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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s the global problem of marine debris and marine plastics is getting serious, various ways to solve them have 
been proposed, and the use of the biodegradable fishing gear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Currently, 13 types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s are available, but their penetration rate is only 8.7%. However, the need for the use of the biodegradable 
fishing gear is growing as awareness of protecting marine ecosystems is grow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expansion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 distribution in Korea's coastal areas were analyzed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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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총 

11만 8천톤 규모이며, 이 가운데 53%가 폐어구나 폐부

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MOF and KOEM, 
2017). 특히, 자망, 통발, 양식장 부자재 등 폐어구 및 

조업 중 잃어버린 유실 어구가 그대로 바다 속에 방치되

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수산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다 속에 방치된 어구는 해저에 쌓여 수산

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장을 파괴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며, 이러한 어구에 걸린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유집하여 반복적으로 죽게 되는 유령어업을 발생시킨다

(Akiyama et al., 2007; Ayaz et al., 2006; Brown and 
Macfadyen, 2007; Park et al., 2007). 또한 최근 전 세계

적으로 해양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

며, 생분해 어구 사용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국립수산과

학원에서는 2002년부터 바다 속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Bae et al., 2012; 
Kim et al., 2014a; Kim et al., 2014b; Kim et al., 2016; 
Kim et al., 2018; Park et al., 2010), 2007년부터 어업인

에게 보급하고 있다. 현재 대게 자망, 꽃게 자망, 참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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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망, 문어 통발, 붕장어 통발 등 총 13종의 생분해 어구

가 보급되고 있으나 전체 자망 및 통발 어선에서 생분해 

어구를 사용하는 어선은 8.7%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해양생태계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인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생분해 어구 사용에 대한 필요성

도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 

어구의 보급 확대 및 사용 의무화 추진을 위해 우리나

라 연근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확대

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반영, 미반영의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분석을 위한 가정

생분해 어구의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성 분석은 예비

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 435호)에 근거

하여, 반영, 미반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추정 

구도는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효과와 유령어업 방지

로 인한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효과는 해양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증대, 어획효율

성 증대 등의 직접적인 효과로 분석할 수 있고, 유령어업 

방지로 인한 효과는 수산자원 미래가치 보전, 조업시간 

증대, 어구훼손 방지 등의 간접적인 효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 정량화를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유령어업 방지로 인한 효과는 

미반영하였고,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효과만을 반영

하여 생분해 어구의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

방법론 적용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효과를 금

액 단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인 기법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나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보수적 평가 방법인 피해비용접근법(Damage cost 
approach)을 사용하였다(Jung and Chang, 2017). 피해비

용접근법은 외부 효과를 화폐가치로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바다에 침적된 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 수거비용의 차감분을 적용하였다. 또한, 자망 및 

통발 어구를 생분해 어구로 사용함에 따라 침적쓰레기

로 존재하는 폐어구 감소 효과를 보급률에 따라 산정하

여 해양생태계 보전효과를 분석하였다(식 (1)).

M = p × r                           식 (1)

여기서, M은 해양생태계 보전효과, p는 자망 및 통발 

수거비, r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을 나타낸다. 자망 및 

통발 수거비(p)는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의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비와 자망 및 통발 어구 유실량을 통해 

산정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투입되고 있

는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5,600백만원, 
수거량은 1.9천톤으로 1톤을 수거하기 위해서 약 3백만

원의 수거비가 발생된다(Table 2). 어구의 연간 유실량

Factor Type of effect Content Application 
status

Effect of using 
biodegradable 
fishing gear

Conserv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Identification of the conservation effect of marine ecosystem due to the 
reduction of marine waste by the use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

AppliedAugmentation of 
fisheries resources Augmentation of fisheries resources by preventing ghost fishing

Augmentation of 
fishing efficiency

Augmentation of fishing efficienc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fishing gear

Effect of 
preventing ghost 

fishing

Conservation of future 
value of fisheries 

resources
Preservation of future values of catches, such as an immature fish

UnappliedAugmentation of 
fishing operating time

Augmentation of fishing operating time due to reducing of abandoned 
fishing gear

Prevention of net 
damage Increasing catch by preventing damage of net by abandoned fishing gear

Table 1. Estimation structur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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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망 17,300톤, 통발 4,900톤이며, 생분해 어구 보급

률(r)은 10%, 20%, 30%를 적용하였다.
생분해 어구 사용은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방지

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산자원이 증대되는 효과로 이어

진다. 따라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수산자원 증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어업 생산량 대비 유령어업 규모

를 보급률에 따라 산정하여 수산자원 증대효과를 분석

하였다(식 (2)). 유령어업이 방지될 경우 어업자원의 생

산성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나 보수적 산정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효과는 본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R = m × g × r                     식 (2)

여기서, R은 수산자원 증대효과, m은 자망 및 통발 

생산금액, g는 유령어업 규모, r은 생분해 어구 보급률

을 나타낸다. 자망 및 통발 생산금액(m)은 최근 3년

(2016~2018년)간 어업 생산금액의 평균을 사용하였

다. 자망의 경우, 근해 및 연안 자망의 생산금액 평균인 

2,711,142백만원을 사용하였고, 통발의 경우, 근해 통

발, 근해 장어통발, 근해 문어단지, 연안 통발의 생산금

액 평균인 1,459,811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유령어업의 

규모(g)는 10%로 적용하였고(Greenpeace Germany, 
2019), 생분해 어구 보급률(r)은 10%, 20%, 30%를 적

용하였다.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어획효율성 증대효과를 금

액 단위로 평가하기 위해 생산비용 절감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식 (3)).

E = m × (1-v) × f × d × r         식 (3)

여기서, E는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m은 자망 및 통발 

생산금액, v는 부가가치율, f는 어업비용에서 연료비 비

중, d는 연료비 절감율, r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을 나타

낸다. 자망 및 통발 생산금액(m)은 수산자원 증대효과 

분석에 사용하였던 생산금액인 자망 2,711,142백만원, 
통발 1,459,811백만원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부가가

치율(v)은 2017년을 기준으로 어업별 평균값인 63.6%, 
연료비 비중(f)은 15.1% (NFFC, 2018)를 적용하였다

(Table 3). 연료비 절감율(d)은 생분해 어구가 나일론 어

구에 비해 어획물 선별, 작업시간 단축 등 효율성 증대로 

해상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고려하여 20%
로 적용하였다. 생분해 어구 보급률(r)은 10%, 20%, 
30%를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해양생태계 보전효과

자망 및 통발을 생분해 어구로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침적쓰레기로 있던 해양쓰레기가 저감됨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보전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생분해 어구 보급률(8.7%)에서 해양생태계 보전

효과는 5,666백만원으로 분석된다. 전체 자망 및 통발의 

10%, 20%, 30%를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경우, 각
각 6,512백만원, 13,512백만원, 19,537백만원의 해양생

태계 보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이는 생분해 어구가 바다 속에 유실되거나 버려지더라

도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기 때문에 생분해 어

구 사용이 확대되면 침적폐기물 수거를 위한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로, 전체 자망 및 통발을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양생태계 보전효과

가 65,123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Factor Amount of the deposited 
marine debris (ton)

Project cost
(million won)

2013 1,832 5,200
2014 1,832 5,200
2015 1,813 5,200
2016 1,888 5,200
2017 2,180 7,200

average 1,909 5,600
Remove cost per ton 2.93

Table 2. Amount of the deposited marine debris of costal fishery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by year

Factor
Fishery cost

(million 
won)

Fuel cost
(million 

won)

Fuel 
ratio
(%)

Value-
added 
rate
(%)

Managment 984.4 148.2 15.1 63.6

Table 3. Average cost per management in fisher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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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망 17,300톤, 통발 4,900톤이며, 생분해 어구 보급

률(r)은 10%, 20%, 30%를 적용하였다.
생분해 어구 사용은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방지

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산자원이 증대되는 효과로 이어

진다. 따라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수산자원 증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어업 생산량 대비 유령어업 규모

를 보급률에 따라 산정하여 수산자원 증대효과를 분석

하였다(식 (2)). 유령어업이 방지될 경우 어업자원의 생

산성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나 보수적 산정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효과는 본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R = m × g × r                     식 (2)

여기서, R은 수산자원 증대효과, m은 자망 및 통발 

생산금액, g는 유령어업 규모, r은 생분해 어구 보급률

을 나타낸다. 자망 및 통발 생산금액(m)은 최근 3년

(2016~2018년)간 어업 생산금액의 평균을 사용하였

다. 자망의 경우, 근해 및 연안 자망의 생산금액 평균인 

2,711,142백만원을 사용하였고, 통발의 경우, 근해 통

발, 근해 장어통발, 근해 문어단지, 연안 통발의 생산금

액 평균인 1,459,811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유령어업의 

규모(g)는 10%로 적용하였고(Greenpeace Germany, 
2019), 생분해 어구 보급률(r)은 10%, 20%, 30%를 적

용하였다.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어획효율성 증대효과를 금

액 단위로 평가하기 위해 생산비용 절감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식 (3)).

E = m × (1-v) × f × d × r         식 (3)

여기서, E는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m은 자망 및 통발 

생산금액, v는 부가가치율, f는 어업비용에서 연료비 비

중, d는 연료비 절감율, r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을 나타

낸다. 자망 및 통발 생산금액(m)은 수산자원 증대효과 

분석에 사용하였던 생산금액인 자망 2,711,142백만원, 
통발 1,459,811백만원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부가가

치율(v)은 2017년을 기준으로 어업별 평균값인 63.6%, 
연료비 비중(f)은 15.1% (NFFC, 2018)를 적용하였다

(Table 3). 연료비 절감율(d)은 생분해 어구가 나일론 어

구에 비해 어획물 선별, 작업시간 단축 등 효율성 증대로 

해상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고려하여 20%
로 적용하였다. 생분해 어구 보급률(r)은 10%, 20%, 
30%를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해양생태계 보전효과

자망 및 통발을 생분해 어구로 사용함에 따라 기존의 

침적쓰레기로 있던 해양쓰레기가 저감됨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보전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생분해 어구 보급률(8.7%)에서 해양생태계 보전

효과는 5,666백만원으로 분석된다. 전체 자망 및 통발의 

10%, 20%, 30%를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경우, 각
각 6,512백만원, 13,512백만원, 19,537백만원의 해양생

태계 보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이는 생분해 어구가 바다 속에 유실되거나 버려지더라

도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기 때문에 생분해 어

구 사용이 확대되면 침적폐기물 수거를 위한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로, 전체 자망 및 통발을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양생태계 보전효과

가 65,123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Factor Amount of the deposited 
marine debris (ton)

Project cost
(million won)

2013 1,832 5,200
2014 1,832 5,200
2015 1,813 5,200
2016 1,888 5,200
2017 2,180 7,200

average 1,909 5,600
Remove cost per ton 2.93

Table 2. Amount of the deposited marine debris of costal fishery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by year

Factor
Fishery cost

(million 
won)

Fuel cost
(million 

won)

Fuel 
ratio
(%)

Value-
added 
rate
(%)

Managment 984.4 148.2 15.1 63.6

Table 3. Average cost per management in fishery sector

수산자원 증대효과

국내 유령어업의 규모는 생산금액의 10% 수준으로 

자망에 의한 유령어업의 규모는 271,114백만원, 통발에 

의한 유령어업이 규모는 145,981백만원으로 추정된다. 
생분해 어구 사용은 유실되거나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방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산자원이 증대

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현재 생분해 어구 보급률(8.7%)에서 수산자원 증대효

과는 36,287백만원으로 분석된다. 전체 자망 및 통발의 

10%, 20%, 30%를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경우, 각
각 41,709백만원, 83,419백만원, 125,128백만원의 수산

자원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이는 생분해 어구가 바다 속에 유실되거나 버려지더

라도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기 때문에 생분해 

어구 사용이 확대되면 유령어업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로, 전체 자망 및 통발을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자원 증대효과가 417,095백만원

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생분해 어구의 사용에 따른 어획효율성 증대효과는 
앞선 분석과 같이 어구의 특성에 따른 효율성 증대이다. 

현재 생분해 어구 보급률(8.7%)에서 어획효율성 증대

효과는 3,979백만원으로 분석된다. 전체 자망 및 통발의 

10%, 20%, 30%를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경우, 각
각 4,574백만원, 9,146백만원, 13,720백만원의 어획효율

성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이
는 생분해 어구 사용시 발생되는 어획물 선별 및 작업 

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해상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로, 전체 자망 및 통발을 

생분해 어구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가 45,734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효과는 해양생태계 보전, 
어획효율성 증대, 수산자원 증대 등의 직접적인 효과로 

분석할 수 있다(Table 7). 현재 생분해 어구 보급률은 

8.7%로 미비한 수준이지만 이에 따른 해양생태 보전효

Factor Remove cost
(million won)

Penetration rate (%)
8.7 (current) 10 20 30

Gill net 50,749 4,415 5,075 10,150 15,225
Trap 14,374 1,251 1,437 2,875 4,312

Conservation effect of the marine ecosystem
(million won) 5,666 6,512 13,025 19,537

Table 4. Conservation effect of marine ecosystem of biodegradation mandatory in total gill net and trap

Factor Ghost fishing scale in fishing 
product scale (million won)

Penetration rate (%)
8.7 (current) 10 20 30

Gill net 271,114 23,587 27,111 54,223 81,334
Trap 145,981 12,700 14,598 29,196 43,794
Augmentation effect of fishing resource

(million won) 36,287 41,709 83,419 125,128

Table 5. Augmentation effect of fishing resource of biodegradation mandatory in total gill net and trap

Factor Average fishing porduct costs 
(million won)

Penetration rate (%)
8.7 (current) 10 20 30

Gill net 2,711,142 2,586 2,973 5,945 8,918
Trap 1,459,811 1,393 1,601 3,201 4,802

Augmentation effect of fishing efficiency
(million won) 3,979 4,574 9,146 13,720

Table 6. Augmentation effect of fishing efficiency biodegradation mandatory in total gill net and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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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5,666백만원, 수산자원 증대효과 36,287백만원, 어획

효율성 증대효과 3,979백만원으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5,932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10%로 

확대 될 경우, 해양생태 보전효과 6,512백만원, 수산자

원 증대효과 41,709백만원,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4,574
백만원으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2,795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20%로 

확대 될 경우, 해양생태 보전효과 13,025백만원, 수산자

원 증대효과 83,419백만원,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9,146
백만원으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05,590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30%로 

확대 될 경우, 해양생태 보전효과 19,537백만원, 수산자

원 증대효과 125,128백만원,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13,720백만원으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

과는 158,385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유실어구와 폐어구로 인한 유령

어업으로 연간 약 3,800억원의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MOF, 2016). 유령어업 저감을 위

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자망과 통발 어업에 보급 중에 있으나, 
현재 보급률은 8.7%로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문제

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생분해 어구 사용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해양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증대, 
어획효율성 증대 등의 직접적인 효과로 분석하였다. 전
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10%, 20%, 
30%로 확대됨에 따라 52,795백만원, 105,591백만원, 
158,386백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생분해 어구 사용이 의무화가 되어 보급이 

100%로 확대될 경우 527,953백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효과만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수산자

원의 미래 가치 보전, 폐어구 저감으로 인한 조업시간 

증대, 폐어구에 의한 어구훼손 방지로 인한 어획량 증대 

등 유령어업 방지로 인한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

하다. 또한 생분해 어구 사용으로 유령어업이 방지되어 

보호된 수산 자원의 장기적인 자원증대 효과에 대한 연

구를 통해 생분해 어구의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사용 

의무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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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Penetration rate (%)

8.7 
(current) 10 20 30

Conservation effect 
of the marine 

ecosystem
(million won)

5,666 6,512 13,025 19,537

Augmentation effect 
of fishing resource

(million won)
36,287 41,709 83,419 125,128

Augmentation effect 
of fishing efficiency

(million won)
3,979 4,574 9,146 13,720

Total economic 
effect 

(million won)
45,932 52,795 105,590 158,385

Table 7. Economic effect of biodegradation mandatory in total 
gill net and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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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과 5,666백만원, 수산자원 증대효과 36,287백만원, 어획

효율성 증대효과 3,979백만원으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5,932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10%로 

확대 될 경우, 해양생태 보전효과 6,512백만원, 수산자

원 증대효과 41,709백만원,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4,574
백만원으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2,795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20%로 

확대 될 경우, 해양생태 보전효과 13,025백만원, 수산자

원 증대효과 83,419백만원,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9,146
백만원으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05,590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30%로 

확대 될 경우, 해양생태 보전효과 19,537백만원, 수산자

원 증대효과 125,128백만원, 어획효율성 증대효과 

13,720백만원으로,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

과는 158,385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유실어구와 폐어구로 인한 유령

어업으로 연간 약 3,800억원의 수산물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MOF, 2016). 유령어업 저감을 위

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자망과 통발 어업에 보급 중에 있으나, 
현재 보급률은 8.7%로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 해양 플라스틱 문제

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생분해 어구 사용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해양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증대, 
어획효율성 증대 등의 직접적인 효과로 분석하였다. 전
체 자망 및 통발에서 생분해 어구 보급이 10%, 20%, 
30%로 확대됨에 따라 52,795백만원, 105,591백만원, 
158,386백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생분해 어구 사용이 의무화가 되어 보급이 

100%로 확대될 경우 527,953백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분해 어구 사용에 따른 효과만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수산자

원의 미래 가치 보전, 폐어구 저감으로 인한 조업시간 

증대, 폐어구에 의한 어구훼손 방지로 인한 어획량 증대 

등 유령어업 방지로 인한 간접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

하다. 또한 생분해 어구 사용으로 유령어업이 방지되어 

보호된 수산 자원의 장기적인 자원증대 효과에 대한 연

구를 통해 생분해 어구의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사용 

의무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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