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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지구관측위성의 수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하루에 촬영되는 위성 영상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15,17]. 우리는 매일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기상예보, 농작물 모니터링, 자연재해 모니터링, 테러

리즘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일 정보를 추출

하여 활용하고 있다[19-21]. 이러한 활용이 가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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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distributed parallel processing system, called the Fast Analysis System for remote sensing 
daTa(FAST), for large-scale satellite image processing and analysis. FAST is a system that designs jobs in vertices 
and sequences, and distributes and processes them simultaneously. FAST manages data based on the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controls entire jobs based on Apache Spark, and performs tasks in parallel in multiple 
slave nodes based on a docker container design. FAST enables the high-performance processing of progressively 
accumulated large-volume satellite images. Because the unit task is performed based on Docker, it is possible to 
reuse existing source codes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unit tasks. Additionally, the system is robust against 
software/hardware faults. To prove the capa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we performed an experiment to generate 
the original satellite images as ortho-images, which is a pre-processing step for all image analyses. In the 
experiment, when FAST was configured with eight slave nodes, it was found that the processing of a satellite 
image took less than 30 sec. Through these results, we proved the suitability and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FAST design.

Key Words : FAST, Distributed Parallel Processing(분산병렬처리), Large-Scale Image Management(대용량 영상관리), 
HDFS(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Apache Spark(아파치 스파크), Docker(도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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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시간당 처리 용량 크고, 무중단 운용 가능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용량 영상 고속처리 및 저장 

관리를 위하여 분산 시스템에서 원격탐사데이터를 처

리하고자 시도하였다. Sharma 등 연구에서는 하둡 맵

리듀스(Hadoop Mapreduce)[2,4]를 사용하여 Landsat 영상

으로부터 NDVI 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22]. Sharma 연구의 단점은 입력 영상 데이터셋을 

하나의 시퀀스 파일로 변환해야 하는 전처리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lmeer는 3개 영상처리 알고리즘

을 하둡 맵리듀스 프레임워크 상에서 구현하고 영상 

크기별 처리시간을 단독 PC의 처리시간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1]. Chen은 원격탐사데이터 처리를 위해 클

라우드 컴퓨팅과 WPS 명세[16]를 결합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3]. Chen의 연구는 분산처리시스템 구조 설

계보다는 클라이언트, WPS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클

러스터 간 인터페이스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Sharma, Almeer, Chen 연구는 하둡 맵리듀스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하둡 맵리듀스는 대용량 데이터의 일괄처

리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반복 연산과 실시간 처리에 

어려움을 가진다[13,25].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파치 스파크(Apache Spark)[24]

를 활용한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 Rathone는 스파크

/얀(Spark/YARN) 환경에서 동작하는 스트립 기반 프로

그래밍 모델을 제시하였다[18]. Rathone은 제시한 모델

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맵리듀스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실행시간보다 훨씬 빠름을 보이고, 제시한 

프로그래밍 모델이 스파크/얀 구성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음을 증명하였다. Huang은 GPU, 스파크, 하둡 에코

시스템 기반에서 도시 교통 모니터링 동영상을 실시간 

분석 처리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7]. Huang은 스파

크를 실시간 데이터 수신/저장, 단위 작업의 실행 환경

으로 사용하고, 하둡 에코시스템은 분산병렬환경으로 

사용하고, GPU는 빠른 동영상 병렬처리에 사용하였다.
  대용량 원격 탐사 데이터 처리를 위해 GPU를 활용

한 병렬처리 시스템을 설계한 연구도 있다. 한희정[6]

은 정지궤도 해양위성 2호(Geostaionary Ocean Color 
Imager-Ⅱ; GOCI-Ⅱ)를 위한 지상시스템(GOCI-Ⅱ Ground 
Segment; G2GS)을 제안하였다. G2GS는 위성자료 수신

부터 정밀 보정까지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자료의 고속

처리를 위해 GPU를 이용한 병렬처리 프로그래밍 프

레임 워크를 제공하고, lustre 분산 자료 저장 시스템

으로 자료 저장 관리를 수행한다. 해당 연구는 G2GS

에서 동작하는 고성능 자료 처리를 위해서 GOCI 프

로그래밍 프레임 워크 기반으로 자료 처리 알고리즘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기존 코드의 재활용성과 

코드 범용성이 떨어뜨린다.
  원격 탐사 데이터를 처리하는 응용프로그램들은 오

픈 소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무수히 존재하지만, 이

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응용프로그램은 특

정 실행 환경과 의존성을 가진 라이브러리가 필요하

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은 가

상화 기술을 사용하였다. Knoth는 지리적 정보 기반 

객체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도

커 컨테이너[14]로 패키지화하여 편의성, 이식성, 재생

산성을 높였다[10]. Huo는 특정 고성능 컴퓨터 환경에

서만 동작하는 의료영상처리 및 저장 플랫폼을 도커 

컨테이너와 가상 머신 형태로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플랫폼의 이식성 및 이동성을 높였다[9].
  본 논문은 특정 환경에 따라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재구현해야 하는 단점을 극복하면서 원격 탐사 데이

터의 분석을 위한 필수적인 특징을 가진 분산병렬처

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제안하는 시스템을 

FAST(Fast Analysis System of remote sensing daTa)라 

명명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 FAST는 마스터/슬
레이브 구조의 분산병렬처리와 버텍스/시퀀스/스테이지 

개념 설계를 통해 단위 시간당 처리량이 크다. FAST
는 도커 기반으로 단위작업을 처리함으로써 기존 코

드의 재활용성이 높고, 단위 작업 오류에 강인하고, 
유연한 시스템 확장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또한 

FAST는 HDFS를 기반으로 대용량 영상 자료를 관리

함으로써 자료 저장 공간의 무중단 확장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장점을 가진 FAST 시스템 설계를 

제시하고, FAST의 활용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원본 위

성영상을 정사영상으로 생성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2. FAST 설계

2.1 FAST 구조

  FAST은 Fig. 1과 같이 FAST 엔진(FAST engine), 
FAST 슬레이브(FAST slave), 버텍스 컨테이너(Vertex 
Container)로 구성되고, 하둡의 HDFS 기반으로 데이터

를 관리하도록 설계하였다.
  우리는 마스터/슬레이브(Master/Slave) 구조의 분산병

렬처리 시스템으로 FAST를 설계하였다. 마스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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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AST 엔진이 수행하고, 슬레이브 역할은 다수개의 

FAST 슬레이브가 수행한다. FAST 엔진은 Spark 기반 

응용프로그램으로써 주 장비(Master node)에 위치하여 

전체 작업의 통제/관리/자원 관리를 담당한다. FAST 
슬레이브는 부 장비(Slave node)마다 단일하게 동작하

고, 단위작업을 수행하는 Docker 기반 다수개의 버텍

스 컨테이너들을 실행 및 관리한다. 이러한 설계는 다

수 장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체적인 성

능을 향상한다.
  FAST 엔진은 사용자/FAST 슬레이브와의 인터페이

스를 담당하고 단위작업을 수행하는 버텍스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관리한다. 또한 전체적인 작업 관리 및 리

소스 관리를 수행하고, 버텍스 컨테이너 실행 명령어

를 생성하여, 최대한 버텍스 컨테이너에서 사용될 데

이터가 위치한 FAST 슬레이브로 버텍스 컨테이너 실

행 명령어를 전달한다. 이러한 설계는 데이터 로컬리

티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한다. 데이터 로컬리티는 데

이터가 있는 곳에서 작업을 처리하는 개념이다. 단위 

작업이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처리되면 데이터 입출

력 시간이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입출력 시간보다 

줄어든다. 그 결과, 해당 작업의 처리시간이 빨라지고, 
FAST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한다.

  FAST 슬레이브는 부 장비마다 단일하게 존재하며, 
단위작업을 Docker 기반 버텍스 컨테이너로 실행, 로

그 처리 및 장애 처리 기능을 가진다. 실질적인 단위

작업을 수행하는 버텍스 컨테이너는 도커기반 컨테이

너로 설계하였다. 버텍스 컨테이너(Vertex Container)는 

실행환경 레이어(Execution Environment Layer), FAST 
통신 레이어(FAST Communication Layer), 버텍스 응용

프로그램 레이어(Vertex Application Layer)로 구성된다. 
실행 환경 레이어는 도커 컨테이너 내에서 응용프로

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 설치된 레이어이다. 
즉, 실행 환경 레이어는 경량화된 운영체제와 응용프

로그램이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응용프로그램이 위치

한다. FAST 통신 레이어는 단위 작업의 컨테이너 내

에 탑재되어 단위 작업 응용프로그램, FAST 슬레이

브, FAST 엔진 간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버텍스 응

용 레이어는 실제 단위 작업을 수행하는 응용프로그

램이 위치한다.
  최소 작업 단위인 버텍스를 도커 기반 컨테이너로 

실행 및 관리하는 설계는 크게 2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코드의 재활용성이다. 버텍스 컨테이너 

내 실행 환경은 기존 일반적인 실행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코드들 재활용하여 

(a) FAST Engine

(b) FAST Slave

(c) Vertex Container

Fig. 1.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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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텍스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은 기존

의 작업을 분산 병렬 처리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오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오류·고장(Fault)에 강인하다. FAST 시스템은 

단위 작업을 도커 기반에서 수행한다. 가상화된 컨테

이너 공간에서 단위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위 작

업 시 오류가 발생하여도 컨테이너가 종료될 뿐이지 

전체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버텍스는 도커 컨

테이너이기 때문에 단위 작업 응용프로그램 및 실행

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자체적으로 가진다. 이러한 이

유로 버텍스는 FAST 슬레이브 노드 어디에서나 동일

하게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FAST 시스템이 클러스터 구성 노드의 추가 삭제를 

통하여 하드웨어 고장에도 유연하고 즉각적으로 대처 

가능하도록 한다.

2.2 데이터 관리

  FAST은 대용량 수많은 위성영상을 포함한 필요 자

료를 HDFS에 저장 관리한다.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는 저 사양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 HDFS는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고 처

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아파치 하둡(Apache Hadoop) 
프로젝트의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 HDFS는 대용량 파

일을 블럭 단위로 분할하여 여러 노드에 분산 중복 

저장 관리한다.
  HDFS를 통한 대용량 자료 관리 수행하는 설계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좋은 응답성이다. FAST
는 단위 작업이 동시에 동일한 블럭을 요청하더라도 

해당 블럭이 다수 노드에 중복 분산 저장되어 있으므

로 빠르게 해당 블럭을 각 단위 작업에 전달할 수 있

다. 두 번째는 무중단 확장 가능성이다. FAST는 운영 

중에도 노드를 추가하여 저장용량을 증설할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 원격탐사 자

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에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다.

2.3 작업 구성

  FAST에서 동작하는 영상처리 응용프로그램은 단위 

작업과 실행 순서로 구성된다. FAST에서는 단위 작업

을 버텍스(Vertex)로, 단위 작업의 실행 순서를 시퀀스

(Sequence)로, 실행되고 있는 단계를 스테이지(Stage)로 

명명하였다(Fig. 2). FAST 상에서 동작하는 작업 전체 

구성은 Fig. 2와 같이 기본적으로 파이프라인 형태를 

가진다. 스테이지별 버텍스 구성은 크게 단일 구성, 

다중 구성, 분기 구성으로 나뉘는데, 이는 스테이지에

서 실행되는 버텍스 개수와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단

일 구성은 스테이지에 단일한 버텍스 1개가 실행되는 

구성이다. 다중 구성은 스테이지에 해당 버텍스를 다

수개 생성하여 동일하게 실행하는 구성이다. 이때 다

수개의 버텍스들은 각기 다른 FAST 슬레이브 노드에

서 동시에 실행된다. 분기 구성은 스테이지에 해당하

는 버텍스의 특정 기능만을 실행하는 구성이다. 이러

한 버텍스 구성은 스테이지별로 조합할 수 있다. 스테

이지별로 버텍스 구성은 이전 스테이지에서 실행된 

버텍스가 다음 스테이지의 버텍스로 전달하는 파라미

터에 의해 결정된다. 즉 버텍스와 시퀀스를 작성하는 

사용자가 작업의 전체 구성을 설계할 수 있다. Fig. 3
은 다양한 작업 구성을 나타낸다. FAST은 다수개의 

시퀀스를 동시에 실행 가능하다.
  버텍스, 시퀀스, 스테이지 개념 설계는 작업 구성 

용이성과 처리량을 높인다. 사용자는 작업을 버텍스, 
시퀀스의 개념으로 작게 나누고, 스테이지 개념을 통

해 병렬 처리를 쉽고 단순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는 

FAST 시스템의 구조 및 설계를 단순화하고, 사용자가 

쉽고 용이하게 작업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다수개의 

시퀀스를 동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FAST 시스템 전체의 처리량을 높인다.

Fig. 2. Vertex, Sequence, Stage

Fig. 3. Vertex Configurations: (a) Single, (b) Multiple, 

(c)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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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 현

3.1 시스템 환경

   FAST은 다음과 같은 필수 환경이 요구된다. FAST
의 하드웨어적 환경은 주 장비(Master node) 1대와 부 

장비(Slave node) 1대 이상이 필요하다. FAST 장비의 

운영체제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다.
  주 장비에는 HDFS, 스파크, 얀(YARN[23]), 카프카

(kafka[12]), 주키퍼(ZooKeeper[8])가 설치되며, 부 장비에

는 HDFS, 스파크, 얀, 도커, 카프카가 설치된다. FAST
를 위해 사용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의 기능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Open source description

Name Function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An open-source Java-based 
framework that enables 
distributed storage and 
management of large amounts 
of data

Apache Spark
An execution engine that is 
capable of analyzing and 
processing big data

Apache Kafka A data stream management 
service in real time

ZooKeeper coordination service for 
distributed application

YARN
(Yet Another 

Resource Negotiator)

A task scheduling and cluster 
resource management

Docker A container-based virtualization 
platform

  FAST는 HDFS를 대용량 영상 데이터의 저장 및 관

리를 위해 사용하고, 스파크를 분산처리 프레임워크로 

활용한다. FAST는 카프카를 통제 메시지 전달 및 로

그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주키퍼와 얀은 분산처리 환

경 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도커는 도커 컨테이너화된 

단위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한다.

3.2 FAST 구현

  FAST 엔진은 스파크의 응용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주 장비에 상시 동작한다. FAST 슬레이브는 리눅스 

응용프로그램으로 모든 부 장비에 적재된다. FAST 슬

레이브는 버텍스의 실행 노드로 배정될 때 FAST 엔

진에 의해 실행된다. 버텍스는 FAST 엔진에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 관리되고, FAST 슬레이브 노드 중 

하나의 노드에서 실행된다.
  우리는 FAST에서 버텍스의 실행 순서를 시퀀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작업을 버텍

스와 시퀀스로 FAST 엔진에 등록하고, 등록된 시퀀스

를 실행 요청하면, FAST은 등록된 실행 순서에 맞춰

서 버텍스를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3.3 실행 흐름

  버텍스 실행 흐름은 Fig. 4와 같다.

Fig. 4. Execution Flow

1) 사용자가 명령어 입력에서 버텍스나 시퀀스를 실

행 요청한다.
2) FAST 엔진의 FAST 작업관리 모듈이 해당 버텍스/

시퀀스를 조회한다.
3) FAST 작업 관리 모듈은 조회된 결과로 실행해야 

하는 버텍스를 결정하고 분산 프로세스 실행 컴포

넌트로 해당 버텍스 실행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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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산 프로세스 실행 컴포넌트의 컨테이너 실행 

계획 모듈은 해당 버텍스 컨테이너를 도커에서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 집합을 생성한다.
 5) 컨테이너 실행 계획 모듈은 컨테이너 실행 명령

어 집합을 작업 실행 계획 수립 모듈에 전달한다.
 6) 작업 실행 계획 수립 모듈은 FAST 슬레이브로 컨

테이너 실행 명령어 집합을 전달하는 스파크 RDD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를 생성한다.

 7) 작업 실행 계획 수립 모듈은 생성된 스파크 RDD
를 작업 분산처리 모듈로 전달한다.

 8) 작업 분산처리 모듈은 해당 버텍스 컨테이너가 

사용할 데이터의 위치를 DFS 로컬리티 최적화 모

듈을 호출하여 조회한다.
 9) 작업 분산처리 모듈은 조회된 노드에 해당 버텍스 

컨테이너가 실행되도록 스파크 RDD를 실행한다.
10) 스파크는 지정된 노드의 FAST 슬레이브에 해당 

버텍스 컨테이너 실행 명령어 집합을 전달하고, 
FAST 슬레이브는 전달받은 명령어 집합을 실행하

여 버텍스 컨테이너를 도커 상에 구동시킨다.

  버텍스 컨테이너에서 버텍스 처리가 완료되면, 버텍

스는 RESTful API를 통해 FAST 작업 관리 모듈로 상

태 정보와 다음 버텍스에 전달할 파라미터를 보낸다. 
FAST 작업관리 모듈이 파라미터를 전달받는 횟수와 

파라미터 내용에 따라 해당 스테이지의 버텍스 구성

이 달라진다. FAST 작업관리 모듈은 파라미터를 전달

받을 때마다 다음 스테이지의 버텍스를 실행 요청한

다. 이때 파라미터의 내용도 같이 전달한다. 시퀀스의 

모든 버텍스 처리가 완료되면 FAST 작업관리 모듈은 

시퀀스 상태 정보에 ‘DONE’을 기록하고 작업을 종료

한다. 버텍스 컨테이너에서 버텍스 처리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시퀀스 상태 정보에 에러 코드(ERROR)를 

기록한다.

4. 실 험

  우리는 대용량 위성영상 처리 속도를 확인하는 실

험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FAST가 대용량 

위성영상 처리 및 분석하는 시스템 설계 목적에 적합

함을 보이고자 한다.
  본 실험은 FAST의 노드 수 변화에 따른 위성영상 

처리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대상 위성영상 처리는 

모든 위성 영상 분석의 필수적 과정인 원본 위성영상

을 NITF(National Imagery Transmission Format)포맷의 

정사영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실험영상은 다양한 크

기/센서종류/해상도를 가진,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

는 것으로 생각되는 종류의 위성영상 100장으로 구성

하였다. 사용된 위성영상의 특징은 Table 4와 같다. 실
험영상은 주로 TIF 파일로 HDFS에 저장되어 있고, 전
체 총 용량은 63.25 GB이다. 사용된 하드웨어는 Table 
3과 같고, 노드간의 네트워크 속도는 1 Gbps이다. 우리

는 정사영상 생성작업을 버텍스 6개, 시퀀스 1개로 구

현하였고, 버텍스 각각의 기능과 시퀀스 구성은 Fig. 
5, 6과 같다. 우리는 FAST를 슬레이브 노드의 수 1, 
3, 5, 7, 9 개로 구성하고, 구성별 5번의 반복 수행하

여 시간을 측정하였고, 측정된 시간의 평균을 실험결

과로 산출하였다.

Fig. 5. The function of vertexes

Fig. 6. Vertex Configuration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Num. of 
Nodes

Total Processing 
Time(min)

Processing Time per 
1 images(sec)

1 300.22 180.13

3 97.82 58.69

5 72.42 43.45

7 58.26 34.95

9 48.53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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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는 Fig. 7, 8, Table 2와 같다. 본 실험에서 

FAST의 슬레이브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FAST의 전

체 처리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인다. 슬레이브 

노드 수가 1개인 구성과 9개인 구성을 비교했을 때, 
위성영상 1장당 처리시간이 6배 빨라졌다. 처리시간 

변화량은 1개인 구성과 3개인 구성 사이에 큰 변화가 

있고, 그 이후 구성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처리시간이 

감소함을 보인다. 이는 정사영상 생성 처리가 영상 읽

기/쓰기를 동반하는 처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 입출력에서 발생하는 줄일 수 없는 오버헤드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9대 슬레이브 노드 구성 시 정사영상 생성시간이 

위성영상 1장당 29.11초 소요된다. 이러한 처리 속도

는 위성영상 1장의 지상 촬영영역을 15 km × 15 km 
(GEOEYE-1 기준)로 가정했을 때, FAST가 우리나라 

전체면적(100401.285 km2[11])을 촬영한 위성영상 446장
을 3.6시간 안에 처리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는 FAST 
시스템이 대용량 위성영상 처리 및 분석하는 시스템 

목적에 맞는 처리 속도와 활용 가능성을 가졌음을 보

여준다.

Master Slave

- Model : HP-DL360 G10
- CPU: Xeon-S 4114 2.2GHz 2EA
- MEM :128GB
- Disk : SAS 10K SFF SC DS 

HDD 7.2TB (1.2TB x 6EA)
- NIC : 1G 4port

- Model : HP-DL360 G10
- CPU : Xeon-S 4114 2.2GHz 2EA
- MEM :128GB
- Disk : SAS 10K SFF SC DS 

HDD 24TB (6TB x 4EA)
- NIC : 1G 4port

- Model : HP-DL360 G10
- CPU: Xeon-S 4114 2.2GHz 2EA
- MEM :128GB
- Disk : SAS 10K SFF SC DS 

HDD 7.2TB (1.2TB x 6EA)
- NIC : 1G 4port

1EA 7EA 2EA

Table 3. H/W Specification

Satellite Name Sensor Band Num. of Images
Ground Sample 

Distance(m)
File Size

(average, MB)

GeoEye-1 EO Panchromatic 43 0.4 / 0.5 1266 / 831

GeoEye-1 EO Multispectral 41 1.6 / 2 318 / 210

KOMPSAT-2 EO Multispectral 4 4 44

WorldView-1 EO Panchromatic 3 0.5 1449

WorldView-3 EO Panchromatic 2 0.3 2250

WorldView-3 EO Multispectral 2 1.3 563

KOMPSAT-3 EO Multispectral 1 0.7 129

Pleiades EO Multispectral 1 0.7 403

KOMPSAT-5 SAR X 1 1.2 83

TerraSAR SAR X 1 3.3 1843

Airborne μCASI Hyperspectral VNIR 1 0.5 5836

100 images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tes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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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otal Processing Time

Fig. 8. Processing Time per 1 Image

5. 결 론

  우리는 대용량 위성 영상처리에 적합한 분산병렬처

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우리는 제안한 분산

병렬처리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FAST 슬

레이브 노드 수 변화에 따른 원본 위성영상 100장 

63.25 GB를 정사영상으로 생성하는 시간을 측정한 실

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위성영상분석의 꼭 필

요한 처리 과정의 성능을 측정한 것은 기존의 연구들

과는 확실한 차이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로 위성영상 

1장당 29.11초 소요됨을 보임으로써 제안하는 시스템

이 대용량 위성영상 처리 및 분석 목적에 적합함과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로 우리는 위성영상 자료에 특화된 데이터 

구조 및 HDFS 구성과 FAST의 최적화된 응용프로그

램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FAST의 처리 성능

을 높이고, FAST 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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