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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안에 분포하는 대형 노무라입깃해파리

(Nemopilema nomurai 의 측면 음향 반사강도 특성)

이형빈1김정훈․ 2강돈혁․ 1*

1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생물자원연구부, ,

2
한양대학교 해양음향연구실,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파리가 대발생하여 해파리의 먹이생물과 관계된 생태계 불균형

과 해파리의 대량섭식으로 인한 어류자원의 먹이 감소로 어획량 감소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연안 어망 손실 산업적으로는 연안에서 해수를 이용하는 임해산업시,

설의 대량 유입으로 시설운용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해파리의 생태

특성 파악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탐지 수단으로 어군이나 동물플랑크톤의 양 추정 시

이용하는 음향조사 기법을 해파리의 자원량 조사에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향자원 조사는 수직 방향의 과학어군탐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음향 자료의 질적 측면에서 양호한 좁은 송수신 빔폭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이러한 좁은 탐지 면적에 대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탐지 면적이 넓은 전

방향 소나 시스템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음향 자원 조사 시(Berger et al., 2009).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물의 고유의 음향 산란강도 또는 반사강도(Target strength, TS, dB)

로 수신 음향 자료를 이용한 종 분류 및 자원량 계산에서 핵심변수로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생태 및 자원량 평가를 위한 소나 혹은 수평 방향

의 음향 시스템 활용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될 해파리의 측면 음향 반사강도 이하 측면(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살아있는 해파리를 대상으로 해상 실험을 실TS) .

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대상 생물인 노무라입깃해파리에 대한 측면 실험은 년 월에 한국해양연TS 2009 8 9～

구원 통영 해양생물자원연구보존 센터 이하 통영 에서 실시되었다 해파리의 채집( M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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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중다이버가 직접 원통형 비닐로 채집하는 방법과 소형 선박에서 대형 플라스틱 용

기로 주변 해수와 함께 채집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채집 및 음향 실험 시 해파리 내부.

에 부착된 기포에 의한 실험의 오차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해파리의 공기 중 노출을 최

소화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측면 측정 실험은 총 개체가 사용되었고 실험에 사용된 해TS 18 ,

파리의 크기 공기 중 우산 직경 와 습중량은 음향 실험이 끝난 후 각각 측정하였다 실험( ) , .

에 사용된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공기 중 우산 직경 범위는 습중량은18 79 cm, 0.5～ ～

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24 kg .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측면 실험에 사용된 주파수는 해양생물 탐지를 위해 많이 사용TS

되는 주파수에 해당하는 를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음향센서는 음축에 대한200 kHz .

대상 생물체의 위치 파악이 가능한 분할 빔 센서 형태이다(spilt-beam transducer) (Biosonics,

실험을 위해 가로 세로 깊이가 각각 의 대형 그물을 가두리에 설치하2005). 6 6 6 m☓ ☓ ☓ ☓
였다(Fig. 1).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ex situ side-aspect target strength measurement of N. nomurai.

음향센서는 대형 그물의 한쪽 끝 부분 수심 부근에 설치하였고 센서의 방향은1.3 m ,

수평 방향을 향하도록 하였다 해파리는 센서 면에서 떨어진 지점에 음향 산란이. 3.5 m

탐지되지 않는 매우 가느다란 낚싯줄로 체내를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수심 1.1 1.5 m～

에서 위 아래로 유영 할 수 있게 위치 시켰다 해류의 영향으로 해파리가 음축을 벗어나, .

음향 자료가 감소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해파리 아래의 위치에 무게추0.8 1.2 m～

를 매달아 해파리 위치를 가능한 음축에 맞추고자 하였다 음향 신호는 로 송수. 2 pings/s

신하였고 감쇄 계수는 수온 염분 의 의해 로 분석 시 보정, (23.7 ), (34 psu) 0.0814 dB/m ,℃

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의한 음향 측면 측정은 센서로부터 의 거리에서TS 3.3 3.7 m～

약 분 동안 자료를 저장하였다 해파리의 평균 음향 측면 를 계산하기위해5 20 . T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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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장된 자료들을 후방산란 단면적TS (backscattering cross section,   
 으로 변)

환한 후 각각의 해파리의 평균 측면 를 계산하였다 식, TS ( 1).

 






 ,   log  식( 1)

결과 및 요약

는 음원에 대한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음향 에코그램의 예이다 대상 해파Fig. 2 200 kHz .

리에 의한 신호 약 와 그물망 약 및 그물망 바깥쪽의 어군 약 이( 3.7 m) ( 4.7 m) ( 5 8 m)～

약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서로 뚜렷하게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측면1 m . TS

값은 약 정도의 크기를 보여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측면 크기가 매우 큼을 알-48 dB TS

수 있다.

Fig. 2. A sample echogram of Nemopilema nomurai side-aspect TS measurements.

주파수 에 대한 개체별 노무라입깃해파리의 평균 측면 의 범위는200 kHz TS -61 -40～

의 범위에서 변화를 가지고 있었다 측정된 측면 결과를 해파리의 우산의 직경dB . TS (bell

diameter, D 와 음파의 파장, cm) ( 의 비율) (D/ 에 대한 회귀 곡선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식(Fig 3, 2).

TS200kHz = 24.6 log(D/λ) - 93.6 (r
2
=0.63) 식( 2)

해파리의 크기에 대한 측면 결과의 종속성을 확인하였고 일정 크기 이상의 해파리TS ,

의 경우에는 단일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 분포를 보여준다 기존TS .

에 측정한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물리적 특성 음속비(  밀도비= 1.0008,  = 1.004, Herose

는 해수와 거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일 개체의 노무라입깃해파et al. 2009) ,



- 48 -

리의 측면 는 낮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러나 해파리의 생태학적 특성상 공생생물 매TS . (

끈등꼬마새우 이 공존하였고 실험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생생) ,

물을 제거 하지 않은 상태로 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높은 측면 가 나타났다고 판단된TS

다.

Fig. 3. Relationship between TS(dB re 1m
2
) and Ratio of bell diameter to

acoustic wavelength D/ at 200 kHz.

결과적으로 해파리의 측면에서 음향을 탐지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는 향후 소,

나와 같은 수평 음향 시스템을 통한 해파리의 탐지를 위한 기본 조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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