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공리주의에 입각한 인간복제의
정당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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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종 식*

인간복제의 도덕적 허용성 문제는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심각
한 만큼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78년 Davi d M. Ror vi k
의 I n Hi s Image : The Cl oni ng of a Man에서 복제아가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것이 (비록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지만) 인간복제
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1993년 10월 뉴욕타임즈가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의 배아가 만들어졌다
는 머리 기사를 낸 후 인간복제는 다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1) 미
국의 과학자들은 80년대에 이미 올챙이를 복제 해 냈고 90년대에 들어서
는 생쥐를 복제하는데 성공을 거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포유동
물의 복제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과학자들 사이에 지배적이었으나 1997
년 2월 23일, 6년 생 암양을 그 체세포를 이용하여 동일한 개체로 복제
하는데 성공하여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게 된다. 그 후 이와 동일한 복제
기술을 사용함과 동시에 인간의 유전자를 주입시켜, 인간의 유전자를 지
닌 형질전환복제양 폴리도 만들어 내었고, 개구리 태아의 유전자 조작으
로 머리 없는 올챙이를 만들어 내기에 이른다. 돌리의 탄생으로 난치병
치료제의 대량생산 등 생물약제공급에 큰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복제 기
* 철학사상연구소 97 Pos t -Doc .
1) Resear cher Cl ones Embr yos of Humans i n Fer t i l i t y Ef for t , New York
Ti mes , Oc t ober 2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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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식량 공급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돌리의 탄생은 인간복제의 이론적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
으며 따라서 생명과학의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에 새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머리 없는 올챙이를 만드는데 사용된 기술을 인간
에게 적용시킨다면 이식 및 연구를 목적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만을 생산
하거나 인간의 몸통만을 실험용으로 만드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시
점에 이르렀다.
돌리의 탄생 후 미국 상원의 인간복제에 대한 청문회에서 윌멋(Dr . I a
Wi l mut ) 박사는 277번의 실험 끝에 성공한 돌리의 탄생 과정에서 수많
은 복제된 배아가 성장 도중 원인 불명의 이유로 죽었으며 출산 후 곧 사
망하게 된 기형 양들이 속출했다고 밝히고 인간복제의 금지 조치를 촉구
하였다. 교황 바오로2세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실험에 대하여 공개적
으로 비판을 가하였고, 영국 정부는 돌리 탄생의 주역인 에딘버러 로즐린
연구소에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해 5월 인간복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었으며, 다음 달 클
린턴 미국 대통령은 인간복제를 목적으로 한 어떠한 기술의 사용도 향후
5년간 금지해 줄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채택을 의회에 요청하였다. 40개국
으로 구성된 유럽회의(CE) 각료회의는 7월 1일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
를 만드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물의학협약의
수정안에 합의하여 머지않아 이 안이 각료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될 전망이
다. 이렇듯 일반적으로는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나 철학
자들 일각에서는 제반 이유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
는 복제기술의 사용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
는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중 각기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
들이 선호하는 정도를 만족시켜 주기를 극대화 시키는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 는 입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선호공리주의(pr efer ence ut i
i t ar i ani sm)에 입각하여 인간복제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채드
(Rut h R. Chadwi ck )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유전적으로 유일한 존재이기를 선호하므로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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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일하지 않은 인간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하여 채드윅은 이의를 제기한다. 그녀에 의하
면, 만약 복제인간이 되기보다 유전적으로 유일한 인간이 되기를 선호한
다면, 이러한 사실이 인간복제에 대한 반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그들이 반드시 유전적으로 유일한 존재이기를 원하지는
않으며 또한 체세포 제공자와 복제기술에 의하여 태어난 인간 모두가 복
제기술을 선호하는 정도가 유전적으로 유일한 인간이 되기를 선호하는
정도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2 ) 복제기술에 의해 태어난 인간측에서
본다면, 만약 복제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태어나지 않았
을 것이고,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복제기술에 의해서라도 생명을 가지
고 태어나는 편이 나으므로 복제기술의 사용을 원할 것이다. 또한 체세
포 제공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성 관계에 의하여 아이를 가질 경우 자
신의 유전자를 반만 물려줄 수 있지만 복제기술에 의하여 아기를 가질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의 유전자를 100%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기생존이 가능하므로 복제기술의 사용을 원할 것이라고
채드윅은 말한다. 이렇듯 채드윅은 자신의 유전자를 100% 물려 줄 수
있는 아이를 갖기를 선호하는 정도와 복제기술에 의해서라도 태어나기를
선호하는 정도가 유전적으로 유일한 존재이기를 선호하는 정도보다 클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
다는 이유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복제 기술의 사용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채드윅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
고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논증A>
(1)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중 각기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
람들이 선호하는 정도를 만족시켜 주기를 극대화 시키는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
(2 )만약 복제될 인간의 복제 기술에 의하여 태어나기를 선호하는 정도
가 유전적으로 유일한 존재이기를 선호하는 정도보다 더 크다면, 또한 일
2 ) Chadwi ck, p. 206. 앞으로 채드윅 원문의 페이지 번호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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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자신의 복제아를 갖기를 선호한다면, 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적
용시켜야 한다 ( ( 1)로부터).
(3 ) 태어나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복제될 인간은
복제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4 ) 진정한 의미의 자기 생존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자신의 복제아
이를 선호할 것이다.
(5 ) 유전적으로 유일하게 되기를 선호하는 정도보다 복제기술에 의해서
라도 태어나기를 선호하는 정도 및 자신의 복제아이를 갖기를 선호하는
정도가 클 것이다( (3 )과 (4 )로부터).
(6 ) 그러므로 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 시켜야 한다 ( (2 )와 (5)로부터).

채드윅은 ( 1)이 참이라는 가정 하에 (1)- (5 )로부터 결론인 (6 )이 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도 ( 1)이 참인지의 여부는 논의 대상
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비록 ( 1)이 참이라고 가정하더라
도 위의 논증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 1)이 참이라고 가정하였으므
로 위의 논증의 성패는 (5 )가 참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다시 (3
과 (4 )가 참인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3 )과 (4 )가
인가 하는 것이며 또한 이들이 모두 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로부터 도출
된 (5)가 (2 )와 함께 (6 )을 도출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논의에 들어가기 전 먼저 (2 )가 (1)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
적하고자 한다. 채드윅은 선호공리주의에 근거하여 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 대상을 직접
적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선호할 것에 국한시키고 있으나 여기서 그
쳐서는 안되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도 고려한다. 따라서 (2 )를
(2* ) 만약 복제될 인간이 복제 기술에 의하여 태어나기를 선호하는 정
가 유전적으로 유일한 존재이기를 선호하는 정도보다 더 크다면, 또한 일
반적으로 자신의 복제아를 갖기를 선호한다면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복제 기술의 사용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 정
도보다 선호하는 정도가 크다면, 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로 대치시켜야 한다. 이제 문제는 과연 (3 )과 (4 )가 참인지의 여부
이들이 참이라고, 따라서 (5 )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2* )와 (5)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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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출되는가 하는데 있다.
(5)가 참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복제아를 갖고자 하는 사람과 복제될 사
람 모두에게 복제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킴에 따르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복제될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만약 복제기술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그
(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녀)가 태어나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태어나는 편이 낫
때문에 복제될 인간은 복제되기를 선호할 것이라는 채드윅의 주장은, 태
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태어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복제
되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복제될 인간 측에서의 이익으로
채드윅은 (3 )을 들고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
한다. 먼저 (3 ) 자체가 참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다. 에이즈 환자가
식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될 것을 안 채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머니로부터 HI V에 감염된 채 태어난 신생아가 자신의 상
황에 대하여 이해할 만큼 성장했을 때 HI V에 감염된 채라도 태어난 것이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것인가? 제3자의 입장에서도 대다
수는 임신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할 것이다. 마차가지로 HIV에 감염
된 여성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HIV를 보유한 신생아를 낳았을 경우
혹은 임신 중 습관적인 마약과 음주로 선천성 기형아를 낳았을 경우, 이
아이들이 판단력이 있을 만큼 성장하였을 때 부모에게 자신들을 낙태했어
야 했다고 원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태어나는 것이 그 자체 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데, 즉 (3 )이 참이라는 데 대하여 의문이
는다.
물론 위의 지적이 (3 )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불충분하
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3 )이 참이라고 가정하여도, 따라서
(5 )가 참이라고 가정하여도3 ) 이들과 (2* )로부터 (6 )이 도출된다고 보
기 힘들다는 데 있다. 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킴에 따라 복제될 인
간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자신의 복제아를 원하지 않
3 ) 일단은 (4 )가 참이라고 가정하기로 하자. 따라서 (3 )이 참이라면 (5 )가 참이라
가정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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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은 성 비율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
의4 ) 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키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 선호공리주의와 함께 인간복제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상충되는 두 종류의 이익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에 부
딪힌다. 선호공리주의 하에 복제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을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는 각 개인이 선호하는지와 선호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각 개인의 선호하는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정도를
파악한 연후에 각 개인의 선호도와 비선호도를 합하여 복제 기술을 인간
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총체적인 선호도를 극대화 시키는지의 여부를 판
단해야 한다. 이렇듯 선호공리주의하에 복제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데 있어서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
이 선호하는 정도 및 그것들의 합계를 파악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시
말해, (2*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한 복제 기술의 사용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 정도보다 선호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필자는 앞으로 (4 )에 대한 논의 중
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필자의 주장이 옳다면 (3 )이 참이라고 따라서
(5 )가 참이라고 가정하여도 (2* )와 (5 )로부터 (6 )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4 )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하자. 만약 체세포 제공자와 동
한 유전자 형을 가진 복제된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한다면 이는
체세포 제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채드윅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 생
존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체세포 제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상적인
성 관계를 통하여 아이를 가질 때에 비하여 복제기술을 통하여 자신의 아
4 ) 선호공리주의하에 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할 때
성 비율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곧 (4 )의 문제점을 논하면
서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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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질 때가 진정한 의미의 자기 생존을 구현 시키는 경우라면, 복제
될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여 정상적인 성 관계에 의하여 태어
난 인간보다 생존 가능성이 커야 한다. 이렇듯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복제 아이를 갖는 것이 진정한 의미로써의 자기 생존을 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다.
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데 대한 반대 이유 중 복제된 인간은
그가 태어날 환경에 적응을 못하여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 및 인
간을 복제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증대 시키지 못
하게 하는 행위라는 이유가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4 )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필자는 두 주장 중 후자를5 ) 다음과 같이 정
리하고 채드윅의 주장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논증B>
(1) 인간을 복제함에 따라 인간의 유전자 풀(gene pool )의 다양성이
감소되거나 증가되지 못한다.
(2 )인간의 유전자 풀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생존하기위한
필요조건이다.
(3 )그러므로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 인
류의 생존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증대 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철학자들은 비록 동일한 유전자형이 동
일한 표현형(phenot ype )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빈번하고

5 )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전자의 경우 역시 <논증A>의 (4 )에 대한 심각한
반론이 될 수 있다. (1) 환경적인 변화가 어떠한 표현형을 생기게 하는데 있어
원인으로써 기여하므로 동일한 유전자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동일한 표현형을 만
들어 내는 것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2 ) 세대간에 일어난 환경의 변화가 성 관
에 의해 생겨난 표현형을 제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나 복제기술에 의하여 생
겨난 표현형을 제거하기에는 충분하다. (3 ) 복제기술을 사용할 경우는 성 관계
의한 것과는 달리 현세대에 바람직한 표현형이 차세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표
현형이 될 수도 있다. (4 ) 그러므로 복제된 인간은 성 관계에 의해 태어난 인간
는 달리 그가 태어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선호공
주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힘들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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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동일한 유전자 형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유전자 풀의 다양성
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선택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특성의 다양성
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전제 ( 1)이 참이라는 근거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페리
(Cl i nt on Per r y )에 의하면 위의 논증의 전제 및 결론 모두 참이라 하
더라도 이 논증은 복제 기술을 인간을 복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자
체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이와는 다른 개념인 복제기술을 인간에게 대규
모로 적용하는데 대한 반론임을 지적한다. 6 ) 빈번하고 지속적인 복제 기
술의 사용은 인간의 유전자 풀의 다양성을 감소시키지만, 복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대중에게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하지는 않으므로, 남용하지 않은 채 복제 기술을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복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는 입장 내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무하는 입장과 복제기술의 빈번하
고 지속적인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 및 그것을 비난하는 입장이 양
립 될 수 있다고 페리는 주장한다.
만약 <논증 B>가 타당하고 또한 전제들이 참이라면 <논증 A>의 (4 )
는 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논증 B>에 대한 페리의 반론은 어떠
한가? 페리의 반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시 말해 <논증
B>가 단지 복제기술의 빈번하고 지속적인 사용을 허용하는데 대한 문제
점만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페리의 반론이 (2* )와 (5)로부터 (6 )이 도
되지 않는다는 반론으로부터 <논증A>를 구하지는 못한다. 채드윅은 진
정한 자기 생존이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 복제아를 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페리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할 때, 대중을 상대로 빈번하고 지속적
로 복제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감소 시키거나 증가
시키지 못하므로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입장이 선
호공리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채드윅은 <논증A>의
(1)이 따라서 (2* )가 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기 위하여는 복제기술의 대

6 ) Per r y,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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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상대로 한 빈번하고 지속적인 사용을 필요로 한다. 이렇듯 <논증B>
의 전제와 결론이 모두 참이라면 <논증A>의 (4 )와 (5)가 참이 아니며,
비록 <논증B>에 대한 페리의 반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즉 (4 )와
(5)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2*)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다.
위와 동일한 문제점은 채드윅의 주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채드윅은
누군가가 복제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복제아이를 갖기를 원할 경우 그
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이유로, 불임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아이를 원할 경우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유전자 반을 물려줄 수 있
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를 예로 들고있다. 그에 의하
면, 자신의 유전자의 반을 물려주는 것과 모두를 물려주는 것 사이에 전
자는 허용하고 후자는 허용하지 못할 만큼의 큰 도덕적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남편이 무
정자증인 부부에게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에 대한 선호할만한 대안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데, 복제기술의 사용이 이러한 부부에게 정당화될 수
있다면 불임문제는 없지만 단지 자신의 복제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화 될 수 없는 이유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복제기술
의 도덕적 허용여부를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유전자 50%를 물려 줄
아이를 원할 경우는 허용해야 하고 100%를 물려 줄 아이를 원할 경우는
허용하지 말아야 할 만큼의 위의 두 경우 사이에 도덕적 차이는 없다는
이유로 후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7 ) 부부가
각자 자신의 유전자 100%를 물려줄 아이를 원할 경우 그 욕망을 충족시
켜 주는 것과 부부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유전자 100%를 물려줄 아이를
7 ) 만약 채드윅이 논박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 50% 이하를 물려줄 아이를
원할 경우는 도와주어야 하지만 51% 이상 100%까지 물려줄 아이를 원하는 경
우는 도와주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라면, 채드윅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50%를 원할 경우를 허용 한계점으로 정한다면 소위 말하는
dr awi ng t he l i ne pr obl em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경우
도덕성 여부에 차이를 둔다면, 그 이유는 비자연적이라는 등의 다른 이유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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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경우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 사이의 도덕적 차이가 유전자 50%
를 물려줄 아이를 원할 경우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과 100% 물려
줄 아이를 원할 경우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 사이의 도덕적 차이보
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채드윅의 말대로 자신의 유전자
100%를 물려줄 아이를 원하는 부부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면 부
부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유전자 100%를 물려줄 아이를 원할 경우 이러
한 욕망 역시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채드윅에 따르면 이러한 부부
에게 있어서는 각각 남편과 아내로부터 한 명씩의 복제된 아이를 만들어
냄으로써 성 비율이 이상적으로 조화된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또 하나
의 장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8 ) 그러나 부부 사이에 복제 아이를 원
할 경우 반드시 각각 남편과 아내로부터 한명씩 복제된 아이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9 ) 비록 부부 사이에 남편의 복제 아이(들)만 원하더라도
혹은 부부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복제 아이를 원하더라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것은 선호공리주의하에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부부가 (불임 부부이건 아니건 간에) 서로의 동의하에 둘 중 한
쪽의 체세포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복제아이를
8 ) 만약 구성원간의 성 비율이 이상적으로 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인간복제가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라면, 이러한 목적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라도
달성될 수 있다는 데 그 문제점 있다. 또한 위의 이유에서 인간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복제될 인간이 성 비율의 불균형에서 오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따
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을 불이익을 줄이는 수단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는데 이는 반박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인간이 수단으로서 취
급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도덕철학가들의 반박에 부딪힐 것이다
물론 채드윅의 경우는 결과주의의 한 이론인 선호공리주의하에 인간복제가 허용
될 수 있다는 주장이므로 인간이 수단으로서 취급되어지는지의 여부는 인간 복제
의 허용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곧
히겠지만 문제는 인간복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 선호공리주의를 드는 것과 구
성원간의 성 비율이 이상적으로 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인간복
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9 ) 개인 및 사회적인 차이가 있지만 많은 부부가 자식의 수를 한 명 선에서 제한하
고 있으며, 한 명 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부 및 한 명 선에서 제한하지 않은
부의 경우도 아들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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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부부 중 어느 쪽이 체세포를 제공할 것인가의
결정 과정에서 결정된 측과 동일한 성을 가진 복제아이를 원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복제 아이를 원하는 대상이 부부가 아닐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만약 자신과 이성(異性)의 아이가 태어난다
면 자신이 성공적으로 복제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등 자신의 목적이 달성
되지 않았다고 느낄 것이다. 따라서 선호공리주의하에 자신의 유전자
50%를 물려줄 아이를 원하는 경우와 같이 100%를 물려줄 아이를 원하는
것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면, 자신의 복제아를 원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성을 가진 아이를 복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일 것이다. 그러
나 문제는 모든 체세포 제공자가 바라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 간의 성 비율을 이상적으로 만드는 데 역행하
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성 비율의 불균형에서 오는 제반 사회적
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이 경우 복제 기술을 인간에
게 적용시키는 행위에 영향을 받을 사회 구성원 중 대다수는 이러한 사
회적인 문제를 원치 않을 것이며 따라서 복제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도를 극대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복
제기술을 적용시키는 행위는 선호공리주의 하에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4 )가 참이라고 가정하더라도10 ) 따라서 (5)도 참이라고 가정하
더라도 (5)와 (2* )로부터 (6 )이 도출된다고 보기 힘들다.
필자는 인간복제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제반 이유들 가운데
선호공리주의가 옳다면 인간을 대상으로 복제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
화될 수 있다는 채드윅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인간 복제를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한 돌리의 탄생으로 미래의 인간을 변화시킬 인간복

10 ) 물론 (4 )가 참이라고 가정하여도 (3 )이 참이 아니라면 (5 )가 참이 아닐 수 있
(3 )이 참인가에 대하여는 위에서 밝혔듯이 의문이 생기나, (3 )과 (4 )가 참이라
가정하고도 (5 )와 (2* )로부터 (6 )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논증A>의 취약점이 한
층 드러난다.

366 □ 임 종 식
제에 대한 찬·반 양론은 본격화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인간복제의
윤리성에 대한 검토가 긴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복제기술의 동물에게의
적용은 연구 및 이식용 장기생산, 생물약제생산 그리고 식량공급의 차원
에서는 필요하지만,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데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인간복제에 대한 규제가 필
요한 것인가? 이에 대한 윤리적차원에서의 검토가 요구되며, 인간복제의
규제나 허용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윤리적 기초가 모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철학자들의 역할이 한층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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