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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food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future food industry. In recent years, the demand for fishery equipment of mechanization, 
automation, and unmanned was increased due to the environment affected by seafood processing, stricter regulations on 
safety, decline and aging of fishery worker. Ark shell (Scapharca subcrenata) was being produced in many steps in the 
production process. The process has been made such as collection–landing–washing–first sort (goods/non-goods)–transports–
second sort (size). It was undergone first and second steps by delivering to the consumer. Here, the first step is to sort 
goods to collection and the second step is to sort by size. The fishery workers need ten people in first step and six people 
in second step. The workload of one hour per kg is 4,247 kg/h in first step and 2,213 kg/h in second step. In addition, 
the goods ratio by work process was 79% in first step and 98% in the second step. In this process, a lot of fishery worker 
and working time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elemental techniques for an automated size sorting system 
considering the working process problem, time and situation for washing and sorting of ark shell. 

Keywords : Shellfish, Ark shell, Auto system, Sorting

*Corresponding author: djhwang@jnu.ac.kr, Tel: +82-61-659-7126, Fax: +82-61-659-7129

ISSN 1225-827X (Print)
ISSN 2287-4623 (Online)
J Korean Soc Fish Technol, 53(3), 256-265, 2017
http://dx.doi.org/10.3796/KSFT. 2017.53.3.256

<Original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 257 

새꼬막의 선별과정 현황과 문제점을 고려한 자동화 선별 시스템 요소기술

*Corresponding author: djhwang@jnu.ac.kr, Tel: +82-61-659-7126, Fax: +82-61-659-7129

서 론

새꼬막 (Scapharca subcrenata)은 이미패강 (Bivalvia) 
돌조개목 (Arcoida) 돌조개과 (Arcidae)에 속하는 이매

퍠류로서 수심 4~6 m 진흙 갯벌에 서식하여 주산지는 

남해안 여자만이다 (Shin et al., 2011). 
또한 패류 양식 종은 인위적인 먹이 공급 없이 해양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성 미세조류와 유기 영양염 등을 이

용하여 광범위하게 양식할 수 있다 (Shin et al., 2011).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꼬막에 관한 연구는 꼬막의 양

식 발달과정 및 대부분 생태학적, 생리학적, 생물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Bae, 1986; Shin et al., 2002; 
Chang et al., 2006; Moon et al., 2006; Kim et al., 2009; 
Moon et al., 2010; Shin et al., 2011; Shin et al., 2015).

우리나라에서 새꼬막 양식 어업의 면허는 2001년부

터 2013년까지 847~972건을 보이다가 2014년 이후 

1,000 여건으로 증가하였다 (KOSIS, 2017). 
이와 같이 새꼬막의 양식 어업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

나, 새꼬막을 양식하고 채취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꼬막을 선별하는 작업은 대부분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꼬막 양식장의 작업자 평균

연령은 65세로 대부분 여성 및 노인이다. 
또한 새꼬막의 선별 작업은 작업선에 설치된 선별 

장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별 장치가 탑재되는 작

업선은 채취선에 비하여 부족하여 채취선이 먼저 작업

선에 접안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꼬막 양식장에서 꼬막 생산, 출하과정에

서의 애로사항은 꼬막을 세척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모

두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비되

고 있다.
최근에는 양식 산업에서 인력 소비와 시간을 단축하

기 위하여 양식 기술뿐만 아니라 전자, 통신, 기계의 

발달로 양식 시스템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새꼬막의 선별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선별 

공정의 간소화 및 자동화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개발하

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새꼬막 선별과정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는 2016년 3월에 전라남도 여수 여자만 해역 (1차 

선별 과정)과 중도매상 공장 (2차 선별 과정)에서 이루

어졌다. 새꼬막은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Fig. 1의 원형

으로 표시한 곳에서 당일 새벽에 5~6시간 동안 약 8톤
을 채취하였으며, 채취선을 이용하여 선별 작업을 하는 

작업선 (연안 선착장에 계류되어 있는 바지선)으로 이

동한 다음 1차 선별 작업을 실시하였다. 
1차 선별 과정시에 필요한 인력 및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고, 1차 선별 과정 중 작업선에서 양륙

을 할 때 중형 철제 컨테이너의 이송 횟수를 세어 총중

량을 산출하였다. 
총중량은 중형 철제 컨테이너로 1회 이송시의 중량

은 소형 플라스틱 상자에 새꼬막을 채우고 이를 용수철

저울로 중량을 측정하였으며 (1상자 당 40 kg), 중형 

철제 컨테이너가 1회 이송하는 양은 소형 플라스틱 상

자 4개분을 담으면 중형 철제 컨테이너가 채워져, 중형 

스테인레스에 담긴 새꼬막의 총중량은 160 kg이었다. 
양륙 시에 꼬막 이외에 채집된 폐그물 및 생물들과 

같은 기타 부산물이 포함되어 이를 저울로 중량을 측정

하였다. 
버려지는 패각의 폐기물을 한 상자당의 중량을 측정

하고 횟수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상품으로 양륙되는 

중량은 자루당의 중량을 측정하여 자루의 수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1차 선별 과정 중에 새꼬막의 상품성 비율을 파

악하기 위하여 작업선에서 선별하기 전 원물 (패각 포

함)과 작업선에서 패각 선별을 마친 꼬막 자루를 일부 

샘플하여 정상적인 꼬막, 패각, 패각에 뻘만 있는 것, 
패각이 손상된 것을 구분하여 개체수로 나타내었다. 

한편, 중도매상이 구입하여 공장으로 운반된 1차 선

별된 꼬막의 2차 선별과정 (크기 선별)은 전라남도 여

수시 율촌면 중도매상의 공장 현장에서 실시하였고, 
2차 선별 과정 역시 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크기 선별기에 투입된 총중량을 측정하고, 폐기물로 

나오는 총중량, 크기별로 나오는 총중량을 파악하여 

꼬막의 상품성 비율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꼬막의 크기별 선별 작업에 구멍 크기가 다

른 선별판 (17 mm, 23.5 mm)을 사용하였다. 2차 선별 

과정은 총 2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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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새꼬막의 선별 공정

새꼬막의 채취부터 패각 선별, 크기 선별 및 포장까지

의 전체 선별과정은 Fig. 3과 같이 총 2가지 과정 (1차 

선별, 2차 선별)을 거치게 된다. 
1차 선별 과정은 해상 새꼬막 양식장에서 형망을 이

용하여 새꼬막을 채취것을 채취선에서 작업선으로 양륙 

(a)하여 30년 전부터 사용해 오던 작업선 위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패각 선별기로 새꼬막의 패각, 기타 부산물 

(고동, 낙지, 그물 등과 같은 쓰레기), 정상 새꼬막을 선

별한다. 여기서, 새꼬막의 패각은 고무 회전판에서 압착 

(b)하고 회전 드럼 (c)에서 세척과 동시에 분리하며, 정
상 새꼬막을 선별하기 위한 진동 선별기 (d)에서 분리되

지 않은 패각과 패각이 손상된 새꼬막을 사람의 수작업

으로 선별 (f)한다. 그 후 선별된 정상 새꼬막 (자루 당 

20 kg)만을 포장 (e)하여 육상 선별장 (도소매상)으로 

Fig. 2. Catching vessel and catched ark shell.

Fig. 1. Research area to sorting and catch ark shell in Yeoja Bay, Southern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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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sheet for sorting of ark shell.

Fig. 4. Processing of first sorting (shell and ark shell) on the barge ((a): landing, (b): rotation rubber plate pressure process, (c): drum grading, 
(d): both sides ark shell subordinate fishes (visual grading), (e): packing, (f): transfer by conveyor, (g): landing shell gathering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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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한다. 여기서, 새꼬막의 패각 및 패각이 손상된 새꼬

막은 폐기물 처리 파쇄기에 넣어 분해하여 육상 (f, g)으
로 옮겨진다 (Fig. 4). 

2차 선별 과정은 창고에 2~3일 보관하면서 육상 선별

장에서 주문에 따라 크기별로 선별 및 포장 (규격 포장

과 그물부대 포장/일반시장 판매용)한 후 유통시키고 있

다. 세부적인 처리 과정은 자루에 포장된 새꼬막이 보관

된 창고 (a)에서 작업장 (b)으로 이동하고 크기를 구분하

는 진동 선별기 (c)에 분리한 후 사람의 수작업으로 새꼬

막의 패각 및 패각이 깨진 새꼬막을 다시 선별함과 동시

에 다수의 구멍이 뚫린 철제 판이 장착된 진동 선별기에

서 패각을 재분류 (d)하고, 크기별로 새꼬막을 정상제품 

(f, h)과 폐기물 (e, g)로 분리한 후 주문에 따라 새꼬막의 

크기와 중량을 다르게 하여 포장 (i)한다 (Fig. 5).

새꼬막의 작업처리 인력 및 시간

새꼬막의 1차 선별, 2차 선별 전 과정에 투입되는 인

력 및 노력량을 파악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양식장

Fig. 5. Processing of second sorting (ark shell by size) on the factory ((a): warehouse, (b): grading working place, (c): vibration grading,
(d): crusher, (e): defective product (large size), (f): goods (large size), (g): defective product (small size), (h): goods (small size), (i):
packing by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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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꼬막을 채취하여 채취선에서 부산물을 분리하

고, 새꼬막을 작업선으로 이동하는 인력은 해상 작업선

으로 운송한 다음 1차 패각선별에 투입되는 인력은 4명, 
그리고 진동 선별기에서 육안선별과 집결통에서 포장하

는 인력은 6명 등으로 1차 선별에 투입인력은 총 10명이

었다. 당일 조사대상 채취선이 선별 처리한 양은 7,644 
kg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선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였으며, 시간당 처리량은 4,247 kg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도매상 선별 공장에서 이루

어진 2차 선별 과정은 먼저 새꼬막이 보관되어 있던 창

고에서 꺼내는 작업을 2명이 처리하였고, 이를 이송하여 

진동 선별기에 투입하고 (1명), 진동 선별기에서 제품화

할 수 없는 손상된 새꼬막이 나오므로 이때 2명이 육안

으로 선별을 하고, 최종적으로 집결통에서 1명이 포장을 

한다. 2차 선별 과정에서 투입된 인력은 총 6명로 파악

되었으며, 창고에서 작업장으로 이송하는 작업은 시간

당 평균 22,392 kg, 새꼬막을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은 

시간당 평균 2,213 kg을 처리할 수 있었다.

새꼬막의 패각과 크기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 제품

과 폐기물의 비율

1차 선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 제품과 폐기

물 (부산물, 패각, 패각이 손상된 새꼬막)의 양을 Fig. 7에 
나타내었다. 새꼬막의 양륙량은 총 7,644 kg이었고, 선
별하는 과정에서 정상 제품은 6,024 kg으로 79%로 나타

났으며, 21% (1,620 kg)는 부산물 및 폐기물이었다. 
한편, 채취선에 있는 원물 (패각 포함) 30 kg과 작업선

에서 패각 선별 과정을 마친 새꼬막 2자루 (자루당 20 
kg)를 대상으로 상품성 여부를 파악하여 Fig. 7에 나타

내었다. Fig. 7(a)는 원물을 분류한 것이고, Fig. 7(b)는 

선별과정을 마친 2자루를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원물 중에 정상적인 새꼬막은 414개 (47%) 패각은 282
개 (32%), 패각에 뻘만 있는 것은 169개 (19%), 패각이 

손상된 것은 12개 (2%)로 나타났다. 선별이 완료된 2자
루의 새꼬막을 분류한 결과, 정상적인 새꼬막은 각각 

1,654개 (82%), 1,763개 (84%), 패각은 각각 134개 

(7%), 159개 (7%)로 나타났으며, 패각이 손상된 것은 

각각 230개 (11%), 189개 (9%)로 나타났다. 
새꼬막의 2차 선별 과정 (1회: 640.6 kg, 2회: 62.1 

kg 선별)에서 진동 선별기를 통과시킨 후 상품성 여부를 

파악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1회에서 처리된 총 640.6 kg의 새꼬막 중 623.3 
kg (97%)가 정상이었고, 정상 새꼬막 가운데 17 mm 
선별판에는 541.7 kg, 23.5 mm 선별판에는 81.6 kg이 

분리되었다. 패각이 깨지는 등의 상처로 인한 폐기물은 

17.3 kg (3%)으로 파악되었다. 2회 역시 총 62.1 kg 새꼬

막 중 60.7 kg (98%)가 정상 제품으로 17 mm 선별판에

는 44.1 kg, 23.5 mm 선별판에는 18.0 kg이 분리되었다. 
폐기물은 1.4 kg (2%)으로 나타났다. 

process Processing No. of worker      Time Total workload
  Workload
    (㎏/h)

1st
sorting

Disembarkation 4
06:25-08:13 7,644.0 4,247.0

Sorting 6

2nd
sorting

Transfer 2
10:15-10:17 910.8 21,431.0
10:21-10:24 1,407.6 23,352.0

Size grading 4
10:42-10:57 640.6 2,562.4
11:07-11:09 62.1 1,863.0

Table 1. Summary of worker and workload by processing 

Fig. 6. Ratio of normal production and waste generated at 
processing of first sorting on the b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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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atio of normal production and waste after second sorting by wholesaler ((a): first time, (b): second time).

(a)

(b)

Fig. 7. Ratio separated by condition of ark shell before sorting (a) and after (b) of sorting by hand at first sor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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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꼬막의 패각 및 크기 선별 공정의 문제점

채취선에서 작업선으로 공급된 새꼬막 중 패각은 다

수의 긴 환봉 (丸棒, 직경 15 mm, 길이 약 3~4 m)을 

길이방향으로 약 16~17 mm 간격으로 원주형태로 연결

시킨 직경 1 m 정도의 원통을 배출방향으로 경사지게 

설치하고 회전시켜 새꼬막을 통과시키면 원통의 경사도

에 의하여 배출구로 새꼬막이 이동하면서 원형봉 사이

로 패각을 외부로 배출시켜 패각을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패각 가운데 단패각 (패각이 

한쪽만 있는 것)만 선별이 가능하다 (Fig. 9(a)). 
이 회전 드럼에 의해서 새꼬막이 수백회의 회전을 하

고, 회전하는 과정에서 새꼬막과 새꼬막, 새꼬막과 환봉

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생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정상 제품의 새꼬막 패각에 

붙어 있는 잔털이 벗겨지기도 하며 패각의 파손도 발생

한다. 양패각 (패각이 양쪽으로 붙어있는 것)은 이 장치

로 선별이 불가능하므로 Fig. 9(b)와 같이 서로 교차 배

열시켜 설치된 두 열의 고무판을 회전시키고, 그 사이로 

새꼬막을 통과시켜 양패각을 두 쪽으로 분리시킬 수 있

는 장치인 파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품인 새꼬막의 파손이 발생하고 파

손된 패각이 새꼬막의 살에 박히기도 한다. 또한 정상 

새꼬막의 패각 외부에 붙어있는 잔털이 벗겨져 상품성

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이와 같은 두 공정을 거쳐도 분리

되지 않은 패각은 사람의 육안으로 재차 선별을 하고 

있다. 1차 선별이 끝난 제품에서도 불량품이 약 20%나 

되어 2차 선별 과정에서 불량품을 또 분리해야 하는 어

려움이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차 선별이 투입되는 

인력은 지속적으로 불량품을 육안으로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약 2시간 동안 허리를 숙이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고충이 따른다.
2차 선별 과정에서도 진동 선별기에서 크기 선별과 

육안으로 불량품을 선별을 하고 있다. 크기 선별은 서로 

다른 크기의 다수의 구멍이 뚫린 여러 장의 긴 철제 판을 

준비하여 1차 선별된 새꼬막의 주가 되는 크기에 해당되

는 크기의 구멍을 가진 긴 판을 진동체 위에 경사지게 

설치하고 입구에 새꼬막을 투입하면 진동하는 경사판을 

통하여 배출구로 진행하면서 구멍의 크기에 따라 새꼬

막이 구멍으로 빠져 하부로 떨어지고, 구멍보다 큰 새꼬

막은 구멍으로 빠지지 않고 배출구로 배출된다. 선별 

원리는 곡식이나 모래 등을 일정 크기의 망 위에 올려놓

고 흔들어 구멍으로 빠지지 않는 큰 이물질 등을 선별 

해내는 원리와 같다. 
이러한 진동 선별은 새꼬막의 크기에 따라 구멍 크기

가 다른 선별판을 바꾸어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선별 중 진동으로 인하여 정상 새꼬막이 파손되기도 하

고 패각에 붙어 있는 잔털이 제거되어 새꼬막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으로 선별판 등의 

교체가 필요 없는 간단한 조작으로 선별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크기 선별기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에는 새꼬막의 패각 및 크기 선별을 하는 과정은 

크게 2가지로 나뉘고,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정
상 새꼬막의 신선도 유지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꼬막의 패

각 및 크기 선별의 작업 과정을 간소화한 자동화 시스템

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Fig. 9. Crushing equipment for sorting equipment for shell ((a): one side shell sorting/rotation drum, (b): both sides shell 
separator/cru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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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막의 선별 공정 자동화 시스템 요소기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새꼬막 선별 과정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발한 꼬막의 자동화 선별 시스템 요소기술

의 3D 모델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꼬막 자동화 선별 

시스템은 ① 꼬막 정량투입 컨베이어, ② 가변롤러를 

이용한 패각선별 장치, ③ 수류를 이용한 패각선별 장

치, ④ 육안선별용 이송컨베이어 및 ⑤ 가변롤러를 이용

한 크기 선별 장치로 구성된다. 동작원리는 양식장에서 

채취된 꼬막은 정량투입 컨베이어에 의해 가변롤러를 

이용한 패각선별 장치로 투입된다. 투입된 꼬막은 가변

롤러를 이용한 패각 선별 장치에서 죽은 꼬막 중 패각이 

한쪽만 떨어져 있는 단패만 분리되어 제거된다. 단패각

이 제거된 꼬막은 수류를 이용한 패각 선별 장치로 투입

되어 죽은 꼬막 중에서 패각이 양쪽 모두 붙어서 열려 

있는 양패각을 분리하여 제거한다. 수류를 이용한 패각

선별 장치에서 분리되어 배출되는 활꼬막은 육안선별용 

이송컨베이어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가변롤러 선별 장치

와 수류선별 장치에서 선별할 수 없는 부산물을 사람의 

육안으로 선별한다. 선별이 완료된 활꼬막은 가변롤러

를 이용한 크기 선별 장치로 투입되어 소, 중, 대 등의 

크기 군으로 선별된다. 이와 같이 꼬막 자동화 선별 시스

템이 보급화되면 작업 인력과 시간이 절약되고, 작업 

처리 과정이 줄어들어 꼬막의 신선도를 증가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새꼬막

의 선별과정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꼬막의 선별 

공정의 간소화 및 자동화에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하였

다. 추후에는 개발된 꼬막의 자동화 선별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이전의 선별 과정과의 차이점 및 작업 

향상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새꼬막의 선별 

과정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꼬막의 선별 공정의 간소

화 및 자동화에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을 하고자 한다. 
새꼬막의 채취부터 패각 선별, 크기 선별 및 포장까지의 

전체 선총 2가지 과정 (1차 선별, 2차 선별)을 거치게 

된다. 1차 선별 과정은 회전판에서 압착하고 회전 드럼

에서 세척과 동시에 패각을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은 

패각은 전동 선별기에서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정상 새

꼬막을 포장하여 도소매상으로 운송한다. 2차 선별 과정

은 창고에 2~3일 보관하면서 육상 선별장에서 주문에 

따라 크기별로 선별 및 포장 (규격 포장과 그물부대 포

장/일반시장 판매용)한 후 유통시키고 있다. 1차 선별에 

투입인력은 총 10명이었고, 시간당 처리량은 4,247 kg 
정도이었다. 2차 선별 과정에서 투입된 인력은 총 6명로 

파악되었으며, 창고에서 작업장으로 이송하는 작업은 

시간당 평균 22,392 kg, 새꼬막을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은 시간당 평균 2,213 kg을 처리할 수 있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새꼬막의 선별 작업은 작업 인력과 처

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신선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꼬막의 세척과 선별 

과정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자동화 선별 시스템은 작업

인력과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선별처리속도를 높여 

작업시간을 단축시켜 꼬막의 신선도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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