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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01 VR 도서관: 독서, 그 이상

무엇?
VR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의 독서공간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문학 작품을 읽거나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구현한

가상현실(VR) 독서 체험 콘텐츠

배경?
 국립중앙도서관 잔디광장

 경복궁 집옥재(왕의 서재)

 바닷속

콘텐츠?
 EBS FM 한국단편문학 30편(오디오북 10편 포함)

 영어 단편 소설 5편

 현진건 ‘빈처’ 영어 번역본 1편



개요01 제작 배경 및 경과

목적
온라인비대면 시대를 맞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개발

2020. 10. 20.

(주)룩슨과 계약

2020. 12. 22.

콘텐츠 제작 완료

2021. 1.

테스트 및 보완

배포

2021. 1. 27.

온라인 공개 및

무료 배포

착수 검증제작



내용02 독서 배경

국립중앙도서관 잔디광장

오전, 오후, 저녁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잔디광장의 모습

1

경복궁 집옥재(왕의 서재)

고종의 서재로 사용되었던 장소

천장의 연꽃무늬와 조각이 특징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협조

2

바닷속

깊은 바닷속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다양한 바다 생물

3



내용02 수록 작품

구분 작품 편수

EBS FM 한국단편문학

(* 오디오북)

 원고료 이백원  봄봄  B사감과 러브레터

30편

(10편)

 레디메이드 인생  적빈  메밀꽃 필 무렵*

 탈출기*  날개  낙동강*

 행랑자식*  백치아다다*  금따는 콩밭

 황공의 최후  할머니의 죽음  도시와 유령

 논 이야기  꺼래이*  산

 의심의 소녀  이상한 샘물  다정하고 실질적인 프랑스 부인

 별을 헨다  만년셔츠*  저승길

 정총대*  새 거지  은화백동화

 아들의 마음  빈처*  동백꽃*

영어 단편 소설
 인어공주  마지막 잎새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5편
 검은 고양이  캘라베라스의 명물 뜀뛰는 개구리

한영 번역 소설
 Poor man’s wife - 현진건 ‘빈처‘ 번역본, Sora Kim-Russell(김소라) 번역

* Sora Kim-Russell(김소라), 한국문학번역원 협조
1편



내용02 오락적 요소

풀이

퀴즈

퍼즐 맞추기

국립중앙도서관 전경 사진,

집옥재 사진 완성하기

숨은 물건 찾기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물건

배경에서 찾기

낮에는 볼 수 없는 것

바람, 구름, 비

소리보다 빠른 것





준비사항03 기기 & 소프트웨어

VR기기
 오큘러스 VR 헤드셋 & 컨트롤러

최소 사양
PC

 OS: Windows 7/8.1/10 (64비트)

 CPU: Intel Core i5-4590 or AMD FX 8350

 메모리: 16GB RAM

 GPU: NVIDIA GeForce GTX 1070 / AMD RX Vega 56

 Storage: 4GB

SW
 오큘러스 링크 소프트웨어(https://www.oculus.com/setup/)

 PC↔VR 기기 연결 케이블

https://www.oculus.com/setup/


준비사항03 VR 프로그램 파일 내려 받기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도서관미래공방 > 

시범서비스)

1

Steam

(콘텐츠 유통 플랫폼)

2

https://www.nl.go.kr/NL/contents/N50107090000.do
https://store.steampowered.com/app/1483360/VR_Library_Beyond_Reading/


체험04 VR 도서관: 독서, 그 이상

프로그램 설치 완료 후

PC와 VR 기기를 연결하여 체험
VR 플레이 영상



홍보05 홍보 활동

보도자료 배포

1

국립중앙도서관 SNS

2

Facebook 마케팅

3



활용06 콘텐츠 활용 계획

개인 VR 이용자

집콕 문화생활

국립중앙도서관

전시 콘텐츠

전국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VR 체험관(체험코너) 

그리고…

문화기관, 교육기관, 병영시설 등



마무리07 발표를 마치며

총평

 새로운 형태의 VR 기술을 우리관에 적용 시도

 VR의 발전 속도와 미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기회

 향후 다양한 분야와 소재로의 적용을 통한 지속적 개발 고민 필요

 국내 도서관 또는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가능

 도서관자료로 등록, 메타 데이터 기술 방법 고민/연구 필요 할 듯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