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R 도서관: 독서, 그 이상

설치 방법 (둘 중에 선택)

체험 방법

VR 기기* 착용 → 프로그램(앱) 
실행 → 배경 선택 → 작품 선택 →

독서 체험
*오디오북이 있는 
경우 함께 감상

 * 오큘러스 기기만 호환
컨트롤러 조작 방법

<컨트롤러 버튼 배치> <책이동 / 페이지 넘기기>

<독서 페이지 설정>
글자크기 설정 책 스타일 설정 책갈피 책 덮기 책 서가로 되돌리기

오디오북 설정(재생, 일시정지, 정지)

- Steam (https://store.steampowered.com/app/1483360/Vr_Library/) 접속
  * Steam 소프트웨어 설치 및 계정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미래공방’ (https://www.nl.go.kr/NL/contents/N50107090000.do) 접속
▶ 시범서비스 ▶ VR 도서관(가상현실 독서 체험 콘텐츠) 바로가기

’VR 도서관: 독서, 그 이상‘은 VR(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가상 공간을 골라
그 안에서 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든 VR 프로그램입니다.
실제와 같은 가상 공간 속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독서를 경험해보세요!

콘텐츠 문의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 02-3456-6110



독서 배경 (3개)

집옥재(왕의 서재)
고종의 서재로 사용되던 장소로 

천장의 연꽃무늬와 조각이 
아름답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잔디광장에서

낮과 밤에 따라 달라지는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다.

바닷속
깊은 바닷속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다양한 바다 생물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작품 목록 (전체 36편)
작품명 저자 언어 오디오북

원고료 이백원 강경애 한국어
봄봄 김유정 한국어
B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한국어
레디메이드인생 채만식 한국어
적빈 백신애 한국어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한국어 ○
탈출기 최서해 한국어 ○
날개 이상 한국어
낙동강 조명희 한국어 ○
행랑자식 나도향 한국어 ○
백치아다다 계용묵 한국어 ○
금따는 콩밭 김유정 한국어
황공의 최후 심훈 한국어
할머니의 죽음 현진건 한국어
도시와 유령 이효석 한국어
논 이야기 채만식 한국어
꺼래이 백신애 한국어 ○
산 이효석 한국어
의심의 소녀 김명순 한국어
이상한 샘물 방정환 한국어
다정하고 실질적인 프랑스 부인
-구미 부인의 가정 생활- 나혜석 한국어
별을 헨다 계용묵 한국어
만년셔츠 방정환 한국어 ○
저승길 홍사용 한국어
정총대 홍사용 한국어 ○
새 거지 조명희 한국어
은화백동화 나도향 한국어
아들의 마음 조명희 한국어
빈처 현진건 한국어 ○
동백꽃 김유정 한국어 ○
The Little Mermaid
(인어공주) Hans Christian Andersen 영어
The Last Leaf
(마지막 잎새) O. Henry 영어
The Adventure of 
the Engineer's Thumb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Arthur Conan Doyle 영어

The Black Cat
(검은 고양이) Edgar Allan Poe 영어
The Celebrated Jumping Frog of
Calaveras County
(캘라베라스의 명물 뜀뛰는 개구리)

Mark Twain 영어

Poor man’s wife
(‘빈처’ 번역본)

Hyun Jin-geon 
(Translated by
 Sora Kim-Russell)

영어

● 작품 목록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