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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mpact Reconnaissance Imaging Spectrometer for Mars(CRISM) is 489-band
hyperspectral camera of Mars Reconnaissance Orbiter(MRO) that provided data used on many mineral
researches over Martian surface. For the detection of minerals in planet, mineral index using a few spectral
bands have been used. In this study, we applied Matched Filter and Adaptive Cosine Estimator(ACE)
target detection algorithm on CRISM data over Gusev Crater: landing site of Spirit(Mars Exploration
Rover A) to investigate its mineral distribution. As a result, olivine, pyroxene, magnetite, etc. is detected
at Gusev Crater’s Columbia Hills. These results are corresponding to the Spirit rover’s field survey result.
It is expected that hyperspectral target detection algorithms can be used as effective and easy to use method
for the detection and mapping of surface minerals in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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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Compact Reconnaissance Imaging Spectrometer for Mars(CRISM)은 489개의 밴드를 가지는

화성정찰궤도선의 초분광 카메라로써 이를 이용한 화성 지표의 광물 분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본 연구에서는 USGS의 스펙트럼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화성 Gusev Crater의 Spirit(Mars Exploration

Rover A) 로버 착륙지에 대한 CRISM 영상에 Matched Filter와 Adaptive Cosine Estimator(ACE) 표적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광물 분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감람석, 휘석, 자철석 등의 광물들이

Gusev 크레이터의 Columbia Hills에서 탐지되어 Spirit 로버의 지상 탐사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는 그간 CRISM의 광물 분포 연구가 일부 몇 개 밴드의 반사도만을 통해 계산된 광물 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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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초분광 센서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초분광영상은 높은

분광 해상도, 연속되는 밴드 파장 대역을 가지기에 표

적의 분광 특성에 대한 미세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초분광 반사 스펙트럼을 토대로 표적 물질

을 탐지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im,

2015).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2005년 발사된 미 항공우주국

(NASA)의 화성정찰궤도선(Mars Reconnaissance Orbiter,

MRO)은 Compact Reconnaissance Imaging Spectrometer

(CRISM)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하여 현재까지 화성에서

초분광 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를 수행해오고 있다.

CRISM MTRDR 영상은 6.55 nm 분광해상도, 화소당

5-19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며 가시광 영역부터 열적

외선 영역(362 nm - 3920 nm)의 489개 반사율 밴드로 구

성되어 있다(Murchie et al., 2007).

한편, 화성에 대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주요 지

상탐사로버로는Mars Pathfinder 착륙선의 Sojourner 로

버(1997년 착륙), Mars Exploration Rover 계획의 쌍둥이

로버인 Spirit과 Opportunity(2004년 착륙), Mars Science

Laboratory 계획의 Curiosity(2012년 착륙)가 있었으며,

아직 직접 인간의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화성에서

각종 센서를 이용한 암석 샘플 등의 조사 임무를 수행

해왔다 . 그 중에서도 Mars Exploration Rover 계획은

185kg의 각 로버가 90화성일(sol)의 임무로 기획되었으

나 로버 A인 Spirit은 2011년까지 목표 기간을 초과하여

8년동안 운영되었고, 로버 B인Opportunity는 현재까지

도 운영되면서 많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CRISM 영상에 시도된 적이 없는

확률론적 표적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Spirit 착륙지

인 화성 Gusev 크레이터 중심부의 광물 분포를 확인하

고 지형과 비교 분석한 뒤, 이를 Spirit 로버의 현장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초분광 표적 탐지 알고리즘의 적용 가

능성을 확인, 추가 연구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한다.

2. 연구 지역, 방법 및 자료

1) 연구 대상 지역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화성 동반구의 Gusev 크레이

터로서(Fig. 1, Fig. 2a), 이는 14.53°S 175.52°E에 위치한

지름약 140km의크레이터이며, 중심에는Columbia Hills

라 명명된 Central Uplift(Fig. 3)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Spirit은 이 Columbia Hills 서북부 평원에 2004년 1월 4일

착륙하여 2009년 5월 1일까지남동쪽으로 7730.5 m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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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던 것에서 관측 파장 대역 전체를 활용하는 초분광 표적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한 새로운 적용방법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1. Mars Orbiter Laser Altimeter (MOLA) DEM (Digital Elevation Model) shaded relief of whole mars and study area: Gusev Crater
(14.53°S 175.52°E) - Spirit Rover landing site. (yellow pin)



진한 뒤 Columbia Hills 내의 세립질 모래구덩이로 인한

마찰력 부족으로 움직이지 못해 정지연구로 전환, 2011

년 11월 26일 전력부족으로 임무를 종료하였다(Fig. 2).

2) 연구 방법

대상 지역의 CRISM 영상에 미 지질조사소(USGS)의

광물 스펙트럼 라이브러리를 기준으로 광물 탐지를 시

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스펙트럼 라이브러리의 반사도

를 CRISM 각 밴드 파장에 맞게 선형 내삽법 (linear

interpolation)으로 변환하였다(Fig. 4). 이 변환된 광물 스

펙트럼을 기준으로 CRISM 전체 밴드 영상 중 노이즈

밴드를 제외하고 Matched Filter 및 Adaptive Cosine

Estimator(ACE) 표적 탐지 기법을 적용하여 광물을

탐지하였으며 , 그 결과와 연구 대상 지역의 Digital

Elevation Model(DEM)과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확인한

지형을 비교하였다.

이후 Spirit의Mössbauer Spectrometer 지상 암석 샘플

분석 결과(Morris, Richard Van et al., 2004; Squyres, Steven

W. et al., 2004)와 대비하여 CRISM의 Matched Filter 및

ACE 표적 탐지 기법이 기존 결과와 부합하는지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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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central uplift. Anaglyph stereo image of unnamed crater near Arago Crater. (8°35’33.90”N, 30°21’3.38”E) Made by
Mars Reconnaissance Orbiter’s CTX camera strips: G11_022339_1886 and G22_026796_1886.

Fig. 2. (a) Mars Orbiter Laser Altimeter (MOLA) DEM data and shaded relief of Gusev Crater with Columbia Hills: Spirit Rover landing
site. (yellow pin) CTX orthometric corrected strips as background image; (b) Spirit Rover’s travel path to Columbia Hills. (red
line) Rover traveled to the southeast. HiRISE strips and HRSC stereo DEM as background image.; (c) Spirit rover’s remaining
place, west side of Columbia Hills. Captured on HiRISE strip ESP_025815_1655 (29, Jan, 2012). Yellow triangle points remain
of Spirit rover covered by sand.



였다.

3) 표적 탐지 이론

표적 탐지 시 영상 내에 표적 물질과 표적이 아닌 배

경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한 화소의 신호

성분을 구분하면 표적 물질의 성분 행렬 XT와 배경 물

질의 성분 행렬 XB의 1차(선형) 혼합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이 때 화소의 신호 행렬 X는 표적 물질의 전체 대비

점유 비율을 a라 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X = aXT + (1 _ a) XB                          (1)

이를 통한 표적에 대한Matched Filter 값은 배경 신호

에 대한 공분산 행렬 CB를 이용, 최대 우도비로부터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Manolakis, D. et al., 2003).

                       MF(X) =                         (2)

한편 ACE의 경우 일반화된 우도비로부터 유도되며,

Matched Filter의 값을 화소 신호 X의 길이로 나눈 것으

로서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Scharf and Friedlander,

1994).

           ACE(X) =             (3)

4) 사용 자료

자료의 취득을 위해 미 항공우주국 (NASA)의

Planetary Data System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한

Spirit 조사지역의 CRISM 초분광 영상은 2008년 1월 3일

촬영된 FRT0000929F이며, 18 m 공간해상도를 가진다

(Fig. 5 우측). 이 중 노이즈 밴드를 제외함과 더불어 광

물질의 분광스펙트럼 특성을 고려하여 100번(1184.85

nm) 밴드부터 299번(2496.53 nm) 밴드의 200개 밴드로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크레이터 지형과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Mars Express 탐사선의 스테레오 카메라인 HRSC(High

Resolution Stereo Camera)의 75 m 해상도 스테레오 영상

추출DEM을사용하였다. 또한연구지역의고해상도영

상을 얻기 위하여 화성정찰궤도선(Mars Reconnaissance

Orbiter)의 6 m 해상도 CTX(Context) 카메라의 화성 궤

도선레이저고도계(Mars Orbiter Laser Altimeter: MOLA)의

DEM에 대한 정사 보정 영상과 0.25 m 해상도 High

Resolution Image Science Experiment(HiRISE)의 HRSC

DEM에 대한 정사 보정 영상이 보조자료로써 사용되

었다.

XT CB
_ 1 XT

XTT CB
_ 1 XT

(XTT CB
_ 1 X )2

(XTT CB
_ 1 XT)*(XT CB

_ 1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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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yroxene’s USGS Spectral Library spectrum converted by linear interpolation refer to wavelength of each CRISM band. Left:
USGS original spectrum (Clark et al., 2007); Right: converted spectrum.



3. 연구 결과 및 분석

1) 지형 분석

Gusev 크레이터는 30~40억년 전의 대형 운석 충돌로

형성되었으며, Grin, Edmond A., and Nathalie A. Cabrol

(1997)의 수문학적 연구 결과 Gusev Crater는 과거 화성

의 물 존재 시기 물로 뒤덮였었던 크레이터 호수로 여

겨져 왔다. 따라서 다량의 퇴적물이 저지대에 쌓여 퇴

적층을 형성하였고 이는 Spirit Rover의 조사에서도 층

리가 발달한 노두로 드러났다(Arvidson, Raymond E. et

al., 2006). 이러한 퇴적작용으로 인해 크레이터의 깊이

가 얕아진 상태이나, Gusev 크레이터의 중심부에서 형

성된 central uplift는 저지대의 퇴적 및 고지대의 풍화에

도 불구하고 Columbia Hills로 남아 주변 저지대보다 약

최고 150 m높은 고지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위성영

상과 DEM으로 확인할 수 있다(Fig. 5). 이 central uplift

는 과거 운석 충돌 시 충격으로 인한 지표의 파동으로

크레이터 중심부의 암체가 융기된 것이다(Ivanov, B. A.

et al., 1982).

2) 고철질 광물: 감람석 및 휘석 현무암 탐지 결과

고철질 계열 광물로 감람석과 휘석 현무암에 대한 탐

지 결과는 Fig. 6과 같다. USGS spectral library의 Olivine

The Investigation of Mineral Distribution at Spirit Rover Landing Site: Gusev Crater by CRISM Hyperspectral data and Target Det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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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eft: Topography of Gusev Crater’s Columbia Hills. Stereo DEM of HRSC strip 4165 is used; Right: True color image by CRISM.
Band 41 as red, band 19 as green, band 1 as blue; Red line is Spirit rover’s travel path; Yellow polygon is boundary of CRISM
data; CTX and HiRISE orthometric corrected strips are used as background image.

Fig. 6.  (a) Olivine detection result by Matched filter; (b) Olivine detection result by Adaptive Cosine Estimator (ACE); (c) Pyroxene
Basalt detection result by Matched filter; (d) Pyroxene Basalt detection result by ACE; Red means high detection score, blue
means low score. All images are histogram equ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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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Magnetite detection result by Matched filter; (b) Magnetite detection result by ACE; (c) Hematite detection result by Matched
filter; (d) Hematite detection result by ACE. Red means high detection score, blue means low score. All images are histogram
equalized.

Fig. 6.  Continued.



GDS70.a GSB 165 um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CRISM 영

상의 감람석 표적 탐지 결과 Fig. 6a, 6b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Matched filter와 ACE 모두 Columbia Hills 부근에

서 감람석이 주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탐

지되었다. 더불어 주변의 소규모 크레이터에서도 감람

석이 탐지 되었다. USGS spectral library의 Pyroxene Basalt

CU01-20A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검출한 휘석 현무암 역

시 Fig. 6c, 6d의 결과로써 감람석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

내었다.

감람석과 휘석은 고철질 광물로서 마그마 분화로 인

해 지표보다는 비교적 지하에서 많이 검출되는 광물임

을 감안해볼 때, Columbia Hills와 소규모 크레이터의 성

분이 주변 지표에 비해 심부 지각에 가까울 것이라 보

인다. central uplift가 심부 지각의 융기로 형성되므로 고

철질 광물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Columbia Hills가

central uplift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철질

광물이 풍부한 소규모 크레이터는 운석 충돌로 형성 될

당시 심부 지각 성분의 암석을 일부 지표로 드러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3) 산화철 광물: 자철석, 적철석의 탐지 결과

산화철 계열 광물인 자철석, 적철석에 대한 탐지 결

과는 Fig. 7과 같다. USGS Spectral Library의 Magnetite

HS195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표적 탐지를 시행한 Fig. 7a

와 7b에서는 Matched filter와 ACE 모두 Columbia Hills

남측에서 주변보다 비교적 강한 신호의 자철석 스펙트

럼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이곳에 자철석이 저지대보다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반면에

USGS Spectral Library의 Hematite FE2602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한 적철석의 경우 Fig. 7c의 결과와 같이

Matched Filter에서는Columbia Hills 남측에서는 낮은 비

율로, 주변부 중 특히 저지대에서 높은 비율로 검출되

었으나, Fig. 7d의 ACE를 통한 검출 결과에서는 특징적

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적철석과 자철석의 Matched Filter 표적 탐지 결과만

을 이용하여 지형과 해석해보면, 크레이터 내부 저지대

의 경우 과거 호수였으며 퇴적물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

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 철 성분의 산화가 진

행되어 적철석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 . 반면에

Columbia Hills는 심부 지각의 고철질 성분으로 주로 구

성되어 있고 고지대이므로 비교적 저지대 퇴적물에 비

해 물의 영향을 덜 받아 철 성분의 산화가 덜 진행되었

다고 여겨질 수 있다.

4) 수산화철 광물: 침철석의 탐지 결과

수산화 철 광물 계열인 침철석은 USGS Spectral

Library Goethite GDS134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하여 표

적 탐지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8과 같다. Matched

Filter 결과인 Fig. 8a의 결과는 저지대에 비해 고지대인

Columbia Hills에서 침철석이 더 높은 비율로 측정되었

으나, Fig. 8b의 ACE 방식의 표적 탐지 결과는 Columbia

Hills 남서부 지역에서 일부 검출되나 뚜렷한 해석을 하

기 어려웠다. 또한, 침철석이 철광물에 물이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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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Goethite detection result by Matched filter; (b) Goethite detection result by ACE; Red means high detection score, blue
means low score. All images are histogram equalized.



유입, 풍화되며 형성되는 것임을 생각해볼 때, 침철석이

저지대보다 고지대에서 우세한 본 Matched filter 결과

또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

5) Spirit 로버 지상 조사 결과와의 비교

Spirit 로버의Gusev 크레이터 조사 경로 중 채취한 시

료에대하여Spirit의기기중하나인Mössbauer spectrometer

(질량분석기)로 분석한 연구 결과(Morris, Richard Van et

al., 2004; Table 1)에 의하면 Spirit 로버의 조사 지역에는

감람석, 휘석 및 산화철계 나노광물이 암석 시료에서는

풍부하게 나타나고, 이들 광물에 비하면 소량인 약 7.7%

의 비로 적철석이 검출되었다. 토양 시료 역시 감람석,

휘석 및 산화철계 나노광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비교적 암석에 비해서는 비율이 적었다. 또한 일

부 암석시료에서 자철석이 검출되었으며, 대부분 시료

에서 총 철함량에 대비하여 3가 철 이온 비율이 40% 미

만으로 나타났다.

이를 염두하여 본 연구의 각 광물 표적 탐지 결과를

해석해 보면, Spirit 로버가 향한Columbia Hills의 고철질

광물인 감람석과 휘석 현무암의 표적 탐지 결과는 Spirit

로버의 현장조사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 이온의 함량 비율로부터 추정해볼 때, Columbia Hills

에서 3가 철 이온에 의한 적철석보다는 2가 철 이온이

주를 이루는 자철석과 침철석이 더 우세한 방향으로

CRISM 영상에서 표적 탐지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화성정찰궤도선의 초분광 카메라인

CRISM의 영상을 이용하여 Spirit 로버의 탐사 지역에 대

해 표적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감람석, 휘석 현무

암, 자철석, 적철석, 침철석에 대한 탐지 결과 Columbia

Hills는 고철질 광물과 자철석이 우세하게 검출됨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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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neral detection results of Mössbauer spectrometer. N
is number of measurements (Morris, Richard Van et al.,
2004)

Phase N
Rock sample

Olivine(oct-Fe2+) 13
Pyroxene(oct-Fe2+) 13
np-Ox(oct-Fe3+) 13
Hematite(oct-Fe3+) 1

Soil sample
Olivine(oct-Fe2+) 8
Pyroxene(oct-Fe2+) 8
np-Ox(oct-Fe3+) 8

A042_Mimi_Shoe sample
Magnetite(tet-Fe3+) 2
Magnetite(oct-Fe2+, Fe3+) 2

Fig. 9. Quantile-Quantile (QQ) Plot for southwest flatland from Columbia Hills’ Matched filter magnetite detection (left) and ACE
magnetite detection (right). Red dots are distribution of detection result.



인하였다. 이 결과는 Columbia Hills가 심부 지각 성분이

우세한 지역이며, 크레이터 생성 당시의 central uplift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Spirit 로버의 탐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해당 광물 검출 결과는 지상 샘플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CRISM

초분광 영상에 표적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으

로도 광물 탐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본 방식은 현재 정량적인 광물의 양 파악이 불가

능하기에 상대량만을 파악할 수 있으며, 광물 스펙트럼

의 기준으로써 CRISM CCD가 아닌 USGS의 분광기를

이용한 스펙트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CRISM CCD의 스펙트럼을 찾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Fig. 7a, 7b의 자철석 탐지 결과에서 Columbia

Hills 서남부와 같이 Matched Filter와 ACE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지역도 연구 도중 일부 발견되었다. 이

지역의 자철석 탐지 결과 중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낸 영

역에 대해 가로 250 화소, 세로 150 화소의 관심영역을

설정하여 Fig. 9와 같이 Quantile-Quantile Plot을 작성해

본 결과Matched filter의 자철석 탐지결과는 정규분포에

비교적 가깝게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ACE의 자철

석 탐지결과는 정규분포에서 상당히 왜곡되어 나타나

는 양상을 보여 두 알고리즘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두 알고리즘은 그 경향성이 일

치하기에 해당 지역의 분광학적 특성에 대한 추가 연구

를 진행 할 예정이다.

기존의 CRISM을 이용한 광물 연구는 주로 몇 개 밴

드의 반사도만을 선별하여 광물 지수를 계산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어 왔다(Pelkey et al., 2007).이 방법 또한 많

은 연구 성과를 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과 다른

접근법으로써 근래에 주목받고 있는 초분광 표적 탐지

연구 주제인Matched Filter 등의 확률론적 표적 탐지 알

고리즘을 CRISM 영상에 적용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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