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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yhead sculpin Dasycottus setiger, a species of cold water fish, is distributed along the eastern coastal waters of Korea. 

A series of fishing experiments was carried out in the waters near Uljin from June, 2002 to November, 2004, using the 

experimental monofilament gill nets of different mesh sizes (82.2, 89.4, 104.8, and 120.2 ㎜) to describe the selectivity 

of the gill net for the fish. The SELECT (Share Each Length’s Catch Total) analysis with maximum likelihood method 

was applied to fit the different functional models (normal, lognormal, and bi-normal models) for selection curves to the 

catch data. The bi-normal model with the fixed relative fishing intensity was selected as the best-fit selection curve by 

AIC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comparison. For the best-fit selection curve, the optimum relative length (the ratio 

of fish total length to mesh size) with the maximum efficiency and the selection range (    ) of 50% 

retention were obtained as 2.363 and 0.851, respectively. The ratios of body girth to mesh perimeter at 100% retention where 

the selection curve of each mesh size represented the optimum total length were calculated as the range of 0.86 ~ 0.87.

Keyword : Spinyhead sculpin, Dasycottus setiger, Gill net, Selectivity, Selection curve

서 론

자망 어구는 상 어류가 그물에 꽂히거나 얽히게 하

여 어획한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는 유자망으로 살오징

어, 꽁치 등을 어획하고 저층 고정 자망으로 구, 게, 

가자미, 도루묵, 청어 등을 어획한다 (NFRDI, 2008; An 

et al., 2013; Jeong et al., 2009; Park et al., 2003). 자망

은 망목크기에 따라 어획되는 상종 및 개체 크기가 결

정되는 선택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목크기의 설정이 매

우 중요하다 (Yano et al., 2012). 

고무꺽정이 (Spinyhead sculpin, Dasycottus setig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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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size (mm) Vertical  Stretched *Hanging ratio (%)

Nominal mesh size Mean inner mesh size mesh numbers netting length (m) Float line Lead line

84 82.2 50 210 40 48

90 89.4 50 210 42 50

105 104.8 44 216 41 49

120 120.2 40 212 42 50

 * Hanging ratio means the ratio of the line length to the stretched netting length.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bottom gill nets for fishes used in the experiment

Fig. 1. Spinyhead sculpin, Dasycottus setiger caught in the gill net.

우리나라 동해안, 일본 북부 연안, 알라스카 해역 등에 분

포하는 냉수성 어종이며 머리가 크고 머리의 등쪽 부분

에는 여러 개의 딱딱한 가시가 돋아 있다 (NFRDI, 

2004). 본 어종의 서식 수심은 20∼800 m로 알려져 있다 

(NFRDI, 2004; Yang et al., 2007). 우리나라 동해안에 서

식하는 고무꺽정이의 주산란기는 9∼11월로 추정되고 암

컷의 50%군성숙체장은 전장 23.4 cm로 보고되어 있다 

(Yang et al., 2007). 본 어종은 동해안에서 조업하는 저인

망, 자망 등에서 어획되며 심해성 어종의 이용 측면에서 

관심이 높다 (Yang et al., 2007). 동해안에서 어획되는 고

무꺽정이는 생선찌개 등의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어획되는 고무꺽정이의 어업별 

어획 실태 및 어업 관리와 관련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어구의 망목

선택성을 활용한 소형 개체 등의 혼획 감소가 중요하다 

(Sohn et al., 2013; Liang et al., 1999; Harada et al., 2007; 

Tokai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에서 망목크기

가 다른 시험 조사용 자망을 사용하여 비교어획시험을 

수행하고 고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을 추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 어구 및 조업 방법

시험 어구에 사용된 망지는 단일섬유 (monofilament, 

경심3호, ∅0.286)로 제작되었으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활용하였다. 어구의 망목크기 (본 연구에서는 망목

내경을 나타냄)는 4종류 (82.2, 89.4, 104.8, 120.2 mm)를 

사용하였다. 시험 어구 1폭의 뜸줄 길이는 약 83∼88 m

이었다. 자망의 뜸줄 쪽 성형률은 40∼42%, 발줄 쪽 성

형률은 48∼50%이었다 (Table 1).

시험 조업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11월 사이에 울

진군 죽변 주변 수역에서 연안자망 어선 2척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어선 1척당 1회 조업에 사용한 망목크기별 

어구의 수는 동일하였고, 4폭 또는 8폭을 사용하였다. 시

험에 사용한 자망 어구는 망목크기 순으로 반복 배치하

였다 (Park et al., 2004). 어장 수심은 100∼145 m이었

고, 침지 기간은 2∼6일이었다. 시험 어구에 어획된 고

무꺽정이는 망목크기별로 분류하고 전장 (total length, 

L)을 1 mm 단위로 전수 측정하였다. 자망에 어획된 고

무꺽정이의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망목 선택성 곡선 추정법

자망의 망목 선택성 추정은 상 자원의 체장 분포가 

명확한 경우에 사용하는 직접적인 추정 방법과 망목크기

가 다른 자망에 어획된 어획물의 체장 조성을 비교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Hamley, 1975; Yokota et al., 

2001; Fujimori and Tokai, 2001). 어구와 조우하는 상 

어종의 체장 조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적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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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한다 (Yokota et al., 2001; Fujimori and 

Tokai, 2001). 또한 어구의 망목 선택성 추정 방법으로 

Ishida 방법, Kitahara 방법, SELECT (Share Each 

Length's Catch Total) 방법 등이 사용된다 (Ishida, 1962; 

Kitahara, 1968; Millar and Walsh, 1992). 본 연구에서는 

SELECT 방법을 적용하여 망목 선택성을 추정하였다

(Millar and Walsh, 1992; Park et al., 2004; Wileman et 

al., 1996; Yamashita et al., 2009; Millar and Fryer, 

1999; Jeong et al., 2000). 

망목크기       ⋯ 인 자망에 체장계급

(이하 “체장”으로 표현)       ⋯ 인 어류의 

어획 개체수  는 식 (1)로 표현된다 (Fujimori and 

Tokai, 2001; Park et al., 2003; Kitahara, 1968).  

                             (1)

여기서  및 는 각각 망목크기 인 자망의 어획

능률 (gear efficiency) 및 어획 노력량 (catch effort)을 나

타낸다. 그리고 는 어구와 조우한 모집단 중에서 체장 

인 어류의 개체수이다. 또한   는 체장 의 변

화에 하여 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가지는 상  효율 

(relative efficiency)이며 선택률로 표현된다. 

자망의 망목 선택성을 추정할 경우, 망목크기와 체장

과의 관계에 한 Baranov의 가설을 적용한다 (FAO, 

1992; FAO, 2000; Kitahara, 1968). 즉 망목크기 인 

자망에 체장 인 어류가 어획될 확률은 기하학적 상사

에 의하여 망목크기 인 자망에 체장  인 어류가 

어획될 확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선택률은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Kitahara, 1968). 

               

 (2)

여기서   는 망목크기에 한 체장의 비를 

나타내는 상  체장 (relative length)으로 표현된다. 또

한, 자망의 선택률을 표현하는  는 Master curve라

고 부른다 (Fujimori and Tokai, 2001; Kitahara, 1968). 

망목크기 인 자망의 상 어획강도 (relative fishing 

intensity)를   로 나타내면 어획 개체수 는 

식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Fujimori and Tokai, 2001; 

Park et al., 2004).

                              (3)

식 (3)의 상 어획강도 는 
 



  이 된다. 망목

크기에 관계없이 어구의 어획능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

면 상 어획강도 는 어구의 수량 등 어획 노력량의 비

율로 결정된다.

자망 어구의 망목 선택성은 주로 종형 (bell shape)의 

함수가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망목 선택성을 표현하는 

모델로서 식 (4∼6)과 같이 정규분포함수 (normal 

function), 수정규분포함수 (lognormal function), 이봉성

정규분포함수 (bi-normal function)를 적용하였다 (Fujimori 

and Tokai, 2001; Park et al., 2004; Yano et al., 2012).

normal function :    exp


  


    

 (4)

lognormal function :

   exp


ln  ln
               (5)

bi-normal function : 

  

exp




 


exp



 


  

(6)

여기서 는 선택성 곡선의 최 치를 나타내는 값이

고, 는 곡선의 폭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다. 또한 이봉

성정규분포함수의   및 는 각각 첫 번째 곡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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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Mesh size (mm)

Total (%)
82.2 89.4 104.8 120.2

Gadus macrocephalus 150 141 106 100  497 (36.2) 

Dasycottus setiger  58  66 155 147  426 (31.0) 

Glyptocephalus stelleri  64  58  44  20  186 (13.5) 

Sebastes owstoni  64  29  17   5  115  (8.4) 

Pleurogrammus azonus  10   5  -  -   15  (1.1)

Buccinum striatissimum  26  21  20  11   78  (5.7)

Neptunea constricta   6   7   5   8   26  (1.9) 

Others  14   5   5   6   30  (2.2)

Sum 392 332 352 297 1,373 (100) 

Table 2. Catch numbers of species caught in the experimental 
gill nets

항) 및 두 번째 곡선 (제2항)의 최 치를 나타내는 값이

며,   및 는 각 곡선의 폭을 결정하는 상수이다 

(Yano et al., 2012). 그리고 는 첫 번째 곡선에 한 두 

번째 곡선의 상 적 높이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며 는 

선택성 곡선의 최 치를 1.0으로 하는 조정 계수이다 

(Wakayama et al., 2006; Fujimori and Tokai, 2001).

체장 인 어류가 망목크기 인 자망에 어획되는 비

율을 라고 하면   
 



로 표현되고 어획 

비율의 기 치는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ano et 

al., 2012). 

  




    




    

(7)

자망의 망목 선택성 곡선을 표현하는 각각의 파라미

터와 상 어획강도 는 식 (8)의 수우도함수를 최

화함으로서 추정할 수 있다 (Fujimori and Tokai, 2001; 

Park et al., 2004). 또한 상 어획강도 는 시험 조업에 

사용된 각각의 망목크기의 어획 노력량 (어구 수)의 비

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p-fixed model)와 추정

하는 경우 (p-estimated model)에 하여 망목 선택성 곡

선을 추정한다. 

ln  
 




 



  ln                     (8)

본 연구에서는 망목 선택성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모델을 검토하기 위하여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 AIC )를 식 (9)와 같이 계산하였다 (Akaike, 1974). 

AIC   MLL                       (9)

AIC는 최 수우도 (maximum log-likelihood, MLL )

와 추정해야 하는 파라미터의 수 (Q)로 계산된다. 일반

적으로 AIC의 값이 작을수록 보다 적합한 통계 모델로 

채택된다 (Yano et al., 2012).

시험 결과 및 고찰

어획 자료

시험 기간 동안에 고무꺽정이의 어획이 많았던 7회의 

어획 자료를 정리하였다. 망목크기별 자망 어구의 폭 수는 

각각 52폭으로 동일하였다. 어획물의 종 동정은 유용어

류도감 (NFRDI, 2004), 유용연체동물도감 (NFRDI, 2000) 

등을 참고하였다. 시험 어구에 어획된 어획물 종류는 구 

(Pacific cod, Gadus macrocephalus), 고무꺽정이 (Spinyhead 

sculpin, Dasycottus setiger), 기름가자미 (Blackfin flounder, 

Glyptocephalus stelleri), 황볼락 (Owston’s rockfish, Sebastes 

owstoni), 임연수어 (Atka mackerel, Pleurogrammus azonus), 

물레고둥 (Finely-striate buccinum, Buccinum striatissimum), 

명주매물 고둥 (Neptunea constricta) 등이었다. 어종별 어

획 개체수는 구 (36.2%), 고무꺽정이 (31.0%), 기름가

자미 (13.5%)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시험 어구의 망목크기에 따른 고무꺽정이의 전장별 

어획 개체수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시험 어구에 어획

된 고무꺽정이의 전장은 175∼375 mm의 범위였다. 망

목크기별 어획 개체수는 104.8 mm에서 가장 많았고 

120.2, 89.4, 82.2 mm 순으로 나타났다. 전장 계급별 최빈

치는 망목크기 89.4 mm의 경우를 제외하면 245∼255 mm

를 나타내었다.



동해안 자망에 한 고무꺽정이 (Dasycottus setiger)의 망목 선택성

- 285 -

 Models
　 　 　 　 Parameters 　 　 　

MLL AIC
　  　  　 　 　     　

 Normal

  pi-fixed 2.340 0.561 0.250 0.250 0.250 0.250 -508.89 1021.77 

  pi-estimated 2.541 0.558 0.203 0.169 0.308 0.321 -505.82 1021.64 

 Lognormal

  pi-fixed 2.343 0.193 0.250 0.250 0.250 0.250 -503.74 1011.49 

  pi-estimated 2.315 0.195 0.293 0.206 0.276 0.225 -500.65 1011.30 

 Bi-normal     ω δ

  pi-fixed 2.338 3.045 0.326 0.545 0.226 1.100 0.250 0.250 0.250 0.250 -500.08 1010.15 

  pi-estimated 2.326 3.035 0.325 0.521 0.232 1.095 0.279 0.206 0.282 0.233 -497.15 1010.29  

Table 4. Parameter estimates, maximum log-likelihood (MLL) and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IC) for each model function

Table 3. Catches of spinyhead sculpin caught in the experimental 
gill nets

Total length Mesh size (mm)
Total

class (mm) 82.2 89.4 104.8 120.2

175 0 1 0 0 1

185 2 0 0 0 2

195 0 0 0 0 0

205 5 8 4 1 18

215 3 9 2 0 14

225 5 7 7 4 23

235 5 9 16 5 35

245 9 9 22 11 51

255 5 5 15 21 46

265 4 4 19 14 41

275 5 5 15 19 44

285 7 3 18 18 46

295 3 2 16 15 36

305 2 1 8 11 22

315 1 1 3 13 18

325 1 0 4 6 11

335 0 0 2 4 6

345 0 1 3 3 7

355 0 0 1 1 2

365 1 0 0 0 1

375 0 1 0 1 2

Sum 58 66 155 147 426

No. nets used 52 52 52 52 208

망목 선택성 곡선

시험 어구에 어획된 망목크기별 고무꺽정이의 전장 조성 

(Table 3)을 활용하여 망목 선택성을 표현하는 각 함수의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망목 선택성의 추정에 사용된 고

무꺽정이의 전장 범위는 어획 개체수가 많은 205∼335 mm

로 하였다. 망목 선택성 곡선으로 채용한 각 함수에 하여 

상 어획강도 ( )가 일정한 모델 (p-fixed model)과 상

어획강도 ( )를 추정한 모델 (p-estimated model)의 파라미

터, 최 수우도 (MLL) 및 AIC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각 함수 모델로부터 추정된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망목 

선택성 master curve를 나타내었다 (Fig. 2). 자망의 경우, 

선택률 5%를 나타내는 체장의 상한치와 하한치의 차이를 

선택 범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Yano et al., 2012; Park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선택률 50%를 나타내는 상

체장의 상한치와 하한치의 차이 (    )

를 50%선택범위 ( SR )로 나타내었다.

먼저 상 어획강도 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모델의 

경우, 선택률 1.0을 나타내는 정규분포함수, 수정규분

포함수, 이봉성정규분포함수 모델의 최적 상  전장 

(optimum relative total length)은 각각 2.340, 2.343, 

2.363을 나타내었다. 또한, 상 어획강도 일정 모델의 경

우, 선택률 50%를 나타내는 정규분포함수, 수정규분

포함수, 이봉성정규분포함수의 상  전장의 하한치 

( )는 각각 1.679, 1.867, 1.964이고 상  전장

의 상한치 (  )는 각각  3.000, 2.940, 2.815로 추

정되었다. 상 어획강도 일정 모델의 정규분포함수, 

수정규분포함수, 이봉성정규분포함수의 50%선택범위는 

각각 1.321, 1.073, 0.8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 어획강도 ( )를 추정한 경우, 선택률 

1.0이 되는 정규분포함수, 수정규분포함수, 이봉성정

규분포함수 모델의 최적 상  전장은 각각 2.54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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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stimated master selection curves of the gill net for spinyhead sculpin, Dasycottus setiger.

2.353을 나타내었다. 또한, 상 어획강도 추정 모델의 경

우, 선택률 50%인 정규분포함수, 수정규분포함수, 이

봉성정규분포함수의 상  전장의 하한치 ( )는 

각각 1.884, 1.840, 1.955이고, 상한치 (  )는 각

각  3.199, 2.911, 2.806으로 추정되었다. 상 어획강도 

추정 모델의 정규분포함수, 수정규분포함수, 이봉성정

규분포함수의 50%선택범위는 각각 1.315, 1.071, 0.851

로 나타났다.

망목 선택성 곡선을 표현하는 각 함수의 AIC를 비교

하면, 이봉성정규분포함수가 다른 함수에 비하여 다소 

작은 값을 나타낸다. 전장 인 고무꺽정이가 망목크기 

인 자망에 어획되는 비율은 실제 어획 시험에서 얻어

진 관측치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어획 자료로부터 산정

된 관측치와 이봉성정규분포함수로부터 계산된 추정치

를 나타내었다 (Fig. 3). 관측치와 추정치를 비교하면 망

목크기 89.4 mm에서 전장 215 mm의 경우를 제외하면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망에 한 고무꺽정이의 최적 선택

성 곡선으로 AIC가 가장 작은 상 어획강도 일정 모델 

(p-fixed model)의 이봉성정규분포함수를 채택하였다. 자

망의 망목크기 증가에 따른 고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 

곡선을 Master curve로부터 추정하였다 (Fig. 4). 자망의 

망목크기가 90, 105, 120, 135 mm로 증가하면 선택률 

1.0을 나타내는 최적 전장은 각각 213, 248, 284, 319 mm

를 나타내었다.

자망에 한 어류의 망목 선택성은 망목내주 (망목내

경×2, mesh perimeter) 와 체동주 (body girth)   사이

의 관계가 중요하다 (Yano et al., 2012; Wakayama et 

al., 2006; Koike and Matuda 1998). 다른 시기에 수행된 

어획 시험에서 고무꺽정이의 전장 (mm)과 최  체동주 

(mm) 사이의 관계는    이었다. 최

적 전장 213, 248, 284, 319 mm에 해당하는 체동주는 각

각 155, 181, 207, 234 mm로 산정되었고, 망목내주에 

한 체동주의 비율 는 각각 0.86, 0.86, 0.86, 0.87로 

나타났다. 자망에 어획되는 상당수의 어종은 가 

1.0∼1.1에서 어획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Reis and 

Pawson, 1999). 고무꺽정이의 최  체동주는 머리 상부

에 돋아있는 2개의 큰 가시 뒤쪽을 측정하였으므로 체동

주에 가시의 크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무꺽정이가 

자망의 망목에 걸리는 확률은 체동주 뿐만 아니라 머리

에 돋아 있는 가시도 영향을 미치므로 선택률 1.0을 나

타내는 의 값이 1.0보다 다소 작은 값 (0.86∼0.87)

을 나타내었다고 생각된다. 금후, 자망의 망목 선택성과 

관련하여 어종별 최적 체장과 의 관계에 한 보다 

많은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또한 고무꺽정이의 자원 생

태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자망의 적정 망목크기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해안 자망에 한 고무꺽정이 (Dasycottus setiger)의 망목 선택성

- 287 -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82.2 mm

pi  - fixed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89.4 mm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120.2 mm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82.2 mm

pi  - estimated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89.4 mm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104.8 mm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104.8 mm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120.2 mm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120.2 mm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82.2 mm

pi  - fixed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89.4 mm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120.2 mm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82.2 mm

pi  - estimated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89.4 mm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104.8 mm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104.8 mm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120.2 mm

0

0.2

0.4

0.6

0.8

190 230 270 310 350

Total length (mm)

C
at

ch
 p

ro
po

rt
io

n 
.

Observed proportion
Expected proportion

Mesh size : 120.2 mm

Fig. 3. Observed and expected catch proportions of pi - fixed and pi - estimated models with the bi-norm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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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lection curves of gill net for spinyhead sculpin, Dasycottus 
setiger estimated from the master curves with the pi - fixed 
bi-normal function, the best-fit model adopted by AIC. 

결  론

고무꺽정이는 동해안에 서식하는 냉수성 어종이며 자

망 등에 어획되고 있다. 본 어종의 생태 및 자원 관리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서는 소형 개체의 혼획 감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 6월부터 2004년 11월 사이에 동해안 울진 연안

에서 망목크기가 다른 저층 자망에 어획된 고무꺽정이의 

어획 자료를 사용하여 망목 선택성을 추정하였다. 시험 

자망에 어획된 어획물은 구 (36.2%), 고무꺽정이 

(31.0%), 기름가자미 (13.5%) 등이었다. 자망에 한 고

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 곡선으로 정규분포함수, 수정

규분포함수, 이봉성정규분포함수를 사용하였다. 망목 선

택성을 표현하는 각 함수의 파라미터, 상 어획강도 등

은 SELECT (Share Each Length’s Catch Total) 모델을 

적용하여 최우법으로 추정하였다. 망목 선택성을 표현하는 

모델의 적합도는 AIC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를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자망에 한 고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 곡선으로 상 어획강도 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이봉성정규분포함수가 채택되었다. 선택률 1.0을 나타내

는 최적 상  전장 (optimum relative total length) 및 

50%선택범위 (    )는 각각 2.363 

및 0.851로 추정되었다. 자망의 망목크기가 90, 105, 

120, 135 mm로 증가하면 선택률 1.0을 나타내는 고무꺽

정이의 최적 전장은 각각 213, 248, 284, 319 mm로 나타

났다. 또한 선택률 1.0을 나타내는 의 값은 1.0보다 

다소 작은 값 (0.86∼0.87)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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