 위치, 크기를 실시간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 ‘
-

NIPA 디지털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주관기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기관: 경북대학교병원,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국
대학교 산학협력단, ㈜솔리드이엔지, ㈜ 스코넥엔터테인먼트)
- 이비인후과 협진 내시경 수술 실습 콘텐츠 개발 기술 및 콘텐츠
콘텐츠
내용
내시경
수술을
진행한
기존
영샹을
이용하여 Match Moving방식으로
기존 수술 영상을 매치 콘텐츠화
무빙 기술로 구성한 콘 - 실제 영상에 가상 오브젝트를 증강하여 숙련의의 수술경험을 가상체
텐츠
험, 재수술하는 실습 콘텐츠
VR HMD를 이용한 뇌 - 의료 이미지(DICOM)에 기반한 3D Dummy제작
종양 수술 콘텐츠
- 인체 물성이 반영된 모델을 이용한 햅틱 랜더링

- 정형외과 인공 고관절 수술 실습 기술 및 콘텐츠

콘텐츠
비게이션 기술과
SawBone을 이용하는
콘텐츠
VR HMD를 이용한 고
관절 실습 교육 콘텐츠
네

내용
- 의료 이미지(DICOM)에 기반한 3D SawBone제작
- 다중센서와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이미지 가이드 수술의 방식을 기반으
로 AR콘텐츠 교육
- 의료 이미지(DICOM)에 기반한 3D SawBone제작
- 인체 물성값에 기반한 햅틱 구현
- Gamification 기법을 적용한 학습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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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훈련 분야

ㅇ 가상현실 치료센터
-

가천대 길병원)

(

기술을 이용해 가상의 집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재현하여 편측 무시 환

VR

자를 위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맞춤형

ㅇ 게임형식의 재활치료
-

프로그램 제공

VR

분당 차병원)

(

뇌졸증으로 팔을 잘 쓰지 못하는 환자 162명에게 가상현실 재활치료를 진행 중이며
상당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음

ㅇ 가상현실치료실
-

분당서울대병원)

(

2014년 서울대 공대와 공동연구로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3차원 동작인식카메라
‘키넥’을 이용한 VR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뇌졸중 환자 치료에 활용

-

게임을 접목한 재활치료로 환자 동기부여와 재활 지속성에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

NIPA 의료 ICT융합컨소시엄 과제 (2017년)
콘텐츠
빅데이터 기반 가상현실
재활 의료 통합관리시스템
주관기관: ㈜아이싸이랩
참여기관: ㈜ 유니메오
가상현실기반의 시지각
중심 인지재활 서비스 개발
주관기관: ㈜휴면아이티솔루션
참여기관: 호남대산학협력단
가상현실기반 재활기능
평가를 위한 모션 인식
연계 기능개발
주관기관: 알바이오텍(주)
참여기관: ㈜네오펙트
가상현실기반의 유산소
스포츠 재활서비스 개발
주관기관: ㈜ 위즈너

내용
- 가상현실 기반 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다양한 재활 서비스의 배포 및 관리
- 재활환자의 프로그램 사용 이력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
- 재활테이터 분석등을 통하여 수요기관에게 재활치료 통합관리 서비스 개발
- 재활치료실 및 가정에서 가상현실 기반의 시지각 인지재활 콘텐츠가
탑재된 가상현실 재활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활서비스 과정을 관리
할 수 있는 전산화된 재활치료 시스템 구현
- 뇌손상이나 뇌질환 환자의 인지결함에 대해 반복적인 학습을 가상현실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하도록 하여 재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호작용 모션 인식 장치 연계 소프트웨어 개발
- 동적상황 인식이 가능한 가상현실 기반의 스포츠 재활 콘텐츠가 탑재
된 재활치료시스템을 통해 재활서비스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
된 스포츠재활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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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치료 분야

ㅇ 공포치료
-

(Bravemind/Virtually Better, www.virtuallybetter.com)

치료목적으로 개발된 버츄얼리얼리티(1998), 버츄얼이라크(2005)의 업그

PTSD

레이드된
Bravemind
-

기술(USC

VR

美에서

Institute/

개발),

미국내

개

50

병원에서

채택 활용 중

뿐만 아니라 비행공포증, 고소공포증과 같은 일반적인 공포증을 치료

PTSD

하는 콘텐츠, 장비, 교육프로그램 등을 판매

* 삼성은 강남 세브란스병원의 VRLab와 고소공포증/대중연설공포증 환자에게 VR치료효과를
실험 (참가자의 90%가 공포를 덜 인식)

ㅇ 수술통증 및 불안해소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

(

-

치료 및 수술과 관련된 통증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을 활용

VR

의 지원을 받은 어플라이드

‘TechStars’

이

VR(AppliedVR)

콘텐츠 공급
콘텐츠 활용결과

- VR
-

약

통증완화(25%), 불안과 스트레스 완화(60%)

개 이상의 병원이 파일럿 도입의향을 표명 (소아과의 도입효과 기대 높음)

120

ㅇ 알코올 중독 치료
-

:

법무부, 메딕션 컨소시엄)

VR (

가상현실 기반의 알코올 중독사범 치료를 위해 수강집행센터가 설치된 거점 보호
관찰소 10개소에 치료실 구축

-

가상현실 치료는 알코올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선고
받은 대상자 중 고위험 알코올 중독 대상자 약 5000명에게 우선 적용

-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가상 음주운전 등 고위험 상황 체험, 알코올에
대한 거절훈련, 위기상황 대처훈련, 금주 성공 체험 등 총 11회기로 치료 구성

ㅇ 가상현실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삼성전자, 에프앤아이,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

자살 위험 진단과 치료에 대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삼성기어VR 활용한 자살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심리 평가와 교육 훈련, 심리
진단과 치료 등

o

환자 심리안정 콘텐츠 (힐링유VR,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

프랑스, 사이판과 같이 해외 관광명소나 에버랜드의 사파리월드, 우주관람차 등
놀이공원을 가상 현실로 구현하여 VR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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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과 치료과정 중 사회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제
공하는데 활용

NIPA 의료 ICT융합컨소시엄 과제 (2017년)
콘텐츠

내용

가상현실기반 긴장 완
화를 위한 주의집중 심 - 긴장완화를 위한 주의집중 심리치료를 위해 인지행동요법과 주의제어
리치료 서비스 개발
요법을 가상현실 기반 ICT융합기술을 이용하여 한국형 주의집중 심리
주관기관: ㈜ 옴니씨앤에스 치료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참여기관: ㈜ 핀코모바일

4. 헬스케어 분야
ㅇ

힐링 VR콘텐츠 ( 옴니씨앤에스)
- 생체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Omnifit)에서 수집되는 건강정
보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치유/훈련 콘텐츠를 제공
-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를 활용하여 VR 힐링콘텐츠의 사업화 가능성을
테스트 예정

ㅇ 스포츠 VR (EONSports, STRIVRLabs/미국, 레전드히어로즈, 풋볼펜타지움, 스
포츠몬스터/한국)
- 미식축구, 야구 등 종목을 위한 개인 트레이닝 VR 서비스를 제공하며 VR의 새
로운 시장 가능성을 타진 중
- 골프와 IT를 융합한 골프존의 성공 이후 스포츠와 온라인 게임을 결합한 VR
테마파크 사업화 시도가
ㅇ 헬스아바타 (서울대병원, 백병원, 중앙대병원, 건국대병원, 강원대병원)
- 개인의 의료데이터 대리자로서 아바타가 개인의 맞춤, 예방, 예측, 참여의학을
돕는 모바일 환경과 플랫폼을 구현하는 ‘헬스아바타 프로젝트’를 2014년
부터 추진 중
-‘헬스아바타’와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VR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기회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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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디지털 의료에서의 VR 콘텐츠 전망 및 시사점

ㅇ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의료분야의 교육훈련에서 실증데이터가 축적되어
교육훈련의 유효성이 입증되면서 가상현실 기반의 의료분야 교육훈련 확대
-

·

마네킹, 신체를 활용한 치료 수술 교육훈련에 비해 유사한 교육효과와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교육훈련 콘텐츠 시장 증가

-

·

가상현실 활용 의료분야 교육 훈련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 추진으로 가상
현실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경우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 확대

ㅇ 경쟁의 심화

,

빈부격차, 가족의 붕괴,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로 인한 정신

질환 증가의 해결대안으로 가상현실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 활용 치료가 부상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정신질환 치료의 증가

-

보건의료의 일환으로 인간의 사회적 소통의 욕구를 지원하는 캐릭터 기반의
펫 콘텐츠 시장이 형성될 전망

ㅇ 질환 발생 전·후의 건강 데이터에 기반하여 건강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기반의 운동 프로그램의 증가
-

·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 건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맞춤형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운동프로그램 증가

-

가상현실 기반으로 실감 환경을 집에 구축하여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활치료 비용절감 및 치료효과 제고

ㅇ

CPND

기술의 발전 및 의료서비스 규제의 개선으로 가상현실 기반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
-

햅틱기술, 이미지정합기술,
있도록 콘텐츠 관련

5G

네트워크 상용화 등 실감환경을 제공할 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추진

IT

* 미국 브리검 영 대학의 대니얼스몰리 교수가 발표한 촉감까지 주는 3차원 입체 영
상이 구현되면 의사가 허공에서 수술할 부위를 띄워 수술 사전 점검 가능
-

가상현실을 활용한 진단, 치료, 수술, 교육의 활성화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

법 규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서비스 활성화 추진

* 자기공명영상(MRI)과 CT등 사진, 동영상은 사실상 익명화가 어려워 개인정보보
호법으로 인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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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서비스 이해관계자의 이해충돌로 인해 가상현실기반의 의료서비스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가상현실 기반의 의료서비스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병원, 개인, 정부 등 의료서

·

비스 이해관계자의 편익 경제성 평가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추진
-

차 진료병원, 대형병원, 의사, 약사 등 가상현실 기반 의료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이

1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의 연구를 통해 콘텐츠 시장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

ㅇ

의료서비스 분야에

콘텐츠의 선도적 성공사례를 확보한 기업이 글로벌

VR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

의료 시범서비스 추진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추진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적으로 수립

-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콘텐츠 서비스는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내 콘텐츠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역량확보 지원이 필요

ㅇ 사후치료 보다는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계된 헬스케어
-

콘텐츠 서비스 증가 예상

VR

국민 정신관리를 지원하는 전국적인 힐링 콘텐츠 훈련 센터 구축 등 치료
중심의 보건정책을 예방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필요

-

국민적 관심이 높은 헬스케어 분야의 킬러
시범사업 추진지원으로

VR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VR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ㅇ 재미위주의 문화 콘텐츠는 새로운 콘텐츠의 수요가 발생하는데 반해 의료콘
텐츠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보조적 시장으로 발전할 전망
-

가상현실 기반의 의료콘텐츠 시장규모의 성장은 제한적이지만 의료 콘텐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상현실기반의 의료융합콘텐츠 시
범사업의 확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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