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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fast algorithm for endmember extraction is proposed in this study which extracts min.
and max. pixels from each band after MNF transform as candidate pixels for endmember. This method
finds endmembers not from the entire image pixels but only from the previously extracted candidate
pixels. The experimental results by N-FINDR using a simulated hyperspectral image data and AVIRIS
Cuprite image data showed that the proposed fast algorithm extracts the same endmembers with the
conventional methods. More studies on the effect of noise and more adaptive criteria in extracting
candidate pixels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this method for more fast and efficient analysis
of hyperspectral imag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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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MNF 변환 후 각 밴드별 최소, 최대값을 가지는 화소들을 추출하고, 이 후보 화소

들만을대상으로 endmemeber를추출하는기법을제안하고이의적용가능성을고찰하 다. 이와같은접

근은 상자료의 크기와 관계없이 밴드수×2개에 해당하는 화소들만을 대상으로 endmember를 추출하므

로전체화소를대상으로 endmember 여부를계산하는기존의기법들보다계산시간측면에서매우효율적

일 수 있다. 모의 초분광 상자료 및 미국 네바다 Cuprite 지역의 AVIRIS 초분광 상자료에 N-FINDR

기법을 적용하여 endmember를 추출함에 있어 본 기법을 적용해본 결과, 전체 화소를 대상으로 처리한 결

과와거의동일한결과를얻을수있음을확인하 다. 잡음에의한 항과후보화소추출기준등에대한추

가연구를통해대용량초분광 상자료의처리및분석에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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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분광혼합분석은 각 물질들의 분광반사특성을 기준으

로하나의화소가차지하는 역에대하여그피복물질

의 종류와 각 물질별 점유비율(abundances fraction)

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Boarderman and

Kruse, 1994)으로, 초분광 상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분광정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활용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기

술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Heinz and

Chang, 2001; 최재완 외, 2006; 김선화 외, 2007; 신

정일 외, 2006). 분광혼합분석을 위해서는 상자료

역 내에 존재하는 피복 물질들에 대한 고유의 분광반사

특성정보가필요한데이를endmember라고한다. 즉, 분

광혼합분석은 상의 모든 화소에 대해 각 endmember

별구성비율을계산해내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Endmember는 상 자료로부터 직접 순수하게 단

일 물질로만 피복된 화소들을 추출하여 확보하는 방법

(image endmember)과, 다양한 물질들에 대하여 실험

실혹은현장에서분광반사도(spectral reflectance)를

측정하여 사전에 구축해놓은 분광라이브러리(spectral

library)를이용하는방법(library endmember)으로구

분될 수 있다. Image endmember는 상으로부터 직

접 추출되기 때문에 해당 상자료의 분광혼합분석에

곧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image endmember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Bowles, 2000; Plaza et al., 2002; Wu et al.,
2008; Zortea and Plaza, 2009; Chang et al., 2010;
Mei and He, 2010; 김광은, 2011)이진행되고있다.

초분광 상자료로부터 image endmemeber를 추

출하는 기존의 모든 기법들은 상자료 전체 화소를 대

상으로분석이이루어질뿐아니라, 대부분의경우반복

적연산을필요로한다. 따라서 상자료의크기가커질

수록 endmember 추출을 위한 계산시간은 기하급수적

으로증가하게된다. 본연구에서는대부분의endmember

추출기법들이분광공간에서화소전체를포함하는단체

(simplex)의 vertex들을 endmember로추출한다는점

에 착안하여, MNF(Minimum Noise Fraction) 변환

직후에각밴드별최소, 최대값을가지는화소들을추출

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endmemeber를 추출하는 기

법의적용가능성을고찰하 다. 이와같은접근은 상

자료의크기와관계없이최대밴드수의2배에해당하는

화소들만을 대상으로 endmember를 추출하므로 계산

시간측면에서매우효율적이다.

2. 이론

Fig. 1은초분광 상자료의2개밴드에대한스캐터

그램(scattergram)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endmember를 기반으로 한 선형혼합모델에 대한 개념

을 보여주고 있다(Plaza et al., 2002). 그림에서 보듯

이endmember들은분광공간에서가장끝단에위치하

고 있어서, endmember들이 형성하는 단체(simplex)

내부에 모든 화소들이 포함되게 된다. 즉, 모든 화소들

이 endmember들의 선형 혼합으로 나타내 질 수 있게

된다.

IEA(Iterative Error Analysis), N-FINDR, SGA

(Simplex Growing Algorithm) 등 기존의 거의 모든

endmember 추출기법들은 상전체화소를대상으로

분광공간에서끝단에위치하는지여부를반복적으로분

석한다. 그러나 Fig. 1을 통해서 endmember c와 b는

각각Band i에서의최소값및최대값이며, endmember

c와 a는 각각 Band j에서의 최소값 및 최대값임을 알

수있다. 즉, 전체화소가아닌각밴드에서의최대, 최소

값을 가지는 화소들만을 대상으로 endmember를 추출

할수있는가능성을볼수있다. 이렇게되면 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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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scattergram of hyperspectral image data
shows the concept of endmembers and linear spectral
unmixing (Plaza et al., 2002).



의 크기에 관계없이 최대 밴드수×2 에 해당하는 개수
의화소들만을대상으로endmember를추출할수있게
된다. 그러나 Fig. 2에 나타낸 경우와 같이 모든
endmember가반드시특정밴드에서최대혹은최소값
을가지지않을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MNF 변
환 이후에 전체 밴드에 대해 최대, 최소값을 가지는 화
소들을 endmember 후보 화소로 추출하기로 한다.

MNF 변환은 상자료의 SNR이 최적화되도록 상자

료를 변환하는데, 상자료의 잡음이 백색잡음(white

noise)인 경우에는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변환과 동일한 변환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endmember 추출기법에서는 초분광 상자료의 차원

(dimensionality)을압축하는데있어MNF변환을이용

하고있다(Nascimento and Dias, 2005).

Fig. 3에는본개념이적용된N-FINDR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나타냈다. 기존의 N-FINDR 기법(김광은,

2011)과다른부분은STEP 1에서MNF 변환후에 p-1
개 밴드 자료만을 추출하기 이전에 전체 밴드를 기준으

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는 화소들을 endmember의

후보 화소들로 추출해낸다는 점과 STEP 2에서

endmember들의초기치를선정하는과정과STEP 3에

서반복연산을통해최대부피를가지는단체(simplex)

를 구성하는 화소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전체 상자

료가아닌사전에추출된endmember 후보화소들만을

대상으로한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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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ndmember b does not have minimum or maximum
values at any spectral band.

Fig. 3.  Flow chart of proposed fast endmember extraction algorithm (N-FINDR based).



3. 결과및분석

본기법은모의초분광 상자료와AVIRIS 상자료

를통해적용성이검토되었다. Fig. 4는모의초분광

상의 생성을 위해 사용된 5개 광물들의 스펙트럼과 점

유비율, 그리고 생성된 모의 초분광 상의 3-D Cube

상을 보여주고 있다(김광은, 2011). 모의 초분광 상

자료의화소수는100×100 이며총밴드수는210개이

다. Fig. 5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대로 MNF 변환 후

p-1 차원의 밴드만 추출하기 이전에 전체 밴드에 대해

각밴드별로최대, 최소값을가지는화소들을추출한결

과이다. 실제 추출된 endmember 후보 화소는 총 115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8, No.4, 2012

–350–

Fig. 4.  Upper: Reflectance spectra of 5 minerals from USGS spectral library. Middle: Simulated abundance fraction of 5 minerals.
Lower: 3-D Cube image of simulated hyperspectral image (a) without noise, (b) with 20 dB SNR white noise added.



개로 최대로 가능한 개수인 420개(210밴드×2)에 비해

매우적어각밴드별로최대, 최소값을가지는화소들이

많이중복되고있음을알수있다.

Fig. 6은 115개의 후보 화소들만을 대상으로 N-

FINDR 기법을통하여추출된5개endmember들의스

펙트럼과각endmember별점유비율을보여주고있다.

추출된 endmember 1은 Hematite, endmember 2는

Illite, 3, 4, 5는 각각 Alunite, Kaolinite, Gypsum의

스펙트럼임을 알 수 있다. 추출된 endmember들의 스

펙트럼을 검은색 실선으로 그리고 모의 상자료 생성

을 위해 사용되었던 해당 광물의 스펙트럼은 점선으로

나타냈는데, 두 선의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

전히 일치하고 있다. 또한 분광혼합분석을 통해 구해진

점유비율도도 당초 모의 상자료 생성을 위해 설정되

A Study on Fast Extraction of Endmembers from Hyperspectral Imag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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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ndmembers (solid lines) extracted by proposed algorithm and abundance fraction maps. The spectrum of minerals used for
simulation of hyperspectral image data are shown as doted lines.

Fig. 5.  Extracted extreme pixels (endmember candidate pixels).
The total number of extracted extreme pixels is 115.



었던 광물별 점유비율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 본 기법

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endmember화소들을 정확하

게추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기법의 실제 자료에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미국 NASA의 항공기용 초분광

원격탐사 시스템인 AVIRIS를 이용하여 획득된 미국

Nevada Cuprite 지역의초분광 상자료에대해본기

법을적용하 다. Fig. 7은본연구에서사용된AVIRIS

상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이 상자료의 크기는 350

×350 이며, 총밴드수는224개이나잡음이심한35개

밴드를 제거하여 총 189개 밴드 자료만을 사용하 다.

Fig. 8은 추출하고자 하는 endmember의 개수를 4개

로 하여 기존의 N-FINDR 기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endmember들의 스펙트럼과 점유비율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endmember들은총122,500개(350×350)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8, No.4, 2012

–352–

Fig. 7.  AVIRIS image of Cuprite, Nevada. The image size is
350×350 and total number of used band is 189.

Fig. 8.  Endmembers and corresponding abundance fraction maps by conventional N-FINDR with the number of endmembers 4.
These endmembers are extracted from the total of 122,500 pixels (350×350).



의화소들을대상으로추출된것이다. 추출된endmember

들이 각기 어떤 지표물질인지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이 지역의 AVIRIS 상자료에 대한 연

구결과(Clark et al., 2003)와비교해볼때endmember

1은Alunite, endmember 2는Kaolinite, endmember

3은Muscovite의스펙트럼과유사함을알수있다.

Fig. 9는 AVIRIS 상자료를MNF 변환후각밴드

별로 최대, 최소값을 가지는 화소들만을 추출한 결과로

서 총 98개 화소가 추출되었다. Fig. 10에는 98개 후보

화소들만을대상으로추출된4개의 endmember들의스

펙트럼과 점유비율도를 나타냈다. 여기에는 Fig. 8에 나

타냈던 기존의 N-FINDR 기법을 통해 추출된 4개

endmember의스펙트럼을점선으로함께나타냈는데, 4

번째endmember를제외한세개의endmember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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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ndmembers (solid lines) and corresponding abundance fraction maps by the proposed fast N-FINDR algorithm and by the
conventional N-FINDR (doted lines) with the number of endmembers 4. These endmembers by proposed fast N-FINDR
algorithm are extracted from only 98 candidate pixels.

Fig. 9.  Extracted extreme pixels (endmember candidate
pixels) of AVIRIS Cuprite image data. The total number
of extracted extreme pixels is 98.



는점선과실선이완전히일치하고있어두기법이동일

한화소들을endmember로추출하 음을알수있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초분광 상자료에서의endmemeber

추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MNF 변환 후 각 밴드

별최소, 최대값을가지는화소들을후보화소들로추출

하고, 이후보화소들만을대상으로endmemeber를추

출하는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 다. 제안된 속도

향상 알고리즘은 N-FINDR기법을 이용하여 210개 밴

드를 가지는 100×100 크기의 모의 초분광 상자료와

189개밴드를가지는350×350 크기의AVIRIS 상자

료에적용되었다.

모의 초분광 상자료에의 적용 결과, 총 115개의 후

보화소들이추출되었으며이 115개의화소들만을이용

하여 추출된 endmember들이 모의 초분광 상자료를

생성하기위해사용되었던5개광물의스펙트럼과완전

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VIRIS 초분광

상자료에의 적용 결과에서도 전체 122,500개 화소를

대상으로추출된endmember와사전에후보화소로추

출된 98개 화소들을 대상으로 추출된 endmember가

거의 동일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의 적용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endmember 추출

과정이 endmember의 개수 결정 등 적절한 입력 변수

값들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

에서본기법의효용성은매우클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 가능성을 제시한 매우 초기 단

계의 실험 연구로서, 속도와 성능에 관한 보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MNF 변환

후 단순히 각 밴드별 최대, 최소값을 가지는 화소들을

endmember 후보 화소들로 추출하고 있으나, 후보 화

소 추출 기준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을 위한 후속 연

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사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심부 금속광체 정

물리탐사 및 채광기술 개발」과제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김광은, 2011. 초분광 상의 endmember 자동추출을

위한수정된 Iterative N-FINDR 기법개발, 대

한원격탐사학회지, 27(5): 565-572.

김선화, 신정일, 신상민, 이규성, 2007. 실내 분광 측정

자료를 이용한 선형혼합모델의 오차 분석, 대한

원격탐사학회지, 23(6): 537-546.

신정일, 김선화, 윤정숙, 김태근, 이규성, 2006. 도시지

역의 수문학적 토지피복 분류를 위한 초분광

상의 분광혼합분석, 대한원격탐사학회지, 22(6):

565-574.

최재완, 김대성, 이병길, 김용일, 유기윤, 2006. 2단계

분광혼합기법 기반의 하이퍼스펙트럴 상융합

알고리즘, 대한원격탐사학회지, 22(4): 295-304.

Boarderman, J.W. and F.A. Kruse, 1994. Automated

spectral analysis: A geologic example using

AVIRIS data, Northern Grapevine Mountains,

Nevada, Proceedings of 10th Thematic Conference,

Geologic Remote Sensing, San Antonio, TX.

Bowles, J., D. Gillis, and P. Palmadesso, 2000. New

improvements in the ORASIS algorithm,

Proceedings of IEEE Aerospace Conference, Big

Sky, MT.

Chang, C.-I, C.C. Wu, C.S. Lo, and M.L. Chang,

2010. Real-time simplex growing algorithms

for hyperspectral endmember extraction,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s and Remote Sensing,

48(4): 1834-1850.

Clark, R.N., G.A. Swayze, K.E. Livo, R.F. Kokaly, S.J.

Sutley, J.B. Dalton, R.R. Macdougal, and C.A.

Gent, 2003. Imaging spectroscopy: earth and

planetary remote sensing with USGS

tetracorder and expert system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08(E12): 5-1-44.

Heinz, D. and C.-I. Chang, 2001. Fully constrain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8, No.4, 2012

–354–



least squares linear mixture analysis for

material quantification in hyperspectral

imagery,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s and

Remote Sensing, 39(3): 529-545.

Mei, S. and M. He, 2010. Spatial purity based

endmember extraction for spectral mixture

analysis,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s and

Remote Sensing, 48(9): 3434-3445.

Nascimento Jose M.P. and M.B. Dias Jose, 2005.

Vertex component analysis: A fast algorithm

to unmix hyperspectral data,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s and Remote Sensing, 43(4): 898-

910.

Plaza, A., P. Martinez, R. Perez, and J. Plaza, 2002.

Spatial/spectral endmember extraction by

multidimensional morphological operations,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s and Remote

Sensing, 40(9): 2025-2041.

Wu, C.C., S. Chu, and C.-I. Chang, 2008. Sequential

N-FINDR algorithm, Proceedings of SPIE

Conference. Imaging Spectrometry XIII, San

Diego, CA.

Zortea, M. and A. Plaza, 2009. A quantitativ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implementations

of N-FINDR: A fast endmember extraction

algorithm, IEEE Geosciences and Remote Sensing

Letters, 6(4): 787-791.

A Study on Fast Extraction of Endmembers from Hyperspectral Image Data

–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