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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군 집어 장치(Fish Aggregating Device): 어군을 모으도록 설계뙨 장치로서 정박하거나 표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참치 선망 어업은 주로 표류 FAD(DFAD)
로 어류를 포획합니다. 대부분의 장치에는 재배치를 위한 위성 송신 부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본 안내서 버전은 (i) 생태계에 대한 FAD1구조물의 영향에 
관련된 최근 연구 및 (ii) FAD 구조물에 대한 특정 설계를 
의무화한 새로운 지역 수산 관리 기구(RFMO)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 
안내서(ISSF 2015)의 본 수정본은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이해관계자의 자주 묻는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안내서의 첫 번째 버전(ISSF 2012)은 FAD의 얽힘 사고로 
인한 발견되지 않은 이전의 높은 상어류 사망률을 
밝혀낸 FAD 사용 관련 연구 및 유령어업의 수량화 관련 
연구의 우려할만한 결과에 따라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인도양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큰 그물망 크기로 
제작된 FAD의 얽힘으로 인해 상어류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Filmalter et al., 2013).

• 다른 대양에서도 FAD에 큰 그물망 크기를 사용했으며 
같은 종류의 상어가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Murua et al., 2017).

• 전 세계 ISSF 선장 워크샵의 질적 및 양적 정보에 
따르면 기존 유형의 FAD(일반적으로 큰 그물망 크기 
사용)에서 얽힘 사고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urua et al., 2017).

• FAD 얽힘 사고의 수량화는 어려운 문제였으며	
(Filmalter et al., 2013) 해양 거대동물에 
대한 유령어업과 관련된 지식의 
간극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telfox et al., 2016).

또한,

• 최근 몇십 년간 해양에서 사용하는 FAD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cott and Lopez, 
2014).

• 사람으로 인한 누적 영향으로 인해 상어 개체군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Lewison 
et al., 2014).

첫 번째 안내서 이후 여러 참치 어선에서는 상어류 및/
또는 거북류 얽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낮은 얽힘 
위험(LERFAD) 또는 얽힘 없는 FAD(NEFAD) 설계 
사용을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참치 지역 수산 관리 
기구(tRFMO)에서는 LERFAD 또는 NEFAD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통과시켰으며 몇몇 어장에서는 
LERFAD 또는 NEFAD 설계 방법에 대한 초기 기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분실 또는 방치한 FAD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얽힘 없는 생분해성 
FAD에 대한 ISSF 안내서를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ISSF에서  주최한  워크샵의  조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연구를 고려해 ISSF에서는 업데이트된 얽힘 없는 
생분해성 FAD에 대한 안내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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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류 및 거북류의 얽힘에 관한 문제 중 하나는 FAD가 몇 개월간 해양에 남아있음에도 사용자들이 사용주기 중 한두 
번 정도만 방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관찰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방문할 때도 잠겨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물에 얽히는 상어류는 며칠 정도만 얽힌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물에서 빠져나와 
가라앉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얽힘 사고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해양 동물 사망의 원인은 	
“유령어업”이라 부릅니다.

많은 해양 동물종 중 상어류 및 거북류는 표류 FAD(DFAD)와 
자주 연관되는 종입니다.
일부의 경우 거북류는 DFAD 뗏목의 그물에 얽히게 되고, 거북류와 상어류는 뗏목 아래에 늘어뜨린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표류하는 물체와 연관된 주요 상어종은 미흑점상어(Carcharhinus falciformis)이며 이보다 적은 빈도로 연관되는 
상어종은 장완흉상어(C. longimanus)입니다. 잠겨 있는 DFAD의 그물망이 뭉텅이로 묶여(”소시지” 형태)있다 
할지라도 흐트러지거나 풀리기 시작하면 상어가 우연히 얽혀들 수 있습니다. 작은 그물망은 상어가 얽힐 가능성을 

주요 영향

사진 제공: Fabien Forget © 2014

대부분의 얽힘 사고는 
발견할 수 없으며 이는 

“유령어업”
으로 불리는 해양 동물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1.	 상어류 및 거북류의 얽힘

해양 생태계에 대한 FAD 구조물의 	

주요 영향
FAD 구조로 인한 영향은 상어 및 거북이 그물 얽힘 	
및 해양 오염으로 크게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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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잠겨 있으면 분해되어 구멍이 생기면서 상어가 얽혀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 거북종은 구역에 따라 표류하는 물체 근처에서 발견되며, 가장 흔히 발견되는 종은 올리브각시바다거북
(Lepidochelys olivacea)입니다. 거북류는 잠겨 있는 그물에 갇힐 수 있지만 표류하는 구조물에 올라갈 때도 
얽혀들 수 있습니다. 거북의 발톱은 뗏목을 감싼 그물 패널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뗏목을 그물로 감싸고 천이나 
방수포를 덮는 것은 천이 분해되어 밑에 있는 그물망이 노출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DFAD에 
얽혀들지만 벗어나는 거북류, 그리고 계속해서 얽혀 있는 거북류의 비율은 현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4/9페이지

FAD는 생산 어업 구역으로 표류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배치됩니다. 그러나 해류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이로 인한 FAD 궤도도 항상 잘 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FAD는 어업 구역에서 벗어나 선박에서 방치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FAD는 가라앉거나 산호초 군집과 같은 민감한 구역에 표류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배치된 FAD의 10%가 좌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Maufroy et al. 2015).

분실 및 방치된 FAD 구조물과 관련된 영향으로는 유령어업, 연안 지역 피해 및 FAD 구조물 제작을 위해 사용한 
플라스틱 성분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FAD 구조물은 더욱 정교하고 60~80미터 깊이의 더욱 
깊은 구조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자연적으로 5~20미터 깊이의 예전 구조물에 비해 깊은 FAD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DFAD는 천연 대나무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 많은 DFAD가 플라스틱, PVC 및 나일론 그물망 등 석유 추출 
제품과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석유 추출 원재료는 분해되어 대형 및 소형 플라스틱으로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ISSF는 표류 및 가라앉는 FAD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천연 
물질로 만든 새로운 FAD 구조물 개발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많은 경우 FAD는 
가라앉거나 산호초 

군집과 같은  

민감한 구역에 

표류하게 됩니다.

2.	 해양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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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관행 권고사항

ISSF 워크샵에서 알게 된 새로운 조사 및 교훈(Moreno et al. 2016; 2018), 아래 설명된 얽힘 없는 생분해성 FAD의 
제작 지침을 고려합니다.

ISSF에서는 제대로 기능하는 얽힘 없는 생분해성 FAD의 설계 및 개발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NE 및 
생분해성 FAD 제작이 발전하도록 이러한 혁신과 시험의 지속을 장려합니다.

얽힘 없는 생분해성 FAD

얽힘 없는 생분해성  

FAD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가장 적은  
FAD 설계입니다.

새로운 FAD  

설계는 FAD 크기 
감소를 통해 

표류하거나 가라앉을 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FAD 손실 및  

방치는 FAD 	
회수와  

같은 활동을 통해  

줄여야 합니다.

Photo credit line © DATE

얽힘 없는 생분해성 FAD
사진 제공: Fabien Forget © 2014

https://iss-found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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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하며 다음은 몇 
가지 예시입니다.뗏목

표면 구조는 그물망이나 그물 재질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거북류 
얽힘 사고 방지를 위해).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분해되는 대나무, 발사 나무 또는 
다른 천연 재료로 제작합니다.

플라스틱 부표 및 부유를 위한 컨테이너의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FAD 구조물의 무게와 용적을 줄입니다.

얽힘 없는 	
생분해성 FAD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해될 수 있도록 천연 및/또는 
생분해성 재료(무명 밧줄, 캔버스, 마닐라삼, 사이잘, 코코넛 
섬유)만 사용하십시오.

꼬리 부분
그물 없이 제작한 FAD만 거북, 상어 및 물고기류의 얽힘 사고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습니다.

생분해성

생분해성

https://iss-foundation.org/


7/9페이지ISSF 얽힘 없는 생분해성 FAD 안내서 — 2019년 8월

ISSF 부수 어획 조정 위원회(Bycatch Steering Committee)에서는 FAD 제작을 
위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디자인과 재료를 고려하여 그물 사용 방식과 
관련된 위험에 따라 FAD에 순위를 매겼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도까지 아래에서 세 가지 분류를 
설명합니다. 이 디자인은 예시일 뿐이며 중요한 요소는 그물 유형과 구성입니다.

FAD의 세 가지 분류 — 얽힘 저위험에서 고위험

얽힘 없는 
FAD

얽힘 저위험 	
FAD

뗏목
• 그물로 덮지 

마십시오.
• 덮는 경우 

캔버스, 방수포 
또는 차광천 
이나 얽히지 
않는 소재로 
덮으십시오.

꼬리 부분
• 수면 밑의 

구조는 밧줄, 
캔버스나 나일론 
시트 또는 기타 
얽힘 없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뗏목
• 그물로 감싸는 경우

(상단 및 수중 모두) 
작은 그물망만 사용	
(< 2.5인치/7cm 
신축성 그물)합니다.

• 작은 그물망을 
커버로 사용하는 경우 
뗏목에서 헐거워진 망 
없이 단단히 감싸야 
합니다.

꼬리 부분
• 그물망을 수중 꼬리 

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시지 형태의 
묶음으로 단단히 
묶는다면 어떤 그물 
크기라도 괜찮습니다.

• 열린 패널 그물망을 
사용하는 경우 작은 
크기의 그물망(< 2.5
인치 [7cm] 신축성 
그물)만 사용할 수 
있으나 팽팽히 당겨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패널에 중량을 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FAD
는 얽힘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얽힘 고위험 
FAD

뗏목
• 큰 크기의 

그물망으로 감쌉니다
(예: > 2.5인치 
그물).*

• 그물망 크기가 2.5
인치보다 큰 경우
(상단 또는 수중 
모두), 그물을 단단히 
묶거나 캔버스 또는 
방수포로 덮는다 
해도 얽힐 위험이 
높습니다.

꼬리 부분
• FAD의 수면 밑 

부분은 큰 크기의 
그물망으로 된 
열린 패널로 
제작되었습니다	
(> 2.5인치 그물).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물 크기를 
고려할 때 2.5
인치(7cm) 그물 
크기가 동물종 및 
신체 부위의 얽힘 
위험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FAD는 
거북 및 상어류의 

얽힘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도 
그물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뗏목  
및 꼬리 부분)

그물망을 
사용할지라도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 얽힘 

사고의 위험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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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MO에서는  
이제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FAD의 
유형 및 구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얽힘 없는 생분해성 FAD

열대 참치종의 보존 및 관리를 책임지는 네 곳의 참치 RFMO에서는 참치 선망 선박의 얽힘 없는 FAD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FAD 디자인이 명시된 기술 기준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해당 조치는 FAD 제작 시 생분해성 재료의 사용도 
장려하거나 추후 이러한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RFMO에서 일하고 있는 감시단은 어업에서 사용하는 FAD의 유형과 구성을 구체적인 로그 시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예: FAD 크기, 제작 재료, 디자인, 얽힘 사고). 이 정보는 과학자와 관리자들이 FAD 얽힘을 방지하고 어업 
효율을 유지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효과를 평가할 때 중요합니다. 어업인들이 오래된 FAD를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것 
또한 이러한 장치의 환경 영향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FMO 규정

사진 제공: Fernando Rivero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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