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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은 최근 과도한 이용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어장의 축소와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수산자원회복 사업 등 수산자원관,

리의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수산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

수산자원관리를 전통적인 단일종 방식에서 생태계 기반 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수산정책입안의 핵심주제로 사용하고 있다 생태계 기, .

반 자원평가는 등에서는 다양한 관리지표들을 개발FAO(2007), CSIRO(2005), ICES(2005)

하여 제시한 바 있으나 이들을 평가할 기준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생태계를 고려한 자원, .

평가에 필요한 실용적 지표는 Zhang et al. 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현실성이 부족한(2009) ,

점을 들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 목표와 목표별 지표 개발 기준점,

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Zhang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해안의 주요 어업인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의 어획실태,

생물학적 정보 어장환경 정보 등을 토대로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의 어업위험도지수,

를 추정 비교하여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FRI) ,

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어

업위험도 지수를 비교하기 위해 의 기존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자원관Zhang et al.(2010)

리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별 지표 및 기준점을 설정하였으며 대상어업의 어업실태와, ,

분석을 위한 입력 자료에 따라 지표를 조정하여 분석하였다 어업 위험도 지수(Table 1).

를 추정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는 첫째 지속성 유지 생물다양성, (Sustainability) ,

유지 셋째 서식처 의 보존이다 각 목표별 지표에 따르는 기준점(Biodiversity) , , (Habit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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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기준점 한계기준점 그리고 한계초과기준점 으로 구분(Target), (Limit), (Beyond limit)

하여 기준점에 각각 점을 부과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방법이, 0~2

며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과하였다, .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주요 대상어종은 상업성과 자료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갈치 참조기 황아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기타 어종은 부수어획종으로 간주하, , ,

였다 기준점별 주요 입력자료는 년을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자료 기존의 발. 2008 ,

표되었던 연구논문 및 간행물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였던 생물,

학적 조사결과를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상어종의 지표별 위험도 목표위험도지. (RS),

수 종위험도지수 를 분석하여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위험도지수(ORI), (SRI) (FRI)

를 추정하였다.

Table 1. Indicators for the ecosystem-based fisheries resources assessment

Objectives Attribute New indicator

Sustainability
지속성( )

Biomass Biomass (B), or CPUE (U)

Fishing intensity Fishing mortality (F), or Catch (C)

Size at first capture Age (or Length) at first capture (t or L)

Habitat size Habitat size (H)

Community structure Mean trophic level in catch (TL)

Reproductive potential Rate of mature fish (MR)

System Productivity slope of length (or weight) spectra

Genetic structure Ratio of (release stock abundance)
/(wild stock abundance) in catch (Rr/w)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

Total bycatch Bycatch rate (BC/C)

Total discards Discards rate (D/C)

System trophic level Mean trophic level of the community (TLc)

Diversity Diversity index (DI)

Integrity of functional group Pelagic sp./ Benthic sp. (P/B) in catch

Habitat
서식처( )

Habitat damage Critical habitat damage rate (DH/H)

Pollution rate of spawning and
nursery ground (PG/G)

Pollution rate of spawning and nursery
ground (PG/G)

Lost fishing gear Lost fishing gear

Discard wastes Discarded wastes (DW)

결과 및 고찰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의 어획량은 년대에 약 만톤의 범위를 나타냈지만1990 10~11

년대에 접어들면서 어획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최근 년에는 만톤 수준으로 감소2000 2008 5

하였다 주요 어획대상어종은 년대 초반에는 조기류강달이 참조기 기타조기 가 우점. 1990 ( , , )

하였으나 년대 중반 이후 강달이 외에 갈치의 어획비율이 증가하였다 년대에 접, 1990 . 2000

어들면서 강달이의 어획비율은 점차 감소하였지만 갈치 외에 삼치류의 어획비율이 증가하

였으며 년대 중반이후 멸치와 오징어의 어획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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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nual catch and catch proportions of large pair trawl fishery.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의 주요 어종으로 선정된 참조기 갈치 황아귀에 대해 관리, ,

목표별 지표의 기준점에 따라 위험도 를 추정하였으며 와 같다 참조기의 경(RS) , Table 2 .

우 지속성의 목표위험도지수 는 생물다양성은 서식처가 로 가장 높(ORI) 0.607, 0.838, 1.229

았다 갈치의 경우 지속성은 생물다양성은 서식처는 로서 혼획율과 다. 0.794, 1.353, 1.229

양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황아귀는 지속성이 로 가장 낮았고 생물다양. 0.557 ,

성 로 가장 높았으며 서식처는 참조기 및 갈치와 동일하다1.141 , .

Table 2. Risk scores based on indicators for the ecosystem-based fisheries resources

assessment in the large pair trawl fisheries

Objectives Indicators

Risk scores (RS)

Large pair trawl

Hailtail S.Yellow
croaker

Yellow goose
fish

Sustainability

1 CPUE 1.40 0.00 0.86

2 C 0.00 0.68 0.00

3 Age at first capture(L) 2.00 2.00 2.00

4 Habitat size 1.33 0.00 0.00

5. Community TL 0.00 0.00 0.00

6. MR 0.00 0.00 0.28

7. Slope 2.00 2.00 1.00

8. Rr/w 2.00 2.00 2.00

Objectives risk index(ORI) 0.794 0.607 0.557

Biodiversity

1 Bycatch rate 4.00 0.00 3.98

2 Discard rate 0.47 0.47 0.00

3 Mean trophic level 1.00 1.40 0.00

4 Diversity index 2.00 2.00 2.00

5. PS/BS species catch 2.00 2.00 2.00

Objectives risk index(ORI) 1.353 0.838 1.141

Habitat

1 Critical habitat damage rate 4.00 4.00 4.00

2 Pollution rate of spawning
and nursery ground 2.00 2.00 2.00

3 Lost fishing gear 0.00 0.00 0.00

4 Discarded wates 0.15 0.15 0.15

Objectives risk index(ORI) 1.229 1.2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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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서 주요 대상종의 종위험도지수 는 참조기가 갈치(SRI) 0.891,

가 황아귀가 로 갈치가 종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1.124, 0.975 .

추정된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위험도지수 는 로 추정되었다(FRI) 1.024 (Table 3).

Table 3.

Fishery Species Objective ORI SRI FRI

Large pair trawl

S.Yellow croaker

S 0.607

0.891

1.024

B 0.838

H 1.229

Hair tail

S 0.794

1.124B 1.353

H 1.229

Yellow goose fish

S 0.557

0.975B 1.141

H 1.229

결론적으로 쌍끌이대형기선어업은 어구의 특성상 저층을 끌면서 조업하는 형태로 서식,

처 관리부분에서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었고 그 외 참조기와 갈치의 소형어 어획비율이,

높은 점 어구 선택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수어획종들이 어획되고 있는 점 등이 전반적,

으로 어업위험도지수 를 다소 높게 나타내게 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FRI)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목표별 위험도지수에 의한 자원평가 방법은 많은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대상어종 어업 및 생태계의 현 상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수산자원,

회복 및 자원관리 정책수립 등에 있어 중요한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각 목표별 위험도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사회경제,

학적인 요인 등 많은 정보가 요구되므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보완하기 위한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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