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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도서관 실감(VR) 콘텐츠 제작 사업 

2. 사업 목적

ㅇ 비대면‧온라인 중심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콘텐츠 제작 및 독서서비스 개발

3. 사업 내용

ㅇ 가상 공간 속 독서 실감(VR) 콘텐츠 1식 제작

ㅇ VR 콘텐츠 유통 플랫폼, 도서관 웹페이지 등을 통한 배포 및 홍보

ㅇ 실감 콘텐츠 관리 지원

4. 사업 기간: 계약일 ~ 2020. 12. 22.

5. 계약 방법: 수의계약

ㅇ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5호

가목2(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 금22,000,000원(금이천이백만원) * 부가세 포함

ㅇ 예산과목 : 3031-300-210-01

7. 추진 일정  

ㅇ 계약 의뢰,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0년 10월 3~4주

ㅇ 사업 추진 : 계약일 ~ 2020년 12월 22일  

8. 활용 방안 

ㅇ 국립중앙도서관 Lab 웹페이지, VR 콘텐츠 플랫폼에 공개‧배포

ㅇ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행사 및 홍보 등에 활용 

9. 기대 효과 

ㅇ 가상현실(VR)에 익숙한 세대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 제공 

ㅇ 신기술 도입 및 적용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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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추진내용

1. 추진 방향

ㅇ 체험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실과 유사한 가상 환경 구축 

ㅇ 체험자가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쉽고 직관적으로 구성 

ㅇ 체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ㅇ 누구나 지식재산권 제약 없이 체험 가능하도록 제작 

2. 사업 범위

ㅇ 가상 공간 속 독서 실감(VR) 콘텐츠 1식 제작

- 가상 독서 배경 3개, 독서 콘텐츠 30편 포함

- 독서 콘텐츠 음성 낭독 감상 기능 포함

- 독서 콘텐츠 중 5편은 독서와 오락적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제작

ㅇ VR 콘텐츠 유통 플랫폼, 도서관 웹페이지 등을 통한 배포

ㅇ 실감 콘텐츠 관리 지원 

3. 세부 내용

ㅇ 가상 독서 배경 3개, 독서 콘텐츠 30편 포함 

- 가상 독서 공간은 국립중앙도서관, 독서 콘텐츠 내용 속 배경 등으로 구현

- 독서 콘텐츠는 지식재산권 제약이 없는 자료로 선정 

ㅇ 독서 콘텐츠 음성 낭독 감상 기능 포함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음성 낭독 파일이 있는 콘텐츠(10개)에 한함

- 체험자가 음성 낭독 감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

ㅇ 독서 콘텐츠 중 5편은 독서와 오락적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제작

- 독서 콘텐츠 내용 관련한 퀴즈, 간단한 게임 등 체험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 구성

- 오락 체험을 원하지 않는 체험자를 위한 건너뛰기 기능 구현

ㅇ VR 콘텐츠 유통 플랫폼, 도서관 웹페이지 등을 통한 배포 및 홍보

- 제작된 콘텐츠를 유통하기에 적합한 플랫폼을 통해 무료 배포 

- 콘텐츠 홍보를 위한 영상(15초 내외) 및 배너 등 제작

ㅇ 실감 콘텐츠 관리 지원

- 체험 및 관리 매뉴얼 제공, 담당자 교육 

- 콘텐츠 이용 관련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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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출물 

ㅇ 제작 콘텐츠 1식(콘텐츠 실행 프로그램)

- 콘텐츠 품질 : VR 단안 FHD(2K)급, 모션 컨트롤러 활용

- 기기 호환 사양: 오큘러스 퀘스트 1이상 

- 해상도 : 한쪽당 1832x1920, 주사율: 90Hz

ㅇ 소스 등 관련 산출물 일체 1식 

ㅇ 체험 및 관리 매뉴얼 1부 

Ⅲ 소요예산

1. 소요예산: 금22,000,000원(금이천이백만원)

2. 예산과목: 3031-300-2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