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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의 부여 대상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

팀명

낫 애니멀

Ⅰ. 탐구 동기 및 목적
최근에도 일어난 여러 동물 관련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음. 동물권의 부여 대상,
즉 ‘동물’의 정의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함. 동물권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목적임.
Ⅱ. 이론적 배경
근대 이전의 인간 중심 사고와 대비되는 ‘동물권’은 동물도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다는 견
해로, 피터 싱어 등에 의해 주장됨. ‘동물권 부여 기준’은 ‘인간과 친밀한 동물’ 등 인간 중
심적 기준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 등 그렇지 않은 기준으로 나눔. ‘동물권 부여 방식’은 모
두 같은 정도로 부여하는 일률적 방식과 정도를 나누는 차등적 방식으로 나눔. 그 외에도
‘예외적인 종이나 개체에 대한 동물권 부여 여부’도 논의가 가능함.
Ⅲ. 1차 연구
양적 연구(설문지법, 응답자 341명) 이용. [문항 1] 동물권을 부여한다는 학생이 더 많았음.
[문항 2] 인간 중심적 기준을 선택한 학생이 더 많았음. [문항 3] 일률적 방식을 선택한 학생
이 더 많았음. [문항 3-1] 동물 별로 부여 정도를 표시하도록 한 결과 포유류가 가장 높았고
어류, 곤충류 등이 낮았음. 특이하게 문항 3과 달리 ‘차등적 방식으로 점수를 준 경우’가 더
많았음. [문항 4,5] 예외적인 종/개체는 인정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았음. [문항 6] 동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생명존중은 필요해도 권리 부여는 지나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
Ⅳ. 2차 연구
질적 연구(면접법, 피면접자 14명) 이용. [결과 1] ‘모든 동물’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여, 과
학적 동물의 정의라고 생각하지 못한 학생이 있었음. [결과 2] 이상적으로는 일률적 방식을
이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차등적 방식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답한 학생이 있었음. [결
과 3] 동물권의 적용 분야를 반려동물 분야 등으로 한정해 생각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었음.
[결과 4] 동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 중, 동물보호는 필요하다 생각했지만 동물보호와 동
물권의 차이는 잘 몰랐던 학생이 있었음.
Ⅴ. 결론 및 제언
양적 접근을 한 1차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동물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질적 접근을 한
2차 연구에서는 심층적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었음. 한편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
보호법에서 ‘동물’에 파충류·양서류·어류는 ‘인간이 먹지 않는 동물’만 포함되는데, [문항 2]
에서 이 동물권 부여 기준에 동의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음. 또한 동물권에 대한 다소
어렴풋한 인식을 가진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신
장시킬 수 있는 활동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