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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F-EOS HDF-EOS 
HDF-EOS는 HDF를 기반으로 만든 NASA Earth 

Observing System의 자료 포맷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HDF이며 IDL의 HDF 루틴들만으로도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EOS 데이터라면, EOS API로 

더 편하고 간단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겠지요. IDL

의 모든 HDF-EOS 관련 루틴은 EOS_ 로 시작합니다.

GRID, SWATH, POINTGRID, SWATH, POINT
EOS 데이터는 GRID, SWATH, POINT의 세 가지 데이

터 형태가 정의되어 있고, 이들을 접근하는 API가 따로 

제공됩니다. 

§ GRID는 2차원 배열 형태로, 잘 정의된 지도투영법

에 의해 저장된 자료입니다. (EOS_GD_ 루틴들)

§ POINT는 비정형으로 관측데이터와 관측점의 정보가 

함께 저장되는 형태입니다. (EOS_PT_ 루틴들)

§ SWATH는 위성이 쓸고 지나간 정확한 시간 정보가 

중요할 때 사용됩니다. 실제 관측 때의 스캔 정보가 

유지되는 데이터 형태입니다. (EOS_SW_ 루틴들)

 

MODIS GRID DataMODIS GRID Data
이 글에서는 MODIS 관측 자료를 Level 3로 가공하여  

배포하는 GRID 데이터를 예시로 보입니다. MOD13Q1

은 16일 간격으로 제공되는 250m 공간해상도의 데이

터로 NDVI와 EVI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DF-EOS 

포맷으로 제공되며, 4800*4800의 배열 크기입니다. 
(https://lpdaac.usgs.gov/products/modis_products_table/mod13q1)

이 문서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거의 그대로 다른 종류의 

HDF-EOS GRID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간단 확인(HDF_BROWSER)데이터 간단 확인(HDF_BROWSER)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의 개요를 먼저 한번 확인하는 것

이 이후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IDL의 

HDF_BROWSER() 함수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IDL> file='C:\Data\MOD13Q1.A2009049.h28v04.005.2009068090048.hdf'  
IDL> ok=HDF_BROWSER(file)

HDF-EOS이므로 Swath, Point, Grid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HDF-EOS Summary에서, 이 파일에

는 1개의 Grid 데이터 셋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Grid를 선택하면 해당 데이터 셋에 어떤 데이터 필드가 

존재하는지 보여 줍니다. 250m 16days NDVI, 250m 

16days EVI, 250m 16days VI Quality ... 등의 필드가 

보입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고, Preview 버튼을 누

르면 대략적인 데이터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UI의 아래쪽에서 Preview의 형태를 image, surface, 

contour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크기 때문

에 Fit to window 옵션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HDF-EOS 데이터 포맷으로, 2) 1개의 Grid 데이터

셋 존재, 3) 이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 필드가 있고 대

략적인 필드 이름까지 확인“ 하였으면 충분합니다. 

파일의 내용 조사(EOS_QUERY)파일의 내용 조사(EOS_QUERY)
HDF_BROWSER() 함수로 대략의 감을 잡는다면, 실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EOS_QUERY() 함수를 사용하

여 파일의 조사를 시작합니다.

IDL> ok=EOS_QUERY(file, info)

좌변에 OK 변수가 있는데 EOS 계열 함수들이 대개 좌

변으로 명령실행 성공여부를 리턴합니다. 꼭 OK 변수

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보는 info 변수가 위치한 곳에 저장됩니다. 
IDL> help, info

** Structure <31024470>, 6 tags, length=64, data length=60, 

refs=1:

   GRID_NAMES      STRING    

'MODIS_Grid_16DAY_250m_500m_VI'

   NUM_GRIDS       LONG                 1

   NUM_POINTS      LONG                 0

   NUM_SWATHS      LONG                 0

   POINT_NAMES     STRING    ''

   SWATH_NAMES     STRING    ''

구조체군요. GRID 데이터가 하나 있고 그 이름이 

'MODIS_Grid_16DAY_250m_500m_VI'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HDF_BROWSER()로 확인한 내용과 

같습니다.

  

File을 열고 원하는 Grid에 접근File을 열고 원하는 Grid에 접근
IDL> hdf_fid=eos_gd_open(file, /READ)

흔치 않은 일이지만 파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라면 EOS_GD_OPEN에서 /CREATE나 /RDWR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IDL> gridid=eos_gd_attach(hdf_fid, info.grid_names[0])

이 예제에서는 Grid 데이터 셋이 하나 뿐이지만, 파일

에 따라 여러개가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몇 번째 Grid 

인지 지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예제에서는 0번 Grid 

연결). 
IDL> print, info.grid_names[0]

MODIS_Grid_16DAY_250m_500m_VI

info.grid_names는 보이는 바와 같이 문자열이므로, 

g r i d i d = e o s _ g d _ a t t a c h ( h d f _ f i d , 
‘MODIS_Grid_16DAY_250m_500m_VI') 와 같이 써 주

는 것도 합법적인 사용입니다. 그렇지만, 오타의 여지

도 있고, 어차피 EOS_QUERY()에서 보이지 않는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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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로 영상 위를 이동하면, 우측하단에 해당픽셀 
좌표와 값이 나옵니다. 두 영상의 차이는, 계산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보입니다. OK!

에 접근할 일은 없기 때문에, info.grid_names[0] 과 

같이 eos_query()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

다. Grid 이름이나 Field 이름을 지정할 때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Grid 정보 조사(EOS_GD_GRIDINFO)Grid 정보 조사(EOS_GD_GRIDINFO)
IDL> result=eos_gd_gridinfo(gridid, xdim,ydim, upleft,lowright)

IDL> print, xdim, ydim, upleft, lowright

        4800        4800       

       11119505.       5559752.6

       12231456.       4447802.1

하나의 Grid 데이터 셋에 포함된 모든 필드는 같은 투

영법, 같은 배열 구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Grid 데이

터 셋의 크기(4800*4800)와, 배열의 좌측상단 좌표,  

우측하단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id 컨텐츠 조사(EOS_GD_INQFIELDS)Grid 컨텐츠 조사(EOS_GD_INQFIELDS)
IDL> n=eos_gd_inqfields(gridid, fieldlist, rank,  numbertype)

eos_gd_inqfields()의 리턴값은 해당 GRID에 몇 개의 

Fields가 있는지를 알려 줍니다. Field의 이름들은 모두 

fieldlist 변수에 들어갑니다. 

IDL> print, fieldlist

250m 16 days NDVI,250m 16 days EVI,250m 16 days VI 

Quality,250m 16 days red reflectance,250m 16 days NIR 

reflectance,250m 16 days blue reflectance,250m 16 days MIR 

reflectance,250m 16 days view zenith angle,250m 16 days 

sun zenith angle,250m 16 days relative azimuth angle,250m 

16 days composite day of the year,250m 16 days pixel 

reliability

보는 바와 같이 콤마(,)로 모든 필드이름을 쭉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STRSPLIT() 함수로 분리해 사용합니다.

IDL> fieldlist = strsplit(fieldlist, ',', /extract)

IDL> print, fieldlist, format='(A)'

이후 실습에 사용될 [0]번 필드가 NDVI, [3]번 필드가 

Red Reflectance, [4]번 필드가 NIR Reflectance임을 

확인해 두십시오.

Grid 배열 읽기(EOS_GD_READFIELD)Grid 배열 읽기(EOS_GD_READFIELD)
IDL> ok=eos_gd_readfield(gridid, fieldlist[0], ndvi)

IDL> ok=eos_gd_readfield(gridid, fieldlist[3], red)

IDL> ok=eos_gd_readfield(gridid, fieldlist[4], nir)

IDL> help, ndvi

NDVI            INT       = Array[4800, 4800]

지정한 필드를 각각 ndvi, red, nir 변수로 받았습니다. 

각각의 배열은 4800*4800의 크기가 됩니다(전체 영역

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면, EDGE, START, STRIDE 키

워드를 이용하세요).

재미삼아, NDVI 테스트재미삼아, NDVI 테스트
데이터를 정수형으로 저장하기 위해(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 배(*10000)를 곱해서 저장되어 있습

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0.0001을 곱합니다. NDVI가 

계산이 안되는 곳은 -3000 이란 값으로 기록되어 있습

니다. 이 부분을 0으로 처리했습니다. 

IDL> bad = where(ndvi eq -3000)

IDL> ndvi=ndvi*0.0001

IDL> ndvi[bad]=0.0

Red와 NIR을 이용해서 손수 NDVI를 구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각각 0.0001을 곱했습니다.

IDL> myndvi=(nir*0.0001-red*0.0001)/(nir*0.0001+red*0.0001)

제공된 NDVI와 직접 계산한 NDVI(myndvi)가 같은 결

과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IDL> ok=image(myndvi - ndvi)

특정 위치의 값만 알아내기 특정 위치의 값만 알아내기 

HDF-EOS API는 경위도 값을 받아 이에 해당하는 픽

셀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IDL> lons=[142.17, 140.9]

IDL> lats=[43.5, 40.8]

IDL> status = EOS_GD_GETPIXELS(gridID, n_elements(lons), $

                   lons, lats, rows, cols)

IDL> print, 'ROWS ', rows      ;ROWS   3119   4416

IDL> print, 'COLS', cols        ;COLS    1500   3197

경위도 (142.17, 43.5)가 영상 좌표 XY (1500, 3119), 

경위도 (140.9, 40.8)이 영상 좌표 XY (3197, 4416)으

로 간단히 환산됩니다. 

해당위치의 NDVI 값을 알고자 한다면, 

IDL> status = EOS_GD_GETPIXVALUES(gridID, $

         n_elements(rows), cols, rows, fieldlist[0], getpix)

IDL> print, getpix           ; 1380    1938

FieldList[0]은 NDVI이므로 실제 값은 0.0001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즉, 0.1380, 0.1938이 각각 경위도 

(142.17, 43.5)와 (140.9, 40.8)의 NDVI 값입니다.

Grid 연결 해제 및 파일 닫기Grid 연결 해제 및 파일 닫기
IDL> ok=eos_gd_detach(gridid)

IDL> ok=eos_gd_close(hdf_f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