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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바다목장 강도다리 (Platichthys stellatus)와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의 자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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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estimate biomass and provide management guidance through population ecolog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growth parameters, instantaneous coefficients of natural and fishing mortalities, and age at first 
capture of the starry flounder, Platichthys stellatus and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of Korea. For describing 
growth of this species, a von Bertalanffy growth model was adopted. The von Bertalanffy growth parameters estimated from 
a non-linear regression for starry flounder were L∞=48.25 cm, K=0.16/yr, and t0=-1.48, respectively and those for olive 
flounder were L∞=86.46 cm, K=0.26/yr, and t0=-0.29, respectively. Biomass of Platichthys stellatus was estimated by direct 
biomass estimation method was 2.6 M/T, that was estimated by indirect method was 13.4 M/Tt. Those of Paralichthys 

olivaceus were estimated as 10.1 M/T, 19.3 M/T, respectively. An yield per recruit analysis showed that the current yield 
per recruit on Platichthys stellatus was about 48.2 g with F=0.646/yr and the age at first capture (tc) 1.35yr, that on 
Paralichthys olivaceus was about 167.6 g with F=1.121/yr and the age at first capture (tc) 1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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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울진바다목장은 경북 울진군 평해읍 일  20 km2을 

상으로 서해⋅남해에 비해 어족자원의 다양성이 낮

은 신 청정수역이고, 인근지역에 관광객 방문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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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여, 강도다리, 넙치, 쥐노래미, 전복, 해삼 

등을 방류하고, 관광 체험시설로 퇴역 함정과 감척어선

을 이용한 수중 관광시설, 생태체험시설, 인공 낚시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Yoon et al., 2011). 또한, 수산

자원을 조성하고 주요 자원의 회복을 도모하여 어업인

의 소득을 증 하는 한편, 체계적인 바다목장의 관리이

용을 위하여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하

다 (MIFFAF, 2010). 
바다목장 조성에 있어 바다목장 해역의 자원상태 진

단 및 이용가능한 수산자원의 자원량 추정은 지속적인 

자원이용과 개발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원조사를 통

해 이용가능한 수산자원의 자원량을 추정하고 자원평

가를 통해 바다목장 해역의 주요 자원의 상태를 진단하

는 것은 바다목장 조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MIFFAF, 2009). 
본 연구의 상어종인 강도다리 (Starry flounder, 

Platichthys stellatus)와 넙치(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에 하여 수행된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강도다리에 해서는 강도다리의 난발생과 자치

어의 형태발달 (Byun et al., 2007), 실내 사육한 강도다

리의 성성숙과 생식주기 (Lim et al., 2007), 강도다리의 

산소 소비율에 미치는 수온과 체중의 향 (Oh et al., 
2009), 울진바다목장 강도다리의 번식능력 (Hwang et 
al., 2012) 등이 있고, 넙치에 해서는 넙치 유어의 표

지방류용 표지표 연구 (Oh et al., 2002), 육종넙치의 성

장 연구 (Min et al., 2010), 울진바다목장 넙치의 식성 

(Choi et al., 2011), 양식 넙치 쿠도아충 감염 조사 

(Song et al., 2013), 발효 두박이 넙치의 성장 및 육질

에 미치는 향 (Jang et al., 2013) 등으로 사육과 어류 

질병에 관한 생물학적 연구가 부분이며, 강도다리와 

넙치 모두 자원생태학적 연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울진바다목장에서는 자원조성을 위한 어류 상종으

로 강도다리와 넙치를 선정하여 2007~2013년간 강도다

리는 76만마리, 넙치는 76만마리가 방류되었다 (Yoon, 
2014). 이렇게 조성된 강도다리와 넙치가 해당 바다목

장 내에서 어떠한 생태학적 특징을 갖고, 울진바다목장 

해역내에서 얼마나 분포하고 있으며, 또 조성된 자원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밝히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

과 성장 분석, 자원생태학적 특성치와 자원량 추정 및 

자원평가를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울진바다목장 내 

강도다리와 넙치자원 관리를 위한 방안을 과학적인 근

거로 수립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조사시기 및 해역  

울진바다목장 조성해역 내 강도다리와 넙치의 현존

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울진바다목장 조성해역 내 6개 

조사 정점을 선정하여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정점당 1회씩 오터트롤을 사용하여 현존량 조사를 실

시하 다 (Fig. 1). 조사기간 내 선속은 1.3~1.5 k't (평균 
1.3 k't), 예망시간은 10~36분 (평균 22분), 예망거리는 

432~1,445 m (평균 904 m), 소해면적은 0.001~0.004 
km2 (평균 0.003 km2) 다 (Table 1). 사용된 트롤 어구

의 망구폭은 약 2.6 m, 망의 길이는 약 10 m, 끝자루의 

망목은 약 10 mm 고, 예인속도 1.5~2.5 k't (평균 1.8  
k't)로 약 10~30분간 인망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어획

된 개체는 종별로 개체수 및 중량을 측정하 고, 주요 

종에 해 체장은 0.1 cm까지, 체중은 0.1 g까지 측정

하 다. 어류 분류는 Chyung (1977), Choi et al. (2002), 
Kim et al. (2005), NFRDI (2004)을, 새우류 및 게류는 

Kim (1973, 1977)과 NFRDI (2001)을, 연체동물은 Min 
et al. (2004)을 참고하 다.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연령과 성장

연령사정에 사용한 강도다리와 넙치 시료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연안에서 

트롤을 사용하여 채집한 개체와 울진바다목장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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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된 개체 등 강도다리 163개체, 넙치 189개체 다 

(Table 2). 채집된 시료는 실험실에서 암컷과 수컷을 구

분하여 체장은 0.1 cm까지, 체중은 0.1 g까지 측정하

고, 복부를 절개하여 육안으로 암수를 분리하 으며, 
연령사정을 위해 이석을 추출하 다. 

윤문형성 시의 연령별 평균체장은 계측된 표본의 평

균윤경에서 이석반경과 체장 간의 관계식을 사용하여 

역계산하 다. 강도다리와 넙치의 성장은 역계산된 연

령별 평균체장을 사용하여 von Bertalanffy (1938) 성장

식으로 구하 고, 성장식의 파라미터는 Walford 방법 

(1946)으로 구한 파라미터들을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비

선형 회귀방법에 의해 추정하 다. 

Table 1. Fishing effort by otter trawl survey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Year Month Effort Number of stations
St.1 St.2 St.3 St.4 St.5 St.6

2009

Jan.

Speed (k’t) 1.3 1.3 1.3 1.3 1.3 1.3
Time (min.) 34 25 15 15 30 13
Distance (m) 1,364 1,003 602 602 1,204 522
Swept Area (km2) 0.007 0.003 0.002 0.002 0.004 0.002

Feb.

Speed (k’t) 1.3 1.3 1.3 1.3 1.3 1.3
Time (min.) 26 12 18 25 27 22
Distance (m) 1,043 482 722 1,003 1,083 883
Swept Area (km2) 0.003 0.001 0.002 0.003 0.003 0.003

Mar.

Speed (k’t) 1.3 1.3 1.3 1.3 1.3 1.3
Time (min.) 26 12 18 25 27 22
Distance (m) 1,083 522 1,204 762 923 1,043
Swept Area (km2) 0.003 0.002 0.004 0.002 0.003 0.003

Apr.

Speed (k’t) 1.3 1.3 1.3 1.3 1.3 1.3
Time (min.) 16 16 11 30 25 28
Distance (m) 642 642 441 1,204 1,003 1,124
Swept Area (km2) 0.002 0.002 0.001 0.004 0.003 0.003

May

Speed (k’t) 1.3 1.5 1.5 1.5 1.3 1.3
Time (min.) 22 21 22 20 36 27
Distance (m) 883 972 1,019 926 1,445 1,083
Swept Area (km2) 0.003 0.003 0.003 0.003 0.004 0.003

Jun.

Speed (k’t) 1.3 1.3 1.3 1.3 1.3 1.3
Time (min.) 23 12 20 23 15 22
Distance (m) 923 482 803 923 602 883
Swept Area (km2) 0.003 0.001 0.002 0.003 0.002 0.003

Jul.

Speed (k’t) 1.3 1.3 1.3 1.3 1.3 1.3
Time (min.) 26 11 23 18 20 21
Distance (m) 1,043 441 923 722 803 843
Swept Area (km2) 0.003 0.001 0.003 0.002 0.002 0.003

Aug.

Speed (k’t) 1.3 1.3 1.3 1.3 1.3 1.3
Time (min.) 23 18 27 11 22 27
Distance (m) 923 722 1,083 441 883 1,083
Swept Area (km2) 0.003 0.002 0.003 0.001 0.003 0.003

Sep.

Speed (k’t) 1.4 1.4 1.4 1.3 1.3 1.3
Time (min.) 30 12 10 24 20 25
Distance (m) 1,296 519 432 963 803 1,003
Swept Area (km2) 0.004 0.002 0.001 0.003 0.002 0.003

Oct.

Speed (k’t) 1.4 1.4 1.4 1.4 1.4 1.4
Time (min.) 28 10 26 24 27 29
Distance (m) 1,210 432 1,124 1,037 1,167 1,253
Swept Area (km2) 0.004 0.001 0.003 0.003 0.004 0.004

Nov.

Speed (k’t) 1.4 1.4 1.4 1.4 1.4 1.4
Time (min.) 30 18 16 30 21 26
Distance (m) 1,296 778 691 1,296 907 1,124
Swept Area (km2) 0.004 0.002 0.002 0.004 0.003 0.003

Dec.

Speed (k’t) 1.4 1.4 1.4 1.4 1.4 1.4
Time (min.) 32 22 11 22 23 24
Distance (m) 1,383 951 475 951 994 1,037
Swept Area (km2) 0.004 0.003 0.001 0.003 0.00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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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nthly individuals of starry flounder and olive flounder used 
in age determination

Year Month
Individuals (inds.)

Starry flounder Oliver flounder
2009 Jan. 8 -

Feb. - 2
Mar. 4 6
Apr. 12 -
May 17 9
Jun. - 4
Jul. 114 60

Aug. - 68
Sep. 6 21
Oct. 2 18
Nov. - 1
Dec. - -

Total 163 189

자원생태학적 특성치 

어획개시연령과 순간전사망계수

강도다리와 넙치의 어획개시연령 (tc)과 순간전사망

계수 (Z)는 어획물의 체장조성과 von Bertalanffy 성장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구하는 Pauly의 어획물곡선법 

(1984)으로 추정하 다. 

어장가입연령

어획개시연령 (tc)은 강도다리와 넙치의 어획된 개체

중에서 가장 작은 개체의 체장을 추정된 von Bertalanffy 
성장식에 입하여 연령으로 환산하 다. 

순간자연사망계수 및 순간어획사망계수

순간자연사망계수 (M)는 Alverson and Carney (1975) 
방법을 개선한 Zhang and Megrey (2006) 방법을 사용

하 다. Zhang and Megrey (2006) 방법은 식(1)과 같고,

  
     

 (1)

여기서, tmb=Ci×tmax이고 Ci는 계수 (저어류의 경우에

는 0.44), tmax는 최  연령, K는 von Bertalanffy 성장계

수, β는 체장-체중관계식의 상수이다. 
순간어획사망계수 (F)는 순간전사망계수에서 순간자

연사망계수를 제하여 식(2)와 같이 추정하 다.

F = Z - M  (2)

자원량 및 적정어획강도와 적정어획개시연령

직접자원조사에 의한 자원량

울진바다목장 해역에 분포하는 강도다리와 넙치의 

직접자원조사에 의한 자원량은 먼저 울진바다목장 6개 

조사 정점에서 수행된 트롤조사의 각 어종별 어획중량, 
소해면적 및 어획효율로 면적당 생체량을 식 (3)과 같이 
추정하 고, 이후 6개 정점에서 추정된 강도다리와 넙

치의 면적당 생체량 (kg/km2)을 평균한 평균 면적당 생

체량과 울진바다목장해역의 면적 (20 km2) (MIFFAF, 
2008)을 곱하여 추정하 다. 

Biomass per area = ×
  (3)

여기서, Biomass는 트롤조사에서 어획된 어획중량, 
Swept Area는 트롤의 소해면적, q는 어획효율 (0.5 
(Prado, 1990))이다. 

간접자원조사에 의한 자원량

울진바다목장 해역에 분포하는 강도다리와 넙치의 

간접자원조사에 의한 자원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Jones 
모델 (1981)을 사용하 다. 울진바다목장에서 어획된 강

도다리는 가자미류로 통칭되어 어획집계가 이뤄지고 있

어, 강도다리의 체장별 어획개체수는 2009년 1~12월까

지 후포 수협에서 위판된 가자미류 총 어획량 67,049 kg
중 약 5%가 강도다리의 양이라 가정하고 추정한 강도다

리 어획량 3,352 kg을 강도다리의 평균체중 (183 g)으로 

나눈 18,254마리를 자원조사에서 추정한 체장별 개체수 

비율을 고려하여 체장별 어획개체수를 추정하 다. 추
정된 어획개체수로부터 자원개체수를 추정하 고, 자원

개체수와 체장별 평균중량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울진

바다목장 강도다리의 자원량을 추정하 다 (MIFFAF, 
2010).

동일한 방법으로 넙치의 체장별 어획개체수는 가자

미류 총 어획량 중 약 10%가 넙치의 양이라 가정하고 

추정한 넙치의 어획량 6,705 kg을 넙치의 평균체중 

(457 g)으로 나눈 14,659마리로써 체장별 어획개체수를 

추정하 고, 자원량을 추정하는 과정은 강도다리와 동

일한 방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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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어획강도 및 적정어획개시연령

강도다리와 넙치의 적정어획사망계수와 적정어획개

시연령을 구하기 위해서 Beverton and Holt (1957)의 

가입당 생산량 모델인 식 (4)를 사용하 다. 
              



 exp  ∞







exp   

․ exp  
(4)

여기서, 은 가입당생산량, ∞, , 는 von 
Bertalanffy 성장식의 계수들이고, 은 순간자연사망계

수, 은 어장가입연령, 는 어획개시연령, 은 최고연

령이며, =1, =-3, =3, =-1이다.

결  과 

연령과 성장

강도다리의 연령사정에 사용된 이석은 총 163개 고, 
이석에 나타나는 윤문들이 연령형질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확인된 윤문 중 위륜 및 이상형 성륜을 가려

내기 위해 이석경과 윤경간의 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Fig. 2). 각 윤경간은 거의 중복없이 잘 분리되고 있었

고, 이석경이 커짐에 따라 윤경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석경과 윤경간에 응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문별 평균 윤경은 r1=2.45 mm, r2=3.33 mm, r3=4.25 
mm, r4=4.85 mm로 나타났다. 

윤문형성 시의 체장을 역계산하기 위해 이석반경 (R)과 

체장 (TL) 간의 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TL=5.116R+3.646
 

Fig. 2. Relationship between otolith radius and ring radius of starry 
flounder, P. stellatus. 

(R2=0.743)으로 나타났고, 윤문형성 시의 평균윤경을 

사용하여 이석반경과 체장 간의 관계식으로부터 역계산

된 평균체장은 L1=16.2 cm, L2=20.7 cm, L3=25.4 cm, 
L4=28.5 cm로 나타났다 (Table 3). 역계산된 연령별 체

장과 체중으로부터 비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추정된 

울진바다목장 강도다리에 한 von Bertalanffy 성장식

은 Lt=48.25(1-e-0.15(t+1.48))이다 (Fig. 3). 강도다리의 성장 

매개변수에서 이론적 최 체장 (L∞)은 48.25 cm, 성장

계수 (K)는 0.16/년, 체장이 0일 때의 이론적 연령 (t0)은 

- 1.48세로 추정되었고, 강도다리의 전장-체중 관계식은 

BW=0.0202TL2.898로 추정되었으며 (Fig. 4), 전장-체중 

관계식으로부터 추정된 이론적 최 체중 (W∞)은 1,527.8 
g으로 추정되었다. 

넙치의 연령사정에 사용된 이석은 총 189개 고, 이
석경과 윤경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각 윤경간은 거의 

중복없이 잘 분리되고 있었으며 이석경이 커짐에 따라 

윤경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석경과 윤경간에 응

성이 나타났다 (Fig 5). 

Table 3. Back-calculated total length at estimated age of starry flounder, 
P. stellatu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Ring group Number of 
specimen

Back-calculated total length (cm)

L1 L2 L3 L4

1 117 16.4

2 40 15.7 20.5

3 4 15.4 21.1 24.9

4 2 17.7 22.7 26.4 28.5

Weighed mean 16.2 20.7 25.4 28.5

Fig. 3. The von Bertalanffy growth curve of starry flounder, P. stellatu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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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total length (TL) and total weight (TW) 
of starry flounder, P. stellatu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Fig. 5. Relationship between otolith radius and ring radius of olive 
flounder, P. olivaceus. 

이석중심으로부터 각 윤문까지의 윤문별 평균윤경은 

r1=3.22mm, r2=4.57mm, r3=5.86mm, r4=6.58mm로 나타

났다. 윤문형성 시의 체장을 역계산하기 위해 이석반경 

(R)과 체장 (TL) 간의 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TL= 
9.586R-5.593 (R2=0.858)으로 나타났고, 윤문형성 시의 

평균윤경을 사용하여 이석반경과 체장 간의 관계식으

로부터 역계산된 평균체장은 L1=25.2cm, L2=38.5cm, 
L3=51.2cm, L4=58.3cm로 나타났다 (Table 4). 역계산된 

연령별 체장과 체중으로부터 비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

여 추정된 울진바다목장 넙치에 한 von Bertalanffy 
성장식은 Lt=86.46(1-e-0.26(t+0.29))이다 (Fig. 6). 넙치의 성

장 매개변수에서 이론적 최 체장 (L∞)은 86.46 cm, 성
장계수 (K)는 0.26/년, 체장이 0일 때의 이론적 연령 

(t0)은 －0.29세로 추정되었고, 넙치의 전장-체중 관계식

은 BW=0.0088TL3.0296로 추정되었으며 (Fig. 7), 전장-
체중 관계식으로부터 추정된 이론적 최 체중 (W∞)은 

6,490.7g으로 추정되었다. 

Table 4. Back-calculated total length at estimated age of olive flounder, 
P. olivaceu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Ring group Number of 
specimen

Back-calculated total length (cm)
L1 L2 L3 L4

1 177 25.2
2 11 24.9 38.3
3 - - - - -
4 1 32.4 40.4 51.2 58.3
Weighed mean 25.2 38.5 51.2 58.3

Fig. 6. The von Bertalanffy growth curve of olive flounder, P. olivaceu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Fig. 7. Relationship between total length (TL) and total weight (TW) 
of olive flounder, P. olivaceu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자원생태학적 특성치 

어획개시연령과 순간전사망계수

강도다리 어획물의 체장조성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

정된 von Bertalanffy 성장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Pauly
의 어획물곡선법 (1984)에 의해 추정된 강도다리의 어

획개시연령 (tc)은 1.353세이었다 (Fig. 8(a)). 강도다리

의 순간전사망계수 (Z)는 Pauly의 어획물곡선법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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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1.139/년으로 추정되었고 (Fig. 8(a)), 이 값을 

생잔율 (S)로 환산한 결과, 0.320으로 계산되었다. 
넙치 어획물의 체장조성자료와 본 연구에서 추정된 

von Bertalanffy 성장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Pauly의 어

획물곡선법 (1984)에 의해 추정된 넙치의 어획개시연령

(tc)은 1.000세이었다 (Fig. 8(b)). 넙치의 순간전사망계

수 (Z)는 Pauly의 어획물곡선법 (1984)에 의해 1.805/년
으로 추정되었고 (Fig. 8(b)), 이 값을 생잔율 (S)로 환

산한 결과 0.164로 계산되었다. 

Fig. 8. Estimation of the selection ogive of starry flounder, P. stellatus 
(a) and olive flounder, P. olivaceus (b) from a length converted catch 
curve analysi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순간자연사망계수 (M) 및 순간어획사망계수 (F)
강도다리의 순간자망사망계수 (M)를 추정하기 위해 

Zhang and Megrey (2006) 방법을 사용하 으며, 이 방

법에 의해 추정된 순간자연사망계수는 0.493/년이었다 

(Table 3). 따라서 강도다리의 순간어획사망계수 (F)는 

순간전사망계수 1.139/년에서 순간자연사망계수 0.493/
년을 제함으로써 0.646/년으로 계산되었다. 넙치의 순

간자연사망계수는 강도다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0.685/년으로 추정되었고, 순간어획사망계수는 순간전

사망계수 1.805/년에서 순간자연사망계수 0.685/년을 

제함으로써 1.121/년으로 계산되었다 (Table 5). 

Table 5. Estimation of instantaneous coefficient of natural mortality (M) 
of starry flounder, P. stellatus and olive flounder, P. olivaceu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Species Natural mortality
(M) Input data Method

Starry flounder
(P. stellatus) 0.493

K = 0.164/yr
β = 2.898
tmb = 2.640 Zhang and 

Megrey
(2006)Olive flounder

(P. olivaceus) 0.685
K = 0.265/yr
β = 3.030
tmb = 2.640

자원량 및 적정어획강도와 적정어획개시연령

직접자원조사에 의한 자원량

소해면적법으로 추정된 강도다리의 평균 면적당 생

체량 130.8 kg/km2와 울진바다목장 해역의 면적 20 km2

를 사용하여 식 (3)으로 계산한 결과 울진바다목장 강도

다리의 자원량은 2.6톤 (2,613.3 kg)으로 추정되었고, 
동일한 방법으로 넙치의 평균 면적당 생체량 505.5 
kg/km2와 울진 바다목장면적을 사용하여 넙치의 자원

량은 10.1톤 (10,110. 4kg)으로 추정되었다 (Table 6). 

Table 6. Monthly biomass per area of starry flounder, P. stellatus and 
olive flounder, P. olivaceu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Year Month
Biomass per area (kg/km2)

Starry flounder Olive flounder

2009

Jan. 178.5 204.6

Feb. 103.5 243.0

Mar. 58.8 375.1

Apr. 259.2 575.7

May 336.5 418.3

Jun. - 380.3

Jul. - 158.6

Aug. - 586.3

Sep. 225.3 1,141.3

Oct. 65.7 979.4

Nov. 260.5 614.7

Dec. 81.8 388.9

Mean 130.8 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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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자원조사에 의한 자원량

강도다리의 간접자원량은 2009년 울진바다목장에서 

어획된 강도다리의 체장별 개체수로부터 Jones 모델 

(1981)을 사용하여 자원량을 추정하 다. 체장별 어획

개체수는 Table 7에 나타내었고, 이론적 최 체장은 

48.25 cm, 순간자연사망계수와 성장계수의 비 (M/K)는 

3.009, 최고체장그룹의 순간어획사망계수와 전사망계

수의 비 (F/Z)는 0.567이었다. 앞서 제시된 자료를 사용

하여 울진 바다목장 강도다리 자원량은 13.4톤으로 추

정되었다 (Table 7).
넙치의 간접자원량은 강도다리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추정하 는데, 분석에 사용된 넙치의 체장별 어획개체

수는 Table 8에 나타내었고, 이론적 최 체장은 86.46 
cm, 순간자연사망계수와 성장계수의 비 (M/K)는 2.587, 
최고체장그룹의 순간어획사망계수와 전사망계수의 비 

(F/Z)는 0.621이었다. 앞서 제시된 자료를 사용하여 울

진 바다목장 넙치의 자원량은 19.3톤으로 추정되었다 

(Table 8).

Table 7. Estimation of biomass on starry flounder, P. stellatus using 
Jones model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Min. 
length
(cm)

Max. 
length
(cm)

Age
(XL)

Catch 
numbers 
(inds.)
(CL)

Stock 
numbers 
(inds.)
(NL)

Average 
weight

(g)
Biomass

(mt)

13 14 1.0012 94 18,713 34 0.6
14 15 1.0012 282 18,575 42 0.8
15 16 1.0012 94 18,249 52 0.9
16 17 1.0013 847 18,110 62 1.1
17 18 1.0013 1,223 17,218 74 1.3
18 19 1.0014 2,164 15,951 88 1.4
19 20 1.0014 3,952 13,747 103 1.4
20 21 1.0015 3,387 9,762 119 1.2
21 22 1.0015 2,070 6,351 137 0.9
22 23 1.0016 847 4,265 157 0.7
23 24 1.0016 753 3,406 179 0.6
24 25 1.0017 565 2,643 202 0.5
25 26 1.0018 376 2,071 227 0.5
26 27 1.0019 376 1,688 255 0.4
27 28 1.0019 282 1,306 284 0.4
28 29 1.0020 376 1,019 316 0.3
29 30 1.0022 376 639 349 0.2
30 31 1.0023 94 261 386 0.1
31 32 1.0024 94 166 424 0.1

Total 18,254 154,141 13.4

Table 8. Estimation of biomass on olive flounder, P. olivaceus using 
Jones model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Min. 
length
(cm)

Max. 
length
(cm)

Age
(XL)

Catch 
numbers 
(inds.)
(CL)

Stock 
numbers 
(inds.)
(NL)

Average 
weight

(g)
Biomass

(mt)

16 17 1.0013 93 15,033 39 0.6
17 18 1.0013 249 14,901 56 0.8
18 19 1.0014 373 14,614 77 1.1
19 20 1.0014 747 14,201 103 1.5
20 21 1.0015 1,245 13,415 134 1.8
21 22 1.0015 3,143 12,133 170 2.1
22 23 1.0016 2,490 8,958 213 1.9
23 24 1.0016 2,241 6,444 263 1.7
24 25 1.0017 934 4,186 320 1.3
25 26 1.0018 778 3,239 384 1.2
26 27 1.0019 685 2,451 457 1.1
27 28 1.0019 280 1,759 538 0.9
28 29 1.0020 498 1,472 628 0.9
29 30 1.0022 249 969 728 0.7
30 31 1.0023 218 717 838 0.6
31 32 1.0024 187 496 959 0.5
32 33 1.0026 156 307 1,091 0.3
33 34 1.0027 93 150 1,235 0.2

Total 14,659 115,445 19.3

적정어획강도 및 적정어획개시연령

강도다리의 적정어획강도와 적정어획연령을 추정하

기 위하여 Beverton and Holt (1957) 모델에서 이론적

인 최 체중 (W∞)은 1,527.8 g, 성장계수 (K)는 0.164/
년, 체장이 0일 때의 이론적 연령 (t0)은 －1.48세, 어장

가입연령 (tr)은 0.2세, 최 연령 (tL)은 6세를 사용하

다. 강도다리의 순간어획사망계수 (F)에 한 어획개시

연령 (tc)과 가입당생산량 (Y/R)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Fig. 9(a)), 현재 어획개시연령인 1.35세와 현재 어획사

망계수 0.646/년에서 가입당생산량은 47.2 g임을 나타

내고 있다. 현재의 어획개시연령 하에서 최 의 가입당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어획사망계수를 1.0/년 수준까

지 증가시키면 가입량생산량이 49.5 g으로 증가하나, 증
가된 가입당생산량은 현재의 어획사망계수 하의 가입당

생산량인 47.2 g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어획개시연령에 한 순간어획사망계수와 가입

당생산량간의 관계는 현재의 순간어획사망계수 수준인 

0.646/년에서 어획개시연령을 증가시켜도 가입당생산

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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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오히려 가입당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9(b)). 따라서, 울진바다목장 강도다리의 어

획개시연령과 어획사망계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가입당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어획개시연령은 1.5세로 

늦추고, 어획사망계수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9. Yield per recruit curves of starry flounder, P. stellatu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Y/R against the age at 
first capture (tc) for various fishing mortalities (a), Y/R against the 
fishing mortalities (F) for various age at first capture (tc)(b).

넙치의 적정어획강도와 적정어획연령을 추정하기 위

하여 Beverton and Holt (1957) 모델에서 이론적인 최

체중 (W∞)은 6,490.7 g, 성장계수 (K)는 0.265/년, 체
장이 0일 때의 이론적 연령 (t0)는 －0.29세, 어장가입연

령 (tr)은 0.4세, 최 연령 (tL)은 6세를 사용하 다. 넙치

의 순간어획사망계수 (F)에 한 어획개시연령 (tc)과 

가입당생산량 (Y/R)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Fig. 10(a)), 
현재 어획개시연령인 1세와 현재 어획사망계수 1.121/
년에서 가입당생산량은 167.6 g임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어획개시연령 하에서 최 의 가입당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어획사망계수를 0.8/년수준까지 감소시

키면 가입량생산량이 169.6 g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러 어획개시연령에 한 순간어획사망계수와 가입

당생산량간의 관계는 현재의 순간어획사망계수 수준인 

1.121/년에서 어획개시연령을 2세로 증가시키면 가입당

생산량은 201.7 g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b)). 따라서, 따라서, 울진바다목장 넙치의 어획개시

연령과 어획사망계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가입당생산량

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어획개시연령은 2세로 늦추고, 
어획사망계수는 0.8/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0. Yield per recruit curves of olive flounder, P. olivaceus in the 
Uljin marine ranching area of Korea in 2009. Y/R against the age at 
first capture (tc) for various fishing mortalities (a), Y/R against the 
fishing mortalities (F) for various age at first capture (t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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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추정된 강도다리의 성장식은 

Lt=48.25(1-e-0.15(t+1.48))으로 이론적 최 체장 (L∞)은 

48.25 cm, 성장계수 (K) 0.15/년, 체장이 0일 때의 이론

적 연령 (t0)은 - 1.48세로 각각 추정되었다. 강도다리의 

성장매개변수에 해 기존에 연구된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베링해와 캘리포니아 해역에 서식하는 강도다리

의 성장 매개변수는 이론적 최 체장이 각각 44.3 cm, 
51.0 cm 고, 성장계수는 각각 0.30/년, 0.19/년이었으

며, 이론적 연령은 추정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

려웠지만 (Fishbase, 2014a)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추

정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넙치의 성장식은 Lt=86.46(1-e-0.26(t+0.29))으로 이론적 

최 체장 (L∞)은 86.46 cm, 성장계수 (K) 0.26/년, 체장

이 0일 때의 이론적 연령 (t0)은 - 0.29세로 각각 추정되

었다. 넙치의 성장에 관한 기존에 연구된 결과에서는 

일본 니기타 연안에 서식하는 넙치의 성장매개변수는 

이론적 최 체장이 117.0 cm 고, 성장계수는 각각 

0.15/년으로 (Fishbase, 2014b) 이론적 최 체장이 본 

연구에서 추정된 결과보다 훨씬 컸고, 성장계수는 작은 

것으로 연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채집된 넙치는 종묘

방류에 의한 방류종이어서 자연 상태에서 성장한 넙치

와는 성장패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NFRDI 
(2013)에 따르면, 넙치의 최 수명은 13세인데 본 연구

에서 채집된 넙치의 윤문판독 결과 4세가 가장 큰 개체

로서 보다 큰 형어의 채집에 의한 연령의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성장 매개변수에서도 NFRDI 
(2013)에서는 암컷과 수컷의 이론적 최 체장은 각각 

187.3 cm, 93.6 cm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추정

된 이론적 최 체장과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추

정된 강도다리와 넙치의 이론적 최 체장 (L∞)등에서 

선행 연구결과와 일부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본 연구

상 해역인 바다목장의 특성 상 강도다리와 넙치는 기존 

동 해역에 서식하는 종이 아니라 방류에 의한 자원조성 

상종이어서 이들 어종의 방류가 2007년부터 이뤄졌

음을 고려할 때 최 체장 개체의 채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 해역에 서식하는 상어종의 자

원평가를 위해서는 상 해역에 서식하는 어종의 성장

특성을 반 한 자원생태학적 특성치 추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자원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량을 추정함에 있어 직접자원조

사에 의한 자원량 추정법과 간접자원조사에 의한 자원

량 2가지 방법으로 자원량을 추정하 다. 먼저 직접자

원조사에 의한 자원량 추정법은 트롤에 의한 소해면적

법으로 추정하 는데, 트롤 조사법은 어종별 자원량의 

변화를 쉽게 감지하고 그 결과가 즉각 자원평가에 이용

될 수 있어서 어류의 자원량 특히 저서어류의 자원량을 

조사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Kim, 
1991). 직접자원조사에 의한 강도다리와 넙치의 직접자

원량은 각각 2.6톤, 10.1톤으로 추정되어 넙치의 자원량

이 강도다리에 비해 약 4배  높았다. 2007~2009년간 울

진바다목장에 방류된 강도다리의 방류마리수는 38만마

리 고, 넙치의 방류마리수는 30만마리로 (Yoon, 2014) 
강도다리의 방류마리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넙

치의 자원량이 더 높은 것은 넙치가 강도다리에 비해 

상 적으로 울진바다목장 해역내에서 생존율이 더 높

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2009년에 채집된 강도다리와 

넙치의 체장조성에서도 강도다리의 암컷과 수컷의 평균 

체장은 각각 21.1cm, 20.5 cm 고, 넙치의 암컷과 수컷

의 평균 체장은 30.8 cm, 수컷 28.8 cm로써 (MIFFAF, 
2010) 울진바다목장 내에서 강도다리보다 상 적으로 

큰 넙치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간접

자원조사에 의한 자원량 추정법은 Jones 모델 (1981)을 

사용하 는데 이 방법은 연령조성 신 체장조성을 사

용하여 연령사정으로 인한 오차없이 비교적 간단한 방

법으로 자원량을 추정할 수 있다 (Zhang, 1991). Jones 
모델에 의한 강도다리와 넙치의 자원량은 각각 13.4톤, 
19.3톤으로 추정되어 직접자원조사에 의한 자원량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자원량과 간접자

원량간의 차이를 줄이고 보다 과학적인 자원량을 추정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해당 어종

의 현존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간접자원량 추정에 

필수적인 체장조성에 의한 어획개체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연속적인 자원량 비교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강도다리의 적정어획강도 및 적정어획개시연령을 추

정한 결과, 강도다리에 해 최적의 가입당생산량을 얻

기 위해서는 현재 어획개시연령은 1.5세로 늦추고, 어
획사망계수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

으로 제시되었다. 넙치의 경우 어획개시연령은 2세로 

늦추고, 어획사망계수는 현재 1.121/년에서 0.8/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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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적합한 관리방안으로 제시되었

다. 따라서, 울진바다목장 내 강도다리와 넙치에 해 

최근 조사결과를 통한 추가적 분석을 통해 상자원의 

적정이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당초 2012년에 완공키로 한 울진바다목장은 최근에 

조성작업이 마무리되어 준공식을 가졌다. 상자원의 

지속적 이용가능성은 상자원을 이용하는 바다목장 

해역에서 직접적으로 자원을 어획하는 어업인과 관광

객의 몫이 가장 크겠지만, 지속적인 조사와 상종의 

자원평가를 통해 꾸준히 이를 모니터링하고 자원을 진

단하여 적정 이용방안의 지속적 수립과 이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울진바다목장 조성해역 내 강도다리

와 넙치의 현존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울진바다목장 조

성해역 내 6개 트롤조사 정점을 선정하여 2009년 1월
부터 12월까지 매월 정점당 1회씩 현존량 조사를 실시

하 다. 연령사정에 사용한 강도다리와 넙치 시료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연

안에서 트롤을 사용하여 채집한 개체와 울진바다목장

에서 어획된 개체 등 강도다리 163개체, 넙치 189개체

를 연령사정에 사용하 다. 강도다리와 넙치의 이석분

석을 통한 강도다리의 von Bertalanffy 성장 매개변수에

서 이론적 최 체장 (L∞)은 48.25 cm, 성장계수 (K)는 

0.16/년, 체장이 0일 때의 이론적 연령(t0)은 －1.48세로 

추정되었고, 넙치의 이론적 최 체장 (L∞)은 86.46 cm, 
성장계수 (K)는 0.26/년, 체장이 0일 때의 이론적 연령 

(t0)은 －0.29세로 추정되었다. 직접 및 간접자원조사에 

의한 강도다리의 자원량은 각각 2.6톤, 13.4톤으로 추정

되었고, 넙치의 자원량은 각각 10.1톤, 19.3톤으로 추정

되었다. 가입당생산량 모델로 살펴본 자원평가 결과 강

도다리는 현재 어획개시연령은 1.5세로 늦추고, 어획사

망계수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넙치는 어획개시연령은 2세로 늦추고, 어

획사망계수는 현재 1.121/년에서 0.8/년 수준으로 낮추

는 것이 가장 적합한 관리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따라

서, 울진바다목장 내 강도다리와 넙치에 해 최근 조

사결과를 통한 추가적 분석을 통해 상자원의 적정이

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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