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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격탐사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광정보를 지니는 위성영상의 취득이 가능해졌다. 특

히, 초분광 영상(hyperspectral image)은 연속적이고 좁은 분광파장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피복분류, 표적탐지,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

격탐사자료를 활용한 변화탐지 기법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차원을 지닌 자료들의 차분을 통해 수행

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이종 센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다른 차원을 지닌 초분광 영상과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적용가능한 변화탐지 기법을 개발하고, 

이종 영상 간의 변화탐지기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변화탐지 기법의 적

용을 위해 상관도분석, 주성분분석 등을 활용하여 초분광 영상의 차원을 축소시켜 변화탐지에 사

용하였으며, 변화탐지 알고리즘은 CVA(Change Ve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변화탐지 성능

의 평가를 위해 참조자료를 사용하여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곡선과, 

AUC(Area Under Curve)을 계산하였다. 실험결과, 원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경우보다, 적합한 

차원 감소 기법을 통해 제작한 영상을 사용하였을 때의 변화탐지 성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차원 감소 기법을 적용하여 초분광 영상이 지니고 있는 잡음을 제거하는 것이 변화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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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로는 융합기법을 적용한 고해상도 다중분광 영

상을 이용하여 공간 해상도의 차이에 따른 변화탐지 성능을 분석할 예정이다.

주요어 : 무감독 변화탐지, 초분광 영상, 변화벡터분석, 주성분분석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remote sensing sensor technology, it has become possible to 
acquire satellite images with various spectral information. In particular, since the 
hyperspectral image is composed of continuous and narrow spectral wavelength, it can 
be effectively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land cover classification, target detection, 
and environment monitoring. Change detection techniques using remote sensing data are 
generally performed through differences of data with same dimensions. Therefore, it has 
a disadvantage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to heterogeneous sensors having different 
dimensions.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 change detection method applicable to 
hyperspectral image and high spat ial resolution satellite image with different 
dimensions, and confirmed the applicability of the change detection method between 
heterogeneous imag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change detection method, the dimension 
of hyperspectral image was reduced by using correlation analysis an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the change detection algorithm used CVA. The ROC curve and 
the AUC were calculated using the reference data for the evaluation of change detection 
performanc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change detection performance is higher 
when using the image generated by adequate dimensionality reduction than the case 
using the original hyperspectral image.

KEYWORDS : Unsupervised change detection, hyperspectral image, change vector analysis 

(CV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서  론

최근, 원격탐사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광정보를 지니는 위성영상의 취득이 가능해졌

다. 특히, 초분광 영상(hyperspectral image)

은 대상 객체의 분광 반사율 정보를 연속적이고 

좁은 분광파장대의 영역으로 상세하게 취득이 

가능하다. 초분광 영상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토지피복 분류, 환경 모니터링, 변화탐지 등 여

러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Harsanyi and Chang, 1994). 하지만, 초분광 

영상이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지만, 밴드 내에 

불필요한 정보나 잡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초분광 영상에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나 MNF(Minimum Noise 

Fraction)와 같이 영상의 차원을 감소시켜 잡음

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적용하여 분석에 활용한

다. Benediktsson et al.(2005)는 초분광 영상

에 PCA를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한 영상을 이용

하여 감독분류를 수행하였으며, Park and 

Choi(2017)은 초분광 영상에 PCA를 적용한 결

과와 NDVI(Normalized different vegetation 

index)에 형태학적 필터를 적용한 결과들을 감

독분류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변화탐지 기법은 다시기 원격탐사자료를 활용

한 대표적인 기법으로, 관심지역에 대한 다시기 

원격탐사자료의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더욱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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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다(Park et al., 

2003). Bovolo et al.(2010)은 융합영상의 품

질이 무감독 변화탐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변화탐지 및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

였으며, Wang et al.(2015)는 교차융합을 수행

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객체기반의 

무감독 변화탐지기법을 제안하였다. 원격탐사자

료를 활용한 변화탐지 기법은 감독 및 무감독 

변화탐지로 분류할 수 있다(Bruzzone and 

Prieto, 2000). 감독 변화탐지 기법은 다시기 

원격탐사자료에 감독분류를 수행한 결과를 이용

하여 변화탐지를 수행하는 기법이다(Volpi et 
al., 2013). 감독 변화탐지는 감독분류를 수행

한 영상을 활용하여 변화탐지를 수행하기 때문

에, 변화지역의 변화 전·후 토지피복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분류결과를 도출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감독분류를 위한 

훈련자료 선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포함될 수 있

다. 또한, 감독분류의 정확도가 변화탐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단점이 존재한다(Bovolo et al., 
2008). 반면, 무감독 변화탐지는 변화지역의 클

래스를 확인할 수 없지만 변화탐지를 수행하는

데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장점을 지니

고 있으며, 영상차분, 영상비, CVA(Change 

Vector Analysis) 등의 과정을 통해 변화지역

을 탐지할 수 있다(Park et al., 2018). 특히, 

CVA는 다시기 원격탐사자료의 차분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대표적인 변화탐지 기법이며, 변화 크

기 벡터와 변화 방향 벡터를 산출하여 최종적인 

변화지역을 추출한다(Johnson and Kasischke, 

1998; Solano-Correa et al., 2018). 또한, 다

양한 종류의 센서로부터 취득된 영상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방사적 변화를 탐지하는데 효과적이

다(Park et al., 2018). CVA는 다시기 영상의 

차분을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변화 전·후 

영상의 차원과 분광특성의 일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변화탐지 기법들은 RGB와 

NIR(Near InfraRed) 4밴드의 다중분광 영상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위성영상에 활용이 가능하

며, 초분광 영상과 같이 일반적인 다중분광 영

상에 비해 많은 차원을 지닌 영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

로 다른 차원 및 분광특성을 가지고 있는 초분

광 영상과 다중분광 영상을 이용한 이종 영상의 

변화탐지 기법을 수행하고, 이종 영상 간의 변

화탐지기법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초분광 영상과 다중분광 영상의 차원을 일치시

키기 위해 상관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

여 다중분광 영상의 밴드와 대응하는 밴드들을 

선정 및 제작하였으며, 변화탐지 기법은 CVA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화탐지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변화 전·후 영상을 이용하

여 참조자료를 제작하였으며,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곡선과 AUC(Area 

Under Curve)를 계산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수

행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 영상과 다중분광 영상

을 이용한 이종 영상 간의 변화탐지 기법을 개

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분광 영상의 차

원을 RGB와 NIR 4밴드로 구성된 다중분광 영

상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초분광 영

상의 차원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상관도분석, 주

성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차원을 

감소시킨 초분광 영상과 다중분광 영상에 CVA 

변화탐지 기법을 적용하여 변화지역을 도출하였

다.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FIGURE 1.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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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종 센서의 변화탐지를 위한 초분광 영상의 

차원 축소 기법

본 연구에서는 이종 영상의 변화탐지를 위한 

입력자료로 고해상도 다중분광 영상과 항공 기

반의 초분광 영상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초분광 

영상의 차원이 다중분광 영상과 비교하여 큰 차

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탐지 기법 적용 

전에 초분광 영상의 차원을 축소시키는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도분석, 

다중회귀분석,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초분광 

영상의 차원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1) 상관도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시기 이종 영상에 

변화탐지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기 영

상의 차원을 일치시켜야 하며, 초분광 영상과 

다중분광 영상의 차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밴드

간의 상관도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48 밴드로 구성된 초분광 영상을 4밴드로 

이루어져 있는 다중분광 영상의 차원으로 변환

하기 위하여 다중분광 영상의 각 밴드와 가장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4개의 초분광 영상의 밴

드들을 추출하였다. 상관도분석을 통하여 추출

된 초분광 영상의 각 밴드들은 원 영상의 특성

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초분광 영상의 정보

들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닐 것

으로 판단된다.

2) 다중회귀분석

상관도분석과 함께 초분광 영상의 차원을 감

소시키는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다중분광 영상의 각 밴드들과 유사한 밴드들을 

제작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은 식 1, 2와 같

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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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번째 밴드, 

는 초분광 영상의 번째 밴드, 는 다

중회귀분석을 통해 생성한 가상의 고해상도 위

성영상, 
와 

는 다중회귀분석의 계수를 의

미한다. 식 1, 2를 통해 다중분광 영상의 각 밴

드들을 기준으로 하여, 초분광 영상과의 다중회

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추출된 회귀계수들을 초

분광 영상에 다시 적용하여 다중분광 영상과 유

사한 분광특성을 지닌 가상의 밴드를 생성하였

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생성된 각 밴드들은 

초분광 영상 전체를 통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 다중분광 영상에 근접한 특성을 

가진 가상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을 지

닌다.

3) 주성분분석

주성분분석은 원격탐사 영상을 원 영상에 존

재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나타내는 서로 상관관

계가 없는 변수들의 집합으로 변환하는 기법이

다(Cao et al., 2012).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들

의 집합으로의 변화는 영상의 차원이 감소됨을 

의미하며, 공분산 행렬의 고유벡터를 산출하는 

것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주성분분석을 위한 

 개의 차원을 가진 영상의 공분산 행렬 는 

식 3과 같다.

 











  ⋯ 

  ⋯ 

⋮ ⋮ ⋮ ⋮
  ⋯ 

                     (3)

식 3에서 대각선 값 는 번째 차원의 분산 

값, 비 대각선 값 는 번째 밴드와 번째 밴

드의 공분산 값을 의미하며, 공분산 행렬 는 

특성방정식 식 4에 적용하여 행렬의 고유 값을 

산출할 수 있다.

                             (4)

식 4에서 는 단위행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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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렬식 개의 고유 값들을 계산하고, 크기순

으로 나열한다. 번째의 고유 값 에 대한 고

유벡터 는 식 5를 통해 계산된다.

                  (5)

식 5를 개의 고유 값들에 대해서 풀이하면 

개의 고유벡터를 산출할 수 있으며, 식 6과 같

이 계산할 수 있다.

















⋮


 















⋮


 















⋮


              (6)

개의 각 고유벡터들은 식 7과 같이 주성분 

변환행렬 로 정의되며, 다중분광 영상과 주성

분 변환행렬 를 식 8과 같이 계산하여 주성

분 행렬을 산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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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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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본 연구에서 초분광 영상의 차원을 다중분광 

영상의 차원으로 축소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사용한 이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주성분분석은 높은 차원으로 구성된 

초분광 영상을 몇 개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면서 

원 자료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초분광 영상의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초분광 영상의 차원을 축소시키고, 밴드 

내에 존재하는 잡음을 제거한 영상을 변화탐지

에 활용하는 것이 변화탐지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성분분석을 선택하였다. 

특히, 각 주성분이 지니는 백분율을 누적하여 

고유 값(eigenvalue)의 합이 99% 이상이 되는 

주성분들을 변화탐지에 적용하였다. 주성분분석

을 통하여 추출된 각 밴드들과 고해상도 다중분

광 영상에 대하여 다중회귀모델을 적용하여 다

중분광 영상의 각 밴드에 최적화된 가상의 다중

분광 영상을 생성하였다.

2. CVA 무감독 변화탐지

본 연구에서는 이종 영상간의 변화탐지를 위

하여 CVA 기법을 사용하였다. CVA 기법은 서

로 다른 두 시기 영상의 화소벡터들 간의 크기

를 이용하여 변화지역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무

감독 변화탐지 기법 중의 하나이다. CVA 기법

은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와 

는 각각 변화 전·후 영상의 

번째 밴드의 밝기 값을 의미하며, 은 총 밴드 

수를 의미한다. 변화탐지를 위해 다중분광 영상

과 상관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다중분광 

영상과 차원을 일치시킨 초분광 영상에 CVA를 

적용하였다.

실험결과 및 고찰

1. 실험자료 및 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일원의 지역을 연구대

상지로 선정하였다. 연구지역의 원격탐사자료는 

2014년 5월 28일에 촬영된 초분광 영상과 

2018년 2월 20일에 촬영된 Worldview-3 위

성영상을 사용하였다. 초분광 영상은 CASI 센

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항공영상이며, 380nm∼

1050nm 분광파장대의 48 밴드로 구성되어 있

다. Worldview-3 위성영상은 RGB, NIR 4개

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영상은 각각 

0.3m와 1.2m의 공간해상도를 지니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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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탐지를 수행하기 위해 1.2m 공간해상도를 

지닌 다중분광 영상을 0.3m 공간해상도를 지닌 

초분광 영상의 화소 수로 변환하였다. 표 1은 

초분광 영상과 Worldview-3 위성영상의 제원

이며, 연구지역의 영상은 그림 2와 같다.

2.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 영상의 차원을 축소하기 

위하여 초분광 영상과 다중분광 영상에 상관도분

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고, 주성분분석 결과

에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는 총 3개의 방법을 적

용하였다. 상관도분석결과를 통해 선정된 초분광 

영상의 상관도는 표 1과 같으며, 상관도분석을 

통해 선정한 초분광 영상은 그림 3과 같다.

FIGURE 3. The hyperspectral images select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CASI Worldview-3

Date 2014. 05. 28 2018. 02. 20

Wave length 380∼1050 nm 400∼1040 nm

Bands 48 bands 4 bands

Spectral Range 14 bits 11 bits

Spectral Width 2.4 nm 57.5 nm

TABLE 1. Specification of hyperspectral image and Worldview-3 satellite image

(a) (b)

FIGURE 2. study area: (a) hyperspectral image before change, 

(b) Worldview-3 satellite image after change

Multispectral image Hyperspectral image Correlation

R Band 5 0.4038

G Band 11 0.3772

B Band 18 0.3314

NIR Band 47 0.1806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elected hyperspectral bands and multispectr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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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도분석결과, 다중분광 영상의 RGB, NIR 

밴드와 초분광 영상의 5, 11, 18, 47번째 밴드

가 가장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것으로 계산되었

다. 각각 밴드들의 상관도는 비교적 낮은 값으

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변화된 지역과 계절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는 원 초

분광 영상과 주성분분석을 적용한 초분광 영상

에 각각 다중분광 영상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적용한 결과 영상과 같다.

그림 3의 (a)와 같이, 원 초분광 영상에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다중분광 

영상은 초분광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명도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귀분석에 입력변수로 사용되

는 초분광 밴드의 개수가 과도하게 많기 때문

에, 다중분광 영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밴

드의 특성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성분분석을 적용한 결과에 다중회귀분석을 적

(a) (b)

FIGUR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images: (a) result of applying original hyperspectral 

image and multispectral image, (b) result of apply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hyperspectral image and multispectral image

(a) (b)

FIGURE 5. Detail images of CVA results: (a) result using correlation analysis image, (b) result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original hyperspectral image, (c) result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result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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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생성한 가상의 영상인 그림 4의 (b)에

서는 (a)에 비해 효과적으로 원 다중분광 영상

의 분광특성을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성분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원 초분광 

영상이 가지고 있는 잡음 등을 제거하였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위 3개의 방법을 통해 다중분광 

영상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초분광 영상을 제

작하였다. 변화탐지를 위해 두 영상에 CVA 무

감독 변화탐지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변화탐지 

결과의 세부영상은 그림 5와 같다.

CVA 무감독 변화탐지기법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 시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 초분광 영상

에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를 사용한 결과

인 그림 5의 (b)에서는 원 초분광 영상이 지니

고 있는 잡음으로 인해 변화탐지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관도분석을 수행한 결과와 주성분분석 결과에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 영상인 그림 5의 (a)와 

(c)는 시각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화탐지 결과의 화소 값을 

확인해 본 결과 주성분분석 결과에 다중회귀분

석을 적용한 영상인 그림 5의 (c)에서 변화지역

과 미 변화지역의 밝기 값의 차이가 더 크게 계

산되어 효과적인 변화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한편, 식생과 같이 계절에 따라 분광정

보가 달라지는 토지피복의 경우에는 변화지역이 

(a) (b)

FIGURE 6. (a) reference data, (b) ROC curves of change detection results

(c)

FIGURE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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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화지역으로 탐지되는 경향

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두 영상의 상이한 촬

영시기로 인해 식생지역이 변화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화탐지기법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영상을 통해 생성한 참조자료

를 이용하여 ROC 곡선과 AUC를 계산하였다. 

ROC 곡선은 변화 크기 벡터에 임계값을 적용하

여 이진영상으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탐지율을 

나타내며, AUC는 ROC 곡선 아래의 면적을 적

분하여 계산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값이 클수록 

탐지 성능이 좋음을 나타낸다(Choi, 2015). 그

림 6는 참조자료와 ROC 곡선산출 결과이며, 표 

3은 AUC 계산결과이다.

정확도 평가는 시각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시각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원 초분과 영상에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를 사용하였을 때의 변화탐지 정확

도가 가장 낮게 계산되었다. 그리고 주성분분석

을 통해 차원을 축소시킨 영상에 다중회귀분석

을 적용한 영상을 변화탐지에 수행하였을 때의 

정확도가 가장 높게 계산되었다. 이를 통해, 주

성분분석을 통한 잡음의 감소가 변화탐지 성능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상관도

분석을 통해 제작한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변화

탐지 결과가 주성분분석을 통해 생성한 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 결과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가상의 다시기 영

상을 활용하여 변화탐지를 수행할 때, 변화 

전·후 영상의 상관도가 변화탐지 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도를 계산한 결

과는 표 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와 다중분광 영상

에 상관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변화탐지 성능과

는 달리, 주성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

여 제작한 영상보다 원 영상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상의 영상이 원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더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특히 두 

영상 모두 4개의 밴드 중에서 Red 밴드의 상관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IR 밴드가 가장 

낮은 상관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가상의 다시

기 영상을 생성하여 변화탐지를 수행할 경우에 

변화 전·후 영상의 상관도가 변화탐지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

지만, 다시기 영상간의 기하오차 및 영상품질에 

따라 상관도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다시기 이종 영상들을 이용한 실험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Method AUC

result using correlation analysis image 0.7267

result using multiple regression anlysis to original hyperspectral image 0.6375

result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result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0.7363

TABLE 3. AUC value of change detection results

Method Band Correlation

result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original hyperspectral image

R 0.5088

G 0.4721

B 0.4035

NIR 0.2540

result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result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 0.4161

G 0.3905

B 0.3354

NIR 0.1961

TABLE 4. AUC value of change detec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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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 영상과 다중분광 영상을 

이용한 이종 영상 간의 변화탐지기법을 제안하였

다. 대표적인 무감독 변화탐지 기법인 CVA를 적

용하기 위해서는 초분광 영상의 차원을 다중분광 

영상의 차원과 일치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방법을 통하여 초분광 

영상의 차원을 축소시켰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다중분광 영상의 각 밴드와 가장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초분광 영상의 밴드를 선택하여 초분광 영

상의 차원을 다중분광 영상과 일치시켰다. 두 번

째 방법으로는 다중분광 영상과 초분광 영상에 다

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세 번째 방법으로는 

초분광 영상에 주성분분석을 수행한 결과와 다중

분광 영상에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초분광 영

상의 차원을 축소시켰다. 세 방법을 통해 제작한 

영상과 다중분광 영상을 이용하여 변화탐지를 수

행한 결과, 두 번째 방법으로 제작한 영상을 활용

한 경우의 변화탐지 성능이 가장 낮았으며, 세 번

째 방법을 활용한 결과가 가장 높은 변화탐지 정

확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초분광 영상이 지니고 

있는 잡음들이 변화탐지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관도분석을 통해 초

분광 영상의 밴드를 선택하는 것보다 다중회귀분

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밴드를 생성하는 것이 초분

광 영상을 변화탐지에 활용하기에 더 효과적인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초분광 영상을 활

용한 이종 영상에 무감독변화탐지 기법의 적용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로는 융합기

법을 적용한 고해상도 다중분광 영상을 이용하여 

공간 해상도의 차이에 따른 변화탐지 성능을 분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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