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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es composition and variation in abundance of fishery resources near Oenarodo, Go-heung Peninsula, Korea, were 
investigated by gill net, trap net, and longline in May, July, and October 2015 and 2016. During the study period, the 
total catch included 14 species in the gill net, 11 species in the trap net, and 4 species in the longline. The dominant 
species were Portunus trituberculatus and Raja pulchrain the gill net, Charybdis japonicaand and Octopus vulgarisin in 
the trap net, and Muraenesox cinereusin in the longline. The Catch Per Unit Effort (CPUE) per individual and per weight 
in the gill net were similar in May and July of 2015 and 2016. In October 2015, the CPUE per individual was 2.1 ind./h 
and the CPUE per weight was 505 g/h higher than the results in 2016,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CPUE between 2015 and 2016. In the trap net, the CPUE per weight was similar in both 2015 and 2016, but the CPUE 
per individual was 2.7 ind./h higher in October 2015 than in October 2016 and the total CPU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2015 to 2016. The CPUE per individual and weight in the longlin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July and October 
2015 than in the same months of 2016, but the total CPUE in 2015 and 2016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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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 해역은 우리나라 남해 중부

에 위치한 큰 반도 중 하나인 고흥반도에 속하는 섬으로 

내나로도와 외나로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도해해상국

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청정바다와 수려한 해상경관을 지

니고 있다. 또한 나로도 해역은 가막만, 여자만, 보성만, 
해창만, 순천만 등 다수의 내만이 접해 있어 육상으로부

터 풍부한 영양염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외양역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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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다양한 어족자원의 회유경로, 서식장 및 산란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Kim et al., 2003a; 2003b). 동 

해역에서는 어민 소득의 주요 어업인 자망, 통발, 주낙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해안에 위

치한 외나로도는 다른 국가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넓은 

안전공간과 해안에 위치하여 로켓발사에 적합한 곳으로 

선정되어 2009년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국외의 기술에 의존하여 개발했던 발사체를 

국산인 한국형발사체 (KSLV-2)로 구축하기 위하여 연

소기 연소시험설비,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 3단 엔

진 연소시험설비, 엔진 지상 연소시험설비, 엔진 고공 

연소시험설비 및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가 구축되어 

시험 중에 있다 (So et al., 2016). 이에 따라 나로우주센

터의 시험설비 구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이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주

요 어업에서 어획되는 어족생물의 종조성 및 어획량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해역에서의 이전 연구로서는 1999~2001년 조망과 

소형 저인망을 이용하여 고흥반도 및 남해 나로도 해역

에 분포하는 어류의 종조성 및 계절변동 (Han et al., 
2001; Kim et al., 2003b)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나, 최근

의 어류를 대상으로 한 해양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외나로도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주요 어업인 자망, 통발, 주낙으로 어획된 

어족생물에 대한 정보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로우주센터의 시험설비 구축 

및 연소시험 등으로 발생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

초 연구로서 외나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망, 통발, 
주낙 어구를 이용하여 월별 종조성, 어획량의 변동을 

파악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5월, 7월, 10월 

(연 3회)에 고흥군 외나로도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어업인 자망, 주낙, 통발을 이용하여 어구별 각각 

1개 조사정점에서 어획조사를 실시하였다 (Fig. 1). 조사

해역의 어장 형성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 수온과 염분

의 해양환경 요인은 조사시기별 조사 해역 근처에서 관

측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

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다 (NIFS, 2017b).

어획 조사에 사용된 자망조사는 제2임창호 (총톤수 

4.99톤)를 이용하였고, 어구는 1폭의 길이 90 m, 사용폭

수는 12폭이었으며, 그물 높이 5 m, 그물감은 NY Td210 
그물코 크기 170 mm인 홑자망을 사용하였으며, 어구를 

투망한 후 약 24~25시간이 지난 다음날에 양망하였다. 
통발조사는 영일호 (총톤수 4.99톤)를 이용하였고, 어구

는 지름이 45 cm, 높이 19 cm, 그물감은 PE Td260 그물

코 크기 40 mm로 구성된 측구 원통형 통발 200개에 

정어리 미끼를 사용한 후 투상한 후 18~24시간 후에 

수거하였다. 주낙조사는 해덕호 (총톤수 4.99톤)를 이용

하였고, 1광주리에 경심 12호 아릿줄 100개로 구성된 

낚시를 3광주리 사용하여 총 아릿줄 300개를 투승하였

다. 낚시 규격은 17호를 이용하였으며, 미끼는 전어를 

사용하였다. 저층에 투승한 주낙은 약 1~2시간 이후에 

양승하였다. 어획된 어획물은 현장에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 후 체장판과 전자저울 (SW-1, 
CAS, Korea)을 이용하여 각 어획물의 체장을 1 mm, 체
중은 1 g까지 전수 측정하였다. 출현종에 대한 분류와 

학명은 Hong et al. (2006)과 Myoung et al. (2016)을 통하

여 확인하였다. 각 어업별 투입된 어업 노력에 대한 어획

량으로 연도별, 월별의 어획량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 (1)과 같이 단위노력당어획량 (Catch Per Unit Effort, 
CPUE)으로 나타내었다 (Leslie and Davis, 1939).




                            (1)

여기서, 은 t시간 간격동안의 어획 개체수 또는 총 

중량, 는 t시간 간격 동안의 어획노력량을 나타낸다.
또한 어족생물의 군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태

지수인 종다양성지수 (H＇, Shannon and Weaver, 1949), 

종풍부도지수 (, Margalef, 1958), 종균등도지수 (, 
Pielou, 1966)를 어구별로 계산하였고, 각 지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ln                     (2)

 ln                        (3)

 ′l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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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번째 종이 전체 개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는 출현종수, 은 총 출현종수를 나타낸다.

결과 및 고찰

해양환경

2015년과 2016년 5월, 7월, 10월 고흥 외나로도에 관

측된 수온과 염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절별 수온 변화는 5월이 평균 16.2℃
로 가장 낮았고, 7월에 평균 23.7℃로 증가하다가 10월
에 평균 21.5℃로 감소하는 전형적인 계절변동을 보였

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의 연도별 계절의 수온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aried t-test, p>0.05). 
계절별 염분 변화는 7월과 10월은 평균 31.4 psu로 동일

하였고, 5월은 7월과 10월보다는 1.3 psu로 높게 나타났

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의 연도별 염분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paried t-test, p>0.05), 2016
년 7월은 2015년에 비하여 3.0 psu 낮은 저염분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염분 차이는 2016년은 2015년에 비하여 

장마와 집중호우에 의한 강수의 유입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사료된다 (KMA, 2017).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도 

본 조사해역과 동일한 외나로도에서 염분을 측정한 결

과, 우기가 시작되는 7월 이후에 염분이 낮아지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Kim et al., 2003b). 
Fig. 2. Monthly variation of surface temperature (a) and salinity 
(b) near Oenarodo, Go-heung Peninsula,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from 2015 to 2016.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 by gill net (●), trap net (■), and longline (▲) near Oenarodo, Go-heung Peninsula,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from 2015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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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별 우점종 및 단위노력당어획량 변화

2015년과 2016년 5월, 7월, 10월에 자망으로 어획된 

어획물은 총 14종으로 어류가 10종, 갑각류가 3종, 복족

류가 1종이었고, 어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월별 출현 

종수는 2015년 5월이 8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7월
이 3종으로 가장 적었다. 월별 우점종은 2015년 5월, 
7월, 10월, 2016년 5월, 7월에는 꽃게가 52.6~80.6% 차
지하였고, 2016년 10월에는 참홍어가 68.8%이었다 

(Table 1). 
통발로 어획된 어획물은 총 11종으로 어류가 6종, 갑

각류가 3종, 복족류가 1종, 성게류가 1종이었고, 어류가 

가장 많았다. 월별 출현 종수는 2015년 5월이 8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10월이 3종으로 가장 적었다. 월별 

우점종은 2015년 5월, 10월, 2016년 5월에는 민꽃게가 

36.8~73.7%를 차지하였고, 2015년 7월, 2016년 7월, 10
월에는 참문어가 48.4~76.7%로 가장 많았다 (Table 2). 

Table 2. Monthly variation of catch rate (%) of species by trap net in the Oenarodo, Go-heung Peninsula,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from 2015 to 2016

Taxa Scientific name
          2015            2016

May Jul.    Oct. May Jul. Oct.
Fish Argyrosomus argentatus   6.3 

Cynoglossus abbreviatus  5.3  5.9 
Cynoglossus robustus  2.7  6.3 
Hapalogenys nitens  1.5  2.7
Inimicus japonocu  8.3 
Lophius litulon  5.3 
Miichthys miiuy 10.3  8.3  
Muraenesox cinereus  5.3  2.8  2.9  
Platycephalus indicus  5.3 16.7  2.7 12.5 
Raja pulchra 15.8 16.7  7.4 16.2 68.8 

Crustacea Charybdis japonica  5.3  8.3 
Oratosquilla oratoria  5.3 
Portunus trituberculatus 52.6 80.6 72.1 58.3 73.0  6.3 

Gastropoda Neptunea arthritica cumingi  2.7
*The unit percentage (%) by individual catch (N). 

Taxa Scientific name
          2015    2016

May Jul.    Oct.      May Jul. Oct.
Fish Cynoglossus robustus  4

Hexagrammos otakii 10.5
Muraenesox cinereus 26.3  6.5
Octopus vulgaris  6 48.5 15.8  5.3 76.7 48.4
Platycephalus indicus  6
Sebastiscus marmoratus  6  3.0 10.5  3.3 12.9

Crustacea Charybdis acuta  5.3  3.3 12.9
Charybdis japonica 52 30.3 73.7 36.8 16.7 19.4
Hapalogaster dentata  2

Gastropoda Neptunea arthritica cumingi 18 18.2  5.3
Sea urchin Anthocidaris crassispina  6 10.5

*The unit percentage (%) by individual catch (N).   

Table 1. Monthly variation of catch rate (%) of species by gill net in the Oenarodo, Go-heung Peninsula,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from 2015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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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으로 어획된 어획물은 총 4종으로 모두 어류만 

어획되었다. 월별 출현 종수는 2015년 7월, 2016년 10월
에 2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5월, 10월, 2016년 5월, 
7월은 1종만 어획되었다. 월별 우점종은 모두 갯장어로 

90.3~100%를 차지하였다 (Table 3). 
1999년 2월, 5월, 8월 고흥 나로도 주변에서 소형 저

인망에 붕장어, 멸치, 준치, 전어, 숭어, 볼락, 조피볼락, 
쏨뱅이, 노래미, 쥐노래, 농어, 주둥치 등 총 41종이 어획

되었고 (Han et al., 2001),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
월까지 고흥 나로도 주변에서 조망을 이용하여 청멸, 
개서대, 도화망둑, 민태, 주둥치, 반지, 갯장어, 양태 등 

촉 62종을 어획하였다 (Kim et al., 2003b). 어획종은 본 

연구 결과보다 이전의 연구 결과가 많았는데, 이것은 

채집어구의 성능 차이로 생각된다. 이전의 연구에서 사

용된 저인망과 조망은 해저를 끄는 끌어구로 어종 선택

성이 없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망, 통발, 주낙은 저인

망과 조망에 비하여 어종 선택성이 강한 어구이다. 
자망, 통발, 주낙에 어획된 어획물의 개체당 CPUE와 

중량당 CPUE은 각각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자
망에 어획된 어획물의 개체당 CPUE와 중량당 CPUE는 

2015년과 2016년의 5월과 7월은 유사하였고, 10월에는 

2015년이 2016년에 비하여 개체당 CPUE는 2.1 ind./h, 
중량당 CPUE는 505 g/h가 높았으나, 2015년과 2016년
의 월별 CPUE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aried t-test, p>0.05). 통발에 어획된 어획물의 중량당 

CPUE는 2015년과 2016년 유사하였으나, 개체당 CPUE
는 2015년 10월이 2016년에 비하여 2.7 ind./h로 높았으

며, 2015년과 2016년의 월별 CPUE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aried t-test, p>0.05). 주낙의 경우 개체

당 CPUE 및 중량당 CPUE가 2015년 7월과 10월이 2016
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5년과 

2016년의 월별 CPUE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내지 않았

다 (paried t-test, p>0.05). 

Taxa Scientific name
           2015           2016
May  Jul. Oct. May Jul. Oct.

Fish Argyrosomus argentatus  3.20  7.7
Chelidonichthys spinosus 
Muraenesox cinereus 100 90.30 100 100 100 92.3
Platycephalus indicus  6.50

*The unit percentage (%) by individual catch (N). 

Fig. 3. Monthly variation of Catch Per Unit Effort (CPUE, ind./h)
per individual species caught by gill net (a), trap net (b), and 
longline (c).

Table 3. Monthly variation of catch rate (%) of species by longline in the Oenarodo, Go-heung Peninsula, o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from 2015 to 201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 251 

고흥 외나로도 연안에서 자망, 통발, 주낙에 어획된 어족생물의 종조성 및 어획량 변동

Fig. 4. Monthly variation of Catch Per Unit Effort (CPUE, g/h) per 
weight species caught by gill net (a), trap net (b), and longline (c).

어획량과 해양환경요인간의 상관성

2015년과 2016년의 어구별 CPUE와 수온과 염분의 

해양환경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2015년과 2016년 모두 어구별 CPUE는 수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염분과는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2015년과 2016년의 평균 어구별 CPUE는 

7월과 10월이 5월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Fig. 3), 평
균 수온은 5월, 10월, 7월 순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

며, 염분은 5월이 가장 높고, 7월과 10월은 유사하였다 

(Fig. 2). 또한 주낙의 CPUE와 수온은 높은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고, 이것은 주낙의 우점종은 갯장어로 수

온이 높은 7월에 많은 어획량을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추후에는 어구별 우점종의 생태학적 특성과 해양환

경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군집구조

2015년과 2016년 매년 5월, 7월, 10월 종다양도지수

는 자망어구에서 0.57~1.56, 통발어구에서 0.73~1.66, 
주낙어구에서 0~0.38으로 통발어구가 가장 높았고, 주
낙어구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종풍부도지수는 자망어구에서 0.56~2.38, 통발어구

에서 0.46~2.04 사이의 값으로 5월이 7월과 10월에 비하

여 높았으며, 주낙어구에서는 0~0.58로 다른 어구에 비

하여 상당히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균등도지수도 종다양도지수와 동일하게 통발어구 

(0.53~0.85), 자망어구 (0.51~0.77), 주낙어구 (0~0.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 5). 

여기서, 종다양도지수는 각 어종의 개체수와 총 어획 

개체수와의 관계, 종풍부도지수는 어획된 어종의 수와 

총 어획 개체수와의 관계, 균등도지수는 종다양도지수

와 어획된 어종의 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주낙어

구가 통발어구나 자망어구에 비하여 종풍부도지수, 종
다양도지수, 균등도지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자망어구

는 다른 어구에 비하여 선택성이 강한 어구여서 어획된 

어종의 수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저인망과 새우조

망을 이용하여 나로도 주변에서 어획한 결과 종 다양도 

지수는 각각 2.55~2.94, 1.20~2.20으로 본 연구에서 자

Fishing gear
           2015              2016
Temp. Sal. Temp. Sal.

Gill net 0.49* -0.86** 0.76** -0.81**
Trap net 0.17* -0.98** 0.85** -0.80**
Longline 1.00 -0.07 0.71 -0.65*

Significant differences to *P<0.05 and **P<0.01

Table 4. Pearson correlation’s coefficient between CPUE (ind./h) of gill net, trap net, and longline and marine environme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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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통발, 주낙으로 어획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Han 
et al., 2011; Kim et al., 2003b). 종다양성지수가 높은 

것은 출현하는 어종 가운데 한 어종에 한하여 개체수가 

치우치지 않고 고루 분포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저

인망과 새우조망과 같이 예망하는 어구에 다양한 어종

이 어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점종의 월별 생물학적 특성

2015년과 2016년 우점종의 체장 및 체중을 월별로 

비교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점종인 꽃게는 두흉갑폭, 갯장어는 항문장, 참문

어는 체중으로 표현하였다. 꽃게의 두흉갑폭 범위는 

2015년에 105~250 mm (Mean±SD=167±32 mm), 2016
년에 121~240 mm (Mean±SD=186±23 mm)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015년과 2016년 5월과 7월의 평균 

갑폭은 186~189 mm로 유사하였으나, 10월에는 각각 

121 mm와 152 mm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꽃게

의 성숙체장 (갑폭)은 110 mm로 보고되었으며 (NIFS, 

2017a), 이 해역에서 어획된 대부분은 성숙체장 이상이 

많이 어획되었다. 또한 금강 하구역에서 어획된 꽃게의 

체장 (갑장)은 봄에 51.9 mm, 여름에 14.4 mm, 가을에 

53.1 mm로 봄과 가을이 크고, 여름에는 작은 것으로, 
본 연구 결과와 계절별 체장 변화가 차이를 나타내었다 

(Lee et al., 2014). 영광 칠산도 주변에서는 5~7월에는 

주로 소행개체가 어획되고, 8월 이후에 대형 개체가 어

획된다고 보고하였으며 (An et al., 2012), 서해 근해에서

는 5월에 대형개체가 출현하고 점차 성장하여 10~12월
에는 대형개체와 소형개체가 함께 출현하였다 (Kim and 
Kim, 1974). 뿐만 아니라 연평도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

하게 4~8월 대형 개체가 어획되었다 (Hendar, 2011). 이
와 같이 꽃게의 계절별 체장 분포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지리

적 위치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요인 및 어린 개체의 가입

시기, 생식주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Tagatz, 1965; Leffeler, 1972; Dai, 1977; 
Ikhwanuddin et al., 2011). 갯장어의 항문장 범위는 2015

Fig. 5. Monthly fluctuation in diversity index, richness index, and evenness index by gill net (a), trap net (b), and longline (c) from
2015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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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ength and wet weight-frequency distribution of major species collected in the gill net, trap net, and longline: (a) Portunus 
trituberculatus, (b) Muraenesox cinereus, and (c) Octopus vulg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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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175~300 mm (Mean±SD=216±24 mm), 2016년 

160~297 mm (Mean±SD=207±27 mm)로 연도별, 월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갯장어의 성숙체장은 

275 mm이고, 암컷은 300 mm, 수컷은 210 mm 정도로 

성장하면 산란에 참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갯장어의 성

별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160~300 mm의 범위로 성숙한 

개체와 산란에 참가할 수 있는 개체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본 조사 해역에서는 갯장어의 산란장과 성육

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자만에서 어획

된 갯장어의 항문장의 분포 103~252 mm로 계절마다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성숙체장보다 작은 개체가 

어획되어 성육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Kim 
et al., 2007). 참문어의 체중은 2015년과 2016년 각

각 40~700 g (Mean±SD=248±152 g), 120~769 g 
(Mean±SD=313±146 g)으로 연도별로 차이는 크지 않

았으나, 2015년 5월에는 100~460 g (M ean±S D = 
253±152 g), 7월 에 는  40~390 g (Mean±SD= 
224±108 g), 10월에는 83~700 g (Mean±SD= 
278±193 g)이었고, 2016년 5월에는 304 g인 1개체만 

어획되었으며 , 7월에는 120~485 g (Mean±SD= 
259±96 g), 10월에는 170~769 g (Mean±SD= 
396±175 g)으로 10월에 큰 개체가 많이 어획되었다. 참
문어의 최소 성숙체중은 187.8 g, 성숙체중은 919.6 g이
었고, 1,600 g 이상에서는 모든 개체가 성숙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본 해역에서 어획된 개체는 기존 연구의 

성숙체장보다 작은 개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Kang et 
al., 2009). 추후에는 참문어의 성비, 성숙 지수, 포란수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한다면 이 해역에 서식하는 참문

어의 생물학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5~2016년의 2년 동안 자망, 통발, 

주낙을 이용하여 월별 어족생물의 종조성과 어획량 변

화를 파악하였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나로우주센터의 시험설비 구축 

및 중축 공사 또한 연소시험으로 발생하는 해양 생태계

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외나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민 

소득의 주요 어업인 자망, 주낙,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2015년과 2016년 5월, 7월, 10월에 어획 종조성 및 어획

량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2015년과 2016년 5월, 7월, 10
월에 어획된 어획물은 자망에서 총 14종, 통발에서 총 

11종, 주낙에서 총 4종이었다. 각 어구별 우점종은 자망

에서 꽃게와 참홍어, 통발에서 민꽃게와 참문어, 주낙에

서 갯장어이었다. 어획물의 개체당 CPUE와 중량당 

CPUE는 자망에서 2015년과 2016년의 5월과 7월은 유

사하였고, 10월에는 2015년이 2016년에 비하여 개체당 

CPUE는 2.1 ind./h, 중량당 CPUE는 505 g/h가 높았으

나, 2015년과 2016년의 월별 CPUE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발에서 중량당 CPUE는 2015년과 

2016년 유사하였으나, 개체당 CPUE는 2015년 10월이 

2016년에 비하여 2.7 ind./h로 높았으며, 2015년과 2016
년의 월별 CPUE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낙

에서 개체당 CPUE 및 중량당 CPUE가 2015년 7월과 

10월이 2016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5년과 2016년의 월별 CPUE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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