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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llowingthe Four Rivers Project, cyanobacterial blooms have been frequently observed in the upstream of the 

installed weir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haracterize the major environment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cyanobacteria dominance  in Baekje Weir (Geum River) and Juksan Weir (Youngsan River) based on intensive 

experiments and systematic data mining methods. The factors related to the cyanobacteria dominance include7-days 

cumulative rainfall (APRCP7), 7-days averaged flow (Q7day), water temperature (Temp), stratification strength (Δ

T), electronic conductivity (EC), DO, pH, NO3-N, NH3-N, TN, TP, PO4-P, Chl-a, Fe, BOD, COD, TOC, and SiO2. 

The most highly correlatedfactors to the dominant cyanobacteria were found to be EC, Temp, Q7day, PO4-P in 

theBaekje Weir. On the other hand, those dominant in the Juksan Weir were △T, TOC, Temp, EC and  TN. The EC 

showed a strong correlation with cyanobacteria dominance in both weirs because a high EC represents a persisted low 

flow condition. The cyanobacteria dominance was as high as 56 % when the EC was equal or greater than 418 μS/cm 

in Baekje Weir. It was  as high as 63% when the ΔT ≥ 2.1℃ in the Juksan Weir. However, nutrients showed a minor 

correlation with cyanobacteria dominance in both weir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cyanobacteria dominate in astate 

where the water flow rate is low, water temperature is high and thermal stratification is strengthened.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flow regimes is the most important to prevent persistent thermal stratification and formation of 

cyanobacteria bloom in theBaekje and JuksanWe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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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그 동안 국내에서 녹조문제는  수지와 하구호, 하천의 

국부  정체수역에서 간헐 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나, 4 강

사업(2010 ~ 2011)으로 하천에 보가 설치 된 이후 낙동강, 

강, 산강 등 하천 본류에서도 범 하게 발생되고 있어 

요한 환경 , 사회  이슈로 두되었다. 담수에서 남조류 

과잉증식 문제(이하 녹조문제)는 수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며, 먹는물의 맛과 냄새의 원인물질을 발생시켜 물 

이용에 장해가 된다(Parinet et al., 2010; Peter et al., 2009; 

Welch et al., 1988). 한 독소를 생산하는 유해남조류가 

량 증식할 경우에는 가축이나 인간의 건강에 치명  해를 끼

치기도 한다(Paerl and Otten, 2013; Park, 2007; Zhang et al., 

2016).

본 연구의 상 하천인 강과 산강에서도 2012년 보가 

설치 된 이후 녹조문제가 빈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이후 강의 백제보에서 출 한 남조류 세포수는 최  

398,820 cells/mL 으며, 산강의 죽산보는 최  357,600

cells/mL 다. 백제보와 죽산보는 최근에 흐름 조 을 통한 

녹조 감을 해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리수 를 낮추

어 운 하고 있다.

한편, 하천에 설치된 보 구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남조류 

과잉 증식의 원인에 해서는 지구  기온상승에 따른 기

후변화의 향이라는 주장과 유역으로부터 양염류의 과도

한 유입, 가뭄에 따른 유량감소, 보 설치에 따른 체류시간 증

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상 유역과 수체의 

특성에 따라 녹조 발생의 원인이 상이하거나 는 복합  요

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보편 이고 통일된 해석이 어려운 것

이 실이다. 녹조 상의 원인은 조사 지 과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크게 물리 (Physical) 요인, 생물지구화학

(Biogeochemical) 요인, 남조류의 생리학 (Physiological) 요

인으로 구분된다(Paerl and Otten, 2013). 물리  요인에는 높

은 수온, 체류시간 장기화, 수층의 성층화, 약한 난류 혼합 

등이 있으며(Okino, 1974; Reynolds, 1973; Reynolds and 

Walsby, 1975), 생물지구화학  요인에는 과도한 양염류 

유입, 낮은 N/P비, 과도한 유기물량, 철분과 몰리 덴과 같은 

미량 양소(micronutrients) 등의 향이 포함되고(Ahn et al., 

2013; Health Canada, 2002; Schindler, 1977; Schindler et 

al., 2008), 생리학  요인에는 특정 남조류 종이 가지고 있는 

질소고정, 독소 생성, 부력 조 , 군체 형성 등의 기능이 있

다(Carpenter and Kitchell, 1993; Konopka et al., 1993; 

Fujimoto and Sudo, 1997; Thomas and Walsby, 1986).

이와 같이 녹조발생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몇몇 요인들

은 상 유역의 오염부하뿐만 아니라 계 인 기상·수문 조

건 변화에도 향을 받으며, 시공간  양염류 분포와 수리

학  혼합특성, 출  조류 종의 생리  특성 등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치므로 역학  모델링 방법

으로 인과 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녹조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요인들의 요도를 평가하기 한 안

으로 통계  기법과 데이터 모델링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Isles et al., 2017; Recknagel et al., 1997; Rowe et al., 2015; 

Tian et al., 2017). 그러나 호수와 수지와 같은 정체수역에

서 녹조 발생의 환경요인을 평가하는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

지만, 강수량과 유량 변화에 따라 물리 , 이화학  환경이 

격히 변화되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녹조의 원인 해석은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하천에서 녹조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남조류의 우 에 미치는 하천의 물리 , 

이화학  향인자들의 상호 계를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해

석하고 녹조제어를 한 요 조 변수를 종합 으로 도출

하는 연구는 매우 요하다.

본 연구의 목 은 2012년 보 설치 이후 남조류에 의한 녹

조 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산강 죽산보와 강의 백

제보를 상으로 집 인 장조사와 실험분석을 수행하고, 

수집된 기상, 수문, 수질, 분류군(class)별 조류 자료에 해 

통계분석과 데이터모델링 기법을 용하여 보 구간의 남조

류 우  환경조건을 분석하고, 보별 환경조건을 고려한 효과

인 녹조제어 조 변수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상 보 별 

수질과 식물 랑크톤의 정성  정량 실험은 2017년 5월부

터 2018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실시하 으며, 남조류 세포

수와 환경요인과의 상 성 분석을 실시하고, 단계  다 회

귀모델(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s, SMLR), 랜덤

포 스트(Random Forests, RF) 모델과 재귀  변수 제거 

기법(Recursive Feature Elimination using Random Forest, 

RFE-RF)을 이용한 변수 요도 평가,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주성분분석(PCA) 기법 등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결과

를 바탕으로 각 보별 남조류 우  환경요인을 종합 으로 해

석하 다.

2. Materials and Methods

2.1 Description of site

본 연구의 상지역은 강에 설치된 백제보(BJW)와 산

강에 설치된 죽산보(JSW)이며, 모두 4 강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Fig. 1). 백제보는 강에 설치된 3개보(세종, 공

주, 백제)  가장 하류에 치하며, 만수  기  수용량은 

24.2백만 m3이다. 백제보는 우안에 넓은 만곡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소수력 발 소가 좌안에 치하여 우안은 흐름이 정

체된다. 백제보의 유량과 수질은 주로 강 본류로 유입되는 

청호 방류수와, 갑천  미호천의 유량  수질변화에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 and An, 2013). 죽산보는 

산강 2개보(승 , 죽산)  하류에 치하며, 만수  기  

수 용량은 25.7백만 m3이다. 죽산보는 보 상류 540 m 좌안

지 에 소수력 발 소가 치하여 본류 흐름이 보 구간으로 

형성되지 않아 보를 월류하여 나가는 유량이 다. 따라서 

보 구조물 인근에 정체수역이 형성되며, 주로 보 우안에 조

류가 과잉 성장한다. 죽산보의 수질은 부분 주하수처리

장 방류수와 주변 농경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의 향

을 받는다(So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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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ampling and analysis

분석에 사용된 시료는 2017년 5월 16일부터 2018년 11

월 23일까지 연구 상 보의 상류 500 m 지  앙의 상층·

층·하층에서 채취하 다. 백제보는 총 35회(105개 시료), 

죽산보는 총 37회(111개 시료)의 실험이 이루어졌다. 시료

는 Van Dorn 채취기를 사용하여, 하천 앙의 상층, 층, 

하층에서 각각 채취하 다. 수온(Temp, °C), pH, 용존산소

(DO, mg/L), 기 도도(EC, µS/cm)는 시료 채취 시 장에

서 다항목 수질측정기(YSI-EXO, YSI-6600, YSI Pro plus)

를 사용하여 수심별로 측정하 으며, 센서들에 한 보정은 

주간 단 로 실시하 다. 채취된 시료는 4 °C 이하로 보

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 수질오염공정시험기 (ME, 2017)

에 따라 분석하 다.

조류 종별 세포수 분석을 한 시료는 Lugol 용액으로 

장에서 조류를 고정한 후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수질

오염공정시험기 (ME, 2017)의 “식물성 랑크톤- 미경계

수법(ES 04705.1b)”에 하여 분석하 다. 다만 Microcystis

의 경우 colony를 형성하여 불균일하게 분포함으로써 계수 

결과에 오차를 유발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용액으로부터 

Microcystis colony를 분리하여 별도로 계수하 다.

기상자료는 기상청의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과업 구간 

내에 치한 종합기상 측소, 방재기상 측소를 상으로 

수집하 으며, 상 지 은 강 1개소, 산강 2개소이며, 

강수량(mm) 자료를 수집하 다. 유량자료는 K-water 물정

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보별 수문자료를 수집하 다.

2.3 Statistical analyses

본 연구의 연구 차는 Fig. 2와 같이 단계별로 수행되었

으며 최종 으로 각 보별 남조류 우  환경을 종합 으로 

평가하 다. 남조류(Cyano), 녹조류(Green), 규조류(Diatom) 

세포수 도  Chl-a 농도는 환경요인과의 교차 상 성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에 사용한 장 측정 항목은 수온, 

DO, EC이며, 물리  인자는 7일 평균 유량(Q7day), 7일 

강우량(APRCP7), △T(상․하층 수온차)이다. 양염류

는 TP (Total Phosphorus), TN (Total Nitrogen), NH3-N, 

NO3-N, 유기물  미량 물질은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COD (Chemical Oxygen Demand), TOC (Total 

Organic Carbon), Fe, SiO2를 포함하 다. 순간 유량을 사용

하지 않고 Q7day를 사용한 것은 호주의 남동쪽에 치한 하

천에서 수행한 선행연구(Mitrovic et al,. 2003; Sherman et 

al., 1998) 결과에서, 보 구간의 남조류 우 이 지속 인 유

량의 감소와 수온성층 형성이 원인이라는 것을 참고하 다.

남조류가 우 하는 환경의 요변수를 평가하기 해 

SMLR 모델과 앙상블(Ensemble) 학습기법  RF기법을 

사용하 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남조류 우 도(C. 

dominance)이며 독립변수는 Temp, DO, EC, Q7day, 

APRCP7, ΔT, pH, NO3-N, NH3-N, TN, PO4-P, Fe이다. 

C.dominance는 체 조류 세포수 도에 한 남조류 세포

수 도의 비로써 남조류 우 에 의한 녹조발생의 험도

를 간 으로 나타낸다.

SMLR은 단계  진 방법을 용하 으며, 모델에 사용

하는 첫 번째 변수는 종속변수와 상 성이 가장 큰 독립변

수를 선택한다. 다음 변수도 상 성이 큰 독립변수가 순차

으로 용되며, 진입 기 에 만족하는 변수가 없으면 

로시 는 단된다(Chung et al., 2014). 분석결과는 결정계

수(R2), RMSE (Root Mean Square Error), Mallows의 CP 통

Fig. 1. Locations of study sites and monitoring stations in BJW and JSW.



김성진․정세웅․박형석․조영철․이희숙․박연정

한국물환경학회지 제35권 제3호, 2019

260

계량,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을 사용하여 평가

하 다. SMLR 결과는 RF 모델 결과와 비교를 통해 남조류 

우 과 계가 높은 요 변수를 선정하는데 활용되었다.

RF 모델은 여러 의사결정나무 모델의 측 결과들을 종

합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앙상블 학습 기법으로, 분류는 투

표(voting), 회귀는 평균(averaging)으로 결과를 산출한다 

(Breiman, 2001). RF 모델의 용 차는 탐색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EDA), 즉 데이터 수집, 정

렬  결측값 처리 등과 같은 처리 작업 수행 후에 결과

를 추정하 다. 한 RF 모델 개발과정  과 합을 방지

하고 측성능을 평가하기 해 k-fold 교차 검정(Cross 

validation)을 10-fold, 3회 반복으로 실시하 다. RF 모델은 

목표변수의 값을 측하기 해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최  

몇 개 사용할 것인지(ntree), 의사결정나무의 각 마디에서 설

명변수를 몇 개 로 할 것인지(mtry) 등을 연구자가 직  선

택하여야 한다. RF 모델의 ntree 값은 Breiman and Cutler 

(2015)에 따라 기값인 500으로 설정하 으며, mtry는 Liaw 

and Wiener (2002)에 의한 방법에 의해 결정하 다. mtry

의 개수는 백제보는 2 ~ 4개, 죽산보는 2 ~ 5개까지 설정하

여 RF 모델에 용하 다. 모의결과 측 오차는 mtry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며, 백제보는 mtry가 4개인 모델에

서 RMSE 값이 0.077 %, 죽산보는 mtry가 5개인 모델에서 

RMSE 값이 0.066 %로 가장 낮은 편차를 보여, 최종 매개

변수로 선정하 다.

최소의 변수로 측 성능이 가장 좋은 RF 모델을 만들기 

해 RFE 기법을 사용하 으며, C.dominance 측에 사용

한 독립변수는 △T, Temp, EC, Q7day, APRCP7, TOC, 

TP, PO4-P, TN, Fe이다. RFE는 Backward 방식  하나로, 

변수  요도가 낮은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이다. 

RF 모델을 이용한 남조류 우 과 련된 요 변수 추출

과 함께, 남조류 우 도가 높은 환경조건을 확인하기 해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이하 DT)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C.dominance이며 설명변수는 RF 

모델 요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변수들을 용

하 다. DT 모델은 각 변수를 이분화 하는 과정을 반복하

여 나무모형을 형성하며,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분류, 

연속형인 경우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독립변수들은 범주형 

는 연속형 모두에 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반복한 

후 한 나무모형을 찾기 한 가지치기(Pruning)를 통해 

최종모형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 DT 모델은 R 로그램

의 rpart package (Breiman et al., 1984)를 사용하 고, RF 

모델은 randomForest package(Breiman and Cutler, 2015)를 

사용하 다.

녹조 발생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의 군집분석을 해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하

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C.dominance, Temp, DO, EC, 

Q7day, APRCP7, ΔT, pH, NO3-N, NH3-N, TN, TP, PO4-P, 

Chl-a, Fe, BOD, COD, TOC, SiO2를 포함하 다. 주성분 

수의 결정은 주성분 축에 정사된 자료의 분산 크기를 나타

내는 고유치(eigenvalue)가 1.0 이상인 값을 갖는 주성분 축

만을 고려하 으며(Box and Cox, 1964; Jung et al., 2012; 

Soltani et al., 2012), 축을 회 하는 방법은 변수와 요인간

의 계를 가장 명확히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진 Varimax 

회 방법을 용하 다(Husson, 2010). 한, 원자료가 주

성분 분석에 타당한 방법론인지 단하기 해 Bartlett 구

형도 검정  KMO (Kaiser-Meyer-Olkin) test (KMO)를 사

용하 다. KMO test 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자료에 

내재된 요인들 간의 공분산 정도를 나타낸 척도로써 1에 

가까울수록 분석의 타당성이 높고 최소 0.5 이상 되어야 분

석이 가능하다(Jung and Kim, 2017). KMO 검정결과, 백제보

는 총 1개(COD), 죽산보는 총 4개(pH, PO4-P, TN, NO3-N)

의 변수가 KMO 기  값(0.5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여 이

들 변수를 배제하고 분석하 다. 최종 으로 선정된 변수로 

분석한 결과, 백제보의 KMO 값은 0.74 (p ≪ 0.05), 죽산보

는 KMO 값은 0.68 (p ≪ 0.05)로 모든 보에서 기  값을 

만족하 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Descriptive statistics of experiment data

연구 상 2개보에서 실측한 수질  조류 자료와 함께 

유량 자료의 기술통계 자료를 Table 1에 제시하 다. pH는 

Fig. 2. The overall processe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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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보에서 모두 평균 8.7 ~ 8.8로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며, 

백제보에서 DO, EC, SS, NO3-N 값은 각각 8.51(± 2.81) 

mg/L, 303.9(± 111.9) µS/cm, 24.21(± 5.55) mg/L, 1.89(± 0.63) 

mg/L로 죽산보의 7.30(± 2.79) mg/L, 260.5(± 84.7) µS/cm, 

16.07(± 9.62) mg/L, 1.51(± 0.45) mg/L보다 높았다. 백제보에 

비해 죽산보는 유기물과 인 항목 농도도 높았으며, BOD가 

3.56(± 1.70) mg/L, TP와 PO4-P가 각각 0.153(0.050 ~ 0.490)

mg/L, 0.078 (0.009 ~ 0.139) mg/L 범 다. Chl-a는 백제

보, 죽산보에서 각각 33.2(± 21.6), 39.1(± 39.5) mg/m3로 유

사하 으며, 남조류 세포수는 백제보와 죽산보에서 각각 

Variable name Unit
BJW (Guem River) JSW (Yeongsan River)

Min Max Mean Standard deviation Min Max Mean Standard deviation
Sample size n 105 111
Temperature °C 8.0 33.9 23.7 5.2 15.3 32.7 24.7 4.0

pH - 6.2 10.8 8.7 1.0 6.6 10.6 8.8 1.0
DO mg/L 0.74 15.63 8.52 2.81 0.31 13.60 7.33 2.80
EC µS/cm 32.2 541.8 303.2 111.7 100.0 466.1 259.2 85.0
SS mg/L 2.70 438.67 24.16 51.26 2.60 59.30 16.10 9.61

BOD mg/L 0.20 6.70 2.72 1.32 0.60 9.68 3.56 1.70
TOC mg/L 2.20 6.40 4.14 0.93 3.15 15.20 4.82 1.38
TN mg/L 1.50 4.39 2.75 0.59 2.00 6.10 3.23 0.75

NH3-N mg/L 0.023 0.788 0.229 0.181 0.065 3.070 1.044 0.732
NO3-N mg/L 0.63 3.20 1.88 1.63 0.01 2.34 1.51 0.45

TP mg/L 0.039 0.555 0.123 0.080 0.050 0.490 0.153 0.060
PO4-P mg/L 0 0.156 0.050 0.036 0.009 0.214 0.077 0.044
Chl-a mg/m3 2.8 95.5 33.5 21.7 3.1 315.8 39.3 39.5
Cyano cells/mL 0 73,467 4,289 9,400 0 108,258 5,393 12,684
Green cells/mL 21 21,101 3,359 3,108 39 60,422 6,958 7,558

Diatom cells/mL 8 12,217 3,341 2,408 0 27,248 3,161 4,469
Outflow7 m3/s 49.82 583.62 166.29 153.25 13.75 462.67 59.23 78.59
APRCP7 mm 0 166.0 30.2 42.4 0 170.6 29.8 41.3
△T °C 0.1 6.7 1.1 0.9 -0.1 6.8 1.0 1.0
Fe mg/L 0 0.36 0.11 0.07 0 0.47 0.13 0.09

SiO2 mg/L 0.08 11.01 3.84 3.22 0.07 11.17 4.85 2.80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data used in this study

Fig. 3. Temporal variations of precipitation and cell density of each algae group 
(surface layer) in (a) BJW and (b) JSW We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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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0 ~ 73,467) cells/mL, 5,098(0 ~ 108,258) cells/mL로 죽

산보에서 높았다.

백제보와 죽산보에서 2017년(Fig. 3a)과 2018년(Fig. 3b)의 

남조류 세포수의 시계열 변화를 보면 남조류가 우 하는 

시기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Fig. 3). 이는 연구 상 

2개 보에서 우 하는 조류의 천이특성이 당해 연도의 강우

-유출 패턴과 한 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백제보에서

는 2017년 5월 ~ 6월과 8월 말부터 9월 , 10월 이후에 강

수량이 매우 었으며, 7월 ~ 8월에 강수량이 많았다. 그 결

과 2017년 9월 와 10월 말에 남조류가 일시 으로 우

하 으나, 세포수 도는 낮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10월 말

에 남조류 Aphanocapsa가 다시 우 하 으나, 이들은 조류

경보제의 상인 유해남조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2018년에는 장미기간인 6월 말부터 7월 , 그리고 8월 말

부터 9월 에 강수량이 많았으며, 7월 에 장마가 조기 

종료됨으로써 7월 순부터 8월 말까지 강수량이 고 폭

염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으로 2018년에는 높은 수온

이 지속되는 7월 순부터 남조류가 우 하면서 녹조가 발

생되기 시작하 고, 8월 말에 큰 강우가 발생되면서 소멸

되었다. 

죽산보에서는 2017년 5월부터 6월 순과, 9월 순부터 

10월 말까지 강수량이 매우 었으며, 백제보와 같이 수온

이 높은 7월~8월에는 강수량이 많았다. 그 결과 2017년에

는 6월 말과 9월 순에 남조류가 일시 으로 우 하 으

나, 세포수 도는 20,000 cells/mL 미만으로 낮았고 수온이 

가장 높은 7월 ~ 8월에도 강우의 향으로 모든 조류 그룹

이 낮은 세포수 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는 

무강우 일수가 지속된 7월 ~ 8월 순에 남조류가 우 하여 

세포수 도는 108,258 cells/mL까지 증가하 다. 조사기간 

동안 백제보와 죽산보 모두 남조류가 우 하면서 20,000

cells/mL 이상으로 과잉성장한 시기는 무강우 일수가 지속

된 2018년 7월 ~ 8월 순에 나타났다.

3.2 Correlation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Table 2에 각각 변수들 간의 Spearman 상 계수(r)를 제

시하 다. 분석결과 모든 보에서 남조류 세포수는 Temp, Δ

T, EC, DO와 양의 상 계를 보 으며, 유량과 강수량은 

음의 상 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하천에서 강수량과 

유량의 감소로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고온의 안정된 수체가 

유지되는 경우 남조류가 다른 조류보다 성장이 유리하다는 

선행연구결과(An and Jones, 2000; Horne and Goldman, 

1994)와 일치한다. 수온은 백제보에서 남조류 세포수와 r =

0.42 (p < 0.01)로 가장 높은 상 계를 나타내었다. 수온 

성층강도를 나타내는 ΔT는 죽산보에서 r = 0.59 (p < 0.01)

로 남조류 세포수와 가장 높은 상 계를 보 다. 모든 

보에서 남조류와 녹조류 세포수는 양의 상 계를 나타냈

으며, 남조류와 규조류 세포수는 죽산보에서 양의 상 계

를 백제보에서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이는 조사기간 

Statistics APRCP7 Q7day Temp ΔT DO pH EC BOD COD TOC SS TP PO4P TN NH3-N NO3-N Fe SiO2 Chla Cyano Green Diatom

APRCP7 1.00 0.72** 0.11 -0.18 -0.39** -0.34** -0.75** -0.28** 0.38** -0.15 0.36** 0.45** 0.50** 0.28** 0.10 0.34** 0.33** 0.68** -0.45** -0.18 -0.28** -0.04

Q7day 0.87** 1.00 0.00 -0.11 -0.18 -0.05 -0.75** -0.39** 0.38** -0.28** 0.47** 0.18 0.20* 0.34** -0.14 0.45** 0.20* 0.71** -0.42** -0.19* -0.29** -0.03

Temp 0.03 -0.04 1.00 0.38** -0.20* 0.24* 0.26** 0.39** -0.02 0.13 0.00 0.22* 0.23* -0.51** -0.04 -0.54** -0.05 -0.11 0.12 0.42** 0.49** -0.47**

ΔT -0.16 -0.18 0.46** 1.00 0.27* 0.24* 0.25** 0.28** -0.27** -0.10 -0.21* -0.14 -0.10 -0.31** -0.18 -0.13 -0.17 -0.13 -0.06 0.21* 0.42** -0.28**

DO -0.14 -0.08 -0.25** 0.29** 1.00 0.31** 0.20* 0.25* -0.12 0.00 -0.18 -0.35** -0.54** 0.20* -0.46** 0.29** -0.15 -0.09 0.39** 0.20* 0.19 0.25*

pH -0.17 -0.06 0.51** 0.14 -0.09 1.00 0.40** 0.33** -0.04 0.21* 0.02 -0.39** -0.39** -0.14 -0.40** -0.04 -0.10 -0.30** 0.38** 0.30** 0.47** 0.05

EC -0.48** -0.51** 0.32** 0.47** 0.09 0.12 1.00 0.46** -0.25* 0.33** -0.29** -0.28** -0.36** -0.44** -0.12 -0.56** -0.36** -0.80** 0.48** 0.39** 0.48** -0.25**

BOD -0.11 -0.19 0.28** 0.43** 0.25** 0.23* 0.48** 1.00 0.07 0.43** 0.00 -0.10 -0.32** -0.36** -0.11 -0.41** -0.25** -0.43** 0.57** 0.44** 0.54** 0.01

COD 0.23* 0.09 0.27** 0.22* 0.07 -0.10 0.30** 0.31** 1.00 -0.02 0.85** 0.15 0.06 0.25** 0.04 0.04 -0.02 0.23* -0.03 0.00 -0.16 0.07

TOC 0.00 -0.03 0.24* 0.56** 0.22* 0.08 0.45** 0.34** 0.24* 1.00 -0.05 0.05 -0.05 -0.14 0.08 -0.37** -0.01 -0.44** 0.37** 0.41** 0.43** 0.03

SS 0.61** 0.57** -0.19* -0.09 0.06 -0.14 -0.23* 0.09 0.21* 0.22* 1.00 0.09 0.13 0.21* 0.07 0.05 0.04 0.34** -0.16 -0.08 -0.17 0.03

TP 0.29** 0.20* 0.33** 0.33** -0.17 0.15 0.13 0.39** 0.36** 0.58** 0.35** 1.00 0.71** 0.17 0.28** -0.04 0.19 0.34** -0.29** 0.00 -0.12 -0.20*

PO4P 0.24* 0.05 0.22* -0.05 -0.62** 0.01 -0.02 -0.04 0.18 0.13 0.17 0.63** 1.00 0.02 0.56** -0.12 0.27** 0.37** -0.49** -0.08 -0.18 -0.33**

TN -0.17 -0.17 -0.27** 0.02 0.19* -0.43** 0.47** 0.34** 0.41** 0.14 0.10 0.03 -0.14 1.00 -0.09 0.77** -0.05 0.39** -0.10 -0.33** -0.42** 0.45**

NH3-N -0.17 -0.27** -0.11 -0.06 -0.25** -0.47** 0.48** 0.15 0.32** 0.00 -0.09 0.09 0.32** 0.66** 1.00 -0.29** 0.23* -0.06 -0.32** -0.23* -0.16 -0.09

NO3-N -0.11 -0.04 -0.21* -0.16 0.28** -0.03 -0.17 -0.12 -0.04 -0.17 -0.01 -0.42** -0.53** 0.20* -0.17 1.00 0.01 0.56** -0.19 -0.41** -0.40** 0.44**

Fe 0.44** 0.53** 0.06 -0.18 -0.28** -0.13 -0.12 -0.18 0.15 0.15 0.39** 0.20* 0.20* 0.11 0.18 -0.01 1.00 0.20* -0.30** -0.19* -0.25** -0.02

SiO2 0.11 0.08 -0.19* -0.25** -0.09 -0.16 -0.57** -0.42** -0.17 -0.47** -0.12 -0.26** 0.02 -0.33** -0.26** -0.04 -0.27** 1.00 -0.40** -0.30** -0.34** 0.15

Chla -0.27** -0.24 0.10 0.33** 0.48** 0.26** 0.33** 0.56** 0.14 0.35** 0.11 0.11 -0.30** 0.18 -0.07 0.09 -0.20* -0.29** 1.00 0.42** 0.45** 0.30**

Cyano -0.14 -0.14 0.33** 0.59** 0.20* 0.30** 0.37** 0.41** 0.13 0.63** 0.06 0.33** -0.05 0.01 -0.14 -0.10 -0.10 -0.23* 0.66** 1.00 0.70** -0.26**

Green -0.23* -0.23* 0.23* 0.18 0.22* 0.12 0.24* 0.11 0.30** 0.05 -0.23* -0.02 -0.06 0.13 0.08 0.07 -0.20* 0.06 0.20* 0.07 1.00 -0.16

Diatom -0.14 -0.04 -0.35** -0.22* 0.30** 0.15 -0.12 0.11 -0.22* 0.01 0.23* -0.13 -0.38** 0.12 -0.25** 0.42** -0.09 -0.29** 0.33** 0.00 -0.14 1.00

*Spearman correlation coeffcient R: significant at p-value < 0.05 (two-tailed test), **Spearman correlation coeffcient R: significant at p-value < 0.01 (two-tailed test)

Table 2. Bi-variable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observed in BJW (right-gray) and JSW (left-white) w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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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특정 조류 분류군이 배타 으로 우 하기보다는 여러 

분류군이 경쟁하며 성장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Fig. 3).

Chl-a는 모든 보에서 유기물 항목인 BOD, TOC와 양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BOD와 높은 양의 상 계

(r = 0.56 ~ 0.57)를 나타냈다. 이것은 수체 내에서 조류의 

성장에 따른 내부 유기물 부하가 BOD와 TOC의 농도를 

상승 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모든 보에서 Fe 농도

는 남조류, 녹조류  규조류 세포수와 음의 상 계(r =

-0.25 ~ -0.02)를 나타냈다. Fe는 남조류의 합성을 진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 성 분석에서는 유의한 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SiO2와 규조류 세포수와 상 성은 백

제보에서는 r = 0.15로 양의 계를 보 으나 통계  유의

성이 없었으며, 죽산보에서 음의 상 성(r = -0.29, p < 0.05)

을 보 다. SiO2는 규조류 성장에 매우 요한 양염류로, 

규조류 세포벽의 합성에 기여하며, 수온기에 규조류의 생

물량을 간 으로 악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사용한다. 

Wetzel (2001)에 의하면 SiO2는 규조류  다른 조류 종의 

계  천이에 기여하며, SiO2 농도가 약 0.5 mg/L 이하에

서는 수체에서 규조류가 다른 조류종에 비해 먹이 경쟁에

서 떨어진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SiO2와 규조류 세포수

간의 상 성이 낮은 이유는 조사기간 동안 SiO2 농도가 백

제보에서 3.81(0.08 ~ 10.79) mg/L, 죽산보에서 4.51(0.07 ~

9.96) mg/L로 매우 높아 성장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단된다.

연구 상 보 구간에서 Chl-a와 양염류의 계를 Fig. 4

과 Table 3에 제시하 다. 실험결과 모든 보에서 TP와 TN 

농도는 Carlson 부 양화 기 (TP = 0.03 mg/L, TN = 0.3

mg/L)을 과할 정도로 충분히 높았다. Chl-a와 TP의 상

분석 결과, 백제보와 죽산보 모두에서 상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l-a와 TN의 상 분석 결과도 모든 보에서 상

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반 으로 수지와 호수와 

같은 정체수역에서 조류생체량(Chl-a 농도)은 TP와 높은 상

성을 보이며, 수지 표층의 유 층으로 인 공 이 차단될 

경우 조류 성장은 인 농도에 제한을 받는다 (Hwang et al., 

2003; Kim et al., 2007; Schindler, 1977). 그러나, 수지와 

달리 하천은 유역으로부터 양염류가 상시 공  되고 높은 

농도를 유지하므로 인 농도에 의한 조류 성장 제한은 유량

이 지속되고 체류시간이 장기화 되는 특정한 기간에만 나타

나기 때문에 상 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단된다.

 

3.3 Selection of important environmental factors asso- 

ciated with cyanobacteria dominance

3.3.1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SMLR)

SMLR 분석결과(Table 4), 백제보는 12개 모델  Temp, 

NH3-N, NO3-N, TN, △T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Model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 으며, 종속변수인 남조류 유율의 

변동성을 46.2 % (Adj.R2 0.462) 재 하 다. 죽산보는 12

개 모델  △T, EC, TN, NH3-N를 사용한 Model에서 가

Fig. 4. The correlation between TP-Chl-a and TN-Chl-a at each weir.

Weir
TP vs. Chl-a TN vs. Chl-a

r p-value r p-value

BJW (n* = 105) 0.289 <0.05 0.102 0.302

JSW (n = 111) 0.106 0.267 0.179 0.060
*n = number of data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nutrients and Chl-a at each weir,

Weir Variables Adj.R2 RMSE CP AIC

BJW Temp, NH3-N, NO3-N, TN, △T 0.462 0.179 2.3 -63.2

JSW △T, EC, TN, NH3-N 0.392 0.170 5.2 -78.2

Adj.R2 :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CP : Mallow’s CP, smaller value means the model is relatively more precise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a, smaller value means the model is relatively more precise

Table 4. Subset regression variables that best matched the performance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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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좋은 성능을 보 으며, 종속변수인 남조류 유율의 변

동성을 39.2 % (Adj.R2 0.392)재 하 다. 각 보에서 선정

된 다 회귀모델은 조정 결정계수가 0.5 미만으로 낮아 남

조류 우 율의 변동성을 충분히 재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조류 우  환경이 다양한 변수들의 복잡

한 비선형  계이기 때문에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다 회귀모델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

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3.2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 based on random forest 

model (RFE-RF)

RFE-RF 분석결과, 백제보에서는 4개의 독립변수를 사용

하 을 때 RMSE값이 0.156%로 가장 낮았으며, 변수 요

도는 EC, Temp, Q7day, PO4-P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죽

산보에서는 5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 을 때, RMSE값이 

0.145 %로 가장 낮았으며 변수 요도는 △T, Temp, TOC, 

TN, EC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변수 요도 평가에 사용된 SMLR모델과 RF모델의 측

성능을 검증하기 해 각 보별 남조류 유율의 실험 측정

값과 측 값의 비교를 실시하 다(Fig. 5). SMLR 결과는 

측정값과 큰 분산을 보 으며, 측정값의 변동특성을 잘 반

하지 못하 고 모두 낮은 조정 결정계수(Adj.R2) 값을 보

다(백제보 0.462, 죽산보 0.392). 이에 비해 RF 모델을 

통해 산정된 남조류 유율(%)은 측정값의 변동특성을 잘 

반 하 으며, 모두 SMLR 모델에 비해 매우 높은 설명력

을 보 다(Adj.R2 백제보 0.895, 죽산보 0.900). 이는 남조

류 우 환경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복잡한 비

선형 계를 SMLR 모델보다 RF 모델이 더 잘 재 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RF-RFE 기법을 사용한 

남조류 우  환경 련 변수 요도 평가 방법은 유용한 

근법이라 평가된다.

RF모델을 통해 각 보별로 선정된 요 변수에 해 어떤 

조건에서 남조류 우 도가 높아지는 지 해석하기 해 partial 

dependence plot를 이용하 다(Fig. 6). Partial dependence 

plot는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방

법  하나로,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끼치는 향을 

시각화한다(Breiman and Cutler, 2015). 백제보의 남조류 

유율은 EC, △T가 높을수록 그리고 PO4-P가 낮을수록 증

가하 으며, Q7day가 높을수록 감소하 다. 죽산보의 남조

류 유율은 EC, △T, 수온, TOC가 높을수록 증가하 으

며, TN이 높을수록 감소하 다. 그러나 남조류 우 도 

측에 요한 변수가 녹조 상의 원인이 된다는 단순한 해

석은 험하다. 일부 변수는 남조류 우 환경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어떤 변수는 남조류가 과잉성장한 

결과로 나타 날수 있기 때문이다. 로써 남조류 유율이 

높은 환경에서 TOC가 높고 PO4-P가 낮은 것은 남조류 과

잉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분석결

과에 한 해석은 문가  단이 필요하며, 다양한 데이

터모델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도출 할 필요가 있다.

3.3.3 Decision Tree model

각 보별 남조류 우  환경 조건을 평가하기 해 RFE-RF 

기법으로 선정한 요 변수들을 이용하여 DT모델을 개발하

다. DT를 사용한 변수 평가 결과를 Fig. 7에 제시하 다.

강의 백제보에서 EC는 남조류가 우 하는 환경조건을 

평가하는 가장 요한 변수 으며, EC가 418 µS/cm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체 자료 105개  19개(18 %)에서 남

조류의 유율이 평균 56 % 다. 반면, 산강의 죽산보에

서는 △T가 남조류 우  환경조건을 평가하는 가장 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T가 2.1 °C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체 자료 111개의 11개(10 %)에서 평균 유율이 66 % 다.

백제보에서 EC가 남조류 우  환경을 평가하는 요한 

변수로 선정된 원인은, EC 자체가 남조류 성장을 진했다기 

보다 EC가 유량의 변동에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이다(Fig. 8). 

Fig.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보에서 EC는 하천유량의 

감소와 함께 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EC는 

하천의 지속된 유량 상태를 나타내는 간 지표로 단할 

수 있다. 즉, 가뭄이 지속되고 강우-유출에 의한 자연유출

량이 부족한 경우, 하천수는 지하수와 형 하수처리장 방

류수의 향을 크게 받으므로 EC가 증가하게 된다. 한 

EC의 증가는 수온성층에 따른 수층-퇴 층 경계면의 기

화와 이에 따른 이온성 물질의 용출 향으로 증가할 수도 

(a) BJW (b) JSW

Fig. 5. The comparison of measured cyanobacteria dominance with simulated results using SMLR and 
RF models



백제보와 죽산보에서 남조류 우점 환경요인 분석

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Vol. 35, No. 3, 2019

265

있다(Johnson et al., 1996; Moreira et al., 2016). 따라서 백

제보와 죽산보에서 EC의 증가는 남조류가 우 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백제

보와 같이 상류 청 의 방류량이 하천 유량에 많은 향

을 주는 경우, 유량과 EC 상 계의 변동성에 향을  

수 있다.

(a) BJW

(b) JSW

Fig. 6. Partial dependence plots of the RF models, showing the marginal effects of a single variable on 
cyanobacteria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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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CA of environmental conditions associated with 

cyanobacteria dominance

남조류가 우 하는 환경과 련이 큰 변수들의 군집분석

과 남조류 세포수 도가 10,000 cells/mL 이상의 환경특성

을 확인하기 해 PCA를 수행하 다. 자료의 그룹화를 

해 유해남조류의 수 (HAB Level)은 Microcystis, Anabaena, 

Oscillatoria, Aphanizomenon의 총 세포수로 정의하여 normal 

(1,000 cells/mL 미만), warning (1000 ~ 10,000 cells/mL), alarm 

(10,000 cells/mL 이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Fig. 9). 

PCA 결과에서 고유값(eigenvalue)이 1.0 이상인 주축을 주

성분으로 추출하 으며, 백제보는 5개, 죽산보는 4개로 선

정되었다. 체 수질 변동에 하여 백제보는 제1주성분이 

31.7 %, 제2주성분이 17.8 %, 제3주성분이 10.5 %, 제4주성

분이 7.7 %, 제5주성분이 6.0 % 기여하 다. 죽산보는 제1

주성분이 32.0 %, 제2주성분이 20.5 %, 제3주성분이 9.6 %, 

제4주성분이 7.9 % 기여하 다.

각 보별 Bi-plot을 보면 백제보에서 APRC7와 Q7day는 제

1주성분과 제3주성분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이를 상

으로 PC1-PC3 축에 한 Bi-plot을 보면 APRC7와 Q7day

는 동일한 군집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PC1축은 

APRC7과 Q7day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구분되었고, 강

수량과 유량이 작은 경우에 남조류가 우 하는 경향을 보

여 다(Fig. 9c). C.dominance는 제3주성분 축에서 8.38 %, 

제2주성분 축에서 4.26 %로 주성분 축  가장 큰 향을 

(a) BJW

(b) JSW

Fig. 7. Evalua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s that have influence on the cyanobacteria 
dominance by using a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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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며, PC1-PC3 투 면을 기 으로 C.dominance 벡터는 

Temp, delT (△T), pH, EC, BOD, DO, Chla와 동일한 방

향으로 군집하고, 체로 APRCP7, Q7day와 양염류 항목

들의 벡터와는 반 방향으로 군집하 다. 한 남조류 세포

수 도가 10,000 cells/mL 이상을 갖는 자료는 수온이 높고 

남조류 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Fig. 9e).

죽산보에서 APRC7는 제2주성분과 제4주성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 Q7day는 제2주성분과 제1주성분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PC2축은 APRC7과 Q7day가 큰 경우와 작

은 경우로 구분되었다(Fig 9b). 죽산보에서 C.dominance는 

제3성분과 제1성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 PC1-PC3 투

면을 기 으로 Bi-plot을 보면 C.dominance 벡터는 Temp, 

△T와 동일한 방향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남조류 세포수 도가 10,000 cells/mL 이상을 

갖는 자료는 수온이 높고, 수온성층이 강하게 형성되며 남조

류 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Fig. 9d).

3.5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forming cyanobacteria dominance

각 보별 남조류 우 환경에 한 종합  평가와 효과  

녹조 제어 변수를 제시하기 해 지 까지 분석된 결과를 

통합하여 Table 5에 정리하 다. 종합평가는 상 분석 (r > 

|0.5|), 최  RF에서 선정된 변수 요도 순서, DT모델에서 

남조류 유율 50 % 이상 조건, PCA분석 결과 남조류 우

상태를 사용하 다. SMLR 모델 결과는 RF-RFE보다 남

조류 우 율 측 성능이 낮아 종합분석에서는 제외하 다.

Fig. 8. The correlation between EC (µS/cm) and flow (m3/s) ((a): BJW, (b): JSW).

(a) BJW grouped by HAB level (PC1-PC2) (b) JSW grouped by HAB level (PC1-PC2) 

(c) BJW grouped by HAB level (PC1-PC3) (d) JSW grouped by HAB level (PC1-PC3) 

Fig. 9. Bi-plots of PCA results grouped by season and HAB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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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석 결과, 백제보에서 남조류의 우 환경과 계가 

높은 변수는 EC, Temp, Q7day, PO4-P 순이었으며, 남조류 

우 율이 높은 환경조건은 EC가 418 μS/cm 이상으로 높은 

상태 다. 유량의 직 인 지표인 Q7day보다 EC가 더 큰 

향을 미치는 원인은 Q7day는 7일간의 유량상태를 나타

내는 반면, EC는 장기간의 강우-유출 감소를 간 으로 

나타내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러한 조건은 지속 으로 유

량이 은 환경에 해당하며, 수온성층이 형성될 경우 수층-

퇴 층 경계면의 기화와 이에 따른 이온성 물질의 용출 

향으로 EC가 증가할 수도 있다. 반면, 죽산보의 남조류 

우 환경과 계가 높은 변수는 △T, TOC, Temp, EC, TN 

순이었으며, 남조류 우 율이 높은 환경조건은 △T ≥ 2.1

°C인 상태 다. 백제보와 마찬가지로 죽산보에서도 양염

류 농도와 같은 화학  요인보다 물리  요인이 요하

으며, 하천 유량이 고 수온이 높으며 수온성층이 강화된 

상태에서 남조류가 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규조류와 녹조류에 비해 고온과 안정화된 수체에서 성장

이 유리한 남조류의 특성을 반 한 것으로 해석되며(Paerl 

and Otten, 2013), 보가 연속하여 설치된 호주의 하천에서 

연구한 녹조원인 해석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한다(Mitrovic 

et al,. 2003; Sherman et al., 1998). 이들 연구는 하천 유량

과 남조류 세포 도의 반비례 계를 제시한 바 있으며, 

유량 감소에 따른 수온 성층 발생이 남조류 우 과 한 

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PCA 결과, 백제보에서 남조류 우 도와 pH, BOD가 동

일한 군집을 이루고, 죽산보에서 BOD, TOC가 동일한 군

집을 이루고 있는 것은 남조류 과잉성장의 원인이라기 보

다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즉, 

보 구간 내 조류의 과잉 성장은 수체 내부의 유기물 부하

를 높이며, 따라서 조류의 생체량은 BOD와 TOC 농도와 

높은 상 성을 보이게 된다(Table 2 참조).

본 연구에서 남조류 우 환경에 요한 변수로 선정된 

수온성층 강도는 시료 채취 당일의 자료를 사용하 다. 그

러나, 수온성층 강도는 일시  향보다 지속  향이 

요하므로 고빈도 수온 자료를 이용하여 5일 연속  성

층강도 등을 이용 할 경우 그 향은 더 클 수 있을 것으

로 상된다(Isles et al., 2017).

4.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 

백제보와 산강 죽산보를 상으로 수집한 기상, 유량, 수

질  조류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

법으로 분석하고, 각 보별로 남조류 우 과 계된 요한 

변수를 추출하고 녹조 상이 발생되는 원인을 종합 으로 

해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RF 모델의 변수 요도 분석 결과, 각 보별 남조류 우

과 계가 높은 환경변수는 백제보는 EC, Temp, 

Q7day, PO4-P, 죽산보는 △T, TOC, Temp, EC, TN 순

이었으며, DT 분석 결과, 남조류가 우 하는 환경조건

은 하천 유량이 고 수온이 높으며 수온성층이 강화된 

상태로 나타났다.

2) 국내 수지에서 총인이 조류성장의 요한 제한인자로 

나타나는 것과 조 으로 연구 상 하천의 보 구간에

서는 총인과 Chl-a의 상 성이 낮았으며, 강수량, 유량, 

수온과 같은 물리  요인이 조류 생체량 변화의 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3) EC는 백제보와 죽산보에서 모두 남조류 우 과 한 

계를 보 으며, EC가 높은 경우 남조류 우 율도 높

았다. EC는 하천유량의 감소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EC는 하천의 지속 인 유량 상태를 나

타내는 간 지표로 단할 수 있다. EC는 센서로 계측

이 가능하므로 수온과 함께 고빈도 측정 자료를 실시간

으로 확보한다면, 녹조 측에 있어서 가장 요한 변수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4) PCA 결과 여름철에 강우-유출량이 고 고수온과 수온

성층이 형성되는 기간에 남조류가 우 하 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유해남조세포수가 10,000 cells/mL 이상인 자

료가 분포하는 특성을 보 다.

5) 변수 요도 평가를 해 용한 SMLR방법은 RFE-RF 

방법에 비해 측 성능이 떨어졌으며, 그 이유는 남조

류 우  환경이 다양한 변수들의 복잡한 비선형  계

이기 때문에 변수들의 선형조합을 가정하는 회귀모델로

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Weir

Correlation Analysis
(r > |0.5|)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
(Variable importance rank)

Decision Tree
(c.dominance > 50 % conditions)

PCA
(Clustering)

1st 2nd 3rd 1st 2nd 3rd 4th 5th 1st Positive Negative

BJW Green - - EC Temp Q7day PO4-P - EC ≥ 418 μS/cm

Temp
△T 
pH

BOD 

TN
NH3-N

JSW Chl-a TOC △T △T TOC Temp EC TN △T ≥ 2.1 °C

Temp
△T
EC

BOD 
TOC

SiO2

Table 5. Integration of study results for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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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백제보와 죽산보에서 남조류

가 우 하는 환경을 효과 으로 제어하고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정한 유량( 는 유속) 유지를 통한 

하천의 흐름 개선이 필요하며, 죽산보에서는 정체된 수

역의 수온성층 해소가 가장 요한 것으로 단된다.

7) 최근 국내·외 으로 HAB 원인분석을 해 데이터마이

닝과 기계학습 방법이 활발히 용되고 있으며, 본 연

구결과는 이러한 방법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2년간의 실험자료는 연구 상 보에

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기상·수문 조건을 일반화하

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장기간의 측을 통한 데이

터 분석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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