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시는 거죠? ENVI의 모든 그래픽 창(IDL의 모든
그래픽 창)은 Ctrl+c & Ctrl+v로 복사하여 PPT나 HWP
에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ENVI의 View 역시 그래
픽 창이므로 Ctrl+c & Ctrl+v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선택해서, PPT 파일로 보내면 끝!

템플릿에 따라 PPT에 View가 들어갈 수 있는 가로 세
로 비율이 다릅니다. 템플릿을 하나 선택하면, View에
송출될 영역이 보여집니다. 영역은 가로세로 비율만 고
정되어 있고 사각형의 네 꼭지점을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송출 영역(밝은 부분)의 정 중앙에 파란색 핸
빨간색 영역이 ENVI의 View입니다.

들러를 이용하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뉴
ENVI 메뉴에 File / Chip View to 가 있습니다. 이 아
래에

File,

PowerPoint,

Geospatial

PDF,

Google

Earth가 있습니다. 현재의 ENVI View를 파일로(BMP,
JPG 등), PowerPoint로(이 문서의 주제입니다), PDF로,
Google Earth로(Google Earth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
다) 송출하는 기능입니다. 예상하는 그대로 작동할 것입
니다.
네 꼭지점과 가운데에 핸들러가 있습니다.

위 그림처럼 Full Screen 16x9 템플릿을 선택하면 16
대9의 비율로 송출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hip to PowerPoint 대화창에서, Chip 버튼을 누르면
지정한 PPT 파일로 View를 내보냅니다. Chip 버튼의
오른쪽 작은 삼각형으로 송출 옵션을 정할 수 있습니다.


는 Annotation의 글자들을 파워포인트에서 수정할

Chip View to GoogleEarth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의 TextBox로 송출합니다. 파

Chip View to는 ENVI의 View를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워포인트에 원하는 폰트가 있는 경우(한글이 특히 그

화면의 해상도가 낮은 경우(저해상도 모니터를 쓰는 경
우 또는 ENVI 창을 작게 열어 쓰는 경우) 화질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큰 포스터를 만들 때나 고화질 인

Recreate Text in PowerPoint : View에 올려져 있

렇죠) 이 옵션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Burn Texts into Chip : 위 옵션과 반대입니다.
Text Annotation이 영상에 포함되어, 파워포인트에

쇄를 위해 View를 송출하는 경우라면, File / Export

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ENVI의 외곽선 폰트를 적용

View to 메뉴가 적합합니다.

할 경우 유용합니다.


Delete Last Slide : View의 확대율, Annotation,
영상의 위치 등을 조금 바꾸어서 다시 송출할 때 사

무작정 Chip View to PowerPoint를 실행해 보십시오.

용합니다. 방금 전에 송출한 내용을 지우고 새로 보

글 읽는 것보다 실행해 보는 게 더 빨리 기능을 파악할

내는 것이어서, PPT에 일단 올려보고 마음에 들 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기능이 아니고, “지금의 View를 어

까지 수정할 때 유용합니다.

떤 템플릿의 형태로, 어떤 PPT 파일에 보낼 것인가” 에
대한 간단한 과정입니다.



Export Slide As Image : 템플릿을 적용하지만, 그

결과는 이미지 파일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보여집니다. 반대로 배치도에서 구성요소를 클릭하면 목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과

록에서 관련 항목이 하이라이트됩니다.

같은 기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View Chip 항목입니다. 그림에서는
파워포인트의 Rectangle 5번이 링크 되어 있습니다. 이
곳으로

기본 제공 템플릿

ENVI의

View가

송출되겠죠. Rectangle 5
가 View Chip과 연동되
어 있는데, 이를 바꾸고자
한다면

대화창

아래의

Graphic Item을 수정하
면 됩니다.
좌측

상단의

(ENVI

정사각형

로고가

부분)을

들어가는

선택해

보세요.

Graphic Item이 Image나
Text, Reference Map 인
Configure PPT template

경우,

오른쪽에

속성

(Properites) 아이콘이 활

성화됩니다. ENVI 로
고로 연결된 좌측 상
단의 사각형은 그림
과 같이 속성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Image File을 각자의
기관 마크로 바꾸어

Image File 속성(ENVI Logo)

보세요.
Reference Map의 스

기본제공 템플릿(ENVI 도움말에서)

타일을 바꿀 수도 있
고, Text로 씌여질 내

템플릿의 수정
본격적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 제공 템플릿
보다는 나만의 템플릿, 또는 우리 팀의 템플릿 같은 것

용도 정의할 수 있습
니다.

을 만들어 써야 합니다. 당장에, ENVI 로고 보다는 우리

Text의 속성과 포맷코드 사용법

기관의 로고를 사용해야 할 테니까요. 그 첫걸음은 기본
제공 템플릿을 살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템플릿의 작성
설치폴더\resource\templates\presentations 의 파일
들을 보면 PPT 파일이 어떻게 ENVI 템플릿으로 변환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NVI Briefing.PPT 파
일을 열어 보세요. 이러한 PPT를 만들고, ENVI에서 불
ENVI

Briefing

템플릿을

선택하고

Configure

러들여

ENVI

Graphic

요소들과

연결하면

ENVI

Templ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Configure PowerPoint

Powerpoint

Template 대화창이 열립니다.

file(확장자 ept의 json

ENVI

Briefing의

결과물과

Configure

PowerPoint

파일)이 되는 것입니다.

Template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템플릿이 어떻게 작동

우리가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Chip

Configure

PowerPoint

Template

대화창은

상단에

목을 선택하면 PPT 배치도에서 해당부분이 파란색으로

작성한
to

대화창에서

PPT 템플릿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목록이 있고 가운데에
실제 PPT의 배치도가 있습니다. 목록에서 구성요소 항

Template

Template를
ENVI Briefing.ppt

PPT는

PowerPoint
New
이용해

ENVI로 불러들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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