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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

....(중략)

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

국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경우 선박 통항 및 어

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

로활동을 전면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

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기선권형망

면 통항을 금지한 사례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이

어업, 잠수기어업이 있다.

있다. 따라서, 해상풍력단지 내 선박 통항과 어로활동의 기
준을 설정하기 위한 철저한 고찰이 필요하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어업을

연안어업의 종류로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자망어
업, 연안들망어업, 연안복합어업이 있다.
...(중략)

대상으로 해상풍력단지가 설치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어
떠한 어구와 어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보았다.

3. 어구의 정의 및 분류
어구란 그물이나 낚시 같이 물속에서 넣어서 대상물을 직
접적으로 어획하는데 쓰이는 것 주어구 과 어군탐지기나 집

2. 국내 어업의 종류

어등과 같이 어획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이는 것 보조어구

현재 국내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되는 어선의

동력장치와 같이 도구의 조작을 능률화하기 위해 쓰이는 것

어업은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써 크게 3가지로

부어구 등이 있는데 보통의 의미로는 주어구만을 어구라

구별된다.
허가어업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으로 나뉘며, 근해어업은

한다 현재 어구는 국제어구분류법에 준한 분류법에 따라

가

지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용적으로 관습적 기준에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 어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따라 분류되어 왔는데 어구를 이동성에 따라 분류하면 해저에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해양

멍이나 닻으로 고정하는 고정어구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하면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연안어업은 무동력어

서 어획하는 이동어구로 나누어지고 사용수층에 따라 분류하

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

면 표층어구 중층어구 저층어구로 나누어지며 어법에 따라

해어업 및 수산업법 제3항에 따른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분류하면 수동어구와 능동어구로 나누어진다 또한 어구를 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면 그물어구와 낚시어구 및 그 밖의 재

근해어업의 종류로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
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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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된 잡어구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