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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에서 발생하는 적조 현상은 

매년 특정 시기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 피해액은 

해를 거듭해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적조 

발생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에서 발생하는 적조의 우점종 

플랑크톤인 Cochlodinium polykrikoides 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C. polykrikoides 의 개체수 변화에 따른 

후방산란신호를 획득하여 그 상관관계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주파수는 5MHz, 

10MHz 이고, 적조 주의보와 적조 경보에 해당하는 

개체수인 300cell/mL, 1000cell/mL 을 중심으로 개체수를 

변화하였다. 필터링 후의 해수와 Cochlodinium 이 있는 

해수의 체적산란 패턴 변화뿐만 아니라 Cochlodinium 의 

개체수 변화에 따른 산란 패턴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1.서  론

최근에 해양미세조류의 대발생(적조현상)은 전세계적 

으로 발생하여 양식산업, 해양환경, 인류건강, 관광 

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세계적인 문제이 

다. 이러한 현상은 1970 년대 초에 발생하여 점점 

발생빈도, 기간, 적조생물농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국내 전 해안에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1990 년대 상반기까지 한국연안에 출현한 

적 조는 시• 공간적 변동이 다소 일정 하여 특정 기 간에 

특정 만이나 연안에 국한되었으나, 1995 년 이후는 

적조 발생 현황이 계절변화나 출현하는 공간의 

제한성을 벗어나 수온분포 양상, 일사량, 영양염 분포 

등에 따라서 패턴이 다양하게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적조 발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단기간에 

시•공간적 변동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 

절실히 요구됨과 동시에 적조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인자들과의 상관성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수중음향센서를 사용하여 

적조를 야기시키는 주요，적조생물인 Cochlodinium 

polykrikoides음향학적 산란특성을 통해 앞으로 실시간 

적조탐지 체계(Real-Time Red Tides Monitoring System)를 

구축하고 현장에서의 실시간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통한 

정확한 적조예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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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lodinium polykrikoides 匸 편조류로 길이는 30~40 

卩m, 폭 20-30 pm 인 구형에 가까우며(그림 1) 주 

발생시기는 여름철이다. .발생지역은 진해만, 경남 

학림도 주변으로 100- 10,000 cells/mL 나타낸다. 

특징으로는 셀 표면에 점액질이 있어 군체를 형성하고 

독성은 없지만 이 점액질이 어류 아가미에 붙어서 어류 

폐사를 일으킨다. 적조주의보는 300cell/mL 이고 

적조경보 1000cen/mL 이다.

Cochlodinium polykrikoities Margalcf T0014

그림 1. Cochlodinium polykrikoides

파장보다 크기가 작은 즉, 음향학적으로 작은 

비구형체는 같은 체적과 같은 평균 물리적 성질을 가진 

실제 구와 같은 음파산란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Rayleigh 는 비공진구의 후방산란단면적을 

계산하는 식을 유도하였다.

■윽 = 4(肋)4
‘兀a

\-gh2 ! 1-g Y 

3斂 2 l + 2g>
(1)

a : the radius of the sphere
g : the ratio of density of sphere to medium
h : the ratio of sound speed of sphere to medium 
f : the frequency of the incident sound
k = 2p f /c (c: speed of sound in the medium)

이 산란모델은 주파수와 산란체의 반경의 함수이다.

후방산란단면적은 이 두 변수에 따라 변하며 각각 

분리될 수 있다. 또한 크기를 알고 있는 단일종에 의한 

음향산란이 우세할 때 각각의 평균 후방산란단면적은 

같다. 적조생물 하나의 후방산란단면적의 합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k匕丿

음원으로부터 거리를 r, 단일주파수 f로 크기가 a인 

산란체로 음파가 입사될 때 음파 산란이다. N® 은 

단위체적당 수치적인 양이다. < >표시는 움직이는 

산란체의 접합에 의한 평균값이다.

品 =1이시並地务)
L 彼 J ⑶

그림 2. Backscattering cross&cticr^i슈X fir din曲gdlate o血ie vs. 

仪외iv하m qhie radius a(pmX aid fiequoxy ©任時 Density and sound speed 

aitostsareg=1.010and h디.OlOr即ENRy

그림 2 는 주파수 f, 산란체의 반지름 a 에 따른 

배양매질과 적조생물의 상대적인 밀도, 음속비를 

추정하여 나타낸 후방산란 단면적이다. 그림에서 보면 

크기가 큰 적조생물에 의한 후방산란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 이것은 식(1)과 같이 주파수의 네제곱에 

비례한다.

3. 실험방법

3.1. 배양

•species : Cochlodinium polykrikoides

•The equivalent spherical radius : 20 ~ 30 pm 
•F/2 medium
•Light darkness cycle of 16:8 hours at 22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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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생물 배양은 해수를 필터로 여과하여 고압멸균기 

로 멸균한 다음 f/2 배지를 만들어 초기농도 100cell/mL 

로 접종하였다. 광원으로는 형광등을 이용하였는데 

명암주기는 16L：8D, 수온, 조도는 각각 22°C, 2200 

lux로 하여 배양하였다. [3] 적조생물의 농도를 알기 

위한 세포의 개수는 현미경을 이용한 정량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3에서 들어오고, 이 신호의 20 卩s에서 70 卩s사이에 

수신된 신호의 부분은 체적 산란 현상에 의한 것으로 

고려되었다.

backsc근ttering signals (10MHz)

3.2. 음향실험

•Pulser-Receiver (500PR, Panametrics)
•Oscilloscope (LT322, LeCroy)
•Preamplifier (5676, Panametrics)
•Transducer (A308S(5MHz), A315S(10MHz), Panametrics)

2 2.5 3 3.5 4 4.5 5 5.5 6 6.5 7
*&»»• (sec) x1qs

그림 4. 필터링한 해수와 Cochlodinium의 시계열

후방산란 신호 비교

空不드구

그림 3. 실험 모식도

실험실에서 배양한 Cochlodmmm의 후방산란 신호는 

Pulser-Receiver의 T단자에 연결된 Transducer에서 송신 

하고 같은 Transducer에서 수신한 후에 Preamplifier에서 

증폭하여 Pulser-Receiver의 R단자를 거 쳐 Oscilloscope상 

에서 데이터를 저장하여 획득하였다. Pulser-Receiver에 

서 고정된 4cycle의 정현파를 생성함에 따라 펄스의 

길이는 5, 10 MHz가 각각 0.8ns, 0.4ps였다. 아크릴 

재질의 지름 5cm, 길이 15cm 의 수조에 200mL 의 

해수를 담아 Cochlodinium의 개체수를 변화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4. 분석방법 및 결과

그림 3는 코클로디늄 산란신호를 받기 위한 수신신호 

형태이다. Bottom의 경계에 의한 반사신호는 약 80 

그림 5. 필터링한 해수와 Cochlodinium의 주파수계열 

후방산란 신호 비교

그림 4는 필터링한 해수와 Cochlodinium 400cell/mL, 

830cell/mL 밀도의 해수의 시계열 체적산란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 20ping의 경우로 적조를 발생하는 

Cochlodinium이 해수 내에 존재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산란패턴이 현저히 다르고, 또한 개체수의 

변화에 따라서도 그 패턴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림 

5은 그림 4의 경우를 주파수계열에서 본 것으로 

10MHz의 주파수 대역에서 dB값의 차이가 필터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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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400cell/mL, 830cell/mL에서 각각 4dB, 1.5dB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6은 시계열과 주파수계열에서의 산란강도를 상 

대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필터링한 해수, 400cell/mL, 

830cell/mL로 갈수록 시간축을 따라 10MHz 대역에서 흰 

색의 분포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시간축 전체에 걸쳐 

흰 색이 분포한다는 것은 결국 매질 전체에 Cochlodin- 

iuni이 random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backscattering signals (10MHz)

-*들

 8
0
 으
 q8u

turn (s»c)

그림 6. 필터링한 해수와 Cochlod讽讪n의 spectrogram

Volume backscattering strength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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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ochlodiniumd 밀도별 후방산란강도 (상대적)

이러한 실험을 토대로 Coc hlodiaium 의 개체수를 

여러가지 밀도로 변화하여 실험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나타났다. Cochlodi서 um 의 개체수에 따른 상대적인 

체적산란강도를 볼 수 있는데, 5MHz에서의 dB값이 

10MHz에서의 경우보다 대략 3~5dB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5MHz와 10MHz의 beam angle의 차이에서 오는 

insonified area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5.결론

적조 발생의 초기 및 실시간 탐지 목적으로 적조 

플랑크톤의 개체수 변화에 따른 체적후방산란 실험을 

실시하였다. 필터링한 해수와 Cochlodinium0] 존재하는 

해수의 체적후방산란 패턴의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초 연구를 토대로 그림 7에서 

보여지는 적조 주의보에 해당하는 300celUmL(점선)을 

전후로 하는 밀도에서의 다양한 매질 내에서의 

Coc/i/od油讪I의 후방산란강도를 구하고, 그와 아울러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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