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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유자망 어구에 있어서 어구자동식별장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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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view the proper location and number of attached automatic fishing gear identification device
regarding the small yellow croaker drift gill net fishing gear, this study conducted a fundamental research
targeting small yellow croaker drift gill nets that might cause disposed fishing gear due to loss and
damage, and conducted survey and marine experiment on model drift gill net fishing gear to review the
field applicability. As for the preferred number of attached underwater transmitter of automatic fishing gear
identification device, 76.9% replied 1~3 is most appropriate, and as for the location of attachment, 76.9%
were in favor of float line. The sedimentation speed was 0.035cm/s, and in general, the underwater
extracted state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was stable. In accordance with the survey result regarding the
number and location of attached underwater transmitter for automatic fishing gear identification device
preferred in the field, this study believe applying the device on the drift gill net fishing gear following the
same method, attaching an electric buoy on the first and last net of fishing gear, and attaching extra
underwater transmitter in the middle of the drift gill net and float line will enable the data collection, but
there is a need to conduct extra field verification experiment on the yellow croaker drift gill net fishing
gear in the actual coastal waters using the currently developed automatic fishing gear identifiction device
in trial targeting the small yellow croaker drift gill net fishing gear in the actual sea including various
external elements.
Key word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Small yellow croaker, Drift gill net, Fishing gear loss, Survey

근해 자망 어업의 총 생산량은 2016년부터 2020

Ⅰ. 서 론

년까지 약 182,985톤의 어획량을 나타내었으며,
참조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고급 어종의

이 가운데 참조기 유자망이 82,474톤으로 총 생

하나로 남서해안과 동중국해역에서 주로 유자망,

산량의 약 45.1%를 차지하고 있다(KOSIS., 2021).

안강망, 저인망 등의 어구에 의해 어획된다. 이중

참조기 유자망 어업의 주 조업 시기는 참조기

†Corresponding author : 064-754-3411, ksukjong@jejunu.ac.kr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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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04.22∼08.10)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이듬

로 다양한 어구에 있어서 어구자동식별장치를 부

해 1월까지 약 6개월간 집중적으로 조업이 이루

착하는 적정한 위치 및 수량을 검토하기 위해 연

어지며,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어획된다. 이외에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간에는 옥돔, 눈볼대, 오징어, 갈치, 기타 잡어

어구자동식별장치를 참조기유자망 어구에 부착할

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한다. 타 어업에 비해 어

경우에 투망과 양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선의 규모는 작지만 어획량과 어획고는 상위 수

제점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준이며, 어획물의 선도가 좋고, 경쟁력 있는 어업

따라서, 이 연구는 어구 규모가 크고, 유실 및

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조기 유자망 어구는 수산

손상되어 폐어구 발생이 우려되는 참조기 유자망

업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에 의하면 40톤 이

어구를 대상으로 어구자동식별장치 개발을 추진

상 어선은 길이가 1만 6천미터 까지 사용할 수

및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했다. 근해

있으며, 5천미터 이내의 어구를 따로 실을 수 있

참조기 유자망 어업과 관련된 연구로는 유자망

는 자망 어업중 가장 규모가 큰 어구이다. 유자

어구의 망목 크기의 변화에 따른 망목선택성 구

망 어선(29t) 1척에 700폭(폭당 약 25m)을 싣고

명과 적정 망목 크기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자원

출어하며 200폭은 예비로 적재한다.

관리를 목적으로 연구한 Kim at al.(2009)의 연구

해양수산부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

와 유자망어업의 설의 높이에 따른 어획특성을

적물 관리 기본계획(2020.12)에 의하면 해양쓰레

파악한 Oh at al.(2014) 등 참조기 유자망어업과

기 발생량은 총 약 9,195 톤에 달하고 이 중 초

관련된 다수의 연구사례가 있으며, Kang at al.

목류를 제외한 48.3%가 폐어구이며, 약 58.9%가

(2018)와 Heo at al.(2019)이 서해안에서 사용되는

자망어업, 약 34%가 통발 어업에서 발생하고 있

안강망 어구와 제주도 연안해역에서 사용되는 고

다. 자망어업의 경우 어구 적정사용량은 27,000

정자망 어구를 대상으로 어구의 유실실태와 원인

톤이나 실제 사용량은 약 81,000 톤에 이르고 있

규명, 어구자동식별장치의 설치방안을 분석하여

으며 이 중 약 32%인 약 26,000 톤이 해양에 버

보고하였다.

려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MOF., 2021).

본 연구에서는 참조기 유자망 어구의 수중전개

어구 유실과 관련된 연구로는 명태와 참조기

현상, 부착위치 및 적정 수량에 대한 의견 수렴

어장에서 유실된 어구의 분포 현황을 조사 보고

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 Ahn et al.(2001)과 Kim et al.(2010)의 연구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규모를 축소한 모형

있으며, 여기에서는 자망류가 가장 많이 유실되

유자망 어구를 활용해 현장의 참조기유자망 어구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폐어구 발생에 따른

에 어구자동식별장치를 부착할 경우 투망과 양망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어구 발생 저감과 어구의

조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부이 개발, 전자부이와 수중 어구와의

검토하고 기초자료획득을 목적으로 해상시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송수신 기술개발, 원거리의 어구를 탐지하고 관
리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 개발 등의 기술개발 연

Ⅱ. 재료 및 방법

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어구자동식별장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유실어구 저감을 통한 해양 생
태계 보호를 위해 어구 위치를 자동식별하고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

1. 설문조사
참조기 유자망 어구의 전개 상태에 관한 기초
자료수집, 어구자동식별장치의 부착 위치 및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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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해 유자망 어선원을

어구자동식별장치를 참조기 유자망 어구에 설

대상으로 근해 유자망 어업의 성어기인 2019년 9

치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적용성 검토를 위하여

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4척이 선적되어있는

제주대학교 조사선 제라호(G/T 161)를 활용하여

한림항 선적에서 실시했다. 응답자는 출항 준비

[Fig. 1]과 같이 제주시 북서부 연안 222-8 해구

로 작업 중인 한림항 선적 근해 유자망 어선 14

(33°33′00″N ~ 126°17′00″E)주변 해역에서

척 중 외국인 선원을 제외한 선장 6명, 기관장 8

모형 유자망 어구로 해상시험을 실시하였다. 해

명 갑판장 12명 총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상시험 기간은 6월 14일(4물)과 6월 21일(11물)에

일반 사항으로 선원 수, 총톤수, 기관마력, 조업

1일 2회 총 4회 수행하였다.

해역 등 4가지 문항이었다. 조업 현황으로는 월
별 출어횟수, 출어기간, 조업 소요시간, 어구의

해상시험에 사용한 모형 유자망 어구의 모식도
와 명세를 [Fig. 2]와 <Table 1>에 나타냈다.

투입량, 어구의 1폭당 길이, 어구의 파망 정도,

모형 유자망 어구의 재질은 나일론 모노필라멘

어구의 수리 및 교체량에 대한 항목이었고, 다음

트3호이고 망목은 68 mm이며 그물감 1폭은 72코

으로 어구자동식별장치 수중발신기의 어구 부착

× 550코로 설의 깊이는 약 3 m였다. 뜸줄의 길이

적정 개수 및 부착 위치에 따른 선호도에 대한

는 24 m 성형률은 64% 이며, 발줄의 길이는 24.5

항목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m 성형율은 65%이다. 뜸줄은 PP로프 직경 16.5
mm에 부력 140 g의 플라스틱 뜸을 1폭당 0.85 m

2. 해상시험

간격으로 28개씩 부착하였다.

[Fig. 1] Location for field experiment (1), (2), (3), (4) coastal point north and west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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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model drift gill net used in the field tests at sea.
① GPS ② Buoy ③ Buoy line ④ Depth meter ⑤ Float line ⑥ Float ⑦ Guarding net
⑧ Main net ⑨ Sinker line ⑩ Sinker(lead) ⑪ Sinker(cement).

<Table 1> Principal particulars of model drift gill net.
Numbe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Part Names
GPS
Buoy
Buoy line
Depth meter
Float line
Float
Guarding net
Main net
Sinker line
Sinker(lead)
Sinker(cement)

Materials
SPT 1310 (Asenkorea)
Styrofoam
PP rope Ø 18
TD-milil (Star-oddi)
PP rope Ø 16
Float buoyancy(140g)
Monofilament No. 3 68mm
Monofilament No. 3 65mm
PB core Ø 8
PB (60g)
Donut-type (1.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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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2ea
2ea(150ℓ)
150m
4ea
24m × 8 width
1width × 24ea
2 mesh
240 × 950mesh × 8 width
24.5m × 8 width
85ea × 8 width
1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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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자의 재질은 납이고 공기중 무게는 60g으로

의 척당 평균 선원수는 13.4명이었으며, 내국인

1폭당 0.3 m 간격 85개를 부착하였으며 총 8폭의

선원은 선장, 기관장, 갑판장을 포함하여 평균

그물을 사용하였다. 모형 유자망 어구의 이동 궤

3.5명이었다. 근해 유자망 어선의 규모는 29~46

적은 어구의 양 끝단의 부표기 상부에 GPS 장치

톤이며, 평균 톤수는 35.78 톤이었다. 마력은 560

(SPT1310, Asen, Korea)를 방수용 커버에 넣고 부

~ 1217 hp로 평균 마력수는 784.64 hp이었다. 해

착하여 약 2초 간격으로 기록했다. 부설된 모형

역별

유자망

28.6%, 제주근해22.9%, 동중국해20% 순으로 나타

어구의

전개상태는

수심측정계(DST

조업

구역은

남해근해28.6%,

서해근해

milli-TD, Staroddi)를 그물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

났다.

근해 참조기 유자망 어선의 출어 횟수는

에 위치한 뜸줄과 발줄 양쪽 끝에 부착하여 약 5

월 2회 미만이 80.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초 간격으로 기록했다. 실험 해역의 수심은 1~2

월 3회 15.4%, 월 4회 3.8%순으로 나타났다. 출

회의 경우 약 90~100 m, 3~4회의 경우 약 50~60

어기간은 7일이 57.7%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

m였다. 투망과 양망은 조사선의 선미의 슬립웨이

로 8일 이상이 42.3%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에서 실시하였으며, 투망 소요시간은 평균 4~5분,

조업 시 기상악화와 유자망 어업 특성상 매월 조

양망 소요시간은 9~10분이었다(<Table 2>).

류가 강해지는 물때(사리)에는 투망 후 수중에서
강한 조류에 의하여 그물이 누워버리기 때문에

<Table 2> Depth of the test sea and time
required.

No

Test sea
depth(m)

조업 실패와 연결되며, 어구의 손상방지를 위하
여 조업을 기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회 조업 시 소요 시간은 [Fig. 3]과 같이 12시

Time required(min/s)

간 미만이 42.3%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약
shooting

roll up

1st

103

5m 25s

10m 24s

2nd

105

5m 27s

10m 40s

3rd

52.1

4m 02s

09m 04s

4th

52.5

4m 03s

09m 15s

13시간 미만이 26.9%, 14 ~ 15시간이 각각 11.5%
순으로 나타났다.

실험 소요 시간은 60분을 기준으로 실시하였
다. 또한, 저자들이 연구한 “제주 북서부 연안해
역에서의 참조기 유자망 어구에 대한 자동식별모
니터링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검토”(GIST, 2019)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검토 분석하였다.
[Fig. 3] Time required during one fishery on site.

Ⅲ. 결과 및 고찰

1회 조업 시 어구의 투입량에 대한 응답은
[Fig. 4]와 같이 700폭이 76.9%를 차지하였고, 그

1.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근해 참조기 유자망 어선 14척

다음으로는 600폭이 11.5%, 800폭이 7.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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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조업 시 그물 파망(그물의 찢어짐)폭수는
[Fig. 6]과 같이 40~50폭이 73.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30~40폭

및

50~60폭이

각각

1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구의 파망 위치는
대부분 원살 그물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Fig. 4] The amount of fishing gear put in during
the first fishery operation.
근해 참조기유자망 어구의 1폭당 길이에 대한
응답은 [Fig. 5]와 같이 뜸줄 23m와 발줄 28m가
76.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뜸줄 24m와
발줄 29m가 19.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청취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는 동일한 어획 어종이라도, 어선별로 선호
하는 어구 설계에 따라 그물 재료 및 부력재, 침
강재, 망목 선택에 따른 어구의 규모에 대한 약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Fig. 6] The amount width damage to the drift gill
net during one fishing operation.
1회 조업 시 어구 수리와 교체량은 [Fig. 7]과
같이 250~300폭이 69.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으로는 300~350폭이 19.2% 순으로 나타났다. 대
부분의 어선들에서 투망과 양망 과정 중 원살 그
물이 자연스럽게 파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그물 파망 시 어구에 대한 직접적인 수
리보다는주로 예비그물을 이용한 교체작업을 실
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장에서 선호하는 어구자동식별장치의 수중발
신기 부착개수는 [Fig. 8]과 같이 1~3개가 76.9%
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5개, 5~7개가 각각
7.7%, 7~10개, 기타(10개 이상)가 각각 3.8% 순으
로 나타났다.
어구자동식별장치의 수중발신기 부착 위치는

[Fig. 5] The length of one width of a small yellow
croaker drift gill net in use at the fishing
site.

[Fig. 9]와 같이 뜸줄이 76.9%로 가장 높았고, 뜸
줄과 발줄이 19.2% 및 기타(부표)가 3.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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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mount of word repair and replacement
amount during the first fishing operation.

[Fig. 9] Location of attached underwater transmitter
on automatic fishing gear identification
system.
및 4회차 시험의 경우 0.23 m/s(GPS-1), 0.24
m/s(GPS-2)로

나타났다.

각

실험별

GPS-1과

GPS-2의 평균 이동속도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동속도가 증가할수록 이동 거리 또
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GPS 측정 결과에 있
어서 [Fig. 10]과 같이 모형 유자망 어구의 이동
궤적에 따라 모형유자망 어구의 최대길이(196 m)
기준 약 19.6(5%∼10%) 범위로 양쪽 간격이 매우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실험에 사용한
모형유자망 어구는 8폭으로 현장의 유자망 어구
[Fig. 8] Number of attached underwater transmitter
on automatic fishing gear identification
system preferred in the field.

보다 규모면에서 매우 작은 규모로 사용하였으
며, 유자망 어구의 설(높이)은 약 3 m 정도로 실
제로 사용하는 어구의 22% 정도로 조류에 영향
을 적게 받는 것으로 생각되나, 고정 자망 어구

2. 해상시험 결과

와는 달리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로

모형 유자망 어구를 이용한 해상시험의 결과를
<Table 3>에 나타냈다. 어구의 양끝단에 부착한

인한 어구의 날림현상으로 인하여 양쪽 간격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GPS 측정 장치에 기록된 모형 유자망 어구의 이

각 회차별로 실시한 GPS 측정결과에서 2차 및

동 거리는 1차 및 2차 시험의 경우 평균 약 1478

3차 시험의 경우 GPS 위치 오차가 다소 크게 나

m 이동하였으며, 3차 및 4차 시험의 경우 평균

타났는데, 이는 어구의 투망 방향과 바람의 방향

약 539 m 이동하였다. 실험 횟수별 평균 이동속

이 맞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어구의

도는

2.08

이동 궤적 측정에 있어서 어구의 규모에 따라

m/s(GPS-1), 2.08 m/s(GPS-2)로 나타났다. 3회차

GPS 장비의 부착 갯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1회차

및

2회차

시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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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의 이동 궤적에 따른 전개 현상을 보다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번 실
험에 사용한 모형유자망 어구는 현장의 참조기유
자망 어구보다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장비 및 실험 횟수가

1st

다소 부족한 환경에서 모형 유자망 어구의 궤적
에 따른 거동 특성 결과를 도출하는데 다소 미흡
한점이 있다. 이에 대한 측정 장비 수량을 보완
하고 다양한 어장 환경에서의 추가 실험을 통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심 측정계 분석 결과는 [Fig. 11]에 나타냈다.
수심 측정은 모형유자망 어구의 뜸줄과 발줄 양
끝 부분에 각각 수심계를 1개씩 부착하여 기록했

2nd

다. 부착 시간은 80분 정도였으며, 최고수심까지
도달하는데 평균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1회 실
험의 경우 그물의 첫 번째 뜸줄과 발줄 부분의
수심측정계(D-1, D-2) 및 끝 부분에 부착한 뜸줄
과 발줄 부분의 수심측정계(D-3, D-4)와 수심 차
이가 모형 유자망 어구의 설 높이(약 3m)보다 크
게 나타냈는데, 이는 투망 과정에서 뜸줄과 발줄
이 서로 엉켰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중에
3rd

서 서서히 풀린 것으로 보여진다. 1회 실험을 제
외한 나머지 실험은 대체적으로 수중에서 그물의
깊이가 안정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판단되나, 실
험 횟수가 한정되어 측정한 실험 데이터 수집량
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번 해상시험에 있어서
모형 유자망 어구의 수중 전개현상 결과를 뒷받
침 하기에는 비교적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장 환경에서의 추가
실험을 통하여, 모형유자망 어구의 전개상태를

4th

더욱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
장에서 선호하는 어구자동식별장치의 수중발신기
부착개수와 부착 위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참조기 유자망 어구의 최대길이에
따라 어구자동식별장치 시제품의 송수신 범위를

Longitudu(˚E)

파악하여 수신기는 근해 참조기 유자망 어구의

[Fig. 10] Moving track measurement of drift gill
net fishing gear with GPS attached.

양쪽 끝부분에 위치한 부이나 깃대에 설치하고
발신기는 뜸줄과 발줄에 각각 부착하면 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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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field experiment.
Number of
experiments
1st
2nd
3rd
4th

GPS attached net
position

Shooting position

First(GPS-1)

126.2794(E)/33.5467(N)

Last(GPS-2)

126.2794(E)/33.5469(N)

First(GPS-1)

126.2999(E)/33.5496(N)

Last(GPS-2)

126.2999(E)/33.5495(N)

First(GPS-1)

126.3299(E)/33.4984(N)

Last(GPS-2)

126.3296(E)/33.4983(N)

First(GPS-1)

126.3303(E)/33.4989(N)

Last(GPS-2)

126.3299(E)/33.4984(N)

GPS attached
Time(min)

Moving
distance(m)

Average
moving
speed(m/s)

1,264

1.20

1,466

1.86

1,735

2.97

1,448

2.31

789.3

0.33

487.6

0.10

462.7

0.13

416.6

0.38

60
76
100
90

Immersion time(hh:mm:ss)

1st

2nd

3rd

4th

[Fig. 11] Water depth of model trial drift gill net for according to immersion time.
참조기 유자망 어구와 어구자동식별장치 시제품

개발중인 어구자동식별장치의 시제품을 이용한

과의 송수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제 근해 참조기 유자망 어구의 현장 적용성에

결과를 바탕으로, 강한 조류 및 악천후 등 다양

대한 추가 검증 실험이 필요하다.

한 외적인 요소가 내재된 실해역 어장에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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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모형 유자망 어구

Ⅳ. 결 론

의 각 실험별 최고수심까지 도달하는데 평균 40

본 연구는 유실 및 손상되어 폐어구 발생이 우

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1회 실험을 제외한 나머

려되는 현장의 참조기 유자망을 대상으로 어구자

지 실험은 수중에서 대체적으로 그물의 깊이가

동식별장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참

안정적으로 전개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

조기 유자망 어구의 전개상태에 관한 기초자료수

후 연구과제로는 참조기 유자망 어구와 현재 개

집, 어구자동식별장치의 부착 위치 및 적정 수량

발된 어구자동식별장치의 시제품을 통한 현장 적

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용성 시험을 실시하여 수중에 설치된 어구와 어

리고 모형 유자망 어구에 대한 수중 전개현상과

선과의 통신, 관제시스템과의 연계등에 대한 체

어구 자동식별장치의 부착 위치 및 적정량 파악

계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초자료 확

등의 현장 적용성 검토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수

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행하고 분석했다. 근해 참조기 유자망 어선의 출
어 횟수에 대한 설문결과에서 월 2회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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