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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two-stage methodology for anomaly detection from hyperspectral
imagery that consists of transform-based feature extraction and selection, and computation of a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statistic. First, principal component transform and 3D wavelet transform are
applied to reduce redundant spectral information from hyperspectral imagery. Then feature selection
based on global skewness and the portion of highly skewed sub-areas is followed to find optimal
features for anomaly detection. Finally, a 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LISA) statistic is
computed to account for both spectral and spatial information unlike traditional anomaly detection
methodology based only on spectral information. An experiment using airborne CASI imagery is
carried out to illustrate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anomaly detection methodology. From the
experiments, anomaly detection based on the LISA statistic linked with the selection of optimal features
outperformed both the traditional RX detector which uses only spectral information, and the case using
major principal components with large eigen-values. The combination of low- and high-frequency
components by 3D wavelet transform showed the best detection capability, compared with the case
using optimal features selected from principa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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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논문에서는초분광 상으로부터이상값을탐지하기위해자료변환기반특징추출과선정및

국소적 자기상관지수를 이용하는 2단계 방법론을 제안한다. 초분광 상이 제공하는 중복된 분광 정보들의

축약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성분 변환과 3차원 웨이브렛 변환을 적용하 다. 그리고 축약된 자료 변환 기반

특징을대상으로왜도와국소적왜도비율을함께고려하여이상값탐지를위한유효특징을선정하 다. 최

종적으로 기존 분광 정보만을 이용하는 이상값 탐지 방법론들에 공간 자기상관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국소적 자기상관지수(LISA)를 이상값 탐지 방법론으로 적용하 다. 제안 방법론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항

공 CASI 자료를 대상으로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기존 분광 정보만을 고려하는 RX detector나

고유값 기반 주요 주성분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유효 특징 선정과 연계된 LISA 통계값이 높은 탐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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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매우 좁은 파장폭으로 연속적인 수백개의 분광밴드

를 제공하는 초분광 상은 높은 분광해상도로 다중분

광 상과달리미세한분광반사특성정보를제공할수

있기때문에지표특성파악에유용한것으로알려져있

다(Chang, 2007; Lillesan et al., 2008). 특히 다중분

광 상과 달리 화소별로 완전한 분광반사곡선을 얻을

수있기때문에이러한분광정보를활용한지표물특성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김선화 외, 2005). 이러한

특성에 기반을 두어 초분광 상은 광물 자원 탐사, 식

생구분, 수질분석, 피복분류, 도심지역수문학적특성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신정일 외,

2006; 김대성, 김형태, 2008; Cochrane, 2000;

Roessner et al., 2001; Melgani and Bruzzone, 2004;

Camps-Valls and Bruzzone, 2005; Plaza et al.,
2005; Igamberdiev et al., 2011; Kurz et al., 2012).

이러한초분광 상의활용은기본적으로차원축소,

특징추출및선택, 분류및탐지등의다양한 상처리

기술을 포함하게 되는데, 특히 표적(target)과 이상값

(anomaly) 탐지는 상 처리 관점에서 초분광 상의

중요 응용 분야로 간주되어 왔다. 표적 탐지는 상 내

에 관심 있는 특정 물질 혹은 표적의 분광 특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존재 여부를 찾아내는 과정에 해당한다.

반면이상값탐지는이러한특정물질의분광특성에대

한 사전 정보 없이 분광 혹은 공간적으로 주변과 매우

다른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다(Manolakis and

Shaw, 2002; Stein et al., 2002). 특히이상값탐지는

사전 분광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의표적탐지로간주할수있으며, 1차적인표적탐

지사전연구로활용이가능한장점이있다.

이러한이상값탐지를위해그동안많은탐지방법론

개발연구가수행되어왔는데, 초분광 상의매우많은

분광 밴드의 전처리와 이상값 탐지 자체 방법론이 결합

된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Chang and Chiang, 2002;

Kwon and Nasrabadi, 2005; Banerjee et al., 2006;
Gu et al., 2008). 초분광 상의전처리에는차원축소

를위한자료변환방법론이주로적용되었으며, 대표적

으로주성분변환(principal component transform)이

나최근커널주성분변환(kernel principal component

transform)이 이용되었다(Kwon and Nasrabadi,

2005; Gu et al., 2008). 이상값탐지방법론으로기존

이상값 탐지 방법들은 주로 분광학적 접근으로 분광 밴

드별 특이점을 찾는데 주력해 왔는데, Reed and

Yu(1990)에 의해 제안된 RX detector(RXD)가 대표적

인 방법론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분광 정보 기반

방법론은 배경값의 분광학적 통계 특성에 그 결과가 매

우 의존적이어서 오분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분광학적 특성 차이와 더불어 실제 존재하는 공

간상에서의 차이를 고려해야 이상값 탐지 결과의 혼재

효과 혹은 오분류율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정보

를활용한연구로Goovaerts et al.(2005)는주성분변

환 기반 특징들에 인자 크리깅(factorial kriging)을 적

용하여 배경값을 제거한 후에, 국소적 자기상관지수인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통계값

을 계산하여 이상값을 탐지하는 방법론을 제안하 다.

2개지역에대한실험을통해기존방법론인RXD에비

해 제안 방법론이 향상된 탐지율을 나타내었다고 보고

하 다. 그러나전처리과정에적용한인자크리깅은베

리오그램 모델링 결과에서의 패턴 구분이 다소 임의적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Deutsch and Journel,

1998), 베리오그램이 2점 기반 통계값이기 때문에 불규

칙한형태의지표피복을대상으로할경우적절한공간

패턴 모델링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LISA 통계값

자체만으로도 이상값 후보 지역 탐지가 가능함에도 불

구하고많은계산량을요구하는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

을통한통계적유의미성검증을수행하 다. 그리고주

성분 변환 특징들 중에서 많은 변이량을 설명하는 초기

성분들을 이용하 는데, 이상값은 그 정의 자체로 매우

큰 고유값을 가지는 초기 성분들에 포함된다고 단정지

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이상값 탐지와 관련된 기존 연구

들을 분석한 결과, 초분광 상이 제공하는 많은 분광

정보로부터이상값탐지를위한유효특징혹은밴드선

정이 매우 중요하며, 분광 정보와 더불어 공간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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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3차원 웨이브렛 변환 기반 저주파와 고주파 특징들을 결합한 경우가 유효 주성분을

사용하는경우에비해가장높은탐지성능을나타냈다.



차이를함께고려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초분광 상으로부터 이상값 탐지를

목적으로 원시 초분광 상 자료의 변환을 통해 이상값

탐지에 유효한 특징을 우선 선정한 후에, 분광 정보와

공간 정보의 차이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이상값 탐지

절차를제안하고자한다. 우선초분광 상의변환을목

적으로 주성분 변환과 3차원 웨이브렛 변환(3D

wavelet transform)을 적용하 다. 특히 웨이브렛 변

환은그동안 상처리와관련하여화소기반자료융합

에 적용하여 고해상도 다중 분광 자료를 생성하는데 주

로 이용되어 왔다(Nunez et al., 1999; Otazu et al.,

2005). 이때 2차원 웨이브렛 변환이 주로 적용되었으

며, 자료의공간적관계를통해얻어진정보를사용하

다. 반면, 이연구에서적용하는3차원웨이브렛변환은

2차원 변환을 3차원으로 확장한 기법으로 주로 CT와

MRI와 같은 3차원 의학 상처리 또는 비디오 코딩에

이용되었다(Ghugre et al., 2003; Chen and Ning,

2004; Luo et al., 2004). 원격탐사분야에서3차원웨

이브렛변환은주로초분광 상의압축, 차원축소에주

로적용되고 있다(Bruce et al., 2002; Cheung et al.,

2006). 또한 3차원 웨이브렛 변환을 통해 얻어진 특징

정보를 이용해 다중 분광 상 분류에 이용하거나 도심

지 분석에 적용한 사례도 있다(Yoo et al., 2007; Yoo

et al., 2009).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3차원 웨이

브렛 변환은 공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분광차원의 경

향성이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가

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분광 및 공간 차원 모두

에 적용하는 3차원 웨이브렛 변환을 초분광 상의 이

상값 탐지를 목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거의 드문 상황이

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 변환을 수행한 후에, 이

상값 탐지의 최종 결과에 향을 미치는 입력 특징들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소 역에서의 고차원 모멘트 통계

값인왜도(skewness) 계산및전체 상에서의높은왜

도 역의비율을함께고려하는유효특징선정방법론

을 제안하 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유효 특징으로부터

이상값탐지를위해국소적자기상관지수인LISA 통계

값을이용하 다. 항공기기반초분광 상자료에대한

실험을 통해 제안 이상값 탐지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2. 제안방법론

이연구에서제안하는초분광 상의이상값탐지방

법론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된다(Fig. 1). 우선 중복된 분

광정보를제공하는원시초분광 상자료에대해일종

의 자료 압축 및 잡음 제거를 위해 자료 변환을 수행한

후에, 이상값 탐지에 유효한 특징들을 탐색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 변환 방법론으로 주성분

변환과 3차원 웨이브렛 변환을 적용하 으며, 유효 특

징선정을위해고차원모멘트기반통계값인왜도를기

본적으로 이용하 다. 그리고 분광 정보와 공간 정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국소적 자기상관성을 나타내는

LISA 통계값을 계산하여 이상값 후보 화소들을 추출하

다. 제안 기법과 기존 방법론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계산

하 다.

1) 자료 변환 및 특징 선택

이 연구에서는 초분광 상의 자료 변환을 목적으로

주성분변환과3차원웨이브렛변환을적용하 다. 주성

분 변환은 고려하고 있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

용하여고유치와고유벡터를계산하여서로상관성이없

는 새로운 좌표축의 자료로 변환하는 기법으로, 다변량

자료의차원축소에주로이용되어왔다(Davis, 1986).

웨이브렛 변환은 일종의 주파수 필터 기법을 이용해

분해할 때마다 신호를 저주파의 경향 성분과 고주파의

Anomaly Detection from Hyperspectral Imagery using Transform-based Feature Selection and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Index

–359–

Fig. 1.  Anomaly detection method presented in this paper.



변화 성분으로 분리한다. 3차원 웨이브렛 변환은 이 분

해과정을각각x, y, z 축으로수행하여분해방향에따

라 고유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해준다. 분해 과정에

서원본자료를두성분으로나누기때문에자료의크기

가반으로줄게되며, 3차원웨이브렛변환을이용해자

료를한번분해하면총8개의밴드를얻게된다. 필터를

거쳐얻어낸밴드들은저주파(L)와고주파필터(H)가통

과한 방향에 따라 각각 LLL, LLH, LHL, HLL, LHH,

HLH, HHL, HHH라이름을붙인다(Fig. 2). 각밴드는

필터의통과방향에따라고유한특징을나타낸다. 예를

들어 LLL 밴드는 모든 방향으로 저주파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자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고 모든 방향으

로 고립된 화소, 즉 갑자기 변하는 잡음을 제거하는 효

과가있다. 특히소규모군집화된 역탐지에유용하게

이용할수있다. 반면HHH 밴드는모든방향으로고주

파 성분만 모은 것으로 잡음일 확률이 높은 밴드이고,

나머지 밴드들은 통과한 필터의 방향에 따라 특정 방향

으로 변화하는 특징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LLH

밴드의 경우 공간상의 잡음을 제거한 후에 분광 방향으

로갑자기변하는밴드의경계를찾아내는데유리하다.

주성분 변환과 3차원 웨이브렛 변환을 적용한 경우,

여러개의변환된특징들을얻게된다. 이러한특징들은

모두이상값탐지에유효한것이아니기때문에선별작

업이필요하다. 이연구에서는이러한이상값탐지에유
효한 특징을 선택하기 위해 고차 모멘트 통계값으로 왜
도를 계산하 다.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인 자료는 왜도
값이0이며, 이상값이연구지역에존재할경우매우높
거나 낮은 값이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왜도의 절대값은
증가하게된다.

연구지역의총화소수가N개이고, 총 K개의밴드가
존재한다고할때, k번째밴드에서의왜도값은다음Sk
식 (1)로계산된다.

Sk = k = 1, …, K (1)

여기서zk(x), mk, sk는k번째밴드의x번째위치에서
의화소값, k번째밴드의평균및표준편차를각각나타
낸다.

이연구에서는연구지역전체에서의왜도값과부가적
으로연구지역의부분별로계산하여왜도값이높은 역
의 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유효 특징을 선택하 다. Gu
et al.(2008)은 국소 역에서 왜도값과 첨도(kurtosis)

가높은 역의비율이높은특징을유효특징으로선정
하 으나, 실험대상 상내이상값이 상의많은 역
을차지하기때문에유효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
상값은 기본적으로 연구지역 전체에 걸쳐 소수의 비율
로나타난다는기본전제를내포하므로, 연구지역전체
의 왜도값은 높더라도 이상값이 아닌 배경 일부의 값이

(zk(x) _ mk)3

s3
k

NS
k =1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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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iagram of the 3D discrete wavelet decomposition of one data set: x, y, and z mean row, column and band direction
respectively. A and D stand for approximation and detail. The downward arrow in the diagram denotes the downsampling of
signal (modified from Yoo et al. (2007)).



높은경우에도왜도값이높게나타날수도있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부분별로 왜도값이 높은 역의 비율이 작

을수록원래이상값을포함할가능성이크므로, 이비율

을함께고려하 다.

연구지역을특정크기를가지는총 Nw개의이동창에

서 계산된 왜도의 절대값을 sw, 미리 정한 임계값을 sT

라고할때, k번째특징에서의비율값 Pk은식 (2)로정

의하 다.

Pk = i(sw; sT)  k = 1, …, K (2)

여기서 i(sw; sT)은 특정 이동창내에서의 왜도의 절대값

이 sT보다크면 1, 아니면 0을가지는지시자함수를나

타낸다.

2) 이상값 탐지 알고리즘

분광특성뿐만아니라, 물리적공간의상관성을고려

하기 위해 국소적 군집 분석 기법의 일종인 LISA 통계

값을 이용하 다. Anselin(1995)에 의해 제안된 LISA

통계값은 국소적 Moran’I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Pearson의 선형 상관계수의 지역적 혹은 공간상의 가

중치가부여된형태로간주할수있다. k번째특징의특

정화소 s에서의LISA 통계값은다음식으로정의된다.

LISAk(x) = [ ] [ ] (3)

여기서 J(x)와 z(ui)는 특정 화소 s의 이웃 화소의 개수

와 이웃 화소들의 자료값을 각각 나타낸다. 만약 주변

화소값들보다높거나낮으면음수를나타내며절대값은

그세기를나타낸다.

이상값 탐지와 LISA 통계값을 연관시킨다면, 만약

화소 하나가 주변보다 아주 높거나 낮으면 그 화소에서

의 LISA 통계값은 음수가 되어 이상값으로 탐지가 된

다. 그러나 이상값이 일정 역을 차지하는 경우, 이상

값 역 자체의 LISA 통계값이 매우 큰 양수로 나타난

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이상값 탐지가 가능하며,

여러입력밴드를사용할경우개별적으로LISA 통계값

을 계산한 후에 종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사용가능하다.

이연구에서는단일특징을사용할경우에는단일LISA

통계값을 최종적으로 이상값 탐지에 이용하 으며, 여

러개의특징을사용할경우에는특징별LISA 통계값을

평균하여이용하 다.

실제 이상값을 최종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임계

치를적용하여최종탐지결과를제시해야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성능 비교를 목적으로 알고리즘별로 특

정임계치를적용하지않고, 일련의임계치에따른성능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ROC 곡선을 이용하 다. ROC

곡선은 실제 이상값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값으로

분류하는 오분류율의 변화와 실제 이상값을 탐지하는

탐지 확률의 변화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Swets,

1988). ROC 곡선은 G 함수의형태즉좌측상단에곡선

의형태가치우칠수록성능이좋음을의미한다.

3. 실험

1) 사용 자료

제안기법의적용성평가를위해항공기초분광자료

에대한실험을수행하 다. 항공기기반초분광자료로

CASI 자료를 이용하 는데, 사용 자료의 주요 사양은

Table 1에 제시하 으며 자세한 사양과 전처리 과정은

신정일(2012)을참조할수있다.

제안방법론의성능비교를위한목표이상값은 상

내에 존재하는 송전탑으로 설정하 으며(Fig. 3), 연구

지역내에서이상값은2개 역44 화소이다.

2) 실험 결과

우선 주성분 변환과 3차원 웨이브렛 변환을 원 96밴

드자료에적용한후에, 2장에서설명한특징선택과정

을 수행하 다. 주성분 변환을 수행한 결과, 고유값에

의한 세 번째 주성분들까지의 누적 자료 변이도가

98.49%로 나타났다. 특징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는 비

z(ui) _ mk

sk

1
J(x)

J(x)

S
i =1

zk(x) _ mk

sk

NwS
k=1

1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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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irborne hyperspectral imagery used in the experiments

Sensor CASI-1500
Spec.

Acquisition date Oct. 26 2010

Acquisition height 2,500m

Spatial resolution 1.25m

Wavelength range 365-1,050nm

The number of bands 96

Band width 7nm

Radiometric resolution 14bit

Sensor
CASI-1500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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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kewness and portion of highly skewed areas for CAIS imagery, (a) 96 principal components, (b) LLL components, (c) LLH
components.

Fig. 3.  (a) CASI imagery used in the experiment, (b) target anomaly.

(a) (b)

(c)

(b)

(a)



교 방법론으로 이 상위 3개의 주성분들을 입력 대상으

로 사용하여 LISA 통계값을 계산하 다. 3차원 웨이브
렛 변환에서는 공간적으로 소규모 역에서 군집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 이상값과 분광 방향으로 갑자기 변화

하는이상값을고려하기위해성분들의잡음효과, 공간

평활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험적으로

LLL 성분들과LLH 성분들을각각이상값탐지에이용

하 다. 다른 성분들은 논문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선택

한 성분들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H 성분들을
포함하는 일부 성분들은 잡음 효과가 두드러져서 이상

값탐지에사용하지않았다.

Fig. 4는 96개 주성분, 51개의 LLL 및 LLH 성분들

에대한왜도와국소 역별왜도가높은 역의비율을

나타내고있다. 상의크기를고려하여 역별왜도계

산에는 11×11 창을 적용하 으며, 이동창은 개별 역

의반이중첩되도록적용하 으며왜도의절대값이1 이
상인 역의 비율을 고려하 다. 우선 왜도만을 고려할

때, 주성분 7, 14, 23, 24이 왜도가 2 이상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소 역별 왜도가 높은 역의

비율은 이 4가지 주성분들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

다. 반면 왜도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1.82를 나타낸 9번

째 주성분은 Fig. 5 (a)에 제시한 것처럼 상내의 일부

수목 지역이 왜도를 높게 나타나게 했으며, 이 지역이
공간적으로 넓게 분포하여 비율값이 약 10% 정도로 상

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 왜도값이3.16인주성분

24는비율값이4.2%로상대적으로작게나타나면서이

상값후보지역이부각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Fig. 5

(b)). 따라서 특징 선택시 왜도와 더불어 비율값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96개 주성분 중에서 7, 14, 23, 24 등 총 4개의

주성분을선정하여LISA 통계값계산에사용하 다.

3차원 웨이브렛 변환 LLL 성분들은 초기 27번째 성

분들까지왜도값이1 이상으로나타났는데, 비율값과왜

도의크기를모두고려하여초기7번째부터 13번째까지

총 7개 성분을 이상값 탐지의 입력 특징으로 선정하

다. LLH 성분들도마찬가지과정을거쳐서6, 8, 9, 22

번째 성분을 이상값 탐지에 사용하 다. Fig. 5 (c)와

(d)에 제시한 LLL 성분과 LLH 성분의 공간 패턴을 비

교해보면, LLH 성분에서 이상값 역이 더 고립되어

나타나는양상을확인할수있다.

전술한 과정을 통해 유효 특징들을 선정한 후에,

LISA 통계값을 계산하여 이상값 후보지역을 추출하

다. LISA 통계값의성능비교를위해그동안개발된많

은이상값탐지방법론중에서현재가장많이사용되어

왔으며알고리즘개발시일종의벤치마킹으로비교하는

RXD를비교대상으로적용하 다. Reed and Yu(1990)

에 의해 제안된 RXD는 식 (4)와 같이 특정 화소에서의

분광 밴드별 Mahalanobis 거리를 이용하여 이상값을

탐지한다.

dRX(x) = (z(x) _ m)TC
_1 (z(x) _ m) (4)

여기서 z(x)는특정화소 x에서의 k개의분광밴드별화소

값들을 나타내며, m와 C는 평균과 공분산 행렬을 각각

나타낸다. (·)T와 (·)
_1는 행렬 ·의 전치 행렬과 역행

렬을각각의미한다.

상 전체의 평균과 공분산을 이용하는 RXD와 더불

어 LISA 통계값 계산시 전술한 유효 특징을 선정하지

않고 상위 3개의 주성분들을 입력 대상으로 사용한 경

우를 고려하여 유효 특징 선정 과정의 효율성을 검증하

다. Fig. 6은 계산된 RXD와 LISA 통계값의 공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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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ome transformed features of CASI iamgery, (a) the 9th principal component, (b) the 24th principal component, (c) the 9th
LLL component, (d) the 6th LLH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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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나타내고 있다. RXD와 세 개의 주성분에 대한

LISA 통계값에서는 이상값 역과 더불어 다른 역이

일부강조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가장높은자

료의 변이도를 설명하는 세 개의 주성분에 대한 LISA

통계값에서는배경값과이상값 역이혼재되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료의 변이도가 높은 초기 세 개의

주성분에는 이상값과 더불어 배경 효과가 강조되기 때

문인것으로판단된다. 반면유효특징을선별한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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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OC curves for performance evaluation.

Fig. 6.  Anomaly target areas for CASI imagery, (a) RXD, (b) LISA statistic for the first-three principal components, (c) LISA statistic
for the selected principal components, (d) LISA statistic for the selected LLL+L3 components, (e) LISA statistic for the selected
LLH components. For each image, brighter areas are candidates to be classified as anomalies.

(d) (e)

(a) (b) (c)



적용한LISA 통계값에서이상값 역이더고립되어구

별되는것으로나타났다.

Fig. 7은 개별 방법론에 대한 ROC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LISA 통계값에 비해 RXD의 성능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hang and Chiang

(2002)에서 논의되었는데, RXD는 입력 자료를 표준화

시켜상관행렬을이용할경우, 주성분점수에고유값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는 선형 결합으로 치환된다. 따라서

작은 고유값을 보이는 하위 주성분의 가중치가 과장되

어하위주성분의잡음효과가최종이상값탐지에 향

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Fig. 5에서이미확인

한 것처럼, 처음 3개의 주성분에 대한 LISA 통계치의

성능이 유효 특징을 선별하는 제안 방법론에 비해 상대

적으로낮은탐지성능을나타내고있어서, 자료변이량

이높은초기주성분을이용하는기존방법론와달리이

상값 탐지에는 유효 특징 선별 과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성분 변환과 3차원 웨이브렛 변환의 성능

을 비교해 보면, 선별된 3차원 웨이브렛 변환의 특징을

사용한 경우가 우수한 탐지 성능을 나타냈다. LLL성분

과LLH 성분을개별적으로이용한경우는유사한성능

을 나타내었지만, 선택된 LLL 성분과 LLH 성분을 모

두결합한경우에는가장우수한이상값탐지성능을나

타내었다.

4. 결론

초분광 상을 이용한 이상값 탐지는 초분광 상이

제공하는 매우 많은 분광 정보로부터 이상값 탐지에 유

용한특징선정과이상값탐지방법론자체의선정이매

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 2가지를 목적으로 초분

광 상의 중복된 분광 정보를 축약하면서 유효 특징을

선정하고, 이를기반으로분광정보와더불어공간상관

성정보를함께이용하는이상값탐지를위한분석틀을

제안하 다. 초분광 상의 중복 정보의 축약을 목적으

로 기존에 많이 이용되어온 주성분 변환과 더불어 이상

값 탐지에 많이 적용되지 않았던 3차원 웨이브렛 변환

을이용하여그적용가능성을검토하 다. 그리고자료

변환 기반 특징들로부터 이상값 탐지에 유효한 특징 선

정을 목적으로 왜도와 국소 역 기반 통계치를 제안하

으며, 공간상관성정보의반 을목적으로국소적자

기상관지수인LISA 통계값을적용하 다.

항공초분광 상인CASI 상을대상으로한실험을

통해, 제안기법이기존이상값탐지에많이적용되어온

RXD에비해우수한성능을나타내는것을확인하 다.

또한 유효 특징 선정 방법론과 결합된 LISA 통계값이

기존 초기 주성분들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성능

을나타내었다. 그리고자료변환을비교할경우, 3차원

웨이브렛 변환 기반 특징들을 결합한 경우가 가장 우수

한 탐지 성능을 나타내었다. 주성분 변환이나 3차원 웨

이브렛변환모두원자료자체의자료값과통계값에의

존적이며 실험 결과들은 1가지 상을 대상으로 도출되

었지만, 3차원 웨이브렛 변환이 이상값 탐지의 입력 특

징으로유용하게사용될수있음을지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소규모 역에서 군집된

양상을 나타내는 동일 이상체 탐지를 목적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앞으로 다양한 크기를 가지는 이상체 탐지

를위한실험을수행함으로써좀더일반적인주성분변

환과 3차원 웨이브렛 변환의 성능 비교를 위한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특정

단계의 저주파, 고주파 2가지 성분을 이용하 는데, 3

차원 웨이브렛 변환으로부터 산출되는 다양한 단계별

성분들의성능비교를통해특정성분선정을위한연구

도함께수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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