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은 땅의 얼굴

  묻다라는 책을 쓴 문선희 작가는 어느 날 무작정 살처분 된 동물들이 묻힌 땅을 찾기 시
작했다고 합니다. 네비게이션을 쫓아갔다가 동물 매몰지에서 물컹거리는 땅을 밟고 모골이 송
연해진 경험을 한 작가는 그 후 전국에 살처분된 동물들이 묻힌 땅을 찾아 사진을 찍고 기록
합니다. 묻다는 1/3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흘끗 보면 반복되
는 패턴이 벽지같기도 하고 현대 추상미술 같기도 한 이미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곰팡이로 뒤덮혀 있거나, 기이한 색으로 변색된 식물들이 자라고 있거나, 벌레먹
은 듯 구멍이 난 병든 잎사귀 숲이 되었거나 하는 식으로 ‘죽은 땅’이 된 지역의 사진입니다. 
물론 가끔 땅을 뚫고 나온 뼈가 나타날 뿐 죽은 동물의 사체가 드러나 있는 사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죽은 표면’들 아래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밖에 없게끔 기이하게 소름 돋는 이미지들입니다. 사진들에는 2321-01, 2312-02, 
11800-01, 11800-03, 15000, 73000 등의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해
당 지역에 묻힌 동물들의 수입니다. 뒤에 있는 숫자는 작가가 그 지역을 방문한 횟수이고요.  
  ‘살처분’이라는 말은 특별한 용어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제
역, 감염병, 조류독감 등등의 단어가 같이 떠오르고 감염병에 걸린 동물들을 처리하는 ‘어쩔 
수 없는 일’ 정도로 감각됩니다. 그러나 글자의 한자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이 용어가 얼마나 
냉혹한 것인지가 좀 더 직감됩니다. 한자로 바꿔 쓰면 ‘殺處分’이 되니까요. 동물 살처분에 대
한 문제성은 사실 꽤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심각성에 비해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잘 와 닿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장식 축산의 ‘비가시성’에 대
해 말씀드렸는데요. 축산 산업의 전반적인 비가시성의 가장 극단적인 끝에 있는 것이 이 ‘살
처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선희 작가의 사진들에 나온 저 숫자만큼의 동물들을 한꺼번에 산 
채로 땅에 묻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일일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
리가 ‘살처분’이라는 지극히 효율적이고 압축적인 단어를 거쳐 보도되는 기사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격차—제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정부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발견되면 반경 3Km 이내의 동물들을 집단 살처분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처음 2010년 구제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 확산이 너무나 빠르고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려야 하는 특단의 조친 것으로 보도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대규모 동물 학살에 대한 반
감도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논의를 할 시간도 없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일로 처리되었
지요. 그 뒤로도 동물 살처분은 한 번씩 신문지상에 오르내렸고, 비관계자인 대부분의 사람들
에게는 다소 익숙한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처분이 동물 감염병의 유일한 관리 
방침으로 자리잡으면서 이에 대해 축산농가와 학계는 반복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이렇
게 극단적인 비인도적 조치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과연 효과적인 정책
이기는 한지 등이 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백신의 개발과 도입이 예방대책으로 수립되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경
로와 확산에 대한 과학계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류 수출입 문제, 
농가 경제 문제, 관리 인력 문제 등 관련한 갈등과 현실적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할 것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 비인도적



인 동물 집단 살처분이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도 없으며 게다가 2차 오염을 발생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의 동의가 모인 편인 것 같습니다. 동물 사체에서 나온 침출
수가 상수도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태들은 종종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한 가운데에 ‘공장식 축산’이 놓여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동물들의 밀집도가 감염 확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더불어 비인도적인 축산
환경 자체가 동물들을 ‘고기상품’으로 만드는 가운데 면역에 취약한 개체로 키우고 있다는 것
이죠. 동물복지 농가들에서 감염병 발견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들은 
동물복지를 포함시켜 축산 생태계 자체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동물권에 대한 견해를 인간사 안에서도 처참한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현실 속
에서 동물들의 권리 옹호를 맥락없이 떼어내어 윤리적 행동을 명령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활용하기 위해 키우는 동물의 감염과 살처분 관리는 인간의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구조를 가진 축산업의 순환 고리의 한 토막으로 인간의 인위적 
개입에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을 이 정도로 도
구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산업의 전체적 구조가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항상 가려져 있는 양상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벌써 잊혀졌지만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새로운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의 
출현에 큰 공포감을 느꼈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동물의 서식지를 얼마나 파고들어갔는지를 보
여준 결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를 각성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도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혹은 초기의 강력한 락다운으
로 유통이 막혔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축산 농가의 동물들이 살처분 되기도 했었습니다. 조
금씩 팬데믹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기존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해서 복잡한 심경해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파리협정 이후 가장 주목을 받은 글래스고 기
후 회의는 환경재난과 기후위기를 위한 명확한 성과를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큰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하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대규모의 인식 변화가 일어난 것도 과
거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일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