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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 모든 거주자들의 선업으로
이 아름다운 행성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업이
새롭게 지은 나쁜 과보로 다 덮여 버리면
이 행성과 거주자들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은 소멸될 것입니다.
선한 업을 만드세요.
사랑을 베풀고
채식을 하고
환경을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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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최근 몇 년간 많은 회의와 매체 인터뷰, 제자들과의 모임에서 칭
하이 무상사는 현재 지구의 기후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긴박
한 상황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구는 불타고 있는 집입니다.
모두 함께 마음을 합쳐 불을 끄지 않으면 우리 집을 잃게 될 것입니
다.” 그러나 칭하이 무상사는 모든 인류가 개인적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고무적인 해결책 또한 제시했습니다. ‘채식으로 지구를 구하
자’는 것입니다.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자연재해로 수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나고
수백만 명이 터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적인 손실은 수
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많은 섬이 수몰됐고 여
러 섬나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적인 강우
현상과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으로 많은 지역이 피해를 받아 식량 및
물 부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후 전문가들은 ‘통제 불능의
지구 온난화’ 가능성을 제시하며 날씨가 더욱 극단적으로 될 것이라
고 경고합니다.
이 책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주된 요인들을
열거하면서 온난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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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칭하이 무상사가 20년 이
상 견지해 온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식용으로 동물을 사육하
는 것은 귀중한 수자원과 대지,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할 뿐 아니
라, 놀랍게도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1%를 차지합니다. 또한
축산업은 대기 중 메탄가스를 조성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지만 그 수명은
훨씬 짧습니다.
이에 따라 칭하이 무상사는 아주 논리적으로 따져 봤을 때 육류
생산을 중단하고 ‘채식’, 즉 식물성 식단을 채택하면 즉각적으로 지
구의 온도를 낮추고,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재난을 치유하며,
수조 원에 달하는 기후변화 대처 비용을 경감시킨다고 말합니다. 또
한 이렇게 전환했을 때 이 모든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으며, 사회와
지구에 어떤 악영향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산업
및 운송 부문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그 정도로 절감하려면 경
제에 파괴적인 충격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기술 개발은
수년이 걸리지만, 비건 채식* 식사를 할 때마다 메탄 배출은 줄어듭
니다. 그러므로 비건 생활 방식은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적
은 비용으로 기후 위기를 해소하는 해결책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남
겨진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

* 비건(Vegan) 채식: 육류·유제품·어류·가금류·계란(유정란, 무정란 모두 포함) 등
일체의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완전 채식-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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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많은 기후 전문가, 환경학자, 정부 관료들은 최악의 기후변화 피
해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이 방식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들의 목소리는 마침내 전세계가 육류와 유제품이 배제된 식단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2010년 6월 UN 보고서로 귀결되었으며, “의
사 결정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즉각적인 전환이 시행되도록 법을
제정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칭하이 무상사의 긴급
호소에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탄소 발자국보다 더욱 파괴적으로 기후 위기를 초
래하는 것은 매년 수십억 마리의 무고한 가축들을 도살하면서 남기
는 우리의 피 묻은 발자국일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이러한 도덕
적인 범죄가 전 지구적인 규모에 이르러 우리의 폭력적인 행위가 자
연재해의 형태로 되돌아 온다고 경고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전세계 모든 위대한 종교 경전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가르침
입니다.
정말이지 인류는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구를 구할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자
비롭고 생명을 살리는 식물성 식단을 채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
변을 둘러싼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보로 결국 인류
는 더 높은 의식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와 조
화로운 관계를 회복하여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사랑이 넘치는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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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가 약속한 대로 지상천
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변화를 이루도록 합시다. 우
리의 문명과 지구를 진화시키고 고양시킬 선택을 합시다.

편집부

편집자의 주:

이 책은 칭하이 무상사가 여러 국제 회의와 제자들과의 모임에서 하신 말씀, 매체
와 인터뷰하신 내용 등을 원문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출처에 대해서는 185페이지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스승이자 예술을 창작하시는 칭하이 무상사는 내재된 영성의 아름다움을 전
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스승님은 베트남을 ‘어울락’
으로, 대만은 ‘포모사’로 부르십니다. ‘어울락’은 베트남의 옛 이름으로서 행복
을 뜻하며, ‘포모사’는 섬나라와 그 국민의 아름다움을 보다 완벽하게 반영하는 이
름입니다. 스승님은 이러한 이름을 쓰면 그 나라와 국민의 영성이 고양되고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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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이 무상사 약력

칭하이 무상사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주의자, 환경운동가,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 음악가, 영화감독, 영적 스승입니다. 인류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배려는 모든 인종과 국경을 초월합니다. 1980년
대 초반부터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인 생태주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서 환경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호, 삼림 재조성, 지속 가능한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 위기에 대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
책인 유기농 비건 채식을 장려해 왔습니다.
흔들림 없는 굳은 결심으로,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기후변
화의 참혹한 피해와 비건 채식 해결책을 전세계에 알리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녀는 ‘대안적인 삶’과 ‘SOS 지
구 온난화’ 캠페인을 펼쳤고 ‘러빙헛’의 창립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러
빙헛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제 비건 채식 레스
토랑 체인으로, 그녀의 본보기를 따라 시작된 비정부기구(NGO)인 칭
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뉴스
잡지와 저서를 출간하고, 2005년 ‘진정한 영웅(The Real Heroes)’이라
는 채식 다큐멘터리와 2010년 ‘왕과 신하들(The King & Co.)’이라는
TV 드라마를 감독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했습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매일 24시간 방송되는 전세계 위성 T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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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비건 채식, 마음을 고양시키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소식
을 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칭하이 스승님은 15개국에서 개최된 29차례의 기후
변화 회의에서 환경 전문가, 정부 지도자, 유명인사 및 의식 있는 시
민들과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고, 이들 회의는 위성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녀가 제시한 ‘채식과 환
경보호로 지구를 구합시다’라는 구호가 전세계에 널리 퍼졌고, 인류
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비건 생활 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또한 친절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신의 모든 창조
물에 대한 우리 내면의 선과 사랑을 일깨웁니다. 영적인 성취로 얻어
진 깊은 통찰력을 통해 그녀는 인간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 환경 파
괴의 근본 원인이 우리가 무고한 동물 친구들을 비롯한 다른 존재들
에게 가한 폭력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약하고 말 못 하는
동물들에 대한 자비심으로, 칭하이 무상사는 세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고귀
한 야생』이란 책을 썼습니다. 여러 언어로 출판된 이 보석처럼 빛나
는 책들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깊은 생각과 감
정을 드러내며, 그들의 신성한 본성과 조건 없는 사랑을 조명하고 있
습니다.
중부 어울락(베트남)에서 태어난 칭하이 무상사는 유럽에서 공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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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십자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곧 전세계 어디에나 고통이 존
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갈망이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영적인 깨달음을 찾아 히
말라야로 구도의 길에 올랐고, 마침내 내면의 빛과 소리를 관하는 신
성한 명상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를 관음법문이라 명명
했습니다. 얼마간의 신실한 수행 끝에 칭하이 무상사는 위대한 깨달
음을 성취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의
요청에 따라 칭하이 무상사는 관음법문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내면을 성찰해 자기 자신의 위대한 신성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곧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강연
초청이 이어졌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로운 마음은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서도 잘 나타납니다. 자신의 예술 창작 활동으로 마련된 기금을 통
해, 그녀는 전세계적인 재난 구호와 박애 활동으로 불우한 처지에 놓
인 신의 자녀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실천해 왔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자신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바라지 않지만 전세계 정부와 민간 단체로부터 수많은 상을 받았습
니다. 여기에는 세계 평화상, 세계 영적 지도자상, 인권 신장상, 세계
인도주의 시민상, 인류에 대한 탁월한 공익 봉사상, 2006년 구시 평
화상,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 표창장, 2006년 제27회 텔리상 1등
은상,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활동적 생활 방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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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상, 2010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자원봉사 대
통령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하와이 주와 일리노이 주 정부에 의해 10월 25일과 2
월 22일이 각각 ‘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선포되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선포식에서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레이건 전
대통령이 칭하이 무상사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칭하이 무
상사 역시 고결한 이들을 표창해 다른 이들이 그들의 모범적인 모습
에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빛나는 세계상’ 시리즈를 창설하였습니다.
이 상은 비범한 영웅적인 행동과 자비심, 지도력, 용감함과 지성 등
을 보여 준 훌륭한 사람들과 동물에게 수여됩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와 그 거주자들의 아름다
운 미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 무아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역
사적으로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꿈을 표현합니다. “내겐 꿈이 있습니다. 나는
전세계가 평화로워지길 꿈꿉니다. 나는 모든 살생이 멈춰지길 꿈꿉
니다. 나는 모든 아이들이 평화와 조화 속에 거닐기를 꿈꿉니다. 나
는 모든 국가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 도와주길 꿈꿉
니다. 나는 우리의 아름다운 행성이 파괴되지 않기를 꿈꿉니다. 수억
수조 년이 걸려 만들어진 이 행성은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나는 이 행성이 평화와 아름다움, 사랑 속에 지속되길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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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말 이 세계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안아 주며 말
하고 싶습니다. “깨어나세요.” 난 그들을 껴안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깨어나세요. 이제는 깨어나세요. 사랑하는 여러
분, 깨어나세요. 친구 여러분, 깨어나서 자신을 구하세요.”

세계 지도자들을 향한
칭하이 무상사의 개인적인 호소

세계의 용감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장벽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
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것에 나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중이
그들의 선의를 고맙게 여기지 않더라도 천국은 이를 기억할 것이고,
훗날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와 자비심, 숭고함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긴 쉽지 않
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아주 적습니다. 한 국가에 오직 한 명의 왕
과 한 명의 여왕, 왕자와 공주 몇 명, 대통령 한 명, 수상 한 명이 있
을 뿐입니다. 세상의 일반 대중에 비하면 지도자는 극소수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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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용감한 지도자, 용기 있는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 지혜로운 지
도자는 훨씬 더 적습니다.
이런 현명하고 용감한 지도자에게 우리는 전적인 지원과 존경을
보냅니다. 그들이 고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천국이 그들에게 더
욱 큰 힘과 지혜를 주길 기도합니다. 말했듯이, 지도자는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고 용감한 지도자는 더욱 적습니다. 지도자라면
무엇이 국민에게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좋은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장려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
쁜 것은 저지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도자
입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는 비동물성 비건 생활 방식을 장려하자
가장 훌륭한 정부는 일반 서민과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정책
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는 지금이 예외적인 조치
가 요구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세계의 모든 지도자와 정부들이 신속하게 비동물성 생활 방
식을 장려하길 제안합니다. 그래야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모든 정부가 국민들에게 건강에 이로운 비동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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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장려한다면 지구는 즉시 구해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 이로운 활동들로 생계 수단 또한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식량이 부족하므로 정부는 비건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을 지원하
고 다른 녹색 사업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
다. 정부는 지구를 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유기농업에 보조
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모든 국민들과 모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세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용하는
용기를 보여 주세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권력을 이 세계
를 구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현재 범세계적인 축산업은 에너지 부문과 비슷한 정도로, 혹은 그
이상으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 영
향이 최소한 80%는 됩니다. 육류 생산은 매일 국민들의 수자원을 고
갈시키고, 건강을 해치며, 국민들을 전쟁으로 내몰고, 새로운 치명적
인 질병을 낳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국민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이걸
멈출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겐 여러분의 영웅적인, 비건 채식의 빛나는 본보기가 필
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정부와 지도자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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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유기농법에 관한 법이나 캠페인을 제정한다면 절실히 요구
되는 비건 생활 방식으로의 전환이 크게 촉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민들과 국민들은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고, 여러분
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지지할 것이며, 또한 세상을 구한 인물로 여러
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
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구해 준 것을 기억할 것입니
다. 천국에서도 큰 포상이 있을 겁니다.
채식으로 바꾸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용서와 평화를 장려하세요.
그러면 가난과 분쟁, 심지어 재정 위기, 세계적 유행병 등의 다른 위
기들도 더불어 사라질 것입니다.
각 나라 지도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노
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해결책의 일부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실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속도도 신속하지 않기에 여러분께서 용기와
신념을 갖고 더 많이, 더 빨리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운동의 힘을 이해하는 매체를 비롯한 전세계의 기관들에 감
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흥미롭고 인도적이며 유익하고 세련된 비동
물성 비건 생활 방식을 알리고 격려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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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개인들에게도 감사드립니
다. 하지만 부디 늦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과 이웃, 온 인류가 변화되도록 촉구하고, 비건
채식인이 되어 그들 자신과 가족, 아이들, 동물을 구하고, 그들 삶에
서 가치 있게 느끼는 모든 것을 구하도록 계속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라야
가능합니다.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데 물 호스는 바로 우리 앞에 있
습니다.
그걸 들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그저 비
건 채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얼
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
십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존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입니다. 우리가
비건 채식을 하는 새롭고 자비로운 행성으로 깨어나면 천국의 무한
한 사랑의 에너지와 자애, 축복이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앞에 놓인 이 평화를 향해 계속 나아가길 기
도합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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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지금 바로 육식을 멈춘다면 8주 안에 기후가 좋
은 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손상됐던 모든 것들이 8주 안에 정
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육식을 그만두
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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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출간에 부쳐

『위기에서 평화로-유기농 비건 채식이 해답이다』는 2010년
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과 칭하이 무상사의 다른 노고에 영향
을 받아 많은 정부 관료들과 종교 지도자, 매체들이 기후변화를
줄이고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환으로 비건 채식을 지지하
고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수개월에 걸친 집중적인 명상 후
2012년 3월, 이러한 긍정적인 노력들이 우리 행성의 운명을 바
꾸어 지구의 문명이 최소한 반세기 더 존재하도록 연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칭하이 무상사는 공개적인 서한을
통해 전 세계 개인과 단체들이 행한 더없이 귀한 일들에 대해 고
마움을 표했습니다. 『위기에서 평화로』 개정판은 이어지는 페이지
에 그 편지(원문 영어)를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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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서한
존경하는 정부 지도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종교계의 자애로우
신 지도자 여러분, 고명하신 언론 매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고귀하신
대중 여러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지구가 존속될 수 있는 기
간이 반세기 연장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리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
습니다. 이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귀한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더 한층 보호를 받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건강한 생활, 더 큰 평화, 화합, 인권, 동물 복지, 인도주의 활동, 사회
복지 프로 그램, 환경 보존 등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캠페인과 보호법령
제정에 동참한 활동 모두가 이런 지혜롭고 사려 깊은 행동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저는,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지구
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 간의 조화로운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촉진시
키는 일에 우리가 같은 팀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평화롭고 더욱 발전되고 풍요로운 세계를 더
한층 확고히 하기 위한 이런 고귀한 노력을 다 같이 계속하기를, 나아가
이전보다 더욱 많이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존경의 마음으로

칭하이 무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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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칭하이 무상사는 지구의 생존을 위해 지속
적으로 깊이 명상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더
없이 기쁜 마음으로 2012년 12월, 천국으로부터 받
은 매우 고양된 소식을 세계와 나눴습니다. 바로 우
리 행성이 구해졌으며 앞으로 수백만 년간 보존되
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행성을 구했습니다. 지구가 오래
오래, 아주 오랫동안 존재하게 된다는 말입
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더욱 내면으로 들어
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면의
신성과 더욱더 연결돼야 합니다.”
~ 칭하이 무상사
2012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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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채식이
세상을 구한다
현 상황은 긴급합니다.
우리가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비건 채식은
우리 지구의 환경, 생존, 건강,
경제 등 모든 문제에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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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 지구가 동물과 나무, 식물 등을 포함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더 좋게 바뀔 수 있는 건설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고 굳게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기를 육식과 마약 복용, 흡연, 음주 등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자 함께 노력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많은 나라에서 흡
연을 금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즉시 하나가 되어 지구상에 가져올 기
적과도 같은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I. 전 지구적 위기
지금은 긴급 상황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
두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문제의 대처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 놓았습니
다.” 1
-반기문

“우리가 당면한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인 비상사태입니다.”
-앨 고어

세계 과학자들은 어떤 한계점을 지난 뒤 기후변화가 다음 단계로
진입하면 급속히 빨라질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대파멸이 올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동토층 아래 안
전하게 저장되어 있던 메탄가스가 호수들과 여러 장소에서 부글거
리며 분출되고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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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그 막대한 양의 가스가 쏟아져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
게 되면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구 온난화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아, 우리 모두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다른 파괴적 영향들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
열을 반사하는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는데, 머지않은 여름에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수십 개의 섬들이 가라앉았거나
수몰 위기에 있으며, 해안 지방은 이산화탄소 수치가 정상을 초과하
여 지나치게 산성화되는 바람에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해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대형 산불이 더 빈번하게 발생
하고, 전체 야생 생물종들이 자연적인 상태보다 100배나 더 빨리 멸
종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폭풍이 발생하고, 질병을 옮
기는 모기떼들이 기온이 높아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
계 빙하가 사라지고 있으며, 수만 개의 호수와 강들이 말라붙거나 사
라졌고 사막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친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현재 20억 인구가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2천만 명은 어떤 공식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난민과
같은 절망적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언제나 인간의 폭력적인 행위에 따른 결과입니
다. 그 첫째가 육식입니다.

[또한] 축산업은 세계 토양 침식의 중대한 원인입니다. 또 사막화
와 생물 다양성 손실의 주된 원인이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날이 갈
수록 물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폐수 방출과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으
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축산업은 화석연료와 곡물 자원을 비효율적
으로 소모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쇠고기를 생산할 경우, 영양적으로
동일하거나 더 뛰어난 비건 채식 식품을 생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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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12배의 곡식과 10배 이상의 물, 8배 이상의 화석연료 에너지가
더 든다는 것입니다.

축산업: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의 최대 원인
기후 대재앙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이 모
든 기후 재난을 초래하는 최대 원인, 즉 육류 생산에 대해 조치를 취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증거와 자료들이 있으니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은 온실가스 방출의 최대 요인입니다.
지난 2006년의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 비행기, 기차, 자동차, 오토바이 등 전세계 모든 교통수단을 합친
배출량보다 많다고 밝혀졌습니다.2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구 온
난화의 최소한 50%가 축산업에 기인합니다.3

“우리의 분석 결과, 축산업과 그 부산물에서 발생하는 이산
화탄소는 실제로 연간 325억 6천 4백만 톤에 달하며, 이는
연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1%에 해당된다.” 4
-월드워치연구소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메탄가스
인간 활동에서 기인된 메탄가스의 최대 배출원은 축산업입니다. 메
탄은 열 보존력이 이산화탄소의 72배나 되며, 단기성 가스입니다. 즉

이산화탄소는 대기 잔류 시간이 수천 년인데 비해, 메탄은 잔류 시간
이 겨우 10년 이내로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빨리 사라진다는 뜻입니
다. 그러므로 축산업을 폐지해서 메탄을 제거하는 것이 지구를 식히
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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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대한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처해야 합니
다.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주 원인이 바로 육
류 산업이므로, 나는 모든 현명한 지도자들이 치명적인 육류의 관행
을 중단시키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경제 활동에서 탄
소를 없애려는 모든 노력이 상쇄되어 버리거나, 시행할 기회조차 얻
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육식과 육류 및 기타 동물성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II. 음식의 선택에 생사가 걸려 있다
우리는 지구를 먹어 치우고 있다
육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면 지구 전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
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지구 전체를 먹는 일이며, 생산되는 식량의
90%를 소비해 다른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 일입니다.5 이는 절대
불필요한 선택입니다.
지구의 위기가 닥치기 이전에도, 육식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를 먹
어 치우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식량을 먹어 치워 굶주림과 전쟁
을 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애당초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
다. 대부분의 숲을 파괴하는 것은 육류이기 때문입니다. 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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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염시키는 것도 육류이며,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육류
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생기면 병원비로 돈을 다 써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지구를 구하고 싶다면 이것이 최
우선적인 선택입니다.” 6
-마네카 간디

이 모든 [지구 온난화] 상황들은 우리가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점점 더 악화될 뿐,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책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저 육류 섭취를 그만두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이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육류 생산을 멈추면 현재 가장 신속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
으며, 기후변화부터 토지와 물의 남용과 오염, 야생 생물의 멸종 및
인간 건강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환경적 피
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구 온난화의] 50%를 막는다고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좀 적게 어림잡은 것이고 다른 많은 중요한 이점들이 있습니
다. 육류 생산을 중단하면 물 부족 문제와 전세계의 기아 위기, 토질
악화, 환경 오염 문제가 해결됩니다.
비건 채식과 비교했을 때 육식은 17배의 토지, 14배의 물, 10배의 에
너지를 더 사용합니다.7 우리의 곡물 생산량은 인류 전체를 먹여 살리

고도 남을 만큼 풍족합니다. 그런데도 매년 10억의 인구가 굶주리고
6백만 명의 어린이가 죽어갑니다. 5초마다 아이 한 명이 죽는 것입
니다. 전세계 인구, 심지어 그 두 배가 먹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식량
이 있는데도 말입니다.8 반면에 약 10억 인구는 지나친 육류 섭취와
과식으로 인해서 비만과 그와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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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생명을 보호해서 자비로운 심성을 키운다는 점 외에
도, 채식을 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비건 채식을 시작하게 되
면 자연스럽게 모든 생명들을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유엔이 전세계가 육류와 유제품이 배제된 식단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다: “인구 증가로 인해 동물성 제품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축산업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전세계가 동물성 제품이 배제된 식단으로 전환하
는 것만이 그 영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9

가장 빠른 해결책은 식물성 식단
“축산물을 대체하는 조치는 대기 중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
소시킬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식량 및 식수 위기를 회복
시킬 수 있다.” 10
-월드워치연구소

비건 채식은 대기 중의 메탄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메탄은 열 보존력이 가장 높은 온실가스 중 하나로서, 이
산화탄소의 72배에 달하는 온실효과를 냅니다.11 비건 채식을 하면
확실히 사막화를 늦추고 호수나 강 같은 천연자원을 보존하며 삼림
을 보호합니다.
나무를 심거나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는 등의 다른 친환경적 대처
방법도 가능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채식은 가
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한 살생의 악업도 줄여 주므로 채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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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70％를 보존할 수 있고, 가축 방목지를 위한 벌목으로부
터 아마존 열대우림의 70％를 구하게 됩니다.12 또한 매년 350만 헥타
르에 달하는 땅을 절약합니다. 세계 곡물 공급량의 절반인 7억 6천만
톤의 곡물을 매년 아낄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13 육류를 생
산할 때보다 화석연료의 3분의 2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가축 분뇨로 인한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미
국의 연간 가구당 탄소 배출량을 4.5톤씩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
구 온난화의 80％를 막을 수 있습니다.14
비용 절감 측면만 이야기하자면, 네덜란드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를 막는 데 드는 비용이 40조 달러에 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용의 80%를 비건 채식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육식에서 식
물성 식단으로 바꾸기만 해도 32조 달러가 절약됩니다.15

지구는 자기 치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구에 지
나치게 부담을 준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지나치게 오염시키고
살생의 업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지구 주민들의
악업 때문에 자기 치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살생에서 빚어지는 이
나쁜 응보를 없애기만 하면, 지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 스스로 회복
하고 재생하여 다시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악업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과중한 짐을 지웠으니 우리의 행동을 되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를 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 아이들과 동물
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낙원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부족한 게 없을 것이고, 아무도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전
쟁이나 질병, 재난, 지구 온난화도 없을 것이며, 오직 평화와 행복,
풍요로움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부처의 이름으로 나는 그렇게 되리
라 약속합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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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살생은 나쁜 업을 초래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든 영
적으로든 우린 경고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에서 발생한
이 모든 재난들은 당연히 동물 이웃들에 대한 인류의 불친절한 행동
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않는 무고한 존재들에
게 우리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들 또한
신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삶을 격려하기 위해
지상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이는 과학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점은 기술
개선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살생의 대가, 폭력의 대가는
자동차나 태양흑점의 폭발, 해저 폭발 혹은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
다 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
니다. 모든 행동은 반작용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살생을 멈추기만 하
면 됩니다. 그저 동물과 인간에 대한 살생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살생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런 뒤에는 모든 것들이 확연해
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기술을 발견해서 기후 문제에 대처하게 될 것입니
다. 심지어 태양의 흑점도 폭발을 멈출 것입니다. 해저 폭발이 중단
되고 태풍과 사이클론이 잠잠해질 것이며, 지진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평화로운 삶의 방식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왜냐하
면 우리가 평화를 만들면 평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평화뿐
아니라 모든 지구의 존재들도 더불어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채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도덕
적 규범이며, 위대한 인간의 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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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 에너지는 모든 것을 바꾼다
채식은 자비롭기에 여러분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가져다줍니다. 그
결과 더 많은 행복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행복이 이끌려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모든 게 더 좋아집니다. 생각도 더
잘되고 대처도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집니다. 아이
들도 더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모아진 전세계의 긍정적인 사랑의 힘이 현재 우
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에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에너지가 있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
나는 일을 통제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사용해야만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그 힘을 써야 합니다. 지구의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을 통해
우주적인 에너지에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더 훌륭한 행성
을 원하고, 더 안전한 삶을 원하며, 세상이 구해지길 원한다는 메시
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 에너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이 에너지와 공명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원하면 좋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원하면 생명을 살려야 합니
다. 우리가 창조하는 좋은 에너지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와 전세계가 발산하는 자비롭
고 사랑이 가득한 기운이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에 따라 산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비건 채식을 하면 그 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생명을 구한
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생명을 원하고 건설적인 에너지를 원하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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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건 채식이 해답
입니다.
인류가 영적으로 더 고양될수록 당연히 지구 온난화는 줄어듭니
다. 인류가 영적으로 더 고양되어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 모든 상황
과 자신의 환경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는 나날이 감소하
게 되고, 결국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세
상의 모든 이들이 평화와 행복 속에 살며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
다. 하지만 모든 이가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나는 우리 지구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가고
천국의 자비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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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일깨우는
경고의 신호
지구가 매우 급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처럼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를 구하고 싶다고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서 유감이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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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나쁜 상황
기후변화의 현재 상황은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제시
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미 그 파괴적이고 때론 치
명적이기까지 한 영향이 허리케인, 홍수, 가뭄, 폭염 같은 극단적인 기
상이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해도 이미 대기에 존재하는
가스로부터 지구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성 온실가스, 즉 메탄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20
년간의 평균치를 냈을 때, 메탄의 열 보존력은 이산화탄소보다 최소
한 72배 이상입니다. 메탄의 최대 배출원은 축산업이며, 이것이 바
로 우리가 막아야 할 지구 온난화의 최대 원인입니다.
하지만 먼저 기후변화가 인류와 동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통계자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
북극의 해빙
2012년이면 북극의 빙하가 모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의 예측보다 70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빙하의 보호 작용이 없으면 태양열의 90%가 개빙(開氷) 구
역(부빙浮氷이 수면의 10분의 1 이하인 지역-역주)으로 스며들어 지구 온난
화를 가속시킵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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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빙하층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의 보
고에 따르면, 현재 오래되고 두꺼운 빙하는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
머지 90% 이상은 새로 형성된 얇은 빙하라고 합니다.17

‘악순환의 고리’와 통제 불능의 지구 온난화
바닷물의 수온이 따뜻해지면 얼음은 더 빨리 녹습니다. 일단 얼음
이 녹으면 태양열이 우주로 다시 반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양열
은 다시 얼음을 녹이는 동시에 바닷물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작용해 더 많은 얼음을 녹이고 지구를 더 뜨겁
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학자들이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
지만 지금은 매우 경계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행동이 충분히 빠르지 않은 것뿐입니다.18
북극해 빙하 면적 평균치(1979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9월 측정)
8.5
8.0
7.5
7.0
6.5

면적(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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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5
4.0

1978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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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자료 출처: 미국 국립설빙자료센터(NSIDC).
http://nsidc.org/arcticseaicenews/ 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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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와 남극의 해빙
그린란드와 남극의 거대한 대륙빙이 계속 녹으면 대재앙에 가까운
해수면 상승과 더 강력한 태풍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남극
서부의 대륙빙이 모두 녹으면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최소한 3.3~3.5
미터 상승될 것이며,19 해안선에서 200마일(약 320km) 이내에 거주하
는 32억 명 이상의 사람들, 즉 전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
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국립설빙자료센터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남극 전체가
녹을 경우 해수면이 예측보다 훨씬 높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70미터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20

가라앉는 섬과 기후 난민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섬들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투발루와 통가 등 40여 개의 섬나라들이 국가 전체를 이
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보고서는 2050년까지, 즉 우리 세대에 2억에서
10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1 이들은 해수면

상승이나 영구동토층의 해빙으로 인해 지역이나 국가 전체가 수몰되
거나 붕괴되어 자신의 섬이나 해안가의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
니다.22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전세계적인 영향에 대한 자료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
랍니다.)

18

2

인류를 일깨우는 경고의 신호

해수면 상승 예측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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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제4차 평가 보고서』, p. 111, 그림 1.

메탄 하이드레이트: 시한폭탄
북극의 또 다른 변화는 영구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지층에는 메탄 저장고[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포함돼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이 지층이 녹아 메탄을 방출함에 따라 2004년 이후 대기 중
의 메탄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23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어 섭씨 2도 이상 상승한다면, [바다 밑에 저장
된] 수십억 톤 이상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기로 방출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대멸종을 맞게 됩니다.

“온도가 불과 몇 도만 상승해도 이 가스는 휘발되어 ‘트림’을
하면서 대기로 방출됩니다. 그러면 온도 상승을 더욱 부채질
19

위기에서 평화로: 유기농 비건 채식이 해답이다

하고, 그럼 다시 메탄이 더 많이 방출되어서 지구와 바다는
더욱 가열됩니다. 북극의 툰드라 동토에 있는 4천억 톤의 메
탄이라면 이 연쇄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일단 촉발
되면 이 연쇄반응은 통제 불능의 지구 온난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4
-존 애치슨/ 지질학자

우려되는 점은 해수면 상승만이 아닙니다. 바닷속의 황화수소, 메탄
과 온갖 가스들이 문제입니다.25 또한 영구동토층 등지에서 메탄이 방

출되고, 바다나 온갖 가축들, 축산업에서 메탄이 방출된다면 얼음이
더 많이 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메탄이 계속 누적되면 대기 중에 오
랫동안 잔류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면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무엇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전혀 없거나, 있다 해도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단 지구가 파괴되면 화성처럼 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될 겁니
다. 행성이 회복될 수 있다 해도, 그렇게 되려면 수백만, 아니 때론
수억 년의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바뀔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도 막
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빠르게, 순식간에
행성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면 지구가 파괴되는 것 역시 아주 빨리,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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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 후퇴와 물 부족
빙하 후퇴의 영향
지구 빙하의 대부분이 수십 년 안에 모두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20억 이상의 생존이 위태롭게 됩니다. 10억 명은 히말라야 빙하의
감소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말라야 빙하는 세계 그 어느 곳
보다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어, 3분의 2에 해당하는 1만 8천여 개
가 녹아서 후퇴 중입니다.26 빙하가 녹아서 발생되는 최초의 피해는
파괴적인 홍수와 산사태입니다. 빙하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결국 강
수량이 감소하고 심각한 가뭄과 물 고갈이 일어날 것입니다.27

전세계 빙하의 위급한 상황
[미국] 몬태나 주에 있는 글래이셔 국립공원은 빙하로 유명하지만,
지금으로선 10년 안에 빙하가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
다.28 미국 서부 7개 주의 식수원인 [눈을 수원(水源)으로 삼는] 콜로
라도 강이 점점 말라 가고 있습니다.29
안데스 산맥 빙하의 70%는 페루에 있는데, 페루 국민들에게 물과
수력 발전을 제공하는 고산지대 빙하는 불과 몇 년 후인 2015년 무
렵이 되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30
(전세계의 빙하 후퇴에 관한 정보는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어류 남획과 죽음의 해역, 해양의 산성화
미국 퓨 해양위원회(Pew Oceans Commission)의 분석에 따르면 해
양 생태계에 있어 최대의 위협 요소는 어류 남획입니다. 그다음이 농
업 폐수인데, 여기에는 가축 분뇨와 가축 사료 재배를 위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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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등이 포함됩니다.31
기후변화는 ‘죽음의 해역’으로 알려진 죽은 바다를 만들어 내고 있
으며, 현재 그 수가 4백 곳이 넘습니다. 이들[죽음의 해역]은 주로 축

산업에서 흘러나온 화학비료 때문에 발생하며, 화학비료는 생명 유지
에 필요한 산소를 고갈시킵니다.3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의 코파카바나 해안이 죽음의 해역을 초래하는 적조
현상으로 오염된 모습.

과학자들은 지난 50년간 대형 어류의 90% 이상이 상업적 어획 때문
에 바다에서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33
과학자들은 현재의 어획 속도라면 2050년 무렵엔 해양의 모든 생물
종이 멸종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복구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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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인 해양 생물의 멸종: 어장의 급격한 감소 경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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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획 자료

해양 생물종의 격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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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B. 웜(B. Worm) 외 공저, 「해양 생물종 손실의 가속화가 인간
의 복지를 위협한다(Accelerating Loss of Ocean Species Threatens
Human Well-being)」, 『사이언스(Science)』, 2006년 11월 3일. http://
www.compassonline.org/pdf_files/WormEtAlSciencePR.pdf

특정 어종이 결핍되면 바다의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그 결과로 바
다의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줄어듭니다.
바다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숨을 쉴 수가 없게 된 고래들과 돌고
래들이 바다에서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한 바닷물을 더 이상 견
디지 못하고 때로는 한 번에 수백 마리씩 해변으로 올라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35

극단적인 날씨
지금까지의 기상 관측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기온이
지난 10년간 최소한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기록적인 폭염
이 유럽을 강타해 수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폭염이 호
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이어졌습니다.36

23

위기에서 평화로: 유기농 비건 채식이 해답이다

[멕시코의] 푸에블라 주는 지난 몇 년간 산불이 증가하고 강우량이
평방미터당 200리터씩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온도도 섭씨
17.5도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재의 겨울 기온 또한 예년 기온보다 높
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5년 동안 페루에서는 최소 세 차
례의 극심한 이상 기온과 홍수로 5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
다. 불과 30년 만에 홍수는 60% 이상 증가했고, 이류(泥流)는 400%
증가했습니다.37 2009년, 기후변화에 따른 혹독한 한파로 안데스 남
부에서 약 25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많은 주민이 질병을 앓자, [페
루의] 가르시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38
(전세계의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최신 자료는 부록 3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기후는 평균 기온과 강수량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날씨의 유형과 빈도 및 강도로도 정의된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혹서와 한파, 태풍, 홍수, 가뭄 등 극단적인 기
상이변의 영향권과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39
-미국 환경보호국(EPA)

더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가뭄, 사막화, 산불
유엔에 따르면 사막화는 대부분 소 방목 등을 위한 지나친 벌목과
삼림 훼손의 결과로 초래되며, 사막화의 피해는 100여 개국 12억이
넘는 인구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40
소중한 담수(淡水) 자원도 말라붙고 있습니다. 베이징, 델리, 방콕
등 주요 도시들과 미국 중서부의 여러 지방에서 지하수층이 고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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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갠지스 강과 요르단 강, 나일 강, 양쯔 강 등은 일년 중 상
당 기간의 유수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2009년] 중국은 50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최소한 북부 12
개 지역에서 주요 농작물을 잃었고, 농민들의 손실 지원에 수십억 달
러가 들었습니다.41
2009년 네팔과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가뭄으로 인해 대
규모로 확산되었습니다.42 아프리카에서는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수단 등지의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탓에 댐이 계속 물을 방류하
고 있는 미국 서부 지역이 극도로 위험한 가뭄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주요 가뭄과 산불에 관한 정보는 부록 4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더욱 잦아진 폭풍과 홍수
허리케인과 열대 폭풍우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지난 30년 동안
10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수 온도 상승에 기

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의 연구원들에 의하면, 가장 파괴적인 등급
인 4등급과 5등급 허리케인의 전세계 발생 빈도가 지난 35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5등급 허리케인은 주요 대도시에 심각한 피
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 허리케인의 강도와 지속 기간도
1970년대 이래 75% 증가했습니다.
2005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그런 강력한 허리케인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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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그 피해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카트리나는 특히 뉴
올리언스 지역을 초토화시켜 주민들의 삶과 터전은 아직도 복구 중
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08년, 사상 처음으로 6개의 사
이클론(열대성 저기압)이 연달아 미국 본토에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과 인도양은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지역입니
다.
(전세계 주요 홍수 재해에 대해서는 부록 5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2010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파키스탄 구호 활동.

2010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아이티 구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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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과학자들은 지진과 지구 온난화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
습니다. 극지방과 그린란드 아래의 빙하가 녹아 지구의 판(板)을 누르는
압력이 달라진 탓에 판의 이동으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
다.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재난 가운데 하나는 [지진에서 야기된]
쓰나미로, 2004년에 [인도네시아를] 강타해 인도네시아와 전세계인
들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전세계의 지진에 대한 최신 자료는 부록 6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곤충 떼의 출몰
미국의 록키 산맥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딱정벌레가 들끓어
약 1백만 에이커(약 4,047km2)의 소나무 숲이 파괴되었습니다. 캐나
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삼림 벌채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입니다. 나무들이 쓰러지면 식물들
이 더 많이 햇볕에 노출돼 말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신 내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또 다른
위협입니다.
브라질에서는 1970년 이래 벌목된 땅의 90%가 가축의 방목지나 사
료 재배지가 되었습니다.43 우리가 지금 말하는 중에도, 1분마다 축구장
36개 면적의 울창한 열대우림이 사라져 황무지가 되고 있습니다.44

멕시코 남부에서는 한때 타바스코 주의 절반 면적을 뒤덮고 있던
열대우림이 본래 면적의 1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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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방목을 위한 목초지는 주 전체 면적의 60%까지 확대되었습니
다.45
또한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등의 국가에서도 가축 사육과 대두
생산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숲들이 벌목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본래 있던 숲의 70%를 잃었습니다.46
인도네시아에는 아마존과 콩고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
대우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은 1분당 축
구장 1개 크기의 숲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속도로 벌채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불과 15년 내에 전체 우림의 98%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
다.47
아마존 열대우림만 해도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년치 분량
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숲을 태우면 이산
화탄소는 물론이고 탄소검댕(Black Carbon)도 방출됩니다. 탄소검댕
은 탄소의 그을음 입자로,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에 비해 열 보존력이
680배나 높습니다.48

생물 다양성의 손실
권위 있는 생태학자들은 생물종의 멸종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개체
수 감소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빠르다고 말합니
다. 과학자들은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지구상의 1만 6천여 종의 생
물종이 이전의 예측보다 100배 더 빨리 멸종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
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O. 윌슨(Edward
O. Wilson)과 다른 과학자들은 실제 진행되는 멸종 속도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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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적인 멸종 속도보다 1천 배에서 1만 배 더 빠를 것으로 추
정했습니다. 매일 2.7종에서 270종에 이르는 생물종이 멸종
되고 있습니다.” 49
-줄리아 위티

“다른 요인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지구 온난화만으로
지구상의 생물 중 20%에서 40%가 이번 세기 내에 멸종될 것
으로 보인다.” 50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물 부족
수자원의 감소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심지어 분쟁까지 유발합니다.
열악한 상황의 농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물을 구하
지 못해 자신의 몫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
다.
전세계에서 수천수만 개의 강과 호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들은 가뭄으로 죽어갑니다. 마실 물이 사라진 주민들은 자신의 고향
과 마을을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51
10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며, 매년
180만 명의 어린이가 오염된 물을 먹고 생긴 질병으로 사망합니다.52

식량 부족
유엔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4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계에 걸쳐 10억 2천만 명의 인
구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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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14만 헥
타르(1,400km2)에 달하는 감자와 옥수수 농사를 망쳤습니다. 이는 1
천 1백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아프리카의] 몇 개국만 예를 들어 보면, 짐바브웨, 소말리아, 모리
셔스, 모잠비크, 수단 등지에서 가뭄이 점점 더 악화되어 작물의 재
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 또한 일어나
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막화와 삼림 벌채가 더해져 토질이 더욱 저하되고 있습
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한 번에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비가 내리
는 등 강수량이 불규칙해짐에 따라 홍수로 작물이 침수되거나 산불
로 숲이 소실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후변화의 이러한 영향은 식량 불안과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및 세계 식량 부족 관련 자료는 부록 7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인류의 건강
기후변화로 고통 받는 사람들
스위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이미 매년 31만 5천 명의
생명을 앗아 가고 있으며, 또 다른 3억 2천 5백만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54 여기에 또한 연간 1,25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추가됩니다.55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
국이며, 남아시아와 군소 섬나라들도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의 99%가 아시아에서 발생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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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에 의한 질병의 확산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가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페루의] 피우
라에서 뎅기열을 전염시키는 모기가 사상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56
또한 모기가 해발고도가 더 높은 지대까지 퍼지면서 말라리아와 같
은 질병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유엔은 아프리카 대륙의 수억 명의 생
명이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57
(부록 8에 있는 마크 라이너스 저, 「6도의 악몽」 발췌문을 참조하기 바랍
니다.)

II.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학적 증거와 물질적 증거에 따르면,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좀더 지체하다간 지구를 구
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져오는 위험성은 일촉즉발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나타나는 많은 재난과 지진, 기후 난민,
여러 현상들을 보면 아실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기온이 너무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우리가 대처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린 이미 한계점을 지났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
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되돌릴 수는 있지만, 신속한 방향
전환이 요구됩니다.” 58
-제임스 핸슨 박사/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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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과학자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벌써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의 상황은
이미 손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지독한 가뭄에 대처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마실 물조차
부족합니다. 하천과 호수들은 말라 버렸거나 완전히 사라졌습니
다. 많은 지역에서는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려 엄청난 홍수가
나고, 그 뒤엔 곧바로 가뭄이 찾아옵니다.
사막화와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농작지를 영구히 잃어버린 수
천만 난민들의 대이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아
주 힘든 문제이며, 심지어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
지 않습니다.
우선은 지구를 구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얼음
이 모두 녹고 극지방이 모두 녹아서 사라지고, 그래서 바다가 따
뜻해져 바닷속의 가스가 방출된다면 우리 모두 엄청난 양의 독가
스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4년 9월의] 싱가포르 강연에서, 나는 이미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너무 늦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벌써 10년에서 15년 전
일입니다. 그 이전에도 나는 지구의 숲이 파
괴되고 있고 육류를 먹는 등의 행위가 지구를
크게 훼손한다는 것에 대해 늘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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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도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도 지금은 귀를 기
울이지만, 그저 빨리 행동을 취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행동으로 나타
나야 합니다. 지금은 전세계 모든 정부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
고 있습니다. 다만 조치가 너무 느리지 않을까 걱정될 뿐입니다. 왜
냐하면 햇빛을 반사해 우주로 다시 내보내는 얼음이 아주 빨리 녹아
반사량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이미 따뜻해진 바다가 얼음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또 얼음이 녹으니까 바다는 더 따뜻해집니다. 이 순환을
알겠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진행되면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4, 5년 뒤에는 끝장입니다. 그 뒤는 없습니다.
상황은 그 정도로 긴박합니다. (2007년 12월 말씀)

III. 이제는 문제의 근원과 맞서야 할 때
환경 위기의 최대 원인을 막자
“축산업은 오늘날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긴급
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59
-헤닝 스타인펠드 박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축산정보 및 정책국장

“축산업은 삼림 벌채를 유발하는 주 요인이다. 축산업은 수질
오염을 초래하는 최대의 단일 원인이다. 축산업은 전세계의
모든 교통수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축산업의 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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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성에서 일어나는 지구 온난화의 모든 문제를 이산화탄소
탓으로 돌려선 안 됩니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비난받을
대상은 육류 산업입니다. 우리가 금지하고 폐지하도록 초점을 맞춰
야 할 대상은 바로 육류 산업입니다. 기후변화를 멈추고 삼림과 대지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막으려면 이런저런 주제로 돌려 말할 것 없
이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즉 육류 산업을 그만둬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악화를 막는 데 있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비건 채
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최상의 해결
책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거의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간 효율적인 이 해법이 아니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
인다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축적한 최악의 결과를 막기에는 역부족
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벌써 기온 상승, 물 부족, 식량난, 사막화 등의 문
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육류 생산을 그만두면 이런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류 생산을 당장 멈추세요. 더 이상 하지 마십
시오!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이는 예전에 IPCC가 말하기 두려
워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말씀드립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
세요. 육류는 대단히 탄소 집약적인 제품입니다.” 60
-라젠드라 K. 파차우리 박사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것이다
“채식으로 진화하는 것 이상으로 인류 건강에 이롭고 지구
뭇 생명들의 생존 기회를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61
-알버트 아인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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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문제의 근원과 맞서야 합니다. 문제의 근
원, 지구 온난화의 근원은 바로 우리와 더불어 사는 존재들에 대한
인간들의 무자비함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작용이 따르며, 이는 매우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사과 씨를 뿌리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얼마 뒤엔 사과를 얻게 됩
니다. 이것이 생명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살생을 한다면 죽음에서 생
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동은 결국 그 행동과 동일한 결실
을 가져옵니다. 이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닌 과학적 사실입니다.
지금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존재들을 무자비하게 대
한 것입니다. 살아 있고, 감정이 있고,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사랑
스러운 존재들, 이를테면 갖가지 크기와 모습을 가진 동물에게 무자
비했던 것입니다. 또 자연환경에도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
구의 공동 주민인 동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숲을 없애고 물과 공
기를 오염시키는 등 우리 환경을 파괴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봤
을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고문을 받는 것처럼 더럽고 비좁은 우리에 옴싹달싹도 하지 못한
채 갇혀서, 매일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며 고
통 받는 동물들, 이들의 끔찍한 절규와 참혹하고 처절한 고통, 그리
고 도살 전후로 느끼는 극도의 괴로움은 천지를 뒤흔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자연재해와 가뭄은 인류의 악행을 씻기 위한 것이자 인류
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또한 인류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라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는 밝고 행복해질 것이며, 동
물들의 고통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모든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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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인류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를 감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행동을 반대로 바
꿔야 합니다. 동물 이웃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죽이고 대량으
로 학살하고 희생시키는 대신에 그들을 돌보고 자비롭게 대하고 보
살펴 줘야 합니다. 숲을 없애는 대신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합니다. 우
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잘 돌봐야 합니다. 또 지구와 공기를 오
염시키는 대신 친환경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
니다. 우리 행동을 반대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주 에너지, 대자연의 사랑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인류
가 다른 형태의 생명체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생명 역시 위험
에 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작은 지렁이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는 서로
에게 의지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살생을 멈추고 비동물성 생활 방식
을 선택한다면 평화와 친절의 씨앗이 가져다주는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그렇게 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에
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성으로 돌아가 행성을 구하자
우리는 대기 중의 부정적인 에너지의 결과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 중의 이 부정적 에
너지는 증오와 폭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무고한 동물들의 생명
을 죽이는 감정과 생각, 행동에서 창조됩니다. 재난을 양산하고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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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이런 방식들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재난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더 높고 더 자비롭고 더 고귀한 수
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함으로써 사
랑이 넘치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중하고 아
름다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즉시 비건 채식을 시작하십시오. 비건
채식은 최상의 해결책이자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채식은 모든 면에서 영적 진보에 이롭습니다. 사실 태고 이래로 옛
성인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모두 자비로운 식물성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채식은 영적 수행자에게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동물성 제품을 포기하는 것에 깔려 있는 개념은 아힘사, 즉 비폭력입
니다. 비건 채식을 하면 살생의 악업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
업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부담과 장애를 주지 않습니다.

비건 채식을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모든 동물을 보호한다는 의
미입니다. 다른 존재를 죽이는 행위는 인류 문명의 진화를 위해 중
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건
강의 회복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도 증대될 수 있으며, 지구의 균형
회복과 더불어 우리 양심의 부담을 덜어 고양된 의식에서 나오는 능
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좀더 자비로운 식생활에 따른 결실입니다. 이처럼 사
랑이 넘치는 태도에서 더욱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는 모든
존재에게 더 큰 편안함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동물 형제들에게 괴로
움이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 자신도 평화를 얻게 되고,
그러면 내면의 평정심을 얻어 영적인 노력에 전심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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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큰 시야에서 보면 지구 또한 치유될 것입니다. 자비로운 음식
으로 전환하면 각 개인이 치유되듯이 지구 또한 치유됩니다. 유유상
종입니다. 선하고 사랑 가득하고 자비로운 에너지가 우리에게 닥쳐
오고 있는, 지금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8

깨어나세요!
칭하이 무상사

오, 세상이여, 깨어나 바라보세요
격동하는 강과 산들을
불타 버린 숲, 무너진 언덕, 말라붙은 개울들을.
꿈에서 깨어난 가여운 영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 위대한 대지여, 괴로움을 더소서
이 눈물이 끝없는 밤을 따라 잦아들지니.
오, 바다여, 호수여, 그 선율을 멈추지 말고
인류에게 내일의 희망을 허락하소서……
오, 중생들이여, 저 너머 세계에서 잠시 안식을 얻으소서
한 마디 말도 못한 채 떠나긴 했어도.
인류가 늦기 전에 참회하길 기다리는
내 가슴의 욱신거림이 가라앉으리니.
오, 깊은 숲들이여, 그대 본질을 지키고
순간순간 실수하는 인간들을 보호하소서.
나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수천 방울의 눈물을 받아
그대의 장엄한 나무와 잎새, 뿌리를 키워 내소서.
오, 마음이여, 흐느낌을 멈추소서
기나긴 밤 내 영혼이 쉴 수 있도록.
눈물은 말라 버리고 할 말도 잊은 채
고통 받는 존재들에 가슴 아파 흐느끼니!
39

오, 밤이여, 그대 빛의 근원에 불을 붙여
어둠 속 인간의 영혼에게 길을 밝혀 주소서.
그 고요함이 내 마음을 진정시켜
기적 같은 천상의 선율을 타고 공(空)의 경지에 들게 하니.
오, 낮이여, 갑작스런 불안을 일으키지 마소서
우리 마음 깊숙이 평화가 자리잡도록,
인류의 분쟁이 가라앉고
진아(眞我)가 찬란하게 빛나도록.
오, 내 마음이여, 더 이상 탄식하지 말아요
차디찬 겨울에 버둥대는 곤충처럼.
완벽한 내일을 조용히 기다릴지니
이 세상이 천국의 후광으로 빛날 그날을.
오, 울고 간청하고 애원하나니
오, 무수히 많은 부처와 신, 천사들이시여,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영혼들을 구해 주소서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스런 지옥의 굴레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오, 형제여, 당장 깨어나세요.
당당하게 바다와 강 위를 거닐고
타오르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며 맹세하세요
지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희생하겠노라고!
오, 자매여, 지금 깨어나세요.
황량한 폐허에서 일어나세요.
다 같이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요
모두가 하나 되어 즐거이 노래하는 지구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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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비건 채식이
지구를 치유한다
비건 채식이 지구를 구합니다.
식물성 식단을 채택하면
지구 온난화의 80%를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기아를 완전히 없애고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 지구의 물과 다른 많은 귀중한 자원을 확보해
지구와 인류에게 생명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비건 채식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많은 전 지구적 문제들을
아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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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많은 곳에서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극의 해빙, 육지의 수몰, 빙하 해빙으로 인한
물 부족, 심지어는 폭풍의 증가까지 모두 지구의 기온 상승과 직접적
인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구의 열을 식
혀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열을 만들어 내는
온실가스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업과 교통수단 등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다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속도와 우리에게 주
어진 시간을 생각하면 현재 이런 부문의 변화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
립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게 대기 중의 열을 줄이는 방법은
메탄 배출을 없애는 것입니다.

메탄의 열 보존력은 탄소의 72배나 되지만, 대기에서 사라지는 속
도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메탄 발생을 멈추면 이
산화탄소 발생을 멈출 때보다 대기의 온도가 더 빨리 식게 됩니다.
유기농 비건 채식은 우리의 생존에 치명적인 메탄과 다른 온실가스
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매우 이롭고, 지구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뛰어납
니다.

유기농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해로운 화학물질을 사방에 뿌리지 않
기 위해서입니다. 물로 흘러들어 간 화학물질은 강과 토양, 모든 생
명을 오염시키고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또한 유기농법은 이미 대기
중에 방출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의 열을 식혀 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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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구 온도를 낮추고 환경을 복원하자
메탄과 탄소검댕, 기타 온실가스들을 제거하자
축산업: 메탄의 최대 배출원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메탄입니다.
메탄은 가축 사육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메탄을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부터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축 사육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열을
가장 빠르게 식히려면 육류 소비를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축산업이
중단되고, 축산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들과 메탄, 그리고 다른 유독
가스 생산이 중단됩니다.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지수
온실가스 종류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1

25 *

298 *

280ppm

0.715ppm

0.270ppm

2005년 대기 농도

379ppm

1.774ppm

0.319ppm

축산업이 차지하는
총 배출 비율**

9%

37%

65%

지구 온난화 지수
(GWP)*
산업혁명 이전
대기 농도

* 100년을 평균 잡았을 때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지구 온난화 영향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각각 25배, 298배 높다. 20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메탄의 지구 온난화
영향은 이산화탄소보다 72배 높다(1ppm=part per million, 해당 단위의 백만분의
일). 자료 출처: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제4차 평가 보고서』, 2007, 표 2.14.
** 자료 출처: 스타인펠드 외 공저, 『축산업의 긴 그림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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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토록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비동물성 식생활을 실천한다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즉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친환경적인 기술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채택할 시간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상, 육류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친환경 노력의 효
과가 의미를 잃게 되며, 결국 풍력, 태양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기술을 운용하기도 전에 지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 나사(NASA) 연구원들은 얼마 전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가
장 많이 배출시키는 인위적인 활동은 축산업이며, 5년 기준으로 봤
을 때 메탄의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100배나 더 크다고 발표했
습니다.
“2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메탄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
의 72배가 넘는다.” 62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5년 기준으로 메탄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100배
더 큽니다.”
“오늘 배출된 1톤의 메탄이 1년간 내는 온실효과는 오늘 배
출된 이산화탄소 1톤이 2075년까지 내는 온실효과보다 더
큽니다.” 63
-커크 스미스 박사/ UC 버클리 대학 지구환경보건학과 교수

또 명심할 것은, 축산업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
하여 전세계의 모든 교통수단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보고되었지만,
이는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수치라는 점입니다. 최근 개정된 통계에
따르면 여기에서 전세계 총 배출량의 50% 이상이 배출된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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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축산업에서 전세계 총 배출량의 50% 이
상이 배출된다고 다시 집계되었습니다. 50% 이상이 축산업에서 나옵
니다. 그러니 이것이 최우선적인 해결책입니다.64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황화수소의 위험성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수온이 낮은 상태에서는 압축된 채로 [해저
층에] 축적되어 있으므로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날씨가 더워
지면서 이런 가스들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 논문을 보면 메탄
이 대기 중으로 이미 방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구동토층은 날이 갈
수록 녹고 있습니다.65
이런 위험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동토층 아래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던 메탄가스
가 호수들과 여러 장소에서 부글거리며 분출되고 있음이 관찰되었습니
다.66 언제 그 막대한 양의 가스가 쏟아져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구 온난화는 통제 불능 상
태로 치달아, 우리 모두는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영구동토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영구동토층이 계속 녹으면 수만 테라그램의 메탄이 대기로
방출되어 기후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새로 발견된 이 메
탄 배출원은 지금까지 기후 예측 모델에 포함된 적이 없습
니다.” 67 (1테라그램=1백만 톤)
-케이티 월터 박사/ 알래스카 대학교 해양 생태계 전문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메탄만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가스
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황화수소로 인해 과거 지구
역사에서 살아 있는 생물의 90% 이상이 멸종된 적이 있었습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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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한 가지로도 대기 중 농도에 따라서 신체의 각 기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과 코, 목의 염증, 기관지 수축, 자연
유산, 신체 기능 장애, 두통, 어지러움, 구토, 기침, 호흡 곤란, 시력
손상, 쇼크, 혼수 상태, 사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가스로 죽을 수도 있습
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의 메탄
이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정신 질환이나 신
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메탄가스는 두통, 호흡기 및 심장의 기능 장애를 유발하며, 대기
중 농도가 더 높아지면 질식으로 사망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과 유
사합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3배나 더 치명적입니다.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다른 치명적 가스들
축산업은 다른 치명적인 유독성 가스들도 배출합니다. 축산업은
전세계 아산화질소의 65%를 배출하는 최대 배출원입니다. 아산화질
소의 지구 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보다 약 300배나 높습니다. 또
한 축산업은 암모니아 총량의 64%를 배출합니다. 암모니아는 산성
비를 유발하고, 치사율이 높은 가스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킵니다. 따
라서 축산업을 중단하면 메탄과 더불어 이런 치명적인 가스들을 모
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69

탄소검댕의 파괴력
탄소검댕(Black Carbon)은 이산화탄소보다 열 보존력이 680배 더
큰 온실 입자로서, 전세계의 대륙빙과 빙하를 더 빨리 녹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탄소검댕 배출량 중 40%는 축산을 위해 삼림을 태우는
데서 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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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남극에 존재하는 탄소검댕의 60%가 축산 용지 마련을
위해 남미의 숲을 불태우면서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분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70

기온을 신속히 내리기 위해 육류 생산을 중단하자
10년이나 20년 내에 지구를 식히려면 먼저 메탄을 줄이는 것이 효과
적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메탄을 발생시키는 배출원은 축산업
이므로, 비건 채식을 하는 것이 메탄을 가장 빠르게 줄이는 방식이자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지름길입니다.

미국 과학자로서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회원인 커크 스미스
박사는 메탄의 소멸 속도는 몇 년 만에 이산화탄소를 추월해서 10년
이 지나면 거의 모두 사라지는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수천 년 동안
남아 지구를 데운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온도를 빨
리 낮추려면 대기에서 빨리 사라지는 그런 가스들을 제거해야 합니
다.71
다시 말해 메탄은 단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메탄의
생성을 막으면 지구 온난화 추세를 아주 빨리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
다.
가장 좋은 것은 육식을 멈추고, 동물 살생을 멈추고, 가축 사육을 멈
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탄가스와 아산화질소의 발생이 멈출 것입니

다! 그렇게 되면 대기 오염을 대폭 줄이게 돼서 지구 온난화 과정도
막게 됩니다. 이미 말했듯이, 지구 온난화의 80%를 거의 즉각 막을
수 있으며, 몇 주 안에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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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을 보존하자
죽음의 해역 발생을 막자
축산업 중지로 얻어지는 다른 엄청난 이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죽음의 해역은 주로 동물 사료를 재배하는 데 쓰이는 비료가 바
다로 흘러들어 가서 생깁니다.
죽음의 해역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축산과
관련된 활동으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으면 바다가 되살아날 것
입니다.
멕시코 만에 있는 거대한 죽음의 해역은 미국 뉴저지 주의 면적에
육박할 정도로 커서 해양 생물들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
성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 중서부 지역의 축산 배설물과 가축 사료
재배용 비료에서 나온 질소가 바다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
설물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항생제와 호르몬, 농약이 함유되어 있고,
인간의 배설물에 비해 1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대장균, 살모넬라
같은 치명적 병원균이 농축돼 있습니다.72
1995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약 8에이커(약 3만 2천 m2) 면적의
거대한 돼지 오물 처리장이 파괴되어 약 2천 5백만 갤런(약 9천 4백만
리터)에 이르는 유독한 폐수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악명 높은 엑손

발데즈 원유 유출 사건의 유출량[원유 유출량은 26만~75만 배럴, 즉 4만
1천~11만 9천 m3]보다 두 배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뉴리버 강에 서식하던 물고기 수억 마리가 오물 속에 함유된 질산염
때문에 즉사했으며, 결국엔 바다까지 오염되어 더 큰 피해를 입혔습
니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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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가 결핍된 죽음의 해역은 1960년대 49개소에서 2008
년엔 405개소로 증가했습니다.” 74

어획을 중단하고 해양 생물을 되살리자
해양이 균형을 이루려면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없다면 우리의 삶도 위험해집니다.

어업은 복잡한 전세계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켜 지구 온난화를 가
중시킵니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 이상이 바다로 덮여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의 균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다는 매우 복잡한 생태계로서 모든 생물체가 각자 독특한 기능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기 위해 작은 물고기 한 마리라
도 없애면 바다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실제로 불균형으로 인
한 피해가 이미 해양 포유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획을 중지하면 해양 생물은 다시 불어날 것입니다. 지나친 어류
남획 때문에 나미비아 해안에서 정어리가 사라지자, 해저에서 유독
가스가 분출되어 죽음의 해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정어리는 비록 작
지만 생태계에 대단히 이롭고 강력한 힘을 가진 어종인데, 이 어종의
결핍으로 인해 지역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75
어류 남획으로 남아 있는 물고기의 크기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
자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면서 다른 어종
들도 함께 그물에 걸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써 해양 생태계는
더 심하게 파괴되고 더 많은 물고기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
은 분쇄돼 동물 사료나 비료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죽은 상태로 다시
바다에 버려집니다. 예를 들어, 참새우 1톤을 잡을 때마다 3톤의 다
른 물고기들도 함께 잡히는데, 그 어류들은 죽은 채 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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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돼지와 닭들에게 강제로 먹이는 해
산물의 소비량은 일본 국민 전체 소비량의 2배가 넘고, 미국 국민 소
비량의 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 어획량의 최소한 3분의
1은 사람이 아닌 축산 동물이 소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제출된 여러 예측이 실현된다면, 40년
뒤에는 실제로 어류가 자취를 감추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76
- 파반 수크데프/ 유엔환경계획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책임자

또 산성화도 있습니다. 이는 특정 어종의 결핍으로 인해 바닷물의
산성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그 결과 바다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양어장도 육지의 공장식 축산 농장과 비슷합니다. 유사한 환경 문
제를 야기하고 강과 바다 전체를 오염시키는 등의 악영향을 끼칩니
다. 양어장의 물고기들은 근해에 커다란 그물로 친 가두리에서 길러
지는데, 먹다 남은 사료와 물고기 배설물, 항생제, 다른 약품들과 화
학물질이 주변 해역으로 확산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식수원
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니 생선을 먹는 것이 환경에 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
는 분이 계시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성 제품의 소비는
어떤 것이든 우리 바다와 우리 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 부족을 막자
축산업: 물 낭비의 최대 주범
“기존의 농업 관행과 수자원에 대한 관리 방식을 반드시
50

3

유기농 비건 채식이 지구를 치유한다

재검토해야 합니다. 농업과 축산업 분야가 담수 소비량의
70%, 삼림 벌채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을 보존해야만
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비건 채
식을 하는 것입니다. 축산업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깨끗한 물을 70%
이상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1억 명의 인구에게 안전한 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귀한
깨끗한 물 3조 8천억 톤을 매년 축산업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억이 넘는 세계 인구의 절반은 우물에 연결된 지하수에 의
존해 살아갑니다. 이 지하수원이 점점 말라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한 세계 10대 하계(河系)가 갈수록 줄어들거나 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이 부족할까요?

쇠고기 1인분에는 물 1,200갤런(약 4,500리터) 이상이 사용됩니다.
닭고기 1인분에는 물 330갤런(약 1,250리터)이 사용됩니다.
두부와 밥, 채소로 구성된 영양이 완벽한 비건 채식 한 끼에는
물 98갤런(약 370리터) 정도만 사용됩니다.77

심지어 우리가 샤워를 안 하고 양치를 안 해도, 육식을 계속한다면
물이 전혀 절약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미 물 부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빙하는
아주 많이 녹았고, 그 밑의 강도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후에는 2천 3백만 명이 의지해 살아가는 이 물조차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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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비건 채식: 전세계 물의 90% 이상 절약
유기농 비건 채식으로 절약되는 세계 수자원
물 사용량(단위: 리터)
4,664

1,249
371
완전한 비건 채식
식사(두부, 쌀,
브로콜리, 상추)

닭고기(227g)

쇠고기(227g)

자료 출처: 마샤 크리스, 『캘리포니아의 식량 생산에 필요한 물 사용량』, 수자원교
육재단, 1991년 9월(p. 28, 도표 E3).

육류 생산에 막대한 양의 물이 사용됩니다. 단지 쇠고기 1인분을
생산하는 데 깨끗한 물 1,200갤런(약 4,500리터)이 들어갑니다.79 반면
온전한 비건 채식 식사 힌 끼에는 단 98갤런(약 370리터)의 물이 사용
됩니다. 물이 90% 이상 절약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물 부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인구가 가뭄으
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우리에겐 물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
니 물 부족을 막고 소중한 물을 보존하고 싶다면 동물성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토양 보존
지나친 방목과 사막화를 막자
축산 부문은 인간의 토지 사용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
며,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최대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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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목을 중단해서 토양을 보존하고 우리 생명을 보호해야 합
니다. 사막화와 다른 피해의 주 원인은 지나친 가축 방목이며, 토양
침식의 50% 이상이 축산업에 의한 것입니다.
지구 면적의 30%만이 육지입니다. 그 귀중한 30%의 땅 가운데 3
분의 1이 우리가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지 못하고 축
산 방목지나 가축 사료용 곡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됩니다. 모두 몇
점의 고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약 10억 에이커(약 4백만 km2), 즉 미국 전체 농지 면적
의 80%이자 전 국토의 절반에 이르는 땅이 육류 생산에 사용됩니다.
반면 미국에서 채소 재배에 쓰이는 전체 농지 면적은 약 3백만 에이
커(약 1만 2천 km2)에 불과합니다.80
최근 멕시코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멕시코 국토의 47%가 목
축업의 피해로 이미 황폐화되고 사막화되었으며,81 그 외 멕시코 국
토의 50~70%가 다소간 가뭄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용으로 땅을 개간하면서 토양의 불안정과 심각한 토질 악화가
멕시코 전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는 전체 토지
의 3분의 2가 완전히 침식되었거나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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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되었습니다.82 가축들이 지역의 식생(植生)을 다 먹고 그 발굽으
로 다진 땅은 시멘트처럼 굳어져서 아무것도 재배할 수가 없게 됩니
다. 죽어가는 초목과 헐벗은 땅은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해서 지구 온
난화를 가중시킵니다.

전세계 기아를 근절하자
모든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100억 인구를 먹일 충분한 식
량이 생깁니다.

축산업에 낭비되는 땅
우리에게 식량이 부족할까요?

전세계의 기아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10억 2천만 명입니다.
5초마다 어린이 한 명이 굶주림으로 죽습니다.
현재 가축에게 먹이는 곡물은
20억 인구를 먹이기에 충분한 양입니다.83
-줄리 겔러틀리와 토니 워들

미국에서 재배되는 모든 콩의 90%, 모든 옥수수의 80%, 모든 곡
물의 70%가 가축을 먹이고 비육하는 데 소비됩니다. 이는 최소한 8
억 명의 기아 인구를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84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
고, 몇 초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땅과 물, 식량을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축 사육에 사용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는다면, 농산물과 곡물을 가축 사육에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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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인간을 먹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아
도 없고, 기아로 인한 전쟁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 효과는 어마어마
합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
1에이커당 생산되는 단백질(단위: 파운드)

대두

쌀

옥수수

기타
콩류

밀

우유

달걀

각종
육류

쇠고기

자료 출처: USDA; FAO/WHO/UNICEF 단백질 자문단(Protein Advisory
Group), 2004.

“1파운드의 살코기를 생산하는 데 약 6~12파운드(2.7~5.4kg)
의 식물성 단백질이 소모됩니다.
감자나 밀 생산에 비해 육류 생산에는 약 1천 배의 물이 더
소모됩니다.
잡식을 하는 사람 한 명의 생존에는 2헥타르(2만 m2)의 땅
이 필요합니다. 비건 채식인 20명의 생존에는 1.2헥타르(1
만 2천 m2)의 땅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잡식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면 비건 생활 방식
에 비해 기본적으로 80배의 땅이 더 필요합니다.” 85
-게리 L. 프랜시온/
미국 러트거스 대학교 로스쿨 법학 교수, 비건 채식인

게다가 우리가 자연적인 농법인 유기농을 더 많이 채택할수록 수
확되는 식량도 늘어나고, 우리 자신과 땅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렇
게 되면 점차 토양이 회복되어 더 풍성한 식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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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 벌채를 멈추자
삼림 벌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나무를 더 많이 심어야 합니
다. 침식된 곳이나 황무지마다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삼림 벌채도 주로 육류 생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유엔의 추산에 따
르면, 삼림 벌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거의 모든 숲의 벌목이 육류 생산과 관련되어 있습니
다.86 벌목된 아마존 숲의 80%가 도살될 가축을 키우는 방목지 용도였

고, 나머지도 주로 가축 사료용 콩 작물 재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작 가축을 사육하려고 매년 영국 크기의 숲이 벌채됩니다. 그래
서 지구가 더워지고, 많은 지역에서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입니다.
햄버거 250개를 생산하기 위해 1초마다 축구장 1개 크기의 열대우림
이 파괴됩니다.87
쇠고기 햄버거 패티 1개당 55평방미터의 열대우림이 사라집니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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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있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미국 북서 태평양 지역의 숲은 미국 오리건 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절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구에서 삼림과 관련된 탄소 중
8%가 중앙아프리카 콩고 강 유역의 광대한 열대우림에 저장되어 있
습니다. 과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콩고에서 삼림 벌채가 계속되면
영국에서 지난 60년간 배출된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에 해당하는 이
산화탄소가 방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89 그러므로 아직 숲을 보존할
수 있을 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숲은 비를 부르고 토양을 보존하며 침식을 막습니다. 그리고 산소
와 그늘을 제공하고, 숲의 친구인 동물들의 집이 되어 주며, 결과적
으로 지구의 생태 환경을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삼림 벌채의 피해는 숲이 조절하는 세계의 기온과 강수, 날씨 패턴
에 영구적인 변화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숲에 의존해 살아온
수백만 명의 생계 수단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삼림 벌채의
피해는 그 이상입니다. 동식물들이 자연적인 멸종 속도보다 100배
이상 빠르게 멸종되면서 우리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결책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유기농 비건 채식
이 해결책입니다. 지구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인 유기농 비건 채식을
당장 채택해야 합니다.
가축 방목과 사료의 경작 용도로 쓰이던 땅을 숲으로 만들면 지구
온난화 감소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작이 가능한 모든 땅을 유
기농 채소 농장으로 바꾼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
할 뿐 아니라 대기 중 온실가스를 40%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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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축산업에서 나오는 50% 이상의 배출량을 제거하는 것 외에 별도
로 더해지는 효과입니다.90
요약하자면, 비동물성 유기농 비건 채식 생활 방식만 선택하면 인간
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절감
육류 생산에 드는 에너지 비용
육류 생산은 에너지 집약적이며 에너지 효율성이 극도로 낮습니
다. 쇠고기 1kg 생산에 드는 에너지는 169메가줄인데, 이는 유럽의
일반 자동차로 2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쇠고기 스테이크 6온스(약 170g)는 밥과 세 가지 채소로 구성된 비건
채식 식사 한 끼에 비해 16배나 많은 화석연료를 소비합니다.
육류 생산에 드는 에너지 비용
요리 종류

각 요리당 생산에 드는 화석연료 에너지

CO2 0.4파운드
(약 180그램)
브로콜리 1컵, 가지 1컵,
콜리플라워 4온스, 쌀 8온스

휘발유 0.0098갤런

CO2 10파운드
(약 4.5킬로그램),
25배 많음
쇠고기 스테이크 6온스

휘발유 0.1587갤런(16배 이상)

자료 출처: 기돈 이셜(Gidon Eshel) & 파멜라 A. 마틴(Pamela A.
Martin), 「음식, 에너지, 그리고 지구 온난화(Diet, Energy, and Global
Warming」, 『지구 상호작용(Earth Interaction)』, Vol. 10(2006), paper
N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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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의장인 라젠드라 파차우리 박사는 더
나아가 육류 생산에서 필요한 지속적인 냉동 수송과 냉동 저장, 가축
사료의 재배와 운송, 많은 포장, 고온에서의 장시간 조리, 그리고 엄
청난 양의 동물성 제품 폐기물의 가공과 처리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지
적합니다. 육류 생산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손해가 막심한 사업입니다.91

육류의 실제 비용
“1파운드(약 454g)의 쇠고기를 생산하려면 2,500갤런(약
9,400리터)의

물과 12파운드(약 5.4kg)의 곡물, 35파운드(약

16kg)의 표토와 휘발유 1갤런(약 3.8리터)에 해당하는 에너지

가 소비됩니다. 이 모든 비용이 보조금 없이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면, 미국에서 가장 값이 싼 햄버거라도 가격은 35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92
-존 로빈스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자
우리 인간을 포함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
으며, 우리는 이곳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살기 좋도록 서로
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면 우리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죽이고 동물을 죽일 때마다
우리의 일부를 죽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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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평가한 분류군별 생물종의 멸종 위험 수준
소철류

자료 부족
관심 필요
취약 근접
취약종
위기
위급
멸종/ 야생에서 멸종

침엽수
민물 어류
산호
민물 게

멸종 위험

잠자리
파충류
포유류
양서류
조류
생물종의 수

잠자리
민물 어류
소철류
침엽수류
민물 게
산호
파충류
포유류
조류
양서류
생물종의 수

자료 출처: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2010년 지구 생물 다양성 전망 3』, 2010,
p. 28. h t t p://w w w.c b d.i n t/d o c/p u b l i c a t i o n s/g b o/g b o3-!n a l-e n.
pdf,28. http://www.cbd.int/gbo3/images/GBO3-Figure4-ThreatStatus
AssessedGroups.pdf.

바다와 강, 호수에서 수많은 어종이 이미 사라졌고, 산호초와 같이
완벽한 수생 환경도 저인망 어업과 폭발물을 이용한 어업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육류 소비로 인해 광대한 지
역이 가축에게 먹일 콩 등의 경작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훼손시키는 이런 활동들 때문에 동식물
의 멸종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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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하천과 토양을 되살리자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진정으
로 보존하고자 한다면 축산업을 멈추고 채식을 택해야 합
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의 추산에 따르면, 주로 육류 생산과 관련된 농업
부문이 미국 전체 물 오염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94
5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양돈장 한 곳에서 나오는 연간 폐기물이
뉴욕 맨해튼의 주민 150만 명으로부터 나오는 양보다 많습니다. 버
지니아 주에서는 양계장에서도 주민 전체의 배출량보다 1.5배 더 많
은 질소가 배출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
는 법률이 없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사육되는 180만 마리의 돼지가 아일랜드 전체 420
만 인구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폐기물 전부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량의 대부분은 하
천이나 토양 속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엄청난 양의 이 폐기물들은 여
러 끔찍한 문제들을 초래하는 무서운 독성 물질입니다. 그 안에는 황
화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유독가스, 잔류 살충제, 호르몬제, 항생제,
식중독과 죽음까지 초래하는 대장균 등이 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입증한 바에 따르면, 이런 폐기물 외에 동물 사료용 작
물 재배에 사용된 화학비료 폐수도 죽음의 해역을 조성하며, 물속에
서 자라는 푸른 이끼 종류인 유독 조류도 발생시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에서 발생했습니
다. 그 지방은 프랑스 대부분의 축산 농가와 전체 낙농장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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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치한 곳입니다. 브르타뉴 해안에서 축산 폐기물과 화학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 유독 조류가 창궐하게 되면서 치명적인 독가스
인 황화수소를 내뿜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말 한 마리가 이 유독
조류를 밟고 나서 30초 만에 죽었으며, 현재 3백 명이 넘는 현지 주
민이 건강상의 문제로 그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인 것은, 가축의 배설물이 대부분 규제받지 않는다는 사
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수많은 동물과 인간에게 질병이나 죽음까
지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오염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축 폐기물에 의한 오염 사례를 더 보시려면 부록 9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경제 비용과 의료비 절감
수조 원에 달하는 기후변화 완화 비용을 절약하자
지도자들은 기후변화 완화 비용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세계가 비동물성 식단으로 전환한다면 그 비용
을 절반이나 그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수십조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후변화에 드는 비용

“유럽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74조 달러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수면이 1미
터 상승하면 폭풍에 의한 재산 피해는 1조 5천억 달러 증가
됩니다.” 95
-F. 애커맨 & E. 스탠튼/ 환경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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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100년까지 일본이 감당할 비용
은 연간 1,76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96
-미무라 노부오 교수와 동료 과학자들

•비건 채식의 절감 효과

“전세계가 비건 채식을 선택한다면, 2050년까지 기후변화
완화 비용으로 추산된 40조 달러의 80%인 32조 달러를 절
약할 수 있습니다.” 97

의료 비용 최소화
육식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최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
니다. 가축에게 정기적으로 과도한 호르몬과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그 고기를 섭취한 인간의 건강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또 도살장에서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유독성 부산물도 나옵
니다. 이런 유독 물질의 독성은 극도로 강력해서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른바 육류는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이 섭취해 온 식품 중 가
장 건강에 해롭고 유독하며 비위생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삶
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먹어선 안 됩니다. 고
기를 먹지 않으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 현명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듯이 육류는 모든 종류의 암과 심장 질환, 고
혈압, 뇌졸중, 비만을 유발합니다. 육류로 인한 질병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질병으로 해마다 수백만 명이 사망합니다. 육식과
관련된 질병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다른 수백만 명이 중병에 걸
리고 신체적인 장애를 입습니다. 육식으로 빚어지는 비극은 끝이 없

63

위기에서 평화로: 유기농 비건 채식이 해답이다

습니다. 모든 과학적·의학적 증거가 있으니 이젠 우리 모두가 이 사
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가축 사육장의 불결한 환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도살될 때까지 비좁고 더러운 곳에 갇혀 지내
는데, 그곳은 돼지독감(신종플루) 바이러스 같은 질병의 전염을 확산
시킵니다. 사실상, 인간 광우병처럼 육류에 의해 감염되는 어떤 질병
들은 일단 감염되면 치명적인 비극을 초래합니다. 슬프게도 광우병
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게 됩니다. 대장균, 살모넬라 등과
같은 다른 오염원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만성적인 손상과
함께 때로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비건 채식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자녀가 대장균에 감염되어 뇌손
상이나 마비로 죽어간다는 슬픈 이야기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왜
냐하면 치명적인 대장균은 거의 대부분 농장 동물에서 비롯되기 때
문입니다. 인명 손실을 가져오는 돼지독감이나 광우병, 암, 당뇨, 뇌
졸중, 심장마비, 살모넬라, 에볼라 등의 질병으로 가슴 아파하는 일
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척 두려워하는 에이즈도 본래는 식용으
로 동물을 사냥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발생한 인간 전염병의
75%가 끔찍하고 불결한 축산 환경으로 인해 생겨난 동물의 질병에
기인합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우리 건강에 좋다고 들어 왔던 우유조차 그와
는 반대로 독성이 있고 질병을 일으킵니다. (물론 경제적인 손실도 가져
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자면, 치즈에서는 다른 동물들의 위장 내벽

에 있는 세균성 미생물, 살충제, 효소가 검출되었고, 우유에 든 호르
몬은 유방암과 전립선암, 고환암을 유발합니다. 또한 리스테리아증
과 크론씨병을 발생시키며, 우유 속 호르몬과 포화지방으로 인해 골
다공증과 비만, 당뇨, 심장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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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와 유제품으로 인한 건강 비용

2010년 미국의 심혈관 질환 치료 비용은 5,032억 달러입니다. 98
미국의 암 치료 비용은 연간 65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당뇨 치료 비용은 연간 1,740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개인의 과체중 치료 비용은 연간 930억 달러입니다.99

친환경 기술을 채택할 시간을 벌자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빨리 없앨 수 없습니다. 현재의 기술을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인 발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거리
에서 전기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걸로 이산화탄
소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탄 오염은
가축 사육에서 비롯되므로, 우리가 축산업을 멈추면 더 이상 지구는
더워지지 않습니다!
이미 개발된 최신 과학 기술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바닷
물과 섞어 시멘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다른
방식으로 시멘트를 제조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새로
운 이산화탄소로 인한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초원과 숲 같은 자연환경은 탄소
포집 기술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게
다가 탄소 포집 기술은 위험성도 높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농축된 탄소가 대기로 다시 누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
까? 수년간, 수십 년간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새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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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비건 채식, 우리 건강과 동물, 환경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
는다면 자연은 알아서 균형을 회복할 것이며, 우리 세상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100

II. 가장 빠르고 가장 친환경적인 해결책
지구 온도를 즉시 낮추자
네덜란드 동물보호당의 공동 창립자인 마리안 티엠(Marianne Thieme)
은 식사에서 육류를 배제할 경우 환경적으로 얼마나 이로운지를 명
확히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모든 영국인이 일주일 내내 고기를 먹지
않으면 영국의 2천 5백만 가구의 절반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국인이 1주
일에 6일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전국의 도로에서 2천 9백만 대의 자
동차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유기농 비건 채식의 배출량 절감 효과
다양한 식습관에 따른 온실효과(1인당/ 연간/ 자동차 주행 거리로 환산)*

비건 채식

채식

육류를 포함하는 음식

281 km

유기농법

629 km

재래 농법

1978 km
2427 km
4377 km
4758 km

* 기준이 된 자동차는 BMW 118d : 119g CO2/km로 계산.
자료 출처: 푸드워치, 『유기농: 기후의 구원자? 독일 재래 농법과 유기농법의 온실
효과에 대한 푸드워치 보고서』, 2009년 5월, 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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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인 잡식 식단과의 비교
•유기농 [육식] 음식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8% 줄인다.
•동물성이 없는 비건 채식의 배출량은 육식의 7분의 1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86% 줄인다.
•유기농 비건 채식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94% 줄인다.101
-『독일 재래 농법과
유기농법의 온실효과에 대한 푸드워치 보고서』

[따라서] 모든 친환경 정책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인 정책, 그리고
모든 친환경 활동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인 활동, 가장 자비롭고, 가
장 영웅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실천이 바로 비건 채식입니다.
유기농 비건 채식으로 전환하면 대기 중의 메탄을 제거해 지구 온
도를 낮추는 데 현저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농은 해로운 메
탄 배출을 없애는 한편, 사실상 탄소의 40%를 토양에 다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건 채식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일 뿐 아
니라 대기에서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방식을 취한다면 세상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습니다. 비동물성 식단으로 전환하면 동물에 대한 학대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메탄 발생과, 그와 관련된 오염 물질도 없앨 수 있습니
다. 쓰나미와 홍수, 폭풍, 태풍, 산사태 등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의 이보 드 보어(Yvo

de Boer)

사무총

장은 이미 2008년 6월에 “최상의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채식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채식은 비건 채식을 뜻합니다.

67

위기에서 평화로: 유기농 비건 채식이 해답이다

최고의 녹색 식생활, 비건 채식을 하자
[육류 생산을 중단하면] 40조 달러에 달하는 지구 온난화 완화 비
용의 80%를 절감합니다. 식량 재배에 필요한 토지가 4.5배 줄고, 깨
끗한 물의 70%를 보존하며, 가축 방목으로 사라지는 아마존 열대우
림의 80%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 기아를 해결합니다. 34억 헥
타르(3천 4백만 km2)의 땅을 절약하고, 매년 전세계 곡물 공급량의 절반
인 7억 6천만 톤의 곡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량 중 육
류 생산이 차지하던 3분의 1이 절약됩니다. 처리되지 않은 가축 배설
물로 인한 오염이 줄어듭니다.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구당 연간 탄소 배출량이 4.5톤 감소됩니다. 지구 온난화의
80%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움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법은 표토를 보존하고 수원(水源)
을 청정하게 유지시키며, 만약 유기농법을 전세계적으로 시행한다면
현재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의 약 40%를 흡수해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에 직접적인 이로움을 줄 것입니다.
비건 유기농법의 다른 우수한 면으로는 윤작과 뿌리 덮개법, 천연
비료의 사용 등이 있습니다. 윤작이란 계절마다 다른 작물을 심는 것
을 뜻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돌려짓기를 하면 작물이 튼튼해지고 땅
은 비옥해지며 토양도 회복됩니다. 뿌리 덮개법과 최근에 나온 무경
간 유기농법을 적용하면 수분의 유지를 돕고 토양 침식이 크게 감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비건 유기농법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영
위하고 지구와 모든 존재를 보호한다는 철학을 따릅니다. 이 농법은
농사와 환경 간의 자연스러운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자연에 대
한 배려심에 현재의 여러 기술을 더해 이 농법을 실천한다면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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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면서 과거에 발생된 문제들로 잃어버린 자연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먹기와 유기농 육류 먹기?
흥미롭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인 로컬푸드
를 먹는 것도 비건 채식만큼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
학교의 과학자들은, 100%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를 먹는 것보다 비건
채식을 하는 게 온실가스 배출을 7배 이상 감소시킨다고 측정했습니
다. 그러니 심지어 로컬푸드보다 비건 채식이 더 낫습니다.
독일 푸드워치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육식에서 유기농 육식으로 바
꾸면 배출량의 8%만 줄어드는 데 비해, 비건 채식으로 바꾸면 유기농
이 아니어도 배출량의 86%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102 그러니 비건
채식을 하면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말
입니다! 물론 유기농이 좋고 지역 농산물이면 좋겠지만, 일단은 유기농
이든 아니든 적어도 비건 채식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유기농 육류는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유기농이 아
닌 공장식 축산보다 훨씬 더 많은 땅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믿어집
니까? 그러니 유기농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
니다. 예를 들어, 소위 ‘지속 가능하고’ ‘방사해서’ 키운다는 유기농
가금류의 경우 비유기농 가금류 농장에 비해 20%나 더 많은 에너지
가 필요하고, 지구 온난화에도 20%나 더 높고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
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줄곧 잘못된 안내를 받았던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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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생명을 주면 생명을 얻는다
사자와 양이 평화롭게 누워 있길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 인
간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육식은 인간과 동물을 다 같이 죽인다
육식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위이며, 이는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잔인한 행위입니다. 동물을 직접 죽이진 않는다 해
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육식은 말 그대로 수십억[의 동물]을 죽입니다. 매년 550억 마리나
되는 경이적인 숫자의 동물들이, 전세계 인구의 8배나 되는 동물들
이 인간의 식용으로 해마다 도살됩니다.103 죽임을 당하는 수십억의
물고기는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다 합친다면 매일 1억
5천 5백만 이상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셈입니다.
유제품도 육류와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동물에 가하는 잔혹함과
고문도 동일하고, 불쌍한 동물들이 결국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기 때
문입니다. 낙농업에도 동물들에 대한 자비심은 없습니다.
사람들도 매년 육류와 생선, 동물성 식품 소비와 관련된 요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약 3천 3백만 명이 심장 질환과 암, 다른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매일 9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또한 식량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먹어야 할 곡
식을 동물에게 먹인 뒤 죽여서 고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아
로 사망하는 2만 5천 명 역시 육식으로 인한 간접적인 사망자들입니
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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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 명이 육식에서 야기된 지구 온난화로 목숨을 잃습니
다. 또 기후변화 때문에 집을 잃는 이들도 수천만 명에 이릅니다. 적
당한 말이 없으니 이들을 일단 기후 난민이라 부르지만, 사실상 그들
에겐 난민의 지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엔 육식과 관련된 문제로 고통 받는 무고한 야생동물과 가축
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육식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고, 또 죽입
니다. 그러므로 육식은 살해 행위이며 막아야 할 범죄입니다.

동물 학살: 전 지구적 규모로 자행되는 범죄
다른 선택이 있는데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사랑스럽고 무고한
생명들을 대량 학살하는 것보다 심각한 도덕적 위기는 없습니다. 이
런 대량 살육은 범세계적인 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살
해의 에너지는 다른 부정적 에너지를 키우고 증폭시켜 우리 사회를
타락시키고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천 년간 수십, 수천 억의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수백만 명이 넘는 동료 인간들마저 직접, 간접적으로 죽임으로써 이
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죽인다는 것은 전쟁을 말하며, 간접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질병
을 통한 죽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선페스트와 폐페스트, 그리고 지
금의 돼지독감, 조류독감 등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육식이라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
다. 또 이 세상의 심각한 건강 문제들 중 다수도 육식에서 비롯됩니
다. 육식은 동물에 대한 잔학 행위입니다. 육식은 우리의 안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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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학 행위입니다. 육식은 우리 아이들의 안녕에 대한 잔학 행위입
니다. 육식은 지구에 대한 잔학 행위입니다. 비건 채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수많은 결과들로 고통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과 동물의 살해를 멈춰야만 합니다. 동물성 제품의 생산을 그
만두고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지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멈춰
야 합니다. 살생을 멈추고 동물 제품 생산을 중지하고 그 사용을 중지
해야 합니다. 육식을 그만둬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축산 농장 이면에 존재하는 소름끼치는 진실, 그
리고 죽임을 당하는 모든 무고한 동물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죽은 다른 존재의 살점을 먹는 것이 전혀 불필요한
일이며 피로 물든 발자국을 남긴다는 사실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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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의 조화를 회복하자
우리 모두 이 지구라는 거주지와 물, 공기, 자원, 식량 등 자연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건 채식을 하고 환경을 보호해서 그들의 지구, 동물들의 지구도 구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환경을 회복하고 최상의 평화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일부이고, 지구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향기
로운 꽃들은 우리의 자매이고, 사슴과 말, 거대한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동물들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
요?”
“모든 동물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엄청난 영적 고독감으로
죽고 말 겁니다. 바위 봉우리, 촉촉히 젖은 밭고랑, 말과 인
간 사이에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 등...... 이들은 모두 같은
가족의 일부입니다. 지구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구에 속한 것입니다.”
-두와미쉬 인디언 부족의 추장 시앨뜨(Sealth)/
미국 워싱턴 주의 도시 ‘시애틀’이 그의 이름에서 유래됨

우리 지구에 동물이 하나도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개도 사라지
고, 고양이도 사라지고, 새도 사라지고, 물고기도 사라지고, 들소도
사라지고, 코끼리도 사라지고, 살아남은 동물이 전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
겠습니까? 정말로 메마르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명도 빼앗지 않습니다.
지구는 인류와 동물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줍니다. 우린 다른 어떤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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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 상처 입히거나 해치면서 약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비
동물성 음식을 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몇 번이고 거듭거듭 말씀드
립니다.
모든 인류가 비동물성 음식으로 살아가고 자연과 다른 생명을 존중
하며 산다면, 이곳은 지상천국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받고, 모

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지구는 건강을 회복하고, 동물들은 고마워
할 것이며, 인류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채식
만 하면 됩니다.

동물은 세상에 사랑을 가져온다
동물은 진실로 인류를 돕기 위해 옵니다. 성경을 보면 “나는 동물
을 너희의 친구가 되고 조력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구절이 있는
데,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이런 도움을 잘 활용하
는 것은 아니기에 참으로 애석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동물을 죽입니
다.
신이 지상에 두신 모든 것엔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죽여선 안 됩니다. 식물성 음식 외에는 어떤 것도 먹어선 안 됩
니다.
동물들은 특별한 역할을 지니고 지구에 옵니다. 많은 동물이 존재
하는 것만으로도 천상의 신성한 힘이나 사랑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
다. 말이나 토끼 같은 동물은 돌봐 주는 사람을 부정적인 영향에서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행운과 물질적인 부까지 가져다주며 기
쁨이나 영적 고양을 선사합니다. 동물들은 인간을 조용히 지켜 주며
겸손하게 우리의 길을 축복해 줍니다. 그들 가운데는 인류나 지상의
다른 존재를 돕기 위해 높은 의식 수준에서 동물의 형상으로 내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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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들도 있습니다.
동물은 또한 물질세계에서 매우 고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룩말, 원숭이, 야생 앵무새와 같은 동물은 씨앗을 퍼뜨
리는 것을 도우며, 벌이나 다른 곤충들은 작물과 초목의 수분(授粉)을
돕고, 또 어떤 동물들은 숲과 바다의 건강을 유지해 줍니다. 동물들
은 직접적으로 인간을 돕기도 합니다.
나는 신문이나 라디오, TV를 통해 아주 많은 고귀한 동물들이 사
람을 구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동료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훌륭한 동물들에게서 배워
야 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NQ[Noble Quality: 고귀한 품성]나 LQ[Loving Quality:
사랑의 품성]에 관한 칭하이 무상사의 영적인 통찰력에 대해 보시려면 부록 10
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지상에 낙원을 창조하자
모든 사람이 유기농 비건 생활 방식을 자신의 영웅적 사명의 일부
로 채택한다면, 분명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인류와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 거주자들 모두에게 안전하고 구원된 세상을 가져다줄 것입니
다.
이곳은 지상의 낙원처럼 되어 모두가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원을
동등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공평하게 분배될 것입니다.
누구나 존중과 사랑을 받고 옆 사람이나 마지막 사람, 처음 사람이
모두 똑같이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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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

제자: 스승님, 인간과 동물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승: 지구에 큰 평화가 도래할 겁니다.
정말로 큰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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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채식 법률과
정책의 제정
나는 정부가 동물 살생을 금하고
가축 사육을 금하는 법률을
제정하길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을 지키기로 맹세했고
나라를 여러 측면에서 향상시키기로 다짐했다면,
우선 이 조치부터 취해야 합니다.
육류 산업을 중지하십시오.
어업을 중지하십시오.
유제품 산업을 중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구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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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세계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비건 채식을 하자
[세계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막강한 힘을 이 지구의 식생활을 바꾸
는 데 사용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즉시 신기술, 지속 가능
한 에너지를 채택해야 합니다. 본인부터 채식인이나 비건 채식인이
되어 모범을 보이고,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위대한 힘을 사
용하고, (비건) 채식을 지구를 위한 새로운 음식으로 만드는 데 스스
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105
그들 자신부터 (비건) 채식을 하고, 그런 다음 자신의 힘을 진실한 방
향으로 정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흡연을 금지한 것과 같은 방식으

로, 육류가 인류와 지구에 주는 모든 해로움을 열거해 육류도 금지시
킬 수 있습니다. 흡연을 금한 것처럼 육류도 금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자
지도자들 자신도 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사회의 체계를 바
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자유롭고 더 영적이고, 도덕성이 높은 사
회가 됩니다. 그들에겐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천국
의 자비로운 품성과 진보적인 계획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우주의 법
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법칙은 바로 사랑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은 다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다는 의미
입니다. 인류의 진보를 돕고 모든 존재를 보호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법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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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은 반드시 그들 자신과 그들의 국가와 지구 전체에 재난을 가져
옵니다.
이 지도자들이 자신의 진아를 발견하고자 영적인 측면에 더 접근
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들 자신이 매우 찬란하고 자애로우며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고 현명하고 신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 스스로 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나 동물,
환경을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그들의 신실함이
얼마나 깊은지에 달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세상을 돕는 데 최선을 다
했고, 그들에게 도움 받은 사람들의 수가 많고 신실함이 매우 크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게 영광스러운 천국이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신
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II. 정부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의 국민
들도 반드시 뭔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편히 앉아 이야기
할 수 있고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물이 부족하거나 식량 가격이 오르
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일이 곧 닥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물과 식량이 부
족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이미 10억 명입니다. 지금 행동을 취하십시
오. 아주 간단합니다. 채식만 하면 됩니다. 채식만 하면 현재로선 정
말 충분하며, 다가올 먼 미래를 위해서도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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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 생활 방식에 관한 정보를 널리 전하자
사람들은 자기 접시에 담긴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접시 위에 놓인 작게 포장된 고기가 원래 모습과는 딴판이기 때문입
니다.
이른바 전통이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
고 사회 전체가 그것을 자연스런 생활 방식으로 지지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동물에게 자행해 온 잔학 행위를 더 잘 인식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비롭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
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산업이 해로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을 모
릅니다. 그들은 살생이 살생을 낳는다는 사실과, 육류가 또 다른 유
독한 중독 물질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류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육식이 정말로 해롭다는 사실과, 지금은 육식을 끊어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재난이 임박하면 정부는 즉시 국민들을 대피시킵니다. 전쟁이 일
어나면 국민은 항상 자신을 지킬 방법에 대한 공지를 받습니다. 심
지어 정부는 신병을 모집해 전쟁터로 내보내거나 나라를 지키게 합
니다.
이 경우는 전쟁보다 더 긴급합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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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와야만 합니다. 채식 생활을 장려하는 정보를 더 많이 배
포하고, 자비와 사랑과 건강의 새로운 에너지를 전 지구에 퍼부으십
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참할 겁니다. 지지하는 에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도처에서 이것을 광고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읽어 보도
록 전단을 나눠 주고, 이 일을 공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
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해서 모두에게 채식의 이로움을 알려야 합니
다. 채식 요리법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무료로 채식 요리 강
좌와 채식 모임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하면 모두
들 즐거운 유행처럼 세상의 새로운 변화에 따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와 전세계 시민들이 지구를 구하는 채식의
크나큰 이로움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
고 얼마나 긴급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살생이 없는 식생활인 채식이 도덕적이라는 측면은 제쳐 두
고라도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이로움을 가져다주는지를 알아야 합니
다. 우선 채식이 우리 건강에 이롭고 지구를 구할 수 있으며, 그래야
장차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집이 존재한다고 말해 줘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 집,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파괴되고 나면 다른
지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되지만 지구는 일단 파
괴되면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부
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사실을 대중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흡연을 금한 것처럼 육식을 금하자
채식이 우리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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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육식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채식으로
요리하고 먹는지를 보여 주면서 육식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
리는 모두 밖으로 나가 알립니다. 이건 정말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육식의 위험을 알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자신
의 사명으로 삼으십시오.
정부에서 담배를 금지한 결과 실제로 금지되었습니다. 마약도 금
지하니까 금지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좋다고 생각되는 걸 실행만 한다면 아주 빠를 겁니다. 즉시 회복되거
나 영향이 멈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나 가축을 기르지 않으면 지구가 좀더 지속 가능해질 것
입니다. 동물에서 온실가스나 메탄이 더 이상 방출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지도 않을 테니까요. 지금 있는 [동물들은] 그대로 두고 이윤
과 고기를 위해 더 이상 사육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는 회
복될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소들은 자연스럽게 죽고 땅에
서는 다시 나무와 채소들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육류와 비슷한 살인 물질인 담배의 추세와 비교해 보면, 담배가 폐
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린 최초의 중요한 연구가 1950년대에 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정부는 금연법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
날까지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80여 개국에서 공공장소 금연법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106
금연법이 실제로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은 금연법
덕에 흡연 습관이 자신에게 해롭다는 걸 알고 끊게 되었고 결과적으
로 더 행복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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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모두 연구 결과에서 알고 있듯이, 우리 자
신과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을 죽이고 우리 지구를 죽이는 아주 나
쁜 습관인 육류를 금지해야 합니다.
육식 금지법은 비건 채식 세상으로 향하는 추세를 이끄는 강력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중지시키고 좋은 것을 권
장합니다. 그들은 매체나 학교를 통해 생명을 구하고 지구를 살리는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이로움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습
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바꾸거나 혹은 모두 떠나거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 혹은 육식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바꾸거나 혹
은 우리 모두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축 사육과 육식 관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육식인과 육류 산업을
포함해 이 지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린 자신의 생명과 직업 중에
서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일부 사업이 아닌 전
체 지구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는 육류 산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들의 생활 방식과 직업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듣고 알게 되면 기꺼이 직업을 바꿀 것입니다. 그
들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우선적으
로 기후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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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입니다.
육류 산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총체적 재난과 대규모 멸종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이며, 육류 산업이나 육류 운송 산업, 혹은 그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그 피해를 받게 될 것입
니다.

동물 살생과 전쟁을 멈추고 나라를 재건하자
지도자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지구가 멸망한다면 전쟁이나
지위 혹은 다른 것들에 대해 염려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모든 지도자들은 지구를 구하는 데 집중해야만 하
며, 인류가 더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보를 널리 알리고 새
법률을 제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법률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법률이 있으면 아마도 더 나을
겁니다. 좀더 구체적이니까요.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
부가 몇 가지 규칙을 정하고, 선량해지고 고결해지도록 사람들을 상
기시키고, 사랑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의 법칙에 따라 산다는 것에는 동물을 죽이지도,먹지도
않고, 동물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해로운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모든 전쟁을 멈
춰야만 합니다. 돈과 재화는 오직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지구의 모든 재화를 모두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없어지면 전쟁과 관련된 자금으로 전세계인을 수
십 년간 무료로 먹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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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간과 동물을 살해하고 학대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해야 합
니다. 삼림 벌채, 환경을 해치고 숲을 파괴하는 일 등을 모두 중단해
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오로지 모두에게 유익하고 평화를 가져올 법
을 제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진정한 영적 단체나 전혀 해롭지 않
은 유익한 단체를 보호하는 등의 영적인 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부를 공유하십시오. 가난한 사람과 동물에게 충분한
음식과 옷을 나눠 주십시오.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보호 구역을
만들어 모든 생명을 보호하십시오. 숲을 재건하고 강과 호수, 바다를
정화하고 보호하십시오.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을 보살피는 단체에 상
을 주십시오. 술과 마약, 육류와 동물성 제품을 치우고 없애 버리십
시오.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실험도 중단해야만 합니다. 공장식 축산
농장을 없애십시오. 수감자와 군인들도 사람들을 도와 식물을 기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만드십시오. 유기농 채소 농장을 지원하고
장려하십시오. 교육과 건강 관련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십시오.
무기 생산업체는 완전히 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에 그늘을
만들고 위해를 주는 제품과 활동을 근절시키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안전과 편안함을 제공하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인 생필품과 교육의 부
족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국경을 없애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대우를 제공하십시오.
[정부가] 군대를 꼭 유지해야만 한다면, 만일을 대비하여 군대를
재훈련시켜 재난을 당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어디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집을 재건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할 일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시민들을 돕고 동물과 환경을 돕는
일이라면 모든 정부와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해 이를 시행해야 하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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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산업은 손해보는 사업이다
육류 산업은 에너지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육류 산업은 정말로 나쁘고, 나쁘고, 나쁜 사업이며, 지구 전체와
모두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육류 산업은 가장 비효율적인
사업입니다. 전기와 물, 곡물 등 엄청나게 높은 생산 비용을 들여서
다른 음식과 같은 양의 이른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데, 이 육류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고기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육류 산업은 보조금과 세금에 의존한다
가령 정부가 육류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인도의 숲을 벌채해서 생산된 햄버거의 경우 한 개당 2백 달러가 됐
을 겁니다! 107
왜 샐러드가 빅맥 햄버거보다 비쌀까?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식품 생산에 대한 미국 연방 보조금
채소와 과일: 0.37%
견과류와 콩류: 1.92%
설탕, 기름, 전분, 주류: 10.69%

곡물:
13.23%
육류, 유제품: 73.80%

연방 정부의 영양 권장량

곡물(11인분)
채소, 과일(9인분)
단백질: 육류, 유제품, 견과류, 콩류(6인분)
설탕, 기름, 소금(가급적 적게)

자료 출처: 책임 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 「건강 대 돼지고기: 축산 농가 법안에 대
한 의회 토론(Health vs. Pork: Congress Debates the Farm Bill)」, 『굿 메디신(Good
Medicine)』, Vol. XVI, 4(2007년 가을호). www.pcrm.org/magazine/gm07autumn/
health_po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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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업이 돼지독감(신종플루)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도, 미국의
양돈 산업은 이미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요? 가축에게 먹일 곡물이 비싸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곡물 가격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
남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정부에 낸 세금으로, 정부가 그들에게 보
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건 밑지는 장사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들은 축산 농가를 보조하기
위해 매년 최소한 수백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108 여러분은 여러분
의 돈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먹어서 건강하고 행복하
면 나름 합당하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류 산업은 막대한 의료 비용을 수반한다
햄버거 안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동물의 온갖 부위가 섞여 있고
온갖 박테리아와 발병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109 여러분이 의학
저널이나 의학 연구진들로부터 나온 정보를 보고 싶다면, 그들이 이
런 모든 내용을 말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세금을 육류 산업
의 보조금으로 지불할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사랑하는 사
람들의 입원비에 쓰고 결국엔 그들을 묻어야 하며,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평생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육류 산업은 동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감내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
니다. 육류만 피하면 병원과 약값 등 이 모든 걸 피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을 얻기까지 동물실험을 통해 산 채로 해
부하고 몸에 화학물질을 주입하며 아프게 하고 끝없이 고문하는 등
많은 동물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저 인간이 사용하기에 안전하다
고 느껴지는 약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약은 여전히 인
87

위기에서 평화로: 유기농 비건 채식이 해답이다

간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세금이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사람들에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원과 재정, 국력, 그리고 인
간의 건강과 행복을 낭비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낭비하는
것입니다. 육류 산업은 아주, 아주, 아주 나쁜 사업입니다.
육류 산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상상할 수 있는 모
든 측면에서 엄청나게 해롭습니다. 만약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면 축산 농가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 이미 예전에 폐업했을 겁
니다. 그래서 나는 축산업에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정
부에 건의합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 비건 채식 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해야 합니다.

육류 산업 종사자들도 위험하다
이 모든 것들 외에도, 육류 산업의 사업장은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에게 안전한 일터도 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직업은 가장 위험한 직업
군에 속합니다. 부상 확률과 화학물질 노출도가 가장 높고, 인플루엔
자, 돼지독감, 조류독감, 그리고 일단 걸리면 사망하는 광우병처럼
치명적인 질병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이 모든 걸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암, 당뇨, 건강 문제, 심장 질환 등 온갖 질병의 관점에
서 육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열거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병은 육식에 기인하거나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 생계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있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의 건
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해야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젊어서 죽게 만드는 직업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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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식품이 싸고 저렴하다는 대단한 착각이 계속되는 것
은 모든 환경 비용과 건강 비용, 사회적 비용이 그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가격을 계산해 보면
저렴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명확하다. 현재의 식품
생산 체계는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
을 지우고 있다.” 110
-인터넷 잡지 AlterNet.Org

육류 금지는 지구를 구하는 유일한 길
자비로운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이롭고 천국을 기
쁘게 합니다. 게다가 지구를 구합니다. 이는 좋은 사업일 뿐 아니라
지구를 구하고, 현재와 미래의 무수히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육류 산업 종사자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처가 가져서는 안
될 다섯 가지 직업 중 하나로 육류 사업을 말했던 겁니다.
육류 사업은 나쁜 직업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나쁩니다. 다른 네
가지 해로운 사업에는 무기 사업, 인신매매 사업, 중독물 사업, 독약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해로운 사업은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여
러분에게 나쁩니다.

유기농업을 장려,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자
[정부는] 농민들에게 곡물을 재배하도록 장려하고 채소 농사에 보
조금을 지원해서 축산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
다. 많이 재배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
이 세상에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대신 인간이 먹을 채소를 재배하고 동물들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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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자유롭게 두면, 그들은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영웅이 될 것입니
다. 정부는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죽어서 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동물을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해 줘야 합니다.
현재 정부나 매체는 이런 일들을 널리 알리거나 장려하지 않습니
다. 그래서 내 소견으론 정부가 질병 등으로 부패된 고기 때문에 손
실을 보는 축산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농사를 짓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농민들이 늘어난 재정 지원을 통해 좀더 안정적
으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유기농 식품의 시장 수요
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도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위
해 채소를 더 많이 재배하고 공급하게 되어 기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채소 종자를 제공하고 화학비료를 사용하
지 않는 더 좋은 농사 방식에 대해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농민들이 가축 사육의 해악이나 화학물질과 비료, 살충제의 해로움
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채소를 더 잘 재배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농민들이 땅을 보존하고 농산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구매
자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유기농 비건 채식 산
업을 장려하기 위해 인증 제도나 품질 표준 체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
다.

유기농업은 하기 쉽다
지금 유기농 식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건강
에 아주 좋고 수요도 아주 높습니다.
우리 협회에는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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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입증이 됐습니다. 누구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우리 웹사이
트에 들어가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해서, 물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또 작물이
아주 빨리 자라는 데다, 한두 사람만으로도 별 문제 없이 넓은 면적
의 경작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유기농 농사를 짓도록 권하고, 빗물과 지하수
를 보존하는 방법, 땅을 보존하는 방법, 나무를 심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인도 라자스탄 주의 알와르 지방에 있는
한 마을에서는 물을 잘 끌어모아서 무려 다섯 개나 되는 죽은 강을
살려냈습니다. 이 강들은 예전에 너무 물을 많이 끌어다 써서 말라
죽은 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례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인 www.SupremeMasterTV.com은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본도 많이 들지 않습
니다. 자본이 필요한 경우엔, 정부가 해로운 육류 산업 대신 유기농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도와야 합니다. 유기농업을 돕는 것은 농
민을 포함해 우리 모두를 돕는 길입니다.

학교급식을 비건 채식으로 제공하고
지역의 식품협동조합을 지원하자
내가 알기로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학교와 농민들이 연계된 완
벽한 시스템은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완전히 운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럽과 일본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프로
그램이 있습니다. 식품협동조합에 속한 회원들이 농민 한 사람 혹은
다수의 농민과 계약을 맺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는 프로그램입니
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다양한 먹을거리를 재배하고 사람들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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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합니다.
이 방식은 아주 인기가 높아져서 많은 곳에서 공급이 달릴 정도입
니다. 이런 농장들은 대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유기농 농장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얻
는 동시에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환경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부가 유기농을 지원하면 즉시 유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
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유기농이 얼마나 환경에 이롭고 어떻게 지구를
보호하는지 알리면 농민들도 기꺼이 비건 채식 식품을 더 많이 재배
할 것입니다.
유기농법을 보급하면 아주 많은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비건 유기농법의 이로움
우리는 인류의 생활과 건강, 동물의 건강, 천연자원, 지구
보호 면에 미치는 유기농의 온갖 이로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로움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
을 정도입니다. 유기농은 우리 지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인 유기농법으로의 회귀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유럽, 호
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성공을 거두어 입증되었습니다. 비건 유기
농업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수요가 점점 늘고
있으므로 수익성도 대단히 큽니다. 사람들은 육류의 유해성과 채식
의 이로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건 유기
농 채소 농사는 업종을 바꾸려는 사람에게 아주, 아주, 아주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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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업입니다.
또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이미 유기농으로 성공한 사례도 많습
니다. 예를 들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주변 지역에선 주민들이
100% 유기농 텃밭을 가꾸어 그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판매합니다.111
케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최근에 유
기농 비료가 도입되었는데, 벌써 토질과 수확 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112
우리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웹사이트(www.SupremeMasterTV.com)
에도 유기농법에 대한 코너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어떻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기농법
은 수익성이 아주 높고, 물이 적게 들며, 일이 훨씬 적고, 우리 건강에
도 매우 좋고, 일하는 사람들과 지구에도 대단히 이롭습니다.
유기농 채소를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비를 아
낀 돈으로 자녀를 위한 더 좋은 교육에 투자하고, 노인들을 더 잘 보
살필 수 있으며, 더 아름다운 도로를 건설하고, 더 많은 설비를 갖추
고, 더 많은 발명을 하고,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무료 에너지를 사용하고,
모든 어린이가 무료 교육을 받고, 노인들이 무상 복지를 누리며, 최
소 10억 명이나 되는 전세계 굶주리는 사람들이 무료로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높은 수확
대규모로 유기농으로 전환하면 전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덴마크와 다른 곳의 연구에 따르면, 이용 효율성이 낮았
던 땅이 유기농법으로 전환되면서 수확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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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재래 농법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수확량은 땅과 우리의 건강,
그리고 환경을 희생한 대가로 얻어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수
확되는 대두는 인간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육류 생산을 위한
가축 사료로 생산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아프리카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소농(小
農)들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뒤 수확량이 두 배로 늘어났음을

발견했습니다.114 이 사례에서는 퇴비를 주고 윤작을 하는 등 유기농
법으로 토양을 개선시켰습니다. 유기농 농민들은 비료와 살충제를
사는 대신에, 그 돈으로 더 좋은 종자를 구입합니다.
미국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기농법으로 농작물 수확량을 3배까
지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량 수확을 가능케 한 주
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농민들이 휴경기 동안에 콩, 대두 같은 콩류
작물이나 피복작물을 심은 것인데, 이를 통해 충분한 천연질소가 토
양에 유입돼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115
세계적인 식량 부족이 날로 악화되면서 매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 사육을 멈추고 모든 옥수수와 곡물,
채소를 동물에게 먹이지 않는다면, 현재 생산되는 식량으로 20억 명
을 먹일 수 있습니다.

농약 및 비료 사용 감소
[유기농은] 동물에게도 이롭고, 나무, 땅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유력한 발암 물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농약과
비료는 벌 군집을 붕괴시키고,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
은 다른 동물들을 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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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농장 8백만 에이커(약 3만 2천 km2)
가 유기농으로 전환하면 음식물에서 농약을 섭취하는 위험성이 97%
감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화학비료나 농약의 유출
은 바다에서 죽음의 해역을 만드는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
리는 화학비료와 살충제로 지구를 죽이고 있습니다.116
전세계에서 매년 50억 파운드가 넘는 화학 살충제가 사용되고 있
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10% 정도만, 그 화학물질 가운데
10%만이 원래 의도했던 곳에 도달합니다. 나머지는 공기와 물속으로
퍼져 나가, 인간과 동물에게 발생하는 암으로부터 바다의 죽음의 해
역에 이르기까지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럽 전역에서 수십억 마리의 벌떼가 폐사한 것이 한 종류의 농약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살충제들은 새의 알껍질
을 얇아지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아기 새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껍
질에 금이 가고 깨져서 죽게 됩니다.117
더 나아가, 유기농산물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로부터 자유롭
고, 영양소 함유량도 재래 방식으로 재배된 과일이나 채소보다 실제
로 훨씬 많습니다.

환경과 토양 개선
모든 사람, 모든 농민,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경작지가 [유기농] 비
건 농법으로 전환하면 농경법만으로도 그 즉시 이산화탄소의 40%가
흡수됩니다.118

유기농으로 전환하면 재래 경작법으로 기운이 쇠약해진 토양의 건
강이 회복됩니다. 표토가 침식되지 않고 홍수와 폭풍에도 더 잘 견딘
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야생동물과 생태계에도 이롭습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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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로 유기농법을 연구한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재래 농법을
하는 농장에 비해 유기농 농장은 식물종이 85%나 많고, 생울타리도
71%나 더 높고 빽빽하게 자라며, 많은 토종 동물이 두루두루 건강하
게 번성한다고 합니다.119
또한 비건 유기농법은 바다에 끔찍한 죽음의 해역을 생성시키는
화학비료의 유출을 막습니다.

에너지와 자원 절약
비건 유기농법은 생산성이 높고, 37%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며,
재래 농법에 비해 물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120

정부의 재정 절약
유기농 채소 재배에 대한 보조금 비용은 축산 농장의 현상 유지,
즉 축산 농가의 적자와 파산을 막는 데 들어가는 보조금에 비하면 매
우 적습니다.
비건 유기농법은 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을 아주 많이, 80%나 줄일 수
있습니다.121

그 모든 세금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그걸 다른 건설적인 일에 쓸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온실효과의 상당 부분을 완화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농민 수입 증가
유기농 채소 재배로 전환한 남아메리카의 소농들에 대한 조사 결
과, 농가 수익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122 권위 있는 네덜란드
과학자들에 따르면, 전세계가 비건 채식을 하면 전세계 정부들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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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123
미국과 인도, 뉴질랜드에서도 여러 연구가 시행됐는데, 모두 이 사
실을 뒷받침해 주며, 유기농 농민들의 수익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생산 비용이 재래 농법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옥수수와 대두, 알팔파와 같은 작물을 윤작하면 더 다양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법은 재래 농법에 비해 자연적으로 가
뭄에 대한 저항력도 강합니다.

식품 안전성 및 건강 향상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더욱 건강해집니다. [유기농 식품에는] 독
성 물질이 없고 영양이 풍부하며 유전자 조작도 없고 암을 유발하는
농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과 심장 질환, 당뇨, 비만 등을 일으킨다
고 알려져 있는 동물성 제품과는 대조적으로, 유기농 과일과 채소에
는 영양소가 풍부하여 이런 모든 현대적 질병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줍
니다. 따라서 유기농 비건 채식 식품만이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도
유일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입니다. 사실상 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식품, 최고의 식품입니다.

집에서 기른 유기농 과일을 수확하는 어린이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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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의] 영양소 함유량도 사실 재래 방식으로 재배된 과일
이나 채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가능한 한 유기
농산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류 산업 종사자들의 새로운 직업 전환을 돕자
[육류 산업 종사자들에게] 뭔가 다른 일을 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건강과 활력, 평화, 사랑, 행복으
로 가득한 새로운 삶의 이로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누구나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변화를 시도해 볼 것이며, 일단 해
보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시도해 보고
이웃과 친구들도 변화를 시도한다면 지지하는 기운이 생겨나서 전세
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동물을]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번식용으로 사육해서
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걸 멈춰야 합니다. 지구를 구하려면 돈벌이를
위한 가축 사육을 멈추고, 가축 번식을 중지하고, 가축들을 도살하는
걸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대안적인 생계 대
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의 힘을 십분 사용한다면 그들이 이해할 겁니
다.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필요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대체할 직
업이나 선택의 여지를 주십시오.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두[축산 농가들]에게 돼지나 소를 반려동물로 키울 것을 제
안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동물이 계속 번식하지 않도록 [동물들에게]
중성화 수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식을 계속한다면 지금
과 같은 상황이 되거나 심지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농민과 소매상, 운송업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들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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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일을 하되 돼지를 운반하는 대신 유
기농 채소를 운반하면 됩니다. 육류를 판매하던 농민은 유기농 채소
를 취급하는 것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III. 축산 농민의 성공적인 직업 전환
미국의 사례
수많은 돼지가 빽빽하게 들어찬 더러운 공장식 축사를 운영하던
한 미국인 양돈업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비건 채식인인 작
가 존 로빈스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존 로빈스는 유명한 아이스크
림 회사의 상속자였지만, 자신의 비건 채식 이상을 따르기 위해 수백
만 달러에 달하는 부친의 사업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 축사를 방문한
뒤, 이 양돈업자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
절 그는 돼지 한 마리를 정말 친한 친구나 동료처럼 사랑했는데, 그
의 가족과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그렇게 사랑하던 마음을 억지로 부
정하고 잊게 되었습니다.124
그 사실을 깨닫자 그는 단 한순간도 온순한 돼지를 학대할 수가 없
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돈업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대신에 작은 유기농 농장을 사서 유기농 채소를 팔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에 넘칩니다.
또 한 사람은 돼지 열 마리를 반려동물로 키웁니다. 전에 키우던
돼지 가운데 열 마리를 반려동물로 키우면서, 요즘은 종종 학교를 방
문해 아이들에게 돼지가 얼마나 똑똑하고 다정한지를 보여 주곤 하
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돼지를 먹지 않게 됩니다. 그는 이제 양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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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만두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물을 보호하는 활동도 합니다.
한 목장주의 경우, 대규모 소 목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육식으로
인해서 암에 걸리고 난 후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는 [병이
나은 뒤] 비건 채식인이 되었고, 이제는 동물 보호 운동가가 되었습
니다. 그는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강연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잔인한 진실, 추악한 진실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확고한 동물 보호 운동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워드 리먼
(Howard Lyman)입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도 강연자로 한두

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중동의 사례
최근 이란에서 젖소를 키우는 낙농업자가 자기 사연을 편지로 보
내왔는데, 그 역시 지구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직업을 바꾸기
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키우던 소를 모두 안전하고 좋은 집으
로 입양시켜 남은 여생 동안 존귀하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는 지금 비건 채식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사례
포모사(대만)에서 보내온 사연도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던 한 농민
이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시청한 뒤, 환경을 보호하고 자신과 가
족의 나쁜 과보를 피하고자 비건 채식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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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키우던 모든 돼지들을 여전히 데리고 있으면서 가족처럼 행복
한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종류의 농사를 지으면서
직업을 전환하는 중입니다.
이런 사례들의 주인공들은 지금 모두 잘 지내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좋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평생 해 오던 직업을
바꾸려면 처음엔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들 모두가 그럴 만한 가치
가 있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증해 줄 것입니다.
이는 본인의 마음과 정신에 커다란 자유를 주고 가족에게 행복과 건
강을 주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IV. 훌륭한 정치의 모범 사례
유럽연합
유럽의회는 육식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대신 유기농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125
내가 바라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진전이 있는 걸 보면
임계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용기 있고 용감하고 영
웅적인 지도자들이 변화를 돕고 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고 고무적
인 일입니다.
유럽의회의 옌스 홀름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람들에게
육식을 줄이기를 권장하는 조치를 유럽연합이 채택하도록 노력해 왔
습니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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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럽 수출용 육류 생산을 위한 삼림 벌채를 막기 위해, 독일 환경
부 장관은 브라질을 방문해 더 엄격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도왔습니
다.

아일랜드
아일랜드에는 현재 유기농업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농업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농민들에게 편지를 써서 유
기농 농사, 채소 농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했고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엄청난 비율의 농민들이 유기농법으로 전환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벨기에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인 겐트(Ghent) 시는 매주 목요일을
채식의 날로 공식 선포했으며, 2009년도 학기부터 시 전체의 학교들
은 매주 목요일마다 채식 식단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127

영국
난 찰스 왕세자가 솔직 담백한 용기와 두려움 없는 웅변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점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행동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유기농 제품 시장을 열었고,
전세계 열대우림 벌채를 막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자신의 교통수단 등에서도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
려는 노력을 보여 줍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 기금에서 거의 30억 달
러에 달하는 기금을 삼림 보존을 위해 기부했습니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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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모든 분야에 대한 영국 정부의 지도력에
찬사를 보내며, 국가의 저탄소 미래를 위한 영국의 모든 정책에 박수
를 보냅니다.
지속 가능한 식량 정책에 관한 영국 정부의 중요한 활동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미 2008년 7월에,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수상이
영국의 식량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의뢰한 한 보고서에서, “건강에
이롭고 환경 피해를 감소시키는 식단은 오늘날의 전형적인 식단에
비해 육류와 유제품이 감소된 식단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129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및 기후변화위원회
고문인 팀 랭(Tim Lang) 교수 등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줄곧 홍보
해 왔습니다.130 정부는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나아가도록 『우수
농법 규정』이란 안내서까지 출간했습니다.131
영국에는 식물성 식단을 채택하거나 옹호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
다. 힐러리 벤(Hilary Benn) 환경·식품·농촌부 장관, 데이비드 드류
(David Drew) 하원의원, 에드워드 맥밀란(Edward McMillan) 유럽의회

부의장 등이 그들입니다.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좋은 징조이며,
모든 나라가 영국의 모범을 따른다면 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정부는 대담하고 전례없이 진취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
국 정부가 이 난국을 타개하여 지구를 구하는 길을 선도하기를 희망
합니다. 영국이 이 위기에서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
다. 요약하자면, 영국의 모든 평화 정책들, 건설적인 원조, 자비로운
비건 채식 생활 방식과 친환경 정책들은 최고로 훌륭하며, 영국 정부
는 이 분야에서 많은 것들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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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 상원과 하원은 하와이의 학교에 비건 채식 혹은 채식 급식
선택권을 주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132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는 미국 도시 가운데 최초로, 기후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육식을 줄일 것을 권장했
습니다.133
정부 지도자들도 채식의 이로움에 대해 숨김 없이 말합니다. 비건
채식을 하는 미국의 데니스 쿠치니치(Dennis Kucinich) 의원은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에서 채식인과 비채식인 모두를 위해 열린 사상 최
초의 ‘비건 지구의 날’ 행사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134
[2009년] 4월 초에는 평생 육식을 해 왔던 미국 메릴랜드 주의 제
이미 라스킨(Jamie Raskin) 상원의원이 환경을 돕기 위해 ‘채식 주간’
을 제창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줄곧 채식을 하고 있으며, 9월에는
전미 채식축제에서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135
[2009년 볼티모어 시 공립학교들은 ‘고기 없는 월요일’을 선포했습
니다.136]
[2010년 4월, 샌프란시스코는 채식의 날을 선포한 미국 최초의 도
시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월요일에는 음식점과 식료
품점, 학교에서 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식단을 더 많이 제공하도록 권
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137]
[미국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서는 유기농 비건 채식 시범 계획을
포함한 학교급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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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모사(대만)
포모사의 마잉주 총통은 채소를 더 많이 먹고 고기를 덜 먹는 것이
사람들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
변화의 하나라고 공표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용감한 일이고 아주 큰
진전입니다. 그의 부인인 포모사 영부인도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법, 고기를 적게 먹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탄소 배출 감소
노력에 대해 아이들에게 소리 높여 읽어 주며 모범을 보이기도 했습
니다.
포모사의 마잉주 총통과 총통 관저의 전체 직원이 이산화탄소 감
축 조치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지역 생산물을 먹고
채소를 더 많이 먹고 고기를 적게 먹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마지막으로, 포모사에서는 육류 소비를 줄이기로 서약하고 청원서
에 서명한 사람이 1백만 명을 넘었습니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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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유기농 비건 채식은 영적인 운동이다
소농(小農)들은 비건 채식에서 영적인 역할도 합니다. 비건 채식 식
단은 그 자체로 영적인 운동입니다. 인간의 자비와 고귀한 품성, 사
랑의 품성을 확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법칙에 따라, 폭력과 그에 따른 나쁜 인과응보의 악
순환을 비건 채식을 통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비건 채식은 우리를
물질계의 부정적인 사건들에서 사랑과 보호와 자비의 순환 속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유기농 비건 농민은 폭력성이 가장 적거나 전혀 없는 먹
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공덕을 쌓
도록 지원해 주며, 이를 통해 자신도 많은 영적 공덕을 얻습니다.

유기농 비건 채식 생활 방식은
아힘사(비폭력)의 법칙을 따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생명도 지켜 주고 모든 존재들을 자신처
럼 사랑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영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상
의 모든 위대한 종교와 맥락을 함께합니다. 이는 천국을 매우 기쁘게
할 것이며, 모든 생명에 대한 우리의 존중과 배려심을 완전하게 확장
시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고 나면 더 평화롭게 느끼고 주위의 모든 사물들
과 더욱 연결된다고 느낍니다. 그들 모두가 생명으로 고동치니까요.
지구는 사랑과 생명으로 고동치며, 나무와 식물도 이 생명에 대한 사
랑으로 고동칩니다. 우리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나무의 보호와
사랑을 느끼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는 영양분과 좋은 맛을 제공하
는 나무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결되는 걸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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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비건 채식을 하거나 비건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 자연이 베
푸는 사랑, 지구가 주는 사랑, 나무가 주는 사랑, 꽃이나 풀잎 하나
하나가 주는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
는 공기에서도 아주 큰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발을 딛고 걷는 대지
에서도 크나큰 사랑을 느낄 겁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느껴야만 합니다. 나는 항상 느끼지만 이 영
적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천국의 뜻대로 자비로운 비건 채식 생활 방식으로 전
환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느끼며, 점점 더 연결되는 것을 느낄 것
입니다. 아힘사(Ahimsa)란 어떤 중생도 해치지 않는 것이며, 비건 채
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기농 비건 채식이 가장 좋습니다. 뿌린 대
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런 자비의 씨앗을 지구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려면, 비건 채식을 하고 모든 동물성 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의 생산 과정은 대부분 고통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도, 송아지를 낳자마자 어미 소에게서 송아지를 빼앗아 데려가 버립
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송아지들은 곧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미의 모유와
어미의 사랑을 빼앗긴 채, 송아지들은 어미 소로부터 끌려 나오자마
자 바로 도살됩니다. 그리고 어미 소에겐 강제로 유착기가 부착됩니
다. 이 기계는 소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을 초래합니
다. 고작 어미 소의 모유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비건 유기농업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가축 사육이나 우유 생산,
혹은 어떤 해로운 일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의 실천이라 할
수 있으며, 천국의 뜻에 부합하고, 여러 수행 법문과 불교나 유교와
같은 종교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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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채식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모든 NGO와 정부, 매체, 대중,
개개인의 노력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구는 불타고 있는 집입니다.
모두 함께 마음을 합쳐 불을 끄지 않으면
우리 집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 사람들 100%가 곧바로 채식을 해야만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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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세계는 매체의
고귀한 봉사와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 매체는 지구를 구하는 아주 위대하고
영웅적이며 고귀한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체는 뭇 생명들을 구
하는 한편,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는 사랑의 품성과 고귀한 품성도 구
할 수 있습니다.
인쇄된 활자의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일상 활동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매체의 정보 제공과 보도에 의존해서 관련된 일이나
중요한 사안,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지구
와 지상의 생명체들이 위험에 처한 중요한 시기에 매체는 서로를 일
깨워 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나는 많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이 지구의 긴급한 상황과 심지
어 그 해결책인 비건 채식을 방송하기 시작한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우리는 비건 채식으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그저 식단에서 고기 한 점을 빼고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넣으면 됩니
다. 그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이며, 돈도 적게 들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매체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의 방향을 일러주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실 지금 매체의 가장 긴급한 역할은 그들 자신부터 비건 채
식을 하고, 자비롭고 고귀해지며 선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 긴급한 조
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매체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매체는 사람들을 이런 고양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 어
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비건 채

110

5

전세계가 채식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식을 해서 인류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그리고 환경을 구하도록 독려
하세요. 비건 채식은 간단하지만 우리를 더 높이 진화시킬 거대한 디
딤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구를 구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 생명을 구하려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신문이 매일 인쇄할 때 한 문장을 같이 넣으면 됩니다. “채식
하고 환경을 보호합시다.” 그거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모든 신문
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신문 한쪽에 “채식하고 환경을 보호
해서 지구를 구합시다.”라고 넣으면 됩니다.
나는 TV, 신문, 라디오 등의 모든 매체들이 매일 채식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하기를 희망합니다. 심지어 옥외 광고판이나 영화, 컴퓨
터 게시판 등에서도 말입니다. 모든 곳에서 이것이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매체가 지구를 구하는 일을 도와야만 합니다. 지구가 사라지
면 모든 사람들이 사라질 테니까요. 모두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
다. 돈도 소용없고, 집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깨닫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행성, 우
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이 행성을 구해야 합니다. 지구는 우리가
아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인간 사회의 진실하고 정직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해로운 상황
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 주고 새로운 관련성을 찾고 최신 자료
를 조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류와 지구 온난화의 긴급한 연관
성을 알리고,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특히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는 동물들을 포함해 말 못 하
는 이들을 대변하는 용감하고 영웅적인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우
리는 모두 연관돼 있고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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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는 매체의 고귀한 봉사와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모든 용감한 매체 관계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사
람들에게 어떻게 지구를 구해야 하는지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II.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을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안내해야 한다
종교인과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좀
더 앞장서서 대중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와 지구 온
난화에 대처하는 해결책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각 종교 신자들의 귀감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선,
신자들이 채식하고 선행하며 나쁜 행위를 삼가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신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공
표할 수 있다면 지구는 확실히 안전하고 구원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우리의 밥그릇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우리의 밥
상에서 시작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창시자들의 고귀한 가르침에 따라 살아 있는 귀
감이 되도록 노력하고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예수, 선지
자 마호멧, 부처, 구루 나낙 등은 자비로운 채식 생활 방식을 옹호했
습니다. 이 성인들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들은 한결같이 서로 돌보고
이 지구를 훌륭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위한 고기, 고기를 위한
배, 신은 이 둘을 모두 파괴하실 것이다.” 또 불교의 『대반열반경』에
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자비의 종자를 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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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기를 먹는 자는 몸에서 고기 냄새를 풍겨 하는 행동마다 모든
중생을 두렵게 만든다.”
사실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에서 한결같이 ‘동
물은 신의 창조물이니 동물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건) 채식의 영적인 측면은 매우 분명합니다. 비폭력, ‘살생하지

말라’입니다. 신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
든 존재를 죽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
든 과학적인 근거를 보더라도 우리는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모
든 건강상의 이유로도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경제적 이유
에서도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자비심의 이유에서도 (비건)
채식을 해야 합니다. 또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비건) 채식
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서구 사람들이 주 1회 (비건) 채식을 하면 매
년 6천만 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이유에서 (비건) 채
식을 하고 영웅이 되십시오. 그런데도 왜 (비건) 채식을 해야 하느냐고
내게 묻는다면, 우리 내면의 신께서 (비건) 채식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되새겨 환경 문제를 해결
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행동은 시민들이 즉시 할 수 있는 일, 바로 비건 채식입니다. 물론 또
다른 것은 ‘환경보호’로서, 환경을 잘 돌보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비건 채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신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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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를 포기하고 채식에 기반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자비의 원
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비폭력 같은 것을 철저히 지켜
야 합니다. 우리는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으며, 생명을 구하고 자선
을 행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우리의 도덕 기준을 유지합니
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취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
람에게 줍니다. 모든 종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는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의 종교 가르침을 돌아보고 스승들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선
지자가 뭘 가르쳤는지 봐야 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데는 정말로 경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가능합니다.

III. 고귀한 교육은
건강한 녹색 생활 방식을 가르친다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지구가 위급한 상태에 처했
습니다. 여러분[교육자]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려주고 그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십시오. 아이들은 여
러분을 우러러보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알리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말해 줘야 합니다. 직접적이고 솔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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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해
줘야 하며, 그에 대한 대비책도 모두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 같
이 지구 온난화를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서 어른들의 안내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지구에 무엇이 이로운지 주의 깊게 설명해 줘
야 합니다.
설명을 들으면 아이들은 곧 이해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즉
시 행동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존경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좋은 모범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니 먼저 귀감을 보여야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아
이들은 모범을 따라서 배우기 때
문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훌
륭한 모범을 더 잘 따라 배웁
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른으로
서 빛나는 본보기가 되도록 최
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 좋은 일을 해야 아
이들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큰 희생이 따른다 해도 필요한 일

이면 뭐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
습니다. 고기 한 점을 내려놓고 대신 두부를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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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과 채소, 비건 애플파이로 행복한 식사를 즐기는 비건 채식 어린이들.

젊은 세대를 움직이자
10대 청소년들은 현재의 긴급한 상황보다는 패션 등에 관심이 더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이 열려 있는 연령대가 바로 청소년
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총명하고 쉽게 받아들이며 잘 감동하고
솔직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자신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으
면 정말 뭔가 행동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뜻밖이라고 놀
라겠지만,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이 진정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을 알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훌
륭한 지도자가 이끌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최근에 나온 두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기꺼이 자원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139 이는 청소년이
활력이 넘치고 배려심이 가장 큰 집단일 수 있다는 걸 말해 줍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이 자신의 배려심과 사랑을 보여 줄 수 있는 활동
을 찾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
화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인간으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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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된 지구 온난화를 알려주고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과 동물들
의 실제 사례를 들려주는 겁니다. 가령, 어떤 섬나라의 가족들은 이
주했거나 이주할 계획인데, 이는 해수면 상승으로 가옥이 침수되었
거나 침수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아니면, 도살장이나 화장품 실험실에서 동물에게 가하는 참혹한
행위를 보여 주십시오. 이에 관한 영상은 많이 있습니다. 수프림 마
스터 TV에서도 매주 화요일에 방영되는 ‘동물 학대를 멈추자’ 프로그
램에서 이런 내용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상을 넘어서는 잔인
한 행위입니다. 인간의 도덕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동물들
에 대한 이런 식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
러니 동물들이 인간의 입맛 때문에 어떻게 고통 받고 있는지 보여 준
다면 학생들의 자비심이 일깨워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행동에 나
설 것입니다.
아니면, 철새들이 점점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둥지를 틀 수 있다
는 사실과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점점 더 멀리까지 헤엄
을 쳐야 하고, 때로는 헤엄치다 지친 북극곰이 익사한다는 사실, 혹
은 최근 이웃 나라에서 왜 그렇게 홍수가 잦고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지 등을 설명해도 좋습니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실제 생활과 실제 동물들, 실제 사람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려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청
소년들은 기후변화를 막는 일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모든
일, 심지어 직장이나 돈, 삶을 즐기는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
을 겁니다. 기후가 불안정하고 살아갈 행성이 없다면 아무도 원하는
일을 즐기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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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합니다. 아직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
세요. 비건 채식을 하고 이 해결책을 널리 알림으로써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은 물론, 전세계 사
람들과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 동물들을 위해, 굶주리는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위
해, 비건 채식을 통해 얻어지는 모든 이로움을 설명해 주면 청소년들
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꺼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령대 아이들은 채식이 이롭고 올바르
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해하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구 온난
화를 해결하는 것이 어째서 가장 중요한 행동인지를 논리적으로 설
명하면 그들에게 동기 유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성원하
고 따르며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비건 채식 급식이 시행되도록 돕자
현재 많은 연구에서 건강한 학교급식과 간식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이로움을 보여 줍니다. 아이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으
면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영부인은 요즘 언제나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권장합니다. 학교가 이러한 이로움들을 이해하도록 도우면 학교 스
스로 그것을 광범위하게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학교에서
혹은 학부모들이 교내 화단이나 집 정원에 아이들과 함께 채소를 심
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아주 즐거워하며 채소를 더 많이 먹습
니다. 자신이 키운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118

5

전세계가 채식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우리 자녀에게 비건 채식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비건 채식을 하면
직접적으로 지구를 치유하고 구하는 데 도움을 주며, 부모님을 돕고,
자신을 돕고,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돕는다는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아이들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비건 채식을 함으로
써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 아이들은 정말 진심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푸르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진심으로 도울 것입니다.

IV. NGO의 비건 채식 장려 운동
NGO(비정부기구)가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최우선적
인 해결책이자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인 비건 채식을 장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녹
색 기술이 실효를 거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또
친환경 기술을 설치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채식이 제1순위 [해결책]입니다. 육류 산업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50%가
넘습니다.140 유해가스의 50% 이상을 없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럼 지구에서 최소한 50% 이상의 온난화 상쇄 효과가 거의 즉시 나타
날 것입니다.
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지구상의 모든 경작지에 유기농법을
시행한다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40%도 흡수할 것입니다.141
그러니 이런 게 모두 합쳐지면 지구는 즉시 시원해질 겁니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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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롭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니고 모두 과학적인 통계입니다. 다 입
증되고 명확한 사실로 드러난 일입니다.
그러니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진 재능
으로 행사를 조직하고 정보를 알리고 호소해서 각 정부의 관심을 끌
어 주십시오. 부디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러면 정부가 그 의견을 듣
고 이 해결책을 더욱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NGO들은 이 세계에서 건설적인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알
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핵심적이며 지구에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
다.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모든 NGO들은 인류와 우리의 생존에 아
주,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NGO들과 정부, 매
체, 대중, 모든 개개인의 노력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구는 불타고 있는 집입니다. 모두 함께 마음을 합쳐 불을 끄
지 않으면 우리 집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 사람들 100%가 곧바로
채식을 해야만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출량 목표치를 지킬 수도 있지만, 그 목표치를 더 올리고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인
간 활동에 의한 메탄 배출의 최대 원인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것은
축산업입니다. 동물성 제품의 생산을 멈추면 지구 온난화가 멈출 것
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구 온난화는 동물성 제품에서 비롯되니
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신비로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 중인 대책으로는 지구를 구할 수가 없
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너무 늦을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기엔
너무 늦을 겁니다. 그러니 먼저 비건 채식부터 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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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녹색 기술을 개발하고
설치할 시간이 생길 것입니다.

비건 채식으로 전환하면 모든 것이 대폭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치 천국과 같아질 것입니다. 환경에서부터 사람들의 의식
구조, 세상의 기준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폭 바뀔 것이며, 전세계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아가 없어지며 인류는 진정한 형제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온이 안정되고 생태계가 균형을 찾고, 동물들이 평화롭게 번성
하고 사람들은 새롭게 건강과 행복을 찾고 경이로운 최신 발명품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같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
국 총회) 기간에 비건 채식 해결책을 홍보하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
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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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변화를 원하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
나의 변화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자
지구를 구하는 최상의 해결책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태곳적부터 진화는 항상 개인에게
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흡연, 음주, 마약을 금하더라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행위를 계속한다면 큰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고기를 없애고 동물성 제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지구를 구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뿐 아니라 지구 본래의 우아
함과 아름다움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회복될 것이
며,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롭고 더 많
은 평화와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회복된다면 더욱 놀라운 발명품들이 나오고, 이 지
구상의 모든 존재들이 자비와 평화 속에서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세상을 구한다
여러분 모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노력이 정말 중요
하니 각자의 역할을 하십시오. 지구를 돕는 채식의 이로움과 육식에
관한 정보가 담긴 한 장의 전단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말 한 마디도
중요하고, 자료 하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조금씩 도우면 긍정
적인 방향으로 향하는 집단의식이 형성되어 결국 지구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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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같은 걸 바라고, 모두가 지구를 구하고 싶어하고, 모두가
지구를 지속시키길 원하고, 이런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더 나아지길
원하면 그 의식은 거대해집니다. 그 에너지는 매우 이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기 조각을 내려놓고 생활 방식을 바꾼다면 그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지구를 구하면 다른 것들도 바뀔 겁니다. 여러분만으
로는 지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
야 합니다. 사람들이 채식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선행을 한
다면, 그건 인류가 더 훌륭하게 변했다는 뜻입니다. 인류
의 의식 등급이 좀더 높아지면 당연히 지구를 유지할 공덕
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인류가 여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고,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 또 그들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높은 의식 수준을 갖게 되어 모든 것을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
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세계, 지상천국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더 고귀하고 긍정적인 세상, 아름다운 세
상, 천상의 세계를 그려야 합니다. 세계를 구하는 것은 자비로운 행
위입니다. 만일 세상을 구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은 구해집니다. 여
러분의 사랑과 친절함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존재들을 구하
고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덕은 몇 배로 늘어날 겁니다.
지구를 구하고 싶고 이 목표를 위해 뭔가 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
의 고귀함과 천상의 품성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다른
존재들의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즉 지구를 구하
자고 널리 격려하고, 스스로 비건 채식을 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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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여러분은 성인의 품성을 가진 것입
니다. 여러분의 신성함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적
인 행성과 육체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구
하길 원하고,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운동에 동참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에게 힘이 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과 행성을 위해 하는 올바른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성 제품을 사거나 먹거나 쓰지 않는다면,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바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의
힘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 소비자는 육류와 모든 동물성 제품을 불매하고 비건
채식을 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
두 비건 채식을 한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축산업 관행을 계속할 필요
가 없습니다.
미국의 양돈업은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 이래 54억 달
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주요 기업들이 줄지어 파산을 선언
하고 있으며, 그래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양돈업자들로부터 원치 않는 돼지고기 제품을 구매하는 데 2009년
에만 1억 5백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143 기세 좋던 양
돈업이 고전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곡물 사료의 높은 비용에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돼지독감 발생 이후 돼지고기 제품이 예전처럼 많이 팔
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생계를
위해 동물들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로비보다 더 강
력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육류업계가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그
124

5

전세계가 채식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나눠 주
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품을 더 이상 사지 않으면 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초보자를 위한 비건 채식 가이드’

1. 쇼핑 전에 비건 채식 식사를 한다: 쇼핑 전 비건 채식 식품을
먹으면 슈퍼마켓에서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이다.
2. 곧장 비건 채식 물품 구역으로 간다.
3. 인터넷이나 친구들, 비건 채식 단체를 통해 비건 채식 요리법을
얻는다.
4. 지지해 주는 새로운 비건 채식 친구들을 사귄다.
5. 채식의 이로움에 대한 자료를 얻는다.
6. 채식 흐름을 전파한다.
7. 스스로 성인이라고 느낀다.

환경을 보호하자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나무를 심거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
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것 등이 환경보호 활동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친환경 식단인 비건 채식도 포함됩니다.144

비건 유기농업을 지원하자
유기농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유기농 식품을 구입해서
유기농 농민을 지원하십시오. 채식 유기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십시오.
미국에서부터 이란, 어울락, 포모사에 이르기까지, 비건 채식이나
유기농 비건 채식 사업으로 바꾼 축산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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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생
명을 유지시키는 작물을 키우고, 땅과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진정한
농부가 되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
리도 육류의 해로움과 유기농 비건 채식의 이로움에 대해 축산 농가
에 일일이 말하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농가에
찾아가 말해 주세요. 가능할 때마다 언제든 시간을 내서 가십시오.
비록 우리는 정부처럼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씩 방문해서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을 말해 주세요.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설명해 주세
요. 편지를 쓰고 얘기를 나눠 보세요. 최선을 다해 봐야 합니다.

나무와 채소를 심자
유기농 채소를 가꾸고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과실수와 견과류,
물이 적게 드는 채소나 콩과류의 식물을 심는 게 더 좋습니다.
한 번에 한 그루씩 심다 보면 산소가 부족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
니다.
텃밭이나 집 주변에 채소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실을
먹고 배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이, 수박, 동과, 수세미, 오이, 파파야 등 온갖 게 있습니다. 심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심으십시오. 잘 자라고, 먹어서 배부르고, 영양
도 많고, 빨리 자라면서 물도 많이 필요치 않은 종류로 심으면 됩니
다. 우린 뭘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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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이 있는 사람은 잔디를 심거나 공터로 두는 대신 채소를 키우
십시오. 자급자족할 만큼 재배하거나 보조적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
다. 이렇게 하면 좋은 채식 먹을거리가 생기고 돈을 아끼고 배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심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으면 거기에서
수경재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직접 기른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콩이나 과실 위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콩은 재배하
기가 무척 쉽습니다. 아주 빨리 자라고, 물 없이도 잘 자랍니다. 수
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통해 재배법을 배워도 됩니다.145

검소하게 살자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단순할수록 더 좋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필요 이상을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자원은 소중하고 유한합
니다.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지속되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항상 유행하는 새 옷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식당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우리 삶에 즐거움과 만
족을 주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가구가 없어도 살 수가 있
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온수를 덜 쓰고, 샤워를 짧게 하고, 샤워나 양치할 때 물을 틀어
놓고 하지 말고, 쓰지 않는 컴퓨터와 전등을 끄고, 쓰지 않는 대기
상태의 가전제품을 다 끈다면 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이 10%는 덜 나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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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삶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연 속에서 고요한 시
간을 보내거나,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자
연환경을 집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종교 경전처럼 마음을 고양시키
는 책을 읽고 명상을 하는 것도 진정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방법입
니다.

선행을 하자
우리는 지구에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또
한 우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행성으로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좋은 방법
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발산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사랑
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사랑의 품성을 널리 확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지구를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막이 생겨납니다.
우리 행성의 사랑과 긍정의 기운을 강화시키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위해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기운을 창조해
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운으로 인해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
니다. 이는 매우 과학적인 이야기로, 굳이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이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입니
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든다면 지구는 평화로
울 것이며, 천국과 같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충분하거나 불보살들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주었다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과 나누십시오.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만 나눠야지, 공덕을 얻고자 자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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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고 참회하자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천국에 기도하고, 모든 부처와
신들, 천사들, 그리고 우리를 일깨우고자 돕는 모든 존재들에게 기
도하십시오.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직접적·간접적으로 고문하
고 해친 동물들에게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천국의 보호와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인류를 제때 일깨워
달라고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
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와 지상의 거주자들에게 자행한 모든 나쁜 행위에
대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
을 바꿔야만 합니다. 가장 좋은 참회는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
다. 방향을 바꿔서 좋은 일을 하십시오. 나쁜 일은 모두 멀리하십
시오.
우리는 신성한 힘이 지구에 화현해 지도자들과 매체,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전세계의 모든 사람을 일깨우고, 그들이 지구를 보존시킬 올
바른 행보를 빠르게 걷도록,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 걷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엔 천국이 개입해서 도와야만 지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
람들을 일깨워 비건 채식 해법을 받아들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구를 구할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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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채식을 유행으로 만들자
소식을 전파하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일깨워 더 좋은 생활 방식으로 개선하
도록 도운 사람은 누구나 그 분야의 참된 선구자이자 정의로운 스타
이며,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소식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지구를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참할 것입니다.

정부와 매체에 편지를 쓰자
좀더 광범한 효과를 얻기 위해 정부 관료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구
의 급박한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SupremeMaster
TV.com]에 올려져 있는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복사해서 보내
주면 됩니다.146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둔 것뿐입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진 다른 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접촉하거나 편지를
써서 우리와 미래 세대들이 직면한 급박한 상황에 대해 알리고 일깨
워 주면 될 것입니다.
채식 해결책에 대해 정부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고, 가능하면 직접
가서 만나십시오. 지도자들은 국가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지도자들을 지지하면서 국민들도 이 문
제로 염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최대 관심사라는 것을 상기시키면, 지
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 훨씬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구 온난화가 가장 중요한 의제임을 기억할 것이며, 그것이
자신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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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기억할 것입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 전체에 편지를 쓰십시오. 때론 대통령이 단
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쓸 수 있는
모든 정부 부처에 편지를 보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많이 복사해서 대통령에게도 보내고 결정권이 있는 핵심 부
서에도 보내십시오.
편지를 많이 쓰십시오. 이메일을 보내고 팩스와 편지로 보내십시
오. 신문에 기고하고, 라디오에 나가 말하고 TV에 나가 말하십시오.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가능한 곳에서는 로비도 시
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지도자에게 말해 주고 그 친구들에게 이
야기하십시오. 지도자를 모르면 그의 친구나 가족, 그를 아는 사람,
그의 웨이터와 가정부, 청소부, 운전기사, 그들의 가족,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닌다면 그의 자녀들
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더 쉽게 그 지도자의 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의 고용인, 비서 등 모든 이들과 얘기를 나눠 보십시
오.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들에게 감사의 글도 보내
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할 때 격려해야 그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 더 진
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고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에도
썼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 말에 주의를 기울이겠으
며, 나의 말과 조언을 앞으로 가슴에 담겠다고 했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이런 지도자들에게 나의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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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운동과 비건 채식 유행을 이끌자
일반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십시오. 지구 온난화의 해결
책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다른 채식인들과 협력하십
시오. 모두가 함께 일하면 일의 성과가 몇 배로 늘어 지구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과학 기술의 발전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개인과
지역사회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해결책은 단 하
나, 자비로운 식단입니다. 자비는 자비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그에 따른 반작용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정부 정책의 승인 과정이나 재정 지원 등을 기
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요리 교실을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맛있고 영양 많은 비건 채식 요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맛있고 영양이 가득하며 빨리 조리되는 요리를 제공하는 ‘러
빙헛’이라 불리는 비건 채식 식당 체인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었는
데, 이미 그것은 실현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수의 러빙헛이 개점했
습니다. 여러 나라에 90개[최신 업데이트: 170개]가 넘는 러빙헛이
포모사로부터 프랑스, 미국, 호주에 이르기까지 문을 열었습니다.147
이들 러빙헛은 쇼핑센터나 교차로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자리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건 채식 식당을 열 수 있습니다. 꼭 비건 채식 음식이라
서 손님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음식 맛이 보편적으로 훌
륭하다고 생각해서 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손님들은 “고기보다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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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낫습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건 채식 요리와 제품을 만든다면 이는 정말로 대안적인 식
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칭하이 무상사의 특별 요리 프로
그램 ‘사랑의 선물’에서 선보인 맛있는 비건 채식 요리 중 하나.
(SupremeMasterTV.com/gol; SupremeMasterTV.com/veg)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제적인 비건 채식 식당 체인 ‘러빙헛
(Loving Hut)’은 칭하이 무상사에게 영감을 얻어 설립되었다. 러빙헛은 『베지뉴
스 매거진』으로부터 전세계 선호 식당 부문에서 2010년 채식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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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이제 이 긴급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개선되고 수용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보입니다.
모든 국가와 개인, 단체들의 관대한 도움의 손길이 보입니다.
사랑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지금은 미미해 보여도 마치 불꽃과도 같아,
곧 강력한 불길로 변해 과거의 무지와 증오를 불태워 재로 만들고,
이 지상에 더 고귀하고 성스러운 종족의 신기원을 이뤄낼 것입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일깨우기 위해
뭐든 가능한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생에서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전해 주는 꿈을 계속 간직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우리는 용감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사랑 가득한 세상을 바라는
모든 인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세상에 살 자격이 있습니다!
부디 계속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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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시대를 향한
인류의 도약
이제 만물의 영장이며
자비로운 통치자이자 보호자,
지상에 내려온 천국의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하고,
성장하고, 우뚝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황금시대를 향해
전례 없는 도약을 이루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비와 조화, 선량함,
진정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나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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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류 진화의 전환점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이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가
인류 전체의 진화에 큰 도약을 가져옵니다. 그 한 걸음은 아주 간단
합니다.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아 있게 하라’는 원칙을 따
르고, ‘생명을 주면 생명을 얻는다’는 우주 법칙을 준수하는 것입니
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유유상종, 즉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
기니까요. 여기엔 물론 비건 채식으로의 전환도 포함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훨씬 관대하고 평화롭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잘못
된 정보를 얻고 잘못 이해한 것뿐입니다. 고기와 유제품이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했고 생선과 계란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다 틀렸습니다.
전부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좋다던 이 모든 동물성 제품들, 고기
와 생선, 유제품, 계란 등이 ‘우리에게 좋다’는 건 다 잘못된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좋다는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을 가
져다주었고, 질병 치료나 그와 관련된 일로 납세자에게 엄청난 재정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러니 우린 아주 오랫동안 잘못된 인도를 받았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지혜로운 의사와 과학자들의 말에 귀 기울
이고, 육식과 동물성 제품이 우리에게 정말로 독을 준다는 그들의 연
구 결과를 읽어야 합니다. 이젠 멈춰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연약한 아이들에게 독을 줘선 안 됩니
다. 가엾은 아이들은 우리에게 의존하고 우리가 더 잘 안다고 믿습니
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인 것도 아닙니다. 방향만 돌리면 됩니다.
왜 우리 잘못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
니다. 우리 조부모와 증조부모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매일 생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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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하는 데 바빠서 알아볼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
말 우리에게 독인지를 몰랐던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육식은 지구를 먹어 치웁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동물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행성을 죽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하려
면 육식을 멈춰야 합니다. 방향만 돌리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더 이
상의 고통을 주거나 더 많은 생명을 빼앗지 말고, 모든 피조물을 사
랑하고 보호하는 올바른 길로 걸으면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도약입니다.
도약을 하고 난 뒤엔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동적으로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진화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상
해 보십시오. 우리는 크고 강하며 지성적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는 온갖 것을 심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는 작
고, 힘없고, 순진한 동물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는 데에 우리의 힘과 지성, 능력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법대
로 한다면, 그들에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무고한 존재를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할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했
다면 미안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 믿습
니다.
우리는 진화의 도약을 거치면서 결핍과 두려움의 존재 방식에서 벗
어나 평화와 사랑, 깨달음이 있는 참된 삶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살
생과 고통, 폭력의 악순환에서 자비와 보호와 행복의 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 가깝든 멀든 이웃 간에
더 이상 폭력이나 다툼이 없는 세상, 어떤 아이도 굶주림과 목마름,
질병으로 매일 매 초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 어머니가 슬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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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 속수무책으로 아이의 죽음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많은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
다. 몇 초마다 한 명꼴로 어린이가 굶어죽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놔두어선 안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 생명들을 구
해야 합니다. 동물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야 합
니다. 비록 자신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구해
야 합니다.
고기는 굶주림과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고통을 낳습니다. 모든 곡
물과 콩, 좋은 자원과 토지, 물이 육류 산업 지원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식량과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구하려면 육
류 산업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심하게 타
락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들로서 오직 사랑과 친절로 가득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후계자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신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는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잡아먹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신이 있다면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신의 자녀가 되고 싶겠습니까?
아니지요. 신이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이고 우리가 신의 자
녀라면, 우리는 지상에서 신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려면 우리가 신을 대표해야 합니다. 우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신을 대
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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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유는 신이 자비롭고 보호해 주며 자애롭고
사랑이 넘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의 자녀이므로
그런 신의 품성을 대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품성을 지녔습니다.
우린 사랑과 자비입니다. 잘못된 인도를 받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그걸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품
성은 우리 내면 깊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다는 걸 압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영혼을 고양시키는 삶으로 오늘날까지 빛나는 본
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영적인 스승들뿐 아니
라 철학자 플라톤, 정치가 소크라테스, 수학자 피타고라스,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 같은 이들도 해당됩니다. 이들은 모두 채식을
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아니, 놀라지 않는군요. 놀란 것처럼 보이
지 않네요. 이미 다 알고 계셨군요. 이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채식인
이거나 비건 채식인입니다. 그들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그들
이 가르쳤던 문명화된 삶의 근본적 핵심이 바로 비건 채식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건 채식은 자비로운 행동 중에서도 가장 자비롭고 위대한 행동
입니다. 또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환경도 해치지 않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비건 채식과 비교할 때 육식은 14배의 물을 소비하고, 6
배의 곡물, 10배의 에너지, 20배 이상의 토지를 취하면서 소중한 열
대우림도 파괴합니다.
비건 채식인이 되는 것은 공덕을 쌓는 데도 좋고, 우리의 유일한
집을 보존하는 데도 좋습니다. 지구와 지구의 주민에게 미치는 해악
과 훼손이 적을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적어집니다. 지금 우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금보
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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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존재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친절, 보호가 커질수록 우리는 세
상에서 더욱 위대해질 것이며, 우리 가슴속에서도 천국에서도 위대
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위대한 스승과 깨달은 영혼들은
늘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남이 자신을 해치는 걸 원치 않으면 타
인을 해치지 말라.’ 모든 종교를 검토해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타인에게도
베풀어야 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성인들이 동물을 먹지
말고 비건 채식을 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도약하려면 식단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고기와 동
물성 단백질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
이 1등급이고, 동물성 단백질은 2등급입니다. 왜 그럴까요? 1등급인
채소와 과일을 동물이 먹고 우리는 그 동물의 살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등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왜 2등급을 선택합니
까? 그건 우리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도약을 이루
어 내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이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약하
면 황금시대가 즉시 실현되고, 수백억의 생명이 매년 끊임없이 비명횡
사하는 일이 없는 평화로운 삶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들은 우리의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 고문받고 살해당하는데, 그
건 언제든 대체가 가능합니다. 육류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경이
로움이 여전히 아주 많고, 밝혀내고 탐구하고 발명할 과학 지식도 아
주 많습니다. 또 발견하고 개발할 놀라운 과학 기술도 아주 많습니
다! 더 뛰어난 사회 체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현재 논리적 수준을 뛰어넘고 심지어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
의 지혜와 창조력을 활용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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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혜를 열기 위해서는, 우선 지혜가 열리는 것을 막고 억압하는
해로운 장애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육류, 유제품, 어류, 가금류
등의 모든 동물성 제품들은 우리의 지성에 장애물이 되고 영적 진보,
도덕적 진보와 더불어 기술적인 진보까지 지체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시대가 오길 바라는 건 우리의 개인적인 이유 외
에도 이 지구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언제든 지구를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
의 도약은 지구를 구하고, 조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다
른 모든 존재들을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도약 혹은 전환을 한다면 우리는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명예를 걸고 약속하며, 신께서 나의 증인이십니
다. 지구를 구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고양되는데, 사실 우리는 아
주 오래전에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인류는 진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젠 인류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올라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인
류는 고귀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워야 합니다. 채식하고 환경을 보호
하고 선행을 하는 건 지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고귀해
지고 영적인 공덕과 품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귀해
지기 위해서라도 인류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내면의 사랑과 자비의 본성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건 아
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것이니까요.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
비롭고 배려하는 존재입니다.
진심으로 인간과 동물, 자연과 천국 사이의 진정한 화합을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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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신이 그 화합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화합 속에 살아야
하며, 또한 화합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화합의 행동에는 식탁에 앉
을 때마다 조화로운 화합의 식사를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비건 채식을 택하면 인류의 진화와 선량함의 측면에서 진정한 발
전을 이루게 됩니다. 또 우리는 유유상종, 즉 미덕은 더 큰 미덕을
끌어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이 자비의 진리를 나
눈다면 우리의 인간성과 이 세상이 모두 함께 고양될 것입니다.

II. 지구는 지금
고등한 은하문명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구의 상승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우주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영
성이 더 높이 발달한 다른 행성들을 따라잡고 함께 상승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지
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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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과 금성의 교훈을 배우자
지구가 은하계의 다른 행성들과 합류하는 건 거대한 비전입니다.
우리의 이웃 행성인 화성과 금성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올바른 선
택을 하고 올바른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비전이 암담하고 참담해
지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천문학자들은 화성과 금성이 지금 우리가 겪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급격한 대기 변화를 과거에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주 오래전 화성과 금성은 지구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물과 생명이 있
었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성과 금성
의 주민들은 각각 자신의 행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너무
많이 사육했고, 거기서 배출된 가스가 돌이킬 수 없는 온실효과를 일
으켰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경우엔 여기에 유독한 황화수소 가스까
지 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지형과 바다의 흔적만
화성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략 50억 개의 행성이 파괴되거나 금성이나 화성 같은 운명을 맞
이했습니다. 의식 수준이 낮은 거주민들이 사는 행성들만 파괴되거
나 멸망했고 등급이 높은 행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금성의 경우, 대기의 온도가 아주 높고 CO2, 즉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서 과학자들은 이를 ‘통제 불능의 온난화’라고 부르며 지
구의 미래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성처럼 파괴에서 벗어난 행성들은 그들 사회가 비건 채식을 택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살아남은 금성
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성은 원래 4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두
행성이 비건 채식을 하게 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두 금성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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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되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소멸되었고 다른 하나는 뜨겁게 끓는
행성이 되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비건 채식을 하지 않은 까닭입
니다.
화성인 대부분은 비건 채식이 해결책임을 몰랐거나 그 말에 귀 기
울이지 않았습니다. 파괴의 과정을 이미 겪은 화성인들은 그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현재 땅 밑에 사는] 그들은 매우 자비
롭게도 우리와의 교감을 통해 지구의 인류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
다. 그들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덕 있는 삶을 사세요.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집을 구하세요.”
우리도 거의 다 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거의 도달했습니
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채식이 해결책이라는 메시지를 알리고 있
는 겁니다. 이 해결책에는 도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멈추는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유상종’과 같은 과학적
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존중해야만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은하계의 고귀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채식하지 않는 행성이 많은 만큼 채식하는 행성도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은하계만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
습니다. 이들 채식 행성들은 우리보다 더 진보했습니다. 그들에겐 여
행 벨트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사람들은 많은 여가 시간을 즐기며 취미와 재능을 계
발하고 잠재된 능력들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회에서는 훌륭
한 발명품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완되어 있고 가장 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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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물질적
인 생필품이 부족할까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자유와 행
복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는 또한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두 비건 채식을 합니다. 그
들의 삶의 개념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분명하고 헌신적이며 무조
건적이고 매우 지성적입니다. 나는 아주 고등하고 행복하고 유쾌한
문명 가운데 비건 채식을 하지 않는 사회는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습
니다.
우리가 일단 살생을 멈추면 자애롭고 친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산하여 은하계 내의 다른 고귀한 존재들이 우리와 합류하거나 연
락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쩌다 운 좋게 이런 행성을 알게 되거나 이런 진보된 존재를
알게 된다면, 행복하고 평화로운 행성과 그 사람들의 모습에 이끌려
어떻게든 그곳에 가고 싶어질 것이며, 이 세상의 이익이나 비난에는
개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합류할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 이
세계를 떠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
로, 도덕적으로 그들만큼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그들만큼 진화되지 못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그들과 합류
할 수 없고, 우리 지구 역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좀더 진
보해야 전체 은하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메시지와 자신들은 우리
의 영적 이해 수준과 정신 능력, 과학 기술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늘 대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은 우리가 준비되기만을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가 우주의 높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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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 사이에서 평화를 찾기 힘들
것이고, 우주의 다른 존재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는 훨씬 더 힘들 것입
니다. 우리는 이웃 행성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따라서 그들의
존재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바꾸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본래의 사랑
이 넘치는 본질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니까요.
우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신성합니다. 우리는 자비이며, 우리는 우
주에서 가장 훌륭한 모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잊은 것뿐입니다.

III. 에덴의 꿈을 실현시키자
세계가 지금 당장 100% 채식을 한다면 그 긍정적인 영향이 60일
내외에 나타날 것입니다. 약 8주입니다. 8주 안에 즉각적인 효과를
볼 것입니다. 물론 즉시, 거의 즉각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하
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8주 안에 알 수 있습니다. 겨우 8주 안에
말입니다.
8주 내에 모든 재난이 멈출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란 모든 존재
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곳입니다. 획일화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자비심, 동일한 수준의 사랑, 동일한 수준의 영적 깨
달음과 이해력, 동일한 수준의 고귀함을 가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준에 맞추려고 위로 걸어간다면 천국은 우리를
맞으러 아래로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점을 깨닫고 진짜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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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마 단계의 단 한 걸음만이라도 내딛는다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
는 중요한 걸음, 채식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은 청
하지 않아도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우면 천국도 우리에게 자비
롭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한 치도 틀림이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살생의 에너지는 자비롭고 행복하며 편안하고 관
대한 에너지로 변화되어 인간을 비롯해 동물과 이 행성의 모든 주민
들이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의 지구에서 살게 될까요? 다시 에덴이 될 것입
니다.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며, 모든 국가가 같고 모든 인류가 같고
인류와 동물이 같다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의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어떤 설명 없이도 사람들은 우리 모
두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문득 이해할 겁니다. 지구에 함께 공존하는
모든 존재들, 동물이 모두 우리와 동등하다는 걸 이해할 겁니다. 그
리고 사람들은 나무와 식물들까지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방식을 좀더 천국의 품성에 맞도록 바꾼다면 우리 내
면에 있는 천국의 지성이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발명품과 손가락을 튕기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도구들을 갖게 될 겁
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갖게 될 겁니다.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이
아니라 훨씬 편리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심지어 다른 행성들처럼 비
행 벨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지구 차원을 초월할 것입니다.
고양되고 자비로운 분위기가 생기면 더 진보한 행성의 사람들과 소
통할 수 있고, 그들에게 배우고 서로의 지식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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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충분한 자원을 가질 것이며 진심으로
서로를 도울 것입니다. 내가 본 바에 따르면, 우주의 높이 발전된 행
성에는 화폐가 없는 사회 체계도 있습니다. 그건 이런저런 체계의 문
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개념, 사회에 대한 개념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더
화기애애해지고 서로 더 친절해지고, 전세계가 한가족처럼 바뀌면
그런 교환 체계가 자동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랑과 마음과 소
유물을 나누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
이고, 불우한 사람, 집 없는 사람, 굶주리는 어린이, 질병 등이 줄어
들거나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육
식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채식이나 비건 채식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고 직장에서는 경쟁이 사라
질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사랑과 우정만을 나누게 됩
니다. 이 행성의 의식이 더욱 높이 고양되면 그런 사랑과 자비의 에
너지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전세계가 비건 채식을 하면 사랑이 발전하여 모든 문화를
고양시키고 화합시킵니다. 그리하여 인간과 동물이 함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생 대신 모든 생명의 존중에
서 나오는 내면의 평화가 전세계에 파도처럼 퍼져 나가 인
간의 마음을 높이 고양시키고 조화로운 지상낙원을 창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오래 지속되는 황금시대
가 도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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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전세계적인 영향
해수면 상승을 걱정해야 하는 건 작은 섬나라들만이 아니다. 전세계 인구의 70% 이상
이 해안가의 평야에 거주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15개 중 11개가 바다와 만나는
강의 하구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세기에는 해수면이 10~20cm 상승했다.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1세기에는 해수면이 9~88cm 상승하리라고
예측한다. 비교적 신중하게 예측한 이 정도의 해수면 상승도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해안 범람과 폭풍 피해, 해안 침식, 염분에 의한 식수 공급원 오염, 해안 습지대와 방파
제 역할을 하는 섬들의 범람, 강 하구의 염도 증가 등은 모두 해수면이 조금만 상승해
도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이다.
현실로 나타날 두려움 중 하나는 그린란드 대륙빙이 녹는 것이다. IPCC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기후 모델에 따르면 그린란드 지역의 온난화는 전세계 평균치의 1~3
배가 될 것이다. 대륙빙 모델 예측치를 보면, 섭씨 3도 이상의 온난화가 천 년 동안 지
속된다면 그린란드의 대륙빙 전체가 완전히 녹아서 해수면이 약 7미터 상승할 것이
다.” (『IPCC 제3차 평가 종합 보고서』,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요약)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하게 억제하지 않으면 그린란드 대륙빙과 남극 서부
의 대륙빙이 함께 녹아, 13m의 해수면 상승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치가 일부
분만 현실로 나타나도 경제적인 재난 및 인류 복지에 큰 재앙이 발생한다. 다음은 해수
면 상승에 따른 예상 결과이다.
■

수십억 달러의 적응 비용 지출–비용 마련이 가능할지도 미지수이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해수면이 1m 상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응 비용이
미국 국내 총 생산의 3%인 1,5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몰디브와 같은 일부 섬나라는 수몰된다. 태평양에 위

치한 키리바시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그 두 섬이 이미 파도 아래
에 잠겼다. 현재처럼 온난화가 계속되면 런던, 방콕, 뉴욕 같은 도시는 결국 바
다에 잠기게 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대이동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
이다.
■ 해수면이 상승하면 지표면의 담수와 지하수가 모두 오염되므로, 이미 전세계가

겪고 있는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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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해안 지역의 주민들과 농지(특히 논)가 휩쓸려서 사라질 것이다. (출처: http:
//www.greenpeace.org/international/campaigns/climate-change/
impacts/sea_level_rise/)

2. 전세계의 빙하 후퇴 현황
■ 미국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쌓인 눈더미는 세계 과일과 채소의 보고라 할 만

한 캘리포니아의 센트럴 밸리에 관개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른 봄
에 이미 녹고 있으며 금세기 말에는 눈의 규모가 30%에서 70% 감소하리라
전망된다. (출처: http://www.sierranevadaalliance.org/programs/db/
pics/ 1133215435_14399.f_pdf.pdf. 「시에라 기후변화 툴키트(Sierra Climate
Change Toolkit)」, 2nd edition, Sierra Nevada Alliance)
■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산의 빙원은 지난 세기에 80% 가량 감소했으

며, 1989년에서 2000년 사이에만 33% 감소했다. (출처: 톰슨[Thompson
LG], 모슬리-톰슨[Mosley-Thompson E], 데이비스[Davis ME], 헨더슨
[Henderson KA], 브레처[Brecher HH], 자고로드노프[Zagorodnov VS], 마
시오타[Mashiotta TA], 린[Lin PN], 미칼렌코[Mikhalenko VN], 하디[Hardy
DR], 비어[Beer J], 「킬리만자로의 빙핵 기록: 열대 아프리카에서의 충적세 기
후변화 증거[Kilimanjaro ice core records: evidence of Holocene climate
change in tropical Africa]」, 『사이언스[Science]』, 2002년, 298: 589—593.
http://bprc.osu.edu/Icecore/589.pdf)
■ 지구 온난화로 중국의 빙하가 매년 7%씩 줄어드는데, 이는 빙하에서 물을 얻

는 3억 명의 인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제프리 린, 「세계 얼
음 지붕이 사막으로 변한다」, 『인디펜던트』지, 2006년 5월 8일. http://www.
countercurrents.org/cc-lean080506.htm)
■ 1930년대 이래로 중앙아시아 산악지대의 빙하 면적이 35%에서 50% 감

소했으며, 수백 개의 작은 빙하가 이미 사라졌다. (출처: 유엔환경계획(UNEP),
『대기갈색구름: 아시아 지역 평가보고서』, 2008. http://www.unep.org/pdf/
ABCSummaryFinal.pdf)

3. 전세계의 극단적인 날씨
2010년은 사상 최고로 더운 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기후학자들에 따르면 2010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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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다.
7월 기온은 사상 두 번째로 높았고, 3, 4, 5, 6월 기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6월, NOAA 국립기후자료센터 소속 데이비드 이스터링(David Easterling)은
범세계적으로 육지 전체의 온도가 따뜻하다는 예외적인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구 육지 총 면적의 19%를 차지하는 17개국에서는 사상 최고의 폭염 기록
을 세웠다. 이들 국가에는 핀란드, 러시아 등 북쪽에 위치한 국가들도 포함된다.
이는 같은 해에 최대의 지표 면적이 유례없는 고온 현상을 경험한 사건이다. 이런 경
악할 만한 수치에 대해 미국 국립설빙자료센터(NSIDC) 책임자 마크 세레즈 박사(Dr.
Mark Serreze)는 “문제의 핵심은 지구 온난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의 기후분석팀 책임자인 케빈 트렌버스(Kevin
Trenberth)는 이런 상황에서는 열대 폭풍의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정
도로 더웠던 2005년, 사상 초유의 허리케인 철이 발생해 카트리나부터 리타까지 허리
케인 이름이 다 사용될 정도였다. 올해 대서양의 대기 온도는 그 당시보다 높다.”
(출처: http://solveclimatenews.com/news/20100816/most-everheatrecord-temperatures-19-percent-earths-surface
http://news.discovery.com/earth/heat-record-climate-change.html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08/13/
AR2010081306090.html
http://www.accuweather.com/blogs/news/story/35632/hottest-year-onrecord-so-far.asp
http://green.blogs.nytimes.com/2010/08/17/weather-extremes-andclimate-change)

러시아
2010년 러시아에 폭염이 발생해 7월에만 모스크바에서 14,340명이 사망했다. 이 폭염
으로 인해 유럽 러시아에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해 러시아 정부는 밀 수출
을 중단했다. 또한 폭염 때문에 유럽 러시아 대부분 지역에 극도로 위험한 산불이 야
기됐다. (출처: http://climateprogress.org/2010/08/07/russianheat-wavedrought-soil-moisture-wheat)

미국
플로리다의 2010년은 영하의 온도로 시작하더니 플로리다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으
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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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 북부 지역은 5월~10월 동안 사상 최고로 습했던 반면, 남서 지역은 사상 최고로
건조한 날씨를 보였다.

남아메리카
아마존 강의 일부 유역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 아마존 강의 수위가 사상 최저치를 기
록했다. (출처: http://seattletimes.nwsource.com/html/businesstechnology/
2013716921_apyescidisastrousyear.html)

4. 전세계의 주요 산불
호주
호주 동부 지역에선 산불과 홍수 발생이 증가했으며, 남부가 폭염을 겪는 동안 북부
는 끊임없는 폭우로 불어난 홍수가 지역을 휩쓸었다. 그 주 주말 동안 백 년 만의 혹서
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이상고온과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 25년 만에 최
악의 산불이 발생했다. (출처: 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
ALeqM5gyUztdckUqzd_SFg9jClfRmHlWEg)

러시아
2010년 8월, 러시아에선 산불과 이탄(泥炭)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유럽 러시아
면적의 상당 부분을 불태웠고, 러시아 7개 지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현재 520곳
에서 진행 중인 산불은 러시아 전역에 걸쳐 총 188,525헥타르를 태우고 있으며, 이미
불에 탄 면적은 65만 헥타르에 육박한다. (출처: http://online.wsj.com/article/SB10
001424052748704017904575408833952872038.htm)

5. 전세계의 주요 홍수 재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홍수 재난으로만 59개국에서 6,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스위스 레(Swiss Re) 보험사에 따르면, 2010년 11월 30일까지 거의 26만 명이 자
연재해로 사망했다. 2010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220억 달러로, 홍
콩의 경제 규모보다 더 컸다. (출처: http://seattletimes.nwsource.com/html/
businesstechnology/2013716921_ apyescidisastrousyear.html)

중국
2010년 중국의 많은 농지가 여름철 호우로 인해 1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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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없이 많은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 피해를 냈고, 많은 주요 하천의 유수량은 위험
수위까지 상승했다. 가옥 140만 채가 홍수에 잠겼고, 2,750억 위안(410억 달러)의 직
접적인 경제 손실을 입었다.
중국의 북동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모든 마을들이 물에 잠겼고, 북한과
국경을 이루는 강들의 수위가 위험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양국 모두 범람 위기에 놓였
다. (출처: http://www.google.com/hostednews/afp/article/ALeqM5juX85JVgP
2tsnqUSZxNgLuXejxDw)

파키스탄
2010년 7월 몬순성 호우로 시작된 파키스탄의 홍수로 2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1백
만 채가 넘는 가옥이 파손됐다. 또한 2천만 명이 부상을 입거나 집을 잃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2010_Pakistan_floods)

호주
2011년 1월, 호주 퀸즐랜드는 ‘성서 속의 홍수와 비슷한 규모’라 묘사된 엄청난 홍
수의 피해를 입었다. 20개 이상의 도시가 잠기거나 고립됐는데, 피해 면적이 프랑스
와 독일보다 더 컸다. 이 재난이 일어난 것은 호주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봄에 내렸기
때문이다. 퀸즐랜드를 가로지르는 최소 6개 하계(河系)의 제방이 무너졌다. 이 홍수로
약 2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이 중 많은 사람들이 대피했다. 손실 복구 비용은 수십
억 호주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출처: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2102126)

6. 전세계 주요 지진
중국
■ 2008년 5월, 쓰촨 성을 강타한 진도 8의 지진으로 중국 남서부의 거대한 면적

이 황폐화됐으며, 최소 8만 7천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 2009년 8월, 거얼무 지방에서 진도 6.2의 지진이 발생해 산사태가 일어나고

30여 채의 가옥이 붕괴됐다.
■ 2010년 4월, 진도 6.9의 지진이 중국 서부를 강타해 최소 589명이 사망하고 1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출처: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china/7588401/
China-earthquake-kills-hundre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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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와 다른 나라들
유럽의 화산 폭발로 며칠간 항공이 마비되고 7백만 명 이상이 여행에 지장을 받았다.
콩고와 과테말라, 에콰도르,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도 화산이 폭발해 주민들이 대피
했다. 이 화산 폭발에 앞서 연초에 홍수와 산사태, 그리고 지진으로 수백 명의 인명 피
해가 난 상태였다.

인도네시아
10월의 하루 24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세 가지 재난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대
단히 파괴적인 진도 7.7의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화
산 폭발로 39만 명이 대피했다. (출처: http://seattletimes.nwsource.com/html/
businesstechnology/2013716921_apyescidisastrousyear.html)

세계 전역
2010년 1월 초, 세 차례의 강진이 솔로몬 제도를 뒤흔들었고, 불과 몇 주 후 진도 7.0
의 지진이 아이티 일부를 파괴해 1백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23만 명 이상이 사망
했으며 30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서 칠
레에 8.8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이는 사상 최강의 지진 중 하나였다. 그 뒤로도 일
본과 멕시코, 수마트라, 그리고 최근엔 중국 서부에 지진이 잇따랐다. 2010년 1월
부터 4월까지 이런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총 25만 명에 달한다. (출처: www.
businessweek.com/news/2010-04-15/killer-quakes-on-rise-with-citieson-fault-linesroger-bilham.html)

7. 세계적인 식량 부족
예측하기 힘든 날씨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협한다
2010년 9월 7일 화요일, 스리랑카에 있는 국제 물 관리연구소(IWMI)는 스웨덴 스톡홀
름에서 열린 세계 물 주간 회의에 모인 전세계 과학자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
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가 불규칙해지고 있음을 경고하며, 예측할 수 없는 강우
시기와 가늠하기 어려운 강수량이 식량 안보와 경제 성장에 점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밝혔다.
그 일부 원인은, 아시아 작물 재배의 약 66%가 관개수보다 강우에 의존하며 아프리카
의 작물 재배도 94%가 강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인도 과학환경센터(CSE)의 수니타
나라인(Sunita Narain) 소장은 지난여름 러시아에서는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반면 파키스탄은 홍수가 발생한 사태를 언급하며 “강수량이 많아지고
비도 많이 오지만 그 양상이 불규칙해지면서 가뭄과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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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rance24.com/en/20100907-erraticglobal-weatherthreatens-food-security)

8. 지구 온난화: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미치는 영향
지구 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되면 우리는 멸종에 직면할 수 있다. 지구
가 계속 더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래 나열한, 1도씩 상승하는 데 따른 영향은
2008년 1월 22일자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 실린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악몽(Six
Degrees: Our Future on a Hotter Planet)」에서 발췌했다.

1℃ 상승
얼음이 사라진 바다가 열을 더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 전세계 지표면의 3
분의 1에서 담수가 사라지며 저지대 해안가는 침수된다.
1도의 지구 온난화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없음.

2℃ 상승
유럽에서는 열사병 사망자가 속출하고, 산불로 숲이 황폐해지며, 견디지 못한 초목은
탄소를 흡수하는 대신 방출하기 시작한다. 전체 생물종의 3분의 1이 멸종에 직면한다.
2도의 지구 온난화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 온실가스 배출량을 10년 내에 60% 줄인다
면 93%.

3℃ 상승
초목과 토양에서 방출된 탄소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빨라지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고
사하며, 초대형 허리케인이 해안 도시들을 강타하고, 아프리카에 기아가 만연한다.
3도의 지구 온난화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 2도 상승으로 인해 초목과 토양으로부터
탄소 순환 피드백이 시작되면 피할 가능성은 희박함.

4℃ 상승
걷잡을 수 없는 영구동토층 해빙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영국의 대부
분 지역이 심각한 홍수로 거주가 불가능해지고, 지중해 지역도 버려진 채 황폐해진다.
4도의 지구 온난화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 3도 증가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영구동토
층 해빙이 시작되면 피할 가능성은 희박함.

5℃ 상승
해저에서 방출되는 메탄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북극과 남극에서는 얼음
이 사라진다. 인간은 식량을 찾아 이주하며, 동물처럼 생존을 위해 육지를 떠나려는 헛
된 시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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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의 지구 온난화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 4도 증가로 해저에 갇혀 있던 메탄이 방출
되면 가능성은 거의 없음.

6℃ 상승
지구상의 생명체는 초특급 폭풍과 갑작스러운 홍수, 원자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
진 황화수소 가스와 메탄 불덩어리가 전세계를 휩쓸면서 종식을 맞고 균류만 생존한
다.
6도의 지구 온난화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없음. 5도를 넘어서면 모든 피드백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9. 가축 폐기물로 인한 오염
미국
■ 미국 중서부 지역의 가정용 식수 우물 중 약 13%에 비료와 가축 폐기물 처리 시

설에서 넘치거나 새어 나온 질산염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함유돼 있다.
■ 2001년, 환경보호국(EPA)은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킨 5개 양돈장 측

에, 생수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 1997년 한 연구에 의하면, 동물 사육장의 82%에서 땅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질소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가금류 사육장 64%는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인(燐)
을 발생시키고 있다.
■ 체서피크 베이 재단(Chesapeake Bay Foundati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체서피크 만(灣)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양계장에서 나온 오수라고 한다.
(출처: http://www.hsus.org/farm/resources/pubs/gve/for_the_environ
ment.html)

10. 동물과 인간의 고귀한 품성(NQ)
“나는 명상을 통해, 각각의 생물종들이 자비와 이타심의 품성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에 따라 고귀한 품성(Noble Quality, NQ)을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
니다.
예를 들어 개와 돼지는 놀랍게도 NQ가 30%입니다. 소의 NQ는 40%입니다. 반면에
폭력성이 많거나 육식 경향이 많은 동물일수록 NQ가 낮습니다. 사자의 경우엔 3%, 호
랑이는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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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했을 때 일부의 NQ는 10%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3%밖
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동물 이웃들의 이런 고귀한 품성을 따라 배울 수 있을 것입니
다.” –칭하이 무상사

동물과 인간의 사랑의 품성(LQ)
“사랑의 품성은 무조건적인 것으로서 부부간, 모자간의 사랑을 넘어 모든 존재에 대해
가지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은인이든 낯선 사람이든 원수든 상관없이 희생하고 도울
준비가 된 것을 말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다음은 칭하이 무상사가 대표적인 동물과 인간이 가진 사랑의 품성(Loving Quality ,
LQ)에 대해 자신의 천상의 통찰력을 나눈 것이다.
■ 가축: 80%~300%

개		 110%		

돼지

120%

닭		 90%		

물소

110%

말		 180%
■ 야생동물: 20%~300%

야생 원숭이

100%		

곰

110%

코끼리

100%		

고래

300%

소			

300%		

돌고래

110%

호랑이

20%		

사자

21%

■ 인간: 평균 20%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사람: 90%
지구에서 가장 낮은 사람: 5%
성인/현자: 수천 %로, 그들은 인간이 아님!
“NQ와 LQ는 모두 중요하지만 IQ(지능)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LQ를
길러야 합니다. 인류는 지구상에서 짧고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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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5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의 논문 참조. 「축산과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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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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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90%가 낭비되기 때문이다.

6.

수프림 마스터 TV, 「기후변화 공익광고」.

7.

루카스 레이진더스(Lucas Reijnders)와 샘 소렛(Sam Soret) 공저, 「다
양한 식단의 단백질 섭취에 따른 환경 영향 정량화(Quantific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Different Dietary Protein Choices)」, 『미국 임상
영양저널(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003년 9월, 78권
3호, 664S-668S. 게재 사이트: http://www.ajcn.org/content/78/3/664S.
full.

8.

세계식량기구, 「기아 통계(Hunger Stats)」. 게재 사이트: http://www.wfp.
org/hunger/stats.

9.

유엔환경계획, 『소비와 생산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Asses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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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사이트: http://www.unep.fr/scp/publications/details.asp?id=DTI/1262/
PA.
10.

굿랜드와 안항 공저, 「축산과 기후변화(Livestock and Climate Change)」,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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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 스테페스트(Elke Stehfest) 외 공저, 『음식 변화가 기후에 미치는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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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국제 물 연구소(SIWI)와 국제 물 관리연구소(IWMI)에서 실시한 연구 「물 절
약: 농지에서 식탁까지(Saving Water from Field to Fork)」(2008년 5월)를 보면 깨
끗한 물의 70%가 가축 사육에 소비된다. 게재 사이트: http://www.siwi.org/
documents/Resources/Policy_Briefs/PB_From_Filed_to_Fork_2008.
pdf. 인도네시아의 국제삼림연구센터(The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에 따르면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벌채 중 60~70%가 목축장
용도 때문이라고 한다. 출처는 국제삼림연구센터의 「쇠고기 수요 증가가 브라
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the Growing Demand
for Beef on the Amazon Rainforest in Brazil)」, 2004년 4월 2일. 게재 사
이트: http://www.mongabay.com/external/brazil_beef_amazon.htm. 다
음도 참조. 세스 데 한(Cees de Haan) 외 공저, 『축산과 환경: 균형 찾기
(Livestock and the Environment: Finding a Balance)』, 2장. 게재 사이
트: http://www.fao.org/ag/againfo/programmes/en/lead/toolbox/FAO/
Main1/index.htm.

13.

2008년 4월 15일 『가디언』지에 실린 기사에서 시사평론가 조지 몬비오(George
Monbiot)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통계를 인용해 다음처럼 게재했다. “재배 식
량의1억 톤은 차량 연료로 쓰이는 한편, 7억 6천만 톤은 사람의 입에서 낚아
채서 동물에게 먹인다. 이는 전세계 식량 부족분의 14배에 달한다. 기아를 없
애려면 육류 섭취를 줄여야 한다.” 게재 사이트: http://www.guardian.co.uk/
commentisfree/2008/apr/15/food.biofuels?INTCMP=SRCH.

14.

『스턴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비용은 연간 10조
달러에서 40조 달러가 될 수도 있다. 니콜라스 스턴(Nicolas Stern) 외 공저, 『기
후변화의 경제학: 스턴 보고서(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Stern
Review)』, HM 트레저리, 2006. 2009년 2월 네덜란드 환경평가국에서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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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제 정책에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
된 새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론을 보면 전세계가 저육류 식단으로 전환하
면 20조 달러, 즉 총 예상 비용 40조 달러의 50%를 절약할 수 있으며, 동물
성 제품을 안 쓰는 완전한 비건 채식으로 전환하면 2050년 무렵엔 무려 80%
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출처는 엘케 스테페스트 외 공저, 『음식 변화가
기후에 미치는 이로움』, 네덜란드 환경평가국, 2009년. 게재 사이트: http://
www.pbl.nl/en/publications/2009/Climate-benefits-of-changing-diet.
html. 또한 수프림 마스터 TV에서 네덜란드 환경평가국 주프 오데 로휘스
(Joop Oude Lohuis) 부장과 가진 다음 인터뷰 내용도 참조. “전세계가 비건
채식으로 전환하면 기후변화 완화 비용을 80%까지 절감할 수 있다.” 프로그
램 무료 시청: http://www.suprememastertv.com/kr/videos-on-climatechange/?wr_id=96&page=2.
15.

위와 같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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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사의 기후학자 제이 즈왈리(Jay Zwally)는 현 상황의 긴박함을 다음처럼 설
명했다. “북극해는 2012년 여름이 끝날 무렵엔 거의 얼음이 녹을 수 있다. 이
는 이전의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다.” 출처: 「북극해 얼음, 5년 내에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Arctic Ice ‘could be gone in five years’)」, 『텔레그라프
(The Telegraph)』지, 2007년 12월 12일. 게재 사이트: http://www.telegraph.
co.uk/earth/earthnews/3318239/Arcticice-could-be-gone-in-fiveyears.html.

17.

미국 국립설빙자료센터(NSIDC) 소속 과학자들은 2009년 2월 말, 2년 이
상 존재한 얼음이 전체의 10% 미만임을 발견했다. 출처 기사: 「해빙기가 시
작되면서 북극해 얼음은 형성 연도가 더 짧고 더 얇아졌다(Arctic sea ice
younger, thinner as melt season begins)」, 『북극 얼음 뉴스와 분석(Arctic
Ice News and Analysis)』, 2009년 4월 6일. 게재 사이트: http://nsidc.org/
arcticseaicenews/2009/040609.html.

18.

미국 국립설빙자료센터 책임자 마크 세레즈 박사(Dr. Mark Serreze)는 “우리
는 전환점(tipping point)을 빠르게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통과 중이
며, 우리는 그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다음의 뉴스에도 인용
되었다. 리차드 블랙(Richard Black) 저, 「북극 얼음은 전환점에 도달해 있다
(Arctic Ice ‘is at tipping point’)」, BBC 뉴스, 2008년 8월 28일. 게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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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http://news.bbc.co.uk/2/hi/7585645.stm. 또한 미국 국립설빙자료센터
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극해 얼음은 보통 9월 중순에 면적이 최소화되는데,
2010년 8월의 얼음 면적은 위성자료상으로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작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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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어울락어판 국제 신간 발표회 2008. 10. 11.
태국 파툼타니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288.
37. 위대한 사명: 지구를 구하자 2008. 11. 26.
미국 캘리포니아 국제협회 회원들과의 화상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bmd/502.
38. 칭하이 무상사와 이스트 코스트 FM 라디오의 인터뷰 2008. 11. 30. 아일랜드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10.
39. 『천상의 예술』 영문판 국제 신간 발표회 2008. 12. 12. 미국 로스앤젤레스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04.
40. 신을 믿으라(3부) 2008. 12. 16. 국제모임
SupremeMasterTV.com/bbs/tb.php/download/7478.
41. 자비심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해 있다 2009. 1. 26. 국제모임
42. SOS 국제 회의 2009. 1. 27.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 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14.
43. 지금 행동하자!-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2009. 2. 21. 포모사
칭하이 무상사와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과의 화상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19.
44. SOS 지구를 구하자 2009. 3. 6. 멕시코 베라크루스 할라파 국제 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26.
45. 평화를 위한 주스 단식 2009. 3. 7. 미국 캘리포니아 컬버시티 화상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31.
46. 수행과 신실한 마음이 지구를 돕는다 2009. 3. 8. 국제모임
47. 2009 지구를 구하자 회의: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자
2009. 4. 26. 대한민국 서울 국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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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39.
48. 유기농 비건 채식으로 지구를 구하자 2009. 5. 9. 토고 로메 국제 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43.
49. 변화를 가져오자-환경을 보호하자 2009. 6. 4.
멕시코 베라크루스 보카델리오 국제 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48.
50. 비건 세상을 위한 비건 지구의 날 2009. 6. 21.
미국 캘리포니아 우드랜드힐즈 국제 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55.
51. 칭하이 무상사와 『아이리쉬 선데이』지 벤 머네인 기자의 인터뷰 2009. 7. 12.
『아이리쉬 선데이 인디펜던트』 게재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65.
52.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 2009. 7. 26. 국제모임
53. 칭하이 무상사와 『하우스 매거진』지 찰스 노튼 기자의 인터뷰 2009. 8. 8. 영국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75.
54.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구를 구해야 한다 2009. 8. 8. 국제모임
SupremeMasterTV.com/bbs/tb.php/bmd/625.
55.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해결책 2009. 8. 15. 태국 논타부리 국제 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72.
56.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고귀한 야생』 어울락어판 국제 신간 발표회
2009. 8. 15. 태국 논타부리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86.
57. 금성의 비밀 2009. 8. 29. 미국 로스앤젤레스 수프림 마스터 TV 직원들과의 화상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bmd/636.
58. 지구 온난화: 해결책은 있다! 2009. 9. 12. 페루 리마 국제 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87.
59.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스페인어판 국제 신간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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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12. 페루 리마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400.
60. 아이 건강과 지속 가능 지구촌 2009. 9. 21. 대한민국 제주도 국제 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79.
61. 지구촌 단결: 함께 생명을 구하자 2009. 10. 3. 중국 홍콩 국제 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83.
62. L.O.V.E로 우리의 집을 보호하자 2009. 10. 11. 포모사 타이중 국제 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88.
63. 칭하이 무상사의 『고귀한 야생』 독일어판과 프랑스어판,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폴란드어판 국제 신간 발표회 2009. 10. 18. 독일 프랑크푸르트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90.
64. 기후변화에서 지구를 구하고 번영시키는 비건 유기농 2009. 10. 2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93.
65. 황금시대를 향한 인류의 도약 2009. 11. 8. 미국 워싱턴 D.C. 국제 기후변화 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397.
66. 환경 정의를 지지하는 멕시코 행정관 협회에 보낸 칭하이 무상사의 영상 메시지/
BBC 라디오 웨일즈 컨트리 포커스와의 인터뷰 2009. 11. 12.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403.
67. SOS-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멈추는 신속한 행동 2009. 11. 16.
멕시코 베라크루스 오리사바 국제 회의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411.
68. 칭하이 무상사와 『아이리쉬 애견 잡지』의 인터뷰 2009. 12. 16.
SupremeMasterTV.com/bbs/tb.php/wow/406.
69. 살아 있는 스승의 비범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 2010. 8. 1.
미국 로스앤젤레스 수프림 마스터 TV 직원들과의 전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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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영화
• 홈(Home, 2009)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d)의 다큐멘터리로 거의 전체가 지구
상의 다양한 장소를 찍은 항공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류가 어떻게 지구 생명
체의 다양성과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지를 보여 주는 작품.
http://www.home-2009.com/us/index.html (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

• 고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Meat the Truth, 2007)
니콜라스 피어슨 재단(Nicolaas Pierson Foundation)으로도 알려진 동물보호당
의 과학부에서 제작한 영화. 기후변화의 최대 원인이 육류와 유제품 생산을 위한
축산업임을 폭로하고 전세계 모든 교통수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배출량을 내보
낸다고 지적함. 이 영화엔 네덜란드의 유명한 배우들과 작가 및 정치인들이 출연
해 채식에 대한 견해를 밝혔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의 과학적 자료도 제시되었다.
www.partijvoordedieren.nl(네덜란드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94/vg_34.htm.

•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 2006)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작. 이 다큐멘터리에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지구 온난
화가 실제이며 현재 당면한 위험이라고 대중에게 말함. 전세계 선두적인 과학자
들의 첨단 연구에 기초하여 지난 한 세기 동안의 인류의 행동이 어떻게 우리 고향
지구의 전멸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함. 또한 파괴적인 추세를 되돌리고 극심
한 기후, 홍수, 가뭄, 전염병, 혹서와 같은 전대미문의 대규모 지구 대재앙을 막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묘사함. 이 영화는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행동을 촉구한다.

• 미묘한 균형: 그 진실(A Delicate Balance: the Truth, 2007)
이 영화는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구를 위한 유일한 희
망은 인류가 육류와 유제품을 끊는 것이라고 말함.
http://www.adelicatebalance.com.au/.

• 11번째 시간(The 11th Hour, 2007)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제작하고 내레이션을 맡은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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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상태를 설명하고 지금이 변화가 가능한 마지막 시간임을 관객들에게 설파
함. 이 영화가 제시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희망과 잠재적인 해결책은 과학 기술,
사회적 책임, 환경보호를 통한 인류의 환경 복구 노력에 있으며, 이런 환경 복구
노력을 통해 세계 인류의 행동을 다시 생각하고 재조직하자고 촉구함.

• 지구 생명체(Earthlings, 2005)
아카데미상 후보로 지명된 바 있는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내레이션을 담당. 음식,
의복, 오락과 연구 활동 분야에서 동물에게 의존하면서도 동물을 완전하게 멸시
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다큐멘터리. 애완동물 상점, 개 공장, 동물 보호소, 공
장식 축산 농장, 가죽과 모피 무역, 스포츠, 오락 산업, 의약품과 과학에 대한 심
층 연구를 통해, 동물로 돈을 버는 세계 최대 규모 산업체들의 일상적인 관행을
기록한 영화.
http://veg-tv.info/Earthlings(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

• 지구를 먹어 치우다(Devour the Earth, 1995)
영국 채식협회와 유럽 채식연합이 제작한 단편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은 세계적
으로 유명한 채식인이자 비틀즈 멤버인 폴 매카트니 경이 담당함. 소책자의 서문
은 슬로베니아 전 대통령인 고(故) 야네즈 드르노브셰크 박사가 씀. 이 영화는 인
류 행동이 환경에 초래한 결과와 육식이 아름답고 소중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함.
http://www.youtube.com/watch?v=0b2k98YLSnk.

• GOVEG.COM에 게재된 영화들:
‘Meet Your Meat(여러분의 고기를 만나 보세요)’를 클릭하면 교육적인 영상들
을 시청할 수 있음.

❖ 관련 사이트
• SUPREMEMASTERTV.COM
친환경적이고 건강하며 자비로운 유기농 비건 채식 생활 방식과 지구 온난화에 관
한 프로그램 방영.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생방송 화상회의 및 노벨상 수상자, 나
사 과학자, 정부 지도자, 환경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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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GSOURCE.COM
비건 채식 요리법과 교육적인 동영상, 채식 생활 방식과 동물 복지를 주제로 한 여
러 기사와 도서 자료 제공에 탁월.

• IVU.ORG
세계 채식/비건 채식 협회. 1908년 이래 전세계에 채식을 홍보하고 있음.

• WORLDPRESERVATIONFOUNDATION.ORG
개인과 매체, 정부 및 기관에 동물성 제품 소비를 줄일 법률과 정책 제정을 장려
하는 자료와 지침 게재.

• MERCYFORANIMALS.ORG
Mercy For Animals(MFA)의 공식 웹사이트로 동물 권리와 온라인 상점 등에 관
한 정보를 제공.

• CHOOSEVEG.COM
요리법과 비디오 영상 및 조언 등을 제공하는 MFA의 온라인판 지침서.

• EGGCRUELTY.COM
MFA의 비밀 조사로 밝혀진 미국 오하이오 주 양계장의 동물 학대에 대한 사진과
비디오 및 정보를 제공.

• VEGGUIDE.ORG
채식인과 비건 채식인을 위한 최상의 식당과 쇼핑 가이드.

• GOVEG.COM
활동가들을 위한 정보와 뉴스 기사 및 수백 가지 요리법 등을 제공.

• VEGANHEALTH.ORG
건강한 비건 채식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 VIVA.ORG.UK
유명한 캠페인 활동과 연구 조사, 비밀 폭로와 효과적인 매체 발표를 통해
Viva!(Vegetarians International Voice for Animals)는 현대 축산업의 진실을
안방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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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안내
우리 영혼을 고양시키고 일상생활에 영감을 주는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이 현재
책,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음악 오디오테이프, DVD·MP3·CD 등 다양한 형태
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출판된 책과 테이프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 가르침을 무료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몇몇 웹사이트에서는 출판물 가운데 가장 자주 발행되는 뉴
스잡지(아래의 관음 웹사이트 참고)를 선보이고 있고, 또 어떤 웹사이트는 스승님의 시
와 깨달음을 전해 주는 감로법어, 강연 등을 비디오와 오디오 파일 형식으로 제
공하기도 합니다.

책
바쁜 하루 중에 스승님의 책을 한 권 뽑아 읽으면 큰 휴식이 됩니다. 스승님의 말
씀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명확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즉각 깨닫는 열쇠』
시리즈와 같은 스승님의 영적 지식이 담긴 강연에도, 『침묵의 눈물』처럼 깊은 자
비로움이 담겨 있는 시집에도 모두 주옥같은 지혜가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경서 목록에서 괄호 안에 표시된 숫자는 각국 언어로 출판된 권수입니다.
경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출판물을 구하려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즉각 깨닫는 열쇠
독일어(1-2), 몽골어(1, 6), 스웨덴어(1), 스페인어(1-3), 어울락어(1-15), 영어(1-5), 인도
네시아어(1-5), 일본어(1-4), 중국어(1-10), 태국어(1-6), 티베트어(1), 포르투갈어(1-2),
폴란드어(1-2), 프랑스어(1-2), 핀란드어(1), 한국어(1-11), 헝가리어(1).

즉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독일어(1), 러시아어(1), 불가리아어(1), 어울락어(1-4), 영어(1-2), 인도네시아어(1-3), 일본
어(1), 중국어(1-3), 체코어(1), 포르투갈어(1), 폴란드어(1), 프랑스어(1), 한국어(1-4), 헝가
리어(1).

1992년 선칠 특별판
어울락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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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세계 순회강연집 특별판
영어(1-6), 중국어(1-6).

사제지간의 편지
스페인어(1), 어울락어(1-2), 영어(1), 중국어(1-3).

신기한 감응
어울락어(1-2), 중국어(1-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한국어.

삶을 다채롭게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칭하이 무상사의 지혜 만화집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후광이 너무 꼭 껴요!―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이 담긴 유머집
영어/중국어.

쉽게 수행하는 비결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의 길
영어, 중국어.

신과 인류의 이야기―성경 이야기를 통한 고찰
영어, 중국어.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영어, 중국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체코어, 터키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한국어, 헝가
리어.

감로법어
영어, 중국어.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포르투갈어, 영어/일본어, 영어/중국어, 영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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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주방(1)―전세계 채식 요리
어울락어, 영어/중국어, 일본어.

무상 주방(2)―가정식
영어/중국어.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어울락어/영어/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집
영어, 중국어.

S.M. 천의집
영어/중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1, 2)
독일어, 몽골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한국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고귀한 야생
독일어, 몽골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천상의 예술
영어, 중국어.

위기에서 평화로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삶과 의식에 관한 사색
야네즈 드르노브셰크 박사의 저서. 중국어.

시 작품집
침묵의 눈물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영어/중국어, 포르투갈
어, 필리핀어, 한국어.

무자시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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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 꿈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전생의 발자취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그 옛날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조약돌과 황금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잃어버린 기억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천년의 사랑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독일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시간의 그늘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향기로운 손길
(유명 가수들이 어울락어로 부른 노래 공연) CD.

지난날과 지금
(어울락어 시 낭송) CD.

한밤의 꿈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 DVD.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어울락어 노래 공연) CD.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어울락어 시 낭송) CD.

칭하이 무상사 창작 가곡 모음집
CD.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사랑의 노래
DVD. 어울락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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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라, 아가야
CD. 영어.

보석 시집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CD 1, 2 & DVD 1, 2.

황금 연꽃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1, 2.
칭하이 무상사의 고운 음성으로 낭송한 틱만지악 선사의 아름다운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스승님은 당신이 지으신 ‘황금 연꽃’과 ‘사요나라’ 등 두 편의 시도 낭송하셨다.

고대의 사랑
(어울락어 시 낭송) CD & DVD.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 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DVD 1, 2(17개 언어 자막).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오디오테이프 & CD 1, 2, 3. 비디오테이
프 1, 2.

*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고대의 사랑, 시간의 그늘, 한밤의 꿈,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지난날
과 지금, 전생의 발자취, 보석 시집, 황금 연꽃,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는 시인이 직접 낭송하

거나 곡을 붙여 노래한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음악·콘서트가 담긴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MP3,
CD, DVD는 다음 언어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광둥어, 그리스어, 네팔어, 네덜란
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어, 몽골어, 불
가리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즈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줄루어, 중국어 간체·번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태국어, 터키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
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필리핀어, 한국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등. 카탈로그
를 요청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언제든 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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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깨닫는 열쇠 무료 견본책자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는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전세계
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보석은 아프리칸스어부터 줄루어까지, 벵갈어부터 우르
두어, 마케도니아어, 말레이어, 그 외 많은 언어까지 74개 이상 언어로 번역돼 있
습니다.
견본책자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일상생활에서의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높은
영적 차원의 신비를 밝힐 뿐 아니라 비건 채식의 이로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밖에 궁극적인 최고의 법문인 관음법문에 입문해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에 담긴 칭하이 무상사의 통
찰력은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킬뿐더러 진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밝은 희망의 빛
줄기를 제시합니다.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으면 다른 모
든 것을 얻게 됩니다. 내면의 천국을 찾고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조화, 내면의 전
능한 힘을 깨달았을 때라야 세속적인 바람과 천국에 대한 갈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신의 왕국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나 힘, 높은 지위를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
니다.”
다음은 견본책자를 바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http://sb.godsdirectcontact.net
이 웹사이트에서는 많은 언어로 된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신의 메시지를 나누고 인류의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세상에 최고
의 선물을 가져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견본책자 목록에 여러분의 모국어가 없
어서 원하는 언어로 견본책자를 번역하려는 분은 divine@Godsdirectcontact.
org로 연락해 주십시오.
무료 견본책자 다운로드 사이트:
http://sb.godsdirectcontact.net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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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irekter-kontakt-mit-ott.org/download/index.htm (오스트리아)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출판물을 구하려면
모든 출판물은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출판물을 구입, 또는 주
문하고자 하는 분은 각 지역 센터나 연락인에게 먼저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구매 가능한 출판물 목록을 얻고자 하는 분은 지역 센터에 문의하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multilang/
http://smchbooks.com/new-c/cover/cover.htm
http://magazine.godsdirectcontact.net/
이 외 온라인상의 뉴스잡지를 통해 최근 출판된 경서나 테이프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필요하다면 포모사 본부(P.O.Box 9, Hsihu, Miaoli, Formosa, ROC, 36899)에
직접 주문을 해도 됩니다. 자세한 목록 또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다운로드하거나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
책(eBook),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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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자료

모든 인류에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
하십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존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입니
다. 우리가 비건 채식을 하는 새롭고 자비로운 행성으로 깨어
나면 천국의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와 자애, 축복이 가득할 겁
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바로 육식을 멈춘다면 8주 안에 기후가 좋
은 쪽으로 바뀔 것입니다. 손상됐던 모든 것들이 8주 안에 정
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육식을 그만두
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앞에 놓인 이 평화를 향해 계속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www.crisis2peace.org를 방문하시면
다국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친환경 콩기름 잉크와 100% 재생용지로 인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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