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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동부 멸치어군의 다중주파수 특성

박영글⋅서영일1⋅오택윤1⋅박준성⋅장충식⋅강명희* 

경상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해양산업연구소, 1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

The multi-frequency characteristics of anchovy schools in the east of South 

Sea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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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Maritime Police and Production System/ Institute of Marine Indust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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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lti-frequency characteristics of anchovy schools were investigated using six acoustic lines collected at 38 and 120 kHz 

while a primary trawl survey was conducted from 14 April and 18 April of 2014 in off the coast of Tongyeong and Geo–je. 

Here, the frequency characteristics mean ΔMVBS that is the difference of Mean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 at two 

frequencies. To use the characteristics effectively, the optimal cell size (10×2 m) was determined by examining several 

different cell sizes in consideration with the shapes of fish schools and the ΔMVBS pattern. By examining 6 histograms of 

ΔMVBS, afternoon groups were occupied more in the ΔMVBS range of –6~–4 dB than that of –4~–2 dB, comparing to 

morning groups. The ΔMVBS range of the morning groups was between –16.9 dB and 11.6 dB, and that of the afternoon 

groups –16.7 dB and 13.0 dB.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3.9±3.6 dB in the morning and –4.1±3.4 dB in the 

afternoon, suggesting that morning groups were 2 dB higher than afternoon groups. The ΔMVBS range of all anchovy schools 

regardless of morning and afternoon was between –16.9 dB and 13.0 dB, their average ΔMVBS was –4.1±3.5 dB. The 

characteristics can support to identify anchovy species in the waters where multiple fish species are distribut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presents the availability and benefit of acoustic data from a primary traw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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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어획량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멸치는 

약 90%가 남해안에서 어획되며, 권현망, 자망, 정치망, 

저인망 등 다양한 어법으로 어획되고 있다. 멸치의 생

산량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0만톤 이상으

로 (Statistics Korea, 2015), 멸치는 어업적으로 매우 중

요한 어종임과 동시에 동물플랑크톤의 포식자이면서 

다른 어종의 먹이 역할을 하여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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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므로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Shelton et 

al., 1993). 

멸치를 포함한 연안의 주요 어종들을 지속적이며 효

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조사를 지속적으

로 수행하여 수생 생물의 현존량과 분포, 종조성 등을 

조사하고 그 변동을 파악해야 한다. 수산 자원 조사를 

위한 다양한 조사 방법 가운데, 트롤조사와 음향조사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트롤 조사

를 이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해안 (Jung et al., 2005), 

동해 (Yoon et al., 2008), 황해 (Shin et al., 2002), 그리

고 한중, 한일 경계 수역 (Kim et al., 2010; Kim et al., 

2011) 등 국내 연근해의 대부분의 수역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트롤 조업의 어획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물의 

종 조성, 현존량, 분포를 파악하고 계절별, 위치별로 생

물의 양적 변동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트롤 조사방법은 

조사 해역 내 수생 생물의 종 조성 및 양을 비교적 정

확하게 파악 할 수 있으나, 많은 조사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되며 망고내의 한정적인 수심층에 대한 정보만 파

악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음향조사방법은 비교적 적

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미국, 노르웨이,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음향조사가 여러 어종

이 혼재하고 있는 해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어종을 

판별하고 어종별로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산 음향학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에

코그램을 시각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정도 어종을 식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트롤조업 등의 네트 샘플

링을 이용하여 어종을 식별한다. 그러나, 어군이 작거

나 흩어져 분포하고 있는 경우, 혹은 어획량이 작거나 

어획물이 너무 다양한 경우에는 네트 샘플링도 어종식

별 수단으로 신뢰할 수 없다 (Simmonds et al., 1992). 

만일 음향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어종 식별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적용성이 더 넓어진다면, 음향학적으로 추정

한 수산 자원량은 더 정확해질 것이며, 조사 대상 어종

을 확인하기 위한 트롤조업의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시도된 음향학적인 방법을 이용한 어종식별 

연구는 아래와 같이 4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주파

수 특성법: 광대역 또는 다중 주파수의 음파에 의한 

어군 음파 산란의 주파수 특성 차이에 근거하는 방법 

(Madureira et al., 1993; Simmonds et al., 1996; 

Zakharia et al., 1996; Kang et al., 2002). 2) 분포 특징

법: 어군의 형태적 특징과 분포 특성에 근거한 방법 (Lu 

and Lee, 1995; Scalabrin et al., 1996; LeFeuvre et al., 

2000; Reid et al., 2000). 3) 신호 특징법: 어군의 에코 

포락선과 같은 신호의 특징에 근거하는 방법 (Rose and 

Leggett 1988; Scalabrin et al., 1996). 4) 음향 결과법 : 

SV, TS 에코 추적 해석에 의한 유영 속도 등 과학어군

탐지기에 의해 얻어지는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Richards et al., 1991). 

위의 방법 중 주파수 특성법에서 두 주파수를 이용하

여 대상 어종에 대한 주파수간의 다른 반사 특성을 이

용하는 방법은 플랑크톤과 어류 구분, 어종식별, 연령

식별을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다. 주파수차법을 단일 

어종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들 어군을 구성하는 

개체어들의 체장, 유영각도, 밀집도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주파수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롤 조사 동안 부수적으로 수집된 음향

데이터를 분석할 때 트롤 조업 결과 멸치종으로 확인된 

신호를 선별하여, 시간별 남해 동부해역 멸치의 주파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트롤 조사 동안 수집

된 음향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산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데이터 수집

남해 동부해역 멸치의 밀도 분포를 조사하기 위한 저

층 트롤조사가 통영과 거제도 연안 수역에서 2014년 4

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동안 수행되었다. 조사는 트

랜섹트 라인의 설정 없이 수행되었으나, 거제도와 통영 

남쪽 해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 1a). 

조사선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탐구 20호 (885 ton)이

며, 트롤 조업 동안에는 선속을 4 k't이하로 유지하였다. 

조사 기간 동안 총 8회의 트롤조업을 실시하였으며, 조

사 시간은 07:34부터 18:11까지로 일출 후~일몰 전 사

이로 조업시간을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멸치가 일몰 

후~일출 전사이의 시간대에는 어군을 형성하지 않고, 

분산되어 분포하며 야간에 트롤 조업이 어렵기 때문이

다 (Iglesias et al., 2003). 조업에 사용된 어구인 저층 

트롤망은 총 길이가 163.8 m, 둘레는 504 m이며 끝자

루의 그물코 크기는 50 mm이다. 조업의 예망 시간 (평

균 2시간 16분)과 망고 (평균 25.2 m)는 각 정점에서 

일정하지 않았다. 트롤 조업을 수행하는 동안, 교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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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ntire survey area (a). The green line is the voyage track of the R/V Tamgu 20. T1-8 signify the trawling sections. The enlarged map 
shows 6 lines which were recorded from morning to afternoon (b). Two yellow lines (L2 and L5) were surveyed in the morning (08:00–12:00) 
and other lines in gray (L1, L3, L4, L6) in the afternoon (12:00–15:30).

과학어군탐지기 (EK60, Simrad, Norway)의 다중 주파

수 (38, 120 kHz)를 사용하여 음향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주파수 특성

본 연구에서 주파수 특성이란, 다중 주파수에서 평균

체적후방산란강도 (MVBS, Mean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의 차이, 즉 ΔMVBS를 의미한다. 개체어 

(Single fish)의 반사강도 TS (Target strength)는 주파수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어종, 체장, 유영각도 등에 

영향을 받아 달라진다 (Kang et al., 2004; Lee and 

Shin, 2005). TS와 체적후방산란강도 SV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 사이에는 SV = nTS의 관계가 

있으며, 두 주파수 1f 과 2f 에 대해서 식 (1)과 같은 관

계식이 성립한다. 여기서 TS와 SV는 선형값, n은 분포

밀도이다. 괄호는 정해진 셀 안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두 주파수에서 공통인 밀도 n은 생략되어, 식 (1)의 오

른쪽의 형태가 된다. 

(1)

식 (1)의 선형값을 대수값으로 표현하면 식 (2)로 나

타낼 수 있다. 여기서 MVBS는 <Sv>의 대수형태이다. 

(2)

음향데이터 분석 

다중 주파수 (38, 120 kHz)에서 멸치의 주파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Echoview version 6.1 (Myriax)을 사

용하여 음향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Fig. 2

와 같다.

먼저 트롤어획물 데이터와 음향데이터의 직접적인 

비교 및 분석을 위해 1) 주파수 38 kHz와 120 kHz 각

각의 Sv 에코그램에서 트롤망고 구간 위와 아래의 데

이터를 제외한 2) 가상의 에코그램을 생성하였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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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최적의 셀 크기를 선별하여 가상의 에코그램을 3) 

리샘플 즉 셀 내의 Sv를 평균하였다. 멸치종의 주파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셀의 크기를 선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적의 셀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

은 ① 어군의 형상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고, ② 대상 

어군과 다른 음향 산란체의 경계가 구분될 수 있어야 

하며, ③ ΔMVBS의 패턴, 즉 ΔMVBS의 변화가 대상 

어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Minus 연산자를 이용하여 120 kHz와 38 kHz의 MVBS 

차이로 구성된 4) 에코그램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추출

하여 5)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였다.

Fig 2. Data flow of acoustic data analysis at 38 and 120 kHz.

시간별 멸치 어군의 정의

거제도 남쪽 연안 수역에 모여있는 조사선들은 오전

부터 오후까지 다양한 시간에 수집되었다. 2개의 조사

선 (L2, L5)은 오전 시간대인 08:00부터 12:00 사이에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나머지 4개의 조사선 (L1, L3, 

L4, L6)의 시간은 오후에 해당하는 12:00부터 15:30분 

사이였다 (Fig. 1b). L3을 제외한 조사선들의 길이는 약 

9,800 m로 유사하며 결과에 언급되어 있지만 트롤 조업 

결과 멸치가 95% 이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 조사선

들에서 관측되는 어군은 멸치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 과

트롤조업 결과

조사 기간 동안 수행된 총 8회의 조업 중, 분석에 사

용한 6개의 조사선에 해당하는 트롤 조업의 정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 라인에 해당하는 트롤 조업결

과를 살펴보면 어획물의 95% 이상이 멸치로 확인되었

다. 어획된 전체 멸치의 평균 체장은 9.8 cm (S.D.=0.8), 

평균 중량은 7.6 g, 평균 어획량은 198.1 kg이었다.

Table 1. The results of trawl shots on the basis of 6 survey lines. These 
lines are sorted by time

Line Trawl 
No. Date Time Duration Catch

L5 T5 16 April 08:13-09:33 1:20 Anchovy 95%

L2 T5 16 April 09:33-10:51 1:18 Anchovy 95%

L1 T3 15 April 12:00-13:18 1:18 Anchovy 96%

L3 T7 16 April 13:44-14:13 0:29 Anchovy 96%

L4 T3 15 April 13:18-14:38 1:20 Anchovy 96%

L6 T7 16 April 14:13-15:23 1:20 Anchovy 96%

최적의 셀 크기

최적의 셀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한 개의 조사선에 

여러 개의 셀 크기를 실험적으로 적용하여 어군의 형상

과 ΔMVBS 패턴을 살펴보았다. 사용된 조사선은 L4로 

작은 멸치 어군과 큰 멸치어군, 그리고 반사강도가 작

은 산란체들이 모두 관측되었다. 적용한 셀 크기는 가

로×세로가 5×2 m, 10×2 m, 20×2 m, 50×2 m이며 이에 

대응하는 주파수차 에코그램 즉 ΔMVBS 에코그램은 

Fig. 3에 나타내었다. 가장 작은 셀 크기 (5×2 m)를 적

용한 에코그램 (평균 ΔMVBS, –3.7±3.8 dB)과 그 다음

으로 작은 셀 크기 (10×2 m)의 에코그램 (평균 Δ

MVBS, –3.7±3.4 dB)은 매우 비슷하지만 셀 크기 (5×2 

m)에서 더 다양한 ΔMVBS의 값이 관찰된다 (Fig. 4). 

셀 크기 20×2 m와 50×2 m의 에코그램은 비슷한 Δ

MVBS 양상을 보이지만 , 50×2 m의 에코그램은 매우 

약한 신호까지 멸치 어군에 포함되어, 어군의 형상이 

실제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중에 ΔMVBS값이 너무 다

양하지 않고, 어군의 형태를 유지하는 셀 크기 (10×2 m

와 20×2 m)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6개 

조사선의 에코그램에서 멸치어군을 탐지하고 그 어군

의 길이를 추출한 평균값은 18.6 m (S.D.=22.7) 이었다. 

따라서, 앞의 두 개의 셀 크기 중에 평균 어군 길이보다 

작은 10×2 m의 셀 크기가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Fig. 3의 에코그램에서 ΔMVBS값을 추출하여 히스토

그램을 작성한 결과, 도수의 분포 경향은 셀 크기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셀 크기가 커질수록 평균과 표준편

차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셀의 크기가 큰 편이 

작은 편보다 ΔMVBS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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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ΔMVBS echograms used different cell sizes to determine an optimal cell size. 

Fig. 4. Histograms of ΔMVBS in the cases of four different cell sizes. The cell size, an average, and a standard 
deviation are inserted.

시간별 멸치의 주파수 특성 (ΔMVBS)

최적 셀 크기인 10×2 m를 L4 데이터에 적용하여 38

과 120 kHz 및 ΔMVBS 에코그램을 작성한 예는 Fig. 

5와 같다. 어군의 신호는 38 kHz에서 주로 붉은색계열 

(–48~–46 dB)로 나타난 반면에, 120 kHz에서는 강도가 

더 약한 녹색 혹은 노란색 (–56~–48 dB)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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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멸치는 두 주파수에서 다른 반사강도를 가지며, 38 

kHz에서 더 강한 반사강도를 나타냈다. 오후 14:00경에 

38 kHz에서는 회색 (–70~–64 dB) 신호가 관측되었으나 

120 kHz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는데, 이는 120 kHz에서

는 역치 (–70 dB) 이하의 강도를 가지는 매우 약한 산

란체로 에코그램상에서 흰색 (–999 dB, 즉 선형값 0)으

로 표시되었다. 따라서 ΔMVBS 에코그램에서는 이 이

상치 (–999 dB)가 흰색으로 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멸

치 어군내의 ΔMVBS는 38 kHz에서 더 높은 신호인 파

란색과 녹색 (–7~–4 dB)으로 나타났다. 

트롤 어획으로 멸치종을 확인한 6개 조사선의 에코

그램에서 추출한 ΔMVBS값의 히스토그램, 즉 오전과 

오후에 멸치의 주파수 특징을 Fig. 6에 나타내었다. dB 

범위별 백분율을 살펴보면, 오전과 오후가 대체로 유사

한 경향을 보이나, 오전에는 –6~–4 dB 범위가 21.7%로 

–4~–2 dB 범위의 20.5%보다 높은 빈도를 보이는 반면

에 오후에는 –6~–4 dB 범위가 22.4%, –4~–2 dB 범위의 

24.4%보다 낮은 빈도를 보였다. 즉, 오후로 갈수록 –4~

–2 dB 범위의 빈도가 높아진다. 또한 그래프의 분포 경

향을 살펴보면, 오전에는 비교적 평균에 대해 대칭인 

모양을 보이나, 오후에는 왼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ΔMVBS의 범위는 오전에 –16.9<ΔMVBS120–38<11.6 

dB, 오후에는 –16.7<ΔMVBS120–38<13.0 dB 로 오후에 

더 넓은 dB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오전

에 –3.9±3.6 dB, 오후에는 –4.1±3.4 dB로 오전이 평균

적으로 2 dB정도 크게 나타났다. 오전과 오후를 구분 

없이 전체 멸치어군에 대한 ΔMVBS의 범위는 –16.9<Δ

MVBS120–38<13.0 dB이며, 평균값은 –4.1±3.5 dB이었다 

(Fig. 7). 멸치의 오전과 오후의 주파수 특성을 살펴볼 

때 평균값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ΔMVBS의 패턴, 즉 Δ

MVBS범위에 대한 빈도분포의 형태를 주목하는 것은 

주파수 특성을 파악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추가

적으로 ΔMVBS의 넓은 범위는 멸치어군 주변에 위치

한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진 산란체의 ΔMVBS값과, 매우 

작은 멸치어군들이 적은 수의 셀내에 분포하여 그 유영

각도가 ΔMVBS값의 최소와 최대값에 기여하였기 때문

으로 생각한다.

Fig. 5. Examples of 38 kHz echogram, 120 kHz echogram and ΔMVBS ech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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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istograms of ΔMVBS from 6 survey lines. Fig. 7. Histograms of ΔMVBS for morning, 
afternoon and all anchovies.

고 찰

어업에 있어서 투망하기 전에 목표로 하는 어종과 어

류의 체장을 선택할 수 있다면, 부수어획을 줄일 수 있

고 자원 관리형 어업이 가능하여짐으로, 어업인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관리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음향학적

인 어종식별법은 음향 자원 조사시 유용하게 사용될 뿐

만 아니라 수산어업 분야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생물종 식별을 위해서, 음향데이터 이외에도 비–음향학

적 데이터 및 선험적인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종식별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용하

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Weill et al., 1993). 엄격

하게 말하자면, 현재까지 연구된 음향학적인 어종 식별 

방법은 다양한 해역에서 모든 어종에 대해서 적용 가능

할 만큼 실용적이지 못하다 (Scalabrin et al., 1996). 

하지만, 생물종 식별에 관한 정보의 수가 많아지고, 

그 정보의 정밀도가 높아진다면 음향학적 생물종 식별

을 보다 정확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MacLennan and Holliday, 1996). 보다 정확한 식별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상 어종의 주파

수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최적의 셀 크기를 사용해

야 한다. 추가적으로 국내외에서 주파수 특성법을 이용

하여 생물종 식별의 시도한 연구의 대상 어종, 주파수, 

ΔMVBS값 등을 Table 2에 정리하였는데, 유사한 어종

이라 할지라도 조사 시기와 해역, 셀크기에 따라 Δ

MVBS 값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용한 주파수는 38과 

120 kHz 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플랑크톤과 어류뿐만

이 아니라 해파리와 대구과 어류에도 이 방법이 사용되

고 있다.



박영글⋅서영일⋅오택윤⋅박준성⋅장충식⋅강명희

– 242 –

Table 2. Various applications of ΔMVBS method, especially showing the ΔMVBS ranges by species

Author Frequency (kHz) Cell size Target species ΔMVBS range

Kang et al., 2003 38, 120 5s (25 m) × 1 m

Fish 2 dB <

Plankton 7~18 dB

Noise 1~20 dB

Yoon et al., 2012 38, 120 1 pings × 1 m N.nomurai –2.2~5.6 dB

Lee et al., 2009 38, 120 10 mile in vertical Japanese common squid –0.01~0.64 dB

Fielding et al., 2014 38, 120, 200 500 m × 5 m Antarctic krill 0.37~14.3 dB

Cabreira et al., 2011 38, 120 1 nmi × 10 m

Squid Average = +5 dB

Emphiod Average = +18 dB

Hake Average = –1.6 dB

Kang et al., 2002 38, 120 – Plankton (Krill) > 10 dB

Fish (Walleye pollock) –1~4 dB

McKelvey and wilson, 2006 38, 120 0.1 nmi ×5 m
Pacific hake –8.6~–4.2 dB

Euphausiid 9.5~13.4 dB

Mosteiro et al., 2004 38, 120 Dilate (7×7 matrix) Sandeel –5~1 dB

De Roverties et al., 2010
18, 38,
120, 200

5 pings × 5 m

Euphausiids 13.8±2.9 dB

Jellyfish –2.1±1.2 dB

Walleye pollock –1.6±2.1 dB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외의 자원조사에서는 트롤 

조사 동안 음향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

으나,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트롤조사 동안 부수적으로 수집한 음향데이터를 

사용하여 멸치의 음향학적 식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트롤조업 중심의 

조사기간 동안 수집한 음향데이터의 활용성과 유용성

을 알리고자 한다. 물론, 표층 및 저층 생물종을 대상으

로 하는 트롤 조업일 경우, 음향데이터가 수집되더라도 

그 사용이 어렵지만, 중층 및 저층을 대상으로 하는 트

롤조사에서는 음향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트롤 조업

에서 얻을 수 없는 해수중의 정보가 더 활발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 론

남해안의 거제–통영 연안 해역에서 트롤조사가 2014

년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행될 때 과학어군탐지기 

EK60 (38, 120 kHz)을 이용하여 수집된 음향데이터를 

시간별 (오전과 오후)로 분류하여 시간에 따른 멸치 어

군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주파수 특성이

란, 다중 주파수에서 평균체적후방산란강도 (MVBS, 

Mean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의 차이 즉, Δ

MVBS를 의미한다. 효과적으로 주파수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서 여러 셀 크기를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어군의 

형상과 ΔMVBS 패턴을 고려하여 최적의 셀크기 (10×2 

m)를 선별하였다. 시간별 ΔMVBS의 특징을 살펴보면, 

오전에서 오후로 갈수록 –6~–4 dB의 ΔMVBS범위 보

다 –4~–2 dB의 범위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ΔMVBS의 

범위는 오전에 –16.9 <ΔMVBS120–38< 11.6 dB, 오후에

는 –16.7 <ΔMVBS120–38< 13.0 dB로 오후에 더 넓은 범

위를 보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오전에 –3.9±3.6 dB, 

오후에는 –4.1±3.4 dB로 오전이 평균적으로 2 dB정도 

크게 나타났다. 오전과 오후 구분 없이 전체 멸치어군

에 대한 ΔMVBS의 범위는 –16.9<ΔMVBS120–38<13.0 

dB이며, 평균값은 –4.1±3.5 dB이었다. 본 논문은 음향

학적 어종 식별에 사용되는 주파수 차 특징을 트롤조사 

동안 부수적으로 수집된 음향데이터를 사용하여 파악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트롤 조사 시 수집한 음

향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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