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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selection action on the mesh in the net pot for whelk (Buccinum opisthoplectum) is experimentally considered, 

and the selectivity was compared by the SELECT model and the Nashimoto’s method with the probability model according 

to the contact shape of the mesh and the whelk. The experiments of the mesh size selectivity was conducted for two mesh 

sizes: 70 mm (inner stretched size 65.4 mm) and 44 mm (inner stretched size 39.5 mm). Selectivity experiments were 

conducted three times in total for each mesh size used 264 whelks. In addition, Nashimoto’s method analyzed the retention 

probability using probability model for whether the mesh passed or not based on the carapace width of the whelk. As 

a result of the selectivity analysis, the 50% selection carapace width for the mesh size of 70 mm was similar to 43.62 

mm in the SELECT model and 42.64 mm in the Nashimoto's method. However, the 44 mm mesh with relatively small 

mesh size showed differences of 40.01 mm and 26.80 mm, respectively. As for the mesh size selectivity of whelk, it was 

found that the smaller the mesh size, the lower the selectivity. In addition, in the selectivity study on the mesh size of 

whelk, an evaluation method that closely considers the contact shape between the mesh and the target specie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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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다양한 고둥류가 서식하고 있

다. 어업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골뱅이라는 명칭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둥의 양은 

2020년 기준으로 9,530 M/T을 나타났으며, 생산량의 약 

51%가 연안에서 사용하는 그물통발에 의해 새우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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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ㆍ정정모ㆍ백세나

함께 어획되고 있다(KOSIS, 2021). 우리나라 통계에서

는 이 고둥류에 대해 세부적인 종별 어획량은 나타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로 해역 수심별로 우점하는 

고둥류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종에 대한 자원의 상태나 

생산량 추이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동

해안에서 서식하는 고둥은 크게 매물고둥류와 물레고둥

류로 나눌수 있으며, 각 분류별로 종다양성이 크지만 

명확히 분류가 되어 있는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동해

안에서 어획되는 고둥류 중에서 경제적으로 상품가치가 

비교적 높은 종류는 물레고둥(Buccinum striatissimum)

으로 모래펄이 많은 수심 200~500 m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고리물레고둥(Buccinum 

opisthoplectum)은 저질이 주로 펄로 이루어진 수심 

50~200 m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FRDI, 2000; Okutani, 2000). 고둥을 어획하는 통발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반구형, 장구형 스프링통발을 과

거부터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원통형 통발

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Kim et al., 2020). 

고둥을 어획하기 위한 통발의 그물코 크기는 35 mm 

이하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물코 크기

에서도 소형의 고둥부터 크기가 큰 고둥까지 다양하게 

어획이 되고 있으며, 고둥의 자원생물학적인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Park et al., 2013). 소형 개체의 경우 상품

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혼획을 저감할수 있는 어구학적

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연안그물 통발을 대상으로 그물코의 크기 

변화에 따른 망목선택성 연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Park et al., 2007; Part et al., 2013; Kim et al., 

2020). 이들 연구는 대부분 해상시험을 통한 어획개체의 

크기 분포를 바탕으로 주로 SELECT 모델을 기반하여 

Logistic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Nashimoto et al. (1995)에 의해 관절매물

고둥(Neptunea arthritica)를 대상으로 대상그물코와 대

상 개체의 접촉 형상에 따른 그물코 크기 선택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둥을 대상으로 하는 통발에 있어서 

그물코에 대한 선택성 작용을 실험적으로 고찰하고, 분

석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SELECT 모델(Millar and 

Fryer, 1999; Tokai and Mitsuhashi, 1998)에 의한 선택성

과 Nashimoto 방법의 한 선택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러한 연구를 통하여 고둥류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그물

코 규제와 자원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고둥을 대상으로 그물코 크기 2종류에 

대한 통과와 잔류 실험을 통해 망목 선택성 실험을 하고 

2가지를 선택성 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선택성 실험에 사용한 선택실험 장치는 정사각형 프

레임에 그물망지를 붙여서 사용하였다. 선택실험 장치

는 직경 ϕ 8 mm sus 재질의 환봉을 사용하여 한변의 

길이 600 mm로의 정사각형 프레임을 제작하여 실험 

그물감을 붙여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그물감은 

PE 210 Td 36 ply의 그물코 크기 70 mm (innner 

stretched size; aver. 65.4 mm)와 44 mm (inner stretched 

size; aver. 39.5 mm)로 성형률 70%로 붙여서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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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rapace height distribution of experimental individuals 

using in mesh size selectiv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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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carapace height and carapace width

of whelk (Buccinum opisthoplectum) using i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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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carapace height and carapace width

of whelk (Buccinum opisthoplectum) using in experiments.

다. 그물코 크기는 기존의 Kim et al. (2020)에서 물레고

둥 통발에 있어서 자원관리를 위해 제시한 60 mm 이상

의 그물코의 크기, 현용 통발의 35 mm 그물코의 크기를 

고려하여, 내경 기준으로 상용제품 중 유사한 크기로 

선정하였다.

선택성 실험에 사용한 실험개체는 경북 울진 후포에서 그

물통발로 어획한 세고리물레고둥(Buccinum opisthoplectum) 

264 개체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전체 실험개체를 총 

3회 실험하였으며, 선택성 분석은 총 792 개체로 집계

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개체의 각폭 분포는 Fig. 1에 

나타내었으며, 각고와 각폭의 상관계는 Fig. 2에 나타

내었다. 

실험은 각 그물코 크기별 선택실험 장치 위에 1회 약 

10 개체를 크기나 무게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올려놓고 

좌우, 상하 실험장치를 개체가 충분히 빠질 때 까지 수 

차례 흔들어 그물코를 통과한 개체, 잔류한 개체로 분류

하였다. 측정은 최대 각고, 최대 각폭, 최소 각폭을 전수 

측정하였으며,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0.1 

mm 단위로 측정하였다. 실험개체의 측정 위치는 Fig. 

3에 나타내었으며, 각폭은 실험개체를 상부에서 바라보

았을 때 가장 넓은 폭을 최대 각폭, 가장 좁은 폭을 최소 

각폭으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선택성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그물코 크기별 선택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세고리물레고둥을 실험개체로 하여 그물코 통

과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Logistic 함수와 Nashimoto 

방법 두가지를 적용하여 각각 선택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험에 투

입한 총 실험개체수에 대한 그물코를 통과한 개체와 잔

류한 개체의 비를 잔류률로 정의하였다.

 






 



                                (1)  

 

여기에서 는 잔류률, 
는 그물코를 통과하지 못한 

개체수, 는 선택장치를 통과한 개체수를 나타낸다. 

선택성 분석에서는 식 (2)에 나타낸 Logistic방정식

(Pope et al., 1975)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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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에서  는 선택률로써 본 연구에서는 잔류률

을 나타낸다. 와 는 곡선식의 파라미터, 은 대상개

체의 체장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최대 각폭을 적

용하였다. 곡선의 파라미터 추정은 SELECT 모델을 

기초하여 최우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추정하였다(Millar and Walsh, 1992; Fujimori and 

Tokai, 2001). 

여기에서 식 (2)의 값을 최대로 하는 파라미터를 찾아

내는 것에 의해 선택성 곡선식을 구하였다. 또한 추정한 

선택성 곡선으로부터 25%, 50%, 75% 선택 각폭의 값 

 ,  , 를 식 (3)∼(5)에 의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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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탈출장치의 선택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

택범위(Selection Range, SR)를 구하여 조사하였으며, 

선택범위는 식 (6)에 의해 산출하였다.

 

      ln                       (6)

a b

c

Fig. 3. Measurement points of experimental individuals using in

mesh size selectivity test. (a) Maximum carapace height (b) 

Maximum carapace width (c) Minimum carapace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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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ㆍ정정모ㆍ백세나

본 연구에서는 고둥이 그물코와 접촉하는 경우, 접촉

하는 자세와 일정 부분을 축으로 하여 자유도를 가지고 

회전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Nashimoto의 확률모

델(Nashimoto et al., 1995)을 사용하여 선택성을 분석하

였다. 이 방법은 관절매물고둥을 대상으로 그물코와 접

촉했을 때, 고둥이 그물코의 어느 부분과 접촉하는 경우

와 그물코를 바로 통과하는 두가지의 경우로 고려하였

다. 이 방법은 고둥이 그물코에 대해 연직 단면의 최대 

폭이 그물코의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크기라면, 고둥은 

각 투영면이 발과 접촉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각각

의 경우의 수를 합하여 확률을 계산하면 그물코 크기에 

대한 선택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Fig. 4). 

 이 방법에서는 고둥이 그물코를 통과하지 않을 확률 

(잔류확률)는 그물코의 크기   (1발의 길이 ), 주름 

 , 각폭 로 하는 함수로써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각 

개체의 확률 

는 고둥의 투영면 중 대칭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물코를 통과하지 않을 평균 확률 는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여기서 는 투영면의 번호이다. 망목 선택성 곡선의 

추정은 식 (7)에 의해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기서 

그물코에서 고둥이 통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

정하여 그 확률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Nashimoto 방법(Nashimoto et al., 1995)을 기초로 아래

와 같은 3가지 가정을 통해 확률모델을 수립하였다.

첫째, 고둥이 그물코에 조우하는 확률은 고둥의 크기

에 관계없이 똑같다. 

둘째, 고둥이 그물코 접촉해서부터 통과할 때의 자세

는 개체 크기에 관계없이, 각고 축, 각폭 축, 각경 축에 

각각 회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임의의 자세에서 

그물코에 대해서 직각으로 빠져나간다.

셋째, 그물코의 형상은 변형되지 않으며, 어느 부분에

도 동일한 전개각을 유지한다. 

이들 가정 하에서, 고둥이 임의의 자세를 유지하고 

그물코 형상이 변형이 없는 마름모꼴로 유지된다고 할 

때 고둥과 그물코 크기의 상대적인 관계를 모식적으로 

Fig.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4에서 잔류확률 

는 마름모꼴의 그물코에서 

평면상에 그물코의 중심과 고둥의 위에서 본 사영 형상

에서 최대 각폭의 중심을 일치시켜서 각폭의 중심을 축

으로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고둥이 회전할 수 없는 

범위의 각도

에 따라 잔류확률은 식 (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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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둥이 그물코를 수직으로 통과한다고 

가정하였으며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각폭을 기준

으로, Fig. 4의 고둥의 형상과 그물코의 상대 관계에 따

라 회전 가능한 각도 

을 다음의 4가지 경우로 나누어 

구하였다. 여기서 각 경우별 계산은 각도에 기초함으로 

전개각 ()은 주름률을 고려하여  cos

로 나타낼 수 있다. 

(a) (b) (c) (d)

Fig. 4. Schematic diagram on relationship whelk size and mesh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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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가지 조건에 따라 고둥의 통과 여부를 판단하

고, 경우에 따라서는 

를 계산하였으며 각 투영면에서

의 

로부터 식 (2)를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각 고둥마다의 확률 

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실험개체 중 각폭 계급별 대표 개체 

10개체를 선정하여 각 개체별 최대 각폭, 최소 각폭 자

료를 사용하여 선택성을 분석하였다. 본 모델에 적용한 

그물코의 크기는 35 mm, 40 mm, 50 mm, 60 mm, 70 

mm, 80 mm에 대해 각폭과 그물코 크기의 비를 변수로 

하여 각 개체 크기별 선택률을 구하였으며, 각 그물코별 

성형률 70%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에서 마스

터 선택성곡선 함수는 Logistic 함수를 사용하여 나타내

었으며, 곡선의 파라메터는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선택성 실험

고둥에 대한 선택성 실험은 두가지 크기의 그물코(호

칭 망목, 70 mm, 44 mm) 대해서 수행하였으며 총 264개

체를 3회 실험하여 총 792개체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물코 크기 70 mm에 대한 각폭 계급 통과와 잔류 

개체수와 각 각폭 계급별 분포는 Table 1과 Fig. 5에 

각각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그물코의 크기 70 mm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실험개체들이 그물코를 통과하였으

며, 최대 각폭 계급 약 32 mm 이하의 개체는 대부분 

그물코를 통과하였으며, 그 이상의 개체는 일부 통과하

지 못하고 잔류하였으나, 44 mm 계급 이상의 개체는 

약 90% 이상 통과하지 못하고 잔류하였다. 상대적으로 

각폭 계급 40 mm 이상의 실험개체의 수가 적었으나 

3회의 실험에 대부분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물코 크기 44 mm에 대한 각폭 계급별 통과와 잔류 

개체수, 각 각폭 계급별 분포는 Table 2와 Fig. 6에 각각 

나타내었다. 70 mm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물코의 크기 

작은 44 mm 그물코에 대해 실험개체의 통과실험에서는 

각폭 24 mm의 개체는 대부분 통과하였으며, 그 이상 

크기의 개체들은 대부분 잔류하였다. 그물코의 크기 70 

mm와 비교하였을 경우, 44 mm는 그물코 크기는 약 40% 

정도 감소하였으며, 그에 대해 탈출하는 개체의 갑장 크

기는 약 10 mm 정도 작아졌다. 또한, 각폭 38 mm 계급부

터는 약 50% 이상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물코의 

크기가 작아지면 그에 대해 어획되는 개체의 크기도 작은 

개체의 어획될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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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passed individuals and retention individuals

for whelks on the 70 mm mesh size.

Carapace width 

(mm)

Retention

 (individual)

Pass 

(individual)

Total

(individual)

22 0 3 3

24 0 27 27

26 0 63 63

28 0 78 78

30 0 123 123

32 1 146 147

34 3 123 126

36 1 83 84

38 8 34 42

40 9 21 30

42 4 38 42

44 5 1 6

46 3 0 3

48 6 0 6

50 3 0 3

52 6 0 6

54 3 0 3

Total 52 740 792

Table 1. Numbers of passed individuals and retention individuals 

for whelks on the 70 mm mesh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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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ㆍ정정모ㆍ백세나

선택성 곡선 작성

두가지 그물코 크기에 대해서 SELECT 모델을 기반

으로 Logistic 함수를 사용하여 선택성 곡선을 추정하였

다. 선택성 곡선은 Table 1과 2의 그물코 통과 개체와 

잔류 개체의 최대 각폭 계급별 마리수를 토대로 작성하

였다.

선택성 곡선은 그물코 크기 70 mm와 44 mm를 비교

하였을 경우 70 mm 곡선의 선택범위가 상대적으로 좁

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상 개체의 크기에 대한 선택성

이 44 mm보다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70 mm 

그물코의 경우 실험개체의 통과와 잔류가 특정 각폭 계급

에 대해 명확히 구분이 되었으나 44 mm 그물코의 경우 

상대적으로 각폭 계급 폭이 넓게 나타났으며, 선택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그물코 크기별 Logistic 

함수에 의한 선택성 곡선은 Fig. 7에 나타내었다. 

각 그물코 크기별 선택성 곡선식은 각각,

 


exp,  

 


exp

로 나타났다.

선택성 정도를 평가하는 각 그물코 크기별 25%, 50%, 

75% 선택각폭과 선택범위(Selection rage, SR)는 Table 3

에 나타내었으며, 50% 선택각폭은 그물코 70 mm에서 

43.62 mm로 나타났으며, 44 mm 그물코는 40.01 mm로 

70 mm 그물코가 1.1배 큰 값을 나타내었다. 선택범위(SR)

는 각각 5.15 mm, 16.07 mm로 44 mm 그물코의 선택성 

곡선의 수렴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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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ribution of passed individuals and retention individuals

for whelks on the 44 mm mesh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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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lectivity curves of the 70 mm and 44 mm mesh size 

for whelk by SELECT model.

Carapace 

width (mm)

Retention

 (individual)

Pass 

(individual)

Total

(individual)

22 0 3 3

24 1 26 27

26 6 57 63

28 16 62 78

30 32 91 123

32 51 96 147

34 35 91 126

36 17 67 84

38 18 24 42

40 16 14 30

42 24 18 42

44 4 2 6

46 3 0 3

48 6 0 6

50 3 0 3

52 6 0 6

54 3 0 3

Total 241 551 792

Table 2. Numbers of passed individuals and retention individuals

for whelks on the 44 mm mesh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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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성 곡선 작성

두가지 그물코 크기에 대해서 SELECT 모델을 기반

으로 Logistic 함수를 사용하여 선택성 곡선을 추정하였

다. 선택성 곡선은 Table 1과 2의 그물코 통과 개체와 

잔류 개체의 최대 각폭 계급별 마리수를 토대로 작성하

였다.

선택성 곡선은 그물코 크기 70 mm와 44 mm를 비교

하였을 경우 70 mm 곡선의 선택범위가 상대적으로 좁

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상 개체의 크기에 대한 선택성

이 44 mm보다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70 mm 

그물코의 경우 실험개체의 통과와 잔류가 특정 각폭 계급

에 대해 명확히 구분이 되었으나 44 mm 그물코의 경우 

상대적으로 각폭 계급 폭이 넓게 나타났으며, 선택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그물코 크기별 Logistic 

함수에 의한 선택성 곡선은 Fig. 7에 나타내었다. 

각 그물코 크기별 선택성 곡선식은 각각,

 


exp,  

 


exp

로 나타났다.

선택성 정도를 평가하는 각 그물코 크기별 25%, 50%, 

75% 선택각폭과 선택범위(Selection rage, SR)는 Table 3

에 나타내었으며, 50% 선택각폭은 그물코 70 mm에서 

43.62 mm로 나타났으며, 44 mm 그물코는 40.01 mm로 

70 mm 그물코가 1.1배 큰 값을 나타내었다. 선택범위(SR)

는 각각 5.15 mm, 16.07 mm로 44 mm 그물코의 선택성 

곡선의 수렴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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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lectivity curves of the 70 mm and 44 mm mesh size 

for whelk by SELECT model.

Carapace 

width (mm)

Retention

 (individual)

Pass 

(individual)

Total

(individual)

22 0 3 3

24 1 26 27

26 6 57 63

28 16 62 78

30 32 91 123

32 51 96 147

34 35 91 126

36 17 67 84

38 18 24 42

40 16 14 30

42 24 18 42

44 4 2 6

46 3 0 3

48 6 0 6

50 3 0 3

52 6 0 6

54 3 0 3

Total 241 551 792

Table 2. Numbers of passed individuals and retention individuals

for whelks on the 44 mm mesh size

그물코 크기에 대해서는 70 mm가 고둥의 선택각폭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았으며, 통발 어구에 비추어 생각했

을 때 어획되는 개체의 크기가 44 mm에 비해 커질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고둥의 형상과 그물코의 상대관계에 따른 선택성은 

Nashimoto의 확률모델(Nashimoto et al., 1995)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선택성 분석은 전체 실험개체 중에서 

최대 각폭을 기준으로 대표 개체 10개를 추출하고, 각 

개체의 최대 각폭, 최소 각폭을 기준으로 확률모델을 

수립하여 대상개체의 회전에 따른 통과 여부에 대한 판

별과 선택률을 구하였다. 선택성 분석에 사용한 실험개

체의 치수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선택성 곡선은 각 개체의 최대 각폭과 그물코 크기 

비를 변수로 하여 추정하였으며, Fig. 7에 나타내었다. 

또한, Fig. 8의 선택성 곡선을 이용하여 그물코의 크기 

70 mm, 44 mm에 대한 선택성 분석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Nashimoto 방법에 의한 50% 선택각폭은 70 mm 그물

코는 42.64 mm, 44 mm 그물코 26.80 mm로 나타났다. 

이는 SELECT 모델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으나, 44 mm 그물코의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었

으며, 이는 SELECT 모델에서의 44 mm 그물코에 대한 

선택성이 실험개체의 분포와 계급별 마리수가 균일하지 

않고, 통과와 잔류가 작은 그물코에서 변별이 되지 않았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선택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선택

범위는 70 mm 그물코 4.96 mm, 44 mm 그물코 3.12 

mm로 70 mm 그물코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

나,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44 mm 그물코의 값은 차이

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둥류에 포획과 관련하여 각 종류별 

포획금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자원생물의 생태와 관

련하여 최소성숙 크기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동해안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물레고둥와 매물고

둥에 대한 연구도 거의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

의 대상인 세고리물레고둥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따

라서 본 연구의 선택성 연구과 자원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대상개체의 크기 산정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 국외에서

는 일본에서 물레고둥의 자원관리를 위해 대상 개체의 

생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에 따르

면, 물레고둥의 최소성숙 각고는 75 mm(연령 약 2.5세)

로 보고하고 있다(Michine et al., 2002). 이 연구결과에 

대해 Kim et al. (2020)는 물레고둥의 자원관리를 위해서

는 통발의 그물코 크기의 경우 60 mm 이상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에는 세고리물레고둥에 대해서 각폭을 기준

Mesh size 

 





S.R

70 41.04 43.62 46.19 5.15

44 31.56 40.01 47.63 16.07

Table 3. The mesh size of 25%, 50%, 75% selection and the 

selection ranges for the whelk in selectivity curve by SELECT 

model (unit: mm)

No.
Max. Carapace width

(mm)

Min. Carapace width

(mm)

1 22.5 20.7

2 25.3 24.7

3 27.3 25.4

4 31.7 27.6

5 32.9 28.8

6 34.3 31.4

7 37.7 35.4

8 38.8 37.5

9 43.2 38.8

10 48.0 43.0

Table 4. The carapace widths of experimental whelks for 

estimating by Nashimoto’s selectivity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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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lectivity curve of the whelk using by Nashimoto’s 

selectivity method.

Mesh 

size 

(mm)



 



 S.R

70 40.18 42.64 45.15 4.96

44 25.26 26.80 28.38 3.12

Table 5. The mesh size of 25%, 50%, 75% selection and the 

selection ranges for whelk in selectivity curve by Nashimoto’s 

selectivity method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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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택성을 분석하였으며, 70 mm 그물코 크기(내경 

65.4 mm)에 대해 50% 선택 각폭 43.62 mm로, 이를 각고

로 환산하였을 경우 각고는 111 mm에 해당한다.

고둥류의 경우 통발 조업시 해저면에 통발이 안착되

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작용이 일어나기 보다는 양망 시

에 통발의 흔들림에 의해 일어나는 선택작용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고둥류는 자발적인 탈출보다 그물코에 

접한 후 고둥의 크기와 그물코의 상대적인 크기 관계에 

의해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그에 따른 

선택성 평가 방법이 필요로 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Nashimoto 방법에 있어서는 실

제 많은 가정이 필요하고, 본 연구의 실험에서도 고둥 

자세에 대한 가정이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Nashimoto et al., 1995). 이런 측면에

서 Nashimoto et al. (1995)는 고둥이 그물코에 수직으로 

놓여지고 그에 따라 그물코의 발이나 고둥의 각고를 축

으로 회전에 의해 선택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물코에 고둥이 꽂히는 자세에

서 각폭을 축으로 회전에 의해 통과하는 것으로 가정하

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고둥의 경우 다양한 자세로 그물

코와 접촉하여 선택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정밀

한 선택성 평가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에서 고둥은 주로 통발에 의해서 어획이 되

고 있으며, 현행 그물코의 크기 35 mm에서는 소형 개체

에서 대형 개체까지 다양한 크기의 개체가 어획되므로 

자원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물코 크기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며 시장가치가 낮은 미성숙 개체의 혼획 저감을 실

현하여 선상에서 선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을 저

감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둥을 대상으로 하는 그물통발에 있

어서 그물코에 대한 선택작용을 실험적으로 고찰하고, 

분석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SELECT 모델에 의한 선택

성과 Nashimoto 방법의 그물코와 대상개체의 접촉 자세

에 따른 확률모델을 이용한 선택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물코에 대한 크기 선택성 실험은 70 mm (inner 

stretched size 65.4 mm)와 44 mm (inner stretched size 

39.5 mm) 두가지 그물코 크기에 대해 그물코 통과실험

을 수행하였다. 실험개체는 세고리물레고둥 264 개체를 

각 그물코 크기별로 3회 실험하고 선택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Nashimoto 방법은 세고리물레고둥의 각폭을 기준

으로 그물코 통과 여부에 대한 확률모델의 사용하여 선

택률을 분석하였다. 선택성 분석 결과 그물코 70 mm에 

대해서 50% 선택 각폭은 SELECT 모델에서 43.62 mm, 

Nashimoto 방법에서 42.64 mm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상대적으로 그물코의 크기가 작은 44 mm 그물코

에서는 각각 40.01 mm, 26.80 mm로 차이를 나타내었

다. 고둥의 망목 선택성에 있어서는 그물코가 작을수록 

선택성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둥의 

그물코에 대한 선택성 연구에 있어서는 그물코와 대상

개체의 접촉 형상을 면밀히 고려한 분석 방법이 필요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고둥류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그물코 규제와 자원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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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류의 경우 통발 조업시 해저면에 통발이 안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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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발의 흔들림에 의해 일어나는 선택작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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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그에 따른 

선택성 평가 방법이 필요로 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Nashimoto 방법에 있어서는 실

제 많은 가정이 필요하고, 본 연구의 실험에서도 고둥 

자세에 대한 가정이 현실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Nashimoto et al., 1995). 이런 측면에

서 Nashimoto et al. (1995)는 고둥이 그물코에 수직으로 

놓여지고 그에 따라 그물코의 발이나 고둥의 각고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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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폭을 축으로 회전에 의해 통과하는 것으로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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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와 접촉하여 선택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정밀

한 선택성 평가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에서 고둥은 주로 통발에 의해서 어획이 되

고 있으며, 현행 그물코의 크기 35 mm에서는 소형 개체

에서 대형 개체까지 다양한 크기의 개체가 어획되므로 

자원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물코 크기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며 시장가치가 낮은 미성숙 개체의 혼획 저감을 실

현하여 선상에서 선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을 저

감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둥을 대상으로 하는 그물통발에 있

어서 그물코에 대한 선택작용을 실험적으로 고찰하고, 

분석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SELECT 모델에 의한 선택

성과 Nashimoto 방법의 그물코와 대상개체의 접촉 자세

에 따른 확률모델을 이용한 선택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물코에 대한 크기 선택성 실험은 70 mm (inner 

stretched size 65.4 mm)와 44 mm (inner stretched size 

39.5 mm) 두가지 그물코 크기에 대해 그물코 통과실험

을 수행하였다. 실험개체는 세고리물레고둥 264 개체를 

각 그물코 크기별로 3회 실험하고 선택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Nashimoto 방법은 세고리물레고둥의 각폭을 기준

으로 그물코 통과 여부에 대한 확률모델의 사용하여 선

택률을 분석하였다. 선택성 분석 결과 그물코 70 mm에 

대해서 50% 선택 각폭은 SELECT 모델에서 43.62 mm, 

Nashimoto 방법에서 42.64 mm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상대적으로 그물코의 크기가 작은 44 mm 그물코

에서는 각각 40.01 mm, 26.80 mm로 차이를 나타내었

다. 고둥의 망목 선택성에 있어서는 그물코가 작을수록 

선택성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둥의 

그물코에 대한 선택성 연구에 있어서는 그물코와 대상

개체의 접촉 형상을 면밀히 고려한 분석 방법이 필요하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고둥류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그물코 규제와 자원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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