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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satellite sensor technology, high-spatial-resolution imagery of various spectral 

wavelength bands have become possible. Worldview-3 satellite sensor provides panchromatic images with high-
spatial-resolution and VNIR (Visible Near InfraRed) and SWIR (ShortWave InfraRed) bands with low-spatial-
resolution, so it can b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efense, environment, and surveying. In this study, mineral 
detection was performed using Worldview-3 satellite imagery.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the VNIR and SWIR 
bands of the Worldview-3 satellite image, the sharpening technique was applied to the spatial resolution of the 
panchromatic image. To confirm the utility of SWIR bands for mineral detection, mineral detection using only 
VNIR bands was performed and comparatively evaluated. As the mineral detection technique, SAM (Spectral 
Angle Mapper), a representative similarity technique, was applied, and the pixels detected as minerals were 
selected by applying an empirical threshold to the analysis result. Quantitative evaluation was performed using 
reference data on the results of similarity analysis to evaluate the accuracy of mineral detection. As a result of 
the accuracy evaluation, the detection rate and false detection rate of mineral detecting using SWIR bands were 
calculated to be 0.882 and 0.011, respectively, and the results using only VNIR bands were 0.891 and 0.037, 
respectively. It was found that the detection rate when the SWIR bands were additionally used was lower than 
that when only the VNIR bands were use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false detection rate was significantly 
reduced, an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SWIR bands in mineral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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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위성센서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분광파장대의 고해상도 영상 취득이 가능해졌다. Worldview-3 
위성센서는 높은 공간해상도를 지닌 panchromatic 영상과 함께 낮은 공간해상도를 지닌 VNIR (Visible Near 
InfraRed), SWIR (ShortWave InfraRed) 밴드들을 제공하고 있어, 국방, 환경,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Worldview-3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광물탐지를 수행하였다. Worldview-3 위성영상의 
VNIR, SWIR 밴드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융합기법을 적용을 통해 panchromatic 영상의 공간해상도
로 융합하여 광물탐지에 이용하였다. 광물탐지에 SWIR 밴드들의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VNIR 밴드들만을 활
용한 광물탐지를 수행하여 비교평가하였다. 광물탐지 기법으로는 대표적인 유사도 기법인 SAM (Spectral Angle 
Mapper)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경험적 임계치를 적용하여 광물로 탐지되는 화소들을 선정하였다. 광물탐
지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유사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참조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평가를 수행하였다. 정확도 평
가 결과, SWIR 밴드들을 활용한 광물탐지 결과의 탐지율과 오탐지율이 각각 0.882, 0.011로 계산되었으며, VNIR 
밴드들만을 활용한 결과는 각각 0.891, 0.037로 나타났다. SWIR 밴드를 추가적으로 활용한 경우의 탐지율이 
VNIR 밴드만을 사용한 경우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탐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해 
광물탐지에서의 SWIR 밴드들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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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센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
는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분광파장대
의 밴드들의 취득이 가능한 위성센서가 개발되었다(Han et al., 
2018). 다양한 공간 및 분광 해상도를 가지는 위성영상을 제공
할 수 있는 위성센서들은 국방, 환경, 측량 등의 분야에서 활용
이 가능하다(Samsudin et al., 2016). 특히 Worldview-3 위성영
상은 0.31-m 공간해상도를 지닌 panchromatic 영상과 1.24-m
의 공간해상도를 지닌 VNIR 8밴드, 7.5-m 공간해상도를 지닌 
SWIR 8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400~2400nm의 분광파장대 
사이의 VNIR과 SWIR 밴드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공구조
물이나 광물 및 암석 등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6). 하지만, 각 파장대 밴드들의 
공간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성영상을 이용한 분석에 활용
하기 위해서는 공간해상도를 일치시켜야만 한다(Park et al., 
2017). 표적탐지는 특정 대상물질의 존재여부 혹은 특정화소
와 동일한 물질로 추정되는 물질들의 위치를 분석하는 기법이
며, 이를 위해서는 관심대상물질의 분광특성과 영상 내 각 화
소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Manolakis et al., 
2001, Huang et al., 2013). 최근에는 Wordlview-3 위성영상과 
같이 넓은 파장대의 밴드를 제공하는 위성영상들을 활용한 표
적탐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Sun et al.(2017)
은 Worldview-3 영상의 밴드특성들을 이용하여 광물탐지를 
수행하였으며, Le et al.(2017)은 분광복사계를 이용하여 취
득한 석탄이 분광정보를 기반으로하여 Landsat 8 OLI 위성영
상에 extreme learning machine을 적용하여 석탄탐지를 수행
한 바 있다. 또한, Kim(2015)은 MF (Matched Filter)와 ACE 
(Adaptive Cosine Estimator) 기법을 이용하여 표적탐지를 수
행할 때 발생되는 배경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처리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orldview-3 위성영상의 VNIR과 SWIR 
밴드들을 이용하여 접근불능지역에 대한 유사도분석 기반
의 광물표적탐지를 수행하였으며, 대상광물은 북한 평산
군 우라늄 광산에 야적되어있는 광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Worldview-3 위성영상은 저해상도의 SWIR 밴드와 함께 고해
상도 panchromatic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상융합을 통해 
고해상도 SWIR 밴드의 제작이 가능하다. 추후연구로 고해상
도 SWIR 밴드를 이용하여 우라늄 광산 인근의 시설물들의 가
동여부와 이동객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고해
상도 위성영상인 Worldview-3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영상활용
을 위한 전처리로 방사보정을 수행하였으며, Worldview-3 위

성영상의 VNIR과 SWIR 밴드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 영상융합기법을 적용하여 panchromatic 영상의 공간해상
도를 지닌 VNIR과 SWIR 밴드들을 제작하였다. 표적탐지는 
대표적인 유사도 분석기법 중의 하나인 SAM (Spectral Angle 
Mapper)을 활용하였으며, 광물의 분광정보는 방사보정을 수행
한 Worldview-3 위성영상 내에서 추출하였다. 최종적인 표적탐
지를 위해 유사도분석 결과에 경험적 임계치를 적용하여 광물
로 추정되는 화소들을 선정하였으며, SWIR 밴드들의 활용성 
평가를 위해 VNIR 밴드만을 활용하여 유사도분석을 수행한 
결과와 비교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Worldview-3 위성영상의 VNIR, SWIR 밴
드들을 활용한 광물 표적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적용을 
위해 Worldview-3 위성영상에 방사보정을 수행하였으며, 방사
보정 기법은 상용 영상처리 프로그램인 ENVI에서 제공하는 
QUAC (QUick Atmospheric Correction) 기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방사보정을 완료한 Worldview-3 저해상도 밴드에 GS2 
융합기법을 적용하여 panchromatic의 공간해상도를 지니는 
VNIR, SWIR 밴드들을 제작하였다. 표적탐지는 유사도 분석 
기법인 SAM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영상에서 취득한 광물
의 분광정보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광물 탐지에서의 SWIR 
밴드의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VNIR 밴드만을 적용한 유사
도 분석 결과와 비교평가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의 흐름도이다.

Fig. 1.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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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상 전처리

2.1.1 Pansharpening

일반적으로 고해상도 위성센서는 고해상도 panchromatic 영
상과 저해상도 다중분광영상을 제공한다. 원격탐사분야에서
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panchromatic 영
상과 다중분광영상을 융합하여 고해상도 다중분광영상을 제
작하여 활용하며, 이러한 기법을 영상융합 또는 pansharpening
이라고 한다. pansharpening 기법은 panchromatic 영상에서 고
주파 정보를 추출하여 다중분광영상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며(Rahmani et al., 2010), 이 과정은 Eq. (1)과 같다.

              (1)

은 융합된 고해상도 다중분광영상, 은 영상 스
케일로 interpolated된 다중분광영상, 은 injection gain, 
는 panchromatic 영상, 은 저해상도 synthetic intensity 영상, 
은 다중분광영상의 밴드 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GS2 pansharpening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matlab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기
법에서 Eq. (1)의 에는 panchromatic 영상에 영상피라미드 
또는 영상필터링 기법을 통해 고해상도 흑백영상의 해상도를 
낮춘 저해상도 영상을 적용한다. 은 과 저해상도 다중분
광영상간의 공분산과 의 분산의 관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Garzelli, 2015).

2.1.2 Selected Band Scheme

Worldview-3 위성영상은 1.2m와 7.2m의 공간해상도를 지
닌 각각 8개의 VNIR, SWIR 밴드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7.2m의 공간해상도를 지닌 SWIR 밴드들의 영상융합을 위해 
selected band scheme을 활용하여 1.2m의 공간해상도를 지니
도록 융합하였다. Selected band scheme은 높은 공간해상도를 
지닌 여러 밴드들과 공간해상도를 향상시킬 저해상도 다중분
광영상에 상관도 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높은 상관도를 보이
는 밴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Selva et al., 2015). 상관도 분석
을 수행한 결과 중 저해상도 다중분광영상과 가장 높은 상관
도를 보이는 고해상도 영상을 Eq. (1)의 로 활용한다. 상관도 
분석은 Eq. (2)와 같다.






      
(2)

는 저해상도 영상스케일로 변환한 고해상도 영상, 은 저

해상도 영상, 은 두 영상의 공분산, 와 은 각각 영
상의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상관도 분석 결과인 은 -1∼1 
사이의 값을 지니며 가장 높은 상관도를 보인 밴드가 선택된
다. 상관도 분석을 통해 고해상도 영상을 선택하는 과정은 Eqs. 
(3), (4)와 같다.

 arg
    (3)


  

  







  


      
    

(4)
  

Eq. (3)의 

는 저해상도 영상의 화소 수로 변환한 

번째 고해상도 영상, 는 번째 저해상도 영상을 의미하
며, Eq. (4)의 

은 번째 저해상도 밴드와 가장 높은 상관도
를 보이는 번째 고해상도 밴드를 의미한다. 위 selected band 
scheme은 matlab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하였으며, 이를 통해 
1.2m의 공간해상도를 융합한 SWIR 밴드들을 원 VNIR 밴드
들과 스태킹하고 pansharpen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
로 pansharpening 통해 광물탐지에 활용될 0.3m 공간해상도를 
지닌 16개의 VNIR, SWIR 밴드들을 제작하였다.

2.2 Spectral Angle Mapper

본 연구에서는 광물탐지를 위해 SAM 유사도 측정 지수를 
활용하였다. SAM 지수는 분광 각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
하며(Hecker et al., 2008), Eq. (5)와 같다.

  acos∥∥∥∥
  

  (5)

여기서, 
 는 화소 혹은 관심대상물질의 분광반사율

을 의미하며,   는 화소들의 내적, ∥∥는 첫 번
째 화소를 벡터로 가정하였을 때의 벡터의 크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AM 유사도분석의 활용을 위해 python으로 구현
하여 적용하였다. SAM 지수는 0∼π/2의 범위를 가지며, 각 화
소의 특성이 유사할수록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SAM 지
수는 각 화소들의 분광 각을 측정하기 때문에, 분광반사율의 
절대 값이 차이가 나는 물질들도 동일한 분광패턴을 가질 경우
에는 낮은 값을 가질 수 있다.

2.3 정확도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SWIR 밴드의 광물탐지 활용성을 검
증하기 위해 탐지결과에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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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평가를 위한 참조자료를 영상 내에서 광물로 판단되
는 화소들을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정성적 평가는 시각판독
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는 상용 영상처리 프로그
램인 ENVI의 오차행렬 툴을 이용하여 탐지율과 오탐지율을 
계산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실험자료 및 대상광물

본 연구에서는 광물탐지를 위해 2017년 10월 17일에 취득한 
Worldview-3 위성영상의 VNIR, SWIR 밴드들을 활용하였으
며, 촬영지역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일원이다. 이 촬영지역
에는 우라늄 정제공장 및 우라늄광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다
수 존재하는 지역으로, 우라늄으로 추정되는 광물들을 대상
광물로 선정하였다. 광물 탐지에 활용한 Worldview-3 위성영
상에 융합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panchromatic 영상을 0.3m 공
간해상도로 변환하였으며, 기하보정을 통해 VNIR과 SWIR 밴
드들을 0.3m 공간해상도의 정수 배인 1.2m와 7.2m로 변환하였
다. 또한, 방사보정을 통해 분광반사율로 변환하여 유사도 분
석에 활용하였다. Table 1은 Worldview-3 위성영상의 밴드 별 
분광정보이며, 실험에 활용한 Worldview-3 위성영상은 Fig. 2
와 같다.

Table 1. Specification of Worldview-3 Imagery

Bands
Central 

Wavelength 
(nm)

Band Width 
(nm)

Spatial 
Resolution 

(m)
Panchromatic 625 350 0.31

Band 1 - Coastal 425 50

1.24

Band 2 - Blue 480 60
Band 3 - Green 545 70
Band 4 - Yellow 605 40

Band 5 - Red 660 60
Band 6 – Red Edge 725 40

Band 7 – NIR 833 125
Band 8 - NIR 950 180

Band 9 - SWIR 1210 30

7.5

Band 10 - SWIR 1570 40
Band 11 - SWIR 1660 40
Band 12 - SWIR 1730 40
Band 13 - SWIR 2165 40
Band 14 - SWIR 2205 40
Band 15 - SWIR 2260 50
Band 16 - SWIR 2330 70

 Fig. 2. Study Area

3.2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광물 탐지에 Worldview-3 위성영상의 VNIR, 
SWIR 밴드들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 영상융합을 수행하였다. 
Worldview-3 위성영상 각 밴드들의 공간해상도는 3개 종류이
기 때문에 두 단계로 수행되는 융합기법을 적용하였다. 첫 번
째 단계는 SWIR 밴드들을 VNIR 밴드들의 공간해상도로 융
합하는 단계로, selected band scheme을 통해 고해상도 밴드
를 선정하여 융합기법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SWIR 밴드들은 
VNIR 밴드의 공간해상도로 융합한 후 16개의 밴드로 스태킹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위성영상의 융합기법과 같이 
panchromatic 밴드를 이용하여 16개의 VNIR, SWIR 밴드들
을 융합하여 16개의 고해상도 밴드를 제작한다. Worldview-3 
위성영상의 융합결과는 Fig. 3과 같다.
광물탐지는 대표적인 유사도 기법인 SAM을 이용하였다. 유
사도 기법인 SAM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상광물의 분광라이
브러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접근불능지역이기 
때문에 실측이 어렵다. 때문에, 분광라이브러리는 영상 내에서 
취득한 대상광물의 분광정보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대상광
물의 분광정보는 유사도분석을 위한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
는 지역에서 취득하였으며, 대상광물의 순수화소로 추정되는 
5개 화소의 평균 값을 최종적인 대상광물의 분광정보로 결정
하였다. Fig. 4는 광물분광정보 취득지역에 대한 영상이며, 대
상광물로 추정되는 5개 화소에 대한 분광그래프는 Fig. 5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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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3. Sharpening Results of Worldview-3 Imagery: (a)

panchromatic image, (b) original VNIR image, (c) original 
SWIR image, (d) sharpened VNIR image, (e) sharpened 

SWIR image

 

Fig. 4. Mineral Spectral Data Acquisition Region.

Fig. 5. Spectral Graph of the Mineral Pixels.

영상에서 취득한 분광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지
역 영상에 SAM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WIR 밴드들
의 광물탐지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VNIR 밴드만을 이
용하여 유사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와 정성적으로 비교평가하
였다. SAM 적용결과는 Fig. 6과 같다.

(a)                                      (b)
Fig. 6. Results of SAM Analysis: (a) applying 4 bands of 

VNIR, (b) applying 16 bands of VNIR and SWIR

4개의 VNIR 밴드와 16개의 VNIR, SWIR 밴드에 각각 SAM 
유사도 분석을 적용했을 때, 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 SWIR 밴
드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광물탐지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VNIR 밴드만을 사용하여 SAM 유사
도 분석을 적용한 결과에서 수계지역이 광물로 오탐지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광물과 수계지역이 VNIR 파장대역에서 
분광반사율이 모두 낮은 값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광물탐지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광물로 추정되
는 화소들을 선정하여 참조자료를 제작하였다. 정량적 평가 방
법은 오차행렬을 사용하였으며, 오차행렬의 계산을 위해 각각
의 유사도 분석 결과에 경험적 임계치를 적용하여 이진화 영상
을 제작하였다. Figs. (7), (8)은 참조자료와 임계치를 적용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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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영상이며, 각각의 정량적 평가 결과는 Tables 2, 3과 같다.

           (a)                               (b)                               (c)
Fig. 7. Results of SAM Analysis: (a) reference data (b) applying 
4 bands of VNIR, (c) applying 16 bands of VNIR and SWIR

       (a)                       (b)                       (c)                      (d)

       (e)                       (f)                      (g)                       (h)

       (i)                       (j)                     (k)                        (l)

 Fig. 8. Detailed Image of SAM Results: (a) RGB image, (b) 
reference data, (c) applying 4 bands of VNIR, (d) applying 16 
bands of VNIR and SWIR, (e) RGB image, (f) reference data 
(g) applying 4 bands of VNIR, (h) applying 16 bands of VNIR 
and SWIR, (i) RGB image, (j) reference data (k) applying 4 
bands of VNIR, (l) applying 16 bands of VNIR and SWIR

Table 2. Result of Quantitative Evaluation using only 
VNIR Bands

Reference Data
Mineral 
Pixels

Non Mineral 
Pixels

Using only 
VNIR Bands

Mineral 
Pixels 225,421 502,492

Non Mineral 
Pixels 27,577 13,244,510

Detection 
Rate 0.891

False Alarm 
Rate 0.037

Table 3. Result of Quantitative Evaluation using VNIR 
and SWIR Bands

Reference Data

Mineral 
Pixels

Non Mineral 
Pixels

Using only 
VNIR 
Bands

Mineral Pixels 223,118 152,424
Non Mineral 

Pixels 29,880 13,594,578
Detection 

Rate 0.882

False Alarm 
Rate 0.011

임계치를 적용하여 이진화 영상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 
VNIR 밴드만을 적용한 결과에서는 수계지역이 광물지역으로 
다수의 화소가 오탐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물 또한 
오탐지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정량적 평가 결과, SWIR 밴
드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보다 VNIR 밴드만을 사용
한 경우에서 광물화소들을 약 2000개 이상 탐지한 결과를 보
였다. 이에 대한 탐지율을 계산한 결과 VNIR 밴드만을 사용한 
결과에서는 89.1%, SWIR 밴드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결과는 
88.2%의 탐지율을 보여 VNIR 밴드만을 사용한 결과의 탐지
율이 약 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Fig. 7에서 확
인할 수 있는 것처럼 VNIR 밴드만을 사용한 결과의 영상에서
는 과탐지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탐지 된 것
은 오탐지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VNIR 밴드만을 사용
한 경우에서는 SWIR 밴드를 추가적으로 활용한 결과보다 광
물화소가 아닌 화소를 3배 이상 오탐지한 것으로 계산되었으
며, 각각 0.037, 0.011의 오탐지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VNIR 
밴드만을 사용한 결과가 SWIR 밴드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결
과보다 탐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오탐지율이 높기 때문에 활
용성 측면에서는 SWIR 밴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광물탐
지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Worldview-3 위성영상의 SWIR 밴드를 활
용한 광물탐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Worldview-3 위성영상의 각 밴드들을 panchromatic 밴드의 공
간해상도인 0.3m로 융합하였으며, 방사보정을 수행하였다. 광
물탐지로는 대표적인 유사도 기법중의 하나인 SAM을 사용하
였으며, 유사도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방사보정된 Worldview-3 
영상에서 순수한 광물화소로 추정되는 화소들을 선정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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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다. SWIR 밴드의 광물탐지 활용성
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같은 4개의 
VNIR 밴드만을 사용하여 광물탐지를 수행한 결과와 비교평
가하였다. 정량적 평가 결과, SWIR 밴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
여 광물탐지를 수행한 결과가 VNIR 밴드만을 사용한 결과보
다 약 1% 낮은 정확도를 보였지만, 오탐지율이 약 3배 낮게 계
산되었다. 정성적 평가 결과에서는 VNIR 밴드만을 사용한 결
과에서 수계지역이 광물로 오탐지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광물
탐지에 SWIR 밴드를 활용할 경우 오탐지를 크게 감소시켜 활
용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로는 탐지율 향상
을 위해 다양한 유사도 분석기법들을 적용하여 최적의 광물탐
지기법을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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