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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채낚기 어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의 대표적인

어업으로 약 5,000척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징

어와 갈치를 주 어획대상으로 하고 있다 (An et

al., 2012). 이 중 오징어채낚기 어업은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업으로서 최근에는 유가와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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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 efficiency of the squid jigging vessel using the LED and metal halide fishing lamp combination was

analyzed to reduce the cost for fishing operation utilizing the fishing light system for high degree of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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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45°angle of light intensity distribution. The marine experiment for making a comparison of their

fishing efficiency was tested by a 9.77 tons fishing vessel from Oct. through Dec. 2012.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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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ped vessel and 20% energy savings. This means that the combination of LED and metal halide lamps

would provide an efficient way to lower energy consumption while maintaining fish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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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승으로 어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유가는 채낚기 어업의 조업 경비에 큰 영

향을 미치는데, 10톤 미만인 연안채낚기 어선은

집어등에 81kW의 과도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유류비가 어획고의 30〜40%에 해당하여 어업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Bae et al., 2009). 또한,

어선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며 (Driscoll and Tyedmers, 2010), 기

존의 메탈핼라이드등은 가시영역외 자외선의

방사로 인하여 시력과 피부 화상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Inada and Arimoto, 2007;

Peter, 2009).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이 적고, 에너지

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작업 중 선원에게 안전한

고효율 집어등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집어

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고효율 집어시스

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집어등의 수중 투과 특성

과 관련하여 Arakawa et al. (1998)은 오징어채낚

기 어선에서 메탈핼라이드등 (이하“메탈등”이

라 함)의 파장에 따른 방사조도 분포 특성과 오

징어 어군의 분포에 대해, Choi and Arakawa

(2001)는 집어등 점등에 따른 오징어 어군의 수

층 이동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집어등의 광

력과 어획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An and Choo

(1993)의 오징어채낚기에서 집어등 광력 변화와

어획의 관계, Inada et al. (1995)의 수중 집어등에

대한 빨강오징어의 어획 반응, Choi (2002)와

Yamashita et al. (2012)의 살오징어는 집어등 용

량이 증가하면 어획량이 증가한다는 연구보고

가 있었으며, Choi (2009)는 이종광원 조합에 의

한 집어등의 운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국

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09년부터 LED 집어등을

이용한 시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Bae et al.

(2009)이 채낚기 어선용 공랭식 LED 집어시스

템의 설계 및 성능평가에서 채낚기용 LED 집어

등을 제안하였으며, An et al. (2012)이 갈치채낚

기 어선을 대상으로 180W급 LED등과 메탈핼라

이드등을 겸용한 집어시스템의 어획성능을 보

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180W급 LED등과 메탈핼라이드등

을 겸용한 집어시스템을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적용하여 시험조업을 실시하고, 어획성능시험

의 결과를 분석 보고한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집어시스템의 구성

우수한 집어등의 조건으로 광원의 파장 및 세

기와 함께 투광각과 배광 패턴 등 어선의 조업

특성에 맞는 배광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메탈 집어등의 배광 패턴은 기본적으로 광원을

중심으로 구형으로 방사되어 선박의 동요에도

해수면의 조도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일부 LED집어등은 투영 영역

의 직하 조도를 높이기 위해 투광각이 캔들형의

좁고 긴 형태의 배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영

면적 중 일부 지점만 조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등

조도분포가 낮으며, 선박의 횡요에 의한 Flicker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LED집어등

의 경우 횡요에 의한 광도변화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집어등을 여러 단으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

가 있었다. 또한, 오징어채낚시는 자동조획기나

수동롤러를 사용하고 있어 어구의 운용 위치를

변경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집어등의 배광패

턴이 변경되어 오징어가 유집되는 위치나 수심

이 바뀔 경우 어획량에 영향을 주기 쉬운 구조이

다. 오징어채낚기 어선은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현측 흘수 밑으로 안전판 (stablilizer) 또는 빌지

킬 (bilge keel)을 설치하거나 보조부력탱크를 길

게 설치하여 선박의 동요를 감쇠시키고 있다.

LED집어등의 배광 패턴 문제를 개선하기 위

하여 본 실험에 사용된 180W급 집어등은 반사

판의 형상을 변경하여 배광각을 상하 ±30°에서

±45°로 확대하고, 부채꼴의 배광패턴으로 선박

의 횡요에 의한 조도변화가 개선되도록 설계 제

작하였다 (Fig. 1.). LED 집어등의 제원은 Table 1

과 같고, 시스템의 구성과 집어등의 특성은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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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2)의 집어시스템과 동일하하며, 설치

된 집어등의 수량은 140개로 하였다. 시험선에

설치된 집어등의 점등 광경은 Fig. 2와 같다.

어획성능 시험

어획성능 시험은 동해안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주요 어항인 경북 울진군 죽변항 인근 해역에서

수행하였으며 (Fig. 3), 시험선은 죽변항 선적의

상업어선 천일호 (9.77톤)를 사용하였다. 집어등

의 사양, 운용방법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시험

선은 어장에 도착한 후 LED집어등 (용량

180W×140개) 25.2kW와 메탈등 18조 (1조 3kW)

54kW를 점등하여 집어등의 총용량이 79.2kW가

되게 하여 광력 규정 81kW 이하를 사용하였으

며, 어군의 밀집도와 어획 상태, 주변의 조업선

등 어장 상황에 따라 21시〜24시경에 메탈등을 7

〜14조 (21〜42kW)로 줄여서 조업하였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어획성능의 비교는 단

위 노력 즉, 조업일수, 조업시간, 조획기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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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ight distribution of the LED fishing lamp (unit: angle, cd). 

(a) Ordinary type (b) Improved type

Table 1. Specification of LED lamp used at the experi-

ment

Item Specification

Power consumption (W)

Luminous energy (lm)

Luminance efficiency (lm/W)

Colour of LED lamp

Color temperature(K)

Emission Peak

LED Package 

180W

13,000

75

White

6,000K

450nm

GSPW1643JTE-50X, 144EA

Fig. 2. Photo of LED and Metal Halide fishing lamps at

the experimental squid jigging vessel.

Fig. 3. Location of the fish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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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 선원의 숙련도, 어장 선택 및 어장 형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의 비교가 필요하지만, 이러

한 조건을 다 만족하기에는 실험에 현실적인 어

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어획성능의 비교를

위해 시험선과 같은 선단에 소속된 어선 20여 척

중 시험선의 조업일지에 인근 선박을 기록하도

록 하여 이중 조업일과 조업해역이 동일한 어선

을 기준으로 6척 (M1〜M6)을 비교 선박으로 한

정하여 비교하였다. 비교선 6척 중 4척은 시험선

과 동일한 9.77톤이고 M1호는 7.93톤, M6호는

19톤이다. 집어등의 어획성능은 동해안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주어기인 10월부터 12월 중순까

지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실적 자료로 분

석하였다.

어획성능 분석에는 조업횟수, 일일어획량,

CPUE (Catch Per Unit Effort, 본 논문에서는 일일

노력당어획량)를 비교하였다. 또한 상대적인 어

획효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어획성능지수 변화

를 시기 및 해역에서 조업한 어선별 어획성능을

비교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어선 j의 어획성능지수 aj는 다음의 식으로 계

산할 수 있다.

p

∑
i〓1

(yij

n

∑
j〓1

yij___
n )

aj〓
____________

p

∑
i〓1

x
i
2

단, p는 조업일수, n은 어선수, yji는 제 i일에 조

업한 어선 j의 어획량, xi는 어획성능 1을 갖는 가

상의 표준어선 X의 제 i일 어획량이다. 

LED와 메탈 집어등을 겸용한 어선의 유류 절

감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험선박 집어등의 전

력사용량을 직접 측정하였다. 시험선으로 사용

한 천일호 (9.77톤)는 집어등을 점등하는데 필요

한 전력을 주기관 (470Hp, John Deere)과 100kW

급 220V 삼상발전기를 직접 밸트로 구동하여 공

급하고 있다. 주기관과 직결하여 발전기를 구동

할 경우, 발전기의 출력 주파수가 60Hz가 되도

록 주기관의 회전수를 맞추어 사용하게 된다. 이

때 일정 부하량의 범위에서는 주기관의 조속기

(governor)에 의해 연료공급량을 자동적으로 조

절하여 제어가 되지만, 부하량의 변화가 클 경우

에는 수동으로 주기관의 가속기를 조작하여 발

전기의 출력 주파수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집어등의 용량 변화에 따른 유류소모량

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동 조작

에 의한 편차와 항해 시간과 발전기를 연결한 시

간을 구분하여 연료소모량을 측정해야 하며, 선

박에 따라 보조발전기를 사용하거나 해상 조건

등, 운용 조건이 다르므로 측정에 의해 연료소모

량을 표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어등 운용 방법에 따른 전력량의

변화를 삼상 디지털 전력량계 (SMY-33, KMB

systems, Czech)를 이용하여 시간당 전력사용량

을 산출하고, 선박용 디젤엔진의 연료소모율

(Qe)을 기준으로 연료소모량 (Q)를 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선박용 디젤 엔진의 연료소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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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 and operation method of fishing lamp established at the experimental squid jigging vessel during

October and December, 2012.

※ MH : Metal halide lamp, M6: Comparision vessel of 19 tonnage

Vessel 

(tonnage)
Fishing lamp Operation of Lamp

LED + MH vessel

(9.77)

Total 79.2kW

LED lamp 180W×140ea

MH 1.5kW×36ea

Starting 79.2kW

Changed power : 61.2〜67.2kW

(Reduction rate 17〜24%)

6 Comparision vessel

(7.93〜19)

Total 81kW

MH 1.5kW×54ea

M6 102kW

MH 1.5kW×68ea

81kW

(M6 102kW)



(Qe)는 200g/kw·hr이며, 경유의 비중 (r)은 0.835

이므로 선박의 전력사용량 (W)에서 연료소모량

(Q)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Q〓Qe×Wa×r

또한, 시험선의 연료절감률 (Ex)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Wa－(WMH + WLED))
Ex〓

___________________×100
Wa

단, Wa는 비교 선박의 전력사용량, WLED은 시

험선의 LED등 전력량, WMH은 시험선의 메탈등

전력량이다.

결과 및 고찰
어획성능 시험

오징어채낚기 시험선 천일호에 LED 집어등

과 메탈등을 겸용한 조건에서 2012년 10월에서

12월에 조업한 결과를 같은 선단에 소속된 9.77

톤급으로 기존등을 설치한 어선과 비교한 것은

Table 3과 같다. 

시험선 천일호는 18회의 시험조업을 하였으

며 비교선들은 9〜16회 조업하여 비교선의 평균

조업일수는 13일이었고 시험선이 5회 더 많이

조업하였다. 조업기간의 총어획량은 시험선이

11,400kg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비교선

MH6로 10,806kg이었는데, 시험선의 총 조업시

간이 비교선박에 비해 많았고 일일어획량도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 그리고 ,

CPUE (일일평균어획량)는 시험선이 633.3kg으

로 비교선의 평균 621.5kg보다 11.8kg이 많게 나

타났으며 전체 선박 중 3위를 차지하여 양호한

어획성능을 나타내었다 (Fig. 4). 

시험선이 당일 조업 중 어획상태와 어장환경

을 고려하여 메탈등의 수량을 줄여서 조업하였

는데 당일 어군의 유집이 잘 되어 전반적인 어획

량이 많은 경우에는 메탈등의 수량을 일정량 감

소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

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금번 조사에서는

메탈등의 수량별 어획 횟수가 적어서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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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tch and fishing operation day of squid jigging vessel according to the kind of LED and metal halide lamp

during October and December, 2012

※*LED + MH: vessel with the combination of 140 LED lamps and 36 MH lamps,

**MH: vessel with 54 MH lamps, ***MH: vessel with 68 MH lamps,

CPUE : catch per unit effort (kg).

Vessel
(tonnage)

Number of
fishing day

Total catch
(kg)

CPUE (kg) Remarks

LED + MH* (9.77)

MH1** (7.93)

MH2** (9.77) 

MH3** (9.77)

MH4** (9.77)

MH5** (9.77)

MH6*** (19)

18

16

11

15

11

9

13

11,400

8,106

6,078

9,132

5,304

6,729

10,806

633.3

506.6

552.5

608.8

482.2

747.7

831.2

LED + MH

MH

MH

MH

MH

MH

MH

Mean of MH 13 7,693 621.5

Fig. 4. Comparison of CPUE of squid jigging vessel

during October and December, 2012.

Gray: LED + MH vessel, White: Metal Halide Lamp vessel,

(     ): Gross tonnage of fishing vessel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Vessel

LED+MH*
(9.77)

MH1**
(7.93)

MH2**
(9.77) 

MH3**
(9.77)

MH4**
(9.77)

MH5**
(9.77)

MH6***
(19)

C
P

U
E

(k
g
)



로 분석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적정 집어등의

감소 수량에 대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비교선 중에서는 집어등 용량이 타 선박에

비해 21kW가 더 높고 선박의 크기도 19톤인

MH6의 CPUE가 다른 선박에 비해 월등하게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Choi (2002)는 일본의 19톤

내외의 선박에서는 광력 300kW까지는 어획량

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Yamashita

et al. (2012)에서 LED 9kW와 메탈등 혼용 조건

에서는 광력 증가에 따라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연안어선에 비해 선원수 및

자동조획기 수가 많기 때문에 CPUE가 높게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업일수가 적은

MH5호의 CPUE가 높은 것은 어획량이 많을 때

집중 조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

고, 조업기간 중 10월은 해황이 양호하고 조업실

적도 좋게 나타났으나 11월은 해황이 악화되고

어장형성이 잘 되지 않아 출어일수는 10월과 비

슷한 수준이었으나 어획은 전반적으로 저조하

게 나타났다. 

시험선과 비교선박의 CPUE와 어획성능지수

를 Table 4와 같이 비교하였다. 어획성능지수에

따른 순위는 CPUE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일

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어획성능지수는 MH6이

1.62로 월등하게 높았고, LED등과 메탈등을 겸

용한 시험선이 1.59로 전체선박 중 2위를 차지하

였다. 시험선은 CPUE가 3위인데 어획성능지수

가 2위가 된 것은 어획량이 높은 조업일수가 다

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비교선 중 MH5의 경

우는 CPUE는 2위였으나 일일어획량이 상대적

으로 적은 경우가 있어서 어획성능지수는 4위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LED 집어등과 메탈등을

겸용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운용 방법

이 오징어채낚기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집어등의 운영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한편, 채낚기어업의 어획량은 집어등 뿐

아니라 어장 선정, 선장 및 선원의 능력, 시앵커,

조류 및 해류, 어선 밀집도, 대상생물의 분포수

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지므로 상업화

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해어황 조건

에서 시험하고 어장조건에 따른 LED 등과 메탈

등의 운용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어업

인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집어시스템의 에너지 절감량

2012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시험선과 비교

선박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고 에너지 절감

량을 분석하였다. 시험선이 전력 공급을 위한 발

전기를 주기 직결로 연결하여 구동하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유류 소모량 대신 에너지 사용량

을 비교하였다.

Table 5에서 시험조업 기간에 시간당 전력감

소량은 LED와 메탈 혼용 선박의 시간당 전력소

비량이 64.8kWh이므로 일반 메탈등 사용량

81kWh에 비하여 16.2kWh 감소하여 평균 20%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디젤엔

진의 연료소모율을 적용하여 시험선의 시간당

유류 절감량 (Q)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Q〓(81.0－64.8)×200/0.835/1000〓3.88 (L/hr)

오징어채낚시 어선의 연간 척당 유류절감량

은 평균 10시간, 월간 20일, 4개월 조업을 할 경

우, 유류절감량은 3,104L이며, 경유의 1000L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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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PUE and fishing power index(FPI) of squid jigging vessel during October and December, 2012

Type LED+MH MH1 MH2 MH3 MH4 MH5 MH6 Mean

CPUE

Rank

FPI

Rank

633.3

3

1.59

2

506.6

6

0.76

6

552.5

5

0.77

5

608.8

4

0.99

3

482.2

7

0.60

7

747.7

2

0.89

4

831.2

1

1.62

1

623.2

1 



이산화탄소 배출량 (tCO2)은 2.584이므로 이산

화탄소 감소량은 8.02 tCO2로 나타났다.

오징어채낚기에 적합한 새로운 집어등을 개

발하려면 집어등의 파장에 따른 수중 투과특성

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Choi (2006)는 LED

집어등 중 473nm의 Blue, 501nm peacock blue의

투과특성이 우수하다고 하였고, Bae et al. (2008)

은 깊은 수심에서 청색등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50nm에 최대발광파장을 가진

LED칩을 베이스로 황색형광체를 사용한 색온

도가 6,000K인 LED 패키지로 구성된 집어등을

사용하였는데, 어획성능이 비교선에 비하여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험선의 선장과 선원들

도 LED 집어등 점등시 선체 주위가 메탈등만을

점등한 경우보다 시각적으로 밝게 보이고 수중

투과가 잘 되어 19톤급 어선이 인접하여 조업한

경우에도 오징어 어군이 본선에 머물러서 LED

집어등이 어군 유집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다. 어획시험 결과와 어업인의 의견을 종합하

여 볼 때, LED 집어등을 메탈등과 겸용하는 방

법이 오징어채낚기에서도 산업화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Yamasita et al. (2012)는

LED등과 메탈등을 겸용하되 집어 초기부터 조

업 종료시까지 집어등 광력을 동일하게 유지하

는 방법으로 시험하여 창오징어를 대상으로

LED등을 9kW로 하고 메탈등의 용량을 0〜

90kW로 달리하였을 때 예상 어획량 모델에 의

거 메탈등의 용량 72kW까지는 어획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그 이상에서는 어획량이 감소한다고

추정하였으며 살오징어에서는 메탈등 용량이

증가할수록 예상 어획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

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는 비교선과

집어등 광력을 유사하게 유지하다가 어장 환경

과 어획 상황을 고려하여 메탈등의 용량을 줄이

는 방법을 사용하여 어획량을 유지하고 에너지

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광원의 파장에 대한 대상 어종의 시감도와 수중

투과 특성을 고려한 집어등용 LED패키지의 개

발과 LED 집어등과 메탈등의 특성을 고려한 적

절한 혼용비와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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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wer consumption of squid jigging vessel of LED and metal halide lamp during October and December, 2012

Date
Fishing hours

(Hr) 

Power consumption

(kWh) 

Power

consumption/Hour

(kWh/Hr)

Rate of Fuel

reduction(%)

OCT.4

OCT.5

OCT.8

OCT.9

OCT.11

OCT.12

OCT.13

OCT.14

NOV.3

NOV.4

NOV.14

NOV.18

NOV.20

NOV.21

NOV.22

NOV.24

DEC.13

DEC.16

9.9 

13.3 

12.0 

12.0 

12.2 

11.2 

10.8 

11.0 

12.5 

10.0 

6.7 

8.2 

10.5 

10.2 

11.0 

10.9 

14.3 

8.7 

656.6 

921.0 

764.4 

820.4 

800.1 

719.4 

735.0 

721.2 

713.5 

649.5 

450.0 

519.3 

684.6 

736.7 

802.2 

736.9 

741.2 

452.9 

66.3 

69.1 

63.7 

68.4 

65.8 

64.4 

68.1 

65.6 

57.1 

65.0 

67.5 

63.6 

65.2 

72.5 

72.9 

67.5 

51.7 

52.3 

18.1 

14.7 

21.4 

15.6 

18.8 

20.5 

16.2 

19.1 

29.5 

19.8 

16.7 

21.5 

19.5 

10.5 

10.0 

16.7 

36.2 

35.5 

Mean of data 10.8 701.4 64.8 20.0



용방안을 함께 고려한 효과적인 현장 적용 방법

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결    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업 중 하나인 채낚기

어업에서 LED 집어등을 적용하여 조업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LED등과 메탈등을 겸용한 조

건에서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어획성능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광 패턴이 부채꼴 형상

의 상하 ±45°배광각을 가진 180W급 LED 집어

등140개를 선박 상부에 좌우 2열로 2단으로

25.2kW를 설치하고 , 메탈등은 1.5kW 36개

54kW를 연안 오징어채낚기 어선 (9.77톤)에 설

치하여 어획 상황에 따라 메탈등을 줄여 에너지

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2012년 10월〜12월에 시

험조업을 실시하고,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유류소모량을 계산하여 비교선 6척과

비교 분석하였다. 어회성능 시험 결과 시험선은

CPUE 633.3으로 비교선 평균 CPUE 621.5보다

약 2% 높게 나타났으며, 시험조업기간 내 어획

성능은 동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

험선의 시간당 전력소비량 64.8kWh으로 비교선

의 기준 설치량 81kWh에 비하여 16.2kWh 감소

하여 평균 20%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서 LED집어등 실증 연구와 보고가 시작된 2007

년 이후, 메탈등에 비해 부족한 LED의 광량과

해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등기구 자체

의 결함으로 인해 LED집어등에 대한 어업인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

며, Choi (2009)는 메탈등에 비하여 LED등이 상

대적으로 미소하여 겸용할 경우 방사조도 분포

가 혼색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한 바 있으며, Yamashita et al. (2012)의 연구에서

도 불과 9kW의 청색 LED등을 사용하여 LED등

에 의한 에너지 절감효과나 어획성능의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고도 있었다. 본 실험 결과

LED 집어등의 사용량을 총 에너지 소모량의

30%이상 올리고, 메탈등과 겸용하여 조업초기

집어과정 이후, 메탈등을 줄여나가는 운용방법

이 어획성능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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