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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서문  

매년 7 억명이 넘는 방문객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orld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WAZA)의 지역 협회와 

연계된 전 세계의 동물원과 수족관을 방문하는 가운데, 동물원은 일반 대중이 보전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에 비할 데 없이 

훌륭한 기반이 된다.     

또한, 살아 있는 컬렉션을 통해서 동물 보유 기관이 보전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행동학부터 

관람객 교육에 이르기까지, 동물원과 수족관이 실시하는 연구 범위는 실로 인상적이고 그러한 연구가 보전에 미치는 영향은 잘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세계 보전 문제의 범위와 시급성‒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멸종 위기‒을 고려할 

때, 우리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보전에 대한 부담을 그들 시설 안에서만 떠안도록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야생에서의 보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동물원과 수족관이 할 수 있는 핵심 역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이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문서—<보전을 위한 헌신: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전략>—에 대해 WAZA 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보전 전략>은 야생에서의 보전과의 관련성을 더 잘 이해하는 방문객이 동물원과 수족관의 노력을 지원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전 전략>은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 세계와 야생 세계를 잇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이 활동에서 이미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왔다. 몇몇 WAZA 회원들은 현지 보전 활동에 중요한 재정 지원을 하고, 매년 야생동물 

보전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전 전략>은 이러한 접근을 확대하는 한편, 동물원과 수족관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보전의 부족한 재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망과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IUCN 은 1949 년부터 WAZA 가 회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WAZA 는 IUCN 세계 동식물 종 프로그램(IUCN Global 

Species Programme)과 IUCN 종 생존 위원회(IUCN Species Survival Commission) 및 IUCN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적색목록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의 핵심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WAZA 회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동물 보유 기관들이 풍부한 지식을 확보하고 대중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보전 전략>을 사용하도록 권한다. 

 

Inger Andersen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2015 년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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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구의 생물다양성은 야생 동식물 불법 거래와 기후변화 및 서식지의 환경 저하로 인해서 점차 직면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우리’와 관련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진행 흐름을 바꿀 능력과 책임은 

우리의 손 안에 있다.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전략>은 생물 종의 현지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동물원과 

수족관이 야생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보전 행동에 더 참여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Achim Steiner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동물원과 수족관은 단지 이국적인 구경거리가 있는 장소에서, 현재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정도로 연구, 교육, 보전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진화했다. ‘생물다양성이 바로 우리다(‘Biodiversity is Us’)’라는 캠페인을 통해, WAZA 는 일반 대중에게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교육함으로써, UN 생물다양성 10 년(United Nations Decade on Biodiversity) 2011–2020 의 목표들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의 달성을 지원한다.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전략>은 서식지 외 보전과 

서식지 내 보전에 대해 전체론적인 ‘단일 계획 접근법’을 취한다. 동물원과 식물원의 늘어나는 역할은 생물에 대한 인식과 

공감 및 지식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생물 종이 멸종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중요한 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보전 활동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 계속되는 전 세계 환경 위협들로 인해 이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동물원과 수족관은 전세계 보전 계획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가 야생 개체군의 적극적인 보호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위치에 있다. 

 

 

Braulio Ferreira de Souza Dias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세계 동물원과 식물원의 보전 전략>은 야생 동물 보전에서 전 세계의 동물원과 식물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시기적절하며 매우 현실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CITES 와 WAZA 는 2011 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CITES 

실행의 지원에 있어서 다년간의 협력을 공식화했다. WAZA 와 그 회원들은 동물의 번식과 사육, 동물의 표식과 추적, 살아있는 

동물의 이송, 현지 보전, 지속가능한 사용, 교육과 훈련 및 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분야들은 특히 

CITES 와 관련이 있다. WAZA 가 CITES 강화에 도움을 주는 큰 잠재적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CITES 회원국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주거나,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거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 우리는 <보전 

전략>이 이러한 영역들 각각에 대해 언급하는 전망과 권고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쁘고, 향후 수년간 우리에게 실용적인 조언과 

도움을 더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John E. Scanlon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CMS 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들과 이주성 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동물원과 수족관이 하는 역할을 환영한다. 국제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의 향상은 WAZA 가 지난 몇 년간 CMS 와의 협력 기간 동안 해온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WAZA 와 CMS 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2009 년 고릴라의 해와 2011–2012 년 박쥐의 해 캠페인을 포함한다.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전략>은 이주성 종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해 동물원과 수족관 공동체가 하는 기여를 더 강화하는데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나는 이 중요한 작업에 대해 WAZA 에게 감사한다.   

Bradnee Chambers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 이주성 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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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후원  글  

람사르 습지에 관한 협약은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전략>을 환영한다. 여기에는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우리 세계의 

주요한 보전 사안 일부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범 실무 정보가 가득 들어 있다. WAZA 의 ‘생물다양성이 바로 

우리다(Biodiversity is Us)’ 캠페인 같은,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를 설득시키는 캠페인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데 매우 중요하며, 

확신에 찬 소수의 바깥 세계로부터 더 많은 동맹이 필요하다. 이 지구의 아름다움을 많은 대중에게 설명하고, 남녀노소 모두를 

고무하여 종을 보전하고 더 좋은 조건이 존재할 때는 그들의 야생 복귀에 도움이 되는 노력을 지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귀 단체의 

큰 성공을 기원한다.  귀 단체의 미래 작업에서는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길 바라고, 야생 동물과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헌신적인 개인과 단체 모두에게 감사한다. 이것은 해야 할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세계가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Christopher Briggs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람사르 습지에 관한 협약(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ICOM NATHIST 는 현지 보전과 종의 생존에서 동물원과 수족관이 하는 중요한 역할의 인식에 있어 WAZA 의 전략적 동반자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처럼 자연사박물관은 생물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방문객 체험을 만드는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보전 

정신을 일반 대중에게 홍보하는 극히 중요한 기회에서도 본질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다.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전략>은 

건강한 생태계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 <보전 전략>의 장점 중 하나는 보전 

활동을 일상 업무의 모든 측면에 통합하도록 장려하는 점이다.  내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이러한 일관성은 그것의 

진정성과 보편적인 이해를 확실히 한다. <보전 전략>은 헌신에 대한 전세계적 선언으로서 시기적절하며 매우 필요한 것이기도 

한다. 충분히 강력한 메시지를 표명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협력하여 실천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Eric Dorfman  

회장(President), 국제박물관협회 국제자연사박물관수집물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Committee for Museums and Collections of Natural History: ICOM 

NATHIST); 관장(Director), 카네기 자연사박물관 

 

국제보전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는 진심으로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전략>을 지지한다. <보전 전략>은 

동물원과 수족관이 그들이 돌보는 동물 종들뿐만 아니라 야생 종 보전에 대한 헌신적 노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실제로 나는 

야생과 사육상태가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지 않고, 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장기적인 보전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하는 

하나의 연속체라고 본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지구상에 있는 모두를 위해서, 더 건강하고 더 번성하고 더 생산적인 행성을 건설하는 

것을 돕는다는 우리의 공통된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Russ Mittermeier 

부의장(Executive Vice-Chair), 국제보전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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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우리의 공동체가 긍정적인 보전 결과들을 만들어 내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 

활기에 찬 최신 성명을 전달하게 되어서 기쁘다.  <보전을 위한 헌신: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전략>은 간결하면서 

설득력이 있다. 목표는 우리 기관들의 지도자들, 직원들, 지원자들을 고무시키고, 야생동물과 서식지의 상실이라는 겉보기에 

거침없는 흐름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면적인 일련의 활동들에 대한 더 많은 지적인 투자와 재정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그들의 거대한 전세계 관람객들과 더불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그만큼 자주 언급되지 않는 점은 더 강력하게, 더 효과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기관들이 존재하고 번성하게끔 

허용하는 사업모델과 사회적인 허가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전략>은 동물 보유 기관 공동체가 그것의 잠재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전에 대한 최상의 접근방법들을 표현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다른 자원 및 보전 성공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2015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전략>은 다른 세계 보전 전략 및 계획과 더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서, 동물원과 수족관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단체나 기관과 경쟁하기 보다는 협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화하고 야생동물과 서식지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에서 진정한 보전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Lee Ehmke 

회장(President),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orld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WAZA) 2013-2015 

일반  |  전체  요약  보전을  위한  헌신  

 

목화머리타마린(Cotton-top ta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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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사국립보호구역 

모잡비크 



 

 

헌신  



일반  |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자들을  향한  호소  

이 <보전 전략>에는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적, 내적 변화와 우리 모두가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당신을 도와줄 모범실무 정보가 풍부하다. 야생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세계 공동체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기관의 리더로서,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동물 사육 관리와 복지 문제; 예산과 자금 조달; 위원회 및 정부와의 

관계; 방문객을 위한 서비스와 직원 문제; 사업 운영; 대중 매체와 마케팅; 

설계와 건설. 게다가, 우리 모두는 경제와 날씨가 좋기를 바란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일이 쉽다고 말하지 않지만 단기적인 우선 사항들이 

장기적인 전망이나 보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야생동물 보전에서 실천-주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동물 보유 기관들은 현지 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행동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은 야생 동물 개체군에 대한 인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케 냐 의  마 사 이마 라  

동물원은  사회 를  야생동물  보전에  참여시키고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

 

WAZA 보전 계획이 발간되었던 2005 년 이후로 우리가 알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동물원과 수족관이 야생 동물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문객이 이해할 때 사람들의 우리에 대한 지원이 극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 기관 공동체는 21 세기 동물 사육과 

관람객의 경험에서 최상의 것을 실현하는 한편으로, 야생 동물 종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의 보전 노력은 우리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정부 관리의 마음 속에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활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다수 정부 기관들의 신뢰, 믿음, 지원을 얻는 것은 필수적이다.  

동물을 돌보는 일을 우리의 핵심 역할로 삼는 동물 전문가로서, 야생동물 

개체군 보전을 위한 우리의 헌신적 노력을 높은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초점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강조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지는 않는다. 우리는 현지 보전의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서, 여전히 방문객들이 자연 세계를 이해하도록 고무하는 편안한 교육 

센터의 역할을 하는 한편으로, 지역사회, 다른 동물 보유 기관, 비슷한 

보전-지향적인 단체와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학습과 영감은 우리가 

멸종과 싸우고 궁극적으로 동물을 야생 서식지에서 보호하는 일의 첫 번째 

단계이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고 그들이 

보전에 대한 모범적인 지지자들이 되는 때에만 비로소 완수된다.   

 

 

동물을 돌보는 일을 우리의 핵심 

역할로 삼는 동물 전문가로서, 

야생동물 개체군 보전을 위한 

우리의 헌신적 노력을 높은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전 ( C o n s e r v a t i on ) ”   

( W A Z A 의  정 의 )  

장기적으로  자연  서식지에서  동물  종  개체군을  확보하는  것  

 

 

보전 전략| 세계동물원수 족관협회  12 



 
 

<2014 WWF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 Living Planet Report>에서 ‘살아있는 

지구 지수(Living Planet Index)’는 1970년과 2010년 사이에 전세계 

척추동물 개체군 50% 이상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을 보여주어, 우리의 

보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여러분 기관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공적으로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전 단체로서 더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7 

가지 단계가 있다. 

우리의 보전 노력을 높이는 것에는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 개체군과 

서식지의 우려할 만한 상황을 고려하면, 보전을 위한 노력의 증대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현실적인 유일한 선택이 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에게는 그들의 사업 전략에 잘 집중하고, 프로그램의 폭과 경비의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야생동물 보전을 위한 가장 큰 세력들 중 하나가 

되도록 힘을 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전 

리더십을 위한 7 단계>를 이행한다면 보전을 위해 연간 미화 10 억 달러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보전 전략>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주도적인 방법으로 함께 

일한다면, 우리는 우리 동물 보유 기관들의 거대한 잠재력을 실현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존경 받는 보전의 유력 집단이 될 수 

있다. 보상이 희생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헌신을 무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종과 

서식지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지금 행동해야만 한다. 

감사합니다. 

Rick Barongi  

 WAZA 보전 및 지속가능성 위원회(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Committee) 의장,  2015 WAZA 협의회 대표. 

회장  

Lee Ehmke, Houston (USA) 

회장  당선자  

Susan Hunt, Perth (Australia) 

직전  회장   

Jörg Junhold, Leipzig (Germany) 

Rick Barongi, Houston (USA) 

Kevin Bell, Chicago (USA) 

Lena Lindén, Hunnebostrand (Sweden) 

David Field, London (UK) 

Olivier Pagan, Basel (Switzerland) 

Pat Simmons, Asheboro (USA) 

Jenny Gray, Melbourne (Australia) 

보전  리더십을  위한  7  단계  

1단계: 정보제공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야생  개체군의  상태에  대해  

여러분의  운영주체와  직원을  교육하고 ,  어떻게  하면  

누구나가  감소  추세를  뒤바꾸어  놓는데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도록  한다 .  

2단계: 임무 

여러분의  동물원과  수족관의  강령과  전략적  계획이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최신화한다 :  야생동물  보전이라는 ,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여러분의  기관이  존재한다는  선언 ;  

여러분의  기관은  이러한  노력에  자원을  사용할  것이라는  

서약 ;  여러분의  직원들 ,  지역사회 ,  정부기관 ,  기부자들  안에  

측정  가능한  차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보전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계획 . 

3단계: 예산 
여러분의  기관이  현재  W AZA 의  보전  정의에  따라  

현지보전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비슷한  

지역  기관들과  비교  평가한다 . 

4단계: 수입 
직원들과  함께  현지 -보전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배정된  수입의  흐름을  확인한다 .  이상적인  경우에 ,  

이것들은  내부적으로 ( 운영  예산과  행사에서 )  또는  

외부적으로 (방문객 ,  기부자 ,  또는  정부 -기금에  의해서 )  

발생되는  흐름들이다 .  

5단계: 제휴 
다른  동물  기관들 ,  보전  단체들 , 교육기관들 ,  

정부기관들  및  동물과  보전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공유하는  큰  규모의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제휴함으로써  자원들을  유치한다 .    

  6단계: 우선순위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동물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우리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보전  

성공담을  전달할  수  있는  종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  재정  및  직원  전문성을  가지고  기관에서  행하는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담을  가지고  

여러분의  동물을  현지  보전과  연결한다 .  

 7단계: 의사소통 

당신의  헌신적  노력과  활동에  대한 , 긍정적이고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홍보  계획을  개발한다 .  

방문객들과  더  큰  지역공동체  및  사회에  보전  

이야기를  전달할 , 존경  받는 ,  독립적인  대변인들을  

양성한다 . 



  

 
 

아프리카코끼리 

 보츠와나, 오카방고 삼각주 



 

 
 

실 

행 



 
 

보전을  위한  헌신  

세계동물관수족관협회(WAZA)는 살아있는 동식물상을 보살피고 

보전하기 위해 연합한 동물 보유 기관의 국제 공동체를 나타낸다. 이 

지위는 식물원, 박물관, 보호지역, 관련 공동체와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유된다. 성공적인 보전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에서 번성하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종을 의미한다; 즉, 자연 

서식지에서 장기적으로 종의 개체군을 확보하는 것이다. 

 

모리셔스황조롱이(MAURITIUS KESTREL)  

모리셔스섬  

보전 전략| 세계동물원수 족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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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억 명 이상  
매년  세계  도처의   

동물원과  수족관을  방문한다 .  
 
 
 
 
 
 
 
 

 

300 개 이상의  

WAZA 회원들이 

세계  도처에  있다 .  

 
 
 
 
 
 
 

 

미화 3 억 5 천 달러 이상이 

 

매년  야생동물  보전에  사용된다 .  

 

WAZ A A C HI E VE ME NT S  

인류가 우리 인류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다른 종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땅, 

공기, 물의 질은 야생 동식물 개체군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인류의 운명도 결정할 

것이다. 자연 생태계에 닥친, 인구 증가, 계속되는 

오염, 천연 자원의 남용,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가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인간의 

행동 및 생활방식 선택들은 지구와 그 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의 야생동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살아가는 

방식과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야생동물과 야생 지역을 위해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의지를 

동원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수가 동식물 종과 서식지의 보전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식물상을 보전하는 것의 

물질적인 중요성에 대한 납득을 필요로 한다. 

태도와 행동에서 필요한 혁신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대중과 자연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취약하다는 것, 지구상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동식물이 생존을 위해서 서로 의존한다는 것, 

인간의 생존은 자연 생태계에 살고 있는 동물에 

의존한다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동식물 보전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생명체의 다양성이 더 

풍부할수록 의학적 발견, 경제적인 발달,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암울한 영향들에 대한 적응형 대응 

등의 기회들도 더 많아진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역할  

동물원과 수족관(직업적으로 인정받는 동물 보유 

기관 공동체의 승인된, 또는 다른 식으로 인증된 

회원)은 동식물과 생태계의 성공적인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동물 

기관에서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종 개체군을 

보살피고, 그 기관은 자연과의 밀접한 만남에 

기쁨을 느끼고 고무되는 다수의 방문객들을 

유치한다.   

방대한 관람객들의 잠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동물원과 수족관의 

집합적인 사회적, 정치적, 재정적 힘은 강력할 수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광범위한 수준의 

대중적 공신력과 신뢰를 누리고 있고 모든 

연령층의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지적으로 

자극하는 방문 장소를 제공한다. 매년, 세계 

도처의 국가별 또는 지역 협회들의 회원인 

동물원과 수족관에 약 7 억명이 방문한다. 

모든 방문객들에게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강한 

흥분과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욕구를 불어넣는 

것은 야생동물을 돌보고 보전한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건실한 토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동물 보유 기관들은 친환경적인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 

<전략>은 조언과 고무적인 자극을 제공하며, 

동물원과 수족관이 야생동물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의지를 동원해야 하는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진 일련의 기법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  시설  내에서  또는  시설들  간에 ,  야생동물에게  최상의  보살핌과  관리를  제공한다 .  

•  자연의  동식물  종을  보호하고  보전하는데  사용할  집중적인  야생동물  관리  기법을  개발한다 .  

•  보전지향적인  사회  연구와  생물학  연구를  지원한다 .  

•  보전을  위한  더  나은  결과들의  방향으로  지역사회의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끌고 ,  지원하며 ,  협력한다 .  

•  야생에서  계속적인  존속을  위해서  유전학적 ,  인구통계학적인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종들의  개체군을  돌보기  위해서  동물원  시설을  

사용한다 .   

•  동물  개체군 ,  우리가  가진  시설 ,  환경  관리에서  지속가능한  관행들을  조장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한다 .  

•  멸종이  가속화되고  생태계  기능이  저하될  때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할  공공  공간을  제공한다 .  

•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야생으로  돌아가기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그들을  돌볼  최상의  지식과  시설을  가지고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험에  처한  동물을  위한  구조  및  방사  센터로서  기능한다 .   

•  현지  보전을  위한  지적 ,  재정  자원의  주요한  제공자가  된다 .  

•  윤리적 ,  도덕적  지도력을  제공한다 .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을 

관리하고 돌보는 데 따르는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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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달성하고 세계적인 보전 노력들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점차 ‘단일 계획 접근법(One Plan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이 보전 계획 체제는 건강한 생태계에서 번성하는 동식물의 

생존가능 개체군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전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 세계의 동물원수족관협회, 지역 공동체 대표들, 

정부 기관들, 야생동물 관리자들, 보전 단체들, 과학자들 및 다른 사람들이 

단합하게 한다. ‘단일 계획 접근법’을 통해,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들이 

각각의 목표 종을 위한, 단일한 포괄적인 보전 계획을 만드는데 

관여한다(<개체군 관리> 참조). 이 통합된 접근법은 보다 종합적인 행동을 

가져오고, 동물원 간에, 그리고 다른 보전 단체와의 더 큰 협력을 가져오고, 

기후 변화에 직면해서 더 큰 적응력을 보여준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통합적인 보전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보전 문화의 

창조> 참조). 동물사육 전문가들, 환경 보호 활동가들, 교육자들, 해설사들, 

야생동물 보호 운동가들, 과학자들, 동물원과 수족관 관련 전문인들이 

변화의 강력한 대리인이 되고, ‘단일 계획 접근법’의 광범위한 적용을 

장려해야 한다. 그들의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적인 보전 

기관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현대의 보전단체와 동물복지> 참조).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게 되었다. 

단일 계획 접근법은 시설에서 사육되는 동물이 야생 동물에게 이익이 되는 

보전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야생 동식물 종의 보호> 참조). 단일 계획 

접근법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연구원들을, 직접적으로 야생 개체군과 함께 

일하는 과학자들 및 환경 보호 활동가들과 연결한다(<과학과 연구> 참조). 

마찬가지로, 교육과 역량 배양의 노력들은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시작해야 

하고, 사회에서의 보전을 위한 행동변화에 영향을 주도록 확대되어야 

한다(<참여유도—보전을 위한 행동변화에 영향 미치기> 참조). 동물 보유 

기관들은 함께 일해야 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 보전 단체들과 제휴하고 협력하는데 

효율적이어야 한다. 

 

 

 

단일  계획  접근법 ( ONE  P LA N AP P RO A CH )  

정의: 모든 관리 조건  하에서, (자연 지역 내외의) 동식물  개체군을 모두 

고려하고, 보전 계획 발의의 시작에서부터  모든 책임을 가진  집단들과 자원들을 

참여하게 하는, 통합된 동식물 종  보전 계획.  

양서류 방주(Amphibian Ark, AArk),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종보전위원회(Species 

Survival Commission, SSC)의 양서류 전문가 집단(Amphibian Specialist 

Group, ASG), 양서류 생존 연합(Amphibian Survival Alliance, ASA)의 

제휴는 ‘단일 계획 접근법’의 한 예이다. 이러한 기관들의 공동 목표는 

‘자연에서 안전한 양서류’이다. 그들의 임무 —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제휴를 통해서 양서류와 그들의 서식지들을 보호하는 것(ASA); 전 

세계에서 효과적인 양서류 보전 작업에 정보를 제공할 과학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ASG); 현재 자연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종에 

집중해서 양서류의 생존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AArk) — 은 집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승작용을 하며 이루어진다. 세계 도처의 ASG 

회원들은 IUCN 의 양서류 적색목록뿐만 아니라, AArk 의 

보전필요평가(Conservation Needs Assessment, CNA)에 나라별로 

그들의 지식을 제공한다. CNA 는 생존보장 개체군(assurance 

population)을 위한 우선순위가 높은 종들을 확인하고, AArk 는 이런 

개체군을 확보 하기 위해서 동물 보유 기관이나 다른 국내 기구들과 일한다. 

ASA 는 생존보장 개체군이 결국에는 야생에 복귀될 수 있도록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함께 일하면서,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일어나는 

보전 작업과 자연서식지에서의 종 보전 사이에 연계가 확립된다.  

행동 개시 요구 

긴급한 행동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가속화되고 있는 멸종 위기와 싸우기 

위해서 전 세계의 정부들이 여태까지 한 가장 강한 합의라 할 수 있는, 

‘유엔 생물다양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 2011–2020’는 총괄하여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라고 알려진 20 개의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1년 연례 회의에서 WAZA 회원들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지지했다. 동식물 종과 서식지 보전을 원하는, WAZA와 그 회원인 

동물원과 수족관 및 다른 동물 보유 기관들은 이러한 목표 중 다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으로 강력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자연 

세계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전념하는 공동체의 하나로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사회가 대응하게끔 사회를 고무하고 

동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과 인류 모두에게 멸종의 추세는 

뒤바뀌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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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들 토지소유주  및  

지역공동체 대표들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문인력   

Professionals  

야생동물  관리자들  

다른  

이해관계자들  

IUCN SSC 

전문가 

그룹 

회원들 

야생  개체군을  위한  보전  행동   

관리되는  개체군을  위한  보전  행동  

(동물원과 수족관의 개체군 포함 )  

통합적  종  보전  

전략  

공동목표  

건강한 생태계에서  번성하는  

생존가능  개체군 . 



 
 

보전을  위한  헌신  

아 이 치  생 물 다 양 성  목 표  

 

전략적 목표 A 

 

 

전략적 목표 D 

세부목표 1-4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생물다양성을 주된 

흐름으로 만들어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룬다. 

 

세부목표  14-16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로부터의 

모두에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전략적 목표 B 

 

전략적 목표 C 

세부목표  11-13 

생태계, 종,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여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개선시킨다. 

전략적 목표 E 

세부목표  17-20  

참여적 계획, 지식경영, 역량 배양을 

통해 실행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5-10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한다 

 

 

WAZA 와 세계 동물 보유 기관 공동체의 미래상도 분명하다. WAZA 는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이 보전에 대한 통합된 ‘단일 계획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동물 복지와 보전은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고 동물 보유 

기관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이것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한다(<동물원과 수족관 책임자들을 향한 호소> 참조). 방대한 살아있는 

동물 개체군과 헌신적이고 유능한 직원들과 더불어 엄청난 수의, 다양한, 

관심을 가진 관람객과 함께, 동물원과 수족관은 살아있는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돌보는 중요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미래는 전망이 밝다. 이 <전략>은 그 전망을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성공한다면, 동물원과 수족관은 지구에서 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세력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즉, 방문객들과 사회가 동식물을 

구하는 것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태계에서 번성하는 모든 동식물의 미래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카스펭귄(African peng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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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우탄(ORANGUTAN) 

미국  텍사스  주 ,  휴스턴동물원  



 

 

영
감 



 
 

보전  문화  창조  

전망  

우리의 지역 공동체에서 보전 문화를 창조하도록 도움으로써,  

동물원과 수족관은 종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의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aquariums are a vital part of the process of generating the attitude and will 

needed to save species and maintain healthy ecosystems. 

‘환경을 위한 단결(UNITE FOR THE ENVIRONMENT)’ 

우간다, 키발레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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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은 종종 과학이나 재정 자원 측면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자연 보전은 사실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며 사람들은 효과적인 

보전에 사용되는 도구이다. 개인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자연이 그들에게 어떤 내적 

가치를 갖는가, 사람들 집단 간의 가깝고 먼 관계 

에 대한 인식 모두, 이 도구의 일부이다. 어떤 

개인, 집단, 기관, 공동체, 혹은 국가가 보전 

활동을 하려는 ‘의지’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며, 

행동으로 실현된다. 사회에서 보전 문화를 

형성하도록 도움으로써, 동물원과 수족관은 종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마음가짐과 의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을 

만나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전 기관이 

부러워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지역 

공동체 안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은 동물 

보유 기관이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 을 

실행하도록 도울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분명 

이 목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만, 그들이 

보전 문화의 창조라는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은 전략적인가? 

보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사소통 해야 하는 세 가지 별개의 집단들이 

있다: (1) 직원과 운영주체는 보전 문화가 

형성되는 토대를 형성한다; (2) 방문객은 그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더 큰 지역사회로의 

접근을 제공한다; (3) 더 큰 지역사회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과 상호작용하며 그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원 직원, 위원회, 운영주체는 자연 세계의 

보전 목표에 참여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무하기 

위해서 그것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이러한 

헌신은 동물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과학 

관련 직원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들은 

종종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자연을 중시해온 긴 

이력을 가지고 있는 헌신적인 환경보호 

활동가들이다. 그러나,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연 보호에 대한 이러한 

정신(ethos)과 윤리가 모든 부서에 깊이 

자리잡아야 한다. 입구에서 관람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직원부터 점심을 제공하는 음식공급 

업체와 구내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소담당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람객이 이들이 

보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의 

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기관 내 모든 사람이 보전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적인 기풍을 창조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쓰이게 하기 위해서 지도부(CEO/이사 및 

이사회/운영주체)는 필수이다. 모든 직원에게 

보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인 

경우, 반복하거나 주기적으로 강화함) 기본이다. 

보전 문화를 창조하는 것에는 보전 활동에 

착수하고 있으며, 보전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을 향한 명확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 그 목적은 모든 직원들이 

보전 성공의 일부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더 큰 지역공동체 안에서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운영주체의 구성원들은 

반드시 과학자는 아니지만 사업체 운영자들, 

변호사, 금융인 및 국가나 지역의 정부 기관 

관리자를 포함한 다른 전문 직업인일 수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지역 사회 전체에 전달되고 

공유되는 보전 목표를 확립하고 그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회의실 밖의 현장으로 

데려감으로써 운영기관의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보전 활동에 대해 정보를 받지 못한 

18-35세의 방문객들 
 보전 활동에 대해 정보를 받은 18-

35 세의 방문객들 
동 물 원  및  수 족관  설문 조사  

움 Z O O  A N D  A Q U A R I U M  

S U R V E Y  

 

 

  
YES  

MAYBE  

NO  

최근 미국 동물원수족관협회(AZA)가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조사했다. 일부 응답자들은 자신들을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넣으라고 요청을 받았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네: Yes), 일부 동물을 시설에 

가두는 것은 괜찮지만 몸집이 크고 지능이 높은 종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들(잘 

모르겠다: Maybe), 동물을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가두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아니오: 

No). 다른 사람에게는 처음에 AZA 회원 기관에 의해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보전 활동을 설명했다. 

보전 활동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18-35 세의 방문객들의 경우, 25%가 찬성했고, 

51%가 부분적으로 반대하고, 24%가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가두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음 보전 활동에 대한 설명이 주어진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69%가 찬성했고, 26%가 

부분적으로 반대하고, 단지 5%만이 동물을 동물 관련시설에 두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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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문화를 창조하는 

것에는 보전 활동에 

착수하고 있으며, 보전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을 향한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   

전략적 목표 A: 정부 및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생물다양성이 주류가 되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다룬다. 

세부목표 1: 늦어도 2020 년까지 사람들이 생물다양성의 

가치 및 그것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인지한다.  



 

보전  문화  창조 |  보전은  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보전 문화는 하나의 시설 내에서 개발 계획이 새로 수립될 때마다 

만연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이 계획된 새로운 경험이 그 기관이 보전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주요 문제를 모든 

부서에서 질문해야 한다. 종합 계획은 보전 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및 

시설들의 건설과 관람객 체험을 보전 활동과 연결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전략적인 보전 계획을 조직함으로써 ‘단일 계획 접근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건축 산업(건설과 운영을 합해서)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지의 

재생 가능한 자원들과 지속가능한 건축 기법을 사용하여 순 에너지 소비가 

전혀 없이 최소의 탄소발자국을 남기고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리빙머신(Living Machine)’과 같은 혁신적인 방법들은 에너지 집약적인 

생명유지 시스템을 줄일 수 있게 하며 지역적인 기후에 적합한 종을 

유지하는 것은 탄소발자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새로운 개발이 야생에서의 

보전 작업과 보전 필요가 가장 큰 종들과 연관되고 그들을 확실히 

지원하도록 위해서, 종을 선택할 때 ‘단일 계획 접근법’이 실행되어야 

한다. 보전 문화를 창조할 때 행동은 가치관을 반영해야 한다.  

왼쪽 아래:  

미 국  오 하 이 오 주 의  

신 시 내 티  동 물 - 식 물 원 ,  

신시내티동물원은  기관에서  

행하는  그린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기린  릿지  

헛간 (Gi ra f fe  Ridg e Bar n ) ’에  

친환경적  지붕을  설치했다 .  

오른쪽 위: 

미 국  워 싱 턴 주 의  

우 드 랜 드 파 크 공 원  

주  두 (Zo o Doo )  는  동물원  

구내에서  나오는  축사에  까는  

짚 ,  풀 ,  나뭇잎 ,  나무조각들과  

동물  두엄을  섞은 ,  완전히  

퇴비화된  혼합물이다 . .  

오른쪽 아래: 

오 스 트 리 아 의  비 엔 나  

동 물 원  

코끼리  축사의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열발전기는  매년  

약  90 메가와트시 (MWh )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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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의  수준 들  

보전  문화의  형성은  세  가지  별개의  집단과의  

계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일어난다 .   

STAFF AND GOVERNING AUTHORITIES   

직원,  운영 주체  

방문객  

더 큰  지역 사회  

T HE WI DER  C OMMUN IT Y  

방문객 

내부적으로 보전 문화의 토대가 일단 만들어지면 관람객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동물원을 방문하는 것이 야생 동물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 그러나 관람객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동물을 보고 그 기관의 보전 활동을 이해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기쁘고 만족한 상태로 가게 하기보다, 그들이 동물원의 

적극적인 지원자가 되고 보전의 적극적인 옹호자가 될 만큼 고무되고 

동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학습시켜야 한다.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전 심리학 분야에서의 새로운 연구로부터 축적된 모든 

지식을 적용하여 관람객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해야 한다(<참여 유도—

보전을 위한 행동 변화에 영향 미치기> 참조).  

동물원을 걷는 관람객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분명해야 하며, 관람객이 그들 

앞에 있는 동물 종과 관련된, 진행중인 보전 활동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잘 띄게 제시되어야 한다. 관람객의 

지성만이 아니라 감성에도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얻어 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을 현지 보전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보전 노력과 성공사례에 대해 

관람객들을 흥분시키고 그들이 일상 생활에서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장려한다. 

 

관람객이 원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그 기관의 보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관람객에게 

그들이 일상 생활에서 반복할 수 있는 보전 행동을 실행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방문 동안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윤리적으로 공급출처가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식당 음식을 선택하며, 이러한 것들이 보전 

목표들을 더 촉진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가게에서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보전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들이다. 관람객들이 낭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의식을 강화하는 행동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장기적인 

보전 노력들로 발전되는 작은 보전 행동들을 그들이 성취하게끔 도울 

것이다. 관람객들이 야생 동물 보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는 행동 변화 도구와 기법의 도움을 받아 보전-메시지 전달의 틀을 

사용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관람객이 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이 될 수 있다. 건물은 지속 가능한 건축 관행을 

강조하고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에서 본보기를 통해 앞장서야 한다. 

동물원 주위 풍경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바이오스웨일(bioswales; 표면 

유거수로부터 토사와 오염물을 제거하는 조경 요소)같은 친환경 

기반시설을 가지고 수질을 개선하려는 조치들이 취해지는 경우 그들의 

잔디밭, 공원, 도시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와 외래종이 없는 건강한 생태계 

및 자생 동식물상의 서식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정보만으로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 문화는 체험과 참여를 통해 전달된다. 

더 큰 지역사회 

일단 기관 내에 보전에 관한 강한 내부 문화가 존재하고, 보전에 헌신적인 

방문객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시설 주위의 울타리 밖의 사람들 및   

단체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보전 문화를 

창조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더 큰 사회의 일부이다. 이웃, 공급업체, 

지방, 지역별, 국가적 정부들, 대중매체, 다른 보전-지향적인 동반자들이 

모두 상호작용을 할 대상으로 존재한다. 잘 계획된 대중 참여유도 전략들과 

통합된 보전 메시지 전달은 특정한 보전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소셜미디어는 그런 정보를 널리 

전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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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이 위치한 지역 사회 어디에나, 참여하려는 다양한 기업체 이웃들이 있다. 

동물원 운영에 환경친화적인 상품이 더 많이 포함됨에 따라, 목표, 진전 상황들, 

경험들이 지역 사회 내의 지역적 사업체들과 공유되어야 한다. 이들은 새로운 

공급업체나 보전 메시지와 행동을 더 널리 전파할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길 

건너의 인쇄소에게 환경친화적인 잉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 꽃가게가 

그들의 고객에게 외래 식물종에 대한 사용자-친화적인 정보를 계발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사회에 보전 메시지를 선언하는 정책 진술을 사용하여 보전 관행의 지역 

중심축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여러 사회적 행사들에 

참석하도록 기업과 비기업 이웃을 초청함으로써, 새로운 비전통적인 보전 관계가 

만들어지고 지역 사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조직된 협회에 속한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에는 강력한 ‘구매 집단’이 있다. 

공급망 활동주의(Supply-chain activism)가 팜유나 동물원 내에 있는 동물과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료와 식사, 건축 자재 등과 같은 문제에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다. 개별적인 노력들은 보전단체에서 사용하는, 보다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료를 찾아 공급하는 업체들과 일하고 그런 업체들의 

필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접한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단합하는 것으로 한층 

증대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관람객과 더 큰 지역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지역, 국영 대중 매체들은 어린 동물의 이미지를—즉,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이미지를— 기꺼이 인쇄하지만, 현대 전문적인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하루 나들이 장소 이상의 장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중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야 한다. 

오스트 레일리 아 ,  주  빅토 리아 ( Z O O S  V I C T O R I A ;  빅 토리아  주 의  동 물원 들이  속한  보 전 단체 )   

동물원  방문객들  간에  보전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  그들이  동물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보전  

노력과  성공사례에  대해  기쁨과  흥분을  느끼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야생  동물을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권장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  

 

 

 

미 국  텍 사 스  주 의  휴 스 턴 동 물 원   

휴대폰  화면이  방문객에게  

가전제품의  구성요소가  어디에서  

오는가와  휴대폰을  재활용하는  

것이  사용  가능한  전화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콜탄  채광의  필요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  

마찬가지로  그것은  전자  기기  안의  

콜탄 (컬럼바이트  탄탈석 ) /탄타륨의  

8 0 %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채굴되는  상황에서  방문객에게 ,  

특히  어린이에게 ,  휴대폰과  

고릴라와의  관련에  대해서  

교육시킨다 .  콩고는  고릴라의  

주요한  서식지이기도  하다 .    

 

 

 

 

 

 

보전 전략| 셰계동물원수 족관협회   26 



보전을  위한  헌신  

더 큰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대표들과의 상호작용이고 

자연에 대한 옹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성공적인 보전 문화가 더 넓은 

지역사회 내에서 직원들, 관람객들, 이웃 안에 형성되면, – 동물원과 수족관이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총체적으로 이 집단은 보전이 정치 현안 

가운데 더 높은 순위를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첫 단계는 동물 보유 기관과 

지역 정부 대표들 간에 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들의 관심을 끄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동물원이 지역 사회에서 갖는 경제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뒤에 이러한 대화는 보전 논의로 이행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정치인들을 동물원과 수족관에 초청하고 이런 기관들이 사회와 자연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결론  

보전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 국가간의 대화를 필요로 한다. 동물 보유 

기관들, 식물원, 박물관, 대학 등의 지역 연합은 지역 생물다양성이나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도움이 된다.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보전 문화를 

발생시킴으로써 동물원과 수족관은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이러한 보전 문화를 만드는 것에 관해 전략적이 되는 것과 문화적인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낙관적인 보전 문화를 이루는 

핵심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 권장사항 

 직원, 자원봉사자, 관리 기관, 위원회, 신탁 이사회 임원, 관람객, 

더 넓은 지역사회 등을 포함해서 기관 전체에 걸쳐서 보전에 관해 

토론하고 야생 개체군에게 미치는 인간의 영향을 줄이는 친환경적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된 사회과학 기법을 수용한다.    

 보전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녹색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헌신적 노력을 포함해서, 공급사슬에서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웃 기업체와 공급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보전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매체와 접촉한다.  

 지역 정부 관리들을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초청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보전을 옹호한다. 

 그 임무와 지역사회에서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위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모든 성공사례를 널리 알린다. 

 

 

 

아메리카들소(American b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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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거북(LEATHERBACK SEA TURTLE) 

적도  기니 ,  비오코  섬  



 

희

망 



 
 

야생에서의  종  보호  

전망  

동물원과 수족관은 그 시설에 있는 동물을 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육하고 

복지를 달성하고, 행동 변화를 이끄는 우수한 방문객 체험을 제공하는 한편, 야생 

개체군을 보호하는 단체라고 사회에서 다시 정의된다. 

밴쿠버마못(VANCOUVER ISLAND MARMOT)  

캐나다, 밴쿠버섬  

보전 전략| 셰계동물원수 족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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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많은 공인 동물원과 수족관은 그들이 돌보는 동물 종의 서식지가 

야생동물의 생존과 관련된 의미 있는 보전 활동에 의해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든 종에 자원을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개체군을 위한 보전 활동은 그 서식지 내의 모든 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전 대비 전략은 동물 보유 기관이 자연의 

동물 종을 보호하는 일에서 맡고 있는 필수 역할의 분명한 예시를 전달하는 

것이다. 동물 보유 기관에서의 동물 체험을 야생에서의 보전과 연결시키는 

것은 현재 종 보전에 대한 ‘단일 계획 접근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 보유 기관들의 집합적인 힘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보전 활동의 영향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최근에 

생겨난 분야이다. 결과-주도적인 보전 단체로 인식되는 것은 더 많은 

회원과 폭넓은 기부자를 모을 것이고 현지 보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임무 주도적인 기관들은 추가 책임을 

가진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그들의 시설 밖에서의 보전 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뒷받침하는 보전 자원 센터이다(<동물원과 

수족관 책임자에게 보내는 호소> 참조). 집합적으로, WAZA 의 회원인 

동물원과 수족관은 다른 어떤 보전 단체보다도 더 많은 야생동물관리 

전문가, 수의사, 과학자를 고용한다. 동물 보유 기관에서 획득되는 소규모 

개체군 관리 기술들과 기법(예를 들어, 생리학 기초 자료 수집, 현지-

연구에서의 필요사항에 기술 적용, 보전 의학 등)은 IUCN 적색목록 종 

평가와 전략적 계획, 지역 정부, 국립공원, 보호구역 등이 야생의 

고갈되고 분열된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리 계획들과 

전략들을 세우는 것을 돕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멸종위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기존의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지원하며 미래를 위해 

추가적인 보호구역을 확보하는, 일관성 있는 국제적인 보전 기구(즉, 다른 

보전단체들과 협력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일 것이다. 

야생동물 건강(연구와 수의적 전문지식을 포함해서)은 야생 개체군의 

보전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과학과 연구> 참조). 최근 새로 

생겨난 질병과 병원체는 긴급한 우려 사항이며, 양서류를 재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항아리곰팡이병(chytridiomycosis)과 인간과 동물 양쪽 

모두를 위협하는 전염병(예를 들어, 에볼라 바이러스, 조류독감, 

급성호흡기증후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도입되거나 이송을 위해 

선택된 개체는 질병 확산과 유입없이 동물을 서식지간 혹은 국가간에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개체 테스트, 치료 및 평가가 필요하다. 

환경적위협들이 훨씬 더 커짐에 따라,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물종을 

대변할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동물 보유 기관에 있는 13,000 이상의 

종들과 함께, 이 개체군을 향상시키고 연구하기 위한 공동 노력은 야생 

개체군의 미래 생존에서 중요한 결과가 될 것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동물은 효과적으로 이용된다면, 공인된 동물원과 수족관 공동체들이 

야생동물 보전에 제공하는 지원활동에 영향력과 지역사회 협력의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대사 역할을 할 것이다. 방문객에게 일상 행동이 야생 

개체군에게 미치는 보전 영향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과 행동 변화 

캠페인의 초점을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해 가장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행동변화에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릴라의사들 ( G OR I L L A  D O C T O R S )  

르완다 , 우간다  및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고릴라를 위한 ‘고릴라 의사들’ 단체의 수의사 

동물 기관들은 이미 종의 전세계적인 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의 보전 임무가 운영의 모든 측면에 통합됨에 따라 이것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단일 계획 접근법’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직원들의 모든 일련의 

기술과 경험을 현지에서 일하는 개인 및 단체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연결할 수 있는 장점과 동기를 기반으로 한다. 동물 보유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소규모 개체군에서의 동물 사육과 연구에서의 진보는 

더 큰 세계적인 문제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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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에서의  종  보호  |  더  건강한  행성  만들기    

멸종한 야생 개체군을 대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주’나 

저장소로 기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표라기보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종 

보전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야생 개체군은 보호 구역 내에서도 

감소하고 있고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번식시키기 위해 신뢰할만한 절차와 

규칙을 확립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번식된 개체들의 생존과 이후의 야생 복원을 위한 ‘구명보트’ 

역할을 해오면서 일부 생물 종의 멸종을 막고 있다. 그러나 동물 보유 

기관들은 자연 서식지의 야생동물을 보호하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야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사전에 대비하여 개체군을 관리하고 위협에 직면해서 

회복력을 갖도록 건강한 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이 흐르고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의 생태계가 더 복잡해짐에 따라, 종 

보전 문제를 예측하는 능력도 아마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보전은 동물원과 

수족관이 달성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이 기술은 자연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종 보전을 위한 

현지 외 관리의 사용에 대한 IUCN SSC 지침들>은 동물원과 수족관이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동물 보유 기관 공동체는 인류와 동물을 위한 더 건강한 행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실행하고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장소이다.  

우리의 보전 활동을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2 와 맞추어 조정하기 위해서 

WAZA 가 이끈 최근의 미래이슈탐색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정책 입안자들과 

운영실무자에게 중요한 방식으로, 

2020 년까지 멸종위기 종 보전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 생겨나는 

문제를 확인했다. 일부 세계적인 

과학자와 보전 활동가는 모든 생태계가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진정한 야생 지역은 남아 있지 않다고 

이미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동물원과 

수족관이 모든 단계의 정부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관 부지와 그 주변의 토종 

생물에게 서식지 제공을 포함해서 자연 서식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시민과학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한 더 탄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식지 관리는 물, 식생, 외래종, 지역사회개발 등에 대한 

보완적인 전문성을 갖춘, 동물원과 수족관에 속한 협력적인 팀들이 수행해야 

한다. 서식지의 복원, 확장, 조성, 보호는 장기적으로 야생에서의 생물 종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핵심이다. 

야생동물 보전은 단지 동물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같은 자원과 생태계를 

공유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삶과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한다. 성장하는 

위협을 파악하고 인간-야생동물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제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힘을 부여하는 것은 모든 장기적인 보전 전략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삶의 질 문제에 집중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전체론적인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보전 프로젝트 성공에나 

중요하다.  

 

마다가스카르의  보전연합 ( C O N S E R V A T I O N  F U S I O N )  

지역공동체들이  여우원숭이 ( l e mur )의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산림조성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  

동물 보유 기관의 협력이 동물과 서식지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생물학자는 영향 평가 방법을 

개발해왔다; 예를 들어, 사업 보전 영향 도구(Project Conservation 

Impact Tool)는 사업 성취와 과정을 요약하기 위한, 사용이 용이한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WAZA 는 WAZA 가 

브랜드화한 보전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사용해왔고, 

평가되는 사업이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서 대중 관심도가 

높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보전 상태 개선을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WAZA 사업 브랜딩 계획은 250 개 이상의 브랜드화된 사업과 더불어 

동물원과 수족관이 야생동물 보전을 위해 하는 일을 잘 보여준다. 다른 

보전 단체들이 채택한, 대응적인 관리와 의사결정 틀을 이용하는 것도 

적절하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강령이나 비전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전 활동 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전을 위한 더 큰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것의 개별적, 집합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엄청나게 복잡한 환경적, 정치적 과제를 다루는 것은 단합된 노력과 

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구를 포함해서 다른 단체와의 협력이 효과적이어야 

한다. 과학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동물 보유 기관 공동체는 메시지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있어서도 경험이 풍부하다. 이러한 설명적 자산들은 

일반대중과 정부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때 적용될 수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더 광범위한, 더 많은 정보를 갖춘 청중들에게 성공담을 

전달함으로써 행동변화의 효과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다(<보전 문화의 

창조> 참조). 보전에 대한 일련의 동물학 핵심 수행 지표가 개발되고, 측정 

가능한 달성 증거를 제공하도록 기관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다. 

야생 종을 보호하는 것은 회복 프로그램이 지역적이든 국제적이든, 거시적 

차원에서의 계획을 필요로 한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2  

전략 목표 C: 생태계, 종,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  

목표 12: 2020 년까지 알려진 멸종위기 종의 

멸종을 막고, 그들의 보전 상태, 특히 가장 

감소하고 있는 종의 보전 상태가  개선되고 

유지된다. 
 



 보 전 을  위 한  헌 신  

 

보전 성공에는 오랜 기간 동안 헌신과 멸종위기 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의 신뢰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많은 동물원과 수족관은 수년에서 

수십 년 간 노력할 수 없거나 깊은 관계를 맺어갈 직원을 고용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물 보유 기관은 야생동물 서식지 국가의 

지역사회에 계속 존재하면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일하는 야생동물 보전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부자들을 유치하고 자금을 모금하기에 

적합하다 

동물원과 수족관 공동체가 매우 다양한 지역에 걸쳐서, 점점 증가하는 

범위의 동반자와 더불어 더 많은 책임을 맡을 때, 그에 수반되어 보전 

결과에 자금을 댈 필요가 생길 것이다. 자금과 기부금이 항상 양질의 보전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은 보전 행동 실행에 필수조건이다. 

전 세계 협회에 속한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야생동물 보전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매년 미화 3 억 5 천만 달러를 모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수행하는 보전 노력을 분명하게 정의함으로써 보전을 위한 

새로운 기부자와 후원자를 유치할 기회가 향상된다. 미국 

동물원수족관협회(AZA)는 또 하나의 좋은 도구를 제공하며 어떤 기관을 

위한 더 많은 보전 기금을 모금하는 간단한 방법 및 그 시설이 다른 비슷한 

규모의 단체들과 어떻게 비교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공한다. 

동물 공동체가 보전 목표 중 일부를 인간개발 목표와 맞춘다면, 그들의 

일은 정치적, 인도적 포부와 종 보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의 보호에 

필요한 관련성을 확실히 퍼트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업무를 인간개발 목표와 맞추어 조정하는 것과 생물다양성 책임을 

지원하는 경우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결론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이 기술과 기술적, 재정적 자원 제공을 포함해서, 야생 

종 보호에 대한 기여와 영향력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동물 보유 

기관에 있는 살아있는 동물과 현지에서의 보전 프로젝트 사이를 분명히 

관련짓는 것이 모든 기본계획 설계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권장사항 

  기관 부지 주변에 있는 토종 동식물의 자연 서식지의 보호와 보전을 

포함해서, 업무의 모든 측면에 보전 행동들을 통합하는, 기관 전반에 걸친 

보전 전략을 개발한다.  

  장기적으로 보전을 지원하고 외부의 기부(소프트 머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운영 예산을 개발한다.  

  입증된 모범실무 관행들을 실행하고 다른 생물다양성 기관들과 제휴하고, 

시설 밖에서의 노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보전 단체들과 협력하며, 특히, 

다년 간의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근거 위에서 보전 행동의 실행을 책임질 

수 있는, 신뢰 받는 보전 단체들을 확인한다. 

 공식적으로 WAZA와 제휴한 기존의 국제 보전 단체와 연락을 취하며 

활용하고, 법률 개정에 맞춰 변화하기 위해서 정부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보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 직원의 기술을 활용한다.    

  가능한 자금으로 최선의 보전 노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엄격한 선택 

절차를 거치고, 확보된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보고하기 위해서 각 

프로젝트를 재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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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동물원수족관협회 ( A Z A )  

S A F E 의  임무 :  S A F E ( S a v i n g  A n i m a l s  F r o m  E x t i n c t i o n )는  멸종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방문객들의  힘과  A Z A  회원들과  협력자들의  자원과  다양한  전문지식을  

결합하는  것이다 .  공인된  동물원과  수족관이  다른  어떤  비정부기관보다도  대중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할  과학자와  동물과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  전  세계적  보전을  위한  세력이  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  이  임무는  달성  가능하다 .  S A F E 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구하는  일에서  수족관과  동물원의  1 0 0 년간의  성공  실적  위에  세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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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원들과 수족관들은 그들의 보전 임무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전 연구에 

기여하고, 보전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최대화한다. 

그레비얼룩말(GREVY’S ZEBRA)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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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과 수족관은 야생 동식물 종과 그들의 환경 

욕구와 적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비밀스런 동물 행동, 

접근할 수 없는 환경, 동물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충분한 개체를 연구하기에는 엄청난 비용, 관찰 

대상 동물에게 연구 자체가 영향을 줄 가능성 등 

때문에, 야생 개체군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의 

중요한 공백을 채울 수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개체군은 한 시점에서 얻는 표본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전후사정과 생활사 

변수를 제공하면서 개인이 장기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문 인력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은 동물 핸들링, 보정, 

전문적인 수의학, 야생 개체군의 번식과 사육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개발할 유일무이한 훈련 

장소도 제공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과학자와 

대중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를 

제공하며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보전 행동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동물과 

직원 전문성을 통해, 동물원과 수족관은 관리하고 

있는 동물과 야생 개체군의 더 나은 관리를 

가져올 연구를 수행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크나큰 보전 

위기에 직면한 세계에서 종의 생존가능성에 

기여한다. 

 

 

보전 연구 범위 

궁극적으로 보전과 관련된 연구는 자연의 

개체군과 생태계의 보전에 이익이 된다. 연구 

자체가 시설의 보전 임무를 촉진하고, 연구의 

범위는 동물수용시설들이 이끌거나/이끌고 

지원하는, 개체군과 그들의 자연 서식지에 대한 

연구부터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이나 

관람객들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한다. 보전 

노력들이 점차 ‘단일 계획 접근법(one-plan 

approach)’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보전-관련 연구는 동물원 환경과 야생의 서식지 

사이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보전 연구의 수행 

학계의 연구원들과 정부-기구의 과학자들과 

동물원과 수족관의 직원들이 보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각 공동체의 현안들 가운데는 

중요하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임무의 과학의 기여.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의 많은 측면들은 

순수학문 연구원들이 관심을 가질, 관련된 연구 

질문들을 제기한다.  학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은 

최신의 전문적인 장비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동물원이 돌보는 동물들의 건강, 번식, 유전, 

영양, 복지, 행동들과 관련된 문제들의 평가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는 각 분야 

전문가가 실시한 개체의 건강 평가와 치료, 

피임법의 개발과 개선, (세포 보존을 포함하는) 

보조 번식 기술, 적절한 영양과 환경풍부화 

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마리아나스  아비파우나  보전 ( M A C ) ,  

태평양조류보전  

북부 마리아나 제도의 섬들 간에 황금흰눈새(golden white-eye)의 

이주 

 

 

무엇이 과학적인 ‘보전’ 

연구인가?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연구는 본질적으로 한 

기관의 보전 임무에 기여하는 응용 연구의 형태이며 

생물학과 수의학에서부터 사회과학과 보전심리학 및 

교육학과 의사소통 학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학문들을 포함한다. 보전-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동물원과 수족관이 하는, 적어도 두 가지 유형의 

연구가 있다.  

 

유형 1 

현지 보전, 즉, 야생의 종들의 생존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포함해서, 야생의 종들과 그들의 서식지의 보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보통 현지 

연구가 되겠지만, 이러한 연구가 야생 개체군 보전의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지식을 생산한다면 반드시 이것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도입 프로그램의 일부 

동물에 대해 수행되는 영양 관련 연구들은 여러 차례, 

건강한 세대들의 번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건강한 세대들 중 일부 동물들은 야생으로 

재도입된다.   

유형 2 

그 기관의 보전 임무에 기여할 새로운 지식을 수집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것은 방문객의 태도나 기호를 평가하고 

보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며 보전 목표를 전달하는 것과 

환경에 관한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법들에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포함한다.  

. 

보전 연구는 반드시 멸종위기동물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동물들에게 적용 가능한 보전-

관련 행동들과 절차들을 시험하고 개선하기 위한 

‘본보기’로서 기능할 수 있는 다른 종들도 포함할 수 

있다. ‘단일 계획 접근법’은 사례별로 특정한 

연구과제가 보전-관련 연구로 간주되어야 하는가와 

그것의 기여가 얼마나 필수적일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정 종을 위한, ‘단일 

계획’ 유형의, 공식적인 통합된 보전-관리 계획들이 

없는 곳에서도, ‘단일 계획 접근법’적 사고가 보전-

관련 연구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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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은 학문 사회의 연구원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학문 공동체에서 연구 영역들은 기초생물학, 생활사, 멸종위기 

종들의 인지와 행동, 개체들의 건강과 번식 상태와 관련된 생리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비침입적 방법들의 교정, 영양적, 환경적 조건들에 대한 내성과 

기호도의 시험, 개체군 관리와 잘 알려지지 않은 분류군의 유연관계를 

밝히기 위한 유전적, 분류학적 작업 들을 포함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을 학문적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연구가 동물들의 복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획득된 지식 

측면에서의 이득이 동물복지의 잠재적인 일시적 감소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러한 연구가 동물원들과 수족관들의 보전 

임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든 

동물수용시설들은 연구의 잠재적인 응용 가능성들을 검토하는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것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보전 관리에의 응용. 동물 관리와 종 복원에 헌신적인 과학자들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직원들과 자원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복원 계획들이 보전 

번식과 야생복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동물원들과 수족관들이 사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번식 성공률을 향상시킬 연구원들과 그런 과제들을 

운영할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개체군의 감소에 의한 것이든 

개체군의 분열에 의한 것이든, 소규모 개체군의 관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지에서, 동물원들과 수족관들은 자금이 부족한 운영 계획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서부터 동물의 안전한 포획과 다룸을 위한 수의학적 

전문지식에 이르기까지 유일무이한 도움들을 제공할 수 있다. 동물원들과 

수족관들은 또한 과학자들이 그들의 목표들, 발견들, 연구의 진전들을 

대중에게 보고할 수 있는 토대로서 기능한다. 

과학적인 진보들은 동물원들과 수족관들에 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기법들과 기술들을 가져왔다. 개별적인 동물원 기관들이 그들 

자신의 연구시설의 개발에 기꺼이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과학 

기술과 도구들에 접근하는 것은 학문적 실험실, 공공 실험실, 사설 실험실 

들과의 장기적인 제휴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현재는 학계와 동물원이나 수족관 간에 수많은 성공적인 제휴관계들이 

있고, 그것은 향상된 보전번식과 동물복지를 보장하고 종의 회복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가시키고 양질의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의 과학적 신뢰도를 강화할 것이다. 과학적 연구는 자립적인 

야생동물 개체군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이다. 

기록관리와 생체은행 (Database and Biobank)  

데이터베이스들과 생체재료 은행들은 보전 연구와 행동에 대한, 근거에 

기초한 접근법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들이고 모든 동물원들과 수족관들에 

우선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잘 조직된 동물 데이터베이스와 살아있는 

표본 수집품과 동물수용시설이나 야생의 죽거나 살아있는 동물들의 

표본들의 적절한 보관과 기록화는 그다지 많지 않은 비용으로 대부분 

시설에서 실현 가능하다. 데이터베이스와 바이오뱅크는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참고 자료와 유전적 다양성을 공급한다. 

게다가, 게놈[유전체] 자원 은행들과 번식 기술의 발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전적 다양성(즉, 지속 가능한 개체군)을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공간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원들과 수족관들은 냉동 방주(Frozen Ark)와 같은 공동 

보전사업들을 포함해서, 지역적인 바이오뱅크(biobank)에 그들의 시설에 

있는 종들의 유전적 자원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다. 그러한 도구들은 

광범위한 참여 및 접근에 의해서, 그리고 가능한 곳에서는 서로 호환되는 

것에 의해서 더 가치를 갖게 된다. 국제종정보시스템(Spcies360)에 의해서 

제공되는, 국제동물이력관리시스템(ZIMS)은 정보를 기록하고 자료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뛰어난 선도적인 자료이다. 거의 900 개의 기관들이 ISIS 에 

참여하고 있어서, 개체군 관리에 필수적인 개체군-단계 정보와 수의학적 

표준들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큰 규모의 표본 크기들이 쉽게 이용 

가능하다. 

과학과 연구담당 직원들 

일부 동물원과 수족관은 연구 목표들이 확실히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된 직원들이나 연구 부서가 있다. 어떤 동물보유시설은 그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원들에게 장기적인 연구지원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동물원과 수족관은 보전 관련 연구가 그들의 전반적인 

연구 포트폴리오의 일부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임시 대응적인, 종종 

외부에서 주도하는 연구 요청들에 대응하는 시설들은 그들 자신의 연구 

활동 이력이 제한적인 보전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독 일 의  라 이 프니 츠  동 물원 야 생 동 물연 구 소 ( I Z W )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네소타동물원을  비롯해  다양한  보전  단체들의  지원을  받은  탄자니아의  루아나  

생태계에서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채집된  아프리카들개 (Af r ican wi ld  dog) 의  대변들 .  대변들은  

동물들의  먹이뿐만  아니라  동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밝혀준다 ;  예를  들어 ,  종  정체성 ,  성별 ,  개체  

정체성 ,  생리학적  스트레스  수준 ,  번식  단계 ,  기생충  부하량 ,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오염  등에  대해  

알려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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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위한  헌신  

 

일단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직원들(큐레이터, 사육사, 연구원, 수의사)은 

연구가 어떤 종의 관리나 이해나 보전에 가치를 갖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관의 투자는 연구가 충분한 지원과 일관성을 가지고 수행되도록 

확실히 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의 성공에든 필수적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어떤 사업에서 지원을 철수하는 것은 증거에 기반을 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다. 이것은 이미 사용된 자원들을 낭비하고 분명한 

답을 제공하는 과학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사업의 다음 요소들은 이익과 

비용을 따져 볼 때 고려되어야 한다. 

  그 질문을 만들어낸 문제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무엇인가? 

  그 답변이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주체에게 알릴 만큼 중요할 것인가? 

  그 연구가 어떻게 수행될 것인가? 

  그 연구는 윤리적 승인을 필요로 하고 가지고 있는가? 

  그 연구 과제의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이고 그 자금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누가 그 연구 과제를 보조할 것이고 그들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 결과들은 어떻게 발표되거나 제시될 것인가?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의 전반적인 이익들(예를 들어, 직원 역량계발)은 

무엇인가? 

동물원과 수족관이 헌신적인 연구 직원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연구의 우선순위를 제안하고 그 기관의 보전 임무에 따르는 적합성을 

토대로 장래의 연구 과제들을 평가하면서 연구 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직원들은 건실한 학문적 연구 배경과 외부 연구 시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협업은 그 기관이 보전 관련 

연구에서 그것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전-연구 우선순위 확립 보전-관련 연구를 위한 우선순위의 확립은 

주어진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역량, 자원, 보전 임무 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전-지역사회협력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운영의 모든 

영역들이 그러한 연구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직원들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시기에 그 연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직접 관여해야 

한다. 

 

 
 

독 일 의  라 이프 니츠  동물 원야 생 동물 연구 소 ( I Z W ) ,  G E R M A N Y  

흡혈곤충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멸종위기  종들의  혈액  표본을  얻는  매우  성공적이고  

최소로  침입적인  도구이다 .  이  과정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동물수용시설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스페인스라소니 ( Iber ian lynx )의  보전  번식과  야생복귀  프로그램  동안에  실제로  보여졌다 .  .  

 

독일의  I Z W 와  말 레이시 아의  S F D 와  S W D  

말레이시아령  보르네오의  사바  주 ,  데라마코트  숲  보호구역에서  동물보유시설들이  주로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에서 ,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한  수달시벳 (o t ter  c ive t )의  모습  

 

콜 롬 비 아 의  프로 예 크 토  티 티 ( P R O Y E C T O  T I T I )  

Proyec to T i t i  현지  팀은  분석을  위해  목화머리타마린  대변  표본을  준비한다 .  Pr oyec to T i t i  

는  콜롬비아의  목화머리타마린의  생존을  보장하기를  원하고  동물수용시설  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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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때, 공인된 

동물수용시설들의 전세계적인 망들은 인상적인 보전 연구 자원을 

제공한다. 여러 동물원들과 수족관들에 걸쳐서 진행되는, 주의해서 

설계하고 시행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은 크고 작은 기관들을 포함하며 다른 

식으로 가능했을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변수들의 영향을 평가할 

기회뿐만 아니라 증가된 표본 크기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은 연구 

결과들의 질과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다. 현지에서의 보전 연구 

프로그램들에 대한 동물원들과 수족관들간의 협력은 더 큰 효율성과 더 

많은 지속가능한 자원들을 보장할 것이고 그들 자신의 현지-중심 보전 

연구를 설립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더 작은 기관들의 의미 있는 참여 

기회들을 제공할 것이다. 

동물수용시설들은 보전 우선순위와 연구 문제들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일을 맡고 있는 단체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식화함으로써 보전 연구를 

위한 국가적, 세계적 노력들의 통합된 구성요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정부의 야생동물 관련기관들 및 개발계획기관들과 IUCN SSC 전문가 

집단들과 잘 정립된 보전-중심 비정부기구들과 학회들을 포함한다.  보전 

연구를 통해 관련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들을 실행하는 것도 하나의 

우선사항이다. 이러한 기구들과 제휴관계들을 확립하고, 이런 기구들의 

권장사항들을 동물원이나 수족관 기반의 연구 계획들로 전환하는 

방법들에 대해 연구단체와 동물수용시설 공동체들 내에서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동물원과 수족관 중심의 보전관련연구의 지방적, 지역적, 전 

세계적 틀들이 형성되고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계획들은 세계적인, 

지역적인, 기관적인 수준들에서 수행될 것이고 그들이 보전에 미치는 

영향은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발표의 중요성 

야생동물 생물학과 야생동물 관리전략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연구들도 발표되어야 한다. 이것은 노력의 중복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고, 전 세계적인 관리에 관한 결정들을 이끄는, 근거에 기초한 

정보를 제공하며, 야생동물 관리의 복잡성에 관해 더 넓은 지역사회에서의 

이해를 증가시키고, 관리자들과 동료들에게 연구의 가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연구결과들은 종종 발표를 위해 

제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그 연구가 잘 수행되었다면 반복을 피하고 

미래 연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그 연구도 발표되어야 한다. 

 결론 

모든 동물수용시설들이 보전-관련 연구들에 대한 그들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그들의 기여를 향상시키며,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보전-연구 전략을 형성해야 한다. 개별적인  

동물수용시설들의 연구 역량들은 각기 다르고 다양한 수준의 연구 산출물을 

내놓게 되겠지만, 동물원과 수족관은 모든 개발 단계에서 보전-관련 연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기관의 보전-연구 계획들은 기관의 보전 임무에 

맞추어져야 하고 그것에 기여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권장사항 

• 동물원과 수족관의 연구 역량과 더불어, 현지 보전 임무에 도움이 되고 

동물보유시설 내와 야생의 동물 종 집단들의 연구적 필요들을 다루는 보전 

연구 전략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 그 기관이 가진 잠재력을 평가하고 

그것에 투자한다. 

• (예를 들어, ZIMS 와 같은) 잘 구조화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스템과 

잘 조직화된 표본-샘플 수집 및 장기적 보관 시스템(바이오뱅크)을 

확립하거나 활용한다.  

• 그 기관의 현지 보전 임무에 부합되는 연구 정책과 보전-연구 전략을 

개발한다.  

• 학문적 기관들과 연구 자원들을 가진 다른 동물원이나 수족관과 

제휴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어린이들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의 직업들을 목표로 할 기회들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차세대 

보전 생물학자들을 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 영향력이 강한 결과들을 성취하며 야생 종들을 위한 보전 노력들을 

향상시키는데 분명한 시사점들을 갖는 연구들에 반드시 우선순위가 

주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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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위한  헌신  

 

체크리스트  

아래는 높은 동물복지 기준들을 보장하는 한편, 보전관련 연구 기회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핵심 과제로서의 보전 연구 
 

당신의 기관을 위한 연구우선순위와 연구질문들의 목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보전관련 사안들을 포함합니까?  

당신은 보전관련 사안들에 관한 연구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바이오뱅크를  설립한  적이 있거나 , 특정  

목적이나 전략을 토대로 , 표준화된  절차와 자료  추적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집중적으로 조정되는 바이오뱅크에 정기적으로 

기여합니까? 

 당신은 당신 직원들에게 보전  행위들을 개선할 잠재력을  가진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하며) 보전행동에 대한 근거에  기초한 

접근법을 지지하도록 독려합니까? 

보전 연구에 기여하는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도입할 수 있는 연구  행위들이나 연구 기회들이  있습니까? 

과학적 연구 결과와 보전에 대한 근거-기반의 접근법을 운영 절차들과 

연결하기 

당신은 당신의 운영들 , 정책들, 절차들이  보전계획에 대한 가장  

최근의 과학적인 발견들을  토대로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 

정기적으로  그것들을  검토합니까?  

당신의 새로운 개발 계획에, 당신은 보전 연구 필요들을 염두에 

두고, 가령, 자동화된 관찰 시설, 실험적 음식물 분배기, 소변이나 

대변 표본의 수집 장치, 의료용 슈트 등의 풍부화 선택사항들의 

기능도 할 수도 있을, 기반시설이나 공간을 포함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방문자-교육  프로그램에서  보전관련  연구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원하는 보전 연구 프로젝트에서 동물들이 긍정적인 동물복지 상황에 

있도록 보장하기 
당신은  비전시  구역과  연구동물  수용장소가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합니까?  

당신의 연구 동물들이  당신의  기관에서 다른 동물들과 같은 

수준의 복지 초점이 되고 있습니까? 

당신의 연구 및  보전  동료들이 그들의  보전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높은  동물복지 기준들을  유지한다고 동의했습니까? 

당신의 연구 및  보전  동료들은 그들의  연구 동안 그들이  높은  

동물복지 기준들을  확실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필요로 

합니까?  

직원 

당신은 특정 영역에서 기술을 양성하도록 현지나 연구 프로젝트에서 

자원봉사를 할 시간을 직원들에게 허용하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기관의 보전 임무의 일부로서 보전-관련 연구를 

이끌어 갈 자질을 갖춘 연구 직원들의 고용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직원들은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연구 

실험 및  동물의 행동과  건강의  모니터링이  수행되도록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연구 직원들은 그들의 시설에 있는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복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홍보 팀은 연구 실험의 목적과 높은 동물-복지 기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따르는 지침들 및 보전-연구 결과 

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보전 연구와 가능한 법적 요건들 

당신의  지역이나 당신의 현지보전  연구 지역에서  연구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에  제출할 , 모든 필요한 서류와 보고서들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당신은  (보전)  연구  위원회가  있습니까? 

당신의  기관의  제안된  연구  행위에  대해  연구  위원회와  상담을  

합니까? 그렇다면 그  위원회는  복지  전문가나  일반인과  같은  

외부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연구  프로젝트들의  승인이  연구대상  개체들을  위한  높은  

동물복지 기준들을  보장하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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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자 전시관  

미국  미주리  주 ,  

세인트루이스동물원  



 

 

참여  유도  



 
 

참여유도—보전을  위한  행동변화에  영향  미치기  

전망  

동물원들과 수족관들은 보전의 신뢰받는 목소리들이며,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도록 

방문객들, 지역사회들,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다. 

and empower visitors, communities and staff measurably to save wildlife. 

웨스턴펀드거북(서부늪거북)(WESTERN POND TURTLE)  

미국 ,  오리건동물원  

보전 전략| 세계동물원수 족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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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유기관들은 야생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동물원과 수족관이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고무한다고 

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에 

계속적인 참여유도와 동기유발의 과정이 

시행되지 않으면 동정심과 인식의 형성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인 보전 

성공은 수족관과 동물원이 그들의 방문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행동을 바꾸는가와 연결될 

것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교육, 공공 프로그램,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통해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방문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탁월한 위치에 

있다. 동물보유기관들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임무들을 강화하는, 보전 교육과 더 폭넓은 환경 

교육 학문들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물들과 

방문객들간의 특별한 정서적 교감을 이용할 수 

있다. WAZA 등 많은 지역 동물원과 수족관 

협회들은 방문객들에게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보전-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일을 전담하는 교육 

직원들을 두도록 요구한다. 

동물보유기관들은 야생동물들에 대한 위협을 

전달할 수 있는 관련된 장소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의 머리와 가슴을 열 수 있으며 적극적인 

환경적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끌어들이고 이끌 수 

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방문은 이해를 

심화시키고 사람들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새롭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동물보유기관에서 

교육자들의 소관은 단지 방문객들에게 그 기관에 

있는 종들에 대해 알리고 야생에서의 위협들과 

생물다양성의 빠른 손실을 유발하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전중심의 행동과 현지 보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입증된 사회과학 도구들과 기법들은 야생 

동물에게 인간이 가지는 영향을 줄이는 친환경적 

행동들을 자극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야생동물을 구하기 위한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동물보유기관들은 사회적 

마케팅과 건강-안전 캠페인들을 뒷받침하는 

심리학 원리들로부터 배우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 마케팅(CBSM)과 다른 

의사소통 도구들은 사회과학 방법론을 이용하여 

더 넓은 관람객들에게 도달하고 영향을 주고 

참여를 유도한다. 심리학 연구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전 

세계의 제한된 자원들에 대한 인간이 주도하는 

압력들, 야생동물들에 대한 위협, 생물다양성 

손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멸종은 현재의 속도에서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서식지의 분열,  

변경이나 파괴, 과잉이용, 공해, 침입종, 분쟁 및 

기후변화는 모두 인간이 유발한 위협들이다. 

사회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을 지원하는 일상 

활동에서의 의식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이러한 

위협들을 줄일 수 있으며 이것은 각 개인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체들이나 산업체들과의 옹호활동은 

사업관행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편 정부에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것은 

친환경적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증가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행동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을 

이용하기  

동물보유기관들은 사람들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서 또는 그것에 반대하여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전 

심리학 및 환경 심리학을 포함해서 사회과학의 

원리들을 이용해오고 있다. 보전심리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보전의 인간적인 측면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심리학적인 원리들, 
이론들 및 방법들(을 사용하는) … 특히 자연 
세계의 보전을 장려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 
인간과 나머지 자연의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이 다학문적인 영역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우리의 자연자원들과 

생태계들을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해, 문화적 

관련성에 대한 이해 및 사회경제학적 이해의 

필요이다. 

보전 심리학은 행동에 대해 어떤 장애물들이 

존재하는가와 무엇이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제시된 정보,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료, 가족, 친구들과 어떻게 

동일시하는가와 정보와 권고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 등을 고려한다. 방문객들과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동물보유기관들은 야생동물과 자연을 보호하는데 

더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결하는 데 보전 메시지들을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방법론 

현대의 동물원과 수족관이 방문객들, 

학생들, 직원들,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동물 

건강한  동물들을  위한  잘  설계된  환경들은  

관객들의  관심을  끄는  강력한  수단이다 .( <현대의  

보전단체와  동물복지  >  참조 ) . 

 

안내판 

동물들과  그들의  서식지  및  그들의  IUCN 적색목록  

등급에  대한  분명한  정보 . 비록  25% 미만의  

방문객들만이  안내판을  다  읽는  경향이  있지만 ,  

그  정보는  여전히  필수적이고  개인적인  해석과  

상호적인  요소들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  

 

설명회 

강력한  보전  메시지와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주는  설명회는  직원들이  방문객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길이  때문에  방문객의  ‘보전  의사 ’를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  

 

상호작용적인  시각적  자료   

방문객들이  그들의  기억을  강화하는  학습  과정에  

몰두하게  한다 .  

 

 과학기술 

바코드와  QR코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 , 소셜  

미디어(soc ial media)의  사용 ,  다른  기술적  수단들  

등은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며 ,  쉽게  

볼  수  없는  동물들과  행동들을  보여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서 ,  야생동물과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전  메시지들을  강화한다 .   

  

캠페인  

WAZA 는  인간에게  생물다양성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보전을  위한  개인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이  바로  

우리다(Biodivers i ty  is  US) ’라는  지역사회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  방문객들과  지역  공동체를  

포함하는  특별한  행사들은  보전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는  좋은  방법이다 .  

 

연구  및  평가  

모든  교육과  설명적  개입은  연구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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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부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보전에 관한 교육과 옹호에 대한 

동물보유기관의 헌신은 참여유도를 위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고 모든 부서의 

책임자와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전체에 걸쳐서 통합되어야 한다(<보전 

문화의 창조> 참조). 게다가,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서 계속 일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시킴으로써 보전에 대한 옹호를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특히 보전에 민감한 행동의 필요는 

계획단계에서 설계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 전반적으로 새로운 개발의 

기능성을 계획할 때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경험들뿐만 아니라, 설명들이나 

그림이나 사진들 및 학습공간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은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고 그 경험을 방문객들에게 보다 인상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더 폭넓게 만드는 방식들에 통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와 무료 뉴스기사나 논평을 이용할 수 있다.  

학습 프로그램들 

모든 동물보유기관들의 식당과 소매점과 정원에서 각 체험을 위한 교육적 

기회들이 있다. (구조화된 수업이든, 우연한 만남이든) 행동변화를 용이하게 

하는 관심을 끄는 의미 있는 경험들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방문 후에 

계속적인 보전 행동을 장려할 것이다. 공식적, 비공식적 프로그램들은 

장기적인 행동변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이 그들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계속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보전행동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된 지역사회-참여유도 체험을 개발할 때, 

동물원과 수족관은 그 체험을 공개적으로 제공하기 전에 무엇이 성공을 

정의하는지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캠페인들은 각 기관이 관련된 

목표청중에의 접근과 원하는 지역사회협력 및 영향을 주는 역량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장 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과 보전 문제들을 

토대로 해야 한다. 지역정부, 야생동물기금(wildlife trust)들, 슈퍼마켓들 및 

물 위원회(water board)들과 제휴하여 일하는 것은 환경과 보전에 관한 

메시지전달과 행동변화를 위한 잠재력을 강화할 것이다. 

행동들 

인간이 유발한 위협들에 대해, 동물보유기관들은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고 

환경에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는 새로운 행동들을 고무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행동들을 확인하고 다시 구성한다; 그런 행동이 

관람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요청되는 행동에 대해 장애물들과 

이득들을 확인한다;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위한 영향들의 새로운 본보기를 

개발한다; 원하는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형성한다; 의사소통-

전략 캠페인을 개발한다.   

 

 

 

 

 
미 국  뉴 욕 의  야생 동 물  보전  협회  

동물원의  방문객들은  상아  무역과  아프리카  코끼리의  죽음을  중지시키라는  탄원과  같은  간단한  

옹호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다 .  

 

 

 

행동변화를  달성하는  6 가지  조치들  

친환경적  행동들  

  (폐자원을 )  줄이고 ,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한다 .  

  인간의  위협을  줄이겠다는  서약을  한다 .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통해서  보전활동을  지원한다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하는  변화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인들이나  산업체들에게  옹호활동을  한다 .  

  야생동물과  자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서 ,  소비자로서  현명한  선택들을  한다 .  

 나와  친구들 ,  지인들의  행동을  바꾼다 .  

 

미국 ,  캘리포 니아  주 ,  몬트레이 베이  수 족관   

‘해산물  감시 ( Sea fo od  W at ch ) ’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동물원 ,  수족관 ,  다른  임무지향적인  

기구들을  지도하여  그들이  소비자들과  사업체들에게  건강한  바다와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잡거나  양식한  해산물을  구입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돕는다 .        
 



 

보전을  위한  헌신  

 
 

 
오 스 트 레 일 리 아 ,  주  빅토 리 아  ( Z O O S  V I C T O R I A )  

방문객들을  동물들과  연결하는  것은  종들을  멸종으로부터  

구하는  싸움에서  우리의  가장  큰  자산  중의  하나이다 .  

훈련 

모든 동물보유기관들은 방문객 및 더 넓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직원들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방문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사소통기술 훈련을 

비롯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의 토대로서, 기초 

심리학, 생태학, 그 시설 내의 동물들의 보전 상태, 이 종들의 야생 

개체군을 보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드라마와 이야기 전달에서의 훈련도 방문객들과 더 큰 

지역사회의 관심을 끄는데 유용할 수 있다. 

 

동물 사육, 마케팅과 홍보 부서에서의 직업적 체험은 직원들에게 

방문객들과 그 기관 간의 접점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필요들이나 제약들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마케팅과 홍보 부서들에 비슷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은 더 큰 지역공동체들과 접촉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직원들은 다른 시설기관들이나 

지역적 또는 국제적 회의들에 갈 수 있게, 그리고 훈련 행사들에 

참석하도록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곳들에서는 아이디어들이 교환될 

수 있고 새로운 접근법이나 기법들을 배울 수 있다. 시간이나 장소가 

허용한다면, 교육 직원들은 서식지의 환경저하와 인간-야생동물 갈등 같은 

문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생활방식들을 채택할 때 많은 

지역사회들이 직면하는 보전 및 환경과 관련된 어려움들에 대해 직접적인 

체험을 얻기 위해서 보전 프로젝트들을 방문해야 한다. 이것은 방문객들과 

소통하는 책임을 가진 직원들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할 수 있게 한다. 
 

교육 연구와 평가 

‘생물다양성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회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의 

WAZA 가 이끈, 동물원과 수족관 방문의 교육적 영향의 전 세계적인 평가에 

의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방문을 마칠 때 생물다양성에 대한 더 

높은 이해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방문이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증가에 기여하고, 그로 인해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 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다. 

스위스의  W A Z A  

W A Z A의  ‘생물다양성이  바로  우리 ’라는  지역사회협력  프로젝트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도구들을  제공함으로써  < 유엔  생물다양성  1 0년 :  2 0 1 1–2 0 2 0 > 을  지원하도록  

시기가  맞추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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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the app 

facebook.com/BioDiversityIsUs 
twitter.com/BioDivUs 

우리는 수백만의 동식물 종들을 포함하는, 흥미로운 생명의 망의 일부이다.  

우리는 이것을 ‘생물다양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우리의 행성을 – 그리고 그것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 위험하게 하고 있다. 당신은 이것을 멈추게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당신의 일상 행동들을 통해, 당신은 세계를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셍물다양성이 바로 우리.  

‘생물다양성이 바로 우리’ 앱을 다운로드받고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발견하세요. 

 

http://facebook.com/BioDiversityIsUs
http://twitter.com/BioDiv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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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형의 평가는 전 세계적인 단계에서와 각 동물원과 수족관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기관은 보전 지향적 행동과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그들의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두드러진 행동들과 잘못된 이해들과 방문객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메시지가 원하는 목표청중에게 잘 전달되고 공감을 얻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모두 시장조사와 사전평가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 평가 

자료들은 설문조사, 초점집단, 면담, 사전 및 사후검사 등을 포함하며, 

관람객 체험의 효과, 학습 목표들, 보전을 위한 행동 변화의 의도 등을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총괄적 평가는 바람직한 도구이고 미래의 

발전들을 이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방문 후 평가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문에 대해 되돌아보고 그들의 방문 

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변화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게 한다. 자료를 걷을 수 

있고, 자기보고의 내재적인 약점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방문객들이 시설을 

떠날 때는 방문객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와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사용이 가능해서 이것은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용이하다. 그 

다음의 어려움은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가능한 편견이 없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그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방문객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방문객들의 장기적인 

행동변화를 평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 

 

 

 

스 위 스 의  W A Z A  

WAZA 의  ‘생물다양성이  바로  우리다 ’  지역사회협력  프로젝트을  지원하는  플러시천  장난감  특별전의  

치타

 

미 국  휴 스 턴 동 물 원  

동물원과  수족관은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의  사용과  같은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선택들에  대해서  

방문객들을  알려주는  등  장기적  행동변화를  교육시킬  수  있다 .  

 

 

설 표  보 호  축제 ( S N O W  L E O P A R D  C O N S E R V A N C Y ) ,  R U S S I A  

 동반자  보전  프로젝트들로  인해 ,  보전을  위한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동물보유기관  내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도  일어난다 :  러시아의  설표  축제 ( Snow Leop ard Fest i va l )가  한  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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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위한  헌신  

적합한 보전 전략과 행동들 

동물원과 수족관이 방문객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요청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관들도 보전을 위한 최적의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동물원 시설들은 중요한 사업체들이고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목표들을 

세우는 것과, 인증된 탄소중립이 되는 것을 포함해서 공급자 계약 내에서 

지속가능한 관행들과 지속 가능한 상품들 및 다른 보전지향적인 행동들을 

고집하는 것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 관행들에서 솔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보전 문화의 창조> 참조).  개인들과 공동체들이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서 단합할 때, ‘350을 위한 동물원과 수족관(Zoos 

and Aquariums for 350)’은 (가령, 화석연료 회사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보전 임무들에 맞추어 조정하는 해결책들에 재투자하는 것에 의해서) 

녹색화 포트폴리오와 기관들을 위한 도움과 조언을 제공한다. 

 

결론 

동물보유기관들은 즐거움을 주는 환경에서 보전 문제들에 관해 방문객들과 

지역공동체들 및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긍정적인 보전 행동들에 영향을 주고 그것들을 고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그들의 핵심 임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동물보유기관들의 한 가지 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뒷받침하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방문객들, 다른 동물원들이나 

수족관들, 보전 단체들 및 지역공동체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바람직한 태도들과 지식을 가져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과 보전 

심리학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제시함으로써, 동물원이나 수족관과 그들의 방문객들 간의 그러한 

상호작용들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사람들을 자연과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은 보전을 위한 지원을 형성하는데 근본적이다. 

권장사항 

 
 보전 교육, 옹호, 생물다양성 손실과 관련된 문제들의 문화적 관련성 들과 

관련해서 모든 수준에서의(즉,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방문객들 및 

지역사회들의 수준에서의) 측정 가능한 기관적인 참여유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보전친화적인 행동들, 특히 방문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적인 

문제들에 방문객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기 

위해서 사회적 마케팅, 연구, 보전 심리학 분야 들에서 가장 최근의 

발견들을 활용한다.  

 직원들의 교육 전략과 평가 기술들에 투자하고 부서 간의 노출을 용이하게 

하고 참여유도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국가적, 지역적 교육기준과 

관련되는지를 해석한다.  

 목표행동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일반 방문객들(예를 들어, 어린이들, 사회 

집단들, 성인들)에게 전달될 것인지를 정의하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방문객들이 보전 행동들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동물복지,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 종들의 구성, 동물행동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보전교육과 친환경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 분야에서 더 많은 

연구, 평가, 제휴 및 자료 공유에 기여할, 대학들, 박물관들, 다른 

동물원들이나 수족관들, 보전 단체들 등과의 협력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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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사개구리(ATELOPUS LIMOSUS)  

파나마 



 

보 

전 



 
 

개체군  관리  

전망  

소규모 개체군 관리에서의 전문지식 센터로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동물 보유 시설과 

야생에서 모두 선택된 종들의 생존가능 개체군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는, 협력적이고 과학에 기초한 개체군-관리 프로그램들에 종사하고 있다. 

푸른부리봉관조(BLUE-

BILLED CURASSOW)  

미국  휴스턴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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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중간:                                                  아래: 

미국  휴스턴동물원                      미 국  휴 스 턴 동 물 원                  미 국  휴 스 턴 동 물 원  

리카온(Afr ican wild dog) 렛서팬더(Red panda)                                           아루바섬방울뱀  

(Aruba I s land rat t lesnake)  

 

어떤 기관도 수천의 동물을 사육하고 

번식시키는 과학적인 지식과 실용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야생동물 보전에 기여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들은 주로 자연 서식지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영향들이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종들이 집중적인 개체군 관리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점점 더 그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동물보유기관에서와 

야생에서 모두 동물원과 수족관이 점점 더 많은 수의 동물의 집중적 관리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할 필요를 강조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목적을 위해서 증가된 번식에 관여하면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보전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은 신중하게 투자되어야 한다. 

IUCN 은 멸종위기 종 적색목록(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에 

따를 때 멸종위기 등급이 내려간 64 개의 척추동물의 4 분의 1 의 복원에서 

동물원과 수족관에 의한 보전 번식이 역할을 한 것을 인정했다. 공동의 

복원계획의 일환으로, 동물보유기관에 있는 동물을 번식시키고 그 뒤에 

그들을 야생에 재도입시키는 것은 IUCN 적색목록 위기 등급에서 향상을 

가져온 가장 자주 인용되는 보전 행동들 중 하나이다. 새들의 경우에는, 

보전번식과 야생 재도입의 보전 조치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사라졌을 16 개 종 

중 6 개 종의 멸종을 막는데 기여했다. 포유류의 경우에는 보전번식과 

재도입이 다른 어떤 보전 행동들보다도 보전 등급을 개선시키는데 더 

성공적이었고, 적어도 9 개 동물 종들의 IUCN 적색 목록 등급에서의 진정한 

개선에 기여했다. 야생 개체군에 대한 위협과 이러한 위협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동물원과 수족관의 프로그램의 잠재력은 공식적인 종 보전 계획과정 

동안에 그리고/또는 개정된 <종 보전을 위한 서식지 외 관리의 사용에 대한 

IUCN SSC 지침들, IUCN SSC Guidelines on the Use of Ex Situ Management for 

Species Conservation>의 적용으로 확인될 수 있다. 

 

현재의 개체군 관리 상태 

동물원과 수족관은 수년간에 걸쳐서 보전-번식 프로그램들에 대한 증가된 

지도력과 책임을 맡아 왔다. 어떤 기관 집단도 수천의 동물 종들을 사육하고 

번식시키는 과학적인 지식과 실용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야생동물 

보전에 기여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동물원과 수족관 

기반의 기술과 자원은 광범위하고 다학문적인 제휴들을 통해서 적용되었을 

때 보전 결과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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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들 일체를 완수하기 위해서, 동물보유기관에 있는 

야생동물 개체군은 통계학적으로 튼튼해야 하고, 동물들은 행동 면에서 

유능하고 유전적으로 야생의 동물들을 대표해야 하며 번식 프로그램은 

미래에 이러한 특성들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가능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들은 긍정적인 동물 복지 상태를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건강해야 하고(<현대의 보전단체와 동물복지> 참조), 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윤리적으로 공급출처가 확실해야 한다. 

작은 개체군은 한 종의 장기적인 존속을 확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지역적 

또는 세계적 단계의 보전-번식 프로그램들은 필요하다면 더 큰 개체군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여러 규제와 관련된 이유들 

때문에 지역적인 단계에서 운영된다. 지역간의 협력을 조성하는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은 WAZA 의 후원 하에 실시되는, 세계 종 관리 계획(Global 

Species Management Plans, GSMPs)을 통해 시험되고 있다. GSMP 는 

기존의 지역적인 과정들을 기반으로 하고 그것들을 존중하면서, 일련의 전 

세계적으로 동의된 목표들을 가지고 특정한 분류군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적 및 지역적 혈통대장(studbook)은 동물보유기관들 전체에 걸쳐서 

보전-번식 노력들을 조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혈통대장은 족보의 저장소이고 국제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관리되는 동물들에 대한 통계학적 자료들이다.  국제적인 혈통 

대장들은 WAZA 의 지원 하에 관리된다. ZIMS 는 그들의 전체 생애 동안 

개별 동물들을 추적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혈통대장 관리자(studbook 

keeper)들을 돕기 위해 ZIMS 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잘 관리된 

최신의 혈통대장들은 그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ZIMS 가 제공하는 동물과 

개체군 자료들을 향상시킬 것이다. Species360 회원들이 ZIMS 에 자료를 

입력할 때 그들은 동물원 기관 공동체 전체에 걸쳐서 효율적인 개체군 

관리에 기여한다. 게다가, 보호구역 내의 작은 개체군에 이런 유형의 

살아있는 기록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단일 계획 접근법’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자연에서 야생동물을 지속시키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증가하는 개체군을 수용하고 번식시킬 공간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이 문제는 1980년대에 인식되었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지속 가능한 개체군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필요사항으로 남아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동물학적 전문인들이 번식 목적으로 

동물들(또는 유전체들을) 이송하는데 직면하는 어려움이다. 규제상의 

장애들이 동물들의 지역간 이송을 계속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은 

GSMPs와 다른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협한다. 

또한, 그것은 고립된 지역적 개체군 내의 개체들이 번식 목적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집합적인 개체군이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여러 지역들에서 

유지되는 종의 협력적인 관리를 방해한다. 번식 목적으로 동물들을(또는 

유전체들을) 운반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보유기관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개체군을 형성하는데 성공하려면, 

프로그램 지도자들과 혈통대장 관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협력적인 

개체군 관리가 극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 재정적 자원들과 

다른 자원들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종수집 계획이 중요하고, 자원 할당이 

제한적이다. 협력적인 개체군 관리가 동물원과 수족관의 장기적인 성공에 

필수불가결하다. 프로그램 지도자들과 혈통 대장 관리자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필수적이며 그들은 동물보유기관 공동체에 매우 

크게 봉사하고 있다. 

개체군 관리의 미래 

WAZA 의 <2020 년을 향한 전망과 공동의 전략, Vision and Corporate 

Strategy Towards 2020>에서 첫 번째 운영 목표는 현지보전과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수행되는 보전 활동 간에는 분명한 연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목표에 따라, <전략>은 통합된 종 보전에 보다 

전체론적인 접근에 대해 점점 더 집중하는 시대의 시작을 명시한다. 통합된 

보전 활동은 야생 개체군에 간섭을 거의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일부 

보호구역과 동물원과 수족관에서의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관리의 강도 면에서 연속선상을 따라 이루어진다. 

 

덴 마 크 ,  코 펜하 겐동물 원  

덴마크와 에스토니아의  유럽산 두꺼비 (Nat terjack toad)의  보전번식과 재도입   

 

 

점점 더, 서식지 상실 및 서식지와 개체군의 분열의 결과로 많은 야생 

개체군이 동물보유기관 내에 있는 개체군과 유사성들을 가지게 되었다. – 

즉, 크기가 작고, 분열되어 있으며, 그들 사이에 유전자 흐름이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작고 울타리가 있는 보호구역 안에 재도입된 

동물들은 자연의 분산을 흉내 내고 유전자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이송을 필요로 한다. 분산과 같은 자연적인 메타개체군 과정들이 

인간의 간섭을 받게 됨에 따라, 이러한 모형은 관리된 메타개체군이라고 

부른다. 메타개체군 관리는 일련의 상호작용하는 개체군을 공동의 보전 

목표 아래에서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의 구성요소들은 (서식지-

국가 번식 프로그램들을 포함해서) 동물보유기관에서 관리되는 다수의 

지역적 개체군과 다수의 야생 개체군 및 유전체 자원은행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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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위한  헌신  

 장기적인 개체군 생존가능성은 종종 번식을 위해 동물의(또는 

생식세포(gametes)의) 이송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동물보유기관들 간의 동물의 교환, 동물보유기관 내에 기존 개체군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야생의 동물들의 반입 및 

동물보유기관에 있는 동물들을 야생으로 반출하는 것을 포함했다. 이러한 

이송들은 동시적인 보전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야생 개체군과 동물보유기관의 

개체군 간에 상호작용적인 동물의(또는 생식세포(gametes)의) 교환이라는 

하나의 포괄적인 범주 아래에 결합될 수 있다.  이것은 동물원과 야생지역 

양쪽에서 생존 가능한 개체군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효과적인 

개체군 관리를 위해서, 그러한 상호작용적인 교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포함해서) 국가적인 단계 및 국제적인 단계에서의 법률이 

상황에 맞게 개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동물보유기관에 사는 소규모 개체군을 관리하는 과학은 집중적인 

야생동물-관리 기법들을 필요로 하는 현지보전 프로그램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예들 들어, 정착 지역과 인접한 야생동물 개체군 내에서 

인간-야생동물 갈등을 예방하는 데 울타리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울타리로 가두어진 개체군은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 하려면 인간의 

간섭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열된 작은 개체군은 유전자 흐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몇 개의 남아있는 구역들 가운데 이입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토지-사용 변화와 더불어 점차 기후 변화가 서식지의 분열과 

하락과 파괴를 진행시키고 있어서 이입(translocation)은 점점 더 중요한 

보전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기능적 생태계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생태계적 과정들을 회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야생회복(rewilding)’이라는 

새로이 생겨난 개념에서 동물원과 수족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략적 조언과 지도가 개정된 <재도입 및 다른 보전 이입을 

위한 IUCN SSC 지침들, IUCN SSC Guidelines for Reintroductions 
and Other Conservation Translocations>에 제공되어 있다.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수의 종들이 멸종을 

피하기 위해 집중적인 개체군 관리(인간의 간섭)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에서의 활동들이 전반적인 종-보전 전략의 이로운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이 개정된 <종 보전을 위한 서식지 외 

관리의 사용에 대한 IUCN SSC 지침들, IUCN SSC Guidelines on the Use 

of Ex Situ Management for Species Conservation>에 제공된다. 이 

지침들은 동물보유기관에 있는 개체군이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전 

역할들과 더불어 그 역할들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의 유형, 

실현가능성, 위험 및 성공가능성을 정의하는 5 단계 의사결정 과정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개체군관리는 종 보전 계획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의 

일부로서 그것이 개체군 생존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멸종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확인되고 비판적으로 평가된다면 보전도구로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개체군의 행동적, 번식적, 유전적, 건강관련, 

복지관련 관리들을 위한 도구들을 발전시키는 것에 추가하여, 최근에 

WAZA 가 이끈, 동물원과 수족관에 의한 종 보전을 위한 

미래이슈탐색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동물보유기관 내에서와 야생 

상태에서 생존 가능한 개체군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 무리 생활을 하는 종의 관리와 낮은 

번식성공률과 메타개체군 관리 및 동물보유기관에서 있는 것에 대한 적응 

등과 같은 관심을 요하는 기존의 문제들이 있다. 개체군이 관리되는 

방식들을 크게 바꾸고 개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가령, 유전체학과 

같은) 연구와 새로운 기술적 발전들이 등장하고 있다(<과학과 연구> 

참조). 이러한 발견과 기술을 개체군 관리에 통합시킬 새로운 방법들과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예를 들어, 

서식지 외 번식센터들과 채취보전지역(extractive reserve)과 유전체 

자원은행들을 포함할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군을 

양성하는 것은 동물보유기관에서 수행되는 현지보전과 보전작업 및 

동물복지 목표들에 기여하는, 하나의 의무이다(<과학과 연구> 참조). 

개체군의 지속 가능성과 보전 이익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한가지 방법은 

멸종위기 종들의 서식지 국가들에서 개체군 관리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야생 개체군의 관리자들과 좋은 제휴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번식프로그램의 영향을 증가시키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 보전팀의 

목표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목표들이 달성되어야 하는지와 어떤 

과제들이 각 기관의 책임인지를 모두가 반드시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 당국과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지속 가능한 개체군 관리는 현대의 동물원과 수족관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들 중 하나이며 방문객들은 한 동물 개체의 필요(동물 복지)와 한 

종의 보전 필요(개체군 관리)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동물보유기관 내에서 개체군 관리는 동물 이송, 번식쌍 선정, 

무리 구성, 안락사 또는 피임 등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고 이러한 

요건들은 보전과 복지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분명히 설명되어야 

한다. 

 

권장사항 

• 공간의 부족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체군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동물원과 수족관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요한 

헌신적 노력으로서 협력적으로 관리되는 종들을 유지하고 번식시키는 데 

전용되는 공간을 할애해야 한다.   

• 보전-번식 프로그램은 진술된 목표들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에서의 성공 면에서, 그리고 보전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평가되어야 한다. 

• 집중적인 개체군 관리가 긍정적인 보전 결과를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는, 통합적인 종-보전 프로그램은 동물원이나 

수족관과 비정부기구, 학문적 기관, 정부기관, 다른 같은 생각을 가진 

협력자들 간의 협력을 더욱더 진전시켜야 한다.   

• 의미 있는 보전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그들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멸종위기 종들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적인 번식 

프로그램들이 세계적 종 보전 전략들을 다루기 위해서 서로 연결된다. 

• 바람직한 사육 관행과 동물복지는 성공적인 보전 프로그램을 

위한 선행조건들이고, 따라서 시설 내에서나 현지에서나, 모든 수준에서 

개체군 관리를 이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훈련과 지원을 포함해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모든 작업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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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바다코끼리(PACIFIC WALRUS)의 새끼  

미국 ,  뉴욕 ,  야생동물보전협회  



 
 

현대의  보전단체와  동물복지  

전망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은 우수한 동물복지에 대한 분명하고 핵심적인 전념을 보여주며, 

그것은 공동의 야생동물보전 목표들을 지원한다. 

animal welfare, which supports effective shared wildlife-conservation goals. 

동부띠무늬반디쿠트(EASTERN 

BARRED BANDICOOT)  

오스트레일리아 ,  주  빅토리아  

(ZO O S V I CTO R I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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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동물 복지는 공동의 야생동물-보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근본적이다. 동물 복지가 

가장 높은 기준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중요하며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현저하게 

보여져야 한다. 야생동물의 보전이 

동물보유기관의 핵심 목적이지만, 한편 적극적인 

동물 복지는 그들의 핵심 활동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 복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요약은 

<야생동물 돌보기: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전략>에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현대의 동물보유기관은 동물들의 복잡한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동물 

종들이 가능한 다양한 자연적 행동들을 

표현하도록 최대한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의 복지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정서적 반응들은 전통적인 동물-복지 

패러다임들의 개발 목적이 되었던, 가축이나 

농장동물들의 경우와 같은 다른 동물관리 

산업들과는 구분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직원들은 종종 수년간 동물들을 돌보면서 

동물들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한다. 현대의 

동물수용시설들은 전형적으로 소수의 

보전가치가 높은 개별동물들을 수용한다. 동물들 

자체가 높은 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종종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아서, 

강한 대중의 관심과 정서적 관여의 초점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동물 복지 상태의 달성 

동물 복지는 어떤 동물의 신체적인, 심리적인, 

행동적인 건강과 주변 영향들의 결과로 동물 자체 

내에서 그것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감정들과 

감각들을 포함해서, 어떤 동물의 상태를 가리킨다. 

동물 복지에서의 지식의 발전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지를 평가할 때 신체적 상태들만이 

아니라 동물들의 심리적인 상태들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따라서 동물의 행동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러한 통합이다.  

 적극적인 동물 복지는 동물의 신체적 및 심리적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와 환경이 동물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보상이 있는 도전 과제들과 선택들을 

제공할 때, 동물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상태를 

기술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엄격한 적용, 연구, 

직원들의 전문지식, 수의학적 보살핌, 모니터링 

기술 등을 사용하여, 측정가능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동물들의 ‘적극적인 복지 상태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해야 한다. 

 
 

 

 

 

 

동물들에 대해 의사소통하기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은 야생동물들을 위한 

‘대사들’이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해서 사회에 

핵심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것을 돕는다고 널리 

여겨진다. 야생동물들을 유사 자연 환경에서 

제시함으로써, 방문객들은 야생동물들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장려되고 자연을 보전하는 

행동들을 하도록 고무될 수 있다. 방문객들이 

동물들과 같은 환경들을 공유하게 되는 몰입적 

전시들의 경향은 자연 세계와의 다감각적 경험 및 

인식되는 친밀감을 제공한다. 이것은 정서적 

학습을 촉진하고, 연구결과에 의하면 

야생동물과의 정서적인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야생동물보전을 지지하고 그것에 

기부하며, 그들의 행동을 바꾸고, 아마도 보전의 

지킴이와 옹호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동물원과 수족관의 책임자들을 향한 호소 

>와 <참여유도-보전을 위한 행동변화에 영향 

미치기> 참조). 

동물원과 수족관이 그들의 시설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은 동물들과 

방문객들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고 야생동물 

보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강화하고 

확인하는 것이다(<보전 문화의 창조> 참조). 보전 

메시지들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동물보유기관은 

항상 동물들에 대한 존중을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이 동물 

시범이나 대중과의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곳에서, 

강한 보전 메시지들도 전달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항상 개별동물들의 복지가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행위들은 그 

동물들의 진행 중인 복지를 면밀하게 계속 

확인하는 수의사나 훈련된 직원에 의해서 

감독되어야 한다. 부정적인 복지 상태들이 어느 

시점에서든 탐지된다면 동물들은 그러한 

상호작용에서 빼야 한다. 

 
미 국  휴 스 턴 동 물 원  

미어캣에게  야생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조장하는  

풍부화  기회들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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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과 수족관은 현대의 

보전기관으로서의 자신들의 목표를 

뒷받침하여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달성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  

 



 

미국  일리노이  주의  세드수족관 :  수족관  의료진이  가오리를  수술하고  있다 .  

현대의  보전단체와  동물복지   |  야생동물  돌보기  

 보전 복지와 현대의 동물관 

 ‘보전 복지’는 지난 10년 간 동물관련 세계 내에서 발달해 온 용어로, 

야생동물연구 활동들이나 야생방사 프로그램들 같은 보전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동물-복지 상태들을 

보장하는 것에 적용된다.  훌륭한 동물 복지는 가령, 개선된 사육 관행들과 

야생재도입 성공 및 더 큰 방문자 참여유도를 통해서, 효과적인 보전을 

지원한다. 이 ‘온정적 보전’ 접근법은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동안 

개별 동물들의 복지를 고려한다는 핵심 원칙을 강조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 복지에의 전념은 기관 내부의 책임을 넘어서야 

한다. 이 헌신적 노력은 교육, 해설, 소셜 미디어 및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들을 통해서 일반대중에게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 동물복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관한 왕성한 연구와 평가는 방문객들이 동물 복지와 개체군 

관리가 무엇을 내포하는가를 반드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보전의 긴급성과 집중적인 종 관리의 

요건들 때문에, 복지 우선사항 한 

가지는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보전 

복지 맥락에서는 항상 적용 가능하지 

않다. 가령, 야생방사를 위한 번식 

프로그램들은 일부에서는 개별 

동물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고/주거나 그들의 적극적인 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야생 

행동들을 반드시 조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야생 환경에서 개체들의 

생존에 핵심적이다 – 그리고 보다 넓게 

종의 보전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 

방사를 위한 번식 프로그램들은 방사 

전 조건화를 시행하는데, 그것은 도피 

반응을 야기하는 방사 전 육식동물 

훈련, 야생에서의 식량 이용가능성을 

모방하기 위한 식사의 조작, 또는 

살아있는 먹이의 투입 들을 포함할 수 

있다. 

집중관리 및 관련된 보전 활동들에 

포함된 개별 동물들의 경우에, 이러한 

전략적인, 더 높은 수준의 보전에 관한 

견해는 인정되고 다루어져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행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검토나 비판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극적인 복지는 어떤 

동물의 삶에서 부정적인 경험들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경험들의 순 축적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전략의 일시적인 성격은 그들이 보전 복지의 더 포괄적인 

전략적 목표들을 충족시킨다면 수용 가능하다. 

긍정적인 동물 복지를 위한 도구들 

동물 보살핌의 모든 측면에서, 동물원과 수족관은 그들의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야생 동물들을 관리하는 것에 가장 최신의 입증된 접근법들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긍정적 강화와 같은 훈련 방법들의 확실한 사용, 복지-

중심의 전시 디자인, 고도로 능숙하고 훈련된 직원을 고용하는 것, 가능한 

최고 수준의 수의학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 환경풍부화를 사용하는 것, 

계속적으로 먹이를 검사하는 것, 계속적인 정보에 기초한 관리, 동물 복지 

상태의 연구 초점, 동물 복지 상태의 계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부정적인 포획이나 이송 혹은 사회적 분열과 같은 것을 경험한 개별 동물들을 

습득하는 것의 보전-복지 시사점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른 동물원이나 

수족관, 대학, 동물복지 단체, 과학적 단체와의 제휴는 동물 복지를 형성하고 

개선하며, 내적인 지식과 연습을 

증가시키고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기술을 

최신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동물 복지에 더 비교적이고 분석적인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량화가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결과들을 

생산하는, 호르몬, 행동적 다양성, 

심박수 들의 평가와 같은 수량화 가능한 

동물-기반의 산출물들의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지역적, 국가적, 동물원 및 수족관 

협회들의 인증 프로그램들은 좋은 

복지기준들을 입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그것이 

이용 가능할 때는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인증이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다른 시설들과 

제휴하거나 벤치마킹 해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복지 달성을 입증해야 

한다. 주된 목적은 모든 지역적인 

법률로 정해졌거나/정해지고 규제되는 

동물복지 및 사육시설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바람직한 접근법은 

그것들을 초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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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위한  헌신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 내의 동물 윤리 및 복지 위원회들은 동물 복지와 보전 

복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하고 객관적인 준거들을 제공한다. 그러한 

위원회들은 과학 학문 공동체나 일반 지역사회에 속한 외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수의사들과 동물관리 직원들 같은 핵심직원 구성원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위원회들을 사용하는 동물원들과 수족관들은 그런 위원회가 

동물 복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체적인 복지 사안들과 보전 복지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한다. 

적극적인 동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의 또 다른 근본적인 측면은 강한 복지 및 

계획-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번식 행사, 이송, 이동, 

사육시설의 설계, 수용 장소 등과 관련해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철저하고 

정보에 기초한 계획을 통해서, 환경풍부화와 관련 표준 운영 절차들은 동물 

복지 분야에서 자신감과 전문지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결론 

동물-복지 선언이나 헌신 서약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직원들이 경영진의 

동물복지에 대한 헌신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방문객들과 더 넓은 지역사회에 분명한 약속이 될 수 있다. 헌신 서약은 

<야생동물 돌보기: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전략>의 일부로 

WAZA 에 의해서 채택되어 왔다.  

권장사항 

 동물 보살핌과 복지에서의 헌신과 성공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신뢰성에 핵심적이고 동물수용시설에서 모든 운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야생동물 돌보기: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전략>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적극적인 동물복지는 동물보유기관의 

동물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이것은 현대의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핵심적이다.  

 모든 동물 상호작용이나 동물들의 공개는 보전 메시지들과 자연적 

행동들에 대한 정보와 관련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물복지 

상태들이 달성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훈련된 전문적인 

직원들에게 의해 감독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복지와 보전 행위들의 균형을 보장하고, 동물복지와 보전복지를 

포함하고 인정하는, 통합된 종-보전 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형성한다.  

 동물보유기관은 동물복지 기준들의 계속적인 검토에 전념하고, 한 

동물의 생명의 모든 측면들에 관해 높은 수준의 계획을 포함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로드리게스과일박쥐(Rodrigues fruit bat) 

세계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 물  복 지  전 략  서 약  

우리의 다음을 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가  돌보는  동물들에  대한  높은  복지  기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 

 동물  복지의  지도자 ,  옹호자 ,  권위를  가진  조언자가  되며 ; 

 동물의  신체적 ,  행동적  욕구들에  초점을  맞춘  환경들을  제공한다 .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동물원과  수족관의  모든  동물들을  존중하여  다루고 ;  

 높은  동물-복지  기준들을  우리의  사육  행위의  주된  초점으로  만들며 ;  

 모든  사육  결정들은  최신  동물-복지  과학과  수의학  학문들을  기반으로  

하며 ;  

 동료들과  동물의  보살핌과  복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및  모범관행에  

관한  조언들을  형성하고  공유하며 ;  

 지역  동물원이나  수족관  협회와  WAZA 가  설정한  구체적인  동물-복지  

기준들을  따르며 ;  

 동물  보육과  복지와  관련된  국제  협약들뿐만  아니라 ,  사법상의 ,  

그리고  국가의  직업규정 ,  법규 ,  법률  들을  준수한다 .     

 

61 



부록  |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CBD (2010)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nd the Aichi Targets: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Montreal, QC: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SG (2011) 

Intensively Managed Populations for Conservation Workshop Report. 

Apple Valley, MN: IUCN SSC Conservation Breeding Specialist Group.  

CBSG (2012)  

The One Plan Approach: Integrated Species Conservation Planning. 

Apple Valley, MN: IUCN SSC Conservation Breeding Specialist Group.  

Conde, D. A., Flesness, N., Colchero, F., Jones, O. R. & Scheuerlein, A. 

(2011) 

An emerging role of zoos to conserve biodiversity. Science 331: 1390–1391. 

Conde, D. A., Colchero, F., Gusset, M., Pearce-Kelly, P., Byers, O., 

Flesness, N., Browne, R. K. & Jones, O. R. (2013)  

Zoos through the lens of the IUCN Red List: a global metapopulation 

approach to support conservation breeding programs. PLoS ONE 8: e80311.  

Conde, D. A., Colchero, F., Güneralp, B., Gusset, M., Skolnik, B., Parr, 

M., Byers, O., Johnson, K., Young, G., Flesness, N., Possingham, H. & 

Fa, J. E. (2015) 

Opportunities and costs for preventing vertebrate extinctions. Current 

Biology 25: R219–R221.  

Conway, W. G. (2011)  

Buying time for wild animals with zoos. Zoo Biology 30: 1–8.  

Dick, G. & Gusset, M. (eds) (2010) 

Building a Future for Wildlife: Zoos and Aquariums Committed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Gland: WAZA.  

Dick, G. & Gusset, M. (2013)  

Conservation biology. In: Zookeeping: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and Technology (ed. by Irwin, M. D., Stoner, J. B. & Cobaugh, A. M.), pp. 

533–543.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a, J. E., Funk, S. M. & O’Connell, D. (2011) 

Zoo Conservation Bi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 J. E., Gusset, M., Flesness, N. & Conde, D. A. (2014)  

Zoos have yet to unveil their full conservation potential. Animal 

Conservation 17: 97–100. 

Gusset, M. & Dick, G. (2010)  

‘Building a Future for Wildlife’? Evaluating the contribution of the world 

zoo and aquarium community to in situ conservation. International Zoo 

Yearbook 44: 183–191. 

Gusset, M. & Dick, G. (2011) 

The global reach of zoos and aquariums in visitor numbers and 

conservation expenditures. Zoo Biology 30: 566–569. 

Gusset, M. & Dick, G. (eds) (2011)  

WAZA Magazine 12: Towards Sustainable Population Management. 

Gland: WAZA. 

Gusset, M. & Dick, G. (eds) (2012) 

WAZA Magazine 13: Fighting Extinction. Gland: WAZA.  

Gusset, M. & Dick, G. (eds) (2013)  

WAZA Magazine 14: Towards Integrated Species Conservation. Gland: 

WAZA. 

Gusset, M. & Dick, G. (eds) (2015)  

WAZA Magazine 16: Towards Positive Animal Welfare. Gland: WAZA. 

Gusset, M. & Lowry, R. (eds) (2014)  

WAZA Magazine 15: Towards Effective Environmental Education. Gland: 

WAZA. 

Gusset, M., Fa, J. E., Sutherland, W. J. & the Horizon Scanners for Zoos 

and Aquariums (2014)  

A horizon scan for species conservation by zoos and aquariums. Zoo 

Biology 33: 375–380.  

Hosey, G., Melfi, V. & Pankhurst, S. (2013)  

Zoo Animals: Behaviour, Management, and Welfare, 2nd ed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UCN (2015)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Gland and Cambridge: IUCN. 

http://www.iucnredlist.org  

IUCN Species Survival Commission (2013)  

Guidelines for Reintroductions and Other Conservation Translocations. 

Version 1.0. Gland: IUCN Species Survival Commission.  

IUCN Species Survival Commission (2014)  

Guidelines on the Use of Ex Situ Management for Species Conservation. 

Version 2.0. Gland: IUCN Species Survival Commission.  

IUDZG/CBSG (1993)  

The World Zoo Conservation Strategy: The Role of the Zoos and Aquaria 

of the World in Global Conservation. Chicago, IL: Chicago Zoological 

Society.  

Kleiman, D. G., Thompson, K. V. & Kirk Baer, C. (eds) (2010)  

Wild Mammals in Captivity: Principles and Techniques for Zoo 

Management, 2nd ed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보전 전략 | 세계동물원수족관 협회  62 

http://www.iucnredlist.org/


보전을  위한  헌신  

Lacy, R. C. (2013) 

Achieving true sustainability of zoo populations. Zoo Biology 32: 19–26. 

Maple, T. L. & Perdue, B. M. (2013)  

Zoo Animal Welfare. Berlin: Springer-Verlag. 

Mellor, D. J., Hunt, S. & Gusset, M. (eds) (2015)  

Caring for Wildlife: The World Zoo and Aquarium Animal Welfare 

Strategy. Gland: WAZA.  

Moss, A., Jensen, E. & Gusset, M. (2014)  

Zoo visits boost biodiversity literacy. Nature 508: 186.  

Moss, A., Jensen, E. & Gusset, M. (2015)  

Evaluating the contribution of zoos and aquariums to Aichi Biodiversity 

Target 1. Conservation Biology 29: 537–544.  

Penning, M., Reid, G. McG., Koldewey, H., Dick, G., Andrews, B., Arai, 

K., Garratt, P., Gendron, S., Lange, J., Tanner, K., Tonge, S., Van den 

Sande, P., Warmolts, D. & Gibson, C. (eds) (2009)  

Turning the Tide: A Global Aquarium Strategy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ility. Berne: WAZA.  

Redford, K. H., Amato, G., Baillie, J., Beldomenico, P., Bennett, E. L., 

Clum, N., Cook, R., Fonseca, G., Hedges, S., Launay, F., Lieberman, S., 

Mace, G. M., Murayama, A., Putnam, A., Robinson, J. G., Rosenbaum, H., 

Sanderson, E. W., Stuart, S. N., Thomas, P. & Thorbjarnarson, J. (2011) 

What does it mean to successfully conserve a (vertebrate) species? 

BioScience 61: 39–48.  

Redford, K. H., Jensen, D. B. & Breheny, J. J. (2012)  

Integrating the captive and the wild. Science 338: 1157–1158.  

Rees, P. A. (2011)  

An Introduction to Zoo Biology and Management. Oxford: Wiley-

Blackwell.  

WAZA (2005)  

Building a Future for Wildlife: The World Zoo and Aquarium 

Conservation Strategy. Berne: WAZA.  

WAZA (2009)  

WAZA Vision and Corporate Strategy Towards 2020: Voice of the Global 

Zoo and Aquarium Community. Berne: WAZA.  

WWF (2014)  

Living Planet Report 2014: Species and Spaces, People and Places (ed. by 

McLellan, R., Iyengar, L., Jeffries, B. & Oerlemans, N.). Gland: WWF. 

Zimmermann, A., Hatchwell, M., Dickie, L. & West, C. (eds) (2007)  

Zoos in the 21st Century: Catalysts for Conserv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 국  플 로 리 다  주 ,  산 호 복 원 재 단  

수족관  전문가들이  산호  증식에  대한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산호  보전을  지원한다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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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와  웹사이트  

AArk   

양서류방주(Amphibian Ark) 

동물원수족관협회(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AZA) Saving Animals From Extinction (SAFE)  

동물원수족관협회(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AZA) Toolkit for Increasing AZA-Accredited Zoo & 
Aquarium Contributions to Field Conservation  

AZA 

동물원수족관협회(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CBD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SG 

IUCN SSC 보전번식전문가집단(Conservation Breeding 

Specialist Group)  

유엔생물다양성전략계획(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WAZA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ZIMS 

국제동물이력관리시스템(Zoologic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350 을 위한 동물원과 수족관(Zoos and Aquariums for 

350) 

CBSM 

지역사회기반사회마케팅: 지속가능한 행동배양(Community-based Social Marketing: Fostering Sustainable Behavior)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보전심리학(Conservation Psychology) 

냉동방주(Frozen Ark) 

GSMP 

세계종관리계획(Global Species Management Plan) 

ISIS 

국제종정보시스템(International Species Information System)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멸종위기 종 적색목록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리빙머신(Living Machine) (친환경적 폐수처리시설)  

프로젝트보전영향도구(Project Conservation Impact Tool)  

SSC 

IUCN 종보전위원회(Species Surviv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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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용어  사전   보전을  위한  헌신  

용어  사전   

여기에  제공된  정의들은  이  <전략> 내의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 .  이  

정의들은  이  문서  내에서의  의미들에  대해서  명료성과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동물복지(Animal welfare) 

어떤 동물이 그것이 사는 조건들에 대처하는 방법. (과학적 증거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좋은 복지 상태는 그 결과 건강하고, 편안하고, 영향 상태가 좋은, 

안전하고, 내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통증, 두려움, 괴로움 등의 불쾌한 

상태들을 겪고 있지 않은 동물에 이른다. 

수족관(Aquarium) 

살아있는 야생동물들과 다른 종들을 보유하고, 방문하는 일반대중에게 주로 

개방하며 그들을 위해 운영되는, 영구적으로 위치가 정해진 시설 

바이오뱅크(Biobank) 

연구목적을 위해 축적된, 생물학적 또는 의학적 자료와 조직 표본들을 다수 

수집해 놓은 것.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모든 출처에서 온, 그 중에서도 육지, 해양, 및 그 밖의 수중 생태계와 그들이 

일부를 이루는 생태계복합체에서 온, 살아있는 생물체들 간의 가변성; 이것은 

종 내의 다양성과 종들 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CBD 

정의).  

사육상태(Captivity) (동물학적인 관점에서) 

동물이 어떤 인위적인 서식 환경에 계속 놓이고,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인간의 보살핌에 의존하는 상황.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특정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동체의 활동들의 결과로 대기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수집계획(Collection planning) 

인간의 간섭에 적합한 분류군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관적, 

지역적, 또는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전략적인 계획 과정으로, 그 분류군의 

보전 가치 및 교육적 가치와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며, 수집계획은 그 기관의 미래를 상상해보고 그 조직이 가진 

자원들과 한계점들을 고려한다.   .  

기후변화(Climate change)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해서 발생된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증가된 수준에 

크게 기인하는, 전 세계적 또는 지역적 기후 패턴의 변화로, 지구의 기후 

체계를 혼란한 과도기적 상태로 만들고 있다.    

보전(Conservation) 

자연 서식지에 장기적으로 종들의 개체군을 확보하는 것(WAZA 정의) 

보전번식(Conservation breeding) 

그들의 자연적 환경 밖에서 동물보유기관의 조건들에서 보전 목적을 위해 

동물들을 번식시키는 과정.  

보전 결과(Conservation outcomes) 

동물보유기관이나 야생에서, 종 수준과 서식지 수준에서(또는 그 중 한 

수준에서), 양적인, 질적인, 그리고 다른 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보전 결과.   

보전심리학(Conservation psychology) 

자연세계의 보전을 장려하는 방법에 특히 초점을 둔, 인간과 나머지 자연 

의 상호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보전 복지(Conservation welfare) 

야생동물 연구활동이나 야생방사 프로그램들과 같은 보전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동물-복지 상태들을 

보장하는 것.   

생태계(Ecosystem) 

상호작용하는 생물체들과 그들의 물리적인 환경의 생물학적 공동체.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사람들에게 이롭고, 지구의 생명체들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영양소순환, 토양 생산 등의 제공과 같은 자연적 과정들  

신종 출몰형 질환(Emerging disease) 

새로운 또는 이전에 인식되지 않았던 박테리아성, 진균성, 바이러스성 및 

다른 기생충 질환들. 

환경 교육(Environmental education) 

자연 세계의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는 경험들의 교수와 학습.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천연자원의 고갈이나 저하를 피하고 장기적인 환경의 질을 허용하는, 

환경과의 책임있는 상호작용;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능력을 위험하게 하지 않고 오늘날의 인구의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돕는다.   

안락사(Euthanasia) 

의식과 중앙신경계 기능의 동시적인 상실을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하는, 

인도적이고 신체적이나 심리적인 고통 이 없는 생명의 종결.  

현지보전(Field conservation) 

자연 생태계와 서식지에서 종들의 장기적인 생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  

유전체 자원은행(Genome resource bank) 

다양한 생물학적 표본들, 특히 생식세포(gamete)(난모세포와 

정자)로부터의, 종들의 유전적인 정보의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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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유전체학(Genomics) 

유전자들의 확인과 구조를 밝히는 것 및 유전자들의 서로간의,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서식지 분열(Habitat fragmentation) 

한 때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지역들이 고립된 부분들로 분열되는 곳에서의 

서식지의 손실이나 쇠퇴; 이것들은 겨우 감소된 개체군을 지탱할 수 있고 

가장자리 효과(edge effect)와 변화된 미세기후(microclimate)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래이슈탐색(Horizon scan) 

최근의 사고와 계획의 주변에 있는, 잠재적인 위협들, 기회들, 가능한 

장래의 개발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통합적 보전(Integrated conservation) 

자연 서식지 안과 밖, 양쪽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연결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하는 프로젝트들 

침입종(Invasive species) 

공간과 자원을 놓고 자생 종들과 경쟁하는 종; 종종 외래의 종이거나 

유입된 종. 

단일 계획 접근법(One Plan Approach) 

모든 관리 조건하에서, (자연 서식지 안팎의) 그 종의 모든 개체군을 

고려하고, 보전 계획 발의의 시작에서부터 모든 책임을 지닌 당사자들과 

자원들을 참여시키는, 통합적 종 보전 계획. 

메타개체군(Metapopulation) 

공간에 의해서 분리되었지만 같은 종으로 이루어지고 개별 구성원이 한 

개체군에서 다른 개체군으로 이동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개체군의 집단 

메타개체군 관리(Metapopulation management) 

같은 종의 (부분적으로) 분열된 개체군의 한 집단의 관리. 가령, 야생 

개체군과 동물 보유시설에 있는 개체군 간에 개체나 유전자를 교환하는 

것 등의 방법을 사용.  

현대 동물원 또는 수족관(Modern zoo or aquarium) 

야생동물보전, 동물복지, 환경교육 등의 높은 기준들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이 용어해설 내에 정의된 바와 같은) 당대의 동물원 또는 

수족관.  

개체군 분열(Population fragmentation) 

야생에서 사는 동물집단들이 같은 종의 다른 집단들로부터 분리되고 더 

이상 집단 간의 유전자 흐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종종, 서식지 분열의 결과로 나타남. 

보호구역(Protected area) 

연관된 생태계서비스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자연의 장기적인 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적인 혹은 다른 효과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인정되고, 
주어지고, 관리되는, 분명히 정의되는 지리적 공간.  

서식범위(Range) 

어떤 종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야생복귀[재도입](Reintroduction) 

어떤 종을 그것이 사라져버린 자연 서식지의 일부 지역으로 복귀시키는 것.  

혈통 대장(Studbook) 

분석되었을 때 어떤 개체군의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출생, 사망, 유전적 

관계 및 다른 생물학적 자료들의 자세한 기록.  

공급사슬 활동주의(Supply-chain activism) 

더 넓은 보전 이익을 위해서 물자와 서비스의 공급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을 결합하는 조직들의 행위. 

지속가능한 관행들(Sustainable practices)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생태계적, 사회적 이익들을 높이는 행동들 

이주(Translocation) 

다른 지역에서의 방사를 위해 한 지역으로부터 생물들을 의도적으로 

옮기는 것; 개체군, 종, 또는 생태계 수준에서 측정 가능한 보전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물원(Zoo) 

살아있는 야생동물들과 다른 종들을 보유하고, 주로 방문하는 

일반대중에게 개방되고 그들을 위해 관리되는, 영구적으로 위치가 정해진 

시설.    

 

 캘리포니아콘도르(California co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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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2013년  10월  13-17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의  68차  WAZA 연례회의  및  기술회의와  2014년  11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의  69차  WAZA 

연례회의  및  기술회의  동안에  열린  워크숍들에  참가한  100명  이상의  참여자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3년  5월  미국  

텍사즈주의  휴스턴  동물원에  의해 ,  그리고  2014년  5월  독일  라이프찌히  동물원에  의해 주최되었던  WAZA 보전전략  수정  워크숍들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전략>의  다양한  원고들을  끊임없이  검토해준  아래에  제시된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이  동료들은  조언과  정보의  귀중한  제공자들이었으며 이들의 

에너지와  열정은  고무적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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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2-3, Mountain gorilla, Rwanda 

© Karim Sahai Photography 

Page 9 , Cotton-top tamarin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Pages 10-11, Sunset over the Lugenda River, Mozambique  

© Susan K. McConnell / www.susankmcconnell.com 

Page 12, Masai Mara, Kenya 

© Byelikova_Oksana 

Pages 14-15, African elephants, Botswana 

© Ben Neale, Gallery Earth Photography / http://galleryearth.com.au 

Page 16, Mauritius kestrel 

© Gregory Guida 

Page 18, Kgalagadi Transfrontier Park 

© Nicole Gusset-Burgener 

Page 19, African penguin 

© Jonathan Heger 

Pages 20-21, Orangutans 

© Joel Sartore, Photo Ark 

Page 22, UNITE for the Environment 

© Michelle A. Slavin 

Page 24, Giraffe ridge barn living roof 

© Cincinnati Zoo & Botanical Garden, OH, USA 

Page 24, Zoo Doo 

© Ryan Hawk, Woodland Park Zoo, WA, USA 

Page 24, Solar panels 

© Vienna Zoo, Austria 

Page 26, Butterfly House at Melbourne Zoo 

© Zoos Victoria, Australia  

Page 26, Cell phone graphic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Page 27, American bison 

© GlobalLP 

Pages 28-29, Leatherback sea turtle 

© Joel Sartore 

Page 30, Vancouver Island marmot 

© Ollie Gardner 

Page 31, Gorilla Doctors 

© Gorilla Doctors / www.gorilladoctors.org 

Page 32, Madagascar reforestation effort  

© Susie McGuire, Conservation Fusion 

Page 33, SAFE-Saving Animals From Extinction 

©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 

Pages 34-35, Mar Alliance shark tagging  

© Renee Bumpus, Houston Zoo, TX, USA 

Page 36, Grevy’s zebra  

© Tyrel J Bernadini, Grevy’s Zebra Trust 

Page 37, Marianas Avifauna Conservation  

© Hannah Bailey, Houston Zoo, TX, USA 

Page 38, African wild dog faeces  

© Marion L East & Heribert Hofer 

Page 39, Blood-sucking insect  

© Christian Voigt, IZW  

Page 39, Otter civet  

© Leibniz Institute for Zoo and Wildlife Research (IZW); Sabah Forestry 

Department (SFD); Sabah Wildlife Department (SWD)  

Page 39, Cotton-top tamarin research 

© Lisa Hoffner 

Page 40, Yangtze alligator  

© Webitect | Dreamstime.com - Yangtze Alligator Photo  

Pages 42-43, Sea lion exhibit 

© David Merritt, Saint Louis Zoo, MO, USA 

Page 44, Western pond turtle  

© Michael Durham, Oregon Zoo, OR, USA 

Page 46, Seafood Watch  

© Monterey Bay Aquarium, CA, USA / partnerships@mbayaq.org 

Page 46, Boy Scout pledge to protect elephants 

© Julie Larsen Maher,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NY, USA 

Page 47, Orangutan exhibit 

© Zoos Victoria,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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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7, Biodiversity is Us 

© WAZA, Switzerland  

Page 48, Cheetah plush  

© Wild Republic, K&M International Inc. 

Page 48, Canvas bags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Page 48, Snow leopard festival 

© Maya Erlenbaeva 

Page 49, Black-footed ferret  

© U.S. Geological Survey, Department of the Interior 

Pages 50-51, Atelopus limosus  

© B. Gratwicke, Smithsonian’s National Zoo, DC, USA 

Page 52, Blue-billed curassow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Page 53, African wild dog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Page 53, Red panda 

© Stephanie Adams, Houston Zoo, TX, USA 

Pages 56-57, Pacific walrus calf  

© Julie Larsen Maher,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NY, USA 

Page 58, Eastern barred bandicoot 

© Zoos Victoria, Australia  

Page 59, Meerkat enrichment  

© Dale Martin, Houston Zoo, TX, USA 

Page 60, Ray surgery 

© Brenna Hernandez, Shedd Aquarium, IL, USA 

Page 61, Rodrigues fruit bat 

© Ray Wilshire, Paignton Zoo, UK 

Page 63, Coral restoration  

© Mike Concannon, Houston Zoo, TX, USA 

Page 66-67, California condor  

© Ian K. Barker, San Diego Wild Animal Park, CA, USA 

Page 67, WAZA workshop attendees 

© Leipzig Zoo, Germany 

Page 69, Quince monitor (Varanus melinus) 

© reptiles4all 

 

Page 53, Aruba Island rattlesnake  

© Stan Mays, Houston Zoo, TX, USA 

Page 54, Natterjack toads 

© Henrik Egede-Lassen 

퀸스모니터(Quince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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