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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안 연승어구 설계시스템에 관한 기초 연구

양진성 김석종․
제주대학교

서론

연승은 오래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어법으로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아릿줄 마다 낚시 개씩을 달아 미끼를 끼우고 수중에 자유로이 방치함1

으로써 조우하는 어류가 낚시를 문채로 걸려 있도록 해서 어획하는 어구로서 수중에 수,

직으로 띄워서 조류를 따라 흐르게 하거나 닻 돌 등으로 일정 위치에 고정한다, .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승 어업의 주 대상어종은 옥돔 갈치 조기 복어 상어이, , , ,

며 연안해역 인공어초 어장을 중심으로 돌돔 황돔 등 고급어종을 대상으로 연승어업이, ,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릿줄의 굵기와 길이가 조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지만 아릿줄의 길이와 굵기는 사용 어구별로 다양하며 적합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다. Lee et al. 은 연승어구에 대한 옥돔의 행동과 낚시현상의 설계 다랑어 연(1995, 2003) ,

승어구의 형상에 관한 시뮬레이션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Kim et al. 은 갈치연승 어(2002)

업의 미끼크기가 조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여 보고하였는데 아릿줄의 굵기와,

길이의 영향에 관련한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기초연구로서 모형 연승어구를 제작 설치하고 돌돔어종을 대상으, ,

로 조획실험을 실시하여 아릿줄의 굵기와 길이에 따른 조획률을 산출한 후 아릿줄의 굵

기와 길이가 조획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에는 제주대학교 해양과환경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함덕리 소재 에 설치되( )

어 있는 실내의 원형 사육수조 를 이용했으며 이 원형 사육수조에 육면(Ø290×93cm, FRP) ,

체의 뼈대구조물 을 제작하였다 모형 연승어구에는 아릿줄을 굵기가(W195×L195×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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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심을 수면으로부터0.40mm, 0.45mm, 0.50mm, 0.55mm, 0.60mm, 0.70mm, 0.75mm

길이를 로 제작하여 육면체의 뼈대구조물에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 ㎝ ㎝ ㎝ ㎝

모릿줄을 가로방향으로 간격으로 설치하고 모릿줄에서 아릿줄을 세로방향으로20cm ,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시험어가 뼈대구조물 밖으로 도피하지 못하도25cm (Fig. 1).

록 뼈대구조물 벽면의 외측에 계 망목 의 그물감을 붙여서 방벽을 만4 PE , Ø 2mm, 50mm

들었다.

Fig. 1. The experimental picture of Fig. 2. The model long line installation

model long line. scheme.

A : Hexahedron frame structure A1 ~ G8 : Experiment Number

B : Model long line

모형 연승어구를 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가로 방향으로 까지 부여하고 세로방Fig. 2 A~G ,

향으로 까지 부여하여 영문자와 숫자가 교차하는 행렬점에 까지 실험번호를1~8 , A1~G8

붙였다 설치된 모형 연승 어구는 회 실험이 끝날 때마다 번호의 순서대로 모릿줄을 아. 1

래쪽으로 이동시켰으며 모릿줄이 차례 이동되었을 때마다 영문자의 순서에서 아릿줄을, 8

오른쪽 위치로 이동시키면서 일 동안 총 회 실시하였다14 56 .

결과 및 고찰

아릿줄 굵기에 따른 조획률1.

조획실험에서 아릿줄의 굵기에 따른 조획수는 에 나타냈으며Table 1 ,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아릿줄의 굵기가 가늘수록 조획수의 값이 크게 나타났다. 조획률은 Kim et

의 연구에서 사용한 아래의 식 을 이용하였다al.(2009) (1) .

 
  
 

×  
(1)

 총 조획률: ,   아릿줄의 굵기별 조획수의 합: ,  아릿줄의 굵기별 조획수의 합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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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아릿줄의 굵기가 일때 일때Fig. 3 0.40mm 15.4%, 0.45mm 17.0%,

일때 일때 일때 일때0.50mm 17.0%, 0.55mm 16.5%, 0.60mm 13.4%, 0.70mm 11.4%, 0.75mm

일때 를 나타냈다 아릿줄의 굵기가 와 일때 높은 조획룰을 나타냈으9.3% . 0.45mm 0.50mm

며 일때 낮은 조획률을 나타냈는데 그 차이는 정도였다, 0.75mm , 7.7% .

아릿줄의 굵기와 총 조획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정한 직선으로 나타나고 아릿줄의

굵기( 와 총 조획률) ( 의 관계는 값의 설정 범의에서 다음의 식으로 표현 할 수) (2)

있으며 이 실험식의 결과를 에 실선으로 도시하였다, Fig. 3 . 그리고 피어슨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아릿줄의 굵기와 조획률과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로 의 유의수준-0.718 0.01
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2)

Table 1. Total hooking by Branch line's length and thickness
Length( )㎝

Thickness( )㎜
Total

0.40 0.45 0.50 0.55 0.60 0.70 0.75

15 28 34 35 29 20 19 19 184

20 32 39 44 32 23 23 21 214

25 33 38 39 38 32 24 20 224

30 32 37 39 40 31 25 22 226

35 38 40 35 42 36 30 21 242

40 44 41 39 44 31 25 20 244

45 39 36 40 37 35 34 24 245

50 40 51 44 44 41 32 25 277

Total 286 316 315 306 249 212 172 1,856

Fig 3. Total hooking rate changed by variation of thickness of branch line.

아릿줄 길이에 따른 조획률2.

조획실험에서 아릿줄의 길이에 따른 조획수는 에 나타냈으며Table 1 ,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아릿줄의 길이가 길수록 조획수의 값이 크게 나타났다. 조획률은 Ki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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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사용한 아래의 식 을 이용하였다al.(2009) (3) .

 
  
 

×  
(3)

 총 조획률: ,   아릿줄의 길이별 조획수의 합: ,  아릿줄의 길이별 조획수의 합의 총수: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아릿줄의 길이가 일때 일때 일Fig 4 15cm 9.9%, 20cm 11.5%, 25cm

때 일때 일때 일때 일때 일때12.1%, 30cm 12.2%, 35cm 13.0% , 40cm 13.1%, 45cm 13.2%,

일때 를 나타냈다 아릿줄의 길이가 일때 높은 조획률을 나타냈으며50cm 14.9% . 50cm ,

일때 낮은 조획률을 나타냈는데 그 차이는 정도이다15cm 5.0% .

아릿줄의 길이와 총 조획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정한 직선으로 나타나고 아릿

줄의 길이( 와 총 조획률) ( 의 관계는 값의 설정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표현) (4)

할 수 있으며 이 실험식의 결과를 에 실선으로 도시하였다 그리고 피어슨 상, Fig. 4 . ,

관분석을 이용하여 아릿줄의 길이와 조획률과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로0.431 0.01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냈다.

           (4)

Fig. 4. Total hooking rate changed by variation of thickness of branch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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