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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다시 찾은 동물원 
 

지난 2004년 5월 서울대공원 입구에서는 동물원 개장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열렸

다. 동양 최대의 동물원을 지향했던 만큼 사진 속에는 방대한 동물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

었고, 그와 동시에 20년간 그 규모에 가려 말없이 고통받아 온 동물들의 모습도 담겨 있었

다. 20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 조금씩 개선되긴 했지만, 동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

기만 한 시설에서 동물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  서울대공원 개장 20주년 기념 조형물  

 

‘ 하호’ 는 지난 2001년 한 해 동안 매달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모니터링하여 2002년 초

에 ‘ 슬픈 동물원’ 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후 하호는 동물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국내 유일의 모임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서울대공원을 다

시 모니터링하였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서울대공원의 변화와 개선된 점을 중심으로 그 결과

를 이번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생태동물원의 추진,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의 실시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의 요소들이 고무적이지만, 동물원 전체로는 아예 시도되지 않거나 또는 개선

의 속도가 매우 느린 점들이 더 많이 눈에 띄어 안타깝다. 

미흡하지만 본 보고서가 서울대공원의 생태화 추진에 좋은 자극이 되고, 우리 나라 동물 

원의 동물복지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4년 12월 1일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연합 회원 모임 ‘ 하호’  

 보고서 작성: 고은미, 박은정, 오미경, 이병우, 정상기 

 도움을 준 사람들: 마용운, 양홍희, 이성조, 임보영, 최홍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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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서울대공원 동물원 환경 현황  

 

이 장에서는 2002년 1월에 발표했던 ‘ 슬픈 동물원’  보고서 중 지난 3년 동안 서울대 

공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육장과 동물 상태를 중심으로 개선된 점과 개선되지 않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3년 전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들 중 일부는 개선되고 변화의 흔적이 보였지만, 많은 부분

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좁은 공간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생기 없이 누워 있는 동물들의 모습은 이제 동물원 동물의 정형이 되어 버렸다.  

 

1. 개선된 점 

3년 전에 비해 일부 문제점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근본적인 면은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육장의 근본적인 문제인 생태 조건을 충족시켜 

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개선의 변화가 있었던 점을 사육

장과 동물 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사육장 

 

 사육장 환경 개선(그늘 시설) : 땡볕을 피할 수 있는 손바닥만한 그늘도 제공되지 않았

던 야외 유인원 사육장에 그늘 천막을 설치하여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 제공되는 사자사, 코끼리사 등의 경우에는 식생이 단조롭고 

부족하였으나, 최근 아프리카관을 중심으로 여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이를 보완하고 있다1. 

 

 

                                           
1 2004년 방사장 수목 식재 현황 (서울대공원 제공) 

위 치 이식 내역 

제1아프리카관 얼룩말 느티나무 2그루 

제1아프리카관 타조 느티나무 1그루 

제2아프리카관 바바라양 왕벚나무 3그루 

제3아프리카관 사자 전나무 40그루 

들소 방사장 왕벚나무 6그루, 느티나무 7그루 

코끼리 방사장(4개소) 

목백합 19그루, 층층나무 7그루, 가래나무 3그루, 산수유 5그루, 

보리수 5그루, 무궁화 62그루, 진달래 294그루, 개나리 469그루, 

수국228그루 

코뿔소 방사장(2개소) 느티나무, 계수나무 16그루 

아프리카물소 느티나무, 계수나무, 혜화나무 16그루 

아시아물소 느티나무, 혜화나무 8그루 

호주관 방사장 두충나무 15그루, 매실나무 5그루 

큰물새장 매실나무 5그루, 노박덩굴 22그루, 으름덩굴 20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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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태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의 환경 개선이 아니라 단순히 그늘만 제공할 목적

으로 설치되었고, 적용된 사육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생태적인 배려와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 사자 사육장에 새로 심어진 나무들(좌)                              

사육장에 설치된 그늘 천막(우)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실시 : 유인원, 사자 등의 동물사에 이들의 생태 습성을 되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능이 높아 다른 동물에 비해 무료함

을 많이 느끼는 유인원에게 다양한 놀이 기구를 제공하여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

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습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 : 기린은 높은 나무의 잎을 떼어 

먹기 위해 목이 길게 발달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다

른 영양류와 함께 낮은 먹이통에 먹이가 제공되어 왔다. 그러

나 먹이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도르래를 이용한 장치를 설

치하여 높은 나무의 잎을 따먹는 기린의 습성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배려를 하였다.  

 

 

 

 

◀ 기린의 먹이 습성을 살린 먹이주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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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 상태 

 

 로랜드 고릴라의 건강 회복 : 2001년 당시 발가락과 

손가락에 심한 상처를 입었던 로랜드 고릴라가 사육사의 

노력으로 상태가 호전되어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

다. 하지만 실외 침팬지 사육장에 놀이 시설이 설치된 

것과 대조적으로 실외 고릴라 야외 사육장에는 놀이 시

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른 유인원들에 비해 활

동성이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  

 

◀ 건강을 회복한 로랜드 고릴라  

 

 합사를 통한 습성 회복 : 사자 사육장은 

다른 동물사에 비해 조건이 비교적 나은 편이

지만, 2001년에는 서울대공원 보유 사자 중 3

마리만이 넓은 방사장에서 사육되고 나머지는 

비좁은 쇠창살 우리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이

들 간의 합사는 다른 개체에 대한 배타성이 강

한 사자에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서울대공원에

서 선뜻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합

사에 성공하여 모두 넓은 방사장에서 사육되고           ▲ 합사에 성공한 사자 무리 

있다. 고양이과 동물 중에 유일하게 무리 생활을 하는 사자의 생태적 습성을 살리고, 여건

이 좋은 사육장에 함께 사육을 시도한 좋은 사례이다.  

사자뿐만 아니라 침팬지도 합사에 성공했

다. 유인원의 많은 종들이 무리 생활을 통

해 사회성을 교육받아 다음 세대에게 전달

한다. 이전에는 어린 형제 침팬지만이 함께 

사육되고 나머지 침팬지는 따로 사육되었으

나, 현재는 다섯 개체가 모두 함께 생활하

고 있다. 동물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이지만 

개체 간의 유대가 중요한 침팬지에게는 좋

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무리 생활을 시작한 침팬지들 

 

2. 열악한 상황이 지속 또는 악화된 점 

지난 보고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 점을 기술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생태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이를 보완할 

예산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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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육장 

 

 생태와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육 공간 :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동물 사육의 기본이다. 하지만 서울대공원의 사육장 환경은 3년 동안 크게 개선된 점이 없

다. 콘크리트 바닥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행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 오소리, 너구리, 여우 등 소형동물의 사육장은 대부분 2~3평 정도로 매우 좁고, 

생태적인 시설이라고는 몇 그루의 고목이 전부이다.  

 

  

▲ 콘크리트 바닥의 비중이 매우 높은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사육장(좌) 

좁은 사육장에서 마땅히 머물 곳을 찾지 못한 비버(우) 

 

또한 습성을 발현할 수 있는 사육 시설이 갖추어

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동물들은 생기를 잃은 모습

으로 지낸다. 대부분의 새들은 날 수 있을 만한 최

소한의 공간조차 제공되지 않은 사육장에서 제대로 

날개 한번 펴 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할 물새장에

는 인공 연못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거나 물이 있

다 하더라도 수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큰 물새

장 제외).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하늘을 빼앗고, 물

새들에게 물을 빼앗은 동물원은 동물들을 이처럼 

살아있는 박제로 전락시키고 있다. 

  

▲ 물이 고인 바닥을 젓고 있는 저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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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수와 공간 문제 : 자연에서는 자연 스스로의 힘에 의해 적절한 개체수가 조절된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인 동물원에서는 번식력이 좋은 동물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좁은 사육장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며 그만큼 사육사가 관리하기도 힘들어진다. 멧

돼지의 경우는 멧돼지 농장으로의 교환, 분양 등으로 그 수를 조절하고, 사슴류 등의 일부 

종은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 시설로 이전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거나 보

호종인 경우는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좁은 공간에 사육되는 형편이다. 2001년에 서울

대공원의 에조사슴(꽃사슴의 아종)과 다마사슴은 가로 30m, 세로 20m 정도의 한 사육장에

서 최대 76마리가 살고 있었으나, 2004년 10월에는 56마리가 실외 사육장에서 사육되고 있

다. 이전에 비해 조금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좁은 공간에 많은 개체가 함께 사육되고 

있다.  

▲ 너무 많은 개체가 함께 사육되고 있는 에조사슴 ∙ 다마사슴 사육장 

 

또한 2002년 이후 서울대공원은 25종 82마

리(2004년 8월 현재, 서울대공원 제공 자료)를 

새로 구입하였으며, 새로 태어나거나 기증받은 

동물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많다. 동물당 할

당되는 면적이 턱없이 좁은 상황에서도 계속 

양적인 성장만을 지향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

다.  

 

 

 

 

◀ 수십 마리가 함께 사육되고 있어 공간이 부족한 바라싱가  

   사육장 (위)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는 구관조, 소조앵무, 뮬러앵무 

새장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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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보다 더 비생태적인 실내 사육장 : 

서울대공원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규모

를 지향하는 만큼 우리나라 기후 환경과 맞

지 않는 동물의 수도 많다는 점이다. 많은 

동물이 열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여름을 

지내기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편이지

만, 겨울에는 대부분의 동물이 좁은 실내 

사육장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지루함과 싸우

며 연중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외 

사육장에 비해 훨씬 비좁은 실내 사육장은 

더욱 비생태적인 환경임을 지난 보고서에서 

지적했지만, 한 곳도 크게 개선된 바가 없

다.  

 

◀ 겨울 실내 사육장에서 생기 없이 누워 있는   

캥거루(위)  

많은 동물들이 겨울을 지내는 단조롭고  

좁은 공간(아래) 

 

또한 1년 내내 실내 사육장에서 사

육되는 동물들도 상당수 있다. 남미관

의 대부분 동물들, 야행성 동물관의 동

물들에게 주어진 환경이란 정방형 콘크

리트 공간뿐이다. 이 동물들은 1~5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바깥 공기 한번 

제대로 맡아 보지 못하고 평생을 보내

는 경우가 많다.  

▲ 고무호스로 바닥에 물을 뿌려주는 칠레홍학의 실내 사육장 

 

 해양• 수중 동물사의 열악한 수질 : 해양 동물관의 잔점박이 물범이 민물에 적응하지 

못해 안구에 염증이 생기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구 염증을 심하게 앓던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2001년 말 소화기 장애로 폐사

했고2, 다른 한 마리는 2001년 10월 광주 우치 동물원으로 분양되었다. 내륙 동물원의 지리

적 한계로 인해 해양 동물사에 바닷물을 공급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해양 동물

을 전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바닷물 공급 여부를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한다. 동물원의 환

경이 동물에게 질병과 고통을 준다면 그 동물의 사육 여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2 환경 스페셜, ‘ 충격 보고 동물원으로부터의 SOS’ , KBS, 200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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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열악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잔점박이 물범 

 

 

 

 

 

하마는 물 속에서 묽은 변을 보는 배변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 

가 지내는 연못은 언제나 더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마 사육장의 연못은 육안 

으로 보기에도 다른 잠수 동물의 사육장 

에 비해 훨씬 수질이 나빠 보인다. 하마 

사육장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는 어

렵겠지만,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 더러운 하마 사육장의 연못 

 

 생태 조건이 다른 종의 통합 사

육 : 전혀 다른 기후와 서식 공간에서 

사는 시타퉁가(습지)와 흰오릭스(사막), 

니얄라(삼림)를 어떤 종에게도 적합하

지 않은 초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문제

점을 지난 보고서에서 지적하였으나, 

이것 역시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들은 외형상 사슴과 비슷한 소

과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동물원은 동물에게 원래

의 서식지와 비슷한 조건을 맞추어 주

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동물원의 조건에 동물들이 맞추어 살아

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습지에 사는 시타퉁가, 사막에 사는 흰오릭스와 삼림지대에                         

사는 니얄라가 함께 사는 초원 지대처럼 조성된 사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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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객 시선으로부터 동물 

을 보호할 울타리 설치 미비 : 

비록 야성을 많이 잃어버려 애 

완 동물화되어 가는 것이 동물 

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현실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물원의 동물은 여전히 야생동 

물이다. 이들은 다른 동물들, 

또는 사람의 접촉으로부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하게 스트                  

▲ 통유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시켜야 하는 라쿤 사육장    레스를 받는다. 따라서 동물을 

관람하고 관찰할 때에는 인기 

척을 최소화하는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1~2평 크기의 좁은 사육장에서 사람과 불과 

1~2m 떨어져 사람의 시선에 온몸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동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떨거

나, 이미 만성이 되어 야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 생태동물원을 지향하

는 외국의 동물원에서는 작은 관람창을 통해 동물을 관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동

물은 자연스런 습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관람객은 이런 모습을 보고 동물의 습성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 사육장 울타리의 일부를 폐쇄형 

관람창으로 설치한 홍콩 오션파 

크의 바다사자 사육장 

 

 

 먹이주기 방지 시설과 인원 배치 미비 : 동물원에서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느끼게 되 

는 경우는 동물의 습성을 보고 들을 때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애완 동물처럼 사람이 주는 먹 

이를 받아먹을 때이다. 하지만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주변의 풀을 동물에게 주는 것은 동 

물에게 건강상 커다란 고통을 줄 수 있고, 사육장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라고는 간혹 보이는 안내판이 전부이다. 먹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

는 시설 설치나 인원 배치가 되지 않아 동물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01년 잔점

박이물범은 관람객이 던진 동전 128개를 먹어 결국 소화기 장애로 인해 폐사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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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먹이를 주기 위해 동물에게 가까

이 접근할 때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

는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시급하다. 

2003년 4월 큰뿔소 사육장에서 어린이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약간의 관심

을 가지기는 했으나, 이후 이렇다 할 안

전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 동물들에게 임의로 먹이 주기가 매우 쉬운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사육장 

 

 사람의 입장을 우선시한 사육 환경 : 2004년 2월 서울대공원과 관련한 황당한 보도가 

나왔다. 인공포육장과 유인원관에 동물을 위한 벽화를 그리는 자원봉사자가, 이를 보고 즐

거워하는 동물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는 내용이었다. 유인원관의 벽화는 사육장 외부에 그린 

것이어서 관람객의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어도, 인공포육장 

내실에 그린 벽화의 의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벽화는 동물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그

것이 동물을 위한 것이고, 또한 동물들이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동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

하는 동물원 사람들로부터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던 것이다. 게다

가 벽화는 페인트로 그려진 것으로 추

정되는데, 이러한 화학 물질이 좁고 밀

폐된 인공포육장에서 사육되는 어린 동

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리 만무하

다. 혹시 환경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외관보다는 보다 생태적인 환경 조성에 

신경 써주기를 기대한다. 

 

                                ▲ 호랑이가 벽화를 좋아했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던                       

인공포육장  

 

 

(2) 동물 상태 

 

 몸상태 : 서울대공원의 동물들은 사육사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본래 서식지 환경과의 

차이가 극심하여 외형상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녹조가 짙은 수질로 

인해, 순백에 가까워야 할 북극곰은 누구도 ‘ 백곰’ 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털의 오염이 

심해졌다. 2001년 당시보다 더 짙은 녹조 때를 끼고 있으며, 얼룩이 매우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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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곰의 온몸에 짙게 남아 있는 녹조의 흔적(좌)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순백색을 유지하고 있는 시카고 링컨파크 동물원의 북극곰(2003.6 우)

  

 

또한 잔점박이 물범의 안구 염증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치료의 어려움을 설명한 안내문만이 사육장 

외벽에 걸려 있을 뿐이다. 

 

◀ 2002년 하호의 보고서 발표 이후 설치한    

관리와 치료의 어려움을 호소한 안내문 

 

 

 활동성 : 최근 동물원의 동물들은 야생에서 잡혀오기보다는 동물원에서 번식되어 다른 

동물원으로 옮겨가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2001년 강원도에서 포획되어 

온 노랑목도리담비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을 경계하며 야생의 습성을 그대로 지니고 활

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3년간 비좁은 우리에서 수많은 관람객에게 

시달리고 사육에 길들여진 탓인지,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여느 다른 동물들과 다름없이 

생기 없이 축 늘어진 전형적인 동물원의 동

물로 변해버려 매우 안타깝다. 현재의 동물

원 환경에서는 동물들의 잃어버린 야성을 회

복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이처럼 야성을 

간직한 동물마저 야성을 잃게 만들고 있다. 

 

▶ 야생에서 잡혀와 이제는 동물원 동물로 야성을 잃은 노

랑목도리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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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에서 낯설지 않게 볼 수 있는 생기 없이 축 늘어진 동물 모습 

 

 이상행동 : 동물원의 동물들은 오랜 기간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한다. 고개를 계속 좌우로 흔드는 북극곰, 머 

리를 흔들다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 머리를 흔드는 수달, 벽을 핥는 기린 등 동물원의 

동물들은 예전의 이상행동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공원은 좁은 공간에 갇 

혀 관람객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이상행동에 대해 크 

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북극곰 먹이주기 행사의 안내 방송에서는 

장거리를 이동하는 북극곰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 이를 대체하는 운동으로 머리를 흔드는 것 

이라는 엉뚱한 설명으로 대신하고 있다. 동물의 

육체적 외상의 치료뿐만 아니라, 동물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 

설 및 인원의 확충이 요구된다. 

 

 

 

 

 

 

◀ 벽을 핥는 이상행동을 하는 기린(위) 

머리를 흔들다 사육장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머리를    

흔드는 수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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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초 스트레스로 깃털을 서로 뽑

거나 또는 스스로 뽑았던 타조들은 2001

년 7월 어느 타조 농장의 새로운 개체들

과 교체되었다. 교체 초반에는 신체 외

관상의 문제가 없었으나, 3년 동안의 스

트레스로 인해 지금의 타조들은 이전 개

체와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 

거의 모든 타조의 깃털이 뽑혀 있어 매

우 흉측하다. 이는 동물원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상이 있는 동물

을 다른 동물로 교체하여 문제를 덮으려

는 안이한 정책이 초래한 결과이다. 

 

► 깃털을 뽑아 피부가 드러난 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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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1.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의 정의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이란 갇혀 있는 상태의 동물원 동물에게 야생 동물의 행동 양식을 

보일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야생에 사는 동물은 목이 

말라 물가로 나가고 싶을 경우 포식자에게 잡힐 위험의 크기와 목마른 상태를 비교하여 자

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행동을 결정하는데, 동물원의 동물에게도 이와 비슷한 환

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동물원의 동물에게 제공되는 인위적인 환경은 생존 활동에 쏟아

야 할 동물의 노력과 시간을 대폭 감소시키고, 생존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발

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물이 여러 부작용을 겪게 한다.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상을 살고 있는 동물을 적절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킴으

로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유지시키는 대안적인 방법이 되며, 동물에

게 자신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지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3.  

 

2.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현황  

서울대공원에서는 2003년 8월부터 유인원을 중심으로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9월 현재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는 대상 동물은 침팬지, 개코원숭이, 만

또원숭이(이상 유인원관 동물), 코끼리, 시베리아호랑이, 오소리, 북극곰으로 행동풍부화 프

로그램은 서울대공원의 동물의 생태적 습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된 예로 볼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침팬지의 경우, 양파 주머니에 있는 사료 꺼내 먹기, 얼린 먹이 넣어 주기 등의 먹이 프

로그램에 활발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파 주머니 프로그램을 관찰해 본 결과, 침팬지들은 

우선 매달려 있는 주머니에 대한 관찰을 하였고, 이어 양파 주머니를 관심 있게 만지작거리

다가 양파 주머니를 찢어서 안에 있는 음식물을 꺼내 먹었다. 그리고 바깥 그물을 벗겨 속 

그물망에 담긴 음식물을 통째로 꺼낸 경우

에는 이를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음식

을 먹는 등 다양한 행동을 보였다. 또한 놀

이기구로 공을 넣어 주었을 때도 공을 굴리

면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

고, 외부 사육장에 설치된 놀이기구 역시 

잘 활용하고 있다.  

 

▲ 양파 주머니에서 먹이를 꺼내 먹고 있는 침팬지   

                                           
3 AAZK(The American Association of Zoo Keepers) 홈페이지 참조 

http://www.aazk.org/aazknew/committees/enrichment/comm_enrichment_titl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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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은 서울대공원의 동물 중에서 위에 언급한 소수의 동물에게만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대공

원에 있는 전체 동물 수를 고려해 보면 적용 대상이 절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앞으로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가장 활발하게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이 진행되고 있는 유인원의 경우에도 일 년의 절반을 보내는 실내 사육장에서는 별다른 시

설을 찾아볼 수 없고 유인원 이외 동물의 경우에는, 너무도 제한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

고 있다.  

 

호랑이사나 사자사의 경우에는 설치한 기구가 

오래되어 동물들이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사목을 넣어 주거나 먹이를 매달아 주

는 등의 다른 행동풍부화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만 여전히 동물들의 활발한 반응을 이끌어 내지

는 못하고 있다. 또한 북극곰의 경우에는 얼음

을 던져 주는 간단한 내용 정도로만 진행이 되

고 있어 질적인 부분에서도 보완이 절실히 필요

하다. 이러한 현재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보

면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은 사육사 개인의 역량

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접근 방법 또한 체

계적이지 않아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

을 안고 있다.  

▲ 매달아 놓은 지 오래되어 호랑이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원형 놀이 기구 

 

현재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서는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서울대공원 각 동물사에 직접 찾아가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침팬지의 경우에는 

동물사 앞에 간단한 프로그램 내용과 

시간이 소개되어 있으나, 코끼리나 

만또원숭이의 경우 행동풍부화 프로

그램이 언제 실시되는지 알 수 없어 

설사 관심 있는 관람객이라 해도 관

람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행동풍

부화 프로그램과 같이 교육 효과가 

큰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전반적 소개가 부족한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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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사례  

서울대공원에서는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이유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은 단지 일부 종에 국한된 것은 아

니며, 유인원관을 포함하여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과제이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행동풍

부화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자에게 후각은 시각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감각이다. 이러한 예민한 후각은 

갇혀 있는 상태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므로,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제공함

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글렌오크 동물원의 경우 계피, 칠리 가루, 

생강, 얼룩말 배설물 등을 사자 사육장의 곳곳에 배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사자

들은 서로 다른 냄새에 관심을 보였으며, 다양한 행동들이 관찰되었다4. 

코끼리 역시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이어서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한 동물이다. 

아프리카에 있는 요하네스버그 동물원에서는 코끼리 사육장에 땅을 파고 물을 넣어 진흙 목

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얼음이나 호박 속에 음식물을 넣어 공급하거나, 보다 넓은 사육 

시설 내의 공간을 활용하도록 잘 다니지 않는 공간에 먹이를 숨겨 놓는 등의 프로그램을 시

행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는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고 활동적인 모

습을 보였다5.   

미국의 시카고 브룩필드 동물원의 경우 서식지를 재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각각의 동물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한 뒤, 토론의 결과를 적용하여 

동물들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이끌어 내거나 유지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행동풍

부화 프로그램은 동물에 따라 요일별로 미리 짜여진 대로 진행되며, 각 동물의 습성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6.  

 

4.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의 나아갈 방향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동물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고, 점차적으로 보다 많은 동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더

불어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들의 반응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변화를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각의 동물의 생태적 습성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며, 앞으로는 먹이주기, 놀이 시설 설치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

                                           
4 AAZK 홈페이지 참조, Making Scents : Using the Olfactory Senses for Lion Enrichment, Elissa B. 

Schuett and Barbara A. Frase, http://www.enrichment.org/sample.html 
5 AAZK 홈페이지 참조, Bide Your Time Lammie : Enrichment for a Lone Elephant, Mathew Van Lierop, 

http://www.enrichment.org/sample.html 
6 하나뿐인 지구, ‘제 736회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피난처-동물원 , EBS, 200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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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7. 또한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확립하고, 꼼꼼한 

기록을 통하여 차후의 계획 수립시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서울대공원 내

부적으로 행동풍부화 사례를 교환하여 다른 동물의 프로그램에 반영∙ 적용할 수 있도록 하

고, 국내외 동물원들과도 보다 활발히 교류하여 외부 자료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

다. 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시행 전의 사진 자료, 프

로그램 실시 이후의 변화 등이 함께 간략히 소개된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이고 잘 계획된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은 갇혀 있는 동물원 동물에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는 이해에 근거하여, 보다 많

은 관심과 보완이 필요하다.  

 

                                           
7 AAZK 홈페이지 참조 : 행동풍부화의 카테고리에는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사회적 집단 

구성(Social Groupings), 감각 자극(Sensory Stimulation) 등 여러 가지가 있다. 

http://www.aazk.org/aazknew/committees/enrichment/comm_enrichment_whati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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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서울대공원의 교육 및 대중 프로그램 

 

동물원은 심신의 휴양과 정화의 역할뿐 아니라 각종 야생 동물을 전시함으로써 사람들에

게 동물의 생태와 습성, 자연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동물원의 교육 기능은 최근 심각해지는 자연 서식지의 파괴와 야생동물의 멸종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동물원은 각종 교육 및 대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2001년 이

후 서울대공원의 교육 및 대중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교육 프로그램 

2004년도 서울대공원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 야생동

물 진료 체험 교실’ 과 어린이 동물원에서 실시하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의 ‘ 동물 교

실’ 이 있다8. 그 중 ‘ 야생동물 진료 체험 교실’ 은 생태 전시실 관람 및 동물 치료에 대

한 시청각 교육, 그리고 야생동물 진료 체험으로 이루어지며, 총 3시간 30여 분이 소요된다. 

이 프로그램은 5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토요일 오후에만 열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일 년에 20회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1회당 참여 인원이 최대 50여 

명이며, 학생들이 직접 동물을 만지거나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동물에 대해 얼마만큼 체험하고 배울지 그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어린이 동물원에서 운영되는 동물 교실에서는 먹이주기, 만져보기, 학습판 설명 등을 통

해 어린이들이 직접 동물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방학 

때에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일 1회 2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을 하

기에는 참가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 프로그램의 내용도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체계

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층의 연령에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동물을 대하는 어린이들의 관심과 학습 욕구를 채워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처럼 서울대공원에는 동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단 2개뿐이며, 그것도 유아 및 초

등학생으로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2001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물에 대해 좀더 알고자 하는 대중들의 다양

한 욕구를 채워 주지 못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동물들과 보다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으며 동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전문 인력도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8 서울대공원에서는 동물 교실, 식물 교실, 곤충 교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동물과 관련

된 ‘ 동물 교실’ 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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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 설명회와 먹이주기 행사 

유인원관 외에는 제때 제대로 진행된 곳이 없던 2001년의 동물 설명회와 먹이주기 행사

와 비교해 볼 때, 2004년 서울대공원의 동물 설명회와 먹이주기 행사는 상당히 다양해지고 

예정된 시간에 행사가 이루어졌다. 동물 설명회의 대상은 유인원, 파충류, 악어, 코끼리, 조

류 등이며, 먹이주기의 대상은 원숭이, 사자, 호랑이, 물개, 사슴 등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  

대부분의 동물 설명회에서는 하루 세 번 사육사가 직접 설명회를 하고 있었는데, 파충류

의 경우 관람객에게 직접 뱀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뱀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계기

를 마련하여 주는 등 관람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먹이주기 행사 역시 동물에 

대한 설명보다는 먹이를 주는 행동 자체에 초점이 놓여 있기는 하나, 먹이를 먹는 호랑이의 

활발한 반응을 살필 수 있어 관람객으로부터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동물 설명회와 먹이주기 행사는 동물 가까이에서 동물을 즐겁고 안전하게 관찰하

고, 동물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며, 동물에 관한 각종 궁금증을 사육사의 설명

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 물개 먹이주기 행사의 경우 녹음 

방송을 통해 물개뿐 아니라 해양관 동물들에 대해 설

명을 하고, 사육사가 먹이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그러나 사육사가 먹이를 주는 것과 방송 내용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람객의 호응을 살

피지 않고 단순히 먹이만 던져 주는 형태이어서 행사

가 형식적으로 그치고 만다. 코끼리 설명회의 경우에

는 사육사나 코끼리가 관람객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관람객이 코끼리의 행동 습성을 직접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물에 관한 질문과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행사 진행을 위한 보다 

철저한 준비나 관람객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동물 설명회나 먹이주기 행사

가 대상 동물에 대한 일반 상식을 소개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동물의 습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게다가 이들 동물 설명회나 먹

이주기 행사는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열리는 경우가 많았고, 행사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절대

적으로 부족했다. 동물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행사 진행이 아니라 행사의 대상, 

내용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가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동물은 물론이고 동물의 서식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녹음 방송과 연관성 없이 진행되

는 사육사의 먹이주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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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 공연 

서울대공원에서 운영하는 동물 공연에는 돌고

래와 물개 공연이 있는데, 2001 년도와 마찬가지

로 하루 4 회 진행되고 있다. 동물 공연의 내용

은 수시로 바뀌고 있으나, 그 수준이나 질에서는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 물개들이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 준다거나, 여자 

복장을 한 원숭이가 중간에 등장하여 관람객의 

웃음을 유발하는 등의 다분히 오락적이고 상업적

인 공연 내용으로 일관한다.  

이처럼 동물 공연의 내용은 동물을 의인화시켜 

농구하기, 대중 가요에 맞춰 춤추기, 음악 연주

하기 등 서커스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초

점을 맞추고 있을 뿐, 물개나 돌고래가 지닌 뛰

어난 능력을 보여 줄 만한 내용이나 이들의 자연 습성을 보여 줄 만한 내용은 별로 포함되

어 있지 않다. 게다가 물개와 돌고래의 서식지나 그들의 습성에 대한 설명도 들어볼 수 없

다. 또한 돌고래와 물개 공연장은 하루에도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무대를 비롯하여, 건물 전체에 물개나 돌고래에 관한 사진 자료나 전시물 하나 찾아보기 힘

들다.  

이러한 동물 공연은 동물과 가까이 할 수 있어 관람객이 동물과 친밀해지는 계기를 마련 

하고, 동물을 좀더 잘 이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열리고 있다. 그러나 동

물 공연의 내용을 보면 동물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동물을 하나의 오락거리

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락거리가 된 동물의 모습은 관람객에게 자칫 동물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

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물 공연은 동물이 사람 흉내를 냄으로써 관람객들의 시

선을 끌고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지니고 있는 타고난 능력을 

보여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동식물 표본 전시장 

서울대공원 입구의 코끼리 열차 탑승장에서는 ‘ 동식물 표본 전시장’ 이라는 간판을 볼 

수 있다. 그 동안 동식물 표본 전시장은 건물이 워낙 낙후되어 유지∙ 보수하는 공사가 진행

되어 왔으나 관람객도 없는데다가 건물 유지가 어려워 현재는 폐쇄된 상태이다. 현재 동식

물표본 전시장의 표본들은 이미 환경부로 옮겨진 상태이며, 앞으로 서울대공원의 운영 계획

에 따라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전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식물 표본 전시장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나 안내는 서울대공원의 홈페이지는 물론, 전시장 앞에서도 안내문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서울대공원에서 말하듯이 직접 만지면서 배우는 전시 공간을 선호하는 최근 관람객의 

성향에 비추어 본다면 단순히 관람만 해야 하는 동식물 표본 전시장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동식물 표본 전시장을 폐쇄해야 한다면 결국 만지지 못하고 단순

▲ 오락적인 요소에만 중점을 둔 물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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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관람만 할 수 있는 동물원도 폐쇄해야 한다는 논

리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유익한 학습 공간인 동

식물 표본 전시장이 사람들의 오랜 무관심과 재정악

화,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5. 전시회 

2004년부터 서울대공원은 입구의 동물원 광장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대

공원의 역사를 보여 주는 사진 자료 전시, 동물의 두개골 및 뼈 전시 등 정기적으로 내용을 

바꾸어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다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

여 준다.  

하지만 전시회 내용과 전시회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동물

의 뼈 전시 같은 경우, 평소에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시 취지는 좋았으나 대부분 이름만 

간단히 명시되어 있고 자세한 설명 자료나 궁금증을 해소할 줄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

았다.  

또한 동물원에서 열리는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래피티9 그리

기, 과일 축제, 쌀농사 체험, 무용단 공연, 음악회, 가요제, 각종 콘서트 등 각종 이벤트성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이런 공연은 굳이 동물원에서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동물원에서 열리는 전시회라면 어떤 형태로든 동물과 관련이 되어야 바람직하며, 

더욱이 그 전시회가 소음이나 화학 냄새 등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동물원을 방문한 관람객이 동물원에서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회가 기획되고, 질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6. 기념품점 

서울대공원 동물원에는 3개의 기념품점이 있다. 2001년도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조잡 

하고 동물과 관련 없는 어린이 장난감이 대부분이며, 그 밖에 잡다한 물건을 팔고 있다. 게

다가 동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어린이에게 폭력성을 유발하는 창, 칼과 같은 장

난감도 쉽게 눈에 띈다.  

                                           
9 그래피티 [graffiti art] :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 안내문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동식물 표본 

전시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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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네 완구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

는 장난감을 동물원 내의 기념품점에서 파는 

것은 아직까지도 관람객이 원하는 상품을 제

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2001년 관람객 설문조사에서 관람객이 선

호하는 기념품으로 동물 이미지의 인형, 그

림 및 엽서, 동물원 안내 책자, 동물 관련 전 

문 서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기 

념품은 아직도 관람객이 요구하는 기대 수준

에 훨씬 못 미치거나 기념품점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다. 동물원 내에서 원숭이 모양의 가방을 구입한 관람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설

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동물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동물원에서만큼은 동물과 관련

된 기념품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동물원에 있는 기념품점에서는 관람객이 원

하는 동물원 기념품다운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7. 안내 자료 및 시설 

입구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동물원 안내 책

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발행하고 있

으며, 이 외에 해당 기간에 열리는 각종 전시 행사

를 안내해 놓은 자료도 제공한다. 안내 책자는 이

전에 비해 비교적 자세하고 보기 쉬운 지도를 수록

하고 있으며, 동물 공연과 먹이주기 행사, 동물설

명회의 일시, 시간, 위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관람객들이 막상 동물원 안에 들어가면 안내 책

자의 지도와 동물 사육장의 위치를 가리키는 길 안

내판만으로 원하는 동물을 찾아가기란 쉽지 않다. 

특히 길 안내판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당연히 있

어야 할 곳에 없는 경우도 있고, 낡고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2001년과 마찬가지로 동물원에 있는 

3개의 안내소는 여전히 비어 있거나 닫혀 있

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면적이 매우 넓기 때

문에 사람들이 길을 잃고 우왕좌왕 하다 보면 

막상 동물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안내책자와 길 안내판으

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길 안내를 하는 자원

봉사자와 안내소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안내 책자와 길 안내판을 보고 동물

▲ 늘 텅 비어 있는 안내소 

▲ 외국인을 배려한 다양한 언어의 안

내책자 

▲ 동물관련 기념품은 찾아보기 어려운 기념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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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는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동물 설명 안내판이 있다. 

현재 각 동물 사육장에 전시된 동물 설명 안내판은 이미 너무 낡고 설명이 단조로워서 관람

객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물에 관한 정보도 구체적이지 않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대공원은 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동

물을 관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관람객을 위한 관람 길목에 관람객을 위한 동

선을 표시해 주는 안내 지도를 설치하거나, 안내소를 단순히 길 안내를 위한 곳이 아니라 

동물에 관한 의문을 풀어 주고 동물에 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동물 안내소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동물원의 경우에는 안내판에 동물과 동물의 서식지에 관한 설명, 동물이 처한 현재

의 실태 등을 설명하고 있어 안내판 자체가 교육적 기능을 하므로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물 설명 안내판은 동물에 관한 생태와 습성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동물원 동물도감을 별도로 발간하여 관람객의 이해와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

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자원봉사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2001 년 서울대공원 보전 마스터플랜 워크샵 보고서에서는 자원봉

사 인력과 자원봉사 관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공

원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동물원 자원 

봉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

되어 있지 않다. 현재 서울대공원에서 활동하

는 자원봉사자들은 서울대공원이 서울시 자

원봉사센터에 요청한 인원이거나 과천시 자

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사랑의 봉사단, 중

• 고등학교 봉사활동 학생들로, 이들은 통역, 

동식물 안내, 자연학습 교실에서 활동하고 있

다. 그러나 이들 자원봉사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이들도 제한적으로만 참여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자원봉사 인력을 아르바이트 개념의 행

정 서포터즈로 채우고 있다. 특히 서울대공원

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운영, 관리를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하지 않고 동물운영과, 식물관리과, 

사육과 등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원봉사 시간 파악조차 어려

운 실정이다.  

서울대공원에서는 자원봉사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자원봉사자의 모집, 

관리, 교육 전반에 걸쳐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 그러나 당장은 체계적인 자원

봉사센터 운영이나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이 힘들더라도,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는 다양한 교

육 및 안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 인공포육실에서 아기 호랑이와 놀아주는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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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나 올바른 관람문화 지도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일반 자원봉사자로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부족한 자원봉사 인력은 동물과 관련된 대학이나 기업과

의 제휴나 협력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동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사육사 보조, 동식물 안내나 자연학습 교실 등에 적

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동물들은 더욱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관람객들은 보다 

만족스러운 동물원 관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9. 바람직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  

서울대공원은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시설 및 서비

스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관람객들은 돌고래, 물개 공연, 홍학 공

연 등의 동물 공연을 통해 동물을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어 아이들 교육에 유익하다는 

점을 서울대공원의 장점으로 들었다. 반면, 교통, 안내, 편의시설, 서비스 등 관람 편의 시

설의 수준이 낮아 불편하다는 점을 많이 들었고, 동물 설명회의 종류를 지금보다 다양하게 

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해 달라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다10.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관

람객들은 휴식 공간뿐 아니라 교육적인 장소로 동물 

원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물원에서는 

이러한 관람객의 요구에 맞추어 관람객에게 동물의 습

성과 자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다

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멀티미디어 도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동물

과 관련하여 교육적 효과까지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작, 

동물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프로그램, 

동물 관련 캠프, 단체 설명 관람 등 다양한 참여 프로

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인적 기반을 확충하여 동물원이 훌륭한 

동물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

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동물 생태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 서식지 보전의 중요

성, 자연 환경의 중요성, 더 나아가 생명의 존엄성까지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10 <<하이서울뉴스, 제 334 호>>, 2004.11.4. 

http://inews.seoul.go.kr/newsmail/publish/php/articleview.php?idx=3602&section=1&diaryDate=2004-11-04 

▲ 신청자를 받아 관람객이 직접 먹

이를 주는 물개 먹이주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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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생태동물원 

 

1. 생태동물원의 정의 

생태동물원이란 ‘ 동물들에게 자연 서식지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동물들에게는 보다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관람객에게는 동물들이 자연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동물원’ 이라 정의한다. 그러

므로 생태동물원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동물을 관람시키고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임무, 즉 야생동물과 그들이 속한 자연 생태의 보전, 교육, 그리고 연구에 

그 존재 가치를 두는 동물원을 의미한다11. 엄밀히 말해서 ‘ 생태’ 라는 용어는 야생에서의 

상태를 일컬을 때 사용되므로 ‘ 생태형 동물원’ 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보편적으로 ‘ 생태동

물원’  이라 지칭한다. 

기존 동물원과 비교하여 생태동물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육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기

존 동물원은 동물의 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동물들을 지역적 특성만 고려하여 대륙

별로 배치하고, 사육장은 콘크리트와 쇠창살로 이루어진 인위적인 환경으로 되어 있다. 이

러한 형태의 관리 편의 위주로 이루어진 열악한 사육 환경은 동물들의 육체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시선에 동물들을 모두 노출시켜 동물들로 하여금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은 대부분 야생의 습성을 이미 잃은 

채 생기 없는 모습으로, 심지어 야생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 행동마저 보이는 동물들을 만

날 수밖에 없다. 

기존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생태동물

원은 동물에게 각 동물들의 서식지를 복원한 생태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물의 습성이 

무시된 환경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과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해자(사육장 밖으로 둘러서 판 연못이나 구덩이)를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어 만들어진 자연

스러운 구조를 통해 동물을 관찰하거나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관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

람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들이 관람객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또한 동물들에게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야성을 유지시키고, 멸종 위

기 야생동물의 보전을 위한 연구센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2. 서울대공원 토종생태동물원의 추진 현황 

동물원은 경제 성장, 교육 수준의 향상, 여가 시간의 증대뿐만 아니라 생명 과학의 발전 

등으로 그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최근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서식지의 파괴로 인

해 동물원의 종 보전과 교육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부각되면서, 생태적인 개념의 동

물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서울대공원에서도 2000년 환경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야생동

                                           
11 서울대공원 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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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서식지 외 보전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2000년부터는 국내외의 전문가

를 초청하여 워크샵을 실시하고 생태동물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존의 동물원에서 탈

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2004년 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약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13종(호랑이, 반달가슴곰, 늑대, 여우, 표범, 사슴,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 노루, 수달, 산양, 노랑목도리담비) 84개체를 수용하는 62,700㎡

(19,000평) 규모의 토종생태동물원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0

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동물원 전체를 생태동물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외국 생태동물원의 사례 

외국의 몇몇 동물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동물원의 생태화를 추진해 왔고 현재도 지속, 발

전시키고 있다. 이들 동물원에서 모범이 될 만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생

태동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 우리 나라의 동물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브롱스 동물원의 ‘ 호랑이 산’ (Tiger Mountain)은 약 12140㎡(약 3673평)의 부지에 러

시아와 중국의 국경에 있는 아무르 계곡의 일부분을 재현해 놓았는데, 관람객은 이곳 깊숙

이 위치하고 있는 관람대에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살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 관찰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고양이과 동물과 달리 물을 무척 좋아하는 호랑이의 습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전시실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호랑이들은 수영장의 

가장자리에서 분사되는 물보라를 맞기도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면서 여름의 더위를 

식힌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공, 통, 타이어 등 적당한 크기의 장난감을 넣어 주어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흥미와 생기를 잃지 않도록 해 주는 한편, 다른 동물의 뼈와 가죽, 돼지의 귀 

등을 넣어 주어 호랑

이들의 턱을 튼튼하게 

해주고 치아를 깨끗하

게 유지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놀이 도구들은 

호랑이 들이 마치 야

생에서 먹이를 다루는 

것과 유사하게 느끼게

끔 하는 역할을 한다

12.   

▲ 브롱스 동물원의 호랑이 전시실 

샌디에고 동물원의 약 8094㎡(약 2448평)가 넘는 북극곰 전시실은 북극 툰드라 남쪽 지

역을 본떠 조성되었으며, 이곳은 북극곰과 더불어 시베리아 순록과 북극의 식물이 함께 어

                                           
12 브롱스 동물원 홈페이지 참조, http://savingtigers.com/st-home/st-ztigercare/habitatenrichment 



 30 

우러져 있다. 본래 서식지인 북극과 최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동물원의 노력

은 494t의 물을 14℃로 낮추어 가득 채운 수영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람객은 127㎜의 

두껍고 투명한 아크릴 벽을 통해 마치 북극에서의 북극곰의 실제 생활을 보듯, 민첩하고 활

발하게 움직이는 북극곰의 생생한 모습을 수중 전시실에서 가까이 관찰한다. 인공 하천 기

슭의 넓게 트인 공간과 커다란 모래 상자는 북극곰이 북극의 툰드라에서 생활하듯이 낮잠을 

자고 땅을 팔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과 시설이다13.  

  샌디에고 동물원의 조류 전시실은 폭포와 이국의 식물들로 무성한 아프리카의 우림으로 

꾸며져 있다. 조류 전시실은 약 200여 종의 아프리카의 새들이 날 수 있도록 높이 27m, 길

이 46m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의 새들은 아프리카 우림에 와 있는 듯한 각종 자연

의 음향과 천둥소리를 동반한 인공 강우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아프리카의 새들은 난방 시

설이 되어 있는 동굴과 그 외의 시설들에서 추위와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15  

 

4. 서울대공원 토종생태동물원의 주요 문제점  

(1) 협소한 사육 공간 

토종생태동물원은 62,700㎡(19,000평)의 그다지 넓지 않은 공간에 다소 많은 84개체가 

전시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대공원에는 동물원 시설부지 및 관람동선 등 약 732,000평(동물

사 77개동 53,000㎡, 동물 사육장 108,000㎡ 포함)에 360여 종, 3100여 개체가 사육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너무 많아 협소한 

사육 공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새롭게 조성될 생태동물원도 마찬가지이다.  

 

동물명 
개체수 

(수컷 / 암컷) 

생태동물원의 방사장 

(㎡) / (평) 

현재 

개체수 

현재 방사장 

(㎡) / (평) 

사슴 2 / 4 799 / 242 28 599 / 181 

노루 3 / 6 799 / 242 4 1600 / 484 

노랑목도리담비 2 / 4 89.6 / 27.2 4 15 / 4.5 

삵 5 / 5 89.6 / 27.2 18 312 / 94 

너구리 2 / 2 71.8 / 21.8 4 15 / 4.5 

오소리 2 / 2 71.8 / 21.8 11 39 / 12 

산양 2 / 4 836.8 / 253.6 0 0 

호랑이 3 / 6 
2489.5 (1215.1+1274.4) 

/ 754.4 (368.2+386.2) 
14 3465 / 1048 

늑대 2 / 4 615.3 / 186.5 11 648 / 196 

여우 3 / 3 387.3 / 117.4 2 15 / 4.5 

표범 2 / 4 554.8 / 168.1 1 180 / 54 

반달가슴곰 2 / 4 
2095.6 (1209+886.6) 

/ 635 (366.4+268.6) 
8 945 / 286 

수달 2 / 4 89 / 27 (실내) 5 176 / 53 

<생태동물원에 전시될 각 동물들에게 배정된 공간> (서울대공원 제공) 

 

 

                                           
13 샌디에고 동물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sandiegozoo.org/zoo/polar_plunge.html 
15 샌디에고 동물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sandiegozoo.org/zoo.scripps_avi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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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를 통해 각 동물들에게 배정된 공간을 알 수 있는데, 개체 수를 고려해 보면 각 

동물들에게 배정된 공간이 현재 서울대공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사육장의 크기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종에 공간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초식/육식 

또는 소형/대형의 여부에 따라 공간의 차이는 발생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공간 배정은 관람

객의 선호도와 동물의 크기에 따라 지나치게 종 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위 표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삵, 너구리, 오소리의 사육장은 다른 동물에 비해 지나치게 좁아 생태동물원

이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생태동물원은 동물들에게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식

생을 잘 조성하고 각 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동물들의 활동이 보장되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문화적인 요소 접목의 문제점 

서울대공원 토종생태동물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동물에게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

면서, 우리 나라의 고유 문화를 접목하여 관람객의 흥미 유발을 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각 

전시동 내에 너와집, 장승, 초가집, 고분, 벽화 등 토속적인 시설들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폐가가 된 너와집에 여우를 전시하여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구미호를 연상

하게 하거나, 호랑이 전시동에 고구려의 고분과 벽화를 설치하여 전설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2001년 서울대공원에서 작성한 보고서16를 보면 생태동물원 조성계획은 생태적인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동물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지나치게 

문화적 요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

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을 보여줌으로써 자연 생태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태동물원의 

기본 개념에서 벗어나며, 교육과 연구에 존재 가치를 두는 생태동물원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서울대공원은 생태적인 환경에 문화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생태동물원의 세계적인 추

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대공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그러한 외국 사례는 찾아보

기 어렵다. 일부 동물원에서의 사례를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생태동물원이 본래의 제 기

능을 발휘하는 데에도 불필요한 

요소이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 동물원이라기보다 오히려 테마공

원을 연상케 하는 표범 전시동의 예

상도17 

 

 

                                           
16 서울대공원 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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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지연 

서울대공원의 토종생태동물원은 2004년 2월 27일 착공하여 2005년 9월 14일 완공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제 일 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올 봄에 나무를 베어낸 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 상태가 2004년 9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공사 허가권이 과천시에 있어 허가 받기가 힘들고, 공사 지역이 그린 벨트인데다 건설교통

부까지 연관되어 더 이상의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1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동물원 조성을 계획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4년이라는 시

간 동안 계획의 적절성이나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 추진하려고 

한 것은 사전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잘못된 계획은 수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

고 그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와 현재의 공사 중

단 의혹18에 대해서도 서울대

공원은 해명해야 한다. 

 

▲ 나무만 베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토종생태동물원의 공사 현장 

 

(4) 부적절한 명칭  

2001년 서울대공원에서 작성한 보고서19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한국의 야생 동물을 생태적으로 전시하는 동물원 공간을 토종생태동물원이라고 지칭하

였으나 생태동물원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 토종”  이라는 

말 역시 “ 토종한우” , “ 토종닭” , “ 토종인삼” 과 같이 한반도 지역에서 특이하게 개량되

거나 적응되어 온 가축이나 농산물과 결부되어 사용되어 왔다. 물론 한반도에 특이하게 적

응된 야생동물도 있을 것이나, “ 토종동물원” 이 전시할 상당수 대형 포유류와 조류의 경우 

그 서식 범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 토종” 이라고 주

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동물

원이라는 의미에서 “ 한국 야생동물원” 이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17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참조, http://grandpark.seoul.go.kr  
18 <<서울신문>>,  2004. 11. 8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1&article_id=0000019916&section_id=1
03&menu_id=103 

 
19 서울대공원 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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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내외의 전문가가 모여 이미 동물원의 바람직한 명칭에 대해 제안했음에도 불구

하고, 지금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생태동물원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라도 ‘ 토종생태동물원’ 대신 다른 적절한 명칭을 

사용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귀담

아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5. 서울대공원 토종생태동물원의 나아갈 방향 

서울대공원의 생태동물원 조성은 그 동안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태적인 요소를 도입한 동

물원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정의처럼 생태동

물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자연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야생동물과 자연생태 

환경에 대해 교육하며 종 보전의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동물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

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

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병행해야 한다.  

서울대공원은 우리나라 동물원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의 움직임은 다

른 동물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서울대공원 생태동물원의 성공 여부는 향후 우

리나라 동물원 전체의 생태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대공원은 앞서 지적한 생

태적인 환경 조성의 문제, 문화적 요소의 무리한 접목과 공사 지연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국내의 다른 동물원에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귀감이 되는 생

태동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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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Ⅵ장  행복한 동물원을 꿈꾸며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이제 스무 살 청년이 되었다. 동양 최대의 동물원을 목표로 탄생하

였고, 그 규모 면에서 여전히 아시아 최고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최고의 넓이, 최다의 동

물 보유, 최다의 관람객 등을 지향하였고, 이제는 그 규모에 맞는 나이도 먹었다. 그러나 정

작 동물들은 그 20년의 세월동안 동물원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동물의 수를 동물의 건

강보다 중요시했던 암울했던 과거에는 단지 사람이 보고 즐기는 대상으로서의 동물만이 존

재하였고, 동물 본래 존재 가치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동물들의 몸과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남았다.  

동물원 변화의 추세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서울대공원 동물원도 이제 양적인 성장에

서 벗어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생태동물원 추

진,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실시,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의 합사 등은 동물원의 변화를 실감

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속

도가 느리고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매우 아쉽다. 실제로 생태적인 조건이 충족되

는 사육장의 개선은 거의 없었고, 일부 개선된 사례도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의 대상 동물도 매우 적고 프로그램 자체도 다양하지 못했으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동물을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토종생태동물원 추진 계획도 그

린벨트 구역에 부지를 선정한 문제가 불거지더니, 최근에는 디즈니랜즈 조성 계획이 대두되

면서 서울대공원과의 연관성 의혹20과 함께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처럼 서울대공원의 변화가 더딘 것은 공룡 같은 

큰 덩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서울시가 서울대공원을 

서울 시민을 위한 위락 시설 측면에 집중하여 운영하

기 때문이다. 전시와 휴양, 교육, 연구, 보전의 동물원

의 기본 기능 중에서 전시와 휴양을 위주로 하여 운영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교육, 연구, 보전 측면은 도외

시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데다가(36%, 

2003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의 여건상 동물 사육에만도 예산 운용이 빠듯하기 때

문에 전시, 휴양 기능 이외의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고

사하고 사소한 시설 보수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듯 보호종의 체계적인 연구, 관리에 대한 예산 

배정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자랑하는 서울 

                                           
20 <<서울신문>>,  2004. 11. 8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1&article_id=0000019916&section_id=1
03&menu_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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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원의 한국 호랑이를 세계 호랑이 종 보전을 위한 연구 협회에도 가입시키지 못하는 결

과를 낳았다21. 

최근 세계적인 동물원들은 전시와 휴양보다는 교육, 연구, 보전 분야에 집중하는 추세이

다. 전시되는 동물을 단순히 사육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 홍보,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전 연구,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에 대한 교육 등을 보다 중시하며 관람 

중심의 운영에서 탈피하고 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도 교육과 연구, 보전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이를 중시한 운영으로 전환한다면 동물원의 생태적 조건은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우리나라 

동물원의 대표격이다. 그만큼 우리

나라의 다른 동물원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종생태동물원과 이에 뒤이을 전

체 동물원의 생태동물원화뿐만 아

니라, 현재 시설에서의 생태적인 

사육 및 보전 연구에 있어서도 모

범을 보여야 한다. 단지 시설의 개선만으로는 결코 생태동물원이 될 수 없다. 전시와 휴양, 

교육, 연구, 보전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라져가는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그들을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생태동물원 추진과 별도로 동물의 

습성 및 생태를 이해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앞으로 10년 후의 서울대공원 개장 30주년 기

념 사진전에서는 본래의 습성을 그대로 간직한 멋진 한국호랑이가 야생과 같은 환경에서 활

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전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국내 동물원을 선

도하는 위치를 뛰어넘어 세계적으로도 생태 및 연구보전 분야에서 뛰어난 동물원으로 비상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동물들이 진정 행복한 동물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연합 회원 모임 ‘ 하호’  

haho.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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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나뿐인 지구, ‘제 736회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피난처-동물원’, EBS, 2004. 7.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