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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정책과 법률

송기호(변호사, 푸드시스템 연구회) 
 
   I.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먹을거리(food)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필수적 목표이다.1) 그러나, ‘불량 만두소’ 사건의 교훈이 무색하
게, 이른바 ‘살모넬라’ 감염 돼지고기 사건이 뒤를 잇고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는 왜 생기는가? 이 글은 안전한 먹을거리의 문제를 
단순한 미생물학의 문제, 위생학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농업의 문제이며, 
어떻게 바르게 먹을 것인가의 삶의 문제로 본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농장
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의 참여자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이해하려 한다. 

   II. 식료 체계와 안전한 먹을거리 

농산물 생산에서 최종 섭취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여러 경제 주체가 참여하
여,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 먹을거리를 식료체계(food system)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2)

자연 환경

먹을거리의 출발점은 자연 환경이다. 오염된 환경에서 먹을거리 안전성을 보
장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대기 속의 다이옥신은 비와 함께 땅에 떨어져, 물
과 흙과 풀을 거치고, 우유와 고기를 통해 사람에 축적된다. 암과 기형아 출

1) 흔히 ‘food’를 ‘식품’으로 번역하나, ‘식품’이라는 용어는 먹을 거리를 재배하고, 생산하고, 제조하

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food hygiene'

을 ‘all measures of all stages from its growth, production or manufacture until its final 

consumption'으로 밝혔는데, 이처럼 ’food'란 그 재배, 생산, 제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는 먹을거

리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food'를 ‘먹을거리’ 혹은 ‘식료’로 번역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내에서 식료체계에 관한 연구는 황수철 1999, ‘푸드시스템의 관점에서 본 식료 정책의 방향’을 

참고함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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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원인인 폴리염화비페닐(PCB)은 생선, 고기를 통해 인간에 축적된다. 
안전한 먹을거리의 문제는 본디 환경의 문제인 것이다.

농업

2차대전 후에 등장한 주류 농업(관행농업)은 한 두 가지 농산물을 대량생산
하기 위하여, 농약, 비료, 항생제등을 고투입한다. 예를 들어, 공장형 축산을 
보면, 좁고 빽빽한 축사에서 가축을 대규모로 기르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항생제, 항균제 그리고 성장촉진 호르몬을 투여한다. 2002년의 연구에 의하
면, 미국이 동물 사육에 투여한 1만 1,000톤의 항생제 가운데 5분의 4가 질
병예방 및 성장촉진용이다.3)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며, 이는 인간의 고기 섭취 과정에서 인간의 질병 치료 항생제에 이미 
내성을 갖고 있는 박테리아가 인간에 침입할 위험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안전한 먹을거리의 문제는 어떠한 농사를 지을 것인가의 문제, 곧 농업의 문
제이다.

식품산업

식품공업, 식품유통업, 외식산업의 연계는 갈수록 더욱 긴밀해진다. 일련의 
흐름도의 어느 지점에서 위해요소(hazard)가 발생하였는지 찾기 어려워지는 
반면, 하나의 위해요소가 낳을 식료 위험성(risks)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콩나물 공급회사가 콩나물 재배 과정에서 불법 투입
한 독성 농약이라는 위해요소는 식품산업의 연결망을 따라, 신속하게 전국의 
외식 산업으로 퍼진다. 위생학에 의할 때, 위해요소를 미생물학적인 것과 화
학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지만, 안전한 먹을거리의 문제는 미생물학이나 화
학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의 문제이다.

식품산업에는 대규모 기업과 다수 소규모 기업이 공존하는 양극 집중성이라
는 본질적 성격이 있다. 일본의 한 연구를 보면, 상위 세 개의 식품회사가 
식품의 약 60%를 생산하는 한편, 종업원 19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가 전체
식품회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4) 2002년의 한국의 연구에 의하면, 종
업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가 전체의 80%이다.5) 이러한 양극집중성은 

3) Pretty, 2002, Agri-culture: Reconnecting People, Land and Nature, 64쪽

4) 토코야마 히로미, 에가이츠 후미오, 1998, 『푸드시스템의 경제학』,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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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입맛과 욕구가 다양하여 대량생산체계가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
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한 먹을거리의 문제는 소규모 회사가 
압도적 다수로 존재하는 식품 산업구조의 본질을 떠나 대응할 수 없다. 

소비자

소비자가 식료체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교육받지 못하거나, 신뢰할 정보가 없
는 경우에는, 그 자신  스스로가 식료 위험성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 최
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49.5%가 소비자의 최종 소비단계
로 파악할 수 있는 단체급식에서 발생하였다. 6) 일본의 O157 사건의 한 원
인은 최종 소비자가 식료 보관을 잘못한 것이었다. 다른 예로서, 교차오염
(cross contamination)은 최종 소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의 문제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자 선택의 문제이다.     
소비자가 ‘100%’ 안전한 먹을거리를 추구하는 것과 소비자의 잘못된 식생활
은 양립할 수 없다. 제 고장에서 난 식료를 제 철에 바르게 먹는 식생활이 
식료 안전성의 기본이다. 농산물의 이동거리가 늘면 늘수록 안전한 먹을거리
의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2000년의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농산물은 
평균 2,080킬로미터를 달려, 시장에 도착한다. 7) 수확 후 농약의 살포 및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출현은 농산물의 이동거리와 관계가 있다.

세계 식료 체계

안전한 먹을거리의 문제는 더 이상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계적 
범위의 문제이다. 광우병(BSE)과 조류독감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화는 새
로운 위해요소를 더욱 대량으로 더욱 신속하게 전파한다. 반면, 세계 식료 
체계 어느 지점에서 위해요소가 발생한 것인지 찾아, 이에 대응하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1992년 호주산 수입밀 10만 부대에서 기준치 초과 독성 농약이
라는 위해요소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해당 수입 밀은 전국 각지의 식품회사
와 제과업체에 공급된 이후였다.8) 한국의 식중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원인

5) 김재수, 2002, 『한국농업의 미래: 식품산업에서 희망을 찾는다.』, 271쪽
6) 권훈정외, 2003,『식품위생학』, 36쪽
7)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의 자료임(‘What is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and How Does It 

Work?’ University of Massachusetts, http://www.umass.edu/umext/csa/about.html, 검색일 

2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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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혀내지 못하는 불검출의 비율이 점차 증가해 전체 식중독의 30% 수준
에 이른다.9)  안전한 먹을거리의 문제는 세계 식료 체계에서 발생하는 위해
요소를 통제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

III. 현행 식품위생법 체계는 과연 안전한가?

식품위생법의 목적의 하나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에 있다.(법률 제1조), 만일 지금의 식품위생법 체계가 식품등의 자진 회수 
제도(법률 제31조의 2)등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 목적을 제대로 달
성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 흠
결이 그 원인이라 본다.

법치주의의 공백

행정권은 입법권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스스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음은 
법치주의의 기본적 원리이다. 법치주의는 식료법(food law)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식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식료 체계 
내부에서 소통되는 기준과 정보에 의하여 안전성 영역을 판단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식료 행정에서 안전성 보장의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불분명하면, 식료 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지금의 식품위생법 체계에는 법치주의의 공백이 있다. 불량만두소 사건을 보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 무 말랭이를 청결하게 보관하지 못하
고, 상한 것을 그대로 만두제조회사 을에게 공급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제 4
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로 식별된다. 하지만 을이 평소 갑으로부
터 무 말랭이를 납품받아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을이 갑의 무 말랭이가 상
한 것임을 알고도 원료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을이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제조물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10) 그 자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
8) 이철호, 맹영선, 1997, 『식품위생사건백서』, 43쪽
9) 권훈정외, 2003,『식품위생학』, 37쪽
10) 식품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에 해당하는 지는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회

(사시미)’를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로 본 일본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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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러나 불량 만두소 사건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바 
없는 만두 제조 회사들의 만두는 “쓰레기 만두”라는 딱지를 받았다. 1989년
의 이른바 ‘공업용 우지 라면’ 사건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없었
다.11) 이처럼 식품위생법 준수가 안전성 신뢰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식료체계에서 안전성 기준은 무엇인가? 만일 안전, 불안전의 판단 기준, 금
지영역과 허용영역의 기준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규율되기보다는, 식품행정당
국의 자의적 발언이나 공표에 의하여 규정된다면 이는 행정권은 입법권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스스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이 경우 경제주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이 설정되도록 행정권을 포위하
려고 경쟁할 것이고, 경쟁에 이긴 자의 이익이 안전성 기준이 될 것이다. 식
료 분야가 미생물학 혹은 위생학의 전문 분야임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일부
의 전문가적 경향은 자칫, 소수의 전문가만을 포위하는 데에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식품위생법 체제가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이러한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식품위생법은 행정권 발동의 기준과 범위를 제
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법률 유보의 원칙) 

예컨대, 식품위생법에 의할 때,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긴 자를 7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 74조, 제4조 제2호) 그
리고 여기에 단서 규정을 붙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것이 전부이다. 
‘유독  유해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와 최소한의 판단 기준도 법률에 마
련하지 않았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예외
를 인정한다는 것인지도 법률로서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7년이하의 징
역형을 받을 수 있는 금지 영역의 테두리는 사실상 전적으로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각 경제주체들은 그의 
손을 주시하고 살아야만 한다. 

만일 이 처벌 조항에 모든 물질은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현대 위생학의 기
본 원리(농도의존적 안전성, Dose makes Poison)12)를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11) 대법원 1997.08.26 선고 95도 1921판결

12) 권훈정외 2003, 『식품위생학』,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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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가 되는가? 모든 식품은 유독  유해물질로서 판매가 금지되고 예
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식품만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징역 7년형을 처할 수 있는, 중대한 금지 영
역의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정할 것인가를 식
품위생법은 규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식약청장이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이 시행규칙에 의하면 첫째,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에 정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거나, 둘째 식품공전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
로 인정하는 것이, 최고 징역 7년형을 선고받지 않을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은 비판할 수 있다. 첫째, 
위와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
거가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시행 규칙 자체가 식품위생법
과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식품위생법은 유독 · 유해 물질 함유 식품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구조인 반면, 식품공전은 
유독 ·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식품을 예정하고 있어 서로 양립하지 않
는다. 식품공전은 식품 원재료는 유독 · 유해 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
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원료 등의 구비요건) 이처럼 식품위생법이라는 
상위 규범의 접근은 식품공전이라는 하위 규범에 의하여 무시된다. 다시 말
하면 식료체계의 경제주체에게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치주의적 혼란은 사법부에게도 미친다. 콩나물 재배에 농약(카벤다짐과 치
오파네이트 메틸)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콩나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기소한 
사건을 보자. 이 사건의 하급심 판사들은 (1)콩나물 재배에 사용한 농약의 인체에 
대한 독성이 보고된 바 없는 점, (2)카벤다짐의 경우 작물에서는 장기간 잔류하지만 
동물 체내에서는 급속히 배설되는 점, (3)콩나물에서 검출된 카벤다짐의 양은 0.37 
㎍/g으로서 보건사회부공고 식품공전 개정안상의 강낭콩에 대한 허용기준치인 2.0 
㎍/g보다도 극히 적은 점, (4)콩나물이 완전히 성장하여 시장출하가 되려면 2-4일 
정도의 재배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 기간중에 4시간마다 물을 주므로 출하단계에
서의 위 농약 잔류량은 감소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문제의 콩나물이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3) 그러나 대법관들은 문제의 콩나물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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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품이라고 보았다. 14) 대법원에 의하면, 위 두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1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독성 농약으로서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유해·유독물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보건사회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
로 개정되기 전의 판례임)이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는 이유로, 이 농약이 들어 있는 콩나물은 같은 법 제4조 제2호
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판정하였다.15) 여기서 중요
한 점은 식료체계의 경제주체들이 행위 기준의 골격을 법률에 의하여 얻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예를 보기로 하자. 식품위생법에는, 식품공전에서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5조, 제7조 제4항, 제9조 
제4항) 이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공전이 최고 5년형의 형사처벌 여
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언제, 어떠
한 방식과 절차에 의하여 식품공전에 기준과 규격을 정할 수 있는지를 법률에 규정
해 주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라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제 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식품위생심의위
원회의 자문 절차를 두었을 뿐이다.(제42조 제3호) 따라서 현재의 식품위생법 체계 
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스스로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식품
위생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제정함으
로써, 최고 5년형의 징역이 따르는 사실상의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의 식료체계내의 경제주체들은 최고 징역 5년형의 처벌 기준의 윤곽을 식품위생법
이라는 법률을 통하여 예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체계는 죄형법정주의와 거리가 멀
다. 

  
 여기서 별도로 주목할 점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공전에 농산물과 축산

13) 서울지방법원 1995.7.6. 선고 94노5007 판결

14) 대법원 1995.11.7. 선고 95도1966 판결

15) 위 판결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2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을 수록한 공전을 작성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 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

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식품의 각 품목

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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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규정하였다. 만일 이 기준을 초과한 농약잔류 농산물을 
판매한 행위에 제75조를 적용하여 최고 징역 5년형에 처벌할 수 있는가? 필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식품공전에 규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규격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제 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
는다. 그러므로 식품공전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제 7조 제 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농약잔류기준초과는 제 7조 제1항의 기준 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러한 물음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7조 제1항의 기준으로
서의 식품공전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수권한 바 없음에
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공전의 형식으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법률적 효과는 무엇인가? 16) 앞의 제 4조 제2호의 유독 · 유해 물질 
함유 식품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인가? 만일 이러한 ‘추측’이 맞는다면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은 농약을 제4조 제2호의 유독 · 유해물질로 보고, 농약이 잔류한 농산
물의 판매 예외를 허용하기 위하여 예외 인정 기준으로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보다면,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잔류물 함유 농산물을 판매한 자
는 이제 유독 · 유해물질 함유 식품을 판매한 것이 되어, 제 7조 제4항 위반(5년이
하의 징역)이 아니라 제 4조 제2호 위반(7년이하의 징역)으로 더 중하게 처벌될 
것이다.   

 이처럼, 지금의 식료체계의 경제 주체는 어떠한 행위가 어떻게 식품위생법 위반행
위가 되어, 최고 몇 년 형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알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다. 한 연구는 “식품위생법에는 전혀 법치국가의 원칙이 적용되
지 않고 있다 할 수 있다”고 하였다.17) 이러한 법치주의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식
료체계에서 소통하는 정보와 기준은 불명확하고, 자의적이기 쉽다. 이는 전체 식료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 뜨리고, 자신의 이익을 안전성 기준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경
쟁이 치열해진다.     

식료 체계상의 공백

현행 식품위생법체제의 또 하나의 결함은 식료 체계상의 공백이다. 식료 안
전성의 문제를 단순한 위생학의 문제로 파악하는 지금의 체제에는 다음과 

16) 이 해석론은 이종영, 1996, 『식품위생법의 개선방안』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17) 이종영 1996, 『식품위생법의 개선방안』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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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현행 식품위생법체계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먹을거리 위험성(food 
risks)에 제대로 대응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 18)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이 
등장하여 안전성을 위협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부족하다. 다이옥
신을 예를 들면 2002년에 24개 품목의 죽염, 구운 소금 중 16품목에서 다
이옥신이 검출(검출율 약 67%)되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식품위생법 제42
조)는 2002년 9월 다이옥신 허용 기준(위해우려수준)을 설정하였다.19) 그
러나 대기의 다이옥신으로 인한 식료 위험성에 적용할 기준은 아직 규정되
지 않았다. 20)

둘째, 현행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
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나, 식품공전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농산물은 없
다. 21) 앞에서 보았듯이, 식료의 안전성은 본디 농업의 문제임에도 식품위생
법령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데에서 농업이 갖는 중심적 지위와 역
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한 예로 광우병과 같은 중대한 위해요소에 현재의 
식품위생법체계를 통하여 대응하기 어렵다. 또 다른 예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장이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은 동물이 섭취하는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2) 

셋째, 식품위생법은 식품산업을 식품제조가공업부터 식품접객업까지 8개의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시행령 제7조), 거래 기록의무 등 상호 연계 과정
에 대응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어느 단계에서 위해 요소가 발생하였는지
를 신속히 추적할 제도적 틀이 없다. 
18) 같은 견해로, 앞의 책 139쪽

19) 구운소금의 다이옥신 문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기 중의 다이옥신의 문제와 다른 것이지만, 설

명의 편의를 위하여 이 곳에서 검토한다.

20) 이러한 무규정 행위(부작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앞에서 본 제 4조 제2호의 
유독 · 유해 물질 함유 식품 판매 금지 법리를 단순하게 적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죽염과 
구운 소금’ 외의 식료에 대하여는 따로 다이옥신 함유 허용 기준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다이옥신 
함유 식품행위를 최고 징역 7년으로 처벌하고자 한 것인가?   

21) 이종영 1996, 『식품위생법의 개선방안』30쪽, 및 Stranks & Bernstein, 1996, 『Food 

Safety Law and Practice』, 6쪽도 ‘food'를 인간의 섭취에 제공되는 물질로 파악하면서 날 것 

상태로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 새, 어류 등을 ‘food’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법원도 식

품위생법 제2조 제1호의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도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

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도1575 판결) 

22) 유럽연합의 법률(Regulation 1829/2003호, 제12(2)조, 24(2)조)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의 대상

식료와 사료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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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강조할 만한 문제로 위생 설비 기준 강화, 단속 강화, 처벌 강화 중
심의 식품위생행정이 앞에서 본 법률적 불명확성과 맞물리면서, 다수의 소규
모 식품가공업은 잠재적 ‘불량 식품업자’가 되고, 도태된다는 점이다. 소규모 
식품가공업은 농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점에서, 이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와인 제조회사들이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는 500개가 넘는다.23)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농업을 하
는 농가들이 농가 단위나 지역 단위에서 야채 효소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제
조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실상 불법화되었다. 위 법
률에 의할 때, 제조 설비, 공장 부지 및 품질관리인 고용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24)  
유기농업 농가들이 종래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조해 온 경우도 
새 기준에 의하여 새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25)
그런데 위 기준을 갖추는 데에 약 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업
계의 일반적 인식이다.     

넷째, 현재의 식품위생법 체계에는 소비자의 역할, 교육,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식품위생법 제31조의 2는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는 벌칙규정이 없는 권고규정이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줄 위험성 평가, 관리, 정보 소통의 틀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 세계 식료 체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대응 수단이 취약하
다. 예를 들자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명확한 조항으로 되어 있
다.26) 

IV. 결론: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서의 식료 안전성

먹을거리 안전성은 단순한 위생학의 문제가 아니며, 소규모 식품회사에 대한 

23) Antonio Fernandez Martos, 2004, "Why a GI registration system is good for producers 

and consumers" 2쪽

2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3조, 제 5조 제1항 

25) 위 법률 부칙 제 2조

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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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과 중벌의 문제가 아니다. 식료 체계의 전 과정의 참여자가 같이 책임을 
질 공통의 과제이다. 

그 출발은 식품행정에서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 종래의 식품법 체
계에서 법치주의의 흠결은 식료 체계의 예견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사실상의 규범력을 갖고 있는 식품공전을 법치주의 밖에 방치하여서는 안된
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입법, 행정행위를 통
제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권 발동의 기준과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원칙으로 식료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식료 체계의 전과정을 아
우를 수 있는 기본적 식료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식품안전기본법(안)이 
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험성 분석의 틀을 모색함은 
긍정적 방향이다. 그러나 다음의 원칙에 선 보완이 긴급하다.27) 

첫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먹을거리 위험성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식품위
생법과 식료안전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안)의 
‘식품안전법령’에 환경관련법령이 없는 점은 보완해야 한다. 

둘째, 농업이 식료 체계에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북돋아야 한다.28) 식품안전
기본법(안)은 농업을 포괄하는 ‘먹을 거리’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
함에도 식품안전기본법(안)에는 식품위생법의 ‘식품’개념을 그대로 닮았고, 
‘농림수산물’이라는 용어가 없다. 그리고 농업인이 ‘식품관련사업자’에 해당하
는지 불분명하다.29) 지금의 관행농업이 농약, 비료, 항생제 등을 안전사용기
준 이내로 투입하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농업을 장려하는 
것을 식료안전기본법의 중요 과제로 파악해야 한다. 

셋째, 소규모 식품산업과 국내농업의 연계를 높이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야 
27) 식품안전기본법(안)의 법률 용어의 불명확성과 불일치성,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하게 될 위험성 

평가의 범위 문제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이 글에서 따로 살피지 않는다. 다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의 위해성심사절차, 식품위생법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절차, 농
약관리법의 농약 잔류 식품의 위험성 평가 등 다른 법률의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식품안전정책
위원회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점이 중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28) 지금의 관행농업이 농약, 비료, 항생제 등을 안전사용기준 이내로 투입하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농업을 장려하는 것은 안전한 먹을 거리문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9) 식품안전기본법(안) 제 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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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농촌과 지역의 소규모 식품산업의 
존재근거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자를 최소한 3년 이상의 중
형에 처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은 옳은 문제해결 방식이라 할 수 없
다.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에는 중형주의 대신, 앞에서 본 법치주
의의 보장 및 추적관리 및 거래 기록 규정의 내실화(법안 제13조, 제 14조)
가 더 중요하다.

넷째,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한 위험성 평가의 결과 일체가 의무적으로 공개되도록 식품안전기본법(안)
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법안 제21조 제2항) 불량만두소 파동에서 알 수 있
듯이, 식료 안전성은 신뢰의 문제요, 정보소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
비자의 교육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식품위생법과 식료안전기본법에, 세계 식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위해
요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규정을 두어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안)에는 이를 
위한 위생 검역 강화 등의 규정이 없다. 30) 식품안전기본법(안)에서 마련한 
‘국제협력 연구개발’(제42조 제5호), ‘국제분쟁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는 사
항’(제52조 제1호) 등의 규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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