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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 5.0의 Layer 표출ENVI 5.0의 Layer 표출
ENVI 5.0 인터페이스는 여러 영상 밴드를 하나의 화면 

위에 레이어 개념으로 쌓아올려 보여줍니다. 영상에 

내포된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위치와 척도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표출하는 것이지만, 실제 영상의 투영법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Layer StackingLayer Stacking 

레이어 쌓기(Layer Stacking)는 ENVI의 기본 영상 처리 

기능으로 지정한 N개의 밴드를 하나의 투영법 및 

좌표계로 통일하여 하나의 파일로 묶어 줍니다. 물론 

이 과정에 포함되는 영상들은 정확한 지리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센서에서 관측된 영상들이어도 

상관없고, 픽셀 크기는 물론 투영법이 달라도, 관측 영역이 

일치하지 않아도(중첩 영역은 있어야겠지요) 지정한 

투영법과 픽셀크기로 모두 정리해 맞추어 줍니다. 

Layer Stacking은 많은 양의 자료에 대해 수행할 경우도 

있고, 투영법을 바꾸는 작업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글의 마지막에 소개하는 

IDL 기반의 API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Layer Stacking의 활용Layer Stacking의 활용
Ÿ 시간적인 연속성을 가지는 밴드 구성 : 여러 날짜의 

MODIS 영상에서 특정 밴드(예를 들면 NDVI)들만 

모아서 날짜 순서대로 밴드를 쌓아 영상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Z 프로파일이 시간에 따른 

식생의 변화 곡선을 의미하게 되겠지요.

Ÿ 변화 탐지를 위한 영상 좌표계의 통일 : 서로 다른 

시간에 관측된 영상을 비교하기 위해 두 영상의 

좌표계를 통일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관측 위치가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복 촬영된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대한 변화 탐지를 할 수 있겠지요). 이 때 

전적으로 영상의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좌표를 일치

하므로, 지리정보의 정확성은 중요합니다. 

Ÿ 이질적 센서의 관측 영상 밴드들을 취합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정리 : KOMPSAT-2 영상의 가시광 밴드와 

Landsat 영상의 적외선 밴드를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정리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센서에서 생성된 결과는 투영법과 스케일이 

다르므로, Layer Stacking이 하나의 좌표계로 일치 

시켜줍니다. 

따라 해 보기따라 해 보기

지리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공간적으로 같은 영역을 

공유하는 영상 2개를 선택하여 다음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래 예제에서 사용된 영상은 다음과 같습

니다.

100m 해상도의 DEM(배경에 보이는)과 KOMPSAT-2 

영상(그림에서 푸른색 테두리 영역)의 B,G,R,NIR (4m 

해상도), Pan 영상(1m 해상도)을 하나의 영상 파일로 

합쳐볼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해상도가 다르고, 영역 

범위가 다른 이종의 영상들을 다중 밴드로 쌓아 하나의 

파일로 묶어 내는 것이 Layer Stacking입니다.

참고) ENVI 5.0에서는 그림과 같이 영상의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위치와 확대비를 맞추어 공간적으로 

일치시켜 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 영상 파일이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Raster Management/Layer Stacking을 실행합니다. 

ENVI Classic 이라면 Basic Tools/Layer Stacking을 

실행합니다. 이후 과정은 같습니다.

2. Import File 버튼을 이용하여 포함시키고자 하는 

파일들을 불러 옵니다. 이 때, 제일 먼저 불러온 

영상의 투영법과 픽셀크기가 디폴트 투영법으로 

입력됩니다(패널 우측 투영 정의부에 반영됩니다). 

3. Reorder Files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까지 Import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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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4. Output File Range의 선택은 최종출력물의 공간 

범위를 지정하며, 여러 영상들의 합집합(Inclusive) 

또는 교집합(Exclusive) 중에 선택합니다. 

그림은 두 가지의 

영상을 위치를 맞

추어 포개어 본 것

입니다. Inclusive

를 선택하면 전체 

영역을 포함하는 

크기로 생성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0으로 채워집니다). 

이 경우 파일의 

크기가 원본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Exclusive를 선택한 경우라면 그림에서 푸른색 테두

리로 표시된 영역만큼만 저장될 것입니다. 

5. Output Result to File에서 출력되는 파일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작은 파일을 시험 삼아 돌려 보는 

경우라면 Output Result to Memory를 사용합니다.

6. 패널의 오른쪽은 영상의 프로젝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Import한 파일의 투영법이 기본값으로 입력

되어 있습니다. 직접 투영법, 지구타원체, 픽셀 크기 

등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7. Resampling은 방법으로 Nearest Neighbor / 

Bilinear / Cubic Convolution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OK 버튼을 클릭하면 

Layer Stacking을 시작합

니다. 영상의 크기와 밴드 

개수, Resampling 방식에 

따라 다라 처리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성된 영상의 밴드들을 

디스플레이하여 확인해 보세요. 

모든 밴드가 같은 투영법으로 

Resampling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특정 밴드 제거영상에서 특정 밴드 제거
Layer Stacking에 대한 사용자들의 가장 큰 함정은, 

이미 완성된 영상에서 특정 밴드를 제거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밴드가 8개인 WorldView2 영상에서 R, G, 

B 3개 밴드만 남기고자 할 때)에도 Layer Stacking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중 밴드 영상에서 특정 밴드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라면 

굳이 Layer Stacking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Resize Data 메뉴를 실행하여 Spectral Subset을 지정

하면 원하는 밴드만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Spectral Subset을 지정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좌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영상의 좌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용되는 영상의 지리정보에 오차가 있는 경우라면, 

영상 대 영상 일치(Image to Image Registration)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정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API프로그래밍 API
ENVI_LAYER_STACKING_DOIT 루틴이 Layer Stacking

을 수행하는 API입니다. 기본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NVI_DOIT, 'ENVI_LAYER_STACKING_DOIT', DIMS=array [, 
/EXCLUSIVE], FID=file ID [, /IN_MEMORY] [, INTERP={0 | 1 
| 2}] [, OUT_BNAME=string array] [, OUT_DT={1 | 2 | 3 | 4 
| 5 | 6 | 9 | 12 | 13 | 14 | 15}], OUT_NAME=string, 
OUT_PROJ=structure, OUT_PS=array, POS=array, 
R_FID=variable

Ÿ FID를 통해 Import 하고자 하는 파일들의 목록을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ENVI_OPEN_FILE 프로시저의 리턴값들의 배열이 
됩니다. 

Ÿ OUT_NAME에서 출력 파일 이름(경로)를 정해 주고, 프로
그램 안에서 출력 파일의 ID는 R_FID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Ÿ OUT_PROJ를 통해 출력될 파일의 투영법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값은 ENVI_PROJ_CREATE를 이용하여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보통은 ENVI_GET_PROJECTION을 이용하여 기존 
영상 중 하나의 프로젝션값을 가져 옵니다. 

Ÿ OUT_PS=[5.0, 5.0] 같이 사용하여 픽셀의 X, Y 사이즈를 
지정합니다. 단위는 투영법에서 지정됩니다. 

Ÿ /EXCLUSIVE 옵션은 따라하기 4번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디폴트는 Inclusive입니다.

Ÿ INTERP 옵션은 따라하기 7번의 내용을 선택하는 부분입
니다.

Ÿ OUT_DT는 출력 파일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것인데, 
도움말을 확인하십시오. 1번 Byte형, 2번 Integer형, 4번 
Float 형이 많이 사용됩니다.

Ÿ DIMS와 POS는 ENVI 루틴의 표준적인 문법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