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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재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는 포괄적 해양헌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Jo, 2010).
따라서 각 연안국에서는 영해ㆍ접속수역ㆍ대륙붕ㆍ

공해ㆍ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ㆍ해양

과학조사ㆍ해양기술이전ㆍ분쟁해결 등에서 이 협약에 

보장되어 있는 해양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이 일환으로 모든 연안국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설

정함으로써 인접 연안국끼리 치열한 해양영토 확보 경

쟁을 초래하게 되었다(Lee, 2016). 
남중국해는 중국을 포함한 7개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으로 이들 국가들이 해양분쟁

의 당사국이 되어 있는 것(Jeong, 2015)과 같이, 동아시

아해역에 상호 근접해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및 중국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시 중복되는 해역이 많아

서 상호 인정하는 수역의 경계설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러나 각 국가가 주장하는 경계설정방법이 서로 달라 

협상이 난항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각국은 어민

보호를 목적으로 인접국끼리 어업협정을 채결하여 현재

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과 2001년에 각각 

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을 맺은 이후로 매년 어업공

동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조

업 조건, 조업질서 유지방안, 해양생물자원의 보존방안 

등의 어업 협력사항에 관해 논의를 해 왔다(MOF, 2019).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많

은 중국 어선들이 불법어로를 행하고 있어(KFT, 2011) 
자원보호측면에서 한ㆍ일 어업협정보다는 한ㆍ중 어업

협정에 따른 어업공동위원회의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도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비교적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

주 일어나는 저인망이나 유자망 및 선망 등을 중심으로 

감척을 주도해 가는 동시에 변형된 어구어법에 의한 조

업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불법으로 침범하거나 불법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고는 있으

나, 광범위한 연안 해역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중국의 

불법어선을 우리나라의 한정된 경비함이나 어업관리선

으로 막아내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자원을 보호하

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선박운항 중에 작동되는 AIS 수신기는 자선 주변에 

있는 타선의 운항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동시에 자선의 

운항정보도 송신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수신하여 분석

하면 특정 선박들의 동태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으므로 

어선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어장의 위치나 어장의 이동

을 직ㆍ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Kim and Ahn, 2018; 
Lee and Ahn, 2019), 불법어로가 자행되는 위치와 시기

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가 있다.
이 연구는 AIS 수신기에서 수신되는 선박의 운항정보

를 분석함으로써 제주도 남해안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

업하는 주요 어장위치를 알아낸 후, 배타적 경제수역과 

업종별 조업금지수역 내에서의 중국 어선의 출현밀도 

등을 선속 및 계절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어장이

동을 탐색해내고 그 결과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불법어업의 계도ㆍ단속을 보다 효율적으

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중국 어선들이 제주도 남해안에서 조업할 때의 선속

은 대부분 0∼5 knot이므로, 이러한 선속을 가진 어선

들의 주요 어장위치, 조업시기, 배타적 경제수역과 업

Condi-
tion Item  Criteria

Fixed

Nationality of ship China 
Type of the ship Fishing
Observation period 2016.10.16∼2017.10.16
Observation 
-area

Lat. 31°30′N ∼ 34°N
Long. 124°E ∼ 128°E

Grid size 1NM × 1NM
Renewal cycle of MMSI 24 hour

Varied

Observation SOG
0∼5 knot 
0∼3 knot 
3∼5 knot

Seasons Spring, Summer, 
Autumn, Winter 

Observation time

0h∼24h,
8h∼17h,

 19h∼05h,
05h∼08h & 17h∼19h

Table 1. Conditions for extracting fishing location where Chinese 
fishing vessels operate through AIS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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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일ㆍ이창헌ㆍ안장영 

종별 조업금지수역 내에서의 출현밀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발 약 305 m의 제주대학교 건물 옥상에 AIS 
(SLR200, UK) 수신기의 안테나를 설치하고, 2016년 

10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 1년 동안 모든 어선

들의 AIS 정보를 수신하였다. 수신된 정보는 AisDecoder 
(NA, 2019)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

하였으며, 재생하면서 분석한 조건은 Table 1과 같이 국

적과 선종은 중국의 어선으로 한정하였고, 분석범위는 

Fig. 1과 같이 제주도를 포함한 제주도 남해안으로 위도

범위는 31°30′N ~34° N, 경도범위는 124° E~128° E로

써, 어업해구도로는 110, 113, 115, 218~224, 228~234, 
238~244, 248~254, 378, 461~468 해구가 포함되는 

범위다. 
출현밀도 분석은 선박의 전 관찰범위를 가로 및 세

로로 각각 1해리가 되도록 총 36,000개의 그리드로 분

할한 다음, 동일 그리드에 출현하는 어선수를 Table 1
과 같이 조건을 변경하면서 카운트하여 Fig. 1처럼 출

현척수에 따라 7단계의 색깔로 표시하였다. 이 과정에

서 동일 그리드 내에 동일 어선이 여러 번 출현하더라

도 24시간 이내에는 한번만 카운트하였고, 각 그리드

의 상대위치를 알 수 있도록 조사해역을 Google Maps
의 프로그램상 위치도에 표시되게 하였다(Kim and 
Ahn, 2018). 

또한, 중국 어선들이 주요 어장으로 자주 찾는 어장의 

위치를 쉽게 알기 위해서 어업해구도를 참고하여 기술하

였으며, 제주도 남해에서 조업중에 불법어로의 실행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ㆍ중 어업협정수역(Exclusive 
Fisheries Agreement Zone: EFAZ)과 우리나라 수산자원관

리법상의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Exclusive Fisheries 
Agreement Zone: PFZLT) 및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Prohibiting Fishing Zone of the Pair 
Trawler: PFZPT)의 획정선을 그려 넣었다.

분석방법으로 중국어선들의 조업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일, 주간, 야간, 일출몰시 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고, 조업 중인 어선들은 업종별 특성상 채낚기어선

이나 선망어선 등은 선속이 0~3 knot 정도이고 저인망이

나 트롤어선 등은 선속이 약 3~5 knot 정도이므로 대략

적인 업종탐지를 위해 선속을 0~5 Knot, 0~3 Knot, 3~5 
Knot로 변경하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계절적 어장위

치와 이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AIS 정보를 수신한 

계절 순인 가을(9~11월), 겨울(12~2월), 봄(3~5월), 여름

(6~8월) 순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어선들의 출현빈도를 나타내는 방법상의 문제

로, 표시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출현빈도가 가장 낮은 

단계는 바탕색으로 하였는데, 이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

였을 때의 그림과 분석을 위해 2∼3개로 나누어 나타내

었을 때의 그림을 비교하면 자료의 억제효과가 자료손

실로 보일 수 있었다.      

결과 및 고찰

중국 어선들의 어장위치

관측기간 1년 동안 수신된 AIS 정보를 분석하여, 중
국 어선들의 선속이 0~5 knot일 때의 어선위치를 

Google Maps에 표시한 것은 Fig. 2와 같다.
Fig. 2에서 중국 어선들이 출현한 어장위치를 보면, 

EFAZ 안에 들어가서 조업하는 어선들과 EFAZ에 들어

가지 못하고 밖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형태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열리는 한ㆍ중 어업협정 결과에 

따라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과 받지 못한 어선으로 구분

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래서 입어허가를 받지 못한 어선

들은 EFAZ의 경계선에 가깝게 붙어서 조업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였다. 

Fig. 1. Analysis scope of AIS information to indicate frequency
of appearance by extracting fishing location of Chinese fishing 
vessels. Appearance Frequency of the Fishing Vessels: AFFV, 
Exclusive Fisheries Agreement Zone: EFAZ, Exclusive Fisheries
Agreement Zone: PFZLT, Prohibiting Fishing Zone of the Pair 
Trawler: PFZ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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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로그램상 위치도에 표시되게 하였다(Kim and 
Ahn, 2018). 

또한, 중국 어선들이 주요 어장으로 자주 찾는 어장의 

위치를 쉽게 알기 위해서 어업해구도를 참고하여 기술하

였으며, 제주도 남해에서 조업중에 불법어로의 실행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ㆍ중 어업협정수역(Exclusive 
Fisheries Agreement Zone: EFAZ)과 우리나라 수산자원관

리법상의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Exclusive Fisheries 
Agreement Zone: PFZLT) 및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Prohibiting Fishing Zone of the Pair 
Trawler: PFZPT)의 획정선을 그려 넣었다.

분석방법으로 중국어선들의 조업시간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일, 주간, 야간, 일출몰시 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고, 조업 중인 어선들은 업종별 특성상 채낚기어선

이나 선망어선 등은 선속이 0~3 knot 정도이고 저인망이

나 트롤어선 등은 선속이 약 3~5 knot 정도이므로 대략

적인 업종탐지를 위해 선속을 0~5 Knot, 0~3 Knot, 3~5 
Knot로 변경하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계절적 어장위

치와 이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AIS 정보를 수신한 

계절 순인 가을(9~11월), 겨울(12~2월), 봄(3~5월), 여름

(6~8월) 순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어선들의 출현빈도를 나타내는 방법상의 문제

로, 표시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출현빈도가 가장 낮은 

단계는 바탕색으로 하였는데, 이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

였을 때의 그림과 분석을 위해 2∼3개로 나누어 나타내

었을 때의 그림을 비교하면 자료의 억제효과가 자료손

실로 보일 수 있었다.      

결과 및 고찰

중국 어선들의 어장위치

관측기간 1년 동안 수신된 AIS 정보를 분석하여, 중
국 어선들의 선속이 0~5 knot일 때의 어선위치를 

Google Maps에 표시한 것은 Fig. 2와 같다.
Fig. 2에서 중국 어선들이 출현한 어장위치를 보면, 

EFAZ 안에 들어가서 조업하는 어선들과 EFAZ에 들어

가지 못하고 밖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형태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열리는 한ㆍ중 어업협정 결과에 

따라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과 받지 못한 어선으로 구분

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래서 입어허가를 받지 못한 어선

들은 EFAZ의 경계선에 가깝게 붙어서 조업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였다. 

Fig. 1. Analysis scope of AIS information to indicate frequency
of appearance by extracting fishing location of Chinese fishing 
vessels. Appearance Frequency of the Fishing Vessels: AFFV, 
Exclusive Fisheries Agreement Zone: EFAZ, Exclusive Fisheries
Agreement Zone: PFZLT, Prohibiting Fishing Zone of the Pair 
Trawler: PFZPT.

특히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244 및 253 해구

의 부근에 있는 한ㆍ일 중간수역에서 출현빈도가 높았

고,  252 해구와 250 해구에서도  비교적 높은 출현빈도

를 보였다. 한ㆍ일 중간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출현밀

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한ㆍ일간에 자국 어선만 자국법

령으로 단속하는 기국주의 적용 수역으로 단속이 비교

적 약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입어허가를 받아 EFAZ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

국 어선들은 PFZLT의 경계선 밖에서 분산되어 나타났

으며 경계선에 가까울수록 출현밀도가 높았음에도 

PFZLT는 거의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

도 231 해구에서 PFZLT를 침범하는 어선들이 다소 있

는데, 관측기간인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허가한 중국

어선의 한국 EFAZ 입어규모가 저인망, 유자망, 선망, 
운반선들로 총 1,540척이고, 불법어업단속에 적발된 중

국어선은 278척으로, 영해침범 9척, 무허가 39척, 특정

금지 10척, 제한조건 위반 220척인 것(MOF, 2019)을 

감안하면 불법어로의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동해, 남해 및 서해에서의 단속 

건수를 모두 포함한 것이지만 남해역의 범위가 넓고 중

국어선의 접근이 쉬워서 상대적으로 남해역에서의 

EFAZ 및 PFZLT을 침범한 중국어선이 많을 것으로 추

측되고 그 일부분이 Fig. 2에 나타났다고 본 것이다. 그
리고 PFZLT에서는 대부분의 어선들이 직선의 형태로 

출현하는 특징으로 보아 조업 중인 것으로 보기보다 저

속으로 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시간대와 어장위치

1년 동안 수신된 AIS 정보를 분석하여 중국 어선들의 

조업시간대를 주간, 야간, 일출몰 과도기로 3등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간은 9시간, 야간은 10시간임에도 불구

하고 주간이 훨씬 출현빈도와 밀도가 높았다. 또한 야간

의 출현빈도가 일출몰 과도기보다 많았는데 이것은 AIS 
정보를 수신한 시간이 2배나 차이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244 및 253 해구 부근의 한·일 중간수

Fig. 2 Analyzing AIS information received over a year, the 
location of Chinese fishing vessels with a speed of 0∼5 knot
is displayed in Google Maps.

Fig. 3 Fishing grounds where Chinese fishing vessels appear 
according to ship speed obtained by analyzing AIS information 
received in waters south of Jeju Island for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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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일ㆍ이창헌ㆍ안장영 

역에서 중국어선의 출현밀도는 AIS 정보를 5시간 수신

한 일출몰 과도기가 10시간 수집한 야간보다 더 높았고 

저녁시간보다는 새벽시간의 밀도가 높았다. 

선속에 따른 업종별 어자위치

1년의 관측기간 동안 선속 0∼5 knot의 중국어선들 

중에서, 선속이 0∼3 knot 정도인 정적 조업어선들의 

출현은 Fig. 3의 (a)에, 선속이 3∼5 knot의 동적 조업어

선들의 출현은 Fig. 3의 (b)에 나타내었다. 
Fig. 3의 (a)에서 선속이 0∼3 knot인 어선들의 출현은 

대부분 EFAZ 바깥 경계선에 접하여 244 및 253 해구 

부근의 한·일 중간수역, 252 및 250 해구 3곳에서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EFAZ 내에서는 전체적인 출

현빈도도 낮았고, 밀도도 높지 않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보였다. 그리고 조업시간대를 주간, 야간, 일출몰 과도기 

별로 분석하여 보아도 어선의 출현양상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선속이 3∼5 knot인 어선들의 출현은 대부분 

EFAZ와 PFZLT 경계선 사이에서 약간의 분산성은 보이

지만 전체적으로 출현빈도도 높고 밀도도 높았다. 244 
및 253 해구 부근의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중국 어선들

의 출현 형태는 Fig. 3의 (a)의 선속 0∼3 knot 어선들의 

출현 양상과 거의 같고 선속에 무관하게 출현빈도와 밀

도가 동시에 높았다. 특히 조업시간대를 구분하여 분석

해 보아도 출현양상은 비슷하였으나, 특이점으로 야간 

조업시에 PFZLT 경계선에 접하여 길게 아주 높은 밀도

를 보였다. 

중국 어선들의 계절별 어장위치와 이동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선속 0∼5 knot의 중국 어선들

의 계절별 출현어장을 나타낸 것은 Fig. 4와 같다.

Fig. 4 Seasonal appearance of Chinese fishing vessels with a speed of 0∼5 knots, obtained by analyzing AIS information received 
in waters south of Jeju Island for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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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data 분석에 의한 제주도 남해안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조업어장과 출현빈도

역에서 중국어선의 출현밀도는 AIS 정보를 5시간 수신

한 일출몰 과도기가 10시간 수집한 야간보다 더 높았고 

저녁시간보다는 새벽시간의 밀도가 높았다. 

선속에 따른 업종별 어자위치

1년의 관측기간 동안 선속 0∼5 knot의 중국어선들 

중에서, 선속이 0∼3 knot 정도인 정적 조업어선들의 

출현은 Fig. 3의 (a)에, 선속이 3∼5 knot의 동적 조업어

선들의 출현은 Fig. 3의 (b)에 나타내었다. 
Fig. 3의 (a)에서 선속이 0∼3 knot인 어선들의 출현은 

대부분 EFAZ 바깥 경계선에 접하여 244 및 253 해구 

부근의 한·일 중간수역, 252 및 250 해구 3곳에서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EFAZ 내에서는 전체적인 출

현빈도도 낮았고, 밀도도 높지 않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보였다. 그리고 조업시간대를 주간, 야간, 일출몰 과도기 

별로 분석하여 보아도 어선의 출현양상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선속이 3∼5 knot인 어선들의 출현은 대부분 

EFAZ와 PFZLT 경계선 사이에서 약간의 분산성은 보이

지만 전체적으로 출현빈도도 높고 밀도도 높았다. 244 
및 253 해구 부근의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중국 어선들

의 출현 형태는 Fig. 3의 (a)의 선속 0∼3 knot 어선들의 

출현 양상과 거의 같고 선속에 무관하게 출현빈도와 밀

도가 동시에 높았다. 특히 조업시간대를 구분하여 분석

해 보아도 출현양상은 비슷하였으나, 특이점으로 야간 

조업시에 PFZLT 경계선에 접하여 길게 아주 높은 밀도

를 보였다. 

중국 어선들의 계절별 어장위치와 이동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선속 0∼5 knot의 중국 어선들

의 계절별 출현어장을 나타낸 것은 Fig. 4와 같다.

Fig. 4 Seasonal appearance of Chinese fishing vessels with a speed of 0∼5 knots, obtained by analyzing AIS information received 
in waters south of Jeju Island for a year.  

Fig, 4의 (a)와 같이 가을에는, EFAZ 밖에서는 249, 
250, 462 해구와 251 및 252 해구, 그리고 한ㆍ일 중간수

역인 244와 253 해구에서 어느 정도 밀집된 형태의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외의 해구에는 출현하지 않았

다. 그리고 EFAZ 내에서는 PFZLT 경계선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고, 230, 240, 241 해구에서는 어선

의 출현의 밀도가 약간 높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선의 출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다.
Fig. 4의 (b)와 같이 겨울이 되어서는, EFAZ 밖에서 

가을에 나타났던 249, 250, 462 해구와 251 및 252 해구

에서의 고밀도 어선출현은 사라지고 그 외의 대부분 해

역에서도 사라진 반면, 한ㆍ일 중간수역인 244와 253 
해구에서만은 가을보다 훨씬 고밀도의 어선 출현을 보

였다. 그리고 EFAZ 내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PFZLT 경
계선을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분

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 4의 (c)와 같이 봄이 되어서는, 가을과 겨울에 

많이 나타났던 중국 어선들의 출현은 거의 사라지고 

EFAZ 밖의 252해구와 한ㆍ일 중간수역에 약간 산발적

으로 나타난 것 밖에 없었다.
Fig. 4의 (d)처럼 여름이 되어도 중국 어선들은 Fig. 

4(c)의 봄과 거의 같은 양상이 지속되는 것처럼 출현을 

보이지 않았으며 EFAZ 밖의 463 해구에서만 산발적으

로 나타났고, 한ㆍ일 중간수역에서도 중국 어선들은 출

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계절적 출

현양상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을에는 제주도 남서

쪽(Fig, 4(a)의 타원)에서 출현하였다가 겨울이 되면 제

주도 남쪽 및 남동쪽(Fig, 4(b)의 타원)으로 이동하였고, 
봄과 여름에는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조업을 하지 않고 

다른 어장을 찾아 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 론

AIS 수신기에서 수신되는 선박의 운항정보를 분석함

으로써 제주도 남해안에서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는 주

요 어장위치를 알아낸 후, 배타적 경제수역과 업종별 

조업금지수역 내에서의 중국 어선의 출현밀도 등을 선

속 및 계절별로 조사하였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정보는 해발 약 305 m의 제주대학

교 건물 옥상에 AIS (SLR200, UK) 수신기의 안테나를 

설치하여 2016년 10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 

1년 동안 수신하여 분석하였다.
입어허가를 받지 못한 중국 어선들은 EFAZ 경계선에 

가깝게 붙어서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ㆍ일 중간

수역에서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252해구와 250해구에

서도 비교적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입어허가

를 받아 EFAZ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어선들은 

PFZLT 경계선 사이에서 분산되어 나타났으며 경계선

에 가까울수록 출현밀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
선속이 0∼3 knot인 어선들의 출현은 대부분 EFAZ 

바깥 경계선에 가깝게 접한 해역과 한ㆍ일 중간수역에

서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EFAZ 내에서는 전체

적인 출현빈도도 낮고 흩어져 나타났다. 반면에 선속이 

3∼5 knot인 어선들의 출현은 대부분 EFAZ와 PFZLT 
경계선 사이에서 약간의 분산성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출현빈도도 높고 밀도도 높았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계절적 출현양

상은, 가을에는 제주도 남서쪽에서 출현하였다가 겨울

이 되면 제주도 남쪽 및 남동쪽으로 이동하였고, 봄과 

여름에는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조업을 하지 않고 다른 

어장을 찾아 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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