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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농업기구 는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어업자원의 남획을(FAO)

방지하고 효과적인 어업관리보존 조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년 월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1995 10 ‘ (Code of Conduct for

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 규범에서는 지속적인 어업관리Responsible Fisheries)’ .

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데,1)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경제실* .

1) 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은 제 부 개 조항과 제 부의 기술적 지침으로 구성되어FAO ‘ ’ 1 12 2

있는데 지속 가능한 어업발전을 위한 일반원칙과 함께 어업관리 조업활동 양식어업개발 통, , , ,

합적 연안역 관리 어획 후 처리 및 무역 연구 활동 등에 대한 관리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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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가 과잉 어획능력 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fishing capacity) .

규범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년 제 차 수산위원회에서는 어획능력관1999 23 FAO ‘

리를 위한 국제적 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을 채택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Management of Fishing Capacity)’ ,

어업별 어획능력을 평가하고 과잉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

하였다(FAO, 1999).

어업에 있어 과잉 어획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어획량 수준을 초과하

여 어획할 수 있는 유휴 어획능력이 어업에 존재하므로 어업활동에 대한 완벽

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정 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어업자원에 대한 남획을 초래하여 심각한 자원량 감소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어획능력이 초과하게 되면.

그만큼의 어업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휴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어업수입 없는,

초과비용 발생은 결국 어업인들의 어업이익을 감소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어업에 있어 과잉 어획능력이 발생하는 것은 어업자원의 특성에서

기인된다 즉. , Gordon 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어업자원은 사유화가(1954) ,

불가능한 공유재이므로 자원이용에 대한 배타권이 없어 누구나 어업에 참여할

수 있고 조업경쟁에서 어업자원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획능력 증가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2) 더욱이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어업자원이 감소하여 어획량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어업수입 보전을 위해 어업인들은 어획능력을 더욱 증강시

켜 어획량을 증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업자원의 감소에(Mattiasson, 1996),

도 불구하고 어획능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과잉.

어획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어업자원에 대한 어획압력이 커져 어업자원량이

2) 어업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을 경우 어업이익이 발생하면 새로운 어업인이 어업에 참여

하게 되어 어업자원을 둘러싼 어획경쟁은 심해지고 무주물인 어업자원의 선점을 위하여 개,

별 어업인은 어획능력을 증강시키게 된다 어획능력은 결국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

까지 증가하게 되고 어업에 있어서 경제적 지대 즉 이익은 영 이 된다, (0) (Clark, 1990;

Anderson, 1986; Gordon,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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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격감하게 되고 어업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어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하,

고 경영안정적인 어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어업에서의 어획능력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지만 크게,

비용에 대한 경제적 개념 과 생산량에 대한 물리적 개념(economic definition)

으로 정의되고 있다(physical definition) (Kirkley et al., 2001; Nelson, 1989;

어획능력에 대한 경제적 정의는 비용 최소화Morrison, 1985; Johansen, 1968).

에 근거하여 주어진 시장여건 어업자원상태 기술적 상황 하에서 단기 평균비, ,

용과 장기 평균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의 어획량 수준을 의미한다.3) 그리고 어

획능력에 대한 물리적 정의는 생산 최대화에 근거하여 주어진 시장여건 어업자,

원상태 기술적 상황 하에서 조업활동에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을 경우 일정 기,

간 동안 어선이 어획할 수 있는 최대 어획량을 의미한다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경제적 개념이 어획능력을 보다 잘 정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업생산에 대.

한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과잉어획

능력 수준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정 어획능력 수준을 보다.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어 과잉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Kirkley et al., 2001; Pascoe et al., 2001; Kirkley and

그러나 경제적인 개념으로 어획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업Squires, 1999).

활동에 관련된 비용 등의 경제적인 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어업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는 어획능력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어업별 어획능FAO ,

력을 측정하도록 제안하였다(FAO, 2000).

어획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정성적 기법에서 정량적 기법까지 다양하게 제

안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그룹회의에서는 국제적인 어획능력 측정을 위. FAO

3) Morrison 과(1985) Nelson 은 능력 에 대한 경제적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1989) (capacity)

첫째 장단기 평균비용곡선이 만나는 접점에서의 생산량 수준 둘째 단기 평균비용곡선의, , ,

최저점에서의 생산량 수준 그리고 셋째 장기 평균비용곡선과 단기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 ,

이 만나는 접점에서의 생산량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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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 DEA)

기법을 제안하였다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에 따른 의 권고와(FAO, 2000). FAO

국제행동계획 이행수립을 위해 최근에 각국별로 어업별 어획능력 측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도 기법을 활용하고, DEA

있다 예를 들어. , Kirkley et al. 은 기법을 이용하여 미국 대 어업(2001) DEA 5

을 대상으로 어획능력을 추정해 본 결과 어업별로 이상 어획능력이 초과50%

된 것으로 나타났다. Pascoe and Coglan 은 영국 저층트롤어업에 대한(2000)

어획능력을 평가했는데 평가대상 저층트롤어선의 정도가 어획능력이 약, 70%

정도 초과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 중 어선에 있어서는 과10% . 38%

잉 어획능력 수준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25% . Zheng and Zhou 도(2005)

기법을 활용하여 년도 중국 지역별 어업의 어획능력을 측정하였는데DEA 1999 ,

평균적으로 정도 어획능력이 과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31% .

이러한 주요국들의 어획능력 평가와 국제행동계획의 권고4)에 따라 우리나라

에서도 어업별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국내행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 특.

히 연근해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획노력량 수준이 증가하고 있

는 점5)을 감안할 때 과잉어획능력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 .

업자원 회복과 지속적인 어업발전을 위해서는 과잉된 어획능력을 감축시키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 국내행동계획

수립의 선행단계로서 기법을 이용하여 어업별 어획능력을 평가해 보고자DEA

4) 어획능력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에서는 회원국들로 하여금(IPOA-Fishing Capacity)

년까지 어획능력 평가를 위한 예비분석을 행하고 년까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완2000 , 2002

료하며 년까지는 행동계획의 이행을 완료함과 동시에 이행결과를 매 년마다 에2005 2 FAO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5) 우리나라 연근해 자원량은 년 만 톤에서 년 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고1980 1,000 2003 790

국립수산과학원 어획량도 년대 중반 만 톤 수준에서 년 약 만 톤( , 2004), 1980 170 2003 110

수준으로 격감하였다 하지만 실질적 어획노력량인 연근해 총어선수는 년 만 척. 1980 7 7,574

에서 년 만 척으로 정도 증가하였고 총마력수는 년 만 마력에2003 9 3,257 20% , 1980 246 1,774

서 년 만 마력으로 무려 이상 증강되었다2003 1,709 4,036 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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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근해어업 중 대형. DEA

선망어업을 대상으로 어획능력을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량이 근해어업 전체 어획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표

적인 근해 업종일 뿐만 아니라 어획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구성으로는 다음 제 장에서 대형선망어업의 어. Ⅱ

획능력 측정을 위한 기법과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DEA .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그리고 제 장에서는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Ⅲ Ⅳ

향후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분석 방법 및 자료.Ⅱ

분석 방법1.

우리나라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측정을 위한 방법론으로서는 제 장에서Ⅰ

언급한 바와 같이 기법을 이용하였다 는 생산 활동의 상대적 기술DEA . DEA

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을 추정하기 위한 수학적 프로그래밍 기법: TE)

으로 용어는DEA Charnes et al. 에 의해 제안되어졌다 이들은(1978) . Farrell

의 복수투입 단일산출의 를 복수투입 복수산출의 추정까지 확장(1957) - TE - TE

시켰다 이후 는 공공분야 농수산업을 비롯한 자원환경산업 등 다양한 분. DEA ,

야에서의 생산 활동에 대한 추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TE .6) 특히 Färe et al.

는 활용 가능한 투입 산출 정보가 제한되어 있을 경우 생산능력(1989) -

6) Farrell 은 다수의 투입물과 산출물을 보유하는 평가대상의 효율성 을(1957) (efficiency) 산「

출물의 가중합 투입물의 가중합(weighted sum of output)/ (weighted sum of inputs)」으로

정의하였다 는 의 효율성 개념을 다수의 투입물과 다. Charnes, Cooper and Rhodes Farrell

수의 산출물이 있는 경우로 확장함으로써 오늘날 모형이라고 불리는 모형을 제CCR DEA

시하였다 김용민 지유나 외 인( , 2004; 2 , 2004; Kirkley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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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기법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러한 능(capacity) DEA .

력 분석기법의 유용성으로 인해 최근 어획능력 측정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DEA

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어획능력에 관한 전문가그룹에서도 이 기법, FAO

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FAO, 2000).

어획능력 측정을 위한 기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는 수리DEA , DEA

적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분석대상 어선들의 어획노력 투입량과 최대 생산량

프론티어 생산량 과의 일차적인 관계식을 도출하게 된다 즉 주어진( [frontier] ) . ,

투입량에 대한 최대 생산량을 산출하므로 이는 FAO 가 제안한 바와 같(2000)

이 어획능력의 물리적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이러한 어획노력 투입량, . 「 -

최대 어획량 관계식에 따라 각 어선별 어획노력 투입량에 대한 최대 어획량」

수준을 추정하고 이를 실제 어획량과 비교함으로써 어선별 어획능력의 과잉 수,

준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어선들간의 어획능력 추정치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어.

선별 조업활동에 대한 기술적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림 은 어종 과 에 대한 투입 어획노력당 어획량, < 1> 1 2 (CPUE)

을 나타내고 점, A, B, C, D, E는 각 어선별 어종의 어획량 집합을 의미한다 어.

선별 투입 어획노력량에 대한 최대 어획량의 관계식을 기법으로 구하고DEA ,

투입 어획노력량 수준에 따른 각 어선별 최대 생산량 프론티어 생산량 즉 최( ),

대 어획능력과 실제 어획능력을 구한 결과 어선 그리고 는 실제 어A, B, C, D

획량이 프론티어 생산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획능력이 완전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선 의 경우 현재 어획노력 투입량에 따른 최대 어획량E (E * 보다)

실제 어획량 (E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법으로부터 추정된. DEA

어획노력 투입량에 대한 최대 어획량의 관계식에 따라 투입 어획노력량 수준을

조정한다면 어종 과 에 대한 어획량은1 2 E에서 E *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OE/OE *는 어획능력 활용도 를 나타내게 되(capacity utilization : CU)

는데, A,B,C 그리고 D의 경우 CU는 이 된다1 .

어획능력 측정을 위한 모델 구축을 위하여DEA Färe et al. 에(1989,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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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어선별 어종 과 에 대한 최대 어획량 곡선< 1> 1 2

따르면 산업에 있어 개별 기업, (j )이 1, 2, ,… J가 있고 산업 전체가, N만큼

의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M만큼의 생산량을 산출한다고 하면 기업별 ( j ) 생산량

은 u j,m 그리고 기업별 (j ) 투입량은 x j,n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들은 다음,

식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 (5) .～

u j,m ≥ 0, x j,n≥0; (1)

∑
J

j=1
u j,m≻0, m =1,2,⋯,M ; (2)

∑
N

n=1
x j,n≻0, j =1,2,⋯,J ; (3)

∑
J

j=1
x j,n≻0, n =1,2,⋯,N ; (4)

∑
M

m=1
u j,m≻0, j =1,2,⋯,J ; (5)

여기서 식 은 투입량과 산출량이 항상 양 이어야 하는 조건을 식, (1) (+) , (2)

와 는 투입량의 집합과 산출량의 집합이 모두 양 이어야 하는 조건을 나(4) (+)

A

B

E *

C

D

E

어종 의2 CPUE

어종 의1 CPU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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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그리고 식 과 는 각 기업들이 적어도 한 단위 이상의 생산요소를. (3) (5)

투입해야 하고 최소한 한 단위 이상의 생산물을 산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 .

한 투입요소와 생산량에 대한 가정 하에서 Färe et al. 은 실제 투(1989, 1994)

입량에 따른 생산능력 추정을 위한 모델을 식 과 같이 나타내었다DEA (6) .

MAX Φ (6)

s. t Φ u j,m≤ ∑
J

j=1
z ju j,m , m=1, 2,⋯,M ; (6-1)

∑
J

j=1
z jx j,n≤x j,n , n=1,2,⋯,N ; (6-2)

z j≥0, j=1,2,⋯,J ; (6-3)

여기서, Φ는 개별 기업이 투입요소를 활용하여 얼마만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스칼라 이고(scalar) , u j,m은 각 기업 (j )의 생산량 (m ),

x j,n은 각 기업의 투입요소 (n ) 그리고, z j는 기업별 투입요소들의 가중치를 의

미한다 식 은 기업별 생산품종별 생산량에 대한 제약조건이고 식. (6-1) , (6-2)

는 기업별 투입요소별 제약조건을 의미한다.7) 따라서 두 종류의 요소를 투입하

여 두 가지의 생산물을 어획하는 기업의 경우 제약조건식은 개가 된다 그리4 .

고 식 은 투입요소별 가중치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비음수 조건을 나타낸(6-3) ,

다.

에서는 제약조건에 따른 목적함수를 선형계획법으로 분석하는데 분석DEA ,

결과 기술적 생산효율성 을 극대화하는(TE) Φ와 z의 값이 결정된다 특히 식.

의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에서는 규모에 따른 수확불변(6) (constant returns to

7) 생산능력에 대한 Johansen 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하여(1968) , Färe et al. 는(1989, 1994)

식 의 투입요소에 대한 제약조건을 확장하여 고정투입요소와 가변투입요소로 구분하(6-2)

여 각각에 대한 제약조건을 포함시켰다 물론 식 도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존재하는데. (6-3) ,

이는 고정투입요소에 대한 제약조건이다 가변투입요소에 대한 제한조건식을 포함시키게 되.

면 가장 효율적인 가변투입요소 수준을 추정하여 실제 가변투입요소 수준과 비교할 수 있

다 보다 자세한 가변투입요소에 대한 제약조건식은. Kirkley et al. (2001), Pascoe et al.

을 참고하기 바란다(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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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정이 함유되어 있는데 다음의 식 을 제약조건에 포함시scale : CRS) , (7)

키면 규모에 따른 수확변동(variable returns to scale 의 제약조건이: VRS)

에 포함된다DEA .8)

∑
J

j=1
z j = 1 (7)

본 연구에서는 대형선망어업의 투입 어획노력량과 어획량 자료를 가지고

Coelli 가 모형분석을 위해 개발한(1996) DEA DEAP Program을 이용하여 최

대 어획량을 추정하고 이를 실제 어획량과 비교함으로써 대형선망어업의 어획,

능력을 측정하였다.

분석 자료2.

대형선망어업은 평균 척 정도의 선단을 이루어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어군6

을 확인하고 그물로 둘러싸서 우리에 가둔 후 그물의 아래쪽 변에 있는 조임, ,

줄을 죄어서 어업자원을 어획하는데 고등어 전갱이 삼치 등 주로 부유어종을, , ,

어획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하지만 표 에서 보는 바와( , 2001). < 1>

같이 년대 후반 이후 대형선망어업의 총어획량 가운데 고등어의 어획량, 1990

비중이 약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선망어업의 고등어 어획량은70% .

우리나라 고등어 총어획량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선망어업

의 어획량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8) 프론티어 생산량 즉 최대 생산량 곡선은 투입요소 증대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 정(frontier) ,

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가정에 따르면 투입요소 증대만큼 생산량도 증가하여 프론티. , CRS

어 생산량 곡선은 직선형태로 된다 이에 반해 가정에 따르면 투입요소 증대에 따라. , VRS

생산량은 체증 혹은 체감적인 곡선형태를 띠게 된다 어업에 있어서는 흔히 환경밀도종속적.

인 어업자원의 특성상 수확변동 특히 수확체감 현상이 발생하므로 어획능력 추정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가정을 제약조건으로 고려하였다VRS (Kirkley et al., 2001; Pascoe et al.,

2001; Cogla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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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형선망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변화< 1>

년1978 년1983 년1988 년1993 년1998 년2003

어획량

톤( )
%

어획량

톤( )
%

어획량

톤( )
%

어획량

톤( )
%

어획량

톤( )
%

어획량

톤( )
%

전 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오징어

갈 치

삼 치

말쥐치

기 타

178,467

85,421

47,539

835

31

1,585

4,098

19,989

18,969

100

48

27

-

-

1

2

11

11

328,028

119,508

134,270

10,090

133

3,145

11,116

29,016

20,750

100

36

41

3

-

1

3

9

6

409,708

154,948

129,444

31,740

842

2,972

23,789

41,787

24,186

100

38

32

8

-

1

6

10

6

283,577

156,573

24,645

30,062

27,229

2,723

11,045

226

31,074

100

55

9

11

10

1

4

-

11

205,037

148,892

5,661

15,296

3,597

3,020

6,508

596

21,467

100

73

3

7

2

1

3

-

10

158,662

113,121

14

13,558

14,152

5,932

4,273

183

7,429

100

71

-

9

9

4

3

-

5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 」 각 연도, .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량 변화를 살펴보면 년 약 만 톤을 기점으로 이, 1986 46

후 감소경향을 나타내다 년 다시 약 만 톤으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이후1996 45 .

약 만 톤 수준으로 급감한 뒤 어획량은 다소 감소추세에 놓여 있다 이러한20 .

어획량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어획능력 지표라 할 수 있는 어선척수 톤수와 마,

력수 조업일수의 연도별 변화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어선척수, < 2> . ,

는 점차 증가하다 년 척을 기점으로 이후 어획량 증감에도 불구하고1990 367 계

속 감소추세에 있는데 년 현재 척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어선척수의, 2003 210 .

감소에 따라 다른 어획노력량 요소들의 변화도 어선척수의 변화와 거의 동일한

데 어선톤수의 경우 년 약 만 톤을 기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 1990 4 7,000

다 그리고 대형선망어업의 총조업일수도 년 만 일의 최고치를 기록한. 1990 11 467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어선마력수 의 경우는 계속 증가한 후. (HP) 1994

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다른 어획노력량 요소들의 변화와 달리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감소경향은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정체경향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형선망어업의 어선별 어획능력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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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변화< 2>

선척당 어획노력량 요소들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전체적인 어선척수의 감소에,

도 불구하고 어선척당 톤수 마력수 그리고 조업일수는 표 에서 보는 바와, , < 2>

같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형선망어업 어선들, .

의 실질적인 어획강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획량 변화.

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량 대리지표라 할 수 있는 톤당 와 마력당, CPUE

가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형선망어업 어획대상 자원량 수준CPUE

은 감소경향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어업자원량 감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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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형선망어업의 척당 톤수 마력수 및 조업일수 변화< 2> CPUE, ,

연도
CPUE

어획량 톤수( / )

CPUE

어획량 마력수( / )

척당 톤수

톤수 어선수( / )

척당 마력수

마력수 어선수( / )

척당 조업일수

조업일수 어선수( / )

1978

1983

1988

1993

1998

2003

6.2

9.2

10.1

6.5

6.3

5.6

1.3

1.8

1.7

1.0

0.8

0.6

91.5

117.4

123.4

132.1

129.4

135.5

433.2

597.9

727.4

879.1

1,032.2

1,176.0

271

257

302

287

254

302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 」 각 연도, .

고 어선별 실질적인 어획강도는 더욱 증강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간접적으로는

대형선망어업에서 과잉 어획능력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법을 이용하여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투DEA

입량 자료로서는 그림 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투입 어획노력< 2> ,

량으로 평가되고 있는 어선척수 톤수 그리고 마력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 .9) 이

러한 투입요소 외에도 조업일수 가 실질적인 어획노력량 요소 중의(days fished)

하나로 어획능력 측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투입변수로 포

함시켰다 그리고 생산량 자료로는 대형선망어업의 총어획량 자료를 이용하였.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산량 변수로 어종별 어획량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는. ,

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량 중에서 고등어 어획량, ,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어종들의 어획비율이 낮기 때문이었다, .

9) 대형선망어업은 일반적으로 통이라고 척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루어 조업한다 현재 우‘ ’ 6 7 .～

리나라에서는 대형선망어선 약 통 정도가 조업 중이다 따라서 기법을 이용한 대형33 . DEA

선망어업의 어획능력 분석에 있어서도 통별 어획노력량 통별 마력수 및 톤수 등 자료를‘ ’ ( )

이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 ,「 」에)

서는 통별 자료가 아니라 개별 어선의 척수 톤수 및 마력수를 합계한 대형선망어업의 총‘ ’ ,

어선척수 총톤수 및 총마력수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수집 및 활용상의 한계로 인, .

해 본 연구에서는 통별 어획노력량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해양수산통계연보 상의 어‘ ’ ,「 」

획노력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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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 있어서는 연도별 대형선망어업의 개별 어선에 대한 투입량과

어획량 자료가 활용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측정을

위한 분석에 있어 년 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대DEA 1978 2003 . ,～

형선망어업의 전체 투입요소별 자료와 총어획량 자료를 이용하여 년1978 2003～

년간의 연도별 대형선망어업 전체의 어획능력을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형선.

망어업 전체의 연도별 어획능력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구체적인 분.

석에 있어서는 기법을 통해 연도별 어획노력 투입량에 대한 최대 어획량DEA

수준을 추정하고 이를 실제 어획량과 비교함으로써 어획능력 활용도 를 평, (CU)

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대형선망어업 어획능력의 과잉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측정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목표 어. DEA

획량 수준에 대한 투입 어획노력량 요소들의 감축범위도 추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Ⅲ

기법을 이용하여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을 분석한 결과 그림 에DEA < 3>

서 보는 바와 같이 주어진 투입요소 수준에 대한 연도별 대형선망어업의 최대,

생산량이 추정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제 어획량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연.

도별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이 측정되었다 년 현재 대형선망어업의 최대. 2003

생산량 즉 최대 어획능력은 만 톤으로 추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제, 31 8,397 ,

어획량 수준은 만 톤으로 어획능력이 약 정도 과잉된 것으로 측정15 8,662 50%

되었다.

대형선망어업의 연도별 최대 어획량 어획능력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획( ) ,

노력량 투입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최대 어획량 수준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최대 어획량 최대 어획능력 은 년 약 만 톤을 기점으로. , ( ) 1979 55.5

이후 감소경향을 보이다 어선수가 증가하고 조업일수가 크게 증가된 년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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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결과 추정된 대형선망어업의 최대 어획량과 실제 어획량 간의 비교< 3> DEA

에 약 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후 어획노력량 요소별 어선56 . (

척수 조업일수 투입량 감소에 따라 최대 어획능력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

있다 이에 반해 실제 어획량은 최대 어획능력의 변화와 관계없이 변화하고 있. ,

는데 최대 어획능력으로 측정된 연도와 달리 년 약 만 톤의 최고치를 기, 1986 46

록한 이후 감소하다 다시 년 약 만 톤으로 급증한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1996 45 .

이러한 최대 어획량에 대한 실제 어획량의 비교로부터 측정된 대형선망어업

의 연도별 어획능력 활용도 는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는(CU) < 4> . , CU

년 약 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경향에 있다 년 를 기록한 이1986 93% 1996 100%

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년 기. , 1978 2003～

간 동안의 평균 는 약 수준으로 나타났고 지난 년간은 평균CU 60% , 5 57.8%,

그리고 지난 년간 평균으로는 약 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년3 58% . 1978 2003～

간의 평균 과잉 어획능력 비율은 지난 년간 평균 과잉 어획능력 비율은40%, 5

그리고 지난 년간의 평균 과잉 어획능력 비율은 약 로 평가되었다42.2%, 3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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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활용도 변화< 4> (CU)

이는 실제 어획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어선들의 어획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이고 유휴 어획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이 대형선망어업의 과잉 어획능력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 개별 대형선망어선들의 어획노력량 요소투입,

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 어선의 어획노력량 증가에도 불구.

하고 어획량은 비례적으로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주로 해황 등 해양환. ,

경에 영향을 많이 받은 부유어종을 어획대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연

도별 어획량의 증감 현상으로 인해 어획능력도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도. Pascoe et al. 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어획량(2004) ,

제한정책으로 인해서 조업할 수 있는 어획량이 통제될 경우에도 어획능력은 크

게 제한될 수 있는데 대형선망어업에 있어서 주요 어획대상종인 고등어 전갱,

이 정어리는 지난 년부터 총허용어획량 제, 1999 (total allowable catch : TAC)

도에 의해 어획량이 통제되어 오고 있다 그림 참조(< 5> ).10) 이에 따라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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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연도별 물량 변화< 5> , , TAC

어획능력 비율은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년 이후의, 1999

과잉 어획능력 비율의 증가는 어종별 물량의 감소에도 어느 정도 기인된TAC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년도의 경우 어획능력이 약 정도 과잉된, 2003 50%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년도 어획량 만 톤을 어획하기 위해서는, 2003 15 8,662

현재 어획능력의 절반 수준으로도 어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머지.

의 어획능력은 유휴 어획능력으로 어업활동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50% ,

10)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어획 가능한 총어획량을 미리 정하고 어업인들로 하여금 정해(TAC) ,

진 어획량만을 어획하게 함으로써 자원량 증가를 도모하는 어업관리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

는 년 처음으로 어획량이 많고 산업적 비중이 큰 대중어종인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1999 , , ,

그리고 자원감소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정착성 어종인 붉은 대게의 개 어종을 대상으4

로 어업관리정책이 실시되었다 년 현재 대게 개조개 키조개 제주도 소라 꽃게TAC . 2005 , , , ,

가 포함되어 총 개 어종이 어업관리정책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대상어종은9 TAC . TAC

년까지 저서어를 중심으로 여 개 어종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다 해양수산부2010 20 (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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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 3>

목표 어획능력 어획능력 감축 내용 어획능력 비율(%)

년 어획량2003

기 준

어선척수 감축1. 50%
1)

조업일수는 현재 수준 그대로 유지( )
100

조업일수 감축2. 63%

어선척수 등은 현재 수준 그대로 유지( )
100

대형선망어업 MSY
2)

기 준

어선척수 감축1. 30%
1)

조업일수는 현재 수준 그대로 유지( )
100

조업일수 감축2. 60%

어선척수 등은 현재 수준 그대로 유지( )
100

주 어선척수 감척 속에서는 어선톤수와 마력수도 같은 비율로 감축된 것임: 1) 50% .

대형선망어업의 는 최영민 외 인2) MSY 4 의 연구결과에서 추정된 고등어의(2004)

를 대형선망어업 의 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음MSY MSY 70% .

지지 않을 경우 어획경쟁이 더욱 과도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어업자원에 대한

어획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유휴 어획능력.

에 따른 어업비용 발생은 대형선망어업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업수입 저하.

와 유류비 인건비 어선 및 어구 수선비 등 어업비용의 증가로 인해 어업경영, ,

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유휴 어획능력 감축은 대형선망어

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도 아주 시급하다.11)

대형선망어업의 과잉어획능력 감축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보았다 민감도 분석에 있DEA .

어서는 우선 년도 어획량을 기준으로 과잉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투입 어획2003

노력량 요소들의 감축 범위를 추정해 보았다 민감도 분석 결과 표 에서. , < 3>

11) 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에 따르면 년 년 동안의 대형선망어업의 어업수입은(2003) 2000 200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업비용은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6% , 9% .

과 어업이익은 나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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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바와 같이 조업일수는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년 현재의, 2003

어선척수에서 정도 어선톤수와 마력수도 같은 비율로 감소 가 감축되면50% ( )

가 수준으로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의 어선척수CU 100% .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획능력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업일수가 현재100%

수준보다 무려 나 감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재 개별 대63% .

형선망어선의 조업일수가 약 일 전후인 점을 감안할 때 과잉 어획능력 감축300

을 위해서는 어선별 조업일수가 약 일 정도로 제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111 .

하지만 년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능력 감축 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2003

어획능력을 감축시키게 되면 향후 자원량 증가에 따라 어획량 수준이 높아지더

라도 더 이상 어획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즉 년 기준으로 목표 어획. , 2003

능력을 설정한 것은 단기적인 목표치는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치는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어획능력은 어업자원의 특성에 따른 최대 어획량이 지속적으.

로 생산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므로 대형선망어업의 최대 지속적

어획량(maximum sustainable yield 을 구하고 이에 따른 과잉어획능: MSY) ,

력 감축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형선망어업의 는 전체 어획량 중 고등어의 어획량이 약 를 차지MSY 70%

한다는 가정 하에서 최영민 외 인4 의 연구결과에서 추정된 고등어의(2004)

를 대형선망어업 의 로 가정하여 구하였다 그리고 이 값MSY MSY 70% . MSY

을 분석 결과에 대입하여 민감도 분석한 결과 년도 현재 조업일수DEA 2003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선척수를 감축시키면 어선톤수와 마력수도 같은 비30% (

율로 감소 대형선망어업의 가 수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CU 100% .

리고 현재 투입 어획노력량 어선척수 톤수와 마력수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업( , )

일수를 약 정도 감축시킬 경우 유휴 어획능력이 영 으로 되는 것으로60% (0)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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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함의.Ⅳ

기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DEA

수산경제학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업자원에 대한 완전한 사유재산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재로 인한 과도한 어획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원,

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획능력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따라.

서 어업자원량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어업발전과 소득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

해서는 무엇보다 어획능력에 대한 관리와 과잉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방안 모색

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획능력의 감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어업관리수단을 이용해 어획노력량

수준을 통제하는 방안이 널리 강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년까지 미국 연. 2009

근해 어업의 어획능력을 감축시킨다는 목표 아래 어업허가제25% (Limited

어획량 통제 제도 어선감척사업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하려고 계획하License), ,

고 있다 우리나라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측정과 민감도 분석(NMFS, 2004).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선감척사업 을 통해 어선 자, (buyback program)

체를 삭감하거나 어선의 마력수와 톤수를 제한함으로써 어획능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어선척수 톤수 및 마력수 등과 같은 고정적인 어획노력. ,

량 투입요소 외에도 조업일수를 제한함으로써 어획능력을 감축시킬 수도 있다.

또한 다소 소극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업허가제를 통해 허가수를 조절함으,

로써 어업의 총어획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러한 어업관리수단들을 사용해 오고 있다.

오래 전부터 어업허가제를 통해 업종별 어선허가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년, 1994

부터 년까지 연근해어선에 대한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하였다 더욱이2004 . 1986

년부터는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통해 어선의 톤수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선복량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력수에

대한 제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 어선들의 실질적인 어획능력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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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되었다 그리고 조업일수에 대한 규제도 부재하여 이에 따른 어획노력량 수.

준도 계속 증가되어 왔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추진된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뚜.

렷한 어업별 감축목표 없이 막연하게 진행되어 실질적인 어업별 어획능력 감소

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류정곤 조정희 외 인 따라서( , 2004; 3 , 2003).

향후 실질적인 어획능력 감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업별 어획능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별 투입 어획노력량 수준에 따른 어획능력,

감축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특히 어업별 목표 어획능력.

에 맞추어 어선감척 조업일수 제한 마력수 및 톤수 제한 어업허가 제한 등의, , ,

감축방안 중 당해어업의 여건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여 어획능력을 감축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어업별 어획능력의 측정과 민감도 분석을 통한 어획노력

량 감축 수준의 결정은 또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관리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자연과학적인 자원량 조사 및 평가가 미비하고 자원량. ,

추정에 관한 불확실성이 클 경우 연근해 자원관리를 위한 목표나 기준의 설정

이 어렵고 어업관리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 .

만 어업의 어획능력을 측정하고 자원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목표 어획량에 맞,

추어 어획노력량 수준을 결정하고 감축방안을 강구해 간다면 실효성 있는 어업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획노력량 감축 수준 결정을 위.

한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어업관리수단에 대한 효과분석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개별 대형선망어선에 대한 관련 자료가 활용 가능하지

않아 어선별 어획능력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어선별 어획능력 측정이 이루어지.

면 어선별 비교와 민감도 분석을 통해 어선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CU

인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선별 조업활동에 관한 경제적.

인 자료가 수집되면 경제적인 개념에 대한 어획능력 측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 통해서는 합리적인 비용 수준에 대한 최적의 어선별 어획능력 감축 수준

을 파악할 수 있어 어선별 경영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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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어획능력 측정을 위해 활용한 기법은 다수의 투입물과 산DEA

출물 자료를 이용하여 어획능력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투입 변수별 가중치에 따른 투입요소들의 감축범위를 파악

할 수도 있어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방안마련에도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는 확정적 모형. , DEA (deterministic)

이기 때문에 추정된 산출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확률적 오차 등의 무작위

적 영향들이 모두 비효율로 간주되게 된다 따라서 비효율성의 수준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도. ,

별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활용도 가 과소하게 측정되어 과잉 어획능력의(CU)

수준이 다소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DE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기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SFA) .

기법에서는 추정된 비효율에 있어 확률적 오차를 분리하여 순수한 비효율SFA

만을 추정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과잉 어획능력 수준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는 계량경제학적 기법으로 설명변수들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SFA

가능하기 때문에 어획량에 영향을 미치는 각 투입변수들의 영향관계를 보다 정

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SFA

변수에 대한 많은 양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

범위 내에서는 기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필요한 자료가 수집되SFA .

어 기법에 의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기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해 간SFA , DEA

다면 우리나라 어업별 어획능력 측정과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법에 의한 어획능력 측정과 경. SFA

제적인 개념의 어획능력 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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