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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남조류의 대발생은 대량 번성 및 사멸에 따라 수체 내 산소 

고갈 및 유기물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남조

류가 분비하는 독성물질 또한 수생태계와 인체에 유해하다. 그

리고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밝혀졌지만 수돗물 등에서 흙냄새

와 같은 좋지 않은 냄새를 유발하는 냄새물인 지오스민, 

2-MIB을 분비하여 정수공급체계의 악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Inje University
E-mail: ydkim@inje.ac.kr

대상 지점인 낙동강은 다기능 보 건설로 인해 하천 수심이 증

가하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정체성 수역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호소성 수역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과 동시에 녹조발생과 

같은 수질환경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Jung, 2019). 최근 매년 여름철 폭염 및 가뭄의 영향으로 조

류대경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2018년 8월 22일 합천창녕보의 

유해성 남조류 세포수는 1,2604,052 cell/mL를 기록하였다. 

이는 4대강 사업 이후 16개 모든 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

로 발생된 사례라 볼 수 있다. 또한 녹조중의 하나인 남조류가 

만들어내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직접 섭취하면 간 괴사까지 일

으키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4대강 녹조 발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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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남조류의 대발생은 대량 번성 및 사멸에 따라 수체 내 산소 고갈 및 유기물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매년 여름철 
폭염 및 가뭄의 영향으로 조류대경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낙동강 본류 구간의 선제적 녹조관리를 위해 남조류 발생특성을 정
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화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한 남조류 발생 주요 영향인자 분석과 
더불어 머신러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영향인자에 따른 남조류 발생조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8개 보 모든 
지점에서 기상학적 요인인 기온과 SPI 가뭄지수는 남조류 세포수와 유의한 상관관계 특성을 보였다. 이는 폭염일수 증가 및 
가뭄에 따른 수체 내 물의 혼합 차단 및 성층현상이 지속되어 남조류 발생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며, 장기적으로 기상
학적 영향을 고려한 남조류 발생의 선제적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낙동강, 남조류, 시각화분석, 의사결정나무, 조류경보제

Abstract

The occurrence of cyanobacteria causes problems such as oxygen depletion and increase of organic matter in the water body 
due to mass prosperity and death. Each year, Algae bloom warning System is issued due to the effects of summer heat and 
drought. It is necessary to quantitatively characterize the occurrence of cyanobacteria for proactive green algae management 
in the main Nakdong river.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on cyanobacteria bloom using visualization 
and correlation analysis. A decision tree, a machine learning method, was used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conditions of 
cyanobacteria according to the influence factors. In all the weirs, meteorological factors, temperature and SPI drought index,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yanobacterial cell number. Increasing the number of days of heat wave and drought block 
the mixing of water in the water body and the stratification phenomenon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yanobacteria.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manage cyanobacteria considering the meteorological impacts.

Key words : Nakdong river, Cyanobacteria, Visualization analysis, Decision trees, Algal bloom wa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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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살고 있는 어패류의 체내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돼 이

를 섭취하기만 해도 이차 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낙동강 본류구간은 취수시설의 안정성 문제와 더불어 곳

곳에 위치하고 있는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2차

적인 피해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낙동강 본류구간의 보 건설 이후 남조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Ryu (2018)는 보 설치 이후 낙동강 보 구간에서의 

남조류 천이양상을 조사하고, 자연 개체군에서 확인된 

Dolichospermum속의 형태학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Son 

(2013)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낙동강 중․하류지역의 식

물플랑크톤 군집구조를 조사하고 종다양성 지수와 우점도 지

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Shin (2018)은 2013년 1월부터 2017

년 7월까지 낙동강의 8개 보 pools에서 주요 수질 환경요인을 

주 간격으로 조사하였고, 우점조류와 상호 관련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Kim (2017)은 낙동강 하류 물금지역의 수질과 수리 

및 기상 인자와 함께 Chl-a와 조류종 개체수 자료를 이용하여 

보 건설 이후 조류발생의 패턴 및 영향인자 변화를 분석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Lee (2017)는 보 설치 이후 낙동강 

중･하류 4개 지점의 수질항목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수질항목

과 남조류 개체수와의 상관성을 요인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그리고 Yang (2017)은 낙동강 하류인 물금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데이터를 분석하고 Chl-a 수질항목을 통해 조류의 증가 

및 감소의 과정을 파악하여 조류 과다 발생의 원인을 상관성 

분석을 통해 수질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질모델을 이

용한 조류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으며, Park (2019)은 낙동

강에 위치한 칠곡보와 강정고령보 구간을 대상으로 3차원 

EFDC 모델을 구축하고, 보 구간의 운영 수위 저하 및 유속 

증가와 같은 수리학적 특성 변화가 수질과 조류 생체량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Choi (2017)는 EFDC 모형을 낙동

강에 적용하여 성층현상의 재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낙

동강 수온 및 DO 성층화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 낙동강 중․ 하
류부에 EFDC 모형을 구축하고 성층화에 민감한 주요 매개변

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낙동강 본류의 남조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남조류 발

생의 천이현상 및 분류학적인 연구, 군집구조 분석과 더불어 

남조류 발생의 수질인자와의 상관관계 및 발생특성을 유추하

여 분석한 연구가 주로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

조류발생의 주요 영향인자 도출뿐만 아니라 구간별 하천환경

특성에 따른 명확한 남조류 발생조건을 현재 정책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조류경보제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선제적 녹조관리

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낙동강 유역 본류구간에 설치된 8개 다기능 보 지점은 아래 

그림과 같다. 2012년에 준공되었으며, 이후 보 지점의 상류 

500 m 지점에서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1. Multifunctional weir position of nakdong river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에서 제공하는 물환

경측정망 자료를 다기능 보가 준공된 이후인 2012년 하반기부

터 2019년 상반기까지 보 지점 측정망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남조류 발생특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남조류 영향인자 분석

을 위해 시공간적 해상도를 일치시켜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한 

날짜에 맞춰 제공되는 자료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한 

자료는 Outflow(보 방류량), pH, E.C(electric conductivity), 

DO(dissolved oxygen),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COD(chemical oxygen demand), T-P(total phosphorus), 

Chl-a(chlorophyll-a), Temperature, 남조류세포수(cyanobacteria)

이다.

2.2 조류경보제

조류경보제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수활동시 조

류독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물 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총 28개소로 상수원 호소 22

개소, 상수원 하천 5개소, 친수활동구간 1개소로 구성되어 있

다. 발령기준은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발

령된다. 또한 발령주체는 발령 및 해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에도 강우 예보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조류경보를 발령 또

는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발령기준으로 관심, 위험, 대발생으

로 구분되며, 친수활동 구간은 관심, 위험으로 구분된다. 측정

되는 남조류 세포수는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아나베

나(Anabaena), 아파니조메논(Aphanizomenon), 오실라토리아

(Oscillatoria) 속 세포수의 합을 측정한다. 조류경보제의 기준

은 아래 Table. 1과 같다. 현재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조류경

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점은 CG(칠곡보), GG(강정고령보), 

CH(창녕함안보)으로 총 3지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류경보

제를 시행하고 있는 CH지점과 더불어 남조류 관리가 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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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달성보), HC(합천창녕보) 지점을 선정하여 머신러닝기법

인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남조류 발생 특성을 분석하였다.

2.3 시각화분석

데이터 시각화 분석은 차트, 그래프, 맵과 같은 시각적 요소

를 사용하여 비전문가이더라도 데이터의 추세, 이상값 및 변동

특성을 색상과 패턴등 시각적 요소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해주는 접근 방법이며, 방대한 정보의 분석과 데이터 기

반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이화학적, 

물리적 모델로 설명하기 어렵거나 모델자체의 한계를 현상의 

원인에 대한 경험적 추론 도출 및 이를 활용한 기존 모델링을 

보완 할 수 있다. 기존의 상용되어왔던 간단한 그래프들은 데

이터 탐색이 어렵고 효율적인 데이터 시각화는 시각적 요소의 

형식과 기능 활용의 전문가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각화

에 특화된 도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사용 편의와 다양한 시각화 기

능을 제공하고 있는 Tableau라는 시각화 툴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낙동강 8개 보 지점별 남조류 발생의 영향인자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2.4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을 도표화하여 관

심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classification)하

거나 예측(prediction)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 분석과정이 

나무구조에 의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판별 분석(Discriminant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신경망(Neural 

Networks) 등과 같은 방법들에 비해 연구자가 분석과정을 쉽

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Choi, 

1998).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의사결정나무의 형성을 통해 분석의 목적과 

자료구조에 따라서 적절한 분리기준(split criterion)과 정지규

칙(stopping rule)을 지정하여 의사결정나무를 얻는다. 두 번째 

가지치기를 통해 분류오류(classification error)를 크게 할 위

험이 높거나 부적절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가지를 제거한다. 

세 번째 타당성 평가를 통해 이익도표나 위험도표 또는 검정

용 자료에 의한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 등을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나무를 해석하

고 분류 및 예측모형을 설정한다(Berry and Linoff, 1997).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의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조류경보제 기반의 

발령기준을 범주형 목표변수로 설정하고 주요영향인자에 따른 

남조류 발생 조건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지점별 남조류 발생현황

본 연구에서 시각화 분석을 통해 낙동강 보 지점별 남조류 

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 Fig. 2는 2012년 9월부터 2019년 4월

까지 8개 보 지점들의 월평균 남조류 세포수를 버블차트

(Bubble Chart)을 통해 발생된 크기순으로 시각화하여 나타내

었다. 8개 보 통틀어 합천창녕보(HC 3rd quarter August) 지

점 8월 평균 남조류 세포수가 101,331 cell/mL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창녕함안보(HC 3rd quarter August) 

지점에서도 8월 평균 남조류세포수 76,087 cell/mL로 두 번째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 다음 합천창녕보(HC 2nd quarter 

June) 지점 6월 평균 61,045 cell/mL, 달성보(DS 2nd quarter 

June) 지점 6월 평균 51,437 cell/mL로 대부분 6월~8월 기온

이 높은 하절기에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은 8개 보 지점 분기별 평균 남조류세포수를 막대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8개 보 지점 모두 3분기(7~9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창녕보(HC 3rd quarter) 지점에서 3분

기 평균 51,760 cell/mL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다음

으로 창녕함안보(CH 3rd quarter) 3분기 평균 42,140 

cell/mL, 달성보(DS 3rd quarter) 3분기 평균 25,173 cell/mL, 

강정고령보(GJ 3rd quarter) 3분기 평균 14,677 cell/mL로 하

류 4개 보 지점 모두 조류경보제 기준으로 경계단계를 나타냈

으며, 계절상 하절기에 남조류 발생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동강 하류로 갈수록 평균적으로 남조류 발생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유속저하 및 수심증가에 따른 수리

학적 체류시간의 증가에 따른 정체성 수역 특성을 나타냄에 

따라 남조류 발생의 유리한 조건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절기에 집중되어 대발생하는 경향은 일사량 증가 및 

광합성을 통한 남조류 성장 촉진과 수온 상승으로 인한 남조

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anale and Vogel (1974)은 조류들의 성장률과 수온과의 관

계에서 다른 식물성플랑크톤 분류군보다 남조류에서 높은 수

Table 1. Algal bloom warning system in south korea 

Level Occurrence standard

Water Source
Area

Attention Twice consecutive cyanobacteria sampling; more than 1,000 cell/mL, less than  10,000 cell/mL 

Warning Twice consecutive cyanobacteria sampling;  more than 10,000 cell/mL, less than 1,000,000 cell/mL 

Bloom Twice consecutive cyanobacteria sampling; more than 1,000,000 cell/mL

clear 2 consecutive cyanobacteria sampling; less than 1,000 cell/mL 

Water-friendly 
activity Area 

Attention 2 consecutive cyanobacteria sampling; more than 20,000 cell/mL, less than 100,000cell/mL

Warning 2 consecutive cyanobacteria sampling; more than 100,000 cell/mL

clear 2 consecutive cyanobacteria sampling; less than 20,000 cell/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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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ubble chart with monthly average cyanobacteria

Fig. 3. Quarterly cyanobacteria distribution histogram

온에 따른 성장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절기에 

나타나는 기상현상은 폭염 및 가뭄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보지점을 대상으로 남조류 발생의 주요 인

자에 대해 선행 연구된 수질, 수리학적 영향과 더불어 기상학

적 영향까지 고려한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가

뭄지수를 변수로 추가하여 남조류 발생과의 수치적 영향까지 

고려하였다. SPI 지수는 기상학적 가뭄지수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평가 방법으로 특정한 시간에 대한 계산 단위를 1, 

3, 6, 9, 12개월 등과 같이 설정하고, 시간단위별로 강수 부족

량을 계산하여 각각의 용수공급원이 가뭄에 미치는 영향을 산

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에 의해 기상학적 가뭄을 감시하기  위한 대표

적인 가뭄지수로 권고되는 가뭄지수라 할 수 있다(Hayes et 

al., 2011). SPI 지수가 1.0 이상일 땐 수분상태가 양호함을 나

타내고, 2.0 이상일 때는 극한 습윤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

1.0 이하부터는 건조 상태를 의미하며, -2.0 이하는 극심한 가

뭄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SPI 1개월 단위의 SPI지수

를 수문기상 가뭄정보시스템(https://hydro.kma.go.kr) 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2 구간별 남조류 발생 주요 영향인자 상관분석

남조류 세포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를 파악하기 위

해 각 보 지점별 남조류 세포수와 수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다.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Fig. 4는 8개 

보 지점의 측정된 수질자료와 수리학적 인자인 보 방류량과 기상

학적 인자로 기온, 가뭄지수 SPI와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하여 나

타내었다. 파란색계열은 양의 상관관계, 빨간색 계열은 음의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사각형으로 채워진 색상은 변수와의 관계성

을 나타냄과 동시에 상관계수에 따른 크기에 따라 비례하여 나타

냈다. 파이(pie)형태의 그림은 색상과 원에 채워지는 할당량에 

따라 상관관계 척도로 살펴 볼 수 있다. 남조류 세포수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보 지점별 남조류 세포수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류지점들과는 반대로 하류 DS, HC, CH 지점은 

COD(0.337, 0.509, 506)가 양의 상관성(p<0.01)을 보였다. 

BOD(0.209, 0.199, 0.204)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하류에서의 유속저하 및 수심증가에 따른 하천특

성에서 정체성수역 특성이 되면서 수체 내 유기물 반응기작의 

특성이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H(0.329, 0.413, 

0.402)도 양의 상관성(p<0.01)을 나타났다. 이는 남조류가 광

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소모하고 pH를 증가시켜 남조류 

성장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된다.

 영양염류 수질항목인 T-P는 하류로 갈수록 상관성이 떨어

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yanobacteria and variables

Weir Weir OutFlow pH E.C DO BOD COD T-P Chl-a Temp. SPI

SJ -.094 .286** .029 -.136 .132 .178* -.023 .184* .247** -.154*

ND -.115 .240** .120 -.251** .009 -.025 -.134 .008 .205* -.331**

GM -.089 .180* .155* -.139* -.004 .017 -.120 -.009 .157* -.208**

CG -.131* .112 .290** -.223** .149* .070 -.054 -.057 .161* -.181*

GG -.088 .004 .153* -.281** .089 .061 -.007 -.097 .217** -.273**

DS -.119 .329** .130* -.206** .209** .337** -.012 .119* .267** -.396**

HC -.117 .413** .081 -.189** .199** .509** .016 .142* .339** -.363**

CH -.110 .402** -.059 -.092 .204** .506** .031 .316** .279** -.373**

**: p-value < 0.01, *: p-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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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남조류 성장에 영양염류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하지만 낙동강 하류의 수체 특성상 수심

증가에 따른 유기성 영양염류 침전과 성층현상 및 하상의 인

(P) 용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Jung, 2019).

 8개 보 모든 지점에서 기상학적 요인인 기온과 SPI 가뭄지

수는 남조류세포수와 유의한 상관관계 특성을 보였다. 특히 가

뭄 기간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수온 증가, 용존산

소 감소, 녹조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Mosley, 2015). 또한 가

뭄의 장기화는 수체 내 물의 혼합을 차단하고 성층현상 지속

화에 따른 남조류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 보 건설 이후 본류구간의 폭염일수 증가 및 가뭄에 따른 남

조류 발생특성이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모든 지점에서 남조류와 가장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SPI, 기온을 남조류 발생에 주요 영향인

자로 도출하였다. Fig 5.는 SPI와 기온에 따른 남조류 발생특

성을 시각화여 나타냈다. (a)는 기온에 따른 남조류 발생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며, 빨간색 계열이 진해질수록(하류지점) 원의 

크기(남조류 세포수)가 커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기

온 20~30℃ 사이에서 남조류가 대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는 SPI에 따른 남조류 발생특성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그림

이며, SPI가 –1.0 이하일 때 원의 크기(남조류 세포수)가 커

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SPI 0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대적

으로 습윤 상태보다 가뭄일 때 남조류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개월 단위로 산정된 SPI 가뭄지수와 같이 장

기적으로 기상학적 영향을 고려한 남조류 발생의 선제적 관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남조류 발생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남조류 발생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남

조류 관리가 시급한 하류지점인 DS, HC, CH을 중심으로 의

(a) SJ (b) ND (c) GM

(d) CG (e) GG (f) DS

(g) HC (h) CH

Fig. 6. Visualization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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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정나무를 구축하고 조류경보제 등급별 발생조건을 분석하

였다. 변수들은 앞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들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머신러닝 학습세트 자료

는 전체자료 중 80%, 검증세트는 20%로 구성하였다. 

의사결정나무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향, 범주별 특성을 속성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분류

모형이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분류나 해당범주의 값을 예측하

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데이터로부터 나무 구조의 일반화

된 지식을 추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변수를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범주형으로 설정하고 분류나무(Classification 

Tree)를 구축하였다. 또한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CP(Complexity Parameter)값을 기준으로 가지치기(Pruning) 

과정을 통해 최적화하였다. 

 Fig 5. 는 3개의 지점 의사결정나무 결과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a) Cyanobacteria-temperature

(b) Cyanobacteria-SPI

Fig. 7. Visualization analysis of cyanobacteria variation according to influence factors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낙동강 본류 구간의 남조류 발생특성 연구

한국습지학회 제21권 제4호, 2019

318

(a) DS 

(b) HC 

(c) CH 

Fig. 5. Treemap results of decision trees by location  

트리맵이다. 노드(Node)색상의 진하기로도 대략 이 노드가 얼

마나 순수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관측자료중 노

드별 속하는 비율을 조류경보제 등급으로 구분하여 남조류세

포수 1,000 cell/mL 이하인 단계를 Normal, 관심단계인 

Attention, 경계단계인 Warning 순으로 나타냈으며, 맨 밑에 

줄은 전체자료 중 노드에 포함된 관측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DS지점에서 사용한 변수는 pH, DO, COD, Temperature, 

SPI이며, 학습 자료세트는 총 163개, 검증 자료세트는 51개로 

총 214개의 자료들로 구성하였다. 전체 학습 자료에서 

Normal 등급은 51.6%, Attention 28.8%, Warning 19.6%로 

구성되어있다. 등급별 발생조건을 보면 2번 노드로 구분된 발

생조건들은 전체 학습자료 중 48%로 기온이 19℃ 미만 일 때, 

77%의 확률로 Normal 등급이 이 될 수 있다. 또한 31번 노드

로 구분된 발생조건들은 전체 학습자료 중 25%로 기온이 1

9℃이상, SPI 0.48 미만, pH 7.4 이상, COD 6.8 mg/L 이상

일 때 Warning 등급이 될 확률이 62%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Attention 등급이 될 확률도 30%로 남조류 세포수 

10,000 cell/mL 이상이 될 확률은 총 92%로 나타났다.

HC지점에서 사용한 변수는 pH, DO, COD, Temperature, 

SPI이며, 학습 자료세트는 총 168개, 검증 자료세트는 44개로 

총 212개의 자료들로 구성하였다. 전체 학습자료에서 Normal 

등급은 46.4%, Attention 23.2%, Warning 30.4%로 구성되어

있다. 등급별 발생조건을 보면 4번 노드로 구분된 발생조건들

은 전체 학습자료 중 46%로 기온이 20℃ 미만, DO가 8.7 

mg/L 이상일 때 74%의 확률로 Normal 등급이 이 될 수 있

다. 또한 7번 노드로 구분된 발생조건들은 전체 학습자료 중 

29%로 기온이 20℃이상, pH도 7.8 이상일 때 Warning 등급

이 될 확률이 6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H가 7.8 

이하여도 기온이 27℃이상 일 때 Warning 등급이 될 확률이 

33%, Attention은 67%로 총 100%의 확률로 남조류 세포수 

10,000 cell/mL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지점에서 사용한 변수는 pH, COD, Temperature, SPI

이며, 학습 자료세트는 총 162개, 검증 자료세트는 55개로 총 

217개의 자료들로 구성하였다. 전체 학습 자료에서 Normal 

등급은 41.4%, Attention 25.3%, Warning 33.3%로 구성되어

있다. 등급별 발생조건을 보면 2번 노드로 구분된 발생조건들

은 전체 학습자료 중 56%로 기온이 20℃ 미만 일 때, 60%의 

확률로 Normal 등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번 

노드로 구분된 발생조건들은 전체 학습자료 중 33%로 기온이 

20℃이상, pH도 7.7 이상일 때 Warning 등급이 될 확률이 

7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자료 중 20% 검증자료를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예측 

정확도는 DS는 77%, HC 66%, CH 65%로 나타났다. 전체적

으로 맨위의 마디인 뿌리노드(root node)는 모두 기온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조류경보제를 기반으로 등급별 분류를 고려한

다면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지점별로 등급에 따른 남조류 발생조건을 입력변수

의 수치적 기준과 확률을 제시함으로써 향 후 남조류 발생

에 따른 선제적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녹조모니터링 기술체계마련과 더불어 지

속적인 데이터축적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세트자료를 구축한

다면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대상 지점인 낙동강은 다기능 보 건설로 인해 하천 

수심이 증가하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정체성 수역 특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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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이는 호소성 수역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과 동시에 

녹조발생과 같은 수질환경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낙

동강 남조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남조류 발생의 천이현

상 및 분류학적인 연구, 군집구조 분석과 더불어 남조류 발생

요인을 수질인자와의 상관관계 및 발생특성을 유추하여 분석

한 연구가 주로 이루고 있다. 남조류 영향인자에 따른 남조류 

발생특성을 정량적으로 구분하여 선제적 녹조관리 마련이 중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화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한 남조류 발생 주요 영향인자 분석과 

머신러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여 영향인자에 따른 

남조류 발생조건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점별 남조류 발생현황은 8개 보 지점 모두 3분기(7~9월)

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하류 4개 보 지점 모두 조류경

보제 기준으로 경계단계를 나타냈으며, 계절상 하절기에 남조류 

발생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동강 하류

로 갈수록 평균적으로 남조류 발생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유속저하 및 수심증가에 따른 정체성 수역 특성을 나타냄에 

따라 남조류 발생의 유리한 조건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하절기에 집중되어 대발생하는 경향은 일사량 증가 및 광합성

을 통한 남조류 성장 촉진과 수온 상승으로 인한 남조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보 지점별 남조류 세포수와 변수 들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 하류 DS, HC, CH 지점은 COD(0.337, 0.509, 

506)가 양의 상관성(p<0.01)을 보였다. 또한 pH(0.329, 

0.413, 0.402)도 양의 상관성(p<0.01)을 나타났다. 이는 남조

류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소모하고 pH를 증가시켜 

남조류 성장에 따른 현상으로 판단된다. 8개 보 모든 지점에서 

기상학적 요인인 기온과 SPI 가뭄지수는 남조류 세포수와 유

의한 상관관계 특성을 보였으며, 기상학적 영향을 고려한 남조

류 발생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명확한 남조류 발생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남조류 관리가 

시급한 하류지점인 DS, HC, CH을 중심으로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였다. DS지점은 기온이 19℃ 미만 일 때, 77%의 확률

로 Normal 등급이 이 될 수 있으며, 19℃이상, SPI 0.48 미

만, pH도 7.4 이상, COD 6.8 mg/L 이상일 때 Warning 등

급이 될 확률이 62%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C지점에서 

기온이 20℃ 미만, DO가 8.7 mg/L 이상일 때 74%의 확률

로 Normal 등급이 이 될 수 있으며, 기온 20℃이상, pH 7.8 

이상일 때 Warning 등급이 될 확률이 6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지점에서 기온이 20℃ 미만 일 때, 60%의 확

률로 Normal 등급이 될 수 있으며, 기온이 20℃이상, pH도 

7.7 이상일 때는 Warning 등급이 될 확률이 77%가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본 연구에서는 보 지점별 남조류 발생조건을 입력변수의 

수치적 기준과 경보등급에 따른 확률을 제시함으로써 지점에 

따른 맞춤형 남조류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류경보제 발령을 기준으로 선제적 관

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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