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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 행위성과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의 정치경제*
Wild, Cute and Free Dolphins*

– Nonhuman Agency and Political Economies of Dolphin Tourism in Jeju Island –
최 명 애(Myung-Ae Choi)**

요약: 최근 한국 사회에서 동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는 높은 사회적, 학술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
너머 지리학’ 연구자들은 돼지, 해삼, 녹조, 돌고래와 같은 비인간 존재의 살아있음에 주목하고, 이들의 행위성이 인
간 중심으로 사유되고 기획되어 온 환경 담론과 행위 양식을 교란하고 거스르고 있음을 드러내 왔다. 이 논문은 제
주 돌고래 생태관광을 사례로 남방큰돌고래의 행위성이 생태관광의 정치경제에 결합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 과
정에 작동하는 인간–비인간 권력 관계를 검토한다. 남방큰돌고래의 신체, 생태, 습성과 삶의 경험은 다양한 담론적,
정동적 기제를 통해 관광객–돌고래 대면에 결합하고, 돌고래를 ‘야생 돌고래’ ‘귀여운 돌고래’ ‘자유를 되찾은 돌
고래’와 같은 ‘살아있는 상품’으로 생산한다. 이 때 돌고래의 ‘살아있음’은 축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협력하고, 저항
하거나 혹은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정치경제적 기획과 상호작용한다. 이 연구는 비인간
의 행위성이 인간의 담론과 기획을 반드시 교란하거나 거스르는 것만은 아니며, 인간 지배–비인간 저항의 이분법
으로 수렴되지 않는 복잡하고 미묘한 상호작용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주요어:
돌고래, 비인간 행위성, 생태관광, 인간 너머의 지리학, 정치생태학

Abstract: Drawing on recent work on political ecology of ecotourism and more-than-human geographie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agency of nonhuman dolphin interacts with political economies of ecotourism. It first
introduces dolphin tourism in Jeju Island, the case study of this paper, while outlining the heterogeneous assemblage
of the practice. It then investigates the ways in which the body, ecologies, and lived experiences of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 (tursiops aduncus) are performed in tourist-dolphin encounters, which renders dolphins “lively
commodities” – especially as “cute dolphins” “wild dolphins” and “free dolphins”. It shows that specific properties
of dolphins are deployed in the process of capitalist accumulation in various ways. It thus argues that the agency
of nonhumans constitutes human-centred discourses and practices as much as it disrupts. In doing so, this paper
offers a case of complex and nuanced operation of power emerging from interspecies relations, which is not neatly
mapped into the purported dichotomy of domination and resistance. Key words: dolphins, ecotourism, more
than human geography, nonhuman agency, political ecology

렸다. “한국 신문 최초의 돌고래 1면 기사”(남종영 2017,

1. 서 론
2012년 3월 3일자 <한겨레> 1면에는 서울대공원
에서 링을 돌리는 돌고래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

188)는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제돌이’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야생 방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획 기
사였다. 그로부터 5년 동안 제돌이를 포함한 서울대공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자(NRF-2017S1A5B5A01026492), 정부(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R1A5A7025409).
**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연구조교수(Research Assistant Professor, Center for Anthropocene Studies, KAIST, myungae.choi@
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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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돌고래 7마리가 제주 바다에 방사됐다. 세 마리는

이같은 최근 연구는 비인간을 수동적이거나 침묵

새끼까지 낳았다. 서울대공원은 돌고래쇼를 중단했고,

하는 존재로 여겨 온 기존 지리학 연구 경향(박준규·

돌고래처럼 전시 공연에 쓰이는 동물의 복지를 위해

김민규 2011; 김아름 외 2017)과 달리, 비인간의 ‘살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2017년)이 제정

있음’이 세계의 구성과 작동에서 갖는 역할을 본격적

됐다. 제돌이 야생 방사는 한국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Philo and

사고와 행동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Wilbert 2000; Whatmore 2006). 그런데 비인간의 저항

보여주는 사건이다. 수족관 돌고래를 바다에 풀어주

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 인간과 비인간이 다양하고

라는 주장을 황당하게 바라보던 시선은 사라졌고, 동

복잡하고 모순되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

물의 고통과 ‘저항’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최명애 2018). 이 같은 흐름이
1)

제도화되면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2012년 닭, 2016

년 돼지),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제한(2017년, 화장

소 협소한 이해가 될 수 있다(Barua 2016). 예컨대 돌고

래는 조련사의 지시에 저항하기도 하지만, 관광 선박
에 호기심을 보이고 다가오는 특성 때문에 돌고래 관
광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양식을 가능하게 한다.

품법 개정안)과 같은 동물복지 관련 규정과 법령들도
강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비인간의 행위성이 인간 사회와 관계 맺
는 다양한 방식과 정치적 효과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동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최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근 국내 지리학과 사회과학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

이를 위해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을 사례로 비인간 존

는 ‘인간 너머’(more-than-human)의 행위성에 대한 학

재가 생태관광의 정치경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술적 관심과도 상응한다. 이들 연구자들은 2000년대

이후 영미 문화지리학에서 발전시켜 온 ‘인간 너머 지

리학’을 적극 수용해, 비인간 행위성(nonhuman agency)
과 비재현적(non-representational) 소통에 주목함으로

를 살펴본다. 특히 돌고래의 ‘살아있음’이 생태관광을
통한 자본 축적에 활용되거나 이를 거스르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 작동하는 인간–비인간 권
력 관계를 검토한다.

써 우리나라의 자연–사회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

논문은 먼저 인간 너머 지리학과 정치생태학을 결

발전시키고 있다(Choi 2016; 황진태 2018; 2019). 이들

합해 생태관광을 새롭게 이론화하는 최근 연구 경향

은 특히 비인간 존재의 행위가 인간 중심으로 사유되

을 검토한다. 이어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의 이질적 행

고 기획되어 온 자연–사회 담론과 행위 양식을 교란하

위자–연결망의 구성과 작동을 살펴봄으로써 연구 사

고 거스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 왔다(김지혜

례를 소개한다. 또, 돌고래가 세 가지 유형의 ‘살아있

2018; 이강원 2019; 전의령 2019; 황진태 외. 2019). 남종

영(Nam 2014)은 수족관의 돌고래가 조련사의 지시를

는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돌고래 행
위성이 생태관광의 정치경제에 결합하는 방식을 검토

거부함으로써 돌고래 쇼를 망치는 사례를 통해 조련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이 돌

사와 관람객이라는 인간 행위자 뿐 아니라 돌고래 또

고래 보전에 미치는 효과를 결론에서 살펴본다.

한 돌고래 쇼의 구성과 작동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비
인간 행위자임을 보여줬다. 최영래(2019)는 갯벌에서

2. 생태관광: ‘인간 너머’, ‘재현 너머’의
정치경제

는 잘 자라지 않는 해삼의 특성 때문에 지자체가 추진
해 온 갯벌 해삼 양식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을 지적
했고, 김준수(2019a) 또한 복잡하게 이동하는 멧돼지

생태관광은 통상 자연 보전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의 생태적 특성과 태풍이라는 기상 현상이 국가 기구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여

중심으로 구축돼 온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체계를

겨진다. 야생 지역을 개발하거나 야생 동물을 사냥하

무력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는 대신 이들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광 자원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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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생태관

같은 사물(Michael 2000; Larsen 2005)로 확장한다. 또,

광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정책적이고 규범적인 ‘이해

관광 경험에 대한 연구가 ‘시각’과 ‘보기’에만 집중해

당사자 이론’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Honey 2008). 중

앙 및 지방 정부, 지역 주민, 환경 NGO, 관광 사업자

왔다고 지적하며, 냄새, 소리, 터치, 행동과 같은 다양
한 신체적 감각과 행위로 분석의 대상을 확장한다.

등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비인간 행위성과 정동(affect)은 생태관광, 관광, 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생

연 보전을 가로지르는 이같은 새로운 연구 경향에서

태관광이 활성화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 비인간 행위성은 ‘행위할 수

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생태학, 통치성 이론, 신유

있는 능력’이 동식물이나 사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에

물론 등의 다양한 사회 이론을 생태관광과 접목해 생태

게도 있음을 가리킨다. 인간 너머 지리학의 연구자들

관광에 대한 다각화되고 비판적인 분석들이 이뤄지고

은 행위성이 선험적으로 주어지거나 인간에게 고유한

2014; Fletcher 2014; Choi, 2020).3) 이들 연구는 생태관광

기입됨으로써 이들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 본다. 동

을 가치중립적 정책 수단으로 보는 견해를 지양하고,

물이나 사물도 사건, 제도, 담론의 구성과 작동에 기여

생태관광을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 담론, 제도,

함으로써, 마치 인간 행위자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

맥락 등이 결합해 작동함으로써 사회와 자연에 대한

처럼 보이는 사회적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있다(Duffy 2002; Rutherford 2011; Buscher and Davidov

특정한 이해와 실천 방식(eg. 자본주의 상품화)을 생산
하는 통치성으로 이해한다.
크랭(Crang) 등의 문화지리학자들은 지금까지 관광

것이 아니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행위자–연결망에

정동은 ‘몸과 몸을 연계시키는 능력’(Anderson 2009,

78)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특정한 기분, 감정, 소름

연구에서 ‘신체(body)’가 누락됐다고 보고, 관광을 다

등을 통해 표현된다(McCormack 2003; Anderson 2014).

양한 인간 및 비인간 신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

귀여운 고양이의 영상을 보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

는 ‘체현적 수행(embodied performance)’으로 새롭게

이론화해 왔다(Franklin and Crang 2001; Coleman and

Crang 2002; Crouch and Desforges 2003; Larsen and

Urry 2011). 이같은 연구 경향은 비인간 행위성과 비재

진다거나, 공연을 관람하면서 흥을 공유하는 것이 정
동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생태관광에서 비인간 행위성과 정동에 대한 연구
는 래프팅, 번지점프, 사파리 관광 등의 ‘모험 관광

현적 소통을 강조하는 인간 너머 지리학의 발전과 궤

(adventure tourism)’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Cloke

인간을 포함한 존재가 고유한 신체, 생태, 삶의 경험을

2009). 관광객의 신체적 반응과 특정한 정동이 관광 경

적을 같이 하고 있다. 와트모어(Whatmore 2006) 등은
가진 ‘살아있는’ 존재라는 데 주목한다(Braun 2005;

and Perkins 1998; Cater and Cloke 2007; Cousins et al.,
험을 ‘모험’으로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급류를

Lorimer 2012). 즉, 인간과 비인간의 물질성, 활력, 에너

헤치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행동, 코끼리, 사자,

지를 세계를 이해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데 적극 반영

고래와 같은 대형 야생동물과의 조우, 열대 지역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라투르 등이 발전시킨 행

습기와 열기 등이 핵심 요소들이다. 로리머(Lorimer

위자–연결망 이론을 적극 수용해, 관광이나 자연 보전
활동과 같은 사회적 실천을 인간 뿐 아니라 동식물, 균,

2010a)는 이같은 형태의 생태관광에서 작동하는 정동
적 기제(affective logic)로 스펙타클, 터치, 모험의 세 가

도구, 기술 등 이질적인 존재들의 연결망, 즉 ‘행위

지를 든다. 열대 정글의 경관, 대형 야생동물의 움직임,

자–연결망’의 작동에 따른 효과로 이해한다. 이같은

동물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는 경험이 관광객과 동식

경향의 문화지리학자들은 특히 관광이라는 실천의 주

물, 도구(e.g. 카메라)라는 이질적인 신체를 연결하며,

체를 인간에서 관광 대상이 되는 동물이나 경관(Pons

그 효과로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흥분,

2003; Cloke and Perkins 2005), 관광객의 신발, 배낭과

환희, 설레임 등의 감정이 생산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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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를 사자의 이동 경로에 뿌려 둔다. 사자의 신체, 생태,

‘모험’과 ‘스펙타클’의 정동이 작동한다.

습성이 생태관광을 통한 자본 축적의 주요 고려 요소

최근 바루아(Barua)와 로리머 등의 연구는 이같은

가 되는 것이다. 그는 또 사자의 갈기에 대한 선망과

인간 너머의 연구 경향을 생태관광에 대한 정치생태

버팔로 이용이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고유

학적 비판과 결합해, 비인간 행위성과 정동이 자본 축

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영국

적에 활용되는 양상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식민지 시절 이뤄진 ‘스포츠 헌팅’에서 기원을 찾는다.

(Collard and Dempsey 2013; Lorimer 2015; Barua 2016;

Dempsey 2016; Lorimer et al. 2019). Duffy(2002)와 같은

동물을 인간의 정치경제에 이용하는 방식이 맥락특수
적이라는 그의 지적은 제주 생태관광에서 돌고래가

비판적 정치생태학자들은 생태관광이 자연 지역이나

이해되고 이용되는 방식 또한 우리 사회의 고유한 맥

야생동물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할 기회를 제공하고,

락과 연계해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기회를 상품화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새로운

축적의 도구라고 지적해 왔다. Barua(2016; 2017)등은
정치경제 구조에 초점을 맞춘 Duffy 등의 연구를 발전

이처럼 비인간 존재의 살아있음, 인간–자연 관계의
정동적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이들 연구자들은 생태관
광의 정치경제가 ‘인간 너머’, ‘재현 너머’의 차원에서

시켜, 인간–자연 관계의 물질적, 정동적 측면이 생태

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은 신체와 생태를

관광의 정치경제에 활용되는 모습을 탐색한다. 이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자본 축적에 동원되며, 이를

(encounter value)’ 개념을 빌려 온다. 해러웨이는 자연

자본(lively capital)’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생태관광이

의 가치가 자연을 물질적 자원(e.g. 노동력, 고기, 유전

자연을 상품화하고, 인간–자연 관계를 경제적 교환으

자 등)으로 이용할 때 창출되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

로 단순화한다는 생태관광에 대한 전통적 정치경제적

위해 이들은 해러웨이(Haraway 2008)의 ‘대면 가치

통해 ‘살아있는 상품(lively commodity)’ 혹은 ‘살아있는

치’ 뿐 아니라 자연과의 직간접적 대면을 통해 생산되

비판은 여기서도 유용해 보인다(Fletcher 2010). 특히

는 가치, 즉 대면 가치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간이 영상

인간–자연 관계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차원마저 자

이나 체험을 통해 동식물이나 경관을 대면할 때 행복,

본 축적의 새로운 도구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슬픔, 감동, 고통과 같은 감정이 발생하는데, 이같은

비판은 더욱 유효하게 여겨진다. 한편, 로리머(Lorimer

대면을 상품으로 가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

2010b)는 생태관광을 통해 인간–자연의 정동적 관계

다는 것이다. 즉, 특정한 감정을 자아낼 수 있도록 대

가 상품화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자연 정동

면의 대상, 방식, 환경 등을 주도면밀하게 설계함으로

적 관계의 모든 차원이 자본 축적 논의로만 환원될 수

써 대면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축적하

는 없다고 지적한다. 종간의 대면을 통해 다양하면서

는 방식이다. 동물 카페, 동물원, 수족관, 생태관광, 국

도 예측하지 못한 정동적 관계들이 발생하고, 여기서

제 자연보전 단체의 기금 활동 등이 대면 가치를 통해

기존의 지배적 인간–자연 관계를 당혹시키고 균열할

축적을 도모하는 새로운 자연 상품의 예다.

새로운 맹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루아(Barua 2016)는 특히 비인간 동물의 행위성

인간–코끼리의 대면은 경외감(awe), 호기심(curiosity),

이 생태관광의 설계와 작동에 깊숙이 반영돼 있다고

쓸쓸한 감상(sentimentality), 당혹스러움(disconcertion)

지적한다. 그는 인도 구자라트 주 기르 국립공원의 사

과 같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같은 감정이 기

자 생태관광을 사례로 사자가 생태관광의 정치경제와

존의 인간–코끼리 관계를 낯설게 보게 하고, 새로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사자 생태관광의 가

윤리적 고민과 선택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 큰 매력물은 숫사자의 커다란 몸집과 갈기다. 국립

로리머의 논의는 생태관광 통치성의 긍정적 측면을

공원 종사자들은 사자와 관광객의 대면을 가능하게

탐색한다는 점에서, 생태관광을 통한 자연과의 신체

하기 위해 사자가 좋아하는 먹이인 살아있는 버팔로

적 대면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생태감수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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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친환경적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아그

3. 연구 방법

라왈(Agrawal 2005) 등의 논의와 조응한다.

고래 관광은 대형 야생동물을 활용해 경제적 발전

돌고래라는 비인간 존재가 생태관광의 정치경제

과 환경 인식의 향상을 꾀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논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이 연구의 가장 큰 도전은

의한 비인간 행위성, 정동, 자연의 상업화와 긍정적 통

비인간의 행위성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의 문제다.

치성의 차원을 두루 갖고 있다. 바다에서 선박을 이용

인간–동물 관계를 연구하는 지리학자들과 인류학자

해 고래를 관찰하는 고래 관광은 1970년대 미국 동부

들은 동물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 다

에서 시작, 1990년대 호주, 카리브해 연안, 유럽 등으로

양한 방법론적 실험들을 수행해 왔다. ‘트랜스 스피시

(Hoyt 2002; O’Connor et al. 2009). 일반적으로 고래 관

(multi-species) 민속지’(Kirksey and Helmreich 2010) 등

확장돼 2009년 기준 세계 119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즈(trans-species) 방법론’(Buller 2015), ‘멀티 스피시즈

광은 대형 고래들을 멸종 위기에 이르게 한 근대 포경

으로 불리는 이 방법론들은 기존의 질적 연구 방법을

에 대한 반성이자 대안으로 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르되, 동물행동학적 이해와 현상학적 이해를 자료

(Epstein 2008). 고래를 ‘죽여서’ 이용하는 대신 ‘살려서’

수집과 분석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한다. 참여 관찰,

이용하자는 것이다. 고래 관광은 관광객에게 고래에

면접 조사, 내용 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동물의 습성,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신체적, 정서적 대면의 기회를

감정, 사회성 등의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한 신

제공함으로써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의 기회로 여겨

체적 경험과 격렬한 에너지를 포착하고 분석하라는

진다. 또, 고래 개체수와 이동 패턴에 대한 과학적 조

것이다(Vannini 2015).

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포경을 대체할

이같은 방법론적 제안을 따라 필자는 주요 관계자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수단이 될 수 있다. 호이트(Hoyt

및 관광객 면접 조사, 문헌 조사, 참여 관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으

를 이용의 대상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새롭게 개념화

로 자료를 분석했다. 특히 돌고래의 신체, 생태, 습성

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에 대한 내용과 돌고래와의 대면에서 발생하는 감정,

긍정적 통치성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니브스(Neves

기분, 신체적 반응 등에 주목하고, 이를 면접 조사와

2002)와 같은 고래 관광 옹호자들은 고래 관광이 고래

2010) 등의 비판적 정치생태학자들은 고래의 신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고래의 생태를 교

자료 분석의 주요 요소로 포함시켰다. 관계자 면접 조
사는 제주 돌고래 관광 사업자, 해양생태학자, 생태관

란하거나 훼손한다는 점에서 고래 관광이 포경과 크

광 관계자, NGO, 지역 주민 등 15명을 대상으로 제주

게 다를 바 없는 자연을 이용한 축적 형태라고 반박

와 서울에서 실시됐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돌고래를

한다(Fletcher and Neves 2012).

직접 대면해 온 과학자들 및 관광 사업자들과의 면접

그렇다면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에서 돌고래라는

조사는 동물행동학 문헌에 포함되지 않은 돌고래의

비인간은 생태관광의 정치경제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

습성, 의지, 개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관

는가? 비인간 행위성, 정동, 자연과의 대면을 통한 축

광객 조사는 돌고래 관광에 참여한 관광객 6개팀 12명

적 등의 논의를 종합해 이 논문은 돌고래의 행위성이

을 대상으로 고래 관찰 선박 및 주변 관광지에서 이뤄

관광객–돌고래 대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특히

졌으며, 고래와의 대면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에너지

고래의 신체, 생태, 습성이 관광객–돌고래 대면을 상

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뤘다.

품화하는 데 결합하는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

면접 조사와 함께 제주 현지에서 돌고래 투어, 수족관,

과정에서 작동하는 인간–돌고래 권력관계를 비판적

관광안내소 등에서 반복적인 참여 관찰이 실시됐다.

으로 탐색한다.

참여 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돌고래를 대면할 기회를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반응과 느낌, 감
– 130 –

07최명애(126-145)ok.qxp_문화역사32-1_2020 2020. 5. 4. 오후 4:10 페이지 131

문화역사지리 제32권 제1호(2020)

정 등을 필드 다이어리에 기록해 추가 면접 조사 및 분

함한 고래 10종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석에 활용했다. 문헌 자료는 돌고래 야생 방사, 해양동

법률에 따라 2007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다. 2011

물 보전, 생태관광 관련 정부 보고서, 토론회 자료집,

년 개정된 수산업법 ‘고래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

성명서, 회의 자료, 학술 논문, 신문기사, 관광 브로슈어,

시’는 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는 ‘혼획’을 엄격

사진집, 돌고래 관련 다큐멘터리 및 영화 등이다. 현장

히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야생 고래 보호와 함께

조사는 2017년 10월,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
됐다.

수족관 돌고래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고
있다. 2018년 발효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

률’은 수족관 돌고래의 서식 환경 개선을 의무화했다.

2019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의 등장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은 2014년 지역 레저 업체인

을 제한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돌고래 수출 지역인 일

ㄱ업체가 제주 북부 김녕 연안에 출몰하는 남방큰돌

본 타이지 지역으로부터의 큰돌고래 국내 반입을 사

고래(tursiops aduncus)를 대상으로 요트를 이용한 관찰

관광을 실시하면서 본격화됐다. 2015년부터는 지역

여행사 ㄴ업체도 제주 서남부 대정 연안을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주 이용객으로, 두 업체 모두

약 1시간 가량 연안을 항해하며 돌고래를 찾아보는

실상 금지했다.
다양한 형태의 관광은 포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고
래 이용의 방식으로 등장했다. 국내에서 고래가 관광

목적으로 이용된 것은 1984년 서울대공원의 큰돌고
래 전시가 처음이다. 1986년 제주 로얄 마린파크(현 퍼

시픽 랜드)에서도 큰돌고래를 포함해 해양 동물을 이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요금은 성인 1인당 4만

용한 쇼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돌고래 수족관은 지난

편이다.

으로 증가했다. 전시 고래 종류도 큰돌고래에서 흰고래,

5천–6만원으로 여타 관광 체험 프로그램에 비해 비싼
제주에서 돌고래 관광이 촉발된 직접적 계기는 앞
서 언급한 ‘제돌이’를 포함한 서울대공원 돌고래들이

10여년 동안 빠르게 늘어나 2009년 3곳에서 2019년 7곳
남방큰돌고래 등으로 다양해졌고, 2019년 10월 기준
전국에서 37마리가 전시 중이다. 야생에서의 고래 관

2013년부터 잇달아 제주에 방사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광은 2009년 울산시 남구청이 장생포 앞바다에서 유

이를 전후로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돌고래에 대한 관

람선을 이용해 연안의 돌고래와 밍크고래를 관찰하

심이 높아졌고, 지역 업체의 관광 사업화로 이어졌다.

면서 처음 시작됐다. 이어 제주에서 남방큰돌고래 관

큰 틀에서는 한국 사회의 고래에 대한 인식과 이용 방

광이 시작되면서 울산과 제주 두 곳에서 실시 중이다.

식의 변화 속에서 제주 돌고래 관광의 출현을 이해할

울산 장생포에서는 야생 고래 관찰 외에도 돌고래 수

수 있을 것이다.

족관, 포경 유적과 고래 골격을 전시한 박물관, 1960년

고래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포경을 통해 취득

대 장생포를 재현한 포경 테마 파크, 고래 고기 섭취

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e.g. 단백질 공급원, 고기)으로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고래 관광을 제공하

회의 ‘포경 모라토리움’, 즉 대형 고래 12종에 대한 상

제주에서는 야생에서 고래를 관찰하는 관광 외에

여겨졌다(박구병 1987). 그러나 1986년 국제포경위원

업 포경 유예 조치가 실시되면서, 국내에서도 모든 종
류의 고래 및 돌고래에 대한 일체의 포경이 금지됐다.

고 있다(Choi 2017).

도 3곳의 돌고래 수족관이 운영 중이다. 30년 이상 영

업해 온 퍼시픽랜드에 이어 2012년 아쿠아플래닛 제

이후 30여년에 걸쳐 고래를 고기만이 아니라 보호의

주가 개장해 큰돌고래를 전시하고 있다. 신생 업체인

대상, 동물 복지의 대상, 엔터테인먼트의 대상으로 보

마린파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

는 새로운 인식들이 발전해 왔다. 남방큰돌고래를 포

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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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대중 관광의 대안으로 생태 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한 데

이 2.2–2.5m, 최대 체중 230kg 정도로 중간 크기 돌고
래다. 몸체는 유선형이며 등 쪽은 진한 회색, 배 쪽은

이어, 도 차원의 생태관광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다.

밝은 회색을 띈다(손호선 외 2012; Baraulik et al. 2019).

그런데 돌고래라는 독특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음에

등 지느러미가 큰 편이고, 어구 등에 찍힌 상처가 있는

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생태관광 육성 계획에서 고래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의 생태관광 계획
4)

경우가 많다(그림 1). 수족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큰돌

고래(tursiops truncates)와 닮았으나 몸집이 좀 더 작고 날

과 지원은 오름, 곶자왈, 습지 등 경관이 빼어난 육상

렵한 편이며, 부리도 좀 더 길다(김현우 2011). 서식지

지역에 집중된 상태다.

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온대 및 열대 연안으로 남아
프리카 공화국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동부까지

5.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의 행위자–연결망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된다.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

이 절에서는 먼저 제주도 돌고래 생태관광의 주요

생태관광과 관련해 남방큰돌고래의 가장 큰 특징

에 서식한다.

비인간 행위자인 남방큰돌고래를 먼저 살펴보고, 다
양한 인간 및 비인간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제주 돌고
래 생태관광의 행위자–연결망이 구성되고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1) 남방큰돌고래
남방큰돌고래는 분류학적으로 고래목 이빨고래아
목 참돌고래과에 속하는 해양포유류다.5) 성체의 몸 길

그림 1. 남방큰돌고래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그림 2. 남방큰돌고래의 해역별 출현 및 분포 현황

자료: Kim 2009, in 김병엽 외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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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야생방사된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목록

이 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복순이
태산이
금등이
대 포

포획년도
2009
2009
2010
2009
2009
1998
1997

방사년도
2013
2013
2013
2015
2015
2017
2017

동결식별표지
1
2
없음
없음
없음
6
7

방사 후 특이사항
새끼출산(2016)
야생적응 훈련 중 탈출, 새끼출산(2016)
새끼출산(2018)
확인 안 됨
확인 안 됨

은 연중 제주에 머문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견되는

돌고래 개체수 평가 등을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협력

고래 대부분이 계절적 주기로 회유하는 것과 달리, 일

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방사된 남방큰돌고래

년 내내 제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연중 관광이 가능
하다. 또,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수심이 얕은 바

중 5마리는 성공적으로 야생에 적응한 것으로 알려졌

으며, 이 중 3마리는 새끼를 출산했다. 2017년 방사된

다에 서식하고 있어 선박이나 육상에서 관찰이 용이

2개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년까지 실시한 개체 조사에서는 제주 북동쪽(구좌읍)

2)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의 이질적 행위자-연결망

하다(김현우 외. 2015). 고래연구소가 2007년부터 2015

과 북서쪽(대정읍) 해안에서 주로 발견됐다(그림 2).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이 제주 돌고래 생태

남부의 서귀포, 남원, 표선, 성산 등에서도 목격되는

관광에 개입하고 있다. 관광 사업자와 관광객 뿐 아니

것으로 나타났다.

라 돌고래 생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수족관 및 야생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삶은 지난 10여년 간 드라마

틱한 변화를 겪었다(남종영 2017). 남방큰돌고래는 유

사한 외형과 행동 때문에 오랫동안 제주에 정주하는
큰돌고래로 여겨져 왔다(신형일 외 2007; 최석관 외

돌고래의 동물복지 문제를 염려하는 동물 및 환경단
체 활동가들, 야생동물 보전과 생태관광을 다루는 중
앙 및 지방 정부, 생태관광 협회, 지역 주민 등이 큰 틀에
서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의 주요 인간 행위자들이다.6)

2009). 김현우(2011)의 연구를 통해 2010년에야 비로소

특히 동물단체 활동가들과 해양생태학자들은 다양

별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생태와 서식 현황

한 담론적·정동적 기제를 통해 남방큰돌고래와 상호

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한편 1980년대부터 제주 어

작용하며, 이같은 정동적 관계가 돌고래와 관련된 지

민과 레저 사업자 사이에 우연히 그물에 걸린 돌고래

식 생산과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를 사고 파는 행위가 이뤄져 왔다. 이들 중 상당수가

(Lorimer 2008). 한편 이 논문에서는 관광객과 돌고래

남방큰돌고래이며, 일부는 서울대공원 수족관으로 판

의 신체적 대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인간 행위자

매됐다. 모든 종류의 고래 포획과 거래를 금지한 국내

중에서도 해당 ‘이벤트’에 직접 개입하는 관광객, 투어

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2011

가이드, 선장, 선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년에야 남방큰돌고래의 불법 포획 문제가 드러났고,

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돌고래의 신체적 대

뜨거운 논란 끝에 2013년 7월 제돌이를 포함한 서울대

면은 인간 행위자 뿐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

울대공원에 남아있던 4마리도 2015년, 2017년 각각 방

살펴본 남방큰돌고래 외에도 선박, 날씨, 파도, 배를

사됨으로서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야생 방사가 완

운행하고 돌고래를 찾아내는 기술, 모터 소음과 음악,

공원 남방큰돌고래 3마리가 제주 바다에 방사됐다. 서

료됐다(표 1). 방사 이후 이화여대, 제주대, 고래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방사 개체에 대한 모니터링, 남방큰

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Cloke and Perkins 2005). 앞서

사진, 영상물, 고래 지식과 담론 등이 이같은 비인간

구성요소들이다. 먼저 선박을 보면, ㄱ업체는 48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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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를 이용한다. 규모가 큰 만큼 3~4인의 선원이 동

광객 대부분이 돌고래가 잘 보이는 방향으로 일제히

승하고, 간단한 간식과 음악이 함께 나온다. ㄴ업체는

달려가는데, 이 때문에 배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는

12인승 정원의 어선을 이용한다. 규모가 작은 대신 신

풍경이 연출된다. 수십 마리의 돌고래 무리를 대면하

속한 이동이 가능하고, 별도의 여흥 없이 고래 관찰에

면서 느끼는 시각적 만족감, 야생동물에 가까이 다가

집중한다. 날씨는 고래 관광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

가고 있다는 흥분과 스릴, 돌고래가 손으로 만져질 것

장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같으면서도 만져지지 않는 감질나는 느낌, 선박과 돌

날에는 고래 관광이 취소된다. 바람이 세게 불거나 파

고래가 함께 유영하고 있는 듯한 충족감, 차가운 바닷

도가 높으면 돌고래가 나타나더라도 보기가 힘들고,

바람이 피부에 닿아 발생하는 상쾌함 같은 다양한 감

울렁임 때문에 멀미가 나기도 한다. ㄱ업체의 관광객

정과 기분이 관광객–돌고래 대면을 통해 생산된다. 이

대기실에는 멀미약이 비치돼 있고, 찬바람이 불 때 빌

처럼 이질적 행위자–연결망의 수행을 통해 연결망에

려 입도록 두터운 파카가 비치돼 있다. 돌고래 이미지

기입된 신체, 담론, 지식들이 새롭게 배열되고, 그 결

와 관련 지식 또한 동물, 사물과 함께 관광 경험 구성

과 우리의 돌고래에 대한 이해와 관계 맺음의 방식이

하는 주요 비인간 요소로 기능한다. 두 업체 모두 돌고

특정한 방향으로 실연(enactment)된다.

래 이미지를 업체 로고에 활용하고, 선박의 돛 등을 장
식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ㄱ업체는 출발지인 김녕

6. 남방큰돌고래의 행위성과 살아있는
상품화

항에 다양한 돌고래 조형물과 안내판을 설치했다. 제
주 앞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사진과
함께, 떼를 지어 헤엄치거나 뛰어오르는 생동감 넘치

이 절에서는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에서 돌고래가

는 돌고래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 한편, ㄴ업체의 출발

상품으로 실연되는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본다. 특히 돌

지인 동일리 포구에는 투어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고래의 외형, 생태, 삶의 경험에 주목함으로써 돌고래

외에는 별도의 시설물이 없다. 두 업체 모두 투어를 출

의 행위성이 돌고래의 상품화 과정에 어떻게 결합하

발하기 앞서 업체 관계자가 남방큰돌고래의 개체수,

는지를 검토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는 것은 ‘야생 돌

목격 확률 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 준다.

고래’ ‘귀여운 돌고래’ ‘자유를 되찾은 돌고래’의 세 가

선원–관광객–남방큰돌고래–선박–날씨–사진 등으
로 구성된 이질적 행위자–연결망은 배를 타고 바다에

지 유형이다. ‘야생’과 ‘귀여운’은 Bulbeck(2004)의 “귀

여워서 안아주고 싶거나, 혹은 야생이거나(cute, cuddly

나가 고래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되고, 이를

or wild)”에서 가져왔다. Bulbeck은 동물에 대한 서사와

통해 다양한 행위가 생산된다. 선원과 관광객의 눈은

재현이 인간과 동물의 ‘같음’과 ‘다름’을 함께 강조하

돌고래를 찾아 바쁘게 움직인다. 시각 뿐 아니라 청각,

는 역설적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한다. 고래가 “‘야

후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몸의 움직임들이 동원돼 선

생의 타자’가 될 만큼 인간과 몹시 다르면서” 동시에

박의 엔진 소음이나 바닷새 소리를 듣고, 바다 냄새를

“(인간들이) 쉽게 다가가고 친근하게 여길 만큼 인간과

맡고, 찬바람을 맞는다. 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고,

몹시 유사한” 동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Besio et al

돌고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빠르게 달려가고, 환

2008, 1225). 같음과 다름의 강조는 제주 사례에서도 선

호를 지르거나 지루해 하는 행동들이 이뤄진다. 돌고

명히 드러난다. 한편 ‘자유를 되찾은 돌고래’는 수족관

래를 따라 선박의 항로를 바꾸고, 파고에 맞춰 속도를

에 갇혀 있다 야생에 풀려난 일부 남방큰돌고래의 삶

조절하고, 돌고래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레저 활동을

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특수한 돌고래 상품

전개하는 것처럼 고래 관광은 돌고래, 파도, 선박, 관

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세 유형은 돌고래 상품화의

광객, 가이드가 함께 서로에 맞춰 ‘조율’(attuned)하는

모든 방식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며, 제주 사례 연구에

과정이 수반된다. 돌고래가 나타나면 배에 탑승한 관

서 도출된 것으로, 다른 유형의 상품화 역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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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사지리 제32권 제1호(2020)

수족관의 단골 소재지만, 바다에 살고 있어 직접 대면

1) 야생 돌고래
돌고래 관광은 배를 타고 바다 어딘가에 존재하는
돌고래를 찾아 떠나는 ‘탐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승
선 전 업체 관계자가 간단히 돌고래에 대해 소개하는
데서 탐사가 시작된다. 오늘 조우할 동물이 ‘돌고래’
이며, 운항 구역이 이들의 ‘서식지’라는 설명을 통해
제주 바다가 단순한 레저의 대상만이 아니라 희귀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라는 점이 부각된다. 항구가 시야
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선장과 선원들은 먼 곳을 응
시하며 돌고래의 자취를 찾는다. 일부 관광객도 분주
히 바다를 훑으며 탐사에 동참한다. 이들의 눈과 귀는
금세 예민해져 돌고래 존재의 단서를 제공하는 포말,
파도의 일렁임, 바닷새의 움직임 등에 주의를 기울이
게 된다.
‘야생’과 ‘탐사’는 돌고래 관광 홍보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어들이기도 하다. 두 업체 모두 “돌고래 서
식지 김녕에서 요트투어 중 만날 수 있는 야생돌고
래”(ㄱ업체 브로슈어) “제주 야생돌고래 탐사”(ㄴ업체
브로슈어)라는 문구를 통해 ‘야생’의 동물과의 대면 가
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돌고래는 “대자연의 신비를

하기가 어려운 존재다. 실제 돌고래와 대면하는 순간
관광객 대부분은 고함과 환호를 질렀고 “신기하다”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같은 반응은 “내가 내 눈으로 돌
고래를 직접 봤다”(20대 여성 관광객, 서울) “태어나서
돌고래를 처음 봤다”(20대 여성 관광객, 서울)는 말에
서 보듯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살아있는’ 야생동물
을 ‘직접’ 대면했다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남방큰돌고래의 습성은 돌고래 관광을 가능
케 하는 동시에 관광에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요인이
기도 하다. 제주 연안에서 정주하는 특성 덕분에 연중
돌고래 관광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관광
객–돌고래 대면이 언제나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업
체 관계자와 선원들은 돌고래의 이동에 민감하게 반
응하고, 선박의 경로를 결정함으로써 돌고래의 생태
에 자신들의 행위를 맞춘다. “아침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했다 해질 무렵 다시 돌아온다”(ㄴ업체) “저쪽에
서 나타나서 풍력발전기 앞으로 지나간다”(ㄱ업체)
“얘들[돌고래]이 호흡하면 물무늬가 뜨는데, 그 무늬
가 보이면 그 뒤에 따라온다”(ㄱ업체) 처럼 인간 행위

느껴볼 수 있는”(ㄱ업체)대상으로, 관광은 자연 속에

자들은 돌고래와의 대면을 높이기 위해 경험을 통해

서 고래를 대면하는 “놀라운 경험”(ㄴ업체)으로 홍보

얻은 지식을 적극 활용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돌고

된다. 한편 선박이 돌고래에 접근하거나, 관광객이 돌

래들이 파도타기를 좋아해서 우리가 파도를 만들어

고래를 손으로 만지는 대면 장면의 이미지를 선박 출

주면 꼭 온다”며 선박을 이용해 파도를 만들어 돌고래

항지에 게시함으로써(ㄱ업체), 관광 상품을 구입함으

를 유인하기도 했다.

로써 이같은 ‘체험’이 실제로 가능함을 강조한다.

돌고래의 습성에 조응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에도

남방큰돌고래의 몸집과 외관, 생태는 이들이 인간
과 다른 야생의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매력적인 관광

대상물로 만든다. 2미터가 넘는 몸 길이는 고래류로서

불구하고, 돌고래가 끝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남방큰돌고래 목시율은 ㄱ업체의 경우 30% 대이며,
ㄴ업체는 남방큰돌고래 주 서식지를 활용하고 있어

는 작은 크기이지만 왠만한 성인 남성보다도 크다. 기

80% 대다. 그런데 돌고래의 ‘비협조’는 분명 관광객의

다란 부리와 지느러미, 매끈한 몸과 함께 수십 마리가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지만, 관광 프로그램의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장면은 시각적 스펙타클을 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

공한다. 또, 물 속에 살고 있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였다. 업체들은 돌고래 목시율을 홍보 자료에 적극 활

폐로 호흡하고,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운다는 사실이 신

용함으로써 야생 돌고래와의 대면이 가능함을 강조하

기하면서도 경외로운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도 이들

는 한편, 돌고래를 못 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

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관광객을 흥분시키고 감

놓았다. ㄱ업체는 월별 달력에 돌고래가 나타난 날을

동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돌고래는 자연다큐멘터리나

표시한 ‘돌고래 출석부’를 제작해 홍보물에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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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 행위성과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의 정치경제

요트 투어 출발 지점에 게시했다. 사무실 입구 계단에

도 “180일 중 123일 관찰”이라는 홍보 문구를 붙여 놓

았다. ㄴ업체 역시 “탐사확률 87%” 라는 문구를 홍보

주변을 맴돌고, 배 밑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한다. 수

면 위로 풀쩍 뛰어올라 물보라를 날리기도 한다. 10여
분 배 주변에서 움직이다 떠난다. 돌고래들이 이동하

자료에 활용해 높은 돌고래 조우 가능성을 강조했다.

고 나면 배도 다시 돌고래를 찾아 이동하거나, 항구로

목시율을 ‘확률’로 제시하는 것은 돌고래가 나타나지

귀환하기 위해 출발한다.

않는 것이 예외적 상황이 아니며, 언제라도 발생할 수

업체 관계자들은 돌고래들이 “우리 배를 알아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원한다고 언제나 만날 수 있지는

와서 “놀다 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돌고래의 지능, 호

않다는 사실 자체가, 돌고래 관광을 동물원이나 수족관

기심과 장난기가 많은 성격을 강조했다. 고래 관광 초

과 차별화하고, 돌고래가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야

창기에만 해도 돌고래들이 선박에 다가오지 않았으나

생’의 존재임을 상기시킨다. 돌고래가 나타나기를 바

“우리가 해치지 않는 다는 걸 아니까” 배가 멈춰 서 있

라고 기다리는 과정, 돌고래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

으면 가까이 온다고 했다. “우리 배를 알아본다” “수중

다는 사실 자체가 돌고래 관광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카메라로 촬영하면 카메라로 다가와 한동안 탐색하고

되는 것이다.

간다” “배가 만드는 파도 타는 걸 좋아해서 정신없이

목시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ㄱ업체는 돌고래의

옆에서 달린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남방큰

‘노 쇼’에 대비해 바다 낚시 체험을 대체 프로그램으로

돌고래에 대한 동물행동학 연구 자료에서도 비슷한

준비했다. 출항한 지 30분이 지나도 돌고래가 나타나

내용이 확인된다. 마치 “서핑”을 하듯 파도를 이용해

지 않으면 뱃전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관광객들이 직

앞으로 나가고, 해조류를 등지느러미에 걸고 “장난감”

7)

접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했다. 실제로 연구자가 탑승

처럼 갖고 논다는 것이다(손호선 외 2012, 50-51). 이처

한 돌고래 관광 중 한 차례는 돌고래가 나타나지 않았

럼 “놀기를 좋아하는(playful)” 남방큰돌고래의 습성은

지만, 관광객들은 큰 불만 없이 낚시 체험과 항해를 즐

돌고래와 관광객의 대면을 성사시키고, 활력과 에너

겼다. 돌고래를 못 봐서 아쉽긴 하지만, 요트도 탔고,

지를 불어넣는다.

바다도 봤고, 대체 체험과 간식도 즐겼으니 만족한다

이같은 남방큰돌고래의 행동은 업체들이 제작한

는 것이었다. 이같은 관광객의 담담함은 돌고래를 보

홍보물에도 반영돼 있다. ㄴ업체는 어린아이의 그림

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며, 돌고래 관광을 제

일기 형태로 만든 브로슈어에서 “어선이 지나가면 따

주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행위의 하나로 여기는

라오는” 남방큰돌고래의 습성을 강조하고 이를 “친구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Cloke and Perkins

가 되어 달라고 하는 거래요”라고 해석해 제시한다. 남

(2005)는 뉴질랜드 고래 관광 사례 연구에서 ‘노 쇼’에

방큰돌고래의 행동과 외모는 ‘귀여움’이라는 프레임

대한 관광객의 관대함을 발견하고, 돌고래가 고래 관

을 통해 재현된다. “귀여운 돌고래”라는 표현이 홍보

광을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이긴 하지만, 유일한 행위

물과 가이드의 설명에 종종 등장할 뿐 아니라, 돌고래

자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돌고래의 행위성이 인간 행

의 신체적 특징을 귀엽게 과장한 이미지들이 종종 사

위자의 기획을 ‘거스르고’ 있지만, 생태관광의 정치경

용된다. 이를테면,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보호대상 해

제 자체를 무력화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양생물 관찰 가이드라인’은 돌고래의 머리와 눈을 크
게 그려 강조하고,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는 짤

2) 귀여운 돌고래

막하게 처리함으로써, 돌고래를 ‘어린아이’와 같은 모

돌고래와 관광객의 대면은 두 행위자의 서로에 대

습으로 재현했다(그림 3). 돌고래의 부리를 중심으로

한 인지와 응답을 통해 이뤄진다. 돌고래를 발견한 선

촬영해 돌고래를 사람과 같이 두 눈과 입이 있는 사람

박은 돌고래를 향해 전진하다 수십 미터 거리에서 멈

처럼 표현한 이미지들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재

춘다. 돌고래들은 선박의 존재를 인지하고 다가와서

현은 작은 두 눈이 얼굴의 양 옆으로 쏠려 있고,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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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를 되찾은 돌고래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의 가장 큰 매력물은 ‘제돌이’

다. 제돌이는 2009년 제주 신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
린 뒤 서귀포시의 돌고래쇼 업체인 퍼시픽랜드에 팔
렸다. 이어 서울대공원으로 이송돼 4년간 돌고래쇼에

동원됐다 제주 바다로 돌아왔다. 제돌이라는 이름도

‘제주도 돌고래’라는 뜻이다(남종영 2017). 제돌이는

남방큰돌고래 야생 방사를 둘러싼 논란의 아이콘으로,
그림 3. ‘보호대상 해양생물 관찰 가이드라인’의 돌고래 이미지

2013년 다른 두 마리와 함께 1차로 제주 김녕항에서 야

자료: 해양수산부.

생 방사됐다. 업체들은 돌고래 관광을 ‘유명한 돌고래인
제돌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홍보한다. 관광객 상당

란 부리를 갖고 있는 돌고래의 실제 외형적 특성과는

수도 제돌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제돌이를 만날 수도

차이가 있다.

있다는 가능성이 돌고래 관광을 선택한 계기 중 하나

돌고래의 호기심 많고 장난기 어린 행동과, 인간이

로 작용했다. 서울대공원에서 제돌이가 출연한 돌고

해석한 돌고래의 귀여운 외형은 함께 관광객–돌고래

래쇼를 관람한 적이 있거나, 제돌이의 야생 적응 훈련

의 대면을 구성한다. 돌고래와 대면한 관광객들은

과 방사를 다룬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이 있어 제

“꺄악” “너무 귀여워!” 같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귀여

돌이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워요”와 “신기해요”는 돌고래와의 대면을 설명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표현이었다. 한

등지느러미로 개별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남방큰
돌고래의 생태적 특징이 관광객과 제돌이의 대면을

20대 여성 관광객은 연신 “아기야 아기야”라고 돌고래

가능하게 한다. 고래류는 사람의 지문처럼 등지느러

를 부르기도 했다. “귀여운 것을 보고 아기라고 하기

미 뒷부분에 생긴 상처의 형태가 개체마다 다르다. 때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에 등지느러미를 사진 촬영해 개체를 구분하고 목

앞서 살펴본 ‘야생 돌고래’가 돌고래를 인간 사회로
부터 떨어져 있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로 보게 한
다면, ‘귀여운 돌고래’에 대한 강조는 돌고래를 인간에
게 친근하고 쉽게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

록화하는 방법이 연구에 활용된다. 제주 남방큰돌고
래도 등지느러미 촬영을 통해 114마리(2009년 기준)의

개체를 모두 식별해 놓은 상태다(김현우 2011, 그림 4).
또, 제돌이를 포함한 야생 방사 남방큰돌고래 4마리

게 한다(Peace 2005). Dale et al.(2016)의 지적처럼 귀여

는 추적 관찰을 위해 등지느러미에 동결표지를 해 놓

움의 정동은 대상이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생산하고,

은 상태다. 제돌이의 등지느러미에는 흰색으로 숫자

이에 기반한 협력적 활동이나 놀이를 가능하도록 한다.

‘1’이 새겨져 있고, 함께 방사된 춘삼이는 ‘2’가 새겨져

동시에 귀여워하는 주체와 귀엽게 여기는 대상 사이

있다.

에 기울어진 권력 관계가 작동하고 있음 또한 보여준

ㄱ업체는 제돌이의 사연과 식별 가능한 등지느러

다. 제주 돌고래 관광에서 보는 것처럼 돌고래를 어린

미를 홍보물과 가이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녕항

아이의 모습으로 재현하거나 아기로 호명하는 것은

에 위치한 ㄱ업체의 사무실 외벽에는 “제돌이 방류지

이같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작동을 반영하는 한편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돌고래 생태관광 최적지에서

이를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

제돌이와 춘삼이를 찾아보세요” 같은 홍보물이 설치

로 생각된다.

돼 있다. 요트를 타러 가는 길목에는 “바닷속 귀염둥
이 제돌이를 찾아라”는 대형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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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 행위성과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의 정치경제

그림 4. 남방큰돌고래 등지느러미 목록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남방큰돌고래 등지느러미 목록을 게시하고, 방사된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약 100여마리 정도가 서식이

돌고래의 이름과 동결표지를 이용한 식별법을 안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새끼 돌고래들이 유

했다. 업체 브로슈어와 가이드의 설명에서도 이같은

난히 많이 태어나서 앞으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더욱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ㄱ업체 가이드 설명)

내용이 두드러진다.
“제돌이 꿈은 바다였습니다. 2013년 07년 18일 김녕
리 바다에서 방류한 제돌이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중략] 제돌이는 등지느러미에 1번이란 숫자를 확

인하시면 됩니다. 춘삼이는 등지느러미에 2번이란

제돌이의 존재와 그를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돌
고래 관광을 수동적인 관찰만이 아니라 관광객이 적
극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활동으로 거듭나게
한다. 관광객들은 실제로 돌고래가 보일 때마다 “1번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ㄱ업체 브로슈어)

돌고래!” “2번 돌고래!” “제돌이!”를 부르며 방사된 남

“저희 운항하는 구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방큰돌고래들을 찾는 데 흥미를 보였다. 제돌이 등이

서울대공원에 있던 제돌이가 자연으로 돌아가 서식

수족관에 있다 방사됐다는 사실이 관광객과 남방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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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의 대면의 배경 혹은 맥락으로 작용하면서, ‘바다’

가 큰 몸집을 갖고 있고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는 특성

를 ‘수족관’의 대척점에 놓고, ‘야생의 돌고래’를 ‘수족

또한 시각적 스펙타클을 제공하면서 이들을 매력적인

관 돌고래’과 대비하게 했다. 관광객들은 “야생에서 보

관광 대상으로 만든다.

니까 좋다”는 말과 함께 그 이유로 “수족관에서는 [돌

한편 관광객–돌고래의 대면은 인간 행위자와 비인

고래들이] 갇혀 있으니까 불쌍하다”(40대 여성 관광객,

간 행위자들이 서로에게 ‘응답’함으로써 성사된다. 돌

광주), “수족관에서는 너무 인간이 시키는 대로 잘 하

고래는 관광객이 탑승한 선박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

니까 오히려 더 속상하다”(30대 남성 관광객, 수도권)

가옴으로써 생태관광에 참여한다. 배 주변을 맴돌거

등을 들었다. 남방큰돌고래의 사연과 함께 힘차게 헤

나 뱃머리에서 파도를 타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은 관

엄치는 돌고래의 행동, 경계 없이 탁 트인 바다의 모습

광객과 돌고래의 대면에 활기와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등이 돌고래–관광객 대면을 구성하면서 관광객들로

관광사업자들은 관광객–돌고래 대면을 성사시키기 위

하여금 ‘안도’와 ‘만족감’과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것

해 돌고래의 리듬에 맞춰 관광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으로 보였다. 수족관 돌고래는 갇혀 있어 불쌍하지만,

운행한다. 돌고래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따라다니고,

지금 눈 앞의 돌고래는 다행히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

일정 거리에서 돌고래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돌고

이다.

래가 멀어지면 퇴각하는 식이다. 이같은 방식은 관람

한편, 1번, 2번과 제돌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광

객의 즐거움을 위해 돌고래를 수족관에 가두어 두거

사업자의 돌고래 서사는 ‘부분의 사실’이기도 하다. 방

나 먹이를 미끼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것과는 크게

것은 동결 표지가 있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제돌이와

하는 것이 아니라, 돌고래에 맞춰 인간 행동을 조율하

춘삼이 뿐이다. 이들이 서울대공원 수족관에서 공연

는 행위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사 돌고래는 모두 7마리지만 업체 홍보물에 등장하는

다르다(남종영 2017). 인간이 돌고래를 전적으로 통제

했다는 사실은 간략히 언급돼 있으나, 돌고래 방사로

그러나 협력적인 상호작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게 된 불법 포획 문제, 수족관 돌고래의 동물복

돌고래는 인간의 의지나 계획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지 논란은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 돌고래의 생태와 경

야생동물이며, 인간의 행위 양식을 교란하거나 이에

험이 선별적으로 수집되고 배치돼 돌고래를 특정한 방

저항하기도 한다. 대형 고래를 대상으로 한 해외 고래

식–자유를 되찾은 돌고래–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관광에서는 고래가 배를 전복시키거나 관광객을 공격
했다는 보고들이 있다. 제주의 돌고래들은 관광 선박
앞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관광 사업자들을 곤란하게

7. 지배-저항의 이분법을 넘어

한다. 이들의 ‘노 쇼’가 관광 선박을 의도적으로 회피

남방큰돌고래의 신체, 생태, 습성은 돌고래 생태관

하는 것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다.

광의 구성과 작동에 결합해 관광객–돌고래의 대면 가

한편, 관광 사업자들은 돌고래의 외형과 행동을 돌

치를 창출하고 축적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 절에서

고래–관광객 대면의 즐거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는 인간 행위자와 돌고래의 다양한 상호 작용의 방식

해석하고 의미화한다. 이같은 해석이 실제 돌고래 생

을 살펴보고, 이같은 다양성이 시사하는 인간–자연 관

태를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돌고래의

계의 정치적 측면을 검토한다.

얼굴과 행동을 귀여움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재구성

먼저, 남방큰돌고래의 외형과 생태가 이들을 활용

한 상업적 관광의 ‘조건’을 제공한다(Barua 2016). 남방

하고, 과학적 목적으로 표시한 동결 표지를 특정 고래
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식으로 적극 활용한다. 심지어 돌

큰돌고래가 제주에 존재한다는 것과 수십 분 이내의

고래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또한 돌고래가 흔히 볼 수

짧은 보트 여행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없는 야생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하고, 목

이 돌고래 생태관광을 가능하게 한다. 남방큰돌고래

시 확률이나 ‘돌고래 출석부’를 통해 관광객–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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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한다. 돌고래의 신

쇼’ 마저도 ‘야생 돌고래’라는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로

체와 생태가 취사 선택되고 편집돼 돌고래–관광객 대

활용돼 돌고래 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이용된다. 돌

면의 정동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다.

고래의 ‘협력’을 통해 창출한 자본은 관광 사업자에게

이를 통해 스펙타클, 모험, 터치와 같은 전통적 생태관

돌아가고, 돌고래에게는 노동에 대한 금전적인 혹은 다

광의 정동 뿐 아니라(Lorimer 2010a), ‘귀여움’이나 ‘자

른 형태의 댓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처럼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에 고유한 정동이 생산

돌고래의 고통이 수족관 돌고래를 둘러싼 동물복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본격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남방큰돌고래

이처럼 돌고래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광객–돌고래

들이 제주 바다로 돌아간 것은 결국 돌고래 포획이 인

대면에 결합함으로써 생태관광을 통한 이익의 창출과

간의 제도(수산업법)를 위반한 데 따른 인간의 결정이

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돌고래는 인간의 정치경제적

었다. 이같은 지적은 동물의 행위성이 동물을 이용하

기획의 조건을 제공하고, 협력하며, 저항하거나 혹은

는 인간의 행위에 일정 정도 균열을 가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계획과 무관하게 삶을 꾸려가기도 한다. 인간

인간–동물 관계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의 돌고래 이용 또한 돌고래의 생태에 맞춰 자신들의

인간 행위자라는 스리니바산(Srinivasan 2013)의 주장

행위를 조율하기도 하고, 돌고래의 신체와 생태를 자

을 뒷받침한다.

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유하기
도 한다. 이같은 인간–돌고래의 상호작용은 비인간의

8. 결 론

행위성이 인간의 기획과 협력하고, 상충하고, 교차하
거나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

지금까지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을 사례로 비인간

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인간 행위성에 대한 기존

행위성이 인간의 행위 양식에 결합하는 다양한 방식

의 국내 연구들은 비인간을 수동적이고 침묵하는 존

을 탐색했다. 이 논문은 최근 인간 너머 지리학과 정치

재로 여겨 온 기존 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돼지나 해

생태학의 논의를 결합해 생태관광을 비인간의 행위성

삼과 같은 동물의 행위성이 어업이나 방역과 같은 인

과 정동적 장치들을 통해 관광객–자연의 대면 가치를

간의 행위 양식에 균열을 가하고 교란할 수 있음을 드

극대화하는 정치경제 양식으로 새롭게 이해하는 데서

러내는 데 주력해 왔다(Nam 2014; 김준수 2019a; 최영

출발했다. 이어, 남방큰돌고래의 신체, 생태, 습성, 삶

래 2019). 이 논문은 이같은 기존 연구를 발전시켜, 지

의 경험과 같은 다양한 물질적, 신체적 요소들이 관광

배–저항의 이분법에 포섭되지 않는 보다 복잡하고 미

객–돌고래 대면에 결합해 대면 가치를 높이고, 돌고래

묘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의 행

를 ‘야생 돌고래’, ‘귀여운 돌고래’, ‘자유를 되찾은 돌고

위 양식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래’와 같은 상품으로 생산해 내고 있음을 살펴봤다. 특

한편 비인간 행위성과 인간의 정치경제적 기획의

히 이 과정에서 돌고래의 신체와 행위가 자본 축적의

상호작용에 대한 강조가 생태관광을 통해 보다 평등

조건을 제공하고, 협력하고, 저항하거나 혹은 무관하

한 인간–비인간 관계가 실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

게 작동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정치경제

히려 필자는 비인간의 행위성을 생태관광에 결합시킨

적 기획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것이 인간 행위자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비인간의 행위성이 기존 연구처럼 인간의 행위 양식

돌고래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

을 반드시 교란하거나 거스르는 것만은 아니며, 보다

를 관광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이용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로 인간 행위와 상호작용하고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인간이다.

있음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통상의 지배–저항의 이분

돌고래는 관광객 앞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법으로 수렴되지 않는 인간–비인간 관계의 한 측면을

계획에 균열을 가할 수 있으나, 제주 사례에서 보듯 ‘노

드러냄으로써, 인간–자연 관계의 복잡성과 풍성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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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국내 인간 너머 지리학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강을 해치며, 심할 경우 임신과 출산, 이동 경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Parsons 2012).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해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

이처럼 야생 바다와 고래 관광을 수족관의 대척점

이 돌고래 보전에 갖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수족

에 놓고 생각하는 것은 이들 공간과 행위가 가진 사회

관에서 야생의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의 삶의 경험은

적 성격과 복잡성을 소거할 가능성이 있다. 자연에 대

제주에서 이뤄지는 돌고래 생태관광을 수족관이라는

한 단순화된 인식은 관광객들의 돌고래에 대한 언급

또다른 정치경제 양식과 대비해 생각하게 한다. 앞서

에서도 드러난다. 돌고래 생태관광을 통해 돌고래는

언급한 것처럼, 수족관은 돌고래들이 갇혀 낮은 삶의

‘귀여운 돌고래’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야생동물’

질을 견뎌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한편, 야생의 바

과 같은 추상화된 차원으로 재구성되고, 돌고래 서사

다는 이들이 자유롭게 노닐며 본성을 발현할 수 있는

또한 ‘수족관에서 풀려난 제돌이’로 단순화 된다. 이들

공간으로 여겨진다. 수족관과의 대비를 통해 야생은

돌고래가 ‘남방큰돌고래’라는 종이며, ‘멸종위기종’이

돌고래들이 자유를 되찾은 ‘완결된 공간’이자 ‘완벽한

자 ‘해양보호생물’로 국내외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고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고래 관광은 수족관 돌고래쇼

있다는 사실은 고래 관광 프로그램에서 찾아보기 어

와 차별화되는 ‘무해한 행위’로 재구성된다. 일반적으

렵다. 남방큰돌고래의 생태 정보와 위협 요인이 구체

로 고래 관광이 포경과의 대비 속에서 발전해 왔음을

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광 경험을 고래 보

감안할 때(Hoyt 2002), 이같은 수족관–고래관광의 대

전으로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멸종위기종

척 구도는 제주 특유의 현상으로, 제주 돌고래 생태관

이란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부분

광이 남방큰돌고래 야생 방사라는 고유한 사회적 맥

의 관광객은 “돌고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있느냐”는 질

락 속에서 발생,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문으로 대답했다. 돌고래를 잡는 것도 아니고, 바다는

그러나 야생의 바다와 고래 관광에 대한 이같은 인
식은 실제 남방큰돌고래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적 위

평화로우며, 고래 관광은 해가 없어 보이는데 돌고래
를 무엇으로부터 보전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협을 비가시화 할 수 있다. 제주의 ‘야생’ 바다는 인간

필자는 생태관광이 관광객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과

의 간섭이 배제된 초월적 공간이 아니다. 최근 제주도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근본적으로 동

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사업 예정지

의한다(Milton 2003). 탁 트인 바다에서 온 몸을 이용해

일부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와 겹쳐 이들의 서식과

고래를 보고, 듣고, 카메라를 통해 만져보는 강렬한 경

번식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방큰돌고

험은 에피파니(epiphany)의 순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

래를 모니터링 해 온 해양생태학자들이 이례적으로

해 관광객과 고래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을

해상풍력 사업이 돌고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하는 설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김병엽 외 2017). 또,

것이다(Lorimer 2007). 강력하지만 찰나적인 경험이 자

연 보전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정

연안 어업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어구나 그물에 걸려

교하게 설계된 관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

남방큰돌고래가 다치거나 죽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조하고자 한다.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및 산호

(그린포스트코리아 2017년 7월 20일). 고래 관광 역시

류에 대한 관찰 가이드’를 제작해 2017년 제주 지역 고

무해한 행위가 아니다. 관광 선박이 고래에게 지나치게

래 관광 업체와 다이버 협회 등에 배포했다는 사실은

가까이 접근할 경우엔 고래 무리를 교란하고, 선체나

이같은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실제 고래 관광 현장에

프로펠러가 부딪쳐 고래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서 관찰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업

선박의 엔진 소음은 소리를 이용하는 고래의 의사소

체 뿐 아니라 관광객이 고래 관광의 생태적 위협을 인

통을 방해한다. 고래 관광을 연구하는 생태학자들은

지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대면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선박 관광이 고래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래의 생태, 포경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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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 우리나라와 일본의 포경 논란 등을 고래 관광
의 콘텐츠로 활용해 관광객의 고래에 대한 이해와 감
수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 지식과 생
태 정보는 감격적 순간과 현실의 환경 문제를 연결하

자 집단과 지역 주민의 관계 역시 소원하다.
7) 고래 목격 확률이 25%로 낮은 울산 고래 관광에서도 돌고
래 수족관, 고래 고기 체험 등을 대체 즐길거리로 제시하
고 있다

는 중요한 징검다리다. 제주 돌고래 생태관광을 생태
교육과 보전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
들이 필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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