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대 총선 주요 정당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급식“
실현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

▪ 수

신 :

사회적 경제 담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자

▪ 발

신 :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

▪ 문

의 :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 제도개선 사업부 최미옥이사 (010-9040-3506)

▪ 일

자 :

2020년 4월 7일부터 배포 가능

▪ 제

목 :

21대 총선 주요 정당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급식“ 실현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에 대해 찬성
민생당 GMO완전표시제에 찬성. Non-GMO학교 급식에는 다소 유보적.
미래통합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 없어
(사)소비자의

정원에서는

제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주요

정당들에게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급식 실현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질의서를 발송하였
다.
(사) 소비자의 정원은 질의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원료기반 GMO
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Non-GMO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학교급식개정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에 질의서를 보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Non-GMO학교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생당은 GMO완전표시제에 찬성하지만 Non-GMO학교
급식은 예산, 농산물 수급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주었다. 미래통합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
었다.
21대 총선 주요 정당별 회신 결과

「 원 료 기 반
GMO(유전자변
형식품)표시

찬성

답변없음

찬성

제」 도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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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한 식품위생법
개정

「Non-G M O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

찬성

답변없음

반대

찬성

찬성

식법 개정
GMO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 20년이 흘렀고 1년동안 국민 1인당 GMO섭취량은 쌀 소비
량의 3분의 2에 이르는 42kg에 이르렀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GMO표시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
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약처 고시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식품에 GMO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과
관련된 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GMO표시는 소비
자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핵심이다.
(사)소비자의정원은 2019년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Non-GMO 학교급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이들 식단조차 지역에 따라 차별받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에게 NON-GMO학교급식의 실현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GMO완전표시
제와 Non-GMO학교 급식」의 전국 확대가 필요하고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사) 소비자의 정원은 제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에 대
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

GMO표시기준을 현행 제조 가공 후 GMO DNA, 단백질 잔류 여부가 아니라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예외없이 GMO를 표시한다.

▶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 기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3%에서 유럽 수준인 0.9%이하로 낮춘다.
▶ Non-GMO표시 기준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0%에서 유럽 수준인 0.9%
로 현실성을 높이고 Non-GMO표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게 한다.

▶ 학교급식은 누구나, 어디서든 차별 없이 실시되어야 한다.
▶ Non-GMO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책임을
법제도화 해야 한다.
▶ 학교급식이 GMO, 발암물질 등에서 안전하도록 식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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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GMO표시제는 헌법과 관련된 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표시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핵심이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과 차별없
는 Non-GMO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 끝 * 붙임 : 21대 총선 주요 정당의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 급식 실현에 대한 답변 내용

작은실천 큰변화, 2020 소비자의정원
(사)소비자의정원은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실천적 협력을 통해 다함께 행복
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현재 전국 4개의 지부(서울·경기·중부⸱인천, 부산·울산, 경남, 호남)가 운영되고 있으며
‘나와 이웃의 생활이 행복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미션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를 위한 식품정책 실현>, <원료기반 GMO표시제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플라스틱 총 사용량 줄이기 캠페
인>, <시민들의 실천적 협력이 되는 시민네트워킹>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2층 02)2181-7961
홈페이지- www.consumergarden.or.kr
이메일-consumergarden@gmail.co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onsumergarden/소비자의정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nsumergarden/소비자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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