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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 dredge in Jeollabuk-do began to become widespread in the 1960s and has continued to catch diverse kinds of shellfish 
in the productive fishing grounds around Dongjin River, Mangyeong River and Geum River estuaries. Since the 1970s, 
the construction of various large-scale industrial complex and the implementation of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have 
resulted in a decrease in main fishing areas and a sharp decline in shellfish production. As a result, dredge fishery has 
faced many difficulties. Dredge fishery in Jeollabuk-do is carried out with a total of 30 fishing permits as of 2016. Surf 
clams, hen clams, bladder moon snails, and common orient clams were mainly caught before the construction of Saemangeum 
dike while comb pen shells, purple whelks and ark shells are mainly caught afterwards. Inside the Saemangeum dike, most 
fish species have disappeared due to low water level and low salinity, and littleneck clams are caught using a jet pump 
type of fishing dredge. Outside the dike, the diversity of shellfish species has been reduced; comb pen shells are mainly 
caught. In this process, a lot of friction occurs due to the use of a reformatted dredge. Therefore, a lot of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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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안 해역은 일반적으로 먹이 생물이 풍부해 다양한 

생물의 산란, 서식 및 색이장으로 이용되는 해역으로, 
다양한 생물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수심, 
조석, 수온, 염분 및 해수 유동 등의 환경특성이 수산생

물의 군집에 영향을 주어 지역마다 독특한 군집구조를 

갖는다 (Kwak and Huh, 2007). 전라북도 연안은 한반도 

서해 중부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강을 비롯하여 

만경강, 동진강의 영향으로 담수의 유입이 풍부하여 기

초 생산력이 매우 높다. 또한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섬들이 자리하고 있어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수심이 얕아 갯벌이 넓게 형성

되어 있고, 해양생물의 산란장과 성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천혜의 어장이 형성되는 수역이다 (Park et al., 
2009). 따라서 연근해 니사질이 발달한 해역에서는 다양

한 수산자원이 서식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패류 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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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덕·류동기

이 산재해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고군산군도와 같은 도서 주변에 수심이 얕

고 넓은 간사지가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강, 동진

강, 만경강 등 육수의 영향을 받는 하구역 주변은 패류 

서식장으로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백합, 개량조

개, 피뿔고둥, 갈색띠매물고둥, 큰구슬우렁이, 바지락, 
피조개, 키조개 등을 대상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형

망어업이 성행하였다. 이후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나 1970년대 초부터 주 생산종인 백합의 폐사로 

인하여 백합 자원이 감소되어 생산량이 부진하였고, 
1980년대에는 피조개와 피뿔고둥 등을 어획하며 어업

이 이루어졌다 (NFFCG, 1984; NFFCG, 2004).
우리나라 형망어업에 대한 조사․연구는 분사식 형망

의 개발에 관한 연구 (Cho and Ko, 1994a; 1994b), 황
해의 충남 연안에서 형망으로 조사된 저서무척추동물

의 분포 (Je et al., 1991), 피조개 형망의 어획선택성에 

관한 연구 (Kim, 1999), 민들조개 (Gomphina 
melanaegis) 형망의 갈퀴에 의한 어획선택성 (Park and 
Kim, 2000), 형망어구에 대한 민들조개의 어획선택성 

(Cho et al., 2001), 경상북도 영일만에 분포하는 이매

패류의 자원조사 (Cha et al., 2012), 강릉연안에서 형

망의 갈퀴 간격 및 망목 크기에 따른 어획 생물의 종조

성 및 군집분석 (An et al., 2014), 포항 영일만 형망어

업의 어획 및 혼획 실태 (An et al., 2015)와 영일만 

형망어업 어획물의 종조성 및 분포 특성 (Hong et al., 
2016) 등으로 어구개량과 어획선택성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전라북도 형망어업은 천혜의 연안 자연환경 속에서 

오래전부터 어업 활동이 성행하였고, 1970년대 시작

된 대규모 간척사업과 1990년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어종의 변화와 생산량 변동 등 많은 변화가 발생되어

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연근해 해양

환경에 따른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어업현황의 변화과

정과 과거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사라지고 있는 어구․
어법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기록하여 자료로 남기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현황과 변천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포털사이트 자료는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정보포탈사이트, 국립수산과학

원과 국회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였다. 시․군 통계 자료

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제출받은 통계 자료를 이

용하였다. 설문조사와 청취조사 자료는 전라북도의 형

망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기타 어선어업에 종사하

는 어민들의 자료를 각종 문헌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이용하였다.

결 과

수산업법상 변천

우리나라의 수산업법과 수산업법시행령은 최초 1953
년 12월 9일에 고시되었다.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변천

은 수산업법의 개정과 함께 수산업법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져 있다. 최초 고시된 1953년 수산업법시행령 

제10조의 주무부장관에 의한 허가어업의 종류는 포경어

업, 트롤어업, 공선어업, 기선저인망어업, 기선건착망어

업과 잠수기어업이 있었고, 지방장관에 의한 허가어업

의 종류는 인망어업, 설망어업, 조망어업, 선망어업, 랄
망어업, 해수어업과 라잠어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형
망어업은 이들 어업 종류에 속하지 않았으나, 형망어업

도 크게 보면 인망류에 속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인망어업

에 형망어업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형망어업에 관련된 최초 기록은 1963년 12

월 16일에 고시된 수산업법시행령 제10조의 범선항저

인망어업으로 도지사의 허가 승인으로 조업하는 어업으

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1971년 7월 23일에 고시된 수산

업법시행령 제10조 (별표2)의 범선항저인망어업은 범선

형저인망어업으로 어업명칭 변경 후 도지사의 허가 승

인으로 조업하였고, 추가적으로 제9조 (별표1)의 패류채

포어업을 신설하여 수산청장의 허가 승인을 받아 조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76년 7월 9일에 고시된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6에 의하여 범선형저인망어업

은 범선형망어업으로, 제14조의3에 의하여 패류채포어

업은 기선형망어업으로 어업종류를 변경하여 각각 도지

사와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업하였다. 이후 1991년 

2월 18일에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와 제27조에 의하여 

기선형망어업과 범선형망어업은 각각 근해형망어업과 

연안형망어업으로 어업종류가 변경되었다. 이후 1999
년 3월 3일에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연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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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재해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고군산군도와 같은 도서 주변에 수심이 얕

고 넓은 간사지가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금강, 동진

강, 만경강 등 육수의 영향을 받는 하구역 주변은 패류 

서식장으로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백합, 개량조

개, 피뿔고둥, 갈색띠매물고둥, 큰구슬우렁이, 바지락, 
피조개, 키조개 등을 대상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형

망어업이 성행하였다. 이후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나 1970년대 초부터 주 생산종인 백합의 폐사로 

인하여 백합 자원이 감소되어 생산량이 부진하였고, 
1980년대에는 피조개와 피뿔고둥 등을 어획하며 어업

이 이루어졌다 (NFFCG, 1984; NFFCG, 2004).
우리나라 형망어업에 대한 조사․연구는 분사식 형망

의 개발에 관한 연구 (Cho and Ko, 1994a; 1994b), 황
해의 충남 연안에서 형망으로 조사된 저서무척추동물

의 분포 (Je et al., 1991), 피조개 형망의 어획선택성에 

관한 연구 (Kim, 1999), 민들조개 (Gomphina 
melanaegis) 형망의 갈퀴에 의한 어획선택성 (Park and 
Kim, 2000), 형망어구에 대한 민들조개의 어획선택성 

(Cho et al., 2001), 경상북도 영일만에 분포하는 이매

패류의 자원조사 (Cha et al., 2012), 강릉연안에서 형

망의 갈퀴 간격 및 망목 크기에 따른 어획 생물의 종조

성 및 군집분석 (An et al., 2014), 포항 영일만 형망어

업의 어획 및 혼획 실태 (An et al., 2015)와 영일만 

형망어업 어획물의 종조성 및 분포 특성 (Hong et al., 
2016) 등으로 어구개량과 어획선택성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전라북도 형망어업은 천혜의 연안 자연환경 속에서 

오래전부터 어업 활동이 성행하였고, 1970년대 시작

된 대규모 간척사업과 1990년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어종의 변화와 생산량 변동 등 많은 변화가 발생되어

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연근해 해양

환경에 따른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어업현황의 변화과

정과 과거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사라지고 있는 어구․
어법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기록하여 자료로 남기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현황과 변천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포털사이트 자료는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정보포탈사이트, 국립수산과학

원과 국회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였다. 시․군 통계 자료

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제출받은 통계 자료를 이

용하였다. 설문조사와 청취조사 자료는 전라북도의 형

망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기타 어선어업에 종사하

는 어민들의 자료를 각종 문헌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이용하였다.

결 과

수산업법상 변천

우리나라의 수산업법과 수산업법시행령은 최초 1953
년 12월 9일에 고시되었다.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변천

은 수산업법의 개정과 함께 수산업법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되어져 있다. 최초 고시된 1953년 수산업법시행령 

제10조의 주무부장관에 의한 허가어업의 종류는 포경어

업, 트롤어업, 공선어업, 기선저인망어업, 기선건착망어

업과 잠수기어업이 있었고, 지방장관에 의한 허가어업

의 종류는 인망어업, 설망어업, 조망어업, 선망어업, 랄
망어업, 해수어업과 라잠어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형
망어업은 이들 어업 종류에 속하지 않았으나, 형망어업

도 크게 보면 인망류에 속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인망어업

에 형망어업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형망어업에 관련된 최초 기록은 1963년 12

월 16일에 고시된 수산업법시행령 제10조의 범선항저

인망어업으로 도지사의 허가 승인으로 조업하는 어업으

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1971년 7월 23일에 고시된 수산

업법시행령 제10조 (별표2)의 범선항저인망어업은 범선

형저인망어업으로 어업명칭 변경 후 도지사의 허가 승

인으로 조업하였고, 추가적으로 제9조 (별표1)의 패류채

포어업을 신설하여 수산청장의 허가 승인을 받아 조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76년 7월 9일에 고시된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6에 의하여 범선형저인망어업

은 범선형망어업으로, 제14조의3에 의하여 패류채포어

업은 기선형망어업으로 어업종류를 변경하여 각각 도지

사와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업하였다. 이후 1991년 

2월 18일에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와 제27조에 의하여 

기선형망어업과 범선형망어업은 각각 근해형망어업과 

연안형망어업으로 어업종류가 변경되었다. 이후 1999
년 3월 3일에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연안형

망어업이 폐지되고, 2010년 4월 23일에 수산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구획어업의 패류형망어업이 신설되었

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 형망어업은 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근해어업의 근해형망어업과 제26조의 구획어업

의 패류형망어업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다.

허가건수와 어선척수

우리나라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정수는 수산업법시행

령 제40조제1항[별표 3]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 (조업구역을 공동으로 사용)에 55건, 
전라북도 연해에 17건으로 총 72건이며, 기타 시․도는 

없다. 전국의 근해형망어업 허가건수를 살펴보면, 2008
년에 62건으로 가장 높았고, 2011년에 38건으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의 허가건수는 2008년 10건에서 현재 3
건으로 약 70%가 감소하였고, 인천광역시는 2008년 28
건에서 현재 8건으로 71%, 충청남도는 2008년 62건에

서 현재 43건으로 31%가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어업허가건수를 허가정수에 맞춰 감축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30
건으로 허가정수 17건 대비 약 177% 과잉 상태이다 

(Fig. 1). 전라북도 근해형망어업의 허가건수는 2008년
부터 지속적으로 30건의 허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
년 기준 군산시가 26건, 부안군 3건, 고창군 1건이었다. 
또한 어업허가 건수는 충청남도가 평균 48%를 차지하

였고, 전라북도가 평균 33%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천광

역시 및 충청남도는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어업허가 

건수를 감축시켜 2011년부터는 허가정수 55건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근해형망어업 어선척수는 26년 (1990∼2015

년)간 평균 93.0척의 어선이 유지되고 있으며, 1993년에 

169척으로 가장 많은 어선척수가 등록되었고, 2014년에 

21척으로 가장 적은 어선척수가 등록되었다.
전라북도의 근해형망어업 어선척수는 26년 (1990∼

2015년)간 평균 33척, 8년 (2008∼2015년)간 평균 28척
이 등록되었다. 전라북도의 근해형망어업 허가건수와 

비교 시 최근 8년 (2008∼2015년)간 평균 28척으로 허

가건수 (30건) 미만의 어선이 등록되었다. 어선척수는 

2000년과 2001년에 41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에 

10척으로 허가건수 대비 매우 적은 척수를 나타냈다. 
이는 각 시․도의 수산업협동조합에 어획물을 위판하는 

어선만을 집계하여 통계 처리되기 때문이다 (Fig. 2). 전
국 대비 전라북도의 근해형망어업 평균 어선척수 비율

은 37%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선척수의 변동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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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nual changes in the number of fishing boats of offshore
dredge fishery in Jeollabuk-do during 1990∼2015 (Data from 
MOMAF, 199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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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s in the number of permits of offshore dredge
fishery by local area in Korea from 2008 to 2016 (Data from
cities and counties, 2008∼2016).

Ship’s 
registry

Fishing boats
Total

< 4 ton 4∼5 ton > 5 ton
Haje     20      5      -  25

Simpo     20      4     11  35
Gyehwa      6      6     12  24
Hachang      5      3      2  10

Total     51     18     25  94

Table 1. Number of fishing boats of jet dredge boats inside 
Saemangeum dike from 2013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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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덕·류동기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조업 중인 분사식 형망어업 

어선척수는 총 4곳 (군산시의 하제포구, 김제시의 심포

항, 부안군의 계화포구와 해창포구)을 선정하여 조사하

였다. 방조제 내측 형망어업은 대부분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고, 일부 어선은 관리선으

로 지정되어 조업하고 있었다. 지역별 분사식 형망어업

의 조업척수는 총 94척으로 심포항에 35척, 하제 포구에 25
척, 계화 포구에 24척, 해창 포구에 10척이었다 (Table 1).

어구·어법

전라북도의 형망어업은 개항 전부터 범선을 이용하여 

시작되었고, 1960년대부터 전라북도 옥구어장을 중심

으로 성행되어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옥구어장

은 지금의 새만금 방조제 내측 어장으로 최초 수산업법

상 기록된 범선항저인망어업과 패류채포어업이 모두 조

업 가능한 지역으로 대부분 개량조개, 동죽 및 백합을 

어획하고 있었다 (NFFCG, 1984).
전라북도의 시대별 형망어업 어구․어법을 살펴보면 

1960∼1980년대까지는 NFFCG (1984)에 기록된 이매

패류와 복족류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매

패류 형망의 사용 어기는 3∼12월로 주어기는 4∼9월이

었다. 어획물은 개량조개와 기타 조개이었으며, 주 어장

은 금강하구 부근이었다. 형망틀의 폭은 1.45 m이고, 높
이는 0.30 m, 형망틀과 끌줄은 39 cm 크기의 참나무로 

된 고정 장치에 연결하며, 갈퀴 길이는 35 cm이었다.
복족류 형망의 어기는 3∼11월로 대부분 피뿔고둥을 

어획하고 있었다. 어장은 서해 금강하구였다. 형망틀 폭

은 1.70 m이고, 높이는 0.49 m, 자루그물은 1.50 m로 

철망 5 cm 규격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Fig. 
3). 1990∼2000년대 초는 NFFCG (1984)에 기록된 이매

패류와 복족류 어구 형태를 유지하며 채포어종의 크기

와 조업시기에 따라 형망틀의 크기와 갈퀴의 간격을 조

정하여 조업하고 있었으며, 어선의 규모가 커지면서 어

구의 크기도 점차 대형화되었다.

Fig. 3. Fishing gear of dredge fishery used in Jeollabuk-do in
Korea from 1960s to 1980s (Data from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in Gunsan, 1984).

Fig. 4. Fishing gear and photograph of dredge fishery used 
in Jeollabuk-do in Korea from 1990s to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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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건설로 인한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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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업척수는 총 94척으로 심포항에 35척, 하제 포구에 25
척, 계화 포구에 24척, 해창 포구에 10척이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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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강하구 부근이었다. 형망틀의 폭은 1.45 m이고, 높
이는 0.30 m, 형망틀과 끌줄은 39 cm 크기의 참나무로 

된 고정 장치에 연결하며, 갈퀴 길이는 35 cm이었다.
복족류 형망의 어기는 3∼11월로 대부분 피뿔고둥을 

어획하고 있었다. 어장은 서해 금강하구였다. 형망틀 폭

은 1.70 m이고, 높이는 0.49 m, 자루그물은 1.50 m로 

철망 5 cm 규격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Fig. 
3). 1990∼2000년대 초는 NFFCG (1984)에 기록된 이매

패류와 복족류 어구 형태를 유지하며 채포어종의 크기

와 조업시기에 따라 형망틀의 크기와 갈퀴의 간격을 조

정하여 조업하고 있었으며, 어선의 규모가 커지면서 어

구의 크기도 점차 대형화되었다.

Fig. 3. Fishing gear of dredge fishery used in Jeollabuk-do in
Korea from 1960s to 1980s (Data from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in Gunsan, 1984).

Fig. 4. Fishing gear and photograph of dredge fishery used 
in Jeollabuk-do in Korea from 1990s to 2000s.

형망틀은 폭 3.3 m, 높이 0.4 m로 1960∼1980년대 

사용되었던 형망어구보다 크기가 커졌다. 갈퀴길이는 

26 cm, 갈퀴 간격은 3 cm로 대략 75개 정도의 갈퀴를 

부착하고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이는 

NRFDI (2017) 어구 대분류의 개량조개 형망과 유사한 

형태로 형망틀 크기는 어선의 톤수 변경에 따라 달라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족류 어구는 대부분 피뿔고둥 

등을 어획하는데 사용되었다. 형망틀은 가로 6.0 m, 높
이 0.8 m로 1980년대 사용된 형망틀 크기의 3배 정도의 

크기로 NRFDI (2017) 어구 대분류의 소라 (피뿔고둥) 
형망의 크기보다 대형화된 것을 사용하여 어구의 크기

는 어선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구 그물의 망목은 5.0 cm, 자루그물 망목은 3.5 cm를 

사용하였다. 이는 고둥류 자원의 감소와 남획으로 어획

대상 자원이 소형화 되면서 망목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후반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어구․어법은 새

만금 방조제 건설로 인하여 내측과 외측으로 구분되어 

진다. 내측의 어구․어법의 변화는 각종 문헌자료와 형망 

어업자들의 설문자료를 토대로 약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어민이 사용하는 어구․어법 중 

첫째는 땅뜨기식 어업이다. 본 어구․어법은 하제어촌계 

어업자가 우연히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조업 중 배의 

스크류가 하부의 물과 저질 표면을 동시에 스크류의 회

전 반경만큼 굴착하여 저질 속에 잠입하여 서식하던 조

개들이 외부로 돌출되어 어망에 들어가 기존 갯벌을 갈

퀴로 긁어 조업하는 것보다 다량의 패류가 포획되어 그 

이후 사용된 조업방식이다.
하제지역에서는 본 어법을 땅뜨기 (스크류의 회전을 

이용한 조업)식 어업으로 명칭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배

는 수평방향에서 스크류의 회전축이 약 10∼15° 정도 

기울어져 있으나, 하제지역의 어선은 약 30° 정도 기울

어져 정상적인 어선의 2배 정도 기울기 차이가 나타났

다. 어구는 갈퀴를 분리하고, 고둥류 형망어구를 이용하

여 조업하였다 (Fig. 5).
둘째, 너배기식 어구․어법은 주민청취 의견과 Kim 

(2008)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전라북도의 김제

지역은 백합을 어획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그레와 갈

쿠리를 이용하여 맨손어업으로 조업하였다. 또한 형망

어업자는 조하대 부근에서 땅뜨기 어선을 이용하여 조

업하였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수위가 낮아지

면서 맨손어업자들은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후 생겨난 백합 잡이 방식이다. 너배기 어선은 바닥이 

평평하고 낮아 주로 김 채취 어선으로 수심이 낮은 지역

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므로 김제지역 어민들이 방조제 

내측 수심이 낮아진 백합 어장에서 이용한 어선이다. 
어선은 2∼4톤 규모로 수심이 1∼2 m인 갯벌과 경사진 

곳에서 어선에 펌프를 장착하여 공격적으로 조업하였으

며, 기존에 대형어선을 보유한 어민들이 이용한 어구․어
법이었다 (Fig. 5).

셋째, 스티로폼 양수기식 어구․어법은 김제 지역에서 

너배기식 조업 방식과 동시에 발생된 어업 방식으로, 
너배기식 어선을 구입하지 못한 영세 어민들이 백합을 

잡기 위하여 고안한 조업 방식이다 (Fig. 5). 스티로폼을 

가로 180 cm, 세로 90 cm, 높이 20 cm로 제작한 후 

그 위에 5∼10마력의 양수기와 소방호수를 이용하여 제

작한 구조로 너배기 어선의 접근이 불가한 지역에서 2인 

1조로 조업하였다 (Kim, 2008).
넷째, 분사식 형망어구는 Cho and Ko (1991)의 문헌 

Fig. 5. Fishing gear and photograph of dredge fishery used in 
Jeollabuk-do from 2000s to 2010s. I is the inside of the 
Saemangeum dike, and O is the outside of the Saemangeum 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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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덕·류동기

자료에서 등장한 어구․어법으로 전라북도 옥구 어장에

서 개량조개 어획을 위하여 시험 조업을 통하여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1998년대 충남 장항군의 어업자가 새

만금 방조제 내측에서 대량으로 서식하는 개불을 잡기 

위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는 새만금 방조

제 내측 하제, 심포 및 계화 지역 어민들이 어구를 변형

하여 현재까지 조업하고 있다. 대상어종은 최초 개불, 
개량조개, 동죽과 백합에서 현재는 바지락 치패를 어획

하고 있다. 어선은 3톤 이상이며, 형망틀 길이는 가로 

2 m, 세로 1 m의 크기로 하부에 4개의 납 (40 ㎏)이 

장착되어 형망틀이 상부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2.5
톤 차량용 엔진과 양수기를 이용하여 표층 해수를 흡입 

후 소방호스를 통하여 저면에 총 45∼50개의 노즐에 분

사하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그물 길이는 15 m이며, 망목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하부에 4 cm 정도의 타이어를 덧

붙여 조업하였다. 망목은 1 mm 이하를 사용하고, 끌줄은 

수심의 약 4∼5배 정도를 주고 조업하였다. 조업 시기는 

4∼7월까지 약 4개월이었다. 1일 어획량은 맨손어업 어

민 1인의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06).
새만금 방조제 외측의 어구․어법은 전라북도 근해형

망어업자가 방조제 건설 이후 사용하는 조업 방식이다. 
본 어구는 방조제 건설이 60% 이상 완료되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기존 어구를 변형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 
변형된 형망어구는 재래식 형망어구에 부착된 갈퀴를 

제거하고, 형망틀 좌․우에 썰매판을 부착하여 형망틀이 

해저면과 약 30 cm의 간격을 두고 고정되어 있고, 이 

하부 고정틀과 발줄 사이에 체인을 장착하여 조업하였

다. 어선은 7.93톤 이상이며, 형망틀은 가로 약 8 m, 높이 

약 1 m 내외인 1통의 어구였다 (Fig. 3). 이는 전라북도 

연근해에 서식하는 키조개를 어획하기 위하여 변형된 

것으로 키조개 외 기타패류를 어획하기 위하여 연중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이용 항·포구와 조업구역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항․포구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

공되기 전 군산시는 하제포구, 김제시는 심포항, 부안군

은 계화포구가 성황을 이루었으나, 방조제 완공으로 항․
포구의 역할이 점점 감소하여 현재는 방조제 내측 어민

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 전라북도 근해형망어업자는 어획물의 신선도와 패류

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비응항과 해망포구를 통하여 

위판하고 있었으며, 일부 어획물은 도매시장을 통하여 

직접 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획물을 원활하

게 처리하고, 높은 위판금액을 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근해형망어업은 야간 조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어획물은 입항과 동시에 바로 위판하고 있

는 실정이다 (Fig. 6).
 새만금 내측의 분사식 형망어선은 김제의 심포항, 

군산의 하제포구, 부안의 계화포구와 해창포구에서 수

산물 매매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

북도의 형망어업은 개항 전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까

지 주조업 구역은 금강, 만경강 및 동진강 하구역 부근과 

고군산군도, 십이동파도, 위도 등으로 수심이 낮은 연안

Fig. 6. Change in main port for dredge fishery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Saemangeum 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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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고, 형망틀 좌․우에 썰매판을 부착하여 형망틀이 

해저면과 약 30 cm의 간격을 두고 고정되어 있고, 이 

하부 고정틀과 발줄 사이에 체인을 장착하여 조업하였

다. 어선은 7.93톤 이상이며, 형망틀은 가로 약 8 m, 높이 

약 1 m 내외인 1통의 어구였다 (Fig. 3). 이는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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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구의 역할이 점점 감소하여 현재는 방조제 내측 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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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전라북도 근해형망어업자는 어획물의 신선도와 패류

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비응항과 해망포구를 통하여 

위판하고 있었으며, 일부 어획물은 도매시장을 통하여 

직접 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획물을 원활하

게 처리하고, 높은 위판금액을 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근해형망어업은 야간 조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어획물은 입항과 동시에 바로 위판하고 있

는 실정이다 (Fig. 6).
 새만금 내측의 분사식 형망어선은 김제의 심포항, 

군산의 하제포구, 부안의 계화포구와 해창포구에서 수

산물 매매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

북도의 형망어업은 개항 전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까

지 주조업 구역은 금강, 만경강 및 동진강 하구역 부근과 

고군산군도, 십이동파도, 위도 등으로 수심이 낮은 연안

Fig. 6. Change in main port for dredge fishery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Saemangeum dike.

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어선과 어구의 발달로 점차 

근해까지 조업 영역을 넓힘으로써 2000년대 초반까지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력도와 신시도를 잇는 새만금 2호 방조제의 

완공으로 방조제 내측과 외측이 완전히 분리되어 내측

인 동진강과 만경강하구는 더 이상 해수면어업이 불가

능한 지역으로 변하였다. 2016년 현재 방조제 외측은 

근해형망어업이 조업 중이고, 내측은 불법 분사식 형망

어업이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전라북도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은 새만금 방조제 

외측의 비응도 연안, 고군산군도 연안, 십이동파도와 연

도 사이 수역, 위도와 왕등도 북측에서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조업구역은 비응도와 고군산군도 연안이

다. 또한 근해형망어업의 수산업법상 조업구역은 “전라

북도 연해”이며, 야간 조업 금지로 당일 조업 가능 거리

에서 조업 어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형망어업의 주 조업대상어종은 1960∼1980년대는 백

합, 동죽, 개량조개, 피뿔고둥, 갈색띠매물고둥, 큰구슬

우렁이, 바지락, 피조개, 키조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후 

1990년대까지 백합, 동죽, 피조개, 피뿔고둥, 큰구슬우

렁이, 바지락이 어획되었고, 2000∼2006년까지는 백합, 
바지락, 동죽, 피뿔고둥, 큰구슬우렁이와 피조개, 2007
∼2016년까지는 키조개, 피뿔고둥과 피조개가 주로 어

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조업대상 패류의 연도

별 변동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Year English name Scientific name

1960
∼1980

Orient clam
Hen clam
Purple whelk
Ezoneptune shell
Bladder moon snail
Littleneck clam
Ark shell
Comb pen shell
Surf clam

Meretrix lusoria
Mactra (Mactra) chinensis
Rapana venosa
Neptunea (Barbitonia) cumingii
Glossaulax didyma didyma
Ruditapes philippinarum
Scapharca broughtonii
Atrina (Servatrina) pectinata
Mactra veneriformis

1981
∼1990

Orient clam
Ark shell
Purple whelk
Bladder moon snail
Littleneck clam
Surf clam

M. lusoria
S. broughtonii
R. venosa
G. didyma
R. philippinarum
M. veneriformis

1991
∼2000

Bladder moon snail
Hen clam
Surf clam
Ark shell
Orient clam
Comb pen shell
Purple whelk

G. didyma
M. chinenis
M. veneriformis
S. broughtonii
M. lusoria
A. pectinata
R. venosa

2001
∼2006

Bladder moon snail
Comb pen shell
Orient clam
Purple whelk
Ark shell

G. didyma
A. pectinata
M. lusoria
R. venosa
S. broughtonii

2007
∼2016

Comb pen shell
Purple whelk
Ark shell

A. pectinata
R. venosa
S. broughtonii

Table 2. Variations of species caught in dredge fishery in Jeollabuk-do
(Data from offshore dredge fishermen and MOMAF, 2017)

Fig. 7. Change in fishing ground for dredge fishery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Saemangeum 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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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덕·류동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2016년까지 주요 패류어

종은 총 7종이었다. 1990∼2006년까지는 큰구슬우렁

이, 개량조개, 피뿔고둥과 백합이 우점하였고, 2006년 

이후는 키조개, 피뿔고둥과 피조개가 우점하였다. 큰구

슬우렁이, 개량조개, 동죽과 백합은 2006년 새만금 방조

제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후 방조제 외측에서 더 이상 

어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2016년까지 키

조개, 피뿔고둥, 피조개와 일부 기타 패류가 지속적으로 

어획되었다. 그러나, 2016년 현 시점의 주조업 대상어종

은 키조개, 피뿔고둥과 피조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총 어업생산량

수산정보포털 자료의 1998∼2016년 지역별 근해형

망어업의 연도별 어업생산량은 총 9개 지역 (부산광역

시, 인천광역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
라남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 올리고 있었다. 이 

중 인천광역시, 울산시와 경상북도의 어획량 자료는 3년 

미만이었다 (MOMAF, 2017).
연도별 어업생산량은 2010년에 10,381 MT으로 가장 

높았고, 2015년에 129 MT으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 

2,642 MT이었다. 2016년 최근까지 어획량 자료가 있는 

시․도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2곳이었다. 전라북도의 총 

어업생산량은 전국 대비 2016년에 약 99.8%로 매우 높

았다 (Fig. 8).
전라북도 근해형망어업의 어획량은 새만금 방조제 건

설 전 2006년까지 평균 1,198 MT이었으며, 건설 후 

2016년까지 평균 568 MT을 어획하고 있었다. 또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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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nual change of local catches by offshore dredge fishery
in Korea from 1998 to 2016 (Data from MOMAF, 199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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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nual change of local catches by offshore dredge fishery
in Korea from 1998 to 2016 (Data from MOMAF, 1998∼2016).

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재 갱신을 통하여 허가를 유

지해 준다. 전라북도는 허가건수가 과잉임에도 불구하

고 어업자의 동의를 통하여 구조조정 (감척)의 경우만 

어업허가를 폐지할 수 있어 어업관리와 남획방지 등의 

일환으로 설정된 허가 정수 관리에 문제점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앞으로 적정한 어업허가관리를 위하

여 허가건수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주요 어항은 2013년 기준 총 41개항으로 

국가어항이 6개항, 지방어항이 11개항, 어촌 정주항이 

14개항, 소규모 항포구가 10개항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군산은 비응항을 중심으로 활어 위판, 내항을 중심

으로 선어 위판, 하제포구를 중심으로 어패류 위판이 

삼박자를 갖춰 군산시의 수산물 위판의 주요 역할을 담

당해왔다 (Kim, 2011). 하지만, 방조제 건설로 하제포구

는 상실되었고, 어획물의 신선도와 높은 위판금액을 받

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패류를 위판하는 비응항과 해망

포구에 어획물을 위판하며, 동시에 판매단가의 이유로 

도매시장에도 위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에 

의한 판매는 1997년 이후 강제위판에서 임의위판으로 

제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었다 (MOMAF, 
2013). 이로 인하여 현재 수산물 통계 자료가 불확실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Choi, 2006). 형망어업의 통계

자료 중 일부 자료에서도 오차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확한 통계자료를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망어업의 어업생산량은 대규모 간척사업과 기타 개

발 사업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MOMAF, 
2017). 따라서 패류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망어

업의 어업관리와 지속적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

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전라북도의 형망어업은 1960년부터 성행하기 시작하

여 동진강, 만경강 및 금강 하구의 천혜 자연 환경 속에

서 다양한 종류의 패류를 어획하며 명맥을 이어왔다. 
형망어업은 1970년대부터 각종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

과 새만금 간척사업의 영향으로 주 조업구역이 감소하

고, 패류 생산량이 급감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

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라북도 형망어

업은 2016년 기준 총 30건의 어업허가를 유지하며 조업 

중이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 동죽, 개량조개, 큰구슬

우렁이와 백합 등을 주로 어획하였고, 건설 후 키조개, 
피뿔고둥과 피조개 등을 어획한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

은 수위와 염분농도가 낮아 서식하던 대부분의 어종은 

사라지고, 분사식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바지락 치패를 

어획하고 있다. 방조제 외측은 어종의 단순화로 키조개

를 주 어획종으로 조업하며, 이 과정 중 변형 형망어구 

사용으로 많은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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