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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오늘 오전 11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일부 내

용을 공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 발표로 인해 2018년 3월 20일 오늘은 우리 개헌

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과 동물의 권리를 열망하여 오던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날로 기억되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동물의 보호를 헌법에 명

시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확인된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이다

○ 헌법에 ‘국가가 동물보호를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 하는 건 사람

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다. 그동안 동물을 

보호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법 제도적 장치가 없어 동물들은 고통 속에 방치되기 일쑤였

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그냥 ‘물건’이며, 동물보호법은 미약했고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도 동물보호를 위한 배려는 인색하기만 했다. 이로 인해 참혹한 동물들의 고통

을 보며 눈물 흘리는 시민들의 동물보호법 개정 강화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던 것이다. 

○ 그러나 이제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가 명시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국가는 헌법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

을 경우 우리들은 국가에 그 의무 수행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비

로소 다양한 생명체들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러한 혁신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헌법이 

동물을 "생명체로서 동물은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것까

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우리 개헌 동동은 개헌특위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내고 시민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동

물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확인하고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쉼 없이 전개해 

보 도 자 료 (총 5매)

2018년 03월 20일(화) 12:00배포 (배포 즉시 보도)

담당 부서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팀

담당: 장김미나 활동가(070-4760-1209) / 김현지 팀장(070-4760-1213)

동물권이 헌법에 명시되는 역사적인 그날!

헌법에 ‘동물보호’명시하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를 환영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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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이제 “동물보호를 위해 국가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한마음으로 전폭적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생명체로서 동물은 부당

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을 함께 명시할 수 있기를 열망한다. 

○ 6월 개헌을 위한 투표가 실시될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현재 국회는 안타깝게

도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가 보여주는 것

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알리고 주도해 나가면 개헌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다. 

○ 우리 개헌동동은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전향적 발표에 감사와 찬사를 표한다. 우리는 

헌법 개정이 국민과 모든 약자들을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 헌법에 동물권/동물보호를 명시하여 생명존중의 대한민국 사회를 

앞당기고자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 3. 20.

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

<개헌동동이란?>

지난해 10월15일 결성된 법조인과 동물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바꿈,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핫핑크돌핀스(이상 무작위순) 7개 단체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개헌동동의 활동에 함께 해 주세요~

>>서명하러 가기:

https://goo.gl/GRrD2b

>>헌정특위에 메시지 촉구하러 가기:

http://govcraft.org/events/42

#헌법에_동물권_명시로_진정한_공존!

※첨부1. 개헌동동헌의 헌법개정안

  첨부2. 개헌동동 스티커 시안

  총 5매 . 감사합니다.

http://govcraft.org/event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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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개헌동동의 헌법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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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개헌동동의 스티커 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