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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rge purse seine fishery catches chub mackerel, sardine, jack mackerel, Spanish mackerel, etc.

which are mainly pelagic fish species. The proportion of chub mackerel was 60% over in Korean large purse

seine fishery. Sea surface temperature (SST) increased 0.0253°C per year and total rising rate was 0.759°C

from 1980 to 2009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where is mainly fishing grounds of Korean large purse

seine. It was that p<0.01 lev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s northward movement that the center of

fishing grounds of chub mackerel by Korean large purse seine fishery moved 4.57km/yr. It was rapidly

northward movement about 7.1km/yr, 8.13km/yr to move Spanish mackerel and bluefin tuna fishing

grounds. However, the fishing grounds of jack mackerel were moved further south in the 2000s than the

1980s. Catch of tunas and bluefin tuna consistently increased in Korean waters.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ST and catch of bluefin tuna in the fishing grounds of Korean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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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구의 세계적 규모의 기후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지역적 기후의 시간에 따른 대기의 평

균적인 상태의 변화가 기후변화이다. 지구공전

궤도 및 지축기울기의 변화, 세차운동, 화산활

동, 지각활동 등의 자연적인 요인과 온실가스 및

에어로졸의 농도증가 등의 인위적인 요인 등에

의해 기후변화가 나타난다 (IPCC, 2007). 기후변

화는 수온변화는 물론이고 동물플랑크톤의 양

적변화,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 증가 현상 등을

유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도 이와 같

은 기후변화 특히, 온난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연

근해의 수온상승현상과 동물플랑크톤 분포 밀

도 변화에 관한 연구, 해황변화와 연관된 장기

어황변동, 엘리뇨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미치

는 영향, 엘리뇨와 한반도 기상 특성, 기후변화

와 북태평양 수산자원 변동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Park et al., 2000). 

최근에는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동뿐만이 아니라, 모델을 사용하여 대기－해

양 사이의 변화와 전지구적규모의 수산자원 분

포 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IPCC

SERS 이산화탄소 방출 모델을 기초로 한 대기

－해양 연계모델을 사용하여 전지구적 규모에

서 수산자원의 분포 변화 예측한 연구가 대표적

인 예이다 (Cheung et al., 2009). 대기－해양 모델

의 규모축소 (downscaling)를 통하여 지역규모의

해양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수산자원

의 분포 변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Cheung et

al., 2011; Mueter et al., 2011). 우리나라 주변에서

IPCC SRES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

래 동아시아 기후를 예측한 결과를 보면, 대기의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되면 해양과 대기에서 모

두 온난화가 발생하였다 (Moon et al., 2008). 평

균기온의 공간패턴은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

온상승 폭이 크며 해양보다 육지에서 더 두드러

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21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한반도 근처의 동서방향의 등온선이 조밀하게

배치되면서 기온 등의 기상요소의 변화가 심화

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Kim et al.,

2008).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와 해양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더욱 요구되고 있다.

대형선망어업은 다획성 어업의 대표적인 업

종으로 대상어종은 표층이나 중층에 서식하며,

밀집성이 강한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오

징어 등이다. 선망어업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

반선 3척으로 구성된 6척으로 선단을 이루어 조

업하며, 대상어종을 어망에 둘러서 어류를 포획

하는 기업적 어업으로 자본규모가 가장 큰 근해

어업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연근해어업으로 일

반해면어업 어획량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

며 , 주 어획종인 고등어 , 전갱이와 정어리는

TAC 대상어종이다 (Lee and Kim, 2011). 대형선

망어업에 관한 연구는 어장분포와 어획변동에

관한 연구 (Cho, 1981; Yang et al., 1999)와 고등

어 어군의 분포와 해황에 관한 연구 (Cho et al.,

1984; Kim et al., 1999), 그리고 한중일 어업협정

이후의 한국 연근해 고등어 어획특성과 어장환

경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Lee and Kim,

2011). 개별 어종에 대한 생태학적인 조사와 연

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업인 대형선망어업과 목표종에 대

한 연구는 미약한 상황이다. 

어업자원의 분포는 그들이 분포하는 해역의

환경에 따라 변동하므로 수온에 따라 회유의 범

위와 어장 형성해역 등이 변하게 된다. 특히, 우

리나라 연근해는 계절에 따라 해황의 변화가 일

어나기 때문에 어업자원의 어장형성과 어황 변

동의 계절성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어업자원의

변동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양

환경의 변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Park et

al., 2000).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대표

적인 어업인 대형선망어업의 어장 및 주요 목표

종의 변동을 해양환경의 변동의 주요 요인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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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러한 연구는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변동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동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앞으로 변화하는 해양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예측

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자료 및 방법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관측자료의 수온은 매

년 2월부터 12월까지 격월마다 관측된 자료를

정점별로 평균하여 연평균 값으로 계산하였다.

한국 주변해역의 수온변동을 보기 위한 시계열

수온자료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동안

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관측자료를 사용하였

다. 수온자료가 수집된 해역은 한국근해 주요 어

업인 대형선망어업의 주된 조업해역인 한국 남

해안이다 (Fig. 1). 한국 남해안에서 관측된 수온

을 수층에 따라 평균하여 연평균 값을 계산하였

으며, 이를 수온변동 시계열로 작성하였다. 

한국 주변해역의 주요 어업의 어장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근해 어업중 부유성 어류

를 목표종으로 어획하는 대형선망어업을 선정

하였다. 어업의 어획량 경년변동은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간 통계청의 어업생산량통계를

사용하였다. 어장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형

선망어업의 어획량이 높은 어종과 최근 어획량

의 증가 경향을 보이는 어종을 기준종으로 하여

고등어, 전갱이, 삼치, 그리고 참다랑어를 선정

하였다. 참다랑어의 어획량은 통계청의 어업생

산량통계가 2010년 이후로 집계되므로, 중서부

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에 보고된 참다랑어

어획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Kwon and Yoo,

2010). 어장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는 대형선망어업의 해구별 단위노력당어획량

(CPUE)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형선망어업은 해

구별 어획량이 보고되는 1980년부터 2009년까

지 30년간 자료를 연대별로 구분하여 평균한 해

구별 CPUE를 사용하여 어장의 중심을 구하였

다. 연대는 10년 단위로 1980〜1989년이‘80년

대, 1990〜1999년이‘90년대, 그리고 2000〜

2009년을 2000년대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식

(1)은 어장중심을 구하는 기본식이다. 

N

∑
i〓1

Ai·Loni

N

∑
i〓1

Ai·Lati

(X, Y)〓(___________
,
___________) (1)N

∑
i〓1

Ai

N

∑
i〓1

Ai

여기서, (X, Y)는 어장의 중심, Ai는 해구별 상대

자원량 또는 어획량, Loni과 Lati는 각각 i 해구의

경도와 위도이다. 그리고 N은 상대자원량 또는

어획량이 0이 아닌 해구의 총 수이다.

또한 해구별 CPUE 자료를 이용하여 어장의

면적과 중심을 구하기 위하여 Equal-frquency

ellipse 방법을 사용하였다 (Sokal and Rohlf,

1994). 식 (2)는 대형선망어업의 해구별 CPUE의

95% 신뢰구간 내의 어장면적을 구하는 식이다. 

l1l2 (n－1)2

C.05〓___________ F.05[2,n－2] (2)
n (n－2)

여기서, l1은 장축, l2는 단축, n은 자료의 수, 그

리고 F.05[2,n－2]는 95% 신뢰구간 이내의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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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udy area in Korean waters. The stations

were collected dataset of water temperature i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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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경우의 분산율이다.

결    과
대형선망어업 어장의 수온변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간 한국 남해안

의 평균 표층수온은 18.9°C이고, 범위는 17.9〜

19.5°C이다. 표층수온은 연간 0.0253°C씩 상승

하여 30년간 0.759°C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p<0.01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

다. 수심 100m에서는 평균수온이 15.4°C이고,

변동범위가 13.9〜16.2°C이다. 수심 100m의 수

온은 연간 0.0099°C씩 상승하여 표층의 절반수

준인 0.297°C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수심 100m의 수온상승률은 결정계수 값이 너

무 낮고 p>0.0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남해안의 수온은 최근 10년간 급격한 수온상

승이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수온상

승율을 살펴보면, 표층수온은 연간 0.0737°C 수

심 100m의 수온은 0.0187°C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년의 장기수온변동에 비하여

표층수온은 약 4배, 수심 100m 수온은 약 2배 빠

른 속도로 수온이 상승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

은 표층의 경우 p<0.0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였고, 수심 100m의 수온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 2). 

대형선망어업의 주요 어종의 어장 분포 및 변동

대형선망어업은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간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삼치 등 부유성 어종

을 주로 어획하였다.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량은

15만 톤에서 46만 톤으로 해마다 변동이 크게 나

타났으며, 연평균 27만 톤가량 어획하였다. 그

중 고등어의 어획량은 연평균 13만 톤이었으며,

고등어의 어획량의 변동범위는 6만 톤에서 39만

톤이었다. 대형선망어업에서 고등어의 어획비

율은 1980년대에 31%를 차지하였고, 90년대부

터 60%이상의 어획비율을 차지하였다. 대형선

망어업에서 1980년대에 평균 11만 톤이던 정어

리의 어획량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

서, 반대로 고등어의 어획비율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정어리를 제외한 전갱이와 삼치는 고등

어에 비하여 어획비율은 적지만 각각 연평균

5%와 4%의 어획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Fig. 3). 

대형선망어업은 한국 남해안에서 주로 조업

을 하고 있다. 2009년의 대형선망어업의 어획지

역을 살펴보면, 주 목표종인 고등어의 어획범위

가 가장 넓으며, 고등어 어장의 범위 내에서 전

갱이, 삼치, 갈치가 어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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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portion of catch by the Korean large purse

seine fishery from 1980 to 2009.

Fig. 2. Time series of surface () and 100m－depth (－)

of water temperatures from 1980 to 2009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The linear regression showed two periods,

which were temperature trend from 1980 to 2009 (left)

and from 2000 to 2009 (righ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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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어업의 주 어장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고등어는 제주도 북서부해역에서 어

획이 가장 높았다. 전갱이는 제주도 서부, 그리

고 삼치는 제주도 남서부와 북동부가 어획이 높

은 해역이었다 (Fig. 4).  고등어 어장은 1980년대

와 1990년대에는 어장 크기의 차이를 보이지만,

장축이 북동에서 남서로 향한 좁고 긴 유사한 형

태의 어장을 형성했다. 2000년대에 들어 고등어

어장은 장축이 북서에서 남동을 향하였으며, 이

전보다 단축의 폭이 넓어져 원형에 가까운 형태

를 나타내었다. 전갱이 어장은 전 연대에 걸쳐

장축이 북동에서 남서로 향한 좁고 긴 어장을 형

성했다. 1980년대와 2000년대에 비하여 1990년

대에 더 넓은 어장을 형성하였다. 삼치는 연대별

로 어장의 형태와 넓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1980년대에 형성된 삼치어장은 고등어와 전갱

이에 비하여 월등히 작은 어장을 형성하였다.

1990년대에는 삼치 어장이 동중국해로 크게 확

대되었으며, 2000년대는 확대된 어장이 북상이

뚜렷하였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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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of fishing area of major species by Korean large purse seine fishery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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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어업의 주요 어획종인 고등어, 전갱

이, 삼치와 참다랑어의 어장 중심은 상대자원량

지표인 CPUE와 위도를 사용하여 어장 중심과

95% 신뢰구간 내의 어장분포를 계산하였다. 고

등어의 어장 중심이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

년간 북쪽으로 이동하여 제주도 남부에서 제주

도에 근접하였다. 연구기간동안 고등어의 어장

중심은 198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는 약

91.3km 북상하여, 평균 4.57km/yr의 속도로 북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갱이의 어장 중심은

1980년대보다 2000년대에 더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

의 어장 중심이 북상하였으나, 1980년대에 비하

여 남쪽에 어장중심이 위치하였다. 과거 30년간

전갱이의 어장 중심은 1980년대에 비하여 2000

년대에는 약 28.1km 남하하였다. 삼치의 어장 중

심은 1980년대보다 1990년대가 더 남쪽에 위치

하였으나 이후 북상하여, 2000년대에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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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the fishing ground of major species by the Korean large purse seine fishery. 1980s (dotted line), 1990s

(dash-dotted line), and 2000s (soli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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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에 어장 중심이 위치하였다. 삼치의 어장 중

심은 198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는 약

162.6km 북상하여, 평균 8.13km/yr의 속도로 북

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and Table 1). 

참다랑어 어장 변화 및 어획량과 수온의 관련성

한국주변 수역에서 다랑어류의 어획량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Fig. 6). 그 중 참다랑어

는 1982년 이후 한국주변 해역에서 공식적으로

어획량이 보고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2,141

톤을 어획하였으며, 2009년에는 794톤의 어획량

을 나타내었다 (Fig. 6). 참다랑어의 해구별 어획

량에 대한 어업보고가 이루어진 이후로 참다랑

어 어장은 1994년에 2003년에 고등어 어장의

26.1% 면적을 차지하였으며 , 점차 증가하여

2009년에는 고등어 어장의 77.4%의 면적에서

참다랑어가 어획되었다. 어획해역은 제주도 인

근에서 한국 남해와 동중국해로 확장되었다. 참

다랑어의 어획량이 높은 해역은 대마난류가 지

나가는 해역과 거의 동일하며, 제주도 남동부해

역에서 어획량이 가장 높았다 (Fig. 4). 

참다랑어의 어장 중심은 1990년대로 대표되

는 1994년은 제주도 남동부해역에 위치하였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평균된 참다랑어

의 어장 중심은 제주도 남동부에서 벗어나 북동

쪽 해역으로 이동하여 제주도와 대마도 사이의

중간해역에 위치하였다. 참다랑어 어장의 형태

는 장축이 북동에서 남서를 향해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장의 넓이는 한국 남해안 해역을 대부

분 포함하였다. 참다랑어의 어장 중심은 1990년

대에 비하여 2000년대에 약 92.3km 북상하여, 13

년간 평균 7.1km/yr의 속도로 북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형성되는 참다랑어 어

장의 표층수온의 범위는 17.7〜21.7°C이고, 평

균수온 19.9°C에서 형성되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도별 어장중심을 구하여, 어장

중심이 위치한 해역의 수온과 그 해의 어획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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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entroid and movement of fishing grounds by Korean large purse seine fishery with periods

Species Years Longitude Latitude Periods
Movement*

(km)

Chub mackerel

Jack mackerel

Spanish mackerel

Bluefin tuna

1980s

1990s

2000s

1980s

1990s

2000s

1980s

1990s

2000s

1990s

2000s

126.134

125.587

125.895

127.174

127.141

127.042

125.660

126.646

126.079

126.732

128.314

32.535

32.883

33.357

33.105

31.897

32.852

31.969

31.741

33.433

33.213

34.044

1980s〜1990s

1990s〜2000s

1980s〜2000s

1980s〜1990s

1990s〜2000s

1980s〜2000s

1980s〜1990s

1990s〜2000s

1980s〜2000s

1990s〜2000s

38.73

52.61

91.34

－134.22

106.13

－28.09

－25.39

188.02

162.63

92.33

*Positive movement means northward direction, and negative movement denotes southward direction.

Fig. 6. Time series of catch of bluefin and total tunas by

Korean large purse seine fishery from 1980 to 2009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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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도별 참다랑어 어장 중

심의 표면수온이 상승할수록 참다랑어 어획량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다랑어 어장의

형성된 해역의 표층수온의 1°C 상승할 경우 참

다랑어 어획량이 379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표층수온과 참다랑어 어획량과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R2〓

0.707, P<0.05) (Fig. 7).

고    찰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간 한국 남해의

정선관측자료를 분석하여 표층 및 수심 100m의

수온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표층수온은 연간

0.0253°C씩 30년간 0.759°C가 상승하였으며, 수

심 100m의 수온은 연간 0.0099°C씩 상승하여 표

층의 절반수준인 30년간 0.297°C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안의 수온은 최근 10년간 수온상

승이 가속화되었으며, 표층수온이 연간 0.0737°

C, 수심 100m의 수온이 0.0187°C가 상승하였다.

표층수온은 장단기변동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상승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전의 Suh et al.

(2003)과 Jeong et al. (2003)의 연구인 1968년부

터 2002년까지 35년간 해양관측자료를 분석하

여 한국 주변 수역의 수온과 염분의 경향을 분석

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지난 35년간 동해는

0.79°C, 남해는 0.93°C, 그리고 서해는 0.81°C 상

승하였다. 동해 전체 해역의 표층수온의 변동특

성은 동해 남부해역에서 상당한 온난화 경향을

나타냈으며, 겨울에 뚜렷한 수온 상승이 나타났

다. 황해와 동중국해에서도 동계 표층수온의 장

기적인 상승이 나타났다. 이는 동계 북서풍계절

풍의 약화와 대기와의 열교환 감소에 의한 것으

로 판단되며 (Yeh and Kim, 2010; Yeh et al.,

2010), 한국 주변의 전 수역에서 수온상승이 뚜

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주변 수역의 대표적인 어업으로서 대형

선망어업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남해,

동해남부, 서해남부 해역 그리고 제주도 이남의

동중국해를 어장으로 이용하며, 이 중 어획 비율

이 높은 해역은 제주도 및 대마도 주변 해역이

다. 대형선망어업의 주요 어획대상은 밀집성이

있는 부유성 어종인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

치, 갈치, 오징어 등이다 (NFRDI, 2000). Hwang

et al. (2001)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부

터 1990년대 초반까지 대형선망어업의 어장은

남북으로는 동중국해에서부터 서해중부, 동해

까지 형성되었고, 동서로는 대만근해에서 일본

근해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나, 최근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어장의 축소는

없었지만 입어허가를 득하여 조업하는 어업환

경의 변화 및 유류비 상승으로 인하여 조업해역

이 축소됨에 따라 어획되는 어종 및 어획량이 변

화되었다고 생각된다 (Lee and Kim, 2011). 

대형선망어업에서 어종별 연대별 어장은

1990년대 보다 2000년대 어장이 더 북쪽에 위치

하며, ‘90년대 후반에 체결된 어업협정으로 인

한 어장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자원의 크

기는 각 종이 차지하는 총 면적과 더 관련되어

있다 (Nye et al., 2009). 삼치와 참다랑어의 경우

는 어장의 축소와 관계없이 ’90년대에 비하여

2000년대의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어업협

정의 결과라기보다는 환경변화에 따른 삼치와

참다랑어의 어장의 북상으로 생각되어진다. 고

등어 어장의 중심은 평균적으로 연간 4.57km의

속도로 북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치와 참다

–114–

이종희·이재봉·장창익·강수경·최영민·이동우

Fig. 7. Relation between surface water temperature of

fishing grounds and catch of bluefin tuna by Korean

large purse seine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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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어의 어장 중심은 각각 평균 연간 8.13km와

7.1km의 속도로 빠르게 북상하였다. 하지만 전

갱이의 어장 중심은 1980년대보다 2000년대에

더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어의

북상속도는 Cheung et al. (2009)의 예측 결과인

1066종의 어류와 해양무척추동물의 북상속도인

연간 4.5〜5.9km 결과보다 조금 느리지만 유사

하였다.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에 따라 이동하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한류성 어종의

경우가 난류성 어종에 비하여 북상이 뚜렷하며,

저층의 수온이 1°C 상승할 경우 10〜70km 북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lvy et al., 2008). Nye et

al. (2009)은 미국의 북동 대륙붕 생태계의 기후

변화에 따라 남부에 위치하던 개체군이 북상하

였음 보고하였다. Cheung et al. (2011)에 따르면

수온변동에 따른 어장 북상 효과와 해양산성화

와 용존산소 감소 등의 지화학적 효과가 더해진

경우는 어장 북상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어장의 북상 속도를 결정함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

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주변의 기후변화는 해양에도 영향

을 미쳐 수온변화는 물론이고 동물플랑크톤의

양적변화,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 증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Graham, 1995; Park et al., 2000).

고등어 어장 해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동해

안과 남해안은 전반적으로 온난화 경향을 나타

내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을 중심으로 수온의 상

승경향이 뚜렷하였다. 우리나라 연근해역은 수

온 상승과 함께 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멸치, 방

어 등 회유성 어종의 겨울철 분포해역이 점차 북

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해안보

다 동해안으로의 북상 경향이 뚜렷하였다 (Park

et al., 2000). 최근 들어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

삼치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서 수온 상승에 따른 초기 사망

률 감소에 따른 가입군의 증가와 겨울철 연 수온

의 상승으로 삼치의 어장형성 기간의 증가로 인

해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Lee

et al., 2011). 

대형선망어업에서 참다랑어 어획량의 증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우리나라 남해안 해역의 수

온 상승으로 인하여 아열대 어종이 북상하는 경

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로 생각된다. 어장 중심

의 표면수온과 참다랑어 어획량의 관계에서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수온

상승에 따른 어획량 증가 경향은 뚜렷하고 다랑

어류의 어획량 증가와 함께 참다랑어의 어획량

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살펴볼 때, 향후 자료

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수온과 참다랑어 어장

형성, 나아가 대상어종의 서식, 회유 등 생활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성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대형선망어업은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삼치

등 부유성 어종을 주로 어획하였다. 대형선망어

업의 어획량은 연평균 27만 톤가량이며, 그 중

고등어의 어획량은 연평균 13만 톤이었다. 대형

선망어업에서 고등어의 어획비율은 1980년대에

31%를 차지하였고, 90년대부터 60%이상을 차

지하였다.  대형선망어업은 한국 남해안에서 주

로 조업을 하고 있다. 대형선망어업 어장의 표층

수온은 연간 0.0253°C씩 상승하여 30년간

0.759°C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대형선망어업의 주요 어획종인 고등어, 전갱

이, 삼치와 참다랑어의 어장 중심은 상대자원량

지표인 CPUE와 위도를 사용하여 어장 중심과

95% 신뢰구간내의 어장분포와 어장중심을 계

산하였다. 고등어 어장의 중심은 평균적으로 연

간 4.57km의 속도로 북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치와 참다랑어의 어장 중심은 각각 평균 연간

8.13km와 7.1km의 속도로 빠르게 북상하였다.

하지만 전갱이의 어장 중심은 1980년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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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더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한국주변 수역에서 다랑어류의 어획량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참다랑어는 1982

년 이후 한국주변 해역에서 공식적으로 어획량

이 보고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2,141톤, 2009

년에는 794톤을 어획하였다. 어장 중심이 위치

한 해역의 수온과 그 해의 어획량과의 관계를 살

펴보면, 연도별 참다랑어 어장 중심의 표면수온

이 상승할수록 참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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