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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7, 2020고단4634(병합)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

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김대장, 65년생, 남, 대○호 선장

  주거  포항시 

2. 김혜장, 74년생, 남, 혜○호 선장

  주거  울산  

3. 권대원, 60년생, 남, 대○호 선원

  주거  포항시  

4. 신광원, 54년생, 남, 대○호 선원

  주거  울산

5. 김수원, 72년생, 남, 대○호 선원

  주거  울산 

6. 정주원, 78년생, 남, 대○호 선원

  주거  울산 

7. 김동원, 71년생, 남, 혜○호 선원

  주거  울산 

8. 홍윤원, 59년생, 남, 혜○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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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울산

9. 지정원, 78년생, 남, 혜○호 선원

  주거  울산 

검       사 장송이(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 1. 변호사 (피고인 김대장을 위하여)

2. 법무법인 (피고인 김혜장, 지정원을 위하여)

3. 변호사 (피고인 권대원, 신광원을 위한 국선)

4. 변호사 (피고인 김수원, 정주원, 김동원, 홍윤원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1. 피고인 김대장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대장으로부터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968호 증 제3, 4, 7 내지 

10, 15 내지 18호증을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김혜장을 징역 1월 3월에 처한다.

   피고인 김혜장으로부터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969호 증 제1, 4 내지 

10, 15 내지 17호증을 각 몰수한다.

3. 피고인 권대원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4. 피고인 신광원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5. 피고인 김수원, 정주원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6. 피고인 김동원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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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인 홍윤원을 징역 8월에 처한다.

8. 피고인 지정원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2020고단3057』, 『2020고단4634』1))

【범죄전력】2)

  피고인 김대장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권대원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수산업법위

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수

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

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신광원은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

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2. 10. 울산지방법원

1) 판시 2020고단4634 범죄사실은 피고인 지정원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 지정원이 도주하였다가 체포되
면서 판시 2020고단3057 피고인들보다 늦게 기소되었고, 그에 대한 범죄사실 내용은 다른 공동피고인
들의 것과 동일하므로 위 범죄사실을 통합하여 기재한다.

2)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김대장, 권대원에 대한 전과 사실에서 오기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존재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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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김동원은 200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지정원은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위 판결

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

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국제적 멸종위

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 채취, 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박OO은 불법 고래포획 어선인 대○호(9.77톤, 연안자망업, 여수선적) 및 혜○호(9.77

톤, 연안자망어업, 여수선적)의 실제 선주로서, 피고인 김혜장을 혜○호의 선장으로, 피

고인 지정원 및 이중지(각 같은 날 기소중지), 피고인 김동원, 피고인 홍윤원(대○호 및 

혜○호 교차 승선)을 혜○호의 선원으로 각 고용하고, 피고인 김대장을 대○호의 선장

으로, 피고인 권대원, 피고인 신광원, 피고인 김수원, 피고인 정주원(대○호 및 혜○호 

교차 승선)을 대○호의 선원으로 각 고용한 후 고래 불법 포획을 위한 선박 및 유류비, 

작살대와 작살촉 등 도구를 지급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이중지, 박OO 등과 공모하여 

‘대○호’, ‘혜○호’로 선단을 구성하여 함께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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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중지와 위와 같이 대○호와 혜○호에 나누어 승선한 후 위 

대○호·혜○호의 조업구역은 ‘전남 연안 일원’임에도, 2020. 5. 28.경 부산 연안으로 동시 

입·출항하며 종일 고래를 물색하고, 2020. 5. 29., 같은 달 30., 같은 달 31., 2020. 6. 

1., 같은 달 2., 같은 달 5., 같은 달 6., 같은 달 7.경에는 매일 동시 입·출항하며 어업

허가가 없어 조업활동을 할 수 없는 동해 일대로 나가 계속하여 고래를 함께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중지와 2020. 6. 8. 03:56경 각각 위 대○호와 혜○호에 나누어 승선한 

뒤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장비를 배에 싣지 아니하고, 고래 포획 도구만 

준비한 채 어업허가도 없는 포항 연근해 해상을 돌면서 고래를 물색하며 울산 방면으

로 남하하던 중 같은 날 11:00경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18.5해리 해상(북위 35도 

16분, 동경 129도 47분)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2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김혜장은 

혜○호를, 피고인 김대장은 대○호를 각 조종하여 고래를 추적하고, 나머지 위 대○호

와 혜○호에 선원으로 각 승선한 피고인들 및 이중지는 선박이 고래와 근접한 위치에 

이르면 미리 준비한 작살을 투척하여 고래를 찌르고, 대○호에 승선한 피고인 김대장, 

피고인 권대원, 피고인 신광원, 피고인 김수원, 피고인 정주원은 고래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에 싣고 있던 부이를 줄에 매달아 던져 고래가 도망하거나 가라앉는 

것을 막으면서 작살에 연결된 로프를 이용하여 고래를 배로 끌고 다니며 실혈사 시킨 

후 로프를 끌어 올려 위 대○호에 매달고, 계속하여 대○호, 혜○호에 승선한 피고인들 

및 이중지는 함께 나머지 고래를 쫓으며, 한 배는 고래를 몰고, 한 배는 고래의 퇴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호와 혜○호 사이로 고래를 유인한 후 함께 고래에 작살을 던져 

꽂고, 혜○호에 승선한 피고인 김혜장, 피고인 김동원, 피고인 홍윤원, 피고인 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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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중지는 고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줄에 부이를 매달아 던지고, 작살과 연결

된 로프를 통해 고래를 배로 끌고 다니며 실혈사 시킨 후 로프로 끌어 올려 위 혜○호

에 매다는 방법으로 위 고래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중지, 박OO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이자 국제 멸

종위기종인 마리 당 시가 7,000 ~ 8,000만 원 상당인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어업 외 방법

에 기한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위기종 밍크고래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수산업법위반죄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〇 피고인 권대원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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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〇 피고인 김대장, 김혜장 : 각 수산업법 제10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대○호에 승선한 피고인 김대장, 권대원, 신광원, 김수원, 정주원은 고래 포획 행

위를 하거나 혜○호의 고래 포획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단지 누군가의 작살에 꽂

혀 죽은 밍크고래 사체 1마리를 잠시 인양하였다가 다시 바다에 투기하였을 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 ②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행위는 혜○호에 

승선한 피고인 김혜장, 김동원, 홍윤원, 지정원의 범행일 뿐이고, 위 피고인들이 대○호에 

승선한 김대장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위 고래 포획에 관하여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

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

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 즉,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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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

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호에 승선한 피고인 김대장, 권대원, 신광원, 김수원, 정주

원은 실제 고래 포획 행위를 하는 데 가담하였고, 혜○호가 고래 포획 행위를 하고 있

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그 혜○호의 행위를 이용하여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에 나아갔음

이 충분히 인정되며, 혜○호에 승선한 피고인 김혜장, 김동원, 홍윤원, 지정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판시와 같은 고래 포획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판시 고래 포획 행위 및 공모․가담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

히 증명되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해양경찰 서해지방청 항공단 소속 경찰관 백기일, 최

승이, 윤정삼이 B-***호 항공기에 탑승하여 순찰 활동을 하던 중 대○호와 혜○호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고, 당시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

체적이고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대○호와 혜○호 모두 고래

포획 용의선박 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위 일시 이전인 2020. 6. 2.경에도 같은 항적을 

그리며 항해를 한 사실이 있어 위 두 선박의 동태를 유심히 관찰하던 중 위 일시경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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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혜○호가 급격히 변침․회전을 하고, 두 선박 모두 선수쪽에 2명이 작살을 들고 

고래를 추적하는 모습과 잡힌 고래의 꼬리를 밧줄로 묶어 선수 우현 쪽에 매달아 놓은 

모습, 특히 대○호에서 고래를 향해 작살을 투척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적외선열영상장

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목격 내용을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위 경찰관들의 진술은 고

래포획 용의선박 리스트, 항적(V-PASS) 자료, 당시 촬영 영상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

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② 당시 촬영된 동영상 내용을 보면, 상부 조타실 지붕이 타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갑판에서 상부 조타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대○호)이 급격히 

회전을 하고 속력을 올리면서 운행하던 중 선수 쪽에 있던 신원미상의 두 사람이 헤엄

치는 고래를 향해 작살을 투척하였고, 이에 따라 파도가 강하게 튀어오르는 장면이 확

인되며, 이후 선수 쪽에 1명의 선원이 더 이동하여 고래를 추적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또한 위 선박에서 2명의 선원이 우현 선수부에 고래를 매단 후 배가 항해하는 장면도 

확인된다. 그리고 상부 조타실 지붕이 네모 모양이고, 선미 쪽 상부난간대가 길게 나와 

있는 모습의 선박(혜○호)의 경우 붙잡은 고래를 끄는 장면, 위 선박 우현 선수부에 고

래를 매달고 운행 중인 장면, 해상에 떠 있는 부이 근처를 항해하고, 위 선박의 선원이 

그 부이를 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③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 내용에 의하면, 대○호와 혜○호 사이에 구별되는 선

박 구조상의 특징들이 확인되어 어떠한 선박이 고래 포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들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위 선박들이 정박하였을 때 출동한 

해양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두 선박에 대한 사진들에 의하여 그러한 구별점이나 특징

들이 더욱 명확하게 확인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시 두 선박의 행위를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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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한 항공기 탑승 경찰관들의 진술 및 촬영 영상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호가 작

살을 투척하고, 밧줄을 통해 고래를 묶는 등으로 포획 활동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아야 한다.3) 게다가 피해 밍크고래 2마리를 발견, 인양한 결

과 사체에서 포획도구인 촉과 작살봉 및 빨간 무늬, 주황색 무늬가 칠해져 있는 로프 

등이 발견되었는데, 대○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위 사체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것

으로 보이는 작살봉 및 로프가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호에서 밍크고래 

포획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 김대장, 권대원, 신광원, 김수원, 정주원은 모두 대○호에서 고래 포획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당시 원래 위 선박의 선적항인 ‘여수 국동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대○호의 항적이 간절곶 부근에서 갑자

기 동쪽으로 향하고, 급격히 회전․변침하는 항로 궤적을 그리는 이유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제대로 설명한 바가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은 이미 사살된 

고래를 건졌다가 다시 바다에 버리게 된 경위나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각자 

조금씩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며4), 위와 같은 영상 촬영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하

지 못하거나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대○호의 선적이 ‘전남 연안 일원’으로 

되어 있고, 연안자망어업을 하는 것으로 허가되어 있음에도 원래 어업지역인 서해안에서 

3) 피고인 김대장의 변호인은, 위 촬영 영상에서 작살 투척 장면이 촬영한 시간과 포획된 고래를 매다는 
장면이 촬영된 시간 사이에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위 촬영 영상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위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 포획된 고래를 배에 매달고 나서 다시 작살을 투척
하여 고래 사냥에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변호인도 위 촬영 영상 자체가 조작되었다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촬영 영상의 신빙성이 부인될 수는 없다.

4) 피고인 김대장, 권대원, 신광원은 당시 피고인 김대장 혼자 바다에 떠 있던 밍크고래를 로프를 이용하여 
선박 우현에 묶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김수원은 당시 권대원, 신광원이 위 김대장의 행위를 도
와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정주원은 자신이 위 김대장의 행위를 도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권대원, 신광원은 수사 초기 고래잡이에 욕심이 있어 추적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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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조업 활동을 하지 않아 위판실적도 없었던 사실, 서해안에서 동해안에 진출하여 

아무런 조업 활동 없이 여러 차례 동해안에서 항해를 한 사실5)에 대해서도 그 경위나 

동기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수긍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

○호가 연안자망어선임에도 그물 등 자망어업에 필요한 기본적 도구도 갖추지 아니한 

채 로프, 장낫대, 작살봉 등 고래 포획 도구로 보이는 물건들만 적재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소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⑤ 대○호와 혜○호에 대한 항적을 비교하여 보면, 대○호와 혜○호는 2020. 6. 

8. 새벽에 거의 동시에 포항시 구룡포항을 출발하여(대○호 03:57경, 혜○호 03:56경) 

간절곶 부근 바다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항로 궤적을 기록하였고, 특히 간절곶 부근 

바다에서 방향을 남쪽에서 동쪽으로 급격히 틀어 이동하는 항적까지 거의 일치하며, 

밍크고래가 발견된 지점에 이르러서는 두 선박이 급격한 회전과 이동을 하는 등으로 

항로가 매우 어지러우면서도 그 지점 부근에 모여 있는 궤적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

된다. 게다가 두 선박의 거의 일치하는 항적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에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본건 범행 이전인 같은 달 5일, 6일, 7일에도 나타나며, 두 선박의 출입항 

내역을 보면, 2020. 1. 1.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까지 총 23회나 같이 출입항을 

한 기록이 존재하고, 특히 2020. 5. 27.부터는 거의 매일 같이 출입항을 한 내역이 드

러난다. 더욱이 혜○호 선원인 피고인 김동원, 홍윤원이 대○호에 탑승한 전력도 상당

수 존재하며(피고인 김동원은 주로 2018년 대○호에 탑승하였고, 2020. 1. 1.경 이후에

는 1회 탑승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홍윤원은 위 기간 동안 대○호에 20회 탑승한 전력

5) 위 피고인들은 간혹 서해안에서 병어잡이를 하였으나, 실적이 별로 없어 위판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
여 새로운 어업지역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해안에 진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병어의 경우 4
월부터 8월까지 서해안에서 잡히고, 그 시기 동안 서해안에서 연안자망어선을 통한 병어잡이가 풍성
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변소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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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 반대로 대○호 선원인 피고인 정주원이 혜○호에 탑승한 전력도 있다(위 기간 

동안 총 4회). 그리고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를 보면, 피고인 권대원, 지정원은 이미 

그 전에 2018년 고래 포획 범행에 같이 가담한 사실로 2019. 11. 7. 판시 범죄전력 기재

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보이고, 피고인 권대

원은 혜○호 선원 김동원도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 신광원은 혜○호 선원 홍윤원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⑥ 대○호와 혜○호의 소유 및 임대차관계를 보면, 선주는 이선주로 확인되나, 

실질적인 선주는 이선주의 동거인인 박실질로 추정되며, 피고인 김대장과 김혜장 모두 

비슷한 계약 조건(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위 선박을 

임차하였고, 대○호의 경우 2020. 4.경 이전에는 박실질이 실제 선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또한 박실질은 대○호와 혜○호가 출항하기 전날인 2020. 6. 7. 포항시 구룡포

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양경찰의 단속 이후에 대○호의 선원 피고인 김수원, 혜

○호의 선장인 김혜장과 선원 지정원이 이사무(두 선박의 사무장으로 추측됨)에게 전

화를 걸면, 이사무가 박실질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내역이 확인되기도 한다(만일 두 

선박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각자 공모 없이 알아서 고래 포획을 하였다면 실질

적 선주 측에 위 두 선박 승선원들이 비슷한 시간에 계속하여 전화를 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는 선주의 의사결정을 받아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있어 지침이나 기준 

등을 제시받기 위함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대○호 선원들과 혜○호 선원들 사이에는 출항의 목적과 내용, 항로 등의 구체

적 사항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두 선박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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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당시 대○호와 혜○호를 목격한 위 경찰관들에 의하면, 대○호와 혜○호 주

변에 상선을 제외한 어선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 당시 대○호와 혜○호 사이의 거리

는 약 1해리(1,852미터) 이내로서 매우 가까운 거리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호와 혜○호의 항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명확해 보인다. 그렇다면 설령 대○호 선

원들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대○호에서 본 죽은 고래 

사체는 혜○호의 포획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호에서는 그러한 사

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피고인 김대장 등 대○호 

선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그들이 혜○호의 사냥으로 죽은 고래 

사체가 보이자 이를 처분하여 돈을 벌고 있는 욕구가 발생하여 고래 사체를 건져서 배

에 묶여 놓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혜○호 선원들의 포획 행위를 인식

한 상태에서 이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순차

적․암묵적 의사연락에 기한 실행행위에 나아간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대○호 선원

들의 판시 고래 포획 행위에 대한 공모․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⑧ 혜○호에 승선하였던 피고인 지정원은 도주하였다가 2020. 10. 20.경 체포되

었는데, 체포된 이후 경찰에서 제1회,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을 당시 혜○호가 

고래잡이배임을 알고도 승선하였고, 혜○호 선원들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승선하였

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혜○호와 대○호가 같이 선단을 이루어 3차례 고래를 포획한 사

실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에도 대○호와 공모하여 고래 포획을 위하여 출항하

였고, 대○호도 당시 고래 포획을 위한 추적 활동을 하였으며, 대○호가 선박 우측에 

고래를 잡고 있었다면 대○호도 고래를 포획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지정원의 경우 이 사건 이후 다른 혜○호 선원들과 접촉하지 않고 혼자 도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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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 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체포 직후 누군가와의 접촉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내용은 임의성이 담보된다고 보이고, 주요 부분

에 있어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에 해당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지정원의 진술은 판시 고래 포획 행위에 대한 대○호와 혜○호의 공모

사실을 더욱 뒷받침한다6).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〇 혜○호 탑승원들인 피고인 김혜장, 김동원, 홍윤원, 지정원은 고래 포획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〇 피고인들의 판시 고래 포획 행위가 해양경찰의 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제 고래고기 처분 및 유통에 기한 경제적 이득을 획득․분배받지는 못하였다.

  〇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어업에 

비하여 상당한 돈벌이가 되는 본건 고래 포획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〇 피고인 김혜장은 초범이고, 피고인 김수원, 정주원은 그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

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〇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

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한 것이

6) 피고인 지정원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부터는 기존의 진술 내용을 바꿔 박실질이 혜○호의 실제 
선주인 사실 및 판시 고래 포획 행위에 대한 대○호의 공모․가담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
술을 변경한 경위나 동기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고(박실질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라고 하나 그 악
감정 발생 원인이 500만 차용금 미변제 때문이라고 함), 그 전 진술이 고래 포획 경험자의 입장에서 
나온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 이후의 진
술은 그 신빙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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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치명상을 입힌 후 부이를 단 로프로 고래의 꼬리 등 

부위를 선박 우현에 묶어 놓은 후 고래가 실혈사에 이르기까지 고래를 매달고 가는 방

법을 사용하였고, 더 나아가 고래의 복부에 깊은 작살흔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차로 잡

은 고래의 복부에 추가로 작살을 꽂아 확인사살을 하는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〇 해양경찰이 피고인들의 판시 고래 포획 범행을 적발하면서 채증한 각종 촬영 영상, 

사진 및 대○호, 혜○호에서 압수된 작살촉을 비롯한 각종 고래 포획 및 해체에 사용

되는 도구들 등 객관적인 물증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됨

에도 불구하고, 대○호에 승선한 피고인 김대장, 권대원, 신광원, 김수원, 정주원은 무

조건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과 변명 등의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그 변명이

나 거짓말도 경험칙이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특히 판시 범행이 해양경찰에 적발된 이후에는 시내 모처 모텔에 모여 경찰 수사에 대

한 대응과 진술할 내용을 미리 맞추는 등의 증거인멸 시도까지 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고, 개전의 정 또한 없다고 판단된다. 

  〇 혜○호에 승선한 피고인 김혜장, 김동원, 홍윤원, 지정원은 비록 자신들의 고래 

포획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대○호와의 공모에 기한 판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지정원은 경찰 수사 초기에 대○호와의 공모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갑자기 그 

진술을 번복하였음), 위와 같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물증 및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부인 주장 역시 쉽게 수긍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러한 태도 역시 증거

인멸 및 실체진실 발견 저해 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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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피고인 김대장, 권대원, 신광원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고래 포획 범행에 나아갔고, 특히 피고인 권대원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이후에 누범기간 중에 본건 고래 포획 범행을 저질렀

다. 피고인 김동원 역시 본건 범행 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지정원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

예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고래 포획 범행에 나아갔다. 그리고 피고인 김수원, 정주원

의 경우 2015년 고래 포획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고래잡이배인 청*호, 시*호(대○호의 선박이름 변경 전 이름)에 탑승한 전력이 있

다.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과거 범행 전력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불법 고래 포획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7).

3.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촬영 영상, 고래 포획 도구들 

등 객관적인 물증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

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호의 공모․가담 사실에 대하여 무조건적

인 부인과 변명 등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나 

동기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를 때 

피고인들에게는 다른 유사사건에서보다 더욱 엄중하고 높은 형벌을 부과해야 할 필요

7) 피고인 권대원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과거 고래 포획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부인으로 일
관하다가 기소된 이후에 자백한 경위에 대하여 당시 선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고, 사실 자백하여 
재판을 빨리 받은 후 다시 고래잡이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선장이 자백하기 전에 자백할 수는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고래 포획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고 실질적인 반성이 없다는 
것으로써,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할 때 현재 대○호 승선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나 입장의 이유나 동기가 어느 정도 추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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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1) 야생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고, 위반행위자에 대

하여 수산업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자들에 대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경우 벌금형 내지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

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 전력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그에 반해 불법 고래 포획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을 따져보면, 밍크고래 잡이는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혼

획 등의 방법으로 잡혀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밍크고래에 대한 위판장 가격은 신

선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최대 1억 원대까지 이르기도 한다.8) 울산, 포항 등 동해안

지역에서 여전히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는 반면 혼획 등 합법적 방법

으로 잡혀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수는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여 유통하는 경우 정식 유통 과정이나 일반적 어업활동에 

기하여 얻는 수익보다 더욱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 하에 일부 어민들이 

불법 고래 포획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 고래 포획 범행에 대한 다

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들에 비추어 보면, 불법 고래 포획은 고

래잡이배의 선주를 필두로 포획책, 운반책, 유통책 등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 역할을 분

8) 중앙일보, “거제 80만 원, 울산 1억...같은 밍크고래인데 몸값 다른 이유”, http://news.joins.com/article/23682260 
(2020. 1. 15. 0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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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데9),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점 조직 형태의 단체를 구성하여 고래 포획 범행에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써, 이 경우 범행 가담 대가를 선주 등 총책으로부터 수수료 형태로 지급

받는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결국 불법 고래 포획 범행에 가담할 경우 정상적인 어업활동에 비하여 많은 수

익이 예상되는 반면 나중에 적발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

유예형에 그친다는 현실은 일부 어민들에게 불법 고래 포획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한 충

분한 동기 내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고래 포획 범행 가담자 중 

여러 번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존재하더라도 이들에게 징

역 1년 미만의 형벌은 불법 고래 포획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이나 목적에 비추어 

이를 주저하게 하거나 중단하게 할 만한 정도의 형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사실상 조직 형태로 고래 포획 범행에 나아갈 경우에는 마약 내지 폭력조직 등 

다른 범죄조직에서 하는 일들과 마찬가지로 선주 등 총책으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거나 

지원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실형 복역을 감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10).

    4) 이 사건에서 피고인 김혜장, 김수원, 정주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전 

밍크고래 포획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그 범행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위에서 본 것처럼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에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경우 직접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양형을 경

9) 얼마 전 경북 울진군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고래 포획 및 유통에 가담한 자들이 적발된 적이 
있다. 매일신문, “경북 울진해경, 고래고기 불법유통 적발”, 네이버뉴스, n.news.naver.com/article/088/0000673389 
(2020. 11. 25. 17:30) 참조

10) 피고인 김혜장의 아내인 권*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김혜장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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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후 그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체감하고, 그에 비하여 다시 고래 포획 범행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생각 하에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김혜장, 김수원, 정주원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지만 

그 전 고래잡이배나 그것으로 추정되는 배에 승선한 전력이 있으며, 위와 같은 처벌전력

이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점, 고래 포획 과정에 있어서 분업적인 

활동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보통 2개의 배가 짝을 지어 고래 포획에 나아가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혜장, 김수원, 정주원 역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래 포획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인식하고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5) 어떠한 범행으로 부과받을 형벌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

이 적은 반면 그에 비하여 그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목적이 더 많거나 

막대하다고 판단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법을 위반한 채 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되면 공익을 위한 국가의 법령에 기한 행

정권 및 형벌권 행사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치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현재 불법 고래 포획 범행에 대한 형벌이나 일반적인 양형이 계속하여 같은 범행

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적정하거나 위하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

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고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과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일반적

이고 예상가능한 양형을 전제하고, 그 전제에 기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개전의 정

이 없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결여된 주장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그동안의 예상이나 예측대로의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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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의도에 부합하여 장차 또 다른 고래 포획 범행을 할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해 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고래 포획 행위가 중대하고 심

각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이들이 본건으로 처벌받은 후 재차 고

래 포획 범행에 나아가려는 의사나 의도를 확실하게 제지하여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피고인들에게는 다른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을 뛰어 넘어 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야만 피고인들이 예상한 전제사항에서 벗어나서 이들

에게 강한 위하적 효과를 부과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단념할 수 있도록 하는 계

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래 포획 범행을 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고 

현재 다시 고래 포획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다음으로, 수산업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밍크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고, 밍크고래는 야생생물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며, 1986년 국제

포경위원회(IWC)에서는 밍크고래를 비롯한 대형고래 12종에 대하여 상업포경을 금지

하였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하여 혼획를 제외하고 포획을 통한 밍크고래 잡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2018년 아예 IWC를 탈퇴함),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여

전히 상업포경을 지속하는 나라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나라들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상

업포경 금지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고래 포획 행위 금지의 위법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

는 견해나 입장이 있다. 이러한 견해나 입장을 반박하고, 밍크고래 포획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 및 당위성과 더불어 그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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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래는 포유류에 속하는 바다상의 거대 동물로서 약 2,500만 년 전에 인간보다 

먼저 지구상에 출현하였고,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다. 생태계의 

정점이 있는 동물은 최고이자 최종의 포식자로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며, 

생태계의 균형이 잘 유지된다는 것은 곧 건강한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으로써 

생물 다양성, 다시 말해 다양한 생물종들이 먹이사슬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 역시 이러한 생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고, 어쩌

면 생태계의 최고 우두머리 지위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본다면, 인간에게도 이러한 

생태계의 균형 유지 및 생물 다양성의 보존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

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

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해양생태계의 최고 포식자로서 생태계 균형 유지 및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고래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은 곧 해양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바다에 있어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도 큰 문제가 발

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고래의 경우 다른 해양생물에 비하여 수명이 긴 반면 재생

산율이 낮아 자원 감소가 일어나면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멸종에 취약하다고 알

려져 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특정 생물 종이 멸종되거나 그 개체수가 회복하기 어려

울 정도로 감소하게 되면 먹이사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훼손

되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생태계 내 생물자원의 크나큰 감

소로 이어진다. 생물자원의 감소는 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인간에게도 상당한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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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자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더 멀리 볼 것도 없이 현재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발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는 아니하였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인간에 의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로 인한 인

간과 야생동물의 접촉 증가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밀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

되고 있는데11), 서식지 파괴, 야생동물 밀렵 등은 생태계 파괴 및 생물 다양성 훼손의 

원인이 된다. 생태계의 파괴 및 생물 다양성 훼손은 자연재해의 증가, 물부족 내지 식

량난 유발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처럼 예상하지 

못한 병균이나 바이러스의 출현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

는 결국 인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3) 더 나아가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관하여 보면, 해양생태계는 여러 가지 면에

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생태계 내에 있는 어류들을 식량으로 사용한

다는 전통적인 부분 외에도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여러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폭풍과 

강한 파도로부터 육지의 침식을 예방하는 역할, 식물성 플랑크톤 등 일차 생산자의 광

합성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대기로부터 흡수하고, 지구에서 필요한 산소의 약 50% 

정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의 연구 결과12)에 의하면, 고래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11) 발생경로 및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박쥐의 몸 속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산갑 등 
중간 매개체인 동물들을 거쳐서 인간에게 전염되었다는 추론이고, 사스, 메르스 등 다른 바이러스는 
위와 같은 중간 매개체를 통한 감염이 그 원인임이 밝혀졌는데, 불상의 원인으로 박쥐에서 직접 인간
에게로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위와 같이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바이러
스 감염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는 개발로 인한 동물 서식지 파괴, 밀렵 등으로 인간이 야생동물과 접
촉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12) 국제통화기금(IMF) FINANCE & DEVELOPMENT 2019. 12. “Nature’s Solution to Climate change, A strategy 
protect whales can limit greenhouse gases and global warning”(https://www.imf.org/
external/pubs/ft/fandd/2019/12/natures-solution-to-climate-change-chami.htm에서 확인 가능)

https://www.im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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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그것은 고래가 몸에 탄소를 축적한다는 것이다. 즉, 큰 고래 한 마리는 일생 

동안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며, 그와 같이 고래에게 흡수된 탄소는 

고래가 죽더라도 수백년간 고래 사체에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고래 개체 수는 

전 세계적으로 합쳐 130만 마리로 추산되는데, 상업포경 이전 개체수로 추산되는 약 

400만 ~ 500만 마리가 현재에도 있다고 전제한다면 연간 1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더 

포집할 수 있고, 이는 나무 한 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약 22㎏)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러한 큰 고래 한 마리의 가치를 200만 

달러 이상으로, 현재 바다에 생존하는 고래 전체의 가치를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4) 또한 고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래의 배설물

에는 엄청난 양의 인과 질소, 철분이 함유되어 있고, 이러한 영양요소들은 식물성 플랑

크톤이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고래는 ‘고래 펌프’라고 하는 수직 운동

과 ‘고래 컨베이어 벨트’라고 불리는 대양을 가로지르는 활동을 통해 바다 표면으로 미

네랄을 가져 오는데, 그 미네랄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위

에서 본 것처럼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에 필요한 산소를 생산하는 중요한 일차 생산

자이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비롯한 조개, 게 등 갑각류나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크릴새

우의 먹이가 되어 해양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생명체에 해당한다. 결국 고래는 그 

스스로 대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산소 생산자인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에 기여

하는 생명체이므로, 현재 지구에서 큰 문제가 되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저지하거나 

낮추어 줄 수 있는 중요한 동물인 것이다.

    5) 이렇듯 고래는 해양생태계 및 지구의 기후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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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러한 고래가 멸종하거나 대부분이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 파괴 및 지구온난화 가속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장차 인류의 생

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게다가 고래가 포획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몸 바깥으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방출하게 된다고 한다. 2010년 미국 메인대

학 앤드루 존 퍼싱 교수의 연구 결과13)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포획으로 고래가 사살

되면서 약 1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되었는데, 이는 온대림 130,000

㎡가 소훼되거나 미군의 지프 험비 12만 8,000만 대가 100년 동안 쉬지 않고 주행하면

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고 한다. 결국 누군가의 경제적 탐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가 지구온난화, 이상 기후 변화를 유발하여 전체 인류의 생존에 큰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6) 상업포경 허용에 찬성하는 견해의 근거 중 하나는 현재 고래 개체수가 지나치

게 많아졌고, 이로 인하여 어족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IWC의 포경 금지 후 

고래의 개체수가 약간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그 개채수가 상업포경 이전 수준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상업포경 금지가 풀릴 경우 고래 

개체수의 대량 감소가 뻔해 보이고, 이는 위에서 본 것처럼 해양생태계 파괴 및 지구

온난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어족

자원의 감소는 고래보다는 인류의 남획에 기인한 요인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어

족자원의 감소가 고래 개체수 증가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다만 울산 반구대암각화에 그려진 선사시대 그림처럼 과거 우리 조상을 비롯하

13) Andrew J. Pershing, “The Impact of Whaling on the Ocean carbon cycle: why bigger was 
better”, “PLOS ONE” (2010. 8) 참조. 관련 칼럼으로는 김형자, “지구온난화 구원투수 고래 1마리의 
가치는?”, 주간조선 2577호(2019. 10. 7.) 칼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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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류가 고래를 사냥하여 그 고기를 취식하고, 고래의 여러 부위를 생활에 이용한 

사실은 존재한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나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족이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래를 사냥하는 것과 상업포경을 허용하는 것은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과거 몇 백년 동안 상업포경을 하여 개체수가 약 400만 ~ 500만 마리에서 

130만 마리로 줄어든 것만 봐도 약 60 ~ 70%의 고래가 그동안 사라졌다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비율 감소는 사실상 고래종이 멸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상업포경 허용은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

도가 된 고래종에 대하여 다시 크나큰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8) 위와 같이 적시한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고래를 보호해야 할 이

유는 단지 고래가 멸종위기종으로써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가치에만 있는 것

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변화 및 위기를 저지하여 미래 세대의 인류 생

존에 기여하고, 인간이 고래를 비롯한 다른 생명체와 같이 지구에서 공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고래를 포함하여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들이 멸종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인간만 독야청정 살아갈 수는 없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며, 인간 역시 다른 생물체들과 마찬가지로 지구를 공유하고 있

는 존재라고 여겨야 한다. 지구에서 여러 생물체들이 살아가기에 위험한 환경이 조성

되었다면 생명체인 인간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해양환경은 넘

쳐나는 플라스틱, 화학물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고래 등 해양동물들의 생존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고래 포획이 허용된다면 고래 개체수의 회복

불가능한 감소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고래가 바다에게 사라지게 된다면, 

그 바다는 여전히 인간에게 쓸모 있고, 유용할 것인지 의문이다. 누군가가 계속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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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포획하여 현금을 만지는 일이 발생함과 동시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태계 균형 훼손, 지구온난화 증가에 따른 이상 기후변화도 같이 발생할 것이며, 그것

이 계속 누적되면, 언젠가 우리 미래 세대의 불특정 다수의 인류에게 큰 재난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현재의 우리 세대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래 포획의 

위법성을 과소평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래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고래를 보호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문구

로 요약해 본다.

  「고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4.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제반 양형 정상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전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및 이 사건에서 고래 

포획 행위의 가담 정도와 역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