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0월

동물학대대응포럼



01

02

동물학대가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동물학대대응체계 내 수의사의역할



온양여고에서 경비원에 의해 쇠파이프

로 폭행 당했던 길고양이 ‘바둑이’

수의학적관점에서바라보는동물학대

야옹동물병원김용현수의사



10월
동물학대대응포럼 수의학적 관점에서 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방임 및 유기 학대

(Neglect)

정서적 학대/방임

(Emotional abuse)

성적 학대

(Sexual abuse)



10월
동물학대대응포럼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 동물들에게 부상, 상해를 일으키는 행위

(동의어) non-accidental injury(NAI); battered pet syndrome

▪ Physical abuse 특징

- CCTV나 이웃 친지 등에 의해 목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발견되기 어려움

- 피해동물에 의한 신고/진술 불가능

- 가해자에 대한 행동 등에 의해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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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차기 (kicking)

▪ 주먹으로 때리기 (punching) 

▪ 던지기 (throwing;e.g. against walls, downstairs, out of windows)

▪ 도구를 이용한 폭행 (beating with an instrument) 

▪ 칼로 찌르기 (stabbing) 

▪ 불로 지지거나 뜨거운 물 등을 뿌리기 (burning, scalding)

▪ 물에 담그거나 목 조르기

(drowning, and asphyxiation;strangulation, hanging)

▪ 전자레인지, 빨래건조기, 세탁기 등에 넣고 작동시키기

putting into microwave oven, tumble dryers and washing machines. 

▪ 중독성 물질 급여 (Poisoning;drugs, alcohols, pesticide, rat poison etc.) 

▪ more than one type of above

신체적 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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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전부터 동물을 성적 도구로 학대 (성기나 기타 도구 이용)

▪ 성기, 직장, 항문, (조류) 배설강 등에 대한 성적인 행위 or 위해

▪ 어려서부터 grooming

▪ 농장동물, 반려동물, male/female may be affected 

▪ 성기, 항문 직장이나 주변부 상처, 상해 등 발생

- 해당 부위 상처/부상 치료 시 sexual abuse 가능성 염두해두고 History 

taking 필요

성적 학대 (Sexual abuse)



10월
동물학대대응포럼 정서적 학대/방임 (Emotional abuse)

▪ 동물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방임

▪ 정서적 학대

-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행동, 욕설, 고함치기, 화난 몸짓 등

▪ 심리적으로 안정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 정서적 방임

- 사회화 교육, 교감의 기회 제공을 하지 않는 것(e.g. 마리솔)



10월
동물학대대응포럼 방임 및 유기학대 (Neglect)

Food Water Shelter

Veterinary
Treatment

기본관리
(온도, 습도, 
발톱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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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순된 설명 : 부상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설명 (e.g. 안성 전기톱 사건)

설명된 상황에 비해 부상이 너무 큰 경우가 많음

▪ 일관성 없는 설명 : 사람에 따라 설명이 다름

▪ 기존에 부상을 겪거나 사망 동물이 많음

▪ 반복된 부상 : 여러 군데 부상을 입거나, 발생(회복)시기가 다른 복수의 부상 발견

▪ Multiple fracture in various bones, in different stages of healing

▪ 지나치게 왜소하거나 마른 체형, 무기력, dullness 

▪ 갑작스러운 지능 저하 및 건강 악화

▪ 부상 유형은 다양

▪ 병력청취(History taking), 신체검사, X-ray 등 기타 검사 중요

학대의 정황/신체적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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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지능 발달 부족

▪ 주인을 두려워하거나, 주인과 함께 있으면 비명을 지르거나 소·대변

을 지리는 등 극도의 불안 증상

▪ 주인이 없으면 즐겁거나 행복한 표정과 행동/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불안한 모습

▪ 순하던 성격이 난폭해짐

▪ 극도의 식탐, 지나친 배설 자제

학대 받은 동물의 행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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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대응포럼 동물학대가 동물에 미치는 영향

▪ 부상, 사망 등 직접적 영향

▪ 성격 형성기의 부정적 영향, 사회화 부족 등으로 인한 이차적 영향

(사납거나 공격적 성향으로의 발전, 지능발달장애)

▪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질병 유발

(방광염, 지방간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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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대응포럼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긴급 대처 방안 1

▪ 조용하고신속하게(증거를수집하면서) : 더열악한환경으로감춰질수있음

▪ 현실적이고구체적인도움을모색 : 음식, 치료 now or never situation

▪ 폭행등으로급박한상황이면경찰에먼저신고, 동물보호단체접촉

(경찰이나단체의도움을못받는경우가더많음)

▪ 치료필요한경우,거취(격리)가더큰문제일수있음

▪ 가장나쁜것은아무것도하지않으면서비난만하는것

▪ 소유권포기각서받고병원에자비로입원치료(거취까지책임)시키는것이가장신속/

깔끔하다는 ‘현실’

▪ 관심을가지는개인에게너무가혹한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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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에 의한 사망여부 판단 위하여 법수의학자에 의한 부검 필수

▪ 국내 법수의학 개념의 부검 불가 (수의과대학 병리실험실 일반 부검)

▪ 우리나라 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 관련 전문인력 없음

▪ 수의검역원 법수의학 개념 부검 불가, 질병진단과 병성감정의뢰 및 병리부검수준

(최근 부검 전 X-ray 등 추가 검사 실시, 살서제, 일부 농약 중독 등의 검사 가능)

▪ 부검 의뢰 시 주의사항 : 냉동금지, 냉장, 현장사진 / 장기간 보관 시에는 냉동, 

털거나 씻기지 말 것. 

▪ 법수의학(Veterinary Forensic pathology) 전문인력 양성 필요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긴급 대처 방안 2 –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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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대응포럼 동물학대 대응 체계 내 수의사의 역할

학대의심현장

출동/감식

부상및사망원인에

대한과학적규명
법정등에서의증언

학대관련교육 학대사건의신고
피학대동물의치료

및보호, 권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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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대응포럼 동물병원에서 접하는 학대 사례

▪ 동물병원에서는 적극적 학대 or 방치 접할 수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 신고 의무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은폐 등 역효과 우려

▪ 신체적 학대 사건 : 안산 전기톱 사건, 헬렌

▪ 방치 사건 : 에리얼, 깨돌이, 윌리엄, 발톱이 뚫고 나온 경우 등

▪ 학대로 보이지만 아닌 경우도 존재 : 트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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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대응포럼 해외 동물학대 사례

▪ 미국 Puppy Doe case : 2013년학대후유기된 Kiya사건

▪ 굶주림에의한저체중, 혀절단, 칼에찔린눈, 화상, 관절뽑힘등의고문에가까운

학대후유기됨, 구조후안락사

▪ 범인은 8-10년징역형선고

▪ 동물학대의심사건이발생했을때법수의학적조사를받을수있도록도와주는기금

인 Animal Doe Project 등이생기는계기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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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대응포럼 마무리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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