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 미끼투척기의 사용.

미끼투척기와 투승장치는 어민들의 경제적, 작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바닷새 혼획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인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없다. 이 안내문은 
미끼투척기와 투승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조업효율성을 올리고, 바닷새 혼획은 줄일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다룰것이다. 

미끼 투척기란?
미끼투척기 (Bait Casting Machine, BCM)이란 원양 연승어선에서 
수압을 이용하여 미끼걸린낚시를 투척하는 기계이다 (미끼투척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손으로 낚시를 하나하나 던졌다). 미끼투척기는 
원양어선에서 흔히 사용되고 투승작업의 한 부분이 되었다. 
자이로캐스트 회사 (Gyrocast Pty Ltd)에 의해 개발된 최초의 
미끼투척기는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대로 사용되면 바닷새 
혼획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이로캐스트의 
미끼투척기는 5초에 한번식 회전하고, 다양한 전력통제가 가능하며, 
낚시를 23미터까지 던질 수 있으며, 방향조절 (좌현과 우현사이의 
전환 가능), 선박의 방향에 따라 조정가능한 부품 (a gimballed 
mount)도 포함 한다 (Brothers et al., 1999). 이런 특성들이 
바람이 세더라도, 낚시를 스트리머라인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게 
하여 새에 의한 미끼 손실과 바닷새의 혼획을 줄인다.  

자이로캐스트의 기계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여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양연승어업에서의 수요가 
많았다(Brothers et al., 1999). 잠시 후, 값싼 기계가 출시되었고 
연승어업에서 이용되었다. 하지만, 새 기계들은 작업의 효율성만 
생각해서 만들어졌고, 바닷새 혼획을 저감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기계들은 선의 엉킴을 줄이기 위해 
직선의 아릿줄을 사용한다). 이 기계들은 낚시가 떨어지는 거리나 
방향을 조절할 수 없고, 투승시 스트리머라인에 걸리거나 낚시가 
스트리머라인의 보호범위를 벗어나 떨어질 수 있다.

 

바닷새 혼획을 줄이는 효과
이론적으로 미끼투척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 아릿줄의 엉킴 방지
• 프로펠러의 후류에 의한미끼의 분실 방지 
• 스트리머라인 밑으로 낚시를 투승하여 바닷새에 의한 미끼의 

분실 방지

자이로캐스트의 미끼투척기를 실험한 결과 스트리머라인 아래로 
일정하게 낚시를 투척하여 바닷새에 의한 미끼의 분실이 상당히 
경감되었다 (Brothers et al., 1999). 위에서 언급했듯이, 후에 나온 
다른 기계들은 특히 거리 조절 기능 같이 바닷새 혼획을 줄이는데 
필요한 특성들은 배제하였다. 현재, 이 기계들의 효과성을 증명할 
자료들이 부족하다. 
 

이용시 권장사항
최초의 자이로캐스트의 미끼투척기는 바닷새혼획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었지만, 단종되었다. 지금의 장치들은 
조업의 효율성만 높일 수 있게 디자인 되었으므로, 바닷새 혼획 
저감 조치로서 사용되면 안된다. 

잠재적 문제점과 그 해결책
현재 이용되고 있는 미끼투척기는 투척 전력의 조절이 불가하다. 
결과적으로 투척될 때 스트리머라인과 혼선되어 낚시가 
스트리머라인의 보호 범위 밖으로 투승될 수 있다. 바닷새 혼획 
경감조치로서 미끼투척기를 사용하려면, 투척 거리와 방향의 
조절을 미끼투척기의 결정적 성능으로 꼭 포함시켜야 한다.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끼투척기가 사용된다면, 다음의 
조치와 조합한다. 
• 스트리머라인 (안내문 7a)
• 낚시추 부착 (안내문 8)

향후 연구
현재 필요한 연구는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요한 단계는 다양한 
전력조절이 가능한 미끼투척기를 제조하여 스트리머라인의 보호 
아래 낚시가 투승될 수 있게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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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 연승 어업의 투승장치
투승장치란?
투승장치는 수압을 이용하여 원줄 (mainline)이 선박의 속도보다 
빨리 떨어지게 하여 연승의 장력을 제거시키는 기계이다. 이 장치는 
원줄이 선미로부터최대30미터 떨어졌을 때 침하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물속으로 빠지게 한다. 원줄의 장력에 따라 침하율이 달라지고, 
따라서 바닷새의 위협에도 영향을 끼친다. 

바닷새 혼획을 줄이는 효과
호주의 다랑어 어선에서의 연구는 투승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투승장치를 사용하였을 때낮은 침하율이 나왔다 
(Robertson et al., 2010). 프로펠러의 후류 때문에 투승장치에 
의해 던져진 원줄의 침하율이 낮아져, 낚시의 침하율이 
낮아졌을거라는 추측이 된다. 바닷새를 상대로 한 실험이 
필요하지만, 이 결과는 투승기계에 의해 던져진 원줄은 투승시 
바닷새가 혼획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투승장치를 
사용하면, 투승후 고기를 잡는 동안에는 투승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원줄로부터 더 깊은 수주 (water column)에 낚시가 
떨어지므로 잠수하는 새들의 접근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차상호작용은낚시가 던져진 바로 직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투승장치를 
혼획 저감조치로 여겨서는 안된다.

모범조치 권장사항
투승장치를 바닷새혼획 저감 조치로 여겨서는 안된다 (Robertson 
et al., 2010). 만약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승장치를 
사용한다면, 아래의 저감조치와 함께 사용한다. 
• 스트리머라인 (안내문 7a와 7b)와 무게추 부착 (안내문 8)의 

조합
• 야간투승(안내문 5)

이 안내문의 내용에 기여를 한 Graham Robertson 박사 
(Australian Antarctic Division)에게 감사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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