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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performed algorithms to predict algae of Chlorophyll-a (Chl-a). Water quality and quantity data of

the middle Nakdong River area were used. At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hl-a and water quality and quantity

data was studied. We extracted ten factors of high importance for water quality and quantity data about the two weirs.

Algorithms predicted how ten factors affected Chl-a occurrence. We performed algorithms about decision tree, random

forest, elastic net, gradient boosting with Python. The root mean square error (RMSE) value was used to evaluate excellent

algorithms. The gradient boosting showed 10.55 of RMSE value for the Gangjeonggoryeong (GG) site and 11.43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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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발원하여 영남지역을 

관통하고 남해에 이르기까지 총 유로연장 525.8 km로 

한반도에서 압록강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강이며, 유
역면적은 23,860 km² 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낙동강에

서 조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점인 낙동강 중류

지역으로 상류지역에서의 축산폐수, 생활하수와 농경

지 유출수 등 점오염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

는 최대상수원 지역인 강정고령보 수계와 경산, 영천, 
대구를 가로질러 흐르는 금호강의 유입으로 인한 산

업폐수, 생활폐수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달성

보 수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Lee, 2013). 특히 낙동강

은 비점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하류구간은 인

구밀집 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인해 그 수질을 관리하

기 어려운 수계이다 (Hwang, 2012). 전 지구적 기후변

화로 인한 재해예방,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등을 목표

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되어 8개의 보가 완공되었다. 보
가 완공됨으로 인하여 낙동강의 수계는 체류시간의 

변화로 폐쇄성 수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Lee et 
al., 2014) 여름철에는 기온상승에 의한 Microsystis sp. 
등의 남조류 증식으로 생태계와 인체에 악영향을 끼

칠 수 있으며 이는 신경독성 및 급성간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Falconer and Humpage, 2005). 
과거 낙동강의 Chl-a 연구 방향은 하천의 수질자료

를 이용하여 Chl-a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인자에 

대한 통계분석인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진행

해 왔으며 최근에는 머신러닝을 통해 위성 영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Chl-a를 예측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조류발생 모니터링 방법으로 Chl-a의 위성영상 분광

특성을 이용하여 농도 값을 예측하는 방식은 위성영

상 밴드를 이용한 모델식이 다양하게 존재 하지만 예

측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수계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농도 계산식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un and Eun, 2017). 그리고 국

내에서도 수질자료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을 통해 낙동강 Chl-a를 예측한 사례가 있

으나(Park, 2015; Kim, 2017) 인공신경망 알고리즘과 

수질자료만 활용하였으며 Chl-a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선 조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Python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최근 낙

동강 Chl-a 농도 예측으로 조류와 연관된 국내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조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낙동강 중류지역

의 Chl-a 농도를 우수하게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수행

하고자 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낙동강 조류에 관한 

연구로 decision tree를 활용한 사례가 있으며 낙동강 

본류 구간의 남조류 발생특성을 파악하고자 조류경보

제 기반의 발령기준을 범주형 목표변수로 하여 주요

영향인자에 따른 남조류 발생 조건을 연구한 결과가 

있다 (Jung et al., 2019). 머신러닝 기반으로 random 
forest를 활용하여 낙동강의 Chl-a 농도를 예측한 연구 

사례도 있다 (Kim et al., 2018). 그리고 스페인의 트라

소나 저수지에 활용된 gradient boosting은 다양한 수질

인자를 통하여 남조류 개체수와 Chl-a 농도 예측을 정

확하게 구현 하였다 (Nieto et al., 2018). 마지막으로 

분석기법 중 대표적인 예측기법인 회귀분석에서 ridge 
regression과 lasso regression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

고 큰 데이터셋에서 잘 작동하는 대표적인 회귀분석 

알고리즘인 elastic net 또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4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조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매우 다양하

며, 수질 인자뿐만 아니라 기상 및 수리 영향인자를 

포함한 복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류의 성

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는 영양물질(N, P), 일
사량, 수온, 물순환정체(체류시간) 등이 있으며 수질인

RMSE value for the Dalsung (DS) site. The gradient boosting algorithm showed excellent results for GG and DS sites.

Prediction value for the four algorithms was also evaluated through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and Area under curve (AUC).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the AUC value was 0.877 at GG site and the AUC value

was 0.951 at DS site. So the algorithm‘s ability to interpret seemed to be excellent.

Key words: Chlorophyll-a (Chl-a), Machine learning, Gradient boosting, Nakdong River, RMSE, ROC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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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뿐만 아니라 수체의 물리적 조건인 수체 위치, 길
이와 폭, 수심, 저수용량에도 영향을 받는다 (Caissie 
et al., 2007). 따라서 이번 연구는 조류 발생 여러 인자 

중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낙동강 중류 지

역의 2개보에 걸쳐서 보 설치 이후에 지속적으로 측

정·관찰되고 있는 Chl-a와 수질측정자료, 보 운영 자

료인 수량자료를 같이 활용하여 특징적인 상관관계를 

우선 도출하여 낙동강 중류지역의 Chl-a를 예측하고

자 하였다. 이번 연구는 향후 낙동강 중류 보 구간의 

수질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지점 및 시기

본 연구에서는 물환경측정망 및 수질측정망의 자료 

중 낙동강권역에서 2012년에 건설된 낙동강의 보건설 

지점으로 조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류지점인 

Fig. 1의 GG(강정고령보), DS(달성보)을 대상으로 하

였다. GG지점은 연장 953.5 m, 관리수위 19.5 m, 저수

용량 107.7백만 m³이며 DS지점은 연장 580 m, 관리수

위 14 m, 저수용량 56백만 m³로 낙동강 8개보 중 중

류지역을 대표하는 보이다. 수질자료는 수질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GG의 다사, DS의 논공지점을 대상으로

Fig. 1. Sampling sites (1) GG and (2) DS in the Nakdong 
River.

하여 두 지점의 조류발생 측정시점인 2012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로 하였으며 수량자료는 물환경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기계학습

수질자료는 수질측정망 보 지점(하천)의 자료는 물

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의 매주 1회 측정

되고 있는 Chl-a, pH, DO (dissolved oxygen), BOD, 
COD, SS,  총질소(T-N), 총인(T-P), TOC, 수온(W·T), 
전기전도도(E·C), 용존총질소(DTN), 암모니아성질소

(NH₃-N), 질산성질소(NO₃-N), 용존총인(DTP), 인산염

인(PO₄-P)를 이용하였고, 수량자료는 보 하류 수위

(DWL, Downstream water level), 저수량(Flux), 공용량

(WV, Water volume), 유입량(Inflow), 총 방류량(TFR, 
Total flow rate) 자료를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데이터 set은 주로 수질자료를 중심으로 주간단위로 

구성되어 매일 측정되는 수량자료를 주단 단위로 조

정하였으며 2012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384
주간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21종의 변수로 데이터 set을 

구성하였다. Training data는 80%, testing data는 20%로 

설정하여 두 지점의 Chl-a를 예측하는 4가지 알고리즘

을 수행하였다.

2.3 분석방법

2.3.1 상관관계 분석

머신러닝 기반 Chl-a 예측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수질자료와 수량자료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우선 실시하였다. 수질과 수량 

요소간의 상관성이 있는 항목을 우선 찾아내고 중요

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decision tree, random forest, 
elastic net, gradient boosting의 알고리즘을 실행하였다. 

2.3.2 Decision tree

Decision tree는 일반적으로 종속변수가 이산형 변수

일 때 의사 결정 규칙을 정하고 독립변수를 분류한다. 
하향식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

으로 하나의 나무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나무의 각 

마디를 노드라고 하며 맨 위에 위치한 노드를 뿌리 

노드(root node), 중간에 이어지는 선들은 가지(branch)
라 한다. 중간에 위치한 노드는 중간 노드(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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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가장 아래에 위치한 노드를 잎사귀 노드(leaf 
node)라 부르며 가지를 이루고 있는 마디의 개수를 깊

이(depth)라고 한다 (Cho, 2019).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CART)라는 decision tree는 비모수적

인 분류 및 회귀 기법으로 결과를 시각적으로 이해하

고 분석하기 쉽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스케

일링(scaling) 같은 전처리 과정이 상대적으로 필요하

지 않으며 비선형 관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아주 복잡한 tree를 생성하는 

훈련 세트는 매우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검증 세트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over fitting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며 데이터의 작은 변화에 결과가 크게 변할 수 있

다. 각각의 단계에서 지역적 최적화를 구해 전체 최적

화를 근사화하는 greedy 알고리즘이므로 전체적으로 

최적인 decision tree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decision 
tree는 CART 손실함수를 최소화해서 구해진다. 아래 

식 (1)은 CART 손실함수를 보여준다.

   





       (1)

은 표본 수, 는 왼쪽 노드의 표본수를 표시한

다. Gi(i=left, right)는 노드 i 의 불순도(impurity)를 표

시하는데 통상 지니(Gini), 엔트로피(entrophy), 분류오

류(misallocation) 지표를 많이 사용한다. 지니(Gini)의 

경우 아래 식 (2)와 같으며 는 노드 에서 분류집

단 에 속하는 확률이다. 

    
  




        (2)

아래 식 (3)과 (4)는 각각 엔트로피와 분류오류를 

나타낸다(park and Ko., 2019).

  
  



log         (3)

    max        (4)

2.3.3 Random forest

Random forest 알고리즘은 루트 노드(root node), 내
부 노드(internal node), 터미널 노드(terminal node or 
leaf) 등의 노드(node)들과 에지(edge)들의 집합으로 이

루어지는 decision tree에서 파생한 방법이다 (Rokach 
and Maimon, 2005). 단일의 decision tree는 휴리스틱 

기법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방법으로 최적의 

decision tree를 학습한다는 보장이 어려운 반면, 
random forest 기반의 기계학습은 주어진 데이터를 통

해 무작위 방식으로 구성된 다수의 decision tree를 만

들어 최적의 학습 모델을 찾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Müller and Guido, 2016). 이러한 특성은 각 tree들이 

예측한 결과가 상관화 되지(decorrelation) 않아서 결과

적으로 일반화 된 결과를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random forest는 노이즈가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강인성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 (Kim and Seo, 2020). Random forest는 집단 학습을 

기반으로 고정밀 분류, 회귀, 크러스트링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으로 여러 개의 결정 tree들을 임의로 학습하

는 앙상블 방법으로 크게 다수의 결정 tree를 구성하

는 학습 단계는 입력 벡터가 들어 왔을 때 분류하거

나 예측하는 테스트 단계로 구성되어 검출, 분류, 회
귀 등에도 활용된다 (Cho, 2019).

2.3.4 Elastic net

Ridge regression 식 (5)는 계수의 제곱의 합을 최소

화하는 것을 추가적인 제약으로 하며 λ는 기존의 잔

차 제곱합과 추가 제약 조건의 비중을 조절하기 위한 

hyper parameter이다. λ가 커지면 정규화 정도가 커지

므로 가중치의 값들은 작아지며 λ가 작아지면 정규화 

정도가 작아지고 λ가 0이 되면 일반선형 회귀모형이 

된다 (Hoerl and Kennard, 1970).

βˆ = argmin (∥y − Xβ∥² + λ∥β∥²)     (5)
        β
Lasso regression 식 (6)은 가중치의 절대값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실행되며 계수의 

절대값은 상수로 계수를 0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Tibshirani, 1996).

βˆ = argmin(∥y − Xβ∥² + λ∥β∥₁)       (6)
        β
Elastic net은 L₁과 L₂페널티의 조합으로 ridge 

regression와 lasso regression 정규화가 결합된 알고리

즘으로 식은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가중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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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값의 합과 제곱합을 동시에 제약 조건으로 가지

는 모형이다 (Zou and Hastie., 2005).

βˆ = argmin(∥y − Xβ∥² + λ²∥β∥² + λ₁∥β∥₁),  
      β
    



βˆ = argmin∥y − Xβ∥², 
      β subject to (1 − α)∥β∥₁ + α∥β∥²    (7)

Elastic net은 잔차 제곱합을 최소로 만드는 회귀계

수를 구하는 최소제곱이 가장 단순한 회귀모형 예측

법이고 최소제곱법으로 다수의 설명변수를 모형화 하

는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

며 예측변수가 많아질수록 예측력은 증가하나 새로운 

자료에 대한 over fitting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 그러

나 elastic net은 다중공선성 및 over fitting을 다루는데 

적합하고 변수가 많은 대용량 자료를 분석할 때 유용

하게 적용된다 (Lee and Yoo, 2019). 

2.3.5 Gradient boosting

머신러닝에서 boosting은 부정확한 weak learner을 

혼합하여 좀 더 정확하고 strong learner을 만드는 방식

이다. 우선 정확도가 낮은 첫 번째 tree 모델을 만들고 

난 이후, 예측에서 발견된 오류는 두 번째 tree 모델에 

보완된다. 이런 방법으로 다음 tree 모델에서 약점을 

계속 보완하여 향후에는 강한 학습기를 구축한다. Loss 
function(손실함수,  )는 예측 모델의 오류를 정량화

하며, loss function 값을 최소화하여 알고리즘 내 파라

미터를 찾기 위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gradient 
descent를 사용한다. gradient boosting은 이러한 파라미

터 손실함수 최소화 과정을 모델 함수() 공간에서 

수행하며, 손실함수를 알고리즘 파라미터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8)번 수식에 의해 현재까지 학습된 tree 
모델 함수로 미분하며 수식에서 는 학습률을 나타

낸다.

     

        (8)

Gradient boosting 알고리즘에서 tree 알고리즘 함수 

미분값은 현재까지 학습된 알고리즘의 약점을 나타내

는 역할을 하며, 다음 tree 알고리즘의 fitting을 수행할 

때 그 미분값을 사용하여 약점을 보완하여 성능을 향

상시킨다 (Heo et al., 2018). Gradient boosting은 

decision tree 시퀀스를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며 각 반

복에서 알고리즘은 현재 그룹을 사용하여 각 트레이

닝 인스턴스 레이블을 예측하고 실제 레이블을 예측

하고 비교한다. 빈약한 예측으로 훈련 인스턴스에 더 

중점을 두기 위해 데이터 세트의 레이블이 다시 지정

되며 gradient boosting은 반복에서 decision tree에 의한 

실수를 정정한다. 최신 버전은 병렬처리, 트리정리, 결
측값 처리 및 정규화를 통해 최적화 된 gradient 
boosting으로 over fitting이나 바이어스를 방지하는 장

점이 있다 (Krishna et al., 2019).

3. 결과 및 고찰

3.1. 수질항목별 상관분석 결과

조류는 수질, 수량, 기상인자 등 다양한 영향인자에 

영향을 받고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인자는 조

류발생에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Chl-a와의 상관관계

를 통해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Chl-a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보별 

Chl-a와 수질, 수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상관도가 떨어지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단계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중요인자를 추출하였으며 

두 지점의 상관계수 절대값이 0.1 이상과 인자의 수가 

10가지일 경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보다 정확하게 구

현되었다. Chl-a와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GG지점은 BOD, DO, pH, SS, WV, TOC, 
NH₃-N, E·C, Flux, T-P, DS지점은 BOD, DO, COD, TOC, 
DTP, SS, E·C, T-P, PO₄-P, NH₃-N으로 나타났다. 특히 

BOD, COD, DO, pH는 상관계수가 0.3이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pH는 조류 및 박테리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며, 대부분의 조류는 중성영역

인 pH 7~9 사이를 선호하며 질산염(NO3
―)을 질소원으로 

사용할 때는 pH는 상승하고, 암모니아(NH4
―)를 질소원

으로 사용할 때는 pH가 낮아져 DO와도 연관이 있다. 
조류는 다른 환경 요인이 만족된다 해도 어떤 pH의 범

위 내에서만 잘 자라고 pH가 맞지 않으면 사멸하거나 

활성이 떨어지므로(Twisti et al., 1988) 조류와 pH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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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높다. 그리고 유기물 수질 지표인 BOD, COD, 
TOC 등은 Chl-a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조류성

장에 따른 자생 유기물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Kim et al., 2013). 이외의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에서도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NH₃-N, DTP는 상관계

수 절대값 0.3이상의 유의성을 나타내었으며 T-P, PO₄
-P, DTP 등도 절대값 0.1 이상의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

내었다.  이번 연구의 유의한 수질인자 중 E·C는 수계의 

구분이나 수질의 연속적 변화를 쉽게 파악하는 지표이

며 조류가 증식하였을 때 수계의 상층 E·C는 높게 나타

나며 SS는 집중호우의 경우 농경지, 도로 등과 같은 비

점오염원에서 유입되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일정

부분은 조류와 같은 미생물 농도의 영향을 받는다. 수량

자료인 WV, Flux 또한 작지만 0.1 이상의 상관성을 나타

내었는데 조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 중 

물순환정체 등 수체의 물리적 조건인 저수용량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Caissie et al., 2007). 낙동강 지역의 수질, 
수리 및 기상인자와 Chl-a 농도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결

과 Chl-a에 대한 주요 영향인자 중 수질인자는 W·T, pH, 
DO, BOD, COD, T-N, NO₃-N, PO₄-P 8가지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유량, 유속 및 수심 등 수량인

자도 영향인자로 나타난 연구 사례가 있다 (Lim et al., 
2015). 특히 이번 연구결과와 지역이 일치하는 낙동강 

중류 지역 강정고령보 지점으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14개 수질인자와 Chl-a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

과 pH, DO, BOD, COD, SS, T-N, W·T, NH₃-N, NO₃-N, 
PO₄-P 등이 유의한 상관관계(p≺0.01)를 나타내고 달성

보는 pH, DO, BOD, COD, TN, T-P, W·T, NH₃-N, NO₃-N 
등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Jung and Kim, 2017) 이번 연구 결과의 중요 수질인자

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3.2. RMSE를 통한 알고리즘 성능평가

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예측값과 측정값

과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로 예측력과 정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RMSE는 잔차(관측에서 나타나는 오차)의 

제곱합을 산출 평균한 값의 제곱근으로서 측정값들 

간의 상호간 편차를 의미한다. 표준편차를 일반화시

킨 척도이며 예측값과 측정값과의 차이를 알려주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척도로 RMSE와 표준편차는 개별 

측정값이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정

도를 나타낸다. 측정값(estimated parameter) 에 대한 

(A) (B)

Fig. 2. Scatter plot between target output and input variables about (A) GG and (B)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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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값(estimator) 의 RMSE 값은 식 (9)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MSE( ) =          (9)

RMSE값은 작을수록 예측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작

다는 것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을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RMSE와 Mean squared error 
(MSE)는 통계모델링에서 이론적으로 관련되어 현재

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Hyndman and Koehler., 

2006). 환경 관련분야에서도 훈련데이터로 훈련한 알

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RMSE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Lawrence et al., 2004; Johnson et al., 2018; 
Krishna et al., 2019; Fan et al., 2019; Wei et al., 2019).
이번 연구에서 알고리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잔

차오차기반 지표인 MSE, RMSE를 활용해 평가하였

다. 데이터 set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 지표 비교는 

Table 1과 같다. 
GG지점에서의 MSE는 decision tree가 259.83, random 

forest는 136.57, elastic net 198.35, gradient boosting 

Table 1. Algorithms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estimated and measured values by analysis method

GG DS

Decision 
Tree

Random 
Forest

Elastic Net
Gradient 
Boosting

Decision 
Tree

Random 
Forest

Elastic Net
Gradient 
Boosting

MSE 259.83 136.57 198.35 111.35 161.63 152.98 246.52 130.61

RMSE 16.12 11.69 14.08 10.55 12.71 12.37 15.7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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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d and estimated values of decision tree models about (A) GG and (B)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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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d and estimated values of random forest about (A) GG and (B)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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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로 나타났으며 DS지점에서의 MSE가 decision tree 
161.63, random forest 152.98, elastic net 246.52, gradient 
boosting 130.61로 나타났다. 그리고 GG지점에서의 

RMSE는 decision tree가 16.12, random forest는 11.69, 
elastic net 14.08, gradient boosting 10.55로 나타났으며 DS
지점에서는 decision tree 12.71, random forest 12.37, 
elastic net 15.70, gradient boosting 11.43으로 나타났다. 
GG지점의 gradient boosting의 MSE가 111.35, RMSE은 

10.55로 알고리즘의 성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는 random forest, elastic net, decision tree 순으로 알고리

즘 성능을 나타냈다. DS지점은 gradient boosting의 

MSE가 130.61, RMSE은 11.43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DS지점은 그 다음으로 좋은 성능을 나

타낸 알고리즘은 random forest, decision tree, elastic net
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GG, DS 두 지점 모두 

gradient boosting이 좋은 성능의 알고리즘으로 평가되

었다. 예측값과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는 Fig. 3∼6에

서 볼 수 있다.

3.2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커브

를 통한 예측값 정확성 평가

ROC분석은 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며 최근에도 

영상장비와 같이 질환의 유무와 예측을 진단하는 테

스트의 효율성 평가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Metz, 
1978). 최근 수질에 대한 예측지표나 위해도 기준을 

설정하는 등 환경 분야에도 연구가 적용되고 있다 

(Morrison et al., 2003; McLaughlin, 2012; Song et al., 
2017). ROC커브는 알고리즘의 예측능력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며, ROC커브에서 커브 아래영역의 면적인 

Area under curve (AUC)는 그 값이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AUC는 1의 값에 가까워 질 때 

좋은 알고리즘으로 평가받는다 (Do and Le, 2020). 
AUC값에 대한 평가 기준은 보통 5등급으로 분류하고 

Table 2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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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sured and estimated values of elastic net about (A) GG and (B)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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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d and estimated values of gradient boosting about (A) GG and (B)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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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UC performance metric about the algorithm

AUC grade interpretation

0.9 - 1.0 A excellent

0.8 - 0.9 B good

0.7 - 0.8 C fair

0.6 - 0.7 D poor

0.5 - 0.6 E fail

ROC커브의 양성율(TPR, True positive rate)은 예측

의 정확도에 대한 값을 나타내고 위양성율(FPR, False 
positive rate)은 예측의 부정확성에 대한 값을 나타내

어 그 값들로 표현할 수 있다 (Dhaliwal et al., 2018; 
Krishna et al., 2019). Chl-a 예측값을 두 지점의 조류발

생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지표가 조류관리단계를 

판별하는데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가 

효과적일 경우 예측값은 두 지점의 Chl-a 농도 평균이

상 높은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로 나

타낸다. 민감도는 실제 Chl-a가 두 지점의 조류발생 

측정기간 동안 평균이상으로 GG지점은 17.26, DS지
점은 23.79 이상 발생하는 부영양화된 수질로 분류되

는 양성율(TPR)을 말하며, 특이도는 Chl-a가 평균미만

으로 발생하는 양호한 수질로 분류되는 위양성율

(FPR)로 나타낸다. 양성율(TPR)은 다시 민감도로 나

타내어지고 True Positive (TP), False Negative (FN)으
로 (10)식과 같이 계산된다. 반면 위양성율(FPR)은 1-
민감도로 표현되고 True Negative (TN), False Positive 
(FP)로 식 (11)로 계산된다. 

양성율    
        (10)

위양성율    
        (11)

이번 연구에서 4개 알고리즘의 두 지점 Chl-a 농도 

평균 초과여부의 정확성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한 시각화는 

Fig. 7∼8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l-a 농도를 통해 정

확한 조류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Chl-a 농도 예측은 가

급적 양성율이 크고 위양성율이 작아야 의미 있는 지

표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두 지점의 4개 알고리즘

에 대한 ROC커브를 표현하고 AUC값을 도출하였다. 
정확성 평가결과 GG지점에서 decision tree의 AUC는 

0.790, elastic net의 AUC는 0.867, random forest의 AUC

는 0.869, gradient boosting의 AUC가 0.877로 나타났

다. DS지점에서 decision tree의 AUC는 0.878, elastic 
net의 AUC는 0.880, random forest의 AUC는 0.931, 
gradient boosting의 AUC가 0.951로 나타났다. Gradient 
boosting의 AUC값은 GG지점의 Chl-a 농도 17.26 초과

여부에 대하여 0.877(95% 신뢰구간, 0.789~0.965), DS
지점의 경우 Chl-a 농도 23.79 초과여부에 대하여 

0.951(95% 신뢰구간, 0.923~0.999)으로 나타났다. AUC
값이 1에 가까울 때 알고리즘의 예측값 평가가 우수하

며(Do and Le, 2020), 두 지점 모두 AUC값이 1에 가까

운 gradient boosting 알고리즘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Gradient boosting 알고리즘(Breiman et al., 1984; 

Vapnik, 1998; Friedman, 2002; Hastie et al., 2009)은 바람

과 관련된 여러 수치들을 예측하고(Landry et al., 2016), 
다양한 지역에서의 태양광 예측(Persson et al., 2017), 단
기 폐기물 발생 예측(Johnson et al., 2017)과 같이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물학적 파라미터를 예측

하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으로 이용되고 있다 (Nieto et 
al., 2018). 최근에는 boosting 기법을 활용한 gradient 
boosting 알고리즘(Breiman et al., 1984; Vapnik, 1998; 
Friedman, 2002; Hastie et al., 2009)은 혐기성 조건에

서 유기성폐기물 소화시설 설치를 위한 효율적인 결

정(Clercq et al., 2019)과 도시환경에서 저비용으로 에

어로졸 모니터링(Johnson et al., 2018) 등 폐기물, 대
기, 수질 분야에서 활발하고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Fig. 7.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bout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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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bout DS.

특히 gradient boosting 알고리즘은 회귀와 분류를 동시

에 수행할 수 있는 지도학습의 한 종류이며 다변량 함

수에 대해 범용근사자로 활용이 되고 있어(Vapnik, 
1998; Friedman, 2002; Hastie et al., 2009) 환경관련 분야

에서도 다양하고 우수하게 활용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낙동강 중류의 2개보 지점에서의 수질

과 수량항목에 대한 Chl-a와의 상관성을 통해 10가지 

중요한 인자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Chl-a를 목표변수

로 하여 두 지점에서 중요인자를 통해 4가지 알고리

즘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지점은 상관성 중요인자와 인자별 상관계수 값

이 서로 상이하였고 그 결과 두 지점별로 예측 성능

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점별로 변

수 중요도는 차이가 났으며 두 지점의 공통된 수질인

자로는 BOD, DO, SS, TOC, NH₃-N, E·C, T-P 등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낙동강 중류지역의 조류 발생을 억

제하기 위하여 공통된 수질인자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알고리즘의 예측력을 평가하기 위해 RMSE, MSE를 

통해 평가한 결과 낙동강 중류의 두 지점 모두 

gradient boosting 알고리즘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기존

의 SPSS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낙동강 수

계 Chl-a를 예측한 RMSE값 보다 우수하게 나타나 다

른 통계방법 보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Chl-a 
예측이 정확하였다. 
예측값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ROC커브 

분석을 두 지점에 실시하였다. 두 지점 모두 gradient 
boosting 알고리즘이 예측값의 정확성이 높게 나타났

으며 두 지점의 Chl-a 농도 예측값과 측정값에 대한 

test score는 GG지점 62%, DS지점 72%로 나타났다. 
알고리즘별로 일부 성능차이는 있었으나 크지는 않았

으며 gradient boosting 알고리즘이 본 연구와 같이 수

계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으로 적용 가

능하였다. 
향후 조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오염물질이 지

속적으로 유입되어 조류가 빈번히 발생하는 낙동강 

하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하류지역에도 알고리즘

이 적용 가능하다면 보가 설치되어 있는 4대강을 중

심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보다 정

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수계에 

자동측정망 등을 구축하여 시계열적으로 지속적인 측

정·분석된 자료와 강수량, 일사량, 운량 등 다양한 기

상자료가 추가로 확보된다면 본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질 예측 성능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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