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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분광 영상장비(Hyperspectral Imager)는 2차원 영상 

정보와 특정 파장 대역의 스펙트럼 정보를 동시에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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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여 3차원 큐브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치이다. 이 

장치를 통해 획득된 스펙트럼 정보는 파장(wavelength) 

또는 파수(wavenumber) 별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반

영된 복사 휘도(radiance)이며, 이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감지하기 힘든 물질을 탐지 및 식별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1]. 초분광 영상장비는 분광하는 방식이나 분

광하는 파장 대역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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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fast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algorithm of chemical gases with a passive  FTIR 

spectrometer. We use a pre-detection algorithm that can reduce the spatial region effectively  for gas detection and 

the candidates of the target. It is possible to remove background spectra effectively  from measured spectra with 

the least-squares method. The CC(Correlation Coefficients) and the SNR(Signal-to-Noise Ratio) methods are used 

for the detection of target gases. The proposed pre-detection algorithm allows the total process of chemical gas 

detection to be performed with lower complexity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algorithms. This paper can help 

developing real-time chemical detection instruments and various applications of FTIR spectr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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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본 연구에서는 파수의 범위가 900  1445 cm-1인 

푸리에 변환 원적외선(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기반의 분광 장비를 다룬다.

  FTIR 분광 장비를 이용한 수동형 원격 탐지(passive 

remote sensing)에서는 별도의 적외선 광원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배경이 기준 광원을 대신한다. 이 분광 장

비로 시준선상에 놓인 가스운(gas cloud)과 배경과의 

온도 차이에서 발생되는 적외선 영역에서의 시간에 

대한 간섭무늬를 얻고, 이를 푸리에 변환시켜 파수에 

대한 스펙트럼을 획득하게 된다[2,3].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가스운은 원적외선(Long-Wave Infrared: 

LWIR) 영역에서 고유의 흡수 대역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을 검출할 수 있는 FTIR 분광 장비를 화학 가스

의 탐지 및 식별에 응용하는 연구가 최근 많이 진행

되어 왔다[4-7].

  FTIR 분광 장비를 통해 획득되어 잡음 제거 과정
[8-11]을 거친 스펙트럼은 임의의 배경이 기준 광원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 스펙트럼에 따라 같은 물

질이 대상이라도 전혀 다른 스펙트럼 형태를 띠게 된

다[14]. 또한, 배경 스펙트럼은 같은 배경이라도 주변 

환경의 온도 및 근처의 광원의 세기에 따라 빈번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배경 제거 알고리즘

이 필요하다. 배경에 대한 처리 이후의 표적 가스에 

대한 탐지 및 식별은 스펙트럼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

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진다[12,13]. 기존에 

알려진 알고리즘에서는 탐지할 공간 영역과 탐지할 

대상이 되는 표적 가스의 후보군이 많아질수록 탐지 

시간이 증가하여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어

렵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TIR 분광 장비를 통해 획득된 3차

원 큐브 데이터와 이를 이용한 새로운 화학 가스 탐

지 및 식별 알고리즘을 소개하며, 탐지 공간 영역 설

정과 표적 가스 후보군의 축소를 통해 전체 탐지 시

간을 줄일 수 있는 초동 탐지 기법(pre-detection)을 제

안한다.

Fig. 1. Three-layer model

2. 시스템 모델

  수동형 원격 탐지 FTIR 분광계로 측정된 분광 복사  

휘도 신호에 대한 모델링은 Fig. 1과 같이 대기, 가스

운 및 배경의 3층 근사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4]. 가스운이 없는 경우 장비에 의해 측정되는 복

사 휘도 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각 층은 모두 균일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각 층에서의 반사 효과 및 대기층

에서의 에어로졸에 의한 효과는 없다고 가정한다. 수

식 (1)에서, 는 파수이며, 는 i번째 층의 투과도, L

는 번째 층에서 복사되는 분광 복사 휘도이다.

  다음으로 가스운이 있는 경우 측정되는 복사 휘도 

은 다음과 같다.

   




    
⋅

  

 (2)

여기서 
는 온도가 인 흑체가 복사하는 흑

체 복사 분광 휘도이다. 가스운의 투과도 는 비

어-람베르트(Beer-Lambert) 법칙에 의해 파수의 함수로 

표현되며[15],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3)

여기서 는 오염 가스의 길이 농도(ppm ․ m)를 의미하

며, 는 가스의 흡수계수 스펙트럼(ppm ․ m)-1을 의

미한다.

  수식 (2)는 가스운이 없는 경우의 복사 휘도에 대한 

비선형 수식이다. 이를 선형 수식으로 만들기 위해 다

음과 같은 두가지 근사를 적용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테일러(Taylor) 근사를 이용하여(가 작은 값인 경우 

exp ≈) 가스운의 농도가 작은 경우엔 가

스운의 투과도 를  ≈로 근사한

다. 두 번째는 복사 휘도 차이에 대한 근사이다.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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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온도 와 가스운층의 온도 의 차이 즉, 온도

차    가 15 K 미만인 경우 복사 휘도의 

차는 온도차와 온도와 파수에 무관한 상수   곱으

로 즉, 
  ≈ 으로 나타낼 수 있

다.(단, 두 온도 모두 250 K - 350 K 사이의 값 이어

야 한다.) 상수 의 단위는 W ․ cm-1 ․ K-1 ․ str-1 이다.

  앞의 두 근사를 이용하면 측정된 복사 휘도는 다음

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

분광 장비에서 측정된 복사휘도 스펙트럼을 개의 채

널을 이용하여 샘플링을 수행하고 얻은 측정 복사 휘

도 스펙트럼 벡터 x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x  s v  n  (5)

여기서 s     

는 가스운

의 지문 벡터이고,      는 가스운 신호의 세기

이며, v   

는 클러터 벡터이

다. 마지막으로 n은 모델링 오류로서 평균은 이며, 

공분산은 
 인 가우시안 랜덤 벡터이다.

  만일 배경 클러터 v를 배경을 구성하는 배경 정보 

행렬 K의 구성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측정 복사 휘도 벡터 x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x  s Ky n  Za n  (6)

여기서 Z sK이고, a  y
  이다.

  위와 같은 복사휘도는 아래와 같이 플랑크(Planck) 

함수를 통해 밝기 온도(Brightness temperature)로 변환

할 수 있다.

  

ln







 (7)

여기서 는 분광 복사 휘도, 는 플랑크 상수, 

는 빛의 속도, 는 볼츠만 상수(Boltzman’s constant)이

다. 위의 관계식으로 부터 얻어진 밝기 온도 스펙트럼

은 대상이 흑체에 가까울수록 관측하는 파수 영역에

서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수가 

650-1500 cm-1인 범위에서는 대부분의 물질의 표면은 

흑체에 가까운 높은 복사율을 갖는다[5]. 밝기 온도로 

변환된 스펙트럼은 화학 가스가 없고 배경만 존재하

는 경우 일정한 기준선으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복사 

휘도 스펙트럼보다 밝기 온도 스펙트럼이 분석에 용

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측정된 복사 휘도 스펙트럼 x에 플랑크 변환을 적

용해 얻은 밝기 온도 스펙트럼을 x라 하자. 최종적으

로 x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x  s Ky n  Za n  (8)

여기서 a y이다. 초분광 영상에서 일반적인 탐

지 알고리즘은 모든 화소의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종의 가스에 대해서 탐지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방식

이다. 이러한 방식은 (화소의 수) ×   이라는 많은 

연산량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밀 탐지

를 수행하기 앞서 초동 탐지(pre-detection)를 하여 가

스 후보군 화소들과 가스 후보군을 설정하여 정밀 탐

지 수행 시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Fig. 2. Flow chart of det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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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의 표적 가스에 대하여 선택된 파수 대역

에서 배경 스펙트럼을 제거하고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와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를 이용하여 탐지 및 식별을 수행하고 화면에 전

시한다.

3. 초동 탐지(Pre-detection)

  앞 절에서 잡음 제거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잡음을 

줄인 측정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s Ky  t Ky (9)

여기서 t s는 표적 가스 스펙트럼이다. 그리고 y의 

추정 값 y은 최소 자승법(Least-Squares method: LS)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y  KTK KTx  (10)

식 (10)으로부터 계산된 y을 이용하면 밝기 온도 스

펙트럼 x 안에 내재된 배경 스펙트럼 x를 근사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표적 가스 스펙트럼에 대한 추

정 스펙트럼 t 을 추출할 수 있다.

t xx  xKy (11)

Fig. 3. Result of a fitting process at pre-detection

  여기서 K에 포함되는 배경으로 간주되는 스펙트럼

의 수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적다. 본 연구에서 관심 

영역인 900  1445 cm-1 대역에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물질들의 복사율이 흑체의 복사율에 

가깝기 때문에 밝기 온도 스펙트럼이 거의 기준선처

럼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선을 근사하기 위한 

넓은 가우시안 함수(broad Gaussian function) 5  7개

로 K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반해, Fig. 3에서와 같

이 탐지의 목적이 되는 표적 가스들은 대부분 좁은 

흡수 혹은 방사 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K로 모사

되지 않고 t에 나타나게 된다.

  946 cm-1 근처에서 최대 흡수 계수를 갖는 육불화황 

(Sulfur Hexafluoride: SF6) 가스를 촬영한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초동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배경에 해당

되는 부분을 적합시킨 결과를 Fig. 3에 도시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획득된 t에 대해서 각 표적 가스의 

최대 피크 지점에서의 신호-대-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를[17] 구해서 미리 정한 문턱치(threshold)와

의 비교를 통해 표적 가스의 후보군 및 탐지 공간 영

역을 정의할 수 있다. 초동 탐지의 결과로 영상에서 

표적 가스가 차지하는 영역의 비율이 낮다면 Fig. 4와 

같이 탐지 영역이 축소되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정밀 

탐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Fig. 4. Result of the pre-detection(left), a region of 

interesting areas(right)

4. 정밀 탐지(Precise Detection)

  정밀 탐지는 초동 탐지를 통해 지정된  개의 가스 

후보군과 탐지 공간 영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

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표적 가스의 특성은 비교적 

좁은 대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 대역에 대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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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고차원 신

호로 인한 잡음의 영향과 적합(fitting)시킨 배경 스펙

트럼의 오차로 인해 높은 결과 값을 얻기 힘들다. 따

라서 가스 별로 선택적인 파수로 구성된 비교적 좁은 

영역에서 탐지 알고리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측정 스펙트럼 x에서 번째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특정 파수 대역만을 선택하여 추출한 스펙트럼을 x

라 한다면 x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x  s Ky  Za  (12)

여기서 s는 번째 표적 가스의 표준 스펙트럼이고, 

K는 번째 표적 가스탐지를 위해 선택된 대역에서 

배경을 근사하기 위한 배경 정보 행렬이다. Z 

sK  이고, a  y
  이다. 좀 더 정확한 근사를 

위해서 K은 표적 가스의 특성이 생기는 좁은 대역 

내에서의 기준선을 근사하기 위한 가우시안 함수, 대

기스펙트럼 그리고 표적 가스와 같은 대역에서 흡수 

특성을 가지는 간섭가스 스펙트럼으로 구성된다. x에 

대해서 초동 탐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소 자승법을 

통해 Z에 대한 가중치 벡터 a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i  Zi
TZi

Zi
Txi (13)

여기서 Zi의 가중치 벡터 a는 a  
y


이므로, 

이를 통해 배경의 가중치 벡터 y를 구할 수 있다. y

를 이용하면 번째 표적 가스에 대한 추정 스펙트럼

인 t i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 i  xi 
xbg  xi Ki

yi (14)

  위의 과정을 통해 전 구간이 아닌 선택된 비교적 

좁은 구간(SF6의 경우 900  1000 cm-1)에 대해서 적

합을 시키고 배경 스펙트럼을 근사하면 Fig. 5에서 같

이 보다 더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이 

구한 표적 가스에 대한 추정 스펙트럼 t i에 가스 탐

지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관 계수를 

이용한 방법과 신호-대-잡음비를 이용한 가스탐지 알

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Fig. 5. Result of a background fitting process at 

precise-detection

4.1 상관 계수 기법

  앞에서 계산된 t 와 라이브러리 표적 가스 스펙트

럼 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알고리즘 적용 결과에 대해서 문턱치 비교

를 통해서 번째 표적 가스의 유무를 판단한다. 상관 

계수(Cross Coefficients: CC)는 두 스펙트럼 사이의 유

사도를 나타내는 값 이다. 상관 계수를 이용한 검증 

통계  t 는 t 와 s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   s   t  

s ∙t 
 (15)

여기서 ⋅은 스펙트럼의 크기이고 ∙는 두 벡터간

의 내적을 나타낸다.

  위 관계식에 따라 상관 계수를 구하면 t 와 s의 

방향성의 유사도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

다. 가스의 판정에서 임계치 가  t 보다 큰 

경우 가스가 있다고 판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스

가 없다고 판정한다. 상관 계수 기법은 스펙트럼 자체

의 크기나 편차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잡음에 민감하고 정확하게 추출되지 못한 신

호에 대해 좋은 성능을 얻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4.2 신호-대-잡음비 기법

  이러한 상관 계수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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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대-잡음비 기법을 이용한다. 신호-대-잡음비는 신호

의 세기와 잡음의 세기의 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일반

적으로 표적의 표준 가스 스펙트럼 s는 특정 파수값

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이 때의 파수 값을 라 한다

면, s 
는 가스 신호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세기 

값이다. 따라서 표적 가스에 대한 추정 스펙트럼에서 
t 

 는 표적 가스 신호가 가지는 최대의 세기 값이 

된다.

  잡음의 세기는 분광 스펙트럼 장비마다 잡음 등가 

온도차(Noise Equivalent Delta Temperature, NEDT, 
 )

의 형태로 정의된다. 잡음 등가 온도차의 물리적 의미

는 측정된 스펙트럼에서 잡음 등가 온도 아래의 온도 

신호는 잡음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표적 스펙트럼

의 신호-대-잡음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t  




t  


 (16)

신호-대-잡음비 기법은 검정 통계 값(t )이 일

정한 임계치() 이상의 값을 가진 경우 표적 가스

가 있다고 판정하고, 아닌 경우 표적 가스가 없다고 

판정하는 방식이다. 위의 방법은 잡음의 영향으로 인

한 오탐지가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호의 크기

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4.3 협동 탐지 기법

  앞서 설명한 상관 계수를 이용한 방법은 신호 자체

크기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잡음에 민감하

고, 신호-대-잡음비 기법은 잡음에 강인하지만 신호의 

크기가 커지면 탐지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두 알고리즘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알고리즘들이

다. 따라서 두 알고리즘 모두를 이용해서 AND 규칙

을 이용한 협동 탐지를 수행하면 더 좋은 탐지를 수

행할 수 있다. AND 규칙은 두 알고리즘 모두 가스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표적 가스가 있

다고 판정하는 방법이다.

5.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실험으로 이용된 데이터는 독일 Bruker 

optics사의 FTIR 수동형 원격 탐지 영상화 장비 HI-90

으로 획득되었다. 영상 해상도는 128 × 128이며 스펙

트럼 대역의 범위는 903.8  1445.1 cm-1이며 192개의 

파수 대역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또한, 표적 가스의 

종류는 9개이고, 각각의 표적 가스 탐지를 위한 배경 

정보 행렬을 구성하였다. 배경 정보 행렬에 사용된 배

경 정보 열벡터는 총 18개 이다. 18개의 열벡터 중 각

각의 표적 가스의 흡수 대역에 속한 열벡터를 선택하

여 배경 정보 행렬을 구성하였다.

Fig. 6. HI 90 - FTIR remote sensing system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안흥에서 촬영되었고 독성이 

있거나 가열이 필요한 화학 가스에 대해서는 LWIR 

대역에서 투명한 가스 셀을 이용하여 배경 스펙트럼

이 투과되도록 하였다. 실험을 수행한 결과 Fig. 7에

서와 같이 가스 셀 내부에 속한 가스가 탐지되었다. 

위부터 각각 육불화황, 암모니아(Ammonia, NH3), 메탄

올(Methanol, CH2OH) 가스이며 바다, 하늘, 산 배경으

로 각각 탐지되었다. 좌측의 영상은 일반 카메라 영상

이며, 우측의 영상들이 초분광 영상이다.

  제시된 탐지 알고리즘의 전체 연산량은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크기와 공간 해상도에 의존한다. 일반적인 

컴퓨터초동 탐지의 경우 배경 스펙트럼이 20여 개인 

경우, 대략적으로 0.5초 정도 소요된다. 정밀탐지는 표

적 가스 별로 순차적으로 유사도 측정 알고리즘이 실

행되므로 추가되는 표적 가스의 수가 늘어날수록 전

체 연산량은 커지게 된다. 초동 탐지의 유무에 따른 

탐지 알고리즘의 처리 시간을 Table 1에 표기하였다. 

탐지 알고리즘은 C++상에서 구현되었고, 시뮬레이션

에 사용된 컴퓨터의 CPU는 Intel I5-7500이다. 각각 

Fig. 7의 영상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측정

한 처리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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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tection result for various target gases: sulfur 

hexafluoride, ammonia, methanol from the top

Table 1. Comparisons of detection time whether pre- 

detection is implemented or not

초동 탐지 사용 초동 탐지 미사용

SF6 0.76 s 1.89 s

NH3 0.73 s 1.86 s

CH2OH 0.88 s 1.85 s

  탐지 공간이 작다면 초동 탐지로 인해 연산 시간에

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설정된 탐지 공간이 화면 

전체 가 되는 경우에는 거의 이득을 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최대 피크 검사로 표적 가스의 후보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탐지 공간이 전체가 되면서 한 화소

에서 측정되는 스펙트럼 속에 여러 표적 가스가 혼재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손해가 되지는 않는

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거리에서 탐지하게 될 경우 

탐지 영역이 작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산 속도 

측면에서 이득을 보게 확률이 높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동형 원격 탐지 FTIR 분광계를 통

해 획득한 밝기 온도 스펙트럼 데이터에 대한 소개와 

배경 스펙트럼과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초동 탐지 기

법을 설명하고 상관 계수 기법과 신호-대-잡음비 기법

을 이용하는 전체 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초동 

탐지 후에 탐지 대상 구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

밀 탐지에 요구되는 연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실

시간 가스운 모니터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측정되는 밝기 온도 스펙트럼은 주변 환경의 온도

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같은 배경이라도 기후나 주변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형태의 스펙트럼이 측정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변화된 상황에 따른 배경 

스펙트럼의 수를 늘이면 해결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

에 연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 적응적으로 배경 스펙트럼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References

[1] D. Manolakis, S. E. Golowich and R. S. DiPietro, 

“Long-Wave Infrared Hyperspectral Remote Sensing 

of Chemical Clouds: A Focus on Signal Processing 

Approaches,” IEEE Signal Process. Mag., Vol. 31, 

No. 4, pp. 120-141, Jul. 2014.

[2] D. H. Kim, “FTIR for Remote Chemical Detec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Vol. 18, No. 1, pp. 153-169, Jun. 

2011.



수동형 FTIR 분광계에서 초동 탐지 기법을 이용한 고속 원거리 화학 가스 탐지 알고리즘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1권 제6호(2018년 12월) / 751

 [3] A. Beil, R. Daum, R. Harig and G. Matz, “Remote 

Sensing of Atmospheric Pollution by Passive FTIR 

Spectrometry,” in Proc. of SPIE, Vol. 3493, pp. 

32-43, Sep. 1998.

 [4] D. F. Flanigan, “Prediction of the Limits of 

Detection of Harzardous Vapors by Passive Infrared 

with the Use of MODTRAN,” Applied Optics, Vol. 

35, Issue 30, pp. 6368-6374, Oct. 1996.

 [5] R. Harrig and G. Matz, “Toxic Cloud Imaging by 

Infrared Spectrometry: A Scanning FTIR System for 

Identification and Visualization,” Field Analytical 

Chemistry and Technology, Vol. 5, Issue 1-2, pp. 

75-90, May 2001.

 [6] A. Vallieres, A. Villemaire, M. Chamberland, L. 

Belhumeur, V. Farley, J. Giroux and J. F. Legault, 

“Algorithms for Chemical Detection,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for Thermal Hyperspectral 

Imagers,” in Proc. of SPIE, Vol. 5995, pp. 147-157, 

Nov. 2005.

 [7] V. Farley, A. Vallieres, A. Villemaire, M. 

Chamberland, P. Lagueux and J. Giroux, “Chemical 

Agent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with a 

Hyperspectral Imaging Infrared Sensor,” in Proc. of 

SPIE, Vol. 5995, pp. 6739-6749, Sep. 2007.

 [8] D. Cerra, R. Muller and P. Reinartz, “Noise 

Reduction in Hyperspectral Images through Spectral 

Unmixing,” IEEE Geosci. Remote Sens. Lett., Vol. 

11, No. 1, pp. 109-113, Jan. 2014.

 [9] W. Li, S. Prasad and J. E. Fowler, “Noise-adjusted 

Subspace Discriminant Analysis for Hyperspectral 

Imagery Classification,” IEEE Geosci. Remote Sens. 

Lett., Vol. 10, No. 6, pp. 1374-1378, Nov. 2013.

[10] G. Chen and S. E. Qian, “Denoising of 

Hyperspectral Imagery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Wavelet Shrinkage,” IEEE Trans. 

Geosci. Remote Sens., Vol. 49, No. 3, pp. 973-980, 

Mar. 2011.

[11] N. Renard, S. Bourennane and J. B. Talon, 

“Denoising and Dimensionality Reduction using 

Multilinear Tools for Hyperspectral Images,” IEEE 

Geosci. Remote Sens. Lett., Vol. 5, No. 2, pp. 138- 

142, Apr. 2008.

[12] C. C. Funk, J. Theiler, D. A. Roberts and C. C. 

Borel, “Clustering to Improve Matched Filter 

Detection of Weak Gas Plumes in Hyperspectral 

Thermal Imagery,” IEEE Trans. Geosci. Remote 

Sens., Vol. 39, No. 7, pp. 1410-1420, Jul. 2001.

[13] D. Manolakis and G. A. Shaw, “Detection 

Algorithms for Hyperspectral Imaging Applications,” 

IEEE Signal Process. Mag., Vol. 19, Issue 1, pp. 

29-43, Jan. 2002.

[14] S. Walsh, L. Chilton, M. Tardiff and C. Metoyer, 

“Effect of Background Emissivity on Gas Detection 

in Thermal Hyperspectral Imagery,”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PNNL-17874, pp. 

29-43, Jul. 2008.

[15] M. L. Polak, J. L. Hall and K. C. Herr, “Passive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of Chemical 

Plumes: An Algorithm for Quantitative Interpolation 

and Real-Time Background Removal,” Applied 

Optics, Vol. 34, No. 24, pp. 5406-5412, Aug 1992.

[16] N. Keshava and J. F. Mustard, “Spectral Unmixing,” 

IEEE Signal Process. Mag., Vol. 19, No. 1, pp. 44- 

57, Jan. 2002.

[17] R. Harrig, “Passive Remote Sensing of Pollutant 

Clouds by FTIR Spectrometry: Signal-to-Noise Ratio 

as a Function of Spectral Resolution,” Applied 

Optics, Vol. 43, No. 23, pp. 4603-4610, Aug. 2004.

[18] K. Tan, E. Li, Q. Du and P. Du, “Hyperspectral 

Image Classification Using Band Selection and 

Morphological Profiles,” IEEE J. Sel. Topics in 

Appl. Earth Observ. Remote Sens., Vol. 7, No. 1, 

pp. 40-48, Jan.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