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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야생동물을 전시하면서 만지기,	 먹이주기,	 사진찍기 등 동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물체험시설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실내에서 운영되는	
동물체험시설의 부적절한 사육환경과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점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6년 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법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이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이나 동물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사육환경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동물체험시설의 상태를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동물체험시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동물을 사육장 대신 관람객이 있는 공간에 돌아다니거나 사육장 밖으로 꺼내 전시하는	
등 관람객과 동물 사이에 경계가 없는	‘무경계·근거리’	전시형태가 성행하고 있었다.	이는	
동물을 무제한적인 접촉에 노출시켜 동물 복지를 위해할 뿐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 전파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종의 동물을 전시하기 위해 공중에 설치된 구조물에 동물을 올려놓는	
‘고립상태’로 전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동물이 바닥에 내려올 수 없는 전시 형태는	
동물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상시 접근 가능한 급수대 설치가 불가능해 탈수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동물의 습성보다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 조성한 사육환경에서 동물은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수의 업체에서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바닥이 철망으로	
된 뜬장에서 동물을 사육하거나 포유류 동물을 새장에서 사육하는 것이 조사되었다.

	֏ 동물들이 관람객의 접촉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장에 은신처가 조성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먹이의 종류와 양,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먹이주기 체험이 운영되고 있었다.	생물 종에	
적합하지 않은 먹이를 무분별하게 급여할 경우 동물에게 질병 및 영양불균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 인수공통감염병 전파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방법으로 동물과 관람객이 접촉하고	
있었다.	관람객이 동물의 신체부위를 입에 넣거나,	동물에게 입을 갖다 대는 행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동물의 체액,	비말,	분변 등을 통한 인수공통질병 감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교상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

	֏ 다수의 업체에서 생태적으로 연관이 없는 여러 종의 동물을 합사해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각 동물마다 갖고 있는 새로운 병원체에 서로를 노출시키고 전파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다수의 업체에서 라쿤,	미어캣,	양서파충류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판매·분양하고 있었다.	
일반인이 가정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할 경우 적절하지 않은 사육환경과 영양공급으로 고통	
받을 수 있으며,	유기 시에는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마련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 소재지,	 인력 현황 등의 요건을 갖춰 시·
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부가 허가 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

	█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동물의 생태적 습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식환경과 시설,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규정할 것.

	█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과 관람객의 불필요한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할 것.	불가피한 접촉 시에는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고 질병 감염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것.

	█ ‘전시를 위한 감금상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야생동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학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동물원수족관법의 금지행위 조항을 강화할 것.

	█ 동물의 건강 유지와 인수공통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의사가 보유동물의	
건강과 질병감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질병 감염 및 치료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할 것.

	█ 동물원에서 보유하는 동물은 일반에 판매,	 분양,	 무상증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시설에서 반출 시에는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할 것.

	█ 편법적인 방법으로 동물원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생태계	
교란 및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거래 규제 및 개인소유 제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요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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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사 배경 및 목적

I.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야생동물을 전시하면서 관람객이 만지기,	먹이주기,	함께 사진 찍기 등 동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동물체험시설은 지난 몇 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체험동물원,	실내동물원,	동물테마파크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전시시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일부 업체는 대형화되면서 몇 개의 도시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1)

특히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학생 및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개인체험학습에 대해 출석을 인정해주는 개인체험학습지침이 시행되면서	
체험동물원이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2)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활동에 제한받는 날이 늘어나는 상황도 실내에서 운영되는 동물전시시설이	
증가하는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많은 실내동물원들이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다’는 문구를 사용해 기상기후와	
상관없이 사계절 관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3)	또한 반려동물 사육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만지는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도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부적절한 사육환경과 관리부실 등으로 동물체험시설에서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문제점은	
지난 수년간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육환경으로 인해 동물이 심한 정형행동을 보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동물이 과도한 접촉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4)

한편 전시동물의 복지 문제,	폐업한 동물원 동물의 처리,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과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5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명시하였을 뿐 사육환경과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동물체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복지 및 공중보건,	위생관리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1)	 10종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전시목적으로 사육하는 시설은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시행 이전에 운영되던 동물전시시설의 숫자나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 교외체험학습지침에서는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가스신문	“이 곳에 가면 주말이 즐겁다.	애니멀 테마파크 주렁주렁”	2018.1.31.
4)	 김민주,	국제신문	“SNS	달군 부산발	’미니동물원 학대 논란‘”	2015.11.02.

2.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체험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동물복지,	관람객 및 종사자의	
안전,	인수공통질병 감염 등의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사해 정부에 동물체험시설 및	
전시동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된 지 일 년이 넘었지만 아직 동물체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조사를 통해 동물체험시설의 현황,	사육환경,	동물의 복지 상태,	안전과	
위생 관리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관련법 및 해외 규정을 분석할 것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시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관람객 안전을 확보하며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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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별 동물원 등록 현황 (환경부)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16 17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II. 전국 동물체험시설 운영 현황

II. 전국 동물체험시설 운영 현황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해	10종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전시목적으로	
사육하는 시설은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종과 개체수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미달되는 업체의	
경우 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물체험시설의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영업 중인 업체 파악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체험동물원,	실내동물원,	동물체험 등의	
검색어와 지역명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검색했다.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업체는 총	95	개소였으며,	이중 동물원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진행	
중인 업체는	58개소였다.	국회의원 이용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6월	14
일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완료된 동물원은 총	52개소,	등록 진행 중인 동물원은	
3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별 동물원 등록 현황은 공영동물원 등 모든 동물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중 체험동물원의 숫자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1. 전국 동물체험시설 운영 현황 (어웨어 조사)

지역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시형태 동물원 등록여부 

광주 동물나라 광주시 남구 오기원길	3 육지거북,	북극여우,	카피바라,	포썸,	미
니말 등	

이동동물원 미등록

울산 와우주 울산시 남구 무거동	461	웰츠타워
상가	214호

카피바라,	여우,	미어캣,	다람쥐원숭이,	
친칠라,	미니돼지,	사슴 등

동물체험 등록

정글존(주)울산테마
파크

울산시 남구 번영로	250번길	9	삼산
동 세브이존	7층	

코아티,	청금강,	북극여우,	마모셋원숭이,	
면양,	슈가글라이더 등

동물체험 등록

강원 쌍둥이동물농장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384 일본원숭이,	라쿤,	페럿,	강아지,	버미즈
파이톤,	토끼,	햄스터 등

동물체험 미등록

알파카월드 강원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310 알파카,	청금강,	카멜레온,	목도리도마뱀,	
육지거북 등

동물체험 등록

애니멀스토리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연로	
212-10

페럿,	고양이,	저빌,	늑대거북,	볼파이
톤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요술곰동물원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68	2층 요
술곰동물원

슈가글라이더,	페럿,	고양이,	비어디드레
곤,	기니피그,	친칠라 등	

동물체험 미등록

숲속에동물농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청골길	12 북극여우,	뉴기니아앵무,	토끼,	기니피그,	
고슴도치,	공작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자연아놀자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05 사바나모니터,	설가타육지거북,	프레리
독,	카멜레온,	샴고양이,	보아왕뱀 등

동물체험/이
동동물원

등록

정선 아기동물목장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소금강로	
1014

염소,	개,	햄스터,	양,	오리,	사랑앵무 등	 동물체험 미등록

허브팜 앵무새집 강원도 원주시 마장2길	33	(무실동) 앵무새 위주 동물체험 미등록

휘바핀란드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로	368 양,	당나귀,	오리,	토끼 등	 동물체험 미등록

경기 가평아기동물농장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183-
184

토끼,	친칠라,	햄스터,	앵무 등 동물체험 미등록

나눔농장 경기 부천시 대장동	304-1 토끼,	개,	앵무,	다람쥐,	오리,	염소,	거북
이 등

동물체험 미등록

남생이농장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42-31 남생이,	토끼,	기니피그,	육지거북,	다람
쥐,	카멜레온 등

동물체험 미등록

도레미파충류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19번
길	22

토끼,	레틱파이톤,	육지거북,	친칠라,	햄
스터 등

동물체험 미등록

동물체험카페소풍 경기 광주시 퇴촌면 산수로	1291-4 사슴,	기니피그,	프레리독,	페럿,	파이톤,	
레오파드게코 등

동물체험 미등록

버드몽테마파크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점동록	34 사막여우,	프레리독,	라쿤,	개,	고양이,	앵
무 등

동물체험 등록

배다골테마파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7-2 일본원숭이,	토끼,	염소,	돼지,	당나귀,	그
린이구아나 등	

동물체험 등록

사파리체험테마파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
길	93-75

사바나모니터,	그린이구아나,	육지거북,	
기니피그,	토끼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센트럴작은동물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25 카멜레온,	사바나모니터,	친칠라,	토끼 등	 동물체험/이
동동물원	

등록진행중

소풍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3길	
25-59

라쿤,	돼지,	양,	염소,	육지거북 등	 동물체험/이
동동물원

미등록

아침고요가족동물원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밤안골
로	301

호랑이,	반달곰,	일본원숭이,	왈라비,	프
레리독,	미어캣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아쿠아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35 킨카주,	미어캣,	라쿤,	알비노 보아뱀,	카
멜레온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아프리카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464

사막여우,	코아티,	프레리독,	친칠라,	스
컹크,	라쿤 등

동물체험/이
동동물원

등록진행중

양주자연생태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565번
길	108-13

일본원숭이,	라쿤,	말,	오리,	청금강 등	 동물체험/이
동동물원

미등록

애니랜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산70 흰손긴팔원숭이,	사막여우,	청금강,	토
끼 등	

동물체험 미등록

애니멀카페 경기도 양주시 청담로243번길	93 프레리독,	바위너구리,	미어캣,	사막여우,	
고양이 등	

동물체험 등록

애니멀카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이종무로	146 코아티,	과나코,	라쿤,	프레리독,	미어캣,	
사막여우,	일본원숭이 등

동물체험 미등록	

지역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시형태 동물원 등록여부 

서울 더쥬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299	우용
빌딩	2층

라쿤,	미어캣,	벤튜롱,	청금강,	수달,	목도
리도마뱀 등	

동물체험 등록

부산 하이주 해운대점 부산시 해운대구 구남로29번길	21	
세이브존

청금강,	왈라비,	프레리독,	코아티,	기니
피그,	토끼,	육지거북 등

동물체험 등록

작은동물원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67 프레리독,	페렛,	고슴도치,	햄스터,	앵
무 등	

동물체험 미등록

애니파크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6,	2층(우
동,	홈플러스센텀시티점)

슈가글라이더,	스컹크,	페럿,	친칠라,	파
이톤,	앵무 등

동물체험 등록

위드쥬 부산시 중구 구덕로	26 미어캣,	왈라비,	개,	청금강,	토끼,	돼지 등	 동물체험 등록

인천 동물체험카페 페팅쥬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93	2층 미어캣,	프레리독,	친칠라,	육지거북,	슈
가글라이더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마리앤쥬 인천시 연수구 신송로125번길	13	
아크리아1	상가	302호 마리앤쥬

북극여우,	스컹크,	미어캣,	염소,	토끼,	페
럿,	고양이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앵무새동물원 인천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3-1,	
3층

	앵무새 위주	 판매	 등록

대구 네이쳐파크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891 청금강,	프레리독,	미어캣,	사막여우,	마
라,	서벌캣 등

동물체험 등록

미니멀동물원 이시아 대구 동구 팔공로51길	3	(이시아폴
리스 내)

호저,	코아티,	미어캣,	일본원숭이,	사막
여우,	미니돼지,	토끼 등

동물체험 등록

아르떼수성랜드패
딩주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35-5 슈가글라이더,	친칠라,	기니피그,	비어디
드레곤,	토끼 등

동물체험 미등록

아이니테마파크 대구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40	
대구스타디움몰 지하1층

사자,	쟈칼,	포큐파인,	왈라비,	라쿤,	코아
티,	일본원숭이,	다람쥐 원숭이 등

동물체험 등록(수족관)

애니멀스쿨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돌미로70 친칠라,	마라,	알비노버미즈파이톤,	안경
카이만,	스컹크,	프레리독 등

이동동물원 미등록

이월드 동물농장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두
류동)

일본원숭이,	라쿤,	육지거북,	볼파이톤,	
그린이구아나 등

동물체험 등록

정글랜드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03 코아티,	라쿤,	그린이구아나,	친칠라,	프
레리독,	앵무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대전 사파리프렌즈 대전시 대덕구 덕암로	200	행복한
마을아파트

사막여우,	코아티,	프레리독,	친칠라,	스
컹크,	라쿤 등

이동동물원 미등록

하이주대전점 대전시 서구 둔산로	201	세이브존백
화점 지하2층

프레리독,	미어캣,	호저,	라쿤,	육지거북,	
왈라비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티놀자 애니멀파크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지	
9-51	(구)	아주미술관

사막여우,	프레리독,	육지거북,	사바나 모
니터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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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II. 전국 동물체험시설 운영 현황

지역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시형태 동물원 등록여부 

경기 에듀가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185 라쿤,	친칠라,	프레리독,	페럿,	카멜레
온 등

이동동물원 등록진행중

오산동물의숲 경기도 오산시 서랑로	70-22 라쿤,	토끼,	기니피그,	북극여우 등 동물체험 미등록

와우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26
번길	7-4

청금강,	미어캣,	산양,	블랙스롯모니터,	
개,	친칠라 등	

동물체험/이
동동물원

등록

정글주주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82-16 프레리독,	햄스터,	기니피그,	토끼,	육지
거북,	면양 등

동물체험 미등록

주렁주렁 하남점 경기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카피바라,	스컹크,	슬로로리스,	타마린원
숭이,	라쿤,	왈라비,	토코투칸 등

동물체험 등록

주렁주렁 킨텍스빅
마켓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79	롯
데마트빅마켓일산킨텍스점 지하1층

카피바라,	사막여우,	코아티,	알락꼬리여
우원숭이,	라쿤,	킨카주 등

동물체험 등록

쥬라리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록	209 라쿤,	미어캣,	프레리독,	코아티,	친칠라,	
몽구스,	육지거북,	앵무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쥬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35번
길	30

청금강,	카피바라,	나무늘보,	사막여우,	
자카스펭귄,	몽구스 등	

동물체험 등록

타조마을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595-41 타조,	유산양,	염소,	토끼,	페럿,	미니말 등 동물체험 미등록

테마동물원쥬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458
번길	7-42

사자,	캥거루,	미어캣,	사막여우,	오랑우
탄,	다람쥐원숭이 등	

동물체험 등록

하이주 부천점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05	세이브존	
백화점	4층

청금강,	포썸,	일본원숭이,	육지거북,	사
막여우,	북극여우,	바위너구리 등	

동물체험 등록

하늘땅랜드 경기 화성시 비봉면 남전로	17-25 토끼,	양,	고슴도치,	거북,	거위,	돼지 등	 동물체험 미등록

해피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5	배
다골테마파크 내

프레리독,	돼지,	토끼,	그린이구아나,	파
이톤 등

동물체험 등록

충북 애니멀빌리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	36번
길	6,	2층

코아티,	프레리독,	호저,	육지거북,	파이
톤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애니멀파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117
번길	29

개,	라쿤,	육지거북,	미어캣,	비어디드레
곤,	슈가글라이더,	스컹크 등

이동동물원 미등록

충남 노라쥬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82-1 사막여우,	프레리독,	코아티,	미어캣,	친칠
라,	왈라비,	페럿,	앵무,	육지거북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버그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양
령리	454-3

슈가글라이더,	하늘다람쥐,	라쿤,	페럿,	
육지거북,	사바나모티터 등

동물체험/이
동동물원

미등록

베이비쥬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48
번길	4

미어캣,	프레리독,	스컹크,	페럿,	카멜레
온,	비어디드레곤 등	

동물체험 미등록

앵무세상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
길	15

호저,	라쿤,	프레리독,	은여우,	사막여우,	
육지거북,	청금강 등

동물체험 등록

정글카페 충남 서산시 잠홍2길	107 라쿤,	친칠라,	기니피그,	파이톤,	이구아
나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주주피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불사길	
36	천안 홍익 힐링타운	2층 전관

프레리독,	타조,	사막여우,	코아티 등	 동물체험 미등록

전북 우쭈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산1길	12 스컹크,	페럿,	친칠라,	라쿤,	슈가글라이
더,	비어디드레곤 등

동물체험/	이
동동물원

미등록

앵무새와 동물친구들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507 청금강,	썬코뉴어,	회색앵무,	목도리앵
무 등	

동물체험 미등록

액션하우스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왕길	
32-8

호저,	사막여우,	미어캣,	라쿤,	프레리
독,	개 등	

동물체험 미등록

주니어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311	
물고기마을 내

프레리독,	육지거북,	토끼,	유황앵무,	그
린이구아나,	페럿 등

동물체험 미등록

킹콩놀이터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상흥양지
길	7-1

토끼,	사슴,	산양,	미니돼지,	기니피그 등	 동물체험 미등록

전남 애니멀하우스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2길	1	2층 애
니멀하우스

페럿,	친칠라,	프레리독,	미어캣,	슈가글라
이더,	사바나모니터,	개,	고양이 등

이동동물원 등록

엔젤펫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933-7 확인불가 자료없음 등록

퍼니쥬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107 청금강,	우파루파	 동물체험 미등록

한우드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도실길	
75-1

토끼,	사슴,	산양,	타조,	한우,	앵무새,	고
양이 등

동물체험 미등록

지역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시형태 동물원 등록여부 

경북 거인국박물관 경북 경주시 보문로	391 원숭이,	사막여우,	슈가글라이더,	친칠
라,	물범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곤충파충류 체험학교 경북 안동시 길안면 길안청송로	
214-53	곤충파충류 체험학교

친칠라,	페럿,	고슴도치,	스컹크,	슈가글
라이더,	카피바라,	비어디드레곤,	버미즈	
파이톤 등

동물체험/이
동동물원

등록진행중

미니멀동물원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대가야로	
446-71

일본원숭이,	호랑이,	미어캣,	프레리독,	
스컹크,	고양이 등	

동물체험 등록

버드파크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76 채널빈투칸,	청금강,	유황앵무,	자카스펭
귄,	사막여우,	개 등

동물체험 등록

주렁주렁 경주보문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80 미어캣,	나무늘보,	사막여우,	알락꼬리여
우원숭이,	개미핥기,	토코투칸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쥬쥬동산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대로	205 하이에나,	호랑이,	일본원숭이,	사막여우,	
다람쥐 원숭이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펀펀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254 스컹크,	프레리독,	친칠라,	사바나모니터,	
카멜레온 등

동물체험/이
동동물원

미등록

경남 부경동물원 경상남도 김해시 유하로226번길	70 벵갈호랑이,	사자,	하이에나,	몽구스,	마모
셋원숭이,	일본원숭이,	망토원숭이 등

동물체험/이
동동물원

등록진행중

작은동물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야리3길	49 고양이,	개,	토끼,	친칠라,	육지거북,	블루
텅스킨크,	비어디드레곤 등

동물체험 미등록

주주힐즈 경남 김해시 인제로	458 미어캣,	프레리독,	카피바라,	호저,	기니
피그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철이네동물체험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
로	906

스컹크,	라쿤,	프레리독,	청금강,	슈가글
라이더 등

동물체험 미등록

하이주 김해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060	김
해문화의전당	M1	층

코아티,	미어캣,	사막여우,	버미즈파이톤,	
미니돼지 등	

동물체험 등록진행중

제주 개똥이동물원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종인내길	133 왈라비,	프레리독,	미어캣,	청금강,	사막
여우 등	

동물체험 등록

돈키쥬쥬 제주도 제주시 아라2동	113-1 프레리독,	친칠라,	비어디드드레곤,	햄스
터,	슈가글라이더 등

동물체험 미등록

스마일러 동물카페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고길	47 육지거북,	비어디드레곤,	염소,	토끼,	개,	
고양이 등

동물체험 등록

실내동물원라온주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월림7길	155	
실내체험동물원 라온주

라쿤,	프레리독,	미어캣,	페럿,	스컹크,	염
소 등	

동물체험 등록

제주공룡휴게소박물
관	&	동물농장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로	293 이구아나,	사바나원숭이,	그린이구아나,	
보아뱀,	육지거북 등

동물체험 등록

세종 체험농장 바둑아놀자 세종시 금남면 두만산동길	83 개,	고양이,	염소,	돼지,	타조 등	 동물체험 미등록

표1. 전국 동물체험시설 운영 현황 (어웨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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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국 동물체험시설 운영 현황

관할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수의사(명) 사육사(명) 시설현황

비고
단위 합계 CITES 멸종 천연기념 일반종 합계 상시 촉/위탁 사육사 일반 총면적(㎡)

서울특별시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종 104 47 7 52
23 5 18 28,181.00

개체 872 150 16 576

애니스토리㈜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종 19 10 10

5 1 4 1,501.00
개체 168 43 129

더쥬(THEZOO)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299, 
우용빌딩

종 69 28 41
3 1 2 1,487.00

개체 990 68 922

부산광역시 ㈜핫독 부산지사 위
드 쥬

부산시 중구 구덕로 26 4층, 5층(
남포동2가)

종 27 4 23
2 1 1 239.47

개체 70 4 66

삼정더파크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1(
초읍동)

종 131 48 3 83
14 1 13 3,156.12

개체 736 168 11 568

㈜하이주 해운대점 부산시 해운대구 구남로 29
종 51 15 36

2 1 1 1,353.00
개체 217 19 198

애니파크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6, 2층(
우동,홈플러스센텀시티점)

종 49 17 32
429.00

개체 169 30 139

인천광역시
앵무새동물원 인천시 서구 검단로609번길 

3-1, 3층
종 1 1

4 1 3 333.00
개체 98 98

인천대공원 어린이
동물원 인천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종 45 10 2 33
3 1 2 15,489.00

개체 275 32 5 238

동물체험카페 페팅쥬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93번길,2층
종 19 2 17

4 1 1 2 175.51 등록 진
행중개체 68 6 62

마리앤쥬(ZOO) 인천시 연수구 신송로 125번길 13, 
3층 302호

종 16 16
4 1 2 1 174.80 등록 진

행중개체 57 57

대구광역시
미니멀동물원 이시아 대구시 동구 팔공로51길 3, A동 

206, 207호 (봉무동, 이시아시티)
종 44 17 27

3 1 2 429.00
개체 151 39 112

대구달성공원 관리
사무소

대구시 중구 달성공원로 35(달
성동)

종 78 25 1 6 46
7 2 5 126,576.00

개체 403 79 4 16 304

㈜이월드동물농장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두류동)

종 41 11 30
3 1 2 2,730.30

개체 217 19 198

㈜스파밸리네이처파
크 애니멀밸리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891

종 57 1 1 55
3 1 2 4,079,215.00

개체 603 11 6 586

정글랜드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03
종 33 12 21

2 1 1 1,577.00 등록 진
행중개체 160 16 144

대전광역시
대전오월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사정동)
종 153 78 17 58

18 3 15
86,343.00

개체 986 521 87 378 (전시사육시설)

(주)하이주 대전점 대전시 서구 둔산로 201 지하2층(
둔산동, 세이브존)

종 54 15 39
3 1 2

357.14 등록 진
행중개체 258 26 232 (전시사육시설)

티놀자 애니멀파크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기 
9-51, (구)아주미술관

종 70 11 59
4 1 3

243.53 등록 진
행중개체 486 14 472 (전시사육시설)

광주광역시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광주시 북구 우치로677(생용동)

종 116
15 4 11 121,302.00

개체 716

울산광역시
㈜울산테마파크 울산시 남구 번영로 250번길 9, 7층

(삼산동, 세이브존 울산점)
종 28

2 1 1 81.70
개체 64

대공원 동물원 울산시 남구 대공원로 94, 울산대공
원 내 동물원

종 51
5 1 4 1,094.80

개체 196

와우쥬 울산시 남구 대학로 164, 2층 214
호 (무거동, 웰츠타워상가)

종 39
2 1 1 58.21

개체 71

울산테마식물수목원 울산시 동구 쇠평길 33-1
종 25 11 14

2 1 1 58.21 등록 진
행중개체 75 16 59

강원도
알파카월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덕밭재길	

146-155
종 15 2 13

11 1 10 2,130.14
개체 252 22 230

자연아놀자 박물관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05
종 32 8 24

2 1 1 3,686.00
개체 181 12 169

대관령 아기동물농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송암골길		
197-13

종 24 24
3 1 2 1,724.30 등록 진

행중개체 705 705

숲속에 동물농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청골길	12
종 28 4 24

2 1 1 474.96 등록 진
행중개체 332 6 326

육림랜드 동물원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65
종 24 7 17

5 1 4 2,658.60 등록 진
행중개체 89 20 69

애니멀스토리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연로	
212-10

종 35 16 19
2 1 1 1,706.30 등록 진

행중개체 194 25 169

관할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수의사 사육사 시설현황

비고
단위 합계 CITES 멸종 천연기념 일반종 합계 상시 촉/위탁 사육사 일반 총면적(㎡)

경기도
테마동물원Zoozoo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0

종 129

개체 613

애니멀카페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486-4	나동
종 32

2 1 1
개체 100

쥬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35번
길	30,	2층	(영통동)

종 15
2 1 1

개체 57

배다골테마파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7-7
종 12

2 1 1
개체 75

해피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5	
배다골테마파크 내

종 18
2 1 1

개체 51

㈜주렁주렁 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종 101

5 1 4
개체 2,726

서울대공원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종 258

18 7 11
개체 2,511

㈜주렁주렁 킨텍스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79,	
지하1층	(대화동,	롯데빅마켓 킨텍
스점 애니멀테마파크)

종 65
4 1 3

개체 1,480

㈜	하이주 부천점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05,	4층	(상
동,	세이브존)

종 56
3 1 2

개체 230

와우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26
번길	7-4,	지하1층	(백석동)

종 39
3 1 2

개체 103

버드몽테마파크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점동로	34
종 48

4 1 3
개체 244

삼성물산㈜	에버랜드
리조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
랜드로	199

종 148
9 3 6

개체 1,778

아프리카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
로	1464

종 53 등록 진
행중개체 515

아침고요가족동물원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밤안골
로	301

종 68
4 1 3 등록 진

행중개체 486

민제생태체험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
로	660

종 등록 진
행중개체

아쿠아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94,	
지하1층

종 38
2 1 1 등록 진

행중개체 149

쥬라리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09	
(망월동)

종 52 등록 진
행중개체 337

아르티스테마파크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9길	
10,	9층

종 66 등록 진
행중개체 435

사파리체험테마파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
길	93-75

종 23
2 1 1 등록 진

행중개체 75

센트럴작은동물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25
종 12

2 1 1 등록 진
행중개체 16

아가새농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187-89

종 등록 진
행중개체

에듀가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185
종 46

3 1 2 등록 진
행중개체 113

충청북도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224,	

청주동물원
종 92

6 3 3 등록 진
행중개체 542

애니멀빌리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	36번
길	6,	2층

종 39
2 1 1 등록 진

행중개체 104

충청남도
앵무세상 충남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	3길	15

종 8 2 6
2 1 1 252.00

개체 284 235 49

국립생태원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종 272 57 18 13 204

18 4 14 47,269.00 등록 진
행중개체 2,949 238 60 97 2606

정글스토리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82-1
종 64 13 51

4 1 3 526.00 등록 진
행중개체 380 22 358

아가새농장홍성 충남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295-90
종 62 13 49

2 2 990.00 등록 진
행중개체 300 81 219

㈜홍익힐링센터	(쥬
쥬피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불사길	36	홍
익힐링타운	2층

종 46 14 32
3 1 2 3,172.00 등록 진

행중개체 181 19 162

정글카페 충남 서산시 잠홍2길	107
종 36 10 26

2 1 1 228.00 등록 진
행중개체 263 21 242

아산시 생태곤충원 충남 아산시 배미로	154
종 16 2 14

7 1 6 1,796.00 등록 진
행중개체 62 6 56

2. 지자체별 동물원 등록 현황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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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II. 전국 동물체험시설 운영 현황

관할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수의사 사육사 시설현황

비고
단위 합계 CITES 멸종 천연기념 일반종 합계 상시 촉/위탁 사육사 일반 총면적(㎡)

전라북도
전주시동물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종 99 31 4 64
19 4 15 10,253.00

개체 444 105 6 333

군산시 금강철새
조망대 전북 군산시 철새로	120

종 61 2 5 54
3 1 2 1,692.00

개체 486 6 9 471

전라남도
애니멀하우스 전남 순천시 중앙2길1.	2층

종 15 4 11
2 1 1 147.28

개체 57 4 53

엔젤펫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933-7
종 1

2 1 1 1,980.00
개체 305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야생동물원

전마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국
제습지센터)

종 30 7 4 19
5 1 4 5,071.00

개체 187 71 12 104

앵무새위탁소 전남 목포시 양을로	268
종 18 14 4

2 1 1 264.00
개체 326 64 262

함평 양서·파충류	
동물원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학동로	1398-9

종 90 35 55
4 1 3 5,226.81

개체 451 78 373

공룡화석지 조류
생태관

전남 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234(해남공룡박물관)

종 15 1 14
0 988.00

개체 202 3 199

경상북도
버드파크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76

종 173 63 110
13 1 12 1,515.00

개체 2,501 537 1964

주렁주렁 경주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80,	3층(천군
동,	미탐시티)

종 33 11 22
6 1 5 800.00 등록 진

행중개체 827 29 798

곤충파충류영농조합
법인	(곤충파충류체
험학교)

경북 안동시 길안면 길안청송	214-
53(곤충파충류페험학교)

종 70 18 52
8 1 7 4,445.00 등록 진

행중개체 395 60 335

거인국박물관 경북 경주시 보문로	391
종 79 18 61

6 1 5 1,188.00 등록 진
행중개체 1,008 36 972

쥬쥬동산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대로	205
종 91 55 36

6 1 5 1,288.00 등록 진
행중개체 160 95 65

경상남도 창
원시 애니멀스토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옥

정2길	7,	2층
종 33 9 24

3 1 2 130.00
개체 64 11 53

경상남도 진
주시 진양호동물원 경남 진주시 판문로	84

종 46
5 1 4

6,103.00 등록 진
행중개체 290 (전시사육시설)

경상남도 김
해시 하이주김해점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060	김해문

화의전당	M	1층
종 37

2 1 1 159.74 등록 진
행중

개체 306

주주힐즈 경남 김해시 인제로	458(삼방동)
종 22

2 1 1 358.32 등록 진
행중개체 295

대동승마랜드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485
번길	132

종 36
2 1 1

306.00 등록 진
행중개체 239 (전시시설)

주식회사 부경동물원 경남 김해시 유하로226번길	70(
유하동)

종 84
2 1 1 358.32 등록 진

행중개체 271

경상남도 창
녕군 산토끼노래동산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이방로	623

종 14 3 11
4 1 3 1,930.00

개체 260 11 249

제주특별 자
치도 라온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림7

길	155
종 46

4 1 3 352.81
개체 10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
생태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

종 19 6 13
4 1 3 470,000.00

개체 51 8 43

스마일러 동물카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
고길	47

종 33 13 20
3 1 2 513.00

개체 104 30 74

더정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
수암평화길139

종 20 16 4
2 1 1 198.00

개체 90 41 49

한림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
림로	300

종 46 22 24
4 1 3 6,196.00

개체 277 47 230

개똥이동물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종
안내길	135

종 23 9 14
2 1 1 5,070.00

개체 65 13 52

제주민속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종 16 4 12
2 1 1 157,100.00

개체 90 7 83

제주공룡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
령평화2길	1

종 37 17 20
3 1 2 1,794.00

개체 307 51 256

세종특별자
치시

충청남도산림자원
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
관길	110

종 29 3 26
2 1 1 7,065.00

개체 159 7 152

베어트리파트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신송로	217
종 15 2 13

4 1 3 3,371.00
개체 380 116 264

표2는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유동물 종 분류 등에 차이를 보였다.

표2. 지자체별 동물원 등록 현황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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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조사개요

III. 조사개요

1. 조사기간

2018년	3월	1일	–	2018년	6월	16일

2. 조사방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동물체험시설 중	2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했다.	조사대상	
선정에는 포털사이트 노출 빈도,	야생동물 전시 여부,	지역적 안배 등의 사안을 고려했다.	서울	1
업체,	경기	12업체,	인천	1업체,	대구	3업체,	울산	2업체,	제주	1업체를 방문했다.	각 업체 당	1회	
이상,	최다	3회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방문조사 당시 동물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던 업체는	
총	6곳이었다.	6월	16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중	16업체가 등록 완료,	3업체가 등록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등록 상태인 업체는	1곳이었다.

3. 조사내용

조사항목은 크게 사육환경,	안전 및 위생 관리,	동물의 상태 등으로 구성했다.	사육환경에서는	
급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는지,	 사육장 형태와 바닥의 구조가 생태적 습성을 고려했는지,	
야외방사장과 은신처가 제공되는지,	 다른 종과의 합사 여부 등을 조사했다.	 동물의 상태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개체,	 임신·수유 중이거나 생후	 2개월 미만의 어린 개체,	 외상 및 질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개체 등 전시에 부적절한 상태의 동물 전시여부를 조사했다.	안전 및	
위생관리에서는 사육장과 관람객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펜스 유무 여부,	손을 씻는 시설 및	
안내문 설치 여부,	음식을 파는 곳과 동물 사육 공간 분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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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사결과

1. 조사결과

표3. 동물체험시설 조사결과

업체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E 업체 F 업체 G 업체 H 업체 I 업체 J 업체

일반

동물 종 및 수
69종	

990개체
50종	

100여 개체
(업체추정)

57종	
603개체

12종	
75개체

48종	
244개체

23종	
65개체

53종	
515개체

32종	
100개체

101종	
2,726개체

44종	
151개체

동물원 등록여부 등록 미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진행중 등록 등록 등록

안전 및 위생

안전펜스 여부	 △
부분적 설치

x x x 	x △
부분적 설치

x x x x

손 세정 시설 o x o o x x x o o o

손 세정 안내문 x x o x x x x o o o
음식섭취공간	
분리

x x o o o o o x o o

동물상태

반복행동 o o o x o x o o o o

무기력증 x o o o o o o o o o
외상 및 질병의
심 증상

o o x o o o o o x o

사육환경

실내·외 구분 실내·외 실내·외 실내·외 실내·외 실내·외 실내·외 실내 실내 실내 실내

바닥
철망,	
콘크리트·
보충재,
흙	

철망,	
콘크리트·
보충재,	
흙	

콘크리트·
보충재,	
흙

철망,	
나무합판,	
콘크리트,	
흙

철망,	
콘크리트,	
타일,	
흙

콘크리트,	
흙

철망,	
타일,	
콘크리트·
보충재

철망,	
장판·타일,	
콘크리트·
보충재

콘크리트·
보충재

콘크리트·
보충재

은신처 x x x x x x x x x x

풍부화 x x x x x 	x x x x x

급수 3/5 2/5 2/5 2/5 1/5 3/5 2/5 3/5 1/5 1/5

자연채광 o o o o o o o o x x

야외방사장 o o o o △
부분적 설치

o o x x x

사육장 없이	
전시

x o o x o x o x o x

이종합사 x o o x o x o o o o
부적절한 동물	
전시(임신·수
유·어린 개체)

o o x o o x o x o o

동물판매	 o
(무료분양)

o x x o x x o x o

업체 K 업체 L 업체 M 업체 N 업체 O 업체 P 업체 Q 업체 R 업체 S 업체 T 업체

일반

동물 종 및 수
65종	

1480개체
84종	

1,544개체
69종	

990개체
39종	

71개체
28종	

64개체
15종	

57개체
56종	

230개체
18종	

51개체
39종	

103개체
16종	

57개체

동물원 등록여부 등록 등록(수족관)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진행중

안전 및 위생

안전펜스 여부 x x x x x x x x x x

손 세정 시설 o x o x o o o x x o

손 세정 안내문 o x o x o o o x x o
음식섭취공간	
분리

x x o x x x x o x o

동물상태

반복행동 o o o o o o o x o o

무기력증 o o o o o o o o x o
외상 및 질병의
심 증상

x o x o o o o o x x

사육환경

실내·외 구분 실내 실내 실내 실내 실내 실내 실내 실내 실내 실내

바닥
콘크리트·
보충재	

콘크리트·
보충재

장판,
콘크리트·
보충재

장판,	
콘크리트·
보충재

철망,	
콘크리트·
보충재	

철망,	
콘크리트·
보충재

콘크리트·
보충재

콘크리트·
보충재

콘크리트·
보충재

장판,	
타일	

은신처 x x x x x x x x x x

풍부화 x x x x x x x x x x

급수 3/5 3/5 3/5 3/5 2/5 2/5 2/5 2/5 3/5 3/5

자연채광 x x x x x x x o x o

야외방사장 x x x x x x x x x x

사육장 없이	
전시

o o x o o o o o x o

이종합사 o o x o o x o x o o
부적절한 동물	
전시(임신·수
유·어린 개체)

x x o x x x x o x o

동물판매	 x x o o o x x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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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L	업체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울타리 없는 교감,	도심 속 실내 애니멀테마파크’,	M	업체의 경우	‘사람과 동물	
사이의 창살을 걷어내고 동물과 함께 교감’	등의 문구로 관람객과 동물 사이에 분리장치가 없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6)	 먹이주기 체험을 위해 조류관에 관람객 입장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 통계이다.

2. 조사결과 주요내용

가.	시설 및 관리

1)	무경계	·	근거리 전시

동물을 사육장 안에서 전시하는 대신 관람객이 있는 공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무경계	
전시 형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5)	사육장이 있더라도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높이가 낮은	
펜스,	유리벽,	울타리 등의 분리벽barrier을 사용해 구획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분리벽	
높이가 낮아 사육장 안으로 손을 뻗으면 동물과 쉽게 접촉이 가능한 사육장이 다수 관찰되었다.	
사육장 안으로 관람객 출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 20업체 중	13업체에서	△별도의 사육공간이 없는 동물이 존재하거나,	△사육장이 있어도	
동물을 사육장 외부로 옮겨 전시하거나	 △동물 사육장 안에 관람객이 출입이 가능해	
관람객과의 경계가 없는 상태로 동물을 전시하고 있었다.6)	사육장 밖에서 전시되는 동물은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왈라비,	 카피바라,	 페럿 등 포유류부터 설가타육지거북,	 파이톤,	
블루텅스킨크,	비어디드래곤 등 파충류까지 다양했다.

	– 20업체 중	 11업체에서 사육장 대신 통로나 전시장에 놓여진 상자,	 나무통,	 선반이나	
나무기둥 형태의 구조물 등 위에 올려놓고 전시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 20업체 중	15업체에서 사육사가 사육장 외부로 동물을 꺼내 관람객에게 보여주고 접촉을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접촉 체험에 사용되는 동물 중에는 일본원숭이,	사막여우,	
청금강앵무,	사바나모니터,	그린이구아나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 1. 무경계 · 근거리 전시

사육장 없이 통로에 전시되는 이구아나. 관람객의 접촉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사진 3. 무경계 · 근거리 전시

사육장 외부로 이동해 전시되는 일본원숭이

사진 2. 무경계 · 근거리 전시

버미즈파이톤이 나무 형태 구조물에 걸려진 
채로 통로에 전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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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무경계 · 근거리 전시

라쿤 사육장. 구획이 되어 있어도 분리벽이 낮아 손을 
뻗으면 만지는 것이 가능하다.

사진 5. 무경계 · 근거리 전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왈라비 사육장. 동물들이 
자유롭게 관람객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이 관찰되었다.

사진 6. 무경계 · 근거리 전시

알락꼬리여우원숭이가 관람객과 같은 
공간에 전시되고 있다.

사진 7. 무경계 · 근거리 전시

관람객의 출입이 가능한 코아티 사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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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립 상태로 전시

	– 총	 3업체에서 동물이 스스로 바닥으로 내려올 수 없는 형태의 구조물에 전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공중에 설치된 선반 형태의 구조물에 올려놓거나(라쿤),	△인공 연못 가운데	
설치된 섬 형태의 구조물에 전시하거나(스컹크),	△T자 형태 구조물 또는 다른 동물 사육	
공간 위에 설치된 해먹에 올려놓은	(슬로로리스)	형태로 전시하고 있었다.7)

	– 해당 시설의 사육사에게 문의한 결과,	공중에 설치된 선반 형태 구조물에 전시되는 라쿤은	
영업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동안은 선반에서 이동시키지 않으며,	영업이 끝난 후에는	
사육장으로 옮긴다는 답변을 들었다.

	– 같은 시설에서 스컹크 사육 공간 위에 설치된 해먹에서 전시하는 슬로로리스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7)	 슬로로리스는 손과 발로 매달릴 수 있는 수평 형태의 나뭇가지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휴식할 수 있는	
네스트박스,	음수대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걸을 수 있는 바닥 역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참조	Fitch-Snyder	
et	al.「Enclosure	design	for	captive	slow	and	pigmy	lorises」Primates	of	The	Oriental	Nights)	

사진 9. 고립 상태로 전시

스컹크는 인공 연못 위에 설치된 섬 형태의 구조물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그 위에 설치된 해먹에서 슬로로리스가 사육되고 있다.

사진 8. 고립 상태로 전시

공중에 설치된 선반 형태의 구조물에 전시되는 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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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신처 없이 전시

	– 관람객이 쉽게 접근 가능한 사육시설 구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육장에 몸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 한 업체의 경우 전시 중인 동물	65종(업체 자료 기준)	중 사육장에 은신처를 확인할 수 있는	
동물은 단	2종	(킨카주,	페럿)에 불과했다.

4)	야외방사장 부재

	– 조사대상 업체 중 실내에만 운영되는 곳은	15곳,	실내와 실외에서 운영되는 곳은	5	곳이었다.

	– 실외에 사육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사장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5업체	
모두에서 야외에 컨테이너 상자로 만든 사육장을 설치해 사자를 실내에 전시하거나,	야외에	
설치된 철제 케이지에 일본원숭이 등을 전시하는 등 방사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2곳에서는 실외 공간이 있어도 절반 이상의 동물을 실내에서 전시하고 있었다.

사진 12. 야외방사장 부재

실외 공간이 있는 시설이지만 사자를 컨테이너로 
만든 사육장에서 전시하고 있다.

사진 10. 고립 상태로 전시

기둥 모양 구조물에 올려진 채로 전시되는 페럿. 심한 정형행동을 보였다.

사진 11. 고립 상태로 전시

물 위에 설치된 T자 형태 구조물 위에서 사육되는 슬로로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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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뜬장,	새장 전시

	– 총	9업체에서 바닥이 평면에 닿지 않는 철망 구조로 된 사육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바닥이	
철망으로 된 사육장에서 사육되는 동물 종은 일본원숭이,	사막여우,	코아티,	돼지,	고양이,	
토끼,	프레리독,	닭 등이었다.

	– 프레리독,	 미어캣 등 야생동물과 고양이를 새장이나 소동물 케이지에 전시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사진 14. 뜬장, 새장 전시

사막여우가 바닥이 철망 구조로 된 뜬장에서 사육되고 있다.

사진 15. 뜬장, 새장 전시

바닥이 철망 구조로 된 일본원숭이 사육장

사진 13. 뜬장, 새장 전시

소동물 사육장에서 사육되는 미어캣. 극심한 정형행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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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뜬장, 새장 전시

고양이와 페럿이 새장에서 사육되고 있다.

사진 18. 부적절한 바닥재 사용

타일바닥으로 된 바위너구리 사육장. 
동물의 생태적 습성보다는 관리에 용이한 바닥재를 사용한다.

6)	부적절한 바닥재 사용

실내시설에서는 대부분 관리가 용이하도록 종에 불문 없이 콘크리트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막여우,	 프레리독,	 미어캣 등 굴을 파는burrowing	 습성이 있는 동물의 사육장 바닥재로	
콘크리트,	금속합판,	인공바위 등을 사용한 것이 조사되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모래,	흙,	깔짚,	
펠렛 등을 뿌려놓은 경우가 있었지만 양이 충분치 않았다.

사진 17. 뜬장, 새장 전시

소동물사육장에서 사육되는 코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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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적절한 이종합사

	– 총	 14업체에서	 2종 이상의 야생동물을 합사하거나 공간의 구분 없이 전시하고 있었다.	
많게는	 6종의 동물을 한 사육장에 전시하고 있었다.	 야생동물과 가축화된 동물을 한	
공간에서 사육하는 경우도 있었다.

	– 사육공간이 있더라도 관람객이 있는 공간으로 여러 종의 동물을 이동해 같은 공간에	
전시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 원숭이와 파이톤,	개와 파충류 등 다른 종의 동물을 함께 꺼내 보여주거나 재미를 위해	
동물끼리 접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 2업체에서는 미어캣과 앵무가 같은 방에서 사육되면서 미어캣이 앵무가 내는 소음에	
불안감을 보이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 토끼,	산양,	닭,	육지거북,	미니돼지를 합사한 사육장에서 토끼가 다른 동물을 과격하게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 관찰되었다.

이종 간의 합사는 생태계에서 같은 서식지에 서식하는 동물에 한해 행동학적 습성과 질병 등을	
고려해 교육과 행동풍부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시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8)	 	 영역과	
먹이를 놓고 경쟁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공포심 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여러 동물을 합사하는 경우 각 동물이 보유한 병원체에 서로를 노출시켜 질병 전파를	
촉진시킬 수 있다.	먹이그릇과 식기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타액과 비말 등에 노출되면서 병원체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 19. 부적절한 이종합사

카피바라, 사슴, 토끼, 개가 같은 
공간에서 전시되고 있다.

사진 20. 부적절한 이종합사

산양, 미니돼지, 토끼, 닭, 육지거북이 좁은 사육장에서 함께 사육되고 있다. 물그릇을 놓고 동물들이 
경쟁행동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8)	Jacques	Kaandorp,	「Veterinary	Challeges	of	Mixed	Species	Exhibits」	2016.8.27.	https://veteriankey.
com/veterinary-challenges-of-mixed-species-exhi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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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부적절한 이종합사

일본원숭이와 파이톤을 함께 사육장에서 꺼내 
체험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다.

사진 22. 부적절한 이종합사
육지거북, 카피바라, 사슴 등이 먹이그릇을 
공유하고 있다.

사진 23. 사회적 동물 단독사육

무리생활을 하는 미어캣이 단독사육 되고 있다.

8)	사회적 동물 단독사육

일본원숭이,	다람쥐원숭이,	미어캣 등 사회적 집단화(social	grouping)가 필요한 종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씩 단독으로 사육하는 경우가 있었다.

9)	개,	고양이 전시

	– 총	14업체에서 개나 고양이를 전시하고 있었다.	업체의 규모가 크고 전시하는 동물 종의	
숫자가 많은 곳일수록 개,	고양이는 다른 종 동물에 비해 복지상태가 낮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 총	 2업체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사육장 밖으로 대형견을 데리고 나와 관람객이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문제점으로는	△정형행동(5업체),	△털 및 발톱 관리상태 불량
(4	업체),	△뜬장 전시(1업체),	△고양이 모래상자 없음(2업체),	△개체 당 집shelter	없이	
울타리 안에 전시(3업체),	△임신하거나 수유 중인 개체 전시(2업체),	△생후	3주에서	2개월	
미만의 어린 개체 전시(2업체)	등이 있었다.

	–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는 관리 상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시설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잦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개,	고양이에	
의해 야생동물과 사람의 질병이 서로에게 매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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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사회적 동물 단독사육

다람쥐원숭이가 프레리독과 사육되고 있다.

사진 25. 개, 고양이 전시

수유중인 고양이가 뜬장에 전시되고 있다. 
모래상자가 없었으며, 3주령 새끼고양이들이 
만지기 체험에 사용되고 있었다.

사진 26. 개, 고양이 전시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사육하는 개.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다양한 야생동물에 접촉이 가능해 
질병 전파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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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험 프로그램 실태

1)	위험도가 높은 신체적 접촉

	– 조사대상 모든 업체에서 관람객과 동물의 신체적 접촉이 가능했다.

	– 질병 감염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방법으로 관람객이 동물을 만지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어린 관람객이 일본원숭이의 손,	파이톤의 꼬리 등 동물의 신체부위를 입에	
가져가거나,	△다양한 동물의 피부에 입을 대거나,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준 손을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등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동물의 체액,	몸에 뭍은	
분변 등이 입으로 섭취되면서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 이러한 행동은 체험 시 관리인원이 없는 상황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육사가	
존재하는 상황 모두에서 일어났으며,	동물에 입을 맞추는 행동 등 위험한 형태의 접촉을	
관리인원이 권장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2)	접촉 시 관리인원 부재

	– 총	13업체에서 관리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체험이	
가능했다.

	– 관리인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동물을 사육장에서 꺼내거나,	 다른 동물의 사육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관람객의 위험한 행동이 통제되지 않고 있었다.	 동물을 집어들다가	
떨어뜨리거나 눈,	입 등 예민한 부분을 만지려는 행동도 관찰되었다.

	– 동물이 관람객의 손을 피하려고 하거나,	 안겨있는 상태에서 탈출하려는 행동을 하거나,		
관람객의 무릎에 놓여진 채로 대변,	소변을 배설하는 장면이 관찰되었다.

3)	먹이 종류,	양 제한 없는 먹이주기 체험

	– 17	업체에서는 먹이를 관람객에게 판매하고 있었고,	3업체에서는 사육사가 돈을 받지 않고	
관람객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먹이를 판매하는	17업체 모두 체험에 사용되는 먹이의 양과	
먹이를 주는 시간,	체험에 참여하는 관람객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다.

	– 조사 대상 전체에서 당근은 공통적으로 먹이로 제공하고 있었다.	당근 한 종류만 판매하고	
있는 업체(3),	당근 외에 야채,	사과 등을 추가로 판매하는 업체(9),	그 외 밀웜 등	2종류 이상	
판매하는 업체(5)	등이 있었다.

	– 먹이를 급여하면 안 되는 동물이나 종에 따라 구분된 먹이 급여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먹이를 주지 말라는 안내문이나 당근과 밀웜 등 먹이 종류 구분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람객이 안내를 따르지 않았고,	 관리인원이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관찰되었다.

	– 동물 사육장에 당근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배설된 분변이 관찰되었다.

사진 27. 위험도가 높은 신체적 접촉

동물을 사육장에서 꺼내 만지고 먹이를 주는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가 일본원숭이의 손을 
입에 가져가고 입을 맞추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사진 28. 위험도가 높은 신체적 접촉

순서대로 사진찍는 체험프로그램에서는 
관람객이 동물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이 자주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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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접촉 시 관리인원 부재

통로에 놓인 나무상자에서 전시되는 카피바라. 
관람객이 동물을 과도하게 만지고 올라타려는 
행동까지 보였지만 통제할 관리인원은 없었다.

사진 31. 먹이 종류, 양 제한 없는 먹이주기 체험

‘당근을 주지마세요’, ‘밀웜만 주세요’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당근을 넣고 있는 관람객

사진 30. 접촉 시 관리인원 부재

햄스터는 관람객이 임의로 사육장에서 꺼내서 
만질 수 있는 업체가 많았다.

사진 32. 먹이 종류, 양 제한 없는 먹이주기 체험

사육장 안에 당근이 소화되지 않은 채 배설된 
주황색 분변이 보인다.

IV.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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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사결과

다.	동물상태

1)	외상,	질병 의심증상

	– 총	 14업체에서 외상이 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개체가 관찰되었다.	 수의학적 진단	
없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증상에는 한계가 있었다.	관찰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탈모,	모질 불량,	꼬리 절단,	교상으로 보이는 상처 등과 설사,	구토,	몸을 떠는 행동	
등이 있었다.

	– 카피바라 등 피부질환이 의심되는 사진에 대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황철용 교수는	
‘곰팡이 감염 및 외부기생충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확진을 위해서는 개체들의 직접	
검사가 요구된다.	두 질환 모두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상기 병변을	
보인 경우 즉시 격리하고 수의사의 진단과 처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 청금강앵무 등 조류의 탈모 증상에 대해 강원대학교 야생동물연구실 황주선	
수의학박사는	‘부적절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털을 뽑는 행동
feather-plucking의 원인이 되며 면역력 저하에 따른 호르몬 과다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업체명 사용동물 체험용 먹이 종류 체험용 먹
이 구분

먹이 양 
제한

먹이 판매 
여부 시간 제한 체험시 관

리 인원
사육장 밖 
동물이동 

체험
상시접촉 
가능 여부

체험프로
그램 운영 

여부

A 업체
일본원숭이,	반달가슴곰,	개,	왈라
비,	사막여우,	미어캣,	프레리독,	청
금강앵무 등

당근,	건빵,	개간식
⃝ ✕ ⃝ ✕ ✕ ✕ ⃝ ✕

B 업체
사막여우,	코아티,	기니피그,	염소,		
미어캣 등

당근,	건빵
⃝ ✕ ⃝ ✕ ✕ ⃝ ⃝ ✕

C 업체
사막여우,	육지거북,	호저 등 사과,	당근,	사과,	

청경채,	밀웜 ⃝ ✕ ⃝ ✕ ✕ ✕ ⃝ ✕

D 업체
원숭이,	청금강,	미니말,	염소 등	 당근

✕ ✕ ⃝ ✕ ✕ ✕ ⃝ ✕

E 업체
고양이,	사막여우,	청금강,	일본원숭
이,	프레리독 등

당근,	씨앗
⃝ ✕ ⃝ ✕ ✕ ⃝ ⃝ ⃝

F 업체
사막여우,	미어캣,	프레리독,	코아티,	
라쿤,	청금강 등

당근,	땅콩
⃝ ✕ ⃝ ✕ ✕ ✕ ✕ ✕

G 업체
사막여우,	코아티,	미어캣,	스컹크,	프
레리독,	육지거북,	콘스네이크 등

당근
✕ ✕ ⃝ ✕ ✕ ⃝ ⃝ ⃝

H 업체
고양이,	사막여우,	바위너구리,	파이
톤,	늑대거북 등

당근,	해바라기씨
⃝ ✕ ⃝ ✕ ⃝ ⃝ ⃝ ⃝

I 업체
사막여우,	붉은여우,	스컹크,	킨카주,	
미어캣,	유황앵무 등	

당근,	야채
⃝ ✕ ✕ ✕ ⃝ ⃝ ⃝ ⃝

J 업체
일본원숭이,	코아티,	호저,	미어캣,	미
니돼지,	버미즈파이톤 등

당근
✕ ✕ ✕ ✕ ✕ ⃝ ⃝ ⃝

K 업체
알락꼬리여우원숭이,	개,	사막여우,	
붉은여우,	코아티,	수달,	카피바라,	
파이톤 등

사육사 재량
⃝ 사육사재량 ✕ ✕ ⃝ ⃝ ⃝ ⃝

L 업체
사자,	쟈칼,	원숭이,	사막여우,	라쿤,	
호저,	페럿,	파이톤,	블루텅스킨크 등

당근,	밀웜,	닭고기
⃝ ✕ ⃝ ✕ ✕ ⃝ ⃝ ✕

M 업체
개,	알파카,	카피바라,	앵무,코끼리
거북 등

당근,	새모이
⃝ ✕ ⃝ ✕ ✕ ⃝ ⃝ ⃝

N 업체
개,	은여우,	붉은여우,	사슴,	카피바라,	
육지거북 등

당근,	채소
⃝ 사육사재량 ✕ ✕ ⃝ ⃝ ⃝ ✕

O 업체
고양이,	마모셋,	북극여우,	코아티,	
라쿤 등	

당근,	밀웜,	새모이
⃝ ✕ ⃝ ✕ ✕ ⃝ ⃝ ⃝

P 업체
개,	파이톤,	콘스네이크,	비어디
드레곤

당근
⃝ 사육사재량 ✕ ✕ ⃝ ⃝ ⃝ ⃝

Q 업체
일본원숭이,	라쿤,	스컹크,	킹스네이
크,	사바나모니터 등

당근
✕ ✕ ⃝ ✕ ✕ ⃝ ⃝ ⃝

R 업체
미니돼지,	기니피그,	토끼,	사랑앵
무 등

당근
✕ ✕ ⃝ ✕ ✕ ✕ ⃝ ⃝

S 업체
개,	기니피그,	육지거북 등	 당근,	채소

⃝ ✕ ⃝ ⃝ ⃝ ⃝ ✕ ⃝

T 업체
개,	고양이,	미어캣,	붉은여우,	북극여
우,	페럿 등

당근,	야채
⃝ ✕ ⃝ ⃝ ⃝ ✕ ⃝ ⃝

표4. 체험실태

4)	사고 위험

	– 사육장 벽에 먹이주기용 구멍을 뚫거나,	사육장 펜스 안으로 손을 넣어서 먹이를 주거나,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 직접 먹이를 주는 방법으로 급여했다.	어린 관람객의 경우 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주다가 손을 물릴 위험성이 크다.

	– 조사 중 현장에서 먹이체험 중 돼지가 어린이의 손을 무는 사고가 관찰되었다.

사진 33. 외상, 질병 의심증상

곰팡이나 외부기생충 감염이 의심되는 카피바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황철용 교수는 두 질환 모두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상기 병변을 보인 경우 즉시 격리하고 수의사의 진단과 처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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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사결과

2)	이상행동

	– 총	17업체에서 정형행동을 심하게 보이는 동물들이 관찰되었다.	사육장 안에서 일정 거리를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행동,	같은 지점에서 원을 그리며 도는 행동,	케이지를 물어뜯는	
행동 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 정형행동을 심하게 보이는 종으로는 라쿤,	 코아티,	 미어캣,	 스컹크 등이 있었다.	 양,	 개,	
고양이 등 가축화된 동물도 정형행동을 보였다.	라쿤,	코아티의 경우 야외에서 사육되는	
동물보다 실내에서 사육되는 동물이 심한 정형행동을 보였으며,	새장,	소동물사육장처럼	
극도로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동물에게서도 많이 나타났다.

사진 34. 외상, 질병 의심증상

꼬리 끝이 잘린 코아티

사진 36. 이상행동

철창을 물어뜯는 행동을 보이는 프레리독

사진 35. 외상, 질병 의심증상

털 상태가 좋지 않고 탈모증상을 보이는 청금강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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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조사결과

라.	동물 판매

	– 총	10	업체에서 동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동물을 판매하는 사실은 블로그,	SNS	등 인터넷	
광고와 사업장에 부착된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두 업체는	SNS를 통해 홍보	
목적으로 일반에 동물을 무료 분양한 사실이 확인됐다.

	– 판매하는 동물은 개,	고양이,	라쿤,	미어캣,	설치류,	양서파충류 등이었다.	한 업체에서는	
동물전시업,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개,	고양이,	기니피그 외에 라쿤,	미니돼지 등을	
분양하고 있었다.9)	일반인이 가정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할 경우 적절하지 않은 사육환경과	
영양공급으로 고통 받을 수 있으며,	유기 시에는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있다.

	– 동물원으로 등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전문으로 한다는 이유로 관람객 방문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다.	해당 업체는 앵무새	98	개체를 보유해 동물원으로 등록했으나 전화	
문의 시 일반에 전시는 하지 않고 판매만 하며,	방문을 원하는 사람은 구매를 원하는 종을	
미리 업체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10)

사진 37. 동물 판매

펫샵운영이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동물을 분양하는 업체

사진 38. 동물 판매

판매 중인 6주령의 라쿤. 개인이 기르다가 유기·방사할 시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있다.

9)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럿 등	6종의 동물을 판매하려면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등록된 업체에서 그 외의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0)	 현행 동물원수족관법 제5조에서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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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제점
1. 동물복지
2. 공중보건 및 안전
3. 비교육적・반생태적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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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제점

V. 문제점

1. 동물복지

가.	부적절한 사육환경

1)	무경계·근거리 전시

관람객과의 동물 사육장과의 경계를 최소화한 무경계·근거리 전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수의 동물을 전시하기 위한 목적과	 △동물과 관람객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경계·근거리 전시형태로 인해 동물은 관람객과의 원치 않는 접촉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뱀을 손으로 꽉 쥐는 행동,	△햄스터 등 소동물을 손으로 쥐거나 들어 올리거나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동,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 동물의 눈,	귀 등 민감한 부분을 찌르거나	
과도하게 자극하는 행동 등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지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동물이 관람객을 무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동물 종에 적합한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의 건강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충류의 경우 온도,	습도,	자외선 등 세심한 사육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만질 수 있도록 설가타육지거북을 통로에 방치하거나 파이톤을 나뭇가지 모양 구조물에 걸어두는	
경우가 여러 차례 관찰되었다.	 해당 전시형태에 대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황철용 교수는	
파충류 동물은	UV조사장치나 일광욕장소basking	spot없는 실내에서만 사육했을 때 비타민	D	
합성 장애에 의해 대사성골질환metabolic	bone	disease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자문했다.

사진 39. 무경계·근거리 전시

관람객이 붐비는 통로에 방치된 육지거북. 관람객이 발로 차고 건드리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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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립상태로 전시

높은 벽에 설치한 구조물,	공중에 매달린 해먹,	T자 형태의 나무구조물,	물 가운데 섬 형태로	
조성한 공간 등에 고립상태로 전시하는 형태 역시 제한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경계를	
없애 관람객과의 접촉이 용이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추측된다.

공중이나 물 위에 설치된 구조물에서 동물이 평지(바닥)로 내려올 수 없는 상태에서 전시하는	
것은 동물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동물은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데 있어 극심한 제약을 받는다.	특히 상시 접근 가능한 급수대 설치가 불가능해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탈수될 가능성이 있다.	구조물 밑이 바닥인 경우 동물이 추락할 시	
동물뿐 아니라 관람객 부상 사고의 위험도 있다.

3)	실내 시설에서의 환경적 제약

주로 상가건물 내부에서 운영되는 실내동물원에서 종마다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면적의 제약뿐 아니라 외기,	자연채광이 차단되며 생물 종 특성에 맞게 흙,	웅덩이,	
식물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야외방사장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 흙,	모래 등 동물 종마다 적합한 바닥을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동물의 생태적 습성보다는 청소,	 관리가 용이한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절반에 달하는 업체에서 바닥이 철망 구조로 된 사육장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할 수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황철용	
교수에 의하면 철망으로 된 바닥에서 동물을 사육할 시 동물이 발가락을 평지나 일반 바닥과는	
다르게 항상 긴장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심한 경우 발가락	
변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체 밸런스가 무너져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내동물원에서는 수생종이나 반수생종 동물을 사육하면서도 충분한 물웅덩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카피바라는 물갈퀴가 있는 반수생종 동물이지만 조사한 업체 중 대부분은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몸을 담글 수 없는 크기의 고무대야에 물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야생생물법 사육기준 대상에 속하지 않아 준수해야 할 기준이 없는 동물 종의 경우	
사육환경이 더 열악하거나 업체마다 사육장 상태에 큰 차이를 보였다.	사막여우의 경우 열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설치되지 않은 업체가 더 많았으며,	바닥은 모래 대신 타일,	장판,	
콘크리트,	뜬장까지 업체마다 제각각 다른 재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 41. 무경계·근거리 전시

관람객이 햄스터를 육지거북과 토끼가 사육되는 
사육장으로 옮기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사진 40. 무경계·근거리 전시

통로에서 전시되는 알락여우꼬리원숭이를 
관람객이 손으로 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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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3. 실내 시설에서의 환경적 제약

반수생종인 카피바라 사육장에 물웅덩이 대신 
고무대야에 물을 담아 놓았다.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업체가 더 많았다.

사진 42. 실내 시설에서의 환경적 제약

수직으로 쌓아놓은 동물 사육장. 공간의 제약을 
받는 실내동물원은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환경을 
조성하기 매우 어렵다.

나.	기준 없이 운영되는 동물체험

1)	부적절한 먹이 급여	

먹이주기 체험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상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었다.

급여하는 먹이양에 제한 없이 운영되는 먹이주기 체험은 동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한 예시로 당근 한 종류만 판매하는 업체에서 관람객이 많은 시간 일본원숭이에게	10분 동안	
20회 이상 당근이 급여되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다.	원숭이,	사막여우의 사육장에서 당근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배설된 것도 관찰되었다.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마다 생리적으로 요구되는 종류와 비율의 먹이가 공급되어야	
한다.	한 종류의 먹이를 과도하게 급여할 경우 소화기질병뿐 아니라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11)

또한 먹이를 급여하면 안 되는 동물과 당근,	밀웜 등 종류를 구분해 급여해야 하는 동물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인원 수 제한 없이 운영되는 만지기 체험

동물을 만지는 체험 역시 참여하는 인원과 노출된 시간에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관리인원이 있는 상황에서도 동물들은 과도한 접촉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만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주로	△정해진 시간마다 관람객이 모여 있는 장소로 동물을 데려와 만지고	
함께 사진 찍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과,	△사육사가 관람객들을 데리고 시설을 돌며 동물을	
사육장에서 꺼내 만져보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두 방식 모두 참여 인원의 숫자나 만질	
수 있는 횟수 등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물이 관람객의 손길을 피해 탈출하려는	
행동을 하는 장면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관람객과의 접촉에 과도하게 노출된 환경에서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는 정형행동,	무기력증 등의	
행동 외에도 면역력을 약화시켜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11)	동물의 필수 영양소와 먹이급여에 대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전문가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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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인원 수 제한 없이 운영되는 만지기 체험

카피바라의 눈 부위를 만지는 관람객

사진 46. 인원 수 제한 없이 운영되는 만지기 체험

만지는 체험에 사용되는 미어캣

사진 44. 인원 수 제한 없이 운영되는 만지기 체험

만지는 체험에 사용되는 사바나모니터. 참여인원에 
제한이 없어 한 번에 40 명 이상의 관람객이 줄을 
서서 만지고 있었다. 관람객과의 과도한 접촉에 
노출되면 면역력 약화로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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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보건 및 안전 

가.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위험	

인수공통감염병은 척추동물과 인간 사이에 전파 가능한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신종 전염병의	 75퍼센트가 동물로부터 근원했으며 사람이 감염되는	
병원체 중	60퍼센트가 인간과 동물에 공동으로 감염될 수 있다.	

정상적인 행동을 발현할 수 없는 사육환경과 관람객과의 접촉,	먹이주기 체험에 노출되면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동물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병원체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접촉 방법 중	△동물의 신체 부위를 입에 넣거나,	△다양한 동물의 피부에 입을 직접 대거나,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준 손을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 등이 수차례 관찰되었다.	이는	
동물의 타액,	비말,	오줌,	분변 등을 통해 직접 병원체에 감염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행동이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는 감염 위험이 더욱 높다.	또한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 시설에서는	
동물의 배설물이 분진 형태로 공기에 존재하며,	동물과 관람객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 접촉성	
매개물에 의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질병 병원체 분류속 숙주동물군
세균성 캠필로박터증 Campylobacter 양서류,	파충류,	조류,	영장류

재귀열 Borrelia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위장염 Salmonella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류

Staphylococcus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어류

Clostridium 양서류,	파충류,	조류

Escherichia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Shigella 양서류,	파충류,	영장류

결핵 Mycobacterium 양서류,	파충류,	조류,	어류,	영장류

살모넬라증 Salmonella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류,	영장류

황색구균 Streptococcus 양서류,	파충류,	어류

여시니아증 Yersinia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패혈증/전신적 감염 Adnetobacter 양서류,	파충류,	조류	

Alcaligenes 양서류,	파충류,	조류	

Bacteroides 양서류,	파충류

Clostridium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류

Citrobacter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류

Corynebacteriu m 양서류,	파충류,	조류

Enterobacter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Enterococcus 양서류,	파충류,	조류

Fusobacterium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Klebsiella 양서류,	파충류,	조류

Moraxella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Morganella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Pasteurella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Edwardsiella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어류

Peptococcus 양서류,	파충류

Proteus 양서류,	파충류,	조류	

Pseudomonas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Aeromonas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류

Serratia 양서류,	파충류,	조류	

Staphylococcus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Streptococcus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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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에 자주 사용되는 동물 종이 전파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1.	영장류

일본원숭이,	 알락꼬리여우원숭이,	 다람쥐원숭이 등의 동물이 여러 업체에서 만지는 체험과	
먹이주기 체험에 사용되고 있었다.

비인간영장류는 어떤 동물보다도 사람과 서로 전파가 가능한 병원체가 많다.	 일본원숭이가	
속하는 대부분의 마카크macaque(영장목 긴꼬리원숭잇과)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헤르페스	
B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뇌척수염
encephalomyelitis이나 신경학상 감손neurologic	 impairment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비록 사람에게 감염률은 높지 않으나,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폐사율이	70퍼센트가 넘는 위험한	
바이러스다.	B	바이러스는 마카크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체액,	세포와의 점막접촉 등에 의해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프린스턴 대학 동물실험 담당자 안전교육 자료에서는 헤르페스B	 외에도 일본원숭이에게서	
감염될 수 있는 병원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5. 야생동물 접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

(출처-Warwick et al. 2012. A review of captive exotic animal-linked zoonoses) 

질병 병원체 분류속 숙주동물군
바이러스성 바르토넬라증 Bartonella 포유류

폐렴 Klebsiella 조류,	영장류

피부염 Erysipelothrix 어류,	조류

앵무병 Chlamydophila 조류,	포유류

큐열 Coxiella 파충류,	조류,	포유류

비브리오증 Vibrio 양서류,	어류,	파충류,	조류

브루셀라증 Brucella 포유류

렙토스피라증 Leptospira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A형 간염 Picornavirus 양서류,	장류

서부 뇌염 Togaviridus 양서류,	파충류,	조류

웨스트나일병 Flaviviridus 양서류,	파충류,	영장류

헤르페스	B바이러스 Herpesvirus 영장류

원숭이두창 Poxviruses 영장류

무사마귀 Poxviruses 영장류

홍역 Rubeola 영장류

광견병 Rhabdovirus 포유류,	영장류

출혈열 Marburg 영장류

조류 인플루엔자 AIV H5N1 조류

뉴캐슬병 Paramyxovirus 포유류,	조류

우역 Orthopox 포유류

곰팡이성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 Coccidiodes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크립토코커스증 Cryptococcus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패혈증 Candida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분기균감염증 Dermatophilus 영장류

칸디다증 Candida 영장류

백선증 Trichophyton 포유류,	영장류

히스토플라즈마증 Histoplasma 포유류,	조류

Virus 바이러스 Bacteria 박테리아 Parasite 기생충

Hepatitis A A형 간염 Campylobacter jejuni 캄펠리박터제주니 Strongyloides 
spp. 분선충

Pox viruses 두창 바이러스 Shigella spp. 이질균 trichostrongylus 
spp. 모양선충

Respiratory synctial virus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Streptococcus pnue-
moniae 폐렴연쇄상구균 Balantidium coli 대장섬모충

Rotavirus 로타바이러스 Mycobacterium tubercu-
losis 결핵균

Simian hemorrhagic fever 
virus 원숭이출혈열바이러스 Bordetella brochiseptica 보데텔라	

브론키셉티카

Simian retrovirus D D형	
원숭이레트로바이러스 Haemophilus influenzae 인플루엔자균

Simian T-cell leukemia 원숭이	T세포 바이러스	

Simian virus 40 유인원바이러스	40

표 6. 긴꼬리원숭이과macaque에게서 감염 가능한 병원체

(Princeton University,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12)	 Huff	 JL,	 Barry	 PA.	 B-virus	 (Cercopithecine	 herpesvirus	 1)	 infection	 in	 humans	 and	 macaques:	
Potential	for	zoonotic	disease.	Emerg	Infect	Dis.	2003;9:246–50.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74 75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V. 문제점

2.	양서류·파충류

파충류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살모넬라균은 거북이의	 85퍼센트,	 뱀의	 92퍼센트가 보유하고	
있다.	살모넬라균이 사람에게 전염되면 설사,	두통,	발열,	복통 등을 일으킨다.	파충류 배설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파충류가 있던 자리를 만지거나,	파충류를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입에 손을	
대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아에로모나스,	 캄필로박터증,	 마이코박테륨증,	 접합진균증(Zygomycosis)	 등을	
양서파충류에게서 감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병원균이다.13)

미국질병관리본부(CDC)는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	당뇨병 또는	HIV	환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양서류·파충류를 애완용으로 기르지 말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다.14)

3.	스컹크,	라쿤,	페럿 등 광견병 숙주 동물

스컹크,	페럿은	△사육장 밖으로 이동시켜 접촉 체험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업체,	△사육장 내에	
관람객이 출입이 가능한 업체가 있었으며,	라쿤은	△사육장 밖으로 이동시켜 전시하는 업체와	△
구획된 울타리 높이가 낮아 상시 접촉이 가능한 상태로 전시하는 업체가 있었다.

스컹크는 대표적인 광견병 숙주동물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미국에서	
스컹크에게서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는	 1,365	 건으로 같은 해 미국 내 야생동물 광견병 발생	
사례의	24.8퍼센트를 차지했다.	라쿤은 광견병 외에도 라쿤 회충(raccoon	roundworm)	등의	
기생충 매개동물이다.15)

전시 동물의 질병상태나 예방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병 검사 여부나	
예방접종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조사대상 전체 중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부착한 업체는	
한 곳이었다.

사진 47. 스컹크, 라쿤, 페럿 등 광견병 숙주 동물

만지는 체험에 자주 사용되는 종인 스컹크는 
대표적인 광견병 숙주 동물이다.

13)	「Potential	Zoonoses/Hazards	Associated	Reptiles」,	Cornell	Center	for	Animal	Resources	and	
Education	at	Cornell	University	
https://ras.research.cornell.edu/care/documents/OHS/zoonosis_information_sheet_reptiles.pdf

14)	「Happy	Pet,	Happy	People」	Center	for	Disease	Control	https://www.cdc.gov/healthypets/
15)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	2017,	18-1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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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물 간의 질병 전파 위험

조사 결과 질병이 의심되거나 외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개체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상주 수의사	
없이 운영되는 체험동물원에서는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어도 관리직원이 발견하기 어렵거나,	
발견했다 하더라도 신속한 치료와 처치를 제공하기 어렵다.

반면 동물과 동물,	동물과 관람객 사이의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체험동물원은 질병이	
전파되기 쉬운 환경이다.	질병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이 있어도 격리시키지 않고 있었다.	특히	
여러 종의 동물을 합사하는 사육환경에 대해 강원대학교 야생동물학연구실의 황주선 수의학	
박사는 동물을 새로운 병원체에 노출시키고 전파를 촉진시키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관람객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여러 종의 동물을 연속적으로 만지는 행동,	먹이주기 체험 시	
동물에게 먹이던 당근을 다른 동물 사육장에 집어넣는 행동 등도 동물 간의 질병을 전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	안전사고의 위험

관람객이 관리인원의 감독 없이 다양한 종의 동물을 만지고 손으로 먹이를 주는 체험동물원에서는	
동물에게 물려 교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원숭이,	돼지,	페럿,	토끼 등 다양한 종의 동물에게	
관람객이 얼굴을 가까이 대거나 입을 맞추는 행동,	먹이를 사용해 약을 올리는 행동 등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행동 역시 물릴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돼지에게 먹이를	
주다가 손가락을 물려 소독약을 바르는 관람객을 목격하기도 했다.

동물의 침에는 많은 세균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물리는 교상을 입으면 혐기성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염증이 발생하기 쉽다.	상처 부위가 깊고 좁은 교상은 조직 깊숙이 세균이 침투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패혈증 등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린 관람객들이 관리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버미즈파이톤을 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가까이	
대는 행동을 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는데,	비단구렁이과Pythonidae는 독성이 없다고	
해도 사람을 감아서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애완용	
버미즈파이톤이	2살 된 아기를 감아서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16)	2013년 캐나다에서는	7세와	4
세 어린이가 아프리카비단구렁이에게 감겨 목숨을 잃었다.17)

3. 비교육적·반생태적 정보 전달

동물원은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으로 야생동물을 직접 보게 되는 장소다.	생태적 습성에 따른	
정상적인 행동을 발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을 관찰함으로써 동물 생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오히려 관람료를 지불한 대가로 야생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경험은 야생동물을 대상화하고 애완동물이나 장난감처럼 인식하게 하는 비교육적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처음 만나는 동물을 마음대로 만지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동물에게 접근하다가 사고를 당할 위험성도 있다.

16)	Fox	News	‘Child	Dies	After	Being	Strangled	by	Pet	Python	in	Florida’	2009.07.02.
17)	CNN	‘Snake	kills	two	boys	during	sleepover,	Canadian	police	say’	2013.08.07

사진 48. 비교육적·반생태적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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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9. 비교육적·반생태적 정보 전달

사진 50. 비교육적·반생태적 정보 전달

사진 51. 비교육적·반생태적 정보 전달

사진 48. 지하 실내에 전시되는 사자.
사진 49. 머리 위에 친칠라를 얹고 사진을 찍는 관람객.
사진 50. 개 목줄을 하고 관람객무릎에 앉혀 사진을 찍는 사막여우.
사진 51. 북극여우에게 개 간식을 급여하는 관람객.

체험동물원은 야생동물을 대상화하고 
생태적 습성을 왜곡해 비교육적, 
반생명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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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관련법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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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관련법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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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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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소규모 체험전시시설 중 종 수와 개체 수가 법에서 정한 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동물원에 해당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사육환경·관리 기준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수족관의 서식환경 조성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생태적 습성에 따른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선언적인 형식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식환경과 시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양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적절한 사육환경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은 전시동물이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에서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금지행위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금지행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

2.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동물전시시설에서 관람객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직접적인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제한된 공간과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육환경,	풍부화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점,	관람객과의 접촉에 장시간 노출되는	
점,	관람을 위해 인위적 행동을 강요받는 점,	먹이주기 체험 시 부적절한 양과 종류의 먹이 급여	
등이 동물전시시설에서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일반적인 원인이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은	
금지행위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안전관리

동물원수족관법은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 제8조에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했을 뿐,	동물체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질병 감염의 방지를 위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일부 종에 대해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18)	 일반 사육기준에서는 물과 음식 제공,	 적절한 환경 제공,	 동물	
건강관리,	행동관리,	교육·설명과 관람객 체험,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육사,	안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람객 체험에 대해서는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사육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을 각	
동물별 특성과 행동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성하여 관람객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18)	부록	<사육시설 설치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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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관련법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에서는	 1	 마리당 사육 면적 및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종 동물이	90종에 불과하며,	종 별로 사육면적 외에 제공하여야 할	
사육환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체험동물원에서 전시하는 동물 종의 상당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하지 않는 동물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포함되는 종이라고 해도 사육면적 기준이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하기에는	
협소할 뿐 아니라 야외 방사장과 실내 사육장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호랑이,	사자 등 대형 포유류	
동물이나 실내 전시에 부적합한 종을 실내에 전시해도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3.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은 제2조(정의)에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해,	동물전시시설에서 사육하는 동물은 대부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동물학대의 금지 등의 적용을 받는다.

동물 판매업 및 전시업에 대해 동물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즉,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영업을 하는 시설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체험시설에서 해당	 6종을 포함해 전시하면서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하거나 개,	고양이 등을 분양하면서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이	6종 외 다른 동물을 함께 전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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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해외규정
1. 허가제
2. 사육환경 관리에 관한 규정
3. 직접적인 접촉
4. 적절한 먹이 급여
5. 동물의 이동
6. 질병기록관리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88 89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VII. 해외규정

VII. 해외규정

1. 허가제

유럽연합,	 영국,	 미국,	 호주 등 동물원 관련법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물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제(면허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또는 동물원법에 제시되어 있는	
동물원 허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담당	
검사관이 시설 점검 후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당국에서 면허를 발급하고,	이후 정기적	
검사,	비정기적 검사,	특별 검사로 동물원이 현대동물원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결정한다.	
유럽연합의 동물원 지침에서는 새로 등록한 동물원이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고,	권한기관이 제시한 적절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 요구사항을	2년 안에 시행하지 않으면 동물원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유럽연합 법 이름:		COUNCIL	DIRECTIVE	1999/22/EC

조항이름:		Article	4	Licensing	and	inspection

등록제/허가제:		허가제

주무관청:		각 국의 관할당국
내용 원문

-모든 동물원은 이 법안이 시행된 후	4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함.	
새로운 동물원의 경우 정식으로 개장하기 전에 동물원 허가를 받
아야 함

-동물원 면허의 허가,	거절,	기간 연장 또는 면허를 개정하기 전에	
EU회원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동물원이 허가기준에 맞는 조건
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찰이 필요

-만약 동물원이 면허를 얻지 못했거나 이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동물원은:

(a)	권한기관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못함	

(b)	허가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권한기관이 제시한 적절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권한기관의 요구사항을	2년 안에 시행하지 않으면 동물원 허가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동물원은 문을 닫아야함

2.	Every	zoo	shall	have	a	licence	within	four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Directive	or,	in	the	case	of	new	zoos,	
before	they	are	open	to	the	public.
4.	Before	granting,	refusing,	extending	the	period	of,	or	
significantly	amending	a	licence,	an	inspection	by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e	carried	ou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licensing	conditions	or	
proposed	licensing	conditions	are	met.
5.	If	the	zoo	is	not	licensed	in	accordance	with	this	Direc-
tive	or	the	licensing	conditions	are	not	met,	the	zoo	or	part	
thereof:
(a)	shall	be	closed	to	the	public	by	the	competent	author-
ity;	and/or
(b)	shall	comply	with	appropriate	requirements	impo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ensure	that	the	licensing	
conditions	are	met.
Should	these	requirements	not	be	complied	with	within	
an	appropriate	period	to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but	not	exceeding	two	year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withdraw	or	modify	the	licence	and	close	
the	zoo	or	part	thereof.

미국 법 이름:		Animal	welfare	Act
조항이름:		
Title	7-	Agriculture	
2133.	Licensing	of	dealers	and	exhibitiors
2134.	Valid	license	for	dealers	and	exhibitors	required
§2146.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by	Secretary
(a)	Investigations	and	inspections
등록제/허가제:		허가제

주무관청:		USDA(미국농무부)
내용 원문

-장관은 관련 서류와 수수료를 지급한 동물 딜러와 전시업자에게	
관련 면허를 발급해야함.	딜러 또는 전시업자의 시설이	2143조항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에 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고,	그 이전에	
면허는 발행될 수 없음.		

-동물 딜러 또는 전시업자는 장관이 면허(발급이 유예되거나 취소
되지 않은)를 발급하기 전까지,	연구기관 또는 전시목적,	반려동물	
목적의 동물 판매,	판매 제안,	운송,	운송제안을 할 수 없음.	또한 동
물의 판매와 구입을 할 수 없음.

-장관은 전시업자,	딜러,	경매,	실험 시설 등에서 동물보호법과 조
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면 검사 또는 시찰을 명령할 수 있음.	시
찰 후 부족하거나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이를 기준에 충족시킬 때
까지 추가 시찰.

-The	Secretary	shall	issue	licenses	to	dealers	and	exhibi-
tors	upon	application	therefor	in	such	form	and	manner	as	
he	may	prescribe	and	upon	payment	of	such	fee	estab-
lished	pursuant	to	2153	of	this	title:	Provided,	That	no	such	
license	shall	be	issued	until	the	dealer	or	exhibitor	shall	
have	demonstrated	that	his	facilities	comply	with	the	stan-
dards	promulgated	by	the	Secretary	pursuant	to	section	
2143	of	this	title
-No	dealer	or	exhibitor	shall	sell	or	offer	to	sell	or	transport	
or	offer	for	transportation,	in	commerce,	to	any	research	
facility	or	for	exhibition	or	for	use	as	a	pet	any	animal,	or	
buy,	sell,	offer	to	buy	or	sell,	transport	or	offer	for	transpor-
tation,	in	commerce,	to	or	from	another	dealer	or	exhibitor	
under	this	chapter	any	animals,	unless	and	until	such	
dealer	or	exhibitor	shall	have	obtained	a	license	from	the	
Secretary	and	such	license	shall	not	have	been	suspended	
or	revoked.
-The	Secretary	shall	inspect	each	research	facility	at	
least	once	each	year	and,	in	the	case	of	deficiencies	or	
deviations	from	the	standards	promulgated	under	this	
chapter,	shall	conduct	such	follow-up	inspections	as	may	
be	necessary	until	all	deficiencies	or	deviations	from	such	
standards	are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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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해외규정

영국 법 이름:		Zoo	Licencing	Act

조항이름:		1.	Licences

등록제/허가제:		허가제

주무관청:		DEFRA(영국환경식품농무부)
내용 원문

-지방당국에서 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동물원은 운영될 수 없음.	

-면허는 검사자의 보고를 바탕으로 발급.

-면허는 발급 시	4년,	갱신 시	6년 유효.	

-동물원 검사는 정기검사,	특별검사,	비공식적 검사로 현대동물원
운영기준(SSSMZP)	수행여부를 검사함.	중앙정부(DEFRA)는 검사
자 목록 유지.

1.(1)	Subject	to	this	section	it	is	unlawful	to	operate	a	zoo	
to	which	this	Act	applies	except	under	the	authority	of	a	
licence	issued	under	this	Act	by	the	local	authority	for	the	
area	within	which	the	whole	or	the	major	part	of	the	zoo	is	
situated.
4.(1)	Before	granting	or	refusing	to	grant	a	licence	for	a	
Grant	or	zoo,	the	local	authority	shall-refusal	of	
(a)	consider	inspectors’	reports	made	in	pursuance	of	
in-licence.	spections	of	the	zoo	under	this	Act,	or	
(b)	if	no	inspection	of	the	zoo	has	been	made	under	this	
Act,	consult	such	persons	on	the	list	as	the	Secretary	of	
State	nominates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5,(1)	An	original	licence	granted	under	this	Act	shall	be	
conditions	granted	for	a	period	of	four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f	licence.	specified	in	the	licence	as	that	on	
which	it	is	granted	or	any	later	date	specified	in	the	licence	
as	that	on	which	the	licence	is	to	commence.	
(2)	A	fresh	licence	granted	under	this	Act	to	the	holder	
of	an	existing	licence	shall	be	granted	for	a	period	of	six	
years	beginning	with	the	end	of	the	period	of	the	existing	
licence.
10	(1)The	local	authority	shall	carry	out	periodical	in-
spec-inspections.	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of	
any	zoo	for	which	a	licence	granted	by	that	authority	is	in	
force.	
11.(1)	The	local	authority	may	at	any	time	carry	out	a	spe-
cial	inspection	of	a	zoo	for	which	a	licence	granted	by	them	
is	in	force	if	they	consider	it	appropriate	to	do	so	having	
regard	to-	(a)	any	periodical	report	on	the	zoo	made	to	
them	pursuant	to	section	10	;	or	(b)	any	representations	
made	to	them	on	behalf	of	a	properly	constituted	body	
concerned	with	any	aspect	of	the	management	of	zoos	or	
the	welfare	of	animals	;	or	(c)	any	report	on	the	zoo	made	
to	them	pursuant	to	an	inspection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12	;	or	(d)	any	other	circumstances	which	in	their	
opinion	call	for	investigation.
12.-(1)	Without	prejudice	to	sections	10	and	11,	the	local	
inspections.	authority	shall	make	such	arrangements	as	
they	think	fit	to	ensure	that	any	zoo	for	which	a	licence	
granted	by	that	authority	is	in	force	is	inspected	informal-
ly	by	an	inspector	once	in	any	calendar	year	in	which	no	
inspection	is	made	under	those	sections.

스위스 법 이름:		Animal	welfare	Act

조항이름:		Article	7	Repoting	and	licence	obligations

등록제/허가제:		허가제

주무관청:		Federal	Council(연방평의회)
내용 원문

-	연방 평의회는 특정 형태의 동물사육과 특정한 종의 동물을 보유
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 또는 면허에 대한 의무를 요구할 수	
있음.	

-	상업적 또는 개인적으로 특정한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하는 경우에 면허를 발급 필수.	

1	The	Federal	Council	may	make	certain	types	of	animal	
husbandry	and	the	keeping	of	certain	animal	species	sub-
ject	to	the	fulfilment	of	reporting	or	licence	obligations.	
3	A	licence	is	required	for	the	commercial	and	private	
keeping	of	wild	animals	that	pose	particular	challenges	in	
terms	of	husbandry	and	care.

호주 법 이름:		Exhibitied	Animals	Protection	Act
뉴사우스웨일즈주 조항이름:		

Part	3	Licences,	approvals	and	permits
Division	1	Licensing	of	animal	display	establishments
12	Licence	required	for	animal	display	establishment
등록제/허가제:		허가제

주무관청:		DPI	(농림부)
내용 원문

-동물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정부의 면허 없이 운
영된다면,	각 시설의 소유자는	20유닛 이하,	또는(그리고)	6개월 이
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음.

(1)		Each	occupier	of	premises	used	as	an	animal	display	
establishment	of	a	prescribed	class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penalty	not	exceeding	20	penalty	units	or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6	months,	or	to	both,	if	
the	use	of	the	premises	as	an	animal	display	establishment	
of	that	class	is	not	authorised	by	a	licence.

뉴질랜드 법 이름:		Containment	Facilities	For	Zoo	Animals	Standard	Biosecurity	Act
조항이름:		
4.1	Approval	of	a	Zoo	and	an	Operator
39	Restricted	matter	regulation
등록제/허가제:		허가제

주무관청:		MAF(농업삼림부)
내용 원문

-	동물원은 생물안전법	39항에 따라 승인을 필수.	동물원은 승인 받
은 운영자가 있어야 하고 이 기준에 따라 건축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동물원은 자원관리법,	건축법,	동물복지법 등 관련법에 적합한	
기준을 따라야 함.)	승인받은 운영자가 없으면 동물원 허가 불가능.

A	zoo	(being	a	containment	facility)	shall	be	approv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9	of	the	Biosecurity	Act,	1993.		
Each	zoo	shall	have	an	approved	operator	and	be	con-
struct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is	Standard.		
[It	is	expected	that	the	zoo	will	comply	with	the	require-
ments	of	the	Resource	Management	Act	1991,	Building	Act	
1991,	Animal	Welfare	Act	1999,	the	codes	of	welfare,	and	
any	other	relevant	legislation.]
A	zoo	shall	not	be	approved	unless	there	is	an	approved	
operator.

표 7. 해외규정 –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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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해외규정

2. 사육환경 · 관리에 관한 규정

해외에서는 생물 종에 따라 제공해야 할 사육환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또는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인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에는 온혈동물에 대한 종 별 최소 사육기준,	
치료,	운송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유럽연합의 동물원지침 모범사례(EU	Zoo	Directive	Good	Practices	Document)에 의하면	
동물원의 사육 환경은 종 별 사육환경 풍부화를 제공함으로써 각 종의 보존과 생물학적 요구	
사항을 만족 시켜야 한다.	또한 수의사의 치료와 예방적 관리,	영양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높은	
수준의 동물 사양관리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현대동물원운영지침(Secretary	 of	 State’s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동물원의 모든 동물에게 동물복지	5대 원칙(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부터의 자유)이 적용된다.	동물 종과 나이,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온도,	
빛,	환기,	소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록	8(Appendix	8)에서는 무척추동물,	파충류,	양서류,	
맹독성동물,	펭귄,	해양조류,	물새,	맹금류,	코끼리 등을 사육할 때 지켜야 하는 항목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동물과 동물,	 사육장,	 관람객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배리어를 설치하여	
동물과 사람의 질병 감염이나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 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전시동물복지법(Exhibited	Animals	Protection	Act)에서는 동물의	
사육장,	펜스,	운동시설 등의 사육시설,	사육하는 동물의 위생,	영양,	기본적 사양관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코알라,	큰돌고래,	파충류,	유대목,	육식동물 등 특정동물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동물이 케이지에 갇혀 있거나 다른 동물이나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사육환경에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 사육환경을 개선 또는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전시동물복지법 규칙(Animal	Welfare(Zoos)	Code	of	Welfare)에 따르면 동물의	
종,	나이,	성별,	성장상태 등에 따라 물과 먹이를 제공해야 하고,	종 습성에 따라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시동물 사육시설기준(Containment	Facilities	For	Zoo	Animals)에는	
종의 신체능력(기어오르기,	땅파기,	점프 등)과 자연 상태에서의 행동,	위험성 등을 고려한 종 별	
사육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에 따른 동물복지조례(Animal	Welfare	Ordinance)
에서는 일반적인 동물의 최소사육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부속서	2(Appendix	2)에서는	
야생동물 사육 시 동물 종 별로 개체 수에 따른 실내외 사육장의 최소 면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면적기준과 별개로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특별요건(Special	requirement)을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다.

포유류 동물에 대한 특별요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그 외에 밍크,	카피바라,	곰(말레이곰 제외)	등 포유류 중에서도 물웅덩이(pool)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동물 종을 따로 명시하고 있다.

1.	 굴을 팔 수 있는 기회 제공
2.	 수직구조물	-	종의 종류에 따라 나뭇가지나 바위.	나뭇가지의 두께는	

동물이 어느만큼 쥘 수 있는냐에 따라 제공	
3.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종에 따라 바닥이나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동물들이 가끔 함께 자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공간은 각 각의 동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4.	 종에 따라 개별적,	2마리,	또는 무리 사육을 하는지에 따라 사육장이	
나누어 질 수 있다.	새로운 동물을 위해 추가적인 사육장이 필요하다.

5.	 땅에 주로 사는	(보다)큰 동물(갈색나무타기 캥거루 등)에게 필요한 야외	
방사장 제공

6.	 가림막과 도망가거나 숨을 수 있는 기회제공
7.	 파티션 벽으로 이루어진 사육장
8.	 겨울 환경에 내한성이 있는 동물:	모든 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연	

또는 인공의 은신처가 필요하다.	(성체 동물 마리당 최소	1m²	제공)
9.	 겨울 환경에 내한성이 없는 동물:	자연 또는 인공의 은신처를 실내	

사육장에 제공
10.	 천장 또는 사육장 상부의	1/3	공간에 사육환경 조성.	동굴에 사는 동물의	

경우 공개된 잠자는 공간 앞에 조성.	
11.	 사육장 내 여러 곳에 먹이를 주고,	동물이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곳에도	

먹이를 놓아준다.
12.	 파티션과 벽 선택
13.	 바바리 원숭이,	티벳 원숭이,	붉은얼굴원숭이,	또는 겔라다 원숭이에게	

실내 사육장은 적합하지 않다.	보온과 보호가 되는 오두막이면 충분하다.	
이는 여름동안 자유방사로 사육되는 다른 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4.	 개별 또는 무리 사육되는 동물들을 위한 분리가능한 잠자는 공간 제공
15.	 동물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물체 제공-	예,	그네타기를 할 수	

있는 밧줄,	짚,	플라스틱 드럼 과 여러 다른 장소에 음식을 숨겨놓을	
것.	유인원은 손이나 발을 이용해 더듬어 볼 수 있는 환경적 자극이	
추가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16.	 종에 따라 높은 곳에 위치한 누울 수 있는 장소(예,	작은개미핥기,	큰	
다람쥐,	고양이)	또는 망 볼 수 있는 장소(예,	수달,	몽구스 등)	제공

17.	 굴을 파거나 급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제공
18.	 실내 또는 실외 사육장.	만약 실외 사육장이 겨울에		내한성이 없는 동물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난방이 가능한 실내 사육장이 추가되어야 한다.
19.	 목욕 기회.	최소 지름이 정해진 연못이 필수라면 표3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20.	 동물의 치아 관리와 행동풍부화 위해 정기적으로 신선한 나뭇가지 제공
21.	 실외 사육장에 난방기구 설치(라디에이터)
22.	 동물마다 개별 상자제공;	상자 바닥 면적:	작은 포식자	-	0.5~	1m²,	

울버린,	링스,	서벌,	중간 사이즈 고양이과 도물,	푸마,	설표	-	1.5m²,	
큰 고양이과,	치타	-	2.5m²,	말라이 곰,	하이에나,	땅 늑대	-	4m²,	큰 곰,	
자이언트 판다	-	6m

23.	 자연 그대로 전시되는 경우 면적:	작은 캥거루	-	50m²,	곰	–	1000m²≥
24.	 겨울에 내한성이 있는 동물이 아닌 경우 실내 공간 제공.	그렇지 않으면,	

21)에 따라 모든 성체 동물에게 격리된 잠자는 공간(박스)	제공
25.	 코끼리와 아시아 코뿔소는 일년 내내 목욕 또는 샤워가 가능해야한다.	

테이퍼,	하마,	그리고 난쟁이 하마에게 실내/실외 연못을 제공해야한다.	
실외 연못의 사이즈는 표	3이 적용된다.

26.	 몸을 긁을 수 있는 기회;	나무 줄기 또는 바위,	피부 관리를 위한 모래 목욕	
또는 진흙목욕 제공

27.	 개별 상자.	사교적인 종에게는 개별 상자 사이에 시각적 교환이	
가능해야한다.	겨울에 내항성이 없는 동물에게 난방 제공.

28.	 종에 따라 수컷을 위한 분리시설 또는 암컷과 어린 개체를 위한 도망갈 수	
있는 경로 제공

29.	 실외 사육장에 잔디,	바크,	나무 조각과 같은 부드러운 바닥 제공.
30.	 뒹굴기.	돼지들을 위한 뒤지거나 뒹구는 기회 제공
31.	 사슴의 뿔을 긁을 수 있는 나무 또는 나뭇가지
32.	 부분적으로 단단한 시설에 적용된다.	자연 바닥재만 존재하는 시설의	

경우 부피의 세배 추가,	사육장은 구획이 가능해야 한다.
33.	 사향 소의 행동풍부화를 위한 나무 제공
34.	 추가로 베란다나 내부에	80m2	방사장 제공
35.	 일부일처제 한 쌍과 순한 어린 개체들
36.	 쉘터나 스톨:	개별 상자에 넣을 경우 세 배	
37.	 실외 사육장이 가능하다면,	실내 사육장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38.	 무리 사육되는 소들은 안전,	트레이닝,	발굽관리,	또는 의학적 치료의	

이유로 짧은 기간 동안 줄에 멜 수 있다.
39.	 물로 접근하기 위한 젖은 부분은 부드럽고 탄력있는 바닥이 제공되어야	

한다.
40.	 적절한 깔짚
41.	 굴파기를 위한 적절한 깔짚 제공:	햄스터	-	깊이	15cm,	저빌	-	깊이	25cm,	

데구	-	30cm
42.	 동물들이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곳에 후퇴의 기회 제공.	친칠라는 후퇴시	

이용할 수 있는 수직구조물 제공.
43.	 둥지를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재료 제공.
44.	 각 각 다른 높이의 앉을 수 있는 구조물 제공
45.	 나무나 신선한 나뭇가지 같은 씹을 수 있는 물체 제공
46.	 모래 목욕
47.	 최소	2마리의 동물 함께 사육되어야 한다.
48.	 사교적인 종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한 마리씩 사육될 수 있다.
49.	 야외 사육장은 흙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파는 것이 가능하다.
50.	 건기에 동면을 하거나 잠을 자는 종은 기후와 관련된 적절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51.	 사육시설의 펜스나 벽은 철망을 이용하여 만들어서는 안된다.
52.	 사육장의 바닥은 발 관리에 적절한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고양이과의	

발톱갈이를 위한 시설이 추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53.	 먹이는 동물이 먹기 위해 운동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져야한다.
54.	 건초나 짚과 같은 거친 먹이 또는 비타민C	가 함유되어 있는 먹이 제공.

*occupation 은 행동풍부화로 해석

표 8. 해외규정 – 스위스 포유류 사육 특별요건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Keeping of Wild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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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적인 접촉

해외의 전시동물 관련법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접촉을 지양하며,	만약 접촉이 있을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관람객이 동물을 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경험이 많은 사육사가 항상 상주하여 관람객과 동물의 통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동물원지침 모범사례(EU	Zoo	Directive	Good	Practices	Document)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의 접촉이 있는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물원에서 동물의 생태 설명이나 접촉 프로그램이 있을 시	
내부규정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다.	또한,	이 책의 부록	2(Annexes	to	Chapter	
2)에서는 사람-동물의 접촉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 체험과 전시의 전,	중,	후의 동물의 복지,	정상적인 행동,	신체적 온전함,	적절한 제어와 신체적	
제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동물과 사람의 접촉이 있을 경우,	 동물과 사람의 건강,	 복지,	 안전에 관한 위험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또한 동물의 설명,	 사람-동물의 접촉에 관한 내부적 규칙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연합 동물원지침 모범사례(EU Zoo Directive Good Practices Document, 2.4.4.4 Presentations, 
exhibitions and public-animal contact)>

	- 동물과 접촉 시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온전함integrity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숙련된 사육사 또는 적절한 관리 직원에 의해 선정된 동물 또는 표본만을 접촉에 이용해야	

한다.
	- 순하고,	훈련에 적절하고,	사람을 공격한 이력이 없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접촉에 이용되는 동물이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 체험 동물 교체,	쉬는 시간 등을 계획하여 동물이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동물체험은 관리 감독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접촉 시간을 포함한 특정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안전한 체험을 위해 기관은 필요한 위생 절차를 따라야 한다(손 씻는 곳,	발 닦는 곳 설치 등).
	- 체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행동과 건강에 관한 모니터링과 기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체험에 이용되는 간식은 각 종의 일일 허용치에 한해야 한다.

<유럽연합 동물원지침 모범사례 (Zoo Directive Good Practices Document, Annexes chapter 2, 3.8.2 
How can quality of public-animal interactions be promoted?)>

영국	‘현대동물원운영지침’에서는 동물과 관람객의 직접적 접촉은 공공에는 위험을,	동물에게는	
스트레스와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물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공간에	
관리인원이 있어야 하고,	접촉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물을 접촉할 수 있는	
공간에는 반드시 적절한 수의 직원이 항상 상주하여 관람객이 과도하게 동물을 만지는 행동으로	
인해 동물의 복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만약 어린이가 동물과 접촉하거나 먹이를	
줄 수 있는 경우,	동물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고,	동물을 만진 후 손을 입에 넣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동물과 접촉이 가능한 공간에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이 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안내문이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동물과 사람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서는 체험이 이루어지기 전/후에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통제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동물원은 사람과 동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가까운 곳에 반드시 손을 씻는 시설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 시설에 눈에 잘 띄는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

	- 감독관은 관람객(어린이)이 동물과의 접촉 후 손을 씻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함께 온	
부모와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손을 씻을 것은 상기시켜주어야 하는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

	- 접촉이 가능한 모든 장소에 적절한 감독관이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반드시 동물의 종류,	위험	
정도에 적절해야 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항상 동물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수의 직원이 상주하여 사람이 동물을 과도하게	
만지지 않도록 하여 동물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 만약 어린이가 동물과 접촉하거나 먹이를 주는 경우,	 동물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고,	
동물을 만진 후 손을 입에 넣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

	- 사람들이 사람-동물이 접촉하는 공간에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이 물 수 있음을 경고하는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

<영국 현대동물원운영지침(Secretary of State’s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 Appendix 6 
Animal contac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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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호주 전시동물복지지침(Australian	 Animal	 Welfare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Exhibited	Animals)에서는 동물원 운영자는 경험 있는 사육사가 사람-
동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조하고 감독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동물원	
운영자는 각 체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동물의 위험성 평가를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이 동물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단계별 사항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동물전염병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검사

	-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건강과 나이 제한

	-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수 제한

	-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과 동물에 비례하는 적절한 수의 사육사 투입

	-	능숙한 사육사의 참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질병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수의사나 경력이 많은 사육사의 평가에	
의해 체험 프로그램에 다시 이용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을 때까지 프로그램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동물과 접촉을 하는 프로그램 진행 시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동물이 하루에 얼마나 체험에 이용되는지에 대한	
기록과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호주 전시동물복지지침(Australian Animal Welfare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Exhibited 
Animals, Chapter 10 Interactive programs)>

	- 동물원 운영자는 반드시 체험 프로그램이 동물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노트:	체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동물 복지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동물 전염병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검사
•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건강과 나이 제한
•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수 제한
•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과 동물에 비례하는 적절한 수의 사육사 투입
•	 능숙한 사육사의 참여

	- 스트레스나 질병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수의사나 경력이 많은 사육사의 평가에 의해 체험	
프로그램에 다시 이용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을 때까지 프로그램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동물원 운영자는 체험에 이용되는 동물이 프로그램으로 이용되기 전에 경험이 많은 사육사에	
의해 아래와 같은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보장해야 한다.

•	 특정 체험프로그램에 적절한 컨디션인가
•	 체험 프로그램에 이용되기 적절한 성격인가

	- 동물원 운영자는 동물과 접촉이 있는 관람객을 위해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동물과 접촉을 하는 프로그램 진행 시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 체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동물이 하루에 얼마나 체험에 이용되는지에 대한 기록과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동물원 운영자는 반드시 체험프로그램이 사람이 동물에게 감사하고 존중하는 생각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동물원의 운영자는 경험 있는 사육사가 책임을 지고 사람-동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조하고 감독 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동물원 운영자는 각 체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동물의 위험성 평가를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체험 프로그램이 동물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동물복지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단계별 사항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노트:	체험프로그램을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내용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일반적 내용 설명
•	 체험활동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위험성 완화
•	 동물이 체험에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	성격,	그리고 다른 특징들
•	 동물의 스트레스를 모니터하기 위한 사인과 특징
•	 체험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직원의 수와 자격
•	 체험 프로그램 시간표와 이용되는 동물의 교대 스케줄
•	 체험하는 사람에 대한 요구사항
•	 철수 한계점(사람과 동물)

뉴질랜드의	 ‘전시동물복지법 규칙’에서는 동물과 관람객의 직접적 접촉시간은 반드시 제한된	
시간동안 이루어져야 하고 동물의 복지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물에게	
고통이 유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물과 관람객의 접촉 시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고 동물의 복지 유지,	 동물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 되어서는 안 된다.

	- 기본적으로 관람객의 안전과 동물원의 보안을 위해 관람객과 동물의 직접적 접촉은 금지된다.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배리어와 안내문이 이용되어야 한다.	

	- 만약 사육장으로 접근이 가능할 경우 숙련된 동물 사육자의 감독 없이 사람-동물의 접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육사는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각 동물을 주목해야 한다.

<뉴질랜드 전시동물복지법 규칙(Animal Welfare(Zoos) Code of Welfare,6. Normal behaviour an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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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해외규정

4. 적절한 먹이 급여

유럽연합	 ‘동물원지침 모범사례’에서는 일반적으로 방문객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먹이주기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먹이는 일일	
급여량의 일부분이 제공되어야 하며 소화할 수 없는 부적절한 먹이 또는 과도한 양의 먹이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먹이주기 동물이 먹이를 구걸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영국	‘현대동물원운영지침’에 의하면 통제되지 않는 방법으로 관람객이 먹이를 주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관람객의 먹이주기가 통제 가능할 경우,	동물원 운영자에게 판매,	제공,	허가되어 선별된	
기준으로 마련된 먹이만 제공되어야 한다.	하루에 제공되는 양을 관리하여 과도한 먹이급여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전시동물 일반기준(General	Standards	for	Exhibiting	Animals	in	
New	South	Wales)에서는 동물원에서 제공하는 먹이만 동물에게 급여할 수 있다.	관람객이 이	
외의 먹이를 동물에게 주는 것은 금지된다.

뉴질랜드의	 ‘전시동물복지법 규칙’에서는 방문객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기 적절한 장소에서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가 제공되어야 하고 동물이 과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9. 해외규정 – 적절한 먹이급여

국가 법이름 조항이름 내용 원문

유럽연합 Zoo Directive Good 
Practices

2.4.4.3.3 Feeding by 
the public

일반적으로 관람객의 먹이주기는 권장되지	
않음.	먹이주기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	
아래 진행 필수.	먹이는 일일 급여량의	
일부분이 제공되어야 하며 소화할 수 없는	
부적절한 먹이 또는 과도한 양의 먹이가	
제공되어서는 안 됨.	동물이 먹이를 구걸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적이고	
신중한 관리 필요.		

2.4.4.3.3 Feeding by the public Feeding 
of animals by the public is generally 
discouraged. In cases where it is allowed, 
it may be done under the supervision 
of responsible staff and in a way that 
diets remain balanced and within the 
daily allocated ration, so animals do not 
ingest inappropriate items and are not 
over-fed. Feeding by the public may also 
be randomized and carefully managed 
to prevent animals developing abnormal 
begging behaviour. 

영국 Secretary of State’s 
Starndards of Modern 
Zoo Practice

Section 1. Provision 
of food and water

통제되지 않는 방법으로 관람객이 먹이를 주는	
것은 금지.	관람객의 먹이주기가 통제 가능할	
경우,	동물원 운영자에게 판매,	제공,	허가되어	
선별된 기준으로 마련된 먹이만 제공.	하루에	
제공되는 양을 관리하여 과도한 먹이급여가	
되지 않도록 주의.

1.10 Uncontrolled feeding of animals by 
visitors must not be permitted. Where 
controlled feeding occurs, it should be 
on a selective basis only, with suitable 
food sold, provided or approved by the 
operator. The quantity supplied per day 
must be managed to avoid overfeeding.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General Standards for 
Exhibiting Animals in 
New South Wales

Clause 41 Food 
Presentation

동물원 운영자에게 공급된 먹이만이 동물에게	
급여 가능.	관람객의 먹이 주기는 권장되지	
않음.	

5. Only food supplied by the exhibitor 
may be fed to animals and visitors must 
be discouraged from feeding any food 
to animals except food supplied by the 
exhibitor.

뉴질랜드 Containtment 
facilities for Zoo 
aniamlstandards

4. Food and Water 관람객의 먹이주기 가능할 경우,	적절한	
먹이가 사용되어야 하고,	먹이주기는 동물에게	
과식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필수.	

Where feeding of animals by visitors is 
appropriate, only suitable food should 
be used and such feeding should be 
managed in such a way that over-feeding 
is avoided.

5. 동물의 이동

해외에서는 대부분 동물원에서 동물을 다른 동물원이나 장소로 옮길 시에 관할 당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국	‘현대동물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잉여동물을 다른 시설로 옮기게 될 때는 그 시설이 동물복지	
5대 원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개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전시동물보호 시행규칙(Exhibited	Animal	Protection	Regulation)
에서는 동물원의 동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 이전에 정부에 이동의 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동물을 이동시킬 수	
없다.

뉴질랜드의	‘전시동물 사육시설기준’에서도 동물원 내의 동물을 외부로 이동 시킬 때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검사관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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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 이름:		Secretary	of	State’s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
조항:		
Appendix	4	-	Animal	transport,	acquisition	and	disposal
Disposal	of	live	animals

내용 원문
4.5	동물원 운영자는 잉여동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적절한 시
설과 자원,	동물복지	5대 원칙을 따르는 전문가가 있는 곳인지 보
장 필수.	

4.6	만약 동물원에서 사육된 동물이 일반인에게 판매된다면 반려동
물법에 의해 지역당국에서 반드시 면허 발급 필요.

4.5	Surplus	stock	is	any	individual	that	a	collection	no	
longer	wishes	to	house,	for	any	reason.	When	disposing	of	
such	stock	operators	should	ensure	that	it	is	only	passed	
to	persons	with	the	appropriate	facilities,	resources	and	
expertise	conforming	with	the	Five	Principles.	Precautions	
should	also	be	taken	to	ensure	that	recipients	are	likely	to	
safeguard	the	animal’s	welfare	in	any	subsequent	transac-
tions.

4.6	If	animals	bred	in	zoos	are	sold	as	pets	to	the	general	
public,	a	licence	may	be	required	from	the	local	authority	
under	the	Pet	Animals	Act	1951.

호주 법 이름:		Exhibited	animals	Protection	Regulation
뉴사우스웨일즈주 조항:		

Part	4	Offences
32	Removal	of	exhibited	animal

내용 원문
(1)	동물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장관의 서면 협조문 없이 동물
원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된 동물을 보유하거나 동물 보유를 허가
할 수 없음.	

(2)	동물원은 동물을 내보내기 위한 적절한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
하지 않는 한 허가된 구역으로터 동물을 내보낼 수 없음.
(a)	동물을 이동시키기 최소	7일 이전에 신청서 제출
(b)	장관은 동물을 내보내는 것에 대한 서면 협조문 발급.

(3)	하위조항	(1)과	(2)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비적용.
(a)	동물원 지정 수의사에게 데려가거나 데려올 때
(b)	치료 또는 관찰을 위해 동물원 지정 수의사가 동물을 데리고 있
을 때	
(c)	동물의 합법적 이동과 획득을 위한 이송	

(4)	이 조항에서 적절한 지원서란 동물에 관한 아래의 내용을 서술
하는 서면지원서 의미.	
(a)	동물의 종류
(b)	동물이 이송될 목적지
(c)		이송 방법
(d)	광고와 같은 목적의 일시적 이동	-	동물 주변의 사람의 안전 준
비	
(e)		일시적 이동	-	동물이 이용될 방법과 시간
(f)	동물이 이동되는 동안,	일시적 이동에 책임이 있는 직원의 수
와 자격

(1)	The	holder	of	a	licence	for	an	animal	display	estab-
lishment	must	not,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Director-General,	keep	an	exhibited	animal,	or	permit	such	
an	animal	to	be	kept,	outside	the	animal	display	establish-
ment	in	which	it	is	ordinarily	exhibited.	Maximum	penalty:	
5	penalty	units.	

(2)	The	holder	of	an	authority	must	not	remove	an	animal	
from	the	authorised	premises	unless	an	appropriate	
application	for	the	consent	of	the	Director-General	to	the	
removal	of	the	animal	was	made:	
(a)	at	least	7	days	before	the	proposed	removal,	or	
(b)	by	agreement	with	the	Director-General,	at	a	later	
time,	and	the	Director-General	has	given	his	or	her	written	
consent	to	the	removal	of	the	animal.	Maximum	penalty:	
10	penalty	units.	

(3)	Subclauses	(1)	and	(2)	do	not	apply	in	relation	to	an	
animal	if:	
(a)	it	is	being	taken	to,	or	returned	from,	the	premises	of	a	
registered	veterinarian,	or	
(b)	it	is	being	kept	on	the	premises	of	a	registered	veteri-
narian	for	treatment	or	observation,	or	
(c)	it	is	being	transported	to	give	effect	to	its	lawful	disposi-
tion	or	acquisition.	

(4)	In	this	clause:	appropriate	application	means	a	written	
application	stating,	in	relation	to	the	animal	to	which	it	
relates:	
(a)	the	kind	of	animal,	and	
(b)	its	destination,	and	
(c)	the	method	of	transporting	it,	and	
(d)	in	the	case	of	a	temporary	removal	(such	as	for	adver-
tising)—the	arrangements	for	the	safety	of	the	public	in	its	
vicinity,	and	
(e)	in	the	case	of	a	temporary	removal—the	way	in	which	
the	animal	will	be	used	and	the	duration	of	that	use,	and	
(f)	the	number	and	qualifications	of	the	staff	responsible	
for	the	animal	while	it	is	being	transported	and,	in	the	case	
of	a	temporary	removal,	during	its	absence.

뉴질랜드 법 이름:		Containmnet	facilities	for	zoo	animals	standards

조항:		6.3	Movement	of	zoo	animals
내용 원문

정부의 허가 없이 동물원에 동물을 들이거나 내보내는것은 금지.	동
물원 운영자는 처음에 감독관을 통해 지원서를 보내야 하고,	허가된	
이동은 조건을 명시 필요.

No	zoo	animal	may	be	introduced	or	removed	from	the	
zoo	except	with	approval	from	the	national	manager.		The	
operator	shall	direct	any	applications	initially	through	the	
supervisor.		The	authorised	movement	shall	specify	the	
conditions.

조항:		6.3.1	Temporary	transfor
내용 원문

-정당한 목적으로(수의학적 처치,	교육,	영화 또는 전시)	동물원 밖
으로 동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허가가 필요.	

-동물원 운영자는 동물 이동의 목적 운송과 일시적으로 동물을 둘	
사육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한 제안서를 반드시 제출.	만약 운송
도중 동물이 도망쳤을 경우의 비상대책 계획 또한 반드시 명시.

-긴급한 수의학적 처치를 위한 동물의 이동은 허가 없이 가능하나,	
가능한 빨리 감독관에게 반드시 보고 필요

-Approval	may	be	given	for	the	temporary	transfer	of	
animals	outside	the	zoo	for	any	legitimate	purpose	(vet-
erinary	treatment,	educational,	filming	or	exhibition)	but	
the	national	manager	must	be	satisfied	that	provisions	for	
containment	are	addressed.	

-The	operator	shall	submit	a	proposal,	which	describes	the	
purpose	of	the	transfer,	provides	details	of	the	contain-
ment	provision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and	the	
temporary	holding	enclosure.		Contingency	plans	shall	
address	actions	to	be	taken	for	any	incidents	during	the	
transport	or	if	there	is	an	escape.	

-Transfers	for	the	purposes	of	emergency	veterinary	
treatment	are	permitted	without	prior	approval	of	the	
supervisor,	but	the	supervisor	must	be	notified	as	soon	as	
is	practicable.

조항:		6.3.2	Transfer	to	another	zoo
내용 원문

-새로운 동물원으로 옮겨지는 동물의 모든 관련 기록의 복사본은	
동물과 함께		이관 필수.

-이동되는 동물은 두 동물원의 등록에 언급 되어야 함.

-Copies	of	all	records	relevant	to	those	animals	must	ac-
company	zoo	animals	moving	to	new	locations.	

-The	transfer	of	these	animals	shall	be	noted	in	the	regis-
ters	of	both	facilities.

표 10. 해외규정 - 동물의 이동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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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해외규정

6. 질병기록관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동물원 내에서의 수의사의 처치,	치료,	예방적 접종 등	
동물의 상태에 따른 처치에 대한 기록을 문서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는	
동물원 검사관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가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현대동물원운영지침’에 따르면 동물원의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동물을 검사해야하고,	
혈액 또는 다른 샘플 채취로 동물의 건강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또한 모든 통합기록물을 컴퓨터에	
기록,	저장하여 예방적 약물의 사용,	치료적 약물의 사용,	동물의 외과적 수술,	동물이 폐사하기	
전 병원체 검사 등 검사관이 필요시 자료를 보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전시동물 일반기준’에서는 동물의 건강상태는 매일 점검되어야 하며	
점검하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아프거나,	 부상당한 동물이 있을 시 동물원에 적절한	
보고를 해야 한다.	특히 영양부족,	탈모,	지속적 설사,	상처,	골절,	부상 등으로 고통받는 동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의사의 정기적 시찰,	동물의 치료,	예방적	
접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을 명시한다.	또한 부상당한 개체를 격리 사육할 것,	검사관의	
리뷰를 위해 수의사의 검사와 치료 기록을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전시동물복지법 규칙’에 따르면 동물원은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행동학적,	병리학적	
기록,	폐사율,	사양관리의 정기적 점검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문제가 있을 시 예방적	
의료 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물 종에 따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건강 관리 프로그램,	부상,	기생충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문서로 기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법 이름:		Secretary	of	State’s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

조항:		Section	3	–	Provision	of	animal	health	care	/	Veterinary	care

내용 원문

3.9	수의사는 다음 일들에 대하여 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입
a)	동물의 정기적 검사
b)	아픈 모든 동물에 대한 지시 또는 치료
c)	백신,	구충제 또는 다른 예방적 목적의 약물
d)	혈액 채취 또는 실험실에서의 검사를 위한 다른 샘플 채취를 통
한 동물의 건강 모니터링
e)	안전하고 적절한 채취,	준비,	진단과 다른 샘플의 발송(만약 수의
사 이외의 다른 인물이 이러한 일을 수행할 때에는 적합하게 훈련
된 다른 동물원직원(실험 테크니션 또는 수의 간호사)을 지정.
f)	동물원 직원의 건강과 위생관련 교육
g)	필요 시 동물의 사후검사의 확정
h)	법 또는 동물원 수의사 일의 일부분으로서의 검역 구역의 관리감
독 또는 관련 업무
i)	먹이의 영양과 식단의 구성
j)	사육공간 디자인		계획
k)	위험한 약물의 우발적인 사용에 대한 서면 문서 작성

3.11	통합적인 기록은 가능한 컴퓨터에 반드시 보관 필수.	그리고	
검사관이 아래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
a)	예방적 약물
b)	치료적 약물과 수술
c)	동물이 폐사하기 전 검사를 통한 병원체의 발견
d)	사후 검사와 테스트에서 발견된 결과

3.9	The	veterinary	surgeon	should	be	responsible	for,	or	
actively	involved	in,	the	following:
a)	routine	inspections	of	the	collection;
b)	directing	or	carrying	out	treatment	of	all	sick	animals;
c)	administration	of	vaccines,	worming	and	other	aspects	
of	preventive	medicine;
d)	health	monitoring	of	animals	including	submission	of	
blood	and	other	samples	for	laboratory	examination;
e)	safe	and	proper	collection,	preparation	and	dispatch	of	
diagnostic	and	other	samples.	(Where	these	tasks	are	to	be	
carried	out	by	someone	other	than	the	veterinary	surgeon,	
a	suitably	qualified	or	appropriately	trained	member	of	
zoo	staff	should	be	nominated	to	carry	out	the	task	e.g.	a	
laboratory	technician	or	veterinary	nurse);
f)	training	of	zoo	personnel	in	health	and	hygiene;
g)	ensuring	that	post-mortem	examinations	of	animals	are	
carried	out	where	necessary;
h)	supervision	of	quarantine	premises	and	other	such	tasks	
required	by	law	or	as	part	of	good	zoo	veterinary	practice;
i)	the	nutrition	and	the	design	of	diets;
j)	planning	and	exhibit	design;
k)	the	establishment	of	written	procedures	to	be	followed	
in	the	event	of	the	accidental	use	of	dangerous	drugs.
3.11	Comprehensive	records	must	be	kept	–	where	pos-
sible	on	computer	–	and	be	made	available	to	inspectors	
covering	the	following:
a)	preventive	medicine;
b)	clinical	medicine	and	surgery;
c)	pathological	findings	from	ante-mortem	testing;	and
d)	results	of	post-mortem	examination	and	testing

호주 법 이름:		General	Standards	for	Exhibiting	Animals	in	New	South	Wales
뉴사우스웨일즈주 조항:	

Part	10	–	Health
Clause	46	Daily	health	checks

내용 원문
46조 일일건강체크
1.아래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필수
a)	매일 각 동물의 건강 상태 체크
b)	동물의 건강을 체크하는 사람은 동물원 운영자에게 아프거나 부
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견되는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고
note	동물학대 방지법에 의해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
는 자는 처벌

2.	특히 아래 증상으로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보고는 반드시 이루
어져함.
a)	명백한 영양부족 또는 허약함
b)	지속적인 설사
c)	비정상적인 콧물
d)	상처
e)	골절 및 다른 신체적 부상	

3.	만약 하위조항	1에 의하여 보고서에 언급된 동물이나 건강이 좋
지 못한 상태로 발견된 동물이 있을 때에는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반드시 적절한 처치 및 치료..	
note	이는 일상적으로 수의사와의 상담이 필요

4.	동물 사육장은 반드시 하위조항	3에 부합하도록 유지.

Clause	46	Daily	health	checks		
1.	Arrangements	must	be	made:	
a)	for	the	health	of	each	animal	to	be	checked	each	day;	
and
b)	for	the	person	checking	the	health	of	the	animals	to	
provide	the	exhibitor	of	the	animals	with	an	appropriate	
report	on	any	distressed,	sick	or	injured	animal.	
Note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79	creates	
offences	for	persons	who	fail	to	provide	adequate	veteri-
nary	treatment.	
2.	In	particular,	a	report	must	be	made	in	relation	to	an	
animal	suffering	from:	
a)	obvious	under-nourishment	or	weakness;	or	
b)	bare	spots	in	fur	or	feather	covering;	or	
c)	persistent	diarrhoea;	or	
d)	unusual	nasal	discharge;	or	
e)	sores	or	open	wounds;	or	
f)	broken	bones	or	other	physical	injury.	
3.	If	a	report	under	subclause	(1)	is	made	in	respect	of	an	
animal	or	poor	physical	health	of	an	animal	is	otherwise	
detected,	all	reasonable	steps	must	be	taken	to	restore	the	
animal	to	good	physical	health.	
Note	This	will	ordinarily	require	consultation	with	a	veter-
inarian.	
4.	Such	enclosures	must	be	maintained	as	are	necessary	
for	compliance	with	subclau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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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해외규정

호주 법 이름:		General	Standards	for	Exhibiting	Animals	in	New	South	Wales
뉴사우스웨일즈주 조항:	

Part	10	–	Health
Clause	47	Veterinary	care	and	preventative	medicine

내용 원문
47조 수의학적 처치와 예방적 약물

1.	각 동물의 아래와 같은 관리를 위해 자격있는 수의사에 의해 준
비 필요.
a)	정기적인 시찰	(최소 일 년마다)	
b)	아프거나 부상당한 동물의 치료
c)	잠재적 질병에 대한 백신접종
d)	마취,	진통제,	진정제,	항생제,구충제,	또는 다른 화학적치료제를	
포함한 약물의 투여
e)	내/외부 기생충의 모니터링과 구제
f)	필요할 때 각기 다른 종의 동물에게 안전하게 마취할 수 있어야	
함	

2.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된 구역에 반드시 사육장 제
공.
a)	깨끗하고 환기가 잘 되어있는 환경의 동물의 정기적 검사	
b)	동물의 통제
c)	일반적인 마취제 투여
d)	동물의 안락사

3.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개체,	아프거나 부상을 받은 개체의 처
치 또는 마취로 부터 회복되는 개체를 위한 폐쇠된 공간이 반드시	
제공		

4.	동물원은 인증된 검시관의 리뷰를 위해 수의사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보관

Clause	47	Veterinary	care	and	preventative	medicine
1.	Arrangements	must	be	made	with	a	qualified	veterinari-
an	for	the	care	of	each	animal.	This	includes:	
a)	routine	inspections	of	each	animal	(at	least	annually);	
and
b)	treatment	of	sick	or	injured	animals;	and
c)	vaccination	for	potential	diseases;	and
d)	administering	of	drugs	including:	anaesthetics,	analge-
sics,	tranquillisers,	antibiotics,	anthelminthics,	or	other	
chemotherapeutics;	and
e)	monitoring	and	control	of	the	level	of	external	and	inter-
nal	parasites;	and
f)	being	able	to	safely	anaesthetise	individuals	of	each	
species	when	desired.
2.	Enclosures	must	be	provided	on	the	authorised	premis-
es	for:
a)	routine	examination	of	animals	in	surroundings	that	are	
clean	and	well-ventilated;	and
b)	the	restraint	of	animals;	and
c)	the	administration	of	a	general	anaesthetic;	and
d)	euthanasia	for	animals.
3.	An	enclosed	treatment	area	must	be	provided	on	the	
authorised	premises	for	the	care	of	distressed,	sick	and	
injured	animals	and	those	recovering	from	sedation.
4.	Records	of	all	veterinary	inspections	and	treatments	
must	be	maintained	by	the	exhibitor	and	be	available	for	
review	by	authorised	inspectors.

뉴질랜드 법 이름:		Containment	facilities	for	Zoo	animals	standards
조항:	7.	Animal	Health	and	Disease
Minimum	standard	no.	13	-		Illness	and	Disease

내용 원문
(a)	질병,	부상 컨디션 저하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인을 나
타내는 동물은 반드시 철저히 평가되어야 하며,	치료가 이루어져
야 함.

(b)	만약 동물이 급성 복통/산통,	호흡 장애,	심각한 부상,	일어나
거나 서있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물속에서 안정성있게 있을 수 없
거나,	움직임의 불가능 또는 비정상적인 거부,	심각한 설사,	지속적
인 구토 또는 동물이 탈진 상태를 보인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의
사와 상의.

(c)	사육사는 반드시 동물의 건강과 질병,	부상에 대한 충분한 경
험 필수.

(d)	감염된 동물이 있었던 사육장은 건강한 동물이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소독.

(e)	죽은 동물은 다른 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관
리.

(a)	Any	animal	showing	signs	of	sickness,	injury,	loss	of	
condition	or	undue	distress	must	be	thoroughly	assessed,	
and	remedial	action	taken.
(b)	A	veterinarian	must	be	consulted	as	soon	as	possible	if	
there	is	acute	abdominal	pain	or	colic,	respiratory	distress,	
serious	injury,	inability	to	rise	or	stand	or	keep	stable	in	
water,	inability	or	abnormal	reluctance	to	move,	severe	di-
arrhoea,	persistent	vomiting,	or	if	the	animal	is	comatose.
(c)	The	keeper	must	be	sufficiently	experienced	to	recog-
nise	the	signs	of	good	health	and	ill-health	or	injury.
(d)	Enclosures	holding	infected	animals	must	be	sanitised	
before	any	healthy	animals	are	returned	to	them.
(e)	Dead	animals	must	be	handled	in	a	manner	that	mini-
mises	the	risk	of	transmission	of	infection	to	other	animals.

조항:	Recommended	Best	Practice
내용 원문

-	수의학적,	행동학적 병리학적 기록,	폐사율,	사양관리의 정기적 점
검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문제가 있을 시 예방적 의료 행
위에 대한 점검		필요.

-	동물 종에 따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건강 관리 프로그
램,	부상,	기생충 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문서로 기록을 남
겨야 함

-There	should	be	systems	for	regular	review	of	clinical,	
behavioural	and	pathological	records	and	mortality,	and	
husbandry	and	preventative	medical	practices	should	be	
reviewed	where	problems	become	apparent.		
-Preventative	health	management	programmes	covering	
disease,	injury	and	parasite	control,	appropriate	to	each	
species	should	be	in	place	and	documented.

표 11. 해외규정 - 질병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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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정책제안
1.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2. 생물 종 별 적정한 사육환경 및 관리 제공
3. 관람객과의 직접적 접촉 규제 방안 마련
4. 금지행위 조항 강화
5. 사육동물 질병관리 및 기록 제출 의무화
6. 동물원에서 동물 판매 규제
7. 야생동물 거래 규제 및 개인소유 제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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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정책제안

VIII. 정책제안

1.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시설 소재지,	 전문인력 현황,	 생물종 및 개체 수 목록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등이 등록요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에서	
서식환경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고 있었고,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육환경과 관리조차 제공하지 않는 업체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또한 동물과 관람객과의 접촉	
방법과 빈도에 아무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사육장이 없거나 사육장에서 이탈한 상태로	
전시하는 등 인수공통감염병 전파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전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서류상 등록요건만 충족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행 등록제가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동물원 관련법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 또는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검사를 통해 허가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운영 및 사육환경,	관리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야생동물 보전·연구,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만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생물 종 별 적정한 사육환경 및 관리 제공 의무화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동물의 생태적 습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식환경과 시설,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전시동물의 복지를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의 관리지침을 정해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시동물의 사육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침이 강제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육환경과	
관리에 대한 사항은 강제가 가능한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모든 종의	
사육시설 기준을 법에 열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일부 지정 종에 대해서는 야외방사장 제공,	
물이 필요한 동물에게는 웅덩이 제공,	외기 및 자연채광 제공,	생물 종에 적합한 구조의 바닥 제공	
등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육환경 및 관리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위반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3. 관람객과의 직접적 접촉 규제 방안 마련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는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관람객과 동물의 접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와 같이 체험에 대한 안전,	 위생,	 동물복지 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동물과 관람객이 통제 없이 접촉할 경우 동물의 복지를 위해할 뿐 아니라,	인수공통질병	
감염의 위험을 높여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질병 감염의 위험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동물복지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물과 관람객의 불필요한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외의 사례를	
참조해 지정된 종에 한해 접촉이 동물복지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등의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동물과 관람객과 접촉 시 반드시 사육사나	
관리자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질병 감염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체험에 사용될 수	
있는 동물의 종,	나이,	건강상태,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의 제한,	장소,	접촉 형태,	먹이 양 등 접촉	
시 시설 및 관람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4. 금지행위 조항 강화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야생생물법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광고 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해 관람하게 하는 동물전시시설에서	
전시 용도로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경우는 주로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 없는 사육환경,	관람객에게 장시간 노출되면서	
받는 정신적 고통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상행동,	공연 등 관람을 위해 생태적 습성과 무관한	
인위적 행동을 강요받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전시를 위한 감금상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
간접적 학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물에게 공포심,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도 추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5. 사육동물 질병관리 및 기록 제출 의무화

현행법에는 동물원 등록 시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처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물의 건강	
유지를 위해 동물원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수의사의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람객에게 항시 개방되는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의 건강상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야생동물 치료에 전문성이 있는 수의사가 보유동물의 건강과 질병감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질병 감염 및 치료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해 동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수공통질병 전파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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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정책제안

이 때 수의사를 상시고용하지 않은 경우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었을 시 즉각적인 발견과 진단이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촉탁수의사를 고용할 경우 정기적인 방문 및 검사 계획을 제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

6. 동물원에서 동물 판매 규제

현행법	9조에서는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처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일부 종에 대해 동물 양도	
시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한정되어 있어	
멸종위기종에 해당되지 않는 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동물을 허가받은	
시설에서 이동하거나 다른 시설로 양도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일반에 분양·판매할 경우 개인이 적절한 사육시설과 관리를	
제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육하다가 유기나 탈출 시에는 생태계 교란,	질병 전파 등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동물원에서 보유하는 동물은 일반에 판매,	분양,	무상증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시설에서 반출 시에는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7. 야생동물 거래 규제 및 개인소유 제한 방안 마련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하는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야생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야생생물법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 등에 대한	
규정만 마련하고 있을 뿐,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속하지 않는 종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판매업과 생산업 등록 대상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6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야생동물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을 통해	
야생동물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기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19)		
조사대상 중 개인이 애완용으로 희귀동물을 수집하다가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체험시설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동물원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생태계 교란	
및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의 종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이 반려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의 종을 지정하고,	지정 종 외 야생동물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19)	고은경,	한국일보	「북극여우는 강아지처럼 키우면 되세요~	위험천만 야생동물 매매」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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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서
실내 동물원의 수의학·공중보건학적 위험성에 대한 의견
황주선 수의학 박사 / 강원대학교 야생동물학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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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서> 실내 동물원의 수의학·공중보건학적 위험성에 대한 의견

전문가 의견서< > 

실내 동물원의 수의학 공중보건학적 ·
위험성에 대한 의견

황주선 수의학 박사 강원대학교 야생동물학연구실 연구원/

서론
최근 국내에는 기존의 동물원들과 달리 실내에서만 야생동물들을 감금하고 전시하, 
는 실내 동물원 시설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의 야생동물 사육 및 전시‘ ’ . , 
운영 실태들을 관찰하고 그 공중보건학적 위험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실내 동물원 들은 그 규모가 작고 기존의 동물원들에 비해 더더욱 인공적인 환경에 ‘ ’
동물들이 감금되어 있으며 동물들이 경계 없이 관람객들에게 무제한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점등이 있다 이러한 사육환경에서 사람 및 동물에 질병의 . 
위험을 주는 상황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크게 결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첫 번째는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사전 정보 및 질병 예방 시설 유무이고 
두 번째는 사육환경의 역학적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직간접적인 접촉 , 
여부 가능성이다. 

질병정보관리 및 시설 내 검역 시스템 부재에 의한 위험성  1. 
현존하는 실내동물원 전시시설에서 감금 사육되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출처 어느 나(
라에서 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수입되었는지 농장에서 번식되었는지 야생에서 포, , , 
획되었는지 카페에서 개인에게 구매했는지 등 및 건강상태 관련 정보에 대해서 , ) 
동물 소유주는 공개하거나 기록하고 있을 의무가 없다 법적으로도 감금 사육하는 . 
개체 수만 맞추면 별다른 검역시설이나 동물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누구나 동물원 시설을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
로 소유주는 해당 동물들의 질병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의무가 없다 설령 소. 
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보고할 담당 국가나 지자체 부서가 없다 다시 말해 이. 
러한 동물원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들에 대한 건강 및 질병정보는 국가 기관 
어디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소유주를 포함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정보를 소유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외래 야생동물들을 수입하고 유통하고 전시. 
하는 시설에서 역학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국내 공중

보건 시스템의 커다란 사각지대로 예측하지 못한 인수공통병이나 토착 생태계에 , 
위험이 될 수 있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으로 보인다. 
  

사육 환경에 기인한 야생동물 질병 위험성2. 
무분별한 야생동물종의 합사 및 종간 접촉의 위험성1) 

동물원에서 서로 다른 종들을 합사하는 방식의 전시는 년대 사파리가 생겨나1960
면서부터 시작되어왔으나 종 합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이 종 합사, 
를 포기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전시를 하는 기관들은 오랜 기간 수많은 실수들을 . 
거치고 동물들을 희생해가며 동물 행동생태와 질병을 고려하여 합사가 가능한 종들
과 불가능한 종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해 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로 . 
다른 종을 인위적으로 합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에 현재에 와서도 이러한 전, 
시가 동물의 행동풍부화와 교육적인 면에서 극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시도하고 있다 다양한 종을 합사하는 것은 자연야생 상태에서 동일한 서식지. , 
를 공유하는 종들을 같은 장에 전시함으로써 실제 야생 서식지 상태를 재현하여 , 
교육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실내동물원에서 실시하고 있. 
는 종 합사는 이러한 교육적인 목적이 아닌 좁은 공간에 여러 종과 동물들을 감금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생태학적으로 아무런 관련, 
이 없고 심지어 지리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작은 전시장
에 같이 넣어 전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의 전시는 비교육적이고 . 
동물학대적인 요인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공중보건학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 동물원 내 종 합사의 수의학적 주의사항들. 
여러 종을 한 공간에 합사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위험상황을 내포하기에 최소
한 갖춰야할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로는 각각의 . 1) 
동물들이 합사되고 있는 다른 종이 접근할 수 없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제공될 것 상대적으로 해당 종을 전시하는 일반 전시장보다 더 넓은 공간을 , 2) 
제공할 것 도망 다닐 수 있는 공간적 여지가 필요하므로 물과 음식을 먹( ), 3) 
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제공되어 서로 경쟁 없이 자유롭게 물을 먹을 수 있
게 할 것 등이 포함된다 동물들의 스트레스 영양공급 등은 질병발생과 직접적, . , 
인 관련이 있기에 합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학적 위험상황에 대해 수의학
적인 관심과 주의를 필요로 한다(Kaandorp 2011).   

나 외상. 
선진화된 동물원들의 경우에도 종 합사에 의한 외상 위험은 상존한다 일반적으. 
로 식육목 내 종들에서 외상의 위험이 예상되지만 인공적인 종 합사 환경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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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측할 수 없는 흥분 요인이나 또는 번식기 등의 행동변화 등에 의해동물들
에서 공격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초식동물들이나 작은 설치류들에, 
서도 과격한 행동에 의해 서로 간에 외상을 입히거나 폐사에 이르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동물간의 외상은 침과 혈액이 동물 간에 섞이는 상황이 . 
발생하여 병원체의 전파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경로를 제공하기도 하며 피부표, 
면에 발생한 외상에 의한 상처들 또한 세균 등의 병원체가 침투하기 용이한 환
경을 제공한다. 

다 서로 다른 동물종간의 질병전파. 
동물원에서 엄격한 프로토콜과 원칙 없이 서로 다른 종들을 합사하는 행위는 질
병생태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감금되어있는 동물
들 간의 질병전파를 촉진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특히 자연 상태에서 서. 
로 마주칠 일이 없는 종들 사진 속 사례 카피바라 개와 꽃사슴 등 을 합사하( : , )
는 것은 특히 위험한데 이는 생물역사학적으로 서로 노출된 적이 없는 동물들끼
리는 질병을 공유할 기회도 없었기에 각자에게는 무증상인 병원체가 다른 대륙
이나 지역에서 온 다른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과거에는 코끼리 원숭이 대형 초식동물 등 종 합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 , , 
동물들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종들을 합사했다가 치명적인 질병이 서로 간에 
전파해 중단되었다는 기록들이 보고된 바 있다(Heuschele et al. 1983, Richman 

이처럼 생태적으로 관계가 없는 동물들을 동일 공간에 합사et al. 1996, 1999). 
하는 행위는 서로를 새로운 병원체에 노출시키고 전파를 촉진시키는 매우 위험
한 행위인 것으로 보여 진다 국내 실내동물원들에서 보이는 또 한 가지 특징은 . 
종이 합사되는 공간 내에서도 물과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식기 등이 하나씩 밖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물을 공유하는 것은 타액과 비말. , 
분비물 등 병원체가 전파되는 매개체를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종 
합사가 불가피하고 질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식기에 대한 고민과 
개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가축과 야생동물 합사로 인한 질병 발생. 
야생동물과 가축동물을 같은 공간에 합사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질병 위험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프로토콜은 보고된 바가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한 상황이 안전해. 
서라기보다는 세계적으로 이처럼 비교육적이고 비과학적인 동물 전시행태가 알
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동물원들이 지향하는 미. 
국동물원수족관협회 나 유럽동물원수족관협회 등에 소속된 동물원(AZA) (EAZA)
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야생동물과 가축이 한 공간 내에 동시에 감금 사육되
는 경우는 알려진 바가 없다 각 협회의 인증 조건상에 가축과 야생동물을 합사. 
해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것은 아니나 동물원들이 애초에 이러한 ,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되는 이유는 독일의 동물원 관계자 등에게 직접 문의해본 . 
결과 서로 다른 가축 동물들조차 같은 공간에 합사시키지 않는 것이 최근의 추
세라는 응답을 받았으며 실제로 소 염소 토끼 말 등의 동물들도 서로 다른 울, , , 
타리에서 사육되고 있는 점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실내동물원에서 사육. 
되는 개들은 원숭이 뱀 등 다양한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관람객과도 친밀하게 스, 
킨십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개들은 다른 야생동물들과 다르. 
게 산책을 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들에 의해 야생동물과 사람의 
질병이 서로에게 매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2)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서 스트레스는 동물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하는 동시에 잠복해 있던 병원체의 증상이 나타나게 하며 병원체 , , 
배출을 더욱 증가시키기도 하는 영향력을 갖는다 실내동물원들의 사육환경에서 동. 
물들에게 극심한 생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요인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Fowler 1996). 

가 환경적인 조건에 의한 스트레스. 
동물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적응한 온도 습도 토양 식생 등의 환경에 맞춰 서식–

한다 특히 곤충이나 양서파충류 등의 변온동물들은 이러한 외부환경 요인에 더. 
욱 민감하여 이러한 조건들이 맞춰지지 않는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
는 건강상태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반려동물로 파충류를 키. 
우는 개인들 사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 중의 하나가 바로 따듯한 온도와 습
도를 유지해주는 것이며 특히 충분한 자외선을 쬐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파충류들은 독특한 미세 환경(basking spot). 
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육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내동물원의 대형 알비노 파. 
이톤 등의 경우 특정한 사육시설이 없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나 공간의 막
대구조에 감아놓은 경우들이 빈번했다 이러한 경우 파충류들에게 필수적인 온도. 
와 습도가 맞춰지지 않고 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동물들에게 생basking spot . 
리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로의 자유로운 접근은 모든 동물 사육의 가장 기초적인 요인이다 물은 신체- . 
의 생리적 향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슬로로리스 등 많은 동물들의 경우 해먹이나 막대 구조물 등 소형 구조물, , 
에 격리 사육된 채 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감금 사육되고 있는 경우들이 빈번하
게 관찰되었다 이는 해당 동물의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음원에 의해 야생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학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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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다 특히 슬로로리스 등 소리에 민감한 몇몇 종에게 끊임없이 소음을 생산하. 
는 관람객들과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막대한 생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 여러 종의 합사 및 인위적인 접촉에 의한 스트레스. 
서로 다른 종의 합사는 해당 동물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가능하다 간접. 
적으로 먹이나 물에 대한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공격적이 행
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내 실내(Leonard et al. 2010). 
동물원등의 경우 사람들이 재미를 위해 원숭이를 파이톤에게 들이대 겁을 주는 , 
등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로 스트레. 
스를 넘어서는 공포감은 해당 동물의 생리적인 향상성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일
들이 반복되는 일상은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된다. 

다 사람의 무제한적인 접촉에 의한 스트레스. 
다수의 사진에서 보이듯이 많은 실내동물원들은 대형 맹수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을 사람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접촉할 
것을 권장한다 야생동물들에게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거리에서 경계 없이 존. 
재하는 상황 그자체가 이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의 실내동물원들은 . 
이러한 무경계 근거리 전시에서 끝나지 않고 관람객들이 끊임없이 야생동물들을 , 
안고 목에 감고 만지는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야생동물을 접촉하는 , , . 
행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오고 있으며 후진적인 동물원 운영 방식으
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야생동물카페들에서 사람과의 끊임없는 접촉에 의한 . 
동물들의 정형행동 및 도주노력행동 등이 관찰된 바 있는데 현존하는 실내동물, 
원들의 경우 사람과 동물간의 접촉이라는 면에서 야생동물카페와 본질적으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끊임없는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 야생동물이 . 
받는 스트레스는 이들을 질병에 취약하게하고 갖고 있는 병원체 배출을 촉진시
킬 것이다.  

필수 영양소와 먹이 급여3) 
모든 야생동물들에게는 야생에서와 유사한 먹이를 급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 
해당 종의 생리적인 요구에 부합함으로써 신체의 건강을 유지함과 동시에 먹이를 
찾고 구하려는 해당 종의 행동생태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예컨대 실내동물원들에. 
서 가장 흔한 종 중 몇 개의 필수 영양소와 먹이 구성도는 아래와 같다. 

가 사막여우. 
사막여우의 경우 기회적인 육식 을 하는 종으로 그 먹이와 영양분 요구도는 개, ‘ ’

와 고양이의 중간정도이며 오히려 개보다는 고양이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흔히 키우는 개인들에게 잡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육식을 하는 . 
동물로 곤충과 소형 척추동물을 주 먹이로 하며 단백질성 먹이가 먹이의 약 

정도를 차지해야한다 해당 종은 뿌리나 식물들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90% . 
있으나 섬유질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낮아 이러한 식물성 먹이는 총 먹이양의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적절한 양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종의 분변에 먹이물10% . , 
이 소화 흡수되지 않은 채 많이 관찰된다면 이는 해당 먹이물이 과량으로 급여, 
됐다고 판단하고 먹이급여물의 구성과 양을 수정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사막여. 
우에게는 칼슘과 타우린을 급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막여우. 
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실내동물원이나 개인들은 전문적이지 않은 정보공유를 통
해 부적절한 먹이물을 급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해당 동물의 건강과 질병감
염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카피바라. 
카피바라는 야생상태에서 풀과 수초 사초과 식물 나무껍질 등을 주 먹이로 하, , 
는 초식동물이다 카피바라는 섬유질량은 높고 전분량은 낮은 식물성 먹이에 적. 
응된 종이며 성체 마리는 하루에 킬로의 풀 섭취를 필요로 한다 또한 , 1 3-3.5 . 
카피바라는 체내에서 비타민을 합성할 수 없는 종으로 탈모와 피부병 증세를 보
이는 감금전시상태의 카피바라에서 비타민 를 포함한 미세영양소가 풍부한 먹C
이원 급여를 증가했을 때 이러한 병변증세가 완화되었다는 보고가 있다(Shim & 

카피바라의 먹이에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요인은 거칠고 질Dierenfeld 2017). 
긴 식물성 먹이가 필수적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먹이를 섭취함으로써 카피바라의 
치아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간혹 부드러운 먹이만 먹이는 경우 치아 건강. 
의 손상으로 카피바라가 폐사한 사례들이 여럿 보고된 바 있다. 

다 코아티와 라쿤 . 
야생상태의 코아티는 잡식성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곤충을 비롯한 
무척추동물 풍뎅이 거미 달팽이 송충이 등 이 주 먹이원으로 총 먹이양의 ( , , , )

정도가 이러한 먹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한 코아티는 과일을 많40-60% . 
이 섭취하는 종으로 총 먹이원의 가 과일로 구성되며 마지막 이하35-55% 10% 
는 작은 척추동물로 구성된다 개구리 도마뱀 작은 뱀 소형 조류 및 설치류 새 ( , , , , 
알 등 감금 사육 상태의 코아티는 주로 개나 고양이 먹이에 과일과 야채 그리). 
고 곤충 쥐 일령 병아리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그러나 개고양이 먹이의 경, , 1 . 
우 이들의 자연 먹이물보다 철 성분의 비율이 높아 코아티에서 간질환을 일으, ,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경우 상업적으로 파는 영장류 먹이를 제공하, 
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코아티의 경우 먹이로 장난을 많이 치는 종으로 이러한 . ,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먹이를 제공하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을 꼬리를 무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120 121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전문가 의견서> 실내 동물원의 수의학·공중보건학적 위험성에 대한 의견

는 등의 행동을 자주 보인다 라쿤의 경우 코아티와 반대로 식물성 먹이가 . 60%, 
동물성 먹이가 로 구성되어야 한다 동물성 먹이의 경우 코아티와 마찬가지40% . 
로 척추동물보다는 무척추 동물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개 고양이 먹이로 라. /
쿤의 먹이원을 대체하는 경우 다양한 과일 야채 달걀 물고기 무척추 동물 등의 , , , /
추가 먹이원을 보충해줘야 한다 라쿤과 코아티 모두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구. 
하고 섭취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동물들로 영양소를 충족하는 것 이외에, 
도 자연 상태에서 보이는 먹이행동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법으로 먹, 
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라 프레리독. 
프레리독은 초식동물로 이들이 자연 상태에서 섭취하는 식생종류는 개인들이 , 
구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프레리독에게 급여가능한 상업적 . 
먹이와 급여해서는 안 되는 야채 및 먹이물 리스트 절대 급여해서는 안 되는 , (
먹이의 예 알파파 새 모이 저빌햄스터 먹이 양배추 땅콩 너트 종류 실험쥐, , , / , , / , 
에게 급여하는 블록먹이 등 가 있으므로 이들을 감금 사육하는 경우 이러한 사)
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야생동물 종은 생태를 고려했을 때 특이적인 먹이물과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들을 감금 사육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각 종의 이상적인 먹이원을 구성하, 
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의사와 영양사 사육사와 생물학자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 
이를 개선해야 한다. 

국내 실내동물원 현장에서 목격한 개체들의 질병 의심 상태4) 
현재 국내 실내동물원의 동물들에서 탈모 등의 병변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목격된
다 모질과 탈모여부는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의 건강도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시각. 
적인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모질의 상태 불량과 탈모증상은 해당 개체의 건강이. 
상과 이에 대한 유발원이 있음을 시사한다. 
! 야생동물의 탈모 증세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가능하며 아래는 몇 가지 주

요 요인들이다 이들은 단독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현 사육 상태를 고려했을 . ,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탈모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가 스트레스. 
앵무새의 경우 부적절한 사육 공간과 사육방법에 따라 깃털을 뽑는 행위가 자주 
관찰된다 무료함 운동부족 자유로운 공간 부족 등에 의한 (feather-plucking). , ,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깃털 뽑는 행위의 원인이 된다 면역력 저하 스트레/ . , 
스에 따른 호르몬 과다에 의한 탈모는 조류 포유류 모두에서 관찰된다, . 
나 영양소부족. 
필수 비타민 미네랄 영양분의 결핍에 의한 탈모 발생 충분하고 적절한 영양분 , . 

섭취는 조류와 포유류 모두의 깃 모질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다 곰팡이 외부기생충 감염. /
벼룩 링웜 피부사상균 개선충 등에 의한 감염 피부사상균 개선충 등은 모두 , ( ), . ,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크기에 상기 병변을 보인 경우에는 즉시 격리하고 수
의사의 진단과 처치가 우선시 되어야 함 앵무새의 경우 흔히 깃털병이라 불리. 
는 바이러스성 질병 에 의해 전신적으로 , Psittacine beak and feather disease
깃털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사람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질병 및 외상의 위험성 3. 
야생동물과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질병전파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
다 특히 양서파충류와이 접촉을 통한 살모넬라 감염 미국 페팅주에서 가축동물과. , 
의 접촉을 통한 대장균 감염 등에 의한 사망사건들은 잘 알려져 있다 아래는 야생.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인수공통병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이다. 

야생에서 잡은 프레리독- (Black-tailed prairie dogs/Cynomys ludovicianus 을 상)
업시설에 감금 사육하는 동안 야토병 이라는 전염병이 발생하여 텍사스 (Tularemia)
전역을 시작으로 멀리는 체코공화국까지 질병 퍼뜨린 바가 있다 (Avashia et al. 
2002).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인 경로로 수입된 감비아주머니쥐- (Gambian 
pouched rat/Cricetomys gambianus 를 통해 원숭이 두창 이 미국 내) (Monkey pox)
로 들어와 같은 판매시설에 감금되어있던 프레리독에게 감염된 사례가 있다. 2003
년 사람에서 원숭이 두창 전염병이 발생했고 건 이상의 감염이 보고되었으며 그 , 70
중 는 입원을 요하는 수준이었다 선진국으로 취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조차 26% .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이 어려우며 언제든지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일깨워준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는 서아프리카 설치류 . CDC
반입 금지시킨 바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검역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동물들의 안, 
전한 수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참고로 아프리카에서는 야생 설치류. 
나 영장류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감염이 일어나며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10% 
사망률이 보고된 바 있다. (Smith et al. 2012)

일반적인 개 고양이 그리고 가축에 비해 야생동물에 의한 질병위험이 더욱 우려되, 
는 이유는 야생동물들이 보균자로 기능하는 병원체들과 이러한 병원체들이 인간에
게 감염되는 병리 및 생태에 대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아직 알려진 바가 부
족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페럿에 의한 교상이 발생하는 경우 페럿의 구강상재균. , , 
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항생제 사용 프로토콜이 존재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
다(Ferrant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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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류군 별 구체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문헌 보고들은 아래와 같다. 

가 포유류. 

설치류1) 

햄스터와 기타 설치류 동물을 통한 대규모 살모넬라 특히 항생제 내성 살모넬라, 
균 감염 발생은 에 의해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 CDC (Swanson et al. 

고슴도치들은 살모넬라뿐만이 아니라 2007). Y. pseudotuberculosis, M. 
marinum 그리고 광견병 바이러스의 감염 숙주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야생 설치. 
류들은 흑사병(Yersinia pestis 의 자연 숙주로 사람들은 야생 설치류 및 토끼목 ) , 
동물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교상 벼룩 또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러한 병원체, 
에 노출된다 고슴도치들은 몸통의 가시에 사람들이 쉽게 찔리고 이러한 상처를 . 
통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세균이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 
종이다. 

그 외에도 야생설치류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병원체들로는 링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성 농포 피부염 피부성 탄저균 야토(Ringworm), , orf( ), , 

병 유단독 등이 있다, (Erysipeloid) . 

마지막으로 설치류들은 귀여운 외형과 작은 크기로 인해 경솔하게 구매되는 동
물이기는 하나 교상 발생이 잦으며 번식이 매우 활발하여 그 수가 급속하게 늘, 
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는 추후에 개인 사육자의 동물 방사 책임 방기. , 
로 인한 폐사 등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의 경우 감비아 주머, 
니쥐는 결국 무책임한 사육의 결과로 방사되어 현재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요 외
래종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미국 농림부 야생동물연구센터( - /USDA-NWRC). 

영장류2) 

영장류는 행동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미 다른 야생동물 종에 비해 개인이 가정
에서 키우기 가장 어렵고 위험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영장류는 생물학적으로 사. 
람과 가장 근접한 종이므로 질병생태학적으로 사람과 공유하는 병원체가 많고, 
질병 전파가 가장 용이할 것으로 추측된다 애완동물로 (Soulsbury et al. 2009). 
사육되는 마카크 원숭이들을 스크리닝한 결과 에 달하는 개체들이 사람으59.1%
로부터 온 장내기생충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었다 애완용 영장류로부터 사람으. 
로의 질병전파는 이미 공중보건의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마벅 바이러스 에볼라 원숭이 두창 등 이(Jones-Engel et al. 2004). AIDS, , , 
미 많은 신종 인수공통질병들이 영장류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 
한 심각한 질병위협은 영장류 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에 대한 많은 논란요
인 중 하나이다. 

페럿3) 

페럿은 국내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다 아직 페럿에 의한 사람 공격에 . 
대해서는 많이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그 발생이 보고된 케이스들에 따르면 공격
은 매우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며 그 피해대상은 주로 년 이하의 갓난아이들인 1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럿들은 작은 갓난아이들을 먹이로 인식하여 공격하는 것. 
으로 알려지며 주로 아이들이 자거나 누워있을 때 자기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공격의 결과 아이들은 얼굴의 형태가 손상되. 
어 성형수술이 필요했으며 양쪽 귀의 가 잘려나간 경우 그리고 영국에서는 , 40% , 
개월짜리 아이가 공격에 의해 사망한 케이스도 있다 아래 그림 출처6 ( : Ferrant 

선진국의 경우 소아과의사들과 수의사들이 이러한 페럿 사육의 위et al. 2008). 
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구축되어 있는 , 
듯하나 아직 국내의 경우 이러한 페럿사육에 대해 판매전 사전 교육 시스템이나 ,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의료계에 교육 및 홍보가 미비한 것으로 사료
된다. 

페럿의 갓난아이에 대한 공격이 빈번한 만큼 페럿을 구매하고 사육하려는 이들, 
은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고 페럿의 수명 내에 출산이 계획되어 있거나 이미 어, 
린 아이가 있는 경우 구매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또한 페럿은 광견병의 숙주로 미국의 경우 , 
년 광견병에 감염된 페럿이 처음으로 보1958

고되었다 그러나 광견병에 대한 페럿의 잠복. 
기 그리고 배출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알려진 , 
바가 없어 페럿에 대한 광견병 검역도 실행하
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분류학적으로 가까. 
운 스컹크는 광견병의 매우 중요한 숙주종이
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 일간 바이러스를 배, 8
출하고 그 후에도 폐사할 때까지 약 일간 18
바이러스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페. 
럿용 광견병 백신 시판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주 이상의 페럿12
은 모두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라쿤 스컹크4) , 

국내에 들어와 있는 라쿤과 스컹크들은 대부분의 개체들이 광견병이 토착질병인 
미국에서 수입된 개체들로 미국의 개주 중 대부분의 경우 라쿤과 스컹크를 개52
인이 사육하거나 동물원에서 개인이 만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 
인 사육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이 국가를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
지고 있다 현재 국내 실내동물원들에게는 사육중인 개체들이 광견병 백신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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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개체들인지 보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다 라쿤은 광견병 이외에도 미국에. 
서 매우 중요하게 연구 관리되고 있는 라쿤 회충 의 숙주 · (Raccoon roundworm)
동물이다 라쿤 회충은 라쿤의 분변 또는 분변에 오염된 물질 토양 물 등 속의 . ( , ) 
기생충 회충알이 사람에게 구강을 통해 전파되며 유충이 체내에서 어디로 이주, 
하느냐에 따라 실명부터 혼수상태까지 매우 심각한 신경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
다.

나 양서파충류 . 

살모넬라는 많은 야생 가축동물들에 감염을 일으키나 그 중에서도 양서파충류 , 
애완동물에 의한 사람에서의 살모넬라증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파. 
충류들은 살모넬라 보균율이 높으며 분변을 통해 지속적 간헐적으로 세균을 배/
출한다 미국의 경우 파충류 또는 양서류와의 접촉을 통한 살모넬라 감염이 매년 . 
약 만 천 건 정도 보고되고 있다7 4 (Mermin et al. 2004). 

최근에는 이구아나가 거북이와 개구리에 이어 대규모 살모넬라 감염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구아나들은 매우 높은 살모넬라 감염률. 

은 보이는데 인공 번식장에서 이구아나를 고밀도로 사육하는 방식이 (36-77%)
높은 감염율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양서파충류들이 이러한 감
금사육 시설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살모넬라의 유병률은 더욱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번식업자들이 살모넬라를 관리하고자 대량으로 항생제. 
를 사용한 결과 이제는 양서파충류들에서 항생제 내성 살모넬라들이 검출되고 
있다 이구아나들은 정상세균총을 구축하려는 본능으로 인해 새로 태어난 개체들. 
은 즉시 성체의 분변을 섭식하기 때문에 번식장에서 밀집 사육되는 개체들은 서
로의 병원체에 모두 노출 및 감염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양서파충류 사육농장들은 대부분 미국이 아닌 나라들이며 판매를 위해 개체들은 
미국으로 수입되며 검사를 받지만 질병에 대한 검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FWS . 
이러한 지속적인 이구아나 수입은 미국으로 새로운 살모넬라 도입을 촉진Strain
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다(Kelsey 1997).

이구아나의 경우 성체의 크기는 미터에 다다르며 그 행동은 개체마다 유순해보2
일 수도 있으나 예민하거나 공격적일 수도 있다 또한 성체로 판매하는 이구아나. 
들의 경우 야생에서 포획한 개체들로 사람에 익숙하지 않아 더더욱 사고의 위험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실례로 현재 미국에서 그린 이구아나 교상에 의해 일 . 
년에 응급실에 보고된 케이스만 건이며 응급실을 찾을 정도가 아닌 사고들까810
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나 것으로 추측된다 이구아나의 교상은 아. 
이들에게는 물론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성인들에게는 긁히거나 물리는 상처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처를 통해 병원체 감염이 매우 용이

해질 수 있다는 위
험이 있다. 

그림 이구아나에 의한 교상. (Kelsey 1997)

파충류들은 살모넬라와 교상 이외에도 다양한 인수공통병의 숙주로 예컨대 웨스
트 나일 바이러스 악어류 와 동부 마 뇌염바이러스 야생 파충류 의 감염에 중요( ) ( )
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야생 양서파충류들이 갖고 있는 외부 내부기생충들이 매개. /
체 기능을 함으로써 큐열이나 라임병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 

맺음말 

국내 실내동물원에서는 단순히 만지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장난이라는 명목
으로 원숭이 등 야생동물의 신체부위를 자신의 입안에 넣었다 빼거나 얼굴을 매
우 가까이 대고 사진을 찍고 또는 입맞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람객들 간의 질. , 
병이 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며 
신속한 규제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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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5의2 <사육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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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 1 / 3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동물원수족관법  ( : )
시행 법률 제 호 제정[ 2017.5.30.] [ 14227 , 2016.5.29.,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4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15, 5317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 
생물 등을 보전 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동물원 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 증식하거나 그 생태 습성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1. " " · · · ·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족관 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을 보전 증식하거나 그 생태 습성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  2. " " · · ·

시 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
말한다.

야생동물 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3. " " 2 1 .「 」 
해양생물 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한다  4. " " 2 8 .「 」 
담수생물 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강 호소 등 물에   5. " " 2 1 , ( ) 湖沼「 」 

사는 생물을 말한다.

제 조 등록 등3 (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 ·① 
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 · ( " · " ) . , 
제 호 및 제 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3 5 .

시설의 명칭  1. 
시설의 소재지  2. 
시설의 명세  3. 
시설 대표자의 성명 주소  4. ·
전문인력의 현황  5.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멸종  7. ( 2 2「 」 

위기 야생생물 및 제 조제 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해양생태계의 보전 2 3 )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말한다 및 그 개체 수의 목록2 11 ) 」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 폐원 시의 보유 생  8. , , , ·

물 관리계획
시 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 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  · 1② 

야 한다.
제 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  1 1 5 7③ 

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3 .④ 

제 조 등록의 취소4 ( )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 ·① 
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3 1
제 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2
제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 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 7 · .② 

제 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 폐원5 ( ·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수 이 ① 
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  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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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거나 연속해서 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보유 생물 관리계획 향후 연6 , 
간 개방계획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보  3 1 8③ 
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 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한 자는 시 도지사에게 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3 · 3 2 .④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휴원 및 폐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3 .⑤ 

제 조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6 (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 
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 조 금지행위7 (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 
유 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각 호의 학대행위  1. 8「 」 
도구 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
광고 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4. 

제 조 안전관리8 (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 ① 
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1②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 격리 ·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조 운영 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9 ( ·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한 날부터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3 .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따른 현황 및 그 목록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역  1. 3 1 5 7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  2. , , 

제 조 자료의 제출10 (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 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관리에  9 ·①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회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

시 도지사는 제 항의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 1② 
을 요구할 수 있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2 , .③ 

제 조 지도 점검  등11 ( · ) 시 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① 
제 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7 .

시 도지사는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 ·②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 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  2③ 
야 한다.

제 조 조치명령12 ( ) 시 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 ·① 
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1. 3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휴 폐원 신고 시 제출된 보유 생물 관리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보유   2. 5 2 3 ·

생물 관리계획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제 조부터 제 조까지에 따른 자료의 검토  또는 조사 결과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3. 9 11 7 , 8 13

경우
제 조제 호에 따른 변경내역 기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4. 9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1② 

한다.

제 조 생태계교란 방지13 (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 
구역을 벗어나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조 비용지원14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보유 생물의 적절한 보전 증식 및 질병의  , 
치료 등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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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청문15 ( ) 시 도지사는 제 조제 항에 따라 동물원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4 1 · .

제 조 벌칙16 ( ) 제 조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7 1 3 1 1①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 .② 
제 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1. 3
제 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2. 3
제 조제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7 4
제 조에 따른 기록을 관리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9 ·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10 1 2
제 조제 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11 2 · ·
제 조제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12 1

제 조 양벌규정17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단 · , , ·
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16 ·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한다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 ) . , ·科
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과태료18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 .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각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3 1 8
제 조제 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2. 5 1
제 조제 항 제 항에 따른 휴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5 2 · 3 ·
제 조제 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8 2
제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가 부과한다  1 · .② 

부칙      제 호 < 14227 , 2016.5.29.>  
제 조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제 조2 동물원ㆍ수족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 ) 1
년 이내에 제 조제 항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등록된 3 1 , 「 」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요건은 이 법 시3 1 . , 3 1 3 5
행일부터 년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2 .

별표 의[ 5 2] 개정 < 2015.8.4.>

사육시설 설치기준 제 조의 관련( 23 7 )

일반 사육기준1. 
가 물과 음식 제공  .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양의 음용수를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여야 한다    1) .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영양을 고려하여 적정한     2)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먹이공급량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 
다.
사육시설등록자는 관람객이 먹이를 줄 수 있는 곳에 대해 동물과 관람객의     3) 
안전을 위하여 적당량의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적절한 환경 제공  .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내ㆍ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동물의 요구에     1) 
맞는 사육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육시설등록자는 온도 습도 조명 등을 모든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실    2) , , 
내ㆍ외 주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사육시설등록자는 수생종의 경우 수영장과 마른 땅을 영장류의 경우 수직    3) , 
ㆍ수평 이동 가능한 입체구조물을, 고양이과의 경우 바닥보다 높은 위치의 
휴식공간을 각각 제공하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잠자리 바닥 등, 
의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동물 건강관리   . 
수의적 프로그램 사후부검 수의적 기록 격리ㆍ검역 및 위생과 질병관리    1) , , , 
는 먼저 자격 있는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질병예방프로그램은 모, 
든 동물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에는 예방의학 임상치료와 수술 사전 병리검사    2) , , , 
사후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검진은 종별로 검사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검사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하    3) 
여야 한다.

라 행동관리   .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사와 수의사가 동물을 적절히 보호ㆍ관리를 할 수     1)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 동물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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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육시설등록자는 일간 행동평가양식을 만들어 각 개체의 이상행동이나 공    3) 
격적 행동을 기록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의 건강과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동물의 특성에 맞    4) 
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마 교육 설명과 관람객 체험 사육시설등록자는 동물사육시설의 교육프로그램  . , : 
직원교육 시설현황 설명을 위한 계획 및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을 ( , , )

각 동물별 특성과 행동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성하여 관람객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보존 사육시설등록자는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 : 
동물 또는 서식지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 행정 사육시설등록자는 직원ㆍ자원봉사자 관리 시설 등의 위험평가 건강과   . : , , 
안전 보안 응급과정 보험 정책과 관리과정 장소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 , , , , 
확인하여야 한다.

아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육사  . 
사육시설등록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육사를 양성하고 각각의 동물에     1) ,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육사는 각각의 분류군별로 최소 기준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생태적 위치    2) , 
가 다른 종들을 동일한 사육사가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안전관리  . 
사육시설등록자는 정기적으로 시설과 안전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    1) 
추어야 한다.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프로그램 및 안전시설의 평가 안전문제를 처리한 결    2) , 
과를 문서화하고 확인된 모든 안전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 
한다.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과 접촉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최소 명     3) 2
이상이 짝을 이루어야 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하, 
도록 하여야 한다.
사육시설등록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을 격리하여 점검하여야 한    4) 
다.
야외 방사장 등 실외 사육시설은 생물종의 탈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    5) 
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2. 
가 포유류  . 

종류 국명 마리당 사육 면적1 
성체 기준( )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원숭이목

고릴라 사자꼬리원숭이 침팬지, , , 
아누비스개코원숭이 샤망원숭, 
이 오랑우탄 다이애나원숭이, , , 
맨드릴

넓이 높이 - 31.5 , 3m㎡ 42%

토쿠원숭이 히말라야원숭이 일, , 
본원숭이 필리핀원숭이 게잡이, (
원숭이 망토개코원숭이 검은손), , 
긴팔원숭이 흰손긴팔원숭이 검, , 
은이마거미원숭이 흑백콜로부스 , 

- 넓이 높이 11.6 , 2.5m㎡ 42%

검둥이원숭이 돼지꼬리원숭이, , 
올빼미원숭이 데브라자원숭이, ,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사바나원숭, 
이 녹색원숭이 보넷원숭이 모, , , 
나원숭이 갈색꼬리감기원숭이, , 
코주부원숭이

넓이 높이 - 5.3 , 3m㎡ 35%

목화머리타마린 코먼마모셋 슬, , 
로우로리스 흰털케프친 마모셋, , 
원숭이

넓이 높이 - 2.8 , 2.5m㎡ 35%

다람쥐원숭이 넓이 높이 - 1.6 , 2.5m㎡ 35%

식육
목

곰
과

말레이곰 넓이 높이 - 10.5 , ㎡
2.5m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 
권장

35%

반달가슴곰 아메리카검정곰, 넓이 높이 - 21 , 2.5m㎡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 
권장

35%

불곰 넓이 - 32㎡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 
권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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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
이
과

치타 넓이 높이 - 24.5 , ㎡
2.5m 35%

사자 호랑이, 넓이 높이 - 14 , 2.5m㎡ 35%

스라소니 넓이 높이 - 8 , 2m㎡ 35%

푸마 넓이 높이 - 8.4 , 2m㎡ 35%

쟈가 표범 설표, , 넓이 높이 - 14 , 2.5m㎡ 35%

족
제
비
과

작은발톱수달 육상 넓이 높- : 5.3 , ㎡
이 2m 
수영장 넓이 - : 2.1 , ㎡
깊이 0.6m

35%

물
개
과

남아메리카물개 육상 넓이 - : 3.5㎡
수영장 표면적 - : 14 , ㎡
깊이 이상1.5m 

35%

소목

바 라 싱가 , 
과나코 흰, 
오릭스

뿔이 있는 경우 넓이 높이 - 35 , 4m㎡ 35%

뿔이 없는 경우 넓이 높이 - 35 , 3m㎡ 35%

마코 목도, 
리페커리

뿔이 있는 경우 넓이 높이 - 14 , 3m㎡ 35%

뿔이 없는 경우 넓이 높이 - 14 , 2m㎡ 35%

말목 몽고야생말 넓이 높이 - 35 , 2m㎡ 35%

고래목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 남방큰( ), 
돌고래

수표면 면적 깊이 - 84 , ㎡
이상3.5m 35%

나 조류. 

종류 국명 마리당 사육 면적1 
성체 기준( )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매목

참매 말똥가리 흰꼬리수, , 
리 참수리 붉은허벅지말, , 
똥가리 달마수리 독수, , 
리 큰콘돌, 

가장 큰 개체 날개폭- 의 배3
의 길이 및 너비 날개폭 , 2
배의 높이

길이 50%,
너비 25%

파랑새목 붉은코뿔새 넓이 높이 - 5.3 , 2m㎡ 35%

  다 파충류. 

종류 국명 마리당 사육 면적1 
성체 기준( )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악어목

안경카이만 미시시피악, 
어 뉴기니악어 소만악, , 
어 샴악어 나일악어 세, , , 
렝겔악어

- 서식지 내에서 이동과 선회가 
가능해야 한다.
물의 깊이는 몸체가 물속에 - 
완전히 잠길 수 있어야 하며, 
물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50% 
된다.

25%

거북목
돼지코거북 슐카타거북, , 
육발이거북 늑대거북 남, , 
생이

- 가장 큰 거북이의 등껍질 길
이의 배3 의 길이 등껍질 너, 
비의 배의 너비2

25%

뱀목

인도코브라 둘레 가장 긴 개체의 길이 - : 
이상
최소 너비 가장 긴 개체 길- : 
이의 이상20% 

둘레 길이 
증가10%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 
뱀 왕뱀 아나콘다 노랑, , , 
아나콘다

둘레 - : 가장 긴 개체 길이의 
이상125% 

최소 너비 가장 긴 개체 길- : 
이의 이상20% 
높이 이상- : 2m 

35%

덴메릴보아구렁이 둘레 가장 긴 개체 길이의- :  
이상125% 

최소 너비 가장 긴 개체 길- : 
이의 이상20% 

둘레 길이 
증가10% 

도마뱀목

그린이구아나 악어도마, 
뱀 물왕도마뱀, 

폭ㆍ높이 이상 넓이 - 1.5m , 3
이상㎡ 

25%

데구도마뱀 폭 이상 높이 이- 1m , 1.5m 
상 넓이 이상, 2㎡ 

25%

비고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목 말목 고래목 및  1. . , , , 

생태적 특성상 실외활동을 주로 하는 생물종의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장과 야외 
방사장 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한다.
실내 사육시설이란 지붕 벽면 및 자물쇠 등 잠금장치  2. , 를 갖추어 사육동물의 

외부접촉이 차단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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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사육시설의 기준면적보  3. 다 넓은 별도의 실내외 전시실 또는 야외 방사장 
등을 구비한 경우에는 실내 사육시설의 면적이 기준면적의 분의 이상이면 3 2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4. 

아니한다.
가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 11 2
나 문화재보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    . 34 1「 」 

종 관리ㆍ보호 시설
다 문화재보호법 제 조에 따른 동물치료소    . 38「 」 
라 실험동물    . 「 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8」 
마 법 제 조에 따라 몰수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수받아 관리하는 임시     . 71
사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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