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과정]
사용적합성 테스트 실무
(전자의료기기(VR))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엔지니어링

티유브이 라인란드 코리아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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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의 필요성 이해
의료기기 제품 개발 주요 요구사항

사용하기에
안전한가?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가?

Safety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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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의 필요성 이해
Medical Device QMS

SYSTEM
Safety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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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의 필요성 이해
Medical Device QMS 최소요구사항

문서화

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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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의 필요성 이해
Medical Device QMS

ISO 13485 (7.2)
7.2.1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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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적합성의 필요성 이해
Medical Device QMS

ISO 13485 (7.2)
7.2.1

d) 의료기기 성능 및 안전 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훈련

7.2.2

d) 7.2.1항에 의거 파악한 사용자 교육훈련 제공
또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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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의 필요성 이해
Medical Device QMS

ISO 13485 (7.3)
7.3.3
a)

제품 사용 목적에 따른 기능, 성능, 사용 편의성 및
안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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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의 필요성 이해
Medical Device QMS

예시

Canadian Regulation
누구나?

User Profile

전문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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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최소 요구조건 확인

EN ISO 14971:2012
Risk Management
Report
Usability
Engineering File

Usability
Test Report

EN 6236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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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EN ISO 14971:2012

Risk Analysis
Risk Evaluation

Production
Post-production
Information

Risk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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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EN ISO 14971:2012 & EN 6236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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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EN ISO 14971:2012 & EN 6236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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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EN ISO 14971:2012 & EN 62366:2008
3.23 Use specification (= Application specification)

Summary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context of us
e of the MEDICAL DEVICE (can refer to intended use)

3.23 Use specification (= Application specification)

의료 기기 사용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특성 요약 (의도된 사용목적을
참조 할 수 있음)

14

9

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EN ISO 14971:2012 & EN 6236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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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EN ISO 14971:2012 & EN 62366:2008
3.22 Use scenario

Specific sequence of TASKS performed by a specific USER in a spe
cific USE ENVIRONMENT and any resulting response of the MEDIC
AL DEVICE

3.22 Use scenario

특정 사용 환경에서 특정 사용자가 수행 한 특정 작업 순서 및 의료 기
기의 결과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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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EN ISO 14971:2012 & EN 62366:2008
3.22 Us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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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EN ISO 14971:2012 & EN 62366:2008
3.26 User interface

Means by which the USER and the MEDICAL DEVICE interact
e.g.) buttons, touch screens, keyboard and mouse, accompanying d
ocumentation

3.26 User interface

사용자와 의료 기기가 상호 작용하는 수단
예) 버튼, 터치 스크린, 키보드 및 마우스, 함께 제공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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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EN ISO 14971:2012 & EN 62366:2008
3.7 Formative evaluation

USER INTERFACE EVALUATION conducted with the intent to explore U
SER INTERFACE design strengths, weaknesses, and unanticipated US
E ERRORS

3.13 Summative evaluation

USER INTERFACE EVALUATION conducted at the end of the USER
INTERFACE development with the intent to obtain OBJECTIVE
EVIDENCE that the USER INTERFACE can be used safely
19

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EN ISO 14971:2012 & EN 62366:2008
3.7 Formative evaluation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강점, 약점 및 예상치 못한 사용 오류를 탐색하
기 위해 수행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평가

3.13 Summative evaluation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종료시 수행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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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EN ISO 14971:2012 & EN 6236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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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EN ISO 14971:2012 & EN 6236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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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Medical Device QMS

EN ISO 14971:2012 & EN 62366:2008

Prepare USE SPECIFICATION (5.1)

New problems
identified?
Is Residual Risk
Acceptable?

No

No
Improvement
Necessary?

Yes
Establish USER INTERFACE
SPECIFICATION (5.6)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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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4. Principal

Manufacturer shall establish, document, implement and
maintain a USABILITY ENGINEERING PROCESS;
- transport, storage, installation, operation, maintenance
and repair, disposal.

제조사는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수립, 문서
화, 구현 및 유지해야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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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4. Principal

By personnel competent on the basis of appropriate educ
ation, training, skills or experience.
적절한 교육, 훈련, 기술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적격한 인
력에 의해 수행한다.
USABILITY ENGINEERING FILE
(can be part of DHF or R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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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5. Usability Engineering Process

5.1 Prepare Use Specification
- Intended medical indication
- Intended patient population
- Intended user profile (age, gender, cultural backgrou
nd, level of education and professional competence)
e.g. 당뇨병 환자의 시력/ 촉각 저하 가능성
- Use environment (hospital or home or ambulance)
- Operating principle
e.g. Scalpel using laser energy or stainless blad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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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5. Usability Engineering Process

5.2 Identify USER INTERFACE characteristics
related to SAFETY and potential USE ERRORS
- Identify USER INTERFACE characteristics that could
be related to SAFETY as part of a RISK ANALYSIS
- 위험 분석 프로세스 일환으로,
안전과 연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 식별
(Question C.2.9, 12, 26, 27, 29 ~ 34 of ISO 14971 Annex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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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5. Usability Engineering Process

5.2 Identify USER INTERFACE characteristics
related to SAFETY and potential USE ERRORS
- Identify USER INTERFACE characteristics that could
be related to SAFETY as part of a RISK ANALYSIS
- 위험 분석 프로세스 일환으로,
안전과 연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성 식별
(Question C.2.9, 12, 26, 27, 29 ~ 34 of ISO 14971 Annex C)

Identify Use Error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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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5. Usability Engineering Process

5.3 Identify known or foreseeable HAZARDS and
HAZARDOUS SITUATION (as part of a RISK ANALYSIS)
HAZARD

Incorrect
insulin
output

HAZARD-RELATED USE SCENARIO descript
ion
PATIENT (USER) has poor vision.
Unit of measure labels are not clear on
glucometer. Poor ambient lighting in
PATIENT’S home.
PATIENT selects display of blood
glucose in incorrect units and
misreads current blood glucose level.

HARM

Coma

PATIENT administers excessive amount
of insulin.

USER INTERFACE RISK CONTROL
measure

Include a backlight on the
display.
USER-adjustable display
character size
Implement software message t
hat entered units of blood gluc
ose measurement is not comp
atible with designated country
of use that requires confirmati
on step.
29

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5. Usability Engineering Process

5.3 Identify known or foreseeable HAZARDS and
HAZARDOUS SITUATION (as part of a RISK ANALYSIS)
HAZARD

잘못된 인
슐린 투여

HAZARD-RELATED USE SCENARIO descript
ion

HARM

환자의 시각 저하
글루코즈 미터에 단위 표기가 잘 안
보임.
환자의 집 조도가 낮음.

USER INTERFACE RISK CONTROL
measure

출력 화면이 밝게 보이도록
제작.
사용자가 글자 크기 조절 가
능.
Coma

환자가 잘못된 혈당 단위를 선택하
여, 현재 혈당값을 잘못 읽게 됨.
인슐린 과투여

사용자가 속한 국가에서 사
용하지 않는 단위가 입력/ 표
기되는 경우 확인의 알람이
뜨도록 프로그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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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5. Usability Engineering Process

5.4 Identify and describe HAZARD-RELATED USE SC
ENARIOS
- Consider user action not intended but reasonably fores
eeable
5.5 Select the HAZARD-RELATED USE SCENARIOS
for SUMMATIVE EVALUATION
- All or subset of HAZARD-RELATED USE SCENARIO
based on the SEVERITY of the potential HARM
31

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5. Usability Engineering Process

5.6 Establish USER INTERFACE SPECIFICATION
- testable technical requirement,
associate with RISK CONTROL MEASURE
e.g.) display color, character size, placement of control
- indication as to whether ACCOMPANYING DOCUM
ENTATION is required,
- indication as to whether MEDICAL DEVICE-specific
training is required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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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5. Usability Engineering Process

5.7 Establish USER INTERFACE SPECIFICATION
a) FORMATIVE/ SUMMATIVE EVALUATION plan
목적과 방법
b) USABILITY TEST 수행한다면,
- representative intended USER/ USER PROFILE
e.g.) clinical personnel, nurses
- test environment
e.g.) lighting, wearing protective measure
- ACCOMPANYING DOCUMENTATION?
- TRAINING? minimum elapsed time?
33

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5. Usability Engineering Process

5.7.2 SUMMATIVE EVALUATION planning
- evaluation method and rationale
e.g. interview? Survey? Observation?
- which part of the USER INTERFACE being evaluated
e.g. Preparation? Operation? Interpretation?
- information for SAFETY perceivable, understandable,
support correct use
- ACCOMPANYING DOCUMENTATION, training
- USABILITY TEST; environment, collecting dat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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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5. Usability Engineering Process

5.8 Perform USER INTERFACE design, implementat
ion and FORMATIVE EVALUATION
5.9 Perform SUMMATIVE EVALUATION of the USAB
ILITY of the USER INTERFACE

Individuals that were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USER INTERFACE design should not
conduct the SUMMATIVE EVALUATION.
35

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FDA Guidance

FORMATIVE EVALUATION (개발 중)
• Use device, device prototype, mock-up
• Identify Potential use-related hazards, hazardous sit
uation
- Inform device user interface design
- Assess effectiveness of risk control
- Determine training requirement
- Inform product labelling
- Inform validation testing contents and structure

주의! 반복 시험은 결과 신뢰성을 낮춘다.
*출처: FDA – Applying Human Factors and Usability Engineering to Medical Devic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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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FDA Guidance

SUMMATIVE EVALUATION (Validation)
• Condition should be sufficiently realistic
• Participants represent the population of intended users
- 15 for each distinct user population
Pediatric vs Adolescent vs Adult vs Geriatric
Professional healthcare providers vs Lay user
• US market 판매 대상 제품은 미국인 대상으로 실시.
- 예외는 Case-by-Case 고려.

주의! 불충분한 SE는 FE가 된다.
*출처: FDA – Applying Human Factors and Usability Engineering to Med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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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Usability Test Report 구성 내용

1.
2.
3.
4.

Introduction
Reference
Terms and Definitions
Application and Specification
- Device name
- Device description
- Intended us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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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Usability Test Report 구성 내용

- Summary of Application Specification
a) Medical Indication
b) Patient Population
c) User Profile
d) Condition of Use
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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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Usability Test Report 구성 내용

5.
6.
7.
8.

Primary Operating Function
Hazard Analysis for Primary Operating Function
Usability Validation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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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1. Introduction

우리는!!!
분석한다

특정한다

설계한다

증명한다

 Risk Management와 연관지어. 그리고 EN 62366에 적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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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2. Reference

- European In Vitro diagnostic directive 98/79/EC
- IVDR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regulation)
- EN ISO 14971:2012
- EN 62366:2008 or EN 62366:2015
- My Design and Development Procedure, My DHF
- My Risk Management Procedure
- My RM Plan & Report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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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4. Application and Specification

- Device name
e.g.) HIV detection kit, H1 피로도 체크 키트
- Device description
e.g.) 외관, 구성 부품, 포장
- Intended use
e.g.) Detection of hepatitis B virus, detection of H1‘s 피로도

43

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4. Application and Specification

- Summary of Application Specification
a) Medical Indication
b) Patient Population;
병원, Healthcare center, Blood Bank, Lay user…
c) User Profile;
직업, 전공, 면허 소지자, 당뇨병 환자(시각/촉각 저하)
d) Condition of Use; 병원 or 집 or 앰뷸런스
e) Principle; 작동 원리, Sequenc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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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5. Primary Operating Function

- Use Scenario, Establish User Interface
H1

S1

Regular visit

Interview
Order

W1

Instrument Setting U1

Loading
Potential use error: Fail to remove waste

Real-Time

U2

GOGO U3

Waste Disposal U4
Monitoring

U5
45

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5. Primary Operating Function

- Use Scenario, Establish User Interface
Patient

Doctor/Nurse

Regular visit

Interview

U1

Technician

Order

Instrument Setting U2

Sample storage

Sample Loading U3

Potential use error:
Confusion test order, wrong storage condition,
inadequate pre-treatment, etc.

Real-Time

PCR

U4

Waste Disposal U5
Result Analysis U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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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6. Hazard Analysis for Primary Operating Function
ID

User Conduct

HAZARD

HAZARD-RELATED USE SCE
NARIO description

U1

Sample stora Incorrect
ge
storage -

Missing storage conditi
on information of produ
ct
User error; storage con
dition/ location confusio
n

HARM

USER INTERFACE RISK C
ONTROL measure

Deterio
ration
-

Clearly show storag
e condition in large s
ize character on the
label and user guide
Us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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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7. Usability Validation

-

참여자는 어떻게 사용자 그룹을 대표하는가?
테스트 환경은 얼마나 사용자 환경과 유사한가?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수집되며 분석되는가?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e.g. IFU)
참여자에게 교육이 제공 되는가? 교육 자료의 내용과 교육의 형
식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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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7. Usability Validation

- (참여자) Lay user, 의사, 간호사, Laboratory Technologist
- (테스트 환경) 집, 병원, Laboratory
- (테스트 결과 수집/ 분석) Product performance, Interview, Pass/
Fail limit
- (Accompanying doc) 사용자 매뉴얼
- (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시험, 자격 부여 여부

49

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7. Usability Validation

- Perform Validation (or Test or Summative evaluation)
Doctor/Nurse
Sample storage

U1

Dr. MM Kim
- 면역학 부문 국내 1인자
- 경력: 명인대학병원 정교수
- Usability test 에서의 역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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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7. Usability Validation

- Perform Validation (or Test or Summative evaluation)
Technician

Instrument Setting U2
Sample Loading

U3

Real-Time PCR

U4

Waste Disposal

U5

Result Analysis

U6

Clinician Abby
- 전공
- 경력
- Usability test
에서의 역할
51

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7. Usability Validation

- Perform Validation (or Test or Summative evaluation)
Doctor/Nurse

Technician

-

Provide IFU
Provide Training
Elapse time
Trainer?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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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7. Usability Validation

- Use Scenario, Establish User Interface
Patient

Doctor/Nurse

Regular visit

Interview

U1

Technician

Order

Instrument Setting U2

Sample storage

Sample Loading U3
Real-Time

Proceed Use Scenario
with Pre-known sample specimen

PCR

U4

Waste Disposal U5
Result Analysis U6
53

사용 적합성 시험의 예시
7. Usability Validation

- 데이터 수집과 분석

글자 작아

별로 안중요해 보여서..
Observation

아, 그런 의미였어?

Analysis

Interview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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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적합성 규격의 이해
8. Conclusion

Prepare USE SPECIFICATION (5.1)

<ISO 14971>

New problems
identified?
Is Residual Risk
Acceptable?

No

No
Improvement
Necessary?

Yes
Establish USER INTERFACE
SPECIFICATION (5.6)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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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과정]
사용적합성 테스트 실무
(전자의료기기(VR))

의료분야 VR 활용 동향
- 의료기기/ 콘텐츠 -

소속 : 대전대학교
강사명 : 안호원

목차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의료환경
2. 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3. 유헬스케어와 스마트 헬스케어 동향
4. 정부정책

1. VR 개념 및 기술동향
5. 인공지능 헬스케어

2. 가상현실의
의료분야 활용
6. 글로벌 헬스케어 전망 및 제언
3. GMP 기반 교육시스템 – 사용적합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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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VR 개념 및 기술 동향

목차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의료환경
2. 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3. 유헬스케어와 스마트 헬스케어 동향
4. 정부정책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5. 인공지능 헬스케어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도 실제 주변 상황과 상호
6. 글로벌 헬스케어 전망 및 제언
작용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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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선장
2. 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3. 유헬스케어와 스마트 헬스케어 동향
4. 정부정책

과락기술정통부
2019 디지털
5. 인공지능 헬스케어
콘텐츠 산업육성
6. 글로벌 헬스케어 전망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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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술의 정의 및 범위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의료환경

 (Virtual Realty) 실제 현실의 특정 환경, 상황, 또는
2. 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가상의 시나리오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구축,
3. 유헬스케어와 스마트 헬스케어 동향

이러한 가상환경에서 사용자가 상호작용 할 수
4. 정부정책
있도록
돕는 시스템 및 관련 기술
5. 인공지능 헬스케어

 특징
: 사용자의
시야각
6. 글로벌
헬스케어
전망전체(360
및 제언 ̊)를 가상 영상
으로 채울수 있는 (HMD)를 주로 활용하며, 이외
에도 프로젝션 기술을 활용한 CAVE가 있음.
 가상현실 속 몰입감 향상을 위해서는 자율성, 상
호작용, 현존감이 중요
*자율성(autonomy) 다양한 이벤트와 자극에 자율적 반응
*상호작용(interaction) 가상현실에서의 객체 또는 환경과 상호작용
*현존감(presence) 다감각 자극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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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디지털컨텐츠 산업육성 투자 방향

목차

문화(culture, media)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의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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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 플레이어 원 (미국)

AR 활용 개표 방송(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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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S (Dismounted Soldier Tra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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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게임 (Game)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의료환경
2. 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3. 유헬스케어와 스마트 헬스케어 동향
4. 정부정책
5. 인공지능 헬스케어
6. 글로벌 헬스케어 전망 및 제언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가상현실(VR) 게임시장 규모는 2025년에
450억9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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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행 (Travel)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의료환경
2. 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국내 VR 여행 콘텐츠 시장은 이통3사가 주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여행. 레저 관련
언텍트비대면
3. VR이
유헬스케어와
스마트 문화에
헬스케어힘입어
동향 확산
4. 정부정책
5. 인공지능 헬스케어
6. 글로벌 헬스케어 전망 및 제언

KT '슈퍼 VR'이 서비스하는 '노르웨이 오로라' 영상의 일부. 일반 화면에서
는 영상이 왜곡돼 보이나, VR 기기를 이용하면 영상을 360도 즐길 수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아프리카 사자 VR 영상. 유튜브 조회 수가 약
1600만 건에 이른다
[출처: 중앙일보] 코로나19 시대, 여행도 VR(가상현실)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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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production)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의료환경
2. 디지털 헬스케어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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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정책
5. 인공지능 헬스케어
6. 글로벌 헬스케어 전망 및 제언

제조. 설계. 정비 등 산업전반으로 확대. 특히 자동차 부분에서 강세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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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 VR을 활용한 디자인 품평장과 설계 검증 시스템을 공개
출처 HYUNDAI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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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공지능 헬스케어
6. 글로벌 헬스케어 전망 및 제언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디지털컨텐츠 산업육성 투자 방향

39

목차
AR/VR 기술의료환경
응용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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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가상현실(VR)의 의료분야 활용

가상현실의 의료분야
AR/VR 기술의 주요 응용 영역으로 보건의료분야 부상

보건의료분야에서 만성질환의 증가, 인구 고령화, 인프라스트럭처 제한
및 전문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효율적인 헬스케어를 위해
AR/VR 제품과 서비스를 채택

(재활치료) 고통스럽고 지루한 재활 과정을 좀 더 즐겁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꾸준한
훈련 유도
 (수술. 진료. 의료훈련) 실제상황과 유사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구현 수술현장에서
효율성 제고
 (환자정서관리) 입원환자나 고령환자의 무료함, 가족에대한 그리움, 더딘 회복 속도의
두려움 등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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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의료분야
재활치료 지원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을 거쳐야하는 환자들이 좀 더 즐겁고 효울
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
으로부터 회복되는 속도를 가속화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 손상 환자가 VR 재활을 통해 잃어버린 기능을 성공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출처 Swiss Mindmaze가 개발한 MindMotion Pro 환자가 가상공간에서 팔을 들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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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의료분야
재활치료 지원
옥스포드 대학교 다니엘 프리먼 교수가 지도하는 심리학 연구진은 고소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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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의료분야
재활치료 지원
참전용사나 사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제어할
수 있도록 VR 시뮬레이션 활용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구성해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치료하며, 환자의 표정, 몸짓, 말투 등을 분석 우울증 징후를 탐지
이에 걸맞는 VR경험을 제공 증상 완화에 기여

출처

출처 버츄얼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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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의료분야
재활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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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의료분야
수술. 진료. 의료훈련 지원

VR을 활용 복잡한 수술을 계획할때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3차원 시뮬레이
션을 할 수 있어 오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가벼운 시술 시 약물 마취를
대신하는 역할도 수행

출처 MEDTECH BOSTON
22

가상현실의 의료분야
수술. 진료. 의료훈련 지원
장기적으로 세계 곳곳의 각 분야 전문의들이 가상공간을 통해 수술에 동참
VR을 통해 경험 많은 의사의 집도를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출처 Surgical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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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의료분야
수술. 진료. 의료훈련 지원

의료행위 의사 설명의무 시 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VR 활용
-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과 원인, 진료방법, 진료에 따른 위험, 예후 등을 VR 통
해 설명

24

출처 ISRAEL21c

가상현실의 의료분야
환자의 정서적 관리
•

VR치매 진단 콘텐츠와 예방 콘텐츠 활성화

출처 휴먼아이티 솔루션

•
•

기억력 테스트, 장 보기 등 인지, 일생 생활 활동 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를 통해 치매 예방과 초
기 치료에 활용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가상의 환경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음악과 공간을 보여줌으로 환자의
질병이 호전
25

45

가상현실의 의료분야
환자의 정서적 관리

•
•

VR 콘텐츠를 통해 장기 입원 환자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
바깥세상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환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통증 완화를 위해 VR 기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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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의료분야
수술. 진료. 의료훈련 지원

의료행위 의사 설명의무 시 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VR 활용
-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과 원인, 진료방법, 진료에 따른 위험, 예후 등을 VR 통
해 설명

출처 ISRAEL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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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의 의료분야
AR/VR 향후 과제
(사용자의 수용도) AR/VR은 여전히 고도로 기술적이며 정교한 도구이며, AR/VR에
대한 이해 및 지식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의료 기관에서 이 기술의 수용이 지연될 것
으로 우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문제) V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HMD)의 경우, 부피가
크고 무거움. 저해상도 및 시야의 제약으로 인해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

(건강 문제) VR 시스템 사용에 따라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눈의 피로감, 사용자
반응 시스템의 불균형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편은 시장 확대
에 부정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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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기반 교육시스템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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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기반 교육시스템
기존 수행한 VR 시나리오 개발 과제
• 과 제 명 : 의료기기[교육]용 VR 교육을 위한 연구용역
• 수행기간 : 2019년 8월 26일∼2019년 11월 27일

30

GMP 기반 교육시스템
의료기기 GMP기반 VR 교육 콘텐츠 - 사용적합성 분야
 GMP 시스템상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규격 등을 제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필수 요구 사항들을
검토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개념 이해
 업체에서 개발과 문서 작성시 알아야 하는 필수 사항과 병원환경에서 사용 적합성 Test 과정의
일부 Part를 VR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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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기반 교육시스템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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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기반 교육시스템
콘텐츠 제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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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기반 교육시스템
콘텐츠 제작 예시

34

GMP 기반 교육시스템
추후 활용 방안

의료기기분야 개발 된 VR 콘텐츠 보급
(의료기기법/GMP/인허가/시험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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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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