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발 장
1. 고발인

성  명 ○○○
주  소 ○○ ○○○ ○○○○○ ○○○○
전  화 ○○○-○○○○-○○○○
이메일 ○○○○○@○○○○○○○.○○○

 ☞ 고발인의 인적사항은 상세히 기입한다.

2. 피고발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직  업 ○○○○○○
전  화 ○○○-○○○○-○○○○
이메일 ○○○○○@○○○○○○○.○○○

기타사항
 ☞ 피고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한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미상’으로 기입한다.

3. 고발죄명
가. 동물보호법 위반

 ☞ 고발죄명을 기재한다. 재물손괴 등 동물보호법 위반 외 위법하고 유책한 사실이 존재할 경우 
추가 기술한다.

4. 범죄사실의 요지
가. 동물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 약물 등 물리적 ·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게 
하거나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 예 시 ]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고발장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2019. ○○. ○○. 오전 ○시 ○○분경 ○○○○ 
인근에서 고양이를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의 학대 행위로 두개골 골절 및 각막 
손상, 안구 돌출 등의 심각한 상해를 유발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학대자의 행위가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임을 기술한다.
 ☞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서술하되 학대 행위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5. 사건의 경위
고발인 ○○○은 2019년 ○월 ○일 오전 ○시 ○○분경 ○○○○ 인근에서 피고발인 ○○○가 
고양이를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 지역 캣맘들이 물심양면 돌보던 길고양이로, ○월 ○일 오전 ○시 무렵 
피고발인 ○○○은 ○○○○ 인근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은 고양이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척 하던 사이 갑자기 꼬리를 움켜쥐고 고양이를 들어 올렸고 쇠파이프로 
잔인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캣맘으로서 평소 길고양이들을 돌보아오던 고발인 ○○○ 본인은 다른 캣맘들과 함께 
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기 위하여 동네를 돌아다니던 중 무언가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와 
날카로운 동물의 비명 소리에 현장을 발견하게 됐고 피고발인이 한 손에는 고양이의 꼬리를, 
다른 한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캣맘들과 마주친 피고발인은 인근 
화단에 고양이를 버리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두개골 골절 및 각막 손상, 안구 돌출 등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으며 현재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 제4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고양이를 진심 어리게 돌봐온 캣맘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목격한 시민 및 캣맘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야기했습니다.

쇠파이프로 고양이를 수차례 내려치는 잔인한 방법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가한 피고발인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 사건의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한다.
 ☞ 학대자의 학대 행위가 해당되는 법 조항(동물보호법 제8조)과 처벌 조항(동물보호법 제46조)을 

함께 기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론
피고발인은 2019. ○. ○. 오전 ○시경 ○○○○ 인근에서 캣맘들이 지켜보는 앞에 고양이를 
쇠파이프로 내려쳐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제4호의 위반으로 동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고발인은 위 폭행 현장을 목격한 후 사건의 심각성을 느껴 본 고발에 이르게 되었는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부디 피고발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 학대 행위자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다시 한 번 
간단히 기술한 후,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7. 증거자료
□ 증 제1호)
□ 증 제2호)

 ☞ 폭행 현장, 학대 도구, 피학대 동물의 사진(동물의 상태 파악 가능한 사진) 등을 첨부한다.
 ☞ 동영상의 경우 USB 또는 CD에 자료를 저장하여 별도 제출한다.

2020. ○○. ○○.
고발인     성  명    (인)

○○경찰서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