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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is utilized to manage krill resources 

using acoustic data collection and a scientific observer program operating on the fishing boats. However, the acoustic data 

were contained seriously noise, example of background, spike, and intermittent noise, due to purpose of fish boats. In this 

study, the noise removal techniques were confirmed the potential of the acoustic data analysis. Acoustic system and frequency 

used in the survey were commercial echosounder (ES70, SIMRAD) and 200 kHz split beam transducer. Acoustic data were 

analyzed using Echoview software (Myriax), and general data analysis and new noise removal method was used. Although 

a variety of noise, most of the noises have been removed using the noise removal processing. We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nalyzing the acoustic data obtained from fish boats. The results will be useful for analysis of the acoustic data acquired 

from krill fishing b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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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남극 크릴 (Antarctic krill, Euphausia superba)은 남

극해의 피식자인 식물플랑크톤과 포식자인 펭귄, 바다

표범, 고래 등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남극 생태계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Everson, 2000). 또한 남극 크릴은 

수산 자원의 중요한 종 중 하나로, 1970년 이후 상업적

인 어획이 진행되고 있다. 크릴 어획량은 1980년 이전

까지 매년 50만톤에 이르렀으나, 러시아 (구 소련)의 조

업선 감소로 1990년대에는 10만톤 이내로 감소하였다 

(CCAMLR, 2014). 2000년 이후 어획 도구의 발달 및 

수중음향 기법을 활용으로 인한 효율적인 크릴 어획으

로 전 세계적으로 어획량이 증가하는 경향 보이고 있

다. 남극 크릴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남극해 전체에 분

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한다 

(Kang et al., 2005). 그 중 남쉐틀랜드 군도 (South 

Shetlands Islands, subarea: 48.1)와 남오크니섬 (South 

Orkneys Islands, subarea: 48.2) 인근 해역은 크릴의 분

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역으로, 특히 남쉐틀랜드 군도 

해역의 어획량은 현재 약 20만톤으로 2010년부터 2012

년까지 어획량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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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 어업은 크릴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1982년 이후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에서 관

리한다. CCAMLR는 크릴 어획 국가에 대해서 연구조

사선과 크릴 조업선에서 획득한 음향 및 어획자료를 관

리하고, 특히 일부 크릴 조업선에 대해서 CCAMLR의 

국제 과학 관측에 일환으로 과학적인 옵서버 프로그램

을 통해서 교육된 옵서버가 직접 탑승하여 음향 및 어

획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옵서버는 어획된 크릴의 

크기 및 성숙도뿐만 아니라 어구에 의해 어획된 어류, 

그리고 조류, 펭귄, 해표 등의 포유류에 대한 사망률까

지 기록하여 CCAMLR에 제출하고 있다. 

현재 남극해 크릴의 자원 관리를 위해서 남쉐틀랜드 

군도와 남오크니섬 부근의 총 어획량은 각각 62만톤과 

28만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SC-CAMLR, 2014). 이러

한 크릴의 총 어획량 제한은 연구조사선의 주기적인 남

극 크릴 음향조사와 크릴 조업선의 어획자료를 통해서 

정해진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남극 내 크릴 연구를 

위한 연구조사선은 높은 운영비용으로 인하여 조사 횟

수가 감소하고 있어 조업선에서 획득한 자료 활용에 대

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크릴 조업선은 효율적인 어획을 위해서 음향 시스템

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조업선에 설치된 

음향 시스템은 연구조사선에서 크릴의 정량적인 현존

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학어군탐지기와 매우 

유사하며, 조업선의 경우 연구조사선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장기간에 걸쳐 크릴 어장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크릴 조업선을 이용하여 양질의 음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면, 크릴 자원 관리 및 평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

다. CCAMLR에서는 크릴 자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크릴 조업선에서 획득한 음향 및 어획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2011년 음향 조사 및 분석 방법에 대

한 소그룹 (Subgroup on Acoustic Survey and Analysis 

Method, SG-ASAM)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또한 

SG-ASAM의 회원으로 남극 크릴 조업선의 조업과 동

시에 옵서버가 탑승하여 크릴 음향 조사 활동을 진행하

고 있다. 

음향 기법을 이용한 크릴 또는 어류의 자원량 추정시 

주변 환경 잡음, 시스템 잡음 등이 포함 될 경우 정확한 

양 추정에 문제가 발생된다. 연구조사선에서 획득한 음

향자료에 대한 자료 처리시 상용화된 후처리 소프트웨

어 (Echoview; Myriax Pty Ltd, Hobart, Tasmania, 

Australia)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함으로써, 자원량 추

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Lee et al., 2009; Kang, 

2011; Lee et al., 2014; Kang et al., 2015). 반면, 조업선

에서 획득한 음향자료는 조업선의 목적상 어로장비 및 

기타 음향 장비의 사용으로 연구조사선보다 더 많고 다

양한 잡음이 유입되기 때문에 조업선으로 획득한 음향

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잡

음 제거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조업선으로 

획득한 음향자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잡음 제거 절

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릴 조업선

에서 획득한 음향자료 중 주요 잡음인 배경 소음, 주기

적 소음, 그리고 간헐적인 소음 신호가 존재하는 신호

에 대해서 잡음 제거를 실시하여 분석 가능성을 검증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음향 조사 및 음향 시스템

CCAMLR는 남극 크릴의 분포와 자원량에 대한 정

량 및 정성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전 세계 13척의 조업선으로 음향조사 및 자료 공유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국내 조업선은 총 4척으로, 

CCAMLR에 기준에 적합한 음향 시스템을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 조업선은 세종호와 광자호로 2척이다 

(Table 1). 이 크릴 조업선들은 남극해 내 크릴이 대량

으로 분포하는 해역인 남쉐틀랜드 군도와 남오크니섬 

인근해역에서 2013/2014년에 처음으로 크릴 어획과 동

시에 음향 조사를 진행하였다 (Fig. 1). 두 크릴 조업선 

운영 시 국립수산과학원 내 옵서버 프로그램을 이수한 

옵서버가 탑승하여 음향자료와 어획자료를 획득하였다.

크릴 조업선을 이용한 조사는 세종호의 경우 2013년 

11월 5일~7일 남오크니섬 인근 해역과 2013년 12월 1

일~12일 남쉐틀랜드 군도 인근해역에서, 광자호에 경

우 2014년 1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남쉐틀랜드 군도 

인근해역에서 크릴 어획과 동시에 음향자료를 획득하

였다 (Fig. 1). 세종호 (Freq.: 38 kHz, 200 kHz)와 광자

호 (Freq.: 38 kHz, 120 kHz)의 센서는 spilt-beam 타입

이고, 음향 시스템은 과학어군탐지기인 EK60 (Simrad, 

A Kongsberg Company, Horten, Norway)과 유사한 

ES70 (Simrad, A Kongsberg Company, Horten, No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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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되어 있다 (Table 1). 음향 조사시 시스템 파라

미터는 CCAMLR의 음향 조사 기준을 토대로 설정하

여 자료를 저장하였고 (ICES, 2014; Table 2), 음향자료 

저장 파라미터는 SG-ASAM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Table 2). 반면, 분석을 위한 잡음 처리 절차는 아직 논

의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과학 

어군 탐지기로 획득한 크릴 음향자료 처리시 활용하는 

분석 기법으로 자료 및 잡음 처리를 진행하였다 (Fig. 

2). 음향자료처리는 후처리 소프트웨어인 Echoview 

(Ver. 6.1) 를 이용하여 가상 에코그램 기법으로 분석하

였다. 잡음 처리는 반자동 분석이 가능한 배경 잡음 제

거를 위해서 TVT (Time varied threshold) 보상과 주기

적 및 간헐적인 신호 제거를 위한 median filter (3×3 

convolution) 기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SG-ASAM-2015

에서 토의된 잡음 제거 방법 (3×3 erosion filter, 5×5 

dilation filter, 7×7 dilation filter)을 추가로 사용하여 기

존의 잡음 제거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2; Wang et al., 2015). 

Table 1. Echosounders and frequencies, fishing activity of boats licensed to fish in the krill fishery from Korean krill fishing boats between 2011 
and 2014 in Subarea 48.1 and 48.2

Boat name Echosounder system Frequency (kHz)
Fishing status

2011/12 2012/13 2013/14

Adventure Simrad ES60 38, 120 - -

Sejong Ho Simrad ES70 38, 200 - - Fished

Insung Ho
JRC JFV-130,
Furuno FCV-161ET

28, 50 - - Fished

Kwang Jo Ho Simrad ES70 38, 120 - - Fished

Fig. 1. Cruise tracks from the fishing boat of Sejong Ho and Kwang Ja Ho during krill fishing. The acoustic data were collected in 
Subarea 48.1 and 48.2 in 2013/14. The cruise track in red line was 5~7 Nov. 2013 from the Sejong Ho. The blue line was 1~12 Dec. 
2013 from Sejong Ho. The black line was 27 Jan. ~6 Mar. 2014 from Kwang Ja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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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chosounders setting for running specified transects acoustic survey from CCAMLR regulation

Parameters Value
Frequency (kHz) 38 kHz 120 kHz 200 kHz
Power settings (W)* *Will change dependent on beam width
Ping duration (microsecond) 1024 1024 1024
Ping interval (second) 2 2 2
Data collection range (m)  (min. ~ max.) 0–1000 0–1000 0–1000
Data collection range (m)  (min. ~ max.) 5–1000 5–1000 5–1000
Display range (m)  (min. ~ max.) 0–1000 0–1000 0–1000

Fig. 2. The flow diagram of the data analyzing procedure using Echoview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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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Fig. 3과 Fig. 4는 남쉐틀랜드 군도 인근해역에서 

2012년 12월 7일 5시 8분~18분 (UTC, 60° 49.724 'S, 

56° 17.486 'W) 와 12월 8일 8시 4분~14분 (UTC, 61° 

19.414 'S, 56° 50.261 'W) 에 주파수 200 kHz로 획득

한 체적산란강도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 SV)

의 자료 분석 및 잡음 제거 과정의 예이다. Fig. 3 (a)는 

음향자료처리 전 에코그램으로 수심 27~72 m와 

119~191 m에 크릴 또는 어류로 예측되는 신호가 탐지

되었다. 또한, 획득한 음향 신호 내 배경 소음 (< 200 

m)과 주기적인 소음 신호가 공존하였다. 이 음향자료에 

대해서 일반적인 잡음 처리 기법으로 자료 처리를 진행

한 결과 배경 소음과 주기적인 소음 신호는 거의 제거

되었으나, 수심 200 m 이하의 주기적인 잡음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다 (Fig. 3 (b)). 여기에 SG-ASAM-2015

에 토의된 잡음 제거 절차 (3×3 erosion filter, 5×5 

dilation filter, 7×7 dilation filter)를 진행하여 추가 잡음 

제거 및 잡음 제거과정에서 손실된 크릴 및 어류 신호

를 복구하였다. Fig. 3 (c)는 7×7 dilation filter를 통해 

크릴 및 어류 신호 주변을 확장하여 실제 신호와 비교

를 통해 잡음 제거로 인하여 손실된 음향 신호를 복구

하는 자료 처리 과정이다. 자료 처리 결과 기존의 잡음

제거 기법에 비해서 잡음이 추가적으로 제거 되었고 

(Fig. 3 (d)), 크릴 또는 어군이 분포하는 신호에 대해서 

잡음처리 전·후를 비교한 결과 약 1.8 dB에 해당하는 

잡음 신호가 제거 되었다 (Table 3).

Table 3. Example of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 (SV, dB) of analysis 
area by noise removal algorithm

Analysis 
area

Raw data
General noise 

procedure
New noise 
procedure

Area 1 ‒58.80 dB ‒60.58 dB ‒60.69 dB

Area 2 ‒55.57 dB ‒59.53 dB ‒63.99 dB

획득한 음향 신호 중 간헐적인 잡음이 존재하는 신호

에 대해서 동일한 잡음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를 실시하였다 (Fig. 4). 기존 및 추가된 잡음 제거 절차

를 이용하여 자료 처리를 진행한 결과, 자료 처리 전에 

비해서 각각 4.0 dB와 8.4 dB 씩 잡음이 제거되었으나 

완벽히 잡음이 제거 되지는 않았다 (Table 3, Fig. 4 

(d)). 제거되지 않은 잡음에 대해서는 음향신호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효율적인 분석

을 위해서는 반자동으로 실행되는 잡음에 대한 추가적

인 제거 기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음향조사를 통한 수산 자원량 예측 과정 및 생태계 

연구는 조사의 반복성, 한정된 시간에서 연구지역의 확

장성 그리고 어획자료와의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광범

위하게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관측 당시의 시스템의 

안정성, 센서 교정 여부, 해상 상태, 유사한 음향 장비

와의 간섭현상, 대상해역에서의 생물 어획 등과 같은 

일차적인 요소들과 자료 취득 후의 처리 과정 등에 대

한 정확도가 자원량 산출에 큰 영향을 준다 (Kang et 

al., 2003). 남극 조업선의 본래 목적은 크릴 어획이기 

때문에 획득한 음향자료는 일반적인 연구조사선에서 

획득한 음향자료에 비해서 강한 잡음이 포함 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음향자료 처리 및 잡음 제거는 자료 분

석 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하지만 남극 조업선

은 장기간 동안 획득한 음향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처리

시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반자동 분석을 진행

해야 하고, 모든 자료에 대해서 직접적인 확인을 통한 

분석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남극 크릴 조업선

에서 음향 저장은 CCAMLR의 권고를 통해 실시되는 

반면에 자료 처리 및 잡음 제거에 대한 규정 설정은 진

행 중이다. 따라서 자료 처리에 대한 반복적인 회의를 

통한 규정 설정 및 정립 이후 자료 처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크릴 조업과 동시에 획득하는 음향 신호에 고품질 자

료획득을 위해서 국내·외 크릴 어업 조합뿐 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본 프로그램의 증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

다. 따라서 크릴 조업선 내 음향 장비를 과학어탐과 유

사한 형태로 교체가 진행되었고, 획득한 음향자료에 대

해서 통합적인 크릴 자원량 관리에 사용하기 위해서 과

학자, 관련 어업협동조합, 그리고 관련 국가가 힘을 합

쳐 노력하는 중이다. 

남극 크릴 조업선 사용한 음향 시스템은 국내뿐만 아

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특정회사 제품의 ES70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대부분 과학어탐 

장비인 EK60과 비교시 센서는 동일하나, 센서감도의 

교정기능이 제거되어 있다. 따라서 크릴 조업선을 보유

한 국가들은 획득한 음향자료를 과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센서 교정에 대한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까지 협의된 교정 방법은 교정구 신호 획득 후, 역산하

여 음향자료 프로그램의 후처리 기법을 통해 센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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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방법과 해저면 신호의 차이를 통해 교정하는 방

법으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협의가 진행

되고 있다 (Demer, 2004; Everson et al., 2013). 또한 

CCAMLR의 국제적인 협의를 통한 음향 센서 교정 규

정의 선정 이후 조업선 음향자료를 이용한 크릴의 분포 

및 자원량 산출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

이다.

조업선을 활용한 남극 크릴 음향 조사는 크릴의 식

Fig. 3. Exampled echograms from ES70 echosounder operating at 200 kHz from Sejong Ho. (a) raw data with general background and 
spike noise, (b) echogram after removing noise remove using TVT compensation and 3×3 convolution filter, (c) echogram used by 7×7 
dilation filter, and (d) echogram used by new noise elimination. Black dot area is analysis area

Fig. 4. Exampled echograms from ES70 echosounder operating at 200 kHz from Sejong Ho. (a) raw data with general background and 
intermittent noise, (b) echogram after removing noise remove using TVT compensation and 3×3 convolution filter, (c) echogram used 
by 7×7 dilation filter, and (d) echogram used by new noise elimination. Black dot area is analys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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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분포, 밀도 및 생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조사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

용으로 장기간 동안 연속적인 음향자료를 획득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조업선 자

료에 대해서 연구조사선의 결과와 비교 분석을 통한 검

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업선을 이용한 음향조사는 잠

재적으로 과학 연구 선박의 요구사항을 통합하는 새로

운 조업선의 디자인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국내 크

릴 조업선을 이용하여 획득한 크릴 음향자료로 

SG-ASAM 회의를 통해 안정된 음향자료 및 분석 방법, 

그리고 잡음 제거로 회원국들 음향 전문가들에서 호평

을 받아 남극 크릴 조업선의 음향자료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남극해에서 조업선을 이용하는 음

향조사 방법은 잠재적으로 지속적인 크릴 자원을 이용

하기 위한 국제 과학적 관리 수단을 목표로 하는 새로

운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요구 사항으로 

판단된다. 

결 론

남극해역 내 연구조사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으로 장기간 동안 연속적인 음향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크릴 조업선으로 획득한 음향자료에 대해서 잡음 제거

를 통해 자료 처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크

릴이 고밀도로 분포하여 어획 활동이 많은 해역 중 하

나인 남쉐틀랜드 군도지역에서 획득한 음향자료 중 생

성되는 주요 잡음인 배경 소음, 주기적 소음, 간헐적인 

소음 신호가 존재하는 신호를 선택하여 잡음 제거 자료 

처리를 실시하였다. 자료 처리는 일반적으로 과학 어군 

탐지기로 획득한 크릴 음향자료 처리시 활용하는 분석 

기법과 SG-ASAM-2015에서 토의된 잡음 제거 기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음향 

신호 내 배경 소음과 주기적 소음은 제거되었으나 간헐

적인 소음 신호는 완벽히 제거 되지 않았다. 남극 조업

선은 장기간 동안 획득한 음향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처

리시 Echoview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자동 분석으로 진

행해야 한다. 하지만 완벽히 제거 되지 않은 잡음에 대

해서 직접적인 확인을 통해 잡음을 제거할 경우 크릴 

조업선으로 획득한 음향자료는 조업한 해역 내의 크릴 

분포 및 자원량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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