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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년대 중반에는 연간 여만 톤을 유지하였으나1990 150 , 

최근 년은 평균 만 톤으로 어획량이 급감하였다 그림 과거에는 무분별한 남획으5 100 ( 1). 

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 조업어장의 축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최근에는 기후, ,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그림 연근해 어업 총생산량1. 

최근 년간 년 한반도 주변 해역 표층수온은 상승하였다 그림  50 (1968~2017 ) 1.23 ( 2). ℃ 

이는 전 세계 평균인 에 비해 약 배 높은 경향을 보이며 가장 높은 수온 상승률0.48 3      ℃

을 보이는 해역 중 하나이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        . . 

변화는 해양 표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표층에 주로 서식하는 소형 부어류는 기

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뿐만 아니라 저서성 또는 반저서성 어류도 난 자치어 시기. ‧
에는 대부분 표층 부유성 생활을 하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동은 필수 불가

결하다. 



그림 한반도 주변 표층 수온 상승률2. 

한반도가 위치한 북서태평양 해역은 어종이 다양하며 생산력이 높으며 전 세계 어획량 

의 약 가 이 해역에서 생산된다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분포를 결정하30% . 

는 가장 큰 요인은 열대지방에서 대륙 주변부를 따라 북상하는 난류인 쿠로시오와 고위, 

도로부터 쿠릴열도를 따라 남하하는 한류인 오야시오가 일본 동쪽 태평양 해안에서 만나 

전선 을 형성한다 우리나라는 쿠로시오의 지류가 동중국해 황해 동해에 영향을 (front) . , , 

미치고 있으며 특히 동해안에서는 동안난류와 북한한류가 만나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난류와 한류 두 해류의 세기는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하( 3). , 

며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의 분포 역시 변화하는 것이다 한국 연근해 우점종은 시, . 

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년대에는 말쥐치 갈치 정어리 등이 우점하였으며 년 . 70, 80 , , , 90

대 이후에는 오징어류 멸치 고등어가 우점하고 있다 그림 온도  상승으로  인한  , , ( 4). 

어종  분포  변화가 있으며 서해안에서는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멸치 등이 전체 어획량, 

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정어리와 멸치의 어획량은 주기성을 가지고 56.6% . 

전 세계적으로 경년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뜻한 시기에는 정어리가 많이 어획되는 대신 . 

멸치가 적게 잡히고 온도가 낮은 시기에는 반대 현상이 보이는 것은 어획활동에 기인한 ,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크게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정어리와 멸치의 자원량 변화와 관련, 

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림 ( 5). 



그림 한반도 주변 해류 모식도3. 

그림 연근해 우점종 현황4. 



그림 북태평양 정어리와 멸치 자원의 변동5. 

전 세계적 이상기후 발생과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환경 변화 고수온 저수온 저염분수  ( , , 

등 로 인하여 영양염류 먹이생물 등 어장환경이 변화하였고 현재 한반도 주변 해역에) , , 

는 쿠로시오의 지류인 대마난류의 유입량이 증가하여 난류성 어종은 증가하고 한류성은 

감소하는 등 수산자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살오징어와 쥐치류 같은 일부 어. 

종의 경우에는 최근 고수온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수산자원의 . 

증감 원인을 일부분은 기후변화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기후변화만으로는 전부를 설명할 ,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장기간 연근해 주요 수산자원 상태. 

를 보여주며 수산자원의 변화 요인들 중에서 기후변화 뿐 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에 대,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