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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stochastic hyperspectral target detection algorithms, the target signal components may
be included in the background characterization if targets are not rare in the image, causing target leakage.
In this paper, the effect of target leakage is analysed and an improved hyperspectral target detection method
is proposed by excluding the pixels which have similar reflectance spectrum with the target in the process
of background characterization. Experimental results using the AISA airborne hyperspectral data and
simulated data with artificial targe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dramatically improve the target
detection performance of matched filter and adaptive cosine estimator. More studies on the various metrics
for measuring spectral similarity and adaptive method to decide the appropriate amount of exclusion are
expected to increase the performance and usability of th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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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표적탐지에 있어 배경 신호 특징에 포함되는 표적 신호가 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분광각을 기준으로 표적과 유사한 분광반사 특성을 가지는 화소들을 배경

특징화 과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표적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초분광 표적탐지를

위해 가장 흔히 이용되는 matched Filter와 adaptive cosine estimator 기법에 대해 실제 항공 초분광영상

자료와 여기에 인공표적을 삽입하여 생성한 모의 자료를 이용한 실험 결과, 배경 특징화를 위한 공분산행렬

계산 시 표적 스펙트럼과 유사도가 높은 표적 유사화소들을 제외함으로써 탐지 성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 분광각외에 다양한 유사도 판정 기준들에 대한 적용성 연구와 함께, 제외되는 표적 유사화소

들의 양이 최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사용이 간편하고 성능이 우수한

초분광 표적탐지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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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분광영상 센서는 매우 높은 분광해상도의 연속된

분광측정 밴드를 가지고 있어 지표피복물질의 분광반

사특성에 대한 미세한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다중분광영상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했던 다양한 활용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국방, 환

경, 광물자원 등의 분야에서 분광반사 스펙트럼을 이용

하여 찾고자 하는 표적이나 표적 물질을 탐지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hin and Lee, 2012; Kim,

2015).

국방 영상분야에서 표적탐지(target detection)라는 용

어는 영상에서 표적과 배경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의미

로 사용되며(Manolakis et al., 2003), 표적(target)은 영상 전

체에서 극소수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종류의 물질로 구성된 배경(background)이 영상의 대부

분을 차지한다고 가정한다. Matched filter를 포함한 대부

분의 확률론적인(stochastic) 표적탐지 알고리즘들은 배

경신호를통계적으로특징화(background characterization)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희소표적(rare target)을 전제로 하

여 영상 전체 화소를 사용한다.

그러나 국방 분야에서의 표적과는 달리 환경, 자원,

산림, 농업 등의 활용 분야에서는 찾고자 하는 목표물

이나 물질이 매우 적게 존재한다는 희소표적 가정이 타

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양의 표적 물질이

존재하는 영상 자료의 경우 배경 특징화 과정에서 표적

의 신호 특징이 배경 특징으로 포함되게 되어 표적탐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표적누출(target

leakage)이라고 한다(Akhter et al., 2015).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었는데, 군집화(clustering)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Func et

al., 2000), 배경 특징화를 국부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Matteoli et al., 2011), 사전에 확보된 영상의 endmember

를 이용하여 배경 특징화를 위한 배경 화소를 제한하는

방법(Akhter et al., 2015) 등이 제안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는 배경을 피복물질별로 별도

로 구분하여 모델화하는 배경 모델링 (background

modeling)에 근거한 표적탐지 기법들도 많이 제안되고

있다. Orthogonal subspace projection(Harsanyi and Chang,

1994; Du et al., 2003) 기법이나 분광혼합분석(spectral

unmixing) 기반의 표적탐지 기법(Boardman et al., 1995)

이 대표적인 배경 모델링에 근거하는 표적탐지 기법들

인데 표적 신호뿐 아니라 배경물질들에 대한 모델링을

위해 영상의 endmember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해

서 실제 적용이 까다롭다.

Matched filter와Adaptive Cosine Estimator(ACE) 표적

탐지 알고리즘은 다중분광영상이나 초분광영상으로부

터 지표광물자원 탐지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데(Bedini, 2011; Son et al., 2015), 사용이 간편하

면서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Kraut et al., 2005; Manolakis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영암 테스트베드지역에 대

하여 얻어진 실제 항공 초분광영상 자료(Chang et al.,

2013)를 이용하여matched filter와 ACE 기법 적용 시 표

적누출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고, 배경 특징화를 위한 공

분산행렬 계산 과정에서 분광각(spectral angle)을 기준

으로 표적 스펙트럼과 유사도가 높은 표적후보 화소들

을 제외함으로써 표적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 론

영상이 표적 물질과 배경 물질의 2개 물질로만 구성

되어있다고가정하면한화소의신호 x는표적물질의신

호 xs와 배경물질의 신호 xb의 선형혼합으로 가정할 수

있다.

                           x = αxs + (1 _ α)xb                            (1)

여기에서 α는 표적물질의 점유비율이며, matched

filter는 표적과 배경에 대한 우도비(likelihood ratio)로부

터 아래와 같이 유도된다(Manolakis, 2003).

                            MF(x) =                              (2)

여기에서 Cb는 배경신호를 특징화하는 공분산 행렬

(covariance matrix)로서 대개 영상 전체 화소들을 이용

하여 계산된다.

ACE는 일반화된 우도비(generalized likelihood ratio)

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데, matched filter 값을 x의 길이

로 나누어준 것과 같으며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

xTCb
_1xs

xs
TCb

_1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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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Scharf and Friedlander, 1994).

                ACE(x) =                  (3)

이와 같이 표적탐지 필터들의 적용과정에서는 대부

분 배경 신호의 특징에 대한 통계값으로 배경 신호의 공

분산 행렬이 사용된다. 그러나, 표적이 매우 적게 존재

하는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영상 전체 화소를 이용하여

계산된 공분산 행렬 Cb가 배경 신호를 적절히 특징화하

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표적 물질이 적지 않게 존재하

는 영상의 경우 공분산 행렬 Cb에 배경뿐 아니라 표적

의 신호가 포함되게 되어 배경의 특징만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표적탐지 과정에서 배경 공분산 행렬

Cb를 계산할 때 주어진 표적의 분광반사특성과 유사한

반사특성을 가지는 화소들을 사전에 제외함으로써 배

경 특징화(background characterization)시 표적의 신호가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표적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분광반사특성의 유사성 비

교를 위해서는 분광각(spectral angle)을 이용하였으며 분

광스펙트럼 xs와 x간의 분광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θ(xs, x) = cos
_1 ( )                    (4)

3.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Chang et al.(2013)에 의해 배포된 항공

초분광 영상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라남도 영

암지역의 수확을 끝마친 논에 다양한 인공표적들을 설

치하고 핀란드 Specim사의 AISA 초분광 영상센서를 이

용하여 획득된 초분광 영상자료이다(Fig. 1). 당초 400 nm

~ 2500 nm의 파장대역에서 총 367개 밴드의 영상자료

가 획득되었으나 배표된 자료는 Eagle 센서 자료로서

400 nm ~ 970 nm 파장대역에서 128개의 밴드를 가지는

영상자료이며 공간해상도는 1 m이다. Fig 1(a)는 설치된

표적물들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1(c)

는 획득된 초분광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좌측하단부

터각각천연잔디, 인공잔디, 부직포, 슬레이트, 인공잔디

+부직포의 5개 인공표적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Fig. 2에는테스트베드항공초분광자료에대하여천연

잔디를 표적으로 matched filter와 ACE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냈다. Fig. 2(a)에나타낸흑백영상은 400 nm~700 nm

파장대역 자료의 평균값 영상으로 일반적인 광학파장

대역의 panchromatic 영상과 같다. 따라서 하얀 자갈로

구성된 표적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공표적들이 주

위배경인논보다어두운화소로나타나고있다. Fig. 2(b)

(xs
TCb

_1x)2

(xs
TCb

_1xs) × (xTCb
_1x)

xs·x
| xs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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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est-bed layout, (b) target materials, and (c) AISA hyperspectral image data(Chang et al., 2013).



와 Fig. 2(c)는 각각 matched filter와 ACE를 적용한 결과

로서 4 m × 4 m 크기의 단일 물질 표적임에도 탐지 결

과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matched filter 적용

결과에서는 많은 오탐지 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Fig

2(d)는 분광각을 기준으로 천연잔디 표적의 스펙트럼과

가장 유사한 0.2%의 화소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2(e)

와 Fig. 2(f)는 배경 특징화를 위한 공분산행렬 계산 시

이들 유사화소들을 제외하고matched filter와ACE를 적

용한 결과이다. 공분산행렬 계산 시 단지 8개의 화소만

제외되었음에도 표적탐지 결과가 매우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오탐지 화소들이 크게 감소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 2(g) 부터 Fig. 2(o)까지에는 공분산행렬 계산 시

제외되는 표적 유사화소들을 전체 화소의 1%(44화소),

3%(133화소), 5%(222화소)로 증가시키며 matched filter

와 ACE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1% 이상 제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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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detecting grass target using Matched Filter and Adaptive Cosine Estimator with the exclusion of candidate target
pixels(0.2%, 1%, 3%, 5%).



오탐지되는 화소가 거의 발생되지 않으며 특히 ACE 기

법의 경우 1 m × 1 m 크기의 표적까지도 탐지가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테스트베드설계내용과영상의공간

해상도를 고려할 때 영상 전체에서 실제 천연잔디가 일

부라도 포함되는 화소는 30~40개 수준으로 분석된다.

Fig. 3은 인공잔디를 탐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분산행렬 계산 시 인공잔디와 유사한 스펙트럼의 화

소들을 전체 화소의 3% 이상 제외 시, 표적탐지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Fig. 3(l)과 Fig. 3(o)에서 볼 수 있듯

이 ACE 기법의 경우 1 m × 1 m 크기의 인공잔디 표적

은 물론 인공잔디와 부직포가 섞여있는 1 m × 1 m 크기

의 표적(Fig. 1(d)의 ⑤번 표적)까지도 정확하게 탐지하

고 있다. 천연잔디 표적의 경우에는 1%를 제외한 결과

와 3%를 제외한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에, 인

공잔디 표적의 경우에는 1%를 제외한 결과와 3%를 제

외한 결과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공

Study on Improving Hyperspectral Target Detection by Target Signal Exclusion in Matched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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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detecting artificial grass target using matched filter and adaptive cosine estimator with the exclusion of candidate
target pixels(0.2%,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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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ampled reflectance spectrum and spatial abundances of Hematite artificial target.

Fig. 5.  Results of detecting artificial Hematite target using matched filter and adaptive cosine estimator with the exclusion of candidate
target pixels(0.2%, 1%, 3%, 5%).



잔디의 경우 Fig. 1(a)의 ⑤번 표적을 고려할 때 천연잔

디보다 1.5배 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 약 50~60개 화소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1%인 44개 화소를 제외하는 것으로

는 배경 특징화 과정에서 인공잔디의 신호가 완전히 제

외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영상 내에 비교적 많은 양의 표

적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실험을 위하여AISA 테

스트베드 영상자료에 모의 인공표적이 삽입된 영상자

료를 생성하여 표적탐지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인공

표적 물질은Hematite라는 광물로서 USGS 분광 라이브

러리로부터 분광반사 스펙트럼을 추출하여 AISA Eagle

센서의파장대역에일치하도록편집하였다(Fig. 4(a)).모

의 영상자료에는 Fig. 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5×5 화

소크기의 4개 표적이 배치되었으며 모든 표적화소들은

원래의 화소의 스펙트럼과 Hematite 스펙트럼이 혼합

된 혼합화소(mixed pixel)로서 Hematite 광물의 점유율

은 각각 80%, 40%, 20%, 10%이다. Hematite가 포함된 화

소는 총 100개 화소로서 전체 영상의 2.2% 정도이며

Hematite 스펙트럼에는 SNR 20 dB 수준의 무작위 인공

잡음이 추가되었다.

Fig. 5에는 이와 같이 작성한 모의자료에 Hematite를

표적으로 matched filter 와 ACE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

냈다. Fig. 5(a)는 모의 생성된 자료 중 400 nm ~ 700 nm

파장대역 자료의 평균값을 영상화한 것으로서 일반적

인 광학파장대역의 panchromatic 영상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데, Hematite 반사스펙트럼의 특성으로 인해 인

공적으로 삽입된 표적이 육안으로는 식별이 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Fig. 5(d)부터 Fig. 5(o)까지에는 공분산행렬 계산 시

제외하는 표적 유사화소들을 전체 화소의 1%(44화소),

3%(133화소), 5%(222화소)로 증가시키며 matched filter

와 ACE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1% 이상 제외 시

오탐지되는 화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3% 이상 제

외 시 두 필터 모두 탐지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실험에서는 표적 화소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의작성이가능하며 Fig. 6에는matched filter와ACE

에 대한 ROC curve를 나타냈다. ROC curve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표적 유사화소를 1%이상 제외하고 배경 특

징화를 수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표적탐지 성능

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영상 자료로부터 표적물질을

탐지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필터들인 matched

filter와 ACE를 적용할 때 배경 특징화에 표적의 신호가

미치는 영향(target leakage)을 살펴보고, 배경 공분산행

렬 계산과정에서 분광각(spectral angle)을 기준으로 표

적 유사화소들을 제외함으로써 표적탐지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제 항공 초분광영

상 자료와 이를 기초로 인공표적을 삽입한 모의 자료를

이용한 실험결과 , matched filter와 ACE는 표적누출

Study on Improving Hyperspectral Target Detection by Target Signal Exclusion in Matched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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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of matched filter and adaptive cosine estimator for Hematite target with the exclusion
of candidate target pixels(0.2%, 1%, 3%, 5%).



(target leakage)에 의한 표적탐지 성능저하가 발생되며

표적탐지 과정에서 배경 특징화를 위한 공분산행렬 계

산 시 표적과 유사도가 높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표적 유

사화소들을 제외함으로써 표적탐지 성능이 크게 개선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도 비교

를 위해 분광각을 사용하였으며 전체화소의 일정비율

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화소들을 제외하면서 표적

탐지 성능변화를 관찰하였으나, 실용화를 위해서는 다

양한 유사도 판정 기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제외되는

표적 유사화소들의 양이 최적으로 자동 결정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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