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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ae Bay is a typical aquaculture farm with active fisheries. However, it has been contaminated by the 
development of a major city and industrial area, and has therefore diminished in value as a fishing ground. 
To preserve the continuing productivity of the ocean, we have to estimate fisheries resources. To analyze 
the fisheries resources in Jinhae Bay, we evaluated the Fisheries Productivity Index (FPI). The FPI is composed 
of the Total production (Tp), Total amount (Ta), and Production of edible protein (Ep), nitrogen (Np) and 
phosphorous (Pp). To calculate the FPI, we used Annual statistics on cooperative sales of fishery products 
data from 1979 to 2004 and the Food composition table. The results of the FPI were as follows. Tp ranged 
from 70,235 tons to 113,556 tons and Ta ranged from 107,004 million won to 373,776 million won. Ep 
ranged from 8,124 tons to 13,357 tons, Np ranged from 1,965 tons to 3,273 tons, and Pp ranged from 
168 tons to 276 tons. According to the FPI, maximum fisheries productivity occurred in 1994, when Ta, 
Ep, Np and Pp were at their highes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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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진해만은 과거부터 육상으로부터 다량 유입하는 영양염류

에 의해 기초생산력과 수산생물의 생산성이 높은 해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안역의 이용․개발 수요
의 증가와 육상 오염부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역의 부영양화
가 가속화 되어 적조현상의 빈번한 발생과 빈산소수괴의 형성 
등의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양의 환경변화는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유용수산자원의 증감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해양의 생산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해역의 환경변화와 수산자원을 비롯한 
해양 생태계와의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Lee and Sekine, 2001). 이와 관련한 수산자원
량 평가 및 예측에 관한 연구는 어획량 및 어획강도에 의한 
어류자원량의 변화 (Spencer and Collie, 1997 ; Lee and Sekine, 
2001), 동해안의 서식어종과 어획량 변동조사를 통한 수산자
원량의 변동 (Kim and Kang, 1998), 기후변동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의 변동에 대한 상호관계 (Kim, 2003)등의 연
구가 수행되었으며, 최근에 Zhang and Lee (2004)는 우리나라의 
해역을 동해ㆍ황해ㆍ남해로 구분하여 어획물의 조성을 통한 
해역별 및 연대별 우점그룹의 변화에 대한 수산자원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단일어종의 수산자원량 평가는 고등어, 키조
개, 갈치, 보구치 및 갯장어 (Choi et al., 2004 ; Hong et

al., 2002 ; Park et al., 2000 ; Zhang et al., 1999 ; Zhang et 
al., 1998)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으나, 
특정해역을 대상으로 그 해역의 주요한 수산생물의 종합적인 
수산자원량을 평가하는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상기의 연구를 비롯한 종래의 수산자원량의 평가는 
주로 수산생물의 개체수 또는 어획량에 따른 수산생물의 중량
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청과 각 기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연간 어업생산량도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포획·채취
되거나 양식된 수산동식물의 중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생물의 중량은 수산동·식물을 가공하지 않
은 상태에서 중량을 측정한 것으로써 어패류의 껍질 등이 
포함된 중량으로 인류가 해양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 공급받
는 동물단백질량이 약 16% (McGinn, 1999)인 점을 고려하고
자 한다면 수산생물량도 유용 가식단백질량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역의 지속가능한 수산생산성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오염부하량-수질-수산자원의 상호관계를 종
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수산생물의 증감에 따른 총질소 
(T-N)과 총인 (T-P)의 생산량도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역의 수산자원량 평가를 위해 수산
물의 총생산량과 총생산금액만으로 산출되는 종래의 어업생
산량 개념에 가식단백질생산량, 총질소 (T-N)과 총인 (T-P)생
산량을 추가한 수산생산성지표 (FPI ; Fisheries Productivity 
Index)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해만의 수산생산성의 장
기 경년변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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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연구대상해역 및 기간 

본 연구대상인 진해만은 남해 동부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방향의 길이가 약 35 km, 동서방향의 폭이 약 25 km이며, 
평균수심이 약 20 m 정도인 해만이다. 진해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식어장으로서 굴, 홍합, 피조개 등의 패류와 해조
류 등의 수산 활동이 활발한 해역일 뿐만 아니라 멸치, 대구 
등의 산란장 및 치어의 성육장으로서 가치가 큰 해역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마산과 창원 등의 대도시를 비롯한 
공업단지의 발달과 인구집중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도시하수
와 산업폐수 등이 다량 유입되고 있으며, 양식장의 자가오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요인들과 더불어 반폐
쇄성의 지형적 영향으로 해수교환이 저하됨에 따라 적조발생
의 증가와 하계의 저층 빈산소수괴의 형성 등과 같이 해역의 
수질환경악화로 인해 어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Kim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25년간 (1979년~2004년)의 진해만 수산자원
량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해만의 주요 수산물 위판장인 
거제, 고성, 마산, 진해 및 통영의 5개 시·군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매년 단위로 수산생산성지표 (FPI)를 산정하고 그 
경년변화를 해석하였다 (Fig. 1).

Fig. 1. The Map shows sites of investigation in this study.

수산생산성지표(FPI)의 산정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안한 수산생산성지표는 총 5개 항목

으로 총생산량 (Tp), 총생산금액 (Ta), 가식단백질생산량 (Ep), 
총질소생산량 (Np) 및 총인생산량 (Pp)으로 구성된다. 종래의 
어업생산량 지표인 총생산량 (Tp)과 총생산금액 (Ta)을 제외한 
3개 항목인 가식단백질생산량 (Ep), 총질소생산량 (Np) 및 총인
생산량 (Pp)은 다음의 식 (1) ~ 식 (3)과 같이 정의하였다.

  × ×  (1)

   ×  (2)

  ×  (3)

여기서, 식 (1)의 r은 식품성분표 (National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R.D.A, 2007)상에 기재된 각 수산생물
별 폐기율을 나타내며, Prc는 각 수산생물종별 단백질 함량, 
Phc는 각 수산생물종별 총인함량으로 이 역시 식품성분표 상
에 기재된 각 수산생물별 함량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식 (2)의 
계수 6.25는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16%의 질소를 함유한 것으
로부터 구해지는 질소계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총생산량 (Tp)
과 총생산금액 (Ta)은 수협중앙회에서 발행되는 수산물계통판
매고 통계연보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1980~2005)상에 기재된 매월의 어종별 수확량과 판매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총생산금액의 경우 2005년 물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구하였다. 또한 FPI산정을 위한 수산생물
은 진해만 해역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약 110 여종의 수산
동·식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계상 자료에서 담수어류의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제외하였다. 한편 각 수산생물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기타 수산동물로 구분하여 진해만
내 5개 시․군 각각의 수산생산성 지표도 함께 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산생물의 총생산량 (Tp) 및 총생산금액 (Ta) 

Fig. 2과 Fig. 3는 각각 1979년~2004년 (25년간)의 진해만 
전체와 5개 시ㆍ군의 수산생산성 지표 중 총생산량 (Tp)과 
총생산금액 (Ta)의 경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ig. 2에서 진해
만 전체의 Tp의 경년변화를 살펴보면, 1979년~1981년까지 증
가한 후 1990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를 
기점으로 1995년에 113,556 ton까지 점점 상승하여 25년간 
중 최대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이후 2004년까지 다시 점차적으
로 감소하는 추세로 2002년에 70,235 ton으로 최소생산량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지역별 총생산량은 마산이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통영, 거제, 고성, 진해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마산은 1996년까지 약 60,000 ton전후의 생산량을 보이다
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이후에 약 30,000 ton이하로 
급감하였다. 그리고 통영은 1995년까지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였
다. 이외의 거제, 고성, 진해는 진해만의 전체 수산물 총생산량
에 점유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거제와 고성
은 1990년대 중반이후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었다. 
Fig. 3에 나타낸 진해만 전체의 총생산금액 (Ta)의 경년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에 약 3,738억여원으로 최대로 나타났으며, 
이후 1989년 까지 10년간  3,000억여원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
금액을 보였다. 하지만 1990년 이후부터 급감하여 2002년에 
1,070억여원으로 최소생산금액을 기록하여 연구기간 전체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총생산금
액의 경년변화도 총생산량과 유사하게 마산, 통영 순으로 높
았으며, 이외 3개 지역의 생산금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생산량과 총생산금액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1979
년~1990년까지는 생산량의 증감에 비례하여 생산금액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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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nual variation of fisheries total production (Tp) 
at each provinces in Jinhae Bay.

Fig. 3. Annual variation of fisheries total amount (Ta) at each 
provinces in Jinhae Bay.

께 증감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이후 1991년~2002년까지는 
생산량의 대비 생산금액의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1990년을 기준으로 진해만의 수산생산성 환경이 급변하였음
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량과 생산금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류를 부어류와 저어류로 구별하여 생산량의 경년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4, Fig. 5). 일반적으로 저어류는 수명이 길고 
영양이 풍부하며,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어획단가가 높은 
고급어종이 많으며, 부어류는 수명이 짧고 영양이 낮으며 어
획단가가 낮은 저급어종이 많다. Fig. 4를 보면, 저어류의 생산
량은 연구대상기간동안 점진적인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
며, Fig. 5에 나타난 부어류의 생산량은 1979년~1993년까지는 
감소경향을 보이다가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를 
총생산금액의 경년변동과 비교하여 보면, 어획단가가 높은 
저어류의 생산이 많은 1990년대 초 이전까지는 생산량대비 
높은 생산금액을 나타내었으며, 어획단가가 낮은 부어류의 
생산이 많은 1990년대 중반부터는 생산량대비 낮은 생산금액
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
으로 인해 기존에 많이 어획되던 저어류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아열대성의 부어류가 우리나라 연안으로 많이 이동
해 옴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양환경의 변
화로 인해 수산자원의 변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산생물종별 총생산량
Fig. 6은 진해만의 수산물의 총생산량을 생물종별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기타수산동물 등의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으로, 수산생물종별 총생산량은 어류, 연
체동물, 갑각류, 해조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어류는 전체 총생 

Fig. 4. Annual variation of Demersal fishes total production 
(Tp) in Jinhae Bay.

Fig. 5. Annual variation of Pelagic fishes total production 
(Tp) in Jinhae Bay. 

Fig. 6. Annual variation of fisheries total production by 
species.

산량과 유사한 경년변화를 보였으며, 그 최대생산량은 1995년
에 96,021 ton에 달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2004년까지 전반적으
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이었다. 어류의 경우 다음으로 연
체동물의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으로 1996년에 
22,642 ton으로 최대생산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갑각류는 
1980년대 및 199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하였으나, 1994년 이후 생산량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
났으며, 해조류와 기타수산동물은 전체 총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가식단백질 생산량(Ep)과 총질소(Np) 및 총인 생산량(Pp) 
Fig. 7는 진해만의 Ep, Np 및 Pp의 경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Ep의 경우 전반적으로 1979년~1990년까지 감소하였으며 이
후 1995년까지 생산량이 현저하게 증가한 이후 2004년까지 
점차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생산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1995년에 13,357 ton과 1990년에 8,124 ton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Np는 Ep와 유사한 경년변동 형태를 보였으
며, 최대생산량은 1995년에 3,273 ton, 최소생산량은 2002년에 
1,965 ton이었다. Pp 역시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였으나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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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년변동을 보였으며 최대생산량은 1995년에 276 ton으로 산
정되었다.

Fig. 7. Annual variation of total production of (a) Edible protein 
(Ep), (b) Total nitrogen (Np) and (c) Total phosphorus (Pp).

이상의 연구는 진해만의 오염부하량의 변동에 따른 수산생
산성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단계로써, 1979
년~2004년까지 25년간의 진해만의 수산생산성지표를 산출하
였다. 5개 수산생산성지표인 총생산량 (Tp), 총생산금액 (Ta), 
가식단백질생산량 (Ep), 총질소생산량 (Np) 및 총인생산량  
(Pp)의 최대값, 최소값 및 평균값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진해만의 수산자원 평가
를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한 해역의 수산생산성의 경년변
화와 오염부하량의 경년변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Estimated results of Fisheries Productivity 
Index(FPI) in Jinhae Bay from 1979 to 2004  

Item Unit FPI
Max Min Average

Tp ton 113,556
(1995) 

70,235
(2002) 89,596 

Ta ×106 won 373,776
(1980) 

107,004
(2002) 264,085

Ep ton 13,357
(1995)

8,124
(1990) 10,118

Np ton 3,273
(1995)

1,965
(2002) 2,574

Pp ton 276
(1995)

168
(2002)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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