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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인간 배아 복제의 허용 여부는 오늘날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가

장 쟁점이 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배아의 
도덕적 지위 규명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논의 결과 배아의 도덕
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따라
서 배아의 지위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 배아 복제에 대한 어떤 입장이 옳다

고 설득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의 사람들은 배아의 도
덕적 지위와 배아 복제 찬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만이 옳다는 것을 독단적

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반대 입장의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하
고 다만 갈등만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배아 복제 문제와 같은 객관적 입
증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 상태에

서 논의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오류가능성을 인정할 때 배아 복제에 대한 
사회적 의사결정의 가능한 방법으로 네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다. 즉 (1)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입장 채택 (2) 대다수가 지지하는 의견 
채택 (3) 절충적인 방안 채택 (4) 다원주의에 부합하는 방안 채택이 그것이
다. 이 각각의 방법을 따를 때 배아 복제에 대한 특정한 입장들에 도달하게 
된다. 

* 서울대 철학과 박사, 현재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생명의료윤리
학과 연수 중



논문226

I. 서  론

오늘날 생명공학 및 이에 기반한 첨단 의학에 대한 사회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인간 

배아 복제의 허용 여부이다. 주지하다시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서 그 제정 시기를 늦추게 만든 것

이 이 문제 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04년 제정된 이 법에
서는 배아 복제 연구를 희귀, 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인 한
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런 결론은 결코 논쟁 참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애초에 배아 복제에 반대했던 종교계 등
에서는 여전히 배아 복제 허용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4년 황우석 교수팀에 의한 세계 최초의 인간 배아 복제 성공은 

우리 정부와 다수의 언론, 국민을 열광 상태로 몰고 갔지만 이 역시 
복제 배아 실험 허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생명윤리 관련 학회, 시민단체, 여성단체, 기독교 등 종교 단
체 등에서는 여전히 황우석 교수팀이 행한 바와 같은 실험을 윤리적

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황 교수팀의 
연구는 결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승인을 획득했다고 볼 
수 없다”1)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유엔에서 배아 복제에 대한 세계 각국

의 공동된 대응을 위해 조약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 다. 
지난 3년 동안 인간배아복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미국 등의 코
스타리카 안과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복제는 부분적으

로 허용해야 한다는 한국 등의 벨기에 안을 놓고 입장이 맞서 왔을 

 1) 참여연대 과학분과의 장인 한재각의 표현이다(Nature, Vol. 429(2004년) 
www.na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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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마침내 2004년 11월 19일 유엔 
법사위원회는 이탈리아의 중재안을 수용하여 인간복제 문제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조약 대신에 개별국가 차원에서 인간복제 대책을 마

련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만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배아 복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합의는 왜 이렇게 이루

어지기 힘든가. 어떤 행위나 법률, 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의 존엄성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 배아 복제의 경우 그것을 허용하는 것과 허용
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당사자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배려한 것

인지 판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배아 복제가 허용되면 과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를 더 누리게 

되며 불치병과 난치병 환자는 생명보존과 건강 회복의 희망을 더 가

질 수 있는 대신2) 복제 배아는 그 생명을 박탈당하게 된다. 반면 배
아 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복제 배아는 아예 탄생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생명을 빼앗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과학자는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하게 되고 불치병, 난치병환자는 생명보존과 건
강 회복의 희망 중 일부를 상실할 것이다. 이것은 ‘배아는 순전히 이
용되기 위해 만들어져 결국 생명을 빼앗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만들

어지지 않는 것이 그 배아의 존엄성과 이익에 부합한다’는 반대론자
들의 전제가 옳다면 배아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든 되지 않는 경우든 

배아의 이익과 연구자 및 환자의 이익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익 갈등 상황에서는 더 큰 존엄성과 더 중대한 이익을 우

선 보호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배려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배아 복제의 경우에서도 배아의 이익과 연구자 및 환자의 

 2) 난치, 불치병 환자의 희망이 얼마나 절박한 지는 교통사고로 인해 걷지 못
하게 된 가수 강원래가 황우석의 배아 복제 연구에 대해 “황우석 교수님의 
연구 결과로 0% 가능성이 0.0001%의 가능성으로 주어진 거죠. 저 같은 척
수 장애인에게 이 0.0001%는 곧 희망이에요.”(http://db1.chosun.com/cgi-bin/ 
maga)라고 말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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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중 어떤 것이 더 크고 중요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를 따지기 위해서는 복제배아가 도덕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무엇
인가’의 문제이다.3)

기독교 단체 등에서는 배아가 어린이나 어른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며 그들과 똑같이 존엄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주장이 옳다면 배아 
복제는 예외 없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옳을 것이다. 왜냐하
면 이 경우 배아는 연구자나 불치, 난치병 환자와 동등한 존엄성을 
갖는데, 이런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들 간의 비교라면 무엇보다 ‘생명 
보존’이 ‘연구자유’나 ‘치료의 가능성’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
다. 더 나아가 설혹 배아 복제 연구로 불치, 난치병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와 

동등한 다른 존재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찬성론자 중에는 ‘배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

려없이 ‘배아 복제는 환자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매
우 위험한 논리이다. 배아가 정말 어린이나 어른과 똑 같은 존엄한 
존재라면 배아를 복제하여 연구하고 이용하는 것은 그 결과가 매우 

유용하다고 하여 인간생체 실험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

다. 
어떤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바람직

한 것이지만 그것이 범죄의 경우에서처럼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에 입각한 것일 때 정당화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 역시 그 자체로만 보면 바람직한 것이지만 어떤 인격적 존재에게 

 3) 정자와 난자의 수정에 의해 만들어진 배아와 체세포핵이식 행위에 의해 만
들어진 복제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달리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입장에
서는 ‘복제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무엇인가’와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무엇
인가’는 서로 다른 물음이 된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대개의 학자들이 이에 동의한다. 따라서 이 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
한 논의 없이 이 두 물음이 같은 답을 갖는 것으로 전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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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도 이상의 부당한 해악을 끼치며 이루어진다면 정당화 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들을 비판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만을 들어 배아 복제를 정당화시

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에서 배아 복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개 배

아의 도덕적 지위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대신 그들은 이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세포덩어리에 불과하거나 어린이나 성인보다는 떨어

지는 존엄성만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배아 복제는 존엄성
이 떨어지는 존재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존엄한 인간의 자유나 건강

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다. 
이렇게 배아의 도덕적 위상이 갖는 중요성이 크므로 지금까지 배

아 복제를 둘러싼 논쟁은 바로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상반된 

견해들 중 어느 것이 옳은가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타당해 보인다. 하
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배아에 대한 이 지위 논쟁이 이루어져 온 지

금에 이르러서는 이런 지위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배아 복제의 정당

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회의를 느끼게 된다. 
그것은 이런 지위 논쟁이 시작되는 초기에 세워졌던 대립의 지형도

가 오랜 논쟁 과정을 거친 후에도 거의 변함이 없이 남아 있음을 발

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배아를 어린이나 성인처럼 존엄
한 존재로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게 보는 입장은 오랜 동안의 논쟁

에도 불구하고 거의 서로를 설득시키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거리에 

맞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무엇인가’에 초점

을 맞추어서 배아 복제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려 한 지금까지의 논의 

방식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배아 복제
의 허용 여부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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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아의 도덕적 지위 논의의 성격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무엇인가’는 물음은 과거 ‘배아는 인간인
가’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의된 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배아는 
어린이나 어른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갖는가’라는 형태로 구체화하
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4) 그리고 배아가 생명권을 갖는지 밝히기 위
해서는 첫째, 생명권의 근거는 무엇인가와 둘째, 이 근거가 배아에게
서도 발견되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두가지 점 모
두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입장들이 맞서 왔다. 
이 중 둘째 물음은 첫째 물음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그 물음

의 실질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지각의 발생을 생명권의 근
거로 보는 사람에게 둘째의 물음은 ‘배아는 과연 지각 능력이 있는
가’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혼의 주입을 생명권의 근거로 보는 사람

에게는 ‘배아는 혼을 가지고 있는가’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데 배아 복제 논쟁에서는 이 둘째 물음이 주로 ‘배아가 과연 

그로부터 자라날 어린이나 성인과 동일한 존재인가’라는 물음으로 이
해되었다. 이것은 논쟁 당사자들이 첫째 물음에 대해서 특정한 견해
를 공유하고 있어서는 아니다. 이렇게 생명권의 근거에 대한 입장이 
다름에도 그 근거가 배아에게서도 발견되는가 따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물음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일치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필자는 주로 이 물음에 초점을 맞춰 봄으로써 배아

의 도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의 성격을 해명해 보려고 한다. 먼저 
배아와 그로부터 자라날 어린이, 성인을 동일한 존재라고 보는 입장
에 따르면 배아와 어린이, 성인은 한 동일한 존재가 겪어 나가는 여
러 다른 단계일 뿐이다. 즉 a라는 한 동일한 개체가 A' A'' A''' 등의 

 4) 유호종. 낙태 논의에 있어서 태아의 존재론적 위상과 도덕적 위상. 철학연
구 2003; 제60집: 177-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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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거쳐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배아와 그로부
터 자라난 어린이와 성인을 동일한 존재자로 보지 않는 입장에 따르

면 배아가 a라는 존재자라면 어린이와 성인은 이와는 다른 존재자인 
b로, 배아가 성장하여 어떤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a는 사라지고 b가 
생겨나는 것이다. 즉 a가 A' A'' 등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사라지면 
곧바로 또는 어떤 중간 존재자의 단계를 지난 다음 b가 생겨나 B' 
B'' B'''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5) 
이 두 입장의 차이는 결국 배아가 성장하여 태아, 어린이, 성인으

로 변해가는 것을 어떤 성격의 변화로 보는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입장은 이 변화를 일종의 속성적 변화로 보는 것이다. 즉 동일
한 나뭇잎이 파란 색이었다가 빨간 색으로 단풍이 드는 경우처럼 실

체는 그대로 있고 속성만 변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뒤의 입
장은 이 변화를 마치 술을 공기 중에 놓아두면 식초가 되는 것처럼 

그 실체 자체가 변하는 변화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중 어느 입장이 옳은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점의 두 존재자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

가를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의 자아 동일성의 
기준으로 철학사에서 주장되었던 것은 크게 ‘심리적 연속성 또는 연
결성’과 ‘신체적 동일성 혹은 어떤 종류의 물리적 연속성’이다. 여기
에 더해 자아를 혼과 같은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로 보는 입장에서

는 ‘ 혼의 출현이나 주입’을 그 기준으로 주장하 다. 
이렇게 자아동일성의 기준에 대한 입장은 여러 가지이고 이 중 어

느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배아와 그로부터 자라날 어린이나 성인이 동일한 존재

 5) S. Buckle은 잠재성을 잠재성(the potential to become)과 산출할 잠재성(the 
potential to produce)의 두 가지로 구분하 는데, 배아와 이후의 성인을 동
일한 존재로 보는 입장은 배아의 잠재성을 될 잠재성으로, 다른 존재로 보
는 입장은 배아의 잠재성을 산출한 잠재성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Buckle, S. Arguing from Potential. Singer, P. Embryo experimentati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93-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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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그것은 이 자아 동일성에 대한 기준들 중 어떤 
것이 옳든 적어도 원시선이 생기기 이전의 약 14일까지의 배아는 그
로부터 자라날 어린이, 성인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아 동일성의 기준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 대개 다 인정하는 자아 

동일성의 필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시점의 한 개체는 다
른 시점의 한 개체와 동일할 수 있지 다른 시점의 공간적으로 분리

된 두 개체와 동시에 동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만약 한 개
체가 다른 동일 시점의 두 개체 모두와 동일할 수 있다면 이 두 개

체 역시 서로 동일해야 하는데 동일한 개체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4일 이전 배아와 그로부터 자라날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이 1대 1 대응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것은 N.M. Ford 등이 
지적했듯이 원시선이 생기는 약 14일 이전까지 배아에는 쌍둥이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6) 
가령 한 배아에 원시선이 둘 생겨 쌍둥이가 되었다고 해 보자.
 
  정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 
                 ꠉꠏꠏ o ꠏꠏꠏꠏꠏꠏꠏꠏꠏꠋ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 
  난자         수정       원시선 형성

이 경우 배아 o는 a하고도 동일하고 b하고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
다. 그렇다고 b하고는 다르고 a하고만 동일하다거나 a하고는 다르고 
b하고만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o는 a, b 모두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a와 b가 처음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빨라도 개체
성이 확립되는 *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6) 이동호. 가톨릭 입장에서 본 인간복제. 과학사상 1997; 가을호: 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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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당한 향력을 발휘했던 이 논변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

기된다. 이 반론에 따르면 ‘한 배아가 둘로 갈라지는 것은 하나의 예
정된 생명체계가 단세포 유기체의 무성 생식에서처럼 역시 예정된 

다른 생명 체계를 존재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전 배아의 분할이 
아니라 증식으로 하나의 이미 존재하는 개체에 다른 개체가 더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7)는 것이다. 그러므로 14일 이전 배아는 그로부
터 자라날 어린이, 성인과 동일한 개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정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ꠏꠏꠏo(a) 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
                      ꠐ           ꠐ    
  난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b

즉 배아 o는 쌍둥이 형제 b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그 쌍둥이 중 
하나인 a로서의 개체성을 갖고 있다는 
과연 14일 이전 배아는 이후 자라날 어린이, 어른과 동일한 존재

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반론이 잘못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이 반론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식 방식으로 남녀의 결
합에 의한 유성생식 외에 무성생식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어 별로 그럴듯하지 않다는 정도의 재반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반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 쌍둥이 과정에 
대한 어떤 관찰과 경험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거꾸로 이 반론을 펴는 입장 역시 자기 입장이 옳고 상

대방 입장은 그르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반론은 절반의 
성공을 한 것으로, 쌍둥이 가능성을 가진 원시선 형성 이전 배아라 

 7) 홍석 . 인격주의와 생명윤리.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 인간 배아줄기세
포 연구(심포지엄자료집). 20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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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개체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인 

것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시선 이전 배아에 
개체성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객관적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칼 포퍼가 말했던 ‘반박 불가능한 명제’를 발견하게 

된다. 즉 ‘원시선 이전 배아는 개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이로부
터 자라날 어린이, 어른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명제나 ‘원시
선 이전 배아도 개체성이 확립되어 있고 이로부터 자라날 어린이, 어
른과 동일한 존재이다’는 명제는 모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경험도 가능하지 않는, 결코 참, 거짓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
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명제들을 근거로 하여 ‘배아는 생명권을 갖는다’ 라거

나 ‘배아는 생명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그 진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자아 동일성 명제들을 대
치하는 다른 근거에서 배아의 생명권 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

지도 않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배아의 생명권에 대한 이런 상반된 
주장들은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되거나 반박될 수 없는 성격의 것임

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인간배아는 창출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가 부여

된다’고 보는 것은 가톨릭 교회와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 생명윤리학
자들이 갖고 있는 입장으로, ‘자궁에 착상되기 전의 인간 배아는 단
순한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주장은 유물론자와 기계론자의 것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8) 이런 분
류에는 인간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유물론이나 유

신론과 같은 기본적인 세계관의 차이에서 직접 연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데 이런 생각은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
들 중 어떤 하나만이 옳다고 결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동안의 

 8) 최병규. 인간배아복제의 법적, 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집문당, 2003: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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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투쟁의 인류역사를 거치면서 인류가 도달하게 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여러 입장들에 대
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배아 복제의 정당성 여부를 판명

하기 위해 배아의 도덕적 지위가 무엇인가 탐구하고 논쟁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배아의 도덕
적 지위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아무 의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이 배아의 도덕적 지위 문제는 
그에 대한 어떤 한 입장이 옳다고 입증할 수 없는 문제임이 분명해 

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성격이 분명히 밝혀진 이상 기존과 
같은 방식의 논의는 의미를 갖기 힘든 것이다. 

III.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단정적 태도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상반된 입장들 중 어느 것이 옳은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배아 복제의 
정당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한 접근 태도는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자기 입장을 
옳다고 단정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자기
가 일정한 입장을 갖게 된 것은 나름대로 자신의 개인적 체험이나 

직관 등에 비추어 그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주관적 
근거에 입각해서 자기의 입장만이 옳고 다른 입장들은 그르다고 단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단정할 때 

배아 복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단정적 주장을 할 수 있다. 앞
에서 본대로 배아 복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입장은 주로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견해에 의해 규정된다. 그런데 배아의 도덕적 지
위에 대한 여러 견해들 중 자기 견해만이 옳다고 단정했으므로 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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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의 정당성 여부 역시 이 견해에 입각한 자기 입장만이 옳다고 

단정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태도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의 합의가 힘들어 진

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든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상대방 입장이 그르고 자기 입장이 옳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성공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개인적 체험 등 주관적 이유
들을 대는 것은 소용이 없는데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기와는 상반되

는 함축을 가진 다른 주관적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의가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단정적 태도

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도 자기의 입장을 고수한 채 이 입장을 어

떻게든 관철시키려 한다. 아무리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도 옳은 입장
을 포기하고 그른 입장에 동의해 줄 수는 없다. 이 세상에는 마땅히 
그른 입장이 아니라 옳은 입장이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도저히 설득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을 써

서라도 자기 입장을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 이를 위해 자기 입장과 
일치하는 실정법을 만들려고 된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노력이 실패하고 오히려 거꾸로 상대방이 다

수여서 상대방의 입장에 맞는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
우 단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 대처하는 방식은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가령 상대방의 입장이 그른 것이긴 하지만 
그 입장에 따른 행위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사소한 반면 그런 행위를 

비합법적인 강제 수단을 써서 봉쇄하는 것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훼

손시키는 정도가 심각하거나 자기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상당히 크

다면 이런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 그것을 다 교정하려하기보다는 어느 정

도까지는 ‘틀릴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상대방의 
행동이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매우 큰 해악을 끼친다면 상대방

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신도 상당한 부담을 져야 하는 등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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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배아 복제의 경우는 어떤가. 가령 배아가 생명권을 가진

다고 단정 짓는 사람은 우선 배아 복제를 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설

득해보고 다음으로는 법 제정과 개정 활동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 

행위를 제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
하고 배아 복제가 합법화가 되는 경우 그들은 배아 복제를 제지시키

기 위해 비합법적인 수단까지 모색해 보아야 할 지 모른다. 만약 우
리 사회에서 무고한 아기를 생체 실험하여 죽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어 누군가 그 법에 의해 그런 실험을 하려고 한다고 해 

보자. 이 경우 그 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에 어긋난 강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까지 정당화되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들의 의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배아에게 어린이나 어른과 마찬가지
로 생명권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배아복제 연구

는 이와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인 것이다. 
반대로 배아는 일종의 세포덩어리에 불과하여 전혀 생명권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배아제공 여성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배아 복제 연

구는 마치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그렇듯 제약없이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도
록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할 것이고 그것이 안될 경우 이런 자유를 

법적으로라도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생명윤리및
안전에관한법률에서는 배아 복제를 희귀, 난치병 치료의 경우에만 제
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 제약이 없도록 이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배아 복제에 대한 이 두 단정적 태도를 포함해서 객관적으

로 증명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단정적 태도들은 일반적으로 정당화

되기 힘들어 보인다. 그것은 그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이 실은 그
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입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
다는 것은 그 입장이 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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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입장이 틀린 경우 이런 단정적 태도는 
마치 심증만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처벌한 것과 비슷

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단정적 태도가 갖는 이런 

문제점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심증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이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경우가 결코 적지 않았

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심프슨이라는 의사가 여성 출산시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 최초로 흡입마취제 클로르포름을 사용했는데  

당시 열광적인 종교인들은 출산의 고통은 신이 여자에게 준 당연한 

고통이므로 이를 없애려 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심프슨을 화형시

키려고까지 했었다.9) 또한 중세시대 ‘이교도로 죽어 원히 지옥의 

불길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고문을 받더라도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 그들에게 낫다’는 확신에 찬 사람들에 의해 이교도에 대한 숱
한 고문이 행해졌다. 하지만 이들의 확신은 불과 수세기가 지난 오늘
날, 매우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단정적 태도는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

건  자기 입장을 받아들일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이를 위해 강

제 수단이라도 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힘의 논리로 나

아가게 되어 혼란과 갈등,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중세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 현대의 좌, 우 이데올로기 대립과 그로 인
한 전쟁이 모두 그런 실례이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단정적 태도의 사람들은 서로, 자기는 옳은 

것을 관철시키려 하고 상대방은 그른 것을 관철시키려 하므로 상대

방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정한 입장에서 본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그른 것일 수도 있는 자기 입장을 어떻
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강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들
은 모두 같다. 

 9) 이관우. 마취과 의사는 이름표가 없다. 정론여행비즈니스, 1998: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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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오류 가능성 인정 태도

자기 입장이 옳다고 믿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에 이 입장의 옳음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태도가 있는 반면 이 자

기 입장 역시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도 존재한다. 후
자의 태도는 비유하자면 카드놀이를 할 때 자기 패가 좋긴 하지만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패는 아니라면 상대방의 패가 자기 것보다 

나을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며 게임을 해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어떤 사람이 범인이라는 심증이 있어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하는 현대 사법제도의 원리와 일치한다. 
인종주의, 천동설 등 인류 역사상 나타났던 수많은 ‘확신들’이 나

중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흄, 칸
트(I. Kant) 등이 설득력 있게 보여 준 인간 이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이렇게 자기 입장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단정적 태도

보다 지적으로 더 철저하고 타당한 태도로 보인다. 그렇다면 오류가
능성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들

이 맞서고 있는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하는가.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그 각각에 대해 살

펴보고 또 그 방법들을 배아 복제에 적용했을 때 각각 어떤 귀결이 

나오는지도 살펴보자. 

1. 발생시키는 결과가 가장 좋은 입장 선택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상반된 입장들이 서로 맞서 있을 때 의

사결정을 하는 한 가지 타당한 방식은 그 각각의 입장들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결과가 가장 좋은 것을 채택하는 것이다. 즉 어떤 한 입장
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결과가 다른 입장들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보



논문240

다 더 긍정적이라면 또는 그 입장을 선택했을 때의 부정적 결과가 

다른 입장들을 선택했을 때의 부정적 결과보다 덜하다면 그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스칼도 이런 논리를 사용하여 신을 믿을 것을 설득한 

바 있다. 신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은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데 이런 상황이라면 신을 믿는 것이 그 가능한 결과 면에서 유리하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이 없다하더라도 별 손해 
볼 것이 없지만 신을 안 믿는 사람은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큰 낭패

를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배아복제에 이 방법을 적용해 보자. 실제로 배아복제 반대자

들은 이와 비슷한 논변을 배아복제 반대 논거 중 하나로 사용해 왔

다. 즉 그들은 ‘배아가 존엄한 인간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면 
배아복제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은 만약 배아가 인간
이라면 이 연구는 존엄한 인간을 죽이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

시키기 때문이다’는 논변을 펼친다. 
하지만 이 논변은 ‘배아복제 허용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

에만 초점을 맞추어 결과를 따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배아복제에 
이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입장을 채택했을 때의 결과

에 대해 좀 더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철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따졌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먼저 배아가 실제로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면 배아 복제 허용 입장

을 채택한 경우 (a) 배아의 생명권 침해라는 부정적 결과와 연구자의 
연구자유 및 난치 불치병 환자의 희망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 
반대로 배아복제 불허 입장을 채택한 경우 (b) 배아의 생명권 보호와 
연구자의 연구 자유 침해 및 난치, 불치병환자의 희망 침해라는 부정
적 결과가 생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배아 복제를 허용하지 않은 결
과 (b)가 배아 복제를 허용한 결과 (a)보다 좋다. 
그런데 배아가 실제로는 생명권을 갖지 않은 세포덩어리일 수 있

으므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배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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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허용 입장의 채택은 (c) 연구자의 연구 자유 및 난치, 불치병 환
자의 희망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는 대신 배아의 생명권 침해라는 

부정적 결과는 낳지 않는다. 반면 배아 복제 금지 입장의 채택은 (d) 
연구자의 연구 자유 침해 및 불치, 난치병 환자의 희망 침해라는 부
정적 결과만을 낳는다. 
이제 (a), (b), (c), (d)를 모두 종합해 평가해 보면, 배아 복제 허용

이 배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인 반
면 연구자의 연구 자유 보호 및 난치, 불치병 환자의 희망은 ‘실제로 
발생할 일’이며 이에 대해 배아 복제 금지가 배아의 생명권을 보호
하는 것은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인 반면 연구자의 연구 자
유 침해 및 난치 불치병 환자의 희망 침해는 ‘실제로 발생할 일’이 
된다. 
이렇게 배아 복제 허용이 가져올 해악은 가능적인 것인데 비해 배

아복제 금지가 가져올 해악은 현실적인 것이다. 이 경우 가능적 해악
이 현실적 해악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라면 현실적 해악보다는 가능

적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쏘지 말라’라는 사냥꾼의 제일 원칙은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배아 복제의 경우 이를 허용했을 때의 가능한 해악뿐
만이 아니라 금지했을 때의 현실적 해악 역시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 자유를 잃고 또 불치, 난치병 환자가 치유의 희망과 
가능성을 박탈당하는 것은 결코 작은 해악이 아니다. 그래서 배아 복
제에 있어서는 해악의 크기와 해악의 양상 ― 가능성과 현실성 ―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쉽게 판단하기 힘들다. 
즉 배아 복제를 허용하 을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배아 생명
권 침해’라는 해악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연구자의 연구 자유 침해 
및 난치 불치병 환자의 희망 침해’라는 현실적 침해에 비해서 그 해
악의 크기가 더 크다는 점에서 배아 복제 허용을 용납해서는 안 되

는지, 아니면 전자는 가능적 해악인데 비해 후자는 현실적 해악이라
는 점에서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하는지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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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 결과를 따져 볼 때 연구자의 호기

심 충족이나 화장품 개발과 같은 중대하지 않는 목적으로 배아 복제

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반박된다는 것이다. 즉 이 방법
을 적용시켜보면 배아 복제가 금지되어야 하는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설혹 배아 복제가 허용된다하더라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체 줄기세포 연구와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방법을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먼저 성체 줄기세포 연구가 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비해 불치, 난
치병 환자의 치료 희망이 낮아지고 비용이 더 드는 등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도 그 정도가 크지 않다면 시민단체나 종교계의 주장대

로 복제 배아 연구보다는 성체줄기 세포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

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의 효율성 감소 대신으로 배아의 생
명권 박탈이라는 큰 가능적 해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체 줄기 세포 연구가 복제배아 연구에 비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이다. 혹자의 평가대로 “지금까지 연
구결과 배아 줄기세포의 잠재력이 성체 줄기세포보다 훨씬 크다.”10)

면 성체 줄기세포 연구로 배아 복제 연구를 대체하기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성체 줄기세포 연구의 효율성과 복제배아 줄기 세포 연구의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비교해 나가는 것이 이 대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요하다. 

2. 대다수가 지지하는 입장 선택

‘오만인(五萬人)이 반대해도 옳으면 한다’라는 옛 사람의 말이 있
다. 이 말대로 대다수의 생각이 그르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이 확
실하다면 대다수의 생각과 반하는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며 때로는 해

10) 최병규. 앞의 책: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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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하지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오류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을 때는 ‘오만인의 반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두 상
반된 입장 중 대다수가 어느 한 쪽을 일관적으로 지지한다면, 그리고 
그 사안이 사회적 의견통일을 필요로 하는 것일 경우, 소수 의견자들
은 대다수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믿을 어떤 근거 ― 예를 들어 정

보 결여 ― 를 발견할 수 없는 한 대다수의 입장을 따라야 할 것으

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소수와 대다수의 정신 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는 한 소수의 생각보다는 대다수의 생각이 옳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어떤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 입장이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더 다양한 시각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상식이 때로 왜곡된 것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옳은 경우가 훨

씬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소수 입장이 선택되었을 때 발생할 결과보다 대다수의 입장

이 선택되었을 때 발생할 결과가 더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다수의 입장이 소수의 입장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이해를 대

변할 것이고 또한 자기 입장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만족해 할 사람

의 수가 대다수의 입장이 선택되었을 때 훨씬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대다수의 의견이 바로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점 

때문에 강제되고 또 이런 강제가 타당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우리 

나라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것은 우리 사회 성원
의 대다수가 후자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다수가 전자를 지지
하는 어떤 아프리카 원주민 사회에서는 전자가 타당할 것이다. 다른 
예로, 현대 사회에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통제된 어린이 섹
스나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도 바로 대부분의 사회 성

원이 이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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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배아 복제 문제에 이 의사결정 방법을 적용해 보자. 배아 복
제 허용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찬반비율은 여러 조사들에서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생명윤리에 대한 법 제정이 
한창 논란이 되던 2002년 당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에 대
한 법안 시안에서 배아 복제를 금지한 근거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이 배아 복제를 반대했다”며 “여론을 무
시하고 전문가 주장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11) 또한 
한림대 인문학연구소에서도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비율이 77%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12) 간호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
에 따르면 “인간 배아나 태아도 생명체이므로 실험대상이나 연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항목에 ‘찬성’과 ‘대체로 찬성’으로 
답한 비율이 80.8%에 이르고 있다.13) 
반면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배아 복제에 대해 ‘전면 금지해야 한

다’는 비율이 6.8%, ‘난치병 치료 목적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이 44.7% ‘학문적 지식 획득을 위한 연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이 11.8%라 한다.14) 또한 2005년 7월 갤럽이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
기 세포 연구가 인간의 삶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90.9% 기여하
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6%이었고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생명체
인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종교계의 주장에 대해선 

29.2%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67.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
했다.15)

이렇게 배아 복제에 대한 찬반 비율이 조사에 따라 큰 편차를 보

인 것은 조사 방식 등의 차이에서도 연유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

11) 조선일보 2000년 12월 11일자.
12) 최병규. 앞의 책: 58-59.
13) 최귀녀. 간호장교의 의료윤리적 가치관. 연세대 석사논문, 2004: 25.
14) 조성겸. 과학홍보에서 미디어 보도의 역할:배아복제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
광고홍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2: 276.

15) 동아일보 2005년 7월 20일 인터넷 뉴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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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구성원들이 배아복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앞의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배아 복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응답이 24%, 
‘들어보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로 전체의 54%가 배아복
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16)

이상에서 본 것처럼 배아 복제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정확한 이해에 바탕한 일관된 자기 입장을 아직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실험 성공 이후 배아 복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국가적 자부심’에 따른 열
광적 분위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자기 입장

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최근에 황 교수의 
배아 복제 성공 이후 배아 복제 실험에 대한 찬성이 크게 늘어나기

는 했지만 이 단기간의 현상을 가지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배아 복

제실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이므로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배아 복제에 대해 어느 한 입장이 

대다수의 입장이라는 점을 들어 그 입장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는 

없어 보인다. 

3. 절충적이거나 중간적인 입장 선택

한 문제에 대해서 증명 불가능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들이 맞

서 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타당한 의사결정 방법은 

이 입장들 중 어떤 한 입장만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 입장들

이 모두 어느 정도씩 반 되도록 절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할 때 대
개는 중간적인 입장이 절충안으로 선택된다. 

16) 조성겸, 앞의 : 279. 또한 인간 개체 복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인간복제에 대해서 

71%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배아복제를 이용해 불임
부부가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49%가 찬성하 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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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절충적 태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힘

들다하여 이를 포기하는 편의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접근이라는 비판

이 있어 왔다. 대립되어 있는 입장들 모두에 대해 어느 정도씩의 장
점이나 결점을 인정하는 논변을 ‘양비론’이나 ‘양시론’이라 부르며 
비판하는 것도 이런 시각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 절충론이 비판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상반되는 입장들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은 때로는 ‘시비를 가려 
판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말고 중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해야 
할 경우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갈등 당사자들의 옳고 그름을 결정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관계의 분열을 치료하는데 관심을 갖는 중

재자의 관점에 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17)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할 때도 이런 상황에서 절충론을 택하

는 것이 타당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서로 상반되는 
입장들 중에서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이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

른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적으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상당한 노력을 들여 탐구한 결과가 이렇게 상반되었

을 때 이 입장들은 각각 진상의 어떤 한 측면들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설혹 이 입장들 중 어느 한 쪽이 전적으로 옳다고 해도 
어떤 쪽이 옳은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중간적 

입장을 취할 때 적어도 전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전적으로 옳지도 그르지도 않은 것은 전적으로 옳거나 아니

면 전적으로 그른 것보다 인식론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배아 복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절충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타

당할 수 있는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
어도 배아 복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신중하고 진지하게 탐구한 사

람들의 의견이 허용과 금지로 갈린다는 것은 이 중 어느 하나만 전

적으로 옳고 다른 하나는 전적으로 그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배아복제 문제에서도  절충적 접근이 타당할 가능성이 

17) 허라금. 도덕적 갈등과 다원주의. 한국철학회. 철학 2001;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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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때 배아 복제에 대해 어떤 의사결

정을 하게 될까. 이 역시 간단한 논의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배아 복제를 완전 금지하지는 않되 그 연구 성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절충적인 입장이 될 것이다. 

 

4. 다원주의적 접근 

여러 입장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자

기 입장도 그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취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들 중 앞에서 살펴 본 세 가지는 ‘처음의 자기 입장과 이 의사
결정 방식에 의해 선택되는 입장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은 모두 처음

의 자기 입장을 버리고 대신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합의에 

이른다’는 성격을 어느 정도씩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다원주의는 각
자가 처음의 자기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도 자기 입장이 그르고 다

른 입장이 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입장을 갖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자기 입장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런 다원주의적 태도

는 합리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태도 중 하나로 보인다. 그리고 다
원주의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함축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원주의의 원

칙을 포기하든지 보편적 윤리를 부인하든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

으나 꼭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18) 다원주의는 보편적 윤
리는 없다는 규범상대주의에 기초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보편적 윤

리가 있다고 믿을 때도 그것의 인식 불가능성 역시 인정하게 되면 

도달하게 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다원주의적 태도가 어떤 입장이든 다 용

18) 김선욱. 다원주의의 논점들과 정치-윤리적 관점. 시대와 철학 연구회. 시대
와 철학 6 - 한국 사회와 다원주의, 20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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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원주의에서도 용인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입장은 다른 누군가에게 부당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옷 패션의 경
우 한 사람이 어떤 옷을 입든 다른 사람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해악

을 끼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그 허용의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

다. 하지만 정치 집단의 경우 그 허용의 범위는 더 제한될 것인데 가
령 파시스트 정당처럼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교조

를 실현하려는 단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도 이상의 해를 주어 용인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배아 복제에 이 다원주의 방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귀결

에 이를 것인가. 배아 복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에서는 배아 복제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것은 배아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배아에게 부당한 침해를 가하므로 다원주의적 관점에

서 보았을 때 배아 복제는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다고 주장

할 것이다. 그러나 배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용인될 수 없는 부당
한 침해가 되려면 배아가 어린이나 어른처럼 생명권을 가지고 있어

야만 하는데 이미 앞에서 본대로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많으며 

이 중 어느 입장이 옳은지는 입증되지 않는다. 이렇게 상대방은 동의
하지 않으며 또한 입증할 수도 없는 ‘해악’을 상대방이 남에게 가한
다는 이유를 들어 그 상대방을 다원주의적 허용의 밖으로 어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다원주의에 입각할 때 배아 복제 행위
를 배아 복제 반대론자가 정당하게 금지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반대로 다원주의 태도에 입각할 때 배아 복제 찬성론자 역시 반대

론자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가령 배아 복제 연구가 
발전하여 어떤 난치병을 복제배아에서 얻어낸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의료인에게 이런 치

료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즉 우리 의료법에서 규정된 대
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치료 거부가 일반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고 하더라도 이런 복제 배아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어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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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거부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치료를 
시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 의료인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여 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렇게 다원주의적으로 보았을 때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있
지만 그 복제에 입각한 치료를 의료인이 거부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

야 하는 것이다. 

V. 결  론 

배아 복제를 허용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기존

의 논의는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무엇인가에 집중되었다. 이런 접근
은 이 지위를 객관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면 가장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위는 객관적으로 해명될 수 없는 것이어서 앞
으로도 계속하여 이 지위가 무엇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필자는 지적하 다.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 증명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해 자기가 옳다고 믿

는 입장을 단정적으로 옳다고 전제하고 이런 전제에 입각해서 배아 

복제의 허용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

다는 것을 확인하 다. 대신 필자는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자기 
입장이 오류 가능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을 때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제

시했으며 그 각각의 방법에 따를 때 배아복제 문제에 대해 어떤 귀

결이 나오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 은 배아 복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의 새로운 방향

을 제안해 보는 시론적인 성격의 것으로 제시한 네 가지 방법이 정

말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이 방법들의 관계는 무엇이고 어떤 방
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탐구는 이루어지지 못

했다. 또한 각 방법을 적용시켰을 때 배아복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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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귀결이 나오는지도 대략적으로만 제시했을 뿐 끝까지 철저하게 

구명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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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gmatic Attitude and the Attitude Recognizing the 
Potential for Error in the Debate of Embryo Cloning

You, Hojong 

Should embryo cloning be permitted? Current discussions about this 
issue has been focused on examining the moral status of the embryo. 
However, through past debates it becomes clear that the moral status 
of an embryo cannot be establish objectively. This leads us to 
conclude that it is meaningless to prove the moral status of an 
embryo to persuade those who have different views about embryo 
cloning. 

In such situation, there are some who dogmatically assert their 
views about the moral status of an embryo. They further affirm their 
views of embryo cloning on the basis of those dogmatic views. But, 
such approach cannot be persuasive but rather brings about conflict. 
Therefore we must start by accepting the fact that our views of moral 
status can be incorrect. 

When we accept this possibility, there are four ways to decide 
whether or not to permit embryo cloning. They are, 1) to accept the 
view that would bring about the most desirable results, 2) to follow 
the views of the majority, 3) to accept eclecticism, 4) to decide from 
the view of pluralism. I investigate these four ways an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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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on embryo cloning.

Keywords: embryo cloning, moral status, moral attitude, critical 
self-reflectio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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