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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류 기술의 발전은 고래자원 고갈로 이어졌으며, 고래자원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해 
국제포경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상업포경 모라토리엄이 발효 이후 고래고기 등의 국제거래는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혼획된 고래는 유통이 가능하여 포획 시 경제적 이득 때문에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포획 및 유통을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포획 및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항공전력과 경비함을 이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효과적이며, 나포된 
포획선과 선원들을 신속히 분리하여 증거인멸을 방지해야 한다. 투명한 유통을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고
래 DNA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법과학 기관의 DNA를 활용한 고래 종판별 및 개체식별 등의 관련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는 관련된 국가R&D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고래혈
흔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신속검사 키트 개발 및 증거물 이송팩을 제작·배포하여 고래 관련 증거물에 대한 
현장 감식 효율을 높이고 감정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 중심어 :∣고래∣불법포경∣고래포경선∣고래DNA∣고래혈흔반응키트∣
Abstract

Humans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ve resulted in the depletion of whale resources.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 preserve whale resources and ensure the 
orderly development of the whaling industry. After a commercial whaling moratorium came into effect, 
the international trade of whale meat and related products was banned. However, There is a systematic 
activity through illegal remodeling ships because whales incidentally caught may be distributed in Korea 
and have a significant economic benefit. Although suspected illegal whaling is actively cracked down,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prevent illegal whaling and distribution. To prevent this, stereoscopic 
crackdowns utilizing air forces and patrol ships are effective, and it is necessary to quickly separate the 
captured ship and crew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evidence. For the transparent distribution of whale 
meat, it is necessary to advance related technologies such as whale species identification and individual 
identification of forensic science institutions based on whale DNA databas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Accordingly, the Korea Coast Guard Research Center is directly conducting research 
on related national R&D project.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identifying whale-related evidence at 
crime scene, a rapid test kit that responds specifically to whale bloodstrains is developing and evidence 
transport packs are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while identification technologies are also being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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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울산의 반구대암각화에 기록된 포경 그림으로 유추
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약 BC 6,000년경부터 고래를 
자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유럽은 9세기경 노르웨이와 바
스크 지방에서 포경이 시작되었다. 화약과 성능이 우수
한 선박들이 개발되면서 포경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
하게 되었고,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고래는 멸종위기
에 직면하게 되었다[1]. 고래는 수염고래아목 14종, 이
빨고래아목 72종이 있으며[2], 우리나라 해역에는 35
종의 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고래는 
종류, 크기 및 상태에 따라 평균적으로 한 마리당 
3,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으
로 거래되고 있으며, 2016년 포항 구룡포에서 잡힌 참
고래는 3억 1,265만원에 팔리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0개의 고래식당에서 연간 240여마리의 밍크고래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는 불법
으로 포획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4][5].

고래자원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
해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설립되었고, 1986년 상업
포경 모라토리엄이 발효되어 고래고기와 제품의 국제
교역이 금지되었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
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의 
경우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2017년)하여 2023년부
터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
으로 어획한 수산물의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
다. 또한, 고래 위판1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고래의 불법포획이나 의도적인 혼획(混獲)2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반영하여 고래류 
보호를 강화, 고래의 유통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그동
안 혼획 및 좌초․표류된 고래에 한하여 유통할 수 있었
던 것을 최근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
에만 위판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불법포획된 고래
의 경우 기존에는 해양경찰의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으

 1 위탁 판매의 줄임말.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류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위판 가능하다. 

 2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고래가 함께 걸려 죽
었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현재는 모두 폐기 조치하며, 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에도 당초 위판이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위판
을 금지하고 폐기 또는 연구·교육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였다. 또한 공매·위판이 가능한 고래류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고시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6]. 특히 해양경찰청은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고래 활동이 많은 기간 동안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
며,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 항공전력 등을 이용하여 지
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고래 혼획 및 불법포획 실태와 그 동
안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불법의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증거수집과 수사과정을 고찰하고 단속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II. 국내 고래 혼획 및 불법포획 실태

1. 국내 고래의 혼획 및 불법포획 단속현황
고래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로 보호받고 있
다[7][8][표 1].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제18조에는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
물이 조업 중 혼획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보호대상 고래류 13종
귀신고래 Eschrichtius robustus 참고래 Balaenoptera physalus
남방큰
돌고래 Tursiops aduncus 향고래 Physeter macrocephalus

대왕고래 Balaenoptera musculus 혹등고래 Megaptera novaeangliae

보리고래 Balaenoptera borealis 범고래 Orcinus orca
북방긴

수염고래 Eubalaena japonica 흑범고래 Pseudorca crassidens

브라이드
고래 Balaenoptera edeni 큰돌고래 Tursiops truncatus

상괭이 Neophocaena asiaeorientalis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고래류 자
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고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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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금지하고 그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혼
획된 고래류의 유통 및 관리의 체계와 불법포획이 의심
될 경우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래 자원
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가
의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법포획이 자
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9,202마리가 
혼획되었으며, 불법포획은 68마리였다. 불법포획 관련 
피의자는 총 136명, 이중 구속이 38명, 98명이 불구속 
처리되었다[9]. 해양경찰청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향후 적발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2].

표 2. 고래혼획 및 불법포획 단속 현황

구분 발생 검거 처리
건 마리 건 피의자(명) 구속 불구속

2015년
계 1,436 2,199 10 19 6 13

혼획 1,426 2,159
포획 10 40 10 19 6 13

2016년
계 1,014 1,271 1 4 4

혼획 1,013 1,270
포획 1 1 1 4 4

2017년
계 1,040 1,177 2 24 5 19

혼획 1,038 1,175
포획 2 2 2 24 5 19

2018년
계 844 1,290 3 14 7 7

혼획 841 1,285
포획 3 5 3 14 7 7

2019년
계 1,821 1,967 9 38 12 26

혼획 1,815 1,960
포획 9 7 9 38 12 26

2020년
계 784 1,366 5 37 8 29

혼획 779 1,353
포획 5 13 5 37 8 29

2021년 해양경찰 백서

3년간 고래 처리확인서 발급현황을 보면 총 4,623건
으로 이중 952건인 20.6%가 위판, 폐기는 3,639건으
로 전체의 78.7%, 연구용은 0.7% 이며, 연도별 발급현
황은 2018년 1,290건, 2019년 1,967건, 2020년 
1,366건이다[표 3].

표 3. 3년간 고래 처리확인서 발급현황
확인서 발급내용 구분

처리확인서
발급합계 위판 폐기 연구용 고래 미분류고래

(식별불가)
2018년 1,290 383 900 7 1,123 167
2019년 1,967 496 1,454 17 1,957 10
2020년 1,366 73 1,285 8 1,343 23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내부자료

또한, 가장 많이 처리된 고래는 상괭이로 총 3,162건
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하였고 귀신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는 혼획 및 포획되지 않았다.  
짧은부리참돌고래는 423건으로 전체의 9.6%였으며, 밍
크고래는 234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였다[표 4].

표 4. 3년간 고래 처리확인서 발급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참고래 0 0 19 19
남방큰돌고래 6 5 0 11
브라이드고래 0 1 0 1

상괭이 672 1,431 1,059 3,162
향고래 0 1 0 1

혹등고래 0 1 0 1
범고래 0 1 0 1

흑범고래 0 3 0 3
큰돌고래 0 2 0 2
밍크고래 91 66 77 234
쇠향고래 1 0 0 1

뱀머리돌고래 1 0 0 1
까치돌고래 1 1 0 2

점박이돌고래 2 0 0 2
긴부리돌고래 57 13 123 193

짧은부리참돌고래 116 300 7 423
쇠돌고래 16 2 6 24

긴부리참돌고래 57 55 3 115
참돌고래 0 1 0 1
낫돌고래 95 71 49 215

큰머리돌고래 8 3 0 11
합계 1,123 1,957 1,343 4,423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내부자료

2. 불법 포경선의 특징
고래 불법포획은  전문적인 선박 1척, 통상  2~3척의 

포획선과 해체선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최대 5척까지 
선단을 구성한다. 보통 9t의 연안자망 허가 어선3 또는 
연안복합 허가 어선들이며, 선원구성은 선장, 포수, 줄
잡이 등 5~6명으로 구성된다. 포획선은 작살을 투척하
고 고래를 추적하는 역할을 하며, 해체선은 고래의 진
행방향을 방해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포획이 완
료되면 고래를 해체한다. 

육안상 식별되는 고래포획선의 특징점을 살펴보면,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고래 포획선에는 노란색 점선
으로 표시된 일반 어선과는 다르게 구상선수4가 없고 

 3 무동력 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유자망 또
는 고정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선

 4 선수(뱃머리) 종류 가운데 하나. 수면 아래에 공모양으로 달려
있어 선박이 파도를 가르며 만드는 조파저항을 크게 상쇄 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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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1A]. 유영하는 고래를 빠른 
속력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선수 앞쪽 하단에 구상선수
를 없애고 선수에는 철제 난간이 설치하여 작살을 투척
하는 포수가 기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선수에 설치
된 철제 난간을 보면 고래 포획선과 해체선을 구분할 
수 있는데, 포획선은 포수가 작살을 투척하기 용이하도
록 철제 구조물 간격이 좁고 뾰쪽하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면에 해체선은 선수 철제 난간이 포획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둥근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다. 고래가 숨을 
쉬면서 뿜어내는 물기둥 등 고래 흔적의 발견을 용이하
기 위해 포획선 조타실 상부에도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
다[그림 1B][그림 1C].

A 일반어선과 포획선 B 포획선 상부 조종실 C 포획선 조종실의 내부 
및 난간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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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래 포획선박의 특징

또한 일반어선은 어창5의 뚜껑이 상부로 도출되어 있
는데 반해 고래 해체선박의 선수 갑판은 선원들이 합동
으로 수 마리의 고래를 해체할 수 있도록 어창을 매립
하거나 제거하여 선수갑판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그림 
2A]. 또한 어선 우현 측에 고래를 인양하기 위해 선원
들이 일명 갯문이라고 부르는 길이 약 1.8m의 개방형 
문이 설치가 되어 있다[그림 2B]. 

 
A 선수갑판 B 갯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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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래 해체선박의 특징

 5 고깃배에서 잡은 물고기를 넣어 두는 간.

3. 고래 포획의 과정 및 방법 
포경선단은 갈매기 떼를 이용하여 고래의 위치를 추

적하기 시작하며, 포획방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으
로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실혈사’로 고속으로 추
적하여 유영중인 고래 등 위로 부이가 달려있는 작살을 
꽂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고래 주변을 선회하며 고래가 수면으로 부상하도록 유
도한 후, 포획선 선수 갑판에서 약 3m의 창대에 연결
된 작살을 고래 등 부분에 3~4회 투척하여 명중시키고, 
작살에 연결된 로프와 부이를 해상에 던져 추적이 가능
하도록 표식을 남긴다. 도망치는 고래를 계속 추격하여 
고래가 과다출혈과 탈진으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면, 
고래 꼬리부분에 로프를 감아 양망기6를 이용해 들어 
올린다. 고래 숨구멍이 위치한 머리 부분이 수중에 잠
기도록 하여 고래를 질식사 시킨 다음, 해체선에서 선
체 좌·우현에 설치된 갯문을 통해 고래를 갑판으로 인
양한다.

고래 불법 포획에 사용되는 도구 중 포수가 고래에 
투척하는 작살은 3~4m 길이의 장대 혹은 창대라 불리
는 철제 파이프와 약 15cm 크기의 T자형의 작살촉을 
연결한 형태로 로 되어 있고 여기에 와이어, 로프, 부이
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포수가 고래 등 위에 작
살을 내리 꽂으면, 연결된 줄과 부이가 따라 나가면서 
계속 고래를 추적하며 고래에 꽂힌 작살촉은 고래를 해
체하기 전에는 분리가 불가능한 구조이다[그림 3].

 
A T자형 작살촉 B 와이어와 로프 C 장대(철제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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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래 포획에 사용되는 작살촉과 장대
 

4. 포획된 고래의 해체 및 운반
포획된 고래의 해체에는 갯문을 통해 죽은 고래를 갑

판으로 인양하여 해체하는 방법과 잠수된 상태에서 해
체하면서 무게를 줄여 서서히 인양하는 방법이 있다. 

 6 그물을 걷어 올리는 기계로 업종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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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는 1m가 넘는 도경용 칼7을 잡고, 고래의 
목 부분을 절단하는 것으로 고래 해체를 시작하였다. 
고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목을 먼저 절단한 뒤, 등지
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의 위쪽을 자르고, 등, 갈비, 내
장 순으로 들어내며, 보통 5m정도 밍크고래의 해체시
간은 2~3시간, 7~9m 대형 밍크고래는 6시간이 소요
되며, 대형 참고래의 경우 15시간 동안 해체하기도 하
였다. 고래 길이가 약 7m인 경우 해상에서 곧바로 배
를 갈라 내장 등을 바다에 버린 후 갯문으로 인양시켜 
선원들이 합동하여 해체작업을 하며, 고래길이 4~5m
의 경우는 곧바로 어선으로 들어올려 해체하여 쌀포대
에 나눠 버린다. 이때 머리, 내장, 뼈는 바다에 버린다. 
고래는 단단한 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체과정에
서 칼날이 무뎌지면 숫돌을 이용하여 칼을 갈아 재사용
한다. 최근에는 예상 고래량을 채우면 칼을 바다에 투
기하고 새로 제작하여 출항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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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래 해체에 사용하는 칼
  
 고래운반은 해상운반과 육상운반으로 나뉜다. 해상

운반은 고래 불법포획 선박으로 의심되지 않는 어획물
운반선 등 통상형태의 어선을 물색하여 사용하는데, 고
래 포획선과 운반선이 직접 만나서 고래고기를 넘겨받
는 경우도 있고, 고래 포획선에서 해체된 고래고기를 
사전 약속된 지점에 해상 부이를 매달아서 띄워 두면 
운반선이 고래고기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이때 포획
선단과 운반선이 일정거리를 두고 수거한다. 고래 운반
선이 부두까지 접근하면,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용 운반
선에서 고래고기를 하역하여 운반차량에 옮긴다. 그리
고 위 운반차량이 울산, 포항 등 집결지로 고래고기를 
운반하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 대포폰을 이용하여 연락
을 취한다[그림 5]. 

 7 고래 해체용 칼

 A 해상운반  B 육상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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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래고기의 해상운반과 육상운반
 

III.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개선 방안  

1. 불법 포획 현장단속 방법
고래 불법포획 의심 선박이 출항하면 해양경찰서 파

출소(출장소 포함)는 해경소속 항공단 및 해양경찰서에 
출항정보를 제공한다. 해양경찰서는 항공단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심선박 추적을 요청하여 항공단이 불법
행위를 확인하면, 경비함 급파를 지시하고 혐의선박을 
단속한다. 이때 고래포획 선단을 일망타진하기보다는 
고래를 직접 포획하거나 해체하는 1척에 대하여 집중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1) 2019년 해경 소속 항공기가 물청소를 하고 밍크고래 사체를 바다에 
버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어선을 추적하여 4척의 선장과 선원 8명을 구속하
여 검찰에 송치  
→ 최초로 항공기를 이용한 고래 불법포획 단속 

사례 2) 2020년 6월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남동쪽 34km 해상에서 선박 
2척이 작살을 이용하여 고래를 포획하는 모습을 해경소속 항공기가 적발하
여 경비정을 급파하여 의심선박을 조사

최근 들어 고래 포획선은 점차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다. 고래포획선 선장들은 선수갑판, 갯문, 우의, 장갑 
칼 등 에서 DNA 검출을 우려하여 락스 등으로 치밀하
게 세척하고, 어선번호판 뒷면 등 은밀한 장소에 작살
촉 및 해체용 특수칼 등을 숨겨둔다. 연락은 항시 대포
폰을 사용하고, 육상 하역작업 시 사전 확인조가 경찰
관 등의 잠복여부를 확인 후 작업을 시작한다. 단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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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기, 도구, 작업복 까지 모든 고래 관련 품목을 
바다에 투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직접 증거가 나올 
때 까지는 고래 포획혐의를 강력 부인한다. 이에 검문
검색 시 선수 부분에 해상 추락 방지 구조물 설치 및 갯
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갯문은 포획된 특히 고래가 
많이 접촉하는 곳으로 고래의 표피, 혈흔 등이 가장 많
이 발견될 수 있으며, 현장 단속 시 고래 DNA 검출을 
회피하기 위해 다량의 락스와 주방세제로 세척하기 때
문에 빠른 시간내에 선박으로부터 선원을 분리하고 정
밀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6].

사례) 2018년 5월 고래 불법포획 의심 선박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였으나, 이미 선장과 선원은 모든 흔적을 락스 및 주방세제로 세척을 
완료한 상태였으며, 미세흔적 56점을 채취하였으나 모두 고래DNA가 검출
되지 않음 
 → 선박과 선원의 신속한 분리와 신속한 압수영장 집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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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과량 보관된 락스와 주방세제

2. 불법포획 현장증거물의 확보
불법포획 현장에서 선원과 분리된 포경선 압수 현장

에 모든 도구 및 장비에서 증거물을 선별하고 확보하여
야 하며, 고래 조직 및 혈흔이 발견되면 수월하게 선별
할 수 있지만, 이미 증거 인멸을 시작한 선박에서는 증
거물 확보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여된다.

이에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는 고래 불법포획 현장의 
신속한 단속을 위해 항원항체반응 기반의 고래혈흔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신속검사키트를 개발하고 있다.  
민감도, 특이성 및 재현성을 검증을 거쳐 사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가혹한 조건에서의 고래 혈흔 검출 여부 
테스트까지 이루어진 후 최종 시제품이 제작될 것이다
[그림 7]. 또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전담)요원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활용하
기 적합하도록 선정한 현장용 증거물 이송팩을 배포하
여 현장에서 증거물을 효율적으로 선별 및 확보하여 감

정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송팩은 
탐지·채취 물품[그림 8A]과 보관·이송 물품[그림 8B]으
로 구성되며 해양경찰청 과학수사(전담)요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도록 선정하였다.  

A 면역크로마토그래피 기본 구성도

B 고래 혈흔 신속검사 키트 예시

 그림 7. 고래혈흔 신속검사키트 구성 및 사용흐름도

가방 형태 예시

숄더백 백팩 알루미늄
케이스 하드케이스 캐리어 힙색

구성 물품
A 탐지·채취 물품 B 보관·이송 물품

일회용 핀셋 일회용 메스 클린시트 지퍼백

채취 시약-증류수 미세증거물 채취용기 증거물 이송 박스 포장테이프

채취 면봉 고래혈흔 
신속검사키트 라벨 스티커 시료보관박스

그림 8. 현장용 고래 증거물 채취·이송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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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래 증거물 감정기관 개선방안
어업 및 야생 동물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

한 도구로 분자 모니터링과 유전자 추적 방법을 이용되
고 있다[10][11]. 미토콘드리아 DNA의 시퀀싱 또는 
'DNA 바코드'8를 통해 거의 모든 고래의 종 기원을 식
별할 수 있고, 'DNA 프로파일링'9을 통해 개체를 식별
이 가능하며[10][12][13], 단속 현장에서 고래혈흔 신속
검사키트를 활용해 선별·확보한 고래 관련 증거물에 대
한 신속·전문적 감정을 위하여 고래의 종판별 및 개체
식별이 가능한 DNA 감정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 현
행법상 고래 DNA 데이터베이스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서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불법포획을 단
속하고 있다. 하지만 수협 조합장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후 고래연구센터로 발송해
야 하는 등의 문제로 기피하고 있어 고래 DNA 데이터
베이스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세미나에서 울산지검은 해
경이 불법포획 여부를 조사할 때 시료를 채취하여 고래
연구센터로 발송할 경우 100% 시료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14].

무엇보다도 고래 관련 증거물을 전문적으로 감식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혼획
된 밍크고래의 99% 이상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완료되어 있다. 하지만 밍크고래 데이터베이스의 목
적은 고래류의 자원 및 보존이 목적이며, 밍크고래의 
불법포획 사건 감정은 부수적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 
유일의 고래DNA를 감정하는 기관으로 최근 5년간 
1,543건을 처리하였다. 법과학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감정 업무에 상당한 연구 인력
과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기본 연구업무에 상당한 지장
이 초래 되며, 빠른 감정서 발급도 어려웠다. 이는 수사
기관 수사업무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구축한 고래 
유전자 DB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연구센터나 국립과학

 8 가까운 종이라도 생물체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인 
DNA 염기서열의 차이를 이용해서 생물종을 구분하는 식별코드
로, 생물에게 있어서 하나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9 개체의 DNA특성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DNA 중 마이크로새털
라이트(MS)라고 불리는 짧은 직렬 반복부위를 이용한 유전자 마
커를 이용한다.

수사연구원 등 법과학기관이 감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야 한다[4].

IV. 결론 및 고찰

고래자원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해 상업적 포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야생동․식
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에 고래고기
와 제품이 명시되면서 국제교역을 금지하였다.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을 개정하여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어업에 대하여 규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
래의 혼획 및 불법포획이 발생하는 국내현실을 감안하
면 향후 수산물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불법포획 단속을 위한 
방안으로 불법 포경 단속부터 증거물 확보 및 분석까지
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불법 포획 단속에 있어 항공세력 이용을 적
극적으로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넓
은 바다 안에서 경비함이 불법행위를 포착하기에는 한
계점이 존재하므로, 상공에서 순찰 항공기를 통하여 고
래 포획 의심 선박에 대해 사진 및 영상 증거를 확보해 
신속히 경비함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후 경비함이 출
동하여 불법 포경선을 추적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선박으로부터 선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 빠른 시간 
내에 분리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증거물 확보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경비함이 근처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불법선박의 선장 및 선원들은 포경에 사용된 도구
를 해양에 투기하거나, 락스 및 주방세제로 증거물을 
인멸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속하게 증거물 수
집 및 수거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선원과 분리된 압수 현장에 모든 도구 및 장비에서 증
거물을 선별하고 확보하여야 하며, 고래 조직 및 혈흔
이 발견되면 수월하게 선별 및 신속한 증거물 확보가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확보된 고래 관련 증거물에 대한 감정기
관의 개선이다. 현재 고래증거물 감정은 신속한 종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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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체식별을 위한 DNA 감정 기술을 고도화가 요구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고래를 감정하고 있으나, 수
많은 어종을 연구하는 기관 내에서 고래 연구만을 전문
적으로 수행하거나 방대한 증거물 분석을 신속하게 처
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이 보
유한 기술과 고래 DNA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해양경찰연구센
터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법과학기관이 감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며, 특히 고래불법포획 관련 국가
R&D연구과제를 수행중인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고래 
증거물을 감정할 경우 더욱 신속히 분석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위원회 가입국으로 고래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의무로 불법포경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화된 불법포획, 혼획된 고래의 상업적 유통 가능으
로 많은 수의 고래를 포경하여 국제포경위원회 가입국
으로부터 비판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연구와 함께 효
율적인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증거물 확보로 현장감식 
및 증거물 감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국제사
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래류의 불법포획을 엄격히 금지하
고 관련 제도 개선과 기술개발, 향후 해양자원에 대한 
보존과 관리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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