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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상의 분 반사 패턴을 이용한 

표 탐지 알고리즘 개발

Development of a Target Detection Algorithm using Spectral Pattern 

Observed from Hyperspectral Imagery

                             신 정 일*      이 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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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target detection algorithm was proposed for using hyperspectral imagery. The proposed algorithm 
is designed to have minimal processing time, low false alarm rate, and flexible threshold selection. The target 
detection procedure can be divided into two steps. Initially, candidates of target pixel are extracted using matching 
ratio of spectral pattern that can be calculated by spectral derivation. Secondly, spectral distance is computed only 
for those candidates using Euclidean distance. The proposed two-step method showed lower false alarm rate than 
the Euclidean distance detector applied over the whole image. It also showed much lower processing time as 
compared to the Mahalanobis distance detector.

Keywords : Target Detection(표 탐지), Hyperspectral Imagery( 분 상), Spectral Pattern(분 반사특성)

1. 서 론

  분 상은 백 개 이상의 연속된 밴드 는 채

로 구성된 분 해상도가 매우 높은 상으로 화소마다 

지표물의 완 한 분 반사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

을 갖고 있다
[1]. 분 상의 높은 분 해상도는 다

분 상으로 감지가 어려운 미세한 분 반사특성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지표 성질의 분석에 유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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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3]. 
특히 군사목 의 장체 탐지를 하여 다양한 자연 

지물, 인공물, 장체의 분 반사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 상으로부터 장체를 탐지하는 연구

가 진행된 바 있다
[4～8].

  표 탐지는 상에서 표 과 배경을 구별하는 이분

법 인 의미이며, 표 (target)은 상 체에서 극소수

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배경(background)은 

상에서 부분을 차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피복을 포

함한다는 가정을 갖고 있다
[9,10]. 앞에서 언 한 표 의 

분포에 한 가정에 의해 기존 통계학  감독분류 기

법을 표 탐지에 용할 경우 필요한 충분한 수의 훈

련 집단(training sample)을 상 내에서 확보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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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한 분 라이 러리와 같이 한 개 는 몇 개의 

스펙트럼으로부터 표 의 분 반사특성을 획득할 경우 

그 한계는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화소를 몇 개의 클래스로 구분하는 기존의 토지피복분

류( 상분류) 기법과는 다른 근이 필요하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표 탐지 기법의 핵심은 분

특징정합(spectral feature matching) 알고리즘으로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  분 반

사곡선과 각 상 화소 간의 분  거리(spectral distance)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표 으로 유클리드 거리(ED 
: Euclidean Distance)를 들 수 있으며 수학 으로는 각 

밴드별 차의 값의 합으로 표 할 수 있다
[11]. 두 

번째로 상의 공분산(covariance) 는 상 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와 같은 통계값을 이용하는 방법

으로 표 으로 유사도(likelihood ratio), Mahalanobis 
거리, Adaptive matched filter 등이 있다

[9]. 마지막으로 

분 각을 이용하는 기법으로 각 화소값을 상의 밴

드 수만큼의 차원을 갖는 벡터로 가정하여 기  분

반사곡선과의 각을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하며 Spectral 
Angle Mapper(SAM) 알고리즘으로 잘 알려져 있다

[9]. 
기존 분 특징정합 알고리즘 에서 분 거리와 분

각을 이용하는 경우 처리속도가 빠르고 통계값을 계산

할 필요가 없다는 장 을 갖고 있지만 실제 상에서 

나타나는 잡음(noise)이나 획득 조건에 따른 변이에 안

정 이지 않다는 단 이 있다
[11]. 통계값을 이용하는 

기법들의 경우 배경에 해당하는 화소값이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 하에 개발되었는데 그 이유는 수학 으

로 간단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0]. 그러나 분 상의 경우 수 백 개의 밴

드에 한 통계값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규분포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비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 표 탐지 알고리즘에 있

어 분 특징정합의 결과는 정합 수로 나타나게 되며 

임계값을 사용자가 결정하여 표 과 비표 (배경)을 

구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탐지 정확도를 향상시키

기 해 임계값을 조정하는 경우 오탐지율이 함께 증

가하는 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 을 만족시키는 

분 상을 한 표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

다. 우선 수학  연산과정을 단축하여 처리속도 향상

시키되 오탐지율을 낮추고자 한다. 한 임계값 결정

과정에서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잡음에 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려 한다.

2. 제안하는 표 탐지 알고리즘

  제안하는 표 탐지 알고리즘은 첫째 분 차분(spectral 
derivation)을 이용한 분 반사곡선의 증감패턴을 기  

자료와 상에서 각각 산출하고, 둘째 산출한 증감패

턴 간의 정합비율을 이용하여 표  후보를 추출하고, 
마지막으로 추출된 표  후보에 한 분 특징정합의 

3단계 처리과정을 갖고 있다(Fig. 1).

Fig. 1. 분 반사곡선의 증감패턴을 이용한 단계  분

특징정합 알고리즘의 흐름

가. 분 반사곡선의 증감패턴 산출

  인간이 분 반사곡선의 패턴을 인식하는 가장 기본

은 방법은 분 반사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

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인식의 방법을 이용

한 알고리즘이 이진부호화(binary encoding)인데 정해진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0, 크면 1로 나 는데 실제 

상에서는 작은 노이즈나 변이(variation)에 무 민감하

게 반응한다는 문제 이 있다
[12].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해 증가와 감소에 범 (buffer)를 주어 민감도를 

낮추고 증가, 불변, 감소(1, 0, -1)의 세 가지 코드로 나

었다. Fig. 2는 동시에 동일 물체에 해 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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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분 반사곡선과 항공 분  상에서의 분

반사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일한 물질을 동일 시간

에 측정하 음에도 불구하고 인 분 반사율의 

차이와 다른 형태의 잡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3은 

두 분 반사곡선에 1차 미분을 용하여 나타낸 증감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증감패턴의 일치도는 73%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동시에 획득한 지상 측정 분 반사곡선과 항공 

분  상의 분 반사곡선(표  : 녹색부직포)

Fig. 3. 지상 측정 분 반사곡선과 상 분 반사곡선

의 증감 패턴 비교(1 : 증가, 0 : 변화없음, -1 

: 감소; 정합비율 = 73%)

나. 증감패턴의 정합비율을 이용한 표 후보 추출

  와 같이 2개의 기  분 반사곡선과 각 화소의 

분 반사곡선을 증감패턴으로 변환한 후 정합비율을 

이용하여 표 후보를 추출할 수 있다. 즉 밴드별 기  

스펙트럼과의 증감패턴 정합비율이 임계값보다 높을 

경우 표 의 후보가 되는 것이다. 이때 정합비율에 

한 임계값은 사용자가 부여하여야 한다.

다. 분 특징정합(spectral matching)

  분 특징정합은 상의 각 화소와 기  스펙트럼 간

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분 거리 는 정합 수

와 같은 수치로써 유사도를 나타낸다. 표 탐지 알고

리즘에 있어 가장 많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분 특

징정합인데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미리 추출한 표

후보에 해서만 분 특징정합을 수행함으로써 처리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 특징정합 

기법  수학 으로 가장 간단하면서 처리속도가 빠른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 으며 아래 식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D(Euclidean Distance) = Σ |ρimage - ρref.|

  여기에서 ρimage는 상의 분 반사율, ρref.는 기  분

반사곡선의 분 반사율을 의미한다.
  유클리드 거리의 경우에 각 화소마다 기  분 반사

곡선과의 분 거리를 화소값으로 갖게 되며 거리가 작

을수록 두 분 반사곡선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자료  실험방법

가. 연구자료

  연구자료는 2010년 10월 26일에 촬 한 항공 분  

상인 CASI-1500 상을 이용하 고 촬 지역은 인천

역시 인하 학교 교정으로 상의 상세 촬 사항은 

Table 1과 같고 Fig. 4는 CASI-1500 상을 보여주고 

있다. CASI 상은 촬 과 동시에 지상에서 측정한 11
개 피복의 분 반사율을 이용하여 실험  기보정을 

실시하여 radiance를 reflectance로 변환하 다.
  표 탐지에 사용한 표 은 녹색부직포로 Fig. 4에와 

같이 6m × 6m 1개, 6m × 9m 1개, 3m × 6m 2개의 총 

4개의 표 을 녹색 옥상과 잔디밭에 설치하 다. 배경

을 녹색 옥상과 잔디밭으로 결정한 이유는 표 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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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SI-1500 상의 상세 촬 사항

촬 지역 인천

촬 일자 2010년 10월 26일

촬 시각 04:34 ～ 04:46(UTC)

촬 고도 2500m

촬 면 800m × 700m(620 × 550pixels)

공간해상도 1.25m

장 역 365.2 ～ 1044.6nm

밴드수 96

밴드폭 7.2nm

기하보정
GPS/INS를 이용한 기하보정

1m DEM을 이용한 정사보정

좌표계/타원체 UTM zone 52 / WGS-84

복사보정 Radiance(μW / cm2 sr nm) × 1000

Format unsigned integer(16bit)

Fig. 4. 인하 학교 지역의 CASI-1500 상과 표  

치(상), 표  설치 모습(하)

경의 분 반사특성이 유사한 상황에서 표 을 탐지하

기 함이다. 표 의 기  분 반사곡선은 상 촬

과 동시에 지상에서 ASD FieldSpec-3 spectro-radiometer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Fig. 5는 표 인 녹색부직포

와 배경  표 과 유사한 분 반사특성을 갖는 녹색 

옥상과 잔디밭, 활엽수의 분 반사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Fig. 5. 녹색 부직포와 녹색 옥상, 잔디밭, 활엽수의 분

반사곡선

나. 실험방법

  앞에서 제안한 표 탐지 알고리즘에 의해 기  분

반사곡선과 상의 각 화소에 한 분 반사율의 증감

패턴을 산출한 후 정합비율의 임계값을 0.5(50%)로 정

하여 표  후보를 추출한 후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

다. Fig. 6은 추출된 표 후보와 그에 한 유클리드 

거리 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녹색부직포를 비롯한 녹

색 지붕이나 식물이 포함되었으며 표 후보들이 낮은 

유클리드 거리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한 표 탐지 결과에 한 비교 

상으로써 Table 2와 같이 CASI 원 상에 유클리드 

거리를 용한 경우와 Mahalanobis 거리(M-dist.)를 

용한 경우를 사용하 으며 탐지 정확도와 처리시간 

각각에 하여 비교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포함한 

세 가지 방법은 모두 Matlab 2007을 이용하여 구 하

고 처리환경은 CPU core2duo 2.4GHz, RAM 2GB이

다. 탐지정확도를 계산하기 한 기  표 의 치는 

상의 육안 독을 통해 악하 고 총 70개의 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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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 으로 선정되었다. 의 기  표 과 탐지 결

과를 이용한 탐지정확도는 아래 두 식을 이용하여 계

산하 다.

정탐지율 기준표적의화소개수
탐지된화소중정탐지된화소개수

오탐지율 탐지된화소개수
탐지된화소중오탐지된화소개수

Fig. 6. 분 반사율의 증감추세(정합비율 임계값 = 0.5)

를 이용하여 추출한 표  후보 상(상)과 표

후보에 한 유클리드 거리 상(하)

Table 2.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한 표 탐지 결과를 비

교하기 한 상  항목

비교 상 비교항목 (방법)

 (1) CASI-1500 원 상 

& ED
임계값에 따른 정탐지율, 

오탐지율(임계값의 민감도)

 (1) CASI-1500 원 상 

& M-dist.
 (2) CASI-1500 원 상 

& ED

최  임계값에서의 

처리속도, 정탐지율, 
오탐지율

4. 연구결과  고찰

  제안한 알고리즘에 한 첫 번째 비교항목으로써 임

계값에 따른 탐지정확도(정탐지율, 오탐지율)를 비교하

으며 비교 상은 CASI-1500 원 상에 유클리드 거리

만을 용한 결과이다. Fig. 7은 유클리드 거리의 임계

값에 따라 탐지된 표 의 상을 보여주고 Table 3은 

정탐지율과 오탐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경우에 있

어 임계값에 따른 정탐지율은 유사한 수 을 보여주고 

있다. 오탐지율 측면에서 원 상의 경우 탐지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해 임계값을 증가시킬 경우 오탐지율이 

격하게 증가하여 임계값 7에서 이미 80% 이상의 

오탐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한 표 후보 상의 경우 임계값에 따라 상 으로 

낮은 오탐지율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표 후

보를 추출하는 처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탐지의 

가능성을 억제함으로써 사용자가 정해야하는 임계값에 

유연성을 부여하 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임계값에 따른 탐지정확도(정탐지율, 오탐지율)

표 탐지 기법 임계값 정탐지율 오탐지율

CASI 원 상

& ED

6 60.0%  0.1%

7 77.1% 80.3%

8 87.1% 96.5%

9 94.3% 98.4%

제안한 방법

6 60.0%  0.1%

7 77.1% 26.0%

8 85.7% 51.2%

9 92.9%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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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clidean distance(threshold 6)

   

Proposed(threshold 6)

Euclidean distance(threshold 7)

   

Proposed(threshold 7)

Euclidean distance(threshold 9)

   

Proposed(threshold 9)

Fig. 7. CASI-1500 원 상에 ED를 용한 방법(좌)과 제안한 방법(우)에 의한 표 탐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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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비교항목으로써 처리속도를 비교하 다. 제

안한 방법에 한 비교 상은 앞의 Table 2에서와 같

이 원 상에 유클리드 거리를 용한 방법, 원 상에 

Mahalanobis 거리를 용한 방법이다. Table 4는 세 알

고리즘에 한 처리시간과 최 의 임계값에서 탐지 정

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Mahalanobis 거리의 경우 처

리시간이 837 로 제안한 알고리즘의 처리시간인 26
에 비해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상 통계

값인 covariance를 계산하는데 420 가 소요됨으로써 

통계값을 계산할 경우 처리시간이 크게 지연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원 상에 직  유클리드 거리를 

용한 처리시간에 비해 제안한 알고리즘은 3 의 처리

시간이 더 요구되었지만 낮은 오탐지율을 획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 의 처리시간의 지연이 심각한 수

은 아니라고 단된다. 한 탐지 정확도 측면에서 

Mahalanobis 거리가 제안한 알고리즘과 유사한 오탐지

율 수 에서 더욱 높은 정탐지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처리속도 측면과 상 통계값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을 고려하 을 때 제안한 알고리즘이 더욱 효율 이라

고 할 수 있다.

Table 4. 제안한 알고리즘과 원 상에 ED, M-distance 

각각을 용한 처리시간  최  임계값에서

의 정확도 비교

Proposed ED M-distance

처리시간 26 23 837

정탐지율 77.1% 77.1% 98.6%

오탐지율 26.0% 80.3% 26.3%

* M-distacne는 covariance 계산에 420  소요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 분 상에 비해 분 상에서 

잘 나타나는 분 반사곡선의 패턴을 이용하기 해 인

간의 분 패턴 인식 방법과 가까운 증감패턴을 이용하

여 표 후보를 추출한 후 분 특징정합 기법을 용하

는 표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CASI-1500 상

에 해 제안한 표 탐지 알고리즘과 기존의 표 탐지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 빠른 처리속도와 낮은 오탐지

율의 표 탐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분 특징

정합 기법의 결과물에서 표 을 추출하기 한 임계값

의 결정에 있어 유연성을 향상함으로써 정탐지율을 향

상시키기 해 임계값을 조정할 때 함께 상승하는 오

탐지율을 억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

은 향후 빠른 처리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분 상을 이용한 ( )실시간 표 탐지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분 상의 획득이 매우 제한 인 국내 상황을 고

려하 을 때 향후 추가 인 자료 획득을 통하여 다양

한 상황 하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할 필요가 있

다. 한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사용자의 임계값 결정

에 한 유연성을 향상하 지만 임계값의 범 가 사용

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는 경험에 의해 

최 의 임계값을 선정하여야 하는 단 이 있다. 따라

서 향후 자동으로 최 의 임계값을 결정할 수 있는 알

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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