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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cp264 IGCP Project

veg_lib Desert Research 
Institute

usgs USGS Denver 
Spectroscopy Lab.

jhu_lib Johns Hopkins Univ.
jpl_lib Jet Propulsion Lab.

library/image endmemberlibrary/image endmember in ENVI   in ENVI  

endmember in Hyperspectral imageendmember in Hyperspectral image
끝성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endmember는 초분광 영

상(hyperspectral image)에서 특정 물질에 대한 고유의 

분광반사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픽

셀이 순수하게 특정 물질에 대한 특성을 대변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endmember는 분광계를 이용해 

측정하여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library 

endmember)와 초분광 영상에서 추출하는 경우(image 

endmember)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정보는 차후 영

상의 각 픽셀이 어떤 물질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분광혼합분석, spectral mixture 

analysis)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library endmemberlibrary endmember
ENVI 설치 시 ExelisVIS에서 제공하는 spectral library

가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버전인 ENVI 5.0과 5.1에서

는 기존의 라이브러리(ENVI classic library)에 New 

ENVI library가 추가되었습니다. 위치는 ENVI Classic 

library의 경우 설치 경로 하부 classic\spec_lib, New 

ENVI library의 경우 설치 경로 하부 resource\speclib

입니다. 

사실 두 라이브러리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동일한 것(igcp264, veg_lib)도 있고, 유사

한 것(veg_lib, usgs)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으로 

보이는 것(aster in New ENVI, jhu_lib, jpl_lib in 

Classic)도 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new ENVI의 aster 라이브러리는 classic의 

jhu_lib과 jpl_lib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classic ENVI 기준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

니다. 

.sli open.sli open 

spectral library 파일을 열기 위해서 spectral library 

viewer를 이용합니다. ENVI classic의 메인 메뉴의 

spectral → spectral libraries 하부에 위치합니다. 선택

하면 input file창이 뜨게 되는데요, 원하는 라이브러리 

목록이 없다면 open을 눌러 선택할 수 있습니다. 

open 하부를 보니 spectral library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임의로 veg_lib → usgs_veg.sli을 선택하였습니다. OK

를 누르면 spectral library viewer 창이 뜨는데요, 측정 

파장대 및 밴드 정보와 측정목록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보니 veg가 의미하는 것은 

vegetation 이었나봅니다.  

Spectral Library PlotsSpectral Library Plots
위 library viewer 창에서 반사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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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클릭하면, library plot 창이 생성됩니다. 복수 선

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떤 물체를 선택했었는지 

모두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우클릭을 통해 ‘plot 

key’를 선택하면 plots창 내부 우측에 선택 목록이 확

인됩니다. edit 하부 Data Parameters를 선택하여 이름 

및 컬러, 선의 두께 등의 세부사항을 조절할 수도 있습

니다. 아래는 사시나무(검은색)와 잔디(파란색), 향나무

(녹색)의 반사 패턴 비교 결과입니다. 약 0.7 μm내외의 

가시광역에서는 모두 유사한 반사패턴을 보이는데요, 

이후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각기 다른 반사비율과 패턴

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age endmemberimage endmember
ENVI에 내재된 library endmember를 활용하는 것 외

에, 획득된 초분광영상에서 endmember를 추출하여 저

장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단, 앞서 설명했듯 선택

할 하나의 픽셀이 특정 단일 물체에 대한 반사값을 대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선택된 픽셀을 이용

한 분광혼합분석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

므로 이 경우 보통 현장에 대한 사전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현장조사와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Z profilesZ profiles 

X * Y 크기의 영상이 n개 밴드만큼 있을 때 각 밴드를 

차곡차곡 쌓는다면 이는 사실상 X * Y * n 크기의 3차

원 배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Z profiles은 Z축 방향

으로의 영상 내 특정 픽셀의 DN값 변화를 의미합니다. 

image endmember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장하는 방

법은 영상의 Z profile 보기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참고로 .sli 파일의 저장은 반드시 초분광 영상을 이용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약 10개 내외의 밴드를 

포함하는 보통의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해서도 라이브러

리 저장은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한 분석 시 정밀도가 

떨어질 뿐입니다. 

아래는 0.379 ~ 2.5014 μm의 범위를 448개의 밴드로 

측정한 항공기 탑재 초분광 센서의 영상을 이용한 저장 

과정입니다. 이미지 윈도우의 Tools → profiles → Z 

profiles를 선택합니다. library endmember 확인 시 생

성됐던 spectral library plots창과 동일한 형태의 창이 

하나 생성됩니다. 영상 내 관심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분광 패턴이 표현됩니다. 역시 우클릭을 

통해 plot key를 선택합니다. 해당 지점의 좌표가 표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 내 산림지역으로 보

이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선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

다. 가시광역의 녹색부근과 근적외선 영역이 높은 값

을, 가시광역의 적색부근이 낮은 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다른 픽셀을 선택해도 복수 선택은 되

지 않는데요, 복수 선택을 위해서는 우클릭 후 collect 

spectra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잔디(녹색)와 물

(파란색)로 보이는 부분을 추가로 선택한 후, edit를 통

해 이름을 변경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sli save.sli save 

위 결과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endmember가 아

닙니다. 선택한 픽셀이 나무와 잔디, 그리고 물에 대한 

특성을 100%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

문입니다. 다만, 이를 endmember라고 가정할 경우 이

를 .sli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 

spectral profiles 창의 file → save plot as → 

spectral library를 선택하면 됩니다. 파일로 저장할 경

우 선택한 이름의 .sli가 생성되며, 이에 대한 헤더파일

도 동일한 이름의 .hdr로 생성되어, 차후 ENVI에서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