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me Series AnalysisTime Series Analysis in ENVI      in ENVI       
문서 소개문서 소개
이 문서는 Exelis VIS의 ENVI 문서인 ‘Landsat Time 

Series Tutorial’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 

: http://www.exelisvis.com/docs/TimeSeriesTutorial.html’ )

실습에 사용될 파일은 ENVI Resource DVD 또는 

Exelis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예제 자료의 전처리에 사용된 ENVI Batch 프

로그램과 이 문서에 소개된 내용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ENVI API Code Example). 

분석 사례 : Las Vegas의 도시화 성장분석 사례 : Las Vegas의 도시화 성장
Las Vegas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1970년도에 인구 273,288명이었던 Las 

Vegas-Henderson-Paradise의 샘플 영역이 현재는 인

구 200만을 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ENVI의 

SPEAR Change Detection 기능을 이용하여 생성한 

2014년과 1980년의 

차이(변화탐지결과)입

니다. 붉은색으로 보

이는 영역이 지난 35

년간 확대된 도시의 

영역입니다. 

Change Detection 

기능은 이러한 변화를 

한 장의 그림으로 보

여줄 수 있지만, 변화

하는 과정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Time Series Analysis 가 유용합

니다.

사용될 영상에 대하여사용될 영상에 대하여
Ÿ 1975년 영상은 Landsat-1 MSS 영상입니다. 원본 

영상은 80m 해상도였으며 USGS가 57m 해상도로 

변환한 것입니다.

Ÿ 1980년 영상은 Landsat-3 MSS 영상입니다. 원본

은 60m 해상도입니다.

Ÿ 1985-2005년 영상은 Landsat-5 TM 영상입니다. 

Ÿ 2014년 영상은 Landsat 8 OLI 영상입니다.

USGS의 EarthExplorer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1) 동일 영역으로 정리, 2) 복사보정, 3) QUAC을 이용

한 대기보정, 4) UTM Zone 12N 좌표계 30m 해상도

로 통일하여 재투영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원문에서 ENVI Batch 프로그램을 보

실 수 있습니다). 이후, 영상의 헤더에 다음과 같은 획

득시간 정보를 추가하여 놓은 것입니다.

acquisition time = 1975-05-13T17:34:00.0

Time Series 생성Time Series 생성
1. ENVI 메뉴에서 File > Preference를 선택합니다.

2. 좌측에서 Data Manager 항을 선택하고 Auto 

Display Method for Multispectral Files에서 

CIR(Color Infrared)을 선택합니다. 이는 CIR 표출이 

도심화가 진행된 부분을 확인하는데 효율적이기 때

문입니다. 이후 Preference 대화창을 닫습니다.

3. ENVI 메뉴에서 File > New > Build Raster Series

를 실행합니다. Select Rasters for the Raster 

Series 대화창이 열립니다.

4. Add Raster 버튼을 누르고 Add by Filename을 선

택합니다. 예제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하여 1975

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격의 Landsat 파일(총 9

개)을 선택합니다. Shift 키와 Ctrl 키를 활용하여 여

러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Order by Time 옵션을 체크하여 파일을 메타데이터

의 Aquisition time 순으로 정렬합니다.

6. Output Dataset 블록에서 출력 파일 이름을 지정합

니다. 자동으로 .series라는 확장자가 붙게 됩니다.

7. Display Result 항목을 체크하고 OK를 클릭합니다. 

8.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ENVI 창의 우측 

하단에서 진행상황을 보여 줍니다.

Time Series 표출Time Series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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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ries 생성이 완료되면 ENVI 화면에 첫 번째 프

레임이 보이면서 위와 같은 Series Manager 창이 나타

납니다. 화면에 표출된 영상은 Series Layer에 소속된 

하나의 영상입니다. 이후, Series Layer에 적용하는 확

대, 축소, 콘트라스트 조정 등의 실행은 Time Series에 

소속된 모든 영상에 똑같이 반영됩니다. 

1. 확대, 축소, 회전 등의 조작을 해 보세요. 단축키 

F12는 Full Extent 확대로 영상의 전체가 한 화면에 

들어오는 척도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2. Linear 1% Stretch를 실행해 보세요.

3. 진행 버튼을 눌러 보세요. 시계열이 진행되는 중에

도 확대/축소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

계열이 진행되는 중에는 진행 버튼 우측에 프레임 

간 지연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기본 설정은 No Delay입니다.

4. 시계열을 멈춘 상태에서 슬라이더 지침을 이용하여 

원하는 프레임으로 이동해 보세요.

5. 옵션설정버튼을 클릭하고 Load Current Raster 메

뉴를 실행하면, 현재 프레임을 별도의 Layer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레이어는 ENVI에서 읽

은 여느 영상처럼 분석할 수 있습니다. 

6. ENVI 창의 좌측에 있는 Layer Manager에서 지금 

열었던 영상을 우클릭하여 제거합니다(Remove).

다중 Time Series 레이어다중 Time Series 레이어
예제 파일 중에는 ENVI Spectral index Tool을 이용하

여 생성한 Optimized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OSAVI)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Time 

Series로 미리 만들어 놓은 OSAVI.seires 파일도 있습

니다(앞에 보았듯이 Time Series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창을 이등분하여 CIR 영상과 OSAVI 영상을 

동시에 시계열 표출해 보겠습니다.

1. ENVI 메뉴 > Views > Two Vertical Views를 실행

2. 새로 생성된 View를 선택(하늘색 테두리로 표시됩니

다)합니다.  

3. ENVI 메뉴 > File > Open 으로 OSAVI.series를 열

어보세요. 선택한 View에 OSAVI Time Series가 적

재됩니다. Layer Manager에도 새로 적재된 Time 

Series가 보입니다. 

4. Series Manager는 사용자가 ENVI 창에서 어떤 

View(Series Layer)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컨트롤 대

상이 전환됩니다. Series Manager 메뉴의 Options 

> Show All Sliders를 선택하면 적재된 모든 Time 

Series의 컨트롤이 하나의 Series Manager로 통합

되어 보여집니다.

5. 옵션설정버튼 > Link To에서 다른 Time Series을 

선택하면 Time Series 간의 시간이 동기화됩니다. 

진행 버튼이나 휠을 이용하여 두 개의 Time Series

가 연동되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세요. 

주석(annotation) 추가주석(annotation) 추가
1. Series Manager의 옵션설정버튼 > Annotate > 

Date and Time을 선택합니다. 화면상에 날짜와 시

간이 표시됩니다. 이를 마우스로 적당한 위치(예: 우

측 상단)에 이동시킵니다.

2. 주석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하면 Properties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자 크기, 폰트, 글자색, 배경

색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 생성 (AVI, MP4 등)동영상 파일 생성 (AVI, MP4 등)
Series Manager 창에서 옵션설정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에 Save Video Animation...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이

용하여, Time 

Series를 일반적

인 동영상으로 저

장할 수 있습니

다. Format과 

CODEC, 그리고 

전체 Time Series

를 총 몇 초짜리 

동영상으로 만들 

것인지 선택하세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