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전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

강령

WAZA 는 전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대변인이자 보전을 위한 공동 노력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표범
탄자니아

목차

일반 | 만든 사람들 | 저자

일반

만든 사람들

04

| 만든 사람들 및 저자

10

| 권고 사항

06

| 서문

12

| 저자 서문

07

| 후원글

14

| 서론

09

| 사업 요약

제목

저작권

야생동물 보전 :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

© 2015 World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WAZA)

18

인용

1 장 : 동물 복지 와 평가

편집자

Mellor, D. J., Hunt, S. & Gusset, M. (eds) (2015) Caring for Wildlife:
The World Zoo and Aquarium Animal Welfare Strategy. Gland: WAZA
Executive Office, 87 pp.

David J. Mellor, Susan Hunt & Markus Gusset
발행

26
2 장 : 동물 복 지 모 니 터 링과 관 리

World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WAZA) Executive Office,
Gland, Switzerland

WAZA Executive Office

Megan Farias, Houston Zoo, TX, USA

IUCN Conservation Centre
Rue Mauverney 28 CH1196 Gland Switzerland

표지사진
African wild dog ( Lycaon pictus) | © Jonathan Heger
Yellow mongoose (Cynictis penicillata) | © Nicole Gusset-Burgener

secretariat@waza.org
www.waza.org

지면배열 및 디자인

34
3 장 : 환경 풍부 화

40
4 장 : 전시 설계

인쇄

Chas. P. Young, Houston, TX, USA

ISBN

978-2-8399-1695-0

46
5 장 : 번식 프로 그 램과 수 집계 획

저자

Nicolas de Graaff

Vicky Melfi

54

Zoo and Aquarium Association Australasia (ZAA) Executive Office,
Mosman, NSW 2088, Australia

Taronga Conservation Society Australia, Mosman, NSW 2088, Australia

6 장 : 보전복 지

David J. Mellor
Markus Gusset

World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WAZA) Executive Office,
1196 Gland, Switzerland

Animal Welfare Science and Bioethics Centre, Institute of Veterinary,
Animal and Biomedical Sciences, Massey University, Palmerston North
4442, New Zealand

Júlia Hanuliaková

Dave Morgan

Zoo Design Inc, Seattle, WA 98115, USA

Wild Welfare, Groot Marico 2850, South Africa

Heribert Hofer

Andrea Reiss

Leibniz Institute for Zoo and Wildlife Research (IZW),
10315 Berlin, Germany

Zoo and Aquarium Association Australasia (ZAA) Executive Office,
Mosman, NSW 2088, Australia

Carolyn Hogg

Stephen van der Spuy

Zoo and Aquarium Association Australasia (ZAA) Executive Office,
Mosman, NSW 2088, Australia

Southern African Found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Coastal Birds
(SANCCOB), Cape Town 7441, South Africa

Geoff Hosey

Jason V. Watters

Biology, University of Bolton, Bolton BL3 5AB, UK

San Francisco Zoological Society, San Francisco, CA 94132, USA

Susan Hunt

Zoological Parks Authority, Perth Zoo, South Perth, WA 6151, Australia

60
7 장 : 동물복 지연 구

66
8 장 : 동물 복지 를 위한 파 트너 십

72
9 장 : 관람 객 의 참 여 및 관 람 객 과의 상 호 작 용

부록

76

| 참고문헌

82

| 약어 및 웹사이트

82

| 용어사전

84

|

86

|

동물복지

Terry L. Maple

Departments of Biological Sciences and Psychology, Honors College,
Florida Atlantic University, Boca Raton, FL 33431, USA and Jacksonville
Zoo & Gardens, Jacksonville, FL 32218, USA

동물복지 전략 | 세 계 동 물 원 수 족 관 협 회

Printed with soy-based inks on 100% post-consumer waste recycled paper
Translucent sheets made with 30% post-consumer waste recycled paper

4

WAZA 윤리강령 및

사진출처

일반 | 서문

일반 | 후원글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 World Zoo and Aquarium Animal Welfare Strategy >을 읽으면서 이것이 동물윤리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는 것에 놀랐다. 전개과정은 크게 3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동물복지국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 IFAW)

첫 단계는 유혈 스포츠와 노골적으로 잔인한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합법적이던 1700 년대와 1800 년대로, 개혁가들이 좀 더 진보적인 사회제도의 일환으로

야생동물 보전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은 인상적인 책자이다. 꼼꼼하게 준비한 것이 분명히 보이고 동물복지 원칙과 권고 사항들도 철저하게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IFAW 는 야생동물은 야생에 있어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야생동물이 사람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가

이러한 잔인함을 근절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해서 의도적인 잔인함을 범죄로 규정하고 여러 나라에서 레크리에이션으로 여겨지던 소곯리기(bull-baiting.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동물의 복지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WAZA 의 동물복지 계획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계획이 실천되면 전 세계

개를 부추겨 황소를 성나게 하는 영국의 옛 놀이)와 투견이 금지되었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WAZA 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

1900 년대에는 식량생산과 생물의학연구를 위해 동물을 대규모로 사육하게 되었는데 동물윤리의 핵심적 문제는 잔인한 행위가 아닌 실용적 목적에 동물을

국제 동물애호 협회(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

사용하여 동물의 자유를 빼앗고 구속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동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동물 이용을 반대하는 동물권이나 동물 해방 같은 급진적 견해가

전 세계 수천 개의 동물원과 수족관이 동물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설, 절차, 운영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동물원과

부상하게 되었다. 또한 인간이 키우는 동물의 복지나 ‘삶의 질’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으며 과학적, 철학적 접근의 조합으로 동물복지를 이해하게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은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업계의 혁신을 유도하는 실질적, 과학적 운영방침을 제시힌다. HIS 는 WAZA 의 리더십을 응원하며 WAZA

되었다.

회원기관뿐 아니라 그 외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현재까지도 잔인함은 남아 있고 여전히 많은 동물이 식량이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3 단계로 넘어왔다. 인구 급증으로 이
지구상의 비인류 집단에 대해 우리가 의도치 않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젠 알게 되었다. 우리는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동물의 생태계에 외래종을 퍼뜨리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동로에 건물을 세우고, 동물의 땅을 차지하고, 나무를 베어내고, 차를 운전하고, 연료를
태워서 동물에게 영향을 끼친다. 현재까지 이런 문제들은 ‘보전’에 초점을 맞추며 동물개체수와 종을 관리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활동 자체가 각 동물 개체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종과 개체군 보전뿐 아니라 개체의 복지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Animal Protection)
우수 모범사례를 통해 올바르게 운영한다면 동물원과 수족관이 멸종위기 야생종의 보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은 동물복지 문제를 현대의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세계동물보호는 WAZA 의 대담하고도
투명한 접근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으로 전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야생동물을 위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역사적으로 보전 분야와 동물복지운동 간에는 교류가 별로 없었으며 오히려 가끔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보전은 사냥이나 낚시 같은 활동을 위해

포포스(FOUR PAWS)

야생동물이 보전되길 바라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동물복지 운동가들은 이런 주장에 회의적이었고 동물 해방 운동가들은 반대했다. 또한 유해동물

포포스는 동물원의 동물복지를 꾸준히 개선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따라서 우리는 WAZA 가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위한 수준을

방제나 동물을 자연으로 재도입하는 보전지향적 활동은 관련된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많은 인간활동으로 인해 보전과

높이고자하는 노력을 환영하며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의 출간을 환영한다. 지침을 적절히 수행하면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동물복지 모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두 분야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오히려 더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 분야의 공통 문제에 대처하기

개선하고 전 세계 동물원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위한 보전과 동물복지의 영향력을 결합한 인식, 태도와 실행계획이다.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RSPCA)
동물원과 수족관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고도 복잡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물이 ‘포획(captivity)’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동물해방운동가들은 원칙적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에 반대한다. 둘째, 동물 종, 기관의 직원, 기관에 따라 사육하는 동물의 삶의 질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복지문제의 중심이기도 하다. 좋은 기관은 이런 문제를 위해 사육하는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혁신적인 것,

사람이 동물을 키우는 것은 고통 받지 않게 하는 것뿐 아니라 동물이 좋은 삶의 질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큰 책임이 따른다. RSPCA 는 WAZA 에게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을 읽고 동물복지 실천을 위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을 위한 실용 지침을 제공하도록 했다. RSPCA 는 전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이 이 전략을 적용하여 동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많은 동물원과 수족관들이 보전활동에 관여한다. 동물복지를 고려하면서 이런 활동을 이행한다면 종과 개체군
보전에도 도움이 되면서 야생동물 복지도 개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은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기 때문에 자유로이 살아가는 동물의 복지와

와일드 웰페어(Wild Welfare)

보전을 위한 의식을 갖게 하고 이런 의식에 따라 실천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와일드 웰페어는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을 적극 추천한다. 이 책자는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이 동물을 보살피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 >은 의미 있으면서도 시기적절한 이정표이다. 이 책자는 인증, 직원 인식, 전시 설계, 환경 풍부화를 통한 동물복지를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지침을 제공하는 청사진일 될 것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면 관람객이 자연 세계를 존중하고,

평가, 관리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접근해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의 복지 문제를 다룬다. 더 나아가 번식 프로그램과 야생으로 동물을 재도입하는 프로그램같이

이해하고, 보호하게끔 이끄는 방식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최대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 책자는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활동에 동물복지를 적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홍보활동에서의 동물복지도 포함되어 기관이 대중에게 야생동물

동물원과 수족관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한다.

보호의 필요성과 보전과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할 수 있다.
야생동물 복지를 중시하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 >의 내용을 따르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이 시급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David Fraser 교수

캐나다 BC 주,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동물복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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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선택
정신 자극
사회적 욕구
안전성의 욕구
미국 워싱턴 DC 주에 있는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

복지
보살핌

동물원 직원이 바다사자의 자연스런 행동을 유도하는

수의학적 관리
무질병, 상처 치료
적절한 영양섭취
심리적 욕구
서식지, 깨끗한 물,
위생적 생활 조건

훈련을 하고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현대 보전기관으로서의 목표를 위해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동물과 동물복지과학 지식이 현저히 발전했다. 이에 따라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orld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WAZA)의

현대의 동물원과 수족관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의 동물원과 수족관이

목표는 공동의 보전노력이지만 이 책자는 WAZA 의 주도 하에 동물원과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 ‘보여주는’ 곳이었다면 오늘날의 동물원과 수족관은

수족관들이 전문성, 리더십, 동물복지 능력을 개발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동물복지의 중심이어야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그들이 돌보는동물의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은 적절한 동물복지기준의

상태를 최상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동물에 대한 과학 지식이 발달함에

확립, 유지 및 관련 실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WAZA 의
회원기관들이 실행할 수 있는 동물복지정책 및 활동을 설명하면서
동물원/수족관 업계에서 동물복지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이 점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사고방식, 사회적 기대, 관할구조와 입법구조의 차이

매슬로의 욕구( needs) 단계

등으로 동물복지 기준의 전 세계적 실천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나,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은 동물원과 수족관이 ‘5 개 영역(Five

이를 위해 WAZA 는 회원기관 및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에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청한다.

범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뿌리는 경험과 과학으로 이해되는 영양체계 등을 포함하여 기본 생존 조건을 나타낸다. 나무 몸통에서 건강관리와 동물의 신체적, 안전성

Domains)’에 걸친 간단한 복지 모델을 도입하여 모든 운영활동과 동물 관리에

- 높은 동물복지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욕구가 만난다. 맨 위는 동물원과 수족관 최상의 설계와 관리로 가능한 가장 다양하고도 복잡한 복지관련 활동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나무에서 날아오르는 새는

동물복지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장한다. 이 책자는 직원에게 끊임없이

자연스러운 능력을 유지하고 유도하는 이상적인 동물원과 수족관을 나타내는 듯하다. 나무 한 그루가 많은 종에게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듯이, 동물원이나 수족관도 그

동물복지 교육을 받고 훈련하고, 동물복지연구 노력, 동물복지 지식을 전시

울타리를 넘어 동물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설계에 적용하고 동물복지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매슬로의 욕구단계 피라미드를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의 내용을 표현하는 나무와 겹쳐 보았는데, 동물복지는 매슬로의 복지 피라미드에서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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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를 주도하고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조언한다.
- 동물의 신체적, 행동적 욕구를 반영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9

야생동물 보전

일반 | 권고 사항

1 장: 동물복지와 평가

3 장: 환경 풍부화

1. 동물복지 원칙에 충실한 동물복지 선언문을 재정한다.

1. 직원 능력, 내부 조직문화, 책임감을 조성하여 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2. 동물의 신체적, 행동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지원한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도전이나 선택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동물의 일상 관리에 풍부화 전략을 도입하고 시행한다. 이러한 전략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2. 동물에게 도전, 선택, 편안함을 제공하여 심리적 건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풍부화를 도입한다. 적절하게 변화를 주면서 특정 종의

3. 동물복지 이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종의
긍정적인 복지상태를 증진시킨다.

자연스러운 행동을 다양해지도록 유도한다.

4. 동물의 신체적/기능적 상태 및 행동과 연관된 지표를 사용하여
과학적 동물복지 모니터링 과정을 이행한다.

3. 풍부화 및 훈련도구로 긍정적 강화를 활용한다.
4. 풍부화의 성공, 실패 결과를 평가하고 다른 동물원, 수족관과 성공, 실패
사례를 공유하여 풍부화 지식과 활동을 개선한다.

5. ‘5 개 영역’ 모델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동물복지 상태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증진한다.
2 장: 동물복지 모니터링과 관리
통해서

또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사용하는

복지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복지 모니터링 방법의 최신 경향을 잘 이해하고 다른 전문 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식과 실무요령을 공유하도록 한다.

4. 최신 동물복지 연구를 통해 다른 기관과 협력해 동물 각 개체와 집단에
대한 ‘기초’ 동물복지 자료를 확립하여 새로운 자료와 비교하도록 한다.
5. 동물이 운송되는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동물복지 위험 잠재성을

4 장: 전시 설계
전시 설계와 환경 개선에 주요 조건으로 포함시키고, 최신 과학 정보를
근거로 하여 각 종에 적합한 기능을 보장한다.

유도하는 환경적 도전 기회와 계절 변화를 포함하는 자연적 요소를
경험할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한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동물 개체 또는
무리의 욕구변화를 수용한다.
3. 동물복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동물 격리가 이루어지는 전시가 되도록
보장한다.

국가별 동물원수족관협회 복지 정책에 설명된 기준에 부합하거나 더

한다.

아주 어리거나 아프거나 다쳤거나 늙은 동물을 위한 특별한 관리를

장려한다.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 수집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상업적으로 번식해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곳에서 오지 않아야 한다.

동물복지기관 및 외부 동물복지 전문가와 협력한다.

1. 동물복지를 모든 보전활동과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구성요소로

5. 긍정적인 동물복지 결과를 얻기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동물원과

간주한다.

대해 현장보전 협력기관과 협력한다.

5. 보전사업에서 보전 협력기관의 활동, 개별적 욕구 검토, 긍정적 동물복지
증진을 항상 고려하도록 한다.

7. 동물에게 지속적으로 각 종에 적합한 다수의 선택권 또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한다.

2. 구체적인 동물복지 평가를 실시하고 관람객과의 상호교감 체험에 이용된
모든 동물 개체를 모니터링한다. 행동 지표나 그 외 고통지수가 높아진
경우 해당 활동에서 동물을 제외시킨다.
3. 모든 상호교감 체험에 동반되는 메시지와 관련 설명의 의도가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전 결과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장: 동물복지연구

2. 동물원, 수족관 관리에서 우수한 동물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탄탄한 과학
연구를 근거로 한 결과를 꾸준히 활용, 적용한다.

가능하다.

1.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체험에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4. 동물복지 평가를 포함하는 종 보전 통합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6. 동물원에 방문한 관람객에게 동물복지를 설명하고 동물복지를 위해

협력한다. 이것은 교환직원, 교육 기회, 절차 교환 또는 기금 마련를 통해

9 장: 관람객의 참여 및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3. 운영개입을 통한 동물복지로 보전 혜택이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 대학, 연구기관, 기타 동물 기관과의 공동연구분야로서 동물복지와 복지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대학, 연구기관, 그 외 동물원과 협력하여 동물복지 상태 및 동물 지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4. 동물윤리복지위원회 또는 유사 조직을 통해 동물복지를 조사하는

6 장: 보전복지

4. 동물이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하는 동물쇼, 전시, 상호교감 체험을
하지 않는다. 우선시 되는 메시지와 목적은 종 보전이어야 한다.

3. 연구활동을 감독하고 과학적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의 동물윤리,
복지, 연구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활용한다.

5.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모든 동물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는 과정을
확립한다. 여기에는 동물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6. 기관에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사육사와의
대화, 표지판, 설명판으로 보여준다.
7. 이익이 되는 상호교감 체험 개발을 고려할 경우, 환경 교육 효과를

8. 동물과 사람 간에 질병이 전염되는 것을 포함하여 동물 질병 발생을 예방,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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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 동물복지를 위한 파트너십

동물건강, 복지에 대한 최신 전문기준에 따라 일하도록 한다.

보장하는 특별 정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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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 분야로써 보전 의학(conservation medicine)을

4. 야생방사를 위해 동물을 번식시킬 경우, 야생에서의 생존 및 야생 개체군
보충과 동물복지 간의 균형에 유의한다.

5. 전시 설계의 질을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참신한 해결방안을
찾아 타 기관과 공유한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7. 평생 관리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동물 건강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

6. 전반적인 동물복지, 그리고 특히 보전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 내에서

3.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투입하여 전문직원을 활용하여 번식관련
동물복지 문제를 관리감독한다.

2. 재도입 프로젝트와 같은 현장 관리에 관련된 동물복지 지식과 기술에

받는 기관의 동물복지 기준과 실무를 확인하여 이 책자에 설명된 전략과

동물복지, 건강관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긍정적인

7. 동물이 기관에 들어올 때 야생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거나 야생동물을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치지 않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문가를 고용하여 예방적 건강관리 개입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협력하여

7. 구체적인 행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대상지향적인
풍부화를 활용한다.

4. 직원이 유지보수, 사육과 훈련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6. 다양한 분류군에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생물학자, 복지 전문가, 행동

긍정적인 복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능동적으로

2. 동물관리, 수의 직원을 포함하는 모든 직원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파악한다. 국내외 관련기준에 맞는 동물 운송 계획을 확립한다. 동물을

높은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발정기 모니터링, 동물 분리, 전문적인 관찰 등을 통해 번식기 동안

5. 연구협력기관과
향상시킨다.

6. 각 종에 적합한 동물복지 고려사항이 동물을 평생 관리하면서 높은

2. 동물의 신체적, 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도록 한다. 호기심과 참여를

3. 동물 행동 및 건강을 정기적으로 보고, 모니터링하는 조직문화를 조성,
유지한다. 모든 관련 동물 기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문제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 단기화 하고 연구목적에 따라
정당화하도록 한다.

도입, 적용하고 부정적인 동물복지 결과를 최소화한다.

6. 풍부화 사례를 관람객과 공유하여 동물학과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도록 한다.

1. 각 종별 동물복지를 지원하는 환경 특징을 정의하고 이런 특징을 모든

2. 사육사가 관련 교육을 이수했고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동물건강,

1. 전반적인 종 보전 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번식 계획과 종 관리 정책을

1. 동물복지 전문지식의 중심이 되어 동물복지에 관하여 다른 기관을
지원하고 자문한다.

1. 동물복지에 근거한 인증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것은 국가별 동물원
수족관협회를

4. 연구정책 및 규정을 수립하여 모든 동물 연구, 동물복지 관련 가능

5. 안락사를 실시해야하는 상황,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 등
명확한 안락사 정책을 확립, 적용한다.

5. 환경 풍부화를 전시설계와 환경 개선에 포함시킨다.

6. 동물복지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좀 더 넓은 공동체 내에서의 관리를

5 장: 번식 프로그램과 수집계획

평가하는 지식과 전문지식을 적용,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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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니터링과 관리는 부정적인 복지상태를 최소화하고 가능하고

서문

이 전략의 개발은 동물복지와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전 세계적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다른 시도와 노력들을 반영하고 기여한다.

적절한 경우에 긍정적인 복지상태를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각 장은 가능한 정책개발에 초점을 맞춘 권고 사항이 앞부분에 제시되었다.

동물에게 도전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3 장)하는 직원의 환경 풍부화 노력과

그런 다음 각 장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마지막 부분에 체크리스트가 있어 각

연결되어 동물에게 편안함, 즐거움, 흥미, 자신감을 주기 위한 전시

장의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설명했다.

설계(4 장)는 긍정적인 복지상태 증진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자에 글을 기고해주신 모든 저자들과 그들의 소속(4 쪽 참조), 그리고

이 책자는 동물원, 수족관, 야생에서 지속가능한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의 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Georgina Allen, Andrew Baker, Tiffany

번식, 이동, 야생으로의 복귀 등의 활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복지를

Blackett, Miriam Brandt, Lee Ehmke, Frank Göritz, Brij Gupta, Becca Hanson,

저해할 수도 있음(5 장)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수행 시, 부정적인

Robert Hermes, Thomas Hildebrandt, Warner Jens, David Jones, Pia Krawinkel,

복지 결과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지속가능한 종 관리의 목표가 통합되는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한다(6 장). 따라서 가능한 경우, 전반적인

Jörg Luy, Lance Miller, Leo Oosterweghel and Greg Vicino. David Fraser 는 서문을
써주셨고, Júlia Hanuliaková 는 복지 피라미드 그림을 제공해주셨으며 Georgina
Allen 은 편집을 도와주셨고, Megan Farias, Martha Parker, Peter Riger 는 이

목적은 야생동물 보전과 동물복지 목표 및 활동의 조화이다.
WAZA 의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 개발의 국제적 타당성은

이 책자는 지난 20 년 동안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일어난 주요

동물복지와 그 관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 지난

변화(1993 년에 출간된 <세계 동물원 보전전략>과 2005 년 출간된 <세계

이 책자는 동물복지 관리와 동물원, 수족관 연구 수행을 위한 과학적이며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Heather Bacon, Claire Bass, Sally Binding, Wen-Haur Cheng,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전략>, 2009 년 출간된 <보전 및 지속 능력을 위한

증거기반의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7 장). 더 나아가

Ros Clubb, Peter Clark, Neil D’Cruze, Danny de Man, Gerald Dick, Peter Dollinger,

국제 수족관 전략>, 2015 년 개정출간된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토론과 활동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외부 동료 및 그 외 관심을

Dag Encke, Karen Fifield, Jenny Gray, Myfanwy Griffith, Robert Hubrecht, Jörg

가지는 기관과 개방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치있음을 강조한다(8 장).

Junhold, Ron Kagan, Thomas Kauffels, Theo Pagel, Thomas Pietsch, Peter Pueschel,

전반적인

위한

Alex Rübel, Simon Tonge, William van Lint, Kris Vehrs, Gisela von Hegel, Sally

경험, 기술기반을

Walker, John Werth. 휴스턴동물원(Houston Zoo)은 감사하게도 이 책자의

25 년, 특히 지난 15 년 동안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초국가적, 지역적, 전국적 활동사례가 많은데 그 중 몇 가지를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보전전략>에 따른 변화)에 대한 향후 부양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자의
주요 역할은 어디까지나 ‘안내와 지도’다. 동물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첫째, 2001 년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의 전

수 있는 동물원, 수족관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런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책자 디자인을 맡아주셨다. 그리고 이 책자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주신

목적은

동물원과

확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람객 참여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동물복지기준이 개발되어 현재 180 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OIE 에서

현행 정책과 다른 정책 개발을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안을

관람객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동물의 복지를 보호,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또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하기도 했으나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관련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강조하고 있다(9 장).

역량강화

활동,

동물복지관리기술사양서의

또한 아니다. 이것은 2003 년 채택된 WAZA 윤리규범 및 동물복지와도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따른 개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부록 참조).

SSAFE(Safe Supply of Affordable Food Everywhere) 같은 기관의 국제 민간분야

국제적 차원에서 한 국가의 동물원과 수족관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리더십 등이 모두 동물복지를 우수실무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실질적인 단계를 밟는 것은 참여기관들이 각기 다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와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농업 분야의 국제기관들과 국내외 수의학협회가
동물복지정책을

채택하였고,

전

세계

식품가공유통업체들이

사회문화적 조건, 종교적 계율, 윤리 문제, 경제적 제약, 정치적 수준과 속성,

세계은행그룹의 자회사),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사회에서 동물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과 현재의 인식, 동물복지의 의미 등이

and Development), 라보뱅크 그룹(Rabobank Group) 같은 주요 금융기관은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AZA 회원기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여정의

도와주신

감사드린다:

FOUR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자는 보전, 교육, 연구, 레크리에이션 목표를 지지하며,

the Protection of Animals), CIWF(Compassion in World Farming) 등과 같은

동물원과 수족관이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비정부 기관들은 동물복지공동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Animal Welfare)

또한 동물복지와 그 평가에 대한 최신 과학적 이해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Protection Index) 사업을 펼치고

세계동물보호협회.

David J. Mellor

Susan Hunt

동물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객관적인 수단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2 장).

BBAW)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시도와 사업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Markus Gusset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동물원
멸종위기종인 애트워터초원뇌조(Attwater’s prairie chicken)가
휴스턴동물원에서 부화하여 야생으로 방사되기 전에 보살핌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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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Humane

기관

Society

대표들에게
International),

안타깝게도

Peter

책자 페이지에 고인의 업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 장). 우수한 동물 사육을 위한 과학적 모니터링에 의해서 높은 수준의

지속적으로 활동 중이다.

비정부

Pueschel(국제환경협약, IFAW 의 이사)는 이 책자 개발 중에 돌아가셨다. 이

동물복지를 위한 사업 벤치마킹(Business Benchmarking for Animal Welfare,

동물복지 전략 | 세 계 동 물 원 수 족 관 협 회

동물복지관련

PAWS,

야생동물복지

이러한 건설적인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택을 UN 에 제안하고, 핵심 지시자를 사용하여 각국 정부의 동물복지정책의

국제

다양한 진행현황을 통해 이미 앞서 간 여정과 아직 갈 길이 먼 여정 간에

마지막으로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Animal Protection. 전 World Society for

매기는 동물보호지표(Animal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상호작용 기회가 주어진다. 이 책자를 이용하면 회원기관 간에

이러한 전제규정을 개발 중에 있다.

순위를

세계 동물원, 수족관 및 학계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이 책자 개발을

Welfare),

국에서 이런 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상호작용 요인들 간의 복잡한 관계는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의견을 주신 WAZA 위원회 회원들과 2013 년, 2015 년 전략 워크숍 참가자들,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UFAW(Universities Federation for Animal

어떤 기관은 중간 단계, 또 다른 기관은 이미 꽤 멀리 가 있을 수도 있다. 각
각 사례에서 여정의 정확한 진로와 속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제작을 후원해주셨다.

IFAW(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 RSPCA(Royal Society for the

‘여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어떤 기관은 초기 단계에 가깝고

공급업체들에게 구체적인 동물복지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농업분야 고객에게 동물복지기준을 대출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거나

규율,

향상시키기

관심을 유도한다. 이 책자에서는 규범적인 동물복지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동물복지

포함하는

삶을

동물복지관리의

Organisation)의

핵심요소를

동물의

제시하고 복지의 긍정적 효과를 증진하고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 동물복지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각기 다른 종에 대한 14 가지

모든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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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따라서 동물윤리는 동물원과 수족관 같이 동물 보유 기관이 높은 수준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관리자와 사육사는 자원과 시설의 제약과 보전의

동물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가치기반 원동력을 파악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필요성과 무관하게 동물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윤리이론이 있으나 그 이론을 여기서 논하는 것은 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책자의 취지를 벗어난다. 하지만 각 동물원과 수족관의 실무환경에서
동물복지를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과 필요에 따라 이런

이 책자는 현대 보전 기관으로서의 동물원과 수족관이 목표이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지침서이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노력은 모두 윤리에 근거한 것이다.

이 내용과 그 외 사항들도 이 책자에서 다루었다. 1 장에서는 동물복지와
동물복지 평가를 과학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장들에서는 복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과 동물복지 관리, 환경 풍부화, 전시 설계, 번식

동물원, 수족관과 관련된 동물복지의 특징은 크게 2 가지가 있다. 첫째는 먹이,

프로그램과 수집 계획, 보전 복지, 동물복지 연구, 동물복지를 위한 파트너십,

서식처, 건강, 안전을 위한 동물의 기본 생존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관람객의 참여와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루었다.

동물들이 편안함, 즐거움, 흥미,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서 최소한의 생존 그 이상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목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실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동물, 특히 포유류와 조류를 다룰 때 허용되는 방법과 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예를 들어, 일부 멸종위기종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 필요성을

대한 사회적 인식의 상당 부분은 동물의 신체적, 행동적 욕구에 대한 이해가

강조하다보면 때로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차선의

증가하면서 바뀌었다. 이제는 보전과 관련된 실행 내용을 야생동물에게

환경으로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보전 결과를

적용할 때 동물복지 기준이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위한 것이 아닐 수도

높아지고 있다. 보전과 복지관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동물복지와

배경

종 보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용적 해결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서로

세계가 갈수록 도시화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추구한다. 사람과 자연 간의 핵심 인터페이스로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사람들이 야생을 안전하게 경험하고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
세계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야생생물을 이해하고 가치를

상충되는 조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 책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현대의 동물원과 수족관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해당 분야의 참여, 환경교육,

WAZA 동물복지 헌신 성명서

대중인식, 옹호, 번식 프로그램, 기금모금, 연구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깨닫게 한다. 그리고 환경교육, 공동체 인식, 옹호, 그 외 활동을 통해 동물원과

야생동물 보전을 주목적으로 존재한다. 현대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최신

수족관은 야생생물 보전과 자연환경 보전을 장려한다.

정보, 증거, 지식을 사용하여 보전사명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동물관리를

WAZ A 회 원인 세 계 주요 동물 원과 수 족관은 동물 복지를 위해 지 속적 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책임을 가진다.

노력해 야 한다 . 다 음 성명 서는 W AZ A 회원 기관들 의 책임 을 설명 한다 .

선도적인 동물원과 수족관들은 기관운영에서 동물복지를 우선으로 여긴다.
야생동물 보전이 주요 동물원과 수족관의 핵심 목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은 허용가능한 동물복지 수준 및
이런 틀 안에서 최상의 관련실무를 확립,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동물복지상태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활동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천에

우리의 책임:

동물원과 수족관은 기관에서 보유한 모든 종의 관리를 위해 과학적 지식과

옮기도록 한다.

+ 우리가 관리하는 동물을 위해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실용적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유지한다. 더 나아가 야생

동물원과 수족관처럼 동물의 종 수가 많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와 같이

동물과학과 동물복지과학을 접목시켜 야생동물과 기관에서 보유한 다른

비교적 적은 종에 집중된 경우보다 관리 차원에서 훨씬 어렵다. 따라서

동물들의 생존을 확보하고 복지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각 종별 지식을

알아야 하는 지식의 범위도 더 넓다. 또한 동물관리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강화한다.

+ 동물복지의 리더, 옹호자, 권위 있는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 동물의 신체적, 행동적 욕구에 초점을 맞춘 환경을 제공한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새로운 관리실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유로 탄탄한 조직정책과 적절한 실무 지식을 갖춘 직원이 필요하다. 이런

+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동물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존중한다.

요소들은 우수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 사육활동에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에 중점을 둔다.
+ 모든 사육관련 결정은 최신 동물복지학과 수의학에 근거한다.

동물윤리와 동물복지

+ 동료들과 동물관리, 동물복지 지식, 기술, 실무요령을 형성하고
공유한다.

동물윤리와 동물복지는 구분하는 것이 좋다. 윤리는 목표추구를 위해

+ 국가별 동물원수족관협회 및 WAZA 가 정한 구체적인 동물복지 기준에

합법적이며 수용가능한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의 근거와 같이 행동규제를

따른다.

위한 집단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 동물관리 및 복지와 관련된 국제협약 및 관할권 내, 국가의 실무규정,
규제, 법률을 준수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현대
보전기관으로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브라질 , 판 타나우
카이만 (Ca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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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점박 이하이에 나
독일, 라이프치 히동물원

야생동물 보전
생존, 도전 그리고 선택

1 장: 동물복지와 평가

동물이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물의 기본적인 신체적/기능적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우수한 동물복지를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것과 같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런 생존을 위한 욕구가

예를 들어, 산소, 물, 먹이, 열평형,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의 피해를 입지 않는
충족되어야만 이에 관련된 부정적 경험(예: 숨막힘, 갈증, 배고픔, 온도로 인한

일반적으로 동물은 이런 상황이나 그 외
부정적인 경험을 해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데 특히 정도가 심하고 이 상황을
해소하거나 피할 수 없을 경우, 이것을 부정적(또는 부실한) 복지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불편함, 통증)이 최소화되고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생존에 관련된
부정적 경험에만 집중하면 긍정적 경험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상태에서 중립적인 상태로 복지상태가 겨우 변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동물의 경험은 외부 상황에 대한 지각이나 보상이 있는 다양한 행동에

동물복지학이 발달하면서 시간경과에 따른 복지 평가 시 동물의 심리적

관여하고자 하는 의욕의 정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즉, 행동적 기회와 관련된

상태를

수족관에서의

살아가는 경험을 말한다. 따라서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는 동물의 기본적

권고 사항

동물관리에 있어서 동물의 신체적/기능적 욕구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위한

생존욕구를 각 종에 맞는 방법으로 충족시켜서 부정적인 복지 상태를

높은 동물복지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복지

이 모든 욕구의 통합도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동물복지학을 통해 동물이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복지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전략>은 회원 기관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부정적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과 긍정적 경험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동물원과

1. 동물복지 원칙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반영하는 여러분의 기관을 위한
동물복지 헌장을 재정한다.

수 있었다. 따라서 동물복지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아주 좋은 상태에

2. 동물을 사육할 때 동물의 신체적, 행동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동물복지 증진은 부정적인 동물복지 상태를 최소화하는 각기 다른

노력하고 있다. 선택에는 언제 무엇을 먹을지, 다른 동물과의 상호작용 여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보상이 따르는 도전이나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현대의 동물원과 수족관들은 부정적 상태의 발생을

편안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환경 추구 등이 포함된다. 도전에는 원하는 먹이나

동물복지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에 기여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많다 .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긍정적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보상을 추구하는 인지적 또는 신체적 기회가 포함된다. 도전은 각 종별로

미국 동물원 협력단은 코끼리( Elephas maximus 와 Loxodonta Africana ) 의 복지를

구체적이어야 하고 각 동물의 욕구와 능력에 맞춰 고안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연구하는 다중기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대규모였으나 많은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화되어야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그 외의 다수의 종에 대한 보다 규모가 작은 연구들을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이해된다.

포함된다.
3. 여러분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종의 긍정적인 복지 상태 증진을 위한

그렇다면 긍정적 동물복지 상태란 무엇인가? 신체적, 행동적 욕구가 충족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도전과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4. 동물의 신체/기능적 상태와 행동에 상응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과학적인
동물복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5. ‘5 개 영역’ 모델을 사용하여 각기 다른 동물복지 상태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6. 좀 더 넓은 사회적 차원에서 동물복지와 관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한다.

무엇인가?

동물복지

개념은

동물원과

수족관에

사례연구 1.1: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며 동물을 위한 긍정적 경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동물 보유 기관에서의 동물복지 연구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긍정적인 복지상태를 경험한다. 이 책자에서는

동물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동물원과 수족관들이 동물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접근방식으로 높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의 신체적 건강상태, 환경에 대한

수준의 동물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는 과학적 원칙에 대한

반응 등 지속적인 동물복지와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해, 연구 장려, 직원의 전문지식의 중요성 인식, 모니터링 기술과 수의적

직원들은 항상 최신 자료를 주시하며 역량을 개발하고, 관련 워크숍이나

관리 등이 포함된다.

수행했다(예: 유인원의 복지). 동물복지 정밀조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복지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등 , 관련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동물학회(Chicago

Zoological

확립해나는
Society )는

것이

중요하다.

시카고

동물복지과학센터를

설립했고

디트로이트 동물학회는 동물원 동물복지센터를 설립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

동물학회는 복지보전센터를 설립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이 잘

서론
동물복지란

이미 많은 동물원과 수족관들이 동물이 참여하는 도전이나 선택의 기회를

어떻게

적용되는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반에 있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주된 관심은 포유류와 조류에 집중되었다. 동물복지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전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에는 수천 종이 있기 때문에 이 종들의 복지를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모든 종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자라도록 하는 복지측면을 다루는 시설들을 앞으로 점점 더 갖추게 될

관리하는 것은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만큼 복잡하다. 현재까지는 대형 동물의

동물원과 수족관은 알려진 지표를 사용하여 각 종의 차원에서 동물복지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가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코끼리와 일부 영장류의 복지 기준에 대한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탄탄한 연구를 통해 동물복지 모니터링과 좀 더

인식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다뤄져야 할 문제들이 많고 특히 연구가

다양한 종을 위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해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포유류와 조류, 그 외 지각이 있는 척추동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여러 종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동물복지는 동물이 살고있는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동물원이나 수족관 환경과 사육방식이 동물복지에

동물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영양상태가 좋고 안전하고 본능적인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종이 긍정적인 복지 상태를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고통이나 두려움, 괴로움 같은 불편한 상태로

그렇다면 동물복지는 어떻게 평가할까? 동물의 부정적, 긍정적인 주관적
경험을 어떻게 평가할까? 여기 제시한 ‘5 개 영역’ 모델은 이런 관점에서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동물원
아시아 코끼리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유용한 구조: ‘5 개 영역’ 모델

경험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다수의 동물원과 수족관이

동물의 주관적인 경험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개 영역 모델은 정확한 신체적, 기능적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고통받고 있지 않을 경우(과학적 증거에 따라), 좋은 복지상태에

동물복지에

하지만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각 종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평가하여

동물복지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모델은 ‘영양’, ‘환경’,

있다고 볼 수 있다. 좋은 동물복지는 질병예방, 수의학적 치료,

했다(사례연구 1.1 참조).

동물복지를 고려한 각 종별 사육방식, 수의적 절차, 환경 풍부화 적용에 도움을

‘신체적 건강’, ‘행동’의 4 가지 신체/기능적 영역을 포함하며 동물의 ‘정신’

줄 수 있다.

상태를 5 번째 영역으로 한다 (그림 1.1).

적절한 쉼터, 관리, 영양공급, 인도적인 핸들링, 인도적인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시설을

설립하기도

도살/죽음을 조건으로 한다. 동물복지는 동물의 상태를 말한다.

복지가 동물의 상태이고 동물의 주관적 경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동물이 받는 치료는 동물 사육, 사육관리, 인도적 치료와 같은 다른

모델은 2 가지 주요 정신적 경험을 파악한다. 첫 번째는 동물이 생존을 위해

조건으로 충족된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감정과 감각(총괄하여 ‘영향’)이다. 여기에는 물을

동물복지는 신체적 건강과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 감정,
감각 등을 포함하는 동물의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먹이가 부족하면 동물은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상처를 입으면 고통을 느끼고, 위협을 받으면 두려움을

마시게 하는 갈증, 먹게 하는 배고픔, 피하게 하는 아픔이 포함된다. 이
요소들과 그 외 생존관련 요소들은 주로 ‘영양’, ‘환경’, ‘신체적 건강’
영역에 해당된다.

느끼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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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와 평가

야생동물 보전

5 개 영역 모델

동물복지 평가

성성숙 연령, 성체의 번식 성공률 부실, 건강 및 수명 측면에서 동물의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위한 프로토콜과 실무의 핵심은 지속적인 동물복지

전반적 외양 등이 포함된다. 일부는 아래에 설명하였다:

평가의 필요성이다. 부정적, 긍정적 경험 모두 복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동물복지 상태가 둘 사이의 균형을 반영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 영양: 체중변화와 BCS 점수, 물/먹이 섭취 적합성, 먹이 주는 시간에
배고픔을 나타내는 공격성 유무.

그림 1.1. 동물복지를 이해하기 위한 5 개 영역은 신 체적/기능적, 그리고 정 신적 구성요소 로 나뉘며 , 내부 적, 외부적 조 건으로 인 해 부정적(회 피적), 긍 정적(즐거운)

복지는 부정적 경험이 우세할 때는 부정적이고 부정적 경험과 긍정적 경험이

주관적인 경험이 발생하는 사례 와 동 물복지 상태를 발생시 키는 통합된 효과 의 사례를 제공 한다 (Mellor & Beausoleil 2015 에서 수정) .

전반적으로 균형 잡혀 있을 경우에는 중립적일 것이며 긍정적 경험이 우세할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행동 증거, 오염가스로 인한 짜증 징후.

경우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 건강: 베임, 멍, 긁힘으로 인한 상처 유무, 태도, 외양, 발성과 같은 행동 변화,

부정적 경험은 크게 2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생존에 중요한 행동을

신체적/기능적 영역
영양
부정

환경
긍정

먹이부족
물부족
영양실 조

신체적 건강

부정

긍정

힘든 환경

적절한
영양
충분한 식량

부정

환경적 기회
및 선택

행동
긍정

부정
행동 제약

건강
능력

질병
부상

긍정
행동 표현

동물이 환경에 대항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포유류는 척박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아픔
두려움
고통
불편

쇠약

지루함

약함
어지러움
숨막힘

좌절감

포만감
보상
목표지향적
참여

분노

부정적인 생존에 필수적인 경험을 일시적으로 중립화하는 수준에 그친다.

긍정적 경험
발랄함

안정감

호기심
생동감
차분함

만족감
애정
사교성

내부적으로 측정가능한 지표는 심리적, 병리학적 또는 임상적 조건과 연관이
있다. 이런 지표들은 특정 질병조사나 그 외 아주 다루기 힘든 복지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한, 일상적인 복지 모니터링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지표에는 수화(水和) 상태를 위한 특정 혈액매개변수 측정, 영양상태, 면역력,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아무리 사육 관리나 수의적 관리가 최상이더라도

정 신 영 역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생기는 행동 변화, 감염, 발열, 심박수 증가 유무.

유도하는 경험이다. 예를 들어 숨막히면 숨을 쉬어야 하고 갈증이 나면 물을 외부에서 관찰가능한 이러한 지표는 직원이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복지문제의
첫 징후인 경우가 많다. 이런 지표는 원인을 추정할 수 있고 주로 사육 관리나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먹이를 먹어야 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을
수의적 치료개입을 통한 조치 방향으로 이끈다.
피해야 통증을 피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상황에 따른 부정적 경험으로

환경으로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고립되면 외로움을 느끼고, 위협을 받으면

부정적 경험

+ 환경: 우리가 좁아서 신체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부상, 극단적 온도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다. 생물학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스트레스성 호르몬 배출, 기타 호르몬 배출, 타액, 소변, 대변의 호르몬 수치
측정 등이 포함되며 심장, 폐, 혈관, 신장, 소화기관, 근육, 골격, 신경계,
감각기관에 대한 기능 지표도 많다.

경험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산소, 물, 먹이를 얻고 상처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동에 참여할 기회를 동물에게 제공하여 상황에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을 대체하거나 피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긍정적

복 지 상 태

경험을

만드는

환경

풍부화로

가능하다.

이러한 경험에는

포만감,

목표지향적 참여, 흥미, 호기심, 만족감, 동지애, 발랄함, 편안함, 자신감이
포함된다.
지식과 전문성은 긍정적 복지상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각 종의 욕구를
있으며 동물의 외부 상황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다. 부정적 사례에는

5 개 영역 모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동물복지상태를 위한 기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 자극이 적어서 생기는

= 영양: 영양가 있는 먹이의 적절한 섭취로 즐거운 경험을 유지한다.

지루함이 포함되며, 긍정적 사례에는 안정으로 생기는 자신감, 즐거움으로

= 환경: 편안함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온화한 상태

인해 보상받은 느낌 등이 있다.

= 신체 건강: 신체가 건강해 원기왕성하고 생동감이 유지된다.

4 번째 영역인 ‘행동’은 두 번째 주관적 경험으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일 수

= 행동: 다양한 활동, 선택, 적절한 도전은 보상을 받는 느낌을 준다.
첫 4 개 영역을 참고하여 5 번째 ‘정신’ 영역에서의 다양한 주관적 경험이
나타나는 조건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모든 경험의 순효과는
동물복지 상태로 나타내어 평가된다.
이 모델의 정신 영역에 해당하는 동물의 지각 및 경험이 변화하듯
신체적/기능적 영역에 상응하는 요인들도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어떤 시점의 동물복지 상태는 아주 열악하거나 아주 좋은 양극단의 연속체
위에 놓여 있으며, 다른 시점에서는 상태가 악화되거나 개선될 수도 있다.
동물복지 평가와 관리의 목적은 열악한 복지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파악하고,
수정하여 좋은 복지상태로 유지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복지상태로

이해하면 긍정적 상태를 위한 관련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부정적 경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동물의 부정적 경험은 집단의 부적절한
사회구조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해결될 수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 관리의 목적은 생존에 필수적인 부정적 경험의 극단을
피하고 상황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동물이 즐겁거나 보상 받는 느낌을 가지는

= 정신 또는 정서적 상태: 생존관련 부정적 경험은 최소이고 편안함, 즐거움,
흥미, 자신감이 흔한 긍정적인 경험이다.

행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접근의 핵심요소가 면밀히 연구된 포유류와 조류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에

동물복지의 신체적, 임상 지표

근거했기 때문에 포유류와 조류의 생물학적 특징을 고려하여 다른 종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을 동물원과 수족관의 다른 종에게

다양한 지표(측정가능변수)가 있는데 이런 지표는 복지상태 모니터링을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생물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신체적/기능적 상태의 유무, 동물복지상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각 종의 기본적인 생존욕구 충족방법, 즐거운

바탕이 되는 행동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지표들은 파악되는 부정적, 중립적,

경험을 위한 능력 유무, 상황에 따라 이러한 경험이 표현되는 방식 등에 대한

긍정적 복지상태와 모니터링되고 관리되는 변화를 나타낸다. 이런 지표들은

의문을 제기하여 도움을 준다.

수년간에

걸친

과학적

검증과

수의학적

임상연구를

근거로

한다.

신체적/기능적 지표는 외부에서 관찰가능 하거나 내부적으로 측정가능 하며

유지하는 것이다.

5 개 영역 모델에서 주로 영양, 환경, 건강영역에 해당된다 (그림 1.1).

외부에서 관찰가능 한 지표에는 어린 동물의 성장률의 적절성, 발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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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퍼스동물원.
동물원 직원이 렛서팬더의 건강을 확인하고 있다.

동물복지와 평가

야생동물 보전

이 3 가지 주장은 수반되는 주관적 경험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동물행동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찰은 주로 포유류와 조류에 관한 것이므로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다른 척추동물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원과

5 개 영역 모델의 행동 영역(그림 1.1)이 이 주장을 포함시키고 외부 상황에

동물원과 수족관에서의 동물복지 관리는 과학의

대한 동물의 인식과 그에 따른 부정적 또는 긍정적 경험과 연관시킨다. 예를

이해와 방법이 급속히 발전하기 때문에

불안, 두려움, 절망, 외로움, 지루함, 우울함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반대의 극단적 상황에서는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이

5 개 영역 모델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위한 유용하고 실용적인 모델이다.

WAZA 성명서 같은)?

주변을 탐색하고 먹이를 찾아다니거나 사냥을 할 기회가 있는 자극이 풍부한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복지상태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동물복지평가가

역할에 충실하는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처럼 상황과 관련된 요인들의 다양한 경험적 결과를 보면 환경 풍부화를

동물행동 관찰

도입하여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것에 따른 잠재적 유익함을 평가해야 하는

행동은 흔히 동물의 복지상태와 건강을 나타내는 명확한 지표로 간주되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관찰은 동물원과 수족관 분야에서의 환경 풍부화에

수십년 동안 그 목적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왔다. 역사적으로 많은
주관적

경험을

특정

행동과

연관짓는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연구해야 한다.
적절한 동물복지 관리를 위한 정해진 정책이 있는가(예를 들어

에너지가 넘치고, 바쁘게 활동하고, 애정이 넘치고, 사교적이며, 어미의

특정한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평가 측면에서 당신은 최신 과학발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종을 위해 신중히 관리하고

결론

환경에서 서로 유대감을 다지고, 새끼를 돌보고, 잘 놀고 활발히 번식한다면

행동학자들은

수족관 직원은 그들이 돌보는 다양한 종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에

들어 황량한 환경에서 홀로, 먹이를 먹을 시간이 부족한 사회적 포유류는

복잡하다.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적극 지지하고(3 장 참조), 행동평가를 통해 환경

것을

풍부화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여 꺼렸다.

가능하고 실현된다. 이것은 사육사가 동물의 생존욕구를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키며 동물에게 긍정적인 복지상태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것은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에게 즐거운 도전과 선택을 제공하는 근거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의 동물복지 관리는 과학의 이해와 방법이 급속히

직원들이 동물복지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해 교육 훈련을 잘
받았는가?
관람객, 규제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이 가지는 동물복지

습득하여 그 동물의 복지를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전문가로부터

책임에 대해 설명했는가?

지속적인 조언을 얻어야 하며 동물원과 수족관 기반의 생물학 연구도
당신의 동물복지에 대한 접근방식이 부정적 복지상태를

필요하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의 특정 행동이 동물들의 목표를 드러낸다는 것. 둘째, 이런

요소이다. 평가접근방식은 여러 측면이 있으며 신체/기능적 조건 및 부정

목적지향적 행동과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하지 못했을 때 동물의 행동

또는 긍정적 경험에 상응하는 행동에 따른 지표를 사용한다.

최소화하는가?
당신의 동물복지에 대한 접근방식이 긍정적 복지상태 증진을
추구하는가?

반응으로 긍정 또는 부정적 경험에 대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 셋째, 동물의
오 스 트레 일 리아, 퍼 스 동 물원

메모 :

오 랑 우탄

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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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특히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가 미흡한 종에 대한 종별 지식을

동물복지평가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의 현대적인 동물관리를 위해 중요한

참여했을 때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기관의 동물복지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그 책임을

발전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동물원과 수족관에는 다양한 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동물복지학에서는 이제 3 가지 핵심 주장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다. 첫째,

경험은 보상과 관련된 뇌의 신경회로에서 충동을 일으키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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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북극곰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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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동물복지 모니터링과 관리
사례연구 2.1:

동물의 복지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인 행동 모니터링은 동물복지 최적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
디즈니 애니멀킹덤은 6 마리의 암컷 호랑이(Panthera tigris) 관리를 위해 행동

최고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모니터링을

오랫동안

해왔다 .

호랑이들은

함께

생활했는데

이것 은

동물원에서도 독특한 관리상황이었다 . 모니터링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 른
동물들의 사회적 관계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은 다양한 사회 적
그루핑(grouping) 선택을 통해 양립가능성을 극대화하면서 사회적 파트너 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를 통해 각기 다른 관리방법의 영향 을

종별, 동물별 지식

파악하고 전시 요령, 각 동물 행동에 따른 전시 구성의 영향 등을 파악할 수

1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관리하는 종의 수가 무척

있었다. 따라서 행동 모니터링은 최적의 복지결과를 위한 동물관리 결정을 할

많기 때문에 동물복지 모니터링은 쉽지 않다. 직원의 전문지식을 강화하고

수 있고 호랑이들을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 중인 다른 동물원에 게
중요한 기준 정보를 제공한다 .

권고 사항

협력을 통해 종별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동물복지 모니터링 강화에 매우

높은 동물복지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중요하다. 또한 직원들이 구체적 지식을 익히고 전문지식을 개발하여 각

미국 플로리다 주 디즈니 애니멀킹 덤

동물의 행동적 특징과 변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

호랑이

전략>은 회원 기관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1. 동물복지를 우선시한다. 국가별 동물원수족관협회 또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사용하는 복지기준과 모니터링을 채택해도 된다.

국가별 동물원수족관협회의 인증 제도를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 사육사가 관련 교육을 받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동물건강과 복지
모니터링방법에 관한 최신 경향을 잘 파악하고 있고 다른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식과 실무요령을 공유하도록한다.
3. 동물행동과 건강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모니터링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 유지한다. 모든 동물 기록을 유지하고 최신 정보로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물원수족관협회(Zoo and
Aquarium Association; ZAA)에서는 2014 년부터 회원 동물원과 수족관의
여러 종에 대하여 복지저해요인 및 복지 향상을 평가했다. 이런 접근방식을
통해 직원들이 복지의 신체적/기능적 측면의 관리상태를 개선하고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보상이 따르는 행동참여 기회를 동물에게 제공하여 복지를

업데이트 한다.
4. 최신 동물복지연구를 사용하여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각 동물과 무리에

강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 협회들이 야생동물 종에

대한 ‘기초’ 동물복지 자료를 확립하여 새로운 자료와 비교하도록 한다.

적합한 관리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

정기적 동물복지 자료 수집의 가치

5. 동물운송방식을 철저히 조사하여 동물복지 위험가능성을 파악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국가별 동물원수족관협회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의 일상행동패턴을 평가하지만 이런 평가의

해야 한다.

가치는 아주 구체적인 환경에서 동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한적일 경우

관련되는

국가/국제기준에

따른

동물운송계획을

확립한다.

동물복지기준과 동물을 도입하는 기관이 이 책자에 설명된 내용 및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의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에게 있어 직원은 먹이를

신체적, 기능적, 행동적 관찰 상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는 것은 효과적인

국가별 동물원수족관협회의 복지정책에 부합하도록 의무화 한다.

사례연구 2.2:

공급받는 기회로 인식된다. 이런 연관성 때문에 직원이 안 보이면 먹이의 기회가

동물복지관리에 중요하다. 기록을 통해 복지상태의 변화, 악화, 안정, 개선

없음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먹이 관련 행동(예: 탐색과 먹이 찾기)은 직원이

복지학자, 행동전문가를 고용하여 예방적인 건강관리 개입 등을

등 동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관리 변화로 인해

보이지 않으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샌디에고동물원의 늙은 불곰(Ursus

포함하여 수준 높은 동물복지와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도한 사육이나 수의학적 개입으로 나올 결과를 파악할

arctos)에 대한 일상 모니터링을 통해서 임의간격을 두고 펠렛 사료를 임의

수도 있다. 이런 정보는 현재 관리의 영향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양만큼 배급하는 자동 먹이공급장치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먹이찾는 행동이

6. 경험이 많고 동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진 수의사, 생물학자,

7. 평생관리 차원에서 포괄적인 동물건강계획을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아주 어리거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늙은 동물에 대한 특별 관리를

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도입하기도 한다 (사례연구 2.2 참조).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설치 이후에 불곰의 먹이찾는 행동이 5 배로 증가했고
움직임이

제공하는 특별 정책을 개발한다.
8. 동물과 사람 간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질병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없거나

정형

행동인

페이싱이

먹이공급에 대한 접근방식에 철학적 변화를 고려하게 되었다

계획을 확립하고 필요에 따라 격리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한다.
서론
동물복지 모니터링은 동물원과 수족관에서의 효과적인 동물관리에 중요한
것임이 분명하다. 1 장 에 언급된 신체적/기능적 지표와 행동지표는 부실한
동물복지상태를 감지하고 긍정적 경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될 수

미국 캘리포 니아 주 샌디에 고동 물원
불곰

있다. 모니터링은 또한 구제적 사육 관리나 수의적 치료 및 동물에게
복지강화 행동 기회를 제공하여 부실한 복지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다수의 종을 관리하려면 직원의 전문지식
수준이 높아야 하고 탄탄한 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 캘리포 니아 주 샌 디에고 동물 원의 불곰 .

동물복지 전략 | 세 계 동 물 원 수 족 관 협 회

줄었다.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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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으로

직원들은 먹이찾기 행동의 복잡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사육방식 변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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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모니터링과 관리

야생동물 보전

동물의 평생 관리

수명은 종마다 짧거나 매우 길거나 차이가 있다. 장수하는 동물의 경우

동물원과 수족관의 많은 동물이 평생을 사람의 관리를 받는 환경에서 살고 갓

번식력을 잃은 이후에도 수년간 더 살기도 한다. 기관의 장기계획을 통해

태어난 새끼, 유년기, 청년기, 성년기, 노년기 개체로서 전시된다. 동물 일생의

모든 동물의 일생동안 복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며, 고령 동물을

각 단계에서 동물의 건강함 또는 연약함의 상대적 수준에 맞게 변화를 적절히

위한 구체적인 관리전략이 있어야 한다. 환경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복지에 초점을 둔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 제공되는

식단을 조절하고 연령에 따른 질병이나 기타 병약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

s il l us)로

관리의 질이 동물의 일생 동안 일관성이 있어야겠지만, 관리의 특성은 조정될

이에 해당한다. 각 종의 자연수명, 수의학적 개입의 빈도 등의 요소와 그 외

더 반( Dur ban )의

것이다 (사례연구 2.3 참조). 기관 내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요소들을 고려한 의사결정 분지도가 필요하다. 나이든 동물의 복지상태가

W or ld) 에서 태 어났 다 . 이 물개 는 눈 이 보이 지

없다면 다른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나빠지는 경우, 지속적인 수의학적 관리보다 안락사가 더 나을 것인지를

않고

사례연구 2.4:

수의학적 절차에서 긍정적 강화 훈련
김리(Gimli)는 남아프리카물개(Arctocephalus pu-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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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년

우사 카시 월 드(u Sh aka

쇼를

동 물 은 무 기 력해

옮겨지면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의

하지

않 음 에도

Se a

여전 히

일 상 활동 을 하 고 새 로 운 훈련 을 받는 다 . 이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동물이

남아 프리 카 공화 국

수급,

이동으로

보였 고

지느 러미 발 이 부 어

있 었 으며 심 박수 가 빨 랐다 . 엑 스레 이 , 초음 파 ,

인해

침 생 검( nee dl e b io psy ) 등 여러 가 지 수의 적

동물복지결과가 나빠지지 않도록 전문 직원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행 되었 다 .

진 단 절차 가

국가별 동물원수족관협회가 개별적인 동물 이동에 적용가능한 지침을

협 조 적이 었 다 .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검 사결 과

물개는

방광

아주

부 근에 서

덩 어 리가 발 겼되 었 고 심 장 이상 도 발 견 되었 다 .
우 사 카시 월 드의 모 든 물 개 들은 귀 , 눈 , 입 검 사 ,

수의적 관리

BC S , 체온 검 사 , 이 빨 닦 기 , 청 진법 , 체 중측 정 ,

전문 수의학적 지원은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에게 적절한 건강관리를

혈 액 채취 ,

제공하고 동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필수이다. 직접

초 음파 ,

엑 스레 이

같은

일 상적 인

절 차 에 자발 적으 로 참여 하도 록 훈련 을 받았 다 .

고용했거나 개별 계약직이거나 자문가의 자격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이 고 령의 물개 를 관 리하 는 데 오랜 경험 의

수의사가 항시 동물관리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한 수의사의 수는

긍 정 적 강 화 훈련 과 동 물 과 훈 련사 의 관계 가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규모나 복잡함에 따라 달라진다.

무 엇 보다 중요 했 다 . 먹이 로 동 기 화되 는 것 이
아 니 었지 만 동물 은 신 뢰 와 인 내심 을 갖고 이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수의사를 직접 채용하면 기관의 일상업무에 큰 도움이

절차에

참 여했 다 .

물 리적 이 거나

되고 다양한 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이국적 동물 및 종별

보 정 했다 면

의학기술에 숙련된 수의사를 지역에서 찾거나 국제 동물원과 수족관 수의사

건 강 에 해 를 입혔 을 수 도 있다 .

단체에서 전문의를 찾을 수 있다.

약물 로

동물 이 스 트 레스 를 받 거 나 동 물

남 아프 리 카 공화 국, 더반 , 우 사카 시월 드
남 아프 리 카 물개

어떤 수의학적 치료는 일시적으로 동물복지를 저해할 수도 있다. 사전/사후
사례연구 2.3:

치료, 수술, 격리치료를 예로 들 수 있다. 저해상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어린 동물의 인공포육 결정

복지상태로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동물이 수술 및
처치받고, 동물을 관찰하는 시설은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수의학적 개입과

퍼스동물원에서 태어난 자바긴팔원숭이(Hylobates moloch)는 어미에게

복지 목표 실현에 용이하도록 지어져야 한다 (4 장 참조). 또한 시설 설계는

버림받아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동물원 내 전문가는 이 새끼
동물의

인공포육을

신중히

결정했다.

우선적인

의도는

위험한 동물을 다룰 때 직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다른

긍정적 강화 훈련은 동물이 훈련사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수의학적 책임은 차단방역을 위해 격리되는 동물의 관리도 포함한다.

학습 형태에 초점을 두어, 동물의 이러한 행동을 강화한다. 동물이 여러

익숙하지 않은 환경으로 이동하거나 친숙한 동종으로부터 분리되어

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훈련으로 수의사들이 비침습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동물복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경우에

건강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사, 채혈, 발 관리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는 수의학적 절차가 필요하기도 하다. 격리된 동물을 관리하는 직원은

집단에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가축화되지 않은 야생동물

( 사례연구 2.4 참조 ). 해당 영역에서의 동물 훈련과 동물이 이동 상자

비정상적 행동이나, 질병,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재합사하는 것이었다. 긴팔원숭이는 매우 사회적인 종이고 동물복지와

종이고 보정과 치료에 대해서 저항하는 편이다. 긍정적 강화 훈련이 관심을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훈련은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다. 격리사 설계에서의 복지는 상처 위험을 최소화하고 풍부화를 적용할

받게 되었고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취제나

이루어져야 한다.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어 동물들이 피하는 훈련법은

수 있어야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도피처가 되어야 한다. 동물들은

진정제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올바른 동물 훈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차단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오래 격리하지 않아야

긴팔원숭이에게

적용하여

입증된

방법으로

새끼를

가족

장기행동욕구에 따라 긴팔원숭이를 가족집단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퍼스동물원의 정책이었다. 새끼 긴팔원숭이를 인공포육하기로 한 결정은
긴팔원숭이 같이 사회적인 종의 관리와 복지에 대한 최신 지식과 명확한
정책의 틀 안에서 내려졌다. 또한 외부 관계자와 동물원 직원으로 구성된

훈련사와 동물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강화되고 향후 상호작용에서도

동물윤리위원회가 이 사례를 감독했다. 퍼스동물원은 긴팔원숭이 관리에

긍정적인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모든 훈련은 동물에게 흥미롭고 의욕을

있어서

북돋아주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동물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인공포육된

새끼를

긴팔원숭이

가족집단에 재합사한 경험이 풍부하다. 새끼는 흰뺨긴팔원숭이(Nomascus

오 스 트레 일 리아, 퍼 스

leucogenys) 가족집단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번식

동물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집단에서

생활하면서

번식도

자바긴 팔원숭 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마취제를 사용하는

종 간의 질병 전염인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 간 그리고 동물과 사람 간의

시술의 경우 사전계획을 세우고 모든 관련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해야

근접성 때문에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교차감염에

한다. 필요에 따라 동료들과 상의하고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마취제 사용에

대한 동물개체군 보호는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질병 전염을 최소화하는 데

대한 요령을 알아야 한다. 마취제 사용 후에는 임무 수행 보고를 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의사들의 주요 책임이다.

향후 사용 시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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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건강과 복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죽은 동물은 항상 부검한다.

결론

사람과 동물의 접촉을 계획할 때,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상세한

동물복지 모니터링 또는 평가는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관리에서

관리 지침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수의사는 포괄적인 동물건강 프로그램을

중요한 요소이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동물의

준비하며, 건강하고 행동이 적절하고 문제가 없는 동물들만 사람과 직접

부정적/긍정적 경험과 연결되는 신체적/기능적 조건과 행동에 근거한

접촉하도록 해야 한다.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협력을 통한 모니터링 방법 개선

과거에는

동물복지 향상은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에 이로우며 과학연구를 근거로 하는

동물관리에서 우선시되어왔으나 이제는 긍정적인 복지 상태를 증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 요소는 동료들과의 협력과 업계차원에서 접근하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복지중심 지표를 사용하는 모니터링과

동물복지를 지원하는 전문집단 개발에 적합하다 (8 장 참조 ).

기록유지는 효과적인 동물복지관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동물의

부정적

동물복지

상태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체크리스트
동물복지 모니터링의 과학적 발전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직원들이 동물복지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해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가?
직원들이 동물의 생리, 행동, 건강 상태를 매일 보고하는가?

직원들의 관찰에 도움이 되도록 기록을 유지하는가?

일생동안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긍정적 강화 훈련이나
미국의 일부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복지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지속적인

보급하는 기관들을 설립했다 (사례연구 1.1 참조 ). 이들 기관은 북아메리카

복지증진에 도움이 된다.

수의학적

지식

전달과

같은

동물관리방법을

도입하면

동물복지 모니터링을 위해 합의된 절차과정이 있는가? 필요에
따라 평생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도 적용하는가?

지역의 동물원과 수족관의 일반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유럽

동물원과 수족관 직원들은 동물건강과 복지 모니터링 경향을 잘 파악하고

동물원수족관협회(EAZA)는 동물복지 교육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한 기금을

있어야 한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마련했으며 동물복지활동 단체를 설립했는데 이 모두가 모든 EAZA

자원을 활용하여 협력할 수 있다.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동물복지를 평가,

미국

동물원수족관협회(AZA)의

지원도

받는다.

회원기관이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도록 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에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것이다.

동물건강관리를 위해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수의학적 의견을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가?
동물 복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연구 활동이나 그런 기회가 있는가?

시카고동물학회의 동물복지과학센터, 디트로이트 동물학회의 동물복지센터,
그 외 동물 기관에서 최근에 열린, 그리고 앞으로 열릴 심포지엄은 공동 노력

지역 동물원수족관협회로부터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는가?

개발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아이디어와 연구결과의 보급을 지원한다.
동물복지 지식 및 평가와 관련하여 지역 동물원수족관협회의
자료를 사용하는가?

미 국 일리 노 이 주, 셰 드 수 족 관

동물복지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다른 외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는가?

수 족 관 직 원 이 새 끼 펭 귄 을 돌보 고 있 다.

다른 동물원, 수족관과 연계하여 특정 분야 운영을 검토할 수
있는가?
동물윤리 및 복지위원회 같이 동물복지를 위한 외부 자문 담당
기관이 있는가?
늙거나 쇠약한 동물 관리 또는 동물 이송과 같이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정해진 정책이나 확실한 절차가 있는가?

메모:

칠레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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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화
코모도드래 곤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동물원

야생동물 보전

3 장: 환경 풍부화
Case study 3.1:
사례연구choices
3.1: by linking exhibits
Providing

동물에게 도전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 복지상태로 만드는 것이

연결된 방사장으로 선택 기회 제공
필라델피아동물원은

우리의 책임이다.

서식조건과

운동능력이

유사한

종들의

방사장을 서로 이어 전시하는 동물 이동로의 광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사의 10 개년 계획을 전개하였다. 이 계획은 종

and choice to promote positive welfare states.

순환과 이미 여러 곳에서 이용되는 단일 종연결시스템 개념을
결합한 것이다. 필라델피아동물원 계획은 크게 3 개 범주로
나눈다. 원숭이, 여우원숭이, 소형 육식동물과 같은 수상(樹上)
생활 동물 범주, 유인원, 곰, 대형 고양이과 동물 범주, 그리고
대형 육상동물의 범주이다. 이 계획의 의도는 장거리 이동 및 종을

권고사항

풍부화는 이제 동물원과 수족관 사육에서 기본 원리로 통합되었는데,

높은 동물복지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현재까지는 주로 포유류와 조류에 적용되고 있다. 지식이 쌓이면서 동물원과

전략>은 회원 기관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수족관의 모든 동물에 풍부화를 적용해야 한다.

1. 풍부화 전략 및 우리가 사육하는 모든 동물의 일상적인 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헌신하고 직원의 역량, 사내문화, 책임감을 조성한다. 이 전략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직원을 교육한다.
2. 동물의 정신건강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물에게 도전 과제, 선택,
편안함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풍부화 방법을 도입한다. 필요에

교차하여 이동로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적절한 경우 서로의 ‘집’ 방사장을 바꾼다. 가능한 대부분의
종에서 이러한 이동로를 자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해오고
있다. 이런 이동로에서는 대부분의 ‘집’ 방사장에서는 제한적이던
행동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달리기, 두려운 자극으로부터의 숨기,

풍부화가 적용된 환경은 동물에게 보람되는 정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먹이 섭취 전에 먹이 옮기기, 서로 흩어지기 같은 행동을 할 수

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에 대해 동물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해야

있다.

또

다른

관찰에는

새로운

자극에

대한

점진적이고

한다. 이런 반응을 통해 동물들은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을 피하거나 노출되는

자기통제적 접근과 ‘집’ 방사장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발성내기가

기회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풍부화가 잘 적용된 전시 공간에서는 동물들에게

확인되었다.

적절한 숨기, 오르기, 뛰기 같은 행동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 변화를 주고 자연스럽고 다양한 종 고유 행동을 이끌도록
풍부화는 왜 중요한가?

설계한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동물 원 – 서로 이어진 방사장에
있 는 콜로부스 원숭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동물은 환경에 잘 적응한다. 따라서 심한 경계심 없이
3. 풍부화, 훈련 도구로 긍정적 강화 방법을 사용한다.

평안히 휴식하고, 최소한의 과장되지 않은 놀람 반응으로 지나치게

4. 풍부화의 성공, 실패 사례를 평가하고 다른 동물원, 수족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본인의 기관과 타 기관의 풍부화를 위한 지식과 활동을
개선하도록 한다.

두려워하지 않는채 행동하며,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학습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행동을 수정하기도 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탐색 및 탐구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동을 보인다. 신체 건강

5. 환경 풍부화를 전시 설계와 전시 개선에 적용한다.

측면에서 동물은 생리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하고 제대로 성장,

6. 관람객과 소통하며 동물학과 복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알린다.

번식해야 하며 적절한 형태의 운동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기초과학에서 환경 풍부화의 여러 긍정적 효과가 밝혀진 가운데, 동물원과

또 다른 문제해결 기회는 긍정적인 동물복지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수족관의 실무자들 또한 구체적인 풍부화에 대한 과학의 혁신적 적용으로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동물원과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것은 동물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풍부화가 적용된 환경의 동물이
그렇지 않은 환경의 동물들에 비해 정상 행동 범위가 더 넓었고 비정상

7. 구체적인 행동적 욕구 충족을 위해 구체적이고 대상지향적인

수족관에서의 행동이 이런 자연 환경에서와 똑같진 않겠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욕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 결과 관리자는 동물에게 풀어야
하는 퍼즐이나 또 다른 인지적 도전을 제공한다. 물론 동물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전에 맞설 능력이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좌절감을

환경 풍부화는 동물들이 다양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하여

행동을 보이는 빈도가 더 낮았으며 적절한 사회 상호작용도 잘 유지되는

느낄 것이다. 좋은 도전도 동물의 스트레스 반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보상이 뒤따르는 행동은 먹이,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하고 풍부화가 적용된 환경에 노출되면 변화에 더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생리적 작용을 크게 문제시할 필요는

서론

공간, 온도, 사회적 파트너, 수영 및 모래목욕과 같은 활동, 정보수집 등

효과적으로 적응하게 되어 훈련에 더 잘 반응해 포괄적인 사육 선택권을

없다.

행동 풍부화로도 알려져 있는 환경 풍부화는 각 종에 적절한 도전 과제, 기회,

여러가지와 관련이 있다.

제공한다. 실제로도 풍부화가 적용된 환경의 동물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동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동물에게

복지결과가 나왔다.

‘선택’ 기회 제공-환경 풍부화의 또 하나의 근본적 특징이다. 선택은 다양한

풍부화를 적용한다.

자극을 제공한다. 환경 풍부화에는 역동적 환경, 인지 과제, 사회적 기회,
사람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그 외 개별 동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지식이 쌓이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모든 동물에
풍부화를 적용해야 한다.

신경심리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풍부화가 적용된 환경에서 자란 동물이

형태로 제공되는데, 사회적 파트너, 개별 풍부화 항목 또는 쉬는 장소나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동물보다 인지능력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도전 과제’와 ‘선택’ 제공

1947 년에 실시한 실험에서는 애완용 쥐가 실험실에서 자란 쥐보다 문제해결

경험많은 동물원, 수족관 실무자들은 동물이 ‘도전’하도록 유도한다. 보상을

능력이 더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풍부화가 적용된

얻기 위해 동물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신체적

환경에서 자란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의 뇌구조의 차이가 밝혀졌으며,

또는

심지어 성체의 뇌의 경우에도 풍부화의 효과로 신경 정보처리가 우수한

freeloading)’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에서 많은 동물들이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받아먹는 것보다 먹이 보상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인지적인

도전을

나타났다.

먹이를 먹는 장소와 관련될 수 있다 (사례연구 3.1 참조).

하게

보상을

하는

받도록

것이다.

동물의

‘콘트라프리로딩(contra-

행동을

유도하기

본질적으로 풍부화는 동물이 환경에 역동적으로 관여할 때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 풍부화의 예측 이론이 개발되었다. 이 개념은 동물의 주변
환경의 특징 하나를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가장 효과적으로 풍부화를
실현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례연구 3.2 참조).

위해

피닉스동물원에서는 동물원 전역에서 콘트라프리로딩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콘트라프리로딩을 통해 좌절감같은 부정적 상태 없이 긍정적 복지상태를
독려하는 도전과 선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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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풍부화
먹이 제공과 먹이 제공 기술을 통한 풍부화
먹이 주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마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풍부화
기술이다. 여러 먹이 풍부화 방법 중에서 먹이 주는 시간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먹이 주는 횟수와 장소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내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고 먹이 크기를 다르게 하고 동물이 직접
획득해야 하는 구조에 먹이를 두어 먹이 획득을 위해 투자 시간과 활동을
통해 풍부화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먹이주기와 먹이주기 방법은 식단

풍부화 효과 측정
풍부화의

효과를

체크리스트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측정을

통해

자원이

효과적인 풍부화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는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풍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물복지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위한 풍부화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행동이

또한 풍부화를 평가하여 동물원과

증가하고 어떤 행동이 줄어들기를 바라는가?

수족관 업계가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성공실패사례를 공유하여 전체
동물원수족관 업계가 혜택을 입게 된다. 이것은 지역 차원 또는 좀 더

풍부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가?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조건, 사회적 역학 관계, 그 외 먹이활동(foraging) 같은 행동 욕구를
고려하여 각 종마다 적절하게 해야 한다.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유리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상을

직원들이 풍부화 도구로서 긍정적 강화를 사용하는가?
풍부화의 효과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대했던 것과 행동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디즈니 애니멀킹덤은 풍부화를 계획하고 평가하기 위해 ‘SPIDER’ 틀을

직원들은 하루에 몇 번 동물들과 상호작용하거나 풍부화 목적에

개발했다. 이 틀은 직원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풍부화 방법을 계획하고,

따라 전시를 조정하는가?

제공하여 긍정적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같은 행동이

풍부화를 실행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설정된 목표와 결과를 비교하고, 필요에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먹이 보상을 받는 것이 먹이제공의

따라 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다양한 방식과 관련된 하나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정보를

관람객과 풍부화

다른 동물원, 수족관들과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탐색하고 결정하도록 동물을 자극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관람객의 기대가 동물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더라도 환경

공유하는가?

풍부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하는가?

풍부화에 대한 동물원과 수족관들의 책임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관람객의
동물이 생활할 전시 공간을 설계할 때 동물들이 역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여

기대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과

수족관들이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장 참조). 대형

유지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관람객들에게

고양잇과 동물을 위한 먹이 기둥처럼 새로운 풍부화용 먹이 제공 도구를

풍부화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이것이 동물복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염두에 두고 설계할 수도 있다. 동물들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의

것이 유익할 수 있다. 많은 동물원과 수족관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풍부화에

구성요소를 통해 동물들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먹이를

메모 :

동물건강을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풍부화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포함한 풍부화용 물건을 편한 곳에 두어서 풍부화가 일상적인 동물관리에서

어떤 동물원과 수족관들은 ‘풍부화의 날’을 정해서 관람객들에게 풍부화

실현하기 쉬운 구성요소가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이템을 만들고 그 아이템들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는지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많은 관리자들이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풍부화

풍부화를 위해 살아있는 먹이를 주는 것 – 복지가 우려될까?

아이템이 관람객의 경험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는 이런 아이템들을 보여주더라도 관람객들의 전시에 대한 의견을

현재까지 포식동물에게 살아있는 먹이를 제공하는 풍부화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3.2:

환경 풍부화 예측이론

않으며

널찍한

전시장을

풍부화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행동을 줄이고 행동의 다양성을 실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두 가지 연구가

보인다. 풍부화가 적용되었을 때처럼 동물들이 활동적이면 관람객들이

있다. 하지만 각 연구는 긍정적인 행동 결과가 나타난 대체 방법을

동물을 더 오래 관찰하고 관찰을 통해 배우는 기회도 증가한다.

사용했다; 먹이를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동물이 갉을 수 있는 큰 뼈

결론

제공하기. 살아 있는 먹이를 주는 풍부화 전략의 목표는 반드시 신중하게

환경 풍부화는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풍부화의 목표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먹잇감에 대한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방법이다. 풍부화는 여러 형태일 수 있는데 공통 목표는

부정적인 복지효과의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 있는 먹이를
주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의 평생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브룩필드동물원에 있는 한 쌍의 사막여우(Vulpes zerda)는 거의 활동하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환경

풍부화

축소시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나타났다. 또한 관람객들은 동물에게

연구는 많지 않다. 고양이에게 살아 있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비정상적인

도전을 제공하는 환경에 동물들이 역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도전은 동물의 능력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동물이 대개의 경우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살아 있는 먹이를 주는 방법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풍부화와 관련된 1 차적인 어려움은 사육사의 근무시간이라는 제한 조건

있으나, 동물원과 수족관은 죽은 먹이로 긍정적인 동물복지 결과를 만드는

내에서 동물을 위한 역동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장소에서 먹이가 제공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은 먹이가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순간에만 동물복지가 실현되는 것이 아닌 시간 경과에 따라 축적되는

제공되는 장소와 시간에 변화를 주었다 .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과

동물윤리 및 복지 위원회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측이론으로 개발된 개념을 시험해보기 위해 간단한 먹이 장치를
설치하여 예측가능한 시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여러 다른

예측불가능성이

혼합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시간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먹이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자극했으며 환경을 더 의식했다는 것이다 . 또한

경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 풍부화 프로그램은 각 동물의 욕구와

미 국 일 리 노 이 주, 브 룩 필 드 동 물 원

활동과 행동범위가 증가하여 동물원 관람객들이 더 오래 머무는 효과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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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 라 이프 치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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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 전 시 설계
Case study 4.1:
Gorilla habitat design innovations

동물의 신체적, 행동적 욕구에 부합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전시관을

사 례 연 구 4 .1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2011 년 에 문을 연 더 블린 동물원 의 고릴라
우림(Gor il la

R a i n fo r e s t) 은

행동적

특성을

기존 의
gori l a

서 부 로 랜 드 고 릴 라 (Gori lla
독창적으로

경관과
gorilla)의

매치시켜

야생

서식지의 특성을 성공적으로 재현하였다. 이
서식지에는 큰 자연 습지와 총 6,000 m 2 에 달하는
높낮이가 있는 지형이 있어서 고릴라의 조상들이
살던 숲, 초지, 강이 있는 다양한 서식지와

권고 사항

아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관리하는 동물들과 종에 대해서 더 잘

높은 동물복지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이해할수록 전시 설계에 평생동안의 욕구를 반영하고 공간 배치를 확장하고

전략>은 회원 기관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1. 종 별로 우수한 동물복지를 지원하고 동물복지를 모든 전시설계 및
개선에서 우선조건으로 하는 환경을 설정하여 최신 과학 자료를 바탕으로
각 종에게 적절한 동물복지를 실현한다.

유사하다. 서식지 설계는 야생 고릴라의 행동
특성을 따랐다. 관람객들은 보드워크를 따라

다양한 환경 풍부화 요소를 제공하며 다른 동물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런

기회를 높여야 한다.

폭포물을 가로지르고, 가깝고 먼 경관과 하늘을

열대의

생물군계를

탐험하게

된다.

바라보고 호수 건너편의 다른 동물의 서식지도

전시 설계의 역할과 스타일

멀리서

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일반적인

2. 동물의 신체적, 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도록 한다. 호기심과 참여를 장려하는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전시 설계는 2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환경적 도전 과제 및 계절 변화 등 자연적인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

첫째, 동물들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환경에서 도전과 선택의 기회를

볼 수도 있고, 하룻밤 캠핑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가지며 직원들이 동물들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물의 행동 레파토리

수도 있다. 고릴라를 찾아서 관찰하려면 인내심을

안에서 도전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관람객이

가져야 하지만 설사 고릴라를 보지 못했더라도

직관적으로 동물의 세계를 학습하는 ‘무대 세트’를 만드는데, 환경과

고릴라와

상황에 따라 동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동물복지를 위해 관람객이 무엇을

붉은머리맹거베이(Cercocebus torquatus ) 무리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동물이나 무리의 욕구변화에
부응한다.
3. 전시는 동물복지관리에 따라 동물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4. 직원들은 동물들이 스트레스나 상해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동물을 안전하고 쉽게 관리,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관람대에서 동물을 보거나, 놀이 장소에서 동물을

즐거운 경험이 된다.

전시 설계를 위한 전시 설계 스타일에는 경관몰입(landscape immersion)과

6. 관람객에게 동물복지를 설명하고 어디서나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추상적

생태학(abstract

ecology)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경관몰입은

자연스러운 요소와 때로는 동물의 원래 서식지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다.

7. 동물들이 지속적으로 종에 따라 적절한 여러가지 선택을 할 수 있거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제공해야 한다.

자연적, 문화적 요소 모두 전시 공간의 한계를 넘어 관람객이 동물과 함께

서론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경관몰입은 ‘자연주의적’ 또는 ‘소프트’ 건축(‘soft’

동물의 삶의 질은 유전적 요인, 이전 경험, 전반적인 환경의 질, 편안함,

architecture)의 한 형태이다. 이런 스타일의 전시 설계는 직관적인 환경학습에

지속성, 사회적 참여 등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 등 다양한 요인에

효과적이다.

아일랜드, 더블린동물원
서부로 랜드고 릴라

이와

반대로

정글짐은

시각적으로는

자연의

우림

같지

않더라도

전시는 직원과 관람객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지만 동물이 안전함을 느낄 수

긴팔원숭이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울 수 있다. 스타일과 상관없이 종별 환경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성공적인 전시 설계는 각 종의 일생동안의

풍부화 특징, 선택과 자극의 정도, 동물들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행동 패턴(출생, 성장, 성숙, 노화, 죽음)을 이해하고 자연 환경의 활용법을

기능이 관건이다.

철저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생물학자, 동물복지학자,
사육사, 현장의 야생동물 연구원들과 협력해서 이루어진다( 사례연구 4.1

의해 결정된다. 동물이 유전적 구성이나 전반적인 환경의 질을 통제할 수는

참조). 증거에 기반한 설계(Evidence-based design; EBD)는 과거에 효과가

없으나, 야생 또는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개체는 다양한 행동 기회,

추상적 생태학은 동물의 야생 서식지과 관련된 추상적 요소를 사용한다.

사회적 선택을 찾아 이리저리 이동하고 개별적 취향을 표현하면서 복지에

양손을 번갈아 매달려 이동하는 영장류를 위해서 실제 숲 대신에 나무에

전시 설계와 동물복지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르는 구조나 북극 동물을 위해서는 빙산 형태의 기하학적 모양을

적합성, 건강, 서식 동물의 복지를 향상하는 공간 설계 방법은?

동물들은 언제라도 더 편안하거나 불편하거나 배고프거나 덜 고프거나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전시 설계 스타일은 ‘기계론적’ 또는 ‘하드’

적절한 동물 종을 선택하는 것은 전시 설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원칙 중

다양한 외부 요소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전시 설계의 중요한 목적은

건축(‘hard’ architecture)으로 불린다. 추상적 생태학은 좀 더 경제적이어서

하나이다. 동물원과 수족관 기후에서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거나

일상의 스트레스 요소를 다루고 긍정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다른 동물복지 향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공 환경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종이어야 한다(5 장 참조). 실제 경관의

감정적, 신체적으로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기회를 동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있었던 것에 대한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평가(post-occupancy
evaluation; POE)는 전시 설계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된다.

특성과 공간 제한도 적절한 종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야생환경에서
이런 접근방식은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동물들은 여러 종을 함께 전시하여 한 종만 서식했을

역사적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은 인간이 조절하는 환경 속에서 동물의 ‘자유

나무 배경으로 아름답게 설계된 협곡은 관람객에게는 자연적인 환경으로

때는 볼 수 없을 이종간 행동을 볼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이럴 경우 관리를

의지’나 야생의 상태 대신에 돌보는 곳이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사는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환경에서 사는 동물들에게 적당한 조건과 활동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종 간에 서로 공격적인 행동이 유발되어 상처입거나

동물들이 야생에 사는 동물들보다 만족을 느끼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동물들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보이지만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의미하는 것은

동물복지 전략 | 세 계 동 물 원 수 족 관 협 회

공유하는

주변의 다른 동물을 관찰하면서 걷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관람객의 감성적, 지적 욕구가 충족되는 곳이다.

5. 전시 설계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고 타 기관/직원들과 공유한다.

서식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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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서식지의 규모와 범위는 각 종의 욕구와 행동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어떤 종의 경우, 3 차원 입체 공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이것이 긍정적인
복지상태 실현에 필수적이고 또 다른 종의 경우에는 적절한 사회적 구조가
최우선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종에게 필요한 사항을 아는 것은
효과적인 동물복지 전시 설계에 필수적이다.

전시 설계

야생동물 보전

예를 들어, 동물이 자연 공간의 모든 3 차원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동물은 자연스러운 무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연구 4.2 참조 ).

고민하고, 동물의 세부적인 일상생활을 그려보고, 빛과 소음 수준, 온도

번식을 준비하고 복지를 위해 동물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보완적인

범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펴봐라.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해라. 환경

비공개 구역이나 2 차 전시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관람객이 보지 않는

풍부화를 제공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도전 과제를 제공히도록 설계해라.

비공개 구역이더라도 전시 공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체크리스트
동물들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자연 기후에 편안함을
느끼거나 인공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전시 공간과 비공개 구역 모두 직원들이 쉽고,
안전하고 융통성있게 관리, 훈련,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 공간과 비공개
구역에 동물들을 돌아가면서 배치하면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직원들이 환경 풍부화를 바꿀 수 있고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상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소란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개입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다양성과 도전을 위해 환경 풍부화를 적절히 배치하는 융통성 있는
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 저울, 보정틀이나 보정 상자 등 적절한
관리장치를 사용해서 동물의 크기나, 복잡성과 상관없이 동물이 긍정적
강화훈련을 통해 비침습적 의료절차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전시 공간은 동물이 기본 여건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인가? 동물이
선택해서 야외 공간과 햇빛(야행성 동물의 경우 달빛)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가?

동물이 수직 공간이나 수평 공간처럼 ‘3 차원’ 공간을
사용하는가? 나무를 즐길거나 여러 바닥재(substrate)를 팔 수
있는가? 휴식 공간이 있고 동물이 전시 공간에서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동물의 자연스러운 무리 구성이 가능할 만큼 전시 공간이 넓고
복잡한가? 번식이나 사회적 무리 해체를 위한 상호보완적 전시
공간이 있는가?
전시 공간에서 다양한 조건(가까이 또는 멀리, 그늘진 곳 또는
햇빛이 비치는 곳, 높은 곳과 낮은 곳, 보호된 곳과 노출된 곳)으로

동물의 대피 공간도 전시 공간에 포함시켜 동물이 스스로 선택한 경우

먹이, 휴식 등의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가? 동물들이 물러서거나

관람객 시선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관점에서 전시에서의 복지

탈출할 공간이 있는가? 공격성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인가?

측면을 설명하면 관람객이 동물의 욕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관람객의 경우 동물이 가끔은 전시 공간에 노출되는
것을 꺼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물원에 방문할 때마다 모든
동물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한다. 이런 설명은

사육사들이 동물들 주변에서 안전한가? 전시 공간이 일상
관리와 환경 풍부화를 위한 쉽고 융통성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가?

관람객이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의 복지를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고

직원과 연구원이 방해받지 않고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가?
전시관 내 동물이 관람되는 것과 관련되어 거슬리는 불빛, 소음,

동물 보전에도 관심을 가지게 한다.

진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가?

결론

동물들이 관람객으로부터 안전한가? 관람객들은 동물 주변에서
안전한가?
전시관 내 동물 복지에 대해 관람객이 잘 이해하는가? 관람객들이

잘 설계된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관리를 잘 한다면 서식 동물들에게 훨씬 더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 전시 공간

동물의 능력, 먹이활동 전략, 스스로 관리하기,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동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들로부터 물러나

환경 풍부화 활용을 관찰할 수 있는가? 관람객들은 동물들의 야생

사례연구 4.2: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동물복지가 좀 더 확실하게 바뀔

생존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동물관리방식의 발달로 전시 설계도 발전한다 .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동물들은 서식지에 호기심을 보이고 다양한 선택과
복잡한 행동 목록을 보이게 되어 관람객들은 충분히 지각있는 개체로써

아펜흘(Apenheul) 영장류공원은 1971 년에 문을 열었으며 울타리, 전기

메모:

동물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다리, 영장류의 사회 학습 등으로 실험을 하면서 영장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육방식을 개척했다. 약 1 헥타르의 삼림으로 이루어진

동물원과 수족관은 최고의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최초의 자유 서식 공간에는 100 마리 이상의 검은머리다람쥐원숭이(Saimiri

설계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사례들을 참고해야 한다. 해결책이 반드시

boliviensis )가 나무와 관람객들 사이로 누비고 다닌다. 동물들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동물은 사회 무리를 형성한다. 사육공간은 무리 내에서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신중하고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한다 . 8 개의 내실(holding area)에는

철저하고 대담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소 3 개의 출구가 있는데 각 출구는 다수의 다른 공간과 서로 이어진다.
건물은 바닥 난방이 아닌 벽 난방구조로 목표 벽 온도는 25 °C , 공기
온도는 20 °C 이다 . 상 해나 질 병으로 인해 격 리가 필 요한 동 물은 사 육사가
동물 무리 에 대한 정보 를 근거 로 하 여 항상 사 육사가 정 하는 동 반 동물과
네덜란드, 아펜흘영장류공원

함께 있게 된다 .

검은머 리다람 쥐원 숭이

오셀롯

동물복지 전략 | 세 계 동 물 원 수 족 관 협 회

42

43

협력
자이언트판다
미국 캘리포 니아 주, 샌디 에이 고동물 원

야생동물 보전

5 장: 번식 프로그램과 수집계획
Case study 5.1:
What is an animal collection plan?

우리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종 관리를 실현하고 긍정적인 동물복지 증진을

사례연구 5.1

위한 번식 프로그램에 헌신해야 한다.

동물수집계획에는 종, 동물 개체수, 계획된 번식,
동물원과 수족관에 수급/반출되는 동물의 이동 및
향후

관리

수족관들은

방향이

포함된다. 주요

동물수집

계획결정을

동물원과
권위

있는

기관의 관리 하에 승인 받은 수집계획 원칙과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이행한다. 수집계획에서는
사용가능한 시설, 전시, 공개되는 공간 , 비공개
공간, 복지와 관리를 위한 종별 조건, 동물원이나

권고사항

동물 컬렉션 관리와 번식

높은 동물복지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의 번식 프로그램은 국가별 동물원수족관협회와

전략>은 회원 기관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같은 전문적인 동물원, 수족관 기관과 협력하여 좋은 계획에 따라 종을

1. 전반적인 종 보전 계획에 부합하고 부정적인 동물복지 결과를
최소화하는 번식 계획과 종 관리 권장정책을 도입하여 따른다.
2. 발정기 모니터링, 동물 분리, 숙련된 관찰을 통하여 번식 기간 동안
긍정적인 복지 관리를 이행한다.

수족관의

부합되는

수집을

수족관은 직접적인 보전 결과나 관람객/대중 참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 종 관리는 동물 번식과

결과를

동물 수집 계획에 대한 모든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수집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통하여

보전목표실현을

지원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동물원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이러한 계획은 특정 종이나 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복지

새끼 빌비

상태를 제공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방사를 목적으로 동물을 번식할 때 야생에서의 복지와 생존의 균형을
고려하고 야생 개체군 보충을 위해 각 종별로 주의를 기울인다.

수집계획을 지원하고 우수한 종 관리 실무를 보장하며 긍정적인 동물복지

5. 안락사 적용 해당 상황 및 안락사 집행 자격 조건 등 확실한 안락사
정책을 개발, 적용한다.

상태를

6. 동물이 평생 높은 수준의 복지와 평생 관리를 받도록 장기 수집 계획에

감독,

Committee

조언하여

동물

개체군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별

동물원수족관협회의 역할이다. WAZA의 개체군 관리 위원회(WAZA

각 종별 동물복지 고려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for

Population

Management;

CPM)를

통한

글로벌

종관리계획(Global Species Management Plans, GSMPs)으로 전세계적인 협력이

7. 기관에 들어오는 동물은 야생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물복지가
저해될 수도 있는 야생동물의 상업적 생산을 촉진하는 곳에서부터 오지
않아야 한다.
서론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다. 유전적 다양성은 개별 동물 및 동물 세대 간의

효과적인 피임 활용은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의 여러 측면 중 하나이고

건강에 기여하기

번식

따라서 수의 직원의 전문지식은 성공적인 번식 관리에서 중요하다. 번식

사용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국가별, 국제적 번식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프로그램은 개체군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 필요성과 함께 윤리적,

관리는 향후 번식을 위해 최상의 유전적, 개체군통계적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복지적 문제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위한 보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이기도 하다.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한다. 동물윤리 및 복지 위원회 또는 그 외 이와

공격성과 해로움 관리

개체군에서의 개별 동물의 관련성과 동물복지 차원에서의 종별 결과를

자연스러운 행동 형태이다. 하지만 복잡한 윤리적 복지문제를 야기할 수도

위하여 관리 원칙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록을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 종

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번식활동에 관한 중요한 원칙은 각 종별

관리 성공의 핵심이다. 국제 종정보시스템(International Species Information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근거로 하는 동물복지와 개체군 관리의
필요성과 수단 간의 균형이다.
현대의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목적이 야생동물 보전이고
번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하지만 협력을
통한 계획 접근 방식에 근거한 각 종별 전문지식을 포함하는 공통 주제가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번식 프로그램은 여러 세대를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번식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야생 종을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때문에 동물복지에 중요하다. 잘 관리되는

유사한 기관의 지원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들은

다른

협력기관들과

공동

협력하여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의 또 다른 핵심은
동물복지

전시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자연 환경에 가깝게 관리하는 것이다. 많은

저해상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종 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복지 상태를

종의 경우, 번식을 통해 동물 간에 공격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사례연구 5.2

System, ISIS)은 동물정보관리 시스템(Zoological Information Management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평가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번식

참조). 이것은 야생동물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다. 이 부분에 대해

System, ZIMS)과 연계되어 국제적인 지속가능 개체군 관리에 중요한

프로그램에서는 호르몬 테스트, 번식 기술, 스트레스 모니터링, 종 별 최신

관리가 부실하면 동물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성공적인 동물번식 지식을 쌓기 위한 정보 보급을

지식 적용 등을 실천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해로움과 스트레스를

동물원과 수족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능케 한다.

최소화하는 긍정적 강화를 통해 비침습적 동물관리 요령을 도입할 수 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의 ‘자연스러운’ 번식

공격적이 될 경우 전시 설계는 안전한 동물 번식을 고려해야 한다. 동물원과

번식 프로그램 이행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평생 유지하기 위한

수족관 직원들은 동물 합사를 관리할 때 상해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번식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종별 관리의 일부이어야 한다. 많은 동물원과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상세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

최근에 동물원과 수족관이 공동 협력하여 자연 환경에 가까운 환경에서

수족관들이 원치 않는 번식 활동을 피하기 위해 번식을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은 과학에 근거하여 번식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한다.

동물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성공적인 번식을 보장하고 어느 정도

관리한다. 그 외 기관들은 안락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국가나 지역에서

유익한 복지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충분한 유전적,

법적,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시행해야 한다.

개체군통계적 다양성을 유지하여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

개체군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야생동물 보전을 지원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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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유지하고자 하는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 동물원과

동물수집 계획은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중요하다(사례연구 5.1 참조).

3. 전문인력,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인력을 동원하여 번식관련 동물복지
문제를 감독한다.

목적과

46

47

C A RI N G F O R WI L D LI F E

번식 프로그램과 수집계획
방사를 위한 번식

구조된

전시동물 개체군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보전 번식을 위한 동물을

거래(사례연구

공급하는 것은 서로 연관이 있다. 보전 번식 목적으로 활용되는 동물은

대중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주어진다. 구조된 동물들에게

대개의 경우 대중에 공개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경우에는 이런 번식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들은 각 동물들에게도 도움을 줄 뿐

불법

보전의

야생동물

핵심

주제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동물복지가 일시적으로 저해될 수 있다. 사전

받아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도적으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이 동물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갖춰야 한다. 안락사
정책은 방법과 사유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안락사는 노련한
수의사 또는 수의사의 설명을 들은 동물관리 선임직원이 감독, 승인해야
한다. 안락사 결정은 모든 대안을 상황에 따라 평가한 후에 결정한다. 어떤

야기하는 포식자 조건화를 도입하기도 한다. 방사용 번식 프로그램에

기관에서는 동물윤리 및 복지 위원회나 외부 관계자가 포함된 이와 유사한

돌입하기 전에 동물원과 수족관은 각 동물의 장기적 생존이 위협받거나 생존

다른 기관이 평가에 관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사례연구

유지가 사전 훈련 단계에서 동물복지를 일시적으로 저해하는지 평가해야

5.4 참조).

한다. 동물윤리 및 복지위원회를 통해 다른 의견을 수렴하면 이런 상황을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동물이 죽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보전기관의 견해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직원, 자원봉사자, 관람객의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 동물이 안락사 한
사례연구 5.3:

야생에서의 이주, 구조 및 농장
야생에서의 이주는 세계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같은 국제보전기관의 승인을 받은 국제원칙에 따라야

오스트레일리아의 The Free the Bears Fund
The Free the Bears Fund 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담즙농장, 식당 거래,
동물거래에서 말레이곰(Helarctos malayanus)과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을

한다. 현대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야생에서 동물을 제거하려는 의도는 보전

구조하는 기관이다. 지난 10 년간 몇몇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목적이 명확하고 입증되거나 담당 주체와 업무 수행시 목표를 교육, 연구로

동물원들은 구조된 동물들을 위한 보호구역, 지역 교육 프로그램, 라오스와

사례연구 5.2:

두거나 야생동물 개체군의 장기간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진

캄보디아 지역 야생곰들의 상태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기금조성을 지원했다.

무리 동물 번식 시 공격성 관리

프로그램을 위해 개체를 모아야 한다(예: 방사용 번식 프로젝트). 효과적인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 수집 계획, 종 관리, 공동 번식 계획은 이런 측면에서

것이

세계적인

안락사는 인도적으로 죽이는 행위이다. 동물은 사는 동안 적절한 대우를

투입하거나(먹잇감이 되는 동물의 복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도피반응을

번 식하 는

전

동물복지와

대부분 방사용 번식 프로그램의 경우, 방사 전에 조건을 맞추기 위한 훈련을

식단을 야생 상태의 식단과 비슷하게 설정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먹잇감을

상태 에서

같은

안락사

훈련에서는 먹이 자원(예: 잔뜩 먹은 뒤 굶는 식단)을 제한하는 등, 동물의

화합된

것으로

평생동안 관리해주는 것은 동물수집계획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의존적이다.

무리관 계가

참조)와

도움을 주게 된다. 구조된 동물들을 위한 공간과 자원을 제공하고

공개-비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동물들은 특정 프로그램과 종에

동물복 지와

관리하는
5.3

아니라 국가별, 국제적 동물원, 수족관 동물 개체군의 지속가능성에도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개별 동물들을 비공개로 유지하기도 한다. 번식 동물의

우수한

동물을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어떤 경우에는 동물원과 수족관 관람객, 직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락사 결정의 논리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이유를 설명할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고 또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동물원
말레이곰

또한 동물원들은 이렇게 구출된 말레이곰들을 받아들여 말레이곰을 위한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번식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Free the Bears 를 옹호하며
말레이곰 보전을 지지하고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반대했다.

필요한 도구이다.

이상적 이다 . 동물원 과 수 족관 은 번 식을 위하 여 관 련 종 에 대한 좀 더
포괄적 인 관리 와 함 께 무리 동물의 유전 적, 개체 군통계 적 온 전성에

야생동물의 상업적 생산(‘야생동물 농장’)은 야생환경으로부터 동물을

유의해 야 한 다 . 무 리 동 물의 특성 , 특히 수컷 의 경 우 1 년 중에 적 대적인

지속불가능하도록 불법으로 획득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이것은 현대

행동을 보일 때가 있 다. 공격 성과 상관 없이 자 연스러 운 번 식 행동은
성공적 인 번식 을 위해 중요 할 수 있 다. 하지 만 번식 상황에 서 적 대적인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임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상업적 생산방식의

행동이 계속 된 다면 특 히 , 정상 적인 번 식기 가 아닌 경우 에 이런 적대적

규모와 강도 또한 야생동물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동물원과

행동이 계속 된다 면 , 종 속된 다른 동물 의 동 물복 지를 저해 할 수 있기

수족관은 상업적 번식 시설로부터 동물들을 들여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문제는 해 결해야 한다 . 동물 원과 수족 관 직 원들 은 종 과 각

문제와 관련한 WAZA 의 2014 년 결의안에서와 같이,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에 대 한 충분 한 전문지 식을 갖 춰야 하 고 동물 집단 내 관계에

사례연구 5.4:

동물윤리 및 복지위원회란 무엇이며 이 위원회가 동물원 , 수족관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
많은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윤리 및 복지위원회는 기관 내 동물 관리를
지원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위원회를 두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동물윤리

동물 수급을 고려할 때, 모든 동물이 인증받은 곳으로부터 오도록 해야 하고

대해서 도 잘 파악해 야 한다 . 이를 통 해 각 동물의 분 리에 대 한 결정을 할
수 있고 만 약 그렇 지 못하 면 공격 적인 행 동을 방 치하게 된 다 .

및 복지위원회는 기관의 지역적 관계를 넓히기 위해 외부관계자를 영입할 수도

야생 개체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야생동물의 상업적 생산을

있으며 외부 동물복지 및 동물윤리 전문지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위원회를

촉진하지 않아야 하고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한 부정적 복지 결과를 피하도록

통해서 동물관리 문제에 대한 지역의 반응을 파악할 수도 있고 시설을 점검하고

해야 한다.

동물복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고려하거나 동물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윤리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위원회는 직원과 그 외 관계자들

미국 플로 리다 주, 화이 트오크 보전 센터(W HITE
OA K C O NS ER VA TI O N C EN TE R)
소말리당나귀

많은 동물원과 수족관들이 불법 야생동물 거래에서 ‘구조한 동물’이나 문을

간에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관리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닫거나 관리가 부실한 기관으로부터 동물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동물관리에서의 의사결정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것은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동물들을 위한 보호구역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원과 수족관들이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미 국 텍사 스 주,
휴 스 턴동 물 원
피그미 마모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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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 프로그램과 수집계획

야생동물 보전

체크리스트
동물수집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번식 전에 이미 관리되어 합의된 명확한 동물번식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동물복지관리를 번식계획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문제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이로운가?
직원들이 복잡하거나 공격적인 동물들의 번식을 충분히 관리할
만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번식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 좀 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추가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한가?
태어날 수도 있는 새끼를 충분히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안락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정책, 역할,
책임, 안락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동물윤리 및 복지위원회 또는 이와 동급의 기관이 안락사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유익한가?

동물원이나 수족관 내 번식 활동과 보전 프로그램을 더 잘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종 관리에 적극적이며 지역 동물원,
수족관들과 잘 연계되어 있는가?
향후 늙은 동물 또는 번식을 하지 않는 동물을 위해 사육장소를
늘리거나 다른 기관과 협력해야 하는가?

동물기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동물정보관리시스템(ZIMS) 또는 다른 유사 협력 프로그램과
소통하고 있는가?

파 나 마 , 엘 바 예 ( E L V A L L E ) 양 서 류 보 전 센터
Rusty robber 개구리

최첨단 생명공학 활용

결론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은 분자유전학으로 멸종위기종의 번식에 활용할 수
있는 동물을 파악하고 인공수정, 배아이식,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

동물복지 및 부정적 복지상태와 긍정적 복지상태의 균형을 번식 프로그램의
권장책과 결정 및 동물원/수족관의 수집계획에 통합시켜야 한다.

시험관 수정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번식 프로그램을 위해 좀 더 발달된

우수한 동물원/수족관 수집계획은 야생동물 보전 및 종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기술을 사용한다.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동물원과 수족관 개체군과 야생동물의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에게 이런 번식 기술을 적용할 때, 해당 동물들의

유전적, 개체군통계적 완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이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 번식 계획 단계에서 위험, 혜택, 동물복지 결과를

대중에게 보전과 야생동물에 대해 알릴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종 관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자연 번식의 잠재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

담당하는 동물원과 수족관 직원들은 관리하는 동물들과 관련하여 지역적,

합법적,
지속가능,
윤리적인
동물
공급을
위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및
WAZA 의 2014 년 결의안의 모든 절차에 따르고 있는가?
메모:

국제적 우선 조건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 실행하는 관리방법의 이점과
제한을 이해하며,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북아메리카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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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흰코뿔소
짐바브웨

야생동물 보전
동물이 동물원이나 수족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때 동물복지와 보전 목적

6 장: 보전복지

이 상충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관리된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 동물이
야생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감소되어 자연서식지로 돌아가야 하는

야생동물 보전 활동에 동물복지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동물들의 경우 복지 문제가 제기된다( 사례연구 6.2 참조). 따라서 방사용
번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많은 동물원과 수족관들은 이러한 문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한다.

긴밀한 협력과 보전과 동물복지 간의 연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결국

보전의 긴급성이 제기되면서 위협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과 환경의 관리에

야생동물에 대한 적대적 영향(거의 모든 형태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개입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입을 위한 추진력은 동물복지

발생하는)은 보전 문제 또는 동물복지 문제로 구분해야 할까? 야생동물은
사회적 무리, 개체군, 생태계의 일부이다. 따라서 복지와 개별 동물의

문제를 줄이고 질병발생을 관리하거나 동물이동 시 보전 우선조건을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또한 이런 더 큰 시스템으로 인한 결과를 얻게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어떤 종의 경우에는 인간의 개입이 없이는

되고 시스템도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얻게 된다.

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입을 하게 되면 각 동물의 복지를

권고 사항
높은 동물복지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1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존에 주력하는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는

전략>은 회원 기관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기껏해야 중립적 동물복지 상태를 실현한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이상을

저해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종 보전의 보다 포괄적인 목표에 대해
예상되는 기여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보전 목적을 위해 그저

1. 모든 보전 활동과 기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동물복지를 구성요소로
확립한다.

생존에만 주력하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 동물도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2. 현장의 보전협력기관과 함께 일하고 번식 프로젝트 같은 현장업무와

있기 때문에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과정을 통해 이러한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환경 풍부화에 지속적이고

관련된 동물복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한다.
3. 관리개입으로 인하여 동물복지가 영향을 받는 것이 보전 혜택보다 더
큰지 여부를 평가한다.

광범위한 관심을 유지, 확장해야 한다는 이 책자의 반복되는 주제에는

사례연구 6.1:

보전 목적을 위해 관리되는 동물에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야생동물 관리에서 복지의 영향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향성은 보전목적을 추구하면서 동물복지

4. 동물복지 평가를 포함하는 통합 종 보전구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향상 목표와 결합하여 보전복지 개념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5. 여러분이 수행하는 보전활동, 보전협력자가 수행하는 보전활동, 개별
동물의 욕구 검토, 긍정적 동물복지 증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각 동물 의 복 지에 영향 을 미 치게 된다 . 단순히 관찰 하는 것만 으로도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복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샘플 수집 , 표시 , 표지부 착 , 예 방접 종, 치료

운영 중인 보전복지 사례에는 동물복지 조화, 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보전
관심, 야생동물 연구 또는 생태관광( 사례연구 6.1 참조 ) 등이 포함된다.

서론
‘보전복지(conservation welfare)’라는 용어는 동물복지와 보전이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이 장의 주요 주제를 강조한다. 건전한
동물복지원칙과 실무가 보전활동에 포함되어야 하고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의
일상업무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보전복지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인간의 활동이 야생이나 자연
환경에서의 지각있는 동물 복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다. 예를
들어, 수많은 야생동물 종의 복지는 개체군, 종, 생태계 생존을 위협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동물원과 수족관들이 지역적으로 좀 더 광역적으로 다양한 보전
활동을

펼친다.

동물원과

야생동 물 종 보전 목 적으 로 동물 들의 삶에 의도적 으로 개 입하는 것으로

수족관의

보전복지는

보전의

맥락에서

집중관리되는 개체군 내 야생동물 각각의 신체적, 심리적 복지 관리를 통해
더욱 포괄적인 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

등을 위해 동물 을 다룰 때는 복 지에 부정 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 이러한
의도적 개 입과 관련 된 적대적 영 향으 로 생 물학 적인 대가 를 치르게 될
수도 있 는데 즉 , 신체적 피해 , 사회계 층 붕 괴, 자연 적인 활 동 붕 괴,
번식활 동 붕괴 또는 포 식에 대 한 취약성 증 가 등의 예가 있 다 . 따라서
이러한 영향 으로 자료 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 로 각 동 물의 생리 적 특성이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 다. 동물 원과 수 족관 은 야생 동물 을 위한
사례연구 6.2:

좋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 기반의 보전 실무는 좋은 동물복지 관리를

복지친 화적 관리 지침 을 개발하 는데 필 요한 역량 을 갖 춰야 한다 . 또한

추구한다.

복지도

이러한 보전 관련 개입 으로 인한 가 능한 동물 복지 결과 를 측정할 수 있는

개선되고(1 장과 2 장) 번식 프로그램 성공률(3 장)도 높아진다. 이렇게

시험 근거 를 제 공해 야 한다 . 이것 으로 동물 원과 수족 관 , 동 물복 지와 보전

재도입은 동물 복지와 보전 의 틀 내에 서 재도입 되는 개별 동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간의 연결 고리 가 제공 된다 .

관리의무와 복 원될 개체 군에 대한 복지의무를 모두 강 조한다 . 방사를

야생동물

종

관리가

발전하면

동물들에

대한

재도입되는 동물의 복지

추구하는 협력관계의 보전기관을 도울 수 있다.

위해 동물을 준 비시키는 사람의 관리 를 받은 이 후에 동물 을 야생으로

보전과 동물복지는 이분법으로 나뉘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방사하면 동 물들의 복 지가 저 해될 수 도 있고 주변의 다른 동 물들에게도

보전과 동물복지 모두 동물에 대한 해로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지향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동종(同種)의 스 승 제공 , 보 충 먹이 공급 또는

미국 플로리다 주, 먀카 시티 여우원숭이
보호구역
몽구스여우원숭이

바는 다르다. 보전은 주로 개체군, 종, 생태계의 생존에 대한 것이고

수의학적 관리 등을 포함하는 사전/사후 모니 터링과 지 원 조치 로 재도입
성공과 동물복지 모두를 향상 시킬 수 있 다. 야 생에서의 생 존과 번식에

동물복지는 주관적 경험이나 개별 동물의 삶의 질에 관한 것이다. 또한

중요한 특정 기술 을 개발하기 위한 행동 풍 부화, 환경 풍부화 를 위해서는

보전적 사고와 실무는 보전목표에 기여하는 만큼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관리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문지식 이 필요하다 . 이것은 동 물복지와 보전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야생동물도 관련된다.

긴밀한 협력과 보전과 동물복지 간의 연계는

분야에서 동물원과 수족관 의 핵 심 역 할을 강조한다 .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미국 노스캐롤 라이나 주
붉은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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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전

보전복지
종 보전과 동물복지 통합

우수한 보전실무는 개별 동물에 대한 복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와 보전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자연서식지 안과 밖의 종에 대한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결정구조는 보전 차원에서 개별 동물에

앞서 언급한 워크숍에서 제기되었던 미해결 과제의 초기 목록이다:

이런 관리에는 동물의 포획, 보정, 이송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복지

대한 복지를 무시해야 하는 부담이 클 때 동물복지와 보전을

- 일반적인 동물의 삶에서도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간의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특히 도움이 된다.

행동으로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도의적 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원칙 및 미해결 과제 지도하기

무엇인가? 의견일치와 자격요건을 달성하기 힘들더라도 모든 종류의 고통을

보전 협력자가 효과적인 동물복지관리절차를 업무에 적용하면

누가 야생동물복지와 보전을 담당해야 하는지 지도하는 공범위하게 합의된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선 안 된다.

혜택을 받을 것인가?

원칙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2009 년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에서

-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인간 행동과의 연계성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직원과 보전 협력자가 야생동물의 복지를 직간접적으로

저해상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따라서 동물복지 영향을 평가하고 개입의 결과로
보전 혜택이 더 커지는지, 더 줄어드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의 동물복지와 관리 지식을 통해 소규모 개체군의

열린 보전 및 동물복지 과학 워크숍에서 합의된 성명서에서 제안한 원칙이

회복과 관리, 이동생물학, 보전의학 같은 분야에서의 보전 노력의 혜택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유용한 구조를 살짝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얻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가 생존 및 번식

- 모든 개별 야생생물 종의 복지는 동등한 도의적 문제이다. 이것은 모든

- 개체군 생존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게 위해 일부 개별 동물의 복지를 심하게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해해야 할 경우, 도의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행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원칙을

-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행동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도의적인 문제이다.

파악할 수 있는가?

점이다.
동물복지와 보전 간의 관계는 두 가지 목적 간의 교차점에 대한 결정 구조로

- 야생동물의 복지나 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꼭
필요한 지 여부를 고려해서 실행해야 한다.

윤리, 법, 사회 문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분야적 차원의 대화가 필요하다.

복지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보전 목표에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할 수 있다( 그림 6.1 참조). 바람직한 동물복지와 바람직한 보전을
결합하는

것이

선호되는

반면, 덜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 악영향의 심각도와 규모(영향을 받는 동물 수와 동물의 수명과 비교하여
악영향의 지속 기간 측면에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허용되는

동물복지 조건이 충족되도록 보전사업을 검토하는가?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필요로 하는가?

- 결과에 대한 개별 동물의 정서적 상태가 질병 상태나 번식 성공과 같이 보전
에 얼마나 중요한가?

동물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각 동물의 복지에 대하여

가능성을 높여 전반적인 보전노력을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체크리스트

야생동물의 포획, 보정, 이송 등의 보전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동물복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가?
방사용 번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동물 보유 시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전생물학자, 동물복지과학자, 그리고

동물복지 조건에 부합하는가?
메모 :

결론
야생동물 보전 문제를 다룰 때 동물복지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생물다양성 위기를 초래하는 이 같은 인간 활동은 동물복지도

업무방식도 있고 부실한 동물복지와 부실한 보전의 결합은 분명히 용납할

-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보다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수 없다. 복지 저해상황과 복지강화 지표(1 장 참조)는 업무평가를 위한

저해하며 이렇게 서로 연결된 문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실질적 수단이 된다.
야생동물의

복지는

정교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한 야생동물 보전 목표의 경우

결정구조

개체군이나 종 별로 측정하지만 동물복지는 개별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동물복지와 보전학자 및 옹호자들은 서로의 활동을 상호보완적으로 보는
인식이 높아졌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현장의 보전업무와 보전 협력자의

그림 6.1. 동물복 지와 보전의 각 측 면 간 의 교 차점에 대한 결정구조 (Bradshaw &

활동에 복지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되도록 해야

Bateson 2000 에서 수정) .

한다.

수

바람직

우
실

복지

허용

부

용납불가

부실

우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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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아무르표범
독일, 라이 프치히 동물 원

야생동물 보전
동물원과 수족관의 연구를 위한 동물 사용

7 장: 동물복지연구

동물에 대한 시술이 이루어지는 침습성 연구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모든 연구과제가 동물복지와 동물원과 수족관에서의 복지관리의 다양한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연구에서는 허용하기도 하는데, 통합된

측면을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구 실시가

종 보전과 관리계획 그리고 이런 연구를 통해 해당 동물이 즉시 혜택을 받을

복지에 미치는 영향, 특히 부정적인 영향은 미리 고려해야 한다.

수 있는 심각한 멸종위기 종의 보전이 시급한 경우, 기관이 참여하는 뛰어난

동물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데

과학연구 또는 보전 프로그램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증이나 설정 실험,

이것은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법규정의 세부사항은 다를 수

부수적으로 수의학적 실험의 기회가 발생하여 의학치료와 관리절차를

있으나 핵심원칙은 같은 경우가 많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개선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연구수행을 결정하려면 관리,

for Animal Health, OIE)의 180 개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연구와 교육에서의

보전, 과학적 윤리적 측면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공식적인

동물 사용’에 대한 OIE 기준을 채택했다. 이 기준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조건을

자문과 결정구조의 맥락에서 수행된다면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함하는 기존 법규보다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오래된 법규를 개정 하거나

동물원이나 수족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연구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법규를 최초로 도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체군을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표본 규모가

여기에 OIE 의 핵심적인 지침 일부를 소개한다:

불충분한 것은 여러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을 관리조건

권고 사항

- 동물을 과학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국가, 지역, 주법과 관련규정 조건을

다양성으로 적용하여 여러 개의 연구를 실행하거나 1 개의 동물원이나

높은 동물복지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준수해야 한다.

수족관에서 명확한 연구과제로 단순한 실험을 실시하여 그것을 사례연구로

전략>은 회원 기관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 해당 기관은 정책이나 절차가 동물의 과학적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발표하여 극복할 수 있다. 긍정적 보상체계에 근거한 단순한 실험과 결합된

1. 대학, 연구단체, 기타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동물복지와 복지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것이든 아니든 간에, 해당 법적 조건에 따른 정책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

관찰연구는 동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 중앙규제기관 또는 동물윤리, 사용/관리 위원회 또는 기관 외 회원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한 과학 발전으로 동물복지와 ‘스트레스 부하’, 개체의

2.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에서 바람직한 동물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전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결과를 활용, 적용한다.

포함된 기타 기관의 형태로 동물 사용을 감독할 외부기관이 있어야 한다.

건강과 번식 상태, 부성 및 모성, 최소한 또는 비침습적인 병원균 유무 등을

- 제안된 동물 사용을 통해 기대되는 혜택은 예상되는 부정적 복지 영향과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었다(사례연구 7.2 참조). 이러한 방법과

3. 동물윤리, 복지 및 연구 위원회 또는 유사 기관을 활용하여 연구활동을

비교해야 하고 제안된 사용에 따른 혜택이 정당화 되어야 한다.

이론적 개발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에 대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접근법을 발전시키고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동물복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기반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감독하고 동물원, 수족관 운영에 과학적 기반을 조성한다.
4. 연구정책과 연구 지침을 확립하여 동물, 동물복지 문제와 관련한 모든

이런 원칙들은 동물원과 수족관 그리고 연구협력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연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저해요소를 최소화하거나 일시적으로 하거나

된다.

연구목적 측면에서 정당화하도록 한다.
5. 긍정적인 동물복지상태를 증진하기 위해 연구 협력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6. 기관 내 연구기반 활동분야로 보전의학을 장려하여 전반적인 동물복지
및 특히 보전복지를 강화한다.
서론
사례연구 7.1:

동물원과 수족관은 과학자와 학계연구자들이 자연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관람객 경험을 제공하는 연구

높이기 위한 조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기반

사례연구 7.2:

동물복지 평가를 위한 비침습적 방법 입증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동물복지와 보전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요크셔야생동물공원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의 목적은 상호작용을 하는

하지만 연구는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 전반에 걸쳐 다루어져야 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먹이장치 사용 여부에 따라 기니개코원숭이(Papio pa pio) 의 행 동에 차 이가

생리학적 상태는 환경적 어려움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 범위’를 드러내는

있는지 알아 보는 것이 었다 . 3 가지 장치 유형 을 개 코원 숭이들 에게

‘스트레스’의 필수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도의

동물원이나 수족관과 학계기관 간의 연구협력은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의 여러

사용했 는데 각 장치 는 유리 벽으로 나뉘 어 관람 객들 이 원숭 이들 을 볼 수

방법으로 신중하게 평가, 분석되지 않는 한 행동반응이 신뢰할만한 지침이 될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전문지식을

있었다 . 이에 따라 3 가지 수 준의 복잡 성이 있었 다. 가 장 쉬운 것은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비침습적 방법은 전통적인 침습적 방법으로 밝혀낼

공유하면 조사의 범위와 가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고 달리 가능하지 않았던

사람이 먹이를 원숭 이에게 떨어뜨 리고 원숭이 가 그 릇을 돌 려야 했 고 두

수 없었던 의문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리 상태의 평가에 혁신을

조사를 실행할 수도 있다.

번째 유 형에서 는 원 숭이와 사람이 동시 에 지렛 대 플 랫폼에 앉거나 서서

가져왔다.

먹이가 나 오도록 하 는 것이 었다 . 마지 막 세 번째 유 형은 원 숭이와 사 람이

글루코코티코이드 또는 카테콜아민 대사 측정, 또는 피를 빨아먹는 벌레를

동물원/수족관과 학계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두 분야

동시에

하는 것 이었다 .

사용하여 혈액을 채취하는 최소한도로 침습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이런 방법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성공 사례이다. 이런 연구는 연구대상 동물의 삶을

대중과 의 상 호작 용이 일어나 기 전에 각기 다른 종류 의 먹이를 3 가지 각

적절한 실험을 통해 각 종에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

풍요롭게 하기 위한 가능성을 가진다 (사례연구 7.1 참조).

유형의 장 치에 담 았다 . 이런 장치가 원숭이 의 자연 스러운 수렵활 동을

동물들은 많은 야생동물에 대한 입증 실험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증가시 키고 동 물의 활동을 증가 시키면 서 혁 신적인 관람 객 경험 또한

야생동물 복지 연구를 발전시켰다. 생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동물복지 평가에

제공한 다는 결 과가 나 왔다 .

대한 포괄적 증거기반 연구의 필수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2011 년 판 <세계 동물원 연감 International Zoo Yearbook >에는

밧줄 지 렛대를

잡 아당겨 서

먹이 가 나 오게

영국, 요크 셔야생 동물 공원
기니개 코원숭 이
브라질 소루 카바 동물원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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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방법에는

소변,

대변,

타액

또는

최근에는

털의

동물복지연구

야생동물 보전

동물원과 수족관에서의 연구 수행

동물원과 수족관에서의 연구는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를 위한 여 러 연구 과제 중에는 전형 적인 행 동 및 그 외 행 동을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정책적, 운영적 차원에서 학계와의 협력과 연구를

포함하 는 부정 적, 긍 정적 동 물복지 상태 지수 의 종별 이 해 확대,

동물복지와 보전결과의 강화를 위해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동물원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은 동물복지 향상을 보장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적

혁신적 인 환 경 풍 부화 접근 법, 불임 파 악, 번식 기술 개 발 및 적용,

수족관의 잠재력은 현재까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를

연구를 장려하며 동물복지 향상과 관련된 과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도우며

피임,

체크리스트
복지정책 및 절차를 검토할 때 최신 과학연구 결과를

평가,

기회라기보다는 추가비용이 드는 활동이나 운영적 측면과 상충되는 업무로

건 강의

볼 수도 있다. 동물원/수족관과 학계의 혁신적인 성공적 협력관계 형태로

질병예 방 프 로토콜 개발 , 보전번 식 또 는 재 도입 프로 그램 진행 등이

입증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이행하고자

포함된 다.

하는 의향이 있다면 이러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부정적 복지 영향의 최소화를 강조하는 것은 연구가 특정 동물의 복지에

보전의학은 일상적인 야생동물에 대한 수의적 관리측면을 건강모니터링과

크기가 작고 각 동물마다 이력도 매우 다르고 사육조건도 전시관, 기관, 시간

초점을 맞춘 것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연구의 유의한 요소들과 결합하여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 유지한다.

경과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우수한 과학연구를 이행할 수 있고 그러기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1994 년 처음 발표된 5 개 영역모델(1 장

동물원과 수족관은 연구과제에 대한 수의학적, 생물학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위해서는 결과를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보다 많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참조)의 세부사항은 연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각있는 동물을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기관이 관여하는 연구가 적극

대상으로하는 절차를 교육, 시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1997 년에는 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헌신적인 연구원은 연구정책개발, 연구우선과제 제안,

모델의 활용이 뉴질랜드의 동물에게 적용되도록 제안된 모든 절차에

제안된 연구업무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동물복지 일상 업무 및 결과 등을

연구대상 동물들은 기관 내 다른 동물들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필수조건으로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위에 설명한

관리할 수 있다. 연구전담직원이 없더라도 동물원과 수족관 기반의 연구는

것처럼 이후에 복지 저해요인 평가, 복지 강화를 위한 좀 더 광범위한 적용이

제공받는가?

연구조사의 조직문화를 통해 가능하며 관리자(큐레이터)와 사육사의

전개되었다.

제안으로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개선하고 동물관리 및 복지를 최적화할 수

동물윤리, 복지 및 연구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이 있는가?

동물복지연구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는 부정적인 복지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있다. 적절한 구조계획을 통해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과학적 사례연구가

있다면 이런 기관에 외부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최소화하기 위한 틀의 기능을 하여 그림 7.1 에 표현한 것처럼 생리적인

가능하고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검토가 가능하며 학술지에 발표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반응과 그 결과에 초점을 둔다.

다른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유사한 시도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포유 류

출산

인수공 통감염 증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과학적 신뢰도를 높인다.
동물원과 수족관 연구의 초점
동물원이나 수족관 환경에서의 연구는 항상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다. 표본

권장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복지활동과 사육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의 여러 측면에서 크게 대두되는 연구과제들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 동물원과 수족관 업계가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비야생 동물에
대한 잘 확립된 동물복지 지식과 관리실무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야생동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된다.

관리

향 상,

미 생물 같은

영양 최적화 ,

병 원균

파 악,

건 강상 태
야생 동물

고려하는가?
기관을 위한 연구 우선순위 목록이 있는가?
이 목록은 동물복지에 관한 연구과제를 포함하며 우수한 동물복지가
반영되도록 하는가?
동물복지에 관한 증거기반 접근방식을 지지하는 사례연구를
이행하고 발표하도록 직원들에게 권장하는가?

위원회가 기관에서의 제안된 연구활동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는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결론

연구 승인은 손익분석과 연구로 인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 최소화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복지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저해하지 않고

절차를 따르는가?

우수한 과학연구를 수행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전략적 접근과
동물원의 잠재적 스트레스 인자

스트레스 연구

조절 요인

스트레스 반응

결과

비교적 부담이 적은 추가 노력으로 과학적 진보와 동물원과 수족관의 지식

연구협력자는 연구기간 동안 동물복지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먹이 소화 흡수

및 기능 강화, 과학기반 동물복지와 보전 분야의 신뢰도에 크게 기여할 수

지원을 요구하는가?

생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이

번식성공률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에너지 요구

그 림 7.1. 동물 원과 수족 관의 스트 레스 연구 구조 . ‘ 동물원
환경의

잠재적

스트 레스

인 자’는

영향이

드러 나기는

구조적
복잡성과
생활환경(서식지의
질)의 다양성 감소

종
개체군
계절적 변동

기후변화

하지만 이것 이 반 드시 동물 원이나 수족 관 환경 내에만
국 한 되 는 것 이 아 닌 자 극 을 말 한 다 . 생물 체는 과거의 환경
스트레 스

인자에

노 출되어

형 성되 는

자 연선 택으로

진화하 는 ‘스 트레스 반응’ 을 가 진다. 경 험 적 증 거에 따 르면

그 ‘결 과’ 로 에 너지 조건 이 증 가하 고 섭 식량 , 번 식활 동,

사회체계

소음

생활사

광공해

교미

경쟁자

개별적 유형

생리적 반응( 에너지 및
자원분배 )

신체조 건

개체군 밀도

생물체

부자연스러운
집단 구성

번식상태
행동전략
사회경험

방해

연구에 적용될 수도 있는 관련 법규에 대해 알고 있는가? 그에
따른 적절한 승인절차를 취했는가?

번식 억제
행동적 반응 ( 움직임 ,
사회적 상호작용 )

나이

포식자

사회적 불안정

종 별 ‘조 절요 인’ 이 ‘ 스트 레 스 반 응’ 을 수 정 할 수 있 다고 한다 .

발달적 반응

호르몬
반응(글루코코르티
코이드, 카테콜아민 ,
안드로겐 )
면역반응

간단한 실험적 접근방식과 결합된 관찰연구는 과학연구로 진전되고
면역성

동물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 최근의 과학 발전은 침습 최소화 또는 비침습적

직원들이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자들을 위한 동물복지 지침

방법으로 동물 건강을 비롯한 동물복지의 포괄적인 평가를 위한 이론적

및 연구 결과에 따라 기대되는 결과에 대해 이해하는가?

틀과 실용적 기술을 제공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이러한 접근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운영과 동물복지에 대한 증거기반 접근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사회적 안정성

성 공 률, 면 역 기 능 및 생존 률 이 감 소한 다 ( H o f e r & East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사 회 적 지원

2012 에서 수정 ).
갇힘

이동
사람의 관리 및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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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파트너
두루미
일본

야생동물 보전
동물복지 지관

8 장: 동물복지를 위한 파트너십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은 지역적, 국제적 동물복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 동물복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교류하고

동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구성원이

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다(사례연구 8.1 참조). 동물윤리 및 복지 위원회에 지역의 동물복지기관의
관여한다는

것이

일부

동물원/수족관

운영자들이

보기에

위험해보일 수도 있으나, 국제적 경험을 통해 대부분의 동물복지기관이
이러한 참여를 환영하고 이러한 위원회의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동물복지기관의 소관과 초점은 광범위하게 다양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야생동물 유지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의식을 가진
기관들은 협력을 환영한다. 관계자들이 정보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도록
협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대립을

권고 사항

따라서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은 보전과 동물복지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높은 동물복지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 능력으로 삼고자 한다.

기관들의 풍토 때문에 건설적인 파트너십이 불가능하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략>은 회원 기관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능력과 지식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1. 동물복지 전문지식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기관의 동물복지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

이와 비슷하게 동물복지헌장 개발에 동물복지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동물복지를 위한 파트너십은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가질 수 있다.

2. 동물관리 담당 및 수의학 직원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직원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동물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전문적 기준을 잘 파악하고

대학과의 연구협력은 동물복지 관리에 대한 이해와 관리 효과에 크게

3. 대학, 연구기관, 그 외 동물 기관들과 협력하여 동물복지상태와 동물

돌아다니는 야생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초점을 둔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식하여 의견차이를 완화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이 동물원/수족관의 의견에

있다.

또한

동물원이나

수족관

동물병원은

있는 특정 사업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물원과

4. 동물복지기관 및 외부 동물복지전문가와 협력하여 동물윤리 및 복지
위원회 또는 유사기관을 통해 동물복지를 검토한다.

수족관에 있는 척추동물은 물론 무척추동물 등 여러 종의 고통 지각,

5. 관리 하의 동물들을 위한 긍정적 복지 결과 실현을 위한 지침을

측면에서 이것은 유익하다.
협력자들 간에 좋은 동물복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공동 목표를

수

보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 지식을 강화할 수

지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양측 공동체 대표 간에 신뢰형성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동물복지 개선

자유롭게

기여할

있도록 한다.

야기하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있는 이런

사례연구 8.1:
국제동물복지기관과의 협력

반대하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표명하더라도 이들 단체는 개별적인 동물
문제나 수준 이하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처리하기 위해 승인된 동물원이나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 2014 년에 World

수족관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게 된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협력할 수

Animal Protection 로 개명됨)의 요청에 따라 WSPA 와 WAZA 의 직원들이

있는 가치 있는 협동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다.

힘을 합하여 2004 년에 아시아에 있는 3 개의 베어 파크를 방문했다.

감각 및 긍정적인 정서상태의 여러 행동 표현 등의 지식을 강화할 수

요구하는 동물 기관과 협력한다. 이것은 직원교류, 훈련기회, 절차 또는

있다.

보조금 교환 등으로 가능하다.

방문팀은 3 개 베어 파크 모두 기준 이하의 환경에서 곰을 관리하고 있음을

네트워크, 노력, 기술, 자원의 결합 이외에 이러한 파트너십의 장점은 존재

파악했다. 방문팀은 이들 공원에 있는 곰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와 운영적 투명성을 통해 동물원과 수족관에 꿋꿋하게 반대하는 단체의

구체적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반대의 영향을 덜 받는 좀 더 광범위한 대중들을 안심시키는 경향이 있다.

서론

이런 분야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면 동물복지 원칙을 개발하고 사람이

모든 노력이 그렇듯, 협력은 능력을 공유해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하는 야생동물의 동물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사육조건으로 개선할 수

이것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업무에도 해당된다. 이 전략은

필요하다고 파악되었다. 그 결과 동물 기관과 국제 동물복지 기관의

활동하는데 이것은 동물원과 수족관이 따르는 운영개념에 반하는 것이다. 그

지원으로 와일드 웰페어(Wild Welfare)는 공원을 재방문했고 현재 개선을

결과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케하는 중립지대가 거의 없다. 근본적인 원칙이

혜택을 얻게 된다. 구성원들이 이러한 위원회 기능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려고

위한 다음 단계를 평가하는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서로 충돌하는 경우, 처음부터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유일하게

국제적 공동체 내에서 부실한 동물복지규정 문제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할 경우, 동물복지단체 대표를 포함시킬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위한 동물원/수족관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국제동물복지기관과의

포함하는 동물윤리 및 복지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 유지하면서

종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반영한다. 광범위한
제안들이 필요하고 협력관계 형성으로 모든 능력을 공유하는 것이 이롭다.

했지만 곰들의 환경을 더 많이 바꾸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외부 모니터링이

안타깝게도 많은 ‘동물권’ 지지자들은 자유와 ‘해방’ 원칙을 우회하며

있다. 특히 동물복지 맥락에서 동물원과 수족관이 외부(비직원) 회원을

전반적으로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바탕으로 한 복잡성과

2007 년에 이 베어 파크들을 다시 방문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긴

동물권리기관

동물복지의 장기적인 발전을 장려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료와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협력관계 발전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운영의 투명성, 특히

핵심은 신뢰, 이해, 그리고 명확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하지만 동물복지기관의 경우, 동물권리 분야 내에서 다양한 운영적 가치가
있고 상황과 누가 관여했냐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차이를 인정하고

동물복지 기준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동물원/수족관 관람객, 정부/비정부

수용하는 지각있는 대화를 통해 진전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협력은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의 핵심 활동이자 필요 조건이다. <세계

동물복지단체, 동물권리단체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투명성을 유지해야

동료 동물원과 수족관과의 협력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전략 (2005)>에서는 파트너십의 개념을 한 장에

한다. 동물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원/수족관 활동에 지대한

전문적 윤리실무로서 좋은 동물복지를 추구하고 적용하는 것은 동물원이나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수용하는 대중에게 오픈된 10 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투명한 운영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가라앉힐

수족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기관으로도

기관(또는 ‘동물원’과 ‘수족관’) 중 8 곳이 동물복지 기준 승인 없이

수 있고 동물윤리 및 복지위원회와 동물복지헌장을 통해 책임의무를

뻗어 나가야 한다.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많은 기관은 매우 열악한 조건의 시설을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 동물원과 수족관이 기술적, 설명적 전문지식,
법적, 환경적 윤리의식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의 독특한 조화를
수용하면서 상호 지원을 제공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

입증하기 위한 좋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전략>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수준높은 동물복지 제공 또한 이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아시아 베어 파크
불곰

운영하고 있었으며 동물복지 문제가 심각했다. 이런 상황은 우수하거나
열악한 동물원과 수족관 모두에 대한 대중인식에 악영향을 끼친다.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은 어느 곳에 있는 ‘동물원’이든 ‘수족관’이든 다른
동물원이나 수족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 동물 보유 기관의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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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부실한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누가

실용적, 재정적,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내릴 것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적인 책임자는 누구인가? 단순히

직원교류나 훈련과 같이 간편한 방법으로 지원할 때 비교적 즉각적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직원교류는 큰 이점이 있다. 도움이

지역

필요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야생동물 거래에 관여할수록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관여된

경우도

많지만

다른

요인들로

인해

부실한

동물복지관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모든 파트너십이 높은 동물복지 수준 증진을 지원하는가?

동물 기관의 지원과 이런 거래를 막으려는 지원은 추가적인 보전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 분야에 대한 더 자세한 지침은 WAZA 윤리규범 및

지원방법에는 현대 동물원이나 수족관(또는 동물원수족관협회)과 지원이

체크리스트

동물복지 ( 부록 참조)를 참조할 것.

동물복지기관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필요한 시설을 ‘결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유사하게 동물복지기관과의
도움이 필요한 동료 기관과 협력하여 동료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동물복지 수준을 개선할 기회가 있는가?

협력으로 다양한 기술, 자원, 네트워크를 통한 건전한 협력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사례연구 8.2 참조).

결론
전세계적으로

필수적인

높은

동물복지수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료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증진, 적극적인 협력관계 형성, 강화,
유지, 그와 동시에 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야생동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열린 노력을 통해 동물원과 수족관들이 동물복지를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수의사, 연구원, 큐레이터, 사육사 같은 전문직원들이 동물건강과
복지에 관하여 외부 기관에 자문을 제공하는가? 이를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는가?

것이 중요하다.
지원이

필요한

동물원과

수족관들은

공통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지원은 궁극적으로 동물복지,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당신은 당신의 기관을 높은 동물복지 수준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홍보하는가?
당신의 동물복지 수행을 대중인식에 따라 평가하는가?

장기적인 운영변화를 장려한다.
메모:

또한 파트너십을 통해 동료를 돕고 복지개선을 통해 더 나은 각 동물의 삶을
실현할 뿐 아니라, 함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여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찾고자 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 업계 내의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을 강조할 수 있고 대중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사례연구 8.2:
파트너십 실천 사례

오랜 내전으로 2001 년 마침내 카불이 함락되면서 카불동물원은 크게
파손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동물원은 카불동물원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6 천명이라는 대규모 민간 기부자들로부터 5 십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첫 몇 주에 해당되는 긴급 첫 단계에는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 2014 년에 World Animal Protection 로
개명됨) 직원들이 동물들에게 먹이, 물, 난방 공급을 제공했는데 이들은
이런 긴급상황에 재빨리 대처하도록 준비된 팀을 갖추고 있었다. 두 번째
안정화 단계는 노스캐롤라이나동물원에서 모집한 전 세계 동물원/수족관
관계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최종적으로 훈련/능력 형성 단계는 인도의
동물원 업계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졌다. 야생동물보전협회에서 나온
동물원/수족관 관계자들과 EU 등으로부터의 추가기금으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 카불동물 원
동 물 방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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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동물원과 중국 항저우의 항저우동물원
휴 스 턴 동 물 원 직 원 이 항저우동물원 직원에게 환경 풍부화를 위한 PVC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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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전

9 장: 관람객의 참여 및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관람객이 야생동물보전에 참여하면서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에서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상호작용이나 쇼에 동물을 활용하는 기관은 이러한 체험으로 인해 각

관람객과 관람객의 상호작용은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동물의 복지상태가 받는 영향을 항상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상호교감 체험의 특성은 참여하는 분류군이 다양한 만큼 광범위하다. 동물에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것을 항상 최우선으로 유지한다.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다 (사례연구
9.2 참조). 현재까지의 연구는 영장류와 육식동물을 주로 다루었고 상호교감

많은 동물원, 수족관과 유럽 동물원수족관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Zoos

체험보다는 사람의 존재 여부에 따른 영향을 주로 다루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and Aquaria, EAZA)는 상호작용이나 설명회에서의 동물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매일 일어나는 관람객의 존재가 동물에게 불안감을 주고 고통을 주는 원인일

개발했다. 이 지침은 상호교감 체험이나 쇼를 기획하고 있거나 현재 수행 중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불안으로 인한 행동과 집단 내 공격성을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유용하다.

증가시키고 다른 무리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킨다. 또한 동물이
관람객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동물들의 대소변 또는 타액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수치가 높아져서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았음을 알 수도
있다.
반면에 관람객에게 노출되더라도 뚜렷한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지 않는

권고 사항

모든 상호교감 체험은 실시간 복지 평가 및 모니터링, 상호작용의 빈도,

동물들도 있다. 과거 경험, 전시관 설계의 차이, 환경 풍부화 및 사육사와의

높은 동물복지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지속기간, 시기(하루 중) 파악, 실제로 물리적 접촉이 필요한 지의 여부, 만약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각 동물마다 다른 반응이 나올

전략>은 회원 기관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필요하다면 관람객 수, 관람객 특징에서 고려할 사항, 그리고 상호경험의

가능성이 크다. 어떤 종은 겉으로 스트레스 징후를 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관된 제공 평가 등을 통하여 동물복지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행동적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고통을

1. 동물복지를 저해할 경우 동물이 상호교감 체험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동물복지 평가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상호교감 체험에 사용되는 모든
동물 개체를 모니터링한다. 고통을 나타내는 행동지표나 그 외 지표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물을 관람에서 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혹은

동물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할 때는 특히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다른 동물과

창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작은 관람창이 있는 입체 장벽처럼 물리적으로

비교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방사장 환경과 사육관리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를

증가할 경우 해당 활동에서 동물을 뺀다.

또는 심리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동물이 상호교감 체험으로

3. 모든 상호교감 체험과 관련된 설명 의도를 동반하는 메시지 전달을
통해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보전 결과를 실현하도록 한다.
4. 자연스럽지 않은 동물의 행동을 보여주는 동물쇼, 동물전시 또는
상호교감 체험을 하거나 이런 체험에 기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종
보전을 최우선 메시지이자 목적으로 한다.

동물이 무리에서 빠질 경우 사회적 무리 내 다른 동물 또는 함께 전시되는

많은 동물원이 동물과의 상호교감 체험에 양, 염소, 돼지 같은 가축을

다른 동물에 대한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 상호교감 체험에 활용되는 동물은

활용하는데, 이들은 보통 악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페팅 주(petting zoo)

동물원 및 수족관의 그렇지 않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일부 동물들은 관람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럴

동물복지결과를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경우 해당 동물들을 빼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된다. ‘전통적인 전시관’에
있는 동물들처럼 ‘접촉 영역’에 있는 동물들도 사람과의 접촉으로부터

가능한 경우, 동물원과 수족관은 관람객에게 동물복지와 관리과정을

5. 동물원, 수족관의 모든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으며 관리받을 수

제거될(멀어질) 수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먹이와 물, 휴식 공간이 쾌적한

설명하여 동물과 자연을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있는 과정을 확립한다. 여기에는 동물을 묘사하고 관람객에게 설명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환경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사례연구 9.1 참조). 이것은 사육사와 대화, 동물복지선언문, 설명판,

6. 기관에서 동물복지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사육사와 대화, 설명판,
설명회 등을 통해 전달한다.
7. 혜택을 실현하는 상호교감 체험 개발을 고려 시, 환경교육의 효과
평가의 기저를 이루는 전문지식을 적용, 사용한다.
서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 내에서 동물을 옮기는 상황에 관람객이 들어오는 경우,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상호교감 체험이 증가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이 가까이

조류 비행쇼, 대형 고양이과 동물과 교감하는 쇼, 관람객들의 먹이주기와 같은

접근하고, 가능한 경우 ‘실제 접촉’이 있다면 환경교육과 보전 실천 의식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동물복지에 좋은지, 중립적인지, 나쁜지 확실히 알 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없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동물원과 수족관은 이런 상황을 주의 깊게

연구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모니터링해서 복지상태가 나빠질 경우에는 동물들을 빼야 한다. 또한 각

최근 동물원과 수족관은 상호교감 체험 분야에서 급성장을 이루었고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물원과 수족관이 매력적인 ‘연결하라, 이해하라,

동물 간의 일반적인 친밀감을 적극 활용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야생동물

실천하라(connect, understand, act)’는 원칙을 도입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보전을 실천하도록 권장한다. 과거에는 단순히 관람객에게 동물원과 수족관

다양한 접근방식의 효과를 엄격히 평가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관람객이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에 활둉되는 동물의 복지를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여하여 동물과 야생동물 보전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이

일부 동물들은 상호교감 체험을 불편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증거가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급속히 진행되었다.

있다. 이러한 체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신중하게 수행할 책임을

상호교감 체험은 기관마다 다양하다. 관람객이 비관람 구역을 엿보는 정도로

가진다.

동물의 자연사와 개체 성격에 근거하여 각 동물에 대해 잘 아는 경험있는

사례연구 9.1:

직원이 이런 상황에 동물들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동물을 신중하게

정형행동과 관람객의 경험

선택해야 한다.
최근 연구를 통해 관람객이 종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동물들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호랑이(Panthera

tigris )가

페이싱(pacing)하는 짧은 5 초 영 상을 본 관람객들은 휴 식하는 호랑이
모습이 담 긴 같은 길이의 영상을 본 사람보 다 동 물관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한 다는 연 구보고가 있다. 또한 페 이싱하는 호랑이 영상을 본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동물이 원할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자유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각 동물의 욕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험있는 사육사가 모든 상호작용을 관리해야 하고, 대중에
공개되거나 비관람구역에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관람객과 접촉 시,
긍정적 강화 훈련을 통해 긍정적이고 자극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관람객이 동물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관람객들은 동물 원과 수족 관을 계속 방문하거나 기부할 확 률이 낮다고

경우도 있고 직접 동물과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 동 물복지와 관람객들이 보전을 실 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관람객과 동물 간 밀접 접촉은 양측 모두에게

때문에 동물원과 수 족관은 이런 행 동을 없애거나 줄 이는 데 초점을

전염병처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손 씻는 구역, 동물과 비동물간의 전환

두어야 한다 . 이것을 통 해 동물복지 향상과 함 께 관람객에 게 긍정적인

구역과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은 필수다.

경험을 제 공하여 보전을 실천하 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 주 빅토 리아(Zoos
Victoria)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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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사례연구 9.2:

관람객이 고릴라에게 끼치는 영향
각기 다른 사육 공간과 사육관리 하에 있는 동일한 종에서 각 동물의 반응을
비교하면 관람객들이 동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릴라(Gorilla goril la)는 여러 동물원에 서 연구되어왔 다 .

활용되는 동물에 적합하게 상호교감 체험을 평가하는가?
이 평가에 사용되는 조건들은 무엇인가?
동물복지기준에 부합하도록 실행하기 전에 새로운 상호교감
체험을 평가할 절차를 확보하였는가?

이들 동물원 중 6 곳에 있는 고릴라들 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 였고(예 : 공격 성
증가, 바람직하 지 못한 행동 이나 시각적으로 훑어보 기(visual scanning) ), 2
곳에서는 비 교적 긍정 적인 반 응(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적거나 관람객 들
가까이 다 가가려 한다)을 보였고 나머지 동물원에 서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 지
않았다. 이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까? 사육 공간 , 사육 관리, 이전 경험 , 각
동물의 성격 의 차 이가 중 요한 것 으로 보 인다. 그렇다 면 관 람객들이 끼치 는

평가 절차는 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가?
인수공통 감염증이나 공기로 전염되는 질병(예: 영장류의 경우)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모든 안전 및 건강 문제를 다루었는가?

영향은 어 떻게 해야 할까? 벨파스트동 물원의 시각적 장벽으 로 고 릴라들 의
공격성이 줄었 고 정형행동 이 감소했 다. 어느 한 동 물원의 고 릴라들 은
사육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공격성 이

덜했 고

관람 객들과 의

상호작용도 덜했지 만 또 다른 동물원 의 고릴라들은 공 격성이 더 컸다 . 다 른
종도

그 렇듯이

각

고릴 라의

차이가

관람 객이

끼치는

영 향의

패턴 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보인 다.

활용되는 동물에 대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동물복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검토 절차가 있는가?
활용되는 동물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가?
직원들이 활용되는 동물의 건강상태 변화나 행동 변화를 파악할
정도로 숙련되었는가?
상호교감 체험에서 빠진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동물을 계속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미국 텍사 스 주, 휴 스턴 동 물원
서부로 랜드고 릴라

동물원과 수족관의 일부 동물 관리 실무가 다른 동물에 적용되는 관리
실무와 다를 경우, 행동이나 복지상태에 대한 뜻밖의 장기적 영향이 있는지

부상의 위험도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각 이벤트 별로 건강기준과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한 각인( 갓태어난 동물이 최초로 접한 동물을 어미로 보고

상호교감 체험의 영향 모니터링

당신의 동물관련 설명회나 체험에는 보전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교육적, 과학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동물을 존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가?

따르거나, 최초의 외부 자극을 받으면 내내 그 자극에 대해 특별한 행동을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 개체에 대한 증거를 근거로 상호작용 경험에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긍정적인 동물복지상태를 권장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나타내는 현상 )되면 동물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메모:

사실이다. 따라서 사람에게 쉽게 각인되는 동물은 상호교감 체험 목적으로
인공포육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상호교감 체험은 동물의 자연사와 행동 레파토리에 기여해야

대중과 직원들의 동물 상호교감 체험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항상 주의깊게

한다. 동물이 참여할 때 동물원이나 수족관 직원이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평가해야 하고(아래 참조), 후자의 경우 적절하게 이행되었을 때는 긍정적인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동물을 존중하고 있음을

복지에 기여하는 흥미를 제공하고 긍정적 강화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관람객에게 보여줘야 하고 현대 동물원과 수족관의 목적에 맞게 보전

있다. 이러한 활동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경험과 직원의

메시지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경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
관련된 위험요소와 이 분야의 연구부족으로 인해 동물윤리복지위원회 또는

많은 동물원과 수족관들이 상호교감 체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보전, 연구,

이와 유사한 조직에서 상호교감 체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교육적 목적을 지원한다. 이런 상호교감 체험은 좋은 동물복지를 우선시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기관의 법적 의무가 있어서

증거를 기반으로 한 동물관리실무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구성원들 중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 공동체 구성원, 그 외 보전 및

동물복지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동물복지관련 비정부 기관의 옹호자가 포함되기도 한다.
상호교감 체험은 동물에게 비침습적이어야 하고 안전하며 스트레스가
모든 상호교감 체험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그 영향을 이해하고 높은 수준의

없어야 한다. 상호작용에 활용된 모든 동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물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복지과학을 잘 알아야

전문가가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수준의 기관들이 직원교육과 함께 동물을 항시

적절하다면 동물의 구체적인 욕구에 부응하는지 주의깊게 고려하여

모니터링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동물복지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다. 상호교감

체험이

적절한지,

만약

그랜트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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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및 웹 사이트

AZA

용어 사전

여기 제시된 정의들은 이 책자의 문맥에 따라 정의되었다. 이 정의들은 이
문서 내 의미에 대한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Acceptable 수용가능
CPM

문서의 문맥상 매개변수들 내에서 국제적 규범 측면에서 수용가능.

WAZA Committee for Population Management
Adequate 충분한
EAZA
European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a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고 적합한. 부정적 결과보다는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

GSMP

Animal welfare 동물복지

Global Species Management Plan

International Species Information System

동물이 환경 조건에 적응하는 방식. 우수한 복지상태(과학적 증거에
나타난)는 동물을 건강하고, 편안하고, 영양이 충분하고, 안전하고,
본연의 행동을 하고 고통, 공포, 괴로움 같은 불쾌한 상태를 경험하지
않게 한다.

IUCN

Animal welfare compromise 동물복지 저해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복지상태이거나 복지의 어떤 측면이 부정적일 때.

OIE

Aquarium 수족관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일반 대중들이 야생동물 외 다양한 동물 종을 보기 위해 개장, 운영되는
영구적 시설

ISIS

WAZA
World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Behavioural enrichment 행동 풍부화

ZAA

사람 관리하는 동물들의 다양한 행동을 관리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수단

Zoo and Aquarium Association Australasia

Captivity 사육상태 (동물학적 측면에서)

ZIMS

인공서식지에 동물을 가둬 보유하거나 동물이 사람의 관리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

Zoolog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ollection planning 수집계획

Conservation outcomes 보전 결과

사람의 관리 하 또는 야생의 동물 종 또는 서식지 차원에서의 정량적,
정성적, 그 외 제시가능한 보전 결과.
Conservation welfare 보전 복지

긍정적 동물복지 상태와 함께 야생동물연구활동이나 야생 방사
프로그램 같은 보전목표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
Enrichment 풍부화

풍부화를 위한 행동 또는 풍부화된 상태.
Environmental enrichment 환경 풍부화

긍정적 복지상태 증진을 위한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의 환경설계 및
관리.
Euthanasia 안락사

의식 및 중추신경계 기능을 동시에 상실시키는 방법을 통해 생명을
인도적이고 고통과 괴로움 없이 죽이는 방법.
Justifiable 정당화 가능

믿음이 가는 주장에 근거한.
Management authority 관리책임자

일일관리 및 행정을 담당하는 시설 내 상급 직원.

기관이 위치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적절한 법적 기관에 수의사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람.
Visitor interactive experience 관람객 상호교감 체험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방문하는 일반대중이 야생동물이나 관리 하의
동물들과 가까이 접촉(주로 촉각을 이용한 접촉)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된
활동.
Well-being 웰빙

동물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이 조화로운 상태. 좋은 복지상태(good welfare
state)와 같은 의미.
Whole-of-life care 평생 관리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이전을 포함해서 사려깊고, 지식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로 평생동안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개별 동물관리.
Wildlife 야생동물

가축화(일반적인 인식으로)되지 않고 야생적 특성을 갖고 있는 동물들.
Wildlife farming 야생동물 농장

Natural behaviour 자연스러운 행동

종에 따른 생존가치를 보이고 동물이 진화한 생태적 유형을 반영하는
개별적 행동 또는 여러 가지 행동 패턴.

Competent 능숙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또는 일생동안의 동물관리를 위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영구적인 시설. 보호구역은 학대를 당했거나 버려졌다가
구조된 동물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시설이다.

자연 서식지의 종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 (WAZA 정의).

Veterinarian 수의사

높은 수준의 야생동물 보전, 동물복지,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용어사전에 정의된).

Normal behaviour 정상 행동

Conservation 보전

동물의 복지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 정신상태는 극도의 갈증,
배고픔, 불안, 두려움, 외로움, 절망, 지루함 같은 경험과 관련이 있다.

Modern zoo or aquarium 현대 동물원이나 수족관

제도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계획과정으로 사람의 개입과
관리에 적당한 분류군을 파악, 정리하고 분류군의 보전적, 교육적 가치를
결정하고 충분한 관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집계획은 기관의 미래를
구상하고 조직적 자원 및 한계를 고려한다.
주어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Suffering 고통

자유롭게 생활하는 동종이 보이는 행동 범위 내에서 빈도, 지속기간,
강도에 따른 행동.

자연으로부터 포획했거나 사람이 키우는 야생동물을 살아 있을 동안
판매하거나 판매가능한 생물학적 제품을 위해 살려놓거나 또는 죽거나
또는 도살 후에 신체 부위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시설 또는 운영.
Zoo 동물원

야생동물 등 다양한 동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보이기 위해 개장하고
운영되는 영구적 시설.

Sanctuary 보호구역

Sentience 지각

주관적 경험을 하고 고통이나 즐거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의식적 인식과 고통을 겪는 능력을 나타낸다.
Staff interactive experience 직원 상호작용 경험

자격을 갖춘 직원만 야생동물이나 사람이 관리하는 동물과 가까이
접촉(주로 촉각을 이용한 접촉)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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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2. 동물원/수족관에서 동물 사용

동물원과 수족관의 존속은 동물, 서비스 대상, 그 외 국제적 동물원, 수족관
‘야생’ 동물이 설명회에 사용될 경우, 항상 다음을 지켜야 한다:

분야의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전략>을 수용하는 것은 WAZA 에 참여하는

⚫

건전한 보전 메시지 또는 그 외 교육적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

것을 의미한다.

⚫

자연스러운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

어떠한 경우에도 동물을 비하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WAZA 는 각 지역에 따라 윤리규범, 동물복지규범이 다르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분야의 행동기준의 근거를 형성하는 강력한
윤리전통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회원기관들은 높은 윤리기준에 따라

서로를 대하도록 한다.
모든 WAZA 회원기관에 대한 기본 원칙:
⚫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것으로 파악되면 설명회를 중지해야 한다.
설명회에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여 동물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행동 풍부화에 적절한 아이템을 제공한다.
규범은 동물원/수족관 기반의 ‘야생’ 동물에 초점을 두면서 가축(양, 염소, 말

종의 보전과 생존을 위한 지원을 모든 회원기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등)의 복지, 즉, 페팅 주(petting zoo) 동물의 복지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개별 동물과 관련된 조치(예: 안락사 또는 피임)는 종 생존 이념에 따라

3. 전시 기준

실시해야 하나 개별 동물의 복지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

동료 및 사회 전체에 야생동물 보전, 생물다양성,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킨다.

이루어져야 한다. 전시 시설은 행동 풍부화에 충분한 재료가 있어야 하고

야생동물 기관, 보전기관, 연구기관 등 광범위한 보전 공동체와 협력하여

수 있는 별도 시설 공간(예: 은신처 굴)이 있어야 한다. 동물은 항상 복지를

전 세계 생물다양성에 기여한다.

저해하는 환경조건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적절한 사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해당 간행물이나 포럼에 연구 및 성과 홍보를 권장한다.

⚫

전문적인 정보와 자문 보급과 관련하여 회원기관을 공정하게 대한다.

⚫

⚫

적절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 중에 죽은 동물 또는 방사 프로그램 중에 사망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수술적, 화학적 피임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동물은 사후 부검을 실시하여 죽은 원인을 파악한다.

고려해야 한다.
12. 외부적인 야생동물복지 문제

7. 안락사
동물 안락사에 대한 모든 가능한 옵션과 필요한 결정들을 이행하고 고통
없이 빠르게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안락사는 지역 관습, 법에
따라야 하나 살게 두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이 규범은 동물원, 수족관, 야생동물 공원, 보호구역 등에서 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실무규범이지만 WAZA 는 모든 동물에 대한 잘못된 관리 및 학대를
반대하며 회원기관 밖의 야생동물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없을 경우에 사용한다. 가능한 경우, 부검해서 연구 및 유전자 보전을 위해

WAZA 는 다음을 지키도록 요구한다:

생물학적 자료를 저장한다.
⚫

8. 절단

4. 동물 수급
모든 회원기관은 동물 자원이 사람의 관리 하에 태어난 동물에게만
제한되도록 하고 동물원 간에 직접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동물 수급 전에
적절한 종 관리자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몰수 또는 구조를 통해 동물을 받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일반대중을 위한 프로그램과 문화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증진한다.

경우도 포함된다. 야생으로부터 동물을 들여올 때, 때에 따라 보전번식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고 적절한 IUCN 정책을 따라야 한다.
⚫

회원기관들은 항상 모든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법에 따라 활동하며 다음

전문적 감독 하에 고통을 최소화하여 이행한다.

WAZA 는 다음에 반대한다:

9. 동물원/수족관 동물 연구

⚫

반대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를 동료들과 공유한다. 적절한 연구분야는
전시설계, 보전, 복지, 행동, 관리실무, 영양, 동물사육, 수의학 절차 및

⚫

야생동물 및 야생동물 상품의 불법 거래를 반대한다.

기술, 번식지원기술, 생물학적 보전, 난자/정자 냉동 보관 등이 있다.

⚫

야생으로부터 동물을 데려오는 잔인하고 비선택적 방법을 반대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각 동물원과 수족관은 적절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

전시 동물을 모으고 비축하는 것, 특히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모든 절차가 적절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인식되는 수족관에서의 동물 전시를 위한 수집을 반대한다.

의학연구를 위한 침습적 절차는 동물원이나 수족관 동물에 시행하지 않는다.

끼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단, 일상절차 중에 경우에 따라 조직을 채취하고 동물사체에서 조직을

5. 동물 이동

1. 동물복지

회원기관은 동물을 받는 기관이 동물을 보유할 적절한 시설 및 WAZA

WAZA 가 운영되는 국가 내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기관이 지켜야 하는 높은 사육 및 복지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있는

모든 회원기관은 높은 동물복지수준을 실천하고 그 외 기준을 권장한다.

직원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이송되는 모든 동물은 상세한 건강정보, 식단,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직원을 교육하는 것도 이 목표를 위한 한 가지

번식, 유전 상태, 행동특성 등 협상 개시 시점에 공개된 적절한 기록과 함께

방법이다.

이동한다. 이 기록을 통해 동물을 받는 기관은 향후 동물관리에 관해 적절한

WAZA 회원기관은 관리 하의 모든 동물의 복지 수준이 항상 최고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항상 모든 법적 동물복지 규범을 최소 기준으로
간주한다. 적절한 동물사육실무와 수의사를 갖추도록 한다. 동물이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모든 동물 이동은 국제적 기준, 해당 종에 적용되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동물을 이송할 때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동반한다.

야생동물 및 그 외 천연자원의 불법 획득 및 지속불가능한 획득. 예를
들어 야생동물고기, 산호, 털 또는 가죽, 전통약재, 목재용 획득을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에 관련한 적절한 연구와 기타 과학 활동에

있다. 회원기관은 이러한 수급으로 인해 야생동물 개체군에 유해한 영향을

분야에서 높은 운영수준을 실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야생 동물 및 야생동물 상품의 국제적 교역은 CITES 와 국가 법령을
따라야 한다.

것(pinioning)은 다른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동물을 식별해야 할 경우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기초 생물학 연구 등을 위한 법적 요구가 있을 수도

WAZA 가 확립한 모든 전문 지침 달성을 위해 진취적으로 일한다.

야생으로부터 동물과 그 외 천연자원을 획득하려면 반드시 국가법,

미용 목적이나 동물의 외형을 바꾸기 위해 동물 신체를 절단하는 것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이 필요에 따라 휴식할

동물복지 수준 향상과 관리 하의 모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및 기타 해당기관들과 협력한다.

⚫

개체군 관리 필요에 따라 피임을 사용할 수도 있다. 피임실행 최종결정 전에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 및 관리 목적으로 새의 날개 끝을 절단하는
모든 전시는 동물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와 부피로

⚫

11. 관리 중인 동물의 죽음

6. 피임

⚫

‘동물을 일정 공간에 가둬두고 하는 사냥(canned hunting)’을 위한 동물
사용 또는 공급을 반대한다. 즉, 제한된 영역에서 동물이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마취상태이거나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사냥되는 것을 반대한다.

개별 동물의 복지와 종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은 연구의 적절성을 결정할 때
⚫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실한 조건으로 동물을 가둬두거나 이송하는 것을 반대한다. 예를
들어, 담즙 추출, 춤추는 곰, 거리 동물원 또는 서커스/오락공연 등을

10. 야생 방사 프로그램
모든 방생 프로그램은 IUCN SSC 의 번식전문기관 지침에 따라서 실행해야
한다.

위해 곰을 잡아두는 것을 반대한다.
WAZA 와 그 회원기관들은 기준미달 동물원과 수족관이 적절한 수준에

동물이 방사와 방사 후 복지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 수의학적 검사를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자금이나 의지가 미약할 경우, WAZA 는

실시한 후에만 방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방사 후에 철저한 모니터링

이러한 동물원과 수족관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을 확립, 유지해야 한다.

삶의 질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경우, 고통 없이 빠르게 안락사 시키도록 한다.

이 문서는 1999 년 윤리규범과 2002 년 동물복지규범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이 문서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2003 년 11 월 19 일에 열린
58 회 비공개 연례행정회의에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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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전

부록 | 사진출처

사진출처

Pages 2-3, Leopard

Page 35, Colobus monkey

Page 60, Guinea baboon

© Nicole Gusset-Burgener

© Philadelphia Zoo, PA, USA

© Yorkshire Wildlife Park, UK

Page 9, Sea lion

Page 36, Fennec fox

Page 61, Hippo

© Smithsonian’s National Zoological Park, DC, USA

© Brookfield Zoo, IL, USA

© Tiago Nabiço

Page 13, Attwater’s prairie chicken

Pages 38-39, Tropical Experience World Gondwanaland

Pages 64-65, Red-crowned cranes

© Joel Sartore

© Leipzig Zoo, Germany

© Harry-Eggens

Page 14, Caiman

Page 41, Western lowland gorilla

Page 67, Asian bear park

© Peter Riger, Houston Zoo, TX, USA

© Dublin Zoo, Ireland

© David Jones

Page 15, Orangutan hand and human hand

Page 42, Black-capped squirrel monkeys

Page 68, Kabul Zoo, Afghanistan

© Perth Zoo, Australia

© Apenheul Primate Park, The Netherlands

© Brendan Whittington-Jones

Pages 16-17, Spotted hyaenas

Page 43, Ocelot

Page 68, Environmental enrichment

© Ralf Hausmann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 Kevin Hodge & Tarah Jacobs, Houston Zoo, TX, USA

Page 19, Asian elephants

Pages 44-45, Giant pandas

Page 69, Cassowary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 Gerald Dick, WAZA, Switzerland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Page 21, Red panda

Page 47, Bilby joeys

Pages 70-71, Echidna

© Perth Zoo, Australia

© Perth Zoo, Australia

© Perth Zoo, Australia

Page 22, Orangutans

Page 48, Somali wild ass

Page 73, Tigers

© Perth Zoo, Australia

© Rick Barongi, Houston, TX, USA

© Zoos Victoria, Australia

Page 21, Boa constrictor

Page 49, Sun bear

Page 74, Western lowland gorilla

© amattel

© Perth Zoo, Australia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Pages 24-25, Polar bear

Page 49, Pygmy marmosets

Page 75, Grant’s zebra

© Rick Barongi, Houston, TX, USA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Page 27, Tigers

Page 50, Rusty robber frog

Page 81, Puerto Rican crested toad

© Disney’s Animal Kingdom, FL, USA

© Bill Konstant

© Mark Beshel, Jacksonville Zoo and Gardens, FL, USA

Page 27, Brown bear

Page 51, North American porcupine

Page 87, Okapi

© San Diego Zoo, CA, USA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Page 28, Javan gibbon

Pages 52-53, White rhinos

© Perth Zoo, Australia

© Rick Barongi, Houston, TX, USA

Page 29, South African fur seal

Page 55, Mongoose lemur

© uShaka Sea World Durban, South Africa

© Rick Barongi, Houston, TX, USA

Page 30, Penguin

Page 55, Red wolf

© Shedd Aquarium, IL, USA

© WildSides.org

Page 31, Chilean flamingo

Page 57, Atlas beetle larva

© Houston Zoo, TX, USA

© Hannover Zoo, Germany

Pages 32-33, Komodo dragon

Pages 58-59, Amur leopard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 Robert L iebecke, Leipzig Zoo, Germany
오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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