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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웨어는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반려동물 

1. 밖에 사는 동물도 반려동물입니다 - ‘시골개, 1미터의 삶’ 캠페인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시골개, 1미터의 삶’ 캠페인은 계속되었습니다. 야외에 묶여 

살면서 물, 사료, 집 등 기본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는 시골개들도 기본적인 복지

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서울에서 대상 지역을 김포, 군산까지 확장했습니다. 짧은 1미터 목

줄은 길게 늘려주고 사료와 함께 엎어지지 않는 밥그릇, 물그릇을 제공하면서 주민들

에게 음식물 쓰레기 대신 사료와 물을 급여할 것을 교육했습니다. 집이 없는 동물에

게는 개집을 제공하고, 뜬장을 제거하고 펜스를 치는 등 환경도 정비했습니다. 시민 

캠페이너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시골개를 돕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 목줄 등 

물품과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활동방법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발표, 기고, 언론보도 등

을 통해 시골개 문제를 알렸습니다. 

함께 애써주신 봉사자 분들과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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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목줄 하나만 바꿔줘도 개와 사람 모두 ‘행복’

http://news1.kr/articles/?3315570

기고문 

그들은 동물학대범이었을까 – 처음으로 땅 밟은 ‘시골개’ 바라보며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856561&memberNo=3841

9283&navigationType=push 

http://news1.kr/articles/?331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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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려동물 사육 의무’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적어도 동물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살도록 기본적인 관리를 제

공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은 입법 활동으로도 이어졌습니

다.  

2017년 어웨어의 조력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 사육 및 관리 의무'가 생겼습니다. 감당

할 수 없이 많은 동물을 사육하는 ‘애니멀호딩(animal hoarding)’을 금지하는 법이지

만 몇 마리를 사육하든 최소한의 사육공간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에게 상해

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신설된 조항에는 △사육공간은 동물의 몸길이의 2~2.5배 이상의 크기

를 확보해야 하고, 한 공간에서 2마리 이상의 동물을 사육할 경우 마리당 해당 기준

을 충족해야 한다. △사육공간 안에서 목줄을 착용할 경우 사육공간 기준을 제한하지 

않도록 목줄의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더위나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

되었습니다. 

비록 상해를 입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소유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

은 것을 ‘학대’로 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만

으로도 학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동물보호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애니멀 호더, 동물학대로 처벌‥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신설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100717

http://www.dailyvet.co.kr/news/policy/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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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기동물 방지 캠페인 ‘반려동물,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닌 가족입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 10만 마리. 특히 휴가철이면 유기동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

다. 아직 키우던 동물을 버리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가운데, 어웨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물 유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유

기동물 방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휴게소 20곳에 현수막을, 120곳에 포스터를 제작해 발송했습니다. 휴게소 뿐 아

니라 전국 대표적 휴가지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배포 했습니다. 배포 지역은 충청남도 

전역을 비롯해 인천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여수

시, 거제시, 부산시, 울릉군 등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어웨어가 제작한 포스터로 한겨레

에 신문 광고를 집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을 대상

으로 ‘동물 유기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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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휴가지에 반려동물 버리지 마세요"…어웨어 캠페인

http://news1.kr/articles/?3376609 

어웨어, "휴가철 반려동물 버리지 마세요!"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20500104&wlog_tag3=naver 

http://news1.kr/articles/?3376609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20500104&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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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동물

1.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전국 체험동물원 20곳을 현장 조사한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해 난무

하고 있는 체험형 실내동물원의 문제점을 고발했습니다.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

은 사육환경과 관람객과 동물 간의 거리를 좁힌 근거리 전시형태로 인해 동물은 기본

적인 복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동물체험이 인수공통질병 감

염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험동물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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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만지면 너희들은 행복하니? 난 불행해’ 어웨어 체험동물원 실태조사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850513.html

아기 원숭이에게 ‘천적’ 들이대는 대한민국 동물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031024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8505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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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행 후 처음으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

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동물원 및 수족

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환경

부와 해수부가 생물 종 특성에 맞는 종 별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시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은 큰 의

미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전시동물도 복지 보장…'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국회통과 

http://news1.kr/articles/?3329288

환경부, 5년마다 ‘동물원 종합복지계획’ 세운다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846705.html

http://news1.kr/articles/?3329288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8467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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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원·수족관법 허가제 전환 필요성 시사 

어웨어는 설립 순간부터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조항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시설만 국가의 관리를 받아 운영하도

록 허가제 도입을 가장 첫 번째 도입해야 할 정책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2018년 대전동물원에서 퓨마가 사살되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동물원 동물 복지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을 때 어웨어는 현장조사와 성명 발표, 언론 보도를 통해 

허가제 전환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현재 동물원 허가제 전환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동물원법 시행 1년...최소한의 복지도 없는 사육장 여전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240494938032

‘호롱이 죽음 헛되지 않게’ 동물원 등록제 -> 허가제 전환 추진 

http://news1.kr/articles/?3442989

기고문 

고아 곰, 실명한 바다사자, 그 동물원엔 ‘이유’가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859174.html 

멸종위기종 보전 연구가 동물원 존속 이유 돼야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271248086830?did=NA&dtype=&dty

pecode=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240494938032
http://news1.kr/articles/?3442989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859174.html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271248086830?did=NA&dtype=&dtype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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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쿤카페 금지법’ 발의, 국회 상정 

어웨어는 2017년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으로 라쿤카페의 실상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5월 식당, 카페 등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웨어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2019년에는 법안이 

통과되어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카페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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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라쿤 카페 사라지나… 야생동물 카페 전시 금지 법안 발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161782761571

기고문

반가운 ‘라쿤카페 금지법’, 거기서 한 걸음만 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99411&memberNo=3841

9283&navigationType=push

상상 그 이상으로 끔찍한 수용소 ‘동물카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690542&memberNo=3841

9283&navigationType=push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16178276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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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실험동물도 보호받아야 한다 –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 보호 복지 조항 신설 

주장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바이오 의학의 발전으로 동물실험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실험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실험동물 복

지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제안한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기다리고 있습

니다. 2019년에는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진일보된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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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실험동물도 보호받아야‘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56 

기고문 

실험용 쥐들에게도 ‘볕 들 날’ 올 수 있을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440769&memberNo=3841

9283&navigationType=push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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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 

8개 단체와 함께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개헌동동)’을 발족하고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4월 

발의된 정부 개헌안에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

함되었습니다. 비록 통과되지 못했지만, 헌법에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

를 가진 주체라는 사실이 명시되는 그 날까지 개헌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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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839774&memberNo=38

419283&vType=VERTICAL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AWARE: Animal Welfare Awareness, Research & Education

email: webmaster@aware.kr │ phone: 070-8666-6765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68길 36, 3층(신사동, 안국빌딩) 우: 0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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