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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census and hydro-acoustic survey was carried out at Ulju small scale marine ranching area (MRA) to estimate demersal 

fish aggregations on September and November 2013. In this hydro-acoustic survey, the authors combined an image sonar 

with a scientific echo sounder  to monitor an underwater situation and  compare two acoustic data. Consequently, visual 

census survey was useful to estimate fish species composition for hydro-acoustic survey, because it is easy to identify 

aggregated fish species and overcome limits on a fishing depth and ability of an conventional fishing gear like a bottom 

gill-net or a fish trap at marine ranching area. Mean fish density was estimated as 0.757 g/m2 on September and 0.219 g/m2 

on November and Fish abundance was finally calculated as 1.51ton (coefficient of variation, CV=13.1%) on September and 

0.44ton (CV=47.7%) on November, respectively. Hydro-acoustic survey combined with the image sonar was useful to monitor 

fish aggregations and estimate fish stocks around artificial reefs at shallow coastal MRA. We were able to easily identify 

the underwater structures like an artificial reef and a fishing rope as well as fish aggregations from image sonar data. 

Therefore, the method was effective to separate unwanted echo signals in acoustic data of scientific echo s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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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래 우리나라 수산업은 해외어장 축소, 연안환경 오

염의 증가, 남획 등으로 인한 어업자원량의 감소로 인

하여 수산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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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수산물 수입 자유화 뿐만 아니라,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여 수산업 환경은 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근해 어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안 어장환경의 정비 및 조성을 통하

여 어업 생산력을 증 시켜 믿을 수 있는 국내 수산물

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1970년 부

터 인공어초 시설 사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산 동

식물의 서식공간을 조성하여 수산자원량을 증 시키고

자 하였으며, 1998년에는 통영해역에 어업형 바다목장 

사업을 시작으로, 2001년 이후 여수의 다도해형 바다목

장, 울진의 관광형 바다목장, 태안의 갯벌형 바다목장, 

제주의 체험관광형 바다목장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과 수산물의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 등 수산자원 관리사업의 

전담하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되어, 바다숲, 바다

목장의 조성 및 종묘방류와 같은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인공어초나 바다목장 사업 등을 통한 수산자원의 증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군의 분포나 현존량에 

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연안에 조성되고 있

는 바다목장의 자원조성 효과는 자망이나 통발을 이용

한 시험어획조사나 잠수 및 수중촬영 조사, 과학어군탐

지기를 이용한 음향자원조사 등 (Kang et al., 2008; 

Kim et al., 2011; Lee et al., 2012)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사기법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수행하는 경우

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조사기법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업자원 조사

에서 기존 조사기법들의 복합적 활용뿐만 아니라. 새로

운 계측 시스템 및 계측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수

행되고 있는 어업자원 조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원

량 추정의 정확도를 더욱 더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

한 시도이다. 

최근 음향자원 조사법은 시스템과 해석기법의 발전

에 힘입어, 다중 주파수 (multi-frequency)나 광 역 

(broadband) 음향시스템 및 다중빔 (multi beam) 방식을 

채택한 계측기법이 개발됨으로서, 수중생물로부터 기

존의 시스템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를 수집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수중의 영상을 입체

적으로 취득하는 음향 이미지소너 (acoustic image 

sonar)가 개발되어 인공어초와 같은 수중 구조물뿐만 

아니라 수중생물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 울주 연안 바다목장 해역에 하

여 총 2회 (9월과 11월)에 걸쳐 다이버를 이용하여 수

중촬영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과학어군탐지기에 

의한 음향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어군의 분포상 및 어류 

현존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최근 개발된 음향 이미지 

소너의 촬영 영상을 과학어군탐지기의 음향자료와 비

교분석하여 그 활용방법에 해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 정선 (Survey line)의 설정  및 현장조사

현장 음향자료 수집은 2013년 9월 28일과 11월 15일

에 2차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장조사를 위해서 설

계한 조사정선은 Fig.1과 같다. 조사 해역은 울주군 서

생면 송리 소규모 바다목장 해역으로 수심은 약 

10~30 m정도이고 비교적 좁은 해역이다. 음향조사는 

Line transect법을 이용하여 Fig.1과 같이 해안선에 수평

방향으로 총 15개의 조사정선을 설계함으로써 세 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사해역에는 어선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적어 현장조사에서 용선이 

가능한 선박이 1톤 미만의 소형 어선이었기 때문에, 강

한 조류와 파도에 의해 직선으로 항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9월 조사에서는 13개의 정선만을 항

주하였다. 

Ganjeolgot
Fig. 1. Design of Survey tracks in Ulju marine ranching area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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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시스템과 자료 처리

바다목장해역 현장조사에는 120kHz 분할빔 과학어군

탐지기 (EK60, Simrad, Norway)와 음향카메라 (Blueview 

P900-45, Teledyne Marine company, USA)를 사용하였

다. 과학어군탐지기는 수중에 설치되는 송수파기, 제어

부 (GPT), 표시부로 구성된다. 현장조사에서 파도와 선

박의 항주에 따른 기포의 영향으로 음향시스템의 잡음

이 크게 발생하기도 하므로, 송수파기는 Fig.2와 같이 

우현 중앙부 수면으로부터 약 1.3 m아래에 설치하였으

며, 선속 약 5 knots의 속도로 조절하면서 조사를 수행

하였다. 음향 자료 수신을 위한 음파의 송파간격 

(Transmitting interval)는 최 한 짧게 설정하여, 세세한 

어군탐지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펄스폭 (Pulse length)

을 0.512 msec로 설정하여 어류의 음향신호 탐지가 용

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박의 위치, 즉 송수파기의 

위치정보는 DGPS를 음향시스템 내부에 동시에 기록하

여, 음향신호분석시의 공간적인 위치를 확인하였다. 

한편, 음향 카메라는 화상취득방법의 특성을 고려하

여 선수 향하게 한 다음 수면 하 약 30° 아래로 경사각

을 가지게 설치하였다. 따라서, 음향카메라가 먼저 선

수쪽 전방의 표적을 탐지하고, 이 표적이 과학어군탐지

기에 탐지되어 기록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인공어초에 유집된 어군의 분포특성은 과학어군탐지

기로부터 출력되는 체적산란강도 (volume scattering 

strength, Sv)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음향 

자료에서 어초 및 기포 등에 의한 잡음을 제거하고, 에

코그램에서 해저면과 수면까지의 전체 수층에 하여 

음향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수집

된 음향자료를 0.1 n.mile의 EDSU (elementary distance 

sampling unit) 간격으로 추출된 NASC (Nautical Area 

scattering coefficient) 값을 이용하여 어군의 공간 분포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하였다. 

음향산란 이론모델을 이용한 우점어류의 음향산란특성

의 추정

현장에서 수집한 음향자료인 체적산란강도를 이용하

여 추출한 NASC 값을 어업자원의 도 (n/m2)로 환산

하기 위해서는 상 어종의 음향반사강도 (Target 

Strength, TS) 값을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TS는 조사해

역에서 측정한 음향조사 자료를 상생물의 분포 도 

Fig. 2. Installation of scientific echo sounder  (EK60, Simrad, Norway) and acoustic image sonar (Blueview 
P900-45,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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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teral 

  

(b) Ventral

Fig. 3. Extracted shape of fish body and swim-bladder from x-ray photo.  

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최근

까지도 우리나라 연안의 서식하는 여러 어종들에 하

여 음향산란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

었으나 (Lee, 2005, 2010; Lee and Shin, 2005), 수많은 

어종들에 하여 살아있는 생물샘플의 수집이 어렵고, 

실측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특

성이 규명되지 못한 많은 어종들이 남아있다. 정확도 

높은 어업자원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생물의 음

향산란특성은 실측을 통하여 규명되어야 하지만, 상 

어종의 음향산란특성자료가 없을 때는 음향산란의 이

론모델을 이용한 추정법을 활용할 수 있다 (Gauthier 

and Horne. 2004; Lee et al., 2010; Hwang et al., 2012).

현재 어류의 음향산란의 검토에 가장 널게 활용되고 

있는 모델은 Kirchhoff-ray mode model (Clay and 

Horne, 1994, 이하 KRM모델)로 다양한 어종의 음향산

란특성 검토에 활용되어 왔는데, KRM모델은 어류의 

체형과 부레를 잘게 절단된 원통으로 근사하고, 이들 

각 체적요소로부터 음향산란성분의 합을 구하여 음향

산란을 추정한다. 

시험어획조사 및 수중촬영조사 결과, 바다목장 해역

의 우점종을 확인하고, 그 어종에 하여 음향산란특성

을 추정하였다. 체형 및 부레 형상의 추출을 위하여, 활

어 샘플을 급속냉동법을 이용하여 냉동시켜 실험실에

서 측면과 배면의 x-ray 촬영을 실시한 다음, x-ray 화

상을 디지타이징하여, 3차원 물리 모델을 구현하였다 

(Fig.3). 

결과 및 고찰

바다목장 해역 어류의 공간적 군집특성

울주군 바다목장해역에서 9월 28일에 실시한 현장음

향조사에서 얻은 어군의 공간분포를 Fig. 4에 나타내었

다. 9월 조사를 보면, 간절곶 위쪽 육지쪽으로 만 형상

을 이루는 해역에서 강한 어군 신호가 탐지되었고, 이 

외에는 외해의 수심이 깊은 쪽에서 어군신호가 탐지되

는 특징을 보였다. 육지쪽에 강한 어군신호를 나타낸 

해역은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먹이생물이 풍

부하여 어류의 군집과 체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외해쪽에 강한 어군신호를 나타내는 해역은 팔

각반구형 형강제어초가 부설되어 있는 해역으로 이 

해역 부근의 신호는 인공어초 부설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 

9월 현장조사로서 얻은 울주군 바다목장 해역의 면

적산란계수 (NASC)값은 10 m2/n.mile2 이하가 4.1%, 

10~50 m2/n.mile2 이 27.4%, 50~100 m2/n.mile2이 41.1%, 

100~500 m2/n.mile2이 26.0%이었고, 500 m2/n.mile2 이

상의 높은 값은 약 1.4%를 차지하여, 100 m2/n.mile2 이

상의 높은 값을 값을 보이는 지점이 많았다.  

11월 15일에 실시한 현장음향조사에서 얻은 어군의 

공간적 분포를 Fig. 5에 나타내었다. 11월 조사에서도 9

월 조사와 같이 양식장 부근에서는 강한 어군신호를 나

타내었으나, 외해의 인공어초 부설지점 뿐만 아니라 이

외의 해역에서는 강한 어군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 11

월 조사에서 어군신호의 탐지가 적은 것은 겨울철 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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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아짐에 따라, 어류가 저층바닥에 체류하며 운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해역의 월동장 등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1월 현장조사로서 얻은 울주군 바다목장 해역의 면

적산란계수 (NASC)값은 10 m2/n.mile2 이하가 50.0%, 

10~50 m2/n.mile2이 40.5%로 50 m2/n.mile2 이하의 값

이 부분을 차지하였고, 50~100 m2/n.mile2이 6.8%, 

100~500 m2/n.mile2이 1.4%이었고, 500 m2/n.mile2 이상

의 높은 값은 약 1.4%를 차지하였다. 

수중촬영조사 및 자망과 통발을 이용한 시험어획조사 결과

바다목장해역 두 정점에서 2013년 9월과 11월에 실

시한 수중촬영조사로 얻은 어종별 출현 개체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demersal fish at Ulju marine ranching area 
(2013-09-28).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demersal fish at Ulju marine ranching area 
(2013-11-15).

Table 1. Appeared number of species obtained by visual sensus survey

Species
2013-09-28 2013-11-15

station1 station2 station1 station2

Sebastes inermis 30 33 33 18

Sebastes joyneri 1

Sebastes longispinis 1

Sebastes schlegelii 1 1 4

Hexagrammos agrammus 2 3 1

Hexagrammos otakii 9 3 8 2

Pseudoblenniu spercoides 1 2 1 1

Microcanthus strigatus 51 12

Epinephelus septemfasciatus 1 4

Epinephelus bruneus 1

Apogon semilineatus 3050

Apogon doederleini 3

Trachurus japonicus 3 9

Girella punctata 6 15

Microcanthus strigatus 31 22

Oplegnathus fasciatus 4 7 1

Oplegnathus punctatus 2

Goniistius zonatus 3 4

Ditrema temminckii 8 49 10 3

Neoditrema ransonnetii 436 268

Chromis notata 567 771 41

Pomacentrus coelestis 2

Halichoeres poecilepteru 153 312 127 18

Halichoeres tenuispinis 41 161 22 11

Pseudolabrus sieboldi 6 7 3 2

Pteragogus flagellifer 1 1

Semicossyphus reticulatus 11 20 3 1

Siganus fuscescens 12

Petroscirtes breviceps 4

Stephanolepis cirrhifer 5 1

Thamnaconusmodestus 3

Rudariusercodes 1

Ostracion immaculatus 5 1 1

Undefined juvenile 300

9월 조사에서 출연한 어류는 총 30종으로 정점 1에

서 출현한 어종수는 총 20종이 확인되어 북쪽의 어초에

서 출연종수가 더 많았다. 가장 많이 출현량을 보인 종

은 줄도화돔 (Apogon semilineatus)으로 전체 출현 개체

수의 약 50%를 차지 하였으나, 정점 1에서만 출현하였

다. 다음으로 출현 개체수가 많았던 종은 자리돔 

(Chromis notata)으로 2개의 정점에서 각각 567개체, 

771개체이었고, 세 번째는 평균 352개체가 확인된 인상

어 (Neoditrema ransonnetii), 다음으로는 평균 232.5개

체가 확인된 용치놀래기 (Halichoeres poecilepteru)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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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1월 조사에서 출현한 어류는 총 18종으로 

수온이 높았던 9월 조사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정점 1에서 615개체, 정점 2에서 74개체를 확인하였는

데, 이 중에서 종을 판별할 수 치어 무리를 제외하면, 

용치놀래기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2회의 수중촬영조

사의 결과로 볼 때 체로 어초주변에는 연안 정착성 

어류인 볼락류, 돔류, 놀래기류가 높은 도로 서식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사 정점 및 시

기와 관계 없이 비교적 고른 출현율을 보인 우점종은 

용치놀래기로 확인되었다. 

우점종의 체장-체중 관계 및 음향반사강도의 체장 의존성

수중촬영조사 결과에서 울주 바다목장 해역의 지속

적이고 고른 출현율을 보인 우점종인 용치놀래기였기 

때문에, 이 어종에 한 음향특성을 적용하여 음향자료

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용치놀래기 샘플은 9월에 바다목장 인근 정치망에서 

확보한 샘플 59마리의 체장 및 체중을 측정하여 추정

하였다. 

음향자료로부터 현존량 (ton)을 산출하기 위해 추정

한 용치놀래기의 체장-체중 관계는 Fig.6에 나타내었다. 

Fig.6에서 TL (total length) 및 W (weight)는 각각 용치

놀래기의 체장과 체중을 나타낸다. 용치놀래기의 체장-

체중 관계식은     ( =0.9374)로 

추정되었으며, 평균 음향반사강도 산출을 위해 추정한 

용치놀래기의 체장빈도분포는 Fig.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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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total length (TL) and body weigth (BW) 
of multicolorfin rainbowfish (Halichoeres poecilepteru) at Ulju marine 
ranching area on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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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L frequency of Halichoeres poecilepteru at Ulju marine 
ranching area on September 2013.

Lee et al. (2010)은 참돔, 황놀래기, 호박돔 등의 제

주도 연안 주요 정착성 어종들에 하여 음향산란모델

을 이용하여 120 kHz에 한 TScm값을 추정하고 검토

한 결과, 그 범위는  –69.3~–75.1 dB로 나타났다. 6마리

의 냉동 샘플로 구현한 용치놀래기의 물리모델과 이를 

이용하여 추정한 주파수 120 kHz에 한 음향산란특성

을 Table 2와 Fig.8에 나타내었다. 샘플의 체장은 16.5 

~ 20 cm이었고, 추정한 음향산란패턴은 생물개체의 체

형과 부레의 차이로 인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

나, 자세각 변동을 확률 도함수 (–5, ±15)로 가정하여 

구한 기준화 TS인 TScm 값은 유사하였으며, 샘플들 사

이의 변동은 120 kHz에서 0.9 dB로 매우 작았다. 6개 

샘플에 한 TScm의 평균값은 120 kHz에서 –71.3 dB로 

추정됨으로서, 문헌의 보고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추정한 주파수 120 kHz에 한 용

치놀래기의 평균 TS와 체장함수는 아래 같이 추정되었

으며, 본 용역조사에서 어류 현존량 추정은 120 kHz에 

한 용치놀래기의 평균 TS 체장 함수식을 이용하였다.

    log 

바다목장 해역의 어류 현존량 추정

앞에서 구한 용치놀래기 샘플의 체장 – 체중 관계식 

및 체장분포, 평균 TS와 체장 함수를 이용한 음향변환

계수 (conversion factor)와 음향 조사를 통해 얻은 

NASC 값으로부터 어류 도를 계산한 후, 조사면적 (2 

km2)에 하여 환산한 울주군 바다목장해역의 현존량 

추정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음향적으로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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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No.2

No.3 No.4

No.5 No.6

Fig. 8. Estimated acoustic scattering pattern of Halichoeres poecilepteru for 120 kHz (Nos 1-6 refer to Table 2).  

Table 2. TS and TScm estimated with Theoretical acoustic scattering 
model 

No. TL (cm) 20log (TL)
Averaged TS* TScm

120 kHz 120 kHz
1 18.5 25.3 -47.1 -72.4 
2 19.0 25.6 -45.9 -71.4 
3 16.5 24.3 -47.6 -71.9 
4 19.2 25.7 -46.0 -71.7 
5 19.2 25.7 -44.2 -69.9 
6 20.0 26.0 -44.9 -70.9 

Average -71.3
S.D. 0.9 

*for fish swimming angle distribution with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5, ±15)

울진 시범바다목장 해역의 어류의 평균 도는 9월이 

0.757 g/m2이었고, 11월은 0.219 g/m2이었으며, 평균

도로 부터 추정한 9월 어류 현존량은 약 1.51톤 

(coefficient of variation, CV=13.1%)로 추정되었고, 11

월의 어류현존량은 이보다 낮은 약 0.44톤 (CV=47.7%)

로 추정되었다. 

겨울철의 어군 도는 다른 계절에 비해 상 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이다. 연안의 소규모 어

업자들은 수온이 떨어진 겨울철에는 추운날씨로 조업 

여건이 나쁘고, 어획량도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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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겨울철의 어군 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어군의 행동습성 및 회유 이동과 

관련할 가능성이 있다. 겨울철에는 어류의 움직임이 적

어져 바닥 또는 암반 사이에서 활동하지 않고 체류하거

나, 겨울철 수온이 낮아짐에 따라 월동장으로 이동하는 

등의 회유를 함으로써, 어류 현존량의 낮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조사에서는 11월 어군분포 도는 9월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나, 서식 어종의 행동습

성 및 이동 등에 한 생태적인 자료와 조사 시기와의 

등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음향조사에서 기상 조건, 조사선의 상태, 어구

의 부설, 지형적인 조건 등으로 인하여, 지리적 또는 시

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

로 바다목장해역으로 내유하는 회유성 어군들에 의해 

바다목장해역의 어류 현존량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효과적이고 정확도 높은 조사를 위해

서는 상어종의 생태적 특성과 음향산란특성을 정확

하게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

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체계적인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도 높은 현

존량의 추정과 함께 시범바다목장해역의 자원량 추이

에 한 정확도 높은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음향카메라의 화상과 어군탐지기 음향신호의 비교

2013년 9월 28일에 음향카메라에 탐지된 개체어의 

화상을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에 나타낸 A는 바다

목장해역에 부설된 십자형 어초의 화상으로, 십자형 어

초의 부설상태를 화상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고, 시

스템에 탑재된 기능으로 추정한 십자형 어초의 폭은 실

제 어초 크기와 동일한 약 3 m로 나타나, 어초와 같은 

수중 구조물의 부설상태와 크기를 추정하는 데에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보이는 B는 어

군 군집에 의한 화상으로, 어초 주변에 집된 어군을 

확인하는 데에도 유용하였다. 한편, 이 시스템에서 시험

적으로 추정한 개체어들의 체장은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음향빔의 공간적 분해능력이 거리

가 멀어질수록 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원

거리에 하여 수중생물의 크기를 추정하는 데에는 활

용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며, 음향카메라를 이용하여 

개체어의 체장 추정이나 행동 분석을 위해서는 탐지범

위를 근거리로 한정하여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1월 조사에서는 부분의 해역에서 강한 어군의 신

호가 탐지되지 않았으나, 양식장 부근에서는 강한 어군

신호가 탐지 되었는데, 이 지점에서 탐지된 어군의 화

상과 에코그램을 Fig.10에 나타내었다. Fig 상부의 음향

카메라 화상에서 원으로 표시한 것이 어군이고, 어군 

아래에 나타난 것은 양식장 구조물을 나타낸다. 양식장 

구조물 부근에는 어군이 집되어 분포하였는데, 음향

카메라에서는 45°의 넓은 탐지범위로 주변의 어류의 

탐지가 용이하였으며, 높은 공간적 분해능으로 어군의 

신호는 개체어 형태로 수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어군은 상 적으로 좁은 빔폭 (약 7°)을 가진 과학어

군탐지기 에코그램에서는 일부 만이 탐지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음향카메라의 화상에서 확인되는 양식장 

수중 구조물 (a)는 에코그램을 통해서는 어군인지 수중 

구조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Table 3. Fish abundance estimation in Ulju small scale marine ranching 
area estimated by hydro-acoustic survey 

Transect No.
2013-09-28 2013-11-15


* NASC** 

* NASC**

1 7 113.7 6 134.2 

2 5 104.9 6 12.7 

3 8 126.7 6 23.1 

4 7 152.0 6 16.2 

5 8 80.1 6 15.0 

6 8 62.6 7 9.6 

7 3 74.4 3 14.4 

8 4 117.4 4 8.7 

9 4 47.5 4 29.1 

10 5 75.9 4 9.8 

11 4 30.6 5 9.7 

12 5 54.5 4 11.7 

13 5 54.0 4 32.4 

14 -　 -　 4 21.8 

15 -　 -　 5 15.5 
　 　 　 　 　

 73 74　

Weighted mean NASC 8.86 　 2.57 　

Conversion factor 0.086 0.086 　

*** (g/m2) 0.757 　 0.219 

Survey area (km2) 2 2

Biomass (ton) 1.51 　 0.44 

Coefficient of variation (%) 13.1%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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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an bio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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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카메라를 이용하여 어군을 탐지할 경우, 수중의 

형상을 실물 화상 형태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높은 공

간분해능을 가지기 때문에, 과학어군탐지기와 동시에 

운용할 경우 어군탐지기에서 표시되는 에코그램으로 

판독하기 힘든 수중 물체 및 수중 구조물을 동시에 확

인하여 해저형상이나 어군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을 

확인하기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초의 부

설상태나 어초와 관련한 유집상태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향카메라의 특성에 맞는 Survey 

방식의 설정으로 조사 기법을 개선한다면, 음향카메라

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정량적인 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B

A

Fig. 9. Image of artificial reefs and individual fishes detected by acoustic 
imaging sonar on September 2013. 

(a) (b) (c)

Fig. 10. Comparison of echo sounder  echogram and images of acoustic image sonar on November 2013.

결 론

울산 울주 연안 바다목장 해역에 하여 총 2회 (9월

과 11월)에 걸쳐, 다이버를 이용할 수중촬영조사를 실

시하고, 이와 함께 과학어군탐지기에 의한 음향자원조

사를 실시하여, 바다목장 해역의 어군의 분포상 및 어

류 현존량을 추정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개발된 음향 

이미지 소너의 촬영 영상을 과학어군탐지기의 음향자

료와 비교분석하여 그 활용방법에 해 검토하였다. 

다이버에 의한 수중촬영조사는 시험어획조사에 활용

되는 자망과 통발 등의 어구의 어획수심의 제한 및 어

획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어초주변에 군집된 어군이

나 어종의 분포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으며, 

또한 화상분석을 통하여 얻은 어종구성 자료를 과학어

군탐지기의 음향자료를 해석하는데에 적용함으로써, 

수심이 앝은 연안의 바다목장 해역의 어류 현존량 추정

에 활용이 가능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중촬영조사와 음

향자원조사의 복합으로 추정한 울진바다목장의 어류 

평균 도는 9월이 0.757 g/m2이었고, 11월은 0.219 

g/m2이었으며, 평균 도로 부터 추정한 9월 어류 현존

량은 약 1.51톤 (CV=13.1%)로 추정되었고, 11월의 어

류현존량은 이보다 낮은 약 0.44톤 (CV=47.7%)로 추정

되었다. 

최근 개발된 음향카메라는 2차원 에코그램에서 확인

하기 힘든 수중 구조물이나 물체의 형상을 화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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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연안 조사에서 흔히 발

견될 수 있는 수중 구조물, 어구, 로프와 같은 물체로부

터의 발생될 수 있는 잡음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리하

는 데에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각 조사 시스템

의 적절한 배치와 조사기법의 고안을 통하여 연안 바다

목장 인공어초 및 어류 군집조사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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