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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GMOs) 관리 정책과 관련

이 있는 공무원, 연구원, 시민운동가, 그리고 언론인 등 여론주도 집단을 대

상으로 환경보건 위해물질의 위해성 인식도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및 GMOs

에 대한 위해성 인식도, 그리고 그 관리 정책에 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주요 환경보건 위해물질 및 잠재적 환경보건 위해

물질 21개 가운데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공무원과 연구원

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환경보건 위해물질로 흡연

을, 시민운동가와 언론인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각각 꼽았다. 연구원과 공

무원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2번째와 3번

째 위해물질로 꼽았다. 또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GMOs를 21개 주요 위해

물질 가운데 11번째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꼽았고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시민운동가의 경우 5위, 언론인과 공무원, 그리고 연구원의 경우 각각 12위

와 16위, 그리고 21위로 나타났다.  

2.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21개 주요 환경보건 위해물질 가운데 미래에 우

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을 될 것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꼽

았으며 공무원, 연구원, 시민운동가, 언론인 집단 모두에서 1위로 나타났다. 

GMOs는 전체 여론주도 집단에서 10위로 꼽혔으며 집단별로는 상당한 순위 

차이를 보여 시민운동가에서는 2위였으나 언론인은 7위, 공무원은 11위, 연

구원은 19위로 각각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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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위해물질의 위험 정도(5점 척도, 1점은 위험이 전

혀 없음, 5점은 매우 위험)와 관련해 21개 주요 환경보건 위해물질 가운데 

다이옥신(4.40)을 가장 위험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전체 여론주도 집

단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험 정도를 상당히 위험한 것(4점)에 가까운 

4.13으로 평가했고 GMOs는 약간 위험한 것(3점)에 가까운 2.96으로 평가했

다. 집단별로는 약간 차이를 보여 시민운동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험 

정도를 매우 위험한 것(5점)에 가까운 4.69로 본 반면 공무원과 연구원, 그

리고 언론인은 상당히 위험한 것(4점)에 가까운 3.74와 4.07, 그리고 4.13으

로 보았다. GMOs의 위험 정도에 관한 인식도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

여 시민운동가들이 느끼는 위험 정도(4.55)가 언론인(3.38), 공무원(2.81), 연

구원(2.27) 등 다른 집단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았다.

4.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이 과학적

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21개 위해물질 가운데 GMOs가 가

장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위해성이 과학적

으로 입증되지 않은 3위로 꼽았다. 각 집단 모두에서 GMOs와 내분비계 장

애물질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위권에 속했다. 또 전체 여론주도 집단

은 정부가 규제해야 할 위해물질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으뜸으로 꼽았고 

GMOs는 12위로 나타났다. 

5.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대부분이 GMOs가 편익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집

단별로는 차이를 보여 편익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공무원과 연구원에 견

줘 시민운동가에서 더 많았으며 대다수가 GMOs를 구입할 뜻이 없다는 견

해를 보였다. 또 GMOs의 위해성과 관련해 여론 주도 집단은 인체 위해성

보다는 생태계 위해성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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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인체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GMOs 관리 정책을 펴는 한편 담당 정부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

복지부)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GMOs 관리정책으로는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 의무표시제를 가장 많이 지지했으며 사전예방 원

칙을 근거로 한 유럽형 규제 정책을 가장 선호했다.

7.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편익성을 인정했다. 또 법규

와 제도를 통한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환경 중 방출량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사용하는 것을 가장 바람

직한 정책 방안으로 꼽았다.

8.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GMOs를 관리

하는데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국내법에도 사전예방 원칙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해야 할 잠재적 환경보

건 위해물질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으뜸으로 꼽혔고 GMOs가 2위로 꼽

혔다.

  여론주도 집단의 환경보건 위해물질과 GMOs, 그리고 내분비계 장애물질

에 관한 이러한 인식 결과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및 GMOs에 관한 주요 선

진국의 관리 정책,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 그리고 유엔기구 등 국제 사회의 

동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GMOs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 방안

을 제시한다.

1. 단기적으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GMOs에 관한 관리 정책을 서로 달

리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좀 더 강화할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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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론주도 집단 모두 GMOs의 인체 및 환경 위

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GMOs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

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내분비계 장애물질 및 GMOs의 위해성과 관리 정책과 관련해 시민운동

가 집단과 언론인 집단, 그리고 공무원·연구원 집단 간 인식 또는 의견 차

이가 상당히 크므로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해 이를 줄이기 위한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 또 일반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언론의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서 언론인을 위한 정보제공 인터넷사이트가 필요하며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환경보건 위해물질과 관련해 언론인들을 교

육하는 프로그램을 한국언론재단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만들 필요가 

있다.

3. 현재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는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식

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나눠 맡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식품 및 식품원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관리를 일원화해 식품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GMOs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4. 환경정책기본법에 현재 명시돼있는 사전예방적 환경오염 방지 노력 규정

을 근거로 사전예방 원칙이 국내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

는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사전예방 원칙의 정신을  명확하게 담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이나 이념 등에 좀 더 명

확하게 사전예방 원칙 정신에 입각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과학기술적인 잣대로만 접근할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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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정부, 과학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 위원회에서 정책방향과 대국민홍보에 관한 틀을 잡아 시행할 필

요가 있다. 이 위원회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꾸릴 경우 사전예방 원칙이 

담고 있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중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환경보건 위해물질 관리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환경보건 위해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  

       사전예방 원칙, 여론주도 집단, 위해성 인식

학 번: 999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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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유전자재조합식품(GMO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1)은 그 위해

성을 놓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대 

생명공학 기술의 산물이다. GMOs는 그 자체가 지닌 위해성보다는 GMOs

를 만드는데 사용한 유전자재조합 기술, 곧 생명공학 기술이 지닌 엄청난 

위력 등이 어우러져 현대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들어 과학자들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해 원하는 특정 

형질을 특정 식물에 집어넣어 발현시키는데 성공했다. 최초의 GMOs는 

1983년 탄생했다. 박테리아에 있는 항생제 카나마이신 내성 유전자를 담배

와 페튜니아에 넣어 발현시키는데 성공했다. 1994년에는 시간이 지나도 잘 

무르지 않는 유전자재조합 토마토 Flavr SavrⓇ가 처음으로 상품화돼 시장

1)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LMO(Living Modified Organism)와 서로 같

은 뜻으로 쓰이며 LMO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뜻하는 반면 GMO는 이를 포함해 죽은 유전자변형생물체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으로도 UNESCO 등은 LMO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국제기구들은 GMO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부는 LMO를,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은 GMO를 사용하고 있

다. 또 GMO의 우리말에 해당하는 용어도 농림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과학기술부와 보건복

지부는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는 유전자조작생물체로 부르고 있다. 이

처럼 국내에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일반인들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GMO를 Genetically Manipulated Organism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GMO 대신 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GMO는 유전자재조합농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물, 동물 등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유전

자재조합 대상 종류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식물(GM Crops), 유전자재조합 동물(GM  

animals), 유전자재조합 물고기(GM Fishes)라고도 하며 이것을 이용해 만든 식품이나      

GMOs가 일정 함량 들어간 식품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 Food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GMO 대신 GEO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GE Food, GE Crop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일부 학

자들은 유전자변형 식품이나 유전자변형 작물, 곧 transgenic food나 transgenic cro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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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왔다. 그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GM 작물을 키우기 시작했으며 

2002년 말 현재 세계 16개국에서 GM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1996년 이후 

GM 작물 경작지는 해마다 10%를 웃도는 꾸준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1996년 170만ha에서 1997년 1100만ha, 1998년 2780만ha, 1999년 3990만ha, 

2000년 4420만ha, 2001년 5260만ha, 2002년 5870만ha로 6년 동안 무려 35배

가량 늘어났다(James, 2002).

또 콩, 옥수수 주요 수입국이며 이들 작물을 세계 GM 작물 최대 생산국

인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GM 콩이나 옥수수의 국내 유

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상당한 양의 GM 농산물이 90년대 후반부

터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GM 농산물 추정량 연구에 

따르면 GM 농산물이 상업화된 이후 국내에 들어오는 GM 콩과 옥수수, 면

화, 유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임송수 등, 2001).

우리나라에서도 GMOs 개발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대학, 한국생명공

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체 연구소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991년부터 제초제 저항성 벼,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병충해

에 저항성을 갖는 작물 등 20개 작목의 50품종의 다양한 GM 작물을 개발

하고 있다(박용하 등, 2002). 아직까지는 실험실 연구 수준 또는 포장실험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실제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단계에 이를 경우 이를 반

대하는 환경운동단체 등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GMOs의 유해성 또는 유익성에 대한 평가는 개인은 물론이고 특정 집단

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환경운동단체와 환

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와 소비자운동단체는 GMOs를 프랑켄푸드

(Frankenfood)2)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그 유해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2) 프랑켄푸드는 프랑켄슈타인푸드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프랑켄슈타인은 영국 여류 소설

가 메리 셸리가 1818년 발표한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사체 조각을 모아 괴기한 모습의 

인조인간을 만들어낸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뜻한다. 환경운동가들과 언론은 GMOs를 

대중이 괴기스럽고 공포의 대명사로 부르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이

들이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이런 말을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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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생명공학자나 식물 육종 연구자, 생명공학기업 등은 세계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식품의 영양을 높일 수 있는 농업혁명을 이끌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이 때문에서 세계 곳곳에서 GMOs의 유해성과 유용성을 놓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도 마찬가지다.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 그리고 유해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과학

기술 산물 을 둘러싼 집단간 갈등을 줄여보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산물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다. 그 대상이 된 과학기술 산

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GMOs였다. 1987년 덴마크 의회에 딸린 기술평가

국은 농업과 산업분야의 유전공학을 주제로 합의회의를 열었으며 1999년에

도 GMOs를 주제로 시민패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합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노르웨이는 1996년, 프랑스는 1998년 GMOs를 주제로 합의회의를 여

는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잇따라 GMOs의 유해성과 유용성을 주제로 시

민합의 회의를 가졌다. 한국에서도 1998년 시민합의 회의 첫 대상으로 

GMOs가 꼽혔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그해 11월 숭실대에서 열린 

바 있다. 물론 이런 합의회의가 GMOs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해결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민주적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간 서로 

다른 견해를 좁히고 갈등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여기

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형식으로 꾸려갈 필요성이 있다. 

GMOs와 더불어 최근 유해성 논란과 함께 그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놓고 

지구촌 차원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많은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사용 당시에는 위해성

이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 가운데 상당수는 나중에 인체 및 환

경에 위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한다. 특히 이들 유해화학물

질 가운데 인체 호르몬처럼 작용해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

비계 장애물질(EDs, Endocrine disruptors)3)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인간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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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각종 동물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

부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간의 정자 수를 감소시

켜 인간을 멸종시킬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작업장이나 가정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심지어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에도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가운

데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다이옥신이나 다염소화비페닐(PCB, 

Polychlorinated Biphenyl)과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은 잘 분해되지 않고 환경 중에 오랫동안 남으며 축적성

이 높아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이 된다. 이 때문에 장거리 이동성이 있는 이 

물질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이 물질들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제협약

인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OPs)이 지난 2001년 채택되기

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컵라면 용기의 스티렌 다이머 및 트리머 검출 논

란과 선박에 칠하는 오염 방지 페인트의 원료(방오제)로 쓰이는 

TBT(Tributyltin)의 오염으로 인한 고둥의 임포섹스 현상 등이 관찰·보도되

면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등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유해화학물질 안

전관리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기존의 독성학

이나 유독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와 위해성 관리(risk 

management) 분야에서 적용했던 가정들을 다시 고려하게끔 만들었다.

과학자들 가운데에는 위해성 물질(risk 또는 hazard)4) 또는 잠재적 위해

3)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EDCs)란 용어로도 표현되며 우리말

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도 불린다. 대중적으로는 환경호르몬(Environmental hormone)이란 

용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다.

4) risk는 hazard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말로는 위험 또는 위해성으로 부른다. 

그러나 위해성 평가 및 위해성 관리에서는 hazard를 인간이나 인간이 가치를 부여한 것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risk는 인간에 대한 위해의 정량적 측정, 곧 위해를 경험할 조건부 

확률로 자주 표현된다. Sandman은 risk를 hazard+outrage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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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물질(potential risk 또는 potential hazard)을 과학기술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나 GMOs가 지닌 위

해성 또는 잠재적 위해성도 현대 과학기술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

하는 과학자들도 많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첨단 과학이 급속도

로 발전하고 있는 21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유해물질이 많이 

존재하며 이들 물질은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해성 

관리는 점점 정치 문제가 되고 있으며 논쟁적이 되고 있다. 위험은 실제적

이지만 위해성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Slovic. 1999).

위해성 관리를 과학기술에 맡겨두지 않고 이를 정치사회적으로 해결하려

는 사람들은 위해성 평가가 지금까지 잘못 이용됐다고 주장한다. 위해성 평

가는 환경과 공중보건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떠받치는 구실을 했다는 것이

다. 이들은 기존 위해성 평가의 대안으로 사전예방 원칙5)이라는 새로운 개

념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사전예방 원칙이 위해성 평가의 대체 개념이 아

니라 위해성 평가를 아우르는 개념이고 철학이며 단순한 규제 도구를 뛰어

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Raffensperger, 2000). 사전예방 원칙은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발걸음이 너무 

느리고 환경 및 보건 문제는 사회가 그것을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

는 능력보다 더 급속하게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최근 유럽국가

와 유엔기구, 그리고 국제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그 지지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구촌 사람들은 지구 생태계에 재앙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나 GMOs와 같은 유해물질이 등장하면서 유해물

5) 1970년대 중반 독일에서 환경정책을 펴면서 도입한 vorsorgeprinzip에서 비롯됐다. 

vorsorge는 예견을 뜻하는 영어의 foresight에 해당한다. prinzip은 principle을 뜻한다. 이 개

념은 우리 속담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간다’거나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말과 일

맥상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사전예방 원칙을 사전배려 원칙이란 말로 사용하

기도 한다. 한귀연은 ‘독일 환경법상의 사전배려와 위험방지’라 논문에서 김연태는 ‘환경법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의 실현’이라는 논문에서 각각 precautionary principle(또는 

vorsorgeprinzip)을 사전배려 원칙으로 번역해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다른 여러 학자나 

환경운동가들은 사전배려 원칙이라는 용어보다는 사전예방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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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환경 과학과 환경 정책의 능력에 대해 신뢰를 보내

지 않고 있다. 

인간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은 매우 많다. 특히 잠재적 유해물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가치관, 과학적 지식, 이해관계에 따라 잠재적 유해

성을 유해한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무해한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정책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런 유

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에 관한한 그런 정책은 마련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

란 더욱 어렵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관리해나가는 정책은 과학적 평가 

이외에 일반인들의 위해성 인식 정도에 중요한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게 된

다. 왜냐하면 위해성의 인식도가 높으면 과학적 평가결과에 의한 위해성이 

낮다고 하여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고, 반면 과학적 결과만을 

고려한 정책수립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신동천 등, 

1996). 

그래서 어떤 국가가 잠재적 위해물질에 대해 펴는 관리정책은 국민들의 

그 물질에 대한 위험인식 정도와 여론 방향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들의 여론

은 언론, 시민환경운동, 전문가, 정부 관리 등 여론주도 집단의 잠재적 위해

물질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바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따라

서 여론주도 집단이 논란이 되는 위해물질 또는 잠재적 위해물질에 대해 어

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나 지식인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정책의 효

과 및 비용이나 정책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평가 등으로 정책과정에서 상당

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20~30년 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운동단체와 

환경운동단체 등 공익단체가 정책 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다. 하

지만 1990년대 들어 이들 공익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해 1990년대 후

반부터는 정치·경제·언론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환경 등 각종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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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환경운동단체나 소비자운동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활동이나 주장을 대중매체들이 많

이 반영하고 있어 시민운동가들이 정책 결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휘

하는 영향력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대재앙적 성격을 띤 대

표적인 잠재적 환경보건 위해물질 또는 환경보건 위해물질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들 물질은 인간에게 상당한 편익을 줄 수도 있다. 편익성과 위해 가

능성을 동시에 지닌 물질이다. 이들 물질 가운데 다이옥신처럼 소각 과정 

등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닌 물

질에 대해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한 국가의 정책에는 과학기술정책과 

농업정책, 산업정책, 보건정책, 환경정책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들 물질과 관련한 육성정책 또는 규제정책을 펴는 곳도 정부 내에서도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아도 이는 잘 알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개발도상국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여러 정부 부처가 이들 물

질과 관련한 법을 관장하거나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림부, 해

양수산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가 이들 물질에 대

한 규제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노출돼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성격의 환경보

건 위해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론 

주도 집단의 이들 물질에 대한 위해 인식도를 파악하고 그 인식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론 

형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론 주도 집단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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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뿐만 아니라 여론 주도 집단간 인식 차이는 자신의 주장들을 관철시키

기 위해 왜곡된 주장을 하거나 과장된 주장을 펼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정

상적인 여론을 형성해 효과적인 환경보건 위해물질 관리 정책 수립을 가로

막을 수도 있다.

2. 연구목적

위해성 물질, 특히 모든 사람들이 영향 대상이 되는 환경보건 위해물질 

또는 잠재적 환경보건 위해물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정책 수립은 매우 중

요하다. 환경 보건위해물질 가운데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같은 것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매

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 보건 위해물질에 대해 필요 이상

의 엄격한 규제 정책을 펴는 것은 국내 관련 산업 발전과 연구개발의 위축

을 가져오고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 국가간에 벌어진 GMOs 보호

무역 갈등에서 보듯이 국제적인 무역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어 강력한 규제

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환경보건 위해물질의 위해성 수준 또는 

잠재적 위해성 수준에 걸맞은, 균형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환경보건 위해물질(잠재적 환경보건 위해물질 포함)

의 위험성과 관리 정책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와 함께 여론을 이끌어가

는 여론 주도 집단의 인식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정책을 펴는 것

이 갈등을 줄이면서 위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

다.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고 우

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의제 또는 정책 의제로 떠오르

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그리고 이들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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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보건 위해물질 관리에 최근 유럽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밑거름으로 삼

고 있는 사전예방 원칙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과 그 편

익성에 대한 연구와 논란을 살펴보고 이들 물질과 관련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현황을 살펴본다. 또 미국과 유럽 국가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유전

자재조합식품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아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재조합식품(농산물)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실태와 제도를 살펴보고 이들 잠재적 환경보건위해

물질과 관련한 국제협약 등을 논문 등 각종 문헌과 정책 담당 공무원 및 연

구원의 면담을 통해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도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과 그 규제 정책을 

놓고 과학자 등 연구자들과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집

단들이 서로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 집단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 모델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중심으로 환경보건위해물질 또는 잠재적 환경보건 위

해물질에 대한 여론 주도 집단의 인식도와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

론주도 집단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여러 환

경보건위해물질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들 위해물질에 대

해 각 여론주도 집단은 어떤 정도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끝으로 우리나라 여론 주도 집단의 유전자재조합식품과 내분비계 장애물

질 인식도 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환경보건 위해물질에 대한 국내 관리 정책

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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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GMOs의 위해성 연구와 관리정책

1.1 GMOs의 유해성과 편익성

GMOs 관리의 핵심은 GMOs 유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

만 GMOs의 유해성을 놓고 과학자와 환경운동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과학자 집단 내에서도 일부 과학자들이 위해하다거나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책 입안자들이 효과적인 GMOs 관리 정책을 펴는데 걸림

돌이 되고 있다. 

GMOs의 유해성 또는 유해 가능성을 주장하는 쪽은 (1)GMOs의 알레르

기 유발 (2)GMOs 자체의 독성 (3)GMOs에 있는 항생제 표지 유전자의 인

체 전이 가능성 (4)생태계 교란, 곧 유익한 곤충에 독성을 보이거나 GMOs

에 있는 농약 내성 유전자의 잡초 전이로 인한 슈퍼잡초 탄생 가능성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유해성 또는 유해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은 이런 문제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인체 유해성이 문제가 되거나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무시해도 좋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GMOs의 편익성을 주

장하는 쪽은 GMOs가 식량 위기와 기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고 강조하는 반면 GMOs를 반대하는 쪽은 GMOs가 지금의 식량 위기 문제

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다(Ho, 1996). 

박테리아인 Bacillus thuringiensis(Bt)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특정 곤충

이나 해충에 대해 살충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 살충 단백질 생산에 관여하

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GMOs가 개발돼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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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Bt 옥수수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Bt 옥수수는 해충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다른 비표적(non-target) 생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여

겼다. 하지만 실험실 연구결과 제왕나비(Danaus plexippus)의 애벌레를 Bt 

옥수수에서 나온 꽃가루가 쌓인 유액분비식물 잎에서 기르면서 성장 속도와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보통 옥수수에서 기른 제왕나비 애벌레보다 성장 속

도가 느리고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Losey et al, 1999).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 방법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

았으며 실제 야외 현장에서는 제왕나비 애벌레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드러났다(Beringer, 1999: Shelton et al, 1999: U.S. EPA, 2000).

살충 유전자와 함께 환경운동가와 일부 과학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GMO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이 연구자가 뜻한 대로 이루어졌

는지를 확인하기 항생물질 등에 내성을 지닌 유전자를 함께 집어넣어 만든 

GMOs의 유해 가능성이다. 대표적인 것이 카나마이신 내성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항생제 내성 선발 표지유전자(selection marker gene)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주의자 등 일부에서는 이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가 들어있는 식품

이나 농산물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 장내에서 장내세균에게 이 유전자가 전

이돼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을 갖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사례나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나오

지 않고 있다. 식품으로 이용되는 모든 동식물 원료에는 유전자가 함유돼 

있으며 이 유전자는 대부분 위장에서 효소나 위산에 의해 분해가 된다. 뿐

만 아니라 식물과 미생물 유전자간에는 유전자를 제어하는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므로 식물의 유전자가 사람의 몸 안에서 미생물에 이전되어 발현될 가

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이 계속해서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의 인체 전이 가능

성에 우려를 표시하자 최근에는 항생제 표지유전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또는 선발 유전자를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형질전환체, 곧 유전자재조합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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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서 제거하는 방법 등을 고안해 사용하고 있다(Cho, et al, 2002).

GMOs 자체가 독성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해

충이나 선충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아네모네의 일종인 스노드롭의 

렉틴(Galanthus nivalis agglutinin, GNA) 발현 유전자를 집어넣어 만든 GM 

감자를 먹은 쥐에서 위 점막 비대와 같은 나쁜 영향이 관찰됐다는 연구 결

과가 발표됐다(Ewen et al, 1999).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은 이 연구에 사용

된 실험동물 수가 적은 등 연구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Kuiper et 

al, 1999).

일부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이 GMOs의 인체 및 생태계 위해성 또는 위

해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전공학자들은 GMOs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양성분을 강화하

거나 기존의 작물에는 없는 유용성분을 지닌 새로운 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

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존의 쌀 배아에 비타민A의 전구물

질인 카로틴(carotin)을 축적할 수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어 만든 이른바 황

금 쌀(Golden rice)이다. 전 세계 어린이 가운데 100만 명이 해마다 비타민

A 결핍증으로 인해 시력을 잃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작물을 개발도상국

가, 특히 동남아지역에 전수해 심을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다.

1.2 GMOs에 대한 소비자 인식

GMOs에 대한 인식은 국가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GMOs 개발 국가 또

는 재배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GMOs 수입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GMOs에 대해 호의적이다. 아직까지 GMOs를 재배하지 

않거나 재배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인 유럽 국가 사람은 GMOs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 유럽인의 대다수는 GM 식품을 지지하지 않는다. 유럽



- 13 -

인에게 GM 식품은 유용하지 않으며 사회에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GM 

작물들에 대한 지지도 미온적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루어진 조사에서 1996년에 견줘 2002년 GM 작물과 GM 식품 지지자는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자는 1996년 39%에서 2002년 50%로 높아

졌다(EU, 2003).

일본은 GMOs 재배국가나 수출국가가 아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호의적

인 경향을 띠고 있어 일본 사람은 생명공학에 관해 여전히 낙관적이다. 

1997년과 2000년 조사에서 일본 응답자들은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에 대해 유

럽 국가와 뉴질랜드 대중들보다 더 호의적이었다. 맛이 더 좋아진 유전자재

조합 토마토와 질병 저항 유전자재조합 작물에 대해 1993년 일본 대중들은 

69%와 66%가 각각 호의적이었으며 2000년 조사에서는 이것이 58%와 55% 

수준으로 약간 낮아지기는 했지만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Macer, 2000).

개발도상국 가운데 GM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최근 

그 면적을 넓혀가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생명공학이나 GMOs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베이징 시민

들은 GM 식품에 대해 거의 위험을 느끼지 않거나 전혀 느끼지 않는 등

(52.5%) 거부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공학 기술의 이용에 대

해서도 부정적 의견(9.3%)보다는 긍정적 의견(61.6%)이 훨씬 많았다(Li et 

al, 2002). 난징 시민들도 GM 식품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19.23%)는 의견보

다 안전하다(33.17%)는 의견이 훨씬 많았으며 영양이 개선된 GM 식품을 

사겠다(47.50%)는 의견이 사지 않겠다(26.67%)는 의견보다 많았다(Zhong et 

al, 2002).

 

1.3 GMOs 안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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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개념

으로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 개념을 제시했다. 이 실질적 

동등성은 안전성 평가의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실질적 동등성은 서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식품이 경험적으로 안전

하다는 인식에 따라 별도의 안전성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섭취 방법이나 소화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 나

온 차이점에 대한 독성, 알레르기성 등 생물학적 영향과 잠재적 영향을 평

가하고 그 영향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에 따라 안전성 정도를 평가하

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식량농업기구(FAO)에서도 이 개념을 채택했

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에서 이 개념에 근거한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GMOs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GMOs 관리정책은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국제기구 간

에도 차이가 있다. 유럽연합은 GMOs를 만드는 과정에 근거를 두고 관리정

책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GMOs 자체의 특성에 근거를 두고 관리정책을 펴

고 있다.(Nap et al, 20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다른 국제기구

와는 다른 방향에서 GMOs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OECD는 각 나라

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존중하며 GMOs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전예방 원칙’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관리 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고 있다(정기혜, 2001). 대체적으로는 GMOs 생산국과 수출

국은 별도의 관련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관리하지 않고 기존 법이나 제도를 

보완해 관리하고 있다. 반면 수입국은 별도의 관련법을 만들어 GMOs의 생

산과 유통, 환경방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들

이 대표적이다. GMO 생산국과 수출국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처럼 엄격한 법

을 만들어 관리하지는 않고 의무표시제 등 소극적인 관리정책을 펴는 나라

들도 있다.

미국은 GM 농산물과 GM 식품을 일반농산물이나 식품과 마찬가지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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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는 실질적 동등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GM 

농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의무표시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GM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 엄격한 관리정책을 펴고 있다. 이

는 GMOs에 대한 유럽연합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도 있지만 무역규제적인 측면도 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GM 식품에 대

해 수입금지 규정을 적용해오다 2003년 7월 유럽의회에서 명확한 표시를 할 

경우 수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0.99% 이상의 

GMOs가 들어있는 모든 GM 식품에 의무적인 표시를 해야 한다. 또 GM 

식품의 생산 공정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식품안전 정책

은 실질적 동등성이 아니라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 잠재적 위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판매 금지 등 규제를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GM 작물 재배금지

와 GM 식품 유통 금지 정책에서 벗어나 GM 작물과 전통 작물, 유기농 작

물의 공존을 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농민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작물

의 종류를 고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최고도로 높이

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Schiemann, 2003).

영국에서는 환경·식품 및 지방행정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가 GMOs의 시장 및 환경 방출 허가권

을 지니고 있다. DEFRA는 GMOs의 환경 및 시장 방출의 승인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 GMOs의 환경 방출에 관한 자문위원회(ACRE: Advisory 

Committee on Release to the Environment)를 두고 있으며 이 기구는 과학

자, 의사, 동물 및 식물에 관한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및 민간단체 전문가

로 구성돼 있다. 

GMOs 의무 표시제는 세계 많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GMOs 

관리 정책이다. 미국은 의무 표시제 자체가 위험성에 대한 간접적인 시인이

라는 태도를 보이며 표시제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GM 농산물이나 

GM 식품에 대해 의무표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자발적인 표시제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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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Goldman, 2000).

유럽연합은 1997년부터 GM 식품에 대한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

의도적 혼입치는 애초 1% 이하로 했다가 2003년 정치적인 이유로 0.99% 

이하로 했다. 정확한 확인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데다 제외 품목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시행이 보류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GMOs가 

들어간 동물사료도 표시제 강화 규정에 추가시켰다. 모든 GM 작물이 표시 

대상이다.

영국은 1999년 3월부터 GM 식품 의무표시제 법을 제정해 식당에서까지 

GM 작물임을 표시하도록 했고 이를 어길 때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 고시 제517호(2001년 3월)에 따라 콩, 옥수수, 감자, 

유채, 면실 등의 원료 농산물과 두부, 된장, 콩가루, 옥수수 전분 등의 가공 

식품 24품목을 대상으로 2001년 4월부터 의무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

의도적 혼입치는 5% 이하로 규정해놓았다. 또 후생노동성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 응용 식품의 검사 방법’을 만들어 의무 표시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2년 10월 현재 44종의 유전자재조합식품과 10종의 유

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이 안전성 평가를 마쳤다(Miki, 2002). 

네덜란드는 1996년 12월부터 GM 대두 전 제품의 표시를 의무화했으며 

중국은 2001년 6월에 GMOs에 대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 GMOs의 생산·

판매·수입을 하려면 사람이나 동물과 환경에 해롭지 않다는 중국 정부의 인

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표시 의무를 강제규정으로 해놓았다.

2.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과 관리 정책

2.1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EDs)은 과학자들이 최근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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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낸 새로운 종류의 환경보건 위해물질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 내분비계의 

기능을 교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다시 말해 몸속에 들어와 호르몬처럼 작

용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것처럼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거나 호르몬 작용

을 억제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한다. 또 내분비계를 직접 

자극하거나 억제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하거나 또는 적게 분비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Schettler et al, 1999).

내분비계 장애물질 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추정물질 분류는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다. 세계야생생물기금(WWF, World Wildlife Fund)은 유기염소

계 물질 7종과 농약 44종 등 모두 71종을 내비분계 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

으며 의심물질로는 2,4-디클로로페놀 등 5종을 분류해놓고 있다. 일본 의약

품식품연구소는 가소제(프탈레이트류) 9종과 플라스틱 물질 17종, 산업용 화

학물질 및 환경오염물질 21종, 농약 74종 등 모두 141종을 내분비계 장애물

질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모두 60종을 내분비계 장애

물질 목록에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업용 화학물질 18종, 농약류 42종, 

부산물 및 대사물 6종 등 모두 66종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는 인간보다는 주로 생태계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동물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파충류와 어류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다이옥신 오염 사건 등을 통해 인간에 끼치는 유해

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인간에서 다이옥신에 노출돼 생기는 영향은 주로 사

고와 직업적 노출 환경에서 관찰됐다. 전체 암 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암은 

다이옥신(주로 TCDD, 2,3,7,8-tetrachloro-p-dibenzodioxin) 노출과 관련됐었

다. 이와 함께 당뇨병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률 증가, 심장혈관 질환 증가가 

다이옥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태아 때 다이옥신과 PCBs에 노

출된 어린이에서는 신경발달과 신경행동에 관한 영향과 갑상선호르몬 상태

에 관한 영향이 기초 노출량 농도(background exposure dose) 또는 기초 

노출량에 가까운 농도에서도 관찰됐다. 고농도 노출에서는 태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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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s와 PCDFs(Polychlorodibenzofurans)에 노출된 어린이들에서 피부 기

형, 성장 지연, 저체중, 행동 장애, 사춘기 때 짧은 성기 길이, 사춘기 때 소

녀들 가운데 작은 키, 청력 손실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다. 자궁내막

증 증가, 정자 DNA 손상, 면역성 감소와 감염성 질환 이환 증가 등도 내분

비계 장애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Landi, 2002: 

Blount et al, 2000: Gupta, 2000: Weisglas-Kuperus, 2000: Baccarelli, 2002: 

Vreugdenhil et al, 2002: Hardell et al, 2003: Birnbaum, 2002: Duty et al, 

2003: Rier, 2002).

2.2.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인간 활동과 산업 활동으로 환경 중에 방출돼 공기, 

물, 토양 등에 존재하게 되며 인간과 동물은 이들 환경 매질 또는 음식물을 

통해 이를 섭취하게 된다. 따라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는 환경과 식품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 나라들은 식품 관련 부서나 농

업·환경 관련 부서에서 각각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환경에 적게 방출되도록 

하거나 아예 방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내분

비계 장애물질 가운데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은 난분해성, 생물 축적성, 독성, 장거리이동성을 가지는 물질을 통틀어 일

컫는 물질이다.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서 해마다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는 

이웃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 미국, 캐나다 등에까지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데 이 황사 안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포함해 수은, 오존, 

석탄 연소물 등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분석됐다(Wilkening et al, 2000). 또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은 생물 축적성을 가지고 있어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

되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해 상층부 포식자 종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각 국가 차원에서 대처할 성격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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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리우정상회담을 

시발점으로 제기됐다. 1994년에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 IFCS)가 설립됐다. 그 뒤 

내분비계 장애물질, 특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국제적 규제 마련을 축구

하기 위해 시에라클럽(Sierra club) 등 세계적인 국제환경단체가 주축이 돼 

International POPs Elimination Network(IPEN)를 결성했고 이 단체의 적극

적인 활동과 UNEP의 노력으로 마침내 국제사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물

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5월23일 스웨덴 스톡

홀름에서 최종의정서를 채택했다. 최종의정서 서명국은 한국, 일본, 영국 등 

115개국이며 협약 서명국은 미국, 캐나다 등 92개국이다. 이 협약은 50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발효되는데 2004년 

중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약의 대상물질은 PCB, HCB(Hexachlorobenzene), Mirex, Aldrin, 

Chlordane, Dieldrin, Endrin, Heptachlor, Toxaphene, DDT, Dioxin, Furans 

등 12개 물질이며 이 가운데 다이옥신과 퓨란은 소각이나 산업공정에서 나

오는 부산물이며 HCB와 PCB는 부산물로 생성되거나 산업용 화학물질, 농

약으로 쓰인다. 그 밖의 물질은 대부분 살충제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협약은 사전예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협약은 DDT와 배출원에

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방출될 수 있는 Dioxin/Furans, HCB, PCBs를 제외

한 나머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생산·사용과 수입·수출을 금지했다. 디디

티의 경우 말라리아 모기를 퇴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생산·유통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 때 사전 신고 등  철저한 규제·감시를 받도록 했다. 

또 DDT의 생산·사용의 감소와 잔류성이 약한, 디디티 대체물질 개발도 권

고했다.  Dioxin/Furans, HCB, PCBs 등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POPs에 대

해서도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 안에 국가 차원 또는 지역 차원의 행동계

획을 세워 배출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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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약은 또 POPs 물질을 폐기할 때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국의 GMOs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

 

3.1 국내 GMOs 관리 정책

우리나라는 1983년 과학기술부(당시 과학기술처)가 제정한 생명공학 육성

법(1983.12.31, 법률 제3718호)에서 형질 전환체의 취급, 사용에 관한 실험지

침 및 시행에 대해 최초로 명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1997년 4월 유전자

재조합 실험지침을 고시했고 1999년 8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전자재

조합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국

내에서 만들어진 형질전환체가 식품으로 유통될 경우 개발자 또는 수입업자

가 영양 성분, 독성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항생제 내성 유전자 실험 자료

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뒤 시장에 유통시키도록 규정

하고 있다(박선희, 2002).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유통시킬 목적의 유전자재조합 

작물의 안전성을 확인·심사하고 있다. 2003년 10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안전성 확인을 끝낸 GMOs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내성 콩

인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 콩 등 3종 10품목이며 생명공학을 이

용한 식품첨가물로는 말토젠 아 라제(Matogenic amylase) 등 5종의 효소

제와 1품목의 비타민이 있다. 또 현재 안전성 심사가 진행중인 GMOs는 글

리포세이트 내성 유채 GT73(Monsanto Korea) 등 10종이 있으며 식품첨가

물로는 렉티나제 노보(Lectinase Novo, Novozymes Korea) 등 4종이 있다

(박선희, 2003).

현재 GMOs의 안전성 관리는 여러 부처가 나눠 하고 있으며 그 뼈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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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법률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다. 2000년 1

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형질전환 생물체를 국가간 이동시킬 경우 환경과 

인체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국제 규범인 생물안전성 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가 채택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산업자원부가 주관해 2001년 3

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팔라

우공화국이 50번째 생물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비준 국가가 된지 

90일이 지난 2003년 9월11일 이 의정서가 정식 발효됐으나 우리나라가 아직 

이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이 법 시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은 각 부처별 GMOs 위해성 관리 업무영역 등을 규정하였으나 GM 식품

(농산물)에 대한 기본입장이나 전반적 관리체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환경 위해성 관리는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가 

이 법에 따라 영역별로 나눠 하게 된다. 이 법 시행령은 식용 또는 보건의

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위해성 관리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

청)가 맡고 환경 위해성 관리에 있어서 농업·임업·축산용은 농림부, 해양수

산용은 해양수산부, 산업용은 산업자원부, 환경정화용 또는 환경 방출용은 

환경부가, 시험연구용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그 시험연구 성격에 따

라 맡도록 하고 있다.

2002년 1월9일 농림부는 GMOs의 생산 및 수입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환경 위해성 평가 심사 지침을 고시했다.

(고시 제2002-2호) 이 지침은 형질 전환체 위해성 심사절차와 함께 심사기

관으로 농촌진흥청을 지정했고 평가기관 지정 운영, 국내 포장시험을 위한 

격리 표장의 구비 조건 및 형질 전환체의 관리방법,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사 신청 형질 전환체에 대한 일본 

정보 공개 및 의견 수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형질 전환체의 생산 및 승

인 위반과 연구 시설 운영 및 실험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도 함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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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인체 위해성 관리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가 2002년 8월26일 개

정된 식품위생법 제4조6호 및 15조에 따라 2004년 2월27일부터 실시할 예정

이다.

의무표시제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지도는 높은 편이다. 유네스코한

국위원회가 1998년 여론 주도층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GMOs에 대한 표시에 찬성하는 비율이 90.5%로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거

주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설문조사에서도 의무표시제에 대한 찬성이 매우 높았다(경규항, 

2002).

이런 여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3월부터는 GM 농산물을 대상

으로, 2001년 7월부터는 GM 식품을 대상으로 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16조와 제 18조(1999년 1월21일 제정)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명공학 농산물에 대하며 구매 정보의 제공을 

위해 생명공학 작물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2000년 4월22일 표시 요령을 

고시하였다. 의무 표시 대상은 GM 작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검증 기술의 개발 상황, 국내 수입 유통 상황 및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콩, 옥수수, 콩나물은 2001년 3월부터 감자는 2002년 4

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GM 농산물의 시

료 수거 및 검정 방법(농관원 고시, 2001년 1월30일)과 GM 농산물 표시 조

사 실시 요령(농관원 예규, 2001년 2월28일)을 제정하여 의무표시제 시행에 

따른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의무표시제에서 표시 의무자는 GM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로 돼 있으며 

의무표시를 면제해주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는 3%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표시 기준은 GMOs일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으로 표시하며 만약 

GM 농산물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 포함’으로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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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GM 농산물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도록 돼있다. 구분생산, 유통관리 증명서를 갖

추고 GM 농산물이 3% 이하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포함’ 또는 ‘포함 가능성’ 

표시를 면제해주거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아님을 자율 표시하도록 돼있

다. 이를 어길 때 처벌 기준은 허위 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표시 기준 방법 위반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M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10조 1항과 생명공학 식품 등의 표시 기준(식

약청 고시 제2000-43호 및 제2001-43호)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시행중이

다. 대상은 옥수수, 콩가루, 두부, 된장, 메주 등의 가공식품 27개 품목이다. 

GM 식품 표시의무자는 식품 제조·가공업자,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자,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 유통 전문 판매업○○○자, 수입 판매업자 등이며 표시 방

법은 주 표시 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 재조합 포함 식품’으로 표시

하거나 원재료 옆의 괄호 안에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재조합된 ○○○’로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 재조합 ○○○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 때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2 국내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와 관리 정책

내분비계 장애물질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우리나라 환경 중에 널

리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조류(새)나 어패류에는 물론이고 사람의 지방세포, 그리고 하천, 해양 

침전물과 토양 등에서 에서도 DDT나 PCBs, PCDDs 등의 내분비계 장애물

질이 선진국 수준과 국제권고기준에는 못미치기는 하지만 상당량 검출되고 

있다(Im et al, 1995: Choi et al, 1998: Kang et al, 1999: K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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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a: Kang et al, 1997b).

축산식품이나 가공식품 중 다이옥신이나 PCBs 농도 분석에서도 미국, 일

본, 독일의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아직 안전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식품에서 약간씩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무기 

등, 2002: 최동미 등, 2002: 원경풍 등, 2000, 2001).

내분비계 장애물질 가운데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다이옥신의 경우 소각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

우선적이며 이는 환경부에서 맡고 있다. 가축 사료를 다이옥신 오염으로부

터 막기 위해서는 사료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이는 농림부가 맡고 있다. 

현재 다이옥신을 포함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저감 정책에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총괄

을 맡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근거해 의약품, 

식품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관

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작업장에서 다루는 내분

비계 장애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규제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대신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나 덜 해로운 대체물질 개

발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부처간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협조 체계만이 

일반 국민을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

청, 1998).

환경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1단계(1998~2001)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의 물, 토양 등 

환경 중 잔류 실태, 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을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2단계(2002~2004년)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

해 한계 농도치(TLV, Threshold Limit Value)를 정하고 3단계(200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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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총량규제방안

을 세운다는 전략이다(석금수, 199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또 각종 프탈레이트류의 식품·화장품·의약품 용기 중 

농도와 식품·화장품·의약품 중 농도를 조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프탈레이트류의 TDI를 설정할 계획이다.

4. 사전예방 원칙과 GMOs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독일 정부는 1980년대 초반 산성비, 지구 온난화, 북해 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환경 정책의 시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Vorsorgeprinzip, 곧 Precautionary principle(사전예방 원칙)을 사용했다

(Raffensperger et al, 1999).

그 후 잠재적 보건 및 환경 위해물질과 그리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고

려한다는 생각은 많은 국제적 선언문과 권고문 또는 협약 속에 녹아들어 갔

다(Hickey et al, 1995). 1982년 유엔총회가 승인한 세계자연현장은 사전예방

이라는 말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함축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 

1990년 북해(North Sea) 보전을 위한 국제회의는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예방 원칙이란 말이 국제협약에 사용된 것

과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이다. 

리우선언 전문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들의 능력에 따라 사전 

예방적 접근이 널리 적용돼야 한다. 심각하거나 회복불능의 손상 위협이 있

는 곳에서는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결핍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환경 파괴

를 예방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수단을 미루는 이유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 스웨덴 등의 국가 등 몇몇 국가에서는 사전예방 원칙을 환경정책

에 명확하게 적용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사전예방 원칙이 최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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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환경 정책과 전략, 그리고 연방법에 녹아들어갔다. 오스트레일리아 법

원에서도 이 원칙을 수많은 환경 소송에서 인정하고 있다. 또 1996년 인도 

대법원은 피혁공장 오염 소송 사건에서 사전예방 원칙을 채택했다. 1994년 

파키스탄 대법원도 환경 분쟁 판결을 내리면서 사전예방 원칙에 의존했다. 

1993년 유럽연합 협약은 유럽공동체를 만든 협약을 고쳐 사전예방 원칙을 

EU 환경법의 기초로 삼았다. 사전예방 원칙은 이처럼 앞으로 EU 법과 EU 

회원 국가들의 법속으로 점점 파고들고 있다(Saladin, 2000).

사전예방 원칙과 그 정신은 환경법이나 환경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최근 

식품위생이나 공중보건, 산업보건, 의료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

다.(Kriebel et al, 2001a: Goldstein, 2001: Stijkel et al, 1995) 

사전예방 원칙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1)인과

관계에 대한 과학적 증명에 앞서 사전예방 원칙이 취해져야 한다. (2)공중보

다는 위해 또는 잠재적 위해 활동의 옹호자들이 안전성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3)행위에 의해 생기는 해악을 증명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활동 금지

를 포함해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4)의사결정이 사전 예방적이 되

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공개되고, 정보가 알려져야 하며, 민주적이고 잠재

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전예방 원칙을 비판하거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전예방 원칙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제안됐지만 최근

에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우려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 

위험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 곧 새로운 기술을 완전히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현대의 러다이트주의자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GMOs의 도입을 성공적으로 

가로막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Maurizio, 2000).

따라서 사전예방 원칙의 적용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전예방 

원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결코 절대적으로 증명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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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과학적 불확실성이 환경 관련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

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Lomborg, 2001).

하지만 사전예방 원칙과 과학 연구는 서로 정반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

다. 과학은 주로 위험에 관한 초기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사전예방 원칙 지

지자들은 종종  과학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신들의 입장을 일반화했

다. 사전예방 원칙을 주창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생하는 과학 연구에 대한 

이런 적대주의는 종종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과학적 과정, 과학적 방법론

의 취약성, 위해성 평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실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사전예방원칙은 환경 인관관계에 관한 불확실성을 좁혀주는데 가장 좋은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다(Goldstein, 1999).

최근 국제적으로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해 다루기로 한 대표적인 보기가 

GMOs이며 이는 GMOs의 국제간 이동을 다룬 국제협약인 생명공학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의정서는 2000년 

1월에 개최된 제2차 생물다양성협약 특별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의

정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원칙 제15조에 포함된 사전 예방적 접

근에 따라 현대 생명공학기술로부터 창출된 LMOs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분야에 있어 생명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가능성과 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하고, 특히 국가간 이동에 초점

을 두어 적절한 보호수준을 강조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관리와 관련해 사전예방 원칙이 새로운 원칙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이 모두 밝혀지거나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인간을 비롯한 각종 생물 종에서 남성

의 정자 수를 크게 감소시키거나 수컷을 암컷으로 만든다면 이는 인간의 절

멸 또는 많은 생물 종들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가운

데에는 환경 중에서 오래 지속되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을 지닌 종류들

이 많다. 따라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오염은 일시적이거나 지역적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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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래 지속되며 전 지구적이다.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해 우리가 관리해야 

할 특성에 가장 잘 들어맞는 잠재적 위해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한 완벽한 데이터를 현실적으로 손에 넣기 매

우 어렵다. 이런 경우 사전예방 원칙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다. 이것은 특

히 한 생태계에서 다른 생태계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잔류

성 유기오염물질의 경우처럼 완벽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더욱 그

렇다(Smit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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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 등 정책

을 직접 마련해 시행하는 공무원과 이들 위해물질의 유해성과 관리 방안 등

을 조사 또는 연구하는 업무를 맡고 있거나 이런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연구

원, 그리고 이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위해성 관리 등과 관련해 감시자 역할

을 하며 관련 정보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소비자·환경운동단체 

활동가,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분야를 보도하고 있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담당 언론인(기자)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했다. 대학교수와 기업

체 간부 등도 연구대상에 일부 포함됐다.

  공무원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

품안전청, 산업자원부 등에서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법과 제도 

등의 정책을 입안·시행하고 있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 담당 사무관 등이 조

사대상이었다.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은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생명과학연구

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국립독성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

부 연구공무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을 대

상으로 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나 GMOs 관련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원도 일부 대상에 들

어가 있다. 시민운동가들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GMOs의 안전성과 내분비계 장

애물질에 관심이 높은 주요 환경운동단체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주요 소비자운동단체에서 상근하는 

활동가를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여론주도 집단 구성원(N=156)을 보면 연구원이 7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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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o.              %

Officials              27             17.3

Researchers          71             45.5

NGO workers        29             18.6

Journalists            8              5.1

Others               21             13.5

Total               156            100.0

었고 시민운동가 29명, 공무원 27명, 언론인 8명, 기타 21명 등으로 표 1과 

같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101명, 여성이 55명이었다. 학력별로는 석사

가 54명, 박사와 학사가 48명으로 서로 같았고, 고졸이 6명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나이는 평균 36.6세였으며 21세에서부터 54세까지의 분포를 보였

다.

  Table 1.  Occupation of respondents

2. 연구방법

  여론주도 집단의 환경보건 위해물질과 GMOs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

한 인식도와 이들 물질의 관리 정책에 관한 의견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벌였다. 2003년 3~4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과학기술부, 환

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연구기관, 그리

고 시민단체 등을 방문해 설문지를 직접 나눠 준 뒤 직접 또는 우편으로 회

수했으며 국립환경연구원 등 일부 연구기관에는 단체 책임자에게 집단 발송

한 뒤 우편으로 집단 회수하는 방안을 취했다. 

  설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사용한 것을 일부 참고해 보완·수정했다. 설문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첫 부분으로 21개의 주요 환경보건 위

해물질 가운데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차지하는 위험 인식도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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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다. 21개 환경보건 위해물질은 외국의 여러 연구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과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한국언론재단의 기사

검색데이터베이스인 KINDS에서 다빈도로 나타난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골

랐다. 21개 환경보건 위해물질은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흡연, 석면, 

다이옥신, 잔류농약, 환경흡연, 중금속, 아황산가스, 방부제(합성보존료), 미

세먼지, 알코올, 오존, 전자기파, 식중독균, 인공색소, 수돗물바이러스, 자외

선, 트리할로메탄, 방사선조사식품, 실내 라돈 가스 등이다. 두 번째 부분으

로 GMOs와 관련한 위해성 인식 정도, 국내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시켰다. 세 번째는 다이옥신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인지도와 위

험 인식도, 국내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사전예방 

원칙에 대한 인지도와 우리나라에서의 이 원칙 적용 여부와 시기, 적용 대

상 환경보건 위해물질 등을 알아봤다.

 설문조사와 함께 국내 환경 관련 법과 논문, 책자, 한국언론재단 기사검색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해 우리나라에서의 사전예방 원칙 적용 실태와 언론 

보도 실태 등을 분석했다.

  이밖에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를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 과학

기술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 관련 부처 

실무책임자 및 관련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와의 면접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보건 위해물질 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위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인식 

우선순위와 미래 위해물질 인식 우선순위, 정부가 규제해야 할 위해물질 우

선순위,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해야 할 대상 환경보건 위해물질 우선순위 등

의 경우 여론주도 집단 전체와 각 여론주도 집단별로 나눠 응답한 우선순위 

별로 1위에는 1점을, 2위에는 2점을 주는 방법으로 1~21위에게 각각 1~21점

의 점수를 준 뒤 이의 평균값을 냈다. 이 평균값이 가장 작은 위해물질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단별 우선순위를 파악했다. 21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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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위해물질과 유전자재조합식품,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집단별 정보 획득 출

처에 관한 우선순위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했다. 유전자재조합식품과 내분비

계 장애물질 안전성과 관련한 신뢰집단 분석은 고른 순서대로 첫 번째 집단

에게는 2점을, 두 번째 집단에게는 1점을 줘 그 신뢰집단별 평균값을 구해 

점수가 높은 집단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또 식품위해 요소 중 인

체에 가장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을 알아본 질문에 대해서는 고른 

순서대로 첫 번째 위해요소에게는 3점, 두 번째 위해요소에게는 2점을, 3번

째 위해요소에게는 1점을 주는 방식으로 위해요소 별로 평균값을 구해 높은 

점수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밖에 유전자재조합식품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인지도와 위험성 

인식도, 편익성 인식도, 규제 정책 선호도 등과 사전예방 원칙 인지도와 국

내 적용시기 등은 평균값을 내 전체적인 의견을 살펴보았으며 집단별로도 

평균값을 내 서로 비교분석했다. 집단간 인식도와 의견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chi-square 분석으로 알아보았다. p값이 0.05보다 크

면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통계처리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AS 

8.1이었다.



- 33 -

Ⅳ. 연구   결과

1. 환경보건    위해물질     인식도

1.1 환경보건   위해물질    인식   순위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표 2에서처럼 환경보건위해물질 또는 잠재적 환경

보건위해물질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꼽았으며 이어 흡연, 다이옥신, 중금속, 농약, 

간접흡연의 순서로 꼽았다. GMOs는 21개 위해물질 가운데 16번째로서 그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 우선순

위는 1위로 꼽은 것에는 1점을 주고 2위로 꼽은 것에는 2점을 주는 식으로 

각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줘 위해물질별 평균값을 구해 가장 낮은 점수의 

물질에 가장 높은 위해성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모든 응답자 또는 특정 여

론주도 집단 전체가 특정 유해물질에 대해 1위로 꼽을 경우 평균값이 1이 

되며 21위로 꼽을 경우 21이 된다.

  일반 공무원과 연구원은 흡연을 가장 위험한 물질로 본 반면 언론인과 시

민운동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가장 위험한 물질로 보았다. 일반 공무원

의 위해물질 인식 순위는 흡연-석면-내분비계 장애물질-다이옥신-잔류농약

의 순이었으며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16번째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의 위해

물질 인식순위는 흡연-내분비계 장애물질-중금속-다이옥신-잔류농약의 순

이었으며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가장 낮은 21위를 기록했다. 시민운동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다이옥신-중금속-잔류농약-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순으

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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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rder
 Overall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Journalists Others

 1
 Endocrine 

disruptors(4.69)

 Endocrine 

disruptors (4.38)

 Endocrine 

disruptors (5.34)

 Endocrine 

disruptors(4.07) 

 Endocrine 

disruptors (3.38)

Cigarette 

smoking(5.43)

 2
 Dioxin

(6.68)

 Dioxin

(5.96) 

 Dioxin

 (7.10)

 GMOs 

(5.15)

Pesticides in 

food(5.25)

*ETS

(6.95)

 3
 Heavy metals

(8.08)

 Pesticides in 

food(7.42) 

Cigarette 

smoking (7.28) 

 Dioxin

 (6.07) 

 Dioxin

(5.38)

 Endocrine 

disruptors (7.29)

 4
 Cigarette 

smoking(8.34)

 Heavy metals 

(8.12) 

 Heavy metals    

(7.79) 

 Pesticides in 

food(8.15) 

Cigarette 

smoking(5.63)

 SO2

 (7.62)

5
 Pesticides in 

food(8.97)

Cigarette 

Smoking(8.73) 

 SO2

(9.29) 

 SO2

(8.15) 

 Heavy metals

(7.13)

 Alcoholic 

beverages(8.33)

 6
 SO2

(9.53)

 Ozone

 (10.23) 

Pesticides in 

food(9.31)

 Heavy metals 

(8.52) 

 Alcoholic 

beverages(8.50)

 Dioxin

(8.48)

 7
 Ozone

(9.91)

 Electromagnetic 

waves (10.42) 

 Alcoholic 

beverages (9.48) 

 Food irradiation

(8.78) 

 Food poisoning 

microbes(9.25)

Pesticides in 

food(9.05)

 8
Preservatives

(10.36)

 SO2

(10.69)

Particulate 

matters (9.69) 

Preservatives  

(8.96)

 Particulate 

matters(9.50)

 Heavy metals

(9.33)

 9
 Particulate 

matter(10.39)

Preservatives 

(10.77)

Preservatives 

(10.27)

 Ozone 

(9.44)

Preservatives

(10.25)

Preservatives

(9.71)

10
 Electromagnetic 

waves(10.75)

 Particulate 

matters (10.85)

 Ozone

 (10.32)

Electromagnetic 

waves (9.44) 

 SO2

(10.63)

 Ozone

(10.14)

 11
 GMOs

(11.10)

 GMOs

 (11.00) 

 ETS

(11.07) 

 Particulate 

matter (10.11)

ETS

(10.75)

 Food poisoning 

microbes(11.05)

 12
 Alcoholic 

beverages(11.30)

 Asbestos 

(11.39) 

 Electromagnetic 

waves (11.63)

Ultraviolet rays 

(12.15)

 GMOs

(11.00)

 Particulate 

matter(11.33)

 13
ETS

(11.50)

ETS 

(12.36)

 Asbestos 

(12.03)

 Viruses in tap 

water (12.41)

 Electromagnetic 

waves(11.38)

 Electromagnetic 

waves(12.05)

14  Asbestos(12.52)
 Ultraviolet rays

(12.42)

 Ultraviolet rays 

(12.96) 

Cigarette 

smoking (12.59)

 Ozone

(11.63)

 Asbestos

(12.62)

 15
 Ultraviolet rays

(12.65)

 Food irradiation

(13.00) 

 Food coloring  

(13.18) 

 Food coloring 

(12.70) 

Food coloring

(14.00)

Food coloring

(12.76)

16
 Food irradiation

(12.82)

 Radon in homes

(13.15) 

Viruses in tap 

water (13.29)

 Radon in homes 

(12.85)

 Viruses in tap 

water(14.63)

Viruses in tap 

water(13.57)

17
Viruses in tap 

water(13.43)

 Alcoholic 

beverages(13.50)

 Food poisoning 

microbes (13.79)

Trihalomethane 

(13.04)

 Asbestos

(14.75)

 Ultraviolet 

rays(13.90)

 18
Food coloring

(13.54)

 Trihalomethane 

(13.60)

 Trihalomethane 

(13.87)

 Asbestos

 (13.82)

Trihalomethane

(15.75)

 GMOs

(14.29)

 19
 Radon in homes

(13.83)

 Food poisoning 

microbes (13.65)

 GMOs 

(13.90)

ETS 

(14.67) 

 Ultraviolet rays

(17.00)

 Food irradiation

(15.14)

 20
 Food poisoning 

microbes(14.16)

 Food coloring 

(14.12)

 Radon in homes 

(13.99)

 Food poisoning 

microbes(15.63)

 Food irradiation

(17.00)

Trihalomethane

(15.76)

 21
 Trihalomethane

(14.23)

 Viruses in tap 

water (14.15)

 Food  irradiation

(14.12)

 Alcoholic 

beverages(15.74)

Radon in 

homes(18.25)

Radon in 

homes(16.29)

Table 2.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risk of 21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in Korea

Note: Number in parenthesis indicates the mean risk priority that opinion leaders         
      perceive. *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e.

      The ordering is based on the mean risk priority ratings within each group. 
      Order 1 represents the risk that opinion leaders perceive most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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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표 3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래에 가장 심각

한 위협을 받게 될 환경보건 위해물질 또는 잠재적 환경보건 위해물질로 내

분비계 장애물질을 꼽았으며 이어 다이옥신-중금속-흡연-잔류농약 순으로 

응답했다. GMOs는 21개 위해물질 가운데 11위로 나타났다. 우선순위는 앞

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정했다.

  이를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공무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위협할 위해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물질-다이옥신-잔류농약-중금속-흡연 순

으로 꼽았다. GMOs는 11위로 분석됐다. 연구원들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다

이옥신-흡연-중금속-아황산가스의 순으로 응답했으며 GMOs는 19위로 그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운동가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유전자 재조합 식품-다이옥신-잔류농약-아황산가스의 순으로 위험한 

것으로 인식했으며 공무원과 연구원이 모두 상위권으로 꼽은 흡연을 14위로 

응답해 그 위험성을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2   주요 위해물질의 위험 정도에 대한 인식도

 21개 주요 위해물질의 위해 수준에 대해  각 위해물질별로 매우 위험하

다(5), 상당히 위험하다(4), 약간 위험하다(3), 별로 위험하지 않다(2), 전혀 

위험하지 않다(1)의 5점 척도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다이옥신(4.40)을 가장 위험한 물질로 인식했고 이어 중금

속(4.23)-내분비계 장애물질(4.13)-잔류농약(4.00)의 차례였다. GMOs(2.96)는 

트리할로메탄, 방사선조사식품과 더불어 위험 인식 정도가 낮은 편에 속해 

약간 위험한 정도로만 인식했다. 이를 여론주도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은 다이옥신(4.78)-잔류농약(4.48)-중금속(4.30)-식중독 균(4.26) 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하거나 상당히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또 내분비계 장애물질(3.74)

은 상당히 위험한 정도에 가까운 위해물질로, GMOs(2.81)는 약간 위험한 

정도의 위해물질로 각각 응답했다. 이를 여론주도 집단별로 살펴보면 공무

원은 다이옥신(4.78)-잔류농약(4.48)-중금속(4.30)-식중독 균(4.26)에 대해서

는 매우 위험하거나 상당히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또 내분비계 장애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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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rder
Overall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Journalists Others

 1
 Endocrine 

disruptors(4.69)

 Endocrine 

disruptors (4.38)

 Endocrine 

disruptors (5.34)

 Endocrine 

disruptors(4.07) 

 Endocrine 

disruptors(2.38)

 Endocrine 

disruptors(4.90)

 2
 Dioxin

 (6.68)

 Dioxin 

(5.96) 

 Dioxin 

(7.10)

 GMOs 

(5.15)

 Dioxin

(6.00)

Cigarette 

smoking(6.05)

 3
 Heavy metals

(8.08)

 Pesticides in 

food(7.42) 

Cigarette 

smoking (7.28) 

 Dioxin

 (6.08) 

Cigarette 

smoking(7.75)

 Dioxin

(7.20)

 4
 Cigarette 

smoking(8.34)

 Heavy metals 

(8.12) 

 Heavy metals    

(7.79) 

 Pesticides in 

food(8.15) 

 Heavy metals

(7.75)

*ETS

(7.60)

5
 Pesticides in 

food(8.97)

Cigarette 

Smoking(8.73) 

 SO2

(9.29) 

 SO2

(8.15) 

 Ozone

(8.00)

 Heavy 

metals(8.65)

 6
 SO2

(9.53)

 Ozone

 (10.23) 

Pesticides in 

food(9.31)

 Heavy metals 

(8.52) 

 Electromagnetic 

waves(8.38)

 Alcoholic 

beverages(8.85)

 7  Ozone(9.91)
 Electromagnetic 

waves (10.42) 

 Alcoholic 

beverages (9.48) 

 Food irradiation

(8.78) 

 GMOs

(8.50)

 SO2

(9.60)

 8
Preservatives

(10.36)

 SO2

(10.69)

Particulate 

matters (9.69) 

Preservatives  

(8.96)

 Alcoholic 

beverages(9.88)

 GMOs

(10.05)

 9
 Particulate 

matter(10.39)

Preservatives 

(10.77)

Preservatives 

(10.27)

 Ozone 

(9.44)

Pesticides in 

food(10.05)

 Ozone

(10.05)

10
Electromagnetic 

waves(10.75)

 Particulate 

matters (10.85)

 Ozone

 (10.32)

Electromagnetic 

waves (9.44) 

 Food 

irradiation(11.13)

Pesticides in 

food (10.30)

 11
 GMOs

(11.10)

 GMOs

 (11.00) 

ETS 

(11.07) 

 Particulate 

matter (10.11)

 SO2

(11.63)

 Electromagnetic 

waves(10.85)

 12
 Alcoholic 

beverages(11.30)

 Asbestos 

(11.39) 

 Electromagnetic 

waves (11.63)

Ultraviolet rays 

(12.15)

 Particulate 

matter(11.75)

Preservatives

(11.40)

 13
ETS

(11.50)

 ETS 

(12.36)

 Asbestos 

(12.03)

Viruses in tap 

water (12.41)

Preservatives

(12.00)

 Ultraviolet 

rays(12.25)

14
Asbestos

(12.52)

 Ultraviolet rays

(12.42)

 Ultraviolet rays 

(12.96) 

Cigarette 

smoking (12.59)

ETS

(12.13)

 Particulate 

matter(12.25)

 15
 Ultraviolet rays

(12.65)

 Food irradiation

(13.00) 

 Food coloring  

(13.18) 

 Food coloring 

(12.70) 

Asbestos

(13.25)

Viruses in tap 

water(13.60)

16
 Food irradiation

(12.82)

 Radon in homes

(13.15) 

 Viruses in tap 

water (13.29)

 Radon in homes 

(12.85)

 Food poisoning 

microbes(14.25)

Asbestos

(13.60)

17
 Viruses in tap 

water(13.43)

 Alcoholic 

beverages(13.50)

 Food poisoning 

microbes (13.79)

 Trihalomethane 

(13.04)

 Ultraviolet 

rays(14.50)

 Food poisoning 

microbes(13.95)

 18
Food coloring

(13.54)

 Trihalomethane 

(13.60)

 Trihalomethane 

(13.87)

 Asbestos

 (13.82)

 Radon in 

homes(14.50)

 Food 

irradiation(14.20)

 19
 Radon in homes

(13.83)

 Food poisoning 

microbes (13.65)

 GMOs 

(13.90)

ETS 

(14.67) 

Viruses in tap 

water(15.63)

Food 

coloring(14.40)

 20
 Food poisoning 

microbes(14.16)

 Food coloring 

(14.16)

 Radon in homes 

(13.99)

 Food poisoning 

microbes(15.63)

Food 

coloring(16.13)

 Radon in 

homes(14.75)

 21
 Trihalomethane

(14.23)

 Viruses in tap 

water (14.15)

 Food  irradiation

(14.12)

 Alcoholic 

beverages(15.74)

Trihalomethane

(16.25)

Trihalomethane

(16.50)

Table 3.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future risk of 21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Note: Number in parenthesis indicates the mean of risk priority that opinion leader       

      perceive. *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e

   Order 1 represents the future risk that opinion leaders perceive most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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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rder
Overall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Journalists Others

1
Dioxin

 (4.40)

Dioxin

 (4.78)

Dioxin

 (4.24)

Dioxin 

(4.69)

Pesticides in 

food(4.50)

Dioxin 

(4.19)

2
Heavy 

metals(4.23)

Pesticides in 

food(4.48)

Heavy 

metals(4.07)

Endocrine 

disruptors (4.69)

Endocrine 

disruptors(4.13)

Heavy 

metals(4.14)

3
Endocrine 

disruptors(4.13)

Heavy 

metals(4.30)

Endocrine 

disruptors (4.07)

Heavy metals 

(4.66)

Heavy 

metals(4.13)

Cigarette 

smoking(4.14)

4
Pesticides in 

food(4.00)

Food poisoning 

microbes (4.26) 

Cigarette 

smoking(4.00)

GMOs 

(4.55)

Cigarette 

smoking(4.00)

*ETS

(4.10)

5
Cigarette 

smoking(3.95)

Cigarette 

smoking(3.89)
Asbestos(3.93) 

Pesticides in 

food(4.38) 

Food poisoning 

microbes(4.00)

Endocrine 

disruptors(4.00)

6 Asbestos(3.95) Ozone (3.85) ETS(3.79) Asbestos(4.24) Dioxin (3.88) Asbestos(3.90)

7
ETS

(3.77)
Asbestos(3.85)

Pesticides in 

food(3.65)

SO2

(4.14)

Ozone

(3.63)

Pesticides in 

food(3.81)

8
Food poisoning 

microbes(3.71)

Food preservatives

(3.78)

Food poisoning 

microbes(3.56)

 Food irradiation  

(4.07)

Alcoholic 

beverages(3.63)

Ozone

(3.71)

9
Ozone

(3.70)

Electromagnetic 

waves (3.74)

SO2

(3.54)

Ozone

(4.00)

ETS

(3.63)

SO2

(3.57)

10
SO2

(3.67)

Endocrine 

disruptors(3.74)

Ozone

(3.48)

Preservatives

(3.96)

Preservatives

(3.50)

Food poisoning 

microbes(3.52)

11
Preservatives

(3.54)

Ultraviolet rays 

(3.70)

Particulate 

matters(3.38)

Electromagnetic 

waves (3.79)

GMOs

(3.38)

Electromagnetic 

waves(3.45)

12
Electromagnetic 

waves(3.51)

SO2

(3.63)

Preservatives

(3.34)

Viruses in tap 

water(3.79)

Particulate 

matters(3.25)

Alcoholic 

beverages(3.43)

13
Particulate 

matters(3.39)

ETS

 (3.44)

Electromagnetic 

waves (3.31)

ETS

(3.72)

Asbestos

(3.25)

Preservatives

(3.33)

14
Alcoholic 

beverages(3.26)

Alcoholic 

beverages(3.22)

Viruses in tap 

water(3.18)

Trihalomethane 

(3.69)

SO2

(3.25)

Particulate 

matters(3.33)

15
Viruses in tap 

water(3.23)

Radon in homes 

(3.12)

Alcoholic 

beverages(3.18)

Radon in homes 

(3.69)

Electromagnetic 

waves(3.25)

Viruses in tap 

water(3.33)

16
Ultraviolet 

rays(3.21)

Particulate matters 

(3.07)

Ultraviolet rays 

(3.01)

Particulate 

matters(3.69)

Food 

coloring(3.00)

Ultraviolet 

rays(3.10)

17
Radon in 

homes(3.04)

Food 

irradiation(2.92)

Radon in homes 

(2.94)

Cigarette 

smoking(3.66)

Food 

irradiation(2.63)

GMOs

(3.10)

18
Food 

coloring(2.98)

Viruses in tap 

water(2.89)

Food coloring 

(2.80)

Food poisoning 

microbes(3.59)

Radon in 

homes(2.25)

Food 

coloring(2.90)

19
GMOs

(2.96)

GMOs

 (2.81)

Trihalomethane 

(2.66)

Food coloring 

(3.59)

Ultraviolet 

rays(2.25)

Trihalomethane

(2.86)

20
Trihalomethane

(2.81)

Food coloring 

(2.78)

GMOs

 (2.27)

Ultraviolet rays 

(3.55)

Viruses in tap 

water(2.25)

Radon in 

homes(2.76)

21
Food irradiation

(2.76)

Trihalomethane 

(2.48)

Food irradiation 

(2.23)

Alcoholic 

beverages (3.24)

Trihalomethane

(2.13)

Food 

irradiation(2.60)

Table 4.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risk level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Note: Number in parenthesis indicates means of the risk level(5~1) that opinion leaders   

      perceive. *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e.

     The ordering is based on the mean of the risk level within each group.
     Order 1 represents the risk that opinion leaders perceive most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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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은 상당히 위험한 정도에 가까운 위해물질로, GMOs(2.81)는 약간 위

험한 정도의 위해물질로 각각 응답했다. 연구원은 다이옥신(4.24)-중금속

(4.07)-내분비계 장애물질(4.07)-흡연(4.00) 등을 상당히 위험한 물질로 인식

했으며 GMOs(2.27)는 방사선조사식품(2.23)에 이어 별로 위험하지 않은 물

질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운동가는 다이옥신(4.69)·내분비계 장애

물질(4.69)-중금속(4.65)-GMOs(4.55)를 매우 위험한 위해물질로 보았으며 

잔류농약(4.38)과 석면(4.24)의 위험 정도도 높게 평가했다. 시민운동가는 공

무원과 연구원에 견줘 위해물질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운동가가 위험 정도를 가장 낮게 본 위해물질이 

알코올(3.24)인데 알코올은 공무원 집단에서 14위(3.22), 연구원 집단에서 13

위(3.18)로 각각 나타났으나 위험 인식 정도는 서로 비슷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주요 환경보건 위해물질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는지에 대한 인식

을 보면 표 5에서처럼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의 경우 식중독 균(0.03)-흡연

(0.05)-잔류농약(0.07)-중금속(0.07)의 순으로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고 인정했고 유전자 재조합 식품(0.75)-전자기파(0.58)-내분비계 장애물질

(0.56)-방사선조사식품(0.54)의 순으로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공무원은 식중독 균, 오존, 석면(0.00)은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

된 것으로 보았고 유전자 재조합 식품(0.69)-전자기파(0.54)-내분비계 장애

물질(0.50)의 순으로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연구원은 아황산가스(0.03)-흡연(0.04)-중금속· 식중독 균(0.06) 순으로 위해

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보았고 유전자 재조합 식품(0.79)-내분비계 장

애물질(0.64)-전자기파(0.60) 순으로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고 보았다. 시민운동가는 식중독 균(0.00)-흡연·환경(간접)흡연(0.04) 순으로 

위해성의 과학적 입증을 인정했고 전자기파(0.78)-유전자 재조합 식품(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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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rder
Overall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Journalists Others

1
Food poisoning 

microbes

Food poisoning 

microbes
SO2

Food poisoning 

microbes

Food poisoning 

microbes

Food poisoning 

microbes

2 SO2 Asbestos
Cigarette 

smoking

Cigarette 

smoking

Cigarette 

smoking

Cigarette 

smoking

3
Cigarette 

smoking
Ozone Heavy metals *ETS Ozone ETS

4 Asbestos SO2
Food poisoning 

microbes
SO2 SO2

Alcoholic 

beverages

5 Heavy metals Heavy metals Asbestos Heavy metals Asbestos Ultraviolet rays

6
Pesticides in 

food

Pesticides in 

food

Pesticides in 

food

Pesticides in 

food

Food 

preservatives
SO2

7 Ozone
Food 

preservatives
Ultraviolet rays Ozone

Pesticides in 

food

Food 

preservatives

8 Ultraviolet rays ETS
Alcoholic 

beverages
Ultraviolet rays Dioxin Ozone

9
Food 

preservatives
Trihalomethane Ozone

Food 

preservatives
ETS

Pesticides in 

food

10 ETS Radon in homes Trihalomethane Radon in homes Ultraviolet rays Heavy metals

11
Alcoholic 

beverages

Particulate 

matters
Radon in homes Asbestos Heavy metals Trihalomethane

12 Trihalomethane
Cigarette 

smoking

Food 

preservatives
Trihalomethane

Viruses in tap 

water
Asbestos

13 Radon in homes
Alcoholic 

beverages
ETS

Alcoholic 

beverages

Alcoholic 

beverages
Dioxin

14 Dioxin Ultraviolet rays Dioxin Dioxin Radon in homes
Particulate 

matters

15 Food coloring Food coloring Food coloring Food coloring
Particulate 

matters

Viruses in tap 

water

16
Particulate 

matters
Dioxin

Viruses in tap 

water

Particulate 

matters

Endocrine 

disruptors
Radon in homes

17
Viruses in tap 

water

Viruses in tap 

water

Particulate 

matters

Viruses in tap 

water

Electromagnetic 

waves
Food coloring

18 Food irradiation Food irradiation Food irradiation
Endocrine 

disruptors
Trihalomethane

Electromagnetic 

waves

19
Endocrine 

disruptors

Endocrine 

disruptors

Electromagnetic 

waves
Food irradiation GMOs

Endocrine 

disruptors

20
Electromagnetic 

waves

Electromagnetic 

waves

Endocrine 

disruptors
GMOs Food irradiation Food irradiation

21 GMOs GMOs GMOs
Electromagnetic 

waves
Food coloring GMOs

Table 5.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scientific verification         

              of 21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Note:The ordering is based on the mean of priority ratings within each group.
    *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e.
     Order 1 represents the most scientifically verified environmental health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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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조사식품(0.70)-내분비계 장애물질(0.61) 순으로 위해성이 과학적으

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1.3   위해물질   정부규제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규제해야 할 위해물질로 

표 6과 같이 내분비계 장애물질-다이옥신-중금속-잔류농약-흡연 순으로 꼽

았으며 GMOs는 12위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공

무원은 다이옥신-잔류농약-내분비계 장애물질-중금속-석면 순으로 정부가 

우선 규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GMOs는 10위로 꼽았다. 연구원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중금속-다이옥신-잔류농약-흡연 순으로 우선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GMOs는 17위로 규제 우선순위가 매우 낮았다. 시민운

동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GMOs-다이옥신-중금속-방사선 조사식품 순으

로 우선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언론인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농약-중

금속-다이옥신-흡연 순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GMOs는 

15위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구원·언론인 집단은 서로 비슷한 시각을 보였으며 시민운동가 

집단과는 규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1.4  위해물질 정보 입수 경로

전체 여론주도집단은 환경보건 위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표 7과 같이 텔레

비전/라디오 등 방송매체-인터넷-학술지/전문서적-신문-전문가 순을 통해 

입수한다고 응답했으며 주/월간지-학교 등은 매우 낮았다.

이를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공무원은 인터넷-신문-방송매체-학술지 순

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원은 학술지-인터넷-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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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rder
Overall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Journalist Others

1
Endocrine 

disruptors
Dioxin

Endocrine 

disruptors 

Endocrine 

disruptors 

Endocrine 

disruptors

Endocrine 

disruptors

2 Dioxin
Pesticides in 

food
Heavy metals GMOs

Pesticides in 

food
Dioxin

3 Heavy metals
Endocrine 

disruptors
Dioxin Dioxin Heavy metals Heavy metals

4
Pesticides in 

food
Heavy metals

Pesticides in 

food
Heavy metals Dioxins

Cigarette 

Smoking

5
Cigarette 

Smoking
Asbestos

Cigarette 

smoking
Food irradiation

Cigarette 

Smoking
*ETS

6 Asbestos SO2 SO2
Pesticides in 

food

Alcoholic 

beverages

Pesticides in 

food

7 SO2 Preservatives ETS Asbestos
Particulate 

matters
Ozone

8
Particulate 

matters

Cigarette 

Smoking

Particulate 

matters

Electromagnetic 

waves

Food poisoning 

microbes
SO2

9 Preservatives Trihalomethane Asbestos
Particulate 

matters
Preservatives

10 Ozone GMOs Preservatives Preservatives ETS
Particulate 

matters

11 ETS
Food poisoning 

microbes
Ozone SO2 Ozone Preservatives

12 GMOs
Particulate 

matters

Alcoholic 

beverages
Ozone Asbestos GMOs

13
Electromagnetic 

waves
Ozone Food coloring

Viruses in tap 

water

Electromagnetic 

waves

Electromagnetic 

waves

14
Viruses in tap 

water
Food irradiation

Food poisoning 

microbes
Food coloring SO2

Viruses in tap 

water

15 Food irradiation
Electromagnetic 

waves

Viruses in tap 

water
Trihalomethane GMOs Ultraviolet rays

16 Food coloring ETS
Electromagnetic 

waves
Radon in homes Radon in homes

Alcoholic 

beverages

17
Food poisoning 

microbes
Radon in homes GMOs

Cigarette 

smoking
Food coloring Food coloring

18
Alcoholic 

beverages

Viruses in tap 

water
 Food irradiation

Food poisoning 

microbes

Viruses in tap 

water

Food poisoning 

microbes

19 Radon in homes
Alcoholic 

beverages
Radon in homes Ultraviolet rays Food irradiation Food irradiation

20 Trihalomethane Food coloring Ultraviolet rays
Alcoholic 

beverages
Trihalomethane Radon in homes

21 Ultraviolet rays Ultraviolet rays Trihalomethane ETS Ultraviolet rays Trihalomethane

Table 6.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governmental regulation    

             of 21environmental health hazards

Note:The ordering is based on the mean of priority ratings within each group.
    *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e.
    Order 1 represents the environmental health hazard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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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rder
Overall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Journalists Others

1 TV/Radio Internet
Academic 

journals
Internet TV/Radio

Academic 

journals

2 Internet Newspaper Internet Newspaper Newspaper TV/Radio

3
Academic 

journals
TV/Radio TV/Radio Experts

Academic 

journals
Internet

4 Newspaper
Academic 

journals
Newspaper TV/Radio Experts Experts

5 Experts Experts Experts Peer groups Internet Newspaper

6 Peer groups Books Books
Academic 

journals
Peer groups

School 

teachings

7 Books Peer groups
School 

teachings
Books Books Peer groups

8
School 

teachings

Weekly/Monthly 

magazine

Weekly/Monthly 

magazine

Weekly/Monthly 

magazine

Weekly/Monthly 

magazine

Weekly/Monthly 

magazine

9
Weekly/Monthly 

magazine

School 

teachings
Peer groups

School 

teachings

School 

teachings
Books

송매체-신문 순으로, 시민운동가는 인터넷-신문-전문가-방송매체 순으로, 

언론인은 방송매체-신문-전문가 순으로 각각 위해물질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정보원 3개를 고른 순서대로 3점, 2점, 1

점씩 부여해 정보원별로 평균값을 구하고 여론주도 집단별로 평균값이 큰 

것을 높은 우선순위로 정했다.

Table 7. The source of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accessed by opinion leaders

Note:The ordering is based on priority ratings of information sources within              
     each group.
     Order 1 represents the information source that opinion leaders access most          
     frequently to get knowledge about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2.    GMOs에  대한  인식도

2.1   GMOs에  대한  지식과   정보원

여론주도 집단에 대해 GMOs에 대한 지식 정도에 관해 물어본 결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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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처럼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는 없었으며 매우 잘 안다가 18.5%, 상당히 

안다가 28.0%, 약간 안다가 40.8%, 잘 모른다는 12.8%로 절반가량(46.8%)이 

매우 잘 알거나 상당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주도 집단간 

GMOs에 대한 지식 정도의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p=0.4535).

또 GMOs에 관한 지식을 어디서 얻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표 8과 같이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GMOs에 관한 정보를 학술지(전문서적)-인터넷-방송

매체-전문가-신문 순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게 3개를 

순서대로 고르게 하고 3점, 2점, 1점씩의 점수를 순서대로 줘 정보원별 평균

값을 낸 뒤 큰 점수에 높은 우선순위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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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pinion leaders' awareness about GMOs.

이를 각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공무원은 방송매체-신문-인터넷-학술지

-전문가 순, 연구원은 학술지-전문가-인터넷-방송매체-신문 순, 시민운동가

는 학술지-인터넷-전문가-방송매체-신문 순, 언론인은 방송매체-신문-학술

지-인터넷-전문가 순으로 각각 나타나 집단간 약간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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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rder
Overall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Journalists Others

1
Academic 

journals
TV/Radio

Academic 

journals

Academic 

journals
TV/Radio

Academic 

journals

2 Internet Newspaper Experts Internet Newspaper Newspaper

3 TV/Radio Internet Internet Experts
Academic 

journals
Internet

4 Experts
Academic 

journals
TV/Radio TV/Radio Internet TV/Radio

5 Newspaper Experts Newspaper Newspaper Experts Experts

6 Peer groups Peer groups Books Peer groups Books Books

7 Books Books Peer groups Books
Weekly/Monthly 

Magazine
School teachings

8
Weekly/Monthly 

Magazine

Weekly/Monthly 

Magazine

Weekly/Monthly 

Magazine

Weekly/Monthly 

Magazine

School 

teachings
Peer groups

9
School 

teachings

School 

teachings

School 

teachings

School 

teachings
Peer groups

Weekly/Monthly 

Magazine

Table 8. The source of information on GMOs accessed by opinion           

              leaders

Note:The ordering is based on priority ratings of information sources within              
     each group.
     Order 1 represents the information source that opinion leaders access most          
     frequently to get knowledge about GMOs.

 

 2.2  식품  중  위해요소와  GMOs의  절대위험에  대한  인식도 

 

식품에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로 위험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가를 여론주도 

집단에게 물어본 결과 그림 2에서처럼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17.8%가 절

대 동의한다, 36.0%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6%,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6.6%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아 여론 주도 

집단은 식품 중 위해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연구원은 식품의 제로위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46.0%)이 동의하는 사람(40.1%)보다 약간 많았지만 공무원과 시

민운동가, 그리고 언론인은 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특히 시민운동

가는 86.0%가 제로 위험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원과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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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zero risk of foods.

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p=0.0002). 식품의 제로위험에 

대해서는 시민운동가-언론인-공무원-연구원 순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

로 분석됐다.

  GMOs와 관련한 제로 위험 요구에 대해서는 그림 3과 같이 전체 여론 주

도 집단의 57.6%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의하는 사람은 

29.1%에 그쳤다. 각 집단별로 보면 시민운동가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

해서도 제로 위험을 요구하는 비율이  72.4%로 매우 높았으며 제로 위험을 

요구하지 않은 사람은 24.1%였다. 반면 연구원은 76.1%가 제로 위험을 요

구하지 않았으며 12.7%만 제로 위험을 요구했다. 공무원도 55.6%가 제로위

험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22.2%만 제로위험을 요구했다. 언론인은 25.0%가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제로위험을 요구하는 비율은 시민운동가-공무원-연

구원 순으로 높았으며 그 비율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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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zero risk of GMOs.

2.3   GMOs의  인체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그림 4에서처럼 GMOs의 인체 유해성과 환경 유해

성에 관해서는 19.6%가 유해하다고 응답했고 63.9%가 유해 가능성이 있으

며 13.3%는 유해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여론 주도 집단의 다수는 GMOs를 

잠재적 위해물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단별로 보면 언론인(100%)과 공무원(74.1%), 그리고 연구원(69.0%)

은 GMOs를 잠재적 위해물질로 보는 반면 시민운동가는 72.4%가 위해물질

로 인식해 서로 GMOs의 인체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001).

2.4   GMOs  구입  의사에  대한  인식

  GMOs를 구입할 뜻이 있는지를 여론주도 집단에게 물어본 결과 그림 5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여론주도 집단 가운데  11.5%가 적극 구입한다,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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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 of G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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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ttitude of opinion leaders towards the purchase of G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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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도록 구입하지 않는다, 20.5%가 절대 구입하지 않는다고 각각 응답해 

GMOs 구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언론인(75.0%)과 공무원(55.6%), 그리고 연구원

(60.9%)은 과반수가 되도록이면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시민운동가

는 62.1%가 절대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구매의사에 있어서 서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이어 GMOs가 기존 농산물(식품)과 비교해 값이 싸거나 영양소가 풍부한 

등 편익이 더 있을 경우에 구입할 뜻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그림 6과 같

이 전체 여론주도 집단의 26.0%가 적극 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편익 조

건을 달지 않고 물어본 결과 나타난 전체 여론주도 집단의 적극 구입 의사

비율인 11.5%에 견줘 10.7%p 늘어난 것이다.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또 편

익성을 고려한 조건에서도 44.3%가 되도록이면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

으며 절대 구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8%로 집계됐다. 편익 조건을 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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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ttitude of opinion leaders towards the purchase of GMOs(When GMOs

are cheaper than non-G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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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을 때보다 편익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

이 10.7%p 늘어났으며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4.7%p 줄어들었다. 

집단간 태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2.5  GMOs의  유해성과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입증  인식도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그림 7과 같이 GMOs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

증됐다고 보지는 않았으며 일부 입증됐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

았다.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응답(5.8%)보다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응

답(26.5%)이 더 많았다.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61.3%)와 안전성이 일부 입증됐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51.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GMOs 유해성의 과학적 입증에 관한 인식은 여론주도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p=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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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scientific verification

relating to the risk of G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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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GMOs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그림 8에 나타

난 것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응답(8.9%)보다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32.5%)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특히 GMOs의 안전성에 대해 시민운동가는 

71.4%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공무원 22.2%와 연구원 22.5%, 언

론인 37.5%에 견줘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p=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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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scientific verification 

relating to the safety of GMOs.

2.6   GMOs의  규제  정책에  관한  의견 

전체여론 주도 집단은 그림 9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가 선택해야 할 

GMOs 규제 정책으로서 지금의 GMOs 의무표시 제도를 적극 지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77.8%, 연구원 87.3%, 시민운동가 65.5%, 언론

인 100% 등 전체 여론주도 집단의 82.9%가 이 제도를 지지했다. GMOs의 

전면 유통금지는 전체 8.2%, 공무원 3.7%, 연구원 1.4%, 언론인 0%, 시민운

동가 34.5%가 각각 응답해 시민운동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집단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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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재배와 유통에 관해서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그림 

10과 같이 실험 재배(36.1%)와 일부 품종 재배(37.4%)는 허용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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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Opinion leaders' view of the GMOs regulatio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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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Opinion leaders' view of the GMOs cultiv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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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했으며 모든 품종 재배 금지 (17.1%)와 모든 품종 재배 허용(3.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시민운동가는 모든 품종

을 재배 금지시키거나(62.1%) 실험 재배만 허용해야 한다(24.1%)고 응답해 

모든 품종을 재배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공무원(3.7%)과 연구원(7.0%), 

그리고 언론인(0.0%)의 비율에  견줘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01).

2.7   GMOs의  편익성과  유해성에  대한  인식 

GMOs의 편익성에 대한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의 인식은 그림 11과 같이 

7.0%가 매우 편익을 주고 29.8%가 상당한 편익을 주며 32.9%는 약간 편익

을 준다고 답하는 등 69.6%가 편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20.9%는 편익이 

별로 없다, 9.5%는 편익이 전혀 없다고 각각 응답해 30.4%가 편익이 없다

는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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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benefit of GMOs.



- 53 -

GMOs의 편익성 정도에 관한 인식은 연구원-공무원-시민운동가 순으로 

편익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편익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편익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구원이 84.5대 15.5, 공무원이 77.8대 22.2, 시민운동가 24.1

대 75.9, 언론인 62.5대 37.5로 각각 나타났다. 시민운동가는 대부분이 편익

이 없다는 인식을 보여 연구원·공무원·언론인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p<0.0001).

GMOs가 인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성에 대해서 그림 12와 같이 전

체 여론주도 집단의 10.8%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25.5%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37.6%는 약간 위험한 것으로 각각 보는 등 73.9%가 위험한 것으로 

보았고 5.7%는 전혀 위험성이 없으며 20.4%는 위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

는 등 26.1%가 위험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를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GMOs의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에 대해 시

민운동가는 매우 위험하거나(41.4%) 상당히 위험한 것(37.9%)으로 본 반면 

연구원은 위험이 별로 없거나(31.0%) 약간 위험한 것(40.9%)으로 보았다. 

공무원도 위험이 별로 없거나(20.4%) 약간 위험한 것(38.5%)으로 보았으며 

언론인은 상당히 위험하다(50%)와 약간 위험하다(50%)로 각각 인식해 연구

원, 언론인 그리고 공무원·시민운동가 사이에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p<0.0001).

GMOs가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성에 대해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그림 13

과 같이 4.5%가 전혀 위험이 없는 것으로, 17.8%가 위험이 별로 없는 것으

로 보는 등 22.3%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17.2%는 매우 위험한 것

으로, 30.6%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29.9%는 약간 위험한 것으로 생각해 

77.7%가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MOs의 생태계 교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시민운동가·언론인과 연구

원·공무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시민운동가는 매우 위험하거나(55.2%) 

상당히 위험한 것(37.9%)으로 보고 있는 반면 연구원은 약간 위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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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risk of GM food

allergy.

(31.0%) 위험이 별로 없는 것(29.6%)으로 보았고 공무원은 약간 위험하다

(38.5%)와 상당히 위험하다(30.8%)가 다수를 차지했다. 언론인은 매우 위험

하다고 보는 비율이 25.0%였으며 약간 위험하다와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끼

는 비율은 각각 37.5%였다. GMOs가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성에 대해서는 

시민운동가-언론인-공무원-연구원 순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p<0.0001). 시민운동가와 연구원, 공무원, 언론인 등은 모두 GMOs가 인체

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성보다는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성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GMOs의 편익성과 위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뒤 생각하는 위험성에 대

해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그림 14와 같이 약간 위험하다가 35.0%, 별로 위

험하지 않다가 23.6%, 상당히 위험하다가 22.3%, 매우 위험하다가 11.5%, 

전혀 위험하지 않다가 7.64%로 나타나 위험하다는 쪽(68.82%)이 위험하지 

않다(31.2%)는 쪽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를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시민

운동가는 매우 위험하다 48.3%, 상당히 위험하다 41.4% 등 모두 96.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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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GMOs' hazardous

effects on th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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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risk level of GMOs

(considering both the benefit and risk of G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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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다고 보았으며 언론인은 87.5%, 공무원은 61.5%, 연구원은 52.1%가 

각각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여론주도 집단간 인식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됐다(p<0.0001).

2.8.  식품의  위해요소  중  위해성  인식  우선순위 

최근 국내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10가지 식품 위해요소 가운데 인

체에 가장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3개 고르게 한 뒤 순서대로 3점, 2

점, 1점을 부여해 위해요소별 평균값을 구했으며 이 값이 큰 것에 대해 여

론주도 집단별 높은 우선순위를 매겼다. 10가지 식품 위해요소는 Chassy의 

연구(2002)와 이효민 등의 연구(2000) 등을 토대로 일부 식품 위해요소를 추

가해 결정했다. 그 결과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표 9에 나타난 것처럼 잔류

농약-식품 잔류 항생제/호르몬-식중독균-유전자 조작-식품 첨가물 등의 순

서로 꼽았다. 

이를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공무원은 식중독균-식품 잔류 항생제/호르

몬-잔류농약-식품 첨가물-방사선 조사 등의 순이었고 연구원은 잔류농약-

병원성 미생물-식품 잔류 항생제/호르몬-식품첨가물-유통기한 경과 등의 

차례로 꼽았다. 시민운동가는 유전자 조작-식품잔류 항생제/호르몬-잔류농

약-식품 첨가물-유통기한 경과 순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았고 언론인은 잔

류농약-식품 잔류 항생제/호르몬-식중독균-식품첨가물-유통기한 경과 등의 

차례로 꼽았다.

2.9   GMOs  안전성  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

GMOs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해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그림 15와 같이 절반 가까이 정부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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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rder
Overall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Journalists Others

1
pesticides in 

food(1.27)

Pathogenic 

microbes (1.65)

Pesticides in 

food(1.51)

Genetic 

modification

(1.96)

pesticides in 

food(1.50)

Pathogenic 

microbes(1.19)

2

Antibiotics & 

hormone  in 

food(1.19)

Antibiotics & 

hormone in 

food(1.31)

Pathogenic 

microbes  (1.31)

Antibiotics & 

hormone in 

food(1.45)

Antibiotics & 

hormone  in 

food(1.38)

Antibiotics & 

hormone  in 

food(1.14)

3
Pathogenic 

microbes(1.14)

 Pesticides in 

food (1.08)

Antibiotics & 

hormone in 

food(0.77)

Pesticides in 

food(1.03)

Pathogenic 

microbes(1.13)

pesticides in 

food(1.05)

4

Genetic 

modification

(0.70)

Food additives

(0.73)

Food additives

(0.53)

Food additives 

(0.66)

Food additives

(0.75)

Passed 

expiration 

date(0.67)

5
Food additives

(0.69)

Food irradiation 

(0.31)

Passed 

expiration date 

(0.53)

Passed 

expiration date 

(0.45)

Passed 

expiration date

(0.63)

Natural food 

toxicants

(0.52)

6

Passed 

expiration date

(0.49)

Passed 

expiration date 

(0.31)

Genetic 

modification 

(0.46)

Food irradiation 

(0.38)

Genetic 

modification

(0.38)

Genetic 

modification

(0.48)

7

Natural food 

toxicants

(0.24)

Natural food 

toxicants

(0.31)

Natural food 

toxicants (0.20)

Pathogenic 

microbes

(0.17)

Food irradiation

(0.25)

Food additives

(0.48)

8
Food irradiation

(0.20)

Genetic 

modification

(0.27)

Food ingredients 

 (0.14)

Natural food 

toxicants (0.10)

Food 

ingredients

(0.00)

Food ingredients

(0.29)

9

Food 

ingredients

(0.14)

Food ingredients 

(0.15)

Food allergy 

(0.13)

Food ingredients 

(0.07)

Natural food 

toxicants

(0.00)

Food allergy

(0.24)

10
Food allergy

(0.12)

Food allergy 

(0.12)

Food irradiation 

(0.10)

 Food allergy 

(0.03) 

Food allergy

(0.00)

Food 

irradiation(0.05)

제도와 법규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45.5%)고 응답했으며 이어 소비자에 대

한 홍보와 교육(27.6%)-연구 개발자와 생산자 윤리 확보(24.4%) 순으로 꼽

았다. 시민단체 감시활동은 2.6%에 그쳤다. 연구원(45.1%)과 시민운동가

(62.1%), 그리고 언론인(57.1%)은 정부의 제도와 법규를 통한 규제를 강조

한 반면 공무원은 제도와 법규를 통한 규제(23.1%)보다는 연구 개발자 및 

생산자의 윤리 확보(38.5%)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30.8%)를 가장 시

급한 과제로 꼽아 서로 약간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p=0.0365).

Table 9.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risk of 10 food hazards

Note:The ordering is based on the  mean of risk priority ratings within each group.
     Order 1 represents the most hazardous food hazard that opinion leaders per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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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Opinion leaders' view of the immediate action to achieve 

GMOs safety.

한편 전체 여론 주도 집단 가운데 53.5%는 우리나라가 GMOs에 대한 관

리를 소극적이나마 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21.0%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16.6%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그림 16과 같이 각각 응답했다. 집단별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이 공무원은 42.3%, 연구원은 25.4%를 보인 

반면 시민운동가와 언론인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 서로 의견 차를 보였다

(p=0.0002). 시민운동가 가운데 41.4%는 정부가 전혀 GMOs 관리를 하지 않

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언론인은 모두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GMOs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N=120)만을 대상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림 17에

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여론주도 집단 가운데 55%가 콩 등 일부 GMOs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모든 GMOs에 의무표시를 

하고 있다거나(37.5%) GMOs 유통금지(3.3%), GMOs 제조·재배 금지(4.2%) 

등 45%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51.9%)과 연

구원(51.8%)에 비해 시민운동가(73.3%)와 언론인(75.0%)가 현행 정부의 규



- 59 -

제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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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Opinion leaders' view of the GMOs management in Korea.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Ove
rall

Offic
ials

Res
ea

rch
ers

NGO w
orke

rs

Jo
urn

alist
s

Othe
rs

re
la

ti
ve

 f
re

q
u
e
n
c
y

Label some GMOs

Label all GMOs

Forbid the distribution
of GMOs

Forbid the cultivation
of all GM crops

Figure 17.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government's current

regulation of G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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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GMOs의 안전성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을 

맡아야 할 정부 부처로는 그림 18과 같이 48.7%가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

복지부)을 꼽았으며 이어 농림부(23.4%)-각 관련 부처 분산 관리(18.8%) 순

으로 응답했다. 공무원, 연구원, 시민운동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

지부)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지만 그 다음 순위는 서로 달라 공무원과 연

구원, 그리고 언론인은 농림부, 시민운동가는 환경부를 각각 꼽아 약간의 의

견 차이를 보였다.(p=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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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Opinion leaders' view of the government agency to

manage GMOs safety. 

한편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GMOs 규제 유형으로는 그림 19와 같이 절

반인 49.4%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전예

방 원칙에 따라 상품화 중단 또는 GMOs 표시 등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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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유럽형 규제를 가장 선호했다. 이어 실질적 동등성에 입각해 GMOs든, 

기존 농산물이든 그 구성성분을 토대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미국식 규제와 

유럽식 규제의 절충형이 26.6%,  이들 유형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나름대로

의 규제, 곧 한국형 규제가 10.1%, 이어 미국형이 9.5% 등의 순으로 이어졌

다. 여론주도 집단간 GMOs 규제 선호형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p=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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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Opinion leaders' view of the applicable model for GMOs 

regulation in Korea.

또 정부가 GMOs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떤 부문부터 강화해야 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그림 20에서 보듯이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63.3%가 인체 안전

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어 환경 위해성

(21.5%)-GMOs 연구 및 개발(13.3%) 순으로 꼽았다. 공무원과 연구원, 시민

운동가, 언론인 사이에 우선 규제 부문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p=0.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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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Opinion leaders' view of which part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GMOs regulation first.

그리고 여론 주도 집단은 GMOs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가장 신뢰하는 

집단으로는 표 10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생명과학자를 꼽았고 이어 독성전

문가/예방의학자-소비자/환경단체-정부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여론

주도 집단별로 보면 공무원은 정부기관-생명과학자-독성전문가/예방의학자

-소비자/환경단체 순으로, 연구원은 생명공학자-정부기관-독성전문가/예방

의학자-소비자/환경단체 순으로, 시민운동가는 소비자/환경단체-독성전문가/

예방의학자-생명과학자-정부기관-언론매체 순으로, 언론인은 소비자/환경단

체-생명과학자-독성전문가/예방의학자 순으로 각각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언론매체와 관련 기업, 종교단체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3.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인식도

3.1 내분비계  장애물질  인식도

전체 여론 주도 집단 가운데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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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rder
Overall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Journalists Others

1
Bioscientist

(0.83)

Government 

agency

(1.04)

Bioscientist

 (1.13)

Environmental/

consumer groups

(1.69)

Environmental/ 

consumer groups

(0.88)

Toxicologist/

Preventive 

medicine doctors

(1.19)

2

Toxicologist/

Preventive 

medicine doctors

(0.73)

Bioscientist

(0.74)

Government 

agency

(0.84)

Toxicologist/

Preventive 

medicine doctors 

(0.62)

Bioscientist

(0.75)

Environmental/ 

consumer groups

(0.86)

3

Environmental/ 

consumer groups

(0.68)

Toxicologist/

Preventive 

medicine doctors 

(0.67)

Toxicologist/

Preventive 

medicine doctors

(0.63)

Bioscientist

 (0.31)

Toxicologist/

Preventive 

medicine doctors

(0.75)

Bioscientist

(0.67)

4
Government 

agency(0.64)

Environmental/

consumer groups 

(0.30)

Environmental/

consumer groups 

(0.35)

Government 

agency (0.17)

Government 

agency(0.50)

Government 

agency(0.19)

5
Others

(0.08)

Religious Groups 

(0.19)

Others 

(0.06)

Mass media

(0.17)

Mass media

(0.25)

Others

(0.05)

6
Mass media

(0.07)

Others 

(0.15)

Biotech company 

0.03)
Others (0.10)

Biotech company

(0.00)

Biotech 

company(0.00)

7
Religious groups

(0.04)

Mass media

(0.07)

Mass media

(0.03)

Religious groups

(0.03)

Religious groups

(0.00)

Mass media

(0.00)

8
Biotech company

(0.01)

Biotech company 

(0.00)

Religious Groups 

(0.00)

Biotech company 

(0.00)

Others

(0.00)

Religious 

groups(0.00)

Table 10.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reliable  group in the       

               GMOs safety debate 

Note:The ordering is based on the  mean of priority ratings within each group.
     Order 1 represents the most reliable group that opinion leaders perceive in the       
     GMOs safety debate.

비율은 그림 21과 같이 12.1%로 낮았다. 공무원, 연구원, 시민운동가, 언론

인 사이에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지식 정도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p=0.3743).

또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표 11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정보를 학술지(전문서적)-인터넷-전문가-방송매체-신문 순으로 주로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공무원과 시민운

동가 그리고 언론인은 주로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매체 등 대중매체를 통해, 

연구원들은 학술지나 전문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정보원에 있어서 약간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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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Opinion leaders' awareness about endocrine disruptors.

 3.2  내분비계  장애물질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그림 22와 같이 80.3%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

험성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았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위험

성의 과학적 입증에 관한 여론주도 집단간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

다(p=0.4962).

또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그림 23과 같이 19.1%가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등 모두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

했다. 이를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시민운동가는 51.7%가 매우 위험하며 

공무원은 22.2%, 언론인은 12.5%, 연구원은 8.6%가 각각 매우 위험하다고 

응답해 집단간 위해 정도에 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p=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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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rder
Overall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Journalists Others

1
Academic 

journals
Internet site

Academic 

journals
Newspaper Newspaper

Academic 

journals

2 Internet site TV/Radio Experts Internet site TV/Radio Internet site

3 Experts Newspaper Internet site Experts
Academic 

journals
TV/Radio

4 TV/Radio
Academic 

journals
TV/Radio

Academic 

journals
Experts Newspaper

5 Newspaper Experts Newspaper TV/Radio Internet site Experts

6 Books Books Books Peer groups Peer groups
School 

teachings

7 Peer groups Peer groups
School 

teachings

Weekly/

Monthly 

magazine

Books Peer groups

8

Weekly/

Monthly 

magazine

Weekly/

Monthly 

magazine

Peer groups Books

Weekly/

Monthly 

magazine

Books

9
School 

teachings

School 

teachings

Weekly/

Monthly 

magazine

School 

teachings

School 

teachings

Weekly/

Monthly 

magazine

Table 11. The source of information on endocrine disruptors accessed    

              by opinion leaders  

Note: The ordering is based on priority ratings of information sources within each group.

     Order 1 represents the information source that opinion leaders get knowledge about  
     endocrine disruptors first.

  한편 여론 주도 집단은 그림 2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내분비계 장애물질

이 인간과 생태계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67.5%) 자

연 생태계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사람도 23.6%나 됐다. 이런 인

식은 여론주도 집단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p=0.2089).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속하는 살충제를 비롯한 각종 농약과 플라스틱 제

품 등의 편익성에 관한 전체 여론주도 집단의 인식은 그림 25에서처럼 

55.4%가 상당한 편익이 있다고 보았고,24.8%가 약간 편익이 있다고 생각하

고 있으며 8.3%는 매우 편익이 있다고 응답해 88.5%는 편익을 인정한 반면 

편익이 없다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 편익이 전혀 없다거나 거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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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비율은 시민운동가 41.4%, 공무원 11.1%, 연구원 2.9%, 언론인 0.0%

로 집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났다(p=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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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scientific verification of

the risk of endocrine disrup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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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risk level of endocrine

disruptors on human health and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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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Opinion leaders' view of which part endocrine

disruptors impact more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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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benefits of endocrine

disrup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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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계장애물질의 편익성과 위해성을 모두 고려한 뒤 위해성에 대한 

정도를 물은 결과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그림 26과 같이 위험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7.5%였으며 상당히 위험하다(49.7%)-약간 위험(31.9%)-매우 위험

(15.9%)의 순이었다. 매우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민운동가 55.2%, 공

무원 14.8%, 연구원 2.9%로 집단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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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risk level of endocrine

disruptors(considering the benefit and risk of endocrine disruptors).

3.3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그림 27과 같이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으

로서 환경 중 방출량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사용하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고

(63.7%) 이어 이른 시일 안에 생산 및 사용금지(28.0%)-즉각 생산 및 사용 

금지(7.6%) 순으로 보았다.

이를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시민운동가는 이른 시일 안에 생산 및 사

용금지를 가장 많이 꼽았고(62.1%) 즉각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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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도 31.0%나 됐다. 반면 일반 공무원과 연구원, 그리고 언론인은 즉각 

생산 및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비율이 3.7%와2.9%, 0.0%에 

그쳤으며 이른 시일 안에 생산 및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비

율은 언론인 50.0%, 연구원 18.6%, 공무원 14.8%로 시민운동가와 큰 차이를 

드러냈다(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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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Opinion leaders' view of the government's endocrine

disruptors management policy in Korea.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전체 여론주

도 집단은 그림 28과 같이 관련 제도 및 법규를 통한 정부 규제를 가장 많

이 꼽았고(58.7%) 이어 연구 개발자 및 생산자의 윤리 확보-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각각 19.4%)였으며 시민단체 감시 활동을 응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집단 사이에 의견 차이는 없었다(p=0.5608).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표 12와 같이 내분비계 장애물질 유해성 주장과 

관련해 가장 신뢰하는 집단을 독성전문가 등 환경보건학자-소비자/환경 단

체-정부 기관-언론 매체-관련 기업 순으로 꼽았다. 공무원과 연구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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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rder
Overall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Journalists Others

1
Environmental 

health experts

Environmental 

health experts

Environmental 

health experts

Environment/

Consumers 

groups

Environmental 

health experts

Environmental 

health experts

2

Environment/

Consumers 

groups

Government 

agency

Government 

agency

Environmental 

health experts

Government 

agency

Environment/

Consumers 

groups

3
Government 

agency

Environment/

Consumers

groups

Environment/

Consumers 

groups

Government 

agency

Environment/

Consumers 

groups

Government 

agency

4 Mass media Mass media
Relevant 

company
Mass media Mass media Mass media

5
Relevant 

company

Relevant 

company
Mass media

Relevant 

company

Relevant 

company

Releva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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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Opinion leaders' view of the immediate action to achieve

the safety of endocrine disruptors.

 

Table 12. Perception of opinion leaders on the reliable  group in the       

              endocrine disruptors safety debate  

Note:The ordering is based on the  mean of priority ratings within each group.

     Order 1 represents the most reliable group that opinion leaders perceive in the       

     endocrine disruptors safety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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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론인 등 시민운동가를 제외한 모든 여론주도 집단은 환경보건학자를 

가장 신뢰하는 반면 시민운동가들은 소비자/환경단체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

답해 대조를 보였으며 세 집단 모두 언론매체와 관련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리나라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관리에 대해 전체 여론주도 집단

은 그림 29와 같이 소극적이나마 하고 있다(61.9%)-전혀 하지 않고 있다

(15.5%)-적극적으로 하고 있다(12.9%)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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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Opinion leaders' view of the government's endocrine

disruptors management policy in Korea.

않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공무원 3.9%, 연구원 4.4%, 언론인 0.0%로 매우 

낮았으나 시민운동가는 58.6%나 돼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p<0.0001).

4. 사전예방  원칙에  대한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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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주도 집단의 사전예방 원칙에 대한 인지도는 그림 30에서 나타난 것

처럼 안다는 응답이 67.6%, 모른다는 응답이 32.4%로 안다는 쪽이 2배가량 

많았다.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시민운동가의 경우 42.9%로 공무원의 

29.6%, 연구원의 28.6%, 언론인 12.5%에 견줘 그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집

단별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p=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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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Opinion leaders' awareness abou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해 관리해야 할 잠재적 위해물질 또는 위해물질로 

여론주도 집단은 표 13과 같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첫 손가락에 꼽았고 이

어 유전자 재조합 식품-다이옥신-중금속-농약-방사선조사식품 순이었다.

또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그림 31과 같이 대다수가 우리나라에서 내분

비계 장애물질을 관리하는데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73.4%) 일부는 시기가 아직 이르다(21.2%)고 보았다. 여론주도 집단별로는 

별 다른 의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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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order
Overall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Journalists Others

1
Endocrine 

disruptors(1.301)

Endocrine 

disruptors(1.461)

Endocrine 

disruptors(1.290)

Endocrine 

disruptors(1.345)

Endocrine 

disruptors(1.50)

Endocrine 

disruptors(0.88)

2 GMOs(0.608) GMOs(0.538) GMOs(0.420) GMOs(1.103) GMOs(0.88) GMOs(0.77)

3
Dioxin

(0.248)

Dioxin

(0.269)

Dioxin

(0.377)

Food irradiation

(0.172)

Heavy 

metals(0.25)

Pesticides in 

food(0.76)

4
Heavy metals

(0.137)

Heavy metals

(0.192)

Food irradiation

(0.145)

Heavy metals

(0.069)

Pesticides in 

food(0.25)

Cigarette 

smoking(0.54)

5
Pesticides in 

food(0.131)

Cigarette 

smoking(0.154)

Heavy metals

(0.130)

Dioxin

(0.069)

Ozone

(0.13)

Dioxin

(0.16)

6
Food irradiation

(0.118)

Pesticides in 

food(0.077)

Pesticides in 

food(0.116)

Preservatives

(0.069)

Dioxin

(0.00)

*ETS

(0.16)

7
Cigarette 

smoking(0.105)

Preservatives

(0.077)

Cigarette 

smoking(0.116)

Food coloring

(0.069)

Preservatives(0.

00)

Particulate 

matters(0.11)

8 ETS(0.078) ETS(0.077) ETS(0.101)
Ozone

(0.069)

Food 

coloring(0.00)
Ozone(0.11)

9
Preservatives

(0.046)

Electromagnetic 

wave(0.077)

Alcoholic 

beverages(0.072)

Trihalomethane

(0.069)

Particulate 

matters(0.00)

Food 

irradiation(0.11)

10
Alcoholic 

beverages(0.046)

Food coloring

(0.038)

Food poisoning 

microbes(0.072)

Ultraviolet rays

(0.069)

Asbestos

(0.00)

Alcoholic 

beverages(0.11)

11
Food poisoning 

microbes(0.039)

SO2

(0.038)

Particulate 

matters(0.043)

Viruses in tap 

water(0.069)

SO2

(0.00)

Heavy 

metals(0.05)

12
Particulate 

matters(0.033)

Food irradiation

(0.038) 

Preservatives 

(0.029)

Pesticides in food

(0.000)

Radon in 

homes(0.00)

Preservatives

(0.05)

13
Ozone

(0.033)

Food poisoning 

microbes(0.038)

Electromagnetic 

wave(0.029)

Particulate 

matters(0.000)

Food 

irradiation(0.00)

Electromagnetic 

wave(0.05)

14
Electromagnetic 

wave(0.033)

Particulate 

matters (0.000)

Viruses in tap 

water (0.029)

Asbestos

(0.000)

Trihalomethane(

0.00)

Food 

coloring(0.00)

15
Viruses in tap 

water(0.026)

Asbestos

(0.000)

Food coloring

(0.014)

SO2

(0.000)

Ultraviolet 

rays(0.00)

Asbestos

(0.00)

16
Food coloring

(0.026)

Ozone

 (0.000)

Asbestos

(0.014)

Radon in homes

(0.000)

Alcoholic 

beverages(0.00)

SO2

(0.00)

17
Trihalomethane

(0.020)

Radon in homes

(0.000)

Trihalomethane

(0.014)

Alcoholic 

beverages(0.000)

Cigarette 

smoking(0.00)

Radon in 

homes(0.00)

18
SO2

(0.013)

Trihalomethane

(0.000)

SO2

(0.000)

Cigarette  

smoking(0.000)

ETS

(0.00)

Trihalomethane(

0.00)

19
Ultraviolet rays

(0.013)

Ultraviolet rays

(0.000)

Ozone

(0.000)

ETS

(0.000)

Electromagnetic 

wave(0.00)

Ultraviolet 

rays(0.00)

20
Asbestos

(0.007)

Alcoholic 

beverages(0.000) 

Radon in homes

(0.000)

Electromagnetic 

wave(0.000)

Viruses in tap 

water(0.00)

Viruses in tap 

water (0.00)

21
Radon in homes

(0.000)

Viruses in tap 

water (0.000)

Ultraviolet rays

(0.000)

Food poisoning 

microbes(0.000)

Food poisoning 

microbes(0.00)

Food poisoning 

microbes(0.00)

Table 13. Opinion leaders' view of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the regul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Note: Number in parenthesis indicates the mean  of risk priority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e.
      Order 1 represents the environmental health hazard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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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Opinion leaders' view of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the endocrine disruptors management.

  GMOs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그림 32처럼 대다

수가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67.3%) 일부는 시기가 

아직 이르다(19.2%)고 보았다. 하지만 여론주도 집단별로 사전예방 원칙 적

용을 지지하는 비율은 차이가 있어 시민운동가는 96.6%로 나타난 반면 언

론인과 공무원, 그리고 연구원은 각각 75.0%, 55.6%와 52.9%로 나타났다. 

시기가 아직 이르다는 응답 비율은 시민운동가는 3.5%였으며 공무원은 

22.2%, 연구원은 25.7%, 언론인은 25.0%로 약간 차이가 났다(p=0.0063).

  한편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그림 3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수가 사전예

방원칙을 국내법에도 명시해야 한다(60.0%)고 응답했으며 필요성은 있으나 

시기상조라는 응답은 28.2%였다. 시기상조라는 응답은 시민운동가는 3.5%

인 반면 연구원 40.0%, 공무원 29.6%, 언론인 25.0%로 서로 상당한 차이가 

났다.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시민운동가는 96.6%인 반면 언론인과 

연구원, 그리고 공무원은 각각 62.5%와 45.7%, 40.7%로 서로 상당한 차이가 

났다(p=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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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Opinion leaders' view of appl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o the

GMO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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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Opinion leaders' view of the need to specif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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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환경보건 위해물질, 특히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과 편익성 등에 관한 인식은 공무원과 연구원 집단 사이

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 집단과 언론인 집단과는 약간의 차이가 났고 

특히 시민운동가 집단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GMOs

에 대한 위해성 인식도는 공무원·연구원 집단과 시민운동가 사이에 큰 차이

를 보였다. 다시 말해 시민운동가는 GMOs의 위해성 또는 잠재적 위해성이 

크며 앞으로 정부가 큰 관심을 가지고 규제·관리해야 할 위해성 물질로 본 

반면 공무원·연구원 집단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견줘 그리 위해성을 염려

하거나 정부가 우선순위를 부여해 규제·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언론인들의 위해성 인식 정도는 공무원·연구원 집단과 시민운동가의 중간쯤

에 위치해 있었다. 

5. 우리나라 사전예방 원칙 적용 실태

아직 환경 관련법 등 국내법에서 사전예방 원칙을 천명하거나 명시한 것

은 없다. 환경부는 1998년 1월1일부로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

다. 이 법의 제1조는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

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

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1999년 12월31일에는 제7조의2(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를 새로 신설했으며 

1항을 2002년 12월30일 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

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인환 등은 환경정책기본법의 1조와 제7조2 등이 사전예방 원칙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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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개별법에서도 사전

예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인환 등, 2003).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라는 표현은 사

전예방 원칙, 곧 precautionary principle이 천명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전예방 원칙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포괄적인 개념인데 사전예방

적이라는 표현을 오염관리라는 좁은 영역에 사용했으므로 이 법을 만든  정

부·국회가 사전예방 원칙을 염두에 두고 만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전예방 원칙을 국내법에 제대로 적용하려면 사전예방 원칙이라는 명확

한 용어 사용과 함께 오염 관리뿐만 아니라 더욱 포괄적인 영역을 아울러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내에서는 일부 환경운동단체들이 이 개념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거나 환

경예방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펴도록 정부를 압박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3년 10월 환경기본조례 제3조에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원칙을 추가했다.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의 조례를 

본떠 환경조례에 사전예방 원칙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 언론의 사전예방 원칙에 관한 보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

언론재단의 뉴스데이터베이스인 KINDS를 검색했다. 10개 중앙 종합일간지

를 대상으로 1990년 이후 2003년 10월까지 이루어진 사전예방 원칙 보도를 

알아보기 위해 검색어에 ‘사전예방 원칙’을 넣은 결과 모두 14건으로 집계됐

다. 대상 기사는 뉴스보도 뿐만 아니라 칼럼, 사설, 독자투고 등이 모두 포

함됐다. <중앙일보>를 제외한 9개 신문이 사전예방 원칙이라는 말이 담긴 

보도를 1~3차례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1999년에는 모두 5건, 2000

년 이후 2003년 10월까지 모두 9차례의 보도가 있었다. 2000년 이후 보도를 

보면 2000년 1건, 2001년 2건, 2002년 2건, 2003년 10월말 현재 4건으로 집

계됐다. 보도 내용을 보면 시민운동가와 환경 전문가 등의 기고칼럼이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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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것이 2건, 단순보도 3건, 기

획기사 2건, 사설 1건 등으로 분석됐다. 이들 14개 기사(칼럼) 가운데 사전

예방 원칙에 관해 자세하게 소개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사전예방 원칙은 일부 환경·보건

전문가와 시민운동가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언론은 아직 별로 이를 주

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사전예방 원칙이 포

함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앞으로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사전예

방 원칙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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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위해성 인식과 관련해 전문가 집단은 위해성을 낮게 평가하고 일반인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외국 연구에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공무원 집단이 연구원과 비슷한 위해성 인식을 보인 것

은 이들이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관리 정책을 직접 맡고 있으며 이

들이 시행하는 정책은 정부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등

을 토대로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내 시민운동가들은 소비자단체

에 몸담고 있든, 환경운동단체에 몸담고 있든 대체적으로 급진적 성향을 띠

는 경향이 있다. 또 이들은 反GMOs 선봉에 서고 있는 그린피스 등 유럽 

환경운동단체의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일반 대중들보다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언론인은 NGO와 정부, 전문가 등을 두루 취재원으로 삼고 있어 어느 특정 

여론주도 집단에 기운 인식을 하기보다는 대립되는 인식의 중간 정도에 머

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GMOs 및 생명공학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국내

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과 토론회 자료, 각종 성명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지배담론(支配談論) 구성체와 대항담론(對抗談論) 구성체로 나눠 분석한 허

남혁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데올로기 차이에 따라 담론 구성

체를 나눠 구성체간 GMOs 및 생명공학 안전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이 연구에서 산업계와 학계, 정부는 지배 담론 구성체에 속하며 환경운동·

소비자운동·종교운동·농민운동·과학기술운동 집단은 대항담론 구성체에 속

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지배담론 구성체와 대항담론 구성체는 자연과 과학

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며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반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GMOs와 생명공학과 관련해 지배담론 구성체에 속한 집단

은 편익을 극대화하며 위험을 극소화하려는 전략을 가지는 반면 대항담론 



- 80 -

구성체에 속한 집단은 편익을 최소화하고 위험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였

다(허남혁,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드러난 시민운동가들의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위해성 인식은 우리 사회 구성원 가운데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연

구원들의 인식은 그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은 아직 그 정확한 

위치는 결정하기 어렵지만 국내에서 이루어진 GMOs 및 생명공학에 관한 

몇몇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이 양 극단의 중간에 있을 가능성

이 높다고 하겠다. 일반 대중들은 일반적으로 대중 언론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

는 언론인들의 GMOs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인식 정도가 양 극단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 집단, 국가, 인종에 따라 위해물질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질 수 있다. 또 위해성과 편익에 관한 믿음이 서로 다르며 이는 생명공학 

등 여러 과학기술과 유해물질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게끔 만든다(Fischhoff 

et al, 2001). 일반 대중들과 전문가, 여성과 남성, 문화적 차이, 세계관, 개인

의 성향 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위해성 물질에 대한 인식도가 달라지며 

위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자발적인 것이냐, 강제적인 것이냐에 따라 위험 인

식도가 크게 달라진다. 또 위해물질이나 위해요인의 공포성과 통제가능성, 

피해를 입을 사람의 수, 위해성의 친숙 정도 등에 따라 받아들이는 위험의 

정도는 다르다(Bouyer et al, 2001).

따라서 위해물질 관리 정책에는 투명성과 민주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런 

것이 기반이 되지 않은 정책은 정책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우리나라에서 방

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1980년대 중반 이후 20년 가까이 정치·사회 문

제가 되어 해당 지역주민들과 정부가 심각한 대립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원

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이 지닌 절대적 위해성에 대한 대중

들이 갖는 두려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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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 불투명성과 비민주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보건 위해물질, 특히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 인식을 다룬 연구가 많지 않으며 이를 다룬 연구들도 대부분 특정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또는 생명공학 전반에 관한 인식도 조사를 한 경우

로 나타나고 있다. 신동천 등은 환경 분야 연구소와 대학에 근무하는 환경 

전공 교수와 연구원을 대상으로 라돈가스, 다이옥신, 내분비계 장애물질, 흡

연, 방사선, 전자파, 식품 중 잔류농약 등 30개의 위해요인 등 환경문제에 

대한 위해성 인식도를 조사한 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인체 및 생태계에 대

한 일반적 영향 인식은 공기 중 다이옥신과 식품 중 다이옥신이 자동차 배

기가스, 흡연,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지표수 오염, 식품 및 수질 중 농약 

오염, 공장 폐기물, 공단 대기 오염 배출물질,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대기오

염, 해양오염 등에 이어 13~14위권에 속했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

몬)은 이보다 낮은 18위권으로 인식됐다. 우리나라에 실질적 피해를 입히는 

환경문제로는 소각장 다이옥신이 19위,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21위, 식품 중 

다이옥신이 22위권에 속했다(신동천 등b, c, 1999).

본 연구는 신동천이 한 연구 대상과 위해 요인, 연구 시기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겠지만 환경 분야 연구소와 대학에 근

무하는 환경 전공 교수와 연구원과 특성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연구원과

의 위해성 인식도를 비교해보면 본 연구 대상의 연구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이옥신과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험도가 더 높았으며 위해물질 인식 우선

순위에 있어서도 본 연구의 연구원들이 이들 위해물질을 더 높은 위해성 우

선순위로 꼽았다. 본 연구의 연구원들은 다이옥신(1위)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3위)의 위험도를 더 높게 보고 있으며 위해물질 우선순위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2위, 다이옥신이 4위였다. 또 본 연구에서 미래 우리 사회의 가장 위

험한 환경보건 위해물질로 여론 주도 집단 모두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꼽

아 앞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정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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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위해물질에 

대한 여론주도 집단의 인식과 주요 환경보건 위해물질의 위해성 정도에 대

한 여론주도 집단의 인식, 그리고 정부가 규제해야 위해물질의 우선순위에 

대한 여론주도 집단의 인식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를 들어 21개 주요 환경보건 위해물질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위험(risk)으로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내분비계 장애물질-흡

연-다이옥신 순으로 꼽았다. 그러나 위해물질의 위해성 정도에 대해서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다이옥신-중금속-내분비계 장애물질 순으로 위험하다고 

응답해 서로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해야 할 

위해물질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다이옥신-중금속의 차례로 꼽았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여론주도 집단이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흡연 등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해물질

로 꼽은 것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경우 그 종류가 매우 많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자주 노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며 흡연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점 등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 위해물질의 위해성 정도에 대해서는 노출 빈도와 노출 대상의 

규모 등을 따지지 않고 위해물질의 순수한 독성 정도만을 가지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극미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

이옥신을 가장 위해성 정도가 높은 위해물질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또 여

론주도 집단은 흡연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해물질 

2위로 꼽았으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해야 할 위해물질에서는 5위로 꼽은 

것은 흡연 규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높은 규제 우

선순위로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위해물질의 위해성 또는 

위험은 노출 빈도나 노출 규모, 노출의 자발성, 위험의 재앙적 규모 등 많은 

요소에 따라 인식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특성이 다른 집단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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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같은 집단 안에서도 위해성 인식 정

도와 규제 우선순위 인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여러 외국 연구에서 

다양하게 연구된 바 있다.

모든 위험을 제로로 줄이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위험을 완전히 제거함으

로서 제로 위험을 달성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제한, 곧 비용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각종 위험, 

예를 들면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나 쓰레기 처분, 대기 아황산가스 오염, 수

질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만약 완전한 안전성을 목표로 한다

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비용이 끝없이 들어갈 것이다. 물론 매우 제한

된 의미에서는 주어진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염소로 소독한 수돗물은 대부분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성 화합물을 포함

하고 있는데 이 위험은 우리가 먹는물을 염소소독하지 않고 오존소독을 하

면 트리할로메탄이 생기지 않으므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또 원자력발

전소를 해체하면 원전사고로 인한 원자로 용융(meltdown)과 이로 인한 방

사능 낙진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Nakayachi, 1998).

제로 위험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전예방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과 서로 통

하는 면이 있다. 제로 위험은 달성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로 위험 가능

성에 관한 논의는 초점을 잃은 것이며 우리의 실제적인 목표는 과거보다 인

간 건강과 환경에 위험과 해로움을 덜 끼치도록 만드는 것이다(Myers, 

2000). 우리가 매일 먹는 각종 식품에서 위해물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발암물질은 발암을 일으키는 역치가 없기 

때문에 극미량의 농도에서도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

어 위험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발암물질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

러나 발암물질은 공기, 물, 흙 등 우리의 환경 중에 이미 널리 퍼져 있기 때

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동·식물성 식품 속에 발암물질이 들어있

지 않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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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본 연구에서 시민운동가의 86.0%는 식품의 제로위험을 요구해 

40.1%를 보인 연구원과 상당한 인식 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전자재

조합식품과 관련해서도 시민운동가들은 72.4%가 제로 위험을 요구한 반면 

연구원과 일반 공무원은 12.7%와 22.2%만이 이를 요구했다. 따라서 시민운

동가들이 식품 안전성 및 GM 식품 안전성과 관련해 제로위험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 그 인식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GMOs의 위험성에 관해 시민운동가들이 느끼는 위

험도가 일반 공무원과 연구원보다 높았으며 일반 공무원과 연구원의 위험 

인식도는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시민운동가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서로 비슷

했다.

그러나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위해물질로는 여론 주도 집단 모두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GMOs를 1·2순위로 꼽았으며 대다수가 내분비계 장애

물질과 GMOs 모두에 대해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도 사전예방 원칙의 개념을 국내에서도 본격 도

입해 개인행동과 사회정책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이는 현재의 과학적 근

거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거니와 사회·경제적인 요소도 

포괄하는 소비자와의 위해 교류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김록호, 1998: 김영찬, 2001).

주요 환경보건 위해물질의 위해성 인식도에 있어서 연구원, 일반 공무원, 

시민운동가들이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국내 연구는 아니지만 과거 여러 외국 연구를 통해 과학자 등 전문가와 일

반인 사이의 위해성 인식도 차이는 많이 연구된 바 있다(Mertz et al, 1998: 

Sjöberg, 2001: Garbin, 2001).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인식도에 있어

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유럽 대중들의 GM 작물에 대한 인식도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데 이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그린피스 등의 환경운동단체가 벌인 GMOs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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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으로 대중들이 느낀 분노가 미국 대중들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

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운동가 등 시민운동가들은 유럽 

국가에서 벌어진 GMOs 반대운동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

에 전문가(연구원)가 느끼는 GMOs에 대한 위해성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생긴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생명공학기술, 특히 유전자재조합기술에 대

한 이해가 낮을수록 GMOs에 대한 반대가 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시민운동

가를 포함해 대중들에게 생명공학기술 이면의 과학을 이해시키는 것이야말

로 소비자 수용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것이다. 

기술적으로 정교한 분석가들은 유해물질을 평가하는데 위해성 평가를 사

용하는 반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직관적인 위해성 판단, 곧 위해성 인식에 

의존해 유해물질을 평가한다. 이런 대중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위협들을 샅샅이 기록하는 뉴스 매체로부터 유해물질에 관한 경험을 한다. 

우리나라 일반 대중들도 대중매체를 통해 GMOs 등 생명과학 이슈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중매체 가운데에서도 텔레비전이 주요 정

보 습득 통로인 것으로 분석됐다(조성겸a, 2003). 이 때문에 각종 위험 활동

이나 기술에 대한 위해성 인식은 전문가와 대학생, 운동클럽회원 사이에 상

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했다(Slovic, 1987).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GMOs에 대해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견해는 일반인의 경

우 55.6%인 반면 전문가(생명과학 연구자)는 29.8%, 전·현 과학담당 기자는 

26.6%로 서로 큰 인식차이를 보였다(조성겸a,b,c, 2003).

GMOs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 연구원, 시민운동가 모두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내분비계 장애물

질의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및 연구원은 환경보건전문가를, 시민운동

가는 자신의 집단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응답해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시민운동가들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허남혁의 지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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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경운동단체와 소비자운동단체는 대항담론체로서 이들은 과학의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보다 더 강조하며 따라서 과학자 집단에 대해서도 부정

적 인식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 대중들과 유럽국가 대중들의 GMOs에 대한 인식은 서로 크게 차이

가 난다. 그 원인으로는 미국의 경우 농업생명공학에 대한 규제를 국가 규

제기관이 유럽 국가에 견줘 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

다. 이 시각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폐쇄적이고 엘리트적인 정책결정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과 후반에 일어난 광우병 파동과 다이옥신 오

염 돼지고기 파동 등 때 대중들의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이 GM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생명공학의 미

래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중들을 비이성적이며 과학적으로 무지하거나 기

술을 혐오한다고 폄하하지 말고 정부가 그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잘 기

울이고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Sagar, 2000).

본 연구에서 주요 식품위해 요소 10가지 가운데 여론주도 집단은 잔류농

약-잔류 항생제/호르몬, 식중독균 등의 차례로 위해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국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7개 주요 식품 위해요소 가

운데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으뜸

(33.3%)으로 꼽혔고 이어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금속, 식품첨가물, 식품 중 

미생물, 다이옥신의 차례였다. 또 정부가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식품 중 위해

요소는 미생물(식중독균)-잔류농약-내분비계 장애물질-잔류 화학물질-중금

속-다이옥신의 차례로 꼽았다(이효민 등,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민운

동가들은 식품의 유전자변형을 가장 심각한 식품 위해요소로 꼽았다. GM 

식품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가장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어

서 서로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과학자들은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에서 질병 및 사망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식품 위해요소는 식중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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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식품기인성 질병이며 이어 영양결핍·영양과잉-검사하지 않은 자연식

품·건강보조식품-자연독성물질-식품 알레르기-식품 첨가물-잔류 농약-식품

성분·첨가물-GM 식품 순으로 분석했다(Chassy, 2002).

따라서 앞으로 대중들의 전반적인 환경보건 위해물질 인식은 물론이고 

내분비계장애물질과 GMOs에 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인

식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가, 언론, 시민운동가 등의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욱 더 효율적이

고 과학적이며 갈등을 덜 유발하는 환경보건 위해물질 관리 정책 수립이 가

능할 것으로 본다.

규제자라고 할 수 있는 국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정부 부처 정책 관련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인식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본 연구 결과 드러났다. 규제

자들은 순수 과학에 근거한 위해성 규제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GMOs 방출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은 앞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의 GMOs 편익과 위해성에 관한 평가의 틀은 대중들의 관심과 우려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사회 모든 부문이 기술적·사회적·윤리적 

현안을 서로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위해성 평가 과정을 넓히는 것을 고려해

야 한다(Mayer, 1996).

국내 GMOs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운

동가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 제안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언론의 중요성과 언론 보도의 정확성과 균형성이다. 일부 전문가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위해서는 개발자와 소비자 간의 유전자재

조합 기술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개발

하려는 연구자나 생산자의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박

선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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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중들의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인식에 끼치는 언론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언론의 GMOs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환경보건 위해

물질에 대한 보도 내용과 보도 경향 등을 면 하게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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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GMOs) 관리 정책과 관련

이 있는 공무원, 연구원, 시민운동가, 그리고 언론인 등 여론주도 집단을 대

상으로 환경보건 위해물질의 위해성 인식도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및 GMOs

에 대한 위해성 인식도, 그리고 그 관리 정책에 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주요 환경보건 위해물질 및 잠재적 환경보건 위해

물질 21개 가운데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론주도 집단별로 보면 공무원과 연구원

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환경보건 위해물질로 흡연

을, 시민운동가와 언론인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각각 꼽았다. 연구원과 공

무원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2번째와 3번

째 위해물질로 꼽았다. 또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GMOs를 21개 주요 위해

물질 가운데 11번째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꼽았고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시민운동가의 경우 5위, 언론인과 공무원, 그리고 연구원의 경우 각각 12위

와 16위, 그리고 21위로 나타났다.

2.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21개 주요 환경보건 위해물질 가운데 미래에 우

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을 될 것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꼽

았으며 공무원, 연구원, 시민운동가, 언론인 집단 모두에서 1위로 나타났다. 

GMOs는 전체 여론주도 집단에서 10위로 꼽혔으며 집단별로는 상당한 순위 

차이를 보여 시민운동가에서는 2위였으나 언론인은 7위, 공무원은 11위, 연

구원은 19위로 각각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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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위해물질의 위험 정도(5점 척도, 1점은 위험이 전

혀 없으며 5점은 매우 위험)와 관련해 21개 주요 환경보건 위해물질 가운데 

다이옥신(4.40)을 가장 위험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했다. 전체 여론주도 집

단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험 정도를 상당히 위험한 것(4점)에 가까운 

4.13으로 평가했고 GMOs는 약간 위험한 것(3점)에 가까운 2.96으로 평가했

다. 집단별로는 약간 차이를 보여 시민운동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험 

정도를 매우 위험한 것(5점)에 가까운 4.69로 본 반면 공무원과 연구원, 그

리고 언론인은 상당히 위험한 것(4점)에 가까운 3.74와 4.07, 그리고 4.13으

로 보았다. GMOs의 위험 정도에 관한 인식도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

여 시민운동가들이 느끼는 위험 정도(4.55)가 언론인(3.38), 공무원(2.81), 연

구원(2.27) 등 다른 집단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았다.

4.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이 과학적

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21개 위해물질 가운데 GMOs가 가

장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위해성이 과학적

으로 입증되지 않은 3위로 꼽았다. 각 집단 모두에서 GMOs와 내분비계 장

애물질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위권에 속했다. 또 전체 여론주도 집단

은 정부가 규제해야 할 위해물질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으뜸으로 꼽았고 

GMOs는 12위로 나타났다.

5.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대부분이 GMOs가 편익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집

단별로는 차이를 보여 편익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공무원과 연구원에 견

줘 시민운동가에서 더 많았으며 대다수가 GMOs를 구입할 뜻이 없다는 견

해를 보였다. 또 GMOs의 위해성과 관련해 여론 주도 집단은 인체 위해성

보다는 생태계 위해성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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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인체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GMOs 관리 정책을 펴는 한편 담당 정부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

복지부)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GMOs 관리정책으로는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 의무표시제를 가장 많이 지지했으며 사전예방 원

칙을 근거로 한 유럽형 규제 정책을 가장 선호했다.

7. 전체 여론주도 집단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편익성을 인정했다. 또 법규

와 제도를 통한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환경 중 방출량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사용하는 것을 가장 바람

직한 정책 방안으로 꼽았다.

8. 전체 여론 주도 집단은 우리나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GMOs를 관

리하는데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국내법에도 사전예방 원칙을 명기

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해야 할 잠재적 환

경보건 위해물질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으뜸으로 꼽혔고 GMOs가 2위로 

꼽혔다.

  여론 주도 집단의 환경보건 위해물질과 GMOs, 그리고 내분비계 장애물

질에 관한 이러한 인식 결과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및 GMOs에 관한 주요 

선진국의 관리 정책, 우리나라의 현재 정책, 그리고 유엔기구 등 국제 사회

의 동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GMOs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1. 단기적으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GMOs에 관한 관리 정책을 서로 달

리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좀 더 강화할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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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론주도 집단 모두 GMOs의 인체 및 환경 위

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GMOs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

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2. 내분비계 장애물질 및 GMOs의 위해성과 관리 정책과 관련해 시민운동

가 집단과 언론인 집단, 그리고 공무원·연구원 집단 간 인식 또는 의견 차

이가 상당히 크므로 그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해 이를 줄이기 위한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 또 일반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언론의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서 언론인을 위한 정보제공 인터넷사이트가 필요하며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환경보건 위해물질과 관련해 언론인들을 교

육하는 프로그램을 한국언론재단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만들 필요가 

있다.

3. 현재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는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식

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나눠 맡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식품 및 식품원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관리를 일원화해 식품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GMOs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4. 환경정책기본법에 현재 명시돼있는 사전예방적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규

정을 바탕으로 사전예방 원칙이 국내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사전예방 원칙의 정신을 명확하게 담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의 목적이나 이념 등에 좀 더 

명확하게 사전예방 원칙 정신에 입각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GMOs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과학기술적인 잣대로만 접근할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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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정부, 과학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 위원회에서 정책방향과 대국민홍보에 관한 틀을 잡아 시행할 필

요가 있다. 이 위원회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꾸릴 경우 사전예방 원칙이 

담고 있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중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환경보건 위해물질 관리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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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설문조사표

*다음 설문은 오로지 학술적인 목적에만 쓰이며 관련 정보를 다른 개인이나 기관 

등 어떤 곳에도,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유출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게 약속합니

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따라서 설문 내용에 성실

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올바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 다음은 일반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귀하의 성별은?  (1)남(   ) (2)여(   )

2)귀하의 학력은?(    )

(1)중졸 이하(  ) (2)고졸(  ) (3)대졸(  ) (4)석사(  ) (5)박사(  )

3)귀하의 나이는? (만    세)

4)귀하의 직업은?

(1)일반 공무원(  ) (2)연구원 및 연구 공무원(  ) (3)대학교수(  ) (4)언론인(  ) 

(5)시민운동가(  ) (6)대학원생(  ) (7)기타(구체적으로 기입:            ) 

2.아래에서 열거한 환경보건 위해 물질(Environmental health hazards) 또는 잠재적 

환경보건 위해 물질(Potential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가운데  현재 우리나

라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 순서대로 

1~21의 번호를 매겨주십시오.

(1)내분비계 장애물질(   ) (2)중금속(   ) (3)다이옥신(   ) (4)잔류농약(   ) (5)방

부제(    ) (6)인공색소(   ) (7)미세 먼지(   ) (8)석면(   ) (9)아황산가스(SO₂)(  

 ) (10)오존(   ) (11)실내라돈 (   ) (12)방사선조사식품(   ) (13)유전자재조합식품

(GMOs)(   ) (14)트리할로메탄(   ) (15)자외선(  ) (16)알코올(음주)(   ) (17)흡연

(   ) (18)환경흡연(   ) (19)전자기파(   ) (20)수돗물바이러스(   ) 

(21)식중독균(   )

3.아래에서 열거한 환경보건 위해 물질(Environmental health hazards) 또는 잠재적 

환경보건 위해 물질(Potential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가운데  앞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골라 순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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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혀 위험하지 않다-(2)별로 위험하지 않다-(3)약간 위험하다-(4)상당히 위험하다-

(5)매우 위험하다-(0)잘 모르겠다

로 1~21의 번호를 매겨주십시오.

 (1)내분비계 장애물질(  ) (2)중금속(  ) (3)다이옥신(  ) (4)잔류농약(  ) (5)방부제

(  ) (6)인공색소(  ) (7)미세 먼지(  ) (8)석면(  ) (9)아황산가스(SO₂)(  ) (10)오

존(  ) (11)실내라돈 (  ) (12)방사선조사식품(  ) (13)유전자재조합식품(GMOs)

(  ) (14)트리할로메탄(  ) (15)자외선(  ) (16)알코올(음주)(  ) (17)흡연(  ) 

(18)환경흡연(  ) (19)전자기파(  ) (20)수돗물바이러스(  ) (21)식중독균(  )

4.귀하는 아래에서 열거한 환경보건 위해 물질(Environmental health hazards) 또는 

잠재적 환경보건 위해 물질(Potential environmental health hazards)의 위험정도를 

다음과 같이 5점 척도로 구분했을 때 몇 점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그 점수를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1)내분비계 장애물질(  ) (2)중금속(  ) (3)다이옥신(  ) (4)잔류농약(  ) (5)방부제

(  ) (6)인공색소(  ) (7)미세 먼지(  ) (8)석면(  ) (9)아황산가스(SO₂)(  ) (10)오

존(  ) (11)실내라돈(  ) (12)방사선조사식품(  ) (13)유전자재조합식품(GMOs)(  ) 

(14)트리할로메탄(  ) (15)자외선(  ) (16)알코올(음주)(  ) (17)흡연(  ) (18)환경흡

연(  ) (19)전자기파(  ) (20)수돗물바이러스(  ) (21)식중독균(  )

5.아래 열거한 환경보건 위해 물질(Environmental health hazards) 또는 잠재적 환

경보건 위해 물질(Potential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가운데 아직 그 위해성

이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모두 골라 체크를 해주십

시오. 

(1)내분비계 장애물질(  ) (2)중금속(  ) (3)다이옥신(  ) (4)잔류농약(  ) (5)방부제

(  ) (6)인공색소(  ) (7)미세 먼지(  ) (8)석면(  ) (9)아황산가스(SO₂)(  ) (10)오

존(  ) (11)라돈가스 (  ) (12)방사선조사식품(  ) (13)유전자재조합식품(GMOs)

(  ) (14)트리할로메탄(  ) (15)자외선(  ) (16)알코올(음주)(  ) (17)흡연(  ) (18)환

경흡연(  ) (19)전자기파(  ) (20)수돗물바이러스(  ) (21)식중독균(  )

6.아래 열거한 환경보건 위해 물질(Environmental health hazards) 또는 잠재적 환

경보건 위해 물질(Potential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가

장 우선적으로 규제를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순서대로 1~21번까지 번호를 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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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십시오. 

(1)환경호르몬(  ) (2)중금속(  ) (3)다이옥신(  ) (4)농약(  ) (5)방부제(  ) (6)인공

색소(  ) (7)미세 먼지(  ) (8)석면(  ) (9)아황산가스(SO₂)(  ) (10)오존(  ) (11)라

돈가스 (  ) (12)방사선조사식품(  ) (13)유전자재조합식품(GMOs)(  ) (14)트리할로

메탄(  ) (15)자외선(  ) (16)알코올(음주)(  ) (17)흡연(  ) (18)간접흡연(  ) (19)전

자기파(  ) (20)수돗물바이러스(  ) (21)식중독균(  )

7.귀하는 1~2번 항목에서 열거한 이들 환경보건 위해 물질 또는 잠재적 환경보건 

위해 물질에 관한 정보를 주로 누구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순서대로 3개를 골라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1)전문가 (2)학술지나 전문서적 (3)일반 서적 (4)인터넷 (5)텔레비전이나 라디오 

(6)신문 (7)주간지나 월간잡지 (8)학교수업(중․고․대학교) (9)주위의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등   

8.귀하는 유전자재조합(변형)식품(또는 농산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1)매우 잘 안다-(2)상당히 안다-(3)약간 안다-(4)잘 모른다-(5)전혀 모른다

9.유전자재조합식품(GMOs)(또는 농산물)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로부터 얻습니

까? 그 순서대로 3개를 골라 번호를 적으십시오.(   ) (   ) (   )

(1)전문가 (2)학술지나 전문서적 (3)일반 서적 (4)인터넷 (5)텔레비전이나 라디오 

(6)신문   (7)주간지나 월간잡지 (8)학교수업(중․고․대학교) (9)주위의 친구나 친

지, 직장 동료 등   

10.식품은 사람이 자주 먹는 것으로 식품 중에 위해요소가 들어있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는 제로위험(Zero risk)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1)절대 동의한다 (2)동의하는 편이다 (3)동의하는 편도, 동의하지 않는 편도 아니

다 (4)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모르겠다

11.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제로위험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서도 제로위험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기존 식품과 같거나 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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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을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어느 정

도 동의하십니까(    )

(1)절대 동의한다 (2)동의하는 편이다 (3)동의하는 편도, 동의하지 않는 편도 아니

다 (4)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모르겠다 

12.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의 인체 유해성과 환경 유해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

습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1)유해하다 (2)유해할 수도 있다 (3)유해하지 않다 (4)잘 모르겠다

13.귀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인 것을 알면 구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

(1)적극 구입한다 (2)되도록 구입하지 않겠다 (3)절대 구입하지 않겠다 (4)잘 모르

겠다

14.귀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이 기존 농산물과 비교해 값이 훨씬 싸거나 영

양소가 풍부한 등 장점이 많다면 구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

(1)적극 구입한다 (2)되도록 구입하지 않겠다 (3)절대 구입하지 않겠다 (4)잘 모르

겠다

15.귀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봅니까?(    )

(1)입증됐다 (2)일부 입증됐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3)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4)모르겠다

16.귀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봅니까?( )

(1)입증됐다 (2)일부 입증됐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3)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4)모르겠다

17.유전자재조합식품(또는 농산물)의 규제는 나라마다 제각각입니다. 지금 이 시점

에서 어떤 것을 우리나라는 선택해야 할까요?(   )

(1)식품에 유전자재조합농산물 표시 (2)전면 유통 금지 (3)기존 농산물처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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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모르겠다

18.미국 등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10여 개 국가가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을 재배해 유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1)모든 품종 재배 금지 (2)실험 재배는 허용 (3)일부 품종 재배 허용 

(4)모든 품종 재배 허용 (5)모르겠다

19.유전자재조합식품(또는 농산물)은 식품의 질을 높이고 농약 사용을 줄이며 식량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우리에게 주는 

편익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1)매우 편익-(2)상당한 편익-(3)약간 편익-(4)편익이 별로 없다-(5)편익이 전혀 

없다

20.유전자재조합식품(또는 농산물)은 인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인체 건

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

까?(   )

(1)전혀 없다-(2)별로 없다-(3)약간 위험하다-(4)상당히 위험하다-(5)매우 위험하다

21.유전재조합식품(또는 농산물)은 일부 생물 종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생태계를 교

란하거나 파괴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라고 보

십니까?(  )

(1)전혀 없다-(2)별로 없다-(3)약간 위험하다-(4)상당히 위험하다-(5)매우 위험하다

22.유전재조합식품(농산물)의 위해 가능성과 편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위험하지 않다-(2)별로 위험하지 않다-(3)약간 위험하다-(4)상당히 위험하

다-(5)매우 위험하다

23.식품의 위해요소 중 가장 인체에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을 순서대로 3개

를 고르시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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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원성 미생물(독소) (2)잔류농약 (3)항생제, 호르몬 (4)방사선 조사 (5)유통기한 

경과 (6)유전자조작 (7)식품첨가물(방부제, 인공색소) (8)식품 성분(염분, 지방 등) 

(9)식품 중 자연독성물질 (10)식품알레르기

24.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관련해 가장 시급한 일은?(   )

(1)연구 개발자 및 생산자의 윤리 확보    (2)관련 제도 및 법규를 통한 정부 규제  

(3)시민단체 감시활동                     (4)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25.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또는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고 봅니까?(     )

(1)전혀 하지 않고 있다 (2)소극적이나마 하고 있다 (3)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4)모르겠다.

26.위 질문에서 2번과 3번을 응답한 사람만 이 질문에 답하시오. 유전자재조합식품

(농산물) 관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

(1)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 제조·재배 금지 (2)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 유통금지

(3)모든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의무표시(4)콩 등 일부 유전자재조합식품         

                                          (농산물) 의무표시 

27.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의 안전성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은 정부 어느 부

처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1)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2)농림부 (3)환경부 (4)과학기술부 (5)여러 관련 

부처가 관할 별로 나누어서

28.유전자 재조합식품(농산물)을 규제하는 정책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크게 보면 

실질적 동등성에 입각해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이든, 기존 식품(농산물)이든 그 

구성성분 내용을 토대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미국식 규제와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

물)은 기존 식품(농산물)과 다른 방법, 즉 생명공학 기술(또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전예방 원칙에 따라 상품화 중단 또는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 표시 

등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럽연합(EU)형 규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

리는 어떤 형태의 규제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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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형 규제 (2)유럽형 규제 (3)두 유형의 절충 (4)완전히 새로운 한국형 규제 

(5)당장은 미국형을 따라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형 (6)당장은 유럽형이지만 장

기적으로는 미국형  

29.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강화한다면 어느 쪽부터 강화해

야 할까요?(    )

(1)인체 안전성 (2) 환경 위해성 (3)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 연구 및 개발 

30.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한 주장 가운데 가장 신뢰가 가

는 집단은? 순서대로 2개를 고르시오. (   ) (   )

(1)정부기관 (2)소비자/환경단체 (3)관련 기업 (4)언론매체 (5)생명공학 관련 기술자 

(6)독성전문가 또는 예방의학자 (7)종교집단 (8)기타 

**다음은 다이옥신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31.귀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1)매우 잘 알고 있다 (2)잘 알고 있다 (3)약간 알고 있다 (4)거의 모른다 (5)전혀 

모른다

32.귀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많이 얻는 순

서대로 3개를 고르시오.(    ) (    ) (    )

(1)전문가 (2)학술지나 전문서적 (3)일반 서적 (4)인터넷 (5)텔레비전이나 라디오 

(6)신문 (7)주간지나 월간잡지 (8)학교수업(중․고․대학교) (9)주위의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등

33.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야생동식물의 생식을 교란하고 남성의 정자 수를 줄이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입증된 것이라고 봅니까?(    )

(1)완전하게 입증됐다 (2)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입증됐다 (3)별로 입증되지 

않았다 (4)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5)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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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인체 및 생태계 위해성에 관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

(1)매우 위험-(2)상당히 위험-(3)약간 위험-(4)별로 위험하지 않음-(5)전혀 위험하

지 않음

35.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간과 자연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유해물질이라면 

어디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까?(   )

(1)동물 등 자연생태계  (2)사람  (3)사람과 자연생태계 똑같음  (4)잘 모르겠음

36.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살충제를 비롯한 각종 농약과 플라스틱 제품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이들 물질의 편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매우 편익-(2)상당한 편익-(3)약간 편익-(4)편익이 거의 없음-(5)전혀 편익이 없

음

37.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편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그 위해성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

(1)매우 위험-(2)상당히 위험-(3)약간 위험-(4)별로 위험하지 않음-(5)전혀 위험하

지 않음

38.정부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

(1)즉각 생산  및 사용 금지                 (2)이른 시일 안에 생산 및 사용 금지 

(3)환경 중 방출량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사용 (4)특별한 대책이 필요 없음

39.내분비계 장애물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

(1)연구 개발자 및 생산자의 윤리 확보 (2)관련 제도 및 법규를 통한 정부 규제 

(3)시민단체 감시활동                 (4)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40.내분비계 장애물질 유해성 주장과 관련해 가장 신뢰가 가는 집단은? 순서대로 2

개를 고르시오.(   ) (   )

(1)정부기관 (2)소비자/환경단체 (3)관련 기업 (4)언론매체 (5)독성전문가 등 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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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방원칙의 개념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 

 어떤 행위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의 위협(threats of harm)을 가할 때에는 그 

위해성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전예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위해성의 책임 증명은 공중(public)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해 또는 잠재적 위해 행위의 옹호자들에게 있다.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하

며 민주적이어야 한다. 또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사전예방 원칙은 행위 중단(no action)을 포함한 충분한 범위의 대안들을 검토해

야 한다.  

건학자  

41.우리나라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봅니까?(     )

(1)전혀 하지 않고 있다 (2)소극적이나마 하고 있다 (3)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4) 모르겠다

**다음은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42.귀하는 사전예방 원칙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1)매우 잘 안다 (2) 약간 안다 (3) 잘 모른다 (4) 전혀 모른다

43.위 질문에서 (1)과 (2)를 답한 사람만 답하시오. 귀하는 사전예방 원칙에 관한 지

식(정보)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

(1)학교 (2)매스컴 (3)학술잡지 (4)서적 (5)주변 친구나 친지 등 (6)인터넷 사이트 

(7)NGO

44.아래의 사전예방 원칙에 관한 글을 읽고 이런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해 관리해야 

할 위해물질 또는 잠재적 위해물질의 종류를 2개만 순서대로 고르시오?(   ) (   ) 

(1)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 (2)중금속 (3)다이옥신 (4)잔류농약 (5)방부제 (6)

인공색소 (7)미세 먼지 (8)석면 (9)아황산가스(SO₂) (10)오존 (11)실내 라돈 (12)방

사선조사식품 (13)유전자재조합식품(GMOs) (14)트리할로메탄 (15)자외선 (16)알코

올(음주) (17)흡연 (18)환경흡연 (19)전자기파 (20)수돗물 바이러스 (21)식중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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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관리하는데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해

야 한다고 봅니까?(   )

(1)예 (2)아니오 (3)시기가 아직 이르다 (4)모르겠다

46.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농산물)을 관리하는데 사전예방원칙을 적

용해야 한다고 봅니까?(   ) 

(1)예 (2)아니오 (3)시기가 아직 이르다 (4)모르겠다

47.우리나라는 아직 법에 사전예방 원칙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도입하지 않았습

니다. 법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담을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법에 명시해야 (2)법에 명시 불필요 (3)필요성은 있으나 시기상조 (4)모르겠다

*수고 많았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과 관련해 연락드릴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선

생님의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핸드폰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고 핸드폰이 없으시면 

직접 받을 수 있는 직통 전화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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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towards the risks involving 

endocrine disruptors(EDs) a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as 

well as related policies on these two hazards or potential hazards, 

through a survey of opinion leaders such as government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and journalists. The brief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1. Opinion leaders in general considered the EDs as the most serious 

hazard among 21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in Korea. By respondent 

group, NGO workers and journalists pointed out EDs as the most 

serious health hazards, while government officials and researchers viewed 

cigarette smoking would be the most hazardous risk and ranked EDs 

third and second, respectively. Meanwhile, risk perceptions towards 

GMOs turned out to be relatively low. On overall average, GMO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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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th among the 21 hazards. By group of respondents, GMOs were 

ranked 5th by NGO workers, 12th by journalists, 21st by researchers 

and 16th by government officials. 

2. When asked which risk will pose the biggest threat to the health of 

Korean people in the future,  opinion leaders agree on that EDs will 

continue to be the most serious hazard. Each group, however, shows 

differences in their future risk perceptions towards GMOs. On overall 

average, GMOs were ranked 10th among the 21 health hazards. By 

group of respondents, GMOs were ranked 2nd by NGO workers, 7th by 

journalists, 19th by researchers and 11th by government officials.

3. The survey asked opinion leaders to grade the risk level of 21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including potential health hazards using an 

one(no risk) to five(extreme risk) scale. In general, the respondents 

considered dioxin as the hazard with highest risk(4.13), while GMOs 

were viewed less hazardous(2.96). By group, NGO workers perceived 

EDs as an extreme risk(4.69), as government officials(3.74), 

researchers(4.07), and journalists(4.13) perceived them as a moderate risk.  

There was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towards GMOs. NGO 

workers demonstrated the highest-level of perception(4.55), while 

journalists(3.38), governmental officials(2.81) and researchers(2.27) showed 

lower level of perception.

4. Opinion leaders considered that the risk of GMOs and endocrine 

disruptors were scientifically not fully verified. In particular, GMO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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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en as scientifically the least verified among the 21 health hazards, 

and EDs were 3rd least verified hazard. All opinion leading groups 

showed similar responses in this respect. Meanwhile, regarding the 

question of which hazard should be regulated first by the government, 

EDs were ranked 1st and GMOs were ranked 12th among the 21 health 

hazards, respectively.

5. Each group of respondents expressed different views on the benefit of 

GMOs, although the majority recognized that GMOs are beneficial. 

Notably, more number of NGO workers, compared to researchers and 

government officials, answered that GMOs had no benefit. And the 

majority of NGO workers had no intention to purchase it. Moreover the 

research revealed that the opinion leaders worried about the GMOs' 

adverse effects on the ecosystem rather than on human health. 

6. Opinion leaders viewed that the GMOs should be managed through 

the legislation and institution focusing on the safety of human health. 

Opinion leaders also thought that the Korean Food & Drug 

Administration (KDFA) was the most appropriate government agency to 

govern the management policy on GMOs. They supported the current 

GMOs labelling system and expressed a preference for the EU system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7. Opinion leaders acknowledged that the risk of EDs was scientifically 

verified to some extent and recognized their benefits. They thought that 

EDs should be regulated through the legislation and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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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the most desirable policy of EDs would 

let them be produced and used while minimizing their release to the 

environment.

8. Opinion leaders suggested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used to manage GMOs and EDs in Korea, as well as expressed 

explicitly into the relevant domestic laws. To the question of which 

potential health hazard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applied 

first, Opinion leaders chose EDs which were followed by GMOs.

The future regulation policy on EDs and GMOs should take account of 

the opinion leaders' perception towards the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as described above, the relevant polici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current domestic policy on EDs and GMOs, and the international 

trend.  In this regard, I suggest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the EDs and 

GMOs policy in Korea.

1. EDs and GMOs should be separately regulated for the time being, 

while putting EDs under more strengthened regulation. From a longer 

perspective, however, the control of GMOs should be tightened so that 

adverse effects on the human health and ecosystem could be minimized. 

2. The survey revealed tha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among NGO 

workers, government officials and researchers in their views on the 

policy of regulating EDs and GMOs. This result raised a need to 

identify why such gap exists and make efforts to close the gap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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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awareness programs. It would also be necessary that a Web site 

containing the information on EDs and GMOs should be prepared for 

journalists, wh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public, to help them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nd balanced views in their reports. In 

addition, a training program which intends to educate journalists in 

relation to EDs and GMOs needs to be organized by the Korean Press 

Foundation and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3. Currently, the regulation of EDs and GMOs spreads to several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At 

least, EDs and GMOs in food and food stuffs, however, should be placed 

under control of one single agency such as KFDA.

4. Even i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mentions some 

precautionary endeavors for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by no means clearly defined or reflected to 

in the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a phrase specify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inserted into the Act.

5. The regulation policy on EDs and GMOs is not simply a matter of 

science but a complicated issues that may trigger social conflicts. So a 

committee of government officials, scientists, and NGO workers needs to 

be set up and provide the framework of future policies and public 

relations programs. The spirit of democracy and transparency co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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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ill be secured by running this committee 

in a democratic and transparent manner. This would also lead to 

strengthened public trust that ensure ever more effective policy on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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