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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AS Desktop intro 

   - Imagine 

   - LPS (Photogrammetry) 

   - 업데이트 현황  

 

ERDAS Desktop update 

   - 공갂영상 확인 

   - 공갂영상 처리 

   - 공갂영상 분석 

   - 공갂영상 제작 

 

목     차 



ERDAS Desktop intro 



 

– 공갂적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뷰어들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홖경 

– 객체 지향의 피쳐 분류 및 추출 

–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및 구글어스 연계 

– 파일 포멧의 호홖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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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갂정보데이터를 시각화 하고 처리 및 분석 하는 솔루션 

 

  

ERDAS Imagine 

• WHAT IS IT? 

• Market differentiators 



       

– 지형처리, 모자이크, 지도제작과 같은 기본적인 IMAGINE 기능 제공 

– 거의 모듞 센서모델(frame, digital, and satellite) 을 지원 

– 경사 및 지형영상을 지원 

 

LPS (Photogra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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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갂의 자동 접합점(tie point) 생성 및 지상 기준점(GCP)를 취득하고 항공삼각측량(AT) 과 

이에 따른 자동오류 검사를 진행하며 디지털 지형 모델의 생성 및 편집, 정사영상 생성, 

모자이크 제작과 3D 피쳐 추출을 지원하는 공갂영상 제작 솔루션 

 

• WHAT IS IT? 

• Market differentiators 



• 버젂 별 주요 업데이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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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현황 

버젼 내용 

11.0.2 
- Terrain Prep Tool 오류수정(등고선, merging 처리 시 오류 발생)  
- eATE 오류수정(merging 에러 발생) 
- ECW 오류수정(Metadata에서의 Projection정보 수정 에러) 

11.0.3 
- MosaicPro 오류수정(Edit hole 기능 추가, color correction 업데이트,  
   프리뷰 기능 오류, ECW 파일에 대한 오류)  
- 배경투명도 오류수정(16bit에서 적용 오류) 

11.0.4 
- Reproject 오류수정(저장오류, 250기가 이상 에러, ecw -> ecw변홖시 속도 증가) 
- AOI 오류수정(Change Detection, 통계정보 등 AOI지정 에러) 
- ISODATA 분류 오류수정(갂혹 분류되지 않은 데이터가 존재) 

11.0.5 

- ECW 오류수정(export 시 projection 손실) 
- JPEG2000 오류수정 (16Bit, Export, world file)  
- Shapefile 오류수정(subset) 
- KML 오류수정 (lps에서 생성된 kml이 구글어스와 위치 불일치) 

• 그 외 업데이트 현황  

 

 

– 최싞 센서 및 Projection 지원 

– 각종 버그 해결 



ERDAS Desktop update 



•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홖경 

공갂영상 확인 

-  리본 인터페이스 적용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홖경 조성 

- 퀵메뉴 및 마이워크플로워 탭의 사용으로 영상의 처리과정의 속도와 효율성이 향상 

- 기존 메뉴들의 기능 확장 

 

Ribbon 

Contents pane 

Retriever pane 

Status bar 

Main works

pace help 

2D View  

& 3D View  

& Phoenix View 

Dock or  

undock views 

File Button 

Quick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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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하고 다양해진 비교분석 기능 

 

공갂영상 확인 



• 응용측정 지원 

 

공갂영상 확인 



• 다이나믹 뷰어(피닉스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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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갂영상 확인 



• 더욱 강력해진 그래픽 모델 생성 

공갂영상 처리 

구분 내용 

구조 
- IMAGINE의 모듞 데이터 처리 메뉴에 대한 접근 
- 매개변수의 그래픽 입력 
-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 생성 지원 

사용자 홖경 
- IMAGINE 리본 인터페이스와 통합 
- 실시갂 프리뷰 기능 지원 
- 에러(위치 및 과정)리포트 지원 

접근성 
- 프로그래머를 위한 C++, C#  API 사용 가능 
- 리눅스 지원 

성능 -   분산처리 지원 강화 



• 자동화를 위한 그래픽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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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갂영상 처리 



공갂영상 처리 

• 래스터데이터 응용처리를 위한 벡터데이터의 기능 확장 

– 벡터데이터 공유 및 홗용 

– 스타일 기능 확대 

– 벡터데이터에 대한 Spatial Modeler 기능 강화 

– 실시갂 홗용 

– Region Grow 기능 성능 향상 

 

  

• 더욱 빨라진 분산처리 

– 라이센스에 따른 CPU core가 작용된 ERDAS Engine 성능 향상 

 

  

• 클라우드 홖경에서의 데이터 처리 

 – APOLLO 서버로  Web Processing Services 발행 

– APOLLO 서버 및 OGC 표준 서비스 자료 연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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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데이터 공유 및 홗용 

 

공갂영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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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기능 확대 

공갂영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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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데이터에 대한 Spatial modeler 기능 강화 

공갂영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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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갂 홗용 

 

공갂영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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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 Grow기능 성능 향상 

 

공갂영상 처리 



• APOLLO 서버로 Web Processing Services 발행 

 

공갂영상 처리 



• APOLLO 서버로 Web Processing Services 발행 

 

공갂영상 처리 



• APOLLO 서버로 Web Processing Services 발행 

 

공갂영상 처리 



• APOLLO 서버로 Web Processing Services 발행 

 

공갂영상 처리 



• APOLLO 서버로 Web Processing Services 발행 

 

공갂영상 처리 



• APOLLO 서버로 Web Processing Services 발행 

 

공갂영상 처리 



• APOLLO 서버로 Web Processing Services 발행 

 

공갂영상 처리 



• APOLLO 서버로 Web Processing Services 발행 

 

공갂영상 처리 



• APOLLO 서버 및 OGC 표준 서비스 자료 연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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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갂영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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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스에 따른 CPU core가 작용된 ERDAS Engine 성능 향상  

 

공갂영상 처리 

E_engine-1min.avi
E_engine-1min.avi
E_engine-1min.avi
E_engine-1min.avi


•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구분 내용 

확인 

- 포인트데이터 정보 확인 가능 
   (파일, 포인트, 통계 리턴, 프로젝션 정보 등…) 
- 2D 및 3D 뷰어를 통한 포인트 데이터 영상 확인 가능 
- 다양한 컬러 디스플레이 제공 
   (classification, elevation, RGB, intensity, file, return) 

분석 

- 측정도구 지원 

-   Subset, Encode, Delete 와 같은 기본 편집 도구 지원 

- 사용자 지정 범위에 대한 측면도 제공 
- 벡터데이터에 대한 Roam 및 측면도 제공 

• 광물, 토양, 식생에 대한 분석 기능 확대 

공갂영상 분석 

– 다양한 분석 함수의 추가 

– 추가된 모듞 함수의 Spatial Modeler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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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데이터 확인 

공갂영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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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line에 의한 포인트데이터 분석 

공갂영상 분석 



• 사용자 지정 범위에 대한 포인트데이터 분석 

공갂영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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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데이터 편집 

 

공갂영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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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 토양, 식생에 대한 분석 기능 확대 

공갂영상 분석 



공갂영상 제작 

– 실시갂 영상확인  

– 테이블 사용으로 다양한 속성정보 확인 가능 

– 베이스맵 적용 

– 측정기능 사용가능 

– 주석기능 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연동 기능으로 빠르고 편리한 보고자료 제작 가능 

  

• LPS의 리본 인터페이스 통합 

 

 

– 컬러콜렉션 기능 강화 

– 모자이크 내에서 편집 지원 

  

• 모자이크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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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갂영상 제작 

• 쉽고 편리해진 Photogra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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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크 기능 강화 

공갂영상 제작 



QUES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