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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83 호, 2017 년-10 호, 3 월 7 일 
 

돌고래�폐사�조사보고서�

돌고래들의�무덤,�대한민국�수족관��

Grave�of�Dolphins,�Korean�Aquariums�
 

지금까지 국내 8 곳 돌고래 수족관에서 98 마리 중 

절반 넘는 52 마리 폐사하고 41 마리만 남아, 

최근 10 년중 7 년동안 매년 4-5 마리씩 사망하며 사망률 지속적 증가추세, 
 

바다에서 30 여년 사는 야생동물 돌고래,  

국내수족관에서 평균 4 년 23 일만 살고 죽어  
 

2017 년들어 벌써 두마리 죽어,  

1 월 28 일 거제씨월드, 2 월 13 일 울산 장생포수족관에서 폐사,  
 

전체 98 마리 중 그동안 5%인 5 마리만 자연방류,  

남은 돌고래들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고, 

수족관은 해양교육시설로 전환해야 
 

 
<그림, 1990 년부터 2017 년까지 28 년간 국내 수족관에서의 연도별 돌고래 폐사 증가 흐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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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고래가 또 죽었다. 올해 벌써 두 마리가 죽었다, 아니 죽였다! 
 

1.1 1 월 28 일 거제 씨월드 수족관에서 돌고래가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거제 

씨월드 측이 환경부 낙동강환경청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오면서 돌고래 폐사가 

알려졌다.  

1.2 2월13일 울산 장생포 수족관에서 일본으로 수입된 돌고래가 폐사해 불과 보름사이에 

돌고래 2 마리가 연달아 죽은 것이다.  

1.3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씨월드 수족관은 2013 년과 2014 년 두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큰돌고래 16 마리, 러시아에서 벨루가라고 불리는 흰고래 4 마리 등 모두 20 마리를 

수입했는데 4 년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모두 6 마리나 폐사했다.  

1.4 울산시 남구청이 관할하는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은 그동안 모두 10 마리의 

큰돌고래를 일본에서 수입하거나 자체 번식했는데 2009 년 이후 절반이 넘는 6 마리가 

폐사했다.    
 

2 돌고래를 가두고 있는 국내 수족관은 어디이며 그동안 몇마리가 죽어나갔고 지금 

몇마리가 있나? 
 

2.1 전국 8 곳의 수족관에서 모두 98 마리가 있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53% 52 마리가 

폐사됐고, 5 마리는 자연으로 방류됐으며, 2017 년 3 월 7 일 현재 41 마리가 남아 있다.  
 

 



 3 

 

2.2 국내의 수족관의 돌고래는 모두 4 종으로 일본에서 수입한 큰돌고래가 주종이며, 제주 

바다에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러시아에서 수입한 흰고래(벨루가) 그리고 

큰코돌고래 및 혼혈종 등이다. 

2.3 현재 남아있는 41 마리의 종은 큰돌고래 27 마리, 벨루가 9 마리, 남방큰돌고래 3 마리, 

남방큰돌고래와 큰돌고래간의 혼혈 2 마리 등이다. 
 

3 국내 수족관에서 죽어간 돌고래의 폐사 기록은? 
 

3.1 국내 8 개 돌고래 수족관 중 돌고래가 폐사한 곳은 7 곳이다. 7 곳 수족관에서 그동안 

폐사한 52 마리의 돌고래를 수족관별 폐사 수가 많은 곳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제주 퍼시픽랜드 수족관은 국내 돌고래 수족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그동안 38 마리의 돌고래가 있었는데 이중 82%인 31 마리가 폐사했다. 

태산, 복순 불법포획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퍼시픽랜드 측이 법원에 제출한 

내용으로, 일본에서 들여온 큰돌고래 2 마리와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1 마리를 1995 년에서 2005 년 사이에 바다에 방류했다고 주장하는데, 

자연방류가 아닌 폐사처리의 가능성이 커서 폐사이력에 추가한다. 

3.1.2 울산광역시 남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에는 

그동안 10 마리의 돌고래가 있었는데 이중 60%인 6 마리가 폐사했다.  

3.1.3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거제 씨월드에는 그동안 20 마리의 돌고래와 

흰고래가 있었는데 이중 30%인 6 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3.1.4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마린파크에는 그동안 8 마리의 돌고래가 있었는데 

이중 50%인 4 마리가 폐사했다. 

3.1.5 경기도 과천에 있는 서울시의 서울대공원 수족관에는 그동안 9 마리의 

돌고래가 있었는데 이중 33%인 3 마리가 페사했다. 

3.1.6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는 7 마리의 돌고래가 

있었는데 이중 14%인 1 마리가 폐사했다.  

3.1.7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3 마리 돌고래중 33%인 

1 마리가 폐사했다.      

3.2 그동안 폐사한 52 마리의 돌고래를 종별로 살펴보면, 큰돌고래가 57.7% 30 마리로 

가장 많다. 다음 남방큰돌고래가 38.5% 20 마리고 두번째로 많이 죽었다. 그리고 

흰고래와 큰코돌고래가 각각 1 마리씩 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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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사한 돌고래들의 수족관내 생존기간은 얼마나 될까? 
 

4.1 가장 짧은 기간 국내 수족관에 머물다 죽은 돌고래는 울산 장생포 수족관에서 

2014 년 3 월 7 일 수족관내 번식으로 태어났다 4 일만에 폐사한 돌고래다. 가장 긴 

기간동안 국내 수족관에서 살다 죽은 돌고래는 제주 퍼시픽랜드 수족관에서 

14 년 6 개월 살다가 2001 년 1 월 죽은 큰돌고래다. 

4.2 전체 국내 수족관에서 폐사한 52 마리의 돌고래 중 수족관내 생존기간이 확인된 

46 마리의 수족관내 평균 생존일은 1,483 일 즉 4 년 23 일이다. 바다에서 돌고래들이 

평균 30 여년을 산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에 견주면 13%에 짧은 수명에 불과하다. 

4.3 폐사 돌고래가 나온 7 개 수족관별 폐사 돌고래의 평균 생존일에 대해 짧은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1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에서 죽은  6 마리 돌고래의 평균 

수족관 생존일은 418 일 즉 1 년 1 개월 23 일로 가장 짧다. 

4.3.2 제주 마린파트 수족관에서 죽은 4 마리 돌고래의 평균 수족관 생존일은 

561 일 즉 1 년 6 개월 16 일이다.  

4.3.3 거제 씨월드 수족관에서 죽은 6 마리 돌고래의 평균 수족관 생존일은 

717 일 즉 1 년 11 개월 22 일이다.  

4.3.4 서울 롯데월드 수족관에서 죽은 1 마리 흰고래는 1122 일 즉 3 년 25 일동안 

수족관에서 생존했다.  

4.3.5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수족관에서 죽은 3 마리 돌고래의 평균 

수족관 생존일은 1723 일 즉 4 년 8 개월 23 일이다.  

4.3.6  제주 퍼시픽랜드 수족관에서 죽은 26 마리 돌고래의 평균 수족관 

생존일은 2033 일 즉 5 년 6 개월 28 일이다. 
 

5 국내 수족관에서의 돌고래 폐사의 연도별 흐름은? 
 

5.1 1990 년 5 월 제주 퍼시픽랜드 수족관에서 큰돌고래가 폐사한 이래 가장 최근인 

2017 년 2 월 13 일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에서 큰돌고래 폐사까지 

28 년동안 모두 52 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5.2 그동안 돌고래 폐사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10 여년 

사이에 눈에 띄게 돌고래 폐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10 년중 7 년동안 매년 4-5 마리의 

돌고래가 죽었다. 2017 년 올해들어 1 월과 2 월에 각각 한마리씩 폐사해 벌써 

두마리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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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전시 및 공연용 돌고래의 자연방류 기록은?  
 

6.1 그동안 두차례의 수족관 돌고래의 자연방류가 있었다. 국내 8 곳 돌고래 수족관에 

있던 98 마리중 5%인 5 마리만이 살아서 바다로 돌아갔다.  

6.2 1 차 자연방류는 2013 년 6 월 23 일 가두리에서 자력으로 제주바다로 돌아간 삼팔이와 

뒤이어 7 월 18 일 자연방류된 제돌이와 태산이 등 3 마리의 서울대공원 돌고래다.  

6.3 2 차 자연방류는 2015 년 7 월 6 일 제주바다로 돌아간 태산이와 복순이다. 이 2 마리는 

불법포획이 확인되어 법원의 판결로 바다로 방류되었다. 
 

7 어떻게 해야 하나? 
 

7.1 야생에서 30 년 이상 살 수 있는 돌고래를 좁은 콘크리트 수족관에 가두어놓고 전시 

및 공연용으로 사용하다 평균 4 년 23 일만에 52 마리나 죽게한 것은 단순히 

폐사라고만 할 수 없고 ‘야생동물 학대로 인한 살생행위’이다.   

7.2 현재 8 곳 전국 수족관에 남아 있는 41 마리의 돌고래와 흰고래들은 제돌이와 같이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살게 해야 한다. 세계 

모든나라들이 그렇게 하듯 바다에서 고래를 관찰하는 고래생태관광(whale 

watching)으로 전환해야 한다.  

7.3 참고로 제돌이 자연방사를 앞두고 2013 년 3 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전국 

1,316 명의 성인남녀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았다.  

- 제돌이를 야생방사에 대하여; 찬성 76.1% vs 반대 16.3%  

- 방사에 실패하더라도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다 60.7% vs 

실패할 확률이 있다면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39.3%  

- 돌고래 공연에 대하여; 폐지 63% vs 필요 37%  

- 돌고래의 수족관 전시에 대해; 반대 68.2% vs 찬성 31.8%  

7.4 기존의 수족관은 모두 해양생태교육관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돌고래호텔 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동안 6 마리의 돌고래를 

폐사시킨 거제씨월드(회장 림치용)가 하는 사업이다.  
 

 
Ø 내용문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o 최예용 부위원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o 조민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4147-0802) 

o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5739-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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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90 년부터 2017 년까지 28 년간 수족관에서의 연도별 돌고래 폐사 증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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