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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맨-켄달 기법을 이용한 금호강 본류 BOD의 장기 경향 분석 
및 탐색적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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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a plan of total maximum daily loads(TMDL), which divides with unit watershed, for 
management of stable water quality target by setting the permitted total amount of the pollutant. In this study, BOD 
concentration trends over the last 10 years from 2005 to 2014 were analyzed in the Geumho river. Improvement effect of water 
quality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MDL was evaluated using the seasonal Mann-Kendall test and a 
LOWESS(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er) smooth. As a study result of the seasonal Mann-Kendall test and the 
LOWESS smooth, BOD concentration in the Geumho river appeared to have been reduced or held at a constant. As a result of 
quantitatively analysis for BOD concentration with exploratory data analysis(EDA), the mean and the median of BOD 
concentration appeared in the order of GH8 〉GH7 〉GH6 〉GH5 〉GH4 〉GH3 〉GH2 〉GH1. The monthly average 
concentration of BOD appeared in the order of Apr 〉Mar 〉Feb 〉May 〉Jun 〉Jul 〉Jan 〉Aug 〉Sep 〉Dec 〉Nov 〉Oct. 
As a result of the outlier, its value was the most frequent in February, which is estimated 1.5 times more than July, and was 
smallest frequent in July. The outlier in terms of water quality manage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establish a management 
plan for the contaminants in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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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부터 수질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이래 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을 저감

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

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해 수질을 개

선해 오고 있다(Kim et al., 2012). 90년대에 들어 정부

는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종래의 환경기초

시설 확충위주의 사후관리에서 유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적 유역관리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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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하천(상수원)의 수질은 2000년대 들어서는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설정,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 시스템의 도입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Jung, 2009). 아울러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구분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

고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Park and Oh, 2012).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인 BOD에 대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였

으며, 2011년부터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중이

다. 이 기간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질정책의 효과는 장기

간 관측된 수질에 대하여 통계적 경향분석을 실시함으로

써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다(Kim and Park, 2004). 그러

나 장기간 자연 수계에서 관측된 수질자료는 계절에 따

른 변이가 심하고, 외부 오염원의 변동, 내부 하천환경 변

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측치와 이

상치(outlier)가 존재한다. 때문에 관측 자료는 정규분포

보다는 비정규분포 형태를 가지므로, 비모수적 통계기법

을 적용하면 해석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Hirsch and 

Slack, 1984; Sokal and Rohlf, 1995). 장기수질경향분

석에 적용되고 있는 비모수적통계분석 기법으로는 계절 

맨-켄달 검정법(Seasonal Mann-Kendall test)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Kim and Park, 2004; Lee and Park, 

2008). 계절 맨-켄달 검정법은 결측치가 많고 계절성이 

분명한 자료에 적합하나 선형 경향으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대상 기간 내 경향성이 변할 경우 이를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 LOWESS(locally weighted scatter plot smoother)

경향분석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LOWESS는 실제 데이

터에 대한 평활곡선들(smoothing curves)을 적합 시키

는데 단순하지만 매우 유용한 도구 이다(Jacoby, 2000). 

국내에서는 Kim and Park(2004)등이 계절 맨-켄달 검

정법과 LOWESS 경향분석법을 이용하여 낙동강 수계

의 장기수질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Kim et al.(2014)

은 비모수적 통계분석과 LOWESS 경향분석을 이용하

여 금강 수계 단위유역의 수질변화에 대해 연구한 바 있

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금호강에서 

지난 10년간의 시계열 BOD자료에 대해 계절 맨-켄달 

검정법을 이용하여 오염총량제 시행기간동안의 수질개

선효과를 평가하였으며, 비모수적 회귀분석방법인 

LOWESS 경향분석법을 통하여 기간 내 변화 특성을 분

석하였다. 또한, 금호강에서 10년간 조사된 월평균 BOD 

자료들의 시 공간적 변화와 분포특성을 탐색적 자료 분

석 EDA(exploratory data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대상유역 및 자료 분석

대상유역인 금호강은 낙동강의 중동부에 위치한 주요 

지류로서 유역 면적은 2078.42 , 유로연장 118.99 km

로 상류에 위치한 영천댐으로부터 유입 후 서류하면서 

경산시를 관류하고 대구시역에 들어와 북쪽으로 만곡하

여 서류하다가 달성군 다사면 죽곡리 지점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하는 하천이다. 상류와 중류에 영천시와 경

산시등의 소도시가 위치하고, 하류에는 대도시인 대구광

역시가 위치해 있다. 금호강은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수질오염이 크게 악화되어 90년대 에는 낙동강 연

평균 수질을 급수 이하로 악화시키는 주요 지류였다

(Daeg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2007). 행정

구역별로는 대구광역시 523 (25%), 영천시 899.6 

(43%), 경산시 397.5 (19%), 포항시 146.4 (7%), 

칠곡군 125.5 (6%)를 차지하고 있다. 금호강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768.8 1,735.0 mm로 낙동강 내륙

지역의 지리적 영향으로 강우가 기타지역에 비해 적은 

과우지역에 속한다(Jung, 2012). BOD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금호강 본류의 국

가수질측정망 5개 지점과 단위유역 총량측정망 3개 지점

자료를 수집 총 8개 지점의 월별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

2.2. 계절 맨-켄달 검정법(Seasonal Mann-Kendall test) 

이 방법은 Mann(1945)에 의하여 처음 제시된 이후 

Dietz와 Kileen에 의하여 Mann-Kendall 통계치의 공

분산이 제시되고, 계절적 변동특성을 갖는 수질자료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장되었다(Hirsch and 

Slack, 1984). 계절 맨-켄달 검정법은 상관계수인 켄달

의 타우(Kendall tau)를 구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함으로

써 경향성의 유무를 파악하고, 이에 수반되는 계절 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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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and station in the Geumho river.

기울기 통계량(seasonal Kendall slope estimator)을 구

하여 경향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자료는 연도별 월

평균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게 되며, 켄달 통계 추정치 

S-value이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시간에 따른 증가 추이를 

의미하며, 음의 값을 가질 경우 시간에 따른 감소 추이를 

의미한다(Kim, 2008). 그리고 맨-켄달 통계치 Z-value

를 계산한 다음 p-value를 구하여 유의성을 검증함으로

써 경향성을 판단하게 된다. 양쪽으로 95% 신뢰구간에

서 유의수준 (α=0.05)에 대한 p-value 0.05이면 경향

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수용하고, p-value 0.05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경향성이 있다는 대립가설을 수용

한다(Kim, 2001). 

2.3. LOWESS 경향분석 

LOWESS는 각 값에 대해 이동 직선(moving line)을 

구하고 이로부터 y의 평활점(smoother)을 얻은 후 이 평

활점(smoother)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이는 1차 

또는 2차 회귀모형에 대한 가정 없이 자료들을 회귀모형

에 맞춤으로 유용한 경향 분석법이다. 이동선(xi,ŷi)을 계

산하는 방법은 x = xi를 중심으로 일정간격에 걸친 수직

띠(window)를 만든다. 

ŷi   minβ0,β1 
  ≤ 

ω|j-i|(yi-β0-β1xj)
2 , i = 1, , n 

(1)

따라서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 LOWESS는 적합점들

을 연결하여 최종적인 회귀곡선(regression curve)을 산

출한다. 

(x1, ŷ1), , (xi, ŷi), , (xn, ŷn)                             (2)

LOWESS를 하기 위한 R의 함수는 lowess(y x, )

와 같은 형식인데 여기서 는 자료크기 대비 평활기 너

비(smoother span)의 비율이다. 는 평활상수로서 1/3

 2/3이 추천되는데 디폴트 값은 2/3이다. 평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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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를 크게 하면 회귀함수가 직선에 가까운 밋밋한 

곡선이 되고(과소적합, under-fitting), 반대로 를 작게 

하면 회귀함수의 휜 정도가 큰 곡선이 된다(과다적합, 

over-fitting).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평활상수 =0.5로 수

행하였다(Cleveland and Devlin, 1988).

2.4. 탐색적 자료 분석 

탐색적 자료 분석은 자료의 분포 또는 밀집된 형태를 

최소값(min), 아래 사분위수 (제1사분위수 : HL), 중앙값

(median : M), 위 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 HU), 최대값

(max)을 다섯 개의 수치로 요약(min, HL, M, HU, max)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Fig. 2.에서 Box plot 형태의 통

계값으로 자료 관측치의 중앙 위치와 관측치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자료 값들의 흩어진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자료 관측치 중 다른 값들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관측치, 이상치(outlier)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상자도식은 제3사분위수(윗선)와 제1사분위수(아래선)

를 이어 직사각형을 그리며, 사각형 안의 선은 중앙값을 

의미한다.

Fig. 2. Box plot body form. 

중앙값을 기준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나누

어 낮은 집단의 중앙값 즉, 전체 관측값을 4등분하여 

25% 위치에 대응하는 값을 제1사분위수라 하고 높은 

집단의 중앙값 즉 전체 관측값을 4등분하여 75% 위치

에 대응하는 값을 제3사분위수라고 한다. 사분위범위

(Spr(H))는 제1사분위수과 제3사분위수의 차이를 의미

하는데, 이것은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측도라 

할 수 있다. 상자의 아래와 위에 이은 수염은 최소값, 최

대값이나 10%ile(percentile), 90%ile 또는 5%ile, 

95%ile 위치에 해당하는 값 등으로 변동시킬 수 있다

(Nakdong River Environment Research Center, 

2009). 본 연구에서는 수염값을 10%ile, 90%ile로 하고 

그 값을 벗어나는 자료는 이상치(outlier)로 표시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BOD 농도 경향분석

금호강 수계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영천댐 유

입 후 금호강 본류 총 8개 지점의 BOD 자료에 대해서 장

기 경향 분석을 계절 맨-켄달 검정법과 LOWESS 분석

법을 이용해서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1 과 Fig. 3

에 나타내었다. 계절 맨-켄달 검정 결과로 나타난 경향성

분석 결과를 up, down, no trend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

고, 기울기는 계절 켄달 기울기 통계량을 계산한 것으로 

변화의 크기를 의미한다(Kim et al., 2014). 금호강 본류 

8개 지점 중 GH1, GH5, GH6, GH7 등 4개 지점이 감

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GH2, GH3, GH8 등 3개 지

점은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GH4 

지점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금호강 본류 중 최상

류에 해당하는 GH1 (Gumho river 1)지점은 BOD농도

가 높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09년부터 일정

한 농도를 유지하는 추이로 나타났다. GH2 (Gumho 

river 1A) 지점은 금호A 단위유역으로 LOWESS 결과 

2007년을 지나면서 농도가 증가하다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H3 (Gumho river 2)지

점 역시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울기가 0.026 

mg/L/yr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GH4 (Gumho 

river 2A) 지점은 금호B 단위유역이면서 금호강 본류지

점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이는 선

행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Park et al., 2013). 하지만 

조사기간 동안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목표수질 이하로 

유지 관리 되었으며, LOWESS 결과에서도 2013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GH5 (Gumho river 

3)지점과 GH6 (Gumho river 4)지점에서는 기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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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Station Site name Statistic S Z-value p-value Trend
Slope

(mg/L/yr)

BOD
Main 

stream

GH1 Gumho river 1 -48.0 -3.051 0.0023 Down -0.025

GH2 Gumho river 1A 6.0 0.319 0.7499 No 0.007

GH3 Gumho river 2 -12.0 -0.702 0.4825 No -0.026

GH4 Gumho river 2A 38.0 2.350 0.0188 Up 0.085

GH5 Gumho river 3 -44.0 -2.720 0.0065 Down -0.125

GH6 Gumho river 4 -32.0 -1.969 0.0490 Down -0.100

GH7 Gumho river 5 -43.0 -2.672 0.0075 Down -0.1155

GH8 Gumho river 6 -2.0 -0.064 0.9494 No -0.0036

Table 1.  Seasonal Mann-Kendall trend analysis for BOD concentration in the Geumho river from 2005 to 2014

각각 0.125 mg/L/yr, -0.100 mg/L/yr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LOWESS 결과 역시 수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H7 (Gumho river 5)

지점에서는 LOWESS 결과 BOD농도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다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이로 나타났지만, 

기울기가 -0.1155 mg/L/yr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로 판단

된다. GH8 (Gumho river 6)지점은 금호C 단위유역이

면서 국가수질측정망 지점으로 금호강 최 하류 말단에 

위치해 오염부하가 가장 심한 곳이다. 조사한 바에 의하

면 이지점 역시 총량제 시행기간 내에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목표수질 이하로 잘 유지 관리 되었다. 하지만 

LOWESS 결과에서 2011년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최근 금호강 중 하류유

역은 주거지 개발과 토지이용의 변화로 도시적 토지이용

면적이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특성이 변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잠재적 환경영향을 고

려한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BOD 경향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점이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거나 감소하

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이는 금호

강 본류에서 BOD는 감소하거나 일정한 농도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농도가 매우 낮아 자연하천에 잠재한 배경농도에 

가까운 지점은 BOD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 시행

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나가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절 맨-켄달 검정결과 2005년 2014년 기간 동안 

금호강 본류 전체 8개 지점  중  농도 변화가 일어난 곳은 

5개 지점이며, 각 지점에 대한 변화율을 도시하여 서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Fig. 4.) 금호강 본류 지점 중에서 

농도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지점은 GH5와 GH6, 

GH7지점이며, 본류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GH4 지

점에서 농도 변화의 폭이 크게 증가함을 보였다.

3.2. 지점별 탐색적 자료 분석

Fig. 5 은 금호강 본류 8개 지점의 BOD수치에 대해 

지점별로 EDA기법과 LOWESS 경향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LOWESS 함수추정 기법에 사용된 평활 폭  

(smoother span) 의 값은 0.5로 주었다. 사실 비모수 함

수의 추정기법에서 평활 폭의 선택은 평활의 정도를 결

정하는 중요한 값으로, 관측 자료의 적합정도를 세밀히 

관찰하여 여러 다양한 값을 이용해서 가장 적절한 값을 

찾아야한다(Kim, 2014). 따라서 평활 폭 0.5로 했을 경

우 Fig. 5와 Fig. 6에서 LOWESS 함수추정은 무리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의 각 수치들은 지점별로 최

대값(max), 최소값(min), 평균값(mean), 제1사분위수

(HL), 중앙값(M(median)), 제3사분위수(HU), 사분위수 

범위(Spr(H)), 표준편차(SD)를 구하여 지점별 BOD를 

분석하였다. 상자 도식에서 중앙값(M(median)) 농도는 

상류에서 하류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OWESS line역시 같은 경향을 보인다. BOD 데이터

의 평균값(Mean)과 중앙값(M(median))을 비교 분석

한 결과 GH8 GH7 GH6 GH5 GH4 G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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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trend analysis of BOD concentration in the main stream of the Geumho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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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trend slopes at each main station in the Geumho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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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loratory data analysis and LOWESS analysis on BOD concentration in the main stream of the Geumho river. 

GH2 GH1 의순으로 나타났다. 사분위수 범위(Spr 
(H))는 오염부하가 가장 심한 GH8지점이 가장 크게 나

타났고, 주변 오염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GH1지

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분위수 범위는 자료의 흩어

진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로 본 연구에서는 범위

수가 작은 지점은 오염원(pollution source)이 적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범위수가 큰 지점은 오염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수환

경적 변이가 크면 분포범위(Spr(H)) 또한 커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포범위를 주의 깊게 관찰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금호강 중류지역을 중심으로 

상자의 범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변에 중 소도시와 많은 공단의 폐수 및 생활하

수의 영향으로 이러한 사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BOD 

수치의 증가 원인은 지점의 순위에 따른 지리적 위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보다는 하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나 산업지대등과 같은 인프라가 수질오염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선행되어진 연구에

서도 하천이 인구가 밀집되어져 있는 도심이나 산업단지

를 관류하면서 각종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 유입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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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loratory data analysis and LOWESS analysis on BOD concentration in the month of the Geumho river. 

Station Max Min Mean HL M(median) HU Spr(H) SD Count

GH1 2.2 0.4 0.9 0.7 0.8 1.0 0.3 0.3 120

GH2 5.9 0.7 2.0 1.3 1.8 2.5 1.2 0.9 120

GH3 5.0 0.8 2.0 1.4 1.9 2.2 0.8 0.7 120

GH4 7.0 0.8 2.4 1.5 2.0 2.9 1.4 1.3 120

GH5 7.2 0.8 2.6 1.9 2.4 3.0 1.1 1.0 120

GH6 7.7 0.9 3.1 2.2 2.8 3.8 1.6 1.2 120

GH7 7.1 1.0 3.4 2.5 3.1 4.0 1.5 1.2 120

GH8 7.7 1.1 3.6 2.6 3.6 4.5 2.0 1.3 120

Table 2. Summary on BOD analysis data at each station in the Geumho river

질 농도가 증가 할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다(Son et al., 

2003; Lyu and Lee, 2007).

3.3. 월별 탐색적 자료분석

Fig. 6은 월(month)별로 EDA기법과 LOWESS 경향

을 표현한 것이다. 각 지점별로 월(month) 평균을 구한

다음, 월 기준으로 최대값(Max), 최소값(Min), 평균값

(Mean), 제1사분위수(HL), 중앙값(M(median)), 제3사

분위수(HU), 사분위수 범위(Spr(H)), 표준편차(SD)를 

구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상자도식에서 중앙값(M(median)) 농도를 분석한 결

과  Apr Mar Feb May Jun Jul Jan 

Aug Sep Dec Nov Oct 의순으로 나타났다. 2

월 5월 저 갈수기에 BOD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장

마 후 수체가 안정화 되는 시기인 9월 1월에 BOD 수

치가 낮게 나타났다. 최대값(max), 제1사분위수(HL), 제

3사분위수(HU), 표준편차(SD)결과 또한 순위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상청 강우자료와 

BOD농도 변화를 비교 분석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어진다

(Fig. 7.) 

우리나라는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계절적으로 여름인 

7월과 8월에는 강수량이 많아 하천의 유량이 풍부하며, 

겨울과 봄은 강우량이 많지 않아 하천에 흐르는 유량이 

적은 저 갈수기에 해당한다. Fig. 6과 Table 3에서 

BOD농도의 시간적 분포는 이런 기후적 영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때에 일정한 양으로 하천에 배

출되는 점오염원은 수질 농도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기후 및 수문학적 특성들

은 물리적으로 하천 변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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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Max Min Mean HL M(median) HU Spr(H) SD Count

Jan 4.9 0,4 2.1 1.6 2.1 2.6 1.0 0.9 80

Feb 7.1 0.5 3.1 2.0 3.1 4.0 2.0 1.5 80

Mar 7.2 0.6 3.3 2.4 3.1 4.3 1.9 1.5 80

Apr 7.7 0.5 3.4 2.0 3.2 4,7 2.7 1.7 80

May 6.8 0.7 3.0 2.1 3.0 3.9 1.9 1.4 80

Jun 7.7 0.8 2.9 1.9 2.7 3.7 1.9 1.4 80

Jul 5.4 0.7 2.5 1.6 2.4 3.1 1.5 1.1 80

Aug 5.7 0.7 2.3 1.4 2.0 2.9 1.6 1.2 80

Sep 5.3 0.6 1.9 1.2 1.9 2.3 1.1 0.9 80

Oct 5.6 0.7 1.7 1.2 1.6 2.1 0.9 0.8 80

Nov 4.2 0.6 1.8 1.2 1.6 2.3 1.1 0.8 80

Dec 3.8 0.5 1.9 1.3 1.7 2.4 1.1 0.8 80

Table 3. Summary on BOD analysis data at each month in the Geumho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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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oral variations of on average BOD a concentration and rainfall from 2005 to 2014.

et al., 2007). 사분위수 범위(Spr(H))는 4월에 가장 높았

고 10월과 11월 그리고 12월과 1월에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강우와 유량이 적은 시기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Lyu and Lee(2007)은 미호천의 물 환경 탐구 

연구에서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총량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 할 경우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적은 월에 하

천에서 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한바 있다. 

3.4. 특이점 분석(outlier analysis) 

다음의 Table들은 지점과 월별로 특이점(outlier)들을 

분석한 것이다. 탐색적 자료 분석에서 특이점의 산출은 

상자의 아래와 위에 이은 수염값을 벗어나는 자료를 특

이점(outlier)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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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No outlier Outlier N

Jan 14 17.50% 80

Feb 16 20.00% 80

Mar 15 18.75% 80

Apr 15 18.75% 80

May 15 18.75% 80

Jun 15 18.75% 80

Jul 11 13.75% 80

Aug 13 16.25% 80

Sep 13 16.25% 80

Oct 12 15.00% 80

Nov 14 17.50% 80

Dec 13 16.25% 80

Table 5. Summary on outlier of BOD analysis data at each month in the Geumho river

Station No outlier Outlier N

GH1 14 11.67% 120

GH2 20 16.67% 120

GH3 20 16.67% 120

GH4 24 20.00% 120

GH5 22 18.33% 120

GH6 23 19.17% 120

GH7 22 18.33% 120

GH8 23 19.17% 120

Table 4. Summary on outlier of BOD analysis data at each station in the Geumho river

지점에 대한 특이점은 영천댐 직 하류에 위치해 주

변의 인위적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BOD 농도

가 낮은 GH1지점이 11.67%로 제일 낮게 나타났고, 그 

외 지점들은 매우 비슷한 수로 특이점들이 많이 나타났

다. 이 지점들은 대부분 농도가 상승하는 지점이거나 농

도가 높은 지점들이고 점오염원의 영향이 있는 지점들과 

토지이용에서 비점오염원의 분포가 큰 유역에 위치한 지

점들에서 좀 더 많은 특이점들이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특이점들의 출현은 관측 자료의 평균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값이  높고  많이 나타날수록 수

치가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월(month)자료에 대

해 분석한 결과 2월에 특이점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 순 으로 3월과 4월 그리고 5월과 6월에 특이점이 

많이 발생하였다. 2월의 경우 평균농도는 낮은 반면 이상

치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BOD의 시간적 주기

(cycle)에서 증가하는 시기(increase time)에 해당하는 

기점으로 보여 진다.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강우 빈도가 

많아 다양한 오염원의 유입으로 수체가 불안정하거나 대

량 비점유출에 의한 영향 등으로 7 8월에 특이점이 많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대체로 유량이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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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 농도가 높은 저 갈수기에 특이점이 많이 발생하

였다. 일반적으로 6월 중 후반부터 시작되는 장마로 토

양표면에서 오염물질의 초기 쓸림 이후인 7 8월을 지

나면서 대체로 수량이 풍부해지고 수체가 안정화되는 

9 10월에 특이점 발생이 작게 나타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강우의 강도가 크거나 강우의 빈도가 많은 월

(month)에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수체의 세정 효과로 특

이점의 발생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Lee et al. 

(2012)은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행 무 강

우일수가 길수록 토양표면에 축척된 오염물질이 강우 초

기 쓸림 현상으로 인해 유출 초반기에 높은 농도의 유출 

특성을 나타내고 이 후 수체가 안정화됨을 보고한바 있

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우빈도가 적은 저 갈수기시 

특이점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간헐적 강우 때 마다 토양

으로부터 고농도의 비점오염원(non-pollution source)

이 표면 유출(surface run-off)로 나타난 결과이거나 혹

은 자연배경오염원(natural background pollutant)을 제

외한 불특정 점오염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Mainstone and Parr, 2002; Lee et al., 

2014). 본 연구 결과에서 특이점이 가장 많이 나타난 2월

은 가장 적게 나타난 7월 보다 1.5배 정도 특이점이 발생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이점들에 대해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계절 맨-켄달 검정법과 LOWESS 경향

분석법을 적용하여 금호강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기간 동안의 BOD 관측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탐색적 자료 분석을 이용

하여 시 공간적인 BOD 농도 변화에 대한 분포특성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금호강 본류 총 8개 지점의 BOD 자료에 대해서 계

절 맨-켄달 검정법과 LOWESS 분석법으로 장기 경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8개 지점 중 GH1, GH5, GH6, 

GH7 등 4개 지점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GH2, 

GH3, GH8 등 3개 지점은 경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유일하게 GH4 지점이 BOD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호강 최 하류 말단에 위치

해 오염부하가 가장 심한 GH8 지점은 2011년도 이후부

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냈다. 

2) BOD농도변화에 대한 공간적 분포특성은 평균값

(Mean)과 중앙값(M(median))이 상류에서 하류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분위수 범위(Spr(H))는 오

염부하가 가장 심한 GH8지점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주

변 오염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GH1지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간적 분포특성은 강우량이 적은 2월

6월에 대체로 큰 산포와 범위(Spr(H))를 보이며 BOD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장마 후 하천의 수량이 풍부해져 

수체가 안정화되는 9월 1월에 산포가 작아지며 그에 

따라 BOD 수치도 낮게 나타났다. 몬순기후대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강우의 계절별 차이가 크며 수질분포는 유역 

내 오염원과 강우에서 기인한 하천유량의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수리수

문학적 요인들과 하천에서 이화학적 변이간의 상호연관

성 이해는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 할 것으

로 사료된다.

3) 지점과 월별로 특이점(outlier)들을 분석한 결과 지

점에 대한 특이점은 점오염원의 영향이 있는 지점들과 

토지이용에서 비점오염원의 분포가 큰 유역에 위치한 지

점들에서 좀 더 많은 특이점들이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월(month)자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 2월에 특이점

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으로 3 6월에 특이점

이 많이 발생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비점유출 등에 의

한 영향 등으로 7 8월에 특이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체로 유량이 적고 BOD 농도가 높은 

저 갈수기에 특이점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

러한 때에 출현한 특이점들을 주의 깊게 관찰 할 필요성

이 있다.  

비모수적통계분석 기법인 계절 맨-켄달 검정법 

(seasonal Mann-Kendall test)과 LOWESS 경향분석을 

함께 사용하여 금호강에서 BOD 농도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금호강 본류에서 BOD

는 감소하거나 일정한 농도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하지만 LOWESS 결과에서 다

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는 지점과 유일하게 증가

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금호B 단위유역인 GH4 (Gumho 

river 2A)지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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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자료 분석에서 특이점(outlier)은 수질관리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하며 향후 수계에서 오

염물질에 대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본 연구결과들에서 계절 맨-켄달 검정법과 

LOWESS 경향분석법 그리고 시 공간 그래프는 장기

적인 수질변화 경향을 분석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며, 서

로의 문제점을 상호 보완 할 수 있는 통계 기법으로 향후 

수계에서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판단하는데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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