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우리가좋아하는패스트푸드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햄버거나 핫도그 같은 패스트푸드

나 청량음료가 특히 잘 팔린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다

리지 않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

을 냉장고에서 꺼내 익혀 주기만 하면 되고, 또 설거지할

그릇이 별로 없어 점원들도 많이 필요 없다. 패스트푸드

는 간편하고 위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회용 포장 용기

때문에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 낸다. 

또한 패스트푸드는 건강에도 그리 좋지 않다. 기름기가

많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세트 메뉴

의 유혹에 넘어가 생각보다 더 먹게 되는 것도 문제다. 콜

라나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는 비만

을 불러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

라 이를 삭게 만든다. 스포츠 음

료에는 음료를 몸에 빨리 흡수

시키기 위해 나트륨을 넣는데,

이것은 콩팥이나 간이 나

쁜 사람에게는 매우 좋지

않다. 심지어 캔을

만드는 데 사용되

는 금속의 유해한

물질이 조금씩 몸 안

에 쌓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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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를 표하는 햄버거 산업은 쇠고기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국에서도 지난 20년 사이에 쇠고기 소비량이 3배 이상 늘

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소를 많이 사육하게 되면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나쁜 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의 공기를

맑게 유지하는 열 우림과 같은 숲의 나무를 베어 내어 소

를 기르기 위한 목초지를 만들고 있으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을 소에게 사료로 먹이고 있다. 그런데 소에게

곡물을 먹여 키워 쇠고기를 얻을 경우의 칼로리를 계산해

보면 큰 손해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직접 곡물을 먹을 때

얻을 수 있는 칼로리의 7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는 되새김질을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

키는 메탄가스를 내쉰다. 소가 내뱉는 메탄가스는 지구

전체에 있는 메탄가스의 12퍼센트나 차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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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문제를풀고, 함께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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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방귀와 트림’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과학자들이 소의 메탄가스 방출량을 정확히 측정

하기 위해 방귀와 호흡, 트림을 집중 조사하는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연구를 지휘한 단장은“소 한 마리가 1년에 약 130킬로그램 정도의 메탄가

스를 생산해 낸다.”며“소와 다른 가축이 생산하는 메탄가스를 합치면 오스트레

일리아 전역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

동차 배기가스의 양과 맞먹을 정도라고 한다. 그는 또“방귀도 문제지만 소들의

호흡과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문제인 것 같다.”며 조사를 해 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목축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가축 한 마리당 일정액의

‘방귀세’를 부과하려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적이 있다.

더 읽어 보기

함께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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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곡물생산량은약20억톤이조금넘는다. 이중약3분의1이가축의사료로

사용되고있다. 한편세계인구의6분의1에해당하는10억명이 양실조상태에있

고, 양부족때문에하루에약3만명이죽어가고있다. 소의무게가1킬로그램늘어

나려면8.2킬로그램의곡식을먹어야하며, 또돼지는3.5킬로그램, 닭은2.6킬로그램

의곡식을먹어야한다. 만일선진국사람들이고기를지금보다적게먹는다면세계의

기아문제를해결할수있을까? 찬성모둠과반 모둠으로나누어토론을해보자.

함께 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