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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fishing power index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development of the vessel and gear technology that may 
improve the fishing efficiency of the offshore conger eel pot fishery from 1980s to 2015. Gross tonnage per fishing vessel 
was rapidly increased annually. The standard of pot was maintained, but the number of pot used rapidly increased by using 
conger eel pot hauling devices, carrying and loading devices, main line hauler, casting devices and slide type pot. Fish 
finder system to identify fishing ground information and the conger eel pot hauling devices were modernized, and supply 
rate was also increased. Therefore, the relative fishing power index in the offshore conger eel pot fishery increased from 
1.0 in 1980 to 1.3 in 1990, to 1.8 in 2000 and to 2.0 in 2015. Th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reasonable fisheries 
stock management of the offshore conger eel pot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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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장어통발어업은 플라스틱으로 된 기다란 원통에 

한쪽은 막고 다른 한쪽은 깔때기 모양의 입구를 만든 

통발 안에 미끼를 넣어 대상 생물을 통발 속으로 유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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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일ㆍ정금철ㆍ차형기ㆍ조현수ㆍ이유원ㆍ장충식ㆍ안영수

여 잡는 어업이며, 조업해역은 동중국해, 흑산도, 거문도 

및 제주도 주변의 수심 40~100 m 해역에서 붕장어를 

약 95% 정도 어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해장어통발어업은 1960년대 12톤 어선으

로 조업을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조

업이 이루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10년간 

(2008~2017년) 근해장어통발의 붕장어 연도별 어업생

산량은 7,453~9,393톤의 범위에서 년 간 평균 8,380톤으

로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MOF, 2018).
근해장어통발어업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어획성능 향

상을 위한 어획기구 및 어구개량에 관한 것으로 국내에

서는 Kim et al. (1987a; 1987b; 1990c; 1990d; 1990e)과 

Ha et al. (1990)의 통발 어구 및 작업시간 개선 관련 

장어 통발어업의 자동기계화, Jung et al. (1998, 2000)의 

장어 자동 분리기 개발, 통발 연결 장치 및 분리장치 

개발을 통한 장어 통발어선의 자동화 조업장치 개발, 
Jang and Jang et al. (1987; 1992)의 붕장어 어체 제원과 

어구 망목, Youm (1991)의 미끼의 종류에 따른 통발 

어획율 및 붕장어 유인물질의 검색과 인공미끼에 관한 

연구 등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근해장어통발어업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이전의 연구들은 어획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어획기구, 어구 및 어로장비 개발을 

통한 조업성능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로 Kim et al. (2015)의 연안개량안강망어업, Jeong 
and Lee (2019)의 외끌이저인망어업, Oh et al. (2017; 
2018)의 근해 붉은대게통발어업과 오징어채낚기어업, Seo 
et al. (2017; 2019)의 대형선망어업과 참조기유자망어업에

서 어획성능의 정량화가 시도되었고, MOF (2003) 및 

Pauly and Palomares (2010)의 어획노력량의 정량화 등이 

보고되었다. 
국내 근해장어통발어업에서도 기관 마력의 증가 및 

어구 개량 등으로 어획성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붕장어 어업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해장어통

발어업의 어획성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붕장어를 주 어획 대상 어종으로 하는 

근해장어통발어업에 대하여 단위노력당어획량(catch 
per unit effort: CPUE)인 척당 어획량을 시대별로 표준

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근해장어통발어업

에서 어선, 어구, 어로설비 및 항해계기 발달에 따른 어

획성능지수의 변화에 대하여 추정하고 고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근해장어통발어업의 어획성능에 영향을 미칠 조사항

목은 크게 어선, 어구, 어로설비, 항해계기로 분류하고, 
어선에서는 어선의 총톤수와 기관 마력을, 어구에서는 

통발의 구조와 통발 사용수량을, 어로설비에서는 통발

자동분리장치, 통발 운반ㆍ격납장치, 모릿줄 양승롤러, 
통발투승기, 어군탐지기를, 항해계기에서는 GPS와 레

이다로 정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 중 어선 척수, 총톤수 및 기관 

마력은 해양수산부 등록어선통계(MOF, 2019) 및 근해

통발수협 30년사 자료(Tongbal suhyup, 2014)를 이용하

여 행하였고, 2016년까지는 근해통발과 근해장어통발

어업의 명칭이 분리되지 않고 근해통발어업으로 통합하

여 통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해통발어선으로 어선 

변화를 분석하였다. 문헌조사가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

는 근해통발수협의 협조를 받아서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종사중인 선장 및 선주 등을 대상으로 한 청취 및 설문조

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붕장어의 자원량, 어황 

및 선장의 능력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에서는 제

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어선의 변화

근해통발어선의 총톤수와 기관 마력의 변화는 Fig. 1
과 같다. Fig. 1에서 근해통발어선의 척당 평균 총톤수는 

1977년에 24.6톤을 나타내었다가 1979년에 33.3톤으로 

증가한 이후 1881년에는 29.4톤으로 다시 감소하였으

며, 1984년에 35.3톤을 나타낸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

여 2000년에는 50.6톤까지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부

터 2016년까지는 50.8~59.7톤의 사이에서 증감을 보이

는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이 기간 중 평균 톤수는 54.3톤
으로 나타났다. 

척당 평균 기관 마력은 1977년대 74.2마력을 나타내

었다가 1978년에 101.5마력 이후,  1988년에는 213.1마
력, 1993년에 302.8마력, 1997년엔 415.6마력, 2004년에 

517.1마력, 2008년에 615.7마력, 2014년에 706.8마력, 
2016년에 750.1마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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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선장의 능력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에서는 제

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어선의 변화

근해통발어선의 총톤수와 기관 마력의 변화는 Fig. 1
과 같다. Fig. 1에서 근해통발어선의 척당 평균 총톤수는 

1977년에 24.6톤을 나타내었다가 1979년에 33.3톤으로 

증가한 이후 1881년에는 29.4톤으로 다시 감소하였으

며, 1984년에 35.3톤을 나타낸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

여 2000년에는 50.6톤까지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부

터 2016년까지는 50.8~59.7톤의 사이에서 증감을 보이

는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이 기간 중 평균 톤수는 54.3톤
으로 나타났다. 

척당 평균 기관 마력은 1977년대 74.2마력을 나타내

었다가 1978년에 101.5마력 이후,  1988년에는 213.1마
력, 1993년에 302.8마력, 1997년엔 415.6마력, 2004년에 

517.1마력, 2008년에 615.7마력, 2014년에 706.8마력, 
2016년에 750.1마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마력의 증가 추세는 조업구역이 연안해

역에서 근해해역으로 확대되고 통발 사용 수량의 증가

에 따라 기관 마력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어구 및 사용량의 변화

근해장어통발어업에서 어획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추정되는 시대별 통발 어구의 구조 및 재질의 변화 

Fig. 2와 같다. Fig. 2에서 1960년대에 사용되었던 붕장

어 통발은 Fig. 2의 (a)에서와 같이 무동력선이 면사망지

로 된 통발을 모릿줄에 매달아서 조업하였으며, 통발의 

전개는 2개의 대나무로 길이 방향 뻗침대로 사용하였고, 
1970년대에는 대나무 통발과 면사망지 그물 재질 통발

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대나무 통발은 Fig. 2의 (b)에서

와 같이 직경이 15 cm, 길이가 62 cm이며, 제작은 길이

가 62 cm 정도 되는 통대나무를 16～18개로 분리한 후 

다른 대나무를 둥글게 엮어서 만들었다. 면사망지 그물 

통발의 구성은 굵기가 12 mm인 철사로 둥글게 테를 

만들고 직경이 4 mm인 철사 6가닥을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하여 붙여 원형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 그물감을 붙

인 형태였다. 1980년대에는 통발의 재질로 대나무, 합성

섬유 그물망지 및 플라스틱 등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대나무 통발은 몇 년간 사용되었으나 플라스틱 통발이 

개발되면서부터 사용이 급격하게 줄었고, 그물망을 씌

운 스프링식 통발과 플라스틱 통발을 주로 사용하였다. 
1990년대의 통발은 Fig. 2의 (c)에서와 같이 재질은 대나

무 통발과 형태는 같으나 값이 싼 원료를 이용하여 기계

적으로 제작하므로 값이 싸고 사용 기간도 길며 다루기

도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플라스틱 통발로 바뀌었다. 
2000년부터는 Fig. 2의 (d)에서와 같이 플라스틱 통발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통발과 모릿줄 연결하는 방식

은 기존의 아릿줄에 통발을 직결하여 묶는 방식에서 슬

라이드식 플라스틱 통발 개발과 더불어 모릿줄에 연결

된 아릿줄에 고다리를 만들고 이 고다리에 통발의 집게 

부분을 걸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통발 구조, 아릿줄 연결 방식의 변경, 양승 

및 통발 분리 장치 등의 사용으로 통발 사용 개수는 법적 

규정 수량을 초과하여 2015년부터는 일부 어선에서 

16,000개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어로설비 및 항해계기의 변화

어획성능에 영향을 미칠 어로설비 및 항해계기의 변

화는 Fig. 3과 같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통발어구의 

투ㆍ양승을 인력으로 하는 수동식 조업방식이었으나 최

근에는 Fig. 3과 같은 어로설비의 개발로 자동화 조업방

법이 도입되면서 양망시간 단축 및 생력화에 기여하였

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발양승장치는 1975년까지는 개발되지 않아서 인력

으로 양승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수동식 양승장치가 

개발되어 1990년까지 사용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슬

Fig. 2. Change of fishing gears in the offshore conger eel pot 
fishery from 1960s to 2010s, (a) 1960s, (b) 1970s, (c) 1990s, (d) 
2000s. 

Fig. 1. Relationship between gross tonnage and engine output per
vessel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in the offshore conger eel 
pot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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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식 플라스틱 통발의 개발과 더불어 통발자동분리

장치가 개발되어 기존의 조업방식에 비해 양망 시간 단

축, 조업인력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근해장어통발어업

에서 자동화조업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조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Tongbal suhyup, 2014).
통발 운반ㆍ격납장치는 Fig. 4의 (a)에서와 같이 1995

년대까지는 별도의 운반ㆍ격납장치 없이 아릿줄을 10
개 정도의 단위로 묶어서 통발을 인력으로 운반 및 적재

를 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컨베이어 형태의 통발 운반 

및 격납 장치가 선박에 설치되어 조업인력 및 노동력의 

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Tongbal suhyup, 2014).
통발 양승 롤러는 1975년까지는 개발되지 않아서 인

력으로 양승하였으나 1980년대부터는 수동식 양승 롤

러가 개발되어 현재까지도 수동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Tongbal suhyup, 2014).  
통발 투승 장치는 1990년대까지는 주로 인력에 의존

해서 투승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대부터는 슬

라이드식 플라스틱 통발 및 통발양승장치의 개발과 더

불어 Fig. 4의 (b)에서와 같이 통발투승장치도 반자동식

이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투망시간 단축 및 조업 

안전성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Tongbal suhyup, 2014).
어군탐지기는 여타 어업과 동일하게 1965~1975년까지

는 흑백어군탐지기였으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칼라

어군탐지기가 사용되고 있으나, 근해장어통발어업에서는 

타 어업에 대비하여 조업 중 어군탐지기상의 어군기록 

의존도가 낮은 실정으로  주로 조업어장의 수심 파악 등에 

사용되고 있고, 해저 바닥에 통발어구를 투승하는 특성상 

Fig. 4. The status of fishing equipments and fishing system in the 
offshore conger eel pot fishery. (a) carrying and loading devices, 
(b) casting devices.

Main line hauling winch Hauling roller Hauling devices

Casting devices Casting plate Hauling system

Fig. 3. Schematic of fishing equipments in the offshore conger eel pot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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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of fishing equipments in the offshore conger eel pot fishery.

어군탐지기의 활용도가 낮은 어업이라 할 수 있다.
항해계기의 변화에서 레이다는 1970~1990년까지는 

일반레이다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알파레이다

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조업 시 선박의 

항해안전, 선박 이동, 통발 투승 시의 항적 파악 등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어획성능지수의 변화

근해장어통발어선의 어획성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

단되는 연도별 조사항목별 조사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어선 척당 톤수는 국가통계포털의 전체 톤

수를 어선척수로 나눈 값을 척당 톤수로 이용하였으며, 
조업해역이 근해해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85톤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다. 선박의 기관 마력도 1965년 215마
력이었던 것이 1980년 600마력, 1990~1995년에는 900
마력, 2000~2010년 1,000마력, 2015년에는 1,300마력으

로 크게 증대되었다. 
통발 구조는 1960년대에는 철테에 면사를 씌운 망지 

통발이었으나 최근에는 자동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슬라

이드 플라스틱 통발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구의 사용수량

은 1960년 110개이었던 것이 2010년부터는 15,000개까지 

사용량이 크게 증대되었다. 통발양승장치는 1975년까지

는 인력으로 양승하였으나 현재에는 통발자동분리장치가 

개발되었으며, 통발 운반ㆍ격납장치도 1995년대까지는 

통발을 인력으로 운반 및 적재를 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컨베이어 형태의 통발 운반ㆍ격납장치가 개발되어 사용

하고 있다. 통발투승기도 1990년대까지는 인력에 의존해

서 수동으로 투승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대부터 

통발투승기가 개발되어 고다리에 통발의 집게 부분을 걸

어주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Table 1의 연도별 조사항목별 변화를 1980년을 1.0이라

고 하였을 때, 그 상대적인 값은 Table 2와 같이 나타났으

Item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Influence rate
(%)

Number of pot 0.0 0.2 0.4 0.4 1.0 1.0 1.7 1.7 1.9 2.1 2.1 2.3 26.6
Hauling devices 0.1 0.1 0.1 0.1 1.0 1.0 1.0 1.0 1.9 1.9 1.9 1.9 16.1
Gross tonnage per vessel 0.2 0.2 0.6 0.6 1.0 1.0 1.0 1.4 1.4 1.4 1.6 1.7 10.5
Material 0.3 0.3 0.3 0.6 1.0 1.7 2.4 2.4 3.1 3.1 3.1 3.1 8.9
Casting devices 1.0 1.0 1.0 1.0 1.0 1.0 1.0 1.0 1.8 1.8 1.8 1.8 7.4
Fish finder 0.3 0.7 0.7 0.7 1.0 1.0 1.0 1.0 1.0 1.0 1.0 1.00 7.3
Main line hauler 0.2 0.2 0.2 0.2 1.0 1.0 1.0 1.0 1.0 1.0 1.0 1.0 6.9
Engine output per vessel (hp) 0.0 0.4 0.5 0.8 1.0 1.3 1.5 1.5 1.7 1.7 1.8 2.2 6.3
Radar 0.2 0.2 1.0 1.0 1.0 1.0 1.0 1.8 1.8 1.8 1.8 1.8 5.7
Carrying and loading devices 1.0 1.0 1.0 1.0 1.0 1.0 1.0 1.0 1.6 1.6 1.6 1.6 4.3

Table 2. Relative ratio of survey item in five years interval by 1980 standard

Items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Number of pot 110 1,500 2,500 3,000 7,000 7,000 12,000 12,000 13,000 15,000 15,000 16,000 

Hauling devices - - - - manual manual manual manual auto
matic 

auto
matic  

auto
matic

auto
matic 

Gross tonnage per vessel 12 12 29 30 49 49 50 69 69 69 77 85

Material cotton 
yarn

cotton 
yarn

cotton 
yarn, Net bamboo

bamboo,
net,

plastic
plastic plastic plastic

plastic
(slide 
type)

plastic
(slide 
type)  

plastic
(slide 
type)

plastic
(slide 
type)  

Casting devices - - - - - - - - auto
matic 

auto
matic  

auto
matic

auto
matic 

Fish finder - b/w b/w b/w colour colour colour colour colour colour colour colour
Main line hauler - - - - manual manual manual manual manual manual manual manual 
Engine output per vessel 
(hp) - 215 315 450 600 750 900 900 1,000 1,000 1,100 1,300

Radar - - radar radar radar radar radar ARPA ARPA ARPA ARPA ARPA 
Carrying and loading 
devices - - - - - - - - auto

matic 
auto
matic  

auto
matic

auto
matic 

Table 1. Summary of survey items at interval of five year in the offshore conger eel pot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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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성적인 항목에 대하여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종사중

이거나 경험이 있는 선장 및 선주 23명의 청취조사에서 

통발자동분리장치, 통발 구조, 통발 운반ㆍ격납장치, 모
릿줄 양승롤러, 통발투승기, GPS 플로터, 레이다, 어군탐

지기 등 각각의 어로설비 및 항해계기의 사용에 따른 어획

성능 향상에 대한 응답은 각각 통발자동분리장치(89.2%), 
통발 구조(71.2%), 통발 운반ㆍ격납장치 (63.6%), 모릿줄 

양승롤러(76.5%), 통발투승기(76.7%), GPS 플로터(71.8%), 
레이다 (75.9%), 어군탐지기(34.6%)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항목이 어획성능에 미치는 영향력(반영비율)
도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종사 중인 선장과 선주의 설문

조사 결과 Table 2와 같이 통발 사용수량, 통발자동분리

장치, 톤수, 통발 구조, 통발 투승기, 어군탐지기, 모릿줄 

양승 롤러, 기관 마력, 레이다, 통발 운반ㆍ격납장치에 

대하여 각각 26.6%, 16.1%, 10.5%, 8.9%, 7.4%, 7.3%, 
6.9%, 6.3%, 5.7%, 4.3%로 조사되었다.

Table 2의 결과를 이용하여 근해장어통발어선의 어획

성능지수의 변화는 Fig. 5와 같이 조사되었다. 1980년대

의 1.0에 대하여 1960년부터 1975년까지는 0.2~0.5로 

기준연도에 비하여 낮게 추정되었다. 그리고 1985년에

는 1.1, 1990∼1995년에는 1.3~1.4의 범위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근해장어통발어업에서 통발자동화 조업

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0년도부터는 1.8
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1.9, 2015
년부터는 기관 마력과 통발 사용수량의 증대에 따라 2.0
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와 동일하게 어획성능을 추정한 어업에서 각

각 1980년대를 1.0이라고 한 경우, 붉은대게통발어업과 

참조기유자망어업에서 2010년에 각각 2.2, 1.9를 나타내

어 근해장어통발어업과 비슷하였으나 대형선망어업과 

동해구 중형트롤에서는 각각 1.6, 1.6을 나타내어 다소 

낮게 나타났고, 근해대형트롤어업과 오징어채낚기어업

에서는 각각 2.5, 2.5로 나타나 근해장어통발어업에 비

하여 높게 나타났다.
Fitzpatrick (1996)의 보고에 의하면 통발어선에서 어

획성능지수(technology co-efficient)를  1980년을 1.0이

라 하였을 때, 1965년 0.3, 1995년 1.4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선박의 톤수를 길이 기

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Fitzpatrick (1996)의 어획성

능지수와 비교하기 위하여 1980년대 근해통발어선의 

톤수와 길이(등록장)을 파악한 결과, 44.0±25.3 ton, 길
이 20.1±3.8 m이었다(Oh et al, 2017). 이 연구에서 길이 

20.1 m 근해통발어선에서 1980년을 1.0이라 하였을 경

우, 1990년은 1.4, 2000년은 1.8, 2010년은 1.9로 조사되

어 Fitzpatrick (1996)의 10 m 통발어선의 1995년 어획성

능지수 1.4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근해장어통발어업은 1995년부터 선박의 톤수 및 기관 

마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업구역 확대, 통발 

사용 수량 및 붕장어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근해장어통발어업의 일부 어선에서는 법적 규정 

수량인 10,000개보다 많은 통발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
획성능 분석 결과에서도 통발 사용 수량이 어획성능지

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지

속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규정 수

량 사용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선원들의 

어로작업 중 노동 강도 측면에서도 통발의 법적 수량 

초과 사용으로 인하여 투승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7~8
시간, 양승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획물의 과다 및 

장애물 유무에 따라 7~1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미끼 분쇄 작업, 어획물 이송 작업 등의 어로작업 시간까

지 감안할 때 선원들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선원들의 노동 강도 저감을 위해서는 법적 규정 

수량 사용 및 어로시스템의 생력화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붕장어 자원의 적정관리와 지속 가능한 어업

을 위해서는 통발 사용 수량 등 어획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항목의 보완 및 정량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획성능

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

이 연구는 근해장어통발어업에서 적절한 어획노력당 

Fig. 5. Change of relative fishing power index in the offshore 
conger eel pot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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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줄 양승롤러, 통발투승기, GPS 플로터, 레이다, 어군탐

지기 등 각각의 어로설비 및 항해계기의 사용에 따른 어획

성능 향상에 대한 응답은 각각 통발자동분리장치(89.2%), 
통발 구조(71.2%), 통발 운반ㆍ격납장치 (63.6%), 모릿줄 

양승롤러(76.5%), 통발투승기(76.7%), GPS 플로터(71.8%), 
레이다 (75.9%), 어군탐지기(34.6%)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 항목이 어획성능에 미치는 영향력(반영비율)
도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종사 중인 선장과 선주의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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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톤수, 통발 구조, 통발 투승기, 어군탐지기, 모릿줄 

양승 롤러, 기관 마력, 레이다, 통발 운반ㆍ격납장치에 

대하여 각각 26.6%, 16.1%, 10.5%, 8.9%, 7.4%, 7.3%, 
6.9%, 6.3%, 5.7%, 4.3%로 조사되었다.

Table 2의 결과를 이용하여 근해장어통발어선의 어획

성능지수의 변화는 Fig. 5와 같이 조사되었다. 1980년대

의 1.0에 대하여 1960년부터 1975년까지는 0.2~0.5로 

기준연도에 비하여 낮게 추정되었다. 그리고 1985년에

는 1.1, 1990∼1995년에는 1.3~1.4의 범위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근해장어통발어업에서 통발자동화 조업

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0년도부터는 1.8
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1.9, 2015
년부터는 기관 마력과 통발 사용수량의 증대에 따라 2.0
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와 동일하게 어획성능을 추정한 어업에서 각

각 1980년대를 1.0이라고 한 경우, 붉은대게통발어업과 

참조기유자망어업에서 2010년에 각각 2.2, 1.9를 나타내

어 근해장어통발어업과 비슷하였으나 대형선망어업과 

동해구 중형트롤에서는 각각 1.6, 1.6을 나타내어 다소 

낮게 나타났고, 근해대형트롤어업과 오징어채낚기어업

에서는 각각 2.5, 2.5로 나타나 근해장어통발어업에 비

하여 높게 나타났다.
Fitzpatrick (1996)의 보고에 의하면 통발어선에서 어

획성능지수(technology co-efficient)를  1980년을 1.0이

라 하였을 때, 1965년 0.3, 1995년 1.4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선박의 톤수를 길이 기

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Fitzpatrick (1996)의 어획성

능지수와 비교하기 위하여 1980년대 근해통발어선의 

톤수와 길이(등록장)을 파악한 결과, 44.0±25.3 ton, 길
이 20.1±3.8 m이었다(Oh et al, 2017). 이 연구에서 길이 

20.1 m 근해통발어선에서 1980년을 1.0이라 하였을 경

우, 1990년은 1.4, 2000년은 1.8, 2010년은 1.9로 조사되

어 Fitzpatrick (1996)의 10 m 통발어선의 1995년 어획성

능지수 1.4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근해장어통발어업은 1995년부터 선박의 톤수 및 기관 

마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업구역 확대, 통발 

사용 수량 및 붕장어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근해장어통발어업의 일부 어선에서는 법적 규정 

수량인 10,000개보다 많은 통발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
획성능 분석 결과에서도 통발 사용 수량이 어획성능지

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지

속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규정 수

량 사용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선원들의 

어로작업 중 노동 강도 측면에서도 통발의 법적 수량 

초과 사용으로 인하여 투승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7~8
시간, 양승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획물의 과다 및 

장애물 유무에 따라 7~1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미끼 분쇄 작업, 어획물 이송 작업 등의 어로작업 시간까

지 감안할 때 선원들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선원들의 노동 강도 저감을 위해서는 법적 규정 

수량 사용 및 어로시스템의 생력화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붕장어 자원의 적정관리와 지속 가능한 어업

을 위해서는 통발 사용 수량 등 어획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항목의 보완 및 정량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획성능

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

이 연구는 근해장어통발어업에서 적절한 어획노력당 

Fig. 5. Change of relative fishing power index in the offshore 
conger eel pot fishery.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어선, 어구, 어로설

비 및 항해계기 발달에 따른 어획성능지수의 변화에 대

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해장어통발어선은 1960년대부터 소규모로 조업하

기 시작하였는데, 1965년에 총톤수는 12톤에서 통발 사

용수량 증가 및 조업해역이 근해해역으로 확대됨에 따

라 선박의 톤수는 85톤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선
박의 기관 마력도 1965년 215마력이었던 것이 1980년 

600마력, 1990년 900마력, 2000년 1,000마력, 2015년 

1,300마력으로 큰 폭으로 증대되었다. 붕장어 통발 구조

는 1960년대에는 철테에 면사를 씌운 망지통발이었으

나, 최근에는 분리형 슬라이드 플라스틱 통발을 사용하

고 있으며, 어구의 사용수량은 1690년 110개이었던 것

이 1965년 1,500개, 1975년에는 3,000개, 1985년 7,000
개, 1990년 12,000개, 2015년 16,000개까지 사용량이 크

게 증대되었다. 통발 양승작업은 1975년까지는 인력으

로 양승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수동식 양승 롤러가 개

발되었으며, 통발 투승작업도 1990년대까지는 주로 인

력에 의존해서 투승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0년대

부터 슬라이드식 플라스틱 통발 및 통발자동분리장치의 

개발로 양승작업과 투승작업에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

면서 조업시간 단축과 인력절감이 이루어졌다.
각 항목이 어획성능에 미치는 영향력(반영비율)은 근

해장어통발어업에 종사 중인 선장 및 선주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대입한 결과, 근해장어통발

어업에서 어획성능지수는 1980년을 1.0이라 하였을 경

우, 1960년부터 1975년까지는 0.2~0.5, 1985년 1.1, 
1990~1995년 1.3~1.4이었으나, 자동화 조업이 시작된 

2000년도부터는 1.8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기관 마력과 통발 사용수량의 증대에 따

라 2.0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어획성능의 변화를 적절히 관리한다면 합리적인 어업자

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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