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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태 이란 우수한 자연자원과 주변의 역사, 문화 자원 체험을 통해 느끼고 찰하는 을 말하며, 재 

국민들의 여가생활 패턴이 변경됨에 따라 자연을 찾는 힐링(healing) 여행이 활성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 에 따라 변화하고 특정한 시기에만 람이 가능한 생태  로그램의 문제 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생

태 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콘텐츠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콘텐츠 시스템은 이미지 촬  단

말기에서 매일 촬 한 생태  이미지 일을 수거하여 동 상으로 변환 후 서버에 업로드 하면 객이 생

태  객체에 도착했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알려주고 식물의 성장 과정 등을 동 상으로 람할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ABSTRACT

Ecotourism refers to tourism that senses and observes superior natural resources, cultural resources and history around. Today, as the current 

leisure patterns of the people change, a healing trip to find nature is being activa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platform design and construction 

for providing ecotourism information. In the proposed platform, first, the image file of the eco-tourism objects taken every day from the image 

capture device is collected, converted into a video, uploaded to the server,  then, when the tourist arrives at the eco-tourism object, It is designed to 

be able to watch.

키워드

Time Laps, Embedded System, Raspberry Pi, Location Based Service

타임 랩스, 임베디드 시스템, 라즈베리 이, 치 기반 서비스

Ⅰ. 서 론

생태 (ecotourism)은 괴되기 쉽고, 원시 그

로 이며, 보통 외부의 향을 거의 받지 않은 보호지

역 는 소규모 지역(  의 체물로서)을 책

임 있게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1].

생태 의 경우 자연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이 

주요 람 포인트이다. 하지만 계 에 따라 변화하는 

 명소는 특정된 시기에만 람이 가능한 문제로 

객들에게 다양한 생태  정보를 달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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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문제 들이 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 지속가능한 생태 이 이루어  질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시기를 놓

쳐 하는 객에게 생태  객체의 한 정보

는 홍보 책자, 스마트폰 앱, 표지  등만으로는 정보 

달이 부족하다. 그 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이 생태 

 객체의 계 에 따른 모습, 조석 간의 모습 등을 

동 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림 1. 생태  객체를 동 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Fig. 1 Service to provide eco-tourism objects as 
video

일반 으로 타임 랩스 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인 동 상을 정상 속도

(real time)보다 빠르게 재생하는 편집 효과를 사용하

여 상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그림 2와 같이 상 카

메라가 아닌 스틸카메라의 인터벌(interval) 촬 기능

을 사용하여 촬 한 각각의 정지 상들을 연결하여 

동 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다[2].

본 논문에서는 재 타임 랩스 동 상 서비스를 제

작하기 해 사람이 직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 하

는 것을 이미지 촬  단말기를 제작하여 스 링에 

의해 촬 하는 것으로 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고가의 장비(Time Lapse 카메라 등) 신 

Open Hardware를 이용한 비용의 단말기를 제작함

으로써 경제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비용의 단말기로 

인해 도난에 한 험이 어들며 배터리·비·  등 

설치 환경을 극복하기 하여 태양  에 지를 배터

리로 사용하고 이스를 제작하여 생태 환경에 보다 

안정 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기존에 수

집하지 못하 던 온도, 습도, 조도 등의 생태 환경 데

이터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그림 2. 타임 랩스 동 상을 만들기 한 과정
Fig. 2 The process for creating a time-lapse video

동 상을 제작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것을 콘

텐츠 리 서버를 구축하고 동 상 제작 기능을 추가

함으로써 간편하게 동 상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하여  이미지 수집 단말기를 개발하여 

Wi-Fi를 이용해 이미지 촬  단말기로부터 이미지를 

수신하여 콘텐츠 서버로 송신하도록 하 으며, 력 

무선 통신 모듈로 이미지 촬  단말기와 통신하도록 

하 다.

그리고 콘텐츠 리 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태 

 콘텐츠 정보를 리하고 사용자 인증, 이미지 일

을 동 상으로 변환하는 기능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Open API 형태로 제공하 다.

한 타임 랩스 촬  기법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생태  콘텐츠 변화를 동 상으로 람하기 한 

콘텐츠 재생 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태  객체 이

미지, 텍스트 안내  타임랩스 동 상 재생과 GPS

를 이용한 객 재 치  생태  객체 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다.

치 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는 치 

확인 기술을 이용해 이용자의 치를 악하고 이와 

련된 어 리 이션을 부가한 서비스로 과거에는 

PDA, UMPC, 네비게이션을 통해서만 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재에는 스마트 폰에 의해 크게 

확산 되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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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련 연구

이 장에서는 생태  정보 제공을 한 랫폼 

을 설계하기 하여 필요한 타임 랩스, 임베디드 시스

템 그리고 라즈베리 이에 하여 기술한다.

2.1 타임 랩스

타임 랩스(timelapse)라는 말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

어인 ‘time’과 시간의 경과를 뜻하는 ‘lapse’를 결합한 

것으로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설명될 수 있다. 보통 

타임 랩스라 하면 꽃이 빠르게 피거나 지고, 하늘의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해가 빠르게 뜨고 지며, 밤

하늘의 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등의 상을 떠올리

게 된다.

일반 으로 타임 랩스 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일반 인 동 상을 정상 속도(real time)보다 

빠르게 재생하는 편집 효과를 사용하여 상을 만들

어내는 후반작업에서 가능한 특수 상 기법이다. 다

른 한 가지는 동 상 카메라가 아닌 스틸카메라의 인

터벌(interval) 촬 기능을 사용하여 촬 한 각각의 정

지 상들을 연결하여 동 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다. 언뜻 보면 두 상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가 

상을 단지 빨리 돌려 피사체의 빠른 움직임을 보여

다는 단순한 느낌이 있다면, 후자는 단 된 시간이 

연결을 통하여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자보다 훨씬 

강렬한 시각  효과를 보여 다.

과거에는 주로 상을 빨리 돌리는 수 의 타임 랩

스가 다큐멘터리에서 시간의 경과를 표 하는 리지 

장면으로 쓰 다면, 요즘은 고화질의 DSLR이 개발되

면서 낮부터 밤까지 부드럽게 연결하는 고품질의 

상을 제작하여 고나 고편 등 짧고 강렬한 시각  

효과가 필요한 곳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 리모트 

컨트롤과 슬라이드 장비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타임 

랩스라고 불리는 하이퍼랩스 촬 기법들이 더해지면

서 시간  이동과 동시에 공간 인 이동을 꾀하는 

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타임 랩스 상은 허버

트 제틀(Herbert Zettle)이 말하는 상의 4차원 역

인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주 으로 해석하고 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각  효과를 한층 더할 수 있

게 만들어 다[2].

2.2 임베디드 시스템

최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화 되어가고 있는 임베

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이란 어떤 특정한 기

능이 실 될 수 있도록 기계 는 기 제품에 탑재

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일

반 인 목 을 수행하는 개인용 컴퓨터가 아닌 산업

기기, 통신장비, 자동차 등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 

포함되어서 제어를 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

퓨터 시스템이다.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목 이

기 때문에 크기와 생산 비용을 이고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5].

2.3 라즈베리 이

라즈베리 이 보드 2는 국의 라즈베리 이 재단

에서 개발한 싱 보드형 컴퓨터이다. 그래픽 성능이 

우수하며, 렴한 가격에 소형이라는 장 이 있다

[6-7].

그림 3. 라즈베리 이 보드 2 모델
Fig. 3 Raspberry Pi 2 Model

본 논문에서 사용한 라즈베리 이 보드 2 모델은 

그림 3과 같이 로드컴 BCM2836 900MHz Quad 

Core CPU를 탑재하고 있으며 1GB LPDDR2 

(450MHz) RAM이 장착되어 있다. 그 외에도 4개의 

USB 포트가 제공되고, 다용도 입출력 포트인 GPIO(: 

General Purpose Input/Output pin)가 제공되기 때문

에 펄스제어에 효과 이다. 한 OSHW(: Open 

Source Hardware)이여서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가 공

개되어 있고, 기술에 한 라이선스가 없다는 장 이 

있다[8-9].

라즈베리 이 보드는 Xbee-ZigBee 메시 네트워크

로 많은 IoT(: Internet Of Things) 분야에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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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UDOO 는 아두이노 등의 기기들과 상호 연

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력 소모나 무게 인 측면에

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가지고 있다[10-11].

Ⅲ. 설 계

본 장에서는 타임 랩스 동 상을 이용한 고품질 생

태  서비스 제공 랫폼을 구축하기 한 체 

시스템 구성에 해 설명하고, 세부 시스템에 한 상

세 설계를 통해 생태  정보 제공을 한 랫폼

을 제안하 다.

3.1 시스템 범   목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생태  정보 제공을 한 

랫폼 개발의 목 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생태 지가  시기가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친 객이 방문한 경우  콘텐츠에 

한 정보제공이 책자  스마트폰 어 리 이션 등

을 통해 단순한 텍스트나 이미지만으로 제공되기 때

문에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

할 수 있는 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콘텐츠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속

으로 촬 한 사진을 상으로 제작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기가 지나거나 재  콘텐츠의 

시간 변화에 따른 모습들을 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높은 품질의  상품개발이 가능한 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객이  콘텐츠 주변에 도착했을 때 

사용자에게 단순한 텍스트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

상으로 재  콘텐츠의 시간 변화에 따른 모습

들을 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스템 범 는 그림 4와 같이 이미지 촬  단말기

에서 매일 촬 한 생태  객체의 이미지 일을 

수거하여 동 상으로 변환 후 서버에 업로드 하면 

객이 생태  객체에 도착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알려주고 스마트폰으로 식물의 성장 과정을 동 상으

로 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4. 시스템 범
Fig. 4 System scope

3.2 시스템 구성도

생태  정보 제공을 한 랫폼은 그림 5와 같

이 이미지 촬  단말기, 이미지 수집 단말기, 콘텐츠 

리 서버, 콘텐츠 재생 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림 5. 시스템 구성도
Fig. 5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과 소 트웨어 부문으로 나

면 그림 6과 같다. 하드웨어 부문은 이미지 촬  단

말기, 이미지 수집 단말기, 콘텐츠 리 서버, 콘텐츠 

재생 단말기로 나 어진다. 그리고 소 트웨어 부문은 

이미지 촬  단말기 펌웨어, 생태  객체 이미지 

수집 소 트웨어, 생태  콘텐츠 리 소 트웨어,  

생태  콘텐츠 재생 소 트웨어로 나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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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드웨어  소 트웨어 구성
Fig. 6 H/W & S/W configuration

하드웨어 구성을 세분화 하면 그림 7과 같다. 이미

지 촬  단말기는 이미지 촬  모듈, 원 제어 모듈, 

태양  발  모듈, 력 무선 통신 모듈로 구성된

다. 이미지 수집 단말기는 태블릿 PC를 사용하며 

력 무선 통신 모듈, Wi-Fi 모듈,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콘텐츠 리 서버는 Xeon 

3.466Ghz, 6 Core / 12MB, Gigabite Lan으로 구성된

다. 콘텐츠 재생 단말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GPS 

수신 모듈과, 터치 스크린, Wi-Fi 모듈로 이루어진다.

그림 7. 하드웨어 구성
Fig. 7 Hardware configuration

소 트웨어 구성을 세분화하면 그림 8과 같다. 이

미지 촬  단말기 펌웨어는 생태  객체를 촬 하

는 기능, 스 쥴링에 의해서 카메라 모듈을 제어하는 

기능, 이미지 촬  단말기의 원을 제어하는 기능, 

이미지 일을 송신하는 기능, 력 리를 한 

Sleep/Wake-Up 기능을 제공한다. 이미지 수집 소

트웨어는 이미지 일 송신을 요청하는 기능, 이미지 

일을 수신하는 기능, 일 수신 상태를 표시하는 기

능, 이미지 촬  단말기의 잔여 용량을 확인하는 기

능, 촬  스 쥴을 설정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콘텐츠 리 소 트웨어는 이미지 일을 동 상

으로 변환하는 기능, 생태  콘텐츠 정보를 리하

는 기능, 콘텐츠 리를 한 사용자 인증을 하는 기

능, 동 상 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Open 

API 요청을 처리하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콘텐츠 재

생 소 트웨어는 GPS를 이용한 LBS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LBS 기반 콘텐츠를 자동으로 재생하

는 기능, 타임 랩스 동 상을 재생하는 기능, 콘텐츠

의 이미지  텍스트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으로 이루

어진다.

그림 8. 소 트웨어 구성
Fig. 8 Software configuration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 에 따라 변화하고 특정한 시기

에만 람이 가능한  명소 등 생태  로그

램에서 어려움으로 두되는 지속 가능한 생태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시

스템을 제안한다. 생태 지가  시기가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친 객이 방문한 경우  

콘텐츠에 한 정보가 책자  스마트폰 어 리 이

션 등에 안내되어 있는 텍스트, 이미지 등으로 정보가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콘

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콘텐츠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속 으로 촬 한 사진을 

상으로 제작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기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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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나 재  콘텐츠의 시간 변화에 따른 모습들

을 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높은 품질의  상

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래서 객이 

 콘텐츠 주변에 도착했을 때 사용자에게 텍스트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 상으로 재 콘텐츠의 시

간 변화에 따른 모습들을 람 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안하는 생태  정보 제공을 한 랫폼은  

이미지 촬  단말기에서 매일 촬 한 생태  객체

의 이미지 일을 수거하여 동 상으로 변환 후 서버

에 업로드 하면 객이 생태  객체에 도착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알려주고 스마트폰으로 식물의 성장 

과정을 동 상으로 람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

리고 재 이와 같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

은 없는 실정이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생태  안내 콘텐츠 로그

램에 증강 실,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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