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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사 배경 및 목적

I.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최근 몇 년 간 반려동물 사육가구 숫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5년 발표
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
으며, 반려동물 사육 두수는 약 700만 마리로 추산된다.1)

이에 따라 반려동물관련 산업의 규모도 급속도로 성장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국
내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015년 1조 7천억에서 2016년 2조2천9백억 원으로, 2020년에는 약 6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2)

산업규모의 확장으로 다양한 관련 신규업종이 등장했는데, 동물카페도 이 중 하나다. 2000년대 
초반부터 반려동물 동반시설의 형태로 운영되던 동물카페는 최근 동물을 사육·보관·전시하는 상
업적 전시시설로 변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3) 사육하는 종도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종 위주
에서 야생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다양화되었다. 

동물카페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및 질병 관리, 동물복지 저해, 폐업 시 동물의 처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불법적으로 동물을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나
타났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동물카페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4) 2017년 동
물보호법의 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반려동물 종을 전시하는 업소(애견·애묘카페)의 경우 일정 요
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동물카페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야생동물, 특히 멸종위기종에 속하지 않
는 종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야생동물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
복지의 처우에 관한 문제, 폐업 시 동물의 처리 문제, 공중보건·위생관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
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2.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야생동물카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조사해 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동물전시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에 개선정책 마련을 제안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야생동물카페에 대한 언론보도는 이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태 파악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조사를 통해 야생동물카페의 현황과 사육환경, 동물의 복지 상태, 공중보건을 위한 안전과 위생 
관리 등을 파악하고, 국내 관련법 및 해외 규정을 분석할 것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정부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야생동물 전시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 2015.12.17. 24쪽
2) 농협경제연구소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2013.4.30. 3쪽
3) 박희제, 동아일보 ‘애견카페 가 보셨나요’ 2001.03.14.
4) 연합뉴스 ‘전국 동물카페 288곳, 관련 법규 없어 법의 사각지대’ 2015.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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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련법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 에서는 동물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동물원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은 환경부에 시설 등록, 휴・폐원 신고, 사육동물에 적정서식환경 제
공, 운영자와 근무자의 안전관리, 생태계교란 방지 관리, 연1회 운영관리 자료 제출의 의무를 가
지게 되며 시・도지사의 지도점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물카페는 대부분 소규모로 보유 동물의 종·개체수가 동물원법에서 정하는 10종 50개체
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동물보호법
2017년 3월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2018년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
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해 동물전시업을 운영하려는 경
우 영업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열거된 6종에 해당하지 않는 동
물을 전시하는 업소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또한 아직 시행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동물카페가 동물전시업 범위에 포함될 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그 외 야생동물카페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학대 등에 대한 처벌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
에서 반려(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3.21.> 
1. 동물장묘업(동물장묘업)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
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
설은 제외한다.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
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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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위생법 
현행 식품위생법의 제3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
록 되어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구분에 따라 애견·동물카페는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
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이다. 이 시설들은 동법 시행규칙 36조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동물카페는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분리된 동물 사육시설 관리, 방문객의 사육시설 접근 방지, 보유동
물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등 동물사육시설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 편 지난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국의 배달전문 음식점, 장례식장 내 식
품접객업소, 애견·동물카페 등 식품취급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점검 
주요 적발 내용은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
품 목적 보관에 불과했다. 애견·동물카페는 영업신고를 할 시, 영업장에서 동물을 전시 혹은 동반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식약처는 동물이 있는 영업장에 특수하게 적용해
야만 하는 점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물보유 여부를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담
당 공무원이 영업장을 직접 방문한 후에야 동물사육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개업 후 도중에 동
물을 전시하거나 동물동반가능 식당으로 변경할 때에 변경 신고 의무사항이 없다.

4.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에는 동물의 상업적 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으
나, 그 범위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제한한다. 카페에서 주로 전시하는 종은 국제적 거래가 금지
된 멸종위기종이나 국내 천연기념물 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야생생물법에 의거하여 상업적 거래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또한 사육시설 기준과 점검에 관한 사항 역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라쿤 등의 야생동물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①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관련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한다.
(5)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54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

III. 전국 야생동물카페 운영 현황 
현재 국내법에서는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카페도 일반적인 음식점과 동일하게 휴게음식점 및 일
반음식점으로 업종 신고를 하기 때문에 동물카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영업 
중인 업체 파악을 위해 일차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동물카페, 이색동물카페, 라쿤카페, 미
어캣카페 등의 검색어로 검색했으며, 이차적으로 검색된 업체가 소재한 시 구청 담당부서에 유선
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했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름 신고업종 소재지 보유동물 동물 종 수

1 노아의방주 관악구청(식품위생팀)
폐업신고(2017.5.24)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
환로1964 2층

개, 고양이, 카멜레온, 비어
디드레곤, 설가타, 앵무등 6 종

2 미어캣프랜즈
마포구청(위생과)
자유업(편의점같은 완제품
을판매)

서울마포구와우산로21
길19-12 3층

라쿤, 고양이, 미어캣, 북극
여우, 제넷고양이, 왈라비 6 종

3 테이블에이본점 마포구청(위생과)
일반음식점

서울마포구와우산로146 라쿤, 고양이, 코아티, 다람
쥐, 거북 5 종

4 블라인드앨리 용산구청(식품위생팀)
일반음식점

서울용산구청파로47
길76

라쿤, 개, 카피바라 3 종

5 미어캣족장 광진구청(보건위생과)
휴게음식점

서울광진구동일로20길
72 3층

라쿤, 고양이, 미어캣 3 종

6 라쿤카페맹쿤1호 마포구청(위생과)
휴게음식점

서울마포구홍익로17 4층 라쿤, 개 2 종

7 라쿤카페맹쿤2호 마포구청(위생과)
휴게음식점

서울마포구잔다리로
5-1 4층

라쿤, 개 2 종

8 보니타디라쿤
카페

마포구청(위생과) 
일반음식점
11월에 이사예정
영업정지예정

서울마포구와우산로21
길31 5층

라쿤, 개
2 종

9 미어캣파크 종로구청(식품위생팀)
휴게음식점

서울종로구대학로10길
12 6층

라쿤, 개, 미어캣 2 종

10 라쿤카페꾸꾸네 종로구청(식품위생팀)
일반음식점

서울종로구대명길26 5
층(기영빌딩)

라쿤 1 종

11 애니멀카페
양주시(식품위생팀)
휴게음식점

경기양주시청담로243
번길93

미어켓, 왈라비, 페럿, 바위
너구리, 사막여우, 토끼, 프
레리독, 잉꼬, 다람쥐, 닭, 
뱀, 도마뱀, 육지거북

13 종

12 아쿠아정글카페
등딱지

수원영통구청(위생관리팀)
휴게음식점

경기수원시영통구봉영로
1612 3층

라쿤, 고양이, 미어캣, 고슴
도치, 토끼, 거북, 육지거북, 
악어, 거미, 철갑상어, 볼파
이톤, 프레리독

12 종

13 동물체험카페
소풍

광주시청(식품위생팀)
일반음식점

경기광주시퇴촌면산수로
1291-4

프레리독, 페렛, 토끼, 사슴, 
고슴도치, 앵무, 뱀, 이구아
나, 거북이

9 종

14 보니타디카페
부천송내점

부천시청(환경위생팀)
휴게음식점

경기도부천시송내대
로19

라쿤, 개, 고양이 3 종

15 라쿤이야기 부천시청(환경위생팀)
일반음식점

경기부천시부일로445
번길23

라쿤, 개 2 종

16 펫스토어 폐업신고(2017.06) 경기안산시단원구광덕
동로39

라쿤, 개, 미어캣 3 종

17 보니타디카페
안산점

안산구청
일반음식점

경기안산시단원구광덕
동로41

라쿤 1 종

18 커피타는너구리 성남수정구청
휴게음식점

경기성남시수정구수정
로142

라쿤, 개 2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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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신고업종 소재지 보유동물 동물 종 수

19 보니타디
라쿤카페 대구점

대구중구청(위생과)
휴게음식점

대구중구국채보상로608 라쿤외 1 종

20 라쿠나마타타
동성로점

등록업소명 발견이 안됨 대구중구동성로6길48 라쿤 1 종

21 라쿠나마타타

대구북구청(위생과)
상호를찾을수없음
현재 2층은 북떡이라는 곳
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
고 영업중이라고 검색됨

대구북구대학로17길
15 2층

라쿤

1 종

22 작쥬 대전대덕구청
휴게음식점

대전대덕구송촌북로20
번길7-17

라쿤, 개, 고양이, 잉꼬, 뱀, 
도마뱀 6 종

23 너구리와친구들 폐업신고(2017.05) 대전서구둔산로18 7층 라쿤, 개, 고슴도치 3 종

24 멍이와쿤이
라쿤카페

대전서구청(위생과)
휴게음식점

대전서구도솔로387-1 라쿤, 개 2 종

25 작은동물원
부산진구청(관광위생과)
식품쪽으로 등록한게 아님

부산부산진구양성로5-1 페럿, 고슴도치, 거북, 햄스
터, 토끼, 앵무, 뱀, 다람쥐, 
프레리독, 이구아나

10 종

26 라쿠나마타타
(경성대)

부산남구청(식품위생팀)
일반음식점

부산광역시남구용소로
14번길10 2층

라쿤 1 종

27 몽이네라쿤카페 동남구청(위생팀)
휴게음식점

충남천안시동남구먹거리
11길23

라쿤, 개 2 종

28 쿠니쿠니
라쿤카페

동남구청(위생팀)
신고내역없음

충남천안시동남구먹거리
11길14

라쿤외 1 종

29 동물체험카페
페팅쥬

인천남동구청(식품위생과)
휴게음식점

인천남동구백범로93 미어캣, 친칠라, 토끼, 기니
피그, 닭, 햄스터, 고슴도치, 
프레리독, 양, 슈가글라이
더, 앵무

11종

30 아마존 세종시청(위생관리과)
일반음식점

세종한누리대로589 토끼, 앵무, 뱀,  도마뱀, 
이구아나, 프레리독,거북 7 종

31 카페라미닥 포항남구청
휴게음식점

경북포항시남구상공로
257번길35-3

라쿤, 고양이, 미어캣, 닥
터피쉬 4 종

32 라쿤카페멍이와
쿤이

상당구청(위생팀)
신고내역없음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
81번길9-2

라쿤, 개 2 종

33 쿤독 원주시(위생과)
일반음식점

강원원주시서원대로
121-12 2층

라쿤, 개 2 종

34 Ra Dog 광주광산구청(식품위생과)
휴게음식점

광주광산구풍영로101번
안길7-10

라쿤, 개 2 종

35 애견&라쿤카페
HOTDOG

군산시청(식품위생과)
휴게음식점이었으나 현재
는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중

전북군산시동수송안길
35 4층

라쿤, 개
2 종

표 1. 전국 야생동물카페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서울이 10 곳으로 가장 많았으며(폐업신고 후 영업 중인 1곳 포함) 경기도에 8곳, 대구 
3곳, 대전 3곳, 부산 2곳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종을 사육하는 업소는 총 13종(미어캣, 왈라
비, 페럿, 바위너구리, 사막여우, 토끼, 프레리독, 잉꼬, 다람쥐, 닭, 뱀, 도마뱀, 육지거북)의 야생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사육되는 동물 종은 라쿤이었으며(29곳), 라쿤만 사육하는 곳
은 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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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사결과

1. 조사기간
2017년 8월 15일 – 2017년 10월 27일

2. 조사방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동물카페 중 서울에 소재하며 야생포유류 동물을 1종 이상 
전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은 총 9개 업체였으며, 각 업체 당 1회 이상, 최다 3회 방
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크게 업체의 위생상태, 사육시설과 관리, 동물의 상태로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위생
상태 항목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에 따른5) 식음료 공간과 동물 사육 공간 분리 여부, 악
취의 정도, 동물 체험 주의 안내문, 소독, 입장 시 신발교체, 손 씻는 시설 유무 여부를 관찰했다. 
사육시설과 동물 관리는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등의 합사 여부, 전시 되지 않는 동물 격리상태, 은
신처 유무, 관리인원, 전시시간, 급수, 먹이주기체험 실시 여부 등을 관찰했다. 동물의 상태는 외
상 및 비정상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했다.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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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식음료 조리실에 동물출입

현행 식품위생법 상 동물을 사육하는 공간과 식음료
를 조리•섭취하는 공간은 분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조사한 업체 9곳 중 6곳이 동물이 사육되는 공
간과 방문객이 음료를 마시는 공간의 분리 없이 운영되
고 있었다.

사진 2. 식음료 섭취공간에 동물출입

방문객이 음료를 마시는 테이블에서 라쿤이 교미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 3. 식음료 섭취공간에 놓인 배변판 

공기 중에 분진 형태로 떠다니는 배설물이 음료와 함게 
방문객의 입에 들어갈 경우 라쿤회충 등 전염병에 감염
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 4.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급수기에서 라쿤이 물을 마시고 
있다. 

IV. 조사결과

3. 조사결과 주요내용

가. 위생

1) 식음료 섭취 공간과 동물 사육 공간의 분리 여부

현행 식품위생법 상 동물을 사육하는 공간과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은 분리되어 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조사한 업체 9곳 중 6곳이 동물이 사육되는 공간과 방문객이 음료를 마시는 
공간의 분리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동물들은 방문객이 음료를 마시면서 동물과 접촉하는 공
간에서 사육되고 있었으며, 분리된 사육 공간이 존재하는 3곳도 △방문객이 음료를 동물이 
있는 공간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에 동
물 출입이 가능하거나 △방문객에게 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을 시키기 위해 직원이 동물을 
식음료 공간에 데리고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동물이 테이블 위로 올라오거
나 음료가 담긴 병을 손으로 만지는 행동도 관찰되었다.

2) 청결도

청결도는 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정도와 동물의 배설물 관리 상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악취의 원인은 주로 배설물 관리 미비, 통풍 및 환기 부족 등이었다. 고양이의 경우 모래상자, 
라쿤과 개 등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배변패드나 바닥에 배설했다. 방문객이 음료를 마시는 곳
에 모래상자, 배변판, 배변패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동물이 배설물을 밟거나 
항문 주위 털 등 몸에 묻은 상태로 방문객과 접촉하는 장면이 발견되었다.

3) 안내문 부착

조사대상 전체에서 위생과 동물 접촉 시 주의점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었다. 안내의 
내용은 주로 소지품 관리에 대한 주의, 동물의 이빨과 발톱에 옷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경고, 물
리거나 다치는 부상 발생 시 업소에 책임소재가 없다는 경고, 동물을 들어 올리는 행동 등 피
해야 할 행동에 대한 안내 등이었다. 

4) 손 세정 및 소독

동물과 접촉하는 공간 내부나 시설 출입구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곳은 1곳이었
다. (화장실 제외) 손 소독제를 비치한 업소는 4곳이었으나 입장 시 소독을 하라고 안내를 한 
업소는 1곳, 소독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한 업소는 1곳이었다. 

5) 신발 교체

7곳은 동물접촉 공간 입장 전 실내화로 교체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으나, 그 중 3곳은 실내화
를 신고 외부 출입이 가능했고 화장실 출입 시 신발을 교체하지 않았다. 여러 방문객이 반복
하여 착용한 실내화를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6) 예방접종 증명

9곳 중 전시하는 동물의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증명을 부착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개, 라
쿤의 광견병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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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같은 공간에 사육되는 개와 라쿤

라쿤은 개, 고양이의 병원체를 공유할 수 있어 종간 질
병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 

사진 6. 은신처 부재 

다른 동물이나 방문객의 접촉을 피해 몸을 숨길 공간
이 없다. 

사진 7. 은신처 부재 

벽에 뚫린 구멍에 몸을 숨긴 라쿤을 방문객이 만지려고 
하고 있다. 

사진 8. 방치동물 

성체가 되어 공격성을 보이는 라쿤은 케이지에 격리된 
채 사육된다. 격리사육되는 동물들은 주위 자극에 반응
하지 않는 무기력증을 보였다. 

IV. 조사결과

나. 시설 및 관리

1) 보유동물 및 이종동물 합사

조사대상 업소에서 전시되는 야생동물은 라쿤이 총 41마리로 가장 많았고, 미어캣이 26마리
로  두 번째로 많았다. 라쿤은 조사대상 업소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육하고 있었다. 9곳 중 8
곳에서 야생동물과 반려동물(개, 고양이)종을 함께 사육하고 있었다. 한 업소에서 많게는 6종
(라쿤, 미어캣, 왈라비, 북극여우, 제넷고양이, 고양이)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다. 반면, 동물 
사육장을 따로 설치한 곳은 1곳에 불과했고, 동물 종에 따라 분리해 사육하는 곳은 없었다. 
미어캣의 경우 따로 구획해 방문객의 입장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었지만 다른 종 동물의 
접근이 가능했다. 

2) 은신처

동물사육공간이 따로 설치되지 않아 동물과 방문객이 뒤섞인 동물접촉공간에서 사육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의 접촉이나 시선을 완전히 피해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를 제공하
는 곳은 1곳이었다.

3) 방치동물(케이지격리)

9곳 중 3 곳에서 전시하지 않는 동물을 철제케이지에 격리한 채로 사육하고 있었다. 가로 세
로 50cm 이하의 크기 철장에 3마리에서 많게는 5마리를 사육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3곳 
모두 임시적으로 동물을 격리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영구적인 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격리상태에서는 보행, 일어서기 등 정상적 행동이 불가능했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형태였
다. 케이지 내부에는 수통이나 급수대가 설치되지 않거나 수통이 있어도 물이 원활히 공급되
지 않았다.

4) 소음 및 채광

사육장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구조 때문에 동물이 소음에 쉽게 노출되고 있었다. 방문객의 
수가 많지 않았던 1곳을 제외한 8곳은 대화하기에 시끄럽다고 느낄 정도의 소음이었다. 특히 
개의 숫자가 많은 업소의 경우 개 짖는 소리, 관리 직원이 개를 통제하기 위해 지르는 소리와 
사용하는 도구 등 때문에 소음의 정도가 더욱 심했다. 주로 상가건물 한 층에서 운영되는 동
물카페의 특성상 자연 채광은 창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 부족한 자연채광을 
대체하기 위해서 모든 업체가 인공조명을 켜 둔 상태였다.

5) 관리인원

모든 업소가 동물 관리 직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관리 직원이 적절한 사육관리법을 숙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관리 직원은 동물관리 외에 청소, 입장권 발
권, 음료 서빙 등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관찰시간 동안 동물을 거칠게 다루는 직원들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도구를 사용하여 체벌을 가하는 직원도 목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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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외상 

꼬리가 잘린 코아티. 라쿤, 미어캣 등도 꼬리가 잘리는 
부상을 입은 모습이 관찰됐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꼬리를 씹어먹었거나 다른 동물에게 씹혔을 가
능성이 있다. 

사진 9. 급수

동물의 잦은 배뇨를 막기 위해 급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급수기가 있어도 관람객과 분리되지 않아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없다.

사진 11. 이상행동 

벽을 긁으며 타고 올라가려는 행동을 보이는 라쿤. 라
쿤은 불안감을 느낄 때 가까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습
성이 있다. 

IV. 조사결과

6) 전시시간

업체들의 평균 전시시간은 약 10시간으로, 길게는 14시간을 영업하는 업체도 있었다. 동물 
사육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1곳을 제외하고 8곳은 동물이 방문객과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 내내 방문객의 접촉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7) 급수

시설 전체에 급수대가 존재하지 않는 업체가 1곳, 모든 종 동물에게 원활히 급수가 이루어지
는 곳은 1곳으로 관찰됐다. 그 외의 경우 급수대가 존재하더라도 △동물 수 대비 급수대가 모
자란 점 △급수대에 방문객 접근이 가능해 동물이 물을 마시는 것을 방해하거나 마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점 △개와 라쿤 등 다른 종 동물이 동일한 급수대를 사용해 
타 종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제대로 급수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관찰되었
다.

8) 먹이주기체험 및 체험용 먹이 제한

조사대상 업체 전체에서 방문객이 먹이를 직접 급여할 수 있는 먹이주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었다. 이 중 하루에 판매하거나 급여하는 먹이의 양에 제한을 두는 곳은 2곳이었다.

다.  동물상태

1) 외상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는 업체에서 외상을 입은 동물이 관찰되었다. 대부분이 꼬리가 절단된 
외상이었으며 직원을 통해 원인을 파악한 곳은 1곳으로 다른 종 동물의 공격에 의한 것이었
다. (라쿤이 미어캣 꼬리 절단) 그 외에 발톱에 부상을 입은 왈라비가 관찰되었다. 

2) 이상행동

동물카페의 동물들은 무기력하거나 반복행동을 보였다. 9곳 중 6곳의 동물들이 좁은 사육시
설에 갇혀 있거나 사람들의 접촉을 피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무기력증을 보이는 동물의 다수가 방문객이 발로 차는 등 신체적 자극에도 반응
하지 않았다. 또한 9곳 중 4곳에서 반복행동을 하는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한 장소에
서 아래위로 뛰는 행동, 같은 지점에서 원을 그리며 도는 행동, 일정 거리를 왔다 갔다 배회하
는 행동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9곳 중 6곳에서는 공격적인 동물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같
은 종끼리 싸우는 개체들도 있었으며 현장에서 라쿤에게 물린 방문객도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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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업체 1 업체 2 업체 3 업체 4

위생

식음료공간분리여부
⃝

식음료공간에 
동물출입

⃝ ✖ ✖

청결도(악취, 배설물) ■■■□□ ■■■■□ ■□□□□ ■■□□□
안내문 ⃝ ⃝ ⃝ ⃝
손씻는시설 ✖ ✖ ✖ ✖
소독제 비치 ✖ ⃝ ✖ ⃝
신발교체 (출입구) ⃝ ⃝ ⃝ ⃝
신발교체 (화장실) ✖ ✖ ✖ ⃝
예방접종증명 ✖ ✖ ✖ ✖

시설및관리

보유동물 (마리)
라쿤7, 개7 라쿤5, 개6 라쿤11, 개10 라쿤2, 고양이2, 미어

캣12, 북극여우2, 제
넷고양이2, 왈라비2

분리된사육공간 ✖ ✖ ✖ ✖
합사(야생/반려동물) ⃝ ⃝ ⃝ ⃝
방치동물(케이지격리) ⃝ ✖ ⃝ ✖
2개월령 이하 동물 ✖ ⃝ ✖ ✖
은신처 ✖ ✖ ✖ ✖

소음 ■■■■■ ■■■□□ ■■■■□ ■■■□□
자연채광 ■■■■□ ■■■■□ ■■■□□ ■■■■■
관리인원 (명) 3~5 2~3 2~3 2~3

전시시간
시작  12:00
종료  22:30

시작  12:30
종료  22:30

시작  12:00
종료  23:00

시작  12:00
종료  21:45

급수 ▲ ▲ ✖ ⃝
먹이주기체험 ⃝ ⃝ ⃝ ⃝
체험용 먹이 제한 ✖ ✖ ✖ ✖

동물상태

외상 ⃝
라쿤 꼬리 부상

✖ ✖ ⃝
왈라비 발톱 부상

무기력증 ⃝ ✖ ⃝ ⃝
반복행동 ⃝ ✖ ⃝ ⃝
공격적행동 ⃝ ⃝ ⃝ ✖

표 2. 서울시 야생동물카페 조사결과

IV. 조사결과

	 ⃝	있음(가능)  		✖	없음(불가능)    ▲ 일부있음
청결도 ■■■■■ 청결함  □□□□□ 청결하지 않음
소음 ■■■■■ 매우 많음 □□□□□ 거의 없음
자연채광 ■■■■■ 많음(좋음) □□□□□ 안좋음(나쁨)

업체 5 업체 6 업체 7 업체 8 업체 9 

✖ ⃝
식음료공간에 

동물출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쿤4, 고양이10 ,
코아티1, 다람쥐2,
거북 2

라쿤3, 개 1, 
카피바라1

라쿤2, 개2, 미어캣 8 라쿤6 라쿤1, 고양이3,
미어캣6

✖ ⃝ ✖ ✖ ✖
⃝ ✖ ⃝ ✖ ⃝
✖ ✖ ⃝ ✖ ✖
✖ ✖ ✖ ✖ ⃝
⃝

(일부 라쿤만)
⃝ ✖ ✖ ✖

■■■□□ ■□□□□ ■■■□□ ■■□□□ ■■■□□
■□□□□ ■■■□□ ■■■□□ ■■□□□ ■■■■□

1 3 2 2 1
시작  09:00
종료  23:00

시작  10:00
종료  22:00

(전시시간 일부제한)

시작  12:00
종료  22:00

시작  13:00
종료  22:00

시작  13:00
종료  22:00

▲ ⃝ ✖ ⃝ ⃝
⃝ ⃝ ⃝ ⃝ ⃝
✖ ✖ ✖ ⃝ ⃝

⃝
코아티 꼬리 부상

✖ ⃝
미어캣 꼬리 부상

✖ ⃝
미어캣 꼬리 부상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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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제점

1. 동물복지 저해

가. 부적절한 사육환경 

실내에서 운영되는 동물전시시설에서는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면적의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야외방사장 조성이 불가능해 흙, 웅덩이, 구조물 등 생물 종 특
성에 맞는 사육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내부에서 
운영되는 동물카페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 특히 동물과 방문객의 직접적 접촉
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동물 사육장이 따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ssociation for Zoos and Aquariums)의 라쿤 사육기준6)에 따르
면 나무에 오르는 습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목시설과 수직구조물을 필수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을 높은 곳과 바닥에 조성해야 하며 다양한 높낮이의 구조물
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통나무나 관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물카페에서 흙, 웅덩이 등의 조성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조사대상 업체 중 일부는 사다리, 
책장, 캣타워 등의 물체를 비치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높이나 구조가 동물이 오르기에 적
절치 않거나 동물이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방문객의 접촉이 가능해 동물이 오르내리는 용
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나. 은신처 부재 

동물이 원치 않는 방문객과의 접촉이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숨을 수 있는 은
신처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다. 동물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벽을 긁거나 숨을 곳을 찾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표출했다.

• 방문객이 과도하게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 눈·귀·꼬리 등 민감한 부분을 만지는 경우

• 얼굴 가까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대고 사진을 찍는 경우

• 동물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 흥분한 개들이 짖거나 개들 간에 혹은 라쿤 등 다른 종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

6)  Procyonid Care Manual, 2010 AZA Small Carnivore Taxon Advisory Group in association with AZA Animal 
Welfare Committee 

V. 문제점

다. 전시하지 않는 동물 방치

3곳에서 일부 라쿤을 철제 케이지에 격리해 사육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시급히 개
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3곳 모두 직원이 성체가 되어 방문객이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격리한 이유를 밝혔다. 

케이지의 크기는 일어서기, 보행 등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했고 내부에 급수
대, 수통이 없는 등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소도 제공되지 않았다. 케이지 내부의 동물들은 
활동성이 없고 외부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기력한 증상, 지속적으로 벽을 긁는 등의 행
동을 보였다. 

라. 부적절한 합사 

조사대상 9개 업소 중 8 곳에서 동물 2종 이상을 같은 공간에서 사육하고 있었으며 반려동물
종(개, 고양이)과 야생동물종을 분리사육하지 않고 있었다. 대형견과 라쿤을 함께 사육하는 
업소에서는 흥분한 대형견끼리 싸우거나 라쿤을 공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라쿤과 
고양이를 함께 사육하는 업소에서는 라쿤이 고양이를 추격하거나 과도하게 놀이를 시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미어캣 사육장은 펜스로 구획을 나누어 관리하나 라쿤, 고양이 등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동물들은 접근이 가능했다. 

공격의 위험성이 있거나 생태적, 행동학적으로 합사가 적절하지 않은 동물 종을 한 공간에 
사육하는 것은 동물에게 과도한 방문객의 접촉만큼이나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고,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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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전파로 인한 공중보건위해 가능성 
국립생태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라쿤이 매개할 수 있는 기생
충은 10종, 세균은 11종, 바이러스는 12종이고 이중 인수공통전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광견병을 
포함해 총 20종에 달한다.

분류 병명/병원체 인수공통 동물간 국문표기

기생충

Dioctophyme renale ⃝ ⃝ 우연감염

Dirofilaria immitis ⃝

Toxoplasma gondii ⃝ ⃝ 톡소플라스마

Trichinella ⃝ ⃝ 선모충 감염병

Babesia lotori spp. ⃝

Cryptosporidium parvum ⃝ ⃝ 작은와포자충증

Hepatozoon spp. ⃝

Naegleria fowleri ⃝ ⃝

Sarcocystis ⃝ ⃝ 근육포자충증

Baylisascaris procyonis ⃝ ⃝ 라쿤회충

세균

Anthrax ⃝ ⃝ 탄저

Borrelia burgdorferi ⃝ ⃝ 라임병

Brucellosis ⃝ ⃝ 브루셀라감염병

Ehrlichia chaffeensis ⃝ ⃝ 에를리키아증

Leptospirosis ⃝ ⃝ 렙토스피라 감염증

Mycoplasma ⃝ ⃝

Tyzzer’S Disease (Td) ⃝

Rickettsia ⃝ ⃝ 홍반열

Coxiella burnetii ⃝ ⃝ 큐열

Francisella tularensis ⃝ ⃝ 야토병

Salmonellosis ⃝ ⃝ 살모넬라감염병

바이러스

Encephalomyocarditis ⃝

Canine Distemper ⃝ 개홍역

Canine Parvovirus ⃝

Rabies ⃝ ⃝ 광견병

Aleutian Disease ⃝

Feline Morbillivirus Infection ⃝

Hemorrhagic Disease ⃝

Infectious Canine Hepatitis ⃝

Powassan Virus (Powv) ⃝ ⃝ 진드기 전파

Pseudorabies (Aujeszky’s Disease) ⃝

Raccoon Pox Virus ⃝

St. Louis Encephalitis Virus (Slev) ⃝ ⃝

표 3. 라쿤의 주요 감염병 (국립생태원)

V. 문제점

이중 라쿤회충(Baylisascaris procyonis)은 신흥질병인 내장유충이행증의 감염 원인이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라쿤의 분변에서 배출되는 라쿤회충의 알과 접촉한 경우 인체감염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감염사례는 대부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물카페에서는 동물과 방문객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무분별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주로 방문객이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주기 체험을 하거나, 동물이 사람을 타고 기어
오르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한다. 

특히 동물이 있는 공간에서 방문객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서 동물의 배설물이 입으로 들어
가게 될 위험도 크다. 동물사육공간이 따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식음료공간에 배변판이 있거나 
배설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물이 털이나 발에 배설물이 묻은 채로 방문객과 접촉하거나 
테이블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자주 관찰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라쿤회충 등 전염병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전시되는 동물의 질병상태나 예방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물이 어떤 병원체
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 대상 업소 9곳 중 동물(개, 라쿤)
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게시한 업체는 1곳뿐이었다.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더라도 관리자가 
동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고, 등록대상 동물원과 달리 상주 혹은 촉탁수의사도 존재하지 않는
다. 

또한 동물카페 중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개, 라쿤, 미어캣 등 일반에 분양 판매하는 업소가 존재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질병에 감염된 동물이 외부로 반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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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 교란 위험성 
동물카페에 대한 규정이 전무함에 따라 잉여동물이 발생하거나 폐업할 경우 보유동물의 처리방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쿤 등 야생동물이 외부로 반출되거나 일반에 분양되었다가 유기되는 
경우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장조사 과정에서 라쿤이 성체가 되어 공격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사육을 중단하고 외부
로 반출했다는 업체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전에 사육하던 동물이 보이지 않거나 어린 동물
로 대체되는 경우도 관찰됐으나 동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능했다. 

우리나라 라쿤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북미너구리 수입검역 실시현황에 의
하면 2013년 수입된 라쿤의 숫자는 13마리였던데 비해 2014년에는 44마리, 2015년에는 49마리, 
2016년에는 102마리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번 수입일자 완료일자 수입두수 합격두수 수출국

1 2013. 05. 21. 2013. 05. 25. 10 10 미국

2 2013. 06. 28. 2013. 07. 02. 3 3 미국

3 2014. 02. 14. 2014. 02. 18. 6 6 스페인

4 2014. 04. 24. 2014. 04. 28. 12 12 네덜란드

5 2014. 05. 14. 2014. 05. 19. 10 10 미국

6 2014. 06. 04. 2014. 06. 09. 10 10 미국

7 2014. 06. 30. 2014. 07. 04. 6 6 미국

8 2015. 03. 06. 2015. 03. 10. 4 4 네덜란드

9 2015. 05. 14. 2015. 05. 18. 10 10 미국

10 2015. 05. 21. 2015. 05. 26. 30 30 미국

11 2015. 05. 21. 2015. 05. 26. 2 2 네덜란드

12 2015. 06. 05. 2015. 06. 09. 3 3 미국

13 2016. 05. 27. 2016. 05. 31. 10 10 미국

14 2016. 05. 27. 2016. 05. 31. 30 30 미국

15 2016. 06. 24. 2016. 06. 28. 40 40 미국

16 2016. 06. 30. 2016. 07. 04. 11 11 독일

17 2016. 09. 13. 2016. 09. 17. 6 6 네덜란드

18 2016. 10. 13. 2016. 10. 17. 3 3 네덜란드

19 2016. 11. 10. 2016. 11. 14. 2 2 체코

20 2017. 03. 16. 2017. 03. 20. 3 3 네덜란드

21 2017. 05. 04. 2017. 05. 08. 4 4 네덜란드

22 2017. 06. 08. 2017. 06. 12. 40 39* 미국

23 2017. 06. 14. 2017. 06. 19. 7 7 미국

24 2017. 06. 29. 2017. 07. 03. 2 2 체코

25 2017. 07. 27. 2017. 07. 31. 4 4 미국

계 268 267

*검역중 1두 폐사(소각)

표 4. 2013년~2017년 9월 북미너구리 수입검역 세부실적 (농림축산검역본부)

V. 문제점

7) Wild Pet in the European Union, ENDCAP 2012
8) 라쿤 및 생태계 교란_국회 입법조사처, 2017.10

동물카페에 대한 수요 증가는 야생동물 인터넷 거래 등의 부작용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
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카페에서 주로 전시되
는 종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야생동물은 반려목적으로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일반인이 가정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할 
경우 동물은 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육환경과 영양공급, 충분치 않거나 부적합한 사회적 접
촉, 감금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 받는다.7)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동물의 사육방법에 대한 정보가 불
충분하고 관리가 쉽지 않아 유기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라쿤은 침입외래생물법에 의해 특정외래생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1997년 라
쿤을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끌면서 미국에서 1500마리 이상이 애완용으로 수입된 
바 있다. 그러나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번식력이 강한 라쿤은 야생화되었고, 농작물 
및 목조건물 등에 피해를 입혔다. 피해 방지를 위해 2005년 5,200마리를, 2011년에는 25,000마리
를 포획했으나 2011년에는 약 3 억8천만 엔 수준의 피해가 집계됐다.8)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다양성의 감소와 경제적 피해는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3
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세계에서 외래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1조 유로가 넘는다고 집계했
다. 

우리나라에서도 뉴트리아 등 외래에서 유입된 생물 종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퇴치에 국
가적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 교란 
위험성이 있는 동물 종의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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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해외사례 및 관련 규정

1. 해외사례
최초의 동물카페는 1998년 대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대 초 일본, 한국, 태국 
등으로 확산되면서 전시하는 동물의 종도 다양화된 것으로 보인다.9) 주로 식음료 시설의 위생규
정과 동물전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 서양국가보다 아시아권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양이 카페가 전국 100개 이상, 도쿄에서만 50개 이상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부엉이, 파충류, 염소, 토끼, 조류 카페 등이 운영되고 있다. 태국 방콕에서 미어캣, 라쿤, 사막
여우 등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카페가 외신에 문제점으로 보도된 바 있다.10)

<태국 방콕에서 운영 중인 야생동물카페와 전시 종>

• 리틀주 카페 (Little Zoo Cafe) - 라쿤, 사막여우, 미어캣

• 더 애니멀카페 (The Animal Cafe) - 카라칼(아프리카살쾡이), 흰얼굴부엉이, 서벌

• 주타 비스트로(Zoota Bistro)  – 남아메리카 다람쥐원숭이, 왈라비, 고양이

아시아권 문화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201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고양이카페가 문을 열었다. 
지금은 뉴욕, 로스엔젤레스 등 20여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사회 유기동
물보호소 등과 연계해 유기동물 입양을 주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나 도시의 규정에 따라 동
물과의 접촉과 방문객의 사육장 접근을 제한한다. 유럽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고양이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2. 해외 관련법

가. 동물전시에 대한 규정

현행 동물원법은 동물원 등록 대상의 범위를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50개체 이상 보
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동물전시시설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많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동물원 뿐 아니라 동물을 일반에 전시하는 시설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미국의 동물복지법 (Animal Welfare Act)과 뉴욕 시 동물전시업 허가 규정

미국은 연방법인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에 의거해 온혈동물을 일반에게 진열하
거나 공연, 교육적 발표에 사용하는 경우 ‘전시자(exhibitor)’로 농무부에서 면허를 발급받아
야 한다. 서커스, 동물원, 교육적 전시, 체험농장(페팅주), 동물공연, 생태공원, 해양동물공원, 
일부 상추어리가 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11)

9) Galloway, Lindsey. “BBC - Travel - Feline fun in Japan’s cat cafes” 2016. 1. 7.
10) Daily Mail “A bit wild : Asian animal cafes go from mere cats to meerkats” 2016. 10. 7.
11) Animal Welfare Act, § 2133 – Licensing of dealers and exhibitors

VI. 해외사례 및 관련 규정

연방법에 의거해 각 주와 도시에서는 동물전시 면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예로 뉴욕 
시는 동물의 종과 숫자와 관계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일반에 전시하기 위해서는 보건정신위
생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전시되는 동물은 관리자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을 것. 

• 일반과 동물과의 직접적 접촉이 없을 것. 

• 동물과 동물 분변은 공중보건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 

• 각 동물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환기가 잘 되고 동물 종에 적합한 사육장에 들어있
을 것. 

• 전시시설에서 판매되거나 교환되거나 수여되지 않을 것. 

• 동물의 수입과 이동에 대한 연방법과 주법을 준수할 것. 

• 전시 시간의 변경에 대해 시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됨. 

2) 호주 퀸즐랜드의 종별 동물전시 면허제 

호주 퀸즐랜드에서는 동물원, 생태공원(Wildlife Park), 페팅주, 서커스, 마술쇼, 영화 및 방
송시설은 모두 등록증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물복지, 생물다양성, 안전 문제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시 가능한 동물은 카테고리를 분류해 시설 규모와 형태에 따라 사육할 수 있는 종을 규정
하고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카테고리 A: 자연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착종 중 개인이 허가를 받아 기를 수 있는 (rec-
reational wildlife license) 종  

• 카테고리 B: 자연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착종 종 개인 사육이 불가능한 종 (캥거루, 코알
라, 악어 등) - 2016년 7월부터는 사육장 밖으로 나오는 개체는 마이크로칩 삽입 의무화 

• 카테고리 C: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등 외래종 야생동물(C1, C2로 분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종류 구분에 상관없이 사육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카테고리 A는 
사육장의 종류, B와 C는 사육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16년 법 개정에 따
라 카테고리 B의 경우 사육장 밖으로 나오는 동물에게는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되었다. 
카테고리 에 C 이상에 속하는 동물은 동물원 등 전문전시시설에서만 가능하다. 등록증은 3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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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쿤 외래침입종 지정수입과 사육에 관한 규정

1)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는 라쿤이 외래침입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럽연합 외래침입종 지침 7장에 의
하면 유럽연합 회원국 안에서 라쿤은 세관 감독하의 환승을 포함하여 영토에 유입할 수 없
고, 소유, 번식, 운송, 판매, 사용, 교환, 자연으로의 방류가 엄격히 제한된다.12)

2)영국 

2016년 8월 영국은 외래종 동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피해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침습
종(invasive species)으로 규정한 37종 동식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 중에는 라쿤
이 포함되어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라쿤을 수입, 사육, 번식,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
어 있다.

12) REGULATION (EU) No 1143/2014 on Invasive Alien Species  CHAPTER II PREVENTION Article 7

학명 영문표기 국문표기

1 Alopochen aegyptiacus Egyptian goose 이집트 거위

2 Callosciurus erythraeus Pallas' squirrel 팔라스다람쥐

3 Corvus splendens Indian house crow 인도 집까마귀

4 Eriocheir sinensis Chinese mittencrab 참게

5 Herpestes javanicus Small Asian mongoose 작은 아시아 몽구스

6 Lithobates catesbeianus American bullfrog 아메리카 황소개구리

7 Muntiacus reevesi Muntjac deer 문착 사슴

8 Myocastor coypus Coypu 뉴트리아

9 Nasua nasua Coati 코아티

10 Nyctereutes procyonoides Racoon dog 너구리

11 Ondatra zibethicus Muskrat 사향쥐

12 Orconectes limosus Spiny-cheek crayfish 미국 가재

13 Orconectes virilis Virile crayfish

14 Oxyura jamaicensis Ruddy duck 붉은꼬리 물오리

15 Pacifastacus leniusculus Signal crayfish 시그널 가재

16 Percottus glenii Amur sleeper

17 Procambarus clarkii Red swamp crayfish 미국 붉은 가재

18 Procambarus fallax f. virginalis Marbled crayfish 마블 가재

19 Procyon lotor Raccoon 라쿤(아메리카 너구리)

20 Pseudorasbora parva Stone moroko 참붕어

21 Sciurus carolinensis Grey squirrel 회색 다람쥐

22 Sciurus niger Fox squirrel 여우 다람쥐

23 Tamias sibiricus Siberian chipmunk 시베리아 다람쥐

24 Threskiornis aethiopicus Sacred ibis 아프리카 흑따오기

25 Trachemys scripta Red-eared, yellow-bellied and Cumberland sliders 붉은귀 거북

26 Vespa velutina nigrithorax Asian hornet 장수말벌

표 5. 유럽연합 외래침입종 목록

VI. 해외사례 및 관련 규정

13) Keeping of exotic animals in Belgium, FPS Public Health, Food Chain Safety and Environment, Department of
Animal Welfare

14) The Implementation of the Positive List For Mammal Pets in Belgium: A Success Story, Euro Group For 
Animals 2016.5.

다. 야생동물 개인 소유 금지 규정 

외래유입종의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상황이 발생하면서 외
국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동물 종을 가축화된 동물로 한정하거나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1)벨기에 

벨기에는 2001년 야생동물의 개인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이 사육 가능한 동물(positive 
list) 42종을 지정했다. 당시 이 법안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상거래를 제한한다는 사실 때
문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2008년 재판소는 벨기에의 사육가능동물 목록 지정은 유럽연
합의 자유무역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벨기에는 2009년부터 이 목록을 지
정하고 목록외의 야생동물 사육을 금지했다.13)

이 법안은 허가를 받으면 이 종에 포함되지 않은 종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
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종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소유하려는 종에게 필요한 시설과 
도구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한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 종은 판매가 금지되었고 불
법소유개체나 인터넷 불법 광고 등의 신고가 증가했으며 불법소유개체가 보호소에 들어오는 
경우도 감소했다. 유럽의 동물보호단체 Euro Group for Animals 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
면 법령이 실행되고 난 2009년부터 2014년 5년간 보호소로 들어온 불법야생동물 개체 수는 
단 29마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4)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15년 2월 1일부터 개인이 반려목적으로 사육 가능한 동물을 제한했다. 네덜란
드의 새로운 ‘사육가능 동물 목록(Positive list)’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
이고, 소유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3) 미국

미국 앨러바마, 알칸사스, 메릴랜드, 네바다 중 4개 주에서는 라쿤의 소유 및 사육을 금지하
고 있다. 인디애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라쿤을 사육하거나 타 주에서 반입할 경우 주정
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내 62개 도시에서 인간에게 직접적인 공격이나 독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동
물, 동물매개질병이 발생 가능한 동물, 생태계교란의 위험이 있는 동물의 종을 명시하여  가
축화 되지 않은 고양이과와 개과, 곰, 악어, 뱀, 라쿤, 스컹크 등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 
중 27개 도시에서 라쿤을 소유 금지 동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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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제안 정책 

1. 종 별 사육환경 시설 및 관리기준 마련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태적 습성에 따른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
하여야 한다는 것을 선언적인 형식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식환경과 
시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양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강제성
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동물 종에 대한 사육시설 기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제적 멸종위기에 대한 
사육시설 설치기준이 유일하다. 그러나 대상 종 동물이 90종에 불과하며 1마리당 사육면적 외에 
동물이 정상적인 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규정한 
면적조차 야외방사장과 실내사육장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육상 포유동물을 상가건물 내부 등 적
절하지 않은 환경에 전시하는 동물전시시설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하다. 

환경부가 동물사육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물 종별 습성에 맞는 사육환경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
련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야생동물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식품접객업소에서 야생동물 사육 및 전시 금지 
인수공통질병 전파를 예방하고 공중보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야생동물
을 관람 목적으로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5조에서는 이미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
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반입처와 질병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동물을 진열하는 것 또한 질병감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식품접객업소에서 관람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를 금
지할 필요가 있다. 

3. 동물전시업 전시허가종 제한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2018년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
피그·햄스터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해 동물전시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영업기준
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애견·애묘카페 등 반려동물카페는 방문객이 동물을 동반해 여가를 즐기거나 반려동물과 교감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나 
야생동물카페는 반려동물관련 여가나 편의를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 이미 질병과 예방·치료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 반려동물에 비해 야생동물은 질병관리가 어려우며 실내에서 적절한 사육환
경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등록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위 6종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을 전시하는 업소가 늘어나는 폐해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물전시업에 대한 세
부 사항을 마련할 때 사육 가능한 종에 법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VII. 제안 정책

4. 야생동물 거래 및 개인소유 규제 방안 마련 
현행 야생생물법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
출·반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속하지 않는 종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등록 대상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로 한정하고 있어 멸종위기종에 속하지 않는 야생동물 종의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
황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희귀애완동물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기 건수
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에 접수된 개·고양이 이외 동물의 유기 건수는 
2008년 405건에서 지난해 1218건으로 200.7퍼센트가 증가했다.15)

일반인이 전문적인 사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할 경우 동물은 종 특
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육환경과 영양공급, 충분치 않거나 부적합한 사회적 접촉, 감금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 받는다.16)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동물의 사육방법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관리가 
쉽지 않아 유기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유기동물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생태계 교란 방지, 생명존중의식 확립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외에도 생태계 교란 위험이 있는 야생동물 종의 수출입, 거래를 규제하고 개인이 반려용
으로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의 종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5) 윤지로, 세계일보 ‘멋대로 키우다 버려지는 희귀 야생동물들’ 2017.11.04.
16) Wild Pet in the European Union, 2012 END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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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동물카페 중 야생동물인 라쿤과의 접촉을 체험하게 하는 라쿤카페는 
매우 심각한 생태계 교란 위험성과 공중보건 및 위생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계 교란 위험성 

라쿤(미국너구리, 학명 Procyon lotor)은 본래 북미지역이 원산지이지만, 애완동물로 기르기 
위해 또는 모피 생산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했다. 그런데 사실 라쿤이 새끼일 때는 
온순하고 귀엽지만 성체가 되면 사나와져서 다루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면 주인이 그냥 야외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또 모피농장이나 동물원에서 탈출하는 개체도 많았는데, 이들이 야생에 
적응하고 번식해서 새로운 야생 집단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일본, 독일, 스페인, 영국 등지에서 실제 있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새로 정착한 
라쿤이 기존의 토종 새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다든지, 농작물 피해를 일으킨다든지, 주거지에 
침입한다든지, 문화재를 파괴한다든지, 전염병을 전파하는 등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의 농작물 피해액만 놓고 보면, 2003년에 8-9억 원이었던 농작물 피해가 2012년도에는 
33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해마다 25,000
마리 이상의 라쿤을 포획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생태계 교란종 뉴트리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은 일이 일본에서는 라쿤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라쿤을 애완용으로 수입한 나라들이 이미 겪은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쿤은 개인이 다루기 매우 어려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향후 라쿤카페에서 
동물이 탈출한다든지, 카페가 폐업을 한다든지 또는 일부 개인들이 키우기 어려워지면 야외에 
내다버리는 일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할 것이고, 이런 일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일단 야생화가 되면 뉴트리아나 황소개구리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본래 상태로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제 2의 뉴트리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라쿤을 키우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고 키우지 못하는 라쿤을 수용하는 시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일본이 겪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닥치게 될 것이다.

2. 인수공통전염병 전파의 위험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동물체험시설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시설이다. 그 
이유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게 있어서 라쿤 같은 야생동물은 일종의 창고나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물카페가 이런 병원체와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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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래서 위생기준이 엄격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동물카페가 개업하기 매우 어렵고, 
특히 야생동물과 사람이 접촉하는 동물카페는 상상 하기 어려운 업종이다. 더구나 라쿤이라는 
동물은 매우 다양한 전염성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중 많은 질병들이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라쿤이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전염병에는 광견병, 라쿤회충, 
살모넬라, 렙토스피라, 지아디아증, 리스테리아증 등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광견병과 
라쿤회충이 가장 위험하다.

광견병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라쿤회충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라쿤회충(Baylisascaris procyonis)은 일종의 기생충 질병의 병원체인데 이로 인한 질병이 
흔하지는 않지만 아니지만, 대부분 어린아이가 감염되고 일단 감염되면 치사율이 높은 무서운 
질병이다. 라쿤회충증은 주로 라쿤의 분변에서 배출되는 회충 알에 의해 감염되는데 라쿤회충 
알은 완전히 건조되어도 사멸되지 않고 매우 작기 때문에 공기 중에 분진 형태로 떠 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량의 알이 섭취되면 체내에서 부화되어 유충이 체내를 돌아다니다가 
뇌를 손상시키게 되는 치명적 질병이고 아직 치료법도 알려져 있지 않다. 또 라쿤에게 있는 
개홍역(canine distemper)은 사람에게 옮지는 않지만 라쿤이 개에게 전파시킬 수는 있다. 
이러한 면에서 라쿤, 개, 고양이, 사람 등 여러 종의 동물이 뒤섞여 있는 동물카페는 사람의 
공중보건 뿐 아니라 동물의 보건에도 큰 위협이 되며, 또 종간 전파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으로 발전하는 온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 라쿤 질병에 의한 사람 감염 사례는 많이 보고되어 있지만 국내에서 라쿤에 의해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라쿤을 
애완용으로 기른지가 아직 오래 되지 않았고 질병 발생이 있어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진단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결론

라쿤카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사막여우, 미어캣, 프레리독, 다람쥐, 고슴도치, 앵무새 등 
조류, 이구아나 등 파충류 모두가 각 종에 특이한 질병과 인수공통질병을 갖고 있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야생동물을 다루는 동물카페나 변형된 형태의 소규모 
체험시설은 강력한 규제 장치가 필요한 시설들이다. 

특히 이러한 특수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그 질병이나 의학적 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따라서 이러한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사나 수의사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에서 제대로 된 동물 관리와 질병 관리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도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수용된 동물과 종사자들, 
방문객의 복지와 건강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공중보건위기상황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람, 동물, 생태계의 
질병을 따로 보지 않고 각 분야의 건강과 질병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원헬스
(one health)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수공통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카페와 같은 소규모 동물체험시설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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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보호의식의 부재

현재 선진국들을 선두로 한 전 세계 동물원의 추세는 관람객이 전시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
는 것을 최대한 금지하고 있는 기조를 띄고 있다. 동물원의 역사가 깊고 그 운영 철학이 가장 모범
적인 국가 중 하나로 알려진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물원에서 관람객이 자유롭게 만질 수 있
는 동물은 단 한 종, 염소에 불과하다. 전시동물이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에 속한다면 동물이 관람
객에게 먼저 다가오는 경우에만 만져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 하노버 동물원, 뮌헨 동물원, 함
부르크 동물원 등). 이처럼 독일에서 야생동물을 직접 접촉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동물원 큐레이터들의 설명에 따르면 관람객 스스로도 동물을 접촉해선 안 된다는 의식을 갖
고 있다고 한다. 이는 독일의 야생동물을 바라보는 높은 의식수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야생
동물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만지고, 귀여워하고, 의인화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
를 둔 환경에서 관망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많은 독일시민들이 공감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언론 매체는 야생동물을 귀엽고, 친근하고, 만져보고 싶은 존재로 그려냄으
로써 이들을 향한 그릇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결국 그릇된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생동물을 
접촉하고 싶은 욕구를 발현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발현의 결정체가 바로 현재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동물카페이다. 즉 동물카페의 증가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야생동물에 대해 갖
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물카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으로 야생에서나 만날 수 있는 동물 종들을 반려동물과 합사시켜, 사람이 커피
를 마시면서 동시에 야생동물을 만질 수 있게 해놓았다. 이처럼 부자연스럽고 인간중심적인 상업 
플랫폼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가로써의 역할을 방기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2. 생태에 대한 비교육적 메시지 전달

선진국의 경우, 대형 동물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시간에 아이들에게 특정한 극소수의 종을 직접 만
지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예컨대 이구아나의 비늘로 된 가죽을 직접 만지고 느껴본 
후 동물 종간의 형태 차이와 그 이유, 서로 다른 구조물의 기능 및 진화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모든 과정은 숙련된 큐레이터 또는 사육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반면에 동물카
페의 경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나, 이 과정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어떠한 교육기능도 
수행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야생동물에 대한 그릇된 교육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우려된다. 동
물카페의 인공적인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야생동물을 경험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야생동물은 언
제든지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육되고 취급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
다. 이러한 인식은 생태계의 보전이나 야생동물 존중과 같이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과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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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충하는 사고방식이다. 

3. 카페환경 내 야생동물 종 감금 사육의 행동 및 생리적인 문제

현재 전 세계 동물원들은 여론의 강력한 압박에 보유동물의 원래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다. 동물카페를 논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동물원을 언급하는 
이유는 동물카페라는 기형적인 시설의 모범적인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공적인 환경
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근접하게 비교 가능한 대상이 동물원이다. 해외 열악한 환경의 동물원들이 
급속도로 퇴출되거나 퇴출될 위기로 가는 이유는 동물원이 부자연스럽고 인공적인 환경에서 동물
들을 사육함으로써 해당 동물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정부
가 국내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을 방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동물카페는 
동물원과 비교하여 전시 동물이 시각적·청각적으로 관람객들에게 끊임없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직접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물들이 느끼는 공포와 스트레스는 더 높을 것으로 보여
진다. 야생동물들 중 생태적인 적응도가 높아 북미의 인가주변에도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달려진 
라쿤이 국내 카페에 전시되어 끊임없이 벽을 긁고 두발로 서서 벽에 매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라쿤은 공포감을 느끼면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는 대신 근접한 높은 구조물(나무나 건물 등)
로 올라가는 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물카페의 라쿤이 지속적으로 벽을 타는 모습은 해당 동
물이 끊임없이 그 공간에서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껴,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라쿤에 비해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낮고 다른 종들에 노출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
는 야생동물 종들이 동물카페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해당 스트레스가 미치는 악영향을 현 
시점에서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물원 내 야생동물들이 관람객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실행되었다(Fernandez et al. 2009, Moberg & Mench 2000, Morgan & Tromborg 2007). 그
러나 동물카페에서 사육되는 야생동물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가 생리학적으로 해당 동
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물카페에서 사육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는 이유는 야생동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선진국에 이러한 상업시설이 기
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국내에서 동물카페의 운영이 허락된다면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복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년 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동물원의 동물행동 및 복지 연구에 들이는 연구비에 
추가적으로 카페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4. 국내 카페 환경 내 외래 야생동물 종 사육의 질병생태학적인 문제

위에서 언급한 스트레스는 행동학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나,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발생과 
관련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면역생태학적으로 스트레스는 모든 야생동물들에게 질병에 대
한 방어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 결과 해당 숙주동물은 새로운 병원체에 더 쉽게 감염 될 
뿐만 아니라, 감염된 병원체에 대한 자기방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감염 상태가 연장됨으로써 타 
개체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 또한 길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특징(감염이 쉽고, 감염이 오래 지속되어 전파기간이 긴 숙주)을 가진 숙주개체를 질병생
태학적으로 ‘슈퍼 스프레더(super spreader)’라고 부르는데, 한 개체군 내에 이러한 슈퍼 스프레
더 개체가 몇 마리 있느냐에 따라 역병의 심각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동물카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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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야생동물 개체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하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시 말해 모든 개체들이 슈
퍼 스프레더의 생리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Gervasi et al. 2017). 또한 
이러한 시설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많은 경우 공급처에 대한 정보가 불명확하고, 해당 개체의 질
병상태에 대한 공개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인수공통 감염병의 발생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인수공
통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그 전파는 매우 급속하게 전개되어 대규모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
여 진다.  

질병과 관련한 동물카페의 또 한 가지 위험 요인은 여러 종의 합사이다. 국내 동물카페들에서는 
여러 가지 야생동물 종과 반려동물을 합사하여 사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의 동물원들 중에서도 간혹 여러 종을 합사하는 경우가 드물게 존재한다. 그러나 종의 합사
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여기에는 생태학적인 요인(야생에서 같은 서식지를 공유하는 종들인가, 
행동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관계인가 등)과 질병생태학적인 요인(인공적으로 종들을 서
로에게 노출시킴으로써 특정종이 새로운 병원체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질병의 발생
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등이 고려된다. 다시 말해 야생동물 종을 합사하는 것은 신중히 결
정되는데, 이는 무분별한 종의 합사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물카페에서 하는 합사는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오직 상업적인 이
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육 및 합사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시설에
서 여러 종은 그저 같은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서로 물고 핥고 뒹구는 등 다
양한 접촉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며 이는 다양한 병원체의 전파 경로를 대부분 충족할 수 있는, 
질병생태학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여 진다. 

이와 역학적으로 유사한 환경은 현재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페팅주 (petting 
zoo)로, AZA(미국 동물원 협회)의 관리를 받지 않는 소규모 동물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페팅주는 
대부분이 가축동물들을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종들이 합사되는 경우가 많고 방문객들 또한 
자유롭게 동물들을 만질 수 있어 우리나라 동물카페와 일면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페팅주에서 동물 접촉으로 인해 사람에게 전해지는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Weese et al. 2007), 2017년 7월에도 3살짜리 여아가 E.coli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
다. 이러한 소규모 페팅주들은 미국 내에서도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 구역으로 취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페팅주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가축이 전파하는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
보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반면에 국내 동물카페에서는 가축이 아닌 매우 다양하고 희귀한 종
들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들에 대한 질병 정보 특히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미흡하다. 따라서 국내 동물카페의 상황은 미국의 페팅주보다 역학적으로 더욱 위
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여진다. 

◈ 결론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카페는 동물보호의식에 대한 비윤리성과 비교육성 그리고 
역학적인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운영의 충분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의 동물에 
대한 선진화된 의식, 공중보건의 안전성 그리고 국제적인 동물보호 추세를 고려할 때 동물카페는 
국가 차원에서 폐쇄를 목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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