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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안녕하세요?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원영희입니다. 

  먼저 복잡다단한 마음과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
년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방사능 오염식품 안전과 시민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주시는 발
제자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와 일본의 
WTO제소에 대한 대응을 발표해주시는 송기호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
께해주신 곽금순 한 살림연합 상임대표님과 남인순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망
가지기 전에 고쳐야 하고, 무너지기 전에 바로 세워야 하는데, 만일 때를 놓치거나,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치고 세우는 데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할 것입니
다. 어쩌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
다.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생존하게 하는 소중한 먹을거리. ‘내가 먹는 것이 나
를 만든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으면 우리
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
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먹을거리가 어떤 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이든 자
국민이 어떤 먹을거리를 먹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혹시 방사능이라는 
무시무시한 것에 오염되어 위험한 먹을거리일 수도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오염여부에 따라 단호히 수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
고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만일 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
고 있는 걸까요?

  시민들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생각하자고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이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마
음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어떤 다른 것에 생명이라고 하는 절박한 우선순위를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과 삶, 우리 다음세대들의 몸과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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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이 토론회를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기
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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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국 회 의 원  남  인  순

(국 회  여 성 가 족 위 원 장 ․보 건 복 지 위 원 )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초겨울 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하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식품과 일본의 WTO 제소 대응 방안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함
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비상한 시국이며, 저 또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농성을 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일본산 식품으로부터 먹거
리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여 주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
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토론회를 주관하여 주신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부산환경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준비
를 위해 애써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제발제를 하여주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님과 송기호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님, 토론을 하여주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님,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님, 윤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장님
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
을 중지하고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는 방사
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에 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WTO SPS(위
생 및 식물위생) 협정 제5.7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2015년 5월21일 한국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고, 같은해 
8월20일 WTO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2016년 2월8일 WTO 사무총장 직권
으로 의장 1명, 위원 2명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현재 분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입제한조치가 WTO SPS 협정상의 자의적 차별 금지, 필요한 만큼만 무
역제한 등의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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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8월 패널을 요청할 때 5월에 WTO 최초 제소할 때 포함되었던 ‘과학적 정당성’
과 ‘잠정조치’에 대한 요청사항을 삭제하여, 원전 방사능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분쟁과 조사를 꺼리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일본정부의 WTO 제소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보장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범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중국과 대만, 러시아 등에서는 후쿠시마 인근지역 식품 등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등 한국보다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에 제소한 것
은 한국정부를 얕잡아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중국은 10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대만은 5개현의 모든 식품, 러시아는 7개현의 수산물
과 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도 14개현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
다. 

특히 대만의 경우 일본 전 지역의 식품에 대해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고, 일부 지역에 대
해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 설치된 방사성 오염수 저장탱
크에서 1리터당 59만 베크렐의 고농도 오염수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6월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
가 누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수작업을 벌인 바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 방출된 방사성 핵종과 방출량의 불확실성, 그리고 방사성 오염수 
누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
되며,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후쿠시마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중지하고 있지만, 수산물가공품
과 양념젓갈류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이중 잣대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8개현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젓갈류의 99%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제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 
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는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부합하는 것입
니다. 

국민들께서도 엄격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하여 실

시한 ‘방사능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의 85.9%가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감수하
더라도 현 수준과 같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69.6%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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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
산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내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무역제한조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전문가들과도 거버넌스 체계를 구
축하며, 주변국들과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건강을 위한 식탁주권을 지키고, 일본정부의 WTO 

제소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특히 
WTO 제소 대응 관련 전략과 자료를 대외비라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부의 대응이 부실
하다는 지적이 적잖은 만큼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부산환경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그간 펼쳐온 국
민 다소비 수산물 오염조사와 방사능 오염식품 분석을 통한 시민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
는데, 정부차원에서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검출원인 파악과 집중관리 체계 구
축방안을 적극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정책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겠으며, 정부에서
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길 기대합니다. 

바쁘심에도 국회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 해 마무
리 잘 하시고, 새해 알차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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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WTO 수산물 방사능 분쟁을 포기했다고 보는 이유 

변호사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1. 한국은 WTO 분쟁에서 무엇을 정당성 근거로 주장하는 중인가?

가. 현재의 WTO 분쟁 상황

일본은 2015년 8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고, 여기에 미국도 참가하여 한국의 조치가 과
학적 증거가 있는 지 확실하지 않다고 한국을 협공하고 있음(첨부 미국의 2016. 7. 12.자 6
쪽, 17항) 

“As a preliminary matter, we note that it is not clear from the submissions whether 
Korea’s measure i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내년 6월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일정을 합의함

나. 한국은 WTO에서 무엇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정당 근거로 주장하는가?

(1) 대내용

정부는 한국의 2013 일본산 수산물 위생검역조치는 한국이 조약으로 비준한 세계

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의 5.7조에 따른 잠정조치라고 국민에게 설명함  
(2) WTO 실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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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첨부 미국의 지난 8월 WTO 분쟁 제출 문서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WTO 분쟁에서 
5.7조를 정당함의 근거 조항으로 주장하지 않음(첨부 미국의 2016. 8. 2.자 WTO 제출 문서 
3쪽)

“Korea did not invoke Article 5.7 and claim that its measure was adopted on a 
provisional basis.”  

2. 왜 한국은 아직까지도 일본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나? 

가. 한국의 의무로서의 위험평가 절차

한국이 한국의 2013 일본산 수산물 위생검역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생검역협정 
5.7조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위생검역조치를 재검토해야 
함. 

한국이 한국의 2013 일본산 수산물 검역 조치를 잠정조치가 아닌 통상의 위생검역조치를 하
기 위해서는 한국의 2013 일본산 수산물 검역 조치가 위생검역협정 5.1조에 따라 적절한 위
험평가에 기초해야 함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re based on an assessment, 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risks to human....).

한국의 2013 일본산 수산물 검역 조치에 대하여 일본은 그러한 조치가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한국에게 조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이 이 조치를 유지하려면 해명을 제공해야 함(5.8조...and shall be provided

by the Member maintaining th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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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해야 하는 위험평가는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 방법, 관련 검사, 
표본 추출 및 시험방법, 특정 병해충의 발생율, 병해충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환경 
조건 그리고 검역 또는 다른 처리를 고려해야 함 (5.2조)

또한 위생검역협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부속서 B “위생검역규정의 투명성” 조항의 3항 본
문과 3항(c)에 따라 한국은  “위험 평가 절차, (위험평가시) 고려 요인들”에 관한 “관련 서류
의 제공”뿐만 아니라 “모든 합리적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제공에 책임이 있는 문의처를 마련
해야 함

(“3.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one enquiry point exists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answers to all reasonable questions from

interested Members as well as for the provision of relevant documents

regarding:

(c) risk assessment procedures, factors taken into consideration, as

well as the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나. 위험평가에 기초하지 않아 패소한 WTO 사례

WTO 분쟁 해결절차 판례를 보면 1998년의 캐나다 호주의 연어(Salmon) 사건에서 호주는 
자국이 한 <연어수입품 위험평가 보고서(1996년 보고서)>에 기초하여 캐나다산 연어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였으나, 세계무역기구는 호주의 1996년 보고서를 심사하여, 이 보고서가 
“분쟁 대상 조치에 의하여 부과된 열처리 요건과 관련된 위험 또는 위험 감소에 대해 실체
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에서 본 위생검역협정 5.1조의 위험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based on an assessment of risk)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결 (상소기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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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DS 18, 1998. 11. 6 참고자료 )   

다. 2016년 11월 현재 한국은 위험평가 보고서조차 완성하지 않음

정부는 2016. 11. 28. 전문가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 방사능 위험 현지조
사 보고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첨부 비공개 통지서) 지난 2014년 12월에 
전문가위원회가 일본 현지 조사에 착수한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
음

정부가 WTO 규정에서 정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를 진행했는지조차 의문임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일본이 2015년 8월에 제소한 일본산 수산물 사건의 선고를 내년 6
월에 하는 데에 동의했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WTO 분쟁에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
물 수입 금지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지조차 의문임
2014년의 일본 현지조사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전문가위원회가 현지조사 보고서조
차 완성하지 않았다는 것임 

한국이 과연 WTO 일본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 

만약 한국이 패소하고도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하면 무역보복을 받게 
될 것임

3. 왜 후쿠시마 심층수와 해저토의 조사를 포기했나? 



43

정부는 세 차례의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는 애초 조사하기로 계획하였던 후쿠시마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의 요청
을 받아 들여 조사에서 제외하였음 

그리고 정부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
시켰음 

4 결론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 일본으로부터 TPP 참여 동의를 받기 위해 일본과의 
WTO 수산물 분쟁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듬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철저하게 현지 조사를 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
가를 완료해야 함 

그래서 안전한지 위험한지 그 결과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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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WTO 제소 관련 대응방안
정민정 |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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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와 
일본의 WTO 제소 관련 대응방안1)  

정 민 정 2)

1) 이 토론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식품과 일본의 WTO 제소 대응방안 토론회｣(2016.12.5.)에서의 토
론을 위하여 정민정ㆍ장영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정책보고서 
제3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를 발췌하여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2)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ㆍ국제법), 법학박사(J.S.D.).



- 70 -

Ⅰ. 들어가며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
모하는 국제기구이다. 국제무역체제는 끊임없이 시장개방과 교역장벽의 철폐를 요구하는데, 
반면에 국가는 때때로 그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고 철저한 식품안전을 위한 교역의 제한조
치를 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교역자유화’와 ‘식품안전’이라는 두 가
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었을 때, 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
곤 한다. 왜냐하면, 개방을 통한 수입식품의 증가가 국내의 농ㆍ수산부문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농민ㆍ어민을 중심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조직적 활동이 생겨날 수밖
에 없는데,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여 인간의 정서에 호소할 수 있
는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이기에, 이들 세력이 식품안전 문제를 정치 이슈화할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높기 때문이다.1) 그래서 식품안전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었을 때, 이는 개방과 
반개방의 대립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 문제의 정치 이슈화 이전에 선행되
어야만 하는 것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 협정”)2)」에 합치하
는가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Ⅱ. 사건의 경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식품안전 문제가 다시 한 번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었
고, 이 문제는 일본의 원전사고 현장이 안전하게 폐쇄될 때까지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
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12년부터 일본 8개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50
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그 밖의 16개현 산(産)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본 정
부가 작성하는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였으며, 16개현 이외의 현에서 어획한 수산
물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작성하는 “산지증명서”를 요구하였다. 
그러다가 2013년에 들어서면서 한국 내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그 해역 내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수
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주변 8
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잠정적 조치를 취하였다.3)

1) 최원목, ｢한국 통상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국회 부의장 박병석ㆍ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 세미나 통상정책
의 평가와 새로운 방향모색(국회 귀빈식당, 2012.8.28.) 발표자료, 2012, p.28.

2)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pril 15, 1994,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 1A, 1867 U.N.T.S. 493.

3)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정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2013년 
9월 16일자 참조. 언론의 기사와 정부의 보도 자료에서는 2013년 9월 6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조
치를 ‘특별조치’, ‘임시특별조치’, ‘임시 수입금지 조치’, ‘잠정 수입금지 조치’, ‘2013년 9월 6일 조치’, ‘수입
규제 조치’ 등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토론문에서는 ‘수입규제 조치’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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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가 WTO SPS 협정에 합치되는가 여부를 두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견이 있었
다. 2013년 9월 한ㆍ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를 조기에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유출 이후 국내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공포심 확산 및 판매 급감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예방적, 잠정적 성격의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
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여 주변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
다는 점을 일본 정부에게 전달하였다.4) 그해 10월 16일 일본은 WTO의 SPS 위원회 회의에
서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 및 증명요구와 관련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은 지금과 같이 예측이 어려운 상황
에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SPS 협정 제5조 제7항의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응답하
였다.5)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의 WTO 제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6) 그러다가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21일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한국의 수
입규제조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다.7) 협의를 통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자 일본은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2015년 9월 28일 한국의 일본산 
수입 금지에 관한 패널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2016년 2월 8일에 패널이 구성되어 현재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패널은 WTO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의 부속서 3, 제2
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패널이 당사국에게 최종 보고서를 배포하는 시기는 
2017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8)   

Ⅲ. 정책과제

1.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 
견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6일 일본산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여
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고, 대상 조치가 적절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피력할 필요가 있
다. 첫째, 방사성 물질은 광우병․구제역과 같은 병해충과 다르고, 원전 사고로 유출되어 오염
4) 외교부, 보도자료: 윤병세 외교부장관, 뉴욕 유엔총회 계기에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

을 개최, 2013년 9월 27일자 참조.
5) WTO,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Formal Meeting (16 and 17 October 2013) (최종 검색

일: 2014.10.16.),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13_e/sps_ 16oct13_e.htm#korea>.
6) 신보영, ｢日, ‘한국의 日 수산물 수입금지’ WTO에 문제제기｣, 문화일보, 2013년 10월 16일자, 8면; 조은

효, ｢日, 외교적 압박 다음 수순은 무역보복?｣, 파이낸셜뉴스, 2013년 10월 16일자 참조. 
7) WTO, Korea ― 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DS495 (최

종 검색일: 2016.12.5.),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495_e.htm>.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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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에만 문제된다는 점에서 일반 오염물질과 다르며, 2015년 5월 21일 전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에 관한 조치가 WTO 체제 내에서 구체적인 분쟁 대상이 된 경우는 없었다. 둘
째, 일본으로부터 수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일본의 인근 국가들(중국, 대만, 뉴칼레도
니아, 러시아, 미국)이 이미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향
후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할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사능 유출 사고 후 현재의 과학적 근거로는 그 위해성을 증명할 수 
없는 기술적,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면 SPS 협정 제5조 제7항의 잠정적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2.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실효성 담보: 수입 수산물의 유통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검역, 
검사 강화 조치9)와 원산지 표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관리는 여전
히 불안한 상황이다. 국내 수입 과정에서는 일본의 산지증명에 관한 서류를 신뢰하고, 수입 
당국에서 실제 제품의 산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0)
따라서 수입 통관 시 검역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단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1)
에 의한 수출국 현지실사제도,12)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13)에 의한 수산
물 원산지 표시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3.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유지를 위한 WTO SPS 협정 잠정적 
조치 규정의 준수: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 수집 노력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치와 WTO 
SPS 협정의 잠정적 조치 규정(제5조 제7항)을 합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한국은 더
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검사하는 식품의 방사성 핵종에 스트론튬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9)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국내산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한층 강화, 2015년 1월 29일자; 식품의약

품안전처 보도자료, 국민 다소비 식품 등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 2015년 2월 2일자; 식품의약품안전
처 참고자료,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2015.4.17~4.23), 2015년 4월 24일자.

1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 370
톤, 5억 3,300만원 상당이 홋카이도에서 어획된 것처럼 허위서류가 구비되어 국내에 수입되었다가 적발되었
다. 부산지방검찰철, 원전사고로 수입금지된 일본산 노가리 수입업자 구속 기소, 보도자료, 2016.11.21. 

11) 2015년 3월 27일 법률 제13268호로 제정ㆍ공포되었다. 
1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로 전환 -, 2015년 1월 27일자.
1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2015년 3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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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한 추가정보를 수집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 상황과 식품의 방사성 물질 관리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피해우려국의 
입장에서 분석한 자료를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4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프랑
스의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대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은 
각각 일본의 방사능 오염사고를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4) 우리 정부도 더 이상은 
일본의 대응조치와 발표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4.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인 식품안전정책 수립: 식품의 방사성 물
질 관리 시스템 구축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인 식품안전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먼저 한국의 실정에 맞
게 식품 중 방사능 물질에 관한 위해분석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적 이해
관계, 국제사회의 변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도적으로 마련된 위해관리체계가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축된 틀 내에서 각계의 요구와 변화의 내용들이 필요할 때마다 논의
되는 과정이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결정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논의결과에 따라 피드백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각 단계마다 소비자, 이
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위해평가가 완료된 기존의 위해요인뿐
만 아니라 새롭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요인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운용이 필요하다.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증명이 어렵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위해평가가 가능해야 한
다. 다섯째, 신속한 위해관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경우에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Ⅳ. 결론

2013년 9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하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를 조기
에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유출 이
후 국내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공포심 확산 및 판매 급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
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여 주변국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2013년 한국이 주장하였던 상황은 2016년 12월 현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국

14) 식품의약품안전처 푸드나라, ｢프랑스, 2015년 후쿠시마 정보자료 발표｣, 2015년 3월 12일자; 식품의약품안
전처 푸드나라, ｢오스트리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식품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2015년 2월 5일자(최종 검색
일: 2015.4.27.), <http://www.food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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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식품안전을 식품구매의 가장 우선시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에 있을지 
모르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수산물의 구매를 꺼리고 있다. 
수입규제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는 전제 하에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
라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토론문에서
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관한 WTO 분쟁해결절차의 진행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WTO SPS 협정의 개별 규정의 문언과 함께 관련 규정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합법성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해
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이라는 위해요소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가 
내려질 때까지 한국은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 수산물의 유통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일본산 수산
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WTO SPS 협정의 잠정적 조치 규정과 부합함을 주장하고 입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방사능 위해평가시스템 및 원칙을 
준수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위해관리절차의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식품의 방사성 
물질 관리는 일본의 도쿄 전력의 사고 원전이 폐쇄될 때까지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문제임
을 인식하고, 한국도 원전을 보유한 국가로서 원전 사고 시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
사성 물질의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기술 그리고 독자적인 정보 분석 능력과 관리 능력을 제
고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 중 현재 한국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
한 항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보완과 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관리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정책 결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해를 강요하는 일방향의 위해소통 방식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고 
전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쌍방향 위해소통 방식으로 전환시
킬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위해관리절차가 정착되어야 한국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제
고된 국제적 공신력은 일본의 WTO 승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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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할 이유 없다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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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할 이유 없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강화했는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년 6개월만인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
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리고 미량이라도 방사성물질(세슘, 요오드 등)이 검출될 경우 스트
론튬, 플루토늄 등의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를 살펴보자. 규제강화 이전에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물
질이 꾸준하게 검출되었음에도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중에 그대로 유통이 되었다. 하
지만, 그렇게 유통된 수산물이 어디서 얼마나 소비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또한 수산
물의 경우 원산지 둔갑이 쉽고, 실제 소비하는 단계에서는 원산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일
본산을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난 방사능 오염은 인간의 오감으로는 확인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수입단계에서 제대로 검사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유통과 소비 단
계에서는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거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다. 개인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그러다보니 국내산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기피
현상마저 벌어지게 되었다. 급기야 SNS를 통해 소위 ‘방사능괴담’까지 확산되었다. 문제가 
계속 증폭되자, 어민들과 수산물상인들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일본 정부에 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
지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는데 관련 정보조차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바다에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면서 한국 정부에는 뒤늦게 통보하기도 했다.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의 제한적인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 등의 조치는 상당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량의 검출 시 추가 핵종검사를 요구하는 조치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수산물들의 통
관을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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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사 및 반송현황
(단위: 검사건수, 톤)

기간
(년월일)

불검출 미량검출(통관) 미량검출(반송)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2011.3.14.∼12.31. 4,126 15,993 21 149 없음
2012년 4,729 20,526 101 2,704 없음

2013.1.1∼9.5. 4,318 17,069 9 160 없음
일본 후쿠시마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및 

미량 검출 시 추가조사 요구 조치 시행(2013.9.9.)
2013.9.6~ 12.31. 1,010 3,474 없음 1 0.33

2014년 5,290 18,265 없음 4 20
2015년 6,525 22,523 없음

~ 2016년 7월 3,779 13,137 없음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수입 금지를 계기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반입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사 및 반송현황에 따르면 2011~2013년까지 미량의 방사성물
질이 검출된 건수는 총 130건, 3013톤으로 모두 세관을 통과해 우리나라 시중에 유통됐다. 
반송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
반면 2013년 9월 조치 이후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돼 국내
에 유입된 사례는 집계되지 않았으며, 미량 검출된 5건, 20.33톤은 모두 일본으로 되돌려 보
내졌다.   

최소한의 예방조치,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조치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하거나 
예외적이라 볼 수 없다. 주변국인 중국, 대만, 러시아 등도 우리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
다. 
중국은 수입금지 측면에서 보면, 후쿠시마 등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
는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후쿠시마 등 7개 현의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도 후쿠시마 등 5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주류제외)을 수
입금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만 유일하게 WTO에 제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
다. 한국 정부의 규제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임을 
확인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오염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며, 
그 피해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일본 내에서도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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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입증은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의학적으로도 방사선으로 인한 암발생과 건강영향은 역치가 없고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외부피폭보다는 음식물 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의 위험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가능한 방사능으로부터의 노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밝힌 자료를 보면, 일본이 미국 등을 통해 ‘한국정부의 일
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변국들에게도 방사능오염, 사고수습 등에 대한 정보조차 투명하게 공개
하고 있지 않은 일본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과학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
다. 그동안 일본의 WTO 제소 대응 보여준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 더욱 그렇다. 국민
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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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오염과 WTO제소 정부 대응

윤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