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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f Organizing Map (SOM) was applied for pattern classification of hydrological and water quality data measured at 
Jangseong Reservoir on a monthly basis.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understand better data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data. For the purpose, two SOMs were configured by a methodologically systematic approach 
with appropriate methods for data transformation, determination of map size and side lengths of the map. The SOMs 
constructed at the respective measurement stations for water quality data (JSD1 and JSD2) commonly classified the respective 
datasets into five clusters by Davies-Bouldin Index (DBI). The trained SOMs were fine-tuned by Ward's method of a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On the one hand, the patterns with high values of standardized reference vectors for hydrological 
variables revealed the high possibility of eutrophication by TN or TP in the reservoir, in general. On the other hand, the 
clusters with low values of standardized reference vectors for hydrological variables showed the patterns with high COD 
concentration. In particular, Clsuter1 at JSD1 and Cluster5 at JSD2 represented the worst condition of water quality with high 
reference vectors for rainfall and storage in the reservoir. Consequently, SOM is applicable to identify the patterns of potential 
eutrophication in reservoirs according to the better understanding of data characteristics and their relationship.

keywords : Data characteristics, Hydrological data, Pattern classification, Reservoir, Self Organizing Map (SOM), Water 
quality

1. 서 론1)

최근 홍수  가뭄에 비하고 갈수기에 하천유지 유량

을 확보하기 하여 기존 수지 둑의 증고 사업이 진행되

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 공사, 2010). 이와 같은 

사업의 진행은 향후 수지와 같은 정체수역의 수자원을 

보다 극 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단된다. 상술한 수지 둑 높이기사업의 목 들  

하나인 하천유지 유량의 확보를 고려하여 보면, 향후 수

지의 수질이 하천의 수질에 지 까지 미친 향보다 더 큰 

향을 미치게 된다. 즉,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된 수지 

수체의 수질은 하천수질에 향을 미치지 않거나 토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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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간 인 향을 미쳐왔으나, 
수지의 수량이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될 경우에는 수

지의 방류량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수지와 하천의 

수질패턴이 직 인 연 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수지의 수질에 향을 미치는 강우량  수

량과 같은 수문학  변수와 수질 황에 한 보다 심도 있

는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수지의 수질개선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해서는 수문변수  각종 수질

자료들이 나타내는 복합  패턴에 한 보다 깊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부 양화 상에 한 보다 다양한 연

구가 필요하다.
이와 련된 국내연구 황을 살펴보면, 김범철 등(2007)

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인 농도 기  강화의 필요성 제시

를 해 호수의 부 양화 제한 양소에 하여 고찰한 바 

있다. 이 과 안 국(2009)은 국내 인공호의 양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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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기 한 호소 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연구 상 호수

에 용하여 모형의 평가와 검증을 수행하 으며, 박유미 

등(2009)은 상 수지에서 강우에 따른 수질특성 변이 

 경향성과 부 양화 특성을 악하 다.
호소수 수질의 평가  분석에 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

보면, 다변량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오염된 호소에 하여 

수질 측정지 들 간의 유사성을 평가하고 수질변수에 향

을 미치는 오염원을 악한 연구(Kazi et al., 2009)와 유량

과 비  오염원이 호수의 화학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Ikem and Adisa, 2011)가 있다. 다양한 수질항목을 

고려하기 해 상술한 다변량 통계분석 기법의 용과 함

께 최근에는 자기조직화지도(Self Organizing Map: SOM)를 

이용하여 수질  수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수질자료에 

한 패턴분류와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김용구 등(2008)은 주암호를 상으로 수문변수와 TOC 

(Total Organic Carbon)에 한 변동 특성 악을 해 

SOM을 용한 바 있으며, 진 훈 등(2009)은 산강･섬진

강･탐진강 수계의 수질오염총량 리제를 한 단 유역 말

단지 에서 측정된 수질  유량자료의 통계량에 한 

SOM 용 결과를 제시하 다. 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

업을 한 수지의 개략 인 수질변화 측을 목 으로 

SOM을 용하여 수지를 물리화학   수질특성에 따

라 분류한 후, 각 유형에 용 가능한 모형을 개발한 연구

가 수행된 바 있다(한국농어 공사, 2010).
수질자료의 분석을 한 외국의 SOM 용 사례로는 해안

의 수질평가  측을 해 SOM을 용하 으며(Aguilera 
et al., 2001), Alvarez-Gurerra 등(2008)은 수질의 분류  분

석을 한 SOM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한, 하천의 

수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에 한 평가를 하여 

SOM을 용한 연구(Tobiszewski et al., 2010)  온라인 수

질자료에 한 이상 상  변동을 악하는데 SOM을 활용

한 사례(Mustonen et al., 2008)와 수질자료의 시･공간 분포

를 악하기 한 SOM의 용이 있다(Su et al., 2010).
이와 같이 최근 수질자료의 평가  분석, 측을 해 

SOM의 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결과

에서 그 용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

들이 상 자료에 한 통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료

의 처리로 인해 부 합한 SOM의 용을 수행하 으며, 
수질자료에 한 SOM의 패턴분류에 한 연구들은 수량

을 배제한 결과들을 제시함으로써 수량과 수질에 한 

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포함하는 다변량 자료가 나타내는 복합  패턴을 

SOM의 용에 의해 분류하고자 하 다. 다양한 패턴이 혼

재되어 있는 측정자료에 한 체 인 특성을 악하기 

어려우므로, 측정 자료에 한 패턴분류를 통해 부분별 특

성을 악하기 해 SOM을 용하 다. 이를 해 한 

자료의 처리 방법  SOM의 크기와 종･횡축에 한 노

드의 수 결정 방법과 같은 체계 인 방법론을 용하 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지의 수문･수질자료의 특성  상

호간의 연 성을 악하 다.

2. 연구방법

2.1. 자기조직화 방법(Self Organizing Map: SOM)

SOM은 다차원의 정보를 2차원의 사각형 는 육각형 배

열을 사용하는 차원의 공간으로 사상시킬 수 있는 인공

신경회로망 이론의 한 종류이며, 일반 으로 육각형 배열을 

사용하여 패턴분류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시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SOM을 용하는 궁

극 인 목 은 상자료에 한 SOM의 용에 산출되는 

참조벡터(reference vector)를 얻는 데 있다. 이러한 참조벡

터는 가 치(weight), 연결가 치(connection weight), 일반

화된 앙값(generalized median) 는 코드북(codebook)으
로 알려져 있다(Bedoya et al., 2009; Hsu et al., 2002; 
Kalteh et al., 2008; Lu et al., 2006). 참조벡터를 얻기 

해서는 노드들 사이의 경쟁과정, 승자노드의 선택  참조

벡터의 갱신과 같은 일련의 훈련과정을 반복 으로 수행하

여야 한다.
만약 입력자료가 차원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SOM에 

의해 개의 패턴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하면, 해당 SOM은 

개의 입력노드와 개의 출력노드를 가지게 된다. 각 입력

노드들은 모든 출력노드들과 연결되며, 이 게 연결된 값들

을 참조벡터라 한다. 각 노드들은 경쟁과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해 서로 경쟁하며, 입력자료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참조벡터를 갖는 노드가 승리하게 된다. 
이러한 승자노드의 선택은 유사정도(similarity matching) 측
정을 해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이용한다. 
참조벡터의 갱신과정에서는 선정된 승자노드와 가우시안 

함수(Gaussian function)에 의해 결정되는 이웃 노드들만이 제

시된 입력자료에 하여 학습이 허용된다(진 훈 등, 2009).
상기의 SOM의 훈련을 해서는 입력자료에 한 한 

자료변환이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의 상자료와 같이 분

산이 크거나 왜곡이 심한 원자료를 그 로 이용할 경우, 
큰 값들에 의해 패턴분류 과정 체가 향을 받아 작은 

값들에 한 부 한 분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료의 분포를 악한 후 그에 상응하는 한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처리된 자료를 SOM에 용한다.
자료의 처리 후 SOM의 반복학습을 해 먼  그 구조

를 결정하며, 이를 해 총 노드의 수  종･횡축 방향의 

노드 배열의 수를 결정한다. 총 노드의 수는 일반 으로 

  ( : 총 노드의 수; : 입력자료의 수)이라는 경

험식을 사용하며, 산정된 수( )를 종･횡축으로 분배하기 

해 입력자료에 한 가장 큰 두 개의 고유치(eigenvalue)
의 비를 구하여 이용한다(Alvarez-Guerra et al., 2008; 
Garcia and González, 2004; Hentati et al., 2010; Vesanto 
et al., 2000).
구조가 결정된 SOM은 참조벡터의 기화가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일반 으로 난수 기화와 선형 기화 방

법이 있다. 최근에는 규모의 자료를 요구하는 난수 기

화 방법보다는 훈련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선형 기화 

방법이 리 이용되고 있다(Jeong et al., 2010). 이러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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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기화 방법은 입력자료의 고유치(eigenvalue)와 고유벡

터(eigenvector)를 이용하여 진행되므로 이는 SOM의 기

화 과정에 이미 입력자료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훈련을 

보다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다(Vesanto et 
al., 2000).
이상의 처리과정에 의해 변환된 자료를 SOM에 입력하

여 훈련을 통해 패턴분류를 수행한다. 최 의 패턴분류의 

수를 결정하기 해 패턴분류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Davies- 
Bouldin Index (DBI)를 Garcia and González (2004)에 의해 

제안된 다음의 식 (1)~(3)을 이용하여 산정한다(진 훈 등, 2009).

 
 




  max 
  ≠



 (1)

 

 
∈

      (2)

   (3)

여기서 는 클러스터-j의 개의 노드로부터 계산된 평

균 참조벡터이며, 는 클러스터-j로 구분된 노드들 사이의 

유사성(similarity)을 나타낸다. 한 는 두 클러스터(j, 

k) 사이의 이질성(dissimilarity)을 나타낸다. 여기서 k는 클

러스터-j와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나타내는 첨자이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생성된 SOM의 참조벡터를 계층  

클러스터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의 일종인 Ward 
기법에 용하여 보다 타당한 패턴분류 결과를 유도한다

(Faggiano et al., 2010; Hentati et al., 2010; Park et al., 
2007; Song et al., 2007). Ward 기법은 계층  응집형 클러

스터 분석방법으로 각 자료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그 

거리에 따라 가까운 자료들로 구성되는 새로운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 으로 용되어 최종 으로

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나타내게 된다(Hentati et al., 2010).
따라서 Ward 기법의 용 기 단계에서는 SOM의 각 

노드들에 한 참조벡터들이 개별 인 클러스터를 형성하

며, 각 노드의 참조벡터를 활용하여 거리를 산정한 후 가

까운 거리의 노드들이 보다 큰 규모의 클러스터를 형성한

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 용에 의해 상 자료를 정한 

수의 클러스터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클러스터는 상 

자료에 한 패턴으로 간주된다. Ward 기법의 용에 따른 

결과는 dendrogram이라고 하는 계층  클러스터 트리

(hierarchical cluster tree)에 의해 각 클러스터의 형성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한 수의 패턴 분류를 한 가시

인 기 으로 이용될 수 있다(송자섭, 2011).

2.2. 상지

본 연구는 수지의 수문･수질자료의 특성을 악하기 

한 상지 으로 라남도 장성군에 치한 장성호를 선

Fig. 1. Map showing study area and measurement stations 
in Jangseong Reservoir.

정하 다. 장성호는 라남도의 지방하천  하나인 황룡강

의 상류에 치해 있으며,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

지 내의 2개소에서 수질을 측정하고 있다. JSD1(장성 1) 
지 은 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덕리에 치하고 있으며, 
JSD2(장성 2)는 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에 치해 

있다. 두 지 의 수질은 산강유역환경청에서 측정을 진행

하고 있으며, 측정자료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물

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을 통해 수집하 다.

2.3. 기 통계분석

다양한 수질자료들  수지의 수질특성을 잘 반 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질항목을 선정하여 장성  측소에서 측

정된 강우량  수량 자료와 같은 수문자료와 함께 수집･

정리하 다. 상 수질항목으로는 DO (Dissolved Oxygen), 
COD (Chemical Oxygen Demand), TN (Total Nitrogen)  

TP (Total Phosphorus) 자료를 선정하 으며, 최근 자료의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기 해 2006년부터 2010년
까지의 최근 5년간의 월자료를 이용하 다. Table 1은 장

성호 내 2개의 수질측정지 에서 측정된 각 수질자료와 강

우량  수량에 한 기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강우량 자료의 경우 표 편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그 분산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자료들  TP
의 경우 가장 큰 왜도  첨도를 나타내어 비 칭성이 강

하고 자료들이 일정 범 에서 집 으로 측정되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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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statistics of hydrological and water quality data at two stations within Jangseong Reservoir

Basic
statistics

No. Data: 60 Station: JSD1 Station: JSD2
Rainfall

(mm)
Storage
(Mm3)

DO
(mg/L)

COD
(mg/L)

TN
(mg/L)

TP
(mg/L)

DO
(mg/L)

COD
(mg/L)

TN
(mg/L)

TP
(mg/L)

Mean 111.43 69.68 8.21 3.43 1.00 0.03 9.13 3.60 1.01 0.03 
Median 57.50 72.03 7.75 3.60 0.97 0.02 8.65 3.70 1.04 0.02 

Standard
deviation 129.39 14.76 3.01 0.93 0.33 0.03 2.82 1.06 0.33 0.03 

Skewness 1.86 -0.49 0.25 -0.36 1.01 3.29 0.46 -0.37 0.60 3.90 
Kurtosis 5.65 2.27 1.81 2.53 4.62 14.60 2.64 2.55 3.79 21.23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tations and variables at two stations within Jangseong Reseroir marked by * for 1% 
and and ** for 5% significance level

Variables Between
stations

No. Data: 60 Station: JSD1 Station: JSD2
Rainfall Storage DO COD TN TP DO COD TN TP

Rainfall 1.000 1.000 0.135 -0.251 -0.068 0.291** -0.064 -0.313** 0.015 0.289** -0.051 
Storage 1.000 1.000 0.133 -0.233 0.401* -0.121 -0.019 -0.406* 0.416* -0.168 

DO 0.900* 1.000 -0.051 -0.139 -0.021 1.000 -0.116 -0.378* -0.020 
COD 0.783* 1.000 -0.197 0.012 1.000 -0.453* 0.099 
TN 0.812* 1.000 0.218 1.000 -0.058 
TP 0.192 1.000 1.000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산이 크며 왜곡이 심한 자료들은 패

턴분류를 한 SOM을 용할 때 합한 자료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자료의 처리 과정은 소수의 극한값들에 

의해 패턴이 부 하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SOM의 용

에 앞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Table 2는 두 측정지  사이의 변수별 상 계와 각 지

에서 변수들 사이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먼  측

정지  사이의 수질자료에 한 상 계를 살펴보면, DO, 
COD  TN은 1% 유의수 에서 매우 높은 상 성을 보이

고 있으나, TP 항목에 한 상 성은 통계학 으로 유의하

지 못한 수 의 매우 낮은 상 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상 자료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SOM의 

용을 각 지 별로 수행하 다.
다음으로 각 지 별 변수들 사이의 1% 유의수 을 갖는 

상 계를 살펴보면, JSD1에서 수량과 TN 사이에 

0.401의 상 성을 보 으며, JSD2에서도 수량과 TN 사
이에 0.416의 상 성을 보여 두 지  모두에서 수량의 

증가와 함께 TN이 증가하는 유사한 양상의 상 계를 나

타내고 있다. 한, JSD2에서는 수량과 COD, DO와 TN, 
COD와 TN이 각각 -0.406, -0.378, -0.453의 상 계수를 나

타내어 역상 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동일변수에 한 

JSD1 지 의 상 계는 통계학 으로는 유의하지 못한 

수 이나 JSD2 지 과 마찬가지로 역상 을 보이고 있다.
한, 각 지 별 변수들 사이의 5% 유의수 을 갖는 상

계를 살펴보면, 강우량과 JSD1 지 의 TN, JSD2 지
의 DO  TN이 각각 0.291, -0.313  0.289의 상 성을 

보이고 있다. 강우량과 TN 사이의 상 계는 두 지  모

두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강우량의 증가에 따른 DO의 감소를 나타내는 양

상 역시 두 지 에서 공통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상 계 분석을 통해 수문학  변수인 강우량과 

수량의 증가에 따라 TN은 증가하며, 강우량의 증가에 따

른 DO의 감소  수량의 증가에 따른 COD의 감소 양

상을 악하 다. 한, DO  COD의 증가는 공통 으로 

TN의 감소를 나타내는 매우 유의한 수 의 상 계를 보

다. TN을 심으로 다른 변수들과의 상 계를 정리하

여 보면, TN은 수문학  변수들과는 정상 의 양상을 나타

내며, DO  COD와 같은 수질항목과는 역상 의 상 성

을 보이고 있다. TP의 경우 두 지  모두에서 다른 변수들

과 유의한 수 의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변수들 사이의 상

계의 방향성  그 정도가 다양하여 측정 자료에 의해 

표되는 수문･수질자료의 특성이 체 으로 악되기 곤

란하므로, 자료 내에 혼재되어 있는 패턴을 분류하여 각각

의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3. 결과  고찰

3.1. SOM 용

본 연구는 SOM의 용을 해 체계 인 방법을 이용하

으며, 이를 처리 과정, SOM 용 과정, 계층  클러스

터 분석 과정  후처리 과정의 4단계로 구분하여 Fig. 2
에 흐름도(flow chart)로 나타내었다.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SOM의 구조 결정을 해 산정되는 고유치와 고유벡

터는 입력자료에 따라 다르게 되므로, 결과 으로는 원자료

에 한 변환방법에 따라 SOM의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하

게 된다. 따라서 원자료에 한 한 변환방법을 선정하

는 것이 체계 인 SOM의 용을 해 필수 인 요소가 

된다. 본 연구는 두 측정지 에 한 자료의 처리를 

해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여 큰 양의 왜곡도를 나타내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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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for methodologically systematic application of SOM.

우량과 TP 자료에 로그변환(log transformation)을 용한 

후 모든 자료에 공통 으로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자료의 표 화를 수행하 다.
SOM의 구조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육각형 배열을 사용

하 으며, 훈련방법으로는 입력자료를 일 으로 처리하는 

방식(batch mode)을 용하 다. 구축된 SOM에 의한 최

의 패턴분류의 수를 결정하기 해 DBI를 산정하 으며, 
Ward 기법을 용하여 보다 타당한 패턴분류 결과를 유도

하 다. 각 클러스터로 분류된 노드들의 참조벡터에 한 

1~3사분  값을 산정하여 패턴별 특성을 알아보기 한 가

시화 방법으로 이더 차트(radar chart)를 활용하 다.
먼  각 지 별 자료를 처리과정에 의해 변환한 후 

SOM에 입력하여 패턴분류를 수행하 으며, SOM의 구조

를 살펴보면, JSD1에 하여 총 노드의 수가 42개로 결정

되었으며 종･횡축에 한 노드의 수는 7 × 6의 배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JSD2 지 에 해서는 40개의 노

드를 포함하는 8 × 5의 배열을 갖는 SOM 구조가 결정되었

다. 이와 같이 결정된 SOM 구조를 통해 패턴분류를 수행

한 결과를 각 지 별로 아래와 같이 기술하 다.

3.2. JSD1(장성 1) 지 의 패턴분류 결과

JSD1 지 에 한 변환자료를 이용하여 DBI를 산정한 

결과 Fig.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5개의 패턴으로 분류할 

때 가장 최 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른 패턴분류 

결과에 의해 도출된 참조벡터를 상술한 바와 계층  클러

스터 분석방법인 Ward 기법에 용하여 보다 타당한 패턴

분류 결과를 유도하 다(Fig. 3(b)). 최종 패턴분류 결과를 

Fig. 3(c)에 나타내었으며, 각 노드 내에 표기된 숫자는 각 

노드로 분류된 자료의 수를 의미한다.
패턴분류가 완료된 SOM의 참조벡터를 각 변수별로 [0, 

1] 사이로 표 화하여 각 클러스터별 패턴을 비교하 다. 
이를 Fig. 4에 이더 차트를 이용하여 나타내었으며, 각 

차트에 1사분 값, 앙값(2사분 값)  3사분 값을 도시

하 으며, 이들  각 변수에 해당하는 앙값을 Table 3에 

제시하 다. 수질자료에 한 표 화된 참조벡터는 DO가 

‘0’에 가까울수록, COD, TN  TP가 ‘1’에 가까울수록 그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를 나타낸다. Table 4는 각 클러

스터로 분류된 자료의 수와 분류자료의 원자료에 한 평

균값을 각 변수별로 제시하고 있다.

Table 3. Median values of standardized reference vectors 
for the respective variables at JSD1 station

Median Rainfall Storage DO COD TN TP
Cluster1 0.61 0.66 0.12 0.49 0.71 0.46
Cluster2 0.16 0.72 0.31 0.50 0.35 0.09

Cluster3 0.39 0.94 0.48 0.15 0.54 0.07 
Cluster4 0.26 0.21 0.10 0.78 0.23 0.19 
Cluster5 0.12 0.30 0.89 0.71 0.0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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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timized number of clusters by DBI 
calculation

(b) Dendrogram with reference vectors by 
Ward's method

(c) Pattern classification

Fig. 3. Determination of optimized number of clusters by DBI calculation, dendrogram by application of Ward's method and 
pattern classification result at JSD1 station.

(a) Cluster-1 (b) Cluster-2 (c) Cluster-3

(d) Cluster-4      (e) Cluster-5
Fig. 4. Radar chart using standardized reference vectors for each cluster at JSD1 station.

Table 4. Number of data and mean values of raw data for the respective variables classified into each cluster at JSD1 station
Mean
values No. Data Rainfall

(mm)
Storage
(Mm3)

DO
(mg/L)

COD
(mg/L)

TN
(mg/L)

TP
(mg/L)

Cluster1 7 198.00 71.63 6.74 3.63 1.46 0.06

Cluster2 20 63.50 76.73 8.87 3.49 0.98 0.02

Cluster3 12 184.50 82.60 8.71 2.21 1.17 0.02

Cluster4 15 104.40 55.40 6.10 4.08 0.84 0.03

Cluster5 6 41.67 53.77 11.98 3.83 0.55 0.03

먼  Cluster1을 보면, 7개의 자료가 분류되었으며, 다른 

패턴들과 비교하여 수문학  변수인 강우량과 수량이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Fig. 4(a)). Fig. 3(b)의 계통도(dend-
rogram)에 도시된 바와 같이 Cluster1은 다른 Cluster들에 

비해 Cluster2와 3에 보다 근 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반 으로 다른 패턴들로부터 독립 으로 분류되어 있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Cluster1로 분류된 노드들의 

표 화 참조벡터의 앙값을 패턴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강우량을 나타내는 패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수질변수인 TN  TP 역시 상당히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DO는 낮은 패턴을 나타내었다. Table 4
에 제시된 Cluster1로 분류된 강우량, TN  TP의 원자료

에 한 평균값들이 체 평균(Table 1)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값들을 보이고 있다. 결과 으로, Cluster1로 분류된 

자료들은 수문학  변수의 값이 상 으로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수질항목들을 고려할 때 다른 패턴들과 비교하여 

반 으로 그 오염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과 안 국(2009)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이 수체 내 

수질 특성이 강우 특성에 큰 향을 받는다는 내용에 부합

된다.
Cluster2와 3은 다른 패턴들에 비해 서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Fig. 3(b)). Cluster2의 경우(Fig. 4(b)), 20개
의 자료가 분류되었으며, 강우량은 작은 양상을 보이고 있

으나 수량과 DO는 비교  큰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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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BI variation (b) Dendrogram with reference vectors by 
Ward's method

(c) Pattern classification

Fig. 5. Determination of optimized number of clusters by DBI calculation, dendrogram by application of Ward's method and 
pattern classification result at JSD2 station.

한, COD, TN  TP는 낮은 값을 갖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특히 DO에 한 1~3사분 값의 분포는 분류된 자료들이 

크게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Table 3에 제시

된 바와 같이 분류된 노드들의 DO에 한 표 화 참조벡

터의 앙값이 다른 패턴들에 비해 히 높은 값을 나타

내지 않고 있어 Cluster2로 분류된 DO가 크게 분산되어 있

음을 재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Cluster2는 강우량이 은 

시기에 수량이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질항목들은 

높은 DO값과 반 으로 낮은 값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luster3에는 12개의 자료가 분류되었으며, 다른 패턴들

과 비교하여 큰 강우량과 가장 큰 패턴의 수량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한, 상 으로 높은 값의 DO와 TN, 가
장 낮은 값의 COD와 TP를 갖는 패턴으로 분류되었다(Fig. 
3(c)). 따라서 Cluster3은 다른 Cluster들과 비교하여 TN을 

제외한 수질항목을 고려할 때 양호한 상태의 수질을 나타

내고 있다.
Fig. 4(d)와 (e)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Cluster4

와 5는 체 자료에 한 평균 이하인 값의 수문학  변수

와 TN  TP, 그리고 높은 값의 COD를 포함하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15개의 자료가 분류된 Cluster4에서는 

노드들의 표 화 참조벡터의 앙값(Table 3)  원자료에 

한 평균값(Table 4)에 한 DO의 값이 낮은 반면 6개의 

자료가 분류된 Cluster5는 DO의 값이 다른 패턴들과 비교

하여 가장 높은 양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Cluster4
와 Cluster5로 분류된 자료들의 발생 시기를 조사한 결과, 
Cluster4는 주로 여름철에 측정된 자료가 많이 포함되었으

며, Cluster5에는 겨울철에 측정된 자료가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 에 따른 온도의 향이 두 패턴을 나

는 분류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결과 으로, 
Cluster4와 5는 수문학  변수가 작은 값을 나타낼 때 

COD를 제외한 수질항목에서 상당히 양호한 상태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3.3. JSD2(장성 2) 지 의 패턴분류 결과

Fig. 5(a) 도시된 바와 같이 JSD2 지 에 한 SOM 용 

결과, JSD1 지 과 마찬가지로 5개의 패턴으로 분류되었다. 

Ward 기법의 용에 의한 계통도(Fig. 5(b))를 보면, Cluster1
과 3이 서로 유사한 패턴을 포함하고 있으며, Cluster2와 4
가  다른 유사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luster5
는 Cluster1과 3에 보다 근 한 양상을 보이나 반 으로 

다른 패턴들로부터 독립 으로 분류되어 있다.
먼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9개의 자료가 분류된 

Cluster1은 큰 양상의 수문학  변수와 가장 작은 패턴의 

COD  TP를 포함하고 있으며, DO와 TN은 다소 큰 양상

을 보이고 있다(Fig. 6(a)). 특히, Cluster1로 분류된 노드들

의 표 화 참조벡터의 앙값을 보면(Table 5), 가장 높은 

값의 수량과 TN  가장 낮은 값의 COD와 TP를 포함

하고 있다. 따라서 Cluster1은 다른 Cluster들과 비교하여 

TN을 제외한 수질항목을 고려할 때 비교  양호한 상태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으며, JSD1 지 의 Cluster3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Cluster3의 경우(Fig. 6(c)), 12개의 자료가 분류되었으며, 
체 으로 Cluster1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강우

량은 Cluster1과 비교하여 더 작은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COD는 더 큰 양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패턴들

과 비교하여 큰 값의 DO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Table 5에 제시한 표 화 참조벡터의 앙값과 Table 6의 

원자료에 한 평균값으로부터 수치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Cluster3의 패턴은 강우량이 은 시기에 수량이 

크며, 수질항목을 고려할 때 반 으로 양호한 상태의 수

질을 나타내고 있다.
Cluster2와 Cluster4는 다른 패턴들과 비교하여 수문학  

변수의 값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Fig.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13개의 자료가 분류된 Cluster2는 가장

Table 5. Number of data and mean values of raw data for 
the respective variables classified into each cluster 
at JSD1 station

Median Rainfall Storage DO COD TN TP
Cluster1 0.54 0.95 0.59 0.15 0.63 0.18 
Cluster2 0.08 0.37 0.74 0.81 0.07 0.51 
Cluster3 0.28 0.87 0.76 0.50 0.48 0.25 
Cluster4 0.29 0.25 0.31 0.93 0.23 0.64 
Cluster5 0.72 0.66 0.13 0.65 0.62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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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uster-1 (b) Cluster-2 (c) Cluster-3

(d) Cluster-4       (e) Cluster-5
Fig. 6. Radar chart using standardized reference vectors for each cluster at JSD2 station.

Table 6. Number of data and mean values of raw data for the respective variables classified into each cluster at JSD2 station
Mean

Values No. Data Rainfall
(mm)

Storage
(Mm3)

DO
(mg/L)

COD
(mg/L)

TN
(mg/L)

TP
(mg/L)

Cluster1 9 125.11 82.25 9.67 1.93 1.21 0.02
Cluster2 13 30.38 60.75 11.28 4.12 0.64 0.03
Cluster3 12 73.92 79.92 11.58 3.33 1.06 0.02
Cluster4 8 112.88 55.18 7.19 4.58 0.80 0.05
Cluster5 18 187.50 69.46 6.54 3.80 1.24 0.03

작은 양상의 강우량  TN, 상당히 높은 양상의 DO, COD 
 TP를 포함하고 있다. Cluster4에는 8개의 자료가 분류되

었으며, 가장 작은 패턴의 수량과 상 으로 낮은 패턴

의 DO  TN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6(d)). 
한, Table 5에 제시된 표 화 참조벡터의 앙값과 Table 6

에 제시된 원자료의 평균값을 보면 가장 높은 COD  TP
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 으로, Cluster2와 4는 

COD  TN이 상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 패턴으로 

분류되어 다른 패턴들과 비교하여 다소 악화된 상태의 수

질을 보이고 있다. 두 패턴의 차이는 DO항목에서 명확하

게 드러나며, Cluster2는 주로 겨울에 측정된 자료를 포함

하고 있으며, Cluster4는 주로 여름에 측정된 자료를 포함

하고 있는 측정시기의 계  차이에 의해 두 패턴이 분류

된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18개의 자료가 분류된 Cluster5는 수문학  

변수가 다른 패턴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Fig. 6(e)), 
특히, 강우량의 경우 Table 5(표 화 참조벡터의 앙값)와 

Table 6(원자료에 한 평균값)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장 

큰 강우량 평균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DO는 가장 낮으

나, TN과 TP는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OD 역
시 상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JSD2 지
의 Cluster5의 경우, JSD1 지 의 Cluster1과 같이 다른 

패턴들과 비교하여 높은 값의 수문학  변수를 갖는 패턴

이며, 수질항목들을 고려할 때 반 으로 그 오염의 정도

가 심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이 과 안 국(2009)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이 강우와 같은 수문학  변수의 특성

이 수체 내 수질에 향을 미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장성호에 한 수문학  변수인 강우량과 수

량  호내의 2개 지 (JSD1, JSD2)에서 측정되고 있는 수

질항목인 DO, COD, TN  TP자료가 복합 으로 나타내는 

특성을 악하기 해 각 자료에 합한 처리 과정을 용

하여 변환한 후 SOM을 용하여 패턴분류를 수행하 다.
먼 , JSD1 지 에 한 SOM의 용에 따른 패턴분류 

결과를 보면, 총 5개의 패턴분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반 으로 수문학  변수에 의해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분

류되었다. Cluster1~3은 강우량 는 수량이 큰 패턴을 

나타내었으나, Cluster4와 5는 해당 변수가 작은 패턴을 보

다. 특히, 양염류인 TN  TP의 패턴을 고려할 때, 
Cluster1의 경우 두 양염류에 의한 부 양화의 발생 가능

성이 가장 높은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Cluster3의 경우는 

TN에 의한 부 양화 발생 가능성이 높은 패턴으로 나타났

다. 즉, JSD1 지 에서는 TN  TP에 의한 부 양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료들이 강우량과 수량이 큰 값을 갖는 

Cluster1과 3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수문학  

변수의 패턴이 낮으며, COD가 높은 패턴은 Cluster4와 5로 

분류되었다.
JSD2 지 에 한 SOM의 용 결과 역시 총 5개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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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으로 분류되었으며, 반 으로 수문학  변수에 의해 크

게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Cluster1과 3  5는 강

우량 는 수량이 큰 패턴을 나타내었으나, Cluster2와 4
는 해당 변수가 작은 패턴을 보 다. 특히 Cluster5의 경우 

양염류인 TN  TP에 의한 부 양화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Cluster1의 경우는 TN에 

의한 부 양화 발생 가능성이 높은 패턴으로 나타났다. 
JSD2 지  역시 강우량과 수량이 큰 값을 갖는 Cluster1
과 5에 두 양염류에 의한 부 양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료들이 포함되었다. 수문학  변수의 패턴이 낮은 양상을 

보이는 Cluster2와 4의 경우, 오염물질인 COD에 한 표

화 참조벡터가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에서 JSD1 지
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TP에 한 높은 값을 

보인다는 에서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JSD1지 에서 분류된 패턴들을 보면, 두 개의 클러스

터(Cluster1과 3)에서 양염류인 TN과 TP가 상 으로 

높은 값을 갖는 패턴을 나타내었으나, JSD2 지 에서는 보

다 많은 클러스터(Cluster1, 2, 4, 5)에서 양염류에 의한 

오염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염류

에 한 패턴의 공간  이질성은 측정지 의 치에 기인

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수지 내의 수체에 한 수

질평가  수질과 련된 심도있는 연구를 해 보다 많은 

지 에 한 수질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JSD1 지 의 Cluster1과 JSD2 지 의 Cluster5의 

경우, 수문학  변수가 크며 오염의 정도가 매우 심한 상

태의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기동안 유역 

내의 오염물질이 수체 내로 유입되어 발생되는 상으로 

단되므로, 이러한 패턴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측정될 경우 

부 양화  수체의 오염에 해 보다 깊은 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상 지 인 장성호와 같은 농업용 수지는 

주로 소규모의 에 의해 조성되어 있어 유역면 이 상

으로 작으며 얕은 수심을 갖는 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강우의 발생에 따른 수지로의 유입량이 단시

간 내에 발생할 수 있으며, 유입된 유량에 포함된 오염물질

이 수체 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공간 으로 수질오염에 한 취약성이 높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안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한 기 자료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 으로 SOM의 용 결과, 측정 자료에 의해 표되

는 수지의 수문･수질자료에 한 체 인 특성을 패턴

분류를 통해 분할하 으며, 각 변수에 한 패턴별 상 성

을 고려한 클러스터별 특성  지 들 사이의 이질성을 

악할 수 있었다. 이는 측정 자료에 한 분석 기법으로서 

SOM의 용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단되며, 향후 

수지에서 측정되고 있는 보다 많은 수질항목을 포함한 패

턴분류를 해 SOM의 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상술한 바와 같이 수문학  변수에 한 표 화 참

조벡터가 큰 값을 나타낼 때 부 양화 발생 가능성이 높다

는 을 고려하여, 향후 심화연구를 해 수문학  변수의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에 한 측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해 SOM의  다른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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