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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해안 북형 통발에 대한 물레고둥(Buccinum striatissimu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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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sh selectivity of a drum shaped pot for finely-striate buccinum (Buccinum striatissimum)  was conducted a total of 
eight times with four different mesh sizes (22, 35, 50 and 60 mm) from May to September, 2019 in the eastern coastal 
waters of Korea. The size selectivity analysis was estimated by the SELECT method to express logistic selectivity curves. 
In the results, the catch of finely-striate buccinum was occupied about 90% in the total catch weight. The equation of the 
master curve of selectivity was estimated to   exp    exp    . The relative 
shell height of 50% selection was 1.284 and the selection range (SR) was 0.282. The optimal mesh size for 50% selection 
on the minimum maturation size (75 mm, Shell height) was estimated more than 60 mm by the master selectivity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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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연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둥류가 서식하고 

있다. 고둥류의 연간 생산량은 8,162 M/T이며, 생산량의 

약 53%가 연안통발로 어획하고 있다(KOSIS, 2018). 우
리나라 고둥류에 대한 통계 자료는 종별로 분류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개별 종에 대한 어획량 변동을 파악하기

는 어렵다. 동해안에 서식하는 고둥은 일반적으로 골뱅

이로 일컬으며, 다양한 종류가 어획되고 있다. 고둥류는 

수심에 따라 어획되는 종이 다른데, 동해안에서 어획되

는 고둥류 중에서 어가가 높고 생산량이 비교적 많은 

물레고둥(Buccinum striatissimum)은 저질이 모래펄 어

장에 분포하고, 서식 수심은 200~500 m로 알려져 있으

며, 세고리물레고둥(Buccinum opisthoplectum)은 저질

이 펄인 어장의 수심 50~200 m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FRDI, 2000; Okutani, 2000). 이러한 물레

고둥류는 대부분 통발에서 어획되며, 어가가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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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안통발 어업인들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동해안에서 고둥류를 어획하는 어구는 연안에는 주로 

통발을 사용하는데, 반구형 또는 장구형 스프링 통발이 

많이 사용되었으나(Park et al., 2007; Park et al., 2013), 
최근에는 북형 스프링 통발(이하 북형 통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북형 통발은 접었을 때 부피가 작고, 장
구형이나 반구형 통발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취급이 용이하며, 반구형 통발처럼 해저 안착 

시에 전복되는 경우가 적다. 현재 통발어업에서 망목 

크기 35 mm 이하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고둥(골뱅

이) 통발어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

둥류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소형 고둥의 혼획을 저

감할 수 있는 자원 관리적 방안이 필요하다.
수중에 부설된 어구에는 대상 생물의 크기가 다양하

게 조우한다. 이들 생물 중 소형 개체의 어획을 줄이고, 
경제성 있는 크기만을 어획하기 위해서 망목에 대한 어

획 선택성을 활용하고 있다(Millar and Fryer, 1999; 
Mituhashi et al., 2000; Park et al., 2013; Harada et al., 
2007). 어구에 있어서 망목의 크기는 크게 하면 소형 

개체는 바닷속에서 망목을 통해 빠져나가고, 상품성이 

있는 큰 개체만 어구 속에 남겨져 올라오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 어구의 망목 선택성의 추정은 자원의 남획을 방

지하고, 어획물의 선별 작업 등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용된다. 지금까지 통발에 있어서 고둥류에 대한 

망목 선택성 연구로는 국내에서는 반구형 통발에 있어

서 물레고둥과 세고리물레고둥의 선택성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Park et al., 2007; Park et al., 2013). 국외에서는 

Nashimoto et al. (1995)에 의해 관절매물고둥(Neptunea 
arthritica)을 대상으로 망목 선택성에 관한 기초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동해안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북형 통발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물레고둥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북형 

통발에 있어서 망목 변화에 따른 어획선택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4가지 망목의 북형 통발을 제작하여 해상 시

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험 조업 결과를 바탕으로 망목 

선택성 곡선을 추정하고, 물레고둥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자원관리 방안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 고둥통발의 현장 조사를 통해 

어업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대상 

종에 대해 망목 크기 변화에 대해 어획개체의 크기 선택

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어업 실태 조사

동해안 고둥 통발어업의 어업실태 조사는 2019년 2월
부터 3월 사이에 삼척 임원항과 울진 죽변항에서 각각 

수행하였다. 실태 조사는 연안통발, 근해통발 어업인 대

표와 면담을 통해 청취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사용 어구

의 종류, 사용량, 조업 방법, 어선 규모 등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망목 선택성 시험

망목 선택성 시험에 사용한 시험 어구는 동해안의 연

안통발 어선에서 고둥류를 어획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

는 접이식 북형 통발을 사용하였다(Fig. 1). 시험에 사용

한 통발은 측면에 입구가 2개 설치되어 있으며, 직경 

4.2 mm의 철봉으로 구성된 틀에 PE 210 Td 21 ply 망지

Fig. 1. Drum-shaped net pot for a finely-striate using in the eastern coastal wat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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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rum-shaped net pot for a finely-striate using in the eastern coastal waters of Korea.

를 씌워서 제작하였다. 
시험 통발의 망목은 4종류(22, 35, 50 및 60 mm)로 

하였으며, 망목 내경의 평균치는 각각 21.7, 33.2, 50.8 
및 60 mm였다. 시험 통발의 망목의 내경과 시험 통발의 

형태는 Table 1 및 Fig.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선택 곡선의 계산에 사용된 망목은 실측한 망목 내경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시험 조업에 사용한 어구는 1틀에 망목의 크기순으로 

통발을 반복 배치하였고, 종류별로 25개씩 부착하여 총 

100개로 구성하였으며, 통발의 간격은 11 m로 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어구는 3틀이며, 총 통발 개수는 300개를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시험 어구의 구성은 Fig. 3에 나타

내었다. 미끼는 정어리 1마리를 사용하였고, 플라스틱 

mesh size
22 mm

mesh size
35 mm 

mesh size
50 mm

mesh size
60 mm … mesh size

22 mm
mesh size

35 mm 
mesh size

50 mm
mesh size

60 mm

Fig. 3. Arrangement of experimental pots for Buccinum spp..

Trials 22 mm 35 mm 50 mm 60 mm
1 21.5 32.0 50.5 60.2
2 21.7 33.1 50.8 60.7
3 22.3 31.9 49.4 60.5
4 20.5 32.6 51.1 59.8
5 21.7 34.1 49.9 60.5
6 21.5 33.8 50.8 60.4
7 19.9 32.9 51.3 59.2
8 21.0 33.2 51.7 58.2
9 23.3 34.7 52.2 58.8
10 23.1 33.6 50.6 61.4

Aver. 21.65 33.19 50.83 59.97
Stdv. 1.06 0.89 0.82 0.97

Table 1. Measurements for the inner mesh size of experimental pots

Fig. 2. Experimental pots for testing of the mesh size sel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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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미끼통에 미끼를 넣어 통발 내부에 고정하여 사

용하였다. 통발의 침지기간은 약 10일에서 기상에 따라 

15일 정도로 하였다. 
시험 조업은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동해

안 삼척시 임원항 연안 수역에서 연안통발 어선(2.99톤)
을 시험선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해상 시험은 임원항에서 

동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수심 220∼240 m 어장에서 

수행하였으며, 시험 조업의 위치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시험 통발에 어획된 고둥은 망목별로 분류하여 어항

까지 운반하였다. 측정은 디지털 켈리퍼스를 사용하여 

각고(Shell height, l)를 0.1 mm 단위로 측정하고, 어류는 

각 어종별로 대표 체장을 측정하였으며, 체중은 1 g 단위

까지 전자저울(CAS, SW-1W)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망목 선택성 곡선 추정법

망목 크기       ⋯ 인 통발에 각고 

계급       ⋯ 인 고둥의 어획 개체수 

는 식 (1)로 표현된다(Fujimori and Tokai, 2001). 

                               (1)

여기서, 는 상대 각고로서 로 표현되며, 
 는 망목별 어획 확률을 나타내는 망목별 선택 곡

선을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망목 인 통발 어구

의 구조와 조업 조건 등을 고려한 어구 효율과 어획노력

량을 나타내며, 는 통발 어구와 조우한 각고 인 고

둥의 개체수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망목 선택성 곡선  는 식 (2)의 

Logistic 함수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와 는 선택성 

곡선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며, 해상 시험 결과를 바탕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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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된다.

본 연구에서 조우 확률 는 다항분포를 바탕으로 어

획노력량의 비율로 나타내는 -fixed model과 추정에 

의한 -estimated model로 나누어 분석하는 SELECT 모
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Millar and Walsh, 1992; 
Fujimori and Tokai, 2001). 또한, 선택성 곡선식의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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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al sites for mesh selectivity tests at coastal sea
of Imwon, Samcheok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 197 

우리나라 동해안 북형 통발에 대한 물레고둥(Buccinum striatissimum)의 망목 선택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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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는 식 (5)의 대수 함수를 최대화하여 추정하는 최우

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L은 

우도(Likelihood)를 나타낸다.

ln  
 




 



ln                       (5)

SELECT 모델에서 고둥이 어구와 조우할 확률이 일

정하다고 가정하는 -fixed model 모델과 조우 확률이 

다르다고 가정하는 -estimated model 모델 중에서 적합

도 판정은 AIC 값을 비교하여 수행하였다(Akaike, 
1974). 여기서, AIC 값은 최대 대수 우도( )와 파라

미터 수( )의 관계로부터    로 나

타내어지며, 값이 작은 모델이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높은 

모델이다. 또한, 어구의 망목 선택성 평가는 식 (6)의 50% 
상대 선택 각고 과 선택범위      로 나
타내었다(Wileman et al., 1996; Miyajima et al., 2012). 

      ln                (6)
 

Species Number 
of catch

Catch rate   (No. 
catch, %) 

Weight
(g)

Catch rate1)

(Weight, %)
CPUE2)

(g/pot)
Gastropod 2,073 82 111,532 91 212 
Buccinum striatissimum 1,868 74 96,530 79 184 
Neptunea intersculpta 139 6 12,613 10 24 
Neptunea eulimata 22 1 956 1 2 
Lussivoltopsius furukawai 1 0 100 0 0 
Neptunea constricta 5 0 90 0 0 
etc. 38 2 1,243 1 2 
Prawn 363 14 4,483 4 9 
Pandalopsis japonica 153 6 3,233 3 6 
Pandalus hypsinotus 6 0 213 0 0 
Pandalus borealis 9 0 211 0 0 
Crangon hakodatei 4 0 113 0 0 
Spirontocaris arcuata 2 0 9 0 0 
etc. 189 7 704 1 1 
Crab 88 3 5,819 5 11 
Chionoecetes opilio (female) 54 2 3,664 3 7 
Chionoecetes opilio (male) 34 1 2,155 2 4 
Cephalopod 1 0 580 0 1 
Octopus Iongispadiceus 1 0 580 0 1 
Total 2,525 100 122,414 100 233 

1) Catch rate = Weight of species / Total weight 
2) CPUE (catch per unit effort) = Weight of species / 525 pots (75 pots × 7 trials).　

Table 2. Fish species and catch rates caught by experimental net pots

Fig. 5. Shapes of net pot for catching whelk using in east coastal wat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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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어업 실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고둥류는 연안통발, 근해통발 

그리고 저인망 등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연안통발의 어

획량이 약 50% 정도이다. 고둥류의 어획통계는 종별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므로 종별 어획량 추이를 파악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의 고둥류의 어획량은 2015년 

6,900여 톤 어획에서 2016년 7,143톤, 2017년 7,372톤, 
2018년 8,162톤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KOSIS, 2018). 동해안 지역에서는 반구형 통발, 장구형 

통발, 북형 통발 등에 고둥류가 어획되고 있다(Fig. 5).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통발은 반구형 통발

이었으나, 최근에는 접는 것이 가능하고, 착지가 안정적

인 북형 통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고둥류 통발의 어구 사용량은 톤급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연안통발 어선의 경우, 1틀의 통발 개수는 100개 

정도이고, 10~15틀 정도를 분산 투승해 두고 주기적으

로 조업을 하고 있으며, 1일에 약 500∼600개의 통발을 

양승한다. 반면 근해통발 어선(20톤급)의 경우 1일 

700~1,000개의 통발을 양승한다. 조업 수심은 대상 종

에 따라 100~1,500 m이지만 연안통발의 100~500 m 내
외에서 조업을 하며, 근해통발은 수심이 다소 깊은 어장

에서 조업을 한다. 이들 중에서 어가가 높고 어획량이 

많은 물레고둥(Buccinum striatissimum)은 수심 200~500 
m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며, 세고리물레고둥(Buccinum 
opisthoplectum)은 50~200 m 수심 범위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어구의 침지기간은 약 7~10일 정도이지만 계절이

나 기상 여건에 따라 그 이상 침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침지기간은 연안통발과 근해통발 모두 유사하였다. 연안

통발 어선의 규모는 4~10톤 미만의 어선을 주로 사용하

며, 엔진 출력은 어선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350마
력 정도의 엔진을 주로 사용하고, 근해통발은 어선의 규

모에 따라 엔진 출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망목 선택성 시험조업 결과

시험 조업은 총 8회 수행하였다. 어구 사고가 있었던 

1회를 제외한 7회의 자료를 망목에 관계없이 종별로 합

산하여 개체수 및 중량을 나타내었다. 시험 어구에 어획

된 어종은 물레고둥(Finely-striate buccinum, Buccinum 
striatissimum)을 비롯한 물레고둥류(Buccinum spp.), 매

Fig. 6. Distributions of shell height for finely-striate buccinum caught by experimental net pots. N; total catch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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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둥류(Neptunea spp.), 물렁가시붉은새우(Morotoge 
shrimp, Pandalopsis japonica)를 비롯한 새우류 및 대게

(Snow crab, Chionoecetes opilio) 등이었다. 시험 통발에 

어획된 어획물 조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망목이 작은 22 mm 통발에는 비유용 생물인 거미불가

사리가 다소 어획되었으나 측정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인 물레고둥류는 각고, 각장, 중량을 측정하였

으며, 그 외의 어획물은 대표 체장, 체중 등을 측정하였다. 
망목 선택성 곡선은 물레고둥(Buccinum striatissimum)

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시험 어구에 어획된 물레고둥의 

각고 조성은 망목별로 Fig. 6에 나타내었다. 
통발의 망목별 각고 조성은 망목이 클수록 소형 개체

의 어획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최빈치를 나타

내는 각고는 3종류의 통발(망목 22, 35 및 50 mm)에서

는 70 mm였고, 망목이 가장 큰 60 mm 통발에서는 80 
mm로 나타났다.

각 모델에 의해 추정된 파라미터들은 Table 3에 나타

내었으며, 여기서 각 모델의 50% 상대선택 각고 은 

각각 1.284와 1.385로 나타났다. 
망목별 선택 곡선과 선택성 곡선 Master curve는 각 

모델에서 추정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각각 Fig. 7 및 

Fig. 8에 나타내었다. 
물레고둥의 망목 선택성 곡선은 조우 확률 추정 모델

과 조우 확률 일정 모델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위치

하고, 선택 체장(SR), 상대 50% 선택 각고의 크기가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Table 3 및 Fig. 7).
Master Curve의 결과로부터 망목이 커질수록 통발의 

망목 내경이 22, 35, 50 및 60 mm로 커짐에 따라 물레고

둥의 50% 선택 각고()는 조우 확률 추정 모델에서는 

각각 28.3, 44.9, 64.2 및 77.0 mm로 나타났으며, 조우 

확률 일정 모델에서는 각각 30.5, 48.5, 69.3 및 83.1 mm
로 나타났다. 이는 북형 통발의 망목이 커질수록 소형 

물레고둥이 망목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두 모델(-estimated, -fixed)의 망목 선

택성 곡선에 대한 적합도의 판정은  Table 3에서와 같이 

Parameter and MLL*1 model
-estimated -fixed

Logistic parameters of master curve
s(R) = exp(a+bR) / [1+exp(a+bR),
where R = l/m
 -7.778 -7.432
 9.983 10.288
  (mm)*2 1.284 1.385

  (mm)*3 0.282 0.296
Split parameter   for each mesh size
22 mm 0.2255 0.2500
35 mm 0.4165 0.2500
50 mm 0.2082 0.2500
60 mm 0.1498 0.2500
MLL -1894.32 -1977.75
AIC*4 3810.62 3977.49

*1 Maximum log-likelihood (MLL); 
*2 Relative shell height of 50% selection (R50); 
*3 Selection range (SR) defined as R75-R25;
*4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Table 3. Parameters for selectivity curve estimated by SELECT 
model 

Fig. 7. Selectivity curves of the net pots for finely-striate buccinum with drum shape by SEL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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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 값이 작은 조우 확률 -estimated 모델이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Logistic 함수의 파라미터는 조우 

확률 추정 모델의 결과로부터    ,   
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둥류의 포획과 관련된 크기 제한은 

없으며, 최소 성숙 개체의 크기 등에 관한 연구도 거의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국외 사례로서는 일본에서 물

레고둥의 자원관리를 위해 대상 개체의 생태에 관한 연

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에 따르면, 물레고둥의 

최소 성숙 각고는 75 mm(연령 약 2.5세)로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2011년 물레고둥의 

자원관리를 위하여 통발의 망목을 33.6 mm (10절)에서 

33.6 mm (8절)로 확대한 바 있다. 이후 2013년에는 망목

을 50.5 mm (7절)로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Michine 
et al., 2002).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망목 35 mm의 통발과 

일부 지역에서 고둥류 어획을 위해 사용하는 50 mm의 

통발에 어획되는 물레고둥의 50% 선택 각고를 계산하

면 각각 44.9 mm 및 64.2 mm로 나타났다. 이는 Michine 
et al. (2002)가 보고한 최소 성숙 각고 이상의 개체를 

어획하기 위해서는 최소 망목을 60 mm 이상으로 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시각이 발달한 어류나 갑각류 등은 통발

에 입망한 소형 개체는 자력으로 망목을 통해 탈출할 

수 있다. Miller and Addison (1995)은 Rock crab 
(Cancer irroratus)와 Green crab (Carcinus meanas)을 

대상으로 수조에서 실험한 결과, 통발 내에 큰 개체가 

이미 입망해 있을 경우에는 소형 개체의 어획이 감소한

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게류는 시각이 발달하

여 그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지만, 고둥류는 시각을 

통해 탈출하기 보다는 망목에 접촉한 후 고둥의 크기와 

망목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목이 커질수록 소형 개체의 

탈출이 용이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Nashimoto et al., 
1995).

물레고둥의 통발 조업은 어장 수심이 100 m 이상에서 

이루어지며, 양승 과정에서 줄에 연결된 통발이 수중에

서 흔들리거나 수류 등에 의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통발 내부에 입망한 개체는 통발 내에서 굴러다

니면서 망목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며, 망목을 

통과하는 확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망목의 확대는 시장 가치가 낮은 미성숙 개체의 혼획이 

저감되기 때문에, 선상에서의 선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에서 물레고둥 통발어업의 어구 

사용량, 조업 방법, 어구 형태 등에 대한 조업실태를 조

사하였다. 또한, 해상시험을 통하여 통발의 망목별 어획

되는 어종, 개체 크기, 중량 등을 조사하고 물레고둥에 

대한 통발의 망목 선택성을 추정하였다. 
망목 선택성 시험은 22, 35, 50 및 60 mm인 망목의 

통발을 사용하였으며, 각 망목별로 총 100개씩의 통발

을 제작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시험 어구 1틀에는 통

발의 망목의 크기순으로 반복 배열하여 100개로 구성하

였고, 총 3틀을 사용하였다. 시험은 강원 삼척 임원항 

인근 해역 220~240 m 수심에서 수행되었다. 7회 시험

을 분석한 결과, 물레고둥류가 90% 어획되었으며, 대
게, 새우류 등이 소량 어획되었다. 이들 중에서 물레고

둥(Buccinum striatissimum)를 대상으로 통발의 망목 선

택성을 분석하였다. 선택성 곡선은 Logistic 함수로 표

현하였으며, SELECT 모델을 적용하여 최우법으로 파

라미터를 추정하였다. 망목 선택성 Master curve는 

  expexp
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망목이 커질수록 소형 

물레고둥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며, 50% 상
대 선택 각고 ()는 1.284, 선택 범위는 0.282로 나타

p-fixed

p-estimated

Fig. 8. Master selectivity curves of the net pots for finely-striate
buccinum by SEL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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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해안 북형 통발에 대한 물레고둥(Buccinum striatissimum)의 망목 선택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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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aster selectivity curves of the net pots for finely-striate
buccinum by SELECT model.

났다. 또한, 북형 통발의 망목은 22, 35, 50 및 60 mm로 

커질수록 물레고둥의 50% 선택 각고()는 각각 28.3, 
44.9, 64.2 및 77.0 mm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물레고둥 자원의 지속적 이용

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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