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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의 역사는 인류의 발생과 함께 시작하여 지금도 쉼 없이 이

어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 활동이자 사회적 행위 그 자체이다. 윤리학

이 우리들의 사고 및 행동과 관련되는 실천적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제

공하기 위한 원리의 탐구라면 먹는 행위일반을 다루는 이른바 ‘음식윤

리(food ethics)’의 출현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보인다. 이 글

은 그와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음식윤리의 중요성을 개괄적으로 살

펴보는 가운데 불교의 음식윤리문화에 대한 윤리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

다. 예컨대, 불교에서는 육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육식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주어진 음식의 성격과 그것

을 받아먹는 수행자의 자세를 문제 삼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러한 불교의 음식윤리문화는 이른바 중도주의적 음식윤리로 성격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양윤리

학에서 발달한 동물권리 개념과 채식주의의 윤리적 정당화 가능성에 대

한 다양한 시각을 조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글에서 무엇보다도 웰빙(well-being)시대의 최대수혜자인 현대인

들이 음식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전체 구조를 윤리적으로 성찰하고

더 나아가 그것과 관련된 종합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 글은 음식윤리가 말 그대로 학제간연구의 전형적

인 사례임을 일깨우는 한편, 오늘날 너도나도 웰빙을 추구하는 삶을 살

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의 음식윤리전통으로부터 무엇을 배워

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 관심의 환기를 주문하고 있다.

* 본 논문은 2015년 3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주최한 “2015 사찰음식 학술 포럼”에서 발표된 ｢웰빙(well-being)시대의
음식윤리 모색｣(pp.73-93)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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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먹어야 산다.’는 절대적 명제의 지배

를 받는다.1) 이는 다른 유정물(有情物)들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삶의 숙명적 한계이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

에게 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실존적인 조건

으로 와 닿는다. 말하자면 삶의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먹지 않

으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먹는 것과 관련된 인간의 행위일반은 인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관

심사가 되어야 마땅하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요즘 ‘음식

윤리(food ethics; meal ethics)’란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인간의 본질적 측면에서 연유하는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되돌아보면 이제 50대 중반을 갓 넘긴 논자에게도 ‘먹는 것’과

관련된 지난날의 기억은 언제나 유쾌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새김

질된다. 의식주(衣食住) 가운데서도 식생활이 특히 보잘 것 없었

다. 음식의 양은 항상 부족했고 음식의 질 또한 엉망이었다. 우리

의 부모세대 혹은 그 윗세대의 먹을거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

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을 구하고 이를 식구들과 함께 나

누어 먹는 행위야말로 삶의 목적이자 사는 의미의 전부였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산다는 것

의 술어(述語) 내용은 가족과 공유할 음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회적 행위 그 자체였다. 그런데 주

지하다시피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절

대적으로 모자라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먹을 것이 너

1) 정진홍(1995) p.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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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흔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말이다.2) 그렇다

고 해서 예나 지금이나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한 빈곤계층의 아

픔을 외면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다만 여기서는 현대사회

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음식이 상징하는 사회적 함의와 그것을

다루는 방식,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우리들의 실천적 마음가짐(음

식윤리)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을 미리 전제해두어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이른바 웰빙시대의 바람직한 음식윤리문

화를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평

해 본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육식과

채식으로 대표되고 있는 인류의 음식문화전반에 대한 윤리적 이

해와 더불어 육식과 채식의 어느 한쪽 극단을 지양하고자 하는

불교의 독특한 음식윤리문화전통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그것은 어쩌면 여전히 낡지 않고 생생하게 작동하는 음식윤리

의 원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장밋빛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논

자는 이러한 불교의 음식문화를 육식현실주의와 채식이상주의를

슬기롭게 극복한 오래된 과거의 미래지향적인 음식윤리라고 명명

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불교의 중도주의적 음식윤리문화

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향후 웰빙시대의 보편적 음식윤리를 재정

립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제안하고 있는 셈

이다.

Ⅱ. 음식윤리의 시대적 요청

우리가 먹는 음식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존재의 필수

2) 이와 관련된 보다 포괄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김석신 외(2011),

정진홍(1995), 변순용(2009; 2014a; 2014b), 김완구(2014), 장승희(2013),

Korthals(2001), Zwart(2000), Early(2001), Pouteau(2002)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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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는 실

존적 명제의 구속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처럼 먹는

것과 먹어야 하는 인간존재의 절박성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

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철학적 명제를 한가한 잠꼬대와 같은 헛

소리로 치부해 버릴 만큼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생명

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음식은 만들어서도 안 되고, 판

매해서도 안 되며, 먹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몸에 해로운 음

식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반사회적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

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인간사회의 존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음식윤리의 정립과 공

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음식윤리의

실천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기존의 윤리규범과 법규범

및 사회(관습)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의 제고도 필요하다. 다

시 말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도덕윤리의식의 고양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도덕명제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건강이나 웰빙에 대한 관

심을 넘어 사회의 건강이나 웰빙도 함께 모색하자는 개념인 로하

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적 삶의 트렌

드가 확산되고 있어 인류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

라는 전망을 낳기도 한다. 여기에는 음식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먹어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태

학적 위기의식과 실천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3)

이처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먹는 것’의 윤리적 의미

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먹는 행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인간존재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절대적 위험에 처하

게 된다. 윤리학이 인간의 삶과 행위원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학문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먹는 행위일반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3) 김석신 외(2011) p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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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삼는 것은 윤리학의 고유한 책무에 속한다. 다른 응용윤리학

의 여러 영역들과 함께 음식윤리의 등장과 성립배경에는 이와 같

은 시대적 인식과 이를 반영한 윤리학적 응답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먹는 행위는 살기 위한 본능

적 욕구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는 윤리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사적 전통의 일부이기도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음식은 인간의 다른 모든 생활영역들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는 학제적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음식윤리는 필연성, 효율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동물의

권리 혹은 복지, 인류의 건강보장, 사회경제적 연대성 등 실로 다

양한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융복합학문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

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음식윤리는 가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윤

리학적인 접근을, 그리고 식량주권과 음식정의 및 세계화와 자유

무역 등의 정치경제적 의제와 관련해서는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4) 그만큼 앞으로 음식윤리(학)이 다루어야 할 영역

은 사실상 무제한적인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식품영양학의 기본철학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 가운데

“자기가 먹은 음식이 곧 자기가 된다.”5)는 명제를 알고 있다. 이

말은 곧 인간이 먹는 음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인류문명의 장래마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먹는 행위는 처음부터 윤리적 지향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넘쳐나는 먹을거리와 먹는 행위를 중심으

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어쩌면 세계

적 수준의 윤리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

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음식윤리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과제들은 다양한 차원의 복잡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들이 매일 먹는 먹거리의 선택도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식성에

4) 김명식(2014a) pp. 442-444.

5) 장승희(2013) p. 321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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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한 사색의 산

물이기를 강요받고 있는 세상인 것이다.6) 왜냐하면 인간의 먹는

행위는 생물학적임과 동시에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윤리

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와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는 일상적인 고민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한순간도 내려놓을

수 없는 삶의 생생한 화두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음식윤리가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대적 및 논리적 근거를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먹는 행위를 통해 자연의 순환과정과 끊임없이 접촉하

며 산다. 자연에서 얻는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는 한편,

몸의 신진대사작용을 빌려 외부의 자연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먹는 행위는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는 점에서 자연의

법칙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몸짓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먹는 행위는 인간이 자기 밖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외적인 것을 자기내면화하는 하나의 철학적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7) 다시 말해 인간의 먹는 행위는 인간이 세계 속에서 여

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

이다. 그러나 먹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생물학적 행위도 없지만 현

재 우리는 먹는 행위 그 자체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

면 안 될 실존적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식사 때마다

마주치는 식탁 위의 먹을 것들은 너무나 많은 원천에서 비롯되는

온갖 사회문제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우리들의 입안으로 들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8)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함의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평소에

는 그것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9) 바로 이 지점에서 음식윤리가 요청되고 있

6) 변순용(2014a) p. 135.

7) 변순용(2014a) p. 344.

8) 헤스터먼(2013)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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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사실 음식의 획득과 밥상의 문제는 개인윤리적인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들의 먹는 행위는 생식행위와 더불어 인간

의 가장 본능적인 존재지속성의 욕구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음

식의 생산과 분배 및 소비와 관련된 행위들은 인간사회의 다른

모든 영역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영역들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우리는 먹을거리의 획득과 분배과

정에서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것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사회경제

적 차원의 부정의 및 정의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김석

신과 신승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음식윤리는 개인적인 차원의

음식섭취와 관련된 문제; 음식과 환경의 상호관계 및 음식을 나누

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 음식재료와 음식을 만드는 단

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및 식품공정과 유통단계에서 생기

는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다.10) 말하자면 음식윤리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가공조리하

고; 폐기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11) 그와 같은 행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

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

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우리는 풍요로운 사회를 상징하는 웰빙시

대가 역설적으로 음식윤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사

실을 재확인하게 된다.12)

9) 변순용(2014a) p. 84.

10) 김석신 외(2011) pp. 65-68.

11) 김완구(2014) p. 1.

12)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언급은 다음을 참고할 것. 음식윤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Zwart(2000); 규범윤리학의 역할변화필요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서는 Korthals(2001);음식윤리의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는

Early(2002); 음식의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의미에 대해서는

Pouteau(2002); 윤리적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Hepting,

외(2014);음식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Jensen 외(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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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음식윤리의 실천과정에서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

고 있는 육식의 당연함과 채식의 소중함을 대변하는 몇 가지 관

점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기로 한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의

음식윤리관은 육식의 현실적 수용과 채식의 병행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육식의 실천적 거부와 채식의 옹호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 말 그대

로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

권리의 개념과 채식주의의 시각을 살펴보는 가운데 나름의 윤리

적 태도를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논자는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지금보다 육식은 줄이되 상대적으로 채식은 늘

리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

실적인 음식윤리의 실천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음식윤리의 실천현장: 육식인가, 채식인가?

잡식인가?

1. 육식을 계속 해도 좋은가?13)

템플스테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기반찬 한 두 가지쯤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

음식윤리를 뒷받침할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는 Brom(2000); 음식에 대한

윤리적 관심과 선택에 대해서는 Kjaernes(2012); 음식윤리와 생태윤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Ehrlich(2009); 미래의 음식문제에 대해서는

Anthony(2012); 음식윤리의 환경 덕 윤리적 정립방안에 대해서는

Hursthouse(2007) 등.

13) 이 부분은 허남결(2009) pp. 258-260 및 다른 논문들의 일부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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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밥상을 아무 생각 없이 마주 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

이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로 만든 것이든 가금류 혹은 생선고기로

요리한 것이든 넓은 의미에서 고기반찬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말

이다. 내일도 사정은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우리들의 이와 같

은 음식문화를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의 식탁

에 오르는 고기들의 원형, 즉 동물들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아무도

함부로 고기음식을 마음 편하게 즐기지 못할 것이라는 윤리적 성

찰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

를 주도하고 있는 유명한 활동가들 가운데서도 1975년 기념비적

저서인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을 내놓으면서 인간들이 동
물을 대하는 방식을 가리켜 이른바 ‘종차별주의(speciesism)’를 자

행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한 피터 싱어(Peter Singe

r)와 침팬지 연구가이자 생명평화운동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제인 구달(Jane Goodall) 등이 특히 눈에 띈다. 피터 싱어는

얼마 전 짐 에이슨(Jim Mason)과 함께 쓴 죽음의 밥상(The Ethi
cs of What we Eat)에서, 그리고 제인 구달은 최근 출간된 희
망의 밥상(Harvest for Hope)을 통해 육식문화를 채식문화로 바
꾸는 것이야말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도덕적 행동이면서 동

시에 환경파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윤리적 실천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평등’과 ‘자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육

식을 포함한 동물학대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라는 동물권리(복

지)론자나 채식주의자들의 요구는 당장 다음과 같은 반문에 직면

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nonhuman animals)'을 인

간의 도덕적 지위에 버금가는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 그것은 개나 고양이 곁을 얼쩡거리며 동물의 권리 운운하는

한심한 사람들의 배부른 소리가 아닌가? 그럴만한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자기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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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인간의 자세가 아닐까? 등과 같은

비꼬는 투의 물음말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인간적 고통이 세계적

수준에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의 고

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해도 좋다는 도덕적 가치가 곧바로 도출되

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추론방식을 무어(G. E. Moore)는 ‘자연주

의적 오류(the naturalistic fallacy)’라고 불렀다.

동물행동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이 동물을 마음대로 다

루어도 좋다는 사고방식은 상당부분 우리들의 지적 무지나 태생

적 교만함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생각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동물은 그렇지 못하다거

나 인간은 감정과 상상력 및 추리력을 지니고 있지만 동물들에게

는 그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주장 등은 그야말로 개념 없는 소리

가 되고 만다. 물론 동물들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인간처럼 도

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

다. 다시 말해 동물들은 도덕적 인격체도 아니며 그렇다고 하여

단순한 물건도 아닌, 그저 말 그대로 자연존재의 일부인 동물로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우리와 마찬

가지로 쾌락과 고통의 감각을 지니고 있어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가 하면, 추위에 떨고 힘들어 하기도 하며 고통을 받거나 반대로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도 있는 엄연한 주체적 생명인 것이

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동물들에 대해 종래의 인간중심주의적 사

고와는 별도로 최소한의 도덕적 배려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와 같은 아량을 베푸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도덕적 의무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윤리적 반성과 더불어 서구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

터 이른바 동물해방 또는 동물기본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

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먼저 인간들이 다른 동물 종을 자신과 종

이 다르다는 이유로 착취하는 종차별주의의 철폐와 동물의 기본

권리 인정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피터 싱어(Peter Sin

ger)와 톰 레건(Tom Reagan) 등을 들 수 있다. 전자는 ‘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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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든 존재들은 예외 없이 도

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인

간과 함께 다른 동물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의 이런 입장은 동

물해방론 내지는 동물복지론으로 불린다. 이에 반해 동물권리론자

인 레건은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동물의 본질적 권리를 허용

하자고 제안하면서 한 살 이상의 능력을 가진 모든 포유류를 도

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전개들

은 적어도 도덕적 대상의 외연을 동물들에게까지 넓힐 필요가 있

다는 윤리적 공감대의 확산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말이라 망설여지지만, 매일 우리들

의 밥상에 오르는 고기반찬이 되기 위해 희생당하는 식용동물들

의 짧은 일생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다. 아니 끔찍하다는 표현

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먹어 왔

던 음식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지적과 비판으

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적 흐름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

로 먹을거리의 선택, 즉 음식문화에 있어서도 윤리적 사고의 적용

을 요구받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추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상적 의미의 수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먹는 음식

때문에 도덕적으로 부주의하거나 무지하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음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동물들이 거의 대부분 공장식 동물농장에서 인도주의에 반

하는 방식으로 생산, 유통, 소비되고 있는 참혹한 현실과 직접적

인 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된 도덕적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

인다.14)

14) 동물의 도덕적 권리와 육식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롤랜스(2004), 베코프(2011), 조이(2011), 싱어 외(2008), 싱어(2012a;

2012b, 2013), 헤르조그(201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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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식으로 바꾸어야 하는가?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동물들의 고기를

먹어왔던 사람들의 식습관이 동물권리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윤리

적 도전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음식문화

가 당장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의 고기 맛은 쉽게 거부하기 힘든 인간적 유혹일 것

이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의 극히 일부분만이라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들의 음식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많은 동물권리(복지)운동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미국에서만 1

년에 100억 마리 이상의 포유류와 조류가 단지 인간들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그들의 단 하나뿐인 생명을 희생당한다.15) 우리는 맛

이라는 쾌락의 일부로 고기를 소비하지만 그들은 목숨이라는 삶

의 전부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갖다 바친다. 동물의 입장

을 대변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전자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상대적 기호의 문제지만 후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

는 절대적 가치의 포기이다. 식용동물의 대량생산과정에서 발생하

는 비위생성과 동물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외에도 그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와 분뇨의 방출은 생명생태계의

혼란과 직결되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일반인들의 건강음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채식은 이러

한 시대적 상황인식을 반영한 대안적 음식문화의 모색과도 상당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먹어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인간존재에게 음식은 사회적 맥락과 윤리적 맥락의 함축 그 자체

이다. 그런 점에서도 채식의 유행은 도덕적 담론의 주제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의제라고 본다.

15) 싱어(2012b)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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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채식주의의 실천은 동물권리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길지 않은 삶을 오직 인간의 식탁 위에 오르

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수많은 동물들

의 억울한 처지를 계속 외면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들을 음식으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도덕적 결심을 실천

에 옮겨야 한다. 음식으로 먹는 동물들의 숫자가 의학실험이나 스

포츠 및 서커스 등으로 고통 받는 동물들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당장 고기 먹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동물들의 침

묵과 분노는 언젠가 고스란히 우리들의 업보로 되돌아 올 것이

분명하다. 불필요한 살생의 결과는 그것에 상응하는 고통을 수반

할 것이 분명하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소박한 업설이 주는

윤리적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육식을 중단하고 채식

을 받아들여야 할 불교윤리적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채식주의

의 선택과 실천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동물은 사랑하고 어떤 동물은 먹는, 자기모순으로부

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멜라니

조이(Melanie Joy)는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

는 신을까”16)라는 말로 적절하게 비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채식주의자들은 공장식축산업의 폐해를 막고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채식주의의 전-세계

적 확산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채식주의의 윤리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오던 육식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 사이에는 개인적인 인식의 차이와 함께 실천상의 간격이 존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윤

리학자이자 채식주의자인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채식의 윤리

적 의미를 거듭 환기시킴으로서 채식을 삶의 일부로 과감하게 수

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육식을

16) 조이(2011)의 책 제목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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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으로 바꾸는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먹는 음

식과 마시는 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준 자연환경 사이에 완전

히 새로운 사회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다.17) 식사할 때마다 음식의 일부로 만나는 검붉은 살코기는 오염

된 음식물이자 장시간 몸 안에 머물며 정상적인 소화과정을 방해

하는 유해한 물질이다. 이에 반해 식물재료로 만든 음식은 땅으로

부터 나온 자연친화적인 음식물로서 진화적 발달단계의 산물인

우리의 몸이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강에 좋은 음

식이다.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그동안 익숙해진 식탁의 입맛을 조

금만 절제한다면 누구든지 주변의 동식물과 흙에도 관심을 갖는

따뜻한 불성(佛性)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피터 싱어의 채

식예찬론으로 이해된다. 이는 마치 밥상 위의 접시에 담긴 음식물

이 끔찍하고도 비참한 죽음의 산물인 동물의 시체라고 생각한다

면 어떻게 계속 고기를 질겅질겅 씹어 먹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와 같은 인식의 소유자인 피터 싱어

에게 채식은 너무나 당연한 윤리적 결론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 생활양식을 공유해야하는 대다수의 일반시

민들에게 육식을 포기하고 채식을 선택하라는 주문은 정서적으로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다. 채식

을 고집하는 당신이 까칠하고 유별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을 가

능성이 다분하다는 말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육식의 불편한

진실을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는 보편적인 식사관행으

로 자리 잡은 육식문화의 거부가 가져올 인간관계의 후유증이 결

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도 적지 않은 관련성이 있다.18)

17) 싱어(2012a) pp. 307-308.

18) 육식과 채식의 찬반양론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대신

김명식(2014a; 2014b),이순성(2014), 전병술(2014), 김학택(2013),

김명식(2013),리어 키스 지음, 김희정 옮김(2013), 김남준(2011),

김성한(2010), 최훈(2010), 맹주만(2009a), 맹주만(2007), 최훈(2009),

김명식(2008),맹주만(2009),Tasmin Dilworth, Andrew McGregor(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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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서 음식윤리문화가 비단 음식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관계의 시작이자 마무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육식의 거부와 채식의 옹호를 둘러싼 시시비비와는 별개로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사람들이 점차 채식주의가 윤리적인 행동

일 뿐만 아니라 요리법만 제대로 익힌다면 영양과 맛 또한 육식

못지않게 훌륭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생태계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채

식이 평가받고 있는 도덕적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입장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도

덕적 성찰이 전제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육류소비가 향후 인류의

미래에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들을 특히 경계하고 있다는 공통점

을 보여준다. 그들은 식용동물에 대한 인간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목격하게 된 지금이야말로 고기음식의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이거

나 아예 고기 먹는 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동물

의 타고난 본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가운데 유기농으로 생산한 고

기만 먹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덧붙여 동물들의 고기로 만든 음식은 그들의 행복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유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19)

그런데 윌 터틀(Will Tuttle)에 의하면 불살생계의 실천을 으뜸

으로 삼아야 할 불자들 가운데서도 이른바 삼종정육(三種淨肉)의

비유를 들어 동물성 음식물의 섭취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말한다. 붓다는 분명히 육식을 금지했지만 주

어진 환경상황이 도저히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세 가지 깨끗한

고기, 즉 나를 위해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를 위해 죽였다

는 말을 듣지 못한 고기; 그리고 나를 위해 죽였다는 의심이 들지

Wyatt Galusky(2014), Jerome R. Ravetz(2002) 등을 참고할 것.

19) 구달 외(2008) pp. 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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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고기음식에 한해서는 억지로 사양하지 말고 수행의 양식으

로 삼아도 좋다는, 조건부 허락을 했다. 윌 터틀은 이를 후대 사람

들이 붓다가 육식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논리적 배경으로

삼는 것은 삼정육의 취지를 크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

늘날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깔끔한 모양의 포장육은 그야

말로 삼정육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소비하는

양만큼 재고량이 줄어들 것이 뻔하며 이는 다시 새로운 고기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그것의 결과는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동물

들이 얼마 뒤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 영문도 모른 채 죽어야 하

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우리가 동물들을 직접적

으로 살상하는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20) 불자들이 이런 저

런 이유를 들어 육식의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불살생계의 위반

과 환경파괴의 과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지

구공동체의 종말을 스스로 앞당기고 있는 인류의 공업(共業)에 적

극 동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은 육식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채식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까?21)

유감스럽게도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

이라는데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

3. 잡식성동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

육식과 채식으로 대별되는 음식문화 사이에는 음식에 대한 기

본적인 철학의 차이와 함께 한 번 만에 건널 수 없는 오래된 식습

20) 터틀(2013), p.277.

21) 윤리적 채식주의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는 특히 키스(2013),

페트리니(2003), 전병술(2014), 김남준(2011), 맹주만(2007; 2009a; 2009b),

최훈(2009; 2010)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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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익숙함이 가로놓여 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동물권리운동

가들은 값싼 육식문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장식축산농업의 숨겨

진 진실을 파헤쳐 그것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해 왔다. 그

러나 개개인의 입맛에 따른 음식기호와 그(녀)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다. 사소한 행동의 변화에도 수

많은 변수가 함께 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

일진대 하물며 수 천 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오던 식습관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데는 함부로 단순화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

적인 요인들의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모 사

피엔스 종은 육식 혹은 채식에만 유리한 신체구조가 아니라 자신

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육식과 채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진화된 잡

식성동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류가 굳이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해야 할 아무런

생물학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지만 육식이 자연적인 수준

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를 훨씬 넘어 지나치게 확장된 나머지 그

것으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환경적 비

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이른바 윤리적 채식주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

자 도덕적 성찰이 전제된 새로운 음식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음식윤리의 현실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의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식과 채식을 일부러 구별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면하게 되는 다

양한 조건에 따라 육식과 채식이 뒤섞인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

는 잡식성 식습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구상에는 육식

과 채식을 구분할 여유조차 없는 1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절

대적 배고픔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육식과

채식을 둘러싼 찬반양론은 그야말로 배부른 헛소리에 불과한 것

일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우리는 피터 싱어와 짐 메이슨이 말하는

양심적인 잡식주의자(conscientious omnivore)22) 정도로만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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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윤리적으로 충분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음식으로서 고기나 생

선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일정한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

키는 것만 먹으려고 애쓴다. 다만 양심적인 잡식주의자들이 제안

하는 음식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

로 양심적인 잡식주의자의 행동 슬로건은 적어도 최소한의 윤리

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

한 사실이다. 그들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사먹는 식품재료의 윤리적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음식의 맛과 편리함, 가격 대비 품질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균적

인 교양인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양심적인 잡식주의자들은 자신의 건강문제에 관심

이 많고 우리들의 음식습관이 생명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그들

은 우리가 매일 먹는 먹거리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

든 문제들을 일단 윤리적으로 검토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

고 있는 사람들인 셈이다. 이를테면 양심적인 잡식주의자들은 아

동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고 수확한 커피와 코코아 콩을 구입하는

가 하면, 각종 성장호르몬제와 항생제, 살충제 등의 처방을 받지

않은 유기농사료를 먹인 젖소의 우유와 유제품을 사려고 노력한

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값싸고 맛있는 음식과 편리한 접근성을 결

코 배제하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의 면모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

다.23) 이처럼 양심적 잡식주의자들은 윤리적으로 많은 것을 동시

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지랖 넓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해 본다. 그런 그들이 육식 위주의 전형적인 도시형 식단

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도덕적인 진보

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어떠한 종류의 동물성식품도

22) 싱어 외(2008) pp. 124-264.

23) 김완구(2014)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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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배격하는 완전 채식주의자, 즉 베전(vegan)의 길로 들어

서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도덕적 모순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실천적인 음식윤리의 입장은

양심적인 잡식주의자들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

상된다.

소박한, 그러면서도 일상적 삶 속의 평균적인 윤리주의자이기

를 자처하는 논자는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식윤리에서도

‘～해야만 함/～해서는 안 됨’의 당위명제로부터 지금 당장 ‘～할

수 있음/～할 수 없음’의 가능명제로 윤리적 관심의 범위를 축소

할 것을 감히 요구하고 싶다. 왜냐하면 윤리적 물음들에 대한 구

체적인 처방은 ‘해야 함’ 보다는 ‘할 수 있음’이란 관점에서 발견되

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육식의

부당함을 문제 삼되 채식의 완전함에 현혹되지도 않는 음식윤리

의 실천사례로 윤리적 잡식주의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

비해 교육수준과 시민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오늘날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 정도의 윤리적 사고와 실천적 행동은 얼마든

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논자의 낙관적 기대이자 희망이다.

이러한 윤리적 잡식주의는 표현만 다를 뿐 ‘절제된 채식주의(demi

-vegetarianism)’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24)

일상적 실천가능성을 배가시켜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25)

먹을거리와 관련된 문제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상징을 표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음식을 마주할 때마다 언제 어

디서나 마치 유대교인들이 음식금기를 준수하듯이 일종의 종교적

24) 김학택(2013) pp. 87-109.

25) 육식과 채식을 떠나 윤리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예컨대, 박병상(2014), 키스(2013),

헤스터먼(2013), 프레이저, 리마스(2012), 폴란(2011), 로빈스(2008),

헤즈먼(2007), 험프리스(2004), 페트리니(2003)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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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음식윤리는 먹거리를 둘

러싼 인간적 현실과 윤리적 이상의 중간지점 어디에선가 조용하

게(??) 둥지를 틀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Ⅳ. 불교의 음식윤리: 육식현실주의와 채식이상주의의

중도적 지양

옛날에 비해 생활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면서 현

대인들은 많은 양의 음식과 맛있는 음식으로 요약되는 풍족한 음

식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불교적으로 말하면 음식을

갈애의 대상으로 삼는 삶의 방식이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성인병과 난치병의 만연은 바로 그와 같은 탐욕심이 낳은

음식문화의 업보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반해 수행과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는 음식의 섭취를 수행자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최

소한의 양으로 엄격하게 제한함과 동시에 맛과 냄새에 대한 집착

을 철저하게 거부했다. 그것은 마치 사막을 건너기 위해 길을 나

선 부부가 양식이 떨어지자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죽여서 만든 육

포의 맛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26) 처음부터 육식이냐 혹은 채식

이냐의 문제는 관심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

서 불교의 음식문화를 채식주의로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결론일 수도 있겠다. 육식과 마찬가지로 채식 또한 탐욕

(쾌락)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순간 불교적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웰빙의 한 측면이기도 한 채식열

풍은 반드시 바람직한 사회현상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는 생각이

다. 그것조차 또 다른 애착심의 발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6)상윳따 니카야 2권, pp. 29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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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문제는 육식문화의 현실과 채식주의의 이상을 함께

아우르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음식윤리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 해답을 불교의 음식

윤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반가움의 불빛을 발견한다. 붓

다의 중도주의적 세계관은 음식윤리에 있어서도 육식과 채식 가

운데 어느 한쪽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세련됨을 보

여준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불교의 음식윤리문화를 되돌아보는 이

유는 음식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불교의 가치

중립적인 경향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대인들은 불교의 중도주의

적 음식윤리로부터 배울 것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어쩌면

음식과 관련된 붓다의 가르침은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는 육식

현실주의와 무턱대고 지지만 할 수 없는 채식이상주의를 넘어 인

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음식

윤리를 모색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

여 주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붓다의 중도주의는 감각기관을 즐겁게 하

는 세속적 쾌락주의와 감각기관을 고통스럽게 하는 종교적 고행

주의를 모두 배제했다. 이는 음식의 경우에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

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육식이든 채식이든 관계없이 그것을 지나

치게 즐기거나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것은 둘 다 붓다의 중도주의

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초기불교경전에서

출가자와 재가자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계율은 존재하지 않는다.27) 다만 살아 있는 생명체

를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도 못

본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뿐이다. 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불살

생계의 정신과 그것의 도덕적 함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대승불교경전인 열반경, 능가경, 범망경 등에
서는 육식을 가리켜 불성(佛性)의 종자를 끊는 범계행위라고 하여

27) 마성(2004a)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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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28) 여기서는 일단 논외의 문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붓다의 생전에도 ‘비린 것’에 해당하는 고기와 생선

을 먹어도 좋다고 한 붓다를 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다. 그러

나 붓다는 ‘비린 것’이란 생선이나 고기 음식자체가 아니라 사람

들이 짓는 ‘악행’이라고 역설했다. 그래서 자신은 비린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행을 삼가라고 가르치는 사람임을

표방했던 것이다29). 그런 붓다에게는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는 채

식주의자 보다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육식주의자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붓다는 당시의 탁발관습을

감안하여 ‘비린 것’의 범주를 “나를 위해 죽이는 것을 본 고기; 나

를 위해 죽였다는 것을 들은 고기; 나를 위해 죽인 것이라는 의심

이 드는 고기”30)로 제한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기는

먹어도 좋다고 말했다. 이른바 삼종정육이란 단서를 달아 육식금

지의 족쇄를 완화한 현실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

나 삼종정육의 본래 취지는 환경에 따라 고기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항상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불자인 우리가 삼종정육의 오남용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와 함께 채식도 식물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넓은

의미의 살생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율장에서는 나

무를 자르고 불태우는 사람; 농작물과 초원을 짓밟는 사람; 땅을

파헤치는 사람 등에게도 계율의 위반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있

기 때문이다. 다만 불교에서는 살생으로 인한 과보의 크기에 차이

를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물보다는 식물을 죽이는 것이 상대

적으로 가벼운 위반이라고 가르친다. 물론 동물 가운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바라이 죄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살기

위해 먹는 존재인 인간은 동물이나 생선 혹은 식물을 재료로 삼

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2014), pp. 146-159.

29) 숫따니빠다의 ｢아마간다숫따｣ 참조. 마성(2014a) p. 225에서 재인용함.
30) 맛지마 니까야 2권, pp. 47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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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살아 있는 모든 생

명은 죽은 다른 생명을 먹이로 삼을 때 비로소 생존과 번식이 가

능하다. 생존과 번식을 추구하지 않는 자연존재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향유할 자격이 없다. 이는 인간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생존법칙이자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다. 너의 죽음을 통해서

만 내가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야말로 자연의 불가사의함

그 자체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생

산되고 또한 소비된다. 불교에서 음식은 자신의 몸을 유지하고 일

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물

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이 육식

이든 채식이든 어느 한쪽에 집착하거나 다른 한쪽을 병적으로 거

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시에 경계해야 할 음식윤리의 관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존재의 생명을 빼앗은 결

과인 음식을 먹고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

해야 할 도덕적 의무만 남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먹

는 음식으로 소비하는 모든 생물체들에 대한 도덕적 죄값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지면의 한

계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회를 빌려야 할 것으로 본다. 웰빙시대

의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만 신경을 쓸 뿐 ‘먹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

인다. 말하자면 먹을 것의 풍족함에 비해 윤리적 성찰의 빈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중도주의적 음식윤리는 음식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서

도 주목할 만한 장면을 연출한다. 붓다에게 음식은 말 그대로 육

신을 지탱시켜주는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가 비유

로 든 이야기는 섬뜩할 정도이다. 새삼 음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어 갑자기 먹는 것에 대한 숭고한 의미부여

와 본질적인 숙연해짐을 느낀다. 붓다는 사막을 건너가던 도중에

양식이 떨어진 부부가 자신들의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잡아 “육포

를 만들고 꼬치에 꿰어 구워서 만든 (아들의) 고기”31)를 먹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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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사막을 건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고기를 씹는 부모의 혓바닥에 맛이나 향기가 느껴질리 만

무하다. 이처럼 붓다는 오직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그리고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음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너무 많이 먹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는 양 극단을 철저하게 부정

했다. 그와 같은 음식습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깨달음의 자양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32) 과식은 졸음과 나태를 불러오

고 단식은 쇠약과 혼미를 가져올 뿐임을 수행경험상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붓다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론이었다. 무엇보다

도 붓다는 ‘무엇을 먹느냐’ 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을 것인

가’33)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상좌부불교의

전통에서는 오후불식(午後不食)이라는 건강한 음식문화가 있다.

이는 과다한 음식물섭취로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

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여기서도 보듯이 불교의 음식

윤리는 음식의 재료를 굳이 가리지 않아도 좋으나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 위에 오르게 되었는가를 유심히 살펴볼 것을

주문한다. 다시 말해 붓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의 윤리적

성찰을 심도 있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음식을 단순한

미각의 대상이 아닌 약으로 생각하고 먹도록 가르친다.34) 여기서

우리는 음식윤리와 관련된 붓다의 도덕적 입장이 상징적으로 드

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불교의 중도주의적 음식윤

리는35) 현대사회의 육식만연주의와 소수계층의 채식근본주의를

31) 상윳따 니카야 2권, pp. 299-302.
32) 공만식(2008a) pp. 1-35.

33) 김한상(2013) pp. 201-234.

34) 김재성(2014) pp. 47-61.

35) 불교의 음식문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조계종

한국불교사업단(2013), 김재성(2013), 공만식(2008), 김한상(2013),

이자랑(2013), 장병주, 윤선희(2012), 서혜경(불교의 음식문화),

김한상(초기불교의 네 가지 음식에 대한 고찰), 공만식(붓다시대의

식생활), 이을상(2012), 마성(불교는 육식을 금하는 종교인가), 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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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여읜 새로운 음식윤리의 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지표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음식윤리의 정의(definition), 즉 음

식윤리의 내포와 외연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류의 생존과 건강 및

복지가 아닐까 싶다. 자연적 존재로서 인간동물은 자기 자신의 안

녕과 번성을 외면한 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미래지향

적인 음식윤리가 인간의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또한 음식윤리는 인간사회와 자

연환경의 공존적 질서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이 계속 이 지구

상에 살아남을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진다. 우리세대가 누리고

있는 풍족한 삶이 후손들의 복지는 고사하고 생존 자체마저 위협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면 이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넘

어 반인도주의적인 범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음

식윤리는 사회적 형평성과 동물의 복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배려와

함께 각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도덕적 의무감을 갖는다. 뿐

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아무렇게나 착취하던 지금까지

의 악습도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동물들을 도

덕적으로 대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와 동일한 그들의 유정성(senti

ence; 有情性)을 고려하는 것이며 인류전체의 건강과 생태계의 지

스님(2010), 대한 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사업단(2014)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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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도덕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36)

이와 같은 가치의 다원성을 함축하고 있는 음식윤리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의

사결정과정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는 육식과 채식 간의 논쟁뿐만 아니라 공장식축산업과 동물복지

혹은 생태친화적 축산업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

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37) 이처럼 음식윤리는 말 그

대로 융복합형과제로서 학제간연구의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돌이켜 보면 육식과 채식의 구분을 떠나 음식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강조한 붓다의 음식윤리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

을 떨칠 수 없다. 음식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심신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양과 질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붓다가 병들고

뚱뚱한 현대인들에게38) 던지는 시대적 경책이다. 불교의 중도주

의적 음식윤리는 서양윤리학에서 말하는 환경 덕 윤리(environme

ntal virtue ethics)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도 불교의

음식윤리는 붓다의 가르침이 흘러간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여

전히 작동하는 현재진행형임을 거듭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렇다

면 웰빙시대의 음식윤리는 불교적으로 먹기와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둘이 아니라 곧 하나의 삶으로 파악되는 불교의 중도주의적

음식윤리전통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와 관

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들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다.

36) 김명식(2014b) p. 111.

37) 위의 논문, p. 112.

38) 현대사회의 먹거리 체계와 종합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Hursthouse(2007),

Anthony(2012), Ehrlich(2009)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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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arch for Food Ethics in the Age of 
Well-being : Eating in the Buddhist way and 

living ethically is the answer

Heo, Nam-Kyol

Dongguk University

The history of eating is an instinctive activity and a

social behavior of humans that began together with the

birth of humanity and that has continued since then. If we

consider the study of ethics to be a search of the principles

behind behavior for providing answers to the practical

questions related to our thoughts and actions, it seems that

the emergence of ‘food ethics,’ which deals with the behav-

ior of eating is an obvious consequence. As an extension

from this line of thought, and taking a general look at the

importance of food ethics, this essay strives for an ethical

understanding of the food ethics culture of Buddhism. For

instance, it is widely understood that eating meat is strictly

forbidden in Buddhism, but in reality, this is no more than

calling into question the character of the given food and the

attitude of a trainee who takes it, rather than opposing the

act of eating meat itself. Such food ethics culture of

Buddhism could be defined as what is called a centrist food

ethics. In the process of our discussion, we expect to obtain

diverse views on the concept of animal rights that were de-

veloped in Western ethics and on the possibility of ethical

justification of vegetarianism.

In this essay, I wants the modern people, who are the



310 ∙ 印度哲學 제43집

biggest beneficiaries of this age of well-being, to explore

the whole system of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

sumption of food from an ethical viewpoint, and to step fur-

ther and cultivate the ability to make a comprehensive value

judgment on these matters. However, we are truly fortunate

in that we believe that if people become aware of the fact

that they can find reasonable and practical principles re-

garding these matters from the centrist food ethics culture

of Buddhism, they will acutely understand how the teach-

ings of the Buddha is still progressive in the present. On

one hand, this essay will enlighten the readers on how food

ethics is literally a classic example of interdisciplinary re-

search, and on the other, it demands the arousal of moral

interest on what could be learned from the food ethics tra-

dition of Buddhism for most of the people who pursue

well-being in the present world. However, it should be

frankly acknowledged that my essay only shows various

critical views related to food ethics, and is limited by its

contemporary character in many aspects. Regarding this

point, modifications and supplementation will be made as far

as opportunity allows.

Keywords: food ethics, eating meat, animal rights,

vegetarianism, food ethics culture of Buddhism,

centrist food ethics, age of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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