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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집어등은 채낚기, 들망, 봉수망, 선망 어업 등

다양한 어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우리나

라에서는 오징어와 갈치를 대상으로 하는 채낚

기 어업의 어선세력이 가장 크고 집어등도 비교

적 큰 광력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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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energy-efficient LED lamps with an excellent fishing performance for

an anchovy scoop net by comparing the functions of 6 different lamps- incandescent, blue LED, green LED,

white LED, yellow LED and red LED lamp. We used incandescent and red LED lamps only for the initial

test and then excluded because those showed the lowest herding capacity. According to the result, yellow

LED showed lower herding capacity in comparison with the blue, green and white one. Although the

herding performance of the blue, green and white LED was similar in almost tests, herding speed to the each

light was different. The anchovies were gathered into the blue LED as the speed of 39.88cm/s that was the

fastest. Green LED was the second as the speed of 33.28cm/s. White LED was the slowest as the speed of

26.73cm/s. We will have field tests because we found the result that yellow LED′s herding performance was

better than green LED′s for 5 seconds comparing after starting in som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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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집어등에 대한 최근 연구도 채낚기용 집어

등에 대하여 우선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형 집어등의 소자로는 대부분 LED가 사용되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Choi (2006, 2008)가 수조에

서 LED 집어등의 방사 및 수중투과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Bae et al. (2008)가 수조에서

파장이 서로 다른 LED 광원에 대한 살오징어의

행동특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LED

집어등을 제작하여 어선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

구로는 Bae et al. (2009, 2011)이 LED의 발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랭식 및 수랭식 LED 집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어획성능을 평가하였고 ,

Choi et al. (2010)가 LED 집어등을 제작하여 전

력소모량 저감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기존 집어등에 대한 연구로는 An and

Choo (1993), Choi (2002)가 오징어 채낚기 집어

등의 광출력량과 어획량의 관계에 대하여, Jo et

al. (2004)가 꽁치 봉수망 집어등 불빛의 수중 투

과 특성에 대하여 , Inada (1988), Choi and

Arakawa (2001) 및 Jo et al. (2006)가 오징어 채낚

기 어선 주변의 수중분광방사 조도에 대하여 연

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Kim et al. (1999)는 정치

망에 집어등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채낚기 어업용 집어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멸치를 대상으

로 하는 분기초망 등 들망어업용 집어등에 대한

연구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멸치 들망어업용 집어등은 주로 메탈핼

라이드 램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성

행하는 멸치 초망어업용 집어등은 과거에는 주

로 백열등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메탈핼라

이드 램프를 사용하기도 한다. 들망어업용 집어

등에 대한 연구 사례로는 Park et al. (2001, 2002)

의 멸치 초망어업용 백열등의 광력에 따른 수중

투과특성 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집어등은 멸치

를 유집하기 위해 최적화된 램프가 아니고 조업

중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는 등 매우 불편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멸치 들망어업에서 사용되

는 집어등을 LED등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

로 멸치 유집에 적합한 빛의 파장을 규명하기 위

하여 수조에 기존 집어등과 같이 다양한 파장의

빛을 방사하는 백열등과 5가지 파장 (백색, 청

색, 녹색, 황색, 적색)의 LED 램프를 설치하고 각

광원에 대한 멸치의 행동반응을 조사하였다. 실

험에서는 각 광원에 대한 멸치의 순간적인 선택

성, 멸치가 머무르는 지속성과 유집되는 속도 등

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본 실험의 결과, 멸치 유

집성능이 높다고 판단되는 램프의 파장특성을

멸치 초망용 집어등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은 2011년 5월 3일과 4일, 경상남도 고

흥 연안의 정치망에서 오전 5시 30분경에 멸치

(Engraulis japonica)를 어획하여 조업지에서 15

분 거리에 있는 실험실까지 이송하여 오전 6시

경부터 실험을 시작하였다. 멸치를 장시간 육

상에서 사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실험수조에서 산소와 해수를 공급

하면 촬영과 실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새로운

해수와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대기수조

(L: 1,500×W: 700×H: 400mm)에 실험에 사용

할 멸치 500여 마리를 우선 가두고 실험 대상

멸치를 실험수조 (H: 250mm, D: 150mm)로 옮

기면서 실험하였다. 실험수조는 실험사이에 산

소와 새로운 해수를 공급하였다. 실험 및 대기

수조의 수온은 5월 3일 실험 시작 시에는 13.9。

C이었고 종료 시에는 14.2。C이었다. 또 5월 4일

실험 시작 시에는 13.9。C이었고 종료 시에는

14.1。C이었다. 

실험에 사용한 램프는 총 6종으로서 10W의

백열등과 3W의 청색, 녹색, 적색, 황색, 백색의

MR16 LED 램프이다. 백열등과 LED 램프의 용

량을 약 1/3 차이로 한 것은 백열등은 360도 전

방향으로 빛을 방사하고 LED 램프는 120도로 방

사하기 때문이다. 이들 램프 광원의 파장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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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Spectrometer (2DMPP－

1024X128－USB/45, Control Development, U.S.A)

와 AC power meter (GPM－8212, Gwinstek,

Korea)를 사용하여 파장 및 광출력 (Fig. 1)을 측

정하였다. 측정위치는 광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두 수조들은 Polycarbonate

재질로서 빛의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광의

검은색도료를 칠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멸치의 행동은 수조의 상부에

설치된 캠코더 (Sony, HDR－XR550, Japan)를 이

용하여 HD모드로 촬영하였다. 촬영된 영상은

목적에 따라 5초 또는 0.2초 간격으로 캡쳐하여

그림파일로 PC에 저장하였다. 

유영속도를 비교하는 실험에서는 멸치의 유

영을 0.2초 간격으로 캡처 한 후, 영상을 다시 하

나의 사진으로 겹쳐서 (Startrails Ver. 1.1, www.

Startrails.de) 멸치의 이동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때 멸치의 유영속도를 정

확히 계산하기 위해 수조의 바닥에 5cm 간격으

로 실제 위치의 기준이 되는 흰색 점을 가로 세

로 방향으로 찍어 촬영된 화면에서 오차를 수정

하는데 이용하였다. 수조바닥의 실제 기준점의

위치와 촬영된 화면의 기준점간의 차이를 이용

하는 오차 수정 방법은 공학용 수조의 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 실험에서 Particle의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Soloff et.

al., 1997)을 응용한 것으로 본 실험에서는 평면

의 오차인 X축과 Y축의 오차만을 보정하였다.

실험은 아래와 같이 총 5가지를 실시하였으며

사용한 수조의 평면 규격은 각 실험을 나타낸 그

림과 같고 수조의 높이는 모두 25cm이었다. 실

험에 사용된 멸치의 수는 실험의 성격에 따라 달

리하였다. 각 실험에 사용된 대상 멸치의 계수는

멸치의 특성상 공기 중 노출시간이 활력에 치명

적인 영향을 주므로 대기수조에서 실험수조로

이송 시 가능한 공기 노출을 적게 하기 위해 정

확한 계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 3마리의 오

차가 발생하였다.

실험 횟수를 줄이기 위한 실험

멸치는 어획 후 쉽게 활력이 떨어지는 어류이

므로 실험의 횟수를 줄여 실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구집성능이 현저히 약한 램프를 실험에서

배제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총

6가지 램프 (백열등 및 청색, 녹색, 황색, 적색,

백색 LED 램프)에 대하여 Fig. 2와 같이 실험 수

조 끝의 원형 수조를 둘로 나누고 30초간 암흑

상태에서 기다린 다음, 비교할 램프를 동시에 켠

후 5초 단위로 각 램프에 유집되어 있는 멸치의

수를 50초까지 계수하였다. 실험동안 멸치를 인

위적으로 모으거나 하지 않았고 램프만 바꾸었

다. 실험에 사용한 멸치의 수는 약 20마리이었으

며 각 램프의 빛이 서로 간섭을 받지 않는 공간

–329–

수조에서 여러 가지 색광에 대한 멸치의 반응 연구

Fig. 1. Wave length and relative intensity of the experi-

mental 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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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xperimental water tank and size of the water

tank to compare a luring ability of the six lamps (For

preparation experiment).



에 들어와 있는 멸치만 유집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이때 멸치는 램프를 설치한 원형 수조에서

벗어나서 반대편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개

방되어 있었다. 각 램프에 유집되었다가 다른 램

프로 이동한 경우도 측정시간 대의 유집으로 판

단하고 계수하였다. 

유영공간이 부족한 곳에서의 멸치의 불빛 선호

도 실험

유영공간이 부족한 곳에서의 멸치의 불빛 선

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4가지 램프 (청색, 녹

색, 황색, 백색 LED 램프)를 유영공간이 부족한

사각수조 (Fig. 3)의 양 끝에 비교할 두 램프를 각

각 설치하고 30초 동안 암흑 상태에서 기다린 다

음, 양쪽 끝의 서로 다른 램프를 동시에 켜서 5초

단위로 각 램프에 유집되어 있는 멸치의 수를 계

수하였다. 멸치의 수는 약 25마리이었으며 각 램

프로부터 35cm 거리까지에 들어와 있는 멸치만

유집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영공간이 있는 곳에서의 멸치의 불빛 선호도

실험

유영공간이 확보된 곳에서의 멸치의 불빛 선

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4가지 램프 (청색, 녹

색, 황색, 백색 LED 램프)를 원형수조 (Fig. 4)의

양 끝에 비교할 두 램프를 각각 설치하고 30초

동안 암흑 상태에서 기다린 다음, 양쪽 끝의 서

로 다른 램프를 동시에 켜서 5초 단위로 각 램프

에 유집되어 있는 멸치의 수를 계수하였다. 멸치

의 수는 약 30마리이었으며 각 수조에 들어와 있

는 멸치만 유집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불빛을 인지하고 모여드는 멸치의 속도 비교 실험

불빛을 인지하고 모여드는 멸치의 속도를 조

사하기 위하여 한쪽의 원형수조 (Fig. 5)에 4가지

램프 (청색, 녹색, 황색, 백색 LED 램프)를 순차

적으로 비추고 반대쪽의 원형 수조에 약 20마리

의 멸치를 모아놓은 다음, 멸치가 있는 수조의

입구 중앙에 폭 5cm의 입구를 만들어 놓고 입구

를 조금 열어 멸치를 한 마리씩 통과시켰다. 멸

치가 통로를 통과 할 때 멸치들이 겹치거나 수면

으로 올라와 파문을 일으키는 등의 특이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 계측에서 제외하였다.

서로 다른 두 불빛을 인지하고 선택하는 멸치의

불빛 선호도 실험

서로 다른 두 불빛을 인지하고 선택하는 멸치

의 불빛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쪽의 원형

수조를 둘로 나누고 비교할 두 가지 램프를 각각

켠 후 반대쪽의 원형 수조에서 멸치를 출발시켜

멸치의 이동경로 (Fig. 6)를 추적하였다. 각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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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xperimental water tank and size of the water

tank to compare a luing ability of the LED lamps (At

small area). 

Fig. 5. The experimental water tank and size of the water

tank to compare a anchovy′s moving speed to the LED

lamps. 

Fig. 4. The experimental water tank and size of the water

tank to compare a luring ability of the LED lamps (At

enough area for swimming).



은 3회 실시되었으며, 매회의 실험에 동원된 멸

치의 수는 약 15마리이었다. 멸치가 수조의 중앙

에서 출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멸치가 출발

하는 수조의 입구 중앙에 폭 5cm의 입구를 만들

어 놓고 멸치를 통과시켰다. 멸치가 수조의 입구

를 통과하여 수조 통로로 들어섰을 때 비교대상

인 두 램프의 어느 편에 위치하였는가와 램프에

가까운 원형 수조에 도착하였을 때, 어느 편에

위치하였는가를 조사하였다. 멸치가 램프를 향

해 유영할 때 수조 벽에 붙는 등 자료인식이 곤

란하거나 출발하였던 수조로 되돌아갔다가 램

프로 유집되는 것은 계수하지 않았다.

실험 중 유영능력이 다른 멸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거나 움직임이 적은 멸치는 다음 실험에

서 새로운 멸치로 대체하였고 결과에서는 배제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멸치 중 60마리에 대해

가랑이 체장을 측정하였다. 이들의 평균체장

(Body length)은 7.3cm (최저: 6cm, 최고: 9.9cm)

이었다. 

결    과
실험 횟수를 줄이기 위한 실험 결과

원형수조에 서로 다른 종류의 램프를 두 개 켠

상태에서 20여 마리의 멸치가 5초 마다 각 불빛

에 머무르는 멸치의 수를 계수하였다. 서로 다른

종류의 전등을 두 개 켠 상태에서 20여 마리의

멸치를 출발 시킨 후 5초 마다 각 불빛에 머무르

는 멸치의 숫자를 50초까지 계수한 실험 (Fig. 2)

에서는 적색 LED 램프와 백열등에서는 다른 램

프에 비하여 멸치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1). 

본 실험에서는 전체 실험 동안 멸치를 인위적

으로 모으거나 하지 않았고 램프만 바꾸었기 때

문에 초기 5초의 기록은 큰 의미가 없고 전체 시

간 동안 수조 내에 머무르는 멸치의 수가 의미가

있다. 시간대별로 각 램프에 유집된 멸치의 수를

누적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결과에서 적색

LED는 백열등과의 비교에서도 각각 22마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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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experimental water tank and size of the water

tank to compare a anchovy′s selectivity for the LED

lamps.

Table 1. Existing fishes in the lighting area by the time pass at the experiment to compare a luring ability of six lamps

* R: Red B: Blue G: Green W: White Y: Yellow I: Incandescent

Time

(sec)
R B R G R W R Y B I G I W I Y I R I G B W G W B W Y B Y G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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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마리가 유집되어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

한 결과에 의해 적색 LED와 백열등은 이후의 실

험들에서는 배제하였다. 

상대적으로 유집효과가 높았던 4가지 LED

램프 (청색, 녹색, 백색, 황색)의 비교 실험에서

청색과 녹색 LED의 비교에서는 녹색이, 녹색

과 백색 LED의 비교에서는 백색이 높았지만,

청색과 백색 LED에서는 청색이 높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고, 이런 관계는 황색 LED와 나

머지 세 LED와의 비교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

였다. 즉 네 램프간의 선호도 차이가 적거나 상

대적이었다.

유영공간이 부족한 곳에서의 멸치의 불빛 선호도

Fig. 7은 예비실험에서 유집효과가 높았던 네

가지 LED에 대해서 유영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의 각 램프별 멸치의 불빛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 멸치는 황색 LED보다

비교 대상인 세 가지 램프 (청색, 녹색, 백색)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색, 백색, 녹색 LED를 서로 비교한 경우에

서, 청색과 녹색 LED의 비교에서는 시간대별

로 녹색에 유집된 멸치의 수가 평균 7.7마리로

청색 LED의 6.7마리보다 많았고, 녹색과 백색

LED의 비교에서는 백색 LED에 평균 9.5마리

가 유집되어 평균 6.8마리인 녹색 LED보다 많

았다. 끝으로 백색과 청색 LED의 비교에서는

백색 LED에서 평균 9.5마리가 유집되어 평균

6.6마리가 유집된 청색 LED보다 멸치의 수가

많았다. 

유영공간이 있는 곳에서의 멸치의 불빛 선호도

Fig. 8은 예비실험에서 유집효과가 높았던 네

가지 LED에 대해서 충분한 유영공간이 제공된

곳에서의 각 램프별 멸치의 불빛 선호도를 조사

한 결과이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이전의 실험

결과 (Fig. 7)에서와 같이, 황색 LED에 대한 멸치

의 선호도가 다른 세 가지 램프 (청색, 녹색, 백

색)에 대한 선호도보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상대적으로 유집성능이 높은 청색, 백색, 녹색

의 LED를 서로 비교한 경우에서 청색과 녹색

LED의 비교에서는 청색 LED에 유집된 멸치가

평균 16.8마리로 녹색 LED의 13.6마리보다 많았

고, 녹색과 백색 LED의 비교에서는 녹색 LED에

평균 17.6마리가 유집되어 평균 13.0마리인 백색

LED보다 많았다. 끝으로 백색과 청색 LED의 비

교에서는 백색 LED에서 평균 18.0마리가 유집

되어 평균 12.2마리가 유집된 청색 LED보다 멸

치의 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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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isting fishes in the lighting area by the time pass at the experiment to compare a luring ability of the LED lamps

(At smal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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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빛을 인지하고 모여드는 멸치의 속도

불빛을 인지하고 모여드는 멸치의 속도를 조

사하기 위하여 네 가지 LED (청색, 녹색, 백색)

램프에 대해 멸치가 불빛을 발견하고 유집되는

속도를 계측한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청

색 LED에 유집되는 멸치의 속도가 39.88cm/s로

가장 빨랐고 , 다음으로 녹색 LED에는

33.28cm/s, 백색 LED에는 26.73cm/s, 황색 LED

에는 26.20cm/s의 순이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계측 방법은 촬영 시 발생

하는 카메라 렌즈의 왜곡과 촬영 각도에 따라 발

생하는 오차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Ito et al.

(2011)이 제작한 촬영 장비처럼 3차원으로 촬영

되지 않으므로 멸치의 유영 수심이 달라질 때 발

생하는 유체의 굴절에 의한 오차와 계측된 멸치

들의 유속을 평균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다소

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영속도가

유사하게 계측된 백색과 황색 LED 램프에 대한

멸치 유집 속도의 비교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고 판단된다.

서로 다른 두 불빛을 인지하고 선택하는 멸치의

불빛 선호도

한쪽의 원형 수조를 둘로 나누고 멸치의 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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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isting fishes in the lighting area by the time pass at the experiment to compare a luring ability of the LED lamps

(At enough area for swimming).

Fig. 9. Anchovy′ s moving speed to the LED lamps by the time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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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를 비교할 두 가지 램프를 각각 켠 후 반

대쪽의 원형 수조에서 멸치를 출발시켜 멸치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실험의 결과를 Table 2에 나

타내었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 청색 또는 백색과

황색 LED를 비교하는 경우에서는 황색 LED를

선택하는 멸치보다 비교 대상인 램프 (청색 또

는 백색)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녹

색과 황색 LED를 비교하는 경우에서는 전체 유

집된 멸치의 수도 황색 LED가 15마리로 녹색

LED의 8마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구

를 나왔을 때 녹색 LED 편에 있다가 황색 LED

쪽으로 바꾸어 유집된 경우의 멸치 수는 7마리,

황색 LED 편에 있다가 녹색 LED 쪽으로 유집된

경우의 멸치 수는 3마리로 나타나 전자의 경우

가 후자보다 많았다.

고    찰
본 실험들에서 멸치가 빛에 의해 유집된 것인

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빛에 반응하여

유집된 멸치의 유영속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 (Fig.5, 9). Hammer (1995)에 의하면 일반적으

로 어류의 유영속도 중 Burst swimming speed는

1초당 체장의 10배이고 (10BL/s), 대체로 2초 내

외의 Burst capacity를 가지는 것 (Beamish, 1978)

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실험의

결과에서 청색 LED에 대한 멸치의 유집 속도는

Burst swimming speed의 55% 수준으로 추정되

며, 가장 늦은 유집 속도를 보인 황색 LED에 대

한 멸치의 유집 속도는 Burst swimming speed의

35% 수준으로 추정된다 . 이 속도는 Blaxter

(1969)가 정의한 어류의 평균적인 전진 속도인 2

BL/s 보다 빠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에 의해 움

직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James and

Probyn (1989)의 멸치의 섭이와 유영속도의 관

계 연구에 의하면 멸치가 일반적으로 유영하는

속도는 7－30cm/s이고 Feeding의 속도는 17－

55cm/s이므로 본 실험에서 멸치가 움직인 속도

는 섭이 속도와 유사한 정도로 볼 수 있다. 즉 본

실험의 결과에서 멸치는 빛에 의해 유집된 것으

로 판단 할 수 있다.

유집 성능이 낮은 램프를 배제하기 위한 실험

의 결과에 의하면 어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백열

등과 적색 LED 램프는 멸치의 유집 성능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나머지 네 가지 LED 램

프 (청색, 녹색, 백색, 황색)의 유집 성능 비교에

서는 멸치가 유집되어 머무를 때의 비교 실험의

결과 (Fig. 7, Fig. 8)와 유집되는 속도를 비교한

실험 (Fig. 9)에 의하면 황색 LED 램프도 다른 세

LED 램프 (청색, 녹색, 백색)에 비해서 유집 성

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멸치가 불빛을 확인하고 두 불빛 중 하

나를 선택하는 실험 (Fig. 6)에서는 Table 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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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chovy′s selectivity of a starting and a ending for the LED lamps

Start lamp Side Destination lamp Side Number Total Number

Blue

Blue

Yellow

Yellow

Blue

Yellow

Blue

Yellow

16

1

11

2

Blue 27

Yellow 3

Green

Green

Yellow

Yellow

Green

Yellow

Green

Yellow

5

7

3

15

Green 8

Yellow 15

White

White

Yellow

Yellow

White

Yellow

White

Yellow

18

-

4

9

White 22

Yellow 9



이 청색 또는 백색과 황색 LED를 비교하는 경우

에 황색을 선택하는 멸치보다 청색 또는 백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긴 하였으나 멸치가 녹색과

황색 중에 선택하는 실험에서 전체 유집된 멸치

의 수가 황색 LED가 15마리로 녹색 LED의 8마

리 보다 많았고 입구를 나왔을 때 녹색 LED 편

에 있다가 황색 LED 쪽으로 이동한 경우가 반대

의 경우보다 많았다. 즉 황색과 녹색 LED와의

유집 비교에서는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멸치

가 녹색 LED에 유집되지만 멸치가 초기에 선택

하는 것은 황색 LED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징어가 특정한 파장의 빛에 초

기에는 양주광성 또는 음주광성 행동을 보이지

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반대의 반응 (Bae et al.,

2008)을 하는 현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이 멸치가 불빛에 나타내는 반응의

결과라고 추정한다면 Fig. 1에서 나타낸 각 램프

의 광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빛의 수중투과특성은 Chancey (2005)의

연구에서 파장 400－500nm에서 투과율이 가장

좋고 매질에 대한 흡수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알

려져 있기 때문에 멸치 및 바다생물은 경험적으

로 이 파장대의 빛에 익숙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

되고 따라서 입구를 통하여 나온 멸치가 황색

LED에 먼저 유집이 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청색, 백색, 녹색 LED에 끌리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유영공간이 부족한 경우와 유영공간이 확보

된 경우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면 서로 다른 불빛

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때에도 처음 선택한 불빛

에 머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

다. 즉 유영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이동이 많다는

것은 불빛에 의해 간섭을 받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같은 불빛에서 유영공간이 확보되었

을 때 이동이 적으면 선호하는 불빛에서는 간섭

이 있더라도 머무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

문이다.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유영공간이 있는

경우 (Fig. 8)이 없는 경우 (Fig. 7)보다 시간별 물

고기 차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멸치 초

망은 연안에서 주로 조업하므로 육상의 여러 불

빛에 의해 간섭을 받을 수 있으나 적정한 불빛을

선택하면 멸치를 구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멸치가 양쪽의 불빛 중 하나의 불

빛을 선택하였는가 하는 기준을 불빛으로부터

35cm로 하였는데, 이는 정량적 데이터나 기존의

참고문헌에 의한 것이 아니다. 연구에서 멸치의

시력에 대한 연구와 고려는 되어 있지 않고 기존

의 문헌에도 이와 관련된 결과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실험 중 실험수조의 규모를 고려하여 임

의로 결정한 것으로 향후 멸치의 시력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상에서는 어선 주위에 여러 가지 빛들 때문

에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멸치는 군집을 이룬

때와 개체가 움직일 때는 유영속도나 행동패턴

이 달라 질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집어등을 제작하여 실제 해상

시험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생물

중에는 성장에 따라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이 달

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1년생인 멸치를 대상으

로 거의 모든 성장 단계의 멸치를 모두 어획하는

들망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요소에 대

한 고려도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멸치에 대한 집어 성능이 좋은

집어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물 집어등 빛의 종

류를 설계하기 전 단계로 수조에서 실시된 6가

지 램프에 대해 비교 실험을 실시하고 각 종류

빛의 특성 (파장)에 대하여 멸치가 어떤 선호도

를 가지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본

저자들은 근래에 여러 가지 기술개발에 의해 성

능이 향상되고 있는 LED 집어등의 개발을 목표

로 하여, 백열등, 적색, 청색, 녹색, 백색, 황색

LED 램프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본 실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색 LED와 백열등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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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에 비해 현저히 집어 성능이 낮아서 초기 실

험 외에는 비교 실험에서 배제하였으며, 황색

LED 또한 대부분의 실험에서 청색, 녹색, 백색

에 비하여 유집 성능이 낮았다. 모든 실험에서

청색, 녹색, 백색은 비슷한 유집 성능을 보였으

나 실험 멸치가 불빛을 확인하고 유집되는 속도

는 청색 LED에서 39.88cm/s로 가장 빨랐고, 그

다음으로 녹색 LED에서 33.28cm/s, 백색 LED에

서 26.73cm/s 순이었다. 그러나 멸치가 5초 이내

에 램프를 선택하는 실험에서는 황색 LED가 녹

색 LED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등 네 가지 램

프 중에서 어느 한개 램프의 유집 성능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들

램프에 대해서 해상시험을 통해 멸치 어군에 대

한 유집 성능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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