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지난 수십년 동안 수산 음향학에 관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발전은 효율적이면서 생태계에

큰 영향없이 수중 생물양을 평가할 수 있게 하였고, 어

류 행동의 모니터링과 분포 패턴에 관한 보다 정도 높은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과학어군탐지기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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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중 음향 기술은 해양뿐만이 아니라 담수환경에서

도 고분해능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다양한 수중 생

물종의 밀도 분포와 행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Simmonds and Maclennan, 2005). 

멸치는 극지방과 열대지역을 제외한 온대 기후를 가

지는 나라에서 대부분의 연안역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멸치는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다른 어종의 먹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멸치는 연안해역에서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Shelton et al., 1993). 게다가 세계 여러 나라의

연안 해역에서 매년 많은 양의 멸치가 어획되고 있어 상

업적으로도 중요한 어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의 여러 해역에서 수중 음향 기술을 이용하여 멸치

어군의 공간적인 패턴, 분포 및 행동, 생물량의 추정에

관한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1983

년부터 약 167 km에 달하는 페루 연안을 따라서 멸치

(Engraulis ringens) 음향 조사가 수행되어 왔고, 그 자원

량은1987년부터 2002까지는 2백만톤에서 천만톤으로

추정되었다 (Gutierrez et al., 2007). 또한 페루 Humboldt

해류에 의해 멸치 어군의 집합 패턴과 그 변동이 크게

좌우된다고 밝혔다. 남아메리카에서는 1984년 이후로

음향 조사를 이용하여 멸치 (Engraulis encrasicolus) 어

군의 자원량과 공간적인 분포 특징을 조사해왔다 (De-

moor et al., 2008). 중국의 황해에서는 1984년부터 2002

년까지 멸치 (Engraulis japonicus)의 겨울철 자원량은 음

향학적으로 추정하여 매년 어획되는 양과 비교 연구한

사례가 있다 (Zhang et al., 2011). 1990년 중반 이전까지

이 해역에서 멸치 자원량은 약 2〜3백만톤으로 추정되

었으며, 1996년에서 1998년 사이에는 자원량의 갑작스

런 하락을 보였다. 또한 같은 해역을 대상으로 멸치의 in

situ 표적 산란 강도 (target strength, TS) 를 측정하여 분

포 수심과 체내 지방 함유량에 의한 TS변화를 조사하였

다 (Zhao et al., 2003). 일본에서도 매우 다양한 멸치 (En-

graulis japonicus)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보

면, 멸치의 치어와 성어를 대상으로 한 in situ, ex situ,

modeling TS를 구하여 보다 정확한 멸치 자원량 평가에

기 여 하 였 다 (Miyashita, 2003; Sawada et al., 2009;

Amakasu et al., 2010). 1990년후반 이후로 남해안, 황해,

일본 주변의 태평양 서북해역을 대상으로 멸치의 공간

적인 패턴과 생물량의 추정을 보고한 바가 있다

(Ohshimo, 1996; Ohshimo, 2004; Murase et al., 2009;

Murase et al., 2012). 우리나라에서도 멸치 (Engraulis

japonicus)는 생태학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매우 중요

한 어종이다. 멸치는 우리나라 연안 주변, 특히 남해안

에 많이 분포하며, 권현망, 자망, 선망으로 어획되고 있

다 (Choo and Kim, 1998). 남해안은 황해난류, 쓰시마 난

류, 중국 대륙의 연안수와 우리나라 남해의 연안수로 구

성되어,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독특한 환

경이다. 1996년에는 음향수법을 이용한 멸치 조사로 동

해 남부해역에서의 멸치 어군의 분포 특성을 살펴본 바

가 있다 (Kang, 1996). 1996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

로 38 kHz에서 멸치의 in situ TS를 측정하여 TS와 체장

(L)사이의 관계식을TS〓20Log L-72.9 으로 도출한 연구

사례가 있다 (Yoon et al., 1996). 1990년 후반에는 어군

특징의 기술어 (descriptor)를 이용하여 어종식별을 시도

하고 분포 패턴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Kim et al., 1998).

2000년과 2001년에는 보다 넓은 남해안 해역에 분포하

는 멸치어군을 대상으로 자원량을 추정한 바가 있다

(Choi et al., 2001). 또한 120 kHz에서 멸치 측면의 in situ

TS (Lee and Kang, 2010)와 38, 120, 200 kHz에서 ex situ

TS를 측정한 바가 있다 (Kang et al., 2009). 2008년과 2009

년에는 통영 주변의 멸치 현존량을 추정한 사례가 있다

(Kim et al., 2008; Oh et al., 2009). 

앞서 언급한 많은 연구사례를 통해 멸치는 해양 환경

에 따른 어군의 공간적 분포와 형태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멸치 어군의 다양한 특징, 예를 들어 형태

학 및 위치학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과, 해양 환경을

고려한 이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

주도 해역에서 해양 환경 (수온, 염분, 용존산소, 클로로

필a, 부유물질 등)에 따른 멸치 치자어의 분포와 수온 전

선에 따른 남해 및 서해 연안역에서 멸치난치어의 분포

를 연구한 사례가 있다 (Kim, 1983; Ko et al., 2007). 이 외

에도 해양 환경과 멸치 어군에 관한 연구 사례의 결과를

다차원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면, 해양 환경에 근거한 멸

치 어군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생태 및 분포 특징을 이해

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적은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에 분포하고 있는 멸

치 어군의 형태학 및 위치학적인 특징을 살펴보며, 이 어

군과 해양환경 즉, 수온과 염분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시

각화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 이 연구는 멸치 어군의

밀도와 다양한 특징과 해양 환경과의 관계를 시각화하

고 정량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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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수중 음향 조사, 보다 구체적으로 트랜젝트 라인 음향

조사는 트롤 조사와 함께 2003년 3월 19일에서 4월 10일

까지 남해안과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시되었다 (Fig. 1).

조사선은 국립수산과학원 탐구 1호 (2150톤)를 이용하

였고 , 38과 120kHz가 설비된 EK500과학어군탐지기

(Simrad)를 사용하였다. 조사 첫날에는 표준 교정 절차

에 따라서 과학어군탐지기를 교정하였다 (Foote et al.,

1987). 조사선의 속도는 조사 기간 동안 약 10knots를 유

지하였다. 생물학적인 샘플링을 위해서 중층 트롤네트

를 사용하였고, 트롤네트의 길이는 70m이고, 평균 예망

속도는3.6 knots, 평균 예망 시간은 32.4분이었다. 트롤

조업은 낮 동안만 16회 수행하였다. 트롤의 위치는 어군

탐지기의 에코그램에서 어군같은 신호가 출현한 것을

토대로 결정하였다. 각 트롤 정점에서 얻은 표본은 우선

적으로 어종을 식별하고 체중과 체장을 선상에서 측정

하였다. 해양 환경 테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수온염분

수심기록계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CTD이하,

SBE 911, Sea-Bird)를 사용하였고, CTD인양속도는 1m/s

이였다. CTD 정점은 총36개이며, 가능하면 음향조사의

한 개의 트랜젝트 라인 양쪽 끝과 중앙에 정점을 선정하

여 라인별 3정점에서 해양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였다. 

과학어군탐지기의 음향데이터는 에코뷰 (Echoview

ver. 5.3, Myriax)에 직접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멸치 어

군의 형태학 및 위치학적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SHAPES 어군 탐지 알고리즘 (Barange, 1994)을 이용하

여 어군을 다각형으로 정의하고 그 다각형의 형태학 및

위치학적인 특징, 즉 형태학적 및 위치학적인 정보를 추

출하였다. 어군 탐지 알고리즘은 38 kHz 에코그램에서

적용하고 이때 사용한 파라메터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으로 멸치 어군은 낮 동안에는 작은 사이즈로

도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Fujino et al., 2010), 작

은 사이즈의 어군이라 할지라도 탐지될 수 있도록 파라

메터를 선정하였다. 트롤 조사로 어획된 어종 중에 멸치

로 확인된 트롤 정점에서만 이 어군탐지를 실시하였다.

이 어군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트롤 정점 1 주

변에 약 5〜10m의 불연속적인 얇은 띠가 발견되어 이것

은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탐지된 어군의 형태학

및 위치학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기술어는 콤마분류저

장방식 (Comma Separated Values, CSV)형식으로 변환하

였다. 어군탐지기는 GPS의 신호를 받아서 위치 정보

(위도와 경도)를 파악하므로 음향 데이터는 GPS 신호를

포함하고 있다. 음향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GPS 데이

터를 이용하여 항적선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조사 해역에서 멸치 어군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가시

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CSV형식으로 변환하였다.

마지막으로 에코뷰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항적도는

포트블 네트워크 그래픽스 (Portable Network Graphics,

PNG)형식으로 변환하였다. 

멸치 어군과 해양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가시화

하기 위해서 이온퓨전 (Eonfusion ver. 2.5, Myriax)을 이

용하여 작성한 데이터 플로는 Fig. 2에 표시하였다. 데이

터 플로에서 정칠각형으로 표시된 오브젝트의 상세한

설명은 Table 2에 기재하였다. 이 데이터 플로에서 탐지

된 어군의 공간 위치와 보간된 해양 환경 데이터의 위치

가 같을 경우, 해양 환경 데이터의 속성 (수온과 염분)은

어군의 데이터로 옮겨진다. 즉, 이들 데이터가 공간적으

로 동일한 위치일때 해양 환경 데이터의 속성과 어군의

–41–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의 한 정점에서 수온 및 염분과 멸치 어군의 특징의 관련성 시각화

Table 1. The parameter settings for detecting fish schools at 38 kHz

Fig. 1. Map of the study area. The line indicates the ship’s cruise

track, the closed circle refers to the trawl station, and the open circle

represents the CTD probe station. T1 refers to the trawl station 1

and T11 means trawl station 11.

Setting parameter Value

Minimum data threshold

Minimum total school length

Minimum total school height 

Minimum candidate length

Minimum candidate height

Maximum vertical linking distance

Maximum horizontal linking distance

−70 dB

3 m

1 m

3 m

1 m

3 m

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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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taflow of geospatial analysis. Objects in light gray color are data sources, and objects in dark gray are final results which are “scene”
for visualization and “export” for exporting analyzed results. Dataflow reflects the logical flow and transformation of information from data

sources (light gray) via a series of operator objects (white color) to the scene and to export (dark gray). A set of objects can be connected though

pipes. Each object has its property which controls its functionality. A description of each object is described with precision in Table 2.

Table 2. Description of each object in dataflow which is displayed in Fig. 2

Name Data object Description

T1 fish Data source To input characteristics of the anchovy fish aggregations at trawl station 1 in CSV format

T11 fish Data source To input characteristics of the anchovy fish aggregations at trawl station 11 in CSV format

Evaluate

Expression
Operator

To convert from the minus sign to the plus sign of the depth. In the original data, distances below the water sur-

face are positive. However, Eonfusion deems distance above the water surface as positive. This operator enables

customized operations to be performed on data attributes. In this case the conversion of the sign for depth.

Combine Date and

Time
Operator To combine date with time. Originally, date and time information were created separately.

Combine Date Sets Operator To integrate data sets such as T1 fish, T11 fish, and interpolated salinity and water temperature.

Copy Raster 

Attributes to Vertices
Operator

To copy the interpolated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from a raster to the fish aggregations at trawl station 1

and 11 that intersect the raster.

Export Data writer To export the processed data in CSV format 

Cruise track Data source To input the cruise track in CSV format

Create Line Features Operator To linearize the GPS fixes displaying the cruise track based on time.

Echogram Data source To input the echogram resampled by 10 pings in horizontal and 0.8 m in vertical in EVE format

Raster Data source To input the cruise track map in PNG format

Salinity Data source To input salinity from CTD in CSV format

Copy Feature

Attributes to Vertices
Operator To put an index to each CTD station number.

Create Line Features1 Operator To linearize the CTD attributes (temperature and salinity) based on water depth.

Interpolation 3D_temp Add-in To interpolate the water temperature using inverse distance weighted (IDW) interpolation method

Interpolation 3D_sal Add-in To interpolate the salinity using inverse distance weighted (IDW) interpolation method

Scene View To visualize the analyzed result



특징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음)은 서로 이동될 수 있으므

로 이들 데이터간의 관계를 비교, 조사할 수 있다. 그리

고 역거리가중법 이용하여 해양 환경 데이터를 보간하

여 여러 층으로 만들어 3차원적으로 가시화하였다. 여

기서, 역거리가중법은 가까이 있는 실측값에 더 큰 가중

치를 주어 보간하는 방법 (Tomczak, 1998)으로, Kang et

al. (2011)에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위치 정보를 근거로 탐지된 어군과 보간된 해양환경 데

이터를 짝으로 하여 CSV형식으로 변환하였다. 

결    과
트롤 어획 결과

트롤 정점별로 어획된 어종에서 가장 많이 어획된 어

종, 두번째와 세번째로 많이 어획된 어종을 Table 3에 나

타내었다. 트롤 정점 1에서 멸치가 어획된 비율은 91%,

정점 11에서 어획된 멸치 어군의 비율은 94%이었다. 즉

이 두 트롤 정점에서 멸치 어군이 거의 단일 어종으로

분포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트롤 정점에

서의 멸치 어군을 대상으로 어군의 특징과 해양 환경과

의 관계를 시각화한다. 이 두 정점에서 어획된 멸치의

평균 체장은 정점 1에서는 10.7±1.3cm, 정점 11에서는

9.9±1.5cm이었다.

멸치 어군의 형태학 및 위치학적인 특징

멸치 어군의 형태학 및 위치학적인 특징을 Fig. 3에 나

타내었다. 트롤 정점 1과 11에서 멸치 어군의 75% 는 어

–43–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의 한 정점에서 수온 및 염분과 멸치 어군의 특징의 관련성 시각화

Table 3. The most caught species and its percentage, the second most caught species and its percentage, and the third caught species and its

percentage by each trawl station

Trawl St. The most occupied species
Percent

(%)

The second most occupied

species

Percent

(%)

The third most occupied

species

Percent

(%)

1
Anchovy

(Engraulis japonicus)
91

Leptocephalus

(Congridae)
3.7

Korean pomfret

(Pampus echinogaster)
2.7

2
Anchovy

(Engraulis japonicus)
51

Hairtail

(Trichiurus lepturus)
23

common hairfin anchovy

(Setipinna tenuifilis)
7.4

3
Anchovy

(Engraulis japonicus)
69

Hairtail

(Trichiurus lepturus)
24

Korean pomfret

(Pampus echinogaster)
6.3

4
Anchovy

(Engraulis japonicus)
16

Hairtail

(Trichiurus lepturus)
33

Yellow goosefish

(Lophius litulon)
13

5
Yellow croaker

(Larimichthys polyactis)
30

Hairtail

(Trichiurus lepturus)
27

Yellow croaker

(Larimichthys polyactis)
8.5

6
Hairtail

(Trichiurus lepturus)
24

Yellow croaker

(Larimichthys polyactis)
22

Conger eel

(Conger myriaster)
19

7
Yellow croaker

(Larimichthys polyactis)
35

Korean pomfret

(Pampus echinogaster)
25

Brown croaker

(Miichthys miiuy)
10.2

8
Yellow goosefish

(Lophius litulon)
24

Crustacean

(Lophiomus setigerus)
18.6

Anger fish

(Champsodon snyderi)
10.8

9
Hairtail

(Trichiurus lepturus)
48

Yellow goosefish

(Lophius litulon)
27

Japanese spanish marckerel

(Scomberomorus niphrnius)
10.3

10
Lantern fish

(Benthosema pterotum)
56

Yellow croaker

(Larimichthys polyactis)
10.5

Anger fish

(Lophiomus setigerus)  
9

11
Anchovy

(Engraulis japonicus)
94

Japanese mackerel

(Scomber japonicas)
2.4

Rock fish

(Sebastes schlegeli)
1.4

12
Blackmouth angler

(Lophiomus setigerus)
22

Japanese spanish mackerel

(Scomberomorus niphrnius)
14

White croaker

(Argyrosomus argentatus)
9.2

13
Japanese flying squid

(Loligo japonicas)
20

Surinam Squid

(Todarodes pacificus)
20

Japanese spanish mackerel

(Scomberomorus niphrnius)
8.1

14
Korean pomfret

(Pampus echinogaster)
30

Yellow goosefish

(Lophius litulon)
27

Crab

(Portunus trituberculatus)
4

15
Hairtail

(Trichiurus lepturus)
62

Korean pomfret

(Pampus echinogaster)
22

Anger fish

(Lophiomus setigerus)
5.9

16
Korean pomfret

(Pampus echinogaster)
56

Hairtail

(Trichiurus lepturus)
15.3

Yellow goosefish

(Lophius litulon)
9.8



군의 길이, 높이와 면적이 작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트롤 정점 1에서 멸치 어군의 평

균 깊이, 높이, 면적은 각각 9.7m, 1m, 10.3m2이었고, 트

롤 정점 11에서의 멸치 사이즈는 정점 1보다 약간 큰

15.1m, 1.8m, 31.9 m2이었다. 트롤 정점 1에서의 멸치 어

군의 50% (일사분위수〜삼사분위수 )는 –65.6〜–

58.7dB의 SV 범위를 가지고, 분포 수심의 범위는 46.5〜

65.3m, 해저 수심은 75.7〜76.7m의 범위를 보였다. 특히

트롤 정점 1에서 멸치 어군의 해저 수심은 75〜77m로

거의 일정함을 보였다. 트롤 11에서 멸치 어군의 50%는

SV (－63.5〜－54.5dB), 분포 수심 (46.7〜57.2 m), 해저

수심 (64.1〜70.9m)을 보였다. 따라서 트롤 정점1에서의

멸치 어군의 형태학적인 특징은 트롤 정점 11보다는 작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치학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정점 1에서의 멸치 어군의 분포 수심과 해저 수심은 정

점 11의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멸치 어군과 해양 환경 데이터간의 관련성과 시각화

멸치 어군과 주변 해양 환경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시각화하여, 중장기적으로 해양 환경을 근거로 하는 멸

치 어군에 관한 포괄적인 생태 및 분포적 특징과 밀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차원적 가시화의 의미는 3차원 즉 위도, 경도, 수심뿐만

이 아니라 시간 혹은 어떤 다른 데이터의 속성을 포함시

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심 정보를 중심으로 변

환한 조사선의 항적선, 항적도, 보간한 3차원적인 수온,

CTD정점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Fig. 4과 같이 시각

화하였다. 남해 서부의 수온 범위는 12〜16.5 °C인데 비

해 서해 남부의 수온은 7.5〜9 °C의 범위를 가진다. 개략

적으로 말하면, 남해 서부의 남서쪽 해역을 중심으로 좌

우로 두 개의 다른 수온을 가진 수괴가 존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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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oxplot of various characteristics of anchovy aggregations in trawl station 1 and 11. Half samples (boxes) and the first and third quartiles

(bars) are shown. A logarithmic scale is used for Sv. Note that different scales were used in each trawl station.

Trawl station 1

0 20 40 -70 -50 -30
Length (m) Sv (dB) Length (m) Sv (dB)

Height (m) Depth (m) Height (m) Depth (m)

Area (m2) Bottom Depth (m) Area (m2) Bottom Depth (m)

0 5 0 50 100 0 10 20 50 50

0 50 74 76 78 0 500 50 70

0 100 200 -70 -50 -30

Trawl station 11

Fig. 4. Multi-dimensional visualization of diverse dataset such as the

ship’s cruise track, the cruse map, interpolated three-dimensional-

like water temperature, and CTD stations. The white triangle shows

the location of trawl station 1, and the white circle indicates the

trawl station 11. The cruise track is displayed in black transect line.

Many layers of the interpolated water temperature look like three

dimensions. The slide bar on the bottom shows the water depth.

While the slider is moving from side to side, only the interpolated

water temperature relevant to the slide of water depth will be

shown. The multiple vertical lines inside interpolated water temper-

ature are CTD stations. 



설명할 수 있다. 이 시각화 기능을 통하여, 조사 해역 전

체와 각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멸치 어군과 해양 환경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가시화

하기 위해서, 환경 데이터 속성 즉 보간한 수온과 염분

을 지리 공간적으로 중첩하는 어군 데이터로 이동 변환

한 것을 이용하였다. 트롤 정점 1과 11에 탐지된 멸치 어

군의 평균SV와 어군과 동일한 위치에서의 수온을 멸치

어군의 색깔로 표시하였다 (Fig. 5). 여기서 어군의 면적

은 구의 크기와 비례하므로 구가 클수록 어군의 면적이

큼을 알 수 있다. 트롤 정점 1과 11에서 수심 중간쯤에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SV값 (–55〜–43 dB)을 가진 어

군이 보이지만, 이 보다 높은 SV범위 (–46〜 –43 dB)를

가진 어군은 트롤 정점 11에서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두 정점에서 다소 큰 사이즈의 어군은 보다 수심이 얕은

쪽에 위치하고 있다. 트롤 정점 1에서 멸치 어군의 수온

범위는 9.4〜9.8 °C이고, 트롤 정점 11에서 멸치 어군의

수온 범위는 11.2〜11.6 °C이다. 따라서, 트롤 11에서의

멸치 어군은 정점 1에서의 어군보다 약 2°C 높은 수온

에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차원의 시

각화는 수온과 같은 환경 데이터와 어군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또한 데이터간 상호 관계의 가시화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동일한 위치 정보를 근거로 멸치 어군과

해양 환경 데이터를 한 짝으로 하고 CSV형식으로 변환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트롤 정점1과 11에서 멸치 어군

이 분포하는 정확한 수온과 염분을 빈도분포로 표시하

였다 (Fig. 6). 트롤 정점 1에서 멸치 어군의 수온 범위는

8.6〜9.8°C이고, 평균 수온은 9.5 ± 0.3°C이다. 즉 멸치

어군의 대부분 (90%)은 9°C이상의 수온에서 분포한다.

트롤 정점 11에서 멸치 어군의 수온범위는10.8〜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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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n SV (dB re 1/m) of every anchovy aggregation in trawl station 1(a) and 11(b), and interpolated water temperature (°C) transferred

to the location of all anchovy aggregations in trawl station 1(c) and 11(d). The green line above each panel represents the cruise track. The

band in dark brown under the green line represents the ring down noise from the transducer. The dark brown near bottom shows the sea

bottom. The SV color legend is used in (a) and (c). A sphere represents an anchovy aggregation detected. The size of a sphere is directly relates

to the area (m3) of an anchovy aggregation. Note that the range of the area legends and temperature legends at trawl station 1 and 11 are dif-

ferent.

(a)

(d)

(c)

(b)



이며, 그 평균 수온은 11.3 ± 0.1°C이다. 즉 트롤 정점 11

에서 대부분의 어군은 11 °C이상의 수온에 분포하였으

며, 특히 멸치 어군의 47%는 수온 범위 11.2〜11.4 °C에

분포하였다. 한편, 트롤 정점 1에서 평균 염분은 33.3 ±

0.1 psu이고, 대부분의 멸치 어군 (83%)은 33.2〜33.4 psu

의 범위에 분포한다. 트롤 정점 11에서 멸치 어군의 평

균 염분은 33.9 ± 0.1 psu이고 대다수의 멸치 어군 (83%)

은 33.8〜33.9 psu 범위에 분포한다. 결론적으로 두 정점

에서 멸치 어군의 수온과 염분의 변화는 매우 적지만,

트롤 정점 11에서 멸치 어군의 수온과 염분은 정점 1보

다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찰
우리나라 동해안 남부해역에서 멸치 어군의 형태 및

분포 특징을 1996년에 조사한 사례가 있다 (Kang, 1996).

이 해역에서 분포하는 멸치의 평균 길이, 높이, 면적은 각

각 26m, 8m, 52m2 이었고, 멸치 어군의 평균 SV은 –37.2

dB이였다. 본 연구에서의 멸치 어군의 크기와 비교해보

면, 동해안의 멸치 어군이 두 배가량 큰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 3월에 동중국해에서, 1995년 3월말과 4월초에는

남해안의 동부해역에서 멸치의 형태학적인 특징을 계

측한 연구가 있다 (Kim et al., 1998). 동중국해에서 멸치

어군의 평균 길이 , 높이 , 면적은 각각 13.8m, 3.4m,

29.5m2이었고 , 남해안 동부 해역에서는 각각 22.7m,

4.4m, 69.4m2으로 조사되었다. 지리학적으로 동중국해

는 본 연구에서 트롤 정점 1보다 정점 11에 더 가깝다.

이 연구의 동중국해에서 멸치 어군의 형태학적인 특징

은 본 연구의 트롤 정점 11에서의 어군 특징과 근사함을

알 수 있다. 두 연구에서의 분포 수심은 거의 동일하였

고, 이때 수심은 52m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남해안

에서의 평균SV는 –53.4 dB으로 트롤 정점 11 (–58.4

dB)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 Ohshimo et al.

(1996)는 본 연구와 거의 유사한 해역에서 멸치 어군 형

태의 유사성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어군탐지기

FQ70 (50kHz, Furuno)을 이용하여 조사한 어군의 평균

길이와 높이는 각각 16.3m와 3.3m이었다. 한편 우리나

라 주변에서의 멸치는 일반적으로 계절에 따라 동중국

해로부터 남해안의 서쪽 해역에서 동쪽 해역으로 그리

고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

면, 봄에는 동중국해에서 멸치는 쓰시마 난류를 따라 여

수, 남해, 통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월이

되면 멸치는 동해안의 강원도 연안까지 이동하는 것으

로 보인다 (Park et al., 1996). 동중국해로부터 남해안과

동해안으로 이동하면서 멸치어류의 체장은 성장하며

이에 따라 멸치 어군을 이루는 분포 패턴은 변화할 것으

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으로 말미암아 동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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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equency distribution of interpolated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transferred to the location of all anchovy aggregations when they

were overlapping.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of all anchovy aggregations at trawl station 1 are (a) and (b) respectively, and those at trawl

station 11 are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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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멸치어군의 크기 (Kang, 1996)는 본 연구의 멸치 어군

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Choi et al. (2001)는 2000년과 2001년에 남해안의 멸치

를 대상으로 수중 음향 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양 환경 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두 해 동안 멸치 어군이 우세한 해

역은 남해안 동부해역이였으며, 이 해역에서의 수온 범

위는 12〜15°C이고, 염분 범위는 33.6〜34.5 psu이었다.

남해안 동부해역의 수온 (12〜15°C)과 본 연구의 남해

서부 해역의 수온 (8.6〜12°C)과 비교해 보면, 전자가 조

금 더 따뜻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연구에서의 염분

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남해안 동부해역

의 수온은 서부해역보다 약간 따뜻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데이터 형식과 샘플링 크기를 가지는 데이터

상호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비교 파악하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가시화하는 방법은 수집한 데이터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데이터간의 상호작용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간의 관계

를 다차원적으로 가시화하는 연구는 아직도 새로운 분

야이지만, Kang et al (2011)는 인공 어초 환경에 있어서

어군과 인공 어초 및 해양 환경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표현하며 그 관계를 설명한 바가 있다. 이 방법은 수산

해양 관련의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발

견되지 않은 데이터간의 정보와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2003년, 즉 10

년전에 수집한 것이다. 수산 해양 분야에서 직접적인 조

사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므로 조사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매년 일정한 계절 혹은 시기를 두고 직접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그 해역의 해양 및 수중 생물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

만 여러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조사가 진행할 수 없다할 지라도, 단편적이고 국소적인

해역에서라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중요한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한 계절과 한 해역의 데이터

일지라도 분석하여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낸다면 그때 그

장소에서 수중 생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충분

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단편적인 연구가

축적된다면 해양과 수중 생물의 연대기적인 정보로 이

어질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방식으

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수

행하는 것은 중요하며, 조사를 계획하는 시점부터 데이

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이 한 쌍으로 사전에 논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결    론
트롤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멸치만 분포한다고 확인

된 트롤 정점1과 정점 11에서 멸치 어군의 형태학 및 위

치학적인 특징을 조사하였다. 서해 남부에 위치한 트롤

정점 1에서 멸치 어군의 형태학적인 특징 (길이, 높이,

면적)은 남해 서부에 위치한 정점 11보다 작았지만, 위

치학적인 특징 (분포 수심과 해저수심)은 정점 1에서의

어군이 정점 11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데이터

즉 항적도, 항적선, 역거리가중법으로 보간한 3차원적

인 수온, CTD 정점 위치를 이용하여 데이터 정보를 종

합적이면서 다차원적으로 가시화하였다. 보간한 수온

데이터와 두 정점에서의 멸치 어군이 지리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경우, 수온 데이터는 멸치 어군 데이터로 옮기

여 멸치 어군의 색깔로 표현하여, 수온과의 관계를 가시

화하였다. 멸치 어군쪽으로 이동된 수온 데이터를 이용

하여 이들 관계를 살펴보면 두 정점에서 어군의 수온과

염분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정점 11에서 멸치

어군의 수온과 염분이 정점 1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복수 데이터의 다차원적인 가시화와 데이터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수산 해양 관련의 여러 연

구 분야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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