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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 헌법은 동물보호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현대산업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간의 단자화, 소외지수의 증가는 반려동물 내지 애완동물의 보

호와 지원 등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축산이나 연구목적의 실

험, 동물원 등 동물 일반의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에서도 동물학대와 관련된 동물윤리의 문제가 

점점 더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동물보호에 나서야 할 당위적 요청

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한 당위성은 철학적 기반에서도 부정하기 어렵

다. 그렇다면 동물보호의 문제를 현재와 같이 단순히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헌법적 보호이익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동물윤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

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상 동물헌법조항이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

가를 동물윤리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상 국가목표규정으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동물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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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논의의 목적
이미 오래 전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가 마하트마 간디(Mahatma Ghandhi)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들여다보면, 그 나라의 도덕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설파

한 바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 혹은 윤리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에 그

치는 것이 보통이다. 로마법의 전통을 물려받은 나라들에서는 민법상 사람과 물건

을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그에 

따라 동물은 원칙적으로 물건의 하나2)로 간주되어 왔다.3)  

하지만 19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20세기 초 독일을 중심으로 동물을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상적, 법제적 발전이 이루어져 동물보호를 위한 법

률들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4) 최근(2002년) 독일은 기본

법 제20a조5)에 동물보호를 국가목표규정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독일의 

 1) 앙투안 F. 괴첼 지음/이덕임 옮김, 동물들의 소송, 알마 출판사, 2016, 4쪽(이 책은 원명
은 ‘Tiere Klagen An’이며, 동물변호사로 알려진 Antoine F. Goetschel에 의해 2012년에 
간행된 것이다). 

 2) 우리 민법 제98조의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되는데, 동물은 동산에 해당한
다(민법 제99조 참조).

 3) 로마법에서는 동물과 마찬가지도 여자와 노예, 아이도 권리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v. 
Loeper/Reyer, Das Tier und sein rechtlicher Status, ZRP 1984, Heft 8, S. 205 ff.(206) 
참조.

 4)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1권 3호(부산대 법학연구소), 2010. 8. 
27쪽 이하. 이 논문은 영국과 프랑스 및 독일의 동물보호법 발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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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2002년의 기본법 개정보다 앞선 1990년에 이미 민법 제90a조를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민법상 전통적인 물건 개념에 

대한 변경까지 단행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물보호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지난 

5.9.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

으며, 심지어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한 바 있다.6) 이러

한 현상은 - 표 획득을 위한 후보 개인적 이해득실의 고려 외에도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천만 시대에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증진을 포함하여 동물보호에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이 그 바탕이라 볼 것이다. 대선 이후

에도 동물학대의 문제로서 살처분을 비판하는 견해,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7) 봉준

호 감독의 영화 ‘옥자’,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본 법원의 판결8)에 대한 언론의 관심 등 동물복지와 동물학대에 관련된 기사가 지

 5) 독일 기본법 제20a조 (자연적 생활기초의 보호) 국가는 미래의 세대들에 대한 책임을 인
식하고 헌법적 질서의 범위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집
행 및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초와 동물을 보호한다.

    [Der Staat schützt auch in Verantwortung für die künftigen Generationen die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und die Tiere im Rahmen der verfassungsmäßigen Ordnung durch die 
Gesetzgebung und nach Maßgabe von Gesetz und Recht durch die vollzieh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6) 19대 대선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은 주로 반려동물 중심의 공약을 앞다투어 제시한 바 있
다. 문재인 후보는 ‘동물학대 방지법 강화,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유기동물 입양자 지
원’을, 홍준표 후보는 ‘물건과 차별화된 동물 지위 인정, 반려동물 진료부가세 폐지, 병
원별 진료비 격차 개선’을, 안철수 후보는 ‘민법상 동물을 생명체로 명시, 동물병원 진료
비 기준 마련, 유기동물 예방정책 강화’를, 유승민 후보는 ‘동물학대죄 징역형 현실화, 
반려동물 치료비 합리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예방접종비 지원’을, 심상정 후보는 ‘헌법
에 동물의 권리 직접 명시, 동물의료보험 도입,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산출’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반려동물 공약…표심도 반길까”, 채널A 종합뉴스, 
2017-04-24 19:39 보도 참조. 

 7) OECD는 한국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의 원인이 공장식 축산에 그 원인이 있다
고 비판한다. 경향신문, 2017. 6. 19.자 기사(OECD '한국 AI·구제역 주원인은 공장식 축
산') 참조.

 8) 법원(인천지법)은 전살법이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가 정한 잔인한 방법
에 의한 도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
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
단 기준이 없"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으
며,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
다"고 판시하였다. KBS 인터넷뉴스, 2017. 7. 9.자 기사(‘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 법
원 “동물 학대 아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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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동물에 대한 적극적 보호라는 전향적 입장을 취하는 방

법에는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헌법개정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의회의 

입법조치, 즉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의 방법으로 동물보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동물에 관한 조항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국가 특히 입법

자는 언제든지 동물보호를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이익으로 보아 동물보호를 위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점차 동물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9)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에 동물보호를 실현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동물보호가 헌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입법이 동물보호에 역행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 그러한 방식의 한계는 동

물보호를 위한 조치가 인기영합적, 대증적인 것에 머물 수 있다는 점, 또 동물보호

의 법익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법익이 아닌 이상 동물보호와 기본권(예컨대 재산

권, 학문의 자유 등)이 충돌할 경우 동물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헌법적 정당성

이 갖추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을 충족시켜야 한

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나라 헌법에 아예 독일과 같이 국가목표규정으로 동물보

호조항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가 동물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래에서는 이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논의의 전제로서 동물윤리에 관한 철학

적 기초를 먼저 검토할 것이다.

2. 동물윤리에 관련한 철학적 주장들 
동물에 대한 철학적 담론은 지속적으로 동물의 가치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3가지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물이나 동물보호의 문제를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중심

9) 앙투안 F. 괴첼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이 2008년 전부개정 법률부터 동물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게서, 30쪽.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7. 3. 
21.의 일부개정(법률 제14651호)인데, 시행일은 2018. 3.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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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Anthropozentrismus)가 주장되고 있는데, 그 역사가 깊다. 인간중심주의는 동

물에 대한 이해를 자연에 대한 이해의 일부로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르네상스시

대에 일반적이었던 기계적 자연이해는 동물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동물은 

물건화, 즉 물건과 동일시되었다. 대표적으로 데카르트(Descartes)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인식하는 주체인 인간 외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과 식물 및 동물을 단순한 대

상으로 취급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인간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긍정한다.10) 칸트

(Kant)도 마찬가지다. 칸트는 동물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존재이며, 따라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라 하였다.11) 그 결과 동물에 대한 인간

의 그 어떤 의무도 부정하며, 반대로 동물이 그 어떠한 권리, 예컨대 생명권을 가

진다는 것에 당연히 부정한다. 헤겔(Hegel)은 동물이 감각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정

하면서도 위와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헤겔은 물건이란 자기목적을 가질 수 없고,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관계성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 결여된 

것으로, 동물도 그러한 물건의 하나라고 본다.

인간중심주의라 하여 동물보호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동물보호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

니라 인간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은 인

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입장에 따

를 경우 동물보호는 파생적, 2차적 보호를 의미할 뿐이다.12) 

둘째,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파토스주의’(Pathozentrismus) 내

지 - 우리말로 하면 - ‘공감(共感)주의’이다. 이 입장은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

다는 점에서 출발해 동물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13) 파토스주의는 인간중심주의

가 동물을 오로지 인간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오늘날의 동물학대가 대부분 경제적 또는 학문적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

10) Günter Hager, Das Tier in Ethik und Recht, 2015, S.23; Singer, Die Befreiung der 
Tiere, 1996, 321 f.

11) Kant, Eine Vorlesung über Ethik (1784/85), hrsgg. von G. Gerhardt, 1990, S. 202; 
Günter Hager, aaO., S.24.

12) v. Jhering, Der Zweck im Recht, II, 1883, 140; Günter Hager, aaO., S.24. 
13) 예컨대 J. Bentham, An Introducr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hrsgg. 

von J. H. Burns, 1970, S. 283; Caspar, Tierschutz im Recht der modernen 
Industriegesellschaft, 1999, 10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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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인간중심주의만으로써는 동물보호가 불충분하게 됨을 지적한다.

파토스주의는 철학사적으로 공리주의(Utilitarismus)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공리주의는 ‘행복의 증진과 고통의 감소’를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에 따라 공리주의는 달성된 유용성(Nutzen)과 비례적 관계를 벗어난 고통의 부

과는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동물의 경우에도 고통을 느끼고 감각을 가진 한 이 

원칙이 적용된다.14) 파토스주의는 쇼펜하우어(Schopenhauer)의 공감윤리

(Mitleidsethik)에 따라,15) 수동적 측면에서 ‘고통을 느끼는 감각의 작용’으로부터 

능동적 측면에서 ‘공감의 발생’으로 나아간다. 쇼펜하우어가 도덕적 행위의 추동력

으로 삼는 ‘공감’은 타자의 행복이나 고통이 나의 행복이나 고통으로 전화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타인의 고통에 공감되어 그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는 것이다. 그 타인에는 동물도 포함된다.

셋째, 가장 최근에 주장되는 이론으로서 도덕적 권리이론(Theorie moralischer 

Rechte)을 들 수 있다. 이 입장은 도덕적 차원에서 동물에게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동물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입장은 동

물과 교제하는 인간에 대해 도덕적 고려에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

자는 주장을 내포한다. 

도덕적 권리이론의 대표적 주장자는 파인베르크(Feinberg)이다. 그는 기념물과 

동물을 서로 대비시킨 뒤, 우리는 이 양자를 모두 보호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보호를 행하는 것인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기념

물의 경우에는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해 보호하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 

그 자체를 위해 보호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동물보호에 대한 책

임을 부담하는데, 그러한 도덕적 고려로부터 동물의 청구권도 도출된다는 것이

다.16) 동물의 생래적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도덕적 권리이론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

재한다. 레간(Regan)은 생래적 가치를 지니는 동물은 세상과 자신에 대해 지각하고 

14) 따라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존재의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Günter Hager, aaO., S. 26 참조. 

15) Schopenhauer, Über die Grundlage der Moral, hrsgg. von P. Welsen, 2007, 103 ff.; 
Günter Hager, aaO., S. 26.

16) Feinberg, Die Rechte der Tiere und zukünftiger Generationen, in: Birnbacher (Hrsg.), 
Ökologie und Ethik, 2001, 140, 149 ff.; Günter Hager, aaO., 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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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존재이자 자신에게 전부인 생명의 주체이므로 도덕적 권리의 주체로 취급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7)   

이상의 3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동물을 보는 

개인의 세계관에 달려 있겠지만, 규범적으로 볼 때 독일식으로 동물보호조항을 국

가목표규정으로 설정하여 헌법에 명시하는 방법은 도덕적 권리이론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인간중심주의는 동물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적 존

재로서만 설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동물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문

제들(동물살해, 동물학대, 동물실험, 동물구조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생

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적절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

은 파토스주의 내지 공감이론이라 할 것인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규범적 수단은 - 법률 차원에서의 동물보호 외에 -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조

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II.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독일의 동물보호조항

1. 도입의 경위
독일이 동물보호조항을 헌법에 도입한 것은 2002년 헌법개정을 통해서지만, 이

미 그 이전 국가목표규정으로 환경보호조항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1994년에도 환경보호조항 외에 동물보호조항도 함께 도입할지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18) 결과적으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30)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논거는 다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물보호를 실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경합하는 보호이익들 간의 비

17) Regan, Wie man Rechte für Tiere begründet, in: Texte zur Tierethik, hrsgg. von U. 
Wolf, 2008, 33, 35 ff.

18) Michael Kloepfer, Verfassungsrecht, Bd.1, 2011, §16 (Bundesrat), Rn.8, 각주 30)의 참고
문헌(공동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 심의록 등) 참조.

30) 동물보호조항을 기본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동물보호조항이 다수의 주헌법에 도입된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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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적 조정이 문제되는데, 이것은 일반 법률의 차원에서 가장 합목적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18)

둘째, 당시 연방의회가 채택한 환경보호 조항을 통해 보호되는 자연적 생활기초

(natürliche Lebensgrundlagen)에는 동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였

다. 즉 자연적 생활기초에는 공기나 물, 토양과 같은 환경매체 외에 식물이나 동물

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국가에게 생태계보호의 의무가 부여된다면 동물에 대한 보

호도 그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논리였다.19)

그런데 동물보호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그 

후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 결국 동물보호는 자연적 생활기초의 한 부분으로서 보

호되는 것에 국한하게 되므로, 멸종동물보호 등 ‘종의 유지’(Arterhaltung)나 필요한 

경우 (야생) 동물의 서식지 파괴로부터의 보호에 그치게 되며, 개별 동물 자체에 

대한 보호라든가 혹은 동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인간이 충족시켜야 할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20)21) 

특히 가축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즉 종의 유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을 느끼는 생명체를 존중해야 할 책임’에 따른 동물보호가 헌법상의 자연보호조항

을 통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개념상 무리가 있었다. 그렇다고 그와 같은 의

미의 동물보호를 헌법의 다른 조항들(예컨대 기본법 제1조 제1항22) 등)으로부터 

도출해내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었다.23)24) 

18) 이에 대해서는 Caspar, Zur Stellung des Tieres im Gemeinschaftsrecht, 2001, S. 16.
19) 교섭단체 기민/기사당(CDU/CSU) 및 자민당(FDP)의 최종제안서, 연방의회 간행물 

12/8211 참조. 또한 연방의회 본회의의사록 12/238 참조. 이에 대해서는 Michael 
Kloepfer, aaO., Rn. 9 및 각주 34) 참조.

20) Händel, Chancen und Risiken einer Novellierung des Tierschutzgesetzes, ZRP 1996, 137 
ff.

21) 동물보호조항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판례(아래 헌재 2013. 10. 24. 2012헌바431 
참조)는 동물보호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같은 비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2) 독일 기본법 제1조 (인간의 존엄) (1)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
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23) 특히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이른바 도덕률(Sittengesetz)을 인격발현권의 한계로 설
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덕률로부터 동물보호의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독일의 기
본권 유보체계, 즉 유보 없는 기본권으로부터 세분화된 개별적 유보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Michael Kloepfer, aaO., R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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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2002년 동물보호조항이 도입될 때까지는 법률(예컨대 동물보호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물보호에 대해 헌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학설의 

압도적인 입장이었고 판례의 입장도 동일하였다.25)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독일 기본법상 유보 없는 기본

권(이른바 절대적 기본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연구의 

자유26)는 학문적 인식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동물실험까지도 마땅히 그 보호

영역에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헌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동물보호를 이유로 

연구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법리상 기본권제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

렵게 된다.27)(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같은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종교적 자유

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종교적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도살’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기본법 개정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당시의 동물보호법은 제4a조에서 도살 전 마취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종교적 교

리가 마취 없는 도살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마취 없는 도살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한 이슬람 도축업

자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마취 없이 도살된 고기를 판매하고자 위 규정에 따른 

‘예외적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연

방헌법재판소는 종교적 확신에 따라 고객에게 마취 없이 도축한 고기를 판매하는 

도축업자의 행위는 종교적 자유와 결부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

24) 특히 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사항의 하나로서 ‘동물보호’(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20호)
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국가목표규정으로서의 동물보호조항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
였다. 동 조항은 단지 입법권한에 관한 규정일 뿐 그 자체로서 다른 헌법적 가치를 제약
할 수 있는 국가목표규정이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Michael 
Kloepfer, aaO., Rn. 11 및 그 각주 39) 참조.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 입법자는 동물실험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을 통해 연구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헌법규범과 법률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불
만족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26) 독일 기본법 제5조 (3)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이다.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대
한 충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27) 예컨대 1970. 5. 26. BVerfGE 28, 243 (261)(Dienstpflichtverweigerung) 결정에서 연방헌
법재판소는 제한(유보) 없는 기본권까지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서, ‘헌법의 
통일성’ 및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전체 가치질서’를 고려할 때, 당해 기본권과 충돌하
는 타인의 기본권이 문제되는 경우이거나 혹은 헌법적 지위가 부여된 법적 가치가 문제
될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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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이 사건 도축업자에게 예외적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함으로

써 헌법소원을 인용하였다.28) 

2002. 1. 15. 선고된 이 판례는 서양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이슬람 가치관의 

“승리”로 해석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로 동물보호라는 국가목표규정의 도입을 통해 

이슬람 가치관에 대처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최종적으로 

2002. 4. 23. 동물보호를 헌법조문화하기 위한 사민당, 기민당/기사당, 녹색당 및 

자민당의 “기본법개정을 위한 법률안(동물보호 국가목표조항)”이 연방의회와 연방

참사원에 제출되었고, 양원은 표결을 통해 헌법개정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였다.

2. 동물보호조항의 규범적 의미
(1) 국가목표규정(Staatszielbestimmungen)

국가목표규정29)이란 “국가행위에 대해 특정한 과제 - 대상에 있어 포괄적인 목

표 - 의 지속적 존중 혹은 이행을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헌법규범”이다. 구

속력 없는 형성가능성이나 목표방향만을 열어 놓는 단순한 프로그램규정30)과는 달

리, 국가목표규정은 가장 높은 법단계에서 국가권력에 대해 의무를 부과한다. 국가

권력은 - 권력분립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 자신의 행위의 지향점을 주어진 국가

목표의 달성에 두어야 하며, 법적용에 있어서도 -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 국가목

표와 관련된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진다.31)

기본법 제20a조는 환경보호조항은 물론 동물보호조항도 동시에 국가목표규정으

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목표규정의 수범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이다. 즉 환

경보호조항이나 동물보호조항으로부터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도출될 수 없다. 그

런 점에서 이들 조항은 객관적 규범일 뿐이다.32) 우리 헌법이 환경권을 주관적 권

28) 2002. 1. 15. BVerfGE 104, 337 - Schächten 결정 (‘Schächten’ 혹은 ‘Schächta’ 혹은 히
브리어 šahat는 가능한 한 남김없이 피를 뽑아내려는 목적으로 동물을 마취 없이 도살하
는 제의(祭儀)적 행위를 말한다).   

29) K.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 2. Aufl. 1984, S. 121 f.
30) 단순한 프로그램규정의 대표적인 예로서 흔히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제150조 제1항을 드

는데, 동 조항은 “예술적, 역사적 및 자연적 기념물과 풍경은 국가의 보호와 장려의 대
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31) Michael Kloepfer, aaO., R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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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본권 또는 권리로서의 환경권이나 동물권은 독

일 기본법이 원래부터 예정하는 바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기본법 제20a조만을 원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로부터 구체적 

급부청구권을 도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33) 국민이 기본법 제20a조의 침해를 이

유로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동물보호조항의 침해를 이유로 개인이 행정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4)35)

32) Müller-Bromley, Staatszielbestimmung Umweltschutz im Grundgesetz?, 1990, S. 167 참조.
33) Uhle, Das Staatsziel "Umweltschutz" im System der grundgesetzlichen Ordnung, DÖV 

1993, S. 947 (951)
34)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물보호조항을 침해한 입법조치에 대해 규범통제의 방식으로 

헌법위반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지는 경우는 가능한데, 특히 우리나라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이 그가 당사자가 되는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
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 그 개인은 헌법재판소에 규범통제
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보다 동물보호
조항의 침해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하겠다.

35) 우리나라의 경우, 밀집사육시설인 이른바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법 시행령 조항들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헌재 2015. 9. 24. 2013헌마384, 판례집 27-2상, 657)에서, 청구인 측에서 ‘국가가 
생명존중, 동물보호, 환경보전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부
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국가의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
리’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설령 우리 헌법의 개정으로 ‘동
물보호조항’이 헌법 규정으로 신설되는 경우에도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목표규정은 
기본권이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에 대한 주장을 청구요건으로 하는 헌법소원에서 국가목표
규정의 위배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
다: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
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
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
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
육시설기준으로서,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것이고, 그 규제 정도도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만으로 곧바로 
가축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가는 심판대상조항뿐만 아니라 축산법 기타 많은 관련법령들에
서 가축의 사육 및 도축,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가축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
지하고 가축사육시설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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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헌법원리와의 관계

동물보호조항이 (환경보호조항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다른 원리들 즉 법치국

가, 민주주의, 연방국가 및 사회국가의 원리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기본법 제20a조의 내용이 객관적 규범으로서 

다른 헌법원리와의 관계에서 실제적 조화의 원리(praktische Konkordanz)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36) 그러한 맥락에서 환경보호와 동물보호는 예컨대 사

회국가원리에 기초한 목표들보다 더 상위에 위치하는 것도 더 하위에 위치하는 것

도 아니다.37) 환경보호와 동물보호는 헌법의 절대적 보호법익이 아니라 상대적인 

보호법익이다.38)

(3) 기본권과의 관계

기본법 제20a조의 규정내용과 기본권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위

와 동일한 결론이 적용된다.39) 즉 기본권은 헌법의 통일성 원리에 따를 경우 국가

구조규정이나 국가목표규정에 준하는 것이므로, 기본법 제20a조가 규정하는 보호조

항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기본권의 해석 특히 기본권 보호영역의 제한 및 기본권한

계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본법 제20a조를 근거로 기본권의 환경기속성(Umweltpflichtigkeit)을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목표규정으로서 환경보호조항은 기본권의 내용을 확정하

고 입법적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보호조항으로부터 요청되는 이익에 대한 고

려를 허용하며 또 고려할 것을 요구받는다.40) 결과적으로 - 예컨대 기본법 제14조

와 기본법 제20a조 간에서와 같이 - 헌법적 차원에서 새로운 긴장관계가 발생하게 

36) Michael Kloepfer, aaO., Rn. 24. 실제적 조화의 원리는 흔히 규범조화적 해석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헌법의 통일성 원리에 따라 충돌하는 두 법익에 대한 형량(이익형량)의 
과정에서 하나의 법익만을 보호하고 다른 법익에 대한 보호를 방치하는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양 법익이 조정적 관점에서 가능한 한 적절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한 국내문헌으로서는 계희열, 헌법학(중), 신정판 2004, 127쪽 
참조. 

37) Uhle, aaO., S. 952
38) Scholz, Grundgesetz zwischen Reform und Bewahrung, 1993, S. 28.
39) Michael Kloepfer, aaO., Rn. 25.
40) Henneke, Der Schutz der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in Art. 20a GG, NuR 1994, S. 

325 ff.(332); Michael Kloepfer, aaO., R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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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를 경우, 독일 기본법상 유보 없는 기본권(절대적 기본권, 형식

적으로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에 대해서도, 환경보호와 동물보호 조항으로부터 

그 내재적 한계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41) 이러한 효과는 기본법 제

20a조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환경침해자 혹은 동

물이용자의 기본권이 유보 없이 보장되는 기본권인 경우, 환경보호나 동물보호는 

지금까지는 단지 제3자의 기본권이라는 우회적 수단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었다

(예컨대 환경침해행위로 인한 건강권침해가 존재하는 경우)42)면, 이제부터는 기본

법 제20a조가 제3자의 구체적 권리와 무관하게 유보 없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가능하게 한다.

헌법직접적 제한 내지 헌법내재적 한계로서의 이와 같은 기능은 특히 동물보호

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동물보호를 위해 (특히 동물을 사

용한 실험에 있어서의 학문의 자유와 같이) 유보 없이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제한

은 헌법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제되어 왔었기 때문이다.43)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법 

제20a조는 (환경피해자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강화하는 효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환경침해자나 동물이용자의 측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력을 발휘한다.44)

(4) 동물보호조항의 수범자

41) Michael Kloepfer, aaO., Rn. 27.
42) 이와 관련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로는, BVerfGE 39, 1 (41) [제1차 낙태판결]과 

BVerfGE 49, 89 (141) [Kalkar I 판결]을 들 수 있다.
43) 예컨대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법 조항 도입 전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물보호법 조항의 위헌

심사를 행함에 있어 해당 조항이 학문이나 연구의 자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를 행하지 않고, 단지 동물보호법이 추구하는 보호목적을 달성하는 데 당해 규정이 
적합하고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례성원
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결과적으로 동물보호에 적합한 절차적 규정, 즉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게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또 그 심사결과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
다. 이에 대해서는 BVerfGE 48, 376 ff.; v. Loeper/Reyer, Das Tier und sein rechtlicher 
Status, ZRP 1984, Heft 8, S. 210 참조). 이것은 절차적 측면 외에는 유보 없는 기본권
인 학문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위헌으로 될 가능성 때문에 매우 제약을 받
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44) Michael Kloepfer, aaO., R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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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목표규정으로서 환경보호조항이나 동물보호조항은 국가에 대해서만 의무

를 부과한다. 따라서 사인은 기본법 제20a조로부터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사인에게 환경보호나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의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본법 제20a조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동 조항의 일차

적 수범자인 입법자가 법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환경보호 및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는 물론) 사인의 의무를 창설한 결과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사인은 기

본법 제20a조와는 무관한 존재이며 그로부터 그 어떤 직접적 (권능이나) 의무도 

부여받지 아니한다. 

2)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법 제20a로부터 사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되지 않으므로, 입법자가 동조에 따른 작위의무나 보호의무를 명백하고 자의적

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본법 제20a조로부터는 사인을 위한 어떠한 소구

권도 도출되지 않는다. 기본권적 보호청구권 행사를 위한 국가의 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45) 따라서 사인이 재판청구권의 행사

를 통해 국가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국가목표규정은 일차적으로 입법에 대한 작위의무의 부과이며 또 그러한 위

임을 이행함에 있어 존중되어야 할 규범적 지침이다.46) 따라서 환경보호조항이나 

동물보호조항의 실현은 일차적으로 입법권을 향한다. 환경보호나 동물보호 정책을 

실천할 정당성의 확보는 물론 헌법상 추상적으로 규정된 보호의무를 충분하게 구

체화해야 할 과제가 입법자에게 부여된다.47)

다만, 개별적으로 그러한 목표의 구체화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것인지는 광범

위하게 입법자의 정치적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48) 국가목표를 전환하는 “방

식”(Wie)이라는 측면에서, 헌법적 보호과제에 대한 명백한(messbar) 위반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입법자는 부분적으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환경

이나 동물 보호에 있어 상대적 혹은 절대적 악화를 초래하는 모든 개별적 현상이 

곧 그러한 맥락에서 ‘헌법적 보호과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45) Michael Kloepfer, aaO., Rn. 33 및 각주 83) 참조. 
46) Michael Kloepfer, aaO., Rn. 36.
47) Calliess, Rechtsstaat und Umweltstaat, 2001, S. 125 ff. 참조.
48) Epiney, in: v. Mangoldt/Klein/Stark, GG, 5. Aufl. 2005, Art. 20a, Rn.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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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다. 입법자가 전체로서의 자연적 생존기초 혹은 동물에 대한 원칙적 보호

를 명백히 해태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본법 제20a조의 보호위임에 대한 침해로 평

가될 수 있다.49) 

다른 한편, 입법자는 자연적 생활기초나 동물의 처우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관련

을 갖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범들을 제정함에 있어 더 이상 기본법 제

20a조의 보호조항들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에도 입법자는 일방 환경 및 동

물보호의 요청과 타방 기타 헌법적 법익 간에 구체적 이익형량을 진행해야 할 의

무를 진다.50) 구체적인 경우에 그러한 형량으로부터 입법적 사후개선의무

(Nachbesserungspflichte),51) 가령 환경법이나 동물법이 최신의 과학기술에 바탕을 

두도록 해야 할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입법자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즉 입법자가 국가목표규정의 실현을 

위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거나 이를 중대하게 무시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규범

통제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목표규정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절차를 통해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20a조를 해석할 수 기회를 가진

다.52) 이를 통해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20a조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

는 광범위한 해석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4) 입법자가 일차적 수범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나 동물보호 조항에 따른 

위임은 집행기관에게도 (아울러 후술하는 사법기관에게도) 규범적 의미를 가진

다.53) 집행권도 국가목표를 실현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집행권이 기본법 제

20a조를 실현하는 방식은 환경이나 동물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고 재량적 판단을 

행함에 있어 동조의 보호의무가 지도적 기능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동물보호법의 규정들, 특히 동법 제4a조54) 제2항 제2호와 같이 유보 

49) Michael Kloepfer, aaO., Rn. 37.
50) Michael Kloepfer, aaO., Rn. 38.
51) Schulze-Fielitz, in: Dreier, GG, 2. Aufl. 2006, Art. 20a, Rn. 72 m.w.N.
52) Michael Kloepfer, aaO., Rn. 39.
53) Peters, Praktische Auswirkungen eines im Grundgesetz verankerten Staatsziels Umweltschutz, 

NuR 1987, S. 294 ff.(295).
54) 독일 동물보호법 제4a조 (1) 온혈동물은 도살목적을 위한 채혈이 개시되기 전 마취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도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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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보장된 기본권(종교의 자유)을 고려한 예외조항들은 필요한 경우 기본법 제

20a조의 의미에 비추어 행정 당국이 이를 새롭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본법 제20a조의 국가목표는 환경보호나 동물보호를 직접 목적

으로 하지 않는 규정들, 예컨대 다른 법률의 일반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을 해석

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55)

요컨대 환경보호와 동물보호라는 국가목표를 현실에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역할

은 집행권(행정권)에 부여된다. 집행권은 수많은 사안들에서 환경이나 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그 실천이 요구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기본법 제20a를 고

려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고 또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5) 사법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법권 역시 기본법 제20a조에 직접 구속

된다. 가령 법원은 환경보호와 동물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뿐만 아니라 

그 밖의 법령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기본법 제20a조의 국가목표를 충분하게 

고려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물론 환경보호나 동물보호에 관련된 법원의 

해석가능성은 본질적으로 입법자가 규범의 해석이나 구체화를 위한 여지를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56) 

한편 기본법 제20a조가 환경보호와 동물보호라는 국가목표규정에 터잡아 내려진 

입법적 결정을 사법부가 교정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법이 직접 

기본법 제20a조를 원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입법 차원에서 법률상의 흠

결을 보완하거나 불확정 법개념을 해석하는 경우에 그친다. 이것은 특히 행정법원

에게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기본법 제20a조가 국민에게 새로운 주

관적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법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2) 제1항의 경우와 달리 이하 각호의 경우에는 마취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긴급살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주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마취가 불가능한 경우
     2. 관한 당국이 마취 없는 도살을 위한 예외적 허가를 한 경우. 관할 당국은 이 법률

의 적용범위 내에서 특정 종교단체 신자들의 요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해당 종
교단체의 강행규정에 의해 마취 없는 도살이 요구되거나 마취 없는 도살에 의하지 
아니한 육류의 섭취가 금지되거나 혹은 아래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 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4b조 제3호에 따라 법규명령에 의해 마취 없는 도살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3호의 경우는 가금류를 마취 없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역주)   
55) Michael Kloepfer, aaO., Rn. 42.
56) Michael Kloepfer, aaO., Rn.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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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는다고 한다.57)

Ⅲ. 동물보호의 내용

1. 보호되는 ‘동물’

2002년 독일이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할 당시 ‘헌법개정안 이유서’는 윤리적 관점

에서 동물보호가 요청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58) 이와 같이 윤리적 관점

에서 접근할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세상의 모든 동물이 아니라 윤리적

으로 그 보호가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의 동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통상 이러

한 범위 내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개념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 기준으로 되는 것

은 그 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감각을 가진 존재’(Leidens- und 

Empfindungsfähigkeit)에 해당하는지 여부59)이다.

결과적으로, 변온동물(wechselwarme Tiere)도 항온동물(온혈동물, Warmblütter)과 

마찬가지로 위 기준을 충족하는 한 보호되는 동물에 속한다. 성장의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보호대상이 된다. 예컨대 애벌레(유충, Larven)이나 알 속에서 성장 중인 

배아(Embryonen)도 기본법 제20a조가 의미하는 동물에 속한다. 또한 모체의 자궁 

속에서 성장 중인 동물의 배아도 기본법 제20a조의 보호를 향유한다. 반면, 단세포

생물(Einzeller)은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없으므로 기본법 제20a조의 보호범위에 들

57) Michael Kloepfer, aaO., Rn. 45.
58) 연방의회 간행물(BT-Drs.), 14/8860, S. 3.
59) 우리나라 동물보호법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

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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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또한 윤리적 존중이라는 요청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고통과 감각을 느끼

는 존재’인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살아 있는 동물만이 기본법 제20a조의 보호범

위에 속하게 된다. 동물사체를 존엄하게 다루어 달라는 이른바 사후적 동물보호의 

요청은 기본법 제20a조에서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60)

국가목표로서의 동물보호는 종에 적합하지 않은 취급(처우) 및 회피될 수 있는 

고통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기본법 제20a조가 규정하는 동물보호는 이미 자

연적 생활기초의 보호, 즉 환경보호조항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는 종의 보호에 그

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개별 생명체’로서 개별적 동물보호

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동물은 그 종의 유지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부

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인간의 유익에 봉사하는 

가축과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유해동물도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모든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61)

한편 이동생활을 하는 동물의 경우 그 생존공간의 파괴로부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동동물을 위한 생존공간의 보호는 곧 서식지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

적 생활기초’의 보장요소에 포함된다. 또한 종의 보호도 ‘자연적 생활기초’의 보장

요소에 포함된다. 따라서 종의 보호나 서식지 보호는 동물보호조항 이전에 이미 

환경보호조항에 의한 보호대상에 속하므로 동물보호조항의 도입 여부에 의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62) 

2. ‘보호’의 의미
기본법 제20a조는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기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요청한다. 보

호활동은 규범의 정립, 계획의 수립, 집행이나 사법 혹은 사실행위 등 그 종류를 

불문한다.63) 기본법 제20a조에 의해 요청되는 국가의 과제는, 환경보호나 동물보호

60) Michael Kloepfer, aaO., Rn. 57. 반면에 사후적 동물보호를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v. 
Loeper, in: Kluge, Tierschutzgesetz, 2002, §1, Rn. 7. 참조. 물론 헌법상 국가목표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동물보호의 실현을 입법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부정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을 통해 사후적 동물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61) Michael Kloepfer, aaO., Rn. 58.
62) Michael Kloepfer, aaO., Rn.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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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사후적 위험제거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며, 사전배

려원칙(Vorsorgeprinzip)에 따라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Risikovorsorge)적 조치까지도 

요구한다.64) 

특히 기본법 제20a조에 의해 부과되는 국가적 과제는 개별 사안에서 사인에 의

해 초래된 (명백히) 위법한 과정이나 행위로 인해 환경과 동물 보호의 이익이 중

대하게 위험에 직면하거나 침해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보호의무까지도 창설한다.65) 또한 국가 자신에 의해 초래된 기본법 

제20a조의 보호이익에 대한 사실상의 침해를 국가 스스로 최소화하거나 혹은 - 예

컨대 필요성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 - 그러한 침해를 중단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실질적으로 국가목표규정에 따라 구체

화된 환경법 및 동물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할 국가적 의무를 인정하는 결과에 이

르게 된다.66) 

Ⅳ. 동물보호조항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검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 기본법이 2002년 동물보호조항을 국가목표규정으

로 도입한 것은 독일 기본법상 유보 없는 기본권67)의 영향이 컸다. 유보조항 없는 

기본권, 즉 절대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하위 법률에 의한 제한이 불가능하며, 헌

법의 통일성원칙68)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다른 헌법적 가치(그것이 다른 기본권이

63) 보호의무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Murswiek, in: Sachs, GG, 5. Aufl. 
2009, Art. 20a, Rn. 33 ff. 참조.

64) Michael Kloepfer, Umweltschutz als Verfassungsrecht - Zum neuen Art. 20a GG, DVBl. 
1996, S. 73 ff. (78).

65) Bernsdorff, in: Umbach/Clemens, GG, 2002, Art. 20a, Rn. 31.
66) 하지만 그로 인해 기존의 실질적으로 공권력 주체에게 부여되었던 환경특혜(예컨대 경찰

차량이나 소방차량, 근거리 공공교통차량 등이 누렸던 환경보호지역에 대한 각종 제한의 
면제, 주방위시설에 대한 임미시온방지법상의 특혜 혹은 기존 교통노선에 대한 소음개선
과 관련한 특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한다.  Michael Kloepfer, 
Verfassungsrecht, Bd.1, 2011, §16 (Bundesrat), Rn. 61. 

67) 신앙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기본법 제4조 제1항, 제2항), 예술과 학문 및 연구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3항) 

68) 헌법의 통일성 원칙이란, 헌법의 개별 요소들은 상호 관련되고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개
별 헌법규범만을 고찰해서는 안 되고 항상 그 규범이 놓여 있는 전체적 관련을 함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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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국가목표규정이든 혹은 기본원리이든)에 의해서만 상호 비례적 조정(정서)이라

는 의미에서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방법에 의해 유보 없는 기본권 조항에 대한 일

정한 제한적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도출되는 당해 기본권의 한계를 기본권의 내재

적 한계69)라 한다. 따라서 독일 기본법상 동물보호조항의 도입은 동물의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 등 유보 없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실례는 이미 ‘마취 없는 도살’ 사건이 계기가 된 

헌법개정의 예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경우에는 유보 없는 기본권, 즉 절대적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

배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동물

보호는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 즉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

리70)에 해당하는 것이라 일응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를 실현하는 방법

으로서 헌법에 국가목표규정으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하는 외에 법률 차원에서 동

물보호법 등 동물관련 입법조치를 동원하는 방법도 동물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식

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되는 재산권이나 종교

의 자유 혹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비례성원칙칙을 충족하는 한 기본권제한

의 사유로서 “동물보호 = 공공복리”의 논리에 의해 정당화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우리 헌법에 동물보호조항을 국가목표규정으로 도

입71)하는 것에 찬성하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모든 헌법규범은 다른 헌법규범과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해
석되어야 한다. 계희열, 헌법학(상), 신정2판, 2005, 80쪽.

69) 계희열, 헌법학(중), 신정판, 2004, 135쪽 ‘사리(事理)상 제한’ 부분 참조.
70)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1조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음을 천
명하고 있다.

71) 참고로, 스위스 헌법(제120조 제1항)은 헌법에 동물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동물의 
존엄성’까지 선언하고 있다고 한다. 동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위스연방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다른 유기생명체의 생식, 유전적 요소를 다루는 문제를 법으로 제정한다. 
이와 관련해 동물의 존엄성과 인간과 동물, 환경의 안전 그리고 동물과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앙투안 F. 괴첼 지음/이덕임 옮김, 동물들의 
소송, 19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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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동물보호조항을 헌법에 도입함으로써 헌법제정자가 동물보호를 국가목표로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입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동물보호에서 더 나아가 우리

나라가 동물보호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국가목표

규범은 국가활동의 전 영역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한다.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규범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적극적으로 동물보호를 위

한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법률상의 동물보호가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개선해 나갈 의무가 있으며, 행정이나 사법도 법률규정의 해석․

적용에 있어 동물보호를 고려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는 헌법상 국

가목표로 설정된 동물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설치 등 조

직과 절차를 정비해야 할 의무를 진다. 동물보호국가로의 전환은 동물보호법 등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법(私法) 체계나 형사법 영역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72) 이와 반대로,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

우 동물보호는 원칙적으로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취급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고, 

또 입법자가 선택한 보호의 수단이나 수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도 어렵게 된

다.73) 

둘째, 헌법의 통일성원칙에 따라 다른 기본권이나 기본원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도 동물보호조항의 의미와 가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므로, 사법기관의 법해석도 

72) 예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일 민법이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 
73) 예컨대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입·반

입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한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조항’을 합헌으로 선언하
였던 헌재 2013. 10. 24. 2012헌바431 결정(판례집 25-2하, 236(242))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헌법 제35조 제1항은 (...) 동·식물계를 비롯하여, 공기, 물, 토양, 기후, 경관 등 자연
적 생활근거, 즉 자연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물은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생명체로서 
인류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물생태계와 그 서식환경을 보존해야 할 
공동의 필요성이 있다. 동물이 생명체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
라 인간과 공존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은 외국의 경우에도 법
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
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되, 입법재량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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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앞서 살펴 본 인천지법의 

전살법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법원의 적극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74) 물론 동물보호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물보호

의 공공복리성을 주장함으로써 재산권이나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합헌적) 제한을 촉구하거나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기

본권 제한을 위한 목적이 단순히 입법적 가치에 그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례변화

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동물보호조항이 도입될 경우, 예컨대 학문의 자유와 관련하여 동물실

험의 합헌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물의 생래적인 종적 특성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 행태학적 연구결과들이 ‘승인된 과학적 진리’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동물이 보호를 요구하는 생명체로 취급되어야 할 

근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목

표인 동물보호의무에 위반된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는 ‘동물과의 관계에서 인간에

게는 특별한 보호의무가 존재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비판

적으로 실험의 불가피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75)   

셋째, 국가목표규정은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구속력 있는 규범이므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가목표규정에 위반되는 

법률규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권 혹은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에 따른 위헌법률심

판제청이 가능76)하고, 그로써 헌법해석의 전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동물보호조항의 

74) 이 사건은 법원이 개 30마리를 묶어 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함으
로써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동물보호법’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
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동물보호
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라
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잔인’의 개
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와 가축을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살법으로 도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았다. (한국일보 2017. 
7. 9. 기사[법원 “전기로 개 도축 ’전살법‘ 동물학대 아냐”] 참조) 

75) v. Loeper/Reyer, aaO., S.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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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동물보호의 전체적 윤곽과 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물보호조항의 도입은 소송법적으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의 체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77) 

다만, 필자는 동물권(動物權)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같은 ‘국가목표규정’ 형식

을 넘어서는 정도의 헌법규정화는 반대한다. 동물의 권리 내지 동물권의 도입 주

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덕적 권리이론에 기초하여 동물에게 고유한 권리 즉 

‘동물 자신의 권리’를 창설하자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입장에 의할 경우에는 예

컨대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게 된다.78)

그러나 그와 같은 식으로 ‘동물에게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으로 합의된 경우라 보기 어렵다. 이 분야는 사실 아직도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며, ‘동물은 결코 도덕적 권리의 주체라 할 수 없다.’는 반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79) 인간만이 도덕능력을 가지고, 인간만이 도덕적 원리를 

76) 예컨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0. 10. 12. Legehennenhaltung(양계장) 사건에서 ‘육축
사육에 있어 동물보호를 위한 법규명령’(Tierschutz-Nutztierhaltungsverordnung, 
TierSchNutztV) 규정들(소규모 집단 닭장에 관한 규정들)이 동물보호법 규정에 위반함으
로써 동시에 기본법 제20a조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선언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은 추상적 규범통제절차로 개시된 것이었다(BVerfGE 127, 293). 위 법규명령은 연방에 
의해 제정된 연방법에 해당하는데, 동 법규명령의 집행주체였던 라인란트-팔쯔 주정부는 
위 법규명령의 규정들(제13b조, 제33조 제3항과 제4항)이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제16b조 
제1항 제2문(법규명령 및 일반 행정규칙의 제정 전에 동물보호위원회
[Tierschutzkommission]의 청문을 거치도록 한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동시에 기본법 제
20a조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 주장하면서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연방헌법
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추상적 규범통제 조항)에 따라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77) 결과적으로 법원에 의해 위헌제청이 이루어지거나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다.

78) 동물과 관련된 단체소송이란 ‘승인된 단체에게 주관적 권리침해의 주장 없이 공익을 보
호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승인된 단체에게 동
물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참여권과 정보권을 부여하면서 동물보호라는 공익목적을 구
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 차원이 아니라 주 차
원에서 다수의 주들이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상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송동수/한민지, 독일법상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환경법연구 제39권 1호(2017), S. 181-207 참조. 

79) Cohen, Warum Tiere keine Rechte haben, in: Texte zur Tierethik, hrsgg. von U. Wolf, 
2008, S. 51; Carruthers, Warum Tiere moralisch nicht zählen, in: Tierethik, hrsgg. von 
F. Schmitz, 2014, S.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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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도덕적 공동체 내부에서만 이른바 ‘권리’(Recht)

도 의미 있게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80) 어떤 생명체가 도덕적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자들만이 도출해낼 수 있는 가정적 의사일치

(Übereinkunft)에 기초하며, 결과적으로 동물의 경우 의사일치를 통해 도덕적 상태

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81) 물론 이러한 입장이 인간

이 동물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82) 

이상의 주장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인간과 동물 간에 

도덕적 능력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점이 동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의 부여를 배척할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도덕적 권리의 인정 여부는 

그때그때의 문화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당연히 반론으로 제기된다. 문화의 발전적 

과정은 동물권리에 대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승인할 경우에만 현재 필요

한 정도의 동물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동물은 인간에 의한 간섭의 제한을 정당

화하는 고유한 지위 내지 자격을 갖추고 있다... 권리에 대한 승인만이 신 앞에 동

일한 피조물로서 인간과 동물 간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등의 주장

도 추가된다.8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서 최선, 또는 최대한의 보호의무를 실현하려 하기보다는 합의가능한 절충점을 선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기본법 제20a조에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한 것도 같

은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 즉, 동물보호의무라는 국가목표규정의 추가는 환경보호

의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84) 원칙적으로 기본법이 인간중심적 입장을 취하는 바탕 

80) Cohen, aaO., S. 51, S. 53 ff.
81) Carruthers, aaO., S. 219, S. 228 ff.
82) Günter Hager, aaO., S. 28.
83) Günter Hager, aaO., S. 28.
84) 기본법 제20a조의 자연보호의무의 경우에도 ‘인간중심주의(Antropozentrik) vs. 생태중심

주의(Ökozentrik)’의 대립이 존재한다. 생태중심주의는 주로 사민당 측에서 행해지는 주
장이다. 그러나, “자연적 생활기초”라는 표현의 실질은 “인간의 생활기초”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는 점, 또 동 조항상 ‘장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의 의미를 ‘자연 그 자체를 위
한 보호’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동 조항이 현세대와 장래세대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
고자 한 의미와 맞지 않는다는 점, 특히 배타적 환경중심주의에 기초한 환경보호는 기본
법 제1조 제1항(“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에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모순이라 할 것인데, 자
연 그 자체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권한은 인간의 해석권한 곧 인간의 이해에 달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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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동물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승인 내지 (고통 및 그에 대한 공감능력에 바

탕을 둔) 파토스(Pathos)적인 윤리의 채택’으로 이해85)되고 있다.86) 결론적으로, 철
학적 기초를 감안하더라도, 도덕적 권리이론에 따라 동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현재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다만 동물보호조항이 국가목표규정으로서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입법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동물의 권리를 법률 차원에서 도입(예컨대 단체소송의 도입)하는 것을 방

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87) 동물보호조항의 도입은 최소한의 

헌법적 요청에 대한 ‘헌법조문화’를 의미하므로,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 헌법이 요

구하는 정도 이상을 실현하더라도 이를 두고 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88) 

V. 결론
이상의 고찰을 통해 동물보호의 요청에 따른 동물보호조항의 도입필요성을 헌법

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헌법에서 동물보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가에 대

해서는 입법론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 소득수준의 향

상과 더불어 현대산업사회에서 인간의 단자화 현상, 소외지수의 증가는 반려동물 

내지 애완동물의 지원과 보호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축산이나 연구목적의 실험, 동물원 사육 등 동물 일반의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에서도 동물학대와 관련되어 동물윤리의 문제가 점점 더 국민과 언론의 주목

을 받고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동물보호에 나서야 할 당위적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한 당위성은 철학적 기반에서도 부정하기 

고, 따라서 생태중심주의도 결국은 인간을 통해 기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등에서 
배타적 생태중심주의는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Michael Kloepfer, 
aaO., Rn. 63 - 65 및 거기에 언급된 각주들 참조.     

85) Sommermann, in: Nachtrag zu v. Münch/Kunig, GG, 5. Aufl 2000, Art. 20a, Rn.23/3. 
86) Michael Kloepfer, aaO., Rn. 66 참조.
87) Michael Kloepfer, in: Dolzer/Vogel/Graßhof, Bonner Kommentar, Bd. V(116. 

Ergänzungslieferung, April 2005), Art.20a, Rn. 100 ff.
88) 가령 상향적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본권에 있어 국가가 법률을 통해 헌법상 요구되

는 수준 이상을 실현하더라도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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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것임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동물보호의 문제를 현재와 같이 

단순히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를 헌법적 차원에

서 규율함으로써 국가가 동물윤리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를 선언할 것

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제35

조)상 환경권이나 환경보호의무의 일환으로 동물보호를 실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동물을 헌법상 권리주체로 인정하자는 일부의 주장도 지나치다. 

결국 논의는 헌법상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중

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7.08.25.  심사일자  2017.09.13.   게재확정일자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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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e Stellung des Tiers im Verfassungsrecht und die Pflicht des Staates
    - Zu der normativen Bedeutungen der Staatszielbestimmung Tierschutz im Grundgesetz - 

Choi, Hee-Su*
89)

In der vorliegenden Arbeit hat der Verfasser die normativen Bedeutungen der 

Staatszielbestimmung Tierschutz im Grundgesetz Deutschlands untersucht.. Noch 

nicht kennt das süd-koreanisches geltendes Verfassungsrecht die Tierschutzklausel. 

Aber auch in Korea allmählich mehren sich die Interessen der Allgemeiheit für das 

Tier und darauf basiernd die Behauptungen für die Notwendigkeit des Tierschutzes 

in Beziehungen auf Tierleidenszufügung, Tiertötung, Tierhaltung, Tierversuch, 

Tierhilfeleistung, Tierartenschutz usw. Die allgemeine normativen Arten der 

Verwirklichung des Tierschutzes können sich in zwei Methoden klassifisieren: 

einerseits Erlass der einfachen Gesetze oder anderseits Aufnahme der 

Tierschutzklausel als Staatszielbestimmung ins Verfassungsrecht. Als das Ergebnis 

der in dieser Untersuchung ausgeführten Überlegungen, soweit sie normative 

Bedeutung der Staatszielbestimmung Tierschutz im Grundgesetz betreffen und auch 

die philosopische Entwicklung der Theorien der Tierethik umfassen, hat der 

Verfasser die folgende Konklusion : 1) Der letzte, also die Aufnahme der 

Staatsziel Tierschutz ins koreranisches Verfassungsrecht, kann zu dem 

systematischen Tierschutz mehr effektiv als der erste, also der Gebrauch des nur 

einfachen Gesetze, weil die verfassungsrechtliche Staatszielbestimmung allen 

Staatsgewalten die Tierschutzpflicht beauftragt. 2) Die verfassungsrechtliche 

Umweltschutzbestimmung ist unbefridiegend, denn sie kann den Tierschutz nur auf 

Artenschutz beschränkend verwirklichen. 3) Auch in Korea, im Zusammenhang mit 

Verfassungsänderung, ist es erforderlich, die Diskussion für die Aufnahme der 

Tierschutzklausel als Staatszielbestimmung ins Verfassungsrecht zu vornehmen. 

 * Professor, Dr., an der Kangwon Nationalen Universität,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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