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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휴대용 기기와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의 확산으로 공간데이터의 양적 팽창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용량의 공간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클라우드 컴

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스토리지,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전산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서

비스 환경으로, 최근 이를 활용해 대용량의 공간데이터를 처리, 분석하는 방법과 그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용량 공간데이터의 분석에 클라우드 컴퓨팅 플

랫폼을 활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비교적 많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논의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병렬 연산을 사용했을 때 모란지수와 지리가중회귀분석의 연

산 속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공간분

석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중앙처리장치의 클록 수가 더 높은 로컬 컴퓨터에 비해 병

렬 연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공용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했으

며, 데이터의 규모가 클수록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주요어 : 클라우드 컴퓨팅, 병렬 연산, 공간분석, 공간데이터, 효율성, 효과성

ABSTRACT
The increase of high-resolution spatial data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s in 

recent years has enabled a detailed analysis of individual experiences in space and over 
time. However, despite the increasing availability of data and technological advances, 
such individual-level analysis is not always possible in practice because of its 
computing requirements.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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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of research on the use of high-performance, public cloud computing platforms 
for spatial analysis and simul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evaluat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spatial analysis in cloud computing platforms. We 
compare the computing speed for calculating the measure of spatial autocorrelation and 
performing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a local machine and 
spot instances on cloud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could b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erms of computing time when the analysis is performed parallel on 
clouds.

KEYWORDS : cloud computing, parallel computing, spatial analysis, spatial data, efficiency, 
effectiveness

서  론
휴대용 기기와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의 확

산은 개개인이 정보의 제공자가 되어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을 가능케 했으며, 이는 공간데이터

의 급속한 양적, 질적 팽창을 가져왔다

(Goodchild, 2007).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하

면 2011년 한 해 동안 약 1조 기가바이트 정도

의 데이터가 생성되었으나, 2020년에는 이 수

치가 약 5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Cho, 2013). 특히 급증하는 공간데이터는 교

통, 치안, 범죄, 보건, 의료, 부동산 등 국민 생

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대용량의 공간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서

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Park et al., 
2015).

공간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규모에 비례한 연

산량의 증가는 컴퓨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국지적 모란지수(Local 

Moran’s I)나 지리가중회귀분석(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과 같은 국지적 

통계기법은 각 공간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연산

을 수행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알고리즘 최적

화와 많은 전산 자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많은 GIS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의 규모가 일정 이

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Zhang, 2016), 따

라서 대용량 공간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과 활

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Kitchin, 2013).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합

리적인 대안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클라우

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실제 공간분석을 수행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사

용자가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와 스토리지, 메

모리 등의 전산 자원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 모델을 의미

한다(Kim et al., 2012).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

용한다면 기존의 슈퍼컴퓨터 기반 분석의 단점

으로 꼽히는 막대한 시설 구축 비용과 유휴 자

원에 의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즉, 빅데이

터 분석에 요구되는 방대한 연산을 위해 고성능

의 하드웨어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필요할 때에

만 자원을 임대해서 사용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산 자원의 유지

와 보수, 관리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고, 사

용자는 안정된 환경에서 분석에만 집중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Choi and Noh, 201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

서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공간데이터를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에서 제공하는 가상 서버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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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프로그램 R을 설치하여 대표적인 공간통계 

기법인 모란지수와 지리가중회귀분석을 수행하

고, 연산에 걸린 시간을 일반적인 로컬 컴퓨터

에서의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n개의 점으로 구성된 가상의 포인트 

데이터이며, 점의 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데

이터 크기와 연산 속도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분석에는 CPU의 코어 수와 메모리 용량이 다르

게 구성된 두 개의 가상 서버(인스턴스 유형)를 

활용하며, 각 서버에서 도출된 연산 결과를 비

교함으로써 공간분석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전산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장에

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클라

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공간분석 사례를 정리

하고,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의 실험 방법과 연산 속도의 비교 분석

에 사용된 공간통계 기법에 관해 설명한다. 다음

으로는 실험 결과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

폼에서 공간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경제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갖는 장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실험

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시 정리하고, 본 연구

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공간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대용량의 공간데

이터를 처리, 분석하는 방법과 그 필요성에 관

한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수행되어 왔

다(Wang et al., 2009; Xiaoqiang and Yuejin, 

2010; Yang et al., 2011; Yang et al., 2013; 

Yue et al., 2013; Zhou et al., 2015; Tang 

and Feng, 2017; Yang et al., 2017). 최근 

자료 수집 기술의 발전과 다양화로 공간데이터

의 양적 팽창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분석 알고리즘과 모형도 복잡해

지면서 연산에 필요한 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

게 되었다. 특히 지리가중회귀분석과 같은 국지

적 통계기법을 넘어, 특정 공간에서 개인의 경

험을 계량화하는 방법론이 활발히 개발되기 시

작하면서 원활한 분석 수행을 위해 대규모의 전

산 자원을 구축하고 운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

다. 그러나 분석을 위한 전산 자원의 확대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대규모 분석 작

업이 상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유휴 자

원으로 인한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Yang et 
al., 2017).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클라

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스토리지,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전산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으로, 제공하는 전산 자원의 

범위와 공유 방식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대용량의 공간데이터 분석에 이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데이터 

규모에 가장 적절한 전산 자원을 탄력적으로 임

대하여 효율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하고, 같은 

성능의 컴퓨팅 환경을 직접 구축하는 것과 비교

Cloud computing platforms Characteristics Examples

Purpose

Infrastructure-as-a-Service
Provides the infrastructure components, such as 

servers and storage
Amazon Web Services EC2, 

S3

Platform-as-a-Service
Provides a platform where users can develop, run, and 

manage applications
Google App Engine

Software-as-a-Service Provides software on a subscription basis Oracle CRM, Google Docs

Types

Public clouds
Makes computing resources available to the public 

over the Internet
Amazon Web Services

Private clouds
Maintains the services and infrastructure on a private 

network
-

Hybrid clouds Combines a public and private cloud options -

TABLE 1. Comparisons of cloud computing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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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용 및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은 절감할 

수 있다(Armbrust et al., 2009). 또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와 분석 규모에 따른 작업 인원 증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Lee et al.(2011)는 특히 대규모의 병렬 연

산(parallel computing)이 필요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의 작업 환경이 유용하다고 밝혔다. 병렬 

연산은 데이터 또는 연산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하고 이를 여러 개의 

전산 자원이 동시에 나누어 수행하는 기술을 말

하는데(Quinn, 1987), 독립적인 연산이 가능한 

자원이 많을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공용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가상 서버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으므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시켜 병렬로 연산하는 것

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따라서 최근의 많은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병렬 연산을 접

목하여 대용량 공간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발생

하는 특정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Healey et al., 1997).

예를 들어, 도시의 토지이용 변화를 시뮬레이

션 하는 SLEUTH 모형의 경우 도시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되고 데이터 규모가 증가하면서 예

측에 필요한 시간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시뮬레

이션 과정에 병렬 연산을 적용함으로써 처리 속

도는 물론 결과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었다

(Guan and Clarke, 2010). 대표적인 내삽

(interpolation) 기법인 역거리가중법의 경우에

도 소규모 클러스터에서의 병렬 연산만으로 상

당한 성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었고(Fang et 
al., 2011), 가시권역(viewshed) 분석에서도 

기존의 순차적 알고리즘을 사용해 다루기 어려

웠던 대용량의 공간데이터를 GPU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활용한 병렬 연산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다(Zhao et al., 2013).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병렬 연산을 결합

하여 대용량 벡터 데이터의 투영 변환 속도를 개

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Tang and Feng, 

2017). 공간통계 분야에서도 고전적인 크리깅

(Kriging) 알고리즘을 확장하여 시공간 크리깅 알

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병렬 처리함으로써 결과

의 적합성과 연산 속도의 향상을 볼 수 있었으며

(Zhang et al., 2018), 지리가중회귀분석의 연산

에도 기존 알고리즘 구조에서 메모리 사용을 최적

화하고 병렬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상당한 연산 속

도의 향상을 불러일으켰다(Li et al., 2018). 원

격탐사 분야에서도 초분광(hyperspectral) 영상

의 병렬형 K-means 알고리즘을 클라우드 컴퓨

팅에 접목한 사례가 있고(Haut et al., 2017), 

공간 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희소 행렬

의 연산도 불필요한 연산 제거와 병렬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Azad and 

Buluc, 2017). 이처럼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분석 프레임워크의 적용 분야는 점차 다양해

지고 있으며 그 활용 가치 또한 커지고 있다.

병렬 처리를 통한 연산 속도의 향상은 공간분

석 과정을 정량적으로 가속할 뿐만 아니라, 분석

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확대한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Turton and Openshaw, 

1998). 그러나 아직까지 대용량 공간데이터의 

분석에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논의의 공백을 채우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병렬 

연산을 적용했을 때 대표적인 공간분석 기법인 

모란지수와 지리가중회귀분석의 연산 속도가 어

느 정도 향상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공간분석의 효율

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병렬 연산은 통계 프로

그램 R에 parallel, foreach와 같은 추가 패키

지를 설치하여 수행하며, 계산 과정에서 프로세

서 간 상호작용 및 영향이 없는 간단한 형태의 

처치 곤란 병렬(embarrassingly parallel) 알고

리즘이 사용될 것이다.

실험 설계
1.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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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중 가장 사

용자 수가 많은 AWS의 아마존 일래스틱 컴퓨

트 클라우드(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EC2는 AWS의 핵심적인 요소로, 물리적인 전

산 자원을 인스턴스라 불리는 여러 대의 가상 

서버로 나누어 제공한다. EC2 내에는 CPU, 메

모리,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 용량의 조합에 따

른 다양한 유형의 인스턴스가 존재하며, 사용자

는 데이터의 크기나 분석 알고리즘에 적합한 유

형을 선택하고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유형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이며 즉

각적인 연산 환경의 재구성이 가능하며, 이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최근 

고성능 컴퓨팅 서버의 직접 구축에 대한 대안으

로서 EC2가 언급되고 있다.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클라우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

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

이다. EC2와 같은 대부분의 공용 클라우드 서

비스에서는 중앙처리장치(CPU)의 클록 수를 높

이는 대신, 같은 성능의 코어 개수를 늘리는 방

식으로 인스턴스의 성능을 향상한다. 따라서 수

행하고자 하는 작업이 멀티 코어 환경에 적합하

지 않거나 소프트웨어가 이를 지원하지 못한다

면, 코어 수가 많은 상위 유형의 인스턴스를 사

용한다 해도 성능 차이를 체감할 수 없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 프로그램 R 또

한 단일 코어 연산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실험에 앞서 우선 멀티 코어를 활용한 

병렬 연산이 가능하도록 함수를 일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로컬 컴퓨터에서의 

분석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EC2 인스턴스를 활용하였다. 표 2는 실험

에 사용된 인스턴스와 로컬 컴퓨터의 기본적인 

전산 자원을 나타내고 있다. 로컬 컴퓨터는 일

반적인 연구 환경을 대표하기 위해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중적인 부품들로 

구성하였으며, 가상 서버 인스턴스도 개인이 충

분히 감당 가능한 중저가의 서비스를 선택해 비

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컴

퓨팅 환경에서 공간분석을 수행할 때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성능 향상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

2. 비교 분석 방법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

표적인 공간통계 기법인 모란지수와 지리가중회

귀분석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시행을 통해 

공용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로컬 컴퓨터 간

의 연산 속도를 비교할 것이다. 

모란지수는 공간데이터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

는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

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기

존의 상관관계 측정을 공간적 맥락에 투영한 기

법이다. 모란지수는 기본적으로 속성값의 유사

성 또는 상이성이 객체 간 물리적인 거리와 얼

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며, 수식으

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Moran,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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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i와 yj는 i 번째 지역과 j 번째 지역의 

속성값을 의미하며, n은 지역의 총 개수를 나타

Platform
Central Processing Unit (CPU)

Memory (GB)
Model Freq. (GHz) # Cores

Local machine Intel� CoreTM i5 7th generation processor 3.4 3 6

Cloud 
instance

Type I Intel® Xeon® Scalable processor 2.3 - 2.4 4 17.18

Type II Intel® Xeon® E5-2686 v4 (Broadwell) processor 2.3 - 2.4 16 68.72

TABLE 2. Computing environment for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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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wij는 두 지역 간의 공간적 관계를 나타내

는 정보로 본 논문에서는 점 간의 기하학적 거

리가 사용될 것이다. 모란지수의 이론적인 범위

는 –1에서 1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0.4보다 큰 

값을 나타낼 때 양의 상관관계, 그리고 -0.4보

다 작은 값을 가질 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고 말한다.

지리가중회귀분석은 1970년대 말부터 Cleveland 

(1979)와 Cleveland and Devlin(1988)이 제

안한 국지적가중회귀분석(Locally Weighted 

Regression)을 발전시킨 것으로, 전체 연구지

역을 여러 개의 단위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각 

단위 지역에서 개별적인 회귀모형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지리가중회귀분석은 지역에 따라 독

립변수가 갖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일반적인 다중선형회귀모형에 좌표를 더

함으로써 위치에 따른 회귀계수의 변화를 파악

한다.

 


  (2)

여기서, 는 i 지점의 종속변수 값을, 는 같

은 지점에서 k번째 독립변수 값을 나타내며, 

  는 i 지점의 좌표를 의미한다. 는 i 지

점의 k번째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이며 는 

해당 지점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모란지수와 지리가중회귀분석은 spdep 패키

지의 moran.mc () 함수와 GWmodel 패키지의 

gwr.montecarlo () 함수를 각각 사용하여 수행

하였으나, 병렬 연산을 위해 함수를 일부 수정

하였다. 함수의 수정은 각 분석에 대한 몬테카

를로 시뮬레이션 과정의 병렬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림 1은 실험에서 몬테카를로 시

뮬레이션 상의 n번의 반복 횟수를 m개의 CPU 

코어로 병렬 연산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이

는 1번부터 m번째의 시뮬레이션을 각 CPU 코

어에 할당한 다음, m+1번째의 시뮬레이션을 다

시 첫 번째 CPU 코어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각각의 코어에 순차적으로 시뮬레이

션을 할당하기 때문에 CPU 코어의 개수가 증가

할수록 더욱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해진다.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
1. 연산 속도의 비교

비교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300개에서 

600개의 점으로 구성된 포인트 데이터이다. 점

의 위치와 속성값은 모두 0에서 10,000 사이의 

값을 갖는 균일 난수로 설정하였으며, 이렇게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에 모란지수와 지리가중회

귀분석을 각각 30번씩 수행하여 평균 소요시간

을 산출하였다. 모란지수와 각 회귀계수의 통계

FIGURE 1. An illustration of a parallel computing algorithm 

implemented in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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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은 로컬 컴퓨터와 가상 서버 인스턴스 모두 동

일하게 999번 시행하였다.

모란지수와 지리가중회귀분석의 연산 속도에 

관한 실험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300개

의 점으로 구성된 공간데이터의 경우, 단일 코

어만을 활용했을 때에는 중앙처리장치의 클록 

수가 높은 로컬 컴퓨터에서 가장 소요시간이 짧

았으나 병렬 연산이 가능하도록 함수를 수정한 

이후에는 코어 수에 비례해 연산 속도가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모란지수의 경우 코어가 세 

개인 로컬 컴퓨터에서는 약 0.7490초가 걸렸으

나, 코어가 네 개인 유형 I 인스턴스에서는 약 

0.7360초, 그리고 코어가 16개인 유형 II 인스

턴스에서는 약 0.5118초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로컬 컴퓨터와 유형 I 인스턴스는 클록 수가 다

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클록 

수가 같은 유형 I 인스턴스와 유형 II 인스턴스

를 비교하면 코어의 수가 4배 증가함에 따라 연

산 소요시간이 3분의 2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어 수에 따른 연산 소요시간의 감소 효과는 

데이터의 크기에 비례해 증가했다. 점의 개수가 

400개일 때는 유형 II 인스턴스에서의 모란지수 

연산 시간이 유형 I 인스턴스 대비 약 59% 정

도이나, 점의 개수가 500개, 600개로 증가함에 

따라 연산 소요시간은 각각 52%, 49%로 감소

했다. 실제 데이터 크기와 연산 소요시간 간의 

Platform
Moran’s I Geographically Weigted Regression

Estimate Std. Error t-value Pr (>|t|) Estimate Std. Error t-value Pr (>|t|)

Local 
machine

Intercept -0.7493 0.0234 -32.03 ≤0.0001 -1.8809 0.0504 -37.29 ≤0.0001

Slope 0.0048 0.0001 93.15 ≤0.0001 0.0075 0.0001 67.91 ≤0.0001

Adj. R2 0.9667 0.9391

Cloud 
instance 
(Type I)

Intercept -0.6767 0.0138 -48.96 ≤0.0001 -0.5128 0.0150 -34.19 ≤0.0001

Slope 0.0044 ≤0.0001 146.89 ≤0.0001 0.0031 ≤0.0001 95.97 ≤0.0001

Adj. R2 0.9863 0.9686

Cloud 
instance 
(Type II)

Intercept -0.0341 0.0168 -2.025 0.0438 -0.0895 0.0079 -11.29 ≤0.0001

Slope 0.0017 ≤0.0001 46.047 ≤0.0001 0.0014 ≤0.0001 80.31 ≤0.0001

Adj. R2 0.8764 0.9557

TABLE 4.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results

Platform

Moran’s I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Number of points (n) Number of points (n)

300 400 500 600 300 400 500 600

Local 
machine

Single-core
Mean 1.2911 2.2372 3.4685 4.9163 1.0535 1.7141 2.4795 3.3297

S. dev. 0.0057 0.0157 0.0383 0.0185 0.0234 0.0383 0.0443 0.1022

Multi-core
Mean 0.7490 1.1191 1.5328 2.1025 0.7498 1.0209 1.7169 2.8523

S. dev. 0.0683 0.0912 0.0906 0.1290 0.1828 0.1613 0.2012 0.1615

Cloud 
instance 
(Type I)

Single-core
Mean 1.8735 3.1819 4.9592 7.0206 1.3216 2.1054 2.8651 3.9205

S. dev. 0.0474 0.0056 0.0821 0.0564 0.0557 0.0243 0.0311 0.0300

Multi-core
Mean 0.7360 1.0577 1.4945 2.0282 0.4903 0.6797 1.0156 1.4070

S. dev. 0.0673 0.0072 0.0100 0.0080 0.0496 0.0506 0.1116 0.1041

Cloud 
instance 
(Type II)

Single-core
Mean 1.8358 3.1447 4.8378 6.8968 1.3110 1.9252 2.7666 3.6664

S. dev. 0.0543 0.0232 0.0315 0.0016 0.1383 0.0785 0.0202 0.0664

Multi-core
Mean 0.5118 0.6330 0.7727 0.9878 0.3441 0.4397 0.5733 0.7273

S. dev. 0.0863 0.0266 0.0317 0.0995 0.0137 0.0429 0.0862 0.1211

TABLE 3. Time spent (in seconds) for completing analysis on different computing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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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유형 II 

인스턴스의 회귀계수는 0.0017로 유형 I 인스

턴스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표 4), 그림 

2를 통해서도 유형 II 인스턴스에서 데이터 크

기에 따른 연산 소요시간의 증가 추세가 훨씬 

완만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지리가중회귀분석의 수행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 병렬 연산을 수행했을 때 

코어 수가 미치는 영향은 클록 성능으로 인한 

차이보다 크게 나타났고 코어가 증가함에 따라 

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모란

지수와 비교했을 때 인스턴스 유형 간 기울기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표 4), 로컬 컴퓨

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의 연산 소요

시간은 크게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지리가중회

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함수가 클록 성

능보다 코어 수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모란지수와 지리가

중회귀분석 같은 공간통계 기법은 병렬 연산을 

사용해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며 클록 자체의 

성능보다 코어의 수가 연산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코어 수에 따른 연산 소요

시간의 차이가 데이터 크기와 비례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그림 2), 코어의 수가 많은 고사

양의 전산 자원에 기반한 병렬 연산은 최근 급

증하는 대용량의 공간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특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

와 같이 일정 개수 이상의 코어를 갖춘 전산 환

경을 구성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요구하며, 따

라서 데이터 규모와 분석 빈도를 고려할 때 상

시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용 클라우

드 컴퓨팅 플랫폼의 활용이 경제적이고 접근성 

높은 대안일 수 있다.

2. 경제성 및 안정성에서의 효율
앞서 실험에서는 로컬 컴퓨터와 클라우드 컴

퓨팅 플랫폼에서의 연산 시간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크기가 클수록 코어의 

수가 많은 가상 서버 인스턴스에서 분석을 수행

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밝혔다. 물론 로컬 컴퓨

터도 실험에서의 유형 II 인스턴스와 동일한 하

드웨어로 구성한다면, 연산 소요시간 역시 동일

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높은 성능의 전산 환경을 별도로 구

FIGURE 2. Linear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points and the compu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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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며, 

향후 더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분석이 발생

한다면 이는 추가적인 지출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는 

작업 규모에 따라 하드웨어의 성능과 각 구성 

요소의 사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인스턴스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과금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비용을 낮출 수 있

다(Garfinkel, 2007). 표 5는 실험에 사용된 인

스턴스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는 하드웨어를 로

컬 컴퓨터로 구축하였을 때 필요한 경제적 비용

을 나타낸다. 표에서 (A)는 해당 성능의 로컬 

컴퓨터를 구축하였을 때의 비용이며 (B)는 동

일한 성능의 인스턴스를 한 시간 동안 사용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가용 시간은 클라우드 인스턴

스와 같은 성능의 로컬 컴퓨터를 구축하는 비용

으로 해당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인스턴스의 성능이 높을수록 클라

우드 컴퓨팅 플랫폼의 경제적 효용성이 더 높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의 활용은 전

산 자원의 운영 및 유지에 비용을 투자할 필요

가 없어진다는 점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데이터

와 분석 결과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갖는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자

체적으로 운용할 경우 이를 구입하고 유지, 관

리하기 위한 비용과 추가 인력이 요구되는데

(Leavitt, 2009), 이러한 과정을 클라우드 컴퓨

팅 플랫폼에 위탁할 경우 고정된 비용으로 안정

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

해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장치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접속하고 분석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제 간 공동연구와 같은 

협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유리할 수 있다(Jang 

and Park, 2011).

다만 공용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은 본질적

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것이고, 

따라서 내부적으로 구축된 폐쇄적 전산 환경에 

비해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할 때에는 데이

터 손실이나 오염, 외부 유출과 같은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데이터 수집 기술의 발달과 대용량의 공간데

이터 처리, 가공 기술의 발전은 공간분석에 사

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적 증가를 이끌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크기나 

연산의 복잡도에 따라 전산 자원을 탄력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 연산을 통해 대

용량의 공간데이터도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Yang et al., 2017). 또한, 분석의 규모가 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휴 자원에 의한 비용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자체적인 전산 환경을 

구축하는 것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데

이터 규모나 분석의 종류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

팅 플랫폼에서의 공간분석이 갖는 효율성과 효

과성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

로 많이 사용되는 공간통계 기법인 모란지수와 

Platform

Estimated costs for purchase
Cloud pricing per 

hour (B)
Available Time1)Components

Total (A)
CPU Memory M/B

Cloud instance (Type I) 122,900 161,300 88,040 372,240 63.25 5,885.5

Cloud instance (Type II) 645,000 766,000 332,900 1,743,900 161.35 10,807.9

1) The amount of hours for which the equivalent cloud instance can be used instead of purchasing the computing components (i.e., 
(A)/(B))

TABLE 5. Estimated costs for purchasing computing components equivalent to cloud 

instances (Unit: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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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가중회귀분석을 대표적인 공용 클라우드 컴

퓨팅 플랫폼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가상 서버와 

로컬 컴퓨터에서 각각 수행한 후 데이터 크기에 

따른 연산 속도 증가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

을 비교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

성된 가상의 데이터를 사용해 실험한 결과, 중

앙처리장치의 클록 수가 높은 로컬 컴퓨터와 비

교하여 병렬 연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공용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 보다 효율적인 연

산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데이터 크기

에 따른 연산 시간의 증가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데이터의 규모가 클수록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 로컬 컴퓨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

터는 실제 대규모 데이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산 시간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공간데이터

의 크기가 클수록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이 효과

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동일한 성능

의 전산 환경을 자체적으로 구축, 운용할 수 있

다면 이와 같은 비교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

러나 매우 높은 성능의 전산 자원을 필요로 하

는 대규모 분석이 상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면 공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활용은 경

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높은 성능의 전산 

자원을 직접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

요되나, 실제 이를 모두 필요로 하는 분석은 일

시적인 경우가 많고, 향후 더 높은 성능을 요구

하는 분석이 발생한다면 이는 추가적인 지출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컴퓨

팅 플랫폼에서는 하드웨어의 성능과 각 구성 요

소의 사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실험을 통해 클라

우드 컴퓨팅 플랫폼에서의 공간분석이 갖는 효

율성과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일 것

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로 분포된 

임의의 포인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

했으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원활한 실행

을 위해 데이터의 규모 또한 일정 정도로 제한

할 수밖에 없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규모 

내에서는 데이터의 크기와 연산 속도 간 뚜렷한 

선형 관계가 나타났고, 이를 토대로 대용량 공

간데이터의 가공과 분석에 클라우드 컴퓨팅 플

랫폼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데이

터의 크기가 실험 범위 이상으로 커질 경우 이

와 같은 관계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로컬 컴퓨터와 클라우드가 장치의 성능이라는 

관점에서 정확히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환경 특성에 따른 성능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포인

트 데이터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공간 빅데

이터를 사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동일한 

성능을 가진 장치 간의 연산 속도 차이를 비교

하는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하다. 덧붙여 본 연구

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병렬 연산인 처치 

곤란 병렬 방식 연산을 사용하였는데, 공간데이

터의 분석에 있어서 연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공간 연산 특성에 대하여 거리 가중

치 및 데이터 행렬 관계에 새로운 방식의 병렬 

연산을 접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율성 향

상 효과에 관해서도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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