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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per-recruit (YPR) analysis is used to provide management guidance for the efficient use of a fish cohort. However, 
the individual fish price per unit weight of small yellow croaker (Larimichthys polyactis) or hairtail (Trichiurus lepturus) 
increases dramatically by size in Korea. Therefore, age-based production value-per-recruit (PPR) analysis has recently been 
developed (Zhang et al., 2014). Since age determination requires a substantial amount of money and time and it is even 
impossible for some fish species, it is difficult to obtain age information to apply the age-based PPR model. Thus, we attempted 
to develop an alternative method, which uses length data rather than age information, called the length-based PPR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length-based PPR analysis was much more conservative for stock management than the YPR analysis. 
Furthermore,  the PPR analysis was more economically beneficial than the YPR analysis, which can prevent the fish stock 
from the economic overfishing. In conclusion, the length-based PPR analysis could be a proper approach for stock assessment 
in the case that the individual fish price per unit weight increases dramatically by size, and this analysis is useful to obtain 
vital management parameters under data-deficient situation when traditional stock assessment methods are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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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자원관리는 주로 가입당생산량 

(Yield-per-recruit, YPR) 모델, 잉여생산량 모델, 재생산 

모델을 사용한다. 

그 중 가입당생산량 모델은 가입에 따른 생산량의 변

화를 추정하여 적정순간어획사망계수 와 적정어획

개시연령 을 구하는 방법으로써 자원평가에 사용되

고 있다 (Beverton and Holt, 1957).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분석에 의한 한국 연근해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자원과 갈치 Trichiurus lepturus 자원의 관리

- 221 -

가입당생산량 모델은 성장남획의 억제를 통해 가입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업수익의 최대화를 관리 

목표로 하여, 성장남획의 지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Ye, 1998; Kvamme and Bogstad, 2007). 지금까지 가입

당생산량 모델을 사용한 국내 연구로는 참조기 (Zhang 
et al., 1992), 비단가리비 (Zhang et al., 2000), 오분자기 

(Ko et al., 2008), 칠게 (Kwon, 2010), 소라 (Kwon et 
al., 2010), 바지락 (Choi et al., 2011), 꺽지 (Jang et al., 
2011) 등에 대한 자원평가 및 관리방안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근해 참조기와 갈치 어업의 경우, 
같은 양의 어업 생산량이라 할지라도 어체 크기에 따라 

무게당 어가의 차이가 크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Zhang 
et al., 2014), 기존의 가입당생산량 모델을 이용한 평가

결과는 경제적 남획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Gallagher et al. (2004)
은 순간어획사망계수(F)에 따른 어업비용과 계절별 순

간자연사망계수 (M)의 변화를 고려한 가입당 이익 

(Revenue-per-recruit)을 구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국내 연구로는 전통적인 가입당생산량 모

델을 변형하여 어획개시연령과 순간어획사망계수의 변

화에 따른 가입당생산액 (Production value-per-recruit, 
PPR) 추정 연구 (Zhang et at., 2014)가 선행된 바 있다.

가입당생산량 모델은 주요 입력 파라미터로서 연령자

료를 사용한다. 수산자원 생물의 연령은 연륜법, 체장조

성 빈도법 등의 연령사정 방법을 통하여 판정하고 있다 

(Zhang, 2010).
이러한 연령사정 방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연령사정을 위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

지 않는 연안 소규모 어업의 어종과 연령을 알 수 없는 

어종에 대한 자원평가가 어렵다. 또한 자원평가를 실시

할 경우 연령사정 판독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가 개입된 

연령 자료에 따른 문제가 있으며, 연령자료가 없는 어종

에 대해 연령별 체장을 사용함에 따른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연령자료가 불

필요하여 연령기반 자원평가에 비해 쉽게 적용될 수 있

고, 자원평가 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현장

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장을 기반으로 한 자원평가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PPR)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참조기와 갈치에 적용하여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 것

이다. 둘째, 기존의 연령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과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의 추정치를 비교

하여 체장자료의 사용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셋째, 기
존의 체장기반 가입당생산량 (YPR) 모델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에 의한 추정치들을 비

교하여 자원관리 시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의 경제적 

측면과 자원보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료 및 방법

대상 어종

참조기 (Small yellow croaker, Larimichthys polyactis)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및 대만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이며, 특히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참조기 자원의 증감 추세에 

따라 참조기 자원보존에 대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Sim and Nam, 2015). 한편, 갈치 (Hairtail, Trichiurus 
lepturus)는 전통적으로 참조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연근해의 

2대 저서어업자원으로서 어민소득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여 왔다 (Zhang, 1992). 최근 중국 내에서 갈치의 인기가 

상승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및 어린 갈치 어획 등으로 

인해 갈치 자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의 어획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Kim and Nam, 2015). 따라서 

참조기와 갈치 자원이 가지는 상징성과 실질적으로 어민

소득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어업관리를 위하

여 자원변동뿐만 아니라 사회 ·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어업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참조기는 2011년 이후 

자원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는 어황이 부진

하여 자원관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근해자망을 비롯한 

근해안강망,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어업에서 여전히 소

형 참조기의 어획이 많으므로 자원의 질적 회복을 위해서

는 소형어 관리와 어획량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NFRDI, 2014). 또한 참조기와 갈치는 단위체중 증가에 

따른 어가의 변화가 큰 어종으로서, 기존의 가입당생산량 

모델을 이용한 평가결과는 경제적 남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장기반 가입

당생산액 모델을 적용하여 자원평가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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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Size 
group

TL
(cm)

Age
(year)

TW
(g)

Price per 
individual 
fish (won)

Price per   
weight
(won/g)

Small 
yellow 
croaker

A 21.4 2.3 92.9 438 4.7

B 22.9 3.0 115.5 1,301 11.3

C 25.2 3.7 157.1 5,116 32.6

D 26.7 4.6 210.2 17,893 85.1

E 30.5 7.1 290.2 78,040 268.9

Hairtail A 15.4 0.74 58.6 47 0.8

B 19.2 1.08 111.7 767 6.9

C 28.5 2.18 352.9 5,698 16.1

D 35.9 3.62 692.3 14,987 21.6

체장별 어가의 추정

참조기의 체장별 단위체중당 어가 는 근해자망에 

의해 어획된 참조기의 크기별 (Size group) 평균체장, 
마리당 어가 자료 (NFRDI, 2014)를 사용하여 추정하였

으며, 갈치의 체장별 단위체중당 어가 는 목포수협

의 판매현황 자료를 통해2014년 근해안강망에 의해 어

획된 갈치의 체장별 총 중량과 단가를 사용하여 추정하

였다 (Table 1).
참조기의 단위체중당 어가는 Lee et al. (2000)의 체장

-체중 관계식    을 사용하여 구한 체

장별 체중으로 마리당 어가를 나누어 추정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단위체중당 어가와 체장의 관계

식은 Fig. 1(a)와 같이 멱함수로 구하였다. 체장별 단위

체중당 어가 는 19.0~32.0 cm의 범위에서 1.0 cm 
단위로 Table 2와 같이 산정하였다.

갈치는 Kim et al. (2011)의 체장-체중 관계식 

     을 사용하여 체중을 체장으로 역

환산하였으며, 체중으로 마리당 어가를 나누어 단위

체중당 어가를 추정하였다 (Table 1). 단위체중당 어

가와 체장의 관계식은 Fig. 1(b)와 같이 선형식으로 

구하였다. 체장별 단위체중당 어가 는 Table 2와 

같이 14.0~42.0 cm의 범위에서 1.0 cm 단위로 산정하

였다.

Table 1. Length, age, weight, individual fish price and price per 
weight by size group of small yellow croaker from coastal gill 
net fishery and hairtail from coastal stow net fishery in 2014.

TL : Total Length, TW : Total Weight

 

Length (cm) Price per weight by length (won/g)
Small yellow croaker Hairtail

14 - 0.6
15 - 1.6
16 - 2.6
17 - 3.6
18 0.7 4.6
19 1.3 5.6
20 2.4 6.6
21 4.1 7.6
22 7.1 8.6
23 11.9 9.6
24 19.5 10.6
25 31.2 11.6
26 49.2 12.6
27 76.2 13.6
28 116.1 14.6
29 174.4 15.6
30 258.2 16.6
31 377.5 17.6
32 545.4 18.6
33 - 19.6
34 - 20.6
35 - 21.6
36 - 22.6
37 - 23.6
38 - 24.6
39 - 25.6
40 - 26.6
41 - 27.6
42 - 28.6

(a)

(b)

Fig. 1. Fish prices in g by size group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ngth of (a) small yellow croaker from coastal gill 
net fishery (b) hairtail from coastal stow net fishery in 2014.

Table 2. Fish price per weight by length of small yellow croaker from 
coastal gill net fishery and hairtail from coastal stow net fishery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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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ear)

Price per weight by age (won/g)
Small yellow 

croaker
Hairtail

0 - 1.8
1 0.2 8.7
2 3.0 15.6
3 13.4 22.5
4 38.5 29.4
5 87.2 36.3
6 169.8 43.2
7 298.6 -
8 486.7 -

연령별 어가의 추정

참조기와 갈치의 체장은 식 (1)의 von Bertalanffy 성
장식을 통해 연령으로 역환산하여 나타냈으며, 그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   exp             (1)

여기서 는 연령 t에서의 체장이다.
참조기의 단위체중당 어가와 연령의 관계식은 Fig. 2(a)와 

같이 멱함수로 구하였다. 참조기의 연령별 단위체중당 

어가 는 Table 3과 같이 1~8세의 범위에서 1세 단위로 

산정하였다. 갈치의 단위체중당 어가와 연령의 관계식

은 Fig. 2(b)와 같이 선형식으로 구하였다. 갈치의 연령

별 단위체중당 어가 는 Table 3과 같이 0~6세의 범위

에서 1세 단위로 추정하였다.

(a)

(b)

Fig. 2. Fish prices in g by size group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of (a) small yellow croaker from coastal gill net fishery (b) 
hairtail from coastal stow net fishery in 2014.

Table 3. Fish price per weight by age of small yellow croaker from 
coastal gill net fishery and hairtail in coastal stow net fishery in 2014.

자원생태학적 특성치

참조기와 갈치의 자원생태학적 자료는 Table 4와 같

이 참고문헌을 참조하였다.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참조

기의 연령이 0일 때의 이론적 체장  , 갈치의 연령이 

0일 때의 이론적 체장  , 어획개시체장 은 식 (1)의 

von Bertalanffy 성장식을 사용하여 구하였으며, 참조기

의 어장가입연령  과 갈치의  어장가입연령   , 이
론적최대연령 은 식 (1)의 von Bertalanffy 성장식을 

이용하여 역추정하였다 (Table 4).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PPR) 모델식

어획개시연령 과 순간어획사망계수 의 변화에 

따른 가입당생산액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Zhang et al. (2014)의 연령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은 

식 (2)와 같다. 




·exp ·

∞
  





·exp 
exp 

·


  



·exp·∞ exp 

  



·exp·∞ exp ·

(2)

여기서 U0=1, U1=-3, U2=3, U3=-1이며, M은 순간자

연사망계수, t는 연령, 은 어장가입연령, ∞는 이론적

최대체중, 는 von Bertalanffy 성장식의 성장률, 는 

von Bertalanffy 성장식의 체장이 0일 때의 이론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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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Small   yellow croaker        Hairtail

von
Bertalanffy
parameters

Maximum weight ∞ 545.2 g (Lee et al., 2000) 1080.8 g (Zhang, 1996)
Maximum length 37.1 cm (Lee et al., 2000) 46.0 cm (Zhang, 1996)
Age at length is 0 -1.9 year (Lee et al., 2000) -0.3 year (Zhang, 1996)

Growth coefficient 0.20 /year (Lee et al., 2000) 0.39 /year (Zhang, 1996)
Maximum age 8.0 year (Lee et al., 2000) 6.0 year
Length at age is 0 11.6 cm 5.4 cm
Maximum length 32.0 cm 42.0 cm (Zhang, 1996)
Fishing mortality 1.30 /year (Lee et al., 2013) 0.84 /year (Zhang, 1996)
Natural mortality 0.331 /year (Zhang et al., 2014) 0.441 /year (Zhang, 1996)
Age of recruitment 0.1 year 0.5 year
Age at first capture 1.3 year (Lee   et al., 2013) 0.8 year (Zhang, 1996)
Length of recruitment 12.0 cm (Zhang   et al., 2014) 13.0 cm (Zhang, 1996)
Length at first capture 19.1 cm (Lee   et al., 2013) 16.1 cm

Table 4. Ecological parameters of hairtail and yellow croaker from previous studies and calculated by the von Bertalanffy equation 
in this study.

은 최대연령, 는 각 연령별 단위무게당 어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획개시체장 과 순간어획사망계

수 의 변화에 따른 가입당생산액을 추정하기 위해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의 

기본식은 Zhang (2010)의 체장기반 가입당생산량 모델

의 식 (3)에 각 체장별 단위무게당 어가의 가중평균값을 

곱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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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와 는 체장-체중 관계식으로 추정된 계수, 
∞는 von Bertalanffy 성장식의 이론적 최대 체장, 는 

어획개시체장, 는 어장가입체장을 나타낸다.
어가의 가중평균값은 어획개시 이후 각 연령별 가입

당생산량을 나타내는 Beverton and Holt (1957)의 식 

(A1)을 어획개시 이후 각 체장별 가입당생산량을 나타

내는 식 (A11)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부록 참조). 식 

(A11)를 간단히 정리하면 식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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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 (4)에 각 체장별 단위무게당 어가인 를 사용하

여 어가의 가중평균값을 식 (5)와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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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따라서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을 구하는 식은 체장기반 

가입당생산량 모델의 식 (2)에 어가의 가중평균값을 나타

내는 식 (5)를 곱하여 아래의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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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령기반 PPR과 체장기반 PPR 모델의 비교 분석

가입당생산액 모델에 연령자료 대신 체장자료의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

과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에 의한 추정치들을 비

교 분석하였다. 먼저 참조기와 갈치의 체장을 식 (1)의 

von Bertalanffy 성장식을 통해 연령으로 역환산하여, 연
령별 단위체중당 어가 의 관계식을 나타냈다. 연령

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의 식 (2)를 사용하여 참조기와 

갈치의 적정어획개시연령 과 적정순간어획사망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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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Production value isopleths by fishing mortality ( ) and the 
length at first capture ( ) for (a) small yellow croaker from coastal 
gill net fishery (b) hairtail from coastal stow net fishery in 2014. 
P represents the current state of  and . A~A’ shows eumetric 
fishing line and B~B’ shows cacometric fishing line (unit:won).

를 추정하고,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에 의한 

추정치와 비교 분석하였다.

체장기반 YPR 모델과 체장기반 PPR 모델의 비교 분석

같은 양의 어업 생산량이라 할지라도 어체의 크기에 

따라 무게당 어가의 차이가 큰 특징을 가지는 어획대상 

어종 관리 시, 가입당생산액 모델이 적합하므로 (Zhang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체장기반 가입당생산량 모

델에 의해 추정된 값을 Zhang (2010)의 체장기반 가입당

생산액 모델에 의해 추정된 값과 비교하여 체장기반 가

입당생산액 모델의 경제적 측면과 자원보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체장기반 가입당생산

량 모델의 식 (3)을 사용하여 참조기와 갈치의 적정어획

개시체장 과 적정순간어획사망계수 를 추정하

고,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에 의해 추정된 값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추정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의 값으로 나타낸 참조기의 등

생산액 곡선은 Fig. 3(a)와 같다. A~A’는 순간어획사망

계수 값에 따른 최대 가입당생산액을 산출하는 점들

을 연결한 선이며, B~B’는 어획개시체장 에 따른 최

대 가입당생산액을 산출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참
조기의 현재 수준을 나타내는 P (=19.1 cm, =1.30 
/year)의 가입당생산액은 343원으로 추정되었고, 현 상

태에서 가입당생산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순간어획

사망계수 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어획개시체장 

을 19.1 cm에서 30.0 cm로 높였을 때, 가입당생산액

은 343원에서 8,303원으로 24배 증가하였다. 또한 어획

개시체장 을 유지했을 경우, 순간어획사망계수 

를 1.30 /year에서 0.20 /year로 낮췄을 때, 가입당생산액

은 1,667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증가 폭이 4.9배로 어획

개시체장 을 높이는 경우보다 작았다.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의 값으로 나타낸 갈치의 등생

산액 곡선은 Fig. 3(b)와 같다. 갈치의 현재 수준을 나타

내는 P (=16.1 cm, =0.84 /year)의 가입당생산액은 

1,363원으로 추정되었다. 현 상태에서 가입당생산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순간어획사망계수 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어획개시체장 을 16.1 cm에서 34.0 

cm로 높였을 때, 가입당생산액은 1,363원에서 3,369원
으로 2.5배 증가하였다. 또한 어획개시체장 을 유지

했을 경우, 순간어획사망계수 를 0.84 /year에서 0.35 
/year로 낮췄을 때, 가입당생산액은 1,730원으로 1.3배 

증가하였으며, 증가 폭이 어획개시체장 을 높이는 

경우보다 작았다.

연령기반 가입당생산액 추정

연령기반 가입당생산액의 값으로 나타낸 참조기의 등

생산액 곡선은 Fig. 4(a)와 같다. A~A’는 순간어획사망

계수 값에 따른 최대 가입당생산액을 산출하는 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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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Parameter Age-based PPR Length-based PPR
% difference between age-based 
PPR and length-based PPR

Small yellow croaker Optimum   29.4 cm(6.0 year) 30.0 cm 102%

Optimum 0.21 /year 0.20 /year  95%

Hairtail Optimum   33.3 cm(3.0 year) 34.0 cm 102%

Optimum 0.38 /year 0.35 /year  92%

Table 5. Comparison of length-based production value-per-recruit, age-based production value-per-recruit estimates of small yellow croaker 
from coastal gill net fishery and hairtail from coastal stow net fishery in 2014

(a)

(b)

Fig. 4. Production value isopleths by fishing mortality ( ) and the 
age at first capture ( ) for (a) small yellow croaker from coastal 
gill net fishery (b) hairtail from coastal stow net fishery in 2014. 
P represents the current state of  and . A-A’ shows eumetric 
fishing line and B-B’ shows cacometric fishing line (unit:won).

연결한 선이며, B~B’는 어획개시연령 에 따른 최대 

가입당생산액을 산출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참조

기의 현재 수준을 나타내는 P (=1.3세, =1.30 /year)의 

가입당생산액은 180원으로 추정되었고, 현 상태에서 가

입당생산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순간어획사망계수 

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어획개시연령 을 1.3세
에서 6.0세로 높혔을 때, 가입당생산액은 180원에서 

5,889원으로 33배 증가하였다. 또한 어획개시연령 

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순간어획사망계수 를 1.30 
/year에서 0.21 /year로 낮췄을 때, 가입당생산액은 1,868
원 증가하였지만, 증가 폭이 8배로 어획개시연령 을 

높이는 경우보다 증가 폭이 작았다.
연령기반 가입당생산액의 값으로 나타낸 갈치의 등생

산액 곡선은 Fig. 4(b)와 같다. 갈치의 현재 수준을 나타내

는 P (=0.8세, =0.84 /year)의 가입당생산액은 410원으

로 추정되었다. 현 상태에서 가입당생산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순간어획사망계수 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

우, 어획개시연령 을 0.8세에서 3.0세로 높혔을 때, 
가입당생산액은 1,445원에서 2,934원으로 2.0배 증가하

였다. 또한 어획개시연령 을 유지했을 경우, 순간어획

사망계수 를 0.84 /year에서 0.38 /year로 낮췄을 때, 
가입당생산액은 1,859원으로 1.3배 증가하였으며, 증가 

폭이 어획개시연령 을 높이는 경우보다 작았다.
  
연령기반 PPR모델과 체장기반 PPR 모델의 비교 분석

참조기와 갈치의 연령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에 의해 

추정된 적정어획개시연령 은 식 (1)의 von Bertalnaffy 
성장식을 사용하여 환산하면 각각 29.4 cm, 33.3 cm로 

나타났다. 참조기와 갈치의 연령기반 가입당생산액 모

델과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에 의한 추정치의 비

교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참조기와 갈치는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에서 적정어획개시체장 으로 어

업관리 시 발생하는 이익이 연령기반 가입당생산액 모

델에서 적정어획개시연령 으로 어업관리 시 발생하

는 이익보다 각각 2,251원, 517원 더 높았으며, 적정순간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분석에 의한 한국 연근해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자원과 갈치 Trichiurus lepturus 자원의 관리

- 227 -

(a)

(b)

Fig. 5. Yield isopleths by fishing mortality ( ) and the length 
at first capture ( ) for (a) small yellow croaker from coastal gill 
net fishery (b) hairtail from coastal stow net fishery in 2014. P 
represents the current state of  and . A~A’ shows eumetric 
fishing line and B~B’ shows cacometric fishing line (unit:g).

Species Parameter Length-based YPR Length-based PPR
% difference between age-based 
PPR and length-based PPR

Small yellow croaker Optimum  22.0 cm 30.0 cm 136%
Optimum 1.01 /year 0.20 /year  20%

Hairtail Optimum  28.0 cm 34.0 cm 121%
Optimum 0.53 /year 0.35 /year  66%

Table 6. Comparison of length-based production value-per-recruit, length-based yield-per-recruit estimates of small yellow croaker from 
coastal gill net fishery and hairtail from coastal stow net fishery in 2014.

어획사망계수 로 어업관리를 할 경우 체장기반 가입

당생산액 모델에 의한 이익이 연령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에 의한 이익보다 각각 12원, 47원 더 낮았다.

체장기반 가입당생산량 추정

체장기반 가입당생산량의 값으로 나타낸 참조기의 등

생산액 곡선은 Fig. 5(a)와 같다. A~A’는 순간어획사망

계수 값에 따른 최대 가입당생산액을 산출하는 점들

을 연결한 선이며, B~B’는 어획개시체장 에 따른 최대 

가입당생산액을 산출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참조기

의 현재 수준을 나타내는 점 P (=19.1 cm, =1.30 /year)
의 가입당생산량은 46.85 g으로 추정되었다. 현 상태에서 

가입당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순간어획사망계수 

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어획개시체장 을 19.1 
cm에서 22.0 cm로 높였을 때, 가입당생산량은 46.85 g에
서 49.09 g로 1.1배 증가하였다. 또한 어획개시체장 을 

유지했을 경우, 순간어획사망계수 를 1.30 /year에서 

1.01 /year로 낮췄을 때, 가입당생산량은 46.96 g으로 증가

시킬 수 있었고, 증가 폭은 약 1.1배로 어획개시체장 

를 조절하는 경우와 증가 폭이 비슷하였다.
갈치의 체장기반 가입당생산량의 값으로 나타낸 등생

산량 곡선은 Fig. 5(b)와 같다. 갈치의 현재 수준을 나타

내는 점 P (=16.1 cm, =0.84 /year)의 가입당생산량은 

122.7 g으로 추정되었고, 현 상태에서 가입당생산량 증

가시키기 위해서는 순간어획사망계수 를 그대로 유

지했을 경우, 어획개시체장 을 16.1 cm에서 28.0 cm
로 높였을 때, 가입당생산량은 121.9 g에서 163.6 g으로 

1.3배 증가하였다. 또한 어획개시체장 을 그대로 유

지했을 경우, 순간어획사망계수 를 0.84 /year에서 

0.53 /year로 낮췄을 때, 가입당생산량은 127.92 g으로 

증가하였지만, 증가 폭이 1.1배로 어획개시체장 을 

조절하는 경우보다 증가 폭이 작았다.
  

체장기반 YPR모델과 체장기반 PPR 모델의 비교 분석

참조기와 갈치의 체장기반 가입당생산량 모델과 체장

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에 의한 추정치의 비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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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과 같다. 참조기와 갈치는 체장기반 가입당생산

액 모델에 의한 이익이 체장기반 가입당생산량 모델에 

의한 이익보다 적정어획개시체장 으로 어업관리를 할 

경우 각각 7,677원, 930원 더 높았고, 적정순간어획사망

계수 로 어업관리를 할 경우 각각 1,324원, 353원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고 찰

가입당생산량 (YPR) 모델은 대표적인 자원평가모델

로서 가입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를 추정하여 가입자원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업수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

며 이전의 자원평가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모델이

다 (Lee, 2015).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장기반 가입당생

산액 (PPR) 모델은 기존의 가입당생산량 모델에서 발전

된 방법으로, 연령이 아닌 체장을 기반으로 한 파라미터

를 사용하고, 어체 크기에 따른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가입당생산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한국 연근해 어업

자원관리에 대한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분석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해자망의 참조기와 근

해안강망의 갈치에 적용하였다.
가입당생산액 모델에 의한 어업관리 방안은 어획강도

나 어획개시 체장을 조절하는 것이다. 평가결과를 볼 

때, 근해자망 참조기의 경우 현재상태 (=1.30 /year, 
=19.1 cm)에서 적정어획개시체장으로 어획개시체장

을 높이면 현재 대비 24배 더 많은 가입당생산액을 얻을 

수 있었고, 적정순간어획사망계수로 어획강도를 낮추면 

5배 더 많은 가입당생산액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어획개시체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욱 적절한 관리방안

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근해안강망 갈치의 경우 현재상

태 (=0.84 /year, =16.1 cm)에서 적정어획개시체장으

로 어획개시체장을 높이면 현재 대비 2.5배 더 많은 가

입당생산액을 얻을 수 있었고, 적정순간어획사망계수로 

어획강도를 낮추면 1.3배 더 많은 가입당생산액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근해안강망 갈치어업 역시 어획개시

체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욱 적절한 관리방안으로 판

단되었다.
또한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 적용 시 참조기는 

갈치보다 10배 더 큰 생산액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증가율 차이는 참조기의 경우에는 최소체장보다 최대체

장의 단위무게당 어가가 57배 더 높은 비선형 관계를 

보이며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갈치는 최소체장보다 

최대체장의 단위무게당 어가가 27배 더 높은 선형관계

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었

다. 즉 참조기는 어체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어가가 갈치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은 참조기와 같

이 어체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어가가 크게 증가하는 

어종에 대해 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어업관리

가 가능 할 것이다. 비록 갈치의 생산액 증가가 참조기에 

비해 더 적게 나타났지만, 갈치 역시 최소체장에 비해 

최대체장의 단위무게당 어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기존의 가입당생산량 모델보다 체장기반 가입당

생산액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기반과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에 의해 추정

된 평가결과를 비교한 결과, 적정순간어획사망계수의 

경우 참조기는 0.01 /year (95%), 갈치는 0.03 /year 
(92%)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적정어획개시체장의 경우 

참조기는 0.6 cm (102%), 갈치는 0.7 cm (102%)의 차이

를 나타냈다. 이러한 추정치의 차이는 두 모델의 각 입력

자료로 쓰인 연령에 따른 어가자료와 체장에 따른 어가

자료 간의 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체장에 

따른 어가자료를 von Bertalanffy 성장식을 이용하여 연

령에 따른 어가자료로 환산할 때 차이가 발생하였다. 
실제로 근해자망 참조기는 체장이 약 2.0 cm 단위로 체

급이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고, 대형선망 갈치는 약 6.8 cm
단위로 체급이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연령기

반과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에 의해 추정된 적정

어획개시체장에 대한 평가결과 차이가 어업관리에 적용 

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값으로 추정되

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령기반 가입당생산

액 모델 대신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욱이 

실제로는 체장에 따라 체급을 분류하여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체장에 따른 어가자료를 직접 이용 가능한 체장

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이 더욱 정확한 평가결과를 추

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체장기반 가입당생산량 모델과 체장기반 가입당생산

액 모델에 의해 추정된 평가결과를 비교한 결과, 적정순

간어획사망계수의 경우 참조기는 0.81 /year (20%),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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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0.18 /year (66%)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적정어

획개시체장의 경우 참조기에서 8.0 cm (136%), 갈치는 

6.0 cm (121%)의 차이를 보였다. 체장기반 가입당생산

액 모델에 의해 추정된 적정어획개시체장이 높아진 원

인은 우리나라 연근해의 참조기와 갈치의 경우 같은 양

의 생산량이라 할지라도 어체 크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는 특징 때문으로, 어체 크기가 클수록 즉, 체장이 

클수록 무게당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에 의해 추정된 적정

순간어획사망계수의 값이 낮아진 원인은 순간어획사망

계수의 값이 높을 경우 고가의 고연령어가 어획될 확률

이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액이 감소하는 반면 그 값이 

낮아지면 고가의 고연령어의 어획기회가 높아지기 때문

에 생산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Zhang et al., 
2014). 따라서 참조기, 갈치 등과 같이 어체 크기가 증가

함에 따라 어가가 급격히 증가하는 어종의 경우 가입당

생산량 모델만 사용하여 어업을 관리할 시 경제적 손실

이 예상된다. 또한 어획개시체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산란자원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Lee, 2015), 체장기

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이 자원보전 측면에서도 더 적합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어업별 갈치 어획비율을 

살펴보면, 근해연승어업이 56.5%로 가장 높은 어획량을 

보였고,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이 20.2%, 안강망어

업이 15.8%의 어획량을 나타냈다 (NFRDI, 2014). 본 

연구에서는 사용가능한 자료가 제한되어 안강망어업에 

의해 어획된 갈치 자료를 사용하여 자원평가를 실시하

였는데, 향후 근해연승어업과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

업에 의한 갈치의 체장별 어가자료를 사용하여 자원평

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체장 증가에 따라 단위무게당 어가가 증가하는 어종

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체장기반 가입

당생산액 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증가폭이 큰 어종 

(근해자망에 의해 어획된 참조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

가 폭이 작은 어종 (근해안강망에 의해 어획된 갈치)보
다 더 큰 가입당생산액을 산출하므로 자원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은 연령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과 유사한 평가결과

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연령정보를 얻을 수 없는 자원에 

연령기반 모델 대신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체장기반 가입당생산량 모델과의 비

교 결과로부터 체장기반 가입당생산액 모델이 경제적으

로나 자원보존적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모델로 나타

났다. 결론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체장기반 가입당생

산액 모델은 연령을 알 수 없는 어종이나 연령자료 수집

이 용이하지 않은 어업, 예로 연안 소규모어업의 어종들

에 대한 자원평가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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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어획개시 이후 각 연령별 가입당생산량을 나타내는 

Beverton and Holt (1957)의 식 (A1)을 어획개시 이후 

각 체장별 가입당생산량을 나타내는 식으로 변형하였다.

(A1)

식 (A1) 우변의 첫 번째 연령기반 지수항은 식 (A2)와 

같다.

(A2)

식 (A2) 우변의 첫 번째 지수항에서 는 von 
Bertalanffy 성장식 (1)을 이용하여 식 (A3)과 같이 나타

내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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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A3)과 의 관계에 의해 식 

(A2) 우변의 첫 번째 지수항은 식 (A4)와 같이 변형하였다.

 (A4)

식 (A2) 우변의 두 번째 지수항에서 은 von 
Bertalanffy 성장식 (1)을 이용하여 식 (A5)로 쓸 수 있다.

           (A5)

식 (A5)를 사용하여 식 (A2) 우변의 두 번째 지수항은 

식 (A6)으로 나타내었다.

   (A6)

따라서 식 (A1) 우변의 첫 번째 연령기반 지수항은 식 

(A4)와 식 (A6)에 의해 체장기반 식 (A7)로 변형하였다.

(A7)

식 (A1) 우변의 두 번째 지수항에서 는 von 
Bertalanffy 성장식 (1)에 의해 식 (A8)과 같이 나타내었다.

            (A8)

따라서 식 (A8)를 사용하여 식 (A1) 우변의 두 번째 

지수항은 식 (A9)와 같이 나타내었다.

          (A9)

식 (A1)의 이론적최대체중 은 식 (A10)의 체장-
체중 관계식을 이용하여 변형하였다.

               (A10)

따라서 식 (A7), 식 (A9), 식 (A10)에 의해 어획개시 

이후 각 체장별 가입당생산량을 나타내는 식은 식 (A11)
과 같다.

   (A11)

2016. 08. 30 Accepted
2016. 06. 15 Received
2016. 08. 11 Revi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