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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항

코로나19 사태는 미래 인류의 세계관과 삶의 양식에 비가역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따라서 

코로나19는 인간과 야생동물의 관계,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지난 세기에 걸쳐 야생동물과 관련된 인수공

통감염병, 동물질병, 신종감염병 발생과 전파의 빈도와 심각도는 세계적으로 점점 강해져 

왔다. 따라서 향후 인류는 코로나19 보다도 더 강력한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에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역시 야생동물 유래 신종질병의 근원지가 될 위험은 

상존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의 위험도를 분석한 한 논문(Allen 

등, 2017)에 의하면 한반도 역시 신종질병 발생의 고위험지역에 속한다. 만일 향후 제2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질병이 한국에서 발원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생태적/사회적/경제적 

혼란과 안보에 대한 위협이 엄청남은 물론이고 최근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인해 국제적

으로 향상된 국가위상의 급격한 추락이 예상되기도 한다.

팬데믹은 생태계의 건강이 심각히 훼손된 상태를 의미하며, 사람, 가축 뿐 아니라 야생생

물에게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 지난 수 십년 간에 걸쳐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었지만 야생동물의 심각한 개체군 감소와 멸종을 일으킨 신종질병과 팬데믹

은 세계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양서류 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

아리곰팡이병, 박쥐흰코증후군, 뱀곰팡이병 등; Fisher 등 2020). 이러한 야생 생태계 팬데

믹의 특징 중 하나는 곰팡이성 질병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들 야생동물 팬데믹이 

모두 야생동물 교역과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국한되었던 병원체가 다른 

대륙으로 전파되었다는 점도 공통적 특징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양서류 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아리곰팡이병(chytridiomycosis)의 기원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

도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O’Hanlon 등 2018).

1) 이 원고는 2020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개최된 “2020 인간동물연구네트워크 연속 웨비나-관계와 경
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동물” 제 1차 웨비나 “팬데믹 상황에서 동물의 취약성”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원고임을 밝힌다.

팬데믹의 시작: 인간, 가축, 야생동물의 접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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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서 유래한 팬데믹이 인간사회에서 순환하다가 다시 생태계로 돌아가 생물다양

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변종이 야생 생태계로 

다시 돌아가 야생동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일 야생동물 중에서 새로운, 적합한 

숙주동물을 찾게 될 경우 이 병원체가 야생에서 순환하다가 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형태로 

인류사회에 다시 돌아오게 될 잠재력을 갖게 될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

게서 호랑이, 사자, 밍크, 개, 고양이, 페렛, 레서스원숭이, 햄스터, 이집트과일박쥐 등 다양

한 동물들에게 자연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전파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Gryseels 등 

2020). 또한 실험실에서 배양된 세포를 대상으로 한 감염실험 결과와, 바이러스 수용체 

구조의 컴퓨터 모델링 실험결과는 매우 다양한 포유류 동물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으며, 진화계통적 유연관계 만으로는 어떤 특정종이 바이러스에 감염

되고 전파할 수 있는지 그 정확한 감염 감수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Gryseels 등 2020). 이것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 예방과 대응 계획에 있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의미한다. 즉 사람과 야생동물 사이에 병원체가 

교차되는 접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생 생태계로 언제든지 재침투

하여 새로운 숙주동물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야생동물 종(들)이 바이러스

의 새로운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와 감염 고리의 질긴 생명력을 고려할 때 이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야생동물 관련 신종질병/팬데믹 발생과 전파의 직접적 원인, 

그리고 그 근본적 원인

최근 생태계와 인간사회에서 신종질병과 팬데믹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은 인간/가축/반려동물/준야생동물/야생동물 사이의 직·간접적 접촉 빈도 및 강도가 증

가한 것이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들은 따로 있으며 이것들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O'Callaghan-Gordo 

& Anto 2020; Lorentzen 등 2020):

지구 역사상 유례 없는 인구 증가 및 인구 일인당 자연자원 소비량의 증가, 도시화

인간/물류/동물/동물제품의 이동량 및 이동속도 증가 (세계의 단일생활권화)

가축 대량생산 시스템의 보급 (공장식 축산)

인간의 생태계 침범과 교란, 서식지 감소와 단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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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사람/가축 사이의 접촉면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생물다양성의 쇠퇴와 이에 따른 질병희석효과(dilution effect)의 감소 (질병희석효과

는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과 제 기능을 하는 생태계가 질병의 발생과 전파를 자연적

으로 통제한다는 이론으로, 이 효과는 인류에게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한 부

분으로 생각되고 있음. 그러나 생물다양성 쇠퇴로 인해 이러한 질병희석효과가 감소

하고 있으며 이것은 신종질병과 팬데믹 발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간주되

고 있음; Halliday & Rohr 2019) 

팬데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신종질병과 팬데믹 예방 및 대응방안

팬데믹 예방을 위한 궁극적인 대책은 위에 열거한 근원적 요소들과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

는 일이 될 것이나 이는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팬데

믹 상황 발생 이후의 대응 (검사, 격리, 치료,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공중보건 및 공공의료 

체계 개선 등) 방안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수반한다. 반면에, 팬데믹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인간/가축/반려동물/준야생동물/야생동물 사이의 접촉의 종류와 형태를 파

악하고 그 위험도를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조치과 관리방안(생물보안)을 연구, 개발, 시행

하는 일은 비교적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화에 의해 형성된 인간의 방어 기제의 특징은, 긴급하고 즉각적 대응에는 매우 효율적

인 반면 장기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Goymann 2020). 

그러나, 인간, 가축, 야생동물의 접점을 적절히 관리하는 일은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하면서

도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장기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팬데믹의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예방 정책을 연결 시키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동물, 특히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접촉점의 현황을 면

밀히 살펴보고 그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미래의 또 다른 신종질병과 

팬데믹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인류가 해야 할 일 중에 어쩌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야생동물과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접촉은 바람직한 것인가? 어떤 접촉은 바람직하고 어떤 접촉은 바람

직하지 않은 것인가? 그 접촉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어느 경계까지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경계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16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실질적이며 긴급하고 절실한 것이기도 하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 도시민들은 야생동물을 직접 접촉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접촉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드문, 예외적 현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중국 또는 

일부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섭취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야생동물 접촉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일반 시민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 사회 각 부문에서 야생동물과의 접촉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접촉면들이 있다.

국내에서 야생동물/가축/인간 사이 접촉점의 예

한국 사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야생동물/준야생동물/가축/반려동물/인간 사이의 접촉면

이 존재하며, 아래 목록은 그 중 일부 사례이다. 

실내동물원, 체험형동물원, 이동식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유사동물원 및 야생동물/

이색동물/희귀동물 전시시설에서의 종사자/방문객과 살아있는 야생동물/가축/반려

동물 사이의 접촉

정규 동물원에서의 종사자/방문객과 살아있는 야생동물 사이의 접촉

수족관에서의 종사자/방문객과 살아있는 야생동물 사이의 접촉, 그리고 동물체험행사 

(돌고래 체험 등)

애완용/관상용 등으로 수입 및 판매되고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이색동물/희귀동물/

가축/반려동물/사람 사이의 접촉

식용/약용 등으로 합법/불법적으로 수입 및 판매되고 있는 죽은 야생동물 또는 야생동

물 부위/제품과 사람/가축 사이의 접촉 (웅담, 사향 등 약용 야생동물 부위, 뱀 등 

건강식품)

개인이 애완용/관상용/식용으로 국내에서 소유, 사육, 번식, 거래하고 있는 야생동물/

이색동물/희귀동물과 사람/반려동물/가축 사이의 접촉

야생동물/준야생동물과 접촉이 가능한 가축사육시설 (산림/습지와 근접한 가축농장, 

특히 위생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육견농장 등)

증가하고 있는 유기견, 들개, 길고양이, 들고양이, 비둘기 등 준야생동물과 다른 야생

동물/사람/가축/반려동물 사이의 접촉

유기, 탈출한 애완/관상용 이색동물/야생동물과 사람/가축/반려동물 사이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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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들개/들고양이 관리/보호시설에서의 사람/가축/반려동물 사이의 접촉

멧돼지, 고라니, 뉴트리아 등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수렵인/수

렵견/야생동물/반려동물/가축 사이의 접촉

곰농장, 멧돼지 농장, 꿩농장, 오소리농장 등 야생동물 사육농장과 유통과정에서의 

종사자와 야생동물/가축/반려동물 사이의 접촉

수렵 및 밀렵된 야생동물 사체의 처리 및 유통과정에서의 야생동물 사체/부위/사람/

가축/반려동물 사이의 접촉

산림 등 야생동물 서식지 속 거주민이 키우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가축과 야생동

물 사이의 접촉 (자연인??)

염소/닭/오리 등 가축의 야생 방사

야생동물구조센터 및 천연기념물동물치료소에서의 구조된 야생동물/가축/반려동물/

사람 사이의 접촉

야생동물 보전/복원사업 과정에서의 종사자와 야생동물/가축/반려동물 사이의 접촉

야생동물 보전/복원사업에 의해 방생, 복원된 여우 등 야생동물과 가축/반려동물/사

람 사이의 접촉

야생동물 또는 실험용 야생동물 연구자와 연구 대상 야생동물의 접촉

합법 또는 불법적인 동굴탐사 과정에서 동굴 거주 야생동물(박쥐 등)과 탐사자 사이의 

접촉 등

이들 접촉면 중에는 인간동물 관계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 하는 접촉 뿐 아니라 

부정적 역할, 또는 긍정 및 부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접촉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에 

그리 필요하지 않은 접촉과 반드시 필요한 접촉, 관리가 어려운 접촉면과 비교적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접촉면, 종간 병원체 전파 위험도가 높은 접촉과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접촉 등 다양한 형태와 속성을 가진 접촉면이 뒤섞여 존재한다. 이러한 접촉면에서 예측되

는 인간과 생태계의 위험 요소를 경감시키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접촉면에 

동일한 정도의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

다. 그러므로 각각의 접촉면에 대한 위험평가가 필요하며 위험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접촉 규모 (접촉 가능 동물/사람/시설의 수)

접촉 규모의 추세

접촉의 형태 및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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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점의 위생관리 상태

접촉자의 건강상태와 활동범위

접촉 동물의 건강/복지/환경 상태

접촉 동물의 종류와 종 다양성

접촉 동물과 다른 동물 사이의 이차 접촉 가능성 등

고위험 인간/가축/반려동물/야생동물 접촉점-육견농장

비록 야생동물보다는 그 개별 접촉 위험도는 낮다 하더라도 인간과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는 가축 및 반려동물과 인간 사이 접점의 양상과 관리 방식에 대한 재점검도 분명히 필요

하다. 반려동물은 일반인과 매우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축은 

고밀도의 대량사육체계에 더해, 국내 산업동물 복지에 대한 취약한 인식과 관리로 인해 

동물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신종질병의 매개자 또는 증폭자로서 역할

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한국의 육견농장은 세계적으로도 신종 인수공통감염병과 팬데믹의 진원지가 될 가

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접촉 지점으로 생각된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대규모 육견사육시설

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동물권행동카라 등 2018). 더구나 육견농장에

서의 사양관리, 사료공급, 육견 도축 및 유통과정은 현재 동물위생관리 제도 밖에 있는, 

관리 측면에서 완전한 사각지대이다. 대다수 육견농장은 야생동물과 접촉이 가능한 산골에 

위치하고 있다. 설사 높은 울타리를 한다 하더라도 새, 곤충, 설치류 등 작은 포유류의 접근

은 막을 수 없다. 상당수 육견농장은 이득을 위해 돼지, 닭 등 다른 종류의 가축을 함께 

사육한다. 대부분 육견농장은 비용절감을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사료로 사용

하고 있어 인간/육견/반려동물/가축/야생동물의 병원체가 대량으로 교류되고 있는 중요한 

접점이다. 그러므로 이 접촉점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신종질병 발생의 근원지가 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점으로 간주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한국의 육견농장에

서 개와 개 사이, 개와 다른 동물 사이, 그리고 개/동물과 사람 사이에 코로나19와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전파력을 갖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하고, 그것이 전세계로 전파된다

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어쩌면, 국가가 육견농장

을 방치함으로 한국은 인류를 위협에 빠뜨린 원인을 제공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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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1. 들어가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는 공중보건과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인체 감염병의 

60퍼센트가 동물에서 유래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병의 75퍼센트가 인수공통전염병이

라고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 도시화와 산림파괴로 인한 사람과 가축, 야생동물 간의 접촉 

기회 증가, 야생동물 거래, 가축의 집단 사육, 교통 발달로 인한 병원체 이동 증가 등 인간 

활동과 환경적 요인의 변화가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면서 

또 다른 팬데믹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국가들도 신종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거래, 서식지 보전, 공장식 축산 감소,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야생동물 관리를 중심으로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돌아보고, 국제적 변화 동향과 함께 신종 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야생동물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가. 전시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비교적 적은 반면 전시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19년 6월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동물원 110개소 등 61개소가 체험형 동물원, 실내동

물원, 동물카페 형태로 분류되어 있는데, 전시관람형으로 분류된 시설 중에도 체험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물과 접촉이 가능한 시설은 80곳이 넘는 것으

신종 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정책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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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되는 업체들 또한 상당수 존재한다. 

야생동물카페 중 소규모 시설은 등록 의무가 없어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상황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5개소에서 2019년 64개소로 2년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

다가 최근 48개소로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동물원 등록시설 포함).1) 야생동물

카페는 대부분 상가건물 내 점포를 임대해 운영하는데서 오는 공간적 제약과 애초에 운영 

목적이 방문객에게 동물과 한 공간에서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별 사육

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동물은 구획을 나누어 사육하

고 있지만 방문객이 사육장 안에 들어가 동물을 만지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과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 학교 등 교육기관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이동식 동물원도 운영되고 있다.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40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체험동물원을 운영하면서 이동전시를 병행하는 형태와 관람객에게 개방

된 고정시설 없이 모처에서 동물을 사육하며 이동식 전시만 하는 형태로 나뉜다. 개방된 

시설이 없는 경우 동물의 사육환경과 관리상태의 확인조차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대부분 전시장소(교실, 강연장 등)에 손을 씻는 위생시설이나 동물 분리 시설이 따로 존재하

지 않을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를 통해 동물을 옮기는 과정 중 직·간접적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여러 유형의 체험형 동물전시시설에서 인수공통질병 감염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

으로는 △부적절한 서식환경과 관리로 인한 동물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 △생태학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여러 종의 이종 합사, △무경계·근거리 전시 형태

와 동물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밀접 접촉 행위, △미흡한 위생관리 및 관리인원의 안전 

지도 부재, △물림 사고와 할큄 등 부상으로 인한 감염 위험, △야생동물 판매·분양 등 외부 

유출을 통한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이 있다. 또한 질병에 감염된 동물의 진단과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물이 어떤 병원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나 정보의 수집, 기록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동물의 인수공통질병 감염이 밝혀진 사례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

면 2019년 한 체험동물원에서 먹이주기 체험에 사용되는 코아티가 우결핵에 감염되어 폐사

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동물의 감염 경로와 시기, 접촉했던 관람객의 파악 등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인수공통질병의 증상은 소화기·호흡기 질병, 독감, 피부질병 등과 유사한 경우

가 많으며 일반 의료진은 환자에게 야생동물 사육이나 접촉 여부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감염 경로의 추적이 어려워 잠재적 전염병의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2) 

1)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19 전국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 2019. 

2) Warwick, C. (2004b) Gastrointestinal disorders: are healthcare professionals missing zoonotic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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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보고서 '양서·파충류 질병 관리 및 검역 체계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중에 유통 중인 거북이 대상 표본의 13%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어린이대공원 파충류를 대상으로 살모넬라 분리 혈청

형 분포, 감염원 등을 조사한 결과 총 221개 시료(1층 전시장 14개소 114개 및 2층 동물 

교실 7개소 77개) 중 33개의 시료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으며, 총 분리율은 14.9%로 

확인되었다. 살모넬라균 분리율은 동물교실(18/77, 23.4%)의 경우 전시장(15/144, 

1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충류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나, 동물원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파충류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동물원 내 파충류 및 파충류에

게 급이하는 먹이에 대한 살모넬라균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살모

넬라균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을 포함하여 동물교실에 참여하는 사람의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3)

나. 야생동물 거래와 개인소유 애완용 야생동물 

야생동물 거래(wildlife trade)는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고 통제하기 어려운 위협요

소인 ‘서식지 감소’에 더해져, 거래되는 종의 생존과 생물다양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동물과 

사람, 유입동물과 자생종 동물 간의 질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외래유입종의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

기 위해 해외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종을 한정하거나 개인 소유를 금지하는 종을 

정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멸종위기종 및 일부 법정보호종 

외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와 판매에 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야생동물의 거래, 

판매, 운송, 소유에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큰 사회적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출처를 알기 어려운 야생동물의 

개인 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등에서 라쿤, 코아

티, 미어캣 등 야생포유류 동물을 분양 목적으로 ‘농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번식, 거래하는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생동물을 가축처럼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는 시설이 운영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중보건과 동물복지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문제이며 정부 당국의 조사와 규제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질병이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겪는 손실과 야생동물 

밀렵과 거래는 초국가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가 야생동물 거래의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Health, 124:137-142.

3) 김기승.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파충류의 살모넬라 감염 실태 조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농
축대학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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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야생동물 거래의 25퍼센트가 불법적인 경로로 일어나며 각 국가에서 야생동물 포

획을 규제하는 법이 존재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감독,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야생에서 밀렵, 

포획된 동물이 합법적인 국제거래 시장의 유통구조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가마다 제도와 관리·감독의 강도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야생동물 국제거래 

시장에서 사육 상태에서 번식된 개체인지 야생포획 개체인지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부패가 심한 사회일수록 야생포획개체를 감금사육 상태에서 번식된 것으로 ‘세탁’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처 등을 잘못 표기하는 것은 야생동물의 애완용 거래에서 흔한 일로 알려져 

있다. 4)5)

또한 합법적인 경로로 거래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모든 잠재적 병원체를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특정 종에 한정해 검역이 이루어지며, 반입된 후의 동물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점은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이며 CITES에 따른 규제나 검역 강화만으로는 

야생동물 거래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다. 2003년 

가나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애완 설치류에서 프레리독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 원숭이두창

(monkey pox) 감염 사례, 인수공통질병은 아니지만 미국 양서류를 떼죽음으로 몰고 간 

항아리곰팡이균도 모두 합법적 야생동물 거래를 통해 감염된 사례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

어볼 때 코로나 이후 시대의 야생동물거래 관리는 밀렵, 밀수 등 불법성과 합법성을 가리거

나 불법거래만을 단속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불필요한 야생동물 거래의 수요를 저감하

고 접촉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야생동물 질병 관련 규정 

현재 우리 법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동물 전시시설에서의 질병 관리 

및 준수 사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이다.「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은 제3조(등록 등)에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유 생물

의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형식

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기록유지에 대한 의무도 보유 생물의 반입, 반출, 증식, 사체관리에 

관한 기록만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에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에도 질병 

감염 및 치료 기록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PC Arena, C Steedman, C Warwick. Animal Protection Agency. “Amphibian and reptile pet markets in 
the EU: An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52, 2012. 

5) TRAFFIC. “Captive-bred or wild-taken? Examples of possible illegal trade in wild animals fraudulent 
claims of captive-breedi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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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질병진단)는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질

병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 질병을 진단 및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진단 및 조사·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지정된 인수공통감염병일 경우 관계 부처에 통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62종의 법정전염병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5종정도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물전시시설에서 전시하는 동물을 포함

한 야생동물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지정 검역물(동물과 그 사체)에 따라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며, 수입을 위해서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식용축산물인 경우에는 가축전

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전파 가능성 유무와 관능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물인 

경우에는 임상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장류, 우제류, 기제류 동물을 제외하고 대

부분의 야생포유류는 검역 기간을 5일로 정하고 있다. 즉, 5일 동안 눈으로 관찰해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2018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파충류의 

경우 전체 야생동물 수입 건수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양서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해외의 제도 변화 경향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 19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해법 마련이 

급선무로 여겨지면서 각 국가에서 동물의 사용과 거래, 보호 등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웻마켓이 바이러스가 유래한 근원지로 추측

되면서 웻마켓 금지와 단속, 야생동물 거래 규제, 서식지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축산 

방식의 전환, 대체식품에 대한 투자 등 식량 안보에 대비하는 움직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 2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야생동물의 거래와 소비를 금지한다고 발표

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이 결정을 시행하는 조치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 조치에서 전통 약재에 사용하는 야생동물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고, 종사하는 인원이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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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그린딜은 생물다양성을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친환경 건축·농산물, 

오염 제거, 지속가능한 수송과 함께 7가지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신

규 유럽연합 생물다양성 전략 2030’을 채택해 야생생물 보호와 불법야생생물거래 근절로 

기후변화 영향, 산림 화재, 식량안보, 질병발생 등의 미래 위협에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전략은 2030년까지 유럽의 육지 및 바다의 30퍼센트를 보호구역으로 

전환하고 농지면적의 최소 10퍼센트를 되살리는 등의 수치를 정하고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데, 국제기구들은 야생동물 거래에 관해서도 국가별 백색목록 도입 등 구체적 목표를 세워

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초당적 법안으로 「글로벌 야생생물 보건 및 팬데믹 예방에 관한 법률

(Global Wildlife Health and Pandemic Prevention Act)」이 발의되었다. 법안은 △위

험도가 높은 야생동물 시장 폐쇄를 우선순위에 두고,  △야생생물 밀렵 근절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노력과 더불어 국제협력과 외교를 통해 위험도 높은 야생동물 시장 폐쇄를 우선순

위로 두며, △고위험 야생동물시장 종식을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우선순위 과제로 상향하고, △대통령이 고위험 야생동물 시장 허용을 지속하는 나라에 제재

를 가하는 것을 승인하고(식량안보를 야생동물에 의존하는 지역 제외), △주정부, 국제개발

처(USAID),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USFWS), 미국지질연구소

(U.S. Geological Survey), 농무부(USDA)는 인수공통질병 발생에 있어 높은 위험성을 내

재한 시장과 종을 발견(identify)하고 인수공통질병 대비를 위한 원헬스 접근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존하는 지역사회를 보호, 지원하는 동시에 인수공통질병 예방과 발견을 위

한 국제적 능력을 강화하고 야생에서의 야생동물-사람 접촉을 줄여 질병 전파를 감소시키

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5. 제안 정책 방향  

병원체나 병원체가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종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사람을 포함한 종간의 접촉 빈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견해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주장되어 온 바 있다.6) 특히 야생동물 전시, 거래, 소유 등에 있어

서는 법제도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국제적 수준에 비해 미흡한 것이 현실이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국내 실정을 고려한 소극적 개선보다 국제적 동향에 부합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Karesh W., Cook R.A., Bennett E.L. & Newcombe J. (2005) Wildlife Trade and Global  Disease 
Emergence. Emerging Infectious Disease, 11; 1000-100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t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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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원·수족관의 재정의 및 사업범위 구체화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전시시설은 종 보전과 교육 등 현대동물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동물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생물다

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시설임을 천명하고 그 역할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허가제 전환과 검사관제 도입 

서류상 등록요건만 충족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운영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전문적으로 

점검·조사할 의무는 없는 현행 등록제는 사람과 동물 사이의 최소한의 안전거리도 없이 

운영되는 시설이 난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동물원수족관법에서 현재 운용 중인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검사관제를 도입해 동물원·수족관의 점검 및 관리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공중보건 및 안전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시설만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고정시설 없이 동물을 이동하면서 전시하거나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판매업소 등에서 

동물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육·전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물원수족관법에 의거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야생동물과 관람객과의 밀접한 신체적 접촉 제한 

동물원수족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관람을 목적으로 보유생물을 만지고 먹이

를 주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해외 사례를 고려해 가축

화된 종 위주의 전시시설, 공영동물원 등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일정한 시간과 먹이 종류와 

양 등 동물복지 기준과 안전 수칙을 정하고 관리자의 지도감독 하에 먹이주기 체험을 운영

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예외조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사육동물 질병관리 기준 강화 

관람객에게 항시 개방되는 동물원에서 동물의 질병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

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생물의 질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 현행법에서 

수의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부 공영동물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촉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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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고용해 동물원에서 증상을 발견하고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만 질병감염 사실을 판단

할 수 있다. 야생동물 질병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병의 예방과 발견이 

어려우며 일부 시설에서는 증상이 있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다. 동물원·수족관이 보유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

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야생에서 자생하는 동물과 달리 

많은 동물들이 같은 공간이나 가까운 거리에서 사육되며 관람객, 종사자와 야생동물이 상시

적으로 공존하는 시설임을 감안해 인수공통질병 예방과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및 개인소유 제한(백색목록 도입) 

세계적 흐름에 맞춰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정하고 거래, 번식, 소유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성이 요구된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거래

가 가능한 종을 지정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거나 전문 사육시설 없이 사육이 어려운 종 

등의 판매를 제한해 공중보건·안전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현재 동물관련 업무는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문화재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관련 법령만 해도 40개가 넘는 반면 유기적인 연계성은 미흡한 편이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동물원수족관법의 경우에도 정부가 동물원과 수족관을 분리해 관리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은 환경부, 수족관은 해양수산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에서 이동동물원을 이용하는 문제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긴밀한 협

조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립적으로 동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야생동물뿐 아니라 동물관리 전체에 있어 원헬스(One-health) 

개념에 입각한 국가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고 각 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까지 일관된 

원칙에 의해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개별법에서 인간과 동물, 환경 간의 상호 영향을 인지해야 하며, 비록 입법 목적이 동물 

보호, 관리가 아닌 이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고 해도 사용되는 동물의 이용 방식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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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원칙에 입각해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동물체험시설이나 야생동물 거래 모두 소비하려는 수요가 있으니 존재한다. 시민들

에게 야생동물과 접촉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동물원·

수족관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애완용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민에게 질병 감염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위생 관리와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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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섭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박쥐를 숙주로 삼던 수많은 바이러스 중 하나가 선을 넘어 사람에게로 넘어왔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코로나 19라는 이름으로 현재 11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52만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발생시키고도 여전히 우리 사이에 숨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전 세계

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 ‘기생충’의 명대사 중 “선을 넘는 사람을 나는 제일 싫어하는

데...” 라는 대사가 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접점, 그 선을 넘은 건 과연 누구였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7번째 바이러스로 2002

년 홍콩에서 시작된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코로나, 2012년 

처음 보고되었던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코로나에 이어 인

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유발하는 세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되었다. 아시아 개발은행

(ADB)의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최대 5천조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한다. 이번 

코로나 판데믹은 21세기 들어 최악의 바이러스 발병으로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있다. 사실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흔한 일이다.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 그런데 때론 종간 장벽을 뛰어

넘어 다른 종까지 감염시킨다. 인간은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흙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숲을 

베고, 한경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로 점점 살 곳이 줄고, 

인간이 지은 집과 공장과 도로에 밀려 살 곳을 빼앗긴다. 동물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이 

과정에서 내몰린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인간의 주거지로 들어오면서 사람-동물의 접점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간은 개체수가 70억을 넘으며 13년에 10억명씩 늘어난다. 현재의 

인구수는 지구 역사상 육상에 존재했던 어떤 동물종보다 100배는 더 큰 생물량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그 동안 야생동물을 숙주로 삼아온 바이러스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은 새 숙주로 삼기에 매력적인 존재일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광견병바이러스와 같은 고전적인 감염병부터, 21세기 첫 대

유행을 유발했던 신종인플루엔자, 2013년 살인진드기바이러스라 불리며 세상에 알려진 

토론1. 종간전파가 가능한 신종인수공통감염병 

창궐과 야생동물과의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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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S, 2014년 전세계에 전파되어 공포를 안겨준 에볼라, 2017년 신생아 소두증의 원인이 

되었던 지카 바이러스 등은 모두 동물에서 유래하여 인체에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

(zoonosis)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체 감염병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이 차지하는 비

율이 60%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발생하고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 중 인수공통감염병은 

80%정도를 차지한다는 보고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보통 동물

에서 인간으로, 종의 장벽을 넘은 Spillover(넘침, 유출) 감염이 일어날 경우에, 대부분의 

인간은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폭발적인 감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되는 판데믹(pandemic; 대유행)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종간 장벽을 넘는 spillover 감염의 가능성은 야생동물과의 접점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증가된다. 기존에는 환경 파괴로 인한 서식지 감소가 불러온 

야생동물과의 접점 증가나 야생동물을 식자재로 거래하는 마켓등이 큰 위험요소로 여겨졌

지만 최근엔 교육용 체험활동, 반려동물로서의 야생동물 사육등 기존의 동물원이나 수족관

을 벗어난 다양한 야생동물 산업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소규모 동물 전시나 야생

동물 카페와 같은 체험시설의 확산, 온라인 야생동물판매 등 야생동물과의 새로운 접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접점들은 법 규제 미비라는 사각지대안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성을 키워 나가고 있어 제도 개선 및 규제가 필요하다.

동물에서 유래된 인수공통질병 발생 사례들이 주를 이루는 와중에 그와 반대인 역인수공

통질병 전파(reverse-zoonotic transmission)사례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 

남극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보유한 살모넬라, 캄필로박터와 같은 사람 유래의 세균이 

역인수공통감염병의 원인이 되어, 극지방의 동물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

가 보고되었다. 더 이상 인류와 환경 동물이 별개의 구성원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

어 있어 모두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다부처, 다학제 협력을 추구하는 원헬스 전략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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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인간과 동물의 접점에서 바이러스의 종간 감염은 전문가들에게 있어 놀랍고 새로운 현상

이 아닙니다. 이런 종간 감염은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활동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매우 

오랜 시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질병, 질병의 생태를 연구하는 학자들

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위험성에 대해 연구하고 경고했습니다. 데이비드 콰먼이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에서 언급했듯 “인간이 세계의 일부이고, 인간이 아닌 존재들, 

동물이나 병원체 역시 이 세계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현재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

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병원체가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벌주기 위해 

방향성을 가지고 진화해 온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경고대로, 최근 “인

간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출현과 진화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통제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 오늘 발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인간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으로서 원헬스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수가 인류 역사 상 가장 많으며, 인간이 키우고 있는 가축의 

수 역시 가장 많습니다. 인간이 활용하는 대지의 면적도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만들어지는 

야생과의 접점의 수도 늘었습니다. 인간 뿐 아니라 가축과 아생동물의 접점이 왜 위험한 

지에 대해 발제자분들이 모두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가축의 수를 갑자기 줄일 

것이 아니라면 야생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종간 감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됩니다. 이런 종간 감염의 문제가 어떤 병원체가 어떤 종에서 비롯되어 어떻게 

전파되어갈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접점을 줄이지 않는 것이 비상식적입니다. 우리

는 실체를 모르고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

고 있는 병원체 중심의 방역이나 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과의 접점과 

접촉을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의 활동은 다양한 법과 제도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정부 

부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환경, 농림축산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이나 복지, 때로는 국토, 

토론2.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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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관련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의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부처에 해당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은 적절하

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해져야 할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기여를 해야 하나요?” 라는 수평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의사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접근과 소통, 협력을 원헬스라고 부릅

니다. 아마도 많은 연구비와 정책 예산이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진단하고 

백신을 개발하는데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술개발은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협력과 소통의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인수공통감염병을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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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청주동물원 진료사육 팀장)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의 매개동물인 박쥐 등 야생동물

에 대한 유례없는 관심도 생겼다. 동물원 현장에서는 동물원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코로

나 이전과는 다른 반응도 느껴진다.   

하나는 집안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동물원에 격리된 동물들의 좁고 열악한 환경에 공감하

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공감은 동물이 사는 공간이 보다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라 기대해 본다. 

다른 하나는 동물원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 올 수 있는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우려이다.  

C동물원에선 3년 전만 해도 잉꼬새라고 불렸던 사랑새 패팅을 하였다. 동물원을 찾은 아이

와 부모들은 사랑새가 날아와 손바닥에 앉아 모이를 먹는 이 체험을 무척 좋아하였다. 그러

나 더 많은 사람들을 체험시키기 위해 사랑새들은 체험전 굶기가 일쑤였는데 관람객들이 

좋아하니 직원들도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3년 전 모두가 원하는 사랑새 체험을 없애는 계기가 있었다. 근거로 제시한 것이 폴리오

마 바이러스(polyoma virus)라는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었는데 당

시 검사 결과 동물원에 있던 사랑새의 다수에게서 검출되었다. 폴리오마 바이러스는 사랑새 

성체는 보균만 하였고 유조가 주로 폐사하였다. 또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신장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사람은 크게 위험하지 않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폴리오마 바이러스가 인수공통질병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체험을 못

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 뒤 사랑새는 자유롭게 먹이를 섭취하였다. 폴리오

마바이러스는 국내 조류에 만연한 질병의 한 예일 뿐이다. 앵무병으로 알려진 클라미디아도 

꽤 많이 검출되고 있다. 

토론3. 야생동물 질병검사를 위한 실무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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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좀 더 위험한 질병들도 있다. 예를 들어 진드기가 매개하는 

여러 질병들 있는데 그중 매체에서 살인진드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명해진 증증열성혈

소판감소증후군(SFTS)이다. 이 질병은 국내 동물병원의 개, 고양이, 농장의 염소 등에서 

꽤 검출되고 있다고 한다. C동물원에서는 얼마 전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에 의뢰해 반달가슴

곰, 스라소니, 얼룩말, 양, 염소의 혈청을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흑염소 한 마리에게서 

SFTS 항원이 검출되었다. 흑염소의 혈액 중 바이러스가 있는 며칠 동안에는 타액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전염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진드기가 매개하면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지금 그 염소는 사람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격리되어 있다. 

C동물원은 연 20~3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다녀간다. 대형 동물원들은 한해 몇 백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데 추산해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높은 비율이 동물원에 다녀간다는 

걸 알 수 있다. 요즘 중대형 동물원에서는 체험을 줄이는 추세지만 그 밖의 소형 동물원들은 

아직 체험이 성행하고 있어 인수공통질병 전염의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위험한 질병을 검사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동물원 입원 초기 동물검역이 중요한데 

현장에서 느끼는 검사시스템이 미비하다. 포유류와 조류는 검역을 하지만 양서류와 파충류

는 검역대상에서 빠져있다. 오히려 어류는 검역대상이다. 이런 차이는 소, 돼지, 닭, 어류는 

산업과 연결되어 있고 양서파충류는 직접적인 산업과 연결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동물원의 인수공통질병은 국내 야생동물에게서도 전염될 수 있기에 초기 검역 뿐 아니라 

정기적인 검사도 있어야 한다. 검사를 위한 혈액 등 검체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동물원 

동물 중 가축은 물리적 보정으로 가능하지만 동물원의 대부분의 동물은 야생동물이다. 야생

성이 강한 야생동물들의 검체 채취를 위해선 마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동물원 야생동물을 

마취할 수 있는 수의사는 국내 극소수이다.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물원에서 인수공통질병의 컨트롤에 성공하려면 확보된 검체

를 검사할 수 있는 검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개원 예정인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

관리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하고 더불어 그런 기관내 야생동물을 마취하여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야생동물 수의사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전까지 현재의 해결방법으로 공영동물원 중 권역별 거점 동물원을 선정하여 소속 

수의사가 권역의 야생동물의 검역 및 검사 시 검체 채취를 위해 합류하는 형태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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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준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들어가기

코로나 19 이후,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관심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발제는 모두 신종감염병의 발현의 중요한 매개인 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야생(wild)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의 

문제가 아닌 야생동물을 인간사회에 들여옴으로써 발생한 질병의 위협에 대한 것이다. 특

히,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19와 같이 박쥐 등 야생동물을 매개로 인간에 전파된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들은 2000년대 이후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질병이었으며, 더욱

이 오늘날 인류가 이룩한 문명의 산물들–교통이나 운송수단의 발달, 도시화, 대량생산체제 

등-이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질병으로 얼마나 쉽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오늘 발제에서도 다루어졌듯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존재하는지, 그러한 생물들이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보유하고 있는지 나아가 이 가운데 어떠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코로나 19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것인지에 대해 미지의 존재로 남아 

있기에 어쩌면 인류는 바이러스와 지난한 투쟁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 모른다. 야생에 

숨어있는 저격수를 모두 찾아내기 전에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과 신종 질병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중요하다.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결과 발생이 확실한 위험(hazard)과 결과 발생이 불확실하지만 그 결과로 인한 영향

에서 자우로울 수 없는 흔히 위해(risk)1)의 영역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제

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위험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제도화되었지만, 후자에 관해서는 그 불확

실성으로 인해 이를 사전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1) 리스크란 위험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불확실한 사안’, ‘위험이 노출되었을 때 그 위험의 정도 또는 가능성’을 의미하
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김현준,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행정법연구 제22호, 2008. 12, 141면.

토론4. 야생(wild) 동물 관리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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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모든 화학물질은 위해 즉, 리스크를 지니고 있으나 용도, 취급방

법, 용량 등을 조절함으로써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조절이 

100%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물질의 성질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얻기도 한다. 

야생동물과 결부된 신종 질병, 인수공통감염병2) 발생의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 제도적으로 

어떠한 고려가 필요한 지, 그리고 오늘의 발제에서 논의된 야생동물의 전시, 사육, 거래, 소유

의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짧은 소고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사전예방 또는 사전배려원칙(precautionary priciple)에 따른 접근 필요성

법의 역할과 관련하여 특히, 국가가 권한 또는 권력적 행위를 수행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위험의 

예방에 있다. 근대 국가 이래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법과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법원칙이 예방원칙(preventive principle)이다. 행정법 또는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근간이 되는 법원칙이라 할 수 있다. 가령 국가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적극

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의 결과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과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국가는 이를 예견할 수 없으므로 아에 대해 적극적으

로 규제하지 않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안류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달시켰지만 도리어 

인류의 삶 속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각종 식품첨가물과 화학물질, 의약품, 전자파,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우리가 만들어 낸 것들임에도 우리는 그와 같은 물질들이 인간의 건강

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 

법적으로 위해(또는 리스크)를 규제하는 데 원용되는 법원칙으로 사전예방 또는 사전배려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3)이 있다. 사전예방원칙은 특히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

2) 인수공통전염병은 척추동물과 인간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 데, 영어로는 
Zoonoses 또는 Anthropozoonoses라고 한다. Anthropo는 그리스어로 사람을 뜻하고, zoo는 동물, noses는 질병
을 의미한다. Anthropozoonoses는 척추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되고 사람에서 척추동물에게 전파되지는 않는 전염
병을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의 인수공통전염병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되고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되지는 않는 전염병은 Zooanthroponoses라고 하며, 사람과 동물 사이에 병원체의 상호 전파가 일어
나는 전염병은 Amphixenoses라 한다.

3) 사전예방원칙이란 “심각한 또는 회복불가능한 손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부족이 환경의 저
감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기 위한 논거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June 3-14,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nex Ⅰ, princ. 15, U.N. Doc. A/CONF/151.26 (Vol. Ⅰ)(Aug. 12,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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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에서 환경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떠한 야생동물로 인해 

신종질병이 발생할 것인지 불확실한 현 시점에서 비용효과적인 조치는 사전에 유입 또는 

인간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관리방식일 것이다.

코로나 19 이후, 우리는 이와 같은 야생동물이 신종 질병의 매개로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 것인지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야생동물로 인한 리스크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며, 어떠한 규제를 선택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리스크가 0 또는 이에 수렴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수입 및 

거래, 사육 등을 허용하는 것이 질병관리 차원에서는 가장 적절하다 하더라도 해당 조치가 

비용효과적인 조치인가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야생동물이 지닌 위험 즉, 야생(wild)의 본성이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이미 결과 

발생이 예견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험과 관련한 것 중 대표적인 

것들은 공격성이나 독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영국이나 일본 등 상다수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험한 동물에 대해서는 사육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확실한 위험을 관리하

기 위해 규제대상 야생생물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은 오늘 발제에 언급된 백색 목록

(white list) 방식과 대비하여 흑색 목록 또는 블랙리스트(black list) 방식이라 한다. 

규제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명백히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야생동

물에 대해 자유로운 거래와 사육, 전시 등을 규제하는 것이 덜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판매자의 영업의 자유나 기리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굳이 기본

권 제한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인 헌법 제37조제2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공익 또는 국민

의 안전, 공공복리라는 차원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리스

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다수 야생동물의 전시, 거래, 사육 등을 제한할 경우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자신의 양심이나 의사

에 반하여 해당 야생동물을 도살하거나 그 소유권을 타인(전시나 사육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람)에 이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리스크 규제에 대한 피규제자의 저항 또는 반감으로 

인해 규제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규제 및 관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

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경우, 가령 가축의 대량사육이나 야생동물의 전시·거래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한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환경과 관련한 많은 영역에서 리스크 규제와 관리를 제한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야생동물 관리에 있어 지난 10여 년간 리스크 규제 및 관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영역이 외래종 관리제도이다. 2000년대 중반 외래종 규제를 신설할 당시에는 이미 

국내에 유입되어 생태계등에 피해를 일으킨 외래종만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여 수입·

판매·거래 등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지정된 베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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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종은 추가적인 유입이 없더라도 국내 생태계에 정착·번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매년 상당한 예산을 퇴치사업에 지출하고 있음에도 완전한 퇴치

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에 2010년대로 진입하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있던 외래종 관련 규정을 신설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지

만 리스크가 크다고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고, 국내 도입 시에는 

사전에 리스크평가를 실시하여 리스크가 없거나 관리가능한 수준인 경우에만 도입을 허용

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앞서 위험한 지 여부에 따라 규제목록을 선정하는 백색목록이나 

흑색목록과 구별하여 위해우려종과 같이 리스크를 지닌 대상을 규제하는 방식을 회색목록

(grey list)이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사전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신종 질병,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법적 규제는....

야생동물의 관리에 있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야생(wild)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색애완동물(exotic pet)은 이미 오랫동안 인간에 길들여진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 아니다. ‘희귀한 것’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에 따른 소유와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획득, 나아가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최근 방송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방법과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의 잘못된 관계가 개선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 전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본래의 삶과 생태를 존중해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의 관점에서 야생동물이 경제적 이익의 대상, 개인의 호기심이나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사적 소유물로 취급되는 이상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입법자와 야생동물 보호 및 

질병 등의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와 활동가의 노력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시 또는 사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야생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지구라는 운명공동체의 일원으로 객체가 

아닌 주체로, 존중과 배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 야생동물 그 자체 또는 그들이 

보유한 잠재적인 제2, 제3의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의 생존이 또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본래의 서식공간, 생존공간에 대한 배려이다. 오늘날 무분별한 개발과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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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으로 인한 야생동물과 인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의 개체 

및 서식지 보호에 국한되어 있으며, 보호구역에 서식하는 동물의 생태 습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보호의 효과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위 ‘야생

동물과의 생물학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가령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을 설정함에 있어 보전 또는 보호할 만한 중요한 서식지에 

대하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행위제한 및 출입금지 등 직접 규제하는 지역 외의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완충구역(buffer zone)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감염병이 가축 등에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서식지 주변에 대해 가축의 축사와 양계장 등의 축산시설의 설치 등을 

일정 부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야생동물의 전시, 사육 등에 있어서도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거리두

기, 시설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의 신설 또는 강화, 개인 사육자에 대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발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쥐 등 중요한 질병매개체에 대해서

는 사전에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단계에서 규제대상 야생동물의 지정, 검역과정에서 포유류와 조류 

외에 양서파충류에 대한 질병검사의 실시, 야생동물 실험, 전시 또는 치료·보전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행정청의 확인이 필요하며, 선제적으로 발생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

한 예찰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야생동물의 상업적 활용(거래, 사육 및 전시)에 대한 제한

야생동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거래나 사육, 전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설

을 갖추거나 자격을 지닌 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유통과정에서 폐사되는 동물의 관리와 전시 또는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등 

질병의 전파에 대한 위해 관리의 차원에서 규제의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규제 신설에 있어 이를 등록제나 허가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반적으로 

규제행정에 있어서 강학상 구분되는 개념으로 허가, 인가, 신고 등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용어상 규제의 정도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즉 법률의 규정상 ‘등록’

이라는 명칭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사실이나 법적관계의 증명을 나타내는 강학상 개념과 

관계없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실정법상 일관된 구분의 기준이나 원칙이 있지 않다. 

가령 등록영업과 허가영업을 비교해 보면,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의 영역에서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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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특수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강학상 ‘허

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영업규제에 있어서도 일정한 영업행위 – 가령 동물전시행

위나 동물의 판매행위 등 –를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고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사실상 허가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허가영업은 등록영업과 어떻게 다른가? 학문적으로는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이 

중 한 견해에 따르면 해당 영업활동이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공익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행정청이 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영업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영업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영업이 가지는 ‘사회적 위해성’의 정도는 그 평가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입법결정 과정에서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실무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어떠한 영업 또는 행위를 허가제로 할 것인지, 

등록제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강학상 ‘등록’의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등록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형식심사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등록제’의 상당수가 앞서 언급한 사실상 허

가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최근의 대전 모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를 사살

한 사건과 최근 몇 년간 동물원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그리고 구제역, 메르스, 사스, 앵무새

병 등 소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관리·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는 점

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즉,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라는 중대한 공익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동물원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고,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재량판단이 가

능한 허가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야생동물의 거래, 사육 및 전시 등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경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로 다루어지며, 이러한 점에서 허가의 요건이나 기준 등 본질적인 요소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 최소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①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②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

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

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④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살펴본다면 현재의 야생동물 거래, 사육 또는 전시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는가?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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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가지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적은 것인가?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가?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가? 적어도 앞의 여러 의문점 보다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이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의 문제는 

사람의 건강과 신체에 대한 위해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정당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법 개정 시 반드시 적절한 경과규정을 부여해야 한다. 경과규정을 두는 취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익

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4) 

허가제가 재량판단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법규범은 적어도 그 수범자인 국민

에게 해당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를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도록 하

여야 한다. 특히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나 법원이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등 위임규정을 통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하

더라도 모법인 법률이 불명확하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더욱이 허가요건이나 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위임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수범자인 국민이 예측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 등의 형식으

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

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

정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관점에서의 야생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인수공통감염병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과 

더불어 그러한 감염병의 본래의 삶의 터전이었던 보유숙주 즉, 야생생물의 생존과 보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1994.12.29. 94헌마201; 헌재 2007.11.29. 2006헌바79; 헌재 2010.3.25. 2008헌바102; 헌재 2010.12.28., 2008
헌바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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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관리는 단순히 동물원, 야생동물까페 또는 개인 사육의 문제가 아닌 이들 

동물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배려를 통한 공존을 위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야생생물과 공존․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할 때 비로소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으

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향후 공존의 관점에서의 야생동물 관련 리스크 관리는 기존의 이용관계, 특정 가치관을 

대변하는 연구가 아닌 공생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관점에서의 유연하고 다원화된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있어 도시 또는 인간과 생활공

간을 공유하는 동물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때로는 도시로 나온 야생동물이, 도로를 건너 먹이를 찾던 야생동물이 방음벽이나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도로 위의 차량들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야생동물의 관점

에서의 보존과 더불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원화된 가치 구현을 위해서는 산업(이

용관계), 환경, 안전 그리고 보건위생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규범 

영역에서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체계적 정합성 하에서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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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 논의 배경

○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세계적으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이상이 야생동물로부터 

유래

  ※ 사망(명)/경제손실(달러): 사스(774/500억), 신종인플루엔자(18,500/300억), 에볼

라(11,316/22억)(출처 :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19~‘22))

□ 그간 논의 경과

○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원인으로 홍수･가뭄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유전자 다양성의 손실과 내성 약화, 난개발 등으로 서식지

를 잃은 야생동물의 이동과 이로 인한 사람과의 접촉 증가 등이 제시

  ※ 출처 : 환경 파괴로 인한 전염병 현황 및 대응방안(국회입법조사처, ‘20.4)

○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20.6.3)

   -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등 개정을 통해 해외 유입 야생동물의 수입 허

가, 검역･통관, 전시, 질병관리 등 전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 문제점

○ 그간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관리는 △ 야생동물의 사전 수입 허가 대상이 한정되는 

등 종합관리 미흡 △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제도 부재 △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체험형 전시시설 및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 등에 대한 관리제도 미흡 △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기관 부재 등

토론5. 야생동물 전과정 관리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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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통계(’18)>

(단위 : 마리)

2018년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합계

야생동물 20,194 3,320 180,220 325,471 529,205

CITES 1,238 - 532 25,088 26,858

자유 유입 18,956 3,320 179,688 300,383 502,347

가축 164,729 798,464 - - 963,193

합계 184,923 801,784 180,220 325,471 1,492,398

※ 출처 : ’코로나19 등 동물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보도자료(국무조정실,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공동)

<야생동물 카페 업종 현황(’20.5월 기준)>

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유원시설(테마파크) 및 

체험시설

31 16 3 7 5

※ 출처 :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 자체 조사 결과

□ 향후 개선 방향

○ (수입 종합관리)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

   - 기존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외래생물(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 등 사전에 수입 허가가 필요한 야생생물에 주요 야

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추가

   - 사전 수입 허가-검역-전시･판매 등 유통 관리까지 야생동물의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행

○ (검역)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검역제도를 도입

   - 주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해서 사전 수입 허가 신청시 검역절차를 의무화하고, 야생

동물을 수입할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할 계획

○ (전시)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야생동물 전시,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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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원 이외 영업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및 체험을 금지하고, 동물원은 현재 등록

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검사관제도를 도입하여 야생동물 사육시설의 적정성 등

을 검토할 계획

   - 인수공통감염병 매개 위험성이 있거나, 야생성이 강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판매와 

개인 소유를 제한하는 목록 마련 예정

○ (전문기관) 야생동물 질병 전담 관리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조속히 개원

하여 질병의 예찰･진단･방역 등 사전･사후 대응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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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홍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과장)

1. 야생동물 검역 현황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포유류동물과 조류 등 가축 이외의 

야생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검역1)을 

실시하고 있음.

○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2)(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검역체계는 다음과 같음.

   - (수입금지지역)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은 야생동물이 수입되지 

않도록 금지지역3)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수입위생조건) 수입이 허용된 축종에 대해서는 수입위생조건4)을 제정하여 검역을 

실시함. 기타 가축 외 포유류 동물에 대해서는 별도 수입위생조건의 제정없이 수출

국에 검역증명서5) 제출을 요구

   - (수출국 검역) 수출 전 격리시설에서 일정 기간 개체별 임상검사를 (필요시 정밀검

사) 실시하고 안전한 동물임을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 증명

   - (국내 도착) 검역관이 동물이 하역하기 전에 선기(船機) 상에서 역학조사 및 임상검

사를 실시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

   - (수입 검역) 격리시설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검역기간 (통상 5일, 필요

시 연장 가능) 중 임상검사6) 및 필요시 정밀검사7)를 실시  

1)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검역시행장과 검역장소에서 「가축전염병 예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역학조사,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 등을 말한다

2)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한 검역본부 고시를 말한다

3) 우제류 동물, 반추동물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발생국, 조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이 해당함.

4)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수성이 있는 영장류와 조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운영 중임

5) 수출국 검역당국이 해당 수출동물이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증명하여야 함

6) 동물의 기력, 영양상태, 보행상태, 사료(음수) 섭취량, 분변·배뇨 상태, 호흡, 땀·침·코흘림 등을 확인하여 가축전염병 

토론6. 야생동물 수입 및 판매·유통관리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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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에 대한 수출검역을 통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확인(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다는 증명)하고, 격리시설에서 계류검역을 실시하여 임상검사 결과 등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개방하고 있음.

○ 야생동물을 수입할 때에는 동물원 등 야생동물의 사육·관리시설을 검역시행장8)으로 

지정(농림축산검역본부)하여 해당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음. 

2.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

□ 수입되는 야생동물은 검역을 통해 질병을 관리하는 것에 본질적인 한계(모든 병원체 

검사 불가능, 장소와 종의 제한, 유입 후 모니터링의 어려움)가 있어 사전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척주동물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100만 개 이상으로 추정 되며, 현재까지 발

견된 바이러스는 약 2천 개(0.02%)로 약 98.8%의 바이러스는 규명되지 못하고 있어, 

검역을 통해 이들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한편, 해외에서도 인체질병 관리기관이 이러한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상 문제점을 인식

하고 감염병9)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음. 다만, 

실험·연구·전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검역을 받은 후 수입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 박쥐, 아프리카 설치류, 사향고양이, 영

장류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의 반입 우려가 있는 동물의 경우 수

입신고를 의무화하여 수출국의 검역관리를 확인하고 국내 발생 시 추적조사를 가능

토록 하고 있음. 아울러, 박쥐(광견병, 니파바이러스), 족제비·오소리·너구리·사향

고양이(사스), 다유방쥐(라사열), 프레리도그(페스트)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야생동물이 매개하는 모든 질병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 중요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특정하여 이들 동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인수공통감염

병의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감염여부 판단

7) 축종별(포유류: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수포성구내염, 오제스키병 등, 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추백리등) 
가축전염병 감염여부를 실험실 검사로 확인하는 방법

8)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함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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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의 특성상 먹이, 빛, 온습도 등 특별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며,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가 어려운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 

○ 야생동물은 가축과 달리 보정이나 마취로 인한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여 쇼크사할 

우려가 높아, 정밀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 채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임상검사로 

대체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야생동물의 수입 후 계류검역 기간 동안 검역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를 통해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폐사한 

동물은 부검·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의한 폐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야생동물카페의 경우,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촉점 역할

을 할 수 있음. 특히, 소규모로 야생동물을 전시·판매하는 시설10)에 대한 관리제도가 

미비하고 동물의 보유현황 파악 및 위생·질병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인수공통감

염병의 전파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 동물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전시·판매 시설에 대한 

업종 신설 등 별도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위생·질병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야생동물카페의 경우는 전시 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기준, 질병관리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실효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3. 종합의견

□ 우리나라도 야생동물의 수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입 목적도 반려동물, 판

매, 전시 등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도 야생동물의 수입은 계속될 것으

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사람과 야생동물과의 접촉할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세계 

경제에 전례 없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야생동물 관리체계 

10) 동물원 설립기준(야생동물 또는 가축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전시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
동물을 전시·판매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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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통해 또 다른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한 방역의 과제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야생동물의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검역 관련 기술지원, 

정보 공유 등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