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2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이상 고수온에 따른 남해안 멸치 알과 자어 분포 및 어획량 변동 특성

유준택*·김영혜1·송세현·이승환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 1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Characteristics of egg and larval distributions and catch changes of anchovy in 
relation to abnormally high sea temperature in the South Sea of Korea 

Joon-Taek YOO*, Yeong Hye KIM1, Se Hyun SONG and Seung Hwan LEE

Fisheries Resources Research Center,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Tongyeong 53064, Korea
1Fisheries Resources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Busan 46083, Korea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egg and larval distributions and catch changes of anchovy in relation to abnormally 
high sea temperature in the South Sea of Korea in summer 2015 and 2016. The densities of anchovy eggs and larvae 
in the southern coastal region were lower in July-August 2016 than in July-August 2015. In particular, anchovy eggs and 
larvae (approximately 5 mm TL) were rarely observed in the coastal region in August 2016 due to the abnormally high 
SST (up to 28°C), which was above the optimum spawning temperature of anchovy. The catch of non-swimm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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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uly-August 2016 could be attributed to decreased spawning density in June-July 2016. In contrast, the catch of swimming 
stage (> 2 cm TL) anchovy was increased in July-August 2016. In the summer of 2016, prominent sea temperature near 
the southern coast of Korea and sea temperature higher than 30°C in the offshore region of the South Sea of Korea could 
greatly enhance the retention of swimming anchovies in the coastal fishing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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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 멸치는 치어단계부터 여러 형태의 가공

품, 젓갈 등으로 판매되어지고 있어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고, 대부분 남해안에서 어획된다(Kim and Lo, 2001; 
Kim et al., 2013). 남해안에서 멸치는 2000년대 들어 

연간 20만톤 이상 어획되고 있으나, 연도별·계절별 어획량 

변동은 심하다(Ko et al., 2010). 이러한 멸치 어획량의 

큰 변동폭은 효율적인 어획, 합리적인 가격 및 가공회사 

경영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멸치의 어황예측 정도

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조사와 연구는 필요하다. 멸치 

어획량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서 

수온변화를 들 수 있다. Park et al. (2004)은 1981~2000
년간 남해안 멸치의 연도별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이 수온변화와 변동경향이 매우 일치하고 있음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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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e et al. (2009)은 남해 동부해역에서 멸치 어획량

이 적었던 해에 산란기간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수온변화는 멸치의 성장, 산란 및 

서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Takasuka and 
Aoki, 2002; Tsurata, 1992; Tsurata, 2001). 

또한 대마난류와 같은 난류성 해류의 연안역 유입에 

따른 수온변화는 전선역과 같은 어장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멸치 어획량을 변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Choo and 
Kim, 1998). 

한편, 기상청이 발간한 2016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

르면, 2016년 연평균 기온은 1973년 이래 가장 높았고, 
8월 수온은 평년보다 7~8℃ 높아 양식생물 대량 폐사 

등의 피해가 있었다(KMA, 2017). 이러한 이상 고수온 

발생에 따른 급격한 수온상승은 남해안 멸치 어장에서 

멸치의 산란량 및 초기가입량도 변동시켜, 이로 인해 

멸치 어획량은 크게 변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멸치 어장에 이상고수온이 발생하였을 때 일어나는 멸치

의 생물·생태학적 변화와 어획량 변동 특성에 관한 연

구는 극히 드물고, 이들 변화 및 변동에 관한 정보의 

축적 없이는 향후 이상고수온 발생 시 멸치 어황을 정도 

높게 신속히 예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 여름철 이상 고수온에 따른 

남해안 멸치의 난·자어의 분포 및 어획량 변동 특성을 

2015년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남해안에서 멸치는 주로 기선권현망에 의해 어획되

고, 주 어장은 여수-통영 연안역 주변에서 형성된다

(Choo, 2002; Ko et al., 2010; Park and Lee, 1991). 조업

기간은 4~6월(법적 조업금지기간)을 제외한 7월부터 익

년 3월까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선권현망 어업

이 가능한 7~8월을 여름철로 하여 표면수온 변화를 분

석하였다.
2015~2016년 7~8월에 남해안 연안역 표면수온 조사

는 기선권현망 주 어장을 중심으로 매월 총 35개 정점

에서 CTD (Seabird Electronics)를 사용하여 이루어졌

다(Fig. 1). 2015년 7월의 조사날짜는 17~23일이였고, 
2015년 8월의 조사날짜는 11~14일과 19~21일이였다. 
2016년 7월과 8월의 조사날짜는 각각 18~22일과 

24~26일이였다. 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탐구 10호와 11호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2015~2016년 남해안 전체 7월과 8월의 수온변동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

정보포털(http://www.nifs.go.kr)에서 제공하는 주간해황

정보의 위성영상 합성 표면수온 분포도와 남해안 정선

해양관측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5년과 2016년 8월의 

남해안 정선해양관측은 각각 17~28일과 13~26일 동안

에 수행되었다. 
또한 남해안 정선해양관측의 최근 10년간(2007~2016년) 

표면수온 자료를 통해 2016년 여름철 남해안 수온의 평

년대비 상승폭을 파악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남해

안 정선해양관측은 총 54개 정점에서 격월로 수행되어

지며(Fig. 1), 본 연구에서는 8월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5~2016년 7~8월에 남해안 연안역에서 멸치 난·자

어는 매월 총 35개 정점에서 RN80 net (구경: 80 cm, 
길이: 3 m, 망목사이즈: 333 µm)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채집하였고(Fig. 1),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탐구 

10호와 11호가 이용되었다. 채집은 위에 언급한 남해안 

연안역 표면수온 조사 시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채집된 

난·자어는 현장에서 5%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였고, 수심 

30 m까지 무망시험을 5회 반복하여 유량계를 보정한 

후, m3 당 출현개체수로 환산하였다. 멸치 알과 자어의 

동정은 Kim et al. (2011)을 참고하였다.
남해안에서 기선권현망 월별 어획량 자료는 여수와 

통영수협에서 입수하였다. 기선권현망에 어획된 멸치

는 전장 크기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져 위판되며, 이들 

명칭도 현지에서는 각각 다르게 불리워진다(Cha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들 멸치 어획자료를 유영생활

이 불가능한 자어, 유영생활이 가능한 치어, 성어로 다

시 정리하여 멸치 어획량 변동을 크기별로 세세히 살펴

보았다. 
Uotani et al. (1993)에 의하면, 멸치는 전장 1.5 cm경

부터 유영생활이 가능하므로, 2 cm 미만 멸치 어획량을 

유영생활이 불가능한 자어 어획량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멸치의 성숙체장은 체장 7 cm 이상으로 보고되어

져 있기 때문에(Tsuruta, 2001), 7 cm 이상 멸치 어획량

을 성어 어획량으로 판단하였고, 2~7 cm의 멸치 어획량

을 유영생활이 가능한 치어 어획량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전장 2 cm 미만, 2~7 cm, 7 cm 이상

의 멸치를 각각 세멸, 소·중멸, 대멸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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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남해안 연안역의 2015년과 2016년 7월 표면수온의 

수평분포를 분석하였다(Fig. 2). 2015년 7월에 남해안 

연안역의 수온은 대체로 22~23℃이였으며, 2016년에는 

23~24℃로 2015년 보다 1℃ 정도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15년과 2016년 7월 남해안 연안역의 평균 표면수온은 

각각 22℃와 23℃였다.
2015년과 2016년 7월 남해안 전체 표면수온의 분포

특성을 위성영상 표면수온 분포도를 통해 살펴보면, 
2015년 7월 초순경에는 25℃ 수온 전선대가 제주도 

이남 해역에서 형성되었다가, 이것이 북상하여 7월 하순

경에는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형성되었다(Fig. 3). 즉, 
2015년 7월 남해안 연안과 제주도 사이의 표면수온은 

25℃ 이하에서 변화하였다. 2016년 7월 초순경에 25℃ 

수온 전선대는 남해안 연안과 제주도 사이의 중간해역

에서 형성되었고, 이것이 북상하여 7월 하순경에는 남해

안 연안 가까이에서 형성되었다(Fig. 3). 또한 2016년 

7월 하순경의 제주도 이남 해역에는 28℃ 이상 수온대

가 분포하고 있었다(Fig. 3).
2015년과 2016년 8월 남해안 연안역에서 시험조사선 

탐구 10호와 11호를 이용하여 조사한 자료와 정선해양

관측 자료를 합친 표면수온의 수평분포를 나타냈다(Fig. 
4). 2015년 8월에 연안역 수온은 전반적으로 25℃ 이하

에서 변화하고 있었고, 외해로 갈수록 28℃까지 수온이 

상승하였다. 2016년 8월의 경우, 연안역 수온은 일부 내

만역을 제외하면 27~28℃ 범위에서 변화하고 있었고, 
외해역 수온은 최고 31℃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2016년
에는 남해안 연안과 제주도 사이에 등온선 간격이 전년

에 비해 좁게 분포하고 있어 수온 전선역이 전년에 비해 

강하게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15년과 2016
년 8월 남해안 전체의 평균 표면수온은 각각 26℃와 

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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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s of the study area. Black circles for a top panel 
indicate the stations of CTD observation in the South Sea of 
Korea. Black squares for a bottom panel indicate the stations of
CTD observation and larval and egg samples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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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orizontal distribution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in each July between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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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남해안 연안과 제주도 사이의 표면수온은 

25℃ 이하에서 변화하였다. 2016년 7월 초순경에 25℃ 

수온 전선대는 남해안 연안과 제주도 사이의 중간해역

에서 형성되었고, 이것이 북상하여 7월 하순경에는 남해

안 연안 가까이에서 형성되었다(Fig. 3). 또한 2016년 

7월 하순경의 제주도 이남 해역에는 28℃ 이상 수온대

가 분포하고 있었다(Fig. 3).
2015년과 2016년 8월 남해안 연안역에서 시험조사선 

탐구 10호와 11호를 이용하여 조사한 자료와 정선해양

관측 자료를 합친 표면수온의 수평분포를 나타냈다(Fig. 
4). 2015년 8월에 연안역 수온은 전반적으로 25℃ 이하

에서 변화하고 있었고, 외해로 갈수록 28℃까지 수온이 

상승하였다. 2016년 8월의 경우, 연안역 수온은 일부 내

만역을 제외하면 27~28℃ 범위에서 변화하고 있었고, 
외해역 수온은 최고 31℃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2016년
에는 남해안 연안과 제주도 사이에 등온선 간격이 전년

에 비해 좁게 분포하고 있어 수온 전선역이 전년에 비해 

강하게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015년과 2016
년 8월 남해안 전체의 평균 표면수온은 각각 26℃와 

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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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s of the study area. Black circles for a top panel 
indicate the stations of CTD observation in the South Sea of 
Korea. Black squares for a bottom panel indicate the stations of
CTD observation and larval and egg samples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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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orizontal distribution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s of Korea in each July between 2015-2016.

다음으로 8월 남해안 표면수온의 최근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수온은 2015년까지 26℃ 내외에서 변화하다

가, 2016년에 30℃ 가까이 급상승하였다. 2016년 표면

수온은 2007~2015년 평균수온보다 3℃ 높았다(Fig. 5).
2015년과 2016년 7~8월에 멸치 알의 수평분포도를 

Fig. 6에 나타냈다. 2015년과 2016년 7월에 어란은 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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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er-annual changes of sea surface temperature (SST) in 
the South Sea of Korea in August during 20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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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atellite images for horizontal distribution of sea surface temperature in Korea waters in each July between 2015-2016. The contour 
interval of 5℃ is represented with thick black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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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연안보다 남해~통영 연안 주변에서 높은 밀도로 

분포하였다. 특히, 2015년 7월에 통영 연안 주변에서 평

균 산란밀도(/m3)는 100개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2015
년과 2016년 7월의 멸치의 평균 산란밀도(/m3)는 각각 

33개와 9개였다. 
8월의 경우, 2015년에 어란은 여수-통영 연안 주변에

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였으나, 2016년에는 거의 출현

하지 않았다. 2015년과 2016년 8월 멸치의 평균 산란밀

도(/m3)는 각각 9개와 1개 미만이었다.
2015년 7~8월과 2016년 7~8월에 채집된 자어의 전장

(TL) 범위(평균)는 각각 2.0~14.9 mm (4.3 mm)과 

2.4~20.5 mm (5.3 mm)였고, 이들 자어는 TL 3.5 mm를 

중심으로 주 모드를 형성하였다(Fig. 7).
2015년과 2016년 7~8월 멸치 자어 수평분포도를 나

타냈다(Fig. 8). 2015년과 2016년 7월에 자어는 고흥~여수 

연안보다 남해~통영 연안 주변에서 높은 밀도로 분포하

였다. 특히, 2015년 7월에 남해~통영 연안 주변에서 평

균밀도는 15 마리/m3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2015년과 

2016년 7월 멸치 자어의 평균밀도(/m3)는 각각 9마리와 

1마리였다. 2015년 8월에 자어는 여수~통영 연안 주변

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하였고, 평균밀도(/m3)는 

4마리였다. 하지만, 2016년 8월에 자어는 거의 출현하지 

않았고, 평균밀도(/m3)도 1마리 미만이었다.
2015년과 2016년 7~8월에 남해안에서 기선권현망에 

의해 어획된 크기별 멸치 어획량 변동을 나타내보았다

(Fig. 9). 2016년 7월 세멸(TL 2 cm 미만) 어획량은 전년

대비 88% 감소한 1.0톤이었다. 2016년 7월 소·중멸(TL 
2~7 cm)과 대멸(TL 7 cm 이상) 어획량은 전년대비 각각 

58%와 616% 증가한 33.7톤과 22.4톤이었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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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abundance(/m3) of anchovy egg.

Fig. 7. Length-frequency distribution of larval anchovy sampled
by a RN80 net during the stud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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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연안보다 남해~통영 연안 주변에서 높은 밀도로 

분포하였다. 특히, 2015년 7월에 통영 연안 주변에서 평

균 산란밀도(/m3)는 100개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2015
년과 2016년 7월의 멸치의 평균 산란밀도(/m3)는 각각 

33개와 9개였다. 
8월의 경우, 2015년에 어란은 여수-통영 연안 주변에

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였으나, 2016년에는 거의 출현

하지 않았다. 2015년과 2016년 8월 멸치의 평균 산란밀

도(/m3)는 각각 9개와 1개 미만이었다.
2015년 7~8월과 2016년 7~8월에 채집된 자어의 전장

(TL) 범위(평균)는 각각 2.0~14.9 mm (4.3 mm)과 

2.4~20.5 mm (5.3 mm)였고, 이들 자어는 TL 3.5 mm를 

중심으로 주 모드를 형성하였다(Fig. 7).
2015년과 2016년 7~8월 멸치 자어 수평분포도를 나

타냈다(Fig. 8). 2015년과 2016년 7월에 자어는 고흥~여수 

연안보다 남해~통영 연안 주변에서 높은 밀도로 분포하

였다. 특히, 2015년 7월에 남해~통영 연안 주변에서 평

균밀도는 15 마리/m3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2015년과 

2016년 7월 멸치 자어의 평균밀도(/m3)는 각각 9마리와 

1마리였다. 2015년 8월에 자어는 여수~통영 연안 주변

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하였고, 평균밀도(/m3)는 

4마리였다. 하지만, 2016년 8월에 자어는 거의 출현하지 

않았고, 평균밀도(/m3)도 1마리 미만이었다.
2015년과 2016년 7~8월에 남해안에서 기선권현망에 

의해 어획된 크기별 멸치 어획량 변동을 나타내보았다

(Fig. 9). 2016년 7월 세멸(TL 2 cm 미만) 어획량은 전년

대비 88% 감소한 1.0톤이었다. 2016년 7월 소·중멸(TL 
2~7 cm)과 대멸(TL 7 cm 이상) 어획량은 전년대비 각각 

58%와 616% 증가한 33.7톤과 22.4톤이었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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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abundance(/m3) of anchovy egg.

Fig. 7. Length-frequency distribution of larval anchovy sampled
by a RN80 net during the study period.

8월 세멸 어획량은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1.8톤이었다. 
2016년 8월 소·중멸과 대멸 어획량은 전년대비 각각 

58%와 269% 증가한 35.5톤과 37.8톤이었다. 
7~8월 평균어획량으로 살펴보면, 2016년 세멸 어획

량은 전년대비 75.6% 감소한 1.5톤이었고, 2016년 소·중
멸과 대멸 어획량은 전년대비 각각 62%와 324% 증가한 

35톤과 30톤이었다. 

고 찰

2016년 우리나라 기온은 5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였

고, 7~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 및 중국 대륙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 및 열대야가 연일 발생하는 등 

평균기온은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KMA, 2017). 2016
년 여름철 남해에서 수온변화 특징은 전년에 비해 남해

안 연안과 제주도 사이에 수온 전선역이 현저히 발달하

였고(Fig. 3, 4), 8월 평균 표면수온은 평년(2007~2015년)보
다 3℃나 높은 30℃에 육박하였다(Fig. 5). 

2015년 남해안 연안역에서 멸치는 8월까지 꾸준히 산

란하고 있었고(Fig. 6), 여름철 표면수온은 25℃ 이내에

서 변화하고 있었다(Fig. 2~4). 멸치의 산란적수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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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로 알려져 있다(Tsuruta, 2001). 따라서 2015년 

남해안 연안역에서 멸치 산란은 적수온 범위 내에서 원

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2016년 여름

철 멸치 산란밀도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특히, 8월 

들어 남해안 연안역 평균수온이 28℃까지 상승함에 따

라 멸치의 평균 산란밀도(/m3)도 1개 미만으로 급감하였

다(Fig 6).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7월 남해안 연안역에서 표

면수온은 멸치의 산란적수온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연도

별 멸치 산란밀도에 차이를 보였고, 연안역 내에서 해역

별 수온차이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해~통영 연

안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멸치의 산란밀도가 높았다(Fig. 
6). 이는 멸치의 산란 적수온 범위 내에서 산란량 변동에

는 수온보다는 다른 환경 요인(먹이생물 등)이 크게 작

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검토는 향후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과 2016년 7~8월 멸치 자어의 분포특성은 멸

치 난의 분포특성과 매우 유사하였다(Fig. 6, 8). 본 연구

에서 채집된 멸치 자어의 평균 TL은 4.3~5.3 mm였다

(Fig. 7). Mitani (1988)에 의하면, 멸치는 부화해서 1개
월 후에 TL 약 3 cm의 자어로 성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채집된 전장 5 mm 내외의 자어는 부화해서 며칠이 

안된 것들이고, 유영능력도 없다(Uotani et al., 1993). 
따라서, TL 5 mm 내외의 멸치 자어의 분포특성은 같은 

달에 채집된 어란의 분포특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6년 여름철 멸치 어획량 변동 특성 중 하나

는 유영능력이 있는 소~대멸 어획량이 전년대비 성어의 

산란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Fig. 9). 이는 전년보다 연안 가까이 강하게 형성된 수온 

전선역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Fig. 3, 4). 특히, 2016년 

8월의 경우, 외해역에는 멸치가 서식하기에 매우 부적절

한 30℃ 이상 수온대가 분포하고 있었다(Tsuruta, 2006). 
Nojima and Nakamura (1988)는 일본 규슈 남부 

Satsunan 주변해역에서 쿠로시오 전선역이 연안 가까이 

형성될수록 멸치 소·중멸 어획량은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면서, 고수온 수괴의 연안역 유입으로 인해 연안쪽으

로 멸치의 서식해역이 압박되어 멸치가 고밀도로 분포하

는 등 연안역에 좋은 어장이 형성되었다고 풀이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2016년 여름철에 전년에 비해 남해안 

연안 가까이 형성된 강한 수온 전선역과 외해역의 멸치

가 서식하기 부적절한 높은 수온대로 인해 유영능력이 

있는 멸치들이 상대적으로 연안역에 많이 머물렀고, 이
로 인해 소~대멸 어획량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유영능력이 없는 TL 2 cm 크기의 세멸 어획량 

변동은 멸치가 TL 약 3 cm까지 성장하는데 약 1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Mitani, 1988), 전월의 

산란량 변동에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6년 

7~8월 세멸 어획량의 전년대비 감소는 6~7월의 산란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6년 8월 이상 

고수온으로 인한 멸치 산란량 감소는 2016년 9~10월 세

멸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2016년 9~10월 여수와 통영수협의 기선권형망어업의 세

멸 어획량은 전년대비 31.6% 감소한 29톤이었다.
수온 전선역의 수평적 공간변화에 따른 멸치 어획량 

변동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 의해 언급되어져 왔다(Lee 
and Kim, 2007; Nojima and Nakamura, 1988; Park and 
Lee, 1991). Lee and Kim (2007)과 Park and Lee (1991)
는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멸치 어획량이 많았던 해에는 

멸치 어획량이 적었던 해에 비해 8월에 수온 전선대가 

연안 가까이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전체적으로 

멸치 어획량이 많을 때의 수온은 적을 때보다 높음을 

보였다. 이들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본적

으로 남해안에서 멸치 어획량이 많을 때에는 멸치 어획

량이 적을 때보다 여름철 수온이 높고, 수온 전선역은 

연안 가까이에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
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을 경우에 유영능력이 있는 

소~대멸 어획량은 위에 언급했듯이 수온 전선역의 영향

으로 증가할 수 있겠지만, 유영능력이 없는 세멸 어획량

은 수온 전선역의 형성 유무를 떠나 직접적인 산란량 

감소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해안에서 2016년 여름철 이상 고수온 발

생에 따른 멸치의 산란·분포와 크기별 어획량 변동 특성

을 2015년과 비교해서 명확히 보였고, 이들 결과들은 

향후 이상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멸치 어획량 

변동을 신속히 정도 높게 예측하는데 중요 자료로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밝힌 이상 고수온

에 따른 멸치 어획량 변동 특성 내용을 근거로, 남해안 

멸치 어장에서 이상 고수온 발생 시 멸치자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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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로 알려져 있다(Tsuruta, 2001). 따라서 2015년 

남해안 연안역에서 멸치 산란은 적수온 범위 내에서 원

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2016년 여름

철 멸치 산란밀도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특히, 8월 

들어 남해안 연안역 평균수온이 28℃까지 상승함에 따

라 멸치의 평균 산란밀도(/m3)도 1개 미만으로 급감하였

다(Fig 6).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7월 남해안 연안역에서 표

면수온은 멸치의 산란적수온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연도

별 멸치 산란밀도에 차이를 보였고, 연안역 내에서 해역

별 수온차이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해~통영 연

안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멸치의 산란밀도가 높았다(Fig. 
6). 이는 멸치의 산란 적수온 범위 내에서 산란량 변동에

는 수온보다는 다른 환경 요인(먹이생물 등)이 크게 작

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검토는 향후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과 2016년 7~8월 멸치 자어의 분포특성은 멸

치 난의 분포특성과 매우 유사하였다(Fig. 6, 8). 본 연구

에서 채집된 멸치 자어의 평균 TL은 4.3~5.3 mm였다

(Fig. 7). Mitani (1988)에 의하면, 멸치는 부화해서 1개
월 후에 TL 약 3 cm의 자어로 성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채집된 전장 5 mm 내외의 자어는 부화해서 며칠이 

안된 것들이고, 유영능력도 없다(Uotani et al., 1993). 
따라서, TL 5 mm 내외의 멸치 자어의 분포특성은 같은 

달에 채집된 어란의 분포특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6년 여름철 멸치 어획량 변동 특성 중 하나

는 유영능력이 있는 소~대멸 어획량이 전년대비 성어의 

산란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Fig. 9). 이는 전년보다 연안 가까이 강하게 형성된 수온 

전선역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Fig. 3, 4). 특히, 2016년 

8월의 경우, 외해역에는 멸치가 서식하기에 매우 부적절

한 30℃ 이상 수온대가 분포하고 있었다(Tsurut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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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sunan 주변해역에서 쿠로시오 전선역이 연안 가까이 

형성될수록 멸치 소·중멸 어획량은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면서, 고수온 수괴의 연안역 유입으로 인해 연안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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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유영능력이 없는 TL 2 cm 크기의 세멸 어획량 

변동은 멸치가 TL 약 3 cm까지 성장하는데 약 1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Mitani, 1988), 전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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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6년 8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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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 의해 언급되어져 왔다(Lee 
and Kim, 2007; Nojima and Nakamura, 1988; Park and 
Lee, 1991). Lee and Kim (2007)과 Park and Lee (1991)
는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멸치 어획량이 많았던 해에는 

멸치 어획량이 적었던 해에 비해 8월에 수온 전선대가 

연안 가까이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전체적으로 

멸치 어획량이 많을 때의 수온은 적을 때보다 높음을 

보였다. 이들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본적

으로 남해안에서 멸치 어획량이 많을 때에는 멸치 어획

량이 적을 때보다 여름철 수온이 높고, 수온 전선역은 

연안 가까이에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
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을 경우에 유영능력이 있는 

소~대멸 어획량은 위에 언급했듯이 수온 전선역의 영향

으로 증가할 수 있겠지만, 유영능력이 없는 세멸 어획량

은 수온 전선역의 형성 유무를 떠나 직접적인 산란량 

감소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남해안에서 2016년 여름철 이상 고수온 발

생에 따른 멸치의 산란·분포와 크기별 어획량 변동 특성

을 2015년과 비교해서 명확히 보였고, 이들 결과들은 

향후 이상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멸치 어획량 

변동을 신속히 정도 높게 예측하는데 중요 자료로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밝힌 이상 고수온

에 따른 멸치 어획량 변동 특성 내용을 근거로, 남해안 

멸치 어장에서 이상 고수온 발생 시 멸치자원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도 멸치의 크기별 어황 예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어업인들이 조업개시시

기, 조업장소 및 조업방법 등을 상황에 맞게 곧바로 변경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어획이 가능하여 어가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이상 고수온에 따른 멸치 어획량 변동 기작을 밝히

고자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연구는 멸치 어황을 정도 높

게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생물·생태학적 지수 개발에도 크게 참고가 될 것으

로 생각된다.
급격한 수온 변화는 우리나라의 전 해역의 멸치 회유

경로 변화에 영향을 미쳐 타 해역에서의 어획량 변동에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광역의 멸치 난·자치어 

분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특이 해황 발생 

시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멸치의 자원상태 변화 등을 

파악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2016년 여름철 이상 고수온에 따른 남해

안 멸치의 난·자어의 분포 및 크기별 어획량 변동 특성

을 2015년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2016년 여름철(7~8
월)의 멸치 난·자어의 분포밀도는 2015년에 비해 낮았

다. 특히, 2016년 8월에 남해안 연안역의 표면수온은 

28℃까지 상승하는 등 이상 고수온이 현저하게 발생하

였고, 멸치 난·자어의 분포밀도는 극히 낮았다. 2016년 

7~8월의 유영생활이 불가능한 멸치(전장 2 cm 미만) 
어획량은 2015년에 비해 적었고, 이는 2016년 6~7월의 

산란량 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16년 7~8
월에 유영생활이 가능한 멸치 어획량(전장 2 cm 이상)은 

2015년에 비해 많았다. 이는 2016년 여름철에 유영능력

이 있는 멸치들은 전년에 비해 남해안 가까이 형성된 

강한 수온 전선역과 외해역의 30℃ 이상 높은 수온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안역에 많이 머물렀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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