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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국회의원 김현권

식량증산이란 명목아래 마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규모화 위주의 농

업은 더 많은 먹거리를 싸게 공급한다는 미명아래 생명을 조작하는 

일마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소비자들은 이런 일을 그리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

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공장식 음식 보다는 오랜기간 선조와 함께 삶이 

같이 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지역 토종 음식을 더 선호하

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이상기후와 천재지변, 그리고 원전사고와 같

은 인재까지 겹치면서 지구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 태어난 땅에서 자연,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생태계를 이뤄서 삶을 이어왔습니다.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의 하나로 먹을 권리를 언급하고 있

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스스로에게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를 타고 났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인의 삶을 지탱하고 후손의 미래를 보장해야 할 이 땅에서 사람의 기초

인권인 먹을 권리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선조가 물려 준 토종은 기업형 농축산업에 밀려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생명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먹거리의 80%를 바다 건너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와 자급자족이 지구촌 곳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치를 발하고 있지만 우리 생명창고인 

농민‧농촌‧농업은 갈수록 천대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약속된 땅의 생태계와 공동체를 지키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

리는 우리에서 부여된 먹을 권리를 찾고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역 토종과 생태 공동체를 지키고 전통 음식과 문화를 이어가는 작은 농민들의 가

치를 많은 이들이 공유할 때 가능합니다. 그 첫걸음은 정체 불명의 돌연변이 유전자변형생명체

(GMO)로 부터 우리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에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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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GMO(유전자 변형식품) 완전표시제’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개월 만에 21만

6,886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GMO와 관련한 각종 설문조사에 90%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먹

든지, 말든지 내 내가 알아서 할테니 GMO를 썼다면 표시를 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제가 발의한 GMO완전표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온 국민과 함께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그리고 미국 Moms Across Aamerica 창립자인 젠 

허니컷 이사, 코케츠 미치요 일본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등 한국과 미국, 일본의 시민활동가들이 

뜻을 모아 함께 한 ‘소비자 알 권리와 GMO표시제에 관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이 우리의 먹

을 권리, 선택할 권리, 알 권리를 지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Congratulatory remarks

Mass production in agriculture has been celebrated as a way to greatly increase 

food production, but now, people are going too far, tampering with life to make 

food cheaper.   

Customers today are not happy to see such developments. 

Instead of factory-made food, they prefer local, naturally-grown food cultivated in 

the same way as our ancestors and keeping history and culture alive. People’s 

attitudes are changing. 

This change might be a natural reaction as recent disasters from climate change 

and natural or man-made calamities like nuclear accidents are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global community.          

All human beings in every land have ancestors who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and the diversity of the ecosystem.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claims the ‘right to eat’ as a 

fundamental right of human beings. This means everyone has the right to proper 

nutrition.    

Today, however, this fundamental right is being seriously damaged in this 

country, where we seek to sustain our own lives and where our children’s 

generations will build their own. 

Indigenous crops that have been handed down from our ancestors are now 



 

endangered by multinational agri-business companies. As local food grown in this 

land is being phased out, 80% of what we eat is dependent on imports today. At 

a time when the notion of self-sufficiency and local food is resurfacing across the 

world as an alternative way to farm, ironically in Korea, farmers, farming villages 

and agriculture as a whole are losing ground.      

We have an obligation to protect nature and preserve our farmland for the 

generations to come. The right to eat good food needs to be restored.

 

This can begin as more and more people recognize the individual farmers 

working to preserve ecosystems, indigenous crops and Korea’s food culture. The 

first step to moving forward in this way is by protecting the right to eat safe 

food and keeping GM food at bay.

In April, 216,886 citizens signed a petition on the Blue House website asking for 

a GMO labelling law. Nearly 90% of respondents to GMO-related surveys answered 

that GM foods should be labeled so that customers can decide for themselves 

whether to eat them or not. To answer this demand of the people and keep my 

promise to voters, I proposed a GMO-labelling bill and will do my best to see the 

bill passes the National Assembly. 

I offer my respect to all the civic activists from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or holding this ‘Trilateral Korea-US-Japan Symposium on the Consumer 

Right to Know & a GMO Labelling System.’ I also extend my appreciation to Kim 

Ah-young, the chairperson of iCOOP Consumer Activities, Zen Honeycutt, the 

founder of Moms Across America and Koketsu Michiyo, General Secretary of the 

Customers Union of Japan for their honorable efforts to make a better future. I 

hope this symposium will serve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protect our right to 

pure food, our right to choose, and our right to know.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HYUN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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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국회의원 윤소하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입

니다

GMO표시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GMO완전

표시를 바라는 국민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듯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GMO완전표시제의 도입을 위해 앞장서고 계십

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소비자와 국민의 알권리, 미래세대의 건강보

호를 위해 애쓰시고 있는 소비자단체와 생협단체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식용GMO수입 1위 국가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수입 GMO에 대한 기

업별 수치 현황도 불과 1년전 까지만 해도 공개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 가공식품에 표기 

되어야할 GMO표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GMO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차치

해 두더라도 우리가 먹는 밥상의 어떤 원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이 올라오는지 알 수 없는 대한

민국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GMO표시 의무화의 바람, GMO식품 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대

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GMO표시 정책은 표시 정책 변화와 국민의견의 흐름에 조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의 열망속에 진행된 20만 명이 넘는 청

와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에 대해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단

편의 모습입니다.

저는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GMO완전표시제법을 발의하여 현재 상임위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GMO완전표시제가 실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만큼 제가 발의한 GMO완

전표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이 대한민국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선택과 알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GMO식품 표시제도’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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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고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제기된 의견

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국제 심포지엄의 참석을 위해 멀리 해외에서 함께 하기 위해 와주시고 발표자로 

나서주신 많은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Yun So Ha, and I’m a lawmaker from Korea’s Justice 

Party and a member of the government’s Health & Welfare Committee. 

As there has been recent growing attention to creation of a GMO labelling 

system, public pressure is also mounting for mandatory labelling of all GM foods. 

This consensus is represented by many civil groups today, taking the lead in this 

area. I would like to take the opportunity today to say thank you to all the 

consumer groups and living cooperative associations for their efforts to protect 

the consumer’s right to know and promote health for our future generations.     

Although Korea ranks as the world’s largest GMO importer, figures that reveal the 

situation of GMO-using companies were not released until just a year ago. 

Consumers cannot find any GMO marks on processed foods. Koreans are not fully 

informed of what we are eating at our tables, let alone aware of the potential 

hazards posed by GM foods — a tragic situation. 

Present government policy runs against the global trend and the consensus of a 

nation calling for mandatory labelling of GM foods. Although more than 200,000 

Koreans have signed a petition on the Blue House website, expressing their desire 

for such labelling, the government remains fixed to its basic stance: that it is too 

difficult to change the current system. This reveals quite clearly that the 

government is not hearing what the people are saying. 

With the opening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I was part of the group that 

proposed a bill for labelling all GMO foods, a bill currently pending in the 

standing committee. As one of the sponsors, I feel concern that the bill has not 

passed. However, I will not give up. I am committed to setting up the right GMO 

label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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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ope today’s symposium will help Korea take another step closer to 

implementation of a GMO labelling law. I look forward to any thoughts and 

advice you may have on helping such a system gain traction in Korea. If we can 

see this come to pass, it will go a long way towards meeting the people’s wishes 

and respecting their right to know. I anticipate that some of the ideas delivered 

today will become the cornerstone of related future laws.    

Finally,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ose who came to 

Korea as presenters and participants in today’s symposium. Thank you.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YUN YOUN SO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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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료]

미국의 GMO 재배현황과 표시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정리 

○ 지구 상 GM 작물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1억85백만 ha(2016)에 이르

렀고(표1) 이 중 미국의 GM 작물 재배면적은 7290만 ha로 세계에서 가장 넓다

(표2). 미국에서 생산되는 GM 작물은 옥수수, 대두, 면화, 알팔파, 파파야, 카놀

라, 사탕무, 호박 등이다(표3). 

○ 상업용 GM작물 재배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서 GM 농산물,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 표시는 의무화되지 않았다. 대신 소

비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율표시제가 시행되어 점차 확대되었고(대표적으로 

비영리조직 Non-GMO Project의 인증표기 확산) 또한 소비자단체들과 연방의원

들은 GMO표시제 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4년 5월, 미 동부의 버몬트 주에서 EU의 GMO의무

표시제에 근접한 표시법(표4)이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시행은 

2016년 7월1일부터였으며 이에 힘입어 코네티컷, 메인, 주에서도 조건부 GMO

의무표시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코네티컷 주에서는 버몬트 주보다 먼저 의무표

시제 법안이 채택되었으나(2013.12) 이는 뉴잉글랜드지역(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메인 주)들이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발효되는 

조건부였다. 

  미국의 타 지역에서도 GMO의무표시 법안이 상정되었고(29개 주에서 84법안, 

경실련 보도자료), 오바마 행정부는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연방법안에 서명

함으로써(2016.7.29.) 미국 전역에서 GMO 의무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

만 이 연방법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에 충실했던 버몬트 주 법은 무력화되었

다.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법은 2018년 7월까지 미 농무부가 표시기준을 마련하게 하였고 시행

의무일도 미 농무부의 기준안에서 마련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GMO의무표시제

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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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버몬트 주 GMO의무표시제 주요 내용

  출처: ‘미 GMO표시제 논쟁, 어디까지 왔나?, 워싱턴 김병우 미국 워싱턴무역관, 

2015.5.11., KOTRA 해외시장뉴스)

○ 2016년 GMO의무표시 연방법은 연방의회에서 2018.7.29.까지 표시기준을 채

택하게 되어 있는 바, 미 농무부(USDA)는 정부 안을 공표하고(2018.5.3.) 2개월 

동안 공개 의견 수렴기간을 마련했다. 미 농무부 기준안에 따르면  ① EU의 기

준과는 달리 GM 옥수수, 콩, 사탕무를 주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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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이 정제되는 정제당과 오일이 함유된 식품은 의무표시에서 제외되고 ② 

해당성분이 중량 5% 미만일 경우도 표시 제외, ③ GM, GMO라는 용어 대신 의

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bioengineered)'라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했으며 ④ 표시방법은 세 가지 선택지(문자 표시, 표준화된 기호, 

스마트폰 용 QR코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중 표준화된 기호

로서 제시한 표시기호(안)는 다음 그림과 같다. (출처: 미농무부 웹사이트) 소비

자, 환경, 시민단체들은 이 표시기호(안)들이 자연적이며 밝은 이미지로 연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 GMO 완전표시제를 주창해온 소비자, 환경, 시민단체들은 미 농무부 표시기

준 안에 대해서 ① GM, GMO 용어를 폐기하고 BE(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로 

대체하는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GM작물, GMO식품이 아닌 것처럼 혼란을 일

으키며 ② 특히 식품업체들이 QR코드를 선택한다면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일

일이 제품을 찍기 전까지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스마트폰을 

휴대하지 않는 수 백만여 명의 소비자들(2016년 3월 기준 미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2%)은 사실상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함정을 지니고 있다고 비

판과 우려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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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초, ‘식품안전을 위한 센터(Center for Food Safety;CFS)는 트럼프 행정

부가 미 농무부의 GMO 표시 기준안의 의사결정을 둘러싼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연방정보공개법(FOIA)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CFS는 

지난 가을 미 농무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QR코드로 표시할 경

우 수백만여 명의 미국 시민들-특히 농촌주민, 소수자, 고령자세대-이 식품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다는 의회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었다. (CFS 웹사

이트, 20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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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도별 GM작물 재배면적 현황 

출처: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2016, No.52. ISAAA Brief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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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나라별 GM 작물 재배면적 현황(미국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00만 ha, 전년대
비 3% 증가)

 출처: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Biotech/GM Crops:2016, No.52. ISAAA Brief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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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미국의 GMO승인 현황(APHIS)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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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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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케츠 미치요 (纐纈　美千世, Michiyo Koketsu)

2014년부터 특별비영리활동법인(NPO) 일본소비자연맹 사무국장으로 

활동.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세계대회와 GMO

프리존 유럽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식품안전 문제와 소비자운동, 유전

자조작 반대운동에 대해 발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유채 생산국

인 호주를 방문, 현지의 유전자조작 유채 재배 반대집회에서 비유전자

조작 유채 재배를 계속해 줄 것을 호소. 식품안전 관련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생산자단체, 생협

과 협력해 소비자의 알권리ㆍ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식품표지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운동을 펼쳐

옴

일본소비자연맹은 1969년 창립되어 2006년 NPO법인이 되었으며 70년대 합성세제, 화장품 문제제

기부터 공정무역, 유전자조작식품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권리와 안전을 위한 기업 감시, 조사, 

출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홈페이지(website) : http://nishoren.net/

Michiyo Koketsu is a Secretary General of Consumers Union of Japan. She has been 

mostly working on the issue of food safety, especially taking charge of the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ssue. She attended at the Consumers International 

Congress and GMO-FREE EUROPE Conference. From 2007 to 2010, she visited 

Australia, a leading canola producing country and appealed for the continuation of 

growing Non-GM canola at the Anti-GM canola meetings. She has campaigned for the 

need of a food labeling system that guarantees consumers' right to know while

cooperating with food safety-related citizens’ groups, producers'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s.

Consumers Union of Japan (CUJ) was established in 1969 as Japan's first nationwide 

grassroots consumer organization. We are a politically and financially independ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UJ is funded by membership fees and donations. We 

publish a monthly newsletter, Shohisha Report.　

시미즈 료코 (清水亮子, Ryoko Shimizu)

생활클럽연합회 기획부에 근무하며 현재 생활클럽연합회 '조직활동추진회

의'에서 유전자조작식품에 반대하는 활동 담당하고 있음. 1989년~2012

년 생활클럽운동그룹의 싱크탱크인 사회운동연구센터(현 시민섹터정책기

구)에서 월간지 <사회운동> 편집 업무를 하면서 1990년 무렵 유전자조작

에 대해 알게 됨. 2003년 생활클럽연합회 유럽 유전자조작표시제도 학습 

연수에 사무국 및 통역으로 참가. 2007년 '유전자조작식품 필요없다! 캠페인'이 제안하여  '호주에서 

유전자조작 유채를 해금하지 말아달라'는 단체 서명운동 펼침. 2012년 생활클럽연합회 기획부로 이

발표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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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여 미국의NON-GM 옥수수, 타즈매니아의 NON-GM 유채 산지를 시찰. 2015년 국제심포지엄 

'소비자가 선택하는 유전자조작표시를 목표로'의 사무국 담당

생활클럽생협(생활클럽사업연합생활협동조합연합회)은 일본생협 사업연합회 중의 하나로 1990년 설

립되었으며 32개 회원생협, 약 35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website) : http://seikatsuclub.coop/

Ryoko Shimizu is a staff mamber of Planning Division, Seikatsu Club Consumers 

Cooperative Union and currently, is in charge of Anti-GMO activities at Activity 

Promoting Group in the Union. She became aware of GMOs in the 1990s as she took 

charge of editing the monthly magazine "Social Movement" from 1989 to 2012 in the 

Social Movement Research Center (currently Civil Policy Research Institute), a think 

tank of the Union. She participated as the secretariat and interpreter in 2003 Seikatsu 

Club Learning Program of GMO Labeling in Europe. In 2007, suggested by Say No to 

GMO Campaign, she organized a petition to urge Australia to maintain bans on GM 

crops. In 2012 she moved to the Planning Division of Seikatsu Club and visited 

Non-GM maze farms of Tasmania and NON-GM canola farm of the United States. And 

in 2015, she was in charge of the secretariat for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For 

full GMO labeling where consumers choose"

Seikatsu Club Consumers Cooperative Union is a Japanese federation of consumer 

co-operatives headquartered in Tokyo. It was established in 1990 and consists of 32 

member co-operatives and about 350,000 members.
Zen Honeycutt 

moms across america 창립자이자 상임이사. 알러지와 자폐 증상을 가진 세아

이의 어머니로 non-GMO와 유기농을 섭취하면서 증상이 뚜렷이 개선되는 것을 

계기로 자기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MAA(Moms 

Across America)를 조직하게 됨. 그후 Vandana Shiva와 함께 Mothers 

Across the World를 창립함

MAA(Moms Across America)는 "Empowered Moms, Healthy Kids"를 모토

로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GMO반대 운동과 표시의무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홈페이지(website) : www.momsacrossamerica.com

Zen Honeycutt is the Founder and Director of Moms Across America, a non-profit 

National Coalition of Unstoppable Moms. As a mom of three boys with allergies and 

autism symptoms, she witnessed how greatly they improved when they consumed 

GMO-Free and organic and discovered that thousands of Moms are seeing the same 

results and established MAA. Later, she founded Mothers Across the World with 

co-creator Vandana Shiva.

With the motto "Empowered Moms, Healthy Kids " Moms Across America empowers and 

amplifies the voice of the mom to create healthy communities by raising awareness 

about GMOs and related pesticides in ou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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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무총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

며 식품안전 정책과 GMO 표시제 관련 정책 수립에 관여하였으며,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 중재전문가를 역임하는 등 국제통상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

다.

Seung-Hwan CHOI is Professor of law at Kyung Hee University (KHU) 

Law School. He was also a member of the Prime Minister's Food Safety Policy 

Committee and has been involved in the formulation of food safety policy and GMO 

labeling policy. He is also active in international trade and was an arbitrator at WTO's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식품안전과 윤리적 

소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

한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Ah-Young KIM is Chairperson of iCOOP Consumer Activities, a 

network of consumer co-operatives dedicated to developing the co-op movement. 

iCOOP Consumer Activities has been conducting a variety of activities for food safety 

and ethical consumerism and has contributed in organizing the GMO full labeling 

campaign to secure consumer rights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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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단체 소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 Korean : http://ccej.or.kr/

- English : http://ccej.or.kr/eng/

1989년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

시합니다. 경제적 불의(부동산투기, 정경유착, 불공정 노사관계, 농촌ㆍ중소기업 피폐,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를 척결하기 위해 제도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

니다.

농정연구센터 Center for Food, Agricultural&Rural Policy(FARP)

- Korean : http://www.farp.info/

1993년 개설된 농정연구포럼을 모체로 2001년 발족한 순수 민간연구기관으로, ‘농정 비전

과 전략의 산실’을 모토로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담론을 주도하고 있습니

다. 25년간 지속해 온 월례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통해 토론문화를 리드하고, 각종 조사연구

보고서, 교육ㆍ컨설팅, 계간 『농정연구』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Korean : http://minbyun.or.kr/

- English : http://eng.minbyun.or.kr/

1988년 창립된 진보적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국제통상분야 위원회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양자간투자협정(BIT),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절차(ISDS) 등 통상협정의 주요 쟁점과 현안을 기본적 인권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분석

ㆍ대응하는 한편 국제통상 분야의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 Korean : http://www.consumer.or.kr/

- English : http://consumer.or.kr/english/about/org.html

1983년 창립하여 국제적인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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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iCOOP

- Korean : http://icoop.coop/

- English : http://icoop.coop/?page_id=7960499

1997년 준비위를 출범으로 시작하여, 현재 전국 27만 조합원, 98개 지역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의ㆍ가치ㆍ원칙에 기반한 협동을 바탕으로 우리밀ㆍ우리쌀 지키기, 

공정무역, 소비자 알권리 캠페인,  세월호 참사 공동대응 및 지원, 생활정치 등 사람중심 경

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KOREA

- Korean : http://www.ymcakorea.org/

1914년 조직된 회원 중심의 기독교 사회선교운동체로서, 1903년 황성(서울)YMCA 창립을 

시작으로 학생YMCA와 지역YMCA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국 70여 지역YMCA가 활동하

고 10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청소년운동, 지역사회만들기, 

생명평화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YWCA연합회 KOREA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 Korean : http://www.ywca.or.kr/

- English : http://eng.ywca.or.kr/

1922년 창립되어 국내 52개 지역에서 10만여 명의 회원들이 섬김ㆍ나눔ㆍ살림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기독여성단체이자, 120개 회원국으로 조직된 세계YWCA에 속해 있는 국제

단체입니다. 현재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

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등 4대 추진과제를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하고 있습

니다. 

환경운동연합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FEM)

- Korean : http://kfem.or.kr/

- English : http://kfem.org/

1988년 공해추방운동연합을 뿌리로 하여 1993년 창립한 이후, 현장성, 대중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장한 아시아 최대의 환경단체입니다. 2000년대 천성산 살리기,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대응, 한반도대운하 백지화,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대응까지 전국의 환경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