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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진재 이후, 일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 감각, 실천을 일본의 한 생활협동조합인 생활클럽생협(生活クラブ生協)
의 조합원들을 통해서 분석한다. 특히 먹거리 안의 방사능 문제에 있어서 조합원
들의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식과 감각,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이 어떻게 문화
적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시도이다.
현장연구가 진행된 시점은 재해로부터 3년 반이 지난 2014년 가을이다. 이 시
기의 연구참여자들은 현시점의 상황을 불완전하지만 비교적 “안전”하다고 규정하
고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상정하는 “안전”의 상태가 무엇이며 어떤 요
소와 과정들이 연구참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위험에 대한 문화이론(cultural theory of risk)을 기초 이론으로 두고 탐구한다.
동시에, 기존의 흐름이 주로 위험과 안전을 규정하는 주체로서 집단에 연구의 초
점을 맞춰왔던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위험과 안전의 인식과 감각을 구성하는 개
인에 연구의 초점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는 조합원들이 방사능에 대한 먹
거리 안전을 규정하는데 있어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개인들
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감각은 개인이 속한 집단인 생활클럽생협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개인들은 타협의 지점을 찾아갈 수 있음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식과 감각은 고정된 무엇이 아닌, 역
동의 과정임을 강조한다. 그 과정에는 개인들이 사회 및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감정적인 측면, 그리고 개인을 둘러 싼 사회문화적인 상황들
이 개입한다.
방사능과 관련된 먹거리 안전 문제는 동일본대진재 때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로 인해 대두되었다. 일본 사회는 이전에는
미처 “상정하지 못한” 위험 요소와 마주하였으며, 비가시적인 위험 요소는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광역화되어 피해지로부터 300km 떨어진 수도권 시민들의 식생활에
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나름대로의 먹거리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을 최소
화하고자 했으나 실제 시민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 시민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대응이었다. 정부는 방사능 유출 사고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
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검사의 대상으로 삼는 표본은 턱없이 작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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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치는 실제 식생활의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시민들이
정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
던 “먹어서 응원” 캠페인은 강요된 구호에 불과했다.
생활클럽생협은 정부의 먹거리 안전 정책을 미흡하다고 여겨 독자적인 방사능
안전 기준과 검사 시스템을 구축한 집단이다. 이 집단에서 마련한 먹거리 안전 시
스템에는 조합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인 “생”과 “공생”의 내용이 반영되
어 있다. 생은 생활 속에서 먹거리를 통해 개인들의 생명을 윤택하게 해나가고자
하는 가치이며, 공생은 이러한 생의 내용이 조합원 자신 뿐 아니라 생활클럽생협
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의미를 담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이전에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평화롭
게 공존할 수 있었던 두 가치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생활클럽생협
의 운영진들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은 “생”과 “공생”의 가치 모두를 기
반으로 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동북부 지
방의 생산물들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유통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먹거리들이 반드시 더 안전하
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다른 집단들에 비해 엄격한 생활클럽생협의
기준 및 검사 체계 하에 유통되는 먹거리만큼은 안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공생”
의 가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조합원들은 생산
자들과의 “공생”을 가족들의 “생”보다 우선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의 “먹
어서 응원”과 생활클럽생협의 대응 방식이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하며 집단을 떠
난 조합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동북부 지방을 부흥하여 상생을 추구하는 것에 대
한 지지는 이미 사회적인 ‘규범’의 일종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도덕
으로서의 “공생”의 가치와 개인적인 안위에 대한 “생”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조합원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의 고민과 갈등은 “죄송한(申し訳ない)” 마음으로 나
타나며,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대안적인 방식을 추구하
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합원들은 현재의 상태를 비교적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조합원들이 인식하는 안전은 이전에는 “상정할 수 없었던” 비일상적인 상
황을 일상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도 크고 작은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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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사고는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도쿄전력은 만족스러운 대응을 마련하고 있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들은 생
활클럽생협을 통해 일상 속에서 위험 요소들에 대처하는 법을 터득해온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안전이란 어떤 사회 안전망을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혼재하고 충돌하는 여러 가치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판단, 특정 과
학적 지식과 시스템의 배제와 수용이 일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안전과 위험은 특정 역치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상
태가 아니라 총체적인 인식과 감각의 구성물임을 밝혀내었으며, 사회문화적 맥락
이 안전을 구성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개인들이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인 안녕 사이에서 특정한 모습의 안전을 찾아가는 과정을 조명하였다는 데에 의의
가 있다.

주요 용어: 일본, 동일본대진재, 안전, 위험, 먹거리 안전, 먹어서 응원, 생활클럽생
활협동조합, 위험에 대한 문화이론, 죄송한 마음, 방사능, 생, 공생, 부흥, 日本, 東
日本大震災, 安全, 危険, 食の安全, 食べて応援, 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 リスクの
文化理論, 申し訳ない気持ち, 放射能, 生, 共生, 復興

학번: 2012-22932

iii

목차
Ⅰ. 들어가며 ······················································································ 1
1. 연구 목적 ··················································································· 1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6
1) 재해와 위험 ··········································································· 6
2) 먹거리와 위험 ······································································ 12
3. 연구 대상 ················································································· 16
4. 연구 방법 ················································································· 21

Ⅱ. 동일본대진재와 먹거리 안전 ·························································· 26
1. 동일본대진재가 야기한 “상정 외(想定外) 위험” ····························· 26
2. 동일본대진재와 먹거리 안전 담론 ················································ 30
1) 정부의 먹거리 안전 정책과 동북부 부흥 정책 ··························· 31
2)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의 의견 ················································ 36
3) 먹거리 내셔널리즘으로서의 “먹어서 응원(食べて応援)” ·············· 39

Ⅲ. 생협 내 안전 시스템 및 가치의 구성와 교육 ··································· 44
1. 공동의 가치: “생”과 “공생” ························································· 44
1) 생(生): 생활과 생명 ······························································ 45
2) 공생(共生): 생산자와의 결혼 ·················································· 47
2. 과학과 가치의 융합: 안전 시스템의 확립 ······································ 51
1) 방사능 기준 설정 ·································································· 52
2) 전 품목 검사와 정보 공개 ······················································ 55
3) 과학적이고 안전한 “먹어서 응원” ············································ 57
3. 가치와 시스템을 교육하는 장: 학습회 ·········································· 60
1) 학습회에 대한 민족지적 기술 ················································· 60
2) 학습회의 기능 및 효과 ·························································· 67

v

Ⅳ. 일상적 식생활에서 가치들의 공존과 경합 ········································ 71
1. 생협 시스템과 가치의 수용 ························································· 71
1) 활동을 통한 생협 신뢰도 증진 ················································ 72
2) 시스템과 과학 지식에 대한 수용 ············································· 77
2. 가치들 간의 어긋남: 일상적인 실천과 아이의 “생(生)” ··················· 80
1) 아이의 생명에 대한 강조 ······················································· 81
2) 생협을 벗어난 식생활: “바깥”에서의 소비 ································ 86
3. “생”과 “공생”의 경합과 해소 ······················································· 90
1) 이질적인 가치 선택과 안전 규정 ············································ 91
2) “죄송한(申し訳ない)” 마음과 해소의 통로 ································ 94

Ⅴ. 위험에서 안전으로: 비일상적 요소의 일상화 과정 ···························· 99
1. 위험: 비일상의 만연 ·································································· 99
2. 안전의 구축: 위험의 일상화 과정 ··············································· 103
1)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확보 ··············································· 105
2) 가치 질서의 정립 ································································ 108
3) 지식과 시스템의 일상화 ······················································· 110

Ⅵ. 나가면서: 생과 공생의 식탁 ························································ 113

참고문헌 ························································································ 118
Abstract ························································································ 127
감사의 글(謝辞) ·············································································· 130

vi

일러두기
■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의 일본어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아
래의 두 경우는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더 가까운 발음을 택하여 자체적으로 표기를
한다.
- ち(chi)는 어두에서도 “지”가 아닌 “치”로, つ(tsu)는 한국어 독자들에게 익숙한
용법인 “쓰나미(つなみ, tsunami)”를 제외하고는 어두에서도 “쓰”가 아닌 “츠”로
표기한다.
■ 본 논문에 수록된 인명 중, 연구자가 직접 만나 1차 자료를 구성했던 연구참여
자들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출판된 자료에 기재된 이름은
본명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인명을 처음 제시할 때에는 성(姓)과 이름을 함께 기
재하고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인명 중 성 부분만 표기하였다.
(예: 사사키 센이치(佐々木仙一)씨 → 사사키씨)
■ 면담·현장연구 자료 및 참고문헌의 인용문 표시는 다음과 같다.
- 볼드체는 화자가 강조한 부분의 표시이며, 이탤릭체는 연구자가 강조한 부분이
다.
- (...): 문장 내의 일부분 생략
[...]: 문장들 사이의 다른 문장(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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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연구 목적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시민들에게 유명해진 특정 금속 원소가 있다. 이는 원자
번호 55번까지 가야만 찾아볼 수 있는 원소인 세슘(Cs)이다. 또한, 이전이라면 쉽
게 접하기조차 힘들었을 방사능 단위인 시버트(Sv)1)와 베크렐(Bq)2)의 차이를 근
래 일본 시민들은 능숙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최대 신문사 중의 하나
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2011년 3월 11일까지 25년간의 기사와 2011년 3월
11일부터 2013년 말까지의 기사를 비교하여 시버트(Sv), 베크렐(Bq), 세슘(Cs)이
라는 단어의 사용 추이를 알아보았다. 이전 25년에 비하여 최근 2년 반 동안 “시
버트(Sv)”는 7.5배, “베크렐(Bq)”은 10배, “세슘”은 12배 더 많았다3).
2년 반 전에는 일본의 대중들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던 특정 과학 지식들이 고작
몇 년 사이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상식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직접적인 계기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하였던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4)였
다. 연구의 배경이 되는 재해인 동일본대진재는 2011년 3월 11일 14시 16분, 동
북부 산리쿠(三陸) 연안에서 발생한 규모 M9.0의 지진5)과 최고 높이 9.3m 이상
의 쓰나미6)로 인한 재해, 그리고 이 자연 재해가 야기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1) 방사선이 인체에 영향을 주는 크기를 표현한 단위.
2)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의 크기를 표현한 단위.
3) 朝日新聞(한국어판) (2013년 12월 2일자)
https://www.facebook.com/Asahi.Korean/posts/506227399474963?fref=nf
4)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라고 하는 용어는 2011년 4월 1일 간 나오토 전 총리가 내각의 의
견 수렴을 거쳐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재해의 공식 명칭이다. 공식 명칭이 정해지기 전에는 NHK와
일본적십자사, 중앙공동모금회 등에서 “동북·관동대진재(東北関東大震災)”를,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에서 “동북부앞바다대진재(東北沖大震災)”를,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서 “동일본거대지진(東日本巨
大地震)”이라는 용어를 쓰는 등 명칭이 혼재되어 있었지만, 공식 명칭이 발표된 이후에 각종 미디어
에서는 점차 “동일본대진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재해를 지칭했다.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최근까지 “동일본대지진”, “도호쿠(東北)대지진”, “3·11대지진”이라는 용어
를 쓰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대지진”이라는 표현이 보다 더 익숙하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진이라는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현상 뿐 아니라 지진이 야기한 피해를 현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일본 사회의 전통적이고 관례적인 시각을 존중하고, 2011년 3월 11일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재해
는 지진과 쓰나미 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동반한 종합적인 재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일본대진재”라는 표현으로 일괄 지칭하기로 한다.
5) 国土交通省 気象庁 http://www.jma.go.jp/jma/menu/jishin-port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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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기술 재해 모두를 포괄하여 이른다. 쓰나미가 원자력 발전소를 강타
하면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과 스트론튬 등을 유출시켰고, 이러한 물질이 토양과
해양을 따라 퍼져가면서 여러 농수산물에 함유되었다. 이것이 동일본대진재로 인
한 먹거리 안전 문제의 시작이었다.
방사능이 일본 시민들의 식생활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이전부터 먹거리 안전을
추구해왔던 시민단체 및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들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여 안
전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생활클럽생활협
동조합(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 이하 생활클럽 혹은 생활클럽생협) 역시 방사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먹거리 안전 시스템을 개발해온 일본 생협 중의 하나
이다. 더불어, 일본의 시민들은 낯선 상황으로부터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능에 관한 여러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2011년 3월 이후 집단들이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과 시민들이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의 기저에는 위험과 안전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감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는 방사능 위험을 ‘식탁에서’ 맞닥뜨린 일본의 시민들, 그 중에
서 특히 생활클럽의 조합원들이 구성하는 위험과 안전의 인식적·감정적 내용이 무
엇이며 그 내용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는지를 해부하기 위한 작업이다. 나
아가 생활클럽 조합원들의 실천과 서사(narrative)를 담은 민족지를 통해, 기존에
있었던 안전과 위험에 대한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동일본대진재가 실제로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몰고 왔던 만큼, 최근 몇 년 동안
인류학을 비롯해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는 동일본대진재로 인
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다(Dudden 2012; Sand 2012;
Allison 2013; Bestor 2013 등).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진재 이후에 정부와 도
쿄전력의 불충분한 대응, 이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 심화된 불안감, 동북부 지방
의 부흥을 위해 사회 내에 형성된 유대 의식 등을 다룬다. 한편, 동일본대진재로
인해 급격하게 활발해진 반(反)·탈(脫)원자력 발전소 집회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
(박지환 2013; 이영진 2014)과 재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구성하며 사회적인
움직임을 촉발하는데 의사소통의 매체가 되었던 소셜 미디어를 다룬 연구(Slater,
Nishimura, and Kindstrand 2012) 등은 동일본대진재로 인해 나타난 중요한 사회
적 현상을 짚어내고 있다. 이처럼 동일본대진재는 일본 사회 내의 무수한 영역에

6) 国土交通省 気象庁 http://www.jma.go.jp/jma/press/1104/13a/2011041316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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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단일한 관점으로 치환(reduce)될 수는 없”을
것이다(Bestor 2013: 779).
특히, 동일본대진재 이후에 방사능 문제에 초점을 맞춰 온 연구들이 있다. 동북
부 지방에서 부흥과 아이들의 건강 추구 사이에서 안전지대를 개척해나가는 일본
어머니들의 미시 정치를 다룬 연구가 있으며(Slater, Morioka, and Danzuka
2014),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국가에 대항하여 “과학적 시민권
(scientific citizenship)”을 주장하며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을
조명한 연구가 있다(Sternsdorff Cisterna 2014).
본 연구 역시 방사능 문제, 특히 방사능과 관련된 먹거리 안전 문제에 영향을
받은 주체들을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명백한 “위험” 지대인 동북부와 “안
전” 지대인 서일본 사이의 회색 지대, 즉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중심
적으로 다룬다. 1차적인 피해지 바깥에 위치한 수도권 일반 시민들과 재해의 관계
를 고찰함으로써 재해의 특수한 성격을 규명하고, 특정 재해가 사회의 어떤 부분
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는 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안전과 위험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감각이 나타
나고 그 안에서도 합의와 갈등이 반복되는 한 집단인 생활클럽생협을 중심으로 논
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한 집단에서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분기하고 융합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기존에 있었던 안전과 위험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미처 닿지 못
했던 영역에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일본 시민들의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실천을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
에 위험에 대한 문화이론(cultural theory of risk)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더불어,
“물리적 총체”로서의 위험을 다루는 위험 객관주의(risk objectivism)의 전제에 비
판을 가하며 위험을 개인의 주관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상정하는 위험주관주의
(risk-subjectivism)와 특정 사회 내에서 위험에 대한 특정한 견해가 선택되는 현
상에 초점을 맞춘 위험구성주의(risk constructivism)의 관점을 채택한다(이재열
2010: 30). 이러한 흐름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위험”은 더 이상 수치화 및 양
화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집단 내에서 개인들이 위
험과 관련된 가치를 확인하고 집단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 위험에
대한 쟁점의 초점은 선택되고 이해된다(Tansey & O’Riordan 1999: 72-7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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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대한 문화이론의 핵심적인 학자인 Douglas and Wildavsky는 위험을 집단의
정치적·규범적 합의가 만들어낸 “공동의 구조물(collective construct)”이라고 정의
했다(1982). 이에 따르면, 공동체 내에서는 여러 위험과 관련된 이슈들 중에 무엇
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처할지가 주요한 논점이 된다. 뿐만 아니라, 미래와 과
거의 위험에 대한 판단 역시도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위험에 대한 문제들은 사회
적 제도 및 규범과 같은 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제한되고 구성원들은 그 안에서 문
제의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위험에 대한 문화 이론에서 “위험”과 “안전”의 개념을 구성해
나가는 주체에 대한 초점이 주로 사회문화적인 집단에 맞춰 있다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초점을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확대시
켜야 함을 제시한다. 위험이 사회적인 의견들에 의해 인지되고 대응되는 대상이라
는 점에는 십분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위험 혹은 안전
의 내용이란 공동체의 중심적인 가치와 집단의 사회적인 특성에 의해서만 환원되
는 것은 아니다. 집단 내부에 있는 어떤 개인들은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심에 두고
위험과 안전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떤 개인들은 그러한 평가와 인식을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위험 및 안전과 관련된 중심적인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여러 가치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 때 위험
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감각은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될 여지를 가지게 된다. 그리
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들은 집단으로부터 공동체적 자원인 지식과 시스템
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단의 가치와 자신이 중시해왔던 가치가 부딪히는 딜
레마에 놓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
는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에게는 어떠한 심리적인 역동(dynamic)이 나
타나는가? 특히, 개인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관계들이 어떻게 개인들의 가치 선택
과 심리적 역동에 작용하는가? 기존의 위험에 대한 문화 이론의 경향은 안전과 위
험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집단을 구성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의 역량을
세세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집단 내의 개인은 상징이나 계급, 혹은 일부의 사
회적인 특성으로 환원되어버린다.
또한, 우리는 고정적인 상태가 아닌 역동적인 ‘과정’으로서의 안전 혹은 위험에
초점을 옮겨야 한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선택된다.
위험과 안전이 이와 같은 사회적인 구성물인 이상, 사회적·집단적 선택은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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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변화할 여지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역동과 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지난
3년 간 위험과 안전에 대한 생활클럽 조합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
도 변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연구의 관심을 옮김으로써, 안전
과 위험에 대한 인식 및 감각의 성격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론을 제외한 각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할 세부적인
질문들이 나타난다. 먼저, Ⅱ장에서는 동일본대진재라는 재해가 일본 시민의 식생
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이에 대한 일본 내부의 담론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재해 이후에 생활클럽의 조합원들은 개인들 외부에서 발생하는 먹거리 안전
에 대한 여러 의견과 정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생활클럽이라는 집단과 구성원들
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감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그들이 속한
더 넓은 범위의 사회인 일본 사회 내부의 담론과 안전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파악
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먹거리 안전을 위한 조직적 시스템을 구축할 때 생활클럽이 과학적
지식들과 공동체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융합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동일본대진재
이후 정부가 안전 시스템을 정비해왔듯이, 생활클럽도 역시 내부적으로 방사능 문
제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확립해왔다. ‘안전’을 둘러싼 수많은 과학적 지식들 중에
서 생활클럽은 어떤 것을 선택해왔을까? 또한, 이 선택에 작용한 생활클럽의 공동
체적인 가치들은 어떤 것들일까? 조직의 안전 시스템이 형성된 과정과 내용을 집
단의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과 결부시켜 알아봄으로써, 생활클럽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조합원들의 인식과 실천을 확인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보다 조합원들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안전과 위험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일상적 실천의 장에서, 조합
원들이 마주해온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 경합 혹은 병존하거나 선택되는지 고찰하겠다. 개인들이 현상에 대한 안전성
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일상적인 실천을 할 때, 그들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가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개인들의 외부 세계인 사회, 다시 말해 일본 사회와 생
활클럽이라는 공동체의 장에서는 다양한 가치가 경합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
역시도 특정 가치를 선택하여 실천의 기조로 삼는 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Ⅳ장
에서의 연구 질문은, 특히 개인들의 심리적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적절하게 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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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결론을 제외한 마지막 장인 Ⅴ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인지하는 “안전”이 무엇인지
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제시한다. 특히, 안전이라는 상태가 어떠한 복합적인 과정
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일상화’의 측면을 통해 파악하려고 한다. 식생활에 관한 안
전 문제는 ‘먹기’의 일상적인 속성 때문에 항상 개인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2011년부터 연구자가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만나 이해의 폭을 넓혀왔던 2014
년까지, 조합원들이 일상 속에서 인지하고 느끼는 먹거리 안전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어 왔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글은 Ⅱ장에서 일본 사회 전체의 먹거리 안전 담론을, Ⅲ장에서는 생활클럽
이라는 집단적 차원의 안전 시스템과 지식을, Ⅳ장에서는 생활클럽 조합원들 개인
의 일상적 실천과 서사에서 드러나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인 Ⅴ장에서는 그동안 이해하
였던 각 영역에서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종합하여 ‘위험’과 ‘안전’이
과연 무엇인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때, 조합원들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자원
및 규범이 ‘안전’을 구성하는데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이
정적인 ‘상태’가 아닌 동적이고 변화의 여지를 내포하는 ‘과정’에 가깝다는 것을 파
악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재해와 위험

재해(disaster)는 갑작스럽게 나타나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버리는 사고이
자 사건이다. 그리고 재해는 어떤 사건보다 인간 세계에 위험을 집약적으로 가져
다주는 사건이다. 이 절에서는 재해와 위험(risk)이라고 하는 일견 추상적인 개념
을 인류학을 비롯한 여러 사회과학적 연구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 생활의 여러 현장들에서 위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개인의 사회적인 속성에
따라 개인에게 위험이 어떻게 분산되는지를 파악한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
인하겠다. 또한 강력한 사회적 사건으로서 재해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
떤 것이 있었는지, 재해 및 이를 둘러싼 사건들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방식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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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인 방사능 관련 재해에
대한 연구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연구들이 방사능 재해를 어떻게 특징짓는
지를 파악할 것이다.
먼저, 재해가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재해가 인
간에게 어떤 위험을 발생시켰는가 하는 점은 재해로 인해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는
지를 구분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재해 인류학의 영역을 개척한 학자인 Dudasik
은 전형적인 자연재해인 1970년의 페루 지진을 예로 들면서 재해의 희생자
(victim)들을 4가지로 유형화한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희생자는
사건 희생자(event victim)이다. 그들은 재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부류들로
지진 파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맥락 희생
자(context victim)로 지진의 영향을 받고도 살아남았으나 가족을 비롯해 사랑하
는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기존에 그들의 개인적·집단
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던 사회조직과 문화적 틀이 파괴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세
번째 희생자는 주변부적 희생자(peripheral victim)로서 재해로 인해 타격을 입은
지역 밖에 있지만 그 지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유입
된 희생자(entry victim)는 본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지
역이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다. 그 지역의 피
해를 수습하기 위해 온 자원봉사자들이나 국가 및 해외기관에서 지역원조를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 해당된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연구대상자들은 동일본대진재의 “희생자(victim)”으로 분
류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러하다면 Dudasik이 제시한 여러 희생자의 유형 중에서
어떤 희생자에 해당될 것인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거주하는 가나가와현(神
奈川県)은 동북부 지방에서 300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으로, 2011년 당시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구대상자들은 동일본대진
재가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재해의 측면인 기술재해의 영향을 받았거나, 현재 받
고 있거나,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처해있다. 그들은 동북부로부터 각종 먹거
리를 확보해왔기 때문에 주변부적 희생자이며,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방문한 유입
된 희생자일 수 있고, 그 지역에 친척이나 지인들이 있어 간접적으로 재해를 경험
한 맥락 희생자일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 그들은 방사능을 통해 직접 재해의 영
향을 받은 사건 희생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Dudasik의 분류는 대다수의 재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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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유형화 하는데는 유효하다. 하지만 동
일본대진재와 같이 자연재해 및 기술재해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재해는 인간 사
회에 또 다른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희생자를 낳을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위험 사회의 특성을 주목했던 사회학자 벡이 제시한 것처럼 근대화가 야
기한 재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2006[1996]). 벡은 그의 저작
인『위험사회』에서 위험(risk)을 “근대화 자체가 유발하고 도입한 위해(hazard)와
불안은 다루는 체계적인 방식”이라고 정의하며(2006[1996]: 56), 위험은 “위해와
달리 (...) 더 이상 특정지역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경을 넘어서서 생산
및 재생산 전체에 퍼져나가는 지구화의 경향을 보여준다(ibid.: 44)”고 제시한다.
근대화 이전에는 국지적이고 비교적 측정 가능한 위해가 있었다면, 근대화 이후의
위험은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며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내용과 경계가 매
우 모호해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인식과 실천을 탐구하는 것은
동일본대진재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 진재가 다시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
는지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사람들이 무엇을 “위험”으로 인식하는지를 탐구한 사회과학 연구들이 있
다. 위험인지에 대한 연구를 한 심리학자 Slovic은 위험(risk)과 위해(hazard)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위해는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하여 위협이
되는 것”이며 위험은 “위해의 해로운 결과를 숫자로 측정한 것”이다(2012: 198).
즉, 위해는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계기이며 위험은 위해를 포함하여
인간에게 결과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양적으로 환원한 것이다. 실제 위험
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파악하여 양적으로 환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 역시도 위험을 종합적인 개념으로 상정하고, 위험을 분석할 때 위해를 포함한
다면적인 요소들을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을 이루는 여
러 요소들 중에서 Kumpulainen은 취약성(vulnerability)을 제시한다(2006). 그는
위험을 고려할 때 위해와 취약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산출해야 함을 역설한다.
같은 양의 위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위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을수록 그 위해로 인한 피해 양상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Douglas & Wildavsky는 위험을 확률적인 계산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사회문화적 구조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1982). 우리 주변 곳곳에는 위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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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다분히 있지만 사람들의 신념, 지식, 생각에 따라서 위험은 선별적으로 인식
된다. 특히, 위험에 대한 개인의 인식 뿐 아니라 허용의 정도에 있어서 한 집단의
도덕적·규범적 가치관에 따른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대
응방식도 사회 조직의 판단과 가치관에 의해 결정된다. 위험과 위험에 따른 사람
들의 대응은 모두 본질적으로 사회문화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위험을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
다. 이 연구들을 통해 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당면하는 위험을 생각할 때, 표면적으
로 드러나는 위해 뿐 아니라 사람들의 대응 방식을 형성하는 집단적인 규범과 신
념, 가치관, 그리고 사람들이 현재 속해있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자원으로 인해 달
라지는 위해에 대한 취약성 등 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험이라는 현상을 분석할 때 위험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을지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재해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은 재해에 대한 개인들의 취약성이 사
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Henry는 여러 인류학적 저작들을 살펴
봄으로써 재해의 취약성을 이루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파악했다(2005).
종족적 소수성, 계급, 종교 집단, 종사하는 직역, 젠더, 전지구적 불균등, 빈곤, 인
종, 식민지성, 개발의 정도 등의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조건들이 개인이 위해에 대
처하는 정도를 다르게 구성한다. 기존에 개인이 속해 있던 사회문화적인 규범 및
구조,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원들의 정도에 따라 취약성이 달라진다는 점이 여
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집단이 재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경
제적인 패턴이 재해 이후의 회복 단계에서 다시 나타나며, 이와 같은 재구축 단계
에서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자원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위해로부터
회복하는

정도와

시간이

달라진다는

점

역시도

명확해졌다(Torry

1980;

Oliver-Smith & Goldman 1988; Oliver-Smith 1990). 그 중에서 개인들이 기존
에 가지고 있던 사회·경제·정치적인 관계는 재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
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원이다(Haque & Zaman 1989). 재해로 인해 개인
에게 얼마만큼의 위험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자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재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부류이다. LA 도시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해 아이들과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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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연구한 Maida, Gordon, and Strauss는 아이들
의 행위와 감정적인 상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한다(1993). 그들은 수
면곤란증, 공포, 악몽, 주의산만, 우울증 등과 같은 여러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었
다. Peek은 그의 연구에서 아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더 많은 물리적·정신적·감정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008).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에는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주부들이 있다. 위의 연구들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의 취약성을 조명했
던 것처럼,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
실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아이들의 취약성이 부모(주로 어머니)가 얼마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자원들을 보유하는 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먹거리
안전에 관한 어떤 사회적‧문화적 자원들을 확보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의 취
약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한편, 재해가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파악한 연구들이 있다. 재해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을 정리한 Oliver-Smith는 재해가 기존 사회의 모습들을 변
화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기존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구조나 규범을 강화시
키기도 한다고 말한다(1996). 재해 후에는 사회가 지속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새
로운 정비와 적응이 필요한데 이 때 필연적으로 변화의 이슈가 개입되며 이 과정
에서 여러 사회집단들이 대두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험에의 취약성을 강화
혹은 개선하는 장기적인 구조적 영향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재해 이후의 재건에
대한 다양한 반응, 재해라는 사건에 대한 해석의 경합, 정치적인 움직임을 극대화
하고 변화시키는 힘으로서의 재해, 시민사회의 정치의식 및 정체감의 향상 등에
대한 연구 등은 이를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간 생활에 여러 영향을 주는 재해에 맞서 사람들이 어떠한 대응
을 하는지, 이로부터 유래된 위험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확
인하고자 한다. Beck은 “위험사회”에 대응하는 여러 움직임 중에 시민들의 적극적
인 활동인 ‘하위정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96).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
을 죄어오는 현대사회의 기술 및 과학 지식에 대해 성찰과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결국 과학기술로 인해 파생되는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모습에
는 사람들이 속한 집단의 규범 및 가치관,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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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인들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는 그들
이 무엇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Rayner &
Cantor의 연구에서는 위험관리자들이 기존에 “얼마나 안전한 것이 충분히 안전한
것인가?”라고 했던 질문이 실제 위험을 인식하는 여타 대중들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한다(1987). 그들은 주로 확률을 통해 위험을 평가하지만, 효용성 있
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사회적 위험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 Stoffle, Traugott, Stone, McIntyre, Jensen, & Davidson 역시 사
람들의 입장 및 사회문화적 변수에 따라 위험 및 기술에의 노출에 대한 인식이 달
라짐을 밝힌다(1991). 위험을 대하는 개인이 인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
험을 인식하는 환경운동가와 같은 이익단체의 일원인지, 혹은 시간에 따른 대안적
결과의 정도와 확률성에 따라 위험을 인식하는 자연과학자 및 물리학자들인지, 비
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주어진 예산 내에서 위험을 처리하는 공공 정책 입안자인지
에 따라 위험을 인지하는 방식과 대응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 생활클럽 조합원들이 안전 및 위험을 규정할 때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고려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이 주관적으로 선택되며 규범과 가치
관에 의해 구성된다고 할 때,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가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응과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을 고려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룰 재해의 종류인 방사능 물질 오
염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지금까지는 주로 재해와 이에 따른 위험의 일
반론적인 담론들을 확인했지만, 실상 모든 재해는 각각의 특성과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재해가 인간 사회에 작용하는 방식과 양상 또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안전’이라는 대전제를 염두에
두고 전개되지만 재해의 성격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활동의 모습도 달라진다.
방사능 물질 오염 관련 재해와 위험의 특성 중의 하나는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
한 기준이나 인식이 매우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선량 피폭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한 정도를 쉽게
단언할 수 없다. 재해 여파의 현재적 비가시성으로 인해 위험에 대한 기준이 모호
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개인적인 기준 혹은 개인이 의존하고 있는 집단의
기준을 통해 안전을 잠정적으로 확보 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체르노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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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우크라이나 Kyiv 사람들의 반응과 대처 양식을 연구한 Phillips는 개인
들의 교육 수준, 정보에의 접근성, 가용 자원 등에 따라 안전에 대한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2002).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
에 따라 그들 나름대로 방사능 물질 오염이라는 위험을 다르게 설정하고 이에 대
응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파악한 것처럼 재해와 재해에 의해 파생된 위험들은 더
이상 자연적인 현상이거나 “객관적인” 과학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만 상정
해서는 안 된다. 재해와 위험은 집단과 개인들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받으며, 이에 대한 대응 역시도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본대진재라는 재해와 여기에서 파생된 위험을 일차적으로는 사
회문화적인 현상이자 사건으로 인식하고 다룰 것이다.

2) 먹거리7)와 위험

본 연구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먹거리라는 물리적인 존재와 먹거리 선
택 관련 활동들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대응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먹거리는 사람들이 재해라는 사건에서 파생된 위험을 일상의 순간들을 통해 구체
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방사능 물질
오염에 대한 내부 피폭 위험을 개인들이 특히 먹거리를 통한 경험에서 쉽게 마주
할 수 있게 했다는 특성을 지닌다.
7) 먹거리, 먹을거리, 음식, 식품, 식량에 대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온갖 것.
먹을거리: 먹을 수 있거나 먹을 만한 음식 또는 식품.
음식: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따위의 물건.
식품: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식량: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 (≒양식)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먹는 것’을 이르는 어휘로 가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먹거
리”를 선택하였다. “먹을거리”와 “음식”은 이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가공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사람이 먹기 적합하도록 어느 정도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는 뜻을 암시하므로 식생활에
서 위험과 안전을 규정하는 연구참여자들을 다룬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식품”은
일견 중립적으로 보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상품이 된 먹거리’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인간성이 결여
된 상품으로서의 먹거리를 지양하는 생활클럽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식량”은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물자나 자원으로서의 먹거리로 쓰이기도 하므로 개별 먹거리에도 주목하는 본 연구
의 지향과는 맞지 않다고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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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川泰弘에 의하면 음식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안전 문제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2013). 첫 번째는 “식량 안전보장(food security)”이다. 이것은 “식량수급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지원될 수 있는 자원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같은 개발도상국 등에서 필요한 만큼 음식의 양을 확보할 수 없
을 때 발생한다. 두 번째는 “식량 방위(food defense)” 문제이다. 이는 전쟁, 정세
불안, 종교 및 문화적 대립, 경제격차와 같은 사회의 불안정성에 의해 나타나는 문
제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안전성(food safety)"문제 이다. 식중독, 잔류 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먹거리
안전 문제 중에서 세 번째인 “식품의 안전성”, 특히 동일본대진재로 인해 이슈가
된 방사능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과학기술의 발전이 재해로 이어지면서 그 부작용이 먹거리에까지 미치는
현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자.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산업 자본주의
의 전지구화는 제3세계 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먹거리 위험을 가져다주었다. 이로
써 가정은 여러 자본주의적 생산품에 포함된 화학 물질들이 침투하여 사람들의 건
강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Rosenberg 1987). 이와 같은 먹거리 불
안은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인간에 의해 ‘제조된’ 요인들에 의
한 것(박형신 2010)”이기 때문에 그 ‘제조’의 과정에서 개입된 과학기술의 언어와
지식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린다. 먹거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먹거리
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생산, 소비, 유통을 통해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야만 하
는 것이다.
한편, 음식 문화는 한 사회의 고유한 정체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폐해로 인해 발생한 먹거리 위험은 해당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통째로 흔들어버
리기도 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의 방사능 물질 피폭 현상
을

다룬

연구들은

방사능으로

인한

먹거리

위험이

북유럽의

소수민족인

Saami(Sami)의 문화적 정체성에 큰 위기를 불러왔음을 제시한다(Paine 1992;
Stephens 1995). Saami(Sami) 사회에서 순록 고기를 자급자족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동인의 하나였다. 하지만 방사능에 의해
순록 고기가 오염되면서 자급자족적 목축 구조는 국제적인 시장 경제 체제 안으로
편입되고, Saami(Sami)족 사람들은 전통적인 문화 내에서 통용되었던 지식을 일
부 포기하고 정부 정책을 관장하는 주체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지식 체계로 비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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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들어간다. 이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에 착안하여, 방사능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동북부 지방의 음식을 소비하는 일이 일본이라는 “국가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장하는 주체들의 의견을 특히 정부를 중심으로 파
악하고자 한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다룬 연구는 이 문제가 다른 먹거리 안전 문제들과 구
별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 이 문제가 위에서 제시했던 다른
두 가지 부류(food security, food defense)의 문제와 다른 점은 문제가 단순히
절대적인 음식 양의 ‘부족’ 상태가 아니라 ‘있지만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연유한
다는 점과 관련 있다. 즉, Murcott이 말하는 “풍요 속의 빈곤(scarcity in
abundance)” 상태라는 것이다(1999b). Murcott은 레비-스트로스 및 메리 더글러
스로 대표 되는 음식의 구조주의적 원리를 활용하여, 한 집단에는 “음식인 것”과
“음식이 아닌 것”이 나눠지며 이러한 분류는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기존에 “음식이었던 것”이 재해에서 발생한 위험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음식이 아닌 것”으로 인지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룰 먹거리 안전에 대한 1차적인 현상은 시민들이 먹거리를 어떤 기준을 통해,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인지적인 측면이다. 물론 “음식인 것”과 “음식이 아닌 것”
으로 분명하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류들도 있지만 그 사이에는 경계가
모호한 것들도 존재한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먹거리 안전 관련 지식의 경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역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음식 및 먹기에 관한 모습이 사회적 변화와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는지를 동시에 파악한다. 동일본대진재라는 사건이 음식에 대한 선택과
음식에 대한 과학 지식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활동은
어떻게 또 다른 사회적 변화를 수반했는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Hoban이 1999
년에 일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
여 “살충제(농약) 잔여물”에 대해 가장 신경을 쓰고, 그 다음으로 첨가물 및 방부
제에 관심을 가졌다. 미생물 감염의 경우는 7% 가량, 유전자 조작 농작물은 1%
가량 염두에 두었다(Hoban 1999). 하지만 2011년에 발생한 재해는 먹거리 안전
이슈의 중심에 방사능 물질 오염 문제를 대두시켰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다양한
담론들과 관련 산업들, 시민 활동들이 증가하였다. 사회적 변동과 음식은 재해 발
생 이후로 끊임없이 쌍방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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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들이 “음식인 것”과 “음식이 아닌 것”을 인지적으로 구분한다고 하
여도 그 인지적 분류가 반드시 실천과 연결되지만은 않는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지식과 실제 행위 사이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분
명하게 하고 있다(Holm & Kildevang 1996; Wilcock, Pun, Khanona, & Aung
2004).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Holm & Kildvang은 음식 안
전에 대한 개인들의 수사와 실제의 선택의 괴리를 발견하였다. 소비자들은 ‘이상적
인’ 음식 안전 기준과 실제 선택 사이에서 끊임없는 타협을 하며, 이 “별 도리 없
는” 타협의 과정에서 자책을 느끼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안전을 판단할 때 근거가
되는 ‘과학적 지식’이 있더라도 예산, 편의성, 맛 등의 이유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먹거리 안전에 관한 그들의 선택에서 ‘과학적 지식’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개인들로 하여금 ‘과학적 지식’을 주요 선택의 근거로 활용
하지 못 하게 하는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개인
들이 인식과 실천의 괴리를 설명할 때는 어떤 수사들이 동원되는지 알아보아야 한
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의 선택과 이를 둘러싼 담론들은 본질적으로 “초과학적”이라
고 할 수 있다(비어즈워스‧케일 2010). 여기에 해당하는 ‘과학적 지식’을 ‘절대적인
진리’나 ‘객관적 사실’이라고 여기기에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경합하고
있으며 앞에서 서술했듯이 먹거리에 관여하는 위험들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여러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러 ‘과학적 지식’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서 개인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을 형성하는 여러 사회
문화적 규범과 맥락, 정보를 얻는 통로와 교육의 장의 성격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먹거리 안전 문제 중에서 음식을 먹음으로써 인간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산업화와 기계화된 먹거리 생산 양식이
보편화되면서 기술 발전의 부작용으로 인해 위험한 먹거리들이 생겨났다. 위험의
근원이 과학 및 산업 체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
적이고 공학적인 언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
을 통해 결국 사람들의 먹거리 선택은 행위자들의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깊은 연관
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먹거리 안전이 대두한 배경으로서의
방사능 사태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사람들이 먹거리 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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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문화의 언어가 교차하여 나타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조직과 개인들은 생활클럽생협8) 가나가와(生活クラブ生
協神奈川)와 이 집단에 속한 조합원들이다.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의 본부인 생활
클럽생협은 일본 북부지역의 홋카이도(北海道)에서부터 서부지역의 효고현(兵庫
県)에 이르러 21개의 도도부현(都道府県), 32개 회원단협에 걸쳐 있는 전국 조직
이다. 그 중에서 연구자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집단은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지
역 지부이다. 가나가와현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남서부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일
본 전체에서는 동부 지방(関東)으로 분류된다. 동일본대진재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인 후쿠시마를 비롯한 동북부 지방으로부터는 남쪽으로 300여 km 가량
떨어져 있다.

[그림Ⅱ-1]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가나가와현까지
의 거리: 288km (출처: Google Maps)

생활클럽생협 전체 조합원 수 약 34만 명중에서 가나가와현 지부의 총 조합원
수는 68,848명이다. 조합원들은 본 생협으로부터 먹거리를 중심으로 소비재9)를
8) 생활클럽생협의 공식 명칭은 “생활클럽생활협동조합(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이다. 하지만 “생활
협동조합”의 줄임말인 “생협”이라는 명칭이 통상적으로 쓰이기도 하며, 본 집단의 경우 “생활”이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활클럽생협” 혹은 “생활클럽”이
라는 약칭을 쓴다.
9) “소비재(消費材)”는 생활클럽생협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모든 물품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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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다.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에서 그룹 단위로 소비재를 배송 받는 반(班)
소속 조합원은 13,568명, 개별 가정 단위로 배달받는 방식(戸配)을 택한 조합원들
이 35,450명, 생활클럽생협에서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매장인 데포(デ
ポー, depot)에서 장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입한 조합원들이 19,857명이다. 그
리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여성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이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클럽생협 연합회에서 전체적인 운영 방침을 정하
기 때문에, 가나가와 지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합회의 기본 이념이나 대책 및
활동 양상 역시 참고하였다.
전국 조직인 생활클럽생협은 1965년 도쿄의 세타가야구(世田谷区)에서 시작한
봉사협회인 “생활클럽”을 모체로 하여, 1968년 10월 소비생활협동조합의 공식적인
법인으로 탄생하였다(한영혜 2011). 첫 시작이 되는 활동은 200명가량의 어머니
들이 모여 우유를 저렴하게 공동구매하는 것이었다. 이후 어머니들이 우유의 생산
및 유통과정과 성분을 명확히 알고 소비하기 위하여 직접 낙농가와 공동출자하여
직영 우유 공장을 설립하였다. 당시 전업주부들이 우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소의 사육 환경, 생산자, 원유의 품질관리, 젖을 짜는 일, 제조일, 제조와 세
정 과정, 우유 용기와 가격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 움직임에서 본
조직이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안전성”을 향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생활클럽생협
활동의 기반이 되는 목표로 자리매김 해왔다10).
생활클럽생협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소비재를 공
급하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생협은 식생활의 전반 뿐 아니라
환경, 사회, 복지, 정치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의 생활 전반을 “자치(自治)”하고자
한다. 식생활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맛있는 소비재의 공급, 제대
로 된 재료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진짜(オリジナル)” 소비재의 공급, 소비자
와 생산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여 소비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 외에도 생활 전반의 측면에서는 자치, “공생(서로 협력하
기)”, 구성원 전반의 출자와 운영으로 모두가 보람찬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직에서 사용되는 고유한 명칭으로, 조직의 모든 물품들이 거래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인 “상품”과는 배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소비재”는 “상품”들의 문제
점을 개선하고자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를 찾아 스스로 납득하여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만
들어진 물품으로, 생산과 유통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적 생산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고
안되었다. 현재 본 조직에서 연간 취급되는 소비재는 약 1,600품목이다.
10) 生活クラブ生協 http://www.seikatsuclub.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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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 복지와 육아, 환경을 중시하여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식생활 중에서 생활클럽생협이 기본으로 삼는 먹거리 안전 대책에 3가지가 있
다. 이는 “첨가물 대책”, “유전자 조작 식품 대책”, 그리고 “방사능 오염 대책”이다.
그 외에도 환경호르몬과 잔류 농약,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자주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생활클럽생협은 각각의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안전 기준을 세
우고 독자적인 검사와 유통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오고 있다. 식품 첨가물의 경우
는 전통적으로 거론되어 온 먹거리 안전 문제이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대책
은 1997년부터, 그리고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대책은 동일본대진재가 발생
한 이후인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모든 대책은 현대적인 식품 생
산 및 유통 시스템이 파생한 위험을 직시하고 이에 맞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
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는 본부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크게 5가지
지부로 나누어진다. 요코하마 북부 생활클럽(横浜北生活クラブ), 요코하마 남부 생
활클럽(横浜みなみ生活クラブ), 가와사키 생활클럽(かわさき生活クラブ), 쇼난 생
활클럽(湘南生活クラブ), 사가미 생활클럽(さがみ生活クラブ)가 그 5개의 지부이
다. 각각의 지부는 배송 센터와 직영 매장인 데포(デポー)를 기반 조직으로 두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 집단인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는 그 본부를 비롯하여
가나가와현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5개의 생활클럽 지부를 이른다. 생활클럽
생협 가나가와의 본부는 1971년 7월 9일 설립되었다. 본부 외에 5개의 지역 기반
지부들은 2004년 4월에 공식 조직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연구자가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를 연구 대상 집단으로 선택한 이유는 크게 4가
지이다. 우선, 연구자는 동일본대진재 이후에 재해가 계기가 되어 생겨난 집단이
아니라 이전부터 먹거리 안전을 추구해왔으며 그 안에서 방사능 문제에 대처하는
집단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방사성 물질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생겨난 시민단체들은 주로 단발성 활동에 그치거나 사회 운
동적인(activism)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재해로부터 파
생된 비일상적인 성격의 위험 요소들이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었으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일
상적 식생활이라는 보다 넓은 범위 안에서 방사성 물질 먹거리 문제를 바라보는
집단을 선택하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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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고 안전이 보장된 먹거리를 유통해오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라는 새로
대두된 문제에 마주하여 대응하는 조직인 생활협동조합이 본 연구에 적합했다.
두 번째로, 여러 생협들 중에서 생활클럽생협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대책이 치
밀하기 때문에 방사능 관련 먹거리 안전에 대한 집단과 구성원들의 의식이 다른
생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된다. 가령, 국가의 방사능 기준을 따르는 다
른 여러 생협이나 식품 종류를 5개로 나누어 기준치를 적용하는 A 생협에 비해,
생활클럽생협은 소비재를 14개의 품목으로 나누고 국가의 기준치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고 있었다. 또한, 예를 들어 B 생협의 경우는
홋카이도를 제외한 동일본의 농축산물, 그리고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의 연안·근
해·민물에서 잡은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을 검사 대상에 두어 방사능 검사를
하는 데에 비해, 생활클럽생협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품목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었
다. 생활클럽생협은 이와 같이 방사성 물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
을 세워오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절한 집단이다.
세 번째로, 본 집단이 지역적 근거를 두고 있는 가나가와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가나가와현은 도쿄도(東京都)의 남서부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의 행정구
역으로 2015년 1월 1일 현재 9,100,346명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이다11). 가나가
와현은 인구의 95%가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도시이며 농림수산업 인
구는 1%에 그치기 때문에12) 먹거리의 대부분을 지역 바깥에서 공급받는 도시적
인 식품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
가나가와현은 주변의 여타 수도권 도시와 마찬가지로 재해의 피해지인 도호쿠
(東北) 지방으로부터 먹거리의 1차적인 재료인 농수축산물을 공급받아 오고 있다.
2000년도 도호쿠지방정비국(東北地方整備局)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도호쿠
지역으로부터 출하된 식료품은 수도권이 포함되어 있는 간토(関東)지방에 69% 가
량 공급되고 있었다13). 그리고 전국적으로 농수산물이 모여드는 도쿄도 중앙 도
매시장에는 2010년에 도호쿠 지방으로부터 출하된 채소가 13.7%, 수산물이
12.2%를 차지하고 있었다14). 이는 2012년 현재 농업 산출액 전국 3위의 치바현
11) 神奈川県 http://www.pref.kanagawa.jp/
12) 総務省通計局, 2010, 『平成22年国勢調査職業等基本集計結果』
13) 東北地域イノベーションネットワーク運営協議会, 2008, 『東北地域の食品製造分野における産業
技術動向調査』
14) 東北地方整備局, 2012, 『東北圈の特徴：圈域の現状、強みや売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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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葉県)15)을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다시 말해, 수도
권의 먹거리 소비에 있어서 도호쿠 지방은 그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식료품의 자급률이 낮은 가나가와현 역시 도호쿠 지방을
통해 각종 농수축산물을 충당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로 인한 방사능 관련 먹거리 문제는 필연적으로 가나가와현 시민들의 일상적인 식
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가나가와현은 도쿄의 근교에서 주거의 기반을 담당하는 도시이다. 2010
년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국세 조사에 따르면, 가나가와현의 주간 인구는 약
8,254천명, 야간 인구는 약 9,048천명으로 주야간 인구 비율은 91.2이다16). 이는
118.4의 주야간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는 도쿄도와 현저히 대조되는 수치이다. 바
로 옆 도시인 도쿄도에 비해 가나가와현의 주야간 인구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가나
가와현이 도쿄도의 주거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베드타운(bed town)의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17) 가정식을 비롯한 일상적인 식생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기반이 있는 지역을 연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고 가나가와현은 이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의 조직적인 특성 역시도 연구자가 연구 집
단을 선정할 때 고려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 우선, 도쿄도의 인근에서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埼玉県), 치바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가나가와이다. 사이타
마 지부의 조합원 수는 약 2만 8천명이며, 치바의 경우는 약 3만 7천명인 반면,
가나가와 지부의 조합원 수는 6만 8천명을 넘어선다. 또한, 가나가와와 마찬가지
로 도쿄도의 근거리에서 중요한 주거 기능을 담당해 온 사이타마현에는 생활클럽
생협의 직영 매장인 데포가 없다. 한편, 도쿄도는 생활클럽이 탄생하였으며 최대의
조합원수를 보유한 곳이지만, 조합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곳의 생활클럽은 상대
적으로 유연하고 느슨한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가나가와의 생활클럽은 상대적으로 의무적이고 끈끈한 연대 의식
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연구자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 동안 조직의 다양한

15) 千葉県 http://www.pref.chiba.lg.jp/
16) 総務省通計局, 2010, 『平成22年国勢調査: 従業地・通学地による人口・産業等集計結果』
17) 総務省通計局, 2005, 『3大都市への流入人口（通勤・通学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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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하여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본 집단을 연구에 적
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연구자가 현장에서 본 조사를 시작한 시기는 재해로
부터 3년 이상 지난 때였으므로 재해 직후에 비해 방사성 물질 관련 활동이 현저
히 줄어들어 있었다. 하지만 활동성이 높은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에는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사들이 많았던 덕분에 연구자가 충분히 현장에서 관련된 내용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대상 집단인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에 소속되어 있
는 조합원이면서 식품 관련 방사능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방사능 관련 활동에 참
여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절대 다수
는 여성이며, 연구자의 현장 연구 시기 동안에 실제 운영 회의나 학습회, 친교 활
동에 참여하였던 조합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업주부인 여성이었다. 특히, 대부분
의 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점심 식사 시간 전후로 끝이 나기 때문에 직장
을 다니는 조합원들은 참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조합
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분포하고 있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참여관찰, 심층면담 및 서면면담, 문헌 자료 분석의 방법으로 수
행되었다. 우선 참여관찰을 통해서 실제 연구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원들의 인식 및 반응, 그리고 집단 내부에서 먹거리 안전 시
스템을 확립하고 관리해온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자는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면담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활동을 통해서 집단의 시스템과 공동체
적인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방사성 물
질 관련 먹거리 안전 문제를 다루는지를 이해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집단을 보
다 다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연구 집단에서 발간되는 잡지와 웹 페이
지 상 자료를 통해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 혹은 집단의 공식적인 의견도 참조하였
다. 그리고 일본 사회 내의 방사성 물질 관련 먹거리 안전 담론을 분석하고 그 안
에서 연구 집단이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외부 자료, 즉 신문 및 잡
지 기사, 외부 단체 자료, 정부 공식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참여관찰은 2013년 2월, 2014년 1월, 7월에 각각 1주일 간 이루어진 세 차례의

21

예비조사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친 본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
다. 또한, 연구자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에 체류하면서 심층면담을 수
행하였다. 해당 기간에 심층면담을 완료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에 한하여, 연구자가
귀국한 이후인 2015년 2월까지 작성된 면담지를 송부 받는 방식으로 서면면담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2011년 3월 재해가 발생한 시점 이후에 배포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 집단인 생협에서 발간되는 공식 문
헌, 생협의 웹 페이지 상 자료들을 비롯하여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 신
문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1) 참여관찰

연구자가 주로 참여관찰을 한 현장은 생협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동일본대진재
및 방사성 물질에 대한 먹거리 안전과 관련이 있었다. 참여했던 행사는 학습회, 영
화 및 다큐멘터리 상영회, 동일본대진재 부흥 지원 축제(祭り), 육아 응원 박람회
(子育て応援フェア)이다. 행사들은 주로 생협의 직원과 임원들에 의해서 주최되었
으나 참여 인원의 대다수는 일반 조합원들이었다. 연구자는 행사들을 통해서 집단
이 추구하는 가치를 어떻게 구체화하며 이를 일반 조합원들 혹은 외부의 사람들에
게 이해시키고자 하는지 파악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자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먹거리 안전 관련 학습회에 중점적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사성 물질 관련 먹거리 안전을 다룬 학습회는 총
6회로, “방사능 오염과 수입 식품”, “방사성 물질과 식품 선택”, “방사능 학습회”,
“생활클럽과 다른 생협의 차이”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외에 방사성 물질에
대한 먹거리 안전과 관련 있는 상영회, 동일본대진재 부흥 지원 축제, 육아 응원
박람회는 각각 1회씩 참여하였다.
학습회는 주로 강사가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가량의 강의를 한 후, 강의 내용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학습회가 전반적
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파악하고, 강사의 동의를 얻어 학습회의 내용을 녹취한
후 분석하였고, 조합원들과 강사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상호 교류하는 내용을 기
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할 때에는 학습회에서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였다. 학
습회 외의 행사에서는 행사의 내용과 참가자들의 활동 및 반응을 관찰한 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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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이 우선순위에 놓는 가치와 과학 지식들은 무엇인지, 이들
은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공유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생협이 자체적으로 확립한 방사능 기준치에 의거하여 식품을 어떻게 관
리하고 유통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검사실이
있는 사이타마현(埼玉県) 한노DC(飯能 Delivery Center)를 방문하였다. 방사성
물질 검사실의 담당자를 만나 방사성 물질 기준치의 확립 과정, 검사 기기의 작동
방식, 그리고 식품들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파악하였다.
이 외에도 본 집단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구성원들이 다른 먹거리 안전
문제와 방사성 물질 이슈를 관계 짓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집단의 다른 학습회
와 여타 활동에도 수차례 참가하였다. 또한, 본 집단이 추구하는 먹거리 안전의 내
용과 다른 시민 단체가 추구하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념을 비교하기 위해 다른
단체에서 주최하는 활동에도 참석하였다.

2) 심층면담 및 서면면담

연구자는 조합원 개개인들이 생협의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과
위험을 인식하는지, 그들의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어떠한 모습의 실천들이 나타
나는지, 상충될 수 있는 가치 체계 안에서 어떤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하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그래서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행사가 끝난 후에 몇몇의 조합원 혹은 임원들이 모인 다과회에서 비공식적
인 집단 면담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심층 면담 의뢰를 했으나 연구자가 일
본에 체류한 시기에 사정 상 만날 수 없었던 조합원 4명에 한하여 추후에 서면으
로 인터뷰를 하였다.
심층면담과 서면면담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총 23명으로 여성이 22명, 남성이 1
명이었다. 조직의 특성상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인 대다수가 여
성이기 때문에 남성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어려웠다. 생협 내의 지위로는 생
활클럽생협 가나가와현 지부의 직원 1명, 임원 경력이 있는 조합원 5명, 생협이
운영하는 가게인 데포(デポー, depot)에서 일하는 직원 4명, 일반 조합원 13명이
었다. 또한, 연령대, 생협에 가입한 기간, 어린 아이18)를 양육하고 있는가의 여부

23

를 고려하여 면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면담 내용은 크게 일상적인 식생활의 모습, 방사성 물질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 생활클럽생협에서의 방사성 물질 먹거리 안전에 대한 활동, 동일 집단에서의
방사성 물질 관련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본 집단을 통해 얻게 된 과학 지식, 동일
본대진재 이후의 동북부 지방에 대한 “부흥(復興)” 방식과 “먹어서 응원하자(食べ
て応援しよう!)” 캠페인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여기에 생협에서의 역할, 어린 아
이를 육아하고 있는가의 여부, 출신 지역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문항이 추
가되기도 했다. 심층면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1회의 면담 후에
추가적으로 파악할 사항이 생긴 경우, 해당 면담자에 한해서 추가 면담을 하였다.

3) 문헌 자료 분석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의 방법만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은 각종 문헌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선, 생활클럽생협
에서 매월 발간하여 모든 조합원들에게 배부하는 잡지인 『생활과 자치(生活と自
治)』의 2011년 1월호부터 2014년 12월호까지의 기사를 참고하였다. 생활클럽생
협 가나가와의 전체 조합원 수에 비해 연구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전체 연구 참
여자의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해당 잡지를 통해서 더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과 여
론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생활과 자치(生活と自治)』는 조합원들에게 “성서
와도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언론이 집단의 시스템과 가치에 대
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 뿐
만 아니라 연구자는 해당 잡지를 통해서 현장연구를 시작하기 이전 시기에 집단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는 생활클럽생협과 관련 있
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조합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나 의견들 또한
참고하여 보다 다면적인 여론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연구 집단 외부에 있는 일본 사회 내의 포괄적인 담론을 포착하기 위하
여 외부의 언론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외부 시민 단체들의 인터넷
18)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어머니인 면담 참여자가 방사성 물질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주관
적인 연령대의 어린이를 말한다.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특히 어린 아이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면담 참여자를 모집할 때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었다. 어머니로서의 면담 참여자가 방사성 물질의 영향에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은 주로 초등학생(小学生) 이하의 연령대였으나 단 한 케이스로 중학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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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일본 은행 등에서 발간된
보고서 및 정책 홍보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기사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는 현재
방사성 물질 관련 먹거리 안전 문제에서 논점이 되는 부분과 이에 대한 여러 시민
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및 정책 홍보 자료
에서는 방사성 물질 기준치 설정의 원리, 방사성 물질 검사 과정, 식품 출하제한의
실정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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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일본대진재와 먹거리 안전
1. 동일본대진재가 야기한 “상정 외(想定外) 위험”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여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지진과 쓰나미의 위협
을 받아오고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재해를 해석하고 막기 위한 방책들을 고대부터 줄곧 고안
해왔다. 천견설(天譴說)과 재앙신설은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고대적 믿음
이었으며 이에 따라 재해를 막기 위해 재앙의 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祭り)를 발
달시켜왔고, 에도(江戸) 시대에는 큰 메기가 난동을 부려 지진이 일어났다는 속설
이 대중들에게 자리잡아오고 있었다(스에키 후미히코 2012).
초월적 존재가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는 고대와 중세의 믿음에서 벗어나, 지진을
과학적 예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꽤 최근의 일이다. 근대 과학의 도입으로 인해
지진은 ‘예견할 수 있는 것’ 혹은 ‘예견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1960년대에
이르러 지진을 예측하는 프로젝트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김
범성 2012). 지진 예측은 본성적으로 불확실할 수밖에 없으며, 1995년의 한신·아
와지 대진재(阪神・淡路大震災)는 그동안 쌓아 온 일본 방재 시스템의 “안전 신
화”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예측과 방재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기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계속 되어 오고 있었다(이강원 2012).
하지만 이번 동일본대진재는 예측 및 방재 시스템의 사정거리를 완전히 빗나갔
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위험을 주었다. 이 장에서
는 동일본대진재의 성격을 고찰해보고 재해가 야기한 ‘비일상적인 위험’에 대해 파
악하고자 한다. 재해가 발생한 위험의 특성을 이해할 때 일본 시민들이 재해 이후
에 겪었을 혼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확실의 상태 속에서 안전 시스템을
추구할 때 각기 다른 의견들이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수 있다.
2015년 1월 22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된 도쿄전력 전 회장 등 3명은 도쿄지검으로부터 두 번째 불
기소 처분을 받았다. 도쿄지검의 판결 근거 중의 하나는 도쿄 전력이 “쓰나미를
상정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점이었다. 이에 사고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고소단은 “원전 피해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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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부와 도쿄전력이 책임의 소재를 회피하면
서 재해가 “상정 외(想定外)”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처가 불가능했다
고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이 도쿄전력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여러 시민들은 도쿄전력의 “상정 외” 발언에 대해, 실제로 도쿄전력은 높이 10m
이상의 쓰나미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쓰나미가 원자력 발전소에 미칠 영향을 고
려했었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로 도쿄전력과 정부가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상정 외”라는 용어로 과실을 무마하려고 했는지를 판단하기 보다는, 초점의
대상을 옮겨 동일본대진재가 일반 시민들에게 “상정 외”적인 위험을 가져다주었음
을 고려하고자 한다. Bestor는 당시 유행이 되었던 “상정 외”라는 용어를 언급하
며, “이러한 커다란 사건이 어떻게 사회를 변형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사회의 역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013: 767). 그렇다면 이 재해는 어떤 면에서 “상정 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재해가 파급한 위험은 어떻게 일반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을까.
우선, 우리는 재해의 복합적인 성격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재해는
그동안 일본을 습격하였던 여러 자연재해 뿐 아니라, 기술적인 재해까지도 동반된
복합적인 재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사망자 15,891명, 실
종 2,579명, 부상자 6,152명이 발생했으며, 건물 피해는 120만 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2차적인 피해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기인했으며 심각한 피해를 일으
켰다. 약 10m 가량 높이의 쓰나미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강타하여 건물
내·외부를 손상시켰다. 건물 외부의 송전 시설을 파괴하여 외부 전력이 차단되었
으며, 원자로 냉각을 위한 냉각수를 끌어올 수 없게 되면서 원자로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원자로의 압력용기와 격납용기가 파손되었고, 내부
의 방사성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세슘과 스트론튬 등의 방사성 물
질은 대기, 토양, 해수, 담수 등으로 유출되어 동북부의 일부 지역을 오염시켰다.
방사성 물질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지역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었고, 주민
들은 피난 이주를 해야만 했다. 피해지의 주민들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삶의 터
전이 물리적인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화학 물질에도 오염되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매우 유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동일본대진재는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대단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미증유의 사태로 기록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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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해였다.
또한, 동일본대진재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
로 광역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방사성 물질의 유출로 인해 재해의 위험이
공간적으로 확산된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의 자연재해는 주로 지진이나 쓰
나미가 발생한 지역에 한정되어 물리적인 위험이 나타났다. 하지만, 동북부 피해지
뿐 아니라 그 이남의 수도권 지역에까지도 방사성 물질에 의한 토양 오염이 나타
나고 있으며, 대기와 해수의 흐름을 따라서도 방사성 물질은 유출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리고 동북부의 피해지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먹거리가 유통되고 있는 지역의 주
민이라면 누구든지 내부 피폭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위험의 시간적인 광역화 역시도 이 재해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우선, 방
사성 물질로 인한 위험이 지속되는 것은 물질들의 반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다.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나온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루테늄 등은 1년에서 30
년가량의 반감기를 가진 방사성 물질이다19).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을 받는다
면 그 영향은 몇 년 이상이 지나야 완전히 사라지며, 체내에 누적될 경우 갑상선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영향을 받
은 어린이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사고 발생 후 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것(Nikiforov & Gnepp 1994: 748)으로 미루어 보아, 위험의 영향은 오랜
시간 이후에 가시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위험이 재해 당시 뿐 아니라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단지 방사성 물질의 화학적 성질 때문만은
아니다. 위험의 시간적 광역화를 야기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이유는 방사성 물질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안일하고 비효율적인 대처에 있다. 사고 직
후, 도쿄전력은 발전소 폐기를 우려하여 원자로에 해수를 투입하는 해결책을 선뜻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로 하루 이상을 소요했다. 그 결과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고
바로 해결책을 실시할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다. 지금까
지도 도쿄전력은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문제로 인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19) 반감기(半減期)란 “방사성 원소나 소립자가 붕괴 또는 다른 원소로 변할 경우, 그 원소의 원자
수가 최초의 반으로 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각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는 다음과 같
다. 세슘 134는 2.1년, 세슘 137은 30년, 스트론튬 90은 29년, 플루토늄은 14년 이상, 루테늄
106은 36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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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오염수가 유출되는 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이로써 정부와 도쿄전력의 문제 해결 방식은 재해를 현재진행형, 나아가 미래진행
형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위험사회』의 저자인 벡은 위험(risk)을 “근대화 자체가 유발하고 도입한 위
해(hazard)와 불안을 다루는 체계적인 방식”이라고 정의하며(2006: 56), 위험은
“위해와 달리 (...)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경을 넘어서
서 생산 및 재생산 전체에 퍼져나가는 지구화의 경향을 보여준다(ibid.: 44)”고 하
였다. 동일본대진재로 인한 위험 역시 고도의 과학적 기술의 부작용에서 기인하여
근대화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불어 그 위험이 광역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는 점에서 벡이 설명하는 위험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 위험은 인간이 단
순히 과학기술을 다루는데 서툴러서가 아니라, 관료제의 비효율성, 그리고 시민들
의 안전보다 회사의 효용과 비용을 우선적으로 타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의 폐해로부터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이 비가시적으로 일상 속에 녹아들고 있다는 점을 동일본대진
재에서 파생된 위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공기, 물,
토양,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생산된 먹거리는 많은 일본인들의 일상 곳곳으로
침투했다. 그러나 누구도 육안으로 방사성 물질이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분간해낼 수 없다. 방사성 물질에 의한 증상은 알레르기에 의한 증상처럼 즉각적
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피폭이 되더라도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기는 힘든 것이다. 수해, 가뭄,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우리
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즉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지 않는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야기된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시민들의 일상에 파고 들어
언제 끝난다는 기약이 없는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일본 사회는 오래 전부터 지진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법을 발달시
켜 왔으며, 다른 사회에 비해 재해를 여러 번 접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재해를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일본대진재는 일본 사회에게 ‘낯선’ 것이
었다. 이번 재해는 방사성 물질 유출이라는 기술재해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위험의
영향이 시간적·공간적으로 광역화되어오고 있다. 게다가 위험이 광범위하게 확산
되면서 자연적·기술적 재해로 인해 물리적인 타격을 입은 동북부 거주자만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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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라고 상정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여
파가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북유럽에까지 이르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삶을 변화시켰듯이(Stephens 1995), 이번 재해도 동북부를 벗어나 일본의 다른
지역에도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정도의 커다란 위험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침투하였다.
이전에는 미처 “상정하지 못한” 비일상적 위험이 시민들의 일상을 급습했지만 비
가시적인 형태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생겼다. “안
전”을 위한 기준치를 정하고 이에 맞춰 식품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는 것
은 보이지 않는 위험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민들은 여러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선례에 비추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알아야
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동일본대진재로 인해 발생한 비일상적인 위험에 시민들이
대처하는 방식들이다.

2. 동일본대진재와 먹거리 담론
동일본대진재가 먹거리에 방사능 위험을 가져다 준 것은 시민들이 그 전에는
“상정할 수 없었던” 낯선 일이었다.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재해를 경험하였던 일본
사회에게 재해로 인한 먹거리 위험은 주로 식량 수급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재해
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식량 확보 문제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방사능 오염이라
는 새로운 먹거리 안전 문제를 만들었다. 게다가 방사능 문제조차도 일본 사회에
게는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은 문제였다. 일본 사회는 먹거리 안전에 있어서 지금
까지 중국산 수입 식품, 잔류 농약, 유전자 조작 식품 문제 등에 주로 대처해왔을
뿐이었다.
동일본대진재로 인해 일본 사회에 발생한 먹거리 안전 문제를 살펴보는 이 절에
서는 크게 정부–그리고 정부 정책에 친화적인 기업들–와 먹거리 안전 문제에 관심
을 가지는 일반 시민들 및 시민단체의 움직임과 담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사능
사태가 불거진 후에 정부가 어떤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왔는지, 정부의 먹거리 안
전과 관련된 부흥 정책 및 담론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
부의 정책과 담론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지 확
인하고자 한다. 시민단체들과 여러 일반 시민들은 정부 정책과 행보에 비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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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먹어서 응원” 캠페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1) 정부의 먹거리 안전 정책과 동북부 부흥 정책

재해로 인해 새롭게 떠오른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
고 있을까. 여러 정부 기관 중에서 동일본대진재 이후의 먹거리 안전 문제와 주된
관련이 있는 조직은 후생노동성, 환경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부흥청과 내각
총리대신(이하 총리 혹은 수상)이 장으로 있는 내각부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과 아베(安倍) 수상의 행보에 대해 살펴보겠
다. 특히 이 부분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생협을 비롯한 여러 시민 단체가 정부
에 대해 비판을 가하거나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먹거리에 함유되어도 “안전”한 방사
성 물질의 기준치를 정하고, 기준치에 맞게 검사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거리를
출하 제한 및 섭취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정책은
2011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자력 재해 대책 본부와의 협의 하
에 집중적으로 마련되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정하고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
였다. 정부는 새로운 기준치에 대하여, 기준치를 “밑도는 식품은 건강에 영향이 없
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정비된
기준치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피폭 선
량의 상한을 연간 5mSv(밀리시버트)에서 연간 1mSv로 끌어내리고 이것을 기준
으로 방사성 세슘의 기준치를 정했다는 부분이다.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의 지표를 따르는 동시에 현실적인 최저치를 반영한 수치이다. 한편,
2014년 7월, 환경성 히라오카(平岡) 대신관방심의관(大臣官房審議官)은 정부의
목표가 장기적으로 연간 피폭 선량 1mSv 이하의 수치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공표
하였다.
두 번째로, 식품 구분을 새롭게 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우유 및 유제품, 음료
수, 그리고 다른 식품으로 구분하였다면, 새로운 기준치는 식품 소비자의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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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구성되었다. 아이들은 방사성 물질에 대해 더욱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
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유아용 식품”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유 및 유제품, 유아용 식품, 음료수를 제외한 모든 식품은 “일반 식품”이라는 이
름으로 분류된다. 일반 식품에 대한 기준치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방사성 물질 예
민도를 고려한 후, 가장 낮은 상한치(120bq/kg)보다 더 낮게(100bq/kg) 설정되었
다.
마지막으로, 기준치를 정할 때 고려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늘어났다. 기존에
는 방사성 스트론튬만을 취급했다면, 현재는 방사성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루
테늄 등의 반감기 1년 이상의 모든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다. 하지만 세슘 외에는
검사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슘과 다른 방사성 물질의
비율을 환산하여 기준치를 정립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식품 중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검사 시스템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모든 식품을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 세슘이 검출
되기 쉬운 품목과 국민 섭취량의 상위 품목을 위주로 검사한다는 점이다. 기준치
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거나 기준치 1/2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품
목은 버섯, 산나물, 야생 동물의 고기, 쌀, 대두(大豆), 일부 채소 및 과일, 특정
지역 근해20)의 바다 생선 등이 있다. 또한, 국민 건강·영양 조사를 통해 섭취량이
높은 식품들을 고려하여 검사 계획을 책정한다. 이에 해당되는 식품들은 쌀, 마시
는 차(茶), 우유, 여러 채소 및 과일, 고기, 해조류 등이다.
두 번째로, 검사의 대상과 주체를 특정 지역 자치단체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정
부는 방사성 물질의 “지역적인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적인 생산과 유통의 실
태를 관리하고 있다. 검사 대상이 되는 지역 자치단체는 기초 자치단체인 시정촌
(市町村)이다. 검사 대상이 되는 시정촌이 포함된 현(県) 단위의 행정구역은 아오
모리(青森), 이와테(岩手), 아키타(秋田), 미야기(宮城), 야마가타(山形), 후쿠시마
(福島),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栃木), 군마(群馬) 등의 동북부 지방과, 치바(千
葉), 사이타마(埼玉),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 등의 수도권 지방, 그리
고 수도권 인근 지역인 니이가타(新潟), 야마나시(山梨), 나가노(長野), 시즈오카
(静岡)이다. 이 외에 홋카이도(北海道)산 수산물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즈
20)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후쿠시마(福島), 미야기(宮城), 이바라키(茨城), 이와테(岩手), 치바(千葉),
아오모리(青森: 대구에 한해서), 홋카이도(北海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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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 이남 지역은 검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만한 부분은 검사의 빈도이다. 원칙적으로 검사는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수확 시기가 있는 버섯류와 산나물
류에 대해서는 수확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하며, 해산물의 경우는 과거의 검사 결
과를 반영하여 검사 빈도를 새롭게 책정한다. 하지만 식품으로부터 기준치를 넘거
나 기준치에 가까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검사 빈도를 조정하여 보다
빈번하게 검사한다. 새롭게 검사 빈도가 설정될 경우에, 정부는 지방 자치단체에
별도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
국가 단위의 검사가 모든 식품을 포괄하기에는 기술적이고 비용적인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위와 같은 “효율적인” 검사 기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검사
시스템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령, 가공식품은 여
러 재료가 혼합되어 있지만 주요 검사 대상이 되는 식품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한,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해산물을 검사하기 때문에 어류의 이동 내역은 고려되
기 힘들다. 그리고 검사를 원칙적으로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검사의 영역
에 벗어나는 식품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런 검사를 거쳐 어떤 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
된다면 그 식품에는 출하제한 및 섭취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출하제한은 “지역적
인 확산”이 확인된 경우 “지역과 품목을 지정”하여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해당 품목의 출하
를 제한하는 것이다. 출하제한 및 섭취제한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최근 1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가 모두 기준
치 이하일 경우 해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방사성 물질 문제라는 새로운 사안에 대해 정책을
세워 대처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정책이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
에 대한 식품 안전 문제의 실태가 심각하지 않음을 홍보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가 어떤 과학적 지식들을 선별하여 홍보하며, 홍보에 활용된 지식들은 어떤 의미
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방사성 세슘에 의해 외부 피폭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기준치 상한의 1%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2012년 2월에서 3월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1년간 피폭되는 방사선 선량은 0.0009~0.0094mSv로 극소량이며,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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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1월의 조사에 의하면 후쿠시마는 0.0193mSv/년으로, 반년 간 3분의 1
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내부 피폭과 관련된 식품의 규제에 있어서도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규제치를 초과하는 건수가 2011년 3월에서 2012년 3
월까지 0.88%였던 것에 비하여, 2014년 4월에서 2015년 2월까지 0.17%로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문건
에서 실제 식품을 통해 내부 피폭이 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며 “자연계에 존재하
는 방사성 칼륨에 의한 피폭과 (...) 비교해도 아주 작은 수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방사성 물질에 대한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은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
니며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주장이다.
방사능 문제로 인한 위험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만큼 심각하지 않으며, 새롭게
정비된 정책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먹거리와 관련한 동북
부 부흥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먹거리에 대한 부흥 정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복합적인 개념으로서의 “부흥(復興)”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일본 사회에서는
재해지를 복구하고 재생하고자 하는 활동을 “부흥”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호상
에 의하면 부흥은 재해로 인해 동북부 지방에 발생한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복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2013: 61). 더불어 부흥은 인구 유출과 각
종 산업 환경의 붕괴로 인해 쇠퇴한 동북부 지방을 재건하며, 국가적인 경기 침체
를 타개하는 것까지도 모두 아우른다. 그리고 부흥청에 의해 실시된 “마음의 부흥
(心の復興)” 프로젝트21)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흥은 동북부 피해자와 일본 사회
의 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 연대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아베 정부의 부흥 정책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 중의 하나는 부흥의 최종적인 범
위를 국가 전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6월 24일에 제정된 <동일본
대진재부흥기본법(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은 부흥의 기본 이념으로 “새로운 지
역사회를 구축함과 동시에 21세기 중반 일본의 바람직한 모습을 목적으로 행해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이경희 2014: 314). 동북부 지방의 재건과 재생은 국가 전체
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재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부
흥을 이룩해야 함을 제시한다. 부흥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일본 국민 모두
21) “마음의 부흥” 프로젝트는 부흥청이 2015년 3월 5일에 민간 공모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
었다. 이 프로젝트는 “동일본대진재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나 피난 생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피해
자 분들의 고립을 막고 그 분들이 삶의 보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책을 지원”하
기 위해 실시되었다. 후쿠시마현·이와테현·미야기현 등의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한 각종 전통문화·
먹거리·농수산업·공예 관련 이벤트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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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제라는 것이다. 2012년 2월 출범한 정부 산하기관인 부흥청(復興庁)22)은 이
와 같은 부흥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아베 수상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동북부 지방을 “부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해당 지방의 먹거리를 소비함으로써 부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
베 정부의 특징적인 행보 중의 하나이다. 아베 정부가 동북부 지방의 먹거리를 홍
보할 때,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은 심각하지 않으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 하에서 유
통되는 식품은 안전하기 때문에 동북부 지방의 먹거리를 소비해도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밑바탕이 된다. 예를 들어, 아베 수상은 2013년 5월 피해지
의 하나인 미야기(宮城)에 방문하여 지역 토산품인 후리카케(ふりかけ)23)를 구입
하는 모습을 언론에 비추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후쿠시마의 항구에 방문하여
문어, 오징어, 치어류 등을 시식했다. 동북부의 수산물은 방사능 논란의 중심이 되
는 식품군 중의 하나이다. 더불어 아베 수상은 이미 같은 해, 같은 달에 국회 연설
에서 방사성 물질의 오염이 “식품과 물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
다”고 공표한 바 있다. 동시에 관저에서 직접 “후쿠시마 쌀을 먹고 있다”고 말하며
대중들 사이에 동북부산 먹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뜬소문(風評)이 사실과 다름을
역설하였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먹어서 응원하자(食べて応援しよう!)”
프로젝트 역시 동북부 지방 먹거리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부흥 정책의 일
환이다.
또한, 부흥청 역시 먹거리와 관련한 뜬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불식하고 동북부
지방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의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흥
청은 어떤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정부에서 지정한 방사능 안전 기준치인
100bq/kg 이하에 머물러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는 것은 뜬소문에 의한
영향이라고 말하며 뜬소문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2014년 6월, 부흥청은 뜬소문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방침을 제
시하였다. 이 방침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약칭 경단련: 経団連)의 회원 기업이 피
해지의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 수학여행을 비롯하여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
는 것, 방사성 물질의 검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는 동일본대진재 이후 먹거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였

22) 『연합뉴스』“日 대지진 11개월 만에 부흥청 출범” (2012년 2월 10일자)
23) 여러 재료를 건조하여 가루로 만든 음식. 주로 밥 위에 뿌려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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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나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동북부 지방 먹거리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동북부의 부흥을 달성
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하나는 동북부 지방 먹거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동북부 지방 먹거리를 소비하자는 움직임이기 때
문에 일견 다른 방향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먹거리 정책에
서 근간이 되는 정부의 주장은 동일하다. 정부의 방사능 안전 정책은 충분히 국민
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부 지방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맘 놓고 소
비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은 대중들 사이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뜬소문 피해를 극복해야 온 일본 국민의
국가적인 과제인 부흥을 이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의 의견

2014년 가을, 연구자가 도쿄 및 가나가와 지역에서 현장 연구를 하던 무렵, 일
본의 일반 시민들은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먹거리 안전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퇴근 시간의 대형 슈퍼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으며, 동북부
지방이 생산지로 표시된 채소나 쌀, 고기들도 버젓이 시중에 나와 있었다. 사이타
마현의 한 대형 슈퍼에는 당근이 “이바라키산 10엔”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표를
붙인 채 팔리고 있었으며, 가나가와현의 한 노점상에서는 후쿠시마산 복숭아가 진
열되어 있었다. 연구자와 동일본대진재 이후의 먹거리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었던 20대 후반의 한 직장인 남성은 “바로 (사고) 직후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
았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지금은 뭐, (신경) 안 써요”라고 말하였다. 먹거리에
방사성 물질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나라에서 알아서 잘 하
겠지. 믿어야지”라고 대답한 50대 중반의 한 직장인 남성도 있었다.
일본 시민들의 일부, 특히 기존의 다른 먹거리 안전 문제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
던 시민들에게 방사성 물질 문제는 크게 대수로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여
전히 일본 사회에는 동일본대진재가 일어난 이후로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먹거리
안전 문제, 특히 정부의 대응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2014년
10월 1일 소비자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식품을 구매할 때 생산지에 신경
을 쓴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70%에 달했다. 그 중에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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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구매하기 “주저한다”는 응답자는 19.6% 가량이었다24). 특히 이전부터 먹거
리 안전 이슈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여러 생활협동조합 뿐 아니라, 동일본대진재
이후 특히 방사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된 단체들의 구성원들은 집단
적인 활동과 정보 공유를 통해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여러 시민 단체에서는 방사성 물질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덥지 못한 대응에 비
판을 가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 부분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던 직후부터 정부 및 도쿄전력의 대응
방식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2011년 3월 11일 당시,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 처
음으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정부는 “이는 원전 원자로의 냉각조치에 이상이 생
겼다는 의미일 뿐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 기준으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는 레벨
7에 도달할 때 까지, 정부와 도쿄전력은 노심이 용해되는 치명적인 사고(멜트다
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시 도쿄전력이 “공사 비용에 부담을
느껴 정부도 (오염수 유출을 막기 위한) 차수벽 설치 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사고 대응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4년 9
월 19일,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에서는 <부흥을 향한 장기적 방사능 대책을
위하여>라는 제언을 공표하면서 정부가 사고 초기의 방사성 물질의 방출 및 확산
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거나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해명이 되지 않
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와 연구기관이 상황에 따른 새로운 정
보와 노심(炉心) 내부의 상태, 방사성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는 작업에 있어서도
정부는 사고 피해의 당사자인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령, 2015년 2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고여 있던 오염수가 유
출되고 있는 것을 이전에 이미 파악하였지만 주민들에게 뒤늦게 발표한 사건이 있
었다. 당시,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대책을 두고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등과 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신뢰 관계에 금이 가
교섭에 차질이 빚어지고 말았다.
24) 『朝日新聞(한국어판)』 “日 소비자 의식조사… ‘후쿠시마산 상품 구매 주저한다’는 응답 증가
세” (201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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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먹거리 안전 기준치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
다. 특히, 식품 규격 중 일반 식품에 해당하는 방사성 세슘 기준치 100bq/kg이 안
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2014년에 생산된 후쿠시마
의 모든 쌀들의 방사성 세슘 함유량이 일반 식품 안전 기준치 100bq/kg을 밑돌았
다는 기사에 대해 시민단체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전국 네트워크(子供
たちを放射能から守る全国ネットワーク)”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례Ⅱ-1] 국가의 먹거리 안전 정책에 대한 한 시민의 의견
“(...) 기준치 ‘100베크렐’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피폭의 영향의 문턱에
있는 수치는 (...)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얼마나 전량 검사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
어 0.0001%라도, 50베크렐 이상의 쌀이 나온 이상, 러시안 룰렛에 아이들을 노출시켜
서는 안 됩니다. 전량 검사뿐만 아니라, 하한치를 25베크렐보다 엄격하게 하여 그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간신히 뜬소문 피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먹는 쌀
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몇 베크렐이라도 오염되었다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우에 현재 상황에서는 후쿠시마를 시작으로 동북으로부터 관동 북부 지방에서 나는
쌀을 피하는 것 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측정하고 공표하는 것, 그것밖에
는 없는 것이죠.”

이 발언은 먹거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리 방식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여러 주
요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의 기준치가 과연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은 정부가 설정한 일반식품 기
준치 100bq/kg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백 번 양
보하여 성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유효한 기준치일 수 있어도 방사능에 민감한 아이
들을 고려하여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이 부모들의 주요한 주장이다. 만약 유통을 제
한하기 위해 설정한 안전 기준치를 낮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일종의 목표
치이자 “불검출(ND)”을 나타내는 기준인 측정하한치만큼은 낮춰 실질적으로 안전
을 보장해야 한다. 측정하한치를 0~1bq/kg 이하로 해야 아이들을 비롯한 방사능
에 민감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논란이 되는 또 다른 부분은 검사의 방식과 빈도이다. 현재 정부는 주 1회만 검
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된 샘플 수와 비율은 전체에 비해 너무 낮다.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90% 이상의 검사되지 않은 식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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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불안을 증식시킬 뿐이다. 게다가 시민들
은 어떤 식품들이 검사된 후에 출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걸
릴 확률이 매우 높은 “러시안 룰렛”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 밖에도 정부가 설정한 식품군 분류가 정교하지 못하고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
적들이 있다. 물론 유아용식품과 우유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영아가 아닌 어
린이들과 성장기의 청소년들의 주식은 어른들과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밖
의 식품군에도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가령, 일반식품군에는 성장 중인 어
린아이들이 접하기 쉬운 가공식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과자와 같은 간식류는
여러 가지 재료가 포함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일
본인들의 주식의 주요한 재료인 쌀과 육류, 생선류, 채소류 역시 일반식품에 속해
있다. 결국 아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들에 100bq/kg 가까운 방사성 물질이 함
유되어 있더라도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시민들은 외부 피
폭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점, 자연방사선에 의한 영향과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인공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 외식 산업의 영
역에서 생산지 공개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 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동북부 지방의 먹거리들이 안전하다며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소비
를 권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검사 시스템,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기준
치를 설정했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붙은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방사능
유출 현황이나 식품에서 검출된 방사능 수치마저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시민들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
보하는 방법은 동북부 지방에서 생산된 식품을 피하는 것뿐이다. 정부는 먹거리에
관한 뜬소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작 뜬소문 피해를 조장하는 것은 정부인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시민단체이나
생협에 가입하여 차츰 정보를 얻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방식으
로 “구조적 무지”를 타파하고자 하지만 생업으로 바쁜 일반 시민들이 민간 차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3) 먹거리 내셔널리즘으로서의 “먹어서 응원(食べて応援)”

지금까지 동일본대진재 이후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부와 여러 시민단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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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정부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
해 여러 정책을 고안했지만, 먹거리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전 기준치나 검사 시스템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 더러,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는 시민들
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 여러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을 크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
여 특히 크게 논란이 되는 쟁점이 있다. 그것은 정부가 주창한 “먹어서 응원(食べ
て応援)” 캠페인에 대한 것이다. 주로 농림수산성에서 중심이 되어 펼쳐지는 이
캠페인은 피해지의 먹거리를 소비함으로써 재해로부터의 복구를 돕자는 것이 골자
이다. 하지만 일본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엔진인 야후 재팬(Yahoo Japan)에 “먹어서
응원”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먹어서 응원 이상하다(食べて応援 おかしい)”나
“먹어서 응원 위험(食べて応援 危険)”이 나오는 예를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캠페인은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 캠페인을 둘러싼 논쟁을 알아봄으로
써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일본 사회의 다각적인 의견을 여실
히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는 생활클럽생협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농림수산성은 “먹어서 응원” 캠페인을 “피해지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생산지에 활력을 불어 넣어 재생하는 것을 통해 부흥을 응원하는”
운동으로 설명한다. 피해지의 먹거리를 소비하는 것은 “관계된 여러 사람들 간에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피해지의 생산물은 식품 박람회 등에 출전
되거나, 본 캠페인에 참여하는 회사의 사내 식당에 공급되기도 하고 외식 산업의
현장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북부
피해지에서 생산된 식품 박람회가 785건 있었으며, 사내 식당 등에서 식재료로 활
용된 경우가 194건 있었다.
본 캠페인은 농림수산성과 여러 기업들을 비롯한 재계의 연대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 우선, 농림수산성은 경제산업성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경제단체
연합회(경단련)의 여러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단련의 회
원 기업이자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대형 슈퍼마켓인 이토 요카도로 알려진 세븐&
아이홀딩스는 2014년 11월부터 <동북부 가교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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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에 11회째를 맞은 이 프로젝트에는 250개의 기업들이 참여하였으며,
동북부에서 생산된 약 1,850의 식품들이 전시되었다. 이 박람회에는 미역, 날생선,
소고기 등 뿐 아니라 레토르트 식품, 통조림, 도시락 등과 같은 가공식품도 전시
및 판매되었다.
정부는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안전성에 대한 홍보 역시 실시하고 있다. 하
지만 이는 시민들이 지적하는 지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아닌, 기존에 정부에
서 마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에 불과하다. 정부는 검사 결과를 공
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물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샘
플링에 의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방사성 세슘 검출 기준치
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먹어서 응원” 캠페인은 시민들에
게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설득을 선행하지 않은, 구호가 앞선 시책인 것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은 물론 “응원”은 필요하지만 왜
그 방법이 동북부의 먹거리를 소비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
기한다. 그들 역시 일본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동북부의 부흥을 도와야 한다는 데
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먹어서 응원”하지 않으면 마치 동북부를 위
한 부흥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먹어서 응원”을 비판하는 시민들 중에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이 캠페
인에는 정부와 기업이 유착된 형태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설가이자 탈원전·반원전 운동가인 야마구치 이즈미(山口泉)씨는 독일에서
열린 강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그 현황: 핵 파멸 파시즘의 나라 일
본으로부터 남겨진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25).

[사례Ⅱ-2] “먹어서 응원”에 대한 야마구치 이즈미씨의 의견
이중에는 “먹어서 응원”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먹어서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일본을 휩쓴 이상한 슬로건이었습니다.
분명히 사고 전에 비해 수천 배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이 된 식품을 먹어서 “뜬소문 피
해”를 막고 “생산자를 지원한다”고 하는 캠페인으로 인기 아이돌이나 탤런트 등이 TV
광고에 활용되고 있지요.
이러한 모습의 “먹어서 응원” 캠페인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동북
25) 山口泉ブログ 精神の戒厳令下に http://auroro.exblog.jp/1867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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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방의 생산자들 자신이, 사고 이후에 자신들의 생산물을 유통업자들에게 헐값에 팔
아넘기고 정당한 수입 등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
된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것으로 직접 이익을 취하는 것은 중간에서 착취하고 있는 유통
업자들 뿐이고 생산자도, 더군다나 소비자도 어느 누구도 플러스가 되는 게 없는 거죠.

야마구치씨와 마찬가지로 여러 시민들은 “먹어서 응원” 캠페인으로 인해 실질적으
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질문한다. 동북부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급격
한 감소로 인해 생산물의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
통업자들이 이러한 생산물을 낮은 가격에 사들여서 “먹어서 응원” 캠페인을 통해
수요를 높이고, 원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유통시켜 이득을 취하게 된 것이다. 정
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경단련에 소속된 여러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먹어서
응원” 캠페인을 이끄는 것은 동북부 생산자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동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Leheny(2011)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흥 정책 안에는 “재해 내셔널리즘(disaster
nationalism)”의 논리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Dudden 2012: 348에서 재인
용).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동북부 지방의 활성화는
국가 전체의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재해의 피해자
들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와 상관없이 국가적인 상상력이 개입된
의제들과 열정의 발로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먹어서 응원” 캠페인은 국가의 부흥 정책의 기반에 ‘먹거리 내셔
널리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먹어서 응원” 캠페인은 동북
부의 먹거리를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안전하기 때문에 소비하라고 촉진하
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결국 많은 시민들에게 현재 유통되는 동북부의 생산품
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납득시키지 못하였으며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된
채 시민들의 불신만을 낳고 있다.
물론 생산자들을 돕자는 취지 자체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그러나 생산
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 생산자는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동원되고 말았다. 야마구치씨의 주장처럼 생산자들은 유통업자들만이 이익을
보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하지 않음으로써 먹거리로 인한 “뜬소문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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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충족해주지 못한 채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먹거리를 소비하기를 “권
유”하는 이 캠페인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구호만이 남아버린 이
프로젝트는 “먹어서” 누구를 “응원”하는지가 불분명해진 상태로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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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협 내 안전 시스템 및 가치의 구성과 교육
동일본대진재 이후의 혼돈 속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생활클럽생협에서도 방사
성 물질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다. 과학자들의 실험
실에서 과학적 사실이 구성되는 과정을 탐구한 Latour & Steve는 과학의 영역에
서 논의되는 “사회적 변수들”이 더 이상 과학의 영역 바깥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사회적인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1986: 21-22). 생활클럽
생협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었던 과학적 사실들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시스템
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이해 및 관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생협 내
의 “사회적 변수들”은 과학의 영역에 치열하게 파고들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방사성 물질 문제에 대한 안전 시스템의 확립은 크게 먹거리를 비롯한 소비재에
함유되어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정립하고, 기준치를 토대로 소비재
를 검사하며, 검사의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큰 그림만
보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들은 국가의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데, 이는 여러 사회적
변수들 중에서 강조되고 추구되는 가치의 내용이 국가가 추구하는 내용과 다르며
같은 가치라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생활클럽생협 내에서 방사성 물질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체적으로
우선시되고 추구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가치들의 구체적인 내용 무
엇이고, 이는 안전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
고 조합원들을 교육하는 “학습회(学習会)”의 장에서 이러한 가치들과 시스템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홍보되는지 살펴보겠다.

1. 공동의 가치: “생”과 “공생”
1965년에 시작하여 2013년 3월 현재 약 34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 조
직으로서의 생활클럽생협은 다각적인 목표와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적절한 가격
에 질 좋은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했던 처음의 목표를 지금까지도 꾸준히 추구함과
더불어, 현재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개발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과 어린 아이
들의 복지에까지도 힘쓰고 있다. 이렇듯 조직의 규모와 활동 양상이 확대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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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추구되는 공동의 가치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치들 중에 먹거리 안전, 특히 동일본대진재 이후
에 대두된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문화적 가치들인 “생(生)”과 “공생(共生)”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생활클럽생협은 전통적으로 먹거리 안전을 추구해왔
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이러한 가치들이 공동체적으로 중시되어왔다. 하지만 원자
력 발전소 사고가 발발하고 방사성 물질이 먹거리 안전 이슈에서 중요해지면서 조
합원들이 이 두 가지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 생(生): 생활과 생명

생협의 조합원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선적인 가치는 “생(生)”이라는 언어로 요
약될 수 있다. 특히, “생”이 담고 있는 의미는 “생활(生活)”과 “생명(生命)”이라는
내용으로 세분화된다. “생”이라는 용어가 포함하는 가치는 조합원들이 함께 수호해
야 한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과 터전, 그들을 둘러싼 세계를 대하는 태도, 추구해야
하는 정신이며 이는 구성원들의 여러 언어와 행위, 선택, 실천을 통해서 물리적으
로 재현된다. “생”과 관련된 가치들은 조합원들이 생활클럽에 가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진다.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가치이다. 생명은 물론 인간이 존립하기 위한 제1의 가
치로 일종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클럽에서는 소비재의 생
산 및 소비, 그리고 생활클럽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보다 더
의식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조합원들은 생명 외에 “안전”,
“건강”이라는 용어로 비슷한 의미들을 담아 표현한다. 생활클럽은 중심적으로는 먹
거리 안전을 추구하지만, 나아가서 환경 보호와 개호 서비스에도 힘을 보태고 있
다.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생명의 영역에까지 시
야를 넓힌 결과이다.
모든 먹거리 안전에 대한 대응은 생활클럽 구성원 모두의 윤택한 생명을 위해
만들어진다. 생활클럽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대응은 크게 3
가지이다. 이는 식품 첨가물·유전자 조작 식품·방사능의 감소이다. 가장 기본적이
고 전통적인 먹거리 안전에 대한 대응은 식품 첨가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첨가물,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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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양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소화 및 몸의 기능을 저해하여 암 등의 질병을 일
으킬 수 있는 첨가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해도 되는 인공 첨가물의 숫자를 줄
이고 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대응이다. 특히 된장이나 간장을
통해 콩을 많이 사용하는 일본이니 만큼, 유전자 조작 방식으로 재배하는 콩의 사
용을 철저하게 막고 있다. 생활클럽은 미국환경의학회(AAEM)가 “GM식품은 독성
학적 알레르기나 면역기능, 임신이나 출산에 관한 건강, 대사, 생리학적, 그리고
유전학적인 건강분야에서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한다고 발표했던 것을 근거로 삼
아 조합원들에게도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클럽에서 일본 정부가 TPP(환태평양 경제연휴협정)를 맺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미국으로부터 GMO 식품이
수입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본 연구에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방사능 문제이다. 이 문제는 2011년 이후에 갑작스럽게 큰 문제로 부상하였
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생활클럽은 방사능 문제를 염려해왔다. 생활클럽의 공식
목표 중의 하나는 탈원전(脱原発) 사회의 도래다. 이를 위해 6개소 방사능 폐기물
재처리 공장에 반대하고, 방사능 오염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네트워크나 방사능
오염 식품 측정실과 제휴하여 방사능의 위협을 받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생활클럽에서 먹거리 안전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자본이 위주가 되고 익
명인 생산과 소비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생활클럽에서 공급하는 물품들을
식품이나 상품이 아닌 “소비재”라고 명명한 이유도 그러한 정신에서 비롯된다. 생
명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도 있지만,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는 쉽지 않을 때가 있다. 현
대 사회에서는 생명에 핵심인 먹거리를 자본의 논리에 따라 상품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매출을 최대화하
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에 해가 되는 일을 하기도 한다. 가령, 비용
을 절감하기 위해 가짜 재료를 쓰거나 유행하는 맛에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식품을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 생활클럽에서 먹거리 안전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시하는 방법은
국산(일본산)을 먹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식량 자급률이 40% 정도에 그친다. 그
러나 국산을 먹는 것과 일본식 식습관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진다. 국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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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서 생활클럽이 강조하는 부분은 유통 과정과
관련된다. 수입산과 달리 국산은 유통과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며 소비자로 하여금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두 번째로 “생”이 포함한 가치는 “생활”에 대한 것이다. 본 단체의 정식 명칭인
“생활클럽생활협동조합(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에는 “생활”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된다. 생활협동조합(생협)라는 집단은 기본적으로 생활 물자에 대한 소비 활
동을 중심으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자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 그런데 일본에
500여개 정도 존재하는 생협 중에서도 특히 생활클럽생협은 “생활”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내세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이란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일상의 구체적인 삶의 구석구
석을 의미한다. 가장 협소하게는 먹거리를 포함한 여러 물자들을 소비하여 삶을
한결 편하게 영위할 수 있는 상태이다. 생활클럽생협에서 취급하는 소비재에는 쌀,
육류, 채소, 우유, 차(茶), 과일 등의 식자재를 비롯하여 각종 가공식품 및 조리된
음식, 그리고 목욕 용품, 화장품과 개 사료까지도 포함된다. 더 광범위하게는 육아
및 고령자·장애인의 복지와 지역 사회의 안녕까지도 연결된다. 생활이라는 가치는
주로 먹거리, 생활 용품과 같은 물리적인 자원으로 재현되지만, 나아가서는 삶이
영위되는 공간이자 일상의 매순간들이 실현되는 공간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1960년대 일미안전보장조약 개정을 둘러싼 안보투쟁 이래
로 시민들의 정치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중시되어왔다(한영혜 2011). 생활을 원동
력으로 삼는 정치는 권력과 당파를 지향하는 기존의 정치와 다르게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영역의 안전과 안녕을 중심에 둔다. 마찬가지로 생활
클럽생협이 지향하는 생활의 가치는 지금까지 조직이 존립하고 발전할 뿐만 아니
라 환경 및 탈(脫)원전 운동이라는 정치적인 움직임에 이를 수 있었던 추동력이
되어 왔다. 더불어 생활의 가치는 삶의 유지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안녕 뿐 아니
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안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
해, 생활클럽에게 있어 생활이란 조합원들이 생명을 영위하고 있는 장 그 자체이
자 정치적인 힘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2) 공생(共生): 생산자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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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클럽이 “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고 할 때, 이는 생활클럽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일본대진재가 발생하고 방사능 문제가
떠오르면서 모두가 생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달렸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생산자의 생활과 생명도 지키기 위해 방사능이 함유된 먹거리를
먹는 방식으로 나의 생을 희생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다음 아라나미 리에코
씨(荒波李枝子)의 인터뷰는 위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례Ⅲ-1] 생산자와의 관계
결혼한 사람이 항상, 봐봐, 예를 들어 남편이라고 해요. 그 남편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어. 그랬으면서 병이 났다고 “병이 났으니까 미안, 그럼 이만
안녕!”하면서, 결혼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만 하면 엄청난 배신이죠? 그런 느낌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살아가던 와중에 병이 났다든가 큰 일이 생겼다든가 해도 같이 돕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생산자와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아라나미 리에코, 40대 여성)

아라나미씨는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의 한 지부인 D지부의 홍보부 임원이다. 그
녀는 먹거리 안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발전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녀는 생활 속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도모한다. 하지만 연구자가 동일본대진재 이후의 제휴 생산자
들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그녀는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 그녀를 비롯한
여러 조합원들, 특히 생협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조합원들은 “생”의 가치란 자신
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함께 삶을 살
아가는 것, 즉 “공생”은 생활클럽생협의 동력이자 조직이 수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
로 여겨진다.
일본어사전인 다이지센(大辞泉)의 정의에 따르면 “공생(共生)”에는 크게 두 가
지 뜻이 있다. 공생은 동사로 변형시킬 수 있는 명사로 1) 함께 같은 곳에서 생활
하는 것 2) 다른 종의 생물이지만 서로 함께 작용한 상태로 생활하는 것. 상리공
생과 편리공생이 있으며 기생도 포함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공생은 본래 생
물학적인 용어로 2)의 의미에 해당하지만, 사회적인 의미로까지 확장되어 1)의 의
미로도 쓰인다. 일반적으로는 한자의 뜻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함께(共)”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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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生)” 것으로 읽혀진다.
생활클럽생협은 기본적으로 조합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즉 조합원(소비자), 생
산자, 유통 관계자, 직원, 품질 관리자 등이 “함께 살아가야” 함을 강조해왔다. 생
산부터 유통을 거쳐 소비에 이르는 과정은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고, 그 과정은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나아가 “공생”의 범위는 그들의 삶을 가
능하게 하고 조합원들이 상호작용하는 지역 사회, 삶의 터전을 물려받을 다음 세
대, 또한 자연 환경으로까지 확장된다. 어느 한 주체가 다른 주체를 착취하거나 이
용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원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생활클럽이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이는 함께
살아가야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이다. E 점포의 직원인 다야 시즈카(田屋静香)씨는
“생활클럽의 생산자-소비자는 돈이라든가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생산자는
‘뭐든지 말해주세요. 만들어 드릴게요.’라고 말해요. 안심이 되도록 모두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 희망이 연결되어서 생산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고마워
요.”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간성이 사라지고 돈을
통해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움직임만이 남는다. 그러나 생활클럽에서는 생산
자와 소비자 사이의 익명의 관계를 타파하고 인간성을 회복하여 서로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진재 이후 생산자가 어려움이 생겨 소비자에게 적절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생산자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생산과 소비는 경제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두 주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인간성
을 회복하는 계기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물건 뿐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거죠”
라는 아라나미씨의 말은 이와 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처
럼 집단을 이루는 여러 주체 중에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생활클럽이라는 집단이 취해 온 공식 기조이다. 이 대응 방
식은 “병이 났다고 해서 다짜고짜 상대와 이별을 하지 않는 결혼”의 비유에 맞아
떨어진다.
생활클럽생협 연합회의 차원에서 “공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방사능 기준치
를 넘는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를 돕기 위한 기금 활동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방사능 오염에 맞서는 생산자를 지원하는 기금(放射能汚染に立ち向かう生産者を
支援する基金)”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이다.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도쿄전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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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의 판정이 나지 않을 경우 조합
원들이 모금을 하여 제휴 생산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국가의 기준치에는 부합하
지만 생활클럽의 기준치는 초과하는 경우, 생활클럽에는 납품할 수 없게 되지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 이 기금 활동은 특히 그러한 생산자들을 위하
여 조성되었다. 모아진 자금은 생산자들의 피해액을 보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방사
능 오염을 막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활용되고 있다. 생산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기금 뿐 아니라, 다양한 부흥 지원 활동을 위한 모금 활동도 생활
클럽 내에서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은 총
133,614,454엔이다. 모금액은 생활클럽 주최의 여러 자원봉사 활동, 후쿠시마 아
이들의 갑상선 검진 활동,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는 활동 등에 활용된다.
전국 단위가 아닌 생활클럽 가나가와에서 독자적으로 동일본대진재 이후 “공생”
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북부 피해지와의 유대를 다지고자 마련한 행사 중에 대표적
으로 “동일본대진재 부흥 지원 축제(東日本大震災・復興支援祭り)”가 있다. 이 행
사는 생활클럽 가나가와를 중심으로 가나가와현의 여러 시민단체 및 NPO가 협력
하여 2014년 현재까지 1년에 1번씩 2회째 진행되고 있다. 2013년에는 11월 9일
에, 2014년에는 11월 29일에 요코하마(横浜) 야마시타 공원(山下公園)에서 성황
리에 개최되었다26).
축제 개최 취지서에는 “부흥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가까이 다가가면
서 지원하고, 탈원전(脱原発)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지금
부터도 소중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축제는 피해 지역 재생을 위한
부흥 지원과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벗어나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려
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신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행사를 기획하였다.
2014년의 축제에서는 111개의 부스에서 다양한 판매와 전시 및 체험활동을 열
었지만, 행사에서 무엇보다 중심이 되는 부분은 각종 먹거리를 시식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대중들에게 배부하는 축제 홍보 자료에도 “먹고 마셔서 응원하자! (食べて
飲んで応援しよう!)”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지의 여러 먹거리들을 소개하고 있다.
판매되는 음식에는 생활클럽 가나가와의 여러 지역 지부에서 마련한 스프, 커피,
곤약, 단팥죽을 비롯하여 여러 생활클럽 제휴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돈지루(豚汁:
26)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의 정책조정부에 따르면, 3회째인 2015년의 행사는 이전과 비슷한 시기에
가나가와현의 한 지역인 어린이의 나라(こどもの国) 근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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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가 들어간 된장국), 중국식 만두 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보다 특이할만한
점은 피해지인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의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어묵, 구운 성게,
가리비 구이, 사과 등의 부스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치
는 궂은 날씨에도 여러 생산자들이 운영했던 부스의 먹거리들은 연이어 매진이 되
었다. 여러 먹거리와 생활용품의 판매액, 그리고 태양광 발전 체험 활동비 등의 일
부는 피해지의 단체에 기부되었다.
동일본대진재가 일어나기 전의 “생”의 가치는 당연히 “공생”의 내용을 담고 있었
다. 그러나 재해 발생 이후 생과 공생이라는 가치의 범주는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자신과 가족들의 생을 지키기 위해서 동북부 생산자의 소비재를 기피할 수밖에 없
는 조합원들은 생과 공생이 반드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반대로 생활
클럽의 공식적인 기조를 대변하는 조합원들은 생 중에서 공생의 가치를 더욱 강조
하였기 때문이다. 생과 공생에 대한 다른 해석은 조합원들 사이에도 관계의 갈등
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 개인의 심리적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2. 과학과 가치의 융합: 안전 시스템의 확립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약 1년 뒤인 2012년 4월이 되기까지,
생활클럽은 독자적인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정립하지 못하였다. 신뢰할 만한 데이
터를 확보하지 못한 까닭도 있지만, 생활클럽 내부에서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문
제를 두고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각의 차이는 위에서
확인한 “생”과 “공생” 중에서 어떤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에 대한 쟁점
에서 나타났다. 즉, 동북부의 생산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안전 시스템과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조합원들이 바라는 안전 시스템 사이에서 고민해
야만 했던 것이다.
2014년 가을 현재 생활클럽은 제5단계 째의 방사능 안전 시스템을 가동 중이
다. 지금까지 네 번 갱신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생활클럽의 방사능 안전 시스템은 해당 단계에서 생활클럽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스템을 확립하기에 앞서서 시스템에 적용될 과학 지
식을 선별할 때에는 그 기준이 되는 가치가 우선적으로 정해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 시스템의 정립은 모든 조합원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된 것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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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반드시 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라고 말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의
안전 시스템은 주로 생활클럽생협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들과 방사능 검사실의 과
학자들이 생활클럽의 공식 기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구성한 것
이다.
이렇게 선택된 생활클럽의 공식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는 특히 방사능 안전 기
준치와 검사 시스템, 정보 공유 시스템에서 나타난다. 또한, 생활클럽이 방사능 문
제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과학의
언어들로 구성된 표면의 기저에는 생활클럽이라는 공동체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
치의 내용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1) 방사능 기준 설정

생활클럽이 처음 방사능 기준치를 설정한 것은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체르노
빌 원전 사고 이후였다. 그 당시 생활클럽은 국가의 기준치인 370bq/kg의 1/10인
37bq/kg으로 먹거리의 방사선량 상한치를 정하였다. 당시 기준치를 정한 것은 수
입식품, 특히 체르노빌 주변의 유럽 지역들에서 수입되는 먹거리로부터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먹거
리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회
의적인 시각이 있었다. 즉, 정부의 친(親) 원자력 발전 정책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자주적인 검사와 기준치를 설정한 것이다. 이 기준치를 채택한 이유는 37bq/kg이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서가 아니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지구 전
체가 방사능 오염에 직면하여 위기감을 심화되는 때에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
는 안 된다고 하는 의사 표시를 사회에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당시 일본 정부 기
준치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때문이었다.27)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방사능 기준치
를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새로운 방사성 물질에 대한 방침은
2011년 6월 24일 도쿄에서 열린 2011년도 22회 통상총회에서 논의되었다. 우선
적으로 마련된 방침은, 생활클럽에서 유통되는 먹거리 전반의 오염 상황을 파악하
고 당시 정부의 기준치였던 500bq/kg를 넘는 소비재에 대해 확실한 유통 정지를

27) 『생활과 자치』 2011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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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는 어떤 가치들을 우선적으로 여길 것인가 확정하기도 어
려웠지만 무엇보다도 먹거리에서의 방사능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적
으로 국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조합원들의 항의 전화와 메일이 빗발쳤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국가의 잠정
기준치 500bq/kg을 채택한 것에 대한 불만과 생활클럽의 독자적인 자주 기준 및
검사 시스템을 갖추길 바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서일본의 먹거리만을 취급하길 바
라는 조합원들의 요청도 끊이지 않았으며, 검사의 정도에 불만을 표하는 의견도
많았다.
생활클럽의 독자적인 안전 기준치가 비로소 설정된 것은 2012년 4월 1일이었
다. 기본적인 방침은 방사능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치로 기준치
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에 보다 영향을 쉽게 받는 아이들이나 임산부를
시작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한 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사능 학자들의 의
견도 상이한 가운데 생활클럽은 특정한 입장을 선택했다. 가령 100mSv 이하의 저
생활클럽의 자주기준치
기준치

식품 구분

(bq/kg)

음료수
우유(원유), 유제품(1)
유아용 식품
쌀
계란, 닭·돼지·소고기
유제품(2), 채소류, 생선류, 가공식품
버섯류

10
20
50
100

정부의 기준치
기준치
식품 구분
(bq/kg)
음료수
10
우유
50
유아용 식품
50
일반 식품

100

[표Ⅲ-1] 생활클럽생협의 방사능 자주기준치와 정부의 방사능 기준치 비교
선량 피폭은 인체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방사능 학자들이
있다. 생활클럽은 이 주장에 대해 “영향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과 아예 “영향이
없다”고 하는 주장들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저선량 피폭이 인체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자들의 의견을 따를 수 없다고 공표하였다. 즉, 기본 방침
으로는 방사능에 대해 민감한 아이들과 임산부를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탈원전·반
원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방사능 기준치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
히 생활클럽의 최대 가치인 “생”에 대한 옹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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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국 생활클럽은 기존의 방사능 자주 기준치였던 세슘 기준 37bq/kg을
포기하고 50bq/kg으로 조정해야만 했다. 기존의 기준치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
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기존의 37bq/kg를 유지하면 동북부 뿐 만 아니라 저선량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인근 지역의 생산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재해로
인해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은 생산자들에게 더 큰 시련을 주고, 유통 정지의 범위
를 넓혀 다른 생산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출하 정지되는 생산
자의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생활클럽에서도 소비재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생긴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 쉬운 성질을 가진 버섯류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준과
동일하게 100bq/kg으로 정하였다28). 방사능 검사실의 고미야마 츠요시(小宮山剛)
씨는 “이는 생산자를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생활클럽 연합회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음을 조합원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랐다. 생활클럽은 조합원들이 중심이지만, 생산자와의 관계와 조직의 운영을 생
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생활클럽은 조합원들이 바라는 방사능 기준을
오히려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생”의 가치, 이 경우는 생산자의 재생 역시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 및 임산부를 위해 보다 더 엄격한 기준
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잇달았다.
생활클럽은 “생”과 “공생”의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안전’에 대한 방침을 정립하였
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수치의 방사능 기준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50kg/bq이라는 안
전을 담보하는 역치로서의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내부 피폭은 1bq/kg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낫다고 여겨졌다. 아주 미세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라
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뒤
에서 살펴볼 방사능 수치의 공개 정책에 반영된다.
여전히 생활클럽은 국가의 방사능 안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
가의 먹거리 정책에 비판적인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얻는 또 다른 방식이
된다. 정부의 경우 외부피폭에 의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방사능 수치
를 설정하였지만, 생활클럽의 자주 기준은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의 영향 뿐 아니라
자연피폭 및 의료 피폭 모두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국가 기준치의 1/2인 50bq/kg
으로 정해질 수 있었다. 50bq/kg이라는 기준치는 정부와 달리 생활클럽이 조합원
28) 방사능 검사실의 관리직에 있는 히라이시 다카오(平石貴夫)씨에 의하면 2015년 봄부터 버섯류에
대한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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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생활의 세세한 부분을 고려한 결과이다.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고려하여 기준치에 반영한 사례는 먹거리의 품목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자주 먹는 음식인 쌀과 우유, 고기는 자라나는 아이들도 많이 먹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정한 분류에 의하면 차
(茶) 종류에는 녹차만이 해당된다. 하지만 자주기준에서는 녹차와 마찬가지로 자
주 섭취되는 홍차, 우롱차, 허브티, 보리차, 말차(抹茶) 등의 모든 차를 다 포함해
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경우는 다른 차들이 모두 일반식품에 해당하여
100bq/kg의 기준치를 가지고 있지만, 생활클럽의 경우 건조식품 100bq/kg을 기준
으로 삼아 음료수에 포함된 차의 농도를 계산하여 규제하고 있다.

2) 전 품목 검사와 정보 공개

안전 시스템 안에서 자주적인 방사능 기준치와 더불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방사능 검사 시스템이었다. 2011년 6월 즈음에 본격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면서 먼저 방사능 측정기를 2대 발주하였다. 처음에는 방사능 측정
기 2대를 구비하여 1대는 소비재 전반을 취급하는 한노 DC(飯能 Delivery
Center)에, 다른 1대는 청과물을 취급하는 토다 DC(戸田 Delivery Center)에 납
품하였다. 2011년에 비해 점점 기준치가 엄격해지고 검사의 정도가 늘어나게 되
면서 2012년 1월과 2013년 4월에 방사능 검사 기계를 추가적으로 구입하였다.
모든 소비재를 검사하여 각 지역에 전달하는 기관인 DC에서의 검사 외에도, 생활
클럽은 제휴 생산자에게 원재료나 제품에 대한 자주적인 방사능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게끔 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실의 고미야마 츠요시 씨는 생활클럽생협의 특
징으로 제휴 생산자와 생협이 함께 방사능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자 방사능 자주 기준치를 넘는 경우 뿐 아니라 기준치 이하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
질이 있는 경우까지 소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생활클럽의 검사 시스템 안에서 무엇보다 특징적인 부분은 전 품목 검사이다.
전 품목 검사의 핵심적인 정신은 불필요하게 특정 지역의 생산자들을 제한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와 출하 제한 시스템의
경우, 특정 지역을 하나로 묶어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가령, 검사 단위인 한 지
역에서 임의로 선별된 생산물로부터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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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에 있어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다른 생산물의 공급처인 다른 농가까지
도 전부 출하제한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생활클럽의 전 품목 검사는 개별 단위의
식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출하제한 당하는 생산자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
그리고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표본 추출에 의해 아주 적은 비중의 식
품들만이 검사의 대상이 되는 반면, 생활클럽의 소비재들은 전수 조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성이 보장된다. 2012년 7월말 현재, 검사의 대상이 된 생활클럽
의 소비재는 25,363건이었던 데에 반해, 정부에서 검사한 식품의 건수는 153,920
건이었다. 조합원의 숫자가 전국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생활
클럽 검사 시스템이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
스템을 알고 있는 조합원들은 소비재에 관한 직접적인 방사능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방사능 수치와 상관없이 소비재의 라벨에 기입된 생산지를 보고 피하
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라고 하더
라도 이미 소비재가 생활클럽에서 출하되었다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 품목 검사는 생산자의 특정 지역과 관련된
오명을 제거하여 뜬소문 피해를 막는 장점을 가진다.
전 품목 검사는 1차적으로는 방사능 문제로 인해 생산자들이 불필요한 악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방사능 검사실의 고미야마 츠요시씨는 이를 설
명하며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있을 수 있고 생산자가 살아야 소비자가
계속 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방사능 사태가 터지고 나서 논란이 많았
던 “공생”의 가치를 과학 시스템으로 지켜낸 좋은 사례인 것이다. 하지만 전 품목
검사 시스템이 동시에 조합원들의 “생”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역
시도 가능했다. 그래서 전 품목 검사 시스템은 조합원들의 “생”을 일정 정도 희생
한다는 인상을 받았던 방사능 수치의 경우보다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
다.
생활클럽은 검사 단계에만 그치지 않고 검사한 모든 결과를 생활클럽 홈페이지
상에 게재한다. 검사 결과의 공개는 조합원들에게 신뢰감을 끌어내는 효과적인 방
안이다. 결과를 검색하는 시스템 역시 일반 조합원들이 접근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조합원은 홈페이지에서 소비재의 종류(혹은 이름)이나 검사 일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기준치를 넘지 않은 소비재라고 하더라도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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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출(ND)”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재의 검출하한치까지도 모두 공개되어
있다. 검사의 정보는 홈페이지에만 기재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소비재를 배달
받을 때 함께 배부 받는 소비재에 대한 자료에도 기입되어 있다. 더욱 상세한 정
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다.
모든 정보의 공개는 집단과 개인, 시스템과 소비자를 연결해줌으로써 상호 신뢰
의 형성에 도움을 주지만, 더불어 위험과 안전에 대한 판단이 이를 규정하는 개인
에게 달려 있다는 생활클럽의 사고방식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정보 공개는 그동안
“구조적 무지”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랐던 조합원들의 갈망을 충족시켜주며, 생활
클럽과 조합원들 모두에게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비전문가
인 조합원들 각자가 또 다른 정보를 통해 혹은 충분한 정보 없이 나름의 안전 기
준을 정립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겨준다.

3) 과학적이고 안전한 “먹어서 응원”

[사례Ⅲ-2] 국가와 다른 생활클럽의 “먹어서 응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후쿠시마 산을 먹으라고 그래? 왜 먹어서 응원하라고 하
는데?” 그건 국가의 “먹어서 응원”을 보니까 생활클럽도 그런 게 아닐까 해서. 그런 말
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사키씨의 학습회에서)

동일본대진재 이후 방사능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활클럽생협은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사능 기준치를 완화한 집단이다. 그리고 물론 전품
목 검사라는 시스템을 통해 생산지 자체가 안전을 구분하는 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동북부 지방으로부터 나
오는 소비재들을 “먹인다”고 하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그리고 <동일본대진재
부흥 지원 축제>에서도 “먹고 마셔서 응원하자!”와 같은 구호는 생활클럽의 사정
을 모르는 비(非)조합원들이나, 생활클럽의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반 조합원
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웠다.
생활클럽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국가의 “먹어서 응원”과 차별적인 지점
을 강조하였다. 생활클럽은 이전부터 해오던 탈원전·반원전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
하고 국가와 도쿄전력의 대응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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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발전과 방사능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생활클럽의 소비
재들은 방사능 문제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해오고 있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
받침한다.
그러나 국가의 “먹어서 응원”과 생활클럽의 “먹어서 응원”이 다르다고 하는 생활
클럽의 주장을 더욱 ‘합리적’이고 직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다시 생활클럽
의 안전 시스템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생활클럽의 직원과 각 지부의 운영진들,
그리고 데포 운영의 제반 사항들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일반 조합원들이나 가입을
고민 중인 비조합원들에게 생활클럽의 “먹어서 응원”은 국가의 것과 차별적임을
안전 시스템의 설명을 통해 역설한다. 다음은 E데포의 워커즈인 가지타니 미사에
(梶谷美砂恵)씨가 데포를 방문한 일반 조합원에게 한 설명이다.

[사례Ⅲ-3] 확실한 검사가 뒷받침되는 생활클럽의 “먹어서 응원”
그런데 생활클럽은 말이야 신기한 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산을 먹어요. 그런데 그냥 먹
는 게 아니라 제대로 검사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고 먹는 거죠. 후쿠시마 조합원
들도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먹이는 건 “No”예요. [...] 먹는다는 게 확실히 검사한 것을

먹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것을 먹는 거는 다르죠. (후자를 먹으면) 곤란해지는 거죠. (가
지타니 미사에, 50대 여성)

가지타니씨는 국가의 “먹어서 응원”과 생활클럽의 “먹어서 응원”의 차이점을 검사
시스템에서 찾고 있다. 국가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게
해서 동북부 생산자들을 도우라는 막연한 주문을 하고 있지만, 생활클럽은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소비재를 먹음으로써 생산자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
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설명은 국가가 추진하는 “먹어서 응원”의 메커니즘은 근본적으로 생산
자를 도울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학적인 개선과 검증을 통해
서 소비자의 염려를 불식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국가는 우격다짐으로 동
북부의 생산물을 소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수요를 간신히 창출한
다고 하더라도, 동북부의 피해지나 오염된 땅은 개선될 수 없는 채로 여전히 농사
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남아있다. 한편, 생활클럽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생
산자를 우선 출하제한 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검토하고 제염과 같은 개선의
방식을 함께 고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응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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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다시 살펴 볼 사사키 센이치(佐々木仙一)씨의 학습회는 생활클럽 가나가
와의 여러 조합원들에게 여러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데 있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
고 있다. 다음은 사사키씨의 학습회에서 나온 “먹어서 응원”에 대한 설명이다.

[사례Ⅲ-4] 국가의 “먹어서 응원” 비판과 생활클럽의 “먹어서 응원” 비교
국가가 “먹어서 응원”이라고 하는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붙
여서 “그러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모두 먹어서 응원해 나갑시다”라는 말이 써져 있어
서, 예를 들면 자연 방사선이 나오니까 거기서 조금 이 정도 나오는 건 괜찮으니까라

고. 괜찮으니까 라고 하는 전제 부분이 꽤 애매한 거죠. [...] 먹어서, 응원하는 건 그
진정한 의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후쿠시마에서 오염이 적은 지
역에서 복숭아를 만들어서 세슘이 적은 거 말이죠, 그걸 알 수 있게 만든다면, 확실히
해서 안 나왔어. 그런 걸 만들었단 말이죠. 거기까지 해요, 그래서 응원을 하자고 해요.
그렇게 한다면 응원하고 싶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부흥에도 연결되고.
[...] 생활클럽은 그런 걸 해요. 굴 같은 것도 그랬고. 모금을 다 같이 해서 거기 가서

제대로 조사를 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가서 “먹어서 응원해요”라고 생활클럽에서는 그렇
게 말을 하죠. 이건 국가에서 하는 “먹어서 응원”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의미가 완전
다른 거지. [...]

사사키씨는 우선 국가의 방사능 기준치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가 방사능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자연 방사선”을 맞아 왔다는 점
에 있다. 그 자연 방사선은 인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방사능 안전 기
준치를 고려할 때에도 제외해도 되는 것이다. 국가는 기준치를 세울 때 자연 방사
선을 비롯한 인공 방사선, 의료 방사선 등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생활클럽은 이를 현실과 동떨어진 안전 기준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역으로, 생활클
럽은 생활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방사능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치를 토대로 검사한 먹거리를 안전을 확보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사사키씨는
이를 비롯하여, 위에서 가지타니씨가 말한 “제대로 된 검사”의 근거를 들어 생활클
럽은 국가와 질이 다른 “먹어서 응원”을 하고 있음을 강의한다. 오히려 “응원” 자
체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바람직한 것이고 과학적이고 안전한 “먹기”를 통
한 응원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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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와 시스템을 교육하는 장: 학습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생활클럽생협의 방사능 관련 시스템의 원리는 비전문가이
자 전업주부인 대부분의 일반 조합원들이 이해하고 접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다.
생활클럽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비재를 배달할 때 함께
배부되는 카탈로그와 잡지인 『생활과 자치』등을 통해 안전 시스템의 내용을 홍
보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접하기 어려울
뿐 더러, 특히 방사능의 경우 전문적인 과학 지식이 많아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러나 생활클럽 조합원들의 다양한 활동 중에는 먹거리와 관련된 ‘어려운’ 지식
을 비교적 쉽게 습득하게끔 하는 장인 학습회(学習会)가 있다. 연구자가 심층면담
을 했던 조합원들은 공통적으로 학습회에 참가한 이후에야 이전에는 미처 이해하
지 못했던 여러 지식들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도 많이 있었
다고 서술하였다. 방사성 물질과 먹거리의 관계를 배우는 소위 “방사능 학습회(放
射能学習会)”는 2011년 이후, 특히 2012년에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었지만, 이 외
에도 식품 첨가물, 유전자 조작 식품, 수입 식품에 대한 학습회들은 그 이전부터
생활클럽의 여러 지부에서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본 절에서는 “방사능 학습회”를 중심으로 학습회가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있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자가 참가했던 방사능
학습회들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기술 및 묘사하여 학습회의 구체적인 내
용을 확인하겠다. 그리고 학습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안전과 위험을 규정하고 인
식시키는지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회라는 장과 이곳
에서 전달되고 공유되는 지식이 조합원과 집단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는지 파
악하겠다.

1) 학습회에 대한 민족지적 기술

사사키 센이치씨는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17년간 생활클
럽에서 강의를 해온 학습회 강사이다. 강연의 8할 이상은 주로 생활클럽의 여러
지역 지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특히 가나가와의 지부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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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고 있다. 강의의 내용은 주로 생활클럽에서 추구하는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것이다. 가장 인기가 많은 학습회의 주제는 <식품 첨가물을 생각
하다>이며 그 외는 <방사능 물질과 식품의 선택> 등을 비롯하여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대응>, <외식 산업으로부터 몸을 지키자!>,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먹거리 교실> 등의 학습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연구자가 사사키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13년 2월이었다. 연구자는 사사키씨가
대표로 있는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C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일을 하며 연구를 진행
하고자 사사키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사키씨가 C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생활클럽
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 출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사키씨는 연구자가
C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체를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도 흔쾌히 응해주었다. 그리고 C시민단체의 구성원들 뿐 아니라 생활클럽생협
의 여러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며 적극적으로 연구를 도왔다. 그래서 연구자는 학습
회의 조수 신분으로 학습회의 진행을 도우며 지속적으로 사사키씨의 학습회에 참
석할 수 있었다.
2013년 2월, 2014년 1월, 2014년 7월에도 수차례씩 조수로서 방사능 학습회에
참가했지만, 2014년 10월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총 6
회의 방사능 학습회에 참가하여 연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사사키씨가 출강하는
학습회 외의 다른 생활클럽생협의 방사능 학습회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사사키씨
의 강의가 먹거리와 방사성 물질에 관련된 핵심적인 지식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무엇보다 생활클럽생협이 추구하는 가치를 조합원들에게 적절히 전달하고 있기 때
문에 본 절에서는 사사키씨의 학습회를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클럽생
협 가나가와 안에서 사사키씨는 본인의 이름만을 내걸고 강의를 할 정도로 소위
말하는 ‘스타 강사’이기 때문에 본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회의 전형으로 소개하
기에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습회는 주로 주부들이 남편과 아이들을 직장과 학교에 보낸 이후의 시간인 평
일 아침 10시에 시작된다. 강사인 사사키씨와 한두 명의 조수들은 학습회 시작 1
시간이나 30분 전에 미리 모여 주최 측인 생활클럽 지역 지부 임원들과 함께 여
러 세팅을 준비한다. 서른 명 남짓 들어갈 수 있는 회장의 바깥에는 임원들 두세
명이 앉아 있는 접수처 탁자가 있다. 탁자 위에는 참석자 명부, 학습회 자료인 인
쇄물, 학습회에 처음 참석하는 조합원들 혹은 다섯 번 내지 열 번 참석했다는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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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한 작은 선물들29), 다른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팸
플릿, 생활클럽 가입 신청서, 모든 참석자들이 착용할 명찰 등이 놓여있다. 회장
안쪽의 맨 뒤편에는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을 위한 탁아의 공간이 있다. 주로
큰 카펫이 깔려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아기자기한 장난감들도 널려 있다. 조수들
과 임원들은 회장 중앙에 인원수에 맞춰 책상과 의자를 배열한다. 맨 앞쪽에서는
사사키씨가 소형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주변의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다. 가장
앞쪽의 스크린에는 학습회를 위한 슬라이드의 첫 번째 장이 영사되어 있다. 첫 번
째 슬라이드의 제목은 “1960년대 이후의 핵실험”이다.
10시 정각이 되었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모이자 주최 측은 학습회를 개시하였
다.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20명 내외로 대부분이 여성이다. 연구자가 연구 기간 동
안 참여했던 6차례의 방사능 학습회에서는 남성 조합원을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사키씨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도 “주말에 하면 가끔 남성 조합원들도 오
시긴 하지만 거의 여성 주부 분들이 오시죠.”라고 답하였다. 연령대는 20대에서
60, 70대까지 다양하지만 20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지부의 이사(理事)가 학습회의 취지와 강사, 조수를 소개한다. 강사는 학습회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한다. 첫 슬라이드를 보니 강의
는 1945년의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나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아닌, 1960년대 냉전 시대 이후의 핵실험의 시기에서부터 출발할
것처럼 보인다. 슬라이드에 비춰진 세계 전도의 곳곳에는 반짝이는 불빛이 특정
지역을 표시하고 있다.

[사례Ⅲ-5] 방사능 학습회에서 전 세계의 핵실험 현황 강조
이건 말이죠,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던 전 세계의 핵실험(한 글자씩 강조하며)의 지도
인데요, (...) 그 중에서 반 이상을 미국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요(웃으며), 특징적인 것
은 (...) 자기(나라)가 있는 곳이랑 떨어져 있는데 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 영향이
식품 안에도 꽤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물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문에 갑자기 (방사능이) 엄청나졌다고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9) 모든 선물은 생활클럽생협의 소비재로 티백 포장의 차 혹은 커피, 샘플용 간장, 사탕, 과자 등
지부에 따라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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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난 이후에는 방사능과 관련된 기초 지식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다. 기초 지식의 소개는 용어에서부터 출발한다. 처음은 방사성 물
질과 방사선의 차이, 방사성 물질에서 방사선이 나와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원리,
단위인 bq(베크렐)과 Sv(시버트)의 차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핵연료의 종류와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방사성 물질의 크기와 반감기에 대해 설명
한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방식이 해양과 담수의 온도를 2℃에서 3℃가
량 높임으로써 생태계를 변화시킨다는 점, 또한 원자력 발전을 하면 버리는 자원
이 많아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엄청난 방사성 물
질이 나오지만 사고가 나지 않아도 약간씩 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에 지어지고 있었던 오오마(大間)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폐단이
있는지를 자세히 언급한다.
다음은 연구자가 심층면담을 했던 많은 조합원들이 학습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
었던 가장 유익한 정보 중의 하나였다고 하는 외부 피폭과 내부 피폭에 대한 지식
이다. 강사인 사사키씨는 가나가와현의 예를 들면서 방사성 물질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후쿠시마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외부 피폭의 영향은 줄어든다고 설명한
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방사능 측정기로 방 안의 이 곳 저 곳을 측정하여 조합원
들에게 보여준다. 가나가와의 경우 물이나 공기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
지만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외부 피폭의 영향이 커질 수 있는데 이때는 마스크
를 쓰거나 공기 청정기를 쓰는 등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한편, 외부 피폭과 달리 공기나 식품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을 흡수하면
세포에 파고 들어 내부 피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부 피폭이 되면 방사
성 물질을 씻어내기도 어렵고 몸 안에 항상 지니며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신체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 피폭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만 한다고 강
조한다. 특히 식품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저 멀리” 규슈(九州)에 있
는 사람이라도 내부 피폭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 학습회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
익는다.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진 방사능 오염의 폐해에 대한 설명은 조합원들의 관
심을 더욱 집중시켰다. 특히 사사키씨가 체르노빌의 사례를 살펴보면 방사선으로
인해 암이 발생할 확률이 5년 후에서 10년 후에 가장 높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조합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 또는 “과연!”이라는 등의 소리를 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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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받아 적었다. 사사키씨는 방사선이 세포에 있는 유전자에 상처를 입히는데,
아이들의 경우 특히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처 입은 클론을 많이 만들
어 암 발병률이 높다는 부분도 강조하였다.
이제 강의는 본격적으로 무엇이 안전한가에 대한 이야기로 접어든다. 생활클럽
이 음식물 내의 방사능 기준치를 설정할 때 고려했던 것처럼, 사사키씨 역시 외부
피폭에서의 다양한 원인인 자연 방사선과 환경 방사선, 의료 방사선을 포함한 인
공 방사선에 대해 말한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준치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
기 때문에 “기억해두세요”라고 덧붙인다. 가령, 일본인들은 X레이를 많이 찍으니
의료 방사선 수치가 높고, 강의의 첫머리에 언급했던 핵실험의 영향도 있다는 것
을 잊지 않는다.
또한,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은 방사능의 영향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 즉 임산부
나 연령이 낮은 아이들을 고려한 최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어떤 기
준치를 “안전”하다고 상정할 것인가에는 전문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사례Ⅲ-6] “안전한” 방사능 수치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과 선택
그리고 전문가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요, 20mSv의 피폭을, 연간 말이죠. 이걸 안
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할지도(목소리 톤을 높이며) 모
르는 거죠. 100mSv까지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을지
도(다시 목소리 톤을 높이며) 모르네요. [...]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전문가도 있어. 그
렇죠? 특히 저선량을 오-랜동안 쬘 경우에, 훨씬 훨-씬 영향력이 강해지지 않겠냐고
하는 전문가도 있어. 주로 현장에서 조사했던 전문가가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뭐, 소위 원자력(발전) 전문가. “위험해요”라고 말
하는 전문가들은 체르노빌 때 있었던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러면 우리같은 비전문가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걸까? 그렇죠? 우리 비전문가들은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결과는 다 믿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의견들이 다
달라서 (...)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사키씨는 이 중에서 체르노빌의 현장에서 직접 연구를 했던 과학자의 의
견을 신뢰한다고 말한다. 당시와 비슷한(혹은 더 심한) 규모의 사고였으며 “경험
으로부터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30). 다른 과학자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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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은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사사키씨는 내부 피폭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체르노빌의 사례를 언
급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당시 서독이나 오스트리아 등의 약간은 멀리 떨어진 국
가에까지 식품 내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후쿠시마의 농산물의 상황
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독일 함부르크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추적 연구했
던 사례를 거론하며, 내부 피폭에 신경을 쓰고 음식물을 선별하였던 사람들의 경
우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 현저하게 방사능 오염의 정도가 낮았다고 설명
한다.
강의는 본격적으로 먹거리에 의한 내부 피폭에 대한 것으로 접어든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재는 일본산 식품이 아닌 수입식품이다. 일본의 자급률은 40% 정도밖
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우유나 영유아들이 많이 먹는 음식(baby food), 그리고 과자의 경우
수입산 재료를 쓰기도 하는데 특히 이 경우는 본래 재료에 적용되는 기준치보다
더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한다.
기준치는 생활클럽을 비롯한 여러 생협이나 시민단체, 혹은 일부 대형 슈퍼마켓
에 따라 다른데 각 조직에서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가의 기준으로
는 조금 위험하니까”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기준만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독자 기준에 알맞은 독자적인 검사를 하는 것은 한 “세트”라고 표현한다. 국가의
검사로는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 시스템도 독자적
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다. 생활클럽의 경우는 2014년 현재 “제5스텝”의 검사 및
기준치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각 단계에서는 이전까지의 검사 결과를 반영해왔다.
사사키씨는 지금까지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 생협이 대응해온 방식을 국가와 비교
하여 차근차근 설명한다. 그 중에서 생활클럽에서는 검출 하한 목표치가 매우 낮
다는 점과 검사한 품목의 방사능 수치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활클럽의 대응 방식을 설명할 때 사사키씨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 중에

30) 물론 사사키씨도 강의에서 체르노빌의 상황과 후쿠시마의 상황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세슘 134와 세슘 137의 비율이 5:5 정도였다면, 체르노빌 사고
의 경우 세슘 137이 65% 정도로 약간 더 많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체
르노빌의 사고를 선례로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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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전 품목 검사에 대한 것이다. 전 품목 검사가 보다 안전성을 보장해주며
구역에 따라 전체를 출하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억울한’ 생산자를 만들지 않
는 것은 국가의 방식과 큰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사례Ⅲ-7] 생활클럽의 전품목 검사
(지도를 가리키며) 오늘은 여기.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안 나오니까 그대
로 유통해. 오늘은 여기(같은 구역 내의 다른 농가). 아, 나왔다. 그러니까 유통 다 그
만 둬. [...] 그러니까 이건 백퍼센트가 아니네, 라는 이유로 (...) 생활클럽은 예를 들면
전 품목 검사를 하는 거지. 즉,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들어온 것(식품)을 검사
해서 (방사성 물질) 없는 걸 유통하는 것을 (...) 알게 되는 거예요. [...] 그러니까 확실
하죠.

사사키씨는 여러 가지 지도를 설명에 활용한다. 예를 들어, 전국의 방사능 오염
상황을 개괄할 때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한 지역이라도 조건에 따라 방사성 물질이
쌓이기 쉬운 곳을 나타낼 때도 지도를 보여준다. 생선의 생산지 표시 지침31)에 대
해 이야기할 때에도 해양이 방사
능에 오염된 상황을 나타내는 지
도를 제시한다.
식품의 종류에 따른 방사능 오
염 정도도 조합원들에게 있어 초
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식품
이 방사성 물질을 쉽게 흡수하거
나 혹은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 쉬
[그림Ⅲ-1] 사사키씨가 방사능 학습회에서 해역의 운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생선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4년 7월 경우 물속의 어디에서 주로 서식
12일 촬영)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중층에서 서식하는 연어나 방어, 가다랑어는 주
의할 필요가 있으며 표고버섯과 건조된 차, 연근 등도 역시 조심해야 한다. 물론
주식으로 자주 먹는 쌀이나 고기, 채소, 우유 등을 고를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체르노빌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유럽산 재료를 써서 가공한 음식
31) 일본에서 생선의 생산지는 생선을 잡은 곳이 아니라 출하한 항구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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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의
오스트리아산

블루베리,

독일산

오가닉

건조

블루베리

등에서

200bq/kg,

1800bq/kg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리고 유럽산 생선은
국가에서 엄격하게 검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한편, 해조
류는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먹으면 좋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때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열심히 메모했다.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에 걸친 사사키씨의 강의가 끝났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다.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는 어떤 종류의 식품,
혹은 어떤 지역의 식품이 “괜찮은가” 하는 것이다. 가령, 버섯 중에서도 송이버섯
이나 팽이버섯은 어떠한지, 규슈 지방에서 나는 전갱이는 어떠한지, 시중에서 판매
하는 낫토(納豆)32)는 어떠한지 등의 질문들이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식품 뿐 아니
라 유럽산 식품에 대한 질문들도 이어진다. 이탈리아 브랜드의 물을 주문했는데
먹어도 괜찮을지, 독일에서 친척이 먹을 것을 보내주었는데 먹어도 되는지와 같은
내용이다. 조합원들의 외부 피폭에 대한 염려도 질문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의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은 어떠한지, 그곳 운동장의 흙은 위험하지
않은지, 특정 지역에서 해수욕을 하는 것은 안심해도 괜찮은지, 샴푸나 비누에는
영향이 많지 않은지 등을 걱정하며 질문한다. 가끔 어려운 과학 용어나 원리에 대
한 질문도 이어진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생활클럽생협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매 방사능 학습회마다 질문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두 시
간에 걸친 공식적인 행사는 마무리된다. 그 이후는 사사키씨에게 조합원들이 개인
적으로 찾아가 질문을 한다. 그 많은 질문에도 사사키씨는 성심성의껏 대답하기
때문에 늘 족히 20분 이상은 추가로 소요되곤 한다. 사사키씨가 추가적으로 질문
을 받는 동안, 임원들은 회장을 정리하고 생활클럽에서 만든 점심 도시락을 내어
식사를 준비한다.

2) 학습회의 기능 및 효과

생활클럽의 주요 행사 중의 하나인 학습회는 일반 조합원들 뿐 아니라 개최자인
32) 제대로 찐 대두에 낫토(納豆)균을 더해 적당한 온도에서 발효시킨 식품(デジタル大辞泉 해석). 우
리나라의 청국장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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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의 운영진들에게도 오랜 기간 호응을 얻어오고 있다. 같은 지부 내의 다른 조
합원들에게 학습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기 때문에 같은 주
제의 학습회라도 한 지부에서 반복되어 개최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일반 조합원들
과 지부의 운영진들에게 방사능 학습회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일까. 또한, 방
사능 학습회를 통해 생활클럽의 구성원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 내의 여러 시민들과 마찬가
지로 조합원들에게도 방사성 물질의 비가시성은 막연한 두려움의 요인이 되었다.
방사성 물질 자체가 육안으로는 구별 불가능한 까닭도 있었지만, 모두에게 낯선
물질로 전문가가 아니면 이를 ‘눈앞에 드러낼’ 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방사능 학습회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막연한 불안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방사성 물질과 방사능의 영향을 눈앞에 드러내는 작업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도대체 무엇이 위험한지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사사키
씨가 매 방사능 학습회마다 들고 다니는 방사능 측정기는 그러한 작업의 일종이
다. 사사키씨는 이곳저곳에서 방사선을 측정한 이후에 그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조합원들에게 일러준다. 가령, 이곳
에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이
곳은 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거나, 이
러한 수치는 확실히 동일본대진재의
여파라든지 등의 방식으로 수치를 해
석함으로써 위험 혹은 안전을 구체화
하여 전달한다. 조합원들에게 익숙한
[그림Ⅲ-2] 사사키씨가 학습회에서 활용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비유를 드는 방식도
소형 방사능 측정기 (2014년 1월 25일 촬영)

유효하다. 다음은 꽃가루 알레르기(花

粉症)로 예를 들어 방사성 물질의 성질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사례Ⅲ-8] 꽃가루와 방사성 물질의 비교
이 (방사성) 금속 물질이 꽃가루의 1/100라든가 1/50 정도의 작은 금속 먼지들이 날아
다니게 된 거죠. [...]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 (손을 들어 보이면서) 꽃가루 알레르
기 있는 사람은 지금 (...) 봄이 되거나 하면 “아, 오늘 왔다! 오늘!”하고 알잖아요? [...]
오늘 왔다고 알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방사성 물질은) 1/50정도 티끌이니까 당

68

연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반응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래도
방사성 물질도 (꽃가루와) 마찬가지로 티끌은 티끌이니까 흘러 다니거나 쌓이거나 해요.

체르노빌의 사례를 들어 후쿠시마와 비교하는 것도 조합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후쿠시마에서 가나가와현까지의 거리와 체르노빌에서 서독까지의 거리
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독은 종종 중요한 비교의 대상으로 활용된다. 체르노빌 사
고의 경우 바닷물이 주변에 없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체르노빌의 사례는 후쿠시마
의 사례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리고 지도를 이용한 설명도 위험과 안전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 방사능 지도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일본 전역에서 시
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켜왔다. 가장 방사능의 영향이 큰 곳을 표시한 빨간
색에서 시작하여 주황색, 노랑색, 초록색 등으로 점점 방사능의 영향이 적어지는
것을 표현한다. 이는 방사능의 확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학습회
에서 활용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제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져왔
었지만, “믿을 만한”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는 불안감이 해소되었다고 말한다. G 지
부에서 개최된 방사능 학습회에 참가한 30대의 조합원인 미시마 하루나(三島はる
な)씨는 “이전에는 무작정 몰라서 서일본 음식이나 더 남쪽 음식 아니면 다 무조
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들으니까 그건 아니구나 했죠”라고 하며 막연함과
불안감에서 벗어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학습회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생활클럽의 가치들을 인식시키는 효과적인
장이다. 생활클럽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 과정을 보면 특정한 가치들이 있기 때
문에 특정한 과학 지식이 선별되고 특정한 과학적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학습회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조합원들에게 드러나기 보다는 오히려 과학
지식들이 특정 가치들에 권위를 부여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가치들을 그대로
수용하게 만든다. 즉, 과학적 지식들이 생활클럽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근
거가 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가 국산(일본산)과 방사능 문제와의 관계이다. 방사
능 학습회가 소위 ‘인기 강좌’가 된 것은 명백히 동일본대진재 이후의 일이다. 후
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조합원들이 방사능에 대해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감각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방사능 학습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방사능 학습회의 결론은 이러하다. “되도록이면 수입산 보다는 국산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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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 국산 중에서 생활클럽의 소비재는 안전하다.” 생활클럽
은 전통적으로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을 마련해왔다. 소
비자들이 유통과정을 파악하기 쉽고, 동시에 생산자들을 지원할 수 있어 지역 사
회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사능 사태만큼은 일본 국내에서
심각하게 나타난 것이었는데도 방사능 학습회의 결론은 수입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여타 학습회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사키씨가 학습회 도입부에 전 세계
의 핵실험 지도를 조합원들에게 보여준 것은 방사능 문제에 있어 수입산이 위험하
다는 제시하기 위한 한 맥락이었다. 체르노빌의 여파가 아직도 유럽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들이었다.
사사키씨는 학습회에서 “선식력(選食力)”이라고 하는, 본인이 고안한 용어를 조
합원들에게 제시하며 강조한다. 선식력은 학습회를 통해서 먹거리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합원이 되자는 의미를 담은 용어이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
개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찾아보고 안전에 대한 규정을 스스로 내리기를 바라는
생활클럽의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조합원들이 방사능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회를 통해 집약적인 지식을
얻은 조합원들은 이 지식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생활클럽에서 선
택한 지식을 받아들인 조합원들은, 단순히 지식 뿐 아니라 지식이 내포하는 생활
클럽의 가치들을 수용하기 쉬운 상태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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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상적 식생활에서 가치들의 공존과 경합
생활클럽생협은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고 조합원들에게 관련 지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생”과 “공생”의 가치를 최대한 모두 발현하고자 해왔다. 소비자인 조합
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생활에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제휴 생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유지 및 발전에도 긍정적인 방책을 고안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동일본대진재가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방사능 사고가
난 이후에 특정 영역에서 “생”과 “공생”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
다. 생산자의 의도와 달리 방사성 물질은 여러 먹거리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들이 동북부 생산자들의 먹거리를 소비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여
러 조합원들은 재해 이후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
았다. 특히, 일상적 생활의 일부분 혹은 생협의 소비재를 활용할 수 없는 영역에서
개인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이나 생산자와의 “공생” 중의 하나만을 택하고 하나
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비록 집단의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주요한
두 가지 가치를 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모든 조합원들이 일상에서도 이
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장에서는 생활클럽생협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들의 다양한 일상적
생활을 검토하여 개인들에게 있어 “생”과 “공생”의 가치가 함께 재현되거나 충돌하
거나 타협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비록 생활클럽은 집단적 차원에서 두 가
지 중심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각자의 경험과 일
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단의 기조에 동조할 수만은 없다. 조합원들의
서사(narrative)를 분석하여 그들은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어떤 가치들을 우선
시하는지, 개인들이 특정한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선호할 때는 어떠한 경험과 인
식 및 배경이 작용하는지,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조합원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생협 시스템과 가치의 수용
생협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어긋나는 선택을 하는 조합원들을 알아보기 이전에
이와 달리 생협의 시스템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파

71

악하겠다. 이 주체들은 집단의 중심적인 가치와 시스템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
를 납득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 가치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
다. 앞에서 살펴본 학습회 외에도 생활클럽에서는 여러 활동들을 개최하고 있는데,
많은 조합원들은 활동을 통해 “생활클럽성(性)”이 높아지는 경험을 함과 동시에
다음 번 활동을 개최하고 다른 조합원들을 불러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협의 시스템과 가치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각 지
부의 현직 임원이나 임원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또한 활발하게 여
러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오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전
업주부들이었다. 그들은 수차례 활동에 참가하며 여러 경험을 하면서 차츰 “생”과
“공생”의 가치를 모두 지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은
다음 활동에도 참가하는 동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번 활동에 참가하면
서 지부를 운영하는 임원진에도 참여하게 된다. 재해 이후에 생협의 가치를 받아
들이기 어려워하는 일반 조합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동일본
대진재 부흥 지원 축제 이후의 회식 자리에서 만난 직원들은 입을 모아 “일반 조
합원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많은데 전달하기 쉽지 않다”며 임원들과 일반
조합원들 사이의 감각의 괴리를 염려하였다.
생협의 여러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인식과 감각의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경험
과 배경이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은 생협 활동을 통한 경
험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협의 시스템과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구성원들이 집단과 다른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과 집단이 추구하는 시스템 및 선별해온 지식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중
심으로 알아보겠다.

1) 활동을 통한 생협 신뢰도 증진

조합원들이 생협에서 경험하는 활동들은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소극적으로는 생협을 통해 소비재를 구매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나
생협으로부터 배부되는 전단지나 잡지의 정보를 읽는 것, 그리고 소비를 통해 생
협의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까지도 여기에 해당된다. 적극적으로는 앞에서 제시했
던 학습회나 동일본대진재 부흥 지원 축제, 생산자가 지역 지부에 방문하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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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홍보하고 조합원들의 질의응답을 받거나 조합원들이 생산지에 방문하여 체험
활동을 하는 생산자 교류회에 참가하는 것 등이 있다.
생협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한 조합원들은 집단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
거나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세계를 체험하면서 자신부터 성장하는 경험을 한다.
생협에 가입한지 17년이 되었고 H 지부의 임원을 수년간 해왔던 요시바 사치코
(吉羽幸子)씨는 활동이 자신으로 하여금 전업주부 이상 외의 자아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였다고 말한다.

[사례Ⅳ-1] 생활클럽 활동을 통한 자기 정체감 확보
생활클럽의 조합원이 되고 리더가 되고 바깥에서 세상일을 조금 알게 되고, “왜?”라고
하는 것의 대답도 보이게 되었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것도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지.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바뀌는 걸까” 하는 걸
옛날에는 아무 것도 몰랐지. [...] 지금은 있는 거지. “혹시 바뀔지도 모르겠어”라고 하
는 약간의 작은 자신감이긴 하지만 말이야. (요시바 사치코, 50대 여성)

요시바씨는 가정의 일 뿐 아니라 생협의 운영을 통해서 자신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처럼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정신적 성장을 목격하
는 일은 생협을 개인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베이스캠프’이자 소속감을 주는 공
동체로 실감하는 밑바탕이 된다. 또한, 생협의 가치와 시스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
로 지지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동
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 특히, 이전부터 생협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동
일본대진재 이후에 더욱 주목받게 되었던 ‘생산자-소비자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
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생협이 표방하는 “공생”의 가치에서 핵심적인 두 주체들이
다.
적극적으로 생협의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생협의 소비재를 소비하고 사용하는 활동을 한다. 소비재와 함께 배부되는 여러
유인물들은 소비자들을 생산자와 연결하고 소통하게끔 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기능
한다.

[사례Ⅳ-2] 생활클럽 카드를 통한 생산자와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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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생활클럽의 특징이긴 한데요, (소비재 안에) 카드가 들어 있어요. “제가 만들었습
니다”라고 하는. (생산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써서 내는 것 중에 많은 게 “정말 고맙습
니다”라든가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거. [...] 오히려 내가 이쪽에서 감사하고 싶은 건데
말이죠. 저도 마당 같은 데서 채소 키워보면 알거든요, 진짜 힘든 거. 그걸 이렇게 깨
끗한 채소를 만들어 주는데, 약이라든가 이런 거 안 쓰고 만들어 주는 건 정-말로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부탁드린다니. (아라나미 리에코, 40대)

아라나미씨는 직접 채소를 재배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생산자로부터의 “카드”는 그러한 경험을 되살리고 소
비재를 단순한 상품 이상의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카드” 외에도 생산자들의
재배 방법,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해당 소비재가 방사능을 비롯하
여 첨가물·유전자 조작 문제 등과 관련하여 생활클럽의 여러 안전 기준치에 부합
했음이 적힌 유인물들이 조합원들에게 전달된다.
연구자가 먹거리의 방사능 문제에 대한 대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연구
참여자인 조합원들에게 소개할 때 마다 “그러면 꼭 생산자 교류회에 참여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빈번하게 듣곤 했다. 생산자 교류회는 제휴 생산자를 지부에
초빙하여 조합원들과 만나도록 하는 행사이다. 생산자는 소비재의 생산 과정을 소
개하고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조합원들은 시식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지를 듣기도 하며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생산
자에게 질문한다. 공식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직되지 않고 오히려 누구
나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과회 같은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반대로
조합원들이 생산지에 가서 교류회를 진행하기도 한다. 가령, 생산 및 공정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하고 농번기에는 제초 작업을 돕기도 한다.
생산자 교류회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게 참가의 소감을 묻자 공통적으로 나왔던
대답이 있다. “(과정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생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세한 이야기를 듣거나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산의 현장
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로서는 경험하기 힘든 생산의 현장
에 다가감으로써 조합원들은 생산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을 수 있
었다. 그러나 D 지부의 이사인 시바타 츠유미(柴田つゆ美)씨는 “참가하는 사람들
은 공감을 하지만 참가까지 데리고 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다들 일도 있고 바쁘
니까 참가하기 쉽지 않죠.”라고 생산자 교류회의 한계를 지적한다. 생산의 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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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조합원들 간에 생산자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다를 수 있
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한편, 조합원들은 생협의 시스템을 경험함으로써 집단 자체에 대한 신뢰를 높인
다. 아래의 사례는 생협의 소비재 조달 시스템에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던 시바
타씨의 경험이다.

[사례Ⅳ-3] 생협 소비재 조달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생활클럽 안에서도 특히 가나가와 생산자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가나가와 생산
자를 지키자!”같은. 생산자들이 등록을 하면 조합원들이 미리 예약해서 그 시기에 배달
받는 건데 이게 신뢰관계를 가지게 하는 거죠. [...] 예를 들면, 봐요, 쌀이 부족했던 해
가 있었어요. 꽤 오래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태국라든가 수입산에 많이 의존해
야 했죠. 그런데 그때도 그 시스템에 있던 생산자가 (시스템에) 등록한 사람에게 잘 나
누어서 분배를 해줬어요. 책임을 가지고 좋은 걸(먹거리를) 주니까 신뢰관계가 강하다고
해야 하나 소중하다고 해야 하나. (시바타 츠유미, 50대 여성)

이 외에도 “동일본대진재 직후에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가?” 하는
연구자의 질문에 많은 조합원들은 당시의 공통된 경험과 소감을 들려주었다.

[사례Ⅳ-4] 생협 소비재 조달 시스템에 대한 신뢰 (2)
그게 아직도 생각나, 놀랐던 게. 당시에 지진 나고 뉴스에서도 이야기 하고 어떻게 해
야 할지도 모르고 슈퍼에는 식품들이 좌르르 동이 났지, 피난을 가야 하나 여기(가나가
와현)는 괜찮나 아무 것도 몰랐다고요. 그 진재의 충격을 받은 곳, 거기에서는 “(가
게) 열지 않아요.”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생활에는 아무 것도 곤란한 게 없었어요.
생활클럽 괜찮으려나 했는데 여기는 물건이 아무 문제없이 딱 도착했던 거예요. 그
러니까 마을 안(다른 곳)에서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라고 문제가 엄청, 물이 없
다든가 쌀이 없다든가 말이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나 자신은 역으로 생활클럽에
서 아무 것도 문제가 없었지. (요시바 사치코, 50대 여성)

이 두 사례는 흉년이나 재해와 같은 비일상적인 상황으로 인해 먹거리를 확보
하는 것이 힘들던 시기에, 생활클럽생협이 큰 무리 없이 조합원들에게 식자재
를 공급했던 경험에 대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일상적인 시기 뿐 아니라 어려
운 시기에도 상황에서도 먹거리를 조달받았다는 직접적이고 극적인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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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신뢰감을 한층 더하였다. 집단의 시스템을 홍보나 유인물을 통해서 이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의 체험자가 됨으로써 확인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식품 안전에 대한 생협의 대응을 지켜
보아 온 조합원들은 다른 식품 안전에 대한 대책 역시도 믿고 맡길 수 있었다
고 말한다. 방사능 문제 외에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가장 신경을 썼던 이슈로
는 음식 첨가물 문제와 유전자 조작 식품 문제, 그리고 잔류 농약 문제 등이
있다. 현재 일본에서 허용하고 있는 음식 첨가물은 천연 향료와 이미 제조되
어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 음식물을 제외하고는 810개이다. 그러나 생
활클럽생협에서는 상대적으로 건강에 해를 적게 미치는 첨가물을 선별하여 85
개만을 허용한다. 또한, 이 외에도 유전자 조작 작물의 활용과 농약의 잔류를
최대한 줄여 “0”에 가까운 수치로 달성해나가고 있다. 조합원들은 40년이 넘
는 기간 동안 다른 생협에 비해 “엄격한” 독자적인 기준과 검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혹시 새로운 먹거리 안전 문제가 생기더라도 생활클럽이 현명하게 대
처해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였다. 생활 속에서 먹거리를 통해 건강을 책임
지는 일에 대해서는 생활클럽이라는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
어 온 것이다.
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다시 생산자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기본적인
믿음은 생협에서 조합원들의 “생”을 확보할 적절한 생산자를 찾고 그들과 제휴했
다는 내용이다. 방사능 기준치를 넘어 출하 제한이 된 식품의 생산자들도 생협 관
계자들과 함께 오염된 토양을 제염하거나 방사능이 잘 흡수되지 않는 작물을 개발
하여 재배하기 시작하는 등의 ‘과학적인’ 방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시 “건강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생산자와 생협에 대한 신뢰는 이번 재해와 같이 생산자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들을 도와 지원을 해야겠다는 심리적 동인으로 연결된다. [사례Ⅳ-2]의 아라나
미씨의 말처럼 여러 조합원들은 생산자가 그들에게 좋은 질의 소비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소비자 자신이 ‘적절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상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 아니다. 소비재를 생
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행위는 “공생”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성장과 안전한 생활
을 도울 수 있는, 인간성이 수반된 행위로 인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
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이 생겼다면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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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으로부터 신뢰가 밑바탕이 된 지원을 받은 생산자들은 또 다시 좋은 소비재를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는 반복적으로 조합원들의 소비재를 증진하는 선순환
을 이룬다.

2) 시스템과 과학 지식에 대한 수용

동일본대진재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생활클럽생협의 방사능 안전 기준치는
37bq/kg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방사능 기준치의 설정은 원자력 발전 및
전지구적인 방사능 오염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였다. 하지만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더 이상 이 기준치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 생활클럽은 기준치를 상향
조정해야만 했다. 더불어, 심지어 국가도 하향 조정한 기준치를 생활클럽은 부득이
하게 올려야 했던 경위를 조합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도 생활클럽 연합회가 당면
한 과제였다.
생활클럽생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홍보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생활클럽은 앞에서 검토한 학습회를 비롯한 여러 방사능 관련
행사들,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비재와 함께 배부되는 유인물,
월간지 『생활과 자치』등을 통해 새로 정립된 시스템의 기저에 깔린 원리들을 이
해시키려고 노력했다. 다음은 『생활과 자치』2011년 7월호에 게재된 생활클럽생
협 연합회의 회장 가토 고이치(加藤好一)씨의 인터뷰인 “방사능 오염과 먹거리를
생각하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의 일부이다.

[사례Ⅳ-5] 동일본대진재 이후 정비된 방사능 시스템에 대한 생활클럽의 의견
가토 고이치: 이번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결
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번의 원전 사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 사고가 현재진
행형에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자주기준에 기반을 둔 운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
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생활클럽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라고 실망한 목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가토 고이치: 우리 스스로 정하고 이를 몇 해에 걸쳐 소중히 운용해왔는데, 더 이
상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취할 수 없게 된 것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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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검사를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눈앞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 방사능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여 고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생각을 하
다가 조합원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생활클럽의 기준이) 국가의 잠정 기
준치 이하라고 해서, 아이들과 임신 중인 분들 등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
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체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이죠.
그런 이상,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대의 책무입니
다. 독자적인 검사를 보다 확충하기 위해서 검사 기계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과물 등을 취급하는 딜리버리 센터(DC)에도 식품 방사능 측정 장치를 도입할 것
입니다. 또 생산자 쪽에서도 힘써서 자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나갈 예정입
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보다 반걸음이라도 안심에 가까울 수 있길 바라고 있
습니다.

가토씨는 인터뷰에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상황
으로는 기존의 기준치를 달성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자적인 검사와 검사 결과의 공개를 통해 조합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클럽에서 ‘완전한
안전’을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나름대로 판
단하길 원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로 생활클럽에 가입한지 오래 되었거나, 기존에 지부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경
험이 있는 소위 “생활클럽성(性)”이 높은 사람이거나, 혹은 자녀의 육체적인 성장
이 끝난 부모인 조합원들은 가토씨가 말한 생활클럽의 안전 시스템의 기조를 대체
로 받아들인다. 다음은 H지부의 임원을 지냈고 현재도 H지부 모임의 구심점이 되
고 있으며 성인이 된 자녀들의 어머니인 요시바 사치코씨의 사례이다.

[사례Ⅳ-6] 생활클럽 안전 시스템에 대한 납득
처음에는 “‘0(제로)’가 좋아”라든가 “‘0’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했었지만요, ‘0’는 불가
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생활클럽은) 국가의 기준의 1/2라든가 1/10네요. “그건 그걸로
그럴 수밖에 없나봐”라고 생각해서 (...) 국가의 기준보다는 낮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어
요. ‘0’는 바랄 수가 없어. [...]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핵실험이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내리는 건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 우리는 제대로 기준치
를 가지고 있고 검사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서 안심이 되니까. 기계도 따악 이렇게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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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잖아? 특정한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조합원들이 보고 있고. (요시바 사치코, 50
대 여성)

요시바씨의 경우는 처음에 0bq/kg을 개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치로 삼
았지만, 생활클럽의 활동을 통해 이러한 기준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납득한 사례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생활클럽 검사 시스템의 원리와 체계성을 알아
가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안전을 담보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로써 생활클럽을
다시 한 번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D지부의 이사로 재직 중인 시바타 츠유미씨는 검사 시스템 외에도 기준치
나 식품 오염 정도에 대한 정보도 생활클럽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다.

[사례Ⅳ-6] 생활클럽 안전 시스템에 대한 납득
정보도 생활클럽에서 꽤 얻었어요. 오염의 범위 같은 거랑 방사성 물질의 차이 같은 것
도. 아, 미역이라든가 그런 걸로 제염하는 법도 알았죠. 예전에 그 표고버섯에서 기준치
넘는 게 나왔었는데 그것도 “(기준치 넘는 걸) 찾았습니다”라고 제대로 보고해주고. “표
고버섯은 국가랑 기준을 똑같이 합니다”하는 것도 잘 설명해주고. 이 부분은 조금 무르
게 한다고 얘기하고, 그거 말고는 다 국가보다 엄격하게 하니까. 투명하죠, 투명해. (시
바타 츠유미, 50대 여성)

시바타씨의 경우는 방사능 문제와 관련된 식생활의 정보를 생활클럽을 통해 알아
가고 있다. 방사능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와 더불어 생활클럽의 시스템
의 원리를 알아가면서 이 시스템의 안전성도 파악해가고 있는 것이다.
요시바씨와 시바타씨가 생활클럽의 시스템과 과학 지식을 수용해나가는 바탕에
는 공통점이 있다. 이미 그들에게는 생활클럽의 시스템의 원리와 집단이 취사선택
한 과학적 지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자신들이 납득한
과학 지식에 설명할 때에도 생활클럽의 대응 방식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클럽을 통해 얻은 과학 지식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제대로 된
검사를 하는 기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혹은 “잘 설명해주니까”, “투명하니까”
라고 하는 생활클럽에 대한 설명은 그 과학적 지식이나 시스템의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궁극적으로 그들이 집단을 신뢰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집단으
로부터 나온 정보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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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진재 이후 여러 미디어 매체와 책, 인터넷 상에는 방사능에 대한 정보
및 위험과 안전을 판단하는 의견들이 난립하고 있다. 정보와 의견들은 모두 일치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다른 의견을 반박할 때도 있다.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부분이 확대되어 표현될 때도 있다. 생활클럽
의 조합원들 중에 생활클럽으로부터 나온 정보와 지식들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서
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이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
보를 토대로 안전을 판단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준다.
결국 개인이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 및 과학 지식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
는 개인이 시스템과 과학 지식을 생산 혹은 재생산해내는 원천을 얼마만큼 신뢰하
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방사능 문제에 있어 생활클럽의 대응 방식을 신뢰
하는 정도는 개인의 배경에 따라 다르다. 연구참여자들 중에 적극적으로 생활클럽
의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고 어린 손주가 없는 조합원
들은 그렇지 않은 조합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클럽의 시스템을 더욱 신뢰하
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재해 이후에 달라진 현실에 맞게 조정된 방사능 기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상이하다.

2. 가치들 간의 어긋남: 일상적인 실천과 아이의 “생(生)”
생활클럽생협에서는 재해 이후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도 특히 생산자와 공생하
기 위한 방책을 모색해왔으며 이를 조합원들에게도 이해시키고자 여러 노력을 기
울여왔다. 앞 절의 조합원들 중에서는 집단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받아들이
고 이 가치를 중심으로 생활클럽에서 마련해온 안전 시스템의 원리를 납득하는 사
람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들이 생활클럽의 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후쿠시마 원
자력 발전소 사고 이전에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생”과 “공생”이라는 가치를 기반에
둔 생활클럽의 먹거리 안전 문제 대응에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방사능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는 “생”과 “공생”의 내용 중에서 병존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났다.
이로써 생활클럽은 조합원들 개인의 “생”과 생산자들의 “생”을 융합하기 위한 줄다
리기를 해야만 했다. 생산자와의 “공생”을 위해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의 “생”의 일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일부분이 어떤 조합원들에게는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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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일상은 단지 생협의 소비재나 생협의 활동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
니다. 조합원들이 일상의 다양한 삶을 영위하면서 보다 우선시하게 되는 가치들은
생활클럽의 기조와 충돌하고 개인 안에서 갈등을 빚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어떤
배경들로 인해 조합원들이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조합원들
이 “공생”의 가치보다 우선시 여기는 가치들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주로 어린 아이들의 “생”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로 삼는 조합원들과, 생협 외의 영역에서의 식생활 역시도 중요시 여기는 조
합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1) 아이의 생명에 대한 강조

2014년 10월의 어느 날,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방사능 검사실의 고미야마 츠요
시씨의 방사능 학습회가 개최되었다. 고미야마씨는 생활클럽의 방사능 대책을 수
립하는데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학습회는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당시의 강의실은 연구자가 평소에 참여했던 학습회의 회장과 비교했을 때 4배는
족히 넘을 정도로 컸으며, 50명 남짓의 조합원들이 참석하였고 주중이었음에도 남
성 조합원들이 5명가량 참석하였다. 이 학습회는 주로 방사능에 대한 기초 지식을
비롯하여 생활클럽의 방사능 대책, 즉 방사능 기준치 설정과 검사 방식, 정보 공개
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 나왔던 조합원들의 질문은
생활클럽 가나가와에서 나온 질문들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주로 어떤 식품
이나 지역이 위험 혹은 안전한지에 대한 것이나 시스템 혹은 과학적 지식에서 이
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마지막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 조합원이 손을 들고 질문하기
위해 마이크를 요청하였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진지하면서도 조금은 어두워 보였
다.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온 메모를 또박또박 읽기 시작하였다.

[사례Ⅳ-7] 생활클럽 시스템에 대한 한 어머니의 건의 사항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잠깐의 정적) 원전 사고 이후 1년 후의 4월에 핫스팟(hot
spot)인 J시로부터 이쪽으로 왔습니다. 계속 여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쪽에 가끔
은 가야만 했었지만, 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생활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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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주기준 규제치가 낮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방사능이) 검출된 음식
은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지 않네요. [...]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보고 골라주세요”라고
말하시지만 그럴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기 때문에, (다시 정적) 출하가 아예 안 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건 무리인가요?

여성 조합원이 질문을 하는 동안, 다른 많은 조합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여가며
질문자에게 비언어적인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 고미야마씨는 자연 방사능과 환경
방사능의 영향으로 음식물에서 완전히 방사성 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은 과학적으
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자세히 했지만 사실 강의의 내용과 크게 다른 부분
은 없었다. 강의를 들은 조합원들이 이 질문자에게 동의의 표시를 나타낸 이유는
강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질문을 한 여성 조합원이 표현하였던 생활클럽의 방침에 대한 ‘의구심’ 내지 ‘불
만’은 고등학생보다 어린, 한창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인 조합원
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D지부의 홍보부에 있는 아라나미 리에
코씨의 말에 의하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 중에 “진재 이후에 (방사능
기준치가) ‘0’이 아니라고 위험하다고, 왜 서일본 이남의 것만을 쓰지 않느냐고 탈
퇴한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한다. 아이의 “생”을 강조하는 어린 자녀의 어머니들은
생산자와의 “공생”까지도 모두 챙기고자 하는 생활클럽의 방식에 정도의 차이지만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는데, 탈퇴는 그 중에서 가장 불만이 강한 사람들이 택한
방식이었으며 생활클럽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기도 했다.
어린 아이의 “생”과 관련하여 방사능 문제는 매우 민감한 이슈이다. 방사성 물질
이 함유된 음식이 어린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생활클럽 내에
서도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이다. 자신은 방사능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는 조합원 후카타니 유이코(深谷優依子)씨도 “이쪽(가나가와현)에 살다가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까 본가인 규슈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다른 이야
기죠. 저는 (2011년) 당시에 여기(일본에) 없기도 했고 별로 신경 쓰거나 하진
않는데 아이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라고 하며 어린 아이들을 양육
하거나 임신한 사람의 경우는 방사능 문제에 보다 예민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
다. 후카타니씨 외에도 방사능 문제에 더 이상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조합원들
은 주로 “우린 이미 늙었으니까”, “애들도 다 키워버렸으니까”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어도 어린 아이들에게만큼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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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문제로 하여금 아이들의 “생”에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 세대의
조합원들은 필사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피하고자 한다. 이는 종종 부모들의 “책임”
이라고 표현된다. 부모들이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는
크게 네 가지를 언급한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화학적으로 방사능에 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먹거리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먹거리
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마지
막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일으킨 것은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 악영향을
죄 없는 아이 세대에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이다.
첫 번째 이유로 거론되는 아이들 신체의 생물학적·화학적 감수성에 대한 정보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을 중심
으로 여러 조합원들은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지식들을 상세히 알아가기 시작했
다. 생물학적·화학적인 정보의 습득은 조합원들이 방사능 학습회나 강연회 혹은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참가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이다.
주로 15살 이하의 성장기 아이들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방사능으로부
터의 영향력을 압도적으로 받기 쉽다. 방사성 물질은 유전자에 상처를 입히는데
이는 회복이 어렵다. 그런데 성장기의 아이들의 경우는 세포의 분열에 의한 성장
이 활발한데, 이 경우 상처 입은 유전자가 포함된 세포 혹은 암세포가 분열되는
속도 또한 빠를 수밖에 없다. 상처를 입은 유전자의 세포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아
예 죽기도 한다. 특히 방사능의 영향은 5년 내지 10년 이후에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당장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 조합원들은 이러한 정보를 대부분 숙지하고 있었다.
4살짜리 딸과 1살짜리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조합원인 우카이 유미(鵜飼裕美)씨
가 “사실 애들 아빠는 그냥 슈퍼나 편의점에서 사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애기
들은, (...) 방사능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야지 하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어요.”라
고 약간의 농담조로 말하며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라도 남편과 아이들을 구분한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조합원들이 언급했던 또 다른 이유들은 주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유들이
다. 두 번째로, 아이들은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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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먹거리를 제공하는 주체는 주로 부모나 학교 혹은 유치원(또는 보육원)과 같
은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먹거리를 선택할 능력이 부족하다. 학습회의 강
사인 사사키 센이치씨는 이와 같은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례Ⅳ-8] 국가의 방사능 안전 정책에 대한 비판
혹시라도 일부 학자가 괜찮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안전하다고 말해요. 정말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죠? 정말 그럴지도 모르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혹시나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면, 아이들은, 봐요, (먹어서)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부모
님이 사주니까 먹는 거잖아요. 선택권이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확실
한 것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에 어느 정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아이들이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그 때 “왜, 왜 그때 나한테 이런
걸 먹였던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 물론 괜찮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닐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최대한 리스
크를 적게 만들어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이라고 생각해
요. 아이들에게. (사사키 센이치, 50대 남성)

사사키씨의 주장은 주로 국가의 미흡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지만, 생활클럽의 안
전 기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은 동일한 비판을 생활클럽에게
가한다. 아이에게 방사능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은 동일본대진
재 이후에 방사능 안전 기준치를 올린 생활클럽의 대응 방식이 불만족스럽다. 아
이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는 조합원들의 경우는 더 낮은 방사능
안전 기준치와 같은 보다 엄격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이 방사능 문제와 관련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세 번
째 이유는 아이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부모가 그
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하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14일, 일본에서 제47회 중의원
총선거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 총선거를 앞두고 여러 조합원들이 방사능 문제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 의식을 정치적인 이유와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유치원에 다
니는 딸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조합원 시무라 하루카(志村春香)씨는 연구자에게
“우리에게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도와줘요, 어른들!”이라는 문구가 있는 그림을 보
여주며 방사능 문제에 더욱 확실하게 대처하고 원자력 발전소 폐지를 공약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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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는 정당에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참정권을 대신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설명은, 음식을 가족들에게 제
공하는 전업주부로서 음식을 통해 안전성과 가족의 건강을 더불어 보장하는 주체
적인 실천을 정치적인 권리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이 말하는
정치는 생활 속에서 방사능을 최소화하여 안전을 지켜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지
에 대한 실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문제에서 아이의 “생”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부모의 세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영향을 물
려줘서는 안 된다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 내지 죄책감과 관련 있다. 생활
클럽에 가입한지 30년 가까이 되어 가며 어린 손주가 있는 60대의 여성 조합원인
구마가이 테루코(熊谷照子)씨는 방사능 문제에 있어서 부모 세대의 책임에 대해
역설한다.

[사례Ⅳ-9] 어른들의 책임인 방사능 사태
그런데 일본에서 일어나버린 그 원전 사고는 정말로 그런 것이 다 우리 어른의 책임이
고, 원전도 그 체르노빌 때부터 있었고 보아 왔잖아? 그랬으면서 사태를 멈추지 못했던
것도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니까 우리들 세대에서 절대적으로 끝내서 상황을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구마가이 테루코, 60대 여성)

구마가이씨와 같은 이유를 드는 사람들은 원전 사고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
하고 이를 지금 세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종의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다. 부모
세대가 원전 사고의 발발과 문제의 심화를 막지는 못했으니, 최소한 방사능의 영
향으로부터 아이들의 “생”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사능 사태의 “책임”에 대
해 말하는 조합원들은 직접적인 원인을 정부와 도쿄전력에서 찾고 있지만, 넓게
보면 방사능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 모두에게 지워진 연대적
책임이다. 이러한 관점은 부모들이 방사능으로부터 필사적으로 안전지대를 찾아야
만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이유들을 언급했던 조합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
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라고 말한다. 특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이가 어리니까 아직 영향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지가 정말 걱
정되고 웬만하면 아예 (방사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조합원 히사도메

85

시오리(久留志央梨)씨의 말처럼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
에서는 생산자의 안위를 고려하다가는 당장 내 아이의 안전이 장래에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 중에서는 생활클럽의 소비재 가운데에서 생
산지나 검출된 방사능 수치를 기준으로 다시 소비재를 가려서 택하는 사람들도 생
겨났다. 생산자와의 “공생”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고 그 가치만이 최종적으로 안
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에게 생활클럽의 기조를 따르도록 하
는 것은 결국 무리한 요구가 되어버렸다.

2) 생협을 벗어난 식생활: “바깥”에서의 소비

심층면담에 참여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적인 식료품 중에서 평균적으로
70-80%를 생활클럽으로부터 충당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20-30% 가량의 식재료
는 외부의 대형 슈퍼마켓, 지역의 재래시장, 집 근처 텃밭에서의 자가 재배, 다른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공급받는다. 또한, 최소한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는 집에
서 요리를 하여 가족들과 함께 먹지만, 주 1-2회 점심은 지인들과 외식을 한다.
생활클럽의 활동 이후에도 대부분은 생활클럽에서 만든 도시락을 먹지만, 가끔은
외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도 한다. 다시 말해, 생활클럽 이외의 방식으로 식생
활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맥락에 따라 생활클럽에서 중시 여기는 “생”과 “공생”과는 아예 다
른 가치들이 우선이 되기도 하고 “생”과 “공생” 중에서 하나의 가치가 다른 하나보
다 중시되기도 한다. Holm & Kildevang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소비자가 먹
거리를 선택할 때에는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지식 외에도 예산, 편의성, 맛 등의 다
양한 이유가 개입된다(1996). 생활클럽이 먹거리 안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이
며, 조합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일본 사회 내의 다른 개인들에 비해 높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먹거리를 선택할 때 절대적으로 안전만을 염두에 둘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맥락이 소비자가 먹거리를 선택할 때 다른 가치를 우선
시 하게끔 만드는가? 또한, 기존에 “생” 혹은 “공생”을 가장 중심에 삼았던 조합원
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가치들을 우선시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조합원들의
식생활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방사능과 관련된 먹거리 안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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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합원들의 위치가 음식의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바뀌는 외식의 경우를 생
각해보자. 이 경우는 조합원들이 식재료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 외식을 통해 방사능 문제를 비롯한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외식업을 하는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농림수산성은 “외식산업에서는 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가 많
을뿐더러 기후 등의 영향에 의해 생산지가 자주 바뀌는 등의 이유로 인해 원재료
의 원산지 표시를 법적인 의무로 지우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다. 법
제도적인 이유로 인해 일본의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재료의 원산지를 찾아볼 수 없
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의 “생”을 우선시 여기는 어머니들이라고 할지라도
외식을 할 때에 동북부 생산지에서 온 식재료를 가려낼 도리가 거의 없는 것이다.
먹거리 안전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 소비자를 위해 생산지를 의도적으로 게시
하는 식당도 있지만,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다. “외식할 때 식재료의 생산지도
확인하시나요?”라고 물었던 연구자의 질문에 “아니요. 어쩔 수가 없죠.”라고 말하
였던 모든 연구참여자의 동일한 대답은 사실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먹거리 안전을 생각하기 어려운 외식의 공간에서, 조합원들은 다른 가치를 위해
외식을 한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외식을 할 때 안전의 추구는 과감히 포기하고
“즐거움”과 “편리함”을 찾기 위해 돌아선다. 식생활을 영위하는 공간과 식생활을
하는 주체로서의 자신의 위치가 달라지자 음식의 기능에 대한 인식 또한 완전히
바뀌는 지점이다.

[사례Ⅳ-10] 즐거움과 편리함을 위한 외식
아라이 노리코: 가족들이 좋아하는 민물장어집이 있는데 거기가 맛있어서 많이 가죠.
연구자: 그럼 혹시 거기 가서 장어 생산지라든가 확인하세요?
아라이 노리코: 글쎄요, “이 지역에서 샀어요!”라고 어필(appeal)을 하는 데는 자신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가기도 하지만 사실 생활이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외식하면) 편

리하기도 하고. 식재료가 특별히 이상해보이지 않으면 먹어요. (60대 여성)

아라이 노리코(新井紀子)씨에게 있어 외식의 공간이란 가족들과 교제하기 적절한
장이며, 생활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편의성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라이씨
이외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도 외식할 식당을 선택하는 이유로 “지인과 담소를
나누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TV에 나온 곳이라 가보고 싶어서”, “맛있다고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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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서”, “생활클럽 모임 장소와 가까워서” 등을 들었다.

[사례Ⅳ-11] ‘먹기’의 다양한 이유와 균형의 중요성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소위 딱 하나, 예를 들어 방사능도 그렇지만 첨
가물이라든지 거기 하나에만 너무 구애되어버리면 생활이 재미없어지고 좋지 않으니까.
뭐가 되었든 밸런스라고 해야 하나? 어디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거. 맨날 카레만 먹
는 것도 아니듯이, 그렇죠? 이런 저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는 식탁을 매일 이어가는 게
가장 소중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약간이긴 하지만, 약-간 방사능을 좀 맞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평범하게 계속 생활을 해야 하는 거니까. (시바타 츠유미, 50대 여성)

D지부의 이사일 정도로 먹거리 안전에 관심이 많은 시바타씨조차도 외식을 할 때
는 생활의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특히, 시바타씨의 발언은 재해 이후에 방
사능 문제라는 또 다른 위험이 식생활을 위협해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상
황 속에서도 일상적인 식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시민들의 감각을 적절하게 대변하
고 있다. 먹는 행위의 다양한 기능과 의미 중에서 어느 하나을 좇게 되면 필연적
으로 다른 기능과 의미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데, 1년 365일 동안 매일 세끼를 먹
을 때 항상 안전만을 생각하다보면 먹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식생활에서의 외식의 공간과 가정의 공간은 조합원들에게 분리되어 인식
된다. 가정은 보다 가족들의 “생”을 중심으로 식생활을 해나가는 곳이다. 먹거리를
통해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 가정이다. 한
편, 외식은 음식을 통해 친교와 같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며 영양이나 안전
보다는 맛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경우는
먹는 행위가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경험이 되며, 조합원들은 안전을 위해 먹거리
를 가려서 선택해야만 했던 “편집증적인” 공급자에서 벗어나 편하게 즐거움을 누
리는 소비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생산자를 위한 “공생”의 가치가 실현되기 힘든 식생활의 공간이 있다. 바
로 조합원들이 생활클럽에서 얻지 못하는 먹거리를 얻고자 할 때 찾는 일반 슈퍼
마켓이다. 일반 슈퍼마켓에서 파는 육류나 생선, 채소 등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다. 수입산의 경우 국가의 이름이, 국내산 육류 및 채소의 경우는 현(県), 생선
은 수역이 라벨에 표시된다. 생활클럽에서는 모든 품목 검사하여 안전 기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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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는 소비재들만 유통되기 때문에 특별히 생산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조합
원들도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는 생산지를 확인한다. 국가의 안전 기준치가 생
협의 안전 기준치와 다른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국가의 기준치로는 안전을 보장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생협 외부의 소비자들과 마
찬가지로 생산지를 구별하여 식품을 소비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 모
든 연구참여자들이 후쿠시마현 내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생산된 식품은 피한다고
답하였으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이와테현, 미야기현, 이바라
키현 등에서 생산된 먹거리는 구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인 까닭도 있지
만, 생협의 제휴 생산자들과 달리 외부의 생산자와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조합원들은 동북부에서 온 식품을 피한다. 신뢰관계가 불확실한 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식품의 생산·가공·검사·유통의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생산지라는 정보를 통해서만 식품을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동북부에서 온 식품을 소비함으로써 생산자들을 돕고자 하
는 심리적인 동인이 기존에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식품들을 구매하지 않는
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먹거리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4살짜리 여
자 아이와 1살짜리 남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우카이 유미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사례Ⅳ-12] 동북부에 거주하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먹거리
친정이 규슈라서 (2011년) 7월까지는 거기에 있었어요. 아직도 친정에서 가끔 채소라든
가 보내주셔서 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미야기현에 있는 시댁으로부터 쌀을 가끔 받기
도 하는데 이게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시는 건 감사하니까. (우카이 유
미, 30대 여성)

우카이씨는 먹거리를 통한 아이들의 안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방사능 학습회를
비롯한 다양한 학습회에 참석하여 많은 정보들을 얻는다. 방사성 물질을 가능한
한 피하고자 생활클럽의 소비재들도 서일본 이남의 생산물들을 주문할 정도로 많
은 신경을 쓰고 있다. 동일본대진재 직후에도 아이들의 안전이 염려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4개월 간 규슈에 있는 친정에 피난 이주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동북부
의 미야기현에 있는 시댁에서 보내주는 쌀을 안 받을 수 없다. 우카이씨는 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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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선물로 받은 이상 쓰지 않을 수 없다.
먹거리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받은 먹거리의 유통 과정을 알 방법이 별로 없
다. 생산자와의 신뢰관계와 달리, 먹거리를 준 사람들의 신뢰관계는 먹거리의 안전
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아이들의 “생”에 위험이 드리울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먹거리를 받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 “의리(義理)”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우카이씨의 시어머니와 같은 선물 제공자들은 선의에서 먹거리를 보내주었고 우카
이씨와 같은 선물 수증자(受贈者)들은 그 선의에서 비롯된 “은혜(恩)”를 입은 셈
이다.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의 문화적·심리적 규범을 설명하면서 “은혜”를 입은 사
람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의리”를 갚아야 하는 사회적 규칙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한다(루스 베네딕트 2007: 165-168). 우카이씨와 같은 경우에는 답례를 하
는 것은 차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시어머니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상 받은 먹거
리를 “감사하”게 먹는 것은 일차적인 “의리” 갚기라고 할 수 있다. 아이의 “생”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선물로 동북부 지방의 먹거리를
받았을 때 거절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에 흠집을 내는, 즉 규범에 어
긋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이 경우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생”에 대한 가치보다 우선한다.
조합원들의 “생”과 생산자들의 “공생”이 우선시되는 생활클럽을 벗어나면, 개인
들은 먹거리와 먹는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들을 마주한다. 어떤 가치를 우선
시하느냐는 사회적인 제도 및 문화적인 맥락과 큰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
황들은 조합원들의 식생활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는 않다. 조합원들은 대
부분의 식생활에서는 생활클럽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이루어지는 ‘바깥’에서의 식생활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다.

3. “생”과 “공생”의 경합과 해소
방사능 문제에 관한 먹거리 안전을 규정할 때, 개인들 각각이 받아들이고 옳다
고 믿는 과학적 지식과 시스템은 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 개인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윤택하게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을 추구하
므로, 생활클럽의 조합원들과 같이 먹거리 안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개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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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생”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
모들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의 “생”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
기 때문에, 생활클럽에서 중요하게 내세우는 가치인 “공생”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
한편, 생활클럽에서 생산자와 신뢰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공생”의 가치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방사능 기준치가 “생”을 크게 위협하지 않
을 만큼 상향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언뜻 보면 안전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작용하는 가치들은 명료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단 내부에서도 어떤 가치에 보다 비중을 두어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
야 하느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견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들 역시 내부에서 심
리적인 갈등을 겪기도 했다. 재해가 발발한 이후 갑작스러운 비일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여러 정보들과 더불어 다양한 가치들이 일본 사회와 생활클럽 내부에서
제기되고 충돌하면서 개인들도 무엇을 중심에 두고 안전을 규정할지를 알지 못해
혼란을 겪었다.
2011년 이후 3년의 시간동안 생활클럽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내면세계 안에서
어떠한 가치들이 충돌하였으며 특정 가치를 옹호하는 데에는 어떤 근거들이 제시
되어 왔는지, 같은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특히 개인들의 심리적인 갈등의 양상은 어떠하며 이는 어떻게 해소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해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들에게 어
떠한 가치의 질서가 정립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이질적인 가치 선택과 안전 규정

생활클럽의 모든 조합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생”, 특히 신체적 건
강 및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생”의 추구를 생활 속에서 중심적인 가치로 삼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조합원들의 실천과 인식의 내
용이 다른데,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단 “공생”과만 연관되어 하나를 상대
적으로 포기해야하기 때문이 아니다.
“생”의 가치를 중요시 여겨 방사능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조합원이라고 할지
라도 다른 먹거리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를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두기도 한다. 방사능 문제가 소위 ‘뜨거운 감자’가 되기 이전까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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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은 방사능 문제를 제외한 다양한 먹거리 안전에 대응을 해왔다. 식품 첨가물
문제, 잔류 농약 문제, 유전자 조작 식품 문제, 수입산(특히, 중국산) 문제를 비롯
한 식품 자급률 문제 등이 생활클럽이 신경을 써왔던 다른 먹거리 안전 이슈들이
다. 그 중에서 가장 조합원들의 관심을 받는 문제가 식품 첨가물 문제이다. 생활클
럽은 식품에 활용할 수 있는 첨가물의 개수를 꾸준히 줄여왔으며, 첨가물들이 인
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생”을 중요시 여기는 조합원들 중에서 식품 첨가물 문제가 방사능 문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여겨 방사능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걱정하는 조합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합원들은 생활클럽의 방사능 검사 및 기준치보다는 허가된 첨가물
의 종류나 영향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 또한, 방사능 문제에 대한
안전 시스템보다 첨가물과 관련된 시스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사례Ⅳ-13] 방사능 문제 이외의 먹거리 안전 문제들
연구자: 후카타니씨는 방사능도 많이 신경 쓰시나요?
후카타니 유이코: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데에서 나는 걸 먹는 건
조금 그렇지만요. 여기저기서 난 걸 섞어서 먹으니까 괜찮죠. 그야말로 첨가물이라든가

그런 데에 걱정이 많고, 그것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방사능 뿐 만이 아니라. 첨가물은
조금 더 찬찬히 나오는 걸지도 모르지만. (후카타니 유이코, 50대 여성)

[사례Ⅳ-14] 방사능 문제만을 신경쓰는 시민들에 대한 비판
확실히 진재 직후에 이런 저런 사람들이 TV에 (...) 주부라든가 나왔어요. 평소에는 첨
가물이라든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방사능 무서워-, 무서워”하면
서 “절대 시금치 안 사!”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게 아닐까 해요. 갑자기 뭔가 방
사능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확 늘어난 게. 조금, 그렇죠. “평소처럼 조심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요. [...] 바람이 부는 거라든가 생각하면 (방사성 물질이)
간사이나 규슈에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라나미 리에코, 40대 여성)

위의 두 사례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대응보다도 식품 첨가물에 대한 대응이 더 중
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여러 먹거리 안전 문제 안에서 방사능 문제에 대처해
야 먹거리 안전에 더욱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다. 두 조합원 모두 방사능 문제는 여러 먹거리 문제의 한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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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먹거리 안전을 추구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 하는
가 역시 방사능 문제에 대한 위험 혹은 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방사능 문제
보다 더욱 생활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방사능으로 인한 위
험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인식된다. 특히, 식품 첨가물 중에서 합성 색료 등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위험’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
며, 일반 소비자들도 식품 뒷면의 식품 첨가물 구성 표시를 통해 어떤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보다 첨가물 문제를
더욱 큰 위험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다른 것보다도 “생”을 1차적인 가치로 생각하
는 조합원들도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먼저 대처해야 할 먹거리 위험에 대해서 의
견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방사능 문제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무리 “생”을 중시하는 조합원이라도 생활클럽과 일본 사회 내의 여러 주
체들이 강조하는 “공생”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생활클럽 안의 조합원들 중에
서는 재해 이후에 이 두 가지 가치를 두고 갈등해왔던 사람들이 있었다.

[사례Ⅳ-15] 방사능 먹거리 안전 문제에 있어서의 혼네와 다테마에
왜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라는 거. 후쿠시마
를 대할 때 사람들이 그런 거죠. 겉에서는 부흥해야 하고 지원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속마음으로는 역시 무섭고, 믿기가 힘들고 안전성이 걱정되고. 이바라키 쪽도 문제가
있다고 뉴스에서 그랬거든요. 사람들한테는 혼네랑 다테마에가 섞여 있지 않나 싶어요.
(아라이 노리코, 60대 여성)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는 일본인들의 심리적인 양태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다테마에는 바깥(外)에서, 즉 집단의 규범과 가치가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에서 드
러나는 심리적인 상태 혹은 사고방식이며, 혼네는 안(内)에서, 다시 말해 사적인
공간이나 개인이 진정한 자아를 발현할 수 있는 영역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상태
혹은 사고방식을 의미한다(Bachnik 1989; Bachnik 1992; Lebra 1994). 다테마에
는 사회적인 자아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의 본심’과 가까운 혼네와 대비
되는 개념이다.
전무후무한 규모와 피해가 나타났던 동일본대진재 이후에 동북부 지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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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復興)”은 보다 더 강력한 사회문화적 규범이 되었다. 전성곤은 재해 이후의
국가 중심의 부흥 정책을 시민들이 체득 및 수용하면서 국가 주도의 “부흥” 담론
에 내재되어 있는 “국민화 호명 이론”까지 내면화한다고 주장한다(2013: 66-67).
각종 미디어를 통해 부흥은 “일본 국민” 모두가 이룩해야 하는 것임을 홍보하며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의 영향과, 재해의 참상을 직·간접적
으로 경험하며 시민들이 느꼈던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결합되어 “부흥”은
불가침한 절대적인 사회문화적 규범으로 거듭났다. 이는 2장과 3장에서 살펴보았
던 “먹어서 응원” 캠페인에서 “응원”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이유 중의 하나
라고 할 수 있다.
“부흥”이 “일본 국민”이라면 모두 동참하고 동조해야 하는 사회문화적인 규범으
로 자리 잡으면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생”의 가치를 중시하던 개인들에게도 심리
적인 갈등이 생긴 것이다. 아라이씨의 설명에서 제시되는 “다테마에”는 모두가 협
심하여 동북부 지방을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을, “혼네”는 이 도덕적 당위성을 알면
서도 동북부 지방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소비하는 것이 꺼려지는 상황을 나타내
는 표현이다. 아무리 “생”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도 재해로 인해 다른 ‘국
민’들이 피해를 입은 모습을 보아온 이상, 일본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생”
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2) “죄송한(申し訳ない)” 마음과 해소의 통로

개인들이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가치인 “생”과 비교적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도덕적 규범으로 여겨지는 가치인 “공생”은 개인 안에서 갈등을 빚었다. 방사능과
관련된 먹거리 안전에 있어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진재 이후 많은 조합원들의 고민이었다. 그렇다면 가치들이 충돌하는 가운
데 개인의 심리적인 갈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여기에서는 어떤 심리
적인 내용이 원인이 되어 개인의 선택에 대한 내적 갈등을 만들어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치들 간의 충돌과 심리
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들을 고안해왔다. 어떤 방법과 실천들을 통해
내적인 갈등을 해결해왔는지 역시 파악하도록 하겠다.
방사능 문제로 인해 특정 지역의 먹거리를 피해왔다고 말하는 조합원들의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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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통적으로 자주 들어가는 표현이 있다. 바로 “죄송하다(申し訳ない)”라는 말이
다. “申し訳ない”라는 말은 사전에 “상대에게 미안한 기분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으
며, 정말로 미안하다(는 뜻). 상대에게 사죄할 때 쓰임.33)”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깊은 사죄의 의미를 전달할 때 쓰이며 비슷한
표현인 “미안하다(すまない)”보다 정중하고 깊은 마음의 표현이다.

[사례Ⅳ-16] “죄송한(申し訳ない)” 마음의 표현
죄송하지만 이전에는 후쿠시마산을 샀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피하게 된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역시 저렴해진 채소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아무래도 후쿠시마 근처가
(생산물의 가격이) 싸졌으니까, 죄송하지만 억지로는 사지 않아요. (특히) 쌀은 고르게
되고. (이나바 나미코(稲葉奈美子), 50대 여성)

정말 죄송하지만, 걱정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피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있죠.
체르노빌 때도 그랬지만 원전 사고가 나면 몇 십년동안 영향이 있었고, 아이들 갑상선
암도 올라갔고. (아라이 노리코, 60대 여성)

자기 자신을 (방사능 물질로부터) 아무리 지켜야지 해도 생산자를 생각하면 그래요. 생

산자가 나쁜 게 아니었잖아요. 생활이 안 되어 버리게 되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신경
쓰는 게 미안한 기분이죠. 그렇긴 해도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하고. 여기 D시
에도 있었어요. 간사이(関西)로 이사한 사람이. 오키나와(沖縄)로 이사한 사람도 있었고
요. (아라나미 리에코, 40대 여성)

그렇다면 맥락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죄송하다”는 표현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일
까. 조합원들은 먹거리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설명할 때 왜 이렇게 깊은 사죄를
나타내는 것일까.
이 “죄송하다”라는 표현에 담긴 감정은 복합적이다. 이 감정은 고마움, 안타까움,
슬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이 감정의 기
저에는 다른 것을 우선하여 “고마움”이 있다. “변명할 여지가 없을”만큼이나 미안
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재해 이전부터 동북부의 피해자 및 생산자들에게서 많은
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꼈고, 이 고마움은 심리적인 연대의 기반이 되
어왔기 때문이다. 가나가와현을 비롯한 수도권의 시민들은 동북부로부터 주식인
33) 大辞林 https://kotobank.jp/dictionary/daijirin/

95

쌀을 비롯한 여러 농수산물을 공급받아 왔다. 그 뿐 아니라 후쿠시마에 있던 원자
력 발전소는 가나가와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기를 송전해왔다. 다른
지역을 대신하여, 각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생태계와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왔던 지역인 것이다. 이에 대한 고마움은 “죄
송함”에 포함된 다른 감정을 심화시키는 토대적인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포함되어 있는 감정은 동북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다.
아라나미씨의 말처럼 동북부의 “생산자가 나쁜 게 아니었”다. 그 동안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고마운” 시민들이었는데 아무 잘못 없이 갑작스러운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어야만 했다. 그들의 피해에 공감하는 마음은 이처럼 안타까
움과 슬픔을 만들어낸다. 특히, 동북부 지방에 친척 혹은 지인이 있거나 생활클럽
처럼 제휴 생산자와 지속적으로 제도적·심리적 연대를 맺어오고 상호 간의 “공생”
을 이룩해왔던 경우 이러한 감정은 심화된다.
마지막은 ‘죄책감’이다. 이는 심정적으로는 동북부의 주민들에게 공감하고 그들
과 교감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 먹거리를 선택할 때에는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해야 하는 데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다. 동북부의 먹거리를 피하는 사람
들은 자신과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안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문화적 규범화 되어버린 부
흥의 추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죄스러
운 감정을 느낀다. 사적으로는 동북부의 먹거리를 피하는 데에 적절한 이유를 들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다테마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생활클럽
에서도 생산지를 가려서 소비재를 택하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기 전
에 빈번하게 이 표현을 썼다.
“죄송하다”는 표현은 어떤 조합원들에게 있어 감정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선택을 설명하기에 앞서 덧붙이는 의례적인 표현이나 수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복합적인 감정이 나타나
는 것이 규범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표현을 덧붙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죄송하다”는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조합원들의 대부분은 동북부의 먹거리를 소
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내용과 방법으로 동북부에 대한 부흥을 지원해왔다. 이 방
법들은 3년 동안 조합원들이 여러 가치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규범적으로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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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고안해온 것이다. 그들은 비록 먹거리를 소비
하는 방식으로는 부흥을 도울 수 없었지만, 다른 방식을 통해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내적인 갈등과 고뇌를 어느 정도 해소해왔다.

[사례Ⅳ-17] 또 다른 방식의 “응원”
연구자: “먹어서 응원”을 한다는 말도 있고, 먹거리를 통해서 동북부에 부흥 지원을 한
다고도 하잖아요? 마노씨는 음식 관련해서도 괜찮고, 부흥 지원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가요?

마노 히토미: 음, 먹거리는 아니지만 물론 모금을 한다든가 (...) 아이들 레벨에서도 여
러 가지로. 아! 예를 들어, 큰 아이는 축구를 시키는데요, 그 축구팀에서 후쿠시마의 축
구팀에, (그때가) 아직 추운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에 방한용 조끼라든가 신발이
라든가, 그러니까 쓰다가 남은 것 아니고 제대로 해서 줄 수 있는 것, (...) 그런 것들을
모아서 편지를 써서 보낸다든가. 그리고 그림책 같은 것도 집에 있는 깨끗한 것으로 그
걸 카리타스 재팬(カリタスジャパン)이라고 하는 카톨릭계 시민단체에 보낸다든지 했어
요. [...] 역이라든가에서 후쿠시마의 채소를 판다든지 해도, 아무래도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개인의 레벨에서는 뭔가 조금 멈춰져 있는 것 아
닌가 하는. 딱히 무관심은 아니지만. 뭔가, 어쩌려나. 마음이 아프네요. (40대 여성)

[사례Ⅳ-18] 또 다른 방식의 “응원” (2)
개인적으로 친척도 동북부에 없고 친구도 하나밖에 없긴 한데, 먼저 생산자가 있다든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

까?” 라고 걱정이 되어서, 그래도 나 자신의 몸은 가족이 있으니까 (...) “뭘 해야 하
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생활클럽에서 모금을 하자!” 라고 하는 활동이 된다든가 했
지. (요시바 사치코, 50대 여성)

[사례Ⅳ-17]의 마노씨는 생활클럽 외부에서 장을 볼 때는 동북부의 생산물을 사
지 않는다. 먹거리를 통한 부흥 지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보냄으로써 다른
방식의 부흥 지원을 해왔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요시바씨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동북부의 피해자들이 걱정되어 모
금을 통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부흥을 도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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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씨와 요시바씨의 사례 외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주로 모금이나 물자 지원을
통해 동북부의 부흥을 “응원”해왔다. 생활클럽에서도 제휴 생산자들을 위한 모금
활동이 계속되어 왔으며, 생활클럽 가나가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동일본대진
재 부흥 지원 축제”에 참가할 예정이었거나 참가했던 조합원들도 많았다. 물론, 외
부 대형 마켓이나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먹거리를 살 때는 주저하면서도 생활클럽
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동북부의 먹거리를 소비하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동일본대진재 이후에 국가나 기업, 여러 시민단체들과 이익단체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모두를 아우르는 주된 공동체 정신의 중심에는 “부흥”이 있었다. “힘내, 일
본!(がんばろう、にっぽん!)”이나 전국적인 연대와 사람들 사이의 인연을 뜻하는
말인 “絆(きずな, kizuna)”, 혹은 “3·11을 잊지 않는다(3·11を忘れない)” 등은 어디
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구호들이었다. 또한 “부흥”은 생활클럽에서 강조하는 “공생”
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생”을
우선적인 가치로 상정하는 생활클럽의 조합원들은 동북부의 먹거리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자신의 실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가치
간의 충돌과 내적인 고민들 사이에서 개인들은 이 “죄송한” 마음을 해소할 각자의
방법을 찾아갔다. 비록 동북부의 먹거리를 구매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
금과 물자 지원 등을 통해 부흥 지원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는 실천
의 초점을 ‘무엇을’에서 ‘어떻게’로 바꾼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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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위험에서 안전으로: 비일상적 요소의 일상화 과정
연구자는 2011년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방사능 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
식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재해 직후 인터넷 여론 및 기
사들, 그리고 2013년 초부터의 세 번의 예비 조사와 2014년 가을의 본 조사를 통
해 조합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방사능 문제에 대해 많은 관
심을 쏟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로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에서
학습회를 해오고 있는 사사키 센이치 씨에 의하면 대진재 후 방사능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던 2012년에는 전체 학습회 중에서 방사능 학습회의 비율이 80% 정도
였지만, 2014년 가을 현재로서는 20%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반면 식품 첨가물
학습회의 개최 비율과 빈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 이는 먹거리 문제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생활클럽에서조차 최근에는 방사능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방사능 문제에 대한 생활클럽에서의 ‘고요’ 및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은 방사능 자
체가 걱정되고 무섭지만, 생활클럽의 소비재를 소비하는 한에서는 괜찮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 중의 일부는 걱정이 되지만
생활클럽의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완
벽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상태가 “안전”에 가깝다는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생활클럽의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안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탐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완전한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안
전도, 완전한 주관적인 인식 및 감각으로서의 안전도 아니다. Douglas and
Wildavsky가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환산된 물리적인 수치와 주관적
으로 편향된 개인적인 인식으로 위험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1982:
194). 여기서의 안전은 조합원들이 받아들인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으로 인식하
고 느끼고 있는 상태가 결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조합원들이 인지하는 “안전”의
상태는 어떤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어떤 요소들이 결합하여 “안전”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를 ‘일상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위험: 비일상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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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클럽의 조합원들이 현재의 상태를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지하기 전에, 재해
직후에는 “위험”의 상태가 있었다. 그들이 무엇을 “안전”으로 인식하는지를 알아보
기 전에 안전과 대립항으로 인식되는 위험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들이 생
각하는 위험의 중심에는 동일본대진재 이후 모든 것이 불명확하고 ‘비일상적’이었
던 인식과 감각이 존재한다.
2014년 가을 현재, 방사성 물질에 대한 생활클럽 조합원들의 태도가 비교적 침
착해지기 전까지 생활클럽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방사능 검사실의 히라이시
다카오 씨는 연구자에게 현재의 방사능 시스템을 설명하기에 앞서 “진재가 있고
나서 생활클럽도 혼비백산이 되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습니다.”라고 당시
의 상황에 대해 회고하였다. 학습회 강사인 사사키씨에게 방사능 학습회의 시작에
대해 질문했을 때, 사사키씨는 학습회가 2011년 11월에 이르러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였다.

[사례Ⅴ-1] 동일본대진재 직후의 방사능 문제에 대한 혼란
진재가 있고 나서 여름 정도려나. 3월에 (진재가) 있고,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야 겨우 식품 괜찮을까? 라는 걸 깨닫게 된 느낌이었어요, 나조차도. 역으로 말하면,
그 때까지는 일단 (먹을 것이) 있으면 먹는 거. 살 수만 있으면 뭐라도 먹고,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네 싶긴 하지만 그 때는 생각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여름 정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디서도 검사를 안 하니까 모르죠. 어

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여기에 (방사성 물질들이) 오긴 했는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하야카와(早川) 선생님이라든가, 그 화산학자 선생님이, 여기에도 확산되는지 시뮬레이
션 같은 거 하고 정보가 점점 늘어났죠. 생활클럽도 그 이후에 검사 시작했고요. [...]
(방사능) 학습회가 겨우 시작된 게 11월 정도였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재료가

없었고 체르노빌 상황도 그 때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것도 없었어요. 국
가에서도 안 내고, 어디로 (방사성 물질이) 튀는지도 확실히는 알지 못하고 [...] 실제로
(방사능 수치를) 재거나 하는 것도 없었으니까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지를 몰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사키 센이치, 50대 남성)

기술재해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피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재해 이후 수
개월이 지난 이후인 2011년 여름이었다. 그 이전에 재해의 식생활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식량 부족 문제였다. 큰 규모의 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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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건이 일어나자 시민들은 비상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재기를 하여 급작스럽
게 수요가 증가하였고, 일본의 주요 농수산물 생산지인 동북부 지방이 심각한 피
해를 입게 되자 공급 역시도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여름이 되어서야 방사능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생활
클럽은 방사능의 영향이라는 ‘비일상적인’ 위험에 직면하고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다.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유출되고 방사능의 영향을 입은 먹거리가 유통
되는 것은 이제껏 겪어본 적 없는 사상초유의 사태였다. 게다가 방사성 물질이 어
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였고,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베크렐(Bq)과 시버트(Sv)를 구분하
지 못할 정도로 방사성 물질 자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고, 무엇보다 어떤 것이
혹은 어느 정도가 ‘안전’하고 ‘위험’한지 구분할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응은 더욱 더 상황을 악화시켰다. 현장의 최전방에
서 위험을 통제해야 할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처가 미흡하여 오염수가 누수 되는
등 연일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시민들의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생활클럽 역시 다른 시민단체들과 마
찬가지로 정부의 대응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먹거리에서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대책이 2012년 4월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정립되었지만, 그 이후
에도 과연 정부의 방사성 기준치가 시민들, 특히 성장 중인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
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의 불안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비일상’의 산물이었다. 두 조
합원들의 면담 내용은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났던 당시에 일본의 시민들에게
있어 방사능이 얼마나 생소한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례Ⅴ-2] 동일본대진재 이전과 직후의 방사능에 대한 낯선 지식과 감각
방사능이라는 게, 옛날 어렸을 때 본 <우주전함 야마토(宇宙戦艦ヤマト)>34)라고 하
는 거 알아요? (연구자: 네, 들어 본 적은 있어요.) 그래, 그 <우주전함 야마토>에

서 방사능이 우주를 침범해서 방사능 제거하는 청소(방법)를 찾으러 이스칸다
(Iscandar)로 간다고 하는 거 말고는 방사능이라는 거는 제대로 듣지를 못했기 때
문에,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성이 있어서 엄청 그걸 뒤집어쓰면 금방 죽
는구나 하는 정도의 이미지였지요. 아무래도 이전에 사사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
고서 (...) 방사성 물질로부터 방사능이 나온다고 하는, (...) 그 (방사능을) 맞는 양
34) <우주전함 야마토>는 1974년에 요미우리TV와 닛폰TV에서 방송된 TV 애니메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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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영향이 다르다고 하는 걸 거기서 처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마노 히토미,
40대 여성)
(내가) 히로시마 출신은 아닌데 고등학교 시절에 히로시마에서 학교 다녔거든. 히로시마
는 특수했어. 다른 현이랑 완전히 달랐던 거지. 8월 8일이 “피폭의 날”이라고 해서 평
화 교육이라든지 하고. 다른 데랑 정말 달라. 그게 난 쇼크였어. 그런데 이제는 후쿠시
마랑 히로시마랑, 아 둘 다 “시마”랑 “시마”잖아? (웃으면서) 이어졌다고 해야 하나. 진

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역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어서 지
금의 이야기잖아. (아마리 레이코, 50대 여성)

마노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사능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조합원들에게 있어
서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대부분은 방사능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나마 알
고 있던 지식도 X레이 촬영에 방사선이 활용된다는 정도로 먹거리에 의한 내부
피폭과는 관련 없는 지식들 뿐이었다. 한편, 아마리 레이코(甘利麗子)씨의 서사는
기존에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의 경험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広島)
및 나가사키(長崎)에만 국한된, 역사적이고 국지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어왔음을 보
여준다. 하지만 이제는 동북부 지역 뿐 아니라 가나가와현을 비롯한 수도권의 시
민들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생활클럽의 20대 여성 조합원이자 직원인 미야지마 카리나(宮島夏理菜)
씨의 말처럼 “방사능이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방사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방사성 물질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
아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까닭도 있었지만, 방사성 물질의 영향과
먹거리 내의 함유 정도를 인간의 눈에 드러나게 해줄 검사 시스템이나 데이터가
부재했고 어디에서 나온 정보를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던 이유가 무
엇보다 컸다. 미야지마씨는 당시의 조합원들의 불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사례Ⅴ-3] 동일본대진재 직후의 조합원들의 불안
합성 착색료 같은 건 색깔이 있으니까 보이고, 첨가물 뒤에 (식품 표시 라벨을) 보면
보이고. 나는 사실 유전자 조작(작물 문제)이 무섭기는 진짜 무서워. 그래도 유전자 조
작(작물)도 생활클럽에서 GM 표시를 해두니까 괜찮잖아. 그런데 방사능은 뭐 산지를
봐도 되긴 한데 뭐가 위험한지 어떤지 원칙이 없으니 그게 걱정되었던 거지. 결과가 뭔
지 안 보이니까 다들 그게 불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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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른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에는 자신이 있었던 생활클럽도 방사
능 문제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과학 지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그
리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개인들이 “생”과 “공생”의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을 더욱 우선시
할지에 대해 심리적인 갈등을 해왔던 것처럼, 당시 생활클럽에서도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생활클럽생협
은 소비자들이 중심이 되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조합원들의
“생”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기준을 세워 제휴 생산자들과의 “공
생”에 실패하면 조직의 운영이 곤란해지게 마련이었다. “생”과 “공생”의 가치 사이
에서 갈등했던 것은 비단 조합원들 개인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즉, 조합원들이 당시를 “위험”한 상태로 인식했던 것은 평온하던 일상이 급격히
‘비일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는 동일본대진재의 “상정 외”적인 성
격에서 그 인식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요인들이 이 인
식의 형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정부 및 도쿄전력의 정보 은폐와 여
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견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신뢰할만할 정보를 얻
을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게 했다. 생활클럽도 재해가 일어난 직후에는 적절한 대
응을 세우기 힘든 실정이었다. 또한, “공생”이 일본 사회 내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는 와중에, “생”의 가치와 부딪히는 지점에서 생활클럽의 직원들과 일
반 조합원들은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방사능 문제에 있어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어떤 지식 및 정보를 받
아들일 것인가, 어떤 가치가 중심이 된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비일상’의 상태가 바로 위험이었던 것이다.

2. 안전의 구축: 위험의 일상화 과정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4년 가을 즈음 일본 수도권의 시민들은 현재의 상태를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먹거리 안전에 큰 관심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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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생활클럽의 조합원들도 그 이유를 “3년이 지났으니까”라는 언어로 설명하
였다. 특이할만한 점은, “3년이 지났으니까”라는 동일한 언어에 담긴 의미가 전혀
달랐다는 점이다. 먹거리 안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3년”은 ‘자연스럽게’ 상
황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혹은 3년 전의 사건을 잊어 온 시간이었다.
그러나 생활클럽생협의 조합원들에게 3년은 “무관심”의 시간이 아니었다. 시바
타 츠유미씨는 생활클럽 조합원들의 태도는 “무관심”과 거리가 멀다고 설명한다.

[사례Ⅴ-4] 방사능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던 생활클럽
(다큐멘터리 영화인) <세계가 먹지 못하게 되는 날(世界が食べられなくなる日)>35)에서
도 그랬지만 No라고 말하지 않는 건 결국 Yes라는 거지.

[...] 무관심이라는 건 결국

모두가 말이지, 용인한다는 거예요. 굳이 데모 같은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면 우리는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시바타 츠유미, 50대 여성)

생활클럽에서는 소비재를 조합원들에게 배달할 때마다 방사능 수치 정보가 담긴
자료를 함께 배부한다. 생활클럽의 지부나 데포에서는 “방사능에 좋은 음식” 등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들과 공유한다. 생활클럽의 조합원들은 2011년 이후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도쿄신문(東京新聞) 혹은 후쿠시마 민보(福島民報)36) 등의 기
사나 다른 시민단체들의 방사능 관련 정보 자료를 게재하여 지인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조합원들은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던 이래로 방사능 문제를 등한시한 적
이 없었던 것이다.
메리 더글러스는 『순수와 위험』에서 정결한 것과 오염된 것을 구분함으로써
내적 세계의 질서를 구축하고 외부로부터의 경계에 대한 위험을 나타냄을 제시한
다. 순수와 오염에 대한 상징체계를 확정하는 것은 세계의 질서에 대한 논리를 정
35)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2012년 프랑스에서 Jean-Paul Jaud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원제는
<Tous Cobayes?>로 감독의 의도를 살려 의역하면 “우리 모두는 실험용 쥐인가?”라는 뜻이다.
이 영화는 GMO 식품과 방사능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과학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경
각심을 고취시킨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건
중의 하나이다.
36) 생활클럽의 많은 조합원들은 이 신문사들이 최근까지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및 방사능
물질로 인한 오염의 추이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몇 남지 않은 신문사들 중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은 아직도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오염수 누출은
계속되고 있지만, 특히 2020년 도쿄 올림픽 유치를 기점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언론으로부터의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있어 이 신문사들로
부터의 정보는 소위 “믿을만한” 지식의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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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것이다(1997[1966]). 구조주의적인 원리를 통해 “음식인 것”과 “음식이 아
닌 것”을 분류하였던 Murcott의 논의처럼(1999b), 생활클럽의 조합원들은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가와는 다른 자주적인 방사능 기준치를 정하고 개인적으로 생산
지를 구별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질서체계를 마
련해왔다.
위험과 안전의 구축은 이러한 질서체계가 생활 속에 내재화되는 ‘일상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일상은 ‘주기적으로 그리고 빈번하게 행위자와 물리적·인식
적·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상호작용하며 이미 정해진 체계에 의문을 가지거
나 이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비일상’의 상태가 다시 ‘일상’으로 거듭나
고 편입되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위험이 ‘일상’의 질서체계에서 통제되는 과
정은 다시 말해 안전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동일본대진재 이후에 조합원
들의 생활 세계 속에서 어떤 비일상적인 요소들이 다시 ‘일상화’되는 과정을 거쳤
을까. 조합원들에게 위험이 안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신뢰, 가치, 그리고 지식과
시스템의 일상화 과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확보

“생활클럽은 종교지, 종교.” 조합원들이 연구자에게 생활클럽을 소개할 때 우스
갯소리로 자주 하는 말이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클럽의 소비
재들을 자주 사용하며, 생활클럽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생활클럽의 시스
템을 별 다른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본대진재가 일어나고 방사능 사태가 발생하면서 생활클럽의 가치와
시스템의 바탕이었던 견고한 신뢰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생
활클럽의 방사능 수치가 ‘0’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서일본 이북의 생산물
도 취급하기 때문에 탈퇴를 한 조합원들도 적지 않았을 정도였다. 회식 자리에서
사케를 연거푸 들이키던 생활클럽생협의 한 직원은 재해 직후 상황을 설명하면서
생활클럽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조합원들이 알아주지 않아
“서운하다”며 토로하기도 했다.
생물학적 시민권(biological citizenship)의 개념을 주창한 Petryna는 체르노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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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의 혼란 속에서 국민들이 “구조화된 무지(constructed
unknown)”의 상황에 처했음을 제시한다(2004: 257-261).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진행되던 시기에 제도적인 허점을 활용하여 생물학적 시민권을 주장하고자 했던
시민들이 국가의 질서를 만드는데 동원되었던 지식에 가려져, 개인들의 생물학적
인 조건, 국가가 과학기술을 생산하고 활용할 역량이 되는지 등을 알기 어려웠다
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직후,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
는 정부와 도쿄전력의 태도, 방사능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언론을 지켜보던 시민
들은 자신들이 “구조화된 무지”의 상태에 놓여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들 자신이 갇혀 있던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생활클럽 각 지부의 운영진들과 조합원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의 방침을
비판하면서 “무지”를 타파할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 방법에 가장 핵심이 되
는 질문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였다. Fabinyi & Liu는 Giddens(1990:
88)와 Rothstein & Uslander(2005)의 논의를 통해 두 가지 신뢰(trust)의 형태를
제시한다(Fabinyi & Liu 2014: 93에서 재인용). 하나는 “사회적인” 혹은 “일반화
된 신뢰”로 추상적인 시스템 안에서 비전문가인 구성원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의
작동을 통해 유지되는 신뢰이다. 다른 한 가지는 “개인적인(personal)” 혹은 “세부
화된(particularized) 신뢰”로 주체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신
뢰이다. 조합원들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
회적인/일반화된 신뢰”가 파열되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실천
의 중심이 되는 가치와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과학 지식을 뒷받침해줄 신뢰
처를 찾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생활클럽은 이러한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
한 새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생활클럽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전략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개인적인/세부
화된 신뢰”를 쌓게 도와줌으로써, 그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회복한 신뢰의 감각을
조합원들을 둘러싼 “사회”인 생활클럽의 시스템에까지 확장시키는 것이었다. 생활
클럽이 택한 방법 중의 하나는 방사능에 관련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방사능 수치 공개, 검사 시스템 공개, 방사
능 기준치 설정 과정의 공개 등이 생활클럽의 노력에 해당한다. 이 점은 정확히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와 반대되는 지점이다. 마찬가지로 생산자
교류회를 통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현장을 간접 경험하게 하는 활동 등도 신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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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위한 움직임이었다.
대다수의 생활클럽의 조합원들이 더 이상 방사능 시스템이 갱신되는 과정과 검
출된 방사능 수치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생활클럽이 어느 정도 신뢰를 다시 회복
하였다는 반증이다. 다음은 사사키 센이치씨의 학습회의 한 장면이다.

[사례Ⅴ-5] 생활클럽 안전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무지
생활클럽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요, 제5스텝이라고 하는 걸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무도 반응이 없자) 올해 제5스텝이라는 것 알고 있는 사람? (손을 들
어 보이며) 그랬다고 이름만이라도 들어 본? (더욱 높이 손을 올리며) 이름만? (정적)
아, 그런 거죠. 조합원이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일동 웃는다.)

사사키씨는 매 방사능 학습회 때마다 조합원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 총 6차례의
학습회에 참가한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 중에서 “제5스텝”을 안다고 손을 들어 보
인 사람은 단 5명에 불과했다. 벌써 제5스텝이냐고 되묻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연
구자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검색하느냐는 질문에 아마리
레이코씨는 “어제 봤어요. 오늘 인터뷰가 있어서. 그 전에는 안 봤죠. 검사 잘 하
고 있다는 걸 아니까.”라고 웃으며 대답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가지타니 미사에
씨도 “사사키 선생님한테 역시 정보도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 수치 같은 걸 보고
자기가 판단하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그런 걸 할 여유도 없고 일단은 먼저 데포
물건을 먹으면 안심이지 않나 싶어서요.”라고 말하였다.
안전에 대한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니 공개된 방사능 수치를 보고 판단하라고 하
는 생활클럽생협 연합회, 그리고 “선식력(選食力)”을 강조하는 학습회의 강사인 사
사키씨의 조언과는 달리 조합원들은 방사능 문제에 있어 생활클럽에 신뢰를 두고
생활클럽의 소비재를 구매하는 한 방사능 문제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는 행위 그 자체, 학습회의 영향력 그 자체가 조합원들로 하여금 오
히려 자세히 정보를 찾아보지 않게 만들었다. 생활클럽이라는 대안적인 사회에서
“사회적인/일반화된 신뢰”를 회복했던 조합원들은 여타의 노력 없이 생활클럽의 방
식을 통해 안전한 상태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한편, 심층면담을 한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식료품의 70%-80% 가량을
생활클럽에서 충당한다. 특히, 쌀, 고기, 우유, 된장 및 간장 등 주식(主食) 식재료
는 생활클럽을 통해 소비되고 있다. 식생활에서 중요한 재료들은 정기적으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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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다. 매일 섭취하는 먹거리의 정기적인 공급처를 한 곳
으로 확정하였다는 사실도 식생활에 있어서 생활클럽에 대한 신뢰가 일상화되었음
을 의미한다.
조합원들의 생활클럽에 대한 신뢰는 일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할지, 어떤
정보와 지식들을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기반이 된다. 생활클럽은 조합원들에게 행
위의 의도나 규범이 되는 가치를 제시해주는 안내자이자 과학적 지식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되었다. 신뢰는 안내자이자 전문가로서의 생활클럽을 조합원들
이 일상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동력이자 인지적·감정적 상태이다. 생활클럽을
“종교”로 생각할 만큼 생활클럽에 강한 신뢰를 두고 있는 조합원들은, 생활클럽이
어떤 방침을 세워도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으리라고
믿게 되었다.

2) 가치 질서의 정립

3년이 지나고 동일본대진재 및 방사능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을
하면서, 개인들은 안전을 규정하고 안전을 위한 실천을 함에 있어 어떤 가치가 중
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립해오고 있다.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마찰이 있어 왔고, 개인의 내부에서도 여러 가치들이 충돌하여
심리적인 갈등이 있어 왔지만 결국 개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각자의 가치들을 찾아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일상 속의 실천을 통해서 가치의 내용은 구체화된다.
생활클럽이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그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던 가
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생”과 관련된 가치의 내용 중에서 “공생”의 부분이 합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생활클럽은 생산자와의 “공생”을
결코 놓칠 수는 없지만,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생”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기조
를 택했다. 이처럼 가치는 실천의 규범이자 원리가 되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내용
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전도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 및 사고방식에 따라 그들의 실천은 다르게 나타난
다. 우선 “공생”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생활클
럽 지역 지부의 임원 및 직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들은 누구보다 생산자와의 유
대 의식이 강하며 동북부 지역이 완전히 재건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들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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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있어 “안전”의 범위는 개인과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생활이 모두 안
녕할 때, 진정한 “안전”이 실현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과 공생은 결코 구분되는
가치가 아니다. 이와 같은 가치의 내용은 개인들이 생활클럽에서의 윤리적 소비,
사회적 관계의 직접 체험, 지식과 시스템의 학습 등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습
득한 것이다. 생산자와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클럽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생”의 가치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배워왔다.
한편, “공생”의 가치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생활클럽의 소비재를 생
활 속에서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생”의 가치가 지켜진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생활클럽의 안전 시스템의 원
리를 이해하고 이 방식이 자신과 가족의 “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람이 있고, “생”
과 관련하여 생활클럽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들의
“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그들 중에는 다른 생협과 비교
했을 때 생활클럽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대응은 다른 곳보다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먹거리 안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생활클럽 뿐 아니라 다른 생
협에도 가입하여 식료품의 일부를 공급받는다. 그런 과정에서 생활클럽의 방사능
대책이 다른 곳에 비해 확실하기 때문에 더욱 생활클럽의 소비재를 찾게 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생활클럽은 검출한계치 이하의 방사능이 검출되더라도 모든 정보
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검출한계치 이하일 때 “불검출(ND)”로만 표시하는 생
협들이 다수 있다. 이와 같이 “생”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공생”의 가치에는 신
경을 쓰지 않지만, 생활클럽이 충분히 먹거리 안전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생활클럽의 소비재를 활용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것이다.
“공생”이 필요한 가치이며 동일본대진재의 피해를 입은 동북부 지역의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마땅하지만 개인적인 “생”의 가치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식생활에 있어
서만큼은 “공생”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부류가 있다. 50대 조합원인
이나바 나미코씨는 “도우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그거랑은 별개니까. 돕
게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물론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건 알죠.”라고 말하며 먹거리
소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동북부 지방의 부흥을 돕는다고 말하였다. 식생활의
영역에서는 “공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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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합원들의 모습이다.
재해가 일어난 직후 처음부터 완고하게 하나의 가치만을 고수해온 조합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시간이 경과하고 여러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면서 먹
거리 안전에 있어 자신에게 최우선이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사회
문화적 가치를 분류하고 가치에 따른 실천의 질서를 정하는 일은 하나의 공동체
뿐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은 질서가 명확해질 때, 구
성원들은 비로소 안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3) 지식과 시스템의 일상화

[사례Ⅴ-6] 방사능 관련 지식에 대한 일상화
아, 지식? 그런 거 있지. 세슘이라든가 하는 거. 엄청 가까워졌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때도 (방사능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내 자신 것이 되었으니
까. 뉴스를 봐도 (이전에는) 한 마디도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내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단 말이야. (다야 시즈카, 60
대 여성)

이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렇게 쇼킹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침착해졌달까. 예전
에는 (강의를 들으면) “알아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같이, 그런데 오늘 (방사능
학습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 그렇군. 음, 그렇지.”같은 느낌? (아라나미 리에코, 40
대 여성)

위의 두 조합원들의 사례는 동일본대진재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얼
마나 일반 시민들이 방사능 관련 지식에 익숙해지고 일상 속에서 자주 활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내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알아둘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
한’ 지식이 된 것이다.
Sand는 재해 이후에 방사능 사태가 터지고 그 영향이 일반 소비자들의 식생활
에까지 미치게 되자 “위험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전문가”가 된다고 하였다
(2012: 317). 그의 말처럼, 방사능 이슈가 일본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이후
로 더욱 많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방사능 관련 과학 지식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조합원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어떤 “전문가”가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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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그 전에 비해 많은 시민들은
방사능과 관련된 정보에 익숙해졌고 많은 지식을 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식을 생산하는 전문가가 아닌 지식을 소비하고 유통
하는 “전문가”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각종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지식
을 생산하는 전문가 중 특히 어떤 전문가로부터 나온 정보를 수용할 것인가가 주
요 쟁점이 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민들은 정보 그 자체의 신빙성을 판단
하기보다는 누가 그 지식을 생산 혹은 재생산했는가가 기준이 되어 지식을 받아들
인다. 누구로부터의 지식 및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결국 누구를 신뢰하는가,
누구의 가치에 동의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연구에 참여했던 모든 생활클럽 조합원들은 정부로부터 나온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조합원들은 정부와 도쿄전
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시민들의 “생”을 담보하지 못하는 “공생”을 내세워 “일
본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정부의 기조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방사능 학자들의 의견도 받아들
이지 않는다. 그들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효율성을 지지하는 나머지, 생태계에
방사능이 미치는 악영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에게 3년여의 시간은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 생활 속에 활용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학계에서 큰 권위가 없는 사람이
더라도 “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상황을 과소평가하
지 않는 시민 과학자들의 의견에 수긍한다. 가령, 사사키씨는 방사능과 전혀 무관
한 전공을 한 사람이지만 학습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그로부터 얻은 지식을 수용
한다. 조합원들이 특정 시민 과학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신뢰한다고 했을 때, 그
과학자가 명문 대학 혹은 명망 있는 기관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혹은 그 과학자
가 교수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IAEA에 자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
고 한 조합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식 자체에 대한 권위는 조합원들이 알지 못
했던 새로운 사실을 논리정연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준다면 문제 될 것이 없었다.
조합원들에게 일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방사능 관련 지식은 위험요소가 적은 식
재료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되었다. 연구자가 어떤 음식을 특히 신경 쓰는지, 어디
에서 생산된 음식을 신경 쓰는지 질문한 후에 받은 조합원들의 대답은 대체로 일
치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은 지식을 이미 그들의 일상 속에 내재화하였다

111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식재료의 종류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공통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은 버섯류와 연근이었다. 그 이유는 방사능이 나오기 쉽기 때문이었다. 그
리고 생선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데 이는 방사능이 해수에 유출되었기 때문이었
다. 그 외에는 주식으로 먹는 쌀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한 조합원들도 많
았다. 먹거리를 선택하는데 있어 피하는 지역은 “생활클럽 바깥에서 살 경우에 후
쿠시마·이바라키·이와테·미야기”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최소 후쿠
시마산은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기피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조합원들
이 친숙해진 지식으로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반감기의 특징, 외부 피폭과 내부 피
폭의 차이, 방사능이 일으킬 수 있는 질병 등이 있었다.
일반 시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방사능 안전 시스템을 이해하
는 것은 더 이상 지적인 유희나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재해가
야기한 비일상성을 타파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지식들이 되
었다. 방사능과 관련한 위험 요소들이 일상에 산재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
식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매 순간마다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활용하는 유
용한 ‘무기’가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식과 시스템의 일상화는 신뢰 및 가치의 일상화와도 연결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지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누구를 신뢰하고 어떤 가치에
동의하느냐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물론 새로운 위험 요소가 일상을 흔
들 수 있으며 “안전”을 구축하는 작업은 미완성이라는 불안감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지만 견고한 신뢰와 실천의 중심이 되는 가치,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지
식과 시스템들이 일상에 뿌리내려왔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합원들을 불안감을 느끼
거나 현재의 상태를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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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면서: 생과 공생의 식탁
2011년 3월 11일 동북부대진재가 발생한 이후, 재해로부터 파생된 위험은 일본
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식탁’에 갑작스럽게 밀려들었다. 위험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동북부 지방 뿐 아니라, 300km 가량 떨어진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가나가와현까지도 습격하였다. 이는 진재의 기술재해적인 성격 때
문이었다. 거대한 쓰나미의 물리력을 버티지 못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는
급기야 방사성 물질을 대량으로 유출시키고야 말았다. 방사성 물질은 토양과 해류,
담수, 대기 등 모든 곳에 침투하여 그 자연환경을 밑거름 삼아 생산된 온갖 먹거
리에 스며들었다. 기존에 일본에서 발생했던 자연재해들의 여파와는 달리 동일본
대진재로 인한 위험은 더 이상 한 곳에 고여 있지 않게 되었으며, 그 영향이 어디
까지 미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위험이 시간적·공간적으로 광역화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2014년 가을, 진재 직후에는 일본의 일반 시민들과 다를
바 없이 우왕좌왕했던 생활클럽 가나가와의 상황은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졌
다. 연구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현재를 불완전하지만 비교적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연구의 질문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했다. 그들이 인식
하고 느끼는 안전과 위험은 무엇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들은 “위험”에서 벗어
나 “안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들이 위험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감
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둘러 싼 사회적 관계, 즉 그들과 재해 그 자체·정
부·도쿄전력·일반 시민들·생활클럽의 여러 주체들의 관계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우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그들이 인지한 동일본대진재의 성격과 이
에 대한 생활클럽 외부의 담론들을 살펴보았다. 일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있어
동일본대진재는 이전에는 “상정하지 못했던” 위험을 가져다주었다. 해수와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은 퍼져나갔고,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먹거리들이 전국
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로 인해 방사능
이 신체 내부에 축적되면 제염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정부와 도쿄전력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사고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아 재해의 영
향은 장기화되었다. 적절한 안전 시스템의 부재는 시민들이 본래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방사능 문제에 더욱 대처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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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로운 방사능 기준치와 검사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먹거리를 소비하는
당사자인 일본 시민들에게는 충분하지 못했다. 시민단체 및 생협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은 시민들은 일반 식품의 안전 기준치 100bq/kg이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너무 높으며, 각 식품군에 해당하는 측정하한치
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정부는 부흥 정책의 일환으
로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먹거리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캠페인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요구
일 뿐이다.
생활클럽생협 역시 방사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안전 시스템에 회의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생협보다 더 엄격하게 방사능 문
제에 대처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활클럽은 동북부로부터 나온 먹거리를
최대한 피하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서일본산 먹거리만을 취급하는 시민단
체와는 다른 기조를 취하고 있다. 생활클럽의 특징적인 안전 시스템 원리 중의 하
나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모든 먹거리를 검사하여 유통되는 먹거리의 방사능 수치
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동북부 지방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에 대한 ‘낙
인’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안전 시스템의 근간에는 “생”과 “공생”에 대한 가치들이 치열하게 경합하
고 갈등하면서도 타협점을 찾아 온 과정이 있다. “생”은 먹거리를 통해 조합원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생”은 생산자를 비롯한 모든 생활
클럽 관계자들에게까지 “생”의 가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동일본대
진재 이전에는 “공생”이 곧 “생”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두 가치들이 함께 실현될 수
있었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때 생산자는 번영할 수 있
었으며, 소비자 역시도 생산자를 지원해야 좋은 소비재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동일본대진재 이후에는 동북부 지방의 먹거리는 취급하지 않기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생산자와의 “공생”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서일본 이남의 먹거리만을 공급받기를 원했
다.
생활클럽은 무엇보다 “생”의 가치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안전 시
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으나 생산자와의 “공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기존의
37bq/kg보다 높아진 50bq/kg라는 방사능 수치는 생활클럽이 현실을 감안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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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와의 “공생”을 도모한 대표적인 증거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정 지역
의 소비재를 출하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비재를 검사하여 기준치를 초
과하는 소비재만을 출하 정지시킴으로써 피해를 입는 생산자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했다. 그러나 생산자와의 “공생”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생”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삼는 조합원들에게는 미덥지 못한 방책이기도 했다. 생활클럽의 새로운 안전 시스
템을 결국 이해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생활클럽 연합회에 끊임없이 항의를 했으며
급기야 탈퇴하는 조합원들도 생겨났다. 생활클럽의 방식은 정부의 “먹어서 응원하
자” 캠페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클럽의 최대 과제는 조합원들에게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
스템 뿐 아니라 “공생”의 가치까지도 납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방사능 학습회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생활클럽 각 지부
의 임원들은 방사능 학습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공생”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
다. 학습회의 내용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생”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가 과학적인 사
실을 통해 뒷받침된다는 점이다. 먹거리 안전에 있어 방사능 문제가 대두한 것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회에서는 방사
능과 관련해서 유럽 등 해외의 먹거리가 위험하고 결국은 국산, 그 중에서도 생활
클럽의 소비재가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물론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먹
거리는 위험하지만, 생활클럽은 엄격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
요가 없다는 것이 방사능 학습회의 골자이다.
조합원들 중에서는 방사능 학습회를 통해, 그리고 생활클럽에서 여러 활동을 하
면서 생활클럽의 안전 시스템에 수긍한 사람들이 있다. 주로 생산의 현장과 가까
워지는 활동을 한 조합원들은 생산의 과정을 이해하고 생산자 및 생활클럽이라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쌓는다. 이러한 신뢰는 생활클럽이 마련한 안전 시스템과 가
치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토대가 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공생”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의 기반으로 삼는다.
그러나 모든 조합원들이 “공생”을 기초로 삼은 지식과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
이는 것은 아니다. 방사능에 민감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특히 동북
부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최대한 피하고자 한다. 생활클럽의 소비재를 선택할 때도
방사능 수치 뿐 아니라 생산지를 확인하여 먹거리를 선택하고, 외부에서 식품을
선택할 때 생산지만이 방사능에 대한 유일한 정보가 되면 반드시 동북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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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피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실천을 ‘마음 편히’ 할 수는 없다는 데에 있다. 그동안 먹거리
와 전력을 공급해줬던 동북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아무런 죄 없이 피해를 입
은 동북부 주민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하지만 아이의 “생”을 위해 동북부의 먹
거리를 소비할 수는 없는 죄책감이 섞여 “죄송한(申し訳ない)” 마음으로 표현된다.
“죄송한” 마음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먹거리 소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동북부 지
방의 부흥을 돕는 전략을 취하게끔 하는 감정적인 동인이다.
이즈음에서 다시 연구의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방사능 관련 먹거리 문제에
관해 생활클럽 조합원들이 인식하고 느끼는 ‘안전’과 ‘위험’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생활클럽 조합원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답을 구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위험’은
동일본대진재 직후 신뢰할 곳이 부재하고, “생”과 “공생”의 가치들이 충돌하여 무
엇을 실천의 원리로 삼아야 할지 정하지 못하였으며, 방사능에 대한 지식과 시스
템이 부족했던 상태였다. 그러나 3년 반의 시간은 그들이 위험이라는 ‘비일상의
만연’으로부터 ‘안전’을 일구어낸 과정이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정부보다
는 생활클럽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클럽이라는 사회 안에서 “생”의 실마
리를 찾고자 하였다. “생”과 “공생”이 부딪히자 조합원들은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선택하거나, 먹거리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생”
을 돕는 제3의 길을 개척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
천은 생활클럽처럼 신뢰할 수 있으며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부합하는 전문
가를 통해 얻은 지식과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혼돈에 빠져있던 신뢰와
가치, 지식과 시스템이 새로운 질서를 통해 자리를 잡아가는 일상화의 과정이 안
전인 것이다.
동일본대진재가 있기 전까지 생활클럽의 조합원들은 그들의 ‘식탁’에서 인공 첨
가물, 유전자 조작 식품, 잔류 농약 등의 문제에 대처하면서 그들의 “생”을 지켜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진재가 발생한 이후에 방사능 문제라는 새로운 위험 요
소를 마주하면서 “생”과 “공생”의 내용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였다. 그들이 마련한
‘식탁’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던 환경 속에서 특정 의견 및 지식을 신뢰
하고 특정 가치를 수용하여 빚어낸 안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3년이 넘는 기
간 동안 생활클럽과 조합원들은 일련의 고민, 노력, 갈등, 선택을 거치면서 아직도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완전에 가까운 안전을 일구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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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안전과 위험이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규범을 조합하여 개인들이 구성
한 인식적·감각적 산물이라는 점을 다시 증명했다는 데에 의미를 가진다. 안전과
위험은 특정 역치를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총체적인 인
식과 감각의 구성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안전과 위험이 고정된 상
태가 아닌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과정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안
전”을 보장해준다고 여겨지는 생활클럽에서도 아직까지 방사능 문제에 대한 이견
이 있으며, 방사능 안전 시스템을 정비하는 생활클럽 연합회에서는 언제나 시스템
의 갱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들이 안전을
정의할 때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주목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개인에게 어린 아이가 경험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인지, 개인
이 생산자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는지, 생활클럽이라는 집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정부와 외부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에
대해 안전을 규정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인식과 감각은 일본 시민들의 일반 의
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소위 “생협 중에서도 생협 같은” 생활클럽의 특수성을
일본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방사능 안전에 대한 일
본 사회 내의 다른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의 시각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비교 연
구하는 것은 이 연구가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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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nner Table of “Life” and “Coexistence”
: the Cultural Construction and Practice about Food Safety at a
Japanese Consumers’ Cooperative after East Japan Earthquake
Ina Kim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cognition, sense, and practice of food safety in
the aftermath of the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via close examination of the
members of Seikatsu club(SCCCU), a Japanese consumers’ cooperative union. In
particular, this study elucidates how members’ notion of “safety” and “risk” about
radioactive matters in food are culturally constructed, attempts to analyze the
specifics in their practice.
The fieldwork took place in the Fall of 2014, approximately three and a
half years after the disaster, at a stage where the participants of the
research were regarding the present state to be imperfect but “relatively
safe.” Through the framework of Cultural Theory of Risk, the thesis
examines what elements and processes factor into the recognition and sense
of “safety.” Concurrently, this study critiques the previous studies of Cultural
Theory of Risk in regards to the limitations of focusing on groups as subjects
that define the recognition and sense of safety and risk, and seeks to expand
the point of focus to individuals as agents defining the recognition and sense
of safety and risk.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ocial relationships of
Seikatsu Club members in regulating the safety of radioactive matters in
foods, this research delves further into the points of contention between the
recognition and sense of individual members and the standards of Sekatsu
Club, and the compromises reached amidst the strife. Consequentially, the
research reveals that the recognition and sense of safety and risk is not
static and absolute, but rather a dynamic process. The researcher takes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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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the individuals’ cognition of society and relationship, the emotional
aspects of the individuals, as well as the surrounding sociocultural contexts
within this dynamic process.
The issue of food safety concerning radioactive matters has been magnified
due to the radiation leak accident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Japanese society has come to encounter the risk factors “beyond expectation
(想定外)” and the invisible risk factors broadened both temporally and spatially
have influenced the food life of metropolitans residing 300 km away from the
damaged districts of Fukushima. Despite the government’s deliberate attempt to
minimize the risk in establishing food safety policy, the citizens, especially those
raising children, felt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There was a
general consensus that the government was concealing the information and data
regarding the radiation leak, providing insufficient amount of samples extracted
from food products, and that the safety standards of radioactive matters in food
did not include the versatile variables of real food life. In such conditions where
citizens could not secure food safety, “Let’s eat and help! (食べて応援)” campaign
lead by the government was nothing but a constrained slogan.
Seikatsu Club is a civil group with independently organized safety standard and
inspecting system, formulated under the assessment that the government’s policy
could not sufficiently provide food safety. Their system reflects the values of
“Life(生, sei)” and “Coexistence(共生, kyōsei)”, the core values cherished by the
club members. The “Life(生)” is a value that makes individuals’ affluent life(生命)
in everyday life (生活) by eating safe food, and the “Coexistence(共生)”
represents living safely with other members as producers of food in Seikatsu
Club.
Nevertheless, the Fukushima power plant accident causes a rupture between the
two previously harmonious values among the members of the Seikatsu Club. At
one end were members centered around executives and club operators who
insisted that the safety system should be arranged on the basis of both “life” and
“coexistence” values. They claimed it unfair to break off the relationship with the
producers in East Japan all of the sudden, that there is no certainty that the
imported products of ambiguous sources and distribution are any safer than those
from East Japan. After all, it was Seikatsu Club’s strict criteria and inspection
system that gained the trust of their circulated products, which made the value of
“coexistence” possible.
On the other hand, however, were members of the club mostly consist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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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raising small children, who found it difficult to put the “Coexistence” with
producers before the “Life” of their family. Some even decided to leave the club,
criticizing that the official stance of the Seikatsu Club only resonated with the
government’s irrational “Let’s eat and help! (食べて応援)” campaign. Since
supporting the revival of East Japan and the values of coexistence have become
the social norm following East Japan Earthquake, these parent members of the
club were faced with the moral dilemma over the choice between the public
“coexistence” and private “life”. This consideration is generally expressed as
“sorriness(申し訳ない気持ち)”, and some members seek other alternatives in hopes
of finding a relief from this psychological stress.
Through these processes of conflict and resolution, the members considered
their present state as ‘relatively safe’. The construction of their concept of
“safety” entails a process of adaptation to the situation which was “beyond
expectation”, making the non-daily situations into an everyday practice. In the
midst of dissatisfactory resolutions and actions made from both the government
and TEPCO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Seikatsu Club members have
acquired the requisite skills to deal with risk factors in everyday life. This
acquisition entails the processes of selecting which social network to trust, how
to manage conflicting values within the community, and employing a selective set
of scientific knowledge and system. At its end,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concept of safety and risk is constructed via recognition and sense, and
impossible to be measured mechanically as it involves multiple layers of
sociocultural contexts and the agency of the individuals seeking a specific images
of safety.

Keywords: Japan, East Japan Earthquake, safety, risk, food safety, “Let’s eat and
help!” campaign, Seikatsu Club Consumers’ Co-operative Union(SCCCU), Cultural
Theory of Risk, sorriness, radioactive matters, life, coexistence, re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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