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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VR(Virtual Reality) 개요
□ VR in Everywhere
ㅇ ‘18년 스필버그 감독의 ‘Ready Player One’에서 상상해 낸 ‘45년의 세상의 모습은
현실보다 가상현실 ‘오아시스’에서 대부분의 시간이 채워짐
ㅇ 최근 한 TV광고는 VR 헤드셋을 쓰고 전기자동차를 3D로 설계하고 홍대 앞
VR 플레이룸은 사람들로 가득차고 연일 VR관련 새 아이템들이 등장
ㅇ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 현장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시작
□ VR의 역사적 배경
년도
1838

주요 내용

관련자료

Stereoscopic photos & viewers

Morton Heilig’s Sensorama
1950s

: 스테레오 스피커, 스테레오스코픽 3D 디스플
레이, 팬, 냄새생성기, 진동의자로 구성

The first VR HMD(Head Mounted Display)
1960

: 동영상이 아닌 3D 스테레오코픽과 스테레오
사운드의 와이드 비전 제시

1968

1987

Sword of Damocles
: HMD와 컴퓨터와 연결한 형태 등장

Virtual reality 명칭 처음으로 등장
: 데이타 글로브, 이어폰 장착 HMD
The Virtuality Group Arcade Machines

1991

: 아케이드 게임을 통해 대중 사용 시작. 게임
플레이어는 VR 고글 착용, 복수 플레이어
동시 네트워크로 게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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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A VR 헤드세
1993

: 트래킹 글래스, 스테레오 사운드, LCD스크린.
시장 출지 못함
Nintendo Virtual Boy (VR 32)

1995

: 3D 게임 콘솔. 180불로 일본, 북미시장 출시
했으나,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미흡과 콘솔
사용감 불편으로 시장에서 실패
Virtual reality in the 21st century

~

: 구글 카드보드(DIY 헤드셋), 삼성 갤럭시기어,

현재

Oculus Rift(FB인수)를 비롯 MS, Sony, HTC
등도 VR시장에 진입하여 경합이 치열함

Ⅱ. 헬스케어에서 VR의 활용
□ VR 헬스케어
ㅇ VR의 시장규모를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매출로 볼 때 약 3백억불(‘20)로 전망*
- VR 헤드셋판매 급증하여 ‘25년까지 5억개 판매 전망
- VR 스타트업: 685개사, 평균기업가치 $4.5M
* the Medical Futurist, 5 April 2017

ㅇ 주요 활용
구분

대표적 VR 기업

심리치료 활용

Psicous(공포치료), Virtually Better(불안, 우울, 공포치료), Barveminde(PTSD)

통증 관리

Firstand Technology(만성통증저감), appliedVR(병원 내 통증 저감)
ImmersiveTouch(정밀수술 지원프로그램)

학습도구로 활용

Medical Realities(최초 VR 외과수술 라이브전송)
Osso VR(척추수술지원프로그램), VirtaMed(의과실습), Zspace(STEM교육)
Surgical Theater(외과수술 플래닝), 3D System’s Simbionix(외과수술 교육)

신체활동과 재활
이완시키는 명상

VirZOOM(VR bike), Widerun(운동 흥미진작), GestureTek Health(재활),
Mindmaze(뇌손상 회복)
Deep, Ze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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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리치료 활용
기업구분

주요내용

▪VR플랫폼으로 정신척 충만감과 이완연습, 불안․두려음․공포

비고

장애 치료를 위한 50가지 자료(VR, AR, 360도 비디오)로
구성되는 시나리오 제공

Psious

▪애니메이션과 실사환경 등 시나리오를 임상적 상황에 맞게
콘트롤 패널 통제 가능

▪스마트폰, VR고글, 바이오피드백 센서로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
되며 실시간 상황 파악 가능
▪환자 모니터링: 바이오 피드백센서와 고통의 주관적 강도를
그래프화 자동 보고

▪노출기법 기반 VR치료
Virtually ▪불안장애, 특수 공포장애 혹은 PTSD 치료
Better ▪ VR치료 트레이닝 워크샵 서비스 제공
- 공포치료, 중독치료 등 1세션당 40달러
▪노출기법 기반 VR 치료로 PTSD의 진단 및 치료 전문
▪치료사의 통제 하에 상상속 트라우마의 단계적, 반복적 ‘완화’
습관/소멸과정 → 트라마와 연관된 감정제거 학습 수행
BraveMin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for Creative
e
Technologies의 MedVR 프로젝트로 착수, 전투관련 PTSD
치료를 위한 연장된 노출기법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본 서비스
무료로 제공

② 통증 완화를 위한 활용
기업구분

주요내용

Firsthand
Technology

▪통증 및 스트레스 경감 플랫폼
- 만성적 통증으로 진통제 효과가 미미한 환자를 위한 치료
- 심박동 바이오피드백으로 효과 체크
- VR을 활용한 생각만으로 통증 48% 저감(진통제 10%만);
‘더 좋은 느낌’은 983% 증대 vs 진통제 사용 시 즐거운
느낌은 33% 감소됨
- Windows MR, HTC Vive, Oculus 가능
▪「SnowWorld」: 계절변화하는 자연경관 속 여행, 원하는
생물을 직접 그려넣는 작업진행

appliedVR

▪헬스케어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갖춘 VR 플랫폼
▪병원 내에서 환자경험을 강화, 병원 내 효율성 증대,
통증 완화에 활용
▪LA의 Cedars-Sinai Medical Center, Boston’s Children
Hospital, U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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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③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활용
기업구분

Immersive
Touch

Medical
Realities

Osso VR

VirtaMed

Zspace

Surgical
Theater
3D
System’s
Simbionix

주요내용

▪디지털 외과수술 솔루션으로 의료 VR 소프트웨어
▪외과의는 FDA인증 VR플랫폼을 사용하여 복잡한 정교한
외과수술을 리허설하여 정교한 외과수술케이스를 계획
▪최초 VR 라이브 수술 방송(로얄 런던 hospital)
- “ The Virtual Surgeon ”
▪ 온라인 대화형 학습모듈(무료), 외과수술 및 헬스케어라
이브스트림 학습모듈(£9.9/月) 운영 중
- 360도 카메라, VR해부실습

비고

▪외과 수술 훈련 플랫폼
▪Oculus rift, HTC VIve 사용하며 햅틱 피드백 제공
▪척추 및 정형외과 수술 훈련 전문
▪의료훈련을 위한 VR 외과수술 시뮬레이터 개발기업
▪2013년부터 알파인 지역 국가내 정형외과전문의는 반드시
VirtaMed ArthroS simulator로 시험 테스트 해야 함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으로 VR과 AR를 잘 혼용한 MR 시스템 개발
▪해부구조조직, 모든 신체 내부 조직, 남녀 신체 등 인간
신체를 시각화시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교육에 활발
▪클리블랜드 베이스 기업, 이스라엘공군 비행 시뮬레이션
작업에 참여한바 있음
▪VR 의료 시각화 플랫폼을 도입하여 다른 정밀 VR 제품
▪헬스케어분야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교육솔루션 제공

④ 재활을 위한 활용
- VirZOOM : VR 피트니스 게임 플랫폼
- Widerun : 최초 완전 몰입 VR 피트니스 프로그램, 다양한 VR 풍경제공, 충실한
바이크 경험 제공 ‘Magic Bike’
- GestureTek Health: 1986년 설립된 캐나다기업, 비디오 제스쳐 콘트롤 기술
개발(이 기술은 현재 VR기술의 효시)
- Mindmaze : 뇌손상 회복에 사용되며, 신경학자에 의해 2011년 설립, 2016년
1억불 투자 유치
⑤ 긴장완화를 위한 활용
- Deep : 횡경막 둘래를 감싸는 맞춤형 끈과 오쿨러스를 써서, 횡경막 호흡을 통해
VR 저온 물속에서 움직임을 지시. 물속에서 오르고 내림의 가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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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VR을 활용한 정신치료
□ 급증하는 정신장애
ㅇ 정신장애는 전쟁, 경제불황, 사회적 긴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테러 등 사회적 심리적
압박으로 나타나며 세계 인구 25%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 질환으로 부각되고 있음
ㅇ 美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성인 5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경험보고(19%), 24명
중 1명이 심각한 정신질환(4.1%), 12명 중 1명이‘장애’진단 받음(8.5%)
ㅇ 英 건강 사회적 케어정보센터에 따르면, 정신건강 자문을 구한 사람이 2010년에는
1.2백만 명, 2015년에는 2백만 명 등 정신과 치료수요가 확대하고 있음
□ 정신장애 치료의 새로운 매카니즘으로 떠오른, VR 정신치료
ㅇ 美 정신의학회(APA)에서는 VR이 정신치료 툴로 유효하며 특히 노출기법
(exposure therapy) 활용 시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림
- VR의 몰입감과 현장감은 치료자와 환자간의 상담에 의존하거나 혹은 문제적
환경을 재현해야하는 현실적 난제들을 VR로 충만한 경험제공이 가능
ㅇ 기존의 정신치료 중 최근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인지행동치료법인 노출치료
(Exposure Therapy)는 환자의 상상적 접근을 활용한 것인데, VR기술을 적용할 때
환자의 상상적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음
- VR은 실험 노출 분량과 자극 조절이 가능하므로 정교한 통제가 요구되는 임상
및 실험연구 수행에 효과적임
< 정신장애 치료 >
▪(개요) 정신적 장애와 정서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증상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더 나은 기능 수행을 돕고 웰빙과
치유력을 높여주는 것
▪(방법) 개인, 가족, 커플 혹은 집단 세팅으로 구성(30분～50분), 환자와 치료자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환자와 치료자간의 신뢰관계가 치료의 핵심
▪(기간) 즉각적인 이슈는 단기(10개 이내), 복잡한 이슈는 장기(수개월 혹은 수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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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의 증상 >

싸인
증상
수면식욕변화 평소와 다르거나 개인적 관심없어짐
무드변화 감정기복이 심하고 우울감
철회 사회적 단절, 이전 활동에 대한 관심 없어짐

싸인
민감성상승
무관심
단절감
기능성저하 학교, 업무, 사회적 활동 기능 저하
비논리적
문제적사고 집제중, 기억 혹은 논리적 사고 스피치의 문 사고
비정상적행동 튀고, 그답지않고, 특이한 행동
신경과민

구

행

분

인지 동치료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대인관계 치료
IPT
Interpsernal
Therapy

변증법적 태도 치료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역

정신 학 치료
Psychodynamic
Therapy

분석

정신

Psychoanalysis

지지치료
Supportive
Therapy

물매개치료
창의예술치료
놀이치료
동

증상

예민해져 과도하게 자극적인 상황 회피
어떠한 활동 참여, 시도에도 관심이 없음
자신과 주변사물과 단절된 애매모호한 느낌, 비
현실적 느낌
의미이해 사건에 대한 개인 능력에 비정상적
과장적 신념 가짐
성인에게 있는 비논리적/마법적 아동기 사고방식
타인에 대한 의심 두려움 혹은 강력한 불안한 느낌
오감이

< 정신치료 기법 >
주 요 내 용

▪유해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규명하여 보다 정확한 사고
와 기능적인 행동으로 교체되도록 도움
-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 혹은 행동을
인지하고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주력하며, ‘실제 세상’
에서 새로운 스킬을 연습하는 것을 포함
▪우울증, 불안, 트라우마연계된 장애, 섭식장애 등 다양한 장애 치료에 활용
▪극복되지않은 슬픔, 사회적 혹은 업무역할의 변화, 중요한 인물과의 충돌, 타인들
과의 문제 등 문제성 있으며 잠복해 있는 대인관계 이슈를 환자가 이해하도록
도우며 주로 단기치료로 진행
▪대부분 우울증 치료로 활용하며, 사람들이 건강한 감정 표현, 소통방식 개선
및 타인과 어떻게 어울리는지의 방법을 학습
▪건강하지 않고 방해가 되는 행동 교정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 학습시키는 치료
법으로 개인, 집단치료 모두 해당함
▪정서 조절을 돕는 특수한 인지행동치료 유형으로, 만성적인 자살시도 환자, 경
계선적 장애, 섭식장애, PTSD 등에 유효
▪아동기 경험과 무의적 사고와 느낌의 부적절한 반복에 영향을 받는 행동과
정신적 상태가 인성 형성의 기반이라는 이론을 기초(정신분석학)
▪치료사와 함께 자의식 개선하고 오랜 습관을 개선하여 보다 충실하게 삶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함
▪싸이코다이나믹 치료의 보다 강도가 높은 형태로 세션들은 한주에 3회 이상 진행
▪환자자신의 자원(자신 현재, 성격, 자의식)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여
자존감을 키우고, 불안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모방 메카니즘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동체적 기능을 개선하도록 함
▪지지치료는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신건강 조건을 관련된 이슈들을 환자 스
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말, 개 혹은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동물을 매개하여 의사소통을 돕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함
▪미술, 댄스, 드라마, 음악, 시 창작을 통한 치료
▪아동이 자신의 정서와 느낌이 무언지 규명하고 표현하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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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정신치료 – VR 노출치료 (VRE, VR Exposure Therapy)
ㅇ VRE는 인지행동치료기법 중 노출치료(Exposure Therapy)에 VR을 병합시킨 치료법
- 불안장애를 촉발했던 근본 트라우마와 연합된 물리적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 치료하는 것
- 특정 환경에서 병적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환자에게 특정 불안 환경 및 조건과
긍정적 피드백을 결합시켜 불안을 감소시킴
ㅇ VRE의 치료 효과가 가장 높은 장애는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군인들 대상으로 진행
- 환자의 불안감이 낮아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외상 기억에 노출시키며 이 외상
기억은 몰입도 높은 VR을 통해 제공
< 베트남 전쟁 외상후 스트레스 베테랑의 VRE 치료세션 >

(출처:Virtual Reality Therapy set for a real renaissance)

정신과 치료에서 VR활용 연구 현황
ㅇ 정신장애의 새로운 치료기법으로 VR이 널리 활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정신장
애가 다양한 조건과 변수 및 개인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특정대상 공포증 (Specific Phobias, SP)
▪ 비행, 높은 곳, 거미, 바늘, 피 등 특정 대상 혹은 상황에 연합된 공포/불안장애에 대한
연구방법 VR 치료효과 연구가 20건 진행되었고 이중 비행공포에 관해 13건의 연구진행(2002년부
터 2015년)
▪ 비행공포에 대한 VR적용 연구결과
관련된 불안이 의미있게 감소되었고 비행기 탑승하려는 경향을 증가시킴
연구결과 비이행들과치료는
치료 후 1년 ~3년간 치료 결과 유지
비행공포에 대한 VRE는 물리적 피드백과 동작 자극으로 더 강력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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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안 장애 (Social Anxiety Disorder,SAD)
▪ 새로운 사람 만나기, 대중 앞에서 말하기, 타인과 대화하기 등 환자가 타인들에게
판단되어지거나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불안으로 경험하는 정
연구방법 신적 컨디션을 말함
▪ SAD를 위한 VRE는 가상의 청중과 함께 사회적 환경(교실, 강당, 컨퍼런스룸 등)
시나리오를 사용

▪ 대중 스피치의 VRE 치료효과 연구결과
연구결과 대중 스피치 공포에 VR CBT 효과 높음
비용, 시간 면에서 VR CBT 효과 높음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사건 및 침입증상, 회피, 인지와 무드에서 부정적 대체, 각성와 반응의 대체
연구방법 ▪ 와트라우마
노출된 이력과 연관된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적 접근
▪ 911 PTSD의 VR적용 연구결과
PTSD에 대한 VRE의 효과는 노출기법만 사용할 경우보다 드라마틱하게 높지는 않으나,
치료 지속 효과가 6개월
911사태의 PTSD 환자 대상 치료 결과, 다른 PTSD 치료와 결과가 13점(vs8점)정도의
약간 높은 비교정도인데, VRE 치료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은 치료 후 PTSD 진
단분류 군에 포함되지 않음
우울증이나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지않았으나 결과 점수는
상당히 낮음
군: 대부분 중년남성, 소방관, 재난구조자, 시민 등 다양 → 표준화된 가상
연구결과 * 피치료자
자극은 다양한 트라우마 경험의 개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증명
VRE + D-Cycloserine 실험: D-Cycloserine 복용을 병행 할 때 효과 더 높아짐
PTSD를 위한 VRE는 현저한 임상적 치료효과를 나타냈고 치료 후 시간에 대한
내성있음
만성적 PTSD 환자의 경우 이중 차단 실험에서 D-Cycloserine(안정제) 혹은 플라
세보가 VR 세션보다 효과높음
PTSD에 VRE 효과 높으나 D-Cycloserine 병행 시 효과 강화됨
노출기법 vs VRE의 경우, 노출기법 치료기간을 연장할 때 효과는 VRE보다 높음
* VR 환경에 반응하는 개인의 차(감정적 반응 등)에 대한 인지 필요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 (Panic Disorder and Agoraphobia, PDA)
▪ 생리적(심계항진, 땀, 기침) 인지적(조급한 생각, 죽음에 대한 공포) 증상에 의해
연구방법 표현되는 불안이 급작스런 분출로 결국 특정 장소나 상황을 두려워하여 회피하게 함
터널, 주차장, 시내 광장, 고속도로와 같은 공황 공격을 제거하는데 VRE 사용
▪ 터널 공황장애의 VR적용 연구결과
연구결과 VRE와 전통적 기법과 차이는 적으나 VRE가 더 적은 치료 세션으로 가능
VR CBT를 사용하면 치료반응을 개선할 수 있고 치료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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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불안 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GDA)
환자가 지속적이고, 과도한 걱정의 폭주가 심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 증세
연구방법 ▪
▪relaxation을 연습하면서 VR과 바이오피드백을 연결
연구결과 ▪GDA의 VR 효과를 연구한 실험 아직 부재: 시나리오 구성 곤란
강박증 (Obssesive-Compulsive Disorder,OCD)
▪불안(감염 공포, 균형유지욕구)을 야기하며 폭주하는 생각, 이미지, 혹은 충동으로서,
불안을 없애기 위해 반복적인 행동(병적 청소, 특정 방식의 정돈)으로 보상하려함
연구방법 ▪연구조사에 따르면, VRE가 불안 제어에 효과적이며, 불안의 강도도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연계시킬 수 있고, 가상환경에서 물리적으로 현재화되는 정도까지 확대시킬 수 있음
→ 이는, 결국 시나리오가 되도록 현실적이어야하며 피치료자의 상황과 관련성이 높아야 함
▪ GDA처럼 시나리오 구성이 어려움
* 환자들의 상황과 조건이 아주 복잡한 기재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어쩌면 VR이 추천할
만한 치료법은 아닐수 있으나, 많은 경우 두려움의 자극이 주변에 접근하기 쉬운
연구결과 경우(화장실)나 환자의 상상(실수)같은 것일 수 있음
▪ OCD에서 VR 활용이 까다롭지만 집착의 대상이 실행가능성이 적거나 전통적 심리
치료가 부적합할 경우 VR이 해답
▪ VR기반 CBT는 최고는 아니더라도 기대되는 방법
조현병 (Schizophrenia)
▪ 정신분열증은 심각한 정신장애로 정신적 증상(환상, 망상), 정상적인 정서적/행동적
기능의 붕개(정동둔마, 쾌감의 축소, 고립) 및 인지적 프로세싱 곤란을 나타내며, VR이
연구방법 이 카테고리 환자에게 치료로 사용된 경우가 드듦
▪ VR 시나리오가 정신분열증에 사용된 경우는 환자가 사회적 스킬을 연습할 때,망상적 신념과
연합된 사회적 스트레스 극복을 연습할 경우의 사회적 상황 도입 시 사용됨
▪ 노출과 인지치료를 동반한 VR기반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상호작용 실제 상황
에서 피해망상과 스트레스의 감소 나타냄
연구결과 ▪ 91명의 정신분열증 환자 대상 VR을 사회성 훈련과 연합하여 실시 : VR활용 사회
성 훈련에서 사회성 훈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치료 중 학습된 스킬 일반화 높아
짐, 소통과 적극성 높아짐.

- 10 -

급성 만성적 통증
경험이 의식적 주의를 요구한다면, 인지적 방해는 주의 전환하려는 시도로
연구방법 ▪ 통증
통증관리하고 고통스러운 치료적 과정에서 초점을 전환가능

▪화상관련 통증, 물리치료와 같이 통증 유발 과정에서 VR은 통증으로부터 주의를
환기를 용이하게 함
▪실험을 통해서 화상환자 대상 VR요법과 직업 치료에서 VR 비교시 화상환자의 경우
통증의 주관적 강도가 더 낮아짐
▪소아암환자 경우, VR 활용 시 통증을 잊고 VR에 빠지는 경향을 보임
▪진통제사용 케이스와 진통제와 VRR게임연합 케이스 : 화상치료 중 아동이 경우 VR
연구결과 게임 연합치료에서 더 효과적
▪통증관련 뇌활동에서 VR의 효과의 fMRI*스터디에서, VR기법은 통증 감소에 도움
*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치료과정의 단기 급성 통증에 표준화된 진통제에 VR을 추가 시, 주관적인 통증 강도의
저감에 도움이 됨
▪인지적 방해로 진통효과,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나, 의식충만 혹은 활동 관리 등 통증
관리 기법의 실습과 만성적 통증을 앓은 환자의 진통에 도움이 됨

중독

▪약물과 연관된 신호에 조건화된 반응은 약물과 알콜 중독에서 유지관리의 중요한 요소
연구방법 ▪재발 방지와 약물관련 신호에 반복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반응 즉, 특정
약물에 대한 갈구를 낮추도록 VR 사용
▪VR신호 노출은 통제된 치료적 환경 안에서 약물관련 신호에 반복 노출하도록 함 ; VR
기반 신호노출(가상 바, 주사기, 바늘 등) 아편 의존의 약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
연구결과 주관적인 크레빙, 신체적 각성 유발에 효과적
▪VR로 중독 물질을 각성시키는 신호 환경을 조성하고 D-Cycloserine(안정제)를 투약
시킴 -> 결과적으로 중독물질에 대한 갈구가 줄어듬

병리적 섭식
연구방법 ▪바디이미지 장애, 섭식, 외모 및 체중 염려 등의 병리 치료에 사용
바디이미지 교정 치료 시, CBT만 진행하기 보다 VR + CBT 경우 효과 높았음
연구결과 ▪왜곡된
▪ 섭식장애의 경우, VR 활용여부가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지않음
자폐증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연구방법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곤란하고 제한적인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발달 장애
VR 활용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수행이 개선됨
연구결과 ▪
▪그러나, 샘플이 (8명)이었고 자폐증의 증상도 평균 정도라는 제한성 있었음
U

J

* 출처 : The se of Virtual Reality Technology in the Treatment of Anxiety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 L.
Maples eller et al.,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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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 정신장애 치료법의 새로운 전환점, VR치료
ㅇ 조현병에서 분노조절, 조울증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정신과 치료는 약효 뛰어난
향정신성 약물 치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나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약물 의존성에 따른 이차적 문제 해소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옴
ㅇ 선행연구를 통해 VR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할 때 효과가 높았으며 치료 효과
기간 연장이 증빙됨에 따라, VR치료는 약물 의존도를 낮추며 치료 예후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ㅇ 최근 동물매개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대안치료가 활용되는 가운데
국내외 정신과의 불안치료 및 공포증 등 인지행동치료에 VR치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술적 연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적 활용이 기대됨
□ VR 기술의 의료적 활용 확산을 위한 선결과제
ㅇ VR기술의 치료적 효용성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해 VR기술 운영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과 VR 장비의 완비 등 초기 비용의 현실화 필요
ㅇ 국내 VR의료기술이 4차산업혁명 헬스케어분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레퍼런스 확보와 의료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필요
년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삼성 및 VR콘텐츠개발업체와 VR건강관리기술 공동개발 약정 체결,
의료모바일 VR사업모델을 준비 중이며 VR클리닉을 설치
* 서울대학병원, 수술 전 수술 리허설을 VR로 진행, ’18. 3월
* ’17

ㅇ VR 헤드셋 시장의 치열한 경합 속에서 가격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이 높은
헤드셋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보를 위해 국내에 우수한 VR개발인력 확보 필요

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품질 경쟁력을 높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기술 업그레이드 필요

* 삼성 갤럭시 기어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해외 VR 헤드셋 시장 진입으로 시장경

ㅇ

또한, VR치료에 사용되는 시나리오 구성 및 세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임상적
규정을 따르는 표준화된 가이드 마련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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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신장애 분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은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 매뉴얼로 첫 발간은 1952년이며 현재 5번째 에디션 발간

*DSM

신경발달장애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Schizophrenia Spectrum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양극성 및 관련 장애

Bipolar and Related Disorders

우울장애

Depressive Disorders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s

강박 및 관련 장애
-

Obsessive 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관련 장애

- and Stressor-Related

Trauma

Disorders

해리성 장애 또는
해리장애

Dissociative Disorders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Somatic Symptom and Related
Disorders

급식 및 섭식장애

Feeding and Eating Disorders

배설장애

Elimination Disorders

1.
2.
3.
.
5.
6.

4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ies)
의사소통장애(Communication Disorders)
자 스 트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주의 결
과
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정 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orders)
운동장애(Motor Disorders
장애(Tic Disorders) 등

폐 펙 럼
력 핍 및 잉행

- /
특
-틱
1. 분열형(성격)장애 또는 조현형(성격)장애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2.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
3. 단기 정신증적 장애 또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Brief Psychotic Disorder)
4. 정신분열형 장애 또는 조현양상장애(Schizophreniform Disorder)
5. 정신분열증 또는 조현병(Schizophrenia)
6. 분열정동장애 또는 조현정동장애(Schizoaffective Disorder) 등
1. 제1형 양극성 장애(BipolarⅠDisorder)
2. 제2형 양극성 장애(BipolarⅡDisorder)
3. 순환성 장애 또는 순환감정 장애(Cyclothymic Disorder) 등
1.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2. 지속성 우울장애(Persistent Depressive Disorder)
3. 월경 전 불쾌감 장애(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4. 파괴적 기분조절곤란 장애 또는 파괴적 기분조절부전 장애(Disruptive Mood
Dysregulation Disorder) 등
1. 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
2. 선택적 무언증 또는 선택적 함구증(Selective Mutism)
3. 특정공포증(Specific Phobia)
4. 사회불안장애 또는 사회공포증(Social Anxiety Disorder or Social Phobia)
5. 공황장애(Panic Disorder)
6. 광장공포증(Agoraphobia)
7.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등
1.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
2. 신체변형장애 또는 신체이형장애(Body Dysmorphic Disorder)
3. 저장장애 또는 수집광(Hoarding Disorder)
4. 발모증(Trichotillomania) 또는 모발 뽑기 장애(Hair-Pulling Disorder)
5. 피부 벗기기 장애 또는 피부 뜯기 장애(Excoriation(Skin-Picking) Disorder) 등
1. 반응성 애착장애(Reactive Attachment Disorder)
2. 탈억제 사회관여 장애 또는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Disinhibited Social Engagement
Disorder)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4.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
5.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등
1. 해리성 정체감 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2. 해리성 기억상실증(Dissociative Amnesia)
3. 이인증/비현실감 장애(Depersonalization/Derealization Disorder) 등
1. 신체증상장애(Somatic Symptom Disorder)
2. 질병불안장애(Illness Anxiety Disorder)
3. 전환장애(Conversion Disorder)
4. 허위성(가장성 또는 인위성) 장애(Factitious Disorder) 등
1. 이식증(Pica)
2. 반추장애 또는 되새김 장애(Rumination Disorder)
3. 회피적/제한적 음식섭취 장애(Avoidant/Restrictive Food Intake Disorder)
4.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5.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
6. 폭식장애(Binge-Eating Disorder) 등
1. 유뇨증(Enuresis)
2. 유분증 등(Encopresi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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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각성 장애
-

Sleep Wake Disorders

성기능 장애 또는
성기능 부전
Sexual Dysfunctions

성 불편증 또는 성별 불쾌감
Gender Dysphoria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

Disruptive, Impulse Control, and
Conduct Disorders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
-

Substance 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

신경인지장애

Neurocognitive Disorders

면장애(Insomnia Disorder)
다수면 장애(Hypersoninolence Disorder)
면발작증 또는 기면증(Narcolepsy)
4 호흡 관련 수면장애(Breathing-Related Sleep Disorders)
일주일 리듬-수면-각성 장애(Circadian Rhythm Sleep-Wake Disorders)
수면이상증 또는 사건수면(Parasomnias)
초조성 다리 증후군 도는 하지불안 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 등
1. 지루증 또는 사정지연(Delayed Ejaculation)
2. 발기장애(Erectile Disorder)
3. 여성 절정감 장애 또는 여성 극치감 장애(Female Orgasmic Disorder)
4. 여성 성적 관심/흥분 장애(Female Sexual Interest/Arousal Disorder)
5. 생식기(성기)-골반 통증/삽입 장애(Genito-Pelvic Pain/Penetration Disorder)
6. 남성 성욕감퇴 장애(Male Hypoactive Sexual Desire Disorder)
7. 조루증 또는 조기사정(Premature (Early) Ejaculation) 등
1.
2.
3.
.
5.
6.
7.

불
과
수

1. 아동의 성 불편증(Gender Dysphoria in Children)
2. 소
성인의 성 불편증(Gender Dysphoria in Adolescents and Adults) 등

청 년및
1. 반항성 장애 또는 적대적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2. 간헐적 폭발성 장애 또는 간헐적 폭발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3.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4.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5. 병적 방화 또는 방화증(Pyromania)
6. 병적 도벽 또는 도벽증(Kleptomania) 등
1. 물질-관련 장애(Substance-Related Disorders)
알코올-관련 장애(Alcohol-Related Disorders)
카페인-관련 장애(Caffeine-Related Disorders)
칸나비스(대마)-관련 장애(Cannabis-Related Disorders)
4 환각제-관련 장애(Hallucinogen-Related Disorders)
흡입제-관련 장애(Inhalant-Related Disorders)
아편류(아편계)-관련 장애(Opioid-Related Disorders)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관련 장애(Sedative-,Hypnotic-, or
Anxiolytic-Related Disorders)
2. 비물질-관련 장애(Non-Substance-Related Disorders)
1) 도박장애(Gambling Disorder)
1)
2)
3)
)
5)
6)
7)

섬망

1.
(Delirium)
2. 주요
경도 신경인지장애(Ma or and Mild Neurocognitive Disorders) 등

및
j
1. A군 성격장애(Cluster A Personality Disorders)

집 격
분 조
격
분 조
격
2. B군 성격장애(Cluster B Personality Disorders)
1)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2) 연극성(히스테리) 성격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3)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4)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itic Personality Disorder)
3. C군 성격장애(cluster C Personality Disorders)
1) 회피성 성격장애(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2) 의존성 성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3) 강박성 성격장애(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1) 편 성 성 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2) 열성( 현성) 성 장애(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3) 열형( 현형) 성 장애(schozotypal Personality Disorder)

성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s

1.
2.
3.
.
5.
6.
7.
8.

성도착 장애 또는 변태성욕 4
장애
Paraphilic Disorders

기타 정신장애

Other Mental Disorders

관음장애(Voyeuristic Disorder)
출장애(Exhibitionistic Disorder)
마 장애 는 마 도착 장애(Frotteuristic Disorder)
성적 피학 장애(Sexual Masochism Disorder)
성적 가학 장애(Sexual Sadism Disorder)
아동성애 장애 는 소아애 장애(Pedophilic Disorder)
성애 장애 는
음 장애(Fetishistic Disorder)
의상전환 장애 도는 복장도착 장애(Transvestic Disorder) 등

노
접촉 찰
물

또

찰

또
호
또 물품 란

다른 의학적 상태에 기인한 달리 명시된 정신장애 (Other Specified Mental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2. 다른 의학적 상태에 기인한 명시되지 않는 정신장애(Unspecified Mental Disorder
Due to Another Medical Condition)
3. 달리 명시된 정신장애(Other Specified Mental Disorder)
4. 명시되지 않는 정신장애(Unspecified Mental Disord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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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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