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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삼중자망어업의 해역별 어획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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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해양법 협약의 발효와 의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이 채택됨에 따라 연안국은 해UN FAO

양 생태계 보전 어업자원 보호와 관리 비목표 어종의 혼획 및 투기 감소 종의 다양성 보, , ,

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상.

태를 파악하기 위한 어획조사와 생태조사가 필요하고 올바른 어업관리를 위해서는 어업별

어획노력량 및 어획성능에 관한 조사와 합리적인 어획노력량 설정 및 총허용어획량(TAC)

배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관리가 필요한 해역에서 대상어구에 포획되는 어획.

물의 어획종 및 종조성 혼획 등의 정보도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 가지 어구에 의한 어획종,

및 종조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어획성능은(Jang et al., 2009; Park et al., 2007).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대체로 같은 어장에서 반복적인 어획시험을 통하여

어구의 종류별 또는 사용 선박별 어획성능을 산출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Mastuda,

본 연구에서는 동해 연안의 각 해역에서 어획되는 어1991; Tokai, 1999; An et al., 2007).

획물의 종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해안 주요 어항인 양양군 수산항 삼척시 장호항 울, ,

진군 후포항 연안에서 삼중자망을 사용하여 어획시험을 실시하고 해역별 계절별 어획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동해안 주요 어항인 양양군 수산항 삼척시 장호항 울진군 후포항 연안에서 삼중자망에, ,

의한 어획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에 사용한 어구는 모두 현지 어업인이 사용하는 어구

와 동일한 어구를 사용하였다 어구사용량은 수산해역에서 폭 후포해역에서 폭 장호. 10 , 15 ,

해역에서 폭을 사용하였다 시험해역은 수산항 후포항 장호항으로부터 이내 해역10 . , ,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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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수산항과 후포항에서 실시된 시험의 경우 어구는 수심 내외의 등심선을. , 40-60m

따라 부설하였고 투망은 오전 시경 양망은 다음날 오전 시에 실시하였으며 어구의 침10 , 7 ,

지시간은 시간을 유지하였다 장호항에서 실시된 시험의 경우 어구는 수심 내외21 . , 40-60m

의 등심선을 따라 부설하였고 투망은 오전 시경 양망은 오전 시에 실시하였으며 어구10 , 5 ,

의 침지시간은 약 일이었다 해역별 시험시기는 수산해역에서는 년 월말에서 월6-10 . 2009 4 5

말이고 후포해역에서는 년 월 중순에서 월초였고 각각 회 시험조업을 수행하였2009 5 6 10

다 한편 년에는 가을철에 동일한 어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산해역과 후포. 2008

해역에서 시험조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Bae et al., 2009) .

장호해역에서는 년 월 하순에서 월 중순에 회 년 월 중순 회 시험조업을2008 10 11 10 , 2009 9 6

수행하였다 어획물의 분석은 어획물 전체의 체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어획종 및 어획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산해역의 경우 총 종이 어획되었으며 용가자미 대구 참가자미, 29 (53.35%), (19.15%),

기름가자미 의 순으로 어획이 많았고 빨간횟대 대구횟대 쥐노래미 등 기(9.13%), (8.38%) , ,

타 어류도 어획되었다 후포해역의 경우 총 종이 어획되었으며 임연수어 대구. , 35 (32.55%),

기름가자미 쥐노래미 황아귀 의 순으로 어획이 많았고(16.93%), (10.84%), (8.62%), (8.2%)

빨간횟대 대문어 참가자미 문치가자미 줄가자미 조피볼락 용가자미 등 기타 어류도 어, , , , , ,

획되었다 총 어획량은 수산해역이 후포해역이 으로서 후포해역이 수산. 259,172g, 577,638g

해역보다 배 어획량이 많았으며 후포해역이 수산해역보다 사용 어구가 배 많은 것2.23 , 1.5

을 감안해도 후포해역이 수산해역보다 배 어획량이 많았다1.49 .

수산해역의 어획종 중 어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마리 이고 깊은골98.64% (3,016 , 255,638g)

물레고둥 대문어 등 연체동물이 마리 돌기해삼 우렁쉥이 등 강장동물이, 0.42% (9 , 1,077g), ,

마리 털게 등 절지동물이 마리 이다 또 후포해역의 어획0.13% (4 327g), 0.82% (11 , 2,130g) .

종 중 어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마리 이고 북방명주매물고둥 대문96.63% (2,101 , 558,153g) ,

어 등 연체동물이 마리 돌기해삼 등 강장동물이 마리3.17% (41 , 18,297g), 0.18% (4 1,040g),

깨다시꽃게 등 절지동물이 마리 이다 공통으로 어획된 종은 대구 참가자0.03% (2 , 148g) . ,

미 빨간횟대 용가자미 등 종이고 수산해역에서만 어획된 종은 쥐노래미 털게 황어 황, , 21 , , ,

볼락 등 종이며 후포해역에서만 어획된 종은 황아귀 게르치 고등어 물가자미 성대 등8 , , , ,

종이었다14 .

장호해역의 경우 총 종이 어획되었으며 고무꺽정이 꼼치 대구, 19 (43.27%), (41.02%),

의 순으로 어획이 많았고 홍가자미 대게 살오징어 등 기타 어류도 어획되었다(1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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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어획량은 이었다 시험회수를 감안하여도 장호해역의 어획량이 수산해역보다3,069,972g .

배가 많았다 고무꺽정이와 같은 저가 어종이 많이 어획 되었지만 꼼치와 같은 고가 어7.4 .

종도 많이 어획되었다.

수산해역에서 년 가을철과 년 봄철에 수행한 시험에서 어획된 주요 종의 비율2008 2009

을 에 나타내었다 수산해역에서 봄철에 가장 많이 어획된 어종은 용가자미로Fig. 1 .

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참가자미 기름가자미53.35% (19.15%), (9.13%), (8.38%)

이고 기타가 이었다 또 수산해역에서 가을철에 가장 많이 어획된 어종은 홍가자미9.99% .

로 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참가자미 황아귀 빨간횟대31.24% (26.03%), (18.69%),

이고 기타가 이었다 삼중자망의 주 대상이 되는 가자미류를 비교해보면 봄(4.64%) 19.40% .

철에는 용가자미와 기름가자미 가을철에는 홍가자미와 참가자미의 어획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또한 봄철에 대구 가을철에는 황아귀의 어획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 , .

어획종의 계절에 따른 변화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Autumn, 2008

Hippoglossoides dubius 31.24%

Pleuronectes herzensteini 26.03%

Lophius litulon 18.69%

Alcichthys elongatus 4.64%

Others 19.40%
2

Spring, 2009

Cleisthenes pinetorum 53.35%

Gadus macrocephalus 19.15%

Pleuronectes herzensteini 9.13%

Glyptocephalus stelleri 8.38%

Others 9.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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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 of principal catch species by catch season in Susan.

후포해역에서 년 가을철과 년 봄철에 수행한 시험에서 어획된 주요 종의 비율2008 2009

을 에 나타내었다 후포해역에서 봄철에 가장 많이 어획된 어종은 임연수어로Fig. 2 .

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 기름가자미 쥐노래미32.55% (16.93%), (10.84%),

이고 기타가 이었다 또 후포해역에서 가을철에 가장 많이 어획된 어종은 살(8.62%) 31.06% .

오징어로 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황아귀 개상어 노래미23.83% (21.83%), (18.06%),

이고 기타가 이었다 두 계절에 공통적으로 어획된 주 어획종은 없으며 계(13.10%) 23.18% .

절에 따라 어획되는 어종의 차이가 수산해역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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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2008

Todarodes pacificus 23.83%

Lophius litulon 21.83%

Squalus acanthias 18.06%

Hexagrammos agrammus 13.10%

Others 23.18%
2

Spring, 2009

Pleurogrammus azonus 32.55%

Gadus macrocephalus 16.93%

Glyptocephalus stelleri 10.84%

Hexagrammos otakii 8.62%

Others 31.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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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principal catch species by catch season in Hu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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