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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fishing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the eastern coastal waters near Uljin, Korea from 2002 to 2004, using 
the experimental trammel nets to estimate the selectivity for spinyhead sculpin Dasycottus setiger. The inner panels of the 
nets were made of nylon monofilament with four mesh sizes (82.2, 89.4, 104.8, and 120.2 mm) while its two outer panels 
were made of twisted nylon multifilament with a mesh size of 510 mm. The SELECT (Share Each Length’s Catch Total) 
procedure with maximum likelihood method was applied to obtain a master selection curve. The different functional models 
(normal, lognormal, bi-normal, and logistic model) were fitted to the catch data. The lognormal model with the fixed relative 
fishing intensity was chosen as the best-fitted selection curve through comparison of model deviance and AIC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The optimum relative length (the ratio of fish total length to mesh size) with the maximum relative 
efficiency was obtained as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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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망은 대상 생물이 홑겹 망지의 그물코에 걸려서 

어획되기를 기다리는 수동형 어구의 일종이다 (FAO, 
1992). 삼중자망은 망목이 큰 2겹의 외망 사이에 망목

이 작은 내망이 삽입되어 있다 (Thomas et al., 2003; 
Erzini et al., 2006). 삼중자망의 외망의 높이에 대한 

내망의 높이의 비율 (vertical slack)은 1.5∼2.0 정도이

다 (Erzini et al., 2006; Koike and Takeuchi, 1985; 
Koike and Matuda 1988).

자망에 어류가 어획되는 형태는 아가미 뚜껑의 후단

이 망목에 걸리는 형태 (gilling), 등지느러미 주변의 

어체가 망목에 걸리는 형태 (wedging), 두부가 망목에 

걸리는 형태 (snagging), 어체가 망목을 통과하지 않고 

치아나 지느러미 또는 가시 등이 망사에 얽히는 형태 

(entangling) 등으로 분류된다 (FAO, 1992; FAO, 2000; 
Yano et al., 2012). 어류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홑겹 자

망에서는 어류의 아가미 뚜껑 후단이나 몸통이 망목에 

걸려서 어획되는 비율이 높다 (Holst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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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ayama et al., 2006; Yano et al., 2012). 삼중자망의 

경우에는 대상 생물이 홑겹 자망에 걸리는 어획 형태에 

더하여 망목이 작은 내망과 망목이 큰 외망에 의하여 

형성되는 주머니에 갇혀서 어획되는 형태 (pocketing) 
등이 추가된다 (Erzini et al., 2006; Fabi et al., 2002). 
예를 들어 삼중자망과 조우한 흰꼴뚜기 (Sepioteuthis 
lessoniana), 유럽무늬갑오징어 (Sepia officinalis) 등은 

망목이 큰 외망의 망목을 통과한 후에 망목이 작은 내망

의 망목을 통과하지 못한 개체가 주머니 형태로 형성되

는 내망에 갇혀서 어획되었다 (Erzini et al., 2006; 
Akiyama et al., 2004). 따라서 자망과 삼중자망은 어구의 

구성뿐만 아니라 대상 어종의 어획 형태에도 차이가 있다 

(Erzini et al., 2006; Fabi et al., 2002). 또한 이들 어구의 

어획 형태에 의한 차이로 인하여 삼중자망은 자망에 비하

여 덜 선택적인 어구로 이해되고 있다 (Fabi et al., 2002).  
삼중자망에 대상 생물이 어획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구의 망목 크기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외망의 높이에 

대한 내망의 높이의 비율 등이 영향을 미친다 (Erzini 
et al., 2006; Koike and Takeuchi, 1985; Koike and 
Matuda 1988). 지금까지 일부 어종에 대하여 삼중자망

과 홑겹 자망의 어획량 비교 시험이 수행되었다. 
Thomas et al. (2003)의 연구에 의하면, 복합섬유 삼중자

망의 새우 어획량이 단일섬유 자망에 비하여 약 2배 정

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oike and Matuda (1988)는 

망목 크기가 전어의 어체 크기에 적합한 경우, 자망의 

어획 개체수가 삼중자망의 어획 개체수보다 많았고, 삼
중자망의 어획이 자망의 어획보다 항상 많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전어, 무지개송어, 흰꼴뚜기, 유럽무

늬갑오징어, 보리새우 등의 일부 어종에 대한 삼중자망

의 망목 선택성 곡선도 추정되었다 (Koike and Matuda 
1988; Losanes et al., 1992; Erzini et al., 2006; Akiyama 
et al., 2004; Fujimori et al., 1996). 이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망과 삼중자망의 망목 선택성 등은 대상 

어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연안 수역에서는 2중 이상의 자망이 제한적

으로 승인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삼중자망에 대한 어류

의 어획 선택성 등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 자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해안에 서식하는 심해성 어종인 고무

꺽정이의 분포 밀도는 높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Yang 
et al., 2007), 이들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어구는 종 및 개체 크기에 대한 선택성을 

가지고 있다 (FAO, 1992; FAO, 2000). 어구의 망목 선

택성은 선택 곡선으로 표현되며, 특정 어종의 개체 크기

에 따른 어획 확률을 나타낸다 (FAO, 1992; FAO, 2000; 
Millar and Fryer, 1999; Wileman et al., 1996). 본 연구에

서는 시험용 삼중자망에 어획된 동해안산 고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고무꺽정이에 대한 자망의 망목 선택성 (Park et al., 
2016)과 본 연구에서 얻어진 삼중자망의 망목 선택성을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어구 제작 및 시험 조업

시험에 사용한 삼중자망은 망목이 작은 내망과 망목

이 큰 외망 2겹으로 구성하였다. 시험 어구의 내망은 

나일론 단일섬유 (경심 3호, ∅0.286) 망지를 사용하였

고 내망의 망목 크기는 4종류 (84, 90, 105, 120 mm)로 

하였다. 이들 망지의 망목 내경 평균치는 각각 82.2, 
89.4, 104.8, 120.2 mm이었다 (Table 1). 시험 어구의 

외망은 복합섬유로 제작된 1종류의 망지 (나일론 15 ply, 
망목 크기 510 mm, 높이 5.5코)를 사용하였다. 상업적으

로 판매되는 망지를 활용하여 시험 어구를 제작하였으므

로 어구의 길이는 망목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어구 1폭의 길이는 100∼105.8 m, 내망의 성형율은 48
∼50%이었다. 망목이 큰 외망의 성형율은 71%로 설계

하였다. 어구의 깊이 방향으로 외망의 뻗친 길이에 대한 

내망의 뻗친 길이의 비는 1.50∼1.71이었다 (Table 1). 
어획 시험은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동해안 울진

군 연안 수역에서 연안 자망 어선 2척을 용선하여 수행

되었다. 어획물은 선상에서 양망 작업을 하면서 어망으

로부터 분리하여 망목 크기별로 분류하였고, 어획물의 

체장 등은 입항 후에 육상에서 측정하였다. 어선 1척당 

1회 시험에 사용된 망목 크기별 어구의 수는 4∼8폭이

었다. 매회 시험에 사용한 망목 크기별 삼중자망의 수는 

동일하였다. 어구 1틀에 연결된 시험 어구는 내망의 망

목크기 순으로 반복하여 연결하였다 (Park et al., 2004). 
시험 조업 어장의 수심 범위는 100∼145 m이었고, 침지 

기간은 2∼6일이었다. 고무꺽정이의 전장 (Total length, 
L)은 1 mm 단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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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목 선택성 추정

자망 또는 삼중자망에 어획된 어류 등의 망목선택성

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다 (Ishida, 1962; Koike and 
Takeuchi, 1985; Koike and Matuda 1988, Kitahara, 
1968; Fujimori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SELECT (Share Each Length’s Catch Total) 
방법을 사용하여 망목 선택성을 분석하였다 (Millar and 
Walsh, 1992; Wileman et al., 1996; Millar and Fryer, 
1999; Erzini et al., 2006). 

일반적으로 망목 크기       ⋯ 인 어구

에 체장       ⋯ 인 어류의 어획 개체수 

 는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ujimori and 

Tokai, 2001; Park et al., 2004; Wakayama et al., 2006).
 
                   (1)

여기서 ,  및 는 각각 망목 크기 인 어구

의 선택률, 어획 능률 및 어획 노력량을 나타낸다.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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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구의 망목 크기에 대한 물고기의 체

장 (전장)의 비를 나타내는 상대 체장 (relative length)이
며,   는 망목 크기 인 어구의 상대 어획 강

도 (
 



  )이다. 

SELECT 방법에 의한 망목 선택성 추정에 있어서 체

장 인 어류가 망목 크기 인 자망에 어획되는 비율은 

아래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Fujimori and Tokai, 2001; 
Yano et al., 2012; Park et al., 2004). 여기서 는 어획 

자료로부터 계산되는 관측치이고 는 추정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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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우도함수를 최대로 하는 최우법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Fujimori and Tokai, 2001; Yano et al., 2012; 
Park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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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망의 경우, 소형 개체는 망목을 통과하여 빠져 나가

고 대형 개체는 망목에 잘 걸리지 않으므로 망목 선택성 

곡선은 주로 종형 (bell shaped)의 함수가 사용되고 있다 

(FAO, 1992; Fujimori and Tokai, 2001; Park et al., 
2004; Park et al., 2016). 삼중자망에서는 홑겹 자망의 

어획 형태에 더하여 대상 생물이 망목이 작은 내망과 

망목이 큰 외망에 의해 형성되는 주머니에 갇혀서 어획

되는 형태 (pocketing)가 포함되나, 상당수의 어종에 대

한 삼중자망의 선택성 곡선은 종형의 함수로 표현되었

다 (Erzini et al., 2006; Koike and Matuda 1988). 삼중자

망에 어획된 어종 중에서 대부분의 개체가 외망과 내망

에 의해 형성된 주머니 속에 갇혀서 어획되는 경우에는 

선택성 곡선이 S-자형 (sigmoid) 함수로 표현되었다 

Mesh size 
(mm)

Vertical mesh
number Lead line length 

(m) 
*Vertical

slackinner 
netting

outer 
netting

inner 
netting

outer 
netting

82.2 510 50 5.5 100.0 1.50
89.4 510 50 5.5 105.0 1.60

104.8 510 44 5.5 105.8 1.65
120.2 510 40 5.5 105.8 1.71

 *Vertical slack, the ratio of the stretched depth of the small-meshed inner panel to that of the large-meshed outer panel.

Table 1. Designed specification of the trammel nets used in the fish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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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zini et al., 2006; Akiyama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중자망에 대한 고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

을 표현하는 함수 모델로서 종형 함수인 정규함수 

(normal function), 대수정규함수 (lognormal function), 
이봉성정규함수 (bi-normal function)와 S-자형 함수인 

Logistic 함수를 사용하였다 (Fujimori and Tokai, 2001; 
Park et al., 2004; Yano et al., 2012; Akiyama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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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식의 는 모델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값이

고, 는 모델의 폭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다 (Wakayama 
et al., 2006 ; Akiyama et al., 2004; Fujimori and Tokai, 
2001). 또한  및 는 Logistic 함수의 파라미터이다. 
이봉성정규함수의 경우,  및 는 각각 제1곡선 및 

제2곡선의 최대치를 나타내며  및 는 이들 곡선의 

폭을 결정하는 계수이다. 그리고 는 제1곡선에 대한 

제2곡선의 상대적 높이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며, 는 

함수의 최대치를 1로 조정하는 계수이다.

모델의 적합도 비교

망목 선택성 곡선으로 추정된 각 함수 모델의 적합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탈도 (model deviance) 를 계

산하였다. 망목 크기 인 어구의 체장별 표준화 잔차 

(deviance residual)  및 일탈도 (model deviance)는 다

음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Fujimori and Tokai, 2001; 

Wakayama et al., 2006 ; Park et al., 2004). 수식 (9)의 

우변 부호는 관측치  가 추정치 보다 큰 경우

에는 (＋), 작은 경우에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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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목 선택성을 표현하는 함수 모델의 일탈도는 근사

적으로 자유도 (d.f.)가 인  분포를 따른

다 (Fujimori and Tokai, 2001; Wileman et al., 1996). 

여기서 은 함수의 파라미터 수이다. 검정에 의하여 

선택성 곡선으로서 적합한 모델에 대해서는 

로 표현되는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를 비교하였다 (Akaike, 1974; Fujimori and 
Tokai, 2001). 수식의  (maximum log-likelihood)
은 최대 대수 우도이다.  가 작을수록 최적의 모델

로 평가된다. 

결 과

어획물 조성

고무꺽정이의 어획 개체수가 비교적 많았던 7회의 조업 

자료를 정리하여 어종별 개체수를 나타내었다 (Table 2). 
어획물의 종 동정은 어류도감 등을 참고하였다 (NFRDI, 
1999; NFRDI, 2004). 시험 어구에 어획된 어종은 고무

꺽정이 (Spinyhead sculpin, Dasycottus setiger), 대구 

(Pacific cod, Gadus macrocephalus), 기름가자미 

(Blackfin flounder, Glyptocephalus stelleri), 황볼락 

(Owston's rockfish, Sebastes owstoni), 꼼치 (Tanaka's 
snailfish, Liparis tanakai), 임연수어 (Atka mackerel, 
Pleurogrammus azonus), 물레고둥 (Finely-striate 
buccinum, Buccinum striatissimum), 명주매물고둥 

(Neptunea constricta)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2). 이들 

어종 중에서 대구, 고무꺽정이, 기름가자미의 어획 비율

이 높았다. 
왕돌초 수역에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자망과 

삼중자망 (망목 크기 90.9 mm)을 사용하여 수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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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삼중자망에 대한 동해안산 고무꺽정이 (Dasycottus setiger)의 망목 선택성

(Erzini et al., 2006; Akiyama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중자망에 대한 고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

을 표현하는 함수 모델로서 종형 함수인 정규함수 

(normal function), 대수정규함수 (lognormal function), 
이봉성정규함수 (bi-normal function)와 S-자형 함수인 

Logistic 함수를 사용하였다 (Fujimori and Tokai, 2001; 
Park et al., 2004; Yano et al., 2012; Akiyama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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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목 선택성을 표현하는 함수 모델의 일탈도는 근사

적으로 자유도 (d.f.)가 인  분포를 따른

다 (Fujimori and Tokai, 2001; Wileman et al., 1996). 

여기서 은 함수의 파라미터 수이다. 검정에 의하여 

선택성 곡선으로서 적합한 모델에 대해서는 

로 표현되는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를 비교하였다 (Akaike, 1974; Fujimori and 
Tokai, 2001). 수식의  (maximum log-likelihood)
은 최대 대수 우도이다.  가 작을수록 최적의 모델

로 평가된다. 

결 과

어획물 조성

고무꺽정이의 어획 개체수가 비교적 많았던 7회의 조업 

자료를 정리하여 어종별 개체수를 나타내었다 (Table 2). 
어획물의 종 동정은 어류도감 등을 참고하였다 (NFRDI, 
1999; NFRDI, 2004). 시험 어구에 어획된 어종은 고무

꺽정이 (Spinyhead sculpin, Dasycottus setiger), 대구 

(Pacific cod, Gadus macrocephalus), 기름가자미 

(Blackfin flounder, Glyptocephalus stelleri), 황볼락 

(Owston's rockfish, Sebastes owstoni), 꼼치 (Tanaka's 
snailfish, Liparis tanakai), 임연수어 (Atka mackerel, 
Pleurogrammus azonus), 물레고둥 (Finely-striate 
buccinum, Buccinum striatissimum), 명주매물고둥 

(Neptunea constricta)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2). 이들 

어종 중에서 대구, 고무꺽정이, 기름가자미의 어획 비율

이 높았다. 
왕돌초 수역에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자망과 

삼중자망 (망목 크기 90.9 mm)을 사용하여 수심 50∼

120 m 사이에서 어종별 어획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망에는 기름가자미 (3.1%), 대구 (20.3%), 불
볼락 (17.1%), 임연수어 (48.3%) 등이 많이 어획되었고, 
삼중자망에는 기름가자미 (15.3%), 대구 (16.9%), 불볼

락 (15.6%), 빨간횟대 (8.8%), 임연수어 (27.6%) 등의 

어획 비율이 높았다 (Lee et al., 2008). 또한 어획 비율이 

높은 어종 중에서 자망에 많이 어획된 어종은 대구, 불볼

락, 임연수어 등이었고, 삼중자망에 많이 어획된 어종은 

기름가자미, 빨간횟대 등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Lee 
et al. (2008)에 의한 삼중자망의 결과를 비교하면, 대구

와 기름가자미의 어획 비율은 공통적으로 높았으나, 고
무꺽정이의 비율은 본 연구에서 높았고, Lee et al. 
(2008)의 조사에서는 임연수어와 불볼락의 비율이 높았

다. 이들 두 연구 사이의 어종별 어획 비율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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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ze frequency distributions of spinyhead sculpin caught in the experimental trammel nets. 

Species
Mesh size (mm)

Total (%)
82.2 89.4 104.8 120.2

 Pacific cod      Gadus macrocephalus 178 166 138 127 609 31.3  
 Spinyhead sculpin   Dasycottus setiger 92 114 127 120 453 23.3  
 Owston's rockfish   Sebastes owstoni 28 27 32 16 103 5.3  
 Blackfin flounder   Glyptocephalus stelleri 173 153 92 37 455 23.4  
 Tanaka's snailfish   Liparis tanakai 9 17 24 10 60 3.1  
 Pointhead flounder  Hippoglossoides pinetorum 3 1 0 1 5 0.3 
 Black edged sculpin Gymnocanthus herzensteini 0 1 1 1 3 0.2 
 Atka mackerel      Pleurogrammus azonus 3 6 0 1 10 0.5 
 Finely-striate buccinum Buccinum striatissimum 49 39 51 15 154 7.9  
                   Neptunea constricta 17 15 8 6 46 2.4  

others 18 12 10 8 48 2.5
Sum 570 551 483 342 1946 100.0 

No. net used. 52 52 52 52 208

Table 2. Catch numbers and percentage of each species caught in the experimental trammel 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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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목 크기, 어장의 위치, 수심 등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많이 어획된 고무꺽정이의 전장 범위는 

175∼405 mm이었다 (Fig. 1). 우리나라 동해안 등에 서

식하는 고무꺽정이는 수심 20∼800 m에 분포하는 냉수

성 어종이며, 두부가 크고 두부의 상부에는 돌기 (가시)
들이 돋아 있다 (NFRDI, 2004; Yang et al., 2007; Park 
et al., 2016). 따라서 고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에는 이

들 돌기의 영향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망목 선택성 곡선

고무꺽정이에 대한 삼중자망의 선택성 곡선을 추정하

였다. 선택성 곡선의 계산에 사용된 고무꺽정이의 전장 

범위는 개체수가 비교적 많은 205∼345 mm로 하였다. 

상대 어획강도 ( )를 고정한 모델 (-fixed model)과 

상대 어획강도 ( )가 다르다고 가정한 모델 (
-estimated model)의 선택성 곡선을 추정하고 적합도 등

을 비교하였다 (Table 3). 각 함수 모델의 검정에 따른 

적합도 검정 결과를 보면, 상대 어획강도를 고정한 

Logistic 함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 ≥). 망목 선택성을 나타내는 함수 모델 중

에서 상대 어획강도를 고정한 대수정규함수가 가장 높

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고무꺽정이에 대한 시험 어구의 선택성을 표현하는 

Parameters 　 　

Models 　 　  　 　 　    　  　  d.f. P-value 

Normal
  pi-fixed 2.541 1.002 0.250 0.250 0.250 0.250 -577.8 49.5 43 0.231 1159.5 
  pi-estimated 2.508 1.028 0.241 0.260 0.260 0.240 -577.5 48.7 40 0.163 1165.0 
Lognormal
  pi-fixed 2.492 0.334 0.250 0.250 0.250 0.250 -577.1 47.7 43 0.287 1158.2 
  pi-estimated 2.496 0.343 0.236 0.258 0.260 0.246 -576.9 47.0 40 0.206 1163.8 
Logistic  
  pi-fixed -13.545 7.748 0.250 0.250 0.250 0.250 -585.2 68.9 43 0.007 1174.4 
  pi-estimated -17.009 8.916 0.182 0.231 0.279 0.309 -579.2 52.6 40 0.087 1168.4 

Bi-normal     ω δ

  pi-fixed 2.284 3.291 0.526 0.781 0.778 1.387 0.250 0.250 0.250 0.250 -576.9 47.2 40 0.201 1163.9 
  pi-estimated 2.279 3.316 0.538 0.805 0.768 1.381 0.254 0.239 0.253 0.254 -576.7 46.6 37 0.135 1169.4  
  , maximum log-likelihood; d.f., degree of freedom;  ,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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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er estimates and model deviance for each functional model

Fig. 2. Master selection curves of the trammel net for spinyhead sculpin by each fun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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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삼중자망에 대한 동해안산 고무꺽정이 (Dasycottus setiger)의 망목 선택성

망목 크기, 어장의 위치, 수심 등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많이 어획된 고무꺽정이의 전장 범위는 

175∼405 mm이었다 (Fig. 1). 우리나라 동해안 등에 서

식하는 고무꺽정이는 수심 20∼800 m에 분포하는 냉수

성 어종이며, 두부가 크고 두부의 상부에는 돌기 (가시)
들이 돋아 있다 (NFRDI, 2004; Yang et al., 2007; Park 
et al., 2016). 따라서 고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에는 이

들 돌기의 영향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망목 선택성 곡선

고무꺽정이에 대한 삼중자망의 선택성 곡선을 추정하

였다. 선택성 곡선의 계산에 사용된 고무꺽정이의 전장 

범위는 개체수가 비교적 많은 205∼345 mm로 하였다. 

상대 어획강도 ( )를 고정한 모델 (-fixed model)과 

상대 어획강도 ( )가 다르다고 가정한 모델 (
-estimated model)의 선택성 곡선을 추정하고 적합도 등

을 비교하였다 (Table 3). 각 함수 모델의 검정에 따른 

적합도 검정 결과를 보면, 상대 어획강도를 고정한 

Logistic 함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 ≥). 망목 선택성을 나타내는 함수 모델 중

에서 상대 어획강도를 고정한 대수정규함수가 가장 높

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고무꺽정이에 대한 시험 어구의 선택성을 표현하는 

Parameters 　 　

Models 　 　  　 　 　    　  　  d.f. P-value 

Normal
  pi-fixed 2.541 1.002 0.250 0.250 0.250 0.250 -577.8 49.5 43 0.231 1159.5 
  pi-estimated 2.508 1.028 0.241 0.260 0.260 0.240 -577.5 48.7 40 0.163 1165.0 
Lognormal
  pi-fixed 2.492 0.334 0.250 0.250 0.250 0.250 -577.1 47.7 43 0.287 1158.2 
  pi-estimated 2.496 0.343 0.236 0.258 0.260 0.246 -576.9 47.0 40 0.206 1163.8 
Logistic  
  pi-fixed -13.545 7.748 0.250 0.250 0.250 0.250 -585.2 68.9 43 0.007 1174.4 
  pi-estimated -17.009 8.916 0.182 0.231 0.279 0.309 -579.2 52.6 40 0.087 1168.4 

Bi-normal     ω δ

  pi-fixed 2.284 3.291 0.526 0.781 0.778 1.387 0.250 0.250 0.250 0.250 -576.9 47.2 40 0.201 1163.9 
  pi-estimated 2.279 3.316 0.538 0.805 0.768 1.381 0.254 0.239 0.253 0.254 -576.7 46.6 37 0.135 1169.4  
  , maximum log-likelihood; d.f., degree of freedom;  ,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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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er estimates and model deviance for each functional model

Fig. 2. Master selection curves of the trammel net for spinyhead sculpin by each function model.

Master curve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상대 어획강도 일

정의 모델에서는 최대 선택률 (=1.0)을 나타내는 정규함

수, 대수정규함수, 이봉성정규함수의 최적 상대 전장 

(optimum relative length)이 각각 2.541, 2.492, 2.284로 

추정되었다 (Table 3). 상대 어획강도 추정의 모델에서

는 선택률 1.0을 나타내는 정규함수, 대수정규함수, 이
봉성정규함수의 최적 상대 전장은 각각 2.508, 2.496, 
2.279이었다 (Table 3).

고 찰

본 연구에서 추정된 선택성 곡선 중에서 AIC가 가장 

작은 함수 모델은 상대 어획강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대수정규함수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중자망에 

대한 고무꺽정이의 최적 망목 선택성 곡선으로 상대 어

획강도 일정의 대수정규함수를 채택하였다.
지금까지 보고된 자망에 대한 전어, 고무꺽정이, 연

어, 대구 등의 망목 선택성 곡선은 이봉성정규함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04; Park et al., 
2016; Fujimori and Tokai, 2001; Hovgard, 1996). 또한 

정어리에 대한 자망의 선택성 곡선은 대수정규포함수로 

표현되었고, 고등어의 경우에는 왜정규함수 (skew-normal 
function) 또는 대수정규함수로 표현되었다 (Sato et al., 
2015; Yano et al., 2012; Sato et al., 2016). 상당수의 

어종에 대한 삼중자망의 망목 선택성 곡선은 이봉성정

규함수로 표현되었으나, 일부 어종에 대한 삼중자망의 

선택성 곡선은 Logistic 함수 등으로 표현되었다 (Erzini 
et al., 2006; Akiyama et al., 2004). 이들 결과들을 종합

하면 자망 또는 삼중자망의 망목 선택성을 표현하는 함

수 형태는 어종에 따라 다르고 동일 어종인 경우에도 

어획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Sato et al., 2015; 
Yano et al., 2012; Sato et al., 2016). 자망에 어획된 대구

의 어획 형태를 보면, 최적 상대 전장 주변에서는 대부분

의 개체가 망목에 걸리는 형태로 어획되었고 상대 전장

이 작은 범위에서는 치아 등이 얽히는 어획 형태이었으

며, 상대 전장이 큰 범위에서는 두부가 망목에 걸리는 

어획 형태를 나타내었다 (Hovgard et al., 1999). Fabi 
et al. (2002)의 결과에 의하면, 자망이나 삼중자망에 어

획되는 대부분의 개체는 망목에 걸려서 어획되었으나, 
일부 개체는 얽히거나 주머니에 갇혀서 어획되었다. 또
한 자망에서는 이들 비율이 매우 낮았지만 삼중자망에

서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적 모델로 선정된 대수정규함수는 종형 함수에 속하

므로 삼중자망에 어획된 고무꺽정이의 어획 형태는 내

망의 망목에 걸려서 어획되는 형태 (gilling 또는 

wedging)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머니에 갇혀서 

어획되는 형태, 돌기 등에 얽혀서 어획되는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트롤이나 통발의 망목 선택성은 대부분 Logistic 함수

로 표현되며, 50% 상대 선택 전장 (  )과 

선택 범위 (   ln)는 함수의 

파라미터  및 를 사용하여 산정된다 (Harada et al., 
2007). 자망의 선택 범위는 트롤 또는 통발 어구와는 

달리 선택률 5%를 나타내는 체장 범위로 표현되는 경우

가 있다 (Pope et al., 1975; Yano et al., 2012). 연구자에 

따라서는 자망의 선택률이 50%, 25%, 10%, 또는 5%를 

나타내는 체장 범위를 선택 범위로 표현하기도 한다 

(Koike and Matuda, 1988; Clay, 1981; Ehrhardt and Die, 
1988; Park et al., 2004). 본 연구에서 구해진 최적의 

선택성 곡선으로부터 선택률 50%, 25%, 10%, 또는 5%
를 나타내는 상대 전장의 하한치 ( )는 각각 

1.101, 1.217, 1.429, 1.628이고 상대 전장의 상한치 

( )는 각각 3.691, 4.344, 5.100, 5.641이었다. 따

라서 선택률 50%, 25%, 10%, 또는 5%를 나타내는 상대 

전장의 선택 범위는 각각 2.009, 2.915, 3.883, 4.540으로 

산정되었다.
자망에 대한 고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 결과에 의하

면, 제1곡선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상대 전장, 최적 상대 

전장 (제2곡선으로 영향으로 제1곡선의 최대치를 나타

내는 상대 전장보다 약간 증가함) 및 50% 선택 범위는 

각각 2.338, 2.363, 0.851을 나타내었다 (Park et al., 
2016). 본 연구에서 추정된 삼중자망의 최적 상대 전장 

및 50% 선택 범위는 각각 2.492, 2.009이었다. 이들 결과

를 비교하면 삼중자망의 최적 상대 전장은 자망에 비하

여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50% 선택 범위는 삼중자

망이 홑자망에 비하여 2배 이상 큰 값을 나타내었다. 
자망의 경우에는 어류가 망목에 걸려서 어획되는 형태

가 많으나, 삼중자망의 경우에는 자망의 어획 형태에 

더하여 망목이 작은 내망과 망목이 큰 외망에 의하여 

형성되는 주머니에 갇혀서 어획되는 형태 등이 더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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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된다 (Fabi et al., 
2002; Erzini et al., 2006). 

자망 또는 삼중자망의 망목에 어류가 걸리는 확률은 

망목 내주 ( ≒ 2×망목내경)와 체동주 () 사이의 상

대적 관계가 중요하다 (Koike and Matuda 1998; 
Akiyama et al., 2004; Wakayama et al., 2006; Yano et 
al., 2012). Reis and Pawson(1999)은 자망에 어획되는 

상당수의 어종은 상대 체동주 ()가 1.0∼1.1에서 

어획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삼중자망에 대한 

고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 결과로부터 내망의 망목 내

경이 90, 105, 120, 135 mm로 증가하면 선택률 1.0에 

해당하는 고무꺽정이의 전장은 각각 224, 262, 299, 336 
mm로 추정되었다. 고무꺽정이의 전장 (, mm)과 최대 체

동주 (, mm) 사이의 회귀식 (; 
Park et al., 2016)을 사용하여 이들 전장에 해당하는 체동주

를 계산하면 각각 163, 191, 219, 247 mm이었다. 또한, 상대 

체동주는 약 0.91이며 자망에 대한 고무꺽정이의 상대 

체동주 (0.86∼0.87)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Park et al., 2016). 선택률 1.0을 나타내는 고무꺽정이의 

 값이 1.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고무꺽정

이의 형태적 특징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즉 고무꺽정

이의 눈과 아가미 뚜껑 후단 사이의 머리 부분 상부에는 

여러 개의 돌기가 있고, 체동주의 측정치에는 이들 돌기

의 크기가 포함되지 못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택

률 1.0을 나타내는 삼중자망의 상대 체동주가 자망에 

비하여 다소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은 삼중자망의 최적 

상대 전장이 자망의 최적 상대 전장에 비하여 약간 큰 

값으로 추정된 영향으로 생각된다. 삼중자망과 자망의 

최적 상대 전장의 차이에 대해서는 금후 추가적인 연구

를 통하여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삼중자망에 

어획되는 고무꺽정이의 어획 형태, 체동주와 망목 내주 

사이의 관계, 망사 직경에 따른 선택성 변화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동해안 울진 연안 수역에서 외망의 망목 크기는 일정

하고 내망의 망목 크기를 다른 저층 삼중자망을 사용하

여 어획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험 

어구에 어획된 어종은 대구 (31.3%), 고무꺽정이 

(23.3%), 기름가자미 (23.4%), 물레고둥 (7.9%) 등이었다.  

고무꺽정이에 대한 삼중자망의 망목 선택성은 

SELECT (Share Each Length's Catch Total) 모델을 사용

하여 추정하였다. 망목 선택성을 표현하는 함수 모델은 

종형 함수 3종류 (정규함수, 대수정규함수, 이봉성정규

함수)와 S자형의 Logistic 함수를 적용하였다. 망목 선택

성 곡선의 파라미터 추정에는 최우법을 적용하였다. 각 

함수 모델의 일탈도 및 AIC 비교를 통하여 최적 망목선

택성 곡선으로 상대 어획 강도 일정 (-fixed)의 대수정

규함수가 채택되었다. 선택률 1.0을 나타내는 최적 상대 

전장 (optimum relative length) 은 2.492로 추정되었다. 
자망에 대한 고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 결과와 비교하

면 선택률 1.0을 나타내는 최적 상대 전장은 차이가 적

으나, 50% 선택 범위는 삼중자망이 홑자망에 비하여 큰 

값을 나타내었다. 삼중자망의 경우, 자망의 어획 형태에 

더하여 주머니 속에 갇혀서 어획되는 형태 등이 더해지

므로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삼중자

망이 자망에 비하여 덜 선택적인 어구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금후, 삼중자망에 어획되는 어류의 어획 형태와 

망목 선택성 사이의 관계 등을 비교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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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삼중자망에 대한 동해안산 고무꺽정이 (Dasycottus setiger)의 망목 선택성

므로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된다 (Fabi et al., 
2002; Erzini et al., 2006). 

자망 또는 삼중자망의 망목에 어류가 걸리는 확률은 

망목 내주 ( ≒ 2×망목내경)와 체동주 () 사이의 상

대적 관계가 중요하다 (Koike and Matuda 1998; 
Akiyama et al., 2004; Wakayama et al., 2006; Yano et 
al., 2012). Reis and Pawson(1999)은 자망에 어획되는 

상당수의 어종은 상대 체동주 ()가 1.0∼1.1에서 

어획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삼중자망에 대한 

고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 결과로부터 내망의 망목 내

경이 90, 105, 120, 135 mm로 증가하면 선택률 1.0에 

해당하는 고무꺽정이의 전장은 각각 224, 262, 299, 336 
mm로 추정되었다. 고무꺽정이의 전장 (, mm)과 최대 체

동주 (, mm) 사이의 회귀식 (; 
Park et al., 2016)을 사용하여 이들 전장에 해당하는 체동주

를 계산하면 각각 163, 191, 219, 247 mm이었다. 또한, 상대 

체동주는 약 0.91이며 자망에 대한 고무꺽정이의 상대 

체동주 (0.86∼0.87)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Park et al., 2016). 선택률 1.0을 나타내는 고무꺽정이의 

 값이 1.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고무꺽정

이의 형태적 특징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즉 고무꺽정

이의 눈과 아가미 뚜껑 후단 사이의 머리 부분 상부에는 

여러 개의 돌기가 있고, 체동주의 측정치에는 이들 돌기

의 크기가 포함되지 못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택

률 1.0을 나타내는 삼중자망의 상대 체동주가 자망에 

비하여 다소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은 삼중자망의 최적 

상대 전장이 자망의 최적 상대 전장에 비하여 약간 큰 

값으로 추정된 영향으로 생각된다. 삼중자망과 자망의 

최적 상대 전장의 차이에 대해서는 금후 추가적인 연구

를 통하여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삼중자망에 

어획되는 고무꺽정이의 어획 형태, 체동주와 망목 내주 

사이의 관계, 망사 직경에 따른 선택성 변화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동해안 울진 연안 수역에서 외망의 망목 크기는 일정

하고 내망의 망목 크기를 다른 저층 삼중자망을 사용하

여 어획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험 

어구에 어획된 어종은 대구 (31.3%), 고무꺽정이 

(23.3%), 기름가자미 (23.4%), 물레고둥 (7.9%) 등이었다.  

고무꺽정이에 대한 삼중자망의 망목 선택성은 

SELECT (Share Each Length's Catch Total) 모델을 사용

하여 추정하였다. 망목 선택성을 표현하는 함수 모델은 

종형 함수 3종류 (정규함수, 대수정규함수, 이봉성정규

함수)와 S자형의 Logistic 함수를 적용하였다. 망목 선택

성 곡선의 파라미터 추정에는 최우법을 적용하였다. 각 

함수 모델의 일탈도 및 AIC 비교를 통하여 최적 망목선

택성 곡선으로 상대 어획 강도 일정 (-fixed)의 대수정

규함수가 채택되었다. 선택률 1.0을 나타내는 최적 상대 

전장 (optimum relative length) 은 2.492로 추정되었다. 
자망에 대한 고무꺽정이의 망목 선택성 결과와 비교하

면 선택률 1.0을 나타내는 최적 상대 전장은 차이가 적

으나, 50% 선택 범위는 삼중자망이 홑자망에 비하여 큰 

값을 나타내었다. 삼중자망의 경우, 자망의 어획 형태에 

더하여 주머니 속에 갇혀서 어획되는 형태 등이 더해지

므로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삼중자

망이 자망에 비하여 덜 선택적인 어구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금후, 삼중자망에 어획되는 어류의 어획 형태와 

망목 선택성 사이의 관계 등을 비교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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