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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행동에 따른 대형 해파리의 음향산란 변동의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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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wide spread distribution of the giant jellyfish, Nemopilema nomurai, has occurred in the East 
China Sea. This increased distribution has caused serious problems in inshore and offshore fisheries i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damage caused to the fisheries by jellyfish. 
Accordingly, several hydroacoustic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stimate the target strength (TS) of 
the giant jellyfish. However, the effects of fluctuation in the acoustic scattering characteristics on swimming 
patterns have not yet been elucida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theoretically estimated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acoustic scattering pattern on the swimming behavior of jellyfish using the Distorted Wave 
Born Approximation (DWBA) model. The results confirmed that acoustic scattering of jellyfish results 
in a significant change in their swimming pattern. Specifically, our theoretical estimation indicated that 
the TS of giant jellyfish (d=40 cm) fluctuated until 8.5 dB at 38 kHz, 13.8 dB at 70 kHz, and 15.1 dB 
at 120 kHz based on changes in their swimming patterns.
Key words: Giant jellyfish, Target strength, Swimming motion, DWBA model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동중국해 부근에
서 대량 발생한 대형 해파리 (Nemopilema nomurai)가 한국과 
일본 연안으로 유입되어 연안 수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해파리는 직경이 15-60 cm, 무게 0.3-7.5 kg 정도의 
유체이지만 성숙시기인 9-10월에는 직경 1 m 이상, 무게 200
kg에 달하는 대형 종으로, 주로 연안정치망이나 끌어구류에 
유입되어 피해를 주고 있으며 (Honda et al., 2005), 2003년에
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높은 밀도로 분포하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형 해파리에 의한 어업피
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 해파리 분리장치의 개발 (Matsushita 
et al., 2005; Honda et al., 2005; Kim et al., 2008) 등의 연구뿐
만 아니라 생태학적 조사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시에 이
루어지고 있다 (NFRDI, 2005). 
  현재, 수중생물의 분포량 조사에는 트롤에 의한 채집, 목시
조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전 수층에 분포하는 해파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향기법이 유용하다 (Lee et al., 
2007). 음향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생물의 음향산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현수법을 이용한 음

향반사강도 (Target Strength, 이하, TS라 함)의 측정 (Hirose 
et al., 2005), 음향산란 이론모델 이용을 위한 음속비와 밀도비
의 측정 (Hirose et al., 2007)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음향산란특성인 TS는 음향학적 조사 자료를 대상생물의 
자원량으로 변환하기 위한 파라미터로서, 사용주파수, 체형, 
체내밀도, 체내음속, 유영행동 및 유영자세 등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따른 음향산란
특성을 검토해야 정확하고 안정된 값을 얻을 수 있다. 한편, 
해파리의 경우는 어류와는 달리, 유영행동 패턴에 따라 체형
이 크게 변화하므로, 측정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는 이와 같은 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Lee at al. 
(2007)은 과학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단일 개체에 대한 연
속적인 추적조사에서, TS가 11.7 dB까지 변화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것이 유영행동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에 대해 언
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파리의 유영행동을 분석하
고, 음향산란의 이론모델을 이용하여 유영행동에 따른 음향
산란강도의 변동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최근 수중 생물의 음향산란 이론모델은 생물의 체형을 매우 
미세하게 분할하여 근사시킬 수 있는 고주파에 적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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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wimming behavior of giant jellyfish captured from movie file.

정확도 높은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실측이 어렵거
나 불가능한 수중 생물에 대해서 이론모델을 적용하여 음향
산란을 추정함으로서 실측치를 검증하거나, 다주파수 특성을 
이용한 어종판별의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현재, 어류에 
대해서는 어류 체형과 부레를 절단된 원통으로 근사하는 
Kirchhoff Ray Mode (KRM) 모델 (Clay and Horne, 1994)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동물플랑크톤과 같은 미소생물에 대해
서는 유체구 모델 (Holliday and Pieper, 1984)을 사용하고 있
으나, 최근에는 대상 생물의 체형을 잘게 절단한 원통으로 
엄밀하게 근사하는 Distorted Wave Born Approximation (이
하, DWBA라 함) 모델이 개발되어, 크릴과 같은 동물플랑크
톤의 음향산란특성을 검토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Chu 
at al., 1993; McGehee et al., 1998; Demer and Conti, 2003; 
Amakasu and Furusawa, 2006). 현재, 해파리의 복잡한 체형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모델은 없으나, DWBA 모델은 비교
적 복잡한 체형을 묘사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DWBA 모델을 이용하여 해파리의 음향산란특성을 추
정하였다. DWBA 모델에 의한 원거리 음장에서의 음향 산란
의 산란 진폭 fbs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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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은 파수를 나타내는데, 아랫첨자 1은 매질인 해수, 
2는 산란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a는 절단원통의 반경, ϒk,는 
밀도비, ϒρ는 음속비, J1은 제 1종 베셀함수, βtilt는 입사하는 
음파와 원통 축 사이의 각도이다. 그리고, 산란 진폭과 구하고

자 하는 TS와의 관계는 식 (2)와 같다.

   log ···························································· (2)

  위 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론모델의 계산을 위해서는 
산란체의 체형에 대한 정보, 매질인 해수와 산란체 사이의 
밀도비 g와 음속비 h가 필요하다. 먼저, 유영행동별 체형자료
는 동영상 자료 (Nakada, 2001)로부터 유영행동 패턴을 관찰하
여, 삿갓의 수축과 팽창과정에서 4가지의 주요 행동패턴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Fig. 1은 대형해파리의 유영행동 패턴
에 따른 체형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해파리는 (a)-(d)를 하나의 
주기로 하여 지속적인 유영행동을 보였는데, 유영에서 해파리
의 삿갓은 넓게 펼쳐졌다가 접는 형태로 복잡하게 나타났으
며, 구완 (口腕)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대형 해
파리의 유영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음향카메라를 이용하여 대형 해파리의 유영행동을 관찰한 
Honda and Watanabe (2007)의 결과를 보면, 유영에 따라 Fig. 
1과 같은 삿갓의 운동이 포착되었다. 
  음향모델을 통하여 유영행동 패턴에 따른 음향산란특성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생물의 형태변화를 정확하게 
묘사해야 하지만, 이용 가능한 정보의 한계로 인하여 개체의 
크기를 삿갓 직경 40 cm로 가정하고,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이용하여 유영행동 패턴을 단순화하였다.
  1) 삿갓의 안쪽의 빈 공간은 무시한다.
  2) 구완은 전체 유영행동 패턴에서 동일하다.
  3) 촉수에 의한 음향산란은 촉수가 밀집된 부분의 형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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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to calculate acoustic scattering characteristics by DWBA model
Parameters Values Remark

Sound speed contrast (h)
Density contrast (g)
Sound speed
Frequency
Size of jellyfish (d)

0.984
1.013
1,500 m/s
38 kHz, 70 kHz, 120 kHz
40 cm

Hirose et al.,2007

을 고려한다.
  Table 1은 이론모델의 계산에 사용된 파라미터들을 나타내
었다. Greenlaw and Johnson (1982)은 주요 동물플랑크톤의 
채내 밀도와 음속을 측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동물플랑크톤의 평균 밀도비는 1.04±0.008, 평
균 음속비는 1.01±0.005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Lavery et al. 
(2007)은 동물플랑크톤 음향산란층을 다주파로 측정하고, 주
요 동물플랑크톤에 대해 음향산란 이론모델을 적용하여 음향
산란을 추정하여 분포밀도를 추정할 때, 해파리류에 대해서
는 밀도비와 음속비를 1.02를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가 채집
망 및 광학장치에 의한 추정치와 일치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Waren and Smith (2007)는 사자갈기 해파리에 대한 
밀도비와 음속비를 측정한 결과, g=1.009±0.004, h=1.0004로 
주변매질과 거의 유사한 값들을 보고 하였다. 또한, Hirose 
et al. (2007)은 대형해파리의 밀도비와 음속비를 측정하고, 
이론추정치와 실측치를 비교한 결과, 측정치의 평균 밀도비 
1.013, 최소 음속비 0.984로 추정한 값이 가장 유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적용값들에 대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본 연구
는 절대적인 산란값의 추정보다는 유영패턴에 따른 음향산란
의 변화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밀도비 g와 음속비 
h는 대형 해파리에 대한 측정치인 Hirose et al. (2007)의 값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동영상으로부터 추출한 대형 해파리의 유영행동 패턴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x축은 체장을, y축은 체폭을 
나타내며, 구완 부분은 전체 자료를 평균하여 근사함으로서 
구완에 의해 음향산란의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대형 해파리는 삿갓이 펼쳐진 (a)와 같은 형태로 조류 또는 
해류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켜 함께 이동하고, 삿갓의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추진력을 얻는 것으로 사료된다.
  3개의 과학어군탐지기 주파수에 대한 각 유영 행동별 음향
산란 패턴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먼저 자세각에 의한 변화를 
비교해 보면, TS는 삿갓을 수면이나 해저면으로 향할 때인 
수직방향 유영 (90° 또는 -90°)일 때 높고, 수평방향으로 유영
할 때인 -180°과 0°에서는 매우 낮았는데, null값을 제외하면 
이러한 유영 자세각의 변동에 의해 약 30 dB의 차이를 나타내
었다. 유영행동 패턴에 의한 변화는 유영 자세각에 의한 변화
에 비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a)의 경우는 다른 유영

Fig. 2. Umbrella shape change of giant jellyfish (d=40 cm) 
by swimming behavior. Coordinates of oral arms were 
averaged from four data.

행동 패턴에 비해 음향산란의 패턴의 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유영행동 패턴에 따른 음향산란은 체축이 많이 기울어
진 상태인 약 -130° - -100°, -70° - -40°, 50° - 80°, 110° - 140° 부
근에서는 삿갓의 운동에 의하여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유영 자세각에서는 다소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해파리는 주로 삿갓을 옆으로 하여 유영하는 수평유영
을 하지만 (Lee et al., 2007), 뚜렷한 일주행동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행동에 따른 급격한 수심 이동시에는 
유영행동 패턴에 따른 영향이 클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대부
분 수평의 유영자세를 유지하면서 유영할 것이 예상된다. 따
라서, 현장에서는 종래 현수법의 TS측정시 수면과 수직방향
의 유영상태와는 달리 수평유영상태인 -180°과 0° 부근의 낮
은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인 수평유영을 자세각 0°를 기준으로 ±15°라고 가정
하였을 때, 유영자세각과 유영행동 패턴에 따른 TS변동을 
Fig. 4에 나타내었다. 38 kHz에서 유영자세각에 의한 TS의 
표준편차는 3.5 dB, 유영행동 패턴에 의한 TS의 표준편차는 
4.7 dB이었고, 70 kHz에서는 각각 5.0 dB와 5.2 dB로 유영행동 
패턴에 따른 변동이 더욱 컸다. 그러나. 120 kHz에서는 각각 
6.2 dB, 5.3 dB로 유영자세각에 의한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
으며,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유영행동 패턴보다는 유영자세각
에 의한 TS변동이 더욱 커지는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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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coustic scattering patterns changes of giant jellyfish by swimming behavior theoretically estimated by DWBA model 
(d=20 cm, ρ=0.984, h=1.013). Solid line (motion (a)), dash line (motion (b)), dot line (motion (c)) and dash-dot line (motion 
(d)). 0° indicated swimming angle when the body axis is horizontal and＋is head up and - is head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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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uctuation of target strength by swimming behavior within horizontal  swimming angles (0°±15°).

  수직방향 유영자세각 (θ=90°)에 대한 대형 해파리의 각 주
파수별 및 유영행동 패턴별 TS 추정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
다. 기존의 대형 해파리의 TS 측정은 현수의 용이함 등의 
이유로 체축을 수직으로 한 방향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
다. 물론, 90°에서의 음향산란레벨의 변동이 수직방향 측정에
서의 TS 변동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각을 유지하면
서 유영행동 패턴만이 변화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TS는 주파

수에 따라 8.5-15.1 dB까지 변화하였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변화폭도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Mutru (1996)는 듀얼빔
을 이용하여 수조 내에서 자유유영하는 해파리류 (Aurelia 
aurita)의 TS 측정하여, 120 kHz에 대한 직경 15.5 cm의 해파
리의 TS값이 유영행동에 따라 약 12 dB까지 변동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변동은 주로 삿갓의 움직임과 
깊이 관계하고, 그 다음으로 유영자세각의 변동에 의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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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S estimated at 90° of aspect angle for the four swimming pattern of giant jellyfish (d=40 cm)

Frequency (kHz)
Target Strength

Mean (dB) Max. - Min. (dB)
(a)* (b)* (c)* (d)*

 38
 70
120

-54.3 
-52.0 
-51.4 

-52.5 
-46.7 
-65.5 

-54.2 
-46.8 
-50.4 

-61.0 
-60.5 
-56.5 

-54.6 
-49.1 
-53.3 

 8.5
13.8
15.1

*Swimming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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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coustic scattering patterns of giant jellyfish (motion (d)) for three sizes at 38 kHz.

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Hirose et al. (2005)은 
120 kHz에 대한 직경 27 cm의 대형 해파리의 TS 측정에서 
삿갓의 유영자세와 유영형상의 변화에 의해 약 10 dB의 변동
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것과 비교해 보면, 본 검토와 매우 
유사하였다. 
  대형 해파리의 일반적인 형태로 간주되는 유영행동 패턴 
(d)를 기준으로 하여 구한 직경 40 cm, 60 cm, 80 cm에 대한 
음향산란 패턴을 Fig. 5에 나타내었다. 개체의 크기가 커질수
록, 자세각 변동에 따른 TS의 변화가 급격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연안에 피해를 주고 있는 대형 해파리의 
크기는 직경이 보통 40-60 cm, 큰 개체는 1 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파수와 대상생물의 크기에 대한 산란특성
의 관계 (ka, k는 파수, a는 산란체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실제
조사에서는 더욱 복잡한 산란패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능한 한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해파리의 유영행동 패턴을 추출하여 
음향산란특성을 검토한 결과, 유영행동 패턴이 TS추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영행동 패턴
에 따른 TS변동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형 해파리의 
음향산란특성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주파 특성을 이용하
는 다주파 계측법이나 Echo-trace 법을 이용한 개체판별 등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형 해파리는 일반적
으로 체축을 수평으로 하여 유영하는 수평유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향조사 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평유영 자세에 대한 음향
산란특성의 측정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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