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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perspectral cameras acquire reflectance values at many different wavelength bands. Dimensions tend to increase 
because spectral information is stored in each pixel.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reduce dimensional problems such as the 
feature selection using Adaboost and dimension reduction using the Simulated Annealing technique. We propose a novel material 
detection method that consists of four steps: feature band selection, feature extraction, SVM (Support Vector Machine) learning, and 
target and specific region detection. It is a combination of the band ratio method and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 based on 
detection rate. The experimental results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feature selection and band ratio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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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초분광 영상 시스템(hyperspectral imaging system)은 다분광 

시스템과 달리 수십에서 수백 개의 밴드를 통해 넓은 범위의 

파장 영역 정보를 세밀하게 관측할 수 있으며, 표적이나 특

이 영역에 대해 완전한 스펙트럴 프로파일을 획득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1,2].  

초분광 영상(hyperspectral imagery)의 획득원리는 그림 1과 

같이 물체의 세로정보가 광학계의 슬릿(slit)을 통과 후, 분광

소자를 거치면서 이차원으로 변화된 정보가 화상소자(charge 

coupled device) 검출기에 기록된다. 그 다음 이차원 객체에 대

해 스캔과정을 거치게 되면 초분광 영상을 획득하게 된다.  

초분광 영상은 좁은 밴드 폭을 가진 수백 개의 밴드가 연

속적으로 구성된 분광 해상도가 매우 높은 영상으로 정의되

며[3], 2차원의 공간정보와 각 픽셀에 대한 파장정보를 포함

하는 데이터 큐브(data cube)로 구성된다[4]. 초분광 영상의 초

기 활용분야는 항공기 및 위성탑재 센서에서 광물의 종류, 

입자 크기, 품질을 분류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5,6], 식

품 안전 및 품질분야에서 수확물 관리, 과일과 야채, 축산물, 

특산물의 높은 효율을 위한 인라인 정밀검사 등에 쓰이고 있

으며[7], 의료분야에서는 조직구분, 치료 상의 분석[8] 그리고 

국방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표적 탐지 등 그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1], 영상기반 결함검출까지 확대 되어질수 

있다[18,19]. 

초분광 영상으로부터 표적이나 특이 영역을 추출하는 기

존기법들은 영상자료 전체 픽셀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

지며, 대부분의 경우 반복적 연산을 필요로 한다. 초분광 영

상은 연속적인 인접 밴드들의 상관관계에 따라 정보의 중복

이 높으며, 영상자료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적이나 특이 영역 

추출을 위한 데이터처리와 분석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1]. 

또한 초분광 영상은 좁은 밴드 폭으로 기인하여 신호 대 잡

음 비(SNR: Signal to Noise Ratio)가 낮은 단점이 존재한다[9].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특징추출 또

는 선택(feature extraction or feature selection) 등의 전처리(pre-

processing)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10,11]. 수많은 분광정보 중

에 목적에 맞는 특정 분광데이터 또는 분광밴드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수많은 분광

데이터에서 원하는 특정 정보만을 추출하는 과정을 특징추

출 과정이라 한다. 특징 추출기법은 밴드선택 혹은 특징선택

과 함께 사용된다. 개념적으로 밴드선택은 수 백 개의 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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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분광 카메라 동작원리. 

Fig.  1. Principle of hyperspectral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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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중 목적에 맞는 밴드만을 선택하거나, 특정 분광밴드 

변환기법을 통하여 원하는 분광정보만을 나타내는 분광밴드

들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해 비해 특징추출은 밴드 선택 

과정을 포함하는 보다 상위개념으로 차원축소 과정으로 간

주되기도 한다. 초분광 영상에서 밴드선택은 매우 중요한 처

리과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화된 방법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밴드 선택이나 차원 축소 방법으로 Adaboost,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A (Simulated Annealing) 기

법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Adaboost 기법은 유사한 스펙트

럴 프로파일이 아닌 경우 최적화된 밴드를 선택하기 어렵고

[12], 스펙트럴 프로파일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SA 기법은 구

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역 최적화 기법으로 최적화된 밴

드를 선택에 있어서 효율성은 좋지만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리

는 단점이 있다[13]. 마지막 PCA는 특징밴드를 선택하는 기

법이 아니라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으로, 조명변화에 강건한 

특성을 부여하는 밴드비 기법을 적용하기 못하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14].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출률

(detection rate)에 기반한 SA 기법을 제안하며, 밴드비 기법과 

함께 적용되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II 장에서 제안한 알

고리즘을 소개하며, III 장에서 실험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

으로 IV 장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II. 제안된 유사재질 검출기법 

제안된 특이재질 검출기법은 그림 2와 같이 특징밴드 선

택(feature band selection), 특징추출(feature extraction), IK-SVM 

(Inter-section Kernel Support Vector Machine) 학습, 은닉표적 검

출로 구성된다. 우선 최적 밴드 선택과 밴드비 기법을 적용

한 표적 및 특이 영역 검출방법은 초분광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이 2장 이상 입력이 되면 촬영된 각기 다른 객체에 대한 

분광정보를 추출을 하여 IK-SVM을 이용하여 검출률을 도출

하며, 이 값에 기반하여 최적의 성능을 내는 밴드들을 선택

한다. 선택된 밴드들로 밴드비 기법을 적용하여 조명변화에 

강건한 특성을 부여하며[15,16], IK-SVM을 이용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17], 마지막으로 임의의 다른 초분광 영상이 

입력이 되었을 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특이 영

역을 검출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1. 초분광 영상 획득 시스템 

제안된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요소로 그림 3과 같이 먼

저 SPECIM 초분광 카메라(PS-FW-11-V10E, Specim Spectral 

Imaging Ltd., Finland), 조명장치(백색광 150W 할로겐 램프

(A08975, SCHOTT)), 그리고 횡선이동을 위한 선형 스테이지

(최대 스캔거리 75cm)로 구성이 된다. 

초분광 영상 시스템은 초분광 카메라가 횡선으로 이동하

며 데이터를 획득하는 Push-bloom 스캔 기반 영상 시스템이

며, 객체에 대해 스캔을 끝내면 2차원의 공간정보와 각 화소

위치 대한 파장정보를 포함하는 3차원 데이터 스페이스

(Samples × Bands × Lines: 1392 × 1040 × 173)를 형성하게 된다. 

초분광 카메라는 분광기와 1392 × 1040 픽셀의 CCD 검출기

로 구성되어 있다. ImSpector 분광기는 공간적 라인의 스펙트

럼을 분리하기 위하여 PGP (Prism-Grating-Prism)와 같은 내부 

슬릿이 포함되어 있다. 광학 분광 해상도는 2.8nm이며, Kappa 

CCD 센서는 분광된 데이터를 샘플수 1,392개, 밴드수 1,040

개, 스캔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라인수로 저장한다. 초분광 카

메라의 세부사양은 표 1에 나타내었다. 

 

Learning Phase Detection Phase

Feature(Band) Selection

( Detection Rate Based Simulated 

Annealing)

Date base Construction

(Dimension Reduction)

Test Cube

Feature Extraction

(band / band ratio)

Classification

(Support Vector Machine)

Result

그림 2. 제안된 특이재질 검출기법. 

Fig.  2. Proposed specific material detection method. 

초분광 카메라

할로겐 램프

선형 스테이지

라이트 소스

 

그림 3. 초분광 영상 획득 시스템. 

Fig.  3. Hyperspectral image acquisition system. 

 

표   1. 초분광 카메라 세부사양. 

Table 1. Detailed specification of hyperspectral camera. 

Optical Characteristics 

Range(nm) 400-1000 

Resolution(spatial×spectral) 1392 × 1040 (950 active) 

Spectrograph ImSpector V10E 

Spectral Resolution 2.8 nm (30 µm slit) 

Spectral Sampling 0.63 - 5.06 nm/pixel 

Spatial Resolution RMS spot diameter < 18µm 

Numerical Aperture F/2.4 

Slit Width, default 30µm (18, 50, 80, 150µm) 

Effective Slit Length 8.98 mm 

Electrical Characteristics 

Sensor Interline CCD 

Interface Firewire 

Camera Output Digital 12-bit 

Frame rate(full/binning) 11 Hz/62 Hz (1 × 8 binning) 

Cooling N/A 

Frame Grabber N/A 

Pixel Size 6.45 µm x 6.45 µm 

Camera Control Firewire 

Exposure Time Range 1 µm - 120 s 

Power Consumption < 5W 

Input Voltage 2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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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처리 과정 

스펙트럴 데이터는 전자 잡음이 많이 존재하므로 특징벡

터로 바로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우시

안 필터(σ =10)를 사용하여 전자 잡음을 제거하게 된다. 그

림 4는 전자 잡음이 있는 스펙트럴 프로파일과 전자 잡음을 

제거한 스펙트럴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3. SA 기반 특징선택 

SA는 특정한 비용함수의 해를 최소화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전역 최적화(global optimization) 문제와 조합 최적

화(combination optimization) 문제에 대한 경험적 확률 접근방

식이다. 본 논문에서 비용함수로 SVM 검출 결과를 사용한 

검출 에러율로 두었으며, 식 (1)과 같이 나타난다. 

 100ER DR= −  (1) 

여기에서 ER 과 DR 은 검출 에러율(Detection Error Rate)과 검

출률을 나타내며, SA는 최소(적)의 검출 에러율를 구하기 위

한 밴드들을 선택한다. 현재 검출 에러율과 새로운 비용함수

의 해를 구하여 비교를 하고 현재까지의 해가 가장 작다면 

이에 따른 선택 밴드들의 인덱스를 저장한다. 이들 해 중에

서 가장 작은 해보다 더 작은 해가 구해지면 더 작은 해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SA의 종료조건은 최적의 수렴 식인 볼츠만 확률 분포

(boltzmann distribution)을 따르며 

 ( ) exp exp
ER ERE curr new

P T
T T

−Δ ⎛ ⎞⎛ ⎞
= − = −⎜ ⎟ ⎜ ⎟

⎝ ⎠ ⎝ ⎠
 (2) 

여기서 ΔE 는 평가 함수의 변화이고, T 는 온도, ERcurr 과 

ERnew 는 현재와 새로운 검출 에러율을 나타낸다. 만약, 

ΔE 가 음이면 새로운 해는 선택이 되며, ΔE 가 양이면 새

로운 해는 식 (2)의 확률이 랜덤하게 생성된 0에서 1사이의 

값 보다 클 때 선택이 된다. SA는 볼츠만 확률 분포에 따라 

새로운 상태로 변화가 허용되며, 결과 값이 더 이상의 변화

가 없을 때 최적의 해를 구하고 종료하게 된다. 그림 5는 제

안한 SA알고리즘의 모의코드를 나타내며, 그림 6은 SA의 검

출 에러율 수렴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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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림 4. (a) 전처리 전 스펙트럴 프로파일, (b) 전처리 후 스펙

트럴 프로파일 (σ = 5), (c) 전처리 후 스펙트럴 프로파

일 (σ = 10), (d) 전처리 후 스펙트럴 프로파일 (σ = 15). 

Fig.  4. (a) Spectral profile before preprocessing, (b) Spectral profile 

after preprocessing (σ = 5), (c) Spectral profile after 

preprocessing (σ = 10), (d) Spectral profile after preprocess-

ing (σ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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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Initial temperature;

T0 = Optimal temperature;

D1 = Learning Data ;

D2 = Test Data;

ER_curr = 100 – DR_curr;  // Detection  Error Rate

ER_best = ER_curr;

while T0 < T  and repeat <= repeat_max

Dim = Random(Max_Dimension);   // Feature Selection Boundary

Index = generate_new_feature(Dim);

L = SVM_Learning(D1, Index);   // Data Learning

DR_new =  SVM_prediction(D2, L, Index);

ER_curr = 100 – DR_new;

if ER_new <= ER_curr

ER_curr = ER_new;

if ER_new <= ER_best

ER_best = ER_new;

Index_best = Index;  // Band Selection

else if exp((ER_new-ER_curr)/T) > random[0,1]

ER_curr = ER_new;

end

end

decrease T;

end
 

그림 5. 제안한 Simulated Annealing 모의코드. 

Fig.  5. Pseudo-code of the proposed SA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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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A에서 검출 에러율 수렴결과. 

Fig.  6. Reduction result of detection rate error by SA. 

 

4. 밴드비 기반 특징추출 

밴드비 기법은 조명변화에 강건한 특성을 부여하는 기법

이며, 이것은 정해진 황금 룰이 없다. 전체 스펙트럴 영역에 

적용을 할 수 있으나, 밴드들의 조합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나기 때문에 또 다시 차원이 높아지고 긴 데이터 처리시간

과 많은 용량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출률 기반 SA 알고리즘으로 

선택된 밴드에 적용한다. 밴드들의 조합 수는 다음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 )

sb sb sb
λ * λ λ

N
2

−

=  (3) 

여기서 
sb
λ 는 선택된 밴드 수를 의미하고 N 은 밴드들의 조

합 수를 나타낸다. 그림 7은 조명변화에 따른 각 객체들의 

스펙트럴 프로파일(그림 7(a), (b))과 선택된 밴드들의 밴드비 

기법을 적용한 결과(그림 7(c), (d))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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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 학습용 스펙트럴 프로파일(strong light), (b) 테스트

용 스펙트럴 프로파일(medium light), (c) Band ratio 결과

(plastic gun), (d) Band ratio 결과(metal gun). 

Fig.  7. (a) Spectral profile used for training (strong light), (b) 

Spectral profile used for testing (medium light), (c) Band 

ratio result (plastic gun), (d) Band ratio result (metal gun). 

 

체들의 스펙트럴 프로파일은 서로 다른 조명에서도 Intensity 

값만 다를 뿐, 동일한 스펙트럴 프로파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밴드비 기법의 결과는 밴드들의 값

이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5. IK-SVM 기반 학습 및 분류기 

SVM은 통계적 학습의 모델로 제안된 학습이론이며, 최적

의 범위를 생성하기 위해 초 평면(Hyper-plane)과 가장 가까

운 학습 데이터(객체들의 분광특성)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초 평면을 위치함으로써 표적 및 특이 영역을 분류 또는 검

출 할 수 있다. SVM의 커널은 Polynomial, Gaussian, RBF 

(Radial Basis Function) 등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으

로 더 좋은 분류 결과를 보인 IK-SVM을 사용하였다. IK-

SVM의 커널 함수 ( ( ))
min

K x,x' 는 Feature vector ( , )nx x'
+

∈ℜ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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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i i

i

K x,x'  min x x'
=

=∑  (4) 

SVM의 결정함수는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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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

α 는 Support Vector를 나타내며, 
l
y 는 Feature Vector

들의 레이블을 의미한다. 

 

III. 실험 및 실험결과 

1. 특징선택과 특징추출의 효과 

본 실험은 프로세서 Intel® Core(TM) i5-2500 CPU @3.30GHz, 

RAM 20.00GB의 PC에서 이루어졌다. 사람의 눈이나 영상을 

통해 식별할 수 없는 객체를 선별하기 위해, 비슷한 객체(색

상 또는 형태)를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는 색상과 형태가 비

슷한 객체로 금속으로 구성된 공기총(콜트)과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공기총을 선택하였으며, 실험은 조명의 변화를 줄이

기 위해 야간에 이루어졌다. 실험의 일관성을 위해 초분광 

카메라의 노출시간은 60ms, 이동거리는 250mm로 하였고 횡

선이동 스테이지에서의 카메라의 이동속도는 6mm/s로 고정

을 하였다. 그림 8에 본 실험에 사용된 서로 다른 재질의 공

기총을 나타내었다. 

각 객체에 대한 스펙트럴 프로파일은 그림 6(a)에 나와있

으며, 같은 색을 띄고 있어 거의 유사한 형태의 스펙트럴 프

로파일을 가짐을 알 수가 있다. 먼저 검출률 기반 SA로 선택

된 밴드들은 10개(438.87, 460.41, 552.30, 584.27, 700.26, 741.29, 

818.88, 893.39, 932.92, 1025.30nm)였으며, 선택된 밴드에 밴드

비 기법을 적용하였다. 표 2에 이에 따른 전체 스펙트럴 영

 
(a) 

 
(b) 

그림 8. (a) 플라스틱 공기총, (b) 금속 공기총. 

Fig.  8. (a) Plastic air gun, (b) Metal air gun. 

 

표   2. 단계별 detection rate 결과. 

Table 2. Detection rate according to steps. 

 
Plastic 

Gun 

Metal 

Gun 

Mean of 

Detection

Rate (%) 

Original 

Spectral 

Profile[9] 

Detection 

Rate (%) 
93.32 99.88 

96.60 
Number of 

Selected Bands 
1040 1040 

Feature 

Selection 

By SA 

Detection 

Rate (%) 
93.94 99.82 

96.88 
Number of 

Selected Bands 
10 10 

Band 

Ratio After 

Feature 

Selection 

Detection 

Rate (%) 
99.84 99.23 

99.62 
Number of Band 

Combination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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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특징밴드선택, 특징밴드에 밴드비 기법을 적용한 단계별 

검출률 결과를 나타내었다. 

위에서 특징밴드를 선택하여 검출한 결과는 데이터의 차

원이 2%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나 유사한 검출 성능을 보이며, 

플라스틱 공기총의 밴드비 기법 적용 결과는 6.52% 개선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조명변화에 대한 강인성 실험 

각 객체들의 스펙트럴 프로파일은 조명의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지만, 그림 7(a)와 (b)를 볼 때 디지털 카운트

(digital count) 값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나 유사한 스펙트 

 

 
(a) 

 
(b) 

 
(c) 

 
(d) 

그림 10. (a) 초기 영상, (b) 전체 스펙트럴 영역으로 검출결과, 

(c) 특징밴드 선택 후 검출결과, (d) 제안한 기법 적

용 후 검출결과. 

Fig.  10. (a) Original image, (b) Detection result by total spectral 

range, (c) Detection result after feature band selection, (d) 

Detection result by proposed our algorithm. 

표   3. 조명변화에 따른 단계별 detection rate 결과. 

Table 3. Results of experiments in different lighting brightness. 

Training Spectral Profile Strong Light 
Mean of

Detection

Rate (%)

Testing Spectral Profile Medium Light 

Object 
Plastic 

Gun 

Metal 

Gun 

Original 

Spectral 

Profile[9] 

Detection 

Rate (%) 
99.96 32.74 

66.35 
Number of 

Selected Bands 
1040 1040 

Feature 

Selection 

By SA 

Detection 

Rate (%) 
99.87 48.30 

74.09 
Number of 

Selected Bands 
11 11 

Band 

Ratio After 

Feature 

Selection 

Detection 

Rate (%) 
99.84 58.73 

79.29 
Number of 

Band Combination
5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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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b) 

그림 9. (a) 은닉 객체 검출 모델, (b) 수풀과 탱크 모형의 스

펙트럴 프로파일. 

Fig.  9. (a) Concealed object detection model, (b) Spectra profiles of 

bush and tank. 

Min-Sheob Shim and Sungh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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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단계별 은닉객체 실제 검출결과. 

Table 4. Actual detection rate according to algorithm. 

 
Original 
Spectral 

Profile[9] 

Feature 
Selection 
By SA 

Band Ratio
After Feature

Selection 

Tank Detection Pixel 10512 10543 11,715 

Tank Mask Pixel 12,247 12,247 12,247 

Actual Detection Pixel 10369 10390 11,603 

Actual Detection Rate 84.67 % 84.84 % 94.74 % 

Operating Time(sec) 151.6 27.4 24.1 

 

럴 분포 형태를 유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위한 스펙트럴 프로파일은 그림 7(a)의 데이터(strong 

light)를 썼으며, 표적 및 특이 영역을 검출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7(b)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먼저 검출률 기반 

SA로 선택된 밴드들은 11개(416.17, 470.90, 548.55, 563.57, 

654.39, 706.65, 755.45, 833.85, 855.39, 913.13, 1012.61nm)였으며, 

선택된 밴드들에 밴드비 기법을 적용을 하였다. 표 3에 조명

변화에 따른 특이재질 검출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조명변화에 따른 전체 스펙

트럴 영역에서의 검출 결과는 한쪽으로 편중된 결과를 보이

며, 특징밴드 선택과 특징밴드에 밴드비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검출성능이 각각 7.74%와 12.94% 개선됨을 확인 할 수 

있다. 

3. 은닉 객체 검출 시나리오 

마지막 실험으로, 은닉 객체 검출을 위한 스테이지를 준비

를 한다. 본 실험을 위해 수풀과 비슷한 색상의 탱크 모형을 

준비하였고 그림 9(a)와 같이 수풀 사이에 위치시켰다. 초분

광 카메라의 노출시간은 60ms, 이동거리는 100mm로 하였고 

횡선이동 스테이지에서의 카메라의 이동속도는 6mm/s로 고

정을 하였다. 그림 9(b)는 수풀과 탱크 모형의 스펙트럴 프로

파일을 나타낸다. 

그림 10에 전체 스펙트럴 영역, 특징밴드선택, 특징밴드에 

밴드비 기법을 적용한 단계별 특이재질 검출 결과영상을 나

타내었으며, 표 4에 이에 따른 단계별 검출률 결과를 나타내

었다. 특징밴드로 10개의 밴드(405.79, 443.79, 510.54, 613.87, 

671.55, 747.72, 782.57. 863.89, 913.13, 1019.95nm)가 선택이 되었

으며, 전체 스펙트럴 영역으로 검출을 하였을 경우와 적은 

밴드 수로도 동일한 성능을 보인다. 그리고 특징밴드 선택 

후 밴드비 기법을 적용하여 검출을 하였을 경우는 오검출이 

줄고, 10% 정도 성능 개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

산시간은 전체 스펙트럴 영역으로 검출을 하였을 경우는 

151.6sec, 특징밴드 선택 후 검출시간은 27.4sec, 특징밴드에 

밴드비 기법을 적용하여 검출한 시간은 24.1sec로 점차 감소

함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초분광 영상은 연속적인 인접 밴드들의 상관관계에 따라 

정보의 중복이 높으며, 영상자료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적이

나 특이 영역 추출을 위한 데이터처리와 분석에 많은 문제가 

발생 때문에 특징추출 또는 선택(feature extraction or feature 

selection) 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차원이 

높은 초분광 데이터에 대하여 검출률 기반 SA 기법을 사용

하여 선택된 최적의 밴드를 선택하였으며, 선택된 밴드들에 

밴드비 기법을 적용하여 조명변화에 강건한 유사색상의 특

이재질 검출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효율적으

로 차원을 축소시키며, 조명변화에 강건하다는 것을 검증하

였다. 향후에는 재질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보강하여 

자동 재질 분류 기법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로봇 기

반 폭발물 검사, 군사용 표적 검출, 의료용 암 진단이나 치과

용 진단으로 구강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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