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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어업기술은 연근해 어업뿐만 아니라 원양

어업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

물 총생산량은 2018년 기준 3,760,417톤이며, 원양어업 

생산량은 462,125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2.3%를 차지

하고 있다. 2018년도 어류 생산량은 1,249,046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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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어업기술은 연근해 어업뿐만 아니라 원양

어업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

물 총생산량은 2018년 기준 3,760,417톤이며, 원양어업 

생산량은 462,125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2.3%를 차지

하고 있다. 2018년도 어류 생산량은 1,249,046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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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391,466톤(31.3%)을 원양어업에서 생산하였다.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 원양업체 42개사 211척의 어선

이 잡은 어획물 220,687톤을 수출하였다(KOFA, 2019). 
잡는 어업 분야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

선의 선형과 의장품 및 구조 등을 다룬 체계적인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인하여 업종별 어선의 형태, 어로 

장비의 배치, 어구의 형태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어
선도감’ 발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어선은 잡는 어업의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

며, 해상조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도구이므로 어업의 

관점에서 보면 어선도 어로장비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어선에 대한 기본

적인 정보를 접하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구어법을 다룬 교과서나 대학교재 등을 참고하였다

(Kim, 2000). 또한 조선공학 분야에서 발간한 자료들 

중에서도 어선의 선체의장과 구조의 각부 명칭을 수록

한 자료가 있다(O.J.C., 1992). 어구어법을 어선과 분리

해서는 어선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로 

인하여 어업과 관련된 단행본 자료에서도 어선을 부분

적으로 다루고 있다(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1988). 반면 일본에서는 꾸준하게 어선과 

어구에 대한 자료를 만들며 보완시켜 왔다(Tsudani, T., 
1983, Tsudani, T., 2001). 또한 어구와 어법에 대해서도 

설명한 문헌에서도 부분적으로 어선을 다루고 있다

(Yoshiyuki. K., 200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신 자

료가 거의 없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업방법과 

법령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체계적으로 다룬 문헌은 교과서나 어업분야 전문서적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어선도감 발간과 보급은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선의 체

계적인 성능개선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어선

어업이 이루어지는 어업현장에서 어선과 어구, 어로장

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어선

도감 제작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망라하여 어선도감 

발간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

지 3년간 연근해 어선의 실태조사로 제작된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도감’ 발간을 다루고 있다. 어선도감은 우리

나라 연근해에서 이루어지는 법령으로 정해진 41업종에

서 선별한 연근해 어선 20종 31척을 다루고 있다. 어선

도감에 나타낸 각 어선은 3차원 컬러모델링 그림, 어선

의 특징과 제원 설명, 어로장비의 명칭 및 어선 내부의 

구획배치, 선체와 장비 사진 및 해상조업 모식도로 구성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현장조사 및 방법

어선도감 발간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연근해 어선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어선의 모델링을 통

해 3차원 모식도를 제작하였다. 도감에 수록할 어선을 

선발하기 위하여 주요 업종별로 어선세력이 주로 분포

되어 있는 해역을 구분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톤수

에 알맞고 가급적 최근에 건조된 어선을 조사대상으로 

No. Type of ship Length Breadth Depth Tonnage Power
1 Purse seiner (Net boat) 40.78 m 8.10 m 3.37 m 129 ton 1,170 hp
2 Purse seiner (Fish carrier) 50.09 m 8.80 m 4.20 m 296 ton 2,400 hp
3 Purse seiner (Light boat 1) 37.50 m 6.55 m 3.20 m 101 ton 2,100 hp
4 Purse seiner (Light boat 2) 37.23 m 6.38 m 3.20 m 82 ton 915 hp
5 Trawler 34.52 m 6.90 m 3.20 m 139 ton 1,470 hp
6 Danish seiner 26.90 m 5.80 m 2.30 m 72 ton 840 hp
7 Pair trawler 34.50 m 7.15 m 3.25 m 139 ton 1,305 hp
8 Small purse seiner (Net boat) 19.37 m 4.82 m 1.29 m 19 ton 891 hp
9 Small purse seiner (Light boat) 15.14 m 4.30 m 1.09 m 9.77 ton 829 hp
10 Small purse seiner (Fish carrier) 16.92 m 4.27 m 1.08 m 12 ton 794 hp
11 Squid angling boat 23.40 m 5.00 m 1.45 m 29 ton 850 hp
12 Drifting gillnet boat 23.78 m 6.17 m 1.98 m 49 ton 1,032 hp

Table 1. Surveyed fishing boats and particular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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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3년의 연구기간에 다수의 어선을 현장방문

으로 조사를 수행하므로 어선세력이 우세한 해역과 업

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어선의 수를 적절하

게 나누어 순차적으로 조사하였다.  
2016년의 실태조사 대상어선은 Table 1에 나타낸 것

과 같이 부산 남항을 기점으로 대형선망을 비롯하여 대

형트롤 및 저인망 어선 등 연근해 어선 7종, 총 12척으로 

선정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2017년에는 여수, 통영, 목포 등을 선적항으로 하는 

어선 8종 13척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조사대상 어

선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2018년도 조사대상 어선은 동해안과 서해안을 모항

으로 하는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 5종 6척이며, 각 어선

에 대한 제원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주요 어항과 선적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어

선의 특징과 제원, 어로장비 형태와 구조를 확인하였다. 
조업에 사용하는 어구뿐만 아니라 어법을 확인하고 해

상조업과 관련된 장비들의 특성과 사용목적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실태조사 대상 

연근해 어선 20종 31척에 대해서는 선주와 선사 관계자

로부터 어선의 선도(Lines)와 일반배치도(GA) 및 장비

도면 등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의 협조로 도면을 제공받았으며, 모식도 제작

에 활용하였다.

대상어선 촬영방법

실태조사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다양한 장소와 관

점에서 촬영한 어선과 어로장비 사진을 기초로 3차원 

모식도를 제작하는 것이다. 각 어선의 일반배치도를 기

준으로 장비도면을 참고하여 어선 모식도를 만들었고, 
도면에 제시되지 않은 부가적인 조업장비 및 부속구들

을 선상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추가하였다. 어선

의 선체구조와 장비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

하여 선체를 조망하였다. 항공촬영을 위한 장비는 DJI사
의 Phantom4 드론을 사용하였다. 대형선망 본선 및 운

No. Type of ship Length Breadth Depth Tonnage Power
1 Anchovy boat seiner (Fish finder) 20.78 m 4.29 m 2.14 m 29 ton 608 hp
2 Anchovy boat seiner (Net boat 1) 22.55 m 4.60 m 2.15 m 27 ton 348 hp
3 Anchovy boat seiner (Net boat 2) 22.55 m 4.60 m 2.15 m 27 ton 348 hp
4 Anchovy boat seiner (Factory boat 1) 42.85 m 6.30 m 2.90 m 145 ton 822 hp
5 Anchovy boat seiner (Factory boat 2) 39.05 m 7.30 m 2.95 m 139 ton 862 hp
6 Diving apparatus fishery boat 13.00 m 3.28 m 0.78 m 6.67 ton 600 hp
7 Stow net boat 24ton 21.76 m 5.85 m 1.33 m 24 ton 760 hp
8 Stow net boat 69ton 24.46 m 6.90 m 2.63 m 69 ton 608 hp
9 Crab trap boat 25.30 m 6.50 m 2.00 m 57 ton 891 hp
10 Conger eel tubular pot boat 25.75 m 6.18 m 2.59 m 79 ton 940 hp
11 Octopus pot boat 15.40 m 4.00 m 1.10 m 12 ton 409 hp
12 Longliner 21.59 m 4.86 m 1.83 m 27 ton 608 hp
13 Coastal lifting net boat 13.60 m 3.60 m 1.00 m 9.16 ton 500 hp

Table 2. Surveyed fishing boats and particulars (2017)

No. Type of ship  Length Breadth Depth Tonnage Power
1 Coastal purse seiner (Net boat) 16.24 m 4.37 m 0.80 m 9.16 ton 829 hp
2 Coastal purse seiner (Support boat) 11.95 m 3.54 m 0.77 m 4.8 ton 600 hp
3 Coastal gillnet boat 10.70 m 3.33 m 0.88 m 6.0 ton 335 hp
4 Coastal trap boat 12.70 m 3.70 m 0.71 m 5.49 ton 500 hp
5 Coastal multiple fishery boat  9.62 m 2.60 m 0.82 m 2.99 ton 335 hp
6 Dredge boat 17.70 m 5.15 m 1.26 m 17.0 ton 691 hp

Table 3. Surveyed fishing boats and particular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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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식도를 제작하는 것이다. 각 어선의 일반배치도를 기

준으로 장비도면을 참고하여 어선 모식도를 만들었고, 
도면에 제시되지 않은 부가적인 조업장비 및 부속구들

을 선상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추가하였다. 어선

의 선체구조와 장비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

하여 선체를 조망하였다. 항공촬영을 위한 장비는 DJI사
의 Phantom4 드론을 사용하였다. 대형선망 본선 및 운

No. Type of ship Length Breadth Depth Tonnage Power
1 Anchovy boat seiner (Fish finder) 20.78 m 4.29 m 2.14 m 29 ton 608 hp
2 Anchovy boat seiner (Net boat 1) 22.55 m 4.60 m 2.15 m 27 ton 348 hp
3 Anchovy boat seiner (Net boat 2) 22.55 m 4.60 m 2.15 m 27 ton 348 hp
4 Anchovy boat seiner (Factory boat 1) 42.85 m 6.30 m 2.90 m 145 ton 822 hp
5 Anchovy boat seiner (Factory boat 2) 39.05 m 7.30 m 2.95 m 139 ton 862 hp
6 Diving apparatus fishery boat 13.00 m 3.28 m 0.78 m 6.67 ton 600 hp
7 Stow net boat 24ton 21.76 m 5.85 m 1.33 m 24 ton 760 hp
8 Stow net boat 69ton 24.46 m 6.90 m 2.63 m 69 ton 608 hp
9 Crab trap boat 25.30 m 6.50 m 2.00 m 57 ton 891 hp
10 Conger eel tubular pot boat 25.75 m 6.18 m 2.59 m 79 ton 940 hp
11 Octopus pot boat 15.40 m 4.00 m 1.10 m 12 ton 409 hp
12 Longliner 21.59 m 4.86 m 1.83 m 27 ton 608 hp
13 Coastal lifting net boat 13.60 m 3.60 m 1.00 m 9.16 ton 500 hp

Table 2. Surveyed fishing boats and particulars (2017)

No. Type of ship  Length Breadth Depth Tonnage Power
1 Coastal purse seiner (Net boat) 16.24 m 4.37 m 0.80 m 9.16 ton 829 hp
2 Coastal purse seiner (Support boat) 11.95 m 3.54 m 0.77 m 4.8 ton 600 hp
3 Coastal gillnet boat 10.70 m 3.33 m 0.88 m 6.0 ton 335 hp
4 Coastal trap boat 12.70 m 3.70 m 0.71 m 5.49 ton 500 hp
5 Coastal multiple fishery boat  9.62 m 2.60 m 0.82 m 2.99 ton 335 hp
6 Dredge boat 17.70 m 5.15 m 1.26 m 17.0 ton 691 hp

Table 3. Surveyed fishing boats and particulars (2018)

반선과 대형트롤어선의 상갑판과 어로장비를 평면도의 

형태로 볼 수 있기 위하여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근해어선의 승선을 통한 촬영은 조업중지 기간 또는 

출항준비 기간을 이용해서 수행하였다. 어선이 정박하

는 항구와 포구에 직접 방문하여 선주의 협조를 얻어 

선상에서 주요 조업장비와 선체 부가물에 대한 촬영을 

수행하였다. 선상 사진은 중요한 조업장비에 초점을 맞

추어 촬영하였으며, 대형선망 어선의 경우에는 죔줄윈

치, 대빗, 네트리더(양망기), 파워블록 및 각종 윈치와 

부속구를 중점적으로 촬영하였다. Fig. 2에 대형선망 본

선(망선)의 선상에서 촬영한 주요 어로장비와 릴, 윈치 

및 그물 등을 나타내었다.
또한 선미에 적재된 어망의 경우 부자의 형태와 적재

된 어망의 부피를 가늠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모식도 

제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대형트롤과 저인망 어선

은 주요 어로장비인 트롤윈치와 롤러 등에 중점을 두어 

촬영하였다. 
안강망 어선은 강재로 건조된 69톤급과 FRP선질의 

24톤급 어선을 Fig. 3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평면적인 

항공촬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어로장비의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하여 조감도(bird’s-eye view)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모식도 제작에 활용하였다. 

업종별 특이사항

연근해 어선들은 선단조업이나 단독조업을 하는 경우

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대형선망 어선의 경우에는 본선

(망선), 운반선, 등선으로 구성되는 선단조업이 일반적

이다. 대형트롤 어선과 외끌이 대형저인망의 경우는 단

선조업을 하지만 대형트롤 어선과 선체의 제원이 비슷

한 쌍끌이 대형저인망은 2척의 어선이 주선과 종선으로 

함께 조업한다는 특징이 있다. 

Fig 1. The aerial photos of fishing boats (purse seiner, fish carrier,
trawler). 

Fig 2. Fishing gear, equipment and device on the deck of purse
seiner (net boat). 

Fig 3. The aerial photos of 69 G/T steel and 24 G/T FRP stow 
net boats. 

Fig 4. The photos of coastal gillnet fishing boat and its net hau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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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롤과 저인망 어선의 경우, 조사 기간에는 본격

적인 어기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따라서 어망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 공선 위주의 촬영을 수행

하고 선주로부터 필요한 제원과 각종 어로장비 및 어법

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수

행하였다. 
오징어 채낚기, 근해자망 등의 소형 연근해어선은 기

존에 조사된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어선도감 제

작에 호의적인 선주를 접촉하여 동의를 얻어 현장조사

를 수행하였다. 소형 선망선 3척의 경우 조업 후 위판을 

위해 입항하는 구룡포항을 방문하여 선주와 면담을 실

시하고 선체구조와 장비에 대한 조사와 선단을 촬영하

며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연안 선망어선의 경우 근해어업 업종인 소형선망 어

선과 조업방법 및 보조선의 역할이 유사하므로 소형선

망협회를 통해 협조 가능한 선주를 접촉하여 통영지역

에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연안선망의 어선 세력은 

통영시를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어 그 곳에서 조사

에 적합한 어선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안강망 어선은 

톤급별로 선형과 조업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방문을 통해 항구와 포구에 정박 중인 확인 가능한 

톤급별 선형을 모두 촬영하였다. 
경상북도 영덕군 구계항에서 조사한 어선은 대부분 

어업허가를 3종이나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장비가 갑판

에 혼재하고 있어 어선의 특징을 나타내기가 곤란한 경

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촬영한 어선 중 연안 자망어

선만을 모식도 제작대상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Fig. 4에 

영덕군 구계항 현장조사에서 촬영한 연안 자망어선과 

양망기를 나타내었다. 
조업모식도 제작에 필요한 기본정보는 법령과 현장조

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조업방법에 대한 설명이 

문헌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업에 대해서는 조사지역에서 

행하는 조업방법을 선주의 구술을 통해 정리하여 새롭

게 추가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 이렇게 만든 자료는 

다시 선주에게 확인하여 오류를 바로잡은 후 어선도감 

본문으로 기술하였다.

결과 및 고찰

도감의 구성

조사대상 어선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차원 그래

픽 모델링으로 제작한 어선의 기본모식도는 수정을 거

친 후 어선도감에 수록할 다양한 어선 모식도로 완성하

였다. 여기에 어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조업 모식도

를 추가하며 어선도감의 틀을 갖추었다.
어선 모식도는 3차원 그래픽으로 컬러 렌더링, 조감

도, 평면 모식도, 입면 모식도의 4장으로 제작하였다. 
장비의 명칭과 선내 공간에 대한 구획배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선에 탑재한 장비를 확인하여 조감도와 측면

도에 표기하였다. 또한 항공촬영 사진은 부가적으로 컬

러 렌더링으로 제작한 조감도의 색상을 표현하고 각종 

구조물과 어로장비의 색상을 구현하는데 활용하였다. 
도감에서 각 어선에 대하여 본문으로 수록하는 일반

사항, 특징과 제원, 어선의 조업구획, 승선인원, 주요 포

획 대상어종 등에 대해서는 설명문으로 서술하였다. 어
로장비 명칭, 선내 구획배치, 조업 모식도, 선체와 장비 

Fig  6. Color rendering of danish seiner (excerpt from illustration
book). 

Fig 5. The cover of the published Illustration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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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rendering of danish seiner (excerpt from illustration
book). 

Fig 5. The cover of the published Illustration book. Fig 7. Fishing gear and method of danish seiner (excerpt from 
illustration book). 

Fig 8. Explanation text of danish seiner (excerpt from illustration book). 

Fig 9. Equipment layout of danish seiner (excerpt from 
illustration book). 

Fig 10. Compartment layout of danish seiner (excerpt from 
illustration book).

Fig 11. Photo gallery of danish seiner (excerpt from illustration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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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등은 그림과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나타내었

다. 어선도감에는 20종의 어선에 대하여 각 어선별로 

3차원 컬러그래픽 조감도, 조업모식도, 설명문, 주요장

비 배치도, 선내 구획 배치도, 포토 갤러리의 6개 항목으

로 순차적으로 구성하였다. 발간된 ‘우리나라 연근해 어

선도감’의 표지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외끌이 대형저

인망 어선의 수록된 내용을 어선도감에서 발췌하여 Fig. 
6부터 Fig. 11까지 나타내었다. 도감에 어선을 수록하는 

순서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따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선단조업의 재구성과 투시도

선단조업을 하는 대형선망 및 기선권현망과 같은 어

선의 경우에는 선단에 속한 어선 전체의 모식도를 모아 

하나의 컬러 렌더링으로 재구성하여 Fig. 12와 같이 나

타내었다. 선체에 설치된 지붕(기선권현망 가공선)과 풍

파방지용 오닝(awning: 차양)으로 인하여 내부의 구조

가 확인되지 않는 근해 연승어선에 대해서는 Fig. 13과 

Fig. 14에서 보인 것과 같이 투명지붕을 적용한 투시도

로 처리하여 갑판과 어구, 적재물 및 어로장비 등이 명확

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어선 모식도를 제작하였다.
  

조업모식도

조업모식도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제시된 조업모식도

를 기초로 해상 조업장면을 3차원적으로 표현하였다. 
어선의 조업장면을 조감도 형태의 조업모식도로 제작하

였고, 어선이 해상에서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조업모식도는 어선의 배치, 어구의 전개모습 및 어획

대상 생물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구에 설치된 뜸과 부자 

및 침자뿐만 아니라 집어등까지 세밀하게 구현하였다. 
다만 어구가 전개된 형상은 조업모식도로 나타낼 수 있

었으나, 어구의 세부적인 구성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것

에 한계가 있기에 어선의 조업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구성요소만을 조업모식도에 표현하였다. 
선단조업을 하는 어선은 모든 어선을 조업모식도에 

등장시켜 제작하였으며, 각 어선의 역할을 모식도에 나

타내었다. Fig. 15에 시계방향으로 근해 안강망, 기선권

Fig 12. Color rendering of anchovy boat seiner fleet. Fig 13. Transparent roof of anchovy boat seiner factory boat.

Fig 14. Fishing gears on the deck under the roof of longl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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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등은 그림과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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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망 어선의 수록된 내용을 어선도감에서 발췌하여 Fig. 
6부터 Fig. 11까지 나타내었다. 도감에 어선을 수록하는 

순서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따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선단조업의 재구성과 투시도

선단조업을 하는 대형선망 및 기선권현망과 같은 어

선의 경우에는 선단에 속한 어선 전체의 모식도를 모아 

하나의 컬러 렌더링으로 재구성하여 Fig. 12와 같이 나

타내었다. 선체에 설치된 지붕(기선권현망 가공선)과 풍

파방지용 오닝(awning: 차양)으로 인하여 내부의 구조

가 확인되지 않는 근해 연승어선에 대해서는 Fig. 13과 

Fig. 14에서 보인 것과 같이 투명지붕을 적용한 투시도

로 처리하여 갑판과 어구, 적재물 및 어로장비 등이 명확

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어선 모식도를 제작하였다.
  

조업모식도

조업모식도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제시된 조업모식도

를 기초로 해상 조업장면을 3차원적으로 표현하였다. 
어선의 조업장면을 조감도 형태의 조업모식도로 제작하

였고, 어선이 해상에서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 
조업모식도는 어선의 배치, 어구의 전개모습 및 어획

대상 생물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구에 설치된 뜸과 부자 

및 침자뿐만 아니라 집어등까지 세밀하게 구현하였다. 
다만 어구가 전개된 형상은 조업모식도로 나타낼 수 있

었으나, 어구의 세부적인 구성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것

에 한계가 있기에 어선의 조업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구성요소만을 조업모식도에 표현하였다. 
선단조업을 하는 어선은 모든 어선을 조업모식도에 

등장시켜 제작하였으며, 각 어선의 역할을 모식도에 나

타내었다. Fig. 15에 시계방향으로 근해 안강망, 기선권

Fig 12. Color rendering of anchovy boat seiner fleet. Fig 13. Transparent roof of anchovy boat seiner factory boat.

Fig 14. Fishing gears on the deck under the roof of longliner. 

현망, 연안들망 및 연안 선망어선의 조업모식도를 나타

내었다. 어선도감에 수록된 30종 어선의 3차원 모식도

와 조업모식도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 찰

어선도감에 나타낸 갑판에 노출된 어로장비에 대해서

는 정밀한 묘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어선의 내부를 

3차원으로 형상화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선체의 길이방향 중앙의 단면을 나

타내어 좌우 측면에 위치한 각종 구획의 표시가 부족하

였다. 특히 선체의 아래쪽과 측면에 위치한 유류 및 윤활

유 저장탱크, 청수 저장탱크 등을 나타내는 것이 곤란하

였다. 따라서 앞으로 증보판을 발행한다면 어선의 내부

구획을 3차원으로 표현하여 각각의 공간을 가시화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다. 
안강망 어선에서 69톤급 강제어선과 24톤급 FRP어선

을 비교하면 어선의 어구형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

으나 투망과 양망방법을 중심으로 조업방법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69톤 급의 경우에는 설용두를 이용하여 

현측에서 양망을 하지만, 24톤급 어선은 선미양망 방식

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조업방법의 차이에 따른 어선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 2척
의 어선을 도감에 함께 수록하였다. 

어선에 설치된 각종 어로장비의 명칭을 표기하기 위

하여 선주들에게 확인한 결과, 외래어와 영어 및 우리말

까지 혼용하여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들 어로장비의 명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

어에 대해서는 선주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전문서적

을 참고하여 명칭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어선도감이라는 책의 특징으로 제한된 지면의 규격으

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어구와 작은 선체의 

비율을 알맞게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선체는 실물 선체의 축척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어구는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산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

하는 어업에서 추가해야 할 어선을 선별하여 향후 증보

판에 수록할 예정이다. 또한 원양어선 및 어업지도선, 
대학의 실습선 및 시험조사선 등을 포함시켜 어업분야

Fig 15. Schematic drawing of fishing operation (stow net, anchovy boat seiner, lifting net, coastal purse seiner; clock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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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선박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어선도감 제작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다.

결 론

우리나라의 어업기술 수준은 세계적이나 어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헌자료가 없어 어선에 대한 정

보수집과 신규어선 건조 및 어선개발에 장애가 되는 현

실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의 

어업기술 수준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다양한 업종의 

어선과 조업 모식도, 선체 구조와 장비 명칭을 수록한 ‘우
리나라 연근해 어선도감’을 발간하였다. 어선도감에 수록

된 20종 31척의 연근해 어선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어선도감에는 연근해 어선 20종 31척에 대한 외관과 

선체 내부의 구조 및 용도뿐만 아니라 어로장비의 명칭

과 구조, 조업방법 및 조업광경 등을 수록하였다. 현장에

서 촬영한 사진을 컬러그래픽으로 나타내어 실물에 가

깝게 표현하여 일반인도 이해가 쉽도록 구성하였다. 어
선의 일반사항, 특징과 제원, 어로장비 명칭, 선내 구획배

치, 선체와 장비 사진, 조업 모식도 및 어선의 조업구획, 
승선인원, 주요 포획 대상어종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어선도감은 어선정책의 개발, 에너지절감 어선 개발, 
선체 및 장비 개량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전공자

의 교육과 일반인 대상의 어업기술 해설서로 이용할 수 

있다. 어선도감은 200페이지 분량이며, 각 어선별로 3차
원 컬러그래픽, 주요장비 배치도, 선내구획 배치도, 조업

모식도, 포토 갤러리, 설명문의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어선모식도와 조업모식도를 기초로 만든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도감’은 국민들의 어업에 대한 관심증대와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조업 지원에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어선을 국외 전문가에게 

소개하고 어선어업 분야의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영문해설판 어선도감을 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도감’은 우리나라 어선어업의 

현재를 정리하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린 수산업

과 어선어업의 현실이지만, 법령으로 규정된 업종에서 

사용하는 어선을 도감에 추가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

다. 또한 원양어업에서 사용하는 큰 규모의 다양한 어선

까지 포함시켜 어선과 어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증

대시킬 필요가 한다. 연구소에서 운용하는 시험조사선

과 대학교의 실습선 등 다양한 어업관련 선박들까지 포

함시켜 모든 어선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어선도감 증

보판을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선도감을 단순한 책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의 어선어업 기술과 기록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문헌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선어

업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현존하는 어업기

술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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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Type of fishing boats listed in the illustrated book

25 fishing boats belonging to  
 15 offshore fishery

Purse seiner (fleet), Trawler, Danish seiner, Pair trawler, 
Small purse seiner (fleet), Squid angling boat, Drifting gillnet boat, Stow net boat 69ton, 
Stow net boat 24ton, Conger eel tubular pot boat, Octopus pot boat, Crab trap boat, Longliner, 
Dredge boat, Anchovy boat seiner (fleet), Diving apparatus fishery boat

6 fishing boats belonging to   
 5 coastal fishery

Coastal purse seiner (fleet), Coastal trap boat, Coastal gillnet boat, Coastal lifting net boat, 
Coastal multiple fishery boat

Table 4. Categories and type of fishing boats on the illustrated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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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선박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어선도감 제작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다.

결 론

우리나라의 어업기술 수준은 세계적이나 어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헌자료가 없어 어선에 대한 정

보수집과 신규어선 건조 및 어선개발에 장애가 되는 현

실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의 

어업기술 수준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다양한 업종의 

어선과 조업 모식도, 선체 구조와 장비 명칭을 수록한 ‘우
리나라 연근해 어선도감’을 발간하였다. 어선도감에 수록

된 20종 31척의 연근해 어선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어선도감에는 연근해 어선 20종 31척에 대한 외관과 

선체 내부의 구조 및 용도뿐만 아니라 어로장비의 명칭

과 구조, 조업방법 및 조업광경 등을 수록하였다. 현장에

서 촬영한 사진을 컬러그래픽으로 나타내어 실물에 가

깝게 표현하여 일반인도 이해가 쉽도록 구성하였다. 어
선의 일반사항, 특징과 제원, 어로장비 명칭, 선내 구획배

치, 선체와 장비 사진, 조업 모식도 및 어선의 조업구획, 
승선인원, 주요 포획 대상어종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어선도감은 어선정책의 개발, 에너지절감 어선 개발, 
선체 및 장비 개량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전공자

의 교육과 일반인 대상의 어업기술 해설서로 이용할 수 

있다. 어선도감은 200페이지 분량이며, 각 어선별로 3차
원 컬러그래픽, 주요장비 배치도, 선내구획 배치도, 조업

모식도, 포토 갤러리, 설명문의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어선모식도와 조업모식도를 기초로 만든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도감’은 국민들의 어업에 대한 관심증대와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조업 지원에 크게 기여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어선을 국외 전문가에게 

소개하고 어선어업 분야의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영문해설판 어선도감을 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도감’은 우리나라 어선어업의 

현재를 정리하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린 수산업

과 어선어업의 현실이지만, 법령으로 규정된 업종에서 

사용하는 어선을 도감에 추가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

다. 또한 원양어업에서 사용하는 큰 규모의 다양한 어선

까지 포함시켜 어선과 어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증

대시킬 필요가 한다. 연구소에서 운용하는 시험조사선

과 대학교의 실습선 등 다양한 어업관련 선박들까지 포

함시켜 모든 어선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어선도감 증

보판을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선도감을 단순한 책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의 어선어업 기술과 기록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문헌이라는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선어

업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현존하는 어업기

술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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