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에는 OS 구분이 없습니다.
이후 소개될 내용에 앞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IDL/ENVI/SARscape의 라이선스에는 운영체제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버형과 머신 고정형의 구분도 없습니다. IDL 8.6, ENVI 5.4
부터의 라이선스 정책 변화로, 라이선스에는 오직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동시사용자 수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사랑스런 Mac Book에 ENVI를 담아 쓰다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상황에는
전산실의 고사양 리눅스 머신에서 대용량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이선스 서버를 운영한다면, Linux든 Mac이든 Windows든 라이선스 서버에 연결하여
실행인증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출장을 갈 때는 라이선스 서버로부터 최대 60일의 라이선스
인증을 랩탑에 심어 갈 수도 있구요.*
아무래도 사용자 수가 적은 Mac OS X에 없는 기능이 많을 것이고, 사용자 수가 압도적인
Windows에 기능을 먼저 구현해 넣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IDL/ENVI/SARscape 사용자라면 업무 상황에 따라 운영체제를 바꾸어 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Mac은 라이선스 서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라이선스를 서버형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Mac은 서버가 될 수 없습니다. Mac
OS X 자체가 서버의 기능을 점차 줄여가는 경향도 있고, 과학기술 분야의 대부분
Mac 사용자는 랩탑 Macbook을 씁니다. 그래서인지 Mac에서 라이선스 서버를 운영
하고자 하는 문의도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서버기능은 Windows나
Linux에 심으세요. 시스템 부하는 거의 없습니다.

Mac은 SARscape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ENVI SARscape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Windows나 Linux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
운영체제에서는 SARscape를 똑같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Mac은 안타깝게
도 SARscape 배포판 자체가 없습니다.
Linux용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은 OS X 용으로 개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
능한 상황이라 볼 수 있긴 합니다. 다만, SARscape를 쾌적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OpenCL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Mac OS X에서 고사양의
CPU나 GPU를 갖추는 것은 가성비 관점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Mac에서의 대기보정은 QUAC을 사용하세요.
ENVI의 두 가지 대기보정 방법으 로 FLAASH와 QUAC이 있습니다. Mac에서는
FLAASH를 사용할 수 없지만 QUAC은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그룹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http://idl.selab.re.kr/?p=4987
학회에서 만나는 랩톱 컴퓨터는 MacBook이 상당히 많이 보이지만, ENVI의 주 작업 환경인 데스크탑 운영체제의 숫자로는
Windows가, 서버룸에서 상시 실행되고 있는 운영체제는 Linux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Mac 에 서 는 IDL Advanced Math and
Statistics 모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DL Advanced Math and Statistics Module은 이름 그
대로 수학 및 통계 관련 라이브러리입니다.
RogueWave사의 IMSL을 IDL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
로 제공하는 것인데, 아직 IMSL이 Mac OS X 용으로 제
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IDL에서 IMSL을 사용하
기 위해서는 Windows 또는 Linux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많은 IDL 파워유저가 Mac OS X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아쉽지만, IDL 자체에서 제
공하는 수학 및 통계 함수들과 선형대수 라이브러리
LAPACK이 대부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Mac에서는 ENVI Deep Learning 모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NVI Deep Learning은 NVIDIA의 CUDA 기반으로 실행됩니다. Mac 제품이 NVIDIA의 GPU를 장착하여 출고되고 있
지 않으므로 아직, ENVI Deep Learning은 Windows와 Linux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용으로만 배포되는 모듈들
ENVI Photogrametry 모듈은 정밀모델링 정사영상을 생성하고 영상 매칭으로 포인트 클라우드(LAS 포맷)를 생
성하는 일을 합니다. 현재는 오직 Windows 용으로만 개발 되고 있습니다.
ENVI LiDAR 모듈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IDL로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Windows 전용 인터페이스로 개발된
써드파티의 제품이었던 것을 ENVI와 연동시켜 놓은 것이 현재의 ENVI LiDAR 모듈입니다. Liniux에서는 GUI 없
이 프로그래밍 환경(API)을 통해 ENVI LiDAR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rcGIS와 ENVI의 통합 및 연동을 담당하는 기능은 ArcGIS가 Windows 전용이므로, 관련 ENVI 기능 역시
Windows 전용입니다. 심지어는 Windows 32bit 모드로 ENVI를 실행해야 합니다. ArcMap으로 File을 전송하는
기능이라든지, geodatabase의 접속, ArcMap을 통한 Print 기능 같은 것은, Windows에서 32bit 모드의 ENVI를
실행했을 때만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ENVI Opticalscape 모듈은 UAV나 스테레오 위성영상으로부터 DSM과 정사영상을 생성하는 제품입니다.
SARscape와 같은 곳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Linux용이 빠진, Windows 전용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추가모듈은 아니지만, ENVI 5.5.3부터 제공되는 MS-PowerPoint 송출기능 Windows 전용 기능입니다.

ENVI LiDAR 모듈의 GUI는 Windows 전용입니다

ENVI and IDL are trademarks of L3Harris Geospatial Solutions.
제품문의 : ㈜에스이랩 / 02-888-0850 / sales@selab.co.kr / http://www.idl-envi.co.kr

MS-PowerPoint 송출 기능은 Windows 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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