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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17년 어웨어가 발간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야생동물카페의 동물복지 저해, 

공중보건과 위생 관리 문제, 생태계 교란 위험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열악

한 사육환경, 동물 간 공격으로 인한 동물 폐사, 관람객 안전사고, 외래종 유기 및 탈출 사고 등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야생동물카

페 운영을 금지하고 야생동물 거래를 제한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사육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야생동물카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조사 결과 전국에서 운영되는 야생동물카페의 숫자는 2017년 35개 업소에서 64개 업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서울이 18개 업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7년 10개 업소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한 이전과 비교해 충청, 경남, 제주 등 지역적 분포도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

다. 역시 가장 많이 사육되는 동물 종은 라쿤으로 36개 업체에서 전시하고 있었다.

- 2017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전시되는 동물 종은 라쿤(7개 업소 보유)과 미어캣(8개 

업소 보유)이었다. 반면 제넷고양이, 자칼, 바위너구리 등 2017년의 조사에서 흔하게 볼 수 없었

던 새로운 종의 동물들이 유행처럼 카페에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장과 식음료 섭취공간을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업소에서 공간 분리가 완전히 되어있지 않았다. 식음료 섭취 

공간을 나누어 놓은 곳이라도 동물의 출입이 가능하거나 식음료 조리 공간까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업소도 관찰되었다.

- 12개 중 8개 업소에서 작은 철제케이지 안에 방치되어 있는 동물들이 관찰되었다. 이는 2017년 

조사에서 조사 대상 9개 업소 중 3개 업소에서 발견된 것보다 증가한 수치다. 주로 합사에 실패하

거나 다치거나 공격성이 있는 동물이었다. 코아티, 라쿤, 친칠라 등이 한 마리씩 케이지에 들어있

었으며 좁은 공간에서 오래 방치되어 정형행동을 보이는 개체들도 있었다. 

- 동물 사육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동물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놓은 

곳은 12개 중 5개 업소 뿐이었다. 4개 업소에서는 일부 동물만 물을 상시 공급하고 있었고, 3개 

업소에서는 관찰 시간 동안 전혀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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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개체나 어린 개체 등 전시에 부적합한 동물들은 4개 업소에서 발견되었다. 갓 젖을 뗀 것으로 

보이는 라쿤, 친칠라, 토끼, 개 등이었다. 

- 꼬리 끝이 잘린 미어캣과 얼굴 부위에 염증이 있는 왈라비 등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동물들이 

체험에 사용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왈라비의 염증은 사육되는 캥거루과 동물에서 잘못된 

먹이 때문에 자주 사망 원인이 되는 세균성 골수염(방추형균, 방선균 등)으로 의심되었다.

- 번식을 통해 낳은 새끼 동물을 판매하는 곳은 7개 업소였다. 그 중 4곳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있었다. 번식력이 좋은 라쿤과 미어캣 중 중성화 시술이 된 개체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봐서 

공개적으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터넷 등으로 번식‧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

로 인터넷 동물분양 사이트에서 조사 대상 업소가 동물을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사 결과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것이 확인된 업소는 총 7곳이었다. 이 중 식품위생

법에 따라 동물 전시 공간을 완전히 분리한 업체는 없었다. 반려동물 6종 외의 야생동물을 전시하

면서 반려동물 전시업으로 신고하고 운영되는 업소는 6개소, 반려동물 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운영

되는 업소는 4개소로 파악되었다(이 중 4개소는 전시업, 판매업 모두 신고). 야생동물카페가 아닌 

판매업소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업체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으

로 야생동물카페 운영이 금지될 것을 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 2017년 조사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부착한 곳이 9개 업소 중 단 한 군데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는 12개 업소 중 4개에서 일부 동물에 대해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부착해놓았

다. 모두 개 종합백신(DHPPL)과 광견병백신의 접종증명이었다. 그러나 이 예방접종들은 개에서

의 항체 형성 효과를 라쿤에게서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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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시설과 인력을 갖춘 동물원･수족관 외 장소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할 것. 

-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 소재지, 인력 현황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부가 허가 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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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동물의 생태적 습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식환경과 시설,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할 것. 

-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과 관람객의 불필요한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할 

것. 불가피한 접촉 시에는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하고 질병 감염 및 안전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동물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것. 

- ‘전시를 위한 감금상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야생동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학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동물원수족관법의 금지행위 조항을 강화할 것. 

- 편법적인 방법으로 동물원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생태계 교란 및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거래 규제 및 개인소유 제한 방안을 마련할 것. 





Ⅰ

조사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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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배경 및 목적

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사육･전시하며 방문객이 동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야생동

물카페는 지난 수 년 동안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17년 11월 <야생

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야생동물카페의 현황을 조사하고 동물의 사육환경 및 관리, 복지 

상태,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야생동물카페의 동물복지 저해, 공중보건과 위생 관리 문제, 폐업한 동물의 

처리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관리 부실로 동물들이 서로 공격해 폐사하는 

사건1), 시민이 동물에게 공격당해 부상을 입는 사건,2) 유기되었거나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 외래종 

동물(라쿤)이 시내를 배회하는 것이 발견된 사건3)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야생동물카페 및 동물분양업체에서 야생동물을 애완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가정에

서의 부적절한 사육･관리로 인한 동물복지 훼손, 질병 감염과 상해 위험 증가, 동물 탈출･유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사회적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8년 8월)이 발의되었으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에서 2019년 2월 발표한 ‘2019년 세

부 업무계획’에 야생동물카페 규제 정책이 포함된 바 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9년 2월), 제한된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거래와 택배 거래를 규제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8년 11월) 등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그러나 해당 개정안들은 2019년 8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

다.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동안 기존에 조사된 업체들 대부분은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새로 개장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반면 폐업하는 업체들도 발생하고 있으나 보유하고 있던 동물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보고서를 통해 야생동물카페에서 보유한 동물의 복지 상태 점검･평가, 질병관리와 검역 공중보건 

상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수의학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조사･분석할 것이다. 또한 2017년 

조사와 비교해 변화한 사항 및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할 것이다.

1) “여우에 물린 뒤 코아티 죽다…‘동물 지옥’된 동물 카페” 한겨레 2017.12.14.

2) “라쿤카페에서 라쿤이 할퀴어 상처나” 한겨레 2018.8.21.

3) “‘라쿤’ 탈출해 거리로…광견병･생태계 교란 위험” JTBC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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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야생동물 전시 및 거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표 1-1> 2017-2019년 라쿤카페 관련 언론보도

2017-03-21 TV 조선 [스페셜  앵커] 급증하는 야생동물 카페…검역･위생은?

2017-04-08 KBS [심층리포트] 늘어나는 ‘이색 카페’…안전 사각지대

2017-05-23 한겨레 왈라비, 카피바라까지…동물카페는 ‘무법지대’

2017-05-26 한겨레 동물카페는 카페일까요, 동물원일까요?

2017-07-26 SBS [모닝 스브스] 속속 생겨나는 ‘동물 카페’…동물들은 안녕할까?

2017-08-13 중부일보 야생동물 카페 성업… ‘위생･안전’ 우려

2017-10-17 연합뉴스 [카드뉴스] 동물 카페 폐업하면 우린 어디로 가나요…반려동물 눈물

2017-10-18  YTN 외래종 라쿤 인기, 제2의 뉴트리아 되나?

2017-10-18 뉴시스 라쿤, 수입검역검사 ‘눈으로 보고 끝’…감염병 우려도 커

2017-10-18 인사이트 “귀엽다”며 수입되는 라쿤, 국내 ‘생태계 교란’ 위험

2017-10-18 YTN 사이언스 외래종 라쿤 인기, 제2의 뉴트리아 되나?

한강타임즈 ‘라쿤, 제2의 뉴트리아?’ 수입검역검사 허술... 감염병･생태계 교란 우려

조선비즈 허술한 라쿤 수입 검역 과정 … 생태계 교란･감염병 위험

그린포스트코리아 귀여운 외모의 ‘라쿤’ 사람에 치명적, 병균보유

헤럴드경제 라쿤 카페 급증하지만, 자연에 풀리면 ‘생태계 교란’

환경일보 귀염둥이 ‘라쿤’…사실은 생태계 파괴 주범

SBS [뉴스pick] 동물카페 인기 급상승 라쿤은 제2의 뉴트리아?…정밀 검역 없는 2...

메디컬투데이 동물카페 주로 키우는 ‘라쿤’, 신흥전염병･생태계교란 우려

2017-10-20 환경일보 <사설> 두 얼굴의 미국너구리 ‘라쿤’

2017-10-23 아시아경제 [애견 포비아] 왜곡된 반려동물 문화…유기･학대･민폐 심각

우리 동네 공원에서 개들이 사라졌다(종합)

2017-10-24 이투데이 [카드뉴스 팡팡] 라쿤, 참 귀엽긴 한데...

2017-10-30 머니투데이 [2017 국감]이용득 “라쿤카페 위험…라쿤, 광견병 주요 숙주”

2017-11-01 인사이트 스트레스 받아 제자리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동물 카페 라쿤

2017-11-07 경향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생동물 카페는 인간의 욕구 충족용”…라쿤카페 실태...

뉴스1 수상한 라쿤카페…야생동물･사람 모두 위험하다

환경일보 위험천만 ‘라쿤’ 동물카페

한겨레 사람들은 귀엽다지만, ‘미쳐가는’ 카페 라쿤들

파이낸셜뉴스 어웨어 “라쿤카페, 다양한 위험성 노출..야생동물 전시 금지해야”

데일리벳 ‘라쿤카페가 위험하다’ 어웨어,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채널A [뉴스터치] 불안한 ‘라쿤 카페’ 外

2017-11-08 데일리벳 ‘사람･동물 함께 행복한 동물원으로’ 동물원법 개정 논의 본격화

2017-11-09 데일리안 외국인 놀라는 동물카페, 한국의 자랑일까

한겨레 이빨 뽑히고, 시멘트 바닥 긁고…동물카페에 ‘야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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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 카페가 위험하다…일본 전철 밟지 말아야”

인사이트 "라쿤카페가 위험하다"… 어웨어,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발간

한겨레 ‘동물카페’ 동물은 스트레스, 사람은 병 전염 우려

2017-11-10 데일리벳 ‘동물학대･공중보건 빨간불’ 녹색당도 야생동물카페 조사 보고서 발간

메디컬투데이 라쿤･미어캣 등 야생동물카페…안전사고･질병 전염 등 ‘무방비’

2017-12-05 한국일보 [애니북스토리] “살고 싶었다” 자신을 겨눈 총구를 부여 잡은 라쿤

대전일보 동물 전시하는 ‘라쿤카페’ 학대냐 아니냐

2017-12-14 메디컬투데이 동물 물려 죽도록 방치한  동물카페…“운영자체 금지해야”

한겨레 [단독] 여우에 물린 뒤 코아티 죽다…‘동물 지옥’된 동물 카페

환경일보 동물카페에서 ‘코아티’ 물어 뜯겨 숨져

뉴스1 은여우에 물려죽은 동물카페의 코아티

2017-12-15 뉴스1 법의 사각지대 놓인 ‘유사 동물원’…사육환경 ‘열악’

인사이트 동물 물어 뜯겨 죽도록 방치한 ‘야생 동물 카페’

2017-12-22 한국일보 [동물과 사람 이야기] 60년만에 맞는 ‘황금 개의 해’ 동물권도 진전을

2017-12-27 환경일보 2018 주목해야 하는 ‘환경 10대 이슈’

노트펫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라쿤’..도심 무법자될라

중앙일보 서울 한복판 출몰한 라쿤, 먹이 찾아 수차례 식당 배회

서울신문 서울 도심에 ‘라쿤’ 출현, 어웨어 “생태계 교란 적색경보”

조선일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라쿤…“번식하면 생태계 위협”

한겨레 [영상] 도심 한복판, 길 잃은 외래종 라쿤

올치올치 서울 도심에 ‘라쿤’ 출현, 어웨어 “생태계 교란 적색경보”

머니투데이 “한밤 중 서울 한복판에 라쿤이…”

인사이트 사람한테 버려져 길거리 돌아다니다 “광견병 옮긴다” 눈총까지 받는 라쿤들

2018-05-20 중부일보 미국 야생너구리 ‘라쿤카페’ 질병･감염 사각지대

2018-08-16 올치올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라쿤카페 금지법’ 발의 환영

한국일보 라쿤 카페 사라지나…야생동물 카페 전시 금지  법안 발의

환경일보 위험천만 ‘라쿤카페’ 없어질까

한겨레 ‘라쿤카페 금지법’ 발의됐다

뉴스1 이용득 의원 ‘동물원 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금지’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국회서 ‘라쿤카페 금지법’ 발의..동물단체 ‘환영’

스포츠경향 동물권단체 “‘라쿤카페 금지법’ 환영…야생동물 무분별 접촉, 안전사고 위험...

2018-08-17 노트펫 ‘야생동물카페 금지법’ 발의

뉴데일리 미어캣? 너구리 카페 사라지나… ‘라쿤카페 금지법’ 발의

매일경제 “라쿤 OUT”…야생동물 카페 금지하는 까닭

2018-08-20 데일리벳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라쿤카페 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데일리벳 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이용득 의원 ‘야생동물카페 금지’ 법안 발의

2018-08-21 한겨레 라쿤 카페에서 라쿤이 할퀴어 상처나

2018-09-25 JTBC [밀착카메라] 도심 속 체험형 동물원…동물에겐 ‘끔찍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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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6 인사이트 ‘눈으로 봐달라’는 말에도 자꾸 만지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들

SBS [스브스뉴스] 라쿤 카페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018-09-27 SBS [스브스뉴스] 라쿤이 계속 벽을 긁었던  이유…‘동물 카페’의 그림자

2018-10-24 JTBC 라쿤' 탈출해 거리로…광견병･생태계 교란 위험

2018-10-25 데일리벳 서울 도심에 ‘라쿤’ 출현 포착…어웨어 “생태계에 적색경보 들어온 것”

세계일보 서울 서교동서 유기된 라쿤  발견…“‘라쿤 카페 금지’ 등 대책 조속히 요구”

뉴스1 도심 한복판 출몰한 ‘라쿤’…사람･생태계 위협 종으로 성장 중

노트펫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라쿤’..도심 무법자될라

중앙일보 서울 한복판 출몰한 라쿤, 먹이 찾아 수차례 식당 배회

서울신문 서울 도심에 ‘라쿤’ 출현, 어웨어 “생태계 교란 적색경보”

조선일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라쿤… “번식하면 생태계 위협”

한겨레 [영상] 도심 한복판, 길 잃은 외래종 라쿤

올치올치 서울 도심에 ‘라쿤’ 출현, 어웨어 “생태계 교란 적색경보”

머니투데이 “한밤 중 서울 한복판에  라쿤이…”

인사이트 사람한테 버려져 길거리 돌아다니다 “광견병 옮긴다” 눈총까지 받는 라쿤들

2018-10-26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 ‘라쿤’ 출현, 생태계 교란 ‘적색경보’

연합뉴스 서울 도심서 ‘라쿤’ 출몰…생태계 교란 우려

연합뉴스TV [자막뉴스] 서울 도심서 ‘라쿤’ 출몰…생태계 교란 우려

2018-10-27 스페셜경제 서울 서교동에 나타난 ‘라쿤’…“라쿤과 사람의 무분별한 접촉은?” 라쿤회충 등...

2018-11-02 데일리벳 ‘코아티 방치해서 죽인 야생동물카페 사장’，이번에는 개 치료비 미납

2018-11-03 머니투데이 도심을 떠도는 라쿤들, 생태계 교란･전염병 위험

머니투데이 국회에서 동물이 뜬다… 동물보호 주무부처는 논란

2018-12-18 UPI뉴스 귀여운 라쿤카페? 실상은 ‘동물학대’ 카페

2019-01-03 비즈한국 외국인 관광명소 등극 ‘야생동물카페’ 규제 사각지대 놓인 까닭

2019-01-08 UPI뉴스 보노보노 ‘너부리’는 너구리가 아니었다

2019-01-25 KBS [뉴스 따라잡기] 체험형 실내 동물원 ‘인기’…동물에겐 스트레스?

KBS 체험형 실내 동물원 ‘인기’…동물에겐 스트레스?

2019-02-02 KBS [앵커의 눈] 열악한 환경･방치…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KBS 유사 동물원･체험형 동물 카페 확산…학대의 온상?

KBS [자막뉴스] 동물 학대의 온상은 동물원?

2019-02-03 KBS “왈라비야 미안해” 동물학대의 온상은 동물원

2019-02-07 KBS ‘동물원 폐지’ 고민하는 세계…‘라쿤 카페’ 성행하는 한국

2019-02-09 뉴스페이퍼 [기자수첩] 야생동물(라쿤카페) 금지법의  안락사 조장이 ‘가짜뉴스’라고?

2019-02-13 데일리벳 카페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된다‥동물원 전문검사관 도입 추진

2019-02-17 그린포스트코리아 [녹색다방]국민 눈높이 맞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2019-03-21 시빅뉴스 동물원법,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2019-04-23 UPI뉴스 광견병･생태계 교란 위험…무분별한 라쿤 유입 어쩌나

2019-04-28 뉴시스 대구서도 야생동물 카페 본격 영업...위생 등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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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17-2019년 야생동물카페 관련 언론보도

2019-04-29 경상매일신문 동물복지･공중보건 시한폭탄 ‘야생동물 카페’

2019-05-06 중앙일보 인간과 교감한다는 동물카페…라쿤, 유리벽 긁으며 이상행동

2019-05-09 동아일보 [현장에서/김하경]카페에서 만난 야생동물 정말 괜찮을까?

2019-05-09 세계일보 “동물산업 다 죽는다” vs “동물로 돈벌이”... 동물원법 개정안 몸살

2019-05-13 금강일보 야생동물카페, 위생 복지 사각지대

2019-05-15 법률방송뉴스 애견･고양이 카페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나... 동물원법･동물전시법 등 예외...

2019-05-17 스카이데일리 동물권단체･산업계 또 충돌…이번엔 ‘동물원허가제’

2019-05-17 한국일보 [이형주의 동물에 대해 묻다] 굴 파며 무리 생활하는 미어캣, 집에서 키우면 ...

2019-06-16 오마이뉴스 동물학대 현장'으로 나들이? 엉망진창인 대한민국

2019-06-29 경향신문 ‘노리개’가 된 야생동물...“동물카페는 사라져야 할 시설”

2019-07-09 데일리벳 야생동물 전시금지･판매제한 논의하는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노트펫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2019-07-11 경향신문 스트레스 받은 라쿤들 서로 공격하고 염증에 피부 벗겨진 왈라비가 있는 ‘카페...’

2019-07-12 그린포스트코리아 “야생동물카페 금지하고,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필요”

2019-07-13 뉴스1 학계･전문가…야생동물 ‘백색목록 도입’ 제안

2019-07-18 여성신문 라쿤･미어캣･당나귀… 카페에서 만나야 하나

여성신문 “법 사각지대 ‘라쿤카페’ 규제 필요하다”

2019-07-27 여성신문 택배로 받는 도마뱀…야생동물 복지는 어디에

2017-03-21 TV조선 [스페셜 앵커] 급증하는 야생동물 카페…검역･위생은?

2017-04-08 KBS [라인뉴스] 야생동물 카페 등 신종카페 우후죽순에 곳곳 ‘허점’

KBS [심층리포트] 늘어나는 ‘이색 카페’…안전 사각지대

2017-08-13 중부일보 야생동물 카페 성업… ‘위생･안전’ 우려

2017-11-24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동물카페? 설마 농담이겠지

2017-12-14 연합뉴스 야생동물 카페서 여우에 물린 긴코너구리 숨져

2017-12-15 시빅뉴스 동물 안전 사각지대 ‘동물카페’…코아티, 다른 동물에게 물려 죽기도

데일리벳 다른 동물에 물어 뜯긴 코아티…그대로 방치한 동물카페

2018-01-02 시사저널이코노미 라쿤은 식탁에, 커피엔 고양이털…동물카페, ‘위생관리실태’ 논란

2018-01-03 환경미디어 멸종위기종 관리업체, 위반사항 적발

2018-01-29 한겨레 [카드뉴스] 동물카페는 ‘무법지대’

2018-01-29 한국일보 사고 잦은 야생동물 카페 사라지나

2018-02-02 메디컬투데이 규제 없는 야생동물카페…환경부, 관련 방안 검토 중

2018-02-03 한국일보 [동물과 사람이야기] “북극여우는 강아지처럼 키우면 되세요~” 위험천만 야...

2018-04-15 한겨레 개･길고양이･돌고래…우리 지켜줄 부처는 어디?

2018-02-17 주간동아 [화제] 도심에 버려진 고슴도치의 최후

2018-04-21 세계일보 “야생동물 키워볼까?”…사육 어려워 버리지는 동물들

2018-04-24 주간동아 [댓글뉴스] “귀엽다고 데려와서는 귀찮다고 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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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1 스카이데일리 체험 좋다지만… 학대현장 전락 야생동물 카페

2018-08-06 한겨레 [영상] 하루종일 가둬놓고 만지면 좋겠어요?

2018-08-07 한겨레 ‘불합격률 0%’ 동물 검역…기니피그 수입 가장 많아

2018-08-18 서울경제 “동물 학대･앵벌이 수단이 된 야생동물카페”

2018-08-19 인사이트 스트레스 받아 빙빙 제자리 도는 라쿤 살릴 ‘동물 카페; 금지법 나왔다

2018-08-22 노트펫 야생동물카페 금지법

2018-08-23 머니투데이 [카드뉴스] 빙글빙글 도는 동물들

2018-08-26 뉴스1 관리사각 ‘야생동물카페’…“동물학대 해도 처벌 못한다”

2018-08-27 어린이동아 야생동물 카페 금지법 발의…동물복지 단체 “환영”

2018-09-07 한국일보 [황윤의 멍멍, 꿀꿀, 어흥]동물들 죽고 아이들은 질병 위험… 어린이집 ‘동물...

2018-09-13 머니투데이 [개人주의]너굴맨은 행복하지 않다

2018-09-19 JTBC 반복되는 불행한 사고…“관람형 동물원 바꿔야” 목소리

2018-09-20 JTBC 끊이지 않는 사고…가둬놓는 ‘관람형 동물원’ 화살 빗발

금강일보 계속되는 ‘동물원’ 폐업 요구 논란, 문제는 동물원법

2018-09-21 쿠키뉴스 [친절한 쿡기자] “동물 권리 현주소는” 퓨마 ‘뽀롱이’가 남긴 질문

2018-10-01 SBS [모닝 스브스] 카페 가면 동물 있어 좋다고요?…야생동물들은 ‘고통’

2018-10-02 투데이신문 탈출 퓨마 사살이 남긴 숙제…동물원 존폐･동물복지 논쟁 재점화

2018-10-02 뉴스1 야생동물 온라인서 무분별 거래…법망 ‘구멍’ 대책 마련 시급

2018-10-02 한국일보 앵무새 페트병 배송 사라질까

환경미디어 퓨마 ‘호롱이’의 죽음이 동물복지에 봄바람을 일으키길

2018-10-06 한국일보 재미로 잡아먹는 ‘동물축제’... 여러분은 즐거운가요?

2018-10-09 중앙일보 [권혁주 논설위원이 간다] 아기 원숭이에게 ‘천적’ 뱀 들이대는 대한민국 동물...

2018-10-12 뉴스1 어린이집 ‘야생동물 체험’ 유행 “구렁이 목에 걸고…위험천만”

2018-10-19 서울경제 [토요워치] “우리는 장난감이 아니에요”…인류의 탐욕, 동물행복을 등지다

2019-01-08 데일리벳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월 15일 열린다

뉴스1 ‘제2의 뽀롱이’ 안 나오려면…동물원수족관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2019-01-15 뉴스1 ‘제2의 뽀롱이’ 막으려면…“동물원 허가제 도입해야”

2019-01-21 서울신문 가두고 만지고 소리치고… 동물들에겐 고통입니다

매일경제 갈비뼈 앙상한 ‘백사자’ 사진 논란

2019-01-24 뉴스1 20년간 30개국 동물원 다닌 外人 눈에 비친 한국 실내동물원 ‘최악’

2019-01-25 KBS [뉴스 따라잡기] 체험형 실내 동물원 ‘인기’…동물에겐 스트레스?

KBS 체험형 실내 동물원 ‘인기’…동물에겐 스트레스?

2019-02-12 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폐기물 해결 집중...체험형 동물카페 금지도

2019-02-12 한국일보 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 못한다… 동물원 검사관도 도입

2019-02-13 데일리벳 카페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된다‥동물원 전문검사관 도입 추진

2019-02-14 경남일보 동물 카페'에 대한 유감

2019-03-28 노트펫 ‘대단한’ 고양이 ‘매우 대단한’ 라쿤

2019-07-09 뉴스1 “물건 아니고 생명”…12일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국회토론회’

2019-07-31 어린이동아 “동물과 교감 기회” vs “동물 학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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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법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수족관을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원 범위

에 해당하는 시설은 환경부에 시설 등록, 휴・폐원 신고, 연1회 운영관리 자료 제출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시・도지사의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동물카페 중 보유 동물의 종･개체수가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정하는 10종 50개체에 미달하는 경우는 

환경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동물보호법 

현행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

햄스터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해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등을 운영하려는 경우 영업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지정된 반려동물 6종 외 동물을 전시하는 업소는 동물전시업 등록 대상이 아니며, 등록했다 

하더라도 해당 6종 외 동물의 판매･전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야생생물법 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거래가 금지되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종은 등록 없이 전시 및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가 가능하다. 

3. 식품위생법

현행 식품위생법의 제3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

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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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관련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5)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업소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영업장과 분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야생동물카페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객과 

동물이 같은 공간에서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업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해당 규정을 준수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행령 21조 영업의 종류 8.식품접객업에서 휴게음식점 중 편의점, 수퍼마켓, 

휴게소 등 컵라면이나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제조 

음료 대신 병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수 있다. 

4.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에는 동물의 상업적 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으나, 

그 범위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제한한다. 카페에서 주로 전시하는 종은 국제적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

기종이나 국내 천연기념물 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야생생물법에 의거하여 상업적 거래와 전시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또한 사육시설 기준과 점검에 관한 사항 역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야생동물카페에서 흔히 전시되는 라쿤, 미어캣, 왈라비, 코아티 등의 야생동물은 관리대상

에서 제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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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국 야생동물카페 운영 현황

현재 동물원･수족관법에서 규정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동물전시시설은 신고나 등록 기준

이 없으며 야생동물카페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물을 보유

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전국에서 운영되는 야생동물카페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영업 중인 업체 파악을 위해 2017년 보고서에서 확인된 운영 현황과 환경부 자료, 그리고 인터

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업체를 조사해 취합했다. 이전에 조사된 업체들은 폐업 여부를 확인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에서 누락된 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 결과 전국에서 운영되는 야생동물카페의 숫자는 2017년 35개 업소에서 64개 업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서울이 18개 업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17년 10개 업소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한 이전과 비교해 충청, 경남, 제주 등 지역적 분포도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가장 많이 사육되는 동물 종은 라쿤으로 36개 업체에서 전시하고 있었다. 

<표 3-1> 전국 야생동물카페 운영 현황

지역 업소명 주소 보유 동물 개장 연도

서울

주토피아 강북구 노해로 117, 2층
슈가글라이더, 거북, 

햄스터 등
2018

블라인드 앨리 용산구 청파동 2가 63-20 라쿤, 개 2009

땡스네이쳐 마포구 서교동 486 대우푸르지오상가 양 2011

라쿤카페 맹쿤1호 마포구 홍익로 17 라쿤, 개 2016

라쿤카페 맹쿤2호 마포구 잔다리로 5-1 라쿤, 개 2017

라쿤카페 테이블 

에이 본점
마포구 와우산로 146 라쿤, 고양이 2014

미어캣프렌즈 마포구 와우산로 21길19-12
미어캣, 라쿤, 북극여우, 

제넷 고양이, 왈라비
2017

꾸꾸네 종로구 대명길 26 라쿤 2015

쿠펫 강남구 봉은사로 84길9

도마뱀, 게코도마뱀, 뱀, 

볼파이톤, 거북류, 양서류, 

절지류 등

2014

미어캣족장 광진구 통일로 20길72 라쿤, 고양이, 미어캣 2017

미어캣파크 종로구 대학로 10길12 라쿤, 개, 미어캣 2017

에덴미어캣프랜즈 중구 명동8나길10 사보이호텔 B동 6층 라쿤, 미어캣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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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소명 주소 보유 동물 개장 연도

악동애니멀힐링

카페
마포구 홍익로 3 3층

라쿤, 미어캣, 코아티, 

고양이, 은여우, 개, 

친칠라, 프레리독

2017

버드에비뉴 동작구 상도로 15길143 창건빌딩2층 205호 앵무새 2017

커피볶는너구리 은평구 연서로 29길20-14 라쿤, 개, 물고기 2015

보니타디라쿤카페 마포구 와우산로 21길31 5층 라쿤, 개 2016

리프패럿 금호점
성동구 금호로 105 래미안하이리버상가 

B203호
앵무새 2017

우리집새새꾸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47 앵무새 2016

경기

펍피 평택시 비전5로 20-37 401호 라쿤, 개 2018

멍쿤라운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41-16 5F멍쿤 라쿤, 개 2018

미어캣인더시티
김포시 김포한강9로 76번길41 롯데리아6층 

602호
라쿤, 개 2018

펫다방 구리시 검배로 6번길14 라쿤, 개 2017

펫스토어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39 대우프라자 왈라비, 미어캣, 개 2014

버드펠리스
부천시 부천로 263번길48 

쥬니어랜드교육센터

프레리독, 염소, 토끼, 

기니피그, 앵무새, 기타 

파충류

2015

버드캐슬 군포시 당산로 1222층 앵무새 2018

리프패럿 의정부점 의정부시 신촌로 84번길37, 2층 앵무새 2017

보니타디카페

부천송내점
부천시 송내대로 19 라쿤, 개, 고양이 2014

라쿤이야기 부천시 부일로 445길 23 라쿤, 개 2017

라쿤빌리지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41 라쿤 2016

쿤짱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44 2층
라쿤, 미니돼지, 개, 

고양이
　

커피 타는 너구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2 라쿤, 개 2016

인천

카쿤 부평구 부평대로 5 라쿤 2016

라쿤브라더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라쿤, 개, 고양이 　

동물체험카페 

페팅쥬
남동구 백범로 93

미어캣, 친칠라, 토끼, 

기니피크, 닭, 햄스터, 

고슴도치, 프레리독, 양, 

슈가글라이더, 앵무

2017

래빗룸 중구 동성로 6길52, 4층 토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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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소명 주소 보유 동물 개장 연도

대전

작쥬 대덕구 송촌북로 20길7-17
라쿤, 개, 고양이, 잉꼬, 

뱀, 도마뱀
2017

멍이와 쿤이 라쿤 

카페
서구 도솔로 387-1 라쿤, 개 2016

리프패럿 화명점 북구 금곡대로 308, 2층 앵무새 2017

너구리와 친구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8 향촌월드프라자 7

층 702호
라쿤, 미어캣 　

부산

작은 동물원 부산진구 양성로 5-1

페럿, 고슴도치, 거북, 

햄스터, 토끼, 앵무, 뱀, 

다람쥐, 프레리독, 

이구아나

2013

라쿠나 마타타 

경성대점
남구 용소로 14길10 라쿤 2016

라라랜드 해운대구 구남로 8-1 올리브영건물 3층 라쿤, 고양이 2017

　 광산구 풍영로 101번안길7-10 라쿤, 개 2017

세종 아마존 한누리대로 589
토끼, 앵무, 뱀, 도마뱀, 

이구아나, 프레리독, 거북이
2016

충청

라쿤카페 멍이와 

쿤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9-2 라쿤, 개 2017

리프패럿 청주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로 93 앵무새 2018

베이비쥬쥬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48번길4

미어캣, 프레리독, 스컹크, 

페럿, 카멜레온, 

비어디드레곤 등

2018

몽이네 라쿤카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 11길23 라쿤, 개 2017

쿠니쿠니 라쿤카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 11길14 라쿤 2016

강원
요술곰동물원 원주시 개운5길68, 2층

슈가글라이더, 페럿, 

고양이, 비어디드레곤, 

기니피그, 친칠라 등

2018

쿤독 원주시 서원대로 121-12 라쿤, 개 2016

전라

퍼니쥬 전남 순천시 중앙로 107 청금강, 우파루파 2016

해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6-10 / 3층 라쿤, 개 　

러블리페럿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4 앵무새 2015

애견&라쿤카페 

HOTDOG
전북 군산시 동수송안길 35 라쿤, 개 2015

경상

리프패럿 포항점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40번길33 앵무새 2018

리프패럿 진영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26번길16-18, 

1층
앵무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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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소명 주소 보유 동물 개장 연도

리프패럿 장유점 경남 김해시 대청로 104번길65, 1층 앵무새 2018

리프패럿 양산점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54 3층 306호 앵무새 2018

작은동물원 경남 김해시 함박로 101번길2

고양이, 개, 토끼, 친칠라, 

육지거북, 블루텅스킨크, 

비어디드레곤 등

2017

카페 라미닥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257길35-3
라쿤, 고양이, 미어캣, 

닥터피쉬
2016

제주

돈키쥬쥬 제주시 아라2동 113-1

프레리독, 친칠라, 

비어디드드레곤, 햄스터, 

슈가글라이더 등

2016

스마일러 제주시 애월읍 상고길 47

토끼, 개, 고양이, 

프레리독, 물고기, 악어, 

거북류, 게류, 파충류, 

앵무새, 개구리 등

2014

마스코트 제주 제주시 서해안로 510 라쿤 　

더정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139 파충류, 앵무새 등 2016



Ⅳ

조사 결과





• Ⅳ. 조사 결과

∙• 25

Ⅳ. 조사 결과

1. 조사 기간

2019월 6월 1일 ~ 7월 31일

2. 조사 방법

서울, 인천, 부산, 경기도에 소재한 야생동물카페 총 12개 업소를 방문 조사했다. 조사대상 업소 

중 2017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업소는 3곳이었으며,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되는 업소 2곳을 

포함시켰다. 각 업소 당 1회 이상 최다 3회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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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결과 표

<표 4-1> 조사 결과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위생 및 안전 　 　 　 　 　 　

식음료공간분리여부 ◦ ◦ ◦ × × ×

청결도(악취, 배설물) ■■■■□ ■■■■■ ■■■□□ ■■■□□ ■■■■□ ■■□□□

안내문 ◦ ◦ ◦ ◦ ◦ ◦

손씻는시설 ◦ ◦ ◦ × × ◦

소독 ◦ ◦ ◦ ◦ ◦ ×

신발교체 (출입구) × × ◦ ◦ ◦ ◦

예방접종증명 × × ◦ × ◦ ×

먹이주기체험 ◦ ◦ ◦ ◦ ◦ ◦

동물 접촉시 직원 개입 ◦ × × ◦ ◦ ◦

시설 및 관리 　 　 　 　 　 　

보유동물 (마리)

미어캣2, 왈라비1, 

염소1, 다람쥐2, 

돼지1, 토끼9, 

기니픽16, 저빌3, 

페럿1, 앵무새1, 

레오퍼드 육지거북1, 

파충류, 어류 다수

라쿤5 라쿤5,  개5

라쿤1, 왈라비3, 

코아티, 바위너구리1, 

미어캣12, 제넷2, 

고양이4, 

어류(닥터피쉬)

미어캣6, 개2,

고양이3

프레리독3, 

슈가글라이더3, 

페럿1, 토끼14, 개2, 

고양이1, 다람쥐1, 

친칠라9, 햄스터다수, 

앵무새13, 육지거북1, 

비어디드래곤2, 뱀 등 

파충류 다수

관람객과 분리된 
사육공간

◦ ◦ × × × ◦

합사(야생/반려동물) × × ◦ ◦ × ◦

방치동물
(케이지격리)

◦ × × ◦ × ◦

부적절한동물전시
(임신,새끼등)

× × × × × ◦

은신처 ◦ ◦ × △ △ △

소음 ■■■□□ ■■□□□ ■■■■□ ■■□□□ ■■■□□ ■□□□□

냄새(암모니아) × × ◦ × ◦ ◦

자연채광 ◦ ◦ ◦ △ △ △

관리인원 (명) 5 1 1 3 2 1

전시시간 11:00~ 21:00 12:00~ 22:30 11:30~ 22:30 12:00~ 22:00
평일13:00~21:30

주말12:00~22:00

평일12:00~18:00

주말10:00~20:00

급수 △ ◦ ◦ ◦ × ◦

체험용먹이제한 ◦ ◦ ◦ ◦ ◦ ◦

동물판매 × × × × × ◦

동물원등록여부 ◦ × × × × ×

동물전시업/판매업 
등록여부

동물 전시업 × 동물 전시업 × ×
동물 판매업,

동물 전시업

기타 등록업종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확인불가 휴게 음식점 　

동물상태 　 　 　 　 　 　

외상 × ◦ × ◦ × ×

비만 × ◦ ◦ ◦ × ×

부적절한 관리 
(발톱,이빨)

× × × ◦ ◦ ◦

무기력증 ◦ ◦ ◦ ◦ × ◦

반복행동 × × ◦ ◦ × ×

공격적행동 × × ◦ ◦ × ×

합사동물 간 적대관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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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업체 H업체 I 업체 J업체 K업체 L업체

위생 및 안전 　 　 　 　 　 　

식음료공간분리여부 × × × × ◦ ×

청결도(악취, 배설물) ■■■□□ ■□□□□ ■■■□□ ■■■■□ ■■■□□ ■■■■■

안내문 ◦ ◦ ◦ ◦ ◦ ◦

손씻는시설 × × ◦ × × ×

소독 ◦ × ◦ ◦ ◦ ◦

신발교체 (출입구) ◦ ◦ × ◦ ◦ ◦

예방접종증명 ◦ × ◦ × × ×

먹이주기체험 ◦ ◦ ◦ ◦ ◦ ◦

동물 접촉시 직원 개입 △ × × × ◦ ◦

시설 및 관리 　 　 　 　 　 　

보유동물 (마리)

여우 7, 미어캣 3, 

돼지2, 토끼 5, 

기니피그 다수, 

고슴도치 6, 페럿 4, 

햄스터 팬더마우스 

다수, 사바나모니터 1, 

개구리 2

라쿤10(새끼3), 

코아티2, 미어캣3, 

왈라비2, 토끼2, 고양이 

다수, 개 다수 (2개월 

미만 강아지 포함), 닭 

다수, 흰쥐 다수, 

과일박쥐2, 이구아나2, 

뱀, 거북, 모니터 2

라쿤3, 쟈칼2 

(4개월령), 미어캣2, 

바위너구리1, 

프레리독1, 

제넷고양이2, 고양이 

다수, 고슴도치1, 

피그미마우스, 앵무 

8이상, 파충류 다수

미어캣5, 프레리독3, 

토끼 9 (새끼포함), 

미니돼지1,

왕관앵무1, 개 1

라쿤1, 미어캣2, 

토끼2, 기니피그1, 

페럿3, 데구4, 

친칠라2, 미니돼지1, 

고양이 15여 마리 

(새끼포함)

라쿤7(새끼3포함), 

고양이3, 개2

관람객과 분리된 
사육공간

× × △ △ × ×

합사(야생/반려동물) ◦ ◦ ◦ ◦ ◦ ◦

방치동물
(케이지격리)

◦ ◦ ◦ ◦ ◦ ◦

부적절한동물전시
(임신,새끼등)

◦ ◦ ◦ ◦ × ◦

은신처 △ × × × × ×

소음 ■■□□□ ■■■■□ ■■■■□ ■■■□□ ■■□□□ ■■□□□

냄새(암모니아) ◦ ◦ ◦ ◦ ◦ ×

자연채광 △ △ × ◦ ◦ △

관리인원 (명) 3 2 2 1 1 3

전시시간 11:00~ 21:00 12:00~ 22:00 11:00~ 22:30
평일12:00~21:00

주말12:00~22:00

평일12:00~23:00

주말11:00~23:00
12:00~ 22:00

급수 △ × △ × ◦ △

체험용먹이제한 × × ◦ × × ×

동물판매 ◦ ◦ ◦ ◦ ◦ ◦

동물원등록여부 ◦ × × × × ×

동물전시업/판매업 
등록여부

동물 판매업,

동물 전시업
×

동물 전시업,

동물 판매업

동물 전시업,

동물 판매업
× ×

기타 등록업종 식품 접객업 폐업  예정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동물상태 　 　 　 　 　 　

외상 × ◦ × × × ×

비만 × ◦ ◦ × × ◦

부적절한 관리 
(발톱,이빨)

◦ ◦ ◦ × × ×

무기력증 ◦ ◦ ◦ × ◦ ×

반복행동 ◦ ◦ ◦ ◦ ◦ ◦

공격적행동 ◦ ◦ ◦ × × ◦

합사동물 간 적대관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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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결과 주요 내용

가. 위생 및 안전

1) 식음료 공간 분리 여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

이 수반되는 영업장과 식음료 섭취공간을 분리해

야 함에도 불구하고 12개 중 8개 업소에서 공간 

분리가 완전히 되어있지 않았다. 공간 분리가 되

지 않은 곳에서는 라쿤이나 제넷고양이 등 높은 

곳을 쉽게 오르는 동물들이 사람이 먹는 음료와 

음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식음료 섭취 공간

을 나누어 놓은 곳 중이라도 동물의 출입이 가능

하거나 식음료 조리 공간까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업소도 관찰되었다. 

2) 청결도

동물 전시 공간에서의 냄새와 눈으로 볼 수 있

는 배설물 관리상태, 먹이와 물 공급통의 상태 등

으로 청결 여부를 판단했다. 업소에 따른 청결도 

차이가 컸다. 비교적 새로 시설을 정비한 곳이라

도 관리 직원의 수와 근무 형태, 근무 태도에 따라 

배설물의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었다. 방문객들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배설물을 여러 차례 밟고 

다른 곳에 묻히는 모습이었다. 배변패드는 주로 개에게만 유효한 것으로 보였다. 햄스터, 기니픽, 토끼 

등 여러 마리가 깔짚 위에 사는 경우에 자주 갈아주지 않아 배설물에 찌든 냄새가 쉽게 났다. 환풍 

시설은 라쿤 등 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가림막으로 막아놓아야 하기 때문에 먼지가 잔뜩 끼어있는 

등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사진 1]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이 수반

되는 영업장과 식음료 섭취공간을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

간 분리가 완전히 되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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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미어캣의 배변 장소로 쓰이는 플라스틱 통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사진 3]  불결한 상태의 음수대. 동물 수에 비해 관리인원이 모자

랄수록 관리상태가 열악했다.

3) 안내문 

안내문이 다루는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대개 동물과 접촉 시 주의할 점, 소지품 관리 책임, 

부상 발생 시 책임(이용객 손해에 대해 업소가 책임을 지지 않음) 등을 다루고 있었다. 안내문은 모든 

조사대상에서 입구나 영업장 내에 붙어있었다. 그러나 안내문의 내용과는 달리 정작 동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동물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권유하는 경우가 잦았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대부분 외국

어를 병기하고 있었다.

4) 손 씻는 시설 및 소독 

12개 업소 중 9개에서 손 소독제를 비치해놓고 자율적으로 손 소독을 하도록 해놓았다. 그 중 5군데 

업소에서는 손 씻는 시설을 화장실과 별도로 전시시설 내부에 설치해놓았다. 그러나 안내문이 부족해 

손 소독을 언제 해야 하는지, 반드시 해야 하는지는 불명확했다. 

[사진 4]  손 소독제를 비치했지만 필수적으로 사

용해야 하는지,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

가 불명확한 업소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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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발교체 

3개 업소를 제외하면 모두 실내화로 갈아 신도록 안내했다. 신발을 갈아 신는 이유는 내외부의 감염

원을 서로 옮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불특정 방문객들이 신었던 실내화를 그대로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신는 것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 보였다. 실내화 자체에 동물의 배설물 등이 

묻어 있는 등 위생 관리가 부족한 업소가 관찰되었다. 

6) 예방접종증명

2017년 조사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부착한 곳이 9개 업소 중 단 한 군데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2개 업소 중 4개에서 일부 동물에 대해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부착해놓았다. 모두 

개 종합백신(DHPPL)과 광견병백신의 접종증명이었다. 그러나 이 예방접종들은 개에서의 항체 형성 

효과를 라쿤에게서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7) 먹이주기 체험

12개 업소 모든 곳에서 먹이주기 체험을 일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었다. 주로 개 사료나 고양

이 사료를 손으로 주는 형태였으며 직원들이 시범을 보이고 사료를 손에 쥐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

다. 특히 라쿤에게는 상시적으로 사료를 받아먹게 함으로써 비만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였고 실제

로 관찰한 모든 라쿤은 비만이었다. 먹이에 흥분한 동물들이 서로 물거나 사람을 물 수 있는 상황을 

여러 차례 관찰할 수 있었다. 

[사진 5]  개 사료를 라쿤에게 먹이로 주고 있다. 먹이주기 체험에 제한이 없을

경우 비만, 영양 불균형 등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먹이에 흥분한

동물이 사람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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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물 접촉 시 직원 개입

동물을 전시해놓은 공간에서 방문객이 동물을 만질 때에 직원이 적절한 개입을 하는지를 조사했다. 

관리자 없이 동물과 접촉한다는 것은 늘 사고위험성을 갖고 있고, 야생동물에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의도치 않게 동물을 자극해서 흥분시킬 수 있다. 7개 업소에서는 직원이 동물 접촉 공간에서 

설명과 개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직원 수보다 이용객이 많아 일시적 개입만 가능한 

수준이었다. 나머지에서는 방문객과 동물이 안전장치 없이 서로에게 노출되어 있었다. 동물을 함부로 

들어 올리지 말라는 안내가 있어도 방문객은 동물을 들어 올려 안았고, 직원은 그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이 동물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방문객에게 종용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사진 6]  직원의 개입을 통한 안전 관리 없이 동물과 어린이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7]  여우 사육공간 안에 들어가 여우를 만지고 먹이 주는 

어린이들. 포식동물인 여우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사진 8]  코아티에 입을 맞추는 관람객. 인수공통질병 감염이나

물림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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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 및 관리

1) 보유 동물

2017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전시되는 동물 종은 라쿤(7개 업소 보유)과 미어캣(8개 업소 

보유)이었다. 반면 제넷고양이, 자칼, 바위너구리 등 2017년의 조사에서 흔하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의 동물들이 유행처럼 카페에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왈라비는 3개 업소, 제넷고양이는 2개 업소에서 전시되어 있었다. 그밖에 여우, 코아티, 바위너구리, 

프레리독 등 야생포유류와 개, 고양이, 페럿, 토끼 등의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닭 등 농장동물도 

업소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에 이르는 동물들이 

전시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CITES 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2) 분리된 사육공간

단일종을 전시하는 업소에서는 모두 한 공간에 모든 동물을 전시하고 있었다. 임신, 출산, 부상 등의 

이유로 동종 간에도 분리 사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

이었다. 단 3개 업소만 동물끼리 완전히 분리해서 전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분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동식 철제 케이지를 사용하는 곳이 많았다.

[사진 9]  친칠라, 조류 등 여러 종의 동물을 케이지에 아래위로

쌓아 전시하는 모습

[사진 10]  소동물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바위너구리. 만지기, 먹이

주기 체험 시에만 꺼내서 사용한다. 케이지 안을 왔다 갔다 하거나

케이지를 물어뜯는 행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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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합사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은 라쿤이나 왈라비처럼 비교적 공격성이 낮은 동물과 합사를 하는 

곳이 여러 곳이었다. 미어캣과 왈라비, 코아티 등을 고양이와 합사하는 곳도 있었고, 토끼와 기니피그, 

미니돼지를 합사해놓은 곳도 있었다. 개와 라쿤은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동시에 

설사를 하는 등 서로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점혈변의 상태만으로 추측하자면 원충 감염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였다. 고양이는 토끼나 기니픽에게 포식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사진 11] 왈라비 먹이통에 숨어있는 미어캣. 야생동물카페에서는

생태학적 연관이 없는 종들의 합사가 빈번히 이루어진다. 

4) 방치동물(케이지 격리)

12개 중 8개 업소에서 작은 철제케이지 안에 방치되어 있는 동물들이 관찰되었다. 이는 2017년 

조사에서 조사 대상 9개 업소 중 3개 업소에서 발견된 것보다 증가한 수치다. 주로 합사에 실패하거나 

다치거나 공격성이 있는 동물이었다. 코아티, 라쿤, 친칠라 등이 한 마리씩 케이지에 들어있었으며 

좁은 공간에서 오래 방치되어 정형행동을 보이는 개체들도 있었다. 케이지에 들어간 원인이 공격성인 

경우, 케이지 안에서 느끼는 좌절과 공포 때문에 공격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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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케이지에 갇혀 격리 사육되는 코아티. 동물의 복지에

심각한 정도의 위해를 가하는 전시형태이다. 

[사진 13]  격리 사육되는 라쿤. 성체가 되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

게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 흔히 택하는 사육방식이다. 

5) 부적절한 동물 전시 

임신 개체나 어린 개체 등 전시에 부적합한 동물들은 4개 업소에서 발견되었다. 갓 젖을 뗀 것으로 

보이는 라쿤, 친칠라, 토끼, 개 등이었다.

[사진 14]  촬영 당시 태어난 지 1개월이 조금 넘은 토끼를 판매하

는 모습 

[사진 15]  유리장 안의 분양용 새끼 라쿤들, 기본적인 온도조절,

환기, 급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6) 은신처 

은신처가 전혀 없는 곳이 6개, 있으나 적절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제공되는 곳이 4개, 적절하게 

제공된 곳이 2개 업소였다. 미어캣처럼 땅을 파고 굴 속에 사는 동물에게는 형식적이나마 나무 상자 

등이 제공된 곳이 있었으나 이마저도 동물의 수에 비해 은신처의 수는 부족했고, 다른 동물에게는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없었다. 라쿤이나 여우처럼 민감한 동물들은 수시로 구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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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하고 벽 쪽으로 얼굴을 숨기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사진 16, 17]  방문객의 접촉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라쿤.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는 제공되지 않았다. 

7) 소음

1개 업소를 제외하면 모든 곳에서 상시적으로 음악을 틀어놓았다. 특히 2개 업소에서는 음악 소음이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커서 동물들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 밀폐된 공간에 가구나 

시설이 별로 없어 소리가 울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대화 소리도 실제보다 크게 들리는 경우

가 많았다. 

8) 자연채광

지하에 위치한 1개 업소를 제외하면 모두 창을 통해 어느 정도의 햇빛이 들었다. 그러나 업소의 

구조에 따라 자연채광이 들지 않는 위치가 있었고, 인공조명에만 의지하는 동물 전시도 다수 있었다. 

자연채광이 있다고 해도 업소가 동물이 직사광선이나 그늘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는 구조였다.

9) 관리인원

동물의 수와 시설의 규모에 따라 1명에서 5명까지 다양했다. 3개 업소에서는 직원 1명이 수십 마리

의 동물을 관리했는데, 관리 인원이 부족할 경우 동물의 배설물을 수시로 치우지 못하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으며 사고의 위험성 또한 더 높았다. 

10) 전시시간

전시시간은 대부분 하루 10~12시간이었다. 전시시간 내내 동물들은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에게 직‧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동물이 시선과 소음으로부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중간에 따로 정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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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업소는 한 군데도 없었다. 

11) 급수

동물 사육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동물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놓은 

곳은 12개 중 5개 업소 뿐이었다. 4개 업소에서는 일부 동물만 물을 상시 공급하고 있었고, 3개 업소에

서는 관찰 시간 동안 전혀 물을 공급하지 않았다. 물을 상시 공급할 경우 동물이 물을 흘리거나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만 물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상시 급수를 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꼭지형 

급수기를 사용하는 곳이 많았는데, 동물들은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충분

히 물을 마시지 못할 수 있다.

[사진 18]  음수대 없는 공간에 전시되는 미니피그. 상시적인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12) 체험용 먹이 제한

체험용 먹이는 대체로 개용 또는 고양이용 배합사료였다. 정해진 먹이 외에 다른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된 곳은 모두 6개 업소였다. 먹이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도 먹이의 양이 제한되지 않은 업소들이 

다수 있었다. 그런 곳에서는 주로 라쿤이 끊임없이 사료를 받아먹고 있었고 모두 비만이었다. 식음료 

섭취 공간이 분리되어있지 않은 곳에서는 사람이 마시는 음료를 동물들이 핥아먹을 우려도 있었다.

13) 동물 판매

번식을 통해 낳은 새끼 동물을 판매하는 곳은 7개 업소였다. 그 중 4곳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있었다. 번식력이 좋은 라쿤과 미어캣 중 중성화 시술이 된 개체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봐서 공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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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터넷 등으로 번식‧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실제로 인터넷 

동물분양 사이트에서 조사 대상 업소가 동물을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19]  야생동물카페에서 어린 강아지를 번식해 판매하는 모

습. 반려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업소들이 존재했다.

[사진 20]  야생동물을 전시하면서 ‘반려동물 전시･판매업’으로 

운영하는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예시

[사진 21]  반려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야생동물카페와 판매업

을 겸해 운영하는 업소. 반려동물 판매업에서 규정하는 5종외의

동물을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14) 등록 업태

조사 결과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것이 확인된 업소는 총 7곳이었다. 이 중 식품위생법

에 따라 동물 전시 공간을 완전히 분리한 업체는 없었다. 반려동물 전시업으로 신고하고 운영되는 

업소는 6개소, 반려동물 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운영되는 업소는 4개소로 파악되었다(이 중 4개소는 

전시업, 판매업 모두 신고). 동물을 전시하면서 야생동물카페가 아닌 판매업장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업체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카페 운영이 금지될 것을 

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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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물 상태

1) 외상 및 질병 

조사에서는 꼬리 끝이 잘린 미어캣과 얼굴 부위에 염증이 있는 왈라비가 전시되어 있었다. 왈라비의 

염증은 감금사육되는 캥거루과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균성 골수염(Fusobacterium necrophorum, 

Actinomyces 등) 증상으로 보인다. 장애를 가진 동물의 경우 장애를 갖게 된 이유가 더 중요하다. 

전시 과정 어디에선가 부상을 당할만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상이 진행

성이라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전시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있는 

왈라비는 만지기 체험에 사용되고 있었다. 

[사진 22]  세균성 골수염에 감염된 왈라비. 사육되는 캥거루과 동물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가장 흔한 질병이다.

2) 비만

라쿤의 경우 아주 어린 개체를 제외하면 모든 업소에서 한 마리도 빼지 않고 모두 비만으로 관찰되었

으며, 이는 먹이의 부적절한 영양소와 양, 운동량 부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먹이의 질과 양, 운동

량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걸음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고도 비만인 개체가 있었으며 심혈관계, 내분비

계 이상도 충분히 의심스러웠다. 라쿤을 제외한 다른 종에서는 비만인 개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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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걸음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고도비만을 보이는 라쿤. 관찰한 거의 모든

라쿤은 비만증을 보이고 있었다,

3) 부적절한 관리 (발톱, 이빨)

조사 대상 업소에서는 송곳니를 발치하거나 발톱을 제거하는 시술을 한 동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왈라비, 미어캣 등에서 지나치게 길어진 발톱 때문에 발가락이 휘어지는 지경에 이른 개체들이 

있었다. 땅을 파거나 달리면서 자연스럽게 발톱이 닳아야 하지만, 미끄러운 실내 바닥에서는 발톱을 

닳게 할 행동을 하지 못한다. 자연에서와 같은 길이로 관리되지 못한 발톱은 살을 파고 들어가 고통 

및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야생동물을 사육하며 추가적인 관리 또한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

[사진 24, 25]  발톱이 휘어진 왈라비와 미어캣. 땅을 파거나 달리면서 자연스럽게 발톱이 닳아야 하지만, 미끄러운 실내 바닥에서는 

발톱을 닳게 할 행동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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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기력증

사육되는 야생동물들은 흥분하거나 긴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루함에 빠지기 쉽다. 현재의 생활 

패턴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장소와 기회를 찾고자 하더라도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면 동물들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라쿤과 같이 호기심이 많고 활동이 많은 동물에서 무기력증이 빈번하게 발견

되었다. 

5) 정형행동 

정형행동은 무의미한 행동을 목적 없이 반복하는 것을 뜻한다. 지루함과 좌절을 이겨내기 위한 방어

기제로도 보는 동시에 스트레스의 지표가 된다. 정형행동을 많이 보이는 동물 역시 라쿤이었다. 특히 

물을 좋아하는 라쿤들이 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당한 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라쿤들은 

물이 나오는 곳(화장실 등)을 향해 정형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어캣, 코아티, 바위너구리에서도 

정형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진 26, 27]  벽을 긁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라쿤과 케이지를 뜯는 바위너구리. 생태적 습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경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형행동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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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격적 행동

사람을 공격하는 동물은 전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격리시켰을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격리 이유를 

공격성이라고 밝히는 업소가 있었다). 그럼에도 4개 업소에서는 전시에 사용되는 동물 중 사람을 공격

하는 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이 있었다. 사람을 공격하는 라쿤, 바위너구리 등은 공격 행동 중에서도 

신경질적이고 강박적인 공격이었는데, 이는 야성에서 나오는 공격성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유발된 공격성에 가까워보였다. 한편 관리 직원이 이용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동물을 자극해 

공격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동물의 공격성을 기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극히 부적절

한 사육 방법으로 볼 수 있다. 

7) 합사동물 간 적대관계 

동물 사이에 적대관계가 생기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격리 전시를 하고 있었다. 

격리된 동물은 케이지 밖으로 꺼내기 힘들어 보였다. 본격적으로 공격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 

안에서 특정 동물의 존재만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이 관찰되었다. 예시로는 △여러 마리의 

라쿤을 합사해 사육하는 업소에서 특정 라쿤이 다른 동물들이 다가올 때마다 구석에 숨어 으르렁 거리

며 공포심을 표출하는 경우, 여러 마리의 여우를 합사해 사육하는 업소에서 개체 간 공격 – 회피 관계

가 이미 형성되어 약한 개체가 숨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 외에 서로 공격한다는 

이유로 분리 사육 중인 코아티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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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문제점

1. 동물복지

동물복지의 다섯 가지 영역은 영양, 환경, 건강, 행동, 정신 건강을 말한다.4)사육되는 야생동물의 

복지도 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의 사례들은 야생동

물카페에서 동물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가. 영양

축산업과 반려동물산업은 각 종의 가축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연구하고 생산해왔다. 가축용 배합사

료는 종 별 생리적 특성과 생산성을 위해서 지금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

에게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배합사료 수준에서의 연구는 매우 적다. 가축에 비해 야생동물의 종 수는 

비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야생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을 인위적으로 맞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동물

원과 같이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에서는 최대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먹이를 이용하는 것이 최

신의 흐름이다.

조사에 의하면 거의 모든 업소에서 개용 혹은 고양이용 배합사료를 급여하고 있었다. 라쿤

(raccoon)은 너구리(raccoon dog)와 달리 개과 동물도 아니다. 라쿤이라는 종 아래에는 22개의 아

종이 있으며 그들의 서식지와 그에 따른 먹이도 모두 다르다. 배합사료에는 대체로 탄수화물과 지방이 

과다한 반면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섬유질이 부족한 먹이를 섭취한다는 

것은 섭취량 대비 열량이 과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육되는 라쿤에서 가장 흔한 질병은 

비만이고5) 조사했던 모든 업소의 라쿤들 역시 고도비만 상태였다. 

조사 과정에서 세균성 골수염을 보이는 왈라비가 관찰되었다. 이는 야생의 캥거루과 (캥거루, 왈라비 

등) 동물에서는 보기 힘든 질병이나, 감금사육되는 캥거루과 동물에서는 발병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캥거루과의 세균성 골수염은 주로 치아 사이의 과도한 석회 침착이나 잇몸의 상처 등이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는 부적절한 먹이 급여와6) 세균감염(Fusobacterium, Actinomyces 등)에 의해 발생

4) David J.M. (2016) Moving beyond the “Five Freedoms” by Updating the “Five Provisions” and Introducing 

Aligned “Animal Welfare Aims”. Animals. 2016, 6(10), 59

5) Douglas P.W. (2009) Nutrition and Behavior of Coatis and Raccoons., Veterinary Clinics of North America: Exotic 

Animal Practice. Vol 12, Issue 2, pp. 187-195.

6) Burton, J. D. (1981). Studies into aspects of lumpy jaw in macropods., PhD thesis, Veterinary Science, The 

University of Melbou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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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세균성 골수염은 주로 화농육아종성 질병으로 나타나며, 턱뼈에서 시작되어 얼굴 전체로 발전하

며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워 해당 동물의 사망원인이 된다. 왈라비와 같은 초식동물은 살아있는 풀이나 

나뭇잎을 뜯어먹는다. 그러나 야생동물카페에서는 신선한 풀이 아니라 말린 풀을 그대로 급여하거나 

말린 후 펠렛 형태로 만들어 먹인다. 말려야 유통과 보관이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물의 줄기는 

말리면 부드러웠던 것이 딱딱하고 더 뾰족해 입 안에 상처를 내기 쉽다. 그리고 펠렛형 먹이는 씹는 

운동의 방향성을 변화시켜 치석을 증가시키고 잇몸을 약하게 해 구강 내 상재균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

린다. 질환에 감염된 왈라비는 구강 내의 염증이 얼굴 전체로 퍼져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만지는 체험에 사용되고 있었다.

나. 환경

야생동물은 오랜 세월동안 특정한 자연환경에 적응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감금 환경이라 해도 최대한 

원래의 서식지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야생동물카페에서 서식지의 환경을 

재현하기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식환경 재현에 드는 비용을 야생동물카

페의 수익구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도심 상가건물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 서식하는 여러 종의 동물을 인공적인 환경에서 몰아넣기 형태의 집약적 사육이 불가

피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조사한 모든 야생동물카페는 자연환경은 고사하고 동물들이 오감으로 느끼는 질감이나 냄새, 시각 

정보는 흙, 나무, 풀 대신에 청소하기 쉬운 코팅 콘크리트 바닥과 유리, 철제 창살, 플라스틱으로 이루

어져 있었다. 진화 과정에서 만날 일이 없던 재질이고 몇 세대가 사람 손에 번식되었다 해도(captive 

breeding) 편안하게 느낄 수 없는 촉감이다. 예컨대, 왈라비는 흙바닥을 박차고 뜀박질을 하는 동물인

데, 매끄러운 바닥에서는 엉거주춤 걸어 다니는 것조차 불편할 수밖에 없다.

[사진 28, 29]  미끄러운 바닥과 배변판 위에서 생활하는 왈라비와 톱밥이 깔린 유리장 안에서 사육되는 미어캣. 실내 상가건물에서

운영되는 야생동물카페에서는 동물 습성에 적합한 사육환경 조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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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환경 조성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는 동물들이 필요와 기분에 따라 머물고 싶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느냐이다. 자연에서는 볕이 드는 곳, 그늘이 드리운 곳, 물이 흐르는 곳, 바람이 부는 

곳, 망보기 좋은 곳을 동물이 골라서 머무른다. 야생동물카페의 동물들은 끊임없이 소음이 들리는 

곳, 전시 동물들의 배설물과 청소용 화학물질, 방향제 냄새로 가득한 채 바람이 불지 않는 곳, 에어컨과 

히터 바람을 피할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었다. 물을 좋아하는 라쿤이 그나마 물이 있는 장소(화장실)로 

들어가려는 문도 막혀있어서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루 종일 애쓰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 건강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아픈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사육사가 

볼 수 있는 아픈 야생동물의 증상은 잠을 많이 자거나 밥을 덜 먹거나 안 먹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증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동물이 아프지 않다는 거짓 정보로 이어지곤 한다. 조사 결과 야생동물카

페에서 증상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으며 야생동물 질병

에 전문성이 있는 수의사는 물론 반려동물 수의사가 상주하는 곳도 없었다. 촉탁수의사가 있다 해도 

근무하는 인원은 대부분 시간제 직원으로 증상을 인식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단독 생활하는 동물을 여러 마리 합사한다거나 자연에서는 마주칠 일이 없는 여러 가지 종을 합사하

는 사육방식은 동물들끼리 서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공간이 협소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물림 사고는 치명적으로 이어져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중에게 직접 

개방되어있다는 점도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수의 라쿤들은 전시 공간 밖으로 나가거나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었는데, 방문객들이 문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문 사이로 머리를 

들이미는 라쿤을 발로 밀고 문을 닫는 등 부상 위험이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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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  관리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방문객이 사육공간 출입 시 탈출하려는 

동물들이 있었다. 방문객이 발로 동물을 차거나 밀어 넣는 등 탈출을 막으려다 사고

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수공통전염병은 흔히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는 전염병으로 인식되지만 그 반대로 사람이 동물에게 

전염병을 옮기는 사례도 많다. 반려동물이나 농장동물에서도 동물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이유 중 하나

는 사람이 외부로부터 옮아오는 전염원 때문이다. 몇몇 치명적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비한 예방접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했으나, 여전히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과 강제로 접촉해야하는 동물들은 

전염병으로부터 취약하다.

라. 행동

라쿤의 이름은 북미원주민 말로 “arukan”에서 유래했는데 “씻는 자”라는 뜻이다. 그만큼 야생의 

라쿤은 사람의 손과 같이 생긴 앞발을 물에 담그고 먹이를 찾는 행동을 자주 한다. 그러나 야생동물카

페에서 라쿤이 물에 손을 담글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은 조사 대상 중 단 한 군데 뿐이었다. 마시는 

물도 그릇에 담는 형태가 아니라 꼭지를 핥아야 물이 스며나오는 꼭지형 급수기를 설치한 곳들이 있었

는데 이는 개와 고양이에서도 만성 탈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수의사들이 권장하지 않는 급여 

방식이다. 

게다가 라쿤은 야행성 동물이다. 자연에서는 라쿤이 자야할 시간에 졸린 라쿤을 깨워서 만지고 먹이

를 먹이려고 할 때, 라쿤의 공격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 졸린 동물은 방어기제 때문에 쉽게 짜증을 

내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또 다시 과도한 사료섭취로 이어져 비만, 고혈압 같은 

만성 질병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Ⅴ. 문제점

∙• 49

유전자에 각인된 야생동물의 기억은 자연스러운 행동을 억제당하는 환경에서도 자연에서 하던 행동

을 재현하게 한다. 초식동물인 왈라비는 하루 종일 풀을 뜯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동물이기에 무엇이라

도 뜯으려고 한다. 야생동물카페에서 왈라비의 먹이는 건초와 펠렛 형태로 급여되기 때문에 풀을 뜯는 

행동을 할 동기가 없어진다. 그래서 왈라비는 먹이를 먹는 목적이 아니라 뜯는 행동 자체가 목적이 

되어 카페에서 뜯을 수 있는 털실, 봉제신발 등을 뜯는 이상행동을 보였다. 조금씩 뜯어먹기 때문에 

장 폐색까지 갈 가능성은 낮지만 먹는 물질과 그 양에 따라 소화불량, 중독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마. 정신 건강

야생동물의 정신 건강은 야생동물카페의 환경에서 가장 충족시키기 어려운 요소이다. 라쿤만 보아도 

계절, 성별, 식생에 따라 영역의 크기가 달라지고, 밤낮과 성별에 따라 이동 속도가 바뀐다. 한 조사에

서 그 평균 넓이는 65헥타르에 달했는데,7) 넓은 숲 속을 달리며 받는 정신적 자극은 수십 평 규모의 

콘크리트 상가 건물 안에서 받을 수 없다.

야생동물은 자신의 영역을 탐험하고 순찰하며 이종 및 동종 동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지형과 지물을 학습하고 오감으로 식생을 파악하며 이동한다. 경쟁 관계에 있는 동종 

동물로부터 영역을 지켜내기 위해 오줌 냄새로 상대방을 분석하고 직접 싸우기도 한다. 자신과 다른 

종의 동물이 어떤 상황에서 위험하고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지 일상적으로 경험을 쌓으며 배운다. 

하루 24시간 동안 동물의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며 동물에게 새로운 자극이 된다. 그러므로 동물이 

머무는 공간을 자연과 비슷한 외관으로 구현한다고 해서 동물이 느끼고 인식하는 환경(움벨트)이 자연

과 비슷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생활영역의 넓이 문제도 아닌 것이다. 

동물복지는 과학의 영역이다. 증거를 바탕으로 동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야생동물의 

복지는 주로 동물원이나 생추어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원 서식지의 재현이

다. 그 후에 환경풍부화, 행동풍부화, 긍정강화훈련 등을 고려한다. 도심 속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서식

지 재현은커녕 흙을 밟거나 풀을 뜯는 것조차 어렵다. 야생동물의 복지는 사각 케이지 안에서 배합사료

를 주고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충족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7) Erin E. Barding and Thomas A. Nelson “Raccoons Use Habitat Edges in Northern Illinois,” The American Midland 

Naturalist 159(2), 394-402, (1 Apri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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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학적･공중보건학적 위험성

야생동물카페의 동물들은 인공적인 환경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마주칠 일이 없는 타종의 동물들과 

사람들에 경계 없이 무제한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보건상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크게 결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첫 번째는 카페에서 사육되고 

있는 외래 동물의 수입과정에서의 검역 절차 및 국내 번식 유통 과정에서의 질병 관리 시스템 유무이고, 

두 번째는 사육환경의 역학적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직간접적인 접촉 여부 가능성이다.

가. 외래 동물 수입 검역 과정과 국내 번식, 사육, 유통과정의 질병 관리 시스템 현황 

현재 국내에서 전시, 유통, 사육되고 있는 동물의 출처(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수입되

었는지, 농장에서 번식되었는지, 야생에서 포획되었는지, 개인에게 구매했는지 등) 및 건강상태 관련 

정보에 대해서 동물 카페 소유주는 공개하거나 기록하고 있을 의무가 없다. 설령 카페 소유주가 소유하

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출하거

나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전무하다. 다시 말해 개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외래 야생동물을 수입, 

번식, 판매,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들에 대한 건강 및 질병정보는 현재 국가기관 어디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소유주를 포함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정보를 소유 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외래 야생동물들을 수입하고 유통하고 전시하는 시설에서 역학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국내 공중보건 시스템의 커다란 사각지대로, 예측하지 못한 인수공통병이나 

국내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토착 생태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

는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라쿤의 경우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2013-2017년 기록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내 수입 개체수는 차후에도 증가)(그림 5-1).8)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라쿤이 수입되고 있는 

미국에서 라쿤은 주요 광견병 숙주로써 대다수의 주에서 개인 사육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거나, 개인 

사육이 가능한 주에서는 사전에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견병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광견병의 주요 숙주종인 라쿤(또는 북극

여우 등 여타 야생 광견병 숙주종)에 대한 별도의 검역조건 및 수입위생조건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5일간의 계류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모든 동물이 검역과정을 통과한

다(아래 표 참조). 참고로 라쿤에서의 광견병 잠복기는 최소 1주에서 6년까지 보고된 바 있으면 대다수

는 1-3개월로 알려져 있다. 

8) 2010년대 초반 국내 야생동물카페가 생겨나고 추가로 이러한 시설이 TV 프로그램 등에 소개되었는데 이를 기점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야생동물카페 방문이 자주 회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동물 종에 대한 관심 증가는 유사 시설 

및 개인 사육 수요 증가로 이어져 수입의 증가로 귀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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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2018년 검역 보고서/농림축산검역본부

<그림 5-1> 연도별 아메리카너구리(라쿤) 수입 개체수 추이

<표 5-1> 2013년-2017년 9월 북미 너구리 수입검역 세부실적

연번 수입일자 완료일자 수입두수 합격두수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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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 06. 28. 2013. 07. 02 3 3 미국

3 2014. 02. 14. 2014. 02. 18. 6 6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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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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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4. 06. 04. 2014. 06. 09 10 10 미국

7 2014. 06. 30. 2014. 07. 04. 6 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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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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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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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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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5. 06. 05. 2015. 06. 09. 3 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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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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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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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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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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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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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6. 11. 10. 2016. 11. 14. 2 2 체코

20 2017. 03. 1.6 2017. 03. 20. 3 3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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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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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7. 06. 14. 2017. 06. 19. 7 7 미국

24 2017. 06. 29. 2017. 07. 03. 2 2 체코

25 2017. 07. 27. 2017. 07. 31. 4 4 미국

계 268 267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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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정의 검역을 제외한, 국내에서 개인이 라쿤을 번식･사육･유통하는 것은 법적으로 등록･허가

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전 과정에 대한 관리 및 규제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라쿤 번식･사육･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병 발생 현황 또는 위험도가 높은 질병을 파악하거나,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

기 위한 시스템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 전반적인 라쿤 번식･사육･유통관련 질병 관리방

안의 평가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나. 사육 환경에 기인한 야생동물의 수의학적 위험성

1) 야생동물종 합사의 위험성

현재 야생동물카페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 합사는 생태계 구성에 교육적인 목적이 아닌 오직 상업적

인 목적에 기반하고 있다. 해당 종간에는 생태학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상태에서 

지리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서로에게 노출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식의 전시는 동물학대적인 요인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공중

보건학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 종 합사의 기본적인 수의학적 주의사항들

여러 종을 한 공간에 합사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위험상황을 내포하기에 최소한 갖춰야할 조건들

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로는 1)각각의 동물들이 합사되고 있는 다른 종이 접근할 수 없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제공될 것, 2)상대적으로 해당 종을 전시하는 일반 전시장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할 것(도망 다닐 수 있는 공간적 여지가 필요하므로), 3)물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제공되어 서로 경쟁 없이 자유롭게 물을 먹을 수 있게 할 것 등이 포함된다. 동물들의 스트레

스, 영양공급 등은 질병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에 합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학적 위험상황에 

대해 수의학적인 관심과 주의를 필요로 한다9).  

나) 외상 및 감염병 전파

선진화된 동물원들의 경우에서도 종 합사에 의한 외상 위험은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육목 내 종들에서 외상의 위험이 예상되지만, 인공

적인 종 합사 환경 하에서 예측할 수 없는 흥분 요인이나 또는 번식기 등의 행동변화 등에 의해 동물들

에서 공격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초식동물들이나 작은 설치류들에서도 과격한 행동에 

의해 서로 간에 외상을 입히거나 폐사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동물간의 외상은 

침과 혈액이 동물 간에 섞이는 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체의 전파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경로를 제공하

9) Jacques Kaandorp (2011). ‘Veterinary challenges of Mixed Species Exhibits’, in R. Eric Miller & Murray E. Fowler 

(ed.) Fowlers Zoo and Wild Animal Medicine Current Therapy’”. Elsevier: pp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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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며, 피부표면에 발생한 외상에 의한 상처들 또한 세균 등의 병원체가 침투하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라쿤은 잡식성 동물이지만 모든 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환경에서는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다. 야생동물에게 다른 종의 동물 및 동종의 다른 개체와의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외상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판단된다. 

무분별한 이종 합사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도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자연상태에서 서로 마주칠 

일이 없던 종들은 서로의 질병을 공유할 기회도 없었기에 각자에게는 무증상인 병원체가 다른 대륙이

나 지역에서 온 다른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들의 합사는 예측하

지 못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이미 과거에는 코끼리, 원숭이, 대형 초식동물 등, 종 합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동물들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종들을 합사했다가 치명적인 질병이 서로 간에 전파해 중단

되었다는 기록들이 보고된 바 있다10). 이처럼 생태적으로 관계가 없는 동물들을 동일 공간에 합사하는 

행위는 서로를 새로운 병원체에 노출시키고 전파를 촉진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것으로 보여진다. 

2) 스트레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서 스트레스는 동물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하는 동시에, 잠복해 있던 병원체의 증상이 나타나게 하기도 하며, 병원체 배출을 더욱 증가시키기도 

하는 영향력을 갖는다. 야생동물카페는 그 사육환경에서 동물들에게 극심한 생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요인들이 다수 관찰되었다11). 

가) 환경적인 조건에 의한 스트레스

야생동물카페는 동물원과 비교하여 전시 동물이 시각적･청각적으로 사람에게 끊임없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직접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물들이 느끼는 공포와 스트레스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야생동물 중 생태적인 적응도가 높아 북미의 인가주변에도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달려진 라쿤도 국내 카페에 전시된 경우에서 끊임없이 벽을 긁고 두발로 서서 벽에 매달려있는 

10) Heuschele, W. P., Swansen, M., and Fletcher, H. R. (1983) Malignant catarrhal fever in U.S. zoos. In AAZPA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67-72. Atlanta: American Association of Zoo Veterinarians.

Richman, L. K., Montali, R. J., Cambre, R. C., Lehnhardt, J. M., Kennedy, S. K., and Potgieter, L. (1996) 

Endothelial inclusion body disease: A newly recognized fatal herpes- like infection in Asian elephants. In AAZV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483-85. Atlanta: American Association of Zoo Veterinarians.
Richman, L. K., Montali, R. J., Gerber, R. L., Kennedy, M. A., Lehnhardt, J., Hildebrandt, T., Schmitt, D., Hardy, D., 

Alecendor D. J.,and Hayward, G. S. (1999) Novel endotheliotropic herpesviruses fatal for Asian and African elephants. 

Science 283:1-5

11) Fowler, M.E. (1996) An overview of wildlife husbandry and diseases in captivity. Rev. sci. tech. Off. int. Epiz.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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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볼 수 있었다. 라쿤은 공포감을 느끼면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는 대신 근접한 높은 구조물(나무

나 건물 등)로 올라가는 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물카페의 라쿤이 지속적으로 벽을 타는 모습은 

해당 동물이 끊임없이 그 공간에서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껴, 그 곳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야생동물카페의 목적 자체가 사람이 라쿤을 인간의 의지대로 만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동물들은 잘 때나 물을 마실 때에도 지속적으로 사람의 접촉에 노출된다. 심지어 가축화된 

동물 종의 경우에도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지속적인 접촉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며, 타인에 

대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 또한 이러한 원치 않는 타인의 접촉에 대한 공포감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라쿤과 같은 야생동물들에게는 카페의 환경 그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이에 따른 

동물들의 정형행동 및 도주노력 행동 등은 빈번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끊임없는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 

야생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들을 질병에 취약하게 하고 갖고 있는 병원체 배출을 촉진시킬 것이다. 

나) 여러 종의 합사 및 인위적인 접촉에 의한 스트레스

야생동물에서 서로 다른 종의 합사는 해당 동물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간접적으로 

먹이나 물에 대한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공격적이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표출할 

수 있다12). 더 나아가 자연상태에서 포식관계에 있는 종들을 합사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공포

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동물의 생리적인 향상성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상은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12) Leonardi R, Buchanan-Smith H. M., Dufour V., MacDonald, C., Whiten, A. (2010) Living together: behavior 

and welfare in single and mixed species groups of capuchin (Cebus apella) and squirrel monkeys Saimiri 

sci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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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과 라쿤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공중보건학적 위험성 

<표 5-2> 라쿤의 주요 감염병

    

               출처: 국립생태원

일반적인 개, 고양이 그리고 가축에 비해 야생동물에 의한 질병위험이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야생동

물들이 보균자로 기능하는 병원체들과 이러한 병원체들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병리 및 생태에 대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아직 알려진 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립생태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라쿤이 매개할 수 있는 기생충은 10종, 세균은 11종, 바이러스는 

12종이고 이중 인수공통전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광견병을 포함해 총 20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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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공중보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광견병의 경우, 현재 국내 라쿤을 사육하는 

소유주들은 해당 개체들의 광견병 백신접종여부를 보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다. 라쿤은 광견병 

이외에도 미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연구･관리되고 있는 라쿤회충(raccoon roundworm-Baylisascaris 

procyonis)의 숙주 동물이다. 상대적으로 라쿤회충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는 

일종의 기생충으로 이로 인한 질병이 흔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어린아이가 감염되고 일단 감염되면 

실명, 인지장애 등을 일으키거나 사망까지도 일으킨다. 라쿤회충증은 주로 라쿤의 분변에서 배출되는 

회충 알에 의해 감염되는데 라쿤회충 알은 완전히 건조되어도 사멸되지 않고 매우 작기 때문에 공기 

중에 분진 형태로 떠 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량의 알이 섭취되면 체내에서 부화되어 

유충이 체내를 돌아다니다가 뇌를 손상시키게 되는 치명적 질병이고 아직 치료법도 알려져 있지 않다. 

또 라쿤에게 있는 개홍역(canine distemper)은 사람에게 옮지는 않지만 라쿤이 개에게 전파시킬 수

는 있다. 이러한 면에서 라쿤, 개, 고양이, 사람 등 여러 종의 동물이 뒤섞여 있는 동물카페는 사람의 

공중보건 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보건에도 큰 위협이 되며, 또 종간 전파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

으로 발전하는 온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동물카페에서는 동물과 방문객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방문객이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주기 체험을 

하거나, 동물이 사람을 타고 기어오르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한다. 특히 동물이 

있는 공간에서 방문객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서 동물의 배설물이 입으로 들어가게 될 위험도 

크다. 동물사육공간이 따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식음료공간에 배변판이 있거나 배설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물이 털이나 발에 배설물이 묻은 채로 방문객과 접촉하거나 테이블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자주 관찰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라쿤회충 등 전염병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동물카페 중에는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개, 라쿤, 미어캣 등 일반에 분양 판매하는 업소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질병에 감염된 동물이 외부로 반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카페는 동물보호의식에 대한 비윤리성과 비교육성 그리고 

역학적인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운영의 충분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람, 동물, 생태계의 질병을 따로 보지 

않고 각 분야의 건강과 질병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원헬스(one health)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수공통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던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마저 최소화 시키려는 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했을 때, 국민건강 전반을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카페와 

같은 소규모 동물체험시설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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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자넷고양이를 몸에 올린 방문객. 끊임없는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 야생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들을 질병에 취약하게 하고 갖고 있는 병원체 배출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3. 생태계 교란

가. 동물 유기 및 탈출 시 생태계 교란 위험성 

야생동물카페와 개인 사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부실로 탈출하거나 유기되는 동물도 늘고 있

다. 2018년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점 등을 배회하는 라쿤이 목격된 사건이 보도되었으며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도 부천, 제주 등 유기 및 탈출 라쿤의 예방과 관리 부실이 지적되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총 106마리 외래종 동물이 입소

했으며 이 중 라쿤은 4마리였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접수된 개･고양이 이외 동물의 유기 건수는 

2008년 405건에서 2017년 1218건으로 200.7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조사 결과 이전에 사육하던 동물들이 없어지거나 다른 동물로 대체된 경우가 수시로 관찰

되었지만 동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능했다. 2017년 조사된 업체가 폐업했거

나 조사 대상 업소 중 곧 폐업을 앞둔 곳이 발견되었으나 야생동물카페에서 보유 동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또한 전무한 상태이다. 

야생동물은 유기되거나 관리 부실로 탈출하더라도 시민들이 외래종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유기된 외래종 야생동물을 발견해도 자연에 서식하는 동물로 인식하기 쉬우며 보호 조치나 

신고가 이루어지는 일은 극히 드물어 사실상 유기되는 야생동물은 집계되는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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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유기･탈출 개체가 발견되더라도 지방자치체의 동물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민간영역에서 

야생동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야생동물이 탈출하거나 유기･유실되는 경우 자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당

하거나 로드킬 당하는 등 고통스럽게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 폐사하지 않고 생존･적응할 경우 생태계 

교란 위험성이 높고, 생태계 교란하지 않더라도 이미 생태계에 존재하는 야생동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먹이 경쟁, 토착종과의 교배 등) 외래성 질병이 생태계로 전파될 위험이 높아진다. 

사람에 의한 라쿤의 토착 생태계 도입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해외 국가들에서 다수 보고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애완동물로 수입되었던 라쿤들이 방사되어 1970년대부터 그 수가 증가하여 현재 생태계

에 외래종으로 피해를 미치고 있으며 매년 천문학적인 세금이 라쿤 개체수 관리에 낭비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2000년대 즈음하여 유독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발렌시아 등의 대도시에서 라쿤 개체수 

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애완동물로 수입된 개체들이 방사되어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영국과 유럽연합에서도 라쿤은 외래침입종(invasive species)로 지정되어 수입, 사

육, 번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라쿤은 생물학적으로 활용 가능한 먹이 폭이 넓어 새로운 서식지와 

생태계에 대한 적응력이 극도로 강한 종에 속하며 한국, 유럽과 유사한 북미의 온대 기후에 적응 진화

한 종으로 국내 자연환경에 적응이 용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라쿤은 다양한 고양이과 및 개과 

동물의 질병 (고양이 파보바이러스, 개 디스템퍼 바이러스 등)에 감염가능한 종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라쿤이 갖고 있는 병원체는 국내 소수만이 남아있는 소형 포식종, 삵 (국가지정 멸종위기종), 너구리, 

그리고 국가적인 종복원이 이뤄지고 있는 여우에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라쿤은 직접

적인 먹이나 서식지 경쟁뿐만이 아니라 질병감염을 통해서도 국내 토착종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라쿤은 국내 토착종인 소형 포식종들(너구리, 삵)에 비해 생태적으로 인가 

근접 서식지 활용하는 빈도 또한 높아 사람과 가축, 그리고 야생 숙주들간의 질병전파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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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어웨어에 제보된 늑대거북 사진. 한강변에 유기된 것으

로 보인다. 유기나 탈출한 야생동물은 적절하고 신속한 구조가 이

루어지기 어렵다. 

[사진 33]  썸펫에 게시된 라쿤 분양 광고 게시물의 새끼 라쿤 

사육 환경. 깔짚 등 기본적인 사육환경도 갖추어 놓지 않았다.

[사진 34]  썸펫에 게시된 코아티 분양 광고 게시물의 코아티 사육

환경. 바닥은 배설물이 빠지는 뜬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 35]  ‘체험용으로 송곳니를 날카롭지 않게 했다(갈은 것으로 

추정)’고 광고하는 분양 광고 게시물. 동물 학대의 소지가 있다. 

나. 야생동물 거래 증가 및 부적절한 소유욕 조장 

조사 대상 12업소 중 7개 업소에서 동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야생동물카페

에서 야생동물을 만지고 애완화하는 전시형태는 특정 종 동물을 애완용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풍조

를 조장할 수 있다. 

야생동물을 거래하는 인터넷 업체(포털 사이트 내에 개설된 인터넷카페 등)에서 개인 간의 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카페에서 주로 전시되는 종 동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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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 업소 최소 3곳 이상에서 게시물에 업소명을 표기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털사이트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애완동물 거래 카페인 ‘썸펫’의 경우 라쿤, 미어캣, 여우 등은 

개별 분양 카테고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희귀동물 카테고리에서도 코아티, 왈라비, 시벳 등 

야생동물카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종 동물들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2019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라쿤, 미어캣, 희귀동물(대형동물) 분양글 카테고리에 게시된 광고 글을 분석한 

결과 라쿤은 총 91마리, 미어캣 총 50마리(분양 완료 21마리), 여우 13마리가 거래되었다. 희귀동물

(대형동물) 카테고리의 경우 총 24 종 81마리가 거래되었으며, 이 중에는 하이에나 등 맹수류 및 일본

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 등 개인 거래가 금지된 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게시물에 등장한 동물의 사육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작성된 광고에 게재된 사진 등과 

글로 미루어 볼 때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육환경과 관리 상태가 의심되는 상황이 관찰되었

다. △라쿤 판매 글에서 ‘체험용으로 송곳니를 날카롭지 않게 했다(갈은 것으로 추정)’고 광고한 경우, 

△코아티를 발이 빠지고 배설물이 쌓인 뜬장에서 번식용으로 사육하는 사진을 게재한 경우 △깔짚 

등 기본적인 사육환경도 조성하지 않은 번식 환경 등이었다.

다. 야생동물 애완용 소유의 위험성 

감금상태에서 번식된 동물이라 해도 야생동물에게는 습성에 따른 영양, 환경, 행동에 필요한 복합적

인 요구조건들이 존재한다. 생물 종에 따른 사육환경 조성 및 관리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사육할 경우 

동물은 부적절한 서식환경, 영양공급, 온･습도 조절, 충분치 않거나 부적절한 사회적 접촉, 수의학적 

관리, 감금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동물의 사육방법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관리가 쉽지 않아 유기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소유자가 더 이상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워져 야생으로 유기할 경우 동물의 복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토착 종 및 지역의 생물다양성, 사람과 다른 동물의 건강 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 비록 유기되거나 탈출한 동물이 생태계에서 생존하지 못해 침습종이 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먹이 활동, 이종과의 잡종 형성, 토착종과의 경쟁 등으로 동물과 인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인수공통질병 감염의 위험 뿐 아니라 라쿤, 미어캣, 여우 등 공격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경우 

공격성 발현으로 소유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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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해외규정

1.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유럽연합, 영국, 미국, 호주, 인도 등 동물원 관련법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동물원을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제(면허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물

원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 각 나라의 동물보호법 또는 동물원법에 제시되어 있는 동물원 허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1981년 제정된 「동물원 면허법(Zoo Licensing Act)」이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물을 일반에 전시 목적으로 사육하는 시설 중 일 년에 7일 이상 개방하는 시설은 동물원 면허를 

취득하고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는 취득 후 첫 회는 6년, 그 이후는 4년에 1회씩 갱신해야 

한다. 총 23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동물원 면허법 외 현대동물원운영지침(Secretary of State’s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를 제정해 담당 검사관inspector이 지침을 바탕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당국에서 면허를 발급한다. 이후 정기적 검사, 비정기적 검사, 

특별 검사로 동물원이 현대동물원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유럽연합은 동물원 지침(Council Directive 1999/22/EC, the Zoo Directive)을 제정해 동물원

의 요건(종보전 연구,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 동물복지, 안전 관리, 기록 유지), 면허와 검사,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서 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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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해외규정-허가제

유럽연합 ∙ 법 이름 : COUNCILDIRECTIVE1999/22/EC 

∙ 조항이름 : Article 4 Licensing and inspection

∙ 등록제/허가제 : 허가제

∙ 주무관청 : 각 국의 관할당국

내용 원문

- 모든 동물원은 이 법안이 시행된 후 4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함. 새로운 동물원의 경우 정식으

로 개장하기 전에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함

- 동물원 면허의 허가, 거절, 기간 연장 또는 면허

를 개정하기 전에 EU회원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

에서 동물원이 허가기준에 맞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찰이 필요

- 만약 동물원이 면허를 얻지 못했거나 이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동

물원은:

 (a) 권한기관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못함 

 (b) 허가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권한기관이 제

시한 적절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권한기관의 요구사항을 2년 안에 시행하지 않으면 

동물원 허가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동물원 

또는 동물원의 일부는 문을 닫아야 함

 

2. Every zoo shall have a licence within four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Directive or, in the case of new zoos, 

before they are open to the public.

4. Before granting, refusing, extending the 

period of, or significantly amending a 

licence, an inspection by Member States’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e carried 

ou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licensing conditions or proposed 

licensing conditions are met.

5. If the zoo is not licensed in accordance 

with this Directive or the licensing 

conditions are not met, the zoo or part 

there of:

 (a) shall be closed to the public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or

 (b) shall comply with appropriate require- 

ments impo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ensure that the licensing 

conditions are met.

  Should these requirements not be 

complied with within an appropriate period 

to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but not exceeding two year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withdraw or 

modify the licence and close the zoo or part 

thereof.

미국 ∙ 법 이름 : Animal welfare Act

∙ 조항이름 : Title 7- Agriculture

2133. Licensing of dealers and exhibitiors

2134. Valid license for dealers and exhibitors required

§2146.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by Secretary

  (a) Investigations and inspections 



• Ⅵ. 해외규정

∙• 65

∙ 등록제/허가제 : 허가제

∙ 주무관청 : USDA(미국농무부)

내용 원문

- 장관은 관련 서류와 수수료를 지급한 동물 딜러

와 전시업자에게 관련 면허를 발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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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하거나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이를 기준에 충족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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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or- 

tation, in commerce, to any research 

facility or for exhibition or for use as a 

pet any animal, or buy, sell, offer to buy 

or sell, transport or offer for transpor- 

tation, in commerce, to or from another 

dealer or exhibitor under this chapter any 

animals, unless and until such dealer or 

exhibitor shall have obtained a license 

from the Secretary and such license shall 

not have been suspended or revoked.

- The Secretary shall inspect each research 

facility at least once each year and, in the 

case of deficiencies or deviations from 

the standards promulgated under this 

chapter, shall conduct such follow- up 

inspections as may be necessary until all 

deficiencies or deviations from such 

standards are corrected. 

영국 ∙ 법 이름 : Zoo Licensing Act

∙ 조항이름 : 1. Licences

∙ 등록제/허가제 : 허가제

∙ 주무관청 : DEFRA(영국환경식품농무부)

내용 원문

- 지방당국에서 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동물원은 

운영될 수 없음. 

1. (1) Subject to this section it is unlawful 

to operate a zoo to which this Act applies 



❚
❚2019 전국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보고서 •

66 •∙

내용 원문

- 면허는 검사자의 보고를 바탕으로 발급.

- 면허는 발급 시 4년, 갱신 시 6년 유효. 

- 동물원 검사는 정기검사, 특별검사, 비공식적 검

사로 현대동물원운영기준(SSSMZP) 수행여부

를 검사함. 중앙정부(Defra)는 검사자 목록 유

지.

except under the authority of a licence 

issued under this Act by the local 

authority for the area within which the 

whole or the major part of the zoo is 

situated.

4. (1) Before granting or refusing to grant 

a licence for a Grant or zoo, the local 

authority shall-refusal of 

  (a) consider inspectors' reports made in 

pursuance of in-licence. spections of 

the zoo under this Act, or 

  (b) if no inspection of the zoo has been 

made under this Act, consult such 

persons on the list as the Secretary 

of State nominates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5. (1) An original licence granted under this 

Act shall be conditions granted for a 

period of four years beginning with the 

date of licence. specified in the licence 

as that on which it is granted or any later 

date specified in the licence as that on 

which the licence is to commence. 

  (2) A fresh licence granted under this 

Act to the holder of an existing licence 

shall be granted for a period of six years 

beginning with the end of the period of 

the existing licence. 

10. (1) The local authority shall carry out 

periodical inspec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of any zoo for which 

a licence granted by that authority is in 

force. 

11. (1) The local authority may at any time 

carry out a special inspection of a zoo 

for which a licence granted by them is 

in force if they consider it appropriate 

to do so having regard to- (a) any 

periodical report on the zoo mad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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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원문

them pursuant to section 10 ; or (b) any 

representations made to them on 

behalf of a pro- perly constituted body 

concerned with any aspect of the 

management of zoos or the welfare of 

animals ; or (c) any report on the zoo 

made to them pursuant to an inspection 

under the provisions of section 12 ; or 

(d) any other circumstances which in 

their opinion call for investigation. 

12. (1) Without prejudice to sections 10 

and 11, the local inspections. authority 

shall make such arrangements as they 

think fit to ensure that any zoo for which 

a licence granted by that authority is in 

force is inspected informally by an 

inspector once in any calendar year in 

which no inspection is made under 

those sections. 

스위스

∙ 법 이름 : Animal welfare Act

∙ 조항이름 : Article 7 Repoting and licence obligations

∙ 등록제/허가제 : 허가제

∙ 주무관청 : Federal Council(연방평의회)

내용 원문

- 연방 평의회는 특정 형태의 동물사육과 특정한 

종의 동물을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 

또는 면허에 대한 의무를 요구할 수 있음. 

- 상업적 또는 개인적으로 특정한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하는 경우에 면허를 발급 필수. 

1. The Federal Council may make certain 

types of animal husbandry and the 

keeping of certain animal species subject 

to the fulfilment of reporting or licence 

obligations. 

3. A licence is required for the commercial 

and private keeping of wild animals that 

pose particular challenges in terms of 

husbandry and care.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

∙ 법 이름 : Exhibitied Animals Protection Act

∙ 조항이름 : Part 3 Licences, approvals and permits

Division 1 Licensing of animal display establishments

12 Licence required for animal display establishment

∙ 등록제/허가제 : 허가제

∙ 주무관청 : DPI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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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육환경･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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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미국 연방법인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에는 온혈동물에 대한 종 별 최소 사육기준, 치료, 

운송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내용 원문

- 동물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정

부의 면허 없이 운영된다면, 각 시설의 소유자는 

20유닛 이하, 또는(그리고) 6개월 이하의 징역

을 선고받을 수 있음. 

(1) Each occupier of premises used as an 

animal display establishment of a 

prescribed class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to a penalty not exceeding 20 

penalty units or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6 months, or to both, if the 

use of the premises as an animal 

display establishment of that class is 

not authorised by a licence.

뉴질랜드

∙ 법 이름 : Containment Facilities For Zoo Animals Standard

Biosecurity Act

∙ 조항이름 : 4.1 Approval of a Zoo and an Operator

39 Restricted matter regulation

∙ 등록제/허가제 : 허가제

∙ 주무관청 : MAF(농업삼림부)

내용 원문

- 동물원은 생물안전법 39항에 따라 승인을 필수. 

동물원은 승인 받은 운영자가 있어야 하고 이 

기준에 따라 건축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동물

원은 자원관리법, 건축법, 동물복지법 등 관련법

에 적합한 기준을 따라야 함.) 승인받은 운영자가 

없으면 동물원 허가 불가능. 

A zoo (being a containment facility) shall be 

approv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9 of 

the Biosecurity Act, 1993.  Each zoo shall 

have an approved operator and be 

construct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is Standard.  [It is expected that the 

zoo wi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Resource Management Act 1991, 

Building Act 1991, Animal Welfare Act 

1999, the codes of welfare, and any other 

relevant legislation.]

A zoo shall not be approved unless there 

is an approved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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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동물원지침 모범사례(EU Zoo Directive Good Practices Document)에 의하면 동물

원의 사육 환경은 종 별 사육환경 풍부화를 제공함으로써 각 종의 보존과 생물학적 요구 사항을 만족 

시켜야 한다. 또한 수의사의 치료와 예방적 관리, 영양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높은 수준의 동물 

사양관리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현대동물원운영지침(Secretary of State’s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에 따르

면 기본적으로 동물원의 모든 동물에게 동물복지 5대 원칙(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습성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부터의 자유)이 적용된다. 동물 종과 나이,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온도, 빛, 환기, 소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록 8(Appendix 8)에서는 무척추동물, 파충류, 양서류, 맹독성동물, 펭귄, 해양

조류, 물새, 맹금류, 코끼리 등을 사육할 때 지켜야 하는 항목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동물과 

동물, 사육장, 관람객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배리어를 설치하여 동물과 사람의 질병 감염이나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전시동물복지법(Exhibited Animals Protection Act)에서는 동물의 사

육장, 펜스, 운동시설 등의 사육시설, 사육하는 동물의 위생, 영양, 기본적 사양관리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코알라, 큰돌고래, 파충류, 유대목, 육식동물 등 특정동물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

어 있다. 또한 동물이 케이지에 갇혀 있거나 다른 동물이나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사육환경에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 사육환경을 개선 또는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전시동물복지법 규칙(Animal Welfare(Zoos) Code of Welfare)에 따르면 동물의 종, 

나이, 성별, 성장상태 등에 따라 물과 먹이를 제공해야 하고, 종 습성에 따라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해

야 한다. 또한 전시동물 사육시설기준(Containment Facilities For Zoo Animals)에는 종의 신체능

력(기어오르기, 땅파기, 점프 등)과 자연 상태에서의 행동, 위험성 등을 고려한 종 별 사육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스위스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에 따른 동물복지조례(Animal Welfare Ordinance)에

서는 일반적인 동물의 최소사육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부속서 2(Appendix 2)에서는 야생

동물 사육 시 동물 종 별로 개체 수에 따른 실내외 사육장의 최소 면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면적기준과 별개로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특별요건

(Special requirement)을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다. 

포유류 동물에 대한 특별요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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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해외규정-스위스 포유류 사육 특별요건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Keeping of Wild Animals)

1) 굴을 팔 수 있는 기회 제공

2) 수직구조물 - 종의 종류에 따라 나뭇가지나 바위. 나뭇가지의 두께는 동물이 어느만큼 쥘 수 있는냐에 따라 제공

3)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종에 따라 바닥이나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동물들이 가끔 함께 자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공간은 각 각의 동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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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사육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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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림막과 도망가거나 숨을 수 있는 기회제공

7) 파티션 벽으로 이루어진 사육장

8) 겨울 환경에 내한성이 있는 동물: 모든 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연 또는 인공의 은신처가 필요하다.

(성체 동물 마리당 최소 1m² 제공)

9) 천장 또는 사육장 상부의 1/3 공간에 사육환경 조성. 동굴에 사는 동물의 경우 공개된 잠자는 공간 앞에 조성. 

10) 사육장 내 여러 곳에 먹이를 주고, 동물이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곳에도 먹이를 놓아준다.

11) 파티션과 벽 선택

12) 바바리 원숭이, 티벳 원숭이, 붉은얼굴원숭이, 또는 겔라다 원숭이에게 실내 사육장은 적합하지 않다. 보온과 

보호가 되는 오두막이면 충분하다. 이는 여름동안 자유방사로 사육되는 다른 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3) 개별 또는 무리 사육되는 동물들을 위한 분리가능한 잠자는 공간 제공

14) 동물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체 제공- 예, 그네타기를 할 수 있는 밧줄, 짚, 플라스틱 드럼과 여러 

다른 장소에 음식을 숨겨놓을 것. 유인원은 손이나 발을 이용해 더듬어 볼  수 있는 환경적 자극이 추가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15) 종에 따라 높은 곳에 위치한 누울 수 있는 장소(예, 작은개미핥기, 큰 다람쥐, 고양이) 또는 망볼 수 있는 장소(예, 

수달, 몽구스 등) 제공

16) 굴을 파거나 급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제공

17) 실내 또는 실외 사육장. 만약 실외 사육장이 겨울에 내한성이 없는 동물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난방이 가능한 

실내 사육장이 추가되어야 한다.

18) 목욕 기회. 최소 지름이 정해진 연못이 필수라면 표 3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19) 동물의 치아 관리와 행동풍부화 위해 정기적으로 신선한 나뭇가지 제공

20) 실외 사육장에 난방기구 설치(라디에이터)

21) 동물마다 개별 상자제공; 상자 바닥 면적:  작은 포식자 - 0.5~ 1m², 울버린, 링스, 서벌, 중간 사이즈 고양이과 

도물, 푸마, 설표 - 1.5m², 큰 고양이과, 치타 - 2.5m², 말라이 곰, 하이에나, 땅 늑대 - 4m², 큰 곰, 자이언트 

판다 - 6m

22) 자연 그대로 전시되는 경우 면적: 작은 캥거루 - 50m², 곰 – 1000m²≥

23) 겨울에 내한성이 있는 동물이 아닌 경우 실내 공간 제공. 그렇지 않으면, 21)에 따라 모든 성체 동물에게 격리된 

잠자는 공간(박스) 제공

24) 코끼리와 아시아 코뿔소는 일 년 내내 목욕 또는 샤워가 가능해야 한다. 테이퍼, 하마, 그리고 난쟁이 하마에게 

실내/실외 연못을 제공해야 한다. 실외 연못의 사이즈는 표 3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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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개별 상자. 사교적인 종에게는 개별 상자  사이에 시각적 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겨울에 내항성이 없는 동물에게 

난방 제공

27) 종에 따라 수컷을 위한 분리시설 또는 암컷과 어린 개체를 위한 도망갈 수 있는 경로 제공

28) 실외 사육장에 잔디, 바크, 나무 조각과 같은 부드러운 바닥 제공

29) 뒹굴기. 돼지들을 위한 뒤지거나 뒹구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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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은 행동풍부화로 해석

그 외에 밍크, 카피바라, 곰(말레이곰 제외) 등 포유류 중에서도 물웅덩이(pool)을 의무적으로 제공

해야 하는 동물 종을 따로 명시하고 있다. 

3. 야생동물 개인소유 제한 규정 

국제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희귀애완동물 불법거래를 막고 외래유입종의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전

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종을 한정

하거나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종을 정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Eurogroup for Animals의 2013년 

보고서13)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경우 31개국 중 26개국에 야생동물 개인소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13) Sofie de Volder, Staci McLennan, Véronique Schmit (2013) ‘Analysis of national legislation related to the 

keeping and sale of exotic pets in Europe’ Eurogroup for Animals

30) 사슴의 뿔을 긁을 수 있는 나무 또는 나뭇가지

31) 부분적으로 단단한 시설에 적용된다. 자연  바닥재만 존재하는 시설의 경우 부피의 세배 추가, 사육장은 구획이 

가능해야 한다.

32) 사향 소의 행동풍부화를 위한 나무 제공

33) 추가로 베란다나 내부에 80m² 방사장 제공

34) 일부일처제 한 쌍과 순한 어린 개체들

35) 쉘터나 스톨: 개별 상자에 넣을 경우 세 배 

36) 실외 사육장이 가능하다면, 실내 사육장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37) 무리 사육되는 소들은 안전, 트레이닝,  발굽관리, 또는 의학적 치료의 이유로 짧은 기간 동안 줄에 멜 수 

있다.

38) 물로 접근하기 위한 젖은 부분은 부드럽고  탄력있는 바닥이 제공되어야 한다.

39) 적절한 깔짚

40) 굴파기를 위한 적절한 깔짚 제공: 햄스터 - 깊이 15cm, 저빌 - 깊이 25cm, 데구 - 30cm

41) 동물들이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곳에 후퇴의 기회 제공. 친칠라는 후퇴시 이용할 수 있는 수직구조물 제공.

42) 둥지를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재료 제공.

43) 각 각 다른 높이의 앉을 수 있는 구조물 제공

45) 나무나 신선한 나뭇가지 같은 씹을 수 있는 물체 제공

46) 모래 목욕

47) 최소 2마리의 동물 함께 사육되어야 한다.

48) 사교적인 종이 아닐 경우를 제외하고 한 마리씩 사육될 수 있다.

49) 야외 사육장은 흙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파는 것이 가능하다.

50) 건기에 동면을 하거나 잠을 자는 종은 기후와 관련된 적절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51) 사육시설의 펜스나 벽은 철망을 이용하여  만들어서는 안된다.

52) 사육장의 바닥은 발 관리에 적절한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고양이과의 발톱갈이를 위한 시설이 추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53) 먹이는 동물이 먹기 위해 운동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져야한다.

54) 건초나 짚과 같은 거친 먹이 또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 먹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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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20개 주에서는 거의 모든 희귀애완동물(Exotic pet)소유를 포괄적 금지, 13개 주에서

는 종에 따른 부분적 금지, 14개 중에서는 허가를 취득한 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의 야생동물 수입, 소유, 이송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종별 금지 이유를 코드로 분류해 정해 

놓았다. D는 생태계, 농업적 이익, 공중보건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W는 야생 개체수 감소 방지와 

동물복지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위험한 야생동물법(Dangerous Wild Animals Act)’처럼 아직 많은 국가들이 개인의 소유

나 거래를 금지하는 형태의 법을 운용하고 가운데 최근에는 개인 사육이 가능한 동물을 지정하는 백색

목록(Whitelist) 제도가 더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를 통해 개인 사육이 가능한 동물을 지정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목록이 명확하고 간단하며 새로운 야생동물 종 수요가 생길 때마다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금지종을 지정하는 방법보다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유럽수의

사연합(the Federation of Veterinarians of Europe)은 “일부 동물 종은 일반 대중이 소유하기에 

극히 부적합하기 때문에 유럽연합 내에서의 포지티브 리스트의 설정은 관리가 쉽고, 균형 있고, 효율적

인 관리 방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벨기에는 2001년 야생동물 개인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포유류 42종을 지정한 ‘백색목록’을 채택했

다.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복지 : 동물은 사육하기 쉬우며 생물학적, 행동학적, 생태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함 

2. 환경: 동물이 탈출했을 경우 자연에서 생존할 수 있고 생태에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명확한 

징후가 있는 종은 등재되어서는 안 됨. 

3. 인간의 건강: 동물이 선천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위험하거나 사람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됨. 

4. 사육: 동물 사육에 대한 서지적 정보가 존재해야 함.

5. 불확실성: 동물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상반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등재되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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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벨기에 백색목록

붉은목왈라비 Red-necked wallaby Macropus rufogriseus 

개 Dog Canis familiaris 

고양이 Cat Felis catus 

페럿 Ferret Mustela furio 

당나귀 Donkey (domesticated version) Equus asinus 

버새(수말+암탕나귀) Equus Hybrid (hybrid of donkey and horse) Equus asinus x Equus caballus 

말 Horse Equus caballus 

노새(암말+수탕나귀) Hinny (Hybrid of horse and donkey) Equus asinus x Equus caballus 

돼지 Pig Sus scrofa 

라마 Llama (Domesticated version) Lama glama 

과나코 Guanaco Lama guanicoe 

알파카 Alpaca (Domesticated version) Lama pacos 

엑시스사슴 Chital deer Axis axis 

붉은사슴 Red deer Cervus elaphus 

사슴 Sika deer Cervus nippon 

다마사슴 Fallow deer Dama dama 

소 Domestic cow Bos taurus 

물소 Water buffalo (Domesticated version) Bubalus bubalis 

염소 Goat (Domesticated version) Capra hircus 

아이벡스 Alpine ibex Capra ibex 

아르갈리양 Mountain sheep Ovis ammon 

양 Sheep (Domesticated version) Ovis aries 

검은꼬리프레리독 Black-tailed prarie dog Cynomys ludovicianus 

다람쥐 Siberian chipmunk Tamias sibiricus 

동부다람쥐 Eastern chipmunk Tamias striatus 

비단털등줄쥐 Striped hamster Cricetulus barbarensis 

골든햄스터 Golden hamster Mesocricetus auratus 

캠벨난쟁이햄스터 Campbell’sdwarf hamster Phodopus campbelli 

로보로브스키 햄스터 Roborovski hamster Phodopus roborovskii 

정글리안 햄스터 Sjungarian hamster Phodopus sungorus 

게르빌루스쥐 Gerbils Gerbillus spec. 

몽골리안저빌 Meriones Meriones spec. 

카이로가시쥐 Acomys Acomys spec. 

멧밭쥐 Earasian harvest mouse Micromys minutus 

피그미마우스 African pygmy mouse Mus minuto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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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 House mouse (bred) Mus musculus 

노르웨이쥐 Brown rat (bred) Rattus norvegicus 

긴꼬리친칠라 Long-tailed Chinchilla (bred) Chinchilla lanigera 

기니피그 Guinea pig Cavia porcellus 

파타고니아마라 Patagonian mara Dolichotis patagonum 

데구 Degu Octodon degus 

굴토끼 Rabbit Oryctolagus cunic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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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제안 정책

1. 동물원･수족관 외 장소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야생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환경에는 공간의 넓이뿐 아니라 동물의 생태적 습성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복합성(complexity)과 변화가 가능한 유연성(flexibility)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내 상가건물에서 

운영하면서 다양한 종의 동물을 전시하는 야생동물카페는 야외방사장 등 야생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조차 조성이 불가능하다. 이용객과 여러 종의 동물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전시형태 

역시 공중보건 위해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수익구조 상 야생동

물 사육관리에 필수적인 상주수의사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물복지, 공중보건 및 

안전, 생태계 교란 등의 측면에서 야생동물카페가 사회에 미치는 위험도를 고려해 카페, 음식점 등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및 검사관 제도 도입

야생동물카페의 경우 10종 이상 50개체 이상을 전시하는 업소들 중 동물원으로 등록･운영되는 업소

들이 있었지만 미등록 시설과 서식환경과 관리 상태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시설들이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서류상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 28개국, 스위스, 미국, 호주, 인도 등 동물원 관련법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 또는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인원이 정기적･비정기적 검사를 통해 허가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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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생물 다양성 보전･연구, 동물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국가의 관리를 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14)

14) 2019년 8월 기준 국회에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 검사관제도 도입,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적 점검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6개안이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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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 종 별 적정한 서식환경 및 관리 제공 의무화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생물 종 별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식환경과 시설,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전시동물이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에서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

받지 못하는 시설이 존재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허가제를 도입하고 종 별 서식환

경 허가와 검사 기준을 마련하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육환경과 관리에 대한 사항은 강제가 가능한 시행규칙 

등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모든 종의 사육시설 기준을 법에 열거할 수는 없겠지

만, 최소한 일부 지정 종에 대해서는 야외방사장, 외기 및 자연채광, 생물 종에 적합한 구조의 바닥, 

물이 필요한 동물의 경우 웅덩이 등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육환경과 정기적인 수의학적 진단･치료 

등 관리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위반했을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관람객과의 직접적 접촉 규제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는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관람객과 동물의 접촉을 규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와 같이 체험에 대한 안전, 위생, 동물복지 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동물

과 관람객이 통제 없이 접촉할 경우 동물의 복지를 위해할 뿐 아니라, 인수공통질병 감염의 위험을 

높여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질병 감염의 위험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동물복지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물과 

관람객의 불필요한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외의 사례를 참조해 지정된 

종에 한해 접촉이 동물복지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등의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

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동물과 관람객과 접촉 시 반드시 사육사나 관리자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질병 감염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체험에 사용될 수 있는 동물의 종, 나이, 건강상

태,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의 제한, 장소, 접촉 형태, 먹이 양 등 접촉 시 관리자 및 관람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5. 금지행위 조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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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해 관람하게 하는 동물전시시설에서 전시 용도로 사용되는 동물

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경우는 주로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 없는 사육환경, 관람객에게 장시간 노출되면서 받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생태

적･행동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리 방법, 공연 등 관람을 위해 생태적 습성과 무관한 인위적 

행동을 강요받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전시를 위한 감금상태’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학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물에게 공포심,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도 

추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6. 야생동물 거래 규제 및 개인소유 제한 방안 마련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보호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야생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동물원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와 사육으로 인한 동물복지 훼손, 생태계 교란 및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백색목록 도입을 통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의 종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이 반려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의 종을 지정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종, 전문 사육시설 

없이 사육이 어려운 종 등의 판매를 제한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공중보건･안전과 생물다양성을 확보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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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의견서

원헬스(One Health) 및 원웰페어(One Welfare) 측면에서 본 

야생동물카페의 위험에 대한 의견

천명선 수의학 박사/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인간은 지구 환경의 한 구성원으로 다양한 생물과 관계를 맺으며 생존하고 생활해 나간다. 특히 

인간 스스로가 동물이며, 다른 동물들은 인간과 감정적인 유대가 가능한 생태계의 구성원이다. 국제연

합, 세계동물보건기구 등 국제단체들은 동물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sentient being)이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 2009)을 

인준하여 소속 국가들이 동물의 복지(animal welfare)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도

록 천명한 바 있다.1) 따라서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의무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동물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런 맥락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중의 동물 복지 인식은 이제 단순히 동물 

학대 금지나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 수준을 넘어선 생명에 대한 존중을 투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불투명한 야생동물카페는 바람직한 인간동물관계를 부정하고 동물을 도구화할 

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One Health 측면의 문제점

인간과 인간 사회의 동물, 그리고 생태계의 생명들은 다양한 접점에서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며 병원

체를 비롯한 위해를 공유한다. 따라서 어느 한 구성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다른 존재에게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확장된 개념의 건강을 ‘하나의 건강 즉, 원헬스(One Health)’라고 한다.2) 

최근 30년간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동물 인플루엔자, 에볼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

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은 모두 야생동물과 가축, 그리고 인간의 접점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었

다. 따라서 야생동물과의 접촉은 개인의 감염이나 외상의 위협 뿐 만 아니라 병원체의 종간 감염, 

그리고 이를 통한 병원체의 돌연변이와 전파 위험을 안고 있다.3) 이런 관점에서 야생동물카페는 라쿤, 

1) 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signed at Lisbon, 13 December 2007, Available from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

EX:12007L/TXT (2019.08.01)

2) Zinsstag, J., Schelling, E., Waltner-Toews, D., & Tanner, M. (2011). From “one medicine” to “one health” and 

systemic approaches to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ve veterinary medicine, 101(3-4), 148-156.

3) Kirkwood, J. K. (1996). Special challenges of maintaining wildlife in captivity in Europe and Asia. Revue 

scientifique et technique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15(1), 30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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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 미어캣, 야생조류 등 일반 생태계에서는 인간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동물들과 인간의 

인위적인 접촉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따라서 기존의 그리고 신종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 혹여 원헬스 개념에서 이 접점을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집중 관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재는 보건상의 어떤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오랜 시간 

인간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반려동물종(개나 고양이)도 동물카페와 같은 제한되고 많은 사람

들에게 시달려야 하는 곳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을 나타낼 수 있다. 하물며 길들였다고는 하나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이상행동과 공격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물의 쉬운 공격 대상

이 되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야생동물카페는 특히 위험한 공간이 된다. 그동안 인간이 파악하

지 못한 인간-가축-야생동물의 접점마저도 찾아내고 그 위험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공간을 인간이 밀집된 도시 한 가운데 마련하는 것은 국내 뿐 아니

라 국제적인 보건의 위협이 된다.

One Welfare 측면에서의 문제점

인간과 동물 그리고 생태계의 건강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은 물론 인간의 복지와 동물의 복지가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안에서 보장된다는 이른바 하나의 복지, 원웰페

어(One Welfare) 개념4)이 새롭게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 관점에서 야생동물카페는 동물

의 복지는 물론, 인간의 복지에 대한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위해를 가지고 있다.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사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

다. 검역과정은 거쳤다고 하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이 어떤 생산, 포획, 이동 경로를 통해 야

생동물카페로 들어오는지는 투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야생에서 포획되는 동물들은 폭력에 노출되

어 있으며, 야생동물로서 이들의 본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 되지 않는다. 또한, 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야생동물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동물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무력감, 정신적 황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야생동물은 생물이기 때

문에 늙거나, 병약해질 경우 방치될 위험이 크다. 단순히 경영상의 이후로 야생동물카페가 폐업을 

할 경우에도 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도 없다. 이런 경우 이들을 안락사 해야 하는 수의

사와 담당 공무원들의 살처분 스트레스는 축산에서 예방적 살처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과도한 

밀집을 피하기 위한 안락사에서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다. 또한, 야생동물카페에서 탈출하거나 버려지

는 동물들은 국내 생태계 교란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일반 시민의 무력감과 슬픔 역시 인간의 복지에 악영향을 준다. 

4) Pinillos, R. G. (Ed.). (2018). One Welfare: A Framework to Improve Animal Welfare and Human Well-being. 

C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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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카페에서 인간동물관계는 일회성이고 무책임하며 동물을 도구화한다. 야생동물카페를 방

문하는 목적이 야생동물을 만져보고, 키울 수 없는 동물을 구경하고, 먹이를 주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

라면, 이것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과 고통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야생동물카페는 

이런 단순하고 도구적인 인간동물관계를 가깝고 값싸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바람직하고 

상호적인 인간동물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음식을 먹고 노는 공간에서 전시되고 장난감이 되어야 하는 동물의 고통이 더 이상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유형의 동물이용은 학대로 규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야생동물카페

들이 현재 보유 중인 동물들을 돌보고, 번식시키지 않으며, 추후 인도적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책임

을 지도록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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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8. 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절에 제3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2(야생동물의 전시 금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및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할 수 없다.

제70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4조의12를 위반하여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의 전시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및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

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 동물 현황

  2. 보유 동물의 적정한 처리 계획

  3. 그 밖에 보유 동물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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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12(야생동물의 전시 금지)「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

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되지 않

은 시설 및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

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할 수 

없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34조의12를 위반하여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

시한 사람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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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1.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제21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입 야생동물에 관한 정보의 기록･보관) 제21조에 따라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 및 그 야생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시설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제22조의2(야생동물 판매 허가) ① 누구든지 제19조에 따라 포획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수입･반입하거

나 그 외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

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의 판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 관리기

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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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화물을 운송하는 택배를 통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행위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판매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판매한 경우

  4.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5. 제2항에 따른 관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70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한 자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②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로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택배로 야생동

물을 운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 및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시설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 야생생물에 관한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살아있는 야생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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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수입･반출 또

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

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수입 야생동물에 관한 정보의 기록･보관) 제

21조에 따라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야생동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 및 그 야생동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시설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야생동물 판매 허가) ① 누구든지 제19조에 

따라 포획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수입･반입하거나 그 외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

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

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

로 판매하는 경우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

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의 판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 관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통하여 야생

동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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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물을 운송하는 택배를 통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행위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판매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판매한 경우

  4.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시

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5. 제2항에 따른 관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

을 판매한 자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제73조(과태료) ①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로 야생동물

을 판매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택배로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 및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시

설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의2. (생  략)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까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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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2.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야생생물의 판매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

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야생동물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의 판매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판매한 경우

제70조제8호의2를 제8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야생동물을 판매한 자

제73조제2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판매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판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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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22조의2(야생생물의 판매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

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종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

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

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

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야생동물

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의 판매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판매한 경우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

을 판매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야생동

물을 판매한 자

  8의2. (생  략)   8의3. (현행 제8호의2와 같음)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제73조(과태료) ①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판매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판매한 자

  2의2. (생  략)   2의3.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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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 야생생물보호구역) 044-201-7253

환경부(생물다양성과-국제적멸종위기종) 044-201-7244

환경부(생물다양성과-야생 동물피해보상,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렵 관리) 044-201-7248

환경부(생물다양성과-야생동물 질병관리) 044-201-7253

환경부(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 야생생물 외 야생생물 등 기타) 044-201-7243

제1장 총칙 <개정 2011. 7. 28.>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

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

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

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

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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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

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삭제 <2012. 2. 1.>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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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 7. 28.>

         제1절 총칙 <개정 2011. 7. 28.>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

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조의2 삭제 <2012. 2. 1.>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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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4. 3. 24.]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

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

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

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

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경우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

  9. 삭제 <2013. 7. 16.>

  10.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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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1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1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수출･수

입･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1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삭제 <2017. 12. 12.>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12.>

  1.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7. 28.]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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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

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1조 삭제 <2014. 3. 24.>

제11조의2 삭제 <2014. 3. 24.>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

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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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

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

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

(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

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

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

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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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

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

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

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

수입･반출･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

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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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

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

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② 삭제 <2007. 5. 17.>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

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

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

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사육･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 2017. 12. 12.>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

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⑧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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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

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목개정 2011. 7. 28.]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

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

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

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

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5(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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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6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2.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약품 등을 갖출 것

  3. 사육동물을 이송･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

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의 시설에 있는 

사육동물의 건강･안전이 우려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폐쇄 전에 해당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 부록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 105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11.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3. 7. 16.]

제16조의9(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1. 제1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채취･구입,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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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개정 2011. 7. 28.>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

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

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

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

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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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

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

물의 포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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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1.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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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

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⑧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3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제23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애완동

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

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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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5조 삭제 <2012. 2. 1.>

제25조의2 삭제 <2012. 2. 1.>

제26조(시･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관리 <개정 2011. 7. 28.>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

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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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

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

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29조(출입 제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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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0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

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2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

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

질의 사용 저감(低減)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부록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 113

  ③ 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

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폐수 및 축산 폐수를 처리하

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보상･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8.]

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평가) 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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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

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신설 2014. 3. 24.>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수산동물은 멸종위기 야

생생물로 정한 종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정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대응 대책의 수립･시행

  3.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협력

  4.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조사 및 연구

  5.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분석

  6.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부록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 115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

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5.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

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4조의7(질병진단)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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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하 이 조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을 진단 및 조사･연구할 수 있다.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

  ⑤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관리, 시료(試料)의 포장･운송 및 취급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4조의9(역학조사)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등에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의뢰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② 누구든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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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4. 3. 24.]

제34조의10(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

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진단이나 

역학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①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②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8.>

  [제목개정 2011. 7. 28.]

제36조(등록취소)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
❚2019 전국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보고서 •

118 •∙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

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교육을 위하

여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

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

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3.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4. 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7. 28.]

제39조(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

자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물자원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

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관련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③ 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①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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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종류, 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

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1조 삭제 <2012. 2. 1.>

제41조의2 삭제 <2012. 2. 1.>

       제4장 수렵 관리 <개정 2011. 7. 28.>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정한다.

  ②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

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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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1. 7. 28.]

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

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

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수

량, 수렵 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

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4조(수렵면허)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

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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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6.>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 7. 28.]

제47조(수렵 강습)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

서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②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

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2. 3.>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⑤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1. 7. 28.]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3. 제4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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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1. 7. 28.]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0조(수렵승인 등)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

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

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한 동물에 



• 부록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 123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④ 수렵장설정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1조(수렵보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

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④ 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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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11. 능묘(陵墓), 사찰, 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전문개정 2011. 7. 28.]

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5. 2. 3.>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장소

  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

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전문개정 2011. 7. 28.]

       제5장 보칙 <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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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

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

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

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의 신고를 한 자

  5. 삭제 <2012. 2. 1.>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7. 삭제 <2012. 2. 1.>

  8.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

  9. 이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

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

여 그 생물(혈액･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7조(포상금)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

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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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17. 12. 12.>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

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

지 또는 보관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

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

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

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7. 28.]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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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삭제 <2012. 2. 1.>

  4.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6의2. 역학조사,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매몰

  7. 보호구역의 관리

  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 7. 28.]

  [제목개정 2014. 3. 24.]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① 야생생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

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58조의3(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

  2.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본조신설 2013. 7. 16.]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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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생물 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임명 및 직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3. 24.>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 7. 28.]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

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 7. 28.]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

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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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1. 7. 28.]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양도하

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관리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

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

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승인･허가･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

한 해양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

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7조 및 제56조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

관”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④ 삭제 <2012. 2. 1.>

  [전문개정 2011. 7. 28.]

제6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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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1. 7. 28.]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6장 벌칙 <개정 2011. 7. 28.>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7.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전문개정 2011. 7. 28.]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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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자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8. 삭제 <2012. 2. 1.>

  9. 삭제 <2012. 2. 1.>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삭제 <2012. 2. 1.>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

한 사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전문개정 2011. 7. 28.]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6. 1. 27., 2017. 12. 12.>

  1. 삭제 <2017. 12. 1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

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

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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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5의2.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5의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

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1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2.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

한다)을 위반한 사람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1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전문개정 2011. 7. 28.]

제71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개정 

2013. 7. 16.>

  1.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

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채취･구입되거나 양도･양수, 양도･

양수의 알선･중개, 소유･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전문개정 2011. 7. 28.]

제72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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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1. 7. 28.]

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4. 3. 24.>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

  7.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 3. 24.>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5의3.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

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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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2. 2. 1.>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

  13의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16.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2. 2. 1.>

  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사람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7. 23.>

  ⑤ 삭제 <2010. 7. 23.>

  ⑥ 삭제 <2010. 7. 23.>

  ⑦ 삭제 <2010. 7. 23.>

    부칙  <제15835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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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2. 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록과”를 “허가와”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도별계획에”를 

“국가는 종합계획에”로,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종합계획과 시･도별계획에”를 “종합계획에”로 한다.

법률 제16165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 제목 “(등록 등)”을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유하려는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

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 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을 보유하려는 경우 해당 생물의 관리

  3.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안전관리

  4.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5.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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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등록의”를 “허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1항에”를 “제3조제2항에”로, “등록요건을”을 “허가요건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 외의 자에

게 보유 생물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유 생물의 보호나 보존을 위하여 판매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유 생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2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질병 등 관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

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현황 및 그 목록이”를 “제3조제2항 각 호의 

현황 및 그 현황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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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제7조에서”를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과”를 “허가 요건과”로 한다.

제14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는”으로 한다.

제15조 중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다음 각 호의”로, “행위를 한 자는”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제4호”를 “제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3.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 외의 자에게 보유 

생물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자

  3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유 생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는 자

제1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5.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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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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허가와-----

-------------------------------------

-------------------------------------

-------------------------------------

-----------------------.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

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

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

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종합계획에----------------------

-------------------------------------

-------------------한다.

  ④ 종합계획과 시･도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종합계획에---------------------------

----------------------------.

법률 제16165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65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어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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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

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 생물종(「해양생태

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

제3조(허가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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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8.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

유 생물 관리계획

  ②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유하려는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멸종위기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

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 

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을 보

유하려는 경우 해당 생물의 관리

  3.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안전관리

  4.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5.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

제4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를

---------------. ------------------허가

를----------------.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허가를 받은-----

  2.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조제2항에------허가요건을------------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생  략) 제4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도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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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③ -----------------------------------

--------------대통령령으로-------.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① (생  략)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보유 생물 관리계획, 

향후 연간 개방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 제3조제1항제8호에 따

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③ -----------------------------------

-------------------------------------

-------------------------------------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④ 제3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

3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금지행위) (생  략) 제7조(금지행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 외의 자에게 보유 

생물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

유 생물의 보호나 보존을 위하여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신  설>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이나 수

족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유 생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

이를 주게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안전관리) ① (생  략) 제8조(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

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 -----------------------------------

-------------------------------------

-------------------------------------

-------------------------------------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신  설>

제8조의2(질병 등 관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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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

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

---------------------------------------

---------------------------.

  1.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현황 및 그 

목록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역

  1. 제3조제2항 각 호의 현황 및 그 현황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

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① ----------------------

-------------------------------------

-------------------------------------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

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은----------------------------------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

  ② 시･도지사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치명령) ①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

-------------------------------------

------------------.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

되는 경우

  1. -------------허가 요건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비용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보유 생물의 적절한 보전, 증식 및 질병

의 치료 등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지원) 국가는----------------------

-------------------------------------

-------------------------------------

-----.

제15조(청문)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수

족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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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벌칙)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

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신  설>
  2.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신  설>
  3.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삭  제>

  2.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삭  제>

  3. 제7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7조제1항제4호--------------------

  <신  설>

  3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 외의 자에게 보유 생

물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자

  <신  설>

  3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이

용하는 자에게 보유 생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는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

적으로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② -----------------------------------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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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4. 2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록과”를 “허가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

을 통해”를 각각 “보전･증식하고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들

에게 전시･교육･홍보를 통하여”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사업) 동물원 및 수족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등과 그 서식지의 단면 전시

  2. 야생동물 등의 생태･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홍보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전･증식 및 관련 조사･연구

  4. 구조되거나 치료된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의 보호

  5. 야생생물 등의 생태･보전 등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관련 행상의 개최, 간행물 발간 등

  6. 국내외 동물원 및 수족관과의 정보의 교류, 공동 연구 등

  7.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률 제16165호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 제목 “(등록 등)”을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시･

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동물원에 한정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수족관에 한정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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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보유 생물, 사람의 안전을 위한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2. 보유 생물의 적정한 서식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3.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제3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제2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 계획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허가증

  2.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 변경허가의 방법 및 절차, 허가 요건 등 필요한 사항과 

허가에 활용할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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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3조의4(검사관)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1.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야생동물 보전･사육･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전･사육･연구 등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3.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수의업무 경험이 있는 자

  4.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관리와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환경부･해양수산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

  ③ 검사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시설･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검사관의 임명 또는 위촉 절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등록의 취소)”를 “(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등록을”을 각각 “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이”를 “허가가”로, “등록증을”을 “허가증을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

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휴원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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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 또는 검사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을 “허가사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보유 생물의 적절한 보전, 증식 및 질병의 치료 등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의”를 “제2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 및 수족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조의4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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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16조제2항제1호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을 “공무

원 또는 검사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원과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허가된 동물원과 수족관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규정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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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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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허가와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

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

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 보전･증식하고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

하고 국민들에게 전시･교육･홍보를 통하여 -----

-------------------------------.

  2. “수족관”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을 보전･증

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

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보

전･증식하고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생

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들에게 전시･교육･홍보를 

통하여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3(사업) 동물원 및 수족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등과 그 서식지의 단면 전시

  2. 야생동물 등의 생태･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

육･홍보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전･증식 및 관련 조사･연구

  4. 구조되거나 치료된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의 보호

  5. 야생생물 등의 생태･보전 등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관련 행상의 개최, 간행물 발간 등

  6. 국내외 동물원 및 수족관과의 정보의 교류, 공동 연

구 등

  7.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등록 등) <신  설>
제3조(허가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동물원에 한한다)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수족관에 한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보유 생물, 사람의 안전을 위한 시설･설비 및 관리체

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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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유 생물의 적정한 서식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3.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운영･관리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갖추어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2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 계획

  ②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

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 허가를 받

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허가증

  2.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변경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 변경허가의 

방법 및 절차, 허가 요건 등 필요한 사항과 허가에 활용

할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2(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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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신  설>

제3조의4(검사관)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위

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른 동

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이어야 한다.

  1.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에서 야생동물 보전･사육･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자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전･사육･연구 

등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

  3.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에서 7년 이상 수의업무 경험이 있는 자

  4.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관리와 정책에 관

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환경부･해양수산부의 공

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

  ③ 검사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시설･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기피 또

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검사관의 임명 또는 위촉 절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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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를

--------------. ------------------- 허가

를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 허가를 받은

-----------------------

  2.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 허가가 ---------------------

---- 허가증을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① (생  략)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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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보유 생물 관리계획, 

향후 연간 개방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 제3조제1항제8호에 따

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③ -----------------------------------

-------------------------------------

-------------------------------------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④ 제3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

3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 환경부장관,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3조제3항에 따른 허

가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

항에 따른 휴원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① (생  략) 제8조(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

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 -----------------------------------

-------------------------------------

-------------------------------------

-------------------------------------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

제10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

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① ----------------------

-------------------------------------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

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

-------------------------------------

----------.

  ② 시･도지사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공무원 또는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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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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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인에게 보여주

어야 한다.

  ③ --------------------------- 공무원 또는 

검사관--------------------------------

---------.

제12조(조치명령) ①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

되는 경우

  1. --------- 허가사항--------------------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비용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보유 생물의 적절한 보전, 증식 및 질병

의 치료 등에 필요한 기술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지원) --------------------------

------------- 제2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

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

-----.

  <신  설>

제1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 및 수

족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수

족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 허가를 ------------------------.

  <신  설>

제15조의2(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협회,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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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1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조의4에 따른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

회 또는 관게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16조(벌칙) ① (생  략)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1. --------- 허가 또는 변경허가 ------------

-----------------------------------

  2.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2.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 공무원 또는 검사관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 ① (생  략) 제1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② -----------------------------------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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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65호, 2018. 12. 31, 타법개정]

환경부(생물다양성과) 044-201-7286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15, 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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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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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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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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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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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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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

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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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도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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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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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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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2호

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생물

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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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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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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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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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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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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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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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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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수 이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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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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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제1항제

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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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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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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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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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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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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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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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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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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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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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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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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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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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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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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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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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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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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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다고 

판단되거나 보유 생물 관리계획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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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9조제1호에 따른 변경내역 기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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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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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보유 생물의 적절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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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청문)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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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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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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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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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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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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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165호, 2018. 12. 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

호생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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