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

비교문화연구 제17집 2호, (2011)  pp. 87~124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주요개념> 동물민속, 사람과 동물의 관계, 동물관, 동물위령제, 동물천도재

한국사회의 동물위령제를 통해 본 동물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1)

Veldkamp, Elmer(휄트캄프 엘머)
**

1. 서론: 현대 민속사회를 보는 새로운 시점 - 동물과 사람의 관계의 

변화

최근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보

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애완동물의 인기 상승과 동물보호운동의 전

개, 그리고 동물원동물이나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

이 여러 동물들과 친숙해진 결과, 동물의 죽음에 대한 관심 특히 그 죽

음을 아쉬워하는 경향도 고조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도시부를 중

심으로 등장한 애완동물의 장례 서비스나 동물학대 반대 운동으로 행해

지는 동물천도재 등과 같은 사회 현상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여 주는 

* 본 논문은 일본 동경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What feels natural: the 

changing realities of human-animal relationships in Korea and Japan”(Veldkamp 

2010)의 일부를 수정 가필한 내용이다. 또한, 이 연구는 2010-2011년도 한국국제교류

재단 박사후 과정 펠로십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교(Leiden University) 인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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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동물의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는 새롭고도 현실적

인 문제로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의 한국사회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주제가 바로 동물위령제라고 불리는 

동물의 사후의례(死後儀禮)와 추모의식(追慕儀式)이다. 현대사회에서 

사람과 동물의 관계 및 동물관과 접하게 얽힌 동물위령제와 그 사회

적, 문화적, 역사적 문맥을 살펴보는 것은 현대 한국사회의 동물관과 

동물의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죽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관문이다. 죽음에 대

한 사회문화적 연구는,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어떻게 자리매

김 되었는지를 통해 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며, 죽은 자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조상숭배나 무속의례의 

연구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현대 한국인들의 동물관에 접근하

는 하나의 방법으로 동물의 죽음에 대한 현대적 대응방법, 즉 동물의 

죽음에 새로운 의미 및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동물관의 문화적 표현인 

동물위령제를 살펴보는 게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문화연구에서 죽음과 죽은 자의 문화적 대응은, 동물위령제

가 아닌 주로 부계적(父系的)인 친족체계를 상징하는 유교적인 조상숭

배, 불행한 혼과 원혼을 모시고 달래주는 무속의례, 불교의 의례 체계

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인간의 경우만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다. 이

와같이 죽음에 관련된 문화연구의 대상은 인간에 국한되어 왔지만, 애

완동물의 인기상승과 더불어 동물의 죽음을 직접 접하는 한국인들이 늘

어감에 따라 동물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방법도 그 사회적문화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한국사람들의 동물관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동물의 죽음에 대한 문화적 의미 부여를 나타내는 동물위령제

와 그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상황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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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생활환경의 변화과정을 대상으로 한 한국민속학의 동물

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설화나 속담의 표상 연구 다. 근년에는 

동물과 관련된 민속문화적 요소를 분석 대상으로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상징성이나 표상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 연구도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동물민속론에서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에 걸친 장기적인 연속성, 즉 

‘동물민속’은 변화하지 않는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가령 김종대는, 동물민속이 “우리 민족의 문화

적 바탕을 알려주는 기본적인 열쇠”이며 “우리 민족의 심성이나 문화적

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밝혀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다(김종대 2001: 153-154). 그리고 민족의 심성을 내포한 동물민속은 

“큰 층위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상징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현재의 시점에서 가까운 시간일수록… 

(그) 상징들은 묻히고 현실세계에서 경험된 내용만이 수용되는 경향이 

강화된다.”고 주장한다(김종대 2001: 176). 또한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문화 연구의 새로운 방법으로 제창하는 천진기의 경우도, “민담시대…

에서부터 88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 그 동물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과 태도”는 역사적인 연속

성과 통일성이 있다고 주장한다(천진기 2002: 124).

이러한 연구는 한국인과 자연, 혹은 동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풍습

이나 표상 등을 초역사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모든 한국인들에게는 

공유되는 ‘민족 심성’의 ‘원형'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있다.1) 다시 말

해 기존의 문화요소가 연속적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20세기에 이르러 

한국사회의 근대화, 공업화, 도시화 등에 따라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암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남근우 2003: 205).

주지하다시피 민속학은 각 시대의 기록물을 자료로 삼고 있는 역사

 1) ‘원형'의 이론적인 전개에 대해서는 정수진(2008) 참조. 이 관점의 예로는 정형호

(199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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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등과는 다르게,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생활

자의 기억(기록되지 않은 자료)들을 통해, 그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해 

가는 과정과 상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장에서 접하는 생활자의 과

거의 기억은 물론 축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축적된 기억은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간 것일수록, 현재를 살고 있는 생활자의 경험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비중”이 떨어질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현재와 

동떨어진 수세기 전의 상황과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남근우 2003: 

193).

또한 민속이란 바로 생활자들이 생활환경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의

미를 부여한 결과물이며, 그것은 내적, 외적 요인의 향으로 늘 변화하

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가 “문화적 사상적 

배경에 따라 그 상징적 의미”의 “변화의 바탕에 있는 사상적, 문화적 

배경”을 구명하는 것이라면(천진기 2003: 4), 전술한 ‘민족 심성’의 발

굴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동물과 사람에 관한 민속 연구도 역시 현재를 

살고 있는 생활자의 동물관이 내적, 외적 요소의 향을 받아 산출되는 

과정, 즉 “개개의 생활자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기억하는 등신대의 

과거”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남근우 2003: 194). 뿐만 아니라, 이 

생활자들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기 위한 실존적 창조 행위, 즉 문화 

창조력에 기초한 생성”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를 포

착하려면 “‘순수하고 진정한 고유문화’가 존재한다는 인식과 그 원형을 

과거에서 찾으려는 종래의 관점”에서 탈각해야 한다(남근우 2003: 

194). 그렇지 않고서는 현장에서 진행 중인 민속의 변용과 그에 대한 

생활자들의 인식방법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기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사회의 ‘동물관’의 변

화를 엿볼 수 있는 동물위령제를 고찰해보겠다. 이를 통해 그것이 한국

문화의 핵심을 내포한 ‘문화의 비 을 푸는 열쇠’가 아니라, 현대를 살

아가는 생활자들의 세상에 대한 현실적인 의식을 나타내는 풍습임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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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보겠다. 즉, 한국의 동물위령제는 한국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 변화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가 된다. 본문에서는 동물위령제란 무엇

인지, 그리고 현대 한국사회의 어떤 사회문화적 문맥 안에서 근년에 주

목을 끌고 보급되게 되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초기 한국의 현대적 실험동물위령제와 그 역사적 배경

국어사전에서는 ‘위령제'란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

내는 제사”2)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을 위한 위령

제의 대부분은 단순히 죽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이나 복지 등을 위한 동물의 죽음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전제로 둔

다. 한국에서는 특히 1990년대부터 기존에는 보기 드물었던 행사가 보

급되어 주목을 받기 시작하 으며, 현재도 위령비를 건립하거나 위령제

를 지내는 곳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동물위령제 중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곳은 의학적인 실험

에 쓰이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실이다. 전국의 생명과학연구

소, 대학교의 의과대학이나 수의과대학, 즉 동물실험시설이 있는 연구

기관이라면 대부분 어떠한 형식으로든 동물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또 

근년에 건립된 비석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일제 식민지시기에 건립되어 

현존하는 동물위령비도 몇 군데 있다. 우선 비교적 오래된 동물위령제

와 동물위령비의 역사적 유래와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 절에 근년의 새

로운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다.

 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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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적 동물위령제의 이른 사례

동물위령제와 동물관의 변화의 관계를 검토하는 전단계로 동물위령

제가 언제부터 어떤 형식으로 행해져 왔는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동물위령비의 건립시기를 보는 방법과, 2) 동물위령

제를 정기적으로 행하기 시작한 시기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후자를 선택한다. 위령비를 세웠는데 위령제를 정기적으로 행하지 

않거나, 위령제는 지내지만 비석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위령제만 

지내는 경우에는 임시적인 제상만 차리면 되어서 경제적이지만, 위령비 

건립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3).

이와 같은 이유로 가장 오래 된 동물위령비는 한국사람이 건립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도 있어서, 동물위령제의 현대사를 

추구하는데 위령제의 거행시기를 주요한 지표로 본다. 이하는 동물위령

제를 비교적 일찍이 시작한 동물실험실을 가진 국가기관의 동물위령제

와 그 비석을 소개하겠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속 국립독성과학원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속 국립독성과학원(國立毒性科學院)의 동

물실험시설 관계자들이 지내고 있는 실험동물위령제에 대해 기술하고 

그 성격을 검토해 보겠다.4)

국립독성과학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부속 연구소

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창립된 국립과학연구소가 그 전신이다. 

1945년 이전을 보면, 조선총독부 부속의 세균실과 관련이 있는 곳으로 

 3) 조사 중에 경제적인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위령비를 건립하겠다는 곳도 있었는데, 그 

이유의 하나로 위령비의 상징적인 가치(품위)를 들 수 있다. 즉, 비석은 그 연구소의 

(둥물을 배려하는) 연구방침을 보여 주는 기능도 한다고 하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

다.

 4) 필자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조사자료, 즉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구성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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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역사가 오래된 국가의 연구기관이다.

식약청 부지 내에는 ‘동물공양지비’(動物供養之碑)라는 비석이 있

다. 그 뒷면에 1929년 3월 23일이라고 건립 연월일이 새겨져 있는 것으

로 보아 일제 식민지시기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비석 뒷면의 

건립 연월이 일본의 연호가 아닌 서기로 되어 있는 것은, 연구소 관계자

가 비문의 연도 부분을 시멘트로 지우고 다시 서기로 새겨 넣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는 관계자 측에서도 모르고 있었다. 

식약청이 현재 소재지인 녹번동으로 이사 온 1960년 전후에 위령비도 

같이 옮겨졌다. 원래는 정문 옆에 재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기독교 신자

인 당시의 상사가 위령비의 위치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하여,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지 뒤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5)

실험동물위령제를 시작한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연구

소 전체가 공동으로 지낸 것은 아니었다. 1973년부터 식약청에서 근무

를 시작한 조정식 전 실험동물자원실장에 따르면, 자신은 불교 신도여

서 1970년대부터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제가 여기에 73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때도 이것(동물공양지비)이 있었는

데… 그 전에부터 1929년 일제 그 쪽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 불교문화 유

교문화가 지배적이어서 생명의 존엄성을… 그래서 쭉 1929년부터 방역연구소

에서 지내왔다. … 1973년에 제가 와서는 저는 불교를 믿어서 제일 처음에는 

호응을 잘 안 했다고, 그런데 이 생명을 다루잖아 죽이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했고… 점점 사람들이 제사에 호응을 해 주었어요. … 그래

서 연구자들도 오고 규모가 커지니까 예산도 생겼지. … 동물에 대한 윤리나 

고마움을 짚고 가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그 1년을 마무리하는 화합의 장으로 

변천되었지요. … 그때는 대동물도 많았고… 꼭 불교가 아니더라고 소가 도살

장에 끌려가면 눈물을 흘린다던지 하잖아요.6)

 5) 조정식 박사(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 前 실험동물자원실장)의 인터뷰(2008. 

10).

 6) 조정식 박사(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 前 실험동물자원실장)의 인터뷰(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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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령제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했었는데 2000년도부터 예산이 만

들어졌고 공동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위령제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92년의 신문 

기사에 이미 저자가 조사한 2008년도 동물위령제와 비슷한 제단 모습

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만이 규모 확대의 요인이 되었다고는 생각

되지 않는다. 

위령제는 1년에 한 번 추석이 끝난 10월 말쯤에 행해지는데 동물실

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약 100명 정도 참석한다. 이처럼 1929

년에 건립된 비석 앞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

이 1년에 한번 지내는 정기적인 행사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조정식실장은 이 동물위령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이것이 전통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단에는 동

물들이 좋아하는 것을 놓아요. 멸치, 사료, 배추 같은 것을 놓는데…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구마, 감자 등 마우스가 좋아하는 것도… 이것은 전통

제사와 틀린 점이 많을 거예요. … 얘들이 좋아 하는 것을 제단에 올린다는 

점에서.

식약청의 동물위령제의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동물

위령제를 묘사하는 신문 기사에서 “192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0년째

를 맞는 행사”7)라고 적고 있는 것은, 이러한 행사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한국문화의 지속성의 신화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

위령비 앞에 제단을 차려 실험동물들(개, 쥐, 양, 몰모트 등)을 위한 

사료, 과일, 야채와 함께 제사에서도 쓰이는 북어, 떡, 한과 등을 제물로 

올린다. 식순은 대표자가 인사말과 경과보고(지난해의 연구에 희생된 

 7) “실험용 토끼, 쥐들아! 사람 원망 말기를…”, 조선일보, 200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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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종류별 수와 연구 현황 등)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래와 같은 

제문, 즉 위혼문(慰魂文)을 낭독한다.

금수(禽獸)의 생명이여, 품성은 각기 다르나 목숨은 같으니라. 아까운 생명

이지만 의로운 죽음을 피하지 않음이니, 인류 복지와 동류 금수의 보건을 위

해,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지어다. 가련한 그 넋을 위하여 

묵념하고 명복을 축원하오니 밝은 세상에 다시 나아가 생하길 기원하노라.8)

위혼문 낭독이 끝나면 관계자들은 위령비 앞의 제단에 헌화하고 묵

념을 한다. 마지막에는 동물실험과 동물위령제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

주면서 다과회를 가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떡등은 장례식에도 쓰이는 

것이라고 관계자가 지적했다.

다른 곳에서 행해지는 동물위령제도 식약청의 제문과 비슷한 내용

들이다.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주 눈에 띄는 테마는 실험동물들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에 대한 감사 ･아쉬움 ･반성의 표현, 실험동

물들의 혼이 다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라는 소망의 표현, 그리고 위

의 위혼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물실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윤리

적인 실험 실시에 대한 결심등을 표현 한다.

식약청과 같은 연구기관에서 지내는 실험동물위령제에는 일반적으

로 종교 관련자(승려, 목사, 무당 등)는 참석하지 않고, 식순은 유교적인 

제사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동물위령제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동물의 제사’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관계

자들이 동물위령제를 자신들의 문화인 한국문화의 틀 안에서 당연한 것

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의식은 과일, 잡곡, 사료 등 

대상동물들이 좋아 한다고 생각되는 제물을 올린 제단 앞에서 하는데, 

절을 하고 분향 ･헌화 ･헌작을 하는 것은 불교적인 인상을 줄 뿐만 아

 8) 200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현 국립독성과학원) 실험동물위령제관련 

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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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장례식과도 닮은 점이 있다고 보인다.

한국의 동물위령제에서는 어느 특정한 종교를 따르지 않고 임의적

으로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독교 신자가 많은 한국에서는 어느 

한 종교를 따르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 그러

나 위령제 책임자 중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다. 그 중의 한명(대학교 교

수)은 “종교적인 부분에는 참가하지 않더라도 다 같이 의식을 지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대답했다. 동물위령제의 해석을 둘러싼 현장 관계자들

의 실용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히 ‘동물의 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의식이 아니라는 점을 내포한 의식이라고 보

는 게 좋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실험동물위령제의 의미는 참가하는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으나, 단순히 동물의 혼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험동물

의 불행한 넋을 위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실

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동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한 실험자의 심적인 부

담과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의식의 의미와 함께, 생명의 존중이라는 슬

로건을 가지고 학생이나 연구자들에게 동물실험의 윤리적인 측면을 의

식화 시키려는 측면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식약청에 있는 비석은 1929년에 건립된 비석으로 현재 남아 있는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필자가 알고 있는 한 그보다 더 오래 된 비석이 

적어도 두 군데는 더 남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절인 20세기 

전반의 동물위령제에서 상세히 검토하겠다.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998년에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

연구소가 통합된 국가기관이지만, 국립동물검역소는 1909년에 창설된 

수출우 검역소로 시작했고, 수의과학연구소의 전신은 1911년의 우역혈

정제조소이다.9) 기관의 역사는 20세기 전반까지 올라가는데, 가축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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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에 대한 검역과 방역 그리고 안전 관리를 위한 중심적인 기관이었

고, 해방 후에도 그 역할을 해 왔다. 1962년부터 본부가 부산에서 안양

으로 이전되면서 부산의 검역소가 남지원으로 바뀌었다. 여기는 관계

자가 축혼비(畜魂碑)라고 부르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1922년(大正 

11년 11월 18일)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비문에는 ｢一殺多生 畜魂碑 

南無阿彌陀佛｣이라고 씌어 있어 불교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남지원은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는 축산물의 

검역만 하고 있어서 살아 있는 동물을 다루는 곳이 아니므로 동물위령

제를 지내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한국인이 시작한 위령제 중 또 하나의 

이른 예가 바로 이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것이다. 

검역원 부지내에는 1969년에 건립된 축혼비(畜魂碑)가 있는데, 한국인

이 만든 동물의 비석 중에 오래된 예 중의 하나이다. 축혼비 앞면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열 목숨 얻기 위해

한 목숨 바친 그대 희생 빛내리

넋이여 고이 잠들라

1969. 10. 20일

이 축혼비의 건립은 1966년부터 현 검역원의 전신인 가축위생연구

소에서 근무한 박근식 박사(1934년생)의 발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

다. 그는 축혼비 건립의 동기와 계기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다.

실험실에서 내가 닭하는데 닭하는 곳에서 연구하는데 병아리 있잖아 요만

한 거 무슨 병이 걸렸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것을 죽여 가지

고 피를 채혈을 해가지고 혈청검사도 해야 하고 피를 혈관을 찾아가지고 뽑

 9)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Ex_Intro/Ex_Intropage2.asp)에서 

2009. 2.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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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중에 목에 있는 경추를 분리시키면 죽어요. 그런데 눈은 말똥말똥 해가

지고 나를 쳐다본다고… 그 애처롭기가 짝이 없어. 이것이 하루에 한두 마리

가 아니고 수백 마리씩 그렇게 하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그 짐승들의 목숨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부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 그래서 이것을 내 죄를 사하는 방

법이 없겠느냐?

그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당시에 예수도 안 믿었다고… 크리

스천은 아니었다고… 아니었지만도… 해부를 하고 가져다 놓고 딱 앞에 서가

지고는 묵념을 했다고… 그때 항상 생각하는 게 너는 네 목숨은 여기에서 희

생되지만 너의 동료들을 위해서 한다. 항상 마음을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했는데… 이건 나 혼자만 기도 할 것이 아니고… 여기 많은 실험실에서 동물

들이 쥐도 죽고 돼지도 죽고 소도 죽고 죽이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생명을 존경을 하는 마음자세를 과학자

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실험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것이 나오더라도 바람

직하지 못하다.10)

박근식 박사는 축혼비 건립의 계기는 일본의 수의과학 연구자인 오

치 유이치11)의 조언을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오치 박사는 1945년 

전에 한국의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일을 했던 연구자로, 해방 후에도 한

국의 기관을 계속해서 방문했었는데 일본의 연구소에는 수혼비(獸魂碑)

가 많다는 것을 박근식 박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 자신이 병아리

를 다루면서 느낀 경험과 잘 맞는 것 같아 위령비의 건립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행하는 연구와 활동을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해 짐승 수(獸)자를 쓰던 ‘수혼비’를 가축 축(畜)으로 바꿔서 ‘축혼

비’(畜魂碑)로 했다고 한다. 안양에 있는 연구소 본부의 앞마당에서는 

축혼비가 건립된 1969년 이후, 매년 식목일에 동물축혼제가 개최되고 

있다.

10) 박근식 박사와의 인터뷰(2009. 5).

11) 越智雄一(1902~1992). 쇼와(昭和)시대(1926~1989)의 수의학자. 메이지 35년 9월 12

일생. 동경제국대학 졸업. 조선총독부 가축위생연구소장을 거쳐서 1948년에 동경대학

교 교수가 됨. 퇴관 후, 아자부(麻布) 수의대학(현 아자부대학) 학장. 학술회의회장, 

일본 농학회 회장 등을 역임(http://kotobank.jp/word/越智勇一, 2009. 7.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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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적 동물위령제의 역사적 배경: 1945년 이전

본 절에서는 20세기 전반에 동물위령비가 어떤 계기로 한국에서 건

립되었는지 밝혀 보고, 그 때 행해진 동물위령제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또한, 전래의 한국문화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었던 동물위령제의 성격을 살펴보고, 한국에서는 왜 최근에 들어

와 그 보급이 가능해졌는지를 생각해보겠다. 

동물실험시설이 있는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들이 죽은 동물의 제

단 앞에서 절을 하고 명예로운 동물의 넋을 기리면서, 사람을 위해 희생

이 된 실험동물을 보고 가엾은 생명에 대한 유감스러움을 표하는 장면

은 같은 한국문화인데도 다른 문맥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동물원

과 불교 사찰 등에서도 동물의 추모행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학

이나 수의학의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위령제가 가장 많은 것은 

역사적인 배경에 그 이유가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 안에서는 사람의 죽음이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해 

온 것에 비해, 동물의 죽음은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한국의 불교에도 우리에 들어 있는 동물을 해방시키는 방생법회(放生法

會)가 존재하지만, 동물의 극락왕생이나 사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한

국문화에 큰 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일본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일본에서는 수렵이나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동물의 넋을 위로하는 의례가 수백 년 간 이어져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다양한 문맥 안에서 동물을 위한 공양제 ･위령제가 널리 행해지

고 있기 때문이다(Veldkamp 2005). 이와 같은 일본과의 차이점은, 동

물위령제가 한국에서 시작된 계기와 위령제의 제문에 자주 등장하는 

‘죽은 동물을 기리며 그들의 혼을 위로한다'는 표현이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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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알고 있는 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동물공양지비'보다 더 

오래 된 비석이 적어도 두 군데 있다.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

물관 앞마당에 있는 1922년(大正 11년)에 건립된 ‘실험동물공양탑’이라

는 비석이다. 건립년은 부산의 수의과학검역원 남지원에 있는 비석과 

같은데 서울대학교병원은 20세기 초인 1916년에 세워진 경성의학전문

학교가 개칭된 곳이다.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후 1928년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으므로, 이 공양탑은 경성

의학전문학교 때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에 건립된 공양탑이지

만 그 이후 위령제가 현재까지 80년 넘게 계속해서 지내져 온 것은 아니

다. 현재 위령제 개최의 중심이 되는 임상의학연구소는 1998년에 설립

되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1996년부터 위령제를 지내기 시작했

고, 2005년부터는 의과대학 및 병원 내의 동물실험 시설을 합쳐서 통합

위령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12)

두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부산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남지

원에 있는 1922년에 건립된 비석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 있는 동물위령

비 중에 오래 된 것들, 즉 1945년 이전에 건립 된 것들은 모두 그 전신이 

일제 식민지시기의 연구기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수의과학검역원 남지원에 있는 동물위령비가 현재까지 

온 길을 밝혀 줄 수 있는 역사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서는 식약청에 있는 1929년에 건립된 동물공양지비를 출

발점으로 식민지시기의 동물위령제가 거행된 상황과 성격을 살펴보겠

다.

현재의 식약청 독성과학원의 전신은 1945년에 설립된 국립방역연

구소이다. 1963년에 이 국립방역연구소와 국립화학연구소, 국립생약시

험소, 국립보건원이 국립보건원으로 통합되어, 1996년에 현재의 식약청

12) 제2회 통합위령제 준비 자료, 2006년 11월 작성, 임상의학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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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세균검사소의 동물위령제(경무휘보 331호에서 발췌; 1933. 

11. 15).

이 되었다(이준상 ·김옥진 2000). 그리고 1945년의 해방 이전을 보면, 

1912년에 조선총독부 경찰국 위생과 밑에 설립된 세균실로 시작되어, 

1920년에 그 명칭이 세균검사소로 바뀌었다(박남  1978).

연도를 보면 식약청에 있는 동물공양지비는 세균검사소 때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총독부 경찰국의 기관지인 경무휘보(警務彙報)에는 

동물위령제가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다. 그중에 331호(1933년 11월 15

일)에 실린 ｢동물위령제: 이케다 경무국장 이하의 참석으로 아주 정성스

럽게 집행되었다｣(｢動物慰霊祭－池田警務局長以下臨場していとも懇

に執行せられた－｣)에는 세균검사소의 동물공양지비 앞에서 일본인 

직원들이 위령제를 지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바로 이 기사에는 현

재 식약청에 있는 동물공양지비(사진 1, 2)가 등장하고 있어, 그 비석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 실린 비석의 사진(1933년)은 비석에 새겨져 있는 건립 

연도 1929년보다 4년 후에 찍은 것이지만, 1920년대 전후에 이와 비슷

한 위령제가 일본에서도 행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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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식약청 동물공양지비와 제단(2008. 10 촬영).

립수의과학검역원 남지원에 있는 동물 비석의 건립 연도를 함께 고려

한다면, 식약청의 동물공양지비가 1929년에 건립되었음은 납득이 갈 것

이다. 식약청에 있는 비석은 일본인이 건립한 것이며, 총독부 세균검사

소의 실험동물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1938년 동아일보에 실린 위령제 

기사13)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령제를 지내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Veldkamp 2008).

이 풍습의 유래는 불행하게 죽은 자의 원혼으로 인한 적(靈的)인 

복수(일어: 타타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에도 해당함)에 대한 민간신

앙과, 극락왕생 및 성불(成佛)을 목적으로 한 불교 공양이 혼합된 것이

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동물을 잡으러 숲이나 바다에 나가서 생업을 

하는 일본의 수렵민과 어민들 사이에는, 사람과 동물, 식물 모두가 성불

이 가능하다고 적여 있는 기도문이 벌써 17세기부터 전해져 오고 있다 

(千葉徳爾 1969). 이 풍습의 핵심은 사람들이 죽인 동물의 혼의 복수

를 막는 데 있었지, 그 동물들의 ‘의로운 희생’을 표창하는 것은 아니었

다. 그러나 현대 일본사회에서 행해지는 동물의 사후의례는 동물의 

13) “人間의 祭物로 바쳐진 八千頭의 토끼 말, 今日慰靈祭를 擧行”, 동아일보 1938.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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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에 대한 감사와 표창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다. 사람을 위해 또는 

사람 때문에 죽는 동물의 범위가 넓어졌고, 또 그 적인 복수에 대한 

공포감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다(松崎健三 2004; フェルトカンプ 2006).

이와 같은 의미 변화는 일본에서는 20세기 전반에 일어난 것이다. 

메이지유신(1868년) 이후, 국가 즉 천황을 위해서 싸우고 죽은 사람들

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천황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혼을 국가의 웅 또는 군신(軍神)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혼을 신으로 모시는 ‘초혼 위령’(招魂慰

靈)은 일상생활에서 민속적인 조상 숭배를 해왔던 일반 사람들의 심리

를 이용해 새로 창출한 사상이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계기는 오늘날의 

이른바 '야스쿠니(靖國) 문제'(村上重良 1974)에도 반 되어 아직도 지

속되고 있으며, 결국 죽은 자의 혼을 안치하는 것과 표창하는 것이 

착종(錯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동물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 때부터 전선에서 죽은 동물(주로 군마)을 위한 비석이 등장한다. 

초기의 공양비 ･위령비는 개인적으로 건립된 것이 많았는데, 점점 국가

나 군대에서 공동으로 지내는 군용동물위령제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장(戰場)에서의 동물의 공적을 표창한다는 새로운 면이 부각되

기 시작했고, 1920년대 후반 이후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말 외에 군용

견도 전쟁에 동원되어, 국가와 천황에 대한 충성의 모범으로 소학교(초

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フェルトカンプ 2009). 일본에

서의 현대적인 동물공양 ･동물위령제를 이해하는 데, 그리고 한국에 동

물위령비가 등장한 시기와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의로운 군견과 관련해서 의로운 죽음을 높이 평가

하고 표창하는 현상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즉, 고전문학으로 남아 

있는 의견설화와 의견비 ･의구총 ･의우총 ･말무덤 등이 있다. 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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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간행된 보통학교의 교과서인 朝鮮語讀本 卷四에 처음 나타나는 

오수의 개로 대표되는 전국의 ‘의로운 동물 아야기’는 현대적인 동물위

령제의 제문에 나타나는 표현과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인정

할 수 있지만, 현대적인 동물위령제가 의견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일본인들이 세운 비석과 동물공양제, 그리고 한

국의 의로운 동물 이야기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동물 ‘표창’의 자리매김에 있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죽은 동물의 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보

내는 의례가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는데, 동물의 혼을 웅처럼 모시

고 그 죽음을 미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발전이라고 보는 게 정확

할 것이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의견비 ･의구총과 같은 동물 비석은 주

인을 살렸다는 도덕적인 면에서의 표창, 즉 유교적인 도덕을 대표하는 

삼강오행에 따른 행동의 표창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여 건립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현대적인 동물위령제는 맨 먼저 죽은 

동물들의 넋의 명복을 빈다는 점에서 오히려 원래 한국문화에서 보기 

드물었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적인 동물

위령제의 제문과 전래의 의견설화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양자

가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실험실 관계자들과

의 인터뷰에도 위령제를 지내는 배경을 물어 보면, “무당이나 불교의 

향”이라는 막연한 대답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의견설화 등을 언급

하는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동물위령제의 역사적

인 배경과 발전은 오래된 전통이라기 보다는 근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14)

14) 조선일보의 기사를 검색한 결과, 동물위령제는 1925년에 처음 기사화 되었는데(“춘

계도축위령제”, 조선일보, 1925. 4. 29) 1930년대에 들어와서 실리는 빈도가 높아

졌다. 신문기사는 대부분 군용동물을 다룬 내용이다. 동물위령제를 개최한 계기는 만

주사변 기념(“만주사변기념과 위령제와 대연습”, 조선일보, 1933. 9. 16), 지역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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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전후 여러 가지 위령제 ･공양제가 1950년대부터 다시 

등장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1945년부터 한동안 동물위령제를 다룬 기

사가 없다가, 1969년에 창경원동물원의 60주년 기념 축전을 계기로 동

물원동물들을 위한 위령제가 개최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15) 이 창경원

의 기사 이후 1990년대의 실험동물위령제 재발견까지 동물위령제가 보

도된 적은 없었다. 상술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

의과학검역원의 동물위령제는 오히려 선구적이며 예외인 것으로 보인

다.

일본인들은 전몰자를 위한 신사와 비석을 식민지 던 한국, 중국, 

대만 등에도 건립했는데 그 대부분은 1945년 이후 파기되었기 때문에, 

식약청에 있는 공양탑은 특별한 의미가 적어도 두 가지는 포함된 귀한 

역사자료라고 할 수 있다. 첫째, 1945년 이전의 한국에서 일본연구자들

이 실험동물위령제를 지냈었고, 그 위령비는 80년 가까이 보존된 것이

다. 둘째, 이와 같은 비석을 일상적인 문화관습으로 여겼던 일본연구자

들이 한반도를 떠난 후 60년이 지난 최근에, 그것이 다시 한국연구자들

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상황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20세기 전반에 한국에 들어와서 연구를 했었던 일본 연구자들은 동

물실험실 외에도 동물을 위한 제사(위령제, 공양제 등)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사후의례를 

외국에 나가더라도 꼭 지내고 싶을 만큼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초기 (수혼제 등을 포함한) 동물위령제는 동물을 다루

부의 개별적인 행사(“향토부대 군마, 군견, 군구 합동위령제”, 조선일보, 1939. 12. 

7; “전몰 장병, 군마, 견 위령제 집행”, 조선일보, 1940. 2. 23) 등으로, 1939년 이

후 ‘애마일'을 둘러싼 제전(祭典)에 통합시키거나, 전장에 출정(出征)하기 전의 무운

장구기원제(武運長久祈願祭)에 통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금일은 애마일 신궁에서 

출정마의 무운을 기원하고”, 조선일보, 1939. 4. 8).

15) “창경원 푸짐한 회갑잔치―오는 1일 2백만원들여 동물위령제도”, 조선일보, 196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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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동물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찾는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거기서 한국에 없었던 ‘동물의 제사'라는 

형식을 알게 되거나, 그것을 위한 비석이 있거나 해서 초기 동물위령제

가 형성되었다.

3. 근년의 동물위령제의 발전과 보급

동물위령제는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석과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의식은 오늘날 한국에

서 지내고 있는 동물위령제가 포함하는 의미의 여러 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동물실험시설과 같은 특정한 공간에서 지내는 동물위령

제가 왜 많은지에 대한 배경, 동물실험시설이 아닌 곳에서 동물위령제

를 지내게 된 계기, 조건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아 왔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은 오래된 사례는 소수이다. 한국에서의 동물위령제는 

최근에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1990년대 이후에 본격화되었기 때문

에, 한국인들이 지내는 동물위령제의 역사는 역시 현대적인 문맥 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하에서는 동물위령제의 테마, 동기 그리고 맥락의 

발전과 확장을 살펴보겠다.  

1) 실험동물위령제의 새로운 테마 등장

앞 절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에 걸쳐 한국 연구자

들이 곳곳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동물위령제를 시작한 

계기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던 동물위

령제는 오래 된 비석의 존재, 발상인의 교육적인 배경, 외국연구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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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등 복잡한 역사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볼 때, 20세기 전반에 행해

진 죽은 동물을 위한 사후의례와의 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

1984년에 한국동물실험학회가 창립되고, 1980년대부터 동물실험시

설의 확장과 함께 동물위령제(수혼제, 축혼제 등을 포함)를 지내는 곳이 

199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매년 늘고 있다. 이 대분분의 경우는 일본과 

직, 간접적 관계가 있기 보다는 동물실험학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문

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학자, 수의학자, 생명공학자들은 같

은 대학에서 학업을 했다는 학연이나, 같은 연구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

다는 인맥 등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동물위령제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기관에 한국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 시작된 위령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3R’16) 

개념이다.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 부속 삼성생명과학연구소 부지 내에 

1997년에 건립된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動物慰靈碑

人類의 健康을 위하여 高貴한 生命을 바친 고마운 넋들이여!

당신들의 犧牲이 헛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犧牲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들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3R”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17) –

一九九七年 六月 十七日

이와 같은 동물의 죽음을 표창하는 것과 3R 개념이라는 구성요소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개최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 부

16) ‘3R'의 개념(실험동물의 대체[replace]와 감축[reduce], 그리고 실험의 개선[refine]) 

그 자체를 처음으로 제창한 연구는 1959년의 W.M.S. Russel과 R.L. Burch의 “The 

Principles of Humane Experimental Technique”(London: Methuen)이지만, 한국에서

는 1990년대 이후 실험실의 시설이 개선되면서 이 개념이 동물실험학자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7) 1999년도 삼성의료원 부속 삼성생명과학연구소 동물위령제 보도자료. 2000년 9월에 

삼성생명과학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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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수혼탑(獸魂塔; 2009년5월 촬영).

속병원)의 동물위령제에서 낭독되는 제문(추모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전략) 실험동물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의학에 종사하는 우리 실

험자들은 가능하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실험동물의 숫자를 줄이고, 동물실험을 

계획하기 앞서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한 다른 실험법이 없는지 숙고

하여야 하며, 동물을 취급하는 기술을 세련되게 익혀서, 동물의 고통과 불안을 

없게 하려는 기본적인 동물실험의 정신을 이해하며, 실천 하고자 합니다.18)

또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테마를 동물에 대한 

애착 또는 동물사랑으로 해석하며 발전시켰다. 1997년에 건립된 동물위

령비(수혼탑)는 동물의 암컷 수컷이 아이와 알을 지키는 모양으로 디자

인 되어 있고,19) 그 옆에는 ‘동물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비석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다(사진 3). 그 내용은 위와 같이 죽은 실험동물의 의로움을 

표창하고 그 죽음을 위로하는 것이다.

18) 2006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동 동물위령제 자료. 2007년 11월에 서울대학교 

임상의학연구소 제공.

19) “獸魂塔建立記錄”, 2009년 3월에 전북대 수의과대학 제공(제작일 불명;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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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에서는 동물위령비의 건립과 보급의 배경이 학계 구조와 관

련되어 위령비를 가지고 있는 실험실과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실험실이 

있다. 위령비의 건립에 깊이 관여한 백 기 교수는 전북대 수의과대학

이 오래 되었는데도 아직 위령비가 없다는 역사를 뒤돌아다보면서 “국

내 최고의 위령비를 만들겠다”고 건립계획을 세웠다고 했다20). 즉, 비

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면목상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명예

로운 것이기도 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식약청의 조정식 전 실험동물자원실장에 의

하면 국가기관에서 위령제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다른 대학교나 연

구소에서 견학하러 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학계 안에서 이뤄

지는 네트워크의 역할은 제문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서울대학교 수의

과대학에 있는 수혼비의 비문은 다른 연구기관에서 쓰고 있는 제문의 

모범이 되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1978년에 건립된 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 비문은 한문으로 지은 글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慰魂

獸禽之靈 凜性各異 靈魂如一.

可惜生命 義死不避.

爲人類福祉 同類保健 不怨天不怨人.

可憐其靈 爲靈默念 祝願冥福 幸須群靈 更進明思

二回卒業生 桐邦作祝書

식약청의 조정식 전 실험동물자원실장에 의하면 초기 동물위령제의 

제문은 자신이 지은 것을 썼지만 서울대의 수혼비 비문을 보고 뜻이 

더 좋다는 이유에서 그것을 한글로 엮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

다.21) 이 비문의 보급과 모범화는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20)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백 기 명예교수와의 인터뷰에서(2009. 5).

21) 조정식 박사(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 前 실험동물자원실장)의 인터뷰에서 

(2008. 10). 또한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2006년부터 동물위령제를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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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되는 연구소, 실험실과 그 주변부의 연구소, 실험실과의 상호관

계 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어서 동물위령제라는 문화현상의 가로의 

보급(즉, 역사적인 기원을 상정한 세대 간의 시간적 ‘세로의' 전승이 아

닌 동시적인 전승과 보급)(Bausinger 1990)임을 보여 주고 있다.

2) 동물실험실 이외의 동물위령제 보급

동물실험실은 매우 전문적인 환경이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동물과의 관계도 특별한 것이다. 동물실험자는 직업상 매일 동

물의 고통, 병, 죽음과 직면하기 때문에 패트(애완용 동물) 외에는 일상

적으로 동물을 접할 기회가 드문 일반 사람에 비해 특수하고 대조적인 

입장에 있다. 상기의 사례를 보면 동물위령제가 실험실 내부에 국한되

어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근년에는 동물

을 대상으로 한 의식이 일상 생활환경으로 확대되어 등장하기 시작했으

며, 동물위령제는 한국인들이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죽음을 접했을 경우

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적 표현의 하나로 발전해 가고 있다.

가령, 동물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물위령제는 사육사나 방문객 외

에 동물들 자체도 위령제에 참석하고, 동물위령제의 절차는 조상을 위

한 제사와 비슷하게 진행되어 신문에도 ‘동물의 가족'들이 참석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22)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1909년에 창경원 동물원으로 개원되었음. 그 역사는 오창 (1993)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에서는 1995년 3월 14일에 동물위령비를 건립한 

후, 매년 개원기념일인 5월 1일에 지난 1년 동안 동물원에서 생명을 

다한 동물들을 위한 동물위령제를 개최하고 있다(그 전에는 위령제 거

행이 드물었다고 봐야 한다. 주 15 참조). 비석 뒷면에는 “오는 세상은 

고 있는데, 위의 비문의 내용을 약간 바꾸어서 그 대상인 물고기에 맞추고 있다. 

22) “폐암사망 오랑우탄 ｢춘향｣ 위령제”, 한국일보 199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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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침팬지가 흰 국화를 제단에 올리는 장면(에버랜드 동물

원 동물위령제에서, 2008년 10월 4일 촬영).

천국에서 누려다오 고마운 넋들이여!”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서울대

공원 동물원의 동물위령비는 1956년부터 이 동물원의 전신인 창경원에

서 근무를 시작한 오창  씨(1928년생)의 발상으로 건립되었다.

오창  씨는 동물을 위한 비석과의 첫 만남이 1945년 전에 다니던 

농업고등학교에 있다고 했다. 해방 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

를 졸업하고 나서 창경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본 비석 건

립과 행사를 한국에서도 하겠다는 생각은 비용 등의 관계로 결국 1990

년대까지는 실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1995년에 건립된 비석도 

2009년에 재건립된 비석의 디자인도 자신이 맡았다고 했다.23)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동물원 ‘주토피아’에는 1992년에 건

립된 동물위령비가 있다. 건립 이후 위령제를 정기적으로 지내지 않다

가, 2008년에 당시에 비석을 만든 직원이 다시 동물원에서 근무하게 

되어 그해의 세계 동물의 날인 10월 4일을 기점으로 동물위령제를 공개 

의식으로 부활시켰다(사진 4). 행사는 동물원의 학생클럽 멤버의 제문 

및 동물사랑 선언 낭독 등이 있었다. 그 후에 저자 그리고 침팬지를 포

23) 오창 씨와의 인터뷰에서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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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참석자들이 동물원동물의 사료나 과일, 고기, 생선 등을 올린 제단 

앞에서 헌화를 했다. 의식이 끝난 후에는 사육사가 각각의 동물들을 데

리고 나와 방문객들과 기념촬 을 하는 장면도 있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는 불교이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불교

식 동물위령제, 즉 동물천도재(動物薦度齋)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배

경에는 각각의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의 개인적인 관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불교계의 환경의식이 향상되기 시작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현덕사(주지 스님 현종)에서는 2003년부터 

야생동물천도재를 지내고 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도

권에서 강릉의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이동하는데 서울과 동해안을 연결

하는 도로를 통과하는 산맥의 동물들이 차에 치어 대량으로 죽는다고 

한다. 2008년 7월에 행한 이 동물천도재는 준비 작업에 이틀이 걸렸고 

참석자는 약 500명이 다. 천도재와 함께 합창단과 무용의 퍼포먼스, 

농악 공연, 그리고 남사당의 줄타기 공연이 행해졌다.

2007년부터 경남 거제도 고현시의 금강사에서 개최된 야생동물천

도재는 통 거제환경운동연합의 주최로 이루어진 행사이다. 이 절의 주

지 스님은 환경연합의 회원이어서 동물천도재를 발상했다고 했다. 현덕

사의 천도재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이 행사에는 금강사 부속 유치원

생들, 보도 관계자, 신도, 그리고 고성시의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도

원의 수도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천도재는 동물의 가를 극락왕생 시

킨다는 의미 외에도 공업화나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는 야생동물들을 생각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고 선전문에 나와 

있다.

2008년에는 동물천도재를 지내는 사찰이 아직 몇 군데 밖에 없었지

만, 앞으로 불교계에서도 환경의식 향상을 바탕으로 한 동물천도재 등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환경단체(동물보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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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공동주최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의 예는 2008년 8월 22일에 서울 관악산 약수사(정광 주지 

스님)에서 개최된 동물 합동천도재이다.24) 여기서 '합동'이라는 것은 

천도재의 대상이 야생동물, 애완동물 등 당해 동물이 죽은 계기나 상황

에 상관없이 포함된다는 의미이지만, 애완동물의 위패를 가지고 참석하

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천도재는 2008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2009

년 8월에 두 번째 천도재가 올려졌다. 2008년도에는 동물사랑실천협회

(CARE)와 한국동물보호연합(KAAP)과의 공동주최 고, 2009년도에

는 카라(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가 함께 했다.

동물실험실 외의 동물을 위한 사후의례의 마지막 사례는 동물학대

의 자발적인 반응, 그리고 현대인과 동물의 관계를 표현한 위령제이다. 

2007년 5월 22일에는 이천 시민 약 천명이 용산의 국방부 앞에 모여서 

‘특전사 기무부대 이천 이전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가졌었다. 시위운

동의 마지막에 참석자의 일부가 살아 있는 돼지의 사지에 끈을 묶어서 

찢어 죽이는 장면이 있었다. 이 행위는 ‘돼지의 능지처참’25)으로 보도되

어,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이 있었던 5일 후, 돼지가 죽은 자리에서 동물천도재가 올려

졌다. 주최는 역시 위의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이었고, 

관악산 약수사의 정광 스님이 천도재를 주관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

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준비한 이날 행사는 회원 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제단엔 죽은 돼지의 모습이 정으로 올랐다. 정

24) “관악산 약수사 동물합동 천도재”, 뉴시스, 2008. 8. 22, 동물사랑실천협회 홈페이지

에서(http://www.fromcare.org/info/notice.htm?code=notice&bbs_id=3442&page=6&Sch_ 

Method=&Sch_Txt=&md=read), 2009년 8월 7일 참조. 이로부터 이틀 후에 상기의 

동물보호단체들은 이천시청 앞에서 한번 더 돼지를 위한 위령제를 지냈다(“‘아기돼지

야 편히 쉬렴’ 능지처참 돼지 위령제”, 연합뉴스 2007. 5. 27).

25) “일부 이천시민 ‘돼지 능지처참 시위’ 물의”, 조선일보, 200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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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법문을 읊었다. 참석자들도 독경을 하며 돼지의 명

복을 빌었다. 돼지 인형들이 놓인 분향소에는 흰 국화꽃과 편지가 쌓 다. 눈

물을 흘리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26)

위와 같은 정기적인 동물위령제나 천도재 외에도 단발적이고 개인

적으로 지내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다. 1996년 대구의 어느 삼계탕집에

서는 닭 위령제를 지냈다고 하고,27) 어느 해충 구제업자는 개업 20주년 

기념으로 “쥐 바퀴벌레 위령제”를 지냈다고 한다.28) 이와 같은 경우에

는 위령제가 개업시의 고사(告祀)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의 역할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흥미로운 대조를 엿볼 수 있다. 개업 

등을 위한 고사는 장사 또는 사업의 번창을 위해 신에게 돼지와 같은 

동물을 공물로 바치는 반면에, 동물위령제의 경우에는 사람을 위해 생

명을 바친 동물이 바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위령제

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죽인 것에 대한 사과를 통해 그 혼을 

위로한다는 점에서 대칭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동물을 위한 사후의

례가 동물실험실에서뿐만 아니라 현재는 다양한 문맥에서 행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공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사람의 참석도 

가능하고, 현대사회에서의 동물위령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동물위령제(수혼제, 축혼제, 동물천도재)

는 수십 년 동안 주로 실험실 안에서만 행해져 왔지만, 점점 세상에 알

려지면서 동물의 죽음에 대면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표현이 

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6) “‘동물 학대 반성을’ 도살 돼지 천도재”, 중앙일보, 2007. 5. 28.

27) “삼계탕집 ｢닭 위령제｣ 지내”, 동아일보, 1996. 3. 4.

28) “쥐･바퀴벌레 위령제 열린다/해충방제업체 이색행사”, 경향신문, 199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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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위령제의 발전과 보급의 사회문화적 요인

이상 한국에서 행해진 동물위령제의 근대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80년 전부터 건립된 비석이 여러 군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년에 

이르러서야 동물위령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1990년대 

이후로 그것이 많아지기 시작했는지는 이하에서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

과 상황을 살펴 보겠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도입되거

나 적용된 요소뿐만 아니라, 그 요소들이 현대 한국사회라는 새로운 문

맥 안에서 어떻게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고 발전하고 보급되었는지도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동물위령제나 추모행사가 일본을 모델로 한 것은 아니다. 

3-2절에서 소개한 불교계의 동물천도재를 보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 

행사로 동물보호나 환경의식과의 접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불교는 

원래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원리가 가르침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동물천도재는 최근에 ‘발명’된 것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 환경 또는 동물을 보는 시각의 변화, 또는 그런 

변화를 목표로 한 운동 없이는 동물천도재가 한국에서 등장하기는 어려

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물위령제 거행과 동물에 대한 의식 또는 “동

물을 보는 눈(동물관)”의 변화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실험동물 등을 위한 위령제와 같은 행사는 일본 다음으로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두 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물실

험 전문잡지인 ILAR(International Laboratory Animal Research)의 한 

기사는 세계의 실험동물위령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추모행

사가 동물실험의 개념인 ‘3R’29)에 추가된 “또 하나의 R”, 즉 

‘Remember’(기억하는 것)이란 또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

29) 각주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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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Iliff 2002). 이 보고에서는 한국, 일본, 태국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동등하게 기술하고, 유럽의 어떤 교회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체

스코의 명일 겸 세계 동물의 날인 10월 4일에 지내는 “동물의 기도 ･

은혜”라는 의식과 비교하면서, 이와 같은 행사들을 동물에 대한 새로운 

신성(神聖)한 인식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설명 

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것은 위에서 소개한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

인 문맥이라는 특징적인 측면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 보고는 행사들의 

현재적인 의미나 존재의 이유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또

한 이것은 한국의 동물위령제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문맥의 

제공 및 현대 한국인들의 동물관의 변화와의 관계를 밝히려는 본 논문

의 중심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이후 동물의 죽음과 동물위령제에 

대한 관심이 대중매체를 비롯한 사회 일반에 걸쳐서 증가했다. 이 위령

제의 대상에는 동물실험실의 동물과 동물원에서 살다간 동물,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동물에서 삼계탕이 되어 버린 닭까지가 포함되는데, 

이 모든 동물들은 사람의 건강･복지･향락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앞서 논증한 바와 같이 동물의 혼을 달래는 의식은 

일본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태어난 현상으로, 1945년 이전

에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했던 일본연구자들은 그것을 연구생활의 일부

로 한반도에 가지고 왔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를 보면, 동물위령제를 

지내는 동기와 해석은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동물의 생명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창출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근년의 한국사회에서 동물위령제에 대한 새로운 주목은 동

물을 보는 의식의 변화, 즉 동물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이는바,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들이 ‘위령의 가치’가 있는지를 고찰해보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의 동물을 보는 시점과 동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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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지난 20년 동안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검토했다. 동물에 

관한 적어도 두 가지 발전은 최근의 한국인들의 동물관에 상당한 향

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즉, 식용견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한 동물애호

의 등장과 발전, 애완동물(특히 애완견)의 인기 상승이 그것이다.

1986년의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올림픽경기대회가 서울에서 개

최되는 게 결정되면서, 유럽과 미국 등 외국의 동물애호단체들이 한국

의 식용견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판이 경기대회 참가 거부에

까지 향을 끼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한국정부는 개고기를 ‘혐오식품’

으로 지정하고 보신탕 등 개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 식당들은 외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골

목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사실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 일들을 

계기로 1991년에는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설립되었고, 1992년에는 처음

으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개고기에 대한 비

판이 국내에서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9년의 개고기 합법화를 반대하

는 시위는 서울의 주요한 동물보호･애호단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

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002년 한일 공동개최 월드컵축구대회 관

람을 위해 다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이 때 수도

권에서 가장 큰 개고기 시장인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 상인들은 자체

적으로 개, 오리를 일시적으로 철거했었다.30)

이 시기에는 애견의 인기도 폭발적으로 상승해서 서울의 곳곳에 애

완동물 관련 상점들이 등장했는데, 필자가 1990년대 후반에 길거리에서 

목격한 장면, 즉 상자에 들어 있는 강아지를 파는 장사꾼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애완견의 인기에는 물론 경제적인 배경 등도 있었겠지만, 결과

적으로 귀엽고 친 한 존재로서의 동물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준 것은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31)

30) “모란장 ‘개 우리’ 자진철거”, 한겨레신문, 2002. 5. 28.

31)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상승을 보면 이런 상황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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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과 동물애호사상의 확장 때문에 동

물실험실에 대한 비판도 많아지고 있다. 동물위령제를 지낼 때 동물실

험의 윤리나 동물의 생명의 존경을 제창하는 것도 이에 대응하는 측면

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실험실 중에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신

문이나 방송국의 취재에 적극적인 곳도 적지 않다. 1980년대의 실험자

들에 비해 지금의 젊은 학생이나 연구자들은 실험대상인 쥐나 래트를 

보는 시각이 변했고, 실험동물에 대한 감정 이입이 강해졌다고 보고 있

다.32)

실험동물위령제는 ‘3R'의 개념에 주목하는 것으로 실험동물들의 고

통을 감소시킨다는 약속이나 의도를 선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20

세기 전반의 한국의 동물위령제는 주로 일본연구자들이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년의 위령제의 보급의 배경에는 외적 향보다는 동

물실험실 내의 변화 및 국내의 자체적 변화라는 내적 요인이 두드러지

고 있으며, 현재의 일반사회에까지 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의 동물위령제를 20세기 전반에 행해진 동물

위령제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복잡하고 복층적인 사회문화적 발전과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일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역사적인 

배경을 인정하는 것은 외래문화의 요소가 어떻게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역문화의 틀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재해석되어 

자리매김되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동물실험실 관계자 중에는 일본 유학이나 출장 때 동물위령제를 처

음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근년의 한일 간의 학술

적인 교류도 동물위령제라는 표현방법을 의식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주

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것과 더불어,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실험자의 

운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고급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한다는 것은 꼭 “무조건의 사랑”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

다.

32) 한림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준교 교수와의 인터뷰에서(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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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나 인사이동도 동물위령제의 분포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

가 되고 있다.33)

4. 결론: 민속문화를 통해 본 동물관의 변화

민속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을 문화적으로 표

현하는 것이며,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을 납득이 가는 형태로 바꾸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이 생활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까닭에 

문화적인 표현의 형태도 늘 변용되기 마련이다. 한국의 동물위령제는 

지금까지 학문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동물실험실, 동물원, 사

찰, 동물 관련 회사 등 사람을 위해 죽은 동물을 대상으로 넓게 행해지

고 있는 살아 있는 문화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대한국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물위령제의 배경과 현황을 고찰하고, 나아가 최근 약 

20년 사이에 일어난 한국인들의 동물관 및 동물의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민속학적인 시점에서 검토했다. 

한국의 실험동물위령제는 20세기 전반부터 행해졌지만, 1945년 이

후 그 모습이 사라졌다가, 1960~70년대 이후 한국연구자들이 동물위령

제라는 표현방법을 가지고 유교, 불교 등 한국의 재래문화 안에서 자리

매김시키고 화합시켰으며, 한국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맞추어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해서 현대적인 동물

위령제의 유래가 일본연구자들의 풍습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1945년 

이전에 동물위령제와 비슷한 사상이 한국에 전혀 없었다고 단언하는 것

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의로운 동물에 대한 전승은 현대 동물위령제와 

33)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있는 수혼비 비문의 국역이 식약청 및 국립수

산과학연구원의 제문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3-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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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역사적 지속

성, 즉 고유문화의 본질을 상징하는 ‘전통’이라는 관점만으로 동물위령

제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가 인터뷰한 동물실험자들 중에서는, “동물실험의 초기에는 동

물위령제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말 그대로 한국의 동물실

험 관계자들은 이제 동물위령제라는 부차적인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생

겼다는 것이다. 즉 설비 ･지식 ･기술이 안정된 단계에 이르렀다는 구체

적인 측면이다. 둘째, 한국의 동물위령제는 전통의 연장선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한국의 실험동물위령제를 비롯한 

최근의 동물의 사후의례는 일본처럼 문화적으로 전통적인 민속지식과 

역사적인 발전이 뒤얽혀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위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생긴 동물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물이다.34)

본 논문은 동물위령제를 통해 동물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역사와 현황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동물과 관련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동물위령제에 어떻게 반 되어 나타나는지

에 대한 조사와 분석에 결여되어 있다. 또한 한 지역사회 안에서 동물위

령제가 어떻게 수용되고, 지역사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이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이

다. 이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선행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깊이를 더해 가고 싶다. 

논문접수일: 2011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 2011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1일

34) 실제 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동물위령제의 경우에는 대학 축제 등에 맞추어 교수나 직

원이 아닌 학생들이 개최의 주체가 되고 있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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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animal folklore, human‐animal relationships, views of 

animals, memorial service for animals, tongmul wiryŏngje

Changes in the Cultural Acknowledgement of 

Animal Death in Korean Society as Seen through 

Memorial Services for Animals

    Veldkamp, Elmer*35)

Folklore is a cultural expression of the way people perceive their 

living environment, and springs forth from processes by which hard 

to grasp facts are transformed into acceptable and understandable 

cultural forms. Memorial services for animals in Korea have not 

received academic attention up to the present, but they comprise a 

living cultural phenomenon that is widely observed in animal testing 

laboratories, zoos, Buddhist temples, and animal-related companies 

for animals that were killed for human purposes. In this research, 

I examined the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Koreans' views of 

animals and animal death in the last twenty years through analysis 

of the way memorial services for animals were introduced and 

rediscovered in Korea.

As a result, I found that memorial services for laboratory animals 

in Korea before 1945 were held mainly by Japanese researchers. 

* Faculty of Humanities, Leiden University,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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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a number of individual 

researchers took up these services independently, but it became a 

more widespread custom in particular from the late 1990s. As 

reasons for the recent expansion of memorial services for animals, 

we cannot ignore the social advancement of animal protection 

ideologies from the late 1980s and the sudden popularity increase 

of pet animals from the late 1990s onward. Through these two 

developments the interest in animal life and death continues to grow 

in Korea, and the cultural positioning of animal death as expressed 

in people's views of animals is changing a little at a time. Memorial 

services for animals are starting to penetrate the lives of increasing 

numbers of Korean people and are becoming one way to culturally 

express these changing interests.

Although memorial services for animals in Korea were held by 

Japanese in the colonial period, this does not mean that present day 

services are an extension or continuation thereof. The reason is that 

in the process of coping with developments related to a changing 

living environment and changing human-animal relationships, people 

do not utilize only culture element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generations, but they adopt cultural elements that newly develop (or, 

are introduced from outside) within present day society. In other 

words, recent developments in human-animal relationships in Korea 

have made that memorial services for animals are quickly becoming 

an instrument for cultural expression to give meaning to changes in 

the living environment, which corresponds to our definition of 

everyday folk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