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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ractional values resulted from the spectral mixture analysis could be used to classify not
only urban area with various materials but also forest area in more detailed spatial scale. Especially South
Korea is largely consist of mixed forest, so the spectral mixture analysis is suitable as a classification
method. For the successful classification using spectral mixture analysis, extraction of optimal endmembers
is prerequisite process. Though geometric endmember selection has been widely used, it is barely suitable
for forest area. Therefore, in this study, we modified Iterative Error Analysis (IEA), one of the most famous
algorithms of image endmember selection which extracts pure pixel directly from the image. The
endmembers which represent deciduous and coniferous trees are automatically extracted. The experiments
were implemented on two sites of 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 (CASI) and classified forest
area into two types. Accuracies of each classification results were 86% and 90%, which mean proposed
algorithm effectively extracted proper endmembers. For the more accurate classification, another
substances like forest gap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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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분광혼합분석 결과로 얻어지는 각 물체의 점유비율을 활용하면 보다 세밀한 분류가 가능하다. 이는

복잡한 도심지역의 피복분류 뿐만 아니라 혼효림이 많은 한반도 임상분류에 적합한 분류기법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임상분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endmember의 추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주로 사

용되었던 기하학적 방법(geometric endmember selection)은 분광특성이 유사한 산림지역에 적합하지 않

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에서 직접 순수한 화소를 추출하는 기법 중의 하나인 IEA(Iterative Error Analysis)

와 침엽수와 활엽수의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실험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endmember를 자동으로 추

출하였다. CASI(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 영상의 두 지역에 대하여 분광혼합분석을 이

용한 분류를 수행한 결과, 분류 정확도는 각각 86%와 90%로, 제안한 기법이 실험대상지역을 대표하는 침엽

수와 활엽수의 endmember를 적절하게 추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광혼합분석 기법을 이용한 보다 효과적

인 분류를 위해서 분류항목 외 기타물질을 endmember로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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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학영상에서는 하나의 화소가 포함하는 영역에 상

이한 분광특성을 갖는 두 가지 이상의 물체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나, 일반적인 영상처리 기법에서는 이를 하

나의 지표물로 가정한다(Kim, 2003). 그러나 초분광영

상과 같이 하나의 화소에서 다양한 파장대의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센서가 개발됨에 따라 화소를 구성하는 물질

을 세부적으로 추정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분광혼

합분석은 화소를 구성하는 물질을 파악하고 그 점유비

율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Roberts et al., 1998).

분광혼합분석 결과로 얻어지는 각 물체의 점유비율

을 활용하면 보다 세밀한 분류가 가능한데, 국내에는

MODIS 다중시기 영상을 이용하여 한반도 토지피복 분

류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Jeong et al.,

2006), Hyperion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피복물질이 존재

하는 도심지역의 토지피복분류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연구가있었다(Shin et al., 2006). 분광혼합분석을이용한

분류는 주로 분광특성이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는 도심

지역 분류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Wu et al.(2003)은 도심

지역의 변화를 대표하는 불투수면의 점유비율을 활용

하여 변화탐지를 수행하였고, Powell et al.(2007)은 브라

질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화소단위의 피복분류를 수행

하였다.

분광특성이 매우 유사한 산림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분류기법으로 세밀한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분광혼합

분석을 이용한 분류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Lee and

Lee(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endmember의 점유비율

에 따라 세부적인 임상분류가 가능하였으며, Tooke et

al.(2009)은 도심지역의 식생의 종류와 상태를 분광혼합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혼

효림(mixed forest)의비율이높기때문에(Kim et al., 2013)

분광혼합분석기법을 이용한 산림의 세분류는 한반도

산림 분석에 효과적이다.

분광혼합분석을이용한효과적인임상분류를위해서

는 적절한 endmember의 추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

endmember란 영상 영역내의 존재하는 순수한 물질이

갖는 고유한 분광정보를 의미한다. endmember의 선정

방법에는 사용된 영상과 분광혼합분석의 목적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진다(Kim, 2011). 지상분광계를 통해 직

접 물질의 분광정보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상적이나(Wu

and Murray, 2003) 산림과 같이 구조가 복잡하고 수종과

수형에 따라 변이가 많을 경우 현장 조사가 어렵다는 문

제점이 있다(Lee and Lee, 2003). 현재까지 분류를 위한

분광혼합기법은 사용자가 밴드별 화소값을 관찰하여

직접 endmember를 추출하는 기하학적 방법(geometric

endmember selection)이 주로 사용되었다(Lee and Lee,

2003; Wu and Murray, 2003; Shin et al., 2006). 그러나 기

하학적 방법은 영상의 크기를 줄이는 과정이 선행되어

야하며 3차원 이상의 산포도를 해석해야하는 어려움

이 있다. 또한 분석자의 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석

자에 따라 endmember가 다르게 선정될 수 있다. 특히

임상분류는 분광특성의 큰 차이가 없는 수종을 대상으

로 분류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하학적 방법으로 사용자

가 endmember를 선정하는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

영상에서 비교적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는 화소를 직

접 추출하는 image endmember 기법의 경우, 분광혼합

분석에 바로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초분광 영상

자료 분석에 많이 활용된다(Kim, 2011). 그러나 image

endmember 기법은 추출하고자 하는 endmember의 수를

설정해야하며, 분류에 적용되었을 때 분류항목으로 원

하는 물질을 임의로 추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에본연구에서는 IEA(Iterative Error Analysis)를이용하여

endmember를추출함으로써 image endmember 기법의장

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침엽수와 활엽수의 분광특성

을 고려하여 IEA를 수정하였고, 실험대상지역을 대표하

는 침엽수와 활엽수의 endmember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분광혼합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2. 연구 방법

1) 임상 구분

임상이란 임분의 수종 구성 상태로, 중분류 토지피복

항목에 따르면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으로 구분된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2). 일반적으로혼효림은침

엽수와 활엽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임상분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침엽수와 활엽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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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야 한다.

침엽수와 활엽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

이는데, 우선잎의모양과수관의형태가다르다. 침엽수

는 대부분 잎이 바늘과 같이 뾰족한 편이나 활엽수는 둥

글고 넓은 잎을 가지고 있다. 분광특성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근적외선 영역에서 활엽수가 침

엽수 보다 다소 높은 반사율을 갖는다(Fig. 1). 따라서 근

적외선 영역에서의 반사율의 차이를 이용하면 침엽수

와 활엽수의 구분이 가능하다.

2) Endmember 추출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image endmember 기법의 대표적인 알

고리즘인 IEA를 수정하여 endmember를 추출하였다.

IEA는 영상의 평균 화소값을 초기벡터로 설정하여 제한

적선형분광혼합분석(constrained linear spectral unmixing)

을 수행한다. 분광혼합분석 후에 생성된 오차영상은 초

기 벡터와 분광값의 차이를 의미한다(Song et al., 2013).

IEA는 입력변수로 추출될 endmember의 개수(P), 화소의

개수(R), 각의크기(θ)를요구하는데, 오차영상에서가장

큰 오차값을 갖는 화소의 분광벡터로부터 θ각 안에 있는

R개의화소의평균값을다음 endmember로설정한다. 이

러한 과정은 P개의 endmember가 추출될 때 까지 반복한

다(Neville et al., 1999; Plaze and Chang, 2005).

즉 IEA는 영상의 평균값으로부터 가장 차이 나는 화

소들을 차례로 endmember로 추출한다. 그러나 산림지

역의 효과적인 분광혼합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목의 분광벡터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값과 차이가 적으면서 침엽수와 활엽수를

대표할 수 있는 화소를 endmember로 추출해야 한다. 이

는 평균값에서 멀어질수록 잡음으로 인한 이상치나 대

상 영역 내 초지(green land), 혹은 나무껍질(bark)등이 추

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IEA를 수정하여 실험 지역 내 수목의

분광특성을 대표하면서 침엽수와 활엽수로 구분되는

endmember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초기

벡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상의 평균값으로 설정하였

다. 다음으로 영상전체 화소에 대하여 근적외선 영역의

신호값이 평균 분광벡터보다 큰 화소와 작은 화소로 영

역을 구분하였다. 두 영역에 대하여 평균 분광벡터와 θ

내에 있는 R개의 화소의 평균값을 각각의 endmember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θ = 0.05, R = 5000으로 설정

하였다. 이때 θ는두분광벡터(s1, s2) 사이의 Spectral Angle

Measure (SAM)값을의미하며 (1)과같이계산된다. SAM

은 두 벡터의 각도를 이용하여 유사성을 계산하는 척도

로서 값이 작을수록 유사함을 의미한다(Chang, 1999;

Kim et al., 2005). 이 때 n은 분광벡터의 밴드수를 의미한

다. θ의임계치를낮게설정함으로써평균벡터와분광특

성이 유사한 화소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이상치가 추출

될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SAM(s1, s2) = cos_1 [ ]               (1)

근적외선 영역에서 신호값이 평균벡터보다 높은 영

역에서 계산된 분광벡터를 활엽수를 대표하는

endmember로, 낮은 영역에서 계산된 분광벡터를 침엽

수를 대표하는 endmember로 설정하였다. 대상 영역의

우세한 수종의 endmember가 영상의 전체 평균과 유사

한 값을 갖는다.

3) 분광혼합분석에 의한 임상분류

분광혼합분석의가장일반적인기법은선형분광혼합

모델로, endmember의 선형조합으로 화소의 신호값을

설명한다(Kim and Lee, 2004; Lee and Lee, 2003). 선형분

광혼합모델은 식 (2)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Choi et al.,

2006).

n            n

Σ s1i s2i
i = 1           1

n                 n      n

Σ s2
1i Σ s2

2ii = 1           i = 1     1

Spectral Mixture Analysis Using Modified IEA Algorithm for Forest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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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ralized spectral reflectance for deciduous (broad-
leaved) and coniferous (needle-bearing) trees (Lillesand
et al., 1979).



                              x = ak sk + w
                               (2)

x: pixel υalue
M: the number of endmember
ak: fractional abundance of endmember k
sk: kth endmember
w: error

여기서 화소의 반사신호 x와 endmember의 분광값 sk

를 알면 최소제곱법에 의해 각 endmember의 점유비율

ak를추정할수있다(Lee and Lee, 2003). 또한점유비율을

이용하면 화소를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을 알 수 있으므

로 보다 세밀한 분류가 가능하다.

침엽수와활엽수를대표하는각각의 endmember를이

용하여 분광혼합분석을 수행할 경우, 각 화소가 갖는 침

엽수와 활엽수의 점유비율을 구할 수 있다. 활엽수의

endmember와 가까울수록 활엽수의 비율이 커지며, 침

엽수의 endmember와 유사할수록 침엽수의 점유비율이

높아진다. 분광혼합분석 결과 얻어진 점유비율에 따라

침엽수의 점유비율이 높은 화소는 침엽수로, 활엽수의

점유비율이 높은 화소는 활엽수로 분류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1) 연구지역 및 자료

실험대상지역은충청남도천안에위치한독립기념관

주변지역으로, 기념관을 중심으로 침엽수 및 활엽수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임상도를 참고

하여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혼재되어 있는 두 지역을

실험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 2). 두 실험대상지역

의 크기는 모두 700×700 화소(350m×350m) 이며, 실

험에 사용한 영상은 2010년 10월 26일 촬영된 CASI 항

공초분광 영상으로 36개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

M

Σ
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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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SI hyperspectral image for study area (a) site1, (b) site2.
(b)

(a)



간해상도는 0.5 m이다. 영상에 포함된 표식은 현지조사

를 통해 구축된 참조자료로 정확도 평가에 활용하였다.

산림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임상분류를 위해서는 대

상지역을 산림으로 제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 임상도 shape 파일을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산림지

역을 추출하였고, NDVI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임계치

이하의값을갖는화소는제거하였다(Fig. 3). 이때NDVI

값은 식생과 비식생을 가장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임

계치를 실험적으로 설정하였다.

2) Endmember 추출결과

산림지역을구분한영상을대상으로수정된 IEA를사

용하여 침엽수와 활엽수를 대표하는 각각의 endmember

를 추출하였다. site1과 site2에 대한 추출결과는 Fig. 4와

같다. site1은 영상의 평균 분광벡터가 활엽수와 유사하

므로 대상 영역에 활엽수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

대로 site2는 침엽수가 더 많이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 한

편, 밴드 32(980 nm~999 nm)에서 화소의 밝기값이 급

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밴드의

영상에 전반적으로 섞인 잡음에 대한 영향으로 보인다.

3) 분광혼합분석에 의한 임상분류

침엽수와활엽수를대표하는 endmember를추출한후

분광혼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광혼합분석의 결과로써

실험지역에서 침엽수와 활엽수가 차지하는 점유비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Fig. 5). 점유비율은 0~1사이의

값을 갖고, 밝을수록 해당 endmember의 점유비율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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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bset image of study area using shape files and NDVI values (a) site1 (band 24), (b) site2 (band 24).
(a) (b)

Fig. 4. Results of endmember extraction (a) site1, (b) site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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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bundance maps (a) deciduous tree of site1, (b) coniferous tree of site1, (c) deciduous tree of site2, (d) coniferous tree of site2.
(c)

(a) (b)

(d)

Fig. 6. Results of forest classification (a) site1, (b) site2.



site1은활엽수의비율이높게나타나는반면(Fig. 5(a)),

site2는 침엽수의 비율이 높다(Fig. 5(d)). site2의 경우 도

로를 따라 활엽수가 분포한 것으로 보아, 가로수로 활엽

수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점유비율에 기반 하여 침엽수의 비율이 높은 화소는

침엽수로, 활엽수의 비율이 높은 화소는 활엽수로 분류

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4) 정확도평가

분류정확도를평가하기위하여 handheld GPS를이용

한 현지측량을 수행하였다. site별로 약 20개 지점에 대

해 산림 개체의 침활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분류결

과와 비교하였다. 정확도 평가를 위해 사용된 약 20개의

지점들은 하나의 수종으로 보이는 군집의 중심 부근을

측정한 것이며 그 중 GPS 위치오차가 4 m이하인 곳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산림의 안쪽은 멀티패스(multi-pass)

문제와 접근상의 어려움으로 정확한 좌표값을 획득하

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연구지역의 가장자리 부근과 도

로와 인접한 부근에서 참조자료를 취득하였으며, 침엽

수와 활엽수 비율이 거의 동일하도록 구성하였다. site1

과 site2의 전체분류정확도(overall accuracy)는 각각 86%

와 90%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대상지역을 대표하는 침

엽수와 활엽수의 endmember가 적절하게 추출되어 분광

혼합분석이효과적으로수행된것으로판단된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제안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임상도 shape파일과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실험대상

지역을 산림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초기 endmember

로 고려하지 않았던 숲틈(forest gap)과 같은 기타물질이

여전히 실험대상지역 내에 존재하면서 침엽수 또는 활

엽수의 분광특성에 가까운 쪽으로 분류되어 분류정확

도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류

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타물질을 초기 endmember로 고

려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침엽수로 둘러싸인 영역 내부의 몇몇 화소가 활

엽수로 분류된 곳이 존재 하는데(Fig. 6), 실제로 영상의

공간해상도는 0.5 m로 하나의 화소가 주변의 대다수와

다른 수종을 가질 확률은 낮다. 이는 침엽수임에도 불구

하고 근적외선 영역에서 밝은 신호값을 갖는 화소가 상

대적으로 근적외선 영역에서 밝은 분광값을 나타내는

활엽수 endmember에 가깝게 표현되면서 활엽수로 오분

류된 것이다. 따라서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분류 수행

시, 단순히 점유비율 뿐만 아니라 주변 화소에 대한 정보

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면 분류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5. 결 론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분류는 복잡한 도심지역의

피복분류 뿐만 아니라 혼효림이 많이 존재하는 우리나

라의 임상분류에 효과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분광혼합분석을 이용한 분류기법을 임상분류

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image endmember 기법

중 하나인 IEA를 침엽수와 활엽수의 분광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정함으로써 실험지역의 침엽수와 활엽수를

대표하는 endmember를 자동으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endmember의 점유비율을 기반으로 분류를 수행한 결과

두 실험지역의 분류정확도는 각각 86%, 90%로 나타났

다. 이는 제안한 기법이 실험대상지역을 대표하는 침엽

수와 활엽수의 endmember를 효과적으로 추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기 endmember로 추출한 분류 항목 이

외의 물질이 영상에 존재하여 분류 정확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기타물질

에대한초기 endmember 설정의추가적인고려가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높은 정확도의 분류를 위해서는 주변 화

소의 수종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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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accuracy assessment
site1 site2

producer’s
accuracy 

coniferous 83 % 80 %
deciduous 90 % 100 %

User’s
accuracy

coniferous 91 % 100 %
deciduous 82 % 83 %

Overall accuracy 86 % 90 %



Reference

Chang, C.I., 1999, Spectral information divergence for
hyperspectral image analysis, Proc. of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Hamburg, Germany, June 28-July 2, pp.509-511.

Choi, J., D. Kim, B. Lee, Y. Kim and K. Yu, 2006,
Hyperspectral image fusion algorithm based on
two-stage spectral unmixing metho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2(4): 295-304.

Jeong, S., C. Park and S. Kim, 2006, Land cover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penisula using linear
spectral mixture analysis of MODIS multi-
temporal data,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2(6): 553-563.

Kim, D., 2003, A study on sub-pixel detection for
hyperspectral imagery using the linear spectral
mixing model,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K., 2011, A modified iterative N-FINDR
algorithm for fully automatic extraction of
endmembers from hyperspectral imagery,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7(5): 565-572.

Kim, S. and K. Lee, 2004, Application of linear
spectral mixture analysis to geological thematic
mapping using LANDSAT 7 ETM+ and
ASTER satellite imageries,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0(6) : 369-382.

Kim, J., K. Hwang and S. Kim, 2013, The evaluation
of correlation between disturbance intensity and
stand development by natural forest community
type classification, Journal of Forest Science,
29(3): 219-225.

Kim, S., K. Lee, J. Ma and M. Kook, 2005, Current
status of hyperspectral remote sensing: principle,
data processing techniques, and applications,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1(4): 341-369.

Lee, J. and K. Lee, 2003, Analysis of forest cover
information extracted by spectral mixture
analysis,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19(6): 411-419.
Lillesand, T.M., and R.W. Kiefer, 1979, Remote sensing

and image interpretation, John Wiley & Sons,
New York, USA.

Ministry of Environment, 2002, Construction of
landcover map using remote sensing image.

Neville, R. A., K. Staennz, T. Szeredi, J. Lefebvre and
P. Hauff, 1999, Automatic endmember extraction
from hyperspectral data for mineral exploration,
Proc. of 21st Canada Symposium on Remote
Sensing, Ottawa, ON, Canada, pp.21-24.

Plaza, A. and C.I. Chang, 2005, An improved N-
FINDR algorithm in implementation,
Conference on Algorithms and Technologies for
Multispectral, Hyperspectral, and Ultraspectral
Imagery XI, SPIE Symposium on Defense and
Security, SPIE, Orlando, Florida, vol. 5806, pp.
298-306.

Roberts, D.A., M. Gardner, R. Church, S. Ustin, G.
Scheer and R.O. Green, 1998, Mapping
chaparral in the santa monica mountains using
multiple endmember spectral mixture models,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65(3): 267-279.

Shin, J., S. Kim, J. Yoon, T. Kim and K. Lee, 2006,
Spectral mixture analysis using hyperspectral
image for hydrological land cover classification
in urban area,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2(6): 565-574.

Song, A., A. Chang, J. Choi and Y. Kim, 2013,
Application evaluation of endmember extracton
algorithm on the AISA hyperspectral images,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9(5): 527-535.

Thoreau, R.T., C.C. Nicholas, R.G. Nicholas and A.V.
James, 2009, Extraction urban vegetation
characteristic using spectral mixture analysis and
decision tree classifications,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113(2): 398-407.

Wu, C. and A.T. Murray, 2003, Estimating impervious
surface distribution by spectral mixture analysis,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84(4): 493-505.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0, No.2, 2014

–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