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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증강현실 기술은 최근 5G 네트워크와 고품질 콘텐츠를 위한 소비자용 가상현실 장치가 상용화되면
서 실험실에서의 연구 목적이 아닌 실생활에서도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가상증강현실은 의료, 군사,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안정
적이며 정확도가 높은 기술을 신중하게 선별하여 조심스럽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최신 동향과 의료분야에 적용되는 사례를 의료보조도구, 원격
협진, 의료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I. 서론
최근 가상증강현실(Virtual RealityㆍAugmented Reality: VRㆍAR)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가상증강현실은 인간의
오감을 컴퓨터가 생성한 가상의 현실로 대체하는 가상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컴퓨터 그래
* 본 내용은 이영호 교수(☎ 061-450-2448, youngho@ce.mokpo.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과제는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12234)

2 www.iitp.kr

기획시리즈-AR/VR/MR

픽으로 현실에 합성하는 증강현실 기술의 합성어이다. 가상증강현실은 착용형 디스플레이
(Head Mounted Display: HMD), 3차원 디스플레이, 3차원 음향효과, 모션 캡처 장치,
햅틱 장치 등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치를 이용한다. 최근 의료환경에서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4]. 그 이유는 병원에서 다양한
임상적 판단이 필요할 때, 가상증강현실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과 메타버스(metaverse)를 통해 가상
과 현실 세계에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1],[20],[31]. 디지털 트
윈과 메타버스는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는 의료, 환경, 안전, 교통, 교육 등 각종 공공 서비
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로 기획된 스마트시티에서 응급의
료 서비스 제공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원격 협진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으
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
으로 원격 협진은 응급의료, 원격진단, 수술, 재활 등 여러 의료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 협진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지방에 거주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2]. 즉, 시간과
거리의 한계로 인해 전문의의 조언을 받을 수 없거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환자의 생명을 잃거나 부상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원격 협진 시스템은 의료인 간의 상호작용 수단에 따라 구별된
다. 하나는 동기시스템(synchronous systems) 혹은 실시간 시스템(real-time systems)
이며, 다른 하나는 비동기 시스템(asynchronous systems) 또는 저장-전달 시스템(store
-and-forward systems)이다[3]. 실시간 시스템의 장점은 환자를 즉시 치료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비동기식 접근 방식은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오프라인에서 분석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접근법은 대부분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의료 데이터의 해석(방사선영상, 초
음파, EKG 등)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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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의료 분야의 실시간 원격 협진과 교육 기술
동향을 살펴본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의료 교육과 실시간 원격 협진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논의한다.

II. 원격 협진의 필요성과 배경지식
1. 원격 협진의 필요성
원격 협진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지방이나 섬 지역에 거주하거나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원격 협진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먼 거리에 있는 의료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30]. 전 세계적으로 원격 협진은 응급의료, 원격진단, 수술, 재활 등 여러
의료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국내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전국적으로
는 3.0명이나, [표 1]과 같이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22].
[표 1]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2020년
행정구역별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A÷B×1,000)

전국

3.0

156,992

51,829,023

서울특별시

4.5

43,581

9,668,465

부산광역시

3.4

11,610

3,391,946

대구광역시

3.5

8,523

2,418,346

인천광역시

2.5

7,486

2,942,828

전라남도

2.6

4,740

1,851,549

경상북도

2.1

5,663

2,639,422

충청남도

2.4

5,013

2,121,029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A)

주민등록인구
(B)

<자료> KOSIS(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시도/시/군/구)),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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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서 지역에서 원격 협진이 필요한 이유는 소위 “최적 시간(golden time)”이라
알려진 제한된 시간 내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장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
라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병원까지의 이동시간이 길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대도시와 비교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약 3,000여 개의 섬이 있으며,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480여 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섬 지역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환자수
송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날씨에 따라 환자수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섬 지역에
는 대도시와 같은 종합병원이나 숙련된 의료진이 상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
을 기반으로 한 원격 협진이 많은 환자를 살리고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2.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에서 주창한 개념으로, 가상현실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어 현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그 결과를 예측하는 첨단기술이다[1]. 디지털 트윈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넓은 범위
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제조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품이나 제품 설계에서부터 시스템/플랜트 운용 모니터링, 작업량/생산량 예측, 고장 진
단/예측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장비 및 IoT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 모니터링이나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즉, 설계, 제조,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의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운용 관리, 최적화,
고장 진단, 예지 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
여 가상도시 모델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도시 내 인프라 운용, 교통, 에너지, 환경 등에
대한 전략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ㆍ초월(meta)과 세계ㆍ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한다[31].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
쉬》에서 유래한 개념이다[20]. 손강민 등은 메타버스를 “모든 사람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게 되는 가상의 세계”라고 정의했으며[4], 류철균 등은 메타
버스를 “생활형 가상세계”,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가상현실 공간”
이라 정의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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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는 크게 증강현실, 라이프로깅(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그리
고 가상세계(virtual worlds)로 구분된다[21].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인간과 상호작용
이 가능한 3차원 디지털 콘텐츠(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를 증강하여 유용하게 사용
하는 것이다. 라이프로깅은 카메라, GPS 등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인간의 모든 삶을
기록하는 것이다. 도시 규모로 확대된다면, 도시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민의 이동과 경제활
동 등을 기록한다. 거울세계는 실제 세계를 사실적으로 그대로 반영하여 만든 가상세계를
말한다. 디지털 트윈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가상세계는 현실을 모사하거나 완전
히 분리된 별도의 세계이며, 사람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

3. 가상증강현실의 착용형 디스플레이 장치
최신 가상증강현실용으로 다양한 착용형 디스플레이가 출시되었으며, 새로운 디스플레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6],[7],[31]. 워낙 다양한 형태의 착용형 디스플레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고에서는 [표 2]와 같이 의료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착용형 디스플레이인 구글 글라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2(Google Glass
Enterprise Edition2), 리얼웨어(realwear), 홀로렌즈 2(Microsoft Hololens2)와 몇 가
지 제품을 살펴본다.
Glass EE2와 뷰직스 블레이드는 오른쪽 단안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다. Glass EE2
의 경우 오른쪽 안경 위쪽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달려 디스플레이가 시야를 가리지 않지만,
Blade는 안경 유리에 디스플레이가 있다. 즉 뷰직스 블레이드의 경우 증강현실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Realwear-HMT1는 VST-HMD(Video see-through HMD)이다. 공장
등의 제조업 분야에 특화되어 방진, 방수기능이 있으며, 완전히 음성인식으로 동작한다.
Nreal Light는 양안 디스플레이를 갖췄으며, 카메라로 마커를 인식하고 SLAM 기능을
지원하는 개발자 키트를 판매한다. 홀로렌즈2와 Magic Leap one은 앞의 제품들과 달리
공간을 인식하여 3차원 공간에 정보를 가시화한다. 동작과 음성인식이 가능하며, 가장
우수한 성능의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장치이다. 아마존에서 출시한 에코 프래임은 특이하
게도 디스플레이가 없지만, 음성인식으로 알렉사와 통신하며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2]에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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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상증강현실 디스플레이
모델명

Glass EE2

뷰직스 블레이드

Realwear-HMT1

홀로렌즈2

특징

Optical see-through
HMD
(단안, 오른쪽)

Optical
see-through HMD
(단안, 오른쪽)

video see-through
HMD

Optical see-through
HMD, 공간컴퓨팅

제조사

구글

뷰직스

리얼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시야각

-

수평 60도

수평 20도

수평 43도, 수직 29도

해상도

640×360 pixel

480×853

WVGA
(854×480)

2K
(2,048픽셀×1,080픽)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touchpad, voice

touchpad, voice

voice, gaze

voice, hand tracking,
eye-tracking

서비스 플랫폼

안드로이드 8.1
(Oreo)

안드로이드 6.0

안드로이드 8.1.0 +
Wear HF

윈도10

무게

46g

93.6g

430g

566g

홈페이지

https://www.google.
com/glass/start/

https://www.vuzix
.com/

https://realwear.com
/

https://www.microso
ft.com/ko-kr/hololens

모델명

Nreal Light

에코 프래임

Raptor

Magic Leap One

특징

Optical see-through
HMD (양안)

알렉사 연동,
디스플레이 없음

스포츠용

Optical see-through
HMD, 공간컴퓨팅

제조사

Nreal

아마존

Everysight

Magic Leap

시야각

52도

-

22도

50도

해상도

1920×1080

-

768×480
(3:2)

1920×1080
(16:9)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hand tracking,
controller, 스마트폰

touchpad, voice,
스피커

controller

voice, hand tracking,
controller,
eye-tracking

서비스 플랫폼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Lumin OS

무게

106g
(헤드셋 88g)

31g

96g

740g
(헤드셋 325g)

https://www.nreal.ai/

https://www.amaz
on.com/All-new-E
cho-Frames/dp/B
083C58VDP

https://everysight.co
m/

https://www.magicle
ap.com/

홈페이지

<자료> 목포대학교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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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상증강현실 의료 분야 적용 사례
1. 의사결정을 위한 의료보조도구 활용
구글 글라스와 같은 스마트 글라스를 의료환경에 통합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도출하기
위해 30명의 마취학 의료인(간호사, 의사)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진행된 사례
가 있다[8]. 이 인터뷰를 통해 조사에 참여한 의료인들은 스마트 글라스를 환자 관련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며, 마취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통제하
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 전문가를 지원하는 도구로 여겼다. 하지만, 의료 분야에 활용될
잠재성이 크지만, 기술적 한계, 환자에 끼치는 영향 등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글 글라스를 사용하여 수술 안전 점검표(Surgical Safety Ckecklist: SSCs)를 사용
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포스터, 종이, 기억)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연구도 있었다[9]. 일반
적으로 수술 안전 점검표를 사용하면 수술 합병증과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종이에 목록을 적는 방식으로 점검표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에게 기존 점검표 방법(종이, 기억)과 스마트 글라스 앱을 이용한
방법 둘 중 하나를 체험하게 하였다. 점검표 앱에는 점검표를 선택하는 화면과 선택한
점검표의 항목을 표시하는 화면이 있었다. 실험 결과, 종이나 기억에 의존하는 방법에 비
해 스마트 글라스 점검표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쉬웠다.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증강현실 비뇨기과 수술의 안전성, 타당성, 그리고 유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도 있었다[10]. 이 연구에서는 비뇨기과 외과의가 스마트 글라스를 사용하
여 10가지 다른 유형의 수술과 총 31개의 비뇨기과 수술에 증강현실을 이용한 비뇨기과
수술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의료진과의 인터뷰 결과, 의료진들은 글라스를 이용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교육을 위한 실시간 전송, 기록을 위한 영상 촬영, 수술 중 다른
의료진과의 협업, 환자의 의료기록 검색, 인터넷의 의료 관련 자료 검색 등에 유용할 것으
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TUM) 에서는 의료인의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홀로렌즈를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1]. 의료인들은 일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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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마트 장치는 양손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이 실험에서는 상처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상처의 크기를 측정할 때 홀로렌즈를 이용하는
것과 일반적인 방법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
에 비해 성능과 만족도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는 주요 사망 원인이기 때문에 응급 대응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수의 환자만이 현장에서 심폐 소생술(CPR)을 받는
다. Holo-BLSD는 현실적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상호작용형 가상환경으로 표준 CPR 마
네킹이 ‘증강’되는 증강현실 기반 자가 교육 훈련 시스템이다[12]. 학습자는 인체 모형과
환경에 고정된 가상 3D 개체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제스처, 신체 움직임 및 음성 명령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원격 협진 사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원격 협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버밍엄 앨라배마 대학교에서 개발한 VIPAR(Virtual Interactive Presence and
Augmented Reality) 시스템은 초기에는 아이패드를 가진 원거리에 있는 의사와 현장의
의료진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시스템이었으나, 나중에는 구글 글라스와 같은 착용형 컴
퓨터를 이용하여 연수생의 수술을 교육 지도자가 지도해주는 원격 수술에 이용되기도 하
였다[13]. 연수생은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수술을 진행하며, 멀리 있는 지도자인 의사는
책상에 앉아 있고 손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연수생이 착용하고 있는 구글 글라
스의 영상이 원격지의 의사에게 전송된다. 지도자인 의사는 수신된 영상을 보면서 손으로
영상 위의 환부를 가리킨다. 이때 지도자의 모니터에 수신된 영상과 손을 카메라로 촬영하
여 다시 수술실의 연수생에게 전송된다. 교육 지도자는 수술실의 연수생은 환자의 수술
부위와 지도자의 손이 가리키는 부분을 구글 글라스의 디스플레이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퍼듀대학의 STAR는 HMD와 빔프로젝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다[14]. 현장의 외과 의
사는 카메라, 빔프로젝터, 그리고 AR HMD를 사용하며, 원격의 외과 의사에게는 현장에
서 전송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글씨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현장에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천장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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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있는 외과 의사에게 전송하고, 원격의 의사는 영상을 전송받아 보면서, 글과 그림으
로 수술 방법을 설명한다. 원격 의사의 지시사항은 현장의 의사에게 빔프로젝터 혹은
HMD를 통해 가시화된다.
도쿄여자의과대학은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수술 도중 집도의가 의료용 화상 관리 시스템
을 조작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각종 장치나
키보드를 만질 수 없어 의료용 화상을 보려면 간호사나 스태프가 화상 관리 시스템을 조작
해야 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솔루션을 개발하여 집도의는 화상 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CT 데이터를 어느 위치에 삽입할지, 어느 위치에 배치할지 등을 손의 움직임으로
조작할 수 있다[15].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증강현실을 이용한 응급환자 의료 서비스 모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25],[26].
이 연구는 도서ㆍ산간 지역과 같이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 모델은 증강현실 IT 장비를 통해 응급환자의
증상을 원거리에 있는 의료진에게 신속히 전송하고,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응급조치 방
법을 전달받아 환자를 치료하는 기능이 있다.

3. 교육/훈련/시뮬레이션
일반적으로 간호학과나 유사한 보건의료 전공에서는 임상 시나리오에 대한 학습과 실무
학습을 위해 “표준화된 환자”, 즉 모의 환자를 사용한 수업을 진행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수련 중인 학생이 만나는 것은 환자의 치료 면에서나 학생 보호 측면에서 좋지
않다. 모의 환자는 일종의 배우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인이 아닌 배우가 환자의 임무
를 수행하도록 훈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학생 수가 많으면 모든 학생이 충분한
시간동안 학습할 수 없으며, 큰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조현병 환자와 같이 일대일로 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 상황에
따라 양쪽 모두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경우 가상현실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목포대학교의 간호학과와 컴퓨터공학과 연구팀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현장감 있는 의
료실습을 수행하게 하도록 360 비디오를 이용한 간호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 조현병 환자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여 대학 수업에 적용하였다[16],[17]. 360도 비디오 촬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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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역할을 하는 배우를 고용하였으며, 조현병 환자 관련 문제 시나리오에 따라 비디오를
제작하여 현실감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용으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인 홀로페이션트(Holopatient)
는 런던의 교육 회사인 피어슨 PLC(Pearson PLC)가 개발한 교육용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다[29]. 사용자가 홀로렌즈를 착용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제 크기의 3차원 환
자 아바타가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홀로렌즈를 이용한 가상의 모의 환자는 완
전하진 않지만 앞서 언급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SIT(Souther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는 홀로렌즈와 홀로페이션트를 간호 교육
에 활용하고 있다[18].
간호사가 배워야 하는 핵심 수기술은 20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수기술은 여러 단계
를 순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기술이다. 예를 들어 수혈과정은 혈액 준비하기, 손
씻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순서가 바뀌거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순차적인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 종이에 적어서 암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학습 방법이 제안되었다[19],[23]. 이 시스템은 훈련에 참여한
학생이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고 스마트 글라스에 보이는 핵심 수기술의 순서를 참고하
여 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사용성 평가 결과 스마트 글라스의 사용성에 문제가
있지만, 실습에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전망 및 결론
최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50여 년 전 이반 서덜랜드가 비전을 제시한 이후[28], 최
첨단 하드웨어가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상호작용, 위치 및 동작 인식 기술, 인지
과학, 원격 협업, 윤리와 사회적 문제해결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남아있다[27].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의료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가상증강현실용 디스플레이 장치가 의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을 위해 설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 적용하기 어렵다. 의료 분야에 사용하는 착용형 디스플레
이는 방수, 방진뿐 아니라 멸균도 가능하며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1

주간기술동향 2021. 5. 26.

한, 의료업무를 위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비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달리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개발
자나 IT 종사자가 아닌 의료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리고 의료진의 정확하
고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되는 시각적인 정보의 해상도와 종류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의료진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아이 트레커, 모션센서,
음성인식 등의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도 숙제이다. 마지막으
로 의료인과 환자의 프라이버시나 감성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HMD를 착용한 의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 분야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기술을 신중히 도입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제도와 사람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아직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안전성과 정확성, 그리고 네트워크 속도 등의 문
제로 일상적인 수술에 원격 협진 시스템을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면, 의료인의 의료 활동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섬 지역과 같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역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상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를 통해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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