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페미니스트 실천으로서의 비거니즘

고통과 억압에 대한 청년 여성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이 예 진



페미니스트 실천으로서의 비거니즘

고통과 억압에 대한 청년 여성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추  지  현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이  예  진

이예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배 은 경       (인)

      부위원장         김 홍 중       (인)

      위    원        추 지 현       (인)



- 3 -

<목차>

1. 서론 ······································································································· 1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나. 연구질문 ········································································································· 4

다.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5

1) 에코페미니즘과 교차성 관점 ······································································ 7

2) 고통을 매개로 접합되는 동물권과 페미니즘 ··········································· 12

3) ‘연결’이 아닌 개별 행위자의 고통과 권리 문제를 지칭하는 ‘억압’ ····· 17

라. 자료 수집 및 분석 ······················································································ 21

1) 온라인 내용 분석 ······················································································ 21

2) 심층면접 ····································································································· 21

2. 20. 30대 여성들의 비거니즘 입문 계기와 페미니즘: 고통과 억압의 

‘거부’ ··········································································································· 25

가. 매체를 통한 고통의 정동: 동물권 옹호로서 채식 ···································· 25

1) 시각적 충격과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 ················································ 25

2) 동물권 옹호로서의 비거니즘 ···································································· 28

나. 피해자로서의 동물과 여성의 유사성 인식: 가해자 되기의 거부와 ‘교차성’ 

이해 ····················································································································· 32

1) 젠더폭력에 대한 분노와 가해자 되기의 거부 ········································· 32

2) 정치적 입장으로서 채택되는 ‘교차성’ ····················································· 40

다. 재생산 가능한 몸에 대한 주목: 정치적 올바름 ········································ 43

1) 성적착취의 대상으로서의 암컷 동물의 고통 ········································· 43

2) 고통과 달리 전면화되지 않는 젠더화된 몸 경험 ··································· 47

라. 소결 ·············································································································· 49



- 4 -

3. 비거니즘 실천의 어려움과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 ·························· 52

가. 비거니즘 실천의 버거움: 자원 부족과 사회적 관계망 제약 ···················· 52

1) 경제적, 시간적 비용 부담과 일상의 피로감 증대 ·································· 52

2) ‘손해’라는 감각과 페미니스트 규준 강화 ··············································· 56

나. 정치적 당위 추구의 부담: 자기 검열로 인한 지침 ·································· 59

1) “찐비건”: 도달할 수 없는 이념형의 설정 ··············································· 60

2) 정치적 당위로 인한 설득과 토론의 제약 ················································ 63

다. 젠더 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우울한 전망 ········································· 65

라. 소결 ·············································································································· 67

4.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의 지속방식 ······················································ 69

가. 일상과의 타협을 위해 제약되는 페미니즘 ················································· 69

1) 최소화된 정치적 실천의 의미 ·································································· 69

2) “할 수 있는 만큼만”: “도덕적 코르셋”과 ‘교차성’에 대한 거부 ········ 71

나. 개별화된 실천의 지속과 페미니즘 논의 회피 ··········································· 73

1)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만족감과 “전시”에 대한 믿음 ···························· 73

다. 비거니즘을 매개로 한 페미니스트 문제의식의 확장 ································ 77

1) 페미니즘 확장을 가능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몸의 감각 변화 ··········· 77

2) 비거니즘 실천을 통한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신감 회복 ·························· 79

라. 소결 ············································································································ 82

5. 결론 ····································································································· 84

6. 참고문헌 ······························································································ 88



- 5 -

<표 차례>

<표 1> 심층면접 연구참여자 명단 ··································································· 23

<표 2> 2016년-2020년 트위터 비거니즘 연관어 상위 30위 빈출 키워드 비교 ···· 34

<그림 차례>

[그림 1] 트위터의 비거니즘 연관어 상위 20개 (2021년 1월 - 8월 기준) ················ 1

[그림 2] 시기별 트위터 페미니즘/비거니즘 언급량 추이 (2014년-2020년) ··············· 32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 대중화’라고 지칭되는 흐름 속에서 

비거니즘을 주요한 삶의 양식으로 채택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에 주목했다. 청년 여성들에게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은 어떻게 접합되고 있는

지, 그리고 비거니즘 실천은 이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무엇이 오늘날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을 비거니즘 입문으로 이끌

고 있는지, 이때 페미니즘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했다. 

페미니스트들을 비거니즘으로 이끄는 것은 억압받는 존재에 대한 동일시와 고

통에 대한 공감이었다. 젠더 폭력과 재생산 등 성적착취와 억압에 대한 여성들

의 문제의식은 유사한 위치에 놓인 것으로 여겨지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강렬

한 공감과 분노로 나타났고, 가해자 되기의 거부로서 비거니즘 실천을 추동하고 

있었다. 동물의 고통을 재현하는 시청각 매체들이 이러한 정동을 강화하는 조건

이 되고 있었다. 이때 교차성은 젠더와 맞물린 억압의 작동방식이라기보다 생물

학적 여성을 넘어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는 페미니즘

의 당위이자 ‘래디컬 페미니즘’과 구분되는 정치적 입장으로서 페미니스트들의 

비거니즘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개체의 고통을 중심으로 한 

억압에 대한 이해는 동물과 환경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는 구조적 차원의 교차

성에 대한 인식확장을 제약하기도 했다. 

3장에서는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비거니즘의 지속과정에 경험하는 어려

움과 고민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경제적, 시간적 자원을 요구하는 비거니즘은 

청년 여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 아울러 비거니즘은 페미니스트로서의 부

정적 평판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제약으로 “도태”된다는 감각과 이러한 실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했다. 그 결과 비거니즘

을 실천하지 않는 비판이나 페미니스트로서의 검열은 더욱 심화됐다. 둘째, 비

거니즘이 강력한 정치적 당위로 여겨지는 만큼, 비거니즘 지속과정에서 겪는 좌

절이나 육식에 대한 욕망, 나아가 고통을 호소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은 드러내고 공유하기 힘들게 되었다. 더욱이 ‘비건’이라는 이념



형의 설정은 죄책감을 이끌고, 비거니즘 실천을 더욱 어려운 것으로 만들고 있

었다. 정치적 당위의 수용은 논쟁과 토론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셋째, 비거

니즘 상품 시장의 확대, 관련 정책들의 변화 등 비거니즘을 둘러싼 변화들의 

가시성은 청년 여성들에게 성취감과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반면, 

페미니즘의 성과는 이와 대비되면서 젠더 구조의 완강함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만들기도 했다.

4장에서는 비거니즘을 통해 페미니즘 실천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탐

구했다. 첫째,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의 동시적 실천으로 야기된 “도태”의 감각과 

페미니스트 규준 강화는 다른 페미니스트와의 관계 단절 및 우울감, 정신적 소

진을 초래했다. 이에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으로 제약하였는데, 축소된 실천들의 지속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을 최

선으로 간주하게 했다. 그 결과 어떤 여성들은 ‘교차성’이라는 정치적 당위를 

거부하고 ‘여성’을 우선하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래

디컬 페미니즘’과의 전선 긋기를 통해 합리화될 수 있던 비거니즘이 오히려 그

것으로의 회귀를 추동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올

바름이라는 당위 추구의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 이를 지속해나갔다. 이때 페미니즘은 향후 직

업적 성취와 평판에 자원이 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셋째, 비

거니즘과 페미니즘은 그것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빨간

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페미니즘 실천으로서 비거니즘은 이미 여성들의 몸을 

변화시키고 있고 페미니즘을 포기할 수 없는 현실도 엄존한다. 이러한 경험과 

삶의 조건은 여성들이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에 대한 앎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었다. 

오늘날 청년 여성들의 비거니즘은 교차성을 모든 개체가 겪는 고통과 억압에 

대한 공감이라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래디컬 페미니즘”을 둘러싼 디지

털 페미니즘의 정치적 지형, 여성들간의 소통을 제약하는 페미니스트 규준과 이

를 심화시키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경직된 인식,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을 모두 

‘라이프스타일’이나 미래 성공자원으로 축소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때 억압은 구조적 차원이 아닌 행위자들 사이의 개별화된 관계 문



제로 축소되는 바, 고통과 억압 그 자체에 대한 주목을 넘어 그것을 야기하는 

일상적 관계와 실천들의 연결을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주요어: 비거니즘, 페미니즘, 고통, 억압, 교차성, 에코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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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 대중화’라고 지칭되는 흐름 속에서 비거니즘

(veganism)을 삶의 주요한 양식으로 채택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했다. 2010

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에서 다소 낯선 개념으로 여겨졌던 비거니즘은 2010

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 특히 20, 30대 청년 여성들 사

이에서 페미니즘과 결합되는 양상이 눈에 띈다. 

자료: 썸트렌드(2021)를 토대로 작성

[그림 1] 트위터의 비거니즘 연관어 상위 20개 (2021년 1월 -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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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이 보여주듯, 2021년 트위터에서 비거니즘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한 결

과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비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연관어다. 그러한 

연관성을 증명하듯 온라인 공간에는 ‘비건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흉폭한 채식

주의자’와 같이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모임과 컨텐츠들이 다수 

등장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의 변화 역시 감지되고 있다. 2010년대 중후반까

지 비건 옵션이 전무했던 여대 앞 상권에 비건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들이 증가

했고,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북카페에는 비거니즘과 관련된 메뉴와 서적들이 배

치되기 시작했다1). ‘Sex & Steak’, ‘Better than sex’와 같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의식이 함축된 명칭의 메뉴들이 비건 레스토랑을 페미니스트들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2) 이러한 공간들의 주된 소비층이 20, 30대 젊은 여성들이라는 점

은, 비거니즘이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

다.3) 이에 따라 비거니즘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부생, 대

학원생 등 청년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여성학회 캠프에서 페미니즘의 의제 중 

하나로서 비거니즘이 다뤄지고, 동물권과 비거니즘을 페미니즘의 연장선에 놓고 

사유할 것을 요청하는 서적(황주영, 2019; 안백린, 황주영, 2020)들 역시 출판되

고 있다.

이와 같이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이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거니

즘에 대한 지지 여부는 ‘교차성 페미니즘’과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양분화 된

(고병진, 2018) 디지털 페미니즘의 정치지형 속에서 진영을 가르는 표식처럼 여

겨지기도 한다(이현재, 2017; Choi, 2021). 예컨대, 동물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종차별주의’로 설명하는 비건 페미니즘은 ‘순수한 피해자로서의 여성’을 강조

하는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거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이현재, 2017). 

이와 달리 종차별과 성차별의 종식을 동시에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디지털 담론

장 주류의 흐름으로 평가되는 ‘래디컬 페미니즘’과 대비되는 ‘교차성 페미니즘’

1)「리뉴얼된 두잉 소개- 1편, 두잉이 갑자기 비건 카페가 됐다?!」.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블

로그. 2020.04.03. https://blog.naver.com/cafedoing/221889176855

2)「특별한 비건 요리, 안백린 셰프의 아티스틱 비건 다이닝 레시피」. 리빙센스. 2021.02.11.

https://www.cashfeed.co.kr/posts/3888221

3) 2014-2019년 서울 소재 비건 식당 및 카페 90여곳의 매출을 분석한 신한은행(2020)의 자

료에 따르면, 비건 식당의 매출액은 연 8억원에서 21억원으로 5년간 163% 증가했고, 주

된 소비층은 20대 여성(34%), 30대 여성(18%)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비거니즘의 

확산의 중심에 20-30대 여성들이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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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갈래로 평가되기도 한다(Choi, 2021). 그런데 Choi(2021)의 연구와 같이, 

비거니즘을 ‘래디컬 페미니즘’을 둘러싼 디지털 페미니즘의 정치지형 속에서 위

치시켜 설명하는 것은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페미니스트들을 곧장 ‘교차성’ 페미

니스트로 상정하고, 정작 이들에게 교차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비거니즘

이 과연 페미니즘 실천으로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지 않는다.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비거니즘 실천을 교차성에 기반한 페미니즘 실천으로 볼 수 있

는지, 나아가 과연 그것이 페미니즘과 맺는 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 경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비거니즘이 페미니스트 실천으로서 통합되고 있

는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디지털 매체의 언설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이들의 

비거니즘 실천은 교차성에 기반한 페미니즘 실천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 이들에게 성차별과 종차별은 그저 양립된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

이다. 비거니즘이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게 거부되는 양상이 관찰되는 디지털 

담론장과는 달리(이현재, 2017), 비거니즘 지지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입장

으로 알려진 트랜스젠더 혐오가 동시에 표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비거니즘이 과연 페미니즘 실천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둘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본 연구는 표면적으로는 결합한 듯 보이는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이 청년 여성

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양립하고 있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

히 둘 사이의 분절이 야기되고 있다면 그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선취해서 말하자면 트위터를 중심으로 비거니즘이 활발

히 논의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페미니즘 담론장에는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담론이 등장했고, 이를 둘러싼 논쟁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지

속되어 왔으되, 이러한 담론은 여성과 동물의 유사성을 고통받고 착취당하는 소

수자의 위치에서 찾거나, 더 구체화하여 재생산 도구이자 성적착취의 대상이 되

는 여성과 암컷의 몸으로부터 유의미한 관련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특히 ‘공장

식 축산업’이 동물의 고통을 발생시키는 이유로 지목되면서 채식을 비롯한 비

거니즘 실천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는데, 정작 공장식 축산을 가능하게 한 

자본주의의 작동방식과 그것에 연루된 여성들의 일상은 크게 문제화된 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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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과 동물이 경험하는 고통과 억압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담론은 페미니스

트들의 비거니즘 실천을 추동하는 동시에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문제의식을 

분절시키는 형국을 만들어내고 있다. 

본 연구는 비거니즘 확산을 주도하는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비거니즘

이 어떻게 이해되고 의미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비거니즘 실천이 페미니즘의 

지속과 문제의식 확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디지털 담론장에서 포착되지 않는 페미니스트들의 일상에서 고통과 억압

에 대한 이해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목함으로써 비거니즘이 어떤 의미의 

페미니스트 기획이 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주되게 다뤄볼 것이다. 이는 페미니

스트들 사이에서 비거니즘이 대중화된다는 것이 페미니스트 정치에 어떠한 과

제를 남기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자 오늘날 페미니스트 정치가 놓여있는 지

형과 변화의 방향, 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나. 연구질문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1. 오늘날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비거니즘을 실천하도록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가?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2. 비거니즘 실천은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을 야

기하는가? 그 과정에서 페미니스트로서 겪는 고민은 무엇인가? 

3. 비거니즘 지속과정에서 야기되는 그러한 어려움은 여성들의 페미니즘 실천

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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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비건 소사이어티(Vegan Society, 2021)에 따르면 비거니즘은 ‘음식, 의류 등

을 이유로 동물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착취와 학대를 최대한 배제하고, 인

간, 동물, 환경 모두에 이로운 대안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는 철학과 삶의 방

식’으로 정의된다.4) 하지만, 비인간 동물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위 정의는 다양

한 이유로 나타나는 비거니즘 실천을 포괄하기에 제한적이다(Wright, 2021; 

Wrenn, 2019). 비거니즘은 동물권을 주장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선택되기도 하고

(Wrenn, 2019; Cooper, 2018, Harper, 2012), 정치적 목표로부터 멀어져 선망받

는 자본주의적 라이프스타일의 하나로 선택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

이다(Gheiman, 2020).

미국에서 비거니즘이 주류화되는 현상을 분석한 Gheiman(2020)은 프랑스와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비거니즘이 확산되는 방식이 사회문화

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 바 있다. 이 연구는 이스라엘

에서는 동물권 운동이 비거니즘 확산을 견인했다면, 미국에서 동물권 운동은 비

거니즘의 문화적 수용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하는데, 미국에서 비거니즘의 

주류화는 정치적 성격을 탈각시키고, 오히려 이를 모방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

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Gheiman, 2020). 이때 미국에서 비거니즘은 문화적 매력을 높여나가는 

과정에 있어 여성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평가되는데, 비거니즘

이 외모규범을 내면화한 여성들의 몸 만들기 기획으로서 실천되었다는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Fegitz, 2018; Lundahl, 2017). 또한, 비거니즘은 임파

워먼트와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포스트페미니즘과 결합하여 차별과 불평등에 저

항하는 정치적 실천에서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변모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Fegitz. 2018). 

4) 1944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비거니즘 단체인 영국 비건 협회

(The Vegan Society)는 동물의 부산품의 이용과 섭취를 허용하던 기존의 채식주의와 구별

되는 식단과 지향점을 가리키는 용어로 ‘비건’과 ‘비거니즘’을 제시한 단체로, 대표적인 

비거니즘 단체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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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의 비거니즘 실천은 더욱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Fegitz(2018)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비거니즘이 소비문화의 주요 타겟

인 20, 30대 여성들에게 정치적 목적과 무관한 자기관리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흐름이 관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오늘날 몸에 대한 규율이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코르셋’ 또는 여성에 대한 억압(김남이, 2019; 김애라, 

2019)으로 규정되고 적극적으로 탈피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페미니스트들에게 비거니즘이 어떠한 실천으로서 채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답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는 오늘날 청년 여성

들의 비거니즘 실천이 동물권 담론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될만큼

(Choi, 2021), 페미니즘보다는 동물권 옹호, 기후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동물해방물결, 2020;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2019)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

는 측면도 크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왜 페미니즘 대중화를 기점으로 청년 여성들을 중심으

로 확산되고 있는지는 물론, 비거니즘과 여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국내 사회과학

적 연구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비거니즘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채식이라는 식습

관에 국한되어 논의되었던 2010년대의 채식주의에 대한 유태범(2012)의 연구는 

여성들의 채식 실천이 남성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가족의 

건강관리를 요구받는 주부들의 젠더화된 실천(함인희, 정세경, 2012) 또는 특정

한 몸과 관련된 관리와 통제를 요구받는 여성들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아 채식

이 젠더화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비거니즘 실천과 논의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포

착한 연구들도 등장했으나(이현재, 2017; 최형미, 2020; Choi, 2021), 이들 연구

는 오늘날 청년 여성들에게 비거니즘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이들에게 비

거니즘 실천이 페미니즘 실천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비거니즘 확산의 구체적 배경이나 행위자들의 욕망을 분석한 국내 사

회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비거니즘 실천이 이를 실천하는 

20, 3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어떠한 의미의 페미니즘 실천이 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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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

기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내에서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전개

되는 비거니즘 논의가 가진 특수성을 확인하고자 에코페미니즘과 동물권 논의

를 살펴보고, 국내 페미니즘 논의와 동물권 담론의 결합이 의미하는 바를 검토

해보고자 한다. 

1) 에코페미니즘과 교차성 관점

그뿐만 아니라 ‘채식주의 에코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 자본주의 아래 착취되는 여성과 동물의 관계에 주목하며 페미니즘 실

천의 일환으로서 비거니즘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성과 동물이 억압받고 대상화되는 위치에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아담스는 

‘부재지시대상(absent refere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억압

과 동물억압이 중첩되어 있고 또 서로를 통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페미니즘과 채식주의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Adams, 1990)5). 특히 아담스는 유제품과 달걀을 ‘여성화된 단백질’(feminized 

protein)이라고 지칭하며 이러한 식품이 비인간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착취한다

는 측면에서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담스의 논의는 육고기만을 거부

하는 채식주의는 불충분하며, 페미니스트들은 더 넓은 차원에서의 비거니즘을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장된다6). 

Wrenn(2017)은 더 나아가 암컷 동물이 달걀, 유제품, 또는 식용 동물로 변모

되는 자손을 생산하는 원료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성과 비인간 동물에 대

한 착취를 기반으로 이윤을 축적해나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항하는 차원에

5) 부재지시대상(absent reference)은 실제 지칭하는 대상이 지워진 언어 표현을 의미한다. 예

컨대, 고기라는 단어에서 동물은 부재하는 지시대상이 된다. 동물의 죽은 몸이 고기라는 

단어에 의해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아담스는 ‘고기 덩어리’와 같이 여성의 성폭력 경험이 

동물의 비유를 통해 설명되거나, ‘지구에 대한 성폭행’이라는 표현처럼 여성의 성폭행 경

험이 다른 억압을 표현하는 매개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여성과 동물이 상호 부재지시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Adams, 1990).

6) 이때 채식주의는 육고기는 거부하지만 달걀, 유제품, 꿀과 같은 동물의 부산품은 섭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거니즘은 동물로부터 유래된 모든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에 더해 동

물로부터 유래된 모든 제품들과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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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거니즘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육고기를 비롯한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시도들은 채식주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같이, 젠더와 맞물려 

작동하는 억압에 저항하는 기회로 간주되었다(Lee, 2019). 그 과정에서 다른 존

재자의 필요, 욕구, 취약성, 관점을 이해하는 ‘얽혀있는 공감’을 통해 동물을 도

덕적 고려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페미니스트 관점들도 제시되어왔다

(Lori Gruen, 2020). 

하지만 비거니즘을 페미니스트 의무로 구성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모든 페

미니스트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페미니

스트들은 에코페미니스트들 중에서도 일부에 국한되었고(Lucas, 2005; Yilmaz, 

2019), 일부는 이러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채식주

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의견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이들이 비거니즘을 보편

적 당위로 강조한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에코페미니스트 Plumwood(2000)는 

Adams(1990)의 논의가 지나치게 동물과 여성과의 유사성을 강조한다고 비판하

며 비인간 동물을 도구화하여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작금의 육식 방식이 문제인 

것이지 육식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육식을 가능하게 만드

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비거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Plumwood의 논의가 

Adams(1990)의 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면, George(1994)는 이러한 채식주의에 

대한 요구가 페미니즘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녀는 여성, 아동, 

노인과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은 결코 식물성 식품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

으며, 윤리적 채식주의는 백인 중산층 남성의 건강규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George는 개인별로 

영양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육식을 허용하되, 그 양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부분적 채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eorge는 잔인함, 폭력, 낭비를 

방지하는 도덕적 고려에 따라 육식이 제한되지만, 맥락에 따라서 소량의 육류가 

허용되는 “페미니스트 심미적 준 채식주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그녀의 의견은 

곧장 다른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에 의해 페미니스트 비거니즘 윤리를 잘못 이해

하고 있다고 반박되었다(Adams, 1995; Donnovan, 1995; Gaard & Gruen, 1995; 

Lucas, 2002). 이와 관련된 일련의 논쟁은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을 둘러싼 상이

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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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니즘을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정의해본다면, 비거

니즘은 마리아 미즈(1990)가 제시했던 자급적 관점(subsistence perspective)에 

기반한 실천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자급(subsistence)은 ‘최소한의 생필품으

로 살아가는 것’ 또는 ‘자력으로 존재하고 스스로 부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

즈는 가부장제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소비주의에 제동을 가하는 소비

자 해방운동을 제시했는데, 불매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미즈(1998)

는 과개발 국가에 제공되는 다양한 상품들이 제3세계 여성들에 대한 극심한 착

취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상품이 전달되기까지의 구체적인 과

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불매운동의 대상을 

고려할 때에는 상품이 성차별적 이미지 또는 반페미니즘적 메시지를 포함하는

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상품 생산과정에서 비인간 동물에 대한 폭력과 생태계에 

초래한 폐해들, 그리고 제3세계 생산자 특히 여성들에 대한 착취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의 몸이나 노동력에 기반을 둔 상품의 생산이 가진 문

제를 살펴본다면, 공장식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고통, 환경적 폐해뿐만 

아니라 사료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아문제와 산림개간의 문제, 이로 인한 

제3세계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 착취와 삶의 조건 악화, 인수공통감염병의 확

산과도 ‘연결’된다7). 이러한 관점에서 비거니즘의 실천은 구매하는 상품 이면에 

있는 제3세계 생산자, 특히 여성에 대한 착취와 자연 파괴, 동물에 대한 폭력을 

고려하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앞서 논의한 소비자 해방운동의 일환이자 페미니

즘 실천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처럼 에코페미니스트들의 비거니즘 논의는 동물의 고통, 환경 오염 그 자체

7) 기후위기와 코로나-19의 위기에 봉착한 오늘날, 에코페미니스트들의 논의는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Bernacchi, 2020). 지난 수년간 발생빈도가 증가한 인수공통감염병의 등장

과 확산의 원인으로 현재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João Nunes, 

2020). 이는 야생동물로부터 축산동물로, 다시 사람에게로 감염되어 세계적 유행으로 번지

는 인수공통감염병 출현의 배경에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변화시키는 개간을 통한 산림파

괴와 이윤극대화와 축산동물의 취약성을 높이는 밀집 사육을 이끈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의 

과정이 놓여있다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Humber, 2020; 추지현, 2020 

재인용). 중심과 주변, 남성과 여성, 도시와 시골, 과개발 국가와 저개발 국가를 구분하고, 

나아가 후자에 대한 전자의 착취, 억압, 지배를 통해 ‘무한한 성장’을 추구해왔던 가부장

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에코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은 오늘날 전 지구적 감염병의 위기

에 대한 비판으로서도 유효하다고 평가된다(Shiv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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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Murphy & Mook, 2021). 오히려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의존적 관계, 젠더와 맞물려 작동하는 억압 체계에 대한 비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체주의에 기반을 둔 동물권 논의와 구별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8). 즉, 에코페미니스트들의 비거니즘 논의는 동물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닌 고통을 초래하는 맥락, 억압의 작동방식을 문제시한 것이다. 그

러한 에코페미니스트들의 문제의식은 억압이 맞물려 작동하며 서로를 강화시킨

다는 교차성 관점(Collins, 1990)을 내포한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전개되는 페미니스트들의 

비거니즘 논의는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들의 논의는 ‘교차성 페미니즘’과 서구 동물권 담론의 영향 하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Choi, 2021). 이러한 특성은 오늘날 한국 페미니스트 

지형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기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

다면 한국의 페미니스트 정치지형에서 에코페미니즘과 교차성이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코페미니즘이 이미 교차성 관점에 기반을 둔 것

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볼 때, 에코페미니즘과 교차성 페미니즘이 별개의 것

으로 구분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페미니즘 정

치의 지형에서 ‘교차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규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차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전개되어왔다. 홍찬숙

(2019)에 따르면, 교차성은 미국에서는 백인 중심적 페미니즘에 대한 흑인 페미

니스트들의 비판 속에서, 유럽에서는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대립 속에서 중

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교차성이 ‘페미니즘 대중화’ 이

후 ‘래디컬 페미니즘’을 둘러싼 디지털 페미니즘의 갈등지형 속에서 화두로 자

8) 비인간 동물을 도구화하고 상품화하는 특정한 육식의 방식을 비판하는 에코페미니스트들

의 논의는 동물권 논의와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에코페미니즘은 동물권리론이 이성을 강

조하는 데 비해 감정과 돌봄을 강조한다는 점, 동물은 원천적으로 음식이 되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하는 동물권리론과 달리 모든 생명체가 상호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먹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최훈, 2011; 황주영, 2019). 에

코페미니즘의 육식에 대한 접근방식은 일반화된 규칙을 강조한 동물권리론과 달리 구체적

인 맥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채식을 도덕적 당위로 접근하는 동물권리론에

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쟁점들을 제시할 수 있어 비거니즘 실천에 대해서도 보다 비판적으

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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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았다. 홍찬숙의 설명처럼, 교차성은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주장하는 ‘여성 

우선 페미니즘’(정희진, 2018)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시도하는 연구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왔다(나영, 2017; 고병진, 2018; 이효민, 2019; 김보명, 

2018; 한우리, 2018; 황주영, 2018). 특히 여성을 생물학적 범주로 규정하고, 젠

더가 다른 억압들과 교차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억압

이라고 가정하는 태도를 비판하고자(이효민, 2019), 개인이 경험하는 억압은 단

일한 억압의 축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여성’들 사이에서도 차이와 위계가 나타

날 수 있다는 크렌쇼의 초기 교차성 논의(Crenshaw, 1989; 1991)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9). 이때 교차성은 “약자이면서 동시에 특권을 가진 존재”(이효민, 

2018)이자 “정당하다고 믿고 실천하는 소수자로서의 저항의 방식과 언어가 완

결적이지 않음”(김보명, 2018)을 인지하게 해주는 것, 또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착취당하면서도 착취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황주영, 2018)을 상기

시키는 ‘성찰의 도구’로서 강조되었다.10) 이러한 주장에서는 젠더, 계층, 인종, 

연령, 장애와 같은 억압의 축들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에, 억압의 축을 

개별화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교차성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래디컬 페미니즘’을 정치적 입장으로 채택한 이들의 주장은 교차성이

란 관점으로 분석되어 왔으나, 정작 ‘교차성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이들에게 

‘교차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탐색되지 않았다. 이는 결정

적으로 ‘교차성 페미니즘’이 ‘래디컬 페미니즘’에 반대되는 모든 페미니즘을 아

9) Collins와 Bilge(2016)는 교차성의 핵심 개념들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기에 이

르는 시기 전개된 미국 사회운동의 실천주의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교차성의 

핵심개념인 불평등, 권력, 관계성, 맥락, 복잡성, 사회정의는 식민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

별주의, 군국주의, 자본주의적 착취에 맞선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발전한 개념들이라는 것

이다. 그들에 따르면, 초기 교차성 논의에서 크렌쇼(1989, 1991)의 교차성 개념과 콜린스

(2000)가 제시한 지배 매트릭스 개념은 1980년대 이후 억압을 분절화, 수량화, 누적가능한 

개념으로 보는 더하기 모델(additive model)이 가진 설명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억압이 

맞물려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한 인종, 젠더, 계급 연구자들의 상당한 이론적 축

적 및 진척 속에서 등장했다. 이때 크렌쇼의 논의가 단일 축 설명방식으로 인해 간과되거

나 주변화된 정체성들을 탈주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면, 콜

린스는 거시적 측면에서 억압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에 주목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10) 물론 교차성이 특권을 점검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수

한 현상은 아니다. 주변화된 정체성을 포괄하기 위한 시도로서 시스(cis), 유색여성(WoC), 

트랜스 배제적 페미니스트(TERF)와 같은 새로운 용어들의 도입은 영미권 문화에서도 발

견된다(Munro, 2013). 



- 12 -

우르는 개념처럼 사용되며(박수영, 2018) 연구의 관심 밖에 놓여있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에게 ‘교차성 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이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어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Choi(2021)의 지적은, 한국의 

‘교차성’ 논의에서 억압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방식(Collins, 2000)에 대한 논의

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교차성이 개인의 특권

을 성찰하는 도구로서만 이해된다면, 에코페미니즘과 교차성 개념은 무관한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비거니즘을 이해

하는 방식을 통해 ‘교차성’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주요하게  살펴

보고자 하는 이유다. 

2) 고통을 매개로 접합되는 동물권과 페미니즘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실천으로서 채식을 이해하는 관점

은 서구 채식주의 운동을 견인해 온 대표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Wrenn, 2019; 

Beardsworth, Keil, 1992).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물권 담론이 비거

니즘을 촉진하는지의 여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Gheiman, 2020). 

국내 페미니스트들의 비거니즘 논의의 경우 서구 동물권 담론의 직접적인 영향

을 받으며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되고 있는만큼(Choi, 2021), 오늘날 한국 사회

의 비거니즘 확산에 있어 동물권 논의의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010

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여성들이 실천하던 채식주의가 건강과 관

련된 개인적 동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유태범, 2012)되었던 것을 고

려한다면, 국내에서 채식이 동물권 의제와 결부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년 사

이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동물의 고통에 대

한 관심이 부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관련 연구들은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점(조중헌, 2013)11)과 함께, 동물의 고통을 재현하는 매체의 

11) 조중헌(2013)은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물이 소유물로서 간주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일상 속 친밀한 교감의 상대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의

식의 변화는 ‘애완동물(pet)’이라는 용어가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대체된 경향에

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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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설명한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동물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재현한 매체의 발달이 인간과 

비인간 관계에 대한 성찰을 이끌었다는 점에 주목해왔다(주윤정, 2020; 백종륜, 

2020; 전의령, 2019; Christophe et al., 2018; Jallinoja et al., 2019). 대중매체와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미디어 등의 매체가 동물의 고통을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

로써 고통의 정동을 확산시켰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주윤정(2020)은 가축전

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현장에서의 발생하는 동물의 고통의 정

동이 현장을 넘어 대중매체를 통해 현장 밖으로 확산된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

다. 예컨대, 가축의 사체에서 새어나온 핏물이 하천을 빨갛게 물들인 언론 보도 

장면들은 상품으로만 간주되었던 고기가 본래 살아있는 동물이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인간-동물의 관계에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포착한 것이다. 

따라서 비거니즘 확산에 주목한 연구들은 동물의 고통을 재현하는 대표적인 

영상인 다큐멘터리의 파급력에 주목했고, 이러한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

는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의 역할도 강조되었다(Christophe et al., 

2018; Jallinoja et al., 2019).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동적 반향을 일으키는 매

체로서 소셜미디어의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도 등장했다(백종륜, 2020). 백종륜

(2020)은 동물권 운동이 촉발하는 ‘불편함’의 정동이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불특

정 다수에게 전달됨으로써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다만, 백

종륜은 ‘불편함’의 정동이 야기하는 효과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데, 동물권 운동이 생성해내는 ‘불편함’의 정동은 개별 행위자의 삶의 경험에 

따라 정치화를 이끌 수도, 반대로 탈정치화를 이끌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매체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비거니즘이 확산되는 이유에 대

한 부분적 설명을 제공한다. 하지만 비거니즘이 왜 하필 20, 30대 여성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정보들일지라도 이에 감응하는 정도는 개별 행위자의 삶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백종륜(2020)의 지적은 페미니즘 대중화 시기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특정한 경험이 비거니즘 실천을 이끄는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페미니즘과 동물권 담론의 공통점

인 고통이 촉발하는 정동의 중요성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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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에서 정동은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화와 집합적 실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체임벌린(2016)에 따르면 정동(affect)은 감정의 영역과 경험의 

영역 사이를 중재하는 것으로서 주체를 특정한 정치로 이동시키는 힘을 갖는다. 

특히 체임벌린은 개인의 느낌을 경험으로 체현시키고 드러내는 정동이 공적 영

역을 공적 친밀감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의 명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와 블로그를 통해 촉진된 고백 문화, 정동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온라인의 

기술적 조건이 페미니스트 집합체를 자극하고 빠른 결집과 행동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Chaimberin, 2016). 특히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

되는 페미니즘의 최근 운동 경향이 페미니즘의 제4물결의 시작으로 진단되는 

것은(김은주, 2019; Chaimberin, 2016; Aune and Dean 2015; Evans, 2015; 

Cochrane 2014; Munro, 2013; Baumgardner, 2011; Wrye, 2009), 오늘날의 디

지털 환경이 정동을 강화하는 조건이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12). 

2010년 중반 이후 나타난 페미니즘 대중화 역시 정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으로 평가된다(김은주, 2019; 김보명, 2018).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들의 경험

은 부정적 정동을 초래했고, 이는 오늘날 기술적 조건 속에서 대중의 감정을 

추동하며 페미니즘 대중화라는 유례없는 결집과 행동을 이끌어냈다. 특히 2018

년 시작된 미투운동에서의 성범죄 폭로와 고발은 ‘해석을 초과하는 현상’(권김

현영, 2018)이라 평가될 만큼 연쇄적으로 나타났는데, 페미니즘 대중화의 중심

에 고통과 피해에 대한 정동이 있다는 점은 페미니즘이 비거니즘과 친화성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페미니즘 대중화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고통, 

피해와 같은 부정적 정동을 통해 정치화되었다는 점이 고통을 강조하는 동물권 

담론과 접목되기 쉬운 조건이었음을 보여준다. 

폭력, 상처, 차별에 대한 여성의 경험은 개인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 주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폭

력에 대한 부정의로부터의 회복과 이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페미니스트들의 결

12) Chaimberin(2016)은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페미니즘의 온라인 행동주의의 흐름을 제4물

결의 시작으로 진단하며, 이를 정동적 시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이때 

그녀는 제 4물결을 운동 주체의 정체성이나 세대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대신, 정동이 유독 

강렬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이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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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된다(Ahmed, 2004). 이처럼 정동을 촉발하

는 고통은 페미니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페미니즘에서 고통이 중요

해진 이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고통과 트라우마를 특권화된 배경으로 경영학 

및 심리학 담론과 고통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덕목으로 간주되는 새로운 도덕

문화의 출현에도 주목했다. 

수전 손택(2003)은 고통이 ‘잘못된 것’, ‘불의의 사건’, 나아가 ‘범죄’로 간주

되는 것은 현대적 감수성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고통이 반드시 거

부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시대적 특징이라는 것이다. 전의령(2019)은 손택의 주

장을 이어받고 또 동시에 헌트(2009)의 논의를 경유해 이러한 감수성이 서구 

근대의 것임을 주장한다. 18세기 세속화, 인권개념의 탄생, 신체형의 폐지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기점으로 공동체와 국가에 귀속된 개념이던 개별 신체는 개인

에게 국한된 것으로 의미가 변화했고, 개인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감수성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고통은 신자유주의의 경영학과 

심리학 담론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에서 핵심적인 위치로 부상하게 된다는 설명

도 이어졌다. 자기통치 기술로 부상한 자기계발 담론과 치료 내러티브가 고통과 

트라우마를 특권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Illouz, 2007). 일루즈

는 자아실현과 정서적 건강을 목표로 했던 심리학과 치료 담론이 개인의 고통

과 아픔을 재현함으로써 고통을 경감시키기보다는 역으로 산출하는 효과를 가

져왔다고 주장한다. 이때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과 같이 가부장제 아래에서 

발생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고자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차용한 페미니즘 

역시 치유적 주체를 구성하는데 기여한다(Illouz, 2007; 장윤영, 2020 재인용). 

특히 고통을 중시하는 정체성 내러티브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승인, 배상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과 만나면서 고통과 트라우마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Campbell & Manning; 2018).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은 Campbell

과 Manning(2018)이 제시한 새로운 도덕 문화인 피해자문화(culture of 

victimhood)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0년대 중후반 미국 대학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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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쟁점화된 ‘미세차별(microagression)’의 문제에 주목한 Campbell과 

Manning(2018)은 피해자문화라는 새로운 도덕 문화의 출현을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자문화란 고통을 기반으로 한 피해자성이 즉각적으로 도덕적 지위

를 획득하는 문화를 뜻한다. 피해자문화에서 상처와 억압, 불평등의 경험은 반

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때 개인의 취약성이 강조

되며 이들을 보호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이 제3자 또는 당국에 적극적으로 

요청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반면 이러한 경향은 피해자의 위치를 특권화시킨다

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문화에서 피해자성(victimhood)과 대비되는 개념인 특권은 악의 위치에 

놓인다. 피해자의 고통과 트라우마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상기시키는 

모든 행위들이 미세차별로 규정되며 제지되어야 한다는 당위 속에서, 피해자가 

아닌 이들, 특히 특권계층들은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성찰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들에서 소수자집단을 미세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다양한 금지 목록들을 매뉴얼로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올바름

을 기반으로 한 용어들이 개발되고 확장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는데, 일반적인 

정중함 이상의 지식과 주의를 요구하는 정치적 올바름은 대학 내 구성원들에게 

개인의 유능함과 도덕적 자질의 표식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전문가 

계층의 언어와 규범으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미국 

유명 대학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정치적 올바름이 엘리트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갖춰야 할 규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는데, Campbell과 

Manning(2018)은 피해자문화에서 강조되는 정치적 올바름이 엘리트집단을 특권

화하는 구별짓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법적 제재가 정치적 토

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피해자문화가 피해자를 특권화하고 정치적 토론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진단

은 한국 사회에서도 발견된다. 추지현과 이현재(2021)는 ‘피해자중심주의’와 ‘2

차 가해’라는 용어의 오용되는 현상이 피해자문화와 관련된 문제적 현상을 반

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권김현영(2018)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용어

가 피해자의 말이 곧 진리라는 의미로 오독되고, ‘2차 가해’라는 용어의 확산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진상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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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용어의 오용과 남용이 피

해자의 위치에 특권을 부여하고 모든 해석의 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는 효과

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권김현영(2018)은 피해자 여성이 성폭력의 원인

을 제공했다거나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않아 위험을 자초했다는 비난들이 피

해자들을 ‘피해자다움’에 정박하게 만들고 있음에 주목한다. ‘피해자다움’에 부

응하는지가 피해자로서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됨에 따라 고통 그 자체로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권김현영(2018)은 고통 자체에 대한 몰두

는 ‘정치사회학적 변화’가 아니라 ‘종교적 각성’과 ‘내적 치유’를 강조하는 문화

로서 피해를 둘러싼 공론장을 닫는다고 평가하는데, 추지현 외(2021)는 이를 고

통을 특권화하는 피해자문화가 고통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투쟁과 고통이 발생

하는 조건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본다. 

이상의 논의는 페미니즘과 동물권 담론이 친화성을 형성하는 지점에 피해와 

고통이 놓여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고통 그 자체로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관찰되는 가운데(추지현 외, 2021), 페미니스트들의 논의가 피해자됨을 바탕으

로 개체의 고통에 집중하는 동물권 논의와 만나고 있다는 점 역시  고통이 발

생하는 맥락이 아닌, 고통 그 자체로만 관심이 집중되는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

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동물이 경험하는 고통’에 관심이 집중되어 고통이 

초래된 조건들, 예컨대 에코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했던 식민주의, 이성애중심주

의, 자본주의(황주영, 2018)가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주목하지 않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피해자문화 속에서 정치적 올바름과 

고통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상황은 자본주의 작동방식, 생태계 순

환, 돌봄과 상호의존성과 같은 다양한 쟁점들을 끌어낼 수 있는 비거니즘을 정

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페미니즘 기획에 국한해 이해하게 만들 수 있다.

3) ‘연결’이 아닌 개별 행위자의 고통과 권리 문제를 지칭하는 ‘억압’

그렇다면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의 비거니즘 실천이 에코페미니즘이 아닌 동물

권과 연결되는데(Choi, 2021) 국한된 상황이 있다면, 이는 어떻게 야기된 것인

가? 즉,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접점에 고통과 피해가 놓여있고 그 문제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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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러한 현상를 추동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

른 존재자의 필요, 욕구, 취약성, 관점을 이해하는 ‘얽혀있는 공감’을 통해 동물

을 도덕적 고려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페미니스트 관점들, 즉 개별 

행위자의 욕구와 경험의 ‘연결’을 이해하고자 했던 기획은(Lori Gruen, 2003) 

어떻게 미끄러져 버리는가? 본 연구는 고통과 권리에 대한 청년 여성 페미니스

트들이 페미니즘에서의 피해자됨을 상상하는 방식이 동물의 피해자됨을 이해하

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2010년대 중후반 전개된 페미니즘 대중화라는 유례없는 결집은 평등하다고 

생각했던 사회가 여전히 ‘부정의’하다는 인식, 즉 포스트 페미니즘의 환상은 거

짓이었음을 깨달은 청년 여성들의 집단적인 각성을 바탕으로 했다(박영민, 이나

영, 2018; 김보명, 2018; 오혜진, 2019). 2015년 이후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운

동을 비롯한 끊이지 않았던 사건들은 2,30대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로서의 각

성의 계기를 제공했고,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여성됨’이라는 감각은 성

적대상화와 폭력,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피해자됨에 대한 인식과 맞닿아 

있었다. 따라서 청년 여성들의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 피해자 정체성이라

는 것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특히 연이어 보도되는 성범죄에 대한 뉴스들과 일상적인 피해 사례들의 공유

가 이뤄지는 환경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감각을 

이끌었고 (송지수, 2021),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불법 촬영의 문제는 청년 여

성들이 체감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추지현, 

2017).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단일한 ‘여성’ 범주를 구축하기 위해 워마

드를 중심으로 ‘운동권’과 퀴어 남성, 트랜스 젠더와의 연대를 거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고병진, 2018; 강예원, 2019; 송지수, 2021). 이처럼 피해

자됨에 대한 인식은 청년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해석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피해자됨과 구조적 억압

의 연결을 방해하는 상반된 효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추지현과 이현재(2021)는 피해자 정체성에 기반한 잠재적 피해자 담론이 여

성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다각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사법담론이 피해를 둘러싼 해석정치를 지연시킨다는 지적(추지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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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엄혜진 외, 2020; Campbell & Manning, 2018). 피해의 문제를 피해와 

가해의 행위자를 식별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하는 사법화만이 

피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고통에 대한 논의가 

안전을 위해 타자와 완전히 분리된 개인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 거리두기 속에

서 타자의 고통에 대한 온정이 개인의 윤리적 태도로서 요청되고 고통을 산출

하는 정치사회학적 변화에 대한 논의 확장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추지현

과 이현재(2021)는 이러한 반페미니즘의 논의가 구조적 억압에 대한 성찰, 고통

과 피해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논쟁을 활성화시켜온 페미니즘의 노력을 교란시

키고 있다고 진단하는데, 그들의 지적처럼 반페미니즘 담론은 물론 이에 대응한 

특정한 페미니즘의 담론 역시 피해자됨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게 되는 

기회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고통이 발생하는 조건에 대한 주목을 가로막는 것은 신자유주의 페

미니즘의 효과로도 해석된다. 스트링어는 피해를 구조적 문제가 아닌 피해자의 

주관적 문제로 만드는 ‘파워 페미니즘’ 또는 ‘형평 페미니즘’과 같은 반페미니

즘의 경향이 ‘억압(oppression)’의 개념을 지배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폭정에 한

정된, 오늘날 서구 사회에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 개념으로 축소시켰다고 지적한

다13). 반페미니즘 논의를 주도한 이들은 여성들이 실존하지 않는 성적피해를 

주장하며 부당한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거나(Roiphe, 1993), 가부장제 하의 

억압이 이미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들이 여전히 이를 과도하게 

문제 삼으면서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구식의 이론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Sommer,1994; Wolf, 1993). 스트링어(2014)는 구조적 억압에 대한 기존의 페

미니스트들의 논의를 여성에게서 주체성을 앗아가고 수동적인 피해자로 전락시

키는 ‘피해자 페미니즘’이라고 비난하는 이러한 언설들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

는 신자유주의 철학과 만나면서 사회적 위험을 사사화하고, 불평등을 구조적 문

13) 아이리스 영(1990)에 따르면, 1960년~1970년대 페미니즘을 포함한 신좌파운동은 억압의 

개념을 지배집단의 폭정에 국한된 고전적 의미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주요 제도들

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생산되는 일상적 차별과 부정의로 확장하였다. 스트링어(2014)에 따

르면 반페미니즘의 경향이 억압의 개념을 축소시켜 사용함에 따라, 오늘날 억압이 서구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상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비서

구권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도되었고, 진정한 억압은 비서구권 국가의 여성들에게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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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개인의 문제로 탈바꿈시켰다고 비판한다. 달리 말해, 페미니즘의 피해자

됨이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학적 설명의 대상으로부터 피해자 개인의 주관적 

문제과 자질의 문제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오늘날 청년 여성들의 피해자성에 대한 이해가 구조적 억압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장되는 것을 제약하는 조건들을 설명해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강화하고, 정치의 사법화가 정치적 해석의 가능성

을 차단하고, 구조적 억압에 대한 논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의 담론들 속에서 

여성들의 피해자됨에 대한 인식은 구조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혹은 타자와 

자신이 ‘연결’된 방식을 상상하지 못한 채 타자의 개별화된 고통에 대한 공감과 

권리 옹호에 집중될 수 있다. 이는 감응력을 가진 동물의 고통과 그 내재적 권

리를 주장하는 동물권 담론(Singer, 1990; Regan; 1983)이 청년 페미니스트들에

게 효과적으로 소구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자됨에 대한 고

립된 이해방식은 동물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비거니즘 실천 역시 동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회피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키지 못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고통과 억압에 대한 이해방식이 

비거니즘을 추동하는 한편, 페미니스트 문제의식을 확장시킬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 천착하여 이들의 비거니즘 실천 중 겪는 좌절과 고민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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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료 수집 및 분석

1) 온라인 내용 분석

소셜미디어는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페미니즘 관련 담론의 생산 거점으로 

평가된다(김해원 외, 2018; 김은주, 2019; 오혜진, 2019). 특히 페미니즘 운동의 

주요 공간으로 부상한 트위터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슈들이 빠르게 의제화되

는 공간으로 여겨진다(김해원, 2018). 비거니즘에 대한 정보들 역시 트위터를 

위시한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생산, 공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거니

즘과 관련된 청년 여성들의 페미니즘 논의 지형과 쟁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트위터 정보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트위터 데이터를 수

집하기 위해서는 바이브컴퍼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썸트렌드(Sometrend)’를 

이용했다. 이 서비스는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뉴스, 커뮤니티, 유튜브 등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해주는데, 시기별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견을 검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썸트렌드에서 관심키워드 버즈 추이와 점유율을 

보여주는 ‘검색어 분석-추이’와 검색어와 함께 언급된 단어를 보여주는 ‘검색어 

분석-연관어’ 기능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연구참

여자들이 오늘날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을 둘러싼 언설들을 이해하는 방식을 살

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심층면접 내용에 대한 본문 해석 과정에

서 보조적 자료로 활용했다. 

2) 심층면접

소셜미디어의 페미니즘 담론장에서 비거니즘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는 과

정에서 페미니스트로서 비거니즘 실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담론들이 형성

되어 왔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언설은 그 장에서 통용되는 문법을 따

르기에, 디지털 공간에서의 실천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윤명희, 2013; 강예원, 2019; 추지현, 2019; 송지수,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에서의 논의를 넘어서서 페미니스트들의 일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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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들의 고통과 억압에 대한 특정한 이해가 이들의 페미니즘 실천과 이해방

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IRB 승인이 완료된 후,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승인

번호 IRB No. 2105/004-010, 2021년 5월 24일 승인). 본 연구는 개별 행위자의 

비거니즘 실천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아닌,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비거니즘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이 친화성을 

가지는 지점이 무엇인지, 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연구참여자들을 반드시 ‘비건’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또한 ‘비건’은 

채식주의의 가장 심화된 단계로 엄격하게 해석되는 분위기 역시 존재하며 그리

하여 스스로를 ‘비건’으로 명명하지는 않지만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있다고 여기

는 이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채식 단계와 무관하게 

스스로 비거니즘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이들

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를 모집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연구자가 기

존에 알고 있던 지인들을 중심으로 일부를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다른 참여자

를 소개받는 스노우볼링의 방식을 취했다. 소개를 부탁할 때는 ‘페미니스트이면

서 비거니즘 실천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비건 지향이지만 페미니즘에 관심

이 있는 사람’으로 섭외를 부탁하였다. 초반에 모집된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와 

기존에 알던 관계인 경우가 많아 섭외된 인터뷰이들의 거주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연구참여자에게 참여하고 있는 충청·대전 비건 커뮤니티에 모

집 게시글을 올려줄 것을 부탁하여 충청·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인터뷰이 5명을 

추가로 모집하였다. 이들은 연구참여자 모집 게시글을 보고 연구자에게 참여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주어 섭외된 이들로,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둘째, 연

구자가 2021년 1월부터 가입했던 비건 페미니즘 온라인 독서 소모임, 비거니즘 

오픈 카톡방에 모집글을 올려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였고, 소셜미디어 검색을 통

해 직접 연구참여자를 찾아 섭외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2021년 7월~12월 다섯 달간 진행하였다.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zoom을 통해 비대면 인터뷰를 실시했으나, 대면 방식을 선호했던 3명의 연구참

여자와는 카페 또는 스터디룸에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2회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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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고, 1회당 2시간에서 2시간 30분씩 진행되었다. 인터뷰가 1회만으로도 충분

하다고 판단했던 두 사례는 인터뷰를 1회만 진행하기도 했다. 공통적으로는 개

인의 생애경험에 대한 질문,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와 구

체적인 실천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공통으로 포함되었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고, 녹음자료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14) 일반적으로 채식의 단계는 동물성 식품의 섭취 범위에 따라 나뉜다. 동물성 식품의 섭취

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 비건(vegan), 난류를 허용하는 오보(ovo), 난류와 유제품의 섭취

를 허용하는 락토오보 (lacto-ovo), 유제품의 섭취를 허용하는 락토(lacto), 해산물까지의 

번호 연령 지역 직업 채식단계14)
비거니즘 

시작 연도

1 28 서울 대학원생 페스코 2020

2 28 경기 회사원 비건 2019

3 27 서울 디자이너 페스코 2018

4 24 대전 대학생 비건 2018

5 24 경기 대학생 비건 2015

6 28 인천 대학생(교대) 페스코 2020

7 30 부산 취업준비생 페스코 2016

8 27 대전 기자 플렉시테리언 2020

9 28 대전 과외강사 비건 2021

10 27 대전 간호사 비건지향 2020

11 28 충청 물리치료사 비건지향 2020

12 24 대전 대학생 비건 2018

13 27 부산 UX/UI 디자이너 비건 2020

14 32 경기 일러스트레이터 비건 2019

15 36 서울 가수, 요가강사 비건 2018

16 30 경기 대학생(교대) 비건 2020

17 34 대전 회사원 비건 2020

※ 해당 정보는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두 가명 처리함. 

<표 1> 심층면접 연구참여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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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위 <표 1>과 같다. <사례 1-4>는 연구자

가 학부 과정 중 참여한 페미니즘 학회, 채식 동아리에서 만난 지인들과 대학

원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을 포함한다. <사례 5-7>은 연구자의 지인들의 소개

로 <사례 5-7>은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이들로 인터뷰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되

었다. <사례 8-11>은 연구참여자의 도움으로 충청·아산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인터뷰이 모집을 공지문을 올려 섭외했다. <사례 12>와 <사례13>은 연구참여

자의 소개로 섭외를 하게 되었고, <사례 14-15>는 연구자가 2021년 1월부터 참

여했던 비건 페미니스트 온라인 독서 소모임에 모집 공고를 올려 섭외한 이들

로 인터뷰 전에는 직접 만나보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사이였다. <사례 

16>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비거니즘, 페미니즘과 관련된 게시글을 검색한 후, 댓

글을 통해 연구 참여를 제안하여 섭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연령은 24세에서 

36세까지이며,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충청 지역이었다. 

섭취를 허용하는 페스코(pesco) 등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위와 같이 채식의 단계를 구분

하기보다는 ‘비건 지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하

여 채식 유형에 관한 용어를 사용했다. 다만 자신의 채식단계를 소개할 때 비건 지향이

라 밝힌 이들들은 비건 지향이라고 기재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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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 30대 여성들의 비거니즘 입문 계기와 페미

니즘: 고통과 억압의 ‘거부’

디지털 공간의 페미니즘 담론장에서는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의 유사성 또는 

연관성을 강조하며 비거니즘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담론들이 등장했고, 비거

니즘은 새로운 페미니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구참여자 대다수는 비거니즘 입

문 이전부터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페미니즘이 비거니즘 입문의 직접

적 계기나 배경이 된 경우는 흔치 않았다. 비거니즘 실천을 페미니즘 실천으로

서 수행한다고 답한 연구참여자는 <사례 11>뿐이었다. 오히려 연구참여자들에

게 비거니즘은 페미니즘보다는 동물권 옹호 또는 건강을 위한 실천으로 이해되

고 있었다. 그중에는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의 연관성을 생각해보지 않은 연구참

여자들도 있었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비거니즘으로 그 실천을 확대해나가는 

현상은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페미니즘 담론의 영향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여성의 삶의 맥락과 그 과정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비거니즘과 관련하여 페미니즘이 직접적인 비거

니즘 입문 계기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방식이 영향을 주

는 모습도 관찰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비거니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페미니즘과 젠더의 작동방식은 

이들을 어떻게 비거니즘으로 이끌고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가. 매체를 통한 고통의 정동: 동물권 옹호로서 채식

1) 시각적 충격과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

비거니즘은 물론 식습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에서 

제로웨이스트,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제품 구매 등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식은 비거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이자 필

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비거니즘 입문 계기는 대체로 채식을 시작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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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되었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매체를 통해 접한 동물

의 고통이었다. 이는 채식의 동기가 주로 개인의 건강과 관련되었던 2010년대 

초반의 한국의 상황(유태범, 2012)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15). 이러한 동기의 변

화는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대중매체는 물론 다양한 플랫폼이 대중

화됨에 따라 동물의 고통을 재현하는 시청각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된 오늘

날 미디어 환경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미디어의 일상화는 연구참여자들이 비거니즘과 관련된 다큐멘터

리와 영화를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었다. 매체를 통해 재현된 동

물의 고통의 정동은 청년 여성들을 비거니즘으로 이끌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비거니즘 입문 계기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통해 시청한 다

큐멘터리와 영화를 언급했다. 특히 Dominion(2018), Cowspiracy(2014), 

Earthlings(2005), 옥자(2017)와 같이 공장식 축산업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다큐

멘터리, What the Health(2017), Game Changers(2018) 등 동물성 식품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건강 상식에 반문을 제기하는 영상들이 빈번하게 언급되

었다. 직접 영상을 검색해 시청한 연구참여자들도 있지만(<사례 2>, <사례 4>, 

<사례 8>, <사례 9>, <사례 10>),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

하는 영상에 우연히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사례 4>, <사례 11>, <사례 14>). 

반드시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아니더라도, 뉴스나 신문 보도로 접했던 살처분 현

장의 이미지를 통해 동물의 고통을 상기시킨 경우들도 있었다(<사례 1>, <사례 

2>, <사례 5>, <사례 16>). 연구참여자들의 관심은 대체로 축산동물의 고통에 

집중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영상과 이미지에서 동물은 고통의 주체로 재현된다. 특히 동물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다큐멘터리와 영화는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잔인

성을 폭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현대 동물권 운동의 기조(전

의령, 2019)와도 맞닿아있다. 이러한 시각적 충격이 야기하는 정동은 연구참여

15) 유태범(2012)에 연구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 한국에서 채식주의는 질병 완화, 건강증

진, 미용, 먹거리 위험 회피 등 신체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약 

2/3가 신체적 동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한 한국의 상황은 동물의 고통과 관련한 윤리

적 동기가 신체적 동기보다 우세하게 나타나는 서구의 상황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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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 

<사례 4>는 다큐멘터리 What the Health(2017)에서 축산동물의 고통을 묘사

한 장면들을 시청한 후 곧장 비거니즘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다른 이의 

신체적 고통을 볼 때면 자신도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느껴 평소에도 

전쟁 영화를 좀처럼 시청하지 못했던 <사례 4>에게 다큐멘터리에서 재현된 축

산동물의 고통은 쉽게 전이되었다. 

제가 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젖소 확인할 때 그냥 질 속으로 손 

쑥 넣어서 무자비하게 하잖아요, 검진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제가 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략) ‘What the Health’를 보면서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 목을 비트는 것 같다, 내 목덜미를 잡는 것 같다, 내 목을 잘라

내는 것 같다. 잔인한 장면을 많이 봤어요. 충격 요법이었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많았으니까. (문: 이전에 친구가 다큐멘터리 내용을 말로 

설명해주지는 않았어요?) 완전 똑같이는 아니고 공장식 축산 문제가 많고 

너무 잔인한 행위고, 그런데 제가 보는 것만큼 생생하게는, 백문이 불여일

견이라고, 그렇게는 아니었죠. (<사례 4>)

<사례 4>가 말하듯, 공장식 축산업을 재현한 다큐멘터리의 시각적 충격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었다. 이러한 영상을 통해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이 축산동

물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 연구참여자들은 불편함과 충격, 슬픔

을 느끼고, 지금껏 동물의 고통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점에 대한 죄책감과 미

안함을 느끼게 된다. 동물의 고통이 촉발한 정동은 영상을 시청한 한참 뒤에도 

지속되는데, 이는 머릿속에서 동물의 고통이 “리플레이”되듯 맴돌게 하고(<사례 

11>, <사례 4>), 떠오르기만 해도 “메스꺼움”과 같은 신체적 반응을 야기하고

(<사례 2>), 이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사례 9>) 매우 강

렬한 것이었다. 

동물과 구체적 관계를 맺어본 경험 역시 다큐멘터리를 통해 시청한 축산동

물의 고통의 정동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과의 친밀한 

관계는 축산동물의 고통에 쉽게 이입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사례 2>

는 “말하지 못하는 동물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키운 

반려견이 병을 앓던 때 보였던 다양한 신호를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해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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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친 까치를 우연히 발견해 집에 데려와 치료해

주려고 했으나 손 쓸 새도 없이 자신의 방에서 죽어 슬퍼했던 경험은 <사례 9>

가 자신과 관계를 맺은 까치와 식탁 위에 올려진 닭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

각을 이끌기도 했다. 

동물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많았던 <사례 11>에게 축산동물의 고통은 외면하

기 어려운 것이었다.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동물과 교감을 시

도하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에 관한 관심으로 동물교감을 배우고 있

던 <사례 11>은 관심의 영역을 평소 좋아하던 개에서 고양이, 야생동물로까지 

넓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유튜브를 통해 “축산동물의 실태”를 다루는 영상

을 우연히 접하고 이전까지 “일절 생각해본 적이 없던” 소, 돼지, 닭과 같은 축

산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다. <사례 11>은 축산

동물의 고통을 재현한 영상을 “빨간약”이라고 표현했다. 관련된 영상과 책들을 

찾아보면서 여전히 소, 돼지, 닭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비거니즘을 실천하지 않

고 있는 자신이 바로 “종차별”에 기반한 “개나 고양이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생각하던 <사례 11>에게 축산동물의 고

통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동물과의 관계, 동물과 관련된 

삶의 경험들은 영상에서 재현되는 축산동물의 고통의 정동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때 채식은 고통에 대한 공감과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거

부로서 선택되고 있었다(유태범, 2012). 

2) 동물권 옹호로서의 비거니즘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뿐만 아니라, 이를 “차별”, “권리”라는 용어로 설명

하는 동물권 담론은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설득력을 가진 언어로서 받아

들여지고 있었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비거니즘을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

기고 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실천으로 이해하고 있었다(<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8>>, <사례 9>, <사례 10>, <사례 11>, <사례 

12>, <사례 13>, <사례 14>, <사례 15>, <사례 16>, <사례 17>). 이들은 축산

업을 동물의 “권리”를 인간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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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축산업과 자신의 삶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페미니즘을 비롯한 

“권리 의제”에 관심이 많다고 자부했던 청년 여성들에게 비거니즘을 외면하기 

어려운 문제로 만들고 있었다. 

동물의 고통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상은 <사례 4>에게 공장식 축산업이 인간

의 “입맛”이라는 미명하에 “죄 없는 동물”을 끊임없이 “살해”하는 “잔인한” 산

업이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했다. 축산동물의 신체적 고통을 재현하는 영상은 

‘억압자-인간’과 ‘희생양-동물’이라는 현대 동물권 담론의 이분법적 구도(전의령, 

2019)를 전제로, 동물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축산업은 “잔인”한 것으로, 동물

착취에 기반을 둔 자신의 삶은 “쾌락”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행위라는 인식을 이끈다. 특히 이러한 영상은 동물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되는 “생명권”까지 부당하게 “침탈”당하

는 것으로 생각하게 이끌었다. <사례 4>는 동물권을 “생명권”으로 이해하고 받

아들였는데, 이때 동물권은 억압받는 존재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평

소 관심이 많던 장애인, 여성, 노인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오히려 <사례 4>는 이러한 권리문제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물권을 묵살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여겼다. 

<사례 12>에게 비거니즘과 동물권 옹호는 “옳기 때문에” 반드시 추구되어야 

하는 도덕적 당위로 인식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차별”은 부당한 것이라는 인식

이 강했던 <사례 12>는 초등학교 때 교사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들고”, 고등학

교 토론 시간에 “동성애 인권운동가”처럼 “싸우는” 학생이었다. 영화 <옥자>의 

장면은 충격적이었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축산업은 문제적인 것으로, 육식

은 “잘못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사례 12>는 영화 <옥자>에서 묘사된 

공장식 축산의 잔인한 영상들을 시청한 후에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채식을 실천할 동기를 더욱 강

화하고자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었으며, 도살 장면을 담은 영상들이 포함

된 Cowspiracy(2014), Earthlings(2005)와 같은 비거니즘 관련 다큐멘터리를 적

극적으로 찾아 시청했다. <사례 12>는 특히 고기를 “끊는” 과정에서 고기를 먹

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입맛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도살 영상

을 찾아서 시청했는데, 이러한 영상 시청을 스스로에 대한 “학대”라고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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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지속했던 이유는, 육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인식이 확고했

기 때문이다. 

특권적 위치를 성찰하고 차별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사례12>의 비거니즘 실

천은 정치적 올바름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올바름이 변화를 추동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사례 12>가 페스코에서 비건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서 보이는 사고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사례 12>는 맨 처음 채식을 시작할 

때 해산물은 섭취하는 (부분적) 채식인 페스코 식단을 유지했는데, “종차별”적

이라는 자각은, 닭, 돼지, 소와 같은 축산동물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좀

처럼 감정 이입이 되지 않던 해산물까지 의식적으로 섭취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했다. 권리 의제에 관심이 많던 <사례 12>에게 자신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Earthlings도 보고, Cowspiracy도 보고 유명한 건 거의 다 봤을 거예요. 요

새는 안 보는데,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인스타에 올리면 이런 것도 보니

까- 또, 그런 육지- 포유류 같은 거는 감정 이입이 좀 되잖아요. 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했는데. 페스코, 해양 동물은 사실 감정이입이 안 돼서 계

속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집 다 바닷가여서 늘 

먹었고. 회 같은 것도? 수산시장 가서 걔네들 죽어있는 것 봐도 별생각이 

없었는데 ‘아, 이입이 안 되어도 이거는 먹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끊었죠. (5

초)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뭔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데 

내 식탁 하나도 못 바꾸는데 뭐를 바꾸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에- 비건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례 12>)

옳지 않은 것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도덕적 당위를 이행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잡고자 스스로 도살 영상이라는 자극 

장치를 사용하는 자기 “학대”를 감행했던 <사례 12>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

속 육식을 하는” 주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거니즘의 필요성

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심지어 공장식 축산업의 잔혹함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까

지 시청하고서도 여전히 육식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해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 

왜 인스타에 ‘육식 전시’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하고 싸우기도 했다. 친구

나 가족들과의 갈등은 이들을 비건이 되게끔 이끌기도 했다. 이처럼 <사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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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 가족들과 싸울 수 있던 이유는 비거니즘이 

도덕적으로 옳으며, 육식은 동물학대와 종차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차별이라고 인식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

대하고 싸우는 모습은 <사례 12>가 오빠가 건네준 대학가의 페미니즘 문집을 

읽고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과정에도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페미니스트들이 비거니즘으로 나아간 배경에는 동물의 고통이 촉발한 

정동이 있었다. 특히 동물의 고통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매체, 그중에서

도 특히 영상 매체가 발달하여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은 이러한 정동의 확산을 더욱 쉽게 하고 있다. 더

하여 이러한 정동은 각자의 삶의 경험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었는데, 특히 

반려동물과의 구체적 관계들이 정동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고통

이 특권화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곧 도덕적 의무로 간주되는 문화 속에서

(Illouz, 2007), 동물의 고통은 “차별”의 문제에 민감했던 청년 여성들에게 외면

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특히 페미니즘을 “인권감수성”의 문제, 

즉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던 이들에게 “동물권”, “종차별”과 같은 권리와 차별의 

구호들은 비거니즘을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게 이끌고 있었다. 

다만 이때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식은 고통의 

사사화와 개별화(전의령, 2019)을 바탕으로, 자신과 완전히 분리된 동물이 경험

하는 고통을 촉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것에 국

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발생하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동물이 경

험하는 고통이 야기되는 조건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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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자로서의 동물과 여성의 유사성 인식: 가해자 되

기의 거부와 ‘교차성’ 이해

1) 젠더폭력에 대한 분노와 가해자 되기의 거부

그렇다면 페미니스트들의 비거니즘 실천이 하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에 확

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의 고통이 촉발하는 ‘불편함’의 정동이 비거니즘 실

천을 이끄는지는 결국 개별 행위자의 삶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는 백종륜(2020)

의 주장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비거니즘이 확산되는 현상은 이를 추동하는 

청년 여성들의 집단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하에서는 청년 여

성들을 하필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비거니즘에 입문하게 이끈 힘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확대된 트위터에서의 

비거니즘 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단위: 건)

  자료: 썸트렌드(2021)를 토대로 작성

[그림 2] 시기별 트위터 페미니즘/비거니즘 언급량 추이 (2014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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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를 통해 트위터에서의 비거니즘 언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비거니즘 

언급량은 2016년 이래로 2019년까지 매우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2015년 12

건이던 언급량은 2016년 1,224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비거니즘 논의가 

급증한 2016년 10월은 다수의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각성의 계기가 되

었다고 평가되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마경희 외, 2020; 오혜진, 2019) 이후, 

페미니즘 담론장의 활성화가 본격화된 때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관성을 보여주듯, 비거니즘 논의가 급증한 2016년에 트위터에서 비

거니즘 관련 연관어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페미니즘”(292건)이었다(<표 

2> 참고). 아울러 “여성”(62건), “페미니스트”(55건)와 같은 페미니즘 관련 어휘

들도 높은 빈도로 언급되고 있었다. “약자”(60건), “장애인”(32건), “인권”(29건)

과 같은 단어들도 자주 등장했다. “동물”(115건), “육식”(106건), “동물권”(81건)

이 각각 3순위, 4순위, 5순위의 출현 빈도를 보였는데, “채식”(71건), “고기”(52

건), “사체”(43건), “축산업”(50건)과 같은 키워드들도 높은 빈도수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초창기 비거니즘 담론에서 동물권 논의는 축산동물의 

고통과 권리를 중심으로 논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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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순위
2016 2017 2018 2019 2020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언급량

1 페미니즘 292 페미니즘 948 생각 4150 비건 14324 비건 3326

2 비건 244 비건 530 부분 4072 폭력 5123 동물 1719

3 동물 115 동물 499 닭 3848 식당 4906 채식 1494

4 육식 106 운동 355 우유 3831 기분 4803 책 1363

5 동물권 81 채식 328 임신 3819 우월감 4590 고기 1308

6 생활 78 생각 287 젖소 3802 손님 4562 논비건 1279

7 신념 75 육식 230 유전자조작 3800 동물 4447 제품 1174

8 기사 74 남자 200 유전자 3800 고기 3679 페미니즘 1122

9 채식 71 동물권 190 생리 3799 타래 3194 방법 1060

10 양식 70 육식동물 173 호르몬 3796 사진 3109 자제 1042

11 습관 70 발언 172 비건 2667 채식 2706 전시 1036

12 제품 70 문제 167 운동 1476 페미니즘 2700 일주일 1024

13 가능성 70 봄 158 동물 1373 동물권 2343 만화 987

14 여성 62 여성 157 동물권 1146 육식 2245 여자 971

15 약자 60 고기 156 채식 1141 시위 2113 생각 743

16 페미니스트 55 번역 153 페미니즘 880 생각 1368 운동 486

17 착취 52 페미니스트 143 인권 834
크루얼티

프리 1350 관심 462

18 고기 52 이야기 136 고기 793 희생 1336 육식 442

19 운동 50 진영 132 육식 653 브러쉬 1323 잡지 422

20 축산업 50 제품 131 환경 630 관심 1301 환경 373

21 부분 44 한남 119 문제 597 일반인 1233 동물권 363

22 사체 43 채식주의자 116 음식 542 기업 1171 문제 350

23 헛소리 37 하루 113 건강 516 영세업자 1145 문화 319

24 노동 34 논쟁 110 트윗 445 만화 1057 집 314

25 이념 33 소비 100 신념 368 전시 1052 속도 308

26 장애인 32 식물 96 동물실험 364 우유 1041 국민 300

27 논의 31 폭력 96 실험 364 대상화 1015 힘 291

28 문제 30 식당 93 소비 343 운동 1010 두유 284

29 인권 29 소리 85 노력 339 반대 1008
아몬드
브리즈 277

30 문단 29 간 84 식물 337 아쿠아리움 970 브리즈 277

<표 2> 2016년-2020년 트위터 비거니즘 연관어 상위 30위 빈출 키워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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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트렌드를 통해 비거니즘의 언급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2016년 10월의 트위

터 언설들을 검색해본 결과, 초기 논의에서 비거니즘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들이 취하는 설득의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이들은 여성과 동물

의 위치를 "약자"의 위치에서 찾으며, 비거니즘이 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약

자”의 “권리 신장”을 주장하는 이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기 논의부터 

비거니즘은 “비거니즘(반종차별)”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며, “반종차별주의”로 

정의되어 논의되고 있었다. 국내 디지털 담론장에서 비거니즘 논의는 논의 초기

부터 동물권과 결부된 담론들이 우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하여 페미니스

트들에게 비거니즘 실천을 촉구하는 이들은 비거니즘이 단순히 “취향”의 문제

가 아닌, “폭력”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임을 강조하며, 이것이 페미니즘과 유사

성을 가진다는 점을 피력해왔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는 비거니즘의 시작이 자

신이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거니즘 실천이 “가해자”로서 

취해야 하는 적절한 태도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동물 착취를 경감시키기 위한 

개인적 실천의 목록들도 제시되었는데, 예컨대 일주일에 두 번 채식하기, 동물 

가죽 사용하지 않기, 서커스 사용 금지하기 등이다. 그러나 개인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은 강조되었지만, 구조적 문제진단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둘째, 페미니즘을 경유하여 비거니즘을 실천하지 않는 이들을 비판한다. 비거

니즘을 설명하면서 페미니즘의 레토릭을 차용하는 방식은 초기 비거니즘 논의

가 페미니즘 담론장 내부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예를 들

어, 비거니즘 실천을 촉구하는 이들은 비거니즘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이라는 페미니즘 담론장의 표현을 차용, “육식주의자들이 허용

하는 비거니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는 “맨스플레인”이라는 용어를 활용

해 채식주의자의 반대말인 잡식인과 맨스플레인을 조합한 “잡식플레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이 “약자”를 위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비거니즘에 동조하지 않는 페미니스트들을 “내

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판들은 비거니즘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을 일으켰는데, 대표적으로 비거니즘은 “부르주아”의 “과시”이다,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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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한다, “도덕적 우월주의”라는 비판들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초기 

논의에서는 비거니즘이 페미니즘과 마찬가지로 “약자”를 위한 운동임을 강조하

며 페미니스트들에게 실천을 촉구하는 담론들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

거니즘은 착취당하는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동일시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때 젠

더 폭력에 대한 분노가 이러한 동일시를 추동하고 있었다.

자칭 “극래디컬” 페미니스트였던 <사례 9>가 동물의 고통에 깊이 이입할 수 

있던 배경에는 젠더 폭력에 대한 강력한 분노가 놓여있었다. <사례 9>는 2015

년 메갈리아를 통해 페미니즘을 처음 알게 되었다. 페미니즘은 자신이 경험한 

가정폭력, 일상적으로 마주했던 여성혐오, 주변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 등 자신

이 느꼈던 불편함을 “가부장제 아래 조직적으로 행해진 차별”이라는 말로 단번

에 설명해주었다. 이후 워마드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페미니

즘 논의를 접하고, 불법 성매매 남성고발 패치 계정 운영자를 돕는 모금 활동

에 참여하거나 불법 촬영 편파수사 시위에 참여하는 등 페미니즘과 관련된 활

동들을 이어나갔다. <사례 9>는 페미니즘은 “여성의 파이와 권리”에 관한 것이

며 다른 소수자 의제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극래디컬”이었다. 특히 

페미니즘이 “여성”의 이슈만을 다뤄야 한다는 <사례 9>의 생각은, “여성”이 가

장 억압받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축산동물의 고통을 재현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사례 9>는 채식을 해야

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식탁 위에 올라오는 고기들을 먹을 수가 

없었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새끼돼지”들을 때려죽이는 장면이 

촉발한 고통의 정동은 무척 강렬한 것이어서, <사례 9>는 인터뷰 중 시청했던 

장면을 설명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약자”인 여성이 경험하는 피해와 차

별에 주목했던 <사례 9>는 동물은 인간보다 더 “약자”의 위치에 놓인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거니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사례 9>의 

인식체계에서 동물은 인간보다 더 피해를 받는 존재이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피

해에 관심이 많았고,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큰 <사례 9>에게 약자에게 가

해지는 폭력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사례 9>의 비거니즘 

실천은 여성보다 더 약자인 동물이 경험하는 억압과 폭력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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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는 동물의 고통에 이입하고 비거니즘을 지지하는 자신의 태도가 “평

범한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반응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평소 페미니즘 이슈에 

있어 자신과 견해가 비슷하던 온라인 카페의 여론은 달랐기 때문이다. 도축장에

서 돼지를 구조한 환경운동가를 비난하고 도축업자의 손해를 우려하는 글들을 

보고 <사례 9>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여성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누

구보다 약자”의 처지에서 생각하던 사람들이 돼지가 아니라 “가해자”이자 “기

득권”인 도축업자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에는 누구보다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동물권 이

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도축업자, 그러니까 도살을 하는 가해자이자 기득

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웃음)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무 반대되는 거 아닌가? (<사례 9>)

<사례 9>가 느끼기에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페미니즘과 불화하는 것

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약자”인 “여성”의 피해와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곧 페

미니즘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례 9>에게는 젠더 폭력에 대한 분노가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이끌고 

고통이 촉발한 정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비거니즘에 관한 관심으로 캐롤 아담스

의 『육식의 성정치』를 읽고 여성억압과 동물억압이 얽혀있음을 알게 된 <사

례 9>는 동물권을 비판하는 다른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폐쇄적”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여성억압만

을 가장 근본적인 억압이라고 생각했던 그동안의 자신도 이와 비슷했겠다고 성

찰하게 된다. 

따라서 <사례 9>는 비거니즘을 자신이 “극래디컬”에서 “래디컬”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로 평가했다. 그러나 <사례 9>가 곧장 교차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

가는 것은 아니었다. <사례 9>는 비거니즘을 계기로 MTF 트랜스젠더를 배제하

는 입장에 대해서도 혼란을 느껴, 더 알아보고자 유튜브와 서점에서 추천을 받

아 책을 찾아 읽었다. 하지만 추천받은 책들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신

의 생각을 확고히 해줄 뿐이었다. 이러한 지연은 무의식적 알고리즘의 추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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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정보에 대한 제한된 자원에서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송지수

(2021)의 연구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페미니즘 정보 습득의 경로로서 디지털 

공간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준다. 

디지털 담론에서 관찰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대체로 비거니즘을 ‘교차

성 페미니즘’ 실천으로 간주하여 거부하거나(Choi, 2021), ‘순수한 피해자’의 위

치를 둘러싸고 동물권 담론과 긴장을 일으키는 모습(이현재, 2017)으로 묘사되

어왔다. 하지만 자신을 “한때” 분노에 차 있던 “극래디컬”이었다고 소개한 <사

례 9>의 비거니즘 지지는 래디컬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을 대척점에 두는 이러한 

도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사례 9>뿐

만 아니라 스스로 래디컬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이들 역시 존재했다(<사례 

1>, <사례 10>). 젠더폭력에 대한 강한 분노는 “약자”,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감각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비거니즘에 국한되지 않고

도 ‘난민 수용’과 같은 페미니즘 쟁점으로 떠오른 다른 이슈들에서도 관찰되는 

모습이다. <사례 14>는 무슬림 남성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잠재적 

가해자로 가정하여 거부하던 예멘 난민이 환경파괴에 의한 ‘기후난민’, 즉 강대

국의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자”로 인식되는 순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바

꾸게 된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감각이 놓여있는

데, 이는 순수한 피해자로 상상되는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도 연결되어 

보인다. 젠더 폭력에 대한 강한 분노가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동물이 경험하

는 차별과 폭력을 외면할 수 없게 하고, 인간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였다고 간

주되는 동물의 고통에 이입하게 만드는 기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젠더폭력에 대한 분노가 <사례 9>에게 “약자”에 대한 적극적 동일시와 보호

로 이어졌다면, “가해자”에 대한 반감을 이끌어 “가해자” 되기의 거부로서 비거

니즘을 택하게 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사례 15>가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

게 된 배경에는 세 번의 데이트 폭력의 경험이 놓여있었다. 젠더폭력의 피해자

로서의 경험과 가해자에 대한 강한 반감이 놓여있었다. <사례 15>는 책 『아무

튼 비건』을 읽은 바로 다음 날부터 비거니즘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례 15>는 

책을 읽은 날까지 또렷하게 기억할 정도로 책 내용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그 

이유를, 그동안 자신은 “남자들에게 내가 당했고 내가 항상 어떤 피해자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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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책이 “철저히 가해자”였던 자신의 위치를 

일깨웠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나보다 권력자인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아, 나도 할 말이 없다... 나도 지금 이들을 

이 동물들을 엄청나게 착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 죄의식조차 

없었다. 마치 그들처럼. 그들은 죄의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하시냐고 난 물었지만,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가해자였는데 

이건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소급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되게 자괴감이 들었고 이것부터 내가 하지 않으면 ‘나도 아

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 나 아무 할 말이 없어, 나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 15>)

<사례 15>는 이전에 경험했던 세 번의 데이트 폭력과 학교에서 경험했던 교

수 성추행 사건에서의 “뻔뻔하고 당당했던” 가해자들을 떠올렸다. 이들은 처벌

을 받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

는 가해자에 대한 반감은 자신 역시 “뻔뻔한” “가해자”가 될 수 있음에 엄청난 

거부감을 일으켰고,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반동일시는 동물 착취를 기반으로 하

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이끌었다. 자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가해

자”일 수도 있다는 인식,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뻔뻔한 가해자”가 되지 않겠다

는 생각은 비거니즘 실천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이때 비거니즘은 <사례 15>

에게 자신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모순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자각하

게 함으로써 정체성의 교차적 이해에 도달하게 했다. 

젠더 폭력에 대한 분노의 정동은 고통받고 착취당하는 소수자이자 ‘피해자’로 

상정되는 동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때 피해와 가해라는 이분

법의 수용이 주요한 특징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고통을 겪는 동물을 ‘약자’이

자 ‘피해자’, 이러한 고통을 야기하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을 ‘가해자’로 인식하

게 만들었다. 더욱이 젠더 폭력의 경험에서 비롯된 ‘가해자에 대한 반감’은 가

해자의 위치로부터 탈피하고자 비거니즘을 채택하게끔 추동하고 있었다.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정체성의 교차적 

이해로 나아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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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입장으로서 채택되는 ‘교차성’

<사례 15>와 같이 자신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차성 인식으로 

나아간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애초에 피해자 정체성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체성과 

위치를 교차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개인이 가진 가해자

성을 성찰하고 동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고통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비

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스스로 “교차성 페미니스트”라고 소개

한 <사례 16>에게 비거니즘은,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교차성 페미니스트의 대

립 구도로 재현되는 오늘날 페미니스트 정치지형 속에서 “분리주의 페미니스

트”들과의 적극적인 거리두기의 과정에서 추동되는 것이기도 했다. 

<사례 16>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비건이 되었다. 비거니즘 입문의 계기가 

될만한 뚜렷한 사건은 없었다. 환경과 식생활의 관련성을 다룬 다큐멘터리, 거

리를 지나면서 접한 동물권 행동, 서평 공모전을 위해 읽었던 책에서 본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성찰, 어디선가 본 움직이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집단 사

육되는 양계장 이미지, 페미니스트 독립서점에서 본 “나의 비거니즘 만화” 팜플

렛, 치킨 닭다리를 먹다가 갑작스레 느낀 이질감, 비건 음식도 맛있다는 것을 

알려준 비건 식당 방문 경험과 같은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인 결과, 비거

니즘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동물권에 대한 정보들은 어떻게 얻었느냐고 묻자 자신이 평소 차별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교차성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때 교차성은 ‘생물학적 여성’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고통에 공감하는 페미

니즘에 대한 태도로 이해되고 있었다. 한편, <사례 16>은 교차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이 그들의 “가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페미니즘을 한다고 해도, 제가 방금 말한 ‘여성 비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을 

혐오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가해할 수 있는 여지가 사람은 항상 되어 

있다. 근데 그게 종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런 비거니즘을 알게 되

면서 하게 된 거죠. 제가 계속 말하는 가해성! ‘자신이 어떤 가해자의 위치

에 설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게 분리주의 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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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트들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는 남자들이 자신의 가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왜 너희가 그대로 쓰느냐. 이걸 저는. (<사례 16>)

<사례 16>은 억압의 개념을 “가해”, “혐오”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례 16>에게 ‘가해성’을 적극적으로 성찰하고 더 나아가 이

러한 성찰의 결과로 비거니즘을 채택하는 것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과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속에서 이뤄진 행보일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자기만

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거부감이 동물

권 논의를 받아들이게끔 이끄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 16>에게 비거니즘은 “분

리주의 페미니스트”와 구분되는 정치적 입장으로 채택되었다. 비거니즘을 지속

하는 힘은 래디컬 페미니즘을 둘러싼 페미니즘의 정치지형으로부터 나오고 있

었다. 

<사례 2>에게 비거니즘은 페미니즘 실천의 연장선에 놓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래디컬 페미니즘’과 구분되는 ‘교차성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사례 2>

에게 교차성은 ‘모든 폭력과 차별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당위로 인

식되고 있었다. 비거니즘은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도로서 페미니즘과 연

결된 실천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사례 2>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경계를 보였

는데, 자신과 직결된 문제 이외에도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한

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반면, 스스로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지향한다고 말하는 <사례 1>은 비거니즘

을 페미니즘과 결부하여 이해하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 특히 인

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비거니즘 실천은 결코 페미니즘 실천이 아님을 거듭 강

조했는데,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연결 거부는 ‘교차성’에 대한 특정한 이해방

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교차성’이 ‘생물학적 여성’ 이외의 모든 존재가 

경험하는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는 당위로 이해되었는데, 이는 모든 사안에 대응

할 것을 요구하는 “완벽한 페미니스트상”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간주되어 배척

되었다. 따라서 <사례 1>에게는 비거니즘을 페미니즘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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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곧 비거니즘을 페미니스트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나의 목록을 추가하

는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부담은 “한정된 에너지”를 가진 페미니스트들

을 한계로 “몰아붙이고”, “쥐어짜내는 것”을 경계하는 <사례 1>이 그 연결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이처럼 교차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이

해는 비거니즘 실천을 통해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벼려나가는 과정을 지연시

키기도 했다. 

<사례 9>와 <사례 15>, <사례 16>은 “가해자”로서의 위치에 대한 성찰, 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교차적 이해를 바탕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사례 9>와 <사례 15>에서 알 수 있듯이 젠더 폭력에 대한 경험과 이에 대한 

분노는 피해자로 묘사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

고 있었다. <사례 16>에게 교차성은 ‘생물학적 여성’의 고통에 국한하지 않고 

여하한 고통에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래디컬 페미니즘’과 ‘교차성 페미

니즘’의 대립으로 재현되는 오늘날 페미니스트 정치지형 속에서 비거니즘은 래

디컬 페미니즘과 구분되는 ‘교차성 페미니즘’의 정치적 입장으로서 채택되기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동시에 ‘래디컬 페미니스트’에게는 교차성이 페미니스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해됨에 따라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연결이 의도

적으로 거부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다만 이때 교차성에 대한 이들의 이해는 

억압이 맞물려 작동하기에 각각의 억압 축을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콜

린스(2009[1990])의 설명방식을 따르기보다는 개별 억압을 각각 나열하고 이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체의 고통을 중심으로 한 억압

에 대한 이해는 동물과 환경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는 구조적 차원의 교차성에 

대한 인식확장을 제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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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생산 가능한 몸에 대한 주목: 정치적 올바름

1) 성적착취의 대상으로서의 암컷 동물의 고통 

디지털 담론장에는 여성과 동물의 유사성을 피해자의 위치에서 찾는 것을 넘

어서, 더 구체화하여 성적착취의 대상이 되는 암컷의 몸에서 찾는 시도들이 등

장하기도 했다. 2018년 트위터 내에서의 비거니즘 언급량은 35,363건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약 7배 증가한 수치이다. 비거니즘의 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상위 30개 빈출 키워드 목록에는 전년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흐름

이 발견된다. 2018년, 비거니즘 담론장에서 출현 빈도가 높았던 어휘들은 “닭

(3,848건)”, “우유(3,831건)”, “임신(3,819건)”, “젖소(3,802건)”, “유전자조작

(3,800건)”, “유전자(3,800건)”, “생리(3,799건)”, “호르몬(3,796건)”과 같이 암컷 

동물의 재생산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표 2> 참고). 위와 같은 어휘들은 모

두 약 3,800건대로 집계되었는데, 동시에 비슷한 빈도로 언급된 것은 당시 한 

트윗의 내용이 여러 번 리트윗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트윗 수가 약 3,000건에 달했던 한 트윗은(2022년 2월 기준 2955회) 미투

운동과 디지털 성범죄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2018년, 성폭력과 섹슈얼리티 착취

에 관한 문제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은 트윗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다16). 

1. 젖소는 우리가 먹는 ^우유^때문에 강제임신을 당한다. 인간이 팔뚝을 

집어넣어서 임신을 시킨다.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

2. 닭알은 닭의 생리이다. 호르몬과 유전자조작 전의 원래 자연상태의 닭은 

한 달에 한 번 알을 낳지만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 번 꼴

해당 트윗은 “우유”와 달걀(“닭알”) 생산이 젖소와 암탉에 대한 성적착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강제임신”과 “생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소수자라는 위치에서 여성과 동물의 유사성을 지적한 이전의 트위터 논의

들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성적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되는 암컷의 몸에서 여

16) https://twitter.com/veganmeejisu/status/106234169183380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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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암컷동물의 유사성을 찾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축산동물 일반에서 암컷 

동물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이는 유제품과 달걀이 암컷 동물의 착취를 기반

으로 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여성화된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

거니즘 실천을 촉구했던 채식주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의 논의와도 이어진다. 다만 

에코페미니스트들의 문제의식이 암컷동물의 착취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던 것(Wrenn, 2017)은 위 트윗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디지털 공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로 언급된 위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발화에서도 자주 등장했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의 비거니즘 실천이 온라인 담론

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정보에 감응하는 정도는 삶의 경험에 따라 달

랐다. 암컷동물의 고통이 논리로서 듣는 즉시 공감을 일으키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사례 6>, <사례 17>). 특히 <사례 17>은 우유 생산을 위해 젖소를 임

신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강간대”라는 도구의 언급, 달걀과 월경의 비유, 

“하루에 한 번 생리를 하는 몸”으로 이해되는 닭의 개량된 몸을 구체적으로 묘

사했는데,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논리적 이해 없이도 즉각적으로 “지옥”이 연상

된다고 말한다. <사례 17>이 위 정보에서 묘사된 암컷 동물의 고통이 와닿았던 

이유는 성폭력 경험 및 월경과 같은 자신의 몸 경험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 젖소를 임신시킬 때 하는, 젖소를 임신시킬 때 큰 탁자 같은데 내 다리

를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 정액을 집어넣잖아요. 인간이 

주먹을 이렇게 넣어서 그걸 강간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테이블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를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고 쟤는 짐승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여성, 여성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란을 낳는 양계장에 있는 

산란계들은 계란을 많이 낳도록 개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알을 

낳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무정란인데 그 무정란은 닭이 월경을 하

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리를 하면은 피가 나오는 

것처럼 그걸 먹는 거라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해도 너무 힘든데 하루에 한 번 생리를 하게 몸이 개조되어 있다고 생각하

면 너무- 끔찍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끔찍함을 증명하듯이, 원래 사는 

그 수명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젖소든 닭이든, 그런 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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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면 남자들은 이거를 듣고 그 삶이 어떨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

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와, 진짜 지옥이겠다‘라는 게 바로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페미니즘과 떨어질 수는 없겠다라는.. (<사례 17>)

<사례 17>이 언급한 것과 같이 젖소를 임신시키는 과정을 “강간”으로, 달걀

을 “생리”로 표현하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구술

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에 관해 여성이라면 쉽게 이입이 

가능한 정보라고 언급했던 것은 구별되는 지점이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위

의 내용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공감되는 정보는 아니라고 말했고(<사례 1>), 공

감이 되지 않지만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논리로 수용해 이

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비거니즘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논리로 사용하는 참여

자도 있었기 때문이다(<사례 15>). 이처럼 상기의 정보에 동의하는 지, 공감하

는지 여부는 연구참여자의 삶의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위 논의가 디지털 담론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과 달리, 실제 페미

니스트들에게 비거니즘을 실천하게 하는 주요한 계기로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

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오히려 암컷 동물의 고통을 성적착취로 

설명하는 위와 같은 담론은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이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강

화하거나 비거니즘 실천의 정당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사례 6>은 이러한 언설들이 비거니즘을 페미니스트로서 해야 하는 “올바른 

행위”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사례 6>은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접점에 

“여성 동물에 대한 착취”가 놓여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본인에게 

와닿는지 묻자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암컷동물의 고통과 관련된 

언설들이 <사례 6>에게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할 뿐 비거니즘을 실천하게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있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지속과정에서 자신의 실천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동원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사례 4>는 암컷 동물의 재생산성과 관련된 논의를 “에코페미니즘” 또는 “비

건 페미니즘” 논의라고 불렀는데, 이를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

보들은 비거니즘이 페미니즘 실천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정치적 올바름의 실

천으로서 비거니즘을 실천해야 하는 근거를 보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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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페미니즘이라고도 하고 비건 페미니즘이라고도 하고 그건 사실 명명

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그런 연결성을 알고 나서 비거니

즘이 저에게 어떤... 약간... 조금 더 받아들이게 되었어요.(<사례 4>)

암컷 동물의 고통을 강조하는 담론의 유통은 비거니즘을 정치적 올바름을 추

구하는 페미니즘 실천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이 중시

되는 페미니스트 집단에서 비거니즘이 결속의 요건이 되거나 일종의 규범이 되

는 모습들도 관찰된다. 비거니즘은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와의 결속을 위해 반드

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이자 관계자원이 되기도 한다. 

<<사례 2>는 “어느 순간 주위 사람들이 다들 비건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는

데, 자신이 신뢰하는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비거니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거

니즘을 “본받을 만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했다. 비거니즘이 “페미니

스트로서 해야 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페미니즘 학회에서 햄이 들

어간 샌드위치를 먹거나 라떼를 마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사례 2>). 정치적 올바름이 교육받은 집단에서 개인의 도덕적 자질과 사

회적 유능함의 표지가 되면서(Cambell & Manning, 2018), 페미니스트 공동체

에서 비거니즘이 바람직한 실천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었다. 

정치적 올바름이 중시되는 네트워크 안에서는 비거니즘이 관계 맺기 자원으

로서 채택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12>, <사례 13>). 특히 <사례 13>에게 비

거니즘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기 위한 정치

적 올바름의 실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유대

감을 쌓게 해주는 관계자원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 <사례 13>은 동물성 식품

을 먹을 때마다 비건 친구들로부터 “동물도 생명이다”, “그런 것 먹으면 안 된

다”와 같은 “야단”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사례 13>이 이러한 “야단”을 감수한 

이유는 자신 역시 그들의 논리에 동의하기에 “욕 들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

고, 이에 비건 친구들의 야단을 수용하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의 태도라고 여겼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진솔하게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친구들

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였다. 

<사례 13>에게는, 퀴어로서의 자신의 배경을 숨기지 않고도 자신의 일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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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비건 퀴어 페미니스트 모임 친구들과의 관계

가 중요했다. <사례 13>에게 이 친구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학교에서 만난 페미

니스트 친구들은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거리낌없이 하기에 퀴어로서 자신을 드

러내기 어려웠고, 퀴어임을 드러낼 수 있는 퀴어 공동체에서는 주로 성애적인 

대화들을 나누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례 13> 에게 비거니즘은 “공장식 축산”의 “잔인한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퀴어 페미니스트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

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서도 중요한 것이었다. 이는 페미니스트 공동체에서 페

미니즘 지식과 특정한 입장의 고수가 관계자원이자 주목자원이 될 수 있던 것

(송지수, 2021)과 마찬가지로 비거니즘 역시 정치적 올바름이 중시되는 문화 속

에서 관계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고통과 달리 전면화되지 않는 젠더화된 몸 경험

일부 연구참여자에게는 고통의 정동뿐만 아니라 젠더화된 몸의 경험이 비거

니즘 실천을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거니즘 

실천의 주요 계기를 설명할 때 동물의 고통이나 건강을 언급할 뿐, 자신의 젠

더화된 몸의 경험을 전면화하지 않았다. 

<사례 14>의 비거니즘 입문 계기는 스스로 표현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1% 생리통”과 관련이 있었다.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 생리통 증상은 심해졌고, 

이 때문에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다. 자신에게 닥

친 응급상황으로 주변인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생리에 대한 일

종의 ‘트라우마’가 생겼다. 애니메이션 학과에 재학 중이던 대학교 4학년 시절, 

<사례 14>는 졸업 후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기 위해 미리 시작한 포트폴리오 관

리, 교내 장학금을 위한 학점 관리, 졸업작품 준비로 매일 밤을 새며 작업하고 

늘 마감에 쫓기는 생활을 했다. 그때 <사례 14>는 이미 체력적, 정신적으로 소

진되어 가고 있었다. 드디어 졸업작품 발표날이 되었는데 생리가 시작되었고, 

발표를 망칠 수도 있다는 “패닉”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결국 <사례 14>는 졸업

작품 발표 중 공황 발작 증세를 경험하게 되었다. 발표를 마친 후 <사례 1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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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배 멀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 처음에는 이를 

식도염인 줄 알고 치료를 받았으나 6개월 동안 증상에 차도가 없었다. “식도염 

증상”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개선되었다. <사례 14>

는 식도염이라기에는 증상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증상이 공황 발작의 증세일 수 있다고 오랫동안 의심해왔다. 하지만, 어렸을 적

부터 엄마의 공황 발작을 보고 자랐던 <사례 14>는 자신에게도 공황 발작 증

세가 나타난 사실을 애써 지속적으로 부인했다고 말한다.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

한 낙인은 <사례 14>와 같이 자신에게 발생한 공황 상태를 부정하게 함으로써 

건강을 악화시키기고 있었다.  

이후 공황 발작으로 진단을 받은 <사례 14>는 빨리 나아지기 위해 식단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건강 상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큐멘터

리에서 식물성 식단을 접했고 실제로 식물성 식단을 먹으면서 몸이 회복되어 

비거니즘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례 14>에게 비거니즘의 입문 계기는 

생리통, 여성의 정신질환 등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험들과 관련되어 있었고,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과학 기술

의 대안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사례 14>의 

복잡한 비거니즘 입문과정은 동물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건강으로 설명되었으며, 

젠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있지는 않았다. 

비거니즘 실천의 직접적 계기는 아니었지만, 식단관리의 경험이나 ‘탈코르셋’

과 같이 이전에 자신의 몸을 변화시켜본 경험은 비거니즘 실천을 어렵지 않게 

느끼게 하기도 한다.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보낸 <사례 

11>는 학교 안에서 눈에 띄는 존재였고, ‘탈코르셋’은 인간관계의 단절을 이끄

는 경험이었다. <사례 11>은 이미 탈코르셋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전면적으

로 변화시켜본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소외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거니즘

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탈코르셋’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본 경험, 이로 인해 소외되었던 경험은 비거니즘 실

천의 장벽을 낮추고 있었다. 의식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실천들을 수

반한다는 점은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이 친화성을 가지는 지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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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2장에서는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을 비거니즘 입문으로 이끄는 힘이 무엇인

지, 그리고 이때 페미니즘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비거

니즘과 페미니즘의 접합은 고통에 대한 공감과 억압받는 존재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가능했다.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비거니즘 입문 계기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것은 

동물의 고통이었다. 고통의 강렬한 정동은 자신의 특권적 위치를 성찰하게 했

고, 채식을 비롯한 비거니즘 실천으로의 입문과 지속을 이끌었다. 다큐멘터리, 

영화, 뉴스 영상과 같은 시청각자료들은 공장식 축산업이 초래하는 동물의 고통

을 효과적으로 재현했고, 연구참여자들은 그러한 고통이 육식 문화를 통해 자신

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시청각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매체의 보급과 일상화는 이러한 정

동이 강화되는 조건이 되고 있었다. 한편, 매체를 통해 재현된 동물의 고통은 

신체적, 감정적 반응을 야기할만큼 강렬한 정동을 일으켰는데, 반려동물과의 관

계를 비롯하여 동물과의 구체적 경험들은 이러한 정동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

기도 했다. 

페미니즘은 비거니즘 입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 관련 경험들은 비거니즘 실천을 추동하고 있었다. 젠더 폭력에 대

한 분노의 정동은 고통받고 착취당하는 ‘약자’이자 ‘피해자’로 상정되는 동물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한편, 이러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간, 즉 

자신을 ‘가해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젠더 폭력의 경험애서 비롯된 ‘가해자에 

대한 반감’은 가해자의 위치로부터 탈피하고자 비거니즘을 채택하게끔 추동하고 

있었다. 이는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

는 정체성의 교차적 이해로 나아가게 했다. 이러한 이해는 피해와 가해라는 이

분법의 수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다만, 페미니즘을 피해와 가해의 문제로 

이해함으로써 외모관리, 의료기술, 또래관계 등 비거니즘을 추동한 자산의 경험

들을 젠더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작업들은 지연되고 있었다.  

여성과 동물의 유사성을 억압받는 존재라는 소수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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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의 대상이 되는 재생산 가능한 몸에서 찾기도 했다. 암컷 동물이 경험하는 

성적 착취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특히 디지털 담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

면, 청년 여성들이 비거니즘을 실천하게 이끄는 직접적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

었다. 대신 비거니즘 실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천을 정당화하는 언어

와 논리로서 동원되거나 타인을 설득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이는 페미니즘

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올바름의 실천으로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었다.  

비거니즘 실천의 지속하게 하는 힘은 ‘래디컬 페미니즘’을 둘러싼 디지털 페

미니즘의 정치지형 속에서도 나오고 있었다. 비거니즘은 ‘래디컬 페미니즘’과 

구분되는 정치적 입장으로서 채택되기도 했다. 비거니즘의 지난한 과정이 지속

되게끔 만드는 힘은 그저 고통의 정동뿐만 아니라 현재 페미니스트 정치지형 

속에서도 나오고 있었다. 한편, 비거니즘 실천은 교차성 페미니스트들에게 국한

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래디컬 페미니즘’에 동의하는 이들에게

서도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실천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담론지

형에서 비거니즘이 ‘교차성 페미니즘’ 실천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은 비거니즘

을 페미니즘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도, 또는 의도적으

로 거부하게 만들기도 했다. 

교차성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교차성’이 구조적 억압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한 개인이 겪은 억압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치거나, 모든 

고통과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는 정치적 당위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교차성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이들에게도, ‘래디컬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이들

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교차성은 개별화된 억압들을 모두 나열하고 이를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상상되고 있어, 젠더를 비롯한 억압의 축들이 맞물려 작

동하기 때문에 각각의 억압 축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본 콜린스(1990)

의 시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를 통해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비거니즘에 입문하는 계기의 중심에는 

고통에 대한 관심과 억압에 대한 이해가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페미니즘은 

고통과 억압에 대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또, 비거

니즘 실천이란 여성과 동물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인간의 특권적 위치를 성찰하

는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한편,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고통



- 51 -

과 억압을 바라보는 방식은 고통이 야기되는 조건보다는, 고통 그 자체에 주목

하거나 여성이 경험하는 고통과 동물의 고통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나

타났다. 개체의 고통을 중심으로 한 억압에 대한 이해는 동물과 환경에 대한 

착취가 발생하는 구조적 차원의 교차성에 대한 인식확장을 제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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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거니즘 실천의 어려움과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

3장에서는 강렬한 고통의 정동이 추동한 비거니즘 입문 그 후, 연구참여자들

이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주목한다. 비거니즘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비거니즘 실천을 위해서는 강한 의지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가 요구되기도 한다. 더구나 다

른 식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청년 

여성들에게 비거니즘 실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거

니즘 실천을 순탄하게 이어나가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연구참여

자들은 비거니즘 실천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한편 비거니

즘 실천의 어려움은 페미니즘과 관련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비거니즘 실천을 지속해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

고, 그 과정에서 페미니스트로서 가지게 되는 고민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비거니즘 실천의 버거움: 자원 부족과 사회적 관계망 제

약

연구참여자들에게 채식주의자 되기의 과정은 쉽지 않다. 한국에서 비거니즘 

실천을 한다는 것, 특히 채식주의자로 산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

려움에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거니즘 실천 후 가장 큰 변화는 매일의 

식사가 과제가 된다는 점이다. 비거니즘 실천을 위해서는 정보력, 경제력, 시간,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자원들이 요구된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식사에 소모되

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다. 동시에 남들과 

다르게 먹는다는 것이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압력은, 비거니즘 실천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감각을 이끌고 있었다.

1) 경제적, 시간적 비용 부담과 일상의 피로감 증대

비거니즘을 지속할 때, 연구참여자들은 전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 



- 53 -

상황에 직면한다. 예컨대 과자 한 봉지를 먹으려고 하더라도, 비거니즘 실천을 

결심한 연구참여자들은 과자 뒤에 부착된 성분표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비거니즘과 관련된 정

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나 SNS 계정, 정보 공유 단체 카카오톡방이 있어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던 비거니즘 관련 정보가 “채식 단계표” 

밖에 없었다는 2015년 비거니즘 실천을 시작한 <사례 6>은 성분표에 쓰여진 

용어들을 영어로 하나씩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딱 ‘어차피 우유랑 계란이 들어갔겠지’하고 딱 뒤집었는데, 성분

표를 보면은 우유, 계란 함유 말고도 뭐 되게 많잖아요. ‘이건 뭐지?’ 하면

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한국어로도 검색해 보고 검색 결과가 마뜩잖으면 

이제 영어로 검색하고 낑낑거리면서 읽고, 그런데 영어로 검색하면은 뭐지?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는 이제 이것이 어디로부터 추출되며 무엇이 쓰이며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다고 하면은, 영어로 이제 비건이냐고 검색하면은 바로 

비건 얘기부터 뜨거든요. 그래서 검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

아요. 영어로 검색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싶거든요? 모아놓은 정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검색을 해 미쳤나봐(웃음) (<사례 6>)

<사례 6>의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상에서 비거니즘을 실천한다는 것

은 자신이 먹고 구매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확인하는 작업을 요한

다. 특히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

어 있고, 식당에서조차 비건 음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식

사는 일상의 과제로 변한다. 

매일 비건 도시락을 준비해서 출근하는 <사례 2>는 식사 준비로 인한 피로감

을 호소했다. <사례 2>는 비건이 된 이후의 자신의 삶이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만 유지가 가능한 삶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매일 7시 30분 통근버스를 타

기 위해서 아침 시간을 쪼개 쓰는 회사원에게 도시락 준비란 쉽지 않다. 따라

서 <사례 2>는 매일밤 다음날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둔다. 또 주말마다 그 주 

식단을 계획하고 이에 맞게 장을 봐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 주 동안 별탈없

이 식사를 할 수 있다. “체력적” 한계로 불가피하게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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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비거니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켜서 출근길 동안 회사 주변 식당을 “싹 

다 뒤져서” 비건 음식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내야 한다. 또 퇴근길에 비건이 아

닌 간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비건 프로틴”, “비건젤리” 등을 상시 구

비해두는 것도 필수이다. 이처럼 <사례 2>가 비거니즘에 부합하는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완벽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비거니즘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날 무

엇을 먹을지를 모두 계획해야 한다는 것으로, 하루 한 끼의 의미가 커지는 만

큼 일상적인 피로도는 증가한다. <사례 2> 역시 이러한 삶이 “솔직히 피곤하

다”고 느낀다. 

교대생인 <사례 16>도 교생실습을 나가는 동안 식사가 고민거리였다. 교생실

습 동안 도시락을 매번 싸서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도시락을 매번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했지만, 눈치가 보이는 것이 더 큰 고민이었다. 아이들의 호기

심 어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적절할지, 급식지도를 하는 교사가 급식

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지 걱정되었다. 서울

시 교육청에서 채식급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채식급식의 도입은 

<사례 16>이 근무하게 될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다행히 이번 교생

실습기간 동안 도시락을 둘러싼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만, 교사 임용 이후의 생

활이 걱정된다.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것은 시간적,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매일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이에게는 이마저도 불가능한 선택지이다. 대학교 기

숙사에 거주하던 <사례 4>는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밖에서 음식을 사 

먹어야 했다. 그런데 <사례 4>가 비건이 되기로 결심한 2018년만 하더라도 학

교 주변에서 비건 식당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학교 채식 동아리에서 나눠

준 비건 식당 지도의 도움을 받아 학교 근처에서 비건 음식을 사 먹기는 했지

만, 식당이 많지도 않았거니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 4>로서 매 끼니를 식

당을 찾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김밥”과 같은 특정 음식만을 반

복적으로 먹어야 했다. 이처럼 비거니즘 시작 후 일상에서 식사는 골치아픈 것,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이는 연구참여자들을 소진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금전적인 비용 역시 비거니즘 실천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취업을 준비

하던 때 비거니즘 실천을 시작한 <사례 2>는 비건 식재료들을 구입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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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이때 비거니즘 실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

름 아닌 “돈”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비건 케이크가 확실히 비싸잖아요. 저는 회사원이라 상대적으로 여유롭지만 

다른 분들은 다 학생이고, 그런 데서 오는 금전적인 게 큰 것 같아요. 저 

취준할 때, 돈 안 벌 때는 비건 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비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돈인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예전에 식비 아낀다고 식재료값 

아낀다고 엄마가 해주는 것 그냥 먹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비건 안 하시

잖아요, 그럴 때도 요구를 해서 겁나 싸우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 

현타를 느끼긴 하죠. 내가 돈도 못 벌면서 엄마, 아빠한테 얹혀 살면서 내

가 이렇게 유별나게 굴어야 하나,, 이런 생각 많이 들긴 했어요. 우울했고.... 

솔직히 말을 하자면 비건으로 살기에는 나는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은

거야.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비건 음식 맛이 없긴 해, 치킨 비건 팔면 되는

데 안 팔잖아요. (<사례 2>) 

비건 식재료, 특히 식물성 대체재의 가격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맛

있는 음식”도 먹고 싶기에 <사례 2>에게 이러한 재료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기도 했다. <사례 2>는 이제 안정적으로 수입이 보장되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비거니즘 실천이 이전보다 수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대학생이던 <사례 4> 

역시 비거니즘 실천을 할 때 직접 채소를 구매해서 먹는 것보다 길에서 사 먹

는 분식들이 더 저렴하다고 이야기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었던 경험

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금전적 부담 역시 비거니즘 실천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자원의 부족이 야기하는 갈등과 고민은 비거니즘 실천 과정을 지치

게 만들고 있었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데 비용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음

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의 상당수는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20대 청년 여성들의 윤리적 소비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과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한 김수정 외(2020)의 

연구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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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라는 감각과 페미니스트 규준 강화

김보명(2018)은 청년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이 신자유주의적 시장재편에 따른 

구조적 변화와 포스트 페미니즘 신화의 실패라는 배경 속에서 이들에게 떠넘겨

진 위험과 비용을 거부하는 ‘생존’ 전략으로서 채택된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

다. 구조적 변화라는 대안이 상상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청년 여성들의 페미니

즘 실천은 불평등한 구조를 문제시하는 방식 대신 주어진 체계를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는 방식에 집중되어 왔다(이현재, 2019). ‘탈코르

셋’, ‘야망보지 프로젝트’와 같은 페미니즘 실천들 역시 그러한 사례로 평가된

다. 

이와 같은 실천들은 여성이 가진 ‘한정된 자원’을 스펙 쌓기와 같은 개인적 

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이는 ‘생존’ 그 자체가 중요해진 

청년 여성들의 불안정한 삶의 조건(김보명, 2018; 이현재, 2019)를 반영한다. 개

인의 행위를 비용으로 환산하는 논리는 워마드를 위시한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도덕적 실천을 여성에게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비용’, 또는 “코르셋”

으로 규정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고은해, 2019).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비

거니즘을 실천하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요구는 “도덕적 코르셋”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특히 남들과 다른 식습관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될 것을 우려하였고, 이를 일종의 손해로 인식하기도 했

다. 

유태범(2012)은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채식주의를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식사 자리에서 남들과 다르게 

먹는 것에 가해지는 단일화 압력에 주목하며, 이러한 압력이 집단 내에서 서열

이 낮은 이들에게는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에 속하는 20, 30대 청년 여성들은 채식주의로 인해 

비교적 높은 사회적 압력을 경험할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특히 중간관리자 

직급에 있는 30대 중반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사회초년생인 20대 중반 연구참여

자들의 회사에서의 식사 경험은 상이했다. 

회사에서 “연차가 좀 있는” 편인 <사례 16>의 경우, 비거니즘 실천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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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에서 동료들에게 페스코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야

기할 수 있었다. 물론 “생선까지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냥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함께 갈 수 있는 식당 몇 군데를 먼저 

제안할 수 있었다. 반면 사회초년생인 <사례 13>은 회사에서 “가장 막내”였는

데, 비건임을 알리더라도 회식 때에는 배려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

기한다. 

회사에 가면 아무래도 비건 음식을 먹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회식 자

리에서는 아무리 비건이라고 얘기해도 막, 뭐더라. 막 참치 집에 간다거나

(웃음) 그리고 ‘아, 이거 정도는 먹어야지’ 이러고 막 참치 피가 들어가 있

는 술을 건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되게 불편했는데, (문: 참치 집에 

가시는 것도 힘들었을텐데, 그럼 그 술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그냥 받았어요. 그냥 받고 마시는 척하고 내려놨어요. (문: 거기서 

안 먹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매장 당하죠(웃음) (<사례 13>)

  

특히 공동체에서의 평판은 직업적 성취와 연결될 수 있기에, 집단 내에서 경

험하는 사회적 압력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매우 민감하게 지각되고 있었다. <사

례 13> 외에도 상사가 주는 간식을 거부하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낀 경험(<사례 

3>, <사례 6>), 연구참여자들은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소외되었던 경험(<사

례 10>), 식사자리에 배제된 경험(<사례 4>), 자신의 식습관을 두고 상사가 훈

수를 두었던 경험 등 사회적 관계에서 초래된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들을 이야

기했다. <사례4>는 일을 시작한 후, 혼자 다르게 먹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채식의 단계를 비건에서 페스코로 낮추기도 했다.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을 동시에 실천한다는 것은 이중의 제약이 되기도 했다. 

안티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이들

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보고된다(오혜진, 2019). <사례 10> 역시 페미니

스트가 된 이후 사회적 관계의 축소를 한 차례 경험했다. 비거니즘은 이미 페

미니즘으로 인해 한 차례 좁혀진 사회적 관계를 더욱 축소시키는데 일조한다. 

사회초년생인 <사례 10>에게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은 노동 현장에서 개인의 평

판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인맥 역시 개인의 직업적 역량으로 평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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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속에서,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이들과의 관계를 기

피하고 더하여 고기를 먹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소외감을 넘어 

직업적 측면에서 관계자원을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는 비거니즘을 실천하지 않는 다른 이들보다 자신이 경

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이끌고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다. 물론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이 모든 공간에서 “손해”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

다. 오히려 정치적 올바름이 강조되는 공동체에서는, 예컨대 퀴어 비건 페미니

스트 모임에서는 비거니즘이 관계자원 또는 주목자원이 되기도 한다(<사례 12>, 

<사례 13>). 하지만 페미니스트 공동체나 비거니즘 공동체를 벗어나면 비거니

즘과 페미니즘은 자신의 성취나 평판에 자원으로서의 효용을 가지지 못할뿐더

러 오히려 이를 해치는 것이 되기도 한다. 

특히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페미니스트들은 경험하는 이중의 낙인은 청년 여

성들의 불안감을 더욱 강화한다. 예컨대, ‘탈코르셋’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숏컷과 같은 외형적인 표식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러한 가시성은 페미니스트로

서 자기 확신과 승인을 주는 효과가 있지만(김애라, 2019) 외부로부터 페미니스

트 낙인이 찍힐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안티 페미니즘의 정서가 팽배

한 환경에서 페미니스트 낙인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하게 되거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배제될 것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오혜진, 2019). 이미 페미니즘 실천으로 인해 사회적 평판을 쌓

고 유지하는 것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비거니즘 실천으로 인해 식

사 자리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고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경험은 <사례 4>에게 또 

다른 낙인으로 인식되고, 다른 이들보다 한참 뒤처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는 인식을 강화한다.

나는 페미니스트라서 머리를 짧게 잘랐고 나는 화장도 안 하고 해도 그냥 

강박에 안 시달리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비만이 되어서 욕도 먹고, 난 비건

이라서 너네 육식 맛있게 할 때 사회생활 열심히 하려는데 한 두 번 배제

가 되고, 뭐 그런거죠. 그렇게 생기는 분노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느꼈어요. 저도 화가 났었고. 특히 동물권 문제에서 그냥 내가 육식을 안 

한다고 해서, 한 번 저거 소비를 안 한다고 선언하는 게 사회적 낙인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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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단 말이에요. 제가 비건이라서 같이 밥을 안 먹는 현상이 진짜로 벌어져

요. 당했으니까.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사례 4>)

특히 배제의 경험은 도태의 불안을 공고히 한다. 이는 ‘탈코르셋’이나 비거니

즘 실천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로 

이어지기도 한다.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하는 행위로 내가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은 실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를 야기하고, 특정 실천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이들은 “권리 보호”에 수반되는 비용을 

함께 감수하지 않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는 이들로 인

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정 실천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낙인”이 될 때 

“혼자” 실천하는 것은 ‘손해’로 간주되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했다. 손해의 

감각은 페미니스트 규준을 강화하고 다른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검열이나 비판

으로 이어졌고, 자신과 다른 실천 양상을 선보이는 다른 페미니스트 친구들과 

관계 단절을 이끌어 고립감,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사례 1>은 “에코페미니즘이나 비거니즘 같이 여자들이 인권, 권리에 

신경쓰는 것 고만해야 한다”, “다 여자들 살 깎아 먹는 짓이다”와 같은 ‘래디컬 

페미니즘’의 언설에 동의한다. 비거니즘이 “여성인권” 또는 개인의 역량 향상에 

할당된 “한정된 자원”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에

게 손해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런 손해의 감각은 <사례 1>이 비거니즘 실천을 

자신의 일상과 페미니즘 실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제약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나. 정치적 당위 추구의 부담: 자기 검열로 인한 지침

비인간 동물의 고통에의 이입을 도덕적 의무로 규정하는 동물권의 당위는 비

거니즘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범으로 만들고, ‘완벽한’ 비거니즘 실천을 도달

해야 할 이상향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실천에 참여하는 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도록 이끈다(백종륜, 2020). 백종륜(2020)은 동물의 고통과 결부

된 동물권 운동의 전략이 채식주의자의 신체를 소진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비거니즘이라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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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도덕적 당위의 수용은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이념형의 모습

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페미니스트 동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게 만들었고, 비거니즘의 지속과정을 외롭고 어려운 것으로 만들고 있었

다. 

1) “찐비건”: 도달할 수 없는 이념형의 설정

비거니즘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채식은 가시성을 그 특

징으로 한다. 매 끼니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동물

성 식품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에 따라 스스로를 명명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참

여형식이 가시적인 ‘탈코르셋’이 정해진 매뉴얼을 따르면 페미니스트로서의 즉

각적인 자기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김애라, 2019), 비거니즘 역시 비건 

식단을 따르고 일상생활을 이에 맞도록 변화시키면 스스로 비건의 정체성을 가

지게 해준다. 다만 항상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식에는 경제적, 시간적 자원 부족과 같은 외적인 어려움뿐

만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도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20년 넘게 형성해온 “입맛”, 즉 특정 음식에 대한 기호

와 욕구를 제어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평소 음식을 얼마나 

좋아했느냐의 문제는 비거니즘 실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식욕이 별로 없던 

이들에게 비거니즘 실천은 수월한 것이지만, 평소 음식을 좋아하던 이들에게 비

거니즘 실천은 수행하기 불가능한 것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상적 실천이 비

건으로서의 자기인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은, 일상이 성취감과 효능감을 제

공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적 실천을 통해 비거니즘을 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비거니즘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일상을 “실

패”의 경험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례 11>에게 비거니즘은 “무너짐의 연속”이다. 동물교감을 배우면서 개에 

국한되어 있던 관심을 고양이, 야생동물로까지 넓혀가고 있던 <사례 11> 축산

동물의 고통은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던 

<사례 11>은 동물의 고통을 재현한 영상을 시청한 후 세상에 대한 분노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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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었고 한동안은 “앵그리 비건”이 되었다. 하지만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하던” 

<사례 11>에게 “입맛”을 단번에 변화시키는 것은 몹시 어려운 과제였다. 더구

나 선택할 수 있는 비건 음식이 제한적이라는 상황은, 이러한 입맛의 전환을 

더욱 힘들게 하고 동물성 식품에 대한 욕구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사

례 11>은 “흡연자가 금연”할 때 “금단현상”이 오듯, 욕구를 참기 어려운 임계

점이 오면 “이성을 잃고”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때, 음

식을 보면 떠오르는 도살 영상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옛날에는 그런 왜, 하도 도살장이라든가 이제 고통받는 동물들 영상 하도 

많이 봐 가지고 책도 막 열심히 읽고 그랬거든요. 하도 많이 봐서. 그 장면이 

이제 제가 먹을 때마다 이제 머릿속에 리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난 이

걸 안 먹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내 머릿 속에서는 계속 재생이 되고, 그런 것

들이 이제 막 계속 리플레이 되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중략) 제가 도살되

고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리플레이 된다고 했잖아요. 먹으면, 먹기 

전에 ‘저거 먹을까?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도, 그 영상이 그 머릿속에서 리

플레이 되고. 결국 뭐 치킨 먹을 때도, 먹고 있을 때도 그게 리플레이 되고, 

먹고 나서도 리플레이 되고, ‘나는 또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먹었어’라

는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내가 그런 거를 먹지 않기로 했는데 또 먹었고, 

나는 또 망했고, 난 또 실패했고 그러니까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례 11>)

비거니즘이라는 당위의 수용은 이념형의 비건과 현실 사이에서 이뤄지는 일

종의 타협에 죄책감을 느끼게 할뿐더러,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

난하는 기제가 된다. 더하여 비거니즘을 규범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자격’에 대

한 엄격한 태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비거니즘을 수용하더라도,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일종의 타협들이 이뤄지기도 한다. 따라서 당장 비건이 되는 것이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부분적으로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허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채식의 단계를 나타내는 용어들로 자신의 실천을 설명하기도 한

다. 실제로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실천을 “페스코”, “플렉시테리언” 등의 

어휘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었다(<사례 1>, <사례 3>, <사례 6>, <사례 7>, 

<사례 8>). 하지만 <사례 11>은 흔히 통용되는 이런 용어로 자신을 설명하는 



- 62 -

것조차 거부한다. 그러한 용어들이 자신에게는 과한 “칭호”라고 여겨지기 때문

이다. 플렉시테리언의 정의를 찾아본 <사례 11>은 “어쩔 수 없을 때만” 육식을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자신은 “쫄면”이라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선택하지 않았기에 ‘불가피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칭호”를 받

기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사례 11>에게서 보이듯, 완벽한 비거니즘이라는 이

념형의 설정은 ‘비건 아니면 모두 실패’, ‘모 아니면 도’와 같은 사고방식을 이

끌어 비거니즘의 지속과정을 괴롭고 힘든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죄책감은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채식을 한다고 간주되는 비건에

게도 나타난다. 특히 주변에 “활동가”와 같은 친구들이 많은 <사례 4>는 그들

을 “찐비건”으로, 자신을 “불량비건”으로 인식한다. 비거니즘을 먼저 시작한 친

구가 추천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곧장 비건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례 4>는 

시작 직후 엄청난 “후폭풍”을 경험했다. 기숙사에 거주해 밥을 해먹기 쉽지 않

았기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늘 제한적이었다. 식단의 제약은 비거니즘 시작 

전에는 좋아하지도 않았던 “생크림 케이크”와 같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욕구 

갈망으로 이어졌고, 당위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현실에서 <사례 4>는 엄청난 

“자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게 서울에 있으면은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본가에 제가 진짜 한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진짜 거의 못 내려오거든요. 뭔가 내려오면 이제 본가 내

려와서 밥 잘 먹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곤드레밥 집 막 이러는데 다 비건 

찾아가지고 먹고 가족들이랑 그때는 심지어 엄마 아빠가 앞에서 (고기를) 

먹기만 해도 진짜 막 얼굴 막 새빨개져 가지고 진짜 너무 싫어하고 그랬었

는데! 그리고 막 ”고기도 먹어야지 밸런스가 맞지“이러시면 ”안 먹는다고!!“ 

이런 식이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갑자기 생크림 케이크가 떠오른다? 피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런데 그 말만 하면 엄마 아빠가 제가 고기 안 먹는 

걸 알면 그걸 다 사다 줘요. 평소에는 사주지도 않아놓고 (문: 우리 딸 지

금이라도 먹여야지!) 네! “집 와서 너 서울 가면 또 제대로 먹지도 않을건

데 집 와서 먹고 가야지!” 이러면서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울면서 올라가

고. (문: 울 때는 왜 우셨던 거예요?) 자책감이 심해서 울어요. 우는 게 사

실 문제가 아니고, 죄책감이.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표정이 이래요. (울상인 

표정을 지으며) 먹으면서도 이러면서도 먹어요.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맛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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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면서도 울어요. 그러니까 먹을수록 우울해지는 게 참 생각하니까 다

이어트랑 작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폭식하는 것. (<사례 4>)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 4>는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는데, 특히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해진 상황에서 당위와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사례 4>가 

느끼는 “자책감”과 “우울감”은 극대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아무한테

도 말한 적 없는 것”이었다. 특히 함께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페미니스트 동료들

에게는 더욱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들은 “너무나 충실하게” 비거니즘을 실

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찐비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과 같

은 고민을 절대 하지 않을 것, 그러한 모습이 바람직한 비건의 모습이라는 가

정은 스스로를 “불량비건”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었다. 비거니즘 실천의 엄격

성은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도덕적 지위’를 드러내는 표식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비거니즘 입문을 가능하게 했던 당위의 수용은, 비거니즘 실천을 하며 

자신이 겪는 혼란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소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

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의 태도는 비거니즘에 부합하지 않는 육식에 대

한 욕망과 이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은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고,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과정을 더욱 외롭고 어렵게 만들었다. 

2) 정치적 당위로 인한 설득과 토론의 제약

비거니즘의 정치적 당위로서의 수용은 설득과 자유로운 토론을 제약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비거니즘과 관련된 정보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

해 비거니즘과 관련된 단체 카카오톡방 등의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있었다(<사

례 4>, <사례8>, <사례 9>, <사례 10>, <사례 11>, <사례12>, <사례 14>, <사

례 15>, <사례 16>, <사례 17>). 이러한 공간은 비거니즘과 관련된 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비거니즘을 실천하며 가지게 되는 고민을 털어놓고 논의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 비거니즘의 도덕적, 정치적 당위로서의 수용은 비거

니즘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고민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만들어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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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도 했다. 

<사례 15>는 비거니즘을 시작하던 때 가입했던 채식주의자 단체 카카오톡방

을 탈퇴했다. 탈퇴했던 계기는 “잡식동물인 고양이에게도 비건 사료를 주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이 된다”는 고민의 글에, “비건을 반대하는 말을 남기

면 안됩니다”라며 제재가 이뤄졌던 사건 때문이었다. 비거니즘에 반대하는 말이 

아니라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거듭 제재가 이루어졌고,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과

정에서의 고민을 “비건을 반대하는 말”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발화를 금지하

는 분위기에 실망한 <사례 15>는 단체 카카오톡방을 떠나게 되었다. 

비거니즘을 정치적 당위로서 수용하는 것은, 실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게 할뿐더러 문제의식 확장을 가능하

게 하는 다양한 토론을 제약시킨다. 동물의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발화와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은 

미국 대학에서 미세차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제재와 매뉴얼 구축을 했

던 것과 유사하다. 고통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앞서 Cambell & Manning(2018)이 

지적했던 해석 정치의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치적 당위로 비거니즘을 받아들인 <사례 2>는 자신의 개인적 실천이 구조

적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그려지지 않아 답답했다. 개인적 실천의 효과

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모호하게 느껴졌기에, 비거니즘 실천은 도덕적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되어갔고, 도덕적 이유가 강조됨에 따라 다른 이들을 설득

할 때에는 더욱 어려움을 느꼈다. 남들과 다른 도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도

덕적 우월주의”라고 비춰질 것이 우려되었을뿐더러, 정치적 올바름의 태도가 이

러한 설득을 “강요”로 인식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비거니즘과 페미

니즘 모두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와의 논의를 회피하게 하는 기제가 

되기도 했다. 



- 65 -

다. 젠더 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우울한 전망

비거니즘 실천은 일상에서 버거움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실천의 가시성으로 

인한 성취감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더욱이 비거니즘을 둘러싼 상품 시장의 확대

는 “소수의 비건”들이 이뤄낸 결과(<사례 16>)처럼 느껴져 정치적 효능감을 극

대화한다. 한편 이는 페미니즘의 성과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젠더구조의 완

강함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가지게 했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

은 비거니즘과 관련된 제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특히 <사

례 2>와 <사례 16>은 비거니즘을 둘러싼 상품 시장의 가시적인 변화에서 성취

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례 2>가 비거니즘 운동의 성과지표로서 주목하는 것은 비거니즘 시장이

다. 비거니즘을 기후위기나 동물권과 결부된 실천으로 의미화하고 있음에도, 구

조가 잘 보이지 않아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것

이기도 하다. <사례 2>는 “비거니즘 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축산업도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비거니즘 시장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

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 비건 식당에 가는 것은 소비

로서 “응원”하는 행위이자 비거니즘 시장에 기여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사례 16>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비건 제품들이 새로 출시될 때면 

“소규모의 집단이 이룩한 성과”처럼 느껴져서 뿌듯함을 느낀다. 이와 같은 빠른 

변화와 성취감은 <사례 16>이 지난 수년간 페미니즘을 지지하면서 느끼기는 어

려웠던 감각이다. 

저는 오히려 비건하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이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페미

니즘은 그게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백래시 지금 심한 거나, 이게 우리 

오히려 퇴보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페미니즘 관련해서 들었거든

요, 그런데 비거니즘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비건 식당이 되게 코로나 상

황에서도 자주 생기고 물론 없어지기도 많이 하지만, 아니면 CU 스타벅스 

이런 데서 비건 제품을 내고, 그게 좀 단종되는 게 문제지만, 어쨌든 뭔가 

이게 나오잖아요. 서브웨이도 그렇고. 그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가시적

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너무 빠른? 제가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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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한 때랑 지금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변화가 보이니까, 

사람이 긍정적이게 되고, 오히려 희망을 페미니즘 할 때보다 더 느끼고 있

어요. 분명히 페미니즘도 변하고 있을 건데. (<사례 16>)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비거니즘과 

달리, 페미니즘의 성과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10년 전을 떠올려야 할 만큼 <사

례 16>에게 젠더 관계의 변화는 더디게 느껴진다. 물론 10년 전, 자신이 중고

등학생이던 시절 때 학교와 올해 교생실습을 통해 보았던 학교의 모습만 보더

라도 달라진 것이 분명 많다는 것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운동, ‘N번

방 사건’,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를 보고 있자면 과연 세상이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암울해진다. 페미니즘에 대한 우울한 전망은 <사례 16>뿐만 아니

라 다른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관찰된다(<사례 9>, <사례 17>).

(문: 페미니즘 접하고 실천하신 게 이제 5년 정도 되셨잖아요, 그럼 그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답답

해요. 생각을 못 따라가고. 그런데 이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

요. 왜냐하면 요즘도 계속해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

고 너무나 심해진 사회 현상들이 많잖아요. 여성에 대한 법이 저는 항상 너

무 답답하고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직 걸어야 할 길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사례 9>) 

<사례 17> 역시 과거보다 지금이 더 “척박”해졌다고 느낀다. 여성을 대상으

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수법이 교묘해졌고, 어린이에 대한 성적 대상화도 

자신이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례 9>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페미니즘은 

비거니즘 실천이 제공해주는 만족감과 비거니즘을 둘러싼 변화들이 가져오는 

성취감과 대비를 이루며 젠더 관계의 완고함과 변화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만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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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3장에서는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

려움과 페미니스트로서 갖게 되는 고민들을 살펴보았다. 

비거니즘 실천은 일상의 많은 변화들을 요구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

다. 채식을 지속하기에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수반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제한

적인 여건 속에서 직접 음식을 준비해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비건 식당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방식을 택했다. 가공된 비건 식품들은 구매하기 쉽지 않거나 

가격대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연구참여자들은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데 있어 

비용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연구참여자들 중 상당수는 

그러한 비용을 감당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이 금

전적, 시간적 비용보다 민감하게 지각하는 부분은 사회적 관계의 제약에 대한 

손해의 감각이었다. 특히 2,30대 청년 여성들은 사회초년생의 위치에 있는 이들

로, 남들과 다른 식습관을 가진 것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압력을 경험하고 있

었다. 더하여 비건이라는 이유로 식사자리에서 배제되어 본 경험은 손해의 감각

을 심화하여 다른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 “검열”로 이어지

는 등 페미니스트 규준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비거니즘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처럼 간주되기도 했는데, 이때 모든 동물

성 식품을 완전히 배제한 비건은 도달해야 하는 이상향으로 설정되기도 했다. 

“찐비건”으로 가정된 이념형적 비건의 설정은 자신의 실천과 이념형을 끊임없

이 비교하게 했고, 그 간극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더

욱이 비거니즘을 당위로 수용했으나, 음식에 대한 욕구나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

해 비거니즘을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은 매일의 일상을 “실패”의 

경험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 당위는 연구참여자들이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 특히 도덕적 이상과 육식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의 좌절을 페미니스트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방

해물이 되기도 했다. 이는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에게 비

거니즘 지속과정을 외롭고 고된 것으로 만들기도 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비

거니즘을 둘러싼 상품 시장의 가시적인 변화를 보며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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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의 성과와 극명한 대비를 이뤄 젠더 관계의 완고함과 변화에 대한 암

울한 전망을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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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의 지속방식

연구참여자들은 비거니즘 실천 지속과정에서 다양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에 대하여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어떠한 대응을 하는

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하에서

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일상과의 타협을 위해 제약되는 페미니즘

1) 최소화된 정치적 실천의 의미

페미니스트로서의 낙인과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로 인한 소외감은 비거니즘을 

실천하면서 더욱 강화되었고, “도태”되고 있다는 감각을 형성하기도 했다. 비거

니즘 실천으로 인해 다른 페미니스트들과의 관계 단절, 우울감, 정신적 소진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까? 

<사례 4>는 비거니즘을 시작한 후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았

다. 이미 페미니스트로서의 낙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비거니즘은 또 다른 “낙인”

을 이끄는 것 같았고,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의 반복은 소외감을 증폭시켜 

“도태”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이나 뒤처지는 느낌을 주었다. 이러한 불

안감은 비거니즘이나 탈코르셋을 실천하지 않는 다른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분

노와 비판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페미니스트로서의 검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사례 4>는 페미니스트 검열이 증폭되었던 시기를 떠올리며, 당시 분노를 느끼

던 페미니스트 친구 대부분이 우울감과 무력감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자신은 이

미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몸”이 되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다른 이들은 

비거니즘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은 개인적 실천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며 무력감

과 우울감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비거니즘 실천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배제, 고립, 

우울감, 무력함을 가져왔고, 이러한 경험은 페미니즘 실천을 지치는 것으로 인

식하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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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례 4>와 친구들이 무력감과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한 방법은 

“자기계발”이나 “덕질”과 같은 취미활동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었다. 비거니즘

과 페미니즘을 일상과 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관심을 제약시

키는 것이었다.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대신 실천에 부여하는 의미를 축소

시켜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 크게 신경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괜찮아질 수 있는 이유는.. 그냥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실천하는 건 실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알기 

이전으로 들어갈 수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주변 사람도 쉽게 바

꿀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했어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나와 함께 완전

한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거를 조금 인

정을 했고, 비거니즘을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그거는 조금 당

연하게 두고 거기에 오히려 크게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그냥 내 생활이라

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오히려 가치를 좀 작게 만들고, 당연한 것처

럼 여겨야 덜 피곤.. 덜 힘든... 덜 슬픈... 뭐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만족스럽고 

뭔가 나와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때는 뭐가 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영향은 뭐 조금씩이라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얼마만큼까지 

왔니? 이렇게 수치화하거나 아니면.... 계속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

준히 이렇게 살고 가치가 맞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

는 데 집중하는 거죠. (<사례 4>)

자신의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준으로 비거니즘 실천과 페미니즘 실천을 

제약하는 모습은 <사례 1>에게서도 나타난다. 페미니스트 단체 활동과 반복된 

키보드 배틀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상담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례 1>

은 심리상담 이후 페미니즘 실천을 할 때 “스스로 쥐어짜가면서” 하지 않기로 

결심헀다. 페미니즘 실천을 오랫동안 지속해나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태도가 필

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1>은 

“완벽한 페미니스트 상”을 설정해두고 이념형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멈췄다. 이에 더해, 페미니즘을 정치나 연구와 같은 자신의 “공적인 부분”에서

는 최우선 가치로 삼되, 자신을 “파괴”해가면서까지 하지 않도록 교우관계와 같

은 “사적인 삶”에서는 그 중요도를 낮추었다. 이러한 태도는 실천의 의미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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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지 않으면, 이러한 가치가 “자신의 삶을 망치는”데 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경

험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소진 경험을 통해 형성한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비거니즘 실천

에도 반영되고 있었다. “완벽한 페미니스트 상”에 대한 압박감을 경험해보았던 

<사례 1>은 ‘비건’이라는 이상향을 설정해두고 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다수

의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지금 실천하고 있는 “페스코 채식”을 “아주 유연한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한다. 비거니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의 실천을 지속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로 설정된 배경에는 비거니즘을 둘러싼 

“도덕적 코르셋”이라는 비판의 영향도 있었다. 비거니즘이 여성이 가진 “한정된 

자원”을 분산시키는 “여자들 살 깎아먹는 짓”이라는 주장들이, 자신이 실천하는 

비거니즘의 의미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약하는 기제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비

거니즘 실천을 제약함으로써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을 동시에 병행해나가는 과정

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페미니즘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하고 ‘여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하고 있었다.

2) “할 수 있는 만큼만”: “도덕적 코르셋”과 ‘교차성’에 대한 거부 

스스로를 “래디컬해지고 싶은 리버럴”이라고 설명한 <사례 1>에게 “리버럴” 

즉, ‘교차성’ 페미니즘은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으로 이해된다. <사례 1>은 자

신의 비거니즘 실천은 페미니즘 실천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러한 

강조는 페미니스트라면 비건을 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리버럴”의 주장

에 대한 <사례 1>의 반감을 보여준다. 더욱이 소진된 경험이 있는 <사례 1>로

서, 페미니스트가 가진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의제에 집중하는 태도를 “파이싸움”이라고 비판하는 “리버럴”의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래디컬이라기보다는 여성의 당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하나의 파이를 두

고 싸우는 건 맞다고 하거든. 나는 근데 인권은 파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만 정치는 파이라고 생각하거든. 나의 힘도, 나의 노력이나 이런 것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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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잖아. 한계가 있는 걸 경험했고,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싶고 

현실적으로 가능한데에 쓰고 싶단 말이야. 내 자원을. 자원은 특히 파이 싸

움인 것 같고. 머리로나 이론적으로나 다른 운동이랑 넓혀가고 연대하고 그

런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진짜로 이루고 싶은 것에 집중하지 못

하는 게 싫어. (<사례 1>)

<사례 1>은 누구든 개인이 가진 자원은 한정적이기에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

라서 힘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은 트랜스배

제적이지 않지만 자신이 가진 자원은 제한적이기에, 자신에게는 “트랜스인권 보

다 더 소중한” “여성정치 세력화”에 자신의 “자원”을 쏟고 싶다고 말한다. “정

치는 파이”라고 생각하는 <사례 1>에게 교차성 페미니즘은 다른 운동들과의 연

대로 인해 여성의 문제에 대해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례 1>은 다른 의제와 연대하지 않고 “여성의 문

제”에 집중하는 여성의 당의 기조가 마음에 든다. 

여성의 당에 왜 퀴어 생각 안 하나요? 왜 비거니즘 생각 안 하나요? 왜 장

애 이슈 생각 안 하나요?라고 질문하는데, “여성의 당은 여성 퀴어면 여성 

장애인이면 당연히 신경 쓰고” 그래서 그런- 것?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이

게(여성) 최우선의 의제가 된다는 것, <사례 1>)

다른 운동과의 연대가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고, 퀴어, 장애

인, 비거니즘 문제를 따로 따로 분리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은 억압

에 대한 특정한 이해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른 운동과 연대하는 것은 “파

이”를 나누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억압받는 집단 각각에 맞는 억압 체계들이 

개별적으로 작동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이때 억압은 서로 맞물려 형성되고 

작동하여 개별 억압들의 단순 합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Collins, 1990)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되어 있는 개별 억압들을 여러 개를 한 번에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령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차별 이런 식으로 

억압의 축이 각각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의제들을 고려하면 

할수록 여성 의제가 “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다고 생각된다. <사례 

1>은 별개의 억압들이 각각 작동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다른 의제와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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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하는 “교차성”은 곧 “여성 의제”에 쏟을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분산시

키고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바로 이 점에서 ‘'래디컬 페미

니스트'’들과의 거리두기 과정에서 추동된 비거니즘이 오히려 그것으로의 회귀

를 추동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교차성을 개별 억압 체계들의 합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래디컬 페미

니스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교차성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는 <사례 

6> 역시 교차성을 각각의 집단에 가해지는 개별화된 억압을 모두 고려하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은 각각 “종차별”과 “성차

별”에 대한 운동으로 정의되었고, 이 둘은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뿐 

접점이 없는 별개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 억압들이 맞물려서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페미니즘과 비거니

즘이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상상하게 함으로써 페미니즘 실천이 제약되는 결과

를 이끌기도 했다. <사례 6>은 비거니즘 시작 후 비거니즘과 관련된 글을 쓰느

라 페미니즘 실천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지속해온 페미니즘과 관련된 블로그 글

을 작성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다. <사례 6>이 비거

니즘과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동시에 담은 글을 쓸 수 없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는 교차성이 억압받는 집단들 각각에 맞는 억압 체계들을 따로따로 

개별화하여 설명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생물학적 여성’ 이외의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라는 ‘교차성’에 대한 특정한 이해방식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뿐만 아니라 

‘교치성 페미니스트’들의 실천에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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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화된 실천의 지속과 페미니즘 논의 회피

1)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만족감과 “전시”에 대한 믿음

비거니즘 실천이 확장되지 못한 채 개인의 영역에 국한되어 답답함을 느꼈음

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이 페미니즘 실천으로서 비거니즘을 지속할 수 있

던 이유는 “나 하나의 영향력”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탈코르셋 인증글을 보고 페미니스트가 된 <사례 10>은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지는 힘을 믿는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페미

니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던 친구들과 이제 편하게 대화가 가능해지

고, 탈코르셋을 하고 학내 단톡방 성희롱을 문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

력한 <사례 10>의 모습이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말은 설득보다는 그냥 

페미니스트로서 삶을 지속해나가는 것,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따라서 이제 <사례 10>은 남을 설득하기보다는 “나부터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페미니즘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옛날에는 설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되게 많이 느끼고 

설득되지 않는 거에 대해 자신감을 잃었는데 요즘에는 설득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냥 친구들 얘기해주는 것도 “너가 우리한

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냥 네가 뭔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너가 그런 식으로 너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나를 다시 생각 생각해 보게 됐어”라고 말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거든

요. 그래서 요즘에는 설득을 해야 되겠다고 느낀다기보다는 그런 친구들의 

말에 영향도 받았고.. 제가 느낀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다 왜냐하면 설득

이라는 거는 제가 온전히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너지기도 많

이 무너졌었고 행복이 많이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일단 내가 나 스스로 내

가 추구하는 거를 지키면서 존재하는 게 최고의 설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들더라고요 (<사례 10>)

폐쇄적인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했던 <사례 10>은 학교 내에서 거의 유일한 

페미니스트였다. 함께 고민을 나눌 페미니스트 동료가 없는 고립된 공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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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이 페미니즘을 지속할 수 있던 이유는 페미니즘이 “무해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감각을 주기 때문이었다. <사례 10>에게 탈코르셋이나 비거니즘은 

모두 자신보다 약한 존재로 상상되는 “어린 여자 아이들”과 “동물”, 그리고 이

러한 실천을 먼저 시작하고 있던 다른 페미니스트들이나 비건들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되지 않고자 실천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탈코르셋과 비거니즘을 실천

함으로써 주변인들에게 “화장”이나 “연애”, “육식전시”가 “유해한 것”이라는 것

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라는 데에서 뿌듯함을 느꼈고, 이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다. 다

만 <사례 10>의 페미니즘과 비거니즘 실천은 여성에게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지

속되는 조건, 동물의 고통을 야기하는 조건에 대해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

요되는 “여성성”이나 동물 착취를 기반으로 한 “육식”을 거부하는 방식의 실천

으로 이어질 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에 대한 고민으로 관심을 확장하지는 않았다.

<사례 3>에게 페미니즘은 사회 주류 시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

는 관점을 갖게 해주고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준다. 이는 

<사례 3>에게 페미니즘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다. 영화감독

을 지망했던 학생 시절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현윤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사례 3>은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을 접한 후 키보드 배틀에 참여하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 힘

든 경험들도 많았지만, 그러한 경험은 지금 <사례 3>이 문화예술계에서 일하는 

데에 있어 업무역량을 강화해주는 경험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례 3>에게 

페미니즘은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창작자로서 갖춰야 하는 역량을 

높여주는 것이 되고 있었다. 비거니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는 자신의 분야에

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례 3>에게는 끊임없이 페미니즘을 접하고 공

부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었다. 사회 주류 시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느낌을 줌

으로써 페미니즘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다. 

<사례 1>는 개별화된 실천이 가진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

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당장 “시스템”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개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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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비거니즘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

들이 “영향력 있는 세대”가 되면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2030세대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사회의 

주류가 아니지만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세대가 되고 개인의 파이가 많이 늘

어나면 그제서야 시스템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거든. (<사례 1>)

<사례 1>의 이야기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자기계발에 쏟은 

후 ‘정상’, 즉 고위직에 올라가 변화를 일으키자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제안하는 

야망 담론(이현재, 2019)을 떠올리게 한다. 고위직에 올라가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 ‘생존’을 위한 자기계발에 몰두할 수 있게 하듯이, 비거

니즘과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변화가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 역시 당장 변화가 이루어지는 여부에 휘둘리지 않고 실

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고 있다. <사례 2>뿐만 아니라 <사례 10> 

역시 일상적 실천이 가지는 영향력을 작지 않게 평가한다. 자신 역시 주변의 

누군가가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탈코르셋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아 

바뀐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믿음은 강고하다. 비거니즘을 

실천하면서 한 명 한 명의 행동 변화를 통해 사회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믿

음은 강화된다. 

이처럼 개별화된 실천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은 이들이 페미니즘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개인의 행동에 앞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

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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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거니즘을 매개로 한 페미니스트 문제의식의 확장

1) 페미니즘 확장을 가능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몸의 감각 변화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의 비거니즘 실천은 개별적 존재의 고통과 억압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 고통과 억압에 관심이 집중되어, 정작 그 고통과 억압이 

어디서 야기되는지 해석하는 작업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오히려 

비거니즘 실천을 지속할수록 고통과 억압에 대한 강렬한 정동이 동물의 고통, 

그 자체에 더욱 몰두하고 집중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거니즘

과 페미니즘은 그것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에, 

이들은 끊임없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고 공부해나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비거니즘을 매개로 페미니스트 문제의식을 확장해나가는 움직임 역시 포착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동물의 고통에 대한 관심에서 비거니즘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비거니즘과 관련된 정보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며 관심사를 환경, 

생태계, 자본주의로까지 넓혀나가고 있었다. 동물권 옹호로서 비거니즘을 시작

한 <사례 4>는 동물의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비거니즘 실천 초기에는 동

물의 고통, 특히 ‘죄없는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지속과정에서 페미니스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문제의식을 키워갈 

수 있었다. 가령, 낙태죄와 관련된 페미니즘 쟁점을 보며 젖소와 같은 암컷 동

물에 대입하여 이해해보기도 하고, 생명권에 국한되어 있던 동물권에 대한 인식

은 이제 생태계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이제 <사례 4>에게 동물권은 인간중심주의가 

생태계에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들, 야생동물의 서식지 파괴 등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사례 15>도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며 비거니즘을 시작했다. 동물의 고통이 

발생하는 조건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해나가고 있었다. 

채식이라고 할지라도 대량 생산되는 방식이라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마

찬가지로 문제라고 보았다. 자본의 이윤축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취는 비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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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축산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뷰에서는 <사례 15>가 이러한 자본주의의 작동방식이 여성에게는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진 않았으나, 동물의 고통과 개별화

된 억압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를 고려하고 자본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착취에 대한 문제의식은 에코 페미니스

트들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공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 15>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를 찾아 정보를 

얻고 고민을 나누거나 토론에 참여하면서 문제의식을 키워나갔다. 특히 <사례 

15>는 채식주의자 단체 카톡방을 통해 비건 페미니즘 독서 소모임에 가입해 페

미니즘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모임을 통해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에 접점을 

찾아나가며 페미니즘을 통해 자신의 일상적 문제들을 해석해나가는 과정들을 

진행해나가고 있었다.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은 그것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빨간약”이다. “알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의식적인 측면뿐만 아니

라 몸 감각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몸 반응으로 인해 페미니

즘이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비거니즘을 실천

하면서 몸의 감각이 변화했음을 느끼고 있었다. <사례 16>은 먹던 밥에 들어있

던 밤을 고기로 착각한 순간, 입맛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이전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동물성 식품의 향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등 몸 감각의 변화는 비거니즘

을 “알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조건을 형성한다. 

밤이 왜. 그 까만 갈색이 때가 있잖아요. 그 제가 먹다가 봤는데 그게 순간

적으로 고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밥맛이 뚝 떨

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내가 진심이 됐구나. (중략) 되게 순

간적인, 되게 뭐라 하지. 생각해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온 

그런 반사 같은 거라서, 약간 고기가 옛날에는 그냥 먹고 싶은 걸 참는? 초

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은 좀 냄새도 싫고 그 살을 보는 것도 싫고, 

요리를 보는 것도 싫고 그냥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할까. (<사

례 16>)

이와 같은 몸의 감각 변화는,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이들을 대부분 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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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한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페미니스트들을 결집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사례 11>과 <사례 15>는 비거니즘을 실천과정에서 

비거니즘 네트워크나 관련 SNS를 통해 페미니즘에 관한 정보들을 접하고, 페미

니즘을 알게 된 사례이다. 이처럼 비거니즘은 페미니즘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통에 집중하게 된다는 한계도 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몸 반응

으로 인해 페미니즘이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도 한다. 

이미 몸은 고기를 비롯하여 동물로부터 유래된 식품들 앞에서 강렬한 거부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페미니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엄존한다. 이러한 경험

과 삶의 조건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폭력과 착취를 야기하는 행위를 “거

부”해야 한다는 소극적 실천의 한계와 정치적 당위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여

성들이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에 대한 정보를 찾고 토론하고 앎을 추구하는 과정

을 지속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2) 비거니즘 실천을 통한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신감 회복

한편 비거니즘 실천은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신감을 제공해줌으로써 페미니즘 

실천의 동력을 생성해내기도 했다. ‘탈코르셋’, ‘4B운동(비혼⋅비연애⋅비출산⋅

비섹스)’ 등의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가 페미니스트 자격으로 비화

됨에 따라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위축감을 느끼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오혜진, 2019). ‘탈코르셋’과 ‘4B운동’을 실천하는 ‘완벽한 페미니스트 

상’과 자신의 삶의 괴리는 비거니즘 실천을 페미니즘 실천으로 적극적으로 해

석하게 이끌었고, 이를 통해 페미니즘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하

고 있었다.

스스로를 “래디컬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한 <사례 9>는 비거니즘을 실천하면

서 이전에는 페미니스트로서 느껴보지 못했던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느

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온라인 여초 카페에서 소개된 적이 있을 만큼 팔로우 

수가 많았던 페미니즘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법적 소송에 휘말린 

페미니즘 관련 패치 계정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여러 페미니즘 

시위들에 참여해온 <사례 9>이지만 여전히 화장을 하고, 연애를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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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위축감을 가지게 했다. 특히 ‘'래디컬 페미니스트'’에게 강령처럼 제시되고 

있는 ‘탈코르셋’과 ‘4B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은 페미

니스트로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에 반

해 매일의 일상을 통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비

거니즘 실천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감각을 

제공해주는데, 이는 분노로 가득찼던 지난 5년과 달리 드디어 “페미니스트로서”

도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저는 개인으로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도 않고, 뭔가 항상 ‘내가 지금 생각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해 보

면은 딱히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도 않고 항상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는 비건이 되면서 좀 더 제가 개인이지만 정치

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커졌어요. 이제 혼자지만 저 혼자 고기

를 안 먹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이제는 좀 안다.. 그래서 제가 고기를 

안 먹는 게 그냥 제가 이제는 그냥 소수자가 아니라 뭔가 식탁 위에 소수

자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해졌으니까, 조금 더 제

가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모르겠어요. 지난 5-6년 동안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체감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는 이제는 좀 분노를 넘어선 느낌? 너무 분노에만 갇혀 있다가 이제는 주

도적으로 행동하는 느낌 나고. (<사례 9>)

아울러 <사례 9>는 연구참여자들 중 유일하게 비거니즘을 페미니스트 실천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이 비거니즘 실천을 페미니즘 실천

과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매우 구분되는 지점이다. <사례 9>는 비거

니즘을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실천이자, 기후위기 속에서 여성의 “파이”를 지키

는 “여성 인권”에 도움이 되는 페미니즘 실천이라고 의미화했다. 다른 여성들의 

복리를 고려한 실천이라는 점에서 비거니즘이 페미니스트 실천이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비거니즘은 자신의 이슈가 아니고 “비당사자”인 사람들이 동

물을 위해 참여를 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

만 설득을 보류하는 이유로 자신이 비당사자임을 강조하는 부분은 <사례 9> 비

거니즘이 동물을 위한 실천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페미니스트 실천으로서의 의



- 81 -

미는 부가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이때 여성과 동물이 억압의 대상으로서 유사성

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했지만, 동물 착취를 가능하게 했던 자신의 위치는 비거

니즘의 당사자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사례 9>가 비거니즘을 페미니즘 실천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은 그녀

에게 규범처럼 간주되고 있는 일부 페미니즘 실천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컸음

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거니즘을 페미니즘 실천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에

는 <사례 9>가 설명했듯『육식의 성정치를 읽고 여성억압과 동물억압이 얽혀있

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도 있겠으나, 페미니스트 실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강령처럼 여겨지는 실천들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

다는 위축감이 비거니즘을 페미니즘 실천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게끔 이

끌고 있는 듯 보였다. 이때 비거니즘 실천은 이러한 죄책감과 위축감을 완화시

키고 페미니즘에 기여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제공해줌으로써 페미니즘 실천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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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4장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비거니즘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혼란들에 

대응하는 방식이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했다. 

첫째,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의 동시 실천이 야기한 배제감과 페미니스트 규준 

강화는 다른 페미니스트들과의 관계 단절, 우울감, 정신적 소진을 초래했다. 이

에 어떤 여성들은 “교차성”이라는 정치적 당위를 거부하고 “여성”을 우선하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태도를 강화해나갔다.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으로 제약하기도 했다.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을 병행해나

가면서 어떤 여성들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가지

게 되었고, “교차성”이라는 정치적 당위를 거부하고 “여성”을 우선하는 페미니

즘을 지지하는 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래디컬 페미니즘”과의 전선 긋기를 통

해 합리화될 수 있던 비거니즘이 오히려 그것으로의 회귀를 추동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관찰되기도 한다. 

둘째, 정치적 당위의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페미니즘 실천을 지속해나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때 페미니즘은 향

후 직업적 성취와 평판에 자원이 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

때 개별화된 실천은 문제로 간주되는 것들을 거부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러한 

실천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보

였다.

셋째, 착취당하는 존재에 대한 동일시를 바탕으로 고통이나 개별화된 억압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페미니스트 문제의식을 확장해나가는 모습들도 관찰되었

다. 그러나 고통과 억압에 초점이 집중되어, 정작 그 고통과 억압이 어디서 야

기되는지 해석하는 작업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었고, 구조적 교차성

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젠더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들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비거니즘과 페미

니즘이 어떻게 얽히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거니즘을 페미니스트의 당위로 

인식하는 것에서 점차 벗어나 가시적이지 않은 구조를 고민하고 식별해나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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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은 그것을 알기 이전으로 돌

아갈 수 없게 만드는 “빨간약”이다. 페미니즘 실천으로서 비거니즘은 이미 이들

의 몸을 변화시켜 멈출 수 없는 것이 되었고, 페미니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도 엄존한다. 이러한 경험과 삶의 조건은 여성들이 비거니즘을 통해 젠더와 교

차하는 자본주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고 페미니즘을 통해 앎을 지속하

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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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2010년대 중후반 페미니즘 대중화라 지칭되는 흐름 속에서 비거니

즘을 자신의 삶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디지털 공간에서 비거니즘이 페미니스트 의제로 부상하고, 비거니즘을 삶에 통

합시키고자 노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많아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오늘날 비거니

즘과 페미니즘의 친화성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지속하

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무엇이 오늘날 청년 여성 페미니스트들을 비거니즘 입문으로 이끌

고 있는지, 이때 페미니즘은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했다.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의 접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공감과 억압받

는 존재에 대한 동일시였다. 젠더 폭력과 재생산 등 성적착취와 억압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유사한 위치에 놓인 것으로 여겨지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강렬한 공감과 분노로 나타났고, 동물의 고통을 재현하는 시청각 매체들은 이러

한 정동을 강화하는 조건이 되고 있었다. 이때 교차성은 젠더와 맞물린 억압의 

작동방식이라기보다 생물학적 여성을 넘어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

대해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당위이자 “래디컬 페미니즘”과 구분되는 정치적 입

장으로서 페미니스트들의 비거니즘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개

체의 고통을 중심으로 한 억압에 대한 이해는 동물과 환경에 대한 착취가 발생

하는 구조적 차원의 교차성에 대한 인식확장을 제약하기도 했다. 

3장에서는 그와 같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비거니즘의 지속과정에 야기하

는 혼란을 살펴보았다. 첫째, 비거니즘은 페미니스트로서의 부정적 평판이나 사

회적 관계망의 제약으로 “도태”된다는 감각과 이러한 실천에 참여하지 않고 있

는 이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했다. 그 결과 비거니즘을 실천하지 않는 

비판이나 페미니스트로서의 검열은 더욱 심화됐다. 둘째, 비거니즘이 정치적 당

위로 간주되면서, 비거니즘 지속과정에서 겪는 좌절이나 육식에 대한 욕망에 대

한 고민은 드러내고 공유하기 힘들게 되었다. 셋째, 비거니즘 상품 시장의 확대, 

관련 정책들의 변화 등 비거니즘을 둘러싼 변화들의 가시성은 청년 여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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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과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반면, 페미니즘의 성과는 이와 

대비되면서 젠더 구조의 완강함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만들기도 

했다.

4장에서는 이러한 혼란에 청년 여성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는지, 그 과정

에서 페미니즘 실천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탐구했다. 첫째, 비

거니즘과 페미니즘의 동시적 실천으로 야기된 “도태”의 감각과 페미니스트 규

준 강화는 다른 페미니스트와의 관계 단절 및 우울감, 정신적 소진을 초래했다. 

이에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으로 제약하였

는데, 축소된 실천들의 지속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을 최선으로 간주하

게 했다. 그 결과 어떤 여성들은 “교차성”이라는 정치적 당위를 거부하고 “여

성”을 우선하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태도를 강화하기도 했다. “래디컬 페미니

즘”과의 전선 긋기를 통해 합리화될 수 있던 비거니즘이 오히려 그것으로의 회

귀를 추동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둘째, 정치적 올바름의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 이를 지속해 나아갔다. 이때 페

미니즘은 향후 직업적 성취와 평판에 자원이 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여겨지기

도 했다. 비거니즘 실천은 특정한 페미니즘 실천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에서 느

꼈던 위축감을 완화시키고, 페미니즘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제공함으로써 

페미니즘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도 했다. 셋째,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은 

그것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빨간약”이다. 페미니즘 실

천으로서 비거니즘은 이미 여성들의 몸을 변화시키고 있고 페미니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엄존한다. 이러한 경험과 삶의 조건은 여성들이 비거니즘을 통

해 젠더와 교차하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고 페미니즘을 통

해 앎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거니즘은 페미니즘

에 기여하고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담론장에 형성된 페

미니즘 규준에 어긋나는 자신의 페미니즘 실천을 긍정할 수 있게 하고, 페미니

즘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생성해내고 있었다. 

본 연구는 2010년대 후반 페미니즘 대중화라는 맥락 속에서 부상한 페미니즘

과 비거니즘의 접합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는 오늘날 개별화된 개체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치의 한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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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고통은 강렬한 정동을 촉발하고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유사한 위치

에 놓인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억압이 

구조적 차원이 아닌 행위자들 사이의 개별화된 관계 문제로 축소되면서 고통과 

억압에 대한 관심은 그것을 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하는 작업으로

는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의 시작에서 주목했던 현상, 오늘

날 비거니즘이 에코페미니즘이 아닌 동물권과 ‘교차성’ 페미니즘의 직접적인 영

향 하에서 전개되는 현상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생태계에서의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공존이 아닌 개별 개체의 고통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하여 동물의 권리 옹호에 있어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동물을 자신과 완

전히 분리된 타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 이때 윤리는 그들의 취약성을 이해하

고 자신과 타자의 연결됨을 고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타자가 경험하는 고

통을 촉발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었

다. 타자와 자신의 연결을 고려하지 않고, 타자와 완전히 분리된 개인을 상정하

는 모습은 페미니즘에서 피해자됨을 상상하는 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억압의 형성과 작동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었던 교차성 논의 역시 정체

성 차원에서 개인의 특권을 성찰하는 도구로 축소되고, “래디컬 페미니즘”을 둘

러싼 디지털 페미니즘의 정치적 지형이 교차성을 모든 개체가 겪는 고통과 억

압에 대한 공감으로 이해하게 하고 있다는 점 역시 페미니스트 문제의식 확장

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거시적 차원에서 억압이 작동하는 방식을 식별하

고 그러한 고통이 야기된 조건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페

미니스트 정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의 갈등적인 정치지형 속에서 교차성이 

가지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차성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청년 페미니스

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탐구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기존 연구의 한계

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구조적 억압에 대한 이해를 제약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인 논의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라는 비거니즘의 의미가 강화되고 있는 점이 포착되었으나, 비거니즘 실천 동

기에 집중하다 보니 기후위기에 관한 연구참여자들의 고민과 생각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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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 못했다. 더하여 비거니즘과 관련된 디지털 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내용분석

을 시도했으나, 방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한 채 초보적인 수준의 

기술에 그쳤다는 점도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청년 여성들의 비거니즘은 교차성을 모든 개체가 겪는 고통과 

억압에 대한 공감이라는 방식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래디컬 페미니즘’을 둘러싼 

디지털 페미니즘의 정치적 지형, 여성들간의 소통을 제약하는 페미니스트 규준

과 이를 심화시키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경직된 인식,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을 

모두 ‘라이프스타일’이나 미래 성공자원으로 축소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의 영

향을 보여준다. 이때 억압은 구조적 차원이 아닌 행위자들 사이의 개별화된 관

계 문제로 축소되는 바, 고통과 억압 그 자체에 대한 주목을 넘어 그것을 야기

하는 일상적 관계와 실천들의 연결을 포착하고 이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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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Feminists’ Practices of Veganism

: Focusing on young women’s understanding of 

suffering and oppression  

Yejin Lee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a not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feminists who choose veganism as their pivotal lifestyle within the political 

context of "feminism popularization" sparked since the middle of the 2010s. 

This paper explores how feminism and veganism intersect, especially with 

the young feminists and how those practices affect their lives and 

understanding of feminism.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three primary sections. The first section 

discusses what motivates young feminists to practice veganism, drawing on 

“intersectionality” as a political agenda. What compels feminists to practice 

veganism is the identification and empathy young feminists display to 

non-human animals as oppressed beings. They have a critical mind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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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ce based on gender and the exploitation of sexuality and reproductive 

rights, which raised strong empathy and rage toward nonhuman animals, 

who seem to be in similar positions under the interlocking systems of 

oppression. Various audiovisual media that represent nonhuman animals’ 

agony intensified such affect. Intersectionality is not merely a concept that 

explains interlocking systems of pressure in a gendered way; instead, it 

becomes a feminist imperativeness and political agenda, detaching themselves 

from South Korean radical feminism and establishing solidarity within the 

vegan feminists’ community. However, such understanding based on one’s 

pain prevents them from extending the idea of intersectionality to the 

structural level of why and how human exploits nonhuman animals and 

nature.

The second section engages with three difficulties young feminists face 

while practicing veganism. First, practicing veganism becomes a burden to 

young feminists since it requires them to commit themselves in financial and 

physical ways. Veganism escalates vegan feminists’ anxiety of falling behind 

and a sense of deprivation, which leads to strict censorship and criticism on 

practicing veganism. Second, vegan feminists hesitate to express their 

desperation and desire for a non-vegan diet and concern for all beings with 

sentience. This is because intersectionality becomes imperativeness and a tool 

to persuade themselves and drag others into practicing veganism. The ideal 

type of being vegan causes guilt and makes it harder for young feminists to 

practice veganism. Accepting political imperativeness avoids arguments and 

discussions on practicing veganism. Third, practicing veganism offers young 

feminists political efficacy by observing the expansion of the veganism 

market and increasing visibility in public policy. In comparison to such 

change, young feminists share a dreary and dreich prospect in feminist 

agendas because patriarchy and the gender system seem solid, so it seems 

like there is less chance to make a drastic change i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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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ast section, I examine how veganism practices alter feminist ones 

in three ways. First, feminists suffer depression and exhaustion due to the 

sense of falling behind by practicing veganism and feminism simultaneously 

and breached relationship with other feminists. They seek to remedy these 

problems by constraining the practices as least as possible to make their 

practices sustainable. As a result, some feminists reject the idea of 

intersectionality and prioritize the existence of women on a practical level as 

radical feminists. It is ironic that vegan feminists first sought their 

justification of existence by distinguishing themselves from radical feminists. 

Second, feminists carry on their veganism practices with the firm belief that 

they are leading the world to a better place. In this case, feminism plays an 

instrumental role as a resource for occupational accomplishment in the 

future. Third, veganism and feminism are both works as the “red pill.” 

Practicing veganism as feminists alter female bodies, and there is a 

substantial reason to persist in practicing feminism. Through these 

experiences and conditions, women perceive capitalism as a discriminatory 

system that intersects with gender and maintains and enhances their learning 

through the lens of feminism.

Though its importance of investigating agony per se, there is a certain 

limit to the veganism practices of these days’ young feminists. Empathizing 

one’s suffering promotes powerful affect and reflection on others in a 

similar position under the interlocking discriminatory systems. However, this 

narrows the understanding of discrimination to an individualized level, 

procrastinating crucial discussion on what caused such oppression. This is 

also connected to the tendency that vegan feminism attaches to the animal 

rights movement and intersectional feminism rather than with ecofeminism in 

South Korea. In this context, the framework of intersectionality has also 

been minimized to introspect individuals’ privilege and feelings rather than 

dealing with a structural discourse on exploitation. This is due to the fact 



- 104 -

that Korean vegan feminism is conflicting with radical feminism on digital 

platforms and works as a counterpart of women-only politics, considering all 

beings other than female bodies. Taken togeth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feminist politics enabling us to discern the conditions and systems that 

produce suffering and pressure.

Keywords: Feminism, Veganism, Suffering, Oppression, Intersectionality, 

Ecofeminism 

Student Number: 2019-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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