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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 고소공포증 치료를 위한 원격진료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작된 가상현실 시

뮬레이터를 원격진료시스템에 연결시켜 원격지에서 PC를 통하여 작동시킴으로써 고소공포증 치료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생체 신호를 전문의에게 전송하

고 질문지를 온라인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1. 서론

고소공포증은 어떠한 높은 곳에 노출되었을 때 현

저한 불안, 당황, 높은 곳에 대한 회피, 그리고 그러

한 두려움의 결과로 인한 일상생활의 방해를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이러한 고소공포증을 치료하

기 위해서, 기존에는 주로 약물치료 방법과 인지․

행동 치료 방법이 주로 쓰여왔다[2]. 약물치료는 공

포증치료에 있어서 효과의 지속성이 떨어지며, 재발

가능성이 많고 습관성이 될 수 있고, 인지․행동 치

료는 환자가 공포 상황을 상상하는데 어려움이 있거

나, 너무 두려워 실제 공포상황에 직면하지 못한다

는 단점이 있다[3].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상현실 기술

을 이용한 공포증치료기술이 대두되었다.

원격진료란 개념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환자에

게 전화선, 전용선(LAN) 등과 같은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료의 제공, 진단, 자문, 치료, 의료정보의

전달 그리고 건강교육 등을 실행하는 것이다[4]. 실

례로 미국 NASA(미항공우주국)에서는 우주 공간에

서 수개월씩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무선 진

료시스템을 이용해 지구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고소공포증 치료를 위한

원격진료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즉,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공포증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시뮬레

이터를 제작하였으며, 그 시뮬레이터를 원격진료 시

스템에 연결시켜 원격지에서 PC를 통하여 작동시킴

으로써 고소공포증 치료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고,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

록 생체신호를 전문의에게 전송하고 질문지를 온라

인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2. 하드웨어 구성

[그림 1] 가상현실 고소공포증 치료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도

그림 1은 가상현실 고소공포증 치료시스템의 하드

웨어 구성도이다. 이 가상현실 고소공포증 치료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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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은 범용적인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하여 개발

하였으며, 사용된 하드웨어는 펜티엄 듀얼코어

2.93GHz, DDR3 2G RAM, Fire GL 그래픽 카드, 위

치센서가 내장되어있는 HMD 그리고 사운드시스템

으로 구성하였다. 네트워크(Network)의 구성은 보편

화되어 있는 100M Bps 이더넷(ethernet)을 근간으

로 하였고, 카메라를 통하여 의사와 환자가 서로 얼

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화상회의에 대한 동

영상과 음성의 전달은 국제표준안인 H. 323 화상회

의 코덱(CODEC)을 이용하여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사용된 카메라 또한 범용적인 USB용

PC카메라를 사용하였다. 가상현실 시스템은 위치센

서가 내장되어있는 HMD와 3차원 그래픽 전용 그래

픽 카드인 Fire GL 카드를 이용하였고, 사운드 시스

템을 부착하여 현실감을 부여하였다. 환자의 정신적

상태를 알기 위해 TEL100과 MP100W를 이용하여

환자의 생체데이터를 추출한 후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시스템 구성

가상현실 원격진료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은 시스

템들로 구성된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공

포증을 가상현실로 치료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시

뮬레이션이고, 생체신호계측 시스템은 치료시 환자

의 상태를 알기 위하여 환자로부터 신호를 원격지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질문지 및 통계 시스템

또한 환자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온라인 질문지에

답변하게 하고, 통계를 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화상회의 시스템은 환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시스템이며, 가상환경의 업데이트 시스템은 새

로운 가상환경 시뮬레이션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

스템이다.

[그림 2] 가상현실 원격진료 시스템

3.1. 시뮬레이션 시스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환자에게 공포를

유발시키기 위해 현실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야하

고, 환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만 현실감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상환경은 환자

의 의사에 의해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상

환경 구성시 한가지 문제점은 사람의 눈이 대략 28

0。정도의 각도로 관찰할 수가 있지만 컴퓨터 모니

터는 겨우 약 56。정도를 인간에게 출력해준다. 그

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기술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위치추적장치를 통한 제한된 관찰 각의

극복이다. 이 위치추적센서를 통하여 HMD를 쓴 피

험자의 움직임을 따라 화면이 움직여 더욱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3.2. 생체신호계측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용이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 변화가 큰 심전도를 주 데이터로 선택하였

다. 환자의 불안과 긴장 상태를 알기 위하여 ECG

데이터를 추출하는데에는 심장의 질병 유무 판별을

위해 사용되는 표준 임상 심전도 취득용 12-리드 시

스템을 기반으로 원격 감시 장비(Remote Monitoring

Device)를 조합하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부착용 전

극(electrode)은 EL500(P.N.S. foam dual element

electode: Vermont Medical Inc)과 SS@(shielded

electrode : BIOPAC Inc.)를 연결하였다. 표준 가지

리드-Ⅰ(Standard Limb Lead-Ⅰ)을 통해 취득된 심

전도 원신호는 원격 감시 장비인 TEL100(BIOPAC

system Inc.)을 이용하여 증폭되고, 원격 감시 장비

를 통해 전달된 환자의 심전도 기록은 MP100W

(BIOPAC System Inc.)를 통해 디지털 샘플링 된다.

3.3. 질문지 및 통계 시스템

불안문제의 측정평가는 단순히 불안의 강도를 측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논의한 불안이 나타나

는 측면, 겉으로 나타난 증상과 내적체험간의 연결,

불안이 나타나는 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

구의 시스템에서는 여러 질문지를 준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

자의 과거 질문지 답변자료와 통계자료를 알아야 하

기 때문에 과거기록을 보관해두어야 필요성이 있다.

3.4. 화상회의 시스템

환자와 의사간에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은 ITU-T에서 제안한 프

로토콜(Protocol)인 H. 323을 이용하였다. H. 323은

기존의 서킷 네트워크(circuit network)상에서 서비

스하던 화상회의를 패킷이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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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et Based Network)상에서 서비스(VOIP) 하기

위하여 ITU-T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이다. 또한

Microsoft, Intel, Netscape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프로토콜로 기존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디자인되

어 있으며, 호환성이 뛰어난 프로토콜이다.

본 연구에서는 H. 323 프로토콜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Visual C++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3.5. 가상현실 업데이트 시스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으로 고소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치료횟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가

지만의 시뮬레이션만으로 치료를 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상황의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치료할 필요성이 있게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가상현실 영상을 제작하

여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4.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제작할 때

ITU-T에서 제안한 프로토콜인 H.323을 이용하였다.

이때 동영상은 RGB 24비트 컬러의 화상으로 조절

하였으며, 초당 15프레임을 전송하게 하였고, 음성데

이터는 8000Hz로 샘플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그림

3은 가상현실 원격진료 시스템의 메인화면으로 화상

회의 시스템을 기초로 프로그래밍 하였다. 이러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와의 직접적인 대

화를 통한 문진와 시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3] 가상현실 원격진료 시스템의 실행화면

고소공포증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그래픽은 3D

STUDIO MAX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가상환경을 디

자인하고 텍스쳐를 맵핑한 후, 만들어진 모델들을

ASE라는 아스키(ASCII) 파일로 생성하여 Visual

C++로 읽어드린후 OpenGL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화

면상에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그림 4는 가상현실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에서 10층까지 올라가는 화면과 10층의 좌우를 살펴

볼 수 있게 만든 시뮬레이터의 출력화면을 캡춰한

그림이다. 환자를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 노출시켜

현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고소공포증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출력화면

(a) 1층에서 아래를 본 화면

(b) 3층에서 아래를 본 화면

(c) 5층에서 아래를 본 화면

(d) 10층에서 아래를 본 화면

(e) 10층에서 왼쪽 아래를 본 화면

(f) 10층에서 오른쪽 아래를 본 화면

ECG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시스템은 BIOPAC

Inc.의 제품으로 증폭을 위해 원격 감시장비인 TEL100

과 샘플링을 위해 MP100W를 사용하였다. TEL100으

로부터 0.05㎐ 기저선(base-line) 제거 필터링과 80㎐

high pass 필터, 60㎐ notch 필터링, 그리고 채널이득

10K로 증폭되어 전달된 심전도는 MP100W를 통해

200㎐로 샘플링 하였다. 이렇게 취득이 된 ECG 데이

터를 의사의 PC로 전송하여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

접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5는 환자의

ECG 데이터를 전송하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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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생체신호 전송 시스템

환자의 불안감 측정을 위하여 질문지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정신과 전문의들의 심리검사 테스

트인 불안측정검사를 이용하였다. 그림 6은 본 시스

템에 적용된 환자의 불안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라

인 질문지중 일부분을 캡춰한 그림이다. 그림 7은

환자가 질문지에 답변한 후 위 분석척도에 따른 결

과화면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여러 종류의 질문지를

제작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속 업

데이트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6] 온라인 질문지

[그림 7] 질문지 결과 화면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격진료를 이용한 가상현실 고소

공포증 치료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공포증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시뮬레

이터를 제작하였으며, 원격진료 시스템에 그 시뮬레

이터를 연결시킴으로써 원격지에서 PC를 통하여 고

소공포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의

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ECG 생체신호

와 온라인 질문지에 답변하여 전문의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불안을 나타낼 수 있는 생

체신호의 여러 종류 중에서 ECG만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 EEG, GSR, EMG, BP 등의 생

체신호를 측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생체신

호 측정시 의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자동진단 시

스템의 개발도 기대된다. 또한 다른 종류의 정신병

을 치료하기 위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제작의 연구

와 같은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가상

현실 시뮬레이터 제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원격지에서 가상현실 시뮬레이

션을 이용하여 고소공포증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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