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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남해안의 남해도 남단에 위치한 앵

강만은 남북방향 길이 약 7.7km, 만 입구 약

4.8km로, 660m미만의 산에 둘러싸여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의 소규모 내만이다. 대조차는 약

2.8m로 (KHOA, 2010) 남쪽으로 외해와 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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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lucidate the mechanism of fishing condition variation of anchovy in the set net fisheries of

Anggang Bay, the monthly catch of anchovy was analyzed and examined based on the data acquired from 2006

to 2010 in 13 different fishing grounds. Anchovy consistently appeared from April to December and reached

the production of 840 to 1,424 t (average : 1,228 t), with a big annual variation. However, anchovy production

in this area accounts for approximately 75% of the production by set net in Anggang Bay whereas it holds

6.8% of the nationwide production (〓18,034 t) by set net. The school of anchovy starts to appear in April at

the west mouth of the bay and move north-eastward. Afterward, having three of clockwise turns in the middle

of the bay, they scatter to swim into the deep place of the bay and finally go out to turn back to their coming

way. These behaviors of anchovy are likely related to thermal fronts as well as distributions of food. The

production of anchovy (y, kg) relied greatly on frequencies of effective northeasterly (x1) or northwesterly (x2)

wind (≤3.5m/s) which blow between April and June. Their relationships are as follows: y〓1086.27＋

21.499x1－15.16x2 (r〓0.901). Consequently, we concluded that the northeasterly wind, which appears in the

breeding season of spring, played a role to retard the movement of anchovy school to the eastern sea, while the

northwesterly wind inhibits the invasion of anchovy school into the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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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심이 약 10－20m인 천해이다 (Fig. 1). 일반

적으로 육지에 둘러싸인 내만은 외해의 파도와

같은 물리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을 뿐 아

니라 영양염이 풍부하여 수산자원생물의 서식

처 및 산란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Rho et

al., 2004). 이 만은 현재 소규모의 가두리 양식장

이외에 정치망 13개가 산재하여 있으며 (Fig. 1),

주변 가까이에 공장 및 인구 밀집지역이 없으므

로 남해안에서 점차 증가하는 유기오염의 영향

이 적어, 연안어업이 크게 쇠퇴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1938년 이후 천혜의 정치망 어장역으로 이

용되어 오고 있다 (E-dong Myun, 2008). 그러나

최근 앵강만은 인근지역의 토사 준설과 기선권

현망의 강도 높은 어획 등이 이루어지면서 멸치

생산량의 변동이 나타나 정치망 어업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곳 정치망 어장역에서 대량으로 어획

되는 멸치 (Engraulis Japonica)는 연안성, 표층

회유성, 난류성 어족으로서, 대마난류 세력의 확

장과 함께 남해 연안쪽으로 접안 회유하여 대략

4월부터 산란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ang et al., 1980). 우리나라 멸치의 연평균 생

산량은 2006년에 26.5만톤으로 연근해 어획물

총 생산량 111만톤의 약 24%를 차지하는 주요

어종이며, 2000년대 초반에도 역시 19.7만톤－

27.4만톤 까지 그 변동이 크다 (KFA, 2008). 이

멸치의 생산은 약 56% 내외가 기선권현망어업

으로, 나머지가 정치망과 유자망 및 부망어업 등

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총생산량 중 약 75%가

남해 중동부에서 어획되고 있다 (Park and Lee,

1991; NFRDI, 2010). 

멸치에 관한 연구는 남해안 멸치의 난치자 분

포 및 초기성장 (Lim and Ok, 1977; Kim and Kim,

1993), 해황과 어황변동에 관한 연구 (Park and

Lee, 1991; Park et al., 2004)), 회유에 관한 연구

(Chang et al., 1980), 자원생물학적 연구 (Park

and Lim, 1965; Cha, 1990; Cha and Park, 1994), 멸

치 자원의 분포 특성 (Park et al., 1996) 등이 있

다. 또한 인접지역의 경우, 앵강만 남쪽으로 인

접한 여수연안에서 정치망어장의 개별 환경요

인과 멸치 어황변동에 관한 연구 (Joo, 1994; Joo

et al., 1998; Kim and Rho, 1996; 1994)와 남해도의

미조해역 (Cha, 2009a) 및 양화금해역 (Lee et al.,

1988)의 어획량 변동 특성 연구 등 다수 있으나,

앵강만에서의 연구는 바다목장화 연구 모델지

역 선정과 관련한 해양생태학적 연구 (KORDI,

1996)와 조하대에서의 저서동물 군집 연구 (Lim

et al., 1999), 계절별 해황분포 특성 연구 (Lee

and Han, 2011)가 있을 뿐, 상기 만내에서 중요한

이들 정치망 어장의 기본적인 어황과 해황에 관

한 보고가 거의 없으며, 특히 만 전체를 대상으

로 산재한 정치망 어장역의 어황변동 특성에 관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앵강만 정치망어업의 멸치

생산량 변동기구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

으로, 앵강만에 산재한 정치망 어장별 멸치의 어

획량을 분석하고 그 변동 특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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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spatial distribution of set net (box)

and bathymetry (in meter) of Anggang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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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앵강만내 13개 정치망 어장 (Fig. 1)의 어획량

및 그 변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산량 조사

는 계통판매율이 약 98%이상으로 비교적 신뢰

가능한 최근 5개년간 (2006년－2010년) 6개 해

당 수협 (남해군수협, 삼천포수협, 여수수협, 경

남정치망수협, 부산남포동수협, 중앙수협) 위탁

판매 실적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

장을 수시 방문하여 각 어업자별 조업실태와 생

산량 확인을 거쳐 유통과정 중 누락사항을 보완

하여 어장별 어획 자료를 정리하였다. 여기서 상

기한 수협에 위탁 판매한 건멸치 중량은 멸치의

평균 수율 약 21% (KSA, 1996)를 적용하여 생멸

치 생산량으로 환산하고, 어장별 생산량 변동사

항은 연도별, 월별로 정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도별로 월별 멸치 다획 중심 (10%이

상 어획한 어장)역을 분석하여 멸치 어군의 앵

강만 출입 실태와 잔류행동을 살피고, 어황에 크

게 관여하는 봄철 산란기 (Ricker, 1954; Nakata,

1991; Lee et al., 2009) 4월부터 7월까지의 수온

그리고 먹이감 형성과 관계가 있는 인자로서 강

우량과 유효풍 (저층까지 해수혼합을 일으킬수

있는 바람)일수 (Lee, 1993)를 검토하여 어황변

동 실태를 검토하였다. 여기서 수온은 앵강만 인

근의 남해군 상주리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종묘 배양장이 매일 측정한 값을, 강우량 및 바

람 자료는 가까운 여수 기상대에서 관측한 일별

자료 (KMA, 2006－2010)를 이용하였다. 유효풍

(W, m/s)의 크기는 Pond and Pickard (1983)의 방

법에 따라

W〓D sinq/4.3 (1)

로 구하였다. 여기서 D는 앵강만의 수심 20m, q

는 위도 35。N를 적용하여 유효풍 약 3.5m/s를 얻

었다.

앵강만의 13개 정치망 어장은 모두 소대망으

로 그 형태가 Fig. 2와 같으며, 어구 의 대부분이

평균길이 약 130m, 너비 약 40m이고, 설치수심

은 약 10m내외 이다. 

결과 및 고찰
어업실태와 연도별 어장별 멸치 생산 특성

앵강만 정치망 어장의 어기는 일반적으로 4월

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다. 조업은 보통 오전 7

시－8시경에 어장에 도착하면 인력으로 헛통의

얽음장부터 들어 올려 어군을 어포부에 모은 후

쪽대로 떠서 어획한다. 입망일수는 연간 210－

270일이나, 조업일수는 180－240일 인 것으로

나타나 KMI (2009)가 조사한 소대망의 평균 조

업일수 205－208일과 유사하다고 사료된다. 

앵강만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치망의

어업생산량은 Table 1과 같았다. 연간 어획량은

약 1,097톤에서 2,393톤까지 연변동이 심하며 평

균 1,643톤이다. 어획어종은 연중 약 60여종이

나타나며, 그 중 최다 어획어종이 멸치로서 어기

중 지속적으로 출현한다 (Fig. 4). 정치망 어획량

중 멸치의 어획 비율은 해에 따라 59.5－84.0%

로 크게 달랐으며, 평균치가 전체 어획량의 약

75%를 차지한다. 앵강만의 멸치 평균생산량은

약 1,228톤 (94.5톤/어장)으로 전국 정치망 생산

량 18,034톤 (NFDRI, 2010)의 약 6.8% 수준이다.

멸치 풍어를 보인 2008년에는 약 1,424톤을, 흉

어를 보인 2009년에는 약 840톤을 생산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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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ecification of set-net gear in Anggang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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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치가 584톤으로 컸다. 이와 같은 연도별 변

동 양상은 전국 정치망 멸치 생산량과 비교하면

2006년도를 제외하고 거의 유사하다 (Table 1).

2006년도 전국 정치망 생산량이 이례적으로 큰

것은 2007년도 이후와 달리 정치망 어업 면허건

수의 변동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MOMAF,

2002). 상기한 앵강만 정치망의 멸치 어획비와

생산량은 국내 정치망어업의 멸치 어획비가

30%미만 (Chang et al., 1987)인 것과 인근 해역

의 경우 여수가 20%내외에 0.5톤/어장 (Hwang

et al., 2006)인 것, 남해도의 미조와 양화금이 각

각 15%에 10.3톤/어장 (Cha, 2009a)이고 47%미

만에 67톤/어장 (Lee et al., 1988)인 것, 거제도의

능포가 11%에 29톤/어장인 것 (Cha, 2009b)에 비

하면 매우 큰 특징을 보인다.

한편, 앵강만내 정치망어장의 공간적 생산특

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년의 어장별 생산 실태

와 풍어년 및 흉어년의 해역별 생산 양상을 나타

낸 것이 Fig. 3이다. 

연간 생산량 크기가 달라도 생산이 큰 곳과 작

은 곳, 멸치 어획비가 큰 곳과 작은 곳이 어장별

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풍어년이나 흉어년이

나 생산량이 큰 어장은 항상 만내 서부 (Fig. 1의

N1)와 만구부 (N9－N13)를 제외한 만 중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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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nual catch of set net fisheries in Anggang bay

(*Data from NFRDI, 2010)

Year
Catch (kg) in Anggang Bay Catch rate of

anchovy
(A/A+B, %)

*Anchovy
catch of set -net in

Korea (M/T)Total (A+B) Anchovy (A) Others (B)

2006

2007

2008

2009

2010

Mean

1,605,814

1,602,187

2,392,982

1,097,439

1,516,489

1,642,983

1,337,149

1,262,631

1,423,954

840,112

1,274,251

1,227,619

268,665

339,556

969,028

257,327

242,238

415,364

83.3

78.8

59.5

76.6

84.0

74.7

30,699

15,728

17,617

9,331

16,797

18,034

Fig. 3. Spatial distributions of annual catch of set net in Anggang bay (left; year of mean catch, mid.; year of rich catch,

right; year of poor catch). The sizes of pie charts and percentages in figure represent the relative catches and the catch

rates of anchovy compared with the total catches of set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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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며, 그 중 특히 큰 생산을 보이는 곳이 북

동쪽 (N4)이다. 또한, 만구부에서는 동쪽 (N13)

보다 서쪽 (N9)에서 생산량이 큰 경향이다. 그리

고 해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만내쪽에 가까운 어

장일수록 만구쪽 어장보다 멸치 어획비가 언제

나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어장별

차이는 일반적으로 만내로 출입하는 어류의 어

군 행동 (어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며

(Lee et al., 1988), 어도의 형성은 Rho et al. (2004)

가 제시한 바와 같이 해역내의 해수유동이나 수

온전선, 멸치의 먹이감 분포 등 해황 특성과 아

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계절별 어장별 멸치 어획 실태와 어군 행동

앵강만으로 출입하는 멸치어군과 만내에 잔

류한 어군의 행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6

년부터 2010년까지 월별로 어장별 멸치 어획 실

태를 살핀 것이 Fig. 4이다. 

어장별 월별 어획량 값은 모두 상대적 면적 크

기로 환산하여 나타내었으며, 월별 어획량 중

10% 이상 많은 어획을 보인 어장을 구분한 뒤 전

후의 상황을 참작하여 어군 행동을 화살표로 표

시하였다 (Fig. 4). 멸치는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

적으로 출현하였으며, 주어획기가 봄 어기는 5월

부터 7월까지, 가을 어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인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을 어기 (9월－

11월)의 평균어획량은 495.9천톤으로 봄철 어기

(5월－7월)의 평균어획량 471.6천톤보다 크다.

이와 같은 양상은 생산량이 많은 어장일수록 뚜

렷하게 보여진다. 인근지역의 멸치 출현을 살펴

보면 앵강만의 남쪽 외해에 위치해 대마난류 계

열수에 머물던 멸치 어군이 북상하면 먼저 도착

한다고 생각되는 여수 (돌산도 임포어장)가 4월

부터 7월사이에만 주로 나타나고 (Hwang et al.,

2006), 인접한 미조해역이 어기가 앵강만과 같지

만 어획량이 10.3톤/어장으로 매우 적다 (Cha,

2009a). 그렇다면 앵강만의 멸치 출현 양상은 인

근 지역과 비교 할 때 연중 지속적으로 대량 출현

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사료된다.

한편, 잡히는 멸치의 크기는 본 연구 과정에서

신뢰 가능한 조사와 집계가 이루어 지지 못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할 수 없으나 계절에 따라

1.5cm가량 부터 12cm내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며, 같은 계절 에도 어장에 따라 그 크기별 어획

비가 다른 것이 관찰된다. 이것은 봄 산란군, 봄

산란후 성장한 치어군, 가을 산란군, 가을 산란

후 성장한 치어군 등이 모두 그때 그때 앵강만으

로 유입 하거나 잔류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

한다. 

그리고 어군이 만구 가까이 접근한 시기와 장

소는 해마다 조금 달랐으나 대체로 4월부터 10

월까지 만구 서쪽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어군의

만구 유출행동은 11월 이후에 만구 서쪽으로 향

하는 경향이 잦다. 앵강만으로 출입하는 어군과

만내에 잔류한 멸치어군의 행동은 이렇게 계절

별 어장별 멸치어획 실태 (Fig. 4)를 종합하면 대

략 Fig. 5와 같다고 사료된다. 즉, 4월부터 만구

서쪽에서 나타나 북동진하며, 만 중앙부에서는

시계방향으로 3회 가량 회전한 뒤 만내 깊숙한

곳까지 분산 유영하고 11월 이후에 유입한 방향

으로 되돌아 나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풍어를 이

룬 2008년의 경우, 봄철 어군의 진입이 평년과

달리 만의 서부 해안을 따라 아주 천천히 북향하

는 특징을 보였다. 

멸치 어군의 이러한 만내 출입 행동은 앵강만

에서 과거에 Lee and Han (2011)이 조사하여 보

고한 수온분포도 (Fig. 6)가 잘 뒷받침하는 것 같

다. 즉, 봄철 (Fig. 6a)의 밀물때 대량의 외해수

진입으로 앵강만의 만구 서쪽에서부터 북동쪽

방향으로 수온전선이 형성되어 나타나며 수온

약층이 수심 5m 내외까지 얕아지므로, 앵강만

에 근접한 멸치어군이 농밀하게 되어 만구의 서

쪽에서 이 표층의 수온전선을 따라 만내로 북동

진하며, 하계 (Fig. 6b)에는 만내 전역의 균질화

한 고수온 분포와 깊어진 수온약층 때문에 어군

이 분산되기 쉬운 해황구조를 보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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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actual catch of anchovy of set net fishing grounds in Anggang bay from 2006 to 2010. The circles and

numerals in figures indicate the catches of anchovy are more then 10 percents and arrows describe the assumed

behaviour of the fish population.

2006 yr. 2007 yr. 2008 yr. 2009 yr. 2010 yr. Mean



그리고 가을 (Fig. 6c)에 만내에서 부터 수온 하

강이 나타나므로 멸치 어군이 고온 수역을 향하

여 Fig. 6c의 화살표 방향으로 유출한다고 사료

된다. 

멸치의 서식수온은 8－30。C (최적수온;13－

23。C)이고, 산란수온은 15－24。C (최적수온;17

－22。C)이며 주분포수층은 0－25m로 (Kim and

Choi, 1988), 주산란시기가 5월부터 7월이며

(NFRDI, 2010), 멸치의 주요 먹이감은 요각류

(Park and Cha, 1995)이다. 멸치 기선권현망어업

은 수온전선이 연안측 가까이에서 형성될 때 어

황이 좋았으며, 최성어기인 8월에 수온약층이

20－22。C의 수온대를 중심으로 10－20m 이내

–65–

앵강만 정치망 어장의 멸치 어황변동 특성

Fig. 6. Horizontal and vertical distributions of water temperature at the flood and the ebb in Anggang bay in May (a),

July (b) and November (c) (After Lee and Han, 2011).

Fig. 5. An outline of the migrating course of the anchovy

shoal in Anggang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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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층에 조밀하게 형성될 때 좋은 어장이 형성

된다 (Park and Lee, 1991). 또한, 경북의 정치망

어업은 난류세력이 강하고 한·난류간 수온전

선이 연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 될 때 호

황을 나타내며 (Hong and Lee, 1995), 여수연안

정치망어장에서는 전어종의 적수온 범위가 13.5

－24.5。C라고 하였다 (Kim and Rho, 1996). 이러

한 수온은 특히 어류의 출현 및 분포 행동에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망어업은 적

극적으로 어군을 쫒아서 조업하는 운용어법과

는 달리 연안으로 내유해 오는 어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어업이므로 (Chang et al., 1987)

지리적 여건과 지역적 특성이 해황의 변동과 더

불어 내유하는 어군의 접근과 이동에 직접적으

로 작용하게 된다 (Lee et al., 1988). 따라서 어획

량은 근본적으로 내만의 정치망 쪽으로 대량의

어군이 얼마나 내유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어군 행동을 유인 및 제어하는 환경요소와

함께 치자어 성육 환경에 필요한 먹이감 규모가

크게 좌우하리라고 사료된다. 

봄철 멸치 산란기의 환경과 어획량 변동

수산자원의 연간생산량은 주로 그 해의 산란

량과 자원 가입량에 의해 결정되고 (Ricker,

1954), 가입량은 해당 해역의 해양물리적 환경

요인과 먹이관련 초기 발육단계의 생잔율에 의

해 결정된다 (Nakata, 1991). 봄철 해양환경의 변

화는 한국 남해 연안에 서식하는 멸치의 산란수

에 영향을 주며 (Kim and Kang, 1992), 봄철 산란

된 멸치난과 치어의 분포는 쓰시마난류 세력과

연안수 사이에 형성되는 전선역의 영향을 받는

다 (Kim, 1983; Choo and Kim, 1998). 그리고 발

생후 자어기를 거쳐 7월부터 2－5cm 크기 이상

의 치어와 미성어로 성장하여 남해 연안 어장에

가입된다 (Kim, 1992). 따라서 7월이후 어획되는

멸치는 이른 봄에 산란 성장된 개체들로서 (Park

and Lee, 1991) 산란장의 해양환경 변화와 자치

어 생잔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Choo and Kim,

1998)고 할 수 있다. 한편, 8월에는 고수온 및 난

류세력의 확장에 따라 산란을 마친 멸치 대형군

이 동해 및 서해 연안측으로 북상회유가 활발하

게 이루어져서 서해와 동해 중부 까지 이동 분포

한다 (Chang et al., 1980). 또한, 멸치의 어획량은

해표면 부근의 수온변화에 큰 영향을 받으며

(Park and Lee, 1991), Kim (1992)은 자어기 이후

에 먹이생물 분포밀도가 높을 때 어군의 밀도 분

포가 높았다고 하였다.

앞에서 풍어가 있었던 2008년에 봄철 어군의

만내 진입이 평년의 북동진하는 양상과 달리 아

주 천천히 북향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렇게 이

시기에 느리게 북향 진입한 이유를 살피고 왜 어

획량이 많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5년간

(2006년－2010년) 봄철 산란기 (4월부터 7월까

지)의 월 평균 수온치 그리고 어군 유인 또는 먹

이감 발생과 관련이 깊은 강우량과 유효풍 일수

를 나타낸 것이 Table 2이다. 

조사기간 중 4월의 월평균수온 값은 11.77－

13.57。C였다. 이때 멸치 어획량은 11.77。C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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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pproach conditions of anchovy shoal and environmental elements of spring spawning season from April to July

in Anggang bay

Year

Months

of

approach 

Entry direction

of

fish shoal

Monthly mean

temperature (。C)

(Apr.-Jul.)

Precipitation

(mm)

Days over the effective wind speed  

NNE-E SSW-W WNW-N ESE-S Total

2006

2007

2008

2009

2010

4,5,7

5,6

5

4,5,7

5,6,7

NW

NW

N  

NW

NW

12.20∼21.72

12.99∼22.99

13.37∼24.49

13.57∼22.14

11.77∼23.88

1172.1

626.2

614.6

936.9

845.8

18

14

24

8

14

26

22

17

27

21

12

16

6

20

10

1

2

0

0

1

57

54

47

55

46



온을 보인 2010년에 3.8톤으로 고온을 보인 다른

해에 비하여 매우 적게 나타났지만, 112.2톤을

생산한 2007년은 월평균 수온이 12.99。C로서 더

높은 수온치를 보인 2008년 (92.6톤)과 2009년

(39.3톤)보다 훨씬 많았다 (Fig. 4). 이는 수온이

멸치 출현과 깊은 관련은 있지만 대량의 어군 진

입을 의미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봄

철 산란기 (4월부터 7월까지)의 강우량은 614.6

－1,172.1mm로, 연중강우량 959.8－1,733.1mm

(KMA, 2006－2010)의 43.3－75.1%가 내렸다.

풍어를 이룬 2008년 강우량은 614.6mm로 다른

해에 비하여 가장 적은 강우량을 나타낸 반면,

흉어를 이룬 2009년은 936.9mm로 보통의 작황

을 보인 해 보다 많거나 더 적었다. 이로 보아 강

우량은 일반적으로 먹이감 형성에 크게 관여하

는 인자이기는 하나, 본 연구 해역의 경우 이 시

기에 언제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강우량을 보여

생산량을 좌우할 인자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시

사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역시 먹이감 공급을 주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유효풍의 총 일수는 (1)식으로 구한 결

과, 봄철 산란기 약 120일 중 46－57일로 많은 편

이고, 연도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즉, 풍어를 이

룬 2008년에 47일로 작았던 반면, 흉어를 이룬

2009년에 55일로 크게 나타나 어떤 상관성을 찾

기가 어렵다. 이것은 강우량 처럼 먹이감 공급인

자이기는 하나, 본 해역의 경우 이 시기에 만족

할 만한 수준의 유효풍을 보여 생산량 변동을 좌

우할 인자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사

료된다. 그러나 이 시기 남해의 연안수와 외해의

대마난류수 세력이 모두 북동－동쪽으로 수송

되는 것 (Choo, 2002)과 남해안의 지형적 요인을

고려하여 풍계를 검토한 결과, 탁월풍계가 남서

풍 (SSW－W)계열이었지만 남해안 어군의 동해

안쪽 북상 이동억제 유도가 가능한 풍계는 북동

풍 (NNE－E)계열이며, 반대로 어군의 만내 진

입을 방해하는 풍계는 북서풍 (WNW－N)계열

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북동풍계열과

북서풍계열의 유효풍 일수를 구하면 Table 2와

같이 봄철 산란기에 각각 8－24일과 6－20일로

나타난다. 여기서 이들 각각에 대한 생산량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것이 Fig. 7이다.

Fig. 7은 북동풍계열의 유효풍일수가 많아지

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북서

풍계열의 유효풍일수가 많을수록 생산량이 감

소하는 양상이 잘 나타난다. 즉, 북동풍계열의

유효풍일수 (x1)와 생산량 (y, kg)의 관계는 y 〓

697.83＋33.96x1 (r〓0.89) 이며, 북서풍계열의

유효풍일수 (x2)와 생산량 (y, kg)의 관계는 y 〓

1691.2－36.219x2 (r〓0.87) 이다. Kim and Kim

(1993)은 발생이 진행됨에 따라 난과 자어의 분

포 중심역이 6월에 남해도 주변에서 7, 8월에 거

제도 동부로 점차 이동하는 경향을 살폈고 ,

Chang et al. (1980)은 8월에 멸치어군이 수온상

승 및 난류세력의 확장으로 동해연안측으로 북

상회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한편,

Choo and Kim (1998)은 남해 연안에서 난·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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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ships between days over the effective wind

speed and anchovy catchs of set net in Anggang bay from

2006 to 2010. A and B denote with the wind NEN-E

component and the wind WNW-N componen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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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와 관련하여 warm streamer의 연안 유입

이 강할 때는 국지적인 풍계가 연안의 평균적 유

동구조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

나, Kim and Kim (1993)은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

의 연안역에서 바람의 방향 및 세기가 난과 자어

의 수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한바 있다.

이것은 봄철 북동계열 바람에 의한 남해안 어군

의 동해안쪽 북상 이동억제가 이 시기에 고수온

화에 따라 나타나는 멸치어군의 빠른 북상 및 확

장 행동을 늦추어 남해안에 장시간 체류시키게

하여서 결국 앵강만 어장 가까이 더 많은 어군이

접근 할 가능성을 높혀 주며, 동시에 어군이 접

근했을 때 북서계열 바람이 적어야 앵강만으로

어군의 북상 진입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앵강만 정치망 어업의 연도별 멸치 생

산량 (y, kg)은 어군의 앵강만 진입을 가능케 하

는 북동풍계열의 유효풍일수 (x1)와 북서풍계열

의 유효풍일수 (x2)간의 중상관 관계를 구한 결

과, y〓1086.27＋21.499x1－15.161x2가 얻어지며

중상관계수 r〓0.901 이었다. 이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도별 멸치생산량과 윗식으로 구한 생

산량을 비교한 것이 Fig. 8 이다. 계산치 (그림 중

실선)는 거의 실측치 (그림 중 점선)와 일치하며

윗식은 F검정 결과 95%수준까지 유의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일반적으로 만내 정치망어업 생산량이 많아

질 기회는 만내로 유입한 어군 (산란군 포함)의

규모와 만내에서 산란후 성장하여 가입한 어군

의 규모가 결정한다 (Kim and Kim, 1986; Lee et

al., 2009). 앞에서 봄철 어기의 생산량보다 가을

어기의 생산량이 더 많았지만 앵강만의 정치망

멸치 생산량은 기본적으로 봄철에 만내로 유입

한 산란군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 같다.

여기서 어군의 만내 진입은 근본적으로 바람

(유효풍계)의 영향에 따라 제어 또는 결정된다

고 사료되며, 만내 진입 산란군으로부터 발생하

여 성장한 가입 어군의 규모가 산란기의 먹이감

규모에 따라 자치어의 성장환경으로 크게 좌우

하리라고 생각된다. 먹이감 공급기구는 강우량

이외에도 강한 바람 (Lee, 1993)이 저층 교란 현

상을 일으키어 저층의 풍부한 영양염류를 표층

으로 공급하므로 광합성에 의한 기초생산력을

높혀 먹이생물이 많아지는 역할을 한다 (Rho et

al., 2004). 그리고 이로 인하여 생성된 풍부한 먹

이가 산란후 자치어의 생존율과 성장율을 높혀

연중 지속적으로 어업생산량을 크게 하는데 기

여한다고 추정된다 (Kim, 2003). 한편, 앵강만에

서 북동계열의 바람이 남해안 어군의 동해안쪽

북상 이동을 늦추게 하고 북서계열의 바람이 어

군의 만내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컷다. 이 효

과 때문에 북동계열 바람이 아주 많고 북서계열

바람이 매우 적었던 2008년은 봄철에 대량의 멸

치어군 (산란군 포함)이 천천히 만내 북상 진입

이 가능하였고 이 산란군으로부터 만내에서 발

생하여 성장한 가입어군의 규모가 커져 풍어를

이루었으며, 반대로 북동계열 바람이 적고 북서

계열 바람이 컸던 2009년은 흉어를 보였다고 사

료되었다. Kim (2003)에 의하면 소형 표층어류

인 멸치는 주로 플랑크톤 식성이며 군집을 이루

는 성향이 강하고 풍도가 높으며, 이들이 일생동

안 서식하는 해양의 표층은 기상의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해양의 생산력 변화가 심한 종류이다.

Ko et al. (2010)은 흉어년이었던 2009년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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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도 주변해역에서 난 자치어 밀도가 가장 낮

게 출현했음을 보고한 바가 있는데 이는 국지성

강우때문에 섬진강 및 주변 하천수의 유입이 나

타나 확장되는 연안수를 따라 외해역 및 동부해

역으로 이동되었다고 했다. Kim and Rho (1994)

역시 섬진강 하구에 위치한 여수 연안 돌산도 동

부해역에 2－10cm/s의 남동 방향 항류가 있다고

했지만, Cha and Park (1994)은 섬진강 입구에 위

치한 광양만에서 출현한 자치어 중 멸치 자치어

가 34.5%를 차지하였으며 6월에 최대 출현량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강우량 (Table

2)은 2009년보다 2006년에 더 많았지만 오히려

멸치 생산량이 컸다. 그렇다면 이것은 강우량 이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앵강만 정치망의 멸치생산량은 봄철

멸치 산란기 (4월부터 7월)에 나타나는 북동계

열과 북서계열의 유효풍 출현일수가 아주 크게

좌우했다고 판단 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봄철

멸치 산란기에 유효풍 출현일수를 확인하므로

서 적어도 당해년 8월경에 그 해의 멸치 생산량

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바람이 남

해안에서 멸치 자원량 분포 및 생산량 결정에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사료된다. 한편,

봄철보다 더 많은 가을 어획량을 보인 앵강만에

서 봄철 산란기의 이러한 해양 환경만으로 연간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봄철에 만내로

유입한 멸치 어군의 규모 이외에 산란후 발생하

여 성장 가입한 어군의 크기와 가을 어군 (산란

군)의 존재와 관련이 큰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

로 추후 이들에 대한 메카니즘을 구체적으로 살

펴 보기 위하여 앵강만에 내유한 봄철 멸치 산란

군의 산란행동과 가입 어군의 크기, 가을 산란군

의 출현 등을 만내 먹이감 분포와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결    론
앵강만에서 정치망어업의 멸치생산량 변동기

구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2006년부

터 2010년까지 만내에 산재한 13개 정치망 어장

별 월별 멸치의 어획량을 분석하고 그 변동 특성

을 살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어기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약 60여종이 어획

되며, 그 중 멸치가 연중 출현하여 정치망 어획

량의 약 75%를 차지한다. 멸치 생산량은 평균

1,228톤으로서 전국 정치망 생산량 18,034톤의

6.8% 수준이며, 풍어를 보인 2008년에 약 1,424

톤을, 흉어를 보인 2009년에 약 840톤을 생산하

여 그 변동치가 584톤으로 컸다.

멸치 어군은 4월부터 만구 서쪽에서 나타나

북동진하며, 만 중앙부에서는 시계방향으로 3회

가량 회전한 뒤 만내 깊숙한 곳까지 분산 유영하

며 11월 이후 유입한 방향으로 되돌아 나간다.

이러한 유영 행동은 만내에서 보여지는 수온전

선 (수온구조)과 먹이감 분포에 따라 나타난다

고 생각된다.

앵강만은 봄철 멸치 산란기에 북동계열의 바

람이 남해안 어군의 동해안쪽 북상 이동을 늦추

게 하고 북서계열의 바람이 어군의 만내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북동계열 바람이 아주 많

고 북서계열 바람이 매우 적었던 2008년 봄철에

대량의 멸치어군 (산란군 포함)이 천천히 만내

북상 진입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산란군

에 의하여 만내에서 발생 성장하여 가입한 어군

의 규모가 커져 풍어를 이룬 반면, 북동계열 바

람이 적고 북서계열 바람이 많았던 2009년에 반

대로 흉어를 보였다고 사료되었다. 이로 보아 앵

강만 정치망의 멸치생산량 (y, kg)은 봄철 멸치

산란기 (4월부터 7월)에 나타나는 북동계열 (x1)

과 북서계열 (x2)의 유효풍 출현일수가 아주 크

게 좌우한다고 판단 되었다. 그 중상관 관계는 y

〓1086.27＋21.499x1－15.161x2 (r〓0.90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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