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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proposed and verified the methods to maintain data qualities as well as to reduce data
volume for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the world’s first ocean color sensor operated
in geostationary orbit. For the GOCI level-2 data, 92.9% of data volume could be saved by only the data
compression. For the GOCI level-1 data, however, just 20.7% of data volume could be saved by the data
compression therefore another approach was required. First, we found the optimized number of bits per
a pixel for the GOCI level-1 data from an idea that the quantization bit for the GOCI (i.e. 12 bit) was less
than the number of bits per a pixel for the GOCI level-1 data (i.e. 32 bit).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the R2 and the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It was quantitatively revealed that the data
qualities were maintained although the number of bits per a pixel was reduced to 14. Also, we performed
network simulations using the Network Simulator 2 (Ns2). The result showed that 57.7% of the end-to-
end delay for a GOCI level-1 data was saved when the number of bits per a pixel was reduced to 14 and
92.5% of the end-to-end delay for a GOCI level-2 data was saved when 92.9% of the data size was reduced
due to the compression.
Key Words : GOCI, MTF, Quantization, Compression

요약 :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인 천리안 해양관측위성(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s;

GOCI)의 자료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용량을 줄임으로써 자료 배포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

였다. 레벨-2 자료는 압축만으로도 약 92.9%의 용량 절약을 할 수 있지만, 레벨-1 자료는 압축으로 인한 용

량 절약이 약 20.7%에 그치기 때문에 또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성 영상 자료의 양

자화 비트 수(12비트)가 레벨-1 자료의 픽셀 당 비트 수(32비트)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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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부3.0 정책이 대두되면서 공공자료를 보다 효

율적으로 공유하고 배포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http://www.gov30.go.kr). 정부3.0이란 공공

정보를 적극 개방 및 공유하고, 소통 및 협력함으로써 국

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

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

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천리안 해

양관측위성(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자

료는 탁도, 식물성플랑크톤, 적조, 녹조 등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 정보를 매 한 시간 마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공공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GOCI 자료의 처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배포 서

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정부3.0 정책에 공헌하는 일

이 될 것이다.

GOCI는 지난 2010년 6월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

아나 쿠루에서 발사된 천리안 위성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에 탑재된 센

서 중 하나로 고도 35,786km에서 운영되는 세계 최초

의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이며,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Ryu et al., 2012).

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Aqua,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 (SeaWiFS) 등

기존의 해양관측위성들은 극궤도에서 운영되므로 시간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GOCI는 정지 궤도

로 운영되면서 한반도 주변 해역을 하루에 여덟 번 관측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일주조의 조석변화나 적조 검출과

같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임무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해 낼 수 있다(Choi et al., 2012; Yang et al., 2012).

GOCI의 주관 운영 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위성센터(http://kosc.kiost.ac)는위성에서관측한영상자

료의 수신, 처리, 관리, 배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특히, 매일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위성 자료를 유

관 기관에 배포하고 대국민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레벨

-1 자료를 국내기관으로 전송할 경우 약 12분, 해외기관

으로 전송할 경우 약 120분 소요되고 있다. 위성 자료를

효율적으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품질을 유지하

면서도 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GOCI 자료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도 최대한 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목적을 두

고 있다. 이러한 자료 처리 효율성의 향상을 통해 배포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저장

용량 및 전용 인터넷 회선의 유지비용 등을 줄임으로써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자료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면서도 용량을 줄일 수 있

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압축이 있다. 미 항공우주국에 의

해배포되고있는위성자료는 bzip2 (http://www.bzip.org/)

를이용하여압축되어있으며, 유럽의Archiving, Validation

and Interpretation of Satellite Oceanographic Data (AVISO)

자료는 gzip (http://www.gnu.org/software/gzip/)을 이용하

여 압축한 후 배포서비스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마이

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수많은 위성 자료를

일괄적으로 압축하기 위한 명령 라인 인터페이스

(Command Line Interface) 지원과 라이선스 문제가 없는

압축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는 대표적인 오픈 소스 압축 소프트웨어인

7-zip (http://www.7-zip.org/)을 사용하여 압축을 수행하

였다. 레벨-2와 레벨-3 자료는 마스킹을 통해 유효하지

않은 해색 자료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을 통해 많

은용량을줄일수있지만, 레벨-1 자료는모든픽셀에대

해 복사량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축만으로는 만족

할 만한 용량 축소를 달성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가공되지 않은 아날로그 위성 자료를 디지털화

할 때 양자화 비트수가 12비트임에도 불구하고 레벨-1

자료의 형식은 이보다 두 배 이상 큰 32비트 부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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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 자료에 대해 최적화된 픽셀 당 비트 수를 찾고자 하였다. R2와 변조전달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를 이용한 실험 결과, 레벨-1 자료의 픽셀 당 비트 수를 14비트까지 줄이더라도 위성 영상

자료의 품질 저하가 없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Ns2 (Network Simulator 2)를 이용한 네

트워크 평가 결과, 레벨-1 자료의 경우 픽셀 당 비트 수를 14비트까지 줄였을 때 배포시간을 약 57.7% 줄일

수 있었고, 레벨-2 자료의 경우 압축을 이용하여 92.9%까지 파일 크기를 줄였을 때 배포시간을 약 92.5%

줄일 수 있었다.



정수형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벨-1 자료의 픽

셀당 비트 수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현

재 32비트 부호 없는 정수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레벨-1

자료의 픽셀 당 비트 수를 줄임으로써 용량을 줄이는 것

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GOCI 자

료의 처리 방법과 배포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

는 위성 영상 자료의 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

안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방안에 대한 실

험 결과를 도출하고, 5장에서 네트워크 평가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 짓는다.

2.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 처리 및 서비

스 현황

GOCI는 해양 환경을 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일 09:30부터 16:30까지 매시간마다 총 8회 한반

도 주변 해역의 영상자료를 획득한다. GOCI는 중앙 대

역폭이 각각 412, 443, 490, 555, 660, 680 nm인 6개의 가

시광밴드와 745, 865 nm인 2개의근적외밴드를포함하

여 총 8개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Ryu et al., 2012). Fig.

1은 중앙대역폭이 680, 555, 412 nm인 가시광 밴드 영역

에서촬영된자료들을각각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조

합하여 컬러영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GOCI의 관측 영

역은 동경 130도 , 북경 36도를 중심으로 2,500km

×2,500km의범위를가지며, 공간해상도(Ground Sampling

Distance, GSD)는 0.5km이다(Cho et al., 2010; Ryu et al.,

2012).

GOCI로부터 관측된 아날로그 자료는 12비트 수준의

양자화(Quantization)를 거쳐 디지털화된다. 이 디지털

자료는 기하보정 및 대기보정을 거쳐 총 31,648,395개

(가로 5,567개, 세로 픽셀 5,685개) 의 픽셀로 이루어진 2

차원 복사(Radiance) 영상 자료로 변환된다(Han et al.,

2010; Ryu et al., 2012). 각 스펙트럼 밴드마다 이와 같은

2차원 복사 영상 자료가 필요하므로 총 8개의 밴드에 대

한 영상 자료가 한 조를 이루게 된다. 이를 레벨-1(Level-

1) 자료라 부르며 이에 대한 예시를 Fig. 2a에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레벨-1 자료에서는 육지 영역과 구름으로

덮인 지역은 복사량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바다 영역은

복사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Ahn et al. 2012).

레벨-1에 포함된 각 밴드 별 복사 영상 자료들을 입력

값으로 하여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엽록소 농도

(Chlorophyll Concentration, CHL), 총부유물질농도(Total

Suspended Matter, TSM) 등과 같은 레벨-2(Level-2) 자료

를 얻을 수 있다(Ryu et al., 2012). Fig. 2b는 레벨-2 자료

중 하나인 엽록소 농도 영상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육지 영역과 구름으로 덮인 지역은 해색 자료를 산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영역이란 의

미로마스킹된다(검은색부분; Yang et al., 2012). 또한하

루에 8번 얻은 레벨-2 자료를 조합하여 해류벡터(Choi et

al., 2013), 일차생산량(Yoon et al., 2012) 등과 같은 레벨-

3(Level-3) 자료를 만들어 낸다.

레벨-1의 자료 형식은 32비트의 부호 없는 정수형

(Unsigned Integer)으로 처리 및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8

개 밴드의 복사 자료를 포함하는 하나의 레벨-1 자료 용

량으로 환산하면 약 966MB(5567×5685×32비트×8밴

드/1024/1024/8)가 된다. 이처럼 고용량의 자료를 매일

09:30부터 16:30까지 1시간 간격으로 총 8회씩 관리하고

배포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수반된다. Table 1은

해양위성센터에서 관리 및 배포하고 있는 위성 자료들

을 정리한 것이다.

An Efficient Data Processing Method to Improve the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Data Service

–139–

Fig. 1. A colored image derived from GOCI on 5 April 2011.



3.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

위성 자료를 유지 관리하고 배포하기 위해서는 서버

및 저장소(Storage)를 구성하고 인터넷 회선을 임대하는

등의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노력과 비용을 최

소화 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 및 배포되는 자료의 용량

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제약

조건 중 하나는 용량이 줄어들면서도 자료의 품질은 그

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 압축,

2) 자료의 비트 수 축소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의 품

질은 유지하면서도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하였다.

1) 압축

압축은 자료의 품질을 보장하면서 용량을 줄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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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s of (a) level-1 and (b) level-2 data derived from GOCI on 5 April 2011.

Table 1. A satellite data list processed by the Korea Ocean Satellite Center (KOSC) for a day

Level Category # Format/Bits
Size (MB)

Per a file Total
1 - Radiance 8 Unsigned Integer/32 966 7,728

2

- Rayleigh Corrected Radiance
- Water Leaving Radiance (Lw)
- Normalized Water Leaving Radiance (nLw)
- Inherent Optical Property (IOP)
- Chlorophyll Concentration (CHL)
- Total Suspended Sediments (TSS)
-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CDOM)
- Under Water Visibility (VIS)
- Yellow Dust
-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31 Floating Point/32 121 3,863

- Mask 1 Unsigned Character/8 30 30

3
- Primary Productivity (PP)
- Fishing Ground Information (FGI) 2 Floating Point/32 121 241

- Water Current Vector (WCV) 1 Text/- Less than 1 Less than 1



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Table 2는 7-zip을 이용하

여 2012년 동안의 레벨-1, 2 자료의 압축률(Data Rate

Saving)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레벨-1 자료는 비교적 압

축률이 낮고 편차가 적은 특징을 보이는 반면, 레벨-2 자

료는 압축률이 높고 편차가 큰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경

향을 보이는 이유는 레벨-1과 레벨-2가 각각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에 기인한다. 레벨-1 자료는 육지, 해

양, 구름으로 덮인 지역 등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 대한

복사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지해야 할 정보가

많으므로 압축 후에도 용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반

면에, 레벨-2 자료는 육지와 구름으로 덮인 지역이 마스

킹되고 해양 지역에 대한 해색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압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레벨-1 자료는 각 자료마다 압축률의 변화가 크

지 않지만, 레벨-2 자료는 각 자료마다 포함된 구름의

양에 따라 즉, 마스킹되는 양에 따라 압축률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인다. Fig. 3은 2012년 동안 레

벨-1, 2 자료의 압축률 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레벨-1 자료의 압축률 변화에 비해 레벨-2 자료의 압축

률 변화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레

벨-2 자료의 압축률 변화 편차는 한반도 지역의 대기 기

후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레벨-2 자료의 압축률

은 상대적으로 구름 양이 많이 형성되는 겨울에 높게 나

타나고 구름 양이 적은 가을에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 레벨-1 자료의 비트 수 축소

레벨-2 자료는 압축만으로도 만족할만한 용량 축소

를달성할수있지만, 레벨-1 자료는압축이외의다른방

법이 필요하다. Table 3은 GOCI 플랫폼의 명세사항을

나타낸 것이다(cho et al., 2010). 관측된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화 할 때, 양자화 비트수가 12비트라는 점을 감안

해 보면, 레벨-1 자료의 형식이 32비트 부호 없는 정수형

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낭비가 있다는 것을 내

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레벨-1 자료에 어느 정

도의 낭비가 내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의 픽셀당

비트 수를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의 품질은 유

지하면서도 최대한 얼마나 용량을 줄일 수 있는가 검토

해 보았다.

식 (1)은 32비트의 부호 없는 정수형 자료 집합을 t비

트로 축소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Dt = D32 ×  , 0< t < 32     (1)

여기서, t는 줄어드는 자료의 픽셀 당 비트 수를 나타

내고, D32와 Dt는 각각 32비트, t비트의 부호 없는 정수형

자료 집합을 나타낸다. max(D32)와 min(D32)는 집합 D32

의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의미한다. 각 원소들

의 범위가 232이던 D32 자료 집합이 각 원소들의 범위가

2t인 Dt로 정규화 되어 변환된다.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

2t

max(D32) _min(D3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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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s of data rate savings for the GOCI data (2012).

Table 2. The data rate saving of GOCI

Category
Size (MB) *Data Rate Saving (%)

Before Compression After Compress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Level-1 966 766.3 20.7 0.5
Level-2 121 8.9 92.9 4.7

*Data Rate Saving = 1 - (Size before compression / Size after compression)

Table 3. The GOCI specifications
Category 수치

Volume (mm3) 1,000 × 760 × 896
Weight (kg) 83.3
Power (W) 125

Quantization (bits) 12
Spatial Resolution (km) 0.5

Mission of Life Time (years) 7.7



생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픽셀당 비트의 범위

를 축소해야 품질은 유지하면서 최대한 용량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4. 실험 결과

Fig. 4는 픽셀 당 비트 수 t가 32부터 10까지 줄어들 때,

레벨-1과 레벨-2 자료 각각에 대한 D32와 Dt간의 R 2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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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comparison between GOCI level-2 data derived from level-1 data around the Gyeonggi Bay at 12:30 on 17 April 2012, as
the number of bits per a pixel is changed. (a) The quality of data is beginning to be degraded when the number of bits per a
pixel is less than 14.

Fig. 4. A comparison of the changes of R2 values between D32
and Dt for level-1 and -2 GOCI data and the file sizes,
as the number of bits per a pixel, t, decreases.



즉, R 2 (D32, Dt)와 비트 수 t에 따른 파일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레벨-1은 8개 밴드 값을 평균하였고, 레벨-2는

레벨-1 Dt를 이용하여 산출한 엽록소 농도 자료를 기준

으로 하였으며, 2012년 동안의 자료를 평균하여 적용하

였다. 레벨-1과레벨-2 자료모두 t가 32부터 14까지줄어

들 때 R 2 값이 거의 1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픽셀 당 비트수가 14비트까지 줄어들더라도 32

비트일 때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픽셀을 표현하는데 14비트만을 할당하더라도 영상 품

질 저하 없이 파일 크기를 약 56% 줄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t가 14보다 작아질 경우 R 2 값이 1에서 멀

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영상 품질 저하가 발생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5는 2012년 4월 17일 12:30에 관측한GOCI 레벨-

1 자료에 대하여 픽셀 당 비트 수를 32부터 줄여가면서

산출한 레벨-2 엽록소 농도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픽셀

당 비트 수를 32부터 14까지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서

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면서 영상 품질 저하가 거의 없는

반면, 픽셀당비트수가 14보다작아지는경우영상품질

저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5a).

이것은 Fig. 4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정량적인 영상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 픽셀 당 비트 수

를 32부터 10까지줄여가면서변조전달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Oh et al., 2012)의 변화를 확인하

였다. MTF는 영상의 해상력과 선예도를 정량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주파수 전달 함수로써 픽셀 당 비트 수가

줄어들 때 영상 품질이 얼마나 손상되는지 파악할 수 있

도록 도와준다(Jeon et al., 2012). 공간해상도 500m 급의

위성 영상에서 MTF를 계산하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2012년 10월 16일 12:30에 관측한 새만금방조제 지역을

선택하였다(Oh et al., 2013). MTF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영상 밴드는 관측 지역의 지상 타겟과 해

양의 복사량 차이가 가장 큰 865nm 이며, 이 영상 자료

의픽셀당비트수를 32부터 10까지줄여가면서MTF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는 Fig. 7과 같으며, 각 결과 그래

프 왼쪽 아래에 위성 영상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위성

영상 자료의 픽셀 당 비트 수가 14비트보다 큰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선형적인 함수 모양이 나타나고 나이퀴스

트(Nyquist) 주파수에서MTF값 0.11로 동일하게 계산되

는 반면, 비트 수가 14비트보다 작아지면서 고주파수 대

역에서 샘플링 값이 튀는 현상 등 함수 모양이 불안정해

지면서 비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레벨-1 D10에 대한 주파수 0.5의MTF 값은 정량적으

로 오히려 증가되었지만 이는 관측 타겟 영상의 변질에

의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수치이다. 또한 픽셀 당 비

트 수가 작아질 경우 위성 영상 자료가 변질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a). 이것은 Fig. 4 및 5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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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865nm GOCI level-1 data around the Saemangeum seawall at 12:30 on 16 October 2012.



5. 평 가

GOCI 영상 자료의 용량을 줄일 경우 배포 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Network Simulator 2

(Ns2, http://www.isi.edu/nsnam/ns/)를 이용한 네트워크

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위성 영상 자료의 용량이 줄어듦

에 따라 배포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는지 실험하

였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Fig. 8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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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comparison between MTF estimates for 865nm GOCI level-1 data around the Saemangeum seawall at 12:30 on 16 October
2012, as the number of bits per a pixel is changed. (left bottom in each graph) 865nm GOCI level-1 data. (a) The region where
the quality of data is degraded.



국외 배포 기관은 2개, 국내 배포 기관은 3개라고 각각

가정하였다 . 전송 계층 프로토콜로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를, 응용 계층 프로토콜로는 File

Transfer Protocol (FTP)를 각각 사용하였다. 레벨-1 자료

에 대한 실험 결과를 Table 4에, 레벨-2 자료에 대한 실험

결과를 Table 5에 각각 나타냈다. 레벨-1 자료의 경우 픽

셀 당 비트 수를 32에서 14로 줄였을 때 약 57.7%의 배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레벨-2 자료의 경우 압축을 통

해 92.9%까지 파일 크기를 줄였을 때 약 92.5%의 배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레벨

-1 자료는픽셀당비트수를줄이는방법을사용하고, 레

벨-2 자료는 압축을 사용했을 경우 배포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

인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의 자료 배포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해

위성 영상 자료의 품질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

안을 연구하였다. 레벨-1 자료에 대해서는 픽셀 당 비

트 수를 줄이는 방법을, 레벨-2 자료에 대해서는 압축

하는 방식을 각각 이용하였다. R 2 값과 변조전달함수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를 통해 제안한 방법

의유효성(Availability)을확인하였으며, Ns2를통한네트

워크 시뮬레이션 결과, 레벨-1 자료는 픽셀 당 비트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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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network topology to evaluate data distribution services.

Table 4. End-to-end delay for a GOCI level-1 data

# of bits File
Size(MB)

End-to-end delay (s)
AverageForeign Domestic

Node 4 Node 5 Node 6 Node 7 Node 8
(1) 32 966 16640.731 16640.715 2495.954 2495.979 2495.962 8153.8682
(2) 14 423 7039.451 7039.435 1055.762 1055.787 1055.770 3449.2410

*Rate Saving 56.3% 56.3% 57.697% 57.698% 57.701% 57.700% 57.701% 57.699%

*Rate Saving = 1 - (2) / (1)

Table 5.  End-to-end delay for a GOCI level-2 data

1-Data Rate
Saving

File
Size(MB)

End-to-end delay (s)
AverageForeign Domestic

Node 4 Node 5 Node 6 Node 7 Node 8
(1) 100% 121 2014.171 2014.155 301.970 301.995 301.978 986.854
(2) 7.1% 9 150.491 150.475 22.418 22.443 22.426 73.651

*Rate Saving 92.9% 92.9% 92.528% 92.529% 92.576% 92.568% 92.574% 92.555%

*Rate Saving = 1 - (2) / (1)



현재 32비트에서 14비트까지 줄였을 때, 약 57.7%의 배

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레벨-2 자료는 압축률이

92.9%일 때 약 92.5%의 배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 이 연구의 결과를GOCI 자료처리 및 배

포시스템에 직접 적용하는 일이 계획되어 있다. 이 과정

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다. 먼저 픽셀 당 비트 수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는 레

벨-1 자료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하방호환성(Backward

Compatibility)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4비트로 표현

된 자료뿐만 아니라 기존의 32비트 표현된 자료에 대해

서도 사용자가 이질감을 느낄 수 없도록 모든 GOCI 시

스템을업데이트해야한다. 다음으로, 압축방식을사용

하는 레벨-2 자료에 대해서는 투명성(Transparency)이 보

장되어야 한다. 자료를 처리 및 저장 할 때 압축 하고 푸

는 작업이 사용자가 모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시스템의 사용성(Usability)이 강화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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