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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원국인 한국은 1986년부터 포경

을 금지해 왔으며 과학포경 및 원주민 포경 모두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연히 어구에 걸려 죽는 (혼획된) 고래

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보고에 의하면 연

간 약 80 마리의 고래가 혼획된다. 이처럼 대형고래의 경

우 IWC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이 최다 건수를 보고하고 있

으며 그 수는 호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

의 10 배에 달한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상당한 수의 불법포

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IWC는 한국 시장에

서 연간 거래되는 고래 수가 혼획된 고래 수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1

 한국인에 의한 상업포경은 광복 이후 1946년, 일본 식민

지 시절 일본포경선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

다. 초기에는 참고래가 주로 잡혔으나 대형고래가 고갈되

면서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밍크고래가 주요 표적

이 되었다.2

 상업포경 시절 포획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한국 대형고래 포획 1910-1980 3 4

연도
연간 대형 고래 포획 

(대부분 참고래)

1910-19 250

1920-29 180

1930-39 160

1940 0

1941-45 130

1946-49 60-100

1950-59 90-100

1960-69 56

1970-8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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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밍크고래 참고래 브라이드고래 귀신고래

1962 170 82 0 0

1963 291 55 0 2

1964 384 88 0 3

1965 247 19 0 4

1966 301 22 0 5

1967 335 21 0 0

1968 316 28 0 0

1969 386 35 0 0

1970 715 25 0 0

1971 730 25 0 0

1972 767 2 0 0

1973 882 4 0 0

1974 566 52 0 0

1975 561 13 0 0

1976 494 0 43 0

1977 1033 0 26 0

1978 1018 0 34 0

표2. 대형고래 포획 목표종 변화 5

 대형고래가 감소하면서 포획 표적이 밍크고래로 이동한 것을 아래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신고래 포획은 한국 수역

에서 거의 멸종된 후에도 지속되었다.

 약 35종의 고래가 한국 수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그 개체

수는 9-10만 마리로 추산되는데, 그 중 대부분이 소형고래

류이다. 한국에 가장 많은 수염고래는 밍크고래이고 다른 

종들은 상업포경으로 고갈되었다. 한국 수역의 밍크고래는 

“J stock”으로 불리는 멸종위기 개체군에 포함되고, IWC가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개체군이다. 

 2012년 7월 한국 정부는 IWC연례회의에서 과학포경 재

개를 발표하였고 이에 IWC와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고래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비살상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기에 이번 한국정부의 발표는 논란을 불러일으켰

다. 고래를 죽이면서 연구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일본으

로 남극해와 북태평양에서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다. IWC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자원관리에 필요하지 않

음”이라고 규정지었다. 살상연구는 포경국가들만이 실행하

였고 과학연구를 빙자한 상업포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실 IWC의 쿼타설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비살상 방식

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기본적인 방식인 목시조사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관찰자가 본 고래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쿼타 설정의 기초가 되는 개체수 추산이 이루어진다. 

 2012 IWC 연례회의에서 한국은 북태평양지역에 밍크

고래 개체수가 회복되어 포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과학적인 증거

가 없다. 추산된 개체수를 인정하기에 고래 목격자료가 

아직 불충분하다. 한국 정부측의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5-7%의 감소를 보이고 있

다.6 동 자료만으로 확실한 개체수 추산이 불가능하기

에 개체수가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확정 지을 수 없지만 

개체수가 회복되었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고래가 물고기의 포식자이기는 하지만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은 아니다. 수 백만 년 동안 어류와 고래류는 번성하

며 공존해 왔다.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은 인간활동 및 어

업의 산업화에 의한 무분별한 남획이며, 이는 지속 가능

한 수준으로 어획량 및 어획능력을 줄여 해결해야 한다.

※ 보리고래나 혹등고래와 같은 대형고래나 다른 미확인 대형고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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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현황

A)  포경 및 고래고기 유통에 대한 국내법,  

규제 및 정책

 IWC유예에 따라 1985년 한국은 모든 고래종에 대

한 포획을 전면 금지하였다. 가끔 고래가 우발적으

로 어구에 걸려 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혼획

이라고 한다. 어부는 혼획된, 즉 어구에 걸려 죽은 고

래를 판매할 수 있으나 살아있는 고래는 반드시 놓

아주어야 한다. 모든 혼획은 해양경찰청에(KCG)7 신

고해야 하고 경찰은 고래 사체를 검사하여 혼획인지 

고의적인 포획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

서 연간 신고되는 혼획 건수는 80건에 달하는 반면 

어구에 걸린 살아있는 고래를 놓아준 경우는 단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훨씬 적은 혼획 건

수를 보고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고래 구출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한국 정부는 고래고기 유통관리 개선을 위해 최근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2011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도입하

였다. 

-  경매된 혼획고래 및 압수된 불법포획 고래DNA 시료 채취 의무화

- 고래 유통 증명서 발행 의무화

 새로운 규제에 의하면 유통업자들은 거래되는 고래마다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와 DNA 시료채취결

과 사본을 고래연구소에 (CRI) 제출해야 하며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장에 불법으로 거래되는 고래고기를 적발

할 근거를 마련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조치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듯하다. 개정시행 1년 후 진행된 보고서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이 증

명서를 발행한 고래와 소형고래류는 1,140두에 (불법 포획된 고래 26두 포함) 달하지만 CRI가 받은 증명서는 362개에 그

쳐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확인하려는 노력에 큰 공백을 남겼다.8

B) 한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 협약, 조약 및 기관 

 한국은 1978년 이래 IWC의 국제포경규제조약에 (ICRW) 가입해왔고,9 IWC의 상업포경 유예가 발효된 1986년부터 포경

을 금지해왔다. 야생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1993년부터 가입해온 한국은 CITES Appendix 1에 있는 고

래종의 국제거래를 금지해왔다. 밍크고래는 CITES Appendix 1에 포함되어 있다.

©Greenpeace / Natalie Beh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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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고기 시장 및 소비 현황

A)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래종

 밍크고래는 혼획 또는 불법 포획을 통해 시장으로 유입된다. 고래고기 전문식당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 대부분은 밍크

고래로 알려져 있는데, 밍크고래와 같은 대형 수염고래들은 맛이 좋아 흔히 ‘돌고래’라고 부르는 소형고래류에 비교하여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형고래류 고기일지라도 판매할 때 ‘고래고기’라고 부르고 구체적으로 종 

이름을 물어볼 경우에만 밍크고래 고기인지 돌고래 고기인지 대답해 준다.  

 한 연구에 의하면(베이커 등 2006) 10 2003-2005년 사이 한국 시장 9곳에서 시료 채취하여 DNA검사 결과 아래 표와 같

은 고래종이 시장에서 발견되었다. 어떤 종이 어떤 비율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표3. DNA 2003-2005 한국 시장 시료 채취 조사 감시 결과

※  밍크고래와 같은 대형고래류가 돌고래와 같은 소형고래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판매되는 고래고기의 95%를 차지한다.

확인된 고래종
고래고기 상품 수 

(고래종이 발견된 곳에서)

대형고래류

밍크고래 (북태평양개체군) 230

브라이드고래 4

혹등고래 3

소계 237

소형고래류

큰이빨부리고래 1

민부리고래 1

혹부리고래 2

큰돌고래 3

큰머리돌고래 2

참돌고래 33

낫돌고래 5

흑범고래 16

범고래 3

들쇠고래 2

미확인 돌고래 2

쇠돌고래 2

상괭이 48

소계 120

총계 357

@HAN Jeo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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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래고기 시장구조 및 규모

 고래고기 시장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형성되거나 통제되고 

있지 않아 유통구조와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2005년 IWC 연례 회의 사전 특별 

회의에서 브리핑한 고래고기 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대략 

50개의 고래고기 전문 식당이 영업하고 있고, 그 중 절반가

량이 울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레스토랑에서 소비되

는 고래고기는 연간 150톤으로 추정된다.11 12 지난 2년 동

안 지방정부의 활발한 지원에 힘입어 돌고래 쇼, 고래관광, 

고래축제 등을 포함한 ‘고래관광’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2009년 고래관광 방문객 수는 2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공교롭게도 지역 별미로 고래고기 소비가 촉진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추세는 고래고기 전문 식당 수의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13

 고래고기 소매업 형태는 전문 식당, 다른 음식을 주로 판매하지만 고객의 주문에 따라 소량의 고래고기를 취급하는 전문 

식당, 포항과 부산의 재래시장에 군집되어 있는 소규모 노점상 등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문 식당은 고래고기를 주

요 메뉴로 판매하는 곳이다. 비전문 식당은 고객이 주문하는 경우 주변 전문 식당에서 고래고기를 사 와서 판매하는 곳으

로 이와 같은 형태의 소매업자들은 중요한 고려대상은 아니다. 소규모 노점상은 밍크고래와 소형고래류를 모두 판매한다.

 한 도매업자에 의하면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물건의 약 

70% 정도는 돌고래 등 소형고래류라고 한다. 각 형태의 소

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고래고기 중 밍크고래의 정확한 비

율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혼획된 

밍크고래의 90% 이상이 전문 식당에서 판매된다고 한다.14

고래고기의 합법적인 공급원으로는 혼획고래와 불법포경 

압수물이 있다. 고래고기는 판매가 진행되고 증명서가 발

부되기 이전에 해양경찰의 육안 검사와 DNA 시료 채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혼획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은 죽은 고래를 발견하여 소유권을 얻은 사람 (주로 어민)

에게 돌아간다. 불법포획 후 압수된 고래고기는(주로 높은 가치가 있는 밍크고래) 경매를 통해 판매되고 그 수익은 국고

에 적립된다. 거의 모든 밍크고래와 일부 소형고래류는 판매자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협 공판장에서 경매된

다. 가격은 고래의 크기, 연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선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밍크고래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가

격에 판매된다.

그림1. 시장 구조 및 유통 채널 

 @Greenpeace / LIM Taehoon

혼획고래 -발견한 어민

혼획고래 -발견한 어민

불법포획 압수물 - 정부

불법포획물

도매업자

고래고기 취급 
일반식당

소규모 노점상

소비자

고래고기 전문식당

일부는 

도매업자가 운영

수협 경매 (밍크고래와 소형고래류 모두)

밍크고래

밍크고래

밍크고래 밍크고래

밍크고래

소형 고래류

소형 고래류가능성 적으나 아마도 소량의 
소형고래류

주로 소형고래류주로 밍크고래

확인된 유통경로

가능한 유통경로

@LIM Tae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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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고기의 경제학

A) 합법적인 공급원 – 혼획

 아래 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얼마나 많은 밍크고래와 다른 고래종이 (대부분 소형고래류) 혼획되었는지 보여준다.

표4. 2000-2010년 한국 혼획 및 불법 포경 기록 

연도
고래류 혼획 

소계

밍크고래 

혼획

고래류 혼획 

(밍크 제외)

불법 포획 

(주로밍크)15
총계

2000 126 80 46 1 127

2001 485 160 325 4 489

2002 296 89 207 18 314

2003 367 92 275 7 374

2004 263 69 194 9 272

2005 537 107 430 10 547

2006 574 82 492 4 578

2007 663 80 583 20 683

2008 722 81 641 12 734

2009 595 83 512 16 611

2010 770 91 679 13 783

총계 5398 1014 4384 114 5512

출처 :  해양경찰청, 국제포경위원회 보고서 (progress report) 

 상기 표를 보면 한국에서는 연간 80두가 넘는 밍크고래가 혼획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IWC에 보고되는 대형고래류의 혼

획에 의한 사망의 33%를 차지한다.16 이처럼 높은 혼획 수치는 혼획된 고래고기 판매를 허용하는 현 법안이 기타 다른 방

법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고래를 익사시키거나 사살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Greenpeace / Jeremy Sutton-Hib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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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요와 공급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 부족으로 고래고기 시장의 공급 및 

수요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와 이해당

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

다. 상업포경이 금지되자 가격 상승으로 고래고기 수요가 

감소하였고 고래고기 섭취에 대한 인식은 생계를 위한 수

단에서 특별한 경우에 먹는 별미로 변화하였다. 식당 업주

들에 의하면 그 후 일정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현재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2년 동안 지방정부는 고래관광 홍보의 일환으로 고

래고기에 익숙지 않은 젊은 층을 위한 새로운 고래고기 요

리법을 개발하는 등 고래고기 소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22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고래고기

가 지역 별미로 광고되면서 고래고기 수요가 증가하였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장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고

래고기를 단속할 근거를 마련해 주는 새로운 규제가 2011

년 초 발효된 이후 불법공급은 줄어드는 듯 하나 혼획된 고

래 가격이 급등했다고 한다.23 2011년 혼획된 밍크고래의 

평균 가격은 한 마리당 3천 만원에서 6천 만원으로 2010

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고 보도됐다. 소형고래류의 평균 

가격 또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3백 만원에서 5백 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5년 울산에서 개최

된 IWC 연례회의를 앞두고 불법 포경에 대한 규제 집행이 

강화된 2004년에 일어난 현상과 비슷하다. 이처럼 불법 포

획 단속과 시장 가격의 변화를 살펴볼 때, 불법 포획된 고

래가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관리 강화를 통

하여 불법 포경 통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연도 체포 사살된 고래

2009 8* 14

2010 27 18

2011 39 21

B) 불법적인 공급원 – 불법 포경

 고래고기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합법적인 시장이 존재

하기 때문에 일부 어부들은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거나 

도살, 유통 등을 통한 조직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해양경찰

은 국내법에 따라 불법 포경을 단속하고 있으나 가용 재원

이 극히 제한적이다. 표4에 의하면 포경업자들이 포획한 고

래 (대부분 밍크고래)가 한 해 10~20마리 정도에 불과하

지만 이는 체포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보

다 훨씬 많은 수의 고래가 불법적으로 포획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IWC의 과학자들은 밍크고래의 실제 포획양은 

보고되는 혼획수의 두 배라고 의견을 모은다. 한국 언론 보

도의 보고에 따르면 연간 고래고기 소비량은 400-500마

리에 달한다.17 18 따라서 IWC의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것보

다 훨씬 더 많은 불법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포경범죄가 작살을 던지는 것부터 유통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포함하는 조직범죄의 형태를 

띠도록 변화하였다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범죄집단이 연

루되어 어부들에게 위험을 감수할 충분한 돈을 지불한다고 

한다. 2012년 한국 정부의 불법 포경 체포 및 고래고기 압

수에 관한 보고를 포함하여 매년 IWC에 보고되는 불법 포

경 및 유통 적발 사례들은 불법 포경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정을 입증해주며, 2008년 3월에 적

발된 사건에는 90 마리의 밍크고래가, 2010년 6월 사건에

는 120마리의 밍크고래가 연루되어 있었다.19 20 

표5.  한국에서 체포된 불법 포경 21

* 고래 작살잡이 중 익사한 어부 한 명 추가

© Greenpeace / H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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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정책 개선 방안

A) 제도상의 허점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정부는 경매되는 모든 혼획 고래의 DNA시료채취 의무화 및 고래유통증명서 발급 등 불법포경 및 

고래고기 불법 거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왔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의 시행이 비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

지만 관련 당국이 이러한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 인적, 재정적 자원을 늘리는 등 노력을 강화한다면 개선될 수 있다. 규제

의 시행 단계에 더 많은 관심과 독려가 필요한 한편 높은 혼획 건수와 심각한 수준의 불법포경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되어야 하는 제도상 허점이 있다. 

 현 제도는 죽은 고래를 처음으로 획득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어 현지 어부들이 고래를 혼획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즉, 

어망에 잡혀있는 죽은 고래를 횡재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포경을 혼획으로 가장하도록 부추기는 셈

이다. 고래가 실제 혼획되었는지 아니면 어구에 걸린 고래를 놓아주지 않고 고의로 죽게 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 제도는 고래 개체군을 위협할 뿐 아니라 순진한 어부들을 범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

B) 권고사항

·죽은 고래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하는 관행을 종료하고 죽은 고래는 해안으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살아있는 고래를 구조시킨 경우 시간과 어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고래를 풀어주도록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 

·고래고기 소비를 추적할 수 있도록 고래고기 취급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고래고기의 높은 가치를 고려하여 불법포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관련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CITES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고래류를 공식적으로 보호해야 한다.24 

결론

 한국은 모든 종류의 포경을금지하는 국내법과 국제포경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혼획으로 희생되는 고래의 수를 최소화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자국 규제의 집행을 강화하지 않은 채 여러 제도적 허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포경금지 및 혼획 규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상 감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한국이 자국 영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규제하지 못한다면, 태평양이나 공해와 같은 

먼바다에서 한국어선들의 불법 행위 역시 제대로 관리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적절한 관리 감독의 부재로 야

기된 무분별한 남획화 혼획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노력의 시작은 한국 영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Greenpeace / Jeremy Sutton-Hib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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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종이라 정의하고 모든 대형 고래대형고래는 CITES 부록부속서 1에 수록되어 있다. 

©Greenpeace / Paul Hi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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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121-887)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1(합정동 426-7) 오벨리움빌딩 4층

 그린피스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와 그 원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비폭력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국제환경단체 입니다. 전 세계 41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 그린피스

는 약 300만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행동을 취할 것을 격려합니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으며, 개인후원자와 독립재단의 

기부에만 의존합니다

www.greenpeace.org/korea

표지 사진 ©Greenpeace / Walter Obi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