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종류 및 어구 어법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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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산업법상 어업의 종류

수산업법과 수산업법시행령은 어업의 종류를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
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인정되는 어업의 종류는 아래 규정과 같
다
,

,

,

.

1.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8조 (면허어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
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
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
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 : 일정한 수심(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정치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정치망어업 : 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에 따른 정치성(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
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에 따른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

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소형정치망어업 : 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에 따른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는 대부망, 대모망, 개량식대모망, 낙
망, 각망, 팔각망, 소대망, 죽방렴,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로 한다.
제8조 (양식어업의 종류)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
업
2.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
식하는 어업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패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어업 :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2.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3.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
하는 어업
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두리양식어업 : 수중에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2. 축제식양식어업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3.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뜸ㆍ밧줄ㆍ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4.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
식하는 어업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합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하식양식어업 :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
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3. 혼합양식어업 :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4. 축제식양식어업 :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2. 허가어업
수산업법
제43조 (허가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
이라 한다)
2.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2.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하 “육상해수양식어업”이라 한
다)
3.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종묘생산어업”이라 한다)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 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
업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 총톤수 2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
업
3. 근해트롤어업 :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근해선망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근해채낚기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
업
6. 기선선인망어업 :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근해자망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
하는 어업
8. 근해안강망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근해봉수망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ㆍ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잠수기어업 :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11. 근해통발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통발 또는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
는 어업
12. 근해형망어업 :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연승어업 :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35조 (연안어업의 종류)
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자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
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개량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선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
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연안통발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
하는 어업
5. 연안들망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연안조망어업 :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
획하는 어업
7. 연안선인망어업 :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
하는 어업(강원도에서만 해당된다)
8. 연안복합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가. 낚시어업 : 주낙ㆍ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는 제외한다)
다. 패류껍질어업 : 소라ㆍ피뿔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미끼망어업 :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서해안에서만 해당된
다)
마. 손꽁치어업 :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제36조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①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종묘생산어업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
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 기간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어
업
2. 해상종묘생산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ㆍ바닷가의 바닥 또는 수중에 대ㆍ지주ㆍ뗏목ㆍ뜸ㆍ밧줄ㆍ
채롱ㆍ그물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해상이나 육상에
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 기간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어업
제37조 (구획어업의 종류)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치성 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이동성 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그 수역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신고어업
수산업법
제46조 (신고어업)

① 제8조·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수산업법시행령
제38조 (신고어업)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손어업 :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2. 나잠어업(나잠어업) :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
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 투망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2절 어구의 종류 및 어법1)
1. 면허어업 관련
가. 대부망[大敷網, tri-angular set net, おおしきあみ]
정치망어구중 가장 원시적인 어구로 통그물의 모양이 삼각형에 가까우며 그 한쪽면 전체가 입구로
되어있고, 어군의 입망이 쉬우나 입망된 어군이 쉽게 나오는 결점이 있어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음.

나. 대모망[大謀網, pound net, だいぼあみ]

1) 국림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정보포탈 http://www.ocean.go.kr에서 발췌. 상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그물의 모양은 긴 직사각형 또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길그물과 수직으로 부설하여 길그물 쪽에
입구를 만들어 어군의 입망이 대부망보다 힘들지만 되돌아 나오기가 힘들도록 제작된 정치망.

다. 각망[角網, pound net with the transverse crib, がくあみ]
대모망의 일종으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그물을 부설하고, 그 끝에 직사각형의 통그물을 부설하
여 놓고 길그물에 의해 유도된 어군을 잡는 어구.

라. 죽방렴[竹防簾, bamboo weirs, だけえり]
남해안의 협수로에서 멸치를 잡는데 쓰이는 어법으로 통말목을 해저에 박아서 V자 모양으로 벌어지
게 날개그물을 설치하고, V자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곳에 자루그물을 설치하여 어획하는 정치성 어구

2. 허가어업 관련

가. 저인망2)
쌍끌이기선저인망

외끌이기선저인망

2) (引網類, Dragged gear)

주머니 모양으로 된 어구를 수평방향으로 임의시간동안 끌어 대상생물을 잡는 것을 말한다. 다른 어법
에 비하여 적극적인 어법으로 매우 중요한 어업 중 하나이며 어구전개장치, 어로장비, 어군탐색장비 등
이 매우 발달된 어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종 조개류를 대상으로 하는 형망과 저서어족을 대상으로
하는 저층트롤 및 쌍끌이 기선저인망, 중층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중층트롤 등이 있다.

나. 트롤(망구전개판3)을 장치한 인망)
자루그물 앞 양쪽에 날개가 달린 그물을 쓰며, 날개 앞쪽에 전개판을 장치하고 배로부터 양쪽 전개판
에 이르는 끌줄에 의하여 그물을 좌우로 벌린 채 끌어서 어군을 잡는 어구.

3) 트롤 어구의 그물 전개 장치로 전개판에 의하여 그물을 침강시키면서 동시에 배의 전진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류저항을 받아
1쌍의 판자가 좌우로 전개되어 그물 입구를 벌리게 하는 작용을 함.

다. 선망[旋網, purse seine, まきあみ]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어군을 확인하여 그물로 둘러싸서 우리에 가둔 후, 그물의 아래쪽 변에 있는
조임줄을 죄어서 어획할 수 있도록 구성된 어망

라. 채낚기
외줄낚기 - 목적물을 한 마리씩 낚아 올리는 것을 주안으로 한 것이며, 구조상 한 가닥의 줄에 한 개
의 낚시를 단 어구.

채낚기

마. 선인망(일명 배후리, 船引網, boat seine)
인기망의 일종으로 배가 발달하고 어구를 육상으로 끌어 올리지 않고2척의 배를 기점으로 하여 조
업하도록 한 것.

바. 봉수망[捧受網, stick-held dip net, ぼうけあみ ]
꽁치와 같이 불빛에 잘 따르는 어군을 어획하는 어구로 그물의 모양은 가운데가 오목한 보자기와
같으며, 집어등이 있는 현에 집어가 되면 배를 멈추고 투망현이 조류 아래로 가도록 하여 그물을 완전
히 전개시키고 유도등을 켬과 동시에 집어등을 꺼서 어군을 그물 위에 유도하는 어구.

사. 안강망[鮟鱇網, stow net, あんこうあみ]4)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는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고정해 놓고 어군을 조류의 힘에 의하여 강제로 함정
에 빠뜨려지게 하여 잡는 강제 함정 어법을 실현하기 위한 어구.

4) 개량안강망 : 긴주머니 모양의 통그물을 개량한 것. 가름대에 해당하는 암해, 수해 대신 범포로 만든 전개판을 달아

그물 아가리가 벌어지게 만들었다.

아. 주목망[柱木網, swing net on stakes, stow nets, かしきあみ ]
4각뿔 모양으로 된 자루그물의 좌우 입구를 나무 말뚝으로 고정시켜 조류의 힘에 의해 밀려들어간 고
기를 어획하는 어구이며 서해안에서 조기, 갈치, 새우 등을 잡는 데 사용됨.

자. 자망(걸그물)[刺網, gill net]
어획하고자 하는 고기의 몸 둘레 보다 작은 망목을 한 그물을 어도에 쳐서 고기가 꽂히게 하여 잡
는 방법.

차. 잠수기
잠수부가 잠수복을 입고 바다 속에 들어가 조개류, 바다풀 등을 잡거나 채취하는 것이다. 잠수장비로
는 잠수복, 투구, 납(weight), 신발, 공기압축기, 공기 공급용 호스, 사다리, 통신기 등이 있으며, 대상물을
잡기 위한 갈퀴, 칼, 작살 등과 어획물을 담는 망태가 있다.

카. 통발[魚籠, fish pots, うおかご, バスケット]
일정한 장소에 정착, 서식하거나 유영력이 크지 않고 미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생물을 대상으로 나
무, 철사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고정틀에 그물감이나 철망 등을 씌우고 상면 또는 옆면에 1∼4개의
입구를 설치한 어구.

타. 형망[桁網, dredge, けたあみ]
인회망류의 일종으로 목재 또는 철재 등의 틀로 망구를 고정시킨 대망을 1가닥의 예인줄로 끄는 어구
로 조개틀과 같이 그물 입구가 고정된 형태가 그 특징임.

파. 연승[延繩漁業, longline, はえなわ ]
긴 모릿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아릿줄을 달고 그 끝에 낚시를 매달은 주낙이라고 부르는 어구를 사용
하여 도미, 복어, 명태, 장어 등을 낚아 올리는 어업.

하. 조망(새우망)

거. 들망[敷網, lift net, しきあみ]
자루 모양이나 평평한 그물을 펴서 어류를 그 위에 모이게 하여 그물을 들어 올려서 잡는 어구.

너. 연안복합
⑴ 낚시어업
⑵ 문어단지어업[octopus pot, たこつぼ]
질그릇, 시멘트,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단지 모양의 은신처를 제공하여 문어를 잡는 것.

⑶ 패류껍질어업
⑷ 매류미끼망어업
⑸ 손꽁치어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