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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한국 내 방사능

수산물 리 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그 과정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

라는 기 이 새로운 규제 방안을 뒷받침하는 과학 근거를 생산해내며

요한 리 기 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다루었다.본 연구는 과학 지식

의 생산과 지식 생산 조직의 권 획득 과정을 맥락 으로 살필 것을 요

구한 과학기술학의 근법에 기 해,국립수산과학원이 방사능 오염 수

산물 리를 한 과학 기 으로 부상하게 되는 맥락과 해당 기 의 실

천,그리고 기 이 생산한 지식의 성격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먼 국립수산과학원이 2013년 9월 이후

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에 요한 기 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이

까지 리에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한 규제 기 들이 리 방식에 가해

진 비 들을 완 히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이 있었음을 지 했다.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이래,규제 기 들과 반핵 사회 운동

가들은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험성 여부에 해 각각 다른 입장을 취

했다.이 때 양 측은 모두 련 국제기구들이 제공하거나 채택한 기 들

을 근거로 자신들의 입장이 과학 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양상

은 선량 방사선의 인체 향이라는 사안에 내재된 복잡한 국제 상황

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었다.그러나 양 측의 주장에서 그와 같은 상황들

은 조명되지 않았고,그 결과 규제 기 들은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에 제

기된 우려를 완 히 불식시키지 못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험의 규제와 리라는 과학 정책이 추진

되는 과정에서 특정 조직이 요한 기 으로 부상하게 되는 하나의 동학

을 확인했다.2013년 7월 도쿄 력의 원 오염수 배출 인정 발표는 불

식되지 못했던 우려가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고,증폭된 우려는 수산물의

원산지에 해 형성된 시민 사회의 불신과 결합하여 국내 수산 시장

체의 침체를 불러일으켰다.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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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 방안들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바다 수산물이 서로 구획되어있음을 공고히 하는 데에

주력하기 시작했다.국립수산과학원은 이 같은 리 의 변화에 부응

하여 기 내에서 확보되어 온 다양한 데이터들을 능동 으로 동원하여

‘구획 짓기’지식들로 여러 장에서 가시화시켰고,그와 같은 지식들을 자

원으로 리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요한 기 으로 부상했다.과

학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 의 부상은 시민 사회의 비 이나 요

구를 해소할 능력이 있음을 보이는 능동 인 ‘권 만들기’실천들 속에

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한 본 연구는 그와 같은 격한 기 의 부상 과정에서 생산되

는 지식의 의미와 성격은 보다 주의 깊은 검토의 상이 되어야 함을 주

장했다.국립수산과학원의 권 만들기 실천에는 본래는 수산업에서의

가치 창출이라는 기 고유의 목 하에서 확보된 데이터들을 구획 짓기

지식으로 능동 으로 동원해내는 과정이 수반되었다.이 지식들은 어떤

경우에는 기 의 새로운 활용 방식에 잘 부합할 수 있지만,어떤 경우에

는 기 이 지식을 통해 이루겠다고 천명한 목 과는 다른,기 의

본래의 목 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산출되었다.국립수산과학원이 발간한

『수입어종 분류기술서』는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별해 낼 목 을

띤 도구로 내세워졌지만,실상 그것을 통해 성취된 것은 수산업에서의

가치 창출을 겨냥한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의 수산 유 자원 리라

는 목 에 부합하는 성과 다.이는 특정 정책 사안에 한 과학 조

직의 권 가 지식의 생산을 동반하며 단시간 내에 만들어질 경우,그 지

식의 의미와 속성이 그와 같은 지식의 향 하에서 살아가는 일반 시민

들을 해서도,해당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조직의

운 을 해서도 비 검토의 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 다.

주요어 :수산물,방사선, 험의 구획,국립수산과학원,과학 조직,

기 의 권

학 번 :2012-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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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일본 후쿠시마 해안가에 치한 후쿠시마 제 1원 의 1,2,3,

4호 원자로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지

진에 뒤따른 쓰나미로 인해 이튿날인 12일부터 연쇄 으로 폭발했다.언

론을 통해 보도된 원 의 사고 소식과 폭발 장면,일본 정부의 방사성

물질 유출 인정 발표는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될 가능성에

한 우려 섞인 추측들로 이어졌다.방사성 물질이 기 으로 한반도

에 유입될 가능성,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이 한국에 유통될 가능

성을 다룬 언론 매체들의 보도는 후쿠시마 발 방사성 물질이 일본이라는

한정된 공간만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도 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험으로 한국 사회에서 틀 지워져 갔음을 말해 다(SBS,2011a;KBS,

2011).2011년 6월 검사 기 의 보도자료와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진 일

본산 수입 수산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 소식은 방사능 수산물이 국

가 험의 상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 본격 으로 두되는 계기가 되

었다(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2011a;이데일리,2011).1)이후 한국 정부는

방사능 수산물 규제 방안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했으며,다양한 정부

산하 부서 기 들이 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2)

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과 그 변화 과정을 면 히 살펴

볼 경우 발견되는 한 가지는 다양한 과학 지식과 데이터들이

리 업무에 필요했다는 이다.규제 기 들에 의해 방사능 수산물 리

가 이루어지고 그 리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에는 지속 으로 미량의 방

사성 물질에 한 과학 해석,한국 연근해의 해류의 흐름이나 해수의

방사능 수치와 같은 과학 데이터들이 활용되었다.규제 기 들은 해당

1)방사성 물질(radioactivematter)은 방사능(radioactivity)을 가진 물질을 말하며,

방사능은 원자핵 붕괴로 방사선(radiation)을 방출하는 능력을 뜻한다.히오키

(2013),16~17쪽 참조. 한 본 연구에서 ‘방사능 수산물’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

어 방사선을 방출하는 수산물을 의미한다.

2)본 연구에서 ‘방사능 수산물 리’는 규제 방안의 마련과 실행,규제 활동 결과의

공개,규제 방식 활동 결과에 한 언론 여론의 반응에 응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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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들을 방사능 수산물 규제 방안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거나,방사능 수

산물에 해 형성된 우려를 해소하고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한 자원

으로 내세웠다. 한 한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들의 형태 ·유 특성

이라는 분류학 ·유 학 지식은 방사능 수산물 규제를 과학 으로 수

행할 도구로 규제 기 에 제공되었다.즉,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는

과학 지식에 기반하여 방사능 수산물에 련된 쟁 들을 풀어나갈 것

이 시도·요구된 과학 정책 활동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학 지식들은 어디서,어떻게,왜 생산되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부의 정책 활동에 여되는가?과학기술학자 자사

노 (SheilaJasanoff)와 (BrianWynne)에 따르면,순수한 탐구를 목

으로 하는 과학(순수 과학)과 특정 임무의 해결을 목 으로 하는 과학

(응용 과학)은 오랫동안 서로 조되고 구별되어왔다.그러나 과학 지식

생산 활동이 이해 계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해 지식이

용될 정치 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견해(Merton,1973)는

순수 과학과 응용 과학에 한 오랜 이항 이상(binaryvision)하에서

도 지속되었다.자사노 와 은 그 결과,과학자들이 정치의 바깥에서

생산한 지식이 공공 정책 기 이라는 권력에 달됨으로써 련된 정책

선택이 이루어지는 도식 형태로 과학 지식과 공공 정책의 계가

그려져왔다고 지 했다.이 같은 하나의 이항 하에서 과학자

들의 신뢰성은 그들이 정치 역과 독립되어있다고 여겨지는 정도에

비례하여 확보될 수 있었으며,정치 역과의 거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여겨진 과학자들은 비 의 상이 되었다(Jasanoff& Wynne,1998).과

학 지식의 생산과 정책 실행을 이와 같은 ‘권력에게 진리를 제공하

기(speakingtruthtopower)’의 계(Prince,1965)로 간주할 경우,한국

의 방사능 수산물 리라는 과학 정책 활동 과정은 과학 역으로부터

달된 순수한 과학 진리에 기반해 련 정부 기 들이 리 방식을

결정한 선형 인 서사로 그려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도식 틀은 2013년 9월 이후 한국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의 변화와 국립수산과학원의 부상을 설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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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은 2013년 9월 7일을 기 으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완 히 차단하고,한국과 일본의

바다 수산물 사이에 공고한 구획을 상정하는 형태로 변모했다.이

까지는 방사능 수산물 리 과정에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해양

수산부 산하 연구 기 인 국립수산과학원은 그 과정에서 상정된 구획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지식의 원천으로 기능했다.이후 국립수

산과학원은 더 변화된 방사능 수산물 규제 방안의 효용성과 성

을 뒷받침하는데 요한 기 으로 부상했다.과학과 정책의 계에 한

통 인 을 따를 경우,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의 변화는 정치

역과는 독립된 과학 역에 속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생산된 순수한

지식에 근거하여 규제 기 이 정책 선택을 내린 결과이다. 한 이

게 정책 선택의 근거가 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생산된 지식의 신뢰성

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정치 역과의 거리를 지키고 순수한 지 탐구

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국립수산과학원이 방사능 수산물

리에서 수행하게 된 역할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진리의 생산 기 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획득된 것이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과 방사능 수산물 리의 계를 그와 같

은 선형 인 계로 간주할 시 국립수산과학원은 그 수동 인 지식 생

산의 장소로만 남게 되며,조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실천들을

살펴볼 여지가 사라져버리게 된다.과학 지식에 한 역사 ·사회학

사례 연구들이 보여주었듯이 과학 지식은 그것이 생산되는 국소 공간

내에서 공유된 믿음,담론,실행,목 속에서 형성되며(Jasanoff&

Wynne,1998,p.17),지식의 신뢰성이나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 조직

의 권 는 자연 으로 획득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련 행 자들이 다양한

물질 ,사회 자원들을 능동 으로 동원하고 주어진 맥락과 조건 속에

서 략 으로 행동한 결과이다(Latour& Woolgar,1986;Latour,1987;

Collins,1987;Hilgartner,2000;Bijker& Bal& Hendriks,2009).이와

같은 구성주의 과학 을 수용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생산된 지식은

더 이상 선험 으로 순수한 진리로 남을 수 없으며,국립수산과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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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역시 생산된 지식으로부터 획득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될 수 없

다.즉,국립수산과학원이 방사능 수산물 규제안을 뒷받침할 지식을 생산

해 낸 맥락과 방사능 수산물 리에서 요한 기 으로 부상하게 된 과

정은 구성주의 하에서 면 한 검토의 상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연구는 과학 정책과 그에 여하는 과학 지식 과학 조

직의 계에 해 통 인 것과는 다른 상을 제시해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2 에

서는 공공 행정 조직의 권 와 명성을 탐구한 선행 연구들과 과학 정책

에 련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한 과학 조직의 권 와 명성을 구성주의

으로 탐구한 선행 연구들을 함께 살펴본다.이를 통해 공공 정책의 수

립과 집행 과정에 개입하는 조직들에게 권 나 명성이라는 자원을 획득

하는 것이 요하다는 을 선행 연구자들이 지 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 에서는 그와 같은 연구 지형도 안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의 부상을 다

루는 작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에서는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정비된 한국의 방사능 수산

물 리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다.이를 통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 기 들이 국제 으로 통용되는 피폭 권고 수

치를 과학 근거로 내세우며 방사능 수산물에 해 형성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으나,마찬가지로 국제기구들의 권 를 자원으로 내세운

집단의 비 에 직면해야했음을 보일 것이다.3 은 국립수산과학원이 한

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에 요한 기 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인 리

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형도를 그리기 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4 에서는 3 에서 살펴본 해결되지 않은 문제 상황이 한국 사

회 내·외부의 요인들로 인해 증폭되고,이로 인해 리의 이 ‘한국’

의 바다와 수산물을 일본의 그것과 구획 짓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 이

후의 상황을 살핀다.이 은 한국 해양에 한 지식과 데이터를 생산해

낼 수 있었던 국립수산과학원이 리의 이 변화된 상황에 발맞춰 해

당 지식들을 극 으로 재생산해내며 방사능 수산물 리에서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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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으로서의 권 를 만들어갔음을 보일 것이다.이와 동시에 이 에서

는 리에 기여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지식이 기실 규제와는 계없는 국

립수산과학원 고유의 목 과 맥락 하에서 생산된 것이었다는 을 함께

지 할 것이다.

5 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후쿠시마 사고로 형성된 사회 쟁

하나 던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수입

어종 분류기술서』를 발간하며 방사능 수산물 리에 기여하려는 활동을

계속해나가려 한 모습을 살핀다.이 에서 핵심 으로 다룰 사안은 국

립수산과학원이 발간한 『수입어종 분류기술서』 역시 실상은 국립수산

과학원과 발간 부서의 고유한 목 과 의제 하에서 생산된 지식이었으며,

이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원산지 둔갑 문제의 해결이 매우 제한 인 차

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다.이상을 통해 본 연구는 국립

수산과학원이라는 기 이 기 고유의 목 하에서 생산된 지식을 방사

능 수산물 리라는 정책 사안을 뒷받침하는 데에 극 으로 이용하

며 해당 역에서 요한 기 으로 부상해나갈 수 있었음을 주장하는 한

편,그와 같이 격한 형태로 일어나는 기 의 부상과 그 과정에서 생산

된 지식의 속성은 보다 비 인 탐구의 상이 될 필요가 있음을 지

할 것이다.

연구는 주로 문헌 자료에 한 검토를 통해 진행되었다.언론 기

사를 비롯,방사능 수산물 리에 여한 다양한 정부 기 들의 보도·해

석·설명자료,연구 보고서,간행물, 련된 행 자들의 지식 주장들을 담

은 발표 자료나 기고문,강의 자료 등이 주로 참고되었다.이 특히 정

부 기 들의 배포 자료는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의 변화 흐름과 정부

기 의 논리를 이해하기 해 연구 체에서 면 하게 검토되었다.정부

기 의 배포 자료에 담긴 내용은 많은 경우 순수한 사실이라기보다는 기

의 입장을 변하고 정당화를 하기 한 도구이지만,그 기 때문에

비 으로 검토할 경우 기 의 활동을 이해하는 요한 자료가 된다.

문헌 자료만으로 악하기 힘들었던 지 들은 련 행 자들과의 면·

화 인터뷰를 통해 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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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사

2.1.공공 행정 조직의 명성에 한 연구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 여하는 공공 행정 조직이 조직의

명성이나 권 를 획득하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은 공공 행정 조직이 정

치나 경제와 같은 다른 역의 향력에 종속되는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

을 비 하며 등장했다.1970년 이후 조명 받은 ‘포획 이론(capture

theory)’(Stigler,1971)은 본디 규제 정책의 상으로 여겨져 온 기업

과 같은 이익 집단이 로비나 우를 통해 정부의 규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끌어 간다는 주장이었다. 다른 일군의 연구자들은

행정 리들을 정치가들의 목 의 달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수동 행 자로 간주했다(McCubbins& Noll& Weingast,1987).이와

같은 들 아래에서 공공 행정 조직의 자율성은 정치 경제 역

에서 미치는 향력에 비해 미미한 요인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공공 행정 조직이 자율성을 획득하기 해 수행하는 노력 한 주목될

수 없었다.

정치학자 카펜터(DanielP.Carpenter)는 19세기 엽에서 20세

기 미국의 3가지 행정 조직에 한 역사 연구를 통해 공공 행정 조

직의 자율성이 조직의 명성과 다양한 이익 집단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

함으로써 증 되는 양상을 살폈다.카펜터에게 있어 자율성이란 공공 행

정 조직이 정치가나 체계 으로 조직된 들의 의제와 선호를 변화시

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는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와 우정성(PostOfficeDepartment)의 행정 리들이 조직의

자율성을 증 시키기 한 명성을 확보하려는 모습들을 살폈다.특정 문

제에 해 다른 조직체들이 제시할 수 없는 해결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두 기 은 정치 역으로부터의 자율성과 존

을 받을 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Carpenter,2001).카펜터의 연구 이

후 공공 행정 리들이 조직의 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그 결과는



-7-

요한 탐구의 상이 되었다(MacDonald & Franko,2007;Krause&

Douglas,2005).

이후 카펜터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andDrugAdministration)

이 약물의 규제와 련해 지니게 된 권력과 조직의 명성 간의 계를 다

룬 자신의 연구에서 명성의 개념을 더욱 정교화시켰다.카펜터에게 조직

명성은 선출직 공무원,의뢰인, 매체,정책 문가,일반 인 시

민 등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청 (audience)이 조직의 능력,목

,역사,임무 등에 해 지니는 믿음(belief)으로 정의된다.구체 으로

명성은 (1)조직이 특정한 업무를 능숙하고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 믿어질 때 획득되는 수행 (performative)명성,(2)조직이 정직하고

윤리 이며 조직 내 외의 행 자들의 이익을 보호해 수 있다고 믿어질

때 획득되는 도덕 (moral)명성,(3)조직이 과학 정확성과 방법론 ,

분석 능력과 같은 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어질 때 형성되는 기술

(technical)명성,(4)조직이 공인된 규칙과 규범들을 따를 수 있다고 믿

어질 때 형성되는 법률- 차 (legal-procedural)명성의 4가지 차원으로

제시되었다.카펜터는 모든 차원에서 명성을 완벽하게 획득하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조직이 상황에 맞게 특정 명성의 획득에 더 노력을 기울이

는 선택이 필수 이라는 한 지 했다.카펜터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약물 규제의 역에서 지니게 된 강력한 권력과 권 가 식품의약국 내

행 자들의 명성의 선택과 획득 노력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서 체를

통해 살폈다.약물 규제에서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특정한 단어나 개념의 사용을 통해 해당 약물 규제를 바라보

는 사고의 틀을 형성하는 미 식품의약국의 권 는 의약 기업과 같은 경

제 행 자들을 효과 으로 규제할 권력이 된다(Carpenter,2010).

한편,공공 행정 조직이 명성을 구축함으로써 획득하는 것은 정

치 경제 역에서 가해지는 구속으로부터의 자율성만이 아니었다.공

공 행정의 과정에는 종종 형성된 정책과 그 집행에 반 하고 공공 행정

조직에 인 외부의 청 들과 마주하게 된다.정치학자 후드

(ChristopherHood)는 공공 행정 조직이 비난에 직면했을 시 그것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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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해 사용하는 다양한 ‘비난 회피(blameavoidance)’ 략들을 지

한 바 있다(Hood,2011).즉,공공 행정 조직은 획득된 명성을 통해 조

직의 자율성 뿐만 아니라 세력에 의해 가해지는 조직에의 험에

한 보호 장치도 마련코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들은 공공 행정 조직이 활동의 자율성을 확

보하고 외부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비난을 회피하기 해 조직의 명성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들을 포착해왔다.이들 연구들은 공통 으로 공공 정

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수많은 이해집단과 기치 못한 변수,외

부의 개입이나 비 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그와 같은

요인들을 견뎌내고 정책 역에서 권 를 확보하기 해서는 해당 조

직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함을 알려

다.이 과정에서 카펜터와 같은 학자는 과학기술 쟁 에 련된 정책

의 경우에는 기술 권 가 필요하다는 을 지 함으로써,과학 정책

사안에 개입하는 조직 역시 청 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는 을 명시했다.그러나 과학 정책 사안에 여하는 기 의 권 와

기 에서 생산된 지식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과정을 더욱 면 하게 다룬

것은 구성주의 계보에 속하는 일련의 과학기술학 연구들이다.

2.2.과학 조직의 권 에 한 연구

과학 정책 역에서 과학 조직이 권 를 획득하는 과정을

살피는 작업에는 구성주의 계보의 과학기술학자들이 지니는 과학 지식의

속성에 한 이 유용할 수 있다.무엇보다 그들은 과학 지식이 생산

되는 사회 ,문화 맥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국소 산물이며,생

산된 과학 지식이 참으로서의 지 를 획득하는 데에는 다양한 물질 ,

사회 자원의 동원이 수반된 정교하고 복잡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Bloor,1991;Latour& Woolgar,1986;Collins,1987;Latour,1987).

이 때문에 구성주의 과학기술학자들에게 진리로서의 과학과 정치의 경

계(boundary)는 그와 같은 실천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으며(Gier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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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과학 인 것(thescientific)과 사회 인 것(thesocial)은 경계의

안정화 정도에 따라 확고해질 수도,유동 일 수도 있었다(Latour,1993).

정치 역과 같은 사회 요인으로부터 독립된 과학 지식의 생산과 생

산된 지식의 정책 이용이라는 도식,진리의 생산 여부와 지식 생산 기

의 권 간의 필연 계 등을 상정하는 것은 구성주의 과학기술학

자들에게는 거부되어야 할 태도 다.즉,그들에게 특정 과학 지식의 지

와 과학 지식을 생산한 조직의 권 는 애 부터 그 형성 과정을 살펴

야 할 탐구의 상이었다.

‘규제 과학(regulatoryscience)’에 한 과학기술학 연구들은 지

식의 지 와 조직의 권 가 형성되는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자사노 (Jasanoff,1990)는 TheFifthBranch에

서 특정한 험 요소들을 리할 규제들을 생산해 내는 규제 과학과 일

반 인 학술 과학과 비시키며,‘규제 과학’이라는 과학기술학 탐구의

역을 제시했다.자사노 에 따르면 규제 과학의 역에서 일어나는 활

동은 출 등을 통해 업 을 쌓거나 독창성을 인정받기 한 것이 아니

라,정치 심과 이해 계,개개인의 삶의 형태 등에 직 으로 향

을 미치는 규제의 기 을 만드는 작업이다.기 의 형성 과정에는 다양

한 행 자들이 자신들의 이해 계를 내세우며 개입하게 되고,이 때문에

많은 경우 과학 주장과 이해 계에서 비롯된 정치 입장 간의 경계가

흐려지게 된다.그러나 규제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은 게 한정 이기

때문에 규제 과학의 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과학 인 것과 정치 인

것의 구분이 일어나며,생산된 규제안을 과학 인 것으로 내세워 신뢰성

을 획득하는 과정이 수반된다.따라서 규제 과학의 역을 살펴보는 것

은 논쟁 이고 불확실성을 지니는 과학 정책 사안에 한 지식의 산출

과정,산출된 지식과 지식 산출의 주체가 신뢰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악하기에 유용하다.

규제 과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규제 기 이 규제안의 신뢰성과

기 의 권 를 획득하기 해 선택한 략 한 가지는 기 외부의 권

를 빌려오는 것이었다.자사노 는 자신의 연구에서 미국 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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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ProtectionAgency,EPA)이 1970년 이후 자신들이 생

산해 낸 규제의 신뢰성과 기 의 권 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살폈다.

그에 따르면 EPA는 기 내 규제 기 의 마련 차를 공개함으로써,규

제안이 생산되는 과정이 투명성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규제안 자체의 신

뢰성 한 획득될 것을 기 했다.그러나 이는 결과 으로 그와 같은 규

제의 기 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에 상존하는 모호함과

유연성을 드러내게 되었고,EPA의 정책 결정 기 으로서의 지 와 타

당한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기 으로서의 지 는 흔들리게 되었다.자

사노 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EPA는 더 나은 과학 인 차나 ‘객

’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EPA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것과

독립 인 치를 지니고 있었던 자문 원회(ScientificAdvisoryBoard,

SAB)와 같은 외부의 권 에 호소함으로써 기 의 인식 지 를 획득

하려 했다(Jasanoff,1992).

과학 자문 기 은 규제안의 생성을 비롯한 과학 정책 결정의

외부에서 결정에 권 를 부여하기도 하지만,어떤 경우는 스스로가 기

의 과학 권 를 획득하기 해 노력하기도 한다.이를 다룬 과학기술

학자들은 과학 자문 기 이 기 에서 생산해낸 지식을 의미 있고 ‘쓸 만

한(serviceable)’것으로 만들고 기 의 권 를 확립하기 해서는 다양

한 차원의 실천과 조정을 필요로 했음을 공통 으로 지 했다.과학기술

학자 힐가트 (StephenHilgartner)는 과학 쟁 에 한 결정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 과학자들이 지식 생산자로서의 자신들의

권 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해 나가는지를 살폈다.힐가트 에 따르면

미국립과학원(NationalAcademyofScience)의 자문과학자들은 식습

과 건강의 계에 해 매우 첨 한 사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에서 자신들의 조언을 객 으로 보이게끔 하는 수사들을 사용하는 한

편,특정한 정보는 가시화시키고 다른 정보는 숨겼다.힐가트 는 자문과

학자들을 연극과 드라마에서 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해 무 에 드러

낼 것과 드러내지 않을 것을 정하는 무 리자 연기자의 모습에 비

유, 략 인 정보의 통제가 자문의 신뢰성과 기 의 권 를 확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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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인 역할을 함을 보 다(Hilgartner,2000).

과학기술학자 바이커(WiebeBijker)와 발(RonaldBal),헨드릭스

(RuudHendricks)도 네덜란드의 보건 련 자문 단체인 보건 의회

(Gezondheidsraad)에 한 민족지 연구를 통해,자문 과학자들이 자신들

의 권 를 수립하기 해 펼치는 이 의 략을 제시했다.그들에 따르

면 사회는 심각한 보건 련 문제에 해 자문기 의 자문이 필수

으로 요구되면서도,과학의 권 와 신뢰성은 의문시되는 역설 인 시

기이다.바이커와 발,헨드릭스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네덜란드 보건

의회의 자문 과학자들이 보건 문제에 한 기 의 권 를 확보해내기

해 기 에서 생산된 보고서가 ‘쓸 만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한 수사 작업을 펼치는 한편,자신들에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와의 거리를 철 하게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과학 신뢰성을 공고히

만드는 경계 작업을 수행했음을 지 했다(Bijker& Bal& Hendricks,

2009).힐가트 가 포착한 무 앞(frontstage)과 뒤(backstage)에서의 자

문기 의 이 모습을 바이커와 발,헨드릭스는 자신들의 연구 상의

활동에서도 발견해냈다.

과학기술학자들이 살핀 규제 생산 기 과 과학 자문 기 의 권

획득 작업은 과학 정책에 필요한 과학 지식을 생산해내는 조직이 결

코 사회 역과 분리되어있지 않으며,오히려 사회 역과의 극

인 교류를 이루었을 때 자신들의 목 을 이룰 수 있음을 잘 보여 다.

해당 조직에 부여되는 ‘과학 ’이라는 속성은 조직 스스로가 그와 같은

속성을 획득하기 해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 작업을 벌인 결과 획득되는

것이었다.국립수산과학원을 포함해 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 업무를

수행한 기 들 역시,선행 연구들이 살핀 기 의 권 획득 작업을 벌

다.규제 기 인 식품의약품안 처는 사고 이후 2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국제기구라는 외부의 권 를 동원하여 규제 방안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 다. 한 국립수산과학원은 기 에서 생산된 지

식을 다양한 장에서 가시화시키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지식의

유용성과 기 의 권 를 확보하려는 활동을 이어나갔다.이 논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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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습들을 지 함으로써 과학 정책 역에서 특정한 지식과 기

이 요한 것으로 부상하는 양상에 해당 기 의 다양하고 능동 인 실천

들이 수반함을 지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으로 다루는 조직인 국립수산과학원

은 본디 과학 규제안의 생산이나 방사능 험에 한 과학 자문과

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 이 아니라는 에서,시작부터 그와 같은

업무를 목표로 하고 활동한 조직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본 연구는 이

같은 국립수산과학원의 부상의 역동성에 주목,방사능 수산물 리 기

으로 부상해나간 국립수산과학원이 생산해 낸 지식들을 그것이 생산된

본래의 목 들 속에 놓고 살펴볼 것이다.그리고 이를 통해 그와 같은

격한 기 의 역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지식의 속성은

보다 주의 깊은 검토의 상이 되어야 한다는 을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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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결된 방사능 수산물의 험성 여부 문제:후쿠시

마 원 사고와 한국 방사능 수산물 리 논쟁

3.1.3.11이후 한국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의 정비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지진

과 뒤이은 쓰나미는 진원지로부터 18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치한 후

쿠시마 제 1원 의 냉각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켰다.3)이로 인해 냉각수

의 정상 인 주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 온도가 한계치까지 상승한 제

1원자로에서는 노심부가 녹아내리는 ‘노심 용융(meltdown)’이 일어났

으며,뒤이어 발생한 수소 폭발은 제 2,3,4원자로의 연쇄 폭발로 인

한 원자로 격벽의 손,방사성 물질의 기 유출로 이어졌다. 하게 냉

각수로 투입한 바닷물은 방사성 물질들을 머 은 채 바다로 흘러들어갔

다(히오키,2013).이와 같은 사실들은 3월 12일 일본 정부가 원자로에서

방사성 물질이 일부 유출되었음을 공식 으로 인정한 이래 언론을 통해

한국 내에 지속 으로 알려졌다(한국경제,2011).이에 지정학 으로 일

본과 가장 가까이에 치한 국가 하나인 한국에서는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미칠 향에 한 우려를 포착한 언론 보도들이 등장하

기 시작했는데,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는 포착된

우려의 상 하나 다(KBS,201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1967년 『원양냉동수산물 생방사능검

사규정』의 제정 이래로 사고 이 까지 국내 반입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4)국립

3)냉각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킨 경 에 해서는 1.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

의 원이 끊어져서 냉각수의 주입이 불가능해졌다 2.지진으로 인해 이 가

손되어 원자로 내부의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두 가지 설명이 존재한

다.김익 (2013),27쪽 참조.

4)『원양냉동수산물 생방사능검사규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이 태평양· 서양

는 인도양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직 해외로 수출할 때 생 방사능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는 과 검사요령을 규정했다(매일경제,1967).1967년 당시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의 명칭은 앙수산검사소 다. 앙수산검사소는 『원양냉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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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검사원이 소속된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사고 3일 뒤인 3월

14일,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심으로 한 강화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계획을 수립했다.이로 인해 이 까지 반년에 한번 국가별로 최 로 수

입신고 된 1개 품목에만 실시되던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검사는 일

본의 사고 지역 근방 4개 에서 수입된 수산물들에 해서는 매 건당

시행되게 되었으며,4개 이외의 지역의 수산물은 품목별로 주 1회 검

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농림수산식품부,2011a;2011b;경향신문,2011

).5)25일 수립된 계획에서는 일본 측에서 출하 정지 상으로 지정한 품

목의 수입이 잠정 으로 지되었으며,새롭게 출하가 지되는 품목이

나올 시 역시 수입을 지하겠다는 결정 한 내려졌다(농림수산식품부,

2011c).이후 검사의 상이 되는 어종과 수입이 지되는 품목은

늘어났다.6)

방사능 검사의 결과의 고시는 검사를 실시한 규제 기 과 규제

기 이 소속된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시의 시작은 3월

29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농

림수산식품부,2011c).고시에는 일본산과 주변국가산(태평양산),국내산

(연근해 원양산)수산물들에 한 품종별 검사 건수, 체 건수

합 정을 받은 건수와 부 합 정을 받은 건수가 정리된 표로 제공되

었다.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이 통폐합되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된 2011년 6월부

터 2013년 3월까지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소 아래 검사가 수행되

었으며,해당 내용의 고시 역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국립수산식품부

산물 생방사능검사규정』 제정 이후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정성 으로 검사하는

베타카운터를 확보한 뒤 1968년부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수행했으며,1993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에 방사성 물질을 핵종별로 측정해내는 감마선분

기가 설치되며 수산물에서 특정한 핵종별로 어느 정도의 방사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수입 수산물에 한 방사능 검사가 정례화 된

것은 1994년 1월 1일부터 다.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2005,869~885쪽 참조.

5)동일한 생산지에서 어획되어 함께 수입된 품목별로 검사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한 사고 지연 근방 4개 은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이다.농림수산식품부(2011b).

6)2013년 9월 5일을 기 으로,후쿠시마 인근 8개 의 50가지 수산물 품목이 수입

지되었다(부산일보,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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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다(농림수산식품부,2011d).7)2013년 3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분리,국립수산물품

질 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해양수산부 산하 기 이 되었다.이후 국

립수산물품질 리원은 국내산 수산물에 한 방사능 검사와 그 결과의

고시만을 담당하게 되었고,3일마다 검사 결과를 고시했다.2013년 3월

이 까지 수입 농임산물과 가공식품에 한 방사능 검사를 맡아왔던 식

품의약품안 청은 이 시기 보건복지부 산하 기 에서 국무총리 직속 기

인 식품의약품안 처로 승격되었고,수입 식품에 한 총체 인 안

리를 도맡게 되었다(식품의약품안 처,2013a).이에 따라 수입 수산물

의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 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식품의약품

안 처로 승계되었으며,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 처 홈페이지에 일주

일에 한 번씩 고시되었다.

방사능 수산물 검사에 련된 부처들은 검사 결과의 고시와 함

께,정부의 방사능 수산물 규제 방안의 합리성을 유지하기 한 보도·참

고·설명·해명자료들을 지속 으로 배포했다.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가 배포한 자료들은 검사를 비롯한 규제의 황과 변화 등

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정부의 리 방식에 한 의구심이나 비 을

표명한 언론의 보도에 한 해명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검사

결과에 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석이나 설명 역시 언론에서 배포한 자

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식품의약품안 처는 수입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의 방사능 검사만을 담당했던 식품의약품안 청 시기부터 ‘일본 원

련 식약청 리 응 동향’이라는 이름의 보도자료를 꾸 히 배포하

7)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재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

검역검사본부로 재편되었다.하지만 각 홈페이지에서 아직 수산물 련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는

http://www.mafra.go.kr/list.jsp?board_kind=C&board_skin_id=C2&depth=1&divisi

on=B&group_id=3&link_menu_id=&link_url=&menu_id=123&menu_name=%B0%F

8%C1%F6%A4%FD%B0%F8%B0%ED&parent_code=3&popup_yn=N&reference=

1&tab_yn=N&code=left,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자료는

http://www.qia.go.kr/animal/prevent/listwebQiaCom.do?type=6_18_1bdsm&clear=

1 참조 (2015년 5월 25일 최종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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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식품 규제의 황이나 변화 과정에 한 설명을 제공했으며,언론 보

도에 한 해명 설명자료 역시 함께 제공했다.식품의약품안 처가

수입 수산물에 한 방사능 검사를 맡은 이후에는 배포 자료에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련된 설명과 해석들이 제공되었다.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는 이처럼 련 부처 기 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그와 같은 검사의 결과와 리 방식에 한 보도·해석·

설명자료의 배포를 통해 그 합리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정비되었다.

3.2.‘미량’의 방사성 물질 검출과 규제 기 의 응

이 게 정비된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 아래 이루어진 수산물

검사에서 실제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일본산 수산물이 발견되기 시작

하자,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은 더욱 요한 리 상으로 변

모했다.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2011년 6월 30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8)자료

에 따르면 6월 25일 일본 훗카이도 지역에서 포장 후 수입된 3,470kg의

냉장 구에 한 검사에서 세슘(134Cs+137Cs)이 6.94Bq/kg9)검출되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2011a).이후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은

꾸 히 검출되었다.10)이에 따라 해당 시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검출을 알리는 보도자료들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에 한 해석과 설명을 제시했으며,농림수산식품부

8)정비된 수산물 규제 방안에서 최 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1년 4월 21일 일본산 활백합 4톤에서 다.그러나 이 사실은 당시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 공개된 검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언론에도 회자되지 않

았다.

9)Bq(베크 )은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단 이다.1Bq

은 해당 방사성 물질에서 1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해 방출하는 방사능의

강도를 뜻하므로 1Bq/kg은 kg당 1 에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함을 의미한다.히오

키(2013),18쪽 참고.

10)식품의약품안 처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에는 총 4,147건의 수입 건수 21건

의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으며,2012년에는 총 4830건 101건에서,

2013년 9월 5일까지는 4327건 9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식품의약품

안 처,20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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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 기사들에 한 설명·해명자료를 배포했

다.2013년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업무가 승계된 이후에는 식품의

약품안 처가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

안 처가 수행한 리 활동은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이며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검출에 따른 조치는 무엇인지,조치의 근

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방사능 수산물 리의 합리성을 공

고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정부 측 기 들이 검출된 방사성 물질이 우

려할 수 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 되게 고수했다는 이다.이 같은 입

장을 뒷받침하는 요한 근거는 한국의 식품 내 방사성 물질 허용 기

치 다.사고 당시 한국의 식품 내 방사성 물질 허용 기 치는 세슘의

경우는 370Bq/kg, 요오드의 경우는 300Bq/kg 다(농림수산식품부,

2011e).2012년 3월 일본이 자국 식품 내 세슘 허용 기 치를 100Bq/kg

으로 강화한 뒤인 2012년 4월부터는 한국의 세슘 허용 기 치도 일본과

같이 변경되었다(식품의약품안 청 & 농림수산식품부,2012).일본산

수산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을 알리고 그에 해 설명한 농림수산검

역검사본부의 모든 보도자료에서,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허용 기

치에 견주어져 그 의미가 해석되었다.아래는 2011년 6월 30일에 배포된

방사성 물질 검출에 한 최 의 보도자료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오늘 일본에서 수입된

냉장 구에서 세슘이 미량(기 치 이하)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냉장 구(3,470kg)는 지난 6월 25일 일

본 홋카이도 지역에서 포장되어 들어온 것으로 세슘(134Cs+137Cs)

이 식품의 허용기 치(370Bq/㎏)의 2%수 인 6.94(Bq/㎏)검출되었

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2011a)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012년 1월 19일까지 총 10차례의 보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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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14건의 세슘 검출 사실을 알렸다.이 370Bq/kg의 기 치를 넘

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2011년 7월 6일의 40.3Bq/kg,7월 8일의

33.2Bq/kg,7월 13일의 97.9Bq/kg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출량이 10Bq/kg

을 넘지 않았다.기 치를 과하지 않았기에 국내 유통이 허가된 이 수

산물들은 97.9Bq/kg이 검출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 인용에서와

같이 ‘미량’혹은 ‘극미량’의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서술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배포한 자료들에는

식품 내 방사성 물질 허용 기 치가 어떠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

되었는지에 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신에 두 기 은 기 치에

미치지 못한 방사성 물질이 가져올 수 있는 향을 일상 수 에서 일어

나는 피폭과 비교함으로써,그 향이 미미한 수 임을 강조했다.일본산

수산물에서의 방사성 물질의 검출을 알리는 보도자료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지 한 기사에 한 설명자료에는

해당 일본산 수산물이나 100Bq/kg으로 오염된 수산물을 일평균 수산물

섭취량만큼 매일 섭취할 경우 발생하는 피폭량이 연간 자연방사선에 의

한 피폭량,1회의 x-ray촬 에서 받게 되는 피폭량과 비교되었다.11)이

때 일본산 수산물에서의 방사성 물질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는 연간 자

연 방사선 피폭량(2.4mSv/year)의 1/333,1회의 흉부 x-ray촬 에서 입

는 피폭량의 1/3수 으로 제시되었다.12)이 같은 상 비교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이 국내로 유통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방사능 수

산물 리가 ‘국민의 건강과 안 을 최우선’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근거로

동원되었다(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2011a;농림수산식품부,2012).

11)2012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로 세슘 100베크 에 오염된 수산물을 언 한 것

은,이 까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된 사례가

97.9Bq/kg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2)Sv(시버트)는 방사선에 의해 생물이 받는 피폭의 양을 그 향을 고려해 표시한

것이다.방사선은 물질에 닿으면 흡수되어 그 물질에 향을 미치는데,같은 양이

흡수되어도 서로 다른 종류의 방사선은 다른 정도의 효과를 불러온다.이 효과를

고려하여 방사선량에 핵종별로 계수 수정을 한 것이 Sv이다.히오키(2013),19쪽

참조.일례로 세슘137(137Cs)의 경우는 성인에 한 선량환산계수가 1.3 x

10-5mSv/Bq이므로 370Bq/kg의 식품 1kg을 섭취하 을 경우의 370Bq/kgx

1kgx1.3x10-5mSv로 계산하여 0.00481mSv가 된다.mSv는 Sv의 1/1000의

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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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3년 정부 조직의 개편으로 일본산 수산물 검사와

리 업무를 승계 받은 식품의약품안 처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기

치 이하의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한 두려움을 잠재우고 그것의 유

통을 허가하는 리 방식을 합리화하기 해.기 치와의 비교 수치 이

외의 근거를 함께 동원했다.근거로 동원된 것은 방사선에 련된 국제

단체들이 제시한 권고 피폭 기 이었다.식품의약품안 처는 농임산

물과 가공식품의 방사능 리를 담당하던 식품의약품안 청 시기부터 국

제 으로 권장되는 연간 방사선 피폭 기 이 1mSv이며,한국의 방사능

식품 리가 이를 기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피력해왔다.13)이는 2012

년 3월 일본의 식품 내 세슘 허용 기 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이 일본보

다 높은 세슘 기 치를 지니게 되었음을 지 한 언론 기사들에 해 식

품의약품안 청이 내놓은 설명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원 사고로 식품의 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국제 으로 권장하는 방사능 연간 노출범 인 1mSv를 유지하기

해 자국 내 유통식품의 5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가정 하에 일

반식품의 방사성 세슘 기 을 행 500Bq/kg에서 100Bq/kg로 강화

하는 내용을 입안 고(2012.4월 시행 정)한 바 있습니다.(...)원

사고가 발생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식품의 방사능 오

염이 거의 없어 1mSv를 리하기 해서 별도 방사능 세슘의 기

에 한 재검토 필요성은 낮습니다.

(식품의약품안 청,2012a)

행 국내 방사성 세슘 기 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식품 섭취량

(515kg) 10%를 방사능 기 까지 오염된 식품으로 매일 섭취하더

라도 WHO 등의 안 기 인 1mSv를 과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

습니다.

(식품의약품안 청,2012b)

13)이 때 1mSv/year는 자연방사선을 제외한 추가 인 방사선에 한 노출선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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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에서 보편 으로 권장되는 피폭 권고 기 을 식품 내

방사성 물질 리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을 피력하는 태도는 식품의

약품안 청이 식품의약품안 처로 승격되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도

맡게 된 2013년 3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다.2008년 설립되어 정

보 유통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 확보를 목 으로 공공기 에 한 정

보공개민원요청 활동을 해온 민간단체 ‘투명사회를 한 정보 공개 센터’

는 2013년 5월,한국의 식품 내 방사성 물질 허용 기 치 370Bq/kg의

산출 근거를 공개할 것을 식품의약품안 처에 청구했다.이에 식품의약

품안 처는 370Bq/kg의 기 치가 고시된 것은 1989년이며,「공공기

의 기록물 리에 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고시

의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그러나 그와 같은

답변과 함께 식품의약품안 처는 한국인 1년 섭취 음식량의 10%가

370Bq/kg의 세슘을 함유하고 있더라도,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연간 허

용 방사선량 1mSv/year에 훨씬 낮은 수 의 피폭이 발생한다는 을 참

고사항으로 덧붙 다(식품의약품안 처,2013b).2013년의 8월 식품의약

품안 처가 배포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참고자료에서도

1mSv/year라는 수치는 국제 단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 인 기 으

로 제시됨으로써,수산물을 비롯한 식품 내 방사선 리의 합리성을 보

장해 근거로 동원되는 모습을 보여 다.자료가 배포된 시기까지의 식

품 방사능 검사 결과에 덧붙여진 그림 자료에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피폭 경로가 야기하는 피폭량에 한 정보들을 제시하고 있었다.피라미

드 형태의 이 그림에서 1mSv 지 에는 국제방사선방호 원회

(InternationalCommitteeforRadioactivityPrevention,ICRP)가 채택하

고 있는 사고에 의한 연간 추가 노출 방사선량 권고 수치라는 설명이 덧

붙여졌다.이 설명은 100Bq/kg의 방사성 세슘을 포함한 생선을 한국인

의 평균 섭취량만큼 섭취하 을 경우 발생하는 피폭 수치

0.017mSv/year에 덧붙여진 설명과 함께 다른 설명과 구분되는 색으로

강조되었다(식품의약품안 처,2013d.그림 1참조).이 그림은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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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식품의약품안 처가 배포한 자료에 실린 그림.당

시 세슘 유통 기 인 100Bq/kg의 생선의 섭취로 일어나는

피폭량과 연간 추가 노출 방사선량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

도록 해당 부분을 다른 색으로 표시했다.식품의약품안

처,2013d.

당시의 식품 내 세슘 허용 기 치 던 100Bq/kg이하의 세슘으로 야기

되는 피폭이 국제 인 권고치에 비해 미미한 수 임을 말하기 한 장치

라 할 수 있다.이처럼 1mSv/year라는 기 은 그것을 권고한 여러 국제

단체들의 명칭과 함께 제시됨으로써,수산물을 비롯한 식품 내 방사

성 물질을 리하는 식품의약품안 처의 ‘허용 기 치’에 기반한 리 방

식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지속 으로 동원되었다.



-22-

3.3.비 논리의 등장과 미결된 험성 여부 문제

그러나 ‘허용 기 치’에 근거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수

산물의 국내 유통을 정당화하고 방사능 수산물 규제 방안의 합리성을 확

보하려했던 정부 기 의 리 방식은 그와 같은 형태로 정비된 직후부터

비 에 직면해야 했으며,미량의 방사능 수산물의 험성 여부 문제는

정부의 기 처럼 해결되지 않았다.정부의 리 방식에 비 을 제기함으

로써 방사능 수산물이 문제의 상으로 남는데 가장 심 인 역할을 수

행한 것은 반핵 성향을 지닌 사회 운동가들이었다.사회 운동가들은 후

쿠시마 사태 직후부터 방사성 물질은 그 양에 계없이 인체에 유해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국제 단체들이 제시한 권고 수치를 ‘안 기 ’,

‘허용 기 ’으로 제시하며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향

을 미미한 것으로 규정한 정부 기 들의 리 방식을 정면으로 비 했

다.이들은 그와 같은 주장에 기 한 방사능 수산물 리의 허술함을 지

하고,일본산 수산물의 면 수입 지와 같은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사회 운동가들은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세슘과 요오드 이외의 방사성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할 시설이 규제 기 에 제 로 갖추어져있지 않다는

등 미량의 방사성 물질의 험성 여부 외 방사능 수산물 리의 허 을

비 했다.14)그러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본

산 수산물이 검사에서 합 정을 받고 국내에 유통되는 상황은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가장 첨

한 논쟁의 상으로 만들었다.

이때 주목할 만 한 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9월 경까지 사

회 운동가들에 의해 지속 으로 이루어진 미량의 방사성 물질의 험 여

14)이 외에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해서는 시료를 갈아서 핵종 분석기에 넣어

야하기 때문에 모든 수산물을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이 때문에 들어오는 품

목에서 일정양의 샘 만을 검사한다는 사실은 환경운동연합의 성명을 통해 비

의 상이 되었으며,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다(부산일보,2012).검사기 에서

세슘과 요오드만이 직 으로 검사가 가능하다는 한 비 의 상이었다(한

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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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한 문제 제기 역시 그 주장의 근간을 ‘국제 보편’에 두었으며,

일련의 문제 제기의 과정이 상 방의 주장은 비과학 인 것으로,자신들

의 주장은 과학 인 것으로 구분 짓는 경계 작업의 형태를 띠며 개되

었다는 이다(Gieryn,1995).동국 의과 학의 김익 교수는 정부의

논리에 문제를 제기한 표 인 사회 운동가 다.2009년 경주환경운동

연합 의장을 맡고 경주 방폐장 건설 반 운동에 참여하며 반핵 활동을

시작한 김익 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일본산 수산물에서 ‘미량’의 방사

성 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기 이 부터 언론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허용 기 치라는 개념을 비 했다.15)2011년 6월 이 까지 김익 은 언

론 기고문,시사 라디오 로그램 인터뷰 등을 통해 세계보건기구나 미

국립과학원(NationalAcademy ofScience,NAS)내 미국립연구회의

(NationalResearchCouncil,NRC)등이 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그 수

에 계없이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방사선과 암 발생률에 한 ‘선

형 무역치(無閾値)이론(linearnon-thresholdtheory)’을 채택하고 있음

을 지 했다.그는 이 같은 이론이 국제방사선방호 원회도 인정하고 있

는 ‘ 세계 의학계의 결론’이며,이 때문에 ‘허용 기 치’가 의학 안

을 담보하는 기 치가 아님을 주장했다.선형 무역치 이론은 방사선에

의한 피폭이 기 치 이하의 미미한 양이라도 암 발생률을 증 시킨다는

을 뒷받침하기 한 ‘보편 기 ’으로 김익 에게 동원되었다( 시

안,2011;노컷뉴스,2011a).

2011년 6월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검사기 들이 검출량이 미량이라는 논리로 유통을 합리화

하자,김익 을 비롯한 반핵 사회 운동가들은 선형 무역치 이론이라는

국제 기 을 동원하여 리 방식을 비 하기 시작했다.이 때 반핵 사

회 운동가들은 정부의 리 방식을 보편 으로 합의된 과학 사안을 따

르지 않는 비과학 인 것으로 규정했다.1988년부터 반핵 운동가로 활동

해 온 환경운동연합 소속 김혜정은 김익 과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한국

15)김익 교수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한국의 빗물이나 공기 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이 기 치 이하이므로 인체에 향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매체의 보도들을

문제 삼으며 이 같은 견해를 처음 내놓았다( 시안,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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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사능 수산물 리를 비 했다.그녀에 따르면 정부 기 들을 국제

방사선방호 회도 인정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과 인체 유해

함 사이의 비례 계를 무시하고,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

질을 기 치 이하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루고 있었다.그녀

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지속 으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정부가 그와 같은 문제를 심에 두어야 함

을 강조했다(노컷뉴스,2011b).녹색당 창당 비 원회 소속이었던 하

승수 변호사는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를 통해 방사선에 한 노출은 그

수치에 계없이 암 발생률을 증 시킨다는 것이 의학계의 견해이며,일

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선량 방사선의 내부 피폭의 험성을 무시하

는 정부가 ‘방사선 물질의 편’에 선 것 같다고까지 비 했다(한겨 ,

2012;한겨 ,2013).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기 이 부터 방사성 물

질의 허용 기 에 비 이었던 김익 역시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한

국제 기 에 근거해 정부의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에 비 을 제기했

다.김익 이 자신의 견해를 종합하여 2013년 출 한 서에 따르면,‘선

형 무역치 이론’은 객 인 과학 사실이었으며,수산물에서 검출된 방

사성 물질이 기 치 이하의 미량이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하는 정부 리 기 들의 입장은 “과학 으로 옳지 않은”것이었다(김익

,2013,118쪽).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우려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내세우려했던 정부 리 기 들의 노력은 이처럼

정부 측 기 과 마찬가지로 국제 기 을 근거로 정부의 리 방식을

비과학 인 것으로 규정한 반핵 사회 운동가들의 경계 작업에 직면해야

했다.

험 요소를 리할 규제들을 생산하는 작업에는 다양한 이해

계가 결부되고 높은 사회 심을 받게 된다.이 때문에 그와 같은 활

동에는 필연 으로 해당 규제안의 과학 합리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필

요로 하게 된다.규제안을 마련하는 기 외부의 과학 ·인식 권 가

규제안의 합리성의 근거가 되고 련된 논쟁의 종결과 정책 결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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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 되는 모습은 과학기술학자들이 자주 지 해 온 것이었다.일례로

과학기술학자 자사노 (S.Jasanoff)는 1970년 말 이후 미국 환경청

(EnvironmentalProtectionAgency,EPA)이 유해물질에 한 규제의 과

학 근거와 권 를 환경청과 독자 으로 존재하는 외부 기 인 미과학

자문 원회(ScienceAdvisoryBoard,SAB)로부터 획득하게 되는 모습을

지 한 바 있다(Jasanoff,1992).방사능 수산물을 리하는 한국 정부 기

이 리의 합리성을 획득하기 해 취한 략 한 가지가 바로 이

같은 외부의 과학 권 에 기 는 것이었다. 에서 살펴보았듯이,식품

의약품안 처는 한국 방사능 수산물 리가 국제 단체들이 보편 으로

권고하고 있는 연간 피폭 기 에 근거하고 있다는 을 반복해서 강조했

다.즉,국제기구들이 지니고 있는 권 는 해당 기구들의 권고안을 따르

는 리 방식의 합리성을 뒷받침하기 한 자원이었던 것이다.그러나

정부 기 의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은 마찬가지로 국제 기 을 자원

으로 삼은 반핵 사회 운동가들의 비 을 받았으며,그와 같은 비 속에

‘비과학 ’인 것으로 규정되었다.선형 무역치 이론을 의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1mSv/year라는 피폭 권고 기 을 제시한 국제방사선방호 원회,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 역시 채택하고 있다는 은 반핵 사회

운동가들로 하여 정부의 리 방식의 비과학성을 증명하는 ‘결정 증

거’처럼 제시되었다.16)선형 무역치 이론을 요시 여긴 반핵 사회 운동

가들에게 피폭 권고 기 은 방사능 수산물 리의 합리성을 보장해 권

있는 근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기실 선량 방사선의 인체 향에 한 국제 논쟁과 권고안

개정의 역사를 고려할 경우,식품의약품안 처와 반핵 사회 운동가들 양

측의 입장 립에는 어느 한 쪽을 과학 으로,다른 한 쪽을 비과학 으

로 쉽사리 규정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반핵 사회 운동가들의 주장

처럼,방사선에 의한 피폭과 암 발생률의 계에 한 선형 무역치 모델

16)“그런데 그 ICRP보고서에서도 피폭량과 암 발생이 비례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

을 수용한단 말이죠.(...)그거를 (정부는)거부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정

말 양심 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거에요.”(김익 과의 인터뷰.2014년

8월 19일).



-26-

은 미국립과학원이 2006년에 내놓은 7번째 ‘리 방사선의 생물학 효

과 보고서(BiologicalEffectsofIonizingRadiationReport,BeirReport)’

에서 지지된 이래 부분의 방사선 방호에 련 국제단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사선 방호의 지배 패러다임이다.그러나 다양한 분과의 학자들

이 공통 으로 지 해왔듯이,피폭과 암 발생률 사이의 선형 무역치 모

델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명백한(clear)’증거 에서 지배 패러다임으

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다.100mSv이하의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 발

생률 증가에 한 임상 사례들에 한 보고는 존재하지만,그 둘의

계를 연결 짓는 역학 조사의 결과물들은 언제나 연구의 유효성이나 엄

성에 한 비 에 부딪히거나 그에 반하는 역학 보고들에 직면해야

했다(Friedl& Ruhm,2006;Kathren,2002).17)방사선 피폭과 암 발생률

간의 선형 무역치 가설이 보편 모델로서 통용된 것은 어떤 분명한 과

학 토 에 기 한 것이라기보다는 1950년 방사성 낙진의 인체 향

에 한 진 주장으로 발된 논쟁이 빚은 의 심과 우려의 증

,미국립과학원의 수학 간결성과 충 태도와 같은 가치의 추구,

보수 인 사 주의 원칙의 용과 같은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일

이었다(Walker,1989;Longino,1990; Kathren,2002; Semendeferi,

2008).

1mSv/year의 피폭 권고 수치는 그와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선량 방사선의 험에 해 임상 보고를 시하고 사 주의 이고

보수 인 가치를 추구하는 신에,역학 보고를 시하고 개인이 아닌

사회 체의 비용-편익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었다.

국제방사선방호 원회는 피폭 선량의 감소에 드는 비용이 감소에 의해

획득되는 사회 체의 이익을 웃돌지 않는 한에서 피폭 선량을 최 한으

로 낮추자는 ‘ALARA(AsLow AsReasonablyAchievable)원칙’하에

서,1mSv/year의 권고 피폭 한도를 제시했다(Clarke& Valentin,2005;

Hecht,2012).즉, 선량의 방사선의 험 여부를 단하고 그것을 어떠

17)피폭과 암 발생 증 간의 비례 계는 100mSv이상에 해서만 역학 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그리고 그 역학 데이터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

로부터 획득된 것이다(Friedl& Ruhm,2006).



-27-

한 방식으로 리할지를 결정하는 일은 애 부터 온 히 과학 진리에

입각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었다.역사학자 워커(J.SamuelWalker)

가 오래 에 지 한 바와 같이,그것은 어떤 형태의 과학 데이터를

요시 할 것인지에 한 결정,보수 인 사 주의 태도와 비용-편익의

추구 사이에서의 정책 평가 우선순 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

던 것이다(Walker,1989:668).18)

그러나 2011년 이후 한국 방사능 수산물 리의 합리성을 둘러

싼 정부 측과 반핵 사회 운동가들의 논의에서 선량 방사선의 험에

한 이 같은 측면들은 거의 조명되지 않았고,이 과정에서 선형 무역치

이론을 내세운 반핵 사회 운동가들의 입장은 공 역에서 더 힘

을 얻어갔다. 에서도 살펴보았듯이,정부 측 기 이 내놓은 보도·설명·

해명자료에는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을 한국의 식품 내 방

사성 물질의 허용 기 치에 기 해석하는 설명만이 반복 으로 제시되

었다.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 처는 1mSv/year의 피폭 권고 기 을

국제 으로 합의된 수치로 제시하 고,이를 근거로 ‘미량’의 방사성 물

질을 우려할 수 이 아닌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

된 방사성 물질의 험성 여부에 해 형성된 문제 상황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 다.그러나 반핵 사회 운동가들에 의해 ‘참된’국제 기

으로 내세워진 피폭과 암 발생률 사이의 선형 무역치 모델이라는 자극

인 ‘무기’는 지속 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19)반핵 사회 운동가들은

강연과 SNS 블로그 활동을 통해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한 정부

의 입장에 꾸 히 비 을 가했으며,20)2011년 말의 월계동 아스팔트 방

18)이 서술이 사 주의의 원칙이 과학 원칙이 아니며,정치 입장이나 신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과학기술학자 하 청은 사 주의 원칙에

한 그와 같은 평가가 미국 고유의 험분석이 기반한 ‘건 한 과학’을 기 으로

했기에 내려진 것이며,‘확장된 과학’에 기반한 사 주의 원칙이 실 정책에

용 가능한 원칙임을 잘 보여주었다.자세한 것은 하 청(2010)참조.

19)‘무기’라는 표 은 반핵 사회 운동가 한명인 김익 이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선형 무역치 모델을 지칭하며 실제로 쓴 표 이다.김익 과의 인터뷰,

2014년 8월 19일.

20)일례로 2014년 8월 19일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익 은 자신이 2011년 이후

700회 가까이 선량 방사선의 험에 한 내용을 포함한 탈핵 강연을 해왔음

을,페이스북을 그와 같은 ‘선 ’을 하는 장으로 사용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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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 물질 검출 사건,반핵 사회 운동가들과 교류하며 선량 방사선의

인체 험에 한 지식을 축 한 차일드 세이 와 같은 시민 단체의 성

장은 반핵 사회 운동가들의 견해가 한국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게 되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21)2012년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서의 방사능 검출

소식과 정부의 해명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에 선량 방사선이 야기할 수

있는 암 발생률의 증 가능성과 그 같은 가능성을 지지하는 반핵 사회

운동가들 시민 단체의 견해가 함께 실린 경우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

지 않은 일이 되었다(부산일보,2012;경향신문,2012;헤럴드경제,2012;

한국일보,2012;시사 ,2013).

공 역에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험성 여부에 한 논란이 정부 측의 기 와는

달리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그러나 이 같은 험성 여부

문제의 ‘미결’상황에도 불구하고,한국 방사능 수산물 리의 기본 인

틀은 2013년 9월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국내산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비롯한 리 업무는 계속해서 국립수산

물품질 리원과 식품의약품안 처를 심으로 이루어졌으며,일본산 수

산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을 미량으로 간주하고 국내 유통을 계속하

는 규제 기 의 응 방식 한 계속해서 유지되었다.그러나 이 시기

해결되지 못한 험성 여부 문제는 2013년 7월 경 야기된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이 보다 훨씬 큰 사회 문제로 두되었다.다음 에서

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규제의 과 리 방식이 변화하고,그 과

정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 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에 요한 기 으로

새롭게 자리잡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21)월계동 아스팔트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을 둘러싼 논쟁과 시민들의 참여, 선

량 방사선에 한 지식이 사회 보편지식으로 변모한 과정에 해서는 문혜

(2014),「’생활 속 방사능’의 구성:월계동 아스팔트 방사능 논쟁 연구」 (서울

학교 석사 학 논문)참조. 표 인 반핵 시민단체 하나인 차일드 세이 의

설립과 활동에 해서는 최미진 (2014),「방사능에 한 시민사회의 험인식과

응 ―‘차일드세이 ’의 사례를 심으로」 (가톨릭 학교 석사 학 논문)참조.



-29-

4. 험성 여부의 문제에서 ‘구획 짓기’의 문제로:방사능 수산물 규

제의 변화와 국립수산과학원의 부상

4.1.‘도쿄 력충격’과 악화된 여론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한 정부의 응 방식에 제기된 비 에

도 불구하고,일본산 수산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과 수입은 계속되었

다.식품의약품안 처가 2013년 9월 6일에 배포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

능검사 결과에 한 참고자료에 따르면,일본산 수산물에서의 방사성 물

질 검출은 2011년에는 21건,2012년에는 101건,2013년 9월 5일까지에는

9건이었다.하지만 이 검출 건들은 모두 ‘미량검출’로 분류되었으며,이는

곧 해당 검출 건들이 모두 국내 시장으로 유통되었음을 의미한다(식품의

약품안 처,2013e).국제 사회의 피폭 권고안에 근거한 기 치의 정당

화,기 치에 근거한 기 치 이하 방사성 물질 검출 수산물의 유통 허용

이라는 리 방식은 2년 반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3년 7월 말을 기 으로 한국에서 방사능 수산물 문제

는 이 시기보다 큰 사회 문제로 두되었고,이로 인해 한국 정부

는 기존까지 고수해 오던 것과는 다른 리 방식을 제시하게 되었다.그

와 같은 변화를 발시킨 사건은 2013년 7월 22일 도쿄 력의 기자회견

이었다.후쿠시마 제 1원 의 운 사인 도쿄 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까지 부인하던 원 단지 내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인정했다(SBS,

2013).해당 소식은 한국 언론 매체의 집 인 보도의 상이 되었고,

이는 방사능 수산물에 한 경각심과 정부가 내세워왔던 기존의 리 논

리에 한 불만과 두려움이 공 으로 분출되는 계기가 되었다.언론사들

은 앞 다퉈 해양수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지 함과 동시에 정부의 리

방식을 비 하고 책을 구했으며(국민일보,2013;매일신문,2013),인

터넷상에서는 이와 같은 언론 보도 내용과 함께 일본의 상황 수산물

을 포함한 일본산 먹거리들이 한국에 미칠 향에 한 자극 인 설명이

나 측, 망 등이 확산되었다(한국일보,2013a).여론의 심각함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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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당시 국무총리 정홍원은 자신이 주재한 7월 31일의 간부회의,8월 23

일의 국제개발 력회의에서 인터넷상의 소문들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그

에 한 응과 근 을 구하기도 했다(연합뉴스,2013a;뉴데일리,

2013).식품의약품안 처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련 루머에 하

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는 7월 30일 내놓았지

만,그 내용은 기존까지 정부 측 검사 기 들이 내어놓던 리 방식

에 한 설명 논리와 옹호의 반복에 지나지 않았다(식품의약품안 처,

2013c).

변함없는 정부의 태도는 시민·환경 단체 공분을 샀으며,이는

규모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8월 11일에는 76개의 환경·시민·사회단

체의 연합인 ‘핵 없는 사회를 한 공동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

견을 통해 오염수 유출에 한 정부의 직무유기와 국민들의 불안을 ‘괴

담’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비 했으며(세계일보,2013a),8월 26일에는 환

경운동연합,핵없는 세상,녹색당 등으로 구성된 ‘방사능안 식 조례

제정을 구하는 시민사회’가 후쿠시마 발 방사성 물질에 응하는 학교

식 안 보장 책을 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 의회 앞에서 열었다

(노컷뉴스,2013a).이러한 규탄의 움직임이 연속으로 형성된 것은 에

없던 일로,이는 도쿄 력충격으로 인해 후쿠시마 발 방사성 물질에

한 한국 사회 내 문제의식이 매우 커졌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 다.

이 때 주목해야 할 은,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해 정부 측이

취해왔던 입장에 한 문제 제기가 정부의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에

한 규탄의 주요한 구호로 등장했다는 이다.‘핵 없는 사회를 한 공

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방사능은 아무리 은 양이라도 험한 발암물

질”이며,“우리나라는 턱없이 높은 기 치를 강요하고”있음을 지 했고

(미디어오늘,2013),‘방사능안 식 조례 제정을 구하는 시민사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가 지겹도록 듣는 ‘기 치 이하는 안 하다’는

정부의 거짓으로 미국 과학 아카데미에 따르면 피폭량의 증가에 따라 암

발병도 비례하여 증가”하며,지속 으로 세슘이 검출되어온 일본산 수산

물의 수입을 면 제한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 다22)기자회견장에 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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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13년 8월 26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의 모

습.노컷뉴스,2013a.

참석자들은 ‘방사능 물질에 한 안 기 치는 없다’라는 문구가 힌

피켓을 들고 나섬으로써,이와 같은 공 역에서의 집단행동에 요한

동인과 쟁 이 미량의 방사선 물질을 우려할 수 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정부의 입장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여론의 악화와 함께,국내 수산 시장의 침체를 염려하는 목소리

한 이 시기 높아지기 시작했다.특히 이 시기에 여겨볼 만한 사실은

수산 시장의 침체에 한 염려의 상이 일본산 수산물만이 아니라 국내

산 수산물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이다.수산 시장을 상으로 한

언론의 취재에서 소비자들은 일본산의 국산 둔갑을 염려하거나 국내산으

로 표시된 수산물임에도 구매를 망설이는 모습들을 보 으며,상인들은

일본산을 취 하지 않음에도 소비자들의 불신이 가시지 않는 상황을 토

로하며 이를 ‘최악의 불황’이라고 표 했다(연합뉴스,2013b;경향신문,

2013;국제신문,2013a).이와 같은 상황은 시민 사회 내에 존재해왔던

수산물의 원산지와 상인들에 한 불신이 정부의 방사능 수산물 리 방

식에 한 불신과 결합함으로써 빚어진 것이었다.일본산 수산물의 원산

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의 원산지 둔갑 행 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22) ‘핵 없는 사회를 한 공동행동’ 홈페이지

(http://cafe.daum.net/nukefree/H5NL/110)참조 (2015년 2월 25일 최종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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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11년 4월부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나 경찰의 특별 단속반들에

발각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SBS,2011b; 이낸셜뉴스,

2011).이후에도 여러 차례 언론 지상을 오르내렸다(연합뉴스,2011b;

MBN,2012;제민일보,2013).후쿠시마 사고 이후 몇 차례 일어난 일본

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발 사례는 당시 인터넷을 통해 퍼진 방사능

수산물에 한 두려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매일신문,2013;한

국일보,2013a).‘도쿄 력충격’은 일본산 수산물에 포함될 수 있는 기

치 이하의 ‘미량’의 방사성 물질의 험성 여부 문제에 해 형성되어있

었던 불신이 증폭되고,그와 같은 증폭된 불신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

터 이루어진 신뢰의 하락으로 인한 시민 사회의 분열(fragmentation)과

결합 하는 맥락을 한국 사회에 제공했다.

방사능 수산물의 사회 문제화와 국내 수산 시장의 침체에 한

기의식은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공유되기 시작했는데,이는 2013년 9

월 11일에 열렸던 제 320회 국회 정기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원회

의 회의록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당시의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는 두 가지 안을 보고했는데,그 한 가지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련 수산물 안 리 책’이었다.이 안에 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었

던 많은 여·야의 의원들은 방사능 오염수와 수산물의 문제로 인한 국내

수산 시장의 상인,어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 하며 해양수산부에

게 책을 구했다.

아니,그러니까 해수부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 어민들 권익을 보호하

는 건데 지 어민들이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면 어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한 어떤 조치를 취

할 것인지 좀 미리 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그러니

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 생각이 자꾸 어민들을 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에 해서 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

닙니까?(새 리당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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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괴담이다,뭐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수산물 안 합니다’

하는 홍보를 좀 극 으로 하세요.어민들이 목숨을 걸고 깊은 바

다에 가서 조업을 해서 왔는데 그게 팔리지 않아 보세요.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민주당 국회의원 김우남)

(국회사무처,2013)

도쿄 력의 방사성 물질 유출 인정 소식은 한국의 방사능 수산

물 리 방식에 한 불신과 각성의 요구로 이어졌으며,국내 수산물 시

장의 침체에 한 사회 반의 문제의식을 형성했다.그와 같은 불신과

각성의 요구 속에 포함된 기 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의 안선성에 한

불신,함께 문제화 된 국내산 수산물에까지 미친 시장의 침체는

1ms/year라는 국제 기 에 기 정부의 리 방식이 도쿄 력의 방사

선 유출 인정이라는 외부의 충격을 견뎌낼 만큼의 신뢰성과 권 를 획득

하지 못했음을 말해 다.다음 소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이 같은 한국

내 여론의 악화는 새로운 의 리 방식의 등장으로 이어졌다.23)

23)이 때,이 같은 상황의 악화를 불러온 도쿄 력의 유출 인정은 어떤 의미로는

이 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의 방안이 등장할 단 이기도 했다.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한국 정부가 2013년 7,8월의 상황을 타개하기 해 내놓은

새로운 규제 방안은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이 보다도

철 하게 차단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있었다.어 보면 매우 일방 이고 자

유 무역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조치를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라면 사 주의원칙에 의거하여 검역주

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생 식물 생 조치에 한 정(Agreementontheapplicationof

sanitaryandphytosanitarymeasures,SPS 정)’을 염두에 둔 덕분이었다(강민

지,2013).새로운 규제 조치가 발표된 뒤 당시 해양수산부의 장 이었던 윤진숙

과 민주당의 김우남 의원은 일본이 규제 조치에 반발하여 WTO에 수입 지를

제소하더라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피력했다(제주 신

문,2013;세계일보,2013b).이와 같은 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 측의 인사들은

도쿄 력의 유출 인정으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을 차단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

라는 데에 공감 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이며,일본 역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유

감과 제소의 의지는 표명했으나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이 에

뒤이어 살펴볼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리 방식은 이러한 복합 인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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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리 의 변화와 ‘한국의 바다’구획 짓기

정부는 2013년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하의 계장 회의와 다

음날에 이 진 당정 의를 거쳐 방사능 수산물을 리할 새로운 책을

내놓았다.24)당정 의 이후 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새로운

책의 요지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ㅇ 지 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의 50개 수산물에 해 수입을

지해왔으나,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

없이 국내 유통이 면 지된다.

□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

산물 포함)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이는

방사능에 조 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한 방사능 검사기 도 강화해 재

용하고 있는 세슘기 (370Bq/kg)을 일본산 식품 용 기 인

100Bq/kg으로 용,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정부 측의 이 새로운 리 방식은 후쿠

시마 원 에서 바다로 흘러든 오염수에 한 국민의 우려와 일본의 사태

의 불확실성에 한 응 조치로 수립된 것이었다(국무총리비서실,2013.

강조는 원문).

24)5일의 주재 계장 회의에는 외교부와 안 행정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 처,원자력안 원회가 참여했고,6일 당정 의에는 여당인 새

리당의 정책 원회와 해양수산부 장 ,보건복지부 차 ,식품의약품안 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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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치는 기존의 리 방식과는 다른 지 에 무게 심을

둔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었다.이 조치를 기

으로 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 기 들은 수산물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

되어 있어도 기 치 이하일 경우 유통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기존의 입

장을 면에 내세우는 신,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

내 반입을 원천 으로 차단시킴으로서 국내 수산 시장에 방사능에 오염

된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을 맞추기 시작했다.식품의약

품안 처장인 정승에 따르면,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

출될 시 기타 핵종에 한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안은 해당 수산물

이 “사실상 수입이 되지 않도록”하는 효과를 가진다.스트론튬이나

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한 검사 증명서를 획득하기 해서는 통상 4주

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수산물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반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 다.국내산 식품의 세슘 허용 기 을

370Bq/kg에서 100Bq/kg으로 조정한 것 역시 국내산 수산물보다는 일본

산 수산물의 차단을 겨냥한 방안이었다.상 으로 낮게 유지되어 있는

국내산 수산물에 한 허용 기 치로 인해 100Bq/kg이상의 세슘을 포

함한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바꿔치기 되어 유통으로 이

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YTN,2013;국무총리비서실,

2013).방사능 수산물에 한 우려로 발생한 여론의 악화와 수산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한 정부의 선택은 그와 같은 우려의 원천이었던 일본

산 방사능 수산물의 험이 국내 수산물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장책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을 재편하는 것

이었다.

일본산 수산물 차단 방안의 마련과 함께 이루어진 한국의 방사

능 수산물 리 방식의 요한 변화는 한국 연근해와 그곳에서 어획되는

수산물들,즉 국내의 바다와 국내산 수산물이 후쿠시마 발 방사성 물질

로부터 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을 규제 방안의 재편과 동시에 극

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이다.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 처,해

양수산부,원자력안 원회가 9월 6일 이후 공동으로 출간하여 배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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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해류의 흐름과 어류의 산란지를 제시한 문답

집의 한 페이지.(국무조정실 외,2013)

방사능 수산물에 한 문답집은 그 표 인 이다.9월 6일 이후의 새

로운 규제 방안과 규제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자문자답의 형태로 제시하

고 있는 이 문답집에서는 후쿠시마 바닷물이 해류의 흐름에 의해 한국의

바다로 흘러 들어오지 않으며 일본 지역의 주요 어종이 한국의 바다로

회유(回遊)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제공된다.새로운

리방안을 소개하는 이 문답집은 “안 하게 리되는 우리 수산물 많이

애용해 주세요.”라는 문구로 끝이 난다.이 같은 문답집의 제작과 배포는

국내 수산 시장에 한 정부 기 들의 우려와 함께,국내산 수산물의 안

성을 확보하려는 정부 기 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해 다(국무조정

실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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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 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인터넷 홍보물을 제작하

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배포했으며,25)2013년 9월부터 12월의 기

간 동안에는 ‘우리 수산물 방사능 안정성 분석 국민 참여행사’를 국립수

산물품질 리원 부산지원에서 월 2회씩 개최,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의 과정을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내산 수산물의 안 성

을 알리려했다(수산인신문,2013).2013년 9월 이후의 방사능 수산물

리의 은 이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 시장으로부

터 차단하여 둘을 분리시킴과 동시에,국내 연근해에서 어획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이 애 부터 일본산과 분리되어 있음을 내세우며 국내산

수산물의 안 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그 결과 일본산 수

산물에서 검출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의 험성 여부는 더 이상 규제 기

이 핵심 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게 되었다.

국내산 수산물의 안 성 확보를 해 한국의 해양 수산물과

일본의 그것 사이의 구획을 형성해 내려한 정부 기 의 이 같은 략에

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이 함께 수반되었다.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을 유통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규정하기 해 국제 기 이

동원되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한국과 일본의 바다 수산물과 일본의

그것 사이에 구획이 형성되기 해서는 그것을 공고히 해 근거가 필

요했다.이 의 리 방식과 다른 은 수반되어야 할 근거가 국제 으

로 통용되는 지침과 같은 외부에서 빌려온 자원이 아니라 국내 연근해와

국내산 수산물을 상으로 생산된 구체 이고 경험 인 지식이라는 것이

었다.26)

해양수산부 산하 기 인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러한 구체 지식

의 원천이었다.국립수산과학원은 2013년 9월을 후로 한 시기부터 한

25)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ThumbnailList.nhn?from=postList&blogId=koreamof&

categoryNo=35&currentPage=3#)참조 (2015년 11월 14일 최종 속).

26)이 이후 계속해서 언 되는 ‘구획’은 반핵 사회 운동가들이 정부의 미량의 방

사성 물질에 한 입장에 해 개한 ‘경계 작업’에서의 ‘경계’와 다른 개념이다.

한국과 일본의 바다와 수산물 사이의 ‘구획’은 둘 사이의 실재 인 구분을 염두에

둔 의미이다.이와 달리 ‘경계 작업’에서의 ‘경계’는 행 자들이 과학과 비과학 사

이에 는 인식론 인 구분선을 의미하는 이론 인 용어이다(Gieryn,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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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해양에 한 정보를 국내산 수산물의 안 을 보장하는 구획의 근거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국립수산과학원이 한국원자력안 기술원과 력하여

수행한 ‘해양환경방사능조사’사업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그 표 인

라 할 수 있다.국립수산과학원은 러시아 정부가 1966년부터 1991년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에 액체 고체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를 발표한 1993

년의 다음해부터 매년 한국 주변 해역의 주요 정 27)에서 해수,해양생

물,해 퇴 물 등의 해양 시료를 확보,한국원자력안 기술원에 방사능

농도 측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작업을 수행해왔다(한국원자

력안 기술원,2013).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에 한 불안감이 최고조

에 이른 시기인 2013년 8월 27일과 새로운 리 방식이 발표되고 난 뒤

인 9월 12일 기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공표했다.8월

27일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3년간의 데이터에 한 분석을 통해 지난

3년간 한국 해역의 해수에 함유된 방사능이 사고 이 과 비슷한 수 의

극미량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으며(국립수산과학원,2013a),9월 12일에는

일본 인 해역에 한 8월 한 달간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국립수산과

학원,2013c).이는 매년 정기 으로 한 차례만 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이 까지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이 같은 국립수산과학원의 발표 내

용은 해양수산부의 이름으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다시 한 번 언론에 알

려졌다(해양수산부,2013b).

‘수산물 안 성 심포지엄’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새로운 방사능 수

산물 리 방식을 뒷받침할 ‘구획 짓기’지식을 통해 리의 효용성과

합성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이다.‘후쿠시마 사고 이

후 수산물의 안 성 진단과 응 모색’을 목표로 내세운 ‘수산물 안 성

심포지엄’은 2013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의 후원 하에 국립수산과학원,

부경 학교 수산과학 학,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태경 국회의원의 주

으로 부경 에서 개최되었다(국립수산과학원,2013b).수산 련 정부·학

계·수산업계 문가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측 발표자

인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 서 상은 지난 3년간 수행된 ‘해양환경방사능

27)2013년 21개의 정 이 22개로 늘어났다.한국원자력안 기술원,201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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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경과를 설명하고,해양 시료에서 측정된 방사능 농도의 구체

수치를 제시했다.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조사를 수행한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에 소속된 김용재 실장의 발표와 함께,‘해양환경방사능조사’에서

산출된 데이터에 근거한 서 상의 발표는 국내 해양 환경이 후쿠시마 발

방사능에 향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한 것이었다(김용재,2013;

서 상,2013).서 상은 표층 해수와 해 퇴 물의 채취 지 ,2011년

이 과 이후의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발표에서 “원 사고 이후에도 한

국연근해역 해수의 방사성물질 농도가 자연 상태와 같이 안 한 범 에

있다“는 을 강조했다(노컷뉴스,2013b).

무엇보다도 서 상은 자신의 발표를 통해 새로운 리 방식이

내세운 국내 연근해와 국내산 수산물 안 논리를 뒷받침해 요한

사안 하나 던 ‘해류 분리’의 근거를 제시했다.서 상은 후쿠시마 사

고 직후부터 언론을 통해 후쿠시마 주변을 흐르는 해류가 한국 바다로

단시간 내에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를 내비췄다(연합뉴

스,2011a).‘수산물 안 성 심포지엄’은 그와 같은 그의 주장이 구체 인

시각 자료 데이터와 함께 제시되고,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

될 계기가 되었다.그는 국립수산과학원이 확보한 랑스 AVISO 성

의 한국 연근해의 해수 고도차 측 자료,미국 해양 기청의 한국

일본 연근해의 온도 측 자료,국립수산과학원이 직 아르고 로

트(ARGOfloat)28)를 이용해 확보한 연근해의 해류 궤 과 흐름을 나타내

는 시각 자료들을 자신의 발표에서 제시했다(서 상,2013).서 상이 제

시한 데이터들은 “ 층해류의 유동궤 을 통해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연

안에서 남하하는 오야시오 한류와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가 만나 역동

인 혼합과정을 거치며 해류가 태평양 동측을 향해 동진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때문에 “한국 주변과 북태평양 해류 측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해류 흐름상 시 에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후쿠시마 원 사

28)아르고(ArrayforReal-timeGeostrophicOceanography,ARGO)는 세계기상기

구(WMO)와 국가 간 해양과학 원회(IOC)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 로그램

으로,시공간 인 해양의 수온,염분 해류의 실시간 감시 체계 인 측

을 수행하여하는 사업이다.아르고 로트는 해양에 투하하여 치한 곳의 수온,

염분 연직구조를 측정하여 인공 성에 달하는 기구이다(국립수산과학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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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 상이 발표에서 제시한

AVISO 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서

상,2013.

그림 6서 상이 발표에서 제시한 아

고르 로트의 궤 상의 한 장면.

서 상,2013.

그림 7서 상이 발표에서 제시한 미

국 해양 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서 상,2013.

그림 5서 상이 발표에서 제시한 아

고르 시스템에 한 설명 자료.서

상,2013.

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출과 배출로부터는 배제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낸셜뉴스,2013;국제신문,2013b).

이처럼 국립수산과학원은 2013년 9월 이후,변화된 방사능 수산

물 규제 방안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기 으로 등장했다.그리고 이 때 국

립수산과학원이 제시한 증거는 한국 연근해라는 공간에 해 확보된 경

험 , 데이터에 기반한 가시화 된 지식이었다.이는 한국의 연근해

에 해 확보·생산된 지식이 국제 단체들이 지닌 권 를 시한 연 피

폭 권고 수치보다 방사능 수산물 리에 더 요한 지 를 차지하게 되었

음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변화의 출발은 기존의 리 방식에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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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의 방사성 물질의 험성 여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에 발생한

‘도쿄 력충격’,그리고 국내 여론의 악화 분열의 결합으로 빚어진 수산

시장의 침체 다.침체에 한 응으로 규제 기 이 내놓은 새로운 규제

방안은 국내 시장으로부터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을 분리시키고 국내 연근

해와 일본의 바다를 구획 짓는 방식으로 방사능 수산물의 리 방식을 변

화시켰다.이를 계기로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 연근해가 후쿠시마 발 방

사성 물질의 향을 받지 않았으며,국내 연근해와 후쿠시마 근해가 해류

의 흐름으로 인해 구획되어 있다는 주장을 보도자료나 심포지엄 발표와

같은 형태로 한국 사회에 가시화시키는 작업을 극 으로 수행,방사능

수산물 리에 여하기 시작했다.

4.3.방사능 수산물 리 기 으로서의 국립수산과학원

한국 연근해에 한 지식을 제공하는 기 으로서 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에 요 행 자로 등장한 국립수산과학원은 이후 더 방

사능 수산물 리에 극 으로 여하기 시작했으며,방사능 수산물 규

제 방안의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보다 직 으로 수행해 나갔다.이

에서 살펴보았듯이,2013년 9월 이 까지 방사능 수산물 리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규제 기 인 국립수산물품질 리원과 식품의약

품안 처 다.두 기 은 2013년 이후에도 국내산 수산물 일본산 수

산물의 방사능 검사,방사능 수산물에 한 우려를 잠재우고 련된 언

론의 보도에 응 하는 일과 같은 업무를 변함없이 수행했다.하지만 변

화된 방사능 수산물 리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을 기 으

로,국립수산과학원은 규제 기 이 맡아오던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 시작

했다.

여의 움직임은 2013년 8월 27일 국립수산과학원의 원장으로

부임한 정 훈의 부임 이후의 행보에서부터 확인된다.29)정 훈은 국립

29)정 훈은 부산수산 학교( 부경 학교)를 졸업한 후 1986년 기술고시(22기)에

합격,1987년 수산청 수산사무 으로 공직에 입문했다.이후 농림수산식품부 국제

기구과장,수산인력개발원장,어업자원 ,수산정책 을 역임했다.2013년 3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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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원의 원장직을 맡게 된 직후부터 방사능 수산물에 련해 한국

에 형성된 문제 상황의 해결을 목 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그가 부

임 이후 처음으로 수행한 공 활동은 국립수산과학원이 맡아온 ‘해양환

경방사능조사’사업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는 일이었다.그는 8월 27일 긴

히 발표된 지난 3년간의 연근해 해양 시료 방사능 검사 결과에 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연근해에 한 모니터링을

최 한 강화하고 국내외 유 기 과의 력도 확 해 나갈 것”을 직

언론에 공표했다(뉴시스,2013a).이를 시작으로 그는 새로운 방사능 수

산물 리 방식이 발표된 2013년 9월 6일에는 식품의약품안 처 부산청

장,국립부산검역소장,지역 소비자단체 계장들과 함께 부산의 수산 시

장에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것을 홍보하고 수산물 안 성 련 책자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에 참여했으며(부산일보,2013b),수산물 안

성 심포지엄에서도 심포지엄이 한국의 바다와 수산물의 안 성이 확인되

어 수산물 소비를 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 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뉴시스,2013b).이 과정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 생산해 낸 국내

연근해의 해양 환경 모니터링 결과들은 그에게 계속해서 요한 자원으

로 동원되었다(한국일보,2013b).방사능에 한 우려로부터 국내 해양과

국내산 수산물을 ‘격리’시키려는 이 같은 그의 행보는 그의 임 원장이

었던 손재학이 임기 국내산 수산물과 방사능의 험에 해 언론에

어떠한 언 도 하지 않았던 것과 확연히 비된다.기 의 수장의 이러

한 활동들은 2013년 9월을 후로 국립수산과학원이 한국 방사능 수산물

을 리에 여하기 시작했음을 간 으로 보여 다.

국립수산과학원이 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 기 으로 부상한

정황은 2013년 9월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변화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는 2013년

9월 이후 한국 방사능 규제 방안의 유효성과 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재학 원장의 퇴임 이후 공석이 된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직 공개 모집에 지원,

2013년 8월 원장으로 임명되었다.그는 2014년 12월까지 원장직을 역임한 뒤,

2014년 31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1 공무원)으로 발령 다(한국농어민신문,

2013;국제신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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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게시된 국내 연근해 해수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결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그림 9게시된 국내 연근해 해수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결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들이 공식 으로 게시되는 공간이 되었다.2013년 9월을 후로 국립수

산과학원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우리 바다,우리 수산물은 안 합니

다’,‘수산물 해수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결과’라는 문구의 배 가 만

들어졌다.배 는 ‘해양환경방사능조사’의 결과와 한반도와 일본 주변 수

산물의 어종 회유도,한반도 주변의 해류의 흐름도가 담긴 페이지로 연

결되었다.30)이 역시 2013년 9월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의 국내 반입 차

단과 ‘국내산 수산물의 안 ’을 면에 내세운 새로운 리 방식의 등장

이 에는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었다.31) 한 배 와 연결된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에 특이할만한 내용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체 으로 수행한 국내산 수산물에 한 방사능 검사 결과이다.국립수

산과학원이 직 어획이나 시장 구매를 통해 확보한 수산물에 해 수행

한 방사능 검사는 비록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국립수산과학원이

기존에 규제 기 들이 맡아왔던 방사능 수산물 리 활동을 하는 모습이

라는 에서 이 과는 달라진 기 의 역할을 잘 보여 다.32)

30)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fs.go.kr/page?id=kr_index)참조 (2014년

7월 18일 최종 확인).

31)특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해류의 방향과 주요어종 회유경로를 표시한 두

지도(그림 10,11)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한 작업이 한국의 바다와 수산물을

일본의 그것과 구획 짓는 작업이라는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다.4.2 에서 살

펴본 해류의 흐름에 련되어 수집된 데이터들은,화살표로 해류의 흐름을 표시

한 말끔한 지도의 형태로 종합·생산되었다.

32)2015년 2월 25일 경 필자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속했을 때 해당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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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게시된 한반도 주변해역 해류

의 방향.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그림 11게시된 한반도 주변 주요어종

회유도.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이처럼 국립수산과학원은 2013년 9월을 후로 한 시기부터 방

사능 수산물 리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기 으로 변모했다.그리

고 그 과정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역할은 결코 규제 방안을 뒷받침하는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다.국립수산과학원은 기 에서

생산되어 규제 방안을 뒷받침하는데 사용한 지식을 자원으로 삼아 방사

능 수산물에 한 우려를 공 으로 해소하는 기 이자 해소의 장으로 기

능했으며,규제 기 들이 수행하던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와 같은 업무까

지 스스로 수행했다.이후에도 국립수산과학원은 직 주 한 ‘수산재해

포럼’에서 방사능 련 문가들을 빙하여 방사능에 의한 수산물 피해

를 일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으며,수산 련 문가

수산 식품 단체,어업인 단체 계자들과 함께 연근해에 해 획득된 데

이터를 검토하며 수산물의 안 성을 공식 으로 확인하는 장으로서 ‘수

산식품 문가 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연합뉴스,2013c).해양수산부

장 윤진숙이 2013년 10월 부산에 치한 국립수산과학원을 직 방문

하여 일본산 방사능이 국내산 수산물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직 보고

받고 국내산 수산물의 안 성 확보를 당부한 것은 방사능 수산물 리에

서 국립수산과학원이 하게 된 치와 역할을 단 으로 보여 다

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사라져있었다.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의 국내산 수산

물 방사능 검사는 최근까지도 매달 꾸 히 진행되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홈페

이지(http://www.nfrdi.re.kr/bbs?id=monitoring&flag=lis&sc=&sv=&cPage=1) 참

조 (2015년 11월 8일 최종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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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2013).

흥미로운 은 이와 같은 국립수산과학원이 하게 된 새로운

역할이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닌 기 고유의 목표 측면에서는 다소 이질

인 것이었으며,그와 같은 역할의 계기와 자원이 된 한국 해양에 한

데이터들 역시 험과 우려의 리보다는 기 의 고유한 목표 하에서 생

산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국립수산과학원은 복 이후인 1949년 상공

부 소속의 ‘앙수산시험장’으로 출범한 뒤 2002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으

로 개칭되었으며,2008년 소속되어 있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

가 분리된 뒤 2013년부터 지 까지 해양수산부 산하 기 으로 운 되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은 공식 으로 ‘수산에 한 조사·시험·연구,수산

생물 방역,수산 식물 품종 리 수산 기술지도·보 지원’이라는 기

치 아래,어업 자원,양식 연구,생명 자원,해양·어장환경,수산물 안

정보로 나뉜 세부 분야에서 수산 자원의 리와 가치 창출을 해 수산

생물과 해양 환경의 조사·연구 기술 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 이

다.33)즉,양식 산업과 수산물 어획에 유용한 해양 정보를 획득하고 유용

한 어업·생명 자원의 연구 개발을 통해 수산업에서의 총체 인 생산력과

이윤의 창출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립수산과학원의 가장 요한 활동인

것이다.국립수산과학원에 부여된 이 같은 본래의 임무와 정체성은 국립

수산과학원이 자체 으로 선정한 ‘2014년 10 우수 연구 성과’내역에서

단 으로 확인된다.총 6가지가 ‘차세 양식 기술을 선도하기 한 수산

기술 개발 보 분야’에서 선정된 이 10 우수 연구 성과들은 한국의

‘수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창출로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종합 으로 망과 기 속에서 선정되었다(국립수산

과학원,2014b).이 같은 자평과 기 들은 궁극 으로 수산업에서의 가치

창출 증 를 한 조사·연구 활동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주요한 활동 목

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방사능 수산물 리에 여하게 된 계기 던

한국 연근해 해류의 움직임에 한 정보와 지식들의 획득 생산은 이

3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소개 (http://www.nfrdi.re.kr/page?id=abo_func_01)참

조 (2015년 8월 24일 최종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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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립수산과학원의 본래의 정체성과 목 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진 것이었다.서 상이 소속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의

주요 업무들에는 한국해양자료센터(KODC) 실시간 양식어장정보시스

템 운 · 리,해양환경 변동 수산피해에 한 종합상황실 운 (유해

생물,이상 해어황34),패류독소 등 포함),해어황 보시스템 개발 응

용 연구 등과 같은 수산업을 보조·지원을 목 으로 하는 작업이 포함되

어있다.35)한국 연근해 해류의 흐름을 악하는 근거로 사용된 랑스

AVISO 성의 해수 고도차 자료,미국 해양 기청의 해수 온도 정보,

직 아고르 로트를 이용해 획득한 연근해 해류의 궤 에 련된 정보

들은 모두 이 같은 수산업의 보조·지원의 목 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

립수산과학원에서 활용되어왔다.미국 해양 기청의 한국 연근해 수온

정보는 1987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신하기 시작했으며,그 시작은

국립수산과학원이 ‘과학 해양수산 정책과 수산업 발 에 기여’할 목

으로 2006년 구축한 동북아 해양 성 상 데이터베이스 수집의 일환이었

다(국립수산과학원,2006;뉴시스,2006).국립수산과학원은 어업 생산량,

조의 발생 여부 측 등에 이 정보를 활용했으며(국립수산과학원,

2012),2015년에는 25년간 축 된 정보를 묶어 ‘성에서 본 우리 바다’

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서 상은 언론을 통해 이 책자가 “연근해

어장형성해역탐색,양식장 지 악,해양기후변화연구,수산자원의 변동

연구 등에 긴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했다(국립수산과학원,2015b).

AVISO 성의 해수 고도차 정보를 통한 연근해 해류 추정 정보는

2014년 9월 미국 해양 기청의 성 자료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의 한

국 연근해의 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이용되었으며(국립수산과학

34)바닷물의 온도나 비 ,염분, 도,흐르는 속도 따 바다의 여러 가지 물리

형편을 뜻하는 해황,어떤 어장( 場)에서의 고기잡이의 상황.물고기의 종류,크

기,어획량 따 의 변동 상태를 뜻하는 어황을 합친 단어이다.

35)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조직 소개

(http://www.nfrdi.re.kr/Organization?id=org_list&seq_no=141&org_cd=A000&dept

_cd=1192270&cont_gubun=nfrdi&div_nm=%B1%B9%B8%B3%BC%F6%BB%EA

%B0%FA%C7%D0%BF%F8%20%BC%F6%BB%EA%C7%D8%BE%E7%C1%BE

%C7%D5%C1%A4%BA%B8%B0%FA&jid=org_orga_01)참조 (2015년 8월 24일

최종 속).



-47-

원,2014a),아고르 사업 역시 국립수산과학원이 한국해양연구원에 소속

되어있던 2000년 반부터 수온변동의 악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

리와 원양어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조 등의 해양 사고에 응하기

한 정보 획득,해양투기장과 해양목장 주변 해양에 한 해양 보 자

료 획득 등의 기 를 업고 시작된 것이었다(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2002).

2013년 9월 이후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의 변화를 면 히 검

토할 경우,국립수산과학원이 리에 요한 행 자로 부상하고 지식을

제공하는 과정이 과학 역에서의 순수한 지식 제공과 정책 역의 선택

이라는 단편 인 설명 틀로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한 맥락 속에서 개된

일이었음이 드러난다.국립수산과학원은 2013년 9월 이후 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를 지탱하는 요한 기 으로 부상했다.그러나 그것은 ‘도쿄

력 충격’이라는 외부의 사건을 기존의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이 상

쇄해내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거세진 시민 사회의 비 과 수산

시장의 침체는 방사능 수산물 리의 을 국내 연근해의 바다와 수산

물을 일본의 그것과 구획 짓는 문제로 변모시켰다.국립수산과학원은 이

와 같은 사회 내 요구에 부응하여 기 내에서 확보·생산된 데이터들을

구획의 근거로 보도자료나 컨퍼런스,기 홈페이지와 같은 여러 장에서

가시화시켰다.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은 방사능 수산물

리와 다른 맥락에서 생산하고 확보한 해류의 흐름에 한 데이터들

을 능동 으로 동원하여 구획 짓기 지식 생산 활동을 수행했다.이후 국

립수산과학원은 그와 같은 구획 짓기 지식을 자원으로 삼으며 방사능 수

산물에 한 우려를 직 으로 해소하는 장이자 리의 추 인 기

으로 부상해나갔다.

이 같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활동은 공공 행정 조직 과학 자문

기 의 행 자들이 자신들과 소속 단체의 명성과 권 를 획득하기 해

수행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들을 상기시킨다.과학기술학자들이 지 해왔

듯이 사회 쟁 이 된 과학 사안에 한 과학 견해는 많은 경우 그

자체로 권 있는 지식으로서의 지 를 가지지 못하며,이는 과학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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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 자문을 제공한 기 의 권 에 해서도 마찬가지이다.자문 기 의

과학자들은 어떤 경우는 자신들의 권 와 신뢰를 만들기 해 특정 정보

를 숨기거나 가시화했으며(Hilgartner,2000),자문을 한 보고서가 출

된 뒤 그것이 수용되도록 하기 한 수사 (rhetorical)작업을 펼침과

동시에 자문 기 을 정치·사회 역과 경계 짓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자신들의 작업물과 자문 기 의 권 를 확보하려했다(Bijker& Bal&

Hendricks,2009).이 같은 노력들은 특정한 정책 사안에 한 해결 능

력이 해당 조직에 보유되어 있음을 보이며 행정 조직의 명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Carpenter,2001).정 훈 원장의 취임 직후

행보로부터 시작된 국립수산과학원과 기 내 행 자들의 실천 역시,시

민 사회 내 부정 여론의 심화와 새로운 정책 조치의 등장이라는 맥

락의 변 속에서 기 내 가용 자원들을 능동 으로 동원하며 방사능

수산물 리 기 으로서의 명성을 획득해 나간 권 만들기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는 곧 카펜터가 지 한 바 있는,공공 행정에 여하

는 조직이 지닐 수 있는 네 가지 명성 수행 명성과 기술 명성을

정부 기 과 시민들로부터 새롭게 확보해 나가려 한 모습이기도 하다

(Carpenter,2010).

이상의 내용은 험의 규제, 리와 같은 과학 정책의 추진 과정

에서 이 까지는 해당 사안에 크게 여하지 않던 새로운 조직이 부상하

고 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하나의 동학(dynamics)을 보여 다.국립

수산과학원이 방사능 수산물 리 기 으로 부상하는 과정에는 사회 내

에 형성된 여론과 새로운 정책에 부응하여 기 내에서 형성된 지식을

자원으로 동원하는 실천들이 수반되었으며,수산업의 발 이라는 기 의

고유한 목 하에서 확보되어 왔던 해류의 흐름에 련된 데이터들은 그

와 같은 동원의 요한 상이었다.기 고유의 특정한 목 하에서 확

보·생산된 데이터와 지식이 본래의 것과는 다른 목 으로 활용되는 이

같은 모습은 기 의 격한 역할과 상 변화로부터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이 게 다른 의제와 목 하에서 수집된 데이터

들을 기반으로 한 국립수산과학원의 ‘구획 짓기’지식은 실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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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얼마나 성공 으로 방사능 수산물 리라는 목 에 부합했을까?특

정한 목 에서 생산된 지식이 다른 맥락에서 활용될 경우 일어날 수 있

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다음 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방사능

수산물의 리를 겨냥하며 생산해 낸 다른 ‘구획 짓기’지식인 『수입

어종 분류기술서』의 발간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본다.이를 통해 국립

수산과학원이 기 고유의 목 에서 형성된 지식을 ‘구획 짓기’의 도구로

내세우며 방사능 수산물 리에 필요한 기 으로서의 권 를 만들어나가

는 활동을 계속하려 했으나,그 결과가 그리 성공 이지 못했다는 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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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구획 짓기’지식에 담긴 두 목 :『수입어종 분류기술서』

5.1.수산물 별 도구로서의 『기술서』

2013년 9월을 후로 국립수산과학원은 기 에서 확보·생산된

한국 연근해에 한 데이터와 지식으로 새로운 방사능 수산물 규제 방안

을 뒷받침하기 시작했다.그리고 이를 기 으로 방사능 수산물 리를

목 으로 한 활동을 다양한 장에서 극 으로 수행,한국의 방사능 수

산물 리에서 단순한 지식 제공 기 이상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수산

물의 원산지 둔갑 문제는 이 같은 역할 수행의 과정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이 여한 하나의 방사능 수산물 련 쟁 이었다.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수산물이

리해야 할 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부상한 이래,방사능 수산물 리

기 들이 지속 으로 해결을 시도했던 문제 다.일본산 수산물의 원산

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원산지 둔갑 행 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4월부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나 경찰의 특별 단속반들에 발각

되고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다(SBS,2011b; 이낸셜뉴스,2011).이에

한국 정부는 추석을 앞둔 2011년 8월,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9개 검역

검사소·사무소와 해양경찰청 13개 지방 경찰청 64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조직,보도자료의 표 에 따르면 ‘처음으로 이루어진’규모의

합동 단속을 수행했다(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2011b).그리고 이와 같은

규모의 특별 단속은 명 과 같은 수산물의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마다,

형유통업체, 통·도매시장,활어 매 사업장 등을 상으로 해당 시

기의 수산물 검역 검사 기 을 심으로 지속 으로 실시되었다(농림수

산식품부,2011f;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2012a;2012b;2012c;해양수산

부,2013a).이 때 단속을 알리는 검사 기 들은 이 같은 규모 단속의

상이 일본산 수산물임을 명시했으며,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이

각 기 들에 의해 철 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기 치 이하의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을 안 한 것으로 내세우며 동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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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겨냥해 단속을 수행한 이 인

정부 기 의 태도는 기 치 이하의 방사능 수산물에 한 당시의 리

논리가 신뢰성을 획득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한 문제 제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산물의 원산지에 한 신뢰

마 깨진다면 국내 유통 수산물 체에 한 불신과 소비 하가 래

될 수 있었으며,정부 기 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3년 ‘도쿄 력충격’당시 ‘미량’의 방사성 물질과 수산

물의 원산지 둔갑은 동시에 시민 사회의 문제 제기 상으로 쟁 화되었

다.2013년 9월 6일의 특별 조치 국내산 식품에 한 방사능 검사기

을 일본산 식품 용 기 으로 변경하여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세 번째 방침은 수산물의 원

산지 둔갑 가능성에 해 형성된 문제 제기에 한 직 인 응이었

다.그러나 이와 같은 방침의 수립에도 이후에도 국립수산물품질 리원

이나 경찰 측의 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계속 이어졌다(이데일리,2014;국

제뉴스,2015).이는 특별 조치에서 이루어진 책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이 여 히 정부 측에게 요한 경계의 상

으로 남아있었음을 의미한다.

『수입어종 분류기술서』(이하 『기술서』)는 이와 같이 원산지

둔갑이 방사능 수산물 리에서 요한 쟁 이 된 시기에 기획,발간되

었다.2014년 2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된 『기술서』는 2013년부터

2014까지 국립수산과학원 략양식연구소 생명공학과가 부경 학교 자원

생물학과와 력하여 수행한,<수산 유 자원의 분석 보존 활용>의

세부 사업의 결과물로 발간되었다.이 세부 사업은 2013년 <수입 수산생

명자원 확보·분류 유 정보 탐색>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이 때

수입 수산물 체에 해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다.이 사업은

이듬해인 2014년에 사업명이 <수입수산물 확보·분류 유 정보 탐

색>(이하 <탐색 사업>)으로 변경되었고,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는

2013년의 <탐색 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류’에 한정하여 연구를

실시,한국으로 수입되는 수입어류 84종에 한 정보를 담은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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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간했다(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2013;2014;국립수산과학원 &

부경 학교,2015,4쪽).국립수산과학원은 이 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수

입 어종에 한 정보를 담은 『원양어류도감』을 어업자원부 해외자원과

의 주 아래 1999년과 2010년에 발간한 바가 있으며,형태 특성을 기

으로 분류가 이루어진 이 도감들에 수록된 어종의 수는 각각 551종,

751종이었다(국립수산과학원 & 부경 학교,2015,8쪽).그러나 『기술

서』는 국내에서는 최 로 한국에 수입되는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을

형태 특성뿐만 아니라 유 자 분석 정보를 이용하여 비교 분류하고

있다는 에서 이 까지의 도감과는 차별 을 지녔다(국립수산과학원,

2015a).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 로 유 자 분석 정보를 통해 수입 수산

물을 국내산 수산물과 비교 분류했다는 이 특성은 발간에 여한 행 자

들로 하여 『기술서』에 한 가지 의미와 기 를 부여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기술서』가 수산물의 반입과 단속의 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

게 수입 어류의 종과 원산지를 별하는데 활용됨으로써 종과 원산지에

한 우려와 심,수산물의 안 성에 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

것이라는 망이었다.『기술서』의 첫 페이지에 실린 정 훈 원장의 발

간사는 이를 아주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36)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수입 수산물에 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상당한 양이 수입되고 있으며 (...)그러나,이들의 정확한 종

명이나 원산지명이 불확실한 경우가 매우 많아 심각한 문제로 두

되고 있습니다.특히,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수입수산

물에 한 국민 심도가 증하고 있어 이에 한 체계 인 조사

연구가 매우 시 하다고 단됩니다.(...)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

원양어류도감(국립수산과학원,2010)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수입수산물의 종류가 증하고 수입국도 다변화됨에 따라 수입

종에 한 보다 상세한 분류,유 생태 정보가 실히 필요하게

36)정 훈 원장의 발간사는 퇴임하기 하루 인 2014년 12월 30일 쓰 다(국립수산

과학원 & 부경 학교,20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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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집은 (...)수입되고 있는 어종의 유 정보,형태정보

를 국내산 는 외국산의 유사종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상세히 수록

함으로써 수입어종의 국내 반입시 종 원산지 별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히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 부경 학교,2015,3쪽)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정 훈은 발간사에서 『기술서』의 연구 배경

으로 종과 원산지의 불확실함이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그에 한 국민

심도가 증 되고 있는 상황을 꼽고 있으며,『기술서』가 이 의 도감

과는 달리 형태 정보뿐만 아니라 유 정보를 이용해 수입 어종을 국내

산 외국산 유사종과 비교함으로써 국내에 반입되는 수입어종의 종과

원산지 별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밝히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망하고 있다.즉,정 훈은 『기술서』가 어류의 반입 단계에서의

종과 원산지의 불분명을 바로잡음으로써 그에 련된 불안감 섞인 심

을 해소해 것이라는 기 를 발간사를 통해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기술서』의 발간을 알리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역시 유사한 기 와 의미를 『기술서』에 부여했다.보도자료는 『기술

서』가 한국에 수입되는 주요 어류를 형태 분류 ‘뿐만 아니라’유 정보

에 의한 정확한 종 분류 기 을 정리했으며,수입 어류의 정확한 종명과

원산지를 확인 해 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 을 확보하도록 해

것임을 명확히 했다.『기술서』가 세청과 국립수산물품질 리원과 같

은 수산물 수입과 단속을 맡고 있는 기 에 배포될 것이라는 한 보

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이는 국민 식생활의 안 이 그와 같은 원

산지와 종 단속, 별 장에서의 활용을 통해 획득되리라는 을 국립

수산과학원이 피력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보도자료의 말미에는 『기

술서』의 발간을 총 한 생명공학과 강정하 박사의 망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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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과 강정하 박사는 “본 기술서는 수입어종의 정확한 종명,유

정보와 형태정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국내에

반입되는 종의 원산지 별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밝힐 수 있게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2015a)

『기술서』의 배포 장소가 단속과 별의 장이라는 과 함께 언 된

이 같은 기 는 수입 어류의 유 정보가 형태 정보와 함께 수록된 『기

술서』가 장에서의 원산지 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수행할 도구가

되리라는 메시지를 달하고 있다.

『기술서』에 수록된 연구 개요의 ‘연구배경’항목에서 제시된

연구의 목 과 필요성에서도 그와 같은 기 들이 발견된다.『기술서』

의 ‘연구배경’은 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신고된 수입

수산물의 종이나 원산지 명이 실제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유통

시 종명과 원산지가 둔갑되는 경우가 빈번함을 지 하며,그와 같은 상

황에 극 으로 응하기 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연구의 필

요성으로 꼽았다.이에 따라 『기술서』의 연구 목 은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어류의 정확한 분류와 한국명의 부여로 수입어류에 한 국민 신

뢰도를 정립하고,검사 본부와 세 과 같은 련 기 이 수입어류를 신

속하고 정확하게 동정하는 것으로 서술되었다(국립수산과학원 & 부경

학교,2015,8쪽).

이처럼 『기술서』는 발간과 동시에 발간에 련된 행 자들로

부터 어느 정도 일 된 기 와 의미를 부여받았다.『기술서』는 수산물

의 형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 정보까지를 포함한 수산물 분류

작업의 결과물이었다.이러한 『기술서』의 특성은 그것이 이 보다 더

욱 신속하고 정확한 종 원산지의 분류와 별을 가능하게 해 도구

로 내세워지는 근거가 되었다.발간 주체들은 『기술서』 연구의 필요

배경으로 수산물의 원산지와 종의 불분명 문제에 해 형성된 우려,국

민 심을 꼽았고,이 때문에 이 도구가 활용될 장소는 세청이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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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수산물품질 리원과 같은 반입과 유통 장에서 수산물의 종·원산지의

잘못된 표기나 둔갑을 단속하는 기 들이었다.

그리고 이는 2013년 9월 이후 방사능 수산물 리에 극 으로

여한 국립수산과학원의 활동 모습과 연속성을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해양 수산 자원의 조사와 확보,개발,이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던 국립수산과학원은 2013년 9월을 후로 하여 기

내에서 확보·생산된 지식을 통해 국내 해양과 수산물을 일본의 그것

과 구획 짓는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으며,그것을 기 으로 방사능 수

산물에 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

기 시작했다.『기술서』는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어류의 형태 특성

과 유 정보를 이용해 수입 어종을 국내산 수산물 외국 유사종과

비교,정리함으로써,방사능 수산물과 련되어 형성된 우려 한가지

던 수산물 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도구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해 내

세워졌다.정 훈 원장은 발간사에 ‘일본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수입

수산물에 한 국민 심도가 증’하고 있는 상황을 연구의 필요성으로

언 하며,2013년 9월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게 된 방사능 수산

물 리의 맥락에 『기술서』를 치시켰다.즉,국립수산과학원이 『기

술서』에 부여한 의의와 목 은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수입수산물에

한 국민 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산 수산물과 수입되어 들어오는

수산물들의 종과 원산지의 구획을 명확히 하는데 이용함으로써,방사능

수산물 리 기 들이 직면한 원산지 둔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는 2013년 9월을 후로 국립수산과학원이 방사능 수산물 리 기 으

로서의 권 만들기 활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게 국립수산과학원은 한 번 지식의 생산과 함께 방사능

수산물 리 방식을 뒷받침하는 기 으로서 모습을 드러냈다.그러나

『기술서』가 등장하게 된 맥락과 『기술서』의 내용에 해 면 히 검

토해 볼 경우,그처럼 공식 으로 내세워진 것과는 다른 의의와 목 이

『기술서』에 담겨 있음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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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기술서』에 담긴 수산생명자원 리 기획

앞의 소 에서 언 했듯이,『기술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

학과의 <수산 유 자원의 분석 보존 활용>의 세부 과제로 2013년부

터 진행된 <수입 수산생명자원 확보·분류 유 정보 탐색>사업과 뒤

이은 <수입수산물 확보·분류 유 정보 탐색> 사업을 거치며 발간되

었다.두 ‘탐색 사업’의 기획 단계 시기의 련 자료들을 살펴보는 것은

‘탐색 사업’이 어떠한 목 과 기 속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악하는데

도움을 다.생명공학과는 2012년 11월,다음해에 진행할 <수산 유 자

원의 분석 보존 활용> 사업의 ‘연구 과제 보고’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했다.이 ‘연구 과제 보고’에는 해당 사업의 연구 목표와 세부 인

연구 내용,연구를 통해 얻을 것으로 상되는 기 효과가 개조식으로

수록되었다.2013년의 연구 목표에는 ‘수산생명자원 확보·분류 유 정

보 탐색’이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개 인 연구의 내용과 련된 기

효과들 역시 수록되었다. 한 생명공학과는 2013년 2월,사업을 시작하

기에 앞서 ‘탐색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 운 지원과에 제

출했다.‘제안요청서’에는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기 효과,목표,

략,일정 등이 ‘연구 과제 보고’에 비해 구체 으로 기술되었다.

이 자료들은 ‘탐색 사업’의 최종 인 목표가 단 한 번도 장에

서의 정확한 수산물 별이나 원산지에 해 형성된 불안의 해소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을 확인시켜 다.2013년의 ‘연구 과제 보고’에서 ‘탐

색 사업’을 통해 수행할 연구 내용으로 내세워진 것은 주요 수입 수산물

의 품종별·수입국별 정보 확보,분류 체계별 수입 수산물의 분류와 종

동정,주요 수입 수산물의 특성 자료집의 제공이었다.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탐색 사업’이 획득하고자 한 것은 발간 당시 『기술서』에 부여되

었던 의의인 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별이 아니었다.‘연구 과제

보고’에서 수입 수산물에 한 정보를 악하는 작업과 연 된 기 효

과는 두 가지 는데,한 가지는 ‘국내종 외래종에 한 유 학 특성

악으로 국내 고유종의 종 보존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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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다른 한 가지는 ‘수산 유 자원에 한 국제 약 국제 교류 시

국제법과 련한 응 략 수립’하는 것이었다.37)즉,최 의 기획 단계

에서 『기술서』는 수산물의 유 학 정보를 확보하고 축 하기 한

것이었다.

‘탐색 사업’의 연구 배경과 목표가 좀 더 구체 으로 서술된 ‘제

안요청서’에서도 이 같은 사정은 비슷했다.‘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항목은 많은 부분에서 『기술서』의 연구 필요성과

동일했다.수산생물의 종과 원산지 정이 요한 이슈로 두됨에도 불

구하고 종과 원산지가 국내 유통시 둔갑되거나 다르게 표시되어 거래되

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동일한 종명으로 수

입된 수산물의 종과 원산지를 정확히 별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등은 ‘제안요청서’단계에서부터 꼽아진 사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었다(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2013).그러나 ‘제안요청서’가

‘탐색사업’을 통해 그와 같은 우려들을 해소함으로써 얻고자 한 최종 인

기 효과나 사업의 목표는 결코 장에서의 유용성이 아니었다.생명공

학과는 제안서에 서술한 사업 개요에서 탐색 사업이 수산생물자원의 유

자분석을 수행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이를 자료집으로 발간함으로

써,종·원산지를 별함과 동시에 획득된 수산물 유 자원의 특성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함을 분명히 했다.즉,자료집의 발

간의 최종 인 목표로 꼽아진 것은 수산물 유 자원이라는 수산생명자원

의 특성 활용이었던 것이다.수산생명자원의 리 혹은 활용에 집 된

이와 같은 은 제안서의 ‘사업추진 방안’항목에서 제시된 사업의 추

진목표와 추진 략에서 더욱 분명하게 발견된다.

2.사업추진 방안

가.추진목표

○ 주요 수입수산물의 품종별/도입국별 정보를 DB화하고,분류체

계별,형태 ,생물학 특성 악 종 별 유 자 바코드화를 통

37)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nfrdi.re.kr/rsh/index.jsp?type=1

(2015년 3월 19일 최종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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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내외 수산생명자원의 체계 리를 하고자 함

나.추진 략

○ 최근 3년 (2010-2012)간의 수입수산물의 통계자료를 통해 주요

수입수산물별 생명자원을 확보하여,종 원산지를 분류학 ,유

학 으로 특성을 악하고,이를 자료화 정보화하여 국내외 수

산생명자원을 체계 으로 리함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2013,강조는 필자)

『기술서』 기획의 이 장에서의 수산물 별 보조가 아닌

국내외 수산물의 유 학 특성 악,국내 고유종의 종 보존 기 자료

확보,국내외 수산생명자원의 체계 리에 맞춰진 이 같은 상황은

『기술서』의 발간으로 이어진 ‘탐색 사업’을 국립수산과학원 략양식연

구소 생명공학과에서 추진된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매우 자연스럽게 이

해된다.1995년 생물다양성 약에 가입한 이후,한국 사회에는 생명자원

을 리하기 한 제도와 법령들이 제정되기 시작했다.38)생물다양성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리 활용에 한 법률,산림자원법,농수산생

명자원의 보존- 리에 한 법률,해양생명자원의 확보- 리 이용 등

에 한 법령이 등장하고 련 제도들이 정비되는 상황에서,국립수산과

학원 산하 남해수산연구소에 소속되어있던 생명공학연구단은 2004년

략양식연구소로 소속을 옮기고 생명공학과로 개편되었다.이때부터 생명

공학과는 유용한 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가치를 창출해 내려

38)생물다양성 약에서 핵심 인 사안 하나는 생물다양성의 보유 주체인 국가의

생물다양성 유 자원의 보유 정도와 정치경제 능력 사이의 불균등함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합리한 자원의 이동을 방지하는 것이었다.타국의 생물유 자

원에 근시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는 사 통보승인제도,유 자원으로 획득될

이익의 공유를 한 상호합의조건을 국가 간 체결해야한다는 상호합의조건과 같

은 지침들이 생물다양성 약의 짐 체제에 포함된 것은 그와 같은 불평등의 방

지를 해서 다(김태규 외,2003).이러한 지침들로 인해 유 자원의 가치와 그

것의 국가 확보 필요성에 한 인식이 세계 으로 증 했으며,이는 미국과

일본,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20세기 후반부터 자국의 유 자원을 확보하고 리

하기 한 정책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조순로 외,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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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들을 본격 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기술서』 발간 사업의

신인 2009년 <수산생물의 유 자은행 운 정보 리> 사업의 연구

보고서에는 생명공학과가 일련의 사업을 통해 추구하려 한 목 이 명시

으로 언 되었다.

(...)이에,우리나라의 고유종,양식 상종 국내에 반입된 외국종

에 한 유 자의 분석과 아울러 유 특징을 악함으로써 종의

보존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되는 외국 품종의 무분별한 도입에 의

한 고유종과의 유 혼란을 사 에 차단할 수가 있으며,고유종의

지속 인 생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한 실이다.

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희귀종 담

수어종등의 안정 인 보존을 해 유 자분석 유 자의 보존이야

말로 우리나라 유 자원에 한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한 (...)지난 1997년부터 수입 수산물의 면

개방으로 수산업계 체에 심각한 불안감 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고유종을 이용한 종 보존 유 자원 보존의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새로운 양식 상 품종의 개발과 유용 유존

자원의 확보는 양식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우리나라 고유 품종

에 한 질 인 우수성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시 하며 실한 실정

이며 (...)

(국립수산과학원,2010)

이상의 내용들을 ‘탐색 사업’이 수산생명자원의 리라는 생명공

학과의 사업 의제의 실 을 해 시작된 기획이며,그것이 궁극 으로는

수산업에서의 가치 창출이라는 국립수산과학원 고유의 목 에 부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다.기획 단계에서 『기술서』에 기 된 가치와

의의는 생명공학과의 요한 연구 어젠다 던 ‘수산생명자원의 획득과

가치 창출’과 깊이 공명하는 모습을 보 으며,이는 수산생명자원의 『기

술서』의 발간 목 을 수산생명자원의 리로 재조명되게 만든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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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와 같은 생명공학과 자체의 의제와 목 ,필요는 『기술서』 발간

당시의 련 보도자료나 『기술서』에 서술된 그것의 연구 의의 항목에

서 자취를 감추었다. 신에 『기술서』는 ‘장에서의 활용을 통한 사회

우려의 해소’라는 정책 유용성을 지닌 과학 결과물로 발간을 둘

러싼 서술 속에서 부각되었다.국립수산과학원이 『기술서』를 방사능

수산물 리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으로 내세우는 과정에서,그것 본래

의 발간 목 이 감추어져버린 것이다.

그 다면 실제 『기술서』에서 획득된 것은 무엇일까?다음 소

에서는 『기술서』에 수록된 정보를 면 히 살핌으로써 『기술서』의

내용이 기획 단계에서의 목 의 달성에 이 맞추어져있으며,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별해내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5.3.엇갈린 『기술서』의 두 목

『기술서』의 ‘연구 방법’항목에는 『기술서』의 발간을 해

이루어진 작업의 차들이 상세히 소개되어있다.이에 따르면 연구 과정

에서 가장 먼 수행된 작업은 수입 어류의 표본 제작과 형태 분석이었

다.연구자들은 먼 수입 어류를 품종별로 구입하여 10개체 이상씩을

확보하고,각 품종과 비교 상이 될 몇 가지 유사 어류들도 종당 1개체

씩을 확보했다.확보된 어류들에서는 유 자 분석을 해 체측 근육이

일부 출되었으며,이후 포르말린과 알콜 처리를 거쳐 표본으로 제작되

었다.제작된 표본을 촬 하여 사진을 확보한 뒤,연구자들은 표본에

한 본격 인 형태 분석을 수행했다.형태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들은

지느러미를 비롯한 각 부 의 길이 해당 종의 식별에 필요한 계측 형

질을 1mm 단 까지 측정,기록하 으며,유사종과 비교할 외부 형태의

식별 형질 한 개체별로 조사했다.조사가 완료된 표본은 구입 시 기재

되어있던 원산지 어종명과 함께 데이터베이스화되었다.이와 같은 형

태 분석 이후에는 어류의 유 자 분석이 이루어졌다.연구자들은 어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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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보한 체측 근육에서 TotalDNA를 추출한 뒤,mtDNA의 COI 역

을 증폭시킨 뒤 시 싱함으로써 해당 종의 염기서열을 독,정렬시켰다

이 결과 연구자들은 4가지 염기 요소인 아데닌,티민,구아닌,사이토신

으로 이루어진 어류의 염기 서열을 획득하게 되며,각 염기 요소의 첫

자인 A,T,G,C의 조합의 형태로 변환하여 서열 정보를 정리했다.이

후에는 각 수입 어류에 한 문헌 조사를 통해 수입 어류의 분포,서식,

산란,식성 등에 한 정보를 조사하고,획득한 정보들을 국내 종의 정보

와 비교 분석했다(국립수산과학원 & 부경 학교,2015,11~14쪽).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획득된 각각의 어종들에 한 정보는 『기

술서』의 본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제시되어있으며,제시의 방식은 아

래 <그림 12>,<그림 13>과 같다.좌측 페이지의 상단에는 조사 상이

된 수입 어류의 표본 사진과 함께 해당 어종의 학명과 발견자,발견 연

도,국명,해당 종이 속한 목과 과에 한 정보가 치한다.그 아래에는

해당 표본을 구입할 때 기록했던 수입시의 명칭과 원산지가 제시되어있

으며,형태 분석 과정에서 획득된 어종의 형태학 특징이 그 아래에 상

세하게 기술되어있다.오른쪽 페이지의 상단은 표본 어종과 유사종을 사

진과 설명으로 비교하는 공간으로 할애되었다.오른쪽 페이지의 아래쪽

에는 해당 표본과 표본의 종으로 명된 종간의 유 거리,다른 유사

종과의 유 거리가 제공되며,가장 아래쪽에는 유 자 등록번호와 함

께 해당 표본의 유 정보를 유사종 혹은 동종과 비교한 내용이 서술되

었다(국립수산과학원 & 부경 학교,20~21쪽).39)

39)<그림 12>가 좌측 페이지,<그림 13>이 우측 페이지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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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기술서』 속 태평양먹장어의 정보이다.국립수산과학원 &

부경 학교,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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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기술서』 속 태평양먹장어의 정보이다.국립수산과학원 &

부경 학교,21쪽.

그 다면 『기술서』에 실려 있는 이 같은 정보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원산지 별은 어떤 것일까?『기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

류의 산지에 한 정보는 왼쪽 페이지의 ‘원산지’와 ‘분포’항목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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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이 때 ‘원산지’는 해당 샘 들을 구입했을 시 매처에서 기록한

샘 의 수입국으로,『기술서』를 이용해 다른 어류의 원산지를 별하

는 데에는 불필요한 정보이다.따라서 『기술서』에서 별의 상이 되

는 어류의 원산지를 악하는데 쓰일 수 있는 정보는 ‘분포’항목뿐이다.

이 때 ‘분포’항목의 정보는 해당 어류에 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악

한 것으로,검사의 상이 된 어종에 해 일반 으로 알려진 분포지이

다.즉,『기술서』를 통해서는 해당 어류의 종 차원에서의 원산지만이

악될 수 있었다.그리고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기술서』를 ‘구획 짓

기’지식으로 내세우게 된 계기인 국내산 둔갑 일본산 어류의 원산지

별이 국내산으로는 어획되지 않는 어종으로만 제한됨을 의미한다.『기

술서』를 이용해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으로의 둔갑을 별하는 일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천명한 것과는 달리 큰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면 『기술서』의 발간을 통해 생산된 지식은 어떤 것일

까?『기술서』 체를 놓고 봤을 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기술

서』에 수록된 84종의 수입 어류 학명과 국명이 수입될 당시의 명칭

과 다르게 결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이다. <그림 12>의

Eptatretusstoutii의 경우를 보자.이 어종의 경우 표본들은 ‘먹장어’라는

이름으로 수입이 되었으나 최종 으로 『기술서』에서는 Eptatretus

stoutii로 종명이 바로잡아졌다.그리고 해당 종을 지칭하는 한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이 종에는 ‘태평양먹장어’라는 새로운 한국명이 부여되었

다.‘태평양먹장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이 꾀장어과의 어종은

실제의 먹장어,Eptatretusburgeri와 형태 특성이 비교되었으며,그

결과 둘을 구분할 형태 특성이 『기술서』의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수

록되었다.『기술서』에 수록된 84종의 어류 19종을 제외한 65종의

어류가 ‘태평양먹장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입시의 명칭과는 다른 학

명과 이름을 부여받았으며,이 34종이 새로운 한국명을 부여받았다

(국립수산과학원 & 부경 학교,2015,20~21쪽).

표본 제작 과정에서 어류 체측 근육 mtDNA의 COI 역 분석을

통해 획득한 각 어류의 유 정보는 그와 같은 수입 어류의 종명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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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 한 자원이었다.mtDNA의 COI 역은 2003년 캐나다 궬 학

의 폴 허버트(PaulHebert)박사의 연구 에 의해 처음으로 종의 식별을

한 시 싱의 상으로 제안되었다.허버트 이 COI 역을 종식별을

한 시 싱의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그 역의 길이가 시 싱을 하는

시간을 약할 수 있을 만큼 짧으면서도 종식별을 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그 역의 변이가 종 내의 개체들 사이에 비해 종 간 개체들 사이에

서의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종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유리한 이

있기 때문이었다(Waterton& Ellis& Wynne,2013,pp.16-17).허버트

는 이러한 장 을 지니는 COI 역에 한 지구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된다면,그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어 있는 종의 식별은

COI 역을 시 싱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마치 바코드를 듯이-수행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Herbertetal.,2003).워터튼 등에 의하면 COI

역은 BOLI(TheBarcodeofLifeInitiative)나 CBOL(TheConsortium

fortheBarcodeofLife)과 같은 국제 인 ‘DNA 바코딩’사업단의 활동

속에서 생물 종 동정의 표 으로 확립되었다(Waterton & Ellis &

Wynne,2013).즉,『기술서』의 발간을 해 수행된 작업은 수집된 어

류 표본의 형태 특성과 해당 어류 종 고유의 종 특이 염기서열의

악이었다.

『기술서』의 연구자들은 이 게 각 수입 어류에 해서 획득된

COI 역의 염기서열을 COI 역을 비롯한 생명 정보의 국제 데이터

베이스인 미국 국가생명공학정보센터(NationalCenterforBiotechnology

Information,NCBI)에 입력하여 해당 어류의 종을 악하고,같은 방법

으로 종을 악한 유사 어종이나 국내산 동일종의 염기서열과 비교하는

작업을 연구 과정에서 수행했다.연구자들은 10여 개체 이상에 한 이

같은 작업을 통해 해당 수입 어류의 형태학 특성과 유 학 종을 연

결 짓고,해당 어류가 유사 어종,국내산 동일종과 유 으로 얼마나 가

깝고 멀리 치해있는지를 확인했다.40)확보가 가능했던 경우에는 수입

당시 수입 어류라고 생각되어진 실제 어종과 해당 수입 어류의 유

40)이 단계의 작업은 『기술서』에 직 으로 서술되어있지 않으며,강정하 박사

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4월11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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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한 이 과정에서 확보되었다.<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문의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는 이 게 획득된 해당 표본과 표본의 종으

로 명된 종간의 유 거리 비교 상이 된 종과의 유 거리가

제공되며,가장 아래쪽에는 종간의 유 유사성 정도에 한 설명이

서술된다.이 같은 과정을 통해 먹장어라는 이름으로 수입되었던 어류는

태평양먹장어라고 이름 붙여진 Eptatretusstoutii와 유 으로 99% 일

치하며 한국산 먹장어와 8.4%의 유 차이를 보인다는 정이 내려졌

고,이에 따라 학명으로 Eptatretusstoutii,한국명으로 태평양먹장어라

는 이름으로 『기술서』에 실리게 된 것이다. 한 이 과정에서 획득된

어류들의 COI염기서열은 NCBI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에 장된다.41)NCBI에 등록된 표본들의 유 자 등록번호 역시 『기술

서』의 우측 페이지에 제공되었다(국립수산과학원 & 부경 학교,2015,

20~21쪽).

이 같은 『기술서』의 내용을 고려해보았을 때,유 자 분석이

동원되며 발간된 『기술서』의 발간 과정에서 획득된 성과 한 가지는

국내로 수입되어 오는 어류의 유 학 종 명칭을 바로잡으며 종의 명칭

과 생김새,형태 특성,해당 종의 유 정보 사이의 연결을 공고히 만

들고,그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었다.그리고

그와 같은 연결 고리의 획득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기술서』가

기획될 당시에 추구되었던 탐색 사업의 목표와 기 효과,즉 생명공학

과가 지녔던 수산생명자원의 리라는 큰 의제에 완벽하게 부합한다.즉

『기술서』의 발간 과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작업은 한국에 수입되어오

는 어류의 생명자원을 확보하여 분류학 ,유 학 특성을 악함으로

써 국내외 수산생명자원을 체계 으로 리할 지식을 축 하고,국내 고

유종의 종 보존 기 자료와 수산 유 자원에 련된 국제 교류에 필

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기술서』 사업을 총 한 강정하 박사의 설명은 『기술서』라

41)국립수산과학원이 운 하는 홈페이지로,홈페이지 명은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과

학정보시스템’이다.(http://portal.nfrdi.re.kr/mbtdb/)(2015년 5월 25일 최종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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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물이 그러한 기획의 일환으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님을 단 으로

보여 과 동시에,『기술서』가 실제 그 기획 아래에서 작업을 하는 생

명공학과의 연구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성과 는지를 좀 더 구체

으로 보여 다.『기술서』 발간의 일차 목표가 실제 장에서의 분

류와 별에 기여하기 한 것이었냐는 필자의 질문에 강정하 박사는 다

음과 같이 답변했다.

일차 인 목표는 꼭 그 지만은 않아요.왜냐면 우리가 일련의 연구

를 했고,이 자료가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료 정리가 필요한

상태 고.일을 한 것을 책으로서 정리를 해보자.그 게 정리를 하

다 보니 수입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겠네.그래서 더 어서 배포

를 하자 그런 거지.이걸 목 으로 하진 않았어요.사실 우리나라에

수입되어오는 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도

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이 과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한거죠.생명자원확보차원에서 한거죠.

(강정하 박사와의 인터뷰,2015년 4월 8일)

강정하 박사의 답변은 『기술서』의 기획이 생명자원확보 차원에서 시작

된 기획이었음을 분명히 해 뿐만 아니라,『기술서』가 수행한 종의

명칭과 형태,유 정보간의 연결을 확보하는 것이 생명자원을 확보하고

리하는 생명공학과의 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는 한

말해 다.‘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료 정리가 필요’했다는 것은 수

입 수산물에 한 정보의 불분명과 불확실이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의 연구자들에게 곤란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 음을 뜻한다.이러한

을 고려한다면,『기술서』의 ‘연구 배경’에서 연구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와 종의 불분명이 가속화되는 황에 한 문제 제

기와 우려는 본디는 수산물을 소비하는 한국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

이 아니라 생명공학과의 에서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은 『기술서』에 담긴 성과가 그것의 기획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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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추구되었던 수산생명자원의 체계 리라는 목 에,나아가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기 고유의 목 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결과물이

라는 을 잘 보여 다.그리고 이는 동시에,『기술서』의 발간 과정에

서 몇 가지 차원의 ‘번역’이 일어났다는 을 말해주고 있다.먼 수입

수산물의 정보 불분명에 한,『기술서』의 기획 단계에서는 확인이 가

능했던 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고 리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에서의 우려

가 『기술서』의 발간 단계에서는 수산물을 별하고 단속하는 장에

한 우려,나아가서는 수산물을 소비하는 한국 국민들의 우려로 새롭게

번역되었다.동시에,원활한 국내외 수산생명자원의 리와 가치 창출이

라는 목 에 부합하는 작업의 도구 던 『기술서』 속 과학 지식인 유

정보는 그와 같은 장에서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 을 지닌 ‘구획 짓

기’를 용이하게 해주는 지식으로 부각되고 내세워졌다.이와 같은 번역들

을 통해 『기술서』가 지녔던 본디의 목 이자 『기술서』에서 실제로

달성된 수산생명자원 리라는 목 은 『기술서』의 발간 당시 련 행

자들의 발화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신 『기술서』는 장에서의

수산물 리라는 국가 정책에 활용되고 수산물의 정보 불분명에 해

형성된 우려를 해소해 도구로서의 목 을 부여받고 한국 사회라는 공

역에 등장했다.규제와 험의 리와는 다른 목 하에서 작동하

던 기 의 격한 역할 자임과 권 만들기 활동은 이처럼 『기술서』의

본디의 목 과 그것의 성과가 가리워지고,불충분하게 달성된 다른 목

이 면에 드러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기술서』에서 실제로 성취된 본래의 목 과 불충분하게 달성

된 목 이 공 역에서 엇갈리게 내세워졌다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 연

근해에 함께 서식하는 어종에 한 유 자 분석 결과에서 분명하게 확인

된다.『기술서』의 발간 과정에서 획득된 유 정보인 COI 역의 염

기 서열은 종간의 차이는 크지만 종 내의 차이는 분석 상 간의 서식

환경이 다르더라도 미미한 종 특이 유 정보이다.이 때문에 『기술

서』에서 분석된 일본산 어류 몇몇은 ‘국내산’동종과 유 으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그려졌다.일본산 멸치는 그 표 인 이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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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에서 분석된 일본산 멸치는 국내 멸치와 유 으로 98% 일치하

는,국내산 멸치와 동종으로 생각되는 상으로 서술되었다(국립수산과

학원 & 부경 학교,2015,47쪽).42)이 같은 서술은 ‘국내산’과 ‘일본산’이

라는 방사능 수산물 리에 여한 행 자들에게 제되어 온 구획을 오

히려 흐려지게 만드는 정보이며,『기술서』가 등장하게 된 맥락과 그것

이 겨냥하고 있는 상이 ‘일본산’수산물이라는 을 고려한다면 이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즉 『기술서』 본디의 목 을

해 수집된 유 자 분석 결과는 가시화된 『기술서』의 목 을 뒷받침할

‘과학 ’자원으로 내세워졌으나,실제로는 그 목 과 치되는 정보를

기술서에 남기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서』 내 목 들 간

의 엇갈림과 그로 인해 발생한 아이러니한 결과는 어도 외 으로는

가시화되지 않았으며,국립수산과학원과 『기술서』는 방사능 수산물

리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남게 되었다.

42)이 외에도 『기술서』에는 분석된 일본산 정어리가 한국산 정어리와 0.2%의 유

차이만을 보인다는 ,일본산 갱이가 한국산 갱이와 1.0%의 유 차

이만을 보인다는 이 서술되어 있다.국립수산과학원 & 부경 학교,2015,

58~59쪽;98~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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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론

본 연구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 사고 이후 한국 내 방사능

수산물 리 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그 과정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

라는 기 이 새로운 규제 방안을 뒷받침하는 과학 근거를 생산해내며

리에 요한 기 으로 부상해나가는 과정을 다루었다.과학과 정책의

계에 한 통 인 하에서는 과학 역이 정치의 역과 분리

되어 순수한 지식을 생산,정치의 역으로 해당 지식이 달되고 그에

기반해 정책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여겨졌다.그러나 구성주의 과학기

술학자들은 과학 지식이 국소 맥락에서 형성된 구성물이며,과학 지식

을 생산해내는 조직의 권 와 조직에서 생산된 지식의 신뢰성이 자연

으로 획득되지 않음을 지 해왔다.본 연구는 그와 같은 지 들을 수용

하여,국립수산과학원이 방사능 오염 수산물 리를 한 기 으로 부상

하게 되는 맥락,부상의 과정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한 실천,국립수

산과학원에서 생산된 지식의 속성을 면 히 검토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먼 국립수산과학원이 2013년 9월 이후

한국의 방사능 수산물 리에 요한 기 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이

까지 리에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한 규제 기 들이 리 방식에 가해

진 비 들을 완 히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이 있었음을 지 했다.기존의

규제 기 들은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연간 방사선 피폭 허용 기 을 내세

우며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험성을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규정했다.그러나 반핵 사회 운동가들은 마찬가지로 국제기구

들이 공통 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방사선과 암 발생률 간의 ‘선형 무역

치 이론’을 내세워 검출된 방사성 물질을 험한 것으로 규정했다. 선

량 방사선의 인체 향에 한 국제 논쟁과 권고안 개정의 역사를 고

려할 시,양 측의 입장 립에는 어느 한 쪽을 과학 으로,다른 한 쪽을

비과학 으로 쉽사리 규정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했다.그러나 그와 같

은 측면에 한 조명이 부재한 채 계속된 양 측의 경계 작업의 결과 규

제 기 들은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에 제기된 우려를 완 히 불식시키지



-71-

못했고,반핵 사회 운동가들의 견해는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재생산되

었다.

2013년 7월 도쿄 력의 원 오염수 배출 인정 발표는 해결되지

못했던 방사성 물질의 험성 여부 문제에 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이러한 우려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발 사례들로

형성된 시민 사회의 불신과 결합했고,이는 국내 수산 시장 체의 침체

로 이어졌다.이에 한국 정부는 방사능 수산물 리의 을 변화시켜,

한국 시장에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시킬 방안들을 마련함

으로써 그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 했다.이러한 리 의 변화는 한

국 방사능 수산물 리에 한국과 일본의 바다 수산물 사이의 구획의

형성이 요한 쟁 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국립수산과학원은 이 같은

맥락의 변화에 부응,기 에서 생산된 지식들을 ‘구획 짓기’지식으로서

가시화·재생산하는 실천들을 통해 방사능 수산물 리에 요한 기 으

로 부상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습들을 살핌으로써 험의 규제와 리라는

과학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정 조직이 요한 기 으로 부상하게

되는 하나의 동학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것은 시민 사회에서 형성된 우

려와 비 을 해소할 수행 ·기술 능력을 기 이 보유하고 있음을 보임

으로써 명성을 획득하고 권 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었다.과학 조직

의 권 는 과학 ,비과학 견해를 구분 짓는 경계 작업 뿐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의 비 과 요구와 같은 국소 맥락에 부응하여 조직에서 확

보·생산된 지식을 동원,가시화,재생산 하는 실천들 속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한 본 연구는 방사능 수산물 리와 같은 규제 실행과 무

한 기 이었던 국립수산과학원이 규제와 험 리 역에서 부상하는

모습을 살핌으로써,규제안의 생성과 자문이 본연의 임무 던 기 을 연

구 상으로 삼은 선행 연구들이 보지 못한 독특한 지 을 제시했다.사

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생산된 ‘구획 짓기’지식들은 많은 경우가 기

고유의 목 인 수산업에서의 가치 창출을 목 으로 한 것이었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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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은 어떤 경우에는 기 의 새로운 활용 방식에 잘 부합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 이 지식을 통해 이루겠다고 천명한 목 과는 다

른,기 의 본래의 목 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산출되었다.국립수산과학

원이 발간한 『수입어종 분류기술서』는 어류의 원산지 둔갑을 별해

낼 목 을 띤 도구로 내세워졌지만,실상 그것을 통해 성취된 것은 수산

업에서의 가치 창출을 겨냥한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의 수산 유 자

원 리라는 목 에 부합하는 성과 다.

이 사례에서 그와 같은 두 목 의 엇갈림은 외 으로는 가시

화되지 않았다.그러나 그와 같은 목 들의 엇갈림을 인지하는 일은 과

학 정책의 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차원에 있어서

요함은 물론이거니와,과학 활동을 수행하는 기 을 운 하는 차원에

서도 요하다.카펜터와 크라우스(GeorgeA.Krause)가 잘 지 했듯이

(2012),공 기 내의 행 자들은 기 의 일반 인 특성들을 공유하면

서도 서로의 작업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며,기 을 바라보는 청 들의 생

각과는 달리 훨씬 덜 통합되어 있다.이는 기 내에서 생산된 과학 지

식의 의미를 기 의 운 자를 포함한 다른 부서의 행 자들이 세 하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을 시사한다.기 내에서 생산된 지

식에 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기 의

명성이나 이미지,권 에 장기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

성을 지닌다.특정 정책 사안에 한 과학 조직의 권 가 지식의 생

산을 동반하며 단시간 내에 만들어질 경우,그 지식의 의미와 속성은 일

반 시민들을 해서도,해당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조직의 운 을 해서도 비 검토의 상이 되어야 한다.43)

43)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는 2015년 2월 무척추동물에 한 다른 기술서 발

간 사업을 함께 추진할 탁연구기 모집을 공고했다.이는 『기술서』와 같은

형태의 지식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계속해서 생산될 것임을 의미한다(국립수산과

학원 생명공학과,2015). 한 사업의 책임자인 강정하는 최근 2015년 9월,‘수산

물 유 자(DNA)분석 DB화를 통해 원산지 감식기술을 개발하여 수산물 안

성 확보와 건 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을 인정받아 1호 승 했다(국

립수산과학원,2015c).즉,생명공학과의 ‘수산 생명자원 확보 분류’ 로젝트와

‘유 자 분석에 기반한 원산지 감식’이라는 로젝트가 국립수산과학원 내에서 동

시에 통화를 획득하고 있는 상황이 지 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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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marcatingRadiationRisk,

MakingInstitutionalAuthority

WonKyoJung

Program inHistoryandPhilosophyofScienc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rough the contextualapproach of science,this thesis

examines the changing regulatory focus of marine products

contaminatedwithradioactivematerials(MPCRMs)andtheriseof

th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NIFS) as a new

regulatoryauthorityinPost-FukushimaKorea.First,thispaperwill

show thattheriseofNIFSafterSeptember2013wasmainlyaresult

of the regulatory failur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Post-Fukushima Korea.The detection ofradioactive materials in

Japanese marine products provoked debates between governmental

regulatoryinstitutionsandantinuclearactivistsontheradiationrisks

ofMPCRMs.Though governmentalregulatory institutions claimed

thatMPCRMsweresafe,theywerenotabletoresolvepublichealth

concernsovertheradiationeffectsofMPCRMs.Second,thisarticle

willrevealthetransformationofaspecificorganizationintoanew

regulatoryauthorityafterthenuclearaccidentatFukushima.In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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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TokyoElectricPowerCompanyofficially admittedtoleaking

radioactivewaterinto theocean from theFukushima plant.This

incidentincreasedconcernsregarding healthissuesofMPCRMsin

SouthKorea.Theseworries,combinedwiththecivilsociety’sdistrust

oforigin ofmarine products,resulted in the depression ofthe

domesticfishmarketinKorea.Toresolvethissituation,theKorean

governmentsetup a new regulatory threshold forMPCRMs by

blockingtheimportofJapaneseMPCRMsintothedomesticmarket

andtriedtodemarcateJapaneseoceansandfisheriesproductsfrom

Koreanones.Inthepartofthisregulatoryfocusshift,theNIFStook

acentralroleinsubsequentregulationsbyactive‘authoritymaking’

practices:theNIFSreorienteditspreviousdatabaseandvisualizedit

as‘demarcatingknowledge’todiversefields.Asaresult,theNIFS

emerged asacentraldriveron theMPCRMsregulations,andits

databasewasthecrucialresourceoftheNIFStoproveitsability.

Furth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ofknowledgeproduced during theprocessofrapid

emergenceofinstitutionsshouldbeasubjectofcarefulexamination.

Thepractices ofNIFS’sauthority-making entailed the processof

mobilizing datathathadbeensecuredforthepurposeofcreating

valueinthefishingindustryofKorea,theprimarypurposeofNIFS,

asdemarcatingknowledge.Suchknowledgecanbesuitablefornew

purposessuchasdemarcatingoceans,butitcanalsoonlysatisfythe

originalpurposeoftheNIFS.TheClassificationStatementofImport

FishingSpecies,publishedbytheNIFS,wasofferedasatoolforthe

distinctionofmarineproducts’origins,butinreality,itonlymeets

thepurposeofmanagementoffisherygeneticresources,whichaimed

to create value.Ittells us thatwhen a scientific organization’s

authority to specify policy matters is rapidly made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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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knowledge,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that

knowledgeshouldbethesubjectofcriticalexaminationsforthose

running the organizations as wellas citizens living under the

influenceofthatknowledge.

keywords:marineproducts,radiation,demarcatingrisk,the

NationalInstituteofFisheriesScience,scientificorganization,

institutional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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