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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영역에서 가상현실의 이용
Virtual Reality in Ophthalmology Field
서영우
Young-Woo Suh, MD, PhD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Department of Ophthalmology,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Virtual Reality (VR) provides an artificial visual or other sensory environment by using computer modeling and simulation.
Recently, the VR market is growing exponentially, and people can easily experience VR devices and their contents. VR is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of medicine, especially for surgery simulation and patient rehabilitation. In the ophthalmologic field, the
VR-based simulator provides training program for operations such as cataract surgery. The development of VR for ophthalmological examination such as visual field, and eye movement test are in progress. Quality of life can be assessed by measuring the
ability to perform complex vision-based tasks in virtual environment. VR can also provide dichoptic stimuli to treat amblyopia and
strabismus. Future advancement in technology for VR display and biosignal sensors would enable VR to play a greater role in
the ophthalmolog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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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등). VR 기술은 지속적으로 성장, 개발되고 있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인

며, 의료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의료에서의 VR은

위적으로 만들어진 실제와 유사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환자의 검사, 진단, 치료 및 재활, 교육 등에 활용되며, 의사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하며, 사람이 그 환경에서 시각적, 감
1

에게는 각종 교육과 훈련(training) 혹은 수술 계획 수립을

각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술 발전에 힘입

위한 시뮬레이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본 종설에서는

어 최근에는 VR 기기를 일상에서도 게임 등으로 쉽게 접

의료 영역, 그중에서도 안과 영역에서의 VR 사용에 대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가상현실/증강현실 시장은 2017년

살펴보고자 한다.

에 140억 달러 이상이었으며, 2021-2025년에 340억부터
5470억 달러 규모까지 그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본

론

나오고 있다(BUSINESSWIRE, Grand View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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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R의 종류
VR 디스플레이는 주로 3가지로 나뉘는데, 컴퓨터 모니터
를 이용하고 입체 안경 등을 사용하는 desktop VR, 여기서
디스플레이 면적을 확장시켜 몰입을 증가시키는 projective
VR, 그리고 피험자가 외부 실제 세계와 차단된 채 가상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게 만드는 immersive VR이 그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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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e automatic virtual environment (CAVE)나 head-mounted

소함을 보고하였다. MicroVisTouch는 수술 시 손에 느껴지

display (HMD)는 immersive VR에 해당한다. CAVE는 사

는 저항이나 감각 등을 재현하는 haptic (tactile) 피드백을

람이 작은 방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그 벽들에 환경 정보

제공하는 VR 기반 시뮬레이터이며, 90명의 전공의를 대상

를 투사(projection)하여 사람이 가상공간 안에 들어와 있게

으로 MicroVisTouch를 이용하여 전낭절개를 연습하였을

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공간이 필요하고 제작이 힘들며

때 원형도, 정확성, 능숙함 등이 모두 증가했다는 보고도

설치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있다.

7

HMD의 경우 각 눈 앞에 작은 스크린이 있고, 이를 볼 수

시뮬레이터 수술 훈련은 실제 환자 수술을 통해 훈련하

있게 하는 고배율의 접안 볼록렌즈, 머리 tracking 센서, 마

는 것보다 의료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장점도 있다. Lowry

운팅 스트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 앞의 영상에 시차

et al 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백내장수술 훈련 프로그램의

(disparity)를 주어 입체 영상을 구현하고, 그 영상이 머리

비용을 분석하며, 시뮬레이터 가격, 교육 전공의 수, 수술실

움직임에 따라 변하여 실제 환경에서 머리를 움직이는 것

내 시간 절약 및 시간당 수술실 사용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처럼 느껴지게 함으로써 가상공간을 제공한다. 현재 HMD

때 9명의 레지던트가 있는 병원에서 10년간 시뮬레이터를

8

의 단점으로는 장시간 사용하기 어려운 무게, 사람의 시야

사용할 경우 미국 기준으로 46,117달러의 비용 절감이 예

각보다 작은 화각, 낮은 해상도, 머리 움직임과 화면 움직

상되며, 수술실 사용 시간 및 비용을 50%가량 줄일 수 있

임 사이의 시간차, 고사양으로 갈수록 HMD와 컴퓨터 간

다고 보고하였다.

연결이 필요해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등이 있다. 하지

수술뿐 아니라 각종 안과 검사 연습에도 VR이 사용될

만 이러한 단점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과정 중에 있다.

수 있는데, 특히 숙련에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직상검안경
검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백내장수술 시뮬레이터처럼

2. VR을 통한 술기 훈련(training)
VR을 통해 다양한 수술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시뮬레

다양하지는 않지만 VR을 이용한 직상검안경 검사 훈련으
로 숙련도를 높였다는 보고들이 있다.9,10

이터를 이용해 수술 훈련을 하는 경우 환자가 갖게 되는 위
험성이 없고, 수술실 상황이나 환자 상황 등에 구애받지 않
아 언제든 필요할 때 시행할 수 있으며, 술기에 대한 객관

3. VR을 통한 안과 검사
HMD 형태의 VR의 경우 안과 검사에 적합한 여러 장점

적 평가와 효과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또한, 전공의들이

이 있다. HMD를 착용하면 자동적으로 안과 검사에 필요한

실제로 수술해 볼 수 없는 합병된 증례를 포함한 다양한 상

암실 환경이 조성되며, 가상 공간에서 검사할 수 있으므로

황을 수술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과 영역에서는

실제 공간의 넓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우안과 좌안

백내장수술 훈련이 VR 기반 시뮬레이터로 가장 많이 이루

에 독립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 양안 해리가 필요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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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

쉽게 시행할 수 있다. 환자의 검사 자세에 크게 구애받지

술 시뮬레이터 중 대표적인 것은 Eyesi (VRmagic, Mannheim,

않으며, 검사기기가 작고 이동이 용이해 환자가 직접 집에

Germany), MicroVisTouch (ImmersiveTouch, Chicago, IL,

서도 시행할 수도 있다.

어지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보고도 가장 많다.

USA), PhacoVision (Melerit Medical, Linkoping, Sweden)

VR을 이용한 안과 검사는 아직 그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등이며, 이 중 Eyesi를 이용한 보고가 가장 많다. Eyesi는

시야검사에 관한 연구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Tsapakis et

현재 대한안과학회 가상현실 백내장수술 교육에도 사용되

11
al 은 VR 기반으로 중심 24°의 시야에 대한 fast-threshold

고 있다. Eyesi를 이용한 백내장수술 훈련 결과에 대한 보

3 dB step staircase algorithm을 사용하는 시야검사기를 개

4

고들을 보면, Saleh et al 은 수술 경험이 없는 1년차 전공의

발하여, 20명의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하였을 때

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유의한 수술 술기 향상이 있었으며,

Humphrey 시야검사 결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특히 전낭절개와 손떨림방지훈련(antitremor training)에서

보고하였다. Sircar et al 은 스마트폰과 삼성 Gear VR 및

그 효과가 컸다고 하였다. Thomsen et al5은 18명의 서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30-2의 full threshold test와 supra-

다른 백내장 숙련도를 가진 의사들을 대상으로 훈련하였을

threshold test를 시행하였다. 기존의 Humphrey 시야검사처

때, 수술시행능력(objective structured assessment of cata-

럼 정면을 주시한 상태에서 시자극이 느껴지면 컨트롤러를

ract surgical skill)이 특히 초심자와 중등도 숙련자에서 크

누르는 방식이며, 무게가 비교적 가볍고 기계와 연결된 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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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Ng et al 은 22명의 전공의를

이 없음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full threshold 양안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시뮬레이션을 4주간 시행하였을 때,

검사에 평균 38.2분이 걸리기도 하였다.

전공의가 느끼는 백내장수술에 대한 어려움이 유의하게 감

현재 시야검사의 gold standard라고 할 수 있는 Humphre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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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검사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시야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세 반응도(postural reactivity)와 낙상에 대한 공포, 시야결

것이 VR을 이용한 시야검사기 개발의 목표가 되고 있어,

손 정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기도 하였다.

Humphrey 시야검사기와 비슷한 환경을 VR로 구현하기 위
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Humphrey 시야검사
기계가 빛 자극의 밝기로 threshold를 측정하는 반면, 대부

4. VR을 이용한 약시, 사시 치료
약시 치료에 양안시 자극을 주는 dichoptic training 또한

분의 VR 디스플레이는 밝은 빛과 어두운 빛을 구분하여 내

VR로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HMD 형태의 VR의 경우 그

지 못한다. 따라서 어두운 하얀 빛 대신 회색을 섞어 빛 밝

무게와 크기, 동공 간 거리 등과 안정성 문제로 대부분 만

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낼 수 있는 빛 자극

12세 이상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HMD type의

밝기의 대역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Humphrey

VR을 이용한 소아 약시치료 연구는 많지 않고, 오히려 청

시야검사와 동일한 상황을 구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여

소년 및 성인의 약시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러 이유로 대부분의 VR 시야검사기는 Humphrey와 비슷하

Žiak et al17은 HMD VR을 통한 dichoptic training을 이용하

면서도 다른 각각의 검사 방식을 개발, 사용하고 있다.

여 17-69세의 성인 약시 환자를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시행

또한 환자가 빛 자극이 느껴지면 버튼을 누르는 기존의

한 결과 평균 최대교정시력이 logMAR 0.58에서 0.43으로

방식에서 벗어난 연구들도 있다. Wroblewski et al13은 HMD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dichoptic treatment가 소

VR에 eye tracker를 부착하여 버튼을 누르는 대신 반짝였

아와 성인에서 가림치료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던 시자극을 쳐다보면, eye tracker가 안구의 위치를 검사하

는 아직 여러 다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기에 실제 효과가

여 정확히 보았는지 측정하는 방식의 시야검사를 보고하였

있는지는 더 많은 clinical trial이 필요하다.18

14

고, 더 나아가 Nakanishi et al 은 head-mounted VR 기기에

약시뿐 아니라 사시환자에서도 가림치료를 하는 것처럼

뇌전도(electroencephalogram)와 안전위도(electrooculogram)

사시환자의 비수술적 치료에도 VR이 사용될 수 있다. Li et

를 결합하여 만든 nGoggle을 통해, 시야 자극에 대한 multi-

al19은 간헐외사시 환자들을 대상으로 VR을 이용한 dichop-

focal steady state visual-evoked potential을 측정하여 시행하

tic visual training을 6개월간 시행하여 사시각과 입체시에

는 시야검사를 보고하였다.

일부 호전이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시야검사 외에도 안구운동검사 또한 VR로 시행이 가능
하다. Nesaratnam et al15은 상사근 마비, 내사시, 갑상샘과

결

론

연관된 제한사시 환자 각 1명을 대상으로 랑카스터 적록검
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시 위치에 따른 안구의 편위 정도

수술 및 검사 술기 훈련 시뮬레이터, 안과 검사, 사시 및

와 주관적 회선을 HMD V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약시치료 등 안과 분야에서의 VR 사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는 기존의 검사와 동등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시

VR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안과를 포함한 전체 의료 분

선의 방향 등은 머리 위치와 큰 상관이 없었으나, 회선의

야에서 현재에도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경우는 머리 기울임과 관련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언급

단계이며, 기술 발전, 시장 성장과 더불어 의료분야에서 더

하였다. 이러한 안구 운동 검사는 eye tracker를 탑재한 VR

욱 큰 비중을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될 것이다. 경량화, 화

의 경우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각 및 해상도 상승 등의 VR HMD 자체의 기술 발전뿐 아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안과 검사 외에 환자의 실제 시기

니라, 각종 신체 정보 감지 센서 등 VR과 함께 사용될 수

능을 평가하고 삶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검사를 VR로

있는 여러 기술이 함께 발전하고 있기에 의료 분야에서의

시행할 수 있다. 녹내장 등 시야결손 및 시력저하가 있는

VR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가 길을 찾거나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일
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이를 실제로 검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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