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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VR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차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한 속도로 보 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도서  한 시 의 흐름에 따라 VR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교육 , 문화  기능을 고려한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VR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공공도서   산업군 사례 조사 

그리고 선행연구, 이론분석을 통해 용   시사 을 도출하 으며 이를 종합, 검토하여 공공도서 에서의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은 향후 공공도서 에

서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기획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Recently, content using VR technology in various fields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technology is also rapidly spreading. Against this background, public libraries also need to 

provide services using VR technology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Therefore, this study 

drew application points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public 

libraries where VR programs are underway. And based on this, a final proposal is prepared 

after planning and reviewing VR-based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VR-based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introduced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lanning 

VR-based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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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차세  컴퓨  랫폼 기술인 VR은 향후 

기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고 신규 시

장을 창출할 수 있는 괴  기술(Destructive 

Technique)로, 재 다양한 분야에서 VR 기술

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창출이 시도되고 있다

(문성철 외, 2018; 임상우, 서경원, 2018). 

이러한 VR 기술이 여러 분야에 응용되기 시

작하면서 각 산업에서는 그 산업만의 특색과 기

능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게임 분야에서는 PC 는 게임기,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VR을 즐길 수 있는 HMD 단말기가 등

장하게 되면서 VR을 활용한 여러 콘텐츠의 게임

들이 등장하 고,  분야에서는 360° VR 기

술을 이용하여 여행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한 교육 분야에서

는 지능정보기술로 학습효과를 극 화하는 지

능맞춤형 교육을 해 가상, 증강 실의 콘텐츠

와 인공지능 기술의 기능이 포함된 형태의 콘텐

츠를 볼 수 있다(권선 , 구정화, 2020; 정 식 

외, 2017).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VR 기

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공도서  한 VR 기

술을 용하려는 추세이다.

오늘날의 공공도서 은 사회  흐름에 따라 

정 인 공간에서 동 인 공간으로 그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이혜윤, 이지연, 2014). 과거에

는 인쇄 매체를 심으로 보존  소유의 개념

이 강했지만, 오늘날 도서  환경의 속한 변

화로 정보 매체의 증  다양화가 진행되고, 

이용자의 요구 한 다양해졌기 때문이다(이상

은, 2019). 도서 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시 의 변화와 흐름에 따

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도서

법 제28조에서도 공공도서 은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연회, 시회, 독서

회, 문화행사  평생교육 련 행사를 주최 

는 장려하는 업무 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즉, 사회가 발 함에 따라 공공도서

은 정보제공과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  

공간으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물론 우리는 독서교육 로그램, 컴퓨터․정

보 로그램, 취미교양 로그램 등과 같은 다

양한 교육문화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은 도서

의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연하게도 도서 의 교육

문화 로그램 참여하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도서  이용률 한 증가한다. 비단, 로그램

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  

자체에 한 심, 이용, 활용이 늘어난다는 것

이다(이혜윤, 이지연, 2014). 이러한 배경에서 

앞서 언 한 4차 산업 명의 핵심 기술  하나

인 VR 기술을 도서 에 교육문화 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도

서 에서 지속 으로 VR, AR  MR(Mixed 

Reality)을 통한 체험형 문화 지원 서비스가 확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도(노 희, 강필수, 

김윤정, 2020) 서비스 제공의 당 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은 사회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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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공도서 이 해야 할 역할에 따라 사회 변

화 양상과 과학기술의 발  동향을 지역사회의 

이용자에게 시에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 에서 VR을 활용한 로

그램은 아직까지도 극히 일부 도서 에서만 살

펴볼 수 있고, 교육  기능과 문화  기능을 결

합한 문화 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R 기술을 단순

히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VR 기술을 기반

으로 한 공공도서 의 3  기능인 교육 , 문화

, 정보제공의 기능(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을 반 하여 교육문화 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이용자를 한 교육

, 문화 ,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는 공공도서

에서 VR을 기반으로 한 교육  문화  내

용을 포함하는 로그램을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공공도서 에서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기획을 한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VR을 기반으로 한 교육  문화

 내용을 포함하는 로그램을 제안하기 해 

다음과 같은 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VR의 교육  효과를 입증하기 한 

객 인 근거를 확보하기 하여, VR의 이론

인 배경을 분석하 다.

둘째, 공공도서 의 교육문화 로그램과 교

육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VR 용 연구를 

조사하여 연구동향을 악하 다. 

셋째, 국내․외 공공도서 의 VR 로그램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로그램 용 을 도출

하 다.

넷째, 도출한 용 을 토 로 공공도서 에

서 용할 수 있는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

램을 기획하 다. 

다섯째, 제작된 기획안에 해서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자, 사서, 교사 등 장 문가의 검토

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 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VR은 사람들이 일상 으로 경험하기 어려

운 환경을 직  체험하지 않고도 실제 주변 상

황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과학

기술이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공 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

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황수, 한미경, 장종 , 2017). 즉, 

가상 실이란 여러 가지 인간의 감각 등을 이

용한 사람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이다(최수

미, 2005).

VR의 요한 특징은 ‘몰입감(immersion)’, 

‘상호작용(interaction)’, ‘상상(imagination)’이

다.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통해 화하고, 컴퓨터가 보여주는 가상 실 세

계에 ‘몰입’하게 된다. 그리고 허구의 가상세계

를 구축하기 해서는 ‘상상’이 필요하므로, 이 

세 가지는 VR에서 가장 요한 특징이 된다(이

용우, 2016). 이러한 특징 때문에 특히 VR 기술

의 활용은 교육 분야에서 각 받고 있다(범원

택, 김자 , 김남주, 2019).



90  정보 리학회지 제38권 제2호 2021

VR의 교육  효과는 ‘학습의 원추(Cone of 

Learning)’이론(Dale, 1946)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학습의 원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학

습 방법에 따라 기억하는 정도가 다른데, 같

은 내용을 학습할 때 단순히 읽는 경우에는 배

운 내용의 10%만을 기억하지만, 말하고 실제

로 행동하는 경우에는 90%를 기억한다고 한다

(범원택, 김자 , 김남주, 2019). 즉, 말하고 실

제로 행동하는 VR은 직  체험하고 상호작용

하는 데에 있어 학습에 도움을  수 있는 교육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텍사스 인

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에서 공개한 

연구보고서에서 학습 몰입도의 경우 3D를 활용

한 실험집단이 92%를 기록한 반면, 2D를 활용

한 실험집단은 46%에 불과하다는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3D를 활용한 학습이 교육  효과

가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Droundabout, 

2011). 즉, VR은 더 이상 게임의 유물이 아

닌, 교육  도구로써 그 가치를 충분히 입증받

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효과를 갖춘 VR

을 활용하여 공공도서 에서 교육문화 로그

램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 공공도서

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동의 거 으로 그 

교육  역할을 넓 가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안이 되고 있다. 그러므

로 공공도서 에서는 VR과 교육 , 문화  기

능을 결합한 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2 선행연구

2.2.1 공공도서  교육문화 로그램

공공도서  교육문화 로그램에 한 구체

인 개념과 범 에 해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정희, 2015; 서진순, 2008; 이

혜윤, 이지연, 2014; 최흥식, 서진순, 2009).

서진순(2008)은 공공도서  교육문화 로그

램을 “이용자들이 인근의 공공도서  시설과 

문사서의 도움을 받아 각종 교육  문화활동

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도서  로그램

의 일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흥식, 서진순

(2009)은 교육문화 로그램을 “자료와 한 

교육, 독서와 련된 용어, 문화 등과 련된 내

용을 수용할 수 있는 용어”라고 정리하며 그 유

형이 매우 다양하며 매우 범 한 내용을 포함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혜윤, 이지연(2014)은 

공공도서  교육문화 로그램을 “공공도서

이 지역사회 이용자들의 교육  문화  교양

을 증진시키기 하여 개설한 문화강좌와 행사

의 일련 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

히고 있다. 김정희(2015)는 교육문화 로그램

을 “공공도서 에서 지역주민들의 자기계발을 

해 지식 는 기술을 교육시키며, 여가선용

을 해 문화  교양을 키우는 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봤을 때, 교육문화

로그램은 공공도서 에서 평생교육의 일환

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도서 의 교육 , 문

화  기능이 포함된 문화강좌와 문화행사를 통

칭하고 있는 모든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VR 기술을 기반으로 공

공도서 의 교육 , 문화  기능을 실 할 수 

있는 로그램을 기획하는 차원에서 ‘교육문화

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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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교육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VR 

용

최근 VR과 련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의 범 와 목 상 교육 

분야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VR 기술을 목

하고자 하는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  교육 분

야에서는 주로 VR을 교육에 용함으로써 그 

교육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김방희, 2019; 유명  외, 2018; 이소민, 

2020; 임희주, 2019; 최섭, 김희백, 2020).

유명  외(2018)는 국내에서 수행된 VR 

련 연구 33편을 상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VR, 

AR, MR 기반 학습의 효과를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정리하 다. 그 결과, VR, AR, MR 기

반 학습의 학습 성과에 한 체 효과 크기는 

.873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VR, AR, MR 

기반 학습이 학습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함을 

밝 내었다.

김방희(2019)는 가상 실 기술을 활용한 RST 

기반의 STEAM 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1학년 기술교과 수업에 용하고 그 효과를 분

석하 다. 그 결과, 개발 로그램 활용 수업은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측

면의 학업  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

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희주(2019)는 학생 1-2학년 210명을 

상으로 VR을 학습도구로 사용하는 수업에서

의 기 치와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

생들의 부분은 VR 사용 경험이 없었지만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학습효과성에 해서는 

정 인 응답을 하 으며, VR 실험의 사 과 

사후 설문 비교에서 수업 참여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

이소민(2020)은 고등학교 1-2학년을 상으

로 가상 실을 미술 감상수업에 용하여 학습

자의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의 유의미한 변화

에 미치는 향을 연구 목 으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 다. 그 결과, 가상 실을 활용한 미술 

감상수업이 고등학교 1-2학년의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 향상에 정 인 향이 미쳤음을 

확인하 다.

최섭, 김희백(2020)은 가상 실의 특성인 조

작, 감각화,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등학교 6학

년 우리 몸의 소화와 순환 단원을 바탕으로 VR 

로그램을 개발한 후 등학교 6학년에게 

용하 다. 그 결과 가상 실 기반 수업이 학생

들의 ‘공간  사고’, ‘추상  사고’, 반  사고’

와 같은 인지  측면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

으며, 가상 실 기반 생물 수업이 ‘행 유발

성’, ‘ 존감’, ‘몰입감’을 높임으로써 정의  측

면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교육 분야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VR 기반 교

육이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학생 등 연

령에 상 없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습 성과

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과학, 기술, 미술, 어 등 다양한 과목에서 VR 

기술을 용했을 때에도 학습 성취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VR과 련된 연구

는 다음과 같다. 먼  국외 연구로는 VR 기술

이 도서 에서 어떤 목 으로 쓰일 수 있는지

에 련된 연구(Massis, 2015)와 공공도서 을 

한 VR 인터페이스 구 에 한 연구(Pouke 

et al., 2018), 도서 을 으로 한 VR 련 교

육 서비스의 가치에 한 연구(Lund & Wang, 

2019)가 있다.



92  정보 리학회지 제38권 제2호 2021

Massis(2015)는 VR, AR 기술을 사용하여 

이를 구 했을 때, 그 장 을 바탕으로 도서

에서의 VR, AR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

다. 그 결과, VR과 AR 기술은 도서 에서 이

용자에게 정보 활용능력을 가르치는 한 방

안으로 나타났으며, VR과 AR 기술이 이용자

가 도서 에 참여할 수 있는 한 방안임을 시사

하 다.

Pouke et al.(2018)은 실제 도서 의 물리

인 공간을 복사한 것 같은 가상세계와 가상 

타지 이어를 혼합하여 공공도서 을 한 몰

입형 VR 인터페이스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를 통해, 이러한 종류의 VR 인터페이스

가 기존 도서 의 물리 인 공간에서 벗어난 

흥미로운 확장임을 시사하고 있다.

Lund와 Wang(2019)은 학생들의 학습 동

기  성과에 VR 기술이 어떤 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여 VR 기술이 도서 에서 실행하는 

교육에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 그 결과, VR 기술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 

 참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

에서는 VR 기술을 STEM과 역사 교육에 

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VR 기술과 도

서 을 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다음과 같다. 이들 연구는 VR을 이용한 

가상 실 도서  인터페이스 구 과 련된 연

구(김귀정, 2008; 김동 , 2003; 이상수, 2016)

와 VR 기술의 도서  로그램 용에 한 

인식  요구 조사(권선 , 2019; 권선 , 구정

화, 2020), 도서  환경에서 VR 련 서비스 도

입 사례(이기 , 2020; 최정윤, 김재웅, 2018)로 

나 어볼 수 있다.

김동 (2003)은 인간이 어떤 사물에 한 정

보를 얻고자 할 때 오감  시각을 통하여, 보다 

쉽게 정보에 근하고, 정보검색을 해 VR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 으로서 동화상 도서  검

색시스템을 구 하고자 하 다.

김귀정(2008)은 가상 실 e-book 도서 은 

기존의 도서 의 기능을 확장하여 정보의 재생

산, 디지털화된 문헌 구축, 장, 탐색, 커뮤니

이션을 가능하게 함을 지 하며 3차원 가상

실 e-book 도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 다. 

이상수(2016)는 도서  이용에 한 사례 

조사 결과, 일, 공부 등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부

족하거나 도서 의 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서  이용률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

하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VR로 

시공간의 문제를 극복하여 실제 도서 을 이용

하는 것과 비교하여 가상 실 도서 을 이용했

을 때, 확연한 장 과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주기 해 VR 내에서 구 되는 도서  인터페

이스 시스템을 제안하 다.

최정윤, 김재웅(2018)은 독일 쾰른 시립도서

을 상으로 운 되고 있는 로그램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았다. 쾰른 시립도서 이 4차 

산업 명이라는 시 의 흐름에 맞추어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문화를 창달하는 심지가 되

기 해 스스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하 으며, 

4차 산업 명시 에 합한 도서 을 구축하기 

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용된 로그

램의 도입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 의 

반 인 역량을 새로운 시 가 요구하는 구조

로 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 다.

권선 (2019)은 재 국내외 도서 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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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용 사례들을 조사한 련 선행연구를 분

석하여 학생들을 상으로 가상 실(VR)과 

련된 기술  콘텐츠를 도서  로그램에 

목하여 활용하는 것에 한 인식 정도와 요구사

항을 조사하 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 에

서는 가상 실 기술을 활용하여 몰입감과 간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과 수집에 우선순 를 두고 도서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 다.

권선 , 구정화(2020)는 VR, AR 기술을 도

서  서비스에 목하여 활용하는 것에 한 

학도서  사서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정도와 요

구사항을 조사하여 VR, AR 기술과 콘텐츠를 

활용한 학도서  서비스 개발  운  방향을 

제시하 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VR, 

AR 기술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개발을 방 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사서교육

의 내용 한 가상․증강 실 기술을 활용한 교

육콘텐츠의 개발과 선별, 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운용에 한 교육도 함께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 하 다.

이기 (2020)은 국내 학도서   VR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학도서 에 한 이

용자 평가를 통해 로그램 개선 방안을 제안

하는 것을 목 으로 선행연구  사례들 한 

종합하여 학도서 에서의 VR 로그램 개

선 방안을 제안하 다. 

이러한 연구 외에도 도서 에서 VR과 같은 

체험형 콘텐츠의 요성을 강조한 연구 한 찾

아볼 수 있었다(노 희, 강필수, 김윤정, 2020). 

노 희, 강필수, 김윤정(2020)은 코로나 19와 

같은 기에서 이에 한 응 략을 개발하기 

하여 공공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서비

스의 운  실태를 악하 다. 연구 결과, VR, 

AR  MR을 통한 체험형 문화 지원 서비스가 

확 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도서 에서는 지속

으로 VR  AR에 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도입해야 하며, 이를 

기획  추진하기 한 인력과 행정자원을 보

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 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시  흐름에 따

라 VR 기술과 도서 을 목하고자 하는 연구

는 꾸 히 논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공공도서 에서의 VR 용연구

는 드문 편이며, 특히나 VR 기반의 교육문화

로그램과 련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

하고 후속연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공도서

의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을 개발하고, 연

구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략과 방안을 제언하

고자 한다. 

  3. 공공도서관 VR 프로그램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에서의 VR 로

그램을 제안하기 해 2020년 12월 기 으로 

VR 로그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국

내․외 도서 을 조사, 분석하 다. 본 연구에

서 다루고 있는 로그램의 개념은 단순히 공

간  물질  자원을 제공하는 차원에 그친 서

비스의 개념이 아닌, 명확한 주제와 테마가 존

재하고 조직화된 체계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국외 공공도서 은 미국 소재 공공도서 을 

심으로 미디어, 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언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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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조사하 다. 한 검색엔진 등에서 ‘VR’, 

‘Virtual Reality’, ‘Public Library VR' 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여 VR 로그램을 비교

 잘 운 되고 있는 공공도서  11곳을 선정

하 다. 국내의 경우 국 1,134개 공공도서  

 선행연구, 세미나, 컨퍼런스, 각종 미디어 등

에서 언 된 공공도서 을 심으로 총 19곳을 

선정하 다. 국외와 국내 공공도서  모두 해

당 공공도서  홈페이지에 속하여 로그램 

황을 악하 고, 그  검색 시 인 2020년 

12월을 기 으로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로그램이 아닌 단순 체험공간을 제

공하고 있는 공공도서 은 제외하 다. 선정된 

도서 들의 VR 로그램 사례는 국외 공공도

서 의 경우에는 VR 콘텐츠, 이용 상, 운 방

식으로 나 어 분석하 고 국내 공공도서 의 

경우에는 로그램명, 이용 상, 운 방식으로 

나 어 분석하 다. 마지막 단계로 이를 종합․

분석하여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에 용해 

볼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 다.

3.1 국외 공공도서관 VR 프로그램 현황 

분석

국외 공공도서 은 미국 소재 공공도서 을 

심으로 미디어, 논문, 연구보고서, 웹 사이트 

검색을 통해 실제로 VR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 국외 공공도서  VR 로그램의 황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 분석 상 도서 은 다

음과 같다(<표 1> 참조).

국외 공공도서  VR 로그램의 특징을 종

합해보면 ‘정기  운 , HMD 사용, 사 교육, 

체험형 콘텐츠’ 4가지로 볼 수 있다. 이에 해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그램이 정기 으로 운 되고 있었

다. 단순히 1회성 로그램이 아닌 정기 으로 

기간을 두어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으며, 

사이트에 로그램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도서 들이 다수 다. 한 VR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한 도서 들도 찾아

볼 수 있었다. Cologne Library는 VR-스테이

션(VR-Station), Cranston Public Library는 

여러 기 과의 약을 통해 V-lab이라는 VR 

스튜디오를 따로 마련하여 그 안에서 이용자들

이 VR을 체험하고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었다.

둘째, HTC VIVE 혹은 Oculus Rift 등 HMD 

(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하고 있었다. 

구  카드보드와 같은 간단한 형태가 아닌 HMD

를 제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  보다 존감 

있고 생생하게 VR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 다. 

HMD는 사용자가 안경과 같이 머리에 쓰고 상

을 즐길 수 있는 상표시장치로 기존 디스

이의 제약에서 벗어난 탈 임(Post-Frame) 

미디어이다. 타 시각 미디어보다 확장된 ‘가상 

표  공간’  ‘사용자의 시야’를 제공하여 기존 

미디어 비 실감 높은 상을 제공하고 몰

입감을 증 시킬 수 있다(조윤성, 2016).

셋째, 다수의 도서 이 VR 로그램 상 이

용 연령이 특정 나이 미만일 경우 보호자 동의서

를 받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Cologne Library

같은 경우에는 VR 체험 에 VR 장비(VR 안

경과 컨트롤러)와 소 트웨어 사용 방법에 한 

가상 실 워크 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한 

Ela Area Public Library는 VR 인증 과정이 따

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호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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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 VR 콘텐츠 이용 상 운 방식

1 Cologne Library 교육, 건축, 우주여행  게임 등 16세 이상

- 약으로 진행 최  
- 3시간 이용 가능

- 기기별 이용시간 상이(Oculus Rift, HTC Vive)

- VR 워크샵 진행 
- VR 련 행사 진행(가상 실의 날 등)

2
Coquitlam Public 

Library

재미, 교육 등 주제별 콘텐츠 

STEAM과 Oculus 등에서 유

통하는 콘텐츠

13세 이상

- 다회성 로그램으로 진행
- 화요일 14:00-16:00 

- 각 세션 당 약 15분 동안 이용 가능

- 이용자들은 VR 이용  동의서 작성
- 13-18세는 부모님 동의서 필요

3
Cranston Public 

Library
1000개 이상의 콘텐츠 보유 12세 이상

- 다회성 로그램으로 진행
- 도서  사이트 내 캘린더로 일정 확인 후 약 참여

- 여러 기 의 지원으로 V-lab 운

4
Ela Area Public 

Library
다양한 콘텐츠 제공: Youtube 
360, Oculus, 직  촬

12세 이상

- 기기별 약으로 진행

- VR 이용  사서 인증 필수

- VR이용  교육 진행

5
Eugene Public 

Library

학습 콘텐츠: 우주, 바다, 인체, 

행성, 여러 나라 Oculus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 제공

13세 이상

- 약으로 진행

- 목요일, 요일, 일요일 도서  오  시간 동안 약 가능
- 최  1시간 이용 가능

- 각 세션 당 20분 동안 이용 가능

6
Everett Public 

Library

류, 백악  투어, 국제 우주 

정거장 탐험 등의 콘텐츠
13세 이상

- 자유체험으로 진행

- 토요일 13:00-16:00

- 15분 동안 이용 가능
- 18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 동의서 필요

7
Fraser Valley 
Regional library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술 

 수학(STEAM) 학습 콘텐

츠 제공

10세 이상

- 다회성 로그램으로 진행
- 로그램 일정 확인 후 참여

- VR 이용  동의서 작성

- 키 48인치 이상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서 작성 필요

8
Jacksonville 

Public Library

여러 나라의 도시 방문, 인체 

탐험, 롤러코스터 체험 등의 콘
텐츠

13세 이상

- 다회성 로그램으로 진행
- 로그램 일정 확인 후 참여

- VR 이용  동의서 작성

- 13-17세 보호자 동의서 작성 필요

9
Los Angeles 

Public Library

구  어스 VR(가상 여행)  

학습 콘텐츠
13세 이상

- 다회성 로그램으로 진행

- 로그램 일정 확인 후 참여

10
Queens Public 

Library
체험 로그램 운  13세 이상

- 다회성 로그램으로 진행

- 로그램 일정 확인 후 참여

11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Game: Virture Reality 이벤트 

운
13-18세

- 다회성 로그램으로 진행

- 토요일 13:00-15:00

<표 1> 국외 공공도서 에서의 VR 로그램

와 가상 실 워크 을 통해 이용자들이 VR을 

이용하기 에 미리 사 교육을 하고 있었다.

넷째, 단순히 콘텐츠만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국외 공공도서  VR 로그램은 주로 

체험형 콘텐츠를 심으로 단순히 이용자들이 

VR을 체험할 수 있는 로그램이 부분이었

다. 한 국외 공공도서 에서 진행되는 로그

램의 거의 부분은 정해진 시간에 이용이 가능

하도록 한 경우가 다수 다. 명칭이 로그램

으로 명시가 되어있어도, 그 자세한 체험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당 로그램이 정말 주제와 테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로그램인지 아니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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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VR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친 서비스

인지 그 구분이 모호했다. 이러한 을 통해 체

험형 콘텐츠는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주제들로 

이루어져있기는 하나, 이를 활용한 극 인 교

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일부 도서 은 VR을 체험하지 못하는 미

취학아동까지 고려하여  다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다. Eugene Public Library는 

VR과 련된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VR과 련된 다양한 정보들, VR을 체

험하지 못하는 연령층을 한 컴퓨터 기 교육

을 마련하고 있었다.

3.2 국내 공공도서관 VR 프로그램 현황 

분석

국내 공공도서  VR 로그램은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9년 공공

도서  통계 기 , 국 1,134개 공공도서   

VR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도서  

황을 조사하 다. 도서 은 선행연구, 세미나, 

컨퍼런스, 각종 미디어 등에서 언 된 도서

을 심으로 홈페이지 속을 통해 VR 로그

램 운  황에 해 면 히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재 확인되지 않은 도서 은 제외하고 최

종 으로 VR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한 도서 은 총 19곳으로, 자세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국내 공공도서  VR 로그램의 특징은 ‘1

회성 로그램’, ‘구  카드보드  키트’, ‘테마

형 VR 로그램’ 3가지 정도로 종합해볼 수 있

었다.

첫째, 국내 공공도서 의 VR 로그램은 주

로 1회성 로그램으로 운 되고 있었다. 1회

연번 도서 로그램명 이용 상 운 방식

1
가평군립청평

도서
가상 실, VR 체험 10~13세

- 1회성 로그램
- 면으로 진행
- 홈페이지를 통해 수
- 참여자가 직  촬  하고 자신의 상을 기획해 보는 가상 실 
체험 로그램

2
가평군립한석

도서
VR체험 8~16세

- 1회성 로그램
- 면으로 진행
- 홈페이지를 통해 수
- VR 장비를 직  조립
- 스마트폰을 활용해 VR 상을 직  체험

3
강북문화
정보도서

가상 실 속으로: VR게임 
만들기

10~13세

- 다회성 로그램
- 온라인  오 라인으로 진행
- 컴퓨터 속의 가상공간 블록코딩, VR 로그램을 통해 코딩개
념과 컴퓨  사고력 키우기

4
강서구립꿈꾸는 
어린이도서

가족과 떠나는 과학세상- 
VR가상체험

7~13세
- 1회성 로그램
- 홈페이지를 통해 수(선착순) 
- 면으로 진행

5 강서 어도서 실과 가상의 만남 9~13세

- 1회성 로그램
- 면으로 진행
- 홈페이지를 통해 수
- 카드보드 VR 만들기

<표 2> 국내 공공도서 에서의 VR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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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서 로그램명 이용 상 운 방식

6 도서

청소년을 한 4차 산업 명 
체험캠 (4차 산업 명의 주
역 AR/VR을 만나다)

14~19세

- 다회성 로그램
- 면으로 진행
- 홈페이지를 통해 수
- 길 의 인문학 사업
-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와 력

진짜일까? 가짜일까?(가상
실(VR)과 소 트웨어) 

체

- 다회성 로그램
- 면으로 진행
- 홈페이지를 통해 수
- 등 학년은 보호자 동반
- 안드로이드 핸드폰 지참
- VR 기술에 해 알아보고 가상 실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나만의 가상공간을 만들어보는 수업

7 화도서

메이커&북 페스티벌 체험
(책 속으로 떠나는 모험 VR)

8세 이상
- 1회성 로그램
- ZOOM으로 진행
- 홈페이지를 통해 수

가상 실 방탈출 게임 11~16세

- 다회성 로그램
- 면으로 진행
- 홈페이지를 통해 수
- 교육내용: 보물상자 열 키 찾기, 회분 치워 힌트 찾기, 도어락 
만들어 번호 입력 후 탈출하기

- 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과 력

8 보은교육도서 VR 웹툰을 그려요 8~13세

- VR과 AR의 차이를 알아보고 체험하기, 웹툰 그리기와 사 
쓰고 채색하기, VR로 웹툰 감상

- 1회성 로그램
- 면으로 진행
- 홈페이지를 통해 수

9 서산시립도서 VR로 꿈 속 그림 그리기 6~13세

- 매월 테마가 있는 동화와 VR 상체험 VR 그림 그리기 표 활동
- 다회성 로그램
- 핸드폰 VR, HTC VIVE
- 면으로 진행
- 홈페이지를 통해 수

10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

4차 산업 명으로 떠나는 
미래탐험(1월)

11~13세
- 1회성 로그램
- 면으로 진행
- 가상 실 카드보드를 만들어 다양한 가상 실을 체험

11
서울특별시교육청 

용산도서
나만의 가상 실 제작 11~13세

- 다회성 로그램
- 온라인 수업
- 가상&증강 실, Cospaces 활용  제작, 구 카드보드조립

12 수 구도서 VR&AR체험  로 시티 10~13세

- 다회성 로그램
- 온라인 신청
- 면으로 진행
- 핸드폰 비 필수(앱을 통해 체험진행)

13
아산시립송곡

도서
스마트폰으로 VR 체험하기 10~13세

- 키트를 만들어 스마트폰 연결 후 직  체험하기
- 1회성 로그램
- 홈페이지를 통해 수
- 비 면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진행방식 변동)

14 아산 앙도서 스마트폰으로 VR 체험하기 10~13세

- 키트를 만들어 스마트폰 연결 후 직  체험하기
- 1회성 로그램
- 홈페이지를 통해 수
- 비 면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진행방식 변동)

15 울산도서 VR&AR체험  로 코딩 10~13세

- 다회성 로그램
- 홈페이지를 통해 수
- 면으로 진행
- VR로 동화를 체험한 후 그 속에 나오는 주제를 로 으로 
표 해보며 코드카드로 명령을 내려 로 을 조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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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로그램은 교육 기간이 이틀 이상인 다회

성 로그램과 비되는 로그램으로, 교육 

기간이 하루로 이루어지는 로그램이다. 1회

성 로그램은 교육 기간이 길지 않아 지속

으로 참여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에게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학

습의 원추 이론에 따르면 VR과 같은 실감형 

콘텐츠는 실제로 행동할 수 있다는 에서 교

육 인 효과를 극 화하는 도구인데, 이러한 

교육  효과를 지닌 VR 도구를 단순히 1회성 

체험으로 국한하는 것에 그쳐 지속 인 학습효

과로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 이 존재한다.

둘째, 구  카드보드와 키트를 활용하여 VR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다. 국내 공공도서

에서는 VR 장비로 HMD도 사용하기는 하나 

카드보드 혹은 가상 실체험 키트를 이용하여 

VR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이용자가 직  

키트를 만들어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VR을 체

험할 수 있게 하 다. 카드보드는 렴한 가격

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

문에 련 어 리 이션의 배포  사용이 용

이하여 쉽고 빠른 보 을 기 한다. 그러나 카

드보드는 HMD 시스템과는 달리 스마트폰으

로 이용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여러 제한

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안지 , 2016).

셋째, 테마형 VR 로그램을 운 하고 있었

다. 단순히 VR 콘텐츠 체험이 아닌 웹툰, 그림 

등과 같은 한 특정 테마를 선정하여 그 테마를 

심으로 VR을 활용하여 로그램을 구성하

다. 보은교육도서 에서는 ‘VR 웹툰을 그려

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용산도서 에서는 ‘나만

의 가상 실 제작’ 등과 같이, 테마에 부합하는 

내용과 함께 VR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VR 콘텐츠는 국외 

공공도서 보다 상 으로 부족하지만 주제

를 심으로 로그램을 기획하여 로그램을 

주제에 한 지식과 VR 활용을 통해 교육  

효과를 주고자 하 다.

그 밖에도 력 사업과 연계하여 VR 로그

연번 도서 로그램명 이용 상 운 방식

16 청주기 의도서 천체투  특별 로그램 체

- VR기기를 통한 우주체험
- 1회성 로그램
- 면으로 진행
- 수 없이 선착순으로 진행

17 충남도서 가상 실과 증강 실 체험 체

- 가족 메이커 로그램
  *구  카드보드와 증강 실 컬러링북을 활용한 가상 실과 

증강 실 체험
- 1회성 로그램
- 면으로 진행
- 홈페이지를 통해 수

18 풍무도서 가상 실과 증강 실 가족

- 직  가상 실체험 키트 만들기 체험
- 1회성 로그램
- 온라인진행
- 홈페이지를 통해 수
- 문체부-온라인 메이커 로그램

19 하남시미사도서 나만의 가상 실제작 11~13세

- 다회성 로그램
- 홈페이지를 통해 수
- 온라인(ZOOM)으로 진행
- 스토리텔링 기획 능력  사고력 증진 돕는 AR/VR(가상
실)를 배워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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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진행하는 도서 도 있었다. 하남도서 과 

풍무도서 의 경우, 문화체육 부와 연계하

여 4차 산업 명 시 를 이해하고 직  키트를 

만들어 체험하는 VR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었고, 화도서 의 경우, 소벤처기업부와 연

계하여 가상 실 방탈출 게임을 기획하는 등 

력 사업과 연계하여 VR 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었다. 

3.3 공공도서관 VR 프로그램에서의 

적용점 도출

국내․외 공공도서 의 VR 로그램 황 

분석에서 살펴본 7가지 특징을 토 로 공공도서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을 기획할 때 

용해볼 수 있는 4가지 요소를 도출하 다.

국외 공공도서 의 경우에는 ‘정기  운 ’, 

‘HMD 사용’, ‘사 교육’, ‘체험형 콘텐츠’와 같

이 4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

야 할 은 ‘정기 ’으로 VR 로그램이 운 되

고 있고, VR 체험에 앞서 ‘사  교육’을 진행하

고 있다는 이다. 이를테면, Cologne Library

의 경우에는 VR 체험에 앞서 워크 을 진행하

여 VR과 련된 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외 공공도서 은 국

내 공공도서 과 달리 ‘HMD’를 통해 이용자들

이 VR 로그램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하 다. 

HMD를 활용하면 가상 실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실 세계와는 차단된 몰입(정동훈, 2017)

이 일어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VR 

로그램을 구 시키는 HMD 장치를 개인

으로 착용하고 컨트롤러를 작동하면서 가상

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자는 

각자 찰 시 과 경험을 직  선택함으로써 

더 높은 집 도를 보인다(최섭, 김희백, 2020).

국내 공공도서 의 경우에는 ‘1회성 로그

램’, ‘구  카드보드  키트’, ‘테마형 VR 로

그램’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단순 콘텐

츠 체험보다 교육 주로 진행된다는 은 장

이나, 지속 으로 진행되지 않는 은 아쉬

운 이다. 그리고 국외와 달리 체로 HMD를 

활용하지 않고 ‘구  카드보드와 키트’를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다양한 VR 콘

텐츠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단 이 존

재한다. 반면 비교  명확한 테마 콘텐츠를 통

해 VR 로그램을 진행하는 은 여겨볼 만

하다. 

각 요소들을 검토해보고, 종합해볼 때 공공도

서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 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는 ‘정

기 ’, ‘사 교육’, ‘HMD’, ‘테마형’ 4가지이며 

해당요소를 반 할 경우 VR의 교육  효과가 

극 화될 가능성이 크다. 즉, VR을 이용하여 교

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기  로그램을 

운 하고, VR 체험에 앞서 사  교육을 미리 

진행하며, HMD와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이용

자들이 가상 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상 실

에 몰입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공공도서관 VR 기반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획

공공도서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기

획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  콘텐츠 선정을 

해 권선 . 구정화(2019)가 제시한 VR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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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네 분야를 참고하여, 공공도서 에서 

VR 기기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선정하 다. 

다음으로 선정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로그램 

기획의 체 인 개요를 작성하 으며 앞서 언

한 ‘정기 ’, ‘사 교육’, ‘HMD’, ‘테마형’ 4요

소를 반 하여 세부 인 기획안을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

램에 하여 문가들의 평가, 자문을 통해 기

획안을 보완하고 최종안을 제안하 다. 

4.1 VR 콘텐츠 선정

효과 인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은 콘

텐츠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한 

합한 콘텐츠 선정이 매우 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 , 목 상 콘텐츠를 직

 개발하지는 않았으며, 선행연구(권선 , 구

정화, 2019)에서 제시된 공공도서 에서 VR 

기기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분야의 활용 역 

 범 인 ‘탐험’, ‘체험’, ‘교육’, ‘게임’ 네 분야 

내에서 세부 으로 한국어 지원, 선정성, 기기 

호환성, 폭력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으로 합한 상용콘텐츠를 선정하 다. 해당 

분야  상용콘텐츠의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

다(<표 3>, <표 4> 참조).

연번 분야 범

1 탐험(Explore) 실에서 직  경험하기 불가능한 역들

2 체험(Create) 가상의 물체와 상호작용

3 교육(Learn) 탐사와 체험의 융합 혹은 그 이상

4 게임(Play) 가상 실 기술이 가장 많이 집 으로 개발, 활동되고 있는 역

<표 3> VR 콘텐츠 분야  범

콘텐츠명 한국어 지원 선정성 기기 호환성 폭력성 가격(원) 랫폼

게임

BOXVR O X O X 31,000 STEAM

The Curious Tale of the stolen Pets O X O X 15,500 STEAM

Obstruction: VR O X O X 10,500 STEAM

교육

Mondly: Learn Languages in VR O X O X 9,600
STEAM

OCULUS

Number Hunt O X O X 13,500 STEAM

Universe Sandbox O X O X 31,000 STEAM

창조

Artstage O X O X 21,000 STEAM

Fantastic Contraption O X O X 20,500 STEAM

Let's Create! Pottery VR O X O X 27,000
STEAM

OCULUS

탐험

Epic Roller Coasters O X O X 무료 STEAM

National Geographic Explore VR O X X X 12,000 OCULUS

Beyond Blue O X O X 20,500 STEAM

<표 4> 분야별 제공 콘텐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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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VR 기반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

본 교육문화 로그램은 HTC VIVE, Oculus 

Rift, Oculus Quest  다양한 HMD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생한 경험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테마형 콘텐츠로 게임, 교육, 창조, 

탐험 총 4가지의 테마를 구성하여 흥미를 끌 수 

있게 하 으며 다양한 참고도서와 상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 다. 

한, VR 콘텐츠 사용 이 에 사 교육을 통해 안

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정기 으로 운

하여 이벤트성 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하 다. 

4.2.1 기획 개요

먼  본 로그램에 한 개요는 <표 5>와 같

다. 본 로그램은 로그램명, 교육 주제, 일시, 

장소, 진행자, 교육 상과 같이 로그램 구성

과 기획하고자 하는 목 과 기 효과와 같은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내용상 사회  

흐름을 반 해야 하는 공공도서 의 역할과 교

육 , 문화  기능을 강조하 다(<표 5> 참조).

4.2.2 로그램 기획안

각 분야별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기획

안 시는 <표 6>과 같다. 이는 교육 , 문화  

내용을 담은 테마와 VR 기술을 결합하여 교육

상자에게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

을 주는 것을 목 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본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기획안에서는 

탐험, 교육, 창조, 게임 분야와 각 분야에 맞는 

수업주제, 활동내용, 해당 로그램을 더 깊이 

있게 즐기고 배우기 한 참고자료, 로그램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을 강조하 으며 다음

과 같다(<표 6> 참조).

4.2.3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세부 기획안: 

탐험(해양) 분야 

세부 기획안은 학습 주제, 학습 목표, 학습 

방법, 활동, 참고 자료로 구분하여 구성하 다. 

로그램 진행 단계에 따라 먼  해양 생물을 

로그램명 이상하고 아름다운 VR 나라, 가상세계 속에서 난 무엇이 될까 ♪♬

교육 주제 교육  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VR 체험과 토의 등 업 활동을 진행한다.

일시 2022년 O월 O일

장소 OO 도서

진행자 담사서

교육 상 학생

목

공공도서 은 4차 산업 명이라는  사회의 시  흐름을 고려한 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도서 의 교육문화 로그램은 VR 기술을 응용한 교육 콘텐츠와 분야별 VR 콘텐츠의 

주제와 련된 실습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기 효과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VR을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4차 산업 명 기술에 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 체험 후엔 다른 

학생들과의 소통과 업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 향상 등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수 있다.

<표 5>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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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업주제 활동내용 참고자료 지도상의 유의

탐험
(해양)

해양과 련된 VR
을 통하여 해양생
태계를 이해한다. 

- 해양 생물과 련한 참고도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어떤 해양 생물이 가장 인상 
깊은지 의견을 말하도록 한다.

- VR에서 찾을 수 있는 해양 생물  
학생이 찾고 싶은 것을 학습지에 도
록 한다.

- Beyond Blue VR을 활용하여 해양 생태
계를 탐험하면서 학습지에 었던 해양 
생물을 발견해 조사하도록 한다.

- 조별로 나 어 VR 체험과 도서 탐색을 
통해 학습지에 정리한 해양 생물의 정보
를 발표하게 한다.

- 상호 질문과 토론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다.

도서
- 바다, 우리가 사는 곳(핫핑크돌핀
스, 리리)

- 울릉도, 독도에서 만난 우리 바다생
물(명정구 외, 지성사)

- 해양생물의 세계(김웅서 외,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상
- 도 도 신기한, 햇빛조차 닿지 
않는 심해 속 생명체들(내셔 지
오그래픽, 2019)

- 변신의 귀재, 해양생물이 바다에서 
생존하는 방법! (Youtube(해양
수산부), 2020)

- 갈라 고스의 아름다운 바닷속 
(Youtube(EBS 컬 션), 2019)

- 이용 시간에 맞추어 교육
상자 통제가 필요함

- 콘텐츠 사용에 있어 조작
법 미리 숙지 필요함

- 해양 생물에 한 지식이 
요구됨

교육
(언어)

언어 교육 VR을 통
하여 제2외국어에 
한 심을 높일 

수 있다.

- 언어 이해와 련된 참고 도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어떤 언어에 심이 있는지 
의견을 말하도록 한다.

- 심 있는 언어에 해 사 에 알고 있던 
표 을 KWL 학습지에 도록 한다.

- Mondly: Learn Languages in VR에
서 선택할 수 있는 언어와 상황에 해 
설명한다.

- Mondly: Learn Languages in VR에
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를 소개한다.

- 교육 상자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 Mondly: Learn Languages in VR를 
경험하고 난 후, 알게 된 단어를 정리한다.

- Mondly: Learn Languages in VR을 
통해 가상의 언어 체험을 경험하도록 
한다.

- VR 체험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표
과 더 알고 싶은 표 을 KWL 학습지에 
도록 한다.

- 경험했던 상황과 학습지에 정리한 표
에 해 서로 발표하고 의견을 나 도록 
한다.

도서
- 언어공부(롬  커토, 바다출 사)
- 걸어 다니는 어원 사 (마크 포사
이스, 북)

- 자풍경(유지원, 을유문화사)

상
- 한국인과 어 5부작, 언어의 벽을 
넘어라!(다큐 라임, 2018)

- 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유일한 방
법(Youtube(스티  크라센 연설), 
2020)

- 조선의 어교육(역사채 e, 2014)

- 언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
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
므로, 자신감을 주기 한 
격려 필요함

- 사 에 알고 있던 표 , 새
롭게 알게 된 표 , 더 알고 
싶은 표 을 정리할 수 있
는 KWL 학습지를 비가 
필요함

창조
(공간)

문제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창의 으
로 해결한다.

-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한 참고 도서를 소개하고, 창의  발상
법에 해 설명한다.

- Fantastic Contraption VR 상을 보
여주고 이번 시간에 해결해야 할 미션이 
어떤 것인지 설명한다.

- 조별로 나 어 미션을 해결하기 한 
방법을 토의할 시간을 다.

- 한 명이 미션을 해결하는 동안 다른 조원
은 화면을 보며 조언을 해 주도록 한다: 
실패하면 다른 조원이 이어서 수행하도
록 한다. 

- 조별로 미션을 해결했던 방법에 해서 
발표하고, 가장 창의 인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의견을 나 도록 한다.

도서
- 벽(정진호, 비룡소)
- 미친 발상법 발상 환편(김 희, 
넥서스BIZ)

- 컵이 뭘까?(사토 오오키, 문공사)

상
- Fantastic Contraption Trailer 
(Youtube, 2016)

- VR 이용 에는 교육 상
자가 활동 에 다치지 않
도록 살피는 것이 필요함

- 결과물 발표에 있어 원활
하게 진행, 교육 상자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의
견 조율이 필요함

<표 6>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기획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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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는 참고 자료 도서에 한 소개를 간단

하게 진행한 후 360° VR 상  VR 게임 체

험을 통해서 해양 생태계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한다. 그 후 해양 생물에 하여 다른 학생들에

게 소개하면서, 해양 생물에 해 정리하는 

차로 진행된다(<표 7> 참조). 아울러 세부 기획

안에 따라 실제 교육문화 로그램에서 교육 

상자들이 작성해 볼 수 있는 활동지도 함께 구

성하여 제시하 다(<표 8> 참조).

4.3 VR 기반 교육문화프로그램 평가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최근 VR 연

구 경험이 있는 문헌정보학 연구자 2명과 사서 

2명을 상으로 본 로그램의 용 가능성, 효

과성 등에 해 1인당 약 30분에서 1시간가량 

화 인터뷰를 진행하 다. 다음으로 10월 24

일, 12월 19일, 12월 27일 세 차례에 걸쳐 교육

문화 로그램 기획안에 해 교사 2명을 상

으로 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해당 로그램에 

해서 체로 정 인 반응이었다. 다만 개

선해야 할 부분이 제기되었는데, 그 내용을 종

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 부분이다.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을 운 하는 담인력에 한 구체 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 하 다. 이를테면, 자체

으로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채용, 는 

탁 운 도 가능할 것인데, 이에 한 면 한 검

토가 필요하다고 언 하 다. 한 담인력 

외에도 장의 사서에게도 VR 련 교육을 실

행하여, VR에 한 기 인 지식을 갖추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 다. 만약 장에 있는 사서

와 담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지역 내의 

학교의 담당 공교사 는 정보교사와 력하

여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둘째,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내용상의 

문제 이다. 평가자 부분이 이 로그램의 

내용이 효과 일 거라고 단하 으나 수업주

제를 선정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을 지 하며, 교육  효과에 해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련해

서 교육  효과가 높은 분야를 면 히 분석  

분야 수업주제 활동내용 참고자료 지도상의 유의

게임
(퍼즐)

큐 의 조립의 원
리를 이해하여 응
용한다. 

- 문제 해결력 향상에 한 도서를 소개하
고, 창의 인 퀴즈를 풀면서 동기를 유
발한다. 

- Obstruction: VR 상을 시청한 후에, 
VR 작동법과 큐 를 맞추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 Obstruction: VR을 통해 가상의 큐  
조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미션을 몇 가지를 
수행하도록 한 후엔, 조별을 구성해 실
제로 소마 큐 를 맞춰보면서 다양한 
창의력활동을 도모한다.

- 소마큐  상을 시청한 후, 4인 1조로 
을 구성하여 각자 소마큐 를 완성하

게 한다.
-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만의 해결 방
법을 설명하도록 한다.

도서
- 이 문제 정말 풀 수 있겠어?(헐거 
담베크, 북라이 )

- 멘사 문제해결력 퍼즐(존 렘 , 
보 스)

- 문제  문제(헨리 어니스트 듀드
니, 한스콘텐츠)

상
- 스피드 큐 의 천재들(넷 릭스, 
2020)

- 서울 생들은 10  만에 맞춘다는 
소마큐 를 해보았습니다! 
공부하는 머리가 따로 있구나! 
(Youtube, 2019)

- 원활한 활동을 해 이용 
시간 엄수가 필요함

- 수행할 미션활동에 해
서, 한 난이도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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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탐험(해양) 장소 로그램실

일시 2022년 O월 O일 교육 상 학생

VR 기기 종류  수 HTC VIVE O 교육 상 수 5-10명

로그램명 이상하고 아름다운 VR 나라, 가상세계 속에서 난 무엇이 될까♪♬

학습 목표 VR을 통해서 해양 생태계를 이해하고, 해양 생물에 해 소개할 수 있다.

학습 방법 해양 련 VR 콘텐츠(게임, 상 등 체험), 토의

참고자료

(도서) 바다, 우리가 사는 곳
울릉도, 독도에서 만난 우리 바다생물
해양생물의 세계
( 상) 도 도 신기한, 햇빛조차 닿지 않는 심해 속 생명체들
변신의 귀재, 해양생물이 바다에서 생존하는 방법!
갈라 고스의 아름다운 바닷속

단계
(시간)

활동주제 활동내용 지도 시 유의

도입
(15’)

학습 주제 악  
학습 목표 제시

동기 유발

- 학습 주제를 소개하면서 오늘 진행할 로그램의 진행 
방향에 해 알려 다.

- 해양 생물과 련한 도서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 해양 생물  가장 인상 깊은 해양 생물과 그 이유에 

해서 발표하도록 한다.

- 학습 주제를 소개하기 이 에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습과 련한 재미
있는 일화를 알려 다.

- HTC VIVE와 담 직원용 디스 이를 사
에 설치를 완료해 놓고, 작동이 원활하게 

되는지 미리 확인한다.
- 기기 이용 안  수칙, 콘텐츠 내 주  환경에 

한 주의 안내 메시지를 로그램 진행 에 
미리 표시해놓는다.

개
(75’)

Beyond Blue VR 
해양 생물을 소개
학생이 찾고 싶은 
해양 생물을 학습
지에 기재

VR 기기 이용 사  
교육

Beyond Blue VR 
미션 제시
Beyond Blue VR 
활용 학습
학습지 정리

해양 생물 발표  
토의

- Beyond Blue VR에서 찾을 수 있는 해양 생물에 해 
소개를 한다.

- 학생들이 찾고 싶은 해양 생물리스트를 학습지에 기재
할 수 있도록 한다.

  - 360° VR 상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해양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360° Underwater Video of Tropical Diver(Georgia 
Aquarium, 2018)

  - 360° Great Hammerhead Shark Encounter(National 
Geographic, 2016)

  - Wild Dolphins VR Experience(VIEMR, 2016)
- 기기 이용 안  수칙  콘텐츠 내 주  환경에 한 
주의 안내 메시지를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VR 기기(HMD, 컨트롤러 등) 이용 방법을 교육한다.

- VR 게임 ‘Beyond Blue’ 체 인 내용과 게임방식에 
해 설명한다.

- Beyond Blue VR에서 해양 생물을 찾고 생물의 특징을 
도록 미션을 제시한다.

- Beyond Blue VR을 통해 학생들이 해양 탐험을 재미있
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VR에서 찰한 해양 생물에 해서 책에서 내용을 
더 찾아 학습지를 완성하도록 한다.

  - 도 도 신기한, 햇빛조차 닿지 않는 심해 속 생명체들
  - 변신의 귀재, 해양 생물이 바다에서 생존하는 방법!
  - 갈라 고스의 아름다운 바닷속
- 조별로 모여서 학습지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
하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배부한다.
- VR 기기 이용 방법은 학습 자료를 통해 교육
한다. 

- Beyond Blue VR을 처음 체험하는 학생들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게임에 
해 설명한다.

- 담 직원용 디스 이를 통해 VR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 학생들의 모니터를 동시에 보면
서, 학생들의 도움 요청에 즉각 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한다.

- 토의 활동을 할 때 의견을 잘 조율하고, 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퍼실리테이터 역할
을 한다.

정리
(15’)

소감  정리 - VR 체험과 토의를 통해 느낀 을 발표한다.
- 설문 조사지를 제공하여 로그램을 통해 만족도 조사
와 느낀 을 도록 한다.

- 이후 학생들끼리 소감을 발표한다.

- 설문 조사지를 미리 비해 학생들이 설문 
조사와 소감을 을 수 있도록 한다.

<표 7>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세부 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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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나고 싶은 해양 생물

(          )학교 (   )학년 이름: (          )

순
해양생물

이름
VR에서 발견한 사실 책에서 찾은 특징

이 생물에 한 

나의 소감

1

2

3

<표 8>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학습지

검토하여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 하

다. 해당 지 사항에 해서는 자문을 통하여 

수업주제를 명확히 하 으며, 교육  효과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 다. 한,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 으로 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하 다. 그리고 교육 상자인 학생의 높

이, 흥미에 맞는 교육인지에 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해당 지 사항에 해서는 4주차로 진

행되며 교육과정의 한 부분과 연계하여 지속

으로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도록 보완하 다. 

향후 로그램을 수정․기획할 때, 상세한 분석 

 검토 과정이 필요하며 교육 상자의 흥미와 

지속가능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콘텐츠의 한계이다. 이를테면, STEAM

의 콘텐츠가 한국어 지원이 되어도, 그 번역의 

정확성에서 신뢰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

이 있었다. 한편으로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는 한국 련 VR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콘텐츠 리스트  도서 과 련

된 내용의 VR 콘텐츠가 아직은 없으므로, 추후

에 도서 과 련된 VR 콘텐츠가 있는지 조사

하여 반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문제 발생 시 구체 인 조치, 해

결 방법을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로그램 용 시 고려하지 못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 을 분석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공간 확보, 산 부족 등으로 인해 실

제 운 이 제 로 될 수 있을지에 한 우려를 

나타냈다. 

4.4 프로그램 기획안 수정

자문 결과, 기획안의 반 인 문제에는 ‘막

연한 목 ’, ‘추상 인 세부기획안’, ‘홉-스텝-

 구성방식으로 개된 세부기획안’ 등이 있었

다. 이러한 부분들을 으로 로그램 기획

안을 수정, 보완하 다(<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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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자문 내용 수정 후

∙막연한 목

- 해당 목 을 주장하고자 하는 명확한 근거

가 없으며, 구체 으로 어떤 기 효과를 

 수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 추상 인 

경향이 있음

∙추상 인 세부기획안

- VR 기기 수와 교육 상 수가 맞지 않거나 

교육 상은 /고등학생으로 범 하

게 설정하는 등, 체 으로 세부기획안

의 반 인 구성방식이 추상 임

∙홉-스텝-  구성방식으로 개된 세부

기획안

- 세부기획안의 구성 에서 단순히 해양 

쓰 기라는 모호한 주제를 가지고 토의를 

진행한다고 서술함

∙막연한 목

- 해당 VR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거

로서 문제 해결력 향상과 사고력 증진과 

련된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권장함

∙추상 인 세부기획안

- /고등학생  교육 상의 범 를 좁히

고, 10명이라는 교육 상 수에 맞게 VR 

기기 한 10 를 마련할 것을 권장함 

∙홉-스텝-  구성방식으로 개된 세부

기획안

- 해양 쓰 기의 어떤 부분과 련하여 토

의를 할 것인지 주제를 명확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음. 한 별도로 학습지를 마련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토의를 한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VR 기술을 응용한 교육 콘텐츠와 분야별 

VR 콘텐츠의 주제와 련된 실습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 으로 서술

하여, 명확한 기획의 목 과 기 효과를 

추가함

- /고등학생이라는 모호한 교육 상을 

학생으로 바꾸고 VR 기기 수 한 교육

상에 맞게 10 로 설정하여, 추상 인 

세부기획안을 구체화함

- 토의를 한 구체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기 해, 우선 으로 해양 련 VR 게임

을 하면서 수행할 미션을 제시함. 게임을 

하면서 수행한 미션의 내용과 연계한 학

습지를 제작하고, 그 후 조별학습을 통해 

학습지에 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의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구체 인 토의 

주제와 학습지를 마련함

<표 9> 로그램 수정 기획 사항

5. 결론 및 제언

시 가 변화하고 발 함에 따라, 새로운 기

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한 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맞서 교육 , 문화

,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도서  

한 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의 핵심 기술인 VR 기술

을 공공도서 에 용하고자, 국내․외 공공도

서 에서 VR 기술이 용된 로그램을 분석

하고, 선행연구, 이론분석을 통해 공공도서 에

서 용해볼 수 있는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

램 기획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 에서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기획 시 용해볼 수 

있는 4가지 요소를 도출하 다. 용 을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는 VR을 이용하여 정기  로그램을 

운 한다. 둘째, VR 체험에 앞서 사  교육을 

미리 진행한다. 셋째, HMD와 컨트롤러를 활용

하여 이용자들이 가상 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

도록 한다. 넷째, 한 특정 테마를 심으로 로

그램을 기획한다.

이러한 용 을 심으로 공공도서 에서 

VR 기기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분야의 활용

역  범 로 탐험, 체험, 교육, 게임 네 분야

로 나 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

하여 다수의 VR 콘텐츠를 선정하 으며, 선정

한 콘텐츠 분야  한 분야를 선정하여 세부

인 기획안 시와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최종 

기획안을 도출하 다.

도출된 기획안은 문가의 검증을 거쳤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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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결과, 문가들은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

램에 해서 체 으로 정 인 반응을 보

다. 특히 로그램의 반 인 구성이나 기획 

부분에서 도서 의 기능과 역할에 충분한 기여

가 될 수 있으며, 그 가치 한 높게 평가해볼 

수 있다고 하 다. 다만, 인력 개선,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내용상의 문제 , 콘텐츠의 

한계, 문제 발생 시 구체 인 조치, 해결 방법의 

부재 등의 개선이 언 되었으며, 이러한 보완

들을 참고하여 지속 인 수정과 검토단계를 거

쳤고, 부가 으로 세부기획안( 시)과 VR 기

반 교육문화 로그램 학습지를 포함한 최종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을 최종 으로 도출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

계 이 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장조사

가 어려웠고 이에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조사하

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

는 악할 수 없었다는 이다. 이와 련된 다

른 한계 으로는, 국내․외 VR 로그램을 조

사할 때, ‘도서 , 로그램명, VR 콘텐츠, 이용

상, 운 방식’만을 조사하 기 때문에 조사된 

자료들의 계량 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는 이다. 둘째, 교육 상자에게 직 으로 

로그램을 시연해보지 못했으므로 실제 으로 

교육 상자들에게 교육  효과가 있는 로그

램인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는 향후 실제로 로그램 기획

안을 토 로 도서 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효과

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개발 이후 청소년 상의 사용성 평가  용

방안에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재 

VR은 특성상 시각 으로 실과 완 히 차단

되고, VR 콘텐츠를 장시간 이용할 경우 어지럼

증, 두통, 오심 등 신체  부작용  과몰입 등으

로 인한 정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

제 이 지 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가상증강

실산업 회, 2019).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비 면 시 의 도서  서비스를 고려할 때 최근 

다시  언  되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와 같은 공간의 확장에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교육안은 교육 공간이 오

라인 아닌 메타버스와 같은 온라인 공간일 경우 

실제와 같은 몰입감 등으로 인해 그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그램은 4차 

산업 명의 핵심기술인 VR과 목한 교육문

화 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서의 교육  책무의 

요성과 그에 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해당 교육문화 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사서는 장 사서들 지식의 수 을 넘어, 

교직, 기술, 사서 업무에 한 반 인 지식에 

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을 

보유하기 해서는 기존의 학 커리큘럼의 

련 진학학과들의 공과목에 있어 실질 인 교

육과정이 필수 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

으며 이에 한 구체 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VR 기반 교육문화 로

그램은 문 기술을 보유한 사서가 직  기획, 

운 하기 때문에 사서의 가치와 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뿐만 아니라 도서

은 기존의 ‘책만 읽는 공간’에서 벗어나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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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제로 운 하고 있는 VR 로그램 사례

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VR 기반 교육문화

로그램 기획안을 제안하 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의 VR 기반 교육문

화 로그램 기획을 한 기 연구로써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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