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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peoples are suffering from various psychological disorders such as addiction, phobia,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Moreover, children with ADD/ADHD and autism are increasing. Korean tends to 
regard the psychological disorders as taboo. Therefore, it is unusual case that the mental patient gets the 
psychological therapy. Virtual reality has come to the spotlight as a useful tool for the therapy due to its anonymity 
and easy accessibility. The therapy in the virtual reality is called cyber-therapy. Emotion of the patient is important 
for the treating proces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searches on the treatment of psychological 
disorders using the virtual reality and prospect the affective interaction technology for the cyber-therapy.
Key words : Virtual Reality(가상 실), Cyber-Therapy(가상 실을 이용한 치료), Affective Interaction(정서  

상호작용), Bio-signals(생체신호), Avatar(아바타)

1. 서 론1)

Web  2.0이 2004년에 개발이 되면서 다수의 유저

가 동시에 접속하여 컨텐츠를 생성, 수정 및 공유를 

할 수 있는 Web  기반 응용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1) Web  2.0  기반으로 가장 성공한 응

용 프로그램은 Second  Life와 같은 3차원의 가상 세계

로 표현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2) 가상현실 기

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원격지에서 사용자는 자신

의 취향에 맞게 꾸민 아바타를 이용하여 가상의 공간

에 거주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교류를 할 수 있다. 3D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가상현실과 실제

와의 상호작용은 높은 현실감을 줄 수 있게 되었고, 

기존의 이메일, 전화, 화상통화에 비해 가상현실 기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ychung@ut.ac.kr

술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치료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룹 과정 및 그룹 

기반 치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환

자와 치료사 간에 높은 상호 신뢰를 줄 수 있는 장점

이 있어 최근에 가상현실에 기반을 둔 치료기술이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다.1,3)  Fig.  1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심리치료의 예이다. 가상환경을 이용한 치료에 있

어 다른 치료법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은 환경에 대한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심리 치료사들은 환경을 자유

롭게 제어할 수 있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자극

을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특징적인 자극을

점차적으로 강조 또는 감쇄시킬 수 있다. 또한 학습

이나 치료 방법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인의 높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속적으로 조울

증,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적 질환을 가진 환자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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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yber therapy using second life1)

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 자살률이 증가하

는 등의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정서로 인해 심리적 질환에 대해 금기시

하는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 심리적 질

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더군다나 지속적인 치료는 더욱 어렵다. 

Second  Life  등과 같은 가상현실 기반 프로그램은 인

터넷을 통해 쉽게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정보

만으로 아바타를 생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치료는 실제 병원을 방문하는 

것에 비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심리적 질환의 

치료에 있어 매우 유용한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 및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가상현실 기반 치료에 적합한 인터넷 환

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이언스타임즈 2011년 1월 11일 기사에 따르면 

미국 PFH   (Preferred   Family  Healthcare)의 브라이언 

박사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데, 가상현실 요법에 참여한 환자의 95%가 

치료과정을 착실하게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4) 이

것은 현실 세계의 37%에 비해 매우 높은 참여도이

다. 인터넷이 주는 편의성과 낮은 사회적 불안감이 시

너지 효과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가상현실 기술은 현대인의 심리적 질

환의 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브라이언 박사가 지적하였듯이 

가상현실 내의 아바타만으로는 환자의 감정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이용

한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생체신호를 이용한 정서

적 상호작용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정서적 

상호작용 기술은 인간의 정서 상태를 알아내기 위한 

기술로 최근에 자폐증, 우울증을 동반한 과잉행동

장애, 고소공포증과 같은 각종 공포증,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 질환의 치료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서는 세 단계를 거쳐서 인간이 지

각하게 된다. 우선 심리적 자극이 발현이 된 후에 표

정, 음성과 같은 방법으로 외부로 표현이 되며, 인간

이 정서를 지각하게 된다.5) 표정이나 음성과 같은 것

은 두 번째의 표현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 

정서와 다를 수 있어 객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뇌파, 심전도, 심박, 혈류

량, 체온, 피부 전기전도성과 같이 정서의 첫 번째 단

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생체 신호를 이용

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8)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정서질환 치료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고 생체신호를 정서적 상호작

용 기술의 이용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 자 한다.

2. 관련 기술 동향 분석

2.1 가상현실을 이용한 심리 치료 연구 동향

가상현실을 이용한 심리치료 방법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Rizzo  외는 Fig. 2와 

같은 가상 교실(virtual  classroom)을 제안하여 감성 

컴퓨팅 기술이 심리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가상 교실은 정신질환을 격고 있는 아이에

게 제어된 자극을 주어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9)
 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진단 및 치료법에 관

한 초기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설문을 통해 기

존의 방법에 비해 가상현실을 이용한 방법이 좀 더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증

명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 

기능에 대한 진단 외에, 사회불안장애, 발달/학습 장

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진 대처 능력 학

습 등과 같은 신경행동장애 진료 및 치료 방법에 관

해 연구하고 있다.  미국의 Virtual  Reality  Medical 

Center는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폐쇄 공포증, 고소 공

포증, 광장 공포증, 대중 연설 공포증, 거미 공포증, 

사회성 부족, 학교 공포증과 같은 심리적 질환을 치

료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전쟁 후 외상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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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irtual classroom9)

Fig. 3 Therapy for acrophobia10)

Fig. 4 Treatment for autistic children using avatar12) 

스 증후군, 고통 저감 등에 관한 치료법을 가상현실 

기술에 기초하여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0)

자폐아동의 치료에 가상현실을 이용한 연구는 공

포증과 같은 심리치료에 비해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1996년에 Strickland  외11)가 발표한 연구 이후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Tar‐

taro와 Cassell은 자폐아의 사회성 교육에 가상현실

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12) 이 연구는 Fig. 4

에서 보듯이 샘이라는 가상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

동의 놀이 및 이야기하기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또

한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자폐아동은 정상 아동과 자

연스러운 대회가 어렵지만 가상의 아바타와는 이야

기하기 놀이를 정상 아동과의 놀이에 비해 잘 수행

하였으며, 가상의 아바타를 조정해서 정상 아동과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3,14)

2003년 Linden  Lab  이라는 회사가 Second  Life를 발

표한 이래로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에 많은 연구자

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적인 비영리 기관인 

Brain  Talk는 아스페르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교육

과 치료를 위해 Second Life 내에 Briadoon 이라는 비공

개의 지역을 만들었다. 이 공간에서 아스페르거 증

후군을 가진 사람은 같은 증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상호 교류하며 사회적인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었

고,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환자들이 Second  

Life에서 정상인들과 섞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

다.1,15) 이와 비슷하게 Live2Give라는 지역은 뇌성마비

를 겪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Brigdoon과 마

찬가지로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함께 공통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다.1) 

Second  Life가 실제 심리적 질환의 극복에 도움이 되

었다는 사례가 Salvatierra에 의해서 보고되었는데, 그

는 Second  Life를 통해 광장 공포증을 극복하였다.16) 

그는 아바타를 실제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 

Second  Life  내에서 시뮬레이션 되는 자신을 보는 것

으로 현실 세계의 낮선 공간에서 좀 더 편안함을 가

지게 되었다. 그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

장 공포증 지원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1,16)

국내에서도 가상현실을 이용한 심리치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과에서

는 가상현실을 이용하여 광장 공포증, 고소 공포증, 

대인 공포증, 폐쇄 공포증,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

장애(ADD/ADHD)의 심리적 질환의 치료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대화 

기술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술 교육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임상 실험을 위해 가상

현실 정신치료실을 구성하였으며 fMRI, ECG, EEG  등

의 생체신호를 이용하여 치료효과 및 몰입효과를 입

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립재활원 및 연대 세

브란스 정신 건강 병원에 설치되기도 하였다. Table  

1은 국내 연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2 정서적 상호작용 기술의 연구 동향

정서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표정과 음성 등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이용한 정서 인지 방법과 

뇌파 등과 같은 생체 신호를 이용한 정서 인지 방법

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의 표정과 음성 정보는 측정

하기 비교적 쉬운 정보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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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omestic researches on the therapy for psychological disorders using virtual reality

연구 그룹 시기 심리질환 연구 내용 참고문헌

한양 학교 

자통신 공학과, 
한양 학교 의공학교실, 
인제 학교 서울백병원 

신경정신과

2000 고소 공포증

￭ 가상의 도시 한복 에 있는 번지 를 구성, HMD 
(Head Mounted Display) 이용

￭ 사방이 개방된 난간이 있는 리 트를 만들어 가상환

경의 몰입감을 높 으며, 2주 동안의 집 인 임상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 

신민보 외
17)

한양 학교 의공학과 2002 비행 공포증

￭ 가상 실을 이용한 노출 치료

￭ HMD, 서 우퍼를 이용한 음향, 실제 비행기의 좌석
을 이용하여가상 실의 몰입감을 높임

￭ 가상 실 치료 시 환자의 생리  반응의 변화를 측정

하여 치료의 성공유무를 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

￭ 생리  반응으로 심박동수, 피부 항, 피부온도를 이용
￭ 33명의 환자를 상으로 임상 실험을 수행하여 생리

 반응을 측정하여 정상인과 비슷한 반응으로 차 

바 는 것을 확인하 음

Koh and Kim18)

명지 학교 정보공학과 2004 고소 공포증

￭ HMD 이용하여 가상환경 구축
￭ 피부 항도 (GSR)를 이용하여 환자의 정신  상태를 

정상인과 비교하여 환자의 긴장도를 찰하는 데 생

체신호가 유용함을 검증

류종  외
19)

홍익 학교 조형 학 2004 발달장애아동

￭ 가상 실 기술을 이용한 치료 로그램  시스템 제안

￭ 임상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의 내용을 분석

하여 상호작용의 특징을 추출하여 치료 시스템  시

나리오 구성

￭ 가상 실 기술을 이용한 사업화 가능성을 제시

이 진20)

성심여자 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홍익 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공, 
앙 학교 심리학과

2010 발달장애아동
￭ 기존의 치료 방법은 비용과 시간에 한계가 있음

￭ 가상 실 기술을 이용하여 발달장애아동을 한 상

호작용 치료시스템의 디자인 제안

최민  외21) 

교적 좋은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Bartlett 외는 

짧은 시간 동안의 표정을 보고 정서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22) 무감정(neutral), 노여움(anger), 

역겨움(disgust), 무서움(fear), 기쁨(joy), 슬픔(sadness), 

놀람(surprise)의 7가지 정서를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80%  이상의 정확도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SONY의 Aibo, ATR의 RoboVie, CU  애니

메이터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여 유효성을 검

증하였다. Nwe 외는 은익 마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한 정서 인지 방법을 제안하여 노여움, 

역겨움, 공포, 즐거움, 슬픔, 놀람의 6가지 정서를 음

성 정보를 통하여 평균 78%의 정확도로 구분하였다.23) 

Metallinou  외는 표정과 음성의 두 정보를 동시에 이

용한 멀티 모달 정서인지 방법을 제안하여 독립적인 

정보를 사용할 때 보다 정서인지 성능이 높아짐을 

보였다.24) 이와 같이 표정과 음성을 통한 정서인지 

기술은 로봇에 적용이 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Bos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서의 두 번째 단계인 표

현을 통한 간접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대상의 상태에 

따라 왜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이 있

다. 이에 반하여 생체 신호를 이용한 정서인지 방법은 

심박, 체온, 혈류량, 심전도 등과 같은 생리학적으로 

발현되는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정서인지 분야는 최근에 미국 IEEE  

학회에 정서 컴퓨팅(Affective   Computing)이라는 저

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후에도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2는 정서적 상호작용 연구에 

사용 가능한 생체신호와 특징 및 응용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생체신호는 정서적 상호작

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체신호를 통하여 정서를 인지하는 경우는 생체

신호에서 정서와 관련이 있는 특징을 추출하고, 추

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정서에 대응시키는 작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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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erties of the bio‐signals and examples of their application

생체신호 특징 응용사례

뇌

(EEG)

▪뇌의 기  활동을 신경․생리 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사람의 머리나 뇌 피질에 극을 붙여 측정

▪주 수  별로 구분(Delta, Theta, Alpha, Beta, Gamma)

▪Beta 가 인간의 정서  인지 로세스와 련 

- Ray와 Cole25)

▪Gamma 가 평온상태와 걱정상태를 구분하는 
데 유용함 – Oathes 외26)

심 도

(ECG)

▪심장의 기  거동을 측정

▪ 속 극을 인체의 가슴, 팔, 다리에 부착하여 심
장 박동 시 생성되는 기  신호를 증폭하여 측정

▪ECG와 호흡을 이용하여, 공포, 화남, 슬픔, 행복
과 같은 정서를 구분 - Rainville 외27)

근 도

(EMG)

▪인체의 피부 표면에 극을 부착하거나 침상 극

을 근육에 꽂아 근육의 기  활동을 측정

▪일반 으로 신경이나 근육과 련된 진단의 보조 

검사 방법으로 사용

▪Facial EMG 신호를 이용하여 제품 디자인 시 평
가자의 정서 반응 이용 - Benedek와 Hazlett28)

▪Self-report와 Facial EMG 신호를 이용하여 거미
에 한 공포감 정량화 –Jong 외29)

액량 펄스(BVP)

▪ 에 흐르는 액의 양을 측정

▪발 부와 포토센서로 구성된 용 맥 (photop-
lethysmo-graph, PPG)을 피부에 붙여 반사되는 빛의 
양을 이용하여 측정

▪스트 스가 증가된 액 양과 련이 있음을 증

명 - Puri 외30)

체온(ST)
▪근육은 스트 인을 받을 때 긴장하게 되며 이 때 

이 수축하여 체온이 감소

▪반응 속도가 늦음

▪유아의 감정이 기쁠 경우 얼굴의 온도가 떨어짐

- Nakanishi와 Imai-Masumura31)

피부 기 도성(SCR)
▪스트 스나 다른 자극에 의하여 피부의 기 도

성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측정

▪화난 상태나 공포에 질린 상태 등을 구별할 수 있음

▪비정상 인 SCR이 우울증과 련됨 
- Dawson 외32), Ward와 Doerr33)

해 정서를 인지한다. 최근의 연구동향은 판단할 수 있

는 정서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판단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Picard와 Vyzas은 근전도, 혈액량 

펄스, 피부 전기전도성, 호흡 정보를 이용하여 무감성

(neutral), 노여움(anger), 증오(hatred), 슬픔(grief), 플

라토닉 사랑(platonic  love), 로맨틱한 사랑(romantic  

love), 기쁨(joy), 경외심(reverence)의 8가지 정서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4)
 그들은 한사람을 대

상으로 하여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생체신호의 특징

들이 측정날짜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아내었으며, 이것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한

사람에 대해서는 81%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는 정서

구분이 가능함을 보였다. Broek 외 는 세 지점의 얼굴 

근전도와 피부전기 반응(EDA) 신호를 이용하여 무

감성, 긍정(positive), 부정(negative), 혼합된 정서(mixed  

emotion)의 4가지 정서를 구분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35)
 이때 사용한 특징은 근전도에 대해서는 평

균, 표준편차, 절대오차, 분산, 첨도(kurtosis), 왜도(skew ‐

ness)를 사용하였으며,  피부전기 반응에 대해서는 

왜도를 특징으로 사용하였으며, 특징 구분을 위해

서 k‐NN(k‐nearest neighbors), SVM(support vector mac‐

hines), NN(neural networks)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23명을 대상으로 각각 61%, 59%, 56%의 정확도로 4

가지 정서를 구분하였다.  Kulic과 Croft는 인간과 로

봇이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생체 신호를 통해 불안이

라는 정서를 인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36)  이때 

사용한 생체 신호는 심전도, 피부전도성, 근전도 신

호이며, 정서 인지는 퍼지추론을 이용하였다. 퍼지

추론의 입력 값으로 심박수, 심박의 가속도 성분, 피

부전도성,  피부전도성의 변화율,  근전도의 반응을 

이용하였으며 ‐1에서 1사이의 값으로 정상화한 값

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사람에게 불안감을 

덜 주는 로봇의 운동이 존재하며, 로봇의 운동을 설

계할 때는 인간의 정서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정서는 간뇌를 둘러싸고 있는 변연계 

(limbic  system)에서 일어나며, 뇌의 인지 과정과 밀

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의 지표인 뇌파(brain  waves)는 정서를 인지

하는 데 있어 다른 생체신호보다 효과적일 수 있

다.37) 뇌파를 측정한 신호를 뇌파(EEG)라고 하고 뇌

파와 정서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Müller 외는 우측대뇌반구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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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뇌파의 감마파가 IAPS(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의 자극에 반응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

명하였으며, 특히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38)  Schaaff와 Schultz는 이마에 밴드형태

의 뇌파 장치를 고안하여 4  지점에서 뇌파를 측정하

였으며, 이 값을 이용하여 즐거움(pleasant), 무감정(neu ‐

tral), 불쾌함(unpleasant)의 3가지 정서를 66.7%의 정

확도로 구분하였다.
39)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분은 SVM  방법을 적용하였다. 많은 전극을 사용

하지 않아 정확도가 높지 않지만, 소수의 뇌파 신호

를 가지고도 몇 개의 정서를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결 론

기존의 가상현실을 이용한 심리적 질환의 치료에 

관한 연구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공포증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이것은 가상현실을 통제하여 지속

적으로 공포에 대한 노출 단계적으로 증가시킴으로

써 공포에 적응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많은 연

구 결과에서 보듯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심리적 질환의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질환을 가진 사람이 HMD  장치를 쓰고 가상

환경에 접속하여 치료사가 환자 옆에서 환자를 모니

터링하며 가상환경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것은 심리적 질환을 가진 환자가 병원을 찾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정신과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에는 원격으로 가

상환경에 접속하여 치료를 받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또한 Second  Life에서 공통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심리적 질환을 

극복한 예를 보듯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가상의 

환경에 심리적 질환 치료센터가 만들어 질 것이고, 

가상의 병원에서 심리치료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의 통신 기술 및 3D  기술의 

발달로 가까운 시기에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치료사와 환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정서 상태

에 따라 가상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

다. 따라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심리적 질환 치료가 성

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의 정서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몇몇 연구결과

에서 보듯이 생체신호가 정서를 인지하는 데 유용하

게 사용될 있으나 생체신호의 특징에 대한 정의 방

법, 정서에 대한 정의 및 구분 방법, 낮은 정확도 등으

로 실제 심리적 질환 치료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앞으

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 자

극으로 대부분 사진과 같은 시각적인 자극이나 음악

과 같은 청각 자극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상환경에서

의 정서 자극은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심리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할 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생체 신호가 정서와 관련이 있는 것

은 자명하지만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측정을 할 경

우라도 상황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또한 개개인

의 신체적 정신적인 특성에 따라 개인 간 편차 역시 존

재한다. 따라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가 성공하

기 위해서는 개인의 편차를 고려한 정서적 상호작용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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