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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락의 형태학적 특징과 음향반사강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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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Properties and Target Strength Characteristics for dark banded 

rockfish (Sebastes iner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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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properties of dark banded rockfish (Sebastes inermis) were analysed to investigate its acoustic scattering 

characteristics. Total of 18 live samples was prepared for X-ray photos and collected morphological coordinates of their body 

and swim bladder shapes. Kirchhoff-ray mode model was used to calculate acoustic scattering pattern for broad-band 

frequency range. Inclination of swim bladder ranged from 17 to 30 and the averaged value was about 25.2° (S.D.(standard 

deviation)=3.15). There were no any tendency of increase or decrease in volume and area ratio of swim bladder to fish body 

and ranged from 2.2 % to 4.43 % and 14.85 % to 21.31 %, respectively. The averaged value of volume and area ratio was 

3.13 % (S.D.=0.52) and 17.6 % (S.D.=1.5).   values were –69.01 for 38 kHz, –69.83 for 70 kHz, –70.17 for 120 kHz 

and -70.93 for 200 kHz, recpectively. Broadband acoustic patterns of dark banded rockfish for 20 ~ 200 kHz were similar 

among samples and they reflected size and morphological properties of fish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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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향 시스템에 의한 수중생물의 자원조사법은 70년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수

많은 어족자원의 현존량 추정과 관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음향시스템에 의한 어업자원조사는 그것이 수중 

깊은 곳에 있는 어류를 탐지하는 일종의 원격탐사의 형

태를 가지고 있고, 그 탐지 결과가 음향신호의 레벨로

써 나타나기 때문에 원격으로 탐지한 상생물의 확인

을 위하여, 어구에 의한 채집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Kim et al, 2011; Lee et al., 2012). 이러한 이유로 

과학어군탐지기로 표되는 음향자원조사 시스템을 이

용한 어업자원조사에 있어서, 어구와 같은 직접적인 샘

플링 없이 음향시스템 만으로 상생물을 확인하여 독

자적인 어업자원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법의 개발은 

수산음향 연구의 오랜 목표가 되었다. 

과거 단일 빔 및 단일주파수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왔

던 음향자원조사는 센서기술과 데이터 처리기술의 발

전에 힘입어, 복수의 빔과 복수의 주파수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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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하는 기술로 발전을 거듭하여 수중생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기에 이르렀다. 복수의 빔을 활용한 조

사법은 음향센서로부터 음향빔의 지항특성을 보정하여 

레벨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생물

의 상 적 위치를 파악하거나 유영속도를 추정하는 기

술 등으로 발전하였고, 복수 주파수법은 분리된 협 역 

주파수의 음향산란레벨을 수집하여, 상생물의 광

역 음향산란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어종 또는 크기를 추

정하는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복수주파수를 활용한 연구는 어종식별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어류 생물의 음향산란 특성과 

사용주파수의 파장과 개체의 크기의 관계 ()에서 

특징적인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를 가짐으로써 

(Horne and Jech, 1999), 2주파수법 만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용함이 인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최

근에는 기존의 협 역의 복수주파수를 이용한 조사에

서 벗어나, 광 역 음향시스템을 통한 계측기법에 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광 역 음향산란특성의 활용은 

돌고래가 광 역의 명음을 이용하여 수중생물을 파악

하는 생물 소나의 능력으로부터 착안하여, 광 역 주파

수를 가지는 인공소나 시스템을 개발하여 광 역 송신

신호로부터 수신된 신호에서 상생물의 특징을 찾아

내고자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maizumi et 

al., 2008). 

음향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중생물을 계측하는 기법에

서 무엇보다도 먼저 파악되어야 할 것은 상생물의 음

향산란특성이다 (Lee and Shin, 2005). 과거에는 협 역 

주파수에 한 음향산란특성, 즉 사용주파수에 한 최

 또는 평균 음향반사강도 (Target stength, 이하 TS)만

을 파악하여, 상생물을 파악하거나 자원량을 추정하

는 파라미터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다주파 시스템 

및 광 역 시스템이 개발되어 활용되기 시작함으로써 

(Lee et al, 2014), 상생물의 광 역 음향산란특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두되었다. 

수중생물의 광 역 음향산란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광 역시스템에 의한 실측을 통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광 역 시스템에 의한 실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측정 이전에 상생물의 산란특성을 예측함

으로써 실측과정에서의 오류를 없애고, 실측 후에 실측

값들에 한 적절한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협

역 주파수에 의한 측정값들도 광 역 시스템의 실측값

을 예측하고 검증을 위해 활용될 수 있지만, 정확도 높

은 광 역 음향산란패턴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TS 실측

과정에 오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다목장해역의 주요 어종인 볼락에 

하여, 음향산란과 관련한 어류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

하고, 협 역 및 광 역 음향산란특성을 추정하여 검토

함으로써, 어류의 음향산란특성에 한 이해와 광 역 

음향산란특성의 측정에 있어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Clay and Horne (1994)은 어류의 체조직과 부레를 유

한원통요소로 근사하는 Kirchhoff-ray mode model (이

하, KRM모델)을 개발하고, 실측치와 비교하여 모델의 

실용성을 확인하였다. KRM모델은 어류의 몸체는 유체

의 유한원통 (fluid-filled cylinder) 요소들로 형상화하

고, 부레는 기체의 유한원통 (gas-filled cylinder) 요소

들로 형상화한다. 어류의 몸체와 부레로부터의 산란되

는 음향 에너지는 각각의 유한원통으로 부터의 음향산

란진폭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어류 몸체로부터의 음향

산란진폭 (ℒ)은 다음 식과 같다.

 

ℒ         (1)

여기서, 은 주파수, 는 지느러미를 제외한 몸체

의 형상, 는 음파의 입사각,  , 는 각각 해수

도와 체조직의 도,  , 는 각각 해수와 몸체의 음속

이다. 그리고, 부레의 음향산란 진폭 (ℒ   )은 

ℒ           (2)

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 , 는 각각 부레의 

형상, 도, 음속이다. 따라서, 어류 전체로부터의 음향

산란 진폭 (ℒ )은 

 

ℒ  ℒ ℒ   (3)

가 되며,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어류 전체로부터의 

음향산란진폭 ℒ와 TS (dB)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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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ℒ (4)

로 구할 수 있다.

KRM 모델을 이용하여 어류의 음향산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류 몸체 및 부레의 형상을 추출해야 하는

데, 어류 몸체와 부레 형상에 한 좌표값은 X-ray 화

상으로부터 추출된다. 본 연구에 상으로 한 볼락의 

샘플은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정치망에 어획된 것으로

써, 체장이 10.8cm~15.5cm인 총 18마리를 이용하였다 

(Fig.1). 샘플 어류는 활어조에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부레 형상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급속냉동법을 

이용하여 냉동한 후, X-ray 촬영을 실시하였다. 먼저 샘

플 어류의 체장을 잰 다음, X-ray 촬영기를 이용하여 

옆면과 배면에 하여 각각 1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 X-ray 화상은 Matlab (Matlab 7.10.0, MathWorks)으

로 제작한 디지타이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몸체와 부

레의 좌표값을 추출하였는데, 몸체의 형상추출시 지느

러미는 제외되었으며, 디지타이징시의 간격은 약 1~3 

mm였다 (Fig.2). 

Fig. 1. dark banded rockfish (Sebastes inermis).

Fig. 2. Example of digitizing process for lateral and ventral X-ray photo.

어류로부터 추출한 옆면과 배면에 한 몸체와 부레

의 형상 좌표는 원통의 형태로 3차원으로 모델화 된 어

류의 형상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어류의 3차원 모델은 

그림에서와 같이 실제 어류의 형상과 거의 동일한 형태

로 모델화되기 때문에, 어류의 형태학적 특성을 그 로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으로 형상화된 

어류모델로부터 어류의 형태적 특징을 추출하고 음향

산란특성과 관계에 하여 검토하였다. 

(a)
(b)

(c)

Fig. 3. 3 dimensional (a), ventral (b) and lateral (c) shape of fish body and swim bladder reconstructed with finite cylinders in Kirchhoff-ray mod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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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유한원통 요소로 모델화한 볼락 샘플로부터 추정한 

부레의 형태적 특징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볼락의 

체축과 부레의 주축이 이루는 경사각, 즉 부레가 가지

는 경각의 최 값은 30°였고, 최소값은 17°였으며, 그 

평균값은 약 25.2° (S.D.=3.15) 로 나타남으로써, 부레

의 경각은 회유성 어종과 같이 체축이 긴 어류의 경각

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Gauther and Horne, 

2004). 이동이 큰 회유성 어종은 주로 방추형으로 부레

가 등골을 따라 비교적 적은 경각을 가지도록 길게 위

치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연안 어류들의 부레는 길이

가 짧고 등골을 따라가지 않고, 아랫쪽으로 급하게 경

사를 가지는데, 이것은 연안에서 해저나 바닥에 있는 

먹이생물을 섭취하는 정착성 어류의 생태적 특징과 관

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on and Hwang (2002)은 

조피볼락과 참돔의 음향반사강도 측정연구에서, X-ray 

촬영을 통하여 부레의 경각을 추정한 결과, 조피볼락은 

약 23°~28°, 참돔은 18°~22°의 경각을 가진다고 보고하

였는데. 본 연구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

라서, 연안 정착성 어류 가운데 체형이 측편형인 어종

들은 부레의 경각 특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ample fish, dark banded 
rockfish (Sebastes inermis)

No.  (cm)   (cm)  (°)  (mL)  (cm2)

1 10.8 12.9 25 2.20  2.62  
2 11.8 14.0 24 3.12 3.20 
3 12.0 14.4 30 3.88 3.72 
4 12.3  14.5 25 2.59 3.03 
5 12.8  14.8 25 3.88 3.83 
6 12.5  15.0 25 3.43 3.49 
7 12.5  15.0 17 3.35 3.47 
8 13.0  15.2 23 3.62 3.76 
9 12.8  15.4 30 2.54 3.03 
10 13.3  15.5 29 5.40 4.70 
11 13.0  15.5 25 3.32 3.51 
12 13.3  15.8 30 5.01 4.50 
13 13.8  16.0 26 5.60 4.69 
14 14.2  16.5 27 8.63 6.00 
15 14.0  16.5 24 5.82 5.19 
16 14.4  16.8 19 4.03 4.04 
17 14.7  17.0 27 7.01 5.40 
18 15.5  18.0 23 7.26 5.58 

Max 15.5 18.0 30 　 　

Min 10.8 12.9 17 　 　

Mean 13.15 15.5 25.2 　 　

S.D. 1.15 1.21 3.51 　 　

볼락의 체장과 부레의 체적 사이의 관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부레의 체적은 체장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체장이 크게 차이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부레의 체적에서 차이가 나는 경향을 나타

내어, 체장에 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

다. X-ray 화상에서 부레의 형태를 추출할 때, 부레의 

형상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변화

한 경우는 없었으며, 거의 모든 개체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부레의 체적이 체장에 한 강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X-ray 화상으로부

터 부레의 좌표를 추출할 때 발생한 디지타이징 오차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개체의 성장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볼락의 체장과 부레의 면적 사이의 관계를 Fig.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부레의 면적은 어류를 등방향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단면적을 의미하는데 (Fig. 3의 (b)), 

실제 부레는 체축과 경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면

적은 실제 부레가 수평하게 되었을 때의 단면적보다는 

작은 값을 가진다. 부레의 면적은 체적의 경우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이 관계 또한 

개체어의 형태적 특성으로 인하여, 체장이 크게 차이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

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체장과 부레의 면적사이의 관

계는 A=0.6716TL-6.3043 (R2=0.688)로 추정되었다. 

체장에 따른 어류 몸체와 부레의 체적비와 면적비의 

관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4와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레의 체적과 면적은 어류의 체장이 커짐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어류 몸체에 

한 부레의 체적의 비는 개체 생물의 성장 또는 형태

적 특징에 의해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체장에 따

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없이 서로 유사한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류가 성장하면서 체장

이 커짐에 따라 어류의 몸체가 커지면서 부레의 크기도 

거의 동일한 비율로 커짐으로써, 몸체를 기준으로 한 

부레의 체적비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몸체에 한 부레의 체적의 크기는 최 값이 

4.43%, 최소값이 2.20%, 평균값이 3.13% (S.D.=0.52)로 

추정됨으로써, 부레의 체적은 어류 몸체의 체척의 약 

3%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면적비도 어류가 성장하면서 그 형태가 크게 바

뀌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커지기 때문에, 면적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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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swim bladder volume and total length.

 

Fig. 5. Relationship between swim bladder area and total length.

 

Fig. 6. Volume and area ratio of swim bladder to fish body plotted as 
function of total length.

체장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몸체의 면적에 한 부레 면적의 크기는 

최 값이 21.31%, 최소값이 14.85%였으며 평균값은 

 

Fig. 7. Relationship between tilt angle at maximum TS and inclination 
of swim bladder of the rockfish (Sebastes inermis).

17.60% (S.D.=1.5)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향산란 크기

의 부분을 차지하는 부레의 크기는 몸체의 크기와 일

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몸체의 크기

는 개체의 성장 특성과 관련이 있으나, 체장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음향산란강도가 체장과 관계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레의 경사각와 최  TS값을 가지는 유영자세각과

의 관계를 Fig.7에 나타내었다. y축의 유영자세각은 어

류의 체축이 음파의 입사방향과 이루는 각을 의미하는

데, 90°일 때는 어류의 체축이 수평일 경우를 의미하고, 

90°보다 작은 경우가 머리가 위쪽을 향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 이 값은 각 샘플어류에 하여 주파수 20 kHz

부터 1 kHz씩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서 200 kHz까지 

181개의 음향산란패턴을 구한 다음, 각 주파수에 한 

음향산란패턴에서 최  음향반사강도값을 가지는 유영 

자세각을 추출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한 것이다. 

최  TS값이 나타나는 유영자세각은 주파수에 따라 변

화하였는데, 각 샘플에 하여 추정한 결과 표준편차의 

최 값은 7.4였고, 최소값은 2.2였으며, 표준편차의 평

균은 약 4.2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  TS값이 나타나

는 유영자세각은 주파수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체 샘플이 가지는 부레의 경각특성

과 최  TS가 나타나는 유영자세각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개체 샘플이 

가지는 부레 및 몸체의 형태적 차이 등에 의하여 음향

산란패턴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체축과 부레가 이루는 경각이 증가할수

록 최  TS가 나타나는 유영자세각은 감소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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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으며, 이것은 부레의 추축이 수평에 가까워질 

때 부레의 등방향 단면적이 커져서 음향반사강도가 커

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어류의 체장 (Total length)과 평균 TS 사이의 

관계식은 어류의 TS가 체장의 2승에 비례한다는 가정 

하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og   (5)

이 식은 음향자원조사에서 에코적분법을 이용한 어

류 현존량 추정시에 사용되는데, 과학어군탐지기 주파

수 38 kHz, 70 kHz, 120 kHz 그리고 200 kHz에 하

여 계산한 계수 의 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평균 

TS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볼락의 유영자세각에 관한 정

보가 필요하다. 현재 문헌에 보고된 유영자세각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유영자세각 변동의 특성

은 일반적인 어류에 한 값인 평균 –5, 표준편차 ±15

의 확률 도함수로 가정하여 구하였다. 관계식을 추정

하기 위해 사용된 샘플의 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각 

샘플로부터 구한   값을 평균하여 추정하였는데, 38 

kHz는 –69.01, 70 kHz는 –69.83, 120 kHz는 –70.17, 200 

kHz는 –70.93으로 나타났으며,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값

이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볼락류에 한 음향반사강도 측정 연구는 주로 우리

나라 연안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조피볼락에 하여 수

행되어 왔는데, Son and Hwang (2002)은 38 kHz, 120 

kHz 및 200 kHz에 한 조피볼락의   계수를 각각 

‑68.4, 73.4, ‑70.8로 추정하였다. 또한, Moon et al. (2006)

은 70 kHz와 120 kHz에 한 조피볼락과 불볼락의 음향

반사강도- 체장 관계식을 도출하였는데, 70 kHz에 한 

조피볼락의   계수는 ‑71.29, 120 kHz는 –70.40으로 

보고하였고, 불볼락의 경우는 각각 ‑72.03과 ‑67.68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볼락에 한 광 역 음향산란 특성을 추정한 결과를  

Fig.8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x축은 유영 자세각으로 그 

범위는 15~165° 이고, y축은 주파수로서 20~200 kHz의 

범위를 나타낸다. Fig. 8에서 (a)는 체장이 가장 작은 샘

플에 하여 얻은 것이고, (b)는 체장이 가장 샘플로부

터 얻은 것이다.

음향산란패턴을 보면, 유영자세각 약 80도 전후에서 

최 값을 보였는데, 저주파에서는 음향산란패턴의 main 

scattering lobe가 넓고 부드럽게 나타났고, 주파수가 높

아짐에 따라 main scattering lobe가 좁아지면서 변화가 

커지고, side lobe의 값도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a)와 

(b)의 비교에서도 나타나듯이, 개체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음향산란패턴의 main scattering lobe와 side lobe

의 굴곡이 커지면서 변화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 main scattering lobe의 폭

도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일률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복

잡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에 사

용되었던 모든 샘플에 하여 Fig.8의 오른쪽과 같은 2

차원 화상을 추정해 본 결과, 그 형상은 거의 유사한 형

태를 나타내었다.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total length and averaged TS of the 
rockfish (Sebastes inermis)

No TL(cm)


38 kHz 70 kHz 120 kHz 200 kHz
1 12.9  -69.34  -69.74 -71.77 -71.71 
2 14.0  -68.07  -68.64 -69.38 -69.85 
3 14.4  -68.49  -69.60 -70.19 -71.66 
4 14.5  -69.34  -70.14 -69.81 -71.06 
5 14.8  -69.25  -70.97 -70.38 -71.14 
6 15.0  -68.86  -69.92 -69.28 -70.29 
7 15.0  -69.25  -70.58 -70.40 -71.80 
8 15.2  -69.26  -71.08 -71.22 -72.32 
9 15.4  -71.04  -72.55 -72.00 -72.51 
10 15.5  -68.05  -69.30 -69.84 -70.76 
11 15.5  -68.98  -70.19 -70.03 -71.25 
12 15.8  -68.09  -69.35 -69.61 -70.00 
13 16.0  -69.29  -69.68 -69.98 -69.77 
14 16.5  -69.56  -69.39 -70.15 -71.22 
15 16.5  -68.18  -68.40 -69.03 -69.42 
16 16.8  -69.32  -70.22 -70.72 -71.50 
17 17.0  -68.98  -68.43 -69.57 -70.15 
18 18.0  -68.83  -68.81 -69.74 -70.30 

mean -69.01  -69.83 -70.17 -70.93 

S.D. 0.71  1.04 0.81 0.91 

어류의 음향산란특성은 어류의 형태적인 특징과 크

게 관계한다. 경골어류의 음향반사의 부분은 음향임

피던스가 큰 부레에 의한 반사가 부분을 차지하므로, 

부레의 형상은 음향산란의 크기뿐만 아니라, 음향산란

패턴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고주파에서는 부

레뿐만 아니라, 어류의 골격으로부터 반사되는 음향산

란의 영향도 더욱 커지므로, 음향산란패턴은 어류 전체

의 형상을 반영하게 된다. 광 역 음향산란특성을 이용

한 어종식별 기술은 이러한 어류의 형태적 특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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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L=12.9cm  =25°

(b) TL=18.0cm  =23°

Fig. 8. Broadband acoustic scattering pattern of the rockfish (Sebastes inermis). Frequency range is 20 ~ 200kHz, tilt angle of the 
fish body, 15 ~ 165°.

나타나는 주파수차의 특징들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체

장이나 부레의 크기와 관계하는 음향산란패턴의 변화

를 활용하여 상어의 크기 추정 등에 활용하거나, 부

레가 체축과 이루는 경각과 유영 자세각과 관계하는 최

 TS 등과 같은 특성으로부터 상어종에 한 형태

학적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광 역 음향산란특성과 어류의 형태학적 특징을 구

명함과 그것을 어류의 광 역 음향산란특성과 관련하

여 해석하고, 이들 사이의 특징적인 상관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면, 광 역 음향시스템을 이용한 어체추정 및 

어종식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바다목장해역의 주요 어종인 볼락 샘플 18마리에 

하여, 음향산란과 관련한 어류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

고, 음향산란 이론모델을 이용하여 협 역 및 광 역 

음향산란특성을 추정하였다. 볼락의 체축과 부레의 주

축이 이루는 경사각의 최 값은 30°였고, 최소값은 17°

였으며, 그 평균값은 약 25.2° (S.D.=3.15) 로 나타났으

며, 이 값은 다른 연안 어종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또

한, 체장에 따른 어류 몸체와 부레의 체적비와 면적비

는 체장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적의 크기는 최 값이 4.43%, 최소값이 

2.20%, 평균값이 3.13% (S.D.=0.52)로 추정되었고, 부

레 면적의 크기는 최 값이 21.31%, 최소값이 14.85%

였으며 평균값은 17.60% (S.D.=1.5)로 나타났다. 볼락

의 평균 TS에 한 체장변환계수 의 값은 38 kHz는 

–69.01, 70 kHz는 –69.83, 120 kHz는 ‑70.17, 200 kHz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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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에 보고된 조피볼락과 불

볼락의 문헌의 값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볼락의 광

역 음향산란특성은 개체의 형태적 차이와 체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

인됨으로써 어종의 형태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앞으로 어종별 형태적 특징과 관련한 음향산란

특성을 정의함으로서 광 역 음향시스템을 이용한 어체

추정 및 어종식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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