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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split beam echosounder (ES70) installed on a krill fishing vessel was calibrated in order to utilize it in estimating 

biomass of Antarctic krill (Euphausia superba). The method of calibration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ttom 

backscattering strength of the commercial split beam echosounder (i.e. ES70) and the scientific echosounder (i.e. EK60) 

at one of transects near South Shetland Islands designated by CCAMLR. 38 kHz and 120 kHz were used for the calibration, 

and krill swarm signal levels obtained from multi frequencies, was examined to verify the calibration result. The analysis 

result indicated possibility of calibration by bottom backscattering strength, since the proportion of krill swarm signals within 

2 dB < SV 120 kHz-38 kHz < 12 dB (i.e. a common SV 120 kHz-38 kHz range of 38 kHz and 120 kHz to be an indicator of 

Antarctic krill) over the total acoustic signals were 26.95% and 92.04%, respectively before and after the calibration.

Keywords : Fishing vessel, Commercial split beam echosounder (ES70), Scientific echosounder (EK60), Antarctic krill 

(Euphausia superba), Calibration

서 론

남극 크릴 (Antarctic krill, Euphausia superba)은 남극 

생태계에 중요한 매개체이자 수산자원이다. 1970년 이후 

어업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남극해 내 남쉐틀랜드 군도 

(South Shetlands Islands)와 남오크니섬 (South Orkneys 

Islands) 인근해역에서 상업적인 어획이 진행되고 있어, 

1982년부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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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showing the acoustic transects (black lines and white dot lines from ES70 and EK60), and trawl (white 
circle) during 2016.

Living Resources)에서 남극 크릴 자원에 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Watkins et al., 2016). 이러한 관

리를 위해서 CCAMLR에서는 연구 조사선 (scientific 

research vessel) 및 크릴 조업선 (krill fishing boat)을 이

용하여 남극 크릴의 시․공간적인 분포, 현존량 및 변동량

에 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Krafft et al., 

2011; Godø et al., 2014). 하지만 조사선을 이용한 남극 

크릴 자원 조사 시 많은 인력과 예산 확보의 한계 때문

에 최근에는 크릴 조업선의 획득 자료 활용에 한 중요

성이 두되고 있다 (ICES, 2007). 

크릴 조업선은 목적 상 남극해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크릴 어장에 위치하여 연구 조사선보다 상 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연속적인 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CCAMLR의 

국제 관측에 일환으로 과학옵서버 프로그램 (scientific 

observer system)을 통해서 교육된 옵서버 (observer)가 

승선하여 과학적인 어획 및 음향자료를 획득하고 있다. 

국내 크릴 조업선은 총 3척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

로 조업을 진행중이고, 동시에 옵서버가 승선하여 수집

한 자료를 CCAMLR에 제출하고 있다 (Lee et al., 2015). 

크릴 조업선은 효율적인 어획을 위해서 상업어군탐지

기 (이하 상업어탐)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조업선에 설치된 음향 시스템은 연구 조사선에서 크릴의 

정량적인 현존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과학어군

탐지기 (이하 과학어탐)와 매우 유사하다. 과학어탐의 경우 

크릴 자원량 산정에 필수 조건인 센서 보정을 위해서 보

정구 (calibration sphere)를 이용한다 (Foote et al., 1987). 

하지만 조업선에 설치된 상업어탐은 최초 구입시 보정을 

한 상태로 판매를 하여 장기적으로 사용시 물리적인 특성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센서의 성능이 변화된다 (Brierley 

et al., 1998; Demer and Renfree, 2008). 하지만 상업어탐

은 시스템 내 보정에 관련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어탐의 보정을 위해서 보정구 신호 획득 후 

후처리를 통한 보정 (Krafft et al., 2015; Niklitschek et 

al., 2016), 동일한 정선 조사 후 해저면 신호 레벨의 차이 

비교 (Demer, 2004; Everson et al., 2013) 등의 상 적인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CCAMLR

에서는 조업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업 전 특정 정선에 

한 음향 자료를 획득하여 해저면 신호의 차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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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ES70 ES70 EK60 EK60

Frequency (kHz) 38 120 38 120

Power setting (W) 2000 250 2000 500

Ping duration (ms) 1 1 1 1

Ping interval (pings·s-1) 0.5 0.5 0.5 0.5

Transducer gain (dB) 26.50 27.00 26.82 27.61

Date collection range (m) 

(min. ~ max.)
0~1000 0~1000 0~300 0~300

Table 2. Echosounders setting for each acoustic transects surveys
from ES70 and EK60

Type Transect
Transect start time 

(YYYY/MM/DD,GMT)

Transect end time 

(YYYY/MM/DD,GMT)

Distance

(km)
Remark

ES70 T1 2016/04/24 09:59:06 2016/04/24 13:44:27 77.97 Krill swarm

T2 2016/04/24 19:45:06 2016/04/24 23:18:31 74.64

EK60 T1 2016/04/14 18:27:25 2016/04/14 22:10:18 76.67

T1-1 2016/04/14 17:52:46 2016/04/14 18:26:54 14.26 Krill swarm

T2 2016/04/16 10:11:21 2016/04/16 14:05:03 75.19

Table 1. Detail for each acoustic transects surveyed from ES70 and EK60

보정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Watkins et al., 2016). 

본 연구는 남극해에서 조업선에 설치된 상업어탐과 

보정된 과학어탐을 이용하여 동일한 조사 정선에 해

서 다중 주파수의 음향 신호를 획득 후, 해저면 신호의 

레벨 차이를 이용하여 상업어탐을 보정하였다. 또한 상

업어탐의 보정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 주파수를 

이용한 크릴 군체 신호를 통한 음향 신호 차이를 비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조사는 CCAMLR 지정 음향 정선 중 남쉐틀랜드 

군도 인근해역에서 한국의 크릴 조업선인 광자호 (3,012 

tonnage)를 이용하여 2016년 4월 14일, 16일, 24일에 실

시하였다 (Fig. 1, Table 1). 음향 조사는 상업어탐인 

ES70 (Simrad, Kongsberg Company, Norway)과 과학어

탐인 EK60 (Simrad, Kongsberg Company, Norway)를 

이용하여 2개의 정선에 해서 음향자료를 획득하였다. 

본 음향 정선은 CCAMLR에서 해저면을 이용한 음향신

호 보정을 설정한 정선 중 2개이다 (SC-CAMLR. 2015). 

조사 순서는 EK60을 이용하여 음향 정선 조사를 실시

한 후, ES70을 이용하여 EK60과 동일한 정선에 해서 

음향 신호를 획득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주파수는 크릴 

조사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8 kHz와 120 kHz 다중 주

파수이고, ES70과 EK60 모두 pulse length와 ping 

interval은 각각 1 ms와 0.5 pings·s-1로 동일하게 설정하

여 약 11 knot의 선속을 유지하며 음향 자료를 획득하였

다 (Table 2). 정선 조사 전 EK60에 해서 음향정선 인

근해역 (62° 28.7´S, 59° 42.4´W)에서 보정구를 이용하여 

보정을 실시하였다. 

음향 정선에서 획득한 ES70과 EK60에 한 음향 자

료는 상용화된 후처리 소프트웨어(Echoview ver. 7.0; 

Myriax Pty Ltd, Australia)를 이용하여 가상 에코그램 기

법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순서는 수

심에 따른 배경 잡음 (background noise)의 제거를 위해 

TVT (time varied threshold)를 보상한 후, 수직적인 분석 

구간인 수심 20 m부터 300 m에 해서 수평과 수직 각

각 0.1 n·mi과 1 m 간격으로 압축하였다. 압축한 신호는 

ES70과 EK60의 해저면 신호 비교 및 보정을 위해서 추

출 후 MATLAB (R2009A)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S70과 EK60의 해저면 신호에 한 비교는 수평과 

수직 각각 0.1 n·mi과 1 m 간격으로 추출된 신호 중 해

저면 부근에서 가장 강한 레벨을 해저면 신호로 가정하

였다. ES70과 EK60의 각각의 두 주파수 모두 해저면 신

호를 추출하여 비교하였고, 주파수 별 레벨 차이를 ES70 

신호에 보정하였다. 또한 ES70의 보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음향 정선 내 크릴 군체의 신호를 추출하여 

ES70으로 획득한 신호의 보정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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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chograms for the top 300 m of the water column in the acoustic transect (T1, T1-1, T2) from ES70 (a) and EK60 (b).

결과 및 고찰

음향 신호의 검증 및 남극 크릴의 유·무 확인을 위해

서 EK60의 음향 정선 T1-1에서 크릴 군체로 판단되는 

신호에 한 어획 조사 (63° 03.20´S, 58° 36.40´W~63° 

01.60´S, 58° 31.05´W)를 실시하였다 (Fig. 1). 어획 조사

는 2016년 4월 14일 15시 34분부터 16시 56분까지 약 

82분간 진행하였고, 음향 신호를 통해 크릴 군체로 판단

되는 수심 60~90 m에 해서 트롤어구를 이용하여 채집

하였다. 채집에 사용한 어구는 그물 전장이 167.7 m이

고, 망고와 망목이 각각 40 m와 72 m이다. 그리고 망목

은 내부와 외부 각각 15 mm와 100 mm이다. 어획 결과 

남극 크릴 (Antarctic krill, E. superba)이 10 kg 이상

(10.15 kg)이 어획되어 약 94.86%로 최우점하였고, 가시

빙어 (Spiny icefish, Chaenodraco wilson, 0.52 kg)와 

긴지느러미빙어 (Long-fingered icefish, Cryodraco 

antarcticus, 0.03 kg)가 일부 어획되었다. 어획된 남극 크릴 

중 200마리에 해서 길이를 측정하였고, 남극 크릴의 

평균길이 (±표준편차)는 약 49.2 mm (± 4.6 mm)였다.

Fig. 2(a)와 Fig. 2(b)는 남쉐틀랜드 군도 인근해역에서 

각각 ES70과 EK60으로 획득한 음향 정선의 120 kHz에

코그램이다. ES70과 EK60으로 조사한 음향 정선은 약 8일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Table 1), 해저면의 수심 

분포를 통해서 거의 동일한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진 것

으로 확인된다. ES70와 EK60으로 조사한 음향 정선에

서 남극 크릴로 판단되는 신호가 간헐적으로 군체를 이

루며 나타났다 (Fig. 2).

음향 정선 T1과 T2에서 ES70과 EK60에서 획득한 해

저면 신호의 레벨은 120 kHz 주파수는 각각 –11.72 dB 

(n = 177)와 –15.31 dB (n = 167)로 약 3.59 dB의 차이

를 보였고, 38 kHz 주파수는 –12.46 dB (n = 177)와 

–11.61 dB (n = 167)로 ES70이 EK60보다 해저면 신호

가 0.85 dB 약하게 나타났다 (Fig. 3). 본 결과를 이용하

여 ES70 신호에 해서 120 kHz는 3.59 dB 낮게, 38 

kHz는 0.85 dB 높게 후처리를 통해서 보정하였다. 

해저면 신호를 이용한 ES70 센서의 보정결과에 한 

검증을 위해서 ES70과 EK60로 획득한 음향 정선 내 크

릴 군체 신호를 비교하였다 (Fig. 4). ES70를 이용한 조

사 시 T1에서 30~35 n·mi 부근 수심 100~240 m 범위에 

크릴 군체가 나타나 이 군체 신호를 추출하였다 (Fig. 

2(a)). 반면 EK60을 이용한 T1과 T2 음향 정선에서는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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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coustic signal of Antarctic krill (Euphausia superba) identified on a 38 and 120 kHz echogram in the acoustic transect from
ES70 and EK60. (a) Scatter plot of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 (SV) at 120 kHz against 38 kHz from EK60. Scatter plot of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 (SV) at 120 kHz against 38 kHz from ES70 (b)before and (c)after calibration. The gray and red dots indicate 
the wholes SV and SV classified with dB difference window of 2~12 dB for Antarctic.

Fig. 3. Bottom backscattering strength (dB) for 38 kHz and 120
kHz from ES70 and EK60. The lower and upper boundaries of 
the box indicate the 25th and 75th percentiles, error bars above 
and below the bold the line within the box the mean.

렷한 크릴 군체가 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T1 인근의 

T1-1 정선에서 획득한 크릴 군체에 한 신호를 분석하

였다 (Fig. 2(b)). T1-1 정선의 크릴 군체 신호는 트롤을 

이용하여 채집한 해역이다 (Fig. 1). 

38 kHz와 120 kHz 다중 주파수를 이용하여 남극 크

릴과 타 생물체와의 분리시 두 주파수 차이의 범위는 일

반적으로 2 dB < SV 120 kHz–38 kHz < 12 dB로 설정한다 

(Watkins and Brierley, 2002). EK60으로 획득한 음향 신

호 중 크릴 군체에 한 음향 신호를 추출한 결과 2~12 

dB 범위 안에 전체의 신호 중 56.70%가 포함되었고, 

38 kHz와 120 kHz의 평균 SV는 각각 –78.32 dB (SD

= 10.76)와 –69.95 dB (SD = 12.50)이었다 (Fig. 4(a)). 

반면 해저면을 이용한 신호 보정 전의 ES70으로 획득

한 크릴 군체 음향 신호는 26.95%만 2~12 dB 범위 안

에 들어왔고, 나머지 신호 차이는 모두 12 dB 이상의 범

위로 나타났다 (Fig. 4(b)). 하지만 EK60과 ES70으로 

획득한 해저면 신호 차이를 ES70 신호에 보정한 결과, 

38 kHz와 120 kHz의 평균 SV는 각각 –70.21 dB (SD = 

13.11)와 –60.82 dB (SD = 13.46)이고, 2~12 dB 범위 내 

92.04%가 포함되어 부분의 신호가 크릴 신호로 판단

되었다 (Fig.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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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진행된 ES70과 EK60의 음향 정선은 각

각 138.4 n·mi과 119.2 n·mi이고, 정선 내 해저면 수심은 

91 ~ 972 m 범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120 kHz로 분석할 수 있는 수심 범위 내인 300 m 이내

를 기준으로 해저면 신호만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ES70

과 EK60 정선 내 해저면은 전체의 음향 정선 중 약 13%

에 한 신호만 비교할 수 있었다.

조업선의 특성상 상업어탐의 음향 신호에는 다양한 

잡음이 혼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음향자료의 

분석을 위한 후처리 기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잡음 제거를 통해 자원량 산정의 정확도 향

상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Kang et al., 2015; Lee 

et al., 2015). 본 조사 시 안정된 해상 상태와 적은 조업 

횟수로 인하여 배경 잡음제거 외에 다른 후처리 방법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잡음 존재 시 후처리 방법 또

한 상업어탐 센서 보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중 주파수를 이용하여 획득한 크릴 음향신호의 레

벨과 그 차이의 범위는 분포하는 크릴의 길이 분포 및 

해상상태에 의한 자세각 등에 의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McGehee et al., 1998). 하지만 조업선의 특성

상 장기간 동안 획득한 음향자료이고, 어획 지역과 해상

상태에 따라 계속적으로 크릴 신호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CCAMLR에서 자

료처리에 한 반복적인 회의를 통한 규정 설정 및 정립

이 필요하다.

과학어탐 및 상업어탐에 한 보정시 시간 및 공간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보정하는 방법은 해저면

을 이용한 방법이다 (De Robert et al., 2008). 특히 남극 

해역에서 상업어탐을 이용하여 크릴을 조업하는 어선이 

특정 정선을 조사 후 어획을 하는 것을 CCAMLR에서 

권고하고 있다. Norwegian fjord. 해역에서는 RV G.O.를 

이용, South Orkney Islands에서는  크릴 조업선 Juvel을 

이용하여 해저면을 이용하여 2012년과 2015년 2회에 걸

쳐 보정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해저면 신호는 38 kHz와 

120 kHz 모두 동일한 정선에 해서 음향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약 3 dB 이내에서 편차를 보였다. 본 정선은 

CCAMLR 지정 정선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추출한 

해저면의 지형이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존재하였기 때문

에 해저면 신호를 획득 시 낮은 수심의 지역과 해저면 

상태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CCAMLR에서는 크릴 조업선 자료를 이용한 자원량 

산정을 위해서 정량화된 음향 자료 획득 및 분석 프로토

콜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남극 크릴 조업선에서 사용한 

음향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특정회사 제품인 SIMRAD 

사의 ES70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부분 과학어탐 장

비인 EK60과 비교 시 센서는 동일하나, 센서 감도의 보

정 기능이 제거되어 있어, 음향 자료 획득 시 오류를 범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저면 신호를 이용한 조

업선 내 상업어탐의 보정과 음향자료처리의 정량화가 동

시에 진행될 경우 조업선은 크릴 자원량 조사에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남극해역에서 장기간으로 음향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크릴 조업선 음향 자료에 한 보정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크릴 주요 어획 지역 중 하나인 남쉐틀랜

드 군도 인근해역에서 CCAMLR에서 설정한 조사정선

에서 상업어탐인 ES70과 보정된 과학어탐인 EK60의 해

저면 신호 차이로 보정을 실시하였다. 자료 처리는 일반

적인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 다중주파수를 이

용한 크릴 군체 신호 차이를 통해서 보정 결과에 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크릴 군체의 신호가 보정 

전과 후 큰 차이를 보였다. 보정 전 ES70으로 획득한 크

릴 군체의 음향 신호는 27.95 %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

으나, 보정된 과학어탐 (EK60)과의 해저면 신호 차이인 

ES70의 38 kHz와 120 kHz 주파수 각각 0.85 dB, –3.59 

dB씩 보정 후 90% 이상 (92.04 %)의 신호가 크릴 군체

의 신호로 판단되어 보정 결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본 조업선의 음향자료를 분석할 

경우, 조업한 해역 내의 크릴 분포 및 현존량 조사는 지

속적인 CCAMLR 크릴 자원 및 생태계 관리의 정책방향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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