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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ruction of hyperspectral test-bed dataset is essential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hyperspectral image for various application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technical points for
generating of optimal hyperspectral test-bed site for hyperspectral sensors and the efficiency of
hyperspectral test-bed site. In this regard regions we analyzed existing construction techniques for
generating test-bed site in domestic and foreign, and designed the test-bed site to acquire images from the
airborne hyperspectral sensor. To produce a reference data from the image of constructed test-bed site,
this study applied vicarious correction as a pre-processing and analyzed its efficiency. The result presented
that it was ideal to use tarp for the vicarious correction, but it is possible to use the materials with constant
spectral reflectance or with relatively low variance of spectral reflectance. The test-bed data taken in this
study can be employed as the reference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for hyperspectral image processing.
Key Words :Airborne hyperspectral sensor, Calibration, Linear spectral mixture model, Reference

data, Test-bed data
요약 : 분광 영상의 효과적인 테스트베드 구축은 초분광 영상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선행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구축 방법 및 효용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국내·외 테스트베드 생성 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항공기

기반 초분광 센서의 촬영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설계하였다. 구축된 테스트베드를 촬영한 영상에서 기준자

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리보정에 의한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용성을 분

석하였다. 실험결과, 대리보정은 타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분광반사율이 일

정하거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촬영

한 테스트베드 자료는 국내·외의 초분광 영상 처리 연구에 참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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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공위성영상은설계특성과운영목적에따라공

간해상도와 분광해상도의 고유 특성을 갖는다. 지구

관측을주요목적으로하는원격탐사에서는공간해상

도와 분광해상도가 모두 높은 영상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일반적으로공간해상도와분광해상도는반비례관계

를보인다. 즉, 낮은공간해상도로촬영되는영상은높

은 분광해상도를 갖고, 높은 공간해상도로 촬영되는

영상은 낮은 분광해상도를 갖게 된다(Choi and Kim,

2010). 따라서1m 이상의높은공간해상도로촬영이가

능한인공위성영상은주로4개의밴드만을갖는다. 이

와반대로낮은공간해상도와높은분광해상도를가지

는 초분광 영상은 수십에서 수백개의 밴드를 통해 넓

은범위의파장영역정보를세밀하게관측할수있다.

지상에대해보다많은정보를취득할수있기때문에

다양한분야의연구에활용되어왔으며, 현재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제공하는

Hyperion 영상의 취득 및 활용이 가능하다(Chang and

Kim, 2010).

이와같이공간해상도와분광해상도를함께충족시

키지못하는인공위성영상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

항공기기반의센서를이용하여초분광영상을취득하

고, 이들 영상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

고있다. 초분광영상을이용하여광물의종류, 입자크

기, 품질을분류하는연구가진행되어왔으며(Van Der

Meer, 2003; Bassani et al., 2007), 새로운식생인자또는식

생지수를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Smith et al.,

2002; Kokaly et al., 2009). 또한 토지피복도와 같은 정밀

주제도 제작 및 수질 인자를 측정하는 연구도 이루어

졌으며(Pignatti et al., 2009; Herold et al., 2004), 국방분야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표적 탐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

었다(Goetz, 2009).

국내의경우주로위성영상으로부터취득된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항공기기반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초분

광영상의밴드추출, 영상융합, 방사보정등전처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Choi et al., 2006; Chang and

Kim, 2008; 2010; Shin et al., 2008), 초분광영상의활용을

위해분광정보를효율적으로추출하는연구도진행되

었다(Shin et al., 2006; Kim, 2011b; Kim, 2012). 활용분야에

서는 초분광 영상을 활용한 변화 탐지와 분류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Kim, 2011a; Kim et al., 2010). 또한

Shin(2012)은항공기기반초분광영상에기존표적탐지

알고리즘들을적용하고결과를분석하여성능개선을

위한전처리알고리즘을제안하였다.

효과적인 초분광 자료의 연구를 위해서는 항공기

기반의초분광영상의방사보정, 순수화소(endmember)

추출, 분광라이브러리(spectral library) 구축등의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적합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되어야 한

다. 하지만국내의경우항공기기반의초분광영상센

서를이용하여지상을촬영한시기가짧고, 국내기업

체가보유한센서의종류또한제한되어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테스트베드 구축 재료 및 구축 방식에 대

한연구가미진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항

공기기반초분광영상을위한테스트베드를구축하

고, 취득된 영상의 특성들을 시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테스트베드와관련된사전연구동향을분석하여

테스트베드 구축 재료 및 형태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테스트베드를시험구축하고항공기기반초

분광 영상을 취득하였다. 촬영 영상에 초분광 영상에

일반적으로활용되는전처리기법을적용하여시험구

축한테스트베드제원의효용성을분석하였다.

2. 사전 연구 분석 및 테스트베드 조건

1) 사전 연구 분석

일반적인테스트베드구축목적은센서의검보정으

로방사적측면에서의보정과기하학적측면에서의보

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국내·외에서 인공위성

센서뿐만아니라항공기기반센서를위한테스트베드

를 구축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

Honkavaara et al.(2008)은핀란드의 Sjokulla 지역에 4종류

의 자갈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하여 사진 측량 시스템

에적합한영구적인테스트베드를구축하였다. 자갈은

방수포, 합판, 콘크리트와같은페인트타겟보다수분/

먼지/바램현상으로인한방사및분광특성의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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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며, 날씨(눈, 비, 성에)의영향을적게받는장점이

있기때문에, 자갈을중심으로테스트베드를구축하였

다. 또한, 테스트베드는서리, 수분, 식생에의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하였다. 기

초가 되는 가장 아래 부분은 점토(clay)로 이루어져 있

으며, 그 위에 모래(두께: 100~200 mm), 섬유, 큰 자갈

(지름: 25~55 mm, 두께: 100 mm), 섬유, 작은자갈(지름:

4~8 mm 또는8~16 mm, 두께: 50 mm) 순서로적층하였

다. 가장 상위에 노출되는 자갈은 검은색, 회색, 흰색,

붉은색을사용하였고, 다양한형태(직사각형, 원형, 방

사형)와색조로설치하였다. 기하학적보정, 공간해상

도, 방사보정을수행한결과, 0.03~0.5 m의공간해상도

와400~1000 nm의분광측정범위를갖는인공위성또

는 항공기 기반 센서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

다. Liangrocapart and Petrou(1998)은 실내에 체스판(chess

board) 모양의테스트베드를설치하고선형-/비선형-

분광혼합모델을 적용하였고, Shimoni et al.(2011)은 여

러물질을이용하여 unmixing 모델을해석하기위한체

스판형태의테스트베드를구축하였다. 5 m 크기의정

사각형격자를 4×4 체스판형태로구성하였고, 총 16

개의물질을포함시켰다. 체스판형태로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2가지또는4가지의서로다른물질들이

혼합된화소들을취득하였다. 실험결과분광혼합모델

을적용할때, 유사한물질로구성되어있는것이우수

한결과를나타냈으며, 혼합된물질의비율이 1:1에근

접할수록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Makelin et al.(2012)은

정해진반사율을가진타프(tarp; tarpaulin) 및지상에존

재하는 물질(자갈, 식생, 아스팔트, 모래 등)에 기존에

존재하는 대기보정 소프트웨어, 방사보정 방법, 대기

보정변수에따른 대기보정방법론을적용하여항공

사진 및 항공기 기반 초분광 센서의 방사보정을 수행

하였다. 또한 타프와 지상의 물질들을 이용하여 실제

초분광영상의분광정보와지상에서취득한분광정보

의 반사율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인 대리 복사보정

(vicarious radiometric calibration)을 수행한 연구도 진행되

었다(Secker et al., 2001; Brook and Dor, 2011).

국내에서는 주로 기하학적 보정을 위한 테스트베

드구축에대한연구가진행되었다. Lee et al.(2008)은항

공측량시스템의센서검정에필요한축척, 해상도, 크

기, 위치, 기준점배치및설치, 촬영형태, 운영및유지

관리, 활용성측면에서항공측량용테스트필드설치

방안을제시하였다. 테스트베드의기준점은기하검정

과 복사검정이 동시에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가능하도록설계되어야한다는결론을도출하

였다. 또한운영적측면에서관리기관및주변국가외

의협의체, 법·제도정비에대한측면도살펴보았다.

Seo et al.(2012)은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Inertial

Navigation System(INS)와 항측용 디지털카메라의 연계

를통한Direct Georeferencing의검정을위한국가차원의

테스트베드를세종시부지에설치하였다. 항공영상의

항공삼각측량결과와GPS/INS 센서결합에따른정확

도 검증을 수행하여 시스템 변수의 정의, 시스템적인

오차를평가하였고, 외부표정요소결정을위한효율적

인방법과통합된센서의정확도평가를수행하였다.

효과적인 테스트베드 구축 및 검보정은 영상의 질

적향상및활용성향상에매우중요한요소이다. 하지

만기존연구들의경우기하학적보정또는상대적방

사보정에초점을맞추어테스트베드를설계하거나초

분광영상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상태에서테스트베

드를구축하였다. 또한, 초분광영상에효과적으로적

용하기위한알고리즘들을개발하는데기준자료로활

용될수있는테스트베드에대한연구도부족하다. 대

부분의초분광영상알고리즘에관한연구들은가상으

로 구축된 시뮬레이션 자료(simulated data)들을 이용하

거나 , HYperspectral Digital Imagery Collection Experiment

(HYDICE) 및Airborne Visible/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AVIRIS) 영상을사용하였다(Xiong et al., 2011; Du, 2012).

그러나, 시뮬레이션 자료들은 실제 초분광 자료와 특

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차이점을 분

석하기어려울수있다. 또한, 기존의초분광영상테스

트베드들도내부물질들이배경과명확히구분되어분

석이 용이하거나, 정확한 기준 혹은 참조자료가 미비

하여다양한분석이어려울수있다. 따라서, 본연구에

서는사전연구들에서구축한테스트베드정보를기반

으로기술적인측면을고려한테스트베드형태와구축

재료를결정하고, 테스트베드를설계하였다.

2) 테스트베드 조건

테스트베드는연구방법, 활용목적등에따라다양

한조건들이고려되어야한다. 사전연구결과를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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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항공기 기반의 초분광 영상 촬영시 적합한 조건

을 기술적 측면과 필요 물질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

다. 초분광 센서와 사진측량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

구축된 테스트베드는 대부분 타프 또는 자갈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나, 지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분광 정보를 함께 사용한다. 최적화된 테스트

베드구축을위해서는기술적측면이다양하게고려되

어야 한다. 먼저 테스트베드를 촬영하여 취득된 영상

은다양한활용분야및방법론에활용될수있어야만

한다. 많은기존의테스트베드들은영상의대리보정에

초점을맞추어구축되었다. 하지만테스트베드자료는

영상의 보정과 함께 다양한 알고리즘의 검증 및 활용

을위한기능도함께고려되어야한다. Table 1은초분광

영상에 이용되는 방법론과 그에 따른 활용 분야를 나

타낸것이다(Chang et al., 2012).

또한, 초분광센서의특성에따른공간해상도와테

스트베드에 설치될 물질의 크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테스트베드에설치된물질의순수한분광정보를취득

하기위해서는영상의공간해상도보다크게제작되어

야 한다. 공간해상도보다 작은 크기로 물질을 설치하

면순수한분광정보를포함하는화소가존재하지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축하는 물질의 모양과 형태가

결정되어야 한다. 물질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적용 알

고리즘의특성에부합해야하고기복변위와같은왜곡

이발생하지않아야한다. 테스트베드구축물질은순

순한 물질과 이미 정해진 비율로 혼합된 물질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광물, 돌, 모래 등의 물질은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혼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물질 종류를

결정할 때 특정한 제약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테스트

베드구축목적및활용분야에적합하도록물질의특

성을고려해야한다. 테스트베드구축시사용되는대

표적인물질에는자갈, 모래, 잔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이있다. 광물이나식생의경우혼합된분광정보를

나타낼수있으며, 분광정보의보정을위해서는균일

한분광정보를보이는타프등의물질이요구될수있

다(Honkavaara et al., 2008). 또한물질들의분광정보는혼

합비율, 수분함량, 물질의크기등에영향을받기때문

에, 물질의특성에따라물질의크기와조합이적절하

게이루어져야한다.

3. 테스트베드 설계 및 구축

사전연구분석결과를기반으로방법론과활용분

야를결정하고, 그에적합한테스트베드구축물질및

형태를 결정하였다(Table 2). 타프는 영상의 대리 복사

보정을 위한 물질이며, 자갈은 분광혼합분석, 표적탐

지, 분광정보매칭, 객체추출, 분류등의다양한알고리

즘에활용이가능하다. 또한자갈의경우혼합한형태

의 제작이 가능하다. 잔디와 슬레이트는 표적탐지 등

에활용할수있으며, 유사한분광정보를보이는인공

잔디, 부직포등을함께설치하면, 순수한분광정보와

혼합된 분광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설치되는 물질의 기본적인 형태는 사각

형이며, 초분광영상에서주로활용되는분광혼합모델

에대한시험을위해체스판형태로배열한경우를고

려하였다. 체스판형태로물질을구성할경우, 물질의

혼합비율을고정시킬수있어서분광혼합분석의적용

성을평가할수있다.

Fig. 1은 타프를 제외한 실제 구축한 테스트베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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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ata used in this study
Methodology Applications

Radiometric calibration -
Spectral unmixing Vegetation/Mineral/Environment
Target detection &
spectral matching Mineral/Urban/Military

Feature extraction &
classification Vegetation/Mineral/Urban, etc

Table 2. Design for test-bed
Consideration Material Shape

Methodology

Radiometric calibration Tarpaulin Rectangle
Spectral unmixing

Gravel, Slate, Grass, Green Fabric, Tartan Turf Square (Various size), ChessboardDetection & spectral matching
Feature extraction & classification



식도이다. 설치된물질순서는좌측부터①잔디, ②인

공잔디, ③부직포, ④슬레이트, ⑤인공잔디+부직포,

⑥잔디+인공잔디+슬레이트+흰색자갈, ⑦흰색자갈,

⑧검은색 자갈, ⑨흰색 자갈+검은색 자갈이다. ①~

④, ⑦, ⑧번은순수하게단일물질로구성되어있으며,

⑤와⑥번물질은2개이상의균일한물질을체스판형

태로구성하였다. ⑨번물질은흰색자갈과검은색자

갈을 1:1 비율로혼합하였다. 테스트베드설계에따라

실제설치된물질은Table 3에서확인할수있다. 물질의

크기는여러가지물질이혼합되어있는화소또는화

소이하단위에서의분광정보에대한분석을고려하여

3가지 크기(4 m, 1 m, 0.5 m)로 결정하였다. 4 m 표적에

서는순수한물질로이루어진화소(①~④번) 또는일

정한 비율로 혼합된 화소(⑤, ⑥, ⑨)의 분광정보가 취

득된다. 1 m 표적은영상의공간해상도에따라식별가

능성을확인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일부는주변

물질들과 분광정보가 혼합된 경우를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0.5 m 표적은 공간해상도보다 작은

물질의탐지가능성에대해살펴보기위하여설치하였

다. 그러나, ⑦~⑨번위치의자갈은예상보다인적/경

제적자원소모가크고, 본연구의목적이영구적인테

스트베드구축이아니기때문에규모를축소하여설치

하였다. 또한자갈이포함되는⑥번물질의크기도축

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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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aphical layout of Test-bed

Table 3.  Material images in test-bed
Material ID Image Material ID Image

① ⑥

② ⑦

③ ⑧

④ ⑨

⑤



4. 촬영 영상 전처리 및 분석

본연구에서는 3장에서설계한테스트베드구축방

법론을실제지형에적용하고, 이를촬영한영상을취

득하였다. 해당영상자료는초분광영상의전처리및

분석 기법에 적용시켜 테스트베드 제원의 효용성과

실제물질이초분광영상에촬영되었을경우의특성을

분석하였다.

1) 촬영 데이터

설계된테스트베드의촬영을위하여핀란드 Specim

사의 초분광 센서인 Airborne Imaging Spectrometer for

Applications (AISA) 듀얼 센서를 사용하였다. AISA 듀얼

센서는 400∼970 nm 파장대의 Eagle 센서와 970∼2500

nm 파장대의자료를취득할수있는Hawk 센서의통합

모델이며, 전라남도 영암에 설치된 테스트베드를

2012년 12월 1일에촬영하였다. Fig. 2는AISA 듀얼센서

로촬영한영암지역일대와초분광영상내의테스트

베드 영역의 그림이며, Table. 4는 촬영 센서의 세부적

인제원을나타낸표이다. 한편, 본연구에서는테스트

베드구축지역내의분광정보및특성을분석하는데

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 보간(interpolation) 등의

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기하보정이전의자료를사

용하여연구를수행하였다. 특히, AISA 듀얼센서내의

2개 센서 자료들의 통합과정에서도 기하보정이 필요

하기때문에, 본논문에서는 Eagle 센서의실험결과만

을분석하였다.

Fig. 2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 설계된테스트베드

물질들을실제초분광영상에확인할수있으며, 테스

트베드 하단부에는 Fig. 3과 같이 영상 내의 대리보정

을수행하기위하여각각 3.5%, 23%, 35%, 53%의균일

한반사율을가지는타프들을설치하여초분광영상을

취득하였다.

테스트베드 내의 물질들(Table 3의 각 물체들을 의

미함)과 타프의 분광반사율은 지상 분광복사계 장비

인Fieldspec3를이용하여초분광항공영상의촬영과동

일한 날짜에 취득하였으며, 100%의 에너지를 반사할

수 있는 표준 반사판(reflectance standard)을 기준으로 동

일한시간동안측정된해당물질들의상대적인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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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arp target in field

Fig. 2. Test area and Test-bed site

Table 4.  Specification of AISA dual sensor
Date 2012.12.01 AM 11:13~11:30

wavelength 400~2500 nm
bands 367 bands(Eagle : 128, Hawk : 239)

bandwidth 5 nm(Eagle), 6 nm(Hawk)
spatial resolution 1 m(Eagle), 3 m(Hawk)

sidelap 30%
flight velocity 60 m/sec

radiometric resolution 12 bits(Eagle), 14bits(Hawk)
flight height 1500 m



를측정하여분광반사율을획득하였다. 측정결과들은

Fig. 4와같다.

2) 대리보정에 의한 영향 평가

일반적인초분광영상내의한화소값은Digital Number

(DN) 혹은분광복사량(radiance) 값으로표현된다. 분광

복사계 혹은 기존에 구축된 분광라이브러리(spectral

library)를통하여얻은물질의분광반사율을이용하여

초분광영상을분석하기위해서는초분광영상내의화

소값들이분광반사율로변환되어야한다. 지상에서추

출된특정물체들의분광반사율을이용하여초분광영

상의화소값을분광반사율로보정하는방법을일반적

으로대리복사보정(vicarious radiometric calibration)이라고

정의하며(Brook and Dor, 2011), 대리복사보정은물체의

분광반사율과초분광센서를통하여촬영된물체의화

소값 간의 상대적인 관계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촬영된 초분광영상을 이용하여 수

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리보정 기법인 경험적 선형

보정(empirical line calibration) 기법을 적용하고, 이에 대

한 영향을 분석하였다(Brook and Dor, 2011). 경험적 선

형보정은영상내에알려져있는분광복사량(radiance)

과 지상에서 분광복사계(spectroradiometer)를 이용하여

취득한 반사율(reflectance) 사이의 선형식을 구성하고,

이를이용하여영상전체의분광복사량을반사율로변

환시키는 방법이다. 경험적 선형 보정 기법은 일반적

으로균일한분광반사율을가진타프를사용한다. 그

러나, 항공및위성촬영일정에맞추어타프를설치하

는 것은 영상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작업이 될

수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타프를이용한대리보

정과함께지상에존재하는일반적인물질을이용하여

대리복사보정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오차의 크기를

비교평가하여대리보정의효용성을분석하였다. 경험

적 선형 보정을 이용한 대리보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같은총4개의실험방법을가정하였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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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ectrum of materials in test-bed

Fig. 5. Workflow of empirical line calibration



흐름도로정리한결과는Fig. 5와같다.

case 1) 4개타프의반사율을이용한대리보정

case 2) 테스트베드내의잔디, 인공잔디의반사율을

이용한대리보정(Table 3의물질①, ②사용)

case 3) 테스트베드내의잔디, 인공잔디, 슬레이트의

반사율을 이용한 대리보정(Table 3의 물질 ①,

②, ④사용)

case 4) case 1, 3에포함된7개물질의반사율을이용한

대리보정(4개타프와Table 3의물질①, ②, ④

사용)

case1은일반적인대리보정방법이며, case2, 3, 4는촬

영지역에 타프의 설치가 어렵거나, 추가적인 주변의

물질에 대한 지상 반사율 측정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의대리보정결과를분석하기위하여수행되었다.

또한, 경험적 선형 보정은 회귀분석과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화소값을반사율로강제적으로변환시키는모

델이기때문에DN으로이루어진초분광영상의원자

료와분광복사량으로이루어진자료에적용할경우에

발생하는차이도분석하였다. 대리보정의결과평가는

대리보정후영상내의순수부직포위치내화소값의

분광반사율로 이루어진 스펙트럼(spectrum)과 분광복

사계를이용하여지상에서측정한부직포스펙트럼사

이의 상관도(correlation)과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Average Sum of Deviations Squared

(ASD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식은 식

(1)~(3)과같다(Ben-dor et al., 2004).

                Cor(X, Y) =                   (1)

                     RMSE =    (Xi
_ Yi )2                       (2)

                         ASDS =  ( _ 1)2                           (3)

여기서, Xi, Yi는각각영상내의부직포와분광복사계

에의한부직포의 i번째파장대에대한분광반사율, N

은 해당 스펙트럼의 밴드수를 의미한다. 대리보정 후

에취득된영상내스펙트럼과분광복사계를이용하여

측정된스펙트럼의형태와경향성이유사할수록상관

도값은 1에가까운값을보인다. 또한, 두스펙트럼간

의 값의 차이가 작을수록 RMSE, ASDS 지수들은 낮은

값을보인다. Table 5는초분광영상에 case 1~case 4의대

리보정방법을적용한결과를나타낸표이다.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타프를 이용

하여대리보정을수행하여획득한부직포의스펙트럼

이지상에서분광복사계를이용하여취득한분광스펙

트럼과 상대적으로 가장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수있으며, RMSE, ASDS 계산결과, DN값및분광복

사량을이용한실험에서평균약 0.05, 0.28의분광반사

율 오차를 나타냈다. 일반물질의 조합을 이용하여 대

리보정을수행한결과들이상대적으로낮은유사도를

보이며, 타프와일반물질을모두사용하였을때는타

프 혹은 물질만을 사용한 실험결과의 중간값 형태를

보인다. 또한, 유사한 분광반사율을 지니는 물질들만

을이용하여수행한결과(case 2)가균일한분광반사율

을가지는물질을추가한 case 3의결과와비교하여낮

은정확도를보이며, RMSE를기준으로분광반사율의

오차량이평균0.01 정도증가되었음을확인할수있었

다. 또한, 이러한경향성은초분광영상의원자료와분

광복사량자료에서유사하게나타나지만, 원자료를사

용하는것과비교하여분광복사량정보를이용하여대

리보정을수행하는것이상대적으로낮은오차를가지

는것을확인하였다. 그러나, 원자료를이용한 case 1의

결과가 분광복사량을 이용한 case2~case4의 결과보다

오차가작은것을미루어볼때, 초분광영상에서분광

반사율정보를추출하기위한대리보정은원자료혹은

분광복사량 정보에 적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

COV(X, Y)
Var(X)·Var(Y)

1
N

N
∑
i = 1

N
∑
i = 1

Xi

Y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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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vicarious radiometric calibration by empirical line method
raw data radiance data

correlation RMSE ASDS correlation RMSE ASDS
case 1 0.9719 0.0480 0.2796 0.9721 0.0483 0.2757
case 2 0.9642 0.0869 1.1216 0.9702 0.0820 0.6454
case 3 0.9695 0.0779 0.3909 0.9694 0.0768 0.3708
case 4 0.9710 0.0565 0.2836 0.9712 0.0566 0.2818



고, 본연구에서사용한분광복사량정보도대기의영

향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오차가 발생하며,

원자료를분광복사량으로변환하는과정에서대기영

향이 고려될 경우에는 더욱 높은 정확도를 나타낼 것

이라고사료된다. Fig. 6은상대방사보정수행결과를세

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case 1~4의 실험에서 추출

한부직포의스펙트럼을그래프로도식화한것이다.

Fig. 6(a)와 Fig. 6(b)의 그래프의 모양은 유사하지만,

400㎚ 분광파장대 부근 등에서는 분광복사량 자료를

이용하여 반사율을 생성한 결과가 더욱 안정된 값을

나타내는것을볼수있으며, case 2의경우에는다른 case

와비교하여일부파장대에서이상치가발생하는것을

볼수있다. 전체적인경향성을나타내는상관도값이

모두0.96이상을가지는것에서스펙트럼들의모양및

경향성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RMSE와 ASDA

값이 0.04~0.09, 0.27~0.39의분포들을지니는것은기

법별로스펙트럼값의차이가발생한다는것을의미한

다. 또한,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타프를

이용하여 처리한 결과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물질을

이용하여얻은반사율정보들이과대측정되어있었다.

따라서, 타프와같이균일한분광반사율을가지고있

으며, 다양한폭의반사율정보를가지지않는물질을

이용하여대리보정을수행하는것이효과적임을확인

하였다. 대리보정을통하여획득한분광반사율자료를

해당테스트베드지역만추출한결과는 Fig. 7과같으

며, 해당영상은약 1000개의화소로이루어져있다.

실제 영상에서 순수화소로 인식될 수 있는 지형의

최소단위는공간해상도의 2배이기때문에, Eagle 센서

의공간해상도(1 m)와동일한크기를가지는일부물질

들은실제영상에서판독할수없었다. 또한, 센서의공

간해상도의 절반의 크기를 가지는 50 cm의 물질들은

시각적으로 판독이 어려웠다. 초분광 영상을 화소 단

위이하의분석및활용에적용하기위해서는대상물

질들의분광반사율값을사전에분석하여, 사용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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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ectrum of green fabric corresponding to various vicarious radiometric calibration methods
(b) spectrums by radiance data

(a) spectrums by raw data



서의 공간해상도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해당 테스트베드 자료는 향후, 분광혼합분석(spectral

mixture model), 표적탐지(target detection) 등의 응용분야

의참조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 영상의 활용을 위한 선행연

구로서, 테스트베드의구축방법및효용성에대한기

초연구를수행하였다. 이를위하여, 기존의국내·외

테스트베드생성기법들을분석하고, 분석결과들을활

용하여 항공기 기반 초분광 센서의 촬영을 위한 테스

트베드를 설계하였다. 또한, 구축된 테스트베드의 촬

영영상을이용하여기준자료를생성시키기위하여, 대

리보정기법을수행하였으며, 이에대한효용성을분석

하였다. 실험결과, 대리보정은 타프를 이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분광반사율이 일정하거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적은물질들을이용하는것도가능함을볼

수있었다. 본연구에서촬영한테스트베드자료는국

내·외의 초분광 영상 처리 연구에 참조자료로 사용

될수있을것이며, 본연구에서확인된지형내물질특

성을고려하여향후다양한물질을포함한테스트베드

구축을추가적으로진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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