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6,886명 참여 - 자격 없는 식약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국민이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엉터리 GMO 표시제도 개선과 학교급
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6.886명이 참여했다. 청원과정에서
보여준 건강과 알 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3월 12일 시작한
국민청원에 매일 평균 7,3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지난 한 달간 57개 소
비자·학부모·생협·환경·농민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1,000회 이상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자발적 홍보가 늘어나면서 청원자가 급
격히 늘었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지난 20년간 국민 건강과 알 권리는 산업 활성화와 기업 돈벌이를 위해 희생되
었다. GMO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고, 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되었
다. 우리 농업은 피폐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무력화되었다. ‘매년 200만 톤 이
상의 식용 GMO 수입국 그러나 표시는 0’. 매년 GMO완전표시제 여론조사에 참
여한 80% 이상의 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시제도는 있지만, 표시가 없는 엉
터리 GMO 표시제도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민은 요구한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에는 GMO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업과 친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격 인
상, 역차별, 먹거리 양극화, 무역마찰 운운하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청원
결과를 퇴색시키거나 폄하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업은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지만, 우리는 기업의 정보 통제와 사적 이익 추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봐왔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
세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국민권리를 경제적 논리와 돈의 힘
으로 앗아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이 발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GMO 표시제도 주무부처인 식약처
는 식용 GMO농산물 수입업체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소송과정에서도 기업 대변
자를 자처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GMO표
시제 검토 협의체 논의 결과가 최선의 사회적 합의인양 포장해왔다. 국민청원
중에도 이해당사자 반대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GMO완전표시제를 반대했다.
식약처는 국민권리를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없다. 이제는 식품 대기업
에 포위된 식약처나 적폐 관료, 기득권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에 응답
해야 한다.

알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는 20만이
넘는 청원 참가 시민의 요구이다. 지난 20년간 그랬듯 정부가 GMO 논란에 대
한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 해결 의지 없이, 현재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회피에
만 급급하다면 더 이상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216,886명 목소리를 준엄하
게 듣고,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
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첫째, GMO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셋째,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2018.04.12.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