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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f aggreg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fish were examined based on three lines in the South Sea of Korea 

using three frequencies (18, 38, and 120 kHz) of a scientific echosounder.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fish was displayed 

using acoustic biomass namely nautical area scattering coefficient (NASC). As a result, at 120 kHz high NASC showed 

from water surface to 20 meters in deep while at 18 and 38 kHz very high NASC presented in 70 ~ 90 meters in depth, 

especially at line 3. Among three lines, the line 2 had lowest NASC. The horizontal distribution of fish using three frequencies 

together exhibited high NASC between the eastern South Sea and center of South Sea. In especial, NASC (801 ~ 1,920 

m2/n·mile2) was observed along coastal waters from Busan to Tongyeong, Geoje, and Namhae. In regard with the property 

of aggregation of fish schools, the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 (SV) of three lines presented close each other, however, 

the range of SV in the line 2 was shortest (-53.5 ~ -43.4 dB). The average distributional depth was deep in the order 

of L3 (32.8 ± 9.0 m), L1 (45.2 ± 9.5m), L2 (49.7 ± 5.6 m). The average altitude was high in the order of L3 (13.4 ± 10.3 

m), L1 (17.0 ± 12.6 m), L2 (56.7 ± 5.6 m). The average length, thickness, and area were large in the order of L1, L3, 

and L2. This means that small sized fish schools were distributed near water surface in the line 2 while relatively large 

and similar sized fish aggregations between line 1 and line 3 appeared however, fish schools at line 3 had lower distributional 

depth and smaller compared to those at line 1. Acoustic data were visualized for demonstrating the entire circumstances 

of survey area. Additionally,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acoustic and traw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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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남해 연안역은 표면 수온이 여름에 최고 28~29℃, 겨

울에 10℃ 이상을 유지하여 연중 수온이 비교적 높고 평

균 염분이 34‰을 유지하는 해역으로 남해 연안수 및 

마난류수와 같은 수괴들이 만나 해양생물들이 산란하고 

서식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형성한다. 또한 남해 연안역

의 수심은 최  210 m이며, 평균 수심은 100 m로 비교

적 얕다. 남해 연안역은 동부, 중부, 서부 해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남해 동부는 부

산과 거제를 중심으로 하며 한반도 연안 중에서 쿠로시

오 난류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아 연중 수온이 최저로 

내려가는 동절기에도 평균 수온이 10℃ 이상을 유지한

다. 남해 서부는 여수를 중심으로 서쪽은 갯벌이 발달하

여 수심이 얕으나, 동쪽은 갯벌이 드물고 수심이 깊은 지

형을 가지고 있다 (Kang and Jeon, 1999; Kim, 2000). 남

해 서부는 서해와 가까워 수온의 변화가 서해 남부와 유

사하고 연안의 지형 또한 갯벌이 넓게 발달해 있고 수심

이 얕다. 남해에는 주요 어종인 멸치, 갈치, 고등어, 전갱

이 등의 조업뿐만 아니라, 굴, 해삼, 전복, 김 등과 같은 

패조류 양식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수산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에 

한 관심이 두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서 우리나라

도 연안해역에서 서식하는 주요 어종을 상으로 과학 

조사를 수행하여 이들 어종의 생물량과 공간 분포 특징

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과학어

탐을 이용하여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동중국해에 출현

한 어군의 특성 및 분포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동해에서는 과학어탐과 중층트롤을 이용하여 멸치어군의 

특성과 분포를 조사하였고 (Kang et al., 1996) 과학어탐

과 수중카메라를 이용하여 울주군 바다목장 해역의 어군 

분포를 조사한 바 있으며 (Hwang et al., 2015), 동해와 

동중국해의 멸치어군의 특성 및 분포에 한 조사 (Kim 

et al., 1998)도 수행되었다. 서해와 남해의 멸치어군의 특

성 및 분포를 과학어탐과 중층트롤을 이용하여 조사하였

으며 (Kang et al., 2014), 여수 바다목장 해역에 서식하는 

어군의 특성 및 분포에 한 조사 (Yoon et al., 2014)와 

남해의 저층 어군의 분포에 한 조사 (Lee et al., 2015)

가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과학어탐을 이용한 어군의 군집 

특성과 분포를 조사한 것은 멸치어군에 한 조사가 

부분인데, 앞으로 더 많은 어종을 상으로 다양하고 광

범위한 해역에서 어군의 군집 및 분포 조사가 수행되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주요 어종의 지속가능한 어업 및 

관리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과학어탐을 이용한 음향조사에서 

38과 120 kHz가 표준 주파수로 사용되고 있다. 주파수

에 따른 음향산란강도를 보면 레일리 (Rayleigh) 산란영

역에서 공진영역을 지나 기하학적 (Geometric) 산란영역

으로 이동한다 (Korneliussen and Ona (2003)의 Fig. 1 

참조). 이때 생물 종의 체장이 주파수의 파장과 일치하

면 공진산란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18 kHz는 8.3 cm, 

38 kHz는 약 4 cm, 70 kHz는 2.1 cm, 120 kHz는 1.3 cm, 

200 kHz는 0.8 cm의 크기의 생물에 공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작은 크기의 플랑크톤 같은 

생물에 잘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어떤 

상 어종을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다수의 주파수를 사용

하여 조사 해역 전체의 생물에 한 폭넓고 기초적인 정

보가 취득 가능하다. 따라서 다수 주파수를 사용하여 포

괄적인 어류의 군집 및 공간 분포 특성을 파악하여, 앞

으로 수행할 수산음향조사에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

다. 또한 음향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조사해역의 전체적인 

정황을 신속하게 표현하고, 추가적으로 저층트롤조사와 

음향조사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현장조사

과학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 탐구 20호를 이용하여 우

리나라 남해에서 수행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4월 

4~12일이었다 (Fig. 1). 조사기간 동안 과학어군탐지기 

(이하 과학어탐)를 이용한 음향조사와 저층 트롤어구를 

이용한 트롤조사가 수행되었다. 음향조사에는 Simrad사

의 과학어탐인 EK60 split beam을 사용하였으며, 5개의 

주파수 (18, 38, 70, 120, 200 kHz)를 이용하여 조사선이 

항해 및 트롤조사를 하는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모든 

주파수에서 1024 μs의 펄스폭을 사용하였으며, 주파수별 

(18, 38, 70, 120, 200 kHz) 송신 파워는 2000, 2000, 750, 

500, 300 W로 각각 설정하였다. 핑율은 2 Hz로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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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빔 각도는 18 kHz만 11̊ , 다른 주파수는 7̊ 의 원뿔형

태의 빔이지만, 실제 교정을 하여 빔패턴을 추정한 결과 

주파수별로 athwartship angle와 alongship angle은 18 kHz

에서는 10.7̊ 와 10.8̊ , 38 kHz은 7.1̊ 와 6.9̊ , 70 kHz는 

6.5̊ 와 6.7̊ , 120 kHz는 6.3̊ 와 6.5̊ , 200 kHz는 6.9̊

와 6.5̊ 이었다. 과학어탐의 모든 주파수는 주파수에 따른 

구리 교정구를 사용하여 표준교정법 (Foote et al., 1987)

에 의거하여 조사 전에 실시하였다.

트롤조사는 저층트롤을 이용하여 조사기간 중 15회를 

주간에만 실시하였다 (Fig. 1, Table 1). 트롤 조사 시의 

평균 선속은 3.3 knots, 평균 망고는 3.7 m, 평균 예망 시

간은 30분이었다. 트롤 양망 후에는 선상에서 생물종을 

식별하고 각 어종별 개체수와 어획중량을 측정하였다. 또

한 각 어종에 하여 개체어의 체장 (cm)과 체중 (g)을 

어체측정판과 선박용 정밀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1. Study area. The line 1 shows in red, the line 2 in yellow
and the line 3 in blue. The time range of the line 1 is between
11:19 on April 4 and 08:32 on April 6, that of the line 2 is between
08:32 on April 6 and 9:15 on April 9, and that of the line 3 is 
between 9:15 on April 9 and 19:27 on April 12 (a). The trawl stations
show from T1 to T15 (b). The arrow shows the direction of sailing.

음향데이터 시각화

다섯 개의 주파수 중에서 18, 38, 120 kHz의 음향데이

터를 Echoview (ver. 7, Echoview Software Pty Lt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세 주파수를 선택한 이유는 남

해 연안역의 어류 군집 및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저주파수인 18과 38 kHz를 선택하였으며, 부유생물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고주파수 120 kHz를 선정

하였다. 데이터 분석에 앞서, 전체 조사기간에서 묘박 혹

은 정박한 데이터는 분석에서 삭제하였다. 기본적인 데

이터 분석으로 먼저 해수면과 해저 선을 작성하고, 해수

면선 위와 해저선 아래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음향 데이터 내의 다양한 잡음을 수동으로 선별하

고 부정 데이터로 지정하고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전체 

조사선에서 부산에서 남해 중앙 하부 해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라인 1, 남해 중앙 하부 해역에서 제주도 북부 해

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라인 2, 그리고 제주도 북부 해

역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라인 3으로 구분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 이 정의된 구간들은 

Echoview의 ping subset 기능을 이용하여 라인별 에코그

램으로 작성하였다. 라인별 에코그램 전체를 표시하기 

위하여 축소 기능 (zoom out)을 사용하였는데 한 개의 

픽셀에 다수의 핑 중 중간 핑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

어 5:1로 표시할 경우, 한 픽셀에 5개 핑의 중간 핑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어류의 공간적 분포 특성

과학어탐으로부터 구간에 따른 해리면적당 산란계수 

(Nautical area scattering coefficient, NASC)를 제공하는

데, 이 값은 음향 생물량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Murase et al., 2007; Goldbogen et al., 2008). 이 연구에

서 사용한 구간은 수심 10 m와 elementary sampling 

distance unit (ESDU, 1 nmi)의 구간에 한 NASC 값을 

추출하였다. NASC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SV는 평균체적후방산란계수 (dB re 1 m2/m3)이

며, WL는 수심별 구간으로 이 연구에서는 10 m이다. 





  × ×


×    (1)

주파수별 어류의 공간적인 분포 특징을 조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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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개의 주파수에 NASC값을 추출하였다. 어류의 수

직 분포 특성은 Microsoft Excel (ver. 2010, Microsoft 

Corporation)을 이용하여 수심 10 m 단위로 음향생물량

을 표현하여 파악하고, 어류의 수평 분포 특성은 ArcGIS 

(ver. 10, ESRI)를 이용하여 조사항적선위에 ESDU의 음

향생물량을 표현하여 살펴보았다.

어류의 군집 특성

어류의 군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주파수 중

에 어류 군집이 가장 잘 나타난 18 kHz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어군을 탐지하였다. Echoview 내의 어군 탐지 모

듈은 SHAPES 알고리즘 (Coetzee, 2000)을 근거로 개발

되었다. 이 알고리즘을 근거로 한 어군 탐지는 어군과 

같은 영역의 경계를 먼저 정의한다. 이 정의된 영역의 

형태학적, 수심학적 및 에너지학적인 특징을 어류의 군

집 특성으로 간주한다. 형태학적인 특징으로는 어군의 

길이, 높이, 면적을, 수심학적인 특징은 어군의 수심분포

와 고도 (어군의 하단에서 해저까지의 거리)를 들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적인 특징은 체적후방산란강도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어군의 길이는 식 (2)를 이용하여 확

된 빔폭의 영향을 고려하여 수정된 길이이다. 

2P tan (A/2)                                   (2)

여기서 P는 어군의 평균분포수심 (m)이고, A는 attack 

angle로 음축의 선에서 다른 선 (어군이 막 탐지되는 순

간에 음축에서 어군의 바깥부분의 선까지의 각도를 의미

한다; Diner (2001)의 Fig. 2를 참조) 사이의 각도를 의미

한다. 어군의 높이도 펄스폭 (cτ/2)의 영향을 보정하였

다. 어군 탐지의 파라미터 설정은 최종 어군의 최소 길

이 및 높이, 어군 후보의 최소 길이 및 높이를 5 m로, 수

직 및 수평 연결의 최  거리는 15 m로 하였다. 이는 최

종 어군 및 어군 후보의 길이와 높이를 최소화하여 소형 

어군들도 탐지하도록 하였고, 독립된 어군들이 하나의 

어군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정이었다. 탐

지된 어군의 특성을 comma separated value (CSV) 파일 

형태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어군의 특성은 SPSS (ver. 

21, IBM)를 이용하여 상자그림으로 결과를 표현하였다. 

음향생물량과 트롤 어획간의 관계

추가적으로 음향 생물량과 트롤 어획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음향 데이터 및 

트롤 자료의 분석 흐름도는 Fig. 2와 같다. 음향데이터와 

트롤 어획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하여, 음향 데이터에 트

롤이 실시된 구간과 같은 범위를 설정하였다. 먼저 저층 

트롤의 착망과 양망 시간을 기준으로 에코그램에서 이 

트롤의 수평 구간을 선별하였다. 또한 저층 트롤그물의 

위치와 과학어탐의 송수파기 위치 간의 차이를 보정하였

다. 이는 트롤 구간의 수심과 선박에서 그물까지의 길이 

(끌줄, 후릿줄, 목줄 길이의 합)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입하여 이 그물과 과학어탐의 위치 차이를 보정하였

다. 수심적으로는 앞서 그어진 해저선에서 평균 망고만

큼 더한 망고선을 작성하여, 해저선으로부터 망고선까지

의 데이터만 선택하였다. 18, 38, 120 kHz 주파수의 에

코그램에서 이렇게 선별한 트롤 구간내의 NASC 값을 

각각 추출하였다. 트롤 어획 결과와 추출된 NASC 값은 

Microsoft Excel (ver. 2010, Microsoft Corporation)을 이

용하여 결과를 그래프로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어획량

과 NASC 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SPSS

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NASC와 트롤 어획결

과의 정규성 검정 결과, p < 0.05로 정규성을 보이지 않

아 비모수 상관분석인 Kendall의 타우–b 방법을 이용하

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2. The flow chart of data analysis for comparing the trawl catch 
and the acoustic biomass. The analysis was performed by the direction 
of arrows. The dotted line distinguishes two different analysis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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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음향 데이터의 시각화

18, 38, 120 kHz 주파수의 라인별 에코그램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가로 60분, 세로 30 m 간격의 grid를 생성하

였으며, color scale (SV값)의 범위는 -75 dB에서 -39 dB

이다. 에코그램 아래의 막 는 주간과 야간을 나타내며 

노란색은 주간, 검은색은 야간을 의미하고, 위쪽 숫자는 

조사 날짜를 나타내었다. 내해에서 외해로 이어지는 라인 

1 (부산 ~ 남해 중앙 하부 해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심

이 깊어지다가 4월 5일 20시경부터 평균 81.5 m, 최  

97.7 m의 수심을 보였다. 또한 외해로 갈수록 약한 산란

체들이 다수 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일몰 이후 시

간으로 어류는 산포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 4월 5일 13 ~ 16시 사이에 38과 120 kHz에 표층에서 

30 m 부근에 다소 강한 음향신호가 관찰되었다. 역으로 

16시 해저에 18과 38 kHz에 보다 강한 음향신호가 보였

다. 4월 6일 08시경 38 kHz에서 해수면과 30 m 수심 사

이에 다소 강한 음향신호가 보였으며, 120 kHz에서는 그

보다 약한 음향신호가 나타났지만, 18 kHz에서는 매우 

약한 음향신호만이 존재하였다. 라인 2 (남해 중앙 하부 

해역 ~ 제주도 북부 해역)는 외해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 99 m, 최  135 m의 수심을 가진다. 4월 6일 11시에

서 13시 사이에 120 kHz에서 표층과 30 m 수심 사이에 

산란체들이 큰 군집을 이루었지만, 38 kHz에서는 11시와 

13시에 따로 떨어진 음향신호만이 나타났다. 4월 8일 16

시에서 19시 사이에 해저부근에 음향신호가 18 kHz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38과 120 kHz에서는 다소 약한 음

향신호만 나타났다. 4월 9일 2시경에 해저에 매우 강한 

신호가 모든 주파수에서 나타났으며 18 kHz에서 가장 강

하고 뚜렷하였다. 라인 3 (제주도 북부 해역 ~ 부산)은 외

해에서 다시 내해로 들어오는 구간으로 평균 수심은 66.1 

m, 최  수심은 107.4 m이었다. 4월 10일 9시에서 11시 

사이에 38, 120 kHz의 해수면과 해저 (60 m) 사이에 약한 

산란체의 군집이 나타났으며 38 kHz에서 더 강하였다. 4

월 12일 9시에서 19시 사이에 모든 주파수에서 음향신호

가 관찰되었으나, 10 ~ 14시 사이에 38 kHz에서 해저에 

강한 신호가 보였으며, 표층과 30 m 사이에는 120 kHz에

서 전반적인 강한 신호가 관찰되었다. 선속이 빨라짐에 

따라 해수 전체에 흰 선 (선박주변의 기포로 인해 음향신

호가 차단)이 다수 보였다. 

어류의 수직 분포

어류의 수직 분포는 수심별 NASC 값을 이용하여 Fig. 

4와 같이 나타내었다. 주파수마다 수심별 NASC 값이 

다소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8 kHz에서는 

모든 라인에 수심 60 ~ 100 m 사이에 높은 NASC 값이 

관찰되었고, 특히 라인 3의 이 수심 에 가장 높은 

NASC 값이 보였다. 38 kHz에서는 라인 1에서 해수면에

서 수심 20 m 사이에 강한 신호를 보였고 수심이 깊어

질수록 NASC 값이 점차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라

인 2에서 수심 전반에 걸쳐 약한 NASC 값을 보였지만, 

70 ~ 80 m에서만 매우 높은 NASC 값 (296.6 m2/n·mile2)

을 보였다. 라인 3에서는 70 ~ 90 m 사이의 값이 높았다. 

38 kHz 전 해역의 NASC 값은 70 ~ 80 m 범위에서 가장 

높았으며 (241.2 m2/n·mile2), 120 kHz는 라인 1의 0 ~ 20 m 

구간이 가장 높은 NASC 값을 나타내었다. 라인 2는 전

체적으로 약한 NASC 값을 보였다. 라인 3에서는 수심

과 상관없이 체적으로 높은 NASC 값을 보였으며, 특

히 10~20 m에서 높은 NASC 값 (136.1 m2/n·mile2)을 나

타냈다. 120 kHz에서는 모든 라인의 0~20 m 사이에서 

높은 NASC 값을 보였다. 주파수별로 각 라인의 수심별 

NASC를 비교했을 때, 라인 1의 18 kHz에서는 중층과 

저층의 NASC가 높지만 38과 120 kHz에서는 표층이 높

았다. 라인 2에서는 18 kHz에서 중층의 NASC가 높았고 

38과 120 kHz에서는 표층과 중층의 NASC가 높았다. 라

인 3의 18과 38 kHz는 저층의 NASC가 높았고, 120 

kHz는 표층과 중층의 NASC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살펴

보면, 어류의 분포를 잘 보여주는 보다 저주파수인 18 

kHz의 음향생물량은 주로 중층과 저층에서 높았으며, 

플랑크톤과 같은 부유생물의 분포를 잘 보여주는 120 

kHz에서는 표층과 중층의 음향생물량이 높았다. 주파수

별 전체 라인에 한 NASC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8 

kHz에서 100.6 ± 110.8 m2/n·mile2, 38kHz는 90.7 ± 89.5 

m2/n·mile2, 120kHz는 48.3 ± 47.3 m2/n·mile2였으며, 라인

별 전체 주파수에 한 NASC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라인 1에서 95.1 ± 69.1 m2/n·mile2, 라인 2는 33.3 ±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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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riginal SV echograms displaying at 18, 38, and 120 kHz in the line 1 (a), 2 (b) and 3 (c). Day and night marks based 
on the times of sunrise and sunset show yellow and black bars. The arrow marks in red on the top of figures means the distinction 
of different days. Date and time show on the top of the figures and water depth displays on the left of the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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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ertical distributional property of aquatic organisms using the nautical area scattering coefficients (NASC) according
to the water depth in 10 m interval. “No data” means no available data in the water depth.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NASC are shown in each subfigure.

m2/n·mile2,라인 3은 128.1 ± 115.5 m2/n·mile2였다.

어류의 수평적 분포

어류의 수평적 분포 특성을 음향생물량을 이용하여 Fig. 5

와 같이 표시하였다. 18 kHz의 음향생물량은 체로 남해 

동부 해역인 부산, 거제, 통영, 남해 연안역에 (라인 1 초반

부와 라인 3의 후반부)에 크게 나타났으며, 외해인 라인 2

와 라인 3의 남해 서부 연안쪽에는 201 ~ 400 m2/n·mile2의 

음향생물량으로 체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Fig. 5a).  38 

kHz에서도 18 kHz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지만 외해인 라

인 2와 남해 서부해역인 라인 3의 초반부에는 1 ~ 200 m2/ 

n·mile2의 낮은 음향생물량을 보였다 (Fig. 5b). 120 kHz에

서는 남해 동부 연안, 특히 부산에서 거제까지 높은 음향

생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 5c). 주파수 전체

를 이용한 어류의 수평적 분포 특징은 401 m2/n·mile2 이상

의 높은 값들은 부분 남해 동부에서 중부해역까지 나타

났으며, 부산에서 통영, 거제를 거친 남해에 이르는 연안을 

따라 801 ~ 1920 m2/n·mile2 범위의 큰 음향생물량이 관찰

되었다. (Fig. 5d). 어류의 분포를 잘 보여주는 저주파수의 

18과 38 kHz는 남해 동부와 중부에 높은 음향생물량을 나

타내었고, 플랑크톤과 같은 부유생물의 분포를 잘 보여주

는 120 kHz에서는 동부 연안에 집중적으로 높은 음향생물

량을 나타내었다.

어류 군집 특성

라인별 어류의 군집 특성을 상자그림으로 나타내었다 

(Fig. 6). 탐지된 모든 어군들은 07시에서 15시 사이에 출

현하였다. 각 라인별 어군의 SV값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라인 3 어군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SV값이 –47.7 ± 5.3 dB로 

가장 높았고 라인 2는 -48.8±4.4 dB, 라인 1은 –50.8 ± 5.2 

dB이었다. 라인 1 어군의 분포 수심에서 1과 3 사분위수

는 각각 38.2와 53.6 m였으며, 분포 수심의 범위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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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orizontal distributional property of aquatic organisms using the nautical area scattering coefficients (NASC) 
showing in every one nautical mile and the entire water column at 18 kHz (a), 38 kHz (b), 120 kHz (c), and all frequencies 
(d). The size of circle corresponds the value of NASC.

65.7 m)가 가장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라인 2 어군들의 

50%는 수심 40 ~ 54 m의 매우 좁은 범위에서 관찰되었다. 

라인 3 어군들은 평균 수심 32.8 ± 9.0 m로 비교적 얕은 수

심에 존재하였으나, 70.8 m의 깊은 수심에 위치한 어군 

(이상값)도 존재하였다. 라인 2의 어군들은 평균 고도가 

56.7 ± 5.6 m로 가장 높았으며, 라인 1과 라인 3의 평균 고도

는 각각 17.0 ± 12.6 m, 13.4 ± 10.3 m로 비교적 해저 가까

이에 출현하였다. 어군의 평균 길이는 라인 1이 60.8 ± 67.1 

m, 라인 2는 7.4 ± 6.0 m, 라인 3은 26.7 ± 33.8 m으로, 라인 

1이 가장 긴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200 m가 넘는 이

상값을 가진 어군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평균 두께 역시 

라인 1의 어군들이 11.6 ± 8.1 m로 가장 두꺼웠으며, 라인 

2는 4.5 ± 2.0 m로 가장 얇았다. 길이와 두께가 모두 컸던 

만큼 라인 1의 어군들의 평균 면적이 427.7 ± 950.3 m2으로 

가장 컸다. 또한 3000 m2가 넘는 이상값들이 관찰되었다. 

라인 2와 라인 3의 어군들의 평균 면적은 각각 14.0 ± 11.2 

m2,140.6 ± 261.3 m2이었다. 연안과 가까운 라인 1과 라인 

3의 어군들이 라인 2의 어군들보다 큰 경향을 나타냈다.

Fig. 6. Box plot of aggregation characteristics of fish schools. The lower 
quartile, median and the upper quartile show in the box with the whisker 
(minimum and maximum values). The outlier displays small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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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comparison between the nautical area scattering 
coefficients (NASC) at 18, 38, and 120 kHz and the catch.

음향 및 트롤결과 비교

저층트롤조사의 어획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109 종이 어획되었다. 여기서 주요 어

획 어종의 정보는 어획률이 높은 3종에 한 것이다. 트

롤 전체의 평균 어획량은 65.5 kg이며, 라인별 평균 어획

량은 라인 1에서 65.3 kg, 라인 2에서 25.0 kg, 라인 3에

서 85.9 kg으로 라인 3의 평균 어획량이 가장 많았다. 어

획량이 가장 높은 정점은 T11 (210.7 kg)이었으며, 멸치

가 가장 높은 어획률을 보였다. 이와 같이 저층 트롤어

구를 사용하였음에도 멸치, 청멸, 삼치 등과 같은 부어류

종이 T1, T2, T7, T11에서 높은 어획률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트롤조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수심은 71.5

± 29.5 m이고, 조사가 수행된 평균 시간은 착망 시간을 

기준으로 12시 22분이었다. 각각 주파수에 따른 트롤구

간 NASC 값과 어획량을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7). NASC 값은 주파수 별로 모두 다른 경향을 보

였다. 주파수별 NASC 값과 어획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Kendall의 타우–b방법을 통하여 구한 결과, 18 kHz는 r = 

-0.219, p > 0.05 (p = 0.255), 38 kHz는 r = -0.276, p 

> 0.05 (p = 0.151), 120 kHz는 r = 0.162, p > 0.05 (p 

= 0.40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파수별 NASC 값과 어획량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찰

어류의 군집 특성

국내에서 어군의 군집 특성 (길이, 두께, 면적 등)을 

조사한 모든 연구사례를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

다. 1994년에 동해안 포항과 울산 연안에서 멸치 어군의 

특성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포항 연안의 어군이 다

소 길고 면적이 더 컸으며, 울산 연안의 어군은 두껍고 

체적후방산란강도가 강했다 (Kang et al., 1996). 1994년

과 1995년의 조사에서는 동해에 출현한 멸치 어군이 동

중국해의 어군보다 길고 두껍고 면적이 넓었으며, 체적

후방산란강도 또한 높았다. 1994년 조사와 1995년 조사

를 비교하였을 때, 94년에 출현한 멸치어군이 더 길고 

두꺼웠으나 95년에 출현한 멸치어군의 면적이 더 넓었

다 (Kim et al., 1998). 2003년에는 서해와 남해에서 멸치

어군의 특성에 한 조사에서는 남해의 멸치어군이 서해

의 멸치어군보다 길고 두껍고 면적이 넓었으며 체적후방

산란강도 또한 높았다 (Kang et al., 2014). 연도는 다르

지만 같은 3월에 실시한 1994, 95년 조사와 2003년 조사

에 출현한 멸치어군을 해역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동해

의 어군이 형태학적으로 가장 크고, 에너지학적으로 가

장 강한 신호를 나타냈으며 서해의 멸치어군이 가장 작

고 체적후방산란강도가 가장 약했다. 위의 연구같이 멸

치 종을 상으로 다양한 해역에서 멸치어군의 군집특성

을 조사한 연구가 다수 있으며, 본 연구와 같이 Yoon et 

al. (2014)은 특정 어종을 상으로 하지 않고 여수 바다

목장 해역에 분포하는 어군 전체를 상으로 2013년 7

월과 8월에 출현한 어군의 특성 및 분포를 조사하여 7월 

어군의 길이와 면적은 8월에 비해 컸고, 어군의 높이는 

서로 비슷하였으며, 8월 어군의 체적후방산란강도가 7월 

어군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8월 어군이 

더 깊은 수심에 분포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상어종을 

선별하지 않았지만, 그 조사해역에 서식하는 어군의 군

집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본 연

구도 남해안의 넓은 해역에 분포하는 어군의 군집 특성

을 이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류의 수평 및 수직 분포

본 연구에서는 음향생물량을 이용하여 남해안에 서식

하는 어류의 수평적 분포와 수직적 분포를 18, 38, 120 

kHz의 주파수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어

류의 분포를 잘 보여주는 18 kHz의 주파수에서는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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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ine Trawl
Depth 
(m)

Tow 
duration

Main species information Total 
weight

(kg)Species
Mean length

(cm)
Mean weight

(g)
Species weight/

Total weight (%)

April

5
1

T1 63.0
08:05 ~ 

08:35

Kammal thryssa 11.7 272.8 43.9

62.8Sardinella zunasi 12.6 126.0 20.3

Pampus echinogaster 18.0 99.4 16.1

T2 81.2
11:55 ~ 

12:25

Kammal thryssa 11.2 680.6 62.2

110.4Leiognathus nuchalis 9.9 119.1 10.9

Pampus argenteus 21.3 134.4 8.3

T3 91.6
16:10 ~ 

16:40

Todarodes pacificus 5.3 (ML) 126.5 57.3

22.7Saurida undosquamis 60.7 1902.5 16.7

Scomberomorus niphonius 52.5 787.5 6.9

April

6
2

T4 96.6
08:49 ~ 

09:19

Todarodes pacificus 5.3 (ML) 111.5 74.4

16.1Scomberomorus niphonius 52.2 753.0 9.4

Pagrus major 24.8 363.5 4.5

T5 84.7
12:02 ~ 

12:32

Todarodes pacificus 4.8 (ML) 9.6 75.5

1.4Eopsetta grigorjewi 30.3 213.0 14.8

Thamnaconus modestus 22.0 135.0 9.4

April

8
2 T6 118.1

17:34 ~ 

18:04

Scyliorhinus torazame 39.1 255.2 51.5

52.5Pagrus major 48.3 1711.8 32.6

Scomber japonicus 22.9 88.9 4.1

April

9

2 T7 109.3
08:15 ~ 

08:45

Scomberomorus niphonius 93.3 4920.0 32.7

30.0Lophius litulon 31.9 547.6 18.2

Raja Kenojei 35.5 (DL) 480.6 17.6

3

T8 44.1
13:09 ~ 

13:39

Pagrus major 34.8 642.7 41.2

110.8Zeus faber 26.7 332.5 25.5

Engraulis japonicus 11.1 139.4 12.7

T9 29.3
15:52 ~ 

16:22

Lophius litulon 31.2 438.1 23.0

32.4Setipinna tenuifilis 13.9 52.0 16.2

Pagrus major 38.2 811.2 10.0

April

10
3

T10 31.4
08:10 ~ 

08:40

Lophius litulon 28.8 372.6 47.8

31.2Setipinna tenuifilis 14.7 99.3 32.2

Kammal thryssa 8.0 15.3 5.0

T11 27.3
10:53 ~ 

11:23

Engraulis japonicus 9.1 1477.8 70.8

210.7Kammal thryssa 8.0 532.3 25.5

Leiognathus nuchalis 6.4 28.7 1.4

April

11
3 T12 48.3

15:27 ~ 

15:57

Lepidotrigla microptera 23.5 376.2 49.9

76.2Pennahia argentata 13.4 106.8 10.4

Pampus argenteus 11.8 108.7 8.4

April

12
3

T13 71.0
08:31 ~ 

09:01

Leiognathus nuchalis 9.1 808.1 58.2

140.2Konosirus punctatus 19.6 152.5 10.5

Pennahia argentata 18.7 119.0 8.6

T14 88.4
14:05 ~ 

14:35

Pennahia argentata 23.5 327.2 49.5

66.8Doederleinia berycoides 13.0 102.7 15.7

Pleuronectes yokohamae 30.8 349.7 4.7

T15 88.9
16:45 ~ 

17:15

Pennahia argentata 22.0 125.8 30.8

18.4Lophius litulon 29.9 419.9 22.8

Doederleinia berycoides 12.3 39.8 21.8

Table 1. The catch results from the traw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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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Survey Date Survey area
Distributional properties of fish schools

L (m) T (m) A (m2) SV(dB) DD (m) Alt (m) BD (m)

Kang et 
al., 1996

Jul. 22 ~ 28 
1994

Pohang,
East sea

32.4 6.1 53.7 -38.0 50 ~ 100

Ulsan,
East sea

23.3 10.1 50.1 -36.6 50 ~ 100

Kim et 
al., 1998

Mar. 15 ~ 30 
1994

East China sea 13.8 3.4 29.5 -53.4
25.2 
(min)

23.3 
(min)

52.0

Mar. 20 ~ Apr. 
2 1995

East sea 22.7 4.4 69.4 -50.0
49.8 
(min)

12.0 
(min)

66.3

Kang et 
al., 2014

Mar. 19 ~ Apr. 
10 2003

West sea 9.7 1 10.3
-65.5 ~ 
-58.7

46.5 ~ 
65.3

75.7 ~ 
76.7

South sea 15.1 1.8 31.9
-63.5 ~ 
-54.5

46.7 ~ 
57.2

64.1 ~ 
70.9

Yoon et 
al., 2014

Jul. 9 ~ 10 2013 Yeosu marine 
ranching area, 

South sea

20.5 ~ 
147.8

4.4
-62.3 ~ 
-37.8

19.9 8.4 29.5

Aug. 27 ~ 28 
2013

11.5 ~ 
36.5

4.7
-61.1 ~ 
-33.3

23.8 8.7 34.0

This 
study

Apr. 4 ~ 12 
2016

South sea 46.4 10.0 333.2 -49.5 40.3 16.2 61.5

Table 2. Published results of distributional properties of fish schools in the waters of Korea. L: the length of fish school, T: the
thickness of fish school, A: the area of fish school, DD: the distributional depth of fish school, Alt: the altitude of fish school, BD:
the bottom depth, min of Kim et al., (1998): minimum

동부와 중부 해역의 중층과 저층에 음향생물량의 높은 

값을 보였고, 플랑크톤과 같은 부유생물의 분포를 잘 나

타내는 120 kHz에서는 남해 동부와 중부 해역의 표층과 

중층에서 높은 음향생물량을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남해

안에서 음향을 이용하여 어류의 분포를 조사한 연구 중

에 본 연구와 같이 남해안 전반을 넓게 다룬 조사들을 

살펴보았다. 1996년과 1997년에 38과 120 kHz의 주파수

를 이용하여 잠재어업자원 조사를 수행하였다. 5마일 간

격으로 어군의 평균 체적후방산란강도 (SV)를 이용하여 

수평적 분포를 보였는데, 38과 120 kHz에서 공통적으로 

1996년 10월에는 거제도 및 소리도 부근, 1997년 7월에

는 거제도 부근, 1997년 9월에는 소리도 부근에서 비교

적 농밀한 어군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수심적 분포는 

전수층의 SV값과 해저 ~ 해저 위 10 m 수심 구간의 SV

값을 구하여 1996년 10월, 1997년 7월, 1997년 9월을 비

교하였다 (Lee et al., 1998). 이 연구에서 수심적 분포는 

전 수층을 상으로 막 그래프를 이용하여 SV값으로 

표현하여 수직 분포 특성은 나타내지 못하였다. 본 조사

에서는 수심 10 m 간격으로 나누어 세밀한 수심별 음향

생물량을 표현하여 수심 분포 특성을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8년 7월에는 28 kHz와 200 kHz 주파수

를 이용하여 남해연안의 어족자원 분포현황을 조사한 연

구 사례가 있다 (Hwang et al., 1999). 남해안의 중부와 

서부 해역에 출현한 어류의 수평 분포를 28과 200 kHz 

주파수의 NASC를 이용하여 5마일 간격으로 나타내었

다. 28 kHz의 경우 가막만 외해와 제주도 동북쪽 해역에

서 높은 NASC 값을 나타내었고, 200 kHz에서는 제주도 

북동쪽, 금오도 남쪽, 남해도 남쪽, 가막만 외해에서 높

은 NASC 값을 보였으나, 어류의 수직 분포는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2000년 4월과 5월, 2001년 3월에 멸치종을 

상으로 수평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5마일 간격의 

NASC 값을 구하여 남해 동부와 중부 연안에서 높은 값

이 관찰되었는데 이 조사에서도 수직 분포에 관한 연구

는 수행되지 않았다 (Choi et al., 2001). 지금까지 남해

안을 상으로 수행했던 연구들은 수평 분포를 조사할 

때 5 마일 간격으로 어군의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본 조

사에서는 1마일 간격을 이용하여 보다 세밀한 어류의 수

평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8, 

38 그리고 120 kHz 주파수별 어류의 수평 및 수직 분포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한 것이 기존의 연구와 다르

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수행할 연구에서는 상어종을 

선정하여 그 어종의 주파수별 수평 및 수직 분포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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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저층트롤에서 부어류 어획

본 조사에서 사용된 어구는 저층 트롤 어구로서 망고

가 3.7 m로 낮았으며 조사 해역의 평균 수심이 82 m로 

비교적 낮은 수심이므로 부어류들이 저층 부근에도 서식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11개의 정점 (T1 ~ T4, T6 ~

T11, T13)에서 청멸, 밴댕이, 삼치, 고등어, 멸치, 반지, 

전어 등의 부어류들이 높은 어획률을 나타내었다. 이 중

에서 210.7 kg으로 어획량이 가장 많은 T11의 경우, 멸

치가 70.8%, 청멸이 25.5%로 부어류의 어획률이 매우 

높았는데, 이때의 수심이 27.3 m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T1, T2, T13은 통영 연안역으로 수심이 각각 

63.0, 81.2, 71.0 m로 깊지 않은 해역으로 부어류들의 어

획률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이는 통

영 주변의 해역은 멸치와 청멸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전에 수행된 멸치 어군의 분포에 

관한 조사 (Kim et al., 1998; Kang et al., 2014; Park 

2016)에서도 멸치어군이 저층 부근에 출현한 적이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저층트롤 어구를 사용했음에도 불

구하고 부어류의 어종이 어획된 것으로 판단한다. 

음향과 저층트롤의 관계

저층트롤의 어획량과 트롤구간의 음향생물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과학어탐에는 거리분해능에 의한 탐

지불가 영역과 시간에 따라 음향빔이 퍼져나가면서 어군

을 탐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발생한다. 이것을 음향 데드

존 (dead zone)이라고 하며 (Hwang, 2000), Mitson 

(1993)이 발표한 논문에 아래와 같이 음향 데드존의 높

이 (h)를 구할 수 있다. 

   cos

  


                     (3)

여기서 d는 송수파기와 해저 사이의 거리 (m), θ는 

1/2 파워지점에서의 송수파기의 빔 각도, C는 음속 

(m/s), τ는 펄스폭 (sec)이다. 이 연구에서 빔 각도는 7̊ , 

음속은 1500 m/s, 펄스 폭은 1024 μs, 송수파기와 해저 

사이의 거리 (수심)을 71.5 m로 할 경우, 데드존의 높이

는 0.9 m가 된다. 만약 위의 조건과 같으나 수심만이 

150, 200, 300 m일 경우, 데드존의 높이는 1.05, 1.14, 

1.33 m가 된다. 이 조사의 평균 망고는 3.7 m인데, 이 망

고 중에 0.9 m가 데드존이므로 약 25%의 음향 탐지 불

능 영역이 생겨, 음향과 트롤 결과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과학조사를 

수행할 때 여러가지 상황으로 저층 트롤이 표준화가 되

어 수행되고 있으나, 부어류를 상으로 음향 조사를 수

행할 경우 중층 트롤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결 론

과학어군탐지기의 다수 주파수 (18, 38, 120 kHz)를 

사용하여 남해 연안역을 라인 1 (부산 ~ 남해 중앙 하부 

해역), 라인 2 (남해 중앙 하부 해역 ~ 제주도 북부 해역), 

라인 3 (제주도 북부 해역 ~ 부산)으로 구분하여 라인별 

및 주파수별 어류의 군집 및 공간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

다. 이 연구는 어떤 상 어종을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다수 주파수를 사용하여서 조사해역의 전체적인 수중생

물의 분포 특성을 보였다. 먼저, 수심별 어류 분포는 수

심 10 m 간격으로 구분한 음향생물량 (Nautical area 

scattering coefficient, NASC)으로 나타내었는데, 그 결과 

120 kHz에서 표층에서 20 m까지 NASC 값이 높았고, 

18과 38 kHz에서는 특히 라인 3에 70 ~ 90 m에 매우 높

은 NASC 값을 보였다. 세 개 라인 중에 라인 2가 가장 

낮은 음향생물량을 보였다. 주파수 전체를 이용한 어류

의 수평적 분포는 남해 동부에서 중부해역까지 높은 음

향생물량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부산에서 통영, 거제를 

거친 남해에 이르는 연안을 따라 801~1920 m2/n·mile2 

범위의 큰 음향생물량이 관찰되었다. 어군의 군집특성으

로는 라인 3개의 어군 모두 SV값은 비슷하나, L2의 값의 

범위가 가장 좁고 (-53.5 ~ -43.4 dB), 분포 수심의 평균

을 보면 L3 (32.8 ± 9.0 m), L1 (45.2 ± 9.5 m), L2 (49.7

± 5.6 m) 순으로 깊으며, 고도는 L3 (13.4 ± 10.3 m), L1 

(17.0 ± 12.6 m), L2 (56.7 ± 5.6 m) 순으로 크며 길이, 폭, 

면적은 L1, L3, L2의 순으로 컸다. 즉, L2는 작은 어군들

이 깊은 수심에서 표층에 서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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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과 L3은 단히 비슷한 군집특징을 가지나, L3이 수

심 분포가 낮고 형태적으로는 L1보다 작은 어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음향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조사해역의 전

체적인 정황을 표현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저층트롤조사

와 음향조사의 결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내년에 수행할 수산음향조사를 

설계할 때 보다 남해 동부 연안역을 상으로 다중 주파

수와 중층 트롤을 이용하며 또한 이 연안역의 주요 어종

을 선정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산자원의 자료 

확보가 가능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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