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nd 번호 IDL 배열 번호 밴드 속성
1 0 Blue
2 1 Green
3 2 Red
4 3 Near Infrared

      Band Math Band Math IDL과 ENVI의 대화IDL과 ENVI의 대화        
ENVI+IDLENVI+IDL

잘 알려진 대로 ENVI는 IDL로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ENVI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IDL입니다. C++이나 JAVA인 것 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하지요. ENVI와 IDL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도 ENVI+IDL 모드로 ENVI를 실행해야 합니다. 또는 

IDL을 먼저 실행하고 IDL 명령어로 ENVI를 호출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IDL 프롬프트에서 ENVI를 호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DL> a=envi()       ; ENVI New

ENVI 실행 이후 IDL의 프롬프트는 ENVI>로 바뀌어 있

게 됩니다.  

Import / Export IDL VariablesImport / Export IDL Variables

ENVI와 IDL의 연동에서 가장 사용이 쉽고 유용한 기능

은 상호간의 데이터 교환입니다. 다음 예제를 따라해 

보세요.

IDL에서, 2차원 배열을 만들

어 보세요.

ENVI> x=hanning(500, 500)

ENVI> img=image(x)

이제, IDL의 X 변수를 ENVI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ENVI의 

Toolbox에서 Raster Management > IDL > Import 

from IDL Variable을 실행하세요.   

IDL에 있는 변수 X와 이에 

대한 요약된 정보가 보입니

다.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당장은 ENVI 쪽에서 아무

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

다. 그렇지만 ENVI의 Data 

Manager 창을 열어 보면 

변수 X가 ENVI의 영상 Band로 등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밴드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Load 

Grayscale을 실행하면 ENVI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다.

ENVI에서, 영상을 하나 열어 보세요(예제에서는 ENVI 

설치 디렉토리/data/qb_boulder_msi.dat를 사용했습니

다). 이 데이터를 IDL로 보내는 것도 유사한 과정을 거

칩니다. ENVI Toolbox에서 Raster Management > IDL 

> Export to IDL Variable을 실행하세요.  

내보내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하

면, 다음과 같이 Export 

Variable Name 창이 열

리며, “이 데이터를 IDL

에서 어떤 변수로 할당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인식하기 쉬운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예제에서

는 qb 변수를 사용했습

니다.)

IDL로 영상이 잘 들어 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ENVI> help, qb

QB      UINT   =    Array[1024, 1024, 4]

ENVI> qbimg=image(qb[*,*,2:0:-1])

예제 영상은 IDL로 넘어 왔을 때, B(0), G(1), R(2), 

NIR(3) 순서로 저장된 4 Band 영상이 됩니다. IDL에서 

R(2), G(1), B(0) 의 조합으로 표출하기 위해 “2:0:-1” 

이라는 색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까지 -1씩 증가

한다는 의미로 결국 2, 1, 0 이 됩니다. 

ENVI와 IDL의 영상 표출 방식 차이ENVI와 IDL의 영상 표출 방식 차이
IDL에서 영상을 표출해 보면 ENVI에서 보던 것과 두가

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만 다를 

뿐, 데이터의 값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Ÿ ENVI와 IDL의 상하가 반대입니다. IDL은 수학의 1

사분면을 따라 영상을 표출하므로 영상을 아래에서 

위로 뿌립니다. 위쪽 방향이 Y의 증가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ENVI는 포토샵 등의 영상 소프트웨어처럼 

위에서 아래로 영상을 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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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NVI의 Stretch 된 표출과 비교해서 IDL에서 디폴

트로 표출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흐리고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밴드 별로 Min/Max를 지정해 주어 해

결할 수 있습니다. 

Export / Import IDL Variable의 활용Export / Import IDL Variable의 활용
이러한 Export/Inport 기능을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

요?

Ÿ ENVI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상 포맷을 다루고자 할 

때, IDL을 이용하여 영상을 읽고 이를 ENVI로 보내

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Ÿ ENVI에서 수행하기에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로 처리하는 편이 더 편할 때), 

ENVI의 영상을 IDL로 보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물론 ENVI로 다시 Import 할 수 있습니다. 

Band MathBand Math
ENVI의 Band Math는 간단하게 Band에 대한 연산이

나, Band 간의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IDL이 사

용하는 연산자나 함수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얼마든지 

복잡한 연산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수식에 

집중하기 보다는 Band Math의 사용법에 집중할 수 있

도록 간단하게, 정규식생지수(NDVI)를 구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정규 식생지수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됩니다. 

1. ENVI Toolbox의 Band 

Ratio > Band Math를 

선택합니다.

2. Enter an Expression에 

다음과 같은 IDL 수식을 

입력합니다.

(float(B4)-float(B3)) / (float(B4)+float(B3))

3. 다음 단계는 B4와 B3에 해당하는 밴드를 지정해 주

는 것입니다(Variables 

to Bands Pairings 창). 

계산식을 보면 B4가 

Near Infrared 밴드, B3

가 Red 밴드에 해당하므

로 이에 맞게 지정해 주

세요.

4. NDVI로 출력될 파일 이

름을 지정하고 OK 버튼

을 클릭하면 됩니다. 영

상이 작은 사이즈이고 

테스트를 위한 작업이라

면 Memory로 선택해서 

파일로 쓰지 않고 바로 

Data Manager에 올릴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원래 간단한 겁니다.

기억해야 할 규칙 딱 세 가지기억해야 할 규칙 딱 세 가지 

Ÿ 연산에 들어가는 밴드들의 크기(Dimension)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Ÿ Band Math의 수식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B 또는 b

로 시작하고(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숫자가 1자리에서 5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예) b111, B1324, B2 등은 유효한 변수명  

Ÿ 영상 데이터가 실수형이 아니라면, 변수를 Float() 

함수로 감싸서 실수형으로 계산하세요. 영상 데이터

가 대부분 그렇지만, 정수형으로 저장되어 있고, 정

수형끼리 연산을 하게 되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무조건 FLOAT() 함수로 감싸세요.  

예) NDVI Band Math는 간단히 (B4-B3)/(B4+B3)으

로 쓸 수 있지만, 예제 영상이 Unsigned Integer 형

(음수를 다루지 않는 정수)으로 되어 있어 그냥 쓰

면 틀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각 변수를 

Float()로 실수변환 하여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float(B4)-float(B3)) / (float(B4)+float(B3))

IDL의 함수도 그대로 씁니다.IDL의 함수도 그대로 씁니다.
예제 수식에서 FLOAT() 라는 IDL의 함수를 사용하였습

니다. 이와 같이 Band Math에서는 IDL의 함수(사용자

가 만든 함수 포함)를 수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TAL()이나 MAX()와 같은 함수는 리턴값이 영상이 

아니므로 이 점만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ENVI 내장 NDVI 산출 기능 ENVI 내장 NDVI 산출 기능 
NDVI는 매우 많이 쓰이는 지

수이므로 ENVI의 NDVI 변환 

Tool이 물론 있습니다.

ENVI Toolbox의 Spectral > 

Vegetation > NDVI를 실행해

서 Red 밴드와 IR 밴드를 지

정해 주면 됩니다. 

ENVI NDVI와 Band Math NDVI 비교ENVI NDVI와 Band Math NDVI 비교
Band Math를 이용하여 구한 NDVI와 ENVI의 Tool을 

이용한 NDVI, 이 두 개의 밴드가 Layer Manager에 올

려져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두 밴드의 값이 같아야 

하겠지요. 어떻게 비교하는 것이 좋을까요? Cursor 

Value 창을 열어 영상 위로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두 

개의 밴드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지요. 바로, Band Math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영상의 빼기가 모든 픽셀에

서 0으로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Band Ratio Tool도 있습니다. Band Ratio Tool도 있습니다. 
ENVI Toolbox의 Band Ratio > Band Ratios 도 있습

니다. 하나의 밴드를 다른 밴드로 나누어 그 비를 계산

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Band Math가 이 기능

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