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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가상현실 기술은 미래 우리의 생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주목해야 할 기술 중 

하나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은 특히 의료분야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다. 이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는 국내외에

서 시행되고 있으며, 치료 효과 면에서도 효과성을 인정받아 점점 그 입지를 굳혀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정신과 치료를 시도한 것은 

공포증 치료가 처음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를 소개하고, 국내외의 치료, 연

구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그 결과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는 보

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보다 국외의 사용성이 더 활발하였다. 

또한 국외 연구 현황에 있어 저널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인 면에서 약 2

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연구 주제에 있어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양상

의 차이는 국외의 경우 치료환경에 필요한 리소스를 정부로부터 제공 받고 이에 

상응하는 연구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정부⦁기관⦁연구가 조화를 이루고 있

다. 따라서 검증된 전통적 노출치료 기법을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활용하기 위해

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심리치료에 대한 수요를 가늠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주제어 : 가상현실, 공포증 치료, 노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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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제시장조사업체 GIA(Global Industry Analysts)1)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수술, 

진료 등 의료 분야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의료 시장 규모

가 2018년 북미에서만 24억 3000만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

으며, 앞으로 의료 분야와 가상현실 기술 간 접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실, 가상현실 기술과 의료 접목에 대

한 학계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되어져왔지만 기술적 한계와 고가

의 하드웨어로 인해 발전이 미약하였다. 하지만 최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강력한 하드웨어 등 가상현실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고, 하드웨어의 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

성되었다. 특히,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정신과 치료를 시도

한 것은 공포증 치료가 처음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포증 치료의 예를 들면, 전통적인 방법의 공포증 치료

(Traditional exposure therapy)는 고소공포증을 가진 내담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치료 과정으로 내담자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공포감이 클 수 있다. 또한 노출 치료의 일환인‘상상

노출법’(Imagine exposure therapy)은 치료를 위한 자극이 너무 

약할 수 있어 치료 효과에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단점들은 가상

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

인 치료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가상현실 기술은 현실 세계에서 

제공하기 힘든 상황을 비교적 손쉽게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 이와 함께, 치료 과정 동안 치료자가 컴퓨터로 내담자의 가

상환경을 최적화 시킬 수 있다. 즉, 가상현실 기술은 내담자에게 

1) 국제 시장 조사 업체 GIA는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시장 조사 업체이다. 1987

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초에는 의료산업에 특화된 전문 기관 이였다. 지

난 27년간 영역을 확대하여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미래를 전망하

는 회사로 인정받은 GIA는 여러 주요 산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http://www.strategy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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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컴퓨터로 잘 구성 된 상

황을 제공함으로써 치료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크다. 

1단계:

이완 훈련

2단계:

불안 위계 
작성

3단계:

체계적 탈감
수행

그림 1. 전통적 노출치료 단계

노출 치료(Exposure therapy)기법은 전통적인 공포증 치료에 

있어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행동치료 기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써 공포증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기법

은 내담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 상황을 직접 대면하

게 함으로써 불안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노

출 되도록 하는 기법이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된 전통적인 노출 

치료 방법은 내담자가 겪고 있는 공포 환경에 직접 노출해야하기 

때문에 치료 상황의 위험성과 환경의 통제 불능이라는 단점을 가

질 수밖에 없다. 만일, 전통적 방법의 노출 치료 과정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전통 공포 대상에 더 극심한 트라우

마(Trauma)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노출 치

료 방법이 완벽한 치료 방법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와 달

리,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노출 치료는 첫째, 치료 과정 동안 

내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고 둘째, 치

료자가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자극 변수들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2)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치

료 방법에 비해 치료 환경을 한 번 구성해 놓으면 부차적인 사항

은 변경만 해주면 되므로 한계비용적인 측면에서나 물리적인 측

2) Jimmy Bush, “Viability of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as a

treatment alternative”, Computer In Human Behavior, Volume 24(2008), 

Issue 3, pp. 103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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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도 이점이 상당하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노출 치료 

기법은 공포증 치료 분야에서 활용하기에 유용한 기술이며, 관심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를 소개하고, 

국내외의 치료, 기관, 연구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노출 치료 요법은 이미 검증 되었지만 치료 

상황을 통제하기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극 위해요

소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적극적

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사회공포증과 공황장애 등 불안장애 환자가 빠르게 증

가하는 추세에 따라 심리치료에서의 몰입환경을 제공하는 가상현

실 기술과 콘텐츠 제작사용이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3) 이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와 치료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실정

을 비교함으로써 막강한 IT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에서의 활용

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Ⅱ.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

가상현실이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그래픽 환경을 

만들어내어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특정한 환경이나 상

황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이다. 이런 환경이나 상황 

등을 제공하는 기술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를 함께하

여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할 수 있게 해준다. 가상현실 

기술을 최초로 치료에 접목시킨 사람은 카이저 퍼머넌트 싸이키

아트리 그룹 (Kaiser Permanente Psychiatry Group)의 램슨 박사

(Dr. Lamson)다.4) 램슨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조지아 테크 액

3) 편집팀, “사회공포증 뜻, ‘공황장애’와 함께 대표적 ‘불안장애 증상’으

로 빠른 증가세”, 『데이터뉴스』,2015년 10월 02일.

4) 심리학자였던 램슨(Lamson)은 가상현실 기술을 의학과 치료에서 이용할 방법

을 끊임없이 연구하였다. 램슨은 가상현실 치료 연구를 진행하여 공포증 환자 

중 90%를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다.(막스 노스 외, 나철 외 역, 『가상현실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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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 인 VR(Georgia Tech active in VR) 의 래리 호지스 박사

(Dr. Larry Hodeges), 막스 노스 박사(Dr. Max North)와 함께 본

격적인 가상현실 치료 연구를 시작해 현재까지의 연구에 영향을 

끼쳤다.5) 그들의 연구를 시작으로 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

료는 내담자와 컴퓨터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신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내담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삼차원 환경을 보고, 듣고, 느끼며 가상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위해서는 내담자가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을 현실 공간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가상현실 표현기술, 

가상현실과의 상호작용기술, 이에 상응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다양한 입출력방법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가상현실 기술

을 이용한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치료자와 내담자의 카운슬링

(Counselling)이 이루어진다. 카운슬링 동안 내담자는 자신이 가

지고 있는 공포감에 대해 아주 상세히 이야기 하여야 한다. 이를 

들은 치료자는 이에 맞는 가상환경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고 이에 

기반을 두어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그림 2> 와 같다.

혁신적 패러다임』, 하나의학사, 56쪽에서 재인용)

5) 막스 노스 외, 나철 외 역, 앞의 책,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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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상현실시스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가장 고려

되어야 할 부분은 내담자의 몰입도(Immersive)이다. 내담자의 몰

입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3차원 가상환경의 그래픽 요

소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는 CAVE(Computer Automatic 

Virtual Environment)디바이스 방식과 HMD(Head Mounted 

Display) 디바이스 방식이 있다. CAVE와 HMD의 기술 방식은 조금 

다르다.

CAVE 환경 HMD 환경

표 1. 디바이스에 따른 가상환경

CAVE방식은 프로젝션(Projection) 기반의 가상환경 시스템이

다. 이 방식은 내담자와 치료자가 사면체 혹은 육면체의 입체적

인 컴퓨터 기반 이미지에 둘러싸이는 환경으로 멀티유저

(Multi-User)참여가 가능하다. 즉, 내담자 혼자만이 가상환경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자 혹은 같은 공포증을 겪고 있

는 여러 명의 내담자와 동시에 참여가 가능하다. CAVE 환경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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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영상을 3D로 전환시켜주는 셔터 글라스

를 착용한다. 이 셔터글라스에는 전자기 센서가 부착되어 참여한 

유저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화면에 띄워준다.6) 이와 달리 HMD기술

은 CAVE와 달리 오직 혼자만 가상환경에 들어갈 수 있다. 내담자

는 HMD를 착용하여 HMD 속의 그래픽 환경을 보게 된다. 내담자가 

HMD를 착용하고 머리를 움직이게 되면 HMD에 부착된 센서가 움직

임을 계산하여 이에 맞는 3차원 환경을 내담자에게 보여준다. 예

를 들어, 내담자가 왼쪽으로 머리를 움직이면 가상의 3차원 환경

도 왼쪽 공간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만약 내담자가 머리를 들어 

올린다면 내담자는 가상의 3차원 환경 속의 윗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내담자는 3차원 가상 환경 속에만 집중을 하게 되

며, 현실 세계는 더 이상 내담자에게 보여 지지 않는다. 치료 과

정 동안 치료자는 내담자의 곁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며 치료가 

진행된다. HMD 환경은 치료자의 컴퓨터에서 작동과 제어할 수 있

게 연결되며 치료자는 모니터에 내담자의 여러 정보를 제공 받게 

된다. 모니터에는 내담자의 HMD 속 3차원 환경과 같은 화면을 제

공하며 동시에 내담자의 분노지수, 생체신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

을 수 있다. 

CAVE 혹은 HMD 장비를 착용한 내담자는 3차원 그래픽 환경 속

에서 자신의 공포증 유발요소와 마주한다. 가상환경 속에서 내담

자를 적극적 참여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몰입도 부분을 가장 고려

해야 한다. 내담자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상현실 환경을 

현실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몰입도는 

가상환경의 그래픽 사실감뿐만 아니라 HMD의 트레킹 기술 등 가

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뒷받침 

되어져야 한다. 이 중 가상환경의 그래픽 사실감이 높을수록 내

담자는 치료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은 전통적인 

방법의 공포증 치료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의 예

이다.

6) M Krijn et al,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of anxiety disorders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4(3)(2004),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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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

표 2 . 전통적인 방법과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의 예

7)8)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가상현

실 기술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가 2008년 ‘2012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한 차세

대 융합콘텐츠 육성전략9)’을 수립하면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전

망 있는 차세대 융합콘텐츠로 선정하였다. 현재 가상현실 R&D 부

분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카이스트 가상현실 그룹(KAIST VR 

Group)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이화여대 컴퓨터 그래픽스 가상현실 

연구센터, KIST의 영상 미디어 센터,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가상현실 분야의 대표적인 국내 연구기관으로 가상현실 기술

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연세대

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협업을 거쳐 사회적 캠페인 ‘론칭피플 

2.0’의 일환으로 비 피어리스(Be fearless)프로그램을 고소공포

증 치료에 도입중이다.10) 이 외 국내 연구현황은 <표 3>과 같

다.11)

7) Youtube, www.youtube.com, 검색어 : virtual reality therapy spider 

phobia, 2014.12.01.

8) MIT Technology Review, "Treating Cockroach Phobia With Augmented 

Reality",

http://www.technologyreview.com/view/419653/treating-cockroach-phobia-wi

th-augmented-reality/, 2014.12.08.

9) 문화체육관광부,“‘차세대융합콘텐츠 육성전략’발표”,『문화체육관광

부』,2014년11월28일,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9545.

10) 김진, “가상현실로 고소공포증 치료? 삼성‘비 피어리스’”,『뉴스

1』,201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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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황

LG CNS

독일의 프라운호퍼IGD(Institute for Computer 

Graphics)의 한국 R&D센터 제휴

의료 영상처리 및 3차원 구성, 원격진료 시스템,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 문화유산 및 지리정보 3차원 모델링 

분야 공동 시험 및 평가

삼성 SDS

테크원(Tech One)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외국 3D 디

스플레이 업체 다수를 중심으로 한국 가상현실 컨소시

엄(KOVRA : Korea Virtual Reality Association) 구성

ETRI 디지털 

콘텐츠 연구단
실감형 가상현실 / 의료기반 가상현실 연구

(주)제니텀
가상현실 기술에 관련한 영상인식 기반의 모바일 증강

현실 관련 연구 진행

(주)도담시스템 3D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

광주과학기술원

문화콘텐츠연구

소 (GIST CTI)

증강현실을 이용한 출판 및 영상콘텐츠 연구

표 3. 국내 가상현실 기술 현황           

국외의 경우 국내와 동일한 2008년 가트너(Gartner)12)가 가상

현실 기술을 10대 미래 유망기술로 지정하였다. 국외에서는 가상

현실 기술이 로봇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1980년경 텔리프리전스

(Tele-presence)을 통해 가상현실의 개념이 보급되었다. 국외 연

구현황은 <표 4>와 같다.13) 

11) 손상영 외2명, “컨버전스 경제에서 가상현실 기술의 의의와 산업구조 변

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년 12월 09일,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

electResearch&sMenuType=3&controlNoSer=30&controlNo=12192&langdiv=1 

12) Gartner,Inc.는 1979년에 설립된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 및 자문 회사이다.

13) 손상영, 앞의 글, pp.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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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현황

일본

1991년 마쓰시타(Matsushita) 전공의 시스템키친 

ATR(Advance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의 

현장감 통신

1996년 가상현실 학회 설립

미국

NPS MOVES(The Naval Postgraduate School's Modeling, 

Virtual Environment & Simul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작

용,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의 세부기술을 엔터테인먼트 분야

에 적용하는 연구 개발 진행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2002년 뉴욕 콜롬비어 대학교 캠

퍼스 부근의 음식점들에 대한 가상안내 개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환자 진단에 초음파 이미지 가이

드 역할

유럽

유럽연합의 진원을 받은 INTUITION이 유럽의 산업체, 

중소기업체, 연구소, 대학교 및 주요 국제기구 또는 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

독일
프라운호퍼 산하 연구소 중심으로 가상현실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 진행

영국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와 소프트웨어 커널 기술을 발전

가상현실 훈련센터CMSC(Construction Management Simulation 

Centre) 설립 

표 4. 국외 가상현실 기술 현황 

Ⅲ. 국내외 가상현실 공포증 치료 및 연구 현황

1. 국내외 치료현황

먼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기관 중심의 치료는 이미 국내외 

심리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치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즉,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치료 방식에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

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국내에서는 1999년 한양

대 의공학연구실에서 운전공포증, 사회공포증, 고소공포증 등 가

상현실 기술을 치료에 접목한 연구를 시작했다. 한양대 의공학연

구실 김선일 교수는 국내에서 유일한 가상현실 치료 연구팀으로

서, 동료들과 함께 개발한 가상현실 치료 장치를 정신병 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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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을 가장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미국 샌디에이고의 

VRMC(Virtual Reality Medical Center)와 국내 세브란스 정신건

강병원, 국립재활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소공포증 치료 사례를 세계 가상현실치료학회에 발표한 

최영희 박사는 우리나라 가상현실 치료의 서막을 알린 이 분야의 

선구자이다.14) 현재 최영희 박사는 메타인지행동치료연구소를 운

영하고 있으며, 사회공포증, 비행공포증, 고소공포증, 폐소공포

증 등을 상상노출방법의 일환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고 있

다. 2004년부터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행공포증 

연구소는 해외의 버크 파운데이션(VALK foundation)의 루카스 반 

그웬(Lucas van Gerwen) 박사의 비행공포증 치료 프로그램을 국

내에 맞게 개발하여, 5000여명 이상의 환자를 통해 그 치료 효과

를 입증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는 2006년부터 가상현실 치

료 클리닉을 운영하여 사회공포증 외 다양한 치료를 가상현실 기

술을 이용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국내 보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치료 상

용화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

한 치료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VRMC15)(Virtual Reality 

Medical Center)는 1997년부터 운전공포증, 고소공포증, 선단공

포증, 사회공포증 등 가장 다양한 분야의 공포증을 가상현실 기

술을 이용하여 치료하고 있다. VRMC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의학 분야 치료에 있어 시뮬레이션과 가상현실 기술이 특화된 곳

으로, 치료 결과와 치료에 관련한 연구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

다. 이곳은 공포증 치료 이외에도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

여 군사 훈련과 PTSD, 교육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Iraq PTSD 치료로 유명한 버츄얼리 베터

(Virtually better inc.)16)는 심리전문가, 그래픽 아티스트, 프

14) 주간동아, “떠오르는 가상현실 치료법”, 

http://weekly.donga.com/List/3/all/11/80096/1, 2015.11.03.

15) virtual reality medical center, http://www.vrphoiba.com/, 2014.12.02.

16) virtuallybetter inc., http://www.virtuallybetter.com/,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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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래머가 함 팀이 되어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공포증 치료로는 비행공포증, 

사회공포증 고소 공포증, 폐소 공포증 등의 공포증을 치료하며 

이외에도 PTSD 치료, 알코올 중독증, 도박 중독증 등 공포증 이

외의 분야에서도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사용하고 있다. 

2004년에 3명의 엔지니어만으로 설립된 버츄얼 웨어 그룹

(Virtual ware group)17)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인터랙티브(Interactive), 트레이닝

(Training), 헬스(Health), 액티브 미디어(Activa media), 랩스 

파운데이션(Labs foundation)의 5개 분야로 나뉘어 개발되고 있

다. 그 중 에서 버츄얼 렛(Virtual Ret)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

한 공포증 치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으로, 버츄얼 웨어그룹의 

5개 분야 중 가장 먼저 시작된 분야이다. 버츄얼 렛에서는 연설

공포증, 비행공포증, 주사공포증, 고소공포증, 광장공포증 등의 

소프트웨어를 스페인에서만 15개의 센터 그 외 콜롬비아, 페루, 

칠레,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에서 판매하여 치료를 돕고 있다. 

2015년에 설립된 스페인 스타트 업(Start-up) 회사 싸이오스

(Psious)는 비행 공포증, 선단 공포증, 사회 공포증, 고소 공포

증, 거미 공포증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으며, 

고글에 핸드폰을 장착한 후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실행하

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공포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소 간단한 

형태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가상현실 기술에 관련한 연구기관이 많은데 그 중 

공포증 치료와 관련한 연구소만을 조사하였다. 가상현실 기술 연

구소는 로잔대학교(University of department Lausanne)와 함께 

사회공포증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였으며, 스페인

의 카르만 리잔드라(M CARMEN JUAN LIZANDRA) 의 연구실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거미 공포증과 고소공포증에 관련한 연

구를 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캔터베리(Canterbury) 대학의 힛 

17) virtualwaregroup, http://virtualwaregroup.com/,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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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Hit Lab NZ)18)은 환자에게 치료의 사실감을 한층 높일 수 있

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거미 공포증 치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조지아 공대 컴퓨터학과의 레리 호지스

(Larry Hodges)는 환자들에게 천둥을 경험하게 하는 가상현실 소

프트웨어를 만들었으며, 그 외 대중연설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상청중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애틀랜타 에모리대

학(Atlanta Emory University) 의 정신과 부교수 바바라 로스바

움(Barbara Rothbaum)은 고소공포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

였다.

2. 국내외 연구 현황

국내와 국외의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의 전체적

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와 국외의 논문을 조사하였다. 

논문 조사에 있어 국내와 국외의 논문 수에 큰 차이가 있어, 서

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국내 논문의 경우 ‘가상현실 기

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 논문과 가상현실 기술의 정신건강에 

관련한 논문도 포함하였다. 국외 논문의 경우 SSCI, SCIE급의 저

널 Behavior therapy, Behavior Modificatio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Technology and Healthcare,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Cognitive and Behavior Practice, 

Cyberpsycholgy & Behavior & Social Networking 8개를 선정하여 

‘Virtual reality phobia’에 관련한 논문만을 조사하였다.

국내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에 관한 연구는 한양

대 의공학 연구실이 주축을 이루었다. 국내 다른 연구들과 달리 

한양대 의공학실 연구들은 SSCI급 논문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이

용한 공포증 치료에 있어 다각적인 연구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양대 연구팀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에 있어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담자의 혈압, 호흡, 심박수, 표면저항 

18) hitlabnz, , http://www.hitlabnz.org/,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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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생체 신호들도 함께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 

장동표는 ‘Objective Valid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Virtual Reality Psychotherapy’ 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상

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에 생체신호의 반응이 떨어진다

는 것을 알아내었고 이는 환자의 몰입도와 연관이 있다고 파악하

였다. 이러한 몰입도의 저해 요인으로는 첫째, HMD를 지적하였

다. HMD를 착용한 내담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을 호소하

였고 그 원인을 HMD의 시야범위(FOV)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는 

현재 연구에서 시야범위를 50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

점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보다 높인 60도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

혔다. 둘째로 치료 환경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내담자는 치

료 동안에 계속해서 치료자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완전한 몰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있어 치료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셋째로는 HMD 틈으로 들어오는 밝은 빛으로 인해 치료의 몰입이 

방해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생체신호 

측정을 위해 부착한 센서들 또한 몰입도에 방해 요소로 언급하였

다. 이후 진행된 ‘Analysis of Physiological Response to Two 

Virtual Environments: Driving and Flying Simulation’ 과 

‘Physiological Monitoring as an Objective Tool in Virtual 

Reality Therapy’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에 

있어 공포증을 겪고 있는 환자와 일반인의 생체신호를 지표로 측

정한 결과, 피부 저항에 있어 공포증을 겪고 있는 환자와 일반인

에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남을 밝혀냈고, 이 연구를 통해 피부 저

항에 관련한 생체 신호 모니터링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

에 있어 하나의 프로토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이 연구팀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 환경을 

구성함에 있어 모델 기반(Model-based)환경과 무비 기반

(Movie-based)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미지 기반 랜더링

(Image-based rendering)과 크로마키(Chroma key)기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이는 모델 기반이 가지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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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이 적은 환경을 해결해 주며, 무비 기반이 가지고 있는 개개

의 환경을 통제 못하는 점을 크로마키 기법을 통해 해결해 낼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리얼 타임 캡쳐(real-time capture)기술을 

적용해 내담자들이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고

안해 내었다. 백승은 연구팀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에 있어, 고가의 워크스테이션은 범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을 지적하여 2001년부터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를 

개인 PC에서 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다.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2003년에는 공포를 느낄 때 가장 먼저 반

응이 오는 심전도(ECG)를 이용한 생체신호계측, 질문지 및 통계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 가상환경 업데이트, 가상현실 시스템

을 이용하여 원격진료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였다. 비행공포증 연

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민 박사는 비행 공포증을 가진 내담자

들의 비행 전, 비행 기간, 비행 종료 과정의 상황 동안 내담자들

의 양상을 분석하였고, 내담자들에게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후 주요 국제적 치료기관 현황에서의 프

로그램을 검토하여 VALK foundation 치료 프로그램을 국내 실정

에 맞게 변형하여 현재 비행공포증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다.

논문명, 저자, 연도

(1) 고소공포증 치료를 위한 가상

현실 시뮬레이터의 제작, 백승은 

외2명, 2001.

(2) 3D 가상환경시스템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에 대한 연구, 백승은 

외3명, 2002.

(3) 고소공포증 치료를 위한 가상

현실 원격진료 시스템의 개발, 백

승은 외3명, 2003.

(4) 가상현실을 이용한 고소공포증 

치료 시스템의 개발 및 치료 예, 

신민보 외8명, 2001.

(5) 비행공포증의 치료프로그램, 

(15) 가상현실로 들어간 심리

학, 이장한, 2004.

(16) Virtual Reality System 

for Treatment of the Fear of 

Public Speaking using Image 

Based Rendering and Moving 

Pictures, Dong P. Jang외 6명, 

2002.

(17) Exploring the use of 

computer games and virtual 

reality in exposure therapy 

for fear of driving following 

a motor vehicl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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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연구논문 현황 

국외의 경우 거미 공포증, 사회 공포증, 고소 공포증, 운전 공

포증, 폐소 공포증 등 다양한 분야의 공포증에 대한 연구가 진행

이상민, 2003.

(6) 실시간 상호작용 기술의 ‘가

상현실치료’ 적용에 관한 연구, 

김정환 , 2006.

(7) 가상현실 치료 적용 기술의 미

래, 김정환, 2007.

(8) 정신건강에서의 가상현실 이

용, 최영희·최연숙, 2005.

(9) 가상현실 치료의 현황과 앞으

로의 과제, 최진희, 2007.

(10) 가상현실 기술의 정신적 이

용, 차경렬·김찬형, 2007.

(11) The treatment of Fear of 

Flying : A Controlled Study of 

Imaginal and Virtual Reality 

Graded Exposure Therapy , Dong 

P. Jang 외 4명, 2002.

(12) The Development of Virtual 

Reality Therapy(VRT) System for 

the Treatment of Acrophobia and 

Therapeutic Case, Jang, D.P외 6

명, 2002.

(13) VR Based Conversation 

Training Program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 

preliminary Clinical Trial, 

Jeonghun Ku 외 8명, 2007.

(14) Objective Valid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Virtual Reality 

Psychotherapy, Dong P. Jang 외 4

명, 2000.

David G. Walshe 외 3명, 2003.

(18) Physiological Monitoring 

as an Objective Tool in 

Virtual Reality Therapy, 

BRENDA K.  WIEDERHOLD 외 4명, 

2002.

(19) Mechanisms of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The 

Role of the Behavioral 

Activation and Behavioral 

Inhibition Systems, Monique 

C. Pfaltz 외 6명, 2005.

(20) Virtually Driving: Are 

the Driving Environments 

"Real Enough" for Exposure 

Therapy with Accident 

Victims? An Explorative 

Study, David Walshe 외 3명, 

2005.

(21) Analysis of 

Physiological Response to Two 

Virtual Environments: Driving 

and Flying Simulation, Dong 

P. Jang 외 5명,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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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가상현실 기술 보다 진보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연구에 비해 공포증에 관한 

다각적인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티나 보텔라 (Cristina Botella) 연구팀은 2000년도부터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 연구에 들어갔으며 거미 공

포증과 폐소 공포증을 실험하여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2010년부

터는 가상현실 기술이 아닌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바퀴벌레 

공포증을 실험하여 바퀴벌레 공포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효과

적으로 치료하며 그 기술력을 입증하였다. 로버트 세갈(Robert 

Segal)은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에 있어 치료 효과와 설계

비용의 상관관계에 관한 치료자의 견해를 조사하였다. 271명의 

치료자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의 잠재적 이익과 설계비

용에 있어, 치료 효과가 설계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 답했다. 이

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를 하기 위한 초기 모델 설계비

용은 많을 수 있지만, 모델 재생산의 한계비용 면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테판 바우처다(Stephane 

Boucharda)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에 있어 소프트웨어 

비용이 고가인 점을 지적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거미공포

증 치료에 있어 3D 게임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에리카

(Erica K. Yuen)는 한정된 치료자 수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불안 

장애를 온라인화 가상현실 치료를 연구하였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에 있어 치료효과와 몰입도의 상관성에 관하여 언급

되는데, 메튜 프라이스(Matthew Price)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

한 노출치료에서의 실재감의 역할(The role of presence in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논문을 통하여 몰입도와 치

료 효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큰 관여를 하지 않음을 밝히어 냈다. 

이 외 국외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방법과 가상현실 기술

을 이용한 치료방법을 비교하여 가상현실 기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치료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파악하

여 그에 따른 후속 연구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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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저자, 연도

(1) Adaptation as a Sensorial 

Profile in Trait Anxiety: A 

Study With Virtual Reality, 

Isabelle Viaud-Delmon, Ph.D et 

al., 2000.

(2) The use of virtual reality 

in acrophobia research and 

treatment, Carlos M. Coelho et 

al., 2009.

(3) Computer-delivered modeling 

of exposure for spider phobia: 

Relevant versus irrelevant 

exposure, Kathryn L. Smith, 

m.psych et al., 1997.

(4)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anxiety disorders: An 

evaluation of research quality, 

Russell A. McCann et al., 2014.

(5) Virtual reality and tactile 

augmentation in the treatment 

of spider phobia: a case 

report, Albert S. Carlin et 

al., 1997.

(6) The use of virtual reality 

in acrophobia research and 

treatment, Carlos M. Coelho et 

al., 2009.

(7)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anxiety disorders: An 

evaluation of research quality, 

Russell A. McCann et al., 2014.

(8) Virtual reality in the 

treatment of spider phobia: a 

controlled study, A 

(24) The role of presence in vi

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Matthew Price et al., 2007.

(25) Efficacy of virtual realit

y exposure therapy to treat dri

ving phobia: a case report 72, 

Jaye Walda et al., 2000.

(26) An augmented reality syste

m validation for the treatment 

of cockroach phobia, Bretón-Lóp

ez, Juani et al., 2010.

(27) A Randomized, Controlled C

linical Trial of In Virtuo and 

In Vivo Exposure for Spider Pho

bia, Michaliszyn, D et al., 201

0.

(28) Therapists' Perception of 

Benefits and Costs of Using Vir

tual Reality Treatments, Robert 

Segal, B.A  et al., 2011.

(29) Body Image in Eating Disor

ders: The Influence of Exposure 

to Virtual-Reality Environment

s, Jose´ Gutie´rrez-Maldonado  

et al.,2010.

(30) Effectiveness of virtual r

eality exposure in the treatmen

t of arachnophobia using 3D gam

es, Boucharda, Stephane  et a

l., 2006.

(31) Virtual reality in the tre

atment of claustrophobic fear: 

A controlled, multiple-baseline 

design, Cristina Botella  et a

l.,2000.

(32) Virtual Reality Exposur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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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cia-Palacios et al., 2002.  

(9) Do conversations with 

virtual avatars increase 

feelings of social anxiety?, 

Mark B. Powers et al., 2013.

(10) Efficacy of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to 

treat driving phobia: a case 

report 72, Jaye Walda et al., 

2000.

(11) Effect of multiple context 

exposure on renewal in spider 

phobia, Youssef Shiban et al., 

2013. 

(12)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in the treatment of 

fear of flying: a case report, 

Barbara Olasov Rothbaum et al., 

1996.

(13) Virtual reality treatment 

of claustrophobia: a case 

report, C. Botella et al., 

1998.

(14) Virtual reality treatment 

versus exposure in vivo: a 

comparative evaluation in 

acrophobia, P.M.G Emmelkapmp et 

al., 2002.

Repeated exposure of flight 

phobics to flights in virtual 

reality, Andreas Mühlberger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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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가상현실 기술은 내담자가 가상세계 속에서도 실제세계에 있는 

것처럼 사실감의 착각을 불러일으켜 공포증을 직접 대면하지 않

고도 치료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는 전통적인 노출치료 방법보다 장점이 많다. 첫째, 내담자

가 가지고 있는 공포증의 환경 조성이 더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거미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면 원하는 거미 종류

와 거미 수만큼 3차원 그래픽으로 환경을 조성한 뒤 치료 하면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노출 치료에서는 직접 치료 환경을 조성

해야하기 때문에 치료 환경 조성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둘

째, 이렇게 만들어진 거미는 컴퓨터 화면 속에 만들어진 가상 이

미지이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걱정이 없다. 

만약 전통적인 치료의 상황이라면 거미가 내담자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 동안의 위험 요소를 항상 고려해야만 한

다. 셋째, 이 모든 치료 과정의 상황을 치료자가 통제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위와 같은 예로 거미공포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

통적인 치료 과정이라면 거미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어떻게 

행동할지 치료자는 예측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에서는 치료자가 선택하는 방향, 원하는 행동 등 그 

상황을 100%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똑같은 상황을 몇 

번이고 반복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맞게 단계 조절이 가능하다

Speaking Anxiety A Randomized 

Clinical Trial, Helene S. 

Wallach et al., 2009.

(23) Virtual Reality 

Cognitive-Behavior Therapy for 

Public Speaking Anxiety: 

One-Year Follow-Up, Marilyn P. 

Safir et al., 2011..

표 6. 국외 연구논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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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의 치료에서는 단점 또한 지적

되고 있다. 첫째로는 가상현실에서의 사이버 시크니스(Cyber 

sickness)이다. 사이버 시크니스란, 삼차원 그래픽 환경에 노출

됨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멀미이다. 가상환경에 있는 내담자는 

자신의 이동 방향과 가상 세계의 보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게 되

어 일반적으로 두통에서 심각한 구역질까지 다양한 수준의 고통

을 경험할 수 있다. 현재 치료 분야에서는 HMD를 일반적으로 사

용하고 있는데, HMD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완벽히 

구현하는 컴퓨터들이 아직은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시

스템에서는 내담자의 움직임과 HMD속의 3차원 그래픽 이미지의 

시간격차(지연-latency)문제로 사이버 멀미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내담자가 치료 과정을 끝내고 현실세계로 돌아 올 

때, 가상현실의 초점에 적응이 된 뇌가 현실세계에 초점을 맞추

지 못하는 장애도 고려해야 한다.19) 둘째로는 내담자들이 가상현

실을 경험할 때의 실재감(Presence)이다. 실재감은 몰입도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재감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감

각정보의 양, 센서와 환경 사이의 관계 제어, 물리적 환경을 변

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셰리든(Sheridan)은 제안하였다.20) 셋

째로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큰 비용

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판매가도 높다. 따라서 의료 현장 일선에

서는 쉽게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 문

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21)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아직까지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

료에 있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 이러한 

단점들은 보완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 

19) 김정환, 「실시간 상호작용 기술의 가상현실치료 적용에 관한 연구」, 『만

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22호(2011,3), p.91.

20) 막스 노스 외, 나철 외 역, 앞의 책, p.208.

21) 주간동아, “떠오르는 가상현실 치료법”, 

http://weekly.donga.com/List/3/all/11/80096/1,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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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방법의 공포증치료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치료

장점:

⦁분노지수를 쉽게 얻을 수 있

다.

⦁치료효과가 성공적이다.

단점: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치료 환경 구성비용이 비싸다.

⦁치료자가 치료 환경을 통제하

기 어렵다.

⦁환경 조성이 어렵다.

장점:

⦁비밀보장이 쉽다.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치료 효과가 성공적이다.

⦁치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

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치료 환경 조성이 쉽다.

단점:

⦁치료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시

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표 7. 전통적 방법과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의 장⦁단점 

앞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국내와 국외는 동일한 2008년도에 가

상현실 기술력에 잠재성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군

사, 자동차, 건축 분야 콘텐츠를 중심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

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의료 분야 분야에 대한 발전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주로 국내는 3D 모델링, 렌더링, 및 애니메이

션 제작기술을 중심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입출력 장비 데이터글로브, 

모션캡쳐장치, HMD(Head Mounted Display), 햅틱인터페이스 장치

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은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의존

도가 높은 상태이며, 가상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른 장비들도 외

국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22) 이는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연

구·개발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에 있어 장기

적·심층적 개발이 아닌 단발성 개발이 이루어져 원천 기술을 확

보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22) 손상영, 앞의 글,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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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기술 수준의 한계점은 국내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 문제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1세기에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

다. 전 세계적으로 하드웨어 기술은 점차 상향평준화 되었고 첨

단 산업으로 차별화가 어려워지면서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소프트

웨어가 주목되기 시작했다. 국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약 40%로 1위를 차지하

였고 일본이 2위, 중국이 7위인데 반해 국내 시장은1.0%로 2008

년 16위에서 밀려나 2012년에는 17위를 차지했다.23) 이러한 문제

의 양상은 정부의 R&D 투자로 꼽을 수 있다. 이를 인지한 미국은 

2010년 기준 과학 기술 분야에 GDP의 2.8%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지원

하고 있다.24) 이와 같은 기관과 기술개발 관점의 조사로 국외와 

국내의 가상현실의 현황에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연구를 보면 정량적인 면과 정성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정량적인 측면으로 보면, 국외의 

저널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으로 약 두 배 이상의 차이

가 있다. 국내의 경우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는 

2000년도에 처음 연구되었고, 국외의 경우 그보다 4년 정도 앞서 

연구되기 시작되었다. 국내의 연구는 초반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서서히 그 양적 증가가 줄었으며, 연구의 흐름이 2000

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진행되다가 이후에는 진전이 없음을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외의 경우 1996년부터 

현재 2015년까지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의 경우 소수의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국외의 경우 다양한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여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의 경우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

23) 정부연, 「국내 SW 정책 현황과 시사점 : 전략 산업과 해외 진출 정책을 중

심으로」, 『방송통신정책』, 통권535호 제24권 13호(2012), p.48.

24) David Kim,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공요인 연구 : 미국정부정책 사례

를 중심으로」, 『한국경영정보학회』 2011, p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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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증 치료에 관한 표면적인 연구가 주로 연구된 반면, 국외의 경

우 다양한 공포증에 관한 연구, 촉감이나 청각을 이용한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기술, 사회공포증에 있어 자연스러운 언어 처리를 

위한 스크립트 연구 등 치료에 있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심층

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

료에 있어 개선점을 파악한 후속연구의 진행, 치료의 온라인화, 

기존 치료법과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법의 효과를 위한 통

제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3. 국내 논문 vs 국외 논문 현황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는 전통적인 공포증 치료

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의료 분야에서의 가상현실 기술 도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한 때 ‘가상현실 의료 선

진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명성을 얻었지만, 국내 치료 

시행 현황이나 연구를 보면 국외에 비해 점차 뒤처지고 있는 실

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첫째, 치료 현황에 있어 국내의 경우 치료 중심

으로만 이루어진 형태로 치료에 관한 연구나 치료의 한계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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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기 위한 후속 연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꼽을 수 있

다. 둘째, 기술력에 있어 단발성 개발과 해외 의존으로 인해 원

천기술이 확보 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

야 한다. 미국 국립 정신 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25)에 의하면 전체 미국 인구의 약 9% 정도가 특정 공포증

을 겪고 있으며 조사 결과 공포증 10위 안에 사회 공포증, 거미 

공포증, 고소 공포증 등이 포함되어있음을 파악하였다. 앞서 조

사했던 공포증 연구 논문에 있어 거미 공포증, 비행 공포증, 사

회 공포증, 고소 공포증 등이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외의 경우 사회 현상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기관⦁연구자가 조화를 이루어 가상현실 

기술의 잠재적 역량을 드러내기 위한 각자의 역할에 알맞은 노력

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회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심

리 치료에 대한 수요를 가늠하고 둘째, 심리학과 공학 연구자들

의 학제 간 연구와 그래픽 전문가들과의 산학연계를 활발히 이끌

어 나가야 할 것이며 셋째, 이에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 받을 기

회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화된 기

술개발의 환경 안에서 인력양성에 힘을 기울여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의 분야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치료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HMD 의해 발

생한 사이버 시크니스에 대해 트래킹 기술력 문제를 보강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토대

로 각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에 맞는 연구진을 구성하고, 적

절한 장비와 기술력을 갖춰 심리치료에 필요한 몰입환경을 개발

하고자 한다. 몰입환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재감을 결정하는 

25)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는 1949년 Herry Truman에 의해 

정식으로 공인 인증된 국가기관으로 National Institute of Health(NIH)의 27

개 산하기관 중 하나이다. NIMH는 정신건강 분야에 특화된 세계적인 기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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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인 감각정보의 양, 센서와 환경 사이의 관계 제어, 물리적 

환경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의 수위를 측정하는 연구로 지속시키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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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VR Technology

in Phobia Treatment

Kim, Seul-ki · Suk, Hae-jung

Virtual reality technology is one of the important technologies 

that will affect our life in many ways. This novel technology will 

draw new paradigm into the medical field due to its advantages in 

physical safety and environment that are fully controlled. Phobia 

treatment using VR technology has been implemented and its 

feasibility has been proved through a number of researches in many 

institutions. This study has observed the current progress of its 

technology environment and the trend of research. Also, This study 

has analyzed the result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data. 

Analysis shows that other countries are ahead of korea in all 

aspects of the phobia treatment using virtual reality method. 

Although the authors limited the kinds of journals, the amount of 

quantity in international researches are two times more than 

domestics.  Also, The researchers in other countries concentrate on 

the multi-modal studies. To use virtual reality in the phobia 

treatment, we need to understand the needs of the society members 

and the government has responsibility to support what the 

researchers need. 

Key Word : Virtual Reality, Phobia Treatment, Exposur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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