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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법을 통해 바라본 동물의 죽음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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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물들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어진다. 물론 그것은 그들

의 죽음을 제로 하여 우리가 얻는 편익인 것이 부분이다. 따라서 그러한 이용

행 , 즉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  역시도 법  근거를 가지고 정당화되어

진다. 그러나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같은 자연 상인 생명원리하

에 놓여 있는 것일 진데,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동물의 생명의 단축이 정당화를 

얻기 하여는 단순한 인간의 습 , 유희  는 경제 인 이유 이상의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윤리  정당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은 그러한 실정법  정당화

의 이면에는 어떠한 실에 한 합리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합리화의 논변

은 어떠한 논리로서 비 되어질 수 있는가를 보다 논리 인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먼 , 동물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과 어떠한 계에 있는지를 한

국사회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한국법에 있어서 동물에 한 법  지 와 동물의 죽

음을 실정법 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개 한 다음, 이러한 실에 한 정

당화의 논리와 다양한 비  논변들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다양한 비

 논변들을 논함에 있어서는 싱어의 공리주의, 건의 권리론과 환경윤리  을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이 동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보다 

보편성을 가진 행 윤리를 찾고자 한다. 

주제어: 동물의 죽음, 동물의 법  지 , 동물법제, 동물생명윤리, 동물권, 환경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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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난 소고기 동 때 많은 한국사람들은 미국에서의 다우 소의 도축 장을 보

고 경악을 치 못했다. 다양한 동기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난 5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던 것은, 게 소를 병들게 만든 비정상 인 변태  

사육방식이야말로 미국의 상업주의의 불건강성과 비윤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 의 메시지에 동참하고, 우리는 그러한 병리 상의 희생양이 되기 싫다는 강

력한 규를 나타내기 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특히 외국언론들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공격의 상이 되곤 하는 우리의 보신탕문화가 문제될 때는 

정작 그러한 식문화가 지니고 있는 비윤리성이 민족문화를 표방한 국수주의  

이미지로 포장되어 옹호되어질 때가 지 않다. 그러나 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

우,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먹거리를 걱정하거나 옹호하기 한 것이라는 측면에

서는 동일한 것이리라. 

그러나 자와 후자의 에서  다른 일 된 측면을 찾아보자면, 인간이 동물

을 하는 방식의 비윤리성이다. 우리는 우리의 먹거리를 방어하기 하여, 그것

에 담겨있는 윤리성의 문제와의 계에 있어 상당히 모순된 태도를 취한다. 하지

만 우리의 주장이 보다 일 성을 가지고, 보편타당하게 정당화되기 하여는 우

리의 주장은 규범 인 에서 보다 일 성있는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 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리가 동물을 하는 방식과 태도를 논하고자 

한다. 동물들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어진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죽음을 제로 하여 우리가 얻는 편익인 것이 부분이다. 따라서 그러한 

이용행 , 즉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  역시도 법  근거를 가지고 정당

화되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실정법  정당화의 이

면에 어떠한 실에 한 합리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합리화의 논변은 어

떠한 논리로서 비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 , 동물의 죽음이 인간의 삶과 어떠한 계에 있는지 살

펴보고, 동물에 한 법  지 와 동물의 죽음을 실정법 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개 한 다음, 이러한 실에 한 정당화의 논리와 비  논변에 하

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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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물의 죽음과 인간의 삶

자연과 생태의 큰 흐름 속에서 본다면, 생명의 소멸이라는 죽음이라는 상을 

반드시 부정 인 것으로만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과 생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기존의 생명의 사멸이라는 끊임없는 연속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생명체들의 생명조차 으로 자연에만 맡겨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게 되었고, 산업문명이 발생하는 사회  험,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

으로 인한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자연 상인 생명 상 역시 다분히 사회  

맥락하에 놓여 있게 되었다. 를 들면, 자동차문명의 발달로 인해 래되는 

험인 교통사고는 인간의 주요사망원인  하나이다.1) 이것은 동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도로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야생동물들에 한 로드킬은 자연생태

계 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2)  
한편, 과학의료기술의 발 에 따른, 인간수명의 연장은  다른 윤리  문제를 

발생시켰다. 안락사, 존엄사에 한 논란이 그 표 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비자연 인 생명의 연장으로 인해 그 생명을 인 으로 연명  하지 않고 

자연 으로 사망토록 놔두는 것이 윤리 인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소수의 운이 좋은 동물들도 이러한 의료기술의 발 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더

라도, 그에 따라 생명을 유지토록 하느냐 마느냐가 보호자나 의료인에게 깊은 윤

리  고민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요한 윤리  문제는 과학과 의학의 

발 을 하여 희생되어지는 다수 동물의 죽음들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업 명 이후 인간에 의한 동물의 이용은 에 띄게 증가하여 왔다. 이

것은 자연에 한 정복과 이용이라는 근 의 자연 을 반 하는 측면이 있는 것

1)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사망원인은, 순서대로, ①악성신생물(암), ②뇌혈관질환, ③심
장질환, ④자살, ⑤당뇨병, ⑥교통사고, ⑦만성하기도질환, ⑧간질환, ⑨고혈압성질환, 
⑩폐렴 순이다.(2007년 기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사망
원인으로서 3⋅4위를 차지하던 교통사고는 2000년대 들어서는 다소 하락한 반면 자살
로 인한 사망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통계청,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결과,” 통
계청보도자료, 통계청 (2008.9)참조.

2) 2006년 조사에 따르면, 로드킬로 인해 희생된 야생동물은 고라니, 너구리, 노루, 토끼 
등 총 84종 5,565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렵과 더불어 야생동물의 멸종을 위협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환경부, “야생동물의 비운 ‘로드킬’,” 환경공감09, 환경
부웹진초록생활, http://webzine.me.go.kr/2007/09/sub02_1.htm(2008년 11월 25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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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륙이주 이 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보편화되

지 않았던 육식이 화되기 시작했고,3) 과학연구의 명분으로 동물실험이 극

으로 이용되어 왔다.4) 한, 최근에는 물질문명의 발 에 따른 인의 정신

 공허감을 메워주기 한 애완동물 는 반려동물의 사육도 에 띄게 화

되고 있다.5)  
인간에 의한 동물의 이용이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르는 개체 수

는 인 으로 증가하여 왔음과 동시에 그 생명에 한 인 인 단축 한 증

가하여왔다. 를 들면, 육식의 증가와 더불어 기계  량사육, 그리고 가축에 

한 량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6) 동물실험의 증가에 따라 실험동물의 사육

과 이에 이용되어지는 동물의 폐사 는 안락사도 증가하여 왔고,7)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애완동물의 분양사업의 증가와 더불어 유기견의 

증가 그리고 이들에 한 안락사 역시 증가하여 왔다.8) 

3) 산업혁명을 통하여 형성된 노동자계급과 부르조아계층은 이전에는 귀족들에게만 가능
했던 육식의 대중적 욕구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를 가능케 했던 것은 1878년 최초로 
개발된 냉동선으로 인해 아메리카대륙의 식민지에서 값싼 육류들이 유럽대륙으로 대
량공급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레미 리프킨, 육식의 종말, 시공사 (2004), pp.56-69 
참조. 오늘날까지 아메리카대륙은 육식을 위한 상품의 주요 공급처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 쇠고기의 43%가 중앙 및 남북아메리카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다. Id. p.186. 현재 미
국에서만 매년 도축되는 가축이 대략 백억 마리에 이르며, 닭의 경우 매일 2천4백만 마
리가, 돼지의 경우 32만 3천 마리가 매일 인간의 음식으로 사용되기 위해 죽는다. Cass 
R. Sunstein, “The Rights of Animals,” 70 U. Chi. L. Rev. 387 (2003), p.391.

4) 미국에서만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지는 6-8천만 마리, 전세계적으로는 2억 마리 정
도의 동물들 중 많은 수가 중대하지 않은 이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안락사”되어진다.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2004), p.109. 
동물의 죽음에 있어 사용되는 “안락사”라는 용어의 부적절함에 대하여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상술하지 않고 통상의 용례와 같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다. Id., pp.109-116참조.

5) 미국 동물보호론자들은 주인에 의한 유기 등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매해 안락사되어지
는 개와 고양이의 수를 천5백만 마리로 산정하고 있다. Id.

6)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장과 더불어 육식의 증가와 기계식 사육이 증가하여 왔는데, 
2006년 한 해 동안 음식으로 이용되기 위해 도축되어진 소는 63만 마리, 돼지는 
13,003천 마리, 닭은 468,865천 마리에 이르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업

무편람(2007), p.67.
7)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각종실험으로 이용되어진 동물들의 수는 2,026,095

마리였다. Id., p.75.
8)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당시 애완동물의 수는 3,104,542마리로 집계되었으며, 반면 

유기견의 수는 68,898마리, 그리고 이 중 정부에 의해 안락사되어진 수는 그 반수에 
이르는 31,874마리였다. Id.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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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간에 의한 동물의 이용과 자연에의 간섭은 자연생태계의 괴 등  

다른 변이 인 양상을 낳는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 사육된 동물들과 자연의 야생

상태의 동물들간의 사이의 계에도 향을 미치게 되는데, 무분별하게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외래동물 종들이 토종야생종들의 생존을 한다던가,9) 인

간에 의해 사육되다 유기된 동물들이 야생으로 돌아가서 이고 공격 인 

성향을 띄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10)   
오늘날 차 으로 멸종 기에 도래한 야생동물들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

다. 반면, 인간의 필요에 의한 동물 종에 한 개체수는 인 으로 증가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 인간의 필요에 따른 동물의 죽음 한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한 반 부로서 인간의 수명연장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동물에 한 인간의 끊임없는 이용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을까? 인간

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하나의 생명 상원리라는 틀 속에서 악해 본다면, 
재와 같은 인간이 동물을 하는 방식이 정당화되어지기 해서는 단순히 인간

의 필요와 만족이라는 것 외의 더 납득할 만한 이유들이 필요하다.   

III. 동물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 법규들은 법제에 따라 동물의 법  지 에 하여 처한 입장이 다르

다고 볼 수 있지만,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으로는 물건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물을 물건, 즉 재산권의 객체로 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첫

9) “수입 애완동물, 토종 생태계 교란 ‘애물단지’,” 경향신문 2008년 7월 30일. 또한 2008년 9
월, 거문도에서 실시된 들고양이 포획사업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본래 십 년 전 
농가의 쥐를 잡기 위해 육지로부터 도입된 고양이들이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천적의 부
재, 그리고 관리의 소홀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
가 된 바 있다. ““거문도 들고양이 어쩌나” 관계당국 ‘고민’,” 연합뉴스, 2008년 9월 1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8/09/16/0200000000AKR20080911106700054.HTML 
(2008년 12월 24일 방문).

10) 제주도에서도 야생개의 포획이 문제가 된 바 있었지만, 시화호 갈대습지 등지에서 무
리를 이룬 유기견 십여 마리가 야생고라니 삼십여 마리를 물고 인근 반월공단에도 출
몰하자, 안산시가 이들의 포획을 위해 포획허가를 내주어 그 중 몇 마리가 사살된 바 
있다. “시화호 유기견 총기사살 찬반 논란,” 연합뉴스 2008년 7월 11일, http://news.naver. 
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70006 (2008년 
12월 25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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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재산의 소유자는 그 객체인 동물을 자신이 원하는 데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재산권의 객체인 단순한 물건은 어떠한 종류의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11) 그러나 실제로 동물에게 부여된 법  지 는 완 하게 

무생물인 물건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동물의 법  지 와 련된 행법상 법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은 동물

을 유나 소유의 상으로 보고 있으며,12)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무주물로 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13) 따라서 군가의 소유에 속한 동물의 경우 민법상 재산권의 객체에 해당

하므로 이에 한 상해나 죽이는 행 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한다.14) 그러나 

무주물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별론으로 하고 야생동물을 죽이는 행 는 형법상

으로는 아무런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꾸로, 군가의 소유에 있는 동

물을 야생상태로 방사한 행 에 한 법  평가에 하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15) 실제로 이러한 행 는 진  동물보호단체의 행동 략의 하나가 되

기도 하 다.16) 

11) Cass R. Sunstein, (註 3), p.398.
12) 민법(2007.12.21.개정, 법률 제8720호) 제759조 제1항. 
13) 민법 제252조 제3항. 
14) 형법(2005.7.29.개정, 법률 제7623호) 제366조. 한편, 점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난 가축은 

점유이탈물에 속한다.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보정신판), 박영사 (2008), p.406. 1990
년 1월에 남의 진돗개를 끌고 가서 보신탕을 해먹은 자에 대하여 서울 서대문경찰서
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입건한 예가 있다. 중앙일보 1990년 1월 16일; 2004년 9월 12
일에도, 이모씨가 잠시 주차장에 묶어둔 진돗개를 주차관리원 직원인 김모씨가 도살한 
뒤 보신탕을 해먹은 사례에서 서울 청량리 경찰서가 김씨에 대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방면된 예가 있다. “‘즉석 보신탕’ 알고보니 수천만 원대 진돗
개,” 경향신문 2004년 9월 16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200409152245541&code=940202 (2008년 12월 25일 방문).

15) 1977년 5월 하와이대학의 해양생물학연구소의 실험용으로 이용되기로 되었던 돌고래 
2마리를 방사한 Kenneth Le Vasseur와 Steven Charles Sipman 두 사람이 재판에 회부
되었다. 당사자들은 수정헌법 제13조의 강제적인 부역금지에 관한 권리조항이 돌고래에
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돌고래는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닌 재산이고, 
당사자들의 행위는 포획된 야생동물의 정당한 소유를 침해한 절도행위라고 판단했다. 
State of Hawaii, v. Kenneth Le Vasseur, and Steven Charles Sipman, 1 Haw. App. 19; 613 
P.2d 1328; 1980 Haw. App. LEXIS 106. 그밖에 동물의 재산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판례들에 관하여는, 유선봉, “동물권(動物權) 논쟁(論爭): 철학적(哲學的), 법학적(法學的) 
논의(論議)를 중심(中心)으로,” 앙법학, Vol.10, No.2 (2008), pp.453-454참조. 

16)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2002), pp.80-81; 피터 
싱어, 동물해방, 김성한 역, 인간사랑(1999), pp.2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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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동물의 법  지 가 기본 으로는 재산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

으나, 특히 구미 선진국에서는 동물에 한 윤리 인 심과 행 법제에 한 

비 이 많은 법제상의 변화를 이끌어냈다.17)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동물의 

보호를 헌법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독일은 국가가 동물보호

의무를 진다는 것을 헌법상 규정으로 두고 있다.18)

우리나라는 동물에 한 보호를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률의 목 과 보

호의 취지에 따라 보호되어지는 상동물의 범 도 달라진다. 동물보호법과 실험

동물법은 법이 용되어지는 동물의 범 를 척추동물에 한정하고 있다.19) 그러나 

야생동식물보호법은 그 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특히 멸종동물로 지정

된 야생동물들에 하여는 특별히 강한 법  보호가 따르도록 하고 있다.20) 그밖

17) 일찍이 영국은 1822년의 ‘마틴법,’ 1911년 ‘동물보호법’ 등의 제정으로 동물보호관련 
법제에 있어 앞서 왔는데, 최근에는 ‘동물복지법 2006’의 제정으로 동물복지를 실질적
으로 도모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영미의 동물복지관련 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유선봉 (註 15), pp.457-460참조; 특히 영국에 관하여는, Kevin 
Dolan, Laboratory Animal Law: Legal Control of the Use of Animals in Research, 
Blackwell Publishing(2007), pp.3-21참조. 또한 EU는 동물복지에 관하여 5개의 EU협약
을 체결한 바 있고, 최근 특히 운송중의 동물과 실험동물 등의 동물복지관련규제를 강
화하고 있는데, 2003년 EU지침을 통해서,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역내 수입과 유
통을 금지하도록 한 바 있다. Arts 4(a)(1), Council Directive 76/769/EEC, Directive 
2003/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그밖에 동물복지와 동물실험에 관한 EU의 법
에 관하여는, Kevin Dolan, Id., pp.224-225참조.

18) 독일은 2000년 헌법개정(2000.12.19.개정)으로 제20조(a)에서 “국가는 장래 세대에 대
한 책임하에 이 헌법적 질서에 적합한 범위에서, 입법, 그리고 법과 정의에 부합하는 
행정 및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인 생활여건과 동물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
의 보호의무를 ‘자연적 생활여건’뿐 아니라 ‘동물’에까지 확대시켰다.

19) 동물보호법상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
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인데, 시행령에 따르면 
이에는 ①포유류, ②조류, ③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행정
청의 장과 협의로 정하는 동물이 포함된다. 또한 2008년부터 동법의 개정을 통해 질
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
는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2008.2.29.개정, 법률 제8852호) 제2
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2008.10.29.개정, 대통령령 제21095호) 제2조. 또한 2008년 3
월 28일 법률 제9025호로 새로이 제정되고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실험동물법)상의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
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실험동물법(2008.3.28.제정, 법률 제9025호) 제2조. 

20) 법에 의해 보호받는 “야생동⋅식물”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또한 더욱더 강한 
법적 보호를 받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과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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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연환경보 법은 동물에 하여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자원’의 시각에

서 근하여 보 의 상으로 리하고 있다.21) 한 문화재보호법은 진돗개, 두

루미, 백로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동물에 하여는 ‘국가 ⋅민족 ⋅세계  

유산으로서 역사 ⋅ 술 ⋅학술 ⋅경  가치’를 부여하여 특별한 법  보호

를 받도록 하고 있다.22) 
그러나 동물을 죽이는 행 를 법으로 정당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의 목 에 따라 그 상범 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의 가축은 ‘식용을 목 으로 하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가축 염병 방법상의 

가축은 ‘가축 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동물로 하고 있다.23) 

한편, 와 같은 실정법상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동물에 한 법  권리를 직

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물 등 자연물의 원고 격이 소

송상 주장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1998년 낙동강 재두루미소송에서는 최 로 재두

루미가 원고 격으로 주장되었고, 2003년 천성산도룡뇽사건에는 도룡뇽이,24) 그

리고 2008년 7월에는 행정법원에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었다. 그리고 최근 2008년 11월, 청주지법에 가 과 칠 간의 도

로확․포장공사에 한 도로구역결정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천연기념물인 

황 박쥐를 비롯한, 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 새우, 안락꼽등이, 등 굴노래

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이다. 또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
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
(2008.2.29.개정, 법률 제8852호) 제2조. 

21)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
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2008.3.28.개정, 법률 제9037호) 제2조. 

22) 여기서 보호되어지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인데, 동물(그 서식
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을 포함한 천연기념물도 이에 해당된다. 문화재보호법(2008. 
12.31.개정, 법률 제9313호) 제2조.   

23)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돼지(사육하는 멧
돼지를 포함)⋅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등이고,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의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칠면조⋅오
리⋅거위⋅돼지⋅개⋅닭⋅꿀벌⋅사슴⋅토끼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2008.9.11.개정, 
법률 제9130호) 제2조; 축산물가공처리법(2008.2.29.개정, 법률 제8852호) 제2조.  

24) 대법원 2006.6.2. 선고, 2004마1148, 114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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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이 원고로 내세워졌는데, 청주지법은 이 의 결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원고 격을 부인하 으나, 법원의 시내용을 볼 때 동물의 개체성에 해 좀 더 

강하게 인식한 은 주목할 만하다.25) 
생각건 , 지 까지 살펴본 동물의 법  지 에 한 행법상의 태도를 살펴

보면, 동물이 도덕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논의와는 별도로 기본 으로 법

 권리주체로서의 지 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유로운 시

민  권리를 보장하기 해 마련된 근 시민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그러나 법익의 보장방식을 다양한 스펙트럼 하에서 인식할 때, 특정야생동물

의 경우, 때로는 보존주의  입장에서, 때로는 보 주의  입장에서 법  보호의 

상으로서의 지 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한편으로 반려견

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의 상으로 정하여 이들에 한 인간의 책임을 특별히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행 법체계 하에서는, 동물의 법익을 보장하는 법  수

단으로서 이성  권리주체사상에 기반한 사법보다는 특별히 법  보호가 필요한 

상을 보호하도록 제정된 공법이 사실상 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이 법  보호의 상이 되는 경우나, 인간의 필요를 해 그 

죽음이 정당화되어지는 동물의 경우에도, 상 종의 선정에 있어 인간의 , 
즉, 인간의 기호나 필요 등과 한 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근본 으로

는 인간 심  시각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 동물보호법 제7조 참조. 이 사건에서 청주지법은 도로 건설로 생존터전을 잃게 되는 
피해를 본 황금박쥐 등이 헌법 제10조, 동물보호법의 여러 규정들에 따라 자신의 존엄
과 가치를 지킬 권리가 있어 소송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당
사자능력이란 자기 이름으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을 말하기 때문에 동물을 원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설사 원고들(황금박쥐, 관코박쥐, 수달, 고니, 장님굴옆새우, 안락꼽등이, 등줄굴노
래기)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려 해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쇠꼬지 폐갱도 내에는 여러 
개체의 황금박쥐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중 어느 황금박쥐˙ ˙ ˙ ˙ ˙ ˙  등이 이 사건 소송을 제˙ ˙ ˙ ˙ ˙ ˙ ˙ ˙ ˙
기하는 것인지 특정되지도 아니하고, 그 황금박쥐 등이 위 쇠꼬지 폐갱도 내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황금˙ ˙
박쥐 종 전부를 대표˙ ˙ ˙ ˙ ˙ ˙ ˙ ˙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고 위 원고들이 황금박쥐를 대리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
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8.11.13 선고, 2007구합1212 판결. 그 밖에 동
물의 원고적격에 관한 외국의 사례에 관하여는, Cass R. Sunstein, “Can Animal Sue?”, 
Animal Rights, Cass R. Sunstein & Martha C. Nussbaum ed., Oxford University 
Press(2004), pp.251-262; 유선봉 (註 15), pp.453-456; 강재규, “자연의 권리,” 자연환경

보 의 법  문제, 한국환경법학회 학술대회 (2008.7) pp.89-1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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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동물의 죽음에 관한 실정법의 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물은 법률상 물건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나 인간과 마

찬가지로 생명체이므로, 그 생명에 하여 취하여진 법  근방식은 다소 이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동물의 죽음에 한 법  태도로는 생명으로서 보호

받아야 한다는 태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인간의 이용을 한 그 죽음의 정당

화를 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자의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는 표 으로 동물보호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

은 기본 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 를 동물학 행 로 보고 있

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한 이에 한 범 한 외규정을 두고 있고, 축산물

가공처리법, 가축 염 방법, 실험동물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에서는 동물의 죽

음에 한 법  정당화를 부여하고 있다. 
먼 ,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 행 에 해당하는 동물의 죽음을 

래하는 행 로는 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 , ②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 를 들고 있다.26) 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

생동물의 학 행 를 하고 있는데,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

람에게 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 ’27)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은 ‘수의학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의 피해’ 등의 경우를 동물의 죽음을 래하는 행 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시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물가공을 해 식용목 으로 도살하는 경우와,28) 야

생동식물에 하여 법에 따라 수렵하는 행 ,29) 천연기념물동물에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동물학 의 외사유로 들고 있다.30) 이 밖에도 동물실험의 

경우에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생명이 고통스러운 것일 경우 고통을 주지 않도록 

26)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 2007년 5월 ‘군부대이전반대 이천시 비대위’의 시위도중 일
어났던 아기돼지능지처참사건은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아쉽게도 동
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동물학대 파문확
산 … “이천시 당혹”,” 뉴시스, 2007년 5월 25일, http://www.newsis.com/article/view. 
htm?cID=&ar_id=NISX20070525_0003033132 (2008년 10월 24일 방문).

27) 야생동식물보호법 제8조. 
28)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호.
29) 동물보호법 제18조 제2호.
30) 동물보호법 제1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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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31) 이러한 조치에는 통상 안락사조치가 해당된다.32)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원칙 으로 가축의 도살을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나 ‘학술연구

용’과 같은 몇 가지 외를 두고 있다.33) 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물에 

한 포획과 수렵을 원칙 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외로서, 지자체장의 권한

으로 인정하고 있다.34) 수렵은 지자체장이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 한 수

렵활동’을 목 으로 하는 수렵장설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밖에, 보다 극 으로 동물에 한 살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들이 있다. 

이것은 주로 염병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한 것으로, 실험동물법과 가축 염병

방법이 있다. 실험동물법은 ‘동물실험  실험동물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단되는 경우’에, 가축 염병 방법은 ‘가축 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하여 필요’한 경우 살처분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5)

31) 동물보호법 제13조 제5항. 실험을 거친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32)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동물실험기법,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2006), 
pp.36-46참조.

33) 그 예외사유로서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 
안에서의 ‘소⋅말을 제외한 가축의 자가소비’를 위해서, 특정 지역 안에서 ‘소⋅말⋅돼
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당해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
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도살⋅처리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34) 여기서 포획금지의 예외인 경우는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
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한 경우’, ‘유해야생동물’인 경우, ‘수
렵승인’을 받은 경우 등이 있고, 포획에 대한 허가사유로는 ‘학술연구 또는 야생동물
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
용’,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
증식하는’ 등이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 제42조 이하 참조. 

35)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험동물법 제18조 제3항.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종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 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우역⋅우폐역⋅
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
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 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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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와 같은 이유로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동물보호법은 고

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에 하여 규정하고 있고,36) 법에 의해 야생동물에 한 포

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잔인한 방식에 의한 포획은 지된다.37) 
이 듯 우리의 실정법은 동물의 생명에 하여 한편으로는 보호의 태도를 취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범 하게 생명의 박탈을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 앞에서 본 동물학 행 에 한 동물보호법이나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의 정의에서도 본 것처럼 ‘사람’에게 오감을 주는가가 학 의 기 이 된다면 

동물에 한 학 마 도 인간의 시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법규정들의 내용들이 인간과 동물간의 계 는 인간이 동물을 

하는 방식을 말해주는 것이고, 오늘날의 근 법의 틀 하에서 지 과 같이 다수의 

동물종의 존속이 우려되는 상황이 래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실정법규들은 

그 정당화  논리와 이에 한 비 의 논리의 검토를 거쳐 새로운 상황과 문제

제기 에서 다시  재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V. 동물의 죽음에 대한 정당화주장의 근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에 실정법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인간의 의한 동물의 이용에 한 근본 인 정당화는, 먼 , 인간과 동물

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당해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
역안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하거나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광
견병의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양이 등이 옥외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한 때
에는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축전
염병예방법 제20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에 대
한 살처분은 이에 따른 조치이다. “축산방역 이대로는 안된다: (1)방역체계 전면개선시
급,” 강원일보, 2008.5.19., http://www.kwnews.co.kr/SearchView.asp?aid=208051800129&p= 
%C3%E0%BB%EA%B9%E6%BF%AA(2008.12.30.방문).

36)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
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
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

37) 야생동물의 포획이 허가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이나,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
입’에 의한 방법은 금지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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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별화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생명 상의 동일함보다는 인간의 우월  

특성을 보다 더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이용을 정당화하는 논리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된다.
를 들면, 한 사람의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해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더 단순화하면, 우리가 인간의 생명

과 동물의 생명에 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구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을 우선 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그 상황에 처한 동물은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인 반면, 기에 처한 사람은 지구  반 편의 나와는  상 없는 

사람이라면, 선택은  다른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조

차 이러한 선택은 윤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다면, 우리가 인간의 생명에 우월성을 부여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 생명  

가치의 우월성에 있어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화의 논거가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

일까? 
먼 , 인간의 동물에 한 이용의 가장 단순한 정당화는 종차별주의(Spe-

ciesism)이다. 종차별주의란 그들이 단지 호모사피엔스의 구성원이라는 근거만으

로 우선 으로 취 되어지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38) 이것은 마치 부모가 

모르는 사람의 아이들보다 자신의 아이들을 특히 보살필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인

간으로서 우리는 다른 종의 구성원들보다 우리 종의 다른 구성원들에 한 특별

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39)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에 기 하는 념이라

는 에서 논리 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실  설득력을 갖는다.40)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정당화논리 의 하나는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해의 

유해한 성질을 부정하는 데에서 나온다.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기독교  종

교 과 근  기계론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논하 다.41) 인간

38) Peter Singer, “Introduction,” Peter Singer ed., In Defense of Animals, Blackwell Pub-
lishing (2006), p.3.

39) Id. 또한 이러한 주장에 대한 Singer의 반론에 대하여는, Id., pp.3-4참조.
40) Richard A. Posner, “Animal Rights: Legal, Philosophical, and Pragmatic Perspectives,” 

Animal Rights, Cass R. Sunstein & Martha C. Nussbaum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51-77

41) Rene ̀ Decartes, Discourse on Method, Optics, Geometry and Methodology, Revised 
Edition,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by Paul J. Olscamp, Hackett Publishing Com-
pany, Inc. (2001), pp.46-4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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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육체 , 물질  성질을 극할 수 있는 혼과 정신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인식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동물들은 신성에서 비롯되

는 혼이 없으므로 그 육체는 기계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는 동물들이 고통이

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며, 동물들은 사람과 같이 신체 인 아픔을 피하기 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42) 
 다른 주장은 에피쿠르스 학 의 주장처럼 죽음이라는 상이 생명에 한 

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43) 그들은 “죽음은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

했는데, 에피쿠르스 딜 마에 따르면, 생명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일어

날 수 없으며, 죽은 후에는 해의 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음은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44) 이러한 주장이 수명을 앞당긴 죽음이나 고통스

러운 죽음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이라는 상 자체에 한 것이라면,45) 
그들의 주장 한 그럴듯하게 들린다. 한 발 나아가 시그먼(Cigman)은 수명을 앞

당긴 죽음인 경우에도 단숨에 이루어지는 고통없는 동물의 죽음에 있어 그것으

로부터 래되는 것이 단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의 양  제

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죽음이 그것을 맞이하는 동물에게 있어 불행

(misfortune)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 다.46) 그는 인간에게 동물과

는 다른 도덕  지 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는 신체 이거나 물리 인 

고통을 느끼는 능력의 차이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복잡하고 강렬한 불행으

로 인한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47) 여기서 그는 불행의 성격

을 ‘비극 (tragic)’인 것이라고 규정하 다. 이것이 바로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

들과의 차이이다. 죽음으로 잃게 되는 것은 단지 양 인 것만이 아니라, 그 처

한 불행의 비극성이다.48) 이러한 제 하에 시그먼은 동물의 생명권에 반 하는 

입장을 취하 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그의 논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42) Peter Singer (註 16), p.30, p.200.
43) Id., p.135.
44) Id.
45) Tomas Nagel, “Death,” Nous, IV, no. 1 (February, 1970), reprinted in Moral Ques-

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1979), p.1.
46) Ruth Cigman, “Death, Misfortune, and Special Inequalit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0 (1981), p.54; S.F. Sapontzis, “The Misfortune of Death,” Morals, Reasons, 
and Animals, Temple University Press(1987), p.170. 

47) Ruth Cigman, Id., p.49.
48) Id.,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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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에 한 권리는 비X의 불운, 는 가능한 불운을 래할 어떠한 행 로부터 보

호될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상응하는 불행의 주체

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제되어야 한다. 한 생명이 죽음으로 인한 불행의 잠재 (가

능한) 주체가 되기 해서는, 생명 자체가 그 가치의 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

능성은 생명에 한 권리에 의해 제된다.”49)   

즉, 그에게 있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이에 해당하는 불행의 주

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제로 하는데, 동물에게는 불행한 죽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권의 주체도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인간의 동물에 한 이용의  하나의 정당화는 이성주의에 기반하는 것이다.  

도덕  지 를 이성과 결부시키는 이러한 사고는 인간의 이성능력, 자아의식, 정

의에 한 의식, 언어능력, 자율성 등을 이유로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도덕  지

를 갖는다는 것을 합리화시킨다.50) 이러한 견해들 의 주목할 만한 것은 계약

주의  사고인데,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성  존재들 간에 이루어지는 가상 인 

사회계약에 토 를 두므로 이러한 이성  능력이 없는 동물들에게는 어떠한 권

리나 도덕  지 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51) 부연하자면, 윤리는 내가 를 

해하지 않는다면 도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  합의에서 발생하는 것

인데, 동물들은 이러한 합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윤리  계와는 상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견해는 이성  존재들 간의 이루어진 사회계약의 통치를 

받는 인간은 동물과 그들의 이익을 한 어떠한 의무도 없다고 추론한다.52) 반

면, 가상 인 원시상태에서 발생하는 상호평등한 합의 내지 계약을 제로 하는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은 “동정과 인도주의”에 따라 인간이 동물에 한 

직 인 도덕  의무가 인정되어진다는 에 하여는 수 한다. 그러나 롤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물들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처우되어야 할 근거인 인간  

속성을 결하므로 계약의 원칙은 동물들에게 용되어질 수 없고, 따라서 정의의 

역은 동물들에게는 확장될 수 없다고 하 다.53) 

49) Id., p.57.
50) Peter Singer, Peter Singer ed. (註 38), p.4.
51) Peter Carruther, The Animal Issue: Moral Theory in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2) in D. DeGrazia, “Animal Ethics around the Turn of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Volume 11, Number 2 
(1998.5), p.115참조.

52) Id. 또한 이러한 주장에 대한 Singer의 반론에 대하여는, Peter Singer, Peter Singer ed., 
(註 38), p.4참조.

53) John Rawls, The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504 in Mar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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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법  권리와 민주주의  에서 동물과 인간이 다른 법  지 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54) 리차드 포스 (Richard Posner)는 

동물해방론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왜 법  권리가 형성되게 되었는가에 한 

개념조차 없다고 비 하면서,

  “법  권리는 인식능력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에 있지 않다. 노 는 인식능력은 있

지만 권리는 없다. 만일 정부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사회질서와 번 을 한 작용의 

틀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법  권리는 필요한 자유를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통상의 권리보유자들은 소수의 외를 제외하면 실질  그리고 잠재  유권자들이

며 경제행 자들이다. 동물들은 이러한 기 을 충족하지 못한다.”55)

라고 하 다. 그리고 동물해방론자들이 정치  과정에서의 해결을 벗어나 커먼로

법원에 모든 해결을 맡기려 하는 것은 비민주의 인 것이라고 하여 비 하 다.56)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일반인의 사고와 법감정을 근거로 생각해볼 때, 포스

는 인간 심  사고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물을 인간과 동일하게 취 하자

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의 사고가 실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하 다.57) 
인간의 동물의 이용에 한  다른 정당화는 앞의 논거들보다는 비교  합리

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공리주의  사고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동물의 죽음이 동물에게 가해지는 해인 것임은 인정하나, 보다 더 큰 이익을 

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58) 이것은 사람의 죽음이 정당방  

는 사형제도 등에서 외 으로 정당화되어지는 방식과 그 단논리면에서는 동

일하다고 할 수 있다.59)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처할 때에는, 동물의 죽음 자체는 

C. Nussbaum, “Beyond “Compassion and Humanity”,” Animal Rights, Cass R. Sunstein 
& Martha C. Nussbaum ed., Oxford University Press(2004), pp.300-301.

54) Richard A. Posner (註 40), pp.57-58. 
55) Id.
56) Id.
57) Id., pp.66-74.
58) Peter Singer, Peter Singer ed. (註 38), p.4.
59) 대구고등법원 1973.11.12.선고, 73노575 형사부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

헌성을 논하면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
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
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아니한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
한 경우에 국법은 그 중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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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에 이르는 방식, 래되는 고통의 양 등은 

여 히 문제삼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생각할 수 있는 정당화의 논리로서 인간의 생존을 한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자연상태에서 포식자가 다른 동물을 먹이로 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존을 하여는 동물의 죽음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것은 자연속에 인간을 치를 볼 때 일응 수 이 될 수 있는 주장이다. 만일 보

릿고개의 기아를 견디지 못하여 가족과 같이 기르던 소를 물을 흘리며 잡아먹

게 된 경우와, 기계식 사육농장에서 온실속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량으로 사육되어진 소를 상 에서 구매하여 사먹는 행   어떤 것에 더 

정당화의 무게가 실릴 수 있을까? 혹은 자신의 몸보신을 하여 자식과 같이 기

르던 사람의 개를 잡아먹는 행 와, 개사육농장에서 량으로 사육되어진 개를 

잡아먹는 행 는  어떻게 정당화의 논리가 따를 수 있을까? 이 에서 행 의 

정당화  측면에서 가장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논리가 있다면 아마 인간의 생

존을 한 불가피성이란 이유가 될지 모른다.      
 
인간에 의한 동물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여러 논리를 볼 때,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동물해방론이 일반인의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비 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 과연 보통의 사람들은 동물이용에 한 재와 같은 

행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동물권리론에 한 본격 인 목소리는 

서구 선진국에서 시작되어진 것이므로,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는 동물이용의 행

에 하여 비 인 견해가 상당한 향력을 가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국민들이  상황을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으며 상당한 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

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92.2%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한 도

덕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6.5%는 ‘이를 해 법으로 규제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0) , 동물에 한 법  보호까지는 필요

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
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
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헌재 1996.11.28. 95헌바1 결정.

60)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을 스스로 ‘낮은 수준’
으로 평가하고 있었다(전체 응답자의의 71.4%,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자는 6.3%). 국
립수의과학검역원 (註 6),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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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종차별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으며, 주로 

실  실행가능성이나 비용 인 에서,  상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61) 

동물보호정책의 필요성에 한 공감도62)

구 분
갤럽 조사 MORI 조사

한국(’06) 한국(’04) 국(’05) 국(’04) 베트남(’04)

동물의 고통 

최소화

도덕  의무

매우 동의 35% 43% 58% 30% 77%

동의하는 편 57% 50% 33% 60% 16%

합 계 92% 93% 91% 90% 93%

동물의 고통 

최소화

법으로 규제

매우 동의 29% 31% 60% 19% 75%

동의하는 편 58% 46% 32% 58% 15%

합 계 87% 77% 92% 77% 90%

VI. 인간중심적 정당화에 대한 비판론

와 같은 일반 의 의견이 동물의 이용에 한 문제를 근본 으로 악하

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의 정의 념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행들에 하여 비  담론으로 발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 그 다면 동물의 죽음을 범 하게 정당화하고 있는 

재의 상황을 한 논리로서 비 할 수 있는 견해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1. 싱어의 공리주의적 ‘동물해방’론

1975년 출간된 피터 싱어의 작 ‘동물해방’은 동물보호운동진 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실제로 그의 작에서 모티 를 얻었던 동물해방 선(Animal Libera-
tion Front)과 같은 단체들은 실험실 등에서 기에 처한 동물들을 실제로 ‘해방’
시키기 한 극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피터 싱어 그 자신은 자

6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에 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2006), p.66.
62) Id. 이 국민의식 조사는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위해 전국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일반국민들 중 2,015명을 대상으로 하여 95%의 신뢰수준
으로 2006년 12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한국갤럽에 의해 시행되었다. Id.,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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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공리주의자’라고 스스로 규정한다.63) 
사실, 그는 고통의 최소화라는 공리  사고에 기반하여 동물의 권리개념을 

악하고 있으며, 인간과 동물 사이의 요한 차이로 인해 인간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물의 권익과 인간의 권익을 동일한 것으로 

악하지는 않고 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평등이라는 기본 원리를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

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양 집단을 동등하게 우해야 한다는 것을 뜻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며, 한 양 집단이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뜻하지도 않는다는 이다. 우리가 그 게 생각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양 집단 구성

원이 가지고 있는 본성(nature)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평등이라는 기본 원리는 평등

한, 는 동일한 처우(treatment)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리는 단지 평등하게 

고려하기를(equal consideration) 요구할 따름이다.” 64)

그러나 그는 종차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인간이 가지는 인간이 아

닌 동물들에 한 근거없는 고정 념을 논리 인 방식으로 깨뜨리고자 하 다.65)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라도 그에 한 이익이 존재하며, 그러한 이익은 동등한 고려의 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6) 그러나 그의 일 된 주장은 평등이라는 것이 도덕  이념이

지 어떠한 사실에 한 단언(assertion)은 아니라는 것이다.67) 를 들면, 인간평등

의 원리는 인간들이 실질 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원리가 아니라, 인

간 존재를 어떻게 처우해야 할지에 한 것이라는 실천  의미를 담고 있다.68) 
 
  “서로 다른 존재들을 평등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그들을 서로 다르게 처우하며, 

한 그들이 서로 다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69) 

이것은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벤담(Bentham)이 악한 평등개념에서도 마찬가

63) “‘실천윤리학’의 거장 피터 싱어 교수를 만나다,” 중앙일보 2007년 5월 21일, http://article. 
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733541&ctg=1206 (2008년 12월 20일 방문).

64) Peter Singer (註 16), p.2; 피터 싱어, 김성한 역 (註 16), p.35.
65) Peter Singer, Id., pp.ix-xxv; 피터 싱어, 김성한 역, Id., pp. 8-32.
66) Peter Singer, Id., pp.xiii; 피터 싱어, 김성한 역, Id., p.27.
67) Peter Singer, Id., p.4; 피터 싱어, 김성한 역, Id., p.39.
68) Peter Singer, Id., pp.4-5; 피터 싱어, 김성한 역, Id., p.39.
69) Peter Singer, Id., pp.2; 피터 싱어, 김성한 역, Id.,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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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싱어는 이러한 논증에 있어 공리주의창시자인 벤

담의 도덕  평등에 한 사고를 착실하게 따르고 있다. 즉, 어떠한 행동으로 

향받는 모든 자들의 이익이 고려의 상이 되어야 하고, 유사한 종류의 이익은 

동일한 비 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70) 그런데 벤담은 한 존재에 하

여 동등한 고려를 부여하기 해서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제되어야 

한다고 하 다.71)

이러한 공리주의자의 에 따른다면, 그 다음의 요한 문제는 고통에 한 

것이 될 것이다. 어떠한 고통이 보호받는 이익의 손실로서 악될 수 있는지, 과

연 인간의 행 에 의하여 동물들이 그러한 종류의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러한 

동물들에 가해지는 고통이 인간에 한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한 문

제가 될 것이다. 
이 후에 나타난 많은 견해들은 고통의 문제에 주목하 다. 미드 이

(Midgley)는 고통에 한 인식의 척도로서 이성과 더불어 ‘감정(emotion)’에 보다 

주목하 고,72) 스바움(Nussbaum)은 약자에 한 배려능력인 타자의 고통에 

한 ‘공감(compassion)’의 경우, 오히려 인간보다 동물이 더 나은 공감력을 가지고 

있음을 설 하 다.73) 한편, 사폰티즈(Sapontzis)는 손실에 한 고통과 그에 한 

인식의 문제를 다루었는데,74) 죽음의 불행으로 고통받는 이는 죽은 자가 아니라 

70) Jeremy Bentham, Introduction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Prometheus 
Books (1988); Peter Singer, Id., pp.7-8; 피터 싱어, 김성한 역, Id., pp.43-44. 벤담은 
동등고려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흑인노예는 아직 이러한 처우를 받지 못하며, 언젠가 
“폭군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권리를 다른 동물들
이 획득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Jeremy Bentham, Id., 
p.311.

71) Peter Singer, Id., p.7; 피터 싱어, 김성한 역, Id., p.43. 그러나 동등한 도덕적 고려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감정을 역설한 벤담도 동물을 편안한 가운데 사육하고 고통없이 죽이는 
것은 가능하며 동물의 복지윤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J. Baird 
Callicott, “The Search for an Environmental Ethic,” Ch.9, Tom Regan ed., Matters of Life 
and Death: New Introductory Essays in Morals Philosophy, McGraw-Hill, Inc. (1993), 
pp.350.

72) Mary Midgley, Animals and Why They Matter, University of Georgia Press(1984), pp. 
33-44. 

73) 마사 누스바움, “Compassion: Human and Animal,” 오병선 역, 해외석학 청강연: 법
과 정치의 근본요소인 ‘약자에 한 배려’의 능력으로서의 ‘공감’(Compassion) -여성주

의를 포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1세기 세계속의 한국법의 발전사업단⋅학술
진흥재단 (2008.8.29).

74) S.F. Sapontzis (註 46), pp.1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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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자이므로, 즉 산 자가 죽을 때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므로 에피쿠르스의 주

장이 틀렸다고 반박하 다.75) 한 그는 손실로 인한 고통 그 자체가 그 손실에 

한 인식여부와 계없이 불행한 것일 수 있다고 하여 시그먼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 다.76) 로드(Rodd)와 같은 이는 생물학과 경험 인 연구에서 나온 사실에 

근거하여 재의 동물에 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 에 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77) 마찬가지로 도킨스(Dawkins)도 특정 동물의 주 인 고통을 생물학  

지식에 의해 동물의 ‘육체  건강’, ‘심리  징후’, ‘행 ’의 요소를 찰함으로써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 다.78) 
 그 다면 일단 우리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물이 가지는 고통이라는 경

험  사실에 하여 의심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과 동물

의 생명 간에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싱어의 결론은 자를 우선해야 하

는 것으로 귀결된다. 장류와 같은 고등동물을 제외하면 일반 으로 인간이 동

물보다 나은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라는 종을 이유로 

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이 우선시되어야 하

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79) 
한, 동물의 고통에 한 인식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여 히 남아 있다. 고통을 감지할 감각능력이 떨어지는 동물이나 그것에 한 인

식이 불가능한 상태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윤리 으로 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실상 싱어를 시한 공리주의자들에게 가해지는 비난도 이곳에 있

다. 공리주의자들과 같은 논지에 따른다면 동물의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

다거나 인간에게 주어지는 생명권으로 보호되는 것과 같은 도덕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80)   

75) Id., p.173. 
76) Id., pp.170-173. 
77) D. DeGrazia (註 51), pp.114-115; 보다 자세한 것은, Rosemary Rodd, Biology, Ethics, 

and Animals, Clarendon (1990)참조. 
78) Marian Stamp Dawkins, “The Scientific Basis for Assessing Suffering Animals,” Peter 

Singer ed.,In Defense of Animals, Blackwell Publishing (2006), pp.26-39. 그는 고통
(suffering)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광범위한 극도로 불쾌한 (정신적) 상태 중의 하나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Id., p.28. 

79) Peter Singer (註 16), p.21. 
80) S.F. Sapontzis (註 46), p.159; Peter Singer, Practical Ethic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83-13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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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건의 동물의 권리론

이 문제에 하여 앞의 주장들보다 보다 강한 보호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동물권리론자들의 논변이다. 톰 건(Tom Regan)은 표 인 동물권리론자

로 일컬어지는데, 그는 싱어와 같은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에 하여 비 인 태

도를 취했다.81) 그는 만일 수명을 앞당긴 동물의 죽음이 고통없이 행해진 경우, 
이는 동물에 ‘신체  고통을 가하는 것(hurt)’은 아니라 하더라도 ‘ 해(harm)’가 

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았다.82) 그는 죽음으로써 잃게 되는 생명자체에 하여 

가치를 부여하 는데, 이 때 생명에 한 가치 는 이익에는 욕구, 희망, 선호

와 같은 ‘선호에 한 이익(preference interest)’뿐 아니라 ‘복지에 한 이익

(welfare interest)’이 포함된다.83) 반면, 죽음에서 비롯되는 해란 그러한 이익의 

손실(loss)로 간주될 수 있는 종국 인 죽음을 래하는 것이며, 어떠한 개인들에 

있어서의 해는 그 죽음과 계된 고통과는 별개라고 할 수 있다.84) 그리고 유

익(benefit)은 그들의 능력 안에서 개별자가 좋은 생애를 리는 것을 가능  하

고 그 기회를 신장시키는 것이나, 해는 이러한 가능성을 없애거나 기회를 감

시키는 것이다.85) 고통없이 이루어지는 동물의 죽음에 있어서도 자연사가 아닌 

죽음이라면 그것에는 근본 이고 회복불가능한 성질의 박탈(deprivation)이 따른

다.86) 죽음을 통해 개체들은 선호의 충족을 통한 만족을 실 할 그 모든 가능성

이 박탈되기 때문에 죽음은 근본 인 것이다.87)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이룰 수 

있는 생명자체의 손실은 궁극 인 손실이기 때문에 죽음은 궁극 인 해라고 

할 수 있다.88) 따라서 식용을 한 동물의 도살이나 과학  이용과 련된 윤리

81) 레건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였다.
     “동물들이 생명에 대한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이용될 

주장들 역시 모든 인간들도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반면, 
모든 인간이 동등한 정도로 생명에 대한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방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주장 역시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한 권리
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Tom Regan, “Do Animal Have a Right to Life?” Tom Regan & Peter Singer 
ed., Animal Rights and Human Obligation, Prentice-Hall, Inc. (1976), p.197.

82) Tom Regan (註 4), p.103.
83) Id., p.116.
84) Id., p.118. 
85) Id., p.116. 
86) Id., p.100. 
87) Id.
88)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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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들은 그들을 죽이기 해 이용되어지는 방법이 얼마나 “인간 인 것인가”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 수명을 앞당기는 죽음을 래하는 행  자체

에 한 윤리성 한 문제삼을 수 있게 된다.89) 동물의 죽음에 한 이러한 

건의 이해에 따를 때, 죽음에 한 근본 인 념에 있어, 죽음은 시그먼이 생각

했던 것과 같이 “비극 ”인 성격으로 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90) 건은 죽음

에 한 시그먼과 같은 이러한 입장을 따를 때 부분의 동물의 죽음이 제외되

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 다.91) 건은 죽음이 동물들의 복지상의 이익에 반한

다면 그것은 박탈과 손실이며, 한 동물에게 죽음이 박탈과 손실을 가져오는 것

이라면,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불행(misfortune)이자 해(harm)라고 이해했다.92) 
시그먼은 죽음이 해나 불행이 되기 해서는 죽음에 있어서의 비극성이 요구

된다고 한데 반하여, 건은 비극 인 모든 죽음이 해나 불행일 수는 있지만, 
그 반 인 것, 즉 모든 해나 불행인 죽음이 비극 인 죽음은 아니라고 하

다.93) 이러한 죽음에 한 이해를 제로, 건은 다수의 인간을 고통이 없는 방

식으로 살상하는 것이 그로 인한 이익이 얼마나 크던 간에 비도덕 인 것과 마

찬가지로, 의식이 없거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의 동물을 량으로 도살하

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았다.94) 
이러한 동물의 권리론을 옹호하는 입장은 기본 으로 벤담이나 (J.S. Mill)보

다는 생명을 수단으로 하지 말고 목 으로 하라는 칸트  언명에 보다 충실

한 것이 될 것이다.95) 한 이들의 주장에 입각할 때, 사회의 식생활이나 의

89) Id., p.116. 
90) Id., p.103. Ruth Cigman (註 46), pp.51-59참조.
91) Id., p.102. 
92) Id., p.102.
93) 레건은 피카소의 죽음이 비극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유해한 것

이나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피카소의 죽음이 고통스
러운 것이건 아니었건 간에, 그의 죽음 자체가 말해주는 상실로 인해 그것은 유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Id., p.103. 

94) Tom Regan (註 81), pp.202-203. 그러나 레건은 동물이 인간과 마찬가지고 생명에 대
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그러한 권리가 언제나 우선되어야 한다거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Id.

95) Cass R. Sunstein (註 3). 레건은 “칸트의 표현대로 ‘우리 각자는 각자의 목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모든 인간의 생명이 ‘내재한 가치를 가지며’ 오직 인간에게만 
귀속되고 있는 이러한 내재적 가치는 모든 존재들에 의하여 동등하게 향유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Tom Regan (註 81), p.198. 그러나 정작 칸트 자신은 인간의 동물에 대
한 의무는, 동물에 대한 잔혹성이 인간에 대한 잔혹성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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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등 동물을 이용하는 습들은 총체 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다.96)  

3. 환경윤리론 

와 같이 윤리  상의 지평을 인간을 넘어 비인간인 동물에게 확장했다는 

에서 싱어와 건의 견해는 공통 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견해와 더불어 

요한 시사 을 주는  다른 으로 환경보호윤리를 들 수 있다.97) 존 뮈어

(John Muir)나 알도 오폴드(Aldo Leopold)와 같은 환경보호론자의 사상들은 오

늘날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는 환경정책과 환경법제의 이념  기반을 제공하

다. 환경주의자들의 은 도덕  계의 범주를 확 하여 인간뿐 아니라 식

물, 동물, 토양, 물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생태계를 하나의 생명공동체로 보는 

것이다.98) 그리고 이러한 생명공동체   하에서는 인간도, 동물도,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이며, 요한 것은 특정 개체의 안 성이 아니라 생태계 

체의 건 성과 번성이다. 일견 싱어와 건의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론과 궤를 같

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견해들은 실은 구체 인 환경정책에 한 근에 

있어 의 두 견해와 상충될 여지를 안고 있다. 
이에 한 차이를 밝히기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동물들은 야생의 상태에서 포식자나 기아, 질병, 추  등의 자연  요인들

에 의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동물들의 불행을 

이기 하여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 것이며, 동물들은 그로부터 보

호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멸종 기 동물종의 

최후로 남은 한 의 동물종과 수많은 개체수가 존재하는 동물 종에 속하지만 

죽음이라는 당면한 해에 처한 특정 동물종의 개체가운데 어느 것을 더 우선시 

대한 간접적인 의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Martha C. Nussbaum (註 
53), Cass R. Sunstein & Martha C. Nussbaum ed., p.300.

96) Tom Regan (註 81), pp.203-204
97) 환경보호론과 동물해방론의 차이에 대하여는, 김진석, “동물해방과 환경보호는 동지인

가 아니면 적인가?,” 문학과 환경, 제5권 제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06.6), pp.115-144
참조. 

98) Aldo Leopold, A Sand County Almanac, Oxford University Press (1949), p.204 in J. 
Baird Callicott,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the Land Ethic,” Callicott ed., 
Companion to A Sand County Almanac: Interpretive & Critical Essays,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7),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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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인가이다.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만일 공리주의  견해나 권리론의 논리를 일 되게 

따른다면, 자연상태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의 고통을 이기 하여 포식자인 육식

동물을 격리하여 사육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싱어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모든 자연의 질서를 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물에 한 불필요한 살해와 잔인함을 없애는 것으

로 족하다고 하 다.99) 이 에 하여는 건도 비슷한 답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자신의 생명에 한 권리를 가지는 야생동물들이 자신들의 삶을 향유할 

기회를 리도록 방어해야 하지만, 왜 우리가 인간이 아닌 포식자들로부터 야생

동물들을 방어할 의무가 없는가에 해 동물은 도덕  행 를 할 능력이 없으므

로 다른 동물들의 권리를 존 할 의무를 포함하여 도덕  능력자가 갖는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 다.100) 그러나 싱어와 건의 이러한 논변은 환경주의자에

게는 논리  일 성을 결여한 것으로 비춰진다. 유사한 결론에 이를지라도 환경

주의자들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학  도태 상, 그리고 포식자와 먹이의 

계 역시 어두운 측면이라 하더라도 생태  상의 하나로 받아들인다. 즉, 평등

 윤리가 반드시 사랑과 존 의 행복한 감정의 부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101) 환경주의자들은 생태계의 균형을 하여 생태계에 포식자를 재

도입하는 것까지도 요한 환경  고려로 삼고 있다.102) 그리고 자연상태에서 포

식자를 내쫒을 것을 요구하는 격이 되는 싱어와 건의 논리는 단지 생태  

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태  악몽”과 같다고 강하게 비 하 다.103)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에 하여 환경윤리  과 뚜렷한 조를 보여주는 

것은 건의 견해이다. 건은 생명공동체의 더 큰 선을 하여 개별자가 희생되

어도 좋다는 오폴드의 견해에는 개인  권리는 설 땅이 없게 되며, 이는 곧 

“환경 시즘”이라고 비 하 다.104) 그에 따르면 멸종 기동물보호노력 자체를 

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는 개별 동물이 해를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

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이지 특정 종 자체가 도덕  가치를 가지기 때

99) Peter Singer (註 16), pp.238-239.
100) Tom Regan (註 4), p.357.
101) Mark Sagoff, “Animal Liberation and Environmental Ethics: Bad Marriage, Quick 

Divorce,” 22 Osgoode Hall L. J. 297, 1984, pp.299-300.
102) J. Baird Callicott (註 71), p.352.
103) Id., p.353.
104) Tom Regan (註 4), pp.3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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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아니다.105) 그는 환경주의자들의 멸종동물보호노력 하에 존재하는 잠재  

험성에 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러한 정책 하에서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해나 선호에 따른 특정 멸종 기종에 한 보호만을 생각하게 되며, 기타의 동물

들에 하여는 사냥 등의 습을 무비 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106) 
한 건의 권리론은 멸종 기종이나 개체수가 많은 종간에, 는 야생동물이나 

집에서 기르는 동물간에 윤리  는 권리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동

등하게 악한다.107) 이러한 사고 에서 건은 마지막 남은 멸종 기종보다는 

생명의 험에 처한 특정 개체의 안 를 더 우선시하 다. 이와 같은 결론은 싱

어의 공리주의  사고를 따를 때에도 크게 차이는 없다.108) 그러나 오폴드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리코트(Callicott)와 같은 환경주의자들은 멸종 기종의 생

존을 하는 잡 와 같이 과도하게 번식된 동물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 동물

해방론과 권리론은 사실상 생명 괴라는 환경문제를 가 시키는 것이라고 비

하고 있다. 한, 가축과 야생동물간의 차이를 인정하여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야생상태로 방사하는 것은 생태계를 괴하는 것으로 환경윤리에 반한다고 하

다.109)       

4. 소결 

생각건 , 오늘날 인간의 시각에서 정당화되어 있는 동물의 죽음에 한 윤리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것처럼 막연히 삶을 선으로 죽음을 

악으로 보는 이분 인 사고로는 문제를 사실 으로 악하기 어렵다. 동물도 인

간도 자연의 원리 하에 창조된 생물계의 일원으로서 모두 다 태어나서 한 생을 

살다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자연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더 문제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원리에 바탕을 두고 발 되어 왔고, 이러한 원리에는 

105) Id., p.359.
106) Id., p.360.
107) Id., p.361.
108) Peter Singer, “Not for Humans Only: The Place of Non-human in Environmental Issues,” 

K.E. Goodpaster & K.M. Sayre eds., Ethics and Problems of the 21st century,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9), pp.191-205참조. 싱어는 시에라클럽과 같은 환경주의자들이 서
식지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동물종의 개체수를 감소키 위한 사냥을 허용하는 것에 대
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 Mark Sagoff, (註 101), pp.300-301. 

109) J. Baird Callicott (註 71), 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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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한 인간의 지배와 이용도 포함되어진다. 나아가 이러한 이용을 해 이

루어지는 동물의 죽음 한 습  이유, 유희  이유, 는 경제  이유로서 법

인 장치를 통해 합리화되어 왔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하나의 개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생명의 끈

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명의 작용은  다른 생명의 반작용을 일으킨다.110) 오

늘날 차 으로 멸종 기에 도래한 야생동물들의 수가 증가하고 AI와 같은 신

종인수공통 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상은 이를 반증한다.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하는 방식이 윤리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인간과 동물들간의 상

호합의와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상호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간이 동물들과의 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단지 인

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러한 논리에는 보편성있는 근거를 찾기 어

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싱어의 ‘동등한 배려’는 인간에게 용되어지는 주  

행동원리를 동물에게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객 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에서 

보편  원리로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건과 같은 생명자체에 가치를 부여하

려는 다른 논의들도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편  가치를 

추구한다는 에서 보편성을 가지겠지만, 그 본질  의미가 가지고 있는 윤리  

정당성과는 계없이 권리라는 단어가 법 으로 발휘하고 있는 실  경직성으

로 인해 많은 법률가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환

경윤리  입장이 제하고 있는 생명공동체라는 큰 틀의 설정은 바람직한 것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나 특정 동물 종의 생명에만 심을 갖기보다는 생과 

사를 크게 보아 하나의 자연 인 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시야의 장 을 가지

고 있다. 다만 생태 상에 한 인간인식의 한계나 인간의 생태에 한 종합  

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제가 실 되기 보다는 정책실천과정상의 차별  

선택과 집 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그 실  수용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견해들이 시사하는 바

는 아직 동물생명에 한 무분별한 처우가 공공연히 용인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자연  생명체에 한 존 을 보다 강조한다는 에서는 차이 보다는 

유사 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110) Mark Sagoff (註 101), p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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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지 까지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에 생명에 한 근본 인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인간이 동물을 하는 방식, 특히 동물의 죽음을 둘러싼 인간의 태도에 

한 문제를 고찰하기 해, 실정법상의 동물의 법  지 와 동물의 죽음에 한 

실정법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물생명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이 자연으

로부터 차 인간에게로 넘어오게 된 지 의 상황에 해, 그 정당화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논리들과  그러한 실에 한 비 논리를 알아보았다.
와 같은 동물의 죽음에 한 철학  논의들이 다소 법  논의와 유리된 것

으로 간주될 여지도 없지 않으나,111) 이러한 논의들이 단순히 이론 인 논의에 

그치지는 것만은 아니며, 과학 , 실증  연구들과 더불어 동물과 련된 실정

책과 법에서도 용되어지거나 실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12)  

111) Richard A. Posner (註 40), pp.51-77참조. 그리고 이에 대한 재반론으로서, Peter 
Singer, “Ethics Beyond Species and Beyond Instincts: a Response to Richard Posner,” 
Cass R. Sunstein & Martha C. Nussbaum ed., Id., pp.78-92참조.

112) 예를 들면, 영국의 ‘동물을 이용한 과학적 절차법 1986(Animal Scientific procedure 
act)’에 따르면, 연구프로젝트에 면허를 줄 것인가를 심사하는 정당화기준으로서 당해 
프로젝트의 비용과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판단방식(cost/benefit assessment)을 적용한다. 
여기서 ‘비용’은 동물에게 가해질 수 있는 고통이고, ‘이익’은 당해 연구의 목적이 성
공적으로 달성되어질 경우 사람, 동물, 식물 또는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이다. 
The Animals Act 1986, Section 5(4); The Stationery Office(UK), “Guidance on the 
Operation of the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 http://www.archive.official
-documents.co.uk/document/hoc/321/321.htm (2009.1.30. 방문). 다만 실험과 과학적 목
적을 위해 이용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EU의 86/609/EEC의 개정을 위한 기술전문
가들의 실무그룹은 ‘비용’이라는 용어보다는 ‘위해(harm)’가 더 적절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Kevin Dolan (註 17), p.47. 여기서의 이익과 비용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동물이용절차위원회(Animal Procedure Committee)’에 의해서 공식화되었다. 
즉, 이 공식에서 ‘이익’은 연구목적의 중요성과 달성가능성에 의해 평가되고, ‘비용’은 
동물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로 평가된다. Kevin Dolan (註 17), p.50. 그러나 이러한 
공식의 지나친 단순성으로 인하여 이익과 비용의 산정요소와 방식에 대하여는 여전
히 논란이 많으며, 또한 동물의 고통에 대한 평가는 동물의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입
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Id., pp.47-58참조.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
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
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12월 22일 제정된 ‘동물실험지침’을 보면, 실
험자가 위원회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동물실험의 
필요근거,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동물의 윤리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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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과 제도가 태동하고 발 하기 하여는 그 제도의 필요성과 그에 

한 공감 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동물에 한 법과 제도의 형성과 변화

가 단지 국제기 이나 해외시장의 논리에 따라 수동 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해서는 한국사회내부의 자체 인 담론이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담론들을 바탕으로 발 되어진 자주 인 인식변화가 보편 인 설득력을 가지고 

자생 인 법과 제도의 변화로 나타나야한다. 이 은 어떤 특정한 주장을 내세우

기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 하

여 쓰여진 것이며, 보다 심층 이고 역동 인 논증을 통한 의식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여겨진다. 

투고일 2009. 2. 20   심사완료일 2009. 3. 12   게재확정일 2009. 3. 13

의 적정성 여부,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강구 여부, 실험동물 종의 선택과 그 수의 적
정성 여부,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최소화 방안의 강구, 실험동물의 마취 및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실험지침(2008.12.22.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훈령 제95
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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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imal Death Contemplated Through Human Law

Eubong Lee*

113)

Animals are used for humans lives in various ways. Mostly, it is for our benefits 
on the condition that they are to die. Therefore, animal usages that leads to their 
death are conducted based on legal justification. Yet the animal life is also 
controlled by natural bio-system as human life does. So, for justifying unnatural 
curtailment of animal life, ethically justifying with universally acceptable reasons  
would be required other than simple reasons based on human interests, customs, 
and amusements.   

Therefore,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following questions in logical perspectives: 
First, which rationalization for reality is underlying under the positive legal 
justification for animal use? Second, what critical arguments against those 
justification are. To carry out such topics, this research takes following steps: First,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relation between animal death and human life in Korean 
society. Second, this study will review the animal legal status in Korea and current 
Korean laws covering animal death. Lastly, it will analyze arguments of 
rationalization and critiques of its realit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arguments concerning the diverse critiques, this study will focus on Singer’s 
utilitarianism, Regan’s animal right theory, and environmental ethics. Through the 
above arguments, this article seeks to find the more catholic ethics on how human 
should deal with animals.

Key words: animal death, animal legal status, Korean animal law, animal 
bioethics, animal right, environmental e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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