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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하는 삼치 (Scom-

beromorus niphonius)는 주로 연안에서 어획되는

회유성 어종인 동시에 생태계 먹이사슬 구조에

서 최상위에 속하는 대표적인 어식성 어종으로

서 서해와 남해 연안을 따라 표층 부근에서 무리

를 이루어 이동하면서 국내 어민소득에 크게 기

여하고 있다 (Chyung, 1977; NFRDI, 2005; Huh et

al., 2006). 

삼치에 관한 연구로서 일본의 경우 연령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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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among long-term variation in catches of Spanish mackerel (Scomberomorus niphonius)

and main food organism such as common mackerel (Scomber japonicus), anchovy (Engraulis japonicus),

and oceanic condition in Korean waters were analyzed using 40 years of time-series data from 197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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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surface temperature). The total catch of Spanish mackerel in Korean water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early 2000s, and main fishing ground form into South Sea in winter season from December to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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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 and environmental factor such as SST, common mackerel and anchovy catch in Korean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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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Kishida, 1985), 분포와 회유 (Kishida, 1989),

성숙과 산란 (Kishida and Aida, 1989), 초기 자어

기의 먹이습성 (Shoji and Tanaka, 2001; Shoji et

al., 2001, 2002) 등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

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과거 삼치의 분포와

생태에 관한 연구 (Whang et al., 1977)가 보고된

이후 30년 가까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가 최근에 들어 식성 (Huh et al., 2006), 성숙 및

산란 (Baeck et al., 2007) 등 생태학적인 연구들

이 소수 보고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 삼

치의 자원동향에 관해서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

진 바가 없어 향후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하는

삼치 자원을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

(Hahn, 1994)으로 인해 국내 주요 어종의 어황이

변화 (Park et al., 2000)하는 등 따뜻한 기후체제

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어황도 바뀌

고 있으며, 온대성 어종인 삼치의 경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

하는 삼치의 자원수준을 가늠해 보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어획

되는 삼치 어획량의 변동현황을 권역별, 계절별

로 구분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삼치 어획

량 변화와 표층수온 등 각종 해양요인들과의 대

응관계도 함께 분석하여 향후 국내 삼치 자원을

평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삼치 및 환경요인으로

서의 고등어, 멸치 어획량 자료는 해양수산부

(과거 농림수산부)에서 발간한 1971–2010년까

지의 어업생산량통계 자료 중 전국 각 지역 (남

해구–전남, 경남, 부산, 제주; 서해구–전북, 충

남, 경기, 인천; 동해구–경북, 울산, 강원)의 연

도별, 월별 어획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표층수온 (SST)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한국 연근해 정

선관측 자료 중 1971–2009년의 39년 동안 총 18

개의 관측정선 (남해구–203, 204, 205, 206, 207,

208, 209, 314; 서해구–308, 309, 310, 311, 312;

동해구–102, 103, 104, 105, 106), 총 124개 정점

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자료들에 대한 계절구분에 있어서 우선 어

종별 어획량은 1–2월과 12월을 겨울철, 3–5월

을 봄철, 6–8월을 여름철, 9–11월을 가을철로

각각 구분하였다. 또한 자료가 격월로 되어있는

SST인 경우에는 2월과 12월을 겨울철, 4월을 봄

철, 6월과 8월을 여름철, 10월을 가을철로 각각

구분하였다.

계절별 삼치 어획량과 먹이생물에 해당하는 고

등어, 멸치 어획량 그리고 SST와의 대응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행할 시에는 단위의 차이로

인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Xi–
___

X )/SD의 식을

사용하여 모든 자료를 표준화하였다 (Johnson

and Wichern, 1988). 여기서 Xi는 자료 i의 관측자

료, 
___

X와 SD는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결    과
연도별 삼치 어획량 변화

1971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40년간 우리나

라 주변해역에서 어획된 삼치의 총어획량 변화

를 Fig. 1에 표시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어획된

삼치는 평균 18,808 M/T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1970년대에는 대부분 10,000 M/T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 어획량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다시 10,000

M/T 이하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2000

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 25,000 M/T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35,000

M/T 이상을 상회하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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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별 삼치 어획량 점유비율 변화

전체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크

게 남해구, 서해구, 동해구 등 세 개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각 해역에서 어획된 삼치 어획량의 해

역별 점유비율 변화를 Fig. 2에 표시하였다. 전

체 기간 평균 점유비율을 보면 우선 남해가

8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해 8.5%, 동해

2.2%의 순이었다. 남해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8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후반

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90% 이상의 높은 점유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해의 경우 1970년대

에는 평균 22.6%의 점유비율을 보이던 것이 이

후부터 급격히 낮아지면서 2000년대에는 평균

1.5%의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 동해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몇몇 해를 제외하

고는 점유비율이 1.5%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 평균 4.0% 이상의

값을 보여주고 있었다.

월별 삼치 어획비율 변화

전체 분석기간 동안 월별 삼치 어획비율 변화

를 각 해역별로 구분하여 Fig. 3에 나타냈다. 삼

치가 가장 많이 어획되는 남해에 있어서는 1월

이 22.0%로 어획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 12월 21.6%, 11월 11.8%, 2월 11.5%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겨울철에 해당하는 12월 및 1–2월

의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55.1%를 차지하여

남해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삼치가 많이 어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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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nual variations in catch of Spanish mackerel in

Korean waters from 1971 to 201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71 1974 1977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0998 2001 2004 2007 2010

Year

C
at

ch
 (

M
/T

)

Fig. 2. Annual changes in percent composition of catches

of Spanish mackerel in the each sea area from 1971 to

2010.

Fig. 3. Monthly frequency in mean catch of Spanish

mackerel in the each sea area during 4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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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서해의 경우에는 10월이 18.7%로 어

획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월 16.1%, 9월

14.9%, 11월 12. 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

부분 여름철과 가을철에 삼치가 어획되고 있었

다. 동해에 있어서는 10월 31.6%, 9월 30.1%의

높은 어획비율을 기록하여 주로 가을철에 삼치

가 어획되고 있었다.

계절별 삼치 어획량 변화

전체 분석기간 동안 각 해역에서 어획된 삼치

의 어획량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Fig. 4에 표시하

였다. 삼치가 가장 많이 어획되는 남해를 살펴보

면, 주어획시기인 겨울철의 경우 1970년대는

2,000 M/T 내외의 낮은 어획수준을 유지하였으

나 이후 어획량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19,000 M/T 이상을 기록하였

다. 1990년대에 들어 다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

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어획량이 다시 증

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

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외에 봄철과

여름철은 대부분 낮은 수준의 어획량을 보이고

있었으며 가을철인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부

터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서해의 경우에는 삼치가 주로 어획되는 여름

철과 가을철 모두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

까지는 600 M/T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

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어획

되고 있었다. 

동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계절에 있어

매우 미미한 어획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가을철인 경우 2000년대에 들어 어획량이 급격

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 최

근에 이르기까지 높은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연도별 상관분석 결과

전체 분석기간 동안 삼치 어획량과 해양환경

변화 그리고 삼치와 주먹이 생물과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해역별로 삼치 (Y) 어획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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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asonal variations in catches of Spanish mackerel in the each sea area from 1971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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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 (X3) 그리고 고등어 (X1), 멸치 (X2) 어획량과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Table 1에 표시하였다. 

남해에 있어서는 삼치와 멸치 어획량 사이에

r〓0.524 (P<0.01)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

타났으며 멸치와 고등어 어획량 사이에도 r〓

0.528 (P<0.01)의 상관성이 높은 양의 관계를 보

여주고 있었다. 또한 남해의 SST는 고등어 r〓

0.398 (P<0.05), 멸치 r〓0.433 (P<0.01)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서해의 경우

에는 삼치 어획량과 SST 사이에 r〓–0.462

(P<0.01)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에 SST는 멸치 어획량과는 r〓0.438 (P<0.01)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동해에 있어서는 서해와는 반대로 삼치 어획량

과 SST 사이에 r〓0.366 (P<0.05)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계절별 상관분석 결과

각 해역에 있어서 삼치, 고등어, 멸치 어획량

및 SST 변수를 계절별로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변수들만 정

리하여 Table 2에 나타냈다. 우선 남해를 살펴보

면 겨울철 삼치 어획량은 겨울철 멸치 어획량 (r

〓0.518)과 가을철 SST (r〓0.348)와 유의한 양

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봄철 삼치 어획량도

겨울철 멸치 어획량 (r〓0.337)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가을철 삼치 어획량의 경우에

는 가을철 고등어 어획량 (r〓0.380), 겨울철과

봄철 멸치 어획량 (r〓0.709, r〓0.430), 겨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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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Spanish

mackerel catch (Y) and environmental variables (X) in

South Sea, Yellow Sea and East Sea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Spanish mackerel catch (Y) and environmental variables (X) in the each sea

area during the survey period

Y, Spanish mackerel catch; X1, common mackerel catch; X2,

anchovy catch; X3, SST.

*, significant at 5% level; **, significant at 1% level.

South Sea

Y X1 X2

X1

X2

X3

＋0.104

＋0.524**

＋0.275

＋0.528**

＋0.398*
＋0.433**

Yellow Sea

Y X1 X2

X1

X2

X3

＋0.040

＋0.269

＋0.462**

＋0.109

＋0.013 ＋0.438**

East Sea

Y X1 X2

X1

X2

X3

＋0.243

＋0.054

＋0.366*

＋0.101

＋0.115 ＋0.116

Y1, winter Spanish mackerel catch; Y2, spring Spanish mackerel catch; Y3, summer Spanish mackerel catch; Y4, autumn Spanish

mackerel catch; X1, winter common mackerel catch; X2, spring common mackerel catch; X3, summer common mackerel catch;

X4, autumn common mackerel catch; X5, winter anchovy catch; X6, spring anchovy catch; X7, summer anchovy catch; X8, autumn

anchovy catch; X9, winter SST; X10, spring SST; X11, summer SST; X12, autumn SST.

*, significant at 5% level; **, significant at 1% level.

South Sea Yellow Sea East Sea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Y1
X5 (r〓0.518**)

X12 (r〓0.348*)
X5 (r〓0.584**) X2 (r〓0.372*)

Y2 X5 (r〓0.337*)
X2 (r〓0.575**)

X3 (r〓0.690**)

X1 (r〓–0.340*)

X11 (r〓–0.415*)

X12 (r〓–0.357*)

Y3 X6 (r〓0.465**) X8 (r〓–0.384*) X11 (r〓0.472**)

Y4

X4 (r〓0.380*)

X5 (r〓0.709**)

X6 (r〓0.430**)

X9 (r〓0.331*)

X1 (r〓–0.410*)

X12 (r〓–0.367*)

X5 (r〓0.405*)

X11 (r〓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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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 (r〓0.331)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서해에 있어서는 겨울철 삼치 어획량과 겨울

철 멸치 어획량 사이에 높은 상관성 (r〓0.584)

이 나타났다. 봄철 삼치 어획량의 경우에는 봄철

과 여름철 고등어 어획량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

계를 보인 반면에 (r〓0.575, r〓0.690) 겨울철 고

등어 어획량 (r〓–0.340), 여름철 SST (r〓–

0.415), 가을철 SST (r〓–0.357)와는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여름철 삼치 어

획량은 봄철 멸치 어획량과는 양의 상관관계 (r

〓0.465), 가을철 멸치 어획량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0.384)를 보이고 있었다. 가을철

삼치 어획량은 겨울철 고등어 어획량(r〓–

0.410)과 가을철 SST (r〓–0.367)와 각각 유의

한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동해의 경우에 겨울철 삼치 어획량은 봄철 고

등어 어획량과 (r〓0.372), 여름철 삼치 어획량

은 여름철 SST (r〓0.472)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었다. 가을철 삼치 어획량은 겨울

철 멸치 어획량 (r〓0.405), 여름철 SST (r〓

0.389)와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고    찰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 징

후가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유엔 산

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 (Intergovern-

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보고서

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1860년 이래 약

0.6℃ 증가하는 등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고 있

다 (IPCC, 2001).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20세기

들어 연평균 기온이 약 1.5 ℃ 상승하였고 최근

20년간 여름철 집중강수현상의 빈도가 증가하

는 등 전반적으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

는 실정이다 (Choi et al., 2003; Lee and Go, 2006,

2007; Kwon et al., 2003). 이러한 온난화 현상은

해수온의 상승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Lee and Go (2007)는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 남부의 대기온도와 남해의 표층수온

상승에 있어서 둘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

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에서 지난 36년간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표층수

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70년대와 비교하여

남해와 서해 0.5 ℃, 동해는 0.7 ℃가 상승하는 등

해수온 상승폭이 과거와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

고 있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온난화가 매우 가

속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어획

되는 삼치의 장기간 어획량 변화를 조사하였는

데 그 결과 80, 90년대에 평균 18,000 M/T 이하의

어획고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 최근

에 이르기까지 평균 31,600 M/T의 어획고를 기

록하는 등 삼치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하는 삼치의 자원수준

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었

다. 이와 같이 삼치 자원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원인으로서 온난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을 들 수 있겠다. 과거에 비해 연근

해 수온이 상승함으로서 초기사망률 감소에 따

른 가입군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로 겨울철에 연안에서 어획되는 삼치의 경우

겨울철 연안의 수온이 상승한다면 상대적으로

어장형성 기간이 늘어나면서 삼치를 어획하는

기간도 늘어나삼치 어획량이 증가한 것이라 생

각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해수온 상승은 여러 가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해

수온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역에

서 1990년대에 들어 동물플랑크톤 현존량이 급

격히 증가하는 등 생태구조가 점차 따뜻한 쪽

으로 전환되면서 저차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들의 양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Kim and

Kang, 2000; Kang et al., 2002). 또한 이러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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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상위영양단계의 생물들에게도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쳐 실제로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 온수성 어종인 멸치, 고등어, 전갱이와

같은 중소형 부어류들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

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Lee and Go, 2007).

이러한 중소형 부어류들은 해양생태계내 먹이

사슬구조에서 저차생물과 고차생물들간의 중간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어종들로서

최근 이들의 양적 변화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생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 대상어종인 삼치는 온수성

어종인 동시에 고등어, 멸치, 갈치, 전갱이 등을

주로 포식하는 대표적인 어식성 어종으로 알려

져 있다 (Huh et al., 2006). 따라서 수온상승에 따

라 먹이생물이 되는 중소형 부어류들의 양적 증

가를 통해 개체간 먹이경쟁이 감소되고 이는 결

국 먹이부족에 따른 자연사망률의 감소로 이어

지면서 삼치들에게 좋은 먹이환경이 제공되고

있으리라 본다.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삼치 어획량과 각 해역내 수온 및 멸

치와 고등어 어획량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들

을 보여줌으로서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 해주

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삼치와 유사한 먹

이습성을 지닌 방어인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

남해에서 멸치, 고등어가 증가함에 따라 방어 어

획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어

(Lee and Go, 2006) 해수온 상승은 결국 한반도

주변 해역내 어식성 어류들의 증가로 이어지는

형태로 생태계내 먹이사슬 구조가 조금씩 바뀌

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삼치는 봄에 주로 서해와 남해의 연안으로 이

동하여 산란을 하고 가을에 월동을 위해 남쪽으

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yung, 1977;

Yamada et al., 1986). 이번 연구에서 해역별 어획

량을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과거 1970년대에는

서해측에서 어획되는 비율이 20% 이상을 보이

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1.7%로 급격히 감소

하여 서해로 북상하는 삼치 어군이 현저히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해에서 어획

되는 비율은 전체 기간을 통틀어 80% 이상, 특

히 80년대 후반부터는 90% 이상의 높은 점유율

을 기록하며 과거에 비해 남해에서 어획되는 비

율이 더 높아지면서 남해가 삼치의 주어장임이

판명되었다.

한편 동해에서 어획되는 비율은 과거 8, 90년

대에 평균 1.2%로 매우 낮은 비율로 어획되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평균 3.6%로 약간

이나마 어획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

할 만한 사항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과거 서해

측으로 북상하던 삼치 어군의 양이 8, 90년대 들

어 서서히 감소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거의

어획되지 않는 반면에 남해에 체류하는 어군의

양은 8, 90년대에 들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

여 최근에는 대부분의 어획이 남해에서 이루지

고 있었고 또한 비록 적은 양이긴 하지만 동해로

북상하는 삼치 어군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

음을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실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우리나

라 주변해역에서의 삼치 어군의 회유경로가 조

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계절별로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해를 포함

하여 서해와 동해 모두 주 어획시기에 삼치 어획

량과 수온 및 멸치, 고등어 어획량 사이에 유의

한 상관관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삼치 자원

변동에 이번 연구에서 변수로 이용된 수온 및 멸

치와 고등어 자원량 변화가 삼치 자원 변화에 어

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회유하는 삼치의

이동경로가 조금씩 변화하는 현상이 최근의 온

난화에 따른 변화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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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하는 삼치

의 자원수준을 가늠해 보는 기초연구로서 과거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삼치의 어획

량 변동양상을 계절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연근해의 해황변화 및 삼치의 주 먹이생

물에 해당하는 고등어와 멸치 자원의 변화와 어

떠한 대응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 연근해 삼치 어획량 변동상황을 살

펴본 결과, 우선 우리나라에서 삼치는 남해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었는데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삼치 어획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월별

어획비율을 통해 남해구에서는 겨울철, 서해구

에서는 여름철과 가을철 그리고 동해구에서는

가을철에 주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계절별 삼치 어획량과 삼치의

주요 먹이원인 고등어와 멸치 그리고 수온과의

대응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해구별로 구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해구인 경우 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절의 삼치 어획량과 변수들 사이

에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서해구인 경우에

는 모든 계절에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동

해구에서는 봄철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서 삼치

어획량과 변수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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