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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산연안에 기 시설된 인공어초에 대해서 현재 시설현황을 분석하고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된 단

위어초의 유효공용적율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되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부산연안의 연도별 인공어초시설 추이를 살펴본 결과, 단위어초수와 시설면적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큰 폭

의 변동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시설물량에서는 2003년이후 급격하게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강제어초 및

세라믹어초 등 다양한 어초가 사용됨에 따라서 나타난 패턴이라 할 수 있다. 기장군 해역에 시설되어 있는 어초는

2,777개로 89%의 확인율을, 해운대·남구해역은 7,691개로 어초 확인율은 84.9%, 사하·강서해역에의 확인량은 사각

형어초의 경우 905개로서 96%, 그 외 어초는 모두 100%이었다. 부산연안에 시설된 인공어초의 경우 그 보존상태

가 약 85%이상으로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해저 지반조건에 따라서 다소 침하, 이탈

, 망실 등 약 15%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assessed the facility volume distribution for artificial reefs (ARs) deployed at the sea

bottom in fishing grounds in the Busan Sea region, and estimated the efficient use of volume in the initial AR

group. Analysis of the volume of AR facilities in the Busan Sea region indicated that the quantity and surface

areas of deployed facilities varied greatly between 1997 and 2004. However, a rapid decrease in AR facility vol-

ume after 2003 indicated an increased use of different kinds of ARs, such as steel or ceramic ARs. And the

results revealed that a total of 2,777 AR facilities were deployed in the Gijang sea region with a founding ratio

of 89%; corresponding numbers for the Heaundae and Namgu sea region were 7,691 and 84.9%, and 905 and

96% for the cubic type of AR in the Saha and Gangseo sea regions. The analysis indicated that ARs deployed

in the Busan sea region maintained a good conservation ratio of more than 85%. The loss in AR volume

(approximately 15%) was due to subsidence, breakaway, and incomplete deployment.

Keywords: Busan sea region(부산연안), Artificial reefs(인공어초), Efficient use of volume(유효공용적),

Facility volume distribution(시설량 분포)

1. 서 론

인공어초(Artificial reefs)는 수중에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의 산

란서식장, 바다목장, 바다숲, 해중림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하

는 각종 구조물을 말한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우리나라의 인

공어초 제작기술이나 시설 등 일련의 작업들은 상당한 수준에 이

르고 있지만 과거 시설된 어초나 시설된 후 어업활동 등에 의해

어초가 제 위치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조업하는 그물에 걸려

상적된 시설이 허물어지거나, 폐그물로 인해 어초 고유 기능이 약

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2008).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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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인공어초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본래의 어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어장관리 사업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종래

한국지역 측지계의 위치좌표 체계상에 어초어장 영역을 표기하던

것을 실제 시설되어 있는 곳의 위치를 세계측지좌표계(WGS-84)

로 통일시켜 재부여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2008). 특히 해양지반 및 외력에 의해 매몰, 파괴, 이동된 인공어

초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존하는 인공어초의 각 부재가 만들어내

는 일정한 공간 용적의 산정을 위해 잠재적 어장기능을 파악하고

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김호상 등, 2009; 일본수산학회,

2002). 이는 어초어장을 조성하는데 있어 인공어초의 표준시설량

을 결정하는 기준이며(우리나라의 경우 800 m3의 공용적을 기준

으로 시설) 향후 단위어초의 시설보강 등에 대한 현재의 유효공용

적을 산정하는 것은 공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설된 인공어초는 1971년 이후 2007년까지

193천 ha에 이르며 단위사업(어초군)으로는 약 2,500개, 단위어초

로는 약 8,600개에 이른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하지만 인공어

초 시험 시설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설되고 있으나 부적합

한 적지선정의 문제, 시설당시 표준시설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유실, 이탈, 침하 등으로 인한 기준 미달 어초 등 기 조성된

어초어장의 정확한 위치 및 시설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국립수산과학원, 2008).

이에 본 연구는 부산연안의 인공어초 어장관리사업의 연구결과

물로서 Fig. 1과 같이 기 시설된 인공어초에 대해서 현재 시설현

황을 분석하고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된 단위어초의 유효

공용적율평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부산권 인

공어초의 시설전후의 유지 상태 및 기능성에 유효한 시설량을 정

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어초어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인공어초

의 표준시설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세부 연구 내용으로는 기 시설된 인공어초의 정확한

위치 및 시설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MBES 및

SSS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어초의 침하 및 매몰 정도를 배제

한 상태에서의 각 단위어초별 유효공용적(유효공간용적)을 산정하

였다. 최종적으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어초 시설 실면적

의 분포 특성 및 표준시설량에 대한 미달 또는 초과 여부를 검토

하였다.

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artificial reefs deployed in the Busan sea region. After the first project in 1987, artificial reefs were deployed mainly

in the Heaundae se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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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부산연안 인공어초 시설 현황

부산연안의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1987년부터 실시하여 2007년

까지 총 44회에 걸쳐 시설사업이 이루어졌으며 19개의 해역 2,489ha

에 단위어초 165개가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초

의 종류는 사각형(Dice AR, DR), 반구형(Turtle AR, TR), 2단상

자형강제(Big bunk steel AR, BR), 연약지반용강제(Soft seabed

steel AR, SR), 패조류용세라믹(Large type bio ceramics AR, LR)

어초로 5종의 어초가 시설되어 있다(국립수산과학원, 2008).

부산연안은 해운대 및 남구해역, 기장해역, 사하 및 강서구 해

역의 3개 관리 권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해운대 및 남구해역은

1,381 ha에 86개 단위어초가 시설되어 사각형어초 7,930개, 반구

형어초 1,104개, 패조류용세라믹어초 29개이다. 또한 기장해역은

467 ha에 34개 단위어초가 시설되어 사각형어초 2,400개, 반구형

어초 638개, 패조류용세라믹어초 80개, 2단상자형강제어초 5개이

며, 사하 및 강서구해역은 486 ha에 31개 단위어초가 시설되어 사

각형어초 940개, 2단상자형강제어초 19개, 연약지반용강제어초 6

개가 시설되어 있다.

이상의 인공어초를 종류/형태별로 분류하면 Fig.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사각형어초는 112개소에 1,819 ha(어초 11,270개), 반

구형어초는 8개소 99 ha(어초 1,742개), 2단상자형강제어초는 24

개소 368 ha(어초 24개), 패조류용세라믹어초는 5개소 16 ha(어초

109개), 연약지반용강제어초는 2개소 32 ha(어초 6개)이다.

2.2 인공어초 시설 현장조사

본 연구는 해저바닥에 시설된 인공어초의 실체적율 및 수량 산

정을 위해 부산연안에 시설된 단위어초를 대상으로 DGPS를 이용

한 해상위치 결정, 다중빔 음향측심조사(MBES), 양방향음파탐사

기 조사(SSS)를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빔음향측심조사(Multi Beam Echo Sounder Survey)

는 송수파기, DGPS, Gyro Sensor, SVP, Motion Sensor 및 Workstation

PC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며, 수심 및 조사해역에 설치되어 있는 수

산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범위내에서 조사 작업을 수행하

였다. MBES 조사시 Sonar Head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도록 장치를

고안하였으며, 선박의 중앙인 기준점(Reference Position)에서 획

득된 Offset값을 음향측심자료로 취득하는 NaviPac과 NaviScan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선박의 거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 또한

MBES 자료 취득시 최외각 빔의 수심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150% 이상 중첩율을 가질 수 있도록 측선을 설계하였다. 음속도

측정기(Sound Velocity Profiler, SVP 15)를 이용하여 1일 2~3회

이상씩 음속 단면을 취득하여 음속도 보정을 실시하였으며, 조석

관측은 인접 검조소 자료를 이용하여 조위 경정을 실시하였다.

획득된 MBES 자료는 NaviPac, NaviScan, NaviEdit, NaviModel,

NaviPlot프로그램, Surfer 8.0 그리고 Fledermaus software를 이용하

여 처리하였다. 자료처리 순서는 오프셋 보정을 실시하고 이후 음속

도 보정, Roll, Pitch, Heading 보정, 조위 보정, 오측자료 제거 등의

순서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은 1차 보정 이후 XYZ Format으로 자

료를 추출하였으며, XYZ 수심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해역 및 단위

어초별 해저 지형 및 어초 형상을 도시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단위어초의 중심위치, 천소수심, 주변해역 수심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양방향음파탐사기(Side Scan Sonar, SSS) 조사는

MBES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어초시설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인공어초에 대한 영상을 획득, 어초의 시설상태를 파악하였다. 인

공어초의 2차원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SSS 조사 자료 취득 및 처

리 흐름은 크게 사전작업(Pre-Processing Work), 현장조사작업

(Main Processing Work)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전작업으로는

MBES 조사 결과자료(어초의 위치, 수심, 종류 등)를 분석하여 조

사계획 수립, 이상적인 인공어초 영상을 얻기 위한 SSS 주사폭과

조사선박의 선속 결정, 조사측선의 인공어초 중심위치를 고려한

조사 예정 항로 결정 등이다. 또한 현장 실태조사 작업(Main

Processing Work)은 조사선에 각 장비를 탑재하고 Towfish는 Deck

Unit를 통하여 제어하며, 실시간으로 수면 아래에서 음파를 송수

신하여 인공어초의 영상을 획득한다. 최적의 인공어초 영상을 취

득하기 위하여 주사폭은 75 m로 설정하였으며, 시설수심에 따라

견인체의 깊이를 조절하여 자료를 취득하였다.

현장 취득된 인공어초 2차원 평면영상에 대하여 필터링(Filtering:

TVG)과 경사거리 보정(Slant Range Correction) 등의 후처리 과

정을 실시하였고, 인공어초 자료처리 및 시설상태 파악에 이용하

도록 인공어초 영상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였다. 또한 인공어초의

영상을 확인할 때마다 그 중심위치와 경계의 좌표를 확인하여 수

치해도에서 MBES의 최종 위치 자료와 비교, 검측하여 자료의 신

Fig. 2. The figure shows the structural designs of the five types of artificial reef used at various water depths of the Busan sea region: (a) Dice

reef, (b) Turtle reef, (c) Big bunk steel reef, (d) Large type bio ceramics reef, (e) Soft seabed steel reef.



258 김호상·이정우·원승환·김종렬·윤한삼

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인공어초 영상에 방위각 정보(나침

반)를 삽입하여 분포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집중산적되어 있는 어초의 개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MBES 조사 결과에 의해 계산된 산적 어초의 체적, 산적된 어초

의 공극률 값을 계산하여 어초의 시설량을 평가하였다. 단위어초

가 시설된 해저면의 특성 및 MBES, SSS 영상 분석을 통하여 각

Table 1. Summary of observed results for artificial reefs deployed in the Busan  Sea region

Identity Year Location AR type※
Unit

Reef group
Area
(ha)

Initial
AR

Founded 
AR

Ratio
(%)

Max. water depth(m) Surface 
area(m2)Bottom Top

BS-01 1987 Haeundae Chengsapo DR 6 96 600 595 99.2 32.4 27.1 12,790

BS-02 1988 Haeundae Chengsapo DR 4 64 400 320 80.0 32.5 26.5 13,385

BS-03 1988 Haeundae Chengsapo DR 2 32 200 200 100.0 28.5 23.8 1,373

BS-04 1989 Namgu Yongho DR 6 96 570 429 75.3 29.0 27.4 4,386

BS-05 1990 Haeundae Chengsapo DR 11 176 1,040 871 83.8 33.0 31.2 19,437

BS-06 1991 Haeundae Chengsapo DR 6 96 600 500 83.3 43.0 34.5 10,761

BS-07 1993 Haeundae Chengsapo DR 7 112 700 600 85.7 39.0 36.6 9,037

BS-08 1994 Namgu Yongho DR 5 83 520 455 87.5 42.0 36.8 6,056

BS-09 1995 Namgu Yongho DR 6 93 580 475 81.9 42.0 34.9 2,969

BS-10 1996 Namgu Yongho DR 6 96 600 570 95.0 42.0 33.8 14,663

BS-11 1997 Saha Dadae DR 9 134 840 805 95.8 43.0 41.2 17,103

BS-12 1998 Namgu Yongho DR 8 128 800 700 87.5 29.0 28.0 4,405

BS-13 1998 Gijang Silang DR 5 80 500 500 100.0 37.0 31.2 5,255

BS-14 1999 Haeundae Chengsapo DR 10 160 980 980 100.0 49.3 41.9 6,312

BS-15 1999 Gijang Dongbaek TR 1 16 264 235 89.0 19.3 12.2 9,300

BS-16 2000 Haeundae Chengsapo DR 4 64 340 340 100.0 23.2 17.6 4,397

BS-17 2000 Gijang Wolnae TR 1 16 264 212 80.3 9.6 8.6 2,593

BS-18 2000 Gijang Dongbaek DR 6 96 600 445 74.2 28.3 24.0 4,184

BS-19 2001 Haeundae Chengsapo TR 1 32 510 350 68.6 11.7 9.8 11,288

BS-20 2001 Gijang Wolnae DR 4 64 400 355 88.8 40.8 36.9 1,825

BS-21 2002 Haeundae Chengsapo TR 1 20 330 75 22.7 8.1 6.9 5,428

BS-22 2002 Gijang Juksung DR 3 48 300 280 93.2 44.8 38.9 1,755

BS-23 2002 Gijang Yeonwha DR 4 64 600 560 93.3 40.1 35.0 3,139

BS-24 2002 Gijang Munjung BR 4 64 5 5 100.0 31.1 25.1 1,825

BS-25 2002 Gijang Icheon TR 1 7 110 110 100.0 5.5 3.4 564

BS-26 2003 Saha Bukhyeongjedo BR 5 80 5 5 100.0 49.0 43.6 564

BS-27 2003 Gijang Duho LR 1 4 27 22 81.5 12.5 8.9 619

BS-28 2004 Haeundae Chengsapo TR 1 4 132 70 53.0 10.7 8.4 5,600

BS-29 2004 Haeundae Chengsapo LR 1 4 29 29 100.0 8.9 5.1 3,005

BS-30 2004 Haeundae Mipo TR 1 4 132 132 100.0 11.2 9.6 986

BS-31 2004 Gangseo Gadeok DR 1 16 100 100 100.0 17.0 15.2 1,211

BS-32 2004 Saha Bukhyeongjedo BR 8 128 8 8 100.0 50.0 43.8 1,568

BS-33 2004 Saha Mokdo SR 2 32 6 6 100.0 47.0 41.5 674

BS-34 2005 Saha Bukhyeongjedo BR 4 64 4 4 100.0 48.7 40.0 1,401

BS-35 2005 Saha Mokdo BR 2 32 2 2 100.0 54.6 46.0 737

BS-36 2005 Gijang Hakri LR 1 4 27 27 100.0 11.0 8.5 602

BS-37 2005 Gijang Icheon LR 1 4 26 26 100.0 8.5 6.2 567

BS-38 2006 Saha Seodo BR 1 16 1 1 100.0 11.6 28.0 196

BS-39 2006 Saha Mokdo BR 6 64 6 6 100.0 37.8 51.2 1,176

BS-40 2006 Saha Seodo LR 1 4 20 20 100.0 4.4 11.0 721

BS-41 2006 Gijang Hakri LR 1 4 15

BS-42 2007 Saha Mokdo BR 5 80 5 5 100.0 30.8 43.8 980

BS-43 2007 Saha Molundae LR 1 4 24 24 100.0 7.2 9.9 1,470

BS-44 2007 Gangseo Cheonga LR 1 4 24 24 100.0 8.1 10.5 998

Total sum or average value
Sum
165

Sum
2,489

Sum
13,246

Sum
11,478

90.69 28.21 25.69 197,305

※DR: Dice AR, TR: Turtle AR, BR: Big bunk steel AR, LR: Large type bio ceramics AR, SR: Soft seabed steel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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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단위어초의 어초 수량이 100개 정도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정치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수사가 직

접 수중에서 어초의 수량을 계수하였다. 하나의 단위어초에 중간

보조 라인을 설치한 뒤 이 라인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3명의 잠

수사가 좌우측 어초의 갯수를 계수하였다.

2.3 유효공용적 산정 공식

인공어초를 이용하여 어초어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

각 부재가 만들어 내는 일정한 공간 용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간 용적을 공용적이라 하며 어초어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인공

어초의 표준시설량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사각형어초

를 차곡차곡 쌓았을 때의 공용적인 800 m3를 기준으로 시설하여

왔다. 이 정도의 규모는 사각형어초 100개가 해저에 처음 시설되

는 경우 단위어초의 표준공용적은 어초간의 간극이 발생됨으로써

공용적 900~1,000 m3의 규모가 형성된다. 따라서 조사대상 단위

어초에 대한 현재의 유효공용적을 산정하는 것은 공학적인 측면

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것이다(김호상 등, 2009).

단위어초가 조성된 후 조사 시점의 공간 용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각형어초의 경우 표준 시설량 800 m3(100개)에 대하여 검토 대

상 단위어초의 집단 상적된 어초단체의 수량비를 정상어초율(%,

Sd: Ratio of standard demand AR)로 계수화하였고, 집단 상적된

검토대상 단위어초의 최하단 어초의 침하 매몰된 공간을 배제한

것을 공용적유지율(%, Vu: Ratio of efficient maintenance volume

of AR)로 계산하였다. 이들 정상어초율과 공용적유지율을 함께

고려하여 유효공용적율(%, Ve: Ratio of efficient use of volume

of AR)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각 단위어초의 시설형태에 따라 집중산적인 경우 정상

어초의 40%가 하단에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집중평면인 경

우는 60%, 분산시설인 경우는 80%가 해저면과 접하고 있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한 유효공용적율(%)은 아

래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국립수산과학원, 2008).

(1)

여기서, Ve는 유효공용적율(%), AL은 단위어초의 하단 어초 수량,

AT는 이탈 및 파손 등을 제외한 단위어초의 어초수량, Bd는 하단어

초 높이에 대한 매몰깊이의 비를 나타내고 있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인공어초 시설 연도별 추이

부산연안에 시설된 인공어초의 연도별 설치 추이를 살펴보면

Fig.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위어초수는 1990년을 제외하고

1996년 이전의 경우 거의 일정한 경향을 보이다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큰 폭의 변동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설면적과

시설물량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단위어초수와

시설면적의 변화곡선에서는 거의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지만 시설

물량 곡선에서는 2003년이후 급격하게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었는

데 이는 초기에 주로 사각형어초를 시설하는 경향벗어나 강제 및

세라믹어초류 등 다양한 형태 및 재질의 어초가 사용됨에 따라 나

타난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즉, 어초의 시설물량은 큰 변화를 나

타내지만 시설면적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음을 통해 어초의 다

양화 추세를 대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Ve 1 AL AT⁄( )– AL AT⁄ 1 Bd–( )×+{ } 100×=

Fig. 3. Yearly variation of artificial reef 

facilities deployed in the Busan se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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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artificial reefs deployed in the Busan sea region(A - Gijang sea region, B - Haeundae and Namgu sea region,

C - Saha and Gangseo se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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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된 인공어초의 수심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수심 15 m 미

만의 천해역의 경우에는 반구형어초와 패조류용세라믹어초가, 수

심 15 m에서 45 m에서는 연약지반용강제어초와 사각형어초가 시

설되었으며 이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2단상자형강제어초가 주로 시

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부산연안 인공어초 공간 분포

3.2.1 기장 해역

기장군 해역(Fig. 4(A))에 시설되어 있는 어초는 반구형어초, 사

각형어초, 패조류용세라믹어초, 2단상자형강제어초이며, 12개 단

위사업에 32개의 단위어초가 시설되어 있었고, 어초 시설량은 3,123

개이며, 확인량은 2,777개로 89%의 확인율을 보였다.

사각형어초의 시설상태는 대부분 집중산적되어 있었고, 반구형

어초와 패조류용세락믹어초는 모두 집중 평면으로 시설되어 있

었으며, 비교적 시설상태가 양호하였다. 2단상자형강제어초는 모

두 분산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초종류별 저

질상태는 사각형어초의 경우 사니질 또는 니사질 지역에, 반구

형어초는 역질과 사질 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패조류용세라믹어초는 사질 지역에 시설되어 있으며, 2단상

자형강제어초는 사니질 또는 니사질 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3.2.2 해운대 및 남구해역

해운대남구해역(Fig. 4(B))은 18개 단위사업의 83개 단위어초

로 이루어져 있으며, 1,360 ha의 시설면적에 9,063개의 어초가 시

설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들 어초 중 7,691개의 어

초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확인율은 84.9%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상태는 대부분의 어초가 집중산적 형태로 시설되어 있으며 최근

에 시설된 사각형어초는 비교적 양호하게 시설되어 있었으나, BS-

19(510개), BS-21(330개), BS-28(132개) 등의 연안역에 시설된 반

구형어초는 확인율이 23~69%로 대단히 낮게 조사되었으며, 시설

수역의 저질은 사질과 암반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Table 1).

해운대남구해역에 시설되어 있는 반구형어초 중에서 BS-19는

350개(69%), BS-21은 75개(23%) 그리고 BS-28은 70개(53%)를

각각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사선이 운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연안

역 및 자연 돌출암들 사이에 시설되어 있어 쉽게 발견하기 어려

운 곳이었다. 이처럼 최근 시설된 반구형어초의 확인율이 현저하

게 낮은 이유는 대상어초가 대부분 암반 또는 돌무더기 사이에 시

설되어 있어 인공어초 시설 상태가 불명확하여 영상자료의 분석

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3.2.3 사하 및 강서해역

사하·강서해역(Fig. 4(C))에는 사각형어초, 2단상자형강제어초,

Fig.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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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용강제어초가 시설되어 있으며, 7개 단위사업에 31개의

단위어초가 시설되어 있었다. 각 단위어초의 시설량은 사각형어초

940개, 2단상자형강제어초 25개, 연약지반용강제어초 6개가 시설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어초 종류별 확인량은 사각형어초의 경우 905개(96%)가 확인

되었고, 2단상자형강제어초 및 연약지반용강제어초는 각각 25개,

6개가 확인되어 초기 시설량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사각형어

초의 시설상태는 집중산적 6개소, 집중평면 3개소 그리고 분산시

설이 2개소로 조사되었으며, 2단상자형강제어초는 단위어초 별로

시설되어 있었고, 연약지반용강제어초는 단위어초 당 3개씩 분산

시설되어 있었다. 주변수심은 17~50 m이었고, 단위어초의 시설높

이는 2~9 m 정도이었다.

3.3 인공어초 시설 실태조사 결과

부산연안에 시설된 인공어초의 수심별 어초별 확인율과 시설실

면적을 나타낸 것이 각각 Fig. 5와 Fig. 6이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반구형 및 패조류용세라믹 어초가 약 15 m미만의 수

심대에 시설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각형어초는 약 20~40

m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2단상자형강제어초의 경우 대

체로 깊은 수심에 시설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Fig. 5에서 수심별 어초별 현장조사된 어초의 확인율을 살

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반구형어초의 확인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사각형어초의 경우 약 30 m 수심에 시설되어진 어초

에서 확인율이 약 70%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2

단상자형강제어초, 패조류용세라믹어초, 연약지반용강제어초는

Table 1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확인율이 100%로 나타났다.

또한 수심별 어초별 시설실면적을 도시화한 Fig. 6을 살펴보면

수심 30~40 m에서 사각형어초의 시설실면적이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수심 약 10 m에서 반구형어초의 시설량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최근 시설된 2단상자형강제, 패조류용세

라믹, 연약지반용강제어초는 대체적으로 2,500 ㎡이내의 면적을

나타내었다.

3.4 인공어초 유효공용적 평가 결과

단위어초가 조성된 후 조사 시점의 공간 용적을 평가하기 위하

여 사각형어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정상어초율(%, Sd: Ratio of

standard demand AR), 공용적유지율(%, Vu: Ratio of efficient

maintenance volume of AR), 유효공용적율(%, Ve: Ratio of

efficient use of volume of AR)을 계산하여 도식화하여 Fig. 7 및

Fig. 8에 각각 나타내었다.

정상어초율과 공용적유지율을 나타낸 Fig. 7은 인공어초 시설

후의 망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과로서 대부분의 인공어초가

시설초기 100% 미만으로 시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100%를 초과하여 최대 약 180%에 달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100%를 초과한 인공어초의 경우 지반조건이 대체로 사니질이거

나 역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용적유지율은 약 80~100%

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침하, 이탈, 망실에 의한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6. Relationship between the surface area of each artificial reef

and the various water depths.

Fig. 5. Distribution of the founding rate for each artificial reef

deployed to the various water depths.

Fig. 7. Sd~Vu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standard demand for 

artificial reefs and the efficient maintenance volume of artificial 

re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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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상어초율과 유효공용적율을 나타낸 Fig. 8은 인공어초

시설후 현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결과로서 대체적으로 초기 시

설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부산연안에 시설된 인공어초의 경우 그 보

존상태가 약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매우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해저 지반조건에 따라서

다소 침하, 이탈, 망실 등 약 %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부산연안에 기 시설 인공어초에 대해 현재 시설현황

을 분석하고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된 단위어초의 유효공

용적율에 대한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되어

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부산연안의 연도별 인공어초시설 추이를 살펴본 결과, 단위

어초수와 시설면적은 1996년 이전의 경우 거의 일정한 경향을 보

이다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큰 폭의 변동 경향을 나타내

었다. 하지만 시설물량에서는 2003년이후 급격하게 감소된 결과

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초기 사각형어초를 주로 시설하는 경향에

서 벗어나 강제 및 세라믹어초류 등 다양한 형태 및 재질의 어초

가 사용됨에 따라서 나타난 패턴이라 할 수 있다.

(2) 기장군 해역에 시설되어 있는 어초는 32개의 단위어초가 시

설되어 있었고, 어초 시설량은 3,123개, 확인량은 2,777개로 89%

의 확인율을, 해운대남구해역은 83개 단위어초로 이루어져 있으

며, 9,063개의 어초가 시설되어 있으며, 7,691개의 어초 확인율은

84.9 %, 사하·강서해역에는 31개의 단위어초가 시설되어 있으며,

어초 종류별 확인량은 사각형 어초의 경우 905개로서 96%, 그 외

어초는 모두 초기 시설량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3) 부산연안에 시설된 인공어초의 경우 그 보존상태가 약 85%

이상으로서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해저 지

반조건에 따라서 다소 침하, 이탈, 망실 등 약 15%의 손실이 발

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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