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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판매에 반대하는 한 소론
김 성 한*

1)

요 약 문
최근 개고기 판매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개고기 판매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
다. 대체로 개고기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에 반대하고 있
음에 반해, 개고기 판매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1)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2)식생활 선
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3)개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필요하다. (4)위생상의 긍정적
인 측면이 있다. (5)오직 식용견만을 먹자는 것이다. (6)굳이 개고기만 안 될 이유는 없다는 주장
등을 통해 개고기 판매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이론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필
자는 윤리 이론, 특히 공리주의를 이용해 개고기 판매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 있
으며, 이를 통해 개고기 판매에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모든 육식에 반대하며, 굳이
개까지 식용화하여 세상의 고통을 더 크게 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개를 먹지 않는 것이 좋
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요어: 개고기, 공리주의, 반려견, 식용견,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 종차별주의.

1. 들어가는 말
최근 동물에 관한 두 가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나는 30
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의 특정 부위 수입에 관한 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개고기 판매 양성화의 문제다. 이 중 개고기 판매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식이 고취되면서 개고기 판매를 불
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되었는데,
이는 개를 먹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었다.
개를 식용화하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고기 판
매 양성화는 사실상 다른 고기를 먹듯이 개고기를 먹겠다고 선언한 것과
*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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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바 없었다.1)
대체로 개고기 판매 양성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소, 돼지 등 소위 가축이라 불리는 동물과 개가 다르
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다른 동물과 달리 개와 인간은 각별한 사이며, 이
에 따라 개를 먹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고기 판매를 양성화해
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소나 돼지와
개가 다를 바가 없으며, 이에 따라 이들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개고기는 현재 국내에서 200만 마리 이상 도축
되어 유통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식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개
고기 판매를 양성화할 경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
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들은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가 개고기 판매 양성화에 굳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
한다.
개 식용화 논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
은 19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즈음이다. 이후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
짓 바르도(Brigitte Bardot)와의 논쟁을 거쳐 최근 다시 개고기 판매 양성
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외국인의 비판에 대한 내국인의 대
응으로 논쟁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국내에서의 개 애호가들과 그렇
지 않은 사람들 간의 논쟁으로 그 양상이 달라졌다. 이러한 논쟁에서 국
민들의 상당수는 개고기 판매 양성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중 판매
양성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3.2%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25.3%에 불
과했다.2) 개 식용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2)식생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아
야 한다. (3)개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필요하다. (4)위생상의 긍정적인 측
면이 있다. (5)오직 식용견만을 먹자는 것이다. (6)굳이 개고기만 안 될 이
유는 없다. 이 글에서 필자는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를 위해 필자는 개고기 식용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체로 공리주의적인 시각에서 개고기를 먹지 말

1) 개고기 판매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개고기를 먹지 말자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글에서는 개고기 식용화 반대와 개고기 판매 양성화 반대를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논
의를 전개하고 있다.
2) 이는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개고기 식용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한 결과다. 이 조사는 2008년 7월 15~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
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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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2. 개고기 식용화 반대 논거로서의 친분
개고기 식용화 반대 이유로 가장 흔히 언급되는 것은 개가 인간의 반
려동물이라는 주장이다. 서구에서는 일상화된 주장이지만 국내의 사람들
이 이와 같이 주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오늘날 집에서 키우는
개는 애완동물의 수준을 넘어 서구에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명실상부한
반려동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 보조를 맞춰 개를 사랑하는 사
람들은 개를 식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친분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누군가와 친분이 있는
존재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3) 예를 들어 누군가가 품
에 안고 있는 반려견의 다리를 만지면서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다고 말할
때 개의 주인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개와의 친분을 내
세움으로써 개고기 판매 양성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는 힘들
다. 왜냐하면 개고기 판매 양성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반려견
을 잡아먹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만을 잡아
먹자고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용견으로 분류되어
사육된 개는 누구와 친분을 맺지 않았으며, 그러한 개는 그 누구의 반려
동물도 아니다. 이에 따라 친분을 내세워서 그러한 개들을 식용으로 사용
하는 데에 반대하기란 어렵다.
친분이라는 기준이 개고기 식용화에 반대하는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개 이외의 다른 동물들과도 친분 관계를 맺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먹지 말아야 할 기준으로 친분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설령 개가 아니어도 어떤 동물과 친하다면 그 동물을 먹지 말아
야 한다. 이 때 우리는 ‘개를 먹어선 안 된다’라고 하기 보다는 ‘친분 관계
가 있는 동물을 먹어선 안 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친분을 들어 개고
기 판매 양성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한 동물에 대한 애정을
종(種) 일반에 대한 애정으로 확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
이 키우는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개들 또한 먹어선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키우는’ 개는 키우는 사람에게는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가 반려동물이 되어야 하며,
3) 사적 관계와 공평무사한 도덕의 대립과 조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Hugh Lafollette,
"Personal relationship", in Peter Singer ed., Companion to Ethics, Blackwell, 1991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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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먹어선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인지의 여부는 종
일반이 아니라 특정한 한 마리의 동물에 대한 평가이어야 한다.

3. 두 가지 개고기 식용화 찬성 논거 ― 문화적 상대성과 개인의 자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분 관계는 개고기 식용화에 반대하는 적절
한 논변이 되기 힘들다. 개고기 판매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친분을 유지하
고 있는 개를 잡아먹자고 말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와 친한 동물
을 개만으로 한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고기 식용화 옹호
논변은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까? 이하에서는 위에서 정리한 개고기 식
용화 찬성 논변을 하나씩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4)

가.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들이 국내의 개고기를 먹는 관행을 비판했을 때 가장 흔히
제기되었던 대응 논변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회가 무엇을 먹느냐가
일종의 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문화가 각 사회마다 차
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대해 다른 사회가 개입하여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 외국인들이 우리의 개고기 식용 관행에 이
의를 제기했고, 이는 비판하는 나라의 사람들 또한 야만적인 식생활을 하
고 있으면서 우리의 개고기 식용 관행을 비판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인 생각을 고취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을 포함해 많은 서구인들은 잔혹
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포와그라(foie gras)를 즐겨 먹는데, 문화적 상대
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야만적인 식생활 관습
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나라의 식생활을 비판할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음
식 관습을 인정하고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듯이, 다른 나라 사람들
또한 개고기를 먹는 관행이 타국의 문화임을 인정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우리의 관행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다른 사회의 관행을 비판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4) 개고기 식용화를 문화적 차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국내의 문헌으로는 남
유철, 개를 위한 변명 , 유미디어, 2005; 임종식, 개고기를 먹든 말든 , 로뎀나무, 2002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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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중요한 것은 발화된 주장이 지닌 설득력이지 그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나 그 사람의 평상시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어
떤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의 지적이라고 해
서 그 사람의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상대의 모순적 태도나 상대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을 무화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설령 포와그라를 먹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개고기 먹는
관행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적 상대성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점은 그러한 상대성이
별다른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경우에만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여러 문화의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
런데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회에 속해있는 성원들이 다른 문화의
성원들에게 포크와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포크와 칼의 사용은 별다른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관행으로, 이에
간섭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5) 반면 어떤 사회가 성원들 간의 행복을 도
모함에 반해, 다른 사회는 약탈과 폭행을 일삼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후자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할 수 있
다. 그러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인 평
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고기를 먹는 것은 어떤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이러
한 관행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개고기를 먹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우리는 이를 단순히
문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선 안 되며,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개고기 식용화에 반대해야 할 것이다. 개고기를
먹는 것이 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
도록 하겠다.

나. 식생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다음으로 개고기 식용화 반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
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은 모든 개인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으며,

5) 문화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윤리 이론
서적에서 언급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만 든다면 Louis Pojman, "A Critique of Ethical
Relativism", in Louis Pojman ed., Ethical Theory 4th edn, Wadsworth Publishing, 2002,
38-51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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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제한은 잘못이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누군가의 자
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만약
개고기 판매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규제를 마
땅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문제는 상대주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
지로 이러한 자유를 추구하는 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 특히 자유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명백하게 침해할 경우에
는 그러한 자유의 일부가 제한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인간의 행복을 무시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이 개의 행복을 무
시하는 경우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며, 때문에 그들을 식용으로 사용하
는 데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개를 먹는 것이 도덕적
인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러한 자유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도덕
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에도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거꾸
로 개고기를 먹으려 하는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게 된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오직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은
인간 아닌 동물과 인간의 복리가 상충될 때 당연히 인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동물이 도덕적 배려의 대상에서 제외
되며, 설령 그들을 배려한다고 해도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로 한정된
다고 생각하기도 한다.6) 그런데 이처럼 인간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은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어떤 존재까지 도덕적 배려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이유가 무엇
인가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복잡한 철학적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
서 이를 일일이 검토하기란 불가능하다.7) 그럼에도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동물에게 일정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이 있다는 점이다. 비록 정당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의 윤리
학자들 중 상당수는 동물에게 일정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6)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서양의 철학자로는 칸트가 대표적이며, 국내에서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글로는 허란주, ｢동물은 도덕적 고려에 포함될 수 있는가?｣, 철학과현실 제21권,
1994; 김일방, 환경윤리의 쟁점 , 서광사, 2005, 9장을 볼 것.
7) 이 글에서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논할 때 비교 우위에 있는 이론이 어떤 것이며, 그 이유
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으며, 논쟁을 벌이고 있지도 않다. 여기에서는 단
지 일정한 방식으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부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고 있다.
관련 논의가 다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Susan Armstrong and Richard Botzler ed., The
Animal Ethics Reader, Routledge, 2003의Ⅰ장; Peter Carruthers, The Animal IssueMoral theory in Practice, Cambridge Univ. press, 1992 등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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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8) 공리주의와 권리론은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윤
리 이론인데, 이 중 공리주의는 피터 싱어(Peter Singer)가 1970년 대 초
동물해방 (Animal Liberation)을 발간한 이래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보장
하는 강력한 논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고기를 먹
는 것에 반대하는 윤리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싱어가
말하는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이 무엇이며,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4. 공리주의와 동물의 도덕적 지위
가.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과 그 적용
싱어는 자신의 공리주의적 입장을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으로 정식화한다.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의 것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한 이익을 동등하
게 고려해야 하며, 고려해야 할 이익을 갖는 존재는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쾌고감수능력을 갖춘 존재(sentient
being)에 대해서는 모두 도덕적인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란 획일적인 처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서로 다른 개체들을 서로 달리 처우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건 동물이건 고통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처우
해야 할 것인가를 다소 막연하게 묻기 보다는 개나 침팬지 등 구체적인
동물을 들어 어떻게 처우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하며, 이들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를 막연히 묻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처우 방식
을 일일이 따져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어떻게 침팬지를 처우해
야 하는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처우에 관한 긴 목록을 작성해야 할 것
이며, 관련 특징들을 일일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9)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 종(種)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간 아
닌 동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싱어는 종차별주의
(speciesism)라 부른다. 싱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종 차별은 성 차별이나
8) Louis Pojman, "Animal Rights", in Louis Pojman eds., Environmental Ethics,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1994, 25쪽.
9) James Rachels, "Drawing Lines", in Cass Sunstein and Martha Nussbaum ed., Animal
Rights-Current Debates and New Directions, Oxford Univ. Press, 2004,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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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과 다를 바 없는 근거 없는 차별이다.10) 종차별주의에 대한 비
판과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이
익은 어떤 존재의 이익이건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종차별주의는 어
떤 경우에도 인간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
다.
이와 같은 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대는 종종 오해를 받는다. 예를 들어
남유철은 싱어의 종차별주의 반대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a) A(인종 차별 금지)와 B(성 차별 금지)는 우리가 옳다고 받아들이는 도덕률
이다.
(b) A와 B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도덕적 원칙은 C(이해 관계의 균등한 고
려)이다.
(c) 고로 D(종 차별 금지)도 옳은 도덕률로 받아들여야 한다.
(d) 왜냐하면, C를 동물에게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11)

그에 따르면 이러한 추론은 부당한데, 그 이유는 첫째, 종차별주의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
음을 무단으로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차별이 왜 도덕적으로 부당
한지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유철은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이 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가를 싱어는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종 차별이 왜 도덕적으로 부당한가에 대해서도 아
무런 설명을 하려 하지 않는다. 암묵적으로 그는, 우리가 종 차별이 무조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그의 생각에 설령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러한
차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으로부터 종차별주의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정당하게 도출해낼 수 없다.12) 그런데 종차별주의의 부당함을 이야기하
는 싱어는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을 동물에게 확대해야 하는 별다른 이
유를 제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남
유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리 넓은 의미의 정치 공동체를 설정하
더라도, 동물을 인류 사회의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13)
10) 피터 싱어, 동물해방 , 김성한 역, 인간사랑, 1999, 41쪽.
11) 남유철, 개를 위한 변명 , 130쪽. 인용문의 (a), (b), (c), (d)는 원문에는 A, B, C, D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 나오는 일련 문자와 중복되어 편의상 바꾸어 놓았다.
12) 이러한 비판은 추정완, ｢싱어의 종차별주의 비판｣, 생명윤리 제6권 제2호, 2005, 56쪽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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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비판은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이 함의하는 바를 생각해 볼
경우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은 성과 인
종이 차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이익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른 방향에서 말하자면 이는 인종 차이와 성차를
기준으로 이익을 차별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함의하고 있
다.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이 잘못인 이유는 인종 차이와 성차라는 기준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
을 통해 이익을 차별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준은 임의적인 것
으로,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보편화가 가
능하지 않은 입장이다. 반면 동일한 이익을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주장은
보편화가 가능하며 적어도 인간의 문제에서는 이것이 합당한 도덕 원칙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성이나 인종에 근거해 차별하려는 입장
에 비해 설득력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을 다른 종의 성원에게까지
확대하려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다.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충실하게 되면 우리는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모
든 존재에까지 이러한 원칙을 확대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러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할 이익이 있음을 함의하고, 이익
을 동등하게 고려하고자 할 경우 우리는 그러한 이익을 갖는 모든 존재
에게 그러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특정 ‘종’에 속해 있다는 자체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할 경우 차별을 받는 종의 성원은 그러한 기준을 전혀 받아
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두 발로 걷는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아 현생 인류가 진화했던 것과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행동을 하
다가 그들 또한 인간 못지않은 두뇌를 가지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14)
그리하여 이 세상에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간과 공룡이 공존한다고 했을

13) 남유철, 개를 위한 변명 , 129쪽.
14) “땅에는 뒷다리로 반쯤 꼿꼿이 서서 걸어 다니는 인간 크기의 공룡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큰 두뇌를 소유했고 세 손가락으로 물건들을 조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높은 지능과 문화를 갖추는 위치로 상승할 수 있는 주요 후보자였다. 고생물학자 데일 러셀
(Dale Russell)은 그들의 지능이 뛰어난 상상의 자손을 ‘공룡인’이라고 불렀다.” Charles
Lumsden & Edward Wilson, Promethean Fire, Harvard Univ. Press, 1983, 155쪽.

56

김

성

한

때 우리는 비록 종이 다르더라도 양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적절하다면 특정 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다른 종
의 이익을 차별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떤 종에
속해 있는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이익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간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인간 아닌 동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려 한다.15) 그들은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동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논거로 활용한다.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여
겨지던 특징들을 동물들이 공유하고 있음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이 일정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의 성원’이 도덕적 구획 기준이 됨을 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고 생각한다. 그녀는 공리주의자를 겨냥해 다음과 같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인간이 간혹 자신들만이 갖추고 있다고 거만하게 주장하는 여러
능력들은 자연에서 매우 널리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들로부
터 종의 성원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듯하다.”16)
이러한 지적은 적절치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녀
가 생각하는 바처럼 공리주의자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종의 성원이라는 것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준일 수 없다
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공리주의자는 싱어와 레이첼즈(James Rachels)다.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동물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
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동물들 또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그들이 첫 번째 방법만을 사용하여 종의 성원이라는 것이 차별을 정당화
하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첫 번째의 방법은
부차적인 것으로, 실질적인 초점은 두 번째에 맞추어져 있다. 만약 이것
15) 김성한,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철학연구 제22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999, 105-110쪽.
16) Martha Nussbaum, "Beyond 'Compassion and Humanity'", in Cass Sunstein and Martha
Nussbaum ed., Animal Rights-Current Debates and New Directions, Oxford Univ.
Press, 2004, 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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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한 지적이라면 누스바움의 비판은 공리주의자의 종 차별 반대 방
법 중 오직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
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흔히 내세우는 이성 능력만
큼은 동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17)
이러한 지적에 대해 종 차별 반대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이다: 먼
저 이성 능력을 넘어선 초능력을 갖춘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러한 존재가 초능력을 기준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음으로 이성 능력이 기준이 된다
면 인간 중에서도 이성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성 능력이란 우연적으로 주어진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특정한 뇌 구
조를 타고 남으로써 우연적으로 갖게 된 것인데, 이처럼 우연히 특정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해서 각종 혜택을 독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18)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인간이 이성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
에 인간을 어떤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간이
이성 능력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이익이 있고, 이들을 고려해야
한다’가 다르다는 점이다.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전자를 거부할
뿐 후자는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그가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
지 이성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에 대한 차별을 모두 정당화
하려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성 능력이 있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성 능력
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이익’을 들어서 그와 관련한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익을 고려하겠다고 할 경우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를
얼마든지 용인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써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욕구나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
등을 갖는다. 이는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만의 욕구와 능력

17) Peter Singer, Practical Ethics 2nd edn, Cambridge Univ. Press, 1993, 72-3쪽 참조.
18) 이성 능력을 통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동물들과의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럼에도 여기에
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물들, 특히 포유류와 조류 등 중앙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분명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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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우리가 이와 관련한 동물의 욕구와 능력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동물은 그러한 능력과 관련된 이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동물이 그러한 욕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한
욕구와 능력에 걸맞는 수준의 이익만을 고려하면 된다. 요약하자면 종차
별주의 반대자는 인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많은 경우가 있음을 받
아들인다. 그는 ‘모든 인간을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뿐 특정한 이익과 관련한 이유 있는 차별은 충분히 용인하
고 있다.
이제 우리는 종차별에 반대하여 동물, 특히 척추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여기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동물들을 ‘정치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을 말한다. 마치 유아나 정신지체 장애인 등이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듯이 동물들이 그러한 공동체에 포함될 수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동물에게도
투표권이나 재산권 또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닌 것이다”19)
그럼에도 유아나 정신지체 장애인이 윤리적 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하듯이
동물 또한 그러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그 이익이
우리의 유사한 이익과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모든 존재들로 이루어
지며”,20) 그 성원들은 비록 이성 능력이나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해
도 쾌고감수능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
다.21)
그런데 이처럼 동물이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포함
되는 개 또한 도덕적 배려의 대상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개를 먹는 것에 대한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해
선 안 되고,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개를 먹는 것을 도덕적으로 용인해
서도 안 될 것이다.

19) 김진석, 동물의 권리와 복지 , 건국대학교출판부, 2005, 203쪽.
20) A. Taylor, Animals and Ethics ― an overview of the philosophical debate, broadview
press, 2003, 30쪽.
21)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것은 도덕 행위 주체와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별개라
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기나 동물은 도덕 행위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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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리 비교의 문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에 입각해 개를 먹지 말아야
할 도덕 이론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공리주의적 입
장에 대해 제기되는 일반적인 비판 중의 하나는 공리의 비교 자체가 애
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통이나 행복은 의식 내의 경험이기 때문에 누
가 얼마만큼의 고통을 언제 느끼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
는 방법이 없다. 맥키(John Mackie)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리주
의적 계산은 신화”22)라고까지 말한다.
이와 같은 지적의 타당함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적어도 일부 경우
에는 공리를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를 먹을
경우 개는 자신의 목숨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데에 반해 개를 먹고자
하는 사람은 개를 먹지 못할 경우 단지 개고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
지 못하는 데에 그친다. 아무리 공리 계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개고기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개의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는 비
교가 가능한 듯이 보인다. 롤랜즈(Mark Rolands)는 이를 절실한 관심과
그렇지 않은 관심으로 구분하여 양자가 갈등을 일으킬 경우 당연히 전자
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3) 만약 이러한 생각이 적절하다면 우
리는 개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막연한 직관에의 호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실제로 남유철은 이러한 공리 계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을 옹호하는 싱어는 “왜 동물의 생명이 식
도락보다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인간의 식도락이 동
물의 생명에 비교해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이 싱어에게는 지극히 당연할
지 모르겠으나, 육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생각
임에 틀림없다.”24)
이러한 주장은 개를 고통 없이 살게 하다가 고통 없이 죽여서 먹는다
고 할 경우 더욱 설득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고기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
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개를 죽일 때의 잔혹함을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와
같이 죽이지 않는다면 개고기 먹는 것을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싱어조차도 어떤 동물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서 살게 하다가
22) John Mackie, Inventing Right and Wrong, Penguin Books, 1977, 139쪽.
23) 마크 롤랜즈, 동물의 역습 , 윤영삼 역, 달팽이, 2004, 220-221쪽.
24) 남유철, 개를 위한 변명 ,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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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 아무런 고통 없이 죽인다면 이를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군다나 개가 고통 없이 죽고 이것이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여
러 사람들의 욕구마저 충족시켜준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한 죽임을 허용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를 고통 없이 죽여 먹겠다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개를 고통 없이 죽여서 먹는 것이 현실적으
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고기 판매를 양성화한다고 했을
때, 개고기는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때 다른
가축 사육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개고기 생산업자들 또한 개에게 편안
한 생활을 제공할 리 만무하다. 생산업자들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이며,
이에 따라 그들은 질병 감염 등 몇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협소한 공간에 최소한의 식료를 공급하면서 개를 사육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개에게 아무런 고통도 야기하지 않고 죽이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개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경우 개를 죽여도 된
다고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 개에게 고통 없는 죽
음을 야기해서 먹는 경우는 별다른 도덕적 문제가 없지 않을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평가할 기본적인 방침을 개략적이나마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판단할 때 이상적 관찰자(ideal
observer)의 시점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상적 관찰자란 “완전하게
이성적이고, 공평무사하며, 자애로운 판단자”25)를 말한다. 그는 최대한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처지나 이익과 무관하게 최대한 객관적
으로 상황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며,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
해 보기도 한다. 우리는 그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도덕적으로 옳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예 제도가 공리를 극대화하는지 판
단하고자 할 경우 이상적 관찰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배제하고
자신이 노예이거나 노예가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많은 정
보를 가지고 최대한 공평하게 노예 제도에 대해 판단해 보아야 한다. 주
인의 조그만 보살핌만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노예는 자신
의 경험을 기준으로 노예 제도가 공리를 극대화하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노예가 아닌 삶에 무지한 상태에서의 판단이

25) James Rachels, "Subjectivism", in Peter Singer ed., Companion to Ethics, Blackwell, 1991,
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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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따라 최대한의 정보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주관적인 판단이
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입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객관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상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우리는 노
예 제도가 공리를 극대화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개를 죽여 식도락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공리를 최
대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적용해 보자.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이
상적 관찰자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사람인지 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해야 하며, 개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해야 한다. 이
때 우리는 지나친 의인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상적 관찰
자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고 하면서 막상 인간의 입장에서 개의 입장
을 고려해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상적 관찰자는 다음과 같
이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을 고통 없이 살게 하다가 고통 없이 죽여
서 잡아먹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생존과 무관하게, 단지 한 가지 유형의
고기를 추가적으로 맛보겠다는 이유로 당신을 잡아먹음으로써 공리가 극
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에 동의할 것인가?” 개고기를 먹음으
로써 상대적인 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자신이 이미 개가 아닌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기회주의적 발상인
듯하다. 만약 우리가 인간인지 개인지 모르는 상태이고,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개를 죽이는 것이 공리를 최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
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목숨을 희생해서 식도락적 욕구를 충족시
키는 방법을 통해 공리가 더욱 증진될 수 있느냐고 항변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개가 희생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공
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공리 계산
의 난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람을 끝끝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
지만 백번 양보하여 개의 희생이 공리를 상대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경우 적어도 개의 희생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이상적 관찰자가 아
니라 합리적 이기주의자라고 해도 우리는 개의 희생에 반대하게 될 것이
다. 예를 들어 우리가 롤즈(John Rawls)가 말하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뒤에서 합리적 이기주의자로서 개의 희생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구받는다고 가정해 보자.26) 여기서 당신은 자신이 개인지 인간인지 모

26) 마크 롤랜즈는 동물의 역습 의 3장에서 무지의 장막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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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개가 될 경우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
생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신은 자신이 개가 되어 희생될 가능성 때문에라
도 그와 같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개의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그리고 개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개의 희생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누군가를 고통 없이 죽여 장기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어 그들의 목숨을 구하자는 제안마저도 거부한다. 이러한 경우
는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여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경우이며, 이
때문에 식도락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경우보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당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만약 정당화될 수 있다
면).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마저도 누군가가 희생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하물며 식도락적 욕구 충족을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고찰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떤 종의 성원으로 태
어났다는 것이 우연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인간으로 태
어나지 않았고, 개 또한 자신이 원해서 개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와 같은 우연으로 인해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않는 욕구(최소한 이는 생
존에 관한 기본적인 욕구는 아니다)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
면 아무리 고통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의 논의는 인간과 개의 목숨의 가치가 동일함을 함의하고 있
지 않다.27) 우리가 개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 위급한
갈등 상황에서 동물보다 인간을 먼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28) 우리는 여러 방식을 통해 인간의 목숨이 개보다 중
요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1)이성적 동
물, (2)이성을 갖추지 못했지만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동물, (3)쾌고감수능
력이 없는 동물로 나누어 이 중 인격체(person)로 분류되는 (1)과 나머지
동물의 목숨을 달리 생각할 수 있으며,29) 그리하여 (1)에 해당하는 인간
과 (2)에 해당하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인간을 구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
27) 이에 대해서는 James Rachels, Created From Animals ― The Moral Implications of
Darwinism, Oxford Univ. Press, 1990, 197-205쪽을 볼 것.
28) 김진석, 동물의 권리와 복지 , 201쪽.
29) Mary Forrester, Persons, Animals, and Fetuses ― An Essay in Practical Ethics,
Kluwer Academic Press, 1996, 115쪽.

개고기 판매에 반대하는 한 소론

63

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개고기를 먹는 것은 개가 아닌 인간을 구해주는 경
우와는 다르며, 개를 희생하여 인간의 목숨을 구하는 경우와도 다르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개고기를 먹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의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인 것이다.

5. 개고기 식용화에 찬성하는 나머지 논변들에 대한 비판
가. 개들의 고통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변에 대한 비판
이제 남아 있는 개고기 식용화 찬성 논변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자. 어
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식용으로 활용되는 개에
겐 어차피 살아 있어도 고통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고통을 단절
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잡아먹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우선 누가 개들에게 고통을 야기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버려지거나 식용으로 키워지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은 개가 자초한 상황이 아니라 인간이 야기한 상황이다. 이처럼
인간이 고통의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러한 고통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개를 고기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변은 매우 기이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인간의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가 장기 기증
이나 실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간을 복제했다. 이들은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살아있다면 앞으로도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장기 기증이나 실험용으로 사용하려 하면서 앞으로 겪을 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
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람의 남은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그럼
에도 이 사람의 동의 없이, 그에게 남은 삶은 고통뿐이라는 이유로 그 사
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반자발적인 안락사로 일종의
살인인 것이다. 이는 자발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자칫 고통
받는 사람을 정당하게 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많은 사람들
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용납될 수가 없다. 논란이 되고 있
지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유형의 안락사는 자발적
인 안락사다. 이는 환자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행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는 개를 죽이는 경우에도 이러한 논의를 어느 정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30) 개들의 고통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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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가 아니며 그들의 고통은 인간이 야기한 것이다. 또한 아무리 현
실이 고통스러워도 일반적으로 개는 어떻게든 살고자 한다. 이는 그들이
몸짓과 행동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
이다.

나.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개고기 판매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개고기 판매를 양성화함으로써 위생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개고기는 도축과 판매
그리고 유통 과정 등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위생 상태가
방치되고 있었다. 하지만 개고기 판매를 양성화시키면 적어도 이와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개고기를 먹는 데에 별다른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왕이면 위
생적인 도축이 이루어지는 편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개를 죽이는 것이
도덕적인 잘못이라면 위생을 거론하기에 앞서 우리는 개를 먹는 것에 대
한 도덕적 판단을 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위생상의 문
제 해결을 내세우면서 성매매를 무조건적으로 단속하기 보다는 양성화하
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국내에서 설득력을 발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매매 자체가 여성에 대한 일종의 범죄이며, 따라서
위생을 논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
생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피해 당사자 또는 동물의
고통 내지 도덕적 문제를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과 관련한 또 다른 논변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는 경우와
는 달리 개고기를 먹는 것은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먹어
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개고기는 광우병과 같은 치명
적인 질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먹어도
무방하다.
이러한 생각은 위험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는 것이다. 다른 가축과 마찬가지로 개들이
비좁은 우리 안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게 될 경우 개들에게
3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의 입장이 되고자 하면서 막상 인간의 입장
에서 판단하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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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광우병과 유사한 증세가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이와 같은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다른 대부분의 개고기 판매 찬성 논변
과 다를 바 없이 국민 건강에 대한 논의는 오직 인간의 이익만을 고려하
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설령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혼자 떠돌아다니는 어떤 사람을 어느 부족원들이 잡아먹으
려고 하고, 그것이 부족원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
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인간과 개
의 목숨의 중요성은 다르다. 그럼에도 개를 포함해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
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면 단순히 인간의 건강에 문제를 야기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고기를 먹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덕
적인 반성이 결여된 자세라 할 것이다.

다. 식용견만을 먹자는 주장에 대한 비판
개고기 판매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대표적인 주장 중의 하나
는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여 오직 식용견만을 먹겠다는 것이다. 그들
은 반려견이 아니라 오직 식용견만을 개고기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그
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려견과 식용견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학자가 인간을 장기 기증이나 실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
간을 복제했다. 그들은 일반인과는 달리 장기 기증이나 실험에 활용되기
위해 태어났다. 하지만 그들이 원래 그러한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그들의 지적 수준이나 여타 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도
이는 마찬가지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주의적인 측면에서 잘못이며, 그들 또한 분명 고통을 느끼
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혹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목숨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는 측면에서도 잘못이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개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예컨대 개들을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
다고 해도, 그들을 인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반려견이건 식용견이건 적어도 고통을 느끼는 것은 동
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혹 행위를 해선 안 되
며, 나아가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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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반려견과 식용견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간
단하지 않다. 반려견은 살면서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음에 반해, 식용견
은 어차피 식용으로 쓰이게 된다는 이유로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
고 좁은 우리에 갇혀서 고통 속에 살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
까지 식용견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 삶을 영위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
아 보인다. 이 경우 어떤 도덕 원리를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 반려견을
선택할 수도, 식용견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적극
적 공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여생에서 기대되는 가치가 더 많은 개가 살
아남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정의론적 도덕 원리를 채택하여 지금
까지의 삶에서 가장 불행했거나 불리했던 개 혹은 고생을 많이 했던 개
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31)
이러한 논의 외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식용견은 반려견이 아니
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측면에서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개일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반려견에 비해 지능이 높을 수 있으며, 주
인이 있을 경우 주인에게 더욱 충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이용하여 살아남을 경우 인간의 이익을 위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들이 단지 인간과 친분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해
서 잡아먹힌다고 한다면 식용견의 입장에서나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개를 먹는 것이 식용견과 반
려견을 구분하여 먹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물에 빠진 개 중에 한 마리는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모르는 개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중 오직 한 마리만을 구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내가 반려견을 선택하는 것은 도덕적인 논의를
떠나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개고기로 어느 쪽을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만약 반려견
과 식용견 중 ‘반드시’ 한쪽의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가 식용견을
선택해야 할 지 모른다. 하지만 굳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이유가 없고,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어느 쪽을 선택해도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면, 우리는 아예 개고기를 먹지 않는 편이 낫다. 그것이
최소한의 고통을 야기하는 방법이며, 최선의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31) 소흥렬, 윤리와 사고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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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왜 하필이면 개만 안 되는가?
이쯤 되면 사람들은 왜 다른 고기는 모두 먹으면서 개만 안 된다고 하
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는 동물은 오직 개만이 아니고 우리가 즐겨 먹으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소나 돼지, 그리고 닭 또한 고통을 느끼기 때
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단지 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가축들의 생명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개고기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의를 통해 이러한 비판에 대응할 수
있을까?
다시 공리주의로 돌아가 보자.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을 추구한다. 그들은 최대 다수가 최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고, 최대
다수가 최대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도덕적인 임무라고 생각한다. 여
기에서 최대 다수에 오직 인간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 외의 존재들 또
한 행복과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리적인 논의와는 별
개로 현재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소와 돼지 그리고 닭을 즐겨 먹고 있으
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서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
지만 여전히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동물보호단체
들은 이를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자비로운 죽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쩌면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은 미래에 고기의 맛을 내는 대체 음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관행을 막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확
대할 필요는 없다. 현재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돼지와 소 그
리고 닭 등을 관행적으로 먹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먹는 것을 막기가 어
렵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개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만으로도 이 세상
에 고기는 충분히 넘쳐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굳이 개를 먹지 않아도
육식욕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개를 먹
는다고 한다면 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을 더욱 확대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개를 먹으
면서 소나 돼지 등을 먹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
람들의 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등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돼지고기나 쇠고기 등에 대한 규제보다는 개고기 판매에 대한 규제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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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용이하며, 우리는 실천적인 용이함을 이유로 우선 개고기를 먹
지 않는 방법부터 고려해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개
고기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고기를 즐겨 먹으면서 오직 개고기
판매만을 반대할 경우 별다른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반면 어떤 동물의
고기에도 반대하며, 굳이 육식의 목록에 개를 추가하여 세상의 고통을 더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에서 개고기 판매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면
이는 상대적인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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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ssay against selling dog meat
― Kim, Sunghan ―
Recently there is a trend to bring out into the open sources of selling dog meat. With this the
argument concerning dog meat recurs. People who opposed to eat dog meat says dogs are
companion animals so we should not eat dog meat. But people who approve to eat dog suggest
that (1)we have to admit cultural relativism, (2)we should not restrict the freedom of eating habits,
(3)reducing the pain of dogs is required, (4)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hygenic conditions.
They also say that (5)they are not suggesting to eat companion dogs but only dog for eating,
(6)there is no reason why only dogs are excluded in the list of food. These arguments are all
problematic. I critically consider the problem of dog meat using ethical theory, especially
utilitarianism. By this, I oppose to eat dog meat. To put concretely I am against all kinds of
meat-eating. As we should not augment the pain of the world by eating dogs, we should avoid
eating dogs.

※ Key Words: dog meat, utilitarianism, companion dog, dog for food,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 speciesism.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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