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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내용은 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지원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개발/검증용 툴 개발 과제의 일환입니다.

- 일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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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P(Policy, Plan, Program, Project)의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과정
▪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의 사전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수질 수리〮수문 지하수 해양

토지이용 위락〮경관 일조장해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

폐기물 소음〮진동 위생〮공중보건 전파장애

인구〮주거

온실가스

자연환경자산

산업

6개 분야 21개 항목
환경영향평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분석
&

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 도입
▪ 각 분야 별, 매체 별 전문가가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기대

환경영향평가
검토자

전문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 개발, 확립

알고리즘 정형화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의 프로세스화

프로세스화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향상

정량적 판단의 기준이 생겨 빠른 의사결정 지원

사업자
(사용자)

프로세스화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기준 수립

기준에 맞는 사업 내용 사전 변경 가능



▪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업무에 적용 이전 검증절차 필요
▪ 알고리즘(Workflow)의 가시적 표현하여 직관적 판단 가능

…
.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식(일부)

정형화된 알고리즘

평가절차
가시화



본 사업의 기대효과?

▪ 환경영향평가 이외에도 건강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는
알고리즘에 대하여 분석 프로세스 개발의 필요성 상승

▪ 개발 프로세스는 OGC WPS국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확장성 있는 분석 플랫폼 개발 가능

개별 프로세스를 업무에 적용하기 이전에 검증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검증을 위하여
OGC WPS의 표준을 만족하는 Client 검증 툴이 필요, 「환경영향평가 알고리즘 검증용 툴」 을 활용 예정

OGC 국제 표준
준수하는 WP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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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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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Application Server

Apache Tomcat

HTTP
GET/POST Request

Response

HTTP
GET/POST Request

JSON, XML

UI Client
Web Browser

Web Service Client

User Interface

Service Framework 4

SpringMVC

Database Access

MyBatis

Database Server

PostgreSQL / PostGIS

GIS Server

OBJECT, XML

Service Type

WMS - Map, Legend Graphic

WFS - Vector, Spatial Query

WPS - Analysis Processing

DataStore

JDBC

HTTP
GET/POST Request

Image
XML
GML

GeoJSON
KML

Object-Relational 
Mapping (ORM)

JDBC

: 적용 기술

: 세부 적용 기술

: 서비스 영역

: 데이터 및 처리방향

: 세부 예정 기술

OBJECT

Cache - GwoWebCache

• REST or SOAP

• Firefox

• Chrome

• Safari

UI MATERIAL-UI

WORKFLOW

MAP(2D/3D)

USER



알고리즘 가시화 프레임워크 (Gojs)

▪ A Web Framework for Rapidly Building Interactive Diagrams

 공식 사이트 : https://gojs.net/

 특징 및 기능:
◼ Json형태의 데이터로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어 분리된 모양으로 빠른 다이어그램 설정

◼ 다양한 샘플 다이어그램 및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이벤트와 권한

◼ React, Angular, Vue와 같은 최신 프레임워크와의 호환성

◼ 평가 라이선스에서는 개인용 개발은 허용되지만, 상업적 이용 및 배포가 허용되지 않음.



Gojs 다이어그램의 데이터 형식

Gojs 다이어그램
(Workflow)

JSON row data

 JSON형태의 rowdata를 기반으로 알고리즘(Workflow)다이어그램 생성

 특징 및 기능:
◼ Node(노드)와 Link(링크)로 분할되어 각 노드마다 고유 키/값 을 가지고 있음

◼ 노드의 경우 커스텀 데이터를 추가하여 기능 확장 및 다른 데이터의 추가 가능



알고리즘 검증용 툴 페이지

 알고리즘 조회 / 수정

 최근조회목록

 새로운 알고리즘 만들기

알고리즘(워크플로) 불러오기

 알고리즘(워크플로) 이름으로 조회

 분야별 필터링



알고리즘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조회/수정

 알고리즘 삭제 / 저장

데이터테이블 페이지

 데이터테이블 추가/삭제

 데이터테이블 내용 수정



데이터테이블 수정

 테이블 행/열 추가(삭제)

 데이터타입 설정

 사업대상지 공간데이터 편집

공간데이터 편집기 / 미리보기

 좌표계 선택 시 CRS조회

 GeomWKT 입력시 피쳐 표시(지도)

 지도에서 선택 시, GeomWKT 표시
◼ 벡터 타입 공간데이터 표시(Point, Line, Polygon)

 미리보기 시, 모든 입력칸 비활성화



 알고리즘 시각화(Workflow)

 Workflow 수정

 노드(Node) 데이터 연결
◼ 노드 <-> 노드 가 기본

◼ 연결 선은 링크(Link)

 노드(Node)에 데이터테이블 연결

 데이터는 표현식을 통해 연결
◼ Ex) 사업종류가 채취사업인가?

◼ “사업종류” = ‘채취사업‘

데이터테이블 연결

알고리즘 Workflow 페이지



워크플로 단계별 실행

 알고리즘 단계별 검증

 데이터테이블과 연결한 표현식 기반
◼ 단계별 실행 시 우측 하단에 결과 로그 표시

단계별 실행(종료)

 알고리즘 단계별 검증 종료 시

 정상 진행 완료 알림
◼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난 후에는

진행현황 색상 초기화



 Cesium기반의 지도페이지

 OpenGXT에서 제공하는 공간분석
◼ 환경영향평가 검증 프로세스 제작, 추가예정

공간분석 - 지도 페이지

 공간분석 결과 지도 표시
◼ WPS 분석결과를 지도에 표시

공간분석 결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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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알고리즘 만들기
◼ 알고리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테이블 입력

◼ 워크플로 작성 및 데이터테이블 연결

 기존 알고리즘의 단계별 실행을 통한 검증

 WPS분석 및 분석결과의 지도 표출



향후 개발방향

▪ 알고리즘의 단계별 검증기능 기반, 세부 평가항목들의 분석 프로세스 구축
▪ Chaining Process 기반의 검증기능 적용

도시 내부 건물의
노후불량률 분석 예시



향후 개발방향

▪ 환경영향평가 각 매체별 분석 프로세스 결과에 대한 공간데이터의 가시화

Graduated Symbol Graduated Color

Chart Symbol Getis-Ord Gi*



향후 개발방향

▪ 환경영향평가 각 매체별 분석 프로세스 결과에 대한 속성데이터의 가시화

▪ 공간데이터 탐색을 위해 Histogram, Box Plot, Scatter Plot 등을 지원

Bubble Chart 작성 예시



향후 개발방향

▪ 알고리즘 검증 고도화

▪ 각 매체별 전문가의 분석으로 알고리즘 오류 / 구현 오류 내용 파악

▪ 검증 툴 자체에 구현된 코드 및 입력 파라미터 오류로 인한 내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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