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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동물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에 관한 입법과 

정책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동물원과 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물에 관한 관심도 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원의 효시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창경궁 경내에서 설치되었던 창경원이라고 하겠습니

다. 고궁에 동물원을 들여 놓았다는 점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동물을 철창 속에 전시해 

놓았다는 점에서도 현 적 기준으로 볼 때 참으로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경기도 과천에 

자리 잡은 서울 공원에 동물원이 생김에 따라 창경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는 전국 각지에는 공영동물원 외에도 많은 민간동물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동물원 중 과연 제 로 된 동물원이 몇 개나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동물카페

라고 부르는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실내동물원마저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동물원과 유사 

동물원이 늘어났지만 이런 시설에 수용된 동물들의 처지는 전 보다 나아진 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많은 동물들이 열악한 우리에 갇혀 살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동물은 원래 야생에서는 사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동물을 인위적으로 기른다

면 그것은 최소한 공원(park)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환경에서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하다

면 그것은 차라리 ‘동물 감옥’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종(種)의 보존이 매우 중요

한 인류적 과제로 떠 오른 상황에서 동물원은 생물다양성과 종의 보존을 위한 최후의 거점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물원 중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곳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동물원에 한 시 적 요구와 기 와는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부분의 동물원은 일제 강점기의 창경

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서 수용되어 관리되고 있는 동물의 복지에 

관한 관심도 미흡하고, 종의 보전이란 지구적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동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공원 동물원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우리나라 동물원

의 민낯을 그 로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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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나라 동물원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에 유럽과 미국의 동물원의 모범사례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본 정책보고서는 이런 목적

에 부응하기 위한 작은 시도입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와 <보전과 교육 

측면에서 본 공영동물원 현황과 주요 외국 모범사례>라는 두 건의 연구를 수행하여 준 (사)동물복지문

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표와 연구를 같이 수행한 최태규 수의사 등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

고자 합니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동물원 운영을 개선해서 고통 받는 동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국회의원 이 상 돈 



이제 동물원에서 ‘슬픈 동물’은 볼 수 없는 세상을 바라며

8년 전, 실내동물원에서 만났던 한 호랑이를 기억합니다. 유리벽으로 된 사육장 안에는 햇볕 한 

점, 바람 한 줄기 들지 않았습니다. 흙 한 줌, 풀 한 포기 찾아볼 수 없는 콘크리트 바닥 위의 호랑이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에서 이미 생명의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적어도 호랑이 

같은 야생동물을 마치 물건이나 짐짝처럼 빛도 들어오지 않는 실내에 가두어 키우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 뜻있는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2017년 그토록 원하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호랑이가 있던 사육장에는 똑같은 모습의 호랑이가 갇혀 있습니다. 오히려 동물원이라는 명목으로 

실내에 야생동물을 가두고, 만지고, 심지어 옮겨 다니면서 전시하는 유사 동물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신기한 야생동물을 가두고 구경하는 시설로 시작된 동물원은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생명권 인식이 성장함에 따라 진화해 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 동물원은 동물원 내에

서 뿐 아니라 서식지에서 멸종을 막는 보전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시민들이 왜 야생동물과 환경을 보호

해야 하는지,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동물원이라면 이러한 기능

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 과정에서 방문한 우리나라 공영동물원의 

현실은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장 이후 개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에서 동물들은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고, 관람객은 야생동물을 경외와 보전

의 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주고 놀려도 되는 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서식지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태적 습성에 따른 정상적인 행동을 발현하지 못하는 동물을 관람하는 것은 아무 

교육적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동물원인 창경원이 문을 연지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에 만연한 야생동물을 물건처럼 가두고, 만지고, 먹이 주는 상으로 여기는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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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동물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가 앞으로 공영동물원이 전시·관람 시설에서 

탈피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항상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길 가장 앞에서 걸어주시고, 이번 연구를 가능하게 

해 주신 이상돈 의원님과 마음을 다해 도움을 주신 보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진으

로 참여해주신 최태규 수의사, 황주선 수의사, 최혁준 활동가께도 감사드립니다. 연구에 협조해주신 

동물원 종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관계 기관, 학계, 시민들과 

논의하면서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야생동물과 동물원 동물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30일 

이형주, (사)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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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18년 9월 전 오월드에서 사육장을 탈출한 퓨마 ‘뽀롱이‘가 사살되면서 동물원･수족관 관리 

및 사육환경, 전시동물 복지에 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동물원수족관 관리와 

운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이미 지난 수 년 동안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2017년 

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원･수족

관의 설립과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동물원을 운영

하기 위한 적정한 자격 기준이 없고 서식환경과 관리 기준이 미흡해서 동물원 동물의 복지 상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공영동물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면서 낙후된 시설의 

개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공영동물원 10개소의 동물 서식환경과 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

났다. 

복지

- 각 동물원을 방문해 동물 건강(외관), 동물 행동, 사육시설의 서식지 재현 정도, 위생, 소음, 동물의 

안전, 긍정강화훈련, 풍부화 프로그램, 관람 규칙, 먹이주기 체험 등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표적인 10가지 요소를 관찰했다. 10개소 중 최소 6개소에서 외관상 상처･부상이 있거나 질

병이 의심되는 동물이 관찰되었다. 아픈 동물은 전시에서 제외되며, 행동 등으로는 건강해보이

지 않으나 외관 상 특이점을 확인할 수 없는 동물도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동물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 조사 상 전체에서 정형행동과 침울함을 보이는 동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은 반달가슴곰, 일본원숭이 등 영장류, 늑 , 타조 등 다양한 종에서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청금강앵무의 경우 8개의 동물원 가운데 5개 동물원에서 털을 뜯는 자해행동

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 최근 사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중인 시설도 있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예산 부족, 환경적 

조건 등의 이유로 개장한 이래로 개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생태적 습성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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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은 콘크리트와 쇠창살로 된 사육환경은 동물복지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교육 기능까

지 수행하기 어려운 원인이 된다.  

- 종별 서식환경에 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다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동물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한 

사육시설 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누락된 종이 상당수 있으며,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종일수록 사육환경과 복지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 풍부화(Enrichment)는 동물원에서 동물 정신 건강 유지의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동물원에서 정기적인 풍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 청금강앵무의 경우 보유한 동물원 8개소 중 6개소에서는 무동력 비행 행동 등 정상적인 행동을 

발현하기에는 사육장 가로 길이가 너무 짧았다. 수직 거리 또한 공간이 있더라도 횃  설치 등 

동물이 활용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 8개소 중 최소 2개소에서는 온도가 20도 이하로 청금

강앵무 사육 적정온도인 21-27도보다 낮았다. 

- 사막여우를 보유한 동물원은 8개소였는데 부분 동물원에서 흙바닥을 제공하고 있어 사막여우를 

흔히 전시하는 실내동물원보다는 나은 환경이었다. 그러나 야외방사장이 없거나 실내의 콘크리트 

바닥에 모래를 얇게 덮어 적절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개체 

밀도가 높아 충분한 공간과 은신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 일본원숭이를 전시하는 9개 동물원 모두 콘크리트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충분한 환경풍부화

와 구조물, 풍부화물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자연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일본원숭이의 사

회적 상호작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단독으로 사육하는 곳도 1곳 있었다. 

- 다마사슴을 보유한 동물원 6개소 중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식물 식재가 이루어진 곳은 1개

소뿐이었다. 6개소 중 4개소에서는 적절한 사회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육 면적이 좁아 뿔을 

잘라서 개체 간 싸움으로 인한 부상을 막고 있었다. 

- 호랑이의 경우 방사장의 크기가 협소한데다 부분의 동물원들이 방사장(관람 가능 기준)의 개수

보다 많은 수의 호랑이를 보유하고 있어 개체마다의 적절한 생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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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드러났다. 호랑이를 보유한 8개 동물원 중 3개소에서 1개의 방사장만 조성하고 있어, 교차

방사를 하거나 비전시공간에만 머무르는 호랑이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4개의 방사장을 보유한 

동물원에서도 호랑이의 개체수가 27마리나 되어 수용 능력 이상의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8개소 중 5개소에서 호랑이가 관람객의 시선보다 낮은 곳에 있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

로 예상되었다. 6개 동물원에서는 내부의 구조물이 노후하고 새로운 구조물의 추가가 없어 

다양한 구조물을 필요로 하는 호랑이의 사육환경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 늑 의 경우 보유한 동물원 4개소 중 1개소에서는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임에도 단독 사육을 

하고, 방사장 없이 좁은 우레탄 바닥 전시장에 전시하고 있어 복지 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해당 동물은 심한 정형행동을 보였다. 

- 코끼리의 경우 발에 가해지는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방사장 바닥에 충분한 흙이 필요하지만 조사

상 중 충분한 흙이 있거나 보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은 코끼리를 보유한 시설 6개소 

중 2개소에 불과했으며 사회적 구성단위를 최소 수준으로라도 만족한 곳은 1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절반에서는 열을 식히기 위한 수영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 침팬지의 경우 보유한 시설 3개소 중 2개소의 환경은 지나치게 단조로웠으며 침팬지 사육에 

필수적인 정신적 자극, 풍부화물, 사회적 무리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 이러한 조사결과는 2018년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해 일반 기준과 「동물원･수족관 전시･사

육동물의 적정 서식환경 가이드라인」에 의해 마련된 주요 동물군별(영장류, 코끼리과, 해양포유

류, 파충류와 양서류 및 무척추동물) 일부 종에 관한 기준이 있음에도, 공영동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장류에게는 심리적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구조와 환경풍부화를 제공하고, 코끼리과에게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의 

복합성, 자연스러운 행동･사회적 상호작용 및 활동수준을 자극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프로그램, 

2마리 이상 그룹 사육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분의 시설에서 사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전･교육

- 종 보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유전자 검사와 교잡을 배제하는 사육 및 번식 프로그램이 전제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 아종 간의 교잡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는 

동물원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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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보전 프로그램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을 낮추고 유해형질을 축적시키는 근친교배를 통해 태어난 

개체들을 배제하고, 각 개체들의 가계 파악과 이에 근거한 계획적인 번식을 통해 근친교배를 방지

해야 한다. 가계 파악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계도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부분 

인기가 높고 동물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유지해나가는 종이나 멸종위기종에 국한되었고 그 외의 

종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가계 파악 없이 번식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몇 종에서는 근교약

세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천적 기형이나 장애를 가진 개체들을 볼 수 있었다. 

- 동물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보전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동물원 중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2개소에서만 보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 사업이 연구보다 개체수의 증식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 제한된 사육공간 

안에서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아지는 경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사 상 중 7개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육 내용은 주로 생태설명회와 직업 

탐방 등이었다. 해외의 경우 동물 생태에 한 정보보다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 전달에 동물원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향후 보전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운영

- 공영동물원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동물원이 

독립된 기관이 아닌 공원이나 사업소의 부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보전, 연구, 교육, 동물복지 

향상을 우선적 목표로 추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순환보직제로 인해 종사자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점,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동물사 설계에 한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점, 입장료 현실화가 어려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부의 전담 인력 부족,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관리감독 이원화, 지방자치단체 동물원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행정력이 미흡하고 동물원･수족관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적 시스템

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물원 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동물원수족관에서 동물원의 정의를 ‘생물다양성 보전 기관’으로 규정해 전시･관람 위주 시설에서 

보전･교육 기관으로 전환할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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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 종별 적정한 서식환경 및 관리 기준 마련 

- 동물원수족관 허가제･검사관제 도입으로 동물원 상향평준화 

- 침팬지, 코끼리 등 사육 상태에서 적정한 동물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종은 특수보호종으로 

지정･관리 

-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동물 취득과 처분에 한 원칙과 규정 마련

- 공영동물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동

물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주무부처의 동물원 관리 책무와 행정력 강화

- 동물원 별 기능 전문화, 보전･교육 전문 기관으로 전환

- 서식지내･외 통합적 보전 위한 로드맵 마련 





Ⅰ
연구의 목적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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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과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9월 전 오월드에서 사육장을 탈출한 퓨마 ‘뽀롱이‘가 사살되면서 동물원･수족관 관리 

및 사육환경, 전시동물 복지에 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야생동물을 관람 목적으

로 감금 상태에서 사육하는 동물원의 본질적인 구조가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한 근본적인 성찰의 

움직임이 나타난 한 편,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전시동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동물원･수족관 관리와 운영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한 논의가 수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동물원의 낙후된 환경과 부족한 예산, 순환 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 많은 문제가 언론과 시민단체, 동물원 업계를 중심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 의지와 동물원 운영에 한 이해도, 재정 등에 따라 동물원마다 환경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크다.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19세기에 진기한 야생동물을 가두고 구경하는 여흥시설로 존재했던 동물

원은 20세기에 학술연구를 겸하는 동물원을 거쳐 21세기에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

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세계적으로 현  동물원의 기능과 목적은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전으로 여겨지고 

있다.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영동물원의 경우 수십 년 전 개장한 이후로 개보수가 되지 않아 

사실상 철창과 시멘트로 된 사육장 안에 동물을 가두는 전근 적인 전시 환경이 그 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실내체험동물원 등 오락 위주의 전시시설이 급증하면서 부분의 동물원은 오락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 역시 동물원은 위락시설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다. 특히 최소한의 동물복지도 고려하지 않는 동물전시시설이 난무하면서 형성되는 동물원에 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이해도는 공영동물원이 단순한 전시･관람 시설에서 벗어나 종 보전과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2017년 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면서 동

물원･수족관의 설립과 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근거한 정부의 관리가 가능해졌지만 전시동물의 

1)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orld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는 2002 세계 동물원 수족관 보전 전략(The 2005 
World Zoo and Aquarium Conservation Strategy, WZACS)에서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의 우선적 목적(primary goal)은 
"보전"과 "자연 서식지와 생태계 안에서 개체군의 장기적 유지 및 보호’라고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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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환경과 관리상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7년 10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의된 개정안

이 2018년 6월 통과되면서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동물원･수족관 관리 종합계

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동물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비로소 일어나고 있다. 동물원 수준 

향상을 위해 △생물 종 별 서식환경 기준 마련, △동물원 허가제･검사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20  국회에서 총 6건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보고서는 공영동물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원

의 종 보전과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등 한국 동물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종 보전 및 교육 효과를 증 하여 공영동물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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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조사의 대상과 방법 

가. 기간

2019년 10월 1일  – 2020년 1월 10일 

나. 대상

전국 공영동물원 10개소를 조사했다. 조사 상 시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서울어린이 공원 

∙ 인천 공원 어린이동물원 

∙ 구달성공원 관리사무소(달성공원 동물원)

∙ 전오월드

∙ 광주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우치동물원) 

∙ 울산 공원 동물원

∙ 서울 공원 서울동물원 

∙ 청주랜드 관리사업소(청주동물원) 

∙ 전주동물원 

∙ 진양호동물원  

다. 방법 

수의사를 포함, 연구원 3명이 각 시설 별 1회 이상 최  3회 방문해 동물의 서식환경과 관리 

상태를 조사했다. 조사 상 중 요청에 응한 5개 시설에 근무하는 동물원 종사자와 공식･비공식 

면담과 이메일 면담, 설문조사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해 질의했다. 

조사는 각 시설 별 서식환경과 관리에 한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 항목으로는 외관 상 확인 가능한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사육장의 서식지 재현 정도, 위생 상태, 소음, 안전, 행동 풍부화나 긍정강화훈

련 등 훈련 프로그램 실시 여부, 관람 규칙 및 동선, 먹이주기 체험 여부 등을 포함했다. 또한 동물 

10종을 선정해 동물원 별 사육장 크기, 방사장 재질, 구조물, 환경 등 서식환경과 동물 상태를 관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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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환경부 자료, 언론보도, 각 기관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공개된 자료, 요청에 

응한 5개 시설에 근무하는 동물원 종사자와 공식･비공식 면담과 이메일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동물원의 멸종위기종 및 토종종 보유 현황, 종 보전 사업 및 교육 사업 현황, 연구 실적, 운영 관리 

현황 등을 조사했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해 동물원에서의 종 보전 원칙과 규정, 해외 동물원 및 동물원

수족관연합의 종 보전사업과 보전교육 현황 및 사례 등을 조사했다.



Ⅱ
동물원 관련 법률과

국내 동물원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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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물원 관련 법률과 국내 동물원 일반 현황

1. 관련 법률

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은 제2조(정의)에서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

쳐 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척추동물을 제외한 전시동물은 모두 법에서 

정하는 동물학 의 금지(제8조) 등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는 일부 행위 유형만 동물

학 로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서 동물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생태적 습성에 적합하지 않은 서식환

경과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데서 오는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 등을 방지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서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

는 동물을 전시하는 영업을 하는 시설을 동물전시업으로 규정하고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등록하도

록 하고 있다(제32조). 그러나 동물전시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해당 6종 외 야생동물 종을 전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상당수의 체험동물원,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에서 해당 6종

과 야생동물을 함께 전시하면서 동물전시업으로 등록하거나, 야생동물을 번식･판매하면서 동물판매업

으로 등록해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2)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2017년 5월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의 범위를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전시

하는 시설’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수족관의 범위를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3)

2)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19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 2019, p.37.
3)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정한 동물원 범위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부터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동물원 범위를 1종 이상 또는 5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조정하여 적절한 동물 관리 적절한 동물 관리 여건을 갖춘 
자가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동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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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제3조와 제4조), 연간 30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하며 휴･폐원시 시･도지사에게 휴･폐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

조). 또한 시설 내 생물에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할 것과 시설에서의 금지행위(제6조와 제7조)를 명시

하고 있다. 동물원･수족관은 안전관리(제8조), 운영기록과 자료제출(제9조, 제10조), 생태계교란방지

(제14조) 등의 의무가 있으며 시･도지사는 지도와 점검, 조치명령(제11조와 12조)의 권한이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보유 생물의 보전, 증식, 치료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조항도 두고 있다(제14조). 

한편 2018년 6월 통과된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2조

의 2),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제4조의2), 환경부장관과 해양수

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

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6조의2)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제6조의2에 따라 2018년 9월 동물원･수족관 전시･사육 동물의 

적정 서식환경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동물복지 5원칙의 준수, 자연스러운 행동

이 발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 제공, 조명, 은신처, 수질 관리, 위생관리, 수의학적 관리를 통한 

질병 예방 및 치료, 동물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의 운영, 인위적 행동 유도 훈련 금지, 동물 운송, 작업자 

안전 등의 일반 서식환경 기준과 주요 동물군별로 영장류, 코끼리과, 해양포유류에 한 서식환경 

기준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와 등록관리 관련부서 담당자의 

적정한 동물사육기준에 한 세부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다. 

조사 과정에도 동물 서식환경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 다수 관찰되었다.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야생생물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

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전시동물(captive animal)만을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은 아니다. 

제2장 2절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할 것 등(제16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분의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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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족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1993년 CITES 협약 가입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불법 

포획･유통, 사육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3년 말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인공증식증명서 발급 등 유통관리를 강화하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90여종에 한 사육시

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었다.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에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일부 

종에 해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현재로서는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이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관해 강제성이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1마리당 사육 최소 면적과 (해양포유류는 수조 수표면 면적과 깊이) 1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만 규정했을 뿐, 생물 종 특성에 맞게 제공해야 하는 서식환경에 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가령 식육목 곰과의 경우 ‘웅덩이 설치 권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수준이다. 

면적기준 역시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하기에는 너무 좁아 호랑이의 경우 14㎡(3.5m×4m)의 

면적만 갖추면 사육이 가능하며 심지어 실내 사육장과 야외 방사장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실내 체험

동물원이라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복합적인 서식환경이 필요한 표적인 종인 

코끼리나 동물원･수족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식육목 개과 등의 동물은 누락되어 있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또한 동물원･수족관에서 사육하는 부분의 동물이 법정보호종이 아닌 일반야생동물

임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종 이외의 동물에 적용할 수 있는 종 사육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4)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서는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

록 하고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동물원 중 서울 공원, 에버랜드, 청주동

물원 3개소가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제25조에서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원 중 서울어린이 공원, 국립생태원 

포함 1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4)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동물원･수족관 등록시설에서 보유한 개체 총 32만 6천 마리 중 일반야생동물은 
305,829마리로 94%, 법정보호종은 9,150마리로 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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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

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

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제1조). 

해양수산부령으로 보호 상해양생물을 정하고 있으며(제2조)5), 종 보존 등을 위해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물원 등 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제17조) 현재 수족관을 포함한 13개 기관이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

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한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제18조) 현재 10개 기관이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

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동물원으로는 서울 공원 1개소, 수족관 9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상어산업법)

해양수산부가 주무부처인 관상어산업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관상어는 ‘열 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로 정의하

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제3장에서

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창업 지원,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우수사업

자 인증, 기반조성 자금지원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5) 해양생물 중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종,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보호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남방큰돌고래, 참고래, 바다사자 등 포유류 16종, 푸른바다거북 등 파충류 4종, 저어새 등 조류 14종 
등 총 77종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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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이 주무부처인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동물 중 사향노루, 점박이물범 등 포유류 11종, 파충류 1종 포함 총 70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에서는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와 치료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야생동물구조센터 14개소

를 포함 동물병원과 관리단체 또는 축산관련기관 등 207개소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되어 

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치료 후 방사가 어렵다고 판단된 동물이 동물원으로 이첩되어 전시

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관 간 이첩에 관련한 규정은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

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

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국민의 책무)에서는 모든 국민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물원에 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조항은 없지만 현  동물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생물다양성 보전임을 고려할 

때 국가는 동물원이 보전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행위는 제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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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원 운영 일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110개소이다. 이 중 공영동물원은 서울어린이 공원, 부산광역시해양자연사박물관, 

인천 공원 어린이동물원, 구 도시공원관리사무소 달성공원관리소(달성공원 동물원), 전오월

드, 울산 공원 동물원, 광주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우치동물원), 서울 공원, 청주동물원, 아산시 

생태곤충원, 전주동물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야생동물원, 함평 양서파충류 동물원, 해남 공룡화석

지 조류생태관, 진양호동물원, 창녕 산토끼노래동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국립생태원 등 

총 18개소이다.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교육･전시 외에 생물다양성, 야생생물 관리 

활동 및 정책수립에 지원･협력하고 있다. 환경부에 의해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시설 3곳 중 공영동물원은 서울 공원과 청주동물원 총 2개소이다. 

21세기 현  동물원의 기능을 보전, 교육, 연구라고 정의했을 때 민간에서 운영되는 시설 중 현  

동물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 부분의 민영 시설은 체험형, 실내동

물원, 테마파크, 동물카페 등 오락 위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동물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인 교육을 기 할 수 있는 시설은 공영동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해도 민간 체험동물원 수준의 위락시설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표 3-1> 동물원 운영 현황

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

대공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2018.12.31.기준 

총 100종 720개체

- CITES 종 : 46종 141개체

- 멸종 : 9종 20개체

- 일반종(가축포함) : 54종 

570개체

2018.12.31.기준

- 축산기사 : 8명

- 축산기능사 : 10명

- 축산산업기사 : 2명

- 동물의 사육 및 관리

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 5명

총면적 : 28,181㎡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전시사육시설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해수 또는 담수공

급 및 정화시설 

2018.

5.30.
공공

서울시 애니스토리㈜
광진구 

능동로216

2018.12.31.기준

총 19종 174개체

- CITES 종 : 9종 35개체

- 일반종 : 10종 139개체

2018.12.31기준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4명

총면적 : 1,501㎡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전시사육시설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해수 또는 담수공

급 및 정화시설

2018.

5.30.
민간

서울시 더쥬 서울시 강동구 2019.2.22기준 2019.2.22기준 총면적 : 1,487㎡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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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THEZOO)
양재대로

1299 

총 71종 1008개체

- CITES 종 : 30종 66개체

- 일반종 : 41종 942개체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4명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전시사육시설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해수 또는 담수공

급 및 정화시설

2018.

5.30.

서울시 헬로애니멀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20-33 1층 

119

2019.2.15.기준

총 38종 193개체

- CITES 종 : 12종 23개체

- 일반종 : 26종 170개체

2019.2.15.기준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1명

총면적 : 295.32㎡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 전시사육시설  

    ㎡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 해수 또는 담수

공급 및 정화시
설    ㎡

2018.

9.7.
민간

서울시 ㈜ 주렁주렁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2 

경방타임스퀘

어 5층

총 20종 1237개체

- 일반종 : 20종 1237개체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3명

총면적 :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116㎡
- 전시사육시설 

389.6 ㎡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15㎡
- 해수 또는 담수

공급 및 정화시
설    ㎡

2019.

7.17.
민간

부산

광역시

㈜핫독 

부산지사

위드 쥬 

부산시 중구 

구덕로 26

 (4~5층, 

남포동2가)

총  27종  70개체

- CITES종  4종 4개체

- 멸종 

- 일반종 23종 66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239.47㎡

- 사무실 

- 전시사육시설

- 격리시설

2018.

5.30.
민간

부산

광역시
삼정더파크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1 

(초읍동)

총 131종 927개체

- CITES종 48종 168개체

- 멸종 (3종) (11개체)

- 일반종 83종 759개체

총 14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3명

총면적 : 3,156.12㎡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전시사육시설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2018.

5.30.
민간

부산

광역시

㈜하이주 

해운대점

부산시 

해운대구 

구남로 

29번길 21 

(세이브존 

7층, 중동)

총  51종 217개체

- CITES종 15종 19개체

- 멸종 

- 일반종 36종 198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1,353㎡

- 사무실

- 전시사육시설

- 격리시설

2018.

5.30.
민간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해

양자연사박물

관

부산시 동래구 

우장춘로 175 

(온천1동)

총 29종 57개체

- CITES종 20종 34개체

- 멸종 

- 일반종 9종 23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976.8㎡

- 사무실

- 전시사육시설

- 격리시설

박물관 

등록

(2012.

11.26.)

공공

인천 앵무새동물원 인천광역시 총 22종 98개체 총 4명 총면적 : 333 ㎡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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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광역시

서구 

검단로609번

길 3-1, 3층

(우) 22601 

- CITES 종 : 22종 

98개체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3명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99 ㎡

- 전시사육시설  : 

214 ㎡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20 ㎡

2017.

8.22.

인천

광역시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총 45종 267개체

- CITES종 : 9종 31개체

- 멸종위기종  : 2종 

5(CITES 2종중복)

- 일반종 : 36종 236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 (상시)

사육사 2명

총면적 : 15,489㎡

- 사무실 : 212㎡

- 전시사육시설 : 

4,490㎡

- 전시시설 : 

3,270㎡

- 진료실 : 20㎡

2018.

6.5.
공공

인천

광역시

마리앤쥬(ZO

O)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25번길 13, 

3층 302호

(우) 21995

총 18종 90개체

- 일반종 : 18종 90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2명

총면적 : 174.8㎡

- 사무실 : 5.2 ㎡

- 전시사육시설 : 

75.9 ㎡

- 위생실 : 2 ㎡

- 격리시설 : 2 ㎡

- 카운터 : 11.1 ㎡

- 먹이창고 : 7.4 ㎡

- 로비 71.2 ㎡

2018.

6.12.
민간

인천

광역시

마리레시피&

치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6 

대신스카이프

라자 지층1호

(우) 21394 

총 19종 55개체

- 일반종 : 19종 55개체

총 2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1명

면적 78.21㎡ 

- 전시･사육시설 : 

53.81㎡

- 사무실 : 1.7㎡

- 위생실 : 11.2㎡ 

- 격리실 : 5.1㎡

- 기타 : 6.4㎡

2019.

3.19.
민간

인천광

역시
아이앤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16번길 33-4, 

트리플스트리

트 D동 107호 

(우) 21984 

총계 45종 125마리

- 일반종 : 29종 72개체

- CITES : 16종 53개체

총 4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3명

면적 276.97㎡ 

- 전시시설 : 

116.8㎡ 

- 사육시설 : 

125.99㎡

- 사무실 : 

20.67㎡ 

- 격리실 : 6.84㎡

- 창고 : 6.67㎡

2019.

3.19.

(2019.

8.9.

변경

등록)

민간

인천

광역시
프렌쥬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보리고개로 

166

(우) 

총계 38종 162마리

- 일반종 : 38종 162마리

총 2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1명

면적 228.162㎡ 

- 전시시설 : 

181.062㎡ 

- 사육시설 : 18㎡

- 사무실 : 18㎡ 

- 격리실 : 11.1㎡

등록

진행중

(기타 

사항 

보완중)

민간

대구 도시공원관리 대구광역시 총 78종 679개체 총 13명 총면적 :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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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광역시

중구

사무소

달성공원

관리소

중구 

달성공원로 35

- CITES 종 : 24종 81개체

- 멸종 : 1종 3개체

- 천연기념물 : 6종 15개체

- 일반종 : 47종 580개체

수의사 2명

사육사 11명

126,576㎡

- 사무실 또는 

연구실(동물병

원) : 100㎡

- 전시사육시설  : 

7,940㎡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동물병원 내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616㎡

2019.

1.16.

대구

광역시

중구

이웃집수달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99 5층 

총 14종 45개체

- CITES 종 : 2종 3개체

- 멸종 : 0종 0개체

- 일반종 : 12종 42개체

총 2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1명

총면적 : 168㎡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6㎡

- 전시사육시설  : 

68㎡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7㎡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 ㎡

2018.

12.31.
민간

대구

광역시

동구

미니멀동물원

이시아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51길 3 

2층 

총 39종 142개체

- CITES 종 : 종 14개체

- 일반종 : 종 18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2명

총면적 : 429㎡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5㎡

- 전시사육시설  : 

396㎡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22㎡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 ㎡

2018.

3.2.
민간

대구

광역시

동구

토이빌리지

대구혁신점

대구 동구 

대림동 888-1

골드타워 빌딩

총 24종 83개체

- CITES 종 : 9종 19개체

- 멸종 : 0종 0개체

- 일반종 : 15종 64개체

총 6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2명외 

보조 사육사 3명

총면적 : 764㎡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1㎡

- 전시사육시설  : 

169㎡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27㎡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 ㎡

2019.

5.1.
민간

대구 이월드 대구광역시 총 53종 342개체 총 3명 총면적 : 8,039㎡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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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광역시

달서구
동물농장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CITES 종 : 16종 29개체

-일반종 : 37종 316개체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2명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3㎡

- 전시사육시설  : 

442㎡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14㎡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13㎡

2018.

4.12.

대구

광역시

달성군

㈜스파밸리

네이처파크

애니멀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891

총 69종 948개체

- CITES 종 : 15종 43개체

- 천연기념물 : 2종 8개체

- 일반종 : 52종 897개체

총 7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6명

총면적 : 46,070㎡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15㎡

- 전시사육시설  : 

882㎡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62㎡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 ㎡

2019.

1.16.
민간

대구

광역시

달성군

쥬쥬랜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02

총 14종 81개체

- CITES 종 : 2종 5개체

- 천연기념물 : -

- 일반종 : 12종 74개체

총 2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1명

총면적 : 10,309㎡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6㎡

- 전시사육시설  : 

423㎡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68㎡

- 해수 또는 담수

공급 및 정화시

설 : - ㎡

2018.

6.11.
민간

대구

광역시

달성군

대구숲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03

총 35종 80개체

- CITES 11종 : 11종 13

개체

-일반종 : 24종 67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3명

총면적 : 3542㎡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43㎡

- 전시사육시설  : 

370㎡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475㎡

- 해수 또는 담수

공급 및 정화시

설 : - ㎡

2019.

7.3.

(상호

변경)

민간

대전 대전오월드 대전광역시 총 127종 888개체 총 42명 총면적 : 782,823㎡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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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 CITES 종 : 73종 518개

체

- 일반종 : 54종 370개체

수의사 5명

사육사 36명

병리사 1명

- 동물원 : 

608,283㎡

- 버드랜드 : 

75,672㎡

- 전시 사육시설 : 

50,521㎡

- 동물병원 

(진료,격리) : 

622.56㎡

2018.

5.29.

대전

광역시

대전

아쿠아리움

대전시 중구 

보문산공원로 

469

총 264종 5902개체

- CITES 종 : 35종 82개체

- 일반종 : 229종 5820개체

총 18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17명

총면적 : 9,106㎡

- 사무실 또는 

연구실 150㎡

- 전시사육시설 

5,300㎡

- 진료 또는 

격리시설 

300㎡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500㎡

2018.

6.18.
민간

대전

광역시

㈜하이주 

대전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 

지하2층(둔산

동, 세이브존)

총 56종 337개체

-CITES 종 : 13종 18개체

-일반종 : 46종 319개체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2명

총면적 : 약 
1319.7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8.34 ㎡
- 전시사육시설 : 

35.94 ㎡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7.28 ㎡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12.05 ㎡

2018.

6.20.
민간

대전

광역시

(주)티놀자 

애니멀파크

대전광역시

대덕대로 

989번길

9-51

총 80종 378개체

-CITES 종 : 12종 17개체

-일반종 : 60종 315개체

총 4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3명

총면적 : 794.5 ㎡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36 ㎡

- 전시사육시설  : 

742.5 ㎡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16 ㎡

2018.

9.14.
민간

울산

광역시

㈜울산테마파

크

울산시 남구 

번영로 

250번길 9, 

7층(삼산동, 

세이브존 

울산점)

총  37종 92개체

-CITES종 : 7종 10개체

-일반종 : 30종 82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115.7㎡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전시사육시설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2017.

9.15.
민간

울산 대공원 동물원 울산시 남구 총  51종 198개체 총 5명 총면적 : 12,156㎡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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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광역시
대공원로 94, 
울산대공원 내 

동물원

-CITES종 : 18종 32개체
-일반종 : 30종 159개체
-천연기념물 : 3종 7개체

 -수의사 1명(상근)
 -사육사 4명

- 사무실 또는 
순치실 : 
77.6㎡

- 전시사육시설 : 
2,730㎡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25㎡

2017.

10.25.

울산

광역시
와우쥬

울산시 남구 
대학로 164, 

2층 
214호(무거동, 
웰츠타워상가)

총  39종 76개체
-CITES종 : 14종 20개체
-국내멸종위기종 : 1종 1
개체

-일반종 : 23종 55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110.81㎡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전시사육시설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2018.

3.14.
민간

울산

광역시

울산테마식물

수목원

울산시 동구 
쇠평길 33-1

총 25종 93개체
-CITES종 8종 13개체
-일반종 17종 80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375㎡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전시사육시설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2018.

7.11.
민간

울산

광역시

우리동네

동물원 

아이니그룹

울산시 중구 
남외2길 
30,2층

총 26종 81개체
-CITES종 6종 6개체
-일반종 20종 75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375㎡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전시사육시설
- 진료 또는 

격리시설

2018.

9.14.
민간

광주

광역시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77
(생용동)

총 106종 663개체
- 국제적멸종위기종 : 

49종 125개체
- 멸종위기야생생물 : 7종 

19개체
- 천연기념물 : 5종 

30개체
- 일반종 : 37종 213개체

총 17명
수의사 4명 (상근)
사육사 13명

총면적 : 121,302 ㎡
- 사무실 : 374 ㎡
- 전시사육시설  : 

14,587 ㎡
  (내실, 격리실, 

방사장 포함)
- 진료시설 : 82.5 ㎡
- 정화시설 : 

93.08 ㎡

2018. 

5.28.
공공

광주

광역시
하이주 동물원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72, 
와이즈파크 

3층 
실내동물원 

하이주

총 49종 156개체
-CITES 종 : 11종 14개체
-멸종 : 0종 0개체
-일반종 : 38종 142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2명

- 전시사육시설 : 
470.43㎡

2018.

8.21.
민간

세종

특별

자치시

충청남도산림

자원연구소

세종특별

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총  29종  159개체

-CITES 3종 7종

-일반종 9종 35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7,065㎡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전시 및 사육 

시설

- 진료 또는 

격리시설

2018.

6.28.
공공

세종 베어트리파트 세종특별자치 총  15종  380개체 총 4명 총면적 : 3,371㎡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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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특별

자치시

시 전동면 

신송로 217

-CITES종  2종  116개체

-일반종  2종 55개체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3명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전시 및 사육 
시설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2018.

6.28.

세종

특별

자치시

미니멀주 

세종점

세종특별

자치시 

대평3길 18, 

702~706(대

평동, 

해피라움블루)

　 　 　 2019.3. 민간

경기도
테마동물원

쥬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90

총 104종 391개체

- CITES 종 : 52종 

178개체

- 일반종 : 41종 127개체

- 가축 11종 86 개체

총11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10명

총면적 : 
3,351.67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334.88  ㎡

- 전시사육시설  : 
2,802.34㎡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198    ㎡

- 여과시설 :  
16.45  ㎡

동물

박물관

2002.

11.6.

동물원

등록

2018.

5.31.

민간

경기도
배다골

테마파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7-7

총 21종 152개체

-CITES 종 : 6종 9개체

-멸종 : -종 -개체

-일반종 : 15종 143개체

총 2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1명

총면적 : 
684.297521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6.528926 ㎡

- 전시사육시설  : 
651.2396695㎡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9.917355 ㎡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6.61157 ㎡

2018.

12.30. 

또는 

등록

진행중

민간

경기도
㈜주렁주렁 

하남점

하남시 

유니온로 120 

2층 주렁주렁

총 91종 2,004개체

-CITES 종 : 29종 69개체

-일반종 : 62종 1,935개체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9명

총면적 : 3473.7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31㎡
- 전시사육시설  : 

1406.4 ㎡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126.3 ㎡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8.9㎡

2018.

4.16.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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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경기도 서울대공원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총 259종 2,536개체

- CITES 종 : 121종 

1,010개체

- 국내멸종 : 30종 

214개체

- 일반종 : 130종 

1,460개체

총 65명

진료수의사 4명 

사육사 61명

총면적 : 

2,2420,000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6147.8㎡

- 전시사육시설  : 

2,122,15 ㎡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1,658 ㎡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5,000 ㎡

2018.

5.25. 

등록

완료

공공

경기도
㈜주렁주렁 

킨텍스점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1 

롯데 빅마켓 

지하1층

총 84종 총 1592개체

-CITES 종 : 22종 52 개체

-일반종 : 62종 1540 개체

총 11명

수의사 3명 

(촉탁)

사육사 8명

총면적 : 1772 ㎡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55.5 ㎡

- 전시사육시설  : 

787.4 ㎡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73.2 ㎡

2018.

5.30.
민간

경기도
㈜하이주 

부천점

부천시 길주로 

105, 4층 

(상동, 

세이브존)

총 27종 55개체

-CITES 종 : 9종 16개체

-일반종 : 18종 39개체

총 7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6명

총면적 :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

- 전시사육시설  : 

○○○ ㎡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 ㎡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 ㎡

2018.

12.30. 

또는 

등록

진행중

민간

경기도 와우쥬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26번길 

7-4, 

지하1층 

(백석동)

총 39종  103개체

-CITES종 10종 12개체

-일반종 24종 83개체

총 3명

- 촉탁수의사 1명

- 사육사 2명

- 전시시설:119.6

- 사무실:11.3

- 사육시설:15.5

- 격리시설:10.8

2018.

5.30.
민간

경기도
버드몽

테마파크

김포시 월곶면 

점동로 34

총 37종 176개체

-CITES 종 : 22종 64개체

수의사 1명(촉탁)

- 하다동물병원 계약

사육사 4명

총면적 : 2000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0 ㎡

- 전시사육시설  : 

200 ㎡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5 ㎡

2018.

6.04.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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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경기도

삼성물산㈜

에버랜드

리조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총 144종 1719개체

-CITES 종 : 75종 737개체

총 11명

- 상근수의사 5명

- 사육사 6명

- 전시시설 : 

31,760평

- 사무실:152

- 사육시설 : 

11,109평

- 격리시설:74

- 먹이저장 

창고:152

2018.

6.8.
민간

경기도
아침고요가족

동물원

가평군 상면 

임초밤안골로 

301

총 86종 645개체

-CITES 종 : 17종 32개체

-멸종 : 6종 11개체

-일반종 : 63종 602개체

총 8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7명

총면적 : 

3,318.76㎡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22.94 ㎡

- 전시사육시설 : 

3,183.82 ㎡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12㎡

2018. 

6.26.
민간

경기도
아르티스

테마파크

화성시 

동탄대로19길 

10, 9층

총 119종 2687개체

-CITES 종 : 17종 73개체

-일반종 : 101종 2612개체

-멸종 : 1종 2개체

총 6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5명

총면적 :

971.89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23.7㎡

-전시사육시설 : 

233.6825 ㎡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7.65+12.5 ㎡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44.28 ㎡

2018.

7.30.
민간

경기도
사파리체험

테마파크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93-75

총 26종 64개체

-CITES 종 : 9종 11개체

-멸종 : 0종 0개체

-일반종 : 18종 54개체

총 2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1명

총면적 : 661 ㎡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20 ㎡

- 전시사육시설 : 

66 ㎡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13 ㎡

- 해수 또는 담수

공급 및 정화시

설 : 0㎡

2018.

7.4. 
민간

경기도
센트럴

작은동물원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25

총  12종  16개체

-CITES종 12종 16개체

총 2명

- 촉탁수의사 1명

- 사육사 1명

- 전시시설:50.4

- 사무실:4

- 사육시설:23.4

- 격리시설:3.6

2018.

7.5.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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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경기도 에듀가든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185

총 41종 93개체

-CITES 종 : 9종 10개체

-멸종 : ○○종 ○○개체

-일반종 : 32종 83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2명

총면적 : 198.89 ㎡
- 사무실 또는 연

구실 : 8.12 ㎡
- 전시사육시설  : 

162.65 ㎡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28.12 ㎡
- 해수 또는 담수

공급 및 정화시
설 : 0 ㎡

2018.

7.16.
민간

경기도
신라애니멀부

천지점

부천시 

조마루로 2 

웅진플레이도

시 3층

총  140종  3,904개체

-CITES종 12종

총 5명

- 촉탁수의사 1명

- 사육사 4명

- 전시시설: 
1405.6

- 사무실 : 
117.32

- 사육시설:35
- 격리시설: 52

2018.

10.26.
민간

경기도 쥬라리움

하남시 

미사강변한강

로 209 

(망월동)

총 40종 257개체

-CITES 종 : 12종 26개체

-일반종 : 28종 231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2명

총면적 :  
443.19㎡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40㎡
- 전시사육시설  : 

400㎡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3.19㎡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

2018.

11.8.
민간

경기도 주파크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328-1

총 49종 246개체

-CITES 종 : 8종 10개체

-일반종 : 41종 236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2명

총면적 : 329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5 ㎡
- 전시사육시설  : 

314 ㎡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3.5㎡

2018.

11.7.
민간

경기도 아프리카쥬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464

총 45종 약270개체

-CITES 종 :  14종 30개체

-멸종 : 14종 30개체

-일반종 : 31종 240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2명

총면적 :
444.42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9.35㎡

- 전시사육시설  : 
329.41 ㎡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32.49 ㎡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

2018.

12.7.

등록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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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경기도
하이브랜드 

기흥점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 63, 

AK&기흥 6층

총 50종 308개체

-CITES 종 : 18종 32개체

-멸종 : 0종 0개체

-일반종 : 20종 174개체

총 12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11명

총면적 :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 

㎡

- 전시사육시설  : 

○○○ ㎡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 ㎡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 ㎡

2019. 

3.13.
민간

경기도

은산어울림생

태박물관

협동조합

평택시 진위면 

은산길 

34-8번지 1층

총 38종 121개체

-CITES 종 : 18종 91개체

-멸종 : 0종 0개체

-일반종 : 20종 38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3명

총면적 :

340.35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8.68㎡

- 전시사육시설  : 

23.35 ㎡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13.5 ㎡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0㎡

2018.

12.30. 

또는 

등록진

행중

민간

강원도 알파카월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덕밭재길 

146-155

총 59종  503개체

-CITES종 6종 17개체  

-일반종 53종486개체

총 11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10명

총면적 : 

2,130.14㎡

- 사무실 : 

396.08㎡

- 전시사육시설 : 

623.66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318.21

- 기타 : 792.19

2017.

8.25.
민간

강원도
자연아놀자 

박물관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05

총 30종 175개체

 - CITES종 8종 13개체

 - 일반종 24종 171개체

총 2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1명

총면적 : 3,686㎡

- 사무실 : 13㎡

- 전시시설 : 

608㎡

- 사육시설 : 10㎡

- 진료검역시설 : 

13㎡

2018.

6.27.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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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강원도
대관령 

아기동물농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송암골길  

197-23

총 27종 778개체

- 일반종 26종 775개체 

- 멸종 1종 3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2명

총면적 : 

1,724.3㎡

- 사무실 : 65㎡

- 전시사육시설 : 

2063.3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16㎡

- 기타 : 35㎡

2018.

6.27.
민간

강원도
육림랜드 

동물원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65

총 22종 92개체

- CITES종 4종 7개체

- 멸종  4종 15개체

- 일반종 16종 70개체

총 5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4명

총면적 : 

2,658.6㎡

- 사무실 : 117㎡

- 전시사육시설 : 

2,494.8㎡

- 치료 또는 

격리시설 : 

46.8㎡

2018.

6.27.
민간

강원도 애니멀스토리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연로 

212-10

총 36종 181개체

 - CITES종 15종 18개체

 - 일반종 21종 163개체

총 2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1명

총면적 : 

1,706.3㎡

- 사무실 : 9.3㎡

- 전시사육시설 : 

1,647㎡

- 치료 또는 

격리시설 : 

50㎡

2018.

6.27.
민간

강원도

옥계 

쌍둥이동물

농장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384

총 42종 671개체

-멸종 :  4종 6개체

-일반종 :  38종 665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2명

총면적 : 

2,675.5㎡

- 사무실 또는 

연구실 33㎡

- 전시사육시설 

378.3㎡

- 진료 또는 

격리시설 

16.5㎡

- 기타 : 2247.7㎡

2018.

8.14.
민간

강원도
펫힐링 

달빛동물원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662-2

총 26종 421개체

-멸종 :  1종 2개체

-일반종 :  25종 419개체

총 4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3명

총면적 : 

2724.82㎡

- 사무실 또는 

연구실 

912.8㎡

- 전시사육시설 

1752.62㎡

- 진료 또는 

격리시설 

32.4㎡

- 기타 : 27㎡

2019.

4.24.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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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강원도

청성애원㈜   

우루루동물

농장

강원도 평창군 

살구실길 

53-10

총 25종 240개체

-일반종 :  25종 240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2명

총면적 : 

145,200㎡

- 전시사육시설 

145,200㎡(격

리시설 포함)

2019.

6.27.
민간

청주시 청주동물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224

총 85종 516개체

-CITES 종 : 44종 187개체

-멸종 : 15종 58개체

-천연기념물 : 10종 75개체

-일반,가축,반려종 : 38종 

281개체

총 11명

수의사 3명

사육사 8명

총면적 

12,997.98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49.06 ㎡

- 전시사육시설  : 

12,695.4 ㎡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97 ㎡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56.52 ㎡

2018.

6.25.
공공

충북

도청

에니멀빌리지

동물원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 

36번길, 6 2층

총 36종 110개체

-CITES 종 : 6종 11개체

-멸종 : x

-일반종 : 30종 99개체

총 2명

수의사 1명 (촉탁)

사육사 1명

총면적 : 297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8 ㎡
- 전시사육시설  : 

30 ㎡
- 진료 또는 격리 

시설 : 20㎡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 
해당사항없음.

2018.

9.10.
민간

충청

남도
앵무세상

충남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 3길 15

총 24종 176개체

-CITES종 10종 26개체

-일반종 8종 62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252㎡

- 사무실

- 전시사육시설

- 진료 또는 

격리시설

2018.2. 민간

충청

남도
국립생태원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총  264종 3,802개체

-CITES종 47종 182개체

-멸종 18종 33개체

-일반종 207종 3,517개체

총 16명 

수의사(상근) 4명

사육사 14명

총면적 : 

47,269㎡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97

- 전시사육시설: 

46,772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300

- 오수처리시설 : 

380㎥/d

2018.7.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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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충청

남도

정글스토리

(노라쥬)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82-1

총  64종 597개체

-CITES종 12종 18개체

-일반종 56종 579개체

총 4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3명

총면적 : 526㎡
- 사무실 : 36
- 전시사육시설 : 

457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15
- 창고시설 : 18
- 오수처리시설 : 

10㎥/d

2018.7. 민간

충청

남도
정글카페

서산시 

잠홍2길 107

 총 36종 263개체

-CITES종 11종 22개체

-일반종  23종 222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228㎡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전시사육시설
- 진료 또는 

격리시설

2018.7.

(사육사 

1명

유예)

민간

충청

남도

아산시 

생태곤충원

아산시 배미로 

154

총  18종 93개체

-CITES종 2종 6개체

-일반종  13종 64개체

총 7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6명

총면적 : 1,796㎡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전시사육시설
- 진료 또는 

격리시설

2018.7. 공공

전라

북도
전주시동물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총  103종  628개체

-CITES종 34종 108개체

-멸종 4종 5개체

-천연기념물 1종 28개체

-일반종 64종 487개체

총 19명 

수의사 4명(상근)

사육사 15명

총면적 : 
10,253㎡
- 사무실

- 동물병원 
(격리,진료실)

- 전시사육시설
- 먹이창고
- 오물처리시설

2018.

5.4.
공공

전라

북도

군산시 

금강철새

조망대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120

총  61종 486개체

-CITES종 12종 24개체

-멸종 3종 5개체

-일반종 47종 433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2명

총면적 : 1,692㎡
- 사무실
- 구조구난실, 

진료실
- 전시사육시설
- 먹이창고

2018.

5.14.
공공

전라

북도
우쭈쭈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원서곡길 

14-5

총  29종 55개체

-CITES종 11종 23개체

-일반종 18종 32개체

총 2명

수의사 1명(촉탁)

사육사 1명

총면적 : 
114.95㎡
- 사무실
- 사육시설 
- 격리시설

2018.

8.10.
민간

전라

남도
와우쥬

전남 순천시 

중앙2길1 2층

총  27종  51개체

-CITES종: 9종 12개체

-가축 : 1종 3개체

-일반종; 17종 36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147.28㎡
- 사무실 또는 

연구실: 15㎡
- 전시사육시설: 

117.28㎡
- 진료 또는 

격리시설: 5㎡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2018.

1.29.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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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전라

남도
엔젤펫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933-7

총  47종 877개체

-CITES종: 38종 180개체

-일반종: 2종 150개체

- 가축 : 7종 547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1,980㎡
- 사무실 : 24㎡
- 전시사육시설: 

1,932㎡
-격리시설: 24㎡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시설

2018.

2.6.
민간

전라

남도

순천만국제습

지센터 

야생동물원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

길 47

(국제습지

센터)

총  31종 201개체

-CITES종: 7종 51개체

-천연 : 3종 25개체

-일반종: 14종 63개체

- 가축 : 7종 62개체

총 5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4명

총면적 : 5,071㎡
- 사무실 : 26㎡
- 전시사육시설: 

4,975㎡
- 격리시설: 14㎡
- 조리실 및 

오수처리시설 : 
56㎡

2018.

4.17.
공공

전라

남도
앵무새위탁소

전남 목포시 

양을로 268

총  18종 326개체

-CITES종: 14종 64개체

- 가축 : 4종 262개체

총 1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264㎡
- 사무실 : 16.5㎡
- 전시사육시설: 

231㎡
- 격리시설: 

16.5㎡

2018.

4.23.
민간

전라

남도

함평 

양서･파충류 

동물원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학동로 

1398-9

총  81종 274개체

-CITES종: 35종 83개체

-일반종: 43종 184개체

- 가축 : 3종 7개체

총 4명 

 -수의사(상근) 1명

 -사육사 3명

총면적 : 
5,226.81㎡
- 사무실 : 

133.55㎡
- 전시사육시설: 

4,776.17㎡
- 포육/치료실: 

93.08㎡
- 오수처리시설 : 

224㎡

2018.

5.30.
공공

전라

남도

공룡화석지 

조류생태관

전남 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234(해남공룡

박물관)

총  11종 230개체

-CITES종: 1종 1개체

-일반종: 2종 38개체

-가축 : 8종 191개체

총 0명 

 -수의사(상근,촉

탁) 0명

 -사육사 0명

총면적 : 988㎡
- 사무실 : 160㎡
- 전시사육시설: 

816㎡
- 격리시설: 12㎡

2018.

5.30.

(2019. 5. 

30.까지 

전문인

력 및 

시설 

등록 

기준 

보완)

공공

전라

남도
정왕목장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125

총  3종 99개체

-일반종: 1종 72개체

- 가축 : 2종 27개체

총 5명 

수의사(상근) 1

사육사 4명

총면적 : 
60,658.7㎡
- 사무실 : 14㎡
- 전시및사육시설 

: 546.6㎡
- 격리시설: 

10.5㎡
- 기타
  초지(59,978), 

퇴비실(9.6), 
관람통로(100)

2018.

9.14.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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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전라

남도

가자고흥

앵무새농장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1541

총  13종 143개체

-CITES종: 6종 41개체

-일반종 : 1종 10개체

- 가축 : 6종 92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1,012㎡

- 사무실 :  112㎡

- 전시사육시설: 

860㎡

- 격리시설:  40㎡

2018.

12.19.
민간

전라

남도
나주랜드

나주시 남평읍 

수청길 18

총  29종 55개체

-CITES종: 23종 44개체

-일반종 : 4종 7개체

총 3명 

수의사(상근) 2

사육사 1명

총면적 : 299㎡

- 사무실 :  64㎡

- 전시사육시설:  

123㎡

- 격리시설:  12㎡

- 기타 : 먹이 

저장고 100㎡

2018.

12.28.
민간

전라

남도

옐로우 지브라 

동물원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672

총 24종 55개체

-CITES종 : 10종 23개체

-일반종 : 14종 23개체

총 3명

-수의사(촉탁) 1

-사육사 1명

총면적 : 283.5㎡

- 전시실 및 

사육실 : 

253.5㎡

- 사무실 및 

연구실:  7.0㎡

- 동물 진료및 

격리실: 15.0㎡

- 먹이 저장 창고 

22.2㎡

2018.

3.25.
민간

경북 경주버드파크
경북 경주시 

보문로74-14

총 174종 2583개체

-CITES 종 : 68종 558개체

-천연기념물 : 1종 12개체

-일반종 : 105종 2013개체

동물의 사육 및 관리

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 6명

해당학과 졸업후 관

련분야 1년 이상 종

사 : 4명

총면적 : 1,515㎡

- 사무실 : 36㎡

- 전시사육시설 : 

1,453㎡

-진료실 : 26㎡

2018.

2.22.
민간

경북
주렁주렁 

경주보문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80

미탐시티 3층 

주렁주렁

총 46종 1132개체

-CITES 종 : 15종 29개체

-일반종 : 31종 1103개체

동물의 사육 및 관리

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 2명

해당학과 졸업후 관

련분야 1년 이상 종

사 : 2명

총면적 : 800㎡

- 사무실 : 26㎡

- 전시 및 

사육시설 : 

전시 656㎡ 

사육 92㎡

-격리시설 : 26㎡

2018.

6.19.
민간

경북
주렁주렁

(검역장)

경북 경주시 

천군동

하리길 41

총 15종 63개체

-CITES 종 : 6종 23개체

-일반종 : 9종 40개체

- 동물의 사육 및 관

리에 관한 업무에 2

년이상 종사 : 3명

- 해당학과 졸업후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 : 0명

총면적 : 191㎡

-사무실

-전시사육시설

-진료실

2018.

11.22.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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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경북

곤충파충류영

농조합법인

(곤충파충류체

험학교)

경북 안동시 

길안청송로 

214-53

총 54종 313개체

-CITES 종 : 14종 47개체

-일반종 : 40종 266개체

`- 축산기능사 : 1명

- 동물의 사육 및 관

리에 관한 업무에 2

년이상 종사 : 2명

- 해당학과 졸업후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 : 1명

- 수의사 면허증

총면적 : 4,445㎡

- 사무실 : 64㎡

- 전시 및 사육시설 

: 510㎡

- 치료･격리실, 

번식실 : 

41.5㎡

- 사료창고 : 50㎡

2018.

6.29.
민간

경북 쥬쥬동산

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301-7

총 72종 248개체

-CITES 종 : 38종 68개체

-천연기념물 : 6종 17개체

-일반종 : 28종 163개체

- 동물의 사육 및 관

리에 관한 업무에 2

년이상 종사 : 3명

- 해당학과 졸업후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 : 1명

총면적 : 1,670㎡

- 사무실

- 전시및사육시설

- 치료･격리실

- 조리실,사료창고

2018.

11.7.
민간

경북 거인국박물관
경북 경주시 

보문로 391

총 5종 5개체

-CITES 종 : 5종 5개체

(이전을 위해 동물 매각중)

- 동물의 사육 및 관

리에 관한 업무에 2

년이상 종사 : 3명

총면적 : 1,034㎡

- 사무실

- 전시및사육시설

2018.

12.7.
민간

경상

남도

창원시

애니멀 스토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옥정2길 7, 

2층

총 53종 139개체

-CITES 종 : 14종 21개체

-가축종   : 7종 15개체

-일반종   : 32종 103개체

총 3명 

- 수의사(촉탁) 1명

- 사육사 2명

총면적 : 130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5.75 ㎡

- 전시사육시설 : 

101.77 ㎡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12.48 ㎡

2018.

6.4.
민간

경상

남도

창원시

진양호동물원
진주시 판문로 

84

총 47종  276개체

-CITES종 : 9종 19개체

-천연기념물 : 1종2개체

-일반종 : 13종91개체

총5명

- 수의사 1명(농축산

과 소속 직원 위탁)

- 사육사 4명

총면적 : 6,603㎡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437.63㎡

- 전시사육시설 : 

6,103㎡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

2018.

6.22.
공공

경상

남도

김해시

주주힐즈
김해시 인제로 

458

총 24종 310개체

-CITES 종 : 4종 4개체

-일반종 : 18종 286개체

-가축 : 2종 20개체

총 2명

- 수의사 1명 (촉탁)

- 사육사 1명

총면적 : 300 ㎡

- 전시실 : 300 ㎡

※사무실, 사육실, 

격리실 2019. 

8월 확보 후 

변경등록 예정 

2018.

7.16.
민간

경상남

도

김해시

주식회사 

부경동물원

경남 김해시 

유하로 

226번길 70

총 77종 239개체

-CITES 종 : 33종 68개체

-천연기념물 : 3종 5개체

-일반종 : 35종 150개체

-가축 :  5종 8개체

-반려 :  3종 11개체

총 1명

- 수의사 1명 (촉탁)

※ 전문사육사 3명 

        2019 . 8

월 확보 후 증빙서류 

제출 예정

총면적 :1355 ㎡

- 사무실 : 16.4㎡

- 전시실 : 1,251 ㎡

- 격리실  : 13 ㎡

- 사육실  : 58㎡

- 먹이저장창고 

16.64㎡ 

(냉장고 3대)

2018.

10.23.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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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경상

남도

창녕군

산토끼

노래동산

창녕군 이방면 

이방로 623

총 14종, 400마리

- CITES종 : 2종 ,10마리

(사막여우, 설가타육지

거북이)

- 일반종 : 12종, 390마리

(미니말,유산양,면양,코

아티,햄스터,고슴도치,친

칠라,사랑새,기니피그, 

프레디독,미어캣,토끼)

총4명

- 위탁수의사 1명

- 사육사 3명

총면적: 58,827㎡

- 사무실 및 

연구실 100㎡

- 전시 및 체험 

시설 987㎡

- 전시 및 사육 

시설 1,000㎡

- 기타 : 

56,740㎡

2018.

5.28.
공공

제주

특별

자치도

라온쥬

제주시 

월림7길

155

▪ 총 계 : 36종/97개체

▪ 소 계 : CITES종(22종

/35개체), 일반보유종(14

종/62개체)

 - 포유류 : CITES종(1종

/3개체), 일반보유종(11종

/34개체)

 - 조  류 : CITES종(8종

/15개체), 일반보유종(2종

/25개체)

 - 양서･파충류 : CITES

종(11종/17개체), 일반보

유종(3종/3개체)

총 4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3명

총면적 : 

352.81㎡

- 사무실 : 1개소

- 전시사육시설 : 

실내전시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1개소

2017.

10.13.
민간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특별

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

▪ 총 계 : 24종/100개체

▪ 소 계 : CITES종(5종/9

개체), 일반보유종(19종

/90개체)

 - 포유류 :  일반보유종(4

종/24개체)

 - 조  류 : CITES종(5종

/9개체), 일반보유종(8종

/24개체)

 - 양서･파충류 : 일반보

유종(7종/43개체)

총 4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3명

총면적 : 47ha

- 사무실 1개소

- 전시사육시설

(1,268㎡)

: 4개소

- 격리시설 : 

1개소

2018.

3.13.
공공

제주

특별

자치도

스마일러펫

동물카페

제주시 애월읍 

상고길 47

▪ 총 계 : 33종/108개체

▪ 소 계 : CITES종(12종

/30개체), 일반보유종(21

종/78개체)

 - 포유류 : 일반보유종(4

종/15개체)

 - 조  류 : CITES종(2종

/2개체), 일반보유종(2종

/4개체)

 - 양서･파충류 : CITES

종(10종/28개체), 일반보

유종(15종/59개체)

총 3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2명

총면적 : 513㎡

- 사무실 1개소

- 전시사육시설

- 진료 또는 

격리시설 

2018.

4.11.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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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제주

특별

자치도

더정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139

▪ 총 계 : 30종/90개체

▪ 소 계 : CITES종(16종

/37개체), 일반보유종(4종

/49개체)

 - 조  류 : CITES종(3종

/4개체)

 - 양서･파충류 : CITES

종(10종/33개체), 일반보

유종(17종/53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198㎡

- 사무실 1개소

- 전시사육시설

- 격리시설 : 

1개소

2018.

5.31.
민간

제주

특별

자치도

한림공원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 총 계 : 45종/237개체

▪ 소 계 : CITES종(22종

/47개체), 일반보유종(23

종/190개체)

 - 조  류 : CITES종(5종

/9개체)일반보유종(11종

/147개체)

 - 양서･파충류 : CITES

종(17종/38개체), 일반보

유종(11종/41개체)

- 어류 : 일반보유종(1종 2

개체)

총 4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3명

총면적 : 6,196㎡

- 실내 사육장

- 조류계류장

- 사무실 및 

격리시설

2018.

5.31.
민간

제주

특별

자치도

개똥이

동물원

제주시 조천읍 

종안내길 135

▪ 총 계 : 23종/66개체

▪ 소 계 : CITES종(9종

/16개체), 일반보유종(14

종/50개체)

- 포유류 : CITES종(2종

/4개체)일반보유종(12종

/45개체)

 - 조  류 : CITES종(4종

/7개체)일반보유종(1종/1

개체)

 - 양서･파충류 : CITES

종(3종/5개체), 일반보유

종(1종/4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5,070㎡

- 사무실 

- 야외 전시시설

- 격리시설

- 사료창고

2018.

5.31.
민간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민속촌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 총 계 : 16종/90개체

▪ 소 계 : CITES종(4종/7

개체), 일반보유종(12종

/83개체)

- 포유류 : 일반보유종(4종

/14개체)

 - 조  류 : CITES종(4종

/7개체)일반보유종(8종

/69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157,100㎡

- 사무실 1개소

- 조류계류장

- 포유류 전시시설

2018.

5.31.
민간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공룡

랜드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 1

▪ 총 계 : 37종/307개체

▪ 소 계 : CITES종(17종

/51개체), 일반보유종(20

종/256개체)

총 3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2명

총면적 : 1,794㎡

- 앵무새사파리, 

미니동물원

- 먹이주기 체험장

2018.

6.1.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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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2018년 6월 기준 

관할

지자체
업소명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운영

- 포유류 : 일반보유종(14

종/180개체)

 - 조  류 : CITES종(14종

/48개체)일반보유종(5종

/75개체)

 - 양서･파충류 : CITES

종(3종/3개체), 일반보유

종(1종/1개체)

- 중대형사육실

- 진료실 및 

사무실

제주

특별

자치도

화조원
제주시 애월읍 

애원로 804

▪ 총 계 : 23종/185개체

▪ 소 계 : CITES종(14종

/44개체), 일반보유종(13

종/141개체)

- 포유류 : 일반보유종(3종

/15개체)

 - 조  류 : CITES종(14종

/44개체)일반보유종(10종

/126개체)

총 3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2명

총면적 : 

25,962㎡

- 사무실 및 창고

- 체험농장 4개동

- 조류체험장

- 편의시설

2018.

7.27.
민간

제주

특별

자치도

제주에코빌리

지

서귀포시 

남원읍 태외로 

536

▪ 총 계 : 11종/90개체

▪ 소 계 : CITES종(3종/5

개체), 일반보유종(8종/85

개체)

 - 포유류 : 3종/19개체

 - 조  류 : 2종 52개체

 - 양서･파충류 : 6종 19

개체

총 3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2명

총면적 : 

308,11㎡

- 사무실 및 

조리실

- 전시장

- 동물격리실

2019.

4.22.
민간

제주

특별

자치도

고흐의정원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신풍로 

132

▪ 총 계 : 29종/60개체

▪ 소 계 : CITES종(9종

/13개체), 일반보유종(23

종/49개체)

 - 포유류 : 1종/5개체

 - 조  류 : 1종 3개체

 - 양서･파충류 : 27종 52

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378㎡

- 사무실 및 

조리실

- 전시장

- 동물격리실

2019.

7.1.
민간

제주

특별

자치도

재리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 

351-9

▪ 총 계 : 32종/127개체

▪ 소 계 : CITES종(9종

/13개체), 일반보유종(23

종/49개체)

 - 포유류 : 16종/72개체

 - 조  류 : 7종 32개체

 - 양서･파충류 : 9종 17

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300㎡

- 사무실 및 

조리실

- 실내 전시

- 실외 사육장

2019.

7.26.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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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공영동물원 운영 현황

관할

지자체
접수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형태

서울시 　

서울시설

공단 

서울어린이

대공원

서울

시설

공단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2018.12.31.기준 

총 100종 720개체

- CITES 종 : 46종 141개체

- 멸종 : 9종 20개체

- 일반종(가축포함) : 54종 

570개체

2018.12.31. 

기준

- 축산기사 : 

8명

- 축산기능사 

: 10명

- 축산산업 

기사 : 2명

- 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이상 

종사 : 5명

총면적 : 

28,181㎡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전시 

사육시설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 

시설 

2018.

5.30.
전시관람

부산

광역시

박물관 

등록

(2012.1

1.26.)

부산

광역시

해양

자연사

박물관

정승윤

부산시 

동래구 

우장춘로 

175 

(온천1동)

총  29종 57개체

-CITES종 20종 34개체

-멸종 

-일반종 9종 23개체 

총 2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1명

총면적 : 

976.8㎡

- 사무실

- 전시사육 

시설

- 격리시설

박물관 등록

(2012.

11.26.)

전시관람

인천

광역시

2018.

5.21.

인천

대공원

어린이

동물원

인천

대공원

사업소장

인천광역

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총 45종 267개체

 - CITES종 : 9종 31개체

 - 멸종위기종  : 2종 

5(CITES 2종중복)

 - 일반종 : 36종 236개체

총 3명

수의사 1명 

(상시)

사육사 2명

총면적 : 

15,489㎡

- 사무실 : 

212㎡

- 전시사육 

시설 : 

4,490㎡

- 전시시설 : 

3,270㎡

- 진료실 : 

20㎡

2018.

6.5.
전시관람

대구

광역시

중구

2019.

01.16.

도시공원

관리사무소

달성공원

관리소

정진우

대구

광역시 

중구 

달성공원

로 35

총 78종 679개체

-CITES 종 : 24종 81개체

-멸종 : 1종 3개체

-천연기념물 : 6종 15개체

-일반종 : 47종 580개체

총 13명

수의사 2명

사육사 11명

총면적 : 

126,576㎡

- 사무실 또는 

연구실(동물

병원) : 

100㎡

- 전시사육 

시설  : 

7,940㎡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동물병원 내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 

시설 : 

616㎡

2019.

1.16.
전시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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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접수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형태

대전

광역시

2018.

04.30.
대전오월드 유영균

대전광역

시 중구 

사정공원

로 70

총 127종 888개체

-CITES 종 : 73종 518개체

-일반종 : 54종 370개체

총 42명

수의사 5명

사육사 36명

병리사 1명

총면적 : 

782,823㎡

- 동물원 : 

608,283㎡

- 버드랜드 : 

75,672㎡

- 전시 

사육시설 : 

50,521㎡

- 동물병원 

(진료,격리) : 

622.56㎡

2018.

05.29.
테마파크형

울산

광역시

2017.

10.11

대공원 

동물원

울산시설

공단 

이사장

울산시 

남구 

대공원로 

94, 

울산대공

원 내 

동물원

총  51종 198개체

-CITES종 : 18종 32개체

-일반종 : 30종 159개체

-천연기념물 : 3종 7개체

총 5명 

 -수의사 

1명(상근)

 -사육사 4명

총면적 : 

12,156㎡

- 사무실 또는 

순치실 : 

77.6㎡

- 전시사육 

시설 : 

2,730㎡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25㎡

2017.

10.25.

전시관람,

체험형 

광주

광역시

2018. 

5. 17.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윤병철

광주광역

시 북구

우치로 

677

(생용동)

총 106종 663개체

- 국제적멸종위기종 : 49종 

125개체

- 멸종위기야생생물 : 7종 

19개체

- 천연기념물 : 5종 30개체

- 일반종 : 37종 213개체

총 17명

수의사 4명 

(상근)

사육사 13명

총면적 : 

121,302 ㎡

- 사무실 : 

374 ㎡

- 전시사육 

시설  : 

14,587 ㎡

(내실, 

격리실, 

방사장 

포함)

- 진료시설 : 

82.5 ㎡

- 정화시설 : 

93.08 ㎡

2018.

5.28.

전시

관람 등

경기도
2018.

04.13.
서울대공원 송천헌

과천시 

대공원광

장로 102

총 259종 2,536개체

- CITES 종 : 121종 

1,010개체

- 국내멸종 : 30종 214개체

- 일반종 : 130종 1,460개체

총 65명

진료수의사 

4명 

사육사 61명

총면적 : 

2,2420,000 ㎡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6147.8㎡

- 전시사육 

시설  : 

2,122,15㎡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1,658 ㎡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 

시설 : 

5,000 ㎡

2018.

5.25. 

등록완료

전시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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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접수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형태

청주시 　 청주동물원

청주랜드 

관리사업

소장 이 

기 홍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224

총 85종 516개체

-CITES 종 : 44종 187개체

-멸종 : 15종 58개체

- 천연기념물 : 10종 75개체

- 일반,가축,반려종 : 38종 

281개체

총 11명

수의사 3명

사육사 8명

총면적 

12,997.98㎡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49.06 ㎡

- 전시사육 

시설  : 

12,695.4

㎡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97 ㎡

- 해수 또는 

담수공급 

및 정화 

시설 : 

56.52 ㎡

2018.

06.25.
전시관람

충청

남도
5.28 국립생태원 이희철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총  264종 3,802개체

-CITES종 47종 182개체

-멸종 18종 33개체

-일반종 207종 3,517개체

총 16명 

수의사(상근) 

4명

사육사 14명

총면적 : 

47,269㎡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197

- 전시사육 

시설: 

46,772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300

- 오수처리 

시설 : 

380㎥/d

2018.7. 테마파크형

충청

남도
6.04 

아산시 

생태곤충원

아산시시

설

관리공단 

이사장

아산시 

배미로 

154

총  18종 93개체

-CITES종 2종 6개체

-일반종  13종 64개체

총 7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6명

총면적 : 

1,796㎡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전시사육 

시설

- 진료 또는 

격리시설

2018.7. 테마파크형

전라

북도

2018.

04.20

전주시동물

원
조동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총  103종  628개체

-CITES종 34종 108개체

-멸종 4종 5개체

-천연기념물 1종 28개체

-일반종 64종 487개체

총 19명 

수의사 

4명(상근)

사육사 15명

총면적 : 

10,253㎡

- 사무실

- 동물병원 

(격리,진료실)

- 전시사육 

시설

- 먹이창고

- 오물처리 

시설

2018.

5.4.
전시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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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접수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형태

전라
남도

2018.
3.13

순천만국제
습지센터 

야생동물원
순천시장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
호길 47
(국제습지

센터)

총  31종 201개체
-CITES종: 7종 51개체
-천연 : 3종 25개체
-일반종: 14종 63개체
- 가축 : 7종 62개체

총 5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4명

총면적 : 
5,071㎡
- 사무실 : 

26㎡
- 전시사육 

시설: 
4,975㎡

- 격리시설: 
14㎡

- 조리실 및 
오수처리시
설 : 56㎡

2018.
4.17

테마파크형

전라
남도

2018.
5.23

함평 양서･
파충류 
동물원

함평군수

전남 
함평군 
신광면 
학동로 

1398-9

총  81종 274개체
-CITES종: 35종 83개체
-일반종: 43종 184개체
- 가축 : 3종 7개체

총 4명 
 
-수의사(상근) 
1명
 -사육사 3명

총면적 : 
5,226.81㎡
- 사무실 : 

133.55㎡
- 전시사육 

시설: 
4,776.17㎡

- 포육/치료실: 
93.08㎡

- 오수처리 
시설 : 
224㎡

2018.
5.30.

테마파크형

전라
남도

2018.
5.28

공룡화석지 
조류생태관

해남군수

전남 
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
관길 

234(해남
공룡

박물관)

총  11종 230개체
-CITES종: 1종 1개체
-일반종: 2종 38개체
-가축 : 8종 191개체

총 0명 
 
-수의사(상근,
촉탁) 0명
 -사육사 0명

총면적 : 
988㎡
- 사무실 : 

160㎡
- 전시사육 

시설: 
816㎡

- 격리시설: 
12㎡

2018.
5.30.

(2019.5.30
까지 

전문인력 및 
시설 등록 
기준 보완)

테마파크형

경상
남도 

진주시

2018-
05-23

진양호
동물원

진주시장 
진주시 

판문로 84

총 47종  276개체
-CITES종 : 9종 19개체
-천연기념물 : 1종2개체
-일반종 : 13종91개체

총5명
- 수의사 
1명(농축산과 
소속 직원 
위탁)
- 사육사 4명

총면적 : 
6,603㎡
- 사무실 또는 

연구실 : 
437.63㎡

- 전시사육 
시설 : 
6,103㎡

- 진료 또는 
격리시설 :

2018.
6.22.

전시관람

경상
남도

창녕군

2018.5.
1.

산토끼노래
동산

창녕군수

창녕군 
이방면 
이방로 
623

총 14종, 400마리
- CITES종 : 2종 ,10마리
(사막여우, 
설가타육지거북이)
- 일반종 : 12종, 390마리
(미니말,유산양,면양,코아티,
햄스터,고슴도치,친칠라,사
랑새,기니피그, 
프레디독,미어캣,토끼)

총4명
- 위탁수의사 
1명
- 사육사 3명

총면적: 
58,827㎡
- 사무실 및 

연구실 
100㎡

- 전시 및 
체험시설 
987㎡

- 전시 및 
사육시설 
1,000㎡

- 기타 : 
56,740㎡

2018.
5.28.

전시관람, 
실내동물원

, 
테마파크형
, 체험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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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2019년 6월 기준. 

관할

지자체
접수일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보유동물 전문인력

시설현황

(면적표기)
등록일 형태

제주

특별

자치도

2018.3.

13

제주특별자

치도

자연생태공

원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

▪ 총 계 : 24종/100개체

▪ 소 계 : 

CITES종(5종/9개체), 

일반보유종(19종/90개체)

 - 포유류 :  

일반보유종(4종/24개체)

 - 조  류 : 

CITES종(5종/9개체), 

일반보유종(8종/24개체)

 - 양서･파충류 : 

일반보유종(7종/43개체)

총 4명 

 

-수의사(촉탁) 

1명

 -사육사 3명

총면적 : 47ha

- 사무실 

1개소

- 전시사육 

시설(1,26

8㎡)

 : 4개소

- 격리시설 : 

1개소

2018.

3.13.

전시관람 

및 체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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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영동물원 실태조사･평가

1. 동물복지와 관련된 평가 

가. 종합 평가

야생동물은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가두어 기르는 상태에 적절하도록 진화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가두어진 상태에서는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다. 온전한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동물로는 

유의미한 연구도 이루어질 수 없고 건전한 교육도 불가능하다. 

각 동물원을 방문해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표적인 10가지 요소에 해 평가했다. 10가지 

요소는 유럽연합 동물원 지침 모범 사례(EU Zoo Directive Good Practice Document)의 제2장 

동물원의 필수요건 중 3장 동물 관리(article 3. Accommodating animals)를 참조했다.

[그림 1]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Maslow’s hierarchy of needs pyr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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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 건강(외관)

 모든 조사 상 시설에 수의사가 동행하여 외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부상, 

피모, 눈, 균형, 움직임 등의 이상을 판별할 수 있었고 비만과 같은 질병은 쉽게 눈에 띄었으며 분변이

나 토사물 등을 관찰했다. 조사 상 10개소 중 최소 6개소에서 외관상 상처･부상이 있거나 질병을 

의심해볼 수 있는 동물이 관찰되었는데, 표적인 예로는 피모 불량, 절뚝거림, 눈곱･눈물, 발톱 웃자

람, 토하는 행동 등이 있었다. 동물의 상태가 전시에 부적절할 정도로 심각한 동물은 공개되지 않는 

내실에만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개체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사진 1]  달성공원 동물원에서는 짝짓기철 사슴의 번식행동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수컷끼리 싸움을 벌이는 것을 막으려면 

개체수 조절을 하거나 중성화를 해야 하지만, 뿔만 잘라놓아 수컷 사슴들의 정수리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했다. 번식기 수컷 사슴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관리하지 못해 뿔을 자르는 동물원의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다만 2014년, 2016년 등 중국의 몇몇 동물원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사슴의 뿔을 잘라 해외언론에 기사화된 바 있다.

동물의 신체적 건강함은 동물복지에서 가장 기본이다(그림 1). 동물의 신체적 건강이 동물복지의 

절 적 척도이거나 수명이 길다는 것이 높은 복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의 신체적 건강

함은 동물이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동물원은 건강하지 않은 동물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관찰 시스템을 마련하고 발견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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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 행동

행동 평가를 위해 장시간 관찰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행동이나 침울함을 보이는 동물

은 조사 상 전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동물들은 일정 경로로만 걸어 다닌 흔적을 바닥에 

남기거나 몸에 자해의 흔적을 남겨 정형행동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진 2]  2012년, 2014년, 2016년, 2019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털 뽑는 행동을 하는 어린이대공원의 청금강앵무

한 예로 청금강앵무들은 스스로의 몸을 훼손하는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었는데, 앵무류의 이러한 

자해 행동은 자연적 서식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자주 나타난다. 비정상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 개선, 훈련,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지만6) 몇 년 동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청금강앵무를 전시하는 8개의 동물원 가운데 5개 동물원에서 자해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은 반달가슴곰, 영장류, 늑 , 타조 등 다양한 종에서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3) 서식지 재현

야생동물 동물사 설계에서 기본은 서식지의 재현이다. 야생동물은 그들의 원서식지에서 살기에 알맞

게 진화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서식지와 식생까지 재현하지 못하더라도 야생에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와 구조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물복지보다 전시･관람에 큰 비중을 두다보면 

동물원에서는 관람객의 시야를 가리는 나무나 구조물을 방해가 된다고 여기기 쉽다. 최악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아무런 구조물 없이 동물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동물사도 있었다. 

6) Jenkins, J.R., 2001, Feather Picking and Self-Mutilation in Psittacine Birds, Veterinary Clinics of North America 
Exotic Animal Practice.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 •

52 •∙

이러한 전시장에 여전히 동물들을 전시하는 동물원들은 동물원의 진화 역사에 있어 철창에 동물을 

넣고 개체의 ‘신체’ 전시만 추구하던 19세기 수준(1단계)과,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청소하기 쉬운 타일

이나 콘크리트, 그리고 유리로 벽을 만들고, 추가로 관람객의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벽에는 

초원이나 밀림의 그림을 그려 넣거나, 해당 종의 행동생태에는 무의미한 철봉이나 나무 밑둥, 바위 

등의 구조물을 넣어 함께 전시하던 20세기 수준(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시방식은 이미 약 1980년 를 기점으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도태되고 폐기되고 있는 방식으로, 약 

40년 전부터 동물이 야생에서 접하는 재질을 활용하여 최 한 자연서식지를 재현하는 3단계, ‘몰입전

시(Immersion exhibit)’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몰입전시 기법은 동물이 사람이 사는 도시에 전시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해당 동물의 서식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전시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동물원에서는 동물사를 리모델링하

거나 새로 짓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부 동물원은 개장 때 환경에서 개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3]  진양호동물원의 코아티 사육장. 콘크리트 바닥과 쇠창살로 이루어진 사육장 구조는 동물원 도입 초기에 사용하던 제1세대

전시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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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전주동물원 표범사. 병렬식으로 사육장을 이어붙인 구조로 협소하고 단조로울 뿐 아니라 옆 사육장의 동물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진 5]  1980년대 경관몰입형 전시를 처음 도입한 시애틀 우드랜드파크 동물원. 서식지를 재현한 사육장에서 하마, 기린, 얼룩말이 

한 공간에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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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생

야생에서 동물들은 서로의 배설물로 존재를 인식하고 거리를 두려는 습성을 갖기 때문에 타 개체의 

배설물과 불가피하게 접촉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동물원에서는 많은 경우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 

고밀도로 사육되고, 해당 전시장의 개체들이 서로의 배설물에 자주 노출되는 부자연스럽고 비위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청소와 소독을 통해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

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배설물로 인해 생긴 가스(냄새)는 호흡기 감염 뿐 

아니라 각막처럼 약한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동물원은 다양한 종의 동물을 밀집해서 사육하

는 시설인 만큼 감염원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수 있다. 진화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감염원을 

만난 동물은 감염을 매개한 동물에 비해 치명적인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원서식지가 다른 

동물 간에 배설물, 분비물, 털 등이 오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  근현대 동물원의 진화 과정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다수의 동물원은 흙바닥이 아닌, 청소와 관리의 용이성에 중점을 둔 콘크

리트 또는 타일 바닥재를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동물의 야생 서식지나 행동 생태와는 

무관한 재질을 전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관람객들에게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해당 개체

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예: 콘크리트 바닥에서 사육된 고릴라의 손가락 

괴사 등). 청소의 용이성을 위한 건축 자재 선택이 아닌, 비위생적인 환경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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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한 재고가 필요하다. 

토끼나 앵무류 등 개체 수 조절에 실패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는 매일 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배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있었다.

[사진 6]  울산대공원 동물원의 토끼사.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개체를 사육하고 있어 바닥에 대소변이 가득하다.

 

5) 소음

부분의 동물원 동물은 소음에 익숙해져서 즉각적인 반응이나 급성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경우

는 드물다. 그러나 야생에서는 노출될 기회가 없는 지나친 소음 (관람객이 내는 큰 소리, 음악 소리, 

놀이기구 소리 등)이 장기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소음을 견디고 있는 것일 뿐, 자연스러

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진화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동물원의 관람 문화에 따라 관람객들이 

말소리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모든 동물원에서는 동물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관람객을 볼 수 있었다. 주말인지 평일인지에 따라 동물원 전체의 소음 크기는 

달라졌다. 놀이공원과 함께 운영되는 동물원에서는 사람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음악 소리를 상시

적으로 틀어놓기도 했다. 전기톱이나 낙엽청소기 등의 기계 작업도 동물의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한 동물원에서는 동물원 안 동물사 사이에서 음향장비를 동원한 규모 

급식행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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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동물사 바로 옆에서 대규모 급식행사를 하고 있다. 소음과 음식 냄새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동물에게 더 큰 자극이

된다. 공원의 일부로 운영되는 곳일수록 놀이기구 소음, 관람객 대상 행사 등으로 소음의 요인이 더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동물의 안전

동물원 동물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관람객이 던져 넣는 물체나 음식, 동물사 안의 사고 위험 

요소, 함께 사는 동물과의 갈등, 그리고 탈출 시도나 탈출 사고이다. 규모가 작고 투자가 없는 동물원일

수록 동물에게 접촉하려는 관람객의 비율은 높았고,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다. 동물에

게 위험한 물체나 음식을 던져 넣지 말라는 안내판에도 “물릴 수 있다”는 식의 사람의 안전에만 강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그림 8). 규모가 큰 동물원에서는 개체 수 조절 실패로 인해 과밀 사육되어 

동종 동물끼리 공격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사진 8]  관람객이 기니피그같은 작은 

동물을 만지면 동물이 다칠 가능성이 

훨씬 크지만 사람이 물릴 가능성만 언

급하고 있다. 관람객에게 동물의 안전

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이루어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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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상적 훈련 프로그램  

동물원에서 적절한 방법의 훈련은 수의학적 처치 등을 위한 핸들링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풍부화로서의 기능도 한다.7) 긍정강화훈련을 통한 학습은 동물에게 정신적 자극을 줌으로써 그 

자체로 풍부화가 될 수 있다. 서울 공원, 어린이 공원, 전주동물원 등 코끼리를 보유한 동물원에

서는 부분 발 건강 관리에 필요한 긍정강화훈련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 외의 다른 동물에서는 

일상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곳은 서울동물원의 사자 긍정강화훈련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훈련이 필요한 전체 동물의 종과 수를 감안하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코끼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강화훈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동물원도 

두 곳 있었다. 

[사진 9]  서울대공원의 사자 긍정강화훈련 시연. 관람객들은 사람

과 동물이 소통하는 장면에 호기심을 보인다. 그러나 긍정강화훈련

의 의미와 동물 복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어린이들은 단순한 

먹이주기 시연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었다. 

7) Melfi, V., 2013, “Is training zoo animal enriching?“, Applied Animal Behaviour Science. 147: 29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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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대구달성공원동물원의 코끼리

사. 긍정강화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

어서 코끼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기건강

검진을 할 수 없다.

[사진 11]  샌디에고 동물원의 코끼리 발 

관리와 긍정강화 훈련을 위한 시설 

8) 일상적 풍부화 프로그램 

풍부화는 서식지의 재현이나 새로운 물체 등을 통해 단조롭고 좁은 동물사 내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

는 방법이다. 동물원 동물에게 가장 흔한 정신적 문제가 지루함(boredom)인 이유는 일상적으로 받는 

자극의 강도도 낮고 자극의 종류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풍부화를 할 때는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최 한 자주 구조물의 배치를 바꾸고, 매일 새로운 오감의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월 단위 혹은 년 단위로 풍부화 프로그램을 짜고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체계적인 풍부화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동물원은 매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동

물행동풍부화 서포터즈’를 운용하는 서울 공원을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었다. 부분 동물들에게 새

로운 간식을 주거나 장난감을 매달아주는 정도의 노력만 간간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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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진양호동물원의 레서스 원숭이. 영장류는 풍부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사진 13]  서울대공원의 흰오릭스 내실. 초식동물 내실에 이례적

일 정도로 다양한 풍부화 도구를 설치해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관람객의 시선을 피할 수 있도록 대나무 발을 엮어준 

것은 이례적이며 바람직하다. 

9) 관람 구조

관람객의 존재와 움직임은 전시 동물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동물을 관람할 때 지켜야할 규칙을 관람객에게 안내하고, 관람 동선에 있는 관람객이 동물에게 

미칠 영향과 동물복지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예를 들어 형고양이과 동물이나 곰 등은 사람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동물들은 야생에서 사람을 비롯한 다른 동물보다 

더 아래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볼 일이 거의 없어 이러한 상황을 매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교육적인 면에서 동물의 전시장이 관람객을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관람

객이 해당 동물에게 갖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시장이 관람객보다 아래 위치하여 사람이 동물을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는 구조는 무의식중에 관람객들에게 자신들이 전시된 동물들보다 우월한 존재라

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논의는 이미 1980년 부터 있어왔다.8) 해외의 선진적인 동물원들 중에 동물

을 바로 아래서 내려다보게 설계되어있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다. 다만 전시장이 야생의 서식지를 

재현하여 그 면적이 매우 넓어, 관람객들은 구름다리 형태로만 해당 동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예, 독일의 라이프치히 동물원 등).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람들과 동물들의 거리가 멀어 동물과 

관람객의 물리적인 수직적 위치관계는 무의미해진다. 관람 시간에 사육사가 동물사에 머물며 관람객에

게 안내를 하거나 일탈행동을 제지하고 올바른 관람 태도를 안내하는지도 중요하다. 관람 시간 동안 

사육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동물원도 있었다.

8) Coe, J., 1985, Design and perception: making the zoo experience real, Zoo Biology. 4: 19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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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관람객이 호랑이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도록 되어있는 진양호동물원의 호랑이사. 사육장 위에는 관람객이 

던진 과자가 놓여 있다. 

10) 먹이주기, 만지기 체험

동물원에서 관람객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동물에게 주지 

말아야 할 먹이를 주기도 하고, 동물과 사람 사이에 질병을 옮기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설령 동물에게 주는 먹이 종류를 지정해서 관람객에게 판매한다고 해도 먹이의 양을 무제한으로 줄 

수 있게 하면, 동물에게 제공되는 영양을 관리자가 파악･조절할 수 없게 된다. 

관람객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의 큰 문제점은 그 자체가 매우 비교육적이고 사람들에게 

야생동물에 해 해당 종의 보전과는 무관한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야생동물

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눈앞에서 야생동물이 이를 기다렸다가 받아먹는 모습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해당종이 야생에서 인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야하는 존재가 아닌, 인간에게 의존하고, 애완

동물로 취급되어도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9)

서울 공원과 전동물원에서는 관람객에게 먹이를 판매하고 먹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었다. 

전동물원에서는 각 동물사 옆 자동판매기에서 먹이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구입한 먹이를 다른 동물

에게 주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 서울 공원은 직접 접촉을 하는 동물은 ‘어린이 동물원’으로 분리하

여 가축 위주로 전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어린이 공원에서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 체험 전시

를 중단했으나 동물 공연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9) Kreger, M.D. & Mench, J.A., 1995, Visitor—Animal interactions at the zoo, Anthrozoös. 8: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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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대전동물원에서는 6종의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각 동물사 옆 자판기에서 먹이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구입한 

먹이를 다른 동물에게 던져주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어보였다. 가장 먹이를 많이 던져주던 반달가슴곰들은 겨울잠 준비를 

하는 가을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만인 체형을 나타냈다. 

[사진 16]  전주동물원은 동물사 바로 옆에 놀이기구가 있어 큰뿔소와 아메리카들소가 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11) 기타

동물원 관리자가 동물을 옆에 두고 블로어로 낙엽을 불어내거나, 내실 물청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강한 소음과 큰 움직임에 동물들은 겁에 질려 도망갔다. 은신처에 몸을 숨기고 

있던 동물을 관람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육사가 전시공간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동물이 생활하는 

공간 바로 옆에서 소음 차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 없이 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는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자의 이런 태도는 관람객에게도 쉽게 학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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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정 동물 10종에 대한 평가 

1) 10종 선정 기준 

조사 상 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물 10종을 선정해 서식환경과 복지 상태를 평가했다. 종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5-1> 종별 평가대상 종 목록 및 선정 사유 

종명

(학명)

보유 

(개소)
적색목록 CITES

사육시설 

설치기준
선정 사유

설가타거북

Centrochelys 
sulcata

6
취약

VU
II O

- 동물원 파충류 중 보편적으로 사육되는 대표적인 종 

- 시설기준 면적이 넓은 대형종

- 가정에서 감당하지 못한 개인의 ‘기증’ 명목 양도가 잦음

청금강앵무

Ara ararauna

9
위험낮음

LC
II X

- 보편적인 동물원 전시 조류 중 하나

- 조류 중에서도 인지와 감정이 풍부한 대형앵무 계통이며, 

사육상태에서 신체 및 정신적 손상 일으키기 쉬움

- 감정 및 인지능력과 더불어 대형의 조류인지라 사육 환경 

측면에서 세심한 조성과 관리가 요구됨에도 국내 시설기

준 전무

사막여우

Vulpes zerda

8
위험낮음

LC
II X

- 전국적으로 많이 전시되는 동물 종 중 하나임에도 시설기

준 전무

- 공영동물원은 물론 각종 유사시설에서도 지속적인 전시 

확대 추세

- 좁은 면적과 이어지는 번식으로 과밀해지거나 양육환경 

제공 못해 인공포육하는 경우 다수 

일본원숭이

Macaca 
fuscata

9
위험낮음

LC
II O

- 동물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육되는 영장류 종 중 하나 

- 적절한 사회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

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열악

- 대부분의 시설이 열악한 가운데 높은 번식력 때문에 과밀

한 경우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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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

(학명)

보유 

(개소)
적색목록 CITES

사육시설 

설치기준
선정 사유

다마사슴

Dama dama

6
위험낮음

LC
I X

- 동물원 사슴류 중 보편적으로 전시되는 종 중 하나 

- 번식 잦아 과밀한 곳 많고, 실제로 몇 년 전 모 공영동물원

에서 개체수를 감당하지 못해 약용 농장에 매각한 사례가 

있었음

- 엄연한 야생동물임에도 생태나 서식환경을 고려않고 가

축류처럼 기르는 경우가 많음

호랑이

Panthera 
tigris

8
위기

EN
I O

- 넓은 생활권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종이며 이에 따른 충분

한 면적의 독립적인 사육시설 필요

- 국내 아종(P. t. altaica,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에 대한 보전 명목의 번식 활발

늑대

Canis lupus

5
위험낮음

LC
I X

- 가족 단위의 무리를 이루어 넓은 생활권을 영위하는 종이

며 이에 따른 충분한 면적의 사육시설 필요하지만 시설기

준 전무

- 특유의 사회적 구성을 이루어 살 수 있어야 하나 정상적인 

구성의 무리를 이룬 경우 드묾

- 국내 아종(C. l. chanco,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보전 명목 사육

아시아흑곰

Ursus 
thibetanus

7
위기

EN
I O

- 넓은 생활권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종이며 이에 따른 충분

한 면적의 독립적인 사육시설 필요

- 국내 아종(U. t. ussuricus,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

물 I급) 보전 명목 사육

- 최근 식용 농장으로부터 구조한 개체 영구 보호 목적으로 

수용하는 사례 있음

아시아코끼리

Elephas 
maximus

7
위기

EN
I X

- 고도의 인지능력과 감정수준을 가지고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장비목 포유류

- 사육 시 물리적인 제약이 많은 대동물

- 전시용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국제적인 재고가 이루

어지고 있는 종임에도 사육에 대한 기준 전무

- 아무런 기준이 없는 가운데 전국 중대형 동물원에서 상당

수 보유 중

침팬지

Pan 
troglodytes

3
위기

EN
I O

- 인간과 가장 유사한 인지능력과 감정수준을 가진 유인원

(사람상과)

- 다양한 연령대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사회생활 필

요하지만 혼자 또는 암수 한 쌍으로 길러지는 경우 다수

- 전시용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국제적인 재고가 이루

어지고 있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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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 및 평가 기준 

가) 공간 크기

절 적인 공간의 크기와 개체 수에 따른 점유 면적을 평가했다. 공간의 크기는 적어도 동물이 자연스

러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평 공간 뿐 아니라 종 특이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직 

공간이 필요한 동물 종도 있다. 사회적 구조가 복잡한 동물이 높은 밀도로 인해 개체 간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공격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본원숭이, 침팬지, 반달가슴곰(아시아흑곰), 호랑이, 

설가타거북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10) 중 일부 종의 사육기준을 사육 면적과 높이로 정하고 있다. 조사 

상종인 아시아코끼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1에 

속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지만 사육기준에서 누락되어있다. 동물사의 적정한 크기는 동물이 자연스

러운 행동을 하기 위한 기본이며 주어진 면적을 충분히 활용하는지, 해당 공간이 충분한 재료와 구조물

로 이루어져있는지가 현 의 동물원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크기가 첫 

번째 기준이 된 이유는 각 종의 동물에게 최소한의 필요 면적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 방사장 재질

동물원이 적절한 바닥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평가했다. 바닥재를 비롯해 구조물 등의 

재질은 동물에게 편안하고 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흙, 풀, 나무처럼 자연스러운 

재질이다. 자연 재질은 쉽게 오염되고 상하기 때문에 자주 갈아주어야 한다.  방사장의 바닥 재질은 

포함되었지만 동물이 하루의 반 이상을 머무는 내실의 바닥 재질은 평가하지 못했다. 부분의 동물원

에서 내실에 한 접근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향후 동물원과의 협조를 통해 내실 바닥재 등의 

조사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 구조물

풍부화의 일환이 될 수 있는 동물사 내부의 구조물을 평가했다. 구조물은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인공서식지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동물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 햇빛이나 바람, 비를 피할 뿐 아니라 관람객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동물이 머무를 

공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종에 따라 필요한 구조물은 크게 달라지고, 동일종 안에서도 나이, 

성별, 취향 등의 개체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구조물은 달라진다. 외부 전시장에는 동물이 뜨거운 햇빛이

나 비로부터 여유롭게 몸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 구조물과, 해당 개체의 습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환경요인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멧돼지과의 경우 목욕을 할 수 있는 진흙탕, 코끼리의 

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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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목욕을 할 수 있는 크기의 물웅덩이). 호랑이를 비롯한 형고양이과 동물에게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데크가 필요하다. 사막여우에게는 굴을 파고 들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청금강앵무에게는 기어오를 수직 구조물과 물어뜯을 수 있는 재질의 

횃 가 필요하다. 침팬지나 코끼리처럼 인지능력이 높고 사회구조가 복잡한 종일수록 사육환경에 

한 필수 조건이 많아진다. 

라) 환경

빛(밝기, 적외선, 자외선), 온도, 습도, 환기, 냄새, 소음 등 동물의 원서식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와 계절의 극단성이 강한 한국의 특성에 따라 추위와 더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인

지가 조사 상 동물들에게 중요하다. 실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모니아 농도의 상승, 소리가 

반사되어 발생하는 소음, 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채광량 등의 문제도 고려 상이 되어야 한다.

마) 사회적 구조

종에 따라 야생에서 단독 생활하는 동물과 일시적 또는 영속적으로 무리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 

있다. 단독 생활하는 동물 중  합사가 가능한 여러 종에서는 군집 사육하는 것을 권장한다. 적절한 

합사가 이루어진다면 먹이 경쟁이 필요 없고 공간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신체적･ 
정신적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끼리나 침팬지, 늑 처럼 복잡하고 체계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에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수족관동물원협회의 

침팬지 관리 매뉴얼은 3마리의 수컷, 5마리의 암컷, 그리고 그에 딸린 새끼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

하도록 권장한다. 나아가 더 큰 그룹을 만들어 그들 내부에서 이합집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어린이 공원, 전주동물원, 그리고 광주동물원은 한 마리씩 남아있던 침팬지를 외국

의 동물원으로 보낸 사례가 있는데, 감당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원칙은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이 때 동물의 상태와 복지가 최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하며 현재

의 환경에서보다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바) 개체 수 관리

동물종에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은 동물복지에 중요한 요소다. 어떤 동물을 어디에서 데리

고 올지, 보유 중인 동물을 어떤 기준으로 다른 기관에 보내거나 개체 별 복지 상태를 고려해 시설

에서 사육하는 것이 위해가 되는 경우 타 시설로 이송, 중성화, 안락사 등 처우와 관리 방법을 신중

하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이나 죽음에 이르는 

경쟁에 빠질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물의 복지와 환경이 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서식지

내 보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번식만 계속하는 것은 결국 공간부족과 관리부실로 동물복지

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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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풍부화

조사 상종에 알맞은 풍부화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모든 종에게 풍부화가 필요하

지만 동물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인기종이나 멸종위기종, 형 포유류종에 관심과 재화가 편중되는 

편이다.  

3) 조사 결과 

① 설가타거북11)(Centrochelys sulcata)

[사진 17]  서울동물원 동양관의 설가타거

북 사육환경. 인공조명을 통한 열원이 있고, 

어느 정도 은신이 가능한 구조물, 모래흙 바

닥, 물웅덩이 등 약간의 환경 요소가 갖추어

져 있다. 자외선 채광은 동양관 천장이 높고

투명유리가 아니며, 사육장이 구석에 위

치해있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사진 18]  서울동물원 남미관의 설가타거

북 사육환경. 아르마딜로, 나무늘보 등과 합

사되어 있다. 동양관과 마찬가지로 천장은 

높지만 일부가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 채광

도가 월등하며, 따뜻한 계절에는 생초가 자

라는 두 배 이상 면적의 야외방사장에 옮겨

지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상쇄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르마딜로의 활동으로 인

해 바닥에 약간의 경사 차이가 생성되어 있

고, 나무 구조물들은 나무늘보를 위한 것이

긴 하나 바닥의 거북에게도 환경 요소로 작

용할 여지가 있어 동양관의 시설보단 조건

이 좋다.

11) 슐카타거북, 아프리카가시거북, 아프리카민며느리발톱거북 등의 이명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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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우치동물원 설가타거북 사육환

경. 기본적으로는 방수페인트 칠을 한 콘크

리트 사육장이지만 흙이 담긴 풀장이 거북

의 크기나 사육장 전체 면적대비 작은 편은

아니라 거북이 스스로 선택할 여지가 있

는 환경으로 보였다. 단, 창이 매우 작고 

채광도가 나빠 자외선 조사 측면의 결점

이 커 보였다. 우치동물원은 기존 파충

류관을 폐쇄하고 온실 식물원 내에 새로

운 파충류사를 조성하고 있어 완공 이후

의 사육환경에 대해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하다.

[사진 20]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설가타거북

사육환경. 표범무늬육지거북과 함께 사육되

고 있으며, 본래 악어 사육장이었던 시설이

라 지면의 단차가 급하고 높아 거북이 뒤집

어질 우려가 크다. 설가타거북을 포함한 육

지거북들은 수생거북들과는 달리 몸이 뒤집

히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며 많은 스트레

스를 받는다. 자외선 채광도는 높지는 않아

보이나 특별히 육지거북들을 위한 야외방사

장을 따뜻한 계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사진 21]  대전오월드의 설가타거북 사육

환경. 집토끼와 함께 사육되고 있으며, 6마

리 이상의 크고 작은 개체들이 과밀해 있었

다. 낮은 자외선 채광도에 인공조명이나 온

열기구는 없었다. 번식이나 추가적인 반입

이 없음에도 다양한 연령대의 거북이 공존

하는 이유는 개인이 기르다 감당하지 못해 

기증 명목으로 동물원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설가타거북은 특히 수컷들 

사이의 투쟁이 있는데, 이때 사육장이 좁거

나 개체가 과밀한 경우, 개체 간 크기 차이가

사진과 같이 너무 큰 경우에는 작은 개체가

밀리거나 다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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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울산대공원의 설가타거북 사육

환경. 실외에 위치해 있지만 전면 유리를 이

용해 외부와는 차폐되어 있고, 그 덕분에 자

외선 채광도가 매우 높아 보였다. 면적은 결

코 넓지는 않지만 좁은 편도 아니었다. 실제

서식환경과 무관한 조경용 식물을 위해 사

육장 내 동물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을 늘려

놓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진 23]  청주동물원 설가타거북 사육환경. 자외선 채광은 낮아보였으나 인공조명이 여러 개 설치된 점으로 미루어 자외선 전구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였다. 왼쪽 사진의 폐쇄형 전시공간에 있는 개체는 채광이 더욱 나빠 보인다. 오른쪽 사진의 경우

전면에서 관람객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은신처가 시급해보였다.

설가타거북은 조사 상 동물원 10개소 중 6개소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설가타거북은 북아프리카 

반건조기후의 초원에서 살아가는 형의 육지거북으로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도편차가 극심한 

국내에서는 실내사육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설가타거북을 보유한 6개 동물원 모두 실내시설 내부에 

사육공간을 조성했거나, 사육 공간 자체는 야외에 있지만 외부와는 차폐되어 있어 사실상 실내 형태인 

사육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이렇게 실내사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광이나 환기 등 야외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요소들에 한 적절한 재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중 태양광, 그중에서도 자외선은 칼슘 사를 

촉진시켜 거북의 정상적인 골격 형성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기에 실내에서는 채광이 용이하도록 

개폐나 자외선 투과가 가능한 창을 내야 한다. 다만, 자외선은 유리를 통과하게 되면 효과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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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므로 이런 경우 반드시 자외선 파장을 발산하는 특수전구를 사용하여 사육장 내부에 자외선

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난한 기후에 서식하는 외온성 동물인 점을 고려해 최소 

16℃ 이상의 전반적으로 온난한 온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열이 발생하는 

지점(basking spot)을 사육장 내에 따로 조성, 온도편차를 주어 거북이 원하면 스스로 몸을 덥히거

나 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몸이 등껍질로 둘러싸인 거북의 특성상 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하부열원보다는 공기를 데워 열을 전달하는 상부열원이 유효하기에 열원 설치 

시 이와 같은 원리의 특수조명이나 여타 전열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자외선과 열원은 

모두 거북의 기본적인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복수사육 시에는 사육장 내의 모든 거북이 원할 

때 자외선 및 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러 개의 열원을 설치해야 할 때는 이로 인해 

사육장 내부 온도가 과열되지 않을 수준의 충분한 넓이와 환기 시스템이 요구된다.

보유한 6개 동물원 모두가 난방이 용이한 실내시설에서 이들을 사육 중이었기에 전반적인 온도

는 20℃ 이상으로 양호했으나 인공조명이나 열원을 통한 basking spot은 따로 조성되지 않은 곳이 

1곳 있었다. 자외선 조사 측면에서는 시설별 편차가 컸는데, 채광도가 높은 전면 유리를 통하는 

곳부터 높은 천장의 반투명 유리에 의존하는 곳, 어두운 칸에 작은 창만 내어 놓은 곳도 있었다. 

부분의 시설이 인공조명을 보조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 중 자외선이 발생되는 특수전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서울동물원, 서울어린이 공원에서는 특별히 온습도가 거북에

게 적절한 절기에는 야외 방사장을 이용해 자연광을 쪼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유리에 투과되거나 

인공적으로 방출되는 자외선에 비해 그 효과가 월등하며, 환기나 환경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야외가 

실내시설보다 앞선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설가타거북은 매우 활동적인 종으로서, 충분히 넓은 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행동양상이 단조로

워지고 관람창이나 사육장 벽을 긁는 등의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기 쉽다. 6개 동물원 중 다수는 비교

적 널찍한 공간을 제공하여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일부 시설은 절 적인 넓이가 작거나 개체 수 비 

면적이 협소하였다. 바닥의 경우 전체 면적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일부 모래흙을 깔아 놓은 형태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활발히 땅굴을 파고 들어가 휴식하거나 체온을 낮추는 것을 좋아하는 야생에

서의 습성을 발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는 곳은 없었다. 굴을 스스로 팔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조건의 인공굴 또는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이 적극 권장되나 이러한 구조물을 갖춘 곳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필수요소의 결핍이나 각 시설 간의 환경적 격차는 현재 설가타거북의 사육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는 있으나 ‘가장 큰 거북의 등껍질 길이 3배’ 길이와 ‘가장 큰 거북 등껍질 너비 2배’ 너비, 

그리고 개체 추가 시 25%의 면적 증가만을 규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설가타거북

의 생태 및 행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넓은 면적, 그리고 내부 환경조성에 한 

더욱 세밀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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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청금강앵무(Ara ararauna) 

[사진 24]  서울동물원의 청금강앵무 사육환경. 9종 가량의 열대조류가 합사되고 있으며, 이 중 청금강앵무는 총 5개체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직과 수평 공간이 모두 양호하며 바닥은 식재를 한 흙바닥, 공중 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긴 가지를 얽어놓아 야생에서의

서식환경을 재현하고 있다. 실내에서도 환기와 자연광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 구조도 주목할 만하다. 

[사진 25]  우치동물원의 청금강앵무 사육환경. 홍금강앵무와 합

사되어 있으며, 총 2개체 확인하였다. 현재의 개체 수에 대비해 

좁은 환경은 아니지만 환경적 다양성이 부족했다. 특히 높은 수직

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사진 26]  달성공원 동물원의 청금강앵무 사육환경. 소형의 앵무

및 명금들만 있던 시설에 몇 년 전 두 마리의 청금강앵무를 추가

도입하였다. 환경적 다양성은 소형종에게도 단조로워 보였으며, 

대형종을 신규로 도입했음에도 소형종을 대상으로 환경을 조성했

던 초기의 구조물들만을 제공하고 있어 청금강앵무가 사용하기에

는 나무나 로프의 굵기가 다소 얇은 듯 했다. 그나마 있는 구조물은

로프를 제외하면 사실상 수평 방향의 활동을 보장할 수 없어 새들

의 이용 효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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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달성공원 앵무새 시설의 벽면에 설치된 수은 온도계. 

외부 기온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창이 작고 형광등 조명에만 의존

하는 만큼 열대조류들이 느끼기에는 추울 수 있는 수준이다. 난방

장치를 갖추고 난방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도 있었으나 난방

을 하고 있지 않았다.

[사진 28]  대전오월드 버드랜드의 청금강앵무 사육환경. 10종 이상의 다른 중대형 앵무들과 함께 전시되며, 이 중 청금강앵무는

6개체였다. 개장 당시엔 앵무들을 이용한 동물쇼장이었던 곳을 쇼를 없애면서 새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꾼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체 시설이 아주 넓은 것에 반하여 새들이 있는 공간은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었고, 환경요소가 서로 몰려있어 사실상의 개체

밀도가 다소 높아보였다. 청금강앵무 1개체의 자의적인 자리 이탈을 제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현재의 구조가 앵무들에게

도 좁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새들이 전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의 재구성이 필요해보인다.

[사진 29]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사육환경. 여러 앵무들이 합사되어 있으며, 청금강앵무는 4개체 확인하였다. 과거 수직으로 길었던

개별적인 사육공간들 사이의 벽을 터 긴 수평 공간을 확보한 점은 바람직하나 수평 구조물이 대부분 직선으로 곧은 대나무로만

이루어져있어 나뭇가지를 이용한 경우보다 환경적 자극이 덜 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구조물이 대개 관람객 눈높이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상의 높이로는 공간 활용이 적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깃을 뽑는 개체의 상태가 수년째 개선이 없는 점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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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  인천대공원의 청금강앵무 사육환경. 3개체가 있었으며, 이중 1개체가 스스로 가슴깃을 뽑는 것으로 보였다. 야외에

조성된 환경이라 내실 형태의 실내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었는데 협소한 면적은 차치하더라도 내부의 환경적 다양성이 극히 빈약했다.

야외사육장은 좁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중앙의 나무 몇 개를 제외하면 구조물이 전무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매우 많아 공간이

무색하였다.

[사진 31]  전주동물원의 사육환경. 채광도가 높은 창이 있었으나 

창을 기준으로 뒤로 긴 구조라 실제로 빛이 들어오는 범위가 매우

작아 불량하였으며, 대형앵무가 생활하기에는 면적과 환경적 다양

성이 부족하였다. 

[사진 32]  청주동물원의 사육환경. 홍금강앵무와 쌍을 이룬 1개체

가 전시되고 있으며 개체수가 많은 다른 종이 대부분의 칸을 사용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좁은 칸에 수용되어 있었다. 수직으로만 놓

은 구조였으며, 내부의 환경적 다양성이 불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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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 10개소 중 8개소에서 청금강앵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청금강앵무는 열 의 남아메리카 

숲 속에 서식하는 앵무로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온의 편차가 큰 국내에서는 반드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시설을 갖추어 사육해야 하며, 적정온도가 21℃~27℃인 만큼 온난한 환경을 유지해주어야 

한다. 8개소 중 7개소에서는 사육시설이 실내 건물 내부에 위치해 있었으며, 실외에 조성한 곳은 겨울

철에 새들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일종의 내실을 조성하고 있었다. 온도는 관람객과 동물 사육 공간이 

기온이 같은 구조이거나 내부에 온도계가 설치되어 수은주를 읽을 수 있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최소한 2개소의 온도가 20도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류는 효율적인 보온기

전을 통해 열 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연한 저온적응이 가능하지만 이는 말 그 로 개체 단위

의 순화와 적응일 뿐이며 그들 종의 신체가 최상의 상태와 생리작용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는 어디까지

나 원 서식지의 평균적인 기온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적정온도 이하의 기온일 때는 최소한 부분적인 

난방을 통해서라도 새들이 스스로 편안한 온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실내사육을 할 때에는 야외환경에서 새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요소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령 끊임없이 깃갈이를 하는 조류의 특성을 고려할 때, 깃의 성장에 중요한 

칼슘합성을 촉진시키는 자외선, 깃의 원활한 교체를 돕고 그 과정의 부산물들을 제거해주는 적절한 

외풍과 환기 등의 환경적 요소들은 실내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많은 

조류들의 행동 및 생리적 주기가 광주기에 영향을 받기에 실내사육 시에는 해당 종 또는 개체에게 

적절한 광주기를 제공하고 유지해주어야 한다. 8개 동물원 중 7개 시설에서는 모두 내부 조명에 

자연광을 적극 활용하여 자외선과 광주기를 모두 고려한 모습이었으나, 달성공원에서는 내부 조명

을 전적으로 형광등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전주동물원의 경우 자연광 채광을 

하고 있었지만 사육공간이 창을 기준으로 흡사 동굴과 같은 긴 형태라 모든 개체가 충분히 자외선

을 조사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물리적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는 청금강앵무의 다양한 3차원적 행동양식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1. 수관 위에서 이루어지는 장거리(무동력 비행이 포함되는) 비행, 2. 숲 속 수관층 내부에

서 이루어지는 단거리(동력) 비행과 먹이를 먹는 행동 및 사회행동, 3. 수분 및 무기질 섭취 등 

지표면에서의 행동까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장거리 비행은 그 원래 의미 그 로를 

보장하기엔 사육시설의 특성상 한계가 크지만, 날개를 퍼덕이는 동력비행 사이에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 직선비행 또는 선회를 하는 무동력 비행 행동이 발현될 수 있는가를 보아 행동양식 발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부분의 시설에서 무동력 비행의 발현에 중요한 사육장의 

가로 길이가 짧다는 점이 공통적인 단점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면적 자체가 협소하여 가로 길이도 

짧아진 경우부터 위로만 높이는 것에 치중한 탓에 무동력 비행을 하기엔 새의 몸이 충분한 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구조적 단점은 다양했다. 앵무류 중 가장 몸집이 큰 편에 속하는 청금강앵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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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특히 더욱 긴 가로 길이가 필요한데, 이런 점 때문에 세계앵무트러스트(World Parrot Trust)는 

청금강앵무에게 최소 15m 길이의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유 동물원 중에서는 서울동

물원, 전오월드 정도가 무동력 비행을 통한 장거리 비행 행동의 발현을 기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조사 당시 비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두 번째인 수관층에서의 행동 발현의 핵심은 충분한 수직 공간에 다양한 높이로 복잡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삼차원 공간을 새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청금강앵무는 강력한 부리와 

유연한 사지, 사물을 움켜쥐기 좋은 지족 구조의 발을 이용해 복잡하게 얽힌 가지 사이를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먹이를 찾아 먹고 동료 개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며 다양한 인지적 

자극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부분의 시설이 미미하였는데, 이 중 다수가 수직 공간 

자체는 충분하나 정작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었다. 환경적 

풍부도는 기본적인 홰와 나무 몇 개만을 설치한 경우부터 손이 닿는 높이 내에서는 나름 노력이 

있었으나 그보다 더 높은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까지 다양하였다. 개선 의지만 있다면 이러

한 사항은 사육시설 신축 등 큰 노력 없이 쉽게 개선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구조물을 갖춘 경우에는 야생에서처럼 삼차원 공간을 활발히 돌아다니며 먹이를 얻을 수 있도록 먹이

를 구조물 곳곳에 분산하여 급여하는 것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류에게 먹이 탐색 시간의 

증가는 깃털 손상, 개체 간의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는데, 조사 상 8개소에서 

청금강앵무가 아니더라도 깃털 손상이나 공격을 받는 앵무들이 한 마리 이상은 있었기에 이러한 고려

를 통해 정상 행동을 유도함으로서 비정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인 지표면에서의 행동은 야생에서는 포식자에 한 경계로 인해 짧은 순간동안에만 이루어지

는 정도이지만, 사육 상태인 개체들에게서는 지상에서의 활동도 종종 기 할 수 있다. 특히 청금강앵무

를 비롯한 남미 열 우림의 다양한 앵무들은 지표로부터 점토질의 흙을 섭취하여 먹이식물의 독성을 

중화하고 생리작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무기물을 얻는다. 사육 상태에서 바닥에 깔아준 흙을 골라 

먹는 일이 야생에서와 같은 작용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닥을 흙으로 깔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

고 있는 인천 공원 동물원의 경우 앵무들이 바닥에서 흙을 적극 섭취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콘크리트 바닥인 어린이 공원과 나무칩 바닥재를 사용하는 전주동물원을 제외한 모든 동물

원에서 바닥을 흙으로 채워 넣긴 하였으나 이에 한 활용도에 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듯 청금강앵무와 같은 형앵무의 사육에서 생태적인 고려를 충분히 하고자 한다면 만족시켜야 

할 것들이 무척 많고, 이를 유지해나가는 것도 까다로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앵무새는 

고사하고 일부 맹금과 코뿔새를 제외하면 조류 사육시설에 해서는 그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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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다. 앵무목 조류는 국내에서만 해도 벌써 수많은 종이 전시 및 애완용으로 거래되어온 역사가 

길어 수준 이하의 유사동물원이나 개인시설에서 고통 받는 개체가 상당할 것임에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인지능력과 감정수준이 높은 형앵무류는 열악한 환경에서 정신적인 손상을 입기 쉬우며, 

이는 곧 문제행동으로 이어져 신체적 손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당장 사육 및 전시되는 

모든 앵무류를 규제할 수 없다면, 이렇듯 복지 측면에서 취약한 형앵무류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육

관리에 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③ 사막여우(Vulpes zerda)

[사진 33]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 사막여우사. 방사장은 넓은 편이나 은신처는 부족하다. 높은 곳에 올라 주변을 살피고 휴식을

취하는 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오를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하다. 내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개방해놓고 적절한 사회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 대체로 양호한 전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34]  대전 오월드 사막여우사. 오월드의 사막여우사는 주랜드와 버드랜드 두 개의 사육장으로 나뉘어 있었다. 주랜드의 사막여우

사는 방사장과 내실 모두에 흙이 깔려있고 적절한 면적과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높은 곳을 오르내리거나 숨을 수 있는 구조물도

개체수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버드랜드의 실내 공간에서 사육되는 사막여우는 여러 마리가

감염성 눈 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눈 주위가 지저분하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등 비슷한 증상으로 여러 마리가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낄 것으로 보였다. 버드랜드 실내의 높은 습도와 과밀 사육이 사막에 사는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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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  서울동물원 사막여우사. 면적에 비해 개체수가 너무

많았으나 방사장의 재질과 구조물의 구성은 양호했다. 남향 방사장

은 채광이 좋고 북쪽의 벽이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실내 공간에 제공된 서랍장 등은 인위적으로 보이지만 동물들의

이용도는 높았다. 

[사진 36]  인천대공원 동물원 사막여우사. 남향으로 충분한 햇빛

을 받을 수 있었다. 바닥 재질과 면적은 나쁘지 않으나, 개집을 

연상시키는 구조물은 관람객에게 사막여우를 애완동물인 것처럼 

인식시킬 수 있어서 교육적 효과를 반감시킨다. 열등과 온열기가 

설치된 실내공간이 있으나 전면이 유리로 되어있어 관람객의 눈길

을 피할 수 없다. 

[사진 37]  울산대공원 동물원 사막여우사. 좁은 면적이지만 숨거나 오르내릴 구조물을 제공하고 있었다. 방사장이 북쪽으

로 향해있어 사막 환경에 비해 일조량이 부족해보였고, 추위에 내실로 피신할 수 없도록 내실 문이 닫혀있었다.

[사진 38]  서울 어린이대공원 사막여우사. 3마리의 여우가 사용하기에는 좁지는 않은 면적으로 보였다. 부족하게나마 

은신처와 올라갈 구조물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은신처에서도 관람객의 눈길을 피할 수 없고 내실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놓아 몸을 피할 공간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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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9]  전주동물원 사막여우사. 실외 방사장은 없이 실내에서만 전시하고 있었다. 면적이 좁고 바닥재의 반은 모래, 반은 시멘트

바닥재였다. 모래 없이 시멘트 위에 전시되는 실내동물원보다는 나은 환경이지만 모래의 양이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공간에 비해 

개체수가 많았으며 은신처도 부족했다.

[사진 40]  청주동물원 사막여우사. 꽤 높이 오를 수 있는 구조물이 있으나 개체 수에 비해 은신처가 부족했다. 면적이 넓고 내실로 

통하는 문도 상시 개방해서 기온에 따라 공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내실이 우레탄 바닥으로 되어 있어 바닥재 보완이

필요하며 관람객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실 안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하다. 

조사 상 10개소 중 8개소에서 사막여우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막여우는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

막, 특히 관목과 선인장이 자라는 산지 지형을 선호하는 동물이다. 낮에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굴에서 잠을 자고 밤에 나와서 사냥을 한다. 그래서 동물원 관람시간의 사막여우들은 부분 잠을 

자거나 활동성이 떨어진다. 특히 관람의 편의를 위해 여우가 편하지 않게 느끼는 장소에 강제로 나와 

있는 경우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신처나 몸을 숨길 수 있는 굴 등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시설들이 관찰되었다.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거나 이상행동

이 나타날 수 있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굴을 파는 사막여우의 습성을 고려해 8개소 모두 어느 정도 흙바닥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야외 방사

장 없이 실내 사육장에 모래를 얇게 덮어 전시하는 시설도 1곳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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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여름의 높은 습도도 사막여우의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사막여우의 원서식지는 밤낮의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며 적도에 가까워 계절의 변화가 크지 

않다. 한국의 기후는 원서식지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내 시설에서 사육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실내 시설이라 해도 충분한 일조량이 필요하고 땅을 팔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가능하도록 완충재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부분이었다. 일부 시설에서

는 면적에 비해 사육 밀도가 높아 번식 제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부분의 동물원에서 사막여우의 멸종위기 위협에 한 언급 없이 소설이나 만화 속 캐릭터 등 의인

화된 정보 위주로 전달하고 있었다. 사막여우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로 상품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애완동물로서의 수요가 높아지고 원서식지에서 덫으로 밀렵된 사막여우가 국제적으로 불법 거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동물에 해 생태적 정보와 보전에 한 내용 없이 인위적 관점을 

중심으로 표현･설명하는 것은 보전과 생태에 한 교육의 장으로서 동물원의 역할과 책임을 잘못 이해

하고 있거나 방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물원은 야생동물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종 

보전에 한 교육을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④ 일본원숭이(Macaca fuscata)

[사진 41]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 일본원숭이사. 애초에 영장류를 사육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한 동물사를 두 종의 다른 영장류 

사육장으로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 협소한 면적에 비해 내부의 구조는 비교적 다채롭고 특히 흐르는 물을 제공해 원숭이들이 먹이를

물에 씻어먹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사 시점에도 사육 밀도가 높았는데 최근까지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우려되는 점이다. 동물사를 나누어 쓰고 있는 망토개코원숭이 사육 공간은 지나치게 협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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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대전 오월드 원숭이사. 사방이 유리와 벽으로 막혀있었다. 수시로 배변을 하는 원숭이사에서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기 중에 암모니아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밀폐되어 배수와 건조가 원활하지 않은 환경은 

비위생적이고 원숭이들에게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내부 구조물은 단조로웠으며 관람객의 

시선을 피할 장소가 없었다. 

[사진 43]  서울대공원 일본원숭이사. 원뿔형의 인조바위를 빙 둘러가며 관람하는 구조다. 시선보다 낮은 공간이 많아서 관람객이

이물질을 던져 넣기 좋다. 자연스러운 구조물은 전혀 없고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복잡한 사회구조와 위계가 중요한 동물인데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제한된 관찰 시간 동안에도 개체 간 갈등이 눈에 띌 정도였다. 혹한에 잘 견디는 동물이지만 온도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부족했다.

[사진 44]  어린이대공원의 일본원숭이사. 오래 전에 흔히 사용되던 구조의 전시장이다. 사방이 개방되어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전면에서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선을 피할 곳이 없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도 내부의 나무 구조물을 다양한 형태로 설치해놓았다.

일상적인 풍부화 제공을 통해 설치된 구조물의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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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울산대공원 동물원 일본원숭이사. 넓지 않은 면적을 반으로 분리해 공간의 절반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흙바닥에 다양한 구조물이 있지만 어린 개체가 아니라면 이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형행동이 심한 개체가 관찰되었다.

방향과 방사장 뒤쪽 나무 탓에 채광이 부족했다.

[사진 46]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의 일

본원숭이사. 관람객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

지하기 위해 외부에 울타리를 설치한 것은 

장점이었다. 면적이 좁고 은신처가 충분하

지 않았다. 구조물이 사육장 내부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관찰 시간 동안 

이용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옆 사육장의

마모셋이 설치된 로프 등 구조물을 활발히 

사용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정기적으

로 구조물 사용 빈도 등을 점검하고 사육장

환경 변화와 풍부화물 제공을 시도하는 환

경 풍부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47]  전주동물원 일본원숭이사. 방사
장 전체가 관람객의 발 아래에 위치한 전형
적인 구식 동물사의 모습이었다. 나무재질
의 구조물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내부에 식물 식재가 없어 무료함을 해소하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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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8]  진양호동물원 일본원숭이사. 고
도로 사회적인 일본원숭이를 단독사육하고 
있는 것은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동
물사 내부는 매우 좁고 단조로웠다. 높이가 
오르기에 충분하지 않고 구조도 단조로운 나
무 구조물이 단 한 개 서있었다. 콘크리트 바
닥과 벽은 배설물로 오염되어 비위생적이었
다. 원숭이는 연신 창살 밖으로 먹을 것을 요
구하는 구걸 행동을 보였고 관찰 시간 내내 
관람객들이 과자 등 음식물을 주고 있었으나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관리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사육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
며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종은 사육을 
포기하는 방안이 권장된다.

[사진 49]  청주동물원 일본원숭이사. 애초
에 종 특이성에 맞게 설치된 구조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협소한데다 수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지 않다. 바닥재는 콘크
리트 재질이라서 다양한 식재 사용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어린이대공원과 마찬가지로 주
어진 환경 안에서 사육사들이 풍부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였지만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 없이 충분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조사 상 중 9개소에서 일본원숭이를 사육하고 있었다. 일본원숭이는 야생에서 모계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복잡한 사회를 가진다. 암컷과 수컷 모두 위계질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자원과 

번식에 한 접근권을 다양한 형태로 나눠 갖는다. 이에 반해 동물원에서의 사회구조는 떠날 수도 

없고 다른 무리로 옮겨갈 수도 없기 때문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넓은 방사장에서 선호에 

따라 무리를 나누고 그 형태가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분 자연스러운 

사회구조 형성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면적의 동물사는 없었으며 가장 넓은 시설도 개체수가 

너무 많아 개체 간 갈등이 눈에 띄었다. 넓지 않은 사육장을 분리해서 쓰거나, 사용도가 높지 않은 

구조물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영장류에 해서는 야생생물법에 근거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 및 환경부 가이드라인

이 존재하는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은 수직･수평구조물 제공, 가이드라인에서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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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는 시설물, 복잡성을 높이는 풍부화물, 조작 가능한 물건 등 환경풍부화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시설 환경은 단조로웠으며 구조물이 있어도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풍부화 프로그램이 전무하거나, 일부 동물원에서는 사육사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비정기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정신적 자극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시설에서는 정형행동을 

심하게 보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기본적인 복지, 즉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병적인 행동만 관찰할 수밖에 없다. 인지능력과 행동양식에 적합한 사육 기준이 체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일본원숭이는 영장류 중 최북단에 사는 동물로 한국의 기후에도 잘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자연에서 

악천후를 견딜 때에는 머무르는 장소의 성질을 선택할 수 있다. 바람을 피하거나 햇볕을 쬐거나 뜨거운 

물에서 온천을 하기도 한다. 동물원에서의 사육 상태에서는 이러한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이기 쉽다. 

극단적인 기후에 잘 견디는 특징 때문인지 일본원숭이의 동물원 사육 환경은 체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시설이 부족했는데, 기후에 적응할 수 있다 할지라도 머무를 수 있는 장소의 성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진양호동물원의 경우 일본원숭이를 단독사육하고 있었으며 구조물도 사용하기에는 너무 낮고 구조

가 단조로웠다. 콘크리트 바닥과 벽은 배설물로 오염되어 비위생적이었으며 원숭이는 창살 밖으로 

먹을 것을 요구하는 구걸행동을 보였다. 관찰 시간 내내 관람객들이 과자 등 음식물을 주고 있었으나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관리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그나마 강제성이 없더라도 사육기준이 존재하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영장류의 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식환경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치로서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식환경 기준을 의무화하고, 공영동물원의 경우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한 책임도 국가가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⑤ 다마사슴(Dama dama)

[사진 50]  광주 우치공원 다마사슴사. 면적이 아주 넓지는 않지만 동물의 수에 비해 넉넉하고 경사도 심하지 않다. 관람로가 난

방사장 한쪽 면을 제외하면 나머지 주변은 숲이 우거져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사슴은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는 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장 내부에는 단단한 흙바닥과 울타리가 쳐진 나무만 있어서 사슴들이 일상적으로 씹을 거리가 전혀 없었다. 울타리의

코가 넓고 홑겹이라 관람객이 쉽게 이물질을 넣을 수 있어 관람객이 넣어주는 이물질을 삼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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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광주 우치공원 다마사슴사. 앞뒤로 나뉜 방사장으로 격리해놓았다. 단단하게 다져진 흙바닥 위에 누워있는 사슴은 불편해

보이지만 돌바닥과 흙바닥 외에는 선택권이 없어 보인다. 최소한 휴식 공간은 동물의 선호에 따라 편안한 곳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 52]  대구 달성공원 다마사슴사. 무플론, 과나코와 합사되어

있었다. 개체수가 많아 면적이 좁았고 먹이 경쟁에서 다마사슴은 

무플론에게 밀리고 있었다. 암사슴들은 수컷 무리와 격리하기 위해 

좁은 방사장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경사가 있고 돌과 흙으로 이루

어진 바닥이라 싸움이 벌어지거나 빠르게 움직일 때 부상의 위험이

있었다. 

[사진 53]  대구 달성공원 다마사슴사. 수컷들은 모두 제각이 되어있었고 계속되는 싸움에 정수리 피부가 상한 개체가 많았다. 

비슷한 크기의 수컷이 많아서 싸움으로 인한 부상이나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싸움에서 진 개체가 힘 센 

개체를 피할 공간도 충분하지 않아서 일방적인 괴롭힘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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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4]  대전 오월드 다마사슴사. 숲 속 환경을 잘 이용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했다. 면적이 넓다보니 사슴이 자생하는 식물을

뜯어먹는 속도보다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 보였다. 풀이 자라서 바닥이 덜 다져져있어서 한결 편안하게 휴식할 공간이 있었다.

무리의 개체수와 암수 구성 비율도 적절해서 심한 싸움이 없고 수컷의 뿔도 온전하게 지키고 있었다. 방사장의 높이가 관람로보다

더 높아서 동물이 느끼는 불안감도 덜 해보였고, 관람객도 숲에서 사슴을 만나는 듯한 자연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사진 55]  서울대공원 다마사슴사. 울타리 코가 넓고 홑겹이라 

많은 수의 관람객들이 이물질을 넣고 있었다. 사슴들도 먹이를 받

아먹는 것에 익숙한 듯 사람에게 다가와 먹이를 구걸하고 있었다.

개체수에 비해 면적은 좁지 않았지만 대부분 지면이 콘크리트인 

것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사방이 트인 공간이지만, 상시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가 구비되어 있었다.

[사진 56]  서울 어린이대공원 다마사슴사. 개체수가 적어 한적하

지만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뜯어먹을 식물이 전

혀 없었다. 메마른 흙바닥에 건초를 뿌려서 주는 방식은 풀을 

뜯는 동물에게 부자연스럽다. 식재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풍부화 도구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섭식 행동

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방사장보다 높은 관람 데크와 울타리

는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로 이물질을 넣는 관람객이 

보였다.

[사진 57]  전주동물원 다마사슴사. 홑겹의 코 넓은 울타리 사이로

이물질을 넣는 관람객이 많이 보였다. 다른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풀이 없는 흙바닥에 나무에도 보호망이 쳐져 있어 자연스러운 행동

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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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사슴은 초원에서 풀을 뜯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숲 속으로 숨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뜯는 

행동과 몸을 숨기는 행동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다마사슴을 보유한 6개 공영동물원 가운데 식물식

재를 제공하는 곳은 1개소에 불과했고, 몸을 숨기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마련한 동물원도 

6개소 중 3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깨어있는 시간 부분을 풀을 뜯거나 먹이를 찾기 위해 이동하는 

동물의 특성상 흙으로만 이루어진 바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하는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료

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건초를 뽑아먹을 수 있는 풍부화 도구를 여러 군데 설치해 

방사장 내에서 돌아다니며 먹이를 뜯어먹을 수 있어야 하지만 구조물을 설치한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 다마사슴들은 매우 공격적이 되어 번식 기회를 놓고 싸움을 벌인다. 여러 마리의 

수컷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싸움에서 밀린 다수의 수컷이 힘 센 수컷을 피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높다. 마침 조사 기간이 번식기였고 6개 동물원 중 3개소에서 싸움이나 번식을 막기 

위해 격리 전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시적인 격리 전시･수용은 동물의 안전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주요한 수단이나, 격리 시설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특히 구 달성공원은 성별로 격리를 

해놓았는데, 수컷들은 암컷과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러 마리가 한 번에 수용되어 있었다. 짝짓기

만 못할 뿐이지 수컷 사이에서 투쟁은 여전히 심했고 부상의 위험 때문인지 수컷들은 제각(뿔 자르기)이 

되어 있었다. 뿔은 없으나 수컷들은 계속 싸우고 있었고 머리에 크고 작은 상처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 동물원에서 보유한 다마사슴의 특징은 부분 흰색을 띈다는 점이다. 자연에서 흰색 털을 가진 

개체는 매우 드물고 부분 밝은 갈색을 띈다. 흰 다마사슴은 백색증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동물원에서 흰색의 다마사슴만 전시하는 것은 생태 교육에 적절하지 않다. 동물원에

서 인위적인 의도와 조작을 가급적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생태를 보여주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고 

보전과 연구를 온전히 수행하게 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⑥ 호랑이(Panthera tigris)

[사진 58]  서울동물원의 호랑이 사육환경. 시베리아호랑이만 보유하고 있으며 총 4개의 방사장을 조성하였다. 모든 방사장에 개체들

의 이용이 있는 수영장이 있으며, 식재를 한 흙바닥, 다양한 경사와 높이의 지면, 식생과 바위, 은신처 등의 환경요소가 다양해

양호한 수준이다. 단, 방사되지 못하는 개체들과의 복지수준 편차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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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9]  우치동물원의 시베리아호랑이 사육환경. 해자를 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좁은 면적을 보완했으며, 

그늘지고 시선을 피할 수 있어 호랑이들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2회 방문하였는데 2회 모두 방사장 식재 작업이 한창인

모습이었으며, 방사장 내 초본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진 60]  우치동물원의 벵골호랑이 사육환경. 풀이 잘 자라있고 아름드리나무 두 그루가 존치되어 있으며 한 마리가 사용하기에 

좁지는 않은 수준의 방사장이 있는 반면, 방사되어있지는 않았지만, 콘크리트 바닥에 응달인 비좁은 방사장도 있었다. 해당 사육동은

과거의 해자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시베리아호랑이 사육동과 같이 해자를 활용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진 61]  달성공원의 호랑이 사육환경. 벵골호랑이만 보유하고

있다. 흙바닥에 자연적으로 활착한 듯한 초본이 자라고 있으며 앞

발로 긁을 수 있도록 통나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 마리가 사용하

기에 좁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달성공원이 2018년에 제출한 자료

에 따르면 호랑이가 5마리로 신고되어 있어 방사되지 못하는 개체

의 복지상태가 우려되었다. 또한 방사장 전체적으로 호랑이가 숨을

만한 공간이나 구조물이 전혀 없이 곧바로 내려다보이는 구조였으

며, 더불어 수영장은 실제 사용여부가 의심스러운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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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2]  대전오월드의 시베리아호랑이 사육환경. (벵골호

랑이는 사파리 형태로 사육하나 방문 당시에는 호랑이 구간까

지 합쳐 사자들을 방사하고 있어 평가하지 못했다.) 수호랑이 

하나에 암호랑이 둘이 합사되는 구성이었는데, 단독생활을 하는 

동물이지만 사육 상태에서는 친한 개체끼리 함께 지내게 하는 것이 

개체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람로가 방사장 전체를 둘러싼

채로 내려다보는 구조로 호랑이가 몸을 숨길 곳이 전혀 없으며, 

시선에 의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넓이에 비해 환경요소가

부족한 편이었다.

[사진 63]  산림청 소유의 시베리아호랑이를 위탁받으면서 기존 

호랑이사 옆에 붙여 지은 호랑이 사육장. 환경부 시설기준보다 약

간 넓은 수준에 그치는 협소한 면적의 두 개 칸이 붙어있으며,

내부의 환경적 다양성도 매우 떨어지는 열악한 시설이다. 비교적 

관람객의 왕래가 적은 곳임에도 수용된 두 개체 모두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어 환경적 열악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보였

다. 더하여 지면보다 높은 잠자리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환경부 시

설기준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지점도 있었다. 

[사진 64]  서울어린이대공원의 호랑이 사육환경. 벵골호랑이만 보유하고 있다. 양호한 환경요소들을 갖추고 있지만 통유리 관람창으

로 관람객과 밀착 전시되며, 조사 이전의 방문에서 호랑이들이 관람객을 신경 쓰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복수의 호랑이에게는 

좁은 면적이며, 방사장을 하나만 갖추어 호랑이들은 교차방사 형식으로 방사장을 나눠 쓰고 있었다. 

[사진 65]  전주동물원의 호랑이 사육환경. 본래 표범 등의 수직공간

을 이용할 수 있는 종들을 대상으로 지은 시설인 듯하나, 호랑이에게

는 해당이 없는지라 극히 좁은 바닥 면적과 데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데크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는 환경인데, 근본적인 공간

적 한계 때문에 추가할 수 있는 환경요소가 애초에 많지 않다. 조사대

상 동물원들의 호랑이 환경 중 가장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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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6]  전주동물원의 시베리아호랑이 사육환경. 공간이 넓지

는 않았으나 해자를 메우고 방사장 전체에 식재를 하였으며, 관람

이 가능한 장소를 한정하고 나머지는 가려놓아 호랑이들이 시선을 

덜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다.

[사진 67]  진양호동물원의 호랑이 사육환경. 벵골호랑이 어미와 다 자란 암수 새끼까지의 3개체가 사육되고 있다. 방사장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한쪽에만 초본이 자라고 있었다. 위에서만 내려다볼 수 있는 부적절한 구조였으며, 음식물을 던지는 관람객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데크를 제외하면 환경 요소가 전무했다.

[사진 68]  청주동물원의 호랑이 사육환경. 같은 부모를 둔 시베리아호랑이 3개체를 사육하고 있다. 식생이라도 있는 중앙의 방사장은

두 개를 텄음에도 한 마리가 사용하기에도 좁았으며,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방사장은 더 좁은 면적에 식생도 없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관람로와의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 호랑이들이 관람객의 행동과 소음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청주동물원은

올해 호랑이사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았으며, 2020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조사 상 10개소 중 8개소에서 호랑이를 사육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남아시아부터 동북아시아까지

에 이르는 넓은 서식 범위에 걸쳐 분화해온 종으로서, 크게는 덥고 습한 열 에 서식하는 남방계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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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랭한 계절이 존재하는 온~한 에 서식하는 북방계 계통으로 나뉜다. 과거 시베리아호랑이가 전국

적으로 분포했던 한국은 북방계 호랑이에게는 별도의 난방이나 실내시설 없이도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나, 벵골호랑이와 같은 남방계 호랑이가 생활하기엔 춥고 건조한 겨울이 있어 사육하고 있는 호랑

이의 계통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 사육시설의 구비조건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호랑이를 보유한 

8개 동물원 중 북방계를 단독으로 보유한 곳이 3곳, 남방계를 단독으로 보유한 곳이 3곳, 두 계통 

모두를 보유한 곳이 2곳이다.

일부 동물원에서는 남방계 호랑이가 추운 계절에도 별도의 난방 없이 방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남방계 호랑이(이하 ‘벵골호랑이’)는 북방계(이하 ‘시베리아호랑이’)에 비해 털이 짧고 밀생

하지 못하여 내한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해당 개체들이 최상의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려면 개체 단위의 저온적응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난방 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전형적인 영역동물인 호랑이는 기본적으로는 단독생활을 하며 개체마다 구분된 생활권을 가지고, 

생활권의 핵심 지역에 해서는 세력권으로서 적극적인 배타성을 나타낸다. 또한 호랑이는 생태계의 

정점포식자로서 자신의 생활권 내에 충분한 먹이동물 개체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십에서 수천 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생활권을 가지며, 그 영역 내에서 끊임없이 이동을 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호랑이의 생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호랑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넓은 면적

의 개체별 사육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동물원들이 방사장(관람 가능 기준)의 개수보다 많은 수의 호랑이를 보유하고 있어 

개체마다의 적절한 생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곳 중 3곳은 1개의 방사장만

을 조성하고 있어 단독사육 또는 번식을 고려하지 않는 합사가 아니라면 교차방사가 불가피해보였다. 

일부 시설에서는 실제로 그런 이유로 교차방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체마다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차방사도 문제지만 그러한 교차방사조차 없이 내실, 

소위 ‘뒷방’에만 있는 개체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시설도 있었다. 복수의 방사장을 갖추었다 하더라

도 보유한 호랑이의 수가 그보다 많으면 결국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례로 서울동물원이 

2018년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원내 호랑이 개체 수는 총 27마리로, 관람용으로 조성한 

방사장이 4개나 되어 원내 단일 종에게 제공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데도 개체수가 워낙 많아 전시되는 

개체보다 더 많은 호랑이들이 좁은 내실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호랑이는 형동물 중에

서는 번식 주기와 세 가 짧으며, 성장도 빠르기 때문에 한 두 번의 번식만으로도 최초 개체수의 2~3

배가량으로 불어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원에서는 호랑이의 이러한 생리를 고려한 적절한 번식 계획 

아래, 불어난 호랑이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크기와 개수를 만족하는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만 번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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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방사장의 넓이 측면에서는 시설별 격차가 큰 편이었는데, 같은 동물원의 호랑이 방사장끼리도 크기 

차이가 확연한 경우도 있었다. 청주동물원, 전주동물원, 전오월드(시베리아)의 일부 방사장의 크기는 

지나치게 작아 최소한의 삶의 질조차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야생에서 호랑이 생활권의 크기는 성별, 

지역, 개체 밀도, 먹이 밀도 등 많은 요소에 의해 변화 폭이 다양하게 나타나 가장 작게는 약 10제곱킬

로미터에서 가장 크게는 약 4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동

하는 거리도 지역마다 짧으면 7km에서 길면 60km까지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와는 무관히 

호랑이 사육에서 숙지되어야 할 사실은 호랑이가 영역 내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며 사는  활동적인 동물

이라는 점이다. 철저한 영역동물인 호랑이는 먹이를 찾거나 영역을 방어 또는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생활권 내지는 세력권을 순찰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이러한 활동성과 이동하려는 

욕구는 동물원의 좁은 우리에서 나고 자란 호랑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 사육상태에서는 

이런 특성이 끊임없이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걷거나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니는 정형행동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호랑이의 사육시설 면적은 가급적 넓어야 한다.

또한 호랑이는 여느 고양잇과 동물처럼 시선, 특히 둘러싸거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에 해 불편

을 느낀다. 따라서 호랑이 사육시설을 조성할 때는 호랑이가 관람객의 눈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관람 구조나 내부 구조물을 설계해야 하며, 관람이 가능한 지점을 분산하거나 최소화하고 

식생이나 지형, 바위 등의 지형지물이나 은신처를 이용하여 모든 호랑이가 원하면 관람객의 시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선의 높이 측면에서는 서울동물원과 전주동물원, 청주동물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동물원이 

모두 관람객과 같은 높이거나 그보다 낮게 위치해 관람객들이 호랑이를 내려다보는 구조였다. 관람

장소를 일부 장소에만 한정하여 나머지 부분은 가려놓는 등의 노력이 보인 곳은 서울동물원과 전주

동물원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방벽을 기준으로 관람객이 둘러싸고 지켜보는 형태이거나 관람로가 

방사장을 아예 빙 둘러싸고 내려다보는 극도로 부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방사장 내부의 경우 

호랑이가 충분히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있거나 관람객과의 충분한 거리를 갖춘 곳은 서울동

물원 뿐이었으며, 방사장 내부 요소는 아니지만 방사장에서 내실로 통하는 문을 열어두어 호랑이가 

스스로 안팎을 오갈 수 있게 한 청주동물원의 조치도 좋은 중간 해결책으로 보였다. 그 밖의 동물원에

서는 호랑이가 주로 관람객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있거나 관람객을 등지는 방향으로 누워있는 등 

시선으로부터 최 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며, 여러 번 방문했던 동물원에서는 

관람객이 많을 때일수록 정형행동 등의 스트레스 징후의 빈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양한 지형지물들은 시선에 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서식환경을 재현하고 일상적인 풍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야생의 호랑이는 생활하는 반경이 넓다보니 다양한 환경요소들 



• Ⅲ. 공영동물원 실태조사･평가

∙• 91

속을 누비며 사는데, 여기에서 오는 환경적인 자극을 위해서는 다양한 천연기질 바닥재, 크고 작은 

식생, 높낮이와 경사의 변화가 있는 바닥 등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 환경 조성 시에는 고양잇

과 동물로서는 특이하게 물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고려해 반드시 모든 개체가 접근할 수 

있는 개수와 크기의 수영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적당한 장소마다 영역을 표시하고 이를 유지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는 만큼 뒷발로 긁을 수 있는 흙바닥과 앞발로 긁을 수 있는 통나무12), 

소변과 분비물을 뿌릴 수 있는 구조물들을 다양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환경조성 측면에서는 우치동물원의 한 개 방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설들이 모두 흙바닥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환경요소는 동물원 간 차이가 있었다. 바닥에 초본식물을 식재하고 관리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곳은 서울동물원, 우치동물원, 전주동물원 뿐이었고, 나머지는 자연히 활착한 

초본이 있지만 특별히 관리하지 않거나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고 있었다. 경사나 높낮이 변화가 없는 

곳도 5곳 이상이었으며, 내부 구조물을 오랫동안 교체해주지 않았거나 애초에 별다른 구조물을 추가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도 6곳 가량이었다. 수영장의 경우 진양호동물원과 전주동물원(벵골)을 

제외하면 전부 갖추어놓기는 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실질적인 호랑이의 이용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였다. 동물의 실질적인 이용이 있도록 하려면 야생에서 이용하는 수원지처럼 점진적인 수심 변화, 

그리고 수직보단 수평이 긴 형태로 수영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수영장의 형태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애초에 어느 호랑이도 이용하지 않을 형태로 조성한 

경우는 개선이 필요하다.

호랑이가 야생에서 겪는 다양한 자극은 일상적인 풍부화 프로그램으로서도 제공되어야 한다. 고양잇

과 동물인 호랑이는 후각 자극, 그중에서도 서비골기관을 통해 얻는 페로몬 자극에 관심이 많은데, 

이는 기본적으로 호랑이들이 각자의 영역을 표시한 냄새를 통해 인근의 개체에 한 정보를 얻으며 

살아가는, 단독으로 생활하지만 사회적 삶이 존재하는(solitary-but-social) 동물이기 때문이다. 동물

원에서는 야생에서만큼의 후각 자극을 자연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우나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후각 자극을 이용한 풍부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호랑이는 스스로 먹이를 사냥하는 

포식동물(predator)로서, 다른 동물이 잡은 먹이에 절취기생(kleptoparasitism)하는 경우를 제외하

면 먹이동물들을 직접 찾아내고, 적절한 거리 안에 들어오도록 잠행하고, 상을 특정하고, 폭발적으로 

달려 나가 먹이동물을 제압하고, 먹기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고, 기호와 부위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먹이를 섭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긴 과정을 거쳐야만 먹이를 먹을 수 있으며, 

이 과정 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인지적 자극들은 호랑이의 일상적 자극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극들은 도축되어 손질된 상태의 먹이만을 제공받는 동물원 환경에서는 

거의 기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호랑이에게는 이와 같은 인지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12) 발톱을 가는 행동의 보장은 영역행동의 욕구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발톱을 적당한 길이로 유지시켜주어 웃자라 육구를 파고드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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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화가 필수적이다. 먹이의 종류나 형태, 먹이를 얻기까지의 시간과 과정을 늘리거나, 먹잇감과 몸싸

움을 벌일 때와 유사한 신체적 자극과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고안물을 제공하는 식의 풍부화 프로그램

이 일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호랑이는 단순한 ‘카리스마 종’에 한 선호를 넘어 유서 깊은 문화적 바탕 아래 국민적 

애호를 받는 종이지만, 적절한 복지수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애호는 열악한 

조건에서 고통 받는 호랑이들만 계속 늘리는 악순환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호랑이를 비롯한 형 

식육목 동물들은 공통적으로 야생에서 넓은 생활권과 높은 활동성, 높은 인지능력과 다양한 행동양식

을 가져 사육 시에는 극도로 단조로운 삶을 살기 쉬운데, 이러한 동물들을 사육하는 것에 한 기준이 

없거나 미미했기 때문에 현재 국내의 형 식육목 동물들의 복지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국내에서 호랑이를 사육하려면 야생생물법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시

설을 제공해야 하지만, 해당 법률에 근거하면 한 마리에 넓이 14제곱미터에 높이 2.5미터의 면적, 

한 마리 추가 시 35% 증축 기준, 그리고 ‘지면보다 높은 잠자리’만 만족하면 허가가 나는 상황이다. 

이는 앞서 서술한 호랑이 복지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전혀 포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같은 법이 

규정하는 다른 고양잇과 동물과만 비교해보아도 불합리하다. 일례로 해당 법에서는 단순 신체 수치로

만 보아도 호랑이보다 2~3배는 작은 동물인 재규어, 표범, 설표에게도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해당 기준이 각 종의 생태는 고사하고 각 종이 어떤 동물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설정되었거나 

동물원의 편의만을 지나치게 고려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⑦ 늑대(Canis lupus)

[사진 69]  서울동물원 늑대사. 2017년 완공한 늑대사는 지형지물을 자연스럽게 살렸다. 국내 동물원에서 관람 편의를 이유로 

동물사 안의 나무와 풀을 모두 베어내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는 현상은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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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0]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 늑대사. 거의 19세

기 메나쥬리 형태의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열악한

시설이다. 바닥재는 우레탄 방수처리를 한 콘크리트 

재질로 최소한 흙을 밟을 기회도 없었다. 

[사진 71]  대전 오월드 늑대사. 3개로 나뉘어 있는 늑대사 중 

7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가장 큰 방사장은 면적, 식재, 재질, 관람객

의 동선 등이 적정하게 조성되어 있다. 늑대들은 넓은 면적의 방사

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고, 관람객의 시야에서 자유롭게 머무는 

공간도 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존재를 심하게 경계하지 않도록 일

정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높은 수준의 사회성을 요

구하는 늑대 무리의 구성도 적절했다.

[사진 72]  대전 오월드 늑대사. 전체적으로 우수한 환경이지만 관람을 위해 나무를 베어낸 흔적이 보인다. 동물이 반복해서 다니면

나무와 풀이 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의도적인 식재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사진 73]  전주동물원 늑대사. 넓은 면적에 자연스러운 식재를 유지

하고 있다. 전시를 위한 방사장 뿐 아니라 뒤쪽의 비전시 방사장도

자연스럽고 넓은 환경이다. 동물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 격리되

는 동물이 열악한 격리장에 수용되는 경우가 잦은데, 비전시 공간까

지 배려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관람 데크 전체가 늑대의 움직임

을 추적할 수 있을 만큼 방사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고,  늑대는

관람객의 시선을 피해 관람 데크 반대편 공간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보였다. 넓은 면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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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동물원에서 늑 를 보유하고 있었다. 늑 의 사육환경은 야생에서 40㎢에 달하는 영역과 행동 

습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면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는 늑 는 넓고 복합적

인 야외 공간을 필요로 해서 마리당 465㎡, 단독 생활을 하는 개체의 경우 930㎡이상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왔다갔다하는 정형행동(pacing), 공격성, 

불안함, 생식력 저하, 새끼를 돌보지 않는 행동 등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걷기, 속보로 뛰기

(trotting), 달리기 등 습성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의 사육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달성공원 동물원의 늑 사는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해 정상적인 행동 발현이 어려운 환경

이었다. 서울 공원 늑 사의 사육장 면적도 달리기 등 충분한 운동이 가능할 정도의 면적은 아니었으

며 시설 내에서 정해진 동선으로만 반복해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늑 는 갯과 동물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로, 충분한 숨을 기회와 안정

감을 느끼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왔다갔다하는 행동, 빙글빙글 도는 행동, 과도한 털고르기(핥

거나 씹는 행동) 등 다양한 비정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설사, 탈모, 식욕저하, 생식 장해 등의 

신체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 기준에서는 관람객이 관찰 가능한 사육

공간을 50퍼센트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달성공원 동물원은 사육장 안에 은신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서울 공원의 경우 좁고 긴 형태의 방사장은 위･아래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체가 개방되어 있었다. 관람창 면적을 줄이고 은신처를 조성하는 등 동물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늑 사는 나뭇가지, 통나무, 바위 등 구조물과 은신처와 그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관목 등을 조성할 

것이 권장되며 풀, 흙, 모래, 나무찌꺼기(forest litter)등 다양한 기질의 바닥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달성공원의 경우 우레탄 방수처리를 한 콘크리트 재질로 된 사육장에서 흙을 밟을 기회도 제공

하지 않고 있었다. 바닥은 물청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좁은 면적에 반복해서 배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에서 배설물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늑 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았고 정신

적 자극을 받을 기회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늑 는 생닭을 물고 일정한 동선을 빠르게 왕복하

는 정형행동을 심하게 보이고 있었다. 

전 오월드의 늑 사는. 3개로 나뉘어 있는데, 7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가장 큰 방사장은 면적, 

식재, 재질, 관람객의 동선 등이 적정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늑 들은 넓은 면적의 방사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고, 관람객의 시야에서 자유롭게 머무는 공간도 있었다. 그리고 사람의 존재를 심하

게 경계하지 않도록 일정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높은 수준의 사회성을 요구하는 

늑  무리의 구성도 적절했다. 전주동물원의 늑 사는 넓은 면적에 자연스러운 식재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시를 위한 방사장 뿐 아니라 뒤쪽의 비전시 방사장도 자연스럽고 넓은 환경이었다. 동물



• Ⅲ. 공영동물원 실태조사･평가

∙• 95

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 격리되는 동물이 열악한 격리장에 수용되는 경우가 잦은데, 비전시 

공간까지 배려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관람 데크 전체가 늑 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을 만큼 

방사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고, 늑 는 관람객의 시선을 피해 관람 데크 반 편 공간에만 머무르

는 경향이 보였다. 넓은 면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늑 는 사회성이 매우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2마리에서 많게는 20마리에 이르는 무리(pack)

를 이루게 해줘야 한다. 늑 를 전시하는 4개 동물원 가운데 3개 동물원에서는 최소 2마리가 함께 

전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구 달성공원은 2개 아종의 늑 를 각 한 마리씩 옆 공간에서 따로 전시하고 

있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 늑 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정형행동이 나타날 

확률도 높다.

야생에서 먼 거리를 달려 사냥하는 습성을 지닌 늑 는 사육 상태에서 운동 부족이 쉽게 일어나

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정형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량

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사육 면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제공하고 풍부화를 통해 

늑 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늑 는 CITES 부속서 II에 속하는 국제적 멸종위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야생생물법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에서는 갯과 동물은 

제외되어 있어 면적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종 별 서식환경에 한 법적 기준 부재가 동물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⑧ 아시아흑곰 

[사진 74]  서울대공원 아시아흑곰사. 구조물의 다채로움에 비해

실제로 곰이 선호할 만한 시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콘크리트로 

만든 인공돌(GRC)를 이용한 구조물은 나무를 이용한 구조물보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껍질을 벗기거나 긁는 행동을 하기에 선호도가 

떨어진다. 곰은 나무기둥 등 구조물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지는 않

았는데, 나무기둥 위에 먹이를 올려놓는 등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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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5]  광주우치동물원 아시아흑곰사. 아시아흑곰의 행동양식

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단조롭고 좁다. 구조물의 위치와 재질이

인공돌과 철제임을 감안하면 곰이 구조물을 이용할만한 동기도 부

여되지 않는다.

[사진 76]  광주우치동물원 아시아흑곰사. 위의 동물사보다 면적

은 조금 넓으나 관람객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데에 집중한 전형적

인 옛날식 동물사이다. 작은 웅덩이를 제외하면 곰에게 자극을 줄

요소가 전혀 없다. 전기철책과 같은 간단한 안전장치를 이용하면 

벽체를 과도하게 두껍고 높게 올리는 관행을 중단할 수 있다.

[사진 77]  대전동물원 아시아흑곰사. 곰 세 마리가 머물기에 좁아

서 면적으로 인해 곰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야생에서 단독

생활하는 곰은 사육 상태에서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므로 복수

개체 사육을 권하지만 좁은 공간에 과밀한 것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경우 곰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서로 공격하는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사진 78]  대전동물원 아시아흑곰 비만 개체. 먹이 섭취량의 제한

없이 관람객이 자동판매기에서 먹이를 계속 뽑아 주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생긴다. 과체중을 넘어 비만을 나타내고 있다. 오락을 위해 

먹이던져주기를 꼭 해야 한다면, 최소한 관리자의 개입 하에 필요한

열량과 영양소를 계산하여 계획적으로 먹이를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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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9]  대전동물원의 아시아흑곰사 안내문. 먹이를 유치울타리 

너머로 던지도록 유도해놓은 이상 아이들이 먹이를 던지는 행위를 

막기는 불가능하며. 관람객에게 먹이를 던져 주도록 판매하면서 음식

물 쓰레기와 구분해서 던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먹이를 던져주는

행동은 관람객에게 야생동물과 잘못된 관계 맺기를 교육하게 된다.

[사진 80]  대전동물원에서 자동판매기로 판매 중인 곰 먹이. 동물

원 사육 곰에게 저섬유질, 고탄수화물 사료는 비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사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사진 81]  서울 어린이대공원 아시아흑곰사. 관람객의 눈높이보

다 동물의 위치가 낮은 형태는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곰 네 마리를 한 번에 수용하기에 면적이

좁고 구조물도 단조롭다.

[사진 82]  전주동물원 아시아흑곰사. 최근 리모델링된 시설로 

자연스러운 지형지물을 이용했다. 구조물이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관람객의 시선을 피하는 용도 외에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일상적으로 구조물을 이용하여 먹이를 주는 등의 

풍부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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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3]  진주 진양호동물원 아시아흑곰사. 서식지의 재현이라

는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전형적 동물사의 모습이다. 사각 콘크리

트 상자에 곰을 넣어놔도 된다는 잘못된 교육을 하게 되는 장소이

다. 푹신한 쉴 자리를 위해 해먹 정도를 넣을 여지도 보이지 않아

주어진 환경 안에서 개선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시설은 

계속 유지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사진 84]  청주동물원 아시아흑곰사.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다. 구조물이 풍부하고 모두 나무 재질이라 곰들이 충분히 이용

하고 있었다. 내실로 통하는 문을 열어놓고 있어 관람객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6마리의 곰을 한 번에 

방사할 수 없어서 교대 방사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 85]  청주동물원 아시아흑곰사. 나무 구조물의 표면이 심하

게 벗겨져있고 해먹도 늘어져있는 것으로 보아 곰들이 구조물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86]  청주동물원 아시아흑곰사. 리모델링 거치지 않은 

동물사. 콘크리트 바닥에 음습한 위치라서 방사장 용도로 사

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평소에 비워두었다가 치료가 필요

한 개체나 새로 입식한 동물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격리칸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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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 중 7개소에서 아시아흑곰을 사육하고 있었다. 아시아흑곰은 야생에서 단독 생활하는 동물이

지만, 동물원과 같은 사육 상태에서는 여러 마리를 함께 기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장점이 된다. 군집 사육을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을 제공하여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싸움을 막기 위해 먹이 급여 시간이나 급여 방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적정한 

생활공간이 주어진 곰사는 최근에 리모델링을 거친 서울 공원, 전주동물원, 청주동물원 뿐이었다. 

방사장에 단독으로 방사된 동물원은 진양호동물원과 광주우치동물원으로 일상적인 자극이 부족해보

였다.

아시아흑곰은 가장 동쪽으로 일본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까지 다양한 아종으로 진화해 

다양한 기후에 적응한 동물이다. 인도차이나 남부, 만, 파키스탄 등의 서식지에서는 겨울잠이 관찰되

지 않기도 하지만, 한국과 북동아시아에 분포하는 우수리 아종은 겨울잠을 잔다. 한국의 기후는 겨울잠

을 자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원에서는 전시를 위해 단 한곳도 겨울잠을 자도록 

관리하는 곳이 없었다. 겨울잠이 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자세히 연구된 바가 

없으나 가을에 증가하는 식욕이나 둥지짓기 행동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곰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방사장에서 충분한 둥지 짓기 재료(짚, 나뭇잎, 나무껍질 등)를 제공하는 공영동

물원은 7개소 중 1개소뿐이었다.

아시아흑곰은 인지능력이 매우 높은 동물이다. 자연에서 다채로운 사물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능력

이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풍부화 구조물과 재료가 필요하다. 나무를 오르고 물어뜯고 속을 파내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구조물에 적절한 나무재질을 사용한 동물원이 7개 동물

원 중 3개소가 있었으나 구조물의 형태나 재질이 적절하지 않아서 곰이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것으

로 보였다. 

아시아흑곰 사육시설에 웅덩이 조성은 필수적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 기준에서 아시아흑곰의 사육 시설은 넓이 21㎡, 높이 2.5m에 웅덩이를 

권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사 상 공영동물원에는 웅덩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필수 요건은 아니며 

웅덩이의 넓이와 크기 기준은 규정되고 있지 않아서 충분치 못해 보였다.

사육시설 기준은 면적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준 자체가 곰의 생리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좁다. 다른 동물의 사육 시설에 공간의 크기만 단편적으로 명기해놓은 것과 비교하자면 웅덩이를 권장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사육 기준으로는 미흡하며 개체별 공간, 사회적 구조, 구조물, 풍부화 등 

구체화된 서식환경 기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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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아시아코끼리 

[사진 87]  서울동물원 코끼리 방사장. 총 3개의 방사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암컷 4마리가 사용한다. 긍정강화훈련과 이를 통한 

관리 및 처치가 가능한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방사장은 모두 합쳤을 때 현재의 개체 수에 

적당하며, 성체까지 잠길 수 있는 대형의 수영장이 구비되어 있다. .

[사진 88]  서울동물원 코끼리 내실. 한두 마리가 야간 동안에

지낼 수는 있겠으나 국내에서는 이곳에서 겨우내 지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환경이 충분하지는 않다. 4마리 코끼리가 한 공간에

지낼 수도 없어 겨울 동안 사회적 교류의 감소도 우려되는 부분이

다. 또한 내실을 공개하지 않는 나머지 시설들이 이보다 더 작은

내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코끼리 내실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 89]  우치동물원 코끼리 사육환경. 모녀관계의 암컷 두 마리가 사용한다. 비좁은 면적과 단조로운 환경, 관람객과의 매우

가까운 거리가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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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서재원

[사진 90]  달성공원 코끼리 사육환경. 국내에서 가장 좁은 시설에 국내에서 가장 큰 수코끼리를 포함한 두 마리가 살고 있다.

한 마리에게도 부족한 면적이며, 암컷도 다 못 들어갈 협소한 수영장을 제외하면 어떠한 환경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 극도로 열악한

시설이다. 콘크리트 바닥에다 발 관리를 위한 시설도 보이지 않았는데, 수코끼리의 발 각질과 발톱이 웃자라 있는 것이 확인되어

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사진 91]  대전오월드 코끼리 사육환경. 사파리 차량을 타고 들어

가야 볼 수 있으며, 도로로 나올 수 없도록 전책이 둘러져 있었다.

별다른 인지적 자극을 줄 수 없는 단조롭고 좁은 환경이다. 단독

사육되고 있는 수코끼리는 이유하자마자 어미로부터 떨어져 대전

으로 팔려왔는데, 사회화에 중요한 유년기부터 쭉 고립되어 자란 

시간이 길어 정신적인 건강이 우려되었다.

[사진 92]  서울어린이대공원 코끼리 사육환경. 경사지고 좁은 1개 방사장 뿐인데, 그마저도 새로 태어난 새끼를 돌보는 어미

코끼리와 아비 코끼리가 같이 방사될 수 없어 한쪽이 방사되는 동안 다른 한 쪽은 내실에 머무르고 있었다. 태어난 새끼의 성별이

수컷이라는 점에서 성체로 자라났을 때의 공간 문제도 우려되어 시설의 증축이 불가능하다면 반출이 불가피해 보인다.

긍정강화훈련을 위한 훈련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훈련을 통한 코끼리의 수의학적 처치가 매우 수월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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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3]  전주동물원 코끼리 방사장. 2019년 초 수컷이 앞발 감염으로 폐사하면서부터 암컷 혼자 살고 있다. 한 마리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공간이 확보되어있으며, 사진에서 보이듯 긍정강화훈련을 통한 발 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욕구가 강하고

무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암컷 코끼리가 홀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0개소 중 6개소에서 코끼리를 전시하고 있었다. 현존하는 3종의 코끼리 중 유일하게 아시아 

륙에 서식하는 아시아코끼리는 동남아시아의 연중 온난한 기후에서 살아가기에 혹한의 겨울이 

존재하는 한국에서는 겨우내 머물 수 있는 실내공간이 필수적이다. 실내사육공간은 야외방사장에 

비해 조성하기에 한계가 많아 일반적으로 야외시설에 비해 작아지기 마련인데, 코끼리의 경우 크기 

자체가 매우 커 실내공간조차 웬만한 소동물 사육시설 이상으로 크게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다보니 실내외를 막론한 사육시설 면적이 전반적으로 협소한 국내 동물원들의 코끼리 내실(내지는 

실내전시장)은 사실상 코끼리를 ‘보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내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의 코끼리들

의 복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야외방사장 역시 사정은 비슷했는데, 물론 코끼리 방사장들은 각각의 동물원에서 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방사장 자체의 상 적인 수치일 뿐, 육상동물 중 가장 

거 한 코끼리에게는 그 크기에 알맞은 고려가 필요하다. 코끼리가 일정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숲과 

초원 지 를 끊임없이 유랑하며 살아가는, 이동성이 강한 동물이라는 점에서도 더더욱 코끼리 방사장

에는 지금 수준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교적 널찍한 방사장을 여러 개 갖춘 

서울동물원, 그리고 한 마리에게 좁은 편은 아닌 전주동물원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동물원들의 코끼

리 방사장은  하나같이 무척 협소했다. 특히 달성공원과 우치동물원의 시설은 매우 협소했으며, 이 

중 달성공원은 다 자란 암수가 합사되어 있어 수컷의 행동, 개체 간 갈등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에 더욱 못 미치고 있었다. 

코끼리의 사육에서는 방사장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사장의 재질 또한 매우 중요하다. 체중으로 인해 

발에 가해지는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방사장 바닥에 충분한 흙이 필요한데, 조사 상 중 충분한 흙이 

있거나 보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은 6개소 중 2개소에 불과했다. 육상동물 중 가장 무거운 

동물인 코끼리는 발가락뼈 아래에 위치한 두꺼운 지방질 패드를 ‘깔고 걷는’ 구조를 통해 다리에 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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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격을 분산하는 독특한 반지행성(semi-digitigrade)보행 방식을 가지는데, 이러한 구조는 디뎠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흙바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원에서는 딱딱

한 콘크리트 바닥이나 코끼리 자신의 체중으로 단단히 다져진 흙바닥을 딛고 살다보니 체중이 분산되지 

않아 다리관절에 무리가 가해지며 관절염을 앓게 되고,13) 이와 더불어 바닥이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편평한 문제로 각질과 발톱이 웃자라거나 발바닥 살과 패드, 그리고 발톱이 갈라지면서 감염과 통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감염은 작게는 단순한 보행 장애에서부터 심한 경우는 죽음으로도 이어지는데, 국내

에서도 2018년에 양쪽 앞발의 감염으로 40세가량의 수컷이 폐사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발 및 관절 질환은 사실상 자연스러운 흙바닥을 딛지 못하고 사는 모든 동물원 코끼리에게서 

진행 중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에 해서는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평생의 수의학적 관리가 

필요한데, 이때 코끼리가 수의학적 처치 상황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면 매번 코끼리에게 마취의 

부담이나 부정적인 경험을 남기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발 관리를 비롯한 여타 간단한 처치나 검사

들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코끼리 스스로의 건강에도 긍정적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긍정강화훈

련을 통해 코끼리가 수의학적 관리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코끼리를 보유한 6개 동물원 중 긍정강화훈련을 위한 설비를 갖춘 모습이 확인

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코끼리의 긍정강화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힌 곳은 총 4곳이었다. 훈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2곳 중 1곳에서는 코끼리의 발톱과 각질이 웃자라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사실

상 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의심되었다.

거 동물(megafauna)인 코끼리는 질량에 비해 체표면적이 작아 더 작은 동물들에 비해 체열 발산

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코끼리는 아프리카 종들에 비해 귀의 크기가 현저히 작아 사육 상태에

서는 더운 계절에 과열될 위험이 있다. 야생의 코끼리들은 숲 속이나 물에 들어가거나, 물이나 진흙, 

흙모래를 몸에 뿌리는 방법으로 과열을 방지하는데, 사육 상태에서도 같은 행동이 가능하도록 모든 

개체가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늘, 수영장, 흙모래와 진흙 웅덩이 등을 방사장 내부에 상시 배치하여

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 코끼리의 과열 문제는 지난 2018년 여름, 폭염에 젊고 건강했던 수코끼리가 

폐사하는 사건을 통해 최근에야 관심이 불거진 화두이기도 하다.

코끼리를 보유한 6개 동물원 중에서는 다 자란 코끼리까지 몸이 잠길 수 있는 깊이와 넓이의 수영장

을 갖춘 곳은 1곳, 몸을 완전히 담글 수 없는 수영장을 갖춘 곳이 2곳, 수영장이 없는 곳이 3곳이었다. 

아시아코끼리가 열을 식힐 목적이 아닌 놀이나 편의의 목적으로도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시설들의 이런 경향은 매우 부적절하다. 수영장을 갖추지 못한 시설들에서는 혹서

기에 호스를 이용해 물을 몸에 직접 뿌려주는 것으로 보였으나, 코끼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사용할 

13) 사육상태에서는 야생에서보다 현저히 적은 운동량과 고열량 섭취로 인해 비만이 자주 발생해 무거운 체중이 더욱 발에 무리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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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늘의 경우 차양을 설치하여 연중 영구적인 그늘을 제공하는 곳은 두 곳 뿐이었으며, 나머지 

시설은 혹서기에만 차광망 등을 설치하여 그늘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늘을 일시적인 설치에만 의존

하는 경우에는 편의상 가볍고 저렴한 소재를 이용하게 되어 태양광의 투과도가 높아져 충분히 짙은 

그늘을 형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아시아코끼리는 크기만큼이나 고차원적인 인지능력과 감정수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아시아코끼

리가 자의식, 도구사용, 상호협력, 장기기억, 이타성, 공감능력, 모방, 죽음에 한 애도, 언어능력 

등 통념상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 온 수많은 인지능력들을 가지고 있음은 여러 실험 및 현장과학연구를 

통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코끼리의 커다란 뇌가 뇌피질 비율이 높고 신경결합도 매우 촘촘하다

는 신경생물학적 연구결과 또한 높은 수준의 인지 및 정신작용을 뒷받침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코끼리

의 높은 인지능력은 코끼리 자신이 속한 무리 내의 구성원, 더 나아가서는 같은 지역에 사는 다른 

무리 구성원들까지를 망라하는 수많은 코끼리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날의 수준으로 발달해왔다. 그만큼 코끼리에게는 다른 코끼리와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으며, 이 관계의 형성 여부는 코끼리의 정신 건강에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아시아코끼리를 보유한 6개 동물원 중 사회적 구성단위를 최소 수준으로라도 만족한 곳은 

다양한 연령 의 암컷 4마리가 함께 지내는 서울동물원 한 곳에 불과했다. 코끼리 암컷들은 2~3세 의 

혈연 암컷들로 이루어진 무리에서 평생을 살아가며, 수컷도 성 성숙에 도달하기 전인 12~14살까지는 

태어난 무리에서 보살핌을 받고 자라기에 사육 상태에서 코끼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암컷 집단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서울동물원을 제외한 나머지 5곳에서는 단독 

사육이 2곳(암컷 단독 1곳, 수컷 단독 1곳), 두 마리인 곳이 2곳(암수 쌍 1곳, 어미와 암컷 새끼 1곳), 

세 마리인 곳이 1곳(암수 쌍과 수컷 새끼)으로, 자연스러운 사회구조를 만족하는 곳이 없어 각 코끼리들

의 정신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워보였으며, 특히 새끼가 있는 곳들의 경우 무리 내 다양한 연령

의 코끼리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사회화 및 학습의 기회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

높은 인지능력은 사육 상태에서 쉽게 지루해지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는 점과도 연결된

다. 실제로 동물원 코끼리들이 제자리에 서서 몸을 흔들거나 같은 경로로 걸어 다니는 것을 반복하는 

양상의 정형행동을 흔하게 보인다는 점은 이들이 일상적인 무료함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

에 코끼리에게는 지속적인 정신적 자극을 줄 수 있는 풍부화 프로그램이 일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야생의 아시아코끼리는 초본, 나뭇잎, 잔가지, 수피와 목질, 다양한 종실에 이르는 112가지 이상의 

식물을 하루 12시간 이상에 걸쳐 약 150kg씩 소비하며 살아가며, 이 다양한 먹이원들을 먹을 수 

없는 것들과 구분하고, 이것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해 학습하고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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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코끼리의 삶에서 사회적 자극만큼이나 주된 자극은 먹이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풍부화를 

고려할 때에도 먹이를 얻는 과정, 먹이의 종류와 형태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코끼리에게 풍부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

던 동물원은 없었고, 서울동물원 정도에서만 타이어를 이용한 장난감을 설치해놓고 풍부화에 한 

간략한 설명을 안내판에 해 놓아 비록 프로그램의 빈도와 내용 등의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었지만 

코끼리에게 풍부화가 이루어지고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시설들에서는 아무런 

풍부화 고안물이나 장치 없이 방사장에 코끼리들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달성

공원과 서울어린이 공원의 경우는 방사장이 경사진 구조에 건호로 둘러싸여있어 근본적으로 방사

장 내부에 고안물을 제공해주기가 어려워보였다.

이렇듯 코끼리는 사육 상태에서 충족시켜줘야 할 요소들이 무척 다양하고, 무리생활을 하는 동물

이다보니 각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것에도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보니 부분의 사육시

설이 근본적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해외의 일부 선진 동물원에서는 비교적 좋은 시설과 사육기술

을 가진 경우임에도 코끼리의 전시를 공식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식으로 전시∙공연∙노

동환경에서 은퇴하여 보호시설(sanctuary)에서 여생을 보내는 코끼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비

인간 인격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한 종이니만큼 앞으로도 국제적인 코끼리의 

권리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추세가 이러한 반면, 국내에서는 코끼리 사육에 한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야생생물법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에서조차 코끼리가 CITES 부속서 

1에 속해있으며 전국 동물원 및 공연시설에서 20마리가 넘게 사육되고 있음에도 사육시설등록 상에

서 코끼리를 누락하고 있다. 코끼리의 사육과 복지에 한 가이드라인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2018년에 제정된 동물원수족관 전시･사육 동물의 적정 서식환경 가이드라인의 주요군별 서식환경 

기준에는 코끼리과(Elephantidae)에 한 사육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큰 규모의 실내 공간 개발 

권장, △충분한 공간과 환경의 복잡성을 제공하는 야외 공간, △발 건강을 유지하고 코로 뿌리는 먼지 

목욕에 사용될 천연 기질 실외 바닥재 제공, △사회적 그룹 구성(2마리 이상 권장), △행동풍부화 프로

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동물원 코끼리들의 복지 상태는 체로 무척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끼리의 신체적･정신적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강제성 있는 사육･관리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이에 부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코끼리를 더 적합한 환경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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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침팬지(Pan troglodytes) 

[사진 94]  서울동물원 침팬지 방사장과 내실. 방사장은 침팬지 무리의 활동성을 감당하기엔 좁지만 수직으로 매우 높고 복잡한 

구조물을 올려 이를 상쇄하고 있었다. 내실은 겨우내 지내기에는 무척 협소했으나, 추운 계절이라도 외부 온도가 너무 낮지 않으면

난방을 해 놓고 문을 열어 침팬지들 스스로 입방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였다. 공영동물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연적인

번식과 양육이 이루어지며, 소규모의 자연스러운 무리가 구성되어 있다.

[사진 95]  달성공원의 침팬지 사육장 전경과 내부 모습. 국내에서는 가장 협소한 시설로서, 내부에는 침팬지가 실제로 사용할 

여지가 적고 인지적 자극을 줄 수 없는 약간의 철제 구조물을 제외하면 아무런 환경 요소도 찾아볼 수 없다. 오래전 수컷이 죽고 

고립되어 지낸 기간이 긴 암컷과 민영동물원에서 쇼 동물로 이용되다가 해당 동물원 무리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잉여 개체로 남았던

수컷을 그 짝으로 들여왔다.

[사진 96]  대전오월드의 침팬지 사육환경. 방사장은 수직 공간을 최대로 활용한다면 현재의 두 마리 정도는 불편하지 않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내실의 경우 매우 협소했으며, 침팬지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요소가 없이 콘크리트로만 마감되어 있었다. 시선에 민감한 영장류임에도 전면 통유리를 통해 관람객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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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소 중 총 3개소에서 침팬지를 사육하고 있었다. 침팬지는 인지능력과 활동성이 모두 높은 동물

로 자연스러운 습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적인 운동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인지적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을 필요로 하는 표적인 종이다. 미국동물원수족관협

회의 침팬지 사육기준에 따르면 침팬지의 전시장은 종의 적합한 행동, 정신적인 발달, 사회적인 관계, 

환경의 복잡성, 정신적인 안정, 행동의 풍부화, 침팬지가 환경 구성에 개입할 여지 등을 만족시켜야한

다. 또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위 서열 수컷들의 공격적인 과시행동이나 개체 간 갈등에 의한 

물리적 투쟁들을 고려했을 때 개체들이 몸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과 숨을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

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 또한 필수적이다.

침팬지는 형 유인원 중에서도 특히 지상과 수관층 모두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종으로, 

지상 공간과 공중 공간 모두를 인지적 자극을 줄 수 있도록 복잡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직 구조물을 조성할 때는 단순히 오르내리는 것이 아닌 구조물끼리 공중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열 우림의 입체적이고 복잡한 수관층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상에서는 

주로 손가락 둘째마디를 디뎌 네 발로 걷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손 관절에 무리가 없는 바닥재질이 

활용되어야 한다.

침팬지를 보유한 세 곳 동물원의 방사장 중 초본이 자라는 흙바닥에 여러 높이에서 서로 연결되

어 있는 총 24m의 형 타워를 설치해준 서울동물원을 제외한 나머지 두 시설은 침팬지에게는 지나치

게 단조로운 환경이었다. 특히 달성공원 동물원은 침팬지에게 어떠한 인지적 자극을 주지도 못하고, 

서식지도 재현하지 못하는 극도로 열악한 수준이었다. 바닥은 우레탄 방수 처리된 콘크리트 재질이었

으며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철근 구조물 몇 개가 전부였다. 가뜩이나 비좁은 우리의 전면

이 창살에 덧댄 투명 유리로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피할 은신처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

다 관람객과의 거리도 매우 가까워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으로 보였다. 달성공원과 전오월

드의 침팬지 사육장은 애초에 사육장의 크기가 극히 협소하여 구조물 등 복합적인 환경 조성 자체가 

어려워 보였다. 전오월드의 경우 방사장이 높은 편이라 공간을 수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침팬지는 과일을 주로 먹는 과식성 동물이지만 과일 외에도 나뭇잎이나 그 새순, 종자, 줄기, 꽃, 

속(pith), 꿀, 수피, 나무진 등 먹을 수 있는 식물의 모든 부분을 먹이원으로 활용한다. 또한 유인원으로

서는 특별히 일정 수준 이상의 동물성 먹이를 섭취하는데, 도구를 만들어 개미나 흰개미, 꿀벌 등을 

채집해 먹거나 고도의 전략 아래 전문화된 집단을 이루어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습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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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먹이원의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침팬지는 먹이를 먹기 위해 절기, 시간, 장소, 획득방

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필요는 침팬지의 높은 인지능력과 맞물려 물리적으로

도 정신적으로도 복잡한 침팬지의 식이생태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먹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제공하는 먹이풍부화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일상적인 무료함을 경감시킬 수 있

다. 또한 야생에서의 먹이활동이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 내내 먹이를 찾아 먹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한 두 차례의 급여보다는 여러 번 분할하여 급여하는 것이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과 불필요

한 개체 간 갈등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다. 

침팬지는 아프리카의 열  기후에 적응하며 진화한 만큼 겨울이 있고 기온의 연교차가 심한 국내에

서는 반드시 실내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실내시설 역시 실외와 마찬가지로 사회행동이나 활동성, 

높은 인지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넓이와 복잡성을 갖추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계절에 관계없

이 야간에는 모든 침팬지가 실내에 들어와 밤을 보내는 만큼, 매일 밤 새로 잠자리(둥지)를 만드는 

습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나뭇가지, 건초, 깔짚 등의 천연재료나 직조물, 담요와 같은 

인공물이 둥지 재료로서 매일 제공되어야 하며, 청결한 잠자리를 선호하는 만큼 재료들은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 상 중 실내시설이 공개되어 있는 두 곳 중에서는 서울 공원에서만 내실에 

짚을 일부 제공하고 있었다. 

침팬지는 인간 유아 수준 이상의 추론이나 사고가 가능함이 확인된 동물인 만큼 인지적 자극을 줄 

수 있도록 도전 과제나 놀이를 이용한 일상적 풍부화 프로그램 또한 복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침팬지는 수많은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고도로 복잡한 구조의 

사회를 이루어 산다. 야생의 침팬지는 혼자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함께 어울려 다니는 

개체가 바뀔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개체가 하나의 큰 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산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에서도 침팬지들끼리의 안정적인 사회가 이루어져있는지의 여부가 해당 침팬지들의 삶

의 질에 막 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많은 공영동물원에서는 그간 암수 한 쌍의 구성으로 침팬지를 

사육하며 침팬지들이 정상적인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왔다. 번식을 목적으로 

쌍을 맞추어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리 안에서 자라나며 적절히 사회화를 거치지 않은 침팬지는 

정상적인 생식행위, 출산,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동물원에서의 침팬지 개체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왔다. 고립되거나 부적절한 사회관계만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이나 자해 등의 

행동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으며, 부분의 시설에서 일상적인 정형행동이 관찰되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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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순까지만 해도 침팬지를 보유한 공영동물원은 6곳이었으나 이후 침팬지를 한 마리씩 보

유하고 있던 동물원들에서 두 마리는 중국, 한 마리는 캄보디아로 반출하며 현재의 3개소만 남았다. 

남은 3곳 중에서도 서울동물원을 제외한 두 곳에서는 침팬지의 복지 수준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개선

하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침팬지를 비롯한 형 유인원들은 인간과 매우 유사한 만큼 ‘비인간 인격체’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무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계통이며, 실제로 아르헨티나 법원

에서는 오랑우탄 ‘산드라’와 침팬지 ‘세실리아’의 비인간 인격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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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 보전 측면에서 본 평가

가. 동물원 보유종 선정 기준과 현황

1)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 보유 현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의 각 부속서에서 정하는 종들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으로 규정, 보호하고 

있다. CITES는 국제거래를 전제로 규제가 없을 시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들에 해 

보호단계를 적용하는 협약인지라 서식지 내에서의 실질적인 보전상태, 즉 각 종의 멸종위기 여부를 

반드시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보전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진 멸종위기종을 

부분 누락 없이 포함하고 있으며, 적색목록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명시하지 않은 CITES종들 역시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거래 규제를 통한 보전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현재 각 동물원이 보유한 적색목록 

멸종위기종 수에 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만큼 조사 상 동물원의 CITES종 수를 각 동물원이 보유한 

잠재적 보전 가치가 높은 종의 수치로 보았다.

조사 상 동물원이 제출한 전체 보유 종 중 CITES종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표 6> 공영동물원 CITES종 보유 현황

서울

동물원

우치

동물원
달성공원 오월드

서울어린

이대공원

울산

대공원

인천

대공원

전주

동물원

진양호

동물원

청주

동물원

CITES종/

전체 종
121/259 49/106 24/78 73/127 46/100 18/51 9/45 34/103 9/47 44/85

동물원이 종 보전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유 종 중 보전이 필요하며 보전적 

가치가 높은 종들의 비율을 늘리는 것, 즉 CITES종이 아닌 종들을 줄이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

다. 이러한 방향의 보유종 선정은 동물원 운영 주체가 가진 한정적인 자원을 실제 보전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종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보전 사업의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보유가 보전으로 연계될 여지가 없는 보전적 가치가 낮은 종들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자연히 동물원 내에 보전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종의 비율이 늘어나며 앞으로의 보전 사업을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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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분별한 CITES종(멸종위기종)의 보유 확 는 마찬가지로 지양해야 하는데, 보전적 가치가 

높은 종을 보유만 하는 것은 보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보도자료, 환경부에 보고된 관련실적 

및 본 조사의 자체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유한 CITES 종에 해 실질적으로 보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곳이 전체 10개 동물원 중 8곳으로 부분을 차지했으며, 종 보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 역시 전체 CITES종 중 보전에 참여하는 종의 비율은 소수에 그치고 있었다. 

이처럼 아무리 보전적 가치가 높은 종이라 해도 아무런 보전적 노력 없이 보유만 한다면 결국 비CITES

종의 보유와 다를 바가 없다. 국내 부분의 동물원이 보전 사업의 상이 아닌 종들은 교잡이나 근친

을 배제하는 유전적 단위의 종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CITES종을 단순히 보유만 

하는 방식은 해당 종 사육 개체군의 유전적 교란을 야기하여 오히려 보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위험도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각 동물원이 보전 측면의 당위를 얻고자 한다면 종 선정 및 관리 기준에 비CITES종의 보유를 

최 한 줄이고, CITES종의 보유는 장기적으로 서식지내 보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내 토착종 보유 현황

동물원의 토착종 중심의 종 보유는 전시하는 동물에게 기후, 식생, 토양 등의 원서식지 환경조건들을 

재현해주기가 용이해져 복지 측면의 이점이 크고, 야생에서 구조된 이후 야생 복귀 불가능 판정을 

받은 동물에게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야생동물 생츄어리(sanctuary)로서 기능하여 동물원의 사회

적인 역할을 확장해나갈 수 있으며, 중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는 국내 생태계에 한 효과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측면의 장점들이 있다. 무엇보다 동물원이 실제 전시하는 

종에 해 실질적인 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높여주고, 전체 전시하는 종 중 보전에 

기여하는 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전 측면에서 무척 바람직한 운영방향이다.

특히 동물원이 전시하는 수많은 해외종들의 경우 실질적인 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서식지 내 보전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토착종의 보유는 오늘날의 국내 동물

원들이 실질적인 종 보전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데,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비교적 용이하고 부분

이 야외에서 산림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공영동물원들은 여기에 가장 적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상 동물원들의 전체 보유 종 수 비 토착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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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공영동물원 토착종 보유 현황

청주

동물원

달성공원 

동물원

서울

동물원

진양호동물원

대전오월드

전주

동물원

인천

대공원

서울어린이

대공원

우치

동물원

울산

대공원

보유 토종종 수 23 19 50 9 20 16 6 10 10 3

전체 보유종 

수(환경부 등록기준)
85 78 259 41 127 103 45 100 106 51

방문시 확인한 보유종 

숫자
81 59 262 41 110 102 41 79 87 37

토착종 비율 27% 24.3% 19.3% 19.1% 15.7% 15.5% 13.3% 10% 9.4% 5.8%

집계 결과 현재 국내 공영동물원들의 토착종 보유 현황은 평균 전체 보유 종의 약 16%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부분의 동물원이 아직까지는 해외종 위주의 종 선정 및 전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토착종의 비율이 평균을 상회한 4개소의 경우, 동물원 스스로 토착종의 보전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성을 표방하는 서울동물원과 청주동물원이 있는가 하면, 토착종은 물론 어떠

한 종에 해서도 보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진양호동물원과 달성공원 동물원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가 높다고 해도 반드시 해당 동물원이 토착종 중심 보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전체 토착종 중 조류, 그 중에서도 맹금류(매목, 수리목, 올빼미목)가 

과반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해당 동물원들의 토착종 보유가 의도적인 종 선정의 결과가 아닌 

단지 야생에서 구조된 개체들을 인계받아 전시하고 있을 뿐임을 추측케 하였다.

물론 온  산림 위주의 작은 반도인 우리나라의 동물상은 업계에서 선호하는 광 한 열  지방의 

동물상에 비해 다양성이 낮고, 무엇보다 소위 ‘카리스마 종’으로 취급받는 형종들이 적어 토착종의 

보유현황을 전체 종 수에 비한 비율로 따지는 것이 불합리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부분 

공영동물원들이 많은 종을 집약적으로 전시하는 것에 치중하던 과거의 영향으로 관리 능력, 시설, 

재원에 비해 너무 많은 해외종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서울동물원, 청주동물원 

등 일부 공영동물원들에서는 보전 가치가 낮은 해외종을 중심으로 보유 종을 줄여나가고 있기도 하다. 

즉, 오늘날 국내 공영동물원들은 토착종을 적게 전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너무 많은 해외종들

을 전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토착종 중심의 보유 종 구성 방향은 비단 보전뿐만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다.

조사 상 동물원 중 토착종 중심의 전시, 보전 및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동물원은 

아직까진 소수에 그쳤다. 서울동물원은 원내에 ‘토종동물지구’를 조성, 2013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토착종의 사육시설을 개선, 확장시키고 있으며, 종보전 연구실을 통해 토착종들의 보전 연구들을 수행

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전활동을 이어나가며 국내 동물원 중 가장 활발한 토착종 중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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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청주동물원은 2014년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을 기점으로 보전 상 토착

종들 중심의 사육환경 개선 및 종 정리, 유전 및 번식 연구,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보전활동 

등을 시작하며 지방 동물원 중에서는 토착종의 보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는 전주동물원

이 관계자 면담을 통해 토착종 중심의 운영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종 선정 방향에 이를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나. 동물원의 보유종 기준 및 우선순위 설정

초기 동물원들이 보유하는 동물들은 주로 신기하고 이국적이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종 위주였

다. 수집되는 동물의 종류와 숫자는 흔히 체계적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상당 부분 당시 

기관장(동물원장)의 기호나 기증자의 결정에 의존하였다. 또 동물원이 밀수나 밀렵 단속 중 압수된 

동물들의 수용소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현 동물원들은 이러한 관행에

서 벗어나 체계적인 수집 계획(기관 종 수집 계획; Institutional Collection Plan (ICP))을 세우고 

이를 공식 문서화하여, 이 계획에 따라 동물의 취득(acquisition)과 처분(disposition)을 결정하고 

있다. 동물원은 보유하고 있는 종들에 해 각 종이 동물원의 보전, 교육, 연구의 측면에 있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기여하는지에 한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14). 따라서 종 수집 계획은 동물

원의 기능과 운영 목표와 관련하여, 왜 특정한 종을 수집, 유지, 번식, 취득해야 하는지, 또는 왜 처분하

여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와 실시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1) 보유종 기준 및 종 수집 계획이 필요한 이유15)

∙ 전시에 필요한 동물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한다.

동물원의 존재는 전시할 동물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전시할 동물들을 야생에서 구하는 

일은 점점 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들을 

지역의 다른 동물원들과 협조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관리, 번식시켜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물원 사육 개체군의 장기적 유지를 위한 적절한 계획이 없다면 이들은 점차 사라져 갈 것이고 보충이 

쉽지 않을 것이다.

∙ 잉여동물 생산을 조절할 수 있다.

수집계획을 강력히 실시함으로써 번식과다로 생산되는 잉여 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에 부수

되는 윤리적, 경제적, 공간적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14) Irish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 Dept.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2016. 
15) 교육 중심 동물원을 위한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발전기본계획 학술용역, 201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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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에서의 효율적인 종 보전의 근간이 된다.

야생에서와 서식지 외에서의 종의 상태, 동물원 내의 공간, 인력, 재원 등 자원과 능력을 고려한 수집 

계획을 확립함으로 실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종을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동물 관리와 건강, 복지, 생존에 도움이 된다.

동물원의 현 상태에 가장 적합한 종들을 선정함으로써 동물 관리가 더 효과적이 되고, 따라서 더 

건강한 동물군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보유하고 있는 종의 수에 따라 동물원의 규모와 질을 평가

하였지만, 이제는 적절한 수의 종을 얼마나 건강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동물원의 질이 평가되고 있다.

∙ 보전기관으로 동물원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에 의하여 종을 수집하고 관리함으로 보전기관으로서 동물원에 한 사회와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이것은 공공 예산의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보전을 내세우면서 보전에 가치가 없는 종의 

보유에 중심을 둔다면 동물원의 신뢰도에는 금이 갈 것이다.

2) 보유종 우선 순위 설정의 기준

동물원들이 보유종과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는 기준들은 아래와 같다. 또한 아래 기준에 한 각 

종의 가치는 변화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기적으로 재평가 되어야하며 

이에 의거하여 보유, 수집, 방출하는 동물 종의 리스트 또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가) 보전 가치

특정 종을 보전을 이유로 보유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결정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

야 한다. 

∙ 해당 종의 보전 지위(IUCN 적색목록, CITES, 국내 멸종위기종 지위 등)

∙ 해당 종의 보전에 있어 동물원이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보전 노력(교육, 서식지내 보전 지원 

등)의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공번식의 필요도 분석(통합적 수집평가 및 계획 과정: Integrated 

Collection Assessment and Planning(ICAP)16). 해당종의 자연 개체군 보전에 있어 인공번식

을 통한 방사의 유효성과 중요도, 이익, 손실, 위험도의 종합적인 분석)

∙ 동물원의 인공번식을 통한 현실적인 방사 가능성(자연에서의 위협요인 확인, 해당 요인 감소･관리 

진행 여부, 인공번식 및 방사 계획 수립) 사전 평가여부: 자연에서의 위협요인 저감노력이 진행되

16) Traylor-Holzer, et al., 2019, Integrated Collection Assessment and Planning (ICAP) workshop: helping  zoos 
move toward the One Plan Approach, Zoo Biology. 38: 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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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이것이 유효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경우, 인공 번식된 개체들은 결국 감금 전시용으로 

활용되어 보전적인 의미 없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시설 내 종의 인공번식과 방사훈련을 위한 안정적인 인력과 재정 자원 충족 여부 

∙ 해외 동물원과의 지역적 협업을 통한 유전적 다양성 확보 가능성과 이에 한 계획 여부 및 소속 

지역 동물원 네트워크 종 수집 계획(Regional Collection Plan)과 지역 TAG(분류군 자문 그룹)

의 권고사항 

최근에 들어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동물원의 종수집 결정에 있어 고려요인이 되고 있다. 만일 특정 

종의 보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것인 경우, 해당 종은 보전을 목적으로 

동물원이 보유･수집할 종의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이는 해당 종이 인공번식 후 자연 방사가 이루어진

다고 해도 전 지구적인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는 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 해당 종이 자연에

서 성공적인 개체군을 형성하고 유지해갈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전을 이유로 특정 

종을 보유･수집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자연환경적인 다양한 변화들을 인지하고 해당 변화들과 

특정 종의 생태 및 위협요인을 결부시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종 보유･수집･처분 등이 결정되

어야 한다.

나) 종 특이적 복지요건 제공 가능 여부

특정 종의 보유와 취득을 결정할 때는 동물 종에 따라 충족하여야 하는 복지 요건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해당 종을 사육하기 위해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과 공간시설이 확보되어 있는가. 특정 기후조건에 

서식하는 종의 경우, 사계절에 걸쳐 상종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환경 요건이 갖춰져 

있는가. 만일 이러한 기초적인 요인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그 종은 구입 또는 유지해서는 안 

된다. 

∙ 현지 기후와의 적합성. 극단적이고 특이적인 기후조건에 적응한 종의 경우, 인공적인 노력과 시설

로 해당 종의 습성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종에 한 수집은 지양되어야 한다(예-

북극곰).

∙ 해당 종 또는 해당 종과 유사분류군에 속하는 종에 한 과거의 사육, 폐사 기록은 어떠한가. 

과거 사육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유사 분류군 내에서도 종에 따라 전시사육 환경에 한 내성과 적응도 차이가 나타난다.17) 해당 

종이 보전이 아닌 교육, 전시 가치를 위해 보유･수집되는 종인 경우, 유사한 종에 한 전시사육 

17) Mason, G.J., 2010, Speces differences in responses to captivity: stress, welfare and the comparative method. 
Trends in Ecology and Evolution. 25: 7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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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내성과 적응도에 한 비교분석 과정을 거친 후, 적응도가 가장 적합한 종을 선택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종의 보전가치와 복지요건 제공 간의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주 있다. 먼저 주로 보전가치의 

여부는 해당 종의 개체군, 종 단위의 보전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복지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종의 개체단위 습성 및 행동생태, 생리적인 조건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 간의 

불협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보전적 지위가 높은 종들은 생태적인 자원 요구도가 높고(넓은 

행동반경, 특이적인 먹이원 및 기후조건 필요 등), 환경의 변화에 한 적응력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인공적인 감금환경에 한 적응력도 상 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안정적인 인공번식이 어려울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가치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인공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우면서도 

야생동물종의 습성에 중 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조건을 맞추는 것이다. 동물원이 위치한 기후 에 

적응해서 진화한 토착종들을 보유, 수집 및 보전하는 방식이다(예: 피닉스 동물원-미국 서남부 기후 

토착종 위주로 인공 번식 및 복원 사업 진행). 또한 형 동물원을 제외한 부분 동물원들의 경우 

재정적, 공간적인 제약을 고려하면서 동물 복지를 최 한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보전이 필요

하면서도 체구가 작고 번식력이 높은 종들 위주로 보유 및 전시하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다수

의 종이 절멸 및 멸종위기에 있는 양서류과의 종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종들에 한 자연 서식지를 마련하고 자연 개체군에 한 위협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교육 가치 및 교육 컨텐츠 개발 가능성

특정 종을 보유하는 것이 교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인들이 고려 및 충족되어야 

한다.

∙ 해당 종을 활용한 교육이 해당 종의 자연 개체군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가

(서식지내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해당 종의 위협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 

방안 전달 등). 이는 주로 멸종위기종의 경우에 해당한다. 

∙ 해당 종이 특이적인 분류군에 속하거나, 형태, 생리, 진화적인 특이사항을 갖고 있어 전반적인 

야생동물종에 한 지식전달에 특수한 가치를 갖는가. 

∙ 사람들의 즉각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전시가치가 있는 종인가(또는 관람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용이한 종인가). 그러나 현재까지 동물원의 종 보유 구성과 교육 효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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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방식, 시설 등을 어떻게 활용하

는지에 따라 관람객에 한 교육 효과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18), 동물원에 입장한 관람객

에게 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종이 전시되어 있는지 보다 정보가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가 그 

효율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보전, 복지, 교육 요건 이외에 관람객이 선호하는 종의 ‘전시 가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종을 

동물원이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으므로19) 주요 고려요인으로 이를 의무화 하지 않아도 동물원 

운영 측에서 가장 우선시 하여 고려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종의 전시가치와 관련하여 동물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동물원들이 관성적으로 관람객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기존에 생각해왔던 종과 

관람객들이 흥미를 느끼고 보고 싶어 하는 종에 한 조사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역사적으로 

동물원이 처음 운영되기 시작한 이유가 일반인의 눈에 크고, 무서워 보이고, 특이해 보이는 동물을 

구경시키고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지금까지도 막연히 사람들의 눈에 카리스마적이고 체구

가 큰 동물들(코끼리, 사자 등)이 관람객에게 선호될 것이라는 인식이 동물원 운영자나 관리자들에게 

관성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점은 동물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 구성에서도 나타난다.20) 그러나 관람

객들을 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특정 전시종에 흥미를 느끼는 요인과 이를 충족

시키는 종, 사람들이 동물원에서 보기를 기 하는 종과 일반적으로 막연히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종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21)22) 관람객이 동물원에서 보는 동물에 한 선호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로는 해당 동물의 전시 환경 내 활동성(특히 낮 시간의 활동성), 보전 가치가 있는 희귀도, 

화려한 패턴의 유부, 소형 동물, 육상동물 등이었으며, 심지어 소형동물의 인기도 점수는 형 동물보

다 더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모든 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형 고양이과 동물의 

경우 낮 시간 부분의 경우 잠을 자고 있거나 충족되지 못하는 사육환경으로 인해 반복적인 정형행동

을 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관람객의 만족도와 인기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평가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체표의 무늬가 화려하거나 독특한 종이 많고, 상 적으로 이상적인 전시환경

18) Moss, A. et al., 2015, Evaluating the contribution of zoos and aquariums to Aichi Biodiversity Target 1, 
Conservation Biology. 29: 537-544.

19) Palmer, C. Kasperbauer, T.J. & Sandøe, P., 2018, Bears or butterflies? How should zoos make value-driven 
decisions about their collections? In B. A. Minteer, J. Maienschein, & J. P. Collins (Eds.), The Ark and Beyond: 
The Evolution of Zoo and Aquarium Conservation (pp. 179-191),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 Frynta, et al., 2013, Mammalian collection on Noah’s Aak: The effects of beauty, brain and body size, PLos 
ONE.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63110.

21) Roe, et al., 2014, The role of zoos in modern society-a comparison of zoo’s reported priorities and what 
visitors believe they should be. Anthrozoös. 27: 529-541. 

22) Whitworth, A.W., 2012, An investigation into the determining factors of zoo visitor attendances in UK zoos, 
PLoS ONE 7(1): e29839. doi:10.1371/journal.pone.002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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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좁은 공간으로도 조성할 수 있는 양서류가 오히려 인기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선호되는 

요인을 다양한 동물분류군에 적용해본 결과, 양서파충류에서는 이구아나류와 개구리등이 가장 높은 

인기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포유류의 경우 소형 영장류 및 원숭이류의 인기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영장류 전시장에 한 환경 풍부화로 이들의 활동성이 좋은 경우에 해당되는 결과로 보인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관람객과 동물원 관계자들에게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의 

관람객들이 동물원이 토착종을 사육, 전시하는 중요도를 높다고 평가한 반면에, 동물원 관계자들의 

경우 토착종 사육을 중요시하는 비율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람객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종을 중심으로 동물원이 전시, 교육 및 

보전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동물원은 여전히 ‘이국적’이고 ‘특이한’ 동물을 전시해야한다는 구시

적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난 괴리라 할 것이다. 

동물원의 토착종 전시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의 일상과 야생동물을 밀접하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야생동물에 한 친밀도를 높임으로써 이들의 보전에 한 교육을 연결성

있게 실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가마다 야생동물과 동물원에 한 시민 의식 수준이 다르므로 

국내 동물원들의 경우 역시 관람객들이 동물원에서 보전과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종을 보유해도 

관람객들이 용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실제로 관람객들의 요구와 기 는 

어떠한지 조사해서 향후 교육과 운영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 혈통관리

1) 종(또는 아종) 동정 및 교잡 방지

종 보전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 단위는 보전 상 종(또는 아종, 이하 편의상 종으로 표기) 과 같은 

종임이 유전적으로 확인된 개체들이다. 따라서 동물원이 보유한 종에 해 보전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자 한다면 각 개체들에 한 정확한 동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동물원에서는 자연 상태와는 

달리 종들 사이의 물리적･생식적 격리가 어려워 야생에서보다 교잡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교잡을 배제하는 사육 및 번식 프로그

램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 공영동물원들은 정확한 유전적 동정을 위한 인력,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

으며, 이에 따라 해부학적 외형에만 기초하거나 기타 정황적인 요소들에 의존해 종을 명시하거나 관리 

단위를 설정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다. 객관적인 검사에 의거한 동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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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류학적 관리 단위 사이에 차이가 생겨 교잡을 야기하고 종 보전을 저해할 수 있다. 교잡 방지의 

심각성에 한 인식과 방지를 위한 조치와 노력 정도도 시설 별로 차이를 보였다,

아종 간 교잡이 있었던 가계의 시베리아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들에 해서 분리사육이

나 중성화를 통해 더 이상의 교잡을 막는 곳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조치 없이 여전히 번식을 시키

며 교잡된 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곳도 있었다. 현재 많은 동물원들이 하나의 종 내에서도 가계

도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추구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서로 다른 종간의 교잡이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는 해당 동물원의 과학 기술력의 후진성과 

종 보전에 한 이해의 부재를 잘 보여준다. 인공 사육환경이 부적절함으로 인해 생산된 교잡종 

개체들은 야생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체들이며 이는 보전은 물론, 교육 용도로도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가계 파악 및 근친교배 방지

종 보전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반드시 개체들 사이, 나아가서는 종 내의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 보전 프로그램에서는 유전적 다양성을 낮추고 유해형질을 축적

시키는 근친교배를 통해 태어난 개체들을 배제하고, 각 개체들의 가계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계획적

인 번식을 통해 근친교배를 방지해야 한다.

가계 파악 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계도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부분 인기가 높고 

동물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유지해나가는 종이나 멸종위기종(호랑이, 코끼리, 코뿔소 등)에 국한되었고 

그 외의 수많은 종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가계 파악 없이 번식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 

동물원에서는 사막여우, 미어캣 등 집단 사육되는 소동물들의 번식 시 근친 고려에 해 별도로 계산하

지 않는다는 사실상 방임의 입장을 밝힌 바도 있음은 놀라운 일이다. 이 경우에는 집단 안에서 번식을 

하는 다수의 종들이 상시적인 근친교배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시베리아호랑이와 같이 가계도가 존재하는 소위 ‘전략종’, ‘인기종’인 경우에도 동물원의 재량에 따

라 근친교배된 가계의 개체들도 번식하는 곳이 있었다. 이런 배경 아래 몇몇 종에서는 근교약세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천적 기형이나 장애를 가진 개체들을 볼 수 있었다. 근교약세에 의한 장애나 

기형이 나타난 개체들은 야생 방사 및 재도입에 활용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해당 개체가 번식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지속적으로 생존율이 낮은 자손을 생산해냄으로써 해당 종의 전반적인 보전 

노력에 위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체들에 해서는 적극적인 중성화 작업

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와 기형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체들의 생산을 엄격히 막지 않는 것은 

동물원 당국자들이 종 보전과 동물복지에 한 철학적 고민이 없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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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7]  대전오월드의 다람쥐원숭이. 척추 기형과 정상에 비해 현저히 짧은 팔을 가지고 있다. 다람쥐원숭이는 전국의 동물원에서

활발히 번식되지만 대개 군집 단위의 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정확한 가계파악 및 근친방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헨셸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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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8,99]  대전오월드의 시베리아호랑이. 반입한 1세대 암컷(위)이 높은 근친도의 가계에서 출생하여 전형적인 근교약세 징후인 

내사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번식에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번식시켰다. 번식 상대 중에는 사촌이나 심지어 아들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본래 근친된 가계의 개체끼리 또 다시 근친을 거듭하며 결국 2세대 이하 모든 호랑이들을 높은 

근친도의 복잡한 가계로 엮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9년에 태어난 새끼가 1세대 암컷과 동일한 장애인 내사시를 물려받은 

모습(아래)은 오월드 시베리아호랑이 가계가 빈곤한 유전적 다양성 아래 여러 유해한 형질들을 축적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국내 

호랑이의 혈통 문제는 비단 오월드만의 문제가 아닌데, 시베리아호랑이를 보유한 각 동물원의 일부 공개된 가계도23)를 분석한 결과, 

서울동물원의 소수 개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호랑이들이 번식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베리아호랑이는 

매년 전국적으로 보전을 명목삼아 번식되고 있지만 이처럼 몇몇 동물원에서는 여전히 근친교배 된 가계의 번식을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종의 보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라. 국내 서식지외 보전기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서식지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

록 함에 따라 동물원 중에는 서울 공원, 에버랜드, 청주랜드(청주동물원) 3개소가 서식지외 보전기관

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지정 현황 및 보유 종은 아래 표와 같다. 

23) (사)한국범보전기금(2013.4), 한국의 호랑이 문화와 복원 가능성 기초 연구, 국립생물자원관, pp.3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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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 현황(2018)

지정

번호
명  칭

지  정

동․식물

지 정

일 자
지 정 내 역

합 계

1 서울대공원 동물22종 '00.4.12

반달가슴곰, 늑대, 여우, 표범, 호랑이, 삵, 수달, 두루미, 

재두루미, 황새, 스라소니, 담비, 노랑부리저어새, 혹고니,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고니,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산

양, 저어새

2 한라수목원 식물26종 '00.5.25

개가시나무, 나도풍란, 만년콩, 삼백초, 순채, 죽백란, 죽절

초, 지네발란, 파초일엽, 풍란, 한란, 황근, 탐라란, 석곡, 

콩짜개란, 차걸이란, 전주물꼬리풀, 금자란, 한라솜다리, 

암매, 제주고사리삼, 대흥란, 솔잎란, 자주땅귀개, 으름난

초, 무주나무

3
(재)

한택식물원
식물19종 '01.10.12

가시오갈피나무, 개병풍, 노랑만병초, 대청부채, 독미나리, 

미선나무, 백부자, 순채, 산작약, 연잎꿩의다리, 가시연꽃, 

단양쑥부쟁이, 층층둥굴레, 홍월귤, 털복주머니란, 날개하

늘나리, 솔붓꽃, 제비붓꽃, 각시수련

4
(사)한국황새복원연

구센터
조류2종 '01.11.1 황새, 검은머리갈매기

5 내수면양식연구센터 어류3종 '01.11.1 꼬치동자개, 감돌고기, 모래주사

6 여미지식물원 식물10종 '03.3.10
한란, 암매, 솔잎란, 대흥란, 죽백란, 삼백초, 죽절초, 개가

시나무, 만년콩, 황근

7
삼성에버랜드

동물원
동물5종 '03.7.1 호랑이, 산양, 두루미, 큰바다사자, 재두루미

8 기청산식물원 식물10종 '04.3.22
섬개야광나무, 섬시호, 섬현삼, 연잎꿩의다리, 매화마름, 

갯봄맞이꽃, 큰바늘꽃, 솔붓꽃, 애기송이풀, 한라송이풀

9
한국자생

식물원
식물16종 '04.5.3

노랑만병초, 산작약, 홍월귤, 가시오갈피나무, 순채, 연잎

꿩의다리, 각시수련, 복주머니란,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

비꽃, 닻꽃, 백부자,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큰바늘꽃, 한라

송이풀

10
(사)홀로세생태

보존연구소
곤충3종 '05.9.28 애기뿔소똥구리, 붉은점모시나비, 물장군

11
(사)한국산양․사향노

루종보존회
포유류2종 '06.9.21 산양, 사향노루

12
(재)

천리포수목원
식물4종 '06.9.21 가시연꽃, 노랑붓꽃, 매화마름, 미선나무

13
(사)곤충자연

생태연구센터
곤충4종 '07.3.8 붉은점모시나비, 물장군, 장수하늘소, 상제나비

14
함평자연

생태공원
식물4종 '08.11.18 나도풍란, 풍란, 한란, 지네발란

15 평강식물원 식물6종 '09.8.25
가시오갈피나무, 개병풍, 노랑만병초, 단양쑥부쟁이, 독미

나리, 조름나물



• Ⅲ. 공영동물원 실태조사･평가

∙• 123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침(이하 지침)에 따르면 지정 상종(증식․복원 상종)은 ‘야생생물(야생절멸

종 포함)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종’을 상으로 한다. 지정 상기관은 3년 이상 당해 종에 한 증식기술 연구 및 증식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야생동물 증식･복원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종의 특성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증식기술 개발 및 증식

   ○ 서식지외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개체의 보유․관리

   ○ 증식 개체를 이용한 서식지 복원

   ○ 공익 목적의 증식 개체 보급

   ○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생지 조사 및 모니터링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및 유역(지방)환경청 야생생물 조사 지원

   ○ 인공증식개체의 분양, 종보전사업 계획 및 실적 관리

지정

번호
명  칭

지  정

동․식물

지 정

일 자
지 정 내 역

16
신구대학

식물원
식물11종 '10.2.25

가시연꽃, 섬시호, 매화마름, 독미나리, 백부자, 개병풍, 나

도승마, 단양쑥부쟁이, 날개하늘나리, 대청부채, 층층둥굴레

17
우포따오기

복원센터
동물1종 '10.6.16 따오기

18
경북대조류생태환경

연구소
동물3종 '10.7.9 두루미, 재두루미, 큰고니

19 고운식물원 식물5종 '10.9.15 광릉요강꽃, 노랑붓꽃, 독미나리, 층층둥글레, 진노랑상사화

20
강원도자연환경연구

공원
식물7종 '10.9.15

왕제비꽃, 층층둥글레, 기생꽃, 복주머니란, 제비동자꽃, 

솔붓꽃, 가시오갈피나무

21
한국도로공사 

수목원
식물8종 '11.9.9

노랑붓꽃, 진노랑상사화, 대청부채, 지네발란, 독미나리, 

석곡, 초령목, 해오라비난초

22
(재)제주

테크노파크
동물3종 '11.12.29 두점박이사슴벌레, 물장군, 애기뿔소똥구리

23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어류 

복원센터

동물7종 '13.2.26
미호종개, 얼룩새코미꾸리, 흰수마자, 여울마자, 꾸구리 돌

상어, 부안종개

24 청주랜드 동물10종 '14.2.10
표범, 늑대, 붉은여우, 반달가슴곰, 스라소니, 두루미, 재두

루미, 혹고니, 삵, 독수리

25 한국수달연구센터 동물1종 '17.2.7 수달

26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식물5종 '18.1.30. 섬개현삼, 분홍장구채, 대청부채, 큰바늘꽃, 고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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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교육․홍보 등

   ○ 국립생물자원관 및 유역(지방)환경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업무 추진시 자문 등

     업무지원 및 협조

2018년 각 기관별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한 결과 서울 공원의 경우 서식지외 보전기관 우선 보전

상 22종 중 3종 증식(시베리아호랑이, 남생이, 금개구리), 토종 포유류 번식장(삵, 여우, 스라소니, 

늑 , 산양)과 조류 번식장, 양서파충류 번식장 운영, 서울시 생태공원에 양서류 방사, 멸종위기 야생동

물의 호르몬 분석 연구, 야생동물 유전자 연구 및 인공번식 연구, 야생동물 가계도 관리 및 혈통 등록 

운영,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동물원의 경우 삵, 산양 등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기술개발 연구(성 호르몬 연구, 인공수정, 정자

채취, 근친예방을 위한 피임법 등)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삵 연구 논문이 해외 저널에 발표된 

것은 모범이 될 만한 사례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종(붉은 여우) 등은 증식 외에는 보전 연구에 사용되

지 않고 개체수의 증식으로 제한된 사육장 안에서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아지는 경우를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민영동물원으로는 유일하게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에버랜드는 서식지외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개체 보유와 지원 홍보(공모전, 캠페인 등) 외에 실질적인 보전 연구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도 총액 113,167(천원) 중 93,167(천원)이 보유 관리를 위한 동물사료비로 사용되어 

애초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과 지원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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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0]  청주동물원의 붉은여우사. 시설 확장 없는 증식은 개체별 복지 수준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종사자 면담에서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물원은 기존 지정기관에서 이미 부분

의 종을 선점하여 새로운 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침에는 ‘지정 상종이 

기지정된 서식지외 보전기관 2개 기관 이상에서 이미 증식․복원하고 있는 경우 등 지정 시 상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전적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개체수 확보가 중요하므로 다수 

시설에서 동일한 종을 보전 허용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 단순히 개체수 

증식만으로 오히려 유전적 다양성을 해치거나 동물복지 수준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역할 중 개체의 보유･관리 등 

일부만 수행하더라도 지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현행 지침에 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들은 보전 연구 사업이나 논문 발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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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식지외 보전활동(ex-situ conservation)의 종류 및 원칙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진행 중인 인공증식 활동 등에 해 아래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석, 논의 및 결정의 진행과정에 한 기록을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정의

서식지외 보전은 원 서식지가 아닌 환경 속에서 상 종의 개체군을 관리함으로써 상종의 원서식

지에서의 해당 종 개체군 보전을 지원하는 작업과 그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서식지외 보전활동 

하에서 상 종의 개체들은 자연 서식지의 조건과는 다른 인공 환경에서 유지 및 관리된다. 즉, 야생 

개체군의 동태를 관장하는 다양한 환경 조건들(영양분, 물, 번식기회, 포식자로부터의 보호, 자연 상태

에서 폐사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등)을 사람이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식지외 보전활동은 

해당종의 원 서식지 내에서 시행된다 할지라도 이처럼 사람에 의해 환경조건이 조절될 수 있는 인공적 

환경 내에서 개체들이 사육되고 번식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24)

2) 적용 목표 및 원칙

서식지외 보전활동의 목표는 야생상태에서 해당종이 지속가능하게 서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UN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르면 서식지외 보전활동은 서식지내 보전활동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25) 흔히 서식지외 보전활동의 핵심이 되는 인공번식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 보전활동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26) 그 결과물이 서식지내 보전활동을 보완함으로써 야생 상태에서 해당종이 생태계 

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때 보전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서식지외 활동은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종에 따라 결과변이가 크며 전반적

인 성공률 자체가 높지 않다. 따라서 서식지외 보전업무의 시작은 전체적인 보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며 

그 안에서 서식지외 보전활동(인공번식)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투자 비 반드시 인공증식 등의 작업이 

필요한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4) -IUCN/SSC, 2014, Guidelines on the Use of Ex Situ Management for Species Conservation, Version 2.0. 
Gland, Switzerland: IUCN Species Survival Commission. 

   -Kasso, M. & Balakrishnan, M., 2013, Ex 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with particular emphasis to Ethiopia. 
ISRN Biodiversity. Article ID 985037 | 11 pages | https://doi.org/10.1155/2013/985037.

25) Maunder, M. & Byers, O., 2005, The IUCN Technical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Ex Situ Populations 
for Conservation: reflecting major changes in the application of ex situ conservation. 

26) EU Zoos Directive Good Practices Document, European Commiss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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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외 보전활동은 근본적으로 해당 종의 개체군과 해당 종이 속한 생태계에 기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선택된 종의 개체수를 늘리고 이를 야생에 방사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종 방사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된 중 교육, 야생 개체군에서의 보전과 생태 연구, 그리

고 무엇보다도 애초에 해당 종을 절멸 또는 멸종위기로 만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 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서식지외 보전의 진행단계 및 결정과정

야생동물을 인공 환경에서 번식한 후 야생에 방사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전 분석 

및 논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27)28)29)30)31) 

∙ 서식지외 보전활동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종을 선택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과 결정과정 체계가 

수립되어 있는가(해당종의 절멸 원인에 따라 다른 보전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인공증식 및 

재방사의 의미가 없거나 미미할 수 있음). 해당 기준은 같은 국가 내 서식지외 보전기간 간에 

공유되고 의논되어 있는가. 해당 종 보전에 있어서 서식지외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당위성은 확보

되어 있는가. 

∙ 해당 종의 인공 번식 후 방사 및 모니터링까지의 구체적인 계획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수립되

어 있는가. 

∙ 해당 종을 번식하고 방사함으로써 야생 개체군을 형성함에 있어 유전적인 적합성과 다양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체들 취득 경로와 방안은 세워져 있는가. 

∙ 해당 종 방사 후보지역에 한 평가(서식지 적합성, 생태적 수용한계, 인위적인 위협, 질병 등)･선

정･관리･조성･보전에 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서식지외 보전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인력이 파악되어 있는가. 해당 인력들이 충원되어 

있는가.

∙ 방사 후 모니터링에 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로 진행되고 있는가(모니터링의 목적과 단･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결정하고 모니터링 디자인).

∙ IUCN 서식지외 종복원 기술 가이드라인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에 한 평가방법은 정립되어 

있는가.

27) Traylor-Holzer, K. et al., 2018, Integrated Collection Assessment and Planning(ICAP).
workshop: Helping zoos move toward the One Plan Approach. Zoo Biology. 38: 95-105.

28) Irish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 Dept.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2016. 
29) EU Zoos Directive Good Practices Document, European Commission, 2015. 
30) Abell, J. et al., 2013, A framework for the Ex Situ reintroduction of the African Lion (Panthera leo), Open 

Science Repository Natural Resources and Conservation, Online(open-acess), e70081986. 
31) Wildt, D. et al., 2010, Felids ex situ: managed programmes, research, and species recovery, Biology and 

Conservation of Wild Felids, chapter 8: 21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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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UCN에서 표준화된 서식지외 보전활동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결정과정32) 

1)  후보종의 현 상황에 한 자료 분석: 해당 종의 보전 및 야생에서의 개체 수 및 개체군 존속 

가능성과 현재의 위협요인 관리 가능성. 보통은 IUCN등에 의해 활용 가능한 자료가 정리되어있

는 경우가 많음. 

2) 서식지외 보전이 해당 종의 보전에 기여가능한지 여부에 한 분석: 서식지외 보전활동이 해당 

종을 절멸･멸종위기 상황으로 만든 원인들에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야 함. 서식지외에서의 

활동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명시해야 함. 또한 그 성과들이 어떻게 정량화

되고 평가될 수 있는지도 명시되어야 함. 서식지외 보전작업이 해당종의 개체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개체군 모델링등을 활용하여 예측결과 제시하는 방법이 매우 유용함. 

3) 해당 보전 역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지외 보전활동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설명: 필요한 founder개체수(인공 증식에 사용되는 개체수)와 바이오 샘플bio-sample들, 인공

번식 필요여부, 프로젝트의 예상 기간, 인공적인 개체선택 및 사람에의 적응 위험여부, 개체들이 

사육･관리될 환경의 적격성 여부, 유전적･개체군 구조 관리계획, 사람에의 노출 정도에 한 

책 등.  

4)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고려했을 때,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문지식 

및 전문 인력: 여기서 프로젝트라 함은 증식된 개체를 방사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
평가 업무까지 포함한다. 필요한 자원이라 함은 아래의 요건들을 고려해서 파악해야 한다. 시설, 

공간, 기구, 인력 (인력수, 지식, 기술, 지속성 등), 질병 위험, 재원 등. 해당 프로젝트의 현실 

가능성은 아래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평가 가능하다. 해당 종의 분류군이 인공 증식 및 사육에 

적합한가 (각 분류군의 자연사 및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짐), 유전적 다양성 확보가 가능한가, 

협력할 파트너들이 있는가, 법적인 토 가 마련되어 있는가 등. 

5) 투자 비 (해당종) 서식지외 보전활동의 기여도 분석 

1)-5) 일련의 분석 과정을 거쳐서 해당 종의 보전을 위해 서식지외 보전활동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2) -IUCN/SSC, 2014, Guidelines on the Use of Ex Situ Management for Species Conservation. Version 2.0. 
Gland, Switzerland: IUCN Species Survival Commission. 

   -McGowan, P.J.K, et al., 2017, IUCN guidelines for determining when and how Ex Situ management should 
be used in species conservation, Conservation Letters. 10: 361–366.



• Ⅲ. 공영동물원 실태조사･평가

∙• 129

4) 서식지외 보전으로써 인공번식의 한계

<표 10> IUCN의 통합적인 종 보전전략 개발을 위해 5단계 결정과정을 적용한 종보전계획 수립 흐름도33)

서식지외 보전활동의 표적인 활동으로 알려진 인공번식의 어려움과 한계는 이미 다방면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해당 종이 속한 분류군의 생물학적 특성(행동생태, 생리 등)에 따라 

인공증식과 야생 방사 및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34) 모든 

종이 인공 증식에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육방식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는 체구가 크고 행동생태가 복잡하며 번식 기간이 긴 특성을 가진 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특히 중 형 포유류들은 인공상황에서의 전시 자체가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정형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종의 경우 해당 개체들의 사육 환경이 야생에서의 환경을 거의 재현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인공 상태에서의 번식률과 번식력은 극도로 저하되고 폐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복지에 한 문제를 무시하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중 형 포유류 종에 한 서식지외 보전 활동

33) IUCN/SSC, 2014, Guidelines on the Use of Ex Situ Management for Species Conservation. Version 2.0. Gland, 
Switzerland: IUCN Species Survival Commission. 

34) -Smith, E., 2016, Challenges with ex situ programmes in zoos. Uppsala University-thesis paper. 
    -Emslie, R. et al., 2009, Guidelines for the in situ Re-introduction and Translocation of African and Asian 

Rhinoceros. Gland, Switzerland: IUCN. vi+1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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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외에서도 종당 연간 약 5억 달러정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0년 기준).35) 또한 

이러한 종들은 서식지 요구도가 높고 방사가 적합한 서식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인공증식

을 한 후 방사가 불가능해지면 이에 투자된 세금을 포함한 자원은 보전에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또 다른 감금사육을 위해 증식한 것, 말하자면 농장과 유사한 기능을 한 것밖에는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공 환경내의 건강한 번식, 사육 및 방사가 어려운 종들은 완전한 절멸위협상태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자원을 서식지내 보전과 보호에 투자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 

서식지외 보전활동을 적용함에 앞서 매우 엄격하고 현실적으로 종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

으로 야생동물의 인공증식과 그에 이은 방사는 해당 종의 야생 개체군 보전에 관련한 문제의 일차원적

인 ‘증상(개체 수 부족)’을 처치하는 활동이며, 궁극적인 위협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36) 따라서 모든 보전 계획은 해당 종의 개체군 생존을 어렵게 만든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때문에 동물원의 보전활동은 야생 서식지 단위에서의 종 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야하며 국립공원과 협업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야생 서식지와 달리 출처와 분류군이 다양한 동물, 또는 많은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인공적인 시설에서 증식된 개체들이 야생에 방사되는 경우 오히려 야생에 생존해 

있는 개체들에게 병원체나 질병을 '오염'시키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는 야생으로 개체들을 방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강위험분석(health risk analysis)을 실시해야 한

다.37) 또한 이러한 방사 및 재도입의 건강 위험도 분석은 서식지외 보전활동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력이 진행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감금사육 상태와 

야생상태 모두의 경우 야생동물의 건강도 및 질병에 한 연구가 미비하고 축적된 데이터가 극도로 

부족하여, 해당 건강도 및 질병 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5) Devra, G. et al., Wild mammals in Captivity: Principles and Techniques for zoo management, 282-283.
36) Braverman, I., Captive for Life: Conserving Extinct in the Wild Species Through Ex Situ Breeding (May 7, 

2014). The Ethics of Captivity, Lori Gruen (ed.), ISBN: 9780199978007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 
193-212. ; SUNY Buffalo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 2014-028.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434056.

37)-Hartley, M. & Sainsbury, A., 2017, Methods of disease risk analysis in wildlife translocation for conservation 
purposes, Ecohealth, 14(Suppl 1): 16. https://doi.org/10.1007/s10393-016-1134-8.

   -Leighton, F.A., 2002, Health risk assessment of the translocation of wild animals, Rev. sci. tech.Off. int. 
Ep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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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시설로서의 평가

가. 국내 동물원 교육활동

각 동물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해 현장조사, 홈페이지, 설문을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물원에 공지하지 않은 교육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서도 설문에 답하지 않은 경우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11> 공영동물원 교육 프로그램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어린이 울산 인천 전주 진주 청주 

생태

설명회 
o o o 

o 

(동물원 

해설사) 

- -

o 

(동물원 

해설사)  

- o

직업탐방 o - o o - - - o

조사 상 10개소 중 생태설명회나 동물원 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물원은 6개소, 직업(사육

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물원은 4개소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은 부분 4-6월과 9-11월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모든 시설에서 교육비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

서울동물원은 다양한 관람객과 시민 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봄, 가을 기간 동안 초･
중･고등학생과 일반단체 상 동물해설 단체교육 프로그램, 자유학년제 청소년을 위한 동물원 두드림, 

동물사랑 유치원(먹이주기 체험), 곰두리 체험교실 등 유아 상 교육 등을 운영 중이다. 생태설명회는 

종 별 16개 프로그램 운영 중인데 사자의 경우 긍정강화훈련을 관람객이 관찰할 수 있도록 시연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긍정강화의 목적, 의미 등에 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해 특히 어린 관람객일 

경우 단순한 먹이주기 시연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 어린이 공원의 경우 동물원전문해설사(주슨트) 양성 과정을 통해 모집한 시민 인력을 활용해 

동물원 전문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물사별 동물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별 일정을 홈페이지

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다. 상별로는 동물학교 프로그램, 유･초등부 단체 상 ‘꼬마마을탐험 ’, 

중고등학생 상 ‘사육사 직업탐방’, ‘월간사육사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우치동물원은 동물생태해설사와 함께 하는 동물원 교육프로그램과 동물원 직업탐방교실, 방학 

야생동물 생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오월드는 일부 전시장(코아티, 수달, 호랑이, 해양 동물, 늑

사파리, 버드랜드)에서 해 사육사가 먹이를 주며 동물에 해 해설하는 먹이주기 관람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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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동물원의 경우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동물생태해설사(도슨트)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 공원은 동물원 야생동물 관람 해설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에서 단체관람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 야생동물 관련기관 연계 투어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관람객이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먹이주기 체험은 2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오월드의 

경우 먹이를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고 있어 급여량의 조절이 불가능한 점, 먹이 주는 행위 자체를 

권장함으로써 임의로 가져온 음식물을 동물에게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사람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눈앞에서 야생동물이 이를 기다렸다가 받아먹는 모습은 관람객

으로 하여금 해당종이 야생에서 인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야하는 존재가 아닌, 인간에게 의존하

고, 애완동물로 취급되어도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줄 위험이 높다.38) 서울 공원의 경우 어린이동물원

에서 양･염소용 먹이를 판매하고 있다. 

달성공원 동물원, 울산 공원 동물원, 인천 공원 어린이동물원, 진양호 동물원 등 총 4개소는 별도

의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프로그램 내용이 보전보다 동물 종과 생태에 한 설명이나 

직업탐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야생동물 보전의 필요성,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 해소,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반 시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 등 보전 교육에 목적을 둔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 전담인력 확보 및 양성에도 지원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이 정상적

인 행동을 표출하고 자연적인 상태와 가까운 환경에서 사육되는 것이 교육의 전제 조건으로 충족되어

야 함은 물론이다. 

나. 동물원의 교육 기능

교육은 동물원의 야생동물 보전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보전기능으로써의 교육’은 단순

히 동물의 사는 곳, 먹이 등에 한 정보 전달이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일상생활 속 행동을 변화시

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야생동물 보전에 기여하는 결과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동물원 입장에서 보전활

동으로써의 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사항들에 한 내부적인 고민과 공감 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 예로는 1) 동물원이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무엇인가, 

2) 이러한 내용을 어떤 경로와 컨텐츠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3)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가 등이 있을 것이다.

38) Kreger, M. & Mench, J.A., 1995, Visitor-Animal interactions at the zoo, Anthrozoös. 8: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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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동물원들의 교육에 한 노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1990년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

WAZA는 IUCN 종보전 전문가 그룹과 함께 동물원 보전 교육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한 바 있다

(1993). 

∙ 자연보호와 야생동물 보전은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 야생동물들의 생존 그리고 생태계의 건강이 개개인의 일상적인 생활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

다는 점을 중에게 알린다.

∙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해 중에게 알린다.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AZA 회원 동물원들의 96%가 교육을 동물원

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유럽동물원수족관연합(EAZA)는 아래와 같이 동물원 

교육에 관한 운영 정책을 수립하였다.

∙ 각 동물원의 보전교육 기능은 문서화된 동물원 임무 공식성명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동물원은 문서화된 보전교육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계획은 동물원의 보전교육활

동과 교육을 상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적용할지 그리고 각 계회 디자인을 뒷받침하는 전략 

등을 설명해야 한다. 

∙ 동물원의 보전교육 계획은 교육 내용은 해당 동물원의 임무와 추구하는 바와 국가, 지역, 국제적인 

야생동물 보전 관련 정책을 참고로 해야 한다. 

∙ 동물원은 동물원의 보전교육 계획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최소 한 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 동물원은 동물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동물원 밖에서도 시민들에게 보전에 해 배울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 동물원의 보전 교육은 사람들이 생물다양성 감소에 해 인지하도록 하고, 사람들을 자연과 연결

시키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동물원의 보전교육은 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관람객들의 일상생활이나 경험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지역적 삶 속에서의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동물원은 보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보전교육은 동물원 전시 디자인의 통합적인 일부가 되어야 한다. 

∙ 보전교육 계획에는 보전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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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은 관람객과 교육 상자들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내용 전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동물원의 교육 내용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만일 동물들에 한 문화적, 종교적 또는 

그 외에 과학과 무관한 내용이 전시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 동물원은 전시하는 종에 해 정확하고 의미있게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야 한다. 

∙ 동물원은 진행하고 있는 보전 업무를 관람객에게 알려줌으로써 동물원이 보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보여주어야 한다. 

∙ 동물원은 보전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국내 지역,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보전교육 네트워크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동물원은 보전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속적이고 적합한 전문 능력 개발 및 훈련 과정을 제공

함으로써 보전교육 계획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동물원은 어떻게 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동물원은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보전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한다.

∙ 동물원은 다양한 증거기반연구(evidence-based research)를 진행하여 동물원의 보전교육이 어

떻게 사람들의 자연에 한 지식, 태도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동물원은 다른 외부 기관 및 학술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연구 및 평가 프로젝트들을 실시해

야 한다.

아래는 유럽연합 동물원우수관리지침(EU zoos directive good practice)이 명시하고 있는 동물원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다. 

∙ 사람들을 자연과 연결시킨다.

∙ 자연 세계에 한 호기심, 공감, 존중심을 일깨우고 심어준다.

∙ 자연보전, 환경-사람-동물간의 관계에 한 문제들에 해 효율적으로 관람객과 소통한다. 

∙ 개인이 자연을 보호해야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의식을 

고취시킨다.

∙ 정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독려한다.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람객을 교육하고 영감을 

주도록 한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동물원이 교육활동을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동물원 방문객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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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동물 교실'같은 오래된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실제 

학교 커리큘럼과 맞물려 프로그램을 짜는 '동물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며, 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 

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방식을 탈피해, 지역의 행사와 모임을 동물과 

연관된 주제로 주최하며, 성인 교육용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특별히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방문객들도 교육 내용에 노출 될 수 있도록 동물이 전시된 공간 주변을 활용하여 방문객이 

가볍게 체험하고 참여해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처럼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지역 생물 교사 등과 협업을 

하거나 동물원 자체적으로 동물생태학자들을 고용하여 교육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외국의 동물원

들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방식들은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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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원 운영구조 및 관리

가. 운영 구조

현재 공영동물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의 형태로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동물원은 서울시 사업소 중 하나인 서울 공원의 동물원부로 서울 공원

은 직제상 푸른도시국 소속이다. 서울어린이 공원은 서울시가 설립한 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이 운영

하며 어린이 공원의 운영팀, 시설팀, 동물복지팀 중 동물복지팀이 동물 사육과 전시 관리,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두 동물원 모두 독립된 기관이 아닌 공원의 한 부서로서 존재한다. 

각 동물원의 관리부서 또한 복지환경국, 교통환경국, 농업정책국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

으며 생태나 보전, 동물복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우가 부분이다. 

 <표 12> 공영동물원 운영 관리 주체

시설명

(운영

주체)

광주

(자치)

대구

(자치)

대전

(공사)

서울

(자치)

서울

어린이

(공단)

울산

(공단)

인천

(자치)

전주

(자치)

진주

(자치)

청주

(자치)

운영/

부서

우치

공원관리

사업소/

환경

정책국

달성공원

관리

사업소/

녹색

환경국

오월드/

대전

도시공사

서울

대공원/

푸른

도시국

어린이

대공원/

서울

시설공단

울산

대공원/

울산

시설공단

인천

대공원/ 

공원관리

사업소

전주

동물원/

복지

환경국/ 

공원

관리과/ 

교통

환경국 

청주랜드

관리

사업소

/농업

정책국

공원의 본질적 목적이 ‘시민 편의’임을 고려할 때 생물다양성의 보전, 교육이라는 동물원의 목적과 

상충되며 이는 동물원에서 보전, 연구, 교육, 동물복지 향상을 우선적 목표로 지향하기 어려운 문제점

이 있다.  

자치단체소속의 동물원은 지속적인 순환보직으로 인해 동물원 업무에 한 전문성 축적과 전문 인력 

양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언론을 통해서도 수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39) 특히 공영동물원

장이 동물원에 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물원의 방향성과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물원이 도시공원시설로 간주됨에 따라 동물원 설계 및 시공은 조경설계사무소와 종합조경공사업

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물원과 관련한 설계 및 시공수요가 제한적이라서 특화된 전문 

인력이나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드물기 때문에, 동물 행동･생태에 한 이해와 동물사 설계에 한 

39) 최우리, “실력 없는 동물원...”동물 위해 일하는 동물원 돼야“”, 한겨레신문,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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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전문성이 업체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저가 

입찰 방식을 따르거나 지역 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종 

특이적 행동과 동물복지에 한 이해가 없는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담당할 경우 시설을 개선하더라도 

비용 비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시설 개보수 경험이 있는 시설에서 설계 시공 업체 선정 및 진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거나 동물 종 특성과 복지를 고려했을 때 개선된 정도가 미흡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사진 101]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2016년 개보수한 카푸친원숭이사. 동물사 구조는 여전히 서식지 재현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이 입장료 인상에도 제약이 따른다. 입장료는 조사 상 

중 4개소는 무료, 3개소는 2000원 이하, 서울 공원과 전오월드만 5,000원 이상을 받고 있어 민간

에서 운영하는 동물원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공영동물원이 공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

만 무료나 저렴한 입장료를 유지하여야 하는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동물 관리수준 향상과 시

설･환경 개선에는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동물원 입장료는 관람객이 시설과 동물에 해 보이는 

관람태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상 동물원의 예산과 입장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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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공영동물원 입장료와 예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서울

어린이
울산 인천 전주 진주 청주

입장료(성인기

준)
무료 무료 12,000 5,000 무료 2,000 무료 1,300 1,000 1,000

2019 

예산(단위 

천원/서울대공

원 예외)

5,139,152

동물 사육관리 

573,952)

1,041,423 

동물사관리 

429,831

426억(서울

대공원 전체 

예산) 

어린이대공

원 운영 및 

보수13,728

,031,000

17,424,466

(동물원예산 

약6억) 

18,231,036

 5,075,012 

동물원 운영 

2,810,136 

공원관리 

889,276,000

동물사육 

187,148,000 

 4,929,229

(동물 진료 

및 사육관리 

497,099)

유럽과 미국의 경우 표적인 동물원･수족관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독립된 공익 법인이 운영하

고 있다. 프랑스 파리동물원(Parc Zoologique de Paris)과 식물원 내 동물원(Menagerie du Jardin 

des Plante)은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소속이다. 미국 볼티모어의 내셔널 아쿠아리움은 비영리법인

이 운영하지만 미국 의회가 국립기관 지위를 부여했다. 런던 동물원, 휩스네이드 동물원은 공익 비영리

법인 런던동물원학회(Zoological Society of London)에서 운영한다. 미국 브롱스 동물원을 포함한 

뉴욕시의 동물원 수족관을 운영하는 야생동물보전협회(WCS)는 국제적으로 서식지내･외 보전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구로 동물원은 보전 사업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나. 동물원 관리 행정

현재 동물원수족관법은 시･도지사에 등록과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동물보호과, 나머지 부분의 지자체는 환경정책과 등 환경 관련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원수족관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동물원에 한 전문성이 미흡하며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동물원수족관법의 소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제정 당시에는 주무부처로서의 

권한이나 책무에 한 언급조차 없는 형편이었다. 그나마 2018년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물

원･수족관 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이 법에 명시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책무에 한 조항은 아직 미비하다. 

동물원 관리 업무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백여 곳이 넘는 동물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원은 1~2명에 지나지 않으며 담당하는 인원마저 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설 별 관리감독이나 동물원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개입에는 한계성이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정부가 동물원과 수족관을 분리해 관리하는 사례는 거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은 환경부, 수족관은 해양수산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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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정책 방향 수립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다. 안전 관리

2018년 전오월드에서 열린 사육장 문으로 나온 퓨마가 사살되는 사건으로 동물원에서 동물 탈출 

방지와 탈출 시 응 매뉴얼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2019년 6월 환경부는 동물원에서 동물 탈출 

시 상황별 응 표준방안을 구체화 하여 현장 및 관계 실무자들이 체계적으로 상황별 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물 탈출 시 표준 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동물원은 

이 지침을 기준으로 관계기관 연락망과 세부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지침에는 △동물 탈출 응 책임기관, 주관기관, 유관기관, 실무기관, 위험 요소에 따른 동물 분류 

수준 지정, △동물 탈출 시 보고 체계, 관계기관의 역할, 지휘･협업 체계 지정, △탈출예방 조치, 탈출

에 비한 조직, 장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위험도에 따른 동물을 분류, △동물 탈출 시 일반원칙, 

현장 응 흐름도, 단계별 행동요령, △평상시 동물사 출입 안전수칙, 동물의 사람 공격 유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언론을 통해 탈출한 퓨마의 사살 결정에 동물의 개체별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동물원 

실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지침의 ‘동물 탈출 시 

지휘･협업 체계’에서는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동물원, 지자체, 환경부의 지원 요청 시 협조해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탈출 동물 생포･사살에 한 판단 및 실행 총괄 조치는 동물원이 수행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탈출 시 행동 요령에서도 ‘탈출 동물이 안전하게 동물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임을 고려하지만 위험 정도, 주변 상황에 따라 마취 또는 사살을 결정한다’라고 

명시해, 동물의 동물사 복귀를 최선의 방법으로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 

탈출 시 응보다 탈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 지침은 탈출 예방을 위해 

△동물 사육시설의 경계는 동물이 이용하는 공간과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을 철저히 분리, △사육시설

의 경계는 인조암(岩)을 이용한 벽, 모트, 유리나 플라스틱 소재의 창이나 철망, 전기철책 등을 이용 

등의 조치를 권장하고 있다.40)

예방 조치로서 동물 탈출 비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기적 예방 

훈련을 실시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종사자 면담 시 기타 의견으로 도심에서 맹수가 

40) 이러한 조치는 사육사와 관람객, 동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이지만 실내동물원, 체험동물원 등에서는 준수하
지 않고 있는 상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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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했을 시 시민 안전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뉴얼 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에 해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과 안전을 위해 2인 1조 작업 규정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14> 동물 탈출 시 표준 대응 매뉴얼의 현장대응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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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외국의 사례

1. 사육환경･관리 기준 규정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생물 종에 따라 제공해야 할 사육환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또는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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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종 특이적인 환경 풍부화와 높은 수준의 사양관리, 수의학적 관리, 영양 관리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육환경 관련 규정은 전시 및 사육 환경, 환경 풍부화, 사양 관리로 

분류하여 각 조건에 한 세부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전시 및 사육 환경의 경우 동물의 전시장(크

기, 내부외부 시설 디자인, 기구 활용, 설계 재질, 바닥 기질, 동물의 자연 습성 유도 방법 유무 

등)과 환경(기온, 습도, 조명, 소음 냄새 등의 관리, 극한 기후에서 해당 종에 적합한 기후조건 형성 

및 유지 등)을 이루는 요인들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 풍부화는 내부 시설의 설계 및 자극 요인들이 동물의 자연 습성과 행동을 유도하도록 고안되어 

있을 것과 무리 생활을 하는 종의 경우 무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행동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사양관리에 있어서는, 동물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동물간의 상호작용(사육사와의 관계, 

수의학적 진료 및 관리를 위한 훈련, 관람객의 행동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곳으로의 이송 방법 

등), 수의학적 관리(질병 예방 방안, 검역, 건강 기록 관리, 안락사 규정 등), 각 종의 영양 및 먹이활동

(취식 행동, 탐식 행동, 사람에 의한 먹이주기, 계절성)등과 관련한 요구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나. 영국

영국의 현 동물원운영지침(Secretary of State's Standards of Modern Zoo Practice)에 따르

면 기본적으로 동물원의 모든 동물에게 동물복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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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 •

144 •∙

지침은 △먹이와 물, △적합한 환경, △건강관리, △최 한 정상적 행동을 표출할 기회, △공포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보호, △이송과 운반, △보전과 교육 방법, △동물원 내의 공공 안전, △보유

동물 기록, △종사자 교육, △공공시설, △허가증 진열 등 동물원에서 준수해야 할 일반기준을 12개

의 장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지침의 <부속서 8 – 특별전시(Appendix 8 - Special exhibition)>에서

는 무척추동물, 양서파충류, 독성이 있는 종, 기각류와 해양 조류, 수족관, 물새, 맹금류, 코끼리 

등에 한 세부 사육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정부가 임명한 동물원 검사관(inspector)은 지침을 바탕

으로 동물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정기적･비정기적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코끼리는 광 한 자연 서식지와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하는 종으로 수명이 길고 지능이 

높기 때문에 사육 상태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려움을 전제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적 구조, 사육장, 경계선, 먹이와 영양, 행동 관리, 건강관리, 종사자 교육, 쇠사슬과 족쇄, 앵커스

와 후크, 전기자극의 제한 등에 한 세부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암컷 코끼리는 다른 코끼리들과 

항상 사회적 접촉이 가능하도록 할 것, 하루에 16시간 이상 제한 없이 서로에게 접촉이 가능하도록 

할 것, 무리에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분리는 용납될 수 없으며 동물원은 분리되는 기간에 한 

기록을 유지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육장 구조는 콘크리트 바닥이 발과 관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내실 바닥에는 모래나 우드칩 등의 기질을 제공할 것, 야외 방사장은 걷기, 탐험하기, 먹이를 

찾기, 사회적 접촉, 모래목욕 등의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행동 

관리에서는 코끼리의 개체별 행동이 지속적으로 관찰･분석되어야 하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풍부화가 

매일의 일상 일부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풍부화가 지속적인 과정으로 관리 프로그램의 필수불가결

한 부분이어야 하며 검사관의 요구에 따라 확인 가능하도록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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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의 최소사육 면적과 사육환경 기준을 정량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부속서 2(Appendix 

2)에서는 야생동물 사육 시 동물 종 별로 개체 수에 따른 실내외 사육장의 최소 면적기준과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특별요건(Special requirement)을 포

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등으로 구분해 두고 있다. 웅덩이(pool)에 한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 웅덩

이가 필요한 밍크, 뉴트리아, 비버, 카피바라, 짧은발톱수달, 자이언트수달, 해달, 곰(말레이곰 제외)

와 해양포유류가 필요로 하는 웅덩이 또는 수조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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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 스위스 동물보호조례 야생동물 포유류 사육 특별요건

1) 굴을 팔 수 있는 기회 제공

2) 오를 수 있는 기회 제공, - 종의 종류에 따라 나뭇가지나 바위. 나뭇가지의 두께는 동물이 움켜쥐는 정도(신체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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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이 분리된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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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마리당 최소 1m² 제공)

겨울 환경에 내한성이 없는 동물: 자연 또는 인공의 은신처를 실내 사육장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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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동물이 기어올라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여러 개의 급식대 설치 

11) 분리와 격리가 가능할 것

12) 바바리 원숭이, 티벳 원숭이, 붉은얼굴원숭이, 또는 겔라다 원숭이에게 실내 사육장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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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물체 제공- 예, 그네타기를 할 수 있는 밧줄, 짚, 플라스틱 드럼 과 여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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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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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 몽구스 등) 제공

16) 굴을 파거나 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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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19) 동물의 치아 관리와 행동풍부화 위해 정기적으로 신선한 나뭇가지 제공

20) 난방기구가 설치된 야외방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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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 내내 목욕 또는 샤워가 가능해야한다. 테이퍼, 하마, 그리고 난쟁이 하마에게 

실내/실외 연못을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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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인 종에게는 개별 상자 사이에 시각적 교환이 가능해야한다. 겨울에 내한성이 없는 동물에게 

난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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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2> 스위스 동물보호조례 조류 사육 특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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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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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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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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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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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목욕 

공간은 고정 시설에 한함. 자연적인 바닥이 있는 시설의 경우 넓이는 바닥 질이 동물 종에 적합하도록 세 배가 되어야 

함; 사육장은 분리가 가능해야 함 

사육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 

사육장 안에 쉴 곳이 있어야 함 

갈대, 숲, 바닥이나 나무의 구멍 등 종에 따른 은신처 제공 

야외방사장이 영구적으로 접근 가능할 경우 넓이는 최소한 내실의 3배가 되어야 함

실내와 실외 사육. 남극 또는 남극에 가까이 서식하는 종은 여름에 냉방 시설이 있는 내실제공. 겨울에는 자유 방사장이

나 산책로(walk) 제공 ("펭귄 행진") 

연못은 table 4 참조. Table 4에 속하지 않는 종 또한 적정한 연못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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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3> 스위스 동물보호조례 파충류 사육 특별요건

실내 사육장에도 목욕 시설 제공 

종에 따라 실외 또는 실내 사육장 제공

높은 횃대 시설 

겨울 대비를 하지 않는 종은 실내 사육장 제공

실내 사육장은 야외 방사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함 

주행성과 야행성 맹금은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시설에만 사육할 것. 매사냥 먹이로 사용되는 새는 정기적이고 

충분한 자유 비행 기회를 제공할 것. 

목욕 시설

조류사는 관람객에 의해 (새들이) 동요되지 않는 구조여야 함 

2마리 이상 사육될 경우 필요에 의해 분리 가능한 사육장

추운 계절에는 작은 펭귄을 위한 얼지 않는 사육장 제공 

갉아먹거나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자연 나뭇가지 제공

최소 2마리 이상 함께 사육

다양한 두께와 방향의 올라가 쉴곳(perching) 제공, 공간의 1/3은 구조물이 없어야 함 

2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장은 길이-깊이 피율이 2:1을 넘지 않아야 함 

적합한 모래 제공 

1) 날씨가 허락하는 한 추가적인 야외방사장 제공, 그러나 야외방사장에는 보온 필요 

2) 어떤 종은 사육장과 분리된 가열 가능한 수영장이나 적절히 큰 욕조에서 수영할 수 있어야 함

3) 기온은 동물에 알맞아야 함. 사육장의 일부는 필요하다면 온도가 더 높아야 함. 개체별로 몸을 녹이는 것이 가능하도

록 종에 따라 열등 제공 필요. 

4) 모든 연령대의 동물이 겨울잠이나 여름잠을 잘 수 있도록 일년 내내 기후적 조건 제공 

5) 사회적 구조를 관찰할 것. 동물들의 격리가 필요할 수 있음 

6) 자이언트거북, 설카타 거북, 자라, 고아나 - 몇 마리의 동물이 같은 사육장에서 사육되는 경우 사육장을 나누거나 

격리 사육장을 제공해야 함 

7) 종에 따라 굴을 파거나 숨을 수 있도록 적합한 기질의 바닥재 

8) 모든 사육장은 종에 따라 나무, 두꺼운 나뭇가지, 얇은 나뭇가지, 코르크 바위 등 수평 수직 구조물 제공 

9) 숨을 장소 제공 

10) 높이가 올려진 누울 장소 

11) 바닥이나 나무의 구멍, 습식은신처, 코르크 튜브 또는 유사한 형태의 검사가 가능한 숨을 장소 제공 

12) 견고한 사육장 구조(테라리움) 

13) 저녁에는 서늘한 온도 제공

14) 단독사육되는 동물이라도 습식은신처 또는 별도의 구조 제공 

15) 환기가 잘 되어야 함 (최소한 2면이 와이어 메쉬) 

16) 수영장 포함 냉방시설 제공 

17) 동물 계통 사육에 전문성이 있음에 대한 증명(certificate)을 제공해야 함 

18) 적절한 크기의 필터 시스템 

19) 수조는 모서리가 둥글어야 함. 원형 또는 타원형/원통형이 이상적 

20) 수조는 탈출 방지 뚜껑이 있어야 함 

21) 종에 따라 민물, 염수, 해수에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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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에 따르면 호랑이는 정해진 면적 외에도 2) 수직구조물, 4) 종에 따라 사육장 분리 가능, 

6) 가림막과 도망가거나 숨을 수 있는 기회 제공, 11) 분리 또는 격리가 가능할 것, 15) 높은 곳에 

위치한 누울 수 있는 장소, 18) 목욕 기회, 21) (휴식을 위한) 개별 상자(2.5 제곱미터 이상), 23)  

내한성이 있는 동물이 아닌 경우 실내 공간, 또는 21에 따라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등 

특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사 상 10종에 한 스위스의 사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5-4> 조사대상 10종에 대한 스위스 사육기준

그룹 1마리 추가시 

　 야외방사장 내실 야외방사장 내실 사육요건

종(포유류) 수 면적 m2 부피 

m2 면적 m2 부피 

m2 면적 m2 면적 

m2 　

일본원숭이 5 15 45 15 45 3 3 2) 6) 11) 12) 14) 

침팬지 3 50 200 50 200 10 10 2) 6) 11) 14)

사막여우 2 20 　 4 　 2 2 1) 3) 11) 36)

늑대 4 400 　 4/마리 　 20 　 1) 3) 6) 8) 11) 

곰 2 150 　 　 　 20 　 1) 2) 11) 14) 18) 21) 22)

호랑이 2 80 240 30 90 20 15
2) 4) 6) 11) 15) 21) 23) 

52) 53) 

코끼리 암컷 3 500 　 25/마리 　 100 　 24) 25) 52)

코끼리 수컷 1 150 　
2x30/ 

마리
　 100 　 24) 25) 52) 대체사육장

다마사슴 8 300 　 4/마리l 　 60 　 8) 27) 29) 30) 31) 52)

종(조류) 　 방사장 넓이 　 조류사 넓이 　
1마리 추가시 

방사장
　 　

청금강앵무 2 200 　 　 　 100 　 12) 13) 15)

종(파충류) 　
육상공간 

(면적) 

수조 

면적 
수조 깊이 

사육

장 

1마리 추가 

육상공간
수조 　

설가타 2 8x4 　 　 2x2 　 　 1)3)5)6)7)9)27)

22) 육지가 없는 해수 수족관에 사육

23) 보유종에 대해 가능하다면 안티베놈을 비치하거나 약품협회를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어야 함 

24) 동물이 굴을 팔 수 있도록 곱고 먼지가 없고 부드러운 모래 제공

25) 종에 적합한 먹이를 습득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26) 일부 주행성 동물은 free range 사육장이나 직사광선이 있는 사육장에서 사육되지 않는한 따뜻한 장소에 조명등(할

로겐, HQL 또는 HQI)제공

27)사료는 식물성 재료로 구성, 동물성 단백질은 거의 포함되어서는 안 됨 

28) 사료는 육류 (가능하다면 내장을 포함한 동물) 또는 곤충으로 구성

29) 사료는 육류, 곤충, 식물로 구성

30) 상대습도는 70-100% 로 유지

31) 상대습도는 70-100%로 유지, 변동 표시 

32) 보온에 최적화된 쉴 공간 포함한 야외방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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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호주･뉴질랜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전시동물복지법(Exhibited Animals Protection Act)은 동물의 사육장, 

펜스, 운동시설 등의 사육시설, 사육하는 동물의 위생, 영양, 기본적 사양관리에 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코알라, 큰돌고래, 파충류, 유 목, 육식동물 등 특정동물에 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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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시동물 사육시설기준(Containment Facilities For Zoo Animals)에는 

종의 신체능력(기어오르기, 땅파기, 점프 등)과 자연 상태에서의 행동, 위험성 등을 고려한 종 별 사육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2. 동물원 허가제와 검사관제 

유럽연합, 영국, 미국, 호주, 인도 등 동물원 관련법을 시행하는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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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검사관이 시설 점검 후 

작성한 보고서를 토 로 지방당국에서 면허를 발급하고, 이후 정기적 검사, 비정기적 검사, 특별 검사

로 동물원이 현 동물원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유럽연합의 동물원 지침에서는 새로 

등록한 동물원이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중에게 공개할 수 없고, 동물원은 

권한기관이 제시한 적절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 요구사항을 2년 안에 

시행하지 않으면 동물원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표 15-5> 허가제

국

가
법 이름 조항이름

등록제/

허가제
주무관청 내용 원문

유

럽

연

합

COUNCIL

DIRECTIV

E1999/22

/EC 

Article 4 

Licensing 

and  

inspection

허가제
각 국의 

관할당국

- 모든 동물원은 이 법
안이 시행된 후 4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
야 함. 새로운 동물원
의 경우 정식으로 개
장하기 전에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함

- 동물원 면허의 허가, 
거절, 기간 연장 또는 
면허를 개정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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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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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법 이름 조항이름

등록제/

허가제
주무관청 내용 원문

에 EU회원국의 권한
이 있는 기관에서 동
물원이 허가기준에 
맞는 조건들을 갖추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찰이 필요

- 만약 동물원이 면허를 
얻지 못했거나 이 법
령이 요구하는 허가
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동물원은:

(a) 권한기관에 의해 대중
에게 공개되지 못함 

(b) 허가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권한기관
이 제시한 적절한 
요구사항을 준수해
야 함 

권한기관의 요구사항을 
2년 안에 시행하지 않으
면 동물원 허가를 철회
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동물원 또는 동물원의 
일부는 문을 닫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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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of:

(a) shall be closed to the public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or

(b) shall comply with appropriate 

requirements impos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o ensure 

that the licensing conditions 

are met.

Should these requirements not be 

complied with within an 

appropriate period to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but not exceeding two 

year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withdraw or modify the 

licence and close the zoo or part 

thereof.

미

국

Animal 

welfare 

Act

Title7-

Agriculture

2133.

Licensing 

of dealers 

and 

exhibitiors

2134.Valid 

license for 

dealers 

and 

exhibitors 

required

허가제

USDA

(미국

농무부)

-장관은 관련 서류와 수

수료를 지급한 동물 딜

러와 전시업자에게 관

련 면허를 발급해야함. 

딜러 또는 전시업자의 

시설이 2143조항에 제

시되어 있는 기준에 적

합성에 대한 설명을 해

야하고, 그 이전에 면

허는 발행될 수 없음. 

-동물 딜러 또는 전시업

자는 장관이 면허(발급

이 유예되거나 취소되

지 않은)를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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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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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법 이름 조항이름

등록제/

허가제
주무관청 내용 원문

§2146. 

Administra-

tion and 

enforcement 

by Secretary
(a)Investigat

ions and 

inspections 

전까지, 연구기관 또는 

전시목적, 반려동물 목

적의 동물 판매, 판매 

제안, 운송, 운송제안

을 할 수 없음. 또한 동

물의 판매와 구입을 할 

수 없음.

-장관은 전시업자, 딜

러, 경매, 실험 시설 등

에서 동물보호법과 조

례를 위반한 것으로 간

주되면 검사 또는 시찰

을 명령할 수 있음. 시

찰 후 부족하거나 기준

에서 벗어난 경우 이를 

기준에 충족시킬 때까

지 추가 시찰.

-No dealer or exhibitor shall sell 

or offer to sell or transport or 

offer for transportation, in 

commerce, to any research 

facility or for exhibition or for use 

as a pet any animal, or buy, sell, 

offer to buy or sell, transport or 

offer for transportation, in 

commerce, to or from another 

dealer or exhibitor under this 

chapter any animals, unless and 

until such dealer or exhibitor 

shall have obtained a license 

from the Secretary and such 

license shall not have been 

suspended or revoked.

-The Secretary shall inspect each 

research facility at least once 

each year and, in the case of 

deficiencies or deviations from 

the standards promulgated 

under this chapter, shall conduct 

such follow-up inspections as 

may be necessary until all 

deficiencies or deviations from 

such standards are corrected.

영

국

Zoo 

Licensing 

Act

1. 

Licences
허가제

DEFRA

(영국환경

식품

농무부)

- 지방당국에서 면허를 

발급하지 않은 동물

원은 운영될 수 없음. 

- 면허는 검사자의 보고

를 바탕으로 발급.

- 면허는 발급 시 4년, 

갱신 시 6년 유효. 

- 동물원 검사는 정기검

사, 특별검사, 비공식

적 검사로 현대동물

원운영기준

  (SSSMZP) 수행여부

를 검사함. 중앙정부

(Defra)는 검사자 목

록 유지.

1.(1) Subject to this section it is 

unlawful to operate a zoo to which 

this Act applies except under the 

authority of a licence issued under 

this Act by the local authority for 

the area within which the whole 

or the major part of the zoo is 

situated.

4.(1) Before granting or refusing 

to grant a licence for a Grant or 

zoo, the local authority shall- 

refusal of 

(a) consider inspectors' reports 

made in pursuance of in- licence. 

spections of the zoo under this 

Ac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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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법 이름 조항이름

등록제/

허가제
주무관청 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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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pec- 

inspections. 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of any zoo for 

which a licence granted by that 

authority is in force. 

11.(1) The local authority may at 

any time carry ou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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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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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주요 외국의 사례

∙• 153

국

가
법 이름 조항이름

등록제/

허가제
주무관청 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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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위

스

Animal 

welfare 

Act

Article 7 

Reporting 

and licence 

obligations

허가제

Federal 

Council

(연방

평의회)

- 연방 평의회는 특정 

형태의 동물사육과 

특정한 종의 동물을 

보유하는 것에 대하

여 보고서 작성 또는 

면허에 대한 의무를 

요구할 수 있음. 

- 상업적 또는 개인적으

로 특정한 관리가 필

요한 야생동물을 보

유하는 경우에 면허

를 발급 필수. 

1 The Federal Council may make 

certain types of animal 

husbandry and the keeping of 

certain animal species subject 

to the fulfi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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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주

(뉴

사

우

스

웨

일

즈  

주)

Exhibitied 

Animals 

Protection 

Act

Part 3 

Licences, 

approvals 

and permits

Division 1 

Licensing 

of animal 

display 

establishm

ents

12 Licence 

required for 

animal 

display 

establishm

허가제
DPI 

(농림부)

-동물을 전시하는 목적

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정부의 면허 없이 운영

된다면, 각 시설의 소

유자는 20유닛 이하, 

또는(그리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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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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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법 이름 조항이름

등록제/

허가제
주무관청 내용 원문

ent

뉴

질

랜

드

Containm

ent 

Facilities 

For Zoo 

Animals 

Standard

Biosecurity 

Act

4.1 

Approval of 

a Zoo and 

an 

Operator

39 

Restricted 

matter 

regulation

허가제
MAF(농업

삼림부)

- 동물원은 생물안전법 

39항에 따라 승인을 

필수. 동물원은 승인 

받은 운영자가 있어

야 하고 이 기준에 따

라 건축과 운영이 이

루어져야 함. (동물원

은 자원관리법, 건축

법, 동물복지법 등 관

련법에 적합한 기준

을 따라야 함.) 승인받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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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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물원 모범 사례 예시> 

[사진 102]  독일 라이프치히 동물원의 침팬지 사육장. 야외방사장뿐 아니라 내실에도 수직 수평 운동이 가능한 구조물을 

설치했다. 

[사진 103]  베를린 동물원의 곰 사육장. 다양한 자연적 식재

를 사용해 숨을 곳과 그늘이 조성되어 있어 휴식할 때는 동물

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사진 104]  프랑스 리옹 동물원의 꽃사슴 사육장. 비인기종

이라고 해도 충분한 공간과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했다. 사

슴이 풀을 뜯어먹는 행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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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5]  미국 오레건 동물원의 코끼리 사육장. 여러 개의 

방사장과 수영장, 먹이를 빼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된 대형 풍

부화 구조물이 설치된 내실로 이루어져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오레건 동물원은 코끼리 번식을 시도한다는 점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종 수집 기준 및 계획 사례

지역단위 동물원 협회의 각 분류군 자문단(Taxonomy Advisor Group: TAG)이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 동물원들의 종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 각 동물원들의 종 취득과 처분에 관련한 자문 및 권고를 

내리고 각 동물원들은 이를 준수하여 종 수집을 결정한다. 지역 단위의 동물원 종 수집 계획을 

Regional Collection Planning(RCP), 각 동물원 기관의 종 수집 계획을 Institutional Collection 

Planning(ICP)라고 하는데,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표적인 협회로는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

(AZA)와 유럽동물원수족관협회(EAZA)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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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표-16> 동물원의 종수집 계획>41)

AZA에 속한 동물원들은 기관 종 수집 계획(ICP)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종 보유 및 수집, 

처분을 해야 한다. ICP는 동물원의 모든 종에 하여 동물원이 해당 종을 보유해야 하는 정당성을 

평가하여 설명하고 있는 문서이며 이는 최소 5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주로 3-5년 

간격). 동물원은 ICP를 수립함에 있어 각 종의 △야생에서의 보전 지위, △다른 동물원에서의 보유 

상황, △해당 동물원이 특정종의 정신적･신체적･사회적 요구도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력, △특

정종을 사육･전시할 수 있는 유경험 전문인력의 확보 여부, △전시가치와 안정성, △사육 요구조건, 

△연구 조건과 지역 TAG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 

각 보유종에 한 정당성은 아래 요인들의 충족여부에 기반하여야 한다. 

∙ 기온 및 사육 환경

∙ 전문 사육 경험 유무

∙ 수의학적인 문제 

∙ 해당 종의 수집과 처분 용이성

∙ 보전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교육 가치

∙ 보전 가치

∙ TAG의 가이드라인 및 정책 준수여부 

41) Reese, P.A., 2011, An introduction to zoo biology and management, Wiley-Black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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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동물원수족관협회(EAZA)

ICP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의 역할을 설명해야 한다. ICP는 종 수집 및 보유종을 계획함에 

있어 종의 새로운 취득, 처분, 번식에 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립 과정

∙ 동물원의 종 수집 계획 수립에는 동물원의 모든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 

∙ 종 수집의 결정 기준은 명확해야하며 해당 기관의 철학과 미션을 반영해야 한다. 

∙ 이 과정은 현재의 보유종에 한 평가 분석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어떠한 종을 보유할지 

여부는 해당 종의 보전적 중요도, 좋은 복지 제공 가능 여부, 중의 선호도, 재정적인 현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ICP는 3-5년 주기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나 그에 한 평가는 매년 이뤄져야 한다. 

2) 종 보유･수집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EAZA 지역 종수집 계획(RCP)의 일부인가. 국제적인 보유종인가. 국내 보전지정종인가.

∙ 동물원 내 사육 경험이 있는가 또는 경험 인력이 확보되었는가. 기존 인력에 한 훈련 계획은 

마련되었는가.

∙ 종의 야생 생태 및 습성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복지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전시환경 

여건이 되는가. 이를 위해서는 현 상황에 최 한 몇 마리 보유가 이상적인가. 

∙ 서식지내 종 보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직접적인 개체 방사, 교육, 기금 마련 등 

∙ 동물원내 사육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종인가.

∙ 분류학적･생물학적 특이성으로 인한 교육 가치가 있는 종인가.

∙ 홍보 가치가 있으며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정도의 사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종인가(특정 종의 

자연적인 습성과 생태를 반영･충족시키지 못하는 전시는 교육적인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음).

∙ 만일 번식 계획이 있다면, 해당 종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확보한 인공 번식이 가능한 종인가.

3) 새로 수집하고자 하는 종에 대한 고려 사항 

∙ 몇 마리를 보유하는 것이 이상적인가.

∙ 어디서, 어떻게 해당 종을 취득할 것인가.

∙ 언제 해당 동물들을 들여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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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종에 한 사육 및 전시계획은 무엇인가.

∙ 해당 종에 한 번식 의도와 목표가 있는가.

4) 지속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종에 대한 고려 사항 

∙ 현재 몇 마리 보유 중인가, 몇 마리 보유가 환경적으로 이상적인가, 유전적인 구성은 어떠한가 

등.

∙ 번식 의도가 있는가. 향후 번식 계획이 있는가. 번식을 증진･예방할 방법은 있는가. 

∙ 해당 종을 사육 전시하기에 적절한 공간이 있는가, 없다면 사전에 확보할 계획은 무엇인가 (어디에 

어떻게-마스터 플랜과 맞물려 있어야 함). 

∙ 해당 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적인 요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다. 영국 휘틀리 야생동물 보전재단(Whitley Wildlife Conservation Trust, WWCT) 

ICP는 재단에 소속된 동물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종의 상황과 역할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여야 한다. 매 5년마다 각 종의 자연 서식지내 보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업데이트한다.

WWCT의 종 수집은 아래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 해당 종의 자연 서식지내 보전/위협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식지외 보전활동의 긴급성 여부 

∙ 보전 메시지 전달에 있어 매우 강력하고 확실한 교육적인 가치 

∙ WWCT의 서식지내 보전 사업을 홍보 및 강조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종의 복지에 한 연구 가능 여부 및 해당 연구 결과의 종 서식지내･외 보전 활동에 적용 

가능 여부 

보전가치의 높고 낮음은 IUCN 적색 리스트, 전세계･영국･지역 단위 해당 종 관련 보전 프로그램 

여부(서식지외 보전활동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EAZA･BIAZA 종수집 계획, EDGE리스트, 서식지외 

보전활동이 WWCT가 지원하는 서식지내 보전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종 

또는 해당 종의 자연 서식지에 한 기후변화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그 외에 고려사항으로는 본 시설의 자원과 시설의 적합성, 해당 종을 보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특정 종의 전시시설 건축 및 지속적으로 사육함으로써 소모되는 에너지 등), 유전적 다양

성 확보 가능성, 현 기관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정도, 희귀도 등의 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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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 세쿼이어 파크 동물원(Sequoia Park Zoo)

전체적인 동물원 테마와 마스터플랜에 의거하여 종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보유종, 

취득, 처분을 결정한다. ICP는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에 한 종수집 및 관리 점수 및 향후 관리방

안, 2) 과거 보유했던 종 및 향후 수집할 종에 한 평가 및 관리 점수 부여, 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들의 전시장 및 사육장에 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4. 동물원의 보전 활동

해외 선진국의 주요 동물원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인공 시설 내에서의 단순한 증식이 아닌 

야생동물의 야생서식지 내 개체군 보전에 기여하고 보전 필요성을 중에게 교육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전시하는 것은 야생동물 보전에 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중들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독일의 라이프치히 동물원 등 많은 

동물원들은 이미 동물생태학자들을 활발하게 영입하여 큐레이터·행동생태·동물복지 연구·보전교육 

프로그램 디자인, 동물원이 아닌 야생서식지에서의 보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동물원 

보전활동의 목표를 “야생 서식지에서의 건강한 개체군 보전‘에 두고 있는 만큼, 유럽, 북미등지의 동물

원들 다수는 서식지외(ex-situ) 보전활동보다 전 세계 서식지 현지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모니터링하고 보전할 수 있는 서식지내(in-situ) 프로젝트들을 주로 진행하거나 지원한다. 

보전 프로젝트들은 동물원이 단독적으로 진행하거나 다른 현지 또는 국제단체와의 협력으로 이루어

진다. 많은 동물원이 위치한 지역의 토착 생태계 동물상과 해외 멸종위기종으로 노력을 분산하여 보전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이나 서식지를 위주로 보전활동이나 연구를 진행해온 기관･
단체･ 학들이 많이 있기에, 단독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기존의 기관들이 진행 중인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가. 독일 쾰른 동물원

독일의 쾰른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동물원. 규모가 크지가 않으나 일찍이 멸종위기 종복원사업을 

이끌어온 동물원들 중 하나이다. 과학적인 장기생태연구지원과 인공증식･야생서식지 보전을 통한 방

사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아래 지도는 쾰른 동물원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보전 프로젝트들을 지역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약 15개 국가에서 

다양한 종 및 요인에 집중한 보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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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6, 표 17]  쾰른 동물원의 대륙별 종 보전사업 지도

1. Biotophy protection/ 

Belize
6. Gorillas and Bonobos/ Congo

11. Bear conservation/ Southeast 

Asia

2. Giant Anteater/ Brazil 7. Black foot cat/ South Africa 12. Philippine crocodile/ Philippines

3. Human-animal 

conflicts/Swaziland
8. Lemurs and birds/ Madagascar 13. Birds/ Indonesia

4. Amphibian protection/ 

Germany

9. Prezewalski’s horse/ Asia, 

Hungary
14. Elephant conservation/ Sri Lanka

5. Okapis/ Congo 
10. Biodiversity research and 

protection/ Vietnam, Laos 

15. Tree-kangaroo/ Papua New 

Guinea 

1) 쾰른 동물원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가) 동남아시아 종다양성 발굴 연구

  ∙ 주요종: 양서 파충류 

  ∙ 상 지역: 베트남, 라오스 

  ∙ 활동: 연구, 보전활동, 동물원 지원, 환경 교육. 1999년부터 현재까지 100종 이상의 토착종 

발견. 

  ∙ 연간 연구비 지원: 매년 약 60,00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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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리랑카 코끼리 보전  

  ∙ 주요종: 코끼리

  ∙ 상지역: 스리랑카 

  ∙ 활동: 코끼리 구조, 보호 및 양육, 사람과 야생동물간 갈등 해소 

  ∙ 2012년부터 지원 

  ∙ 연간 활동비 지원: 약 5,000유로 

다) 남아공의 검은발살쾡이(black-footed cat) 보전

  ∙ 주요종: 검은발살쾡이(black-footed cat) (IUCN VU)

  ∙ 상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 활동: 종의 생태, 분포 및 개체군 건강에 한 학제간 교류연구, 해당 종의 번식·생존·이주·행동

영역 등에 한 데이터 수집 및 개체군 상태평가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40마리 발신기 부착하여 모니터링 

  ∙ 연간 활동비 지원: 약 5,000유로 

라) 야생동물-사람간의 갈등 관리

  ∙ 주요종: 하마, 악어, 코끼리 

  ∙ 상지역: 스와질랜드

  ∙ 활동: 밀렵 방지단 지원, 사람과 갈등 일으키는 개체들을 다른 보호지역으로 이동시켜 사람과 

동물이 갈등 없이 수자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역 설정

  ∙ 2009년부터 지원

  ∙ 연간 활동비 지원: 약 US$25,000 

2)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 프로젝트 사례

가) 콩고민주공화국 고릴라･침팬지 연구사업

  ∙ 주요종: 고릴라, 보노보 

  ∙ 상지역: 콩고민주공화국 

  ∙ 활동: 보전 및 생태 연구. 이를 기본으로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Mbeli Bai: 고릴라 보전에 한 지역 교육, 에코투어리즘 사업 지원, 해당 지역 내 

서부고릴라 개체군 모니터링, 보전 계획 디자인 등의 작업. 추가로 동물원 자체에서는 휴 전

화의 콜탄과 고릴라 서식지의 직접적인 연결성에 한 교육을 제공하고 휴 전화 재활용 사업



• Ⅳ. 주요 외국의 사례

∙• 163

을 벌임. 핸드폰 리사이클에 한 교육 및 홍보는 동물원 방문객뿐만이 아니라, 학교, 기업,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중을 상으로 캠페인 진행. 2009년 이후로 약 3만 5천개의 휴 전화 

재활용

  ∙ 2012년부터 지원 

  ∙ 연간 활동비 지원: 프로젝트당 약 5,000유로

나) 브라질 큰개미핥기 보전 연구사업

  ∙ 주요종: 큰개미핥기

  ∙ 상지역: 브라질

  ∙ 활동: 브라질과 독일 학자와 수의사들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연구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 제공.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개미핥기를 카메라트랩 등으로 모니터링. 각 개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장기적인 모니터링 기록 체계화함. 발신기 부착 및 공간이용도 분석  

  ∙ 2012년부터 지원  

  ∙ 연간 활동비 지원: 약 5,000유로  

다) 마다가스카르 식물상 및 동물상 보전 

  ∙ 주요종: 여우원숭이, 새, 양서류 등 

  ∙ 상지역: 마다가스카르

  ∙ 활동: 연구, 보전계획 수립, 환경 교육 진행. 3회에 걸쳐 마다가스카르 토착 여우원숭이 종의 

하나인 Black and white Varis 재도입에 성공하여 개체군 크기 증가에 기여. 항아리 곰팡이 

병이 마다가스카르를 휩쓴 후 수많은 종과 개체가 감소함에 따라 이에 한 응책 지원. 

  ∙ 교육목적으로 설립된 Ivoloina Conservation Training Center을 활용하여 학생 및 중을 

상으로 실용적인 보전 및 관련 업무에 한 교육 실시 

  ∙ 마다가스카르 동식물상 그룹(Madagascar Fauna & Flora Group)의 일원으로 마다가스카르

의 Parc Zoologique de Ivoloina의 관리를 담당. 이 기관은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토착종

에 한해서 밀렵에서 압수된 개체들을 한시적으로 사육하는 기능을 수행

  ∙ 2011년부터 지원

  ∙ 연간 활동비 지원: 약 US$10,000 

라) 중앙아메리카 동물상 서식지 보전사업(SHIPSTERN:REFUGE FOR CENTRAL AMERICA’S 

FAUNA)

  ∙ 주요종: 재규어, 맥, 피커리 등 다수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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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지역: 벨리즈 

  ∙ 활동: 종 다양성 보호, 환경 교육, 친환경관광 사업. 벨리즈에 얼마 남지 않은 보호구역 중 종 

다양성이 그나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세 개의 지역(Shipstern, Honey Camp 국립공원, 

Freshwater Creek 숲)을 관리하고 이들 지역을 생태통로로 잇는 사업을 진행 중임. 또한 해당 

보호구역을 타겟으로 하는 관광사업을 유치하여 수입을 활용 할 수 있게 함. 지역 주민들에게 

야생동물과 서식지를 유지함으로써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모델을 제시

  ∙ 2015년부터 지원

  ∙ 연간 활동비 지원: 매년 약 10,000유로

나. 미국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시립동물원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약 40종을 사육하고 있다. 자체 내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시애틀 시립 학과 교육, 연구 면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우드랜드 파크 

동물원의 보전 프로젝트들은 크게 동물원이 위치한 미국 북서부의 토착 서식지 및 야생동물종 보전에 

집중한 ‘북서부의 야생(Living Northwest)’, 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 국가에서 진행하는 보전 프로

젝트, 주요 위기종들에 한 집중 생존 프로그램 ‘Wildlife Survival Program‘등 3가지로 나뉜다.

 

1) ‘북서부의 야생(Living Northwest)’

가) 종복원 및 재도입 프로젝트

  ∙ 미국 북서부 지역의 나비 복원 프로젝트 (1999년부터 국가기관 및 학들과 협력하여 진행. 

나비 서식지 보호, 야생에서의 번식 환경 조성 등)

  ∙ 서부 연못 거북 복원 프로젝트 (1991년부터 절멸해가던 토착 거북종 복원 프로젝트 진행. 당시 

약 150마리였던 종 현재 약 야생에 800개체 이상으로 파악됨)

나) 연구 프로젝트

  ∙ 시애틀 도심 맹수 보전, 연구, 모니터링 프로젝트: 시애틀 도심 및 외곽에 서식하는 코요테를 

비롯한 맹수류에 한 모니터링 사업. 시티즌사이언스, 유전자 분석, 카메라트랩 등 다양한 방

법을 활용. 아래는 상 종 동물을 목격한 시민들이 발견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carnivorespotter.org)로, 모든 보고 케이스를 지도로 시각화하여 중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야생동물에 한 지역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함. 사람-맹수간의 갈등 위험 감소를 위한 

관리방안 및 도심주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에 한 생태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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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7]  우드랜드파크 동물원과 시애틀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민과학 프로그램. 코요테, 밥캣, 퓨마를 목격한 시민들이

참여해 분포도를 작성한다.

  ∙ 스텝(건조 초원지 ) 서식지에서 맹금류의 생태 연구: 1999년 워싱턴 주 자연자원보전과에서 

실시하는 멸종위기종 붉은말똥가리(Buteo regalis)연구에 참여. 2005년도에는 보호종인 검독

수리(Aquila chrysaetos) 생태 연구에 참여. 2011-2012년에는 풍력 발전용 터바인이 보호 

맹금류종들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행동 생태 연구로 확장하고 있음.

  ∙ 워싱턴 서부지역의 수달 연구: 워싱턴 주의 산림지역에서 내려오는 수계의 수질건강성에 

한 지표종인 수달에 한 연구를 수행함.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해당 수계중 수질오염

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확인한 지점을 중심으로 조사함.

다) 지역 봉사 및 교육 프로젝트 

  ∙ 서부 야생동물 지역 교육봉사: 2002년 워싱턴 주 내 한 지역이 시행 중이던 불곰 복원 프로젝트

를 확장함(회색곰 아웃리치 프로젝트(Grizzly Bear Outreach Project)로 시작. 현재는 종을 

확장하여 서부 야생동물 아웃리치(Western Wildlife Outreach)로 개명됨). 미국 연방 야생동

물관리국의 지원을 받아 2010년에는 상을 늑 까지 확 했으며, 2011년에는 흑곰과 퓨마도 

포함함. 이를 통해 관계된 이들에게 형맹수류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유지에 기여하

는 역할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태도를 전환시키고자 함. 

  ∙ 양서류 모니터링: 워싱턴 서부 지역에 서식하는 양서류 8종에 한 시티즌 사이언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프로젝트. 일반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교육함으로써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고 이를 

중과 공유함. 

  ∙ 맹수와 같이 살기: 워싱턴 주에서도 보호 산림 지역 사이에 위치한 도시(city of Issaquah)와 

시립학교와 파트너로 실시하는 프로젝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야생동물과 함께 공존 할 수 있도

록 야생동물종에 한 지식을 제공하고, 야생동물과 공존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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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지역 모임 운영

 

a. ‘와일드와이즈(Wild-wise)’: 맹수와 공존하기에 한 중학교 프로그램. 맹수는 사람이 변화

시킨 서식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이 맹수의 행동과 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한 답을 스스로 찾는 과정. 학생들 스스로가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맹수 발견 지점 데이터를 활용한 지도 그리기, 지역 내 맹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인터뷰 등 활동 진행. 동물원 직원들은 주요 맹수에 한 자연사 정보를 교육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거나 연구 질문거리들을 생각해낼수록 지원함. 야생에서 

해당 종들을 연구하는데 사용되는 방법, 기술을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학생들

은 자신들만의 연구 주제를 확립하고 동물원이 제공하는 장비와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

의 연구 진행,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지역 행사를 진행함.

 

b. ‘우리 지역사회, 우리 육식동물(Our community, our carnivores)’: 주민들의 지역 내 야

생 맹수에 한 인식과 태도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제안하

는 해결 및 지원방안에 한 의견을 취합하는 프로그램. 동물원의 지역 내 자원봉사와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맹수에 한 의식과 태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개선된 점이 있는지 등에 한 

조사를 진행. 그 외에 특정 맹수 종에 집중한 지역 행사를 개최하여 동물들에 한 교육을 진행

하고 서로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 직접적으로 참여하

고 싶은 주민들에게는 카메라 트랩을 활용한 모니터링 참여를 독려해서 수집된 카메라 트랩 

사진 자료들은 국제 야생동물 카메라 트랩 사진 데이터베이스로 공유함. 또한 시와 함께 협동으

로 ‘맹수와의 공존을 위한 활동’이라는 팀을 구성하여 이들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시행방안과 행동 수칙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배포함.

2) Wildlife Survival Program

<표 18> 우드랜드파크 동물원의 야생동물 생존 프로그램

대륙 프로젝트명 세부지역 기간 목표 및 활동 하이라이트

아프리카 
Amphibians of 

Andasibe
마다가스카르 2011

주요 개구리 서식지에서 종다양성의 유지와 인간에 의한 지역 

개발의 균형 모색. 종 재도입 작업 실시. 

Colobus 

Conservation 

Ltd.

케냐 2014

케냐 Diani에 영장류 24시간 구조센터 및 운영. 지역 단체, 

지자체들과 영장류 보호 및 보전에 대한 업무 진행. 특히 앙골

라콜로부스원숭이(Colobus angolensis)와 케냐 서부 해안 

숲에 서식하는 종에 집중.  

Dian Fossey 

Gorilla Fund
르완다 2018

르완다에 서식하는 고릴라 개체수 약 1/2에 대한 일상적인 

보호활동 진행. 또한 일일단위로 행동데이터 수집, 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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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프로젝트명 세부지역 기간 목표 및 활동 하이라이트

종다양성 연구 진행. 현재까지 480에서 604로 개체수 증가. 

Giraffe 

Conservation 

Foundation

아프리카 

전역
2015

기린만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보전단체. 시행 후 3년간 약 

6,500명의 지역 학생 및 선생님들에게 기린 및 야프리카 야

생동물에 대한 교육 실시  

Madagascar 

Fauna & Flora
마다가스카르 2018

마다가스카르 야생동물에 대한 보전, 연구, 교육 진행. 현재 

서식지외 보전활동으로 인해 증식한 멸종위기종 푸른눈검정

여우원숭이(Eulemur flavifrons)와 큰대나무여우원숭이

(Prolemur simus) 방사 계획 중. 

아시아

Asian 

Elephant 

Support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014

인도네시아 사이아 쿠알라(Syiah Kuala)대학교에 야생동물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야생동물 및 보전의학과 설립. 현재

까지 약 220명의 학생들이 코끼리, 오랑우탄, 말레이곰, 악어

의 수의학, 관리 및 보전법에 대한 수업 수강. 

Komodo 

Dragon 

Survival 

Program

인도네시아 2018

코모도왕도마뱀과 그 서식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생태 및 관

리 데이터 제공. 인도네시아 섬에 따른 유전적인 차이 규명 

등 보전관리 방안 제시. 

MYCAT: 

Citizen Action 

for Tigers

말레이시아 2014

말레이시아 서부의 타만 네가라(Taman Negara)지역에 서

식하는 호랑이 개체군을 보호하고 생태통로의 효율성 모니터

링 실시.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MYCAT프로그램 진행, 

참가자들은 서식지를 순찰하면 포획틀 등 불법 밀렵 도구 수

거작업 진행. 

Red Panda 

Network
네팔 2012

지역사회 보전 교육, 보전 활동 참여 독려. 서식지 복원과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수입원 창출 지원. 지역 주민으로 네트

워크 결성하여 현재까지 밀렵율 60% 감소. 2018년도에는 

밀거래 되는 레서판다 6마리 구조. 

Silent Forest: 

Asian 

Songbird 

Crisis

발리 2015

발리섬에 서식하는 야생 조류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높임으

로써 이들에 대한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동물원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현재 발리 바라트 국립공원의 Bali Myna는 

동물원의 지속적인 번식 및 방사에 의존하는 상황임. 

Steller’s Sea 

Eagle Survey 

& Tracking 

Project

러시아 2004
러시아 주 보호지역 내 참수리 개체군 지속적인 모니터링. 

드론등을 활용하여 둥지 번식력 모니터링 병행중. 

Turtle Survival 

Alliance
캄보디아 2005

최근에 증축된 코콩 (Koh Kong) 파충류 보전센터 시설 활용

하여 극심한 멸종위기 상태인 남부강테라핀(Batagur 
affinis)인공 증식 가능

Wildlife SOS 인도 2015

인도 현지 단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 서식지 보전, 야생동물 

구조 및 재활센터 운영, 연구 진행 및 지속가능한 지역 주민 

생계 지원 하는 등 다방면의 작업 진리행. 최근에는 사람과 

느림보곰(Melursus ursinus)간의 갈등 해소 프로젝트 실시. 

남미

Chacoan 

Peccary 

Project

파라과이 2018

파라과이 차코페커리 종다양성 및 멸종위기 토착종인 차코페

커리 보전관리 프로젝트. 최근에는 페카리에 추가로 남아메리

카맥과 양서류까지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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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디트로이트 동물원

각 분류군에 따라서 지역적, 국가적, 전 세계적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종 

특이적인 연구 사업과 교육 사업으로 구성된다. 디트로이트 동물원은 미국에서도 보전 사업으로 독보

적인 동물원들 중 하나이나 인공증식 활동이 요구되는 서식지외 보전사업은 양서류와 파충류로 한정하

고 있다. 특히 포유류와 조류처럼 인공증식과 방사작업이 어려운 종들의 경우는 현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서식지내 보전활동 및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1) 양서류 보전 프로젝트

  가) 페루 열 우림 개구리 사업: 2010년부터 항아리곰팡이병의 타격을 심하게 받은 중남미 양서

류에 한 개체군 평가사업에 참여. 양서류 종과 분포를 파악하고 항아리곰팡이 병 검사를 

진행함. 해당 지역 내 주민들에게 생태계와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종들(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곤충단위부터)의 중요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사람으로 질병에 전파될 수 있는 

위험, 야생동물 관련 미신 등에 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음. 

  나) 주요종 종 생존 프로그램(Species Survival Program, SSP)참여: 디트로이트 동물학회는 국

립양서류보전센터(National Amphibian Conservation Center)가 실시하는 양서류 SSP프

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해당 종들은 중에게 전시되지 않으며 생물안전관리가 철저한 사육

환경에서 관리됨. 건강하고 유전적으로 다양하며 개체군구조가 안정적인 개체군을 인공증식

을 통해 구성한 후 적절한 야생 서식지에 방사하는 작업까지를 서식지외 보전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음. 

디트로이트동물원이 SSP활동에 참여한 종은 다음과 같다.

대륙 프로젝트명 세부지역 기간 목표 및 활동 하이라이트

전세계

단위

Amphibian 

Ark
영국 2011

이미 기존 서식지에서 절멸한 종들 인공 증식 및 재 2의 서식

지에 방사 프로젝트. 현재 북부연못개구리(Pelophylax 
lessonae)는 야생의 제 2 서식지에서 자연적으로 그 개체수 

늘려나가는 중임. 

AZA Ape TAG
다수 국가에서 

시행
2006

서식지내 영장류의 보전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적인 장기 펀딩 제공 프로젝트. 고릴라 서식지 볼케이노 국립

공원 내 800개 이상의 밀렵 포획도구 제거, 보르네오에 22명

의 서식지 순찰인력 양성, 서식지 관련 정유회사와의 법정 

다툼 재정 지원. 

Red-breasted 

Goose 

International

불가리아 2019

해당 종에 대한 불법 포획, 사냥 억제하고 개체군 보전지위 

상승을 목표로 함. 순찰대를 조성하여 현장 보호 및 감시. 

지난 2년간 붉은가슴기러기(Branta ruficolis) 피해 사례 보

고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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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두꺼비(Anaxyrus baxteri): 약 9400마리 방사. 방사 서식지에서 국립양서류보전

센터(National Amphibian Conservation Center, NACC)가 매년 개체군 모니터링 실시

-푸에토리코볏두꺼비(Peltophryne lemur): 인공증식한 후 현재까지 약 84,000마리의 올챙

이 야생으로 방사

-미시시피고퍼개구리(Lithobates sevosus): 극심한 멸종위기종으로 디트로이트 동물원과 

NACC에서는 방사 가능한 '충분한 개체수'를 유지하고자함. 현재 이 개체군에서 2018년에 

약 75마리가 야생에 방사되었음

-파나마황금개구리(Atelopus zeteki): 동물원 내에서의 증식을 통해 '충분한 개체수'를 유지

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을 야생에 안전하게 방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파나

마 서식지 내에 연구 및 증식 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음

  다) 양서류 생존 연합(Amphibian Survival Alliance, ASA) 지원사업

  라) 프로그워치 USA(FrogWatch USA): 디트로이트에 서식하는 개구리 모니터링에 시티즌 사이

언스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 사업. 미시간 주 자연자원과와 함께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매년 

교육을 실시하며 모아진 데이터를 DB화해 다양한 종의 분포 분석을 통한 경향을 파악한다. 

  마) 머드퍼피(Mudpuppy): 디트로이트 강의 수생태 건강도 측정을 위한 머드퍼피(Necturus 

maculosus) 모니터링 사업. 개체군 모니터링뿐 아니라 개체들을 포획하여 크기, 몸무게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컴퓨터 칩을 삽입한 후 재방사한다. 또한 강물의 화학성분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강의 건강도를 모니터링한다. 

  바) 줄무늬영원(Striped newts): 미국 남서부지역 토착종이며 극심한 절멸단계에 있음. 플로리다, 

조지아 주 자연자원과 및 AZA소속 다른 동물원들과 협업하여 원 서식지에 재방사를 목표로 

한 증식프로젝트 실시. 현재 디트로이트 동물원에서만 75마리 가량이 방사 준비를 마친 상태

로 몇 달 후 플로리다와 조지아 보호구역 내에 방사된다. 

2) 조류 보전 프로젝트

  가) 조류 충돌 방지 프로젝트: 동물원 내부 건물 및 지역 단체들과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 

활동.

  나) 센티넬 생태계 센터: 아르헨티나와 갈라파고스의 펭귄을 연구하는 센티넬 생태계 센터

(Center for Ecosystem Sentinels)를 지원하고 있음. 해당 단체는 갈라파고스와 에콰도르 

해안가에 서식하는 온 성 펭귄 종들에 집중하여 생태연구 진행하고 있음. 이들의 개체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이들에 한 생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전 계획을 세우고자 함. 

  다) 포클랜드 보전 사업(Falklands conservation): 아르헨티나 남부 해안가에 위치한 젠투펭귄 

및 남부바위뛰기펭귄 최  번식지인 포클랜드 섬의 생태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Falk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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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지원. 해당 단체는 디트로이트에서 전시하고 있는 다수의 펭귄 종들을 야생에

서 보전하는 역할을 함. 인공위성 추적기와 드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생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 모니터링 및 서식지 평가 등의 작업까지 그 상을 확 하고 

있음. 

  라) 극지해양 연구 그룹의 조류 생태연구: 약 20년간 재정을 지원(장기생태연구)하여 남극의 생태

계 및 환경 변화, 펭귄종 및 관련된 종들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이들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 규명 및 보전 관리를 목표로 함. 

  마) 주요 보호종 생태 연구, 개체군 추적 모니터링, 인공 증식, 야생 서식지 조성 및 보호, 증식 

개체 야생 방사 및 방사후 지속적인 모니터 업무 (주 또는 연방 자연자원 업무 당국과 협업): 

파이핑물떼새(Charadius melodus), 제비갈매기(Sterna hirundo), 검은제비갈매기

(Chlidonias niger), 물수리(Pandion haliaetus), 매(Falco peregrinus), 해오라기

(Nycticorax nycticorax), 울음고니(Cygnus buccinator)

3) 포유류 보전 프로젝트

  가) 로열섬 늑 (Isle Royale wolves): 미국 미시건 주 로열섬(Isle Royale)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늑 와 말코손바닥사슴간의 관계를 50년간 연구해온 미시건 주립 학의 무스워치

(Moosewatch)프로그램 지원. 최근에는 늑 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말코손바닥사슴의 개체수

가 증가하여 식생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2018년 가을에 새로운 늑 들을 섬에 방사하여 생태

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나) 아르메니아 수달: 러시아에서부터 서부아시아까지 내려오는 Greater Caucasus 산맥에서 

종다양성 풍부도가 최상인 아르메니아의 생태계 건강도 지표종 수달을 모니터링함. 기존에는 

절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모니터링 결과 몇몇 지역에서 수달이 재서식하고 있었다

는 사실을 확인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수달과 어민들 사이의 갈등문제

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다) 설표･레서판다: 중국과 네팔에서 다른 국제 보전 단체(제인구달 재단 등)와 함께 설표, 레드판

다를 모니터링하고, 인간과의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라) 북극곰･불곰: 미국 지질조사국(USGS),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FWS), 국립 북극 야생동물 

피난지 등과 협력하여 알래스카 북부에서 북극곰과 불곰들이 동일한 자원을 공유하는 현상에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북극곰들의 서식지가 남하하면서 발생하는 현상. 이

들의 종간 상호작용(species interaction)과 서식지 이용에 한 이해가 시급한 상황임. 

  마) 다양한 국가와 종을 상으로 야생동물 연구 및 보전 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 단체들에 한 

장기적인 재정적 지원; 제인 구달 연구소, 은고고 침팬지 프로젝트, 그레비얼룩말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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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표 기금, 암보셀리 코끼리 기금, 치팡갈리 야생동물기금, 고릴라 재활 및 보전 교육

(GRACE) 등을 지원함.

  바) 유인원 taxon advisory group (TAG): AZA소속 동물원들간의 장기 유인원 보전 지원사업 

4) 파충류 보전 프로젝트

  가) 주요 종보존 계획(SSP) 참여: 맥코드상자거북(Cuora mccordi), 꼬마방울뱀(Sistrurus catenatus), 

샴악어, 아루바섬방울뱀(Crotalus unicolor) 등 

  나) 거북생존연맹(Turtle Survival Alliance) 지원 

5) 환경응급 응: 동물원 직원들이 기름유출사고에 응할 수 있도록 매년 하는 훈련(HAZWOPER: 

hazardous waste and emergency response) 참여 독려. 해당 훈련은 기름유출 등의 환경

적인 응급재난 상황 발생시 이에 피해 입은 조류, 파충류, 포유류 등 다양한 야생동물을 구하고 

재활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 2006년, 2010년 등 기름 유출 사고가 전세계 곳곳에서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직원 파견하여 구조작업 지원. 

6)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복지 및 윤리센터: 동물원 관계자들이 동물원에 전시하는 동물들의 복지

와 윤리를 최 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와 훈련을 제공하고, 동기 부여를 위해 시상제도를 운

영하기도 하며 동물원 동물복지 연구를 진행함. 

5. 교육활동 사례

해외 동물원들이 현지 보전활동(in-situ conservation) 외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과 지역사

회의 봉사활동 프로젝트다. 동물원 방문객에 한 교육과는 별개로, 지역사회의 학교 및 생물･자연 

교사들과 연계하여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거나, 지역 시민들을 상으로 한 행사, 정기적인 모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야생동물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불편사항, 일상적인 

갈등 등에 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이 야생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

고, 개발된 방법을 주민들과 함께 적용해보며 개선해 나가기도 한다.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시민과학

(citizen science)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야생동물 관련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다. 커뮤니티 아웃리치(community outreach)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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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거주지 근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에 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가. 미국 디트로이트 동물원의 ‘버만 인문학교(The Berman Academy for Humane 

Education)’

디트로이트 동물원은 인권, 동물권, 동물보호, 환경보전 등 야생동물 보전과 연결되어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에 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버만 인문학교(The Berman Academy for Humane 

Education)’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동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물, 음식, 쉴 곳, 적절한 사회적 

신체적 환경을 제공하는 서식지(집)를 필요로 하며, 자연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핵심 신념을 바탕

으로 외래동물(Exotic animal)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행위(밀렵 및 야생동물 밀거래 조장), 서커스･로

드사이드 동물원(유사동물원)･로데오 등은 동물뿐 아니라 동물에 한 사람의 이해에 악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 디트로이트 동물원의 교육 프로그램 사례

   - 인도적인 과학 실험실: 정규교육(해부수업)에서 동물 체교육 방법 제시하는 교육 과정(학생 

및 교사 상)

   - “뒷마당의 야생동물”: 가정 주변에 서식하는 토착 식물 및 동물에 해 배우고 마당을 친환경적

으로 가꾸는 방법에 한 교육

   - 영화 제작 및 상영: 오락을 위한 동물학 에 한 고발 영상

   - 활발한 지역 행사 참여 및 진행: 유기동물 입양 행사, 인문학자 및 교육자들의 워크숍 개최 등

나. 독일 동물원의 동물원 학교 운영(Zoo Schule)

독일의 시립동물원들은 해당 시와 협업으로 동물원 내에 동물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와 시내의 

학교, 동물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학교 형태로,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내 학교의 생물과목 선생님들이 학년 별로 교육 콘텐츠와 커리큘럼을 구성하

고 교육 자료를 제작한다. 동물원은 수업을 위한 공간과 기자재 및 수업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물원은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담당자들을 고용해 교육 수업 진행, 

동물사 안내판 제작,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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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8]  동물원 학교에서 활용되는 교육 자료

다. 교육 콘텐츠 전시를 통한 교육 

많은 동물원들이 중요 종 주변에 교육관을 설치하거나 놀이기구, 안내판, 패널 등을 활용하여 교육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고릴라, 호랑이, 코끼리 등 일부 종에 해서는 특정 종만을 위한 교육 

내용 전시공간을 따로 구획하여 해당 종의 기초 생태, 역사적, 현재 분포도, 위협요인에 해서 자세하

게 다루고 있다. 보전 이외에도 형태적 또는 생리적으로 특이한 점을 갖고 있는 종들의 경우 특징에 

한 설명, 진화적인 과정 등에 한 설명도 같이 전달하고 있다. 

독일의 뮌헨동물원과 만의 타이페이 동물원은 별도의 교육전시관을 운영하며 특정 종 전시장에서

만 언급하기에 한계가 있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지구적인 요인들을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특히 뮌헨동물원은 지구온난화, 밀렵, 서식지 파괴, 외래종 유입, 환경오염, 야생자원 남획이라는 

6  원인을 설정하고 각각 원인의 사회과학적인 발생 배경과 이것이 사람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제시하는 등 매우 모범적인 교육을 제공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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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9]  뮌헨동물원과 타이페이 동물원의 교육관.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등

보전에 교육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다양한 인터액티브 기구들 및 놀이터: 동물과 관련된 과학적인 내용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면

서 익힐 수 있는 인터액티브한 전시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동물원마다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터에도 

동물 콘텐츠를 최 한 활용하여 동물들에 한 단편적인 지식들이라도 놀면서 익힐 수 있는 아이디어

를 곳곳에 적용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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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0]  동물원 내에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야생동물들에 대한 교육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기구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는 야생동물에 대한 지식 전달 뿐만이 아니라, 관람 어린이들이 직접 동물을 보는 것 이외에도 재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물원과 관람객 그리고 전시된 동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육 방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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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 제안

1. 동물원수족관법의 동물원 정의에 ‘생물다양성 보전’ 명시

21세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동물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고 할 것이다. 교육 

기능 역시 단순히 동물을 관람 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종과 서식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유럽연합의 동물원 지침

(Council Directive 1999/22/EC)은 종 보전에 기여하는 연구, 보전 기술 훈련, 종 보전 정보 교류, 

종의 번식･복원･방사와 함께 전시되는 종과 자연 서식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

에 한 공공 교육과 인식 개선을 동물원의 필수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의 정의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제1조 입법 목적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정작 동물원의 

정의는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원이 관람･전시 중심의 위락시설이 아닌 보전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에

서 동물원의 정의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시설임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2. 생물 종별 적정한 서식환경 및 관리 기준 마련 

동물의 생태적 습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식환경과 관리 기준에 한 규정이 미흡하다

는 점은 전시동물의 복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야생생물법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

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90여 종에 해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조사 상 동물 10 종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9종 중 코끼리, 늑 , 사막여우, 청금강앵

무 등 4종은 동물원에서 인기 있는 종인 동시에 사육 상태에서는 복지 구현이 어려우며 세심한 관리사

양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생물법 사육시설기준에서 누락되어 있다. 2018년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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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환경부가 제작한 ‘동물원･수족관 전시･사육 동물의 적정 서식환경 가이드라

인’은 영장류, 코끼리 등의 서식환경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동물원에서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물복지의 5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종 별 서식환경과 관리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할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42) 모든 종의 사육시설 기준을 법에 열거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일부 지정 종에 해서는 사육장 면적 뿐 아니라 생물 종에 적합한 구조의 바닥, 구조물, 사회적 

구조, 풍부화 등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육환경 및 관리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조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3. 동물원수족관 허가제･검사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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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

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등이 등록요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영동물원조차 종에 따라 사육환경을 적정한 수준으

로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법령에 의해 정해진 사육기준을 준수하도록 허가제와 검사관 제도를 실시해 동물원을 전문성이 

있는 검사관이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공공시설로서 높은 동물복지 수준

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관이 사육환경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동물원에 

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산과 인력, 기술 지원이 이루어져야 동물원 동물

의 복지 향상과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4. 특수보호종 동물 지정 및 사육기준 강화 

침팬지, 코끼리 등은 서식환경과 풍부화 등 특별한 관리사양이 요구된다. 동물원에서 적정한 동물복

지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에서 최소한의 복지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

는 상태로 사육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들은 특수보호종으로 지정해 서식환경과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42) 1993년 영국 농장동물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가 주창한 동물의 5대 자유는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질병과 부상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현행 동물보호법
에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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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기준은 지침이 아닌 강제력이 있는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 이미 몇몇 동물원에서는 침팬지

(광주 우치동물원, 서울어린이 공원, 전주동물원), 돌고래(서울 공원) 등 동물원에서 사육이 부적합

하다고 일컬어지는 종의 사육을 포기하거나 다른 동물원에 보낸 사례도 있다. 정부는 공영동물원이 

정해진 사육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심각하게 낙후되어서 환경적･재정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시설은 해당 종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5.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 취득과 처분에 대한 원칙과 규정 마련 

현재 우리나라 야생생물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증식한 

때에는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 외에 동물원에서 동물을 번식, 도입 

또는 처분할 경우 지켜야 할 원칙에 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다. 반면 주요 외국에서는 동물 번식, 

취득, 처분 시 동물원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동물복지법 조례에서는 동물원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동물 번식 관리에서 번식 

시에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과잉번식과 과잉사육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되

어야 하며, 동물의 장기적인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동물 또는 무리의 번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일랜드 현 동물원지침, 영국현 동물원운영지침 등에서는 새로운 동물의 

도입과 반출, 방사, 안락사에 있어 종 보전과 동물 보건, 복지의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수행되

어야 할 단계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일랜드 현 동물원지침에서는 동물 교환의 원칙으로 동물 세탁(laundering)에 기여하거나, 불

법적인 경로로 동물을 취득하거나, 열악한 복지 상태를 지속시키거나, 야생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물을 포획하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산업을 보조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잉여동물

(surplus stock)을 다른 시설로 반출할 경우에도 동물의 5  자유를 고려해 적절한 시설과 자원, 전문

성이 있는 자에게만 양도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서 동물원에서의 동물 입･반출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그 과정에

서 동물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 취득과 처분 기준과 기본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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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영동물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부분의 공영동물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원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공원의 본질적 목적이 

‘시민 편의’임을 고려할 때 동물원이 공원관리소 등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 관람 편의성보다 동물복지 

향상을 우선적 목표로 지향하기 어렵다. 또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교육이라는 동물원의 가치를 제 로 

구현하기는 어렵다. 설문과 면담에 의하면 동물원 종사자들 역시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로 동물복지와 

보전, 연구 등 동물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

다는 견해를 보였다. 

공영동물원이 동물복지 수준을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의 교류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영동물원 사이의 효과적인 공조･협력 체계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의 상황과 재원 등에 따라 시설 간에 큰 격차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공영동물원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운영 수준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선이 불가능

한 공영동물원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7. 중앙정부의 책무와 행정력 강화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수족관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 도에게 

지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원･수족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동물원

에 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인력 자체가 부족해 점검･계도 등 적극적인 행정지

도가 어렵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동물원수족관법의 소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 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동물원･수족관을 일관적이고 종합

적으로 관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물원･수족관 관리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동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책무에 한 조항은 아직 미비하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동물원과 수족관을 분리해 관리하는 사례는 거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은 

환경부, 수족관은 해양수산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동물원･수족관 관리와 정책 방향 수립에서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책임을 

법에 명시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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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물원 별 기능 전문화, 보전･교육 전문 기관으로 전환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동물원에서는 넓은 방사장이 필요한 종인 경우 해당 종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확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동물원은 시민 접근성 등 장점을 살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방의 공영동물원 중에는 삵 복원 연구, 야생동물구조

센터에서 구조된 후 방사가 불가능한 조류를 보호･전시하는 등 토종 야생동물 보전활동에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사례도 있었다. 동물원 별 조건과 한계, 그리고 강점을 동시에 고려해 각 동물원을 토종종 

보전, 교육 등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동물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시설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유 종의 재검토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동물원 

형태로 공원 내 위락시설로 운영되는 경우 영장류 등 복합적인 서식환경과 풍부화 등 특별한 관리사양

이 요구되는 종 동물은 적정한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시설이 심각하게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상 개선이 어렵다면 해당 기관과 지역사회, 중앙정부가 참여해 시설을 계속 유지할 것인

지에 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9. 서식지내･외 통합적 보전 위한 로드맵 마련

서식지외 보전활동은 근본적으로 해당 종의 개체군, 종 그리고 해당 종이 속한 생태계에 기여해야한

다. 즉 선택된 종의 개체수를 늘리고 이를 야생에 방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방사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야생 개체군에서의 보전과 생태 연구, 그리고 애초에 해당종을 절멸 또는 멸종위기로 만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동물원에서의 개체 증식이 곧 보전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종 보전에 있어서 동물원이 

차지하는 책임과 역할, 그리고 동물원의 한계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또한 혈통관

리 미흡과 과잉번식으로 인해 오히려 유전적 다양성과 동물복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야생동물 보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동물원, 국가기관, 연구자, 지역사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적절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

록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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