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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형선망어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연근해어업

으로 일반해면어업 어획량의 약 18%를 차지하

고 있으며, 주대상어종인 고등어는 TAC 대상어

종이다. 선망어업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으로 선단을 이루어 조업한다. 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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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offer data about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and prediction of catch on large purse seine

fisheries, the fluctuation of the fisheries condition and distributions of fishing ground for mackerel were

analysed with monthly catch data for 1990–2009. The overall catch has decreased to about 70% since

1997, with approximately 70% of the mackerel (Scomber japonicus) catch and monthly fluctuations

showing a similar pattern. Monthly distribution of fishing ground is like distribution of mackerel in large

purse seine fishery. The main fishing grounds are near Jeju Island and the Yellow sea with the main fishing

season existing between October to December. The catches fluctuations and distribution of fishing ground

were related to the effect of regime shifts. Therefore, in order to prediction of catch on large purse seine

fisheries should be studied these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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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본선이 등선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상어군

을 탐색하는 어탐과정과 그물로 어군을 둘러싸

고 그물 밑의 죔줄을 조여서 어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그물을 양망하여 어획물을 수납하

는 투망·양망 과정으로 구성된다. 다획성 어업

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대상어종은 표층이나 중

층에 서식하며, 밀집성이 강한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오징어 등이다. 이러한 대상어종

을 어망에 둘러서 어류를 포획하는 기업적 어업

으로 자본규모가 가장 큰 근해어업이다. 

대형선망어업의 주요 대상어종인 고등어

(Scomber japonicus)는 경골어강 농어목 고등어

과에 속하는 해산어류로 한국 전 연안 (특히 남

해안) 및 동중국해, 일본 전 연안, 중국 등에서

분포하고 있다. 

대형선망어업에 관한 연구는 어장분포와 어

획변동에 관한 연구 (Cho, 1981; Yang et al.,

1999)와 고등어 어군의 분포와 해황에 관한 연

구 (Cho et al., 1984; Kim et al., 1999)가 많이 수행

되어져 왔으나 대부분이 한중일 어업협정 이전

의 자료들을 이용한 연구이고, 어업협정 이후에

한국 연근해 고등어의 어획특성과 어장환경에

대한 연구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대형선망어업의 자원관리 및 어황예

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중일

어업협정 이후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형선망어

업의 있어서 주요대상어종인 고등어의 어장분

포와 장기적인 어황변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자료 및 방법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량 변동은 연도별 월별

어획량 변동은 해양수산통계연보 (통계청 농업

통계과, 1990–2009년)의 어획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어획 분포는 대형선망어업 선단

(29통)의 일별 어획위치, 어종, 어획량이 기재된

2007년 어황일지 (2007년 6월–2008년 4월)와

2008년 어황일지 (2008년 5월–2009년 4월)를

이용하였다. 또한 어종별 어획비율 및 연도별 월

별 어획변동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형

선망어업의 어획량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형

선망어업의 경우 음력 4월 19일에서 다음해 3월

14일까지 조업을 하므로 이에 대응되는 기간인

양력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를 한 어기로 하여

연도별 월별로 어획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대형선망어업의 선단별 일일어획량을

보고한 어황일지를 이용하여 해구별 월별 어획

분포도를 작성하여 월별 해구별 어장의 분포 및

이동사항을 조사하고 전체 어획과 고등어의 월

별 어장중심을 구하여 각 어장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해구별 월별 어획분포도는 단위노력당 어

획량 (이하 CPUE)으로 나타내었고, 1개월간의

총어획량에 대해 1개월간의 총 출어척수를 나눈

것을 CPUE로 정의하였다. 월별 어장중심 및 분

산정도는 Sokal and Rohlf (1981)의 방법을 이용

하여 구하였으며, 어군 분포의 중심 ( 
__

X, 
__

Y )은 어

획된 해구의 중심점 (Long.Xi, Lat.Yi)에 각 해구

별 어획량을 가중하여 추정하였으며 수식은 다

음과 같다. 

∑
i
Catchi·Xi ∑

i
Catchi·Yi

( 
__

X, 
__

Y )〓(____________·____________)∑
i
Catchi ∑

i
Catchi

결과 및 고찰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량 변동

대형선망어업의 연도별 어획량 (1990–2008

년)은 Fig. 1에 나타내었다. 과거 12년간 대형선

망어업의 평균 어획량은 225,208MT이었으며,

동 기간 중에서 1990년, 1993년, 1995년, 1996년,

1998년, 2004년, 2008년은 평균을 상회하는 어획

량을 나타내었고 2003년에 최저의 어획량을 나

타내었다. 연도별 평균 어획량을 기준으로 하여

1996년 경기침체 (IMF 구제금융)와 새로운 해양

질서에 따른 신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던

1997년 이후로 연도별 어획량은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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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8년까지 대형선망어업에서 어획

된 어종에 대한 평균 어종 조성비율은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주요 대상어종인 고등어는 평균

150,509MT으로 58%를 차지하였고, 정어리가

6%, 오징어가 4%를 차지하였다. 

1997년을 기준으로 1990년–1996년의 평균 어

획량은 277,981MT이었으나 1997년–2008년까지

의 평균 어획량은 194,424MT으로 약 80,000MT

가량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주 대상어종

인 고등어의 어획량은 평균 169,632MT에서 평균

139,354MT으로 약 20,000MT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997년 이전에 가장 많이 어획되었던

정어리는 평균 33,708MT에서 2,191MT으로 1/10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징어, 전갱

이, 삼치, 쥐치 등의 어종이 1997년 이후에 어획

량이 감소한 반면, 어획량이 증가한 어종으로는

갈치, 방어, 다랑어류로서 1997년 이전의 어획량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997년 이후는 대형선망어업에 있어서

업체의 경기악화로 출어포기 선단이 속출하여

통수가 감소하였고, 또한 동쪽으로는 일본의 오

카야마현 연안, 남으로는 동중국해까지 분포하

던 어장이 1997년 이후에 체결된 신한일 어업협

정으로 인하여 EEZ 경계를 책정하면서 우리나

라의 EEZ 내에서만 조업을 하게 됨으로서 조업

어장이 축소되어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2000년 이후로는 주요 대상어종에 대

한 TAC 적용으로 1997년 이전처럼 자원량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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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nual variation of catch by large purse seine fisheries during 199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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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tch rate of each species (1990-1996).

Japanese
Spanish

mackerel 2%

Thread-sail
filefish

3%

Squid 4%

Hairtail
1%

Yellowtail 1%

Tuna 0%

Gizzard
shad 0.37%

Sardine 11%

Mackerel 54%

Jack
mackerel

6%

Fig. 3. Catch rate of each species (199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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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획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적정선에서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4와 Fig.5에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월

별 평균어획량을 전체 어획량과 고등어로 나누

어 각각 나타내었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대형선망어업의 월

별 어획량은 12월이 평균 34,658MT으로 가장 높

았고 어기의 시작인 5월과 끝인 다음해 4월에 어

획량이 저조하였다. 4월과 5월에 어획량이 낮은

이유는 휴어기 (음력 3월 15일–음력 4월 19일)

로 인하여 실제 조업일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고등어의 월별 어획량은 5–8월, 2–4월은 월

평균 어획량인 12,539MT 이하로 저조하였으나,

9–1월에는 어획량이 평균보다 높았으며, 12월

에 평균 28,668MT으로 어획량이 최대였다. 

1997년 이전에는 연중 어획이 계속되었으나

대체적으로 12월에 어획이 가장 많았고, 6월에

어획이 가장 적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는 9월

에서 12월의 후반기에 많이 어획되었다. 정어리

는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에 많이 어획되

었고, 쥐치는 4월부터 9월까지 많이 어획되었다. 

1997년 이후에는 11월에 어획이 가장 많았고,

5월에 어획이 가장 적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가

10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이 어획되었고, 정어

리와 쥐치의 어획은 없었으며, 전갱이가 12월에

서 6월까지 많이 어획되었으나 그 양은 고등어의

10%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97년 이전에

비하여 1997년 이후의 대형선망어업의 봄철 어

획량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대형선망어업의 총어

획량도 감소하였으며, 총어획량 및 고등어 어획

량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시기가 12월에서 11

월로 1개월 정도 빨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어황일보에 의한 2007년에서 2008년까지의

어획변동을 Fig.6에 나타내었다. 어획대상어종

은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삼치, 방어, 갈치 등

주로 난류성어종으로, 이 중에서 고등어가 2007

년 총어획량의 70%, 2008년 총어획량의 83%를

차지하였다.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하여 대형

선망어업의 출어횟수가 9,223회에서 6,822회로

30%가 감소되었으나 어획량은 117,704kg에서

159,810kg으로 1.5배가량 증가하였다. CPUE를

살펴보면 2008년이 23,426kg으로 2007년

12,762kg 보다 약 2배 높았다. 어획비율이 높은

고등어는 2007년 83,417kg에서 132,601kg으로

1.5배 증가하였고, 전갱이도 약 1.5배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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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thly fluctuation of average catch mackerel by

large purse seine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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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fluctuation of average catch by large

purse seine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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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monthly fluctuation of catch and CPUE by

daily fishing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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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오징어와 방어, 삼치, 멸치 등의 어종은

2007년 어획량의 50% 이하로 감소하였다. 

계절별 어획비율은 , 가을철 (10–12월)에

64.9%로 어획이 집중되었고, 다음으로 여름철

(7–9월)에 19.1%, 겨울철 (1–3월)에 13.9%, 봄

철(4–6월)에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획 분포

대형선망어업의 29개 선단의 어황일지를 기

초로 하여 한국 연근해의 대형선망의 어획량을

Fig. 7에 나타내었다. 어장의 범위는 남북으로는

31°30′N에서부터 37°N, 동서로는 124°E에서

131°E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어장의 중심은 제

주도 근해로 나타났다. 2008년은 2007년보다

CPUE가 높았으며 , 동해어장에서 고등어의

CPUE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총어획량에서 고등어의 어획비율이

2007년에 70%, 2008년에 83%를 차지함으로서

대형선망어업의 어장분포는 고등어의 어장분포

형태와 유사하며, 특히 서해와 남해 서쪽 어장의

CPUE는 고등어 어획이 대부분이었다.

대형선망어업의 월별 어획분포를 어황일지를

이용하여 Fig.8과 Fig.9에 나타내었다. 2007년에

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여 6월에는 약간 동쪽

에 어장이 분포하고 7월에는 서해에 어장이 형

성되며 남해동부에 분포한 어장이 서쪽으로 점

점 이동하는 경향이 보였다. 9월에는 서해 어장

이 점점 확대되었다. 10월에는 서해는 북위 33°

에서 북위 37°N까지 세로로 길게 어장이 확대되

었고 남해에서는 대마도의 북쪽어장까지 동서

로 넓게 분포하였다. 고등어의 어획이 가장 많았

던 11월에는 남해어장이 서쪽으로 치우쳤으며,

거의 고등어 어장과 일치하였다. 12월에 서해어

장이 북위 35°까지 남하하면서 그 분포 범위가

축소되었고, 남해동부로 어장이 증가하였다. 이

때 고등어는 서해 남부와 제주도 남쪽 해역, 동

쪽으로는 포항 근처의 해역에 어장이 분포하였

고,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서해 남부 어장이

완전히 소멸하였으며 동해 남부 어장의 CPUE

가 높아지면서 제주도의 동쪽으로 어장이 치우

쳐 분포하고 있고 남해의 CPUE는 10MT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어기도 비

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어장의 형성시기와

CPUE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2007년보다 1개월가량 빠른 5월에 제주도를 중

심으로 동쪽에 어장이 형성되었다. 2007년 7월

에 태안반도 근처 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

나 2008년 7월에는 남해어장의 CPUE가 높아지

고 8월에 서해에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2007년 8

–112–

이햇님·김형석

Fig. 7. The distribution of annual catch by large purse seine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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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비하여 어장분포위치가 30′정도 북상하였

고, CPUE는 3배 정도 높았다. 9월에는 2007년 9

월의 어장 분포에 비해 어장분포위치가 30′북상

하였고, 특히 서해에서는 조업해구수가 증가하

였고 CPUE도 2배가량 증가하였다. 10월에는

2007년에 비하여 서해의 어장분포가 30′남하하

였고, 동서방향으로는 조금 좁은 범위에 어장이

분포하고 있고 , 11월에는 2007년 서해에서

CPUE가 높고 어장분포는 37°N까지 올라가고,

남해에는 제주도에서 왼쪽으로 어획분포가 집

중되었으나, 2008년에는 서해어장이 축소되고,

제주도 북부에 CPUE가 높은 어장이 형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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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distribution of monthly catch by large purse seine fisheries from June, 2007 to Apr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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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월부터는 2008년의 어장분포가 2007년에

비하여 동서방향으로 약간 좁아지지만 CPUE는

2배가량 높은 어장이 형성되었다. 

Hwang et al. (2001)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대형선망어업의

어장은 남북으로는 동중국해에서부터 서해중

부, 동해까지 형성되었고, 동서로는 대만근해에

서 일본근해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최근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장이 축소된 것

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어획되는 어종 및 어

획량이 변화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정어리의

어획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동해에서 어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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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distribution of monthly catch by large purse seine fisheries from May, 2008 to Apri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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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감하였으며, 어장분포의 북방한계가 38°N

에서 36°N 전후로 남하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는 11–5월의 어획비율이 월별 10%이상으로 높

았고, 7–9월의 어획비율이 각 5%이하로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최근 10–12월의 어획비

율이 각 15%이상으로 높은 것은 동일하지만, 1

–3월의 어획비율이 11–12월의 절반수준에 미

치지 못하는 것은 동중국해어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4–5월에는 각 선단들이

자율휴어기를 갖기 때문에 어획비율 낮은 것으

로 판단된다. 

대형선망어업의 월별 어장중심는 Fig. 10에 나

타내었다. 

2007년의 가을철에는 총어획의 어장중심과

고등어의 어장중심이 비슷한 곳에 위치하였으

나 1월부터 4월까지는 어장중심의 분포 형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총어획의 어장중심은 6

월에 제주 동쪽해역에서부터 점차 서쪽으로 이

동하여 11월에는 흑산도 남쪽 해역에 위치하였

고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여 어기의 끝인 4월에

는 통영근해에 위치하였다. 고등어 어장중심은

6월에 총어획의 어장중심과 비슷한 곳에 위치하

였고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여 11월에 흑산도 남

쪽 해역에 위치하였고 이후에 점차 남하하여 어

기의 끝인 4월에 제주도 남동쪽 해역에 어장중

심이 위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어

장중심이 비슷하였던 6월에서 11월까지는 주로

고등어를 대상으로 하여 어획하였으나, 12월부

터 4월까지는 다른 어종을 다량 어획하였다고

판단된다. 

2008년도의 어장중심은 어기의 시작인 5, 6월

을 제외하고는 총어획의 어장중심과 고등어의

어장중심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나타나고 있다.

총어획의 어장중심은 5, 6월에는 제주도 동쪽 해

역에서 시작하여 8월에 임자도 서쪽 해역에 위

치하였으며, 점차 남하하여 10월에는 흑산도, 11

월에 추자도 북부 해역, 12월에 보길도 부근 해

역에 위치하였으며 1월에서 4월까지는 제주도

근해에 위치하였다. 고등어 어장중심은 5, 6월에

제주도 남동쪽 해역에 위치하였고, 7월부터는

점점 북상하여 총어획의 어장중심과 비슷한 분

포를 보이고 있다. 어획량이 가장 많은 11월의

어장중심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흑산도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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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onthly centroid of fishing ground from June,

2007 to Apr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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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onthly centroid of fishing ground from May,

2008 to Apri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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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에 위치하였으나 2008년에는 추자도 북쪽

해역에 위치하고 있고, 2008년 10월에 흑산도 남

쪽으로 어장중심이 위치하고 있다. 2008년의 고

등어 어장중심은 2007년에 비하여 서해부근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어장중심이 서해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시기가 8월–12월로 2007년보다

장기간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대형선망어업의 자원관리 및 어황예측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대형선망어업

의 대상어종인 고등어의 어장분포와 어황변동

을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월별 어획자료 및 대형

선망어업 선단의 어황일지를 사용하여 어획변

동 및 분포를 알아보았다. 대형선망어업은 1997

년 이전과 비교하여 1997년 이후에 어획량이

70%정도로 감소하였고, 주로 겨울철에 어획량

이 많았다. 어획된 어종은 고등어가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월별 어획량 변동은 고등어의 어

획량 변동과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대형선

망어업의 어장분포는 고등어의 어장분포 형태

와 유사하며, 5–6월에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어

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8월에는 서해중부에도

어장이 형성되며, 11월에 CPUE가 높게 나타나

고 12월에는 서해 어장이 소멸되면서 동해남부

로 어장이 이동하며, 이듬해 4월에는 어장이 완

전히 소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최근 변화하는 어업질서와 해황에 맞추어 어

황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어황은 해황 조건에 많

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장의 수온

분포, 염분분포 등에 관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유가시대에 맞추어 어장

탐색의 효율성과 조업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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