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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활동보고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20년, 어웨어는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야생·전시동물 

1. 주요 활동 

1.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및 국회토론회 개최 

2020년은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웨
어가 발간한 다섯 번째 동물전시시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상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는 동물복지·보전·교육 측면에서 국내 주요 공영동물원
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1월 30일에는 국회의원 이상돈, 한정애, 
이정미 의원실과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라는 제목으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습니다. 보고서와 토론회를 
통해 주장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의 동물원 정의에 ‘생물다양성 보전’ 명시
○생물 종 별 적정한 서식환경 및 관리기준 마련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및 검사관제 도입 
○특수보호종 동물 지정 및 사육기준 강화 
○동물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원칙과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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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경향신문]“공영동물원 동물들 ‘수감 생활’에 정신병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88986?fbclid=IwAR1MuQ8CRuR
1UYPOGbfkdV6Iq6seWyWfwANO-DUMUPrwCuzT6m5IQ898LOk

[한겨레] 시간이 멈춘 곳, 한국 동물원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26638.html

2. 공영동물원에서 체험동물원으로 동물 양도 문제 지적 - 동물원수족관
법, 야생생물법 개정 촉구 

2020년 1월 서울대공원이 사육하던 알락꼬리여우원숭이들을 부산의 실내 체험
동물원으로로 양도한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동물원에서 동물을 들여오고 
내보낼 때의 인도적 원칙 정립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상돈 의원
님과 동료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관련 기사 
[경향신문]‘동물원에서 더 좋은 곳 가는 줄 알았는데..어쩌다 이곳에 갇히게 된 
걸까요‘
https://news.v.daum.net/v/20200102211033485?fbclid=IwAR2bhk-jbvJT_cBF
xFQRPxw-qp1WOtT0T1YiLns7w-HecgE05FVz6btrL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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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팬데믹 예방을 위한 체험동물원 동물 질병관리 문제점 지적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야생동물 유래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음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관리 정책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 국회에서 <야생동물카페 체험동물원 금지 및 야생
동물 거래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동물원수족관법 허가제 도입과 야생
생물법을 개정해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종을 제한하는 ‘백색목록’ 도입을 강
력히 요구했습니다. 4월에는 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에서 체험에 사용되던 
코아티가 결핵에 감염되어 폐사한 사실을 밝혀 체험동물원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동물체험을 규제하고, 
자격 미달 동물원은 운영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월
에는 2017년부터 유형별 동물체험시설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동물체험시설
에서의 질병 감염 위험성과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관련 기사 
[한겨레] 국내 실내동물원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했다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942162.html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9421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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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은?> 
국회토론회 개최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어렵게 발의된 여러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개정 운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7월에는 국회 한정애 
의원실과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
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팬데믹 예방
을 위해서는 전시, 수입, 거래 등에서 불필요한 야생동물과의 접점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일정 성과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 환경부
는 ‘동물원 허가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 관련 기사 
[한겨레] 환경부 “동물원 허가제 추진하겠다”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52957.html

[데일리벳] 제2의 코로나19 예방하려면‥야생동물 수입·사람 접촉 막아야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33720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529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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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원한 동물원 동물 관리부실 문제 지적 

조사를 통해 실내동물원이 신고도 없이 폐원하고, 남은 동물은 새로 여는 시설 
공사장에 방치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이주 부천점, 천안점, 대전점 등을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주무관청에 신고했으나, 신고 없이 6
개월을 휴원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법의 맹점 때문에 행정처분
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폐원 동물원의 동물 관리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동물원을 허가
할 때부터 폐원 시 동물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없이 장기간 휴원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 관련 기사 
[KBS] 코로나로 문 닫는 체험형 실내동물원…동물들은 어디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7481&ref=A 

6. 고래류 전시 반대 활동 

올해는 거제씨월드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울산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 고
래류 동물들이 숨지는 비보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동료 시민사회단체들과 고래
류 수족관 전시를 반대하고 바다쉼터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고래류는 
수족관 전시에 가장 부적합한 동물입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수족관에서 숨
을 거두기 전에 내년은 사람이 책임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7481&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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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  

1.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21대 국회에서는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져, 12월까
지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총 9개 안, 야생동물 거래 등에 관련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2개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허가제·검사관제 도입, 
체험(접촉) 규제, 질병관리 강화 등 어웨어가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
하고 여러 차례의 토론회로 논의를 거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물원수족관 정의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포
함하고, 동물원은 보유 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기록을 보존하
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유사동물원이 금지되었을 
때 갈 곳이 없어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외래야생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외래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
당 노웅래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이 폐업한 동물원의 동물 관리부실 문제, 야
생동물카페에서의 동물 접촉 문제, 야생동물 인터넷 판매 및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
다.

2. ‘그린뉴딜’에 야생동물 전시와 판매에 대한 규정 강화 포함 

지난 8월 12일 환경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에 ‘야생동물 전시와 
판매 규정 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의 추진을 위해 ▲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 야생동물 질병 전
(全)과정 관리 ▲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 등이 마련되었는데,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및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물
원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야생동물의 전시·판매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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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연합뉴스]'훼손지 복원·야생동물 관리'…국토 생태계 녹색으로 복원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1148600530?input=1195m 

3.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 수립 

2020년의 가장 큰 성과는 최초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
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전 의
원이 발의하고 어웨어가 통과 촉구 운동을 한 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설된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조항에 
의거해 수립되었습니다. 어웨어는 동물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종합계획이 올바
른 방향으로 마련되도록 활동했습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합니다. 호랑이, 사자 등 맹수의 실내 
전시가 금지되고 실내사육이 가능한 종은 제한됩니다. 또한, 야생동물카페, 이
동식 전시를 전면 금지하고 동물원에서도 먹이주기, 만지기 등 체험을 대폭 금
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문 닫는 시설에서 버려질 수 있는 동물을 위해 
외래유기야생동물보호소도 설치됩니다. 이로써 지난 몇 년 동안 지적해 왔던 
‘유사동물원’에서의 동물복지 및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생태계 교란의 위험 문
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발선과 방향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초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정책도 반영되었습니다. 
오랑우탄, 침팬지, 코끼리, 곰, 사자, 호랑이 등 특별하게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은 ‘특수보호종’으로 지정되고, 낙후된 공영동물원 시설도 개선됩니
다. 

현재 어웨어는 유사동물원을 금지할 시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을 파악하기 위
해 동물원 외 전시시설의 현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관련 기사 
[한겨레] 2022년부터 야외 방사장 있는 동물원만 맹수 사육 가능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55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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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차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에 동물원 외 시설 전시 금지와 백색목
록 도입 포함 

환경부가 12월 4일제 4차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을 통해 백색목록을 도입해 
야생동물의 개인소유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웨어는 
2017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백색목록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해 왔으나, 코
로나19 확산으로 이제야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국회와 긴
밀히 협조해 백색목록을 도입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개인이 
사육하기 부적절한 종의 야생동물이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관련 기사 
[뉴스1] 학계·전문가…야생동물 '백색목록 도입' 제안(2019)
https://www.news1.kr/articles/?3669455 

[머니투데이] 동물권 침해 논란…동물원 '허가제'로 전환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410082079406 

올해 환경의 날에는 동물원 및 야생동물 정책개선 활동을 한 공로로 환경부장
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동물이 고유의 습성을 유지하고 사는 사회
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9 -

반려동물 

1. 주요 활동 

1. 동물학대 방지 캠페인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특히 
혹서·혹한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주는 행위는 엄연히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인식 부족으로 인해 동물을 학대하는 방법으
로 키우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같이가치 펀딩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으로 각 지자체에 동물학대 방지 현수막
을 설치하고 유인물을 제작해 민원실 등 공공장소에 배포했습니다. 경기도 동
물 보호과와 각 시의 협조로 과천시, 군포시, 의정부시, 여주시, 양주시, 구리시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각 시 민원실에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규정을 담은 유인물을 비치했습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와 각 구에서도 애
써주셔서 서울시 8개 구에 동물 학대 방지 현수막 150개와 유인물 9,660장을 
배포했습니다. 현수막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길고양이 학대 발생이 의심되는 지
역 등에 부착되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고 지키
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캠페인은 2021년에도 계속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범죄이며 처벌받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인지하
는 상식이 될 때까지, 보다 많은 분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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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골개 1미터의 삶 

2020년에도 '시골개, 1미터의 삶' 캠페인은 계속되었습니다. 밖에 묶여 사는 
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물, 사료, 집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
시 동물에게 제공해야 할 관리 의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2차에 걸친 시민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주위의 밖에 사는 개를 돌보는 활동
을 하시는 시민들에게 긴 목줄, 물그릇, 개집, 유인물 등을 지원했습니다. 

시골개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동물들은 구조해 치료하고 현재 위탁보
호소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개들도 사람 곁에서 반려동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시민들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밖에서 길러지는 개들이 처한 문제와 
더불어 이런 동물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도, 경기도는 마당개 중성
화수술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마
당개 중성화수술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법 개
정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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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연합뉴스] 제주도, 반려견 375마리 중성화 수술비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5113000056?input=1195m

[노트펫]'마당개의 악순환 막아라'..경기도, 올해 700마리 중성화수술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18721&groupCod
e=AB110AD110

[네이버 동그람이(기고문)]‘아무도 원치 않는 개’의 탄생, 유기견이라는 
‘나비효과’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858355&membe
rNo=38419283&vType=VERTICAL 

실험동물 

지난해 7월 실험동물 복지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담은 ‘메이법’ 개정안
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한정애 의원이 발의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제안 내용이 다시 담겼습니다. 사역동물의 입양 근거
를 마련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지켜야 할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준수 사항
을 마련하고,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 대상 실험을 금
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해 제안한 정책 중 연구자 변경, 실험동물 수 증가 등 중요한 변경
사항 이 있을 때는 윤리위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윤리위의 심의 후 
감독(PAM)을 제도화하고,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동물보호 및 복지, 동물실험
의 심의에 관하여 연 1회 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들이 통과되어 실험윤리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
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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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 

Ÿ 동물복지 축산농장 대상 동물복지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Ÿ 지난 9월 미국 Open Philanthropy Project의 기금 수여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장동물 복지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장동물 복지 제도 개선
을 위한 자료조사와 준비 작업 중입니다. 곧 유의미한 결과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정책제안 및 자문 활동 

Ÿ  총선 공약 제안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에 환경 분야 동물보호 공약 제안서를 제출하여 동
물 제반법령 정비 및 반려·야생·실험·농장동물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3
월 발표된 총선 공약에는 기존 열악한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고 야
생동물의 무분별한 번식과 판매를 규제하겠다는 내용과, 법에서 요구하는 동물
실험에 대체시험법 도입을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Ÿ ‘문재인미터‘ 동물 공약 이행 평가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 <문재인미터> 에 참여해 정부 동물복지공약 이행 
상황을 검증했습니다. 

어웨어의 활동은 시민들의 후원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한 분 한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 만드는 길에 더 많은 분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 12. 30.

 (사)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