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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recent days, trend technologies for cloud, bigdata, or mobile, as the important marketable
keywords or paradigm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re widely used and interrelated
each other in the various types of platforms and web-based services. Especially, the combination of cloud
and mobile is recognized as one of a profitable business models, holding benefits of their own. Despite
these challenging aspects, there are a few application cases of this model dealing with geo-based data sets
or imageries. Among many considering points for geo-based cloud application on mobile, this study
focused on a performance test of mobile cloud of Bayesian image fusion algorithm with satellite images.
Two kinds of cloud platform of Amazon and OpenStack were built for performance test by CPU time
stamp. In fact, the scheme for performance test of mobile cloud is not established yet, so experiment
conditions applied in this study are to check time stamp. As the result, it is revealed that performance in
two platforms is almost same level. It is implied that open source mobile cloud services based on
OpenStack are enough to apply further applications dealing with geo-based data sets.
Key Words : Amazon Web Services, Bayesian Image Fusion, Mobile Cloud, OpenStack, Performance

요약 : 현재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핵심 용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 다양한 플랫

폼 및 서비스에 따라 상호 연결되면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과 연계된 클라우드는 모바일의 장점과 클

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에 따른 장점을 모두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다른 나라에서도 공

간영상정보의 처리나 분석 등과 같은 모바일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실무적

인 적용을 위한 실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정보의 베이지안 영상융합 기법을

적용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가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였는바, Amazon 클

라우드 서비스 환경과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인 OpenStack을 기반으로 한 자체적인 클라

우드 환경을 구축하였다. 모바일 클라우드 성능 비교에 대한 기준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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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환경과 응용 분야에 지

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핵심 단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아닌 개발자 또는 서비

스 제공자 입장에서 각각의 단어 또는 개념 (혹은 패러

다임)에 내포된 기술적인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

지 않다. 물론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 찾아 볼 수 있

는 일반적인 용어 정의가 있기는 하지만 응용 분야별로

개념 정의와 기술 요소를 자신들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

게 정립하거나 수정하여 실무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융합 기술이나 활용 기법 등이 도

출되기도 하고, 모바일 커머스(commerce)로 불리우는

기존에 없었던 시장이 형성되거나 정보통신기술 활용

을 위한 인프라 환경과 관련되는 대형 사업이 만들어 지

기도 한다. 여기서 응용 분야는 웹(web)이나 앱(app) 환

경을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며 당연히 소위 웹

(또는 앱) 기반으로 구축되거나 제공되는 공간정보 또는

위성정보를 다루는 모든 시스템들도 이에 해당한다. 클

라우드가 정보이용 방식을 급격히 바꾸며 다양한 변화

를 견인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보편화된 것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

는 ‘모바일’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모바일과

클라우드가 결합된 애플의 iCloud 서비스와 같이 이러

한 시장 주도 트렌드(trend) 용어는 서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빅데이터

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이나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성

하는 핵심 기술 요소가 된다. 또한 클라우드가 대규모

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하면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는 서로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시장 확대는 오픈소스

(Open Source)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지대한 파급 효과

를 미치고 있어 기존의 서비스와 기기, 생활, 기업경영

등에 큰 변화를 주며 신시장과 신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모두 다루지

않고 주로 ‘오픈소스 모바일 클라우드’에 주안점을 두고

자 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은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인터넷에 접속해 위치에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정보통신 자원을 대여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

불하는 것’으로 클라우드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

으로 가상화된 전산자원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

기위한제반기술로이루어지며, 서버와스토리지, 네트

워킹 등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원까지 하

나로 통합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모바일 클라우드는 모

바일에서 시각화 및 정보처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고, 클라우드와 연계하여 주요 정보처리 및 데이터

관리를 클라우드의 컴퓨팅 자원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

하여 처리하는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하였다(Barnatt,

2010; Fernando et al., 2013).

Lee (2012)에서 오픈소스 클라우드 환경을 공간정보

에 접목하여 전반적인 이해와 시스템 구성을 위한 일반

적인 고려 사항들은 정리한 바 있다. 한편 Cutsforth

(2012)는 디지털글로브(Digitiaglove) 사의 DEM 자료 서

비스 방식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

개한 바 있다.

(질문) 사용자 들이 DEM 자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

(답)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료 관리 등에
신경쓰지 않고도 사용자 각자의 사용 목적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직관적인 웹 어플리케
이션

위 질문에서DEM 자료는 공간정보나 위성영상정보

등과 같은 자료로도 대치가 가능하다. 답에서 제시한 내

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클

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다.

Cetl(2013)과 Yang and Xu(2013)는 지구과학 정보를

다루는 컴퓨팅 응용 분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0, No.4, 2014

–446–

능한 간단하고 유사한 실험 조건을 적용한 실험 결과로 두 가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처리 결과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픈소스 기반의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을 공간정보 서비스 분야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는 데 따른 장점과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정리한 바 있

다. 장점으로는 슈퍼컴퓨터를 능가할 정도의 우수한 컴

퓨팅성능, 경제적비용절감, 시스템공학적인유연성과

확장성, 컴퓨팅 자원의 조절 편이성, 표준화된 API를 통

한 다수의 클라우드 자원 접근성 등이라고 하였고, 단점

으로는 네트워크 집중화에 따른 보트렉(bottleneck), 컴

퓨팅 자원의 공유에 따른 보안 문제, 빅데이터 연동이나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업적 클라우드 의존

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 등이라고 하였다.

Navulur(2013)는 대용량 자료를 다루는 원격탐사 분

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포괄

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을 예측한 바 있

고, 황사 예측(Huang et al., 2013)이나 인구 변화 시뮬레

이션 모델링(Kim and Tsou, 2013) 등과 같은 실제 적용

사례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Evangelidis et al.

(2014)는 아직까지는 다른 응용 분야에 비하여 공간정

보 분야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이용하

는 연구나 서비스 개발 등이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라

고 밝힌 바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상업적 클라

우드를 사용하거나,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직접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다. 상용 클라우드는

Amazon, IBM, Oracle, Microsoft, Google 등과 같은 글로

벌 IT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함으로써 클라우드 확장

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은

OpenStack, CloudStack, Eucalyptus 등이 대표적이며 사용

자, 개발자,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중심으

로 기술 개발 및 새로운 버전이 배포되고 있다. 상용 또

는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제

공되는 기능이나 성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

에, 클라우드 활용 목적 및 요구 성능에 맞는 클라우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공간정보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실제적으로 연

계하기 위한 연구와 시험 서비스 개발 연구로서 Kang

and Lee(2013a)는 스마트폰 상에서 위성영상정보를 분

석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구축

했다. Lee and Kang(2013)은태블릿환경과Amazon Elastic

Compute Cloud(EC2)를 연계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요

청에 따라 Maximum Auto Correlation Factor(MAF), Edge

Detection 처리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처리 결과를 Simple Storage Service

(S3)에 저장하고, 이를 활용하여 태블릿에서 시각화된

다. Kang and Lee(2013b)은 OpenStack을 기반으로 클라

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이와 태블릿을 연계하여 위성영

상정보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다. Kang et

al.(2013)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인 KT 유클

라우드비즈를 기반으로 일부 위성영상정보 처리 알고

리즘에 대해 병렬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설계 및 구현하고, 모바일과 연계하였다. Kim et al.

(2013)은공간영상정보응용분야의모바일클라우드개

발 사례 중 하나로, WebGL을 기반으로 3차원 영상융합

가시화 서비스를 개발했다.

Iosup et al.(2011)은 Amazon EC2, GoGrid, Elastic Host

와 같은 상용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여 몇 개의 인스턴

스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능평가 연구를 수행했

다. Lance(2012)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대상으

로 하여 기능을 중심으로 비교 조사를 수행했지만, 상용

클라우드 환경과의 비교나, 성능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

었다. Kang et al.(2012)은 Amazon EC2에서 제공하는 서

로 다른 서버 인스턴스들을 생성하고 위성영상정보 처

리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모바일 클라우드 성능을 조사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연

구는 필요성에 비하여 그 다지 연구 사례가 많지 않은 실

정이다(Krebs et al., 2013).

이번연구에서는, 상용클라우드중에하나인Amazon

EC2와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중에 하나인

OpenStack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클라우드 환

경에 대해서 정리한 뒤, 각 클라우드 환경에 공간영상정

보 응용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

하고, 성능측정실험연구를수행하고자한다. 성능실험

은 Fasbender and Bogaert(2007)와 Fasbender et al.(2009)에

의하여 개발된 베이지안 영상융합 (Bayesian Image

Fus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한편 성능측정 실험은

베이지안 영상융합 처리 시간을 타임스탬프(time stamp)

방식으로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이번 연구의 성능평가 실험에서 간단한 필터링이나

보다 복잡한 분류 기법 등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베이

지안 영상융합 기법의 경우 실무 적용을 위한 수요가 있

고 사용자 입력 변수가 많지 않아 연산에 소모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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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측정이 유리한 기법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사용

하였다.

2. 적용 클라우드 플랫폼 개요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실험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에서 Amazon EC2는 클라우

드 분야를 이끌고 있는 Amazon의 Amazon Web Services

(AW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로 대표적인 상용

클라우드 환경이다. 이러한 Amazon EC2는 Region과

Edge 데이터센터를기반으로하여제공되는Compute &

Networking 분야의 4 가지 서비스 유형 중 한 가지이며,

나머지 유형은Direct Connect, Route, VPC 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AWS의 또 다른 서비스인 Storage, Database,

Deployment and Management, Analytics, App services 등과

연계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실무적인

대용량자료의고성능연산작업, 빅데이터분석, 모바일

앱또는웹서비스등에서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AWS

와 구성 기술 및 이에 대항 응용 기초 연구는 이미 이전

의 연구에서 소개된 바 있다(Kang et al., 2012; Kang and

Lee, 2013a; Kang and Lee, 2013b; Kang et al., 2013).

또 다른 실험 대상이 되는 OpenStack은 비영리재단

(OpenStack Foundation)에 관리되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

라를 구축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이다.

이것은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그리고 웹기반 통합 사용자 환경 등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한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OpenStack은 2010년 Rackspace Hosting과

NASA의 공동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

서도KT, 삼성 SDS, LG CNS등이이에참여하고있으며,

웹 기반 콘텐츠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OpenStack은 매 6

개월을 갱신주기로 활발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

며, 2014년 2월 현재 최신 버전은 Havana 버전이다.

Havana는 여러 가지의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이 서로 연

계된 것이다. 먼저 Horizon 프로젝트는 웹을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제

공한다. Nova 프로젝트는하이퍼바이저(hypervisor)를통

해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한

다. 이밖에도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Neutron 프로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wift 프로젝트, 블록 스토

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Cinder 프로젝트, 통합적인 인

증을 담당하는 Keystone 프로젝트, 가상머신 이미지를

관 리 하 는 Glance 프 로 젝 트 , 모 니 터 링 과 관 련 된

Ceilometer 및 Heat 프로젝트가 있다(OpenStack, 2014).

OpenStack의 중요 장점은 모듈 방식 구조인데, 이는 운

영체제(OS), 하이퍼바이저,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에 대

하여 필요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채택하고 조합하는 방

식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클라우드 플랫폼은 실제 적

용 시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Amazon EC2의 경우 웹상으로 인스턴스(instance)를 생

성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OpenStack의 경우 이를

기반으로 직접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해야 한

다. OpenStack으로 독자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한 이

후에는 Amazon EC2와 같이 웹상으로 인스턴스를 생성

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비용 측면에서는

Amazon EC2는 인스턴스 유형이나 성능 요구조건, 운영,

서버 지역, 서비스 종류, 추가 기능의 사용 여부에 따른

별도의과금체계를가지고있다. 이중에서Amazon EC2

인스턴스는 2014년 현재 제한 기한 동안에 임시 사용이

가능한 무상의 제품으로부터 고성능 메모리 유형, 고성

능CPU 유형등사용자가자신의목적에맞게선택할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있다. OpenStack는 오픈소스 이므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과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 외에는 추가적인

비용 지출요인은 없다. 한편 각각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을 살펴보면, Amazon EC2

의 경우 클라우드 구축과 운영 기술에 대한 높은 전문적

인 지식은 요구하지 않지만 주로 활용 측면에서는 숙련

도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OpenStack의 경우 실제 클라우

드 환경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

식이나 기술이 많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개방성 측면

에서도 차이점을 볼 수 있는 데, Amazon EC2는 오픈소

스가 아닌 만큼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지만,

OpenStack의 경우 오픈소스로 클라우드 구축에 대한 핵

심 기술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 따라서 OpenStack은 사

용되는 자료 유형, 연산 수준과 활용 목적에 적합한 독자

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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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이지안 영상융합 모바일 클라우드 시

스템 설계 및 구현

이번연구에서는Amazon EC2 와OpenStack을기반으

로 한 클라우드 환경을 각각 구축한 뒤에, 이러한 각각의

환경에서 베이지안 영상융합이 가능한 모바일 클라우

드시스템을설계, 구현하였다. 이시스템은크게모바일

클라이언트와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 인스턴스로 구분

하였으며 시스템 구현에 사용된 개발환경과 오픈소스

및 정보 자원은Table 1에 정리하였다. Amazon EC2의 서

버 인스턴스는 1개의 vCPU, 약 3.75G의 메모리를 가지

는m1.medium 유형을적용하였다. OpenStack Havana 버

전의클라우드는컨트롤러노드 1대, 네트워크노드 1대,

컴퓨트 노드 8대를 사용하여 멀티 노드 방식으로 구축

하였다. 실험을 위해서는m1.medium과 동일하게 1개의

vCPU, 약 3.75G의 메모리를 가지는 인스턴스와 2개의

vCPU, 약 4G의 메모리를 가지는 인스턴스를 각각 생성

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개의 서버 인스턴스는 동일하게Ubuntu

운영체제 12.04 버전으로 작동되고, 아파치 웹 서버를

설치하여 모바일에서 전달되는 사용자 요청을 처리한

다. 사용자 관리 및 위성영상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인MongoDB를 사용하

였다 . PyMongo는 파이썬 (Python) 스크립트를 통해

MongoDB를 사용하는데 활용되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서 구현한 모바일 클라우드 시스템에 포함된 베이지안

영상융합 알고리즘은 Orfeo Toolbox (OTB)서 제공되는

베이지안 융합 필터 함수의 오픈소스 모듈을 사용하였

다. 베이지안 영상 융합 기법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료

를 통하여 관심 대상이 되는 변수의 불확실성을 확률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베이지안 통계에 기반하며, 이를 다

중 분광 및 다중 해상도를 갖는 영상정보에 적용하게 되

면 직관적 해석이 가능한 하나의 융합된 결과 영상이 생

성된다.

OTB는 영상융합 뿐만 아니라, 간단한 필터링 알고리

즘부터 변화탐지, 객체기반 영상분석, 영상분류 알고리

즘 등 주요 위성영상정보 처리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

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다(OTB, 2013). Geospatial

Data Abstraction Library (GDAL)은 모바일 앱에서 위성

영상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영상 분할

화 과정에 사용하였으며, 위성영상정보의 클립핑이나

유형 변환등에도 사용된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하나로서버인스턴스에서사용자의요청, 서버관리,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의 처리 과정을 구현하는데 사용

하였다. 모바일 환경은 iOS 7.0을 기반으로 태블릿 앱으

로 구현하였고, 여러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GitHub에

서 2013년 12월 6일 기준 최신 버전을 사용하였다.

Fig. 1은 베이지안 영상융합 처리를 위한 모바일 클라

우드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나타낸 것으로, 기본적인 처

리 과정은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먼저 사용자가 모바일

에서 Satellite Image Visualization 모듈을 통해, 융합하고

자 하는 위성영상정보를 시각화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Analysis Request 모듈을 통해

서버 인스턴스에 요청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Analysis

Management 모듈로 요청이 전달된다. 전달된 항목을 적

용하여 베이지안 영상융합 처리가 이루어진다. 처리가

완료되면 User Storage에 처리 결과가 시각화를 위하여

분할 저장되고, 모바일 앱에서는 이를 시각화하면서 완

료된다. 이 연구에 적용된 시스템 구조는 사용자 수, 목

표 시스템 성능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서버 인스턴스로 분

할이 가능하고 서버 인스턴스의 각 모듈은 분리,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User Storage는 OpenStack의 경우 Swift,

Ceph, GlusterFS와 같은 스토리지 오픈소스를 통해 클라

우드 환경 내에 혹은 외부에 따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

이 가능하고, Amazon EC2의 경우 S3와 같은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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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open source and free software in this study
Environment Version

Cloud-based
Server Side

Operating System Ubuntu 12.04 LTS
MongoDB 2.4.8
GDAL 1.8.1
PyMongo 2.6.3

Apache Web Server 2.2.22
OTB 3.20.0

ImageMagick 8:6.6.9.7
Python 2.7.3

Mobile Client
Side

iOS SDK 7.0
Route-me GitHub

AFNetworking GitHub
ProgressHUD GitHub
SWRevealView GitHub
HATransparentView GitHub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0, No.4, 2014

–450–

Fig. 1. System architecture of mobile cloud service system for Bayesian image fusion.

Fig. 2. An example of Bayesian image fusion using KOMPSAT 2 image sets in mobile cloud environment.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서는 베이지안 영상융합 처리에 걸리는 성능을 비교하

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처리 시

간이 많은 영향을 받는 서버 인스턴스 분할이나, 스토리

지 분할은 시행하지 않고 하나의 서버 인스턴스에 처리

모듈들을 모두 통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Fig. 2는 처리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Fig. 2(a)는 베

이지안 영상융합을 요청하는 iOS 7 태블릿 환경에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여기서 사용자는 자료 선택 및

융합처리에 요구되는 lambda값을 설정할 수 있다. Fig.

2(b)는 실제 선택된 경우로서, KOMPSAT 2 위성영상정

보를 처리 대상 자료로 하고, lambda값을 0.99로 설정한

융합 결과이다. 여기서 lambda값은 처리결과의 색상 및

선명도에 영향을 주는 입력 변수로, 값이 0.5에 가까울

수록 선명도는 낮아지지만, 원본 색상 정보를 유지하고,

값이 0.99에 가까울수록 선명도는 높아지지만 색상 혼

합도에 영향을 준다.

4. 성능측정 실험결과

이번 연구에서는 사용된 클라우드 환경을 비교하기

위하여 CPU 타임스탬프 방식으로 베이지안 영상융합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하였다. 처리 시

간을 측정한 구간은 OTB를 활용하여 베이지안 영상융

합 처리를 수행하는 클라우드 환경내 서버 처리 연산 시

간이다. 따라서 연산 요청에 필요한 변수 설정에 소요되

는 시간과 처리 결과를 모바일 단말에서 시각화하는 과

정에 걸리는 시간 요소는 배제하였다. 또한 모바일 단말

상에서의 최적 시각화를 위한 영상 분할과정에 소요되

는 시간도 상세도 수준(Zoom Level)설정에 따라 처리시

간 차이를 보일 수 있어서 제외하였다. 실험에 적용한 자

료는 2009년에 촬영한 세종시 포함 인근 지역의

KOMPSAT 2 위성영상정보이다.

Table 2는 두 가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한 위성영

상정보의 임의의 10 곳을 선정하여 베이지안 영상융합

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이때 사용된 영

상은 모바일 환경에서 시각화되고 있는 부분 영상으로

481 x 736 크기이고, 베이지안 영상융합 처리의 입력 변

수인 lambda값은 0.99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융합 처

리에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Amazon EC2의m1.medium

인스턴스를 활용한 경우 평균 3초, OpenStack 기반의 클

라우드에서 생성한 인스턴스에서는 평균 2.6초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부분 영상의 크기가 962 × 1472 일 때 베이

지안 영상융합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또한

OpenStack 기반의 클라우드에서 2개의 vCPU와 4G의

메모리를 가지는 인스턴스를 추가적으로 실험한 결과

도 제시하였다. 융합 처리에 걸린 시간은Amazon EC2의

m1.medium이 약 10초, OpenStack 기반의 클라우드에서

생성한 2개의 인스턴스에서는 평균 약 9초와 7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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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formance test results of Bayesian image fusion
by CPU time stamp in second

Server Instance on
Amazon EC2

Server Instance on
OpenStack

vCPU, Memory 1 vCPU, 3.75G Memory
1 2.9606 2.5806
2 3.1556 2.6740
3 3.0097 2.6011
4 3.0397 2.6035
5 3.0091 2.6221
6 3.0329 2.6404
7 3.0075 2.5798
8 2.9755 2.6690
9 2.9929 2.6487
10 2.9749 2.5675

Average 3.0158 2.6187

Table 3.  Performance test results of Bayesian image fusion in
second

Server Instance
on Amazon EC2 Server Instance on OpenStack

vCPU,
Memory 1 vCPU, 3.75G Memory 2 vCPU, 4G

Memory
1 10.0530 8.8558 6.9268
2 10.1656 9.0102 6.9289
3 10.2143 9.1311 7.0594
4 10.2018 8.8446 7.0132
5 10.2164 9.0078 7.1029
6 10.1808 8.8581 6.9749
7 10.5044 9.4871 7.2537
8 10.3330 9.4884 7.0128
9 10.0905 9.4561 7.0487
10 10.4976 9.0189 6.9833

Average 10.2458 9.1158 7.0305



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처리시간 결

과가 클라우드에서 생성한 인스턴스의 성능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의미한다. 즉 영상융합에 사용

되는 영상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증가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양한 컴퓨팅 성능

을 가지는 인스턴스 서버를 생성 및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서는 고 성능의 인스턴스 생성과 운영 방식을 적용함으

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다

만 이러한 경우에 경제적 측면은 별도로 고려해야 할 중

요 사항이다.

한편, Table 2와 3에 나타낸 처리시간에 차이는 다음

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클라우드에서 생성한 인스턴스

중 1개의 vCPU를 가지고 약 3.75G의 메모리를 가지는

인스턴스 2개는유사한컴퓨팅파워를제공하고있지만,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사용되는 컴퓨트 노드의 CPU 및

메인보드 성능이 Amazon EC2와OpenStack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클라우드가 서로 다르다. 하드웨어

적 성능 차이는 가상화되어 생성되는 서버 인스턴스를

생성할때에도영향을주기때문에가상화된 vCPU의성

능에서도 차이를 가진다. 또한 컴퓨트 노드의 자원을 가

상화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하이퍼바이저도

Amazon EC2는 Xen 하이퍼바이저를 응용 서비스에 맞

게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체 구축

한 OpenStack 기반 클라우드 환경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Kernel-based Virtual Machine (KVM) 하이퍼바

이저를 적용한 점에 차이점이 있다.

5. 결 론

모바일을 기반으로 공간영상정보 응용 분야의 서비

스가 제공되는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 위성영상정보를

시각화하는 기능에 집중되어 있고, 공간영상정보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처리 또는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성영상정

보의 경우 파일 크기가 크고, 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의

경우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위성영상

정보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개발에 있어

서, 모바일 기기가 가지는 컴퓨팅 자원만을 활용하는 것

은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공간영상정보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여러 정보처리나 분석 기능을 모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제한점을 보

완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간영상정보 응용 분야에서 사용

되는 정보처리 과정 중 하나인 영상융합이 가능한 시스

템을 설계 및 개발하고, 상용 그리고 오픈소스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여 성능측정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사

용된 클라우드는 상용 클라우드와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대표하고 있는Amazon EC2와OpenStack을 기

반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클라우드이다. 성능측정 실

험을 위해 먼저 각 클라우드에 베이지안 영상융합이 가

능한시스템을적용하였고, 모바일과연계한뒤, 처리시

간에 대한 성능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한 결과

OpenStack을 기반으로 구축한 클라우드 환경이 Amazon

EC2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만 여기서 적용된 Amazon 클라우

드 환경은 비용이 많이 지불해야 하는 고성능의 인스턴

스 유형이 아니고OpenStack과 비교가 가능한 추가 모듈

을 적용하지 않은 저비용의 소규모 인스턴스 유형이다.

이번 성능측정 실험 결과로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

폼을 통해 구축한 클라우드 환경도 공간영상정보 응용

분야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다양한 위성영상정보처리 알

고리즘을 대상으로 하여 응용 서비스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유형의 서버 인스턴스에 대해서 시험 적용하거나

실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

컴퓨팅 자원에 대한 성능측정 실험이기 때문에, 실제 개

발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기능에 대

한 고려에서 부터 확장성, 안정성, 보안성, 경제적인 측

면, 서비스 개발 및 구축 목적까지 모두 고려하여 적합

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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