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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aims at analyzing a species composition of the fish live in bottom of the coastal waters off Sejon island, Korea. 

To reach the goal of the study, a species composition and it's seasonally fluctuation, a seasonally fluctuation of the dominant 

species and it's appearance type were analyzed with the fishes caught by the bottom trawl in the coastal waters off Sejon 

island from May, 2011 to March, 2012. The results obtaine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sh caught in this area composes 

10 orders, 25 families, and 37 species. The most dominant species in an number of fish was Pennahia argentata which was 

occupied at 42.1% from the whole number, the second most dominant species was Konosirus punctatus which was occupied 

at 14.2%. The most dominant species in a biomass of fish was Pennahia argentata  which was 31.3% out of the whole 

catch, the next dominant species was Lophius litulonwhich which was 18.2%. The first group (Trichiurus lepturus, Zeus faber, 

Pennahia argentata, Chelidonichthys spinosus and Lophius litulon) was appeared at May, August, October, the second group 

(Sphyraena pinguis) was appeared at May and November, the third group (Pampus argenteus) was appeared at August, the 

fourth group (Pampus echinogaster, Leiognathus nuchalis, Konosirus punctatus and Engraulis japonicus) was appeared at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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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남해안의 연안해역은 반도, 섬 및 대·소규모의 많은 

만으로 구성된 리아스식 해안지형으로써 해수의 유동

이 적고, 유기물 유입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해군 인근 남해도에는 섬진강과 수어천이 연결되어

있어 담수가 유입되고, 서쪽에는 광양만이 위치하여 육

상으로부터 많은 영양염이 유입되어 기초생산의 먹이

가 되는 동·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하며, 갑각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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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등 어족자원이 풍부한 해역이다. 따라서 어류의 훌

륭한 서식장 및 산란장으로 각종 어선 어업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해역으로 이 해역의 주요 어종에 대한 

생태와 회유 및 분포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연구해역인 세존도 (世尊島)는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

면 상주리에 있는 섬으로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

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고, 2011년 1월

에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새로이 편입되었으며, 보호대

상 해양생물종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열대성 해류인 대만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독도, 남해 일부 연안지역에 서식하는 

종이 출현함으로써 세존도 해양환경이 아열대화가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업자원 변동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직접조사를 통한 주요 어업자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

를 통한 수산자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원관리 대

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정량적인 채집이 이

루어져야 하는데, 저층트롤에 의한 조사는 해양생물을 

잡는 능동적인 어구로 어망이 끌리는 구역 내에 있는 

어류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획되기 때문에 어류군집 

구조 파악에 적합한 어구라 할 수 있다 (Sainsvury, 

1996).

어류군집 구조에 관한 연구는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

보함으로써 자원실태를 파악하고, 예측·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세존도 주변 남해 중부해역

에서 이루어진 수산자원의 종조성 및 양적변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해도 (Kwak et al., 2008; Huh 

and Kwak, 1998), 거문도 (Cha, 2010; Chu, 2001; Kim 

et al., 2014), 여수 (Hwang, 2008; Lee, 2004; Lim, 

2010; Jeong, 2004), 광양만 (Park, 2002), 앵강만 

(Hwang, 2007), 사천바다목장 (Kim et al., 2010), 나로

도 (Kim et al., 2003), 남해안 (Jeong et al., 2005; Joo, 

2011) 등 많은 해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해안 세존도 주변해역에서 저

층 트롤에 의해 채집된 어획자료를 이용하여 어류의 종

조성 및 계절변동을 파악하고, 어획물의 다양성을 설명

할 수 있는 생태지수를 구하여 어업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한국 남해안 세존도 주변

해역 (34°23.0N~34°32.8N, 128°03.7E~128°08.5E)에서 

2011년 5월, 8월, 10, 11월, 2012년 3월에 계절별로 1회

씩 저층트롤을 이용하여 채집하였다 (Fig. 1).  본 연구

는 경상대학교 실습선 새바다호 (저층트롤)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사용된 어구의 전체 길이는 58.7 m, 끝

자루 길이 12.3 m, 끝자루 망목크기는 90 mm 그물로 

구성되었다. 예인속도는 3.5~3.9 knot로 평균 1시간~1

시간 40분 정도 예망하였고, 평균 어획수심은 40~45 m

였다. 

채집된 생물은 즉시 냉동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 종별로 분류 후 Nakabo (2002), Kim et al. (2005)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동정하였으며, 어종별 어획 마

리수를 파악하고, 어종별 체장 조성을 알기위해 표준

체장 (Standard length, SL)을 1 mm, 습중량을 0.1 g단

위까지 측정하였다. 

월별 종조성은 어류의 종수, 개체수, 생체량과 종 다

양도 지수로 나타내어 비교 검토 하였다. 각 조사시기

별 어류군집 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종 다양도 지수 

 ′  (Shannon and Wiener, 1949)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였다.

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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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번째 종의 월별 출현 개체 수,   : 특정 달에 

채집된 종의 개체수,   : 출현종수)

각 출현종에 대한 출현시기의 유사도는 Bray-Curtis

의 유사도지수를 이용하여 집괴분석 (Cluster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Dendrogram으로 표시하였

다 (PRIMER 5.0).

결 과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세존

도 주변해역에서 저층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

과 채집된 어류는 10목, 25과, 37종, 1,460개체, 

194,365 g이었다 (Table 1). 분류군별 (Order) 출현어

종수를 살펴보면 (Table 2), 농어목 (Perciformes) 어

류가 12과 17종으로 가장 많이 채집되었으며, 그 다

음으로 쏨뱅이목 (Scorpaeniformes)이 3과 4종으로 많

이 채집되었다. 청어목 (Clupeiformes)은 2과 5종, 가자

미목 (Pleuronectiformes)은 2과 3종이었으며, 아귀목 

(Lophiiformes)과 달고기목 (Zeiformes)은 각 1과 2종, 

그 외 홍메치목 (Aulopiformes), 홍어목 (Rajiformes), 

앨퉁이목 (Stomiiformes), 복어목 (Tetraodontiformes)

은 각 1과 1종식 채집되었다. 

개체수면에서 가장 많은 어종은 보구치 (Pennahia 

argentata)로 614개체가 어획되어 전체의 42.1%를 차지

하였고, 다음으로는 전어 (Konosirus punctatus)가 207

개체로 전체의 14.2%, 성대 (Chelidonichthys spinosus)

가 124개체로 8.5%, 갈치 (Trichiurus lepturus)가 119개

체로 8.2% 순으로 우점하였다. 위 4종이 차지하는 비율

이 전체의  72.9%를 차지하였다. 

생체량에서는 보구치가 60.8 kg으로 전체의 31.3%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하였으며, 황아귀 (Lophius litulon)

가 35.4 kg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하여 우점하였다. 

그 다음으로 성대 (Chelidonichthys spinosus)가 21.2 kg

으로 전체의 10.9%를 차지하였으며, 달고기 (Zeus 

faber)가 13.2kg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였다. 위 4

종이 전체의 67.1%를 차지하였다. 

채집된 어류 종수의 월변동을 살펴보면 (Fig. 2), 8월에 

21종으로 가장 많았고, 3월에 가장 적었다. 채집개체수

와 생체량 변동을 월별로 살펴보면 개체수에서는 5월

에 가장 높았으며, 생체량은  8월과 5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월에 보구치 개체수가 많았

으며, 8월에 비교적 생체량이 높은 황아귀, 달고기가  

Fig. 2. Seasonal variations in number of species, number of individuals, 
biomass and diversity index of fishes collected by bottom trawl in the 
coastal waters off Sejon island.  



세존도 주변해역에 출현하는 저어류 군집의 종조성

- 633 -

Table 1. Species composition of fishes collected by bottom trawl in the 
coastal waters off Sejon island 

Scientific name
Total

N W (g)

Apogon semilineatus 2 32 

Chelidonichthys spinosus 124 21,147 

Clupea pallasii 1 20 

Doederleinia berycoides 1 99 

Engraulis japonicus 56 344 

Hemitripterus villosus 1 426 

Johnius grypotus 2 197 

Kaiwarinus equula 1 8 

Konosirus punctatus 207 4,267 

Larimichthys polyactis 7 405 

Leiognathus nuchalis 74 488 

Lepidotrigla microptera 7 874 

Liparis tanakai 10 8,741 

Lophiomus setigerus 6 3,021 

Lophius litulon 47 35,385 

Maurolicus muelleri 1 1 

Okamejei kenojei 4 2,134 

Oplegnathus fasciatus 1 3,000 

Pagrus major 8 2,912 

Pampus argenteus 21 5,396 

Pampus echinogaster 39 2,995 

Paralichthys olivaceus 1 4,400 

Pennahia argentata 614 60,751 

Pleuronectes yokohamae 10 4,611 

Pleuronichthys cornutus 7 1,548 

Psenopsis anomala 3 141 

Saurida elongata 1 423 

Scomberomorus niphonius 1 2,600 

Sphyraena pinguis 34 2,438 

Thamnaconus modestus 3 830 

Thryssa hamiltoni 2 50 

Thryssa kammalensis 3 81 

Trachurus japonicus 3 385 

Trichiurus lepturus 119 7,087 

Uranoscopus japonicus 11 3,843 

Zenopsis nebulosa 1 81 

Zeus faber 27 13,207 

Total 1,460 194,365 

어획되었기 때문이다. 종 다양도 지수는 0.82~2.05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5월에 가장 낮고 8월에 높은 값

을 보였는데, 이것은 5월에 보구치가 전체 채집개체수

의 83.8%를 차지한 반면 8월에는 비교적 다수의 종이 

고르게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개체수면에서 월별 우점종의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5월에는 보구치, 8월에는 갈치, 성대, 황아귀, 

10월에는 갈치, 보구치, 11월에는 황아귀, 3월에는 전어

로 항상 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2. Number of Orders, families and species of the catches collected 
by bottom trawl in the coastal waters off Sejon island

Orders Families Species Abundance (%)

Perciformes 12 17  45.9 

Scorpaeniformes  3  4  10.8 

Clupeiformes  2  5  13.5 

Pleuronectiformes  2  3   8.1 

Lophiiformes  1  2   5.4 

Zeiformes  1  2   5.4 

Aulopiformes  1  1   2.7 

Rajiformes  1  1   2.7 

Stomiiformes  1  1   2.7 

Tetraodontiformes  1  1   2.7 

Total 25 37 100.0

조사기간동안 출현한 전체 어류 중 출현 개체수비 

1.0%이상인 11종을 대상으로 출현시기별 유사도지수

를 구하여 집괴분석한 결과 55% 유사도 수준에서 4개

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Fig. 3).

GroupⅠ: 5월, 8월, 10월에 공통으로 출현한 그룹으

로 성대, 보구치, 황아귀, 갈치, 달고기가 속하였다.

GroupⅡ: 5월과 11월에만 출현하였던 그룹으로 꼬치

고기가 속하였다.

GroupⅢ: 8월에만 출현하였던 그룹으로 병어가 속하

였다.

GroupV: 3월에 공통으로 우점하였던 그룹으로 주둥

치, 덕대, 멸치, 전어가 속하였다.



고은혜⋅안영수⋅백근욱⋅장충식

- 634 -

Table 3. Seasonal variation of Individuals and biomass of a dominant fishes collected by bottom trawl in the coastal waters off Sejon island

Scientific name
May Aug. Oct. Nov. Mar

N W (g) N W (g) N W (g) N W (g) N W (g)

Trichiurus lepturus 7 211.5 60 4,253.6 49 2,530.9 3 91.2 

Sphyraena pinguis 3 248.4 31 2,190.0 

Zeus faber 14 4,983.8 3 1,920.6 6 3,109.0 4 3,193.8 

Pampus echinogaster 7 2,077.0 1 173.5 31 744.1 

Pampus argenteus 21 5,395.8 

Pennahia argentata 449 39,621.9 4 1,075.6 40 9,433.8 104 9,665.5 17 954.2 

Chelidonichthys spinosus 5 784.5 45 11,708.9 1 401.9 55 6,232.7 18 2,019.0 

Leiognathus nuchalis 24 337.4 1 11.7 3 34.8 46 103.6 

Lophius litulon 10 6,799.6 33 25,550.6 3 2,672.5 1 362.3 

Konosirus punctatus 207 4,266.6 

Engraulis japonicus 　 　 　 　 　 　 　 　 56 344.4 

Similarity

Fig. 3. A dendrogram illustrated the classification of fish species collected by bottom trawl in the coastal waters off Sejon island.

고 찰

본 연구에서 저층 트롤어구를 가지고 2011년 5월, 8

월, 10월, 11월 2012년 3월 세존도 주변해역에서 채집

한 어류의 종수는 37종이었으며, 우점종으로는 보구치, 

전어, 성대, 갈치, 주둥치 등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와 

인근 남해안에서 조사한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를 비교

하면 채집된 어류의 종수에서는 남해안에서 오터트롤

에 의해 채집된 조사가 203종으로 본 연구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구의 

끝자루의 그물코 크기가 90 mm나 되어 소형 어류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한 남해안의 어류 종조성에 관한 연구들의 우점종

은 모두 달랐는데, 이는 사용한 어구, 어획한 장소와 시

기, 어구어법 등이 다르며, 특히 소극적 어법과 어구에 

속하는 각망 또는 자망과 적극적 어법과 어구에 속하는 

트롤어구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채집된 어류 종수의 월변동을 살펴보면, 8월에 가장 

많았고, 3월에 가장 적었는데, 이는 춘계에 산란된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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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성장하고 가입된 후 하계에 어종수가 많아지는 것

으로 추정된다. 또한 어류 종수와 종다양도 지수가 

2011년 5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증감을 반복한 반면, 

채집된 개체수는 11월부터 3월까지 계속하여 증가하였

다. 이는 세존도 주변의 저층 어장은 11월에서 3월에 

걸쳐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우점종 11종을 대상으

로 출현시기에 대한 중복도지수를 구하여 집괴분석을 

수행한 결과 4그룹으로 나뉘어졌는데, 이는 세존도 주

변해역에서 출현하는 우점종들은 출현시기의 유사성에 

따라 크게 4그룹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어류상과 자원이용 형태에 대한 

추정을 위해서는 생물개체의 크기 빈도분포 또는 

CPUE 등을 파악하여 보다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존도 주변해역에서 저층트롤어구를 

사용하여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5회 시험 조

업을 통하여 어획한 어획물의 종조성과 이들의 월 변

동, 우점종과 출현양상의 월 변동 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출현한 어류는 10목, 25과, 37종

이었고, 어종의 수는 농어목 (Perciformes) 어류가 12과 

15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쏨뱅이목 

(Scorpaeniformes) 어류가 3과 4종으로 많았다. 개체수

면에서 가장 우점하는 어종은 보구치로 614개체가 어

획되어 전체의 42.1%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어가 

207개체 어획되어 전체의 14.2%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대가 124개체로 8.5%, 갈치가 119개체로 

8.2%를 차지하였다. 생체량에서 가장 우점하는 어종은 

보구치가 160.8 kg으로 전체의 31.3%를 차지하였고, 황

아귀가 35.4 kg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였다. 그 다음

으로는 성대가 21.2 kg으로 전체의 10.9%를 차지하였

으며, 달고기가 13.2 kg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였

다. 월별 채집된 어류 종수와 종다양도지수는 8월에 가

장 높고 10월에 감소한 뒤 다시 11월에 증가하였다가 3

월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월별 가장 우점하는 

종은 5월에 보구치, 8월과 10월에 갈치, 11월에 황아귀, 

3월에 전어로 갈치를 제외하고는 우점종이 계절에 따

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현시기에 따라 보구

치, 황아귀, 갈치, 달고기와 같이 연중 출현율이 높은 

그룹, 꼬치고기와 같이 5월과 11월에만 출현한 그룹, 

병어와 같이 8월에만 출현한 그룹, 3월에 공통으로 우

점한 주둥치, 덕대, 멸치, 전어가 속한 그룹 등과 같이 

4그룹으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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