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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allel Approach for Accurate and High Performance Gridding of 

3D Poi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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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D point data is utilized in various industry domains for its high accuracy to the surface information of an object. It is substantially 

utilized in geography for terrain scanning and analysis. Generally, 3D point data need to be changed by Gridding which produces a 

regularly spaced array of z values from irregularly spaced xyz data. But it requires long processing time and high resource cost to 

interpolate grid coordination. Kriging interpolation in Gridding has attracted because Kriging interpolation has more accuracy than other 

methods. However it haven’t been used frequently since a processing is complex and slow. In this paper, we presented a parallel Gridding 

algorithm which contains Kriging and an application of grid data structure to fit MapReduce paradigm to this algorithm.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1.6 and 4.3 billions of points from Airborne LiDAR files using our proposed MapReduce structure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total execution time is decreased more than three times to the convention sequential program on three heterogenous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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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D  데이터는 높은 정확성을 가진 사물의 표면 정보 데이터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학에서 지형 악과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 으로 3D  데이터의 Gridding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불연속 인  데이터를 일정한 좌표 값으로 만드는 과

정으로 긴 실행 시간과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Gridding 과정  보간 작업을 해서 Kriging이 높은 정확성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연산이 많아 처리속도가 상 으로 느리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ridding을 고성능으로 처리하기 

해 Kriging 연산 과정을 병렬화했으며 격자 자료구조를 MapReduce 패러다임에 맞게 변형하여 Kriging에 용하 다. 실험은 항공 LiDAR 

데이터 약 1.6백만 개와 4.3백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안한 MapReduce 구조에 용하 고, 그 결과 3 의 이기종 클러스터에서 체 

실행시간이 순차  로그램에 비해 최  3.4배 단축하 다.

키워드 : 3D  데이터, 그리딩, 보간법, 크리깅, 병렬

1. 서  론1) 

3D  데이터(3D Point Data or Point Cloud)는 3D 센서

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로 3차원 X, Y, Z축의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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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을 말한다. 최근에 3D  데이터는 CAD에서 3D 표면 

모델링[1], 도시 모델링  건물 추출[2, 3], 실시간 사물 인

지[4, 5]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 이 

3D  데이터는 지리학과 생태학에서 해안  서식지 분석

[6], 숲의 탐사와 리[7]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지형 악  

분석을 해 사용되고 있는데 3D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

우 실에 가까운 시뮬 이션을 할 수 있어서 측  분석

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장 을 가지며, 이는 측정되는 데이

터의 높은 정확성에서 기인한다. 3D  포인터 센서들 가운

데 LiDAR센서는 Airborne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TLS(Terrestrial Laser Scanning)등이 존재하고 

일반 으로 수 센티미터 이내의 정확도를 보인다[8].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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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데이터를 사용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Gridding을 

거치게 되는데 Large-scale 데이터의 경우 분석 는 보간

(Interpolation)작업을 해 긴 처리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Gridding은 격자 범  내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3차원 좌

표로 보간하는 방법이고 이 게 처리된 데이터는 필요한 해

상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IDW(Inverse Distance Weighting), Kriging, Spline 등의 

다양한 보간 방법 에서 IDW 과정이 단순하고 처리 시간

이 빠른 이유로 상 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에 해 

Kriging 알고리즘은 입력된 정보를 샘 링한 후에 그 값의 

분산을 최소화 하는 경우의 측 값을 구하는 방법[9]으로 

정확성이 높지만 이 알고리즘은 상 으로 처리 과정이 복

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못

하 다[10, 11]. 

일반 으로 보간 작업의 병렬화는 재 많이 용되어 있

지 않지만 상 으로 복잡하고 연산 집 인 Kriging 작

업의 경우 병렬처리를 함으로써 실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

으며 만약  데이터  탐색구역이 넓어지면 연산 작업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효율 으로 처리하는 해 병렬화가 

필요하다. 최근 3D 센서의 발달로 데이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확도가 높은 Kriging 방식을 직  용하기 해서

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High Performance 방식의 설계와 

구 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riging을 

용한 Gridding을 병렬화하여 기존의 순차 인 Gridding 

로그램보다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며, 체 보간 결과의 정

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제안 방법에서는 격자 탐색을 병렬로 수행하고 Kriging

의 단계  Semivariogram과 Prediction을 병렬화 하 다. 

병렬화를 한 방법으로는 최근 빅데이터  병렬 처리 분

야에서 각 을 받고 있는 MapReduce를 이용하 으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서 항공 

LiDAR 센서로 스캔한 3D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

행하 다. Gridding의 순차 인 로그램의 실행시간과 이기

종의 노드에 분산 처리한 MapReduce 로그램의 실행시간

을 비교분석하 으며, 약 1.1백만 개의  데이터와 그 탐색

범 가 5일 때 약 3.4배의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3D  데이터

에 련된 연구  기존 병렬 처리 방식의 소개와 3장에서

는 제안하는 Gridding 기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를 병렬처리 하는 방법을 설명하 으며, 제안한 방법을 

용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5장에서 정리하고, 6장에서는 

실험  분석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여 제안

방법에 한 평가를 진행하 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2. 련 연구

3D  데이터는 사용하고자 하는 분야 는 편의를 해 

삼각불규칙망(TIN :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는 

Gridding을 거쳐 데이터를 재표 할 수 있다[8]. 원래 데이

터를 기반으로 TIN 는 Gridding을 해야 하는 이유는 3D 

 데이터의 분석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항공 LiDAR 

센서의 정 도는 일반 으로 센티미터 스 일이며, 만약 수 

제곱킬로미터를 스캔하면 경우에 따라 수천만 개에서 수억 

개의 3D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은 연산

집 인(Computation Intensive) 작업이며 그 실행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용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3D  데이터의 

해상도를 조 하고 그 데이터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와 

련하여 Tomislav Hengl[12]은 다양한  데이터의 합한 

Grid 해상도를 찾기 해 지도 제작 방식  데이터의 통계, 

가용한 컴퓨  워 등에 따른 분류를 하고 Nyquist 이론

을 용한 Grid 해상도 도출 방법을 연구하 다. 그리고 

Gridding에서 다양한 보간법이 사용되는데, Voronoi 다이어

그램을 이용해서 샘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 보간하는 방법

인 NN(Natural Neighbor)과 거리를 기반으로 가 치를 정

해 보간하는 IDW 방법과 Spline과 같이  데이터 간의 곡

률을 최 한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10]. 그리고 체 

 데이터의 통계학 인 분석으로 각 의 가 치를 정해 

측하는 Kriging[9] 방법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이용되었

으며, 3.2 에서 자세하게 소개한다. 

모든 원본 3D  데이터는 원하는 해상도의 Gridding을 

통해 재표  되는데, Pankaj K. Agrwal[13]은 3D  데이터 

체가 메모리에 로드 될 수 없으면 이를 Quad-tree로 만든 

후에 보간하는 Gridding 방법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Kd-tree

를 이용해서 멀티코어에 TIN을 처리한 연구도 있었다[14].

3D  데이터가 장되어 있는 클러스터에 특정 좌표 구

간의 쿼리를 보내 그 구간에 포함하는 3D  데이터를 병

렬로 찾는 시도가 있었다[15]. 사용한 자료구조는 Quad-tree

와 Bucketing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검색 티션 기법과  

데이터 분배 방식을 다르게 해서 병렬 처리함으로써 검색 

성능을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여러 병렬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Gridding을 한 

시도가 있었다. Xuefeng Guan[16]은 공유메모리 환경에서 

멀티스 드를 구 하는 OpenMP를 활용해서 쿼드코어 환경

에 1개에서 8개 스 드로 IDW 작업을 병렬처리 하 고, 

Sriram Krishnan[17]은 IDW를 용한 Gridding을 MapReduce

를 사용해서 각 노드에 분산처리 하 다. 한 Katharina 

Henneböhl[18]은 GPGPU로 CUDA를 사용해 Gridding을 병

렬화한 연구를 제안했다. 

Kriging 보간 방법의 용이 가능한 상용 소 트웨어인 

Surfer[21]의 경우 체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가까운 일

부  데이터만으로 연산하는 샘 링 방식 는 사용자가 

직  요 라미터를 입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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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축되지만 보간 정확성이 낮아진다는 단 이 있다. 정

확한 알고리즘은 알기 힘들지만 4.5백만 개의 데이터 경우 

110 에 Kriging 보간 방법이 용된 Gridding 작업이 완료

된다. 이는 매우 작은 데이터만으로 빠르게 샘 링한 후 

Kriging에서도 체 데이터가 아닌 일부 데이터로만 보간 

작업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 으로 낮은 정확성을 지

닌 결과값이 출력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3D  데이터 Gridding 기법

3D  데이터의 Gridding에서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Kriging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렬화 설계를 하 다. 

먼  3D  데이터를 Bucketing 하고 탐색범 를 설정한 

후 탐색범  내에 있는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특정 격자 

좌표의 값을 측하 다. 

3.1 버켓 (Bucketing)

우선 3D  데이터의 Gridding을 해 어느 한 , 

 가 어느 격자에 포함되는지 악하고 그 자료구조

를 만들어야 한다. Bucketing[16]은 Figure 1과 같이  데

이터를 정해진 격자 크기에 매핑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식

[19]은 아래와 같다. 

           

⌊ min⌋
  … 

           

⌊ min⌋
  …  (1)

여기서 n은 3D  데이터의 총 포인트 개수를 나타내고, 

min과 min은 체 포인트 에서 가장 작은 좌표 값과 
좌표 값이다. 는 격자 하나의 길이를 나타낸 것으로 

실험에서는 기본 값 1로 사용했다. (1)의 식을 사용해서 모

든 좌표의 Bucketing이 끝나면 격자 간의 탐색범 를 지정

해서 주 의 포인트로만 Kriging 보간법을 수행해서 격자 

좌표의 값을 측한다. 

Fig. 1. Method of Bucketing

Bucketing을 통해 자료구조를 구성하면 이를 기반으로 

Semivariogram, Fit, Prediction 과정을 수행하는데 이는 아

래의 Kriging 보간법을 참고한다.

3.2 Kriging 보간법(Semivariogram, Fit, Prediction)

보간법이란 임의의 치에서 모르는 값을 구하기 해 다

른 측정된 값을 이용해서 그 값을 측하는 방법이다. 특정 

치의 값을 보간하기 한 방법 의 하나인 Kriging은 다

른 보간법에 비해 상 으로 복잡하고 그 연산처리량이 많

은 특징을 가진다[10].

Kriging 보간법은 주 의 측정된 가 치의 선형조합으로 

임의의 치의 값을 측하는 방법이다[9].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는 임의의 치 에서 측 값을 나타내고, 측정된 

치인 의 값  에 가 치 를 곱해서 측 값을 구

하며 은 측정된 자료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가

치를 구하는 작업이 다른 보간법에 비해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가 치를 정하기 해서 구한 측 

값과 참값의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하며 편향되지 않

아야 한다.

           
  (3)

σ는 오차분산을 나타내며 이 값이 최소가 될 때의 가
치를 구하고자 한다. 이 식을 구체 으로 개해서 정리하

면 다음의 식에서 가 치를 얻을 수 있다.

            




     ∀  (4)

는 탐색범  내의 을 의미하며 와 의 성격은 자

기공분산이며 Semivariogram이라고 불린다. 는 와 마찬

가지로 가 치를 나타내며 여기서 는 라그랑주 승수로 






  의 제약사항에서 최솟값을 찾는다. 가 치를 찾기 

해 Semivariogram을 우선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어떤 주

어진 거리 에 있는 데이터들을 계산한 것으로 공간 데이터

의 변화  유사성을 나타내는 값이다. 

      
 





  
 (5)

여기서 는 분리거리(lag)라고 표 하며 지정된 분리거리

에 따라 를 계산한다. 는 만큼 떨어진 데이터 

의 개수를 나타낸다. 지정된 들에 따라서 가 계산되는

데 이를 실험  Semivariogram이라고 말한다. 일반 으로 3

가지 라미터를 이용해서 Semivariogram을 모델링하게 되

는데 는 nugget 값이고 는 sill값, 값은 range 값이 되는

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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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chart of sequential Gridding algorithm 

Fig. 2. Semivariogram Modeling

Semivariogram에서는 선형, 구형, 지수, 가우스 등의 다

양한 모델링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형모델(Spherical 

Model)을 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다. 구형모델링은 아래와 

같다.

        











 


 





 ≤ 

    
(6)

Figure 2에서 실험  Semivariogram은 을 나타내고 

Least Squared 방법을 이용해서 실선 그래 로 모델링이 가

능하다. 이 모델링을 통해  , , 의 값을 정할 수 있고 (6)

의 식을 이용해서 다음의 계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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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 행렬은 Ordinary Kriging 방정식의 개식이며 임의

의 포인트 와 의 유클리디안 거리 을 구해서 이 값을 

에 입한 결과로 계산한다. 미지수인 는 AX=B의 선

형방정식을 이용해 구하게 되며, 모든 가 치가 구해졌으면 

(2)의 식에 입해서 측 값  을 구할 수 있다. 지 까

지 제시된 공식  방법에 기반을 두어 다음 에서 설명하

는 병렬구조에서는 체 Kriging 보간법을 Semivariogram, 

Fit, Prediction의 세 부분으로 나 어서 진행했다.

4. Gridding 병렬화 구조

Gridding을 고성능으로 용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 

Grid 좌표 데이터를 분산시켜 Kriging 보간법을 용시켰다. 

제안구조의 이해를 돕기 해서 기존의 순차  처리구조를 

간단히 설명하고 이와 비교하여 본 제안 구조를 설명한다. 

4.1 기존의 순차  처리구조

순차  처리구조에서는 3 에서 제시된 Bucketing, Semivariogram, 

Fit, Prediction 부분을 모두 하나의 노드에서 실행하는 구조

를 취한다. Figure 3에서 Preprocessing은 체  데이터의 

경계설정  사용자 정의 입력 값이 설정되고, Bucketing, 

Semivariogram, Fit, Prediction 순으로 진행되며 각 격자에 

해 Semivariogram, Fit, Prediction 단계가 반복 으로 실

행된다. 각 격자의 정보는 버켓이라고 부르는 2차원 Linked 

list 배열에 장된다[16].

Semivariogram을 구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각 격자마다 

탐색범  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했는데 기존

의 모든  데이터의 Semivariogram을 구하는 경우 처리과

정이 매우 오래 걸려서 (1.1백만 개 데이터의 경우 약 20,000

) 정확도가 일부 높아지는 것에 비해 실제 3D  데이터

의 처리 과정에 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순차  처리과정의 Semivariogram은 탐색 범  

내의  데이터만으로 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후 Fit, 

Prediction을 진행한다. 순서도에서 볼 수 있듯 모든 격자를 

탐색한 후 Prediction까지 완료하면 로그램이 종료되며 그 

결과 각 격자마다 그 측 값이 구해지게 된다.

4.2 Gridding 병렬화 구조

4.1 에서 설명된 순차  처리 방법을 효과 으로 병렬화 

하기 해서 정보를 장하는 새로운 구조, 이를 탐색하기 

한 방법과 이에 한 처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각 단

계는 효율 으로 제시되어야 병렬화를 통한 고성능화가 가

능해진다.

Gridding에서 격자 정보를 장  탐색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인 공간 인덱싱에서 사용하는 Brute-force 방식의 선

형검색, Bucketing[16], Quad-tree[13], Kd-tree[14] 등을 사

용할 수 있다. 이들 에서 Kd-tree를 사용해서 격자정보를 

장하려는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Kd-tree 구조로 장

한 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격자 반경에 따라 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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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범 에 따라 탐색

할 때 내부 노드들 간에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렬구

조, 특별히 본 논문의 제안 구조에서 사용하는 MapReduce 

방식으로 처리하기에 효율 이지 않고,  데이터의 규모가 

클수록 성능이 Bucketing 방식에 비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Kd-tree의 시간복잡도는 생성의 경우 이고, 특정 

을 찾는 탐색의 경우는 log인데 비해, Bucketing의 
경우 생성의 경우 , 탐색의 경우 이 소요된다. 이

와 같이 Kd-tree와 같은 앙 집 인 자료구조는 제안하

는 고성능-병렬화 구조에 합하지 않으며, 본 논문에서는 

병렬화에 합한 Bucketing을 사용한다.

Fig. 4. Find 3D point data to Interpolate One Grid coordinate 

if search_range is 3 

버켓에서 격자 탐색 범 에 따른 검색방법은 탐색 범 가 

n이라고 한다면 재 격자 좌표를 심으로 한 변이 2n-1개

의 정사각형 내부의  데이터들을 찾는 방법이다. 즉, 

Figure 4에서와 같이 탐색 범 가 3라고 한다면 재 격자

를 기 으로 한 겹의 격자를 정사각형으로 둘러싼 내부의 

25개의 격자들이 검색 상이다. 

Algorithm 1 : Bucketing 

1

2

3

4

5

6

7

8

9

10

11

12

MAP (in_key, in_value, out_key, out_value)

  set search_range from user’s defined value

  extract in_value for Point

  calculate grid point using Point and set GridPoint

  FOR all grid points are found around GridPoint        

  by search_range

    set out_key from each grid point

    set out_value from Point

    output <out_key, out_value> pair 

  ENDFOR

ENDMAP

Bucketing을 병렬화 구조에서 탐색하기 해 우리는 격

자 좌표의 자료구조를 변경했다. 본 제안 구조에서 사용하

는 MapReduce에서는 서로 다른 Map 는 Reduce 간의 통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처럼 의존성이 강하고 결합된 특성

을 병렬처리 하는 데 불리하다. 그러나 의 순차 인 알고

리즘에서 버켓은 이차원 배열이지만 이를 <key, value>의 

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노드의 각 Reduce에

서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클러스터 내의 사용 가능

한 Reduce의 개수가 많아지면 체 실행시간도 짧아진다. 

의 알고리즘을 포함한 체 인 흐름을 Figure 5에 나타내

었다. Map에서 탐색범 에 해당하는 각 격자 좌표와 실제 

 데이터를 출력하면 Reduce에서 그 격자 좌표를 기 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정렬해서 Semivariogram과 Prediction

부분을 실행하게 된다.

Fig. 5. MapReduce Parallel data Flow by the Proposed algorithm

순차 인 로그램과 병렬화를 용한 구조의 가장 큰 차

이는 탐색범  내에 있는  데이터를 분산시키는지 여부이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격자 단 로 쪼개서 연산을 

할 수 있고 고성능의 병렬화를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MapReduce는 <key, value>의 특수한 데이터 구조로 정보

를 달하기 때문에 자료구조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병렬화

의 추가 인 연산비용을 생각해야만 했으며 일입출력 기

반인 하둡 임워크의 오버헤드도 체 성능에 많은 향

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구   실험을 진행

했다.

5. 제안구조의 용(Implementation)

5.1 순차  처리구조의 구  환경

우리는 병렬화 구조의 구  로그램과 성능을 비교하기 

해서 순차  처리구조 한 구 했다. 4.1 에서 설명된 

내용을 기반으로 C 언어를 사용하여 Gridding 알고리즘을 

구 하 고 Centos 6.4에서 gcc 4.4.7의 –O2 최 화 옵션을 

사용해서 컴 일 하 다.

본 논문의 실험을 해서 순차  처리와 병렬처리 각각의 

성능을 최 화하여 비교하는 것이 객 인 검증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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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안이라 단하여 각 처리 로그램의 성능향상에 노

력하 다. 본 순차처리의 Semivariogram과 Prediction 단

계는 모두 각 들 간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며, 성능 향상을 해 이 과정을 복 수행하지 않도록 

Semivariogram에서 구해진 거리정보가 장된 배열을 

Prediction 단계를 수행하는 함수에 라미터로 넘겨주도록 

설계하 으며, 따라서 Semivariogram 부분이 끝나면 기본

인 설정에 따라 실험  Semivariogram 값이 도출되며 이를 

Fit 과정으로 달하여 Least Squared 방법으로 모델링을 

수행한다. 모델링이 끝나면 Prediction 부분에서 (7)식을 통

해 가 치를 구하는데 이때 선형방정식을 풀기 해 가우스 

소거법보다 성능이 우수한 LU 분해법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 화시켰다. 격자의 측 값이 도출되면 이를 출력 포맷

에 맞도록 {Xgrid, Ygrid, Z}의 형식으로 일로 출력한다.

5.2 MapReduce를 이용한 병렬화 구조의 구  환경

1) 처리 작업

4.2 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병렬화 구조에서는 버켓의 

경계를 찾아야 하며, 이를 해서 MapReduce를 이용한 처

리의 단계로 모든  데이터를 읽어서 X축으로 최솟

값⋅최댓값과 Y축으로 최솟값⋅최댓값을 구한다. 이 과정을 

MapReduce로 처리하는 것보다 처리로 하는 것이 체 성능

을 높일 수 있다고 단했다. 한 격자 탐색범 (search_range)

는 순차와 병렬 처리 성능에서 독립 이며 가장 요한 변

수이므로 이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게 되며 (즉, 사용자 

설정 변수)이 값과 X, Y축의 경계 값을 Job 체 라미터

로 장한다. 이는 본 처리 작업 후 Map에서 사용된다.

2) Map phase

Map 과정에서는 처리 과정에서 구한 X, Y축의 경계 

값과 탐색범 를 바탕으로 Gridding을 진행한다. 하둡 

임워크는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를 기반으

로 동작하고 Map과 Reduce는 HDFS에 입출력한다. 그래서 

입력되는  데이터는 하나의 일로 HDFS의 지정된 경로

에 치하며 한 라인에 하나의 좌표정보({X, Y, Z})로 구성

되어 있다. 일반 인 하둡 임워크에서는 입력 일을 

HDFS 기본 블록 크기인 64MB 단 로 쪼개서 Map에 할당

하기 때문에 입력 일의 크기가 기본 블록 크기보다 작으

면 Map이 하나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블록 기 이 

아닌 입력된 일의 라인 기 으로 Map을 생성하고 할당하

는 NLineInputFormat 옵션을 취했으며, 이는 입력 일을 

블록 크기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라인 수로 분할하기 때

문에 입력 일의 크기가 작아도 원하는 Map의 개수에 할

당하는 작업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HDFS의 블록 사이즈보

다 작은 데이터로 고연산을 요하는 경우에 각 Map으로 분

산시켜 병렬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Map 함수에서는 {X, Y, Z} 형태의 value

를 입력받게 되며, 이를 버켓 을 수행한 후에 탐색범 에 

맞게 그 좌표 값을 출력한다. 를 들어 탐색범 가 2이라

고 한다면 재 격자좌표를 심으로 3×3 격자 범  내에 

있는 모든 격자 좌표의 {Xgrid, Ygrid}를 key로 하고, 각 

value는 입력받은 좌표 값인 {X, Y, Z}로 해서 출력한다. 만

약 탐색범 가 경계 밖으로 벗어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격자좌표를 key로 설정한 후 출력한다. 

3) Reduce Phase

본 단계에서는 Reduce 함수가 입력 key인 {Xgrid, Ygrid}

를 기 으로 병합된 value {X, Y, Z}를 이용해서 순차 으

로 Semivariogram, Fit, Prediction 처리를 한다. 입력 value, 

즉 {X, Y, Z} 들은 Semivariogram에 용되기  들 

간의 X, Y축의 최솟값  최댓값을 구해야 하며, 작업 완료 

후 Semivariogram 과정이 수행되어 5.1 에서 설명된 실험

 Semivariogram 값이 도출된다. 이 값들을 기반으로 Fit

과 Prediction 부분이 실행되는데 결과 값으로 격자 심 좌

표의 Z값을 측할 수 있다. 측된 Z 값은 출력 포맷에 맞

게 {Xgrid, Ygrid, Z} 형식으로 HDFS로 출력한다. Kriging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해 Apache Common Math 3.2[20]

라이 러리의 LU 분해법을 활용했다. LU 분해법은 선형방

정식 Ax=B에서 A를 L*U로 바꾼 뒤 가우스 소거법을 

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렬 L은 하삼각행렬이고, 행렬 U는 

상삼각행렬이다. LU 분해법 외에도 자바 언어 기반의 다양

한 수학, 통계 인 문제해결을 한 라이 러리를 제공하

고 있다.

탐색 범 에 포함된 격자좌표와 그  데이터를 각 Map

에서 출력하고, 이를 격자좌표별로 정렬  병합한 후 Reduce

에서 Kriging 보간법을 용함하여 Gridding 알고리즘을 병

렬화했다. 의 세 단계로 MapReduce 패러다임에 맞는 3D 

 데이터 병렬 보간법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Cloudera에서 

배포된 하둡 임워크 0.20.2을 사용해서 성능 평가를 통

해 그 효율성을 입증했다. 

6. 성능 평가

6.1 성능평가 환경

우리가 제시했던 3D  데이터의 Gridding을 MapReduce 

시스템에 용하고 성능평가를 했다. 성능평가는 C로 구

한 순차 인 Gridding 로그램과 MapReduce로 구 한 

로그램의 실행속도를 비교했으며 실험환경은 다음과 같다. 

Turing Jobs Neumann

CPU

xeon X3430 xeon E5606 xeon E3-1220

2.40GHz 2.13GHz 3.1GHz

Quad-core 2×Quad-core Quad-core

RAM 8GB 8GB 8GB

OS Centos 6.4 Centos 6.4 Centos 6.4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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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에서 제시된 세 의 노드(16개 코어)를 1Gbps 

ethernet과 내부 스 치로 네트워크를 설정한 후 클러스터를 

만들어 MapReduce 로그램을 실험하 다. 순차 인 로

그램은 Neumann 노드에서 실행해 그 시간을 측정했는데 

Neumann을 선택한 이유는 세 의 노드  하드웨어 성능

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이다.

6.2 성능평가를 한 데이터 분석

성능 평가를 해 사용한 LiDAR 데이터는 미국 시애틀 

근처의 Cedar River Watershed (Data 1)와 캘리포니아의 

Arroyo Seco (Data 2)이고 그라운드 추출을 거친  데이터

이다. 그라운드 추출은 지구 지표면에 가까운 정보만 남기

고 나머지 정보는 걸러진다. 아래의 Table 2에서는 각 실험 

데이터의 세부 정보를 나타내고, Figure 6은 Data 1의 그라

운드 추출된 이미지이다.

Fig. 6. Point data Image of Data 1

Data 1 Data 2

용  량 35MB 133MB

 개수 1,186,845 4,517,569

Table 2. Input LiDAR data information 

특히 Table 3에서 같은 크기의 탐색반경에서 그 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탐색범 를 

3과 5로 설정해서 실험했는데, 표를 참고하면 범  내에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있는 반면, 수백 개가 있는 범 도 

존재한다. 우리가 실험한 LiDAR 데이터는 그라운드 추출된 

데이터로 지면에 근 한 데이터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

인 LiDAR 원본데이터와 차이가 있다.

데이터분류 Data 1 Data 2

탐색범 3 5 3 5

최소개수 0 0 0 12

최 개수 188 572 293 879

평균개수 29.57 95.58 108.28 350.10

표 편차 34.29 103.86 50.50 147.95

(평균개수)

× (표 편차)
1,013.95 9,926.93 5,468.14 5,1797.29

Table 3. Analysis of two input files by search range

6.3 성능평가 결과

성능평가는 크게 에서 나  네 부분으로 그 실행시간 

그래 와 함께 비교 분석을 한다. Preprocessing 과정을 성

능분석하지 않는 이유는 Data 1에서 평균 으로 1.9 , Data 

2에서 5.8 로 성능에 큰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실

험한 데이터는 에서 언 한 Data 1과 Data 2를 탐색범

에 따라 그 실행시간을 측정하 다. 아래의 그래 는 그 실

행시간을 나타내고 x축의 Data 1-3은 입력데이터는 Data 1, 

탐색반경(search_range)이 3이라는 의미이다.

Fig. 7. Comparisons on execution times between Sequential 

and Our Proposed Parallel Approach

우선 MapReduce의 실행시간 측정을 해 체 클러스터

에서 실행된 시간을 라고 하고 Reduce의 개수를 이라

고 한다면, 각 Reduce에서의 평균 실행 시간은  

이 된다. 여기서 은 실행시간이 가장 짧았던 Reduce 개수

로 설정했다. 버켓 , Semivariogram, Fit, Prediction 각 부

분의 와 C 로그램 실행 시간을 비교한 그래 가 

Figure 7이다. Bucketing을 MapReduce에서 실행된 구간은 

Map과 copy, sort 과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구간의 시간

도 합쳤다. 그래서 Figure 7을 보면 Bucketing에서 MapReduce

의 시간이 느린데 그 이유는 copy와 sort 같은 구조 인 측

면에서의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Data 2-3보다 

Data 1-5가 더 빠른데 그 이유는 탐색 반경을 용한  데

이터의 개수가 Data 2-3이 더 작아서 그 자료구조를 만드는

데 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Table 4는 Figure 7에서 

비교된 각 입력 데이터와 탐색 범 에 따른 C와 MapReduce

의 실행 시간 비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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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 between Execution time with (mean) ×

(stdev) on Semivariogram and Prediction

데이터

분류

실행시간(second)

C MR

Data 1-3 144.68 94.87

Data 2-3 1,012.69 335.74

Data 1-5 2,264.15 658.41

Data 2-5 23,931.15 7,489.04

Table 4. Comparison on total execution times 

Semivariogram 부분부터는 Reduce 구간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최  시간 복잡도는  이다. 그래서 순차  

로그램과 MapReduce 로그램에서 탐색범 와 입력 데이

터가 달라지면 그 실행시간도 크게 변화함을 그래 를 통

해 알 수 있는데, Figure 7을 기 으로 Data 1-3의 3.9배부

터 Data 2-5의 5.8배까지 MapReduce를 용한 실행 시간이 

단축되었고, 평균 으로 5.1배 실행시간이 단축되었다. Fit 

부분은 정해진 실험  Semivariogram 데이터로만 연산이 

되는 작업으로 최  시간 복잡도는  이다. 하지만 비교

 작은 입력값과 그 개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탐색 범 나  데이터의 도와 상 없이 거의 일정한 실

행시간을 보이고 있다. Prediction 부분의 최  시간 복잡도

는 LU 분해법 구간으로 

인데, 이는 좌표 측 내의 

알고리즘 에서도 가장 높은 복잡도를 가지며 의 그래

를 기 으로 Data 2-5의 4.3배부터 Data 2-3의 6.9배까지 

MapReduce를 용한 실행시간이 단축되었고, 평균 으로 

5.7배 실행시간이 단축되었다.

그래 에서 MapReduce와 C에서 모두 Semivariogram 부

분과 Prediction 부분은 그래  x축의 순서 로 그 실행시간

이 커지는데 이는 입력 데이터의 특성과 한 련이 있다. 

Table 3을 참조하면 평균개수가 크고 표 편차가 클수록 그 

실행속도는 격히 느려지는 상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Figure 8은 (평균개수) × (표 편차)와 실행시간을 비교한 

그래 이다. 아래의 그래 를 참조하면 (평균개수) × (표

편차)와 실행시간은 체로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의 평균개수가 크고 그 분포가 평균에서 멀

어질수록 실행시간은 길어짐을 의미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핵심 인 네 부분인 Bucketing, 

Semivariogram, Fit, Prediction의 각각에 한 실행시간을 

비교했지만 지 부터 Reduce 개수에 따른 실행시간의 비교 

분석을 했다. MapReduce의 체 실행 시간은 각 요소들의 

기화되는 시간, 클린업 등과 같은 하둡 임워크의 필

수 인 실행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Figure 9에서 speedup

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는 순차  로그램의 체 실행 

시간이고 은 MapReduce 로그램의 체 실행 시간이라

고 한다면 이다. 의 그래 에서 Data 1-5

의 경우 순차 인 로그램보다 최  3.4배 정도 실행시간

의 빠름을 나타낸다.

Fig. 9. Speedup of MapReduce approach by a number of Reduces 

한 Data 1-3은 다른 실험에 비해 speedup이 낮은데 이

는 하둡 임워크의 특성상 작은 Task로 수행할 경우, 즉 

실행시간이 짧은 Task일 경우 하둡 임워크의 오버헤드

로 그 성능이 하되는 상을 보이고 있다.

7. 결  론

기존의 Kriging 보간법을 용한 Gridding 알고리즘은 정

확도가 필요한 작업에 유리한 특성이 있지만 그 연산이 복

잡하고 실행시간이 오래 걸려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우

리는 Kriging 보간법을 바탕으로 3D  데이터의 Gridding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하둡 임워크를 활용해서 고성능-

병렬화 구조의 제안과 실험을 했다. 본 실험에서는 순차  

로그램만 비교분석 했는데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병렬

랫폼(CUDA, OpenMP, MPI 등)과 함께 성능을 분석할 

정이고, MapReduce 실험도 노드를 진 으로 늘려가

면서 그 성능과 병렬 오버헤드를 구체 으로 악하고자 

한다.

제안한 병렬 구조는 버켓을 분산시키고 각 Reduce에서 

보간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Reduce의 개수도 성

능에 큰 향을 미친다. 체로 총 로세서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이 Reduce를 할당하는 것이 최 에 근사한 실행시간

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 의 실험에서 실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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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짧은 Task는 병렬 효율성이 하되는 구조  문제를 가

지고 있지만 보다 실행시간이 긴 Task에서는 효과 으로 

병렬화가 됨을 확인하 다. 그리고 3D  데이터의 다양한 

 분포에 따른 실험에서도 비슷한 병렬 효율성을 보 으며, 

Bucketing 부분은 하둡 임워크의 오버헤드로 순차  

로그램에 비해 많이 느렸지만, 버켓을 분산시킴으로써 

체 Gridding 알고리즘 실행시간을 순차  로그램에 비

해 Data 1-5일 때 약 3.4배 향상시켰고, 실험한 모든 데이터

의 평균 인 실행시간을 약 2.8배 단축시켰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apReduce를 활용한 병렬 

Gridding 알고리즘은 Kriging 같은 연산 집 인 보간법을 

분산 처리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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