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번호 
21 동물보호센터 운영

이행단계
이행완료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신규 단기 9명 412명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홍석, 동물보호팀장 박대균, 담당 윤태동 ☎ 729-3286
협조부서
협력체계 동물수호천사협동조합, 펫토피아동물병원, 우리동물병원, 우리들동물병원
시민참여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신고(유선, 안전신문고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반환처리 

□ 정책목표

·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시민의 정서 함양
·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 고취

□ 개    요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15조

  ❍ 사업기간 : 2019. 11. ~ 계속 추진
  ❍ 사업내용 : 구조가 필요한 동물 및 유기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관리
  ❍ 사업대상 : 시민들이 구조 요청한 동물 및 주인 없이 배회하는 동물
  ❍ 운영방법 : 동물병원 또는 동물 관련 법인·민간단체 선정하여 위탁
  ❍ 운영시간 
   ∙ 유기동물 보호센터 : 평일(9시 ~ 20시)
   ∙ 동물구조대 : 평일(20시 ~ 익일 4시), 휴일(9시 ~ 익일 2시)
  ❍ 구조된 동물의 관리 
   ∙ 유기동물 및 부상당한 동물 : 구조 후 보호센터 및 동물구조대 인계
   ∙ 길고양이 : 구조 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병원에 인계
   ∙ 야생동물 : 구조 후 관련 부서(환경정책과) 인계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9년
 4월 ~ 10월 ∘ 동물구조대 추진계획 수립 

 11월 ~ 12월 ∘ 동물구조대 세부사항 조율 및 위탁 운영 모집

2020년

 1월 ∘ 동물복지위원회 개최 및 업체 심의

 2월 ∘ 시범운영

 3월 ∘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구조대 협약 및 사업 시행

2021년 이후 ∘ 사업 계속 추진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3,051 900 1,905 477 402 386 394 246 246

국비 203 0 175 21 42 42 42 28 28

도비 705 270 396 137 83 72 65 39 39

시비 2,143 630 1,334 319 277 272 287 179 179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9년 추진계획 수립 20 계획 수립 7월 운영계획 수립 100

2020년 시범 운영 30 시범 운영 12월 동물구조대
시범운영 100

2021년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 50 위탑 협약
운영 개시

2월 업무협약 체결
3월 운영 개시 100

2022년 계속 운영 및 관리 계속 운영 관리 운영 관리 -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추진계획 및 방침 수립 기본방침결재

예산확보 및 시범운영 자체사업 시범운영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 위탁 협약 체결

정식 운영 및 관리 정식 운영 운영·관리

동물구조대 운영상황 유기동물 보호센터 
위탁업체 운영상황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동물 보호센터 

위탁업체 관리 및 감독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9년 동물구조대 추진계획 수립

◦ 7월: 운영추진계획 수립
◦ 8월~10월: 청소대행업체, 동물보호단체와 미팅
◦ 11월: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계획 변경
  - 야간 및 휴일만 운영하는 사업 특성 상 수익성이 낮아 참여자가 없어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연계운영 변경
◦ 12월: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

2020년 동물구조대 및 유기동물 보호센
터 위탁업체 모집 공고

◦ 2월: 추진계획 방침 재변경
  - 야간근무시간 및 인건비 문제로 참여자가 없어 근무시간 및 인건

비 상향 조정
◦ 2월~11월: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 공고 결과 참여자 없음, 기존업체 계속 운영
◦ 12월: 동물구조대 시범 운영

-

2021년 유기동물보호센터 및 동물구조
대 위탁계약 및 운영

◦ 1월: 동물보호복지위원회 개최 및 심의
  - 펫토피아 동물병원, 동물수호천사협동조합 선정
◦ 2월: 위탁운영자와 업무협약
◦ 3월: 업무 개시 및 사업 시행

-

2022년 유기동물보호센터 및 
동물구조대 운영 ◦ 계속 운영

  ❍ 협력체계 구축: 각각의 위탁기관이 역할에 따라 분담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  진 기  간 비고

펫토피아
동물병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 2021. 3. 1. ~ 2022. 12. 31. 야간·공휴일 제외

동물수호천사
협동조합 주말, 야간 유기동물 구조 2021. 3. 1. ~ 2022. 12. 31.

우리동물병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020. 2. 4. ~ 2022. 12. 31. 야간·공휴일 제외

우리들동물병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020. 2. 4. ~ 2022. 12. 31. 야간·공휴일 제외

    ∙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 2022. 3 31.기준)

연도
유기동물 관리내역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계 반환 입양 자연사 안락사 보호

2020 978 277 553 96 41 11 1,710
2021 975 101 487 64 53 - 1,692
2022 129 38 60 4 7 - 113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2022 3. 31.기준)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81.9% 2,298 900 73.4% 1,398 345 275 341 384 53

국비 70.3% 123 0 70.3% 123 11 26 42 42 2

도비 82.3% 548 270 70.2% 278 100 59 63 45 11

시비 82.8% 1,627 630 74.7% 997 234 190 236 297  40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계 2,805 900 1,905 2,214 246 492 492 492 492

국비 175 0 175 252 28 56 56 56 56

도비 666 270 396 351 39 78 78 78 78

시비 1,964 630 1,334 1,611 179 358 358 358 358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       황 문제점 및 원인 해결방안 및 정책대안

동물구조대 협약 ◦인건비 및 야간 근무시간 문제로 참여자 부족 ◦세부사항 조율로 인건비, 실비 정액 지급

위탁공고
◦구조대 및 유기동물센터 등 참여 의사 업체가 

없음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추진
 (국ㆍ도비 보조사업 신청)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추진

    ∙ 해당 위탁공고시 참여자가 없어 매번 수탁계약에 어려움이 있음

      -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하여 예산 확보 후 직영 운영 

□ 기대효과 

❍ 야간 및 공휴일에 접수되는 주민들의 동물 관련 민원을 해소

❍ 길고양이 환경오염 문제 개선 및 적정 개체 수 관리

❍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 및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