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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은 삶을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과 타협해야 할 일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채식을 시작하면서 먹거리는 누군가와 결코 타협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인이라면 자신의 의지로 음식을 

선택하고, 먹은 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져야 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랜 필기구 제조 역사를 지닌 독일 

브랜드이자 산림 보호에도 힘쓰는 ‘파버카스텔’ 한국 지사 이봉기 

대표. 과거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이봉기 대표는 완치한 후 건강을 

위해 채식을 선택했다. 엄격한 비건으로 산 지 올해로 11년째. 

그는 비건을 선택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고, 소식小食을 

즐기게 됐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저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던 질문도 필요 없어졌다. 제철 채소가 주는 맛과 향에 눈이 

번쩍 뜨였다. 겨울에는 시래깃국을 끓이고, 봄에는 봄동을 사다 

들기름에 무치고, 낫토와 아보카도를 섞어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일상이 무척 즐겁단다. 삶이 한결 여유로워지니 생을 바라보는 

파버카스텔 

이봉기 대표

“채식을 시작하면서 뿌리가 그대로 살아 있는 채소를 구입하게 됐어요. 

파뿌리와 양파, 무, 표고버섯 등으로 담백하게 끓인 채수에 통밀가루 반죽을 뚝뚝 떼어 넣고 

수제비를 끓여 먹어요. 특별한 조미료 없이 들깻가루만 넣어도 구수한 맛이 진하죠. 

여기에 비건 김치를 곁들이면 보통의 식단과 다를 바 없답니다!”  

가치관 또한 바뀌었다. 공장식 사육을 반대하는 동물 복지와 

가축의 분뇨로 생기는 환경문제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된 

것. “무조건 육식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키운 육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좁은 철망에서 항생제를 맞고 자라 우리 식탁에 오른 고기가 

과연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채식주의자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 즉 건강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달리 까다로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시선이 불편할 때도 있다. “비건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뜸 ‘도시락 싸서 다니세요?’라고 물어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채식을 즐길 수 

있어요. 한식당에 가서 된장찌개와 쌈 채소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비빔밥을 주문하면 고기와 달걀은 빼달라고 하면 되고요. 음식에 

무언가를 더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덜어달라는 것뿐이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채소를 많이, 건강하게 

먹는 사람으로 생각해달라는 이봉기 대표. 비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각자의 취향으로 

꾸민 집에 살고, 다른 옷을 입고, 원하는 음식을 골라 먹듯이 

그저 각자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글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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