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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in the South Sea of Korea using the RCP scenarios. Based on the vulnerability defined by IPCC,

the indicator-based method was applied. Exposure indicator was calculated through weighted sum of the sea

temperature and salinity forecasted by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and the weights were

obtained from the time-space distribution of each fisheries. Sensitivity indicator was determined by

applying the catch proportion of fisheries to the sensitivity of fish species. The adaptive capacity was

measured by survey of fisheries which represent the ability of the fishermen well. As a result of

summarizing the above indicators, vulnerability of coastal fisheries is higher than offshore fisheries. This

shows that measures against coastal fisheries are needed. In addition, the results of each scenario are

somewhat different, so it is considered that accurate prediction of climate change is important for adapt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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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라 야기되는 지구적 범

위의 제반 변화를 포괄한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겠지만 특

히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수산업은 이러한 기후변화

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Jung et al. (2014)에 따

르면 수온 상승으로 인해 방어, 삼치, 참다랑어 등 대형 부

어(浮魚)류와 살오징어의 어장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종의 분포뿐만 아니라 강수량 변화에 따른 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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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유해생물 출현 증가 등으로 수산물 생산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Cochrane et al. 2009;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2014). 이러한 변화의 크기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변화의 방향은 IPCC (2014)를 비롯한 여러 연

구에 의해 드러나고 있으며 수산업과 그에 의존하는 어촌

지역, 그리고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 전체에 연쇄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등에서 수

산분야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

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면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고 판단된다.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11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여 수산분야를 비롯해 농업·산림분야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

하여 공표하도록 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그리고

2015년 12월 수립된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

2020)에서는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마련을 위

해 부문별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환경부 2015). 

그동안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취약성의 정의와 이를 측정하는 방

법이 다양하여 모든 분야와 상황에 적용되는 범용적인 방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고유한 특성, 취

약성 평가의 목적, 평가의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수산분야의 경우에

도 분석 대상이 어로어업인지, 양식어업인지, 아니면 지역

(어촌)인지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 방법이 달라진다. 그동

안 국내에서는 이 등 (2011)과 국립환경과학원 (2013)이

전국 또는 특정 시·군에 대해 지역 단위에서 평가하였지

만 어로어업이나 양식어업에 대해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

기 어렵다. 이는 지역 단위의 평가가 가용자료의 확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이들 연구에서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해안의 연근해어업을 예시

로 수산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

실제 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성

평가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남해안은 지역적으로 전라남도, 제주도, 경

상남도, 부산을 포괄하며 전체 연근해어업 생산의 약 70%

를 차지하는 핵심 어장으로, 이 지역에 대한 평가는 대표

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2장에서 기후변화 취

약성 평가 방법론을 선행연구와 함께 검토하고, 3장에서

연근해어업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

한다. 그리고 4장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

린다.

2. 연근해어업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방법

취약성 개념 및 평가 개요

기후변화 취약성(vulnerability)은 관련되는 정책적인 맥

락, 평가 목적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그 개념을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O’Brien et al. (2007)에 따르면 기후

변화 취약성은 결과 취약성(outcome vulnerability)과 맥락

취약성(contextual vulnerability)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시

스템의 취약성 인자로 미래의 기후변화 효과, 즉 경제적

또는 생물학적 순 영향(net impact)에 초점이 있다면 후자

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결정되는 민감성(susceptibility)

의 의미이다. IPCC (2001)는 기후변화 취약성을 기후변화

에 대한 노출(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적응능력

(adaptive capacity)의 함수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노출은 결과 취약성에, 민감도

와 적응능력은 맥락 취약성에 대응된다(FAO 2015). 취약

성에 대한 개념적 차이는 평가 방법론의 차이와도 밀접하

게 연결된다. 결과 취약성은 모델을 이용하여 수온 상승에

따른 어종의 분포 등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모델링 기반

(modelling-based)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 방법은 생물

물리 시스템에 초점이 있으며 용량-반응(dose-response)

논리에 기초하여 기후 변수의 충격을 전망하거나 모의실

험하는 것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범위를 다룬다. 이에

반해 맥락 취약성은 기후변화 취약성의 복합적인 인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심층적

인 조사에 의존하며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범위를 다룬다

(FAO 2015). 

그런데 이들 두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적용되는 것은 지표 기반(indicator-

based) 방법이다. 이 방법은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의 취약성 정의에 따라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대리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함으로써 두 가지

취약성 개념을 모두 취할 수 있고 기존의 통계 자료를 이

용하므로 실행하기가 쉽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Allison et al. (2009), Handisyde et al. (2006; 2017), Cinner

et al. (2012; 2013), Bell et al. (2011) 등 다수 연구가

IPCC의 취약성 정의를 이용한 지표 기반 방법으로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수산업의 취약성을 평가하였고, 이 등

(2011)이 국내 광역시도 단위에서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

였다. 

그러나 지표 기반 방법이 실행가능성은 높지만 지표 선

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므로 부적절한 지표가 사용

된 경우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수산업은 해양 공간을 기반으로 하고 기후변화의 영

향을 크게 받는 수산 생물이 산업의 생산물이므로, 이에

대한 현재와 미래 예측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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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얻기 쉽다. 예를 들어 어업인이 기후변화에 노

출된 정도를 반영하려면 어업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

라 해당 어업인이 조업하는 어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 국가 단위의 평가라면 해당 국가 인근 해

역 전체를 포괄한 정보로 충분하지만 국내의 지역 또는

어업의 평가는 어장에 대한 한층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

다. 또한 민감도는 해당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 생물이

기후변화에 민감한 정도가 핵심 지표로 반영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가 단위에서 평가한 국내외의 많은 취약성 평가

에서 수산 생물의 민감도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

리고 이 등 (2011)은 우리나라 수산업을 평가하면서 해양

의 예측 시나리오 부재로 과거의 수온 및 염분의 변화 추

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는데, 이 때문에 미래

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연근해어업의 취약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측면에

서 기존 연구를 개선하고자 한다. 

연근해어업 취약성 평가 방법

연근해어업의 기후변화 취약성(V)은 IPCC의 정의에 따

라 기후 노출(E), 민감도(S), 적응능력(AC)의 함수로 설정

하였다. 노출과 민감도의 합(E+S)이 잠재적 영향(potential

impact)이고 여기에서 적응능력을 차감하면 취약성이 된

다(IPCC 2001).

(1)

기후 노출 지표는 수온과 염분으로 구성되며 IPCC의

표준 시나리오인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

tration Pathways, RCP)를 적용하여 2016년부터 2100년까

지의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전망한 국립수산과학원

(2016)의 결과를 적용하였다. 해양산성화, 용존산소 등도

중요한 기후 노출 변수이지만 예측 값이 없어 제외하였다.

RCP 시나리오는 미래 온실가스 농도값을 설정하고 온실

가스 감축 노력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인 RCP2.6,

RCP4.5, RCP6.0, RCP8.5로 구분되는데 뒤의 수치는 산업

혁명(1750년) 이후 증가한 복사강제력의 크기를 뜻한다. 이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 (2016)은 온실가스 저감 없이 현

재 추세대로 배출되는 상황인 RCP8.5와 온실가스 저감이

상당히 실현되는 상황인 RCP4.5에 대해 예측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2016)의 예측 모형으로는 3차원 해수

유동모델인 ROMS(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가

이용되었고, 수치모델의 장기입력장을 생산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해역의 예측 성능이 우수하고 해상도가 뛰어

난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의 CESM(Community

Earth System Model) V.1 CAM5 모델 분석 결과를 이용

하여 초기장 및 경계장을 생산하였다. 모델 분석 결과,

RCP8.5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10년 이동평

균 기준 표층수온은 2100년에 약 4~5oC 내외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CP4.5 시나리오에서는 이보다 낮은 약

2~3oC 내외의 상승이 예상되었다(Fig. 1, 국립수산과학원

2016).

이들 노출 지표를 연근해어업의 각 업종에 대해 도출하

기 위해 김 등 (2016C)과 같이 수협어업정보통신본부가

보유한 남해안 연근해어선의 조업정보를 이용하여 시공간

의 가중치를 설정하고 여기에 시공간의 예측치를 적용하

여 시나리오별로 평균값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즉 2011~2015년 동안 각 업종이 월(i)·해구(j)별로 조업한

실적이 전체 실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wij)을 가중치로

삼아(Table 1) 월·해구별로 수온 및 염분의 각 전망 시점

(y)의 예측치를 적용하여 평균값( )을 구하였

다. 이 값은 수심별로도 다른데 자료가 제공되는 수심 범

위(0 m, 30 m, 50 m, 100 m) 중 각 업종이 주로 조업하는

대표 수심을 기준으로 하였다. 최종적인 노출 지표는 이러

한 방식을 적용하여 수온, 염분 각각에 대해 2016년 대비

취약성 평가 시점인 2030년, 2050년, 2100년의 수온 상

승분( ) 및 염분 변화분의 절댓값( )으로 도출하

였다. 

V f E S AC, ,( ) E S+( ) AC–= =

Tempij
y

 Saltij
y

,

Etemp

y
Esalt

y

source: NIFS (2016)

Fig. 1. Sea temperature fluctuation trend under the RCP8.5 and RCP4.5 by sea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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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감도 지표는 연근해어업의 각 업종이 어획하는 수산

생물의 민감도로 설정하였다. 수산 생물 민감도는 수산 생

물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정도를 나

타내는 지표로 각 업종의 어획 비중을 적용하여 업종별

값을 산정할 수 있다. 이는 생물학적인 지표이기도 하지만

어획량이 곧 업종의 경영과 직결되므로 경제적인 민감성

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다른 지표로 기후변화

에 의한 수산재난 위험도를 상정할 수 있으나, 미래 예측

자료가 부족하고 과거 피해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연근해

업종별로는 세분화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수산 생물의 민

감도는 김 등 (2016A)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김 등

(2016A)은 Pecl et al. (2014)의 Applied Ecological Risk

Assessment 방법을 원용하여 32개 주요 연근해 어종의 생

물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자원량(포란수, 성숙기간), 분포

(공간 범위), 생물특성(서식수온 범위, 환경변수와의 관계

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 다음 이를 종합하였는데(Table 2),

Etemp

y
Tempij

y
Tempij

2016

ij
∑–

ij
∑=

Esalt

y
Salt ij

y
Salt ij

2016

ij
∑–

ij
∑=

y 2030 2050 2100, ,=

Table 1. Example of space-time weight(Stow Net)

unit: %

i

j
1 2 3 4 5 6 7 8 9 10 11 12

221 1.18 1.30 0.89 1.55 0.68 0.10 0.16 0.22 1.09 1.71 1.20 2.14 

223 2.78 0.49 0.80 0.49 0.01 0.07 1.01 1.07 0.62 1.17 1.64 1.39 

222 1.57 1.09 1.46 1.34 0.20 0.15 0.23 0.10 0.75 1.46 1.65 1.42 

211 0.13 0.09 0.17 0.22 1.54 1.56 0.30 0.36 1.84 1.08 0.57 0.20 

193 0.00 0.02 0.04 0.06 1.33 2.83 1.69 1.38 0.04 0.13 0.00 0.00

210 0.15 0.02 0.29 0.20 1.40 0.42 0.12 0.11 0.56 1.64 1.33 0.85 

220 0.99 0.41 0.42 1.07 0.11 0.00 0.00 0.00 0.20 0.74 1.12 1.42 

203 0.00 0.00 0.03 0.04 1.26 1.50 1.04 1.21 0.75 0.20 0.02 0.01 

212 0.40 0.19 0.22 0.84 2.14 0.51 0.08 0.09 0.43 0.23 0.16 0.22 

202 0.02 0.03 0.12 0.18 0.96 0.51 0.11 0.12 0.20 0.70 0.26 0.07 

M M M M M M M M M M M M M

note: Listed in descending order

source: Kim et al. (2016A)

Fig. 2.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of major fish species in coastal and offshore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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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 대게, 아귀, 명태가 높았고, 살오징어, 꽃게, 멸치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Fig. 2).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연근해어업 k 업종의 수산 생

물의 민감도(Sk)는 각 어종의 민감도(Sl)를 업종의 어종별

생산량 비중(wkl)을 가중치로 평균한 값으로 산정하였다.

업종의 생산량 비중은 노출 지표와 같이 2011~2015년 연

근해어선의 조업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3)

적응능력 지표는 연근해어업 각 업종에 종사하는 어업

인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어업인의 인구사회

적인 특성(연령), 경험 및 교육 정도, 경영행태를 나타내는

생산자의 조직화 및 정보화, 소득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매

출규모 및 겸업정도를 종합하여 지표화하였다(Table 3).

이들 자료는 통계청이 5년마다 공표하는 전수조사인 어업

총조사에서 얻을 수 있다. 기준 연도는 가장 최근 조사 시

점인 2015년이며 각 세부 지표는 각 업종별로 평균한 값

이다. 연령을 제외한 모든 지표는 그 값이 클수록 적응능

력이 높은 것으로 산정되고 연령은 그 반대이다. 

이상의 세부 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면

각 업종에 대해 종합적인 취약성 평가 결과가 도출된다.

이때 두 가지 고려가 더 필요하다. 첫째는 세부 지표 값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에 중립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표준화하는 과정이다. 표준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존의 다수 연구에서는 표준정규분포로 표준화하는 z-

score 방법과 최댓값과 최솟값을 기준으로 0과 1 사이 값

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극단값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단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식 (4)에서 는 지표 i의 평

균이고, SDi는 지표 i의 표준편차를 뜻한다. 

(4)

그리고 기후 노출의 경우 표준화는 여러 시점에 걸쳐

한 번에 적용할 수도 있고 각 시점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

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시점간 비교보다는 시나리오간

연근해 업종의 취약성의 양상을 비교하고자 각 시점별로

표준화를 하였다. 장기로 갈수록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아

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Sk wklSl
l

∑=

Xi

z-score: Zi

Xi Xi–

SDi

--------------=

Table 2. Attributes, criteria and categories used to assess level of sensitivity of each species to climate change

Attribute Variable
Category

Low(1) Medium(2) High(3)

Abundance Fecundity-egg production >20,000 eggs per year 100−20,000 eggs per year <100 eggs per year

Average age at maturity ≤2 years 2−10 years >10 years

Distribution Latitudinal coverage of 

adult species

>20o latitude 10−20o latitude <10o latitude

Phenology Survivable range of water 

temperature

≥20oC 10−20oC <10oC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 volume and 

environmental variables

No apparent correlation 

to environmental variables

Weak(<0.5) correlation

to environmental variables

Strong(≥0.5) correlation 

to environmental variables

source: Kim et al. (2016A)

Table 3. Indicators of vulnerability assessment

Indicator Source Weight

Exposure 0.351

- Sea Temperature
NIFS (2016) 

0.267

- Salinity 0.084

Sensitivity 0.316

- Species Sensitivity Kim et al. (2016A) 0.316

Adaptive Capacity 0.334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2015 Survey of fisheries

0.062

- Experience & Education 0.094

- Organization & Information Utilization 0.097

- Income Stability (Sales, Business Diversity) 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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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지표 값을 시점간에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둘째는 각 지표의 가중치 선정이다. 각 지표가 기후변

화 취약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다르므로 임의로 선정

하거나 통계적인 방법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관련 전문가

조사를 통해 중요도를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는 김 등 (2016B)에서 수산업과 기후변화 관련 자연

과학·사회과학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3회의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Delphi) 방법으로 산

정한 값을 이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가중치는 기후 노출

0.351, 민감도 0.316, 적응능력 0.334이고, 기후 노출은 다

시 수온 0.267, 염분 0.084로, 적응능력은 연령 0.062, 경

험 및 교육 정도 0.094, 생산자의 조직화 및 정보화 0.097,

소득의 안정성 0.083으로 배분된다(Table 3). 한편 김 등

(2016B)과 비교하여 해수면 상승, 재해 위험도, 지역의 능

력 등의 세부 지표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세부 지

표의 가중치가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연근해어업 평가 대상 업종

연근해어업 평가 대상 업종은 남해안의 주요 근해 업종

14개와 연안 업종 6개로 모두 20개 업종이다. 2011~2015

년 기준 이들 업종의 조업횟수는 연간 56만 건에 달한다.

수산 생물 민감도가 산정되는 32개 어종의 어획량 비중은

66.5%이다(Table 4). 나머지 어종은 민감도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각 업종의 민감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3. 남해안 연근해어업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

기후 노출

연근해어업 20개 업종에 대한 기후 노출 지표로 수온과

염분에 대해 평가하였다. 수온은 2100년까지 장기에 걸쳐

RCP4.5보다 RCP8.5에서 평균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시점별로는 RCP4.5에서는

2050년까지 많이 상승했다가 2100년과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RCP8.5에서는 2050년까지는 완만했다가 2100년까

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물론 이는 특정 시

점의 횡단면을 살펴본 결과이므로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온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시점에 대한

자료를 모아 시계열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로도 시

나리오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근해연승, 서남해구외끌

이중형저인망, 연안복합, 대형선망 등은 RCP8.5에서보다

RCP4.5에서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 기후변화 시나리

오에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수온

상승에 많이 노출된 업종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RCP4.5에

서는 근해연승, 근해장어통발,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연안복합, 연안통발인 반면, RCP8.5에서는 기선권현망,

연간개량안강망, 연안들망, 연안선망, 연안자망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염분의 경우에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는데, RCP4.5에서는 2050년까지 변동폭이 크지 않다

가 2100년에 변동폭이 컸고, RCP8.5에서는 2050년까지

크게 변동했다가 2100년에는 변동폭이 다소 줄어드는 양

상을 보였다(Table 6). 그렇지만 업종별로 염분 변화에 노

출되는 정도는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연안개량안강망, 연

안들망, 연안선망, 연안자망 등 근해어업보다는 연안어업

이 크게 나타났고 근해어업 중에서는 기선권현망이 높았

는데, 다른 어업에 비해 연안이나 표층에서 조업하는 어업

이 염분 변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기후 노출은 수온의 가중치가 높

Table 4. Current status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for analysis

unit: time, M/T, %

Fishery

No. of 

fishing 

times

Catch 

Percentage 

of catches 

of species 

analyzed 

for 

sensitivity 

Stow Net 32,920 28,408 14.1

Long Line 54,463 9,447 85.7

Drift Gill Net 78,279 13,735 47.0

Eel Trap 15,172 6,963 99.2

Angling 15,269 3,937 93.5

Trap 17,865 5,717 58.5

Anchovy Trawl 29,691 27,714 95.3

Large Purse Seine 7,746 105,736 91.9

Large Otter Trawl 4,371 1,743 69.2

Medium Pair Bottom Trawl 4,218 2,581 40.5

Medium Danish Seine 20,589 6,785 48.7

Small Purse Seine 4,221 2,519 91.3

Large Pair Bottom Trawl 10,999 39,472 26.0

Large Danish Seine 21,758 7,960 44.2

Stow Net(coastal) 14,029 1,121 44.3

Lift Net(coastal) 1,335 311 80.0

Combo Fishery(coastal) 105,642 6,155 55.7

Purse Seines(coastal) 3,372 1,546 89.9

Drift Gill Net(coastal) 89,090 9,199 43.7

Trap(coastal) 29,951 2,262 54.2

Sum 560,981 283,311 66.5

note: Based on 2011-2015 average

sourc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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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sea temperature exposure 

unit: oC

Fishery 
RCP8.5 RCP4.5

2030 2050 2100 2030 2050 2100 

Stow Net 0.64 0.97 2.82 0.42 2.21 2.16

Long Line -0.03 0.42 1.47 1.47 2.74 2.52

Drift Gill Net 0.36 0.86 2.75 0.49 2.05 2.12

Eel Trap 0.49 0.71 2.27 0.86 2.33 2.39

Angling 0.46 0.90 3.08 0.39 1.75 1.97

Trap 0.56 0.60 2.74 0.72 1.80 2.04

Anchovy Trawl 1.45 1.88 4.50 -0.87 1.56 1.34

Large Purse Seine 0.00 0.33 1.79 1.01 2.35 2.24

Large Otter Trawl 0.53 0.99 2.46 0.74 2.05 2.20

Medium Pair Bottom Trawl 0.12 0.55 1.74 0.89 2.02 2.17

Medium Danish Seine 0.07 0.44 1.62 1.19 2.35 2.43

Small Purse Seine 0.39 0.35 2.34 0.49 1.88 1.82

Large Pair Bottom Trawl 0.40 0.74 2.00 0.80 2.06 2.10

Large Danish Seine 0.21 0.64 1.52 1.09 2.30 2.25

Stow Net(coastal) 1.00 1.32 3.88 -0.02 2.11 2.14

Lift Net(coastal) 1.79 2.35 5.18 -0.91 1.48 1.85

Combo Fishery(coastal) -0.05 0.68 1.85 1.03 2.77 2.44

Purse Seines(coastal) 1.47 1.81 4.62 -0.59 1.66 1.80

Drift Gill Net(coastal) 1.14 1.56 4.65 -0.19 1.49 1.92

Trap(coastal) 0.31 0.50 2.35 1.13 2.80 2.77

Table 6. Results of salinity exposure 

unit: psu

Fishery 
RCP8.5 RCP4.5

2030 2050 2100 2030 2050 2100 

Stow Net 0.08 0.14 0.05 0.02 0.05 0.24 

Long Line 0.06 0.08 0.02 0.09 0.15 0.10 

Drift Gill Net 0.08 0.10 0.07 0.06 0.03 0.20 

Eel Trap 0.05 0.07 0.00 0.01 0.02 0.17 

Angling 0.03 0.02 0.07 0.02 0.06 0.12 

Trap 0.01 0.06 0.01 0.01 0.08 0.20 

Anchovy Trawl 0.11 0.16 0.10 0.02 0.08 0.20 

Large Purse Seine 0.01 0.01 0.05 0.05 0.09 0.08 

Large Otter Trawl 0.00 0.02 0.02 0.02 0.02 0.09 

Medium Pair Bottom Trawl 0.01 0.02 0.05 0.02 0.04 0.08 

Medium Danish Seine 0.00 0.01 0.06 0.02 0.01 0.05 

Small Purse Seine 0.02 0.01 0.09 0.05 0.09 0.12 

Large Pair Bottom Trawl 0.03 0.05 0.02 0.01 0.05 0.13 

Large Danish Seine 0.02 0.03 0.05 0.03 0.01 0.08 

Stow Net(coastal) 0.11 0.20 0.11 0.00 0.07 0.31 

Lift Net(coastal) 0.08 0.37 0.27 0.18 0.09 0.28 

Combo Fishery(coastal) 0.02 0.03 0.07 0.05 0.00 0.09 

Purse Seines(coastal) 0.05 0.28 0.15 0.14 0.03 0.22 

Drift Gill Net(coastal) 0.10 0.27 0.19 0.22 0.06 0.28 

Trap(coastal) 0.02 0.03 0.05 0.04 0.01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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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exposure(standardized)

Fishery 
RCP8.5 RCP4.5

2030 2050 2100 2030 2050 2100 

Stow Net 0.211 -0.030 0.240 -0.236 0.192 0.309

Long Line -0.883 -0.867 -1.136 1.197 1.868 0.796

Drift Gill Net -0.283 -0.127 0.154 0.010 -0.214 0.102

Eel Trap -0.172 -0.570 -0.287 0.210 0.233 0.658

Angling -0.323 -0.079 0.017 -0.255 -0.598 -0.505

Trap -0.101 -0.673 -0.089 0.075 -0.336 -0.082

Anchovy Trawl 1.396 1.367 1.168 -1.668 -0.835 -1.817

Large Purse Seine -0.994 -0.898 -0.878 0.534 0.711 0.026

Large Otter Trawl -0.223 -0.106 -0.309 0.124 -0.244 -0.015

Medium Pair Bottom Trawl -0.811 -0.610 -0.835 0.277 -0.206 -0.162

Medium Danish Seine -0.903 -0.697 -0.915 0.639 0.259 0.392

Small Purse Seine -0.452 -0.732 -0.579 -0.023 -0.117 -0.889

Large Pair Bottom Trawl -0.346 -0.476 -0.559 0.150 -0.080 -0.147

Large Danish Seine -0.669 -0.493 -0.917 0.568 0.107 0.041

Stow Net(coastal) 0.851 0.657 1.054 -0.782 0.163 0.469

Lift Net(coastal) 2.363 2.633 2.065 -1.046 -0.927 -0.318

Combo Fishery(coastal) -1.037 -0.344 -0.818 0.581 0.978 0.543

Purse Seines(coastal) 1.693 1.445 1.471 -0.880 -0.942 -0.610

Drift Gill Net(coastal) 1.200 1.256 1.627 -0.099 -1.076 -0.158

Trap(coastal) -0.516 -0.655 -0.474 0.623 1.064 1.365

Table 8. Results of species sensitivity and ability of fishermen

unit: year, million won

Fishery 
Species 

sensitivity 

Ability of fishermen

Age Experience Education Organization
Information

 utilization
Sales

Business

 diversity

Stow Net 9.89 56.7 25.7 3.69 0.80 0.45 31 1.52 

Long Line 9.95 56.0 23.5 3.57 0.87 0.42 27 1.61 

Drift Gill Net 8.87 56.6 24.3 3.51 0.77 0.35 25 1.66 

Eel Trap 10.00 58.4 24.3 3.11 0.75 0.35 15 1.69 

Angling 7.35 56.9 22.9 3.67 0.79 0.43 15 1.76 

Trap 7.01 61.0 27.6 3.07 0.73 0.25 9 1.90 

Anchovy Trawl 7.00 59.7 25.5 4.12 0.87 0.59 40 1.83 

Large Purse Seine 8.22 54.8 15.9 3.83 0.94 0.67 25 1.67 

Large Otter Trawl 9.25 62.1 23.5 4.63 0.90 0.50 47 1.40 

Medium Pair Bottom Trawl 9.44 65.2 26.4 3.36 1.00 0.21 47 1.36 

Medium Danish Seine 9.56 59.4 22.2 3.29 0.95 0.42 41 1.37 

Small Purse Seine 9.31 57.0 21.0 3.36 0.55 0.25 7 1.95 

Large Pair Bottom Trawl 9.50 59.7 15.4 4.27 0.98 0.43 44 1.25 

Large Danish Seine 9.65 57.5 21.3 4.05 0.96 0.41 38 1.28 

Stow Net(coastal) 9.64 58.1 26.1 3.22 0.82 0.38 14 1.59 

Lift Net(coastal) 7.05 58.5 27.3 3.30 0.83 0.36 9 1.90 

Combo Fishery(coastal) 9.41 59.5 26.2 3.19 0.82 0.31 5 1.90 

Purse Seines(coastal) 7.63 58.7 26.9 3.18 0.74 0.37 10 1.78 

Drift Gill Net(coastal) 8.65 60.1 28.4 3.01 0.84 0.27 5 1.78 

Trap(coastal) 9.47 60.5 28.5 2.97 0.86 0.30 4 1.78 

note: Education, organization, information utilization, and business diversity are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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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수온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된다. 즉, RCP4.5

에서는 근해연승, 근해장어통발, 연안복합, 연안통발이,

RCP8.5에서는 기선권현망, 연안들망, 연안선망, 연안자망

이 높다. 연안개량안강망은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Table 7). 

민감도

연근해어업에 대한 민감도 지표로 수산 생물 민감도를

측정하였다. 수산 생물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업종

의 어획비중으로 가중 합산하였기 때문에 민감도가 큰 어

종을 많이 어획하는 업종일수록 수산 생물 민감도가 높아

진다. 산정 결과, 아귀, 갈치, 참조기, 붕장어, 민어 등 기

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어종을 많이 어획하는 근해

장어통발, 근해연승,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연안

개량안강망 등이 높았다(Table 8, 9). 이에 반해 기후변화

민감도가 낮은 어종인 멸치, 꽃게, 오징어, 고등어 등을 주

로 어획하는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연안들망, 근해채낚기,

연안선망, 대형선망 등은 작은 값이 도출되었다. 

적응능력

연근해어업의 적응능력 지표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어업 경영자의 능력으로 측정하였다. 인구사회적인 특성

을 대표하는 연령은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대형트롤,

Table 9. Results of sensitivity and adaptive capacity

(standardized)

Fishery Sensitivity
Adaptive

capacity

Stow Net  0.983  0.352

Long Line  1.039  0.316

Drift Gill Net  0.025  0.232

Eel Trap  1.088  0.033

Angling -1.407  0.173

Trap -1.726 -0.060

Anchovy Trawl -1.733  0.570

Large Purse Seine -0.588  0.393

Large Otter Trawl  0.385  0.554

Medium Pair Bottom Trawl  0.561  0.304

Medium Danish Seine  0.676  0.343

Small Purse Seine  0.439 -0.086

Large Pair Bottom Trawl  0.622  0.426

Large Danish Seine  0.763  0.421

Stow Net(coastal)  0.753  0.079

Lift Net(coastal) -1.685  0.089

Combo Fishery(coastal)  0.538 -0.023

Purse Seines(coastal) -1.140  0.027

Drift Gill Net(coastal) -0.185 -0.052

Trap(coastal)  0.592 -0.057

Table 10. Results of vulnerability assessment

Fishery 
RCP8.5 RCP4.5

2030 2050 2100 2030 2050 2100 

Stow Net 0.267 0.182 0.277 0.110 0.260 0.301

Long Line -0.087 -0.082 -0.176 0.642 0.878 0.502

Drift Gill Net -0.169 -0.114 -0.015 -0.066 -0.145 -0.034

Eel Trap 0.272 0.132 0.232 0.406 0.414 0.563

Angling -0.615 -0.529 -0.495 -0.591 -0.711 -0.679

Trap -0.560 -0.761 -0.556 -0.498 -0.643 -0.553

Anchovy Trawl -0.247 -0.257 -0.327 -1.322 -1.030 -1.375

Large Purse Seine -0.666 -0.632 -0.625 -0.129 -0.067 -0.307

Large Otter Trawl -0.141 -0.100 -0.171 -0.020 -0.149 -0.068

Medium Pair Bottom Trawl -0.209 -0.139 -0.218 0.173 0.003 0.018

Medium Danish Seine -0.218 -0.146 -0.222 0.323 0.190 0.237

Small Purse Seine 0.008 -0.090 -0.036 0.159 0.126 -0.145

Large Pair Bottom Trawl -0.067 -0.113 -0.142 0.107 0.026 0.002

Large Danish Seine -0.134 -0.073 -0.222 0.300 0.138 0.115

Stow Net(coastal) 0.510 0.442 0.581 -0.063 0.268 0.376

Lift Net(coastal) 0.268 0.363 0.163 -0.929 -0.887 -0.673

Combo Fishery(coastal) -0.187 0.056 -0.110 0.381 0.521 0.368

Purse Seines(coastal) 0.225 0.138 0.148 -0.678 -0.699 -0.583

Drift Gill Net(coastal) 0.380 0.400 0.530 -0.076 -0.419 -0.096

Trap(coastal) 0.025 -0.024 0.039 0.424 0.579 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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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통발 등이 평균 60세 이상으로 높은 반면,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안강망 등이 55세 전후 수준으로 낮았다

(Table 8). 경험 및 교육 정도는 대형트롤, 기선권현망, 외

끌이대형저인망 등이 높은 반면, 소형선망, 근해장어통발,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등이 낮았다. 생산자의 조직화

및 정보화는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대형 업종이 높았고, 근해통발, 근해장어통발 등이 낮았

다. 소득의 안정성 또한 대형트롤,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

망, 기선권현망 등 대형 업종이 높았고 소형선망, 근해장

어통발, 근해자망 등이 낮았다. 연안어업은 중간 수준이었

는데 매출 규모는 작지만 겸업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

이된다. 최종적으로 이상의 세부 지표를 종합한 각 업종

의 적응능력은 소형선망, 근해통발 등 소형 근해어업과 연

안통발, 연안자망 등 연안어업이 낮고 기선권현망, 대형트

롤, 쌍끌이대형저인망, 외끌이대형저인망 등 대형 업종이

높게 나타났다(Table 9). 

기후변화 취약성

이상에서 산정된 기후 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각 지

표를 가중 합산한 기후변화 취약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

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기후 노출의 정도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서 최종적인 취약성도 그러한 경향을 따

르고 있다. RCP8.5에서는 연안개량안강망, 연안들망, 연

안선망, 연안자망 등 연안어업과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

발 등 일부 근해어업의 취약성이 높았다(Table 10, Fig. 3).

RCP4.5에서 연안개량안강망은 여전히 높았지만 RCP8.5

와 달리 근해연승, 근해장어통발, 연안통발, 연안복합, 서

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등이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두 시나리오 모두 근해어업보다는 연안어업이 대체로 높

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후 노출과 민감도의 합인 잠재적

Fig. 4. Results of vulnerability assessment(2D plane)

Fig. 3. Results of vulnerabi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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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과 적응능력을 2100년 시점에 대해 2차원의 평면에

나타내면 시나리오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로 연안어업이

우상향의 지점에 위치하여 취약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Fig. 4). 이에 반해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근해채낚기, 근

해통발, 기선권현망, 대형선망 등은 취약성이 낮게 나타났

는데, 대체로 이들 업종의 기후 노출 정도가 작고 수산 생

물 민감도가 낮으며 적응능력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차원 평면에서 이들 업종은 좌하향하는 지점에 위치한

다. 이밖에 근해자망, 대형트롤,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

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등은 중간 수준으로 2차원

평면에서 우하향 또는 좌상향의 지점에 있다.

4. 결 론 

최근의 연근해 어획량 감소의 한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

에서 수산업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정책 수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중요하며 정부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기초 조사·

연구의 미흡 등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한 취약성 평가

의 시도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실행가능성 면에

서 기존의 다수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표 기반 방법

을 채용하되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를 개선하

고자 하였다. 첫째로 IPCC의 표준적인 RCP 시나리오에

따른 해양물리 측면의 예상 변화와 기존의 조업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업종이 체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출 정도

를 적용하였다. 둘째로 각 업종이 어획하는 수산 생물의

민감도를 반영하여 어획 어종의 차이에 따른 민감성의 차

이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른 취약성 평가 결과, 대체로 연

안어업이 높은 반면 대형 근해어업 위주로는 낮게 나타나

연안어업에 대한 대책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시나리오에 따라 업종별로 노출되는 정도가 상이하고

선형적인 관계에 있지 않아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조업 정보와 수산 생물의 특성

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태적인 관점에서 취약성을 평

가하였다. 이는 기존의 조업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감당해

야 하는 비용의 의미로 볼 수 있으나 수산 생물의 분포 변

화와 같은 동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이는 취약성 평가의 다른 방법인 모델링 기반

방법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를

생산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에 대

한 심층적인 조사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

해서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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