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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망어업이 어업생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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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ircling gill net fishery is a kind of gill net which is generally used in shallow coastal waters. After the fish 

have been encircled by the gill net, noise stimulus such as a stone or sound is used to force them to gill or entangle 

themselves in the netting surrounding them. Although the fishing by a stone is a traditional fishing method, it is 

considered as an illegal fishing method by physical stimulus such as explosives and mechanical vibrator. However, 

this illegal fishing method has raised some problems to the fishing boat of other fisheries or many anglers due to 

disturb aggregating fish schools. This study is aimed to provide scientific base data to verify whether to impact 

the ecosystem caused by this encircling gill net. This study exhibited that the impulse noise by concrete sphere 

in the encircling gill net was 159 dB/μPa, the ambient noise from ship engine was 160 dB/μPa, and the maximum 

noise from continuous artificial vibrator was 175 dB/μPa. These may be stimulus to the escape of fish distributed 

in a wide area in its natural state; it is not likely the cause of death due to catastrophic stress. Therefore, it needs 

to prepare the consideration of standard limit on fishing stimulus in fishing methods of the fishery laws and regulations, 

prevent fishermen form using illegal fishing gear (i.e. explosive sound standards: 200~220 dB/μPa) and provide them 

with countermeasures.

Keywords : Ecosystem impacts, Encircling gill net, Stimulus, Impulse noise level

서 론
선자망은 한국 어구도감에서 발행한 어구 분류에

서 두리걸그물류 (Encircling gill nets)에 속하고, 이 

어업은 방추형의 어류 중 표·중층에 군집을 이루는 

어류를 주 대상으로 일반 자망류와 유사한 4각형 띠 

모양의 그물을 둘러싼 다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

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을 주어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

거나 얽히도록 하여 잡는 것이다 (NFRDI, 2002). 우

리나라에서는 수심이 얕은 연안이나 내만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숭어 선자망, 전어 선자망이 대표적이며, 

통영에서는 감성돔을 대상으로 선자망어업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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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망어업은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유입되거나 먹

이생물이 풍부한 주요 연안 양식장에 분포하고 있는 

목표 어류를 대상으로 어획함으로써 주변 어업인들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조업장비의 발달로 인하

여 음향, 빛 등의 다양한 자극원을 이용하여 선자망 어

업의 조업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먹이생물들이 풍

부한 양식장 주변에 상품성이 높은 어류들이 분포하는 

것을 이용하여 야간의 불빛이나 충격음에 의한 소음 

발생원은 주변 양식업과 연안자망 및 채낚기어업의 갈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인력에 의존하

여 어류에 자극을 주던 영향을 극대화시켜 선체동력이 

이용하는 방법이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진동 장치

(Vibrator), 조명, 음향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 서식

생물들과 양식생물들의 피해가 추정되고 있으며, 연안

해역 가까이 조업함으로써 소형외줄낚시어업자들 혹은 

레저활동으로 바다낚시를 하는 낚시객들에게 많은 민

원을 유발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류는 청각, 시각, 후각이 감각 기관이 

발달되어 있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어업과 양식

업에서 어류를 유집하거나 구집시킬 때 이용한다 

(Yang, 1980; Lee et al., 1997; Ahn et al., 1999; Jung 

et al., 2014). 어류의 감각기관 중 청각은 내이, 측선

기관, 부레 등에서 낮은 주파수의 진동과 물의 흐름, 

압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예민하여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들을 수 있다 (Ahn et al., 1999; Lee et al., 

1997; Lee et al., 1999; Ahn et al., 2011; Ahn et al., 

2012).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해양 및 육상 구조물 

작업, 증설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중소음에 대한 어류

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Shin, 1995; Shin 2000; Lim et al., 2010). 선자망어업

도 콘크리트로 만든 구 및 FRP에 납을 넣고 만든 구

를 밧줄로 연결하여 수면에 내리치고, 일부 어선에서

는 유압 및 폭약, 진동 장치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

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조업 

갈등의 쟁점사항인 선자망어업으로 인한 연안 생태계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존 조업

방식의 자극원에 대한 어류의 행동특성 및 피해 영향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내수조에서 자극원에 따른 수중소음

본 연구는 실내 수조에서 자극원에 따른 수중소음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내에 위치한 사육수조 (∅5 m×1 m) 내에 감성돔 15마

리를 순치한 후 수중음압계 (icListen HF SB2-ETH, 

Ocean sonics, Canada) 및 데이터 레코더를 이용하여 

수중소음을 측정하였다. 소음 자극원은 선자망 조업 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구를 이용하여 소음원을 발생시켰

고, 수중소음계는 수심 0.5 m에 설치하였다. 저장된 데

이터는 실험실에서 후처리 분석 소프트웨어 (Lucy 4.3 

Ver, Ocean sonics, Canada)를 이용하여 측정 레벨 및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극원에 따른 수중소음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극원 실험 전에 평상시 수조 

내에서 발생하는 수중소음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현장에서 선자망 조업에 발생하는 수중소음

조업 현장에서 선자망 조업 시에 발생하는 수중소

음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영 연안에서 조업 중인 선자

망 조업 어선 (2.53톤)과 소중소음 측정을 위한 어선 

(1.98톤)을 이용하였다 (Fig. 2). 통영 연안 해역에서 

선자망어업은 주로 수하식 굴 양식장이나 멍게양식장 

주변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 2척의 선

박을 이용하여 양식장 주변의 조업과정에서 선박의 

이동경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소형 

GPS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록하였으며, 

Fig. 1. Underwater noise measurement diagram of indoor 
rearing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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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망 조업 시에는 굴 수하식 양식장의 부표에 수중

소음 측정용 선박을 고정시키고, 선박의 현측 오른쪽

에 수중음압계 수신부를 수심 약 10 m (평균 수심 15 

m)에 위치시켜 주변 수중소음 및 조업과정에서 발생

하는 소음을 계측하였다. 또한 조업 현장해역의 수중 

구조물과 주위 어군을 탐지하고 선자망 조업선박의 

이동에 대한 행동 반응을 관측하기 위하여 음향카메라 

(Blueview p450-130, TELEDYEN blueview, Scotland)

를 선박 현측 왼쪽에 설치하였다 (Fig. 3). 마지막으

로 선자망 조업에서 어획된 어종 및 개체수를 파악하

였다.

진동음 발생에 따른 감성돔의 생존율 및 행동 특성

진동음 발생에 따른 어류의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하

여 동일한 실내 수조 (46 cm (L) × 28 cm (W) × 33 

cm (H))에 대조구와 실험구에 각각 감성돔 2마리를 넣

고 산소 공급을 중지한 상태로 실험하였다. 실험구 수

조 측면에 피스톤 바이브레이터 (FPLF-18-S, Findeva, 

Korea)를 부착하였고, 수조 내에는 수중음압계를 설치

하였다 (Fig. 4). 여기서, 피스톤 바이브레이터는 진폭과 

주파수를 위한 무제한 미세 튜닝 시설의 선형 진동을 

위한 공압식 방식으로서, 피스톤 바이브레이터 진동수

는 공기압축기의 2 bar (30PSI)로 설정하여 5,000 rpm

을 발생하였고, 이때의 진동력 (출력)은 66 N이었다. 

수중소음 측정은 평상시와 유사하게 진동 발생 시에 

측정하였고, 진동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작동시켰

다. 또한 수조 정면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감성돔의 행

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메모리식 카메라를 이용하

여 1분마다 1장씩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감성돔의 

행동 변화를 촬영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실내수조에서 평상시와 콘크리트 구에 의한 소음

평상시 수중소음은 자극원을 주지 않고, 사육수조 내 

및 주변의 수조에서 발생하는 유수식 방식의 환수과정

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연속음을 측정하였다. 일반적

인 수중소음 레벨은 123∼125 dB/μPa로 나타났으며, 

중간구간에서 132 dB/μPa로 발생되는 원인은 수조 내 

수중소음 센서 주변에 유영하는 어류의 움직임에 따른 

파동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Fig. 5 (a)). 콘크리트 구는 

실제 조업 시와 유사한 형태로 조업 시 사용하는 구를 

Fig. 3. Underwater noise measurement experiment diagram of 
encircling gill net operation.

Fig. 2. Underwater noise measurement station during encircling 
gill net operation.

Fig. 4.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experiment of black porgy
depending on the vibration in an indoor experiment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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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에서 원형으로 돌리면서 해수면의 파동을 발생시

켰으며, 수중소음 레벨은 사육수조 내 및 주변 수조에

서 발생하는 수중소음과 함께 콘크리트 구에 의한 자극

원을 기록하였다. 빨간 블록 표시 (Fig. 5 (b))는 콘크리

트 구에 의한 자극원으로서, 평상시와 달리 충격음 (단

음)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수중소음 레벨은 평균 

150 dB/μPa로, 최대 159 dB/μPa까지 측정되었다. 평상

시와 콘크리트 구의 수중소음은 약 20 dB/μPa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평상시 수중소음의 우세 주파수 

범위는 600 Hz에서 4000 Hz까지로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콘크리트 구에 의한 자극원의 우세 주파수 범위는 

2000∼3000 Hz으로 평상시와 주파수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Fig. 6). 또한 평상시에 수조 내에 있는 어

류는 순치시켰을 때와 유사하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

었고, 콘크리트 구의 자극원을 주었을 때 수조 내의 구

석진 곳으로 이동하는 행동 특성을 보였다. 어류는 부

정기적인 소음이나 발파, 항타 등의 충격음에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향어와 가물치를 대상으로 발파작업인 

충격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어류의 유영 

속도를 계측하였고, 향어의 경우 평상시보다 소음이 

22.9~35.3 dB/μPa로 증가하였을 때 유영속도가 1.6배 

증가하였으며 (Shin, 2000), 가물치 육상 양식장의 평상시 

소음은 106.6 dB/μPa이고, 발파 소음이 143.1 dB/μPa로 

증가하였을 때 유영속도가 1.4배 증가하였다 (Shin, 

1995). 이와 같이 충격음은 어류의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에서 평상시와 선자망 조업시의 수중소음

조업해역에서 평상시와 선자망 조업 시에 발생하는 

소음원에 대한 시간 변화에 따른 수중소음 레벨을 Fig. 7 

에 나타내었다. 조사 당시 조사해역에는 남해안 일대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궂은 날씨에 폭우가 간헐적으로 

Fig. 5. Underwater noise level over time of the usual (a) and concrete plot stimulus (b) in an indoor water tank.

Fig. 6. The maximum and average values of usual (a) and concrete plot stimulus (b) by frequency in an indoor rearing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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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고, 파고가 약 2∼3 m로 높았다. 한편, 수중소음을 

측정하는 선박의 엔진은 작동시키지 않고 수중소음을 

저장하였으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우, 조류 흐름, 파

도 등과 같은 환경잡음으로 인하여 평상시 조사해역의 

수중소음 레벨 범위는 135∼155 dB/μPa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선자망 조업 시에는 콘크리트 구의 자극을 

주어 콘크리트 구의 소음을 포함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과 선자망 조업선에서 발생하는 엔진 및 

조업작업 소음이 모두 저장되었다. 선자망 조업시의 수

중소음 레벨은 137∼160 dB/μPa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평상시 (135∼155 dB/μPa)와 큰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고, 최대 약 5 dB/μPa 정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조업선박의 콘크리트 구에 의한 수중소음은 평상시 

해양환경 소음과 함께 선박 엔진 소음에 거의 마스킹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주파수 분석을 통한 최댓값과 평균값의 분

석 결과를 나타낸 결과로서, 평상시 수중소음의 우세 

주파수 범위는 300 Hz와 2000 Hz에서 나타났고, 최대 

음압레벨은 137 dB/μPa, 평균 음압레벨은 130 dB/μPa

로 나타났다. 선자망 조업 시 수중음의 우세 주파수 범위

도 평상시와 유사하게 300 Hz와 2000 Hz이었고, 최대 

음압레벨은 139 dB/μPa, 평균 음압레벨은 130 dB/μPa

로 나타났다.

또한 음향카메라에 어류는 탐지되지 않았으나, 약 40

∼50분 정도의 선자망 조업에서 보구치 5마리 (평균체

장±표준편차=23.5±1.4 cm)가 어획되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해양환경과 선박 소음, 생물

음 등의 여러 가지 잡음이 포함되어지고, 본 조사에서

는 현장에서 파도 소리와 조업 선박 등으로 인한 소음

이 유입되었다. 파도 등의 수면파에서는 주파수 500 

Hz~25 kHz 사이에서 소음원이 우세하고, 선박 통행으

로 발생하는 소음의 주파수 대역은 50~500 Hz에 나타

Fig. 7. The usual underwater noise level over time during usual (a) and encircling gill net operation (b) in the field.

Fig. 8. The maximum and average values of usual (a) and encircling gill net operation (b) by frequency in th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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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고 보고하였다 (Kim, 1990).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유입되는 소음도 이전에 연구된 환경 소음과 선박 소음

의 주파수 대역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어선의 

톤수와 기관 회전수에 따라서 음압레벨은 다르게 나타

나지만, 주파수 대역은 10~160 Hz 이내의 범위를 가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hoi et al., 1999). 트롤어선은 

기계음과 프로펠러 회전 및 선체의 진동이 발생하고, 

주파수 대역 100~500 Hz에서 120 dB/μPa로 최대음압

을 보였다 (Yoon, 1981). 또한 Park et al. (1999)은 양식

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형 선박의 수중소음과 향어, 

점농어, 넙치, 돌돔, 참돔, 조피볼락의 식이음과 유영음

을 측정한 결과, 2.5톤의 소형 어선은 20~100 Hz와 100 

Hz ~ 2 kHz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어류

의 식이음은 대상 어류마다 차이는 있으나 10~800 Hz 

주파수 대역, 유영음은 10 Hz~1 kHz를 나타내었다. 또

한 잿방어는 1 kHz 이하에서 저주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실험 동안 기관 소음에 학습되어 

정음파 순음보다는 기관 소음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ee et al., 1997). 

한편, 여러 어종 가운데 돌돔은 주파수 80~500 Hz까

지의 음을 인식하였고, 300 Hz 이상이 되면 청각 감도

가 급격히 나빠지고, 주파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잡

음 스펙트럼 레벨이 약 70 dB/μPa 이상의 잡음이 존재

하는 환경에서는 청각 능력이 마스킹 된다 (Kim et al., 

2002). 어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각 문턱치의 음압과 

배경 잡음 스펙트럼 레벨과의 차이 즉 청각 임계비가 

음압 15~25 dB/μPa 정도이면 어류는 배경잡음과 구별

할 수 있다 (Hatakeyama, 1989).

본 연구에서도 현장에서도 평상시에 발생하는 소음

과 선자망 조업 시에 발생하는 소음의 음압레벨 및 주

파수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조업 시의 소음이 평

상시의 소음에 마스킹 되기 때문에 어류에 피해를 미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류는 자연적인 것뿐만 아

니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수중잡음이 존재하는 환경

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청각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주위

의 잡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또한 수중에서 발생

하는 잡음이 클 경우 작은 음을 듣기 어렵게 되는 마스

킹 현상이 발생한다. 대상 어종의 소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상 어종의 청각 역치 및 문턱치뿐

만 아니라 배경잡음에 의한 마스킹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험수조에서 진동음 발생 시 수중소음에 따른 감성돔의 

행동 반응

실험수조 내의 수중소음 레벨 범위는 평상시에 120

∼128 dB/μPa로 우세 주파수 범위는 500 Hz로 나타났

고, 진동 시에는 175 dB/μPa로 안정된 분포로 비교적 

높은 음압레벨로 우세 주파수 범위는 300 Hz이었다. 

진동음을 발생시켰을 때 수중소음은 평상시보다 약 50 

dB/μPa 높게 나타났다.

감성돔은 초기에 진동음 자극을 주었을 때는 순간 

반응을 보였으나 점차 적응하였고, 실험 시작 9시간 후

부터 감성돔이 표면으로 호흡하다 10시간 이후 유영 

행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사망하였다. 또한 대조구에 있

는 감성돔은 13시간 47분을 기점으로 사망하였다. 한

편, 실험구에서는 1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1마리가 생

존하고 있었으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음이 어

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어류의 사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

어류가 음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도피하는 

음압레벨의 범위는 156∼165 dB/μPa (Cummings and 

Brandom, 2004), 156∼161 dB/μPa (O’Brien et al., 

2002)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수중

음압에 대해서도 어종에 따라 반응이 다르며, 양식어류

와 같은 주변 환경잡음에 노출된 어류는 반응하는 세포

의 수가 감소되어 154 dB/μPa에서도 반응이 없는 경우

도 있다. 또한 충격음에 의해 어류의 청각기관이나 부

레의 파열 등에 손상이 발생하는 음압레벨은 어종, 성

Fig. 9. Survival rate of black porgy over time depending on the
generation of vibration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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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 및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140 dB/μPa에서 

4시간, 180 dB/μPa에서 1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감각기

관이 손상되었다는 보고 (Hastings et al., 1996)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자의 결과에 따라 기준 음압레

벨이 207 dB/μPa 혹은 220 dB/μPa까지의 발파음이나 

에어건 등과 같이 지속시간이 짧고 진폭이 큰 충격파의 

경우에 단시간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수중에 서식하는 생

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제시되

고 있다 (McCauley et al., 2002; Hastings and Popper, 

2005).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감성돔은 실험구와 대

조구에 각각 2마리의 소수 개체를 대상으로 실험이 이

루어졌으나, 추후에는 개체수와 수조의 크기를 넓혀 관

측할 필요가 있고, 지속음과 충격음에 따른 어류의 행동

을 측정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선자망어업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구의 소음은 현장에

서 발생하는 소음 레벨과 주파수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

나므로 어류의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적인 조업방법이 아닌 발파 등과 같은 

충격음을 주었을 때에는 어류에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

되며, 발파 등의 충격음에 따른 어류의 행동 반응에 대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선자망어업으로 인한 연안 생태계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내 수조에서 자극원에 따른 

수중소음 및 현장 조업 시에 발생하는 수중소음, 진동 

자극기에 발생하는 수중소음에 따른 감성돔의 행동 특

성을 조사하였다.

실내 수조에서 평상시 수중소음 레벨은 123∼125 

dB/μPa로 나타났고, 콘크리트 구를 이용할 때에는 최대 

159 dB/μPa까지 측정되었으며, 감성돔은 평상시에 자

유롭게 유영을 하지만, 콘크리트 구 작업 시에는 구석

진 곳으로 이동하는 행동 특성을 보였다. 

조업 현장에서 평상시 조사해역의 수중소음 레벨 범

위는 135∼155 dB/μPa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선자망 

조업 시에 137∼160 dB/μPa로 평상시와 조업 시의 우

세 주파수 범위는 300 Hz와 2000 Hz로 평상시와 조업 

시의 수중소음 레벨 범위와 주파수 대역이 유사하였다.

진동음 발생에 따른 감성돔의 행동 특성을 파악한 

결과, 진동음 자극을 주었을 때는 순간 반응을 보이다

가 점차 적응하였고, 실험 시작 9시간 후부터 감성돔이 

표면으로 호흡하며, 10시간 이후 유영 행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사망하였다. 또한 대조구에 있는 감성돔은 13

시간 47분을 기점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실험구에서는 

1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1마리가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음이 어류에서 발생하는 스

트레스가 어류의 사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에는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소음이 발생하게 되

는데, 선자망어업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구의 소음은 현

장에서 평상시에 발생하는 소음 레벨과 주파수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어류의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콘크리트 구 조업방법이 

아닌 발파 등과 같은 충격음을 발생시키는 조업 시에는 

어류에게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발

파 등의 충격음에 따른 어류의 행동 반응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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