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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그물통발의 입구 크기에 따른 붕장어 어획성능과 혼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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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 capacity and bycatch on spring net pot for conger eel by entrance size

Dae-Ho SONG, 1Sam-Kwang CHO and Bong-Jin CHA

Fisheries Engineering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Busan 46083, Korea

1West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Incheon 22383,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fishing capacity and bycatch by mesh size and entrance size of spring net pot conducted 

by water tank and field experiment. The water tank experiments were conducted by using traps with mesh size of 22 mm 

and entrance size of 120 mm and 140 mm, respectively in the water tank of NIFS. The field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5 kinds of spring net pot with mesh sizes of 20 mm, 22 mm, 35 mm and entrance size of 120 mm, 130 mm, 140 

mm, 360 mm by coastal trap fishery vessel operating around the area of Geoje island. In the result of water tank experiments, 

the catch of conger eel was 1.5 times higher when using trap with entrance size of 140 mm than that of 120 mm. In 

the field experiment, when using same mesh size, the larger the entrance size, the higher amount of conger eel catch, 

bycatch and number of bycatch species. When using the same entrance size, the larger the mesh size, the lower amount 

of conger eel catch and number of bycatch species, whereas the amount of bycatch showed increasing trend.

Keywords : Fishing Capacity, Entrance size of Trap, Eel Trap, Bycatch

서 론

붕장어 (Conger myriaster)는 남해 근해의 플라스틱 

튜브통발과 연안의 스프링그물통발에 의해서 주로 어

획되며,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이후부터 매년 

15,000 M/T 가량이 꾸준히 어획되고 있다. 이 중 연안 

스프링그물통발에 의한 붕장어의 어획은 3,000 M/T 가

량으로 남해안 (통영, 거제, 사천, 여수)의 스프링그물통

발을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인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남해안 연안에서 붕장어 (Conger myriaster)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스프링그물통발 어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부부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붕장어 어획에 의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70%를 상회할 정도로 중요한 어업

이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5. 12. 30)상 일반적인 

통발의 망목 크기는 35 mm 이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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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를 어획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망목크기 22 mm 이하의 사용은 금지되고 있으

며, 이 경우 통발 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 그물의 

가장 작은 둘레 길이 (이하 입구 둘레 길이)는 140 mm 

이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투망 

또는 양망 시 신속한 작업과 부수 어획을 통해 수익을 

높이고자 통발 입구 둘레 길이를 조정해 줄 것을 희망하

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혼획률 증가 및 비목표어종의 투기 

등 여러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스프링그물통발에 관한 연구는 

붕장어의 전장과 망목 크기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 (Jang, 

1987, Jang et al., 1992), 통발의 어획성능 및 개량에 

관한 연구 (Ko and Kwon, 1987), 스프링그물통발의 망목

선택성 및 적정 망목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 (Lee et al., 

2005), 어종 선택성과 깔때기 및 혀그물 구조 변형을 

통한 혼획저감형 통발 개발에 관한 연구 (Kim et al., 

2006) 등이 있다. 근래에는 Kim et al. (2010)이 입구 

크기에 따른 스프링그물통발의 어획성능에 관해 연구하

였으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입구 기준보다 

큰 통발로 시험되었으며, Cha et al. (2010)은 남해안 

지역 스프링그물통발의 망목크기별 어획 및 혼획에 관해 

보고하였으나 이는 입구 둘레 길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입구 둘레 길이에 따른 

스프링그물통발의 성능 규명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프링그물통발의 입구 둘레 길이에 따른 

붕장어 어획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수조실험과 거제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수조실험

시험어구 어구로서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수

산과학원의 수산공학동 실내 해수수조 (W310×L535× 

D146 cm)를 이용하여 붕장어의 입망률 실험 (2005. 10. 

26~2005. 11. 1)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통발은 총 2종으로, 현재 어업 현장에

서 사용되고 있는 스프링그물통발 규모 (L580×∅280 

mm)와 같으나, 입구 둘레 길이는 철사로 각각 120 mm

와 140 mm로 달리 제작하였고, 두 통발 모두 몸그물과 

입구부의 망목크기는 22 mm로 동일하게 하였다. 이때 

적용한 통발의 입구 둘레는 실험에 사용된 최대 붕장어

의 동주가 64 mm인 점을 감안하여 선정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살아 있는 붕장어는 총 210마리로 실

험 전 상처나 스트레스로 인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체중만 측정하고 Jeong (2000)이 보고한 체장과 

체중과의 관계식 (Y=11.291x0.2787) 을 이용하여 체장을 

환산하였다. 환산하여 구한 체장분포를 토대로 실험에 

사용된 붕장어를 각 30마리씩 7가지 계급으로 분류하

였다 (Table 1). 

Table 1. The group distribution of conger eel used in the tank 

experiments of NIFS from October 26 to November 1, 2005

Group Weight (g) Length (mm) Number

A 20 g ≤AW〈 40 g 260 mm ≤AL〈 320 mm 30

B 40 g ≤BW〈 60 g 320 mm ≤BL〈 350 mm 30

C 60 g ≤CW〈 80 g 350 mm ≤CL〈 380 mm 30

D  80 g ≤DW〈 100 g 380 mm ≤DL〈 410 mm 30

E 100 g ≤EW〈 120 g 410 mm ≤EL〈 430 mm 30

F 120 g ≤FW〈 200 g 430 mm ≤FL〈 500 mm 30

G 200 g ≤GW 500 mm ≤GL 30

붕장어의 순치를 위해 순치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실

험수조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후 2주간 순치시켰다. 

실험은 대상 통발 두 종류를 침지시키고 빛을 차단한 

후 일정시간을 기다려 두 통발에 입망한 붕장어의 어획

미수와 전장 (TL, Total Length)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붕장어의 손상을 줄이고 학습효과를 최소화하

기 위해 1일 1회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침지 시간은 처

음 이틀은 2시간씩으로 하였으나, 이후 붕장어가 통발

에 입망되지 않아 3회 실험부터는 4시간씩 침지시켰다 

(Fig. 1). 6일째부터는 붕장어에 손상이 발견되어 5회까

지 실시한 실험자료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3회까지

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실험이 거듭될수록 붕장

어의 입망률이 저조하여 붕장어를 통발로 유인하기 위

해 4회와 5회에는 정어리와 꽃게를 함께 통발에 넣어 

붕장어를 유인하였다. 

해상시험

시험어구는 총 5종으로 Table 2와 같이 망목 크기와 

입구 둘레가 각기 다른 5종의 스프링통발 (망목 크기가 

22 mm이며 입구 둘레가 각각 120, 130, 140 mm인 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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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ring net pot of conger eel used in the tank experiment 

of NIFS from October 26 to November 1, 2005.

3종, 어업인이 요구하는 입구 둘레 길이가 360 mm이며 

망목 크기가 20 mm, 35 mm인 통발 2종)을 제작하여 

수행하였다. 시험조업은 가능한 어업인이 실제로 조업

하는 수역인 거제도 인근 해역 (Fig. 2)에서 붕장어 주 

조업시기인 3월에서 8월까지였으며, 3월부터 7월까지

는 월 1회, 5월과 8월은 월 2회씩 총 8회를 실시하여 

월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시험 통발은 통발 종류 간의 어획오차를 줄이기 위하

여 종류별로 60개씩 순차적으로 반복 연결하여 총 300

개를 사용하였다. 침지시간은 3월과 4월에는 해지기 전

인 4시부터 5시 사이 투승하여 하루 동안 침지시킨 후 

양승하였으며, 5~8월은 해지기 전인 4시부터 5시 사이 

투승하여 4시간 정도 침지시킨 후 양승하였다. 조업방

법은 어업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

하게 하였으며, 통발을 제외한 모릿줄, 아릿줄 그리고 

각종 로프의 규격 및 구성은 Lee et al. (2005)의 해상실

험 구성과 같이 하였다. 이때 사용한 미끼는 멸치였으

며 모든 통발에서 미끼통을 사용하였다.

어획물 조사는 통발 종류별로 구분하여 전량 수거한 

Table 2. Specification of spring net pot for field experiments in 

the coastal waters of Geoje from March to August 2006

Item Mesh size (mm)
Circumference of 

entrance (mm)
Number

1 22 120 60

2 22 130 60

3 22 140 60

4 20 360 60

5 35 360 60

Fig. 2. Location of the field test area from March to August 2006.

후 붕장어는 전장과 체중을, 기타 어종은 기본 체장

과 체중을 전량 측정하였다. 

결 과

수조실험

수조실험 결과, 입구 둘레가 120 mm인 통발의 경우 

총 43마리가 입망되었으며, 입구 둘레가 140 mm인 통발

에는 총 63마리가 입망되어 120 mm 통발보다 약 1.5배 

많이 입망되었다. Fig. 3은 두 통발에 입망된 붕장어의 

Group별 개체수를 나타낸 것으로, 입구 둘레가 120 mm인 

Fig. 3. The group distribution of conger eel caught in the tank 

experiments of NIFS from October 26 to November 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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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C Group (전장 350~380 mm)에서 14미로 가장 

많이 입망되었고, 140 mm인 경우 D Group (전장 380~ 

410 mm)에서 22미로 가장 많이 입망되었다. 또한 두 

통발에서 크기가 가장 큰 군인 G Group (201 g 이상)의 

개체는 모든 실험에서 두 통발 모두에 입망되지 않았는

데, 이는 한정된 수조 공간에 설치된 구조물에 큰 개체

가 은신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한정되지 않은 공간

이며 미끼를 사용한 해상시험 결과 (Table 3)에서 500 

mm 이상의 붕장어가 입구 둘레 140 mm 이상의 통발에

서는 어획되었으나 그 이하의 통발에서는 어획되지 않

은 결과로도 유추할 수 있다.

Fig. 4는 두 통발에 입망된 붕장어의 체장계급별 분

포를 나타낸 것으로, 포획허용체장 350 mm 이상 개체

는 입구 둘레가 140 mm인 경우 59마리 (93.7%)로 입구 

둘레가 120 mm인 경우 34마리 (79.1%) 보다 약 1.7배 

많이 입망되었으며, 입구 둘레가 140 mm인 통발에 입

망된 붕장어가 120 mm에 입망된 붕장어보다 전반적으

로 큰 체장을 나타내었다.

해상시험

Table 3은 시험 통발별 붕장어의 체중 등급에 따른 

어획마리수와 중량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어획량은 

Fig. 4. The total length distribution of conger eel caught in the 

tank experiments of NIFS from October 26 to November 1, 2005. 

92,250 g, 주어획대상종인 붕장어는 50,482 g으로 54.7%

를 차지하였고, 그 외 혼획종은 41,768 g으로 45.3%를 

차지하였다. Fig. 5는 시험 통발별 어획된 붕장어의 체장

별 어획개체수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 통발별 붕장

어의 어획마리수 및 중량을 살펴보면, 망목 크기가 22 

mm로 동일한 경우 입구 둘레가 130 mm인 통발이 131마

리, 11,115 g으로 가장 많이 어획되었으며, 입구 둘레 

길이 120 mm인 통발이 93마리, 7,216 g으로 가장 적게 

어획되었다. 입구 둘레 길이가 360 mm로 동일한 경우 

망목 크기가 20 mm인 통발이 219마리, 19,250 g으로 

망목 크기 35 mm인 통발의 22마리, 3,389 g보다 어획 

Mesh size 22 22 22 20 35
Sum

Circumference of entrance 120 130 140 360 360

Total length

class (mm)
Number

Weight

(g)
Number

Weight

(g)
Number

Weight

(g)
Number

Weight

(g)
Number

Weight

(g)
Number

Weight

(g)

0 - 260 1 55 1 27 2 82

261 - 290 1 107 3 195 2 60 2 80 8 442

291 - 320 7 487 10 667 10 663 21 1,021 1 30 49 2,868

321 - 350 23 1,601 25 1,552 26 1,596 55 3,441 129 8,190

351 - 380 36 2,787 55 4,215 52 4,055 60 4,594 1 86 204 15,737

381 - 410 21 1,710 21 2,107 17 1,928 46 4,165 3 337 108 10,697

411 - 440 3 390 13 1,733 3 390 18 2,332 4 532 41 5,377

441 - 470 2 324 2 318 7 1,003 6 883 17 2,528

471 - 500 1 79 2 322 3 439 3 507 9 1,347

501 - 530 5 995 3 693 8 1,688

531 - 560

561 - 590 1 321 1 321

590 - 620 1 475 2 730 3 1,205

Total population 93 7,216 131 11,115 114 9,512 219 19,250 22 3,389 579 50,482

TL≥350mm (%)
61

(65.6)

4,966

(68.8)

93

(71.0)

8,701

(78.3)

75

(65.8)

7,166

(75.3)

141

(65.8)

14,708

(76.4)

21

(95.5)

3,359

(99.1)

391

(67.5)

38,900

(77.1)

Table 3. The group distribution of conger eel caught in the field experiments of each case from March to August 2006 in Geo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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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수 뿐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월등하였다 (Table 3, 

Fig. 5). 또한 붕장어의 포획허용체장인 전장 350 mm이

상 어획 개체수는 총 579마리 중 391마리로 67.5%를 

차지하였으며, 각 5종의 시험 통발별로는 어획된 붕장어 

개체수 대비 65.6%, 71.0%, 65.8%, 64.4%, 95.5%로, 

망목 크기가 35 mm이고 입구 둘레가 360 mm인 통발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통발의 경우 붕장

어 총 어획이 22마리 3,389 g으로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

고 어획 대비 비율이 96%로 월등히 높은 것은 그중 

21마리가 포획허용체장인 전장 350 mm 이상이기 때문

이며, 입구 둘레가 같고 망목 크기가 20 mm인 통발에 

비해 약 10%밖에 어획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는 큰 

망목으로 인해 대부분의 붕장어가 탈출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망목 크기 35 mm이고 입구 

둘레 360 mm인 통발은 붕장어를 어획하기 위한 어구로

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The total length distributions of conger eel caught in the 

field experiments from March to August 2006 in Geoje.

Table 4는 해상시험 결과 붕장어를 제외한 어획물을 

시험 통발별로 어획마리수와 중량을 나타낸 것으로 조

피볼락 10,775 g (11.7%), 민꽃게 7,900 g (8.6%), 문어 

Mesh size 22 22 22 20 35
Sum

Circumference of entrance 120 130 140 360 360

Species name Number
Weight

(g)
Number

Weight

(g)
Number

Weight

(g)
Number

Weight

(g)
Number

Weight

(g)
Number

Weight

(g)

Pholis nebulosa 16 580 18 707 22 961 30 1,380 2 176 88 3,804 

Sebasts schlegelii 7 131 6 159 20 630 51 3,359 58 6,496 142 10,775 

Sillago sihama  1 35 5 297 7 418 8 490 21 1,240 

Hexagrammos agrammus 2 66 6 243 3 83 8 538 22 1,533 41 2,463 

Parapercis sexfasciata 1 36 1 30 9 471 7 420 5 373 23 1,330 

Charybdis japonica 25 188 43 1,013 86 1,562 92 2,506 71 2,631 317 7,900 

Enteroctopus dofleini 8 2,271 5 2,111 13 4,382 

Octopus variabilis 2 280 2 449 1 170 1 353 6 1,252 

Erimacrus isenbeckii 3 240 1 92 10 1,235 6 898 20 2,465

Hemifusus ternatanus 40 419 41 463 46 430 56 764 19 485 202 2,561 

Goniistius quadricornis 3 159 7 585 5 442 15 1,186

Hypodytes rubripinnis 11 103 16 152 25 209 29 274 5 85 86 823 

Pagrus major 2 55 3 431 5 486

Acanthogobius flavimanus 3 23 4 51 2 23 3 39 10 136

Stephanolepis cirrhifer 2 6 3 6 35 75 1 6 41 93

Holothuroidea 2 85 1 160 3 245

Ditrema temminckii 2 184 2 184

Lateolabrax maculatus 1 118 1 118

Oratosquilla oratoria 1 72 3 44 2 74 6 190

Sepia esculenta 1 15 1 14 2 48 4 77

Sebastes inermisa 1 44 1 44

Caridae 3 12 2 2 5 14

Total population 110 1,564 145 3,394 261 5,527 323 14,383 215 16,900 1,052 41,768

Total number of species 10 13 15 20 17 22

Table 4. Classify numbers and weights of catch by test spring net pot from March to August 2006 in Geo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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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 g (4.8%), 베도라치 3,804 g (4.1%), 고둥류가 

2,561 g (2.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새우

류, 해삼, 갯가재를 포함하여 점농어, 망상어, 왜볼락, 

갑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이 어획되었다. 모든 시험 통

발에서는 종수와 개체수 및 어획량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유사한 어종들이 어획되었다. 시험 통발별 혼획

에 대해 살펴보면, 망목 크기가 22 mm로 동일한 경우 

입구 둘레 길이가 120 mm에서 140 mm로 커짐에 따라 

혼획 종 수와 개체수 및 혼획량은 모두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입구 둘레 길이가 360 mm로 동일하고 

망목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는 혼획 종수와 개체수는 

감소하였으나 혼획량은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통발에 

비해 망목크기가 커서 작은 개체는 빠져나가고 큰 개체

만 어획되었기 때문이다. 

Table 5는 주어획대상종인 붕장어와 그 외 혼획종의 

어획 중량을 월별로 나타낸 것으로, 망목 크기가 35 mm

이고 입구 둘레가 360 mm인 통발을 제외하고 5~7월까

지는 붕장어의 어획량이 혼획량에 비해 현저히 많았으

며, 그 외 시기에는 혼획량이 비교적 많은 경향을 보였

다. 이는 붕장어의 어획시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비어획

시기에는 투승 후 바다에 오래 침지시켜 두므로 붕장어

는 빠져나가고 기타 혼획종 어획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입구 둘레 길이가 360 mm

로 커짐에 따라 혼획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망목 크기가 35 mm인 통발의 경우 혼획량이 총어

획량의 83.3%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붕장어 어획 측면에서 살펴보면 망목 크기 20 mm이

고 입구 둘레 길이 360 mm인 통발이 총 219마리, 19,250 

g으로 가장 많이 어획되었으며, 포획허용체장인 전장 

350 mm 이상 붕장어 또한 141마리 (64.4%), 14,708 

g (76.4%)으로 가장 많이 어획되었다 (Table 3). 이는 

수치적으로 보았을 경우 다른 통발에 비해 어획성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어획 비율적인 면을 고려할 경우 

망목 크기 22 mm이고 입구 둘레 길이 130 mm인 통발은 

총 131마리, 11,150 g이며, 그중 포획허용체장 350 mm 

이상은 93마리, 8,701 g으로 수치적으로는 망목 크기 

20 mm이고 입구 둘레 길이 360 mm인 통발에 비해 

적으나 개체수 대비 71.0%, 어획량 대비 78.3%로 전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Table 5에서 혼획량을 

비교하면 망목 크기가 20 mm이고 입구 둘레가 360 mm

인 통발의 경우 14,383 g으로 42.8%를 차지하여, 망목 

크기가 22 mm이고 입구 둘레가 130 mm인 통발의 3,394 g 

(23.4%)보다 중량적인 측면에서 4.2배 높게 나타났다. 

즉,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망목 크기 20 mm이고 입구 

둘레 길이가 360 mm인 통발이 가장 많은 붕장어를 어획

하였으며, 그 외 혼획량 역시 가장 높았다. 단, 혼획량만

을 고려하였을 경우 망목 크기 35 mm이고 입구 둘레 

360 mm인 통발이 16,900 g으로 83.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았으나, 이는 붕장어를 주대상어종으로 어획하

기 위한 통발로는 적합하지 않기에 제외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통발의 주어획대상종인 붕장어와 그 

외 어종을 혼획종으로 하여 어획성능을 비교･분석하였

(unit: g)

Mesh size 22 22 22 20 35

Circumference of

entrance 
120 130 140 360 360

Month Conger eel bycatch Conger eel bycatch Conger eel bycatch Conger eel bycatch Conger eel bycatch

March 24 215 395 145 1,160 220 823 425 3,875 30 3,560

April 18 338 351 454 1,136 341 1,700 636 3,035 0 7,142

May 16, 17 2,435 69 1,823 56 1,552 142 4,616 1,181 873 410

June 20 2,118 72 3,393 276 2,669 469 5,789 873 718 1,271

July 21 1,640 362 4,525 431 3,465 1,588 5,649 1,219 1,148 1,392

August 23, 24 470 315 775 335 1265 805 2,135 4,200 620 3,125

Total population 7,216 1,564 11,115 3,394 9,512 5,527 19,250 14,383 3,389 16,900

Bycatch (%) 17.8% 23.4% 36.8% 42.8% 83.3%

Table 5. Weight of conger eel caught and bycatches by experiments according to months from March to August 2006 in Geo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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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적인 어획량은 망목 크기 20 mm이고 입구 둘레

가 360 mm인 통발이 다른 통발에 비해 어획개체수와 

어획량에서 가장 높았으나, 붕장어의 포획허용체장 기

준 이상 어획의 비율과 혼획량은 망목 크기 22 mm이고 

입구 둘레 길이가 130 mm인 통발이 가장 효율적인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망목 크기가 35 mm이고 입구 

둘레가 360 mm인 통발의 경우 붕장어의 어획량이 너무 

적어서 붕장어의 어획 어구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어업인들은 붕장어를 어획하기 위한 스프링그

물통발의 입구 둘레 기준 140 mm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 입구 둘레 길이

가 커짐에 따라 붕장어의 어획량과 혼획량은 대체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붕장어의 포획허용체장

인 전장 350 mm 이상 어획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입구 둘레 길이가 140 mm에서 260 mm로 커

짐에 따라 붕장어의 어획과 혼획량이 증가했다는 보고 

(Kim et al., 201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서 입구 둘레가 커짐에 따라 포획허용체장 기준 이상의 

붕장어 어획은 수치적으로는 증가하였으며, 각 통발별 

붕장어 어획 대비 비율은 140 mm 통발이 약 37%로 

가장 높았고 모든 통발에서 평균 36%로 비슷했다 (Kim 

et al., 2010).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입구 둘레 길이별 

어획된 붕장어의 포획허용체장 이상 개체수 비율은 평

균 68%로 통발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과 수치적으

로는 다르나 경향적인 측면에서 유사했다. 또한 전체 

어획량의 증가에는 목표어종의 포획허용체장 기준 이

상 어획의 증가 뿐 아니라 붕장어 및 비목표어종의 치

어 증가, 비목표어종의 혼획량 증가 등을 포함하며 이

는 투기량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는 보고 (Cha et al., 2010)와도 유사하다. 

그리고 입구 둘레 길이가 동일한 경우 망목 크기가 

20 mm인 통발에 219마리가 어획된 것에 비해 망목 크

기가 35 mm인 통발에는 22마리로 약 90% 가량 급감한 

결과는 망목 크기가 28 mm보다 큰 망목을 사용하는 

스프링그물통발에서 붕장어의 어획이 급감하여 붕장어

를 어획하는 어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보고 (Cha et 

al., 2010)와 유사한 결과이다.

통발의 입구 둘레 확대로 인한 어획량 증가는 목표어

종의 어획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어종의 

치어를 포함하여 비목표어종 및 그 치어의 혼획 증가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미성숙개체의 어획은 추후 치

어의 자원 가입에 영향을 끼치며, 비목표어종의 혼획 

증가는 지속 가능한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영향을 미치

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의 어업인 요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어업자원의 보

호와 지속적 관리에 적합할 수 있는 입구 둘레 산정은 

다양한 입구 둘레에 따른 붕장어의 어획성능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비목표어종의 혼획과 투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결 론

연안 그물통발은 어업자원의 보호와 지속적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상 망목 크기 35 mm 이하 

사용금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붕장어, 낙지, 새우

류, 민꽃게를 어획하는 경우 망목 크기 22 mm 이하의 

사용은 금지하고, 이 경우 입구 둘레 길이를 140 m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어업인들은 입구 둘레 길

이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어지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붕장어 그물통발의 입구 크기에 따른 어획

성능과 혼획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수산

공학동의 실내 해수수조에서 입구 크기별 스프링통발 

2종을 제작하여 총 5회의 수조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망목크기와 입구 둘레 크기별 스프링통발 5종을 제작

하여 거제도 인근 해역에서 총 8회의 시험 조업을 수행

하였다. 각각의 실험에서는 어획된 붕장어 및 기타 어

획종의 마리수와 어획량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수조실험에서는 입구 둘레 140 mm인 통발에 어획된 

붕장어는 63마리로 120 mm 통발에 어획된 43마리보다 

약 1.5배 많이 어획되었다. 해상시험에서는 전체 어획

량 92,250 g 중 주어획대상종인 붕장어는 50,482 g으로 

54.7%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어획량은 41,768 g으로 

45.3%를 차지하였다. 또한 붕장어의 포획허용체장인 

전장 350 mm 이상은 총 579마리 중 391마리로 67.5%

를 차지하였다. 주어획대상종인 붕장어의 경우 망목 크

기 35 mm, 입구 둘레 360 mm인 통발을 제외하고는 

입구 둘레가 커짐에 따라 어획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타 어획량은 망목 크기가 같고 입구 둘레



송대호⋅조삼광⋅차봉진

- 16 -

의 길이가 커짐에 따라 혼획 종수 및 혼획량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입구둘레의 길이는 같고 망

목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는 혼획 종수는 감소하나 혼획

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붕장어 포획체장 

350 mm 이상을 고려한 통발별 성능은 전체 어획량과 

어획 비중의 측면에서 망목 크기 22 mm, 입구 둘레 

길이 130 mm인 통발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망목 크기 35 mm이고 입구 둘레 360 mm인 통발은 

붕장어를 잡기 위한 통발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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