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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인공 성으로부터 얻어진 다 스펙트럼 상의 부호화 방법을 다룬다. 성 상의 

공간  스펙트럼 해상도가 속도로 향상되면서 처리해야 할 다 스펙트럼 상의 데이터량은 엄청

나게 증가하 다. 이에 따라 성 상을 활용하기 해서는 효율 으로 부호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벡터양자화에 근거한 측부호화, 상의 quadtree 분할, 그리고 측오차의 압축을 

한 DCT를 복합 으로 용한 부호화 기법을 제시한다. 벡터양자화를 통해 역 상간의 공간 인 특

징이 동일하다는 을 이용한 측을 하고, 상분할을 통해 상의 공간 인 정보량에 따라 응

으로 비트를 할당하며, DCT를 통해 측오차의 공간 응 인 부호화를 수행한다. Landsat TM 상

을 상으로 수행한 실험을 통해 제안 알고리듬의 성 상 압축기법으로서의 타당성을 보 다.

주요어: 다 스펙트럼 상, 벡터양자화, 상분할, 상압축

ABSTRACT

The hybrid coding algorithm for multi-spectral image obtained from satellite is discussed. As the 

spatial and spectral resolution of satellite image are rapidly increasing, there are enormous amounts of 

data to be processed for computer processing and data transmission. Therefore an efficient coding 

algorithm is essential for multi-spectral image processing. In this paper, VQ(vector quantization), 

quadtree decomposition, and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are combined to compress the 

multi-spectral image. VQ is employed for predictive coding by using the fact that each band of 

multi-spectral image has the same spatial feature, and DCT is for the compression of residual image. 

Moreover, the image is decomposed into quadtree structure in order to allocate the data bit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content within the image block to improve the coding efficiency.Computer 

simulation on Landsat TM image show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coding algorithm.

KEYWORDS: Multi-spectral Image, Vector Quantization, Image Decomposition, 

Image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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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목

인공 성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성 

련기술이 지속 으로 발 함에 따라 성

상 즉 다 스펙트럼 상을 획득하여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은 기존의 군사목 의 시스템에

서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상용시스템에 있어

서도 요한 기본기술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90년  반 미국에서 Land Remote Sensing 

Policy 법이 통과되면서 재는 다양한 민간 상

용시스템, 특히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분야에서의 연구  응용이 더욱 확

장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성 상 즉 다

스펙트럼 상을 획득하여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의 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원격탐사기술이 지속 으로 발 함

에 따라 성 상은 속하게 다 역화 

용량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Schowengerdt, 

1997), 재 운용되는 IKONOS 성에서와 같

이 1m 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성 상자료

가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8년 말 과학

기술부가 발표한 “우주개발 ․장기 기본계

획”에 따르면 우리 나라도 2005년에 독자 기

술에 의해 성을 발사하고 이로부터 공간해

상도 1m 의 성 상자료를 얻을 망이다. 

이와 함께 상의 오차를 이기 해 양자화 

비트수가 늘어가고 성을 통해 제공되는 

상의 크기 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

으로의 성 상 자료의 데이터 량이 지 까

지에 비해 막 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러한 에서 막 한 다 스펙트

럼 상데이터를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

는 이를 압축하는 기술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

한 작업이다. 

기존의 상신호에 비해 다 스펙트럼 

상이 가지는 가장 요한 특징은 스펙트럼이

라는 새로운 차원이 하나 더 존재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상신호를 압축하는 기존의 알고

리듬이 부분 공간 역 는 변환 역에서의 

상 계를 분석하여 리던던시(redundancy)를 

제거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반

해, 다 스펙트럼 상의 경우에는 스펙트럼

역에서의 상 계까지 함께 고려한 삼차원

인 근방법이 필요하다(Vaughn과 Willkinson, 

1995).

다 스펙트럼 상을 압축하기 한 기존의 

연구는 변환부호화에 근거한 근방법과 벡터

양자화에 근거한 근방법으로 크게 나  수 있

다. 변환부호화 기법에서는 다 스펙트럼 상을 

이차원의 공간 역과 일차원의 스펙트럼 역으

로 이루어진 삼차원의 데이터로서 생각한다. 이 

삼차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반 인 방법은 일

단 스펙트럼 역에서 상 계를 분리시키는 

decorrelation 과정을 거친 후 이 결과 얻어진 

고유 상에 해 공간 역에서의 압축기법을 

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방향으로서 Epstein 

등(1992)은 스펙트럼 역에서의 상 성을 제거

하기 한 일차원변환으로는 KLT(Karhunen- 

Loeve transform)를 사용하고 공간 역에서의 

압축을 해 웨이 렛 변환을 사용한 알고리듬

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스펙트럼 역에서는 

동일하게 KLT를 사용하면서, 공간 역에서의 

부호화를 해서 이차원 DCT(discrete cosine 

transform) (Saghri 등, 1995)나 subband 필터

링(Tretter와 Bouman, 1995) 등을 이용한 다양

한 기법이 사용되었다. 한편 최근 상을 

quadtree 구조로 분할한 후 KLT와 DCT에 근

거한 삼차원 변환부호화를 용하는 방법도 제

안되었다(Lee, 1999). 이러한 변환부호화 방법에

서는 부분 KLT를 사용하여 스펙트럼 역에

서의 상 성을 제거한다. 이 경우 처리하고자 

하는 상신호의 특성에 따라 KLT의 최 함수

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호화를 하고자 하는 상

마다 이를 새로 계산해 주어야한다는 단 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KLT를 사용하는 이유는 DCT 

등의 일반 인 변환은 스펙트럼 역에서의 상

성을 분리시키는 데에 합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Vaughn과 Willkinson, 1995). KLT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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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tructure of the proposed coding algorithm

함에 있어서도 체 상에 해 동일한 KLT 

변환행렬을 사용하는 신 각 구획마다 자신의 

KLT 행렬을 구하여 처리하는 응 인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한편 Linde 등(1980)에 의해 제안된 후에 

다양한 상처리분야에서 활용되어 온 벡터양

자화(Gersho와 Gray, 1992) 기법을 이용하여 

다 스펙트럼을 압축하고자 하는 근방향이 

있다. 다 스펙트럼 상으로부터 벡터를 구성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Baker

와 Tse(1988)는 공간 인 상 성을 무시한 채 

스펙트럼 구획을 상으로 벡터양자화를 용

한 방법을 제안하 고, Gupta와 Gersho(1992)

는 공간 역을 부호화하기 해 벡터양자화를 

사용하고 스펙트럼 역은 비선형 측과정을 

통해 처리한 방법을 제안하 다. 한편 다 스

펙트럼 상의 삼차원 특성을 고려하여 스펙

트럼 역에서의 측을 해서 역간 측방

법(Rao와 Bihargava, 1994) 등도 제안된 바 

있으며, 그밖에 벡터양자화를 이용하여 상을 

분류한 후, 분류된 역별로 KLT와 DCT를 

용하는 방법(Gelli와 Poggi, 1999)도 제안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벡터양자화에 근거한 측

부호화 기법, 상을 공간 인 정보량에 따라 

분할하는 quadtree 분할, 그리고 측오차 

상을 압축하기 한 변환부호화 기법인 DCT

를 복합 으로 용한 부호화 방법을 제시한

다. 먼  다 스펙트럼 상에서 각 역 상간

의 공간 인 특징이 동일하다는 을 이용하

여 벡터양자화를 통해 측부호화를 수행하고, 

벡터양자화의 결과로 얻어진 인덱스(index)를 

이용하여 상을 quadtree 구조로 분할함으로

써 상 내에 포함된 정보량에 따라 처리하는 

단 구획의 크기를 응 으로 변화시킨다. 마

지막으로 분할된 구획마다 측오차에 해 

DCT를 수행한 후, DCT 계수를 가변길이부호

화시킴으로써 다 스펙트럼 상을 부호화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알고리듬의 설명에 이

어 포항지역의 Landsat TM 상을 상으로 

용한 실험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제안 알고리

듬이 다 스펙트럼 상을 부호화 하는데 효율

으로 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제안 알고리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부호화 알고리듬의 

제 인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제안 알고리

듬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 면 벡터양자화를 

통한 측부호화, 벡터의 인덱스를 이용하여 

상을 quadtree 구조로 분할하는 상분할과

정 그리고 측오차를 부호화 하는 공간 응

인 DCT로 이루어진다.

1. 벡터양자화

다 스펙트럼 상은 공간 으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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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치한 상데이터를 여러 개의 스펙

트럼 센서로 촬 하여 얻어진 상이므로 각 

역 상간의 공간 인 특징은 동일하다. 따라

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상정보를 측

한다면 좋은 부호화 효율을 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측부호화를 해서 벡터양자

화 기법을 사용한다. 다 스펙트럼 상을 삼

차원의 공간-스펙트럼 데이터로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벡터를 구성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상의 각 공간 치에서의 스

펙트럼 정보로 벡터를 구성한다. 따라서 벡터

의 차원은 성에서 제공하는 스펙트럼 역

의 개수가 된다. 

벡터양자화기 Q의 차원이 k이고 크기가 N

이라면, 벡터양자화 과정은 식 (1)과 같이 k차

원의 유클리드 공간 Rk상의 한 , 즉 k차원 

벡터를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유한집합 C로 

보내는 사상(mapping) 에 해당한다. 

Q : R
k 
→ C (1)

여기서 집합 C를 부호책 (codebook)이라고 

하는데, 집합 C의 원소는 R
k
상의 벡터로서 

이를 부호벡터 (codevector) 는 부호어 

(codeword)라고 한다. 집합 C는 식 (2)와 같이 

나타난다.

C= { y1, y2,⋯, yN } and 

y i∈ R
k
, i∈ I ≡ {1,2,⋯,N}

(2)

따라서 벡터양자화기의 부호기는 R
k
공간에

서 인덱스 집합 I로의 사상이고, 복호기는 인

덱스 집합 I에서 출력집합 C로의 사상이다. 

즉 부호기에서는 부호책의 부호벡터 에서 입

력벡터 x에 가장 가까운 부호벡터 yi를 선택하

여 선택된 부호벡터의 인덱스를 출력하고, 복

호기에서는 인덱스를 받아 부호책을 보고 yi를 

내보냄으로써 입력벡터와 가장 비슷한 출력벡

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벡터양자화기 Q에 의해 k차원의 유클리드 

공간 Rk은 집합 C의 각 원소인 yi의 역상

(inverse image)에 해당하는 N개의 역으로 

나뉘는데, 각 역을 셀(cell)이라고 부른다. 식 

(3)에서 i번째 셀 Ri를 나타내었다.

Ri = {x∈ R
k
: Q( x) = yi } (3)

식 (3)로 나타난 각 셀들은 식 (4)과 같이 

서로 disjoint하며, 모두 모이면 식 (5)과 같이 

Rk 공간을 구성한다.

Ri∩Rj = φ, for i≠j (4)

∪
i

Ri = R
k (5)

셀 Ri는 간단히 Ri=Q
-1(yi)로 표기하기도 한

다. 셀 Ri를 입력벡터 x와 부호벡터 yi사이의 

왜곡(distortion) 는 거리(distance)의 에

서 생각하면, 이는 식 (6)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Ri = { x :d(x, y i )≤d(x, y j ), j∈ I }(6)

여기서 d(x, y)는 벡터 x와 y사이의 왜곡을 

나타내는 함수이다.

2. 상 분할

상 내에 포함된 정보량은 균일하지 않은 

것이 일반 이다. 따라서 상을 처리함에 있

어서 처리단 의 크기를 가변 으로 하여 복

잡한 역에는 많은 비트를 할당하고 단순한 

역에는 은 비트를 할당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해 부호화 알고리듬의 두 번째 단계는 

상을 분할하는 것이다. 다 스펙트럼 상도 

일반 인 상과 마찬가지로 공간 으로 인

할수록 상 성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벡터

양자화를 통해 얻은 벡터의 인덱스의 경우 

한 공간 인 상 성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주어진 상을 히 분할

하여 복잡한 역에는 많은 데이터를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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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 1-0110-00110100

(a) (b)
FIGURE 2. Quadtree decomposed image and the structure code

역에는 은 데이터를 할당하는 응 인 

부호화가 가능하다.

상분할 과정은 벡터의 인덱스를 이용하

여 quadtree 구조로 구성함으로서 이루어진다. 

quadtree 구조의 기본개념은 공간 으로 인

한 네 개의 구획의 성질이 동일하면 하나로 

합치고, 그 지 않으면 그 로 분할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벡터양자화의 

결과로서 각 화소 치마다 인덱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인 한 네 개의 인덱스가 동일하면 

하나로 묶는 과정을 반복한다. 

다음의 그림 2에서는 상이 분할된 를 

나타내었다. 상을 quadtree 구조로 표 하기 

해서는 주어진 해당 구획이 리 (leaf) 인지 

노드(node) 인지를 알려주는 구조정보와 노드

의 인덱스가 필요하다. 그림 2에서는 상이 

분할된 를 보이고 리 에는 ‘0’을, 노드에는 

‘1’을 지정하여 분할구조를 표 하는 부호를 

함께 나타내었다. 여기서 체 구획은 노드이

므로 ‘1’에 해당한다. 다음 벨에서 첫번째와 

네번째 구획은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리 이

므로 ‘0’이 주어지고, 나머지 두번째와 세번째 

구획은 노드이므로 ‘1’이 주어진다. 다음 벨

에서는 노드로 정된 구획에 해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리 에 ‘0’을 노드에 ‘1’을 할당한

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호를 할당하면 그림 2 

(b)에 보인 바와 같이 상의 분할구조 정보는 

‘1-0010-0011 0100’이 된다. 그리고 각 리 마

다 벡터양자화 과정에서 얻어진 인덱스가 할

당된다.

3. 측오차의 부호화

제안하는 부호화 알고리듬의 마지막 단계는 

그림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원 상과 벡터양

자화의 결과 상과의 차이 상 즉 측오차를 

압축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변환부호화 기법

인 DCT를 용한다. 이 때 고정된 크기의 구획

을 사용하는 신 가변크기의 구획을 사용하는

데, 상분할 과정에서 분할된 구획 즉 quadtree

의 각 노드를 단 로 하여 응 인 DCT를 수

행함으로써 상의 공간 인 정보량에 따라 비

트가 할당되도록 한다. 단 상의 분할은 화소

단 까지 이루어지지만, DCT의 최소 크기는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나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등의 

상압축을 한 표 방식에서 일반 으로 사용

하고 있는 8×8로 제한하 다. 

측오차의 DCT 계수들은 다시 양자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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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original image (Landsat TM band 5, Pohang)

정을 거친 후 가변길이부호화 과정을 통해 압

축된다. 이 과정에 있어서 부호화 효율은 양자

화 스텝의 크기와 가변길이부호화 과정에서 

사용하는 Huffmann 테이블에 따라서 좌우되

는데, 제안 알고리듬에서는 가변길이부호화를 

해 MPEG 동 상압축방식에서 차이 상의 

DCT 계수 부호화를 해 구성한 표 인 

Huffmann 테이블을 사용하 다. 따라서 제안 

알고리듬에서는 양자화 스텝의 크기가 비트율

과 성능을 조 하는 매개변수가 된다.

이상으로부터 제안알고리듬을 사용할 때, 

복호기에서 원래의 다 스펙트럼 상으로 복

원하기 해 필요한 정보는 세가지이다. 첫째

로는 벡터양자화의 부호책이고, 다음으로 분할

된 상의 구조와 분할된 각 구획마다 할당되

는 벡터의 인덱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

변길이부호화를 거친 차이 상의 DCT 계수가 

필요하다.

실험결과  분석

제안 알고리듬의 성능을 분석하기 해 실

험에서 사용한 상은 포항지역의 Landsat 

TM 상의 7개 역  6번 역을 제외한 

여섯장의 상이다. 6번 역 상을 실험에서 

제외한 이유는 다른 역 상의 공간해상도인 

30m 인데 반해 열 외선에 해당하는 6번 

역 상의 공간해상도는 120m로서 특성상 차이

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험 상의 크기는 512×

512이고 양자화비트수는 8bit/pixel이다. 실험

상은 도심지역과 산간지역 그리고 해양지역 

등 다양한 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림 3에서는 실험에서 사용한 상  5번 

역 상을 로 들어 나타내었다. 

먼  벡터양자화의 측성능을 살펴보기 

해 표 1에서는 벡터양자화 과정에서 사용한 

부호책의 크기에 따른 각 역 상의 PSNR 

(peak-to-peak signal to noise ratio)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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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부호책의 크기

8 16 32

1 30.5 32.6 33.8

2 34.3 36.5 38.2

3 29.5 31.9 33.8

4 27.1 29.0 31.4

5 27.1 29.8 31.5

7 30.2 31.7 32.8

TABLE 1. The PSNR performance of prediction using VQ(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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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codevectors(the codebook size : 8)

내었다. 표 1로부터 부호책의 크기 즉 사용하

는 벡터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고, 2번 역 상의 경우에 

다른 역 상에 비해 상 으로 높은 PSNR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벡터양자화에 따른 

왜곡이 음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4에서는 

부호책의 크기가 8인 경우를 로 들어 부호

벡터의 값을 나타내었다. 벡터양자화를 한 

부호책은 LBG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구성하

다(Linde 등, 1980).

벡터양자화의 결과 곧 각 공간 치에서의 벡

터를 나타내는 인덱스는 상의 분류된 결과로

서 생각할 수 있다. 즉 부호책의 크기가 8이라

면 이미 상을 8개의 클래스로 분류한 것과 마

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제안 알고리듬은 주어

진 인덱스를 분류작업의 기 조건으로 사용하

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다 스펙트럼 상의 분류

에 응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제안알고리듬에서 상을 분할하는 목 은 

상의 모든 공간상의 치마다 벡터를 할당

하는 신 상을 quadtree 구조로 분할하고 

quadtree의 각 구획마다 벡터를 하나씩 할당

하는 과정을 통해 비트를 이고자 하는 것이

다. 이 과정을 통해 분할하지 않은 경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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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decomposed image(Landsat TM band 5, Pohang)

해 약 15%에서 20%가량의 비트를 일 수 있

었다. 상이 분할되는 결과를 보이기 해 그

림 5에서는 부호책의 크기가 8인 경우에 다

스펙트럼 상을 quadtree 구조로 분할한 

를 나타내었다. 공간 으로 단순한 역인 바

다에서는 큰 크기의 구획으로 분할되고 복잡

한 산간지역이나 도심지역에서는 작은 크기의 

구획으로 분할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에

서는 편의를 해 구획의 크기를 8×8까지 나

타내었다.

제안 알고리듬의 압축성능을 살펴보기 

해서 그림 6에서는 앞서 보인 Landsat TM 5

번 역 상의 압축 상을 나타내었다. 제시한 

압축 상은 부호책의 크기가 32 양자화 스텝

의 크기가 16인 경우로서, 0.75bpp 즉 10.7:1의 

압축율에서 33.0dB의 성능을 보인다. 그림 3의 

원 상과 비교해볼 때, 육안으로는 차이 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한 제안 알고리듬의 객 인 성능비교

를 해서 rate-distortion 특성을 그림 7에서 

나타내었다. 성능을 나타내는 평가지수로는 다

음의 식 (7)과 같이 하나의 상에 한 

PSNR의 개념을 확장하여 역 상 체에 

한 통합 PSNR을 나타내는 PSNRtotal을 사용

하 다. 

PSNR total= 20 log 10

∑
K

k= 1
∑
M

i= 1
∑
N

j= 1
(I ijk- Î ijk)

2

KM 2

(7)

여기서 K는 스펙트럼 역의 개수, M은 

상의 크기, I ijk 와 Î ijk  는 각각 원 상

과 압축 상에서 k번째 역 상의 (i,j) 치

에서의 화소값을 의미한다. 실험에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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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compressed image(Landsat TM band 5, Pohang, 
33.0 dB, 0.75b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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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rate-distortion curve of the proposed cod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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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K=6, M=512 이다. 

그림 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안알고리듬

은 0.45bit/pixel/band 이상의 범 에서 30dB이

상의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어 성 상의 

압축알고리듬으로서 활용가능함을 보여 다. 

한편 성능은 벡터양자화 과정에서 사용한 부

호책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부호책의 크기

가 증가할수록 비트가 많이 필요한 신 성능

의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실험결과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부호책의 크기가 16인 

경우와 32인 경우의 성능의 차이는 미미하며, 

이 두 경우를 부호책의 크기가 8인 경우보다 

비교하면 약 0.8dB 정도 우수한 성능을 보

다. 한 상을 분할하는 알고리듬의 특성상 

일정 비트율 이하에서는 성능이 격하게 하

락하는 상이 발생하는데, 부호책의 크기가 8

인 경우가 16 는 32인 경우보다 더 낮은 비

트율에서 성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공 성 상 즉 다 스펙

트럼 상을 한 부호화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 알고리듬의 기본개념은 측부호화를 

한 벡터양자화 기법, 상내의 정보량에 따라 

비트가 할당되도록 하기 한 quadtree 분할, 

그리고 차이 상을 부호화하기 한 DCT 기

법을 복합 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Landsat 

TM 역역상에 한 실험을 통해 제안 알고

리듬이 성 상을 한 효율 인 부호화 기

법임을 확인하 다. 벡터양자화를 통해 다 스

펙트럼 상을 측할 수 있었으며, quadtree 

구조의 상분할 과정을 거치면서 공간 인 

상 성을 이용하여 부호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 원 상과 측 상과의 차이

상에 한 정보도 DCT 기법을 이용하여 

송함으로써 상의 화질을 높힐 수 있었다.

제안 알고리듬의 장  가운데 하나는 부호화 

 복호화 과정에서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계산

량의 부담이 상당히 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KLT를 사용하는 경우는 상의 특성에 따라 

변환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마다 는 구

획마다 자신의 KLT 행렬을 구하여야 하는데 

반해, 제안 알고리듬은 이와 같은 계산량의 부

담이 없다. 한 상의 분할과정도 복잡한 과

정없이 벡터양자화의 결과로서 주어진 벡터의 

인덱스만 가지고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압축된 데이터가 벡터양자화

의 결과  분할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 스펙트럼 상을 다른 응용분야와 통합

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은 장 을 가

진다. 특히 성 상을 다양한 GIS 응용분야

에서 이용하기 해서는 상의 분류과정이 

필요한데, 벡터양자화의 결과인 각 공간 치에

서의 벡터의 인덱스가 곧 상이 분류된 클래

스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다 스

펙트럼 상의 분류에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분할구조를 통해서 상의 복잡한 정보

와 같은 공간 인 특성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분할구조 정보도 다양한 GIS 응용을 한 기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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