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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서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산업 현황 및 동향
박혜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

01
선정 배경

    ICT 융합기술의 발달 및 초저지연*을 특징으로 하는 5G 기술의 등장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

* 초저지연: 1msec 수준의 종단 간(end-to-end) 전달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을 의미

-   (Markets and Markets 보고서, ’18년 기준)세계 가상현실 시장 규모는 ’16년 

317만 달러(약 38억 원)에서 ’24년 4,469만 달러(약 536억 원)에 이를 전망

그림 1. 가상현실(VR) 시장규모

(출처: Markets and Market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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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현실의 주요 응용 분야 중 의료분야가 가장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보고서)’25년에는 가상현실 주요 응용 분야 중 의료분야의 

시장 규모가 51억 달러(약 6조 원)로 관련 분야 중 가장 큰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중소기업청 보고서, ’17년 기준)국내 가상현실의 시장 규모는 ’16년 1조 3,735억 

원에서 ’20년 5조 7,271억 원으로 성장 예측

그림 2. 국내 가상현실(VR) 시장 규모

그림 3. 가상현실(VR) 주요 응용 분야별 2025년 시장 규모 예측

(출처: 중소기업청 외(2017))

(출처: IITP(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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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s and Markets 보고서, ’18년 기준)세계 의료산업에서의 가상현실 기기 

시장 규모는 ’16년 1억 4,410만 달러(약 1,730억 원)에서 연평균 24.79%씩 

성장하여 ’24년 12억 4,850만 달러(약 1조 4,98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세계 의료산업에서의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는 ’16년 8,940만 달러(약 

1,073억 원)에서 ’24년 17억 8,520만 달러(약 2조 1,431억 원)로 연평균 41.61%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림 4. 세계 의료산업에서의 가상현실 기기의 시장 규모

그림 5. 세계 의료산업에서의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

(출처: MarketandMarket(2018))

(출처: MarketandMarket(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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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상현실 기술의 개요

    (개념)인위적인 감각 자극을 받은 이용자가 환경이나 상황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도 

실제와 같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술

    (가상현실의 핵심기술)① 몰입 가시화, ② 실감 상호작용, ③ 가상현실 환경생성 및 

시뮬레이션

표 2. 가상현실의 핵심기술

기술명 주요 내용

몰입 가시화
-   사용자에게 가상현실 몰입환경을 제공하는 기술

- HMD와 프로젝션 등 가시화 장치 기술, 영상 가시화 기술 소프트웨어

실감 상호작용
-   사용자의 오감을 기반으로 가상현실 참여자와 시스템과의 입출력에 해당하는 기술

-   모션기반 시뮬레이터, 가상현실 참여자 위치추적, 촉각, 햅틱, 후각, 미각 관련 기술

가상현실 

환경생성 및 

시뮬레이션

-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나 복원을 기반으로 가상현실 환경을 생성하는 기술

- 가상현실 참여자를 위한 시나리오 기반 몰입 가시화 및 상호작용 환경 제공

(출처: IITP 주간기술동향(2019) 원문발췌)

    의료분야에서의 가상현실 산업이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세계 주요 

기업들은 관련 R&D 투자 강화

표 1. 가상현실의 핵심기술

기업 주요 내용

페이스북

-   ’14년, 가상현실 헤드셋 업체인 오큘러스(Oculus)를 20억 달러(약 2조 4,240억 

원)에 인수하였고 몰입감을 높인 가상현실 기기 Oculus Rift를 개발하여 시장 

경쟁 촉발

- 영국의 OSSO VR, 미국의 Surgical Theater 등에서 이를 이용 중

마이크로소프트 - ’17년, 가상현실 소셜 플랫폼인 ‘Altspace VR’ 인수

구글 - ’17년, 가상현실 콘텐츠 플랫폼 데이드림(Daydream) 출시

삼성전자

-   오큘러스(Oculus)와 협업하여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Gear VR를 출시

- 이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에 활용

HTC
- ’15년, 바이브(Vive) 개발

- 미국의 Immersive Touch가 의료수술 부문에 이를 도입

(출처: Frost & Sullivan(2018), IITP 주간기술동향(2019),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2016),
NIPA 보고서(2018), KHIDI 보고서(2019) 참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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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료분야에서의 가상현실 활용 사례 및 효과

    국내외 기업별 의료분야에서의 가상현실의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3. 국내외 기업별 의료분야에서의 가상현실의 활용 사례

구분 국내외 기업 내용

수술·
진료·
의료

훈련

지원

해외

(美) Immersive 

Touch

-   디지털 외과수술 솔루션으로 의료 VR 소프트웨어 개발

-   외과의는 VR 플랫폼을 사용하여 복잡하고 정교한 외과수술을 

리허설하여 외과수술을 계획

(美) Surgical 

Teather

 

-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섬세한 3D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Precision VR’ 

솔루션 개발

-   VR헤드셋을 통해 3D 모델을 가상공간에 투영하여 수술 전에 환부 

확인 가능, 의사가 환자와 함께 3D 모델을 보면서 수술 내용 설명 

가능

(美) Applied VR

-   통증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임과 편안한 

영상을 제공하는 VR 게임 개발

-   수술 전 불안감을 느끼는 환자에게 편안한 영상과 음악을 

체험하게 하며,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통증 완화 유도

(美) Bioflight VR 

-   진단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VR 환경에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고 플랫폼은 GPU를 이용하여 가상환경 

제공

-   환자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분석, 파악 가능하며 의사들은 수술 

계획 수립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하게 환자 상태를 진단하도록 함

(美) Vivid Vision 
-   시각장애 치료를 위해 VR 게임인 ‘Diplopia’ 개발

-   좌우 눈에 미묘하게 다른 이미지를 투사하여 잠자던 뇌를 

자극함으로써 눈과 뇌의 연계를 복원하여 강화하는 원리를 이용

(英) OSSOR -   외과 수술 훈련 플랫폼 제공

-   수술 절차를 시뮬레이션하여 수술교육 및 효과 개선

(英) 런던 

킹스칼리지 

-   치과 시뮬레이터 개발

-   햅틱 기술을 이용하여 치과의사 교육에 가상현실을 적용, 치과용 

드릴의 진동과 동일한 촉감적 반응 제공

(日) 후지쓰 

-   ’17년 도쿄대학과 함께 심장 시뮬레이터 개발

-   MRI/CT로 촬영한 심장 이미지에 기초하여 슈퍼컴퓨터 ‘케이’로 

심장박동을 심근세포로부터 정밀히 재현

-   심장 시뮬레이터의 출력 데이터를 콘텐츠로 이용하여 심장의 

흥분전파를 360도 VR로 볼 수 있어 심전도-흥분전파과정 

생성원리 이해 도움

(中) 링쑤수쯔 
-   가상현실 구급 훈련시스템 개발

국내
삼성전자 

-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에프앤아이와 함께 자살 

위험 진단과 예방, 심리 치료 등이 가능한 가상현실 기반의 

건강관리기술 개발 예정

-   심리상태를 분석하는 진단키트 및 심리 평가부터 교육ㆍ훈련 

과정을 아우르는 VR 정신건강 애플리케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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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외 기업 내용

재활

치료 

지원

해외

(美) VirZOOM 

-   VR 바이크 개발
-   폐달을 돌려 액티브모션 컨트롤로 VR 게임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경주 트랙, 전쟁터, 떠오르는 하늘, 시골 풍경을 F1 
드라이버, 탱크 사령관, 사이클 선수, 페가수스(Pegasus) 형태로 
체험하도록 함

(瑞西) MindMaze 

-   환자의 몸동작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모션캡쳐 기술로 신경 재생을 
촉진하는 VR 재활 플랫폼 ‘MindMotion Pro’ 출시

-   뇌졸중과 외상성 손상 환자의 재활에 이용, 시각적ㆍ청각적 
피드백으로 동기를 부여하여 팔을 들어 올리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 반복적 유도

(日) FOVE 
-   Tsukuba 대학의 신체장애인을 위해 특수교육대학과 함께 ‘Eye 

Play the Piano’를 개발
-   VR헤드셋 FOVE에 ‘시선추적’ 기술을 적용하여 장애 어린이가 

피아노 연주 가능

국내

가천대 길병원 
-   ’18년 1월 VR 기술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나 공황장애 치료에 

접목하는 ‘가상현실 치료센터’ 개소
-   VR을 이용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나 공황장애를 앓는 환자들을 

특정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장애 개선 유도

분당차병원 
-   뇌졸중으로 팔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게임방식의 VR 

재활 치료 진행
-   VR용 안경을 착용하면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재미와 동시에 재활 

치료 가능

분당 서울대병원 

-   뇌졸중 환자 치료를 위하여 ’14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공동연구로 마이크로소프트의 3차원 동작 인식 카메라 ‘키넥’을 
이용한 VR 치료 프로그램 개발

-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로그인만으로도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재활 치료 진행 가능

삼성전자 

-   북미법인, 트래블러스 보험사, 제약업체 바이엘, 척추 전문병원 
시너스시나이, Applied VR 등과 함께 ‘디지털 통증 완화 키트’ 
개발, 현재 효과 시험 중

-   허리, 팔 또는 다리 골절 등 정형외과 부상자 대상으로 VR를 
활용하여 재활 치료 시행

-   VR, 웨어러블 기기 및 저주파 치료 등을 통해 심리 안정 제공 및 
통증 완화

건강

관리 

분야

해외

(英)Cambridge 

Consultants 
-   스마트폰으로 녹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VR 기기 개발
-   모바일 앱과 블루투스 연동을 통해 실제 녹내장 검사기와 비슷한 

효과 발휘

(美) Rendever 
-   고령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VR 플랫폼 ‘Rendever’ 개발
-   어린 시절에 살던 집, 해외 휴양지, 스포츠 경기 등 가상현실을 

통해 바깥세상 경험 지원

국내

옴니씨앤에스 
-   힐링 VR 콘텐츠 ‘옴니핏VR’ 개발
-   생체신호인 맥파와 뇌파 측정을 통해 1분 안에 스트레스와 두뇌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측정결과에 따른 명상, 여행과 같은 맞춤 
치유 콘텐츠 제공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   환자 심리 안정 콘텐츠인 ‘힐링유VR’ 개발
-   프랑스, 사이판과 같은 해외 관광명소나 에버랜드의 사파리월드, 

우주관람차 등 놀이공원을 가상현실로 구현하여 환자들이 
스트레스 개선

(출처: NIPA 보고서(20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보고서(2019), Frost & Sullivan

보고서 참고 및다수의 기사를 정리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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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효과)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시간 및 장소의 제약 없이 비용을 절감하며 의료 

훈련, 진료 및 건강관리 가능

-   (의료 훈련생)시뮬레이션 기반의 수술, 진료 및 의료 훈련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상황과 유사한 현실적 경험 가능

-   (의료진, 병원)의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절약이 가능하며 수술 시뮬레이션 및 환부 

확인을 통해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의료 사고 예방 가능

-   (환자)수술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통증 완화가 가능하며 시공간 제약 없이 맞춤 치료 

수혜 가능

04
정책 동향

    (국외)세계 주요국들은 가상현실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 정책 추진

           표 4. 주요국의 가상현실 정책 현황

국가
정책 또는 프로그램

(기간)

추진부처/ 

추진정부
주요 내용

미국

연방 VR/AR 프로그램

(’17년)
조달청

-   프로그램을 통해 VR/AR 비즈니스 

사례개선을 위한 연방부처 간 공동 파일럿 

프로그램 수행

-   주요 VR 기술 응용 논의ㆍ개발 사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포함

가상의료센터

(’15.5년 ~ 현재)
국가보훈처

-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가상 퇴역자 병원 및 

온라인 협동 학습환경 제공

-   원격지의 퇴역 군인 환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유럽

연합
Horizon 2020 EU집행위원회

-   VR/AR이 의료, 문화, 제조, 로봇,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 

서비스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EU 내 

VR/AR 연구 과제 지원

일본

과학연구비조성사업

(’18년, 총예산 2,288억 

엔(약 2조 6,383억 원))

문부과학성

-   VR/AR 분야 연구개발 지원

-   이화화학연구소 연구 지원(4억 5,900만 

엔(약 52억 9,084만 원))

   ※ 연구주제: 가상공간 인식 메커니즘 규명*

    *VR 공간 인식과 뇌 속 해마와 자폐증 유발 

-   유전자 기능 간의 관계 규명

-   리츠메이칸대 연구 지원(3억 9,500만 엔(약 

45억 5,312만 원))

   ※   연구주제: VR 기반 다지점 협동 

수술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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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정책 지원

           표 5. 국내 가상현실 정책 동향

추진부처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9년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의료ㆍ문화ㆍ스포츠ㆍ제조ㆍ국방ㆍ교육 

분야에서 실감기술(VR/AR, 홀로그램, CG)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총 

303억 원 지원)

산업통산자원부
-   ‘13대 산업 엔진’ 중 하나로 가상현실을 선정, 의료훈련용 가상수술ㆍ       

중장비ㆍ스포츠 트레이닝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시스템 개발 지원

법무부
-   ’18년 1월부터 알코올 중독자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VR 기술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출처: IITP ICT SPOT ISSUE(2019), IITP 주간기술동향(2019) 발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트 참고하여 작성)

국가
정책 또는 프로그램

(기간)

추진부처/ 

추진정부
주요 내용

중국

제13차 5개년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 규획(’16년) 

- 가상현실산업발전 

가속화지도의견(’18년)

공신부
-   헬스, 제조, 교육, 문화, 상업 분야에서 VR 

기술 응용 추진

5G 산업개발 

실행계획(’19년)
허난성

-   5G용 VR/AR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 

시스템, 플랫폼, 개발 도구, 콘텐츠 및 기타 

터미널 애플리케이션 개발 적극 지원

-   의료, 스마트 제조, 산업, 및 건축 설계, 

게임, 엔터테인먼트, 여행경험, 문화 등의 

분야에서 5G 기반 VR/AR 애플리케이션 

개발 촉진

(출처: IITP 보고서(2019)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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