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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일반해면어업의 최근 3년간 주요 어종별 통계

에서 가장 많이 어획된 어종은 멸치(Engraulis japonicus)
이었고, 그 다음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 고등어

(Scomber japonicus) 순이었으나, 2017년 통계에서 2016
년 고등어 어획량은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살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두 어종간의 순위가 바

뀌었고, 더욱이 2017년 살오징어의 어획량은 전년대비 

28.5% 감소하여 약 87,000톤이 어획되었다(MOF, 2018). 
연근해에서 어획되고 있는 오징어류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살오징어는 분류학적으로 살오징어목(Order 
Teuthoidea), 살오징어과(Family Ommastrephidae)에 속

하는 두족류로 북서태평양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우
리나라 동, 서, 남해를 비롯하여 동중국해의 북부해역과 

일본 전 해역에서 주로 채낚기어업과 트롤어업에 의해 

어획된다(Kim et al., 2011).
이와 같이 주요한 어업자원인 살오징어에 대한 연구

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중심으로 주로 동해안 오징어 자

원의 계군, 분포, 회유, 해․어황과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졌고(Cho et al., 2008; Kasahara, 1978; Kim 
and Lee, 1981; Kim et al., 2011; Lee et al., 1985; 
Murata, 1989; Park and Hue, 1977; Park et al., 1992; 
Sakurai, 2006), 어업에서는 채낚기어업에서 살오징어를 

집어하기 위한 집어등의 광력과 어획량과의 관계, 수중

조도와 조획 수심과의 관계 및 유류절감을 위한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개발 등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An and Choo, 1993; An et al., 2013; 
Arakawa et al., 1998; Bae et al., 2008; Bae et al., 2009; 
Bae et al., 2014; Choi and Arakawa, 2001; Choi, 2002; 
Choi, 2009; Jo et al., 2006; Yamashita et al., 2012).

한편, 오징어는 2007년부터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

트롤, 대형트롤, 대형선망 4개 어업 TAC (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어획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

다. 더욱이 한정된 연근해 오징어자원에 대해, 광력(에
너지 소비량) 증가 와 어로설비의 발달은 어획효율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업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서는 적절한 어획성능을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오징어 어획의 주요 어업 중의 

하나인,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의 적절한 어획노력량 산

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어업에서 

어선, 어구 및 어로설비 발달에 따른 어획성능지수의 

변화에 대하여 추정하고 고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의 어획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항목은 크게 어선, 어구, 어로설비, 항해계기로 분류

하고, 어선에서는 총톤수와 선속을, 어구에서는 채낚시

의 종류와 수량을, 어로설비에서는 집어등의 종류 및 

용량(kW), 자동조획기 수, 어군탐지기를, 항해계기에서

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plotter로 정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 중 어선 크기(총톤수) 및 선속과 

관련 있는 마력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Statistics, 
2016)을 이용하였다. 한편, 어구에 관련 자료는 국립수

산과학원(구,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발행한 어구도감

(NFRDA, 1967; NFRDA, 1989; NIFS, 2002; NIFS, 2008) 
및 연근해어업 총조사(NIFS, 2004)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고, 발전기용량, 집어등의 종류 및 용량, 조상기 수 

및 항해계기와 같이 어구도감 및 연근해어업 총조사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조사내용에 관해서는 2017년 5월부

터 11월까지 포항시 수산업협동조합, 부산활오징어채낚

기선주협회 및 부산 민락어촌계 소속 선장을 대상으로 

한 청취 및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

에서 어획성능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오징어 

자원량, 어황 및 선장의 능력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

에서는 제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어선의 변화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에서 어선 총톤수의 변화를 조

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사용된 어선은 1967년 2.5톤 6마력으로 아주 작은 

소형목선에서 시작하여 1989년에는 20~30톤급 50~80
마력의 어선에 20~25명이 승선하여 조업이 이루어졌고, 
80~120톤급 180~250마력의 어선에 수동 롤러를 사용한 

경우 30~35명이 조업하였으나, 자동 롤러를 사용한 경

우는 15~20명이 조업하여 조업자동화로 약 15명 어선원

을 줄일 수 있었다. 2002년 총톤수는 동일하였으나, 기관

마력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력수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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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Statistics, 2016) 자료를 이용

한 결과, Fig. 1과 같이 척당 톤수는 1990년대 약 60톤에

서 점차 감소하여 2000년 이후 약 38톤을 나타내었고, 
척당 마력수는 1990년대 300~400마력이었으나, 2010년
대에는 500~600마력까지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척당 톤수의 감소는 구인난, 광력(에너지 소

비량) 규제 및 채산성과 관련이 있고, 척당 마력수의 증

대는 연안어장의 오징어 자원감소에 따라 보다 원거리 

어장으로 출어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된다.

어구의 변화

어구의 변화는 1967년 어구도감에 의하면 달빛이 없

는 야간에 오징어 분포수심에 따라 어군이 표층에 완전

히 부상하였을 때는 대나무 끝에 낚시줄을 묶고 낚싯줄 

끝에 Fig. 2와 같이 복합낚시 1~2개, 오동 돔보(φ2.5 cm 
×10 cm)와 대나무 돔보(φ2.0 cm×15 cm)를 단 대낚시를, 
오징어가 표층으로부터 다소 침하하였을 때는 보채의 양 

끝에 복합낚시 4~5개를 단 보채낚시를 주로 사용하였다

(NFRDA, 1967). 오징어채낚기어구에서 겹낚시를 사용

한 것은 동일하였으나, 낚시채로 오동나무나 대나무를 

사용하였고, 야간에는 낚시에 미끼를 묶을 수 있는 끈이 

있어 낚시에 미끼를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과 주간에는 

낚시에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2종류로 구분하여 사용하

였다. 사용된 미끼는 상어, 방어 등을 잘게 썰어서 사용

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1975년 이후부터 최근에

는 한 가닥의 낚싯줄에 30개 내외의 복합낚시를 1열로 

달고 이것을 수동롤러에 감아 사용하는 수동롤러와 전

동모터를 이용한 자동조획기로 조업을 하고 있으며, 수
동롤러나 자동조획기로 조업 중 어군의 분산 상태에 따

라 잠시 손낚시를 사용하기도 한다. 

어로설비 및 항해계기의 변화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에서 어획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집어등으로, 집어등의 종류 

및 광력(에너지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집어등은 과거 횃불이나 석유 램프 등의 연소 광원을 

거쳐 전력화되고, 1950년대부터 백열등, 1970년대 중반

부터 할로겐등, 1980년대 전반부터 방전등의 일종인 메

탈핼라이드등이 일본의 어업현장에 보급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다는 다소 늦게 어

1967 1989 2002
Gross tonnage 2.5 20~30 80~120 20~30 80~120
Engine output 6 50~80 180~250 300~400 500~600

Number of fisher 6 20~25 30~35 (manual)/
15~20 (jigging mach.) 20~25 30~35 (manual)/

15~20 (jigging mach.)

Table 1. Summary of gross tonnage, engine output and number of fisher in the offshore squid jigging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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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osition of the squid jigging fishing gear in the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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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gross tonnage and engine output in the offshore
squid jigging fishing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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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현장에 보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Inada et al., 
2010). 한편, 광력(에너지 소비량)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점점 증가되어 고유가로 인해 집어등 사용을 

위한 유류소모가 많은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의 경비부

담으로 나타나 정부에서는 2002년과 2008년 수산업법

으로 톤급에 따라 일정 광력(에너지 소비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집어등 이외에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에서 자동조획

기 등 생력화 어로 장비의 출현 없이 대량 어획이 불가능

하므로 어로 설비는 어획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어로장비 및 항해설비의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최근 근해오징어채낚기어

선의 갑판에는 자동조획기가 설치되어 있고, 선교에는 

어군탐지기, 측위장치(GPS plotter) 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 이들 설비의 유무 또는 첨단화는 어획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어획성능지수의 변동

근해오징어채낚기어선의 어획성능에 영향을 줄 것으

로 판단되는 연도별 조사항목별 조사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어선척당 톤수는 국가통계포털의 전

체톤수를 어선척수로 나눈 값을 척당 톤수로 이용하였

다. 그러나 1990년 이전의 근해오징어채낚기어선의 척

당 톤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1967년 

어구도감 이후부터는 어선의 대형화추세에 근사시킨 값

을 이용하였다.
어구(낚시)는 1960년대에는 낚시채로 대나무, 오동나

무를 이용한 겹낚시를 사용하였으나, 1980년대 어구도

감에 따르면 1975년 이후부터는 플라스틱 낚시채(청녹

색)를 이용한 겹낚시가 자동조획기에 일반적으로 사용

되었다. 오징어채낚기어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광력(에너지 소비량)의 상대적인 값을 이

용하였는데 2005년까지 180 kW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 120 kW로 감소하여 안정화되었다.
어로장비의 보급률 및 첨단화에서 자동조획기 사용은 

Chang (1976)의 기록으로부터 1970년대 초로 추찰할 수 

있으며, 어군탐지기는 1980년대 초부터 흑백어군탐지

기가 설치되어 사용되다가 1990년대부터 컬러어군탐지

기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컬러

어군탐지기가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측위장

치는 로란C가 198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GPS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혼용되다

가 2000년 이후부터는 GPS plotter가 일반화되었다.
연도별 조사항목별 변화를 1980년을 1.0이라고 하였

을 때, 그 상대적인 값은 Table 4와 같다. 척당 평균톤수

는 1980년의 값에 대한 상대적인 비로, 낚시채의 변화에 

Before 1980 1989 2002 2008

Fishing lamp type Incandescent lamp Halogen lamp Metal halide lamp Metal halide lamp
(LED lamp)

Energy 
consumption 

(kW)

Under 10 ton under 100 under 81
10~20 ton under 130 under 102
20~50 ton 30~40 under 180 under 120
50~70 ton under 200 under 132

Over 70  ton 80~100 under 210 under 141

Table 2. The change of fishing lamp type and energy consumption in the offshore squid jigging fishery

Fig. 3. The status of fishing equipments and positioning system in the offshore squid jigging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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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어획성능의 향상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어서 설문

조사를 통하여 10.0%로 조사되어 1.1을, 집어등은 척당 

평균톤수 광력의 상대적인 값을 사용하였고, 자동조획

기 설치에 따른 어획성능 향상은 약 15.0~25.0% 정도로 

조사되어 1.2로, 어군탐지기 사용에 따른 어획성능 향상

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10.0%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측

위장치는 선위확인에는 유용하였으나 어획성능에는 거

의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제외하였다. 한편 

각 항목이 어획성능에 미치는 영향력(반영비율)은 청취

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Table 4와 같이 척당 평균톤수, 
채낚기의 종류, 집어등의 종류 및 광력(에너지 소비량), 
조획기, 어군탐지기에 대하여 각각 10.0%, 6.1%, 71.8%, 
6.8%, 5.3%로 조사되었다.

Table 4의 결과를 이용하여 근해오징어채낚기어선의 

어획성능지수의 변화는 Fig. 4와 같이 조사되었다. 1980
년대를 1.00에 대하여 1970년은 0.4, 1990년은 1.1, 2000
년은 3.6로 증가하던 것을 집어등의 광력(에너지 소비

량, kW) 규제로 인하여 2010년은 2.5로 다소 감소하면

서 안정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근해오징어채낚기어선

의 어획성능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없었으나, 
Fitzpatrick (1996)는 25.0 m 복합어선에서 어획성능지

수(technology co-efficient)를 1980년을 1.0이라 가정하

면 1965년 0.6, 1995년 2.5로 보고하여 본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Item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Influence 
rate (%)

Gross tonnage per vessel 0.1 0.2 0.6 1.0 1.5 2.0 1.7 1.4 1.3 1.2 1.3 10.0
Jigging hook type 0.9 0.9 1.0 1.0 1.0 1.0 1.0 1.0 1.0 1.0 1.0 6.1
Fishing lamp type and 
energy consumption 0.0 0.3 0.3 1.0 1.0 1.0 2.7 4.5 4.5 3.0 3.0 71.8

Jigging mach. 0.8 0.8 1.0 1.0 1.0 1.0 1.0 1.0 1.0 1.0 1.0 6.8
Fish finder 0.9 0.9 0.9 1.0 1.0 1.0 1.0 1.0 1.0 1.0 1.0 5.3

Table 4. Relative ratio of survey items in five years interval by 1980 standard

Item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Gross tonnage per 
vessel 2.5 5.0 18.8 30.0 45.0 60.0 50.0 41.0 37.7 37.1 38.6

Material of shank 
hook Wood Wood, 

plastics
Luminous 

plastics
Luminous 

plastics
Luminous 

plastics
Luminous 

plastics
Luminous 

plastics
Luminous 

plastics
Luminous 

plastics
Luminous 

plastics
Luminous 

plastics
Fishing lamp type 
and energy 
consumption 
(kW)

- Incandesc
ent lamp

Incandesc
ent lamp

Halogen 
lamp

Halogen 
lamp

Halogen 
lamp

Metal 
halide 
lamp

Metal 
halide 
lamp

Metal 
halide 
lamp

Metal 
halide 
lamp

Metal 
halide 
lamp

- 10 10 40 40 40 107 180 180 120 120

Jigging mach. manual man. man./
machine

man./
mach.

man./
mach.

man./
mach.

man./
mach.

man./
mach.

man./
mach.

man./
mach.

man./
mach.

Fish finder - - - b/w b/w b/w,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Positioning 
system - - - Loran C Loran C Loran C Loran 

C/GPS
GPS

plotter
GPS

plotter
GPS

plotter
GPS

plotter

Table 3. Summary of survey items at interval of five years in the offshore squid jigging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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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of relative fishing power index in the offshore 
squid jigging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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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에서 어로기술발달에 따른 어획성능지수 변동

결 론

본 연구는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에 대하여 적절한 어

획노력량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근해오

징어채낚기어업에서 어선, 어구, 어로설비 및 항해계기 

발달에 따른 어획성능지수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어선척당 톤수는 어선의 대형화추세에 근사시킨 값을 

이용하여 1970년 5.0톤, 1980년 30.0톤, 1990년 60.0이
었고, 1990년대부터는 국가통계포털의 전체톤수를 어

선척수로 나눈 값을 이용하여 2000년 41.0톤, 2010년 

37.1톤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낚시는 1960
년대에는 낚시채로 대나무, 오동나무를 주로 이용한 겹

낚시를 사용하였으나, 1980년대 어구도감에 따르면 

1975년 이후부터는 플라스틱 낚시채(청녹색)를 이용한 

겹낚시가 자동조획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어로장

비의 보급률 및 첨단화에서 자동조획기 사용은 1970년
대 초로 추찰되며, 어군탐지기는 1980년대 초부터 흑백

어군탐지기가 설치되어 사용되다가 1990년대부터 컬러

어군탐지기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컬러어군탐지기가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측위장치는 로란C가 198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

작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GPS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혼

용되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GPS plotter가 일반화되었다. 
각 항목이 어획성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근해오징어채

낚기어선의 선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대입한 결과, 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에서 어획성

능지수는 1980년을 1.0이라 하였을 경우, 1970년은 0.4, 
1990년은 1.1, 2000년은 3.6로 증가하던 것을 집어등의 

광력(에너지 소비량, kW) 규제로 인하여 2010년은 2.5
로 다소 감소하여 안정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어획성능의 변화를 적절히 관리한다면 합리적인 

어업자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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