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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  

 

제 27 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NPAFC) 연례회의가 개최되다. 

 

 

오레곤주, 포틀랜드, 미국 (2019년 5월 17일.)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제 27 차 연례회의가 

5.13에서 17 일까지 5 일간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 (2019 년 5 월 17 일)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제 27 차 연례회의가 

5.13에서 17 일까지 5 일간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개최되었다.  

동 NPAFC 는 북태평양 및 인접수역의 북태평양 연어와 무지개 송어의 보존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감시활동 조정 및 과학연구의 협력의 장이다.  대부분의 북태평양 연어의 어획은 

NPAFC 회원국인 캐나다,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다.  

 

연례회의 기간 동안 총회 및 위원회의 3 개의 상임위원회인 감시위원회, 과학조사통계위원회 및 

재정행정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NPAFC 협약수역인 북태평양 북위 33도 이북 공해에서의 

연어와 무지개 송어와 관련된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였다.  

 

금년에는 다년간 NPAFC에 상당히 기여한 미국 해양경비대에서 퇴직한 John Vincent O’Shea 

선장이 영광스러운 NPAFC 기여상을 수여받았다.  그는 미국 해양경비대 선장으로 퇴직한 후에도 

집행이사로서 25년 이상을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해양어업정책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그는 북태평양과 그 인접수역에서의 소하성 연어와 무지개 송어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임무에 순응과 단속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NPAFC 기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감시위윈회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은 2018년도에 불법어업 활동을 억제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400시간 이상의 항공순찰과 100일 이상의 해상단속활동에 조정 및 참여하였다.  이러한 다자간의 

노력들로 2018년도에는 여러 IUU 어업활동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중국 국적의 Run Da 

라는 공해상 불법유자망 어선을 미국 해양경비대 단속선인 Alex Haley에 의해 지난 6월 적발하게 

되었다.  Run Da어선에 대한 공동승선검색활동으로 냉동 연어 80톤과 오징어 1톤을 적발하였다. 

동 어선은 현재 NPAFC 협약수역내 불법 연어어선 목록에 등재되었다.   

 

과학회의와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의 주요 연어 연구자들은 회원국들로부터 취합한 상업적 

어획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2018 년도 북태평양 연어 어획량은 100 만톤 (1,067천톤, 6억 5천 

1백 30만마리)이었다.  

 

곱사연어는 전체 상업적 어획량의 55% (무게 단위)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첨연어 26%, 홍연어 

16%였다.  은연어는 2%이고, 왕연어, 시마연어 및 무지개 송어는 각각 1%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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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에는 베링해, 남척치해, 북서태평양, 그리고 오호츠크 남측해에서 연어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연구자들은 회유시기, 풍도, 분포, 생존, 해양생태, 회귀사이즈 예측, 자원확인 및 연어 

성장 조건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18일에는 2019년에 5개 태평양 

국가(캐나다,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과학자 21명으로 구성된 국제 알래스카 만 해양조사가 

러시아 조사선인 Professor Kaganovskiy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국제적인 

해양조사는 공해상 연어에 대한 연구와 많은 흥미로운 발견들을 가능케 하였다.  

 

NPAFC 위원회는 2019년도가 핵심년도이자 2022년까지 연구와 홍보프로젝트 및 이벤트들로 

이어질 국제연어의 해 (IYS)에 대한 활동과 계획들을 논의하였다.  2018년 10월에는 NPAFC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Opening Event를 개최함으로서 IYS를 공식적으로 착수를 선포하였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연어에 대한 홍보와 연구조사에 집중하고 지식에 대한 차이를 줄이면서 

과학자들과 관리자들의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교육과 분석 틀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의사결정권자들간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는 미래에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 연어와 인류의 

회복력에 필요한 조건들을 달성토록 한다. 

 

2020 년 일본 하코다테가 차기 연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금번 5 일간의 연례회의가 

종료되었다.  

 

-끝- 

 

연락관: 블라디미르 라드첸코  

NPAFC 사무국장  

전화: +1-604-775-5550  

이메일: secretariat@npafc.org  

웹사이트: https://npafc.org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에 관하여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는 북태평양 및 인접 수역에 서식하고 있는 연어 (연어, 은연어, 

곱사연어, 홍연어, 왕연어, 및 시마연어)와 무지개 송어의 보존을 증진시키는 국제기구이며, 

그리고 과학적 조사와 집행 활동의 협력 및 조율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의 협약 수역은 33° 이북의 북태평양, 베링해, 및 오호츠크 해에 위치한다. 회윈국으로는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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