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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 Classic의 APIENVI Classic의 API
ENVI 5.0 부터 등장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함

께, ENVI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체계(ENVI Object API)

가 소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ENVI Classic API 가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NVI Classic의 

프로그래밍 체계(ENVI Procedural API)는 여전히 유효

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Gram-Schmidt Spectral SharpeningGram-Schmidt Spectral Sharpening 

고해상도의 Panchromatic 영상과 저해상도의 Multi 

Spectral 영상을 융합하여 고해상도의 Multi Spectral 

영상을 만드는 Spectral Sharpening 중에, ENVI에서 

가장 쉽고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은 Gram-Schmidt 

Sharpening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ENVI 루틴을 사용하

여 IDL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Spectral Sharpening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NVI Classic의 API를 사

용하는 하나의 예제로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까?처음 접하는 내용입니까?
ENVI는 IDL로 만들어졌으며, 이 덕분에 IDL로 ENVI의 

기능을 확장하거나(ENVI User Function), IDL 프로그래

밍 환경에서 ENVI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ENVI 

Batch). 

Ÿ ENVI의 GUI를 통해 작업하던 과정을 프로그래밍으

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GUI

에서 입력한 것을 코딩으로 설정하는 것 뿐입니다.

Ÿ ENVI Classic Help에서 Working with ENVI Classic 

> Using ENVI Classic Routines > ENVI Classic 

Routines를 보면 API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Ÿ 매번 사용되는 키워드와, 파일을 관리하는 루틴 등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

서 대부분 설명합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되므로 자

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예제에 나온 사용 방법을 벗

어나는 용례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ENVI에서 이렇게 하지요.ENVI에서 이렇게 하지요.
ENVI GUI 환경에서 Gram-Schmidt Spectral 

Sharpening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elect Low Spatial Multi-Band Input File을 고르

라고 합니다. 예제에서는 ENVI 설치에 포함된 

ENVI_DIR\data\qb_boulder_msi를 사용합니다.

2. Select High Spatial Resolution Pan Input Band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ENVI_DIR/data/qb_boulder_pan을 선택합니다.

3. 이제 Spectral 

Sharpening을 

수행하기 위한 

옵션들을 선택

하는 부분입니

다. 여기서 어떤 

내용을 선택하

는지 잘 보아 

두십시오.

4. 실행을 하면 고

해상도 멀티 밴

드 영상이 생성

됩니다. 

ENVI+IDL 프로그램으로 만들면ENVI+IDL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pro ex_gs_sharpen

envi, /restore_base_save_file

envi_batch_init, log='ex_gs_sharpen.log'

DATA_DIR='C:\Program Files\Exelis\ENVI50\data\'

PAN_FILE=DATA_DIR+'qb_boulder_pan'

MSI_FILE=DATA_DIR+'qb_boulder_msi'

OUTFILE='qb_boulder_sharp'

envi_open_file, PAN_FILE, R_FID=PAN_FID

envi_open_file, MSI_FILE, R_FID=MSI_FID

envi_file_query, PAN_FID, DIMS=PAN_DIMS

envi_file_query, MSI_FID, NB=MSI_NB, $

  DIMS=MSI_DIMS

MSI_POS=LINDGEN(MSI_NB)

ENVI_DOIT, 'ENVI_GS_SHARPEN_DOIT', $

 DIMS=MSI_DIMS, FID=MSI_FID, POS=MSI_POS, $

 HIRES_DIMS=PAN_DIMS, HIRES_FID=PAN_FID, $

 HIRES_POS=[0], METHOD=0, INTERP=0,$

 OUT_NAME=OUTFILE, R_FID=SHARP_FID  

ENVI_FILE_MNG, ID=PAN_FID, /REMOVE

ENVI_FILE_MNG, ID=MSI_FID, /REMOVE

envi_batch_exit

end

당연한 얘기지만, ENVI의 기능을 쓸 수 있으며, IDL 프

로그래밍이 가능한 라이센스, 즉, ENVI+IDL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ENVI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프로그레스바가 몇 번 나타

나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순차적으

로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흐름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쓸 내용이 없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ENVI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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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수행할 때 과정과 프로그램을 맞추어 보면 어느 

정도 추측도 가능할 것입니다. 

ENVI Batch의 시작과 끝ENVI Batch의 시작과 끝
이런 식으로 ENVI의 기능을 IDL에서 호출하여 프로그

램으로 실행하는 것을 ENVI Batch 프로그램이라고 합

니다. 비슷한 작업을 여러 파일에 대해 반복 수행하거

나, 옵션을 조금씩 바꾸어 실행해 볼 때 매우 유용합니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ENVI, /RESTORE_BASE_SAVE_FILE

IDL에서 envi라고 명령하면 ENVI GUI가 열리며 일반적

인 ENVI가 실행됩니다. 여기에 /RESTORE로 시작하는 

키워드를 붙여 주면(사실 ENVI 명령의 키워드는 이것 

하나 뿐입니다), ENVI GUI가 실행되지 않고, ENVI의 

기능들을 IDL에서 호출할 수 있게 준비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ENVI의 기능이 메모리에 거의 다 올라오게 되

는 것이죠. 보통은 ENVI, /RESTORE 까지만 씁니다.

ENVI_BATCH_INIT, LOG='log 파일 이름‘

여기서부터 ENVI 프로그램이 시작되며, 실행 중 나오

는 메시지들은 로그파일에 저장됩니다. 디버깅을 위해

서 에러 메시지를 꼭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메시지들

도 log 파일에 저장됩니다. 에러가 없고 실행 시 특별

한 메시지가 없는 경우 log는 빈 파일일 수 있습니다. 

ENVI_BATCH_EXIT

ENVI Batch 프로그램의 끝을 의미합니다. ENVI 종료 

시 IDL도 함께 종료되는 것을 막는 옵션이 ENVI 

Preference에 있습니다. 아마도 필요한 설정일 겁니다.

 

파일 열기와 닫기파일 열기와 닫기
ENVI_OPEN_FILE, '파일명(경로포함가능)‘, R_FID=변수

위와 같이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파일의 번호(FID)는 

ENVI가 부여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번호는 숫자이긴 하지만, IDL의 Logical Unit 

Number와 전혀 무관한 숫자입니다. 

이후에 이 파일을 접근할 때는 R_FID로 받아낸 변수가 

가진 값을 이용합니다. 파일 닫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NVI_FILE_MNG, ID=FILE ID, /REMOVE

/REMOVE 키워드를 사용하면 ENVI 메모리에서 제거할 

뿐입니다만, 혹시 /DELETE 키워드를 사용하면 파일을 

디스크에서 삭제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번 등장하는 키워드매번 등장하는 키워드
FID와 R_FID : FID는 File ID를 의미합니다. 파일을 열

거나 생성하게 되면, 그 파일의 ID를 R_FID 키워드로 

받습니다. 이 ID를 다른 명령에 넘겨줄 때, 해당 명령

의 FID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ENVI_GS_SHARPEN 명령이 실행되는 행을 보면, 고해

상도 영상의 ID는 HIRES_FID로 지정해 주고, 멀티밴드

영상의 ID는 FID로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 Spectral 

Sharpening을 수행하고 생성되는 새로운 파일의 ID는 

R_FID 키워드를 이용하여 받아내고 있습니다.

DIMS : 5개 요소를 가지는 배열로, 영상의 영역과 관

련이 있습니다. ROI의 영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번

째 값은 항상 -1입니다. [-1, Start Sample Number, 

End Sample Number, Start Line Number, End Line 

Number]의 순서입니다. 예제에서 변수, PAN_DIMS와 

MSI_DIMS를 출력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AN_DIMS : -1     0    4095       0    4095

 MSI_DIMS : -1     0    1023       0    1023

POS : 밴드를 지정해 주는 키워드입니다(1번 밴드는 

0, 2번 밴드는 1...). 예를 들어, 3번 밴드와 4번 밴드

만 필요하다면, POS=[2, 3] 이 되며, 1번 밴드 단독이

라면 POS=[0] 이 됩니다.

ENVI_FILE_QUERYENVI_FILE_QUERY
파일의 헤더를 읽어오는 명령입니다. 여러 종류의 헤더

값을 읽을 수 있도록, 매우 많은 키워드가 있으며, 예

제에서는 NB 키워드를 이용하여 밴드 개수를, DIMS 

키워드를 이용하여 영상의 크기를 알아냈습니다.

ENVI_DOITENVI_DOIT
ENVI_DOIT은 모든 ENVI_XXXX_DOIT 계열 명령들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작업 중 발생하는 에러를 처리하거

나, 프로그레스바가 나오는 것을 감추는 등의 실행 제

어를 합니다. ENVI_DOIT 명령을 통해, 다른 모든 

ENVI_XXXX_DOIT을 실행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ENVI_GS_SHARPEN_DOITENVI_GS_SHARPEN_DOIT
ENVI_DOIT, 'ENVI_GS_SHARPEN_DOIT', $
FID=멀티밴드 영상의 ID, $
DIMS=멀티밴드영상의 DIMS, $
POS=멀티밴드 영상의 POS, $
HIRES_FID=고해상도 영상의 ID, $
HIRES_DIMS=고해상도 영상의 DIMS, $
HIRES_POS=고해상도 영상의 POS(대부분 상황에서[0]), $
METHOD=저해상도 PAN영상 계산방법 (0, 1, 2, 3 중 택1), $
INTERP=인터폴레이션 방법(0, 1, 2 중 택 1), $
OUT_NAME=생성될 파일 이름, R_FID=생성될 FIle ID

기본적으로 어떤 ENVI 작업을 하여 새로운 영상을 만

드는 프로시저는 거의 이처럼 사용합니다. 언뜻 보아

도, 우리가 ENVI로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GUI에서 지

정해 주던 내용들입니다. METHOD, INTERP, 

OUT_NAME 키워드는 “ENVI에서 이렇게 하지요.” 문단

에 있는 3번 단계(그림)에서 선택하는 내용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