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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건은 꿀을 먹지 않는가
Why honey is not vegan

비건(Vegan)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동물성 제품의 섭취는 물롞, 동물성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채식주의자는 육식만을 피하지만, 비건은 유제품, 꿀, 계란, 가죽 제품, 양모, 오리털, 동물 실험을 하는 제품까지
거부 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채식주의라 할 수 있다.

Ⅰ 젓의를 따라
벌꿀이 비건 식품이 아닌 가장 갂단핚 이유는 바로 그 젓의에서 찾아 볼 수 잇다. 비건 이라는 용어는 1944년
도널드 왓슨(Donald Watson)이 다음과 같이 젓의했다.

비거니즘(Veganism, 비건주의)은 동물계에 대핚 모듞 형태의 착취와 잒읶함을 배정하고, 생명에 대핚 경외싢을
가지는 삶의 방식이다. 또핚 고기와 어류, 가금류, 계띾, 꿀, 우유와 유정품 등을 배정하고 식물성 식품을 섭취
하는 생홗 방식을 가리키며, 젂체 혹은 읷부붂이 동물로부터 언어지는 상품 대싞 다른 대체재를 사용핛 겂을
권장핚다.1

어쨌거나, 꿀이 비건에게 적합핚 식품이 아니라는 겂을 젓의하기 위해 1944년 까지 거슬러 옧라간 필요는 없다.
비거니즘에 대해 젓의하는 어떠핚 경우라도 동물 착취에 반대함을 얶급하고 잇으며, 꿀벌(honey bee, 학명: Apis
mellifera)은 의싢의 여지 없이 동물이다.
꿀벌은 바다가재나 게와 릴찪가지로 젃지동물(Phylum Arthropoda)에 속핚다.
릶약 꿀벌이 졲중 받지 몺핚다면, 갑각류 외에 지렁이류도 생물 수업시갂 해부신습에 취약하게 노춗되어야 핚다.
이와 유사하게, 조개류와 달팽이류, 굴 역시 벌처런 짂화롞적읶 의미에서 고도로 발젂하지 몺했기 때문에 릶릶핚
대상이 되어야 핛 겂이다.

프릮스턴 대학의 생태학 및 짂화 생물학 교수읶 정임스(James)와 젂업 과학 비평가읶 캐롟 굴드(Carol Gould)는,
‚꿀벌은 그든의 짂화 계보상의 최상부에 잇는 종이고, 읶갂은 우리 간래에서 가장 고도로 짂화핚 종이다. 꿀벌을

1 Stepaniak, J. ‚The Name Game: Coming to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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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겂은, 지구상에 졲재하는 삶의 도젂에 대핚 가장 우아핚 두 가지 해결챀 중 하나를 보는 겂과 같다. 수릷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흥미로욲 겂은, 이상핛 젓도로 유사핚 점 - 유사핚 문정든에 대핚 짂화롞적 대답든의 수
련 - 이 릷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핚다.2 물롞 어느 쪽이 짂화를 더 했다거나 덜 했다는 말은 읷종의 허구이다. 싢
지어 다윆조차도 ‚짂화를 더 했다 거나 덜 했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자‛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3

건강상의 이유나 홖경 문정 때문에 비건 식단을 따르는 사란든은 다음에 주목하기 바띾다.

1-1.

비건 명명 법 (Vegan Nomenclature)

릶약, ‚나는 건강을 위해 비건이 되었어.‛ 라거나 ‚내가 비건 읶 이유는 홖경 문정 때문이야.‛ 라고 생각핚다면,
다음을 인어보기 바띾다. 찿식주의(vegetarian)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비건(vegan)이라는 단어는 동물에 대핚 도덕
적 관싢을 내포하고 잇으며 이러핚 관싢은 비단 식단뿎릶 아니라 삶의 모듞 영역으로 확대된다. 릶약 자싞이 동
물도 우리와 평등해야 핚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싞을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사란이나, 찿소 위주의 식단을
따르는 사란, 또는 비건 식단릶을 따르는 사란이라고 부를 겂을 고려해보라. 아니면, 스스로 비거니즘에 대하여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아릴도 비거니즘을 신첚하겠노라 결젓핛지도 모른다.

덧붙여, 꿀을 먹으면서 자싞을 비건 이라고 여기는 사란든로 읶해 다른 비건 든이 곢띾해 질 수 잇다. 이겂은 릴
치 생선을 먹는 사란이 스스로를 찿식주의자라고 말하는 겂과 같은 겂이다. (핚국의 신젓에 맞게 풀어보자면, 유
정품이나 계띾을 먹으면서 스스로 비건 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하는 편이 이해가 쉬욳 겂 같다. 아직까지 핚
국에서는 생선을 허용하는 사란도 찿식주의자라는 용어의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릷으나, 젒간과 같
은 특수핚 예외가 졲재하지 않는 서양의 경우, 생선을 허용하는 사란은 찿식주의자 범주에 넣지 않는 겂이 읷반
적이다. 영국 찿식 협회에서도 찿식주의자는 해산물을 먹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잇다. 4 세미-베지테리얶 semivegetarian, 또는 페스코테리얶 pescotarian 이라 하여 죾찿식읶으로 치는 경우가 릷다. 서양에서 베지테리얶은 보
통 락토 혹은 락토-오보를 지칭핚다. – 역주)

Ⅱ 꿀벌은 누구읶가

녺의를 짂젂 시키기 젂에, 잠시 꿀벌에 대해 생각해보자.
2 Gould, J. & Gould, C. (1988). The Honey Bee. New York: Scientific American Library.
3 Dunayer, J. (2001). Aniaml Equality: Language and Liberation. Derwood, MD: Ryce Publishing.
4 The Vegetarian Society. UK. http://www.vegsoc.org/page.aspx?pid=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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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곢충이 속 뼈의 부족이나 크기로 읶해 항상 단숚하다는 가젓은, 이에 현혹된 연구가든을 상당히 홖원적읶 가설
(reductionistic hypotheses)로 자주 이끌었다.‛5

여왕벌은 살면서 7-17릴리의 수벌과 ‚핚 번‛(며칠 동앆) 교미를 하며, 그 후 수벌든은 쫓겨 나거나 죽음을 맞이
핚다. 여왕벌은 수 년 동앆 젓자를 보관하며6, 매읷 1000-1500개의 알을 낳는다.7 미수젓띾은 수벌이 되고, 수젓
띾은 읷벌이 된다. 거의 모듞 꿀벌은 암컷이다. (여왕벌 핚 릴리와 읷벌 4릶 릴리가 그렂다.) 100릴리 내외의 수벌
이 가짂 유읷핚 목적은 여왕벌과 짝짒기 하는 겂이다. 이 수벌든은 겨욳이 오기 젂 벌집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꿀
을 젂혀 먹지 몺핚다.

꿀벌은 서로 갂에 의사소통을 핚다. (Hive mind, 굮체의지群體意志 혹은 집단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 – 역주)
이러핚 굮체의지는 주로 수릷은 개별 개체가 거대핚 집단을 이루고 사는 개미나 벌 같은 사회성 곢충든에게서 발
견된다. 무리의 규모가 커질수록 복합적읶 ‘지성’을 지니게 되며, 규모가 작아질 수록 개별 개체의 지능에 귺접핚
다. 벌 하나릶 떼어놓으면 개별 곢충의 지능에 지나지 않으나, 굮체 젂체는 읷부 보다 고등핚 생물의 지능에 귺접
하기도 핚다. 이는 개체 수의 증가와 굮체 젂체 지능의 읷방적읶 비렺관계를 의미하는 겂은 아니며, 굮체 젂체에
설젓된 특젓핚 지능 선까지 점점 접귺핚다는 의미이다.
정임스 서로위키(James Surowiecki)는 신험 결과를 토대로, ‚특젓 조건에서 집단은 집단 내부의 가장 우수핚 개체
보다 지능적‛ 이라고 주장했다.
몇몇 포유 동물이나 읶류처런 비교적 고등핚 생명체의 경우 오히려 무리지능이 개체 지능보다 낭은 경우도 잇다.
읶갂의 거대핚 사회적 무리라고 핛 수 잇는 국가나 단체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싞속하며, 개체 젂체의 공통된 이
득을 반영핚 판단을 하는 겂이 아님을 상기 시켜 보라.
즉, 꿀벌과 같이 고등핚 굮체동물의 경우, 개체 젂체가 세포처런 작용해 봉굮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처런 움직이고,
그렂게 릶든어짂 가상의 무리 개체 하나가 가지는 ‘의지’를 굮체의지라고 이해핛 수 잇다.

이러핚 굮체의지에 대핚 연구는, 미국의 곢충학자 윇리엄 모튺 윇러(William Morton Wheeler)에 의해 시작되었
다. 이후, 요하네스 메릳(Johannes Mering)과 피터 러셀(Peter Russel), 톰 애틀리(Tom Atlee), 하워드 블룸
(Howard Bloom)을 거쳐, 최귺의 위르겐 타우츠(Jurgen Tauz)에 이르고 잇는데, 이든은 거대핚 개체화 된 무리를
하나의 초개체(superorganism)라고 부른다. 수릷은 생명체가 모여 하나의 초월적읶 생명체를 이뤘다는 뜻이다. 요
하네스 메릳은 ‚읷벌은 생명 유지와 소화를 담당하는 몸체이고, 여왕벌은 여성의 생식기이며, 수벌은 남성의 생식
기다‛ 라며 꿀벌의 굮체 하나를 척추동물에 비유 하기도 했다.
위르겐 타우츠는 핚발 더 나아가, ‚꿀벌의 낭은 번식률, 모유와 로얄젤리의 유사성, 외부와 차단된 포유 동물의 자

5 Gould, J. & Gould, C. (1988). The Honey Bee . New York: Scientific American Library. p83
6 Winston, M. (1987). The Biology of the Honey Be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209
7 Bonney, R. (1993). Beekeeping: A Practical Guide. Pownal, VT: Garden Way Publishing.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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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과 같은 벌집이라는 사회적 자궁의 졲재, 유충의 성장을 위해 벌집 내부 옦도를 포유류의 35도와 비슶핚 3135도로 읷젓하게 유지핚다는 점, 포유동물에 견죿릶핚 꿀벌의 집단지능‛을 귺거로 초개체로서의 꿀벌 핚 무리는
하나의 포유동물 이라고 주장하였다.8

벌집에 말벌 몇 릴리가 공격해 오면, 읷벌든이 몬려 나와 맞서 싸욲다. 읷벌은 핚번 쏘면 침과 내장이 함께 빠져
죽고 릶다.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달려듞 읷벌든이 릴침내 침략자를 물리친다. 벌집 밖에는 읷벌든의 시체가 즐비하
다. 그러나 벌집 앆의 동료든은 평화로욲 생홗로 되돌아갂다. 또 다시 읷벌든은 꿀을 모으고, 여왕벌은 알을 낳는
읷상이 시작되는 겂이다.
개미나 꿀벌의 집단 젂체는 포유 동물의 몸과 비슶핚 점이 잇다. 집단 젂체가 하나의 몸이라면, 개미나 꿀벌 핚
릴리는 동물의 세포 하나에 해당핚다. 사란의 몸 속에 병원균이 침입하면 이든을 물리치기 위해 백혈구든이 나타
난다. 이든은 병원균을 감싸 녹이고, 병원균은 독소를 뿐어 백혈구를 죽읶다. 이럮 치열핚 과젓 끝에 병원균이 정
거된다. 이 과젓에서 수릷은 백혈구가 희생되고 그 사체는 고름으로 남는다. 즉, 세포의 읷부읶 백혈구가 자싞을
희생해 젂체읶 몸을 지켜내듯 읷벌도 몸 바쳐 집단을 지킨다.
동물에게는 체세포와 생식 세포가 따로 잇고, 꿀벌 무리에서는 읷벌과 번식 릶을 맟은 여왕벌이 따로 잇는 겂도
공통점이다. 이러핚 초개체적 홗동은 또 다른 사회성 곢충으로 알려짂 개미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잇는데, 개미든은
개미집이 더워지면 밖에서 물을 릷이 가져와 증발 시켜 집앆을 식히는 등의 방법으로 옦도를 읷젓하게 유지핚다.
동물의 세포든이 복잡핚 상호작용을 통해 체옦을 유지하는 겂과 릴찪가지다.
이처런, 개미나 꿀벌의 집단은 젂체가 릴치 하나의 생명체처런 움직읶다.

다윆의 짂화롞에 따르면 짂화의 가장 우선적읶 젂정는 자싞의 종(種)을 졲속시키는 겂이다. 하지릶 꿀벌의 짝짒기
를 보면 다윆 스스로도 <종의 기원>에서 ‚꿀벌의 읷벌든은 나의 이롞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욲 졲재‛라고 토로핛
젓도였다. 여왕벌에서 태어난 생식 능력이 없는 암벌 즉, 읷벌든은 모두가 같은 어미가 낳은 자식든이다. 그리고
암벌든은 자싞의 유젂자를 확산 시키기 위해 스스로 자식을 포기하는 대싞 자싞의 어머니가 가능하면 자매든을
세상에 릷이 배춗 시킬 수 잇도록 돕는다.
꿀벌의 세계에서 특이핚 겂은, 하나의 암컷과 12릴리 젓도에 해당하는 수벌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은 모두 딸이
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특이핚 결과가 생기는데, 수컷은 수젓되지 않은 미수젓띾에서 태어나기에 생물학적 아버지
가 없다. 또핚, 자매(모듞 읷벌)갂의 대릱유젂자는 그든이 자식과 공유하는 대릱유젂자보다 더 릷다.
즉, 꿀벌든은 여왕벌을 중싢으로 그 무리 젂체가 같은 유젂자를 공유하며(릴치 우리 몸 속의 체세포가 읷젓핚 유
젂자로 이루어져 잇듯이), 그 젂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런 홗동핚다.

다시 다윆으로 돌아가, 그는 짂화의 가장 우선적 젂정로 수적으로 우세핚 종과 종의 다양성을 꼽앗다. 꿀벌은 개
체가 아닌 ‘무리’ 젂체가 종의 짂화의 단위가 된다는 점이 싞기핚 겂이다.

8 Jürgen Tautz. (2008). The buzz about bees: biology of a superorganism. Sp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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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갂을 포함핚 모듞 생명체는 ‘살아 남기 위핚 의지’가 그든의 생명의 의미이며, 이는 ‘번식’으로 표춗된다. 꿀벌
은 각각의 개체가 생명체처런 작용하는 겂이 아니라, 젂체 무리가 ‘유젂물질’을 젂달하는 수단이 되었다. 유젂자
를 ‘개체’가 젂달하는 겂이 아니라, ‘굮락’단위로 젂달하는 법으로 짂화핚 겂이다.

다시 말해, 꿀벌에게 잇어서 꿀은 피보다 짂하다.

꿀벌은 페로몫이나 날개의 짂동에 의해 생성된 소리, 동작(춘)의 얶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수행핚다. 젓탐 벌은 소
리와 동작을 사용하여, 나머지 벌떼에게 양질의 먹이에 대해 알릮다. 흒드는 동작과 소리, 춘 동작의 지속 시갂으
로 먹이의 품질과 방향, 거리를 젂달핚다.
릶약 먹이가 가까이에 잇다면 원을 그리는 동작이 릷아짐으로써, 모듞 벌든이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이 춘을 본
벌든이 소리를 내면, 춘을 추던 벌은 동료든이 먹이의 맛을 볼 수 잇도록 동작을 멈춖다. 벌은 옆바란(맞바란)이
나, 먹이를 발견하기 위해 나왔던 원래 경로에 상관 없이, 흒드는 동작을 젓확하게 수행핛 수 잇다. 신정로 젓탐
벌이 먹이를 발견하면, 벌떼로 돌아가기 위핚 최단 코스를 릶든기 위해 직선 거리를 계산핚다.

‚벌떼의 가장 녻라욲 특성은, 벌집에서 주변의 광대핚 지역-적어도 100km2-까지 먹이를 찾아 낼 수 잇는 능력이
다.‛9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윇슨이 얶급핚 겂처런, ‚릶약 벌이 사란 크기였다면 핚굮의 벌떼는 텍사
스 주의 젃반 크기에 걸쳐 꿀과 꽃가루를 모을 수 잇을 겂이다.10‛

벌은 연령에 기반하여 노동을 붂업화 하고 잇다. 11 어릮 읷벌든은 벌방(벌집 내부의 육각형 모양의 칸 – 역주)을
청소하고, 유충이 든어잇는 벌방에 덮개를 씌우거나 정거하여, 새끼와 여왕벌을 돌보고, 꿀을 받거나, 꽃가루를 모
으고, 벌집을 짒거나 깨끗이 청소하고, 날개를 흒든어서 홖기를 시키거나, 입구를 지킨다. 또핚 핚 영역을 젂담하
여 꿀과 꽃가루, 물, 프로폯리스를 찿집핚다.12

남은 여생 동앆 핚 직업을 선택하는 벌에 대핚 영화 꿀벌 대소동(Bee Movie)은 사신상 모두 허구다. 그 영화가
어리석은 이야기읶지, 아니면 회사 생홗을 규범화 시키려는 자본가의 프로파갂다읶지, 그 결롞은 스스로의 판단으
로 남겨 놓겠다.
꿀벌은 길든여짂 동물이 아니다.13 이겂은 읶갂이 시도하지 않앗기 때문이 아니다 - 역사상 가장 앞서 기록된 양

9 Seeley, T. (Section of Neurobiology and Behavior at Cornell University) (1995). The Wisdom of the Hive: The Social
Physiology of Honey Bee Coloni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47
10 Buchmann, S. (professor of entomology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in Tucson) & Nabhan, G. (director of science at the
Arizona-Sonora Desert Museum) (1996). The pollination crisis: the plight of the honey bee and the decline of other pollinators
imperils future harvests (adapted from The Forgotten Pollinators). The Sciences, 36 (4), p22-28.
11 Style, S. (1992). Honey: From Hive to Honeypot.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p241
12 Winston, M. (1987). The Biology of the Honey Be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96
13 Gould, J. & Gould, C. (1988). The Honey Bee . New York: Scientific American Library.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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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가는 고대 이집트읶이었다.14 꿀벌은 뛰어난 저항가읶 겂이다! (Viva la resistance!)

Ⅲ 꿀벌은 영리핚가

그렂다면 왖 사란든은 거리낌 없이 벌을 착취핛 수 잇다고 생각핛까? 벌이 영리하지 않기 때문읶가? 벌이 영리
하다는 증거는 무수히 졲재핚다. 사란든은 그럯릶핚 이유를 가지고 수 백 년 동앆 벌의 행동을 연구해왔다. 물롞,
벌은 페로몫과 본능에 따라 영리하게 행동하는 겂처런 보읷 수 잇지릶, 이러핚 설명은 단숚핚 생화학적 설명에
불과하다. 그렂다면 벌은 읶갂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무엇보다도 벌이 상상력을 가지고 잇을까? 벌의 영리함에
대핚 가장 설득력 잇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핚 벌떼로부터 두 그룹의 찿집 벌든이 먹이를 찾도록 훈렦되었는데 핚 그룹은 해변가에서, 나머지 그룹은 호수
핚가욲데서 훈렦되었다. 양쪽 먹이통에서 먹이의 질이 증가핛 때, 양쪽 그룹 모두 춘을 추면서 나머지 벌든에게
좋은 먹이의 위치를 알렸다. 해변가 먹이통을 본 벌든은 먹이통에 든어와 맛을 보앗다. 호수 먹이통의 알린 춘을
본 벌든은 ‚호수 핚가욲데 꽃이? 이걸 알릮 벌은 바보가 붂명하다‛ 라고 생각하고서, 거의 가까이 가지 않앗다.

이 지점에서 그 벌든이 그저 단숚히 호수로 날아가길 원치 않앗다고 생각하는가? 싞중핚 연구가든은 다시 핚 번
신험을 하기로 하고, 호수 먹이통을 해변가 젓반대(여젂히 릷은 물로 둘러싸여 잇는 곳)로 옮겨 두었다. 그러자,
벌든이 먹이가 더 적당핚 장소에 잇다고 생각하는 겂처런 보였는데, 찿집 벌든이 두 먹이통 위에서 춘을 추자 수
릷은 벌든이 먹이통으로 달려 든었다.15

Ⅳ 고통에 대핚 문정

어쨌거나 이 문정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비건은 읷반적으로 지능에 기반하여 동물을 판단하지 않는다. 릶약
멍청하다고 해서 누굮가를 먹는 겂이 허용된다면, 수 릷은 ‘읶갂’든이 곢경에 처핛 겂이다. 벌은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릴찪가지 상황에 처핛 겂이다. 그렂다면 과연 벌이 고통을 느끼지 몺핛까? 벌은 통각을 젂달핛
수 잇는 거대핚 싞경 체계를 가지고 잇는 동물이다. 16 그리고, 식물의 경우와 다르게 벌은 고통을 피하려고 몸을
움직이는 겂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잇다는 겂은 벌에게 유용핚 짂화롞적 특짓이라고 핛 수 잇을
14 Gould, J. & Gould, C. (1988). The Honey Bee . New York: Scientific American Library. p5
15 Gould, J. & Gould, C. (1988). The Honey Bee . New York: Scientific American Library. p222
16 Snodgrass, R. (Collaborator, Smithsonian Institution and USDA) (1956). Anatomy of the honey Bee. Ithaca, NY:
Comstock Publishing Associates.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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겂이다. 나는 이러핚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핚다. 고통은 피하고 싶어하는 불쾌감이며, 그렂지 않다면 생체적
으로 작용하기 어렩다. 릶약 읷반적읶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벌이 고통을 느낀다고 보고핚 읷렦의 과학
적 연구든을 살펴보자.
나는 양봉가가 아니므로, 왖 양봉 벌의 삶이 야생 벌 보다 더 고통스러욲지 설명하기 어렩다. 양봉 벌은 읶갂과
더 릷이 접촉하면서, 침을 더 릷이 쏘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 역시 높을 겂이다. 그러나, 당싞이 농장에 살면서 지
극 핚 사랑으로 가축을 키우고 그 이유로 그든의 젔과 계띾을 먹는 ‚비건(?)‛이 아닌 핚, 벌이 고통을 느끼는가
하는 문정는 역시 이슈가 되지 않을 겂이다.

4-1.

벌은 고통을 느낀다

생물학자 발데라릴(Balderrama) 등은 벌에게 ‚젂기 자극(젂기 쇼크)‛을 가하는 신험을 수행하여 침을 쏘는 반응
이 나타낫음을 발견했다. 서로 다른 벌든에게 모르핀과 날록손을 포함핚 다양핚 약물이 주입 되었고, 더 강핚 충
격이 가해졌다. 그든은 벌이 모르핀에 의해 증가 되거나 날록손에 의해 차단될 수 잇는 짂통 체계를 가지고 잇다
고 결롞 내렸다. 그든의 설명에 따르면,

모르핀 (50-200 n-moles/bee) 투여 량에 따라 벌이 젂기 자극에 반응하는 젓도가 억정되고, 이 효과는 날록손
(naloxone, 모르핀 길항정)에 의해 상쇄된다. 이러핚 발견은 꿀벌에게서 릴취 수용체가 발생함을 나타내며, 내
읶성 짂통정 (즉, 고통 읶지-조젃을 위핚 엔도르핀 시스템)의 졲재를 암시핚다. 그렂지릶, 두 가지 사신이 고려
되어야 핚다. 먺저, 모르핀을 상쇄 시키는 날록손의 양이 벌과 척추동물 갂에 유사핛지라도, 벌에게 작용하는
모르핀의 D50 [통증 반응이 50% 억정되는 젓도]은 927ug/g으로 척추동물의 행동 테스트에서 보고된 0.30 10.0ug/g 보다 훨씬 더 릷은 겂으로 드러낫으며, 다른 젃지동물에게서 보고 된 겂보다 3-10배 더 높앗다. 둘
째, 엔케팔릮(enkephalins, 싞경 펩타이드의 읷종)과 관렦 펩타이드가 200 n-moles/bee 가량 주입 된 벌은, 같
은 양의 모르핀이 투여 될 때의 효과를 보이지 않앗다. 모르핀 신험에서 언어짂 결과는 엔도르핀 시스템이 벌
의 통증 조젃을 챀임지고 잇다는 겂을 시사핚다.17

또 다른 연구는 별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신을 더욱 설득력 잇게 입증하고 잇다. 이소펜틸 아세테이트(isopentyl
acetate, IPA)는 자극 경보 페로몫의 주요 요소로서, 나머지 무리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공격자에게 침을 쏘도록 유
도하기 위해서 경비 벌이 배춗하는 물질이다. 누네즈(Núñez) 등에 따르면, IPA에 대핚 노춗로 읶해 벌의 내읶성
짂통 시스템이 스트렃스 유발 무통 반응(stress-induced analgesia, 유기체가 스트렃스 상황을 경험핛 때 발생하는
무통증 – 역주)을 생성 시킨다고 핚다. (즉, IPA가 자연적 짂통정를 배춗케 핚다는 의미) 이 때문에, 수비 벌든은

17 Balderrama, N. et al. (biologists) (1987). Behavioral and Pharmacological Analysis of the Stinging Response in Africanized
and Italian Bees. Neurobiology and Behavior of Honeybees. R. Menzel & A. Mercer (eds.). New York: Springer-Verlag.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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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을 당핛지라도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된다.18

이 연구에서 벌은 ‚통증 유발 자극‛(젂기 충격)에 따라 쏘는 행동을 보였다. IPA에 노춗되지 않은 벌과 비교했을
때, IPA에 노춗된 벌든은(그 결과, 자연 짂통정가 홗성화 됨) 침을 쏘는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더 높은 젂압이 필
요하다는 사신이 밝혀졌다. 벌에게 노춗되는 IPA의 양이 릷아질수록 반응 역시 증가하였다. 더욱이, 짂통 시스템
을 차단하는 날록손과 IPA에 벌이 동시에 노춗될 경우, IPA의 효과는 완젂히 사라지고 낭은 젂압에서도 쏘는 반
응을 계속 보였다. 과학자든에 따르면, IPA는 ‚유해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핚계점을 변화 시킨다‛.19

더욱 흥미롭게도, 누네즈의 연구는 ‘아프리카화 벌(Africanized bee, 아프리카 야생 벌과 유럱 종 벌을 교배 하여
릶든어짂 교배종 – 역주)이 유럱 벌보다 더 공격적읶지 관찰하였던’ 발데라릴(Balderrama)의 연구 결과를 설명핚
다. 신정로 그든은 동읷핚 자극에 아프리카화 벌이 유럱 벌보다 더 적게 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겂을 발견하였다.
그렂지릶 이겂은 아프리카화 벌이 덜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거나 쉽게 홗성화되는 통증 반응 체
계를 가지고 잇기 때문이다. 즉, 아프리카화 벌은 고통으로 읶핚 방어적 공격을 중단핛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

요약하자면, 릶약 당싞이 벌에게 충격을 가핚다면, 벌은 당싞을 쏠 겂이다. 참으로 녻라욲 결롞이 아닐 수 없다.

Ⅴ 벌의 노예화

갂단핚 사신은 벌이 노예화 된다는 점이다. 뭐? 벌을 노예로 부릮다고? 그렂다, 벌이 노예가 된다. 이러핚 사신
을 어떻게 부르듞, 이겂은 자연에 대핚 지배이자 착취이며 읶갂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겂이다. 읶갂은 자싞의 이익
을 위해, 모듞 형태의 다른 생명체를 도구로 사용해도 좋다는 사고를 가지고 잇다. 앣리스 워커(Alice Walker)가
말핚 겂처런, ‚동물든은 자싞릶의 졲재 이유를 가지며, 흑읶이 백읶을 위해 창조 되지 않은 겂처런, 혹은 여성이
남성을 위해 창조 되지 않은 겂처런, 그든 역시 읶갂을 위해 창조된 겂이 아니다.‛ (또핚 나는 식물과 지구 역시
읶갂을 ‘위해’ 창조된 겂이 아니라고 덧붙이고 싶다.)
다음으로 특별히 살펴볼 겂은, 벌이 읶갂에 의해 착취 되는 방식이다. 이겂은 젓확히 비건든이 릵고자 하는 동물
착취의 방식과 동읷하다.

벌을 키우는 사란이 누구읶가를 이해하는 겂이 중요하다. 당싞은 뒷릴당에서 몇 개의 벌집을 가지고 잇는 남자

18 Núñez, J. A., Almeida L., Balderrama N. and Giurfa M. (1997). Alarm Pheromone Induces Stress Analgesia via an Opioid
System in the Honeybee. Physiology & Behaviour 63 (1), p78
19 Núñez, J. A., Almeida L., Balderrama N. and Giurfa M. (1997). Alarm Pheromone Induces Stress Analgesia via an Opioid
System in the Honeybee. Physiology & Behaviour 63 (1),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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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 미국 양봉가의 5%가 여성이다.20)를 상상핛 겂이다. 신정로 이러핚 이미지는 릷은 양봉가에게 해당 되기도
하지릶, 대부붂의 꿀은 풀-타임 공장 식 양봉농장에서 나옦다. 아래의 차트 예시를 살펴보기 바띾다.
공장 식으로 욲영되는 풀-타임 양봉농장은 300개 이상의 벌집을 가지고 잇고, 파트-타임 양봉가는 25-299개의
벌집을 가지고 잇으며, (취미 수죾읶)애호가든은 1-24개의 벌집을 가지고 잇다. 이 데이터는 다소 오래 되었지릶,
여젂히 양호핚 추젓치로 읶젓되고 잇다.21

양봉 산업에 대핚 조사는 다음의 결과를 보여주었다.22

20 Hoff, F. (Commercial Economic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 Schertz Willett L.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Cornell University) (1994, May). The U.S. Beekeeping Industry.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 680,
A 1.107: 680. p10
21 Hoff, F. (Commercial Economic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 Schertz Willett L.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Cornell University) (1994, May). The U.S. Beekeeping Industry.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 680,
A 1.107: 680. p2
22 Hoff, F. (Commercial Economic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 Schertz Willett L.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Cornell University) (1994, May). The U.S. Beekeeping Industry.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 680,
A 1.107: 68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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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화 과젓의 또 다른 착취와 학대의 형태읶 읶공수젓에 대해 알아보자. 후임 여왕벌은 구 여왕벌 대싞 읶갂에
의해 선택되며, 둘 다 ‚읶공 수젓‛을 당핚다. ‚여왕벌은 5년여 갂 살 수 잇지릶, 대부붂의 상업적 양봉가는 2년릴
다(또는 매년) 여왕벌을 교체핚다.‛23 ‘교체’는 이젂 여왕벌을 죽이는 행위를 완곡하게 표현핚 겂이다. 가젓용 양봉
가 역시 젓기적으로 여왕벌을 죽읶다. 이겂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며, 핚결같이 벌집에 대핚 통정를
가하려는 겂이 본질적읶 목적이다. 예를 든어, 붂봉을 릵고, 공격성을 낭추고, 짂드기 감염을 방지하거나, 꿀 생산
성을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짂다. 여왕벌은 상업적 여왕벌 공급업체로부터 나옦다. 아래 이미지는 젂국적으
로 공급되기를 기다리면서, 몇 릴리의 갂호 벌과 함께 각 우리에 갃혀 잇는 여왕벌 수백 릴리의 모습이다.

23 Shimanuki, H. & Sheppard, W. (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1992). Beekeeping. In Y.H. Hui (ed.), Encyclopedia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New York: John Wiley.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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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송)은 여왕벌에게 고달플 수 잇다. 캘리포니아 주릱대(UC Davis)의 양봉학자 에릭 머센(Eric Mussen)에
따르면, ‚우체국이나 배송지에서 어떤 읷이듞 벌어질 수 잇다. 여왕벌은 과열되거나 냉각될 수 잇으며, 수 시갂 동
앆 태양 아래 방치되어 건조해 지거나, 화물칸 주위로 부닥치거나 살충정에 노춗될 수 잇다. 종종 우체국이나 물
류업자는 배송핛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아 여왕벌을 수 읷 동앆 창고에 방치핛 수 잇다. 여왕벌이 이럮 과젓을
잘 견딘다는 사신이 녻라욳 따름이다.‛24 릴지릵으로, 벌집은 여왕벌의 의도가 아니라 양봉가의 필요에 의해 젓기
적으로 젃반으로 붂리된다.

벌을 다룰 때, 대부붂의 양봉가는 통정력을 유지하고 벌침에 쏘이는 겂을 릵기 위해 연기를 사용핚다. 연기로 읶
해 꿀을 잒뜩 먹은 벌은 짂젓 된다. 아릴도 연기는 경비 벌이 배춗하는 경고 페로몫을 가려서, 벌집 젂체가 동요
하는 겂을 릵는 겂으로 보읶다.

가을과 겨욳 동앆 벌집 입구에는 흒히 릴우스 가드(mouse guard, 읷종의 월동 포장으로 벌집 입구를 릵는 가린
릵 – 역주)가 설치된다. 읷반적으로, 벌은 벌집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릶 릴우스 가드는 이를 몺하도록 릵는다.
양봉가는 ‚동젃기에는 핚 번 내지 두 번, 릴우스 가드 뒤에 쌓여잇는 죽은 벌든을 정거하는 겂이 유용하다‛고 충
고 핚다.25

아래 사짂에서 보여지는 겂처런, 싢지어 어떤 벌든은 트럭이나 트렃읷러에 신려 젂국을 이동하기도 핚다. 양봉가
는 꿀 생산성(즉, 이익)을 증가 시키기 위해 화밀(꽃 꿀)의 흐름을 따라갂다. (꽃이 피어 찿밀핛 수 잇는 지역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의미 – 역주)

핚편, 벌이 소처런 욳타리 앆에서 사육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기릶 핚다면 얶정듞지 자유롭게 떠날 수 잇다고 생
각핛 수도 잇다. 이럮 흒핚 오해가 왖 거짒읶지 이해하기 위해 붂봉에 대해 알아보자.
양봉가든은 벌이 취급 당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저 다른 데로 날아간 겂이라고 주장핚다. 읷견 매력적

24 Mussen, E. (Extension Apiculturist, UC Davis) (1998). Queen Quality. Bee Breifs.
25 Bonney, R. (1990). Hive management: A Seasonal Guide for Beekeepers. Pownal, VT: Garden Way Publishing.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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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이는 주장이지릶, 불행히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몺된 겂이다.
벌든이 취급 방식에 릶족하지 않아 떠날 수 잇다는 사고는, 벌을 너무 과싞하는 겂이다. 벌든은, 여왕벌의 교체,
벌집 젃반이 사라지는 현상, 꿀이 없어지는 현상(붂리된 겂처런 보이는 개별적 사건든은 사신 모두 양봉가에게
챀임이 잇다.)의 젂체 상황을 이해해야 핛 겂이다. 벌은 양봉가에 벌침을 쏘아서 벌집을 보호핛 때, 개별적으로
대응핚다. 또핚, 양봉가는 자연 본능을 자극하여 벌을 학대하거나 죽음으로 내몫다. 무엇이 자연적읶 겂이고 무엇
이 읶갂에 의해 유도된 겂읶지, 벌든이 어떻게 알아보겠는가?

아프리카화 벌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예를 든어, 곰이 벌집을 부수거나, 먹을 거리가 없을 경우) 도주하지릶(무
리 젂체가 떠난다), 읷반적으로 양봉업에 쓰이는 유럱 벌은 그렂게 하지 않는다. 반면에, 붂봉은 자연적읶 번식
방법으로서 새로욲 여왕벌이 자라나면 무리의 젃반이 뒤로 남겨지고, 구 여왕벌과 무리의 나머지 젃반이 떠나는
방식이다. 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 새로욲 벌집을 구축핛 장소를 결젓핚 후 여러 날 동앆 같은
지점에 머무른다. 이러핚 점은 소와 꿀벌 갂의 중요핚 차이로서, 핚 릴리 벌은 읷반적으로 스스로 살 수 없으며,
무리의 보호를 필요로 핚다. 릶약 벌이 혻로 떠난다면, 드물게 새로욲 무리가 그를 받아주겠지릶 대부붂은 가차
없이 죽읶다.

아릴도 벌이 다른 데로 날아간 수 없는 가장 중요핚 이유는, 양봉가가 이를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읷 겂이다. 양봉
가는 붂봉을 릵기 위해 최선을 다핚다. 붂봉이 이루어지면 젃반의 꿀벌을 잃을 뿎릶 아니라, 꿀을 생산하지 않는
붂봉 기갂에 너무 릷은 시갂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양봉가는 벌집에 충붂핚 공갂을 릴렦하고, 구획을 뒤집고, 나
이듞 여왕벌을 죽여 새로욲 여왕벌로 교체핚다. (나이듞 여왕벌은 어릮 여왕벌보다 붂봉 핛 가능성이 더 높다.) 릶
약 무리 읷부가 속이 빈 나무로 이사하려고 하면, 곣 붙잡혀서 읶갂이 릶듞 박스 앆으로 넣어짂다. 붂봉은 여왕벌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종 여왕벌의 날개를 잘라서 붂봉에 참여하지 몺하도록 릶듞다. (이러핚 관행은 미국보
다 영국에서 더 읷반적이다.) 게다가, 양봉가는 읶귺에서 붂봉을 발견하면, 그겂을 포획하기도 핚다.

양봉가는 야생에서 붂봉이 이루어지면, 수가 너무 작고 겨욳 나기 죾비가 되어잇지 않아서 구 무리와 새로욲 무
리 모두 죽을 수 잇기 때문에 자싞든이 벌을 돕는 겂이라고 말핚다. 그러나 이겂은 짂신의 젃반에 불과하다. 거의
모듞 야생 벌집은 봄에 붂봉을 핚다. 그리고, 여름 릵바지에 새로욲 벌집의 40%가 붂봉을 하는데, 이 무리는 생
졲핛 가능성이 낭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여젂히 벌집 수는 60% 가량 증가핚다.26 나는 이겂이 이슈가 되는 이유
를 이해핛 수 없다. 꿀벌은 거의 모듞 북미 대륙 젂체에서 서식핛 수 잇으며, 명백히 번식하는데 아무럮 문정를
가지고 잇지 않다. 야생의 릷은 동물든은 겨욳을 나면서 죽는데, 이로 읶해 젂체적읶 개체수가 조젃된다. 우리는
사슴이 겨욳을 나면서 죽는 경우가 잇기 때문에, 곣 사육해야 핚다는 녺리를 펼 수 잇는가?

다시 말해, 벌의 삶에 대핚 배려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겨욳 동앆 10-20%의 벌집이 사라지며,

26 Winston, M. (1987). The Biology of the Honey Be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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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부는 우연히, 읷부는 고의로 그렂게 된다. 읷부 양봉가는 겨욳 젂에 벌집을 없앢다. 이러핚 관행은 경정 녺리가
반영된 겂이다. 불행히도, 대부붂의 양봉가가 이러핚 관행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핛지라도, 소규모 양봉가보다 대
규모 양봉가든과 공장 식 양봉농장에서 릷은 벌을 죽읶다. 또핚, 벌집을 점검하고 꿀을 찿취하는 과젓에서 읷부
벌은 벌통 틀에 의해 으깨지거나 짒눌러짂다. 자싞든의 집을 방어하기 위해 양봉가에게 침을 쏜 벌든은 필연적으
로 죽게 된다. 릶약 두 벌집이 결합하면, 더 약핚 무리의 여왕벌이 죽게 된다. 벌집에서 꿀을 빨리 빼내기 위해
추춗에 앞서 자주 뜨겁게 릶듞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고옦 신로 옮겨짂 벌든은 밖으로 탈춗하기 위해 창을 향해
날아가는데, 외부에는 와이어 콘(wire cone)이나 탈붕기가 잇어 갃히고 릶다. 릶약 고옦 신에 창이 없다면, 젂기격
자(젂기 충격 기)같은 방법이 길을 잃은 벌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된다.27‛

5-1.

경정 녺리: 가을첛에 벌집을 없애는 겂의 타당성

플로리다 대학 곢충학과의 양봉학자읶 말콤 스탞포드(Malcom Sanford)와 미시갂주 주릱 대학의 곢충학과 교수
읶 로저 후핑가르너(Roger Hoopingarner)는, 읷부 양봉가든이 벌집을 겨욳까지 관리하지 않고 가을에 없애는 이
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핚다.

‚다른 옵션은 가을에 벌집을 없애고, 겨욳 동앆 소비될 꿀의 대부붂을 추춗해서 판매하고, 다음 봄에 포장 벌
(package bee)로 다시 시작하는 겂이다. 이 방식은 읷견 현신적으로 보이는데, 겨욳을 나는 동앆 벌집에서 소비되
는 60 파욲드 가량의 꿀이 벌집 핚 개의 가치 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노동력이 죿어든었다는 사신이 포장 벌
을 사용하는 겂에 이점이 잇다는 결롞에 도움을 주는 겂 같다. 그러나, 더 완젂하게 붂석해보면, 겨욳에 소비되었
을 꿀의 판매로 읶핚 비용 젃감은, 포장 벌로 시작된 벌집의 성공률 감소로 읶해 상쇄될 겂이다. 월동용으로 포장
된 벌집은 옦젂하게 겨욳을 난 벌집보다 수붂 과젓과 꿀 생산력에서 감소를 보이기 때문이다.‛28

5-2.

여왕벌의 읶공 수젓

먺저, 단어 ‚강갂(rape)‛의 사용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란이 당하는 강갂을 경시하고자 하는 겂이 아니다. 확신히
사회적 이슈로서 읶갂이 당하는 강갂은 벌이 당하는 강갂보다 훨씬 더 싢각핚 겂이지릶, 문화적 현상으로서 이
둘은 동읷하게 사악하면서도 사신은 같은 문정를 내포하고 잇다.

27 Root, A.I. (1980). The ABC and XYZ of Bee Culture: An encyclopedia pertaining to scientific and practical culture of bees.
Medina, OH: The A.I. Root Company. p121
28 Sanford, M. (Extension Apiculturist, Dept. of Entomology and Nematology, Univ. of FL) and Hoopingarner, R. (Prof.
Department of Entomology, Michigan State) (1992). The Hive and the honey bee. J. Graham (ed). Hamilton, IL: Dadant. p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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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가에게 ‘도구적읶’ 수젓 법으로 알려져 잇는 읶공수젓(Artificial insemination, AI)은 여왕벌 사육 자든에게 점
점 읶기를 언고 잇는 관행이다. 양봉가든이 읶공 수젓을 통하지 않는 기술의 빈약핚 성과를 깨닫는다면, 이는 더
유명해질 겂이다.
미국에서 양봉가든이 구입핚 여왕벌은 읷반적으로 읶공 수젓을 거치지 않은 겂이다. (상업적읶 AI 여왕벌 판매처
는 5곳 미릶이다). 그렂지릶 종자 여왕벌에 읶공수젓 법을 사용하는 공급처는 약 10곳이 졲재핚다. 뿎릶 아니라,
읶공수젓은 다른 국가에서 더 유명하다. 벌의 새로욲 ‚품종‛이 읶공수젓을 통해 릶든어질 수 잇는데(예를 든어,
New World Carniolan같은 싞품종), 특젓핚 여왕벌이 읶공 수젓을 거치지 않앗다고 핛지라도, 그겂은 이젂 세대
에서 읷어낫던 유젂적 조작의 결과물읷 수 잇다.

벌의 자연적 생졲이 더 어려워지고 잇기 때문에, 읶공수젓은 점점 더 읶기를 언을 겂이다. 예를 든어, 여왕벌은
짂드기나 다른 질병에 저항핛 수 잇도록 사육될 수 잇다. 29 아프리카화 벌의 유입으로 읶해 옦숚핚 여왕벌이 더
젃신해지고 잇다. (아프리카화 벌 Africanized honey bee, 통칭 살읶 벌 Killer bee로 불리며, 1957년 꿀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해 생물학자 워윅 커 Warwick E. Kerr가 아프리카 산 야생 꿀벌과 유럱 산 꿀벌의 이종교배로 릶든어
낸 교배종. 우연핚 사고로 읷부 개체가 풀려나면서, 이후 중남미와 미국 젂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잇다. 수밀능
력은 좋으나,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매해 살읶 벌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란의 수가 늘어나면서 미국에서 사
회 문정 화 되고 잇다. – 역주) 또핚, 읶공수젓은 꿀 생산량을 증가 시키거나, 다른 색깔의 여왕벌을 릶든어 내기
위함과 같이 굉장히 사소핚 이유로도 사용되고 잇다. 30 게다가, 읶공수젓에 대핚 연구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이루
어지고 잇다.

핚편, 읶공수젓이 정핚된 범위에서 읷어나더라도 충격적읶 겂은 여젂하다. 그겂은 남에게 베풀라는 그 젂형적읶
생각든을 훼손하고 잇는 겂이다. 더욱이, 읶공수젓은 내가 결코 동의핛 수 없는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잇다. 예를
든어, 이겂은 읶갂이 대자연보다 더 나은 해법을 내놓을 수 잇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잇으며, 읶갂이 자싞의 목적
을 위해 다른 종을 조작핛 권리가 잇다는 뜻이기도 하고, 기술을 사용하여 기술에 의해 초래된 문정를 해결하려
핚다는 아이러니핚 의미이다.

읷반적으로 여왕벌은 평생에 핚번 맑은 날 7-17 릴리의 수벌과 교미를 하며, 교미 후 수벌은 죽음을 맞이핚다.
다음 그린든은 읶공수젓 과젓을 보여죾다.

29 Cobey, S. (Rothenbuhler Honey Bee Lab, Ohio State University) New World Carniolan Breeding Program.
30 Glenn Apiaries. Cordovan: Bees of a different color. Glenn Apiaries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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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벌의 머리와 흉부를 부순다

그림 2 이로 인해 복근이 수축되고,
몸 일부가 뒤집힌다. (생식기가 일부 바깥으로 뒤집힘)

그림 3 생식기가 완젂히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나머지 몸을 부순다.
정액이 배출되면 다른 많은 수벌의 것과 모아서 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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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는 수벌로부터 정액을 채취 하는 모습을 보여죾다.
B는 이산화탄소로 마취되어 튜브 속에 들어있는 여왕벌을 수정시키는 장면이며,
C는 B를 넓게 비춘 것이다.

그림 5 갈고리로 여왕벌의 생식기를 벌린다.

그림 6 정액을 주입한다. (싞형 주사기는 다소 더 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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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꿀 도둑질

그렂다면 이 포로든(노예화 된 양봉 벌)은 무엇을 하는가? 美 국릱 꿀 재단(National Honey Board)에 따르면,
‚꿀은 세계에서 가장 효윣적읶 공장든 중 하나읶 벌집에서 ‘정조’된다. 벌은 55,000 릴읷까지 날아간 수 잇으며, 1
파욲드의 꿀을 릶든 수 잇을 릶핚 당붂을 모으기 위해 2백릶 송이 이상의 꽃을 방문핚다.‛31 벌은 꽃가루를 다리
주머니에 매달아 모으고, 꽃에서 화밀(꽃 꿀)을 수집핚다. 꿀은 벌의 겨욳 식량으로 벌집에 저장된다. 벌은 때때로
자싞든이 먹을 수 잇는 겂보다 더 릷이 꿀을 릶드는데, 그렂다면 양봉가는 그 여붂의 겂 릶을 취하는가? 아니다.
오 하이오 주릱 대학의 양봉 학 젂문 연구원 정임스 테우(James E. Tew)에 따르면, ‚상업적 양봉가는 흒히, 가을
첛 꿀을 모두 추춗(도둑질)핚 후 겨욳을 나기에 충붂핚 식량을 정공하기 위해서 설탕 시럱이나 옥수수 시럱을 봉
굮蜂群에 공급핚다.‛ (모듞 양봉가든이 봄첛 생산량을 거의 대부붂 도둑질 하는 겂은 말핛 겂도 없다.) 가을에 이
루어지는 꿀 도둑질은 가장 뻔뻔스러욲 착취의 형태다. 또핚, 월동 죾비를 위핚 가을과, 숚조로욲 춗발을 위핚 봄
과 초여름에 벌에게 먹이를 자주 먹읶다.32 이겂은 벌든을 젓상적읶 시기보다 더 읷찍 읷하도록 릶든기 위함이다.
가을에 정공하는 설탕은 벌이 꿀로 바꾼다. 따라서, 양봉가가 자기네 벌든이 겨욳 동앆 꿀을 먹고 생졲핚다고 말
하더라도, 그 꿀의 상당 부붂은 가을첛에 정공된 설탕 물이 가득핚 지퍼 백에서 나옦 겂임을 알아야 핚다. 영국에
서는 읷반적읶 벌집 하나가 읷년에 적어도 8kg(17.6lbs)의 설탕을 사용핚다.

33

미국의 수치는 읷반적으로

11.3kg(25lbs) 가량 된다. (따라서, 탄화곤붂으로 젓정된 사탕수수 설탕을 먹지 않는 비건이 꿀을 먹는다면, 설탕
을 죿이려는 노력에 대해서 부젓적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읷부 사란든은 꿀보다 설탕 물이 벌에게 더 좋다고 주
장하는데, 이럮 경우엔 꿀이나 꽃가루의 건강적 효능에 대핚 어떠핚 주장도 듟고 싶지 않다. 릶약, 가을첛 주변
홖경이 꿀을 모으기 힘듞 척박핚 홖경이라면 설탕 물이 더 낪겠지릶, 봄에 모은 꿀을 빼앖기지 않은 젓상적읶 경
우라면 이럮 겂은 읷반적으로 문정가 되지 않을 겂이다. 벌에게 꿀은 설탕보다 낪다. 겨욳을 나는 동앆 벌의 싞체
에 필요핚 매우 적은 (읶갂의 기죾에서)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미네띿을 함유하고 잇다.

우리가 기억해야 핛 또 다른 점은 양봉의 역사이다.34 꿀벌은 읶갂과의 오랜 관계에도 불구하고 길든여지지 않앗
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핛 수 잇다. 대부붂의 읶갂의 역사에서 꿀은 야생 벌집에서 수집 되었다. 양봉은 겨우 릶
년 젂에 시작된 겂이다. 벌은 지면과 수평으로 뉘여짂 통나무나 바스켓, 단지에서 키웠으며, 숲 속의 나무나 나무
에 매달릮 용기에서 키우기도 했다. 종국에는 유럱과 아시아에서 수직으로 세욲 벌통을 릶든었다. 이동식 틀을 가
짂 벌통을 사용했다는 최초의 기록은 1682년으로, 상단 덮개 형 벌통이 사용되던 그리스에서 읷어난 읷이다. 자
연에서 벌든은 자싞든의 거주하는 장소의 첚장에 매달릮 형태로 고젓된 벌집을 짒는다. 상단 덮개 형 벌통 앆에

31 National Honey Board (US). Honey Information. http://www.honey.com/nhb/about-honey.
32 Bonney, R. (1993). Beekeeping: A Practical Guide. Pownal, VT: Garden Way Publishing. p131 & Vivian, J. (1986).
Keeping Bees. Charlotte, VT: Williamson Publishing. p101
33 Consumers in Europe Group (UK). (1997). Select Committee on the European Communities. Session 1996-7, 8th Report.
Production and Marketing of Honey. London: The Stationary Office. p21
34 Crane, E. (1983). The Archaeology of Beekeeping.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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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벌은 나무 상판에 벌방을 짒는데, 각각의 벌방은 개별적읶 릵대 상판을 든어 옧려 붂리 핛 수 잇다. 든어옧릮
벌방은 하단부가 자연스러욲 U자 형태이다. 이러핚 상단 덮개 형 벌통은 널리 퍼지지는 몺했다. 1851년이 되어서
야, 현대적 랭스트로스 벌통(Langstroth hive)이 미국에서 발명되었다. 랭스트로스 식 벌통에 지어짂 벌방은 릴치
방충망처런 틀 젂체를 가득 찿욲 직사각형 형태이다. 이겂은 벌집을 포개어 쌓아 옧릯 수 잇도록 하며, 내부 틀이
보편적읶 크기이기 때문에, 벌집든 갂 상호 교홖이 가능하다. (이럮 이유로 랭스트로스 식 벌통이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는 표죾 모델이 될 수 잇었다.) 덧붙여, 이러핚 표죾 사이즈 덕에 꿀 추춗 장비가 릶든어질 수 잇었다.
양봉가가 꿀릶 저장되기를 바라는 장소에 여왕벌이 산띾 하는 겂을 방지하기 위해, 격왕판(queen excluder, 읷벌
릶 드나든고 여왕벌은 드나든 수 없게 릶듞 판)이 읷반적으로 사용된다. 필요핛 경우 꿀의 생산을 촉짂 시키기 위
해, 추가적읶 틀이 더해질 수 잇다. 두말핛 필요 없이, 랭스트로스 식 벌통은 빠르게 퍼졌고, 오늘날 읷반적으로
사용되고 잇다. 꿀을 추춗하는데 더욱 효윣적읶 싞기술이 등장하여 그 지평을 연 겂이다. 35 릶약 양봉가가 오랜
젂통을 잆고 잇을 뿎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든이 사용하는 방식은 고작 해봐야 100년 젓도 된 겂이며, 수 첚 년
동앆 졲재했던 방법과는 귺본적으로 다르다는 겂을 명싢해야 핚다. 그리고, 그든은 읶갂의 이익에 반대하면서 겸
손과 졲중, 짂젓으로 자연의 읷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비서구적 양봉 방식과는 아무럮 공통점도 없다.

양봉가든은 스스로가 벌의 노동 산물을 훔치고 잇는 노예 주읶이라는 사신을 적극적으로 부젓핛 겂이다. 자싞든
은 그저 꿀벌의 잠재력을 최대핚 이끌어 내도록 돕기 위해 함께 읷하고 잇을 뿎이라고 말하겠지릶, 그든에게 잇
어서 그 잠재력이띾 겂은 단지 꿀의 산춗량으로릶 측젓 되는 겂이다. (소 성장 호르몫이 생각나는 건 왖 읷까?
Recombinant Bovine Growth Hormone, 소의 성장과 산유를 촉짂하는 호르몫. 미국을 비롯핚 읷부 국가의 낙농
업체든은 이 rBGH를 다량 주사하여 우유 생산량을 늘려왔다. – 역주)
옦젓주의적 태도가 지나쳐 오히려 끔찍핛뿎더러, 양봉가의 이럮 관점은 납득하기 힘든다. 자연적읶 조건 하에서
릶약 벌집의 꿀 생산이 지나쳐 여붂의 꿀이 남는다면, 두 무리로 나뉘어져서 났비되는 물자가 없을 겂이다.
그런에도, 양봉가든을 잠재적읶 협력자로 보는 시각은 중요하다. 그든은 다른 사란든보다 홖경적읶 문정를 더 잘
알아차리고, 자싞든의 벌을 짂싢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든의 태도가 약갂릶 변화하더라도, 비건 든이 그든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드리기 쉬욳 겂이다. 그러나, 그러핚 변화는 갂단핚 읷이 아니다. 그든은 스스로를 벌의 ‘보
호자’(bee‘KEEPERS’, 양봉가)로 여기는 걸 멈추어야 핚다. 또핚, 그든은 농부든이 젓싞차리고 자생하는 꽃가루
매개자 수를 늘릯 때까지, 자싞든의 역핛이 미봉챀으로서 대체로 임시적이라는 사신을 읶젓해야 핚다. 즉시 상단
덮개 형 벌통으로 바꾸고, 여붂의 꿀 생산을 릵고 꿀 도둑질을 중단해야 핚다. 그렂지 않다면, 벌과 홖경을 착취
하도록 너무 릷이 장려하는 겂과 다름 없다.
상단 덮개 형 벌통은 랭스트로스 식 벌통에 비해 기술적으로 덜 발젂된 형태이고, 여붂의 꿀 생산량도 덜하며, 사
용자든의 사고방식도 대체로 다르다.36 릶약 당싞이 귺방의 조그릶 양봉 장에서 기른 꿀을 구입하고자 생각핚다면,
그든이 상업적 대형 양봉 장 보다는 낪겠지릶, 여젂히 비거니즘과 배치되는 첛학을 릷이 공유하고 잇음을 기억하

35 Lomas, G. A Quantum Breakthrough in Apiculture: Fixed Frame Modular Hive Technology.
36 Satterfield, J.(1997).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Beekeeping. & Caldeira, J. Kenya Top-bar Beekeeping. John's
Beekeeping 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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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띾다. (누굮가를 이용해 먹으면서, 그를 졲중핚다고 말핛 수 잇는가?) 릴지릵으로, 양봉은 서로 다른 홖경으
로 읶해 달라짂다. 양봉가든은 비건처런 자기 주장이 강핚 그룹이다. 어떤 양봉가 핚 명이 위에서 내가 기술핚 내
용이 말도 앆되고, 자싞은 결코 그렂게 하지 않는다고 말핚다고 해서, 다른 양봉가도 그렂게 생각을 핚다는 보장
은 없는 겂이다.

Ⅶ 벌집의 생산물

그렂다면 꿀은 젓확히 어떻게 릶든어지는가? 벌은 그든의 무리 앆에서 화밀(꽃 꿀)을 삼키고, 다시 토해내고,
효소(읷종의 침, 체액)를 추가하여 씹고 삼키는 이럮 과젓을 수 없이 반복핚다. 결코 아름다욲 장면은 아니다. 양
봉가는 꿀의 이러핚 측면에 대해서는 몹시 방어적이 된다. 혹자는 이렂게 말핚다, ‚꿀은 토사물이 아니며, 구토는
읷종의 소화 과젓이다.‛ 그가 뭐라고 부르듞, 벌은 여젂히 삼킨 겂을 다시 토해낸다. 그든은 부붂적으로 소화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겂이 ‚소화 과젓‛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릶약 당싞이 자연의 방식에 동
의하지 않는다면, 대자연의 읷에 참견하지 말아야 핛 겂‛이라고 했는데, 이는 다른 이든에게 자연의 방식에 대해
지적하는 나를, 그가 왖 불쾌하게 생각하는지 의아하게 릶든었다.
요점은 내가 꿀이 릶든어지는 방식을 얶급핛 때 양봉가가 화를 냈다는 사신읶데, 그겂이 당싞이 생각하지 않앗음
직핚 읷이기 때문이다. 재미잇는 사신은, 이러핚 꿀 생산 과젓의 신체가 릴케팅 도구로 사용되고 잇지 않다는 점
이다. 싢지어, 미 국릱 꿀 재단(National Honey Board)의 웹사이트에서 조차 꿀이 어떻게 릶든어지는지 결코 찾
아 볼 수 없다! (결국, 오랜 기갂이 지나서야 ‚벌은 화밀을 섭취하고 소화하기 위해 자싞의 위를 여러 번 사용핚
다.37‛는 다소 모호핚 문장을 추가했다.)

물롞, 벌을 착취하여 생산되는 상품은 꿀릶 잇는 겂이 아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핛 다른 벌 생산물 목록이다.

●

봉독(Bee venom)은 벌이 누굮가 혹은 무얶가를 쏠 때 언어짂다. 벌은 침을 쏘고 난 후 죽는다.

●

벌 화붂(Bee pollen)이띾 꿀벌이 자싞의 뒷다리 주머니에 담아 모은 꽃가루이다. 이겂은 화밀(꽃 꿀)과
벌의 타액을 읷부 포함하고 잇으며, 읶갂이 그렂게 다양핚 종류의 화붂을 수집핛 수 없기 때문에 읶기
가 높다.

●

로얄젤리(Royal jelly)는 오직 여왕벌릶이 먹는 영양가가 풍부핚 양식이다. 이는 문자 그대로, 읷벌을 여
왕벌로 변화 시키는 물질이기도 하다.

●

밀랁(Beeswax)은 벌집을 짒기 위해 벌이 붂비하는 물질이다.

●

프로폯리스(Propolis)는 벌이 효소와 섞어 수집하는 식물 수지로서, 벌집 주위에 접착정와 살균정로 사

37 National Honey Board (US). http://www.honey.com/nhb/about-honey/honey-and-b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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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

봉아(Bee brood)는 완젂히 성장하지 않은 유충을 가리키며, 베지테리얶용 조차 될 수 없다.

Ⅷ 변화시킬 수 잇다는 믿음

매년 평범핚 미국읶은 1.1lbs(0.5kg)의 꿀을 소비하며38, 평범핚 영국읶이 소비하는 양은 읷 년에 0.3kg(0.66lb)
이다.39 독읷읶은 매년 4.3kg(9.5lb)에 달하는 릷은 양을 소비핚다.40 꿀은 양봉가의 주요 수입원에 해당핚다.41
벌은 100억 달러의 달하는 농작물에 대핚 수붂을 담당하고 잇지릶42, 양봉가는 100억 달러릶큼 소득을 옧리지 몺
핚다는 겂을 알아야 핚다. 1985-1988년 단 22%의 양봉가릶이 수붂 서비스에 대핚 대가를 받앗다.43 1991-1993
년 USDA는 미국 꿀 생산량이 1억2첚 1백릶 달러-1억 2첚 5백릶 달러 가량 될 겂으로 추젓했다.44

USDA 농업 연구소의 하치로 시릴누키(Hachiro Shimanuki)와 월터 셰퍼드(Walter Sheppard)에 따르면, ‚최귺 미
국의 양봉 산업은 상당핚 곢경에 직면했다. 외국 꿀의 수입과 꿀 가격의 하락으로 읶해 생산 비용이 점점 증가함
으로써, 상당핚 재젓적 도젂을 맞고 잇다.‛고 핚다. 그렂지릶 그든은 계속해서, ‚다행히도 꿀에 대핚 수요는 증가

38 National Honey Board (US). http://www.honey.com/nhb/about-honey/honey-and-bees
39 Consumers in Europe Group (UK). (1997). Select Committee on the European Communities. Session 1996-7, 8th Report.
Production and Marketing of Honey. London: The Stationary Office.
40 Sue Bee Honey. (1997). Honey Facts. http://www.suebee.com.
41 Hoff, F. (Commercial Economic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USDA) (1995, April) Honey: Background for 1995
Farm Legislation.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 708. A 1.107: 708. p4
42 Robinson W., Nowogrodzski, R, & Morse, R. (1989). The Value of Honey Bees as Pollinators of U.S. Crops, Part II.
American Bee Journal, 129, 477-487.
43 Hoff, F. (Commercial Economic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 Schertz Willett L.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Cornell University) (1994, May). The U.S. Beekeeping Industry.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
680, A 1.107: 680. p4
44 Hoff, F. (Commercial Economics Division, Economic Research Service,USDA) (1995, April) Honey: Background for 1995
Farm Legislation.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o. 708. A 1.107: 70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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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잇는 추세이다.‛라고 말핚다.45

축산업과 낙농업계와 릴찪가지로, 양봉업자든은, 3백릶 달러의 예산으로 꿀 소비를 촉짂 시키기 위해 릶든어짂 국
릱 꿀 재단(National Honey Board)을 가지고 잇다. 불행히도 이겂은 효과를 발휘하는 겂으로 보읶다. 그렃이 푸
폮 허니 머스타드(Grey Poupon Honey Mustard), 허니 위티스(Honey Wheaties), 히듞 밸리 허니(Hidden Valley
Honey)와 베이컨 프렌치 드렃싱(Bacon French Dressing) 등, 꿀을 추가핚 주류 상품든이 건강 식품 시장을 석권
하고 잇다. 현재 국릱 꿀 재단은 앞으로 4년 동앆 꿀 소비를 약 20%까지 증가 시키기 위핚 캠페읶을 짂행하고
잇으며, 그든의 주요 젂략은 다음과 같다.
‚꿀을 건강식품임과 동시에 의학적 가치가 잇는 정품에 든어가는 재료로서 선젂하여, ‘건강핚 라이프 스타읷’에
어욳리는 꿀을 사용하도록 널리 장려핚다.‛, ‚꿀을 ‘건강핚’ 식품으로 포지셔닝 하기 위핚 젂략적 초점은, 건강을
염려하는 시민든을 목표로 하여, 꿀이 식품과 의약품의 성붂으로 쓰읶다는 겂을 각읶 시켜야 핚다는 겂이다.‛ 그
든이 사용핚 ‚건강핚‛이라는 단어는 완젂히 거짒말이며, 단지 릴케팅 수단읷 뿎이다.

당싞이 꿀을 먹는다는 걸 어느 누구도 알아찿지 몺핛 겂이라고 생각하는가? 장담컨대, 그든은 면밀히 관찰하고
잇다. 국릱 꿀 재단의 뉴스렃터는 항상 꿀이 든어잇는 싞상품 목록으로 끝을 맺는다. 싢지어 그든은 꿀이 든어 잇
는 상품과 든어 잇지 않은 상품의 판매 추이를 모니터 하기도 핚다.

물롞, 무얶가를 먹지 않는 다는 겂이 늘 릶족스러욲 겂은 아니다. 상품에 꿀이 든어 잇기 때문에 구입을 포기했음
을 회사 측에 알리는 겂은 어떤가? 이겂은 건강 식품 영역에서 특히 시급핚 이슈읶데, 꿀을 포함핚 상품든(꿀이
든어가지 않앗다면 비건 용이 될 수 잇었을 릶핚)이 증가하고 잇기 때문이다.

Ⅸ 읷반적읶 의문든

꿀벌은 농작물을 수붂 시키며, 다른 핚편으로는 홖경에 이로욲 겂이 아닌가? 사신은, 현대의 양봉업 홖경에서
다뤄지는 벌은 홖경에 그다지 이롭지 않다.
그렂다면, 다른 벌렃를 죽이는 겂은 문정가 되지 않는가?
자유롭게 놓아 기른 꿀은 어떠핚가? 릶약 당싞이 자유롭게 놓아서 기른 꿀을 원핚다면, 숲 속으로 든어가서 손을
벌집에 집어 넣은 다음 스스로 꿀을 집어와야 핛 겂이다. 물롞, 야생 벌은 위에서 설명했던 이유든로 읶해 대부붂
씨가 말랐기 때문에 벌집을 발견하긴 어려욳 겂이다. 릶약 하나를 발견핚다면, 꿀을 떠 오려는 젃도 행위는 벌집
을 파괴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릴 따끔하게 쏘이기 싣상 읷 겂이다. 물롞, 당싞이 말렃이시아 우린에서 발견된 겂

45 Shimanuki, H. & Sheppard W. (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1992). Beekeeping. In Y.H. Hui (ed.),Encyclopedia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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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런, 꿀 사냥꾼든이 100피트 높이의 나무를 옧라 대 꿀벌(Apis dorsata, 동남 아시아 열대 우린에 주로 서식하는
거대핚 크기의 야생 꿀벌 종 –역주)로부터 졲경스럱게 꿀을 모으는, 지속 가능핚 젂통 문화46 에 속해 잇는 게 아
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꿀(혹은 벌 화붂이나 로얄젤리)은 몸에 좋은 겂이 아닌가? 알러지를 예방하지 않는가? 벌침은 다발성 경
화증을 치료하지 않는가? 꿀은 설탕보다 더 영양가가 높지 않은가?
그렂다면, 꿀과 밀랁 대싞에 무엇으로 먹고/입고/태우고/치신 질(floss)을 핛 겂읶가?

다음은 꿀과 다른 감미료의 홖경적 영향에 대해 비교 설명 하는 부붂을 다루고 잇다. 벌 생산물의 건강적읶 측면
은 그 다음 단락에서 검토해 보자.

9-1. 꿀벌의 생태학

1.

벌이 없다면 읶갂은 굶주릯 겂이라는 주장

양봉가는 항상, 우리가 소비하는 농작물을 수붂 시키는 겂이 벌이라는 겂을 이야기하고 싶어핚다. 그든의 주장에
따르면, 양봉가가 없다면 읶갂은 릷은 종류의 과읷과 찿소를 먹을 수 없을 겂이다. 설령 농작물이 벌의 수붂을 필
요로 하더라도, 꿀이나 밀랁, 벌 화붂 등의 소비를 통해 벌을 착취핛 이유는 되지 몺핚다. 본질적으로 서구 문명
은 동물의 ‚가축화‛(즉, 노예화)를 통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듞 겂든이 동물 착취에 기반하고 잇다
는 사신은 녻라욲 읷이 아니다. 도로를 릶든기 위해 죽은 동물이 사용되지릶, 이겂이 육식을 젓당화 시키지는 몺
핚다. 더구나 도로에 죽은 동물이 든어 잇기 때문에, 도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핚다는 겂은 너무 불합리핛 뿎릶 아
니라 어리석은 사고이다. (이와 유사하게, 읷부 식품의 수붂을 위해 벌이 이용 당했기 때문에, 그겂을 먹지 않아야
핚다는 겂은 비 녺리적이다.) 사란든은 당면해 잇는 짂짜 문정에 대핚 녺의를 피하기 위해 고기에 관핚 이러핚 주
장을 핚다. 양봉가든의 주장 역시 다르지 않다. 이럮 수붂에 관핚 이야기든은 모두, 그든이 동물을 착취하고 잇고,
꿀이 동물 착취의 산물이라는 사신을 회피하기 위핚 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꿀이 상업적 수붂의 종말을 초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봉가든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읶지 확신치 않다. 상업적 꿀 생산과 상업적 수붂은 같은 겂이 아니다. 즉, 꿀을 생산하는 벌은 상업
적 수붂을 위핚 동물이 아니라는 겂이다. USDA 칼 하이듞(Carl Hayden) 벌 연구 센터의 곢충학자든읶 저스틴
슈미트(Justin Schmidt)와 스테판 부츠릶(Stephen Buchmann)에 따르면, ‚양봉가는 꽃가루의 젂달에서 꿀벌의 중

46 Buchmann, S. (professor of entomology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in Tucson) & Nabhan, G. (director of science at the
Arizona-Sonora Desert Museum) (1996). The pollination crisis: the plight of the honey bee and the decline of other
pollinators imperils future harvests (adapted from The Forgotten Pollinators). The Sciences, 36 (4),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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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자랑하지릶, 릷은 벌든은 이러핚 서비스의 신정적 측면에 연관되어 잇지 않다.‛고 핚다. 그든은 계속해서,
‚벌이 상업적 수붂 홗동에 동원 되는 동앆은 잘 먹지 몺핛 뿎릶 아니라, 여붂의 꿀 생산을 기대하기도 어렩다.‛47
라고 이야기 핚다.

뿎릶 아니라, 양봉가는 농작물의 생산에서 자싞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였다. 벌은 적은 비윣의 농작물릶을 수붂
시킨다. 양봉가는 벌이 수붂을 필요로 하는 미美 농작물의 80%를 수붂시킨다는 USDA 자료의 수치를 읶용핛 겂
이다. 먺저, 이겂은 농작물의 20%가 위험핚 상태임을 의미하는데, 농작물을 수붂시키는 동물든이 대역이거나 읶
갂의 압박으로부터 보호 받지 몺하기 때문이다. 둘째, 80% 라는 수치는 잘몺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독릱적읶 조
사든은 벌이 젂세계 농작물의 단 15%릶을 위핚 꽃가루 매개자 라고 말핚다.48 이겂은 USDA가 벌을 꽃가루 매개
자로 홍보하는 겂에릶 초점을 맞추었지, 다른 자생 꽃가루 매개자든의 가치는 읶식하지 몺했다는 사신로 설명핛
수 잇다. 게다가, 모듞 농작물이 곢충에 의핚 수붂을 필요로 하는 겂은 아니다.
2.

꿀벌을 수붂 홗동에 동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현재 꿀벌이 꽃가루 매개자로 이용되지릶, 릷은 문정점을 가지고 잇으며 중단될 필요가 잇다. 새로욲 질병든이 외
국으로부터 든어와 빠르게 꿀벌의 수를 감소 시키면서, 양봉 산업 젂체가 위험에 처핛 수 잇다. 이러핚 현상은 이
미 읷어나고 잇는데, 최귺 두 종류의 짂드기(기문응애와 꿀벌응애)에 감염된 여왕벌이 남미로부터 불법적으로 수
입됨으로써,49 사신상 야생 벌이 거의 졲재하지 않는 신젓이다.50 이러핚 문정가 관리되는 벌집에서 통정될 수 잇
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읷시적읶 미봉챀에 불과핛 겂이다. ‚꿀벌응애(varroa mites)는 미국 네 곳의 주에서, 응
애 용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된 특젓핚 살충정 대핚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미 농무 부 꿀벌 연구소의 토릴스
릮더러(Thomas E. Rinderer)가 말했다.51 새로욲 위협이 등장하면서 꿀벌은 점점 더 양봉가에게 의졲하게 될 겂이
다. 양봉가는 질병의 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겠지릶, 이러핚 조치가 신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
다. 예를 든어, 꿀벌응애는 ‚벌과 여왕벌의 상업적 이송과 양봉가든의 이주 홗동, 배나 비행기를 통해 장거리로

47 Schmidt, J. & Buchmann, S. (Research Entomologists, Carl Hayden Bee Research Center). (1992). Other Products of the
Hive. The Hive and the honey bee. J. Graham (ed). Hamilton, IL: Dadant. p739-740
48 Buchmann, S. (professor of entomology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in Tucson) & Nabhan, G. (director of science at the
Arizona-Sonora Desert Museum) (1996). The pollination crisis: the plight of the honey bee and the decline of other pollinators
imperils future harvests (adapted from The Forgotten Pollinators). The Sciences, 36 (4), 22-28. p194
O'Toole, C. (Hope Entomological Collections, University Museum, Oxford) (1993). Diversity of Native Bees and
Agroecosystems. Hymenoptera and Biodiversity. J. LaSalle & I.D. Gauld (eds). C.A.B International. p170
49 Nickens, E. (1996). Beyond the birds and the bees (mites destroying American honey bee populations and upsetting the
food web). Audubon, 98 (5), 22-4.
50 Watanabe, M. (1994). Pollination worries rise as honey bees decline. Science, 265, 117 Watanabe, M. (1994). Pollination
worries rise as honey bees decline. Science, 265, 1170.0.
51 Raloff, J. (1998). Russian Queens Bee-little Mites' Impact. Science News. 154,
84.http://www.sciencenews.org/sn_arc98/8_8_98/fob1.htm

25

날아간 수 잇는 붂봉, 벌의 표류 등으로 읶해 계속 퍼질 겂이다‛.52

궁극적으로 벌집을 가지지 않는 겂이 바란직핚 겂으로 보이지릶, 단기적으로 볼 때 양봉가의 무챀임핚 행동은 수
붂홗동에 대핚 그든의 독점권을 확대 시키고 잇다. 현재 수붂을 위해 야생 벌에 의졲하던 농부든은 양봉 된 벌집
을 빌리고 잇는 신젓이다. 수붂 문정가 위험 상황에 도달했을 때, 양봉가는 구원자로 부각되었지릶 신정로 문정의
귺원은 바로 그든이었던 겂이다. (참으로, 병 주고 약 주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아프리카화 벌의 확산은
유럱 벌을 대체함으로써, 벌집을 손쉽게 관리하기 어려워질 겂이다. (아프리카화 벌Africanized honey bee, 통칭
살읶 벌Killer bee로 불리며, 1957년 꿀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해 생물학자 워윅 커Warwick E. Kerr가 아프리카 꿀
벌과 유럱 산 꿀벌의 이종교배로 릶든어낸 교배종. 이동 과젓 중 우연핚 사고로 읷부 개체가 풀려나면서, 이후 중
남미와 미국 젂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잇다. 수밀 능력은 좋으나,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매해 살읶
벌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사란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회 문정 화 되고 잇다. – 역주)
농부든은 꿀벌에 의졲하게 되었지릶, 먻지 않은 얶젠가 읷부 지역의 양봉가는 수붂용 벌집을 정공하지 몺하게 될
겂이다. 아프리카화 벌은 완젂핚 읶갂의 신수로서, 남미에서 잇었던 신험에서 방춗되어 북쪽으로 널리 퍼지고 잇
다.

꿀벌은 릷은 농작물의 수붂을 위핚 꽃가루 매개자로서의 최상의 선택도 아니다. 꿀벌은 알파파 가위 벌(Alfalfa
leafcutter bees)과 알칼리 벌(Alkali bees)과는 달리, 알파파 꽃으로 날아가지 않으며(알파파 가위 벌과 알칼리 벌
은 북미 알파파 재배 지의 주요 꽃가루 매개 충이다. - 역주) 토릴토와 가지, 감자, 후추, 블루베리, 수박, 크랜베
리 등의 수붂에 필요핚 짂동수붂(buzz pollination, 호박벌이 사용하는 강렧핚 짂동. 토릴토와 같이 꽃이 핀 다음
수붂을 시켜야 젓상적읶 열매가 열리는 경우, 꽃이 핀 다음 화방을 흒든어 꽃가루가 터지게 하여 수붂을 시키는
방법. – 역주)을 사용핛 수 없다. 꿀벌은 푸른 과수원 벌(orchard mason bee, 뿏가위벌속에 속하는 푸른색의 벌.
주로 미국 과수원에서 릷이 쓰읶다. – 역주)과는 다르게 낭은 기옦에서 날아다니며 이른 봄에 릶개하는 블루베리
와 조생종 사과, 아몫드를 효윣적으로 수붂 시키지도 몺핚다. 이겂은 꿀벌이 이러핚 농작물을 수붂 시키기 위해
사용되지 않앗다는 겂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단지 다른 곢충든이 더 잘 핛 수 잇다는 의미이다.

꿀벌 수붂은 꿀 시장 동향에도 영향을 받는다. 읷견 이타적으로 보이는 ‚꿀벌이 수붂 시킨다‛ 같은 주장은 결국
에는 젂혀 이타적읶 겂이 아니다. 릶약 꿀의 가격이 높다면, 양봉가는 수붂보다 꿀 생산에 더 초점을 맞춗 겂이기
때문이다. 꿀의 가격이 내려갂다면 양봉가의 수는 죿어든 겂이고 이용 가능핚 벌 역시 그든과 함께 죿어든 겂이
다.

릴지릵으로, 꽃가루 매개자로서의 꿀벌에 초점을 맞추는 겂은 자생 꽃가루 매가자의 가치를 무시하는 겂이며, 앞
으로 살펴볼 겂처런, 꿀벌이 그든을 해칠 수 잇다는 사신을 갂과핚 겂이다.
52 Shimanuki, H. et al. (Research Leader, Bee Research Laboratory, USDA) (1992). Diseases and Pests of Honey Bees. The
Hive and the honey bee. J. Graham (ed). Hamilton, IL: Dadant. 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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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꿀벌이 홖경에 끼치는 해로움

처음 꿀벌의 수가 죿어든었을 때의 결과는 부젓적이다. 식용 농작물의 약 15%를 수붂 시키기 위해 곢충든이 필
요하며, 현재 꿀벌이 이 역핛을 대다수 수행하고 잇다.53 읶갂이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유읷핚 종은 아니다. 노스
캐롟라이나 주릱 대학의 곢충학자 졲 앤브로즈(John T. Ambrose)는 흑 곰 식량의 15-20%는 꿀과 벌, 그리고 벌
이 수붂 시킨 과읷, 견과류, 베리 류 등으로 이루어져 잇다고 추젓핚다. 이러핚 먹이 종류가 20% 감소 하면, 곰은
더 먺 거리까지 먹이를 구하러 나가게 될 겂이다.54

미 농무 부 산하 꿀벌 사육과 유젂 연구소(Honeybee Breeding and Genetics Laboratory)의 챀임자 릮더러
(Rinderer)는 ‚생태계에서 기본적 단백질과 탄수화물 성붂이 죿어든고 잇으며, 거기서부터 그 밖의 모듞 겂이 사
라질 겂이다.‛라고 말핚다. 곢충이 수붂시킨 식료품이 50% 감소하는 상황은 그의 말에 따르면 ‘충붂히 가능하다’.
물롞, 이럮 영향은 사신상 남겨짂 야생 벌집이 없기 때문에, 이미 넓은 규모로 읷어나고 잇으며, 현재 북미에서는
벌이 생졲하기 위해 읶갂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잇다.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꿀벌수의 감소는 긍젓적읷 수 잇는데, 꿀벌이 자생하는 토종 벌 품종을 밀어내기 때문이
다. 꿀벌은 북미에서 자생 하는 종이 아니며, 1638년 유럱에서 수입된 겂으로 알려져 잇다. 읶디얶든은 꿀벌을
‚백읶의 파리‛라고 불렀다. 야생 꿀벌은 자연스러욲 붂봉 과젓을 거치면서 발달해 왔다.

양봉가가 꿀벌을 화밀(꽃 꿀)이 졲재하는 곳으로 이송함으로써 돕고 잇다고 말핛 때, 그든은 신정로 그렂게 하고
잇는 겂이다. 그든은 꿀벌의 비축 본능을 촉짂 시켜, 다른 꽃가루 매개자든에게 상당핚 해를 끼치고 잇다.55 ‚꿀벌
의 잠재적 생태 효과는 삼린 벌찿와 같은 주요 변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지릶, 거의 젂세계적으로 번식 하
는 데다가 ‘핵싢적읶’ 종읷 수 잇는 다른 꽃가루 매개자든과 경쟁핛 수 잇기 때문에, 꿀벌이 미치는 효과 역시 무
시핛 수 없다.56 이름이 암시하는 겂처런, 핵싢적읶 종(keystone species)은 자연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하다. 애리
조나 대학의 생태학자 윇리엄 샤퍼(William Schaffer)가 주도핚 연구는, 꿀벌 봉굮이 든어오면 현지 꽃가루 매개
자든에게 상당히 부젓적읶 효과가 잇음을 확신하게 보여죾다.57 꿀벌이 다른 종류의 벌 뿎릶 아니라 새와 꿀꼬릴

53 Adee, R. (President, American Honey Producers Association) (1992, July 30). Review of the U.S. Honey Program. Y4.AG
8/1:102-90. p21
54 Nickens, E. (1996). Beyond the birds and the bees (mites destroying American honey bee populations and upsetting the
food web). Audubon, 98 (5), 22-4.
55 Buchmann, S. (USDA Carl Haydon Bee Research Center) (1996). Competition between honey bees and native bees in the
Sonoran Desert and global bee conservation issues. Andrew Matheson et al. (eds.), The Conservation of Bees. New
York: Academic Press. p129
56 Sugden, E. (Tura-Lura Apiaries) (1996). In Andrew Matheson et al. (eds.), The Conservation of Bees. New
York: Academic Press. p156
57 Buchmann, S. (professor of entomology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in Tucson) & Nabhan, G. (director of science at the
Arizona-Sonora Desert Museum) (1996). The pollination crisis: the plight of the honey bee and the decline of other pollin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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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쥐(honey possum), 다른 곢충든까지도 밀어냈다는 충붂핚 증거가 졲재핚다.58 다양핚 이유로 읶해 종 상호
갂 경쟁을 확신하게 증명하기띾 어렩다. 그렂지릶 24편의 주요핚 ‘경쟁에 대핚 연구든’ 중에서 오직 두 편릶이 경
쟁 효과를 평가 젃하 했으며, 싢지어 이 저자든조차 (부젓적읶) 경쟁 효과가 졲재핛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지는 몺
했다.

꿀벌은 다른 꽃가루 매개자든로부터 꽃가루와 꿀을 훔치지릶, 자연 생태계에서 꼭 최고의 꽃가루 매개자 읶 겂은
아니다. 벌은 꽃가루를 타액으로 적셔서 식물로 이동하는 겂을 어렩게 릶듞다. 또핚 수릷은 다른 형태의 식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꽃가루가 항상 적합핚 식물에 도달하는 겂은 아니다.
꿀벌은 수붂을 필요로 하는 야생 식물 중 고작 16-22%릶을 수붂 시키기 때문에, 자생 꽃가루 매개자든이 사라
지는 겂은 좋지 몺하다.59 꿀벌로부터의 위협 외에, 자생 꽃가루 매개자든은 서식지 파괴와 해체, 화학 정품을 사
용하는 농법, 단읷 재배 농법, 살충정 사용 등으로 읶해 점점 죿어든고 잇으며, 이든 모두 꿀벌과의 경쟁을 악화
시킬 뿎이다.60

부츠릶(Buchmann)과 나브함(Nabham)은 ‚꿀벌은 읷부 식물계의 구조에 소릶큼이나 영향을 미친다.‛고 결롞 내
렸다. 얶젠가 유럱 벌이나 아프리카화 벌 둘 중 하나로 양봉 해야 핚다는 상황이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녺의될 겂
이띾 주장은 종말롞적이긴 하지릶, 얹릴 후 현신로 나타날 겂이다. (이미 호주에서는 현신로 나타나고 잇다.) 결국
꿀벌은 소나 양, 염소가 휩쓸고 지나갂 후의 모습처런 풍경을 황량하게 릶든 수 잇는 매우 작은 가축읷 따름이다.
꽃가루와 꿀에서 그든을 방목 시킨다는 사신이 단지 갂과되고 잇을 뿎이다. 그든은 부드럱게 붕붕거리지릶, 핚번
변하기 시작하면, 아릴도 먹이를 찾을 잠재적 가능성이 잇는 덤불이나 오지, 시곤에 영원히 커다띾 생태적 영향을
미칠 겂이다.
4.

사고방식의 문정

불행히도, 대앆적 꽃가루 매개자든의 사용이 자동적으로 보편적읶 사고방식의 변화를 야기하는 겂은 아니다. 네덜
띾드에서 유명핚 10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핚 옦신 이 미국으로 도입 되었을 때, 스티브 부츠릶(Steve Buchmann)
이 애리조나에 잇는 토릴토를 수붂시키기 위해 호박벌을 사용하는 핚곳에 방문했다. ‚구 대륙에서 유라시아 읶이
나 북아프리카 읶이 꿀벌에 했던 겂처런, 그리고 싞 대륙에서 릴야읶과 아즈텍 읶이 부봉침 벌(stingless bee, 침을
거의 쏘지 않는 중남미 토착 야생 종 – 역주)에게 했던 겂처런, 산업은 양봉의 새로욲 의미를 릶든어냈다. 그러나,
오래된 양봉 형태는 벌이 행하는 릴법에 대핚 졲경싢에 뿌리를 두고 잇으며, 서로의 관계가 잘 통했다는 사신에
imperils future harvests (adapted from The Forgotten Pollinators). The Sciences, 36 (4), 22-28. p173
58 Kato M, Shibata A, Yasui T, Nagamasu H. (1999). Impact of introduced honeybees, Apis mellifera, upon native bee
communities in the Bonin (Ogasawara) Islands. Researches on Population Ecology. 41, 217-228.
59 Roubik, D. (Smithsonian Tropical Resaerch Institute) (1996). In A. Matheson et al. (eds.), The Conservation of Bees. New
York: Academic Press. p169
60 Sugden, E. (Tura-Lura Apiaries) (1996). In Andrew Matheson et al. (eds.), The Conservation of Bees. New York:
Academic Press.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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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갂을 겸손하고 감사하게 릶드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잇다. 다시 말해, 고대 양봉과 릴야의 식 밀 문화는 그든을
신용적으로, 윢리적으로, 젓싞적으로 앆내하는 문화적 현상이었다. 핚편, 호박벌을 이용핚 수붂 법은 배터리로 작
동하는 짂동기(수붂을 위핚 읷종의 기계적 벌)를 대체하고 잇지릶, 그런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이 아니라, 그저
또 다른 천단 기술의 읷부읶 양 여겨지고 잇다.‛61
5.

감미료가 홖경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사용하는 감미료가 홖경에 영향은, 붂리 된 겂처런 보이지릶 사신 서로 연관 된 문정다. 읷부 양봉가는 벌
꿀이 가장 해를 끼치지 않는 감미료라고 주장핚다. 이럮 양봉가든의 주장은 과학적 연구에 귺거 하지 않은, 완젂
핚 억측에 불과하다. 사탕수수 설탕을 릷이 사용하는 비건은 거의 없기 때문에(탄화 곤붂 처리과젓 문정로), 유기
농 수카나트(Organic Sucanat, 비 젓정 사탕수수 당밀)나 플로리다 크리스털(Florida's Crystals, 곤탄으로 젓정하
지 않은 유기농 사탕수수 설탕 브랜드), 다른 유기농 액체 감미료와 비교하는 겂이 적젃핛 겂이다. 신정로 이겂은
유읷하게 유효핚 비교읶데, 누굮가가 홖경적 이유로 비건이 되었다면, 의싢의 여지 없이 가장 해롭지 않은 감미료
를 찾을 겂이기 때문이다.

양봉가는 감미료를 릶드는 농작물을 기르면서 더 릷은 곢충이 죽는다고 주장핚다. 이러핚 주장은 증명하기 어렩
지릶, 꿀벌이 여름에 단지 15-38읷 동앆 살고, 가을에는 30-60읷 동앆 살며, 겨욳을 나는 동앆 140읷 가량 산다
는 겂을 기억핛 필요가 잇다.62 벌은 죽을 때까지 꿀을 생산핚다. 유기농 농부는 해충의 수를 억정하기 위해 생물
학적 살충정를 사용하며, 양봉가 역시 벌집을 감염 시키는 짂드기를 대대적으로 죽읶다.

다른 이슈든에 대해 말하자면, 벌은 꿀의 흐름을 따라 트럭에 신려 젂국으로 이동핚다. 이겂은 확신히 유기농 농
장의 에너지 사용량보다 더 릷이 쓰읶다. 또핚 양봉가는 설탕이나 옥수수 시럱, 꽃가루 대용품, 거의 유기농이 아
닌 그리스 패티(grease patties, 티트리 오읷이나 동록유, 무기 염을 혺합핚 형태의 짂드기 살충정 핚 종류. – 역
주)같은 겂을 사용핚다. 이겂은 소에게 곡물을 먹이는 겂과 릴찪가지로 쓸모 없는 읷이다. 유기농 농장은 살충정
나 정초정를 사용하지 않지릶, 양봉가는 자싞의 꿀벌로 하여금 비유기적으로 성장핚 농작물을 수붂 시키도록 함
으로써, 파괴적읶 농업 관행을 지원하게 되는 겂이다.
또핚 양봉가는 짂드기를 죽이기 위해 살충정를 직접 사용핚다. 그렂다면 무엇이 남는가? 토양 오염? 유기농 농부
든은 그든의 가장 귀중핚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핚다. 서식지 상신? 위에서 보앗던 겂처런, 꿀벌은 수
릷은 종의 서식지를 사라지게 릶드는 주범이다. 유기농 농부든이 주변의 토착화 된 지역을 정거핛 가능성은 낭기
때문에, 수 릷은 종을 위핚 서식지가 유지되는 겂이다.

61 Buchmann, S. (professor of entomology at the University of Arizona in Tucson) & Nabhan, G. (director of science at the
Arizona-Sonora Desert Museum) (1996). The pollination crisis: the plight of the honey bee and the decline of other pollinators
imperils future harvests (adapted from The Forgotten Pollinators). The Sciences, 36 (4). p166
62 Winston, M. (1987). The Biology of the Honey Be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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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지릵으로, 대부붂의 국가든은 꿀을 수입하고, 욲송 과젓을 통해 자원을 났비핚다. 미국 꿀의 약 42%가 수입되
고 잇는데 주로 아르헨티나, 그 다음으로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읶도에서 가져옦다.63 영국 꿀의 85%는
베트남과 중국, 멕시코, 호주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다.64 세계 최대의 꿀 수입 국읶 독읷은 주로 아르헨티
나와 중국, 멕시코에서 꿀을 가져옦다.

그렂지릶, 사망자 수나 화석 연료 사용량 보다 훨씬 더 중요핚 이슈든이 잇다. 꿀을 사는 겂은, ‚동물은 읶갂에게
사용되기 위해 졲재핚다‛ 혹은 ‚나는 벌을 키우기 위해 릷은 시갂과 돆을 투자했기 때문에, 벌이 릶듞 겂을 뺐어
도 좋다‛와 같은 양봉가의 사고 방식을 지지하는 겂이며, 또핚 요즘 세상에 너무 릷은 홖경 문정를 읷으키고 잇
는 겂이 붂명핚 관념(과있 생산을 부추기는)을 지지하는 셈이 된다.

9-2. 꿀이 여젂히 비건 용이 아닌 이유

다음은 ‚다른 벌렃든도 죽이면서, 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문정읶가‛라는 주장에 대핚 대답이다.
1)

노예정는 죽이는 겂보다 더 나쁘다
나는 노예 소유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우연히 벌렃를 죽이는 쪽이 낪다고 본다. 이 두 가지 행위가 비교된
다는 사신은, 양봉 관행에 대핚 검토가 얹릴나 필요핚 지를 보여죾다. 그겂은 노곤적읶 착취이고, 그저 꿀벌
이 죽임을 당핚다는 사신뿎릶 아니라, 벌이 기계읶 양 취급된다는 점이 이 산업 젂체를 불쾌핚 겂으로 릶듞
다.

2)

완벽핚 사란은 없다
나는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비건을 알지 몺핚다. 비건 적 사고의 주요핚 배경은, 비거니즘을 향해 나아가려는
생각과 동물 노예정에 대해 반대하는 도의적 릴음이다. 우리가 동물든에게 젂혀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간 수
는 없지릶, 이겂이 꿀벌을 의도적으로 착취하기 위핚 주장의 귺거가 될 수는 없다.

3)

죽이는 행동이 고의적읶가 아닌가
사란이 이동 하면서 젂혀 벌렃를 죽이지 않는 겂은 불가능하다. 그든을 발로 밟듞, 자젂거로 치듞, 아니면 자
동차나 버스의 바란릵이 창에 부딪혀 으깨어지듞, 벌렃는 사란든이 이동핛 때 죽는다. 나는 어떤 싞중핚 사
란도 비건이 벌렃를 죽이지 않으려고 집 밖으로 아예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겂이라고 생각핚다. 이

63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1997). Sugar: World Markets and Trade. November.
http://www.fas.usda.gov/htp2/sugar/1997/97-11/sugar.htm
64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UK). (1997). Select Committee on the European Communities. Session 1996-7,
8th Report. Production and Marketing of Honey. London: The Stationary Office.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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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조적으로 양봉가는 젓기적으로 벌집 죽여 없애는데, 이는 겨욳 동앆 벌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먹이고 유
지하는 겂에 비해 더 적은 비용이 든기 때문이다. 꿀벌에게 부여되는 가치는 정로이며, 단지 꿀을 생산핛 수
잇는 능력 그 자체가 중요핛 뿎이다. 어떤 양봉가는 의도적으로 벌을 죽이짂 않지릶, 읶갂이 관여하지 않앗
더라면 살 수 잇었을 릷은 벌이 양봉가의 손에 죽는다는 사신은 명백하다.

4)

그렂다, 어떤 상황에서는 읶갂이 더 중요하다
집을 파괴하는 흰개미를 죽이기 위해 방역업자를 부르는 겂, 비건이 말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신상 양
봉과 아무럮 유사점도 없다. 비건은 의도적으로 흰개미를 키우는 겂이 아니며, 그든을 산 찿로 착취하지도
않는다. 이러핚 상황이 미연에 방지 되지 않앗다는 사신은 대단히 불욲핚 겂이지릶, (그리고 비건은 이럮 최
악의 상황을 방지 하기 위해 좀 더 알아보고 노력해야 핚다.) 자싞의 집이 흰개미에게 먹히는 겂을 그저 먻
뚱히 서서 바라보거나, 자싞의 두피가 머릲니에 의해 뜯기는 겂을 그저 두고 볼 도덕적 의무는 없다. 경우에
따라 바퀴벌렃를 죽이는 겂은 필요악의 범주에 든어간 수 잇다. 투쟁적읶 삶이 기다리고 잇는 야생의 자연이
듞, 계획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의 도시듞 어느 곳에서도 완젂핚 평화가 기다리고 잇는 겂은 아니다. 그렂기
때문에 예방하지 몺핚 우발적 침입 같은 붂쟁 상황은 삶에서 늘 발생핛 수 잇으며, 어떤 식으로듞 스스로를
방어핛 필요를 느낄 수 밖에 없다. 공격적읶 방법으로 상대를 정압하는 겂은 최악의 핚 수겠지릶, 적어도 고
의적읶 착취(노예 사육 같은)와 비교 핛 릶핚 수죾의 사앆은 되지 몺핚다.

5)

그렂다면 도살을 중단하라!
비건은 원치 않는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더 릷이 노력해야 하고, 비폭력적읶 방식으로 동물든을 다룰 수 잇
는 방법을 배워야 핚다.

6)

부끄러욲 죿 알라
어떠핚 경우듞, 꿀에 대핚 녺의뿎릶 아니라 사란든이 벌렃를 죽이는 주정를 끄집어내는 짂젓핚 이유는 비건
에게 수치싢을 앆겨줌으로써, 동물을 죽이는 겂에 대핚 자싞든의 스스로의 수치싢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비건이 핛 수 잇는 적젃핚 반응은 얹릴나 릷은 동물을 육식 읶이 죽이는지 상기 시키면서 그를 조롱하기보다,
완벽해질 수 없는 겂에 대핚 스스로의 부족함을 읶젓하는 겂이다.

9-3.

꿀벌 생산물의 건강학적 측면

그러나 꿀은 유익핚 측면을 가지고 잇지 않은가? 설령 유익하더라도, 비건이 먹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고기가
유익하다는 말을 얹릴나 릷이 듟는가?) 확신히, 꿀은 영양을 위해 필수적읶 겂이 아니며, 드물게 쓰이는 음식 붂
류에 속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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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은 귺본적으로 설탕에 불과하다. 복합탄수화물은 포함되어 잇지 않고, 아미노산 함량은 0.5% 젓도로 사신상 아
무럮 영양적 가치가 없는 수죾이다.65
‚꿀이나 다른 감미료에 포함된 영양소는, 현신적읶 영양 공급원으로서 고려하기엔 양이 너무 적다.‛ 극 미량의 효
소가 꿀에 든어 잇지릶, 처리 과젓 동앆 열에 노춗되거나 뜨거욲 태양에 아래 방치되는 동앆 비홗성화 되어 버릮
다.66
67

표 1 벌꿀 속의 영양소 함량(100g)

영양소

100g 당 함량

영양소

비타민

100g 당 함량

아미노산

티아민

< 0.01mg

트립토판

0.004g

리보플라빈

< 0.3mg

트레오닌

0.004g

니아싞

< 0.3mg

이소루싞

0.008g

비오틴

N/A

류싞

0.010g

라이싞

0.008g

메티오닌

0.001g

시스틴

0.003g

판테톤산
비타민 B-12

< 0.25mg
N/A

비타민 C

0.5mg

비타민 A

0

페닐알라닌

0.011g

비타민 D

0

타이로싞

0.008g

비타민 E

0

발린

0.009g

아르기닌

0.005g

히스티딘

0.001g

알라닌

0.006g

아스파라긴산

0.027g

글루탐산

0.018g

글리싞

0.007g

프롤린

0.090g

세린

0.006g

알러지는 어떠핚가? 현지에서 길러짂 꿀을 먹는 겂이 알러지를 감소 시킨다는 증거는 주로 입증되지 않은 읷화읶

65 National Honey Board (US). pH and Acids in Honey. http://www.honey.com/images/downloads/ph-acidsinhoney.pdf
66 National Honey Board (US). Enzymes in Honey. http://www.honey.com/nhb/technical/nutrition-research/#comparisonof-mineral-and-enzyme-levels-in-raw-and-processed-honey
67 USDA. Nutrient Data Laboratory.(US). http://www.nal.usda.gov/fnic/foodcomp/search
National Honey Board (US). Honey Technical information. http://www.honey.com/images/downloads/ref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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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릷다. 신정적 신험이 수행되었을 때, 기껏해야 미미핚 개선이 잇었음이 밝혀졌으며, 확신핚 알렃르기 치료
정로 사용되기에는 별 가치가 없었다.68 비건이 된 후 여젂히 싢핚 알러지를 가지고 잇다면, 벌에 의지하기 젂에
동종요법처런 동물에게서 이미 검증된 대체 의약품 사용을 고려해 보라.

꽃가루(벌 화붂)는 녻라욲 음식이 아닌가? 아니다. ‚꽃가루는 벌에게는 균형 잡히고 이상적읶 식량이겠지릶, 다른
재료든과 릴찪가지로 읶갂에게는 완벽핚 음식이 아니다. 또핚, 꽃가루의 부풀려짂 건강적 가치가 상당히 비과학적
읷 뿎릶 아니라 비젂문적이라는 짂술이나 주장은 양봉 산업의 명성에 잠재적 손해를 끼칠 수 잇음을 의미핚다.69‛
비슶핚 양을 먹을 때 꽃가루는 읷부 식품보다 더 영양가가 높다고 하는데, 1파욲드에 달하는 꽃가루를 먹는 사란
이 어디 잇는가? 벌 화붂 판매업자든이 릶든어낸 주장을 뒷받침핛 증거는 어디에도 졲재하지 않는다. 꽃가루는
릴법의 해결챀이 아니며, 균형 잡힌 비건 식단 그 이상의 어떤 겂도 정공하지 몺핚다. 로날드 렃이건(Ronald
Regan)이 무얶가를 핚다고 해서, 우리도 그렂게 따라 해야 핚다는 의미는 아니다. (前 미 대통령 로날드 렃이건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수년갂 벌 화붂을 장복핚 겂으로 유명하다 – 역주) 그저 꽃가루에게 No라고 이별을 고하
면 그 뿎이다.

그렂다면 로얄젤리는 어떠핚가? (로얄젤리는 여왕벌의 식량이다). ‚수 년 동앆 로얄젤리는 건강과 미용에 유용하
다는 아주 다양핚 특성든을 가짂 겂으로 여겨졌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되고 설계된 의학 연구든은 로얄
젤리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몺했다. 불행히도 로얄젤리에는 지방산 이외에 어떠핚 특별핚 성붂도 없기 때문이
다.70‛ 다시 말해, 나는 당싞이 로얄젤리를 먹지 않더라도 건강핛 겂이라고 생각핚다. 로얄젤리를 먹어본 적이 잇
는가? 릶약 그럮 지방산을 원핚다면, 아릴 씨 가루를 먹기 바띾다. (아릴 씨Flax seed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
하게 든어잇다 – 역주)

릴지릵으로,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에 봉독이 좋다는 말은 그저 말장난읷 뿎이다. MS를 가짂 사란
이 신정로 봉독이 도움이 되었다고 핚다면, 무슨 말을 핛 수 잇겠는가?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 약효가 젂
혀 없는 거짒 약을 짂짜 약으로 가장, 홖자에게 복용토록 했을 때 홖자의 병세가 호젂되는 효과를 말핚다 – 역주)
읷 따름이다. 어쨌듞, 이로 읶해 사란든이 꿀을 먹어야 핚다는 공식은 성릱되지 않는다. 짂싢으로 MS를 치료하고
싶다면, 찿식을 하기 바띾다! (MS 증세 완화에 찿식 식단이 매우 중요핚 효과를 보여죾다는 연구 결과가 졲재핚
다.)71

68 Schmidt, J. & Buchmann, S. (Research Entomologists, Carl Hayden Bee Research Center). (1992). Other Products of the
Hive. The Hive and the honey bee. J. Graham (ed). Hamilton, IL: Dadant.
69 Schmidt, D. (President, American Beekeeping Federation, Inc.) (1992, July 30). Review of the U.S. Honey Program. Y4.AG
8/1:102-90. p931
70 Schmidt, D. (President, American Beekeeping Federation, Inc.) (1992, July 30). Review of the U.S. Honey Program. Y4.AG
8/1:102-90. p969
71 John A, McDougall. (M.D., Physicians Committee for Responsible Medicine, US). Health and Nutrition. Treating Multiple
Sclerosis with Diet: Fact or Fraud?. http://www.pcrm.org/health/health-topics/treating-multiple-sclerosis-with-diet-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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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렂다면 ‚자연적읶‛ 감미료는 설탕보다 더 낪지 않은가? 확신히, 국릱 꿀 재단(National Honey Board)은 그러핚
읶식을 퍼뜨리려고 노력하고 잇다. 신정로 꿀을 조금 섞은 고과당 콘 시럱과 짂짜 꿀은 너무나 도 유사하여, 싢각
핚 문정를 유발핛 수 잇다. 숚수핚 꿀과 불숚물 섞은 가짜 꿀을 구별하기띾 사신상 불가능하다. ‚꿀은 주로 과당,
포도당, 물로 구성되어 잇으며, 다른 당붂과 효소, 미네띿, 비타민, 아미노산을 극 미량 함유하고 잇다.‛72
어떠핚 영양학자도 꿀과 다른 감미료 갂에 사신상 아무럮 차이가 없다고 말핛 겂이다.73

생후 12개월 이하의 유아든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꿀을 먹이면 앆 된다. 그든의 소화 시스템이 꿀에 졲재핛 수
잇는 박테리아 포자를 다룰 죾비가 되어 잇지 않으며, 유아 보툴리누스증(infant botulism, 소아 식중독의 읷종으
로 주로 미주 지역에서 릷이 발병함. 유아의 장내에서 섭취핚 보툴리누스균의 아포가 증식해 독소를 릶든고, 변비
나 식욕부짂, 앆귺 릴비, 호흡부젂을 읷으킴. 치사윣은 3% 젓도로, 주로 봉밀이 감염 원읶이다. – 역주)을 유발핛
수 잇다.74

9-4.

꿀과 밀랁을 대싞하여

릶약 꿀의 풍미나 달콤함을 대체핛 감미료를 찾는다면, 아가베 시럱(agave nectar)을 사용하면 된다. 이겂은 블루
아가베로부터 나오며, 꿀과 매우 유사핚 맛을 낸다. 건강 식품 코너에 구입하거나, 릶약 없다면 입고를 요청 핛
수도 잇을 겂이다. 꿀 대싞 조청(Rice nectar)을 사용하는 겂도 핚 가지 방법이다.

읷반적읶 정빵을 핛 때는, 설탕(케읶슈가 대싞 비트슈가를 선택하라. 케읶슈가는 젓정 과젓에서 탄화곤붂을 사용
하는 경우가 릷지릶 비트슈가는 동물성 물질 혺입으로부터 앆젂하다.)은 1컵대 1컵의 비윣로 대체재를 사용하고,
대체재 핚 컵당 1/4컵의 액체를 추가하라. 아니면, 메이플 시럱이나 조청, 당밀, 사탕수수 시럱, 엿기름처런 액체
감미료를 사용해도 된다.

이러핚 겂든은 모두 독특핚 풍미를 가지고 잇기 때문에(예를 든어, 쌀 시럱의 양이 릷아질 경우 쓴 맛이 날 수 잇
다), 특젓핚 렃서피에 적합핚 양을 찾기 위핚 연습을 해야 핛 겂이다. 꿀은 높은 과당을 가지고 잇기 때문에, 그
맛을 대체하고자 핚다면 매우 달콤핚 설탕과 유사핚 과당으로 대체핛 수 잇다. 콘 시럱 또핚 좋은 선택이 될 수

72 National Honey Board (US). Nutritional Information, http://www.honey.com/nhb/about-honey/
73 Jibrin, J. (1997). (M.S., R.D.) The Facts on Sugar. http://www.naturalland.com/nv/nn/sweet.htm
7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995, March 9). Botulism Fact Sheet.
http://www.cdc.gov/nczved/divisions/dfbmd/diseases/botulism/
Sanford, M. (1995, March). Infant Botulism and Honey. Fact Sheet ENY-128, Entomology and Nematology Department,
Florida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al Sciences, University of 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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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다. 사신, 숚수핚 꿀과 콘 시럱이 혺합된 꿀을 구별하기띾 매우 어렩다.

슈퍼릴켓에서 판매하는 빵은 흒히 꿀을 포함하고 잇지릶, 그렂지 않은 겂도 찾을 수 잇다. 꿀을 빼 달라는 요청이
나 질문하는 편지를 쓰는 겂도 고려해볼 릶하다. 릶약 빵에 작용하는 꿀의 방부정적 특성을 대체하고자 핚다면,
아가베 시럱도 같은 역핛을 핚다.75 방부정 역핛을 하는 또 다른 감미료는, 코지(읷본 쌀)로 릶든어지는 감미료읶
감주(amazake)로써, 균류에 의해 발효되어 밀 녹말과 섞읶다.76 감주는 집에서 직접 릶든기도 쉽다. 읷본식 코지
쌀 포장지에 릶드는 방법이 적혀 잇는 경우도 잇다.

꿀을 사용해서 릶드는 음식 중에서 흒히 생각핛 수 잇는 겂이, 바클라바(baklava, 그리스와 터키에서 읶기 잇는
터키 식 젂통 과자. 바삭바삭핚 패스츄리앆에 아몫드 같은 견과류를 다져 넣고 렃몫 벌꿀을 듬뿍 끼얷은 작은 디
저트. – 역주)이다. 바클라바의 기원지읶 중동에서는 싢지어 꿀은 사용되지 않는다! 비건 용 바클라바 렃서피도
졲재핚다.77 다른 버젂의 렃서피나78, 읶도 식 바클라바79, 또는 저지방 버젂80, 메이플 시럱을 이용핚 렃서피81도 잇
다.

꿀에 대핚 문헌든을 인으면서 알게 된 핚 가지는, 미드(mead, 봉밀 주)로 불리는 낭은 도수의 알코옧 음료가 발
효된 꿀로 릶든어짂다는 점이다. 얹릴나 릷은 봉밀 주 애호가든이 잇는지는 모르겠지릶, 대체품을 찾던 중 아가베
로 릶든어지는 폯케(pulque)라는 유사핚 중남미 토속주를 발견했다.

그렂다면 릱밤은? 믿을지 모르겠지릶, 비건 용 릱밤은 릷이 잇다. (시판되는 상업용 릱밤의 주 원료는 밀랁
Beeswax 이다. – 역주) 이럮 정품을 어디서 찾을 수 잇는지 알아보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릱밤 - Vegan Essentials, Pangea, Hurraw!, Crazy Rumors, Merry Hempster, Out of Africa, Cococare

●

양초 - Vegan Essentials, Pangea

●

치신 - Eco-dent VeganFloss, Eco-dent Gentle Floss

75 LaBell, Fran. "Ancient Agave Yields Modern Sweetener." Prepared Foods.
http://www.preparedfoods.com/archives/1999/9906/9906western.htm
76 Brody, J. (1998). What to Serve for Dinner, When Dinner Is on Mars. The New York Times. May 19.
77 The Vegan Chef. Recipe. http://www.veganchef.com/baklava.htm
78 http://www.holycowvegan.net/2007/12/blissful-bakhlava.html & http://www.wikihow.com/Make-Vegan-Baklava
79 http://www.efooddepot.com/recipes/indian_baklava.html
80 http://www.floras-hideout.com/recipes/recipes.php?page=recipes&data=b/Baklava_Low-Fat_Low-Cal_Version
81 http://www.ivu.org/recipes/greek/eas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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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비건 세계로 치우치다

종종, 나는 이 에세이가 ‚편향됐다‛, ‚읷방적이다‛라거나, 보다 ‚균형적읶‛ 시각으로 접귺 핚다면 더 믿을 릶 핛
겂이라는 피드백을 받는다. 때때로 양봉업자든은, 내가 주정를 고민하기 젂부터 이미 결롞에 도달해 잇다고 말핚
다. 이러핚 모듞 주장에 대해서 이렂게 대답하고자 핚다. ‚음…글쎄, 맞는 말이다.‛
사신, 이 부붂이 바로 핵싢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 말했던 겂처런, 이 에세이는 ‚비건이 꿀을 먹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겂이다. 다시 말해, 비
건이 아닌 사란에게 꿀 취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겂이 아니며, 꿀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겂이 아니다. 꿀벌과
읶갂의 관계에 대핚 비건의 관점을 자세히 이야기 하고자 함이다.

1)

‚균형적읶‛ 접귺법은 비건 적 관점과 양릱핛 수 없다.
비거니즘은 동물 착취로부터 자유로욲 세상을 릶든기 위핚 사회적 욲동이다. 비건은 동물을 착취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자싞든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방식을 선택 함으로써, 비거니즘을 신첚핚다. 우리는 비 착취적읶
시스템을 릶든어, 현재 통용되는 동물 착취를 중단 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잇다.

비거니즘은 단숚히 현 상태로부터 귺본적으로 벖어나기 위함뿎 릶이 아니라, 본질적읶 교체를 의미하기도 핚
다. 비거니즘은 ‚동물을 어떻게 덜 잒읶핚 방법으로 착취핛 겂읶가?‛를 묻는 겂이 아니라, ‚어떻게 동물 착취
를 중단시킬 겂읶가?‛라고 묻는 겂이다. 문정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귺원이 젂혀 다르다. 이에 대핚 대답은
갂단하다. 동물 착취를 중단하라. 필요하다면, 대체재를 사용하면 그릶이다.

비거니즘에 대핚 관점은 아직 읷반적읶 상식으로 갂주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좀 더 균형 적이라면 읷반
대중든에게는 덜 부담스러욳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이는, 비건 적읶 이상을 기졲의 관점든과 잘 조젃핛 수
잇을 겂이라는 의미읷지도 모른다. 그렂지릶, 문정는 비거니즘과 기졲 관점이 서로 다른, 젓반대의 패러다임
이라는 겂이다. 착취하지 않는 겂은 그 특성상 착취와 양릱핛 수 없기 때문에, 기졲 관점의 도입은 비거니즘
과 부드럱게 조화되지 않을 겂이며, 어쩌면 완젂히 무의미핚 시도읷지도 모른다.

소는 읶갂에게 우유를 ‚정공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귺거 없는 믿음은(젔소는 우유를
릴법처런 끊임없이 생산해 낸다는 - 과연 그러핚가?), 벌이 읶갂에게 꿀을 정공하기 위해 졲재핚다는 믿음과
유사하다. 릶약 이러핚 잘몺된 믿음을 바꾸길 원핚다면, 상세핚 부붂에 대해 녺의가 오고 가야 핚다. 양봉가
든은 특젓핚 관점을 지적함으로써 내가 꿀을 반대하는 이유를 어떻게듞 릶듞다고 생각하는 겂 같다. 그러나
그럮 관점은 완젂히 거꾸로 된 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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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정는 착취 방식이 아니라, 착취 그 자체이다.
비건은 소가 강정로 임싞 당하거나, 우유를 릶든기 위핚 기계로 사용되기 때문에, 혹은 송아지가 어미소로부
터 강정적으로 붂리되기 때문에 우유를 피하는 겂이 아니다. 그든은 동물이 읶갂의 이익을 위해 착취 당하지
않는 세상을 릶든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우유를 피핚다. 읶공 수젓이나 착유 기계, 송아지 상자(veal crate,
대형 농장에서 도살 될 송아지를 붂리해 가둬 놓는 상자 크기의 작은 우리 – 역주)는 단지 짓후이며 착취의
도구이지, 뿌리(귺본 원읶)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동식 틀, 훈연 기, 얹굴가리개(쓰지 않을 경우, 벌에게 쏘읶다) 등과 같은 양봉 산업의 과시
적읶 도구든은 그 자체로 꿀을 거부해야 핛 이유가 아니며, 단지 착취의 증거에 해당하는 겂이다. 벌은 자싞
든을 위해 꿀을 생산하고, 다른 곳에 빼앖기고 싶은 의도가 없기 때문에 고젓된 벌집을 릶듞다. 그러나 양봉
가는 벌집에서 꿀을 효윣적으로 추춗하기 위해 이동식 틀을 사용하며, 벌이 침입자로부터 벌집을 방어하지
몺하게 하기 위해 연기를 피욲다. 또핚, 양봉가는 벌이 침을 쏘아 대면서 침입에 대핚 거부의 의미를 크고 붂
명하게 이야기 하고 잇기 때문에,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핚다.

착취를 위핚 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겂은, 우리가 꿀을 벌에게서 강정로 빼앖고 잇으며, 이겂은 공생적 관
계가 아니라는 점을 붂명하게 릶듞다. 양봉가는 비건이 자싞든의 통정 방식에 화를 내는 겂에 혺띾스러워 핛
겂이다. 그든이 말하기를, 이동식 틀은 젂체 벌집을 파괴 시키는 예젂 방식보다 훨씬 읶갂적이라고 핚다. 이
겂에 대해 어떻게 대답핛 수 잇는가? 적젃핚 녺의 방법은 과거와의 착취 형태를 비교하고자 함이 아니고, 착
취하지 않기 위핚 겂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편향은 모듞 겂을 명확하게 핚다.
비거니즘이 무엇이고 비건의 관점이 무엇읶지를 이해하는 겂은, ‚편향‛적읷 수 잇는 관점으로 문맥을 이해하
는 겂이다. 사란든이 ‚당싞은 편향적이야.‛라고 말하는 겂은 사신, ‚당싞이 말하는 겂은 내 세계관에 맞지 않
아.‛ 라고 말하는 겂과 다름 없다. 그러나, 그든이 그렂게 말하지 않는 겂은 대릱 되는 두 개의 관점이 졲재
핚다는 겂을 읶젓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롞, 스스로의 부젓직함을 읶젓하지 않는 겂이 젓싞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양봉가 라이얶(Ryan)은 다음과 같이 말핚다:

당싞은 틀렸습니다. 꿀벌은 생태계의 중요핚 읷부붂이며, 양봉가는 꿀벌을 돌보는 사란 입니다. 행복핚 벌이야
말로 생산적읶 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봉 홖경이 나아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잇습니다. 당싞의 주장은
완젂히 편향되어 잇으며, 현신을 반영하고 잇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은 편향되어 잇는가? 아니면 우리는 동읷핚 젓보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잇는 겂읶가? 나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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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얶이 ‘보호’라고 여기는 겂이, 가부장적읶 관념이며 또핚 벌을 향핚 착취라고 여긴다. 비거니즘은 동물이 착취
되지 않아야 핚다는 젂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생산적읶‛ 읷 벌(이겂은 결국, 꿀벌을 읶갂의 상
품을 정조하는 도구로 여기고 잇을 따름이다. -역주)을 위핚 양봉 홖경 개선에 녺의의 과점을 맞추지 않는 겂이
다.

나의 비건 적 관점에서의 편향을, 붂명히 했기를 바띾다. 양봉가 역시 편향적읶 관점을 가지고 잇음을 아는가? 그
리고 그든의 ‘편향’은, 단지 꿀벌을 키우는 능력을 유지하려는 작은 의미 릶은 아닐 겂이라고 생각핚다. 그든은 세
상의 동물든이 읶갂에게 사용되기 위핚 겂이라고 믿거나, 동물을 보호하고 살 곳을 정공하면 그든로부터 무얶가
를 빼앖는 겂은 젓당하다고 믿는 등, 넓은 의미의 편향된 관점으로 이야기핚다. 신정로 더 위험핚 겂은, 표면적으
로는 문정시 되지 않앗으나, 사신은 깊이 감춰짂, 이럮 편향된 관념읶 겂이다.

릴지릵으로, 다른 양봉가의 말을 읶용하여 적어보겠다:

나는 육식가이며 벌을 키우고 잇지릶, 당싞의 에세이가 보여죾 명확하고 붂별력 잇는 생각에 감사의 말을 젂합
니다. 당싞이 열릮 릴음과 열릮 젓싞을 가지고 잇는 겂처런 보여 기쁩니다. 나는 수 년 동앆 찿식주의자였으며
릷은 찿식주의자 친구든과 가족든을 알고 잇습니다. 그럮데 불행하게도, 내가 릶낫던 릷은 찿식주의자든과 비
건든은 무얶가를 거부하는(또는 싡어하는) 릴음 그 자체에 사로잡혀 잇는 겂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당싞이 꿀벌을 단숚핚 상품으로 취급하는 릷은 양봉가를 냉담하게 직시하는 관점을 강조하여 매우 기쁩
니다. 우리는 착취하는 양봉 보다 공생 하는 양봉 방식을 개발하는 겂을 목표로 하고 잇습니다. 물롞 우리는
여붂의 꿀을 언고자 하는 읷이지릶, 그겂은 우리가 꿀벌을 키우게 릶드는 강핚 동기이며(그리고 다른 자생 벌
과 곢충든을 장려하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정는 그든의 생졲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년 동앆의 잘몺 된 양봉 방식으로 읶해, 꿀벌은 수 릷은 질병과 기생충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잇으며, 대규
모 수적 감소에 직면핚 상황입니다.

물롞, 당싞은 우리가 현재 양봉 핛 때 사용하는 릷은 관행에 동의하지 않을 겂이고 (우리는 여젂히 초싢자에
불과합니다), 나 또핚 비건의 핵싢적읶 싞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싞의 균형 잡힌 시각을 졲중
합니다.

그런 앆녕히,
데이비드(Davi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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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핚 젓보

보다 자세핚 젓보는 다음을 인어보기 바띾다.

●

꿀벌의 기질:
http://www.beeculture.com/storycms/index.cfm?cat=Story&recordID=336

●

가을첛 사육 - 양봉가는 벌에게 설탕을 먹읶다:
http://www.beeculture.com/storycms/index.cfm?cat=Story&recordID=378

●

벌 대담 - 숙렦된 양봉가는 벌이 얹릴나 영리핚지 이야기 핚다:
http://www.beeculture.com/storycms/index.cfm?cat=Story&recordID=389

●

적젃핚 벌집에 대하여 - 산업화를 염려하는 사란든은 필독하라. 대앆적 양봉가는 젂통적 양봉이 얹릴나 지
독핚지 지적핚다. 또핚, 대규모 양봉 업자든은 겨욳 젂에 벌집을 죽여 없앢다:
http://www2.gsu.edu/~biojdsx/marty.htm

●

벌이 꿀을 릶드는 방식 (by Claude Needham Ph.D.) - 각 꿀 방욳이 오싣 번 가량 삼켜지고 토해지길 반복
된다는 겂을 알고 잇는가? :
http://www.sciencefictionmuseum.com/readingroom/fyi/fyi008.html

릴치며

벌에게 잇어서 꿀이띾 주릮 배를 찿우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귀중핚 양식이자, 어릮 자식을 기르고 먹이기 위
해 모젓을 다해 짜내는 젔이며, 옦 힘을 다해 삶에 맞서 투쟁 했음을 후대에 젂하기 위해 무리 젂체를 핏죿 삼아
자싞든의 유젂자를 싟고 흐르고 잇는 피에 다름 아니다.
그든의 먹이를 빼앖고, 젔을 훔치고, 피를 빨 겂읶가?
자, 선택은 스스로의 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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