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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입구 둘레의 크기에 따른 붕장어 입망성능 비교

차봉진조삼광이건호° ․ ․
국립수산과학원 시스템공학과

서론

그물통발을 사용하는 연안통발어업은 전 연안에서 널리 행해지는 대표적인 에너지 절

약형 어업이고 미끼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획효율이 높아 다른 어업에 비해 경쟁력이 높

은 어업이지만 목표어종 외에도 여러 가지 어류가 혼획 되고 그 비율도 높다 우리나라, .

연근해 수산자원이 근래 심각한 상태로 감소되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원을 회복시키고,

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발의 망목을 로 규제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하. 35mm

나로 작은 개체는 통발에서 탈출하고 큰 개체만 선택적으로 어획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이다 통발어업 가운데 그물통발로 붕장어를 주로 어획하는 경우는 붕장어 체형의 특수성.

으로 인해 의 망목규제를 적용할 경우 대상어종의 어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35mm ,

전 해양수산부에서는 붕장어를 비롯하여 낙지 새우류 민꽃게를 목적으로 어획할 때에는, ,

그물 망목의 크기를 줄이면서 혼획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방안으로 통발의 입루의 직경

을 로 사용하는 경우 그물망목을 이하로 허용 수산자원보호령 별표 하였14mm 22mm ( 9)

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통발과 붕장어어획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통발어구의 어획선택성.

을 밝힌 연구 혼획저감형 통발개발 연구 등이 있다 본(Lee et al, 2005), (Kim et al, 2006) .

연구에서는 붕장어에 대해 수조와 현장에서 통발입구의 둘레와 통발의 어획성능을 조사,

망목 선택성 분석 혼획률을 조사하였다, .

재료 및 방법

입구의 둘레가 기존의 어구에 비해 작은 통발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공학동 실

내 해수수조 에서 붕장어의 입망이 가능한지를 실험하였다 실(W310 × L535 × D146cm) .

험에 사용한 살아있는 장어는 총 마리로 체장분포는 이상 미만 마리 체장 분210 20g 40g 30 (

포 오차 이상 미만 마리 체장 분포 오차: 260 320mm, ± 10%), 40g 60g 30 ( : 320 350mm,～ ～

이상 미만 마리 체장 분포 오차 이상± 10%), ( 60g 80g 30 ( : 350 380mm, ± 10%), 80g 100g～

미만 마리 체장 분포 오차 이상 미만 마리 체장 분포30 ( : 380 410mm, ± 10%), 100 120g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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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이상 미 마리 체장 분포 오차: 410 430mm, ± 10%), 120g 200g 30 ( : 430 500mm, ±～ ～

이상 마리 체장 분포 오차 였고 측정 시 장어에 상처나10%), 200g 30 ( : 500mm , ± 10%) ,～

스트레스를 주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무게만 측정하고 해상시험에서 얻어진 체장

과 무게와의 관계식인
     

을 이용하여 체장분포를 환산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통발은 스프링 통발로 망목의 크기는 로 구성하고 종류는 그물이 둘러쳤을24mm ,

때의 둘레 와 을 설치한 통발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두 통발을 각각 회에123mm 150mm . 7

걸쳐 일정시간 침지 총 시간 시켜 입망한 붕장어의 어획미수와 체장구성을 분석하였다( 62 ) .

입구 둘레를 작게 만든 통발의 성능을 조사하기 위한 해상시험에는 종의 통발을 제작5

하여 시험조업을 실시하였다 시험조업은 종류의 통발어구를 종류별로 개씩을 순차적. 5 60

으로 반복 연결하여 총 개를 투승하고 월과 월에는 일 동안 침지시킨 후에 양승하300 3 4 2

고 월은 시험통발을 해지기전 투승 한 후 시간 정도 침지시킨 후에 양승하여 통발, 5 8 4～

종류별 어획물을 수거하고 어체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어업인이 일방적으로, .

사용하는 방법이다 시험에 사용된 통발은 모두 스프링그물통발로서 망목 이고 입. , 23mm

구 둘레 인 통발 이후 번통발 망목 이고 입구 둘레 인 통발 이후120mm ( 1 ), 23mm 130mm (

번통발 망목 이고 입구 둘레 인 통발 이후 번 통발 망목 이고2 ), 23mm 140mm ( 3 ), 20mm

입구 둘레 인 통발 이후 번 통발 망목 이고 입구 둘레 인 통발 이320mm ( 4 ), 35mm 320mm (

후 번 통발 이었다5 ) .

결과 및 고찰

수조실험에서 입구의 둘레가 인 통발의 경우 총 마리가 입망하였으나123mm 52 ,

이상의 개체의 입망은 마리로 다소 적었고 입구의 둘레가 의 통발100g(420mm) 14 150mm

은 총 마리가 입망하였으며 이상 개체의 입망도 마리로 입구둘레111 , 100g (420mm) 40

통발의 입망률이 통발보다 약 배 높았다150mm 123mm 2.1 . 수조실험 결과와 현재 해상에

서 사용되고 있는 플리스틱 붕장어 통발의 입구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어획이 가능한 점 그,

물통발의 입구 둘레와 입망된 붕장어의 동주 등을 고려해보면 그물통발의 입구 둘레가

이상이면 연안에서 전장 이상의 붕장어도 어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40mm 35cm .

본 실험에서는 두 통발 모두 무게 환산에 의한 체장 이상의 붕장어가 입망200g( 550mm)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수조실험을 위한 붕장어의 순치기간이 짧고 시간 수조 내에 붕(24 ),

장어의 빠른 순치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에 큰 개체가 은신하여 통발로 입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해상에서 미끼에 의해 통발로 유인되는 경우에는 수조실험 보다 큰

붕장어가 어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시험의 결과에 의하면 어획성능은 번통발 망목 입구 둘레 에서 가3 ( 20mm, 3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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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았으며 이 통발은 붕장어의 어획허용 체장인 이상의 어획에 대해서는 현재 새, 35cm

로 개정된 입구가 인 통발이 기존통발에 비해 의 어획을 보였다 망목이 번140mm 63% . 5

통발 망목 입구 둘레 인 통발은 어획이 거의 없어 붕장어어획용 그물통발( 35mm, 320mm)

로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월과 월 시험조업 결과를 분석(Lee et al, 2004). 3 4

해보면 망목 번통발 망목 입구 둘레 의 혼획의 증가가 불가피 한데 붕장3 ( 20mm, 320mm)

어 조업시기가 아닌 가을철과 봄철에는 통발을 투승한 후 이틀에서 일주일까지 바다에

침지시켜 두므로 장어는 빠져나가고 기타어획물의 어획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Fig. 1. Weight distribution of conger eel entranced by the test traps for the tank test.

Table 1. The number of conger eel entrance in the traps for the tank test

Mouth

around

(mm)

Weight(g)

Total Length(mm)

20 40～

260 320～

41 60～

320 350～

61 80～

350 380～

81 100～

380 410～

101 120～

410 430～

121 200～

430 500～

123 4 3 20 11 5 9

150 1 6 29 37 2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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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atch weight(g) of the Conger eels and bycatches depend on each

monthly fsihing

1st Trap 2nd Trap 3rd Trap 4th Trap 5th Trap

eel Bycatch eel Bycatch eel Bycatch eel Bycatch eel Bycatch

Mar. 215 515 145 660 220 770 425 3870 30 3540

Apr. 338 350 454 1136 341 1700 636 3053 0 7132

May 2435 69 1823 56 1552 142 4616 1181 873 410

Jun. 2118 72 3393 276 2669 469 5789 1030 718 1271

Jul. 1640 362 4525 431 3465 1588 5649 1219 1148 1392

Aug. 470 285 775 365 1265 805 2135 4200 780 2975

Total

catch(g)
7,216 1,653 11,115 2,924 9,512 5,474 19,250 14,553 3,549 16,720

Bycatch 19% 21% 37% 43% 92%

Fig. 2. Length distribution of conger eel caught by the test t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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