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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재해/재난 현장에서 취득한 대용량 무인기 영상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처리

한수희 1)†

Cloud Computing-Based Processing 
of Large Volume UAV Images Acquired in Disaster Sites

Soohee Han 1)†

Abstract: In this study, a cloud-based processing method using Agisoft Metashape, a commercial
software, and Amazon web service, a cloud computing service, is introduced and evaluated to quickly
generate high-precision 3D realistic data from large volume UAV images acquired in disaster sites.
Compared with on-premises method using a local computer and cloud services provided by Agisoft and
Pix4D, the processes of aerial triangulation, 3D point cloud and DSM generation, mesh and texture
generation, ortho-mosaic image production recorded similar time duration. The cloud method required
uploading and downloading time for large volume data, but it showed a clear advantage that in situ
processing was practically possible. In both the on-premises and cloud methods, there is a difference in
processing time depending on the performance of the CPU and GPU, but not so much as in a performance
benchmark. However, it was found that a laptop computer equipped with a low-performance GPU takes
too much time to apply to in situ processing.
Key Words: UAV, Disaster Monitoring, Cloud Computing

요약: 본연구에서는재해/재난현장에서취득한대용량무인기영상으로부터고정밀 3차원실감자료를신

속하게 생성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인 Agisoft Metashape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Amazon web

service를이용하여처리하는방식을제안하고성능을평가하였다. 로컬컴퓨터를이용하는온프레미스방식,

Agisoft社와 Pix4D社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교하여, 항공삼각측량,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및

DSM 생성, 메쉬및텍스처생성, 정사모자이크영상제작등의과정은비슷한시간을소요하였다. 클라우드방

식은대용량자료의업로드와다운로드시간을필요로하지만실질적인현장처리가가능하다는분명한장점

을보였다. 온프레미스방식과클라우드방식모두 CPU와 GPU 성능에따라처리시간의차이가발생하지만

벤치마크를통해확인되는성능차이만큼큰차이는발생하지않았다. 그러나저성능의GPU가탑재된랩탑컴

퓨터는지나치게많은시간을소요하여현장처리에적용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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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와인간의행위가미치는영향이확대됨에

따라재해와재난이더욱빈번히발생하고그강도도점

차강력해지고있다. 재해/재난에의한피해를최소화하

기위해서는징후를살피고전개양상을정확하게파악

하며피해및복구상황을면밀하게분석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국가적규모의위성, 항공, 지상센서자료등

원격탐사자료의수집및분석을통한모니터링이지속

되어야 한다(Kim et al., 2019). 그러나 국가적 규모로 취

득되는 원격탐사 자료는 용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만으

로도처리와관리가어렵고지속적으로취득되는자료

를인력으로분석하는것은실질적으로불가능하다. 따

라서첨단컴퓨팅기술의도입과개발은원격탐사자료

를기반으로재해/재난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한필

수불가결한요소가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과딥러닝

과같은기술은여러분야에서각광받고있는첨단기술

로서원격탐사분야에도적극활용되기시작하였다. 일

례로Wang et al. (2018)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용

량원격탐사자료를클라우드컴퓨팅과고성능컴퓨팅

기술을통해관리, 처리할수있는체계를제안하였다.

한편, 2010년을전후로무인기의보급과기술발전으

로인해다양한분야에서무인기를활용하고있으며원

격탐사분야에서도재해/재난모니터링을위해무인기

를활용하는사례가늘고있다. Shin and Lee (2017)은무

인기에서 촬영한 가시광 영상에서 딥러닝을 기반으로

산불을감지하기위한알고리즘을제시하고성능을평

가하였다. Kim et al. (2019)은 상업용 무인기와 매핑 기

술을이용하여 3차원포인트클라우드, 지형자료, 정사

영상을 제작하여 산사태, 제방 붕괴, 하천 피해 지역에

대한피해규모를정량적으로분석하였다. 무인기는기

체의 한계로 인해 비행 고도 및 운용 시간의 제약이 있

으나 해상도를 크게 높을 수 있어 인공위성과 상호 보

완적인 관계를 갖는다. Shin et al. (2019)은 산불에 의한

피해강도를분석하기위하여KOMPSAT-3A위성과무

인기에서 취득한 다중분광 영상을 최대우도분류 방식

에 적용한 결과 양측 모두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

어활용가능성이충분함을확인하였다. 또한무인기의

뛰어난운용편의성과현장접근성을적극활용한사례

들도 있다. Joo (2018)는 재난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을 위해 준 실시간으로 무인기 영상을 매핑할 수 있

는 전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컴퓨터 비

전 기술 중 SURF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레퍼런스 영상

과 촬영 영상 간 특징점 매칭을 통해 무인기 영상을 좌

표등록하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Wu et al. (2019)은딥

러닝을 기반으로 재난 상황에서 무인기의 이동 경로

설정과인명탐지를자동화하기위한방법론을탐구하

였다. 더나아가무인기기술에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응용하는사례도있다. Luo et al. (2015)은재난현장에서

무인기에서 취득되는 영상을 온보드 방식으로 전처리

하고무선네트워크로전송하면, 클라우드에서는객체

인식과 데이터 마이닝, 자료 송출 등의 역할을 맡는 무

인기–클라우드프레임워크를제안하였다. Wamser et al.

(2017)은무인기에서취득되는동영상을전송하고무인

기를 원격으로 조종하기 위하여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을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용량의 원격탐사 자료를

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클라우드컴퓨팅기술과고

가용성의 무인기 기술 활용은 재해/재난 모니터링 분

야에서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

는 대응 또는 복구 단계의 재해/재난 현장에서 취득한

무인기 영상으로부터 정밀 3차원 실감 자료를 신속하

게생성하기위하여클라우드상에서처리하는방식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무인기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을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클라우

드상에서상용소프트웨어인 Agisoft Metashape를실행

하여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와 digital surface model

(DSM), 3차원메쉬와텍스처, 정사모자이크영상등을

생성하였다. 제안한방식의효율성을확인하기위해온

프레미스(on-premises)1)방식, Agisoft社에서제공하는클

라우드 서비스, Pix4D社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교 분

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각 방식의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구축비용및서비스수수료분석은논외로하

였다. 긴급 상황을 가정하여 지상 기준점 설치 및 좌표

취득은 하지 않고 영상의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EXIF)에서취득할수있는위성항법측량경위도좌표

를이용하여항공삼각측량을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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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Agisoft Metashape 소프트웨어

최근 structure from motion (SfM) 기술을이용하여카

메라의 내부표정과 외부표정,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등의과정을자동화한소프트웨어가보급되어, 무

인기로취득한영상으로부터 3차원포인트클라우드와

digital surface model (DSM), 메쉬와텍스처, 정사모자이

크영상등 3차원실감자료를비교적쉽게제작할수있

게되었다. SfM은크게세가지과정으로구분할수있는

데, 첫번째과정은특징점을추출하는것이며, 두번째

과정은 항공삼각측량과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세 번째 과정은 절대좌표 변환 및 과오점 제거 등으로

구성된다(Westoby et al., 2012). Metashape는 SfM을기반

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로서,

SfM의세가지과정이명확하게분리되어있지는않지

만 workflow메뉴의 align photo와 build dense cloud에걸

쳐상기기능들이구현되어있다. Align photo는전통적

인사진측량의상호표정에해당하는과정으로서각영

상에서 특징점 추출, 공액점 쌍 선정, 외부표정요소와

접합점 좌표 및 내부표정요소 산출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 Build dense cloud는자동매칭및공간후방교회에

해당하는과정으로서조밀한 3차원포인트클라우드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후에 DSM생성과 정사

모자이크영상생성기능을수행할수있으며추가적으

로 3차원 메쉬 생성, 텍스처 생성, 타일 모델 생성(build

tiled model) 등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그 중 많은 시

간을소요하는과정은 build dense cloud, 메쉬생성, 타일

모델생성이고 align photo, 텍스처생성, 정사모자이크

영상 생성도 비교적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Metashape

는 central processing unit (CPU)와 graphics processing unit

(GPU)의 병렬처리 기능을 활용하여 처리 시간을 단축

시키고 있다. 이전 버전에서는 CPU와 GPU를 사용하

는 workflow가 명백히 구별되어 있었던 반면(Han and

Hong, 2019), 최근에는대부분의과정에서 CPU와GPU

를 병행 활용하여 처리 속도를 더욱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각 과정에서 accuracy를 선택할 수 있는데

highest – high –medium – low – lowest의다섯단계를선

택함에따라처리시간이크게달라지므로긴급성에따

라 적절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과

정은 Table 1과같다.

2) 온프레미스 방식

온프레미스 방식은 로컬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는전통적인방식을말한다. 본연구에서는재

해/재난 현장에서 취득한 무인기 영상을 저장매체에

담아로컬컴퓨터로옮겨서Metashape로처리하는방식

으로정의한다. 온프레미스방식을원격으로구동하는

것도불가능하지는않다. 현장에서 file transfer protocol

을 이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고, 윈도 기반의 원격 데스

크탑또는리눅스기반의 secure shell protocol을이용하

여원격으로컴퓨터를조작함으로써영상을처리할수

있다. 그러나도메인, 라우터, 방화벽, 사용자인증등네

트워크 인프라 및 보안 기능 구현을 위한 서버 구축이

필요하며, 이기능들은클라우드를사용하여구현하는

것이훨씬효율적이다. 따라서온프레미스방식은현장

에서랩탑컴퓨터를이용하여처리하는방식과사무실

또는관제센터에서처리하는방식으로한정하였다. 온

프레미스 방식은 로컬 컴퓨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전산 자원을 영상 처리에 집중시킴으로써

처리속도를극대화할수있다. 그러나대체로재해/재

난현장과사무실또는관제센터가멀리떨어져있음을

감안하면이동시간으로인해처리를늦게시작할가능

성이 높다. 또한 지속적인 촬영과 처리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더욱적용하기가어려워진다.

고성능컴퓨팅환경을구축하기위한하드웨어의성

능 대비 투자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CPU와

GPU세대의갱신주기도그리길지않다는문제도있다.

재해/재난 현장에서 취득한 대용량 무인기 영상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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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all workflow to process UAV images using
Metashape

Workflow Description
Add photos Image loading

Align photos Relative and absolute orientation
Optimize alignment Update of orientation parameters
Build dense cloud Dense 3D point cloud generation

Build mesh Mesh generation
Build texture Texture generation
Build DEM DSM generation

Build orthomosaic Orthomosaic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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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절한 가격과 성능의 하드웨어로 온프레미스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부분의 CPU가 다

중코어를탑재하여간단한명령체계로병렬처리를수

행할수있고, GPU는그래픽뿐만아니라일반연산도

처리할 수 있는 산술 논리 장치(arithmetic logic unit)를

수 천 개 탑재하여 병렬처리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컴퓨터한대에하나이상의 GPU를탑

재하여 고성능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다. 참고할 만한

자료로서, 다양한CPU와GPU의성능및가격을벤치마

크 사이트2)를 참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Fig. 1, Fig. 2).

성능값(value)은 Intel i3-8100의성능을기준으로배수로

나타낸것으로서, 특정소프트웨어를사용으로평가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평가 지표가 될 수 없으며 CPU와

GPU상호간 비교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다.

성능값을 기준으로 상위 100위 이내인 CPU와 GPU의

가격 대비 성능을 그래프로 나타냈으며, 가격 확인이

가능한 제품 중 4000(US $) 이내에서 고성능을 지닌 것

으로판단되는 CPU와GPU는붉은색으로표시하였다.

한편, 무인기영상의크기는작게는장당수 mega bytes

(MB)에서크게는백수십MB로서메인메모리와GPU

메모리의크기에비하여훨씬작으므로메모리의크기

는 처리 성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

된다.

3) 클라우드 방식

클라우드방식은웹서비스를통해컴퓨팅과네트워

킹인프라를이용하고사용량에따라수수료를지불하

는 방식을 말한다. 로컬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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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PU comparison.

Fig. 1.  CPU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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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위한노력을들일필요가없고최신의하드웨어를

이용할수있으며어느곳에서나접속하여사용할수있

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서비스사용량이많아지면온

프레미스방식보다많은비용을지불할수있고전산자

원을공유해야하므로최대성능을발휘하기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2006년 시작한 Amazon web

services (AWS)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 클라우드 서버

를구축하고인프라의성능을높은수준으로유지함으

로써다양한분야에서활용하고있는클라우드서비스

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취득한 무인기 영

상을무선통신망을통해AWS의웹스토리지서비스인

simple storage service (S3)에업로드하고, 컴퓨팅서비스

인 elastic compute cloud (EC2)에서Metashape로처리하

는방식을구현하였다. EC2는다중코어를가진서버급

CPU와단일또는다중GPU로구성하였으며, Microsoft

windows server 2019를기반으로GPU구동을위한드라

이버와Metashape를설치하였다. 가상의네트워크환경

인 virtual point cloud (VPC) 내에 EC2 인스턴스를 실행

하고인터넷을통해원격접속할수있도록게이트웨이,

라우터, 서브넷 등을 구성하였다. AWS기반 클라우드

방식의전반적인구성은 Fig. 3과같다.

한편, Agisoft社는온프레미스환경에서도로컬컴퓨

터의 CPU와GPU대신클라우드컴퓨팅자원을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Metashape를 실행시킨

상태에서 클라우드 처리 옵션(preferences – network –

enable cloud processing)을활성화하고 workflow의메뉴

들을실행하면, 영상을자동으로클라우드에업로드하

고 각 과정을 클라우드 상에서 처리한 후 결과물을 다

운로드하거나 웹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웹 게시

는 Agisoft클라우드웹페이지3)에서 3차원포인트클라

우드, 메쉬, DSM, 정사모자이크영상을중첩하여표출

하는 방식이며 링크를 통한 공개(public access)가 가능

하다. 결국클라우드컴퓨팅과결과물의웹게시라는두

가지효과를거둘수있는서비스라할수있다. 마찬가

지로 Pix4D도유사한클라우드컴퓨팅및웹게시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차이점은 Pix4D소프트웨어를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웹페이지4)에

접속하여 영상을 업로드하면 상기 과정들을 자동으로

수행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지형매핑에사용할수있는무인기에서

취득하는영상의용량은 jpeg형식으로는장당 7~8 MB

대이며 더욱 높은 품질의 영상을 처리하기 위하여 raw

형식으로 촬영하면 장당 30~50 MB대이다.5) 초고해상

도의영상을취득하기위해전문 digital single lens reflex

또는 미러리스(mirrorless)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tiff형

식으로는 50 MB내외, raw형식으로는 100 MB를 상회

한다.6)한번의비행으로 500장의영상을취득한다고가

정하면총용량은수 giga bytes (GB)에서수십GB의크

기가 된다. 이러한 대용량의 영상을 긴급 상황 및 실외

에서클라우드에업로드하는것은분명부담이될수밖

에없다. 또한클라우드에서처리하여생성된자료를현

장에서확인하기위하여다운로드한다고가정하면, 포

인트 클라우드와 메쉬, 정사 모자이크 영상을 모두 포

함할 경우 총 용량은 원영상의 두 배 가까이 되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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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loud based method (modified using images from AWS, Lenovo, and DJI web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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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클라우드 방식에서는 컴퓨팅

성능 뿐만 아니라 대용량 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생성된 자료의 공유 방법 등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적용 및 결과

본연구에서는홍수로인해저수지의둑이붕괴되어

피해를입은지역의복구현장에방문하여무인기로영

상을 취득하였다. 연구 대상 지역과 영상 취득에 사용

한 무인기의 제원, 비행 설정은 각각 Table 3, Table 4,

and Table 5와같다.

세 가지 설정의 온프레미스 방식과 네 가지 설정의

클라우드방식으로 3차원포인트클라우드와DSM, 3차

원 메쉬와 텍스처, 정사 모자이크 영상을 생성하였다.

온프레미스방식은현장에서즉시처리하는것을가정

하여랩탑컴퓨터를이용한방식(OP1), 사무실또는관

제센터에서처리하는것을가정하여두개의GPU를장

착한 데스크탑을 이용한 방식(OP2), 고성능 GPU를장

착한워크스테이션을이용한방식(OP3)으로구성하였

다. 클라우드 방식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을 가

정하여무선통신망을이용하여서버에전체영상을업

로드하고생성물을다운로드하였으며, AWS에서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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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pecifications of UAV
UAV

Model DJI Mavic 2 enterprise dual
Wing type 4 rotary wings

Weight (max.) 899 g (1100 g)
Max. flight time 31 min
Max. wind speed 29~38 km/h

Optical camera Thermal camera

Sensor 1/2.3″ CMOS Uncooled VOx
microbolometer

Pixels 4056 × 3040 640 × 480
FOV 85° 57°

Table 3.  Specifications of study area

Address Ilsaeng-ro 430beon-gil, Yul-myeon, Icheon-si, Gyeonggi-do, 17424, Republic of KOREA
Type of disaster Reservoir bank collapse due to flood
Date of disaster 2020.08.02.

Date of visit 2020.08.04.

Table 5. Specifications flight mission

Coverage area 0.278 km2

Average flight altitude 97.9 m
Ground sampling distance 2.84 cm/pixel

Flight time 40 min (2 flights)
Maximum flight speed 5 m/s

Endlap, sidelap 80%, 80%
Number of images, format, capacity 632, jpeg, 4.5 GB

Mission software DJI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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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GPU와 서버급 CPU가 장착된 EC2를 이용한 방식

(AWS 1), 네개의고성능GPU와서버급 CPU가장착된

EC2를이용한방식(AWS 2), Agisoft社의클라우드서비

스를이용한방식(Agisoft), Pix4D社의클라우드서비스

를 이용한 방식(Pix4D)으로 구성하였다. Pix4D를 제외

한 나머지 방식은 Agisoft Metashape 64bit 1.6.4 버전을

Microsoft windows환경에서실행하였다(Table 6). Agisoft

방식과 Pix4D방식은웹페이지에명시되지는않았으나

공지된사양및로그파일을분석하면AWS를사용하는

것으로판단되어추정가능한사양은기울임체로표시

하였다. CPU에는다중코어의수와 Fig. 1에서의성능값

을, GPU에는 GPU의 수와 Fig. 2에서의 성능값을 괄호

안에기록하였다.

Table 1의과정을각방식에적용하여소요된시간을

측정한결과는 Table 7과같다. OP1은랩탑을이용한현

장 처리 방식으로서, 랩탑에 장착된 기본 GPU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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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pecifications of the methods

On-premises Cloud computing
OP 1 OP 2 OP 3 AWS 1 AWS 2 Agisoft Pix4D

Type Laptop Desktop Workstation EC2
(g4dn.4xlarge)

EC2
(p3.8xlarge) Web service Web service

CPU
(# of cores)

(value)

Intel i7-8650U
(4)(1.07)

Intel i7-6700K
(8)(1.46)

AMD
threadripper

2970WX
(24)(4.30)

Intel Xeon
8259CL

(16)(4.91)

Intel Xeon 
E5-2686

(32)(2.72)

Intel Xeon 
E5-2686

(32)(2.72)

Intel Xeon
8124M

(18)(4.13)

RAM 16 GB 64 GB 64 GB 64 GB 244 GB 240 GB 69 GB
GPU

(# of GPUs)
(value)

Intel UHD 620
(1)(NA)

Nvidia 
RTX 2060
(2)(79.12)

Nvidia 
RTX 2080Ti
(1)(162.75)

Nvidia 
Tesla T4 

(1)(81.32)

Nvidia V100
(4)(208.40)

Nvidia 
Tesla M60 
(2)(25.03)

Unknown

GPU memory Shared 6 GB × 2 11 GB 16 GB 16 GB × 4 8 GB × 2 Unknown
Storage SSD SSD SSD SSD SSD SSD Unknown

Network 433 Mbps
WiFi

1 Gbps
Ethernet

1 Gbps
Ethernet 25 Gbps 10 Gbps 10 Gbps Unknown

Operating
system Windows 10 Windows 10 Windows 10 Windows

server 2019
Windows

server 2019 Unknown AWS Linux

Table 7.  Time comparison for each process

Process
On premise Cloud computing

OP 1 OP 2 OP 3 AWS 1 AWS 2 Agisoft Pix4D
Align photos 54 m 38 s 10 m 17 s 6 m 32 s 10 m 3 s 7 m 44 s 15 m 27 s 33 m 55 s

Optimize
alignment 48 s 19 s 12 s 16 s 15 s 12 s

Build dense
cloud 6 h 56 m 26 s 46 m 27 s 28 m 46 s 40 m 42 s 23 m 57 s 35 m 20 s 22 m 54 s

Build mesh 51 m 19 s 21 m 52 s 28 m 6 s 19 m 18 s 24 m 29 s 15 m 14 s 13 m 19 s
Build texture 20 m 54 s 14 m 42 s 10 m 26 s 12 m 23 s 12 m 33 s 11 m 22 s 3 m 35 s
Build dem 59 s 44 s 35 s 46 s 4 6s 57 s 12 m 42 s

Build
orthomosaic 21 m 22 s 15 m 20 s 7 m 56 s 11 m 42 s 10 m 4 s 13 m 21 s 18 m 39 s

Subtotal 9 h 26 m 26 s 1 h 49 m 41 s 1 h 22 m 33 s 1 h 35 m 9 s 1 h 19 m 48 s 1 h 31 m 53 s 1 h 45 m 04 s
Upload 30 m 30 m 30 m 30 m
Transfer <1 m <1 m

Download 1 h 1 h 1 h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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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지만아홉시간이상의처리시간을소요하여실질

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OP2는데스

크탑에 두 개의 GPU를 장착한 방식으로 나머지 방식

들에 비하면 긴 시간을 소요하였지만 가장 빠른 방식

(AWS 2)과 30분 차이로서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원상으로OP2와OP3은GPU성능은거의

두 배 차이지만 OP2가 두 개의 GPU를 사용하므로 거

의 차이가 없고 CPU는 OP3가 거의 세 배의 성능을 가

진다. 그러나처리시간은 1:0.75로서 CPU가처리시간

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AWS 2와 Agisoft는 같은 CPU를 사용하지만 AWS 2는

여덟배성능의 GPU를두배더사용하므로 16배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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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eb publication by Pix4D.

Fig. 4.  Web publication by Agisoft Meta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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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처리 시간은 1:0.84로서

GPU도 처리 시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CPU와 GPU의 제원상 성능 차이가 전체적

인처리시간에절대적인영향을주지는않는것으로판

단된다.

클라우드 방식에서 업로드한 영상의 크기는 약 4.5

GB이고 다운로드한 생성물의 크기는 약 10 GB이다.

당초무선통신망인 LTE를이용하여전송시간을측정

하려 했으나 전송 이 빈번히 중단되어 유사한 속도를

내는 WiFi를 이용하여 전송 시간을 측정하였다. 전송

시간은 AWS 1에대해서만측정하였고다른방식에대

해서는 같은 값을 적용하였다. Transfer시간은 영상을

AWS의 S3에서 EC2로내부전송하는데걸린시간으로

서 1분 미만이며 AWS 1과 AWS 2에만 적용된다. 참고

로, AWS의 S3로 영상을 전송할 때, 웹페이지 기반의

AWS console을 이용하는 것보다 AWS command line

interface (CLI)을이용하는것이다소빠른속도를나타

내었으나, Table 7에는 AWS console기반 전송 시간을

기록하였다. 결국클라우드방식은영상업로드시간과

생성물 다운로드 시간이 약 1시간 30분으로서 영상 처

리시간과비슷하였다.

다만 Agisoft와 Pix4D는 웹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

인할수있으므로긴급한상황에서는다운로드시간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Fig. 5, Fig. 6). AWS 1과

AWS 2도생성물을현장에서무선통신으로다운로드하

지않고유선통신이가능한사무실또는관제센터에서

AWS CLI로다운로드한다면다운로드시간을수배단

축시킬수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해/재난 현장에서 취득한 대용량

무인기 영상으로부터 고정밀 3차원 실감 자료를 신속

하게생성하기위하여상용소프트웨어와클라우드컴

퓨팅을이용하여처리하는방식을제안하고성능을평

가하였다. 항공삼각측량,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및

DSM생성, 메쉬및텍스처생성, 정사모자이크영상제

작등의과정은로컬컴퓨터를사용하는온프레미스방

식과본연구에서제안한클라우드컴퓨팅방식, Agisoft

社와 Pix4D社에서제공하는클라우드서비스가비슷한

시간을소요하였다. 클라우드방식은대용량자료의업

로드와다운로드시간을필요로하지만실질적인현장

처리가가능하다는분명한장점을보였다. Agisoft社와

Pix4D社에서제공하는클라우드서비스를사용하면영

상처리뿐만아니라웹페이지를통한결과물의공유가

가능하여활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온프레미스

와 클라우드 방식 모두 CPU와 GPU성능에 따라 처리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벤치마크를 통해 확인되는

성능차이만큼큰차이는발생하지않으므로적절한가

격과 성능을 가진 하드웨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저성능의GPU가탑재된랩탑컴퓨터는지나치게

많은시간을소요하여현장처리에적용하기어려운것

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는비용분석을수행하지않았지만클라

우드방식을본격적으로적용하기위해서는영상의용

량과 처리 빈도를 고려한 비용 설계가 필요하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하는 방법도 고

려해볼 필요가 있다. 재해/재난 현장에서 무선 통신망

을이용해서대용량영상과결과물을원활하게전송할

수 없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체로 국

내에서는해당지역을조금만벗어나도해결될수있는

문제로판단된다. 향후클라우드방식을자동화하여상

용수준의편의성을갖춘클라우드서비스를구현하고

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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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개인또는조직이보유한로컬컴퓨터를사용하여소프트웨어
를실행하는방식을말한다. 클라우드로처리하는방식과상
대적인개념이다.

2) 2020년 9월 13일기준
PassMark – CPU Mark, https://www.cpubenchmark.net/high_
end_cp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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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Mark – G3D Mark, https://www.videocardbenchmark.net/
high_end_gpus.html
CUDA Benchmarks, https://browser.geekbench.com/cuda-
benchmarks

3) https://cloud.agisoft.com/
4) https://cloud.pix4d.com/drive
5) DJI Mavic Enterprise에 탑재된 FC2403 카메라(4056 × 3040 화

소) 또는 DJI Phantom 4 pro에탑재된 FC6310S카메라(5472 ×
3078 화소) 기준

6) Sony ILCE-7RM2 카메라(7952 × 5304 화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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