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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Various algorithms such as Chronochrome(CC), Principle Component Analysis(PCA),
and spectral unmixing have been studied for hyperspectral change detection. Change detection by spectral
unmixing offers useful information on the nature of the change compared to the other change detection
methods which provide only the locations of changes in the scene. However, hyperspectral change
detection by spectral unmixing is still in an early stage. This research proposed a new approach to extract
endmembers, which have identical properties in temporally different images, by Iterative Error Analysis
(IEA) and Spectral Angle Mapper(SAM). The change map obtained from the difference of abundance
efficiently showed the changed pixels. Simulated images generated from 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 (CASI) and Hyperion were used for change detection,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performed better than CC, PCA, and spectral unmixing using N-FINDR.
The proposed method has the advantage of automatically extracting endmembers without prior
information, and it could be applicable for the real images composed of many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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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 기법으로는 Chronochrome(CC),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분광혼합분석(spectral unmixing) 등이 있다. 특히,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변화탐지는 변화객체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변화의 속성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나, 분광혼합분석을 활용한

초분광영상의 변화탐지 연구는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효과

적인 변화탐지를 위하여 Iterative Error Analysis(IEA)와 Spectral Angle Mapper(SAM) 등을 활용하여

두 영상에서 변화지역을 설명할 수 있는 동일한 endmember를 결정하였으며, 점유비율의 차영상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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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분광영상은 넓은 파장영역에서 대상 객체의 분광

반사곡선(spectral reflectance curve)을 보다 상세히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탐지(change detection), 분류

(classification), 표적탐지(target detection), 환경 모니터링

(environmental monitoring)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Kim et al., 2005; Kim and Yang, 2015).

변화탐지는 원격탐사 기술의 핵심 활용분야로서, 연

구 목적과 대상 지역에 따른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나 대

부분의 연구가 전정색영상(panchromatic image) 및 다중

분광영상(multi-spectral image)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Hyperion과같은위성초분광센서뿐만아니라

Airborne Visible/Infrared Imaging Spectrometer(AVIRIS),

Airborne Imaging Spectrometer for Application(AISA),

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CASI) 등 다양

한 항공 초분광센서로부터 축척된 다시기 영상의 분석

이 가능해지면서 초분광영상을 활용한 변화탐지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im and Pyen, 2011; Vikrant

and Pushp, 2014; Alp and Plaza, 2015).

일반적으로초분광영상에활용되는변화탐지기법으

로는 변화벡터분석 (change vector analysi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Chronochrome(CC), Covariance

Equalization(CE), 분광혼합분석(spectral unmixing) 등이

있다 . PCA를 이용한 변화탐지는 선형변환 (linear

transform)을 기반으로 변화가 발생한 성분과 변화가 발

생하지 않은 성분을 새로운 축으로 생성하여 변화탐지

를 수행한다(Vongsy, 2007; Alp and Plaza, 2015). Schaum

(1998)은 두 영상의 2차 통계량을 이용하여 영상의 전역

적인 선형성을 분석하여 변화지역을 추출하는 CC를 제

안하였으며, Stocker and Schaum(2004)는 CC를 기반으

로 두 영상 간 교차공분산(cross covariance)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기하보정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CE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CC와

CE는 전역적인 변환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기 및 그림

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소적인 변화에 민감하지 않

은 단점이 존재한다. Wu et al.(2013)은 초분광영상의 분

광정보를 변화탐지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

여 각 화소에 대한 부분공간(subspace)을 생성하여 이상

화소(anomaly pixel)를 추출하였다. 이 기법은 실제 초분

광영상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변화탐지를 수행

하였으나 실험대상지역에 대한 공간정보 (spatial

information)와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피복물질

에 대한 분광정보 등 부가정보를 필요로 한다. 최근에는

초분광영상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광혼합분석 기

반의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분광혼합분석을 이

용한 변화탐지는 변화화소의 위치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기법과는 달리 변화의 속성도 함께 분석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광혼합분석을 활용한 변화탐

지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이며, 특정 자료와 사례에 국한

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Alp and Plaza, 2015). 일반적으

로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변화탐지는 다시기 영상에

서 추출된 endmember의 점유비율(abundance)의 차이를

이용하며, endmember추출 방식과 점유비율을 분석하

는 기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효과적인 변화탐지를 위하여 변화지역을 설명

할 수 있는 적절한 endmember의 추출이 중요하다. 특

히, 시기가 다른 두 영상에서 endmember에 따른 점유비

율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영상에서 동일한 특

성을 갖는 endmember가 추출되어야 한다. 이 때 각 영

상에서 추출된 endmember의 종류 및 개수는 다양한 대

기효과와 기하보정 등의 요인으로 상이하게 추출될 수

있다(Apl and Plaza, 2015).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Hsieh et al.(2006)은 Vertex Component Analysis

(VCA),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NMF) 등 의

endmember추출 기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세

가지 물질(ex. 식생, 흙, 자갈)에서 endmember를 추출하

여 변화탐지를 수행하였으며, Apl and Plaza(2015)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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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지역을 추출하였다. 제안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임의의 변화지역을 포함한 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CASI) 및 Hyperion 모의영상에 대한 변화탐지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제안기법

이 기존의 CC, PCA, N-FINDR를 이용한 분광혼합분석보다 효과적으로 변화지역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안기법은 사전정보 없이 자동으로 동일한 endmember를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갖

기 때문에 다양한 피복물질로 구성된 영상의 변화탐지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시기 영상에서 동일한 endmember를 추출하기 위하여

다중-다시기(multi-temporal) 영상을생성하여 Hyperspectral

Signal Identification by Minimum Error(HySime)과 N-

FIDNR, Simplex Identification via Split Augmented

Lagrangian(SISAL) 등을 사용하여 분광혼합분석을 수행

하였다. 이 기법은 영상결합을 통해 두 영상에서 존재

하는 동일한 endmember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실제 초분광영상

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다시기 영상을 접합

하는 방법에 따라 endmember 추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

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를 수

행하기 위하여 보다 향상된 분광혼합분석 기반의 변화

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시기가 다른 두 영상에

서 각각 endmember를 추출하고, 다시기 영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endmember를 결정하였다. 이 중

분광유사도가 높은 물질을 공통물질로 선정하여 분광

혼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두 영상에서 계산된 점유비

율의 차이를 분석하여 변화지역을 추출하였다. 초분광

영상의 변화탐지에 활용되는 기존의 기법들과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실제 초분광영상을 기반으로 변화지역

을 임의로 생성한 모의영상(simulated image)을 이용하

였으며,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ROC) 곡선 기

반의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효과적인 변화탐지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endmember의 추출의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IEA(Iterative Error Analysis)기법과 RMSE(Root Mean

Square Error), SAM(Spectral Angle Mapper)등을사용하여

최적의 endmember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법을 활용

하여 각각의 영상에서 endmember를 추출하였다(Song et

al., 2015). 두 영상에서 공통으로 추출된 물질에 한하여

분광혼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점유비율의 차영상

(difference map)을 생성하여 변화지역을 추출하였다.

1) IEA를 사용한 최적의 Endmember 추출

IEA는 image endmember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제한

적선형분광혼합분석(constrained linear spectral unmixing)

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endmember를 추출한다(Neville

et al., 1999). IEA는 사전에 추출된 endmember의 분광특

성에 기인하여 새로운 물질을 추출하는 순차적 추출기

법(sequential endmember search method)으로 계산이 용

이하고 추출된 endmember들 간의 분광유사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IEA를 사용하여 endmember를 추출

하였으며, RMSE, SAM 등을 활용하여 추출하고자 하

는 endmember의 개수를 사전에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

로 최적의 endmember를 결정하는 방법을 다시기 영상

에 적용하였다(Song et al., 2015). 이 방법은 초기 물질

의 수(p)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자

동으로 중복되거나 혼합된 물질을 제거하고 최적의

endmember를 추출할 수 있다. Fig. 1은 실험에 사용된

endmember 추출 기법의 흐름도이며, 총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영상의 RMSE가 0에 가

까운 값을 가질 때까지 IEA로 endmember를 추출한다.

이 때 RMSE는 분광혼합분석을 수행 한 후 생성된 화소

값들의 오차를 의미하며, 영상 내에 존재하는 순수한 물

질을 모두 추출하였을 때 RMSE는 0이 된다. 본 연구에

서는 RMSE가 10
_3 이하가 되는 시점까지 endmember를

추출하였다. 이 때 영상에 존재하는 순수한 물질의 개

수 이상으로 endmember가 추출되었다면 중복되거나

여러 분광특성이 혼합된 형태의 물질이 추출될 가능성

이 있다. 반면 순수한 물질이 endmember로 새롭게 추출

되었을 경우 , 해당 물질을 포함한 분광혼합분석의

RMSE는 감소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RMSE 감소율

이 매우 낮은 경우, 이미 추출된 endmember와 중복된

물질로 간주하고 제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단

계의 임계값을 10
_2 이하로 설정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혼합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endmember간 SAM값

을 계산하여 기존에 추출된 두 가지 이상의 물질과 임

계치 이하의 유사도를 가질 경우 혼합물질로 간주하고

제거한다. 유사성을 평가하는 임계치는 초기에 추출된

순수한 물질간의 t분포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2)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변화탐지

분광혼합분석이란 영상에 존재하는 순수한 물질을

파악하고 그 점유비율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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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형모델을 사용한다(Roberts et al., 1998). 영상에서

endmember의 개수 및 종류는 동일한 대상지역임에도

영상이 취득된 시기와 대기효과 등의 이유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탐지를 수행할 경우 두 영상에서 동

일하게 존재하는 물질을 선정하여 분광혼합분석을 수

행 한 다 . 선 형 분 광 혼 합 분 석 (linear spectral mixture

analysis)에서 화소값은 endmember의 선형조합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변화화소를 설명하는 endmember의

점유비율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특정 endmember의 점

유비율의 변화를 분석하면 변화지역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속성의 변화도 파악할 수 있다.

제한적 선형분광혼합분석은 endmember의 신호값

과 화소의 반사값이 주어지면 최소제곱법을 통하여

endmember의 점유비율을 추정한다. 이 때 n개의 밴드에

서 추출된 화소의 반사값을 나타내는 벡터를 X = (x1,

x2, …, xn)
T라고정의하고, 최종적으로추출된 endmember

를 E = [E1, E2, …, En], 오차를 ε라고 할 때, 제한적 선형

분광혼합모델은 식 (1)과 같이 표현되며 최소제곱법으

로 추정한 점유비율 A는 식 (2)로 계산된다(Lee and Lee,

2003). 이때 점유비율은 양의 값을 갖으며 점유비율의

합은 1을 만족 한다(Sánchez et al., 2011).

                                 X = EA + ε                                  (1)

                            A = (ETE) 
_1ETX                              (2)

                   Ai ≥ 0, i = 1, …, n, ∑
n

i= 1
Ai = 1                     (3)

시기가 다른 두 영상에서 동일 물질의 점유비율 차이

를 분석하기 위하여 점유비율의 차영상을 생성한다. 선

정된 endmember에 따른 각 영상의 점유비율을 Adate1 =

[a11
, a12

, …, a1n
], Adate2 = [a21

, a22
, …, a2n

]라고 할 때, 점유

비율의 차영상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성분의 점유비율

의 차로 정의된다(식 (4)). 해당 물질의 성분이 증가하였

을 경우 양의 값을 가지며 차이가 커질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차영상은 해당 endmember의 속성 변화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차영상의 값과 분포를 분석하면

변화의 유형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D = Adate2
_ Adate1 = [d1, d2, …, d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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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Flow chart of optimal endmember extraction using the IEA method (Song et al., 2015).



3. 실험 결과 및 분석

제안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른 변

화탐지 기법과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때 평가의 기

준이 되는 참조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변화를 인위적

으로 생성한 모의영상(simulated image)을 사용하였으

며 , 항공 초분광영상인 CASI와 위성에서 취득된

hyperion 영상을 이용하였다. 모의영상은 참조자료를

통한 정확도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 기법의 성능

을 분석하기 용이하다(Alp and Plaza, 2015). 비교평가를

수행한 기법으로는 초분광영상의 변화탐지에 자주 활

용되는 CC, PCA, Hysime과 N-FINDR를 활용한 분광혼

합분석 기법을 선택하였다.

1) 모의영상1 (simulated image1)

모의영상1은 100×100×48개의 화소로 구성되며

CASI영상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Fig. 2). CASI영상의

공간해상도는 1m이며 0.37~1.05 µm 파장영역에서 48

개의 밴드를 갖는다. 또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변화 전후 영상에 신호대잡음비(SNR)가

25dB이 되도록 서로 다른 가우시안 잡음(gaussian white

noise)을 추가하였다. 영상 내 임의로 변화지역은 우측

상단 부근에 나타나며 도로와 유사한 분광반사율을 갖

는 물질이다.

IEA를 사용하여 각 영상에서 4개의 공통물질을 추출

하였다. 추출된 물질은 각각 페인트, 나지1(밝은 성분),

나지2(어두운 성분), 아스팔트 등을 나타낸다. 각각의 영

상에서 4개의 물질에 대한 분광혼합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 얻어진 점유비율은 Fig. 3과 같다. 점유비율

은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밝

게 나타난다. 아스팔트와 나지1을 나타내는 endmember

의 점유비율에서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는 나지1로 구

성된 위치에 아스팔트와 유사한 성분이 추가되면서 나

지의 점유비율은 감소하고 아스팔트의 점유비율은 증

가했기 때문이다.

변화가 발생한 지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동일 물질에

대한 점유비율의 차영상을 생성하였다. 이론적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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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RGB images for the simulated data set1 with SNR 25 dB
(red circles represents changed pixels).

Fig. 3. Abundance maps in the simulated image1 (a) for the first temporal data set, (b) for the second temporal data set.
(b)

(a)



화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점유비율은 동일하기 때문

에 차영상에서 값이 존재하는 화소는 모두 변화지역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영상에서 값이 존재하는 화소

를 모두 합하여 변화영상(change map)을 생성하였다. 그

러나 모의영상에 임의로 추가한 가우시안 잡음의 영향

으로 변화영상은 잡음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기법들로 추출한 변화영상은 서로 다른 단위와 의미를

갖는다. 분광혼합분석의 변화영상은 점유비율의 차이

에서 기인하며 CC의 경우 두 영상에서 계산한 오차영

상(error image)에서 각각의 화소와 근접한 클러스터의

평균값과의 Mahalanobis거리를 의미한다. PCA의 변화

영상은 변화를 나타내는 2차 성분의 합을 나타낸다

(Vongsy, 2007).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단위와 범위를

갖는 변화영상과 참조자료에 따른 ROC곡선을 생성하

여 임계치 변화에 따른 성능비교를 수행하였다. ROC곡

선은 True Positive Rate(TPR)과 False Positive Rate(FPR)

이 1에 가까울수록, 아래 면적(the Area Under the ROC

Curve, AUC)이 클수록 성능이 좋은 기법으로 평가한다

(Molina et al., 2012).

Fig. 4는 네 가지 기법들로 추출한 최종 변화지역을

나타낸다. CC는 변화영상에 잡음을 포함하지 않지만

변화지역을 제대로 추출하지 못하였으며, PCA에 비해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변화영상이 변화지역이 보다

선명하게 구분하였다. 또한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변

화영상의 ROC곡선은 다른 기법들에 비하여 왼쪽 끝 지

점에 가깝게 분포하고 AUC값 또한 1에 가까운 값을 갖

는다(Fig. 5). 이는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변화탐지 기

법이 변화화소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

한다. IEA를 사용한 기법의 AUC는 0.9991로 가장 높았

으며, CC가 가장 낮은 AUC값을 가졌다(Table 1). 이는

CC가 전역적인 선형변환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적으

로 발생한 변화를 제대로 추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각각의 변화영상에 따른 ROC곡선과 AUC값을 비교

하였을 때, N-FIDNR를 활용한 기법보다 IEA를 활용한

분광혼합분석 기법이 변화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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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OC curves for the simulated image1.

Table 1.  AUC values of four change detection methods in the
simulated image1

CC PCA Unmixing
(N-FINDR)

Unmixing
(IEA)

AUC 0.9626 0.9567 0.9984 0.9991

Fig. 4. Change maps for the simulated image1 (a) CC, (b) PCA, (c) Unmixing(N-FIDNR), (d) Unmixing(IEA).
(a) (b) (c) (d)



2) 모의영상2 (simulated image2)

두 번째 모의영상은 200×200×48개의 화소로 구성

된 CASI영상이며 신호대잡음비가 30dB이다. 영상에는

다양한 밝기값의 나지와 아스팔트가 존재하며 영상의

밝은 도로와 유사한 분광반사율을 갖는 물질을 영상 중

앙 부근에 추가하였다(Fig. 6).

IEA를 이용하여 총 4개의 물질이 두 영상의 공통

endmember로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영상에 대한 점유

비율은 Fig. 7과 같다. 어둡고 밝은 도로를 나타내는

endmember의 점유비율영상에서 변화지역이 두드러진

다. 추가된 변화지역이 밝은 도로성분과 유사하며 어두

운 도로가 위치한 지역에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IEA를 비롯한 4가지 기법에 대한 변화영상은 Fig. 8

과 같다. PCA와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기법들은 추가

된 영역의 경계면을 추출할 수 있었으나 CC의 경우 형

태의 외곽선만 희미하게 추출되었다(Fig. 8(a)). 또한

PCA의 변화영상에서는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기법

에 비해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중앙 도로에서 변화지역

을 추출하였다(Fig. 8(b)). ROC곡선과 AUC값을 비교하

였을 때, IEA를 활용한 변화탐지 기법이 변화지역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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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 maps for the simulated image2 (a) CC, (b) PCA, (c) Unmixing(N-FIDNR), (d) Unmixing(IEA).
(a) (b) (c) (d)

Fig. 7. Abundance maps in the simulated image2 (a) for the first temporal data set, (b) for the second temporal data set.
(b)

(a)

Fig. 6. RGB images for the simulated data set2 with SNR 30
dB (red square represents changed pixels).



장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EA를

사용한 변화탐지 기법의 ROC곡선이 가장 꼭지점과 가

장 가깝게 분포하며 AUC값도 N-FINDR에 보다 1에 가

장 가까운 값을 나타냈다.

3) 모의영상3 (simulated image3)

모의영상3은 256개의 밴드로 구성된 Hyperion영상

이다. Hyperion은 EO-1위성에 탑재된 Pushbroom방식

의 초분광센서로 0.36~2.58 µm 영역에서 데이터를 취

득한다(Han et al., 2006). 모의영상3의 공간해상도는 30m

이며 잡음밴드를 제거한 200×200×192 화소로 구성된

다. 임의로 추가한 변화지역은 홍수로 발생할 수 있는

강 주변주역의 범람현상과 유사하게 제작하였고, 변화

전후 영상에 신호대잡음비가 30dB이 되도록 가우시안

잡음을 추가하였다. Fig. 10의 파란색 영역이 임의로 생

성한 변화지역이며, 영상 내 강의 분광특성과 동일한 물

질을 추가하였다.

IEA를 통하여 동일한 다섯 개의 물질이 endmember

로 추출되었고 분광혼합분석을 통해 얻어진 점유비율

은 Fig. 11과 같다. 추출된 물질은 강, 산림, 초원, 시가지

등을 나타내며, 강의 성분을 설명하는 endmember의 점

유비율을 보면 강의 폭이 늘어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Fig. 11(b)). 점유비율의 차영상을 통해 생성된 변화지역

은 Fig. 12(d)와 같으며 강의 범람 지역이 효과적으로 추

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CC와 PCA의 변화영상에서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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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UC values of four change detection methods in the
simulated image2

CC PCA Unmixing
(N-FINDR)

Unmixing
(IEA)

AUC 0.8846 0.9488 0.9743 0.9898

Fig. 11. Abundance maps in the simulated image3 (a) for the first temporal data set, (b) for the second temporal data set.
(b)

(a)

Fig. 10. RGB images for the simulated data set3 with SNR
30 dB (blue area represents changed pixels).

Fig. 9. ROC curves for the simulated image2.



의 중간 부근의 변화가 제대로 추출되지 않았으나 분광

혼합분석 기법을 이용한 변화영상에서는 중간영역까지

추출되었다. ROC곡선과 AUC값을 비교하였을 때, 분광

혼합분석을 이용한 기법이 변화탐지에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IEA를 이용한 기법보다 N-FIDNR를 통

해 추출된 변화영상의 AUC가 미세하게 높았다. 이는

IEA의 변화영상에 포함된 잡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EA와 SAM을 사용하여 최적의

endmember를 추출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각 영상에서

공통된 endmember를 효과적으로 추출하였고, 점유비

율의 차영상을 통해 변화지역을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

하였다. CASI 및 Hyperion에서 생성된 모의영상을 이용

하였으며, 제안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CC,

PCA, HySime과 N-FINDR를 활용한 분광혼합분석기법

등을 동일 영상에 적용하여 변화영상과 ROC곡선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분광혼합분석을 활용한 기법이 다른

기법에 비해 변화탐지에 적합하였으며 HySime과 N-

FINDR를 활용한 기법에 비해 제안기법의 AUC값이 높

게 측정되어 제안기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변화지역을

추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안기법은 IEA

와 SAM을 사용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endmember를 자

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피

복이 존재하는 실제 영상에 적용하여 특정 성분의 변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추후

실제 영상에서 보다 정확하게 변화지역을 추출하기 위

한 임계치 설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이며, 다른 시기에 촬영된 실측 초분광 영상에 대한 추

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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