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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을갇혀사는것도억울한데비좁은철망우리

안에서비참한하루하루를보내는동물들

야생 뿐만 아니라 안락한 삶조차 잃어버린 채 감

옥같은곳에서생활하고있는광주우치동물원과전

주동물원동물들의열악한현실이다

동물원이생긴지수십년이지났지만열악한시설

은 여전하다 과연 동물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물원

이즐겁고행복한공간일까

광주일보가 최근 광주 유일의 우치동물원 시설을

확인한 결과 우치동물원은 일부 동물들이 정상적인

행동을할수있도록충분한공간과환경을제공하지

못하고있었다

맹수 우리바닥이콘크리트구조로돼있는가하면

몸을숨길공간을찾지못한맹수들은불안한듯뱅뱅

돌고독수리참수리는공간이비좁아날지못했다

최근엔 국내외 많은 동물원들이 동물 복지 개념

을도입한동물존중형동물원으로 바뀌는 추세지만

우치동물원에선 동물의 존엄성복지는 거의 찾아볼

수없었다 면적 153(462평)높이 6m의우리에사

는 참수리는 비좁은 공간에서 날기는 커녕 날개조차

자유롭게 펴지 못해 강박적으로 수도꼭지를 부리로

쪼고있었다

코끼리는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3050로 행동

반경이 넓고 사회성을 가진 동물인데 우리는 고작

354(107평)에 불과했다 현재 이들 코끼리는 머리

를좌우로흔드는정형행동(의미가없는행동을일정

하게반복하는행위)을보이고있다

또 영장류인 침팬지 우리(면적 5021518평)는

개체에 걸맞은 시설이나 자연과 흡사하게 먹이 주는

행위등동물행동풍부화시설이거의없었다

호랑이사자우리는바닥이딱딱한구조로돼있으

며 좁고 은신처도 없어 맹수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보이고있다 기린은자신의눈높이에나뭇잎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바닥에

난풀을고개를숙여뜯어먹고있다

전주동물원 내 곰호랑이 등 일부 맹수사는 면적이

4628(14평) 미만으로매우비좁았다또바닥은콘크

리트로돼있었으며은신처는아예찾아볼수없었다

쇠창살로 된 흰꼬리수리 우리는 겨우 46m 정도

날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으며 파충류사는 물론 하

마코끼리기린 우리도 이들이 생활하기엔 공간이

턱없이부족했다

이들동물원의경우동물의존엄성복지보단사육

사들이 관리하기 편한 구조로 지어졌다는 게 전물가

들의견해다

동물보호단체등전문가들은 전시관을동물의생

태습성을고려해리모델링해야한다리모델링땐동

물의 건강을 고려 바닥에 흙과 풀을 충분히 깔아주

고 면적을 충분히 넓혀 무료함을 피하고 행동풍부화

프로그램도마련해운영해야한다고강조했다

동물은 야생에서 먹이를 얻거나 쉼터를 찾고짝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경쟁자와 싸우는

등 일련의 과정이 꼭 필요한데 동물원에선 이 같은

생활을할수없는만큼이들을배려한최소한의행동

풍부화시설을마련해줘야한다는것이다

곰사육장나무뿌리에꿀을발라놓고이냄새를맡

은곰이나무주위로나타나꿀을찾아먹도록해주거

나 오랑우탄에게는 고공 그늘집을 만들어주고 겨울

에도 야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풍기열선을 설치

해준다

또침팬지타워를만들어높은나무에오르려는본

능을살릴수있도록꾸미고바버리양들을위해선돌

산을쌓고먹이를넣은공을매달아마치바위틈에서

자란키낮은나무에서먹이를따먹는느낌을받도록

해줘야한다는것이다

이를 통해 동물들은 더욱 건강해지고 관람객들은

더흥미로운장면을관람할수있다

시설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자 성과도 나

타났다

서울동물원이 2년 전부터 자연친화적 서식환경을

조성한 이후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물들의 출산이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서울대동물원 지난 2012년 1월5월까지 5개월간

태어난동물이총 34종111마리라고밝혔다

동물원측은 지난 2009년부터동물전시 개념의동

물원에서 탈피해 동물들이 행복한 서식환경을 조성

하는동행동물원사업을펼쳐온결과라고말했다

동물보호단체인전경옥 동물을위한행동대표는

단순히 먹이를 주고 잠잘 곳을 제공한다고 동물의

권리가온전히지켜지는것은아니다앞으론동물복

지의 개념이 결합된 동물원으로 시설 개선이 꾸준히

이뤄줬으면한다고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만 타이페이동물원오랑우탄우리 이 우리엔나무타워와습지등오랑우탄의생태

적특성에맞는조건이갖춰져있다 광주우치동물원내불곰광주우치동물원코끼리우리

날지못하는참수리

걷지못하는코끼리



동물복지는먼얘기

동물이 야생에서 보이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최대한 나타나도록 스스로 먹이를 찾게 하고

나무숨을곳이필요한동물에게은신처를만들어주

는등해당동물의서식지에맞는환경을조성해주는

프로그램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이 기획은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지원을받아 취

재했습니다

광주우치전주동물원열악한환경

비좁은철창콘크리트야생성퇴화

동물 존중형 행동풍부화 시설 필요

전주동물원곰우리

슬픈동물원
<2>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