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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pulation variation of Spanish mackerel (Scomberomorus niphonius) according to its major prey abundance was analyzed 

using monthly catches of coastal set net fisheries in the southern waters off Gyeongsangnam-do and eastern waters off 
Gyeongsangbuk-do of Korea from 2006 to 2019. The abundance of Spanish mackerel and its prey species fluctuated almost 
simultaneously with time lags of +2 to -2 months between the set net fisheries in the southern and eastern waters. The 
generalized additive model revealed that the abundance of Spanish mackerel was influenced by its prey species such as hairtail 
and anchovy in southern waters, and common mackerel and horse mackerel in eastern waters. The model deviance explained 
49% and 42% of Spanish mackerel abundance in southern and eastern waters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bundance of Spanish mackerel is affected by seasonal migratory prey fish species in the coastal areas and can be linked to 
their northerly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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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먹이 그물 구조의 변동은 생태계에서 에너지와 물질

의 흐름, 생물군집의 역학과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Scharf et al., 2000; Kempf 

et al., 2010; Chen et al., 2018). 연안에 회유하는 어류

는 산란과 성장, 어린 유치어의 가입 과정에서 먹이생물

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분포역과 풍도가 변

화하므로 수산자원의 장· 단기적 풍흉을 좌우한다(Kim 
et al., 2014; Bachiller and Irigoien, 2015; Allen and 
Wesn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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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연안 해역은 다양한 어종이 회유하여 산란장

과 치어의 성육장이 이루어지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어업

이 이루어진다. 특히 봄철에 내유하는 멸치는 정치망과 

낭장망 어업에 거의 연중 어획되고, 이들은 삼치, 갈치, 
전갱이, 고등어 등과 먹이망을 이루며 정치망 어획물의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3; 
Jung et al., 2014). 동해남부해역은 한류와 난류의 전선

이 형성되고 연안역에 용승이 이루어지므로 먹이생물을 

찾아 다양한 어종이 계절 회유를 한다(Lee et al., 2014;  
Han et al., 2017) 

삼치는 우리나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근해에 널리 

분포하고, 표층에서 어군을 형성하면서 이동하는 군집성 

어류로서 봄부터 산란장을 찾아서 동·서·남해 연안으로 

이동하며, 여름철 이후 연안어장에 유어의 가입이 이루

어져서 가을까지 연안에서 정치망 어업에 의하여 어획된

다(Lee et al., 2011; Kim et al., 2016). 삼치의 먹이생물

에 관한 연구에서는 위내용물에서 차지하는 어류의 중량

이 전체적으로 90% 이상이며, 치·유어기에는 갑각류와 

어류의 치어를 먹고, 성장할수록 먹이생물의 크기는 커

진다. 미성어에서 성체로 성장하면서 삼치의 주요 먹이

생물은 멸치, 갈치, 전갱이, 고등어 등으로 순차적인 변화

를 보인다(Huh et al., 2006). 
생태계의 피· 포식(Prey-Predator) 관계에 대한 수리

적인 분석은 생태계의 변동을 인지하고 예측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메타분석을 통한 먹이 소비자의 유입효과

(Allen and Wesner, 2016), 소형 부어류간 피포식 어류

의 동시 출현과 영양역학(Bachiller and Irigoien, 2015), 
삼치와 갈치의 먹이(Bakhoum, 2007) 등에 관하여 수리

모델링을 사용하여 연구된 바 있다. 한국 남해안과 동해

안에도 다양한 어종이 회유하여 피포식 관계를 이루며 

생태계를 구성하므로, 먹이망 구성요소의 변화와 양적인 

변동이 일어난다. 또한 대부분의 어류가 물리적인 해양

환경의 변화와 먹이생물의 밀집상황에 따라서 계절회유

를 하며, 상호간의 피포식 관계가 매우 복합하게 혼재하

므로 먹이환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Lee et 
al., 2011; Jung et al., 2014, Kim et al., 2016; Nøttestad 
et al., 2016; Kvaavik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먹이 어류의 풍도가 변동함에 따른 삼

치 개체군의 시공간적인 풍도 변화를 알고자 삼치가 봄~
가을철에 연안으로 회유하여 산란장과 성육장이 형성되

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삼치와 함께 정치망에서 어획되

는 주요 먹이어종들의 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삼
치의 풍도 변동에 미치는 주요 먹이 어종들의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일반화 가법모델(GAM; Generalized 
Additive Model)에 의한 삼치와 먹이 어종 풍도의 비선

형 모형을 구성하여 삼치의 연안역 회유와 먹이환경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분석자료  

연안역은 산란장과 치·유어의 성육장으로 이용되므로 

먹이풍도를 비롯한 서식환경은 어류의 연안 회유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 한국 남해안에 서식하는 연안어종 중에

서 삼치의 먹이가 된다고 알려진 어종은 갈치, 고등어, 전
갱이, 멸치 등이며 30 cm 내외에서는 멸치의 비율이 높

고, 50 cm 내외로 성장하면서 갈치, 60 cm이상에서는 

고등어와 전갱이의 비율이 높아진다(Huh et al., 2006). 
삼치는 연안에서 정치망어업으로 멸치, 전갱이, 갈치, 

고등어 등의 주요 먹이어종과 함께 어획된다(Cha, 2009; 
Lee et al., 2014; Kim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연안

역의 성체 산란장 및 치어의 성육장에 내유하는 삼치와 

먹이어종(멸치, 갈치, 전갱이, 고등어)의 풍도에 경상

남도와 경상북도의 연안역에서 조업하는 정치망 어업의 

 

Fig. 1. Typical fishing grounds of set net fishery in southern 
waters off Gyeongsangnam-do (A) and eastern 
waters off Gyeongsangbuk-do (B)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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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 통계를 사용하였다(Fig. 1). 어획통계는 2006-2019
년간 월간 어획량 자료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
에서 구하였다. 

개체군의 풍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와 경상북

도에서 조업하는 정치망어업의 면허 건수를 사용한 단위 

노력당 어획량(CPUE: Catch Per Unit Effort)을 풍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풍도 지수는 어업별 어종별 CPUE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였다.

2.2.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종속(반응 또는 결과)변수와 하나 이상의 

독립(예측 또는 설명)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여,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미래의 종속 변수를 예

측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해와 동해의 연안

역 정치망어업에서 종속변수인 삼치(포식자)의 풍도 변

동과 관련된 먹이어종(피식자)의 풍도 변동의 설명변수

를 삼치의 먹이에 관한 문헌(Huh et al., 2016)을 기준으

로 갈치, 고등어, 전갱이, 멸치 등의 4 어종의 풍도 변동

으로 하였다.
교차상관함수(CCF; Cross Correlation Function)

에서 시차는 과거의 독립변수(x)가 미래의 종속변수(y)
를 앞서 변동하며(leading), 종속변수는 시차를 두고 독

립변수를 따르는(following) 형태로 해석한다(https:// 
online.stat.psu.edu/stat510/lesson/8/8.2). 따라서 연안역 

정치망어업의 삼치의 풍도를 종속변수로, 먹이어종을 

독립변수로 교차상관함수를 분석하여 먹이 어종과 삼치

의 회유시기의 시차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은 연안역

에서 경남과 경북 정치망어업의 먹이 어류의 풍도를 독

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정치망 어업의 삼치의 풍도 

변동을 구하였다. 회귀관계에 대한 모델을 적합화하기 

위하여 통계적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통계적 

가정은 정규성(Normality), 독립성(Independence), 선
형성(Linearity), 등분산성(Homoscedasity), 분산팽창요

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등을 확인하였다.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회귀관계가 선형성에 

대한 적합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평활함수(Smooth 
Function)를 이용한 비선형적 독립변수를 처리할 수 있

게 확장하여 비선형에 적합한 GAM 모형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GAM 분석에서는 gaussian 분포와 identity 

연결함수를 사용하였다. GCV (Generalized Cross 
Validation) 값은 모형 선택의 비교 값으로 사용하였다. 
GAM 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GAM 모형 : 
  ⋯    

여기서 는 삼치의 풍도를 나타내고, 오차항은 ~

이며, 서로 독립임을 가정한다. 는 조사횟수 

(2006~2019년간 격월 자료)를 나타낸다. 는 의 

계절조정 값이며, 는 계절을 조정한 오른쪽 항의 모

든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대변하는 연결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으로 적합하여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나 과도한 적합도를 고려하여 기저함수(k)의 

값은 3으로 고정하였다. 
CCF와 회귀모형의 적합성 분석에는 R (http:// 

cran.r-project.org)의 car 패키지(Companion to Applied 
Regression, Version: 3.0-11, 2021)를 사용하였으며, 
GAM 분석에는 mgcv 함수(mgcv, Version: 1.8-36, 
2021)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모델은 피포식 

관계와 위내용물 분석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 결과와 비

교하고 고찰하였다.

3. 결 과

3.1. 삼치와 먹이어종 어획량의 변동특성 

연안에서 삼치를 어획하는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의 

정치망어업에서 조업한 2006~2019년 삼치의 어획량 변

동을 Fig. 2에서 나타내었다. 삼치는 경상남도와 경상북

도의 정치망어업에서 6월 이후 어획되기 시작하여 8~10
월에 증가한 이후 감소되고 있다. 어획량이 많은 시기를 

기준으로 어기를 비교하면, 경남 연안에서 어기가 길게 

형성되었고, 연간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경북 연

안에서는 2015년이후 급격하게 어획량이 증가하였고, 
어기는 경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았다.

정치망어업에서 삼치의 먹이로 알려져 있는 어종들의 

어획량은 남해안의 경상남도 연안과 동해안의 경상북도 

연안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Fig. 3). 경남 연안의 정치망

어업에서 고등어와 갈치는 간헐적으로 6~10월에 최고치

를 보였으며, 경북 연안에서 고등어와 갈치가 8~10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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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tch statistics of Spanish mackerel (SM) by set net fishery in southern (S) waters off Gyeongsangnam-do and 
eastern (E) waters off Gyeongsangbuk-do.

Fig. 3. Catch statistics of the major prey species of Spanish mackerel by set net fishery in southern (S) coastal waters off 
Gyeongsangnam-do and eastern (E) waters off Gyeongsangbuk-do. Abbreviations: Ha, hairtail; Ma, common 
mackerel; HM, horse mackerel; An, ancho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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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Fig. 4. Cross correlation  function (CCF) analysis of time lags with 2 month unit  between Spanish mackerel (SM) by set 
net fishery in off Gyeongsangnam-do (GN) and Gyeongsangbuk-do(GB, a). CCF between Hairtail (Ha) and SM (b), 
Common Mackerel (Ma) and SM (c), horse mackerel (HM) and SM (d), Anchovy (An) and SM (e) in southern 
waters off GN. CCF between Ha and SM (f), Ma and SM (g), HM and SM (h), An and SM (i) in eastern waters off 
GB. Blue line means significant.          

간헐적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경남과 경북 연안에서 멸

치와 전갱이는 6월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8~10월에 

최고치를 이루고 12월 이후 대부분 감소하였다. 최근에

는 주어기가 이루어진 후 어획량이 다소 증감을 반복한 

후 다음해 어획량이 증가하며 경북 연안의 정치망에서 

지속적으로 멸치가 어획되는 특성을 보였다. 
남해안의 경상남도 연안과 동해안의 경상북도 연안에

서 정치망어업의 삼치어획량 변동에 상관관계를 이루는 

시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상관함수(CCF)를 분석하

였다(Fig. 4). 경상남도 연안과 경상북도 연안에서 삼치

가 어획되는 시기는 –2~0개월에서 유의성을 보이므로 

경상남도에서 2개월여 앞서거나 대체로 일치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Fig. 4a).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삼

치와 먹이어종의 풍도변동은 연안역 정치망 어업에서 

거의 +2~-2개월의 범위의 시차에서 유의성을 나타내

었고 동시 출현(0)에서 가장 높은 상관함수를 보였다

(Fig. 4b~i).

3.2. 삼치와 먹이 어종의 풍도 변동에 대한 회귀분석

삼치와 먹이 어종의 풍도 변동에 대한 회귀분석은 교

차상관함수를 기준으로 동시 출현을 적용하여 연안역에

서 경남과 경북 정치망어업의 먹이 어류의 풍도를 남해

안과 동해안의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정치망 어업

의 삼치의 풍도를 분석하였다(Table 1; 모델Ⅰ과 모델Ⅱ, 
Fig. 5a~d).  

남해와 동해의 연안역 정치망어업에서 종속변수인 삼

치(포식자)의 풍도 변동과 관련된 먹이어종(피식자)의 풍

도 변동을 나타내는 비선형 회귀모형은 통계적 적합성이 

충족되는 결과를 Table 1에서 나타내었다. 통계적 가정은 

Durbin Watson Test에서 모든 모델이 유의미하지 않은 p값
(p > 0.05)으로 자기상관이 낮게 나타나서 예측변수들의 

독립성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분산팽창요인(VIF)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2 이하의 값을 보이므로서 각 모델에서 다중

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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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es Spanish Mackerel    

                 
       Area 

Model 1 
Southern coastal waters (Gyeongsangnam-do) 

ModelⅡ
 Eastern coastal waters (Gyeongsangbuk-do) 

 Estimate   Std.Error  t-value   Estimate  Std.Error t-value

      Intercept   0.000   0.079 0.000   -0.009   0.084 0.000

 Approximate significance of smooth terms:

  edf     F  p-value    edf     F p-value

   Hairtail   1.408   20.19 0.000***

   Common Mackerel    1.351   9.14 0.001**

   Horse Mackerel    1.000   15.46 0.000***

   Anchovy  1.000   13.02 0.000***

R-sq.(adj) 0.472                0.405

Deviance explained (%) 48.7%                42.2%

GCV 0.550                0.619

(*** <0.001, **0.01, *<0.05, ·<0.1) 

         a)                                                                                                b)

         c)                                                                                                d)

Fig. 5. GAM-predicted smooth splines for Spanish mackerel (SM) caught by coastal  set net fisheries for hairtail (a) and 
anchovy (b) in southern waters off Gyeongsangnam-do, and common mackerel (c) and horse mackerel (d) in 
eastern waters off Gyeongsangbuk-do. Dashed curves indicate standard error bounds.

Table 1. GAM numerical results of Spanish mackerel and major prey species in the set net fisheries of southern and eastern 
coastal waters off Gyeongsangnam-do and Gyeongsangbuk-do. Reported statistics include the estimated degrees of 
freedom (edf) and significant values of test based on model dev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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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델에서는 남해안에서 갈치의 설명력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p < 0.000, partial rsq=0.34), 멸치도 유의

한 결과를 보였으나 설명력은 낮았다 (p < 0.000, partial 
rsq=0.14). 전갱이와 고등어는 유의하지 않으므로(p > 
0.05) 예측변수에서 제외하였다(Table 1, Model Ⅰ). 동
해안(Table 1, Model Ⅱ)에서는 고등어와 전갱이의 설

명력이 높았으며(partial rsq=0.15 및 0.19), 갈치와 멸치

가 유의하지 않은 값(P > 0.05)을 보여서 예측변수에서 

제외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남해안에서 갈치와 

멸치 등 두 어종의 예측변수에 의하여 49% (adj R-squre 
=0.472, Deviance explained = 48.72%), 동해안에서 고

등어와 전갱이 등 2개의 예측변수에 의하여 42% (adj 
R-squre=0.405, Deviance explained = 42.2%)를 보였다. 
남해안과 동해안의 정치망어업에서 삼치와 동시에 어획

된 전갱이와 멸치의 예측변수가 증가할수록 삼치의 풍

도는 선형으로 증가하거나(Fig. 5a, b), 점근선을 그리며 

갈치 및 고등어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삼치의 증가가 다

소 빨라지거나 둔화되었다(Fig. 5c, d). 

4. 고 찰

4.1. 어획 통계 자료와 통계모형  

삼치는 연근해 어업에서 3만여 톤을 어획하며, 근해어

업의 비중이 크다. 최근에는 연안어업에서 삼치의 어획

량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정치망 어업에서 연

간 5천 톤 내외를 어획하였다(KOSIS, 2017~2019). 정
치망은 연안으로 회유하는 어종을 어획하기 위하여 설치

된 수동적인 어구이며, 특정한 종에 대한 선택이 강한 반

면에, 장기간 동일한 샘플링 기법으로 채집할 수 있어 어

획 결과의 정량화에 이점이 있다. 이에 연안어류의 서식 

생태 및 분포의 연구에는 소수의 정치망 어장을 일정한 

기간에 직접 방문하여 채집하거나 어가의 생산자료를 수

집한 자료를 사용하므로 자료의 정도가 높아서 연안에 

내유하는 어종의 구성과 밀도, 어장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Cha, 2009; Jung et al., 2014; Lee et al., 
2014). 

예측치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의 사용에는 장기간의 넓

은 해역에 대한 자료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통계시스템으로 

수집된 통계포털자료로부터 2006-2019년간 월간 어업

별 어종별 어획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경상남도와 경상

북도 연안의 정치망 어획 통계에서 우점종을 이루는 갈

치, 고등어, 전갱이, 멸치 등의 회유성 어류의 통계를 분

석하였다. 이를 직접조사에 의한 정치망 연구(Cha, 
2009; Jung et al.,2014 ; Lee et al.,2014)의 결과와 비

교하면 갈치, 멸치, 삼치, 전갱이 등이 전체 어획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점종으로 구성되어 통계포털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어장조사의 연

구자료가 축적되어 장기간의  자원조사 결과를 사용한다

면 동시에 출현하는 어종의 먹이관계에 대한 더욱 정도

높은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GAM은 선형모형(LM, linear model)의 주요 가정인 

반응변수(dependent variable)의 정규성과 오차항의 등

분산을 상정하지 않고, 높은 해석력을 유지하면서 변수

간 비선형적인 변동에 대하여 포괄적 적용이 가능한 회

귀분석 모형이므로 최근에 생물과 환경 간의 변동 관계

를 탐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Brynjarsdóttir 
and Stefánsson, 2004; Marini et al., 2015; Kvaavik et 
al., 2019; Kim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CCF 결과

를 통하여 시차를 앞서고 따라가는 변수를 찾아서 삼치

의 어획량에 대하여 인근 해역을 회유하며 상호 교류가 

있다고 알려진 삼치의 풍도 및 먹이어종 출현에 관한 

GAM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삼치와 먹이어종은 2
개월의 시차가 유의한 경우도 있으나 본연구에서는 유의

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동시 출현으로 한 예측변수를 

사용하여 GAM으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4.2. 삼치와 먹이 어종간의 GAM 결과 비교      

삼치의 회유에 관한 Kim et al.(2016)의 연구에서 삼

치는 11월부터 월동장으로 남하 이동하여 이듬해 봄까지 

어획된다고 하였다. 삼치의 어장 중심은 2000년대에 제

주도 서쪽에 위치하였으나 최근 겨울철을 중심으로 수온

의 상승 경향과 함께 표층에서 회유하는 소형 어종의 분

포해역과 함께 점차 북상하고 있으며 동해안으로 북상하

는 경향이 뚜렷하다(Lee et al., 2011; Lee et al., 2012). 
본 연구에서도 삼치의 어획 수준이 최근 동해안의 정치

망에서 높아지며, 동해와 남해의 정치망에서도 고등어의 

어획량이 많아졌고(Fig. 2, 3), 동해안의 삼치 풍도의 변

동에서도 고등어가 중요한 독립(예측)변수로 분석되었다

(Table 1). 또한 고등어는 삼치가 60 cm 이상으로 자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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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삼치의 먹이로 유용하며, 먹이의 크기는 25 cm가 최

대치로 나타났음(Huh et al., 2016)을 비교하면 동해안으

로 북상 회유하는 대형삼치에게 먹이 풍도가 높은 서식

처가 될 수 있지만, 어장에 출현하는 고등어의 크기 조성

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ee et al.(2011)은 계절별 삼치 어획량과 삼치의 주요 

먹이인 고등어와 멸치 그리고 수온과의 대응관계에 대한 

상관분석의 결과에서, 남해에서 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

절의 삼치 어획량과 변수들 사이에 상관성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남해안의 정치성 어구에서도 삼치와 갈치, 전갱

이, 고등어, 멸치 등이 우점종으로 나타나며 출현시기가 

유사한 어종간에 피포식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

되는 연구결과가 있다(Lee et al., 2011). 본 연구에서도 

남해와 동해 연안역의 먹이어종과 삼치풍도의 CCF 분석

에서 먹이어종이 다소 앞서 변동하는 경향을 가지며, 동
시 출현에서 유의성이 높고, 삼치 풍도를 예측하는 GAM 
모형에서도 이들 어종이 삼치의 중요한 예측변수로 해석

되었다. 그러나 남해 연안에서는 갈치와 멸치가 유의한 

예측변수가 되었으나 동해 연안에서는 고등어와 전갱이

가 유의한 예측변수로 분석되므로서 해역에 따라 먹이어

종의 회유시기와 밀도, 크기조성 등의 차이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안역 정치망 어장에는 갈치의 어획비율이 높으며

(Jung et al., 2014), 삼치는 강한 이빨을 사용하여 섭식

하고 성장하면서 갈치를 먹이로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

(Huh et al., 2006; Ferguson et al., 2015). 또한 삼치의 

먹이구성은 성장단계에 따라 변화하여 40 cm 미만에서

는 멸치의 비율이 높지만, 갈치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70 cm 미만까지 갈치를 먹는다(Huh et al., 
2006). 중형(40~60 cm) 삼치는 6~11월에 연안역에 내

유하므로(Kim et al., 2016), 본 연구의 결과(Fig. 4, 5 
and Table 1)와 같이 삼치와 갈치가 연안역에서 같은 시

공간에서 머물게 되면서 갈치가 삼치의 선호하는 먹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갱이는 동해와 남해에서 모두 높은 유의성이 나타

나므로서 삼치의 풍도 변화에 전갱이의 풍도가 유의함을 

나타내었다. Kim et al.(2013)은 멸치와 전갱이의 연안 

유입이 삼치를 연안으로 가입하게 만드는 환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갱이 어획물은 대부분 

치어와 미성숙한 개체로 이루어진 소형어로 구성되어 있

다(Jung et al., 2014). 삼치는 30~90 cm간 성장하면서 

전갱이가 위내용물에서 꾸준히 출현하였다(Huh et al., 
2006). 본 연구에서도 동해안의 정치망에서 전갱이가 삼

치 풍도의 중요한 예측변수가 되므로서 기존연구의 성장 

및 먹이습성과 연관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연안에서 삼치의 변동에 먹이어종

인 멸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p <0.000, Table 
1). 이러한 현상은 멸치가 연안역에서 4~8월에 주로 산

란장을 이루고 자치어의 성육장을 이루므로 여름 이후 

남해안 연안에 내유하는 삼치의 중요한 먹이가 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남해안에는 소형멸치와 중·대형 

멸치가 다양하게 분포하며, 삼치의 먹이구성은 성장단계

에 따라 변화하므로((Huh et al., 2016) 내유하는 삼치의 

크기에 따라 먹이가 되는 멸치의 크기도 다를 것으로 예

상된다.
먹이생물의 분포에 따라 포식자 어류의 분포역과 풍

도가 변화하므로 수온과 염분 등의 물리적인 환경과 아

울러 먹이생물의 밀도는 어류 군집을 이루는 어장의 형

성에 기반이 된다 (Bakhoum, 2007; Kim et al., 2014; 
Bachiller and Irigoien, 2015; Allen and Wesner, 
2016). 어장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공간과 먹이의 중복현

상은 피포식 관계의 정량적인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Bakhoum, 2007; Kempf et al., 2010; Bachiller and 
Irigoien, 2015). 특히 해양생태계의 피포식 관계는 큰 

어체가 작은 어체를 포식하는 경향(Scharf et al., 2000)
과 특정한 종류를 선호하기보다 서식처에서 이용이 가능

한 먹이를 섭식하는 특성(Bachiller and Irigoien, 2015)
이 있다. 본 연구에서 보여진 삼치의 풍도와 먹이어종의 

관계는 계절적인 회유상황으로 동시 출현하여 피포식 관

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들의 피포식관계가 삼치자

원이 연안으로 회유하는 시기와 양적변동의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태계는 먹이망으로 어종간 및 플랑크톤을 섭식하

는 먹이 관계를 해양환경 요소와 더불어 다양하게 나

타낼 수 있다(Chen et al., 2018). 한국 주변 해역에서

는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멸치, 고등어, 삼치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이 있으며, 생태계에서는 포식압에 

의한 먹이생물의 감소도 일어난다(Lee et al., 2011; 
Bachiller and Irigoien, 2016). 본 연구에서는 삼치의 

환경생물로서 문헌(Huh et al., 2006; Bakhou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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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된 주요한 먹이 어종의 어획통계로서 삼치가 

동해와 남해에서 시공간적으로 일치하는 정도를 분석

하여 간접적으로 삼치의 먹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서식처의 먹이생물의 종류와 크기 구성의 변화가 생태

계의 먹이망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금후 자

원생물의 위내용물 조사와 서식밀도, 수리생태 등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생물의 피포식 관계의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먹이생물에 의한 수산자원의 정량적 변동예

측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삼치는 한국 연근해에서 소형 어류를 주로 섭이하며 

계절회유를 하고 다양한 어업에 어획된다. 본 연구에서

는 삼치를 경남 및 경북 연안에서 어획하는 정치망 어업

에 의한 2006-2019년 어획량의 해역간 차이를 비교하

고, 주요 먹이어종의 풍도를 예측변수로 사용한 삼치의 

풍도 변동의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경남과 경북 연안에

서 정치망 어업에 의한 삼치와 먹이어종의 출현시기를 

CCF 분석으로 볼 때, 시차가 –2~2개월에서 유의성이 인

정되나, 동일시기에 유의성이 가장 높았다. 
연안역에 회유하는 삼치와 먹이어종의 관계를 GAM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경남 연안에서 갈치와 멸치

를, 경북 연안에서는 고등어와 전갱이를 예측변수로 하

는 모형이 적합하다고 분석되었다. 종속변수인 삼치 풍

도의 변동은 각각 2종류의 먹이 어종을 예측변수로 할 때 

경남 연안에서 49%, 경북 연안에서 42%가 GAM 비선

형 회귀를 통하여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삼치가 남

해안과 동해안에 계절회유를 하며 남해안에서 산란과 치

어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가을철 이후 성육 단계에 따른 

먹이를 찾아 회유하므로 적절한 크기의 먹이 어종의 풍

흉에 따라 삼치의 풍도가 변동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따
라서 연안 해역의 삼치의 풍도는 연안에 계절적으로 회

유하는 먹이 어종의 종류와 성장단계의 풍도 영향을 대

체로 받으며, 특히 해역에 따라 갈치, 전갱이, 고등어, 멸
치 등의 정량적인 풍도 변화에 반응한다고 생각된다. 따
라서, 다양한 자원생물의 먹이망 및 해양환경의 변동과 

관련된 수리생태 연구가 확장된다면 피·포식 관계에 의

한 자원변동의 원인과 예측의 설명력도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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