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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acoustic surveys with scientific echo sounder were carried out to estimate the total density and

distribution of the juvenile cod in Jinhae bay, Korea. The surveys were conducted 4 times from May to June

using 2 frequency method (38kHz and 120kHz) and beam trawl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species

composition. Also the catch amounts of juvenile cod were compared with the cod density estimated by the

hydro-acoustic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the juvenile cod was stayed in Jinhae bay in early June and

There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catch of juvenile cod and the estimated density by hydro-acoustic

survey. The number of juvenile cod was consequently about 365,000 fish (CV 12.9%) in May and 113,000

fish (CV 9.2%) in May based on the hydro-acoust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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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구 (Gadus macrocephalus)는 우리나라 서해

중부, 남해동부, 이북의 동해, 일본, 오호츠크해,

북태평양 베링해, 미국 남부까지 널리 분포하며,

주로 수온 5〜12℃의 수심 45〜450m 되는 한랭

한 깊은 바다에 군집해서 서식하는 냉수성 어종

으로, 대구의 어획량은 1982년에 약 4천 4백톤으

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하여

1990년대에는 약 5백톤 수준으로 아주 낮은 어

획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불법어업 단속 및 감척사업을 통한

어획강도를 감소시키고, 대상 어업자원의 종묘

생산 및 방류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주 산란철

인 1월 한 달 동안 금어기와 30cm이하 체포금지

체장 설정과 같은 산란장 보호와 관련된 자원보

호규정을 마련하고 어업인 홍보에 힘을 기울인

결과, 1999년부터 어획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

근 2010년에는 약 7천톤 정도의 어획수준을 회

복하고 있다. 

대구는 청어와 같이 산란장 회귀 경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회귀특성을 이용하여 산란장 별

로 자원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산란장에서의 대

구의 환경특성을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Kwak, 2012), 이와 더불어 산란장에서 가입된

대구의 생태적 특성을 구명하는 것은 수산자원

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매우 중요하다. 

진해만은 우리나라로 내유하는 대구의 대표

적인 산란장으로서, 산란친어는 11월 말경부터

내유하기 시작하여 산란 후 이 해역을 빠져나가

는데, 이듬해 2월경이 되면 내유하였던 대구는

거의 사라진다. 그래서 진해만에서는 겨울에 자

망과 호망을 이용하여 대구를 어획하여 수입을

얻는 어업자가 많은데, 이들은 대구가 내유하지

않는 다른 계절에는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어로활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대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대구 친어 자원 및

자치어 자원의 관리 및 보호는 지역 수산업의 유

지와 어업 생산량의 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하

므로, 친어 자원량의 추정과 산란 부화된 자치어

의 초기 가입량을 정확도 높게 추정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계군 및 성숙도 등 생태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

고, 대구자치어의 분포 및 생태, 자원관리에 필

요한 현존량 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

정이다 (Seo et al., 2007; Lee et al., 2007; Chung

and Kim, 1971; Cha et al., 2007). 

어업자원의 직접적인 조사법 중, 과학어군탐

지기를 이용한 음향자원조사법은 어업자원이

분포하는 공간의 일부분을 조사하고, 추정한 자

원량을 전체에 대하여 확장하는 Line transect법

의 일종으로, 대상자원의 지리적 분포와 현존량

을 추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주파수의 활용으

로 동물플랑크톤이나 자치어와 같은 소형의 어

류자원의 생태 및 현존량 추정에도 활용이 가능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음향자원조사법을 이용하여

대구자치어의 지리적 분포를 추정함과 동시에,

시험어획조사를 통하여 진해만 자·치어의 현

존량을 추정하고 고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진해만에서 부화된 대구자치어의 현존량을

추정조사는 2012년 5월〜6월까지 총 4회를 실시

하였고, 현장조사일자는 Table 1, 조사정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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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e and track of hydro-acoustical survey for juvenile cod in Jinhae bay

Date Survey Track
Frequency

(kHz)
Remark

7 May 2012

21 May 2012

26 May 2012

4 June 2012

Acoustical + Fishing 

Acoustical + Fishing 

Acoustical

Acoustical

Fishing track

Fishing track

Chilchundo〜Daejukdo

Chilchundo〜Daejukdo

120

38, 120

38, 120

3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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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oustic transect lines for separate hydro-acoustic survey in Jinhae bay on 26 May and 4 Ju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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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ve acoustic transect lines for hydro-acoustic survey with fishing investigation in Jinhae bay on 7 and 21 Ma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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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및 Fig. 2에 나타내었다. 총 4회의 현장조

사 중 2회는 새우조망으로 시험어획 조사정선과

동일한 정선을 설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신되는 음향신호와 대구자치어의 밀도 사이

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동조사시 새우

조망 어선인 시험어획 조사선이 망을 투망할 때,

음향조사선이 시험어획 조사선의 앞으로 이동

하여 같은 침로로 조사함으로서, 예망 지점과 동

일한 음향자료가 기록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

머지 2회는 칠천도에서 대죽도에 이르는 진해만

내만의 광역에 대해 어군분포와 분포밀도를 추

정하고자 실시하였다. 

현장 음향자료의 수집에는 과학어군탐지기

(EK60, Simrad, Norway) 38kHz 및 120kHz의 분

할빔 (split)을 사용하였다. 조사 시스템의 송수

파기는 선박의 현측에 수심 약 1.5m까지 내려가

도록 설치하였고, 위치좌표는 DGPS 측위시스

템 (SPR-1400, Samyung, Korea)을 이용하여 연속

적으로 음향자료를 기록하였으며, 선속은 안정

된 신호수신을 위하여 약 5〜6.5knots를 유지하

였다. 조사 정선수는 공동조사에서는 5개, 광역

조사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총 10개였다. 

음향 자료는 기포 및 해저에 의한 잡음을 제거

하고 , 에코그램에서 0.1n.mile의 EDSU

(elementary distance sampling unit)간격으로 추출

된 NASC (nautical area scattering coefficient) 값

을 이용하여 어군의 시공간 분포 특성을 추정하

였고, 시험어획조사에서 어획된 대구자치어의

체장조성자료를 음향자료와 결합하여 자원량을

추정하는데 활용하였다 (Fig. 3).

음향자료를 어류의 분포밀도로 환산하기 위

한 대구자치어의 음향산란강도 (Target strength,

이하 TS)는 다양한 체장의 샘플을 준비하여 실

제 측정을 통하여 정확하게 얻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음향산란 이론모델을 이용한 추정

값을 적용하였다. 이 때 사용한 모델은 대구 성

어의 음향산란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Kirchhoff-ray mode model (Clay and Horne, 1994)

의 모델이며, 자세각 평균 TS특성은 일반적인

어류의 유영 자세각 특성인 확률밀도함수 (－5,

15)를 적용하여, 38kHz와 120kHz에 대한 평균 TS

특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이 관계를 2주파수법

에 적용하여 음향자료로부터 크기가 작은 대구

자치어의 음향신호를 추출하는데 활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음향자료로부터 분포밀도 및 생체량을 추정

하기 위해서는 조사해역에 서식하는 어종의 체

장분포 및 체장과 체중 사이의 관계를 추정해야

한다. 먼저, 조망을 이용한 시험어획조사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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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xample of acoustic echogram for extracting acoustic signal of fish ec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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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얻은 체장조성 및 정점별 개체수를 Fig. 4에

나타내었다. 

5월 7일 시험어획조사에서는 총 1,407마리, 5

월 21일에는 총 2,592마리가 어획되었으나, 6월

4일에 실시된 어획조사에서는 채집된 마리수가

59마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6월 4일에 실시된

어획조사에서는 채집된 마리수가 급격히 감소

한 것은 조사정점의 차이나 시험조사선의 조업

실패에 따른 영향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동일

한 조사정점에 대하여 숙련도 높은 어업자에 의

해 어획된 것이고, 그 개체수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요 원인은 대구자치어가

6월에 들어 진해만을 대부분 빠져나갔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또한, 5월 7일 시험어획조사에서는 채집된 대

구자치어의 체장범위는 3.39〜8.67cm 이었으며,

평균체장은 5.32cm이었으나, 5월 21일 어획조사

에서는 체장범위는 3.08〜9.2cm, 평균체장

4.78cm로 나타나 평균체장이 감소하였는데, 이

것은 두 시기에 어획된 대구자치어의 부화된 시

기가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자원량 추정을

위하여 시험어획 조사자료로부터 추정한 대구

자치어의 체장과 체중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w〓0.01471L2.4917 (R2〓0.7312)

새우조망을 이용하여 공동조사를 수행하였던

2013년 5월 7일과 5월 21의 정점별 NASC값을

Fig. 5와 6에 나타내었다. 2012년 5월 7일 조사에

서는 잠도 위쪽 정점인 3번 정점에서 높은

NASC값을 나타내었고, 그 외에 정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5월 21일 공동조

사에서는 1번과 2번 정점에서 다소 높은 값을 나

타내었고, 3번〜5번 정점은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시험어획조사로 어획한 각 정점별

어획개체수를 나타낸 Fig. 4의 (d)를 보면, 5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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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tal length frequency the number of juvenile cod catched in Jinhae bay on May and June, 2012. (a) 7 May, 2013

(b) 21 May, 2012 (c) 4 Jun, 2012, (d) Number of samples for each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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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ish distribution of each fishing station by beam trawl on 21 May 2012.

Fig. 5. Fish distribution of each fishing station by beam trawl on 7 Ma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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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사에서는 잠도 부근인 정점 3에서 가장 많

은 개체가 어획되었으며, 다른 정점에서는 어획

개체수가 적어 정점별로 차이를 적었으며, 5월

21일에는 정점 1을 제외한 위치에서 약 500마리

정도의 대구 자치어가 어획되어 비교적 고른 어

획량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5월 7일 조사에서는 음향조사에

서 얻은 NASC값과 시험어획조사 결과인 어획

개체수 사이에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

나, 5월 21일 조사에서는 두 조사 결과 사이에 차

이를 보였다. 이것은 음향조사선과 시험어획조

사선의 정선이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

에, 두 조사선의 샘플링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구자치어가 주

간에는 대부분 해저면 가까이에 체류하므로 음

향시스템의 dead zone의 영향으로 대구자치어가

음향산란의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낮았을 가능

성이 있다. 

각 정점에 대하여, 조사거리에 대해 기준화한

NASC값은 Table 2와 같다. 이 값을 r (number/m2)

로 환산해보면, 0.01에서 0.634 정도로 나타났다.

새우조망조사는 대구자치어가 저층에 체류하는

주간에 실시하는 것이 좋지만, 음향조사는 어류

가 일주행동으로 해저면에서부터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몰시부터 야간 및 일출 전에 수행하

는 것이 해저면과의 음향신호를 분리하기 쉽다.

따라서, 음향적 조사와 시험어획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보다, 시험어획조사는 주간에 실시

하고 음향적 조사는 일몰 후나 새벽녘에 집중하

여 수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거제도 위쪽과 잠도 부근, 그리고, 2012

년도에서 대구자치어의 음향신호가 탐지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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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number/m2) for survey stations on 7 and 21 May 2012

Fig. 7. Example of echogram detected around Chilchundo in Jinhae bay on 7 May 2012.

Station number

7 May 2012 21 May 2012

Weighted mean

NASC (m2/n.mile2)

r

(number/m2)

Weighted mean

NASC (m2/n.mile2)

r

(number/m2)

1

2

3

4

5

13.0 

1.9  

62.2  

10.7  

1.0  

0.132

0.019

0.634

0.109

0.010

14.1 

32.2 

2.2 

0.9 

1.8 

0.144

0.328

0.022

0.0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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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patial distribution of fish from hydro-acoustic survey in Jinhae bay on 4 June 2012.

Fig. 8. Spatial distribution of fish from hydro-acoustic survey in Jinhae bay on 26 Ma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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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어군신호가 탐지되

었다 (Fig. 7). 어민들 사이에는 진해만으로 산란

하기 위해 내유한 대구는 잠도부터 오른쪽으로

해역으로 내려가 산란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

고 있고, 겨울이 되면 이 해역에 대구를 잡기 위

한 자망이 많이 부설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

아, 산란한 자치어가 많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

이 높다. 시험어획조사에서는 5월 7일에 1번과 2

번 정점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대구자치어가 어

획되었으나,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5월 26일 칠천도에서부터 거가대교 위쪽에 이

르는 진해만 내의 광역에 대해 조사한 어류의 공

간적 분포를 Fig. 8에 나타내었다. 5월 26일 조사

에서는 칠천도 앞보다 거가대교 위쪽 및 잠도 주

변으로 강한 어군신호가 탐지되었으나 ,

50m2/n.mile2 이상의 어군의 신호는 12.9%로 나

타났고, 100m2/n.mile2의 강한 어군신호는 0.3%

를 나타내었다. 에코그램 형상에서는 강한 군집

성을 나타내는 고밀도 어군은 나타나지 않았고,

소형 어군이나 정착성 어종에 의한 개체어들이

많이 탐지되었다. 실제로, 어종별 음향반사강도

의 영향도 있으나 멸치와 같은 고밀도 어군은 약

1000m2/n.mile2의 높은 값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

서, 수신된 음향신호는 정착성 어종 및 진해만

내의 소형 개체어에 의한 음향신호인 것으로 판

단된다. 2012년 6월 4일의 현장조사로부터 얻은

진해만 어류의 공간적 분포를 Fig. 9에 나타내었

다. 6월 4일 조사에서 NASC 값은 5m2/n.mile2 이

하의 낮은 값이 약 60%를 차지하였고, 50m2/

n.mile2 이상의 강한 어군신호는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낮은 어군신호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도 잠도 상부와 하부, 그리고,

대죽도 위쪽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 주변지역

으로 어류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론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38kHz와 120kHz

에 대한 대구자치어의 대한 자세각 평균 TS와

체장 관계식은 아래와 같이 유도되었다.

< TS38kHz >〓20log (TL (cm))－70.6

< TS38kHz >〓20log (TL (cm))－68.8 (2)

또한, 2주파수법의 적용을 위해서 앞에서 언

급한 각 시험어획조사의 체장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이론모델로 부터 추정한 시험어획조사일

별 주파수 차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2012년 5월 7일 : 1.4dB <DSV120kHz－38kHz< 3.7dB

2012년 5월 21일 : 1.4dB <DSV120kHz－38kHz< 4.1dB

2012년 6월 4일 : 1.5dB <DSV120kHz－38kHz< 3.5dB

(3)

어류의 TS와 체장 관계식, 어획된 대구자치어

의 체장-체중 함수, 체장분포를 이용한 음향변

환계수와 2주파수법을 적용하여 얻은 대구자치

어의 NASC값에 조사면적 (9885.47ha)을 적용하

여 구한 진대만 대구자치어의 현존량은 Table 3

과 같다. 음향기법으로 추정한 진해만 대구자치

어의 분포밀도는 5월 26일에 0.002g/m2 (CV

12.9%), 6월 4일에는 0.00061 (CV 9.2%)로 추정

되었으며, 그 때의 현존량은 각각 약 360,000마

리, 약 113,500마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음향자원조사의 결과는 시험어획조사에 의한

소해면적법이나 자원통계적 분석에 의한 결과

와 비교되기도 하며, 이 때 그 결과들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음향적 조사는 무엇보다

도 대상생물의 생태적인 습성과 음향적 특성에

크게 영향 받는다. 주간에 대구자치어의 대부분

이 해저면과 아주 가까이에 체류하고 있다면, 음

향빔의 공간적 분해능과 관계하는 dead zone의

문제로 인하여 탐지되지 못하므로, 현존량이 상

대적으로 낮게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생태적인

습성을 가진 어종들은 dead zone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중층으로 부상하는

일출 전에 또는 일몰 직후부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제로 현장조사에서 주간에 음향자료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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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할 때에 대구자치어로 추정되는 어군을 발견

하기 어려웠으나, 일몰 후로부터 해저면에서 부

상하는 많은 어류들을 관찰되었으며, 이 음향신

호들은 성어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10). 따라서, 실제 현장조사에서 기상 조건,

조사선의 상태, 어구의 부설, 지형적인 조건 등

으로 인하여, 지리적 또는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

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나, 야간조사가 가능하다

면 주간 보다는 야간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동조사시에 수집된 음향신호를 분석

한 결과인 Table 2의 r (n/m2)값의 결과를 보면,

정선조사를 통하여 얻은 r (n/m2)값보다 매우 높

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시험어획조사가 이루어

진 정점이 기존의 연구성과로부터 대구자치어

가 채집되는 위치를 파악하여 실시한 것이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나타내었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현존량 조사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시험어획조사의 결과나 기존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의 주요 산란위치를

파악하여 조사해역을 보다 좁은 해역으로 한정

시킨 후, 이 해역에 대하여 세세한 조사를 수행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구자치어의 음향산란

특성을 이론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그 값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데, 이론모델의 추정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샘플을 활용하여

이론모델에 활용되는 음향적 파라미터를 직접

측정하여 적용해야할 뿐만 아니라, 유영 자세각

변동에 따르는 음향산란특성에 대해서도 주목

하여 실내수조나 가두리에서 대구자치어의 유

영자세각 변동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진해만 대구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어획시기에 내유하는 대구 성어에 대한 조

사가 필요하다. 산란을 위해 회유해 들어오는 산

란 친어가 내유하는 산란기에 정기적이고 지속

적으로 현존량을 추정한다면, 어획대상이 되는

산란친어자원의 현존량뿐만 아니라, 자원량의

변동 추이를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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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ample of echo signal during day time and tight time at same station.

(a) day time

(b) night time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음향자원조사법을 이용하여

대구자치어의 지리적 분포를 추정함과 동시에,

시험어획조사를 통하여 진해만 자·치어의 현

존량을 추정하고 고찰하였다. 

진해만에서 부화된 대구자치어의 현존량을

추정조사는 38kHz와 120kHz의 두 주파수를 사

용하여 2012년 5월〜6월까지 총 4회를 실시하였

는데, 2회는 새우조망으로 시험어획 조사정선과

동일한 정선을 설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신되는 음향신호와 대구자치어의 밀도 사이

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나머지 2회는 진

해만 내만의 광역에 대해 어군분포와 분포밀도

를 추정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서는 2주

파수법을 적용하여 크기가 작은 대구자치어의

음향신호를 추출하였으며, 이 때 대구자치어의

음향반사강도는 이론모델을 활용하였다.

5월 7일 조사에서는 음향조사에서 얻은

NASC값과 시험어획조사 결과인 어획개체수 사

이에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5월 21

일 조사에서는 두 조사 결과 사이에 차이를 보였

다. 음향적 조사와 시험어획조사를 동시에 실시

하는 것보다, 시험어획조사는 주간에 실시하고

음향적 조사는 일몰후나 새벽녘에 집중하여 수

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대만 대구자치어의 현존량은 평균는 5월 26

일에 0.002g/m2 (CV 12.9%), 6월 4일에는 0.00061

(CV 9.2%)로 추정되었으며, 그 때의 현존량은

각각 약 360,000마리, 약 113,500마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구자치어 현존량 조사의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험어획조사의 결과나 기

존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의 주요 산란위

치를 파악하여 조사해역을 보다 좁은 해역으로

한정시킨 후, 이 해역에 대하여 세세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사
본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사업 (RP-2013-FR-

–280–

김정년·황보규·이유원·이경훈·신현옥·김주일

Table 3. Total density of juvenile cod estimated by hydro-acoustic survey in Jinhae bay on 25 May and 6 June 2012

1) number of 0.1n.mile averaging intervals on the ith transect
2) mean backscattering area per 0.1n.mile2

3) mean biomass

Transact
26 May 2012 4 June 2012

ni
1) NASC2) ni

1) NASC2) 

Transect 1

Transect 2

Transect 3

Transect 4

Transect 5

Transect 6

Transect 7

Transect 8

Transect 9

Transect 10

20

39

17

22

17

37

34

17

14

15

8.59 

5.88 

2.38 

3.85 

5.84 

5.20 

3.78 

2.30 

1.38 

2.80 

19

39

14

23

16

36

32

13

13

14

5.3 

4.6 

2.9 

4.8 

3.7 

3.2 

2.5 

2.3 

4.8 

3.3 

∑ni

Weighted mean  NASC

Partitioning NASC

Conversion factor

r (g/m2)

Survey  Area (ha)

Biomass (ton)3)

the number of juvenile cod 

Coefficient  of variation (%)

232

0.45 

0.804 

0.0054 

0.002 

9,885.47

0.19 

365,348

12.9

219

0.38 

0.299 

0.0054 

0.00061 

9,885.47

0.06 

113,492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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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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