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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에 고래연구센터

[조선일보 2004-06-16 00:26] 수산과학원, 울산시와 협약서 조인식
우리나라 포경(捕鯨) 전진기지였던 울산 장생포에 국내 고래연구의 총
본산이 될 고래연구센터가 건립된다. 울산 남구 장생포 해양부지내
4000평에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구동과 숙소동 등 600평 규모로
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해 연말까지 완공키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돼 있는 고래연구센터는 내년말까지 관련시설과
연구원 등을 울산 장생포로 옮기게 된다. 이 센터는 DNA분석을 통한 밍
크고래의 회유·분포 범위 및 계통군 조사, 고래와 어업(조업)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 고래의 생리·생태 연구, 한국 귀신고래 등 멸종위기
고래 보존과 국제협력, 국내외 고래관련 워크숍과 심포지엄 개최 등을
맡게 된다. 
울산시는 내년 5월 국제포경위원회(IWC) 제57차 연차총회 개최와 고래
연구센터 유치 등으로 명실상부한 ‘고래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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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고래의 고장’ 장생포 옛 명성 찾는
다

[동아일보 2004-06-10 22:51]
울산시가 내년 6월 울산에서 열리는 국제포경위원회(IWC) 연
례회의를 앞두고 장생포를 세계적인 고래도시로 육성시키려
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장생포는 1899년 러시아가
태평양 연안에서 잡은 고래를 해체하는 장소로 선정하면서 한
국 고래잡이(捕鯨) 전진기지가 됐으며, 1986년 IWC가 포경을
금지할 때 까지 국내 고래소비량의 90% 이상을 충당해왔다. 
▽IWC 연례회의=내년 6월 한 달간 울산에서 열릴 IWC 제57
차 연례회의에는 52개 회원국 대표단과 그린피스 등 환경단
체 회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글과 영어 일어로 된 홈페이지
(www.iwcoffice.org)를 구축했다. 
▽고래 전시관 건립= 장생포항 인근 700여평에 50억원을 들
여 3월 착공된 고래전시관은 지상 4층 규모로 10월 완공된다. 
전시관 인근 3600여평에는 3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고래연구센터가 내년 12월 완공예정으로 다음달 착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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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부에 포경재개로비 요구
▽포경 재개될까? 동아일보 기사

울산시는 지난해 “우리나라도 포경 허용국에 포함될 수 있
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울산 동구 정몽준(鄭夢準) 의원도 최근 “노르웨이는 IWC 회
원국이면서 생계형 포경국이라는 이유로 상업포경을 허용
받고 있다”며 “울산도 IWC로부터 ‘과학포경’이나 ‘솎아내기
포경’을 허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수산진흥원 김장근(金場根) 박사는 “포경 허용을 신청
하기 전에 우리나라 연안의 고래 개체수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그린피스가 상업포경을 하는 노르웨
이 제품 불매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 포경 허용국 신청에 신
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 173마리가 울산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등 월 평균 10여마리의 고래가 합법적으로 판매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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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생포에 고래해체장 지어
야

[연합뉴스 2004-06-09 11:24] 
9일 울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에서 그물에 걸리거나 좌초돼 죽는 고래가 한해 평균 300마
리에 달한다. 
더욱이 장생포에 고래해체장을 만들면 지난 86년 포경 금지
이후 사양길을 걷고 있는 장생포가 고래관광지로 다시 각광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래 관련 시설을 한데 묶는 차원에서도
장생포에 고래해체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는 그러나 "후포항의 경우 어민들이 고래 신선도를 유지하
기 위해 배에서 휴대전화로 해경에 연락하고 경찰은 항구에
서 배를 기다렸다가 검사를 조속히 해주는 등 처리가 빨라
이 항을 선호하는 것"이라며 "경찰과의 이런 절차 등을 적극
검토해 장생포에 전문 고래해체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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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불법포획 실태
조선일보 2004-5-19

고래 불법포획은 매년 5~10건 안팎이 적발. 하지만 실제 건
수는 이보다 3~4배 가량 많은 것으로 해경은 추산. 

조업 중 고래를 발견하면 무전기로 인접 해역의 어선들을 불
러모아 합동 밀렵에 나서기 때문이다. 포획 고래를 선상에서
바로 해체해 심야나 새벽에 갑판 밑 어창에 몰래 숨기고, 어
창을 아예 못으로 박아 들여오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해경측은 설명했다. 

혼획(고기잡이 그물에 우연히 걸린 것)이나 좌초(죽은 뒤 항·
포구로 떠내려온 것) 고래의 경우 조사과정을 거쳐 발견자 소
유로 인정돼 경매가 허용된다. 1998~2000년 연간 40~60마
리에 불과했던 혼획·좌초 고래는 2001~2003년 160여마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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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관측실태 보도
조선일보 주간조선

최근 2~3년 새 동해에서 30~100마리씩 몰려다니
는 것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1970년
대 장생포의 포경선들은 연간 1000여마리의 고래를
잡았다. 
한반도 연근해에는 수염고래·참고래·밍크고래 등
30여종 10여만마리의 고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3월 구룡포 앞 10마일 해상에서 어미와 새끼
들로 이뤄진 8마리의 향고래 가족이 발견됐다. 김장
근 박사는 “어린 새끼들은 회귀 본능에 따라 앞으로
도 계속 동해로 돌아올 것이고 그 개체수를 늘려나
갈 것이기 때문에 향고래 가족의 발견은 의미가 크
다”고 말했다. 



8

울산 고래고기 판매실태

울산의 고래고깃집은 2000년 초 4~5곳
에 불과했던 것에서 현재 20여곳으로 늘
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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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2004 17:50
299 Whales Caught Near Korea
Last year's accidental whale catch in South Korea was 
299,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nnounced on Monday.
The number stayed almost unchanged with 294 in 2002. 
It was 103 in 1999, 136 in 2000 and 836 in 2001.
Whale fishing is prohibited in Korea, but the trade of 
whales accidentally caught in fishing nets or stranded 
on sea shores is allowed. Large whales such as mink
whales are traded at up to 50 million won in the market.
Among the catches, 252 were caught in the East Sea, 
39 in South Sea and eight in the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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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고래관광 Whale Watching가능성 있다" 
제주도 연안서 고래유인 실험 일부 성공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바다에 서 배를 타고 고래를 만나는 관광
상품화가 가능. 

고래류의 음향학적 연구팀(책임연구 부경대 신형 일 교수)
은 2일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 연안에서 선박을
이용해 고래의 관광상품화를 위 한 기초실험에서 일부 성
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우리 연안에 자주 출현하는 큰돌고래를 대상으로
선박을 이용해 유인 하는 실험을 5회 실시해 3회에 걸쳐
성공했다. 나머지 2번은 배가 다가가자 고래들이 잠수해서
숨어버렸다. 연구팀은 매회 실험때 20마리 안팎의 큰돌고
래를 발견하고 선박을 접근시켜 일 정속력으로 달리면서
고래들을 따라오게 하는 실험을 한 결과 시속 2노트와 5.7
노트 일 때 고래들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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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고래관광 가능성 있다" 
제주도 연안서 고래유인 실험 일부 성공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연구팀은 내년에는 음파(音派)를 이용해 고래를 유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장에서
실험을 했던 부경대 이유원박사(35.수산과학)는 "아직 실험
회수가 적 어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는 이르지만 고래
를 유인해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가 능성은 확인됐다"며 "
앞으로 외국처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실험용 고래포획 허용 및 관련 장
비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이 박 사는 지적했다. 
우리 연안에서는 매년 270마리의 각종 고래가 어민들이 쳐
놓은 그물에 걸리거나 바닷가로 떼밀려와 붙잡히고 있고 아
시아에서만 서식하는 소형이빨고래류인 상괭이 의 경우 세
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했으나 우리 서해안에는 8만마리
이상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고래관광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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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보호 캠페인 준비사항

1. 2005년 울산 IWC 회의 배경검토
2. 포경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확인

그동안의 포경 찬반 논쟁 정리
한국에서의 고래 모니터링 결과 스터디
국제사회의 흐름 파악
한국정부, 수산업계, 지역사회의 움직임 등 파악

3. 2004년7월 이태리 IWC회의 프로그램
한국 환경단체의 입장자료배포? 
2005년 NGO의 활동계획 제시? 

4. 캠페인 관련 프로그램
고래고기 판매실태조사
일반자료 제작 및 대중 캠페인 기획
2005년 액션팀 조직 준비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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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제안

2004년
6월25일 1차회의
7월16-24 소렌토 IWC회의
8월말 2차회의; IWC회의보고, 캠페인조직
10월말 워크샵

한국위원회 발족, 입장 천명
그린피스 등 초청 워크샵
발족기념 기자회견 및 액션
고래보호 홈페이지 개통
자료집, 포스터 제작 배포

2005년
4월 지구의날 주간 고래보호운동 본격제기
6월 울산IWC회의

한국NGO캠프 운영
소식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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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C Resolution 2003-1

THE BERLIN INITIATIVE ON STRENGTHENING THE CONSERVATION 

AGENDA OF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WHEREAS the first objective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is “the interest of the nations of the world in 
safeguarding for future generations the great natural resources 
represented by the whale stocks”;

MINDFUL that, given the depleted status of great whale populations 
at the inception of the IWC, and that during the last 25 years,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has devoted a overwhelming part
of its work to the pursuit of that conservation objective;

NOTING that since the Convention came into force in 1948 several
key conventions have been adopted which may affect great whales,
including, inter alia, UNCLOS, CITES, IOC, ICSU, the CBD, CMS, 
ACCOBAMS and ASCOB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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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2003-2

ON WHALING UNDER SPECIAL PERMIT

RECALLING that since the adoption of the moratorium on commercial 
whaling in 1985/1986, the IWC has adopted over 30 resolutions on special 
permit whaling in which it has expressed its opinion that special permit 
whaling should: only be permitte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1995-8 
and 9); meet critically important research needs (1987); satisfy criteria 
established by the Scientific Committee; be consistent with the 
Commission’s conservation policy (1987/1); be conducted using non lethal 
research techniques (1995-9); and ensure the conservation of whales in 
sanctuaries (1995-8);
CONCERNED that over 7,500 whales have been taken in special permit 
whaling operations 
AWARE that whales caught in Japan’s special permit operations provide 
over 3,000 tonnes of edible products per year that are sold for commercial 
purposes;
NOTING that Iceland has presented a programme to the Commission which 
would allow the killing of 250 whales (100 minke, 100 fin and 50 sei whales) 
a year for two years in a Special Permit whaling operation that would 
provide over 4000 tonnes of edible prod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