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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

야생동물을 교육시설, 상업시설, 일반 주거시설 등으로 이동시켜 전시하는 이동동물원이 성행하

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서식환

경, 시설, 관리, 이송 시 기준이 미비하고 소규모 전시시설 및 이동식 전시만 하는 시설은 적용

을 받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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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식 체험전시 업체 중 사업자 등록지가 일반 주거시설로 되어 있어 동물을 사육하는 시설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우 동물의 사육환경과 관리 상태를 점검조차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고정된 시설이 있더라도 동물들은 외부로 이동시켜 출장식으로 전시하다보니 개방시간에 기준

이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운영 시간이 불규칙하다보니 장시간 동물에게 먹이급여, 급

수 등 기본적 관리가 제공되지 않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동식 체험전시 위주로 운영되는 업체일수록 관람객 유치는 주요 수입원이 아니고 사육시설

은 동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아 사육환경이 일반 체험동물원보다 열악한 경우가 많

았다. 

- 동물 이동 시 편의를 위해 동물에게 적정한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이동장에서 사육하는 

업체들이 관찰되었다. 돼지, 페럿, 라쿤, 파이톤 등 다양한 동물이 반려동물용 이동장, 새장, 

소동물장, 아크릴 상자 등 운반이 용이한 사육장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일부 사육장의 크기는 

보행 등 정상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했으며, 좁고 단조로운 환경으로 인해 심한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이 관찰되었다. 

- 사자 등 맹수류를 포함 일본원숭이, 사막여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동전시용으로 사육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맹수류와 유인원은 넓고 복합적인 서식환경이 필요한 대표적

인 종으로 전문 인력과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동물복지 저해뿐 아니라 안전사고, 탈출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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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이동식 체험전시수업에서 동물들은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동물의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물체로 찌르는 등 동물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통제가 불가능했다. 

- 동물 이송 시 이동장을 아래위로 쌓아 이동하고 일반 차량 트렁크에 실어 운송하는 등 안전

과 복지를 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동장에 실려 장거리를 차량으로 운송되는 과정에

서 받는 수송 스트레스는 동물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이동식 체험전시 장소가 동물원 등 전문적인 전시시설이 아닌 일반 교실, 행사장 등이기 때문

에 세면대 등 위생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소독제도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관람객

들은 여러 종의 동물을 만지는 과정에도 손을 씻지 않았으며 어린 관람객들이 동물을 만진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등 질병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 일반에 개방된 고정 시설 없이 야생동물을 사육하며 이동시켜 전시하는 형태의 영업을 금지할 것. 

- 등록된 동물원에서 동물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동물 이동 시 

동물의 부상과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관람객과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할 것.

- 동물과 관람객의 불필요한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접촉 시에는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고 질병 감염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동물복지 기

준을 마련할 것. 

- 동물원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야

생동물 종을 지정할 것. 

-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이동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의 운영을 금지하고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물원·수족관만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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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 배경

야생동물을 전시하면서 만지기, 먹이주기, 함께 사진 찍기 등 관람객이 동물과 직접적으로 접촉

할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동물원이 성행하고 있다. 이 중 이동동물원은 어린이집, 학교, 백화점 ․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행사장, 일반 가정 등으로 동물을 이동해 전시하는 형태로 운

영되고 있다. 

동물을 이동해 전시하는 이동동물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02

년 언론보도에서는 이동동물원이 유치원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하며 ‘원숭이, 토끼, 

사슴 등 비교적 순한 동물들을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유치원을 방문해 아이들이 동물을 만져보거

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 동물을 체험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1) 2005년 연합뉴스는 서

울역 앞에서 철도공사가 원숭이, 악어, 뱀 등 35종 전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2) 2010년 노원구

청에서는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호랑이 두 마리를 아크릴 상자에 전시해 논란이 되었다. 당

시 노원구청은 구미에 위치한 ‘쥬쥬동산’이라는 이동동물원에서 동물을 대여해 전시했다.3) 

최근에는 ‘동물수업’, ‘찾아가는 생태교육’ 등의 이름으로 실내 체험동물원에서 이동식 전시를 병

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4)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이동식 

동물체험활동은 동물에 의한 질병과 상해, 동물복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험

활동 진행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5)

동물을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직접 이동시켜 전시하는 이동동물원에서 수송 스트레스 등 동물복

지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쉽게 추측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동물원이나 체험

동물원 등 개방된 시설과 달리 이동동물원은 전시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교육시설이나 일반 가

정 등 사유시설에서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전시 환경이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1) “유아교육, 일상에서 깨닫고 느끼게”, 동아일보 2002.10.16
2) “서울역 앞에 일일동물원”, 연합뉴스 2005.9.15. 
3) “두 아기호랑이는 65만 원짜리 옵션동물?”, 오마이뉴스 2010.1.28.
4) 국회 이용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 동생물 이용 수업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10월12

일까지 초등학교에서 동물을 사용한 수업은 4,6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3-5세 누리과정 자연탐구의 세부내용에는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갖는다’, ‘관심있는 동식물의 특성을 알아본다’ 등 

동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Ⅰ. 조사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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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배경 및 목적

2017년 5월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고 있

지만 이동식 시설이거나 고정시설이 있어도 소규모 시설인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 사

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고 해도 동물을 자유롭게 반출·이동해 전

시하는 것이 가능한데 비해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조사 목적 

사유시설에서 국공립 교육기관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동동물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동동물원의 

운영 현황이나 방법, 동물 사육환경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

가 없다. 본 조사를 통해 이동동물원의 운영현황, 전시형태, 동물의 복지상태, 안전 및 위생 관

리 등을 파악하고, 국내 관련법 및 해외 규정을 분석할 것이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시동

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관람객 안전을 확보하며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제

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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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기간 

2018년 8월 15일 ~ 2018년 12월 15일 

2. 조사 방법

조사는 이동동물원 시설 조사와 이동식 체험전시수업 조사로 나누어 진행했다. 시설 조사는 인

터넷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검색이 가능한 이동식 체험동물원 중 11개 업체를 선

정해 조사했다. 각 업체당 최소 1회, 최다 3회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11개 업체 중 두 업

체는 사업등록지에 동물을 사육하고 있지 않아 시설 조사가 불가능했다.

이동식 체험전시수업 조사는 일반인 관람이 가능한 상업시설(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3회 참가해 조사했다. 

3. 조사 내용

조사항목은 운영 형태, 사육환경, 동물의 상태, 위생 관리 등으로 구성했다. 운영 형태는 개방된 

시설이 있는지, 상시 관람이 가능한지, 동물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조사했다. 사육환경은 생

태적 습성에 적합한 사육장, 은신처 등을 제공하는지와 급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등을 조사

했다. 위생은 시설의 경우 손을 씻는 시설과 안내문이 있는지, 실내사육장 내 음식섭취를 허용

하는지 등을 조사했고 이동전시수업의 경우 수업이 진행되는 장소에 손을 씻는 시설이나 소독제

가 있는지, 수업 전후나 도중에 손을 씻으라는 안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된 시설과 정해진 관람 시간이 있는지와 이동전시 관람료, 동물 판매 여부 등

을 조사했다. 

Ⅱ. 조사 개요



9
동물복지문제연구소 A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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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해 10종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전시목적으

로 사육하는 시설은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동동물원 중 종 수와 개체수가 법에

서 정한 범위에 미달되거나, 개방된 시설 없이 이동전시만 하는 업체는 동물원수족관법의 적용

을 받지 않아 이동동물원의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영업 중인 이동동물원 파악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동동물원, 이

동전시, 찾아가는 동물원, 동물수업 등의 검색어를 사용해 검색했다. 또한 기존에 조사했던 체험

동물원 운영 현황에서 파악된 업체들 중 이동전시를 병행하는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이동동물원은 총 34개소였으며 이 중 동물원으로 등록된 업체는 

11개소였다. 동물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자유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 중이었다. 

<표 1. 전국 이동동물원 운영 현황>

　 업체명 주소 보유동물
CITES 종 
보유여부

방문
가능
여부

동물원
등록
여부

서울 가자파충류 서울 강동구 성내2동 145-7
프레리독, 토끼, 앵무, 육지거북, 

사바나모니터, 카멜레온 등 
◯ ◯ ×

　 더프렌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11길 

5-9 202호 
친칠라, 육지거북, 사바나모니터, 

볼파이톤, 늑대거북 등
◯ × ×

　 주토피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117 2층
미어캣, 프레리독, 친칠라, 

스컹크, 슈가글라이더, 
육지거북, 파이톤 등

◯ ◯ ×

부산 애니파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6 

홈플러스센텀시티점
사막여우, 은여우, 라쿤, 
파이톤, 비어디드레곤 등

◯ ◯ ◯

대구 애니멀스쿨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돌미로70
마라, 스컹크, 프레리독, 

버미즈파이톤, 안경카이만 등
◯ × ×

대전 사파리프렌즈
대전시 대덕구 덕암로 200 

행복한마을아파트
사막여우, 코아티, 프레리독, 
친칠라, 프레리독, 앵무 등

◯ × ×

광주 동물나라 광주광역시 남구 오기원길 3
북극여우, 카피바라, 친칠라, 
회색앵무, 설가타육지거북, 
파이톤, 비어디드레곤 등

◯ × ×

강원 애니멀 스토리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연로 

212-10
고양이, 페럿, 유황앵무, 
이구아나, 육지거북 등

◯ ◯ ◯

　 자연아놀자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05
프레리독, 개, 고양이, 페럿, 
육지거북, 목도리도마뱀, 

설가타거북 등
◯ ◯ ◯

Ⅲ.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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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주소 보유동물
CITES 종 
보유여부

방문
가능
여부

동물원
등록
여부

경기 남생이동물원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42-31
프레리독, 미어캣, 코아티, 
슈가글라이더, 육지거북,

카멜레온 등
◯ ◯ ×

　
도레미 

파충류(플레이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353-81
파이톤, 친칠라, 이구아나,

모니터 등 
◯ ◯ ×

　
미니펫가든
(에듀가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164번길 227

미어캣, 친칠라, 페럿, 
육지거북 등 

◯ ◯ ◯

　 센트럴작은동물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194-2
라쿤, 미니돼지, 페럿, 

육지거북, 파이톤, 앵무 등 
◯ ◯ ◯

　 소풍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3길 

25-59
미어캣, 프레리독, 코아티, 
라쿤, 파이톤, 육지거북 등

◯ ◯ ×

　 스머프 곤충나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113-12 스머프 곤충나라
사막여우, 왈라비, 은여우, 미어캣, 

라쿤, 코아티, 호저 등
◯ ◯ ×

　 아프리카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464

코아티, 사막여우, 라쿤, 페럿 등 
사자, 사막여우, 원숭이, 코아티, 

라쿤, 페럿등
◯ ◯ ◯

　 양주자연생태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565번길 108-13
일본원숭이, 라쿤, 말, 오리, 

청금강 등
◯ ◯ ×

　 어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26-11

미어캣, 미니돼지, 
레오파드육지거북, 썬빔스네이크, 

블루텅스킨크 등
◯ × ×

　 와우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26번길 7-4
미어캣, 청금강, 육지거북, 

블랙스롯모니터 등
◯ ◯ ◯

　 주스(zoos)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29-16 2층 202
페럿, 그레이트혼빌, 파이톤 등 확인불가 × ×

　 해피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5
원숭이, 반달가슴곰, 북극여우, 

호저, 스컹크 등
◯ ◯ ◯

경북
곤충파충류 
체험학교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길안청송로 
214-53 곤충파충류 체험학교

카피바라, 스컹크, 페럿, 
슈가글라이더, 비어디드레곤 등

◯ ◯ ◯

　 쥬쥬 스토리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3길 8-12
당나귀, 염소, 페럿, 미어캣, 

이구아나, 육지거북 등  
◯ ◯ ×

　 펀펀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 254
스컹크, 프레리독, 페럿, 친칠라, 

육지거북 등
◯ ◯ ×

경남 부경동물원 경상남도 김해시 유하로226번길 70
호랑이, 사자, 쟈칼, 몽구스, 
마모셋원숭이, 망토원숭이 등

◯ ◯ ◯

충북 애니멀 파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17번길 29
미어캣, 육지거북, 앵무 등 ◯ × ×

충남 노라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82-1
사막여우, 아르마딜로, 코아티, 

다람쥐원숭이, 앵무 등
◯ ◯ ×

　 버그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양령리 454-3
라쿤, 슈가글라이더, 페럿, 

육지거북, 사바나 모니터 등
◯ - ×

전북 우쭈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석산1길 12
스컹크, 라쿤, 슈가글라이더, 
육지거북, 비어디드레곤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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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주소 보유동물
CITES 종 
보유여부

방문
가능
여부

동물원
등록
여부

전남 애니멀하우스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2길 2층
미어캣, 프레리독, 친칠라, 

슈가글라이더, 사바나모니터, 개, 
고양이 등

◯ ◯ ◯

　 고고스 확인불가
블루텅스킨크, 뉴기니아앵무, 
몽골리안저빌, 콘스네이크, 

육지거북 등
◯ × ×

　 에코글로리 확인불가
페럿, 미니돼지, 토끼, 앵무, 

육지거북 등
◯ × ×

　
zoo 아저씨의 

동물농장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 ×

　 프렌쥬 확인불가 라쿤, 육지거북, 앵무, 뱀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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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표
<표 2. 이동동물원 조사결과>

업체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소재지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일반

신고동물보유현황 미신고 미신고 12종16개체 미신고 53종 515개체

동물원 등록여부 × × ◯ × ◯
위생

손 세정 시설 × × × × ◯
손 세정 안내문 × × × × ×

실내사육장 내 
음식섭취 허용 

확인되지 않음 ◯ 확인되지 않음 ◯ ◯

동물상태

정형행동
×

(포유류
거의 없음) 

◯
(미어캣, 호저, 라쿤, 

코아티, 고양이)

◯
(라쿤, 돼지, 

프레리독, 페럿) 

◯
(미어캣, 
프레리독)

 ◯
(원숭이, 라쿤,
늑대개, 코아티)

외상 및 
질병의심 개체

◯ ◯ △ ◯ △

사육환경
이동케이지 채 전시 × ◯ ◯ × ◯

야외방사장 × 부분적 설치 × 부분적 설치 ×

은신처 × × × × ×

풍부화 × × × × ×

급수 3/5 3/5 1/5 2/5 1/5

사육장 없이 전시 × ×
◯

(육지거북)
◯

(코아티)
◯

(건물 외부 방치)

이종합사 × × × 고양이, 코아티 기니피그, 육지거북

부적절한 동물 전시 
(임신, 새끼 등)

라쿤 
코아티,

강아지 2월령 이하

멸종위기종 전시
◯

(그린이구아나)

◯
(사막여우, 카멜레온, 

육지거북)

◯
(육지거북)

◯
(육지거북)

◯
(17종)

사회적 동물 
단독사육

x
◯

(미어캣, 사막여우)
◯

(프레리독)
x

◯
(원숭이) 

운영

개방형태 주말 상시 예약시 주말 정해진 개방시간 없음

동물판매 ◯ ◯ ◯ ◯ ◯

수업운영
1회 단기수업/
월별정기수업

(1시간)

1회 단기수업(10종)/
월별정기수업

1회 단기수업
1회 단기수업/
월별정기수업

1회 단기수업/
월별정기수업(30분)

이용료

15종 3000원 
*인원 수+ 

강사료 10만원/
1회25만원

1회 40만원/
1회30만원

1회 40만원 1회 13만원

1회 30~70만원
(동물 종, 시간에따라상이)/

1회10~15만원
(인원수에 따라 상이)

Ⅳ. 조사 결과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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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F업체 G업체 H업체 I업체 J업체 K업체

소재지 부산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일반

신고동물보유현황 49종169개체 18종51개체 미신고 39종103개체
확인불가　 확인불가

동물원 등록여부 ◯ ◯ × ◯
　

위생

손 세정 시설 ◯ ◯ × ◯
확인불가 확인불가손 세정 안내문 ◯ × × ◯

실내사육장 내 
음식섭취 허용 

확인되지 않음 ◯ ◯ ◯

동물상태 　 　

정형행동
◯

(코아티)
◯

(프레리독 외)
◯

(미어캣, 프레리독)
◯

(미어캣)
확인불가 확인불가

외상 및
질병의심 개체

◯ × × ×

사육환경 　 　
이동케이지 채 

전시
◯ × × ×

확인불가 확인불가

야외방사장 × × × ×
은신처 × × × ×
풍부화 × × × ×
급수 2/5 1/5 2/5 3/5

사육장 없이 전시
◯
(개)

◯
(청금강)

◯
(고양이)

◯
(개)

이종합사 고양이, 코아티 × ×
◯

(염소, 돼지, 닭,
토끼, 육지거북)

부적절한 동물 전시
(임신, 새끼 등)

제넷고양이, 
코아티

토끼, 기니피그 미어캣, 프레리독

멸종위기종 전시
◯

(17종)
◯

(청금강 외 6종) 
x

◯
(청금강, 육지거북)

사회적 동물 
단독사육

확인불가(출장중)
◯

(미어캣, 프레리독)

운영 　 　

개방형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동물판매 ◯ x x ◯ 　 　

수업운영
1회 단기수업/
월별정기수업

(30분)

1회 단기수업/
월별정기수업
(연6,10,12회)

1회 단기수업/
월별정기수업

(30분)

1회 단기수업/
월별정기수업

(30분)

1회 단기수업/
월별정기수업

1회 
단기수업(8종)/
월별정기체험
(연8회, 40종)/
이동동물원

(지자체, 교회, 
기업 등)

이용료 1회 30만원
1회 40만원/
1회24만원

1회 25만원/
1회8만원

1회 12만원
1회 

50만원(25종)/
1회20만원

1회 20만원 + 
3000*인원 수/

1회15만원+3000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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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주요내용 및 문제점 

가. 시설 조사

1) 사육시설 확인 불가능한 시설 존재 

조사대상 11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사업자 등록의 주소지가 일반 주거시설이었으며 동물을 사

육하는 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 동물을 어디에서 사육하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

며 사육환경과 관리 상태를 점검조차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진 1, 사진 2]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일반 주거지인 업체. 사육환경 확인이 불가능하다.

  

  

2) 기준 없는 운영시간과 관리부실

고정된 시설이 있더라도 운영 시간에 기준이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을 이동시켜 출

장식으로 전시하다보니 시설 개방·관람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주말에만 개방하거나 예약제

로만 운영하는 등 개방시간에 기준이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사육시설 관람이 불가능한 시설과 마찬가지로 운영 시간이 불규칙한 시설에서는 동물의 사육환

경과 관리 상태를 상시 점검하기 어렵다. 또한 관리인원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장시간 동물에게 적절한 관리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한 예로 주중에 관리

인원이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업체에서는 동물들에게 18시간 이상 사료, 물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6)

3) 부적절한 사육환경 

이동식 전시를 주로 하는 업체일수록 사육시설은 동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불과해 일반 동물원에 

비해 사육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6)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
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휴원·폐원) 시행령에서 
연간 30일 이상, 하루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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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동장에 넣은 채로 전시

동물을 고정된 사육공간enclosure 없이 철제케이지, 반려동물용 이동장, 새장, 소동물 사육장, 

아크릴 상자 등 운반이 가능한 좁은 이동장 안에서 사육하는 업체들이 관찰되었다. 이는 동물을 

운반할 때 이동장에 넣고 빼는 과정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돼지, 페럿, 라쿤, 프레리

독, 파이톤 등의 동물이 이동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사육장의 크기는 동물이 정상적인 보

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한 경우가 많았으며 좁고 단조로운 환경으로 인해 라쿤, 프레리독 등 

심한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이 관찰되었다. 

[사진 3] 철제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미니돼지. 지나치게 협소
한 사육장은 영구적인 사육환경으로 적절하지 않다.

  
[사진 4] 새장에서 사육되는 라쿤. 극심한 정형행동을 보였
다.

[사진 5] 소동물 사육장에서 사육되는 프레리독

  

[사진 6] 햄스터 사육장에서 사육되는 페럿

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식환경

실내 체험동물원과 마찬가지로 이동동물원의 서식환경은 생태적 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조성되

어 있었다. 대표적인 관찰 내용으로는 사자, 유인원 등 대동물을 야외방사장 없이 전시하는 경

우, 사육장 안에 은신처 부재, 뜬장이나 새장 등 발이 빠지는 사육장에 전시, 사회적 집단화 

social grouping가 필요한 동물임에도 단독 사육, 생태적 연관성이 없는 동물의 이종합사 등이

었다. 환경풍부화가 제공되는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파충류의 경우 온도, 습도, 자외선 등 

세심한 사육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UV조사장치나 일광욕장소basking spot없이 플라

스틱 상자 등에 사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태적 습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육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동물이 사람과 접촉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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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아크릴상자에서 사육되는 파이톤. 파충류는 온도, 
습도, 조명 등 세심한 사육환경이 필요하다.

  [사진 8] 이동동물원의 라쿤 사육장. 발가락이 빠지는 바닥 
구조인데다 흙, 오를 수 있는 구조물 등 생태적 습성을 고
려한 환경은 찾아볼 수 없다.

[사진 9, 사진 10] 사막여우와 은여우가 밀폐된 공간에서 단독사육되고 있다.

[사진 11] 
땅을 파는 습성이 있는 프레리독이 철제 
케이지에서 사육되고 있다.

다) 외상 및 질병 의심 

머리 부분에 심한 탈모 증상이 있는 코아티가 관찰되었으며 고양이의 경우 콧물이 심하거나, 눈

곱이 심하게 끼었거나, 모질이 좋지 않아 피부병이 의심되는 개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 12] 머리에 심한 탈모 증상을 보이는 코아티. 매표소
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사진 13] 귀 주변에 피부병 증상을 보
이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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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가 절단된 이구아나가 관찰되었다. 황주선 질병생태학자는 과도한 관람객과의 접촉에 노출

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공포를 느끼면서 스스로 꼬리를 잘라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사진 14] 
꼬리가 잘린 이구아나

라) 안전 관리 미흡 

관리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건물 외부, 주차장 등에 동물을 방치하는 

시설이 발견되었다. 한 업체에서는 염소, 돼지 여러 마리를 사육장 없이 도로변 주차장에서 사

육하고 있어 사고 및 탈출 위험이 있었다. 건물 외부의 사육장에 개, 염소, 돼지, 라쿤, 원숭이, 

사자 등을 사육해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관리인원 없이 일반인이 동물에게 접근할 수 있었

고, 라쿤 등 일부 사육장에는 잠금 장치가 없어 쉽게 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진 15] 이동동물원에서 전시되는 사자 사육장. 시설 뒤
편 외부에 방치되어 있다.

  
[사진 16] 시설 외부에 있어 동물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
에도 접근이 가능했다.

[사진 17]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가 달린 케이지에서 사육
되는 원숭이

  
[사진 18] 사육장 없이 주차장에서 사육되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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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대동물 사용 

사자, 원숭이 등의 대동물을 이동전시용으

로 사육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업체에서 제

공받은 이동전시 프로그램 견적서를 통해 

사자, 반달가슴곰, 늑대 등 맹수류 동물도 

이동전시체험 수업에 사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자는 넓고 복합적인 사육

환경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종이며 관리

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안전시설을 갖추어

야 하므로 창고식 시설에서 사육하면서 이

동식으로 전시하는 것은 극히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 일본원숭이, 사막여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이동전시에 사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20] 한 이동동물원의 이동전시 견적서. 사자, 반달가슴곰, 늑대 등 맹수류 동물,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이동전시에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사진 19] 한 이동동물원 웹사이트의 안내문. 거리가 75킬로
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까지 동물을 이동해 전시한다고 광고
하고 있다.



19
동물복지문제연구소 AWARE

Ⅳ. 조사 결과 및 문제점

4) 판매

조사대상 업체 중 7곳에서 동물을 판매, 분양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공개

적으로 동물판매 사실을 광고하지 않더라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동물을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가 2곳 있었다. 야생동물을 반려목적으로 가정에서 사육할 경우 적

절하지 않은 사육환경과 영양공급으로 고통 받을 수 있으며, 유기 시에는 생태계 교란의 위험이 

있다.

  

[사진 21, 사진 22, 사진 23] 
조사대상 업체 중 절반 이상이 동물을 판매
하고 있었다. 사육장에 애완동물 분양이 가능
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나. 체험 수업 조사 

대형마트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동물원 동물체험수업 현장을 총 3회 조사했다. 

이동전시에 사용되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된 동물은 스컹크, 미니돼지, 친칠라, 다람쥐, 기니피

그, 팬더마우스, 햄스터 등 포유류, 앵무새 등 조류, 레오파드 육지거북, 파이톤, 썬빔 스네이크, 

콘스네이크, 블루텅스킨크, 비어디드래곤, 팩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타란툴라 등 절지류 등이

었다.

평균 수업 시간은 1시간 내외였으며, 3곳 모두 동물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와 만지기, 먹이주기 

체험 순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관람객이 많은 경우 체험 시간을 정해진 시간보다 연장해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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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이 있었다. 설명 내용에는 동물 종, 나이, 서식지, 먹이 등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관람객에 연령 제한은 없었으며 한 장소에서 바닥에 앉은 상태로 관람하는 전시형태이다 보니  

일반 체험형 동물원보다 관람객 연령이 더 낮은 편이었다. 관람객 중에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서는 것이 겨우 가능한 연령의 영아, 유아도 관찰되었다. 

1) 관람객과의 접촉 

가) 과도한 노출 시간 

행사 당 30명에서 많게는 7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참여했다. 관람 인원수가 정해져 있더라도 

어린이 관람객 기준이고 보호자들도 체험에 참여할 수 있어 실제로 동물을 만지는 인원은 정해

진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설명과 체험 순서로 구성된 수업이더라도 동물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관리자가 동물을 손에 들

고 관람객 사이를 돌며 직접적인 접촉을 유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동물들은 한 시간 내내 관람객

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노출되어 있었다. 한 명씩 차례로 만지는 순서가 끝난 후에는 바닥에 동

물들을 내려놓고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만지도록 유도하는 자율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격

되었다. 

이동동물원에서 동물복지를 위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동물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이동 전시에 

사용되는지, 체험에 이용되는 빈도와 시간, 접촉하는 인원수를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물이 하루 수차례 이동수업에 사용될 경우 과도한 접촉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으로 사료된다.  

[사진 24] 이동전시수업에서 어린 관람객들이 스컹크
를 만지고 있다. 스컹크는 광견병의 대표적 숙주동물
이다.

  [사진 25] 이동전시수업에서 파이톤을 만지는 관람객들. 난방이 
들어오는 마룻바닥은 뱀을 장시간 놓아두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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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물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접촉 방법 

관람객의 연령대가 어리다보니 동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만지는 행동을 쉽게 관찰

할 수 있었다. 파이톤, 햄스터 등을 손으로 세게 쥐거나 꼬리를 잡아당기는 행동, 설치류 동물을 

돌아가면서 손에 올려놓고 만지는 과정에서 동물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 등이 목격되었다. 

만지기와 사진 찍기 체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뱀의 경우 비늘이 머리에서 꼬리 방향으로 설계

되어 있는데 비늘 반대 방향으로 쓰다듬고 만지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비늘 반대 방향으

로 만지는 것은 뱀의 피부는 물론 사람의 피부에도 상처를 낼 수 있다.

[사진 26, 사진 27] 뱀의 비늘 반대 방향으로 만지거나 햄스터를 꽉 쥐는 행동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동물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접촉하는 관람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전에 해서는 안 되는 행

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수업 중간에 주의를 주더라도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관람객들이 많았으며, 한 번에 여러 명이 만지는 상황에서 일일이 제지가 어려웠다.

관람객이 동물을 만지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 동물들이 배설을 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블루

텅스킨크, 레오파드육지거북, 스컹크, 햄스터 등의 동물이 관람객이 만지는 동안 배뇨, 배설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는 생소한 환경과 과도한 접촉에 노출된 동물이 느끼는 공포심과 스트레

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2) 관리인원 부재 시 동물관리 어려움 

관리인원은 두 명(2인 1조)인데 비해 동물은 적게는 4마리에서 15마리 이상이었다. 동물 체험 

시 관리인원 한 명 당 동물 한 마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체험에 사용되지 않는 동물은 관리인원 

없이 관람객들이 만질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었다. 

관리인원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 관람객들이 케이지 문을 열고 동물을 만지거나, 케이지

를 두들기고 연필 등 도구로 동물을 찌르는 등 동물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목격되었으나 

충분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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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관리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미니피
그는 관람객들의 무분별한 접촉에 노출되어 
있었다.

  
[사진 29] 관리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스컹크 이동장에 손을 넣는 어린이.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교상의 위험이 있다. 

3) 잦은 운송으로 인한 수송 스트레스  

3곳 모두에서 체험행사가 끝난 후 일반 쇼핑카트에 이동장을 층층이 쌓아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요 등으로 이동장을 가리지 않고 운송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운송 차량은 일반 승

용차였으며, 트렁크에 사육장을 쌓아 이동하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동동물원에서 가장 동물복지를 위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동물의 잦은 수송과 부적절한 운송 

방법이다. 조사대상 업체 중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75킬로미터 거리의 장소까지 

이동수업을 제공한다고 공지한 업체가 있었다. 동물이 끊임없이 낯선 환경에 노출되고, 이동장에 

실려 장거리를 차량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받는 수송 스트레스는 동물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

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진 30, 사진 31] 
쇼핑카트에 이동장을 
아래위로 쌓아 운반하는 
모습. 가림막은 제공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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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동물복지 기준 없이 운송되는 동물들. 
수송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된다.

4)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위험 

조사한 이동전시 3곳 모두 체험 전과 체험전시 도중 손 세척이나 소독을 하지 않았다. 전시장소

가 전문시설이 아닌 일반 교육실이기 때문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소독제도 따로 비치되지 않았다. 여러 종의 동물을 번갈아가면서 만지는 과정 중간에도 손을 씻

지 않았다. 체험 도중 어린 관람객들이 동물을 만진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입으로 가져가거나 

코를 파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정상적인 행동을 발현할 수 없는 사육환경과 관람객과의 접촉, 잦은 운송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동물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병원체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

이가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준 손을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 동물에 묻은 타액, 비말, 오

줌, 분변 등을 통해 직접 병원체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

파충류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살모넬라균은 거북이의 85퍼센트, 뱀의 92퍼센트가 보유하고 있다. 

살모넬라균이 사람에게 전염되면 설사, 두통, 발열, 복통 등을 일으킨다. 파충류 배설물과 접촉

하거나, 감염된 파충류가 있던 자리를 만지거나, 파충류를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입에 손을 

대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 전시에 흔히 사용되는 스컹크, 페럿은 광견병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미국 질병관

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미국에서 스컹크에게서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는 1,365건으로 같은 해 

미국 내 야생동물 광견병 발생 사례의 24.8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러한 이동전시 업체에서는 전시 동물의 질병상태나 예방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의무조차 없어 

감염된 동물을 사용할 경우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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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이동동물원의 사육장. 배설물이 밥그릇에 쌓
여 있고 물에는 녹조가 끼어 있다.

[사진 34] 
동물을 대상화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접촉
하는 경험은 비교육적, 반생명적 메시지를 전
달할 수 있다.

[사진 35] 
이동동물원 시설 외부에 위치한 원숭이 사육
장. 관리인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접근이 가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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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야생동물 접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

(출처 : Warwick et al.「A review of captive exotic animal-linked zoonoss」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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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 파충류, 포유류 

　 　 Clostridium 양서류, 파충류, 조류

　 　 Escherichia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 류 

　 　 Shigella 양서류, 파충류, 장류

　 결핵 Mycobacterium 양서류, 파충류, 조류, 영장류,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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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구균 Streptococcus 양서류, 어류, 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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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유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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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 파충류, 포유류 

　 　 Peptococcus 양서류, 파충류 

　 　 Proteus 양서류, 파충류, 조류 

　 　 Pseudomonas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 류 

　 　 Aeromonas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 류, 어류 

　 　 Serratia 양서류, 파충류, 조류 

　 　 Staphylococcus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Streptococcus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 류 

바이러스성 바르토넬라증  Bartonella 포유류

　 폐렴 Klebsiella 조류, 영장류 



26
동물복지문제연구소 AWARE

이동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

질병　 병원체 분류속 숙주동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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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유 류 

　 A형 간염  Picornavirus 양서류, 장류 

　 서부 뇌염 Togaviridus 양서류, 파충류, 조류 

　 웨스트나일병 Flaviviridus 양서류, 파충류, 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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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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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원수족관법 적용 

현행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에서는 동물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

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

만,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

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즉, 소규모 이동동물원 중 종과 개체 수가 법에서 정한 수에 미달하거나, 관람객에게 개방하는 

고정된 시설 없이 이동전시만 하는 업체는 동물원수족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관리의 사

각지대에 놓여있다. 

등록 의무가 없는 이동동물원은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안전관리, 연1회 운영관리 자료 제출 등 

기본적인 의무도 없으며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대상에도 제외된다. 또한 휴 ․ 폐원시 신고 의무가 

없어 폐업 시 동물을 방치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을 위험성이 높다. 

또한 등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물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업체라고 해도 이동전시에 대한 사항은 신고나 기록 제출의 의무가 

없고 이동해 전시하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동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고정시설에 대해 등록 절차를 밟고, 동물 전시는 등록된 시설과 관계없는 장소에서 하

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Ⅴ.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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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송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 이송에 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에서는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 ․ 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

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동동물원에서 동물 이동시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어려운 상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한해 동물을 이송 ․ 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 ․ 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

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에만 해당되

며 동물보호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동동물원에서 동물을 빈번히 이송하면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3. 사육환경 및 관리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생태적 습성에 따른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적정한 서식환경

과 시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다는 점은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동동물원에서 이동장 등 동물을 영구적으로 생활하기에 극도로 부적합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복지도 고려하지 않고 사육한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 

한편, 2018년 6월 12일 개정,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

은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6조의2(생물종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

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외에는 종 별 사육기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가 생물종 별 관리지침을 정

해 동물원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지침은 강제성이 없다

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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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지행위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금지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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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동물원에서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동장에 넣어 운송하는 행위, 

과도한 관람객과의 접촉에 노출시키는 행위, 이동장 안에 전시하거나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

육환경에서 전시하는 행위 등이 관찰되었지만 현행 동물원수족관법 금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5.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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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동동물원에서 동물을 수시로 이동시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

상 및 탈출 등 안전사고, 관람객과의 접촉에 의한 질병 감염의 방지를 위한 의무사항은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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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의 이동

해외 동물원 관련법에서는 동물원을 다른 시설로 이동할 경우 관할 당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현대동물원 운영지침(Secretary of State’s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에 

따르면 잉여동물을 다른 시설로 옮기게 될 때는 그 시설이 동물복지 5대 원칙에 대한 충분한 이

해가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 개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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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동물을 이동시킬 수 없다. 

또한 ‘이동시설 전시동물 지침(Standards for Exhibiting Animals at Mobile Establishment)’

에 의하면 동물을 운송할 때 동물의 부상을 방지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환경

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덮개가 없는 차량 또는 트레일러로 동물을 싣고 이동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운송 차량은 동물의 이동장이 운전 중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비가 있

어야 하고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석과 동물을 분리하고 동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가림막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전시동물 사육시설기준(Containment Facilities for Zoo Animals Standards)’에

서도 동물원 내의 동물을 외부로 이동 시킬 때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검사관을 통해 지

원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 4. 해외규정 – 동물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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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과 자원, 동물복지 5대 원

칙을 따르는 전문가가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한

다. 

4.6 만약 동물원에서 사육된 동물이 일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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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해외 사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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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된다면 반려동물법에 의해 지역당국에서 반

드시 면허 발급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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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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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사우스웨일즈주

법 이름 : Exhibited Animals Protection Regulation 
조항 : Part 4 Offences
32 Removal of exhibited animal

내용 원문

(1) 동물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장관의 서

면 협조문 없이 동물원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된 

동물을 보유하거나 동물 보유를 허가할 수 없다. 

(2) 동물원은 동물을 내보내기 위한 적절한 신청

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허가된 구역으

로부터 동물을 내보낼 수 없다.

(a) 동물을 이동시키기 최소 7일 이전에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b) 장관은 동물을 내보내는 것에 대한 서면 협

조문 발급해야 한다.

(3) 하위조항 (1)과 (2)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적

용하지 않는다.

(a) 동물원 지정 수의사에게 데려가거나 데려올 

때

(b) 치료 또는 관찰을 위해 동물원 지정 수의사

가 동물을 데리고 있을 때 

(c) 동물의 합법적 이동과 획득을 위한 이송 

(4) 이 조항에서 적절한 지원서란 동물에 관한 

아래의 내용을 서술하는 서면지원서를 의미한다. 

(a) 동물의 종류

(b) 동물이 이송될 목적지

(c) 이송 방법

(d) 광고와 같은 목적의 일시적 이동 - 동물 주

변의 사람의 안전 준비 

(e) 일시적 이동 – 동물이 이용될 방법과 시간

(f) 동물이 이동되는 동안, 일시적 이동에 책임이 

있는 직원의 수와 자격

(1) The holder of a licence for an animal 

display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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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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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terinarian for treatment or 

observation, or 

(c) it is being transported to give effect to its 

lawful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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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rtisi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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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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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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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법 이름 : Standards for Exhibiting Animals at Mobile Establishments in  New South Wales
조항 : Part 5 - Transport and Exhibition 
Clause 6  Requirements for Animal Containers and Vehicles 

내용 원문

1)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동물의 부상, 부적절하

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날씨 또는 환경적 

상황 등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

되어야 한다. 차량의 덮개가 없는 부분이나 트레

일러에 동물을 싣고 옮길 수 없다. 

노트 공기를 들여보내는 장비 또는 에어컨을 이

용하여 적절한 환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동물의 

운송 조건이 적절한 온도 유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동물의 공간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 

2) 각 동물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이

동장을 이용하여 운송되어야 한다. 

a) 구조적으로 튼튼하여 충격 또는 탈출이 불가

능 할 것; 

b) 내부의 동물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을 것; 

c) 쉽게 싣고 내릴 수 있을 것;

d) 다른 동물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도록 동물 

사이에 적절한 가림막을 제공할 것;

노트 각 동물은 보다 쉽게 모니터할 수 있도록 

분리된 이동장에 담겨 이송할 것이 권고된다. 이

는 어떤 동물이 배설물 또는 피 등을 흘렸는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e) 육상동물의 경우 동물이 서고, 앉고, 눕고, 돌

아서고, 기지개를 펴는 행동에 제약이 있지 않도

록 미끄럼이 방지되는 바닥을 제공(말은 부상위

험이 있으므로 돌아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뱀과 도마뱀은 그들의 전체길이를 모두 

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할 

것; 

f) 시각적 또는 환경(적절한 온도 체크)을 자주 

확인할 수 있을 것; 

g) 만약 독성이 있거나 위험한 종이 담겨있을 

경우 경고 사인을 포함할 것; 

h) 청소와 소독이 용이할 것

4) 동물을 수송하는 차량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운전 중 동물이 담긴 이동장이 움직이지 않

도록 고정할 수 있는 시설

b) 차량의 배기가스가 동물 이동장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시스템

c)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동물과 운전자

1) Animals are to be transported in a manner 

that protects them from being  injured or 

exposed to unsuitable or stressful climatic or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transportation of 

an animal in the uncovered section of a 

vehicle or trailer is unacceptable. 

 

Note Adequate ventilation can be provided in 

the form of an air intake device or air 

conditioning. The space in which the animals 

are being transported may require 

modifications to ensure transport conditions 

are maintained at an appropriate ambient 

temperature (whether heating or cooling). 

 

2) Each animal is to be transported within a 

container that:  

a) is structurally sound so that it is crush 

proof and escape proof; and 

b) is constructed in such a way that it will 

not injure any enclosed animal; and 

c) can be easily loaded and unloaded; and 

d) provides suitable barriers between animals 

where there is risk of an animal injuring 

another; and 

 

Note It is recommended that individuals are 

transported in separate containers so they 

can be more easily monitored. This makes it 

easier to determine which animal is the 

source of any faeces, urine or blood that may 

be of concern. 

e) for terrestrial animals, has a non slip floor 

and allows freedom of movement for the 

enclosed animals to stand, sit, lie down, turn 

around and stretch out their full length, with 

the following exceptions: equids must not be 

allowed room to turn around due to injury 

concerns; snakes and lizards may be 

transported in containers that do not allow 

them to stretch out their full length; and 

f) allows frequent visual or environment (e.g. 

monitoring of ambient temperature) insp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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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리하고 동물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튼튼

한 가림막

5) 동물의 이송하는 차내 칸막이의 경우 반드시 

a) 이동장을 다루는데 있어서 위험이 없어야 한다. 

b) 배설물의 유출이 관리될 수 있어야하고, 항상 

사용 후 소독되어야 한다. 

노트 동물들은 차량에 실어지거나, 핸들링, 운송 

중 부상, 배설물에 의한 무증상 감염에 취약해진

다. 이러한 문제는 스트레스의 축적으로 발생한

다. 일반적 스트레스 요인은 아래와 같다. 

a) 평소와 다른 동물의 합사(무리)와 핸들링

b) 음식과 물 제한

c) 기후 조건 변화

d) 과밀집 또는 단독 분리, 익숙하지 않은 주변 

환경, 소음과 자극

e) 운송 중의 부적절한 관리 

f) 임신과 수유와 관련된 생리적 반응

동물을 기존의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을 더 많이 줄일수록 

동물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출발지의 컨디션

과 같을 확률이 더 높다. 

to be undertaken; and 

g) includes an appropriate warning sign if it 

contains venomous or dangerous species; 

and 

h) is designed to allow ease of cleaning and 

disinfection.  

4) The animal transport vehicle must 

incorporate: 

 

a) facilities to securely fasten animal transport 

containers to prevent them moving within the 

vehicle; and 

b) a vehicle exhaust system that does not 

pollute the air inside the  animal transport 

container; and  

c) a barrier between the animal transport 

container and the driver’s compartment strong 

enough to hold the weight of animals and 

their container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5) Any compartment within which animal 

containers are transported must: 

 

a) allow handling of transport containers 

without risk to the handlers; and 

b) be designed to control spillage of faeces 

and be disinfected after each use 

Note Animals are susceptible to injury or the 

exacerbation of sub-clinical infection during 

loading, handling and transportation. These 

problems often arise due to cumulative 

stresses. Common stressors include:  

 

a) unusual yarding and handling; 

b) deprivation of food and water; 

c) changes in climatic conditions; 

d) overcrowding or isolation, unfamiliar 

surroundings, noises and sensations; 

e) inappropriate care during road 

transportation; and  

f) physiological responses associated with 

pregnancy and lactat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stressful 

experiences you can remove from the 

temporary removal experience, the better the 

chances of the animal arriving at its 

destination in the same condition as it 

dep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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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Clause 7 Transportation

1) 면허 소지자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반드시 충분한 수의 숙련된 직원이 

이동 전시에 동반할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2) 전시동물을 관리/책임지는 사람이 운송 중의 

사고, 차량의 고장, 동물의 탈출 등이 발생하는 

등의 만일의 경우 어떻게 동물을 관리 할 것인

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소지할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노트 동물의 운송이 시작된 후 2시간 이내에 책

임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것이 권고된다. 동

물의 상태 확인은 최대 간격 2시간 이내이어야 

하고 확인 시 동물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온도측정기는 동물의 이동장(박스) 내부 또는 동

물을 운반하는 칸막이에 설치될 수 있고 온도계

는 차량의 대시보드에 고정하여 지속적인 모니

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차량이 고장 날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먹이

와 물, 공기 흐름을 생성할 수 있는 장비가 차

량에 함께 실려야 한다. 

3) 운송 중 또는 전시 장소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동물은 즉각적으로 수의사의 처치를 받아

야 한다. 

4) 목적지에 도착한 동물들은 목적지에 도착하

자마자 면허 소지자 또는 대변인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5) 동물이 사육장 내에서 전시 될 경우 운송차

량 또는 이동장으로부터 사육장으로 바로 이동

되어야 한다. 만약 차량으로부터 반드시 걸어 나

와야 하는 동물의 경우 적절한 군중의 통제와 

동물이 미끄러운 바닥과 같이 부적절한 표면을 

걷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The authority holder must ensure that a 

sufficient number of experienced staff 

accompany animals during a mobile display,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se standards. 

 
2) An authority holder must ensure the 

person in charge of a display of the authority 

holder’s animal(s) has a documented 

contingency plan detailing how the person in 

charge is to manage the animal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breakdown or escape of 

animals while transporting the animals. 

 
Note For many animals it is recommended 

that inspection of animals be carried out by 

the person in charge, not more than two 

hours after the commencement of a journey, 

and thereafter at maximum intervals of two 

hours. During these inspections clean fresh 

water should be offered to all animals. 

 
Temperature probes can be installed into 

boxes or the compartment carrying animals 

and temperature reader can be fixed to the 

dashboard of the car to allow constant 

monitoring. 

Additional food and water, and ideally a 

generator to allow air flow, in the event of a 

vehicle breakdown should be carried by the 

transportation vehicle. 

 
3) Veterinary assistance must be sought as 

soon as possible for any animal seriously 

injured during transportation to or from the 

display site. 

 
4) Each animal must be checked as soon as 

possible upon arrival at the display destination 

by the authority holder or his or her delegate.  

 
5) Where an animal is to be displayed within 

an enclosure, it must, where possible, be 

released directly into the exhibit enclosure 

from the transport vehicle or container. If the 

animal must be walked from the transport 

vehicle to the exhibit the authority holder must 

ensure appropriate crowd control is in place 

and that the animal does not walk on 

unsuitable substrate, i.e. slippery floors.

조항 : Part 6. Animal Welfare
Clause 15 Return of Animals to the Home Base

내용 원문

1) 장관의 허가가 있지 않은 한 이동 전시 

목적으로 이용된 모든 동물은 반드시 

1) An animal used for mobile display must 

ordinarily be returned to its enclosure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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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소지자의 본래 동물 사육시설로 매일 

돌아가야 한다. 

노트 면허소지자가 동물 사육시설로부터 

이동하여 추가적인 기간 동안 다른 장소에서 

동물을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장관은 제외사항을 만들지 않는다. 

2) 면허소지자는 그의 동물이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집에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한다. 

노트 주행성 동물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 1시간 

이전에 본래 사육시설로 돌아가야 한다. 운송 

차량의 이동장에서 해가 뜨고 난 후 1시간 정도 

차량 내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3) 본래 사육 시설과 떨어진 이동 전시 

시설에서 하룻밤 지낼 경우 동물들은 반드시 

아래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육장에서 

지내야한다. 

a)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사육 

공간

b) 비, 바람을 포함, 극심한 온도를 피할 수 

있는 은신처

c) 충분한 양의 신선한 먹이와 물

d) 동물의 탈출, 부상, 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e) 동물이 편히 앉거나 눕기 적절한 표면과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깔짚의 

제공

f) 종에 따른 동물이 숨거나 도피할 수 있는 

은신처 

g) 파충류의 경우 적절한 온도 제공

h) 빛과 소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 

authority holder’s home base at the end of 

each day, except in circumstances approved 

by the Director-General.

Note The director-General is unlikely to make 

an exception unless the authority holder has 

demonstrated that the authority holder can 

provide facilities to manage the animals for 

extended periods away from the home base.

2) An authority holder must ensure the 

authority holder’s animals are not held at the 

residence of an employee or voluntary 

attendant. 

Note Diurnal species should not be returned 

to their exhibit less than one hour prior to 

sunset. They would be safer to be held in 

their transport container until one hour after 

sunrise. 

3) Where an animal to be displayed at mobile 

establishments stays away from the home 

base overnight the animal must be placed in 

an enclosure that provides the animal with: 

a) adequate space to move in all directions; 

b) shelter from rain, wind and extremes of 

temperature; 

c) a supply of adequate amounts of fresh 

food and water; 

d) an environment that prevents escape, 

injury to and theft of, the animal; 

e) a suitable substrate that allows the animal 

to comfortably sit or lie down. An animal must 

be provided with suitable bedding to allow it 

to stay warm; 

f) a refuge/hide area depending on the 

species; 

g) an appropriate temperature gradient in the 

case of reptiles; and 

h) an area away from lights and loud noises.

뉴질랜드 
법 이름 : Containment facilities for zoo animals standards
조항 : 6.3 Movement of zoo animals

내용 원문

정부의 허가 없이 동물원에 동물을 들이거나 

내보낼 수 없다. 동물원 운영자는 처음에 

감독관을 통해 지원서를 보내야 하고, 

허가된 이동은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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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동물복지문제연구소 AWARE

이동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

2. 허가 규정 

영국, 미국,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 또는 이동동물원을 운영하기 위

해서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의 토론토시와 런던시에서는 이동동물원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안전, 위생, 복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영국은 이동동물원mobile zoo을 규제하기 위해 동물복지법(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Regulations 2018)을 개정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동물원을 포함, 전시, 훈련의 목적으로 동

물을 사육하는 모든 경우에 환경식품농무부(DEFRA)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동동물원 외

에 촬영, 행사 등 전시, 훈련의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지정된 검사관 또는 수의사가 

시설을 방문·점검 후 지방 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7)

미국 뉴욕시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동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할 당국에서 허가를 받아

야 한다. 모든 페팅주는 보건정신위생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ASPCA, 뉴욕시 경찰, 또는 다른 적절한 관할 지자체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지 시찰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의 모든 법과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페팅주는 폐쇄, 위법 통보, 동물의 압수를 당

할 수 있다. 뉴저지 주에서도 동물 전시에 이용되는 동물의 소유자, 사람들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이동 및 체험동물원의 운영자는 허가가 필요하다. 뉴저지 정부는 직접적인 시찰 후 요구사

항에 적합한 시설에 한하여 페팅주 등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고, 만약 해당 시설이 법 조항에 부

합하지 않을 시 관할당국은 허가를 거절, 지연, 폐지 할 수 있다.8)

토론토에서는 시 조례로 개인 사육이 금지된 동물 종을 지정하고 있다. 포유류 중 일부 종을 제

외한 대부분의 야생동물과 돼지, 염소, 소 등 일부 농장동물, 조류, 양서파충류 중 악어, 성체가 

몸길이 3미터가 넘는 모든 뱀, 성체가 몸길이 2미터가 넘는 모든 도마뱀, 모든 독성이 있는 동

물 등이다. 이동동물원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이동동물원이 동물

복지뿐 아니라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설문조사를 통해 이동

동물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육금지동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조

례의 사육금지 동물 예외조항에서 이동동물원과 희귀동물 관련 사업을 삭제할 것인지 검토했다. 

그 결과 시는 2018년 1월 이후부터 이동동물원 업체에서 학교 방문, 생일 파티 등과 같은 공공 

또는 개인 이벤트에 사용하기 위해 사육금지 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다.9)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런던 시에서도 이동동물원에서 파충류로부터의 살모넬라 감염과 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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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STATE OF NEW JERSEY 212th LEGISLATURE, A1636 CONAWAY, New Jersey Legislature
9) Prohibited Animals Review, Toronto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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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복지 상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동동물원을 제재하기 위한 전

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동동물원 및 살아있는 희귀 동물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서 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10)

<표 5. 해외규정 – 허가 규정>

10) Megan Stacey, “Mobile zoos could be added to business licencing bylaw”, The London Press, 2018.12.10.

영국

법 이름 : Animal Welfare Act 
조항이름 : Part 2 Grant, renewal and variation with consent of a licence and inspection of 
premises
Conditions of grant or renewal of licence

내용 원문

4.―(2) 관할 당국은 반드시-

(a) 한명 이상의 적합하게 자격이 있는 

감시관을 지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의 부분이 진행되는 장소를 

시찰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b) 시찰 후 신청서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운영자에게 허가를 내어주거나 운영자의 

면허를 갱신해주어야 한다. 

(ⅰ) 면허 조건이 맞을 것

(ⅱ) 규정 13에 부합되는 적절한 비용이 

지불되었을 것

(ⅲ) 허가 또는 갱신은 규정 10에 부합하는 

제출용 보고서를 고려할 것

(3) 관할당국은 각 면허의 허가와 갱신 시 

아래의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a) 일반 조건

(b) 관련 특별 조건

4.—(2) The local authority must— 
(a) appoint one or more suitably qualified 

inspectors to inspect any premises on which 

the licensable activity or any part of it is being 

or is to be carried on, and 

(b) following that inspection, grant a licence to 

the operator, or renew the operator’s licenc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if it is 

satisfied that— (i) the licence conditions will be 

met, 

(ii) any appropriate fee has been pai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3, and 

(iii) the grant or renewal is appropriate having 

taken into account the report submitted to i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10. 

(3) A local authority must attach to each 

licence granted or renewed— 
(a) the general conditions, and 

(b) the relevant specific conditions. 

조항이름: Schedule 1 Licensable activities
PART 6 — Keeping or training animals for exhibition 

내용 원문

10. 관중이 직접 참여하거나 영상 촬영을 위한 

교육적/오락적 목적의 전시사업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거나 훈련하는 것

11. 아래의 행위는 10절에 포함하지 않는다. 

a) 군대, 경찰, 스포츠를 위한 동물의 사육 또는 

훈련

b) 서커스동물복지법(Welfare of Wild Animals 

in Travelling Circuses (England) Regulations 

2012)에 의해 허가된 활동

c) 동물원법에 의해 허가된 활동 

10. Keeping or training animals for exhibition in 

the course of a business for educational or 

entertainment purposes— 
(a) to any audience attending in person, or 

(b) by the recording of visual images of them 

by any form of technology that enables the 

display of such images. 

11. The activity described in paragraph 10 

does not include— 
(a) keeping or training animals solely for 

military, police or sporting purposes, 

(b) any activity permitted under a licence to 

operate a travelling circus under the Welfa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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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 Animals in Travelling Circuses (England) 

Regulations 2012(a), or 

(c) any activity permitted under a licence for a 

zoo under the Zoo Licensing Act 1981(b). 

조항이름: Schedule 2 General Conditions

내용 원문

면허증 제시 

1.―(1) 면허의 사본을 해당 사업체의 웹사이트, 

그리고 이동동물원을 진행하는 장소에 비치할 

것

(2) 면허를 발급 받을 시 서류에 작성한 동물의 

종류 이외의 동물을 이용하지 않을 것

기록
2.―(1) 면허 소지자는 감시관의 시찰 시 해당 

사업장에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컴퓨터에 내용이 

있다면 항상 프린트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감시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2)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관련 기록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해야한다. 

사용되는 동물의 수와 종류 
3.―(1) 면허를 발급 받을 때에 기록된 특별히 

명시된 종의 동물만이 이용될 수 있다. 

(2) 이동/체험에 이용되는 동물은 항상 

최대허용치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시설과 

관리인원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직원
4.―(1)동물의 복지와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며 

돌보기에 적절한 사람이 충분히 고용되어야 할 

것. 운영자 또는 직원은 종에 따른 동물의 

정상적인 행동을 구분 할 수 있어야하고, 고통, 

부상, 질병, 비정상적인 행동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 데에 익숙해야한다. 

(2) 동물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은 동물의 고통, 

부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각 동물의 적절한 

핸들링에 익숙해야 한다. 

(3) 면허소지자는 반드시 모든 직원에서 서류로 

작성된 교육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사육환경 ․ 관리에 관한 규정
5.―(1) 동물이 접근 가능한 모든 장소, 장비, 

기기 등은 동물의 부상, 질병, 탈출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튼튼하고 

안전하며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잘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2) 동물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종과 상태에 적합한 환경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a) 행동적 필요

b) 상황, 공간, 공기 질, 청결과 온도

Licence display 

1. —(1) A copy of the licence must be clearly 

and prominently displayed on any premises on 

which the licensable activity is carried on. 

(2) The name of the licence holder followed 

by the number of the licence holder’s 

licence must be clearly and prominently 

displayed on any website used in respect of 

the licensable activity. 

Records 

2.—(1) The licence holder must ensure that at 

any time all the records that the licence holder 

is required to keep as a condition of the 

licence are available for inspection by an 

inspector in a visible and legible form or, 

where any such records are stored in 

electronic form, in a form from which they can 

readily be produced in a visible and legible 

form. 

(2) The licence holder must keep all such 

records for at least three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n which the record was created. 

Use, number and type of animal 

3.—(1) No animals or types of animal other 

than those animals and types of animal 

specified in the licence may be used in 

relation to the relevant licensable activity. 

(2) The number of animals kept for the activity 

at any time must not exceed the maximum 

that is reasonable taking into account the 

facilities and staffing on any premises on 

which the licensable activity is carried on. 

Staffing 

4.—(1) Sufficient numbers of people who are 

competent for the purpose must be available 

to provide a level of care that ensures that 

the welfare needs of all the animals are met. 

(2) The licence holder or a designated 

manager and any staff employed to care for 

the animals must have competence to iden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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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물의 상태 

d) 소음

e) 조도

f) 환기 

(3) 관리 직원은 반드시 동물이 깨끗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4) 만약 특정 종이 특정 배변 장소를 필요로 

한다면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5) 동물의 사육장과 관련 장비들이 가능 한 

자주 청소되어야 하고 위생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사육장이 전체적으로 청소와 

소독이 가능해야 한다.

(6) 동물을 운송하고 다룰 시에는 동물이 고통, 

부상, 질병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온도, 환기, 빈도를 고려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7) 모든 동물은 관리 직원이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동물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조도가 공급되어야 한다. 

(8) 모든 자원들은 빈도, 장소, 접근 지점 등을 

고려하여 동물의 경쟁 행동과 개별 동물의 

우위를 최소화 하여 제공해야 한다.  

(9) 동물들은 모든 상황,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특정 기간 동안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먹이급여
6.―(1) 동물의 먹이급여는 적절한 양과 질, 

그리고 빈도를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새로운 먹이를 급여할 때는 동물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먹이와 물의 섭취는 반드시 모니터 해야 

한다.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강조되어야 한다. 

(3) 동물에게 제공되는 물과 먹이는 엎어지지 

않고 오염이 방지되어야 한다. 

(4) 물과 먹이가 제공되는 용기는 청소와 소독 

또는 폐기가 가능해야 한다. 

(5) 동물은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에 접근 

가능해야하고 종에 따른 적절한 용기에 

제공해야 한다. 

(6) 일하는 장소, 냉/온수 사용, 창고를 

포함하여 동물 먹이를 준비하는 장소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동물 행동 모니터링과 훈련 
7.―(1) 실외 또는 실외의 모든 동물들에게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환경풍부화를 반드시 

제공해야한다. 

(2) 적절한 운동이 동물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도움을 줄 경우, 수의사의 다른 제안이 

있지 않는 한  동물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동물의 행동과 모든 행동의 변화는 반드시 

모니터 되어야 하고 가능한 지체 없이 

the normal behaviour of the species for which 

they are caring and to recognise signs of,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mitigate or 

prevent, pain, suffering, injury, disease or 

abnormal behaviour. 

(3) The licence holder must provide and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 written training 

policy for all staff. 

Suitable environment 

5.—(1) All areas, equipment and appliances to 

which the animals have access must present 

minimal risks of injury, illness and escape and 

must be constructed in materials that are 

robust, safe and durable, in a good state of 

repair and well maintained. 

(2) Animals must be kept at all times in an 

environment suitable to their species and 

condition (including health status and age) with 

respect to— 
(a) learn how to interact with people, their own 

species and other animals where such 

interaction benefits their welfare, and 

(b) become habituated to noises, objects and 

activities in their environment. 

Animal handling and interactions 

8.—(1) All people responsible for the care of 

the animals must be competent in the 

appropriate handling of each animal to protect 

it from pain, suffering, injury or disease. 

(2) The animals must be kept separately or in 

suitable compatible social groups appropriate to 

the species and individual animals and no 

animals from a social species may be isolated 

or separated from others of their species for 

any longer than is necessary. 

(3) The animals must have at least daily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people where 

such interaction benefits their welfare. 

Protection from pain, suffering, injury and 

disease 

9.—(1) Written procedures must— (a) be in 

place and implemented covering— 
(i) feeding regimes, 

(ii) cleaning regimes, 

(iii) transportation, 

(iv) the prevention of, and control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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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조언이 제공되어야 한다.

(4) 훈련이 필요할 경우 훈련 방법이 동물에게 

고통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모든 어린 동물들에게 아래와 같은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a)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경우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b) 소음과 사물, 사육환경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적응할 기회

동물 핸들링과 상호작용
8.―(1) 동물관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직원은 

동물의 다루는데 있어서 고통과 부상,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각 동물은 개별로 또는 종에 적절한 사회적 

그룹의 형태로 사육되어야 한다. 필요하지 않는 

한 사회적 동물이 개별 사육되어서는 안 된다. 

(3)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동물 복지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동물의 경우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통,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9.―(1)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과정은 반드시 기록된 서류로 준비되어야 한다. 

(a) -

(ⅰ) 먹이 급여 계획 

(ⅱ) 청소 계획 

(ⅲ) 운송

(ⅳ) 질병의 전염, 통제, 예방 

(ⅴ) 모든 동물의 복지와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과 확인 

(ⅵ) 사체의 보관을 포함한 동물의 죽음 또는 

탈출

(b) 면허의 보류 또는 철회 또는 긴급 상황 

이후의 상황에서의 동물의 관리에 대한 기록된 

형태의 문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2) 동물을 관리하는 모든 책임자는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3) 아프거나 부상당한 동물, 잠정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은 반드시 적절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동물-동물, 사람-동물 간 질병, 병원균, 

기생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5) 모든 배설물과 깔짚으로 이용된 물질은 

반드시 관련 법 내에서 위생적으로 보관 및 

폐기되어야 한다. 

(6) 아프거나 부상당한 동물은 반드시 즉각적인 

수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어류의 경우 

관련하여 충분히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수의사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spread of, disease, 

(v) monitoring and ensuring the health and 

welfare of all the animals, 

(vi) the death or escape of an animal 

(including the storage of carcasses); 

(b) be in place covering the care of the 

animals following the suspension or revocation 

of the licence or during and following an 

emergency. 

(2) All people responsible for the care of the 

animals must be made fully aware of these 

procedures. 

(3) Appropriate isolation, in separate 

self-contained facilities, must be available for 

the care of sick, injured or potentially infectious 

animals. 

(4) All reasonable precautions must be taken 

to prevent and control the spread among the 

animals and people of infectious diseases, 

pathogens and parasites. 

(5) All excreta and soiled bedding for disposal 

must be stored and disposed of in a hygienic 

manner and in accordance with any relevant 

legislation. 

(6) Sick or injured animals must receive 

prompt attention from a veterinarian or, in the 

case of fish, an appropriately competent 

person and the advice of that veterinarian or, 

in the case of fish, that competent person 

must be followed. 

(7) Where necessary, animals must receive 

preventative treatment by an appropriately 

competent person. 

(8) The licence holder must register with a 

veterinarian with an appropriate level of 

experience in the health and welfare 

requirements of any animals specified in the 

licence and the contact details of that 

veterinarian must be readily available to all 

staff on the premises on which the licensable 

activity is carried on. 

(9) Prescribed medicines must be stored safely 

and securely to safeguard against 

unauthorised access, at the correct 

temperature,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veterin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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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하다면 동물들은 반드시 적절한 사람에 

의해 예방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8)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어떤 동물에든지 

충분한 경력이 있는 수의사를 함께 등록해야 

하고, 그 수의사의 연락처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직원에게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9) 처방된 약품은 반드시 적절한 온도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고, 수의사의 지시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10) 처방되지 않은 약품은 반드시 생산자 또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관, 사용되어야 한다. 

(11) 청소제품은 반드시 적절하고 안전하며 

동물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병원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 보관되어야 하고 

동물의 스트레스 또는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2) 수의사 또는 수의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 동물의 안락사는 금지된다. 

(a) 어류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 능숙한 

사람 

(b) 말의 경우 안락사 관련 허가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13) 모든 동물의 반드시 하루에 한번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하다면 고통, 부상, 질병 

또는 비정상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다 

규칙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한 동물의 

경우 보다 자주 점검이 필요하다. 

(14) 고통, 부상, 질병의 증상 또는 비정상적인 

행동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의사의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긴급 상황
10.―(1) 관할 당국으로부터 허용 가능한 

문서화된 긴급 상황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알고 열람 가능해야 한다. 만약 불이 나거나, 

중요 난방시설, 환기 시스템, 공기 정화 시스템 

등이 고장 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과 동물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정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계획은 반드시 동물의 탈출에 관한 

긴급조치, 경찰서, 소방서를 포함한 긴급전화 

목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3) 외부의 문은 반드시 잠길 수 있어야 한다. 

(4) 동물의 사육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 

(10) Medicines other than prescribed medicines 

must be stored, used and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manufacturer or veterinarian. 

(11) Cleaning products must be suitable, safe 

and effective against pathogens that pose a 

risk to the animals and must be used, stored 

and disposed of in accordance with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and used in a 

way which prevents distress or suffering of the 

animals. 

(12) No person may euthanase an animal 

except a veterinarian or a person who has 

been authorised by a veterinarian as 

competent for such purpose or— 
(a) in the case of fish, a person who is 

competent for such purpose; 

(b) in the case of horses, a person who is 

competent, and who holds a licence or 

certificate, for such purpose. 

(13) All animals must be checked at least 

once daily and more regularly as necessary to 

check for any signs of pain, suffering, injury, 

disease or abnormal behaviour and vulnerable 

animals must be checked more frequently.  

(14) Any signs of pain, suffering, injury, 

disease or abnormal behaviour must be 

recorded and the advice and further advice (if 

necessary) of a veterinarian (or in the case of 

fish, of an appropriately competent person) 

must be sought and followed. 

Emergencies 

10.—(1) A written emergency plan, acceptable 

to the local authority, must be in place, known 

and available to all the staff on the premises 

on which the licensable activity is carried on, 

and followed where necessary to ensure 

appropriate steps are taken to protect all the 

people and animals on the premises in case 

of fire or in case of breakdowns of essential 

heating, ventilation and aeration or filtration 

systems or other emergencies.  

(2) The plan must include details of the 

emergency measures to be taken for the 

extrication of the animals should the premises 

become uninhabitable and an emergency 

telephone list that includes the fire service and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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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ternal doors and gates must be lockable.  

(4) A designated key holder with access to all 

animal areas must at all times be within 

reasonable travel distance of the premises and 

available to attend in an emergency.

조항이름: Schedule 7 Specific conditions: keeping or training animals for exhibition

내용 원문

보험
1. 전시를 위해 동물을 소지하거나 교육하는 

목적을 위한 면허소지자는 반드시 유효한 

공공책임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긴급 상황
2. 동물의 이동을 위해 이용되는 차량의 

고장이나 다른 긴급 상황에 대하여 기록된 

자세한 내용의 비상조치서류가 모든 직원이 

열람 가능해야 한다. 

적절한 환경
3. 동물이 전시되는 곳이라면 모든 동물에게 

적절한 임시 사육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물의 행동 모니터링과 훈련
4. 동물은 반드시 능숙한 직원으로부터 

훈련받아야 하며, 전시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기회를 통해 긍정적 강화 방법으로 

길들여져야 한다. 

다른 동물과의 합사 
5.―(1) 다른 개체들과 함께 사육되는 사회적 

동물의 경우 그룹에서 꺼내어지거나 다시 

들여올 때 동물에게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이 

유발될 경우 전시하지 않는다. 

(2) 전시 시간 동안 서로에게 공격, 두려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들은 서로 

접촉할 수 없게 해야 한다. 

(3) 전시 동안 동물과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동물의 불안감, 두려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아야 한다. 

(4) 젖을 떼지 않은 새끼가 있는 암컷 동물은 

원래 사육되던 공간에서 전시장으로 이동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개체, 

독립하지 못한 개체는 어미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된다. 

 

기록
6. 면허소지자는 반드시 전시를 위해 보유 또는 

훈련하고 있는 각 동물을 개별적으로 구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일반명과 학명 포함)의 

목록을 보관하고 이 서류의 복사본을 

Insurance 

1. The licence holder must hold valid public 

liability insurance in respect of the licensable 

activity of keeping or training animals for 

exhibition. 

Emergencies 

2. A written policy detailing contingency 

measures in the event of the breakdown of a 

vehicle used to transport the animals or any 

other emergency must be available to all staff. 

Suitable environment 

3. Suitable temporary accommodation must be 

provided for all the animals at any venue 

where they are exhibited. 

Monitoring of behaviour and training 

4. The animals must be trained by competent 

staff and given suitable and adequate 

opportunities to become habituated to being 

exhibited, using positive reinforcement. 

Housing with or apart from other animals 

5.—(1) Social animals must not be exhibited if 

their removal from and reintroduction to the 

group with which they are usually housed 

causes them or any other animal within that 

group stress, anxiety or fear. 

(2) Animals must be prevented from coming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during any 

exhibition where such contact would be likely 

to cause any of them to show signs of 

aggression, fear or distress. 

(3) All persons likely to come into contact with 

the animals during an exhibition must be 

briefed about how to behave around the 

animals so as to minimise anxiety, fear and 

stress in the animals. 

(4) No female animal with unweaned offspring 

may be removed from its home environment 

and newborn, unweaned or 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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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만약 목록에 변화가 

생길 경우 곧바로 변경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고통,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7.―(1) 면허소지자는 전시되는 동물, 전시 할 

동물에 관한 아래와 같은 정보를 보관해야한다. 

(a) 공급자의 이름

(b) 동물의 생년월일

(c) 동물이 도착한 날짜

(d) 동물의 이름, 나이, 성별, 중성화 여부, 

설명, 마이크로칩 번호

(e) 동물의 수의사 이름과 연락처, 혹은 관련 

보험 내용

(f) 기생충 관련 치료 운동 또는 먹이 제한을 

포함한 동물의 의료 정보와 행동 내력

(g) 동물의 최근 접종, 구충, 외부기생충 방제 

날짜

(h) 각 전시 장소로부터 이동한 시간과 거리 

(2) 전시되는 동물의 기록은 반드시 보관되어야 

하고 동물이 이동 전시 동안/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동물 교대에 관한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3) 전시에 이용되는 모든 동물은 반드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이어야 한다. 

(4) 전시에 이용되는 동물은 특정 조건, 

사육장의 종류 그리고 전시와 관련된 행동에 

적합해야 한다. 

(5) 전시에 이용되는 어떠한 도구, 약품, 다른 

물질 등이 동물에게 고통, 불편함, 피로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6) 동물들은 반드시 적절한 라벨을 붙인 

동물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이동장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7) 면허소지자 또는 면허소지자의 직원은 

전시행사 이전에 반드시 위험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8)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에 작용하는 약물을 

복용한 자에 의해 동물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offspring must not be removed from their 

mothers. 

Records 

6. The licence holder must keep a list of each 

animal kept, or trained, for exhibition with all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identify that animal 

individually (including its common and scientific 

names) and must provide the local authority 

with a copy of the list and any change to it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change. 

Protection from pain, suffering, injury and 

disease 

7.—(1) A register must be kept of each animal 

exhibited or to be exhibited which must 

include— 
(a) the full name of its supplier, (b) its date of 

birth, 

(c) the date of its arrival, 

(d) its name (if any), age, sex, neuter status, 

description and microchip or ring number (if 

applicable), 

(e) the name and contact details of the 

animal’s normal veterinarian and details of 

any insurance relating to it, 

(f) details of the animal’s relevant medical 

and behavioural history including details of any 

treatment administered against parasites and 

any restrictions on exercise or diet, 

(g) a record of the date or dates of the 

animal’s most recent vaccination, worming 

and flea treatments, and 

(h) the distance to and times taken for it to 

travel to and from each exhibition event. 

(2) A record of when the animals are 

exhibited must be kept and an animal rotation 

policy must be put in place to ensure that the 

animals have enough rest between and during 

exhibition events. 

(3) All the animals used in exhibition events 

must be in good physical and mental health. 

(4) The exhibited animals must be suitable for 

the specific conditions, type of enclosure and 

actions involved in the exhibition. 

(5) Any equipment, chemicals and other 

materials used in the exhibition must not cause 

the animals pain, discomfort, fatigue or stress. 

(6) The animals must be transpor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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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able, secure and appropriately labelled 

carriers. 

(7) The licence holder or the licence holder’s 

staff must undertake a risk assessment before 

each exhibition event. 

(8) The animals must not be handled by 

persons whose behaviour appears at the time 

to be influenced by the consumption of alcohol 

or by any psychoactive substance.

미국

법 이름: Animal Welfare Act
조항이름: Title 7- Agriculture
2133. Licensing of dealers and exhibitors
2134. Valid license for dealers and exhibitors required
§2146.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by Secretary 
(a) Investigations and inspections
주무관청: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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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하고, 그 이전에 면허는 발행될 수 없음.  

-동물 딜러 또는 전시업자는 장관이 

면허(발급이 유예되거나 취소되지 않은)를 

발급하기 전까지, 연구기관 또는 전시목적, 

반려동물 목적의 동물 판매, 판매 제안, 운송, 

운송제안을 할 수 없음. 또한 동물의 판매와 

구입을 할 수 없음.

-장관은 전시업자, 딜러, 경매, 실험 시설 

등에서 동물보호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면 검사 또는 시찰을 명령할 수 있음. 

시찰 후 부족하거나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이를 기준에 충족시킬 때까지 추가 시찰.

-The Secretary shall issue licenses to dealers 

and exhibitors upon application therefor in 

such form and manner as he may prescribe 

and upon payment of such fe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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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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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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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시

조항이름: ARTICLE 161 §161.01 Wild and other animals prohibited
주무관청: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s Office of Veterinary Public Health 
Services (보건정신국 수의공공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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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원문

(2) 허가

어떤 사람이던지 동물을 전시하거나, 로데오, 

서커스, 또는 다른 행사, 페팅주, 농장 박물관, 

학교 또는 비슷한 시설, 영화촬영, TV 촬영 

등과 같은 활동에 관련된 부지, 사업, 활동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또는 상업적/교육적 

목적 등을 위해 동물을 전시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관련 당국 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C) 동물이 전시되는 장소에 도착 전 최소 

10일 이전에 관할 당국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2) Permits. Persons who own, operate, 

manage or control any premises, businesses 

or activities in which such animals will be 

exhibited or displayed, or persons who 

propose to exhibit or display such animal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 a rodeo, circus 

or other performance, petting zoo, farm 

museum, school or similar institution, or for a 

film, television, photographic or other production 

or a media or non-media

event, or for commercial, educational or other 

purposes, must obtain a permit issued by the 

Commissioner. 

(C) An application for a permit to exhibit, use 

or display animals shall be submitted to the 

Department at least ten (10) business days 

prior to the arrival of such animals into New 

York City in preparation for such exhibition, 

use or display by the

person or entity that proposes to exhibit, use 

or display such animals or the person in 

control of the premises where such animals 

will be exhibited, used or displayed.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법 이름: Exhibited Animals Protection Act
조항이름: 
Part 3 Licences, approvals and permits
Division 1 Licensing of animal display establishments
12 Licence required for animal display establishment
주무관청: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1차 산업부)

내용 원문

-동물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정부의 면허 없이 운영된다면, 각 시설의 

소유자는 20유닛 이하, 또는(그리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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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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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람객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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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동물원 지침 모범사례(EU Zoo Directive Good Practices Document)’에 따르면 사

람과 동물의 접촉이 있는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의 이유로 위험성 평가가 필수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물원에서 동물의 생태 설명이나 접촉 프로그램이 있을 시 내부

규정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다. 또한, 이 책의 부록 2(Annexes to Chapter 2)

에서는 사람-동물의 접촉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동물원 지침 모범사례>

(EU Zoo Directive Good Practices Document, 2.4.4.4 
Presentations, exhibitions and public-animal contact)

- 체험과 전시의 전, 중, 후의 동물의 복지, 정상적인 행동, 신체적 온전함, 적절한 제어와 신체적 제한이 필

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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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지침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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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과 접촉 시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온전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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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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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현대동물원운영지침에 따르면 접촉이 가능한 모든 공간에 감독관이 있어야 하고, 접촉에 

이용되는 동물 종에 따른 위험성과 동물의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물을 접촉할 수 있는 공

간에는 반드시 적절한 수의 직원이 항상 상주하여 관람객이 과도하게 동물을 만지는 행동으로 

인해 동물의 복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만약 어린이가 동물과 접촉하거나 먹이

를 줄 수 있는 경우, 동물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고, 동물을 만진 후 손을 입에 넣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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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경고하는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동물과 접촉이 가능한 공간에 허가되지 않은 음

식물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고 동물이 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안내문이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한다. 

<영국 현대동물원운영지침>

(Secretary of State’s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 Appendix 6 Animal contact areas)

- 동물과 사람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서는 체험이 이루어지기 전/후에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가 이

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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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

에게 아이들이 손을 씻을 것은 상기시켜주어야 하는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

- 접촉이 가능한 모든 장소에 적절한 관리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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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음을 경고하는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호주 ‘전시동물복지지침(Australian Animal Welfare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Exhibited Animals)’에서는 동물원의 운영자는 경험 있는 사육사가 책임을 지

고 사람-동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조하고 감독 할 것을 보장해야 한

다. 동물원 운영자는 각 체험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동물의 위험성 평가를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이 동물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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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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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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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록과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호주 이동시설 전시동물 지침에서는 전시 장소에서 이동동물원의 허가증을 제시해야하고, 동

물에 대하여 잘 알고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직원 고용, 만약 관리인원이 없는 상태

에서 관람객과 동물의 접촉이 없어야 하고, 동물이 관람객을 피해 숨을 수 있는 분리벽이나 은

신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등의 전시 장소에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호주 이동시설 전시동물 지침>

(Standards for Exhibiting Animals at Mobile Establishments Part 5. Transportation and Exhibition)

제 8절 전시장소의 요구사항

1) 면허소지자는 반드시 이동 동물의 전시 책임자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1차 산업부에서 발급받은 허가증의 

사본을 소지하고 전시기간동안 잘 보이는 곳에 게재해야 한다. 

 

2) 면허소지자는 장관령으로 승인된 전시와 관련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보장해야 한다. 

3) 면허 소지자의 모든 직원은 해당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직원이 테마 복장을 입어야 

하는 사적 행사 제외). 

4) 면허 소지자는 분리벽을 적절히 이용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다루고 제어할 수 있고, 전시되고 있는 동물과

의 접근, 접촉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직원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트 : 만약 관중의 행동이 부적절할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해 줄 것을 간단히 안내해야 한다. 만약 관리 인원

과 관람객의 비율이 1:15 가 넘지 않는다면 분리벽(barrier)과 보조 인원은 필요치 않을 수 있다. 하지

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관람객이 올 경우를 대비해 분리벽은 항상 사용 할 수 있도록 준비되

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관람객이 길들여진 동물만 만질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야 한다. 

5)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원은 관람객이 위험하거나 독성이 있는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동물이 전시되기 위한 시설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a) 대중으로부터 안전할 것

b) 동물이 탈출하지 못할 것

c) 동물에게 적절한 환경적 조건을 제공해 줄 것

7) 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관람객과 동물이 접촉하지 않게 해야 한다. 관리 직원은 동

물이 만져지는 동안 거부의 표시를 보이는지에 대해 확인 가능해야 한다. 

a) 만약 동물이 사육장의 펜스 등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면 관람객으로부터 분리된 은신처로 숨을 수 있어

야 한다. 토끼, 기니피그와 같은 소형동물, 닭, 오리와 같은 조류는 면허 소지자 또는 직원들은 접근 가

능하나 관람객은 접근할 수  없는 둥지나 사육장으로 숨을 수 있어야 한다. 

b) 손에 들고 만질 수 있는 파이톤, 목줄에 매여 걷는 염소 등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의 동물의 경우 동물이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관람객과 동물의 접촉시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또는 쇼핑센터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을 데리고 가거나 끌고 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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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노트 : 모든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이는 행동을 하는지 확인 가능해야 한다. 

8) 이동 전시의 사육장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a) 비, 바람, 극도의 온도와 소음으로 부터의 은신처 

b)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

c) 충분한 양의 신선한 먹이와 물 공급

d) 관람객의 시선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림막 

노트 : 사육장 내의 시설물은 동물들이 관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가림막의 역할을 할 수 있다. 

e) 사육장의 동물은 관람객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f) 새로 부화한 새 또는 5주령 이하의 동물의 경우 주변 온도가 30℃ 이하일 경우 외부 난방시설이 있어

야 한다. 

9) 동물이 관람객에게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된 후 공격-도망(fight-flight)의 반응, 스트레스의 조짐을 보이거나 

공격성이 가라앉지 않은 경우, 그 동물은 전시 장소에서 이동되어 6항에 적합한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 만

약 이 공간에서 동물이 관람객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면허 소지자 또는 관련 직원이 

반드시 근처에 상주하여 동물이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9절 전시

1) 전시 시설은 동물이 도망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전시 시설 내의 구조물은 반드시 동물과 직원 대중에게 안전해야 한다. 

3) 면허 소지자는 사육장내의 온도의 모니터링과 동물에게 적절한 온도 범위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4) 면허 소지자와 면허 소지자가 고용한 사람만이 전시시설 내의 동물을 다루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항상 동

물을 제어 가능해야 한다. 

노트 : 예를 들어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고용한 직원은 동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사진을 찍는 동안 

선생님, 학생, 또는 관중들 중 한 명에게 동물을 들고 있게 할 수 있다. 

5) 관람객이 동물이 있는 사육장에 들어가는 것이 허가되는 곳에는 

a) 관람객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반드시 이중문을 설치해야 한다. 

b) 동물이 관람객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 장소는 반드시 충분한 깔짚과 공간을 제

공하여 최소 전시되는 절반의 동물이 항상 쉴 수 있어야 한다. 

c)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자는 반드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사육장 내에서 사슴이 전시될 경우 사슴이 청소년기 또는 길들여진 암컷 다마사슴(fallow deer)일 경우에만 

사육장 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슴이 관람객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트 : 사슴과 같이 딱딱한 굽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타일 또는 마룻바닥과 같은 미끄러운 표면에서 쉽게 미

끄러질 수 있다. 

7) 장관령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청소년기의 작은 종의 동물은(토끼, 닭, 기니피그, 오리 등) 부상을 방지하

기 위해 보다 큰 종의 동물과 분리되어 전시되어야 한다. 

노트 : 만약 동물의 무게가 비슷한 범위일 때 이러한 합사는 허가될 수 있다. 

8) 전시되는 동안 동물을 줄에 메어서는 안 된다. 사역견, 가축화된 굽이 있는 동물이 줄에 메어있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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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전시동물복지법 규칙(Animal Welfare(Zoos) Code of Welfare)’에서는 동물과 관

람객의 직접적 접촉시간은 반드시 제한된 시간동안 이루어져야 하고 동물의 복지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물에게 고통이 유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전시동물복지법 규칙>

(Animal Welfare(Zoos) Code of Welfare,6. Normal behaviour and St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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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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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은신처와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젖을 짜는 시연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염소 또는 소는 제외

이다. 

9) 관중 사이로 사슴을 걷게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a) 관리자가 로프, 굴레 등으로 제어 가능하고 길들여져 있는 개체

b) 사슴 핸들러는 반드시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1살 이하 허가)

c) 핸들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사슴으로부터 1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d) 사슴을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에 놓아서는 안 된다. 

e)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 중성화되고 개체인식 마이크로칩을 가진 수컷 개체. 이는 마이크로칩 고유번호

와 함께 수의사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제외: 만약 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수컷 사슴을 걷게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면 관중 사이로 걷는 

것이 가능 하다. 

10) 동물이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전시 가능한 시간은 최대 14일 이다. 농업축제(agricultural show), 부활절 

축제(Royal Easter Show)와 같은 장소에서 전시가 가능하다. 만약 동물이 한 장소에서 14일 이상 전시 될 

경우 모든 동물과 전시 구조물은 철수 한 후 다음날 다시 돌아와야 한다. 14일 이상 한 곳에서 전시할 경

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트 : 한 장소에서 14일 이상 전시하는 것은 비유동적인 전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면허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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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된 시설 없는 이동동물원 규제 

동물원은 법에서도 ‘야생동물 등을 보전 ․ 증식하거나 그 생태 ․ 습성을 조사 ․ 연구함으로써 국민들

에게 전시 ․ 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 일반

적으로도 야생동물을 보전하고 관람객에게 동물에 대한 정보를 교육하는 시설이 동물원으로 인

식된다. 동물을 사육하는 적정한 시설조차 없이 동물을 여러 장소로 옮겨 다니며 전시하는 업체

를 동물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무리가 있다.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야생동

물을 사육하고 일반에 전시하는 것은 공중보건, 사회 안전, 동물복지 등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관람을 위해 개방하지 않고 이동전시만 하는 업체는 적절한 서식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지 확인

조차 불가능해 동물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개방된 시설 없이 야생동물을 사육하며 이동시켜 전시하는 형태의 영업은 법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2. 동물원에서 동물 반출 규제

현행법 9조에서는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처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반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동물을 아무 규제나 기준 없이 시설 밖으로 반출해 전시하는 것은 동물의 복지를 위해할 가능성

이 있을 뿐 아니라 탈출 시 안전사고, 생태계 교란, 질병 전파 등의 위험성이 있다. 등록된 동

물원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동물을 외부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하고, 동물 이동 시 동물의 부상과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3. 관람객과의 직접적 접촉 기준 마련 

현재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동물과의 접촉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관람객과 동물의 접촉

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안전, 위생, 동물복지 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운영되는 체험전

Ⅶ. 제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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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동물의 복지를 위해할 뿐 아니라 인수공통질병감염의 위험을 높여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동물과 관람객의 불필요한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고 동물복

지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체험 시 

안전 및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해 체험에 사용될 수 있는 동물 종, 나이, 건강상태, 시간, 장소, 

접촉 형태, 관람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4. 야생동물 개인소유 제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하는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야생

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조사대상 중 업체 중에

도 개인이 애완용으로 희귀동물을 수집하다가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이동동물원을 운영하게 되었

다는 경우가 있었다. 

전문인력과 서식환경을 갖추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동물의 복지 및 건강상

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탈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동물원 외의 시설에서 야

생동물을 사육, 전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제한

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하고 지정된 종 외의 야생

동물을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5.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시설 소재지, 전문인력 현황, 생물종 및 개체 수 목록 등 등록요건을 갖

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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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한 이동동물원 중 동물원

으로 등록된 시설이라 해도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육환경과 관리조차 제

공하지 않는 업체가 발견되었다. 동물의 빈번한 이동,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에 대한 아무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설 외부에 맹수 사육장이 있거나 동물을 사육장에서 이탈한 상

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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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동물복지문제연구소 AWARE

Ⅶ. 제안 정책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 또는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

다. 또한 정부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검사를 통해 허가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운영 및 사육환경, 관리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이동동물원 같은 유사동물원은 운영을 금지하고 야생동물 보전 ․ 연구,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동물원만 법 취지에 맞

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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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선 (수의사/질병생태학 박사)

1. 열악한 감금 및 사육 환경

1) 사육 환경

전반적으로 동물들의 사육감금환경이 매우 후진적이고 열악하다. 풍부화 시설이 부재하며 실내/

실외 사육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물의 사육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물건을 저장하

는 창고와 유사한 성격과 수준의 공간으로 보인다. 

야외장의 경우 시멘트 바닥에 쇠창살, 실내의 경우 새장, 햄스터 장을 활용하여 중형크기(라쿤, 

페럿 등)의 야생동물들을 감금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라쿤, 페럿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습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감금 방식은 그 자체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동물 학대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은여우, 페넥여우의 경우 형광등만 들어오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있

는 것이 관찰되며 이는 행동반경이 넓고 호기심이 많은 개과 동물을 감금하기에는 매우 잔인한 

환경으로 보인다. 특히 페넥여우의 경우 CITES II로 분류된 종이다. 

유인원, 대형 맹수류를 감금하고 있는 이동동물원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형 동물원

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 방사장과 사육장을 재건축 하고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사육 조건을 충

족시키기 어려운 종들이다. 현재 이들이 감금되어 있는 환경은 빈 공간 이외에 아무것도 주어지

지 않은 상태로 해당 동물들의 본능적인 호기심과 활동성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방식의 사육과 감금은 해당 동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 정형행동 등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사례들에 의해 발생하는 동물들의 스트레스는 단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해당 동물들의 행동에 반영되어 사람과 접촉하는 상황에 예측하기 힘든 방식으로 표출될 위험이 

있다.

2) 파충류의 사례

파충류들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움직임이 적어 사육이 용이하다는 오해 속에 이동동물원, 

아이들 행사에 빈번하게 이용된다. 그러나 파충류들은 외부환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사육이 

부록 1. 전문가 의견서

이동동물원의 수의학 ․ 공중보건한적 위험성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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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파충류를 건강히 사육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가지의 필수적인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습도, 온도, 조명, 공간, 환기 그리고 구조물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6가지 조건이 해당 파충류 종에 이상적으로 유지 되지 않으면 해당 개체는 사육 조건하

에서 생존이 어려워진다. 특히 파충류에서 습도, 온도, 조명에 비해 공간의 필요조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학대에 가까운 감금 사육이 빈번한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이동동물원의 

파충류 감금 환경을 보면 6가지 조건들 중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대형 

뱀을 작은 통에 넣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파충류 등은 움직임이 적고 흔히 같은 자세로 대

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편견으로 인해 작은 어항이나 플라스틱 통과 같은 구조물에 보관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실제로 파충류들은 대형 먹이를 섭취한 직후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우 활

동적이며 야생에서 자신만의 행동반경을 갖는다. 또한 파충류(특히 대형 뱀들)들은 자신들의 몸

이 가장 편한 방향, 각도, 자세 등을 찾으려는 습성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직선 사각의 플라스

틱 통에 뱀을 넣어놓으면 뱀은 자신이 원하는 자세나 방향으로 몸을 위치하지 못하고 인공적인 

구조물에 맞춘 자세로 있어야 하며 이는 해당 개체의 소화 장기 운동, 체온 조절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진 속의 파충류 들을 보면 대형 뱀 이외의 동물들

도 습도, 온도, 조명등의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꼬리가 잘

린 개체도 관찰된다. 꼬리의 잘린 흔적은 동일한 장

에 감금된 개체간의 싸움이나 인공물에 끼어 다친 상

처일 수도 있으나 스스로 꼬리를 잘라낸 흔적일 가능

성이 높다. 이구아나를 포함한 많은 파충류들은 위협

적인 환경이라 생각하고 스트레스, 공포를 느끼면 자

신의 꼬리를 잘라내는 습성이 있다. 이와 같은 파충

류의 부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접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

3) 안전 관리 시스템의 부재

최근에 있었던 퓨마 탈출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대형 동물원에서도 안전 시스템의 실수

로 사람이 다치거나 동물이 탈출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사자, 유인원 등의 동물

은 사육장을 탈출할 경우 그 위험도가 높고 포획이 어려운 동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

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고 요구되지도 않는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

실을 지자체나 국가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다. 중대형 포식동물의 경우 공

격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 있으며 움직임이 민첩하여 대형 동물원에서도 사육 및 안전 프로토콜

을 수립하고 충분한 인력이 해당 작업에 투입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인원의 경우 사람과 

공유하는 병원체가 많아 철저한 검역시설 및 수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 사육자에 대한 위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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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사고에 의한 방사 가능성, 질병 전파의 가능성, 세 가지 모든 의미에서 안전 관리 방안과 

위험 상황 발생 시의 예비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매우 위험한 환경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해당 동물들이 행사에 이용되지 않을 때 감금되는 장소의 선택과 운영은 그야말로 사업주 개인

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도로변, 주차장, 공터 등 무분별한 위치가 사육공간으로 선택되는 것으

로 보인다. 해당 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시설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으로 사

료되며 지자체 또는 국가의 관리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야생동물을 감금하고 사육

하는 지점이 무분별하게 선택되고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변 지역사회에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국내에서 이동동물원을 운영하는 곳들 중에는 사자, 늑대, 곰 등의 대형 포유동물도 이동전시에 

이용하는 곳들이 있다. 이러한 동물들에 의한 공격은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다른 중소형 포유동물, 파충류 등에 추가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들이 

아무런 교육이나, 허가, 면허를 받지 않은 인력에 의해 어린이들에게 전시된다는 사실과, 이벤트

에 전시, 이용되는 방식 또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

적이고 우려스럽다. 특히 중대형 포식동물들은 그 영양 상태나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작은 공간

적인 또는 시간적인 기회가 허락하는 경우 증폭된 공격성을 표출할 위험이 있다. 국가의 허가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동물을 개인이 사육하고 임의로 개인 사업에 활용하며 이를 통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식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4) 비위생적인 사육관리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동물원들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실질적으로 동물

에게 좋지 않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타일이나 시멘트로 방사장과 내실을 짓는 이유 또한 사람

이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동동물원에서 분변과 먹이가 섞여있는 모습으로 보았을 

때 체계적인 청소 시스템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동물들의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이처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동물들을 감금 사육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동물학대의 소

지가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더 나아가서 해당 동물들이 어린이들의 생일 등의 행사에 이

용되며 어린이들과 직접 접촉하고 분비물을 교환하게 되는 환경에 놓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지되어야 한다. 

5) 이종 간의 합사

많은 경우 야생동물과 가축들이 같이 묶여있거나 같은 철창 안에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된다. 먼

저 장기간동안 무리로 형성된, 사회성이 있는 동물들을 제외한 동물들의 합사는(동종, 이종 모

두) 잠재적인 위험을 갖고 있다. 비교적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파충류의 경우에도 동종

합사에 의한 교상, 상처로 인한 병변이 빈번하게 관찰된다. 무분별한 동물들의 합사는 이처럼 

직접적인 공격에 의한 상처 이외에도 잠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인 피해를 입힐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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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또한 해당 동물들이 서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병원체에 노출되는 기회가 발생하

고 종간 질병감염이 용이해진다. 자연에서 마주칠 일이 없는 동물들 간의 접촉은 항상 새로운 

질병 감염·전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들과 접촉하는 일

에 이용되는 개체들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람 또한 이러한 위험한 역학적 상황에 포함된다

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2. 빈번한 차량이동과 무분별한 운송에 대한 노출의 문제점 

이동동물원이 여타 기형적인 야생동물 전시 시설(야생동물 카페, 실내동물원)과 비교했을 때  더

욱 문제시 되는 점의 하나는 바로 빈번한 동물의 운송이다. 동물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행사에 

이용되는지 알 수 없으며, 그 빈도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행사지의 거리

에 따라 동물들은 하루에 장시간동안 차속의 소규모 이동장 안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차량에 

의한 동물의 이동은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이는 대사율의 증가, 위험한 행동의 표출, 

질병이나 부상발생 위험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축,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동물을 수송하는 기관들에서는 동물을 수송하는 방법과 조

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CITES의 경우 1979년 이미 ‘살아있는 야생 동

식물에 대한 운송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ransport and preparation for shipment of 

live wild animals and plants)’을 발표했으며 협약국은 이를 CITES에 지정된 동물들뿐만이 

아닌 모든 동물에 적용하기로 동의했으며 2013년에는 태국 컨벤션에서 ‘육상 운송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 새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동물 운송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를 발표한 기관

과 해당되는 동물에 따라 차이점이 있으나 야생동물의 운송에 관해 공통되는 핵심내용의 하나는 

바로 ‘운송거리의 최소화’ 및 ‘이동 횟수 최소화’이다. 이는 야생동물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가능한 자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극도의 준비와 주의를 기울여 시행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운송 전후에는 동물이 최대

한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동동물원의 경우 해당 동물들이 열악한 감금사육 시설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노출되

는 동물수업 ․ 이벤트 장소 사이를 차량으로 운송된다. 먼저 운송 과정의 경우 동물들은 이들의 

안정을 위한 조치나 환경이 구비되지 않은 작은 철장이나 이동장에 넣어진 채로, 겹겹이 쌓여 

자동차 트렁크에 채워진다. 이러한 운송과정이 열악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후에도 동물이 

안정을 취하며 운송과정에 받았던 스트레스로부터 체력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매일

매일 발생하는 끊임없는 차량이동은 그 자체로 동물들에게 스트레스이며 이는 동물에게 직접적

인 학대행위와 다름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야생동물 이동장들이 쇼

핑몰에서 사용되는 카트들을 이용해 운반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는 위생적으로도 공중보건학

적으로도 매우 혐오스러운 환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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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과 동물의 노출에 따른 위험

야생동물과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은 사람들의 말초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는 여타 

교육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며 간혹 생물 형태의 진화 등에 대한 교육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안전과 위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시설과 인력의 존재 하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야생동물들은 가축과 다르게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므로 국가를 

불문하고 기존의 모든 동물원 등에서 사람과 동물의 신체적인 접촉은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윤

리적인 문제를 제외해도 동물 이동을 통한 동물과 사람의 접촉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

할 수 있다. 

1) 사람에 대한 위험

이동동물원을 이용하는 대상은 거의 대부분 아이들로 이들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인 면역력이 낮

으며 위생 관념이 낮다. 또한 호기심이 많아 동물에게 위협을 주는 방식으로 동물을 만지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을 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이용되는 야생동물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스트

레스를 주는 행동을 이동동물원 업주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떠한 행동이 해당 동

물과 사람에게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야생동물을 대하는 경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지도와 교육 자체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

단되며 실제로 이러한 교육도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

는 바로 스컹크 만지기로 스컹크는 세계적으로 주요 광견병 숙주로 알려진 야생동물 중 하나이

며 땅을 파는 습성이 있어 발톱 또한 매우 길고 날카롭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55개 중 33개 

주에서 스컹크 사육이 불법이며 이외의 경우에도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스컹크

를 키울 수 있다. 스컹크는 활동성이 강하며, 예민하고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나 개처럼 훈련시

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무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는 해

당 동물을 자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흔히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이미 아이들에게는 

교상 등의 상처가 발생한 이후가 된다.

이처럼 직접적인 상처를 유발시키는 것 이외에도 파충류 등은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살모넬라균의 숙주 종으로 파충류와의 접촉을 통한 사람의 살모넬라 감염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은 세균감염에 더 취약해져 감염기간이 길어지고 배출량도 

많아진다. 사람들의 접촉과 노출, 그리고 부적합한 환경에 의해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파충류 

개체는 사람들에게 살모넬라 감염증을 전파시키기 매우 좋은 조건에 있다고 판단된다. 

2) 동물에 대한 위험

사람에 의한 과도한 노출과 접촉이 동물에게 주는 피해는 다양하며 본 시설에서 관찰된 사례들

은 아래의 몇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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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의 비늘 반대방향으로 쓰다듬는 행위: 파충류의 비늘은 머리에서 꼬리 쪽을 향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이때 비늘의 반대방향으로 뱀을 쓰다듬는 행위는 뱀의 피부에 손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만지는 사람의 손에 상처를 낼 위험도 있다. 

- 파충류들이 공포/위협을 느낄 때 보이는 몇 가지 행동들이 알려져 있으며 그 중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파충류들에서 나타난 배설행위 또한 이러한 행동들 중 

하나이다. 그 이외에도 거북류의 동물들이 목과 다리를 껍데기 안으로 장시간 넣고 있는 행

동, 가만히 멈춘 듯이 있는 행동, 사람 손이나 물체를 꽉 잡는 행동, 거북류가 아래턱을 가는 

행동, 음식을 구토하는 행동들은 모두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나 공포심을 느낄 때 나타내는 행

동들이다. 

- 파충류, 특히 뱀에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온도가 필요보

다 높은 바닥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뱀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나뭇가지 등의 구조물마저 

없으면 뱀은 복부 면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

- 다양한 전시 포유동물에서 탈모는 스트레스의 증거로 알려져 있다(Eriksson et al. 2010, 

Novak et al. 2017). 본 시설에서 확인된 코아티는 두상 앞부분에 심각한 털 빠짐이 관찰된

다. 이는 사람과의 과도한 접촉, 열악한 사육환경과 부족한 영양 때문일 수도 있으나 고양이

와 같이 자연 상태에서 마주할일 없는 동물들과의 합사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 

4. 국가 관리방안의 부재

 

이동동물원에서 감금사육하고 있는 동물들 중에는 CITES종도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CITES종 

사육에 대한 법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동동물원

은 야생동물을 사육함에 있어 동물원수족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소한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

는다. 또한 동물의 구매, 사육, 폐사, 판매 등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야생동

물의 행방에 대한 기록이 부재하며 개체 방사, 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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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5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 ․ 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 ․ 증식하거나 그 생태 ․ 습성을 조사 ․ 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

게 전시 ․ 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을 보전 ․ 증식하거나 그 생태 ․ 습성을 조사 ․ 연구함으

로써 국민들에게 전시 ․ 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

을 말한다.

4. “해양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

한다.

5. “담수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강, 

호소(湖沼) 등 물에 사는 생물을 말한다.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은 제

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 ․ 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 ․ 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

력 ․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종합계획과 시 ․ 도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부록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동물원수족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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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 ․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명세

  4. 시설 대표자의 성명 ․ 주소

  5. 전문인력의 현황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7.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

대상해양생물을 말한다)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8.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 ․ 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② 시 ․ 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의 취소) ①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 ․ 도지사에 반납하

여야 한다.

제4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

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 ․ 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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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 ․ 도별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 ․ 폐원)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일 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

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보유 생물 관리계획, 향후 연간 개방계획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 제3조제1

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한 자는 시 ․ 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 및 폐원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의2(생물종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

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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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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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 ․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 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현황 및 그 목록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역

  2.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

제10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

족관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

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 ․ 점검 등) ① 시 ․ 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

에서 근무하는 자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지도 ․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

원 또는 수족관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 ․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조치명령) ① 시 ․ 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

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 ․ 폐원 신고 시 제출된 보유 생물 관리계획이 적절하지 않

다고 판단되거나 보유 생물 관리계획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자료의 검토 또는 조사 결과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위

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9조제1호에 따른 변경내역 기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생태계교란 방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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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용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보유 생물의 적절한 보

전, 증식 및 질병의 치료 등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문) 시 ․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3. 제7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9조에 따른 기록을 관리 ․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각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개방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 ․ 제3항에 따른 휴 ․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가 부과한다.

부칙  <제15651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