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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many target detection algorithms were developed for hyperspectral image.
However, almost of these studies focused only accuracy from 1 or 2 data sets to validate and compare
the algorithms although they give limited information to user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usability of
target detection algorithms with various parameters. Five parameters were proposed to compare
sensitivity in aspect of detection accuracy which are related with radiometric and spectral characteristics
of target, background and image. Six target detection algorithms were compared in aspect of accuracy
and efficiency (processing time) by variation of the parameters and image size,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n different usability of each algorithm by each parameter in aspect of accuracy. Second order
statistics based algorithms needed relatively long processing time. Integrated usabilities of accuracy and
efficiency were various by characteristics of target, background and image. Consequently, users would
consider appropriate target detection algorithms by characteristics of data and purpose of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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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현재까지초분광 상을위한다양한표적탐지알고리즘이개발및사용되고있다. 그러나표적탐

지알고리즘의비교및검증기준으로 1~2가지 상에적용한탐지정확도만을사용하고있어, 사용자입장

에서그적용성을평가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본연구의목적은초분광 상에대한표적탐지알고리즘의

적용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표적, 배경, 상의 분광적 또는 복사적 특성에 관련된

5가지기준인자들을정의하 고, 각인자의변이에따른6가지기존표적탐지알고리즘의탐지정확도변화

를 비교하 다. 이와 더불어 상 크기에 따른 각 알고리즘의 처리시간을 비교하 다. 그 결과 탐지정확도

측면에서는기준인자에따라적용성이높은알고리즘의종류가다르게나타났다. 처리시간은2차통계값기

반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탐지정확도와 처리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

과사용하는 상과표적그리고배경의특성에따라적용성이높은알고리즘의종류가다른것으로나타났

다. 따라서초분광 상에대한기존표적탐지알고리즘의적용성은자료의특성및배경과표적의공간적·

분광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사용하는 자료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적용하는 표적탐지 알고리즘

의종류가달라질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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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분광(hyperspectral) 상은 좁은 밴드 폭을 가진

수백 개의 밴드가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광해상

도가 매우 높은 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Goetz,

2009). 이러한 초분광 상은 밴드 폭이 넓고 불연속적

인 몇 개의 밴드로 구성된 다중분광(multispectral) 

상에 비해 지표에 대해 완전한 분광반사곡선을 획득할

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다(Goetz et al., 1985; Karaska
et al., 2004). 그러나 초분광 상은 다중분광 상에

비해촬 폭이좁고센서의다양성이낮아짧은주기의

상 획득이 불가능하다. 또한 많은 밴드로 인해 긴 처

리시간과 많은 용량을 요구한다(Plaza et al., 2009).
이러한단점에도불구하고초분광 상은미세한분광반

사특성을 이용한 지표물의 탐지 및 정량적인 속성 분석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최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김선화외, 2005). 이에맞추어미국과독일에서는

기후변화및환경모니터링을위한위성탑재초분광

상 센서인 HyspIRI와 EnMAP을 각각 개발하고 있다

(Green, 2010; Guanter et al., 2009).
초분광 상센서가개발된이후지난30여년간다

양한활용분야에서지표에대한정량적인자추출및정

분류 등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 으며, 그 결과 초

분광 상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aepman et al., 2009; Yoon and Kim, 2007; 신

정일 외, 2006). 초분광 상의 주된 활용 분야는 광물

분류, 식물의생리학적인자추정, 수질인자추정, 정

주제도제작등으로분류할수있다(Schaepman et al.,
2009; Goetz, 2009; Jang et al., 2006; Lee et al.,
2006). 특히특정지표물또는표적(이후지표물을표적

으로통칭함)을탐지하는데있어초분광 상은좁은파

장 역의 분광 흡수 특성을 이용하여 유사한 분광특성

을갖고있는암석, 식물, 군사표적등을탐지하는데유

용한것으로보고되었다(Bubner et al., 2001; Andrew
and Ustin, 2008; Bell et al., 2010; 김광은, 2011).

표적 탐지는 상에서 표적과 배경을 구별하는 이분

법적인 의미이다. 분포 특성에 있어 표적은 상 전체에

서소수로존재하거나존재하지않으며, 배경은 상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가정을 갖고 있다(Manolakis and

Shaw, 2002; Manolakis et al., 2003). 또한분광반사특

성측면에서일반적으로표적의분광신호는배경과구별

할수있으며, 배경은다양한종류의피복을포함하여분

광특성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가정을 갖고 있다(Chang,

2003). 따라서 표적탐지는 상전체에서 각 화소가 어

떤클래스인지구별하는 상분류와차이가있다.

상의 분광반사특성을 이용한 표적 탐지 알고리즘

은 전통적으로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거리 기반의 알고

리즘과 2차 통계값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주를 이

루고있다. 이와더불어초분광 상에대해서는분광특

징정합기법도많이사용되고있다. 이기법은분광흡

수 특성의 일치도를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하는 기법으

로, 분광학(spectroscopy)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

근에는 주로 2차 통계값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개

발하거나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hang,

2003; Heiden et al., 2007, Kim, 2006).

표적 탐지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결정짓는 지표는 아

래와같이정의할수있다(Manolakis et al., 2003).

- 탐지정확도(높은정탐지율과낮은오탐지율)
- 유사한 상황에 대한 강인성(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탐지정확도)

- 다양한인자에대한낮은민감도
- 사용의용이성(사용자개입최소화)
- 수학적간편성
- 임계값선택의자동화

그러나현재까지초분광 상을이용한표적탐지알

고리즘 개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알고리즘의

비교 및 검증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많은 지표 중 탐지

정확도만을주로고려하여왔다. 또한단순하고동질성

이 높은 배경, 그리고 배경과 분광특성의 차이가 큰 표

적으로 구성된 1~2가지 상을 검증에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검증 방법은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는 실제 상황

에서 표적탐지 알고리즘의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표적탐지 알고리즘이 다양한 조건의

표적과 배경을 갖는 상에 대해서 일관된 탐지정확도

를보여주는지, 그리고처리효율성에대한연구가체계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초분광 상은 높은 차

원으로인해용량이매우크므로, 처리의효율성은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초분광 상에 대한 표적탐지

알고리즘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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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각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을 체계적으로 분

석할필요가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표적탐지 알고리즘의 적용성

을체계적으로분석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우선초분

광 상에주로사용되는대표적인표적탐지알고리즘들

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분광특성을 이용한

표적탐지에서 고려하여야 할 인자를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각 인자에 변이에 따른 다양한 조건의 초분광

상에표적탐지알고리즘들을적용하고, 탐지정확도의

일관성과처리시간을비교함으로써각알고리즘의적용

성을분석하고자한다.

2. 표적탐지알고리즘의분류및특징

현재까지 개발된 표적탐지 알고리즘 중 분광반사율

또는 화소값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분광 거리 측

정 알고리즘(spectral distance measure), 2차 통계값

기반알고리즘(2nd order statistics-based measure),

분광 특징 정합 알고리즘(spectral feature matching)

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초분광 상에 주로

사용되고있는대표적인표적탐지알고리즘들의정의와

특성을기술하고있다.

1) 분광 거리 측정 알고리즘

분광 거리 측정 알고리즘은 가장 기초적인 표적탐지

알고리즘으로이미알려진기준분광반사곡선(reference

spectrum)과 각 화소의 분광반사율 또는 화소값의 차
이를 이용한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유클리드 거
리(Euclidean distance: ED), 분광각 측정(spectral
angle mapper: SAM) 등이 있다(Chang, 2003). 아래

식 (1)과 (2)는유클리드거리와분광각측정알고리즘의
수식을 보여주고 있고, Fig. 1은 두 알고리즘의 원리를
그림으로보여주고있다.

ED = |tn _ rn| (1)

SA = cos
_1 (2)

여기에서, tn은 밴드 n에서화소의반사율또는화소값,
rn은 밴드 n에서 기준 분광반사곡선의 반사율, N은 밴
드수를의미한다.

유클리드 거리는 각 밴드에서 화소의 반사율과 기준
분광반사곡선의반사율의절대적인차를합하여거리로
산정한다. 이 알고리즘은 수학적으로 간단하고 처리속

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Chang, 2003). 그러
나 상 또는 분광반사자료 획득 당시 광량 또는 기하
조건에의해반사율의절대값이변할경우, 각밴드에서
의 차, 즉 거리가 증가하여 표적 탐지 가능성이 낮아진

다는단점이있다(Chang, 2003).
분광각 측정은 각각의 분광반사곡선을 벡터로 가정

하고벡터사이의각(내적)을이용하여기준분광반사곡
선과 화소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빠른

속도와함께벡터의길이, 즉반사율의절대값에 향을

N        NS tn rn
n = 1 n = 1

N               N      1(S t 2
n) ( S r 2

n)  xn =1  n =1 1

NS
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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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metrical principle of (a) Euclidean distance and (b) spectral angle between target (pixel) spectrum and reference
spectrum in 3D space (spectrum with 3 bands) (Keshav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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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않는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잡음에의해벡터의

방향(각)이 쉽게 변하므로 분광적 변이 또는 잡음에 민

감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Chang, 2003, Jensen,

2005).

2) 2차 통계값 기반 알고리즘

2차 통계값 기반 알고리즘은 상의 2차 통계값인

공분산(covariance) 또는 상관계수(correlation) 행

렬을 사용함으로써 화소와 기준 분광반사곡선의 유사

도 뿐만 아니라 배경( 상)의 정보를 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마할라노비스 거

리(Mahalanobis distance: MD), 정합 필터(matched

filter: MF) 등이 있다(Manolakis et al., 2003). 아래

식 (3)과 (4)는마할라노비스거리와정합필터의수식을

보여주고있다.

MD = (t _ r)TG _1(t _ r) (3)

Matching scoreMF = (4)

여기에서, t는 화소의 분광반사곡선, r은 기준 분광반사
곡선, mb는 배경 또는 상의 평균 분광반사곡선, G는
배경또는 상의공분산행렬을의미한다.

2차통계값기반알고리즘은화소값이정규분포를이

룬다는가정하에수학적복잡성이감소하고, 많은경우

에 있어 대체적으로 좋은 성능(탐지정확도)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olakis et al., 2003). 그러나

2차 통계값인 공분산 또는 상관계수 행렬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갖고 있으

며, 실제화소값이정규분포를이루지않는경우도많이

있다. 또한2차통계값중공분산은잡음에민감한것으

로알려져있는데, 초분광 상은좁은밴드폭으로인해

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가 낮다

(Alam et al., 2008). 이러한단점들을보완하기위하여

일반적으로 밴드 추출 또는 선택(feature extraction

or selection) 등의 전처리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Chang, 2003; Jensen, 2005). 그러나이들전처리기

법 또한 밴드 전체를 대상으로 통계값을 계산하므로 전

처리과정에서시간이오래걸린다는한계를갖고있다.

3) 분광 특징 정합 알고리즘

분광 특징 정합 알고리즘은 분광반사곡선 간의 패턴

또는 흡수특성의 일치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학적

방법 보다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다. 대표

적인 분광 특징 정합 알고리즘으로는 이진부호화

(binary encoding: BE)와 분광특징정합(spectral

feature fitting: SFF)이있다. 이알고리즘들은2차통

계값기반알고리즘에비해처리속도가빠르고, 좁은파

장 역에서 나타나는 분광 흡수 특성을 이용한 표적탐

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진부호화는 Fig.

2와같이기준분광반사곡선과화소분광반사곡선각각

을평균값기준으로높거나같으면 1, 낮으면 0 두개의

코드로 변환한 뒤 두 코드의 일치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 이진부호화는 위에서 언급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의 잡음에 민감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Jia and

Richards, 1993).

분광특징정합(SFF) 알고리즘은 Fig. 3과 같이 분광

반사곡선의 흡수 특성을 continuum removal을 통해

상대적인 깊이와 파장 폭으로 나타내고, 최소제곱법에

의한 정합(fitting)을 실시하는 방법이다(Clark et al.,
2003). 분광특징정합 알고리즘의 계산결과는 정합율과

평균제곱근오차(RMSE)의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일반

적으로정합율을평균제곱근오차로나눈값을정합점수

로사용함으로써 상또는기준분광반사곡선의오류로

인한 향을최소화한다. 그러나continuum removal에

따른추가시간이소요되고, 전체파장 역보다는사용자

가지정한좁은파장 역을 대상으로 하 을 때 그 성능

(t _ mb)
TG _1(r _ mb)

(r _ mb)
TG _1(r _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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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inciple of binary encoding (BE) algorithm, spectrum
is coded to 1 or 0 by mean value (Jia and Richards, 1993).



이우수한것으로알려져있다(Heiden et al., 2007).

3. 적용성분석을위한기준인자및조건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 표적탐지 알고리즘의 적용성을

체계적으로분석하기위한기준인자를Table 1과같이

정의하 다. 기준 인자는 표적, 배경 그리고 상에 대

한 분광특성 또는 복사특성에 관련된 인자들로 배경의

동질성, 표적의 동질성, 표적과 배경의 분리도, 절대 반

사율, 상의신호대잡음비총5가지이다. 각기준인자

의 변이에 따른 표적탐지 알고리즘의 적용성 분석을 위

하여, 기준 인자별 2~3가지 조건을 갖도록 표본

(sample)을 구성하 다. 표본은 5가지 기준 인자(n =

1~5) 모두가 표적탐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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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inciple of spectral feature fitting (SFF) algorithm, spectral absorption feature is measured as relative depth and width after
continuum removal, then matching score is calculated to reference spectrum by least square fitting (Clark et al., 2003).

Table 1.  Definition of cases for 5 parameters, case n-1 have ideal condition for target detection, case n-2 and n-3 (general condition)
have variations for only one parameter among the parameters

Parameter Ideal condition General condition

case # Homogeneity Target Source of case # Homogeneity Target Source of 

within HomogeneitySeparability reference within HomogeneitySeparability reference 
background within between spectrum background within between spectrum

target target and target target and
background background

Homogeneity case 1-2 Middle High High Image
within case 1-1 High High High Image

background case 1-3 Low High High Image

Homogeneity case 2-1 High High High Image
case 2-2 High Middle High Image

within target case 2-3 High Low High Image

Separability 
between target case 3-1 High High High Image case 3-2 High High Low Image
and background

Absolute case 4-1 High High High Image
case 4-2 High High High Image - 0.1

reflectance case 4-3 High High High Image - 0.2

SNR of case 5-1 High High High Image
case 5-2 Middle Middle High Image

image case 5-3 Low Low High Image

Ideal condition General condition

Target Target

Parameter
Homogeneity

Homogeneity
Separability Source of Homogeneity

Homogeneity
Separability Source of

case # within
within

between reference case # within
within

between reference
background

target
target and spectrum background

target
target and spectrum

background background

Middle

Low

Middle

Low

Middle

Low

Image - 0.1

Image - 0.2

Low

Middle

Low



case n-1로정의하 고, 이를기준으로각기준인자에

변이가발생한경우를case n-2 또는 case n-3으로정

의하 다. 여기에서, 편의상case n-1을최적조건으로,

그리고case n-2와n-3을일반조건으로간주한다.

위에서 제시한 각 기준 인자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와분광각(spectral angle: SA)을이

용하여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첫째로 변동계수는

배경의 동질성과 표적의 동질성의 계수로 사용할 수 있

고, 아래의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아래 식

(6)과 같이 상의 신호대잡음비는 변동계수의 역수이

고 상은 표적과 배경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므로,

표적과배경의변동계수를이용하여 상의신호대잡음

비를표현하 다.

CV (%) = (standard deviation / mean)×100 (5)

SNR = mean / standard deviation (6)

표적과 배경의 분리도는 여러 가지 유사도 척도 중

수학적으로 간단하고 반사율의 절대값에 향을 받지

않는 분광각을 이용하 고, 위의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분광각은 상에서 배경 화소

전체에 대한 평균 분광반사곡선과 표적 화소 전체에 대

한평균분광반사곡선간의분광각을의미한다.

4. 표적탐지알고리즘의적용성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분광 상은 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 (CASI-1500, 캐나

다 ITRES 사) 상으로, 2010년 10월 26일에인천광역

시 인하대 부근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 부근을 촬

한 상이다. CASI-1500 상은공간해상도 1.25 m

와 350-1050 nm 구간의 96개 밴드로 구성되어 있고,

GPS/INS를이용한기하보정과 1 m DEM을이용한정

사보정을 실시하 다. 또한 상 촬 과 동시에 지상에

서 측정한 분광반사율을 이용하여 실험적 대기보정을

실시하 다. 표적탐지 알고리즘의 적용성 분석을 위하

여사용한 상은위의CASI-1500 상중3장에서정

의한 기준 인자에 대한 각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

상을선정한것이다. 즉부분 상은다양한기준인자

중 한 가지 인자만이 변화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

들로구성되어있다.

적용성 분석을 실시할 표적탐지 알고리즘은 초분광

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클리

드 거리(ED), 분광각 측정(SAM), 마할라노비스 거리

(MD), 정합필터(MF), 이진부호화(BE), 분광특징정합

(SFF)의 6가지이다. 각 알고리즘은 Matlab 2007을 이

용하여 구현하 고, 처리 환경은 CPU core2duo 2.4

GHz, RAM 2 GB 이다. 탐지정확도는 ROC curve를

이용하여 비교하 고, 처리시간은 상을 읽어 들이는

시간을 제외한 처리 시간만을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

는분광특징정합과동일한기준에서처리시간과탐지정

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특징(밴드) 추출 또는 선택과

같은전처리는적용하지않았다. 또한각알고리즘의적

용 결과인 분광거리 또는 정합비율에 임계값을 적용하

여최종표적을탐지하는과정은생략한다.

1) Case 1: 배경의 동질성에 따른 탐지정확도 분석

배경의 동질성에 따른 탐지정확도의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한 상은 인천지역을 촬 한 CASI-1500 상의

부분 상들을 Fig. 4와 같이 선정하 다. 최적조건

(case 1-1)에 대한 부분 상은 동질성이 높은 배경(갯

벌, 아스팔트), 그리고 배경과 분리도가 높은 표적(콘크

리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x100의 면적을 갖는다.

일반조건(case 1-2, 1-3)에 대한 부분 상은 면적을

300×300, 500×500으로 늘려가면서 보다 다양한 피

복을 포함시켜 배경의 동질성이 낮아지도록 하 다.

Table 2는 선정한 부분 상들로부터 계산한 각 인자의

계수를보여주고있다.

세 가지 배경의 동질성을 가진 상에 대한 각 표적

탐지 알고리즘의 적용 결과로 나타나는 분광거리 또는

정합점수는Table 3과같다. ED, SAM, MD의경우결

과로 나타나는 화소값은 분광거리 또는 분광각이므로

작은 값일수록 표적일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판독의

편의성을 위하여 그림의 밝기값을 반대로 표시하 고

이후 다른 인자의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 다. 그

외 MF, BE, SFF의 화소값은 정합 점수를 의미하므로

높은 값일수록 표적일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ED,

SAM, BE, SFF 그리고 MF의 결과에서는 배경의 동질

성이 변화하여도 표적의 밝기값(거리, 분광각, 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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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점수)이 배경과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있다. 그러나MD의경우배경의동질성이높을경우

표적의 밝기값이 배경과 쉽게 구별되지만, 배경의 동질

성이 낮아질 경우 표적과 배경의 밝기값 차이가 작아져

구별이쉽지않은것을볼수있다.

각 알고리즘의 탐지 정확도를 나타내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ROC) curve는 Fig. 5와

같다. 배경의동질성이높은경우모든알고리즘에서높

은 탐지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배경의 동질성

이 낮아질 경우 상의 변이에 민감한 2차 통계값인 공

분산을사용하는MD, MF의탐지정확도가낮아지는것

을볼수있다. 그중에서도MD의탐지정확도의감소가

MF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두 알고리즘의 수식에서 이용하고 있는 정보량의 차이

로설명할수있다. MF는식 (4)와같이배경정보를공

분산이외에도화소와배경의차, 그리고기준분광반사

곡선과 배경의 차를 이용하여 획득하기 때문에 배경의

변이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반

면 MD는 배경 정보로 공분산 한 가지만을 이용하므로

배경의 변이에 대한 적응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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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ASI-1500 sub-images for analysis of detection accuracy by background homogeneity (a), targets were concrete roads
(grided) in (b)-(d).

(c) case 1-2 (300×300×96)

(a) Location of sub-images (b) case 1-1 (100×100×96)

(d) case 1-3 (500×500×96)

Table 2.  Quantitative coefficients (CV and SA) of CASI-1500 sub-images by homogeneity within background (case 1)

Ideal condition General condition

case # Homo. Target Source of case # Homo. Target Source of 

Para-meter within Homo. Sep. target Ref. spec. within Homo. Sep. target Ref. spec.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CV, %) (CV, %) (SA, ˚) (CV, %) (CV, %) (SA, ˚)

Homo. case 1-1 High(14.6) High(12.0) High(6.9) Image
case 1-2 Middle(53.1) High(12.0) High(7.2) Image

within backg. case 1-3 Low(60.7) High(12.0) High(7.7) Image

※ Homo. : homogeneity, backg. : background, sep. : separability, ref. : reference, spec. : spectrum

Ideal condition General condition

Homo. Target Homo. Target

Parameter
case #

within Homo. Sep. target Source of
case #

within Homo. Sep. target Source of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Ref. spec.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Ref. spec.

(CV, %) (CV, %) (SA, ˚) (CV, %) (CV, %) (SA, ˚)
Middle(53.1)

Low(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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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mage of spectral distance or matching score as results of 6 target detection algorithms by homogeneity within background
(case 1)

Condition High homogeneity(case 1-1) Middle homogeneity(case 1-2) Low homogeneity(case 1-3) Index

CV of backg. 14.6% 53.1% 60.7%

Image size 100×100 300×300 500×500

Condition High homogeneity(case 1-1) Middle homogeneity(case 1-2) Low homogeneity(case 1-3)

CV of backg. 14.6% 53.1% 60.7% Index

Image size 100×100 300×300 500×500

ED

SAM

MD

MF

BE

SFF



동질성에따른탐지정확도의변화가작게나타나는ED,

SAM, BE, SFF는배경의통계값을사용하지않고화소

와기준분광반사곡선만을고려하는알고리즘이므로배

경의변화에 향을받지않는다. 따라서배경의동질성

이 낮은 경우 ED, SAM, MF, BE, SFF를 탐지정확도

측면에서적용성이높은알고리즘으로판단할수있다.

2) Case 2: 표적의동질성에따른탐지정확도분석

표적의 동질성에 따른 탐지정확도의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한 상은 포천지역의 CASI-1500 상에서

300x300의 부분 상을 선정하 다(Fig. 6). 부분 상

의 배경은 공통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잣나무림으로 구

성되어 있다. 표적은 부분 상 내에서 배경과 분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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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OC curves of 6 target detection algorithms by homogeneity within background (case 1).

Fig. 6. CASI-1500 sub-image for analysis of detection accuracy
by homogeneity within each target (blue roof, black
fabric, and bare soil).



높되, 동질성이 다른 세 가지 피복(청색 지붕, 검정 천

막, 나지)으로 선정하 다. Table 4는 선정한 부분 상

들로부터계산한각인자의계수를보여주고있다.

한 상 내에서 다른 동질성을 갖는 세 가지 표적에

대한 각 알고리즘의 적용 결과인 분광거리 또는 정합점

수는 Table 5와 같다. 표적의 동질성이 높은 청색지붕

은 모든 알고리즘에서 배경과 명확히 구별되는 밝기값

을가진것을볼수있다. 표적의동질성이낮아질경우

ED에서는 표적의동질성에 관계없이표적이 배경과명

확히 구별되고 있다. 그러나 SAM, MF, BE, SFF의 경

우표적의동질성이중간인경우약간의혼동이, 그리고

표적의 동질성이 낮아지면 배경과 혼동이 발생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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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Quantitative coefficients (CV and SA) of CASI-1500 sub-images by homogeneity within target (case 2)

Ideal condition General condition

case # Homo. Target Source of case # Homo. Target Source of 

Para-meter within Homo. Sep. target Ref. spec. within Homo. Sep. target Ref. spec.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CV, %) (CV, %) (SA, ˚) (CV, %) (CV, %) (SA, ˚)

Homo. case 2-1 High(17.2) High(4.5) High(20.4) Image
case 2-2 High(17.2) Middle(8.8) High(16.5) Image

within target case 2-3 High(17.2) Low(22.8) High(20.3) Image

Ideal condition General condition

Homo. Target Homo. Target

Parameter
case #

within Homo. Sep. target Source of
case #

within Homo. Sep. target Source of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Ref. spec.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Ref. spec.

(CV, %) (CV, %) (SA, ˚) (CV, %) (CV, %) (SA, ˚)
Middle(8.8)

Low(22.8)

Fig. 7.  ROC curves of 6 target detection algorithms for case 2.



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MD의 경우

표적의동질성이낮아지면서발생하는배경과의혼동이

상대적으로더심한것을볼수있다.

각 알고리즘의 탐지 정확도를 나타내는 ROC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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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mage of spectral distance or matching score as results of 6 target detection algorithms for homogeneity within target (case 2)

Condition High homogeneity(case 2-1) Middle homogeneity(case 2-2) Low homogeneity(case 2-3) Index

CV of backg. 4.5% 8.8% 22.8%

Condition High homogeneity(case 2-1) Middle homogeneity(case 2-2) Low homogeneity(case 2-3)
Index

CV of backg. 4.5% 8.8% 22.8%

ED

SAM

MD

MF

BE

SFF



는Fig. 7과같다. 표적의동질성이높은경우모든알고

리즘에서 높은 탐지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표

적의 동질성이 낮아질 경우 모든 알고리즘에서 탐지정

확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적의 동질성에 대

한 ED의 탐지정확도 변화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ED가두분광반사곡선의차에대한평균을이용하기때

문에 평균에 의한 잡음 또는 변이의 상쇄효과가 발생하

는것을원인으로들수있다. SAM은표적의변이또는

잡음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Chang, 2003),

ED를제외한다른알고리즘에 비해상대적으로 탐지정

확도의 감소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2차 통계값 기반

알고리즘중MD는MF에비해서정확도의감소가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각 알고리즘이 사용하

는 정보량의 차이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MF의

탐지정확도변화가ED나SAM에비해서는크게나타나

고 있다. BE와 SFF는 공통적으로 표적의 작은 변이에

대한 탐지정확도 변화가 크지 않지만, 변이가 클 때는

탐지정확도변화가크게나타나고있다. 특히SFF는해

당화소와 기준 분광반사곡선에서 나타나는 분광흡수특

성인흡수의깊이와넓이를비교하기때문에, 표적의동

질성에 의한 향이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표적의 동질성이 낮은 경우 ED가 가장 적용성이 높은

알고리즘으로판단된다.

3) Case 3: 표적과 배경의 분리도에 따른 탐지정
확도 분석

표적과 배경의 분리도에 따른 탐지정확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상은 포천지역의 CASI-1500 상에

서 100x100의 부분 상을 선정하 다(Fig. 8). 배경은

동질성이 높은 잣나무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적은 동

질성은 높지만 배경과 분리도가 다른 두 가지 피복(나

지, 낙엽송림)으로선정하 다. 나지는배경과분리도가

높은 표적이고, 낙엽송은 배경과 분리도가 낮은 표적이

다. 부분 상으로부터계산한배경과표적에대한각인

자의계수는Table 6과같다.

한 상 내에서 배경과 다른 분리도를 갖는 두 가지

표적에 대한 각 알고리즘의 적용 결과인 분광거리 또는

정합점수는 Table 7과 같다. 배경의 분리도가 높은 표

적인 나지는 모든 알고리즘에서 배경과 거리 또는 정합

점수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배경과분리

도가 낮은 낙엽송림은 MF의 적용 결과에서만 배경과

정합점수의차이가비교적크게나타나고있다. 그외의

알고리즘들은표적과배경의차이가가시적으로나타나

지않거나아주작은차이를보여주고있다.

각 알고리즘의 탐지 정확도를 나타내는 ROC curve

는Fig. 9와같다. 표적과배경의분리도가높은경우모

든 알고리즘이 높은 탐지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배경과

분리도가 낮은 경우 모든 알고리즘에서 탐지정확도가

감소하는데, 그 중 MF의 탐지정확도 감소가 상대적으

로작게나타났다. MF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상

의 공분산, 화소와 기준 분광반사곡선, 그리고 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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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SI-1500 sub-images for analysis of detection accuracy
by separability between target and background, targets
are bare soil (case 3-1) and Larch (3-2) over Korean pine
(background).

Table 6.  Quantitative coefficients (CV and SA) of CASI-1500 sub-images by separability between target and background (case 3)

Ideal condition General condition

case # Homo. Target Source of case # Homo. Target Source of 

Para-meter within Homo. Sep. target Ref. spec. within Homo. Sep. target Ref. spec.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CV, %) (CV, %) (SA, ˚) (CV, %) (CV, %) (SA, ˚)
Separability case 3-1 High(11.3) High(13.1) High(17.5) Image case 3-2 High(11.3) High(9.2) Low(2.2) Image

Ideal condition General condition

Homo. Target Homo. Target

Parameter
case #

within Homo. Sep. target Source of
case #

within Homo. Sep. target Source of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Ref. spec.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Ref. spec.

(CV, %) (CV, %) (SA, ˚) (CV, %) (CV, %) (SA, ˚)
Low(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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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mage of spectral distance or matching score as results of 6 target detection algorithms for separability between target and
background (case 3)

Condition High separability(case 3-1) Low separability(case 3-2) Index

Spectral angle 17.5˚ 2.2˚
Condition High separability(case 3-1) Low separability(case 3-2)

Index
Spectral angle 17.5˚ 2.2˚

ED

SAM

MD

MF

BE

SFF



배경의차를모두이용한다. 따라서앞에서언급한상대

적인 정보량 차이에 의해 분리도가 낮은 표적에 대해서

도 높은 탐지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으로 분광패턴을 이용하는 SAM과 BE, SFF는 MF에

비해서는탐지정확도의변화가크지만, MD에비해서는

작은 탐지정확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MF

에비교할만한수준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배

경과 분리도가 낮은 표적의 경우 탐지정확도 측면에서

MF의적용성이가장높은것으로판단된다.

4) Case 4: 절대 반사율에 따른 탐지정확도 분석

촬 또는 측정 시 광량 또는 기하조건의 차이에 의

한절대반사율의변화는빈번히발생한다. 이러한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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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OC curves of 6 target detection algorithms for case 3.

Fig. 10.  Spectra of background (tidal flat) and reference from
case 3-1 to 3-3.



반사율의 변화에 따른 탐지정확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에서 추출한 기준 분광반사곡선의 절대 반

사율을 조정하 다. 앞에서 언급한 case 1-1의 상에

서 추출한 기준 분광반사곡선에 대해 각 밴드의 반사율

을각각0.1과 0.2씩감소시켰다(Table 8). 따라서기준

분광반사곡선의 패턴(형태)는 유지하되 절대값이 배경

인갯벌과점점유사한값을갖도록하 다(Fig. 10).

절대반사율의변화에대한각알고리즘의적용결과

인 분광거리 또는 정합점수는 Table 9와 같다. 상에

서 추출한 기준 분광반사곡선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모

든 알고리즘에서 표적과 배경의 화소값(거리, 분광각,

또는 정합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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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OC curves of 6 target detection algorithms for case 4.

Table 8.  Quantitative coefficients (CV and SA) of CASI-1500 sub-images by absolute reflectance of reference spectrum (case 4)

Ideal condition General condition

case # Homo. Target Source of case # Homo. Target Source of 

Para-meter within Homo. Sep. target Ref. spec. within Homo. Sep. target Ref. spec.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CV, %) (CV, %) (SA, ˚) (CV, %) (CV, %) (SA, ˚)

Absolute case 4-1 High(14.6) High(12.0) High(6.9) Image
case 4-2 High(14.6) High(12.0) High(6.9) Image - 0.1

reflectance (1-1) case 4-3 High(14.6) High(12.0) High(6.9) Image - 0.2

Ideal condition General condition

Homo. Target Homo. Target

Parameter
case #

within Homo. Sep. target Source of
case #

within Homo. Sep. target Source of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Ref. spec.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Ref. spec.

(CV, %) (CV, %) (SA, ˚) (CV, %) (CV, %) (SA, ˚)
Image - 0.1

Image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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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mage of spectral distance or matching score as results of 6 target detection algorithms for absolute reflectance of reference
spectrum (case 4)

Condition
Reference spectrum from image Ref. spectrum - 0.1 Ref. spectrum - 0.2 Index

(case 4-1) (case 4-2) (case 4-3)Condition
Reference spectrum from Ref. spectrum - 0.1 Ref. spectrum - 0.2

Indeximage(case 4-1) (case 4-2) (case 4-3)

ED

SAM

MD

MF

BE

SFF



다. 또한 기준 분광반사곡선의 절대값을 변경하여도 분

광패턴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인 SAM, BE, SFF는 여전

히배경과표적의화소값에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 ED는 절대값을 0.1 감소시킨 경우에는 거리가

증가하기는하 지만아직까지는배경과구별되는거리

를 보여주고 있다. 절대값을 0.2까지 감소시키면 표적

의 거리가 배경보다 커져서 오히려 배경이 표적일 확률

이더높게나타났다. 이는위의그림Fig. 9에서는배경

의 평균 분광반사율을 보여주어 기준 분광반사곡선의

반사율을0.2까지감소시켜도배경과차이가있는것으

로 보이지만 각 화소의 변이를 고려하면 가능한 결과이

다. 그외MD, MF도절대반사율이변화할경우표적과

배경의구별이잘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기준 분광반사곡선의 절대 반사율이 변화한 경우에

대하여 6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의 탐지정확도를

나타내는 ROC curve는 Fig. 11과 같다. 분광반사패턴

을이용하는SAM, BE, SFF는탐지정확도에큰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화소와 기준 분광반사곡

선의차또는곱을이용하는ED, MD, MF는급격한탐

지정확도감소를보 다. 특히ED는기준분광반사곡선

의 반사율이 배경과 유사한 정도로 변화하 을 때 배경

이 표적으로 탐지되어 오탐지율이 1.0에 가깝게 나타났

다. 따라서반사율의절대값에변화가있을경우분광패

턴을 이용하는 SAM, BE, SFF가 탐지정확도 측면에서

적용성이높다.

5) Case 5: 상의 신호대잡음비에 따른 탐지정확
도 분석

입력 상의 신호대잡음비에 따른 탐지정확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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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ASI-1500 sub-image (a) which was used for case 1-1, simulated images with 10% (b) and 20% (c) random noise, respectively.

(a) case 5-1 (SNR 7.1) (b) case 5-2 (SNR 4.8) (c) case 5-3 (SNR 2.7)

Fig. 13.  Spectra of target (concrete road) and background
(tidal flat) by SNR of each input image.

Table 10.  Quantitative coefficients (CV and SA) of CASI-1500 sub-images by SNR of input image (case 5)

Ideal condition General condition

case # Homo. Target Source of case # Homo. Target Source of 

Para-meter within Homo. Sep. target Ref. spec. within Homo. Sep. target Ref. spec.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CV, %) (CV, %) (SA, ˚) (CV, %) (CV, %) (SA, ˚)
SNR of 

case 5-1 High(14.6) High(12.0) High(6.9) Image
case 5-2Middle(20.7)Middle(16.9)High(16.2) Image

image case 5-3 Low(37.6) Low(16.1) High(22.5) Image

Ideal condition General condition

Homo. Target Homo. Target

Parameter
case #

within Homo. Sep. target Source of
case #

within Homo. Sep. target Source of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Ref. spec. backg. within target and backg. Ref. spec.

(CV, %) (CV, %) (SA, ˚) (CV, %) (CV, %) (SA, ˚)
Middle(20.7)

Low(37.6)

Middle(20.7)

Low(37.6)

Middle(16.9)

Low(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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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mage of spectral distance or matching score as results of 6 target detection algorithms for SNR of input image (case 5)

Condition High SNR(case 5-1 = 1-1) Middle SNR(case 5-2) Low SNR(case 5-3) Index

CV of backg. 14.6% 20.7% 37.6%

Condition High SNR(case 5-1 = 1-1) Middle SNR(case 5-2) Low SNR(case 5-3)
Index

CV of backg. 14.6% 20.7% 37.6%

ED

SAM

MD

MF

BE

SFF



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12와 같이 case 1-1의 상

에임의잡음을 10%와 20% 수준으로각각추가한모의

상을 제작하 다. Fig. 13은 최적 조건의 상(case

5-1 = case 1-1)과 두 가지 잡음이 추가된 상(case

5-2, 5-3)에서 각각 추출한 배경(갯벌)과 표적(콘크리

트)의분광반사곡선을보여주고있다.

위의 입력 상의 신호대잡음비에 대한 적용성 분석

을 위하여 선정한 부분 상으로부터 계산한 각 기준인

자에대한계수는Table 10과같다.

다양한 신호대잡음비를 갖는 상(배경과 표적 동시

에 동질성 낮아지는 경우)에 6가지 표적탐지 알고리즘

을 적용한 결과인 분광거리 또는 정합점수는 Table 11

과 같다. 높은 신호대잡음비를 가진 상의 경우 모든

알고리즘에서표적과배경의화소값(거리, 분광각, 또는

정합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상의 신호대잡음비가 낮아질경우ED를제외한모든

알고리즘에서 잡음으로 인해 표적과 배경이 명확히 구

별되지 않는 화소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MD에서그효과가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탐지정확도를 나타내는 ROC curve는 Fig. 14와 같

다. ED는 상의 잡음에 의한 탐지정확도의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그 외의 알고리즘에서는 상의 잡음

이증가할수록탐지정확도의감소가발생하 다. SAM,

MF, BE, SFF는 ED에비해탐지정확도의감소가상대

적으로크지만, 심각한수준의감소는아닌것으로판단

된다. 그러나 MD는 탐지정확도의 변화가 다른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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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OC curves of 6 target detection algorithms for case 5.



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배경과 표적 각각의 동질성 변화에 대한
각알고리즘의특성이복합적으로반 된것이라고할수
있다. 따라서 상의신호대잡음비가낮은경우ED가탐
지정확도측면에서가장적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6) 상의 크기에 따른 처리시간 비교

본연구에서사용한부분 상의크기(X×Y)는 100×
100, 300×300, 500×500의 세 가지이다. 이 상들
에 6개 표적탐지 알고리즘을 각각 적용한 결과 처리 시
간은 Table 12와 같다. 2차 통계값 기반의 알고리즘은
공분산행렬의계산으로인해처리시간이매우크게소
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각 알고리즘의 처리시간
은 상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작은 상에서
도 처리시간이 긴 2차 통계값 기반의 알고리즘은 상
의 크기가 커질수록 다른 알고리즘과의 처리시간 차이
가더욱크게나타나는것을볼수있다. 따라서처리의
효율성측면에서ED, SAM, BE, SFF가적용성이높은
것으로판단된다.

5. 결과요약및고찰

4장에서는표적, 배경, 상의복사및분광특성과관
련된5가지인자를기준으로한다양한조건의 상에6

가지 표적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 고, 탐지정확도와
처리시간 측면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그 적용성을 살
펴보았다. 처리시간 측면에 있어 2차 통계값 기반 알고
리즘은 거리 측정법이나 분광 특징 정합법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매우 긴 처리시간을 요구하 다. Table 13에서
와 같이 상의 크기에 따른 처리시간의 증가는 공통적
으로 상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통계값 기반 알고리즘은 작은 크기의 상에서도
처리시간이 길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의 크기에 비례
하여 처리시간이 증가할 경우 절대적인 시간의 차이가
다른 알고리즘과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처리의효율성측면에서ED, SAM, BE, SFF가
적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탐지정확도는 ROC curve로 나타내었는데, 이에 대
한정량적인비교를위하여Area Under Curve (AUC)
를 이용하 다. AUC는 ROC curve의 아래쪽 면적을
의미하고, 각각 0에서 1의범위를갖는정탐지율과오탐
지율이이루는사각형내에존재하기때문에AUC는0에
서 1의 범위를 갖는다(Fawcett, 2006). 또한 1에 가까울
수록 탐지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0.5 이상의값을갖는데, 0.5 미만으로나타날경우표적
이 아닌 배경이 탐지되는 것을 의미한다(Fawcett,
2006). Table 14는각ROC curve에대한AUC와탐지정
확도 측면의 적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AUC의
값이얼마 이상일 때 탐지정확도가 높다고 하는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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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Table 13.  Ratio of processing time (seconds) by image size and usability in aspect of efficiency

ED SAM MD MF AMF BE SFF

Image size
100×100×96 0.4 0.4 18.3 28.5 28.0 0.7 1.2

500×500×96 11.0 11.3 537.4 895.7 803.3 17.6 29.0

Ratio of processing time 27.5 28.3 29.4 31.4 28.7 25.1 24.2

Usability ○ ○ X X X ○ ○

Usability : ○ = high, X = low

ED SAM MD MF AMF BE SFF

11.0 11.3 537.4 895.7 803.3 17.6 29.0

Table 12.  Processing time of 6 target detection algorithms by image size (unit : second)

Type Algorithm
Image size (dimension)

100×100×96 300×300×96 500×500×96

Distance measure
ED 0.4 3.8 11.0

SAM 0.4 3.9 11.3

2nd order stat.-based measure
MD 18.3 180.6 537.4

MF 28.5 284.2 895.7

Spectral feature matching
BE 0.7 6.0 17.6

SFF 1.2 10.0 29.0

Type Algorithm
Image size (dimension)

100×100×96 300×300×96 500×500×96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 아래와 같은 탐지정확

도판단기준을정의하 다.

AUC에의한탐지정확도의판단기준
- 높은탐지정확도 : 0.95 이상
- 중간탐지정확도 : 0.90 이상0.95 미만
- 낮은탐지정확도 : 0.90 미만

또한 적용성의 기준은 위에서 정의한 탐지정확도를

이용하여다음과같이정의하 다. 각인자가변화할때

AUC가 높은 탐지정확도에 지속적으로 위치할 경우 높

은 적용성을 부여하 고, 높은 탐지정확도에서 중간 탐

지정확도로 변화할 경우 중간 적용성을, 한 조건에서라

도 낮은 탐지정확도가 나타날 경우 낮은 적용성을 부여

하 다. 그결과탐지정확도측면의적용성이높은알고

리즘이 각 조건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4장에서

언급한바와같이각알고리즘이갖는특성에기인한것

으로판단된다.

탐지정확도에의한적용성판단기준
- 높은적용성: 모든조건에서높은탐지정확도
- 중간적용성: 높은 탐지정확도 → 중간 탐지정확도로

변화하는경우
- 낮은적용성: 한 조건에서라도 낮은 탐지정확도 나타

날경우

처리시간과 탐지정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용성

을판단하기위한기준은Table 15와같다. 표적탐지알

고리즘은 목적 상 탐지정확도의 비중이 처리시간에 비

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탐지정확도 측면에서 적

용성이 중간일 때에는 처리시간 측면의 적용성이 낮더

라도 종합적 적용성을 중간으로 판단하 다. 또한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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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riteria to judge integrated usability considering accuracy and processing time (efficiency)

Criteria for integrated usability Accuracy

○ △ X

Efficiency (processing time)
○ ○ △ X

X △ △ X

Criteria for integrated usability
Accuracy

○ △ X

Table 14.  Area Under Curve (AUC) of 6 target detection algorithms for each case and usability in aspect of detection accuracy

Parameters Case # ED SAM MD MF BE SFF

Homogeneity 
Case 1-1 0.999 0.995 0.965 0.998 0.973 0.998

within 
Case 1-2 0.992 0.998 0.812 0.989 0.982 0.995

background
Case 1-3 0.998 0.997 0.687 0.952 0.992 0.997

Usability ○ ○ X ○ ○ ○
Case 2-1 1.000 1.000 1.000 1.000 0.999 1.000

Homogeneity Case 2-2 0.996 0.993 0.766 0.988 0.989 0.996

within target Case 2-3 0.985 0.978 0.530 0.956 0.939 0.826

Usability ○ ○ X ○ △ X

Case 3-1 0.996 0.978 0.957 1.000 0.980 0.978

Separability Case 3-2 0.616 0.734 0.646 0.931 0.840 0.800

Usability X X X △ X X

Case 4-1 0.999 0.995 0.965 0.998 0.973 0.998

Absolute Case 4-2 0.974 0.994 0.778 0.641 0.982 0.997

reflectance Case 4-3 0.031 0.969 0.693 0.563 0.982 0.995

Usability X ○ X X ○ ○
Case 5-1 0.999 0.995 0.965 0.998 0.973 0.998

SNR of image
Case 5-2 0.995 0.993 0.779 0.993 0.983 0.995

Case 5-3 0.995 0.978 0.822 0.952 0.962 0.979

Usability ○ ○ X ○ ○ ○

Usability : ○ = high, △ = middle, X = low

Parameters Case # ED SAM MD MF BE SFF



정확도 측면의 적용성이 낮으면 처리시간 측면의 적용

성이높더라도종합적적용성을낮게판단하 다.

위의 종합적 적용성 판단 기준에 의한 각 기준 인자

에대한6가지표적탐지알고리즘의적용성은Table 16

과같다.

위의 Table 16을 바탕으로 각 알고리즘의 종합적 적

용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D는 표적 또는 배경의

동질성이 낮거나 신호대잡음비가 낮은 상에 대해서

적용성이 높다. SAM은 상의 잡음이 심한 경우와 표

적과 배경의 분리도가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으로 적용성이 높다. MF는 처리 효율성이 낮지만 표적

과배경의분리도가낮은경우적용성이높다. BE는배

경의 동질성이 낮거나 기준 분광반사곡선의 절대 반사

율이변화하는경우에적용성이높다. SFF는배경의동

질성이 낮을 때, 절대 반사율이 변화하 을 때, 그리고

상의 신호대잡음비가 낮을 때 적용성이 높다. MD는

상이 표적탐지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적

용가능하며처리효율성이낮다.

6. 결론

초분광 상은 높은 분광해상도를 갖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활용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고, 최

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배경(주변)과 유사한

분광특성을 갖는 광물, 식물, 인공물, 위장체 등의 표적

탐지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다양한 표적탐지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으나, 체계적인 적용성 검증이 미

흡한 실정이고, 실제 활용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알고리

즘들이주로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 상에 대한 기존 표적탐지 알

고리즘들의적용성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자하 다. 이

를 위하여 표적, 배경, 상의 분광적·복사적 특성에

관련된 5가지 기준 인자들을 정의하 고, 이를 기준으

로다양한조건을갖는초분광 상(CASI-1500)을이용

하여6가지기존표적탐지알고리즘들의적용성을체계

적으로비교하 다.

그 결과 탐지정확도 측면에서는 기준인자에 따라 적

용성이 높은 알고리즘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났다. 처리

시간은2차통계값기반알고리즘(MD, MF)이그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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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Integrated usability of 6 target detection algorithms by 5 spectral or radiometric parameters of target and background in image

Algorithm Case #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Parameter Homogeneity within Homogeneity Separability between Absolute SNR of image
background within target backg. & tar. reflectance

Efficiency ○ ○ ○ ○ ○
ED Accuracy ○ ○ X X ○

Integrated ○ ○ X X ○
Efficiency ○ ○ ○ ○ ○

SAM Accuracy ○ ○ X ○ ○
Integrated ○ ○ X ○ ○
Efficiency X X X X X

MD Accuracy X X X X X

Integrated X X X X X

Efficiency X X X X X

MF Accuracy ○ ○ △ X ○
Integrated X X △ X △
Efficiency ○ ○ ○ ○ ○

BE Accuracy ○ △ X ○ ○
Integrated ○ △ X ○ ○
Efficiency ○ ○ ○ ○ ○

SFF Accuracy ○ X X ○ ○
Integrated ○ X X ○ ○

Usability : ○ = high, △ = middle, X = low

Case #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Algorithm

Parameter
Homogeneity within Homogeneity Separability between Absolute 

SNR of image
background within target backg. & tar. reflectance

Integrated ○ ○ X X ○

Integrated ○ ○ X ○ ○

Integrated X X X X X

Integrated X X △ X △

Integrated ○ △ X ○ ○

Integrated ○ X X ○ ○



고리즘(ED, SAM, BE, SFF)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

다. 또한 처리시간은 상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상의

크기가 증가하면 처리시간의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탐지정확도와 처리시간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결과 사용하는 상과 표적 그리고 배경의 특성에

따라 적용성이 높은 알고리즘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초분광 상에 대한 기존 표적탐지 알고

리즘의 적용성은 자료의 특성 및 배경과 표적의 공간

적·분광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사용하는

자료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적용하는 표적탐지 알고리

즘의종류가달라질필요가있다.

향후 연구로는 기준인자의 변화를 보다 다양화하여,

더욱많은조건에대한적용성분석을실시할필요가있

다. 이를위해서기준인자각각의변화가보다다양하게

발생하는 상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초분광 상에

대한 표적탐지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향후 연구 방향으

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배경과 분리도가 낮은

표적의 탐지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표적탐지 알고리즘의 결과인

분광거리또는정합점수의임계값을자동화함으로써최

종표적을자동으로추출할수있는방법에대한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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