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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equent algal blooms at major river systems in Korea have been se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Especially, the appearance 

of cyanobacteria with toxic materials is a threat to secure a safe drinking water. In order to model the behaviour of cyanobacteria cell number, 

an exclusive causality analysis using prewhitening technique was introduced to delineate effective parameters to predict the cell numbers 

of cyanobacteria in Seungchon Weir and Juksan Weir along Youngsan river system. Both input and output transfer function models were 

obtained to explain temporal variation of cyanobacteria cell number. A threshold behaviour of water temperature was implemented into the 

model development to consider winter characteristic of cyanobacteria. The implementation of water temperature threshold into the model 

structure improves the predictability in simulation. Even though the input output transfer model cannot completely explained all blooms of 

cyanobacteria, the simple structure of model provide a feasibility in application which can be important in practic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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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의 우리나라 수계에서의 하천에서의 조류 대번성은 심각한 사회 환경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중 독성이 강한 남조류의 발현은 수생태계의 건

강성과 안전한 물공급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영산강 수계의 승촌보와 죽산보 지점의 남조류 세포수와 환경인자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선백색화 

시계열간의 배타적 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 사이의 입출력 모형을 도출하였다. 입출력 모형의 겨울철 남조류 세포수 반응 특성

을 고려하기 위해서 수온의 문턱거동을 도입하였고, 모형의 남조류 세포수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입출력 모형의 남조류 세포

수의 모의능이 완전하진 않으나,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진 입출력 모형의 구조는 모형 적용의 용이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조류 대번성, 시계열 해석, 남조류 예측, 입출력 전이함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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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우로 인한 유출은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높은 유기

물 농도의 유출수 및 하수관망 월류수 등을 하천으로 유입시

키게 한다(Ahn et al., 2003). 높은 유기물질 농도의 유입수와 

하천의 긴 체류시간은 수질, 기후, 수문학적 요인과 조류간의 

복잡한 상관성을 형성시키고 이로 인한 조류의 대번성이 발생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주요 하천의 이수, 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통한 보의 설치로 수자원확보 

및 안정적인 유량 공급을 도모 하였으나, 이로 인해 하천의 체

류시간이 증가하고 심각한 조류의 대 번성 문제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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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Juksan weir, Seungchon weir and measurement spot

4대강 주요지점에서의 남조류 대 번성은 복잡한 수문-수질 

상관관계에 의해 발생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류는 일반적으로 9개의 종류로 분류 될 수 있으며, 4대강의 출현 

조류는 주로 남조류(Cyanophyceae), 녹조류(Chlorophyceae), 

규조류(Bacillariophyceae)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이 

번성하는 시기와 제어인자 등은 각각의 특성에 기인한다(Oh 

et al., 2007). 조류의 종류에 따른 세포수의 측정에는 많은 시

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조류

의 수 자료의 경우 인자의 구분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고 우

점종만 명시되어 있다(NIER, 2014). 측정되는 조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조류는 남조류로서, 남조류가 가진 독성으로 인

해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친수 활동 등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식물플랑크톤의 세포수(Phytoplankton number)

와 클로로필 a농도가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클로로필-a가 조

류의 양을 나타내는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남조류의 번성

을 설명함에 있어 클로로필 a의 농도에 비해 세포수 자료가 

더 높은 상관성을 띄므로(Oh et al., 2001), 조류 세포수 자료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조류와 환경 인자들이 가지는 복잡한 관계를 해석하고 설

명하기 위해 통계적인 모형이나 인공신경망과 같은 선형, 비

선형 기법이 적용 되었다(Smith, 1987; Cho et al., 2009; Jeong 

et al., 2001, 2008; Bin et al., 2000). 인공신경망 기법의 경우 

조류와 환경인자들의 상관성을 설명 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지

만 입력인자 수와 모델을 구성하는 절점의 수나 배치에 따라 

많은 계산시간이 요구된다. 이에 비해서 선형 회귀모형과 같

은 선형 모델은 비교적 간단한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이 복잡

하지 않고 설명이 가능한 수식으로 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공신경망 모델에 비해 자료의 변동성을 모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점이 있다. 주로 인자들간 복잡한 

상호관계를 전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인공신경망과 같은 비

선형 기법이 적용되지만, 빈번한 남조류 세포수의 증가는 남

조류와 환경 인자의 개별적인 관계에 대한 선형적 관계의 규

명을 통해 관련인자의 제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 선형성

을 바탕으로 구성한 함수 관계는 통계적 모형의 도출을 가능

하게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승촌보의 

남조류 세포수 자료를 이용하여 조류와 다양한 환경 인자(수

질, 기상, 수문)간의 선형적 상관성을 배타적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성이 높은 인자들로 전이함수 모형을 구성하여 

남조류 세포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입출력 모형을 만들고자 

한다. 

2. 대상지역과 연구자료

이 연구에서는 영산강 수계의 죽산보와 승촌보에 관측망

이 설치된 지점을 연구 지점으로 선택하였다(NIER, 2014). 

대상 지역에서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7일 간격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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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104개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24개의 

환경인자를 이용하였으며 환경인자는 수질자료, 기후자료, 

수문자료로 구성되었다. 수질 자료는 환경부에서 측정한 생

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Chemical Oxygen Demand), 용존산

소량(DO, Dissolved Oxygen), 전기전도도(EC, Conductivity), 

암모니아성 질소(NH4N, Ammonium Nitrogen), 수소이온지

수(pH, Potential of Hydrogen), 인산염인(PO4P, Phosphate 

Phosphorus), 부유물질(SS, Suspended Solids), 총질소(TN, 

Total Nitrogen), 총인(TP, Total Phosphorus), 총유기탄소

(TOC, Total Organic Carbon), 수온(WT, Water Temperature) 

자료가 이용되었다(NIER, 2014). 기상자료는 보에서 가장 근

접한 기상대를 선정하였고 죽산보, 승촌보의 모두 광주 기상

대와 가장 근접함 때문에 광주 기상대에서 측정된 기온, 습도, 

강우량, 일사량, 평균풍속을 이용하였다(www.kma.go.kr). 

수문자료는 각 보에서 측정된 유입량, 유출량, 월류량, 저류

량, 저류율 자료가 이용되었다(www.wamis.go.kr). 또한, 총

질소, 총인 자료를 이용한 부가 자료를 생성시켰고 유입량, 방

류량, 저류량을 이용하여 보에서 체류하는 물의 체류시간을 

계산하여 자료로 이용하였다.

3. 연구방법

3.1 배타적 상관분석

데이터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학 방법으로 

주로 교차상관함수(Cross Correlation Function; CCF)가 주

로 이용된다(Grum et al., 1997). 원 시계열을 이용한 교차상관

분석은 인자가 갖고 있는 추계학적 구조가 반영된 계산결과로 

적절한 인과분석(Causality Analysis)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

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선백색화 시계열을 이용한 

인자간의 배타적 상관분석을 이용한다(Lehmann et al., 2001). 

배타적 상관분석은 수질 문제의 인과관계 정립 및 영향인자 

도출 등에 주로 이용되었다 (Sun and Koch, 2001; Lehmann 

et al., 2001). 조류의 세포수와 수질, 기후, 수문학적 인자와의 

정확한 인과관계 도출하기 위해 원 시계열을 선백색화 시계열

로 전환하여 교차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대부분의 시계열

은 왜곡도나 종도계수를 확인해보았을 때, 통계적 특성이 시

계열분석에 적합하지 못한 시계열이 많다. 이러한 시계열의 

비정상적 통계적 특성을 대해 정상화시키기 위해 Box-Cox 

전환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된다(Box and Cox 1964). Box- 

Cox 전환 식은 아래와 같다.






 

 ≠  
 ln

    (1)

위 식의 는 이용되는 인자의 시계열, 는 Box-Cox 전환

된 무차원시계열, 와 는 상수이고 는 시계열의 시점을 의

미한다. 

정상성이 확보된 시계열은 자기상관이동평균(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ARMA) 모형을 적용하여 추계학적인 구

조성을 제거함으로써 인자들의 백색 잡음화된 시계열을 구성

하였다. 입력 인자로 이용되는 수질, 기상, 수문학적 인자들 

각각이 갖고 있는 자기 상관함수, 편자기 상관함수, 확장자기

함수를 통해 시계열의 추계학적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성된 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와 는 각각 과거지향 연산자와 잔차를 의미하고 

다른 인자들은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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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자들의 모형을 Eq. (6)과 같이 도출한 후 각 인자의 모

형 대한 추계학적인 구조를 남조류의 세포수 시계열에 적용하

여 추계학적인 구조를 똑같이 제거하여 Eq. (7)과 같이 입출력 

인자에 대한 선백색화된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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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새로이 도출된 는 선백색화 처리된 시계열(Pre-whitened 

Time Series)를 의미하며 이 시계열을 바탕으로 교차상관분

석이 시행되게 된다. 선백색화 처리된 시계열을 통해 확보된 

잔차시계열은 독립성을 진단해야 하며 이는 잔차의 자기 상관

함수와 편자기 상관함수가 신뢰구간 내에 존재하는 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선 백색화 처리된 시계열의 잔차에 대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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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series of cyanobacteria at Juksan weir

Fig. 3. Time series of cyanobacteria at Seungchon weir

상관함수는 배타적 상관관계를 갖고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8)

 는 잔차 시계열의 공분산을 의미하고 , 는 잔차 

시계열의 분산을 의미한다. 위의 과정을 통해 조류 세포수 데이

터와 수질, 기후, 수문 데이터를 선백색화 시계열로 전환하고 

배타적 상관분석을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분석을 도출하였다. 

3.2 전이함수모형 

입력인자와 출력인자의 관계는 Eq. (9) 같이 선형의 입출력 

모형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를 전이함수모형 필터

를 나타내며  ∑ ∞
∞ 

로 표현할 수 있다. , 는 

각각 선백색화 처리된 시계열의 입력인자와 출력인자이다.




 (9)

선백색화 시계열 간의 배타적 상관분석 결과는 Eq. (10)과 

같이 입출력 인자간의 전이함수 모형 필터를 구성하는 인자들

의 가중치(Impulse response weights)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10)

전이함수 모형 필터 는 선백색화 시계열의 교차공분

산과 배타적 상관분석 과정을 통해 Eq. (11)과 같이 무한합으

로 표현되었던 전이함수모형 필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Box and Jenkins, 1976).

 
 


 

 (11)

최종적으로 선형 입출력 모형 Eq. (9)의 잔차의 자기상관함

수와 편자기 상관함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잔차의 단변

량 모형을 도출하여 선형 입출력 모형에 적용하면 선형 입출

력 모형 Eq. (9)는 최종모형 Eq. (12)로 도출되게 된다.



 











 (12)

본 연구에서는 조류 세포수를 출력변수(), 관측된 환경변

수를 입력변수()로 하여 
 ,   ,  , 를 규명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4.1 기본통계분석

Fig. 2와 Fig. 3은 영산강 수계의 죽산보와 승촌보에서 측정

된 조류 세포수에 대한 시계열을 도식화한 것이다. 죽산보의 

경우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매년 7~9월과 9~10월에 

2번씩 남조류가 대량 발생하였다. 겨울철에는 남조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우사상과 연관성이 

큰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 발생하는 양상이 규칙적이지 

않고 특정 시점에서 높은 값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남조류 세

포수 변화를 설명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승촌보의 경우 2013년도에는 6~7월, 8~9월, 10월에 3번 발생

하였고 2014년도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꾸준하게 발생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름철에 발생이 집중되는 형태로 죽산보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두 개 보 모두 규칙적인 양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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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CF results of time series in Juksan weir

Weir Tem. WT Hum Rain Solar WS Inflow Outflow Overflow Stor StoR RT

Cell 0.44 0.48 0.15 -0.10 0.26 0.05 -0.07 -0.06 -0.10 -0.02 0.03 -0.06

Depth BOD COD DO EC pH SS TOC TN NH4N TP PO4P TN/TP

0.00 -0.06 0.15 -0.26 -0.15 0.34 -0.04 0.09 -0.34 -0.28 -0.01 -0.05 -0.24

Table 2. CCF results of time series in Seungchon weir

Weir Tem. WT Hum Rain Solar WS Inflow Outflow Overflow Stor StoR RT

Cell 0.34 0.36 0.04 -0.08 0.28 -0.01 -0.06 -0.06 0.02 0.15 0.15 0.02

Depth BOD COD DO EC pH SS TOC TN NH4N TP PO4P TN/TP

0.13 0.05 0.14 -0.16 -0.07 0.27 -0.04 0.03 -0.18 -0.13 -0.01 -0.02 -0.12

Table 3. Pre-whitened CCF results of time series in Juksan weir

Weir Tem. WT Hum Rain Solar WS Inflow Outflow Overflow Stor StoR RT

Cell 0.05 0.23 -0.11 -0.28 0.22 0.11 -0.21 -0.20 -0.13 0.04 0.10 0.20

Depth BOD COD DO EC pH SS TOC TN NH4N TP PO4P TN/TP

0.07 0.07 0.24 0.07 0.22 0.42 -0.15 0.06 -0.01 -0.02 -0.12 -0.24 0.07

임의의 시점에서 갑자기 증가하는 변화를 보임으로 남조류 세

포수를 모형구조로 설명하는 것이 난해함을 보여주고 있다.

4.2 인자별 배타적 상관분석 결과

죽산보와 승촌보의 세포수와 인자간의 배타적 상관분석 

후 도출된 상호상관계수(Cross Correlation Factor) 값은 

Table1과 Table 2에 나타냈다. 상호상관계수는 통상적인 상

호상관함수를 통해 도출된 계수를 의미하며, 값의 절대값이 클

수록 더 높은 값을 의미하며, 0-lag에서의 신뢰구간이 –0.18 

~0.18 이므로 신뢰구간 이상의 값을 가진 계수는 상호간의 의

미 있는 상관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죽산보와 승촌보는 공통

적으로 기온, 수온, 일사량, pH, TN이 공통적으로 신뢰구간 

이상의 상호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두 보는 같은 영산강 수

계에 속하기 때문에 인자간 상관성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시계열

의 경우 추계학적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

인 결과 분석(Causality Analysis)에 어려움이 있고 전이함수 

모형의 입력값 결정을 위해 선백색화 시계열을 통한 분석 결

과가 필요하다.

Table 3은 죽산보의 배타적 상관분석의 결과를 나타내며, 

COD, EC, pH, 체류시간, 일사량, 수온과 조류 세포수가 높은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lag에서 의미 있는 

상관성을 갖는 것은 조류가 증가할 때 함께 증가하는 인자를 

뜻하며 수온과 조류 간의 높은 상관성은 조류 성장에 필요한 

일사량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영양염류의 농도가 충분할 

때, 조류의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조류의 성장속도가 증가하

는 연구의 결과에 상응하고 있다(Eppley, 1972). 또한 일사량

의 증가는 조류의 광합성의 에너지가 증가함을 의미하므로 

높은 양의 상관성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류시간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통해 체류시간이 증가할수록 수생생물과 수

질인자간의 선형적 관련성이 증가함으로써 조류의 생성 요인

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pH의 경우 조류가 증가할수록 광합성

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소

모되므로 조류가 증가할수록 pH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생물

학적 기작을 확인할 수 있다. EC의 경우 수체에 존재하는 용존

성 물질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다(Kim et al., 2002). 영양염

류로 작용하는 용존성 물질의 증가는 전기전도도의 증가를 

가져오고 식물성 플랑크톤 및 조류의 성장 요인으로도 작용하

므로 남조류 세포수와 전기전도도 사이의 양의 상관성이 성립

한다. 유입량, 방류량, P04-P, 강우량이 조류 농도와 유의한 음

의 상관성을 지니며, 유입량과 방류량의 경우 강우량에 의해 

변화되는 인자로 생각할 수 있다. 강우량이 많아지면 유입량, 

방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조류 발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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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whitened CCF results of time series in Seungchon weir

Weir Tem. WT Hum Rain Solar WS Inflow Outflow Overflow Stor StoR RT

Cell 0.07 0.11 -0.16 -0.15 0.26 0.01 -0.09 -0.09 -0.04 0.08 0.07 0.18

Depth BOD COD DO EC pH SS TOC TN NH4N TP PO4P TN/TP

0.10 0.02 0.12 0.02 0.18 0.31 -0.07 0.03 0.09 0.07 -0.08 -0.09 0.05

Table 5. Significant correlations of negative lag in Juksan weir

Weir Tem Rain Solar Wind Inflow outflow overflow RT BOD EC pH SS TP PO4P TN/TP

CCF

(lag)

0.21

(-4)

0.25

(-5)

0.38

(-6)

0.20

(-4)

0.22

(-4)

0.21

(-5)

0.30

(-5)

0.45

(-6)

-.20

(-7)

0.31

(-5)

0.45

(-6)

-0.20

(-7)

0.37

(-6)

0.20

(-5)

-.19

(-5)

-.19

(-7)

-.23

(-6)

-.24

(-6)

0.24

(-6)

0.19

(-3)

0.30

(-6)

0.25

(-6)

-.21

(-6)

Table 6. Significant correlations of negative lag in Seungchon weir

Weir Tem Rain Solar Wind Inflow outflow DO pH TN NH4N TP PO4P

CCF

(lag)

0.20

(-3)

0.28

(-5)

0.33

(-6)

0.26

(-2)

0.32

(-4)

0.24

(-5)

0.31

(-5)

0.49

(-6)

0.31

(-5)

0.49

(-6)

0.24

(-2)

0.20

(-5)

0.32

(-6)

-0.21

(-3)

0.20

(-1)

-0.21

(-5)

-0.22

(-1)

-0.21

(-5)

0.28

(-2)

0.27

(-2)

있다. 인은 주로 강 및 호소에서 인산염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며, 

조류는 수표면의 인산염인을 섭취하며 성장한다(Thomann 

and Muller, 1987). 조류 대번성이 발생하면 인산염 이온은 빠

른 속도로 조류에 의해 섭취되며 이로 인해 수표면 인산염인

은 조류 성장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과관

계를 통해 남조류 세포수와 유기인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설명

할 수 있다.

Table 4는 승촌보의 선백색화 시계열의 상호상관함수를 

의미한다. pH, 체류시간, 일사량이 의미 있는 양의 상관성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위의 설명과 같은 맥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온의 영향성의 경우 원 시계열의 상호상관

분석의 경우 높은 상관성을 띄었으나 선백색화를 통해 상호상

관함수 값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수문학적 요인(유입량, 방류

량), COD, 수온을 제외하고는 죽산보와 유사한 인과관계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6은 죽산보와 승촌보에서 음의 지체시간(lag-time)

에서의 의미 있는 상관계수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0-지체시

간에서의 상호상관계수는 발생하는 시간(t)에서의 의미 있는 

관계를 의미하므로, 전이함수모형에서 남조류 세포수의 결

과를 도출하기 위한 원인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발생

하기 전 시점(t-n)에서 의미 있는 상관계수를 가진 인자의 경

우 조류가 발생하는 시간(t)에서의 입력 변수로 이용될 수 있

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음의 지체시간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

계가 발생하는 인자를 나열하였다. 

죽산보와 승촌보 모두 5주와 6주전 높은 강우량에 의해 유

입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점에 비점 오염

원으로부터 생활하수, 논, 밭 등의 유출, 산림 유출 등으로 인해 

많은 인과 질소가 유입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죽산보와 

승촌보 모두 유기인계 및 무기인계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을 

통해 강과 호소의 경우 질소에 비해 인과의 영향이 크다는 연

구 결과와 상응한다(Fisher et al., 1992). 죽산보의 경우 6의 

지체시간에서 모두 양의 의미 있는 상관성을 띄는 것을 통해 

강우로 인해 총인의 농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

학적 요소인 풍속 또한 공통적으로 –4의 지체시간에서 의미 

있는 상관성이 도출되었다. 음의 지체시간에서 도출된 인자

들은 전이함수 모형의 입력 변수로서 작용하여 조류 세포수에 

대한 직접적 원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4.3 전이함수모형의 구성

배타적 상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음의 지체시간에서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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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ingle input and single output model for cell number at Juksan weir

Site Time series model
Parameter

(lag)
t-value

Residual standard 

error

Log likelihood 

function

AIC

SIC

Juksan

(a4*B^4)zy1

+ (b5*B^5)zy2

+ (c5*B^5)zy3

+ (d7*B^7)zy4

+ (e6*B^6)zy5

+ (f6*B^6)zy6

+ noise.

WT

(-4)

0.2964

2.90

0.750389E+00 0.219564E+03
0.233564E+03

0.251587E+03

Rain

(-5)

0.1403

1.76

WS

(-5)

0.1720

2.10

BOD

(-7)

-0.2299

-2.55

EC

(-6)

0.1138

2.09

Inflow

(-6)

0.0922

5.20

Table 8. Single input and single output model for cell number at Seungchon point

Site Time series model
Parameter

(lag)
t-value

Residual standard 

error

Log likelihood 

function

AIC

SIC

Seung

chon

(a1*B)zy1

+ (b5*B^5+b6*B^6)zy2

+ (c2*B^2)zy3

+ (d6*B^6)zy4

+ (e2*B^2)zy5

+ noise. 

pH

(-1)

0.1519

2.13

0.688950E+00 0.205085E+03
0.219085E+03

0.237180E+03

Inflow

(-5)

0.2878

4.21

Inflow

(-6)

0.7538

5.48

PO4P

(-2)

0.2490

3.61

Rain

(-6)

-0.3186

-2.32

WS

(-2)

0.1864

2.65

경인자들을 이용하여 각 보의 전이함수모형을 구성하였다. 

Table 5, 6에서 도출된 음의 상관관계에서 상관성을 띈 인자들 

중 전이함수 모형 구성 시에 입력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지는 인자들을 선택한 것이다. 각각 6개의 인자가 

선택되었으며 유입량, 강우량, 풍속의 경우 두 보에서 공통적

으로 입력변수로서 전이함수모형을 구성하였다.

Table 7, 8는 죽산보와 승촌보에서 도출된 전이함수모형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구성되는 각 인자들은 선백색화 시계

열 상호상관함수를 통해 도출된 배타적 상관분석결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지닌 인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도출된 인자

들 중에서도 전이함수 모형 내에서 t-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들로 구성하였다. 전이함수모형의 매개변수는 

최대 우도법을 통해 계산되고 추정된 매개변수는 t-검정을 통

해 유의성을 판단하게 된다. Table 7, 8과 같이 구성하는 대부

분의 인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t-value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이함수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IC (Schwarz-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통해 전이함수를 통한 조류 세포수 설명에 안정

적인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7은 죽산보의 전이함수

모형을 통해 도출된 입출력 모형을 나타내며, 강우량을 제외

한 모든 인자들이 2 이상의 t-value를 도출함으로써 통계적으

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강우량의 경우 2 이하의 t-value 

값이 나왔으나 강우량 없이 모형을 구성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모형정확도가 차이가 상당하고 강우에 따른 유출이 오염

물질의 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특징에 따라 강우

량을 모형 구성의 입력 인자로서 예외적으로 선택하였다. 

Table 8는 승촌보의 전이함수모형을 통해 도출된 입출력 모

형을 의미하며, 죽산보에 비해 지체시간(lag)의 범위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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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 of raw data, transfer function model and threshold

model in Juksan weir

Fig. 5. Time series of raw data, transfer function model and threshold

model in Seungchon weir

하다. 입력 인자들의 t-value 또한 모두 2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4.4 수온에 대한 조류세포수 문턱거동

수온이 남조류 세포수에 끼치는 영향은 교차상관함수를 

통한 선형적 영향뿐만 아니라 조류 성장과 억제를 제어하는 

수온의 문턱거동(Threshold Behavior)으로도 추가적인 설명

이 가능하다. 남조류 세포수 자료에서 일정 수온이하로 내려

가면 모든 남조류 세포수가 거의 0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조류의 대번성이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 집중되

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 생물학적으로 수온은 세포안의 효

소 작용(Enzymatic Reaction)을 제어함으로써 남조류의 크

기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계안의 생물체량(Biomass)을 

제어함으로써 조류의 증식을 통제하는 변수로서의 역할을 한

다(Kormas et al., 2010). 남조류 성장의 통제 요인으로서의 

수온의 역할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먼저 실험실 크

기(Lab scale)의 실험을 통해 남조류 세포수의 성장 속도가 최

대가 되는 온도의 범위는 20에서 25이고 성장의 제한 온도는 

30인 것으로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Reynolds, 1984). 현장에

서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수온에 따른 조류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의 5개의 호수와 연못에서의 온도와 남조류 세

포수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을 때 30이상에서는 남조류 성

장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13이하부터는 급격한 남조류 세

포수의 감소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 할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Chu and Rienzo, 2013). 또한 수온의 증가와 

남조류 성장과의 비교를 통해 15와 30사이가 적당한 성장 온도

이며 25에서 30사이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Davis et al., 2009). 여러 연구들의 사례를 통해 남조류의 

성장이 15이하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죽산보와 승촌보의 남조류 세포수를 수온 데이터의 15를 

중심으로 나누었을 때, 15의 세포수의 거동과 15이상에서의 

세포수의 거동은 확연하게 다르다. 15아래의 데이터는 대부

분이 0값을 형성함으로써 이번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연구사

례와 아래와 같은 분류를 통해 15아래의 남조류 세포수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양(not countable value)로 보고 모두 “0”의 값

으로 두는 제한 가정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제한 가정의 도

입을 통한 모의는 전이함수 모형이 연중 어느 기간이든 관계

없이 적용성이 있는 범용 모형의 도출에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입출력모형 결과

영산강 수계의 죽산보와 승촌보에서 측정된 조류 세포수

에 대한 전이함수모형을 도출하여 입출력 모델 추정하였다. 

수온에 대한 영향을 전이함수모형에 고려하여, 15아래의 값

에는 문턱거동의 정리를 적용한 후 원 데이터와 모형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간의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죽산보에서는 

전이함수모형의 경우 원데이터와 0.46의 결정계수가 도출되

었으며, 문턱거동을 적용하였을 때 0.49로 기존의 전이함수

모형에서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승촌보의 경우 전이

함수모형과 원데이터간의 결정계수는 0.55를 도출되었고 문

턱거동을 적용하면 0.57로 죽산보와 같이 좀 더 설명력이 올라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승촌보가 죽산보에 비해 조류 세포수

에 대해 좀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수온의 

문턱 거동을 적용하였을 때 죽산보의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Fig. 4는 전이함수 모형을 통해 도출된 죽산보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2년간 총 4번 발생하였고 대체로 여름철 8월

-10월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도 여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류 발현 사상은 전이함수 모형이 유사하게 

모의하였다. 2014년도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발현 사상의 경우 

전이함수 모형은 세 번째 사상을 모의 하지 못하였고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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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에서는 발현 사상 전 시점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

한, 수온에 대한 문턱거동은 겨울철에 발생하지 않는 조류의 

사상을 확실하게 모사할 수 있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승촌보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크고 작게 

총 10번 정도의 잦은 조류 발생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번째 발현사상과 3번째 발현사상을 모의하였지만 나머지 

사상에 대해서는 모의하지 못했다. WASP나 EFDC와 같은 

응과정을 수학적으로 모사한 모형은 수질 변동과정을 이해하

는 데는 도움이 되나 관련매개변수의 수가 상당하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

다. 그러나 추계학적 시계열 모형은 모형구조가 간단하여 실

용적으로 유용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전이함수 모형은 단기간

의 예측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장기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

로 각 수계의 조류 생성 원인 및 특성에 따라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형에 비해 수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모델이다. 

또한 남조류 세포수의 발현 사상이 추계학적 모형을 가진 것

이 아닌 갑자기 발현하는 사상이므로 추계학적 모형의 영향을 

기반으로 한 단기 예측 모형 보다는 전이함수 모형과 같이 여

러 환경인자와 남조류 세포수 간의 인과관계를 통한 설명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집되는 데이터의 시간 간격

을 좀 더 좁힌 후 전이함수 모형을 설정한다면 좀 더 높은 설명

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영산강 수계의 승촌보와 죽산보의 남조류 

세포수 데이터와 환경 인자들의 2013년, 2014년 2년간 일주

일 간격 자료를 이용하여 배타적 상관분석과 입출력 모형 도

출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남조류 세포수와 환경인자들 

간의 관계는 선백색화 과정을 통해 배타적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죽산보의 경우 COD, EC, pH, 수온, 유입량, 방류량, 체

류시간, 강우량, 일사량, 수온이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냈

고 승촌보의 경우 일사량, 체류시간, 전기전도도, pH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띄었으며, 죽산보와는 공통적으로 pH, 전기전

도도, 일사량이 높은 양의 상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 세포수와 환경인자간의 인과 관계 분석을 위해 선백

색화 시계열간의 배타적 상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음의 지체시

간에서의 상호상관함수를 분석하였을 때, 죽산보는 6주 전에 

강우, 유입량, TP의 의미 있는 상호상관함수가 나온 것을 통해 

강우에 의한 지표 유출로 비점오염원이 많이 유입되어 수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승촌에서는 5주 전에 

강우량, 유입량, 질소 화합물이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

을 통해 강우에 의한 지표 유출로 영양물질들이 강에 많이 유

입되었고 유입된 질소화합물이 조류 세포수 성장의 영양물질

로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류 세포수와 환경인자들 간의 인과 관계를 통해 도출된 

음의 지체시간에서 의미 있는 인자들을 이용해서 전이함수 

모형을 구성하였다. 전이함수 모형을 구성하는 인자들은 

t-value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판단하였고 AIC, SIC를 

통해 모형의 안정성을 판단하였다. 원 자료와 전이함수모형 

데이터 간의 결정계수는 죽산보의 경우 0.46이 도출되었고 승

촌보의 경우 0.55가 도출되었다. 수온의 문턱거동을 적용하

여 겨울에 조류의 번성이 발현되지 않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전이함수 모형을 통해 환경인자와 조류 세포

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출력 모형을 만들 수 있었으며 죽

산보의 경우 조류 발현 사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선형적인 연

관성이 작은 승촌보의 경우 입출력 모형의 양질의 입력 변수

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발현 사상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였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도출된 모형의 구조는 하천에서의 남

조류 세포수의 모의에 용이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References

Ahn, C.Y., Kim, H.S., Yoon, B.D., and Oh, H.M. (2003). “Influence 

of rainfall on cyanobacterial bloom in daechung reservoir.” 

Korean Journal of Limnology, Vol. 36, No. 4, pp. 413-419.

Bin, W., Norio, S., and Takaaki, M. (2000). “Us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in the prediction of algal bloom.” Water Research, 

Vol. 35, No. 8, pp. 2022-2028.

Box, G.E., and Cox, D.R. (1964). “An analysis of transforma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pp. 211-252.

Box, G.E., and Jenkins, G.M. (1976). Time series analysis: Forecasting 

and control, Revised ed.,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Cho, K.H., Kang, J.H., Ki, S.J., Park, Y., Cha, S.M., and Kim, 

J.H. (2009).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407, pp. 

2536-2545.

Chu, T.C., and Rienzo, M.J. (2013). Bloom forming cyanobacteria 

and other phytoplankton in northern New Jersey freshwater 

bodi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Pollutant Control, pp. 1-23.

Davis, T.W., Berry, D.L., Boyer, G.L., and Gobler, C.J. (2009). 

The effects of temperature and nutrients on the growth and 

dynamics of toxic and non-toxic strains of Microcystis during 



E. Lee et al.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49(9) 789-798798

cyanobacteria blooms, Harmful Algae, Vol. 8, No. 5, pp. 

715-725.

Eppley, R.W. (1972). Temperature and phytoplankton growth in 

sea, Fishery Bulletin, Vol. 70, No. 4, pp. 1063-1085.

Fisher, T.R., Peele, E.R., Ammerman, J.W., Harding, L.W.,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82, pp. 51-63.

Grum, M., Aalderink, R.H., Lijklema, L., and Spliid, H. (1997). 

“The underlying structure of systematic variations in the 

event mean concentrations of pollutants in urban runoff.” 

Water Science and Technology, Vol. 36, No. 8-9, pp. 135-140.

Jeong, K.S., Kim, D.K., Jung, J.M., Kim, M.C., and Joo, G.J. 

(2008). “Non linear autoregressive modelling by temporal 

recurrent neural networks for the prediction of freshwater 

phytoplankton dynamics.” Ecological Modelling, Vol. 211, 

pp. 292-300.

Jeong, K.S., Joo, G.J., Kim, H.W., Kyong, K., and Friendrich, R. 

(2001). “Prediction and elucidation of phytoplankton dynamics 

in the Nakdong River(Korea) by means of a recurrent artificial 

neural network.” Ecological Modelling, Vol. 146, pp. 115-129.

Kim, M.S., Chung, Y.R., Suh, E.H., and Song, W.S. (2002). 

Eutrophication of Nakdong river and statistical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Algae, Vol. 17, No. 2, pp. 105-115.

Kormas, K.A., Gkelis, S., Vardaka, E., and Gouni, M.M. (2010). 

Morphological and molecular analysis of bloom-forming 

cyanobacteria in two eutrophic, shallow Mediterranean lakes, 

Limnologica, Vol. 41, pp. 167-173.

Lehmann, A., and Rode, M. (2001). “Long-term behaviour and cross 

correlation water quality analysis of the River Elbe.” Water 

Research, Vol. 35, No. 9, pp. 2153-2160.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4). Development 

of water quality forecasting methods for protection of river 

recreation activities, 1, pp. 246-253.

Oh, H.M., Ahn, C.Y., Lee, J.W., Chon, T.S., Choi, K.H., and 

Park, Y.S. (2007). Community patterning and identification 

of predominant factors in algal bloom in Daechung Reservoir 

(Korea)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Ecological Modeling, 

Vol. 203, pp. 109-118.

Oh. H.M., Lee, S.J., Kim, J.H., Kim, H.S., and Yoon, B.D. (2001). 

“Seasonal variation and indirect monitoring of microcystin 

concentrations in Daechung Reservoir.”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pp. 1484-1489.

Reynolds, C.S. (1984). The ecology of freshwater phytoplankton, 

Cambridge studies in ecology, p. 396.

Smith, V.H. (1987). “Prediction of nuisance blue-green algal growth 

in North Carolina waters.” Water Resource Research, p. 233.

Sun, H., and Koch, M. (2001). “Case study: Analysis and forecasting 

of salinity in Apalachicola bay, Florida, using Box-Jenkins 

ARIMA models.”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Vol. 

127, No. 9.

Thomann, R.V., and Mueller, J.A. (1987). Principles of Surface 

Water Quality Modeling and Control. Harper and Row, 

New Y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