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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any kinds of OGC-based web standards have been utilized in the lots of geo-spatial
application fields for sharing and interoperable processing of large volume of data sets containing satellite
images. As well, the number of cloud-based application services by on-demand processing of virtual
machines is increasing. However, remote sensing applications using these two huge trends are globally
on the initial stage. This study presents a practical linkage case with both aspects of OGC-based standard
and cloud computing. Performance test is performed with the implementation result for cloud detection
processing. Test objects are WPS 2.0 and two types of geo-based service environment such as web server
in a single core and multiple virtual servers implemented on OpenStack cloud computing environment.
Performance test unit by JMeter is five requests of GetCapabilities, DescribeProcess, Execute, GetStatus,
GetResult in WPS 2.0. As the results, the performance measurement time in a cloud-based environment
is faster than that of single server. It is expected that expansion of processing algorithms by WPS 2.0 and
virtual processing is possible to target-oriented applications in the practical level.
Key Words : WPS 2.0, Cloud Computing, Measure Performance, Satellite Image Processing

요약 : 웹 환경에서 위성영상정보를 포함하는 대용량 공간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호환성에 따라 처리하

기 위한 공간정보 웹 표준들이 OGC에서 개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물리적인 컴퓨팅

자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웹을 통해 할당받아 필요할 때에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 서비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탐사 분야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기술 동향을 반영하는 연구 개발은 국제적으로도 초기 단계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로 이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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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영상정보는 전통적인 활용분야 뿐 만 아니라

최근 새로운 응용분야가 개발되면서 그 부가가치가 증

가하고 있다(KARI, 2016).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운영

하는 위성영상 검색 및 다운로드 웹 사이트(http://

earthexplorer.usgs.gov),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영

상 분석 서비스(http://ksatdb.kari.re.kr) 등과 같이 민간

활용을 확대하고자 위성영상정보의 공유 및 보급, 배포

를 위한 웹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웹 서비스

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 상호 호환성을 전제

로 시스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Open Geospatial Consortium, Inc. (OGC)에서는 웹 환

경에서 위성영상정보의 상호호환 및 상호운영을 위한

표준을 개발, 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 바

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사양은 웹 기반 콘텐

츠 서비스 시스템에서 위치정보와 공간정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OGC 표준들은 전

세계 4만여 개의 공간정보 웹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Li et al., 2016). OGC에서 제정

한 여러 가지 중요한 표준 중에서Web Processing Service

2.0 (WPS 2.0) 표준은 공간정보처리기능 서비스 구현을

지원하는 기술사양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OGC WPS

2.0을 준수한 위성영상처리 시스템을 서로 다른 웹 환경

에 적용하여 성능측정 시험을 수행해 효율적인 시스템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비교 대상이 되는 웹 환경은

단일서버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웹 환경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받고

지급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웹 시스템

구축이 되는 서버를 필요한 만큼 할당받는 것이 가능하

다. OGC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OGC 웹 표준

의 성능측정을 한 바 있다(OGC, 2014). 클라우드 환경

으로 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기존 연구사

례로 Yoon and Lee(2015a)는 WPS 1.0을 기반으로 하여

위성영상처리 시스템을 시험 구현하였다(Yoon and Lee,

2015b).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오토 스케일링을 적

용하고 그 성능측정 실험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Kang

and Lee, 2016).

한편 Giuliani et al.(2012)과 Rautenbach et al.(2013)은

WPS 관련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구축한 시스템 사례를

통해 오픈소스의 활용사례를 발표하였다. Westerholt

and Resch(2014)는 비동기식 공간정보처리 과정에 이벤

트 유도(Event-driven)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웹 기반 홍

수경보 정보서비스에WPS 표준을 직접 활용한 바 있다.

Tan et al.(2015)은 공간정보 상호운영과 호환을 지원하

는 OGC 웹 서비스 중에서 실제적인 정보처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WPS을 이용하였으며 자료저장, 위성

영상을 이용한 식생지수 추출 목적의 병렬처리 기능을

복수의 가상머신(Virtual Machine: VM)으로 구현하는 클

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성능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Xavier et al.(2015)는 위치 정보의 품질 관리를 위한

웹 정보처리 기능에WPS을 응용하는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원격탐사분야에서WPS 2.0과 오픈소스 클

라우드를 결합하여 성능 측정한 연구 사례는 미흡한 실

정이다. 최근 빠른 주기로 웹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

신 기술과 관련 국제 표준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원격탐

사 분야에서도 이러한 동향이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각각의 웹 환경에 적용할 시스템은 Yoon and Lee

(2016)에서 구축한 웹 시스템으로ZOO 프로젝트, Orfeo

Toolbox (OTB), Geospatial Data Abstraction Library

(GDAL), GeoServer, OpenLayers3 등과 같이 오픈소스

를 활용한 환경이다. 클라우드 환경은 OpenStack을 사

용해 구축하였다. 웹 시스템은 단일서버와 클라우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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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기술을 연계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구름추출 서비스 구현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성능측정 시험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험에 적용한 대상 표준은 WPS 2.0 표준이며 성능측정 시험대상은 하나의 웹 서버 운영

환경과 오픈소스 OpenStack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을 둔 가상서버운영 환경이다. JMeter를 이용한 성능

측정 시험은 WPS 2.0의 GetCapabilities, DescribeProcess, Execute, GetStatus, GetResult 응답시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로 다중 원격 서버와 가상 서버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상호운영

공간정보 처리를 위한 WPS 2.0 표준 적용의 경우도 좋은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고, 추후 서버와 처리 알

고리즘 기능 확장을 통하여 실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에서 운용되는 가상서버 구축과정에서 시스템 설계

를 재구성하였고, 사용된 오픈소스 버전을 갱신했다. 성

능측정의 경우 오픈소스 성능측정 도구인 JMeter을 활

용하여 WPS 2.0 요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비교 시험

하였다.

2. 클라우드 컴퓨팅과 WPS 2.0 표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존재

하지만, 기본적으로 외부에 위치한 컴퓨팅 자원을 웹으

로 접근하여 사용자의 요청으로 필요한 만큼 할당받을

수 있으며 사용한 만큼을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Chou

(2015)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따른 웹 시스템의 여러 기

술적 정책적 장점을 정리한 바 있다. 첫 번째 장점으로

웹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물리적인 컴퓨

팅 자원을 웹을 통해서 할당 받기 때문에 정보통신 환

경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컴퓨팅 자원

활용의 확장성과 유연성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

으로 하는 웹 시스템은 사용자의 접속에 따라 가상 서

버를 새롭게 증설하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원

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컴퓨팅 자

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접근성

이다. 컴퓨팅 자원을 제공받은 사용자는 인터넷이 연결

된 어디서든지 해당 컴퓨팅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

해 유동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으며 활용 여부

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분야의 벤더(Vendor) 들이 제공하는 컴퓨

팅 자원 범위에 따라서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Platform as a Service (PaaS), Software as a Service (SaaS) 등

으로 구분된다(Mell and Grance, 2011). IaaS와 PaaS는 각

각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컴퓨팅 자원과 개발 환경을 의

미하며, SaaS는 특정 업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까지 제

공하는 서비스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내용이 복합적으

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편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웹

상에서의 공개범위에 따라 유형별로 Private Cloud,

Public Cloud, Hybrid Cloud, Community Cloud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업체인 Amazon Web Service(AWS),

Windows Azure, Google Web Engine 등뿐만 아니라 개

발자가 클라우드 벤더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클라우드

서버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OpenStack,

Apache CloudStack, OpenNebula 등 오픈소스 프로젝트

성과물 유형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축 환경

으로 OpenStack을 적용하였다. OpenStack은 파이썬으

로 개발된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소스로 일반 컴퓨터에

서도 IaaS 유형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다양

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그 활용성 및 안정성이 입증된 클

라우드 환경이다(OpenStack, 2016). OpenStack은 클라

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Swift, Keystone, Nova, Neutron,

Cinder, Glance와 같은 6개의 핵심 프로젝트와 Horizon,

Ceilometer, Heat 등 13개의 선택 가능한 프로젝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의미하는

IaaS를 중심으로 WPS 2.0의 성능측정 시험을 위해

OpenStack을 설치하고 클라우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

축 하 였 다 . 2016년 10월 을 기 준 으 로 하 여 최 신

OpenStack 버전은 Newton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2016

년 4월에 발표된Mitaka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기본적

으로 IaaS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구성 모듈은

모두 설치하였고 추가로 Manila 서비스를 설치하였다.

Manila 서비스는 파일 공유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

성요소로OpenStack Juno 버전부터 추가된 서비스이다.

이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 가용성,

확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단순 파일을 공유하는 것뿐

만 아니라 데이터를 제어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OGC에서는 웹상에서의 공간정보처리 규약과

관련된 표준으로 WPS 1.0을 정의하고 배포하였다. 이

표준은 웹상에서 공간정보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 통신방법, 데이터 형식, UML 모델 등을 정의한

것이다. 국제 개방형 표준으로서 배포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구축한 웹 시스템에 대해 요청 및 응답방

법을 알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 표준은 2015년

에 2.0 버전으로 갱신되었다. WPS 2.0은 기존WPS 1.0에

서 공간정보처리를 비동기식으로 처리하는 인터페이

스와 개념모델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위한 요청 및 응답

Performance Testing of Satellite Image Processing based on OGC WPS 2.0 in the OpenStack Clou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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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새로 추가되었다(Mueller and Pross, 2015).

이번 연구에서 적용된 웹 시스템은 WPS 2.0을 준수

하면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52 North,

PyWPS, GeoServer 등과 같이 개발자를 위한WPS지원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으나 WPS 1.0을 기반으로 한 오

픈소스들이 대부분이며WPS 2.0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로 ZOO 프로젝트가 존재해 이를 활용하였다. ZOO 프

로젝트는 C 언어, 파이썬, 자바 스크립트와 같이 다양한

언어로 개발된 오픈소스 기반의WPS 플랫폼으로WPS

서버 구축에 필요한 4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ZOO-Project, 2016). 4개의 구성요소 중 2개는 핵심 구

성요소는 ZOO-Kernel과 ZOO-Services이다. 이는 각각

WPS 표준 인터페이스에 따르는 요청 및 응답을 지원하

고 공간정보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나머지

구성요소는ZOO-API와ZOO-Client가 있다. 이 구성요

소들은 ZOO-Services에 등록할 공간정보처리 기능을

만들거나 실행시키는 API를 제공하거나 클라이언트에

서WPS 요청을 수행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성요소 중에서WPS 2.0의 준수 및 성능

측정 시험에 대한 관심과 다른 WPS 오픈소스 및 서버

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핵심 구성요소들만을

사용하였다. 성능측정을 위한 처리 기능으로는 구름 추

출(Cloud Detection)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름

추출 알고리즘은 Jedlovec(2009)과 Champion(2012) 등의

연구와 같이 원격탐사 정보처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많은 처리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는 구름 추출 알고리즘 자체를 주제로 하지는 않았고 오

픈소스 기반 위성영상정보 처리도구인 OTB에서 제공

하는 기능을 직접 적용하였다.

3. WPS 성능측정 환경설계

WPS 표준을 준수한 시스템의 성능측정을 위하여 데

스크톱 환경에서 구성한 단일 서버와 클라우드 서버 환

경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개의 가상서버 환경을 설계하

고 구축하였다. IaaS 환경은 컴퓨팅 자원을 요청한 만큼

할당받을 수 있어 분산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환경을 구

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

여 기존 단일 서버에 구축한 모듈을 별도 계층으로 구

분하고 각 계층별로 가상서버를 구성하였다.

Fig. 1은 3개의 인스턴스를 활용하여 구성한 클라우

드 환경 위성영상처리 시스템 구성도이다. 사용자 클라

이언트 환경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모듈, WPS

요청 모듈, 위성영상 시각화 모듈이 포함되어 사용자가

웹에서 위성영상처리에 필요한 메뉴와 변수를 선택하

는 환경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환경은 OpenStack 기반

으로 3개의 인스턴스와 1개의 파일 공유 서비스로 구성

하였다. 세 가지의 인스턴스 중에서 클라이언트의WPS

요청을 받는 WPS Web Framework 인스턴스는 자바기

반의 웹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WPS Server 인스

턴스는 WPS 2.0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ZOO 프로젝트

와 위성영상처리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Geospatial Data Manger 인스턴스는 공간정보 관리 오픈

소스 서버인 GeoServer를 설치하여 공간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스턴스 간의 통신은 클라우드

내부 네트워크(Private Network)를 통해 상호작용한다.

위성영상정보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활용이 가능한

파일 공유 서비스인 Manila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공

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WPS Server와 Geospatial Data

Manager 인스턴스는 위성영상정보와 처리결과를 공유

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에서 전체적인 위성영상처리 흐름도를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클라이언트에서 위성영상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웹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 요청을 받게

되고 이 요청에 대한 XML 스키마를 작성한 뒤 Data

Access Object (DAO)를 통해 ZOO 프로젝트에게 처리

에 대해 요청하게 된다. ZOO 프로젝트에서는 XML 스

키마에 포함된 내용을 토대로 위성영상처리를 수행하

게 된다.

ZOO 프로젝트에서 수행하는 위성영상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OpenStack에서 제공하는 파일 공유

서비스 프로젝트인 Manila를 통해 위성영상을 가져온

다. 가져온 위성영상은 공간정보 입출력 라이브러리인

GDAL을 사용하여 위성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추

출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처리 과정이 수

행이 끝나면 위성영상처리 라이브러리인 OTB를 통해

영상처리를 수행하여 Manila에 저장한 후 GeoServer에

결과영상을 등록하도록 하였다. 위성영상처리 완료

여부는 클라이언트에서 계속 요청하게 되어있으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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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리 완료 반환 값을 받게 될 경우 클라이언트는

GeoServer에 처리가 완료된 결과 영상을 요청해 시각화

하게 된다.

Table 1은 측정대상이 되는 두 가지 환경에 대한 시스

템 구성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클라우드 환경은 3

개의 인스턴스로 나누었다 . 이 중에서 WPS Web

Framework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WPS Server에 전달하여 응답 값을 다시 전달해주는 중

개자 인스턴스이다. WPS Sever는 WPS 인터페이스 요

청을 받아들이며 실제 위성영상처리를 수행하는 인스

턴스이다. 세 번째 인스턴스인 Geospatial Data Manager

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인스턴스이다.

4. 성능비교 시험결과

Fig. 2는 웹 기반 위성영상처리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

페이스와 처리결과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2 (a)의 화

면 하단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성영상처리 기능목

록을 나타낸 것이다. 목록 중에서 한 가지 기능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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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ient interface components and generated instances in the cloud server.

Table 1. System components for performance test for single server and instances in the cloud server

Cloud Computing 
Environment 

and Virtual Servers
(Instances)

WPS Web Framework
vCPUs 4 Core
RAM 8 GB
Storage 80 GB

WPS Server
vCPUs 2 Core
RAM 4 GB
Storage 40 GB

Geospatial Data Manager
vCPUs 2 Core
RAM 4 GB
Storage 40 GB

Single Server
CPUs 4 Core
RAM 8 GB
Storage 220 GB(SSD)



하면 Fig 2 (b)와 같이 위성영상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모

달 뷰(Modal view)가 생성된다. 모달 뷰 안에 Execute 버

튼은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버튼으로 입력 값에 따른 실

제적인 Execute 요청이 전달된다. Execute 요청이 전달

되면 화면 우측에서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이 표시된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Fig. 2(c)와 같이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이 Complete 메시지로 표시되고 처리결과도 시각

화된다.

단일서버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성능 비교를 위한

도구로 Apache Jakarta 프로젝트 목적으로 만들어진

JMeter를 사용하였다. JMeter는 자바로 개발된 오픈소

스 소프트웨어로 웹 시스템의 성능측정 및 부하 테스트

를 수행하는 도구이다(JMeter, 2016). JMeter는 성능측정

을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의 도구를 제공하고, 사용자별

응답시간 도표 생성, 요청 및 응답 형태, 오류 발생률 등

다양한 결과를 표출한다. Fig. 3은 JMeter를 이용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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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chart of performance test using JMeter.

Fig. 2. User interfaces for satellite image processing service for performance test: (a) algorithm selection, (b) the modal view for
algorithm chosen, and (c) a case of the processing result.



계획으로 스포이드 기호로 표시된 부분이 측정대상이

되는 요청항목을 나타낸다. 이 내용을 측정 흐름도로

도식화하여 웹 시스템 접속 후에 위성영상처리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WPS 2.0 표준 요청과정을 표

현하였다. 이 측정 흐름도를 각각 단일서버와 클라우드

환경 시스템에 적용하였으며 전체 200명의 사용자가 5

초 안에 사용하는 경우를 기본적인 측정 조건으로 설정

하였다. 성능측정에서 사용자는 쓰레드(Thread)에 대응

한다.

Fig. 4부터 Fig. 8은 5가지 요청에 대한 성능측정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는 단일서버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측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X축과 Y축

은 각각 은 활성화된 사용자를, Y축은 0.001초 단위

(Millisecond)로 표시한 평균 응답시간을 나타낸다. 여기

서 활성화된 사용자는 웹 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의 숫

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평균 응답시간은 각

사용자가 요청한 처리시간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Fig. 4는 GetCapabilities 요청에 대한 성능측정 결과

이다. 단일서버에서 최소 평균응답시간은 활성화된

사용자가 3명일 때 31 ms이며, 최대 평균 응답시간은

198명일 때 18,122ms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는 활성화된 사용자가 24명일 때 35 ms의 최소 평균 응

답시간을 나타내고, 191명에서는 2,910 ms로 측정되었

다 . 전체적인 평균 응답시간은 단일서버의 경우는

6,287 ms이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891 ms로 측정돼

GetCapabilities 요청에 있어서 클라우드 환경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 Fig. 5는 DescribeProcess 요청에 대한

성능측정 결과이다. 단일서버에서 최소 평균 응답시간

이 나온 구간은 3명의 사용자가 활성화되었을 때 26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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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sult of performance test: DescribeProcess.

Fig. 4. The result of performance test: Getcapabilities.



이며, 최대 평균 응답시간은 198명의 사용자가 활성화

되었을 때 15,032 ms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50명이

활성화되었을 때 39 ms의 평균응답시간을 보이며, 191

명이 활성화되었을 때 2,006 ms의 평균 응답시간을 나

타낸다 . 전체적인 평균 응답시간은 단일서버에서

10,374 ms, 클라우드 환경에서 1,186 ms으로 측정되어

DescribeProcess 요청에서도 클라우드 환경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6은 Execute 요청과 관련

된 도표로 단일서버에서 최소 응답시간은 30명일 때

328 ms, 최대 평균응답시간은 199명일 때 12,906 ms가

측정되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최소, 최대 평균 응답

시간이 각각 36명일 때 68 ms, 189명일 때 2,305 ms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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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result of performance test: GetStatus.

Fig. 6. The result of performance test: Execute.

Fig. 8. The result of performance test: GetResult.



측정되었다. 전체적인 평균 응답시간은 단일서버는

9,421 ms,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1,664 ms이다. Execute

요청이 경우도 다른 요청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환경

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었다. Fig. 7은 GetStatus 요청

에 대한 결과이다. 단일서버는 최소 평균응답시간이 2

명일 때 19 ms이고, 최대 평균 응답시간은 198명일 때

12,673 ms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6명일 때 33 ms의

최소 평균응답시간을 보이나 최대 평균 응답시간은 119

명일 때 12,923 ms로 측정되어 응답시간이 급격히 증가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전체적인 평균 응답시간은 단일

서버에서 3,167 ms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586 ms가 측정

돼 전체적인 평균 응답시간으로 보면 클라우드 환경이

좋은 성능을 보이나,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ig. 8은GetResult 요청에 대한 결과이다. 단

일서버에서 최소, 최대 평균 응답시간은 각각 5명일 때

17 ms, 127명 일 때 9,390 ms이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5명일 때 20 ms의 최소 평균응답시간을, 최대 평균 응답

시간은 179명일 때 11,927 ms로 급격히 평균 응답시간

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인 평균 응답시간은

단일서버에서 1,917 ms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391 ms가

측정되어, 응답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구간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성능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좋게 나타났다. 각

각의 요청에 대하여 단일서버나 클라우드 환경 모두 사

용자가 증가하면 평균 응답시간도 증가하나, 전체적으

로 클라우드 환경이 단일서버보다 처리 결과를 얻는 성

능이 더 좋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WPS 2.0 표

준을 적용한 위성영상처리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구축

하였고 이를 유사한 시스템 구조를 가진 단일서버와의

성능측정을 수행하였다. 성능측정은 JMeter을 활용하

여 평가 흐름도를 설정해 수행하였으며 성능측정 시험

대상은WPS 2.0의 5가지 인터페이스 요청에 대해 측정

하였다. 전체적인 성능측정결과 단일서버보다 클라우

드 환경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단일서버에서는 사용자 요청 수신 및 응답, 위성영

상 처리, 데이터 관리의 역할을 하나의 서버에서 수행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WPS Webframework, WPS

Server, Geospatial Data Manager 등과 같이 여러 계층으

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계층별로 가상서버와 별

도의 인스턴스를 필요할 때마다 생성하여 서버 부하가

감소하는 구조이다.

성능측정결과 중 GetStatus와 GetResult를 제외한 요

청은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임계값을 기준으로

평균 응답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두

개의 요청에 대해서 단일서버는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

는 현상이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극단적으로 늘어

나는 현상을 보였다. 마찬가지로GetResult 요청의 경우

에도 GetStatus의 반복요청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요

청이기 때문에 응답시간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프로세스 상태를

클라이언트에 지속해서 표출하기 위해 GetStatus 요청

을 반복 수행하여 생긴 결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ZOO 프로젝트의 구성요소인 ZOO-Kernel은

Common Gateway Interface(CGI) 프로그램으로 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서버에서 프로세스를 생성하여 처리하

는 방식이다. 이는 요청이 많아질수록 서버에 큰 부담

이 될 수 있다. GetStatus와 같은 특정한 요청 처리 과정

에서 시스템 응답시간이 안정적인 성능이 보이지 못하

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의 최적화 기능을 추가하여 해

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클라우드 환경은 시스템 구성에 있어 상황에 따라 필

요한 인스턴스를 증설할 수 있다. 어떤 시스템에서 사

용자의 접속자 및 처리 전 요청이 많아질 경우 WPS

Web Framework 인스턴스를 증설할 수 있으며, 프로세

스의 처리량이 많아질 경우 WPS Server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유동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성능 안정화와 최

적화를 위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미리 충분

한 근거 없이 서버를 증설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소모를

발생하게 되므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동되는

웹 서비스는 사전에 충분한 성능측정 및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단일서버와 클라우드 환경

에서의WPS 2.0 기반의 위성영상처리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는 클라우드

환경과WPS 2.0을 기반으로 위성영상처리 웹 서비스 시

스템 구축에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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