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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 생태계 보전 어업자원 보호와 관리 비, ,

목표 어종의 혼획 및 투기 감소 종의 다양성 보존 등이 중요하며 그 수단적 방법으로 올,

바른 어업관리가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어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구에 포획되는 어획.

물의 종류 및 조성 체장조성 혼획투기 등의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어, , .․
구에 의한 어획종 및 종조성에 관한 연구 (Park et al., 2007; Jang et al., 2009; Cho et al.,

와 혼획투기에 관한 연구 가 수2010) (Alverson et al., 1994; Pascoe, 1997; Kelleher, 2005)․
행되었다 국제적으로는 혼획과 투기를 줄이기 위하여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FAO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어업에서 발생되는 혼획과 투기에 대하여 평가

하고 트롤 등과 같은 어구가 해저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다

한편 동해의 어업에서 붉은대게가 통발에서 오징어가 채낚기에서 많이 어(Thiele, 2004). ,

획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망에서 어획되고 있다 따라서 동해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어획현황과 혼획투기에 관한 연구 수행에 있어서는 자망어업에 대한 연구가 우․
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 연안의 각 해역에서 어획되는 어획물의 혼획투. ․
기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해안 주요 어항인 양양군 수산항 삼척시 장호항 울진군 후, ,

포항에서 삼중자망을 사용하여 어획시험을 실시하고 혼획투기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험조업의 어구 및 조업방법 조업시기는 본 발표요약집의 동해, “

삼중자망어업의 해역별 어획 특성 과 같다 어획물의 분석은 어획물 전체의 체장과 체중을” .

측정하고 총 어획에서 차지하는 혼획량과 투기양을 조사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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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수산해역의 시험어업에서 이용한 어선의 자망어업허가증에는 포획채취물의 종류가 가자

미 넙치 명태 대구 꽁치 송어 임연수어 양미리 실제 어종은 까나리 볼락 물메기 실, , , , , , , ( ), , (

제 어종은 꼼치 게 청어 숭어 도치 뚝지의 방언 학공치 정어리 멸치 도루묵 오징어), , , , ( ), , , , ,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에서와 같이 양양군 수산해역에서 어획된 종 중 포획채취. Table 2 29

물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은 용가자미 대구 참가자미 기름가자미 등 종이고 포획채취물, , , 16

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빨간횟대 대구횟대 황어 등 종이다 포획채취물의 종류, , 13 .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혼획종으로 보았을 경우의 혼획률은 어획량을 기준으로 이었6.55%

다 또한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미만의 어종을 혼획종으로 보면 전체 어획종 종. 1% 29

중 종이 주 대상종이고 쥐노래미 털게 황어 황볼락 등 종이 혼획종으로서 혼획률은6 , , , 23

이었다5.87% .

후포해역의 시험어업에서 이용한 어선의 자망어업허가증에는 포획채취물의 종류가 꽁

치 학공치 전어 숭어 임연수어 가자미 게 오징어 우럭 조피볼락의 방언 기타잡어, , , , , , , , ( ),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기타잡어라는 용어는 혼획되는 수 많은 어종을 어업허가. ‘ ’

증에 모두 기록할 수 없는 이유와 조업 중 혼획되는 어획물로 인하여 불법어업이 성립되

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타잡어를 주 어획.

대상종으로 포함시키면 혼획이 전혀 없는 것이 되므로 기타잡어를 혼획종으로 보고 분석

하였다 에서와 같이 울진군 후포해역에서 어획된 종 중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명. Table 3 35

시된 어종은 임연수어 기름가자미 참가자미 문치가자미 등 종이고 기타잡어의 종류에, , , 12

포함되는 것은 대구 쥐노래미 황아귀 빨간횟대 대문어 등 종이다 기타잡어를 혼획종, , , , 23 .

으로 보았을 경우의 혼획률은 어획량을 기준으로 이었다 여기서 혼획률이 높게 나44.70% .

타난 것은 대구 쥐노래미 황아귀 등 많이 어획된 종이 기타잡어에 포함되기 때문이며 실, ,

제로 시험에 사용된 어선은 연중 대구를 많이 어획하고 있다 후포해역의 경우 어업허가. ,

증에 표시된 기타잡어를 혼획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혼획률이 이 된다 어획량이 전체0 .

어획량의 미만의 어종을 혼획종으로 보면 전체 어획종 종 중 종이 주 대상종이고1% 35 12

불볼락 청어 넙치 대구횟대 등 종이 혼획종으로서 혼획률은 이었다, , , 23 5.24% .

장호해역의 시험어업에서 이용한 어선의 자망어업허가증에는 포획채취물의 종류가 명

태 청어 양미리 실제 어종은 까나리 학공치 대구 꽁치 볼락 넙치 가자미 가오리 임, , ( ), , , , , , , ,

연수어 횟대 도치 뚝지의 방언 멸치 꼼치 노래미 망상어 오징어 도루묵 송어 게 정, , ( ), , , , , , , , ,

어리 우럭 조피볼락의 방언 골뱅이 고둥류 돔 삼수기 고무꺽정이의 방언 쥐치 연, ( ), ( ), , ( ), ,

어 고등어 송어 실제 어종은 연어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에서와 같이 삼척시 장, , ( ) . Table 4

호해역에서 어획된 종 중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은 고무꺽정이 꼼치 대구19 , , ,

대게 등 종이고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대문어 벌레문치 등 종이다1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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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어종 중에서 대게는 포획금지기간에 어획되어 포획물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종류이다 대게를 포함하여 포획채취물의 종류3 .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혼획종으로 보았을 경우의 혼획률은 어획량을 기준으로 이었0.96%

다 여기서 혼획률이 낮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어종이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미만의 어종을 혼획종으로 보면 전체 어획. 1%

종 종 중 종이 주 대상종이고 대게 살오징어 대문어 기름가자미 등 종이 혼획종으19 4 , , , 15

로서 혼획률은 이었다2.31% .

수산해역과 후포해역은 회의 어획시험에서 폐기된 어획물의 수를 장호해역은 후반부10 ,

회의 어획시험에서 폐기된 어획물의 수를 비교분석하였다 폐기된 어종의 수는 총 종으6 . 34

로서 수산해역에서 종 후포해역에서 종 장호해역에서 종으로 장호해역에서 가장 많6 , 15 , 20

은 종의 어획물이 폐기되었다 또한 폐기된 어획물의 수도 수산해역에서 마리 후포해역. 64 ,

에서 마리 장호해역에서 마리로서 장호해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어획물이 폐기되었95 , 516

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장호항의 경우 북방명주매물고둥 아니완물레고둥 대게. , , (6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포획금지기간 등이 많이 어획되었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1 11 30 ) .

손상되거나 크기가 작아 이용하지 않고 다시 바다에 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식용으.

로 이용할 수 없는 아무르불가사리 노무라입깃해파리 코르크해면 갈색꽃해변말미잘 등, , ,

도 약간 포획되었다 본 시험조업은 어류를 목표어종으로 수행되었고 장호해역에서 아주.

작은 고둥류 등이 많이 어획되었기 때문에 폐기율은 어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표현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폐기된 어체의 중량은 어체의 손상으로 측정이 곤란.

한 개체도 있으므로 마리수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수산해역 후포해역 그리고 장호해역의 어류에 속하는 어획물 중 폐기되는, ,

어획물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이었다1.59%, 3.42%, 2.23% .

본 어획시험에서 비교적 많이 어획된 어종 중 수산자원보호령에 포획금지체장이 나타나

있는 어종은 대게 참가자미 대구 등이다 이 중 대게는 포획금지기간에 포획되었고 거의, , .

어업인이 원하지 않는 치게가 어획되어 다시 바다로 투기되었다 그러나 참가자미와 대구.

등은 어업인이 어획대상으로 하는 어종이므로 포획금지체장 이하의 어획비율을 분석하였

다 수산자원보호령에 명기된 참가자미의 포획금지체장은 이하 대구는 이하이. 12cm , 30cm

다 년 어획시험에서 수산해역 후포해역 장호해역 모두 포획금지체장 이하의 참가자. 2008 , ,

미와 대구는 어획되지 않았다 그러나 년 어획시험에서는 수산해역의 경우 어획된 대. 2009 ,

구 마리 중 마리가 체장 이하로서 어획량 기준 가 포획금지체장 이하371 367 30cm 95.95%

의 대구가 어획되었다 또 후포해역에서도 대구 마리 중 마리가 체장 이하로. 433 289 30cm

서 어획량 기준 가 포획금지체장 이하의 대구가 어획되었다 장호해역의 경우에는43.30% .

어획된 대구 마리 중 마리가 체장 미달이었으며 어획량 기준 에 불과하였다 장139 9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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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역의 경우 체장 미달 대구의 어획비율이 작은 것은 장호해역에서 사용한 그물의 그물

코 크기 가 수산해역과 후포해역에서 사용한 어구의 망목크기 보다(151.5mm) (84.84mm)

훨씬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산해역과 후포해역에서의 체장 미달 대구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두 해역에서 사용한 어구가 동일하므로 해당 해역에 서식하는 대구의

자원상태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년도 어획시험 결과로부터 포획금지체장이 설정되어 있는 어종 중에서 포획금지체2009

장 이하의 치어 혼획비율 중량기준 은 수산 후포 장호 해역에서 각각( ) , , 61.31%, 20.90%,

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어획량 중에서 차지하는 치어의 혼획비율 중량기준 은 수5.10% . , ( )

산 후포 장호 해역에서 각각 로 나타났다 장래 성장하여 자원 증식, , 18.67%, 7.62%, 0.61% .

에 기여하는 치어의 혼획을 감소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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