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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물환경의 건전성은 수체의 이화학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으로 그 수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평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건강성

을 해석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도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어떤 상

관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수질오염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생태

계 건강성 지수를 추정하는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중권역 대표지점별 자연로그로 변수 변환한 수질오염도와 수생태

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착돌말류 평가지수

인 TDI는 T-P,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평가지수인 BMI는
Chlorophyll-a와 BOD, 어류 평가지수인 FAI는 Chlorophyll-a, BOD 및
COD와 상대적으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수질인자 중

NO3-N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대권역별로는 수질인자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권역별 유역특성이나 오염물질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역의 지형적 요인과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에 따라 중권역의 군

집을 3개로 분류하여, 각 군집별로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수질오염도가 낮고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높은

군집 1에서는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가

낮았으며, 수질오염도가 높고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낮은 군집 2
와 군집 3으로 갈수록 상관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류지역의 경우 수질오염도가 충분히 낮아 오염도 변화가 수생태

계 건강성 지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

며, 수질오염도가 높아지는 중·하류로 갈수록 수질오염도 변화에 따

라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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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역별로 수질오염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회귀모형을 도출

하였다. 도출된 회귀모형의 수정결정계수 (ad. R2)는 0.223∼0.686으
로 기존 연구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특정 지류나 유역, 특정 시기의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이 4대강 대권역별 중권역 대표지점으로

광범위하고 연평균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권역별 회귀모형을 종합해 보면, Chlorophyll-a와 NH3-N가 수생

태계 건강성 지수 모두에게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물질 중에서는 BOD보다는 난분해성 물질의 지표가 되는 COD
와 TOC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간의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와 회귀모형을 제시하여 수질오염도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수질오염물질별 경향과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의 경향 및 이

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향후 물환경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주요어 : 수생태계 건강성, TDI, BMI, FAI, 다중회귀분석
     학 번 : 2012-3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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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하천 환경에 대한 평가는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

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질은 1978년 환경보전법에 근거

하여 pH, BOD5, DO, 대장균군 등 4개 수질항목에 대한 수질환경기

준이 설정되었고, 2020년 현재는 pH, BOD5, TOC, SS, DO, 총인
(T-P), 대장균군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 7개 수질항목에

대하여 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하여 7개 등급으로 측정·평가하고 있다

(환경부, 2020).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의 환경기준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과

수생생물 보호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수생생물 보호기준을 중

심으로 유해물질의 환경기준이 설정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람

의 건강 및 생활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생태계

건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부, 2017).

  그간 우리나라의 하천 환경 측정과 평가는 BOD, COD로 대표되

는 유기물질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광국 등, 2005), 환경정
책이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도 유기물질 저감에 중점을 두고 있었

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이 주로 수돗물 생산을 위

한 하천의 수질오염관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변명섭 등, 
2009). 2009년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조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총인 (T-P)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총인처리시

설을 확충하는 등 영양물질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증가하였다 (환
경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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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한 기준 설정과 평가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하천 환경의 건전성을 파악하기에 이화학적 수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황순진 등, 2006), 환경부에서는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
계획 (2006∼2015)에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였고, 2007년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기존의 이화학적 항목 중심의 수질

관리 정책에 수생태계 관련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생물학

적·생태학적 개념을 이용한 물환경 평가 개념이 도입되었다 (변명섭
등, 2009). 

  2007년에 이화학적 수질환경기준 이외에 생물학적 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를 마

련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수생태계의

상태를 반영하는 어류와 저서생물 지표종, 서식지 및 생물 특성을

기술한 것이다. 수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고 조사·평
가가 시작된 것은 그간의 ‘이화학적 수질’ 중심의 관리에서 ‘수생태
계의 건강성’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물환경 정책이 전환된 것을 의

미한다. 

  하지만, 물환경에서 이화학적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하천의 이화학적 수질이 깨끗해야만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도 다양성을 유지하고 온전해 질 수 있다. 하
천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와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화학적 수질

개선을 토대로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복원·유지될 수 있다 (강복규, 
2017). 

  그간 이화학적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의 상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물환경 정책의 추진에도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예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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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이화학적 수질과 수생태

계 건강성에 대한 상호 연계 검토가 부족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한 이후에도 수생태계 건강성이 개

선되지 않고 오히려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강수계관리위원회, 2018). 

  따라서 그간의 이화학적 수질 측정자료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각 항목별로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하천의 물리화학적 환경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영향을 좀

더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간 특정

지점, 특정 시기별로 수질오염과 수생태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이는 측정 당시의 상태만을 반영하므로 종합적인 하천 환

경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광역적이고 장기적

인 이화학적 수질자료를 활용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예측하고 이

를 하천환경과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결정 시 참고자료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4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유역환경의 특성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수질 인자를 찾아내어 하천 환경을 해석할 수 있

는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지역적, 부분적으로 수행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부 물환경 측정망의 11년간 측

정자료를 활용하고 중권역의 자료를 기반으로 4개 대권역별 유역특

성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수
질 자료를 활용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산정할 수 있는 회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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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대권

역 등 4개 대권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간이다. 2019년의 자료는 예측회귀모형의 평가를 위해 활용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각 대권역별로

중권역 대표지점의 물환경측정망 중 일반수질측정망과 생물측정망

의 연평균 측정자료이다. 중권역 대표지점은 수질이나 수생태계 평

가의 기본단위가 되는 지점이다. 

  연평균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보다 장기적인 수질과 수생태계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하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수질측정망에
서 측정되는 월별 자료가 측정당시의 이화학적 수질상태만을 반영

하므로 시시각각 변하는 수질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는 어

려운 데 반해 지표생물군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은 수질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Kong, 2002), 이 방법 또한 연 2회
측정 당시 현장의 조사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복잡한 하

천 생태계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수질과 수생태계 자료 모두 연평균 자료를 활용하

여 측정시점에 따른 자료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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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연구 내용 및 순서

  본 연구의 내용과 연구 수행 순서는 Fig. 1.1과 같다. 

  (1) 전국 4대강 대권역의 108개 중권역 대표지점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의 현황, 
경향성 및 원인을 분석·평가하였다.

  (2) 수생태계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 항목을 확인하기 위하

여 대권역별로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권역의 지형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군집을 구

분하고 군집별로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3)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관성이 높은 변수를 대상으로

수질인자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하

여 회귀모형을 도출하고, 2019년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도출된 회귀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은 두 단계로 수행하였다. 모
든 중권역을 포함하여 대권역별로 분석하였고, 또한, 군집분석 결과

를 토대로 상관성이 낮은 군집을 제외하고 대권역별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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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llection

　
　 　 　 　 　

Watershed data Water quality data Aquatic ecosystem 
data

Mid-watersheds: 108
Elevation, Slope, 
Pollution loads

Annual data: 
2008-2019
Water quality 
parameters: 12

Annual data: 
2008-2019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3

　
　

Trend analysis and assessment

Survey of the analysis 
methods
Trend i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changes 

　
Selection of major aquatic 

ecosystem factors
Selection of water quality 
parameters

　
　 　　 　 　 　 　

Correlat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parameters

Ward's hierarchical method 
application
Cluster analysis; watershed 
characteristics and pollutant loads

　　 　 　 　 　 　

Regress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Validation of regression 
models

　

Comprehensive assessment

Fig. 1.1 Schematic diagram of the study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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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2.1 수생태계 건강성

  생태계의 온전성은 환경조건의 변화에 대해 그 구성요소를 온전

하게 유지하는 생태계의 능력으로 자연상태에 가까운 생물상과 다

양성을 갖고 있는 수체의 상태나 조건을 의미한다. 황순진 등

(2014)은 생태계의 온전성은 생태계의 단순한 특성이 아닌 정상적인

수문 체계, 이화학적 및 생물학적으로 온전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

진 상태라고 정의했다. 

  생태계의 건강성은 생태학적으로 교란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황순진 (2009)은 수생태계 건강성은 수체와 그 주변의 수변

생태계가 자연적 기능을 수행하는 온전성을 의미하며, 하천유역의
건강성에 대한 지표라 정의하고, 건강한 하천은 인위적으로 교란되

지 않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하천으로 생태계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교란되었을 때 하천의 건강성이 영향을 받으며 수생생물이 그 영향

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다.

  Yoder (1995)는 Fig. 2.1과 같이 수자원의 건전성을 구성하는 5가
지 기본요소를 제시했다. (1) 유수체계 (Flow regime): 강우, 유출, 
유속, 지하수, 토지이용, (2) 화학적 요소 (Chemical variables): 수온, 
pH, 용존산소, 탁도, 알칼리도, 유기물질, 영양물질, 유독물질 등, (3) 
생물학적 요소 (Biotic factors): 종 조성, 먹이사슬, 질병 등, (4) 에너
지원 (Energy source): 일조, 유기물 유입, 생산 등, (5) 서식지 구조

(Habitat structure): 폭, 수심, 경사, 하천형태, 수변식생 등 5가지 요

소가 지표수의 건전성을 구성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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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2016)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결과 활용방안 연

구에서는 이화학적 수질평가는 현재의 상태만을 나타내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는 어떤 수체의 상태에 서식하는 생물군집의 구조와 기

능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오염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알려지지 않은 오염물질의 영향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질관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Fig. 2.1 The five principal factors of important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components influencing on the integrity of surface 

water resources (Yod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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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국내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각종 환경자료 수집기술과 분석능력이 발전하였지만 생태계의 복

잡성과 인위적 교란에 대한 생태계의 역동성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건강성 평가는 아직 제한적이다. 따라서 생태계 건강성 평가에는

장기간의 모니터링과 자료 축적이 필수적이다. 

  국내의 생물학적 수질평가는 주로 수서곤충이나 저서성 대형무척

추동물 군집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동수, 2002). 1990년대부터
는 수질 및 수생태계 평가 관련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물지수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시작되었다 (공동수, 2002). 윤일병
등 (1992)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오탁계급치 및 지표가중치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수질평가를 하였고, 원두희 등 (2006)은 윤일병

등 (1992)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을 추가하여 한국오수

생물지수 (Korean Saprobic Index)를 제안하였다. 

        


 



 ∙


 



 ∙ ∙

여기서, KSI : 한국오수생물지수 (Korean Saprobic Index)
           i : 지정된 지표생물군의 일련번호

             n : 출현한 지표생물군의 총수

           si : i 지표생물군의 오탁계급치
           Ai : i 지표생물군의 출현개체수
           Gi : i 지표생물군의 지표가중치

  공동수 등 (2012)은 조사자료를 추가하여 보완된 한국저서생물지

수 (Korean Benthic Macroinvertebrate Index)를 제시하였고, 2018년에
는 그간의 조사결과로 축적된 자료로 지표 값을 갱신하였다.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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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현재 환경부의 저서성 대형무척추 동물 분야 평가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아름, 2019). 

  생물학적 수질평가에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다음으로 많이 이

용된 것은 부착조류이다 (공동수, 2002). 국내에서는 Watanabe et al. 
(1986)이 개발한 DAIpo (Diatom Assemblage Index of Organic Water 
Pollution) 지수를 도입하여 국내 여러 하천에서 부착조류를 이용한

생물학적 수질평가를 한 바 있다 (환경부, 2014). 김미경 (2016)은
하천 생태계의 중요한 일차생산자인 저서성 돌말류를 이용하여 국

내 하천에서 온전성 평가를 위한 다중계량지수 (Multi-metric Index)
를 개발하였으며, 황순진 등 (2006)은 돌말 (Epilithic Diatom) 지수를
이용하여 국내 주요 하천에 대해 생물학적 수질평가를 한 바 있다. 

      DAIpo = 50 + 0.5(∑Xi - ∑Sj)

여기서, DAIpo : 유기오탁지수
  (Diatom Assemblage Index of Organic Water Pollution)

          Xi : 조사지점에서 호청수성종의 상대적 풍부도(%)
             Sj : 조사지점에서 호오탁종의 상대적 풍부도(%)

  국내의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2007년 환경부가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을 제정하면서 활성화되었다. 환경부
에서는 2006년 제1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06∼’15)을 수립하면서

물환경 정책에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켰

으며, 2007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환경기준 중 하

천에 대한 생활환경기준의 비고란에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

물학적 특성 이해표’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하천 수질에 대한 생활환경기준은 Table 2.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대부분 이화학적 수질지표인 pH, BOD, TOC, SS, DO,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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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

성 이해표 (Table 2.2)’는 하천 수질에 대한 생활환경기준의 비고 3
으로 신설함에 따라 환경기준으로서의 위상이 애매하고 관련 조사

나 평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이해표는 4가지 생물등

급별로 구분하여 저서생물과 어류의 생물지표종과 서식지 및 생물

특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여러

등급의 지표생물들이 동시에 출현하므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측정·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별로 이용되지 않았다. 현재 ‘수질 및 수

생태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는 하천의 환경기준으로 유효하나 정

성적인 기준으로 이화학적 수질기준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2014). 

  수생태계 분야가 환경기준에 포함되고 관련 법률이나 계획에 포

함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2006; 2008)에서는 생물학적 수질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 하였으며, 외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수

생태계 평가방법과 그간의 국내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부착조류, 저
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를 활용한 생물학적 수생태계 건강성 평

가지표로서 부착돌말류 평가지수 (TDI, Trophic Diatom Index), 저서
성 대형무척추동물 평가지수 (BMI, Benthic Macroinvertebrate Index), 
어류 평가지수 (FAI, Fish Assessment Index)를 제시하였다. 

  환경부에서도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7년 ‘생물
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을 제정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보다 체

계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현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전국 3,880지점에서 중요지점은 매년, 일반지점은 3년 주기

로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서식 및 수

변환경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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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Environmental standards for river water quality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Grade pH
BOD
(㎎/L)

COD
(㎎/L)

TOC
(㎎/L)

SS
(㎎/L)

DO
(㎎/L)

T-P
(㎎/L)

Coliform
(no./100mL)

Total 
coliform

Esche-
richia 
coli

 
Extremely 

good
Ia

6.5
∼

8.5
≤1 ≤2 ≤2 ≤25 7.5≤ ≤0.02 ≤50 ≤10

Very 
good

Ib
6.5
∼

8.5
≤2 ≤4 ≤3 ≤25 5.0≤ ≤0.04 ≤500 ≤100

Good II
6.5
∼

8.5
≤3 ≤5 ≤4 ≤25 5.0≤ ≤0.1

≤

1,000
≤2
00

Fair III
6.5
∼

8.5
≤5 ≤7 ≤5 ≤25 5.0≤ ≤0.2

≤

5,000
≤

1,000

Poor IV
6.0
∼

8.5
≤8 ≤9 ≤6 ≤100 2.0≤ ≤0.3

Very
poor

V
6.0
∼

8.5
≤10 ≤11 ≤8

no 
trash

2.0≤ ≤0.5

Extremely 
poor

VI 10< 11< 8< <2.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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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Understanding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condition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Grade
Indicator species Habitat and biological 

characteristicsBenthic creature Fish

Very 
good

~
Good

Gammarus,, 
Cincticostella 
levanidovae, Nemoura, 
Rhyacophilidae, 
Glossosoma KUa, 
Hydatophylax 
nigrovittatus, Psilotreta

Oncorhynchus masou 
masou Brevoort, 
Rhynchocypris 
kumgangensis,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L,
Rhynchocypris
oxycephali

- Clean water 
- Fast flow rate
- Mainly pebbles in river bed
- Very little amount of 

Periphyton

Good
~

Fair

Semisulcospira 
libertina, 
Glossiphoniidae, 
Rhoenanthus coreanus, 
Ephemera orientalis, 
Teloganopsis, Caenis 
nishinoae, Psephenidae

Coreoleuciscus 
splendidus Mori, Zacco 
temminckii Temminck 
and Schlegel , 
Plecoglossus altivelis 
Temminck and 
Schlegel, Siniperca 
scherzeri Steindachner

- Clean water
- Middle flow rate
- Pebbles and sand in river 

bed
- Some amount of Periphyton

Fair
~

Poor

Radix auricularia, 
Arhynchobdellida, 
Hesperocorixa, 
Orthetrum

Zacco platypus 
Temminck and 
Schlegel,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Berg, Pseudogobio 
esocinus Temminck and 
Schlegel

- Not so clean water
- Slow flow rate
- Little pebbles and sand in 

river bed
- Lots of green Periphyton

Poor
~

Very 
poor

Physa acuta, 
Limnodrilus gotoi, 
Chironomidae (red 
type),
Psychoda, 
Syrphidae

Carassius auratus 
Linnaeus , Cyprinus 
carpio Linnaeus,
Misgurnus mizolepis, 
Siluriformes

- Dirty water
- Slow flow rate
- Black sand and silt in river 

bed
- Lots of brown or grey 

Periphy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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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외국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유럽연합의 물관리지침 (WFD, Water Framework Directive)에서는
하천의 경우 수생식물상 (대형수생식물, 부착조류), 저서성

무척추동물상, 어류상의 군집조성과 풍부도를 조사하여 등급화

하여 생태적 상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생태지수

(EQI, Ecological Quality Index)를 이화학적 수질환경기준과 연계하여

하천의 수질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EQI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83개 과 (Family)의 유기오염에 대한 민감치를 정하고 시료에서

관찰된 각 과의 수와 각 과의 평균 민감치를 하천의 지형적

유형별로 오염되지 않고 생태학적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과의 수와 평균 민감치를

컴퓨터 프로그램 (RIVPACS)으로 예측한 수치로 각각 나누어

구한다 (환경부, 2014). 
  
   로 예측되는  과 의 수
             실측된  과 의 수
   로 예측되는  점수의 평균치 
               실측된  점수의 평균치 

 BMWP : 생물학적 모니터링 그룹에서 정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

물의 과 (Family) 단위의 오염민감도

  (EQI; Ecological Quality Index, BMWP; Biological Monitoring Working Party Score)

  독일의 하천수 생물학적 평가는 수생식물상과 수생동물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수생식물상은 식물성 플랑크톤 (부유성 조류 및

남세균), 대형수생식물 및 부착조류를 조사하고, 수생동물상은
대형저서동물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무척추동물)과 어류를

조사한다. 생물학적 평가는 유럽연합의 물관리지침과 같이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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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국토면적이 크고 지역별 지형적·환경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각 주별, 지역별로 생물의 서식 환경이나 종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적용하는 평가요소나 평가방법은 기후대나 생태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USEPA (2013)의 National Rivers and Streams 
Assessment에서는 생물학적 지표로서 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를 평가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이 평가방법은

다중계량지수 (MMI, Multimetric Index)에 의하며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MMMI, Macorinvertebrate MMI), 어류 (FMMI, Fish 
MMI), 부착조류 (PMMI, Periphyton MMI)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각
생물군과 평가요소별로 나타나는 값 또는 비율은 각각 서로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Table 2.3과 같이 확률 개념을 적용하여

모두 0∼10점으로 계량화 한다 (USEPA, 2013; 환경부, 2014; Kim, 
2016). 

Table 2.3 Calculation for MMI (Multimetric Index) of USEPA 
(Reproduced from Kim, 2016)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수질환경정책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수체의

건강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질기준에 생물학적 요인들과 관련된

기준과 평가의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즉, 수질환경의 목표를

이화학적 수질이 아니라 수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며, 생물학적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수체의 환경적

Percentile value of each metric Metric score

≥ 95th percentile value,  10

5th ∼ 95th percentile value V   

  
×

< 5th percentile value,  0

final MM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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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성을 나타내고 스트레스 요인이 생물의 건강성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2016). 독일
등에서는 물환경을 평가할 때 이화학적 수질과 생물학적 평가를

동시에 포함하여 수질등급을 정하고 있다. Table 2.4는 유럽 등

선진국의 수생태계 조사 항목과 조사 주기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4 Aquatic ecosystem monitoring of foreign countries (NlER, 
2016)

Country EU Germany UK USA

Survey 
item

Phytoplankton,
Aquatic 
plants,

Periphyton,
Benthic 

invertebrates,
Fishes

Phytoplankton,
Aquatic 
plants,

Periphyton,
Benthic 

invertebrates,
Fishes

Aquatic 
plants,

Periphyton,
Benthic 

invertebrates,
Fishes

Periphyton,
Benthic 

invertebrates,
Fishes

Survey 
cycle

3 years 3 years 3 years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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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궁극적으로 물환경의 건전성은 수체의 이화학적 특성도 중요하지

만, 그 수체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평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화학적 수질 지표에 비해 수생태계 건강성

지표는 수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수질 및 주변환

경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승 작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과

거 오염의 영향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등 오염영향의 평가가 직접

적이고 종합적이다 (환경부, 2017). 

  유역의 지형 및 수문인자, 이화학적 수질인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수생태계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화학적인 수질이 목

표기준을 달성한 것만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

다. 최근에는 이화학적인 수질보다는 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

물, 어류 등 생물학적 지표가 수생태계의 건강성 평가에서 중요하

게 다루어지고 있다 (UNEP, 2016). 황순진 등 (2006)도 BOD, COD 
등 이화학적 수질요인만으로는 물환경을 총체적으로 판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한 바 있다. 

  이화학적 수질인자에 반해 지표생물 (Indicator organisms)을 이용

한 생물학적 평가방법은 연간의 평균적인 수질을 대변하고 과거 오

염물질의 임의적 유출에 대한 추정을 가능케 해줌과 동시에 오염물

질의 복합효과 등에 따른 종합적 영향을 반영해 준다 (Kong, 2002). 
Glińska-Lewczuk et al. (2016)은 서식지 연결성과 환경요소가 어류의

다양성과 풍부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어류의

다양성과 풍부도는 물의 물리화학적 요소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나

타났으며, 물리화학적 요소 중 수온, DO, COD는 상관성이 높으나, 
PO4-P, NO3-N와는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i et al. (2016)
은 물은 생지화학적 순환 (Biogeochemical cycle)에서 기질적 요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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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태계 기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은 생태적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전국 640개 지점에서 두 차례 이화

학적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조사하고 상관성을 분석한 바 있

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생생물의 평가항목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국립환경과학원, 2008), 이화학적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 평가 항목 간의 상관성은 BOD가 수생태 건강성 평가항목과

의 음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

(2017a)의 조사결과에서는 TDI는 BOD, T-N, T-P와 유의한 음의 상

관성을 보였고, BMI는 BOD, NH3-N, Chl-a와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FAI는 BOD 등 대부분의 이화학적 수질지표와 음의 상관

성을 보였다.

  환경부 (2014)가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사업의 조사지점

중 수심이 얕은 하천 (Wadable stream) 454개 지점의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수생태계 지수 중

TDI는 BMI, FAI보다 수질오염도와 상관성이 낮았다. TDI는 수질오

염도와 Pearson 상관계수가 –0.49∼ –0.67이었으며, BMI는 –0.61∼ –
0.84, FAI는 –0.48∼–0.76이었다. 수질오염물질별로 보면 TDI는
PO4-P와 음의 상관관계가 높았고 (r = –0.67), BMI는 BOD와 음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r = –0.84), FAI도 BOD와 상관성이 가장 높

았다 (r = –0.76). 수질오염물질 중 T-N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r = –0.48∼–0.57).

  Park et al. (2019)은 금강 본류를 대상으로 이화학적인 수질과

FAI 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SS (범위: 1.1~20.7 mg/L)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FAI 값은 감소하였으며 BOD, COD, Chl-a도 동일한 양

상을 보였다. 최상진과 권수열 (2016)은 한강 지류인 탄천에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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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추동물 출현 종수와 개체수를 조사하여 BMI 지수를 산출하고

BOD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R2 값이 0.76으로 높은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Kim et al. (2019)은 한강권역 내 지류를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통해 수온, BOD, T-N, NH3-N, T-P, PO4-P, 수심 등 총 7
개 인자를 선정하여 TDI 예측모델을 개발한 바 있으며, 생성된 예

측모델의 Pearson 상관계수는 –0.7096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Kim et al. (2018)은 금강 지류인 갑천에서 이화학적

수질, 물리적 서식지 건강도와 어류를 이용한 생태학적 건강도를

평가했는데 T-N과 BOD가 상당히 감소했으나 어류의 군집 특성을

이용한 분석 결과, 10년간 일부 민감종 비율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

고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지수와 이화학적

수질항목인 T-N, BOD, COD, S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가 나타났지만 (r >–0.3, p<0.05) 상관계수는 그리 높지 않았다. 이
는 도심 하천에서는 이화학적 수질이 개선되더라도 물리적 서식환

경 등 생태적 환경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수생태계 건강성의

개선도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매년 환경부의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사업에서 수생

태계 건강성 지수와 수질오염도 간 상관성을 분석하고 있으나 일부

조사권역은 제한된 범위의 수질오염물질만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2019c). 환경부의 생물측정망 조사사업으로 수행한 것 외에는 이화

학적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화학적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성

은 대체로 수질오염도가 높을수록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는 낮아지

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각각의 연구가 지역적, 시기적으
로 다르고 분석방법에 차이가 있어 상관성의 정도나 상관성이 높은

수질항목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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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경향 분석

  3.1 대상 지역 및 자료 구축

  3.1.1 대상 지역

  우리나라는 수계영향권별로 권역을 정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22조에 따라 환경

부장관은 면적, 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

하여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권역은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
강권역, 영산강·섬진강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중권역은 전

국 116개 권역이며, 이 중 1개 중권역은 건천이어서 실질적인 관리

대상은 115개 중권역이라고 볼 수 있다. 중권역은 국가물관리정보

표준에 따라 권역 구분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공통유역으로 유역경

계와 유역코드가 통일되어 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중권역 구분

도 국가물관리정보표준을 따르고 있으나, 한강서울 중권역 (유역코
드 1018)은 상·하류 간 수질의 차이가 크고, 대규모 상수원과 오염

원이 혼재하여 차등화된 목표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한

강잠실 중권역 (유역코드 1017-1)을 별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권역은 권역 전체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대표지점으로 정하여 관리하는데 통상 중권역별 최하

류 지점을 대표지점으로 지정한다. 중권역 대표지점은 해당 유역의

유역특성, 유량,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자료를 편리하고 안정적

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박성천 등, 2016). 환경부에서는 물

환경보전법 제24조 및 제25조와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9-17호)’에 따라 매년 중권역별로 목표기준 달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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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하여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를 확인

하고 미달성 중권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16개 중권역 중 수질오염도 측정지점과 생물측정

망 조사지점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상당한 측정치가 결측되었거

나, 측정치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 상호비교가 곤란한 8개 중권역을

제외한 총 108개 중권역 대표지점의 수질오염도 및 수생태계 건강

성 지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Table 3.1, Fig. 3.1). 중권역별 유역

코드는 Table 3.2에 제시하였다. 

Table 3.1 Number of the mid-watersheds for the study

4 river 
basins

No. of mid- 
watersheds

No. of 
mid-watersheds 

for study

Excluded 
mid-watersheds

Sum 116 108 8

Han 29 27 Hangang-jamsil. 
Hangang-haryu

Nakdong 32 31 Changnyeong 
hapcheon-bo

Geum 21 20 Bunam-seawall

Youngsan
Seomjin 34 30 Juksan-bo, Sueocheon, 

Sinan-gun, Jeju-dong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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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1 Representative stations of each mid-watershed in 4 river 
basins (NIER,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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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Code number of mid-watersheds 

Han river basin Nakdong river basin Geum river basin
Youngsan·

Seomjin river basin

Code Watersheds Code Watersheds Code Watersheds Code Watersheds

1001 남한강상류 2001 안동댐 3001 용담댐 4001 섬진강댐

1002 평창강 2002 임하댐 3002 용담댐하류 4002 섬진강댐하류

1003 충주댐 2003 안동댐하류 3003 무주남대천 4003 오수천

1004 달천 2004 내성천 3004 영동천 4004 순창

1005 충주댐하류 2005 영강 3005 초강 4005 요천

1006 섬강 2006 병성천 3006 대청댐상류 4006 섬진곡성

1007 남한강하류 2007 낙동상주 3007 보청천 4007 주암댐

1009 평화의댐 2008 위천 3008 대청댐 4008 보성강

1010 춘천댐 2009 구미보 3009 갑천 4009 섬진강하류

1011 인북천 2010 감천 3010 대청댐하류 4101 섬진강서남해

1012 소양강 2011 강정고령보 3011 미호천 4102 완도

1013 의암댐 2012 금호강 3012 금강공주 4103 금산면

1014 홍천강 2013 회천 3013 논산천 4104 이사천

1015 청평댐 2014 창녕합천보 3014 금강하구언 4105 수어천

1016 경안천 2015 합천댐 3101 삽교천 4106 여수시

1017 팔당댐 2016 황강 3201 대호방조제 5001 영산강상류

1017-1 한강잠실 2017 낙동창녕 3202 부남방조제 5002 황룡강

1018 한강서울 2018 남강댐 3203 금강서해 5003 지석천

1019 한강고양 2019 남강 3301 만경강 5004 죽산보

1021 임진강상류 2020 낙동밀양 3302 동진강 5005 고막원천

1022 한탄강 2021 밀양강 3303 새만금 5006 영산강하류

1023 임진강하류 2022 낙동강하구언 5007 영암천

1024 한강하류 2101 형산강 5008 영산강하구언

1101 안성천 2201 태화강 5101 탐진강

1201 한강서해 2301 회야강 5201 진도

1202 시화호 2302 수영강 5202 영암방조제

1301 양양남대천 2401 왕피천 5301 주진천

1302 강릉남대천 2402 영덕오십천 5302 와탄천

1303 삼척오십천 2403 대종천 5303 신안군

2501 가화천 2502 남해도

2503 거제도 6001 제주서해

2504 낙동강남해 6002 제주북해

6003 제주남해

6004 제주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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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자료 구축

  가. 수질오염도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물환경보전법 제9조 (수질의 상시측정 등) 및 제9조의2 (측정망 설

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6조의2 (수질오염도
의 측정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11조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

태조사ㆍ평가), 농어촌정비법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조사·평가한다. 
Fig. 3.2는 우리나라의 물환경 측정망 운영체계를 보여준다.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Water 
quality

Total 
maximum 

load

Automatic 
monitoring Sediment Radioactive Aquatic 

ecosystem
Nonpoint 

source

Watershed 
environment 

office
NIER
Local 

government
K-water

KRC

Watershed 
environment 

office
NIER

Watershed 
environment 

office
NIER
K-eco

NIER NIER NIER NIER
K-eco

Fig. 3.2 Operating system of water-environment monitoring network 
(NI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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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수질오염도는 물환경측정망 중 수질측정망 조사자료

를 활용하였다. 수질측정망 조사 지점 중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권역 대표지점에서는 이화학적 수질오염도 항목으로 수온, pH, 
DO, BOD, COD, TOC, SS, 총질소, NH3-N, NO3-N, 총인, PO4-P, 페
놀류, 분원성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전기전도도, 클로로필-a 항
목을 년 12회 (매월) 측정한다. 수질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

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의 이화학적 수질오염도 연평균 측정자료를 활용하였다. 연평균 자

료를 사용한 이유는 수생태계 영향은 단기적인 수질 변화보다는 중

장기적인 수질 및 유역환경 변화가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측정자료 중 평균값에서 많이 벗어난 아주 작은 값이나 아주 큰

값, 즉 이상치 (Outlier)는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이상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IQR (Inter Quartile Range) Rule을 적용하여 제거하였다. 
이 방법은 이사분범위를 바탕으로 Q3+1.5×IQR 이상, Q1–1.5×IQR 
이하의 값을 이상치로 정의하여 제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화학적

수질오염도 항목 중에서 유기물질 오염지표인 BOD, COD, TOC, 영
양물질 오염지표인 T-N, NH3-N, T-P, PO4-P, 그리고 SS와
Chlorophyll-a 농도를 이용하였다. 기타 항목들은 상관분석 결과 수

생태계 건강성 지수와의 상관성이 낮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물환경측정망 중 생물측정망의 중권역 대표지점에서는 매년 봄, 
가을 연 2회 수생생물을 조사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산정한

다. 조사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에 5개 등급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

도와 계량적 상관분석을 위하여 등급이 아닌 등급산출의 기초가 되

http://water.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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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산출자료 (0∼100)를 사용하였다. 물환경
정보시스템에서는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의 등급만 공개하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의 협조를 받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중

권역 대표지점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중 TDI, BMI, FAI의 등급

산정을 위한 지수 산출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하였다. Table 3.3은 수
생생물 분야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항목과 조사 주기를 보여준다.

Table 3.3 Monitoring items and cycles of aquatic ecosystem (NIER, 2019b)

Survey 
item Detailed survey item No. 

of times
Survey 
cycle

Trophic 
Diatoms

No. of species collected 
and density of individuals

2 times 
a year
(spring 

and fall)

3 years
(every year 

for 
representative 

stations of 
mid- 

watersheds)

Benthic 
Macro- 

invertebrate

No. of species collected 
and density of individuals

Fish

No. of species collected 
and density of individuals

 

No. of species and individuals 
collected (domestic species, 

riffle-benthic species, sensitive 
species, tolerant species, 

insectivore species, abnormal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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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환경부의 생물측정망에서 조사되는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는 부착

돌말류 평가지수 (TDI, Trophic Diatom Index), 저서성 대형무척추동

물 평가지수 (BMI, Benthic Macroinvertebrate Index), 어류 평가지수

(FAI, Fish Assessment Index), 수변식생지수 (RVI, Riparian Vegetation 
Index), 서식 및 수변환경지수 (HRI, Habitat and Riparian Index) 등 5
가지 종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생생물에 대한 지수인 TDI, 
BMI, FAI 3개 지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3개 지수는 수생생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지수로서 이화학적

수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 
RVI는 하천 주변의 식물상에 대한 평가지수이며 HRI는 하천의 형

상과 관련 있는 지수로서, 수생생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수가 아니

어서 본 연구의 목적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했

다. 국립환경과학원 (2019)의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방법 중 분석대

상이 되는 TDI, BMI, FAI 3개 생물지수에 대한 조사·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다. 

  3.2.1 부착돌말류 평가지수 (TDI)

  부착돌말류 (Trophic Diatom)는 비교적 이동성이 거의 없고 장기

간 노출된 오염원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 하천 생태계 평가에 매

우 적합한 지표생물이다 (Kim et al., 2019). TDI (Trophic Diatom 
Index)는 영양상태 (Eutrophic state)에 대한 평가지수로서 해당구간에

서 출현한 종의 상대밀도, 종의 오염민감도 및 지표 값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국립환경과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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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I = 100 - {(WMS × 25) - 25}

        WMS = 

  



 ∙ 


  



 ∙  ∙ 

여기서, WMS : 가중평균민감도 (Weighted mean sensitivity)

           i : 출현종의 일련번호 (Number assigned to the species)

             n : 출현종의 총수 (Number of indicator species)

           Ai : 출현종의 상대밀도
  (Relative abundance of the species in sample, %)

           Si : 출현종의 오염민감도
  (Pollution sensitivity of the species, 1 ≤ S ≤ 5)

           Vi : 출현종의 지표가중치
  (Indicator value of the species, 1 ≤ V ≤ 3)

  3.2.2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평가지수 (BMI)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Benthic Macroinvertebrate)은 서식환경에

대한 민감성, 채집의 용이성, 낮은 이동성 그리고 긴 생활사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되는 환경교란에 대한 분석에 그 유용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어 생물 모니터링이나 수생태계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평가 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준길과 이황구, 
2012). BMI (Benthic Macroinvertebrate Index)는 부수상태 (saprobic 
state)에 대한 평가지수로서 각 종의 출현도를 기준으로 종류별로 오

탁지수와 지표가중치를 설정하고 각 지표종의 상대출현도와 지표가

중치의 곱을 가중한 값으로 산출된다 (국립환경과학원,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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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 지정된 지표생물종의 일련번호
  (Number assigned to the species)

        n : 지표생물종의 총수 (Number of indicator species)

        : 지표생물종의 오탁치 (Saprobic value of the species i)

        : 지표생물종의 출현도 (Frequency of the species i)

       

 
: 지표생물종의 지표가중치
  (Indicator weight value of the species i)

 

  3.2.3 어류 평가지수 (FAI)

  하천 생태계에서 어류는 먹이사슬의 상위소비자로서 다른 생물

종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으며, 
지리적 위치, 고도, 하천 형태, 수질 등의 환경요인에 따라 어류상

이 쉽게 변화한다 (Park et al., 2017). 

  FAI (Fish Assessment Index)는 생물학적 온전성 (Biological 
integrity)에 대한 평가지수로서 국내종의 총종수 (M1), 여울성 저서

종수 (M2), 오염민감종수 (M3), 오염내성종의 개체수 비율 (M4), 잡
식종의 개체수 비율 (M5), 국내종의 충식종 개체수비율 (M6), 국내
종의 총 개체수 (M7), 비정상종의 개체수비율 (M8)에 대한 하천차

수별 평가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합한 점수로 판정한다. 

  FAI는 하천차수에 따라 8가지 평가요소의 계량치를 차등화하고

각 계량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출현한 어종의 섭식 특성, 내성도
특성, 서식지 특성을 적용하여 Table 3.4의 건강성 평가 8개 항목에

따라 산정한 후 평가항목 총합이 100점 만점이 되도록 계산한다

(국립환경과학원, 2019). 

FAI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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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 Stream 
order

Index value
Metric Stream 

order

Index value

0 6.25 12.5 0 6.25 12.5

No. of 
dometic 
species
(M1)

1 0 ∼ 1 2 > 2

No. of 
sensitive 
species
(M3)

1 0 1 ∼ 2 > 2
2 0 ∼ 2 3 ∼ 5 > 5 2 0 1 ∼ 3 > 3
3 0 ∼ 4 5 ∼ 8 > 8 3 1 2 ∼ 4 > 4
4 0 ∼ 5 6 ∼ 11 > 11 4 1 2 ∼ 4 > 4
5 0 ∼ 7 8 ∼ 14 > 14 5 1 2 ∼ 4 > 4
6 0 ∼ 9 10 ∼ 18 > 18 6 0 1 ∼ 3 > 3
7 0 ∼ 11 12 ∼ 22 > 22 7 0 1 ∼ 2 > 2

 

Metric Stream 
order

Index value
Metric Stream 

order

Index value

0 6.25 12.5 0 6.25 12.5

No. of 
riffle 

benthic 
species
(M2)

1 0 1 > 1

No. of 
domestic 

individuals
(M7)

1 0 ∼ 10 11 ∼ 20 > 20
2 0 1 ∼ 2 > 2 2 0 ∼ 30 31 ∼ 55 > 55
3 0 1 ∼ 2 > 2 3 0 ∼ 50 51 ∼ 90 > 90
4 1 2 ∼ 3 > 3 4 0 ∼ 60 61∼115 > 115
5 0 1 ∼ 2 > 2 5 0 ∼ 80 81∼160 > 160
6 0 1 ∼ 2 > 2 6 0∼100 101∼200 > 200
7 0 1 > 1 7 0∼120 121∼240 > 240

 

Metric
Index value

Metric
Index value

0 6.25 12.5 0 6.25 12.5

Ratio of tolerant 
species individuals

(M4)
> 70 70 ∼ 30 < 30

Ration of 
insectivore 

individuals of 
domestic species

(M6)

< 20 20 ∼ 45 > 45

 

Metric
Index value

Metric
Index value

0 6.25 12.5 0 6.25 12.5

Ratio of omnivore 
species individuals

(M5)
> 70 70 ∼ 30 < 30 Ratio of abnormal 

species individuals
(M8)

> 1 1 ≥ ∼ > 0 0

Table 3.4 Calculation of individual metrics for fish assessment (NIER,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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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수생태계 평가는 계산된 각 생물지수 값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다. 5등급의 구분은 Table 3.5와 같이 지수별 점수에 따라 매

우 좋음 'A', 좋음 'B', 보통 'C', 나쁨 'D', 매우 나쁨 'E' 등급으로 평

가한다. 지수별 등급 구간은 큰 차이가 없으나 TDI 등급 구간 점수

는 다른 지수보다 약간 높다. 

Grade Status TDI BMI FAI

A Very good 90 ∼ 100  80 ∼ 100 80 ∼ 100

B Good 70 ∼ 90 65 ∼ 80 60 ∼ 80

C Fair 50 ∼ 70 50 ∼ 65 40 ∼ 60

D Poor 30 ∼ 50 35 ∼ 50 20 ∼ 40

E Very poor 0 ∼ 30  0 ∼ 35 0 ∼ 20

Table 3.5 Assessment criteria for TDI, BMI and FAI (NIER,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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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유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장기변화 경향 분석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는 수질과 수생태계 조사자료의 현황과 경향성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이 되는 2008년부터 2018
년까지 11년간의 중권역 대표지점의 수질 자료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에 대하여 중권역별 현황과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중권역별 현

황은 중권역 대표지점별로 11년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의 범위를 상자도표 (Box plot)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수질과 수생태
계 건강성 지수의 장기변화 경향 분석은 연구대상 108개 중권역 전

체의 주요 수질 항목과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별로 분석하였다. 경
향성 분석은 선형회귀분석 모수 (Parametric) 통계기법과 함께 비모

수 (Nonparametric) 통계기법 중 수질 자료의 경향 분석에 많이 이용

되고 있는 Mann-Kendall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통계분석은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 
version 25 (SPSS INc., Chicago, IL, USA)를 활용하였다. 

  3.3.1 대권역별 중권역 대표지점 수질오염도

  연구 대상지역인 108개 중권역의 4대강 대권역별 유기물질의 지

표인 BOD, COD, TOC와 영양물질의 지표인 T-N, NH3-N, T-P, 
PO4-P 그리고 물리적 영향을 주는 SS와 식물성 플랑크톤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Chlorophyll-a의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은 Table 3.6과 같다. 아울러, 대권역별로 하천의 상류와 하

류, 그리고 수계별로 어떤 수질오염 특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권역 대표지점별로 수질오염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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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Summary of water quality data in 4 river basins (2008∼2018)

Variables Mean Stand. 
Dev. Median Min. Max.

BOD(mg/L)

Han 1.65 1.33 1.20 0.30 7.20
Nakdong 1.60 0.78 1.40 0.30 4.30

Geum 2.34 1.70 2.00 0.50 7.90
Youngsan 1.84 1.38 1.50 0.30 7.10

COD(mg/L)

Han 4.46 2.45 3.50 1.70 15.2
Nakdong 4.70 1.55 4.70 1.30 9.90

Geum 6.22 2.89 6.00 2.50 17.20
Youngsan 4.79 2.40 4.45 0.60 13.30

TOC(mg/L)

Han 2.34 1.06 2.10 0.40 6.10
Nakdong 2.67 1.18 2.50 0.40 7.20

Geum 3.89 1.79 3.80 0.80 9.00
Youngsan 2.87 1.41 2.90 0.30 6.70

T-N(mg/L)

Han 2.94 1.50 2.55 0.60 7.93
Nakdong 2.57 1.09 2.37 0.80 7.53

Geum 3.42 1.94 3.16 0.86 10.34
Youngsan 3.04 2.53 2.36 0.45 18.43

NH3-N(mg/L)

Han 0.41 0.74 0.08 0.01 4.28
Nakdong 0.19 0.35 0.09 0.00 2.86

Geum 0.42 0.56 0.18 0.01 3.14
Youngsan 0.26 0.59 0.08 0.01 4.97

T-P(mg/L)

Han 0.07 0.07 0.03 0.01 0.47
Nakdong 0.07 0.09 0.04 0.01 0.67

Geum 0.10 0.11 0.06 0.01 0.65
Youngsan 0.10 0.11 0.06 0.01 1.01

PO4-P(mg/L)

Han 0.03 0.05 0.01 0.00 0.30
Nakdong 0.04 0.07 0.01 0.00 0.51

Geum 0.03 0.05 0.01 0.00 0.37
Youngsan 0.05 0.07 0.03 0.00 0.70

SS(mg/L)

Han 13.16 20.31 6.30 1.10 108.90
Nakdong 10.15 6.89 8.60 0.60 49.00

Geum 12.23 10.27 9.40 0.30 50.90
Youngsan 14.11 18.15 7.80 0.50 150.80

Chlorophyll-a
(mg/㎥)

Han 12.37 16.16 6.25 0.07 120.00
Nakdong 14.31 13.32 8.35 0.90 61.20

Geum 19.59 20.11 10.60 1.10 74.70
Youngsan 12.16 15.26 6.30 0.40 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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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Fig. 3.6은 대권역별로 중권역 유역코드 순서로 2008년부
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주요 수질오염도를 상자도표로 분석한 결

과를 보여준다. 수질오염도는 유기물질의 지표인 BOD, COD, TOC
와 영양물질의 지표인 T-N, T-P 그리고 조류의 지표인 Chlorophyll-a 
농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 한강 대권역

  Fig. 3.3은 한강 대권역의 중권역 대표지점별로 2008년부터 2018
년까지 11년간의 수질오염도를 나타낸 것이다. 한강고양 (1019), 시
화호 (1202), 안성천 (1101), 한탄강 (1022) 중권역에서 수질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물질 지표인 BOD, COD, TOC는 한강고

양 (BOD: 2.7∼5.5 mg/L, COD: 5.9∼9.1 mg/L, TOC: 2.9∼4.4 mg/L), 
시화호 (BOD: 1.8∼7.2 mg/L, COD: 6.8∼11.6 mg/L, TOC: 3.3∼5.9 
mg/L)와 안성천 (BOD: 3.3∼6.7 mg/L, COD: 9.3∼12.6 mg/L, TOC: 
3.8∼6.1 mg/L)에서 가장 높게 관측되었다. 영양물질의 지표인 T-N, 
T-P의 경우에도 이들 중권역에서 높게 (T-N: 2.1∼7.9 mg/L, T-P: 
0.04∼0.47 mg/L) 나타났으며 경안천 (1016), 한강서울 (1018), 임진
강하류 (1023) 중권역도 높게 (T-N: 2.6∼5.5 mg/L, T-P: 0.04∼0.24 
mg/L) 나타났다. Chlorophyll-a는 안성천 중권역에서 특히 높게 (42.8
∼120.0 mg/m3) 나타났다.

  수질오염도가 높은 중권역은 대부분 유역에 인구밀집 도시지역, 
산업단지 또는 고밀도 가축사육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시화호 유역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의 60%를 차지하며 (환경부, 2019), 안성시의 질

소 및 인의 양분수지는 전국 154개 시군 중 양주시에 이어 각각 2
위에 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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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16-'25) (한강유역환경청, 2018)에
따르면 BOD 배출부하량은 안성천, 한강서울, 한강고양 중권역 순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T-P 배출부하량은 한강고양, 안성천 중권역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강고양, 한강서울 중권역은 생활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비중이 높고, 안성천 중권역은 축산계와 산업계 오염물

질 배출부하량 비중이 높았다. 단위면적당 BOD 배출부하량은 한강

고양 (50.4 ㎏/㎢/day), 한강서울 (42.0 ㎏/㎢/day), 안성천 (32.7 ㎏/㎢
/day) 중권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T-P 배출부하량은 한

강고양 (4.2 ㎏/㎢/day), 한강서울 (2.9 ㎏/㎢/day), 안성천 (2.2 ㎏/㎢
/day), 한강서해 (2.0 ㎏/㎢/day) 중권역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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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D

(b) COD

Fig. 3.3 Water quality of individual watersheds in Han-river basin 
(2008∼2018)

(c) 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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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N

(e) T-P

(f) Chlorophyll-a

Fig. 3.3 Water quality of individual watersheds in Han-river basin 
(2008∼201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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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낙동강 대권역

  Fig. 3.4는 낙동강 대권역의 중권역 대표지점별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수질오염도를 상자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오
염물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금호강 (2012), 수영강 (2302) 중권
역에서 수질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물질 지표인 BOD, 
COD, TOC는 금호강 (BOD: 3.0∼4.3 mg/L, COD: 8.0∼9.9 mg/L, 
TOC: 5.8∼7.2 mg/L), 회야강 (2301) (BOD: 1.9∼3.6 mg/L, COD: 5.5
∼7.7 mg/L, TOC: 2.4∼3.6 mg/L) 중권역에서 높게 관측되었다. 이
는 이 유역에 위치한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와 도심지역의 강

우 유출수에 수질이 좌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부, 2019b). 영
양물질인 T-N, T-P는 금호강 (T-N: 5.7∼7.5 mg/L, T-P: 0.06∼0.68 
mg/L), 수영강 (T-N: 4.1∼6.7 mg/L, T-P: 0.29∼0.60 mg/L) 중권역에
서 높았으며 Chlorophyll-a는 금호강 (34.7∼61.2 mg/m3), 낙동밀양
(2020) (21.9∼56.8 mg/m3), 회야강 (12.7∼59.9 mg/m3) 중권역에서 높

았다.

  낙동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16-'25) (낙동강유역환경청, 2018)
에 따르면 BOD 배출부하량은 수영강, 금호강 중권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T-P 배출부하량도 수영강, 금호강 중권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영강 중권역은 수질오염물질 중에서 생활계 비중이 높

고, 금호강 중권역은 축산계와 토지계의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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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D

(b) COD

(c) TOC

Fig. 3.4 Water quality of individual watersheds in Nakdong-river basin 
(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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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N

(e) T-P

(f) Chlorophyll-a

Fig. 3.4 Water quality of individual watersheds in Nakdong-river basin 
(2008∼201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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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금강 대권역

  Fig. 3.5는 금강 대권역의 중권역 대표지점별로 2008년부터 2018
년까지 11년간의 수질오염도를 상자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갑천
(3009), 미호천 (3011), 대호방조제 (3201), 만경강 (3301), 삽교천
(3101) 중권역에서 수질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물질과
영양물질 모두 갑천 (BOD: 3.1∼5.8 mg/L, TOC: 5.3∼9.0 mg/L, T-P: 
0.09∼0.65 mg/L), 대호방조제 (BOD: 2.3∼7.2 mg/L, TOC: 2.7∼6.2 
mg/L, T-P: 0.16∼0.48 mg/L), 만경강 (BOD: 4.2∼7.9 mg/L, TOC: 6.5
∼8.4 mg/L, T-P: 0.10∼0.54 mg/L), 미호천 (BOD: 3.9∼5.5 mg/L, 
TOC: 4.7∼7.2 mg/L, T-P: 0.08∼1.12 mg/L) 중권역에서 높았고, 
Chlorophyll-a는 미호천 (25.2∼67.8 mg/m3), 삽교천 (18.4∼87.9 
mg/m3), 금강하구언 (3014) (34.6∼71.4 mg/m3), 만경강 (27.9∼73.8 
mg/m3) 중권역에서 높았다. 갑천, 미호천 중권역은 유역에 도시지역

과 산업지역이 많고 대호방조제, 삽교천, 만경강 중권역은 축산계, 
토지계 및 농업배수 등으로 BOD 및 T-P 배출부하량이 많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환경부, 2019a).

  금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16-'25) (금강유역환경청, 2018)에
따르면 BOD 배출부하량은 삽교천, 미호천 중권역 순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오염원별로는 삽교천은 생활계와 축산계 BOD 배출부하량
이 높았다. T-P 배출부하량도 삽교천, 미호천 중권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오염원별로는 삽교천 중권역은 산업계, 축산계 비중이

높고, 미호천 중권역은 축산계, 생활계, 산업계의 오염물질 배출부

하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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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D

(b) COD

(c) TOC

Fig. 3.5 Water quality of individual watersheds in Geum-river basin 
(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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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N

(e) T-P

Fig. 3.5 Water quality of individual watersheds in Geum-river basin 
(2008∼2018) (Continued)

(f) Chlorophy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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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Fig. 3.6은 영산강·섬진강 대권역의 중권역 대표지점별로 2008년부
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수질오염도를 상자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유기물질 지표인 BOD, COD, TOC는 영산강상류 (5001) (BOD: 4.6
∼7.1 mg/L, COD: 7.6∼10.3 mg/L, TOC: 4.1∼5.9 mg/L), 영산강하류
(5006) (BOD: 2.5∼4.8 mg/L, COD: 6.9∼8.4 mg/L, TOC: 3.5∼4.9 
mg/L), 와탄천 (5302) (BOD: 4.6∼7.4 mg/L, COD: 8.7∼13.3 mg/L, 
TOC: 3.8∼6.7 mg/L) 중권역에서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상류와 하류 중권역은 도시지역과 농업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와탄천 중권역은 농경지가 많은 지역이다. 제주서해 (6001) 중권역
에서는 T-N 농도 (10.3∼18.4 mg/L)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서해 중권역은 축산계와 토지계의 오염부하량이 매우 높은데

이는 가축분뇨와 농경지의 질소비료 유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2019). 영산강상류 중권역에서는 T-P 
농도 (0.13∼1.01 mg/L)도 높았다. Chlorophyll-a는 와탄천 (26.0∼
103.2 mg/m3)과 영산강상류 (9.0∼65.4 mg/m3) 중권역에서 높게 나타

났다.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16-'25) (영산강유역환경
청, 2018)에 따르면 BOD와 T-P 배출부하량은 와탄천 중권역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배출원은 축산계 오염물질인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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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D

(b) COD

(c) TOC

Fig. 3.6 Water quality of individual watersheds in 
Youngsan·Seomjin-river basin (2008∼2018)



- 47 -

(d) T-N

(e) T-P

(f) Chlorophyll-a

Fig. 3.6 Water quality of individual watersheds in 
Youngsan·Seomjin-river basin (2008∼201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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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중권역 대표지점 수질오염도 장기변화 경향

  Table 3.7과 Fig. 3.7은 108개 중권역 대표지점의 2008년부터 2018
년까지 11년간의 수질오염도 경향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경향 분

석은 선형회귀분석 모수 통계기법과 비모수 통계기법 중

Mann-Kendall 기법을 사용하였다. 온도, COD, TOC는 유의하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p≤.05), T-P와 PO4-P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05). SS, BOD, T-N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미미하

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NH3-N와 Chloropyll-a는 유의하지는 않

지만 미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온, COD, TOC 증가는 외국의 하천, 호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으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온

이 상승하고 집중 강우 등이 발생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악영향

을 줄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수온이 상승하면서

수체 내 조류의 발생과 사멸이 증가해 수체 내에서 COD, TOC 유
발물질의 자체 생산이 증가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수문학적 순환

을 변화시켜 홍수와 가뭄의 패턴, 강도 등 물순환을 변화시키고 이

러한 변화는 비점오염물질의 수체 내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Kim et al., 2013), 각종 개발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지표면에

축적된 유기탄소가 강우 시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난분해성 물질의

수체 유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BOD와 T-P, PO4-P의 감소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효과로 판단

된다.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총량규제 대상 오염물질은 BOD와 T-P에
한정되어 있어 수질오염 저감시설이 BOD 저감과 T-P 처리에 중점

을 둔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환경기초시설 등 이화학

적 수질개선사업에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었지만 생물학적으로 분

해 가능한 오염물질과 총인을 제외하곤 별다른 수질개선 성과가 나



- 49 -

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의 수질환경정책이 유기물질과 T-P 위주의 목표설정과

관리에 중점을 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을 위한 최상위 정부계획인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살펴보

면, 제1차 기본계획 (2006∼2015)에서는 BOD를 기준으로 3㎎/L 이
하의 '좋은 물' 달성비율을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한 바 있으

며, 제2차 기본계획 (2016∼2025)에서도 수질관리의 핵심으로 유기

물질과 T-P를 저감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Table 3.7 Trends of water quality in 108 mid-watersheds (2008∼2018) 

Water quality 
parameter

Linear regression Mann-Kendall

Slope p-value Slope p-value

Temp. +0.081 0.005** +0.056 0.006**

SS -0.081 0.549 -0.181 0.027*

BOD -0.043 0.143 -0.010 0.423

COD +0.071 0.016* +0.057 0.006*

TOC +0.126 0.000** +0.062 0.000**

T-N -0.006 0.829 -0.005 0.603
NH3-N +0.016 0.588 +0.002 0.073

T-P -0.191 0.000** -0.006 0.000**

PO4-P -0.131 0.000** -0.002 0.003**

Chlorophyll-a +0.017 0.567 +0.131 0.357

 **: p < 0.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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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b) SS

(c) BOD

Fig. 3.7 Trends of water quality in 108 mid-watersheds (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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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OD

(e) TOC

(f) T-N

Fig. 3.7 Trends of water quality in 108 mid-watersheds (2008∼201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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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NH3-N

(h) T-P

(i) PO4-P

Fig. 3.7 Trends of water quality in 108 mid-watersheds (2008∼201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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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Chlorophyll-a

Fig. 3.7 Trends of water quality in 108 mid-watersheds (2008∼2018) 
(continued)

  3.3.3 대권역별 중권역 대표지점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대권역별로 연구 대상지역인 108개 중권역 대표지점의 2008년부
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분석하였다. 4대
강 대권역별 중권역 대표지점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TDI, BMI, 
FAI)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은 Table 3.8에서 보

는 바와 같다. 3개 지수 중 BMI는 대권역별 차이가 거의 없으나

TDI는 한강 대권역과 낙동강 대권역이 금강 대권역이나 영산강·섬
진강 대권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FAI는 낙동강 대권역이

다른 대권역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성유 등 (2015)이
2012년 한강 27개 지점과 낙동강 3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강의 FAI 평균은 53.1인 반면 낙동강은 41.3으로 낙동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낙동강의 FAI가 낮은 요인을 주변

식생 부족, 인공제방, 수질오염 등으로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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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Summary of aquatic ecosystem data in 4 river basins (2008
∼2018) 

Variables Mean
Stand. 
Dev.

Median Min. Max.

TDI

Han 58.0 26.6 61.9 5.0 98.6

Nakdong 63.7 22.5 66.6 0.9 98.9

Geum 43.0 18.4 41.3 6.7 88.3

Youngsan 40.8 21.9 36.7 6.2 92.6

BMI

Han 60.2 22.0 61.9 9.0 93.0

Nakdong 58.3 17.1 59.1 7.5 88.1

Geum 58.7 22.7 60.3 17.3 91.2

Youngsan 59.5 17.9 61.9 0.0 89.2

FAI

Han 50.9 22.2 50.0 3.2 96.9

Nakdong 41.8 14.3 40.7 9.4 87.5

Geum 49.3 21.2 46.9 6.3 93.8

Youngsan 46.8 20.7 46.9 6.3 90.7

   Fig. 3.8∼Fig. 3.11은 대권역별 중권역 대표지점의 수생태계 건강

성 지수를 상자도표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수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한 중권역은 주로 유역 상류의 고도가 높은 산지형 지역으로

유역 내 토지가 비교적 자연성을 보존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유입이 적어 수질이 양호하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유

수성 (流水性) 종의 비율이 높아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등급이 우수

하게 나타났다. 반면 수생태계 건강성이 나쁜 중권역은 유역 내 도

시지역이나 농경지가 많거나 가축사육이 많은 지역이다. 이들 중권

역에는 생활하수 또는 농경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과 빗물의 지

하 침투를 막는 도로와 건물 등 불투수성 인공구조물로 인해 비가

내릴 경우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이 높았다. 보 등 하천 횡단구

조물로 인한 어류 이동제한 및 유속저하, 진흙 등의 퇴적으로 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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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서식여건도 악화되어 수생태계 건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 2019c).

  가. 한강 대권역

  Fig. 3.8은 한강 대권역의 중권역 대표지점별로 2008년부터 2018
년까지 11년간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한강고양
(TDI: 7.8∼36.7, BMI: 13.4∼62.9, FAI: 9.4∼40.7), 시화호 (TDI: 10.5
∼39.8, BMI: 28.2∼38.5, FAI: 6.3∼28.2), 안성천 (TDI: 6.6∼34.2, 
BMI: 21.0∼37.9, FAI: 3.2∼28.2) 중권역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도시지역을 포함하거나 산

업단지, 농경지, 가축사육이 많은 하류 지역으로 수질오염도가 높은

지역이다. 



- 56 -

(a) TDI

(b) BMI

(c) FAI

Fig. 3.8 TDI, BMI and FAl of individual watersheds in Han-river 
basin (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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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낙동강 대권역

  Fig. 3.9는 낙동강 대권역의 중권역 대표지점별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상자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TDI는 수영강 (3.4∼32.3), 남강 (2019) (22.1∼55.3) 중권역에
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강 중권역은 하천 내 각종 횡적 구

조물로 생태축이 단절되고 유역이 도시화되어 있어 오염이 가중된

지역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강 중권역은 도시화 되어 있어 생활계와 산업계의 수질오염물질 부

하량이 많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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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DI

(b) BMI

(c) FAI

Fig. 3.9 TDI, BMI and FAl of individual watersheds in Nakdong-river 
basin (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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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금강 대권역

  Fig. 3.10은 금강 대권역의 중권역 대표지점별로 2008년부터 2018
년까지 11년간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상자도표로 나타낸 것이

다. 삽교천 (TDI:  6.7∼31.3, BMI: 17.3∼39.9, FAI: 6.3∼25.1), 금강
하구언 (TDI:  7.5∼40.2, BMI: 19.0∼45.6, FAI: 28.2∼53.2) 중권역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삽교호는 농업용수

의 공급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수질이 5∼6등급의 나쁜 수준이다. 
TDI는 연차별 변동성이 BMI, FAI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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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DI

(b) BMI

(c) FAI

Fig. 3.10 TDI, BMI and FAl of individual watersheds in Geum-river 
basin (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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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Fig. 3.11은 영산강·섬진강대권역의 중권역 대표지점별로 2008년부
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상자도표로 나타

낸 것이다. 영암방조제 (5202) (TDI: 17.4∼49.1, BMI: 33.1∼60.8, 
FAI: 12.5∼25.0), 영산강상류 (TDI: 10.4∼36.1, BMI: 21.9∼58.6, 
FAI: 12.6∼28.2), 와탄천 (TDI: 12.3∼32.3, BMI: 17.3∼70.0, FAI: 6.3
∼43.8), 이사천 (4104) (TDI: 6.2∼41.3, BMI: 10.8∼69.0, FAI: 6.3∼
28.2) 중권역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방조제 중권역은 정체수역으로 퇴적물, 조류발생 등으로 수질

이 악화되어 수생태계 건강성이 좋지 않고, 영산강상류 중권역은

수량이 적은 도시화된 지역으로 수질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와탄
천 이사천 중권역은 농경지와 도시지역이 많아 오염원이 쉽게 유입

될 수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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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DI 

(b) BMI

(c) FAI

Fig. 3.11 TDI, BMI and FAl of individual watersheds in Youngsan· 
Seomjin-river basin (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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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중권역 대표지점 수생태계 건강성 장기변화 경향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108개 중권역 대표지점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연평균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의 경향성을 분

석하였다. 경향성 분석은 수질자료 분석에 이용했던 선형회귀분석

모수 통계기법과 비모수 통계기법 중 Mann-Kendall 기법을 사용하

였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의 경향 분석 결과는 Table 3.9와 Fig.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BMI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p≤.05), FAI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미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DI는 선형회귀분석에서는 감소 경향으로 나타난 반면

Mann-Kendall 분석법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두 결과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9 Trends of aquatic ecosystem indices (TDI, BMI and FAI) in 
108 mid-watersheds (2008∼2018) 

Aquatic 
ecosystem indices

Linear regression Mann-Kendall

Slope p-value Slope p-value

TDI -0.013 0.686 +0.198 0.838

BMI -0.062 0.032* -0.384 0.031*

FAI -0.041 0.166 -0.301 0.166
 *: p < 0.05.

  이는 수생태계 건강성 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로 생태하천 조

성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일부 하천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수생태계

건강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Table 3.7과 Fig. 3.7
에서 보이듯이 그간의 수질개선 정책이나 환경시설투자가 생물학적

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질이나 총인 (T-P) 저감에는 진전이 있었으

나 산업고도화,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난분해성 물질, 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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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등 수생태계에 악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수체 유입

저감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생 생

태계에 미치는 독성 영향은 주로 수중에서 미량으로 존재하는 오염

물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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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DI

(b) BMI

(c) FAI

Fig. 3.12 Trends of aquatic ecosystem indices (TDI, BMI and FAI) in 
108 mid-watersheds (20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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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질 및 수생태계 상관분석 및 군집분석

  4.1 자료의 변환

  4.1.1 변환 방법

  자료의 변환 (Data transformation)은 각각의 측정값 또는 관측값을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변환하고 새로운 값을 생산하여 이를 바탕

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김영주와 김희갑, 2012). 
로그 변환 (Log transformation)은 환경통계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변환법이며, (+)영역에서 왜곡된 분포 (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의 자료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김준하 등, 
2018). 

  수질오염도 자료는 항목별로 단위나 크기에 차이가 있고 측정지

점별 표본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정규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분석

하기도 한다. Kim and Lee (2011)는 수질오염도 자료의 정규성을 높

이기 위하여 오염물질에 따라 10에서 10,000을 곱한 후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분석한 바 있으며, 환경부 (2014)의 연구에서도 수질오염

도 분석은 오염물질별로 자연로그 변환하되 측정값이 작은 NH3-N
과 PO4-P는 일정한 값을 더하여 자연로그 변환 후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수질오염도 자료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Table 4.1과 같이 변수별 특성에 따라 자연로그 변환을 한

후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변수별로 10 또는 103을 곱

하여 자연로그로 변환한 이유는 변환 후 음의 값 (-)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변환 후의 모든 변수의 값들이 일정 범위 내에 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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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여 변수별 절댓값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이다. Fig. 4.1은 T-P에 대한 자연로그 전환 전후 분포를 보여준

다. 자연로그 전환 후 정규분포에 가깝게 변환된 것을 볼 수 있다. 
 

Table 4.1 Variable transformations for statistical analysis

Variables (Units) Transformations

BOD (㎎/L) ln(BOD×10)

COD (㎎/L) ln(COD×10)

TOC (㎎/L) ln(TOC×10)

SS (㎎/L) ln(SS×10)

T-N (㎎/L) ln(T-N×10)

NH3-N (㎎/L) ln(NH3-N×103)

T-P (㎎/L) ln(T-P×103)

PO4-P (㎎/L) ln(PO4-P×103)

Chl-a (mg/㎥) ln(Chl-a×10)

Fig. 4.1 Log normal transformation of water qualit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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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변환 자료의 정규성 검토

  이화학적 수질인자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분석을 위하

여 수질오염도 자료를 변수별 특성에 따라 자연로그 변환을 한 후, 
Shapiro-wilk test로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검정결과 유의확률 (p)이
0.05보다 클 경우 정규분포로 판정한다. 각 중권역 대표지점별로 분

석대상 자료의 정규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 항목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중권역 대표지점의 80% 이상이 정규분포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4.2).

Table 4.2 Results of Shapiro-wilk test for normality after variable 
transformations 

Water quality parameters
BOD COD TOC T-N T-P NH3-N PO4-P Chl-a

Normal 
distribution 
ratio (%)

80 93 95 95 93 94 82 93

  Table 4.3은 자연로그 변환 후 수질오염물질 항목들의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최솟값, 최댓값을 보여주고 있다. 변환 전의 수질오염

도 자료인 Table 3.6과 비교했을 때 변환 이후 전체적으로 수질오염

물질 항목 간 변화의 폭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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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Summary of water quality data after transformations 
[Unit; ln(variables×10∼103)]

Variables Mean
Stand. 
Dev.

Median Min. Max.

SS(mg/L×10) 4.38 0.97 4.41 1.61 7.32

Organic 
substance

BOD(mg/L×10) 2.67 0.70 2.64 1.10 4.37

COD(mg/L×10) 3.79 0.51 3.81 1.79 5.15

TOC(mg/L×10) 3.22 0.55 3.22 1.10 4.50

Nutrient

T-N(mg/L×10) 3.26 0.53 3.22 1.51 5.22

NH3-N(mg/L×103) 4.83 1.30 4.51 2.08 8.51

T-P(mg/L×103) 4.03 0.90 3.97 2.08 6.92

PO4-P(mg/L×103) 2.93 1.25 2.89 0.00 6.54

Chlorophyll-a
(mg/㎥×10)

4.36 1.11 4.28 1.39 7.09

  4.2 상관분석

  4.2.1 상관분석 방법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의 크기를 상관성이라고 하며, 상관분석은
두 변수의 상관성을 추정하기 위해 수행한다. 즉, 유의미한 연관성

이 예상되는 두 요소 간 선형적으로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하는 분석방법이다. 변수 간 관계의 방향에 따라 모두 같은 방향으

로 변화하면 양의 상관관계,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면 음의 상관관

계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화학적 수질인자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에 어

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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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Pearson 상관분석은 대체로 표본의 수가 많

은 경우와 각 변수의 모집단이 정규분포에 근접할 경우 사용한다. 
Pearson 상관계수는 r로 표시한다. 수질오염물질 지표인 SS, BOD, 
COD, TOC, T-N, NH3-N, T-P, PO4-P, Chlorophyll-a 상호 간 상관분

석을 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인 TDI, BMI, FAI 지수 상호 간

상관분석을 한 후, 각 수질오염물질 지표와 수생태계 지수 간 상관

분석을 하였다. 

 




    

    

 여기서,   모집단의상관계수
  모집단 공분산
  의모집단 표준편차
  의모집단 표준편차

  상관계수 r은 x와 y가 완벽한 양 (+)의 선형관계일 경우 +1, 아무런
선형관계가 없으면 0, 완벽한 음 (–)의 선형관계일 경우 –1의 값을 가진
다. Pearson 상관계수를 해석하는 데는 p-value를 사용한다. p-value가
0.05이하 일 경우 두 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r의 절댓값이 0.1과 0.3 사이의
값이면 약한 선형관계, 절댓값이 0.3과 0.7 사이이면 뚜렷한 선형관

계, 절댓값이 0.7과 1 사이이면 강한 선형관계로 해석한다 (성태제, 
2019).

  4.2.2 수질인자 간 상관관계

  이화학적 수질인자들은 유기물질 지표인 BOD, COD, TOC, 영양
물질 지표인 T-N, NH3-N, NO3-N, T-P, PO4-P 그리고 조류대사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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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Chlorophyll-a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사한 물질 간에는 상호 높

은 상관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조건이라면 COD는
BOD를 포함하고 있으며, T-N은 NH3-N, NO3-N를 포함하고, T-P는
PO4-P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상호 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

다. 본 연구에서 수질인자 간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이유는 수질오

염물질 간 상관성이 유역별로 다른 특징적인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

고, 오염물질별 수생태계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활용

하기 위해서이다. 

  자연로그 변환 후, 전국의 108개 중권역 대표지점에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측정한 11년간의 수질오염도 연평균 자료를 상관분석한

결과는 Table 4.4와 같다. 수질인자 간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유기
물질 지표 (BOD, COD, TOC), 영양물질 지표 (T-N, NH3-N, T-P, 
PO4-P) 상호 간 상관계수가 높게 (유기물질 간 r = 0.787∼0.891, 영
양물질 간 r = 0.634∼0.896) 나타났으며, Chlorophyll-a는 유기물질

(BOD, COD)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r = 0.867∼0.838) 나타났다.

  Table 4.5는 4개 대권역별 주요 수질항목 간 상관분석 결과를 보

여준다. 4개 대권역별 수질항목 간 상관계수를 비교하면, 한강 대권

역 (r = 0.639∼0.941)과 금강 대권역 (r = 0.635∼0.941)의 수질항목

간 상관계수가 낙동강 대권역 (r = 0.248∼0.908)이나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r = 0.121∼0.911)의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낙동강
대권역과 영산강·섬진강 대권역에서는 영양물질인 NH3-N, PO4-P와
다른 수질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NH3-N와 PO4-P의 다른 수질오염물질 (영양물질 제외)과 상관계수는

낙동강 대권역의 경우 NH3-N은 r = 0.322∼0.558, PO4-P는 r = 0.248
∼0.373이었으며, 영산강·섬진강 대권역의 경우 NH3-N은 r = 0.472
∼0.709, PO4-P는 r = 0.124∼0.42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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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3-N과 PO4-P은 식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식물성

플랑크톤 등 수중 식물의 증가에 따라 식물체내로 쉽게 변환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인 조류가 번성하는 하천에서는

다른 수질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Kappers et al., 1980; Kim et al., 2002). 이는 유역형태, 자연조건 및

조류발생 여부 등에 따라 수질인자 간 상호관계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상관관계 조사 시 누적된 데이터

의 선택과 상세한 환경조건 설정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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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in 108 mid-watersheds (Log scale)

Variables　 SS BOD COD TOC T-N NH3-N T-P PO4-P Chl-a

SS 1

BOD .753** 1

COD .757** .883** 1

TOC .649** .787** .891** 1

T-N .485** .577** .474** .436** 1

NH3-N .617** .760** .657** .549** .642** 1

T-P .679** .736** .591** .525** .723** .728** 1

PO4-P .508** .564** .412** .349** .634** .631** .896** 1

Chl-a .707** .867** .838** .744** .494** .645** .614** .425** 1

 **: p < 0.01.



- 74 -

Table 4.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by river basins (Log scale)

　Variables BOD COD TOC T-N NH3-N T-P PO4-P Chl-a

BOD

Han 1 .889** .785** .776** .870** .834** .795** .843**

Nakdong 1 .824** .738** .470** .558** .624** .373** .908**

Geum 1 .941** .853** .883** .879** .922** .779** .894**

Youngsan 1 .897** .819** .321** .705** .599** .421** .873**

TOC

Han .785** .848** 1 .711** .673** .705** .639** .766**

Nakdong .738** .906** 1 .489** .322** .468** .248** .678**

Geum .853** .919** 1 .796** .828** .782** .683** .814**

Youngsan .819** .906** 1 .121* .499** .305** .124* .814**

NH3-N

Han .870** .803** .673** .796** 1 .846** .794** .721**

Nakdong .558** .377** .322** .483** 1 .612** .581** .423**

Geum .879** .879** .828** .828** 1 .848** .792** .786**

Youngsan .705** .609** .499** .472** 1 .636** .483** .653**

 **: p < 0.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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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by river basins (Log scale) 
(continued)

　Variables BOD COD TOC T-N NH3-N T-P PO4-P Chl-a

PO4-P

Han .795** .750** .639** .730** .794** .941** 1 .662**

Nakdong .373** .270** .248** .606** .581** .899** 1 .328**

Geum .779** .781** .683** .726** .792** .836** 1 .635**

Youngsan .421** .182** .124* .772** .483** .911** 1 .280**

Chl-a

Han .843** .864** .766** .696** .721** .735** .662** 1

Nakdong .908** .777** .678** .427** .423** .575** .328** 1
Geum .894** .901** .814** .772** .786** .823** .635** 1

Youngsan .873** .861** .814** .261** .653** .462** .280** 1

 **: p < 0.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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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한 대상 생물이 다르고 조사 및 평가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생태계 지수 간 상관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다. Table 4.6은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108개 중권역 대표지점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Pearson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에는 모두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TDI는 다른 지수와 상관관계가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BMI: r = 0.436, FAI: r = 0.394) 나타났고, BMI
와 FAI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높게 (r = 0.630) 나타났다. TDI는
식물인 부착돌말에 대한 지수이고 BMI와 FAI는 동물인 저서성 대

형무척추 동물, 어류에 대한 지수이기 때문에 상관성의 정도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2019c)의 한강 대권역 하천 수생

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XII)에서도 BMI와 FAI 간의 상관

관계 (r = 0.73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DI는 FAI (r = 
0.550)보다는 BMI (r = 0.667)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6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aquatic indices 
(TDI, BMI and FAI) in 108 mid-watersheds 

Variables　 TDI BMI FAI
TDI 1
BMI .436** 1
FAI .394** .630** 1

**: p < 0.01.

 Table 4.7은 대권역별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강 대권역 (r = 0.617∼0.713)과 금강 대권역 (r = 0.512
∼0.799)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가 높은 반면, 낙동강
대권역 (r = 0.232∼0.486)과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r =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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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Table 4.7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aquatic indices 

(TDI, BMI and FAI) by river basins

Variables　 TDI BMI FAI

TDI

Han 1
Nakdong 1

Geum 1
Youngsan 1

BMI

Han .663** 1
Nakdong .288** 1

Geum .530** 1
Youngsan .419** 1

FAI

Han .617** .713** 1
Nakdong .232** .486** 1

Geum .512** .799** 1
Youngsan .473** .522** 1

**: p < 0.01.

  4.2.4 수질인자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

  이화학적 수질인자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화학적 수질에 대한 연구분야와 수생태계

에 대한 연구분야가 다르고 측정 및 조사·평가방법이 매우 상이하

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화학적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

써 수질과 수생태계의 종합적인 평가와 영향인자를 평가·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Table 4.8은 전국 108개 중권역 대표

지점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수질오염도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수질오염도는 자연

로그로 변수변환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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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I는 주로 영양물질인 T-P, PO4-P, NH3-N과 음의 상관관계가 높

고 (r = -0.469∼-0.526), BMI는 Chlorophyll-a와 유기물질 (BOD, 
COD), 영양물질 (NH3-N, T-P) 등 특정 물질보다는 수질오염물질 전

체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FAI는 Chlorophyll-a와 유기물질 (BOD, 
COD, TOC)과 상대적으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r = -0.506∼
-0.599) 나타냈다. 환경부 (2019c)의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

강성 평가 (XII)에서도 대권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TDI는 영양물질 (T-N, T-P, PO4-P)과 상관성이 타 수질인자보다 높

게 나타났고, BMI는 BOD, NH3-N와 상관성이 높았으며 FAI는
Chlorophyll-a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수질인자 중 질소성분 영양물질인 T-N과 NO3-N은 수생태계 건강

성 지수와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T-N: r = -0.353∼
-0.387, NO3-N: r = -0.184∼-0.227) 나타났다. 환경부 (2019c)의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XII)에서도 금강 대권역과 영

산강 대권역에서 NO3-N이 다른 수질인자들에 비해 수생태계 건강

성 지수와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물질 중에서는

BOD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음의 상관관계가 높고 (r = -0.452
∼-0.563), 영양물질 중에서는 NH3-N이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음

의 상관성이 높게 (r = -0.469∼-0.496) 나타났다. Chlorophyll-a는
BMI, FAI와 음의 상관성이 높았다 (r = -0.520∼-0.599). 물리적 요

소인 수온, pH, DO는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거나 매우 낮았다 (r = -0.056∼-0.281). 상관관계가 낮은 NO-N, 
수온, pH, DO는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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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and 
the aquatic indices in 108 mid-watersheds (Log scale)

 Variables TDI BMI FAI
SS -.395** -.419** -.548**

BOD -.452** -.503** -.563**

COD -.407** -.463** -.578**

TOC -.351** -.377** -.506**

T-N -.370** -.353** -.387**

NH3-N -.469** -.496** -.492**

T-P -.526** -.458** -.484**

PO4-P -.483** -.371** -.385**

Chl-a -.385** -.520** -.599**

NO3-N -.188** -.184** -.227**

Temp. -.232** -.241** -.281**

pH  .208**       .056  .101**

DO  .243** .190**  .211**

 **: p < 0.01.

  Fig. 4.2부터 Fig. 4.4는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별로 상관성이 높은

수질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수질오염물질과의 상관성

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3개 중 TDI가 가장 낮았으며, FAI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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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orrelation between TDI and the water quality (T-P, PO4-P)

Fig. 4.3 Correlation between BMI and the water quality (Chl-a, BOD)

Fig. 4.4 Correlation between FAI and the water quality (Chl-a, 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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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역별 유역특성이나 오염물질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권역

별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수질오염물질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

았다. Table 4.9와 Fig. 4.5는 대권역별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수질

오염물질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한강 대권역의 경우 TDI와 수질

인자 간 음의 상관관계가 다른 대권역에 비해 높았으며 (r = -0.549
∼-0.701), 모든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Chlorophyll-a와 상관관계가

높았고 BOD, COD, T-P도 다른 오염물질보다 상대적으로 상관관계

가 높았다. 낙동강 대권역의 경우 TDI와 BMI는 수질인자와 상관관

계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r = -0.045∼-0.492), 특히, BMI와 PO4-P 
간 상관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2019c)의 하

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XII)에서도 낙동강 대권역

의 경우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수질인자 간 상관관계가 낮게 나

타났다. 

  금강 대권역의 경우 BMI, FAI와 수질인자 간 음의 상관관계가

다른 대권역보다 높았으며 (r = -0.524∼-0.731), BMI는 COD, 
Chlorophyll-a와 상관관계가 높았고 (r = -0.729∼-0.731) FAI는 COD, 
TOC, NH3-N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r = -0.709∼-0.720). 영산강·섬진
강 대권역은 전반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수질인자 간 상관

성이 낮았다. 특히, TDI, BMI와 수질인자와 상관성이 다른 대권역

에 비해 낮았다 (r = -0.118∼-0.441). 환경부 (2019c)의 하천 수생태

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XII)에서도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중

섬진강 수계와 제주 수계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수질인자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거나 상당히 낮게 나온 바 있다. 

  대권역별, 수계별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수질인자 간 상관성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으나, 유역의 지형적 특성, 환경적 특성, 수질오
염도, 조류 발생, 수생태계 조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볼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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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and the aquatic indices by river 
basins (Log scale)

Variables SS BOD COD TOC T-N NH3-N T-P PO4-P Chl-a

　
Han
　

TDI -.549** -.652** -.695** -.563** -.582** -.634** -.664** -.618** -.701**

BMI -.459** -.568** -.578** -.460** -.437** -.535** -.580** -.557** -.582**

FAI -.347** -.491** -.566** -.468** -.363** -.465** -.433** -.373** -.574**

Nakdong

TDI -.440** -.419** -.298** -.377** -.266** -.426** -.492** -.378** -.401**

BMI -.491** -.449** -.383** -.203** -.194** -.296** -.227** -.045 -.485**

FAI -.537** -.588** -.609** -.539** -.356** -.315** -.362** -.168** -.525**

　
Geum
　

TDI -.447** -.556** -.534** -.535** -.454** -.506** -.460** -.406** -.536**

BMI -.637** -.688** -.729** -.674** -.524** -.685** -.657** -.584** -.731**

FAI -.638** -.651** -.720** -.719** -.550** -.709** -.638** -.607** -.673**

Youngsan
Seomjin

TDI -.387** -.307** -.236** -.118** -.326** -.399** -.410** -.291** -.279**

BMI -.368** -.310** -.287** -.199** -.288** -.441** -.337** -.299** -.330**

FAI -.677** -.612** -.598** -.496** -.406** -.579** -.544** -.418** -.63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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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DI, BMI, FAI and water quality parameters by river ba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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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군집분석

  4.3.1 군집분석 방법

  환경관련 자료들은 자료의 종류, 특성, 단위나 차원이 다양하다. 
이러한 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마이

닝 (Data mining) 기법이 개발되어 있다. 데이터마이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패턴이나 연관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하며 군

집분석도 데이터마이닝의 한 범주에 속한다 (김준하 등 2018). 군집
분석은 각각의 대상들을 그들이 가진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대상끼

리 그룹핑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다변량 통계기법이다. 

  수생태계의 건강성은 수체의 물리적·화학적 상태에 영향을 받으

며, 수체의 물리적·화학적 상태는 수체를 포함하는 유역의 지형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유역의 특성에 따라 이화학적 수

질과 수생태계의 상관성도 달라질 수 있다. 유역의 표고, 경사, 불

투수 면적비율 등 지형적 요인과 단위면적당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에 따라 중권역의 군집을 분류한 후 각 군집별로 이화학적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

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에서 군집의 개수와 분류는 미리 정의되지 않으며 정규

분포의 가정이 필요하지도 않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구분

없이 상호 의존적인 연관성을 정의한다 (김준하 등, 2018). 군집의
추출방식에는 계층적 방식과 비계층적인 방식이 있다. 계층적 군집

화 (Hierarchical clustering)는 각 대상이 독립군집으로 출발하여 점점

거리가 가장 가까운 대상들이 군집들끼리 계속적인 군집화가 이루

어지는 방법이며, 비계층적 군집화 (Nonhierarchical clustering)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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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수가 한 개씩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군집의 숫

자에 따라 대상들이 군집들에 할당되는 방법이다. 계층적 군집화

방법은 군집들 간의 거리계산방식에 따라 단일결합법, 완전결합법, 
평균결합법, Ward의 방법 등으로 나뉜다.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K-평균법 (K-means)이다. 이 방법은 한 군

집씨앗 (Cluster seed)이 선택되고 한정거리 (Threshold distance) 이내
에 있는 대상들이 그 군집씨앗을 중심으로 군집화된다. 

  군집화 방식의 선택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계층적 군집화

방법에서는 Ward의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계층적 군집화 방

법은 이상치 (Outlier)가 제거되지 않고 반드시 어느 한 그룹에 속하

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사전에 이상치를 제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이 방법

은 연구자가 몇 개로 군집화 할 것인지 사전에 정해 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먼저 계층적 군집화 방법으로 군

집화를 한 후, 그 결과로부터 가장 적절한 수의 군집 수를 정하여

다시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으로 분석한다 (이학식과 임지훈, 2017). 

  본 연구에서는 중권역의 물리적 (평균경사, 불투수 면적비율), 환
경적 특성 (단위면적당 BOD 배출부하량, 단위면적당 T-P 배출부하
량)에 따라 군집을 구분하고, 군집별로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건강성

간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계층적 군집화 방법인

Ward의 방법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Ward의 군집분석 방

법은 유사성의 척도로 군집의 제곱 합을 활용한다. 즉, 두 군집 간

의 유사성을 두 군집이 합쳐졌을 때의 오차 제곱합 (ESS, Error 
Sum of Squares)의 증가분에 기반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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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d의 방법은 각 군집별로 모든 변수들의 평균을 구하고, 이 평

균과 군집에 속한 각 개체 간의 유클리드 거리 제곱 (Squared 
Euclidean Distance)을 계산하여 합을 구한 후, 매 단계별로 이 값이

가장 작게 증가하는 방식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각 값은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1인 Z 스코어로 표준화하여 덴드로그램

(Dendrogram)으로 나타낸다. Ward 방법은 이상치에 덜 민감한 장점

이 있으며, 비슷한 크기의 군집끼리 묶어주는 경향이 있다 (Ro et 
al., 2017). 

  4.3.2 군집분석 자료

  연구 대상지역인 108개 중권역에 대하여 중권역별 유역 평균표고

(m), 유역 평균경사 (%), 불투수 면적비율 (%), 단위면적당 BOD 배
출부하량 (㎏/㎢/day), 단위면적당 T-P 배출부하량 (㎏/㎢/day)을 조사

하였다. 중권역의 유역 평균표고와 유역 평균경사는 대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16-'25)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불투수 면적을 산정하는 방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략적인 불투수 면적은 세부항목에서 다

소 차이가 있지만 복합대지면적의 비율을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환경부, 2013). 복합대지면적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토지계 지목구분으로 규정한 대지,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주차
장, 주유소, 창고,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제외)의 합이다. 단위면



- 87 -

적당 BOD 배출부하량과 단위면적당 T-P 배출부하량은 대권역 물환

경관리계획 ('16-'25)의 2014년 중권역별 BOD와 T-P 배출부하량 (㎏
/day)을 각 중권역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인 108개 중권역의 4대강 대권역별 유역 평균경사

(%), 불투수 면적비율 (%), 단위면적당 BOD 배출부하량 (㎏/㎢/day), 
단위면적당 T-P 배출부하량 (㎏/㎢/day)의 평균값, 표준편차,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은 Table 4.10과 같다.

Table 4.10 Summary of mid-watershed data in 4 river basins

Variables Mean Stand. 
Dev. Median Min. Max.

Average 
slope 
(%)

Han 36.08 14.14 41.40 10.50 57.40

Nakdong 35.18 6.82 33.91 22.74 50.43

Geum 29.26 12.23 26.89 8.21 50.65

Youngsan 22.18 7.75 23.60 5.90 33.80

Impermeable 
area ratio 

(%)

Han 9.29 10.33 5.10 0.40 47.2

Nakdong 8.16 5.95 5.69 2.37 29.06

Geum 8.41 4.34 7.85 2.70 20.10

Youngsan 7.47 3.38 6.79 3.64 18.73

BOD 
discharge 

load
(㎏/㎢/day)

Han 11.51 12.84 6.20 0.80 50.40

Nakdong 10.96 8.72 9.84 3.26 53.18

Geum 11.44 6.51 10.40 3.10 24.20

Youngsan 15.10 10.69 12.05 5.14 53.13

T-P 
discharge 

load
(㎏/㎢/day)

Han 0.83 0.99 0.40 0.01 4.20

Nakdong 0.76 0.58 0.62 0.25 3.29

Geum 0.83 0.46 0.80 0.20 1.70

Youngsan 0.96 0.65 0.78 0.33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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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중권역 유역특성에 따른 군집분석

  계층적 방식 (Hierarchical method)으로 군집화하여 Fig. 4.6과 같이

덴드로그램 (Dendrogram)으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덴드로그램은

더 높게 커팅할수록 최종 군집 수는 더 작지만 유사성 수준은 더

낮아지고, 덴드로그램을 더 낮게 커팅할수록 유사성 수준은 더 높

지만 최종 군집 수는 더 많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 10 수준

에서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Fig. 4.6의 덴드로그램과 Fig. 4.7의 상자도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군집 1 (윗부분)은 27개의 중권역으로 구성되며 하천의 상류지

역으로 표고와 경사도가 높고 수질오염부하량이 작은 군집이며, 군

집 2 (중간)는 72개의 중권역으로 구성되고, 하천의 중류지역으로

표고와 경사도, 수질오염부하량이 중간 정도인 군집이고, 군집 3 

(아랫부분)은 9개의 중권역으로 구성되며, 하천의 하류지역으로 표

고와 경사도가 낮고 수질오염부하량이 높은 군집이다. 군집별 수생

태계 건강성 지수는 Fig.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집 1의 경우 수

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높고 군집 2, 군집 3으로 갈수록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낮아진다. 

  Table 4.11은 군집별 평균 표고, 평균 경사, 불투수 면적비율, 단

위면적당 BOD 배출부하량, 단위면적당 T-P 배출부하량 등 각 군집

별 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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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Dendrogram Using Ward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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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verage slope

(b) Impermeability

(c) BOD 

Fig. 4.7 Watershed characteristics by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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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DI

(b) BMI

(c) FAI

Fig. 4.8 TDI, BMI and FAI by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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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lusters

Characteristics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No. of mid-watersheds 27 72 9

Ave. 
Elevation

(m)

Mean 434.77 163.82 117.10

Median 393.04 145.59  80.48

Min. 266.04  22.70  24.33

Max. 748.25 448.12 409.66

Ave. 
Slope
(%)

Mean 46.07 27.11 15.99

Median 45.40 28.24 14.10

Min. 38.94  8.21  5.90

Max. 57.40 41.34 28.40

Impermeable area 
ratio
(%)

Mean  3.65  8.33 21.75

Median  3.80  7.09 19.60

Min.  0.40  1.80  6.24

Max.  8.80 21.08 47.20

BOD 
discharge load 

(㎏/㎢/day)

Mean  5.08 11.54 39.32

Median  4.90 10.99 36.28

Min.  0.40  0.80 22.00

Max. 11.80 24.20 53.18

T-P 
discharge load 

(㎏/㎢/day)

Mean  0.34  0.79  2.69

Median  0.30  0.71  2.59

Min.  0.00  0.10  1.80

Max.  0.80  1.82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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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별로 이화학적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

분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집 1에서는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낮

았으며 (r = -0.002∼-0.376), 군집 2 (r = -0.272∼-0.643)와 군집 3 (r 

= -0.235∼-0.731)으로 갈수록 상관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상류지역의 경우 수질오염도가 충분히 낮아 수질오염도의

미미한 변화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에 별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

으로 판단되며, 수질오염도가 높아지는 중·하류로 갈수록 수질오염

도 변화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4.12에서 수생태계 지수별로 수질오염도와 상관성을 살펴보

면, TDI의 경우 군집 1에서는 이화학적 수질오염도와 상관성이 낮

은 것으로 (r = -0.041∼-0.174) 나타났다. 특히, SS, BOD, T-P, 

PO4-P, Chlorophyll-a와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에서는 모든 수질인자가 유의수준 0.01

에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Pearson 상관계수의 범위는

-0.312∼-0.440으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군집 3에서는 Pearson 

상관계수가 군집 1 및 군집 2보다 전반적으로 높았고 BOD, COD, 

NH3-N의 상관계수 (각각 –0.578, –0.554, –0.541)가 다른 오염물질보

다 높았다.

  BMI의 경우에도 군집 1에서는 전반적으로 이화학적 수질오염도

와 상관성이 낮았으며 (r = -0.002∼-0.371) 특히, T-N, PO4-P와는 유

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에서는 모든 수질인자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

가 있지만, Pearson 상관계수의 범위는 –0.272∼–0.495으로 전반적으

로 높지 않았다. 군집 3에서는 Pearson 상관계수 (r = -0.329∼-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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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집 1 (r = -0.002∼-0.371) 및 군집 2 (r = -0.272∼-0.485)보다

전반적으로 높았고 Chlorophyll-a, BOD, NH3-N과의 상관계수 (각각

–0.684, –0.648, –0.625)가 다른 오염물질보다 높았다.

  FAI의 경우에도 군집 1에서는 전반적으로 이화학적 수질오염도와

상관성이 낮았으며 (r = -0.005∼-0.376) 특히, SS, T-N, NH3-N, T-P, 

PO4-P와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군집 2와 군집 3에서는 모든 수질인자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있었고, 군집 3 (r = -0.532∼-0.731)이 군집 2 

(r = -0.398∼-0.643)보다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았다. 군집 2와

군집 3에서 SS, BOD, COD, NH3-N, Chlorophyll-a와 상관관계가 높

게 나타났다. 

  군집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대

책이 유역의 위치, 특성 및 수질오염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군집 1과 같은 상류지역의 경우 이미 수생

태계 건강성이 상당한 수준에 있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

며, 중·하류 지역은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

계가 높기 때문에 유역의 불투수율을 낮추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부

하량을 줄여서 수질이 개선되면 수생태계 건강성도 따라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중 TDI는 수질오염도와 상관

성이 그다지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 (r = -0.036∼-0.578) 이는 부착

조류가 무척추동물이나 어류에 비해 생활사가 짧고 서식 환경의 영

향을 많이 받아 환경변화에 따라 군집 조성이 쉽게 바뀌기 때문에

(Leland and Porter, 2000; 김하경, 2015) 연평균 수질자료와의 상관성

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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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 Pearson coefficients between water quality and TDI, BMI, FAI by cluster (Log scale)

　 SS BOD COD TOC T-N NH3-N T-P P04-P Chl-a

TDI

Cluster 1 -.041 -.060 -.174** -.119* -.131* -.118* -.083 -.085 -.036

Cluster 2 -.375** -436** -.387** -.342** -.312** -.411** -.440** -.345** -356**

Cluster 3 -.538** -.578** -.554** -.483** -.235** -.541** -.453** -.373** -.504**

BMI

Cluster 1 -.151* -.215** -.198** -.133* -0.002 -.123* -.129* -.075 -.371**

Cluster 2 -.410** -.495** -.477** -.382** -.336** -.475** -.390** -.272** -.490**

Cluster 3 -.581** -.648** -.571** -.531** -.329** -.625** -.571** -.487** -.684**

FAI

Cluster 1 -.064 -.176** -.243** -.207** -.065 -.033 -.042 -.005 -.376**

Cluster 2 -.640** -.604** -.643** -.547** -.398** -.529** -.485** -.368** -.614**

Cluster 3 -.692** -.722** -.669** -.642** -.627** -.692** -.663** -.532** -.73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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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산정 회귀모형의

개발 및 검증

  5.1 회귀분석 기법

  회귀분석이란 한 변수를 이용하여 다른 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

해 두 변수 사이의 함수관계를 추정하는 분석 방법을 의미한다. 변
수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상관분석과 유사할 수 있으나, 
상관분석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 강도만을 나타내는 반면, 회귀분
석은 더 나아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수학적 함수

관계로 표현함으로써 최소 한 개 이상의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Kim et al., 2018). 

  수질인자 중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의 상관성이 높은 항목이 있

는 경우 회귀분석을 통하여 수질인자의 함수식으로 수생태계 건강

성 지수를 산출하는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다. 1개의 독립변수와 1
개의 종속변수가 직선의 관계를 갖는 단순한 유형의 회귀분석을 단

순선형회귀분석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이라 하고, 독립변
수가 2개 혹은 그 이상의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경우는 다중회귀분

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라고 한다. 다중회귀분석은 보다

많은 요인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선형회귀분석보다 더 정확

한 추정치를 제시할 수 있다 (정무권 등 2014). 본 연구에서는 수질

오염물질 지표인 SS, BOD, COD, TOC, T-N, NH3-N, T-P, PO4-P, 
Chlorophyll-a를 독립변수로 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인 TDI, 
BMI, FAI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하여 회귀모형

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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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선형회귀모형    

다중회귀모형      ⋯ 

         

여기서,    ⋯  독립변수
  종속변수
  회귀식의절편 상수항

 ⋯  선형회귀계수 기울기
  오차항

개독립변수의선형효과로설명되지못하는의변동

  즉, 회귀분석은 기본적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함수관계식

의 상수 ()와 계수 ( ,,…, )를 구하는 것인데, 최소자승법을
활용한다. 우수한 적합도를 갖는 추정회귀식은 관찰된 값과 회귀식

을 통해 추정된 값의 차이 (잔차)가 작아야 한다. 최소자승법은 표

본자료를 활용하여 종속변수 y의 관찰값과 추정값의 편차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와  , ,…, 의 값을 찾는다 (정무권 등, 2014).
     

최소자승기준 min 


  min  
     

     
  여기서,   번째 표본에 대한 종속변수의 관찰값

  번째 표본에 대한 종속변수의 추정값

  위 식을 와 에 대하여 편미분하여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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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번째 표본에 대한독립변수의 값
  번째 표본에 대한 종속변수의 값
  독립변수의 평균값
  종속변수의 평균값
  표본수

  다중회귀식을 추정하는 방식은 동시입력 (Enter), 단계선택
(Stepwise), 제거 (Remove), 전진 (Forward), 후진 (Backward) 등 다섯

개 방법이 있는데 동시입력 방식과 단계입력 방식이 많이 사용된

다. 동시입력 방식은 연구자가 고려하는 모든 독립변수들을 한꺼번

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며, 단계입력 방식은 단계별로 유의도

에 따라 변수들을 진입시키거나 탈락시키는데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큰 변수들만 회귀식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환경관련 자료분석에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이학식과 임지훈, 2017). 회귀식을 결정함에 있어

독립변수의 수를 늘리면 겉보기 결정계수가 높아지지만, 예측 정밀

도가 낮아지거나 회귀계수가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유효한 독립변

수와 불필요한 독립변수를 선별하여 최적의 회귀식을 찾는 것이 중

요하다.

  도출된 회귀모형이 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적합도의 판단
에는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를 사용하는데, 결정계수의 계
산에는 SST (총변동), SSE (오차변동), SSR (회귀에 의한 변동)을 활용한
다 (정무권 등, 2014). 

  총변동 
 관측값과 평균값의 차이

 오차변동   
 추정값과 관측값의 차이

 회귀에의한변동  추정값과 평균값의 차이

  여기서     의 관계가 성립되며, 만일 종속변수 

의 모든 값이 추정회귀식에 놓여 있다면 이 경우에 모든 관측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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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오차변동   
은 0이 될 것이다. 즉, 추정회귀식이 자

료를 완벽히 설명한다면, SST (총변동)는 SSR (회귀에 의한 변동)과
동일해야 하고 비율 (SSR/SST)은 1과 같아야 한다. 0~1 사이의 값

을 갖는 이 비율을 결정계수  이라 한다. 

 
  

  즉,  은 추정회귀식을 활용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는 총 변동의

비율로 해석할 수 있으며, 회귀식의 결정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계수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형에 독립변수가

추가되면 추가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지라도 결정계수

 은 항상 증가한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독립변수의 추

가가 결정계수를 과도하게 산정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다중

결정계수  를 사용한다 (정무권 등, 2014). 

  



 여기서,   


  표본수
  회귀식의 독립변수의 수

  
  회귀식과 그 계수 값 ()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t-test와
F-test를 사용한다.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F-test를 실시하여 구해진 회귀식에서 종속변수와 모든 독립변

수의 집합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즉 F-test는
다중회귀모형        ⋯     에서

     ⋯   이라는 가설에 대한 가설검정으로 F의 통계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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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변동 (SSR)의 평균을 오차변동 (SSE)의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정무권 등, 2014).

 
 , 회귀선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변동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

  여기서,   



   



  즉, F값은 회귀식에 의해 설명된 변동과 회귀식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변동의 비율이고, F값에 대한 p-value가 유의수준 (α=0.05)보다
작으면 위의 가설이 기각되어 회귀식이 유의하다고 평가한다. 

  t-test는 선형회귀식        에서  ≠  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만일 의 값이 0이라면 y는 x
에 따라 변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x와 y는 유의한 (선형)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t-test는   이라는 가설에 대한 가설검정으

로 자유도가 n-2인 t 분포를 따른다. t-test의 p-value가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으면 위 가설이 기각되어 추정된 회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정무권 등, 2014).

  5.2 회귀모형의 개발

  수질오염도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자료 등 환경분야의 각종 자

료는 수많은 시계열 자료와 공간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시계열 분

석이나 시공간 분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시계열이나 시공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관련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식을 정립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여러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환경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 (김준하 등, 2018). (강선해, 2013)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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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석은 변수 상호 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낼 수 있어 주관적인 평가와 산술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평이한 오

염상태만을 파악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신뢰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복합적인 요인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변량 분석

(Multivariate analysis)을 많이 이용하는데, 다변량 분석은 두 개 이상

의 변수들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때 사용하는 통계기법이다. 수
체와 같이 여러 요인들 간 상호작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변수들

또한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문제

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통계분석 방법이 사용된다 (정강영, 
2017). 

  이화학적 수질인자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

해 이화학적 수질인자의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지

수를 평가·예측하기 위하여 수질인자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화학적 수질인자 중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상관계수가 높은 항목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각의 수생태계 건강

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다수의 독립변수들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독

립변수들 간의 상호독립성이 가정되어야 한다. 수질인자 간 상관관

계 분석결과, 각 수질인자들이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수질인자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이

문제의 검토가 중요하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 공선성은 두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세 개 이상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라 한다. 공선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공선성 통계량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보는데, 공
선성 판단을 위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VIF가 10 이상이면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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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이학식과 임지훈, 2017). 

  아울러 오차항의 독립성 또는 자기상관관계 (Autocorrelation)를 검

토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정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은 오

차항 (Error term)의 값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값을 나타낸다. 종속변수들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들

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오차항의 값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

타날 수 있다 (이학식과 임지훈, 2017). Durbin-Watson 값은 0에서 4
의 값을 가지며, 2에 가까우면 오차항들이 높은 독립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김준하 등, 2018).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는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수질인자 (SS, BOD, COD, TOC, T-N, NH3-N, T-P, PO4-P, Chl-a)로
했으며, 종속변수는 수질인자로부터 추정하고자 하는 수생태계 건

강성 지수 (TDI, BMI, FAI)로 하였다. 단계선택 방식에 따라 수질인

자 중에서 유의도에 따라 종속변수에 영향력이 높은 변수부터 진입

시키거나 탈락시켜 회귀식에 포함했다. BOD, COD 등 유기물질 지

표 상호 간이나 T-P, PO4-P 등 영양물질 지표 상호 간에는 서로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으나 단계선택 방

식의 모형도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유사한 변수들은 진입과 탈락 과

정에서 정리되며, 도출된 회귀모형의 선택단계에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모형을 선택하였다. 

  회귀모형 도출시 독립변수의 정규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독립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했으며 절댓값이 작아 자연로그 변환시 음 (-)
의 값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의 값에 10 또는
103을 곱하여 변환하였다. 독립변수 중 0.3∼150.8 ㎎/L의 값을 갖는

SS, BOD, COD, TOC, T-N과 0.4∼120.0 mg/㎥의 값을 갖는 Chl-a는
10을 곱하여 자연로그 변환하였으며, 0.001∼4.970 ㎎/L의 값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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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3-N, T-P, PO4-P는 103을 곱하여 자연로그 변환하였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TDI, BMI, FAI)는 상관성의 정도에 차이

는 있으나 주요 수질오염도 (유기물질, 영양물질, 조류대사물질)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질오염도

를 독립변수로 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TDI, BMI, FAI)

     = {Water Quality (organic substance, nutrient, SS, chlorophyll-a)}

  이를 1차 선형함수로 하여 독립변수를 자연로그 변환한 다중회귀

모형식을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ln × ∼ 

ln ×∼⋯
ln ×∼

  여기서,    ⋯  수질인자    등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회귀식의 절편 상수항

 ⋯  선형회귀계수 기울기
  오차항

  따라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별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ln×

ln×⋯
l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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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중권역 자료기반 대권역별 다중회귀모형

  우리나라의 4개 대권역은 유역의 지형적 특성이나 환경 특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회귀분석과 회귀모형의 개발은 각각의 대권

역별로 수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4개 대권역별로 중권역 대표지

점의 수질오염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종속

변수로 하여 도출된 다중회귀모형은 Table 5.1과 같다. 

  회귀모형의 도출과 함께 회귀분석의 가정이 되는 조건들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정을 위한 F-test 결과, p-value
가 0.05 이하로서 신뢰수준 95%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독립변수

의 모든 회귀계수가 0은 아닌 회귀모형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개별 회귀계수에 대한 t-test 결과도 p-value가 0.05 이하로서
95%의 신뢰구간에서 개별 회귀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
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인 VIF는 회귀

분석을 수행할 때 단계선택 방식으로 분석한 후, 다중공선성 우려

가 있는 VIF가 10 이상이 되는 회귀모형을 제외하고 그 이전단계의

회귀모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모두 10 이하로서 다중공선성의 문

제가 적은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실제 측정값에서 예측값 (회귀모
형을 통해 예측하는 값)을 뺀 나머지 잔차 상호 간의 상관관계 (자
기상관관계, Autocorrelation)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Durbin-Watson 검
정결과, Durbin-Watson 값이 1.117 ∼ 2.203 범위로 나타나 자기상관

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대권역별로 도출된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

정계수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 R2)는 Table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강 대권역 (ad. R2 = 0.353∼0.572)과 금강 대권역

(ad. R2 = 0.332∼0.525)이 다른 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낙동강 대권역 (ad. R2 = 0.252∼0.408)과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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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 0.204∼0.577)은 낮았다. 특히, 낙동강 대권역의 TDI (ad. R2 = 
0.291)와 BMI (ad. R2 = 0.252), 영산강·섬진강 대권역의 TDI (ad. R2 

= 0.204)와 BMI (ad. R2 = 0.229)의 결정계수가 낮았다. 이는 대권역

별 수질인자와 수생태계 지수 간 상관성 분석결과 (Table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권역의 TDI와 BMI 지수와 수질오염도 간 상관

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1 Summary of multiple regression models 

River basins Regression equations ad. R2

Han

TDI
127.354 – 13.262×ln(Chl-a×10) – 
5.361×ln(PO4-P×103)

0.572

BMI
117.080 – 7.872×ln(T-P×103) – 
6.707×ln(Chl-a×10)

0.403

FAI
130.823 – 7.815×ln(Chl-a×10) – 
12.647×ln(COD×10)

0.353

Nakdong

TDI
161.211 – 8.074×ln(T-P×103) – 
12.285×ln(COD×10) – 
4.048×ln(NH3-N×103)

0.291

BMI 103.923 – 17.259×ln(BOD×10) 0.252

FAI
101.757 – 10.404×ln(TOC×10) – 
3.276×ln(SS×10) – 2.757×ln(Chl-a×10)

0.408

Geum

TDI
111.569 – 13.476×ln(TOC×10) – 
4.455×ln(Chl-a×10)

0.332

BMI
118.475 – 6.340×ln(NH3-N×103) – 
6.448×ln(Chl-a×10) 

0.525

FAI 96.460 – 9.780×ln(NH3-N×103) 0.524

Youngsan
Seomjin

TDI
85.515 – 5.814×ln(SS×10) – 
7.031×ln(T-N×10)

0.204

BMI
100.649 – 4.464×ln(NH3-N×103) – 
2.684×ln(SS×10) – 3.247×ln(T-N×10)

0.229

FAI
121.264 – 7.130×ln(SS×10) – 
7.241×ln(T-N×10) – 5.381×ln(Chl-a×10)

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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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대권역별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에 대한 회귀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 (ad. R2)는 0.204∼0.577로서 일반적인 수질오염도에 대한

회귀식의 결정계수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고, 이화학적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성에 대한 기존 연구 (최상진과 권수

열, 2016; Kim et al., 2018; Kim et al., 201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의 경우 특정 지류나 유역, 시기의 조사자

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범위가 큰 중

권역 대표지점의 연평균 자료를 활용하였고, 일부 중권역의 경우

수질측정망의 대표지점과 생물측정망의 대표지점이 상당 거리 떨어

져 있는 점에도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수질인자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계수가 낮고 도출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도 낮

은 낙동강과 영산강·섬진강 대권역의 경우 다른 대권역에 비해 다

양한 특성의 유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일관성 있는 상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판단된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별 결정계수는 한강 대권역에서는 TDI 회귀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가 0.572로 BMI (ad. R2 = 0.403), FAI (ad. 
R2 = 0.353)보다 높았으나, 다른 3개 대권역에서는 TDI 회귀모형의
결정계수가 가장 낮았고 (ad. R2 = 0.204∼0.332) FAI 회귀모형의 결

정계수가 가장 높았다 (ad. R2 = 0.408∼0.577). 수생태계 건강성 지

수별 회귀모형에 어떤 수질오염물질이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본 결과,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별로 특징적인 수질오염물질의 기여

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계별로는 한강 대권역에서는 Chlorophyll-a와 인 계열 영양물질

(T-P, PO4-P)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동강 대권역에서

는 유기물질 (BOD, COD, TOC)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
강 대권역에서는 NH3-N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영산강·섬
진강 대권역에서는 SS와 T-N이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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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대권역의 회귀모형을 종합해 보면, Chlorophyll-a와 NH3-N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모두에게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기물질 중에서는 BOD보다는 난분해성 물질의 지표가 되는

TOC와 COD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특정 수질오염

물질이 특정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전반적인 수질오염도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5.2는 표준화 회귀식이다. 설명변수인 수질오염도와 종속변

수인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모두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화 점수 (z-score)로 전환 시킨 후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이다. 
Table 5.1 비표준화 회귀식은 실제 측정한 수질오염도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값을 추정할 때 사용되고, Table 5.2 표준화 회귀식은

회귀모형에서 각각의 수질오염물질 항목이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준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매년 2회 봄철과 가을철에 조사되는 점

을 감안하여 봄철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1회차)는 봄철 (3월∼6
월)의 평균수질자료와 회귀분석하고, 가을철의 수생태계 건강성 지

수 (2회차)는 가을철 (8월∼10월)의 평균수질자료와 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다. 이렇게 계절별 자료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3에서 보

는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연평균 자료로 회귀분석한 결과보다 설

명력 (ad. R2)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독립변수인 수질자료와

종속변수인 수생태계 건강성 자료의 변동성이 동시에 커진 데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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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Regression models of standardization 

River basins Standardized regression equations

Han

TDI – 0.538×ln(Chl-a×10) – 0.284×ln(PO4-P×103)

BMI – 0.349×ln(T-P×103)– 0.334×ln(Chl-a×10)

FAI – 0.369×ln(Chl-a×10) – 0.248×ln(COD×10)

Nakdong

TDI
– 0.289×ln(T-P×103) – 0.198×ln(COD×10) 
– 0.176×ln(NH3-N×103)

BMI – 0.504×ln(BOD×10)

FAI
– 0.367×ln(TOC×10) – 0.180×ln(SS×10)
– 0.181×ln(Chl-a×10)

Geum

TDI – 0.332×ln(TOC×10) – 0.289×ln(Chl-a×10)

BMI – 0.423×ln(NH3-N×103) – 0.350×ln(Chl-a×10) 

FAI – 0.726×ln(NH3-N×103)

Youngsan
Seomjin

TDI – 0.340×ln(SS×10) – 0.239×ln(T-N×10)

BMI
– 0.293×ln(NH3-N×103) – 0.179×ln(SS×10)
– 0.123×ln(T-N×10)

FAI
– 0.400×ln(SS×10) – 236×ln(T-N×10)

– 0.313×ln(Chl-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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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Summary of multiple regression models using seasonal data 

River basins Regression equations ad. R2

Han

TDI
122.229 – 8.137×ln(Chl-a×10) – 
5.059×ln(PO4-P×103) – 4.222×ln(NH3-N×103)

0.445

BMI
108.037 – 5.288×ln(NH3-N×103) – 
4.386×ln(Chl-a×10) – 2.625×ln(PO4-P×1000)  

0.355

FAI
102.120 – 5.930×ln(NH3-N×103) – 
5.869×ln(Chl-a×10)

0.323

Nakdong

TDI
153.530 – 10.088×ln(T-P×103) – 
9.104×ln(COD×10) – 5.149×ln(NH3-N×103)

0.238

BMI
117.797 – 5.586×ln(Chl-a×10) – 
8.640×ln(COD×10)

0.180

FAI
101.488 – 8.849×ln(TOC×10) – 
4.393×ln(SS×10) – 2.519×ln(Chl-a×10)

0.315

Geum

TDI
78.163 – 5.066×ln(Chl-a×10) – 
2.750×ln(NH3-N×103)

0.206

BMI 190.369 – 32.696×ln(COD×10) 0.399

FAI
145.693 – 4.299×ln(NH3-N×103) – 
19.076×ln(COD×10) 

0.385

Youngsan
Seomjin

TDI
86.549 – 5.858×ln(SS×10) – 
7.704×ln(T-N×10)

0.179

BMI
113.935 – 2.789×ln(T-P×103) – 
1.990×ln(NH3-N×103) – 5.471×ln(COD×10) 
– 4.784×ln(T-N×10)

0.181

FAI
114.109 – 7.108×ln(SS×10) – 
6.129×ln(T-N×10) – 4.768×ln(Chl-a×10)

0.480



- 110 -

  5.2.2 중권역 자료기반 군집별 다중회귀모형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분류된 군집별 수질인자와 수생태계 건강

성 지수 간 상관성은 Table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집 1의 경우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성이 낮고, 군집 2와
군집 3으로 갈수록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대권역별로 군집 1을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 3
은 군집의 규모가 작아 (해당 중권역의 수 9개) 군집 2와 군집 3을
합하여 대권역별로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군집은 중권역별 평균 표고, 평균 경사, 불투수 면적 비율 등 물

리적 요인과 단위면적당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BOD, T-P) 등 환경

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구분하였기 때문에 일부 중권역의 경우

중·하류지역인 군집 2에 속해 있지만 수질오염도가 낮거나 수생태

계 건강성 지수가 높을 수가 있다. 아울러 지형적 특성이 전혀 달

라 동일 군집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중권역도 있다. 이러
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산강·섬진강 대권역에서는 지리적 여건이 상

이한 제주도 3개 중권역 (제주서해, 제주남해, 제주북해)을 동일 군

집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영산강·섬진강 대권

역에서 제외하고, 금강 대권역에서는 새만금과 금강서해 중권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Table 5.4는 군집 1을 제외하고 대권역별로 도출한 회귀모형이다. 
군집 구분 없이 도출된 회귀모형 (Table 5.1)과 비교해 보면 회귀모

형의 결정계수 (ad. R2 = 0.223∼0.686)가 군집 구분 없이 도출한 모

형의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ad. R2 = 0.205∼0.577)보다 다소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1 -

Table 5.4 Summary of multiple regression models for cluster 2 and 3 

River basins Regression equations ad. R2

Han

TDI
123.277 – 11.913×ln(Chl-a×10) – 
7.129×ln(PO4-P×1000)

0.556

BMI
97.496 – 9.129×ln(PO4-P×103) – 
3.777×ln(Chl-a×10)

0.444

FAI 166.963 – 31.733×ln(COD×10) 0.502

Nakdong

TDI
122.720 – 8.846×ln(T-P×103) – 
10.178×ln(BOD×10)

0.254

BMI 113.910 – 20.290×ln(BOD×10) 0.379

FAI
104.411 – 6.071×ln(TOC×10) – 
6.206×ln(SS×10) – 3.284×ln(Chl-a×10)

0.498

Geum

TDI
118.570 – 15.353×ln(TOC×10) – 
4.413×ln(Chl-a×10)

0.309

BMI
139.622 – 12.052×ln(SS×10) – 
5.435×ln(NH3-N×103) 

0.543

FAI
107.352 – 5.824×ln(NH3-N×103) – 
7.018×ln(SS×10)

0.530

Youngsan
Seomjin

TDI
85.271 – 6.694×ln(SS×10) – 
3.609×ln(NH3-N×103)

0.223

BMI
104.758 – 5.388×ln(NH3-N×103) – 
4.704×ln(SS×10)

0.284

FAI
178.988 – 25.191×ln(COD×10) – 
8.178×ln(SS×10) 

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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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회귀모형의 검증

  회귀모형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은

통계적 검증방법을 이용한 평가와 모델평가지표를 이용한 평가방법

으로 구분될 수 있다. 통계적 검증방법을 이용한 평가는 모형에 의

해서 산출된 예측값 집단과 실제 측정값의 집단을 상호 비교하여

두 모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

에서는 짝을 이룬 값들의 차이 검증 (A Paired-Difference Test; t) 방
법을 이용하였다. 짝을 이룬 값들의 차이 검증을 위한 통계량은 아

래와 같이 산출된다. 대응표본의 t-test 결과가 p-value>.05일 경우 두

표본의 평균 사이에는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없다 (p>.05)고 할

수 있다.

               


   

여기서,    : 각 표본요소의 값들의 차이의 평균값

         : 귀무가설로 설정된 차이의 평균값

          : 표본요소들의 차이 값들의 표준편차

  모델평가지표를 이용한 평가방법에는 크기 의존적 에러

(Scale-dependent errors) 평가방법으로 RMSE (Root Mean Squared 
Error)가 많아 쓰인다. 이 방법은 예측값에서 실제 측정값을 뺀 후

제곱하여 표본 수로 나누고 제곱근을 구한다. 즉, 예측값과 실제 측

정값의 차이들의 표준편차와 같다. RMSE는 모형의 예측값과 실제

측정값의 차이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RMSE 값이 낮을

수록 모형의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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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는 비율 에러 (Percentage 
errors)로서 예측값에서 실제 측정값을 뺀 후 이를 실제 측정값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 후에 표본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으로 표

시한 것이다. 즉 실제 측정값 대비 오차의 절댓값의 크기의 비율

(%)을 말한다. MAPE 값이 낮을수록 모형의 정확도가 높다.

               



  





 


  여기서, At는 실제 측정값이고 Ft는 예측값이다. 

  Nash-Sutcliffe Efficiency (NSE)는 두 변량의 오차분석 또는 상관분

석 결과 그 정확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다. 
수문 모형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되며 NSE 값은 -∞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예측의 경우 1의 값을 가

지며,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올 경우 모형이 수용가능한

(Acceptable level) 수준으로 판단한다 (이현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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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측치의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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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도를 입력자료로 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도출하는

회귀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기준은 기존 연구에서 명확히 제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문 및 수질 모델 관련하여 Moriasi et al. 
(2015)은 유역단위 평가기준의 경우 일반적으로 R2가 0.5 (질소의
경우 0.3 이상), NSE는 일반적으로 0.5 이상 (질소의 경우 0.35 이
상)이 되어야 적절 (Satisfactory) 하다고 평가했다. 

  5.3.1 중권역 자료기반 대권역별 다중회귀모형

  대권역별로 도출된 회귀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 측정된 대

권역별 중권역 대표지점의 이화학적 수질오염도 자료를 이용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제 측정값과 비교하

였다. 통계적 검증방법으로 대권역별 대응표본의 t-test 결과는 Table 
5.5와 같다. 회귀모형의 예측값과 실제 측정값의 상관계수는 0.483
∼0.842 범위에 있으며, 대응표본의 t-test 결과 p-value>.05로서 유의

수준 0.05에서 회귀모형의 예측값과 실제 측정값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강 대권역 TDI의 경우에는

상관계수는 높게 나타났으나 p-value<.05로 나타났으며, 실측값 (평
균 53.1)과 예측값 (평균 44.2)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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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Result of a paired-difference t-test

River basins
Correlations of 

paired-difference Paired-difference t-test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t p-value

　
Han
　

TDI 0.711 0.000 -0.121 0.905
BMI 0.560 0.003 -0.583 0.565
FAI 0.521 0.005 -0.326 0.747

　
Nakdong

　

TDI 0.542 0.002 -1.791 0.083
BMI 0.483 0.006 0.472 0.640
FAI 0.738 0.000 0.603 0.551

　
Geum

　

TDI 0.842 0.000 2.414 0.026
BMI 0.608 0.004 -0.874 0.393
FAI 0.448 0.047 -1.199 0.245

Youngsan
Seomjin

TDI 0.576 0.001 1.873 0.071
BMI 0.578 0.001 -0.600 0.553
FAI 0.518 0.003 -1.183 0.247

   모델평가지표를 이용한 예측 정확도 평가는 결정계수 (R2)와
Root Mean Square Error (RMS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Nash-Sutcliffe Efficiency (NSE) 값을 활용했다. Table 5.6은
대권역별 예측회귀모형의 평가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

(R2)은 0.202∼0.708로서 대권역별, 수생태계 지수별 차이가 있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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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Evaluation of aquatic ecosystem indices regression models 

River basins R2 RMSE MAPE NSE

Han
TDI 0.506 14.87 24.64 0.46
BMI 0.296 15.17 21.04 0.23
FAI 0.271 20.10 40.55 0.27

Nakdong
TDI 0.293 16.45 28.51 0.22
BMI 0.233 14.52 22.08 0.23
FAI 0.544 10.93 25.97 0.50

Geum
TDI 0.708 18.44 29.89 0.44
BMI 0.369 16.96 27.97 0.31
FAI 0.202 17.31 47.62 0.10

Youngsan
Seomjin

TDI 0.332 21.35 55.35 0.22
BMI 0.326 15.34 47.30 0.33
FAI 0.269 18.82 57.36 0.12

  수계가 다양한 영산강·섬진강 대권역의 예측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다른 대권역보다 다소 낮았으며 (R2 = 0.269∼0.332), 한강 대권역의

모형이 좀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R2 = 0.271∼0.506). 수생태
계 지수별 특징적인 설명력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설명력 (R2)
이 0.5 이상인 경우는 한강 대권역의 TDI, 금강 대권역의 TDI뿐이
었으며, 나머지는 설명력이 조금 낮게 나타났다. RMSE는 10.93∼
21.35, MAPE는 21.04%∼57.36%, NSE는 0.10∼0.50으로 나타났다. 

  Fig. 5.1∼Fig. 5.4는 2019년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실측값과 2019
년 수질오염도 자료를 대권역별 예측회귀모형에 입력하여 산출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예측값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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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DI

(b) BMI

(c) FAI

Fig. 5.1 Evaluation of aquatic ecosystem indices prediction model using 
2019 dataset (Han-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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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DI

(b) BMI

(c) FAI

Fig. 5.2 Evaluation of aquatic ecosystem indices prediction model using 
2019 dataset (Nakdong-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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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DI

(b) BMI

(c) FAI

Fig. 5.3 Evaluation of aquatic ecosystem indices prediction model using 
2019 dataset (Geum-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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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DI

(b) BMI

(c) FAI

Fig. 5.4 Evaluation of aquatic ecosystem indices prediction model using 
2019 dataset (Youngsan·Seomjin-river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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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중권역 자료기반 군집별 다중회귀모형

  대권역별로 군집 1을 제외하고 회귀분석하여 도출된 회귀모형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검증에 활용하는 2019년 수생태계 조

사자료 중 수질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 11년간의 평균치

또는 2018년 조사자료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검증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Table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의 예측값과 실제 측정

값의 상관계수는 0.510∼0.915 범위에 있으며, 대응표본의 t-test 결
과 p-value>.05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회귀모형의 예측값과 실제 측

정값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델평가지표
를 이용한 예측 정확도 평가는 Table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

회귀모형의 설명력 (R2)은 0.260∼0.837로서 대권역별, 수생태계 지

수별 차이가 있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MSE는 8.81
∼20.58, MAPE는 17.50%∼49.10%, NSE는 0.25∼0.79로 나타났다. 

Table 5.7 Result of a paired-difference t-test (Models for cluster 2 and 3)

River basins
Correlations of 

paired-difference Paired-difference t-test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t p-value

　
Han
　

TDI 0.673 0.012  0.601 0.559
BMI 0.740 0.006 -1.299 0.221
FAI 0.709 0.007 -0.176 0.864

　
Nakdong

　

TDI 0.593 0.003 -0.431 0.694
BMI 0.510 0.013 -0.308 0.671
FAI 0.809 0.000 -0.308 0.761

　
Geum

　

TDI 0.839 0.000 1.132 0.280
BMI 0.915 0.000 -0.624 0.544
FAI 0.589 0.034 -0.249 0.808

Youngsan
Seomjin

TDI 0.653 0.001 2.288 0.053
BMI 0.621 0.001 -0.653 0.520
FAI 0.823 0.000 -1.54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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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8 Evaluation of aquatic ecosystem indices regression models 
(Models for cluster 2 and 3)

River basins R2 RMSE MAPE NSE

Han

TDI 0.453 14.26 28.16 0.43

BMI 0.547 10.30 17.50 0.47

FAI 0.503 11.82 24.55 0.62

Nakdong

TDI 0.352 13.36 22.38 0.34

BMI 0.260 14.44 21.40 0.26

FAI 0.654  8.81 18.77 0.62

Geum

TDI 0.755 15.68 32.61 0.55

BMI 0.837  9.51 18.11 0.79

FAI 0.347 14.93 47.16 0.34

Youngsan
Seomjin

TDI 0.427 20.58 38.49 0.25

BMI 0.385 15.51 49.10 0.37

FAI 0.677 12.30 34.90 0.64

  5.3.3 회귀모형의 평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예측회귀모형을 실측값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군집분석 결과

에 따라 상관성이 높은 군집 2와 군집 3을 대상으로 도출된 회귀모

형은 설명력 (R2)이 높아졌고 RMSE, MAPE, NSE 등 모델평가지표

를 통한 평가에서도 모델의 적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 결과를 활용한 대권역별 예측회귀모형은 Moriasi et al. 
(2015)가 제시한 유역단위 수문 및 수질모델의 평가기준 (질소 기준

R2는 0.3 이상, NSE는 0.35 이상)으로 볼 때, 결정계수 (R2)는 낙동

강 대권역의 BMI (R2 = 0.260) 제외하고 모두 만족스런

(Satisfactory) 수준이었으며, Nash-Sutcliffe Efficiency (NSE)는 낙동강



- 123 -

대권역의 BMI (NSE = 0.26), 금강 대권역의 FAI (NSE = 0.34), 영
산강·섬진강 대권역의 TDI (NSE = 0.25)를 제외하고 만족스러운

(Satisfactory) 수준이었다. Moriasi et al. (2015)의 모델 평가기준은 유

역단위 수문 및 수질모델의 평가를 위한 것으로 조사방법이나 평가

방법이 상이한 수질과 수생태계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

에서 도출된 모델의 평가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의 평가에 사용된 자료가 2019년 단년도

자료로 한정되어 모형의 충분한 평가에는 실측값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각 대권역 수계별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수질항목별 표본 수를 늘리고 조사시기별 환경조건을 세분화 한다

면 좀 더 설명력이 높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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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6.1 연구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보다 통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도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어떤 상관

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수질오염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추정하는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질

과 수생태계 평가의 기본이 되는 표준유역인 전국 108개 중권역에

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의 현황과 경향성을 분석하고,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회귀모형을 도출하였

다. 아울러 중권역의 지형적 특성,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3개의
군집으로 구분하고 각 군집별 특성과 각 군집별로 수질인자와 수생

태계 건강성 지수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군집에 대한 회귀

모형을 도출하였다. 

1.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108개 중권역 대표지점의 2008년부터
2018까지 주요 수질오염도의 연평균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COD, TOC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p≤.05), T-P와
PO4-P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05). BOD는 유

의하지는 않지만 미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NH3-N와
Chlorophyll-a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미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COD, TOC 증가는 각종 개발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지표면

에 축적된 유기탄소가 강우 시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난분해성

물질의 수체 유입이 증가하는 한편,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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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 인해 수체 내 조류의 발생과 사멸이 증가하여 수체 내에

서 COD, TOC 유발물질의 자체 생산이 증가된 것에도 원인이 있

다고 판단된다.

  T-P, PO4-P, BOD의 감소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효과로 판단된

다,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총량규제 대상 오염물질은 BOD와 T-P에
한정되어 있어 수질오염 저감시설이 BOD 저감과 T-P 처리에 중

점을 둔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환경기초시설 등 이

화학적 수질개선사업에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었지만 생물학적으

로 분해 가능한 오염물질과 총인을 제외하곤 유의할 만한 수질개

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108개 중권역 대표지점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의 연평균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인 TDI, BMI, 
FAI의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BMI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p≤.05), TDI와 FAI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미미하게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낮아진 것은 그간 생물학적 분해 가능한

유기물질 (BOD)이나 영양물질 중 T-P 저감에는 진전이 있으나, 
산업고도화, 도시화 등으로 난분해성 물질, 미량유해물질 등 수생

태계에 악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수체 유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3. 중권역 대표지점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수생태계 건

강성 지수 간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DI는 다른 지수

와 양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 (r = 0.394∼0.436)으로 나타났고, 
BMI와 FAI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r = 0.630). 
TDI는 식물인 부착돌말에 대한 지수이고 BMI와 FAI는 동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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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성 무척추동물, 어류에 대한 지수이기 때문에 상관성의 정도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중권역 대표지점별 자연로그로 변수 변환한 수질오염도와 수생

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DI는 T-P (r = 
-0.526), BMI는 Chlorophyll-a (r = -0.500), BOD (r = -0.503), FAI
는 Chlorophyll-a (r = -0.599), BOD (r = -0.563), COD (r = -0.578)
와 상대적으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수질인자 중

NO3-N는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r 
<-0.227) 나타났다. 

  대권역별로 수질인자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가 다

르게 나타났는데 한강 대권역 (r = -0.347∼-0.701)과 금강 대권역

(r = -0.406∼-0.731)의 상관관계가 낙동강 대권역 (r = -0.045∼
-0.609) 및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r = -0.118∼-0.677)의 상관관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권역별로 유역특성이나 오염물질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유역의 평균 경사, 불투수 면적 비율 등 지형적 요인과 단위면적

당 BOD 배출부하량 등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에 따라 중권역을 3
개 군집으로 분류하여, 각 군집별로 이화학적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군집별로 상이한 특성과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상류지역으로 수질오염도가 낮고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높은

군집 1에서는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낮았으며 (r = -0.002∼-0.376), 수질오염도가 높고 수

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낮은 중·하류지역인 군집 2 (r = -0.272∼
-0.643)와 군집 3 (r = -0.235∼-0.731)으로 갈수록 상관성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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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류지역의 경우 수질오염도가 충분히

낮아 오염도 변화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질오염도가 높아지는 중·하류로 갈수록

수질오염도 변화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도 영향을 받는 것

으로 판단된다. 

6. 대권역별로 수질오염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지

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여 회귀모형을 도

출하였다. 도출된 회귀모형의 F-test 결과, p-value가 0.05 이하로
서 회귀모형이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회귀모형의 수정결정계수 (ad. R2)는 0.204∼0.577로서 일

반적인 수질오염도에 대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에 비해 다소 낮

은 수준이었고, 이화학적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

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기존 연

구들이 특정 지류나 유역, 시기의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

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범위가 큰 중권역 대표지점을 대

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질인자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성이 낮은 군집 1을 제

외하고 대권역별로 도출한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ad. R2 = 0.223
∼0.686)는 군집 구분 없이 도출한 모형의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ad. R2 = 0.205∼0.57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권역별 회귀모형을 종합해 보면, Chlorophyll-a와 NH3-N가 수생

태계 건강성 지수 모두에게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기물질 지표 중에서는 BOD보다는 난분해성 물질의 지표가

되는 TOC와 COD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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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예측회귀모형을 실측값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상관성이 높은 군집 2와 군집 3을 대상으로 도출된

회귀모형은 설명력 (R2)이 높아졌고 RMSE, MAPE, NSE 등 모델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에서도 모델의 적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간의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관계와 회귀모형을 제시하여 수질오염도로 수생태계 건

강성 지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수질오염물질별 경향과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의

경향 및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향후 물환경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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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정책 활용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국단위로 장기간의 수질오염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추정하는 의미 있는 회귀모형을 도출하였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복잡한 수생태계 조사자료가 없는 지역에

서 대략적인 수생태계 건강성을 추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 있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보완된다면 하천환경을 보다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천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이용한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자료의 한계에 대한 보완 필

요사항이다.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주기는 일반지점은 3년에 한 번, 
중권역 대표지점을 포함한 상시지점은 매년 조사하며, 조사 횟수도

봄, 가을 연 2회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자료의 대표성이나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어 조사가 수행되

므로 현장의 조사인력이 변동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수생태계 건

강성 조사가 하천의 각종 생물체를 채집하고 분류하는 작업으로 높

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조사방식

과 인력으로는 조사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모델의 평가에 활용한 2019년 조사자료의

경우 2018년에 비해 특별한 기상변화나 하천환경의 변화가 없는데

도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격히 변한 지

점이 중권역 대표지점 108개 중 11개 (10.2%)였다, 따라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체계를 좀 더 전문화하여 조사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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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낙동강 대권역과 영산강·섬진강 대권역에서 수질오염도와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 간 상관성이 다른 대권역에 비해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대권역에 대한 회귀모형의 결정계

수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해당 대권역에서는 영양물질인

NH3-N, PO4-P와 다른 수질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도 낮게 나타났다. 
향후 권역별로 NH3-N과 PO4-P가 다른 수질오염물질과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좀 더 연구하여 권역별 맞춤형 회귀모형이나 생

태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설

명력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수질과 수생태계 조사지점과 조사시점

을 일치시키고 수계별 수생태계 건강성 지수와 상관성이 높은 수질

항목별 표본 수를 늘리고 조사시기별 환경조건을 세분화한다면 좀

더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질
과 수생태계 조사항목과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면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수질은 오염도를 직접 측정하는 반면, 수생
태계 건강성 지수는 다양한 생물을 채집하고 분류하여 지수화하기

때문에 수질과 직접적 상관성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화학적

수질을 바탕으로 한 회귀모형은 특정 시기 특정 지점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동하는 것은 유의할 필

요가 있으며,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상세한 조사자료가 없는 지

점의 개략적인 수생태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 수질오염물질과 수생

태계 건강성 지수는 유의한 상관성은 있으나 그 상관성의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는 일반 수질오염물질이 수생생물에 직접적

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

다. 일반 수질오염물질보다는 수중의 미량유해물질이 수생태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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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성에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2007). 향
후 중금속, 화학물질 등 수중의 미량오염물질이 수생태계의 건강성

에 미치는 영향과 그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장기간의 수질오염도 경향성 분석과 도출된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별 영향력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수생태계 건강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수질오염물질 항목 중 Chlorophyll-a와 NH3-N 및
난분해성 유기물질 지표인 TOC 개선을 위한 정책과 투자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총량제의 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현행 BOD와 T-P에서 BOD를 TOC로 전환하거나

TOC를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Chlorophyll-a와 NH3-N의 오염도 개선을 위해 비점오염물질과 가축

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하천환경의 평가기준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수질이 좋은 하천이 대체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도 좋은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직강화되어 있

는 하천의 경우 등 특이한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보통의 자연하천에서 이렇게 평가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

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물환경에 대한 환경기준이

이화학적 수질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수생태계 건강성은 보조적

인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간 많은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이화학적 수질평가 방법과 하천의 실제 환경

상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생물학적 평가방법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하천의 물환경기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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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Regression Models for 
Estimating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using Water Quality Data

Na, Jungkyun
Major in Rural System Engineeri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water body is also important 
to the soundness of the water environment, but ultimately it is 
important to evaluate whether the organisms living in the water body 
live in a healthy way. In this study, in order to more comprehensively 
interpret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health, the correlation 
betwee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health index was 
investigated. Regression models to estimate the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was derived by using water quality dat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TDI showed relatively high negative 
correlations with T-P, and BMI showed relatively high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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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s with Chlorophyll-a and BOD. FAI showed relatively high 
negative correlations with Chlorophyll-a, BOD, and COD. Among the 
water quality factors, NO3-N showed a low correlation with the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ater quality 
factor and the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was different for each 
river basin, which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different watershed 
characteristics and pollution patterns.

  A significant regression model was deriv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water quality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as a dependent variable for each river 
basin. The 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d. R2) of the derived 
regression model was 0.223~0.686, which was somewhat lower than 
that of previous studies. This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fact that 
while existing studies target survey data of a specific tributary, basin, 
or specific period, in this study, the target area was analyzed using 
extensive and annual average data as the representative points of the 
mid-watershed by the four major river basins.

  Comprehensive regression models for each major river basin showed 
that Chlorophyll-a and NH3-N had more influence on both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Among organic substances, it was found that 
COD and TOC, which are indicators of non-degradable substances, 
have a greater effect than BOD. 

  According to the geographic factors of the watershed and the amount 
of pollutant discharge, the clusters in the mid-watershed are classified 
into three.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on the water quality 
and the health of the aquatic ecosystem for each cluster, cluster 1 with 



- 142 -

low water pollution and high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was 
little or no correlation between water pollution and aquatic health 
indices. Correlations increased with clusters 2 and 3 with high water 
pollution and low aquatic health indices. In the case of the upstream 
region, the water pollution level is sufficiently low, and it is believed 
that the change in pollution level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quatic ecosystem health indices. It is believed that the health 
index of the aquatic ecosystem is also affected by the change in water 
pollution as it goes to the middle and downstream where the water 
pollution level incre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data to roughly grasp the 
aquatic health index as a water quality by presenting the correlation 
and regression models between the long-term water quality and the 
aquatic ecosystem health index.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trends of 
each water pollutant, the trend of the aquatic ecosystem health index, 
and their correlations can serve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improvement measures that should be pursued with emphasis in future 
water environment policies.

Key words: Aquatic ecosystem health, TDI, BMI, FAI,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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