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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rge jellyfish Nemopilema nomurai causes serious damage to fisheries, particularly around the seas
of Korea and Japan. Decreasing this damage requires knowledge of the distribution and abundance of jellyfish.
Acoustic technology using quantitative echosounders is one method of studying the distribution and abundance
of jellyfish. Such methods are commonly used worldwide because they have the advantage of providing
substantial information about all water layers in a wide area in a short time. However, in order to conduct
an acoustic survey,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organism must be known. These can be altered
by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pulsation, swimming angle, frequency and size. Accordingly, this study
determined the variation in target strength according to pulsation of N. nomurai. Data were analyzed for
two jellyfish with bell diameters in air of (a) was 32.0 and (b) 25.0 cm. The pulsation cycle of jellyfish
(a) was 1.5~2.0 sec and the target strength (TS) cycle was 1.0~2.5 sec, while jellyfish (b) had a pulsation
cycle of 1.0~1.5 sec and TS cycle of 1.0~3.0 sec. The variation width of the TS with the change in pulsation
was 7.8 dB (-72.4~-64.6 dB) for jellyfish (a) and 10.3 dB (-71.6~-61.3 dB) for jellyfish (b). The variation
in bell diameter was about 0.28 and 0.35, respectively.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the variation in bell
diameter caused by puls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variation in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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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파리의 분포와 현존량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어구를 이용
한 조사와 음향을 이용한 조사가 있는데 어구에 의한 해파리
채집 시 해파리의 조직이 손상되기 때문에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편, 계량어군탐지기를 이용한
음향 조사는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의 전 수층을 대상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미국, 노르웨이
및 일본 등 전 세계에서 많이 실용화되고 있다. 하지만 계량어
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음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 생물의
음향산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파리의 음
향산란 특성은 물리적 요소로 체내 밀도와 음속, 사용주파수
등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나며, 해파리의 몸은 90% 이상 수분
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체내 음속과 밀도가 해수와의
큰 차이가 없어 음향학적으로 탐지가 불가능 할 것으로 인식
되어져 왔으나, Mutlu (1996) 등이 수중 음향을 이용하여 해파
리의 탐지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생태학적 요소로는
해파리의 크기, 박동 및 유영자세 등으로, Hirose et al. (2009)는

최근 어류의 남획에 따른 포식자의 생물량이 감소하고, 지
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출현되고 있는 해파리는 250여종에 이르고, 우리
나라 주변해역에는 40~50여종이 서식하고 있다 (Kim, 2009).
이 중 성장 후 지름이 최대 2 m, 중량이 200 kg 이상이 되는
대형 해파리로 알려진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우리나라 대표적
연안어업인 정치망, 트롤 및 자망 등의 부수적으로 어획되어
수산생물의 선도를 저하시키고,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피해를
주고 있다 (Kang et al., 2003; Kim et al., 2008). 우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파리의 생태, 생활환경 및 이동경
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해파리의 분포와 현존
량을 추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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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입깃해파리 (Nemopilema nomurai)를 이용하여 수중에
서 유영자세의 변화에 따른 초음파산란강도 (Target strength,
TS)를 측정하였다. Mutlu (1996)에 의하면 보름달물해파리
(Aurelia aurita)의 크기와 박동에 따라 TS가 변화한다고 하였
고, Monger et al. (1998)와 Lee and Hwang (2009)은 각각 해파리
(Aequorea victoria)와 노무라입깃해파리를 대상으로 모델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해파리의 박동을 함으로써 우산 직경의
변화에 따른 TS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특히, Mutlu (1996)와
Colombo et al. (2003)는 TS를 변화시키는 여러 요인 중 첫
번째로 우산의 박동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출현하는 노
무라입깃해파리를 대상으로 음향산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현수법 (ex situ)을 이용하여 해파리의 박동에 따른
TS의 변화를 조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09년 8월 12일~19일 사이에 전남대학교 수산증양식센터
내에 위치한 해수음향수조 (5 m(L)×5 m(W)×5 m(H))에서 노무
라입깃해파리의 박동에 따른 음향산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여수시 돌산읍 안도
연안 (34°30'N, 127°50'E) 수중에서 스쿠버다이버가 직접 채집
하였으며, 해파리 채집 시 해파리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중에서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해파리를 자연스
럽게 비닐봉지에 담고 수중에서 고무줄로 비닐봉지의 입구를
밀봉하였다. 채집 후 해파리를 이송 시에는 바다에서와 같은
수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스박스 안에 아이스 팩을
함께 넣어 수산증양식센터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였고, 채집해
온 해파리는 1~2일 사육수조에 순치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해파리는 네 가닥의 모노필라멘트 줄과 바
늘, 추를 이용하여 Fig. 1과 같이 고정하였다. 한 가닥의 모노필
라멘트 줄을 바늘에 꿰어 해파리의 구완에서부터 우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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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 시키고 구완의 아랫줄에 추를 달았으며, 또 다른 줄을
사용하여 해파리가 상하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산의 윗부분
과 구완의 윗부분에 매듭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두 가닥의
모노필라멘트 줄은 해파리를 완전히 통과 시킨 줄의 윗부분에
양쪽으로 연결하여 해파리가 진동자 아래 3.5~4.0 m 사이에
위치하도록 고정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해파리의 구완과 촉
수를 자르고, 해파리의 우산을 접시에 펼쳐 줄자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우산 직경을 측정하였다.
TS 측정에 사용된 시스템은 주파수 38 kHz Split beam 방식
의 계량어군탐지기 (EK-500, SIMRAD)이었고, 지름 60 mm의
동구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교정을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교정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1은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호발생기 (WF1944A, NF)로 구형
파 트리거 신호를 만든 후 이것을 계량어군탐지기에 입력하여
펄스 간격을 0.5 sec의 외부 트리거 모드로 구동시켜 음향
데이터를 Echolog500에 수록하였다. 한편, 해파리가 박동하는
모습은 해수음향수조의 측면에 설치한 수중카메라 (T-water7000DX, WIRELESS TSUKAMOTO)로 관찰하였으며, 트리
거 기능부의 비디오 캡쳐 카드 (VCE-Pro, ImperX)를 이용하여

Table 1. System parameters of the quantitative echosounder
used for experiment
Items
Frequency (kHz)
Beam Type
Pluse Length (ms)
Ping Interval (s)

Parameters
38
Split beam
0.3
0.5

TS Transducer Gain (dB)

25.09

3 dB Beamw. Along (deg)

6.43

3 dB Beamw. Athw. (deg)

6.39

Alongship Offset (deg)

-0.15

Athw. ship Offset (deg)

0.02

Fig. 1. Block diagram of system composition and experiment method to measure TS of jelly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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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데이터와 동기한 해파리의 정지 화면을 컴퓨터에 저장하
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TS 데이터는 후일에 실험실
에서 재생하여 에코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Echoview 3.00,
SonarData)로 분석하였고, 해파리의 정지 화면은 ImageJ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박동의 변화에 따른 우산 사이즈와 유영자
세각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5개체의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이용하여 TS
를 측정하였으며, 그 중 유영자세각의 변화가 크지 않고, 우산
박동의 변화가 뚜렷한 2개체의 노무라입깃해파리 데이터를
추출하여 박동에 따른 TS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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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water는 수중에서 해파리 우산의 직경, Dair는 공기
중에서 해파리 우산 직경을 의미한다. 해파리는 수중에서 우
산의 움직임에 따라 우산의 직경이 변화하는데 수중에서 우산
직경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측정 위치는 Fig. 2에 점선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우산의 끝 부분으로 선정하였고, 식 (1)로
수중에서 우산의 최대 직경을 구한 후, 측면 수중카메라로
캡쳐된 화면으로부터 ImageJ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변화하
는 해파리의 우산 직경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Fig. 2는 실험에 사용된 해파리로 수조 내에서 수중카메라
로 촬영한 사진이며, (a)와 (b) 해파리의 공기 중 우산의 직경은
각각 32.0 cm, 25.0 cm이었다. 수중에서 해파리의 우산의 최대
직경은 Hirose et al. (2005)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  

(1)

Fig. 3. Pulsation cycle of jellyfish (a) and (b) in the water.

Fig. 4. TS cycle of jellyfish (a) and (b).
Fig. 2. Pictures of jellyfish in the water (bell diameter in
the air: (a) 32 cm, (b) 25 cm, -------- : position measured
bell diameter of jellyfish in the water).

그 결과 공기 중의 우산 직경이 32.0 cm인 (a) 해파리의
경우 수중에서 우산의 최대 직경은 24.3 cm, 최소 직경은 16.3
cm이였고, 해파리의 박동 주기는 1.5~2.0 sec로 나타났다.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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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우산 직경이 25.0 cm인 (b) 해파리의 경우 수중에서 우산
의 최대 직경은 19.0 cm, 최소 직경은 11.4 cm로 그 때의 박동
주기는 1.0~1.5 sec이었다 (Fig. 3).
Fig. 4는 해파리 우산의 박동 변화에 따른 TS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a) 해파리의 TS 주기는 1.0~2.5 sec이었고,
TS의 변화 범위는 -73.0~-63.5 dB로 변화폭은 9.5 dB이었다.
(b) 해파리의 TS 주기는 1.0~3.0 sec이었으며, 최소 TS는 -72.2
dB, 최대 TS는 -59.2 dB로 13.0 dB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우산의 박동 변화에 따른 TS의 변화를 추출함과 동시
에 해파리의 유영자세각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해파리
유영자세각은 해파리의 박동에 따른 우산 직경을 측정한 동일
한 200장의 해파리의 정지 화면으로 분석하였고, 우산이 수면
으로 향하여 수직일 때 0°, 오른쪽으로 기울 때 +90°, 왼쪽으로
기울 때 -90°로 하여 측정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a)
해파리의 경우 -4°~+3° 사이에서 유영행동을 하였고, 총 200장
정지 화면 중 88 %인 176장이 0°에 유지되었다. (b) 해파리의
경우 유영자세각의 변화 범위는 -4°~+6°로 80 % 이상 대부분
0°에서 유영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a)와 (b) 해파리의 유영
자세각은 대부분 우산이 수직인 0°를 유지한 것으로 유영자세
각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박동에 대한 변화만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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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 정의하였으며,

      
    
  

(2)

Max.Dia.는 수중에서 우산의 최대 직경, Min.Dia.는 우산의
최소 직경이다. (a) 해파리의 경우 우산의 최대 직경과 최소
직경은 각각 23.2 cm, 16.6 cm로 우산 직경의 변화율은 약
0.28이었고, (b) 해파리의 경우 최대 직경은 18.6 cm, 최소
직경은 12.0 cm로 변화율은 약 0.35이었다. 이 결과를 Table.
2에 비교하여 나타내 보면 (a) 해파리의 공기 중 우산의 직경은
32.0 cm, (b) 해파리는 25.0 cm로 (b) 해파리는 (a) 해파리 보다
공기 중 우산의 직경은 더 작았지만, 수중에서 우산 직경의
변화율과 TS의 변동폭은 크게 나타난 것으로 TS의 변동폭은
우산 직경의 변화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측된다.

Fig. 6. Variations in TS and bell diameter according to
pulsation.
Table 2. Comparisons of bell diameter in the air, ∆Dia and
∆TS for jellyfish (a) and (b)
Parameters
Bell diameter (air)

Fig. 5. Changes in swimming angle of live jellyfish tethered
to monofilament line.
Fig. 6은 Fig. 5에서 해파리의 유영자세각이 0°에 유지된
데이터 중에서 우산 직경의 크기 변화와 TS의 크기 변화가
가장 잘 일치한 데이터만을 추출한 것으로 TS는 ●, 우산
직경은 ○로 표시하였다. (a) 해파리의 TS 변화 범위는
-72.4~-64.6 dB로 변화폭은 7.8 dB이었고, (b) 해파리의 TS
크기는 -71.6~-61.3 dB로 10.3 dB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해파리가 박동을 할 때에 우산 직경의 변화율을 식

(a)

(b)

32.0 cm

25.0 cm

∆ Dia

0.28

0.35

∆ TS

7.8 dB

10.3 dB

Fig. 7은 Fig. 6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파리 우산의 직경
변화에 따른 TS의 변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타낸 결과
로써, (a)와 (b) 해파리의 우산 직경 변화와 TS의 상관관계
R은 각각 0.57 (p=0.002)과 0.39 (p=0.05)로 상관관계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파리의 우산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TS도 증가하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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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ship between TS and bell diameter of jellyfish.
Hirose et al. (2005)는 우산의 박동에 따른 해파리의 TS가
우산의 면적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TS의 변동폭 ∆TS를 식
(3)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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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7), 본 연구 결과보다 TS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38 kHz를 사용한 본 연구보다 고주파수인 120 kHz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수조에서 고정된 보
름달물해파리 (Aurelia aurita)의 경우 주파수 120 kHz와 200
kHz에서 해파리의 박동에 따라 TS가 각각 약 16.0 dB과 18.0
dB 변화 (Mukai et al., 2009)가 나타났고, Mutlu (1996)는 주파
수 120 kHz를 이용하여 보름달물해파리 (Aurelia aurita)는
자유유영 상태에서 우산의 움직임에 따라 TS는 -67.0~-54.0
dB (우산 직경 15.5 cm)로 13.0 dB, 주파수 200 kHz (우산
직경 11.5 cm)에서는 -68.0~-58.0 dB로 10.0 dB 변화를 보였으
며, Brierley et al. (2004)는 주파수 38 kHz에서 해파리
(Chrysaora hysoscella)는 박동을 할 때 우산 크기의 변화에
따라 최소 TS와 최대 TS는 15.0 dB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보
고가 있다. 위 연구의 해파리는 본 연구에 사용된 해파리와
다른 종으로 해파리의 종류에 따라서도 해파리가 박동을 할
때 TS의 변동폭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와 타 연구에서 해파리의 박동 변화에 따른
TS를 검토한 결과, 해파리가 박동을 할 때 해파리의 우산
직경의 변화율, 종류 및 주파수에 따라서도 TS가 크게 변화함
을 확인하였다.

사
  
∆    log 
  

(3)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식 (3)으로 TS의 변동폭을 계산
해 본 결과 (a) 해파리의 경우 약 2.9 dB, (b) 해파리의 경우
약 3.8 dB이었고, 실제 측정한 (a)와 (b) 해파리의 TS 변동폭은
각각 7.8 dB과 10.3 dB로 실제 측정한 데이터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실히 우산 직경의 변화가 TS의 변화에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ee and Hwang (2009)의
DWBA (distorted-wave Born approximation) 이론적 모델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박동 변화에 따른 TS의 변동폭은 주파수
38 kHz에서 8.5 dB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7.8
dB의 변화 (주파수 38 kHz)가 나타난 (a) 해파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DWBA 이론 모델에 사용된 노무
라입깃해파리의 우산의 최대 직경은 40.0 cm, 최소 직경은
28.0 cm로 우산 직경의 변화폭이 0.3으로 나타나, 우산 직경의
변동폭이 0.28로 비슷하게 나타난 (a) 해파리와 TS 변동폭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b) 해파리는
우산 직경의 변화율이 0.35로 TS는 10.3 dB 차이가 나타났고,
Monger et al. (1998)은 해파리 (Aequorea victoria)의 우산 직경
의 변화율이 0.4일 때, Reduced TS는 10.0 dB 감소하여 나타난
것으로 본 연구와 타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우산 직경의 변화
율이 TS 변동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또한, Lee
and Hwang (2009)은 해파리의 우산 박동 변화에 따른 TS의
변동폭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언급하였다. 해상에서 주파수 120 kHz에 탐지된 노무라입깃
해파리의 우산 박동에 따른 TS는 약 11.7 dB의 변화로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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