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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소개 

저희 팀은, 각기 다른 계열의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재능을 살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융합 프로젝트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조화로  

 

이성혁 –  국제 이과 

 

“Tech BOY ”  

VR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  

Image composite과 LAbleing  담당  

 

 

이윤상 -  국제 이과 

“  Team Leader”  
헌신적인 태도로 참여 증진 

 돈 관리 

 

 

 

 

 

 



정성헌 -  국제 문과 

 

“American Joker”  
간제 선생님과의 의사소통 담당 

서류 번역과 Camera expert 

 

 

 

정재웅-  국내 이과  

 

“Idea producer”  
전체적인 idea의 시발점 제공자 

홍보와, 서류, 기획 및 작성 

 

 

조형근-  국내 문과 

“All round Player” 

사실상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함 

Worker Holic, 노가다 중독자 

 

 



목차 
 

1. 프로젝트 소개 

2. 프로젝트 중간 기록 

3. 프로젝트 진행 과정 

가. 캠퍼스 사전 조사 및 Drone 비행 

나. 촬영 장소 답사 

4. VR  Campus의 실효성 연구 

가. 교내 주말투어 운영 

나. 신입생 OT  교육 

다. 학교 홍보 차원에서의 내부 공개 

5. 지리 및 생태 관련 지식 정리 

가. 산 형성 과정 

나. 지리 지식 적용 

다. 나무 및 동물 서식지 

라. 태풍과 강우에 의한 피해 

 

 

 



1. 프로젝트 소개 

가. 연구 동기 

민사고는 굉장히 특수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학교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

는 도시와는 거리가 멀고,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사고의 지리적 조건은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

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여타 다른 학교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외부인들의 입장에서 민사고는 미지의 장소, 다가가기 어려운 학교였을 것입니다. 

민사고의 자랑 중 하나는 바로 넓은 캠퍼스입니다. 38만 5천평,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의 1/4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크기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학생은 이 넓은 대지

를 모두 밟아보지 못하고, 주변에 얼마나 풍부한 생태적 다양성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두가지 문제, 학교가 폐쇄적이고 접근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캠퍼스의 공간 활용도가 낮다는 점

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보는 학교, 처음 보는 사람들 그리

고 넓은 캠퍼스, 이 많은 여건들을 학교에 오기 전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사고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민사고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그리

고 민사고에 갓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학교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홍보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저희는 기록물의 입장에서 이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

사고의 특수한 생태계와 2019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사고를 담을 수 있는 매체가 있다면 그것은 사진

이 아니라 VR  영상물일 것입니다. 

나. 연구 목적 

저희의 연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의 홍보이고 두 번째는 학교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는 

것입니다. 

민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은 민사고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민사고에 대한 이해는 

민사고를 경험하는데에서 얻을 수 있고, 저희가 만드는 VR  콘텐츠가 그 인식 개선을 이뤄낼 것입니다. 

다산관, 충무관, 민교관을 모두 촬영하고 각각의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업들을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줄 

수 있다면, 덕고관 기숙사에서 친구들과의 교류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대단할 것입니다.  

민사고는 23 년간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도 있을것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사진으로만 서류에 의한 기록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드뷰를 우리 학교에 모든 곳 구석구석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오늘날 민사고의 모습을 후대에도 정확하고 생생하게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어느 곳이 

훼손되거나 바뀐 곳이 있을 때 vr 기록물을 바탕으로 보수하거나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보다 더 

정확하고 직관적인 기록물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 연구 진행 계획 

1 주차 
( 8/18- 8/24)  

VR  연구 기반 공부 
-  VR  장비 활용도 실험 
-  이론적 배경 및 적용법 공부  

생태계 공부 with Mr. Ganse 
-  민사고 생태계 관련 수업 및 학습 
-  민사고 지역 별 탐사 
-  생태지도 작성 및 데이터화 

2 주차 
( 8/25- 8/31)  

프로그래밍 기반 연구 
-  웹사이트와 VR 프로그램 연계 공부 
-  VR  기술 시현 (virtual fitting , AR  등)  

3 주차 
( 9/1- 9/7)  

지도 및 컨텐츠 제작 
-  지도의 경로와 장소 설정 
-  컨텐츠 섭외 및 내용 구성 (선생님 섭외, 학생 섭외 등)  

4 주차 
( 9/8- 9/14)  

다산관, 충무관, 운동장 촬영  
① 경로 사전 조사 
② VR 영상 촬영 
③ review  & 재촬영 

5 주차 
( 9/15- 9/21)  

덕고관, 민족교육관, 뒷산 일부 
① 경로 사전 조사 
② VR 영상 촬영 
③ review  & 재촬영 

6 주차 
( 9/22- 9/28)  

뒷산 전체, 생태계 탐색 
촬영  
① 경로 사전 조사 
② VR 영상 촬영 
③ review  & 재촬영 

7 주차 
( 9/29- 10/5)  

영상 편집 
-  영상 재구성/VR 로 바꾸기 

생태계 지도 재구성 
-  종별 서식지 다시 정리 
-  생태 지도 완성 

8 주차 
(10/6- 10/12)  재촬영 및 영상 편집 

9 주차 
(10/13- 10/19)  중간고사 

10 주차 
(10/20- 10/26)  

VR  컨텐츠 중간 완성 단계 
11 주차 

(10/27- 11/2)  

12 주차 
(11/3- 11/9)  

VR  나레이션 녹음  
-  장소 별 설명  
-  생태와 지리 설명 with Ganse 

13 주차 
(11/10- 11/16)  

VR  fitting  기술 구현 
한복 데이터화 및 디자인 



14 주차 
(11/17- 11/23)  웹사이트 구현 

15 주차 
(11/24- 11/30)  프로젝트 완성 단계 (디버깅)  

16 주차 
(12/1- 12/7)  

기말고사 
17 주차 

(12/8- 12/14)  
18 주차 

(12/15- 12/21)  시범 운영 (  25기 신입생 선발 과정에 사용 가능)  

19 주차 
(12/22- 12/28)  결과 분석 

20 주차 
(12/29- 12/30)  프로젝트 완성 

 

라. 기대효과 

민사고의 환경과 시설을 최초로 로드뷰 형식으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학교를 널리 알리고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교 후 약 20 년간 모아진 학교에 대한 정보와 역사, 무엇보다 간제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방대한 학교 주변의 생태 데이터베이스를 최초로 시각화해서 공개한다는 점은 민사고 

생태에 대한 후속 연구와 우리 학교 기록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 활용성 

A. 출신 학교를 홍보하자는 취지는 비단 민사고에만 적용되는 주제가 아닌 모든 학교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기에 민사고에서의 홍보가 성공한다면 충분히 다른 학교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를 소개할 때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VR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B. 학교에만 국한지어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VR 과 드론을 이용한 교육, 홍보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건물, 유적지나 마을 등을 시각화하고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C. 학교 소개에 가장 효율적인 경로 탐색(경로 데이터를 여러 가지 학습한 후 최단거리 구하는 알고리즘) -

강화학습(딥러닝)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2. 프로젝트 중간 기록-  minutes 

매 시간 활동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에 대한 Ganse 선생님의 Comment를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

했습니다. 꾸준히 작성을 하면서 프로젝트의 진행이 느슨해지지 않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 Minute #1 0821 

2. Minute #2  0823  

3. Minute #3  0828  

4. Minute #4  0830  

5. Minute #5 0906  

6. Minute #6  0916  

7. Minute #7  0925 

8. Minute #8  1002  

9. Minute #9  1016  

10. Minute #10  1030  

11. Minute #11 1106  

12. Minute #12  1127  

13. Minute #13  1129  

 

  



3. 프로젝트 진행 

가. 캠퍼스 사전 조사 및 Drone 비행 

-  DJ I Phantom 3  모델 사용 

-  100M 이상의 상공에서 학교 캠퍼스를 총제적으로 촬영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김 

 

드론 이륙 전 조원 단체 사진 촬영 

 

상공 126M에서 학교를 바라본 모습, (골프장 상공이다.)  



 

구글 지도로 보이지 않고, 학생들이 잘 가지 않는 구역들을 드론을 통해 촬영함. 

 

나. 촬영 장소 사전 답사 ( 2019  여름)  

 

Ganse 선생님과 산을 오르는 모습 

지리와 생태에 대한 지식을 교실이 아닌, 산에서 배우고 있다. 



 

Ganse 선생님께서 개척한 길인 일명 “Ganse Road”  탐사. 지도에 보이지 않는 trail 들을 

기록했다/ 



다. 1 차 산 촬영 ( 2019  겨울)  

 

1 차 촬영 귀환 지점의 모습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 평형을 맞추고, 360 도로 전경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최적의 

spot 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학교 전도 및 촬영한 숲 경로 

1. A - > N - > O  - > D 

2. O  - > D - > C - > B - > N - > A 

3. Q  - > P- > E - > D - > O  

4. A- > N  - > B 

5. Q  - > P - > S - > T  

6. G  - > M - > L - > I - > J  - > C 

7. M - > Observatory(천체 관측소)  - > K  - > R  - > M 

8. T  - > S - > P - > Q  

 

 

 

4. VR Campus의 실효성 연구 



-  재학생 및 신입생들의 설문을 동반한 

필요성 여부 판단 연구 진행 

-  교내 주말투어 운영 

-  신입생 OT  교육 

-  학교 홍보 차원에서의 내부 공개 

1. 재학생 및  신입생들 대상으로 학교의 건물 위치 파악에 대한 인식 여부를 조사함. 

재학생 중에서도 아직까지 특정 선생님드르이 오피스가 어딘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으며 

타 학교와 다르게 교사의 연구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실 구조로 인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다소 있었다. 

 

2. 주말투어 및 교내 투어를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부의 제한적인 공개로 정보를 더 

얻고 싶어했던 학생이 다수 존재했다. 대외홍보단원과, 입학홍보싱장 선생님과 논의 후 이를 투어

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중임 

 

 

 

 

 

5. 지리 



및 생태학 정리 

 

탐사 기록 일지 

1. A - > N - > O  - > D 

2. O  - > D - > C - > B - > N - > A 

3. Q  - > P- > E - > D - > O  

4. A- > N - > B 

5. Q  - > P - > S - > T  

6. G  - > M - > L - > I - > J  - > C 

7. M - > Observatory(천체 관측소)  - > K  - > R  - > M 

8. T  - > S - > P - > Q  

 

생태 & 지리 



1. 개요 

Alexander Ganse 선생님과 매 융합프로젝트 시간마다 산을 오르면서 일부 생물들의 서식지와 종 간의 차이, 

현재 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배웟습니다. 

가. 산 형성 과정 

 

A. Erosion- Formed Mountain 

현재 교내 뒷산은 일반적인 융기나 침강 등의 조산 운동으로 만들어진 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3개의 봉우리가 높이가 비슷하며, 그 지질 구조를 보았을 때 고원이나 큰 산이 침식에 의해 깎여져

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지형으로는  

B. 소를 키우는 목초지에서 나무로 풍성한 산까지 

지금 현재의 산의 모습이 된 것은 40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간제 선생님께서는 20년 전에 학교에 부임하시

고 학교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곳이 이전에는 소를 키우는 방목지임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소

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을 둘러보았고, ( cattle road)  불도저와 인공적인 행위로 만들어진 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C. 수목으로 발전된 생태계 



초기에 산은 지금처럼 나무들이 많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흙산에 불과했지만 인공적으로 심어진 

나무들에 의해서 현재의 생태계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succession 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이지 

않게 같은 나무들이 과도하게 한 곳에 집중되어 분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지리 지식 활용 

 

A. Water Shed 분수계 

산에서 강물이 형성되는데에 있어서는 물이 흐르는 것이 중요하다. 빗물이 흐르면서 산의 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이 나누는 그 경계를 분술게, Water Shed라고 한다. 분수계는 물이 서로 다른 수계로 흘러가는 유

역의 경계를 말한다. 빗물이 떨어지면 주로 봉우리를 이은 선(분수계)을 중심으로 반대 방향으로 갈라져 흘

러내릴 테고 이 선을 중심으로 각각의 하천이 유역을 형성한다. 특히 분수계의 하류 부분에서는 절리 현상으

로 물이 올라와, 축축한 토양을 만든다. 

 

B. Inversion Layer 대기 역전층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에 흘러 들어왔을 때 공기가 상층으로 갈수 록 온도가 상승하며 기온역전현상

이 생기는 기층이 역전층이다. 실제로 학교는 침식분지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4방면 중 3면 정도가 막혀

있어 역전층이 형성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사진에 나오는 꽃은 덕고관 뒤로 들어가는 길목에 피어있는데, 

가을과 겨울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개화시기가 봄인 꽃이 피였다. 지형적 구조가 기온 분포를 바꾸면서 발생한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 나무 및 동물 서식지 

A. 수목의 수직적 분포 파악 Pinus densiflora 

 

위 사진은 천문대에서 찍은 산 상층에 분포한 나무들이다. Pinus densiflora 라는 종으로 흔히 소나무로 불리

는 나무들입니다. 이들의 분포는 나무의 수직적 분포를 고려했을 때 적합하다. 현재 민족사관고등학교의 뒷

산의 고도는 660-  700m이다. 관측소를 지으면서 토양이 조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B. 오소리 배변 장소 



 

오소리들의 영역을 추정할 수 있는 배변 장소이다. 

특정한 간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주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C. 참나무의 번식 

 

Quercus sp)¯로 불리는 이 종들의 씨앗과, 묘목의 형태로 있는 

작은 식물들을 관찰했다. 

라. 태풍과 강수로 인한 피해 및 변화 

 

 

 

 

 

 

 

 

D. 하늘다람쥐의 서식지 파악 



하늘 다람쥐는 Pinus densiflora라고 불리우는 나무가 주 서식지이나,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의 

ecolog ical niche가 비슷하나 생식능력이 다소 부족해 살아님기 힘들다. 이를 위해 인위적으로 다른 나무들

을 처내고 서직지를 보존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라. 태풍과 강우에 의한 피해 

  

 

다음은 태풍과 강우로 인한 피해로 넘어지

고 쓰러진 나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남은 식물들은 기울어진 채로 생장

을 계속한다. 

 

  



5. 결과 

A. 예상 결과물 

 

완성 시 예상 화면 

 

홈페이지 Integ ration 



B. GLPS 활용도 

GLPS 33  Head TA였던 정성헌의 경험담에 의하면 GLPS에서 캠프생들이 길을 자주 잃어버려 첫 일주일은 

학급 PA가 모든 수업에 인솔을 다니고, 두번째 세번째 주에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길을 잃어버려 혼란스럽

습니다. VR  Campus를 활용하면 캠프생들이 길을 잃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C. 홈페이지 

현재 VR  Campus를 실을 웹사이트를 베타 구동 중입니다. 

 

실제 VR  Campus 웹사이트 메인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