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19 활동 보고

2019년 , 어웨어는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반려동물
1. 밖에 사는 동물도 반려동물입니다 . - ‘시골개 , 1미터의 삶’ 캠페인
2019년에도 ‘시골개, 1미터의 삶 ’ 캠페인은 계속 되었습니다 . 밖에 묶여 사는 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물, 사료, 집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동물에게 제공해야 할 관리
의무를 알리는데 힘썼습니다.
3 월에는 경기권 19개 시 ·군과 협조 , <반려동물 소유자 사육 ·관리 의무 및 유기동물 방지 > 교
육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내년 경기도에서는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올해에는 시골개 1미터의 삶 캠페인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
화대상’ 뉴스 1 대표이사 상을 수상했습니다 . 똑같은 개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로 여겨지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돌봄도 제공받지 못하는 시골개들의 존재와 처우에 대해 사회
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 희망적입니다 .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동물도 평생을
짧은 줄에 묶여 한 자리에서 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멈추지 않겠습니다.
관련기사
[KBS[애피소드 ]] “목줄과 산책은 시골개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41936&r ef=A
[노트펫] '산책 가기만 '..1 주일을 목빼고 기다린 '1미터 강아지들 '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 e/article_view/?idx=15031&groupCode=AB700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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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동물 방지 캠페인 -“반려동물을 맞이하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책임과 노력이 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쉽게 키우고 쉽게 버리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일 년에
12만 마리라는 ,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유기동물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
나 기본적인 정보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동물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올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 심사숙고 후 결
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
세요!” 라는 주제로 <유기동물 방지 캠페인 >을 진행했습니다 . 반려동물을 맞이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반려동물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전국 지역자치단체와 협조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자발적으로 배포
및 비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 관광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휴가철 유기동물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데 이어 , 올해에도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와 협조해 충북 고속도로 휴게소에
서 동물 유기는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돌봄 의무를 담은 리플렛을 배포했습
니다.
반려동물가구 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책임인식은 비례해 성
장하지 않았습니다 . 동물을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 반려동물을 맞이하기 전 심사숙고하
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깊게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반려동물 입양 전 생각해 주세요” 어웨어 , 유기동물 방지 캠페인 진행
http://news1.kr/articles/?3563228
“6년간 버려진 반려동물 42 만 마리 , ‘유기 =범죄’처벌 교육 강화해야
http://news1.kr/articles/?3721033

3. 동물보호법 강화 등 제도개선 요구
정책제안서 제출 , 정책토론회,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복지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제안한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 대량 생산 규제 및 유통경로 최소화 (반려동물 사육환경 및 관리사양 기준과 시설
당 사육가능 개체수, 모견 출산 횟수 등 정량적 기준 강화 ), △중성화수술 권장 정책 도입 , △
반려동물 등록대상을 소유자가 있는 모든 개로 확대 , △ 사육 목적과 관계없이 동물 종 별 보
편적 복지기준 마련 및 준수 의무화 , △ 유기동물 인도적 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 영역의 협
력 및 역할 분담 강화 , △사설 보호소 관리·운영기준 및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 동물보
호소의학(Animal Shelter Medicine) 연구 지원 등
지난 11월 반려동물 훈련소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
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축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야생·전시동물 복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갇혀 사는 야생동물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 해를 보
냈습니다. 2017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 2018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 이어
2019년에는 이동동물원 실태조사보고서와 2019 전국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
습니다. 야생동물을 짐짝처럼 옮겨가며 장난감처럼 만지는 기형적인 전시 형태 근절을 위한
어웨어의 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 어웨어가 제안한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
다.
△ 동물원수족관법 입법 목적 구체화 , △생물종 별 서식환경 및 관리 기준 마련, △ 동물원 미등
록 시설에서 야생동물 사육 및 전시 금지 , △ 동물전시업 전시 가능종 제한 , △ 야생동물 개인소
유 가능 종 제한 및 거래 규제 (백색목록 도입 ), △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검사관제 도입 , △ 관람
객-동물 접촉 규제 , △동물원수족관법 금지행위 조항 강화 , △ 사육동물 질병관리 및 기록 제출
의무화, △고정시설 없는 이동동물원 금지 , △ 중앙정부의 동물원 관리 책무 및 권한 강화
2019년 1월에는 영국 본프리재단의 크리스 드레이퍼 대표를 초청 , 국회 이용득 의원실과 환
경부와 공동으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 2 월에 열린 <동
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전시동물을 주제로 발
제를 맡아 동물원수족관법 허가제 , 검사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2월과 4 월 동물원수족관법을 허가제로 강화하고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9년
2 월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세부업무 계획에도 야생동물카페 금지와 동물원수족관 검사관제
도입이 포함된 바 있으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7 월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야생동물카페 금지와 판매 제한 , 개
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하는 백색목록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 지난 8 월 2019
전국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가 보도되면서 9 월에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야생동물
카페 규제 시민사회 간담회 >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10월
에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건설을 반대하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현대 동물원의 방향> 심포지움
을 공동주최했습니다.
한편 2018 년 통과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 의해 동물원수족관 관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관
리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야생생물법 개정안(라쿤카페금지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
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중입니다. 20 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 월 또 하나의 동물원 보고서를 완성해 1월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유사동물원을 근절하고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한겨레]유치원 ·어린이집 찾아가는 동물원 …‘생태학습 ’이라고요?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878337.html
[KBS]“ 왈라비야 미안해 ” 동물학대의 온상은 동물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31744&r ef=A
[머니투데이 ]동물원 ' 허가제 ' 가 동물복지 시작 …"면적보다 환경이 중요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11516207682981
[데일리벳] 세균성 골수염 걸린 왈라비 만지는 야생동물카페 ， 괜찮아요 ？어웨어·휴메인벳, 2019
야생동물카페 보고서 발표
http://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118541
[경향신문] 12 시간 아무나 만지고, 물 안 주고 …‘동물카페 ’라는 이름의 감옥
http://news.khan.co .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60600005&code=61
0103
[애니멀라이트 ]“ 국내 동물원, 생물다양성 보전 역할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
http://www.animalrights.kr/news/articleView.html?id xno=1362

실험동물
올해 초 실험에 사용되다 사망한 사역견 ‘메이’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메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 정부와 국회에 사역견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사역견 관리 상태
를 정부가 공개하며 동물실험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제안 활동을 했습니다 . 어웨어가 제안한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험동물공급자 허가제 도입 및 동물 복지기준 마련 , △ 실험동물법 3R원칙 실현 입법목적으
로 명시, △ 정부 실험동물 보호 ·복지 개선 정책 수립의무 및 실험기관 ·실험자 책무 동물보호법
에 명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교육 및 지원 강화 , △ 실험시설 전문인력 확보 의무화 , △ 승인
후 점검(PAM) 기능 법제화·활성화, △ 실험 승인 이후 중요 내용 변경 시 재심의 의무화 , △국
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실험시행기관 미등록 공급업체 동물수급
금지
올해 7월에는 국회 한정애, 기동민, 윤준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
가? - 동물실험 정책의 현 주소 >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발제를 맡았습니다. 학계 , 정부 ,
시민단체가 참여한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으로 8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부도 현재 어웨어가 제안한 내용들이 포함
된 정부입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 개정안이 20 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2018년 실험 후 회복된 동물의 입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든 ‘실험동물지킴이법 ’이 통과되
면서 올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 11월
에는 한국실험동물전임수의사협의회와 ‘실험견 분양과 실험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단
체와의 협업 ’ 이라는 주제로 실험기관과 시민단체의 업무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법 시행 이후로 실험견에게 가족을 찾아주려는 노력이 점차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에 비해 실험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입법 노력은 아직 미미합니다. 2020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동물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 메이 사망 사건에 분노, 실험동물 현실 어느 정도냐면”
http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 x?C NTN_CD=A0002530814&CMP
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
s
[뉴스1] '제 2 메이 ' 막으려면 동물실험 제도 보완 시급 …윤리위 '유명무실'
http://news1.kr/articles/?3635407
[그린포스트코리아 ] "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기틀 마련해야"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 eView.html?idxno=106351
[KBS] “‘제2 의 메이 ’ 없도록 ”… 사역동물 실험 전면 금지한 ‘메이법’ 발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72702&r ef=A

기타
!

교육·강연 – 요청해주시는 곳에 모두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 서울시 복지재단 임직원 대상
강연,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2019 동물보호공무원 상반기 연찬회 등 다양한 곳에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

기고 – 네이버 동그람이, 한국일보 등 활발한 언론 기고활동을 통해 동물복지정책의 필요
성을 전달했습니다.

!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 <문재인미터 > 에 참여해 정부 동물복지공약 이행 상황 검증을 담당
했습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활동 , 환경부 동물원 동물관리위원회 , 노원구 동물복지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동물복지정책 자문을 담당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어웨어 후원회원님들과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
분 한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 만드는 길에
더 많은 분들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 12. 27.
(사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