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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가?

: 위험 분석과의 논쟁을 통해 본 사전주의 원칙의 ‘합리성’†

11)하 대 청*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

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물음과 관련해 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

전주의의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해왔고 국제 환경법 분야에서는 주요 원리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위험분석 옹호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비판들의 적실성과 부당함을 함께 평

가하면서 사전주의의 원칙의 정교화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위험 거버넌스 중 과학적 영역으로 흔히 인정받는 위험평가에 적용해봄

으로써 이 원칙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것이다. 특히, 사전주의의 원칙은

단지 도덕적 태도이거나 정치적 입장일 뿐이라는 일부 시각을 반박하면서 이 원칙이

실제 과학적 활동 속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실제적 원리임을 강조할 것이다.

【주제어】사전주의의 원칙, 위험 분석, 규제 정책의 정당성, 위험 평가, 위험 거버넌스,

위험 관리. 위험의 분류, 리스크, 불확실성, 모호성, 무지.

†매우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본 논문을 위

한 연구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학문후속세대 사업 공모과제 지원사업의 도움으

로 이루어졌고 일부 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이슈 및 이론 관련 연구

과제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 한양대 강사

전자우편 : ivank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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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논쟁과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겪

으면서 위험 관리와 규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과학적 불

확실성이 존재하고 대중적 관심이 높은 위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규제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 사실이 논쟁적일 때 그 정책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인식과는 다른 대중들의 위험 인식을 어떻게평가

해야 하는지 등 쉽게 답하기 어려운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여러 논쟁의 현장에서 특히 주목받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사전주의

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1)이다. 위험에 관한 과학적 사실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

공한다는 점 때문에 이 원칙은 지난 30여 년 동안 유럽 등에서 적극적으로 계

발되고 수용되었다. 이는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와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의해 유럽 법의 일

반원리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헌법에까지 반영되었다. 현재

유럽의 환경법과 공중보건법, 국제 환경법에서 사전주의의 원칙은 널리 인정

받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최소한 환경법 분야에서는 관습법적 지위를 획

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라 성장호르몬 투여 쇠고기와 GMO 수입을

1) ‘precautionary principle'은 ‘사전예방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 ‘예방의 원칙,’ ‘사전

주의의 원칙’ 등으로 번역된다. 이 글에서는 일부 국제법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전주의의 원칙’이라는번역어를채택했다. ‘사전예방의 원칙’은 동어반복으로 문법

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예방의 원칙’을 사용할 경우, 또 다른 환경정책의 원리인

‘preventive principle'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recautionary

principle'의 기원이라고알려진독일의 ‘vorsorgeprinzip'을번역한 ‘사전배려의 원칙’

의 경우, 이 글에서 주장하는 ‘precautionary principle’의 ‘세심함’과 ‘객관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데는 부족해 보였다. 이 글이 보여주듯이, ‘precaution'의 정책적 의미는 금지

보다는허용을포함한조심스런정책적 대응들의 다양하고 세심한조합을 말하기때

문에 ‘사전주의’가 가장 적절하게 ‘precautionary principle'을 함축하고 있다고생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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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 유럽연합을 미국 무역대표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건들에서 알 수 있듯 이 원칙은 실제 정책 결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부와 주요 학계에서는 사전주의의 원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일종의 위장된 보호무역주의

라고 의심한다. 사전주의의 원칙이 실제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너무 모호해서

안정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쉽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신 ‘건전한 과학(sound science)’에 기초한 ‘위험 분

석(risk analysis)’ 또는 ‘비용편익분석(cost and benefit analysis)’을 그 대안으

로 제시한다. 반면 유럽연합은 미국이 주장하는 ‘위험 분석’이 오히려 더 정치

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과학기술과 위험이 가진 내재적인 불확실성을 애써 무

시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의 광우병 위험 논란 때도 미약하지만 이런 양상이 비슷하게 발견되었다. 미

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반대했던 비판자들은 정부가 국제환경법과 위험 관

리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전주의의 원칙’을 협상과정에서 방기했

다고 비판했다(홍승권, 2008; 권호장, 2008). 하지만 일부 논자는 오히려 이들

비판자들이 ‘사전주의의 원칙’을 오용하거나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

했다(홍성기, 2008).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일견 분명해 보이는 이 원

칙이 사실 개념 정의가 모호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실제 적용 과

정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사전주의의 원칙의 이런 논쟁가능성을 정면으로 다루고자 한다.

사전주의의 원칙을 단순히 정치적 결정으로 폄하하거나 도덕적 요청으로 정

당화하기 보다는 위험분석 지지자들과의 논쟁을 추적하면서 이 원칙의 과학

적 합리성과 정책적 가능성을 점검해보자 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환경법과

국제법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 원칙을 계속 연구해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

은 대부분 사전주의의 원칙이 갖는 모호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주의의 원칙

이 어떻게 과학적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연구자는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위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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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지지자들의 일견 ‘합리적’ 비판을 의심없이 그대로 수용했고(허성욱, 2007)

다른 연구자들은 위험분석 측 입장에서 제기되는 비판들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김은주, 2008; 박균성, 2008; 박종원, 2008; 최승환, 2009; 권한용, 2010).

이런 점 때문에 이들 연구에서 사전주의의 원칙이 과학적 합리성과 맺는 관

계는 모호하게 설정되었고 때로는 이런 모호성이 유연한 적용을 위한 장점으

로 정당화되기도 했다. 이 글은 위험분석 측 입장에서 제기되는 비판들을 검

토하면서 이를 통해 사전주의의 원칙의 정교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전주의의 원칙이 어떤 종류의 과학적 합리성 위에 기초하고 있는지 조명해

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전주의의 원칙이 과학에 대립하는 정치에 기댄 원

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과학과 정치가 결합한 형태라는 점(Latour, 2004)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사전주의 원칙의 정의의 역사를

살펴본 후, 위험분석 측 입장과의 논쟁과 정교화, 실제 위험평가 속에서의 사

전주의 원칙의 실현 등을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2. 사전주의 원칙의 정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흔히 “나중에 후회하느니 안전한 편이 낫다(Better safe than sorry)”라는

표어로 설명되지만 사전주의의 원칙은 그리 간단하게 정의내리기 어렵다. 이

원칙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그 정의가 계속적으로 변화해왔다는 사실도 이

런 점을 시사해준다. 사전주의의 원칙의 기원은 보통 1970년대 중반 독일이

환경정책의 원리로 삼은 ‘사전배려의 원칙(Vorsorgeprinzip)’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원칙은 예측되는 편익과 비용을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잠재적인 환경 위협에 대해 최선의 실행을 선호하는, 다시 말해 위험을 “최적

화하기 보다는 최소화하는” 정책 원리로 해석되었고, 산성비 관련 정책과 화

석연료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세금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다(White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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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 유럽연합을 미국 무역대표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건들에서 알 수 있듯 이 원칙은 실제 정책 결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부와 주요 학계에서는 사전주의의 원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일종의 위장된 보호무역주의

라고 의심한다. 사전주의의 원칙이 실제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너무 모호해서

안정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기 어렵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쉽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신 ‘건전한 과학(sound science)’에 기초한 ‘위험 분

석(risk analysis)’ 또는 ‘비용편익분석(cost and benefit analysis)’을 그 대안으

로 제시한다. 반면 유럽연합은 미국이 주장하는 ‘위험 분석’이 오히려 더 정치

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과학기술과 위험이 가진 내재적인 불확실성을 애써 무

시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의 광우병 위험 논란 때도 미약하지만 이런 양상이 비슷하게 발견되었다. 미

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반대했던 비판자들은 정부가 국제환경법과 위험 관

리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전주의의 원칙’을 협상과정에서 방기했

다고 비판했다(홍승권, 2008; 권호장, 2008). 하지만 일부 논자는 오히려 이들

비판자들이 ‘사전주의의 원칙’을 오용하거나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

했다(홍성기, 2008).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일견 분명해 보이는 이 원

칙이 사실 개념 정의가 모호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실제 적용 과

정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사전주의의 원칙의 이런 논쟁가능성을 정면으로 다루고자 한다.

사전주의의 원칙을 단순히 정치적 결정으로 폄하하거나 도덕적 요청으로 정

당화하기 보다는 위험분석 지지자들과의 논쟁을 추적하면서 이 원칙의 과학

적 합리성과 정책적 가능성을 점검해보자 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환경법과

국제법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 원칙을 계속 연구해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

은 대부분 사전주의의 원칙이 갖는 모호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주의의 원칙

이 어떻게 과학적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연구자는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위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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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지지자들의 일견 ‘합리적’ 비판을 의심없이 그대로 수용했고(허성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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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과학과 정치가 결합한 형태라는 점(Latour, 2004)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사전주의 원칙의 정의의 역사를

살펴본 후, 위험분석 측 입장과의 논쟁과 정교화, 실제 위험평가 속에서의 사

전주의 원칙의 실현 등을 차례로 검토할 것이다.

2. 사전주의 원칙의 정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흔히 “나중에 후회하느니 안전한 편이 낫다(Better safe than sorry)”라는

표어로 설명되지만 사전주의의 원칙은 그리 간단하게 정의내리기 어렵다. 이

원칙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그 정의가 계속적으로 변화해왔다는 사실도 이

런 점을 시사해준다. 사전주의의 원칙의 기원은 보통 1970년대 중반 독일이

환경정책의 원리로 삼은 ‘사전배려의 원칙(Vorsorgeprinzip)’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원칙은 예측되는 편익과 비용을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잠재적인 환경 위협에 대해 최선의 실행을 선호하는, 다시 말해 위험을 “최적

화하기 보다는 최소화하는” 정책 원리로 해석되었고, 산성비 관련 정책과 화

석연료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세금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다(White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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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유럽 연합이 이 원칙을 처음으로 채택한 것은 동물성장 호르몬 사용을

금지했던 1985년이었다. 당시 유럽공동체집행위원회는 “안전이 결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간이 먹는 가축에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못하

도록 했다. 이 원칙이 개별국의 정책 결정의 근거를 넘어 국제 협정에서 처음

으로 등장한 것은 1987년 북해보호를 위한 런던 회의에서였다. 당시 회의에서

유럽의 각국 각료들은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과학적 증거로 인과적 관계가 확립되기 전이라 할지라

도 [위험] 물질의 [바다] 유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전주

의적 접근이 요구될 수 있다.2)

이런 원칙 제정에 따라 유럽 도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침(EC Urban

Waste Water Treatment Directive)이 제정되었고 이어 북해로 유입되는 하수

쓰레기 투기는 금지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사전주의의 원칙의 형태가 표명된

것은 흔히 리우선언으로 알려진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의 각

료선언이었다. 이후 다음의 정의는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표준

적인 정의로 받아들여졌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능력에 따라 사전주의적 접근을 널

리 적용할 수 있다.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을 때는 완전

한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환경적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위험의 성격을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위

2) 이 절에서 언급되는 여러 선언이나 협약의 존재나 일부 문구는 환경법이나 국제

법 분야 등 전문적 영역을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판단

해서 따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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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구체화했고 그 조치 또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위험에 대해 사전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

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조치는 사전주의의 원칙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

써 예상되는 위해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기 보다는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런 정책결정자들의 조심스런 정의와 달리 환경주의자들은 훨씬

강한 정의를 내놓았다. 1998년 미국의 윙스프레드(Wingspread)에서 환경활동

가와 일부 과학자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어떠한 행위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인과관

계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

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대중이 아닌 그 활동의 지지자들이 증명의 책임

을 져야 한다.

윙스프레드 선언으로 알려진 이 정의에 따르면 위해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주의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의심하는 대중이 위해를 증명할 책

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련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안전을 증명할 책임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윙스프레드 선언은 사전주의의 원칙의 “강한 정의”로

받아들여졌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함께 발효된 동식물의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Agreements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

하 SPS 협정)에서도 사전주의의 원칙의 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농산물 교

역 증대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려는 각종 규제 조치가 무역 장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SPS 협정은 규제 조치의 범위와 조건, 적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이 SPS 협정의 5조 7항은 다음과 같이 사전주의 원칙과 유사한 문구를 포

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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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유럽 연합이 이 원칙을 처음으로 채택한 것은 동물성장 호르몬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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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험] 물질의 [바다] 유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전주

의적 접근이 요구될 수 있다.2)

이런 원칙 제정에 따라 유럽 도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침(EC Urban

Waste Water Treatment Directive)이 제정되었고 이어 북해로 유입되는 하수

쓰레기 투기는 금지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사전주의의 원칙의 형태가 표명된

것은 흔히 리우선언으로 알려진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의 각

료선언이었다. 이후 다음의 정의는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표준

적인 정의로 받아들여졌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능력에 따라 사전주의적 접근을 널

리 적용할 수 있다.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피해의 위협이 있을 때는 완전

한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환경적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위험의 성격을 “심각하고 비가역적인 위

2) 이 절에서 언급되는 여러 선언이나 협약의 존재나 일부 문구는 환경법이나 국제

법 분야 등 전문적 영역을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 판단

해서 따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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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구체화했고 그 조치 또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위험에 대해 사전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

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조치는 사전주의의 원칙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

써 예상되는 위해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기 보다는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런 정책결정자들의 조심스런 정의와 달리 환경주의자들은 훨씬

강한 정의를 내놓았다. 1998년 미국의 윙스프레드(Wingspread)에서 환경활동

가와 일부 과학자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어떠한 행위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인과관

계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

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대중이 아닌 그 활동의 지지자들이 증명의 책임

을 져야 한다.

윙스프레드 선언으로 알려진 이 정의에 따르면 위해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주의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의심하는 대중이 위해를 증명할 책

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련 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안전을 증명할 책임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윙스프레드 선언은 사전주의의 원칙의 “강한 정의”로

받아들여졌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함께 발효된 동식물의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Agreements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

하 SPS 협정)에서도 사전주의의 원칙의 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농산물 교

역 증대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려는 각종 규제 조치가 무역 장벽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SPS 협정은 규제 조치의 범위와 조건, 적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이 SPS 협정의 5조 7항은 다음과 같이 사전주의 원칙과 유사한 문구를 포

함하고 있다.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가?

- 149 -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각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나 다른 회원국

의 위생 및 검역조치로부터 나온 정보를 포함하여 가능한 관련 정보에 기

초해 잠정적으로 동식물 위생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 환경에서 회원국

은 좀더 객관적인 위험 평가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검역조치를 재검토

해야 한다.

SPS 협정은 기본적으로 개별국의 위생 검역조치가 과학적인 위험평가와 국

제기준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 조항에서처럼 비록 과학적으로 불

충분하다 할지라도 국제기준보다 더엄격한 보호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

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 수집 노력

이나 일정 기간 후 해당 조치의 재검토와 같은 부가적인 요구 조건을 명시하

고 있다. 따라서 사전주의적조치는 일정 시간이 지난후에는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한다는 조건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협정에서 채택

하고 있는 사전주의 원칙의 형태가 이렇게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GMO)의 국가간 이동, 취급, 이용의 안

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190개국이 서명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는 제1조 목적에 “사전주의적 접근”이라는 말을 명시적

으로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0조 6항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도 감안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관한 과학적 정보와 지식이 불충분하여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하

더라도, 수입당사국이 그러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

기 위하여 위 제3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에 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

리우 선언과 유사하게 이 조항은 적극적인 금지 의무 보다는 예방 조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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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

는 당사국은 WTO의 SPS 협정처럼 추가적인 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도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음의

26조 1항 조항은 사전주의의 원칙을 적용할 때 SPS 협정보다 훨씬 폭넓게 적

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당사국이 이 의정서에 의하여 또는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에 의

하여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 특히 생물다양성이 토착·지역사회에서 갖

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을 당사국

의 국제적 의무와 합치되게 참작할 수 있다.

즉, 인체위해성이나 생물다양성 감소 위협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미치

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여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은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할 근거를 위해성에 관한 과학적 위

험평가 결과로만 한정하고 있는 SPS 협정과 대조적이다.

역사적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은 이렇게 어떤 목적에서 정의되었는가, 주도

적인 참여자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당시 어떤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 원칙은 윙스프레드 선언처럼 ‘강한

정의’에서부터 SPS협정이나 리우선언처럼 ‘약한 정의’까지 다양하고 때로는

이들 사이에 비정합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각기 다른 맥락과

배경 속에서 제정된 이 원칙의 다양한 형태들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거

나 이를 안전성(robustness)의 부재로 결론내리고 폐기하는 것은 그리 정당하

지 못하다. 그보다는 이런 사전주의 원칙에 대해 어떤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비판에 대응하면서 이 원칙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의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위험분석 측 입장과의 논쟁을 따라가면

서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화와 명료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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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생 및 검역조치로부터 나온 정보를 포함하여 가능한 관련 정보에 기

초해 잠정적으로 동식물 위생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 환경에서 회원국

은 좀더 객관적인 위험 평가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검역조치를 재검토

해야 한다.

SPS 협정은 기본적으로 개별국의 위생 검역조치가 과학적인 위험평가와 국

제기준에 기초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 조항에서처럼 비록 과학적으로 불

충분하다 할지라도 국제기준보다 더엄격한 보호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

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 수집 노력

이나 일정 기간 후 해당 조치의 재검토와 같은 부가적인 요구 조건을 명시하

고 있다. 따라서 사전주의적조치는 일정 시간이 지난후에는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한다는 조건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협정에서 채택

하고 있는 사전주의 원칙의 형태가 이렇게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GMO)의 국가간 이동, 취급, 이용의 안

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190개국이 서명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는 제1조 목적에 “사전주의적 접근”이라는 말을 명시적

으로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0조 6항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도 감안하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관한 과학적 정보와 지식이 불충분하여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하

더라도, 수입당사국이 그러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

기 위하여 위 제3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에 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

리우 선언과 유사하게 이 조항은 적극적인 금지 의무 보다는 예방 조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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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

는 당사국은 WTO의 SPS 협정처럼 추가적인 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도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음의

26조 1항 조항은 사전주의의 원칙을 적용할 때 SPS 협정보다 훨씬 폭넓게 적

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당사국이 이 의정서에 의하여 또는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에 의

하여 수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 특히 생물다양성이 토착·지역사회에서 갖

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고려사항을 당사국

의 국제적 의무와 합치되게 참작할 수 있다.

즉, 인체위해성이나 생물다양성 감소 위협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미치

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여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은 사전주의적 조치를 취할 근거를 위해성에 관한 과학적 위

험평가 결과로만 한정하고 있는 SPS 협정과 대조적이다.

역사적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은 이렇게 어떤 목적에서 정의되었는가, 주도

적인 참여자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당시 어떤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 원칙은 윙스프레드 선언처럼 ‘강한

정의’에서부터 SPS협정이나 리우선언처럼 ‘약한 정의’까지 다양하고 때로는

이들 사이에 비정합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각기 다른 맥락과

배경 속에서 제정된 이 원칙의 다양한 형태들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거

나 이를 안전성(robustness)의 부재로 결론내리고 폐기하는 것은 그리 정당하

지 못하다. 그보다는 이런 사전주의 원칙에 대해 어떤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비판에 대응하면서 이 원칙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의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위험분석 측 입장과의 논쟁을 따라가면

서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화와 명료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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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 분석 대 사전주의의 원칙

유럽이 주도하는 사전주의의 원칙과 달리, ‘위험 분석(risk analysis)’이라는

나름의 규제 레짐을 발전시켜온 미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연구자들은 논문이나

정치발언, 국제적인 사법소송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 원칙을 비판해 왔다.3)

‘건전한 과학(sound science)'이 위험 관리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이 비판자

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은 너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

적한다(Woteki, 2000; Graham, 2002). 이 절에서는 위험 분석 지지자들이 주

장하는 사전주의 원칙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

한 사전주의 원칙의 지지자들의 반응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는 사전주의의

원칙의 적용 대상과 조건, 적합하고 가능한 조치들을 밝혀주면서 이 원칙의

정교화에 기여할 것이다.

위험 분석의 입장에서 사전주의의 원칙에 제기하는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원칙은 객관적 근거가 약한 사변적 위험이나 대중

들이 두려워하는 사소한 위험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Sunstein, 2005; Morris, 2000). 그 결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특정집단의 정치

적 압력에 의해 쉽게 왜곡되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방해될 수 있다. 이런

논점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사전주의의 원칙은 과

학적 평가나 증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따랐다는 것이다. 다

3)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의 규제정책이 항상 ‘위험분석’에 의존해 왔는지, 유럽은 ‘사

전주의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Murphy

and Levidow, 2006; Whiteside, 2006; 선스타인, 2010). 다시 말해, ‘위험분석’과

‘사전주의의 원칙’이 미국과 유럽의 단일하고 일관된 규제 레짐이나 전통으로 각

각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MO에 대해서는 ‘위험 분석’적 입장을

지닌 미국은 흡연이나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탈리도마이드 사건 이후 미국 식

품의약품안전청(FDA)은 의약품 승인에 대해 ‘사전주의적’ 정책을 견지했고 이 점

은 신속한 신약 승인을 원했던 AIDS 활동가들로부터 오히려 ‘온정적 간섭주의

(paternalism)’라고 비판받았다. Epstein(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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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대중들의 불안이

나 공포심에 영합해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위험에 무리하게 대응하도록 만든

다는 것이다.

사전주의의 원칙이 단순히 사변적인 위험에 반응하는 비과학적인 원리라는

비판은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추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윙스프레

드 선언과 같은 강한 형태의 사전주의의 원칙을 문구 그대로 정책 결정에 도

입할 경우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들이마시고 먹는 모든 것은 발암인자와 같은 위험요소를 극소미량으로 포함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이런 위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아무리 엄

격하게 과학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규제 과학의 내재적 특성상

확실하게 안전한 기준이나 제로 리스크 조건을 마련하기 어렵다(Jasanoff,

1990). 하지만 윙스프레드 선언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위해의 가능성

이 존재할 경우 해당 활동의 금지를 명령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은 항상 감수한다는 뜻인데, 이런 상식을 거부하고 강

한 정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로 리스크 상황이나 과학적으로 확실한 기

준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사전주의의 원칙이 대중들에게 빨리 수용되는 것을 목도한 일부 학자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이 대중들의 공포 심리를 적절히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추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은 모호하고 일관되

지 못한 사전주의의 원칙이 정책의 기본 틀로 인정받은 것은 위험에 대한 대

중과 사회의 인식과 관련있다고 말한다(Sunstein, 2005). 행동경제학이나 인지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미디어에 자주 보도되면 될수록 그

위험에 더 집중하고 발생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착한다.

또한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 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손실에 더 많은 관심을 보

이는데 이 때문에 대중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의 강한 정의에 쉽게 이끌린다는

것이다. 결국 선스타인은 책임성 있는 정부라면 이런 대중들의 심리에 영합하

는 ‘정치적인’ 사전주의의 원칙에 유혹되기 보다는 ‘과학적인’ 정책 결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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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 분석 대 사전주의의 원칙

유럽이 주도하는 사전주의의 원칙과 달리, ‘위험 분석(risk analysis)’이라는

나름의 규제 레짐을 발전시켜온 미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연구자들은 논문이나

정치발언, 국제적인 사법소송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 원칙을 비판해 왔다.3)

‘건전한 과학(sound science)'이 위험 관리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이 비판자

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은 너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

적한다(Woteki, 2000; Graham, 2002). 이 절에서는 위험 분석 지지자들이 주

장하는 사전주의 원칙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

한 사전주의 원칙의 지지자들의 반응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는 사전주의의

원칙의 적용 대상과 조건, 적합하고 가능한 조치들을 밝혀주면서 이 원칙의

정교화에 기여할 것이다.

위험 분석의 입장에서 사전주의의 원칙에 제기하는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원칙은 객관적 근거가 약한 사변적 위험이나 대중

들이 두려워하는 사소한 위험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Sunstein, 2005; Morris, 2000). 그 결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특정집단의 정치

적 압력에 의해 쉽게 왜곡되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방해될 수 있다. 이런

논점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먼저 사전주의의 원칙은 과

학적 평가나 증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따랐다는 것이다. 다

3) 일부 연구자들은 미국의 규제정책이 항상 ‘위험분석’에 의존해 왔는지, 유럽은 ‘사

전주의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Murphy

and Levidow, 2006; Whiteside, 2006; 선스타인, 2010). 다시 말해, ‘위험분석’과

‘사전주의의 원칙’이 미국과 유럽의 단일하고 일관된 규제 레짐이나 전통으로 각

각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GMO에 대해서는 ‘위험 분석’적 입장을

지닌 미국은 흡연이나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탈리도마이드 사건 이후 미국 식

품의약품안전청(FDA)은 의약품 승인에 대해 ‘사전주의적’ 정책을 견지했고 이 점

은 신속한 신약 승인을 원했던 AIDS 활동가들로부터 오히려 ‘온정적 간섭주의

(paternalism)’라고 비판받았다. Epstein(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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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대중들의 불안이

나 공포심에 영합해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위험에 무리하게 대응하도록 만든

다는 것이다.

사전주의의 원칙이 단순히 사변적인 위험에 반응하는 비과학적인 원리라는

비판은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추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윙스프레

드 선언과 같은 강한 형태의 사전주의의 원칙을 문구 그대로 정책 결정에 도

입할 경우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들이마시고 먹는 모든 것은 발암인자와 같은 위험요소를 극소미량으로 포함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이런 위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아무리 엄

격하게 과학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규제 과학의 내재적 특성상

확실하게 안전한 기준이나 제로 리스크 조건을 마련하기 어렵다(Jasanoff,

1990). 하지만 윙스프레드 선언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위해의 가능성

이 존재할 경우 해당 활동의 금지를 명령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은 항상 감수한다는 뜻인데, 이런 상식을 거부하고 강

한 정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로 리스크 상황이나 과학적으로 확실한 기

준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사전주의의 원칙이 대중들에게 빨리 수용되는 것을 목도한 일부 학자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이 대중들의 공포 심리를 적절히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추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은 모호하고 일관되

지 못한 사전주의의 원칙이 정책의 기본 틀로 인정받은 것은 위험에 대한 대

중과 사회의 인식과 관련있다고 말한다(Sunstein, 2005). 행동경제학이나 인지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미디어에 자주 보도되면 될수록 그

위험에 더 집중하고 발생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집착한다.

또한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 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손실에 더 많은 관심을 보

이는데 이 때문에 대중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의 강한 정의에 쉽게 이끌린다는

것이다. 결국 선스타인은 책임성 있는 정부라면 이런 대중들의 심리에 영합하

는 ‘정치적인’ 사전주의의 원칙에 유혹되기 보다는 ‘과학적인’ 정책 결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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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 분석 지지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전주의의 원

칙은 과학적 위험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위험이나 대

중의 망상적인 위험에 규제로 일관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위해의 특성, 확률,

정도 등을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에 의존한다. 다만, 위험분석 지지자들이 옹호하는 ‘건전한 과학을 위험

평가의 기초로 삼지 않으며 선스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중의 공포심을 단

지 근거 없는 추측이나 심리적 편향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배제하거나 통제해

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위험평가 시 평가범위, 방법 등을 위험 분석보

다 더 확대하고 다양화하며 대중의 위험 인지(risk perception)를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으며 이들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를 독려한다. 또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 선정의 기준 또한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전문가들

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이거

나 반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확장된 과학(extended science)” 또는 “더 나은

과학(better science)”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점

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둘째, 위험 분석 지지자들에 따르면 사전주의의 원칙은 망상은 아니지만

확률이 낮은 사소한 위험에 대해 과도한 비용의 규제로 대응하기 때문에 한

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규제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새롭게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Majone, 2002; Sunstein, 2005).

미국에서 있었던 비소에 대한 규제가 그런 예이다(Sunstein, 2005). 2000년

대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된 환경적 이슈 중 하나는 식수에 들어가는 금속원

소 비소(arsenic)를 규제하는 것이었다. 물속에 있는 저농도의 비소가 정확히

어떤 수준의 위험을 야기하는지 논쟁이 벌어졌는데 당시의 규제기준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한다면 매년 100여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다. 당

시 클린던 행정부는 50 ppb(parts of billion)4)의 기준을 10ppb로 개정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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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이를 시행할 경우, 총 2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매년 최대 6명의 인

명을 더 구할 수 있었다. 위험 분석 지지자 중 경제적 합리성을 옹호하는 이

들은 이 정도의 편익을 위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반문

한다. 특정 규제에 과도한 비용을 사용한다면 그 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전주의의 원칙은 예방적 조치의 기회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오직 위험만을 분리시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비용을 문제 삼는 이런 경제적 합리성 주장은 교환

(trade-off)의 대상이 인명이기 때문에 일종의 딜레마로서 논쟁적 성격이 크다.

설사 비용이 과도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보호하는 것이 규

제 정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분석

지지자 선스타인은 사전주의의 원칙이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적 합리성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그 어떤 정책 결정도 하지 못하게 하

는 ‘마비시키는 원칙(paralyzing principle)’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

판한다(Sunstein, 2003, 2005; 선스타인, 2010). 왜냐하면 이 원칙에 따라 도입

된 더 안전하고 엄격한 규제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 규제 조치를

취할 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종의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다. 앞서 언급했던 비소를 철저하고 공격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앞서 언급했던 공격적인 비

소규제에 대해 나중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이런 강한

규제는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지역 식수 회사들을 문 닫게 만들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판 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공중

보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전의 덜 엄격한 규제만큼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유

4) 자주 언급되는 ppm(parts of million)의 1000분의 1 단위로서 물1L에 들어있는 오

염물질의 ug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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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 분석 지지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전주의의 원

칙은 과학적 위험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위험이나 대

중의 망상적인 위험에 규제로 일관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위해의 특성, 확률,

정도 등을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에 의존한다. 다만, 위험분석 지지자들이 옹호하는 ‘건전한 과학을 위험

평가의 기초로 삼지 않으며 선스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중의 공포심을 단

지 근거 없는 추측이나 심리적 편향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배제하거나 통제해

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위험평가 시 평가범위, 방법 등을 위험 분석보

다 더 확대하고 다양화하며 대중의 위험 인지(risk perception)를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으며 이들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를 독려한다. 또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 선정의 기준 또한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전문가들

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이거

나 반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확장된 과학(extended science)” 또는 “더 나은

과학(better science)”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점

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둘째, 위험 분석 지지자들에 따르면 사전주의의 원칙은 망상은 아니지만

확률이 낮은 사소한 위험에 대해 과도한 비용의 규제로 대응하기 때문에 한

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규제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새롭게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Majone, 2002; Sunstein, 2005).

미국에서 있었던 비소에 대한 규제가 그런 예이다(Sunstein, 2005). 2000년

대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된 환경적 이슈 중 하나는 식수에 들어가는 금속원

소 비소(arsenic)를 규제하는 것이었다. 물속에 있는 저농도의 비소가 정확히

어떤 수준의 위험을 야기하는지 논쟁이 벌어졌는데 당시의 규제기준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한다면 매년 100여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다. 당

시 클린던 행정부는 50 ppb(parts of billion)4)의 기준을 10ppb로 개정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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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이를 시행할 경우, 총 2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매년 최대 6명의 인

명을 더 구할 수 있었다. 위험 분석 지지자 중 경제적 합리성을 옹호하는 이

들은 이 정도의 편익을 위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반문

한다. 특정 규제에 과도한 비용을 사용한다면 그 비용으로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전주의의 원칙은 예방적 조치의 기회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오직 위험만을 분리시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비용을 문제 삼는 이런 경제적 합리성 주장은 교환

(trade-off)의 대상이 인명이기 때문에 일종의 딜레마로서 논쟁적 성격이 크다.

설사 비용이 과도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보호하는 것이 규

제 정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분석

지지자 선스타인은 사전주의의 원칙이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적 합리성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그 어떤 정책 결정도 하지 못하게 하

는 ‘마비시키는 원칙(paralyzing principle)’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

판한다(Sunstein, 2003, 2005; 선스타인, 2010). 왜냐하면 이 원칙에 따라 도입

된 더 안전하고 엄격한 규제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 규제 조치를

취할 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종의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다. 앞서 언급했던 비소를 철저하고 공격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앞서 언급했던 공격적인 비

소규제에 대해 나중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이런 강한

규제는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지역 식수 회사들을 문 닫게 만들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판 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공중

보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규제가 이전의 덜 엄격한 규제만큼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유

4) 자주 언급되는 ppm(parts of million)의 1000분의 1 단위로서 물1L에 들어있는 오

염물질의 ug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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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살충제 DDT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DDT는 값이 싸고 효과가 장기간 지

속된다는 점 때문에 한때 신이 내린 살충제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잠재적인

발암인자로 밝혀져 선진국에서는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런 금지 조치는 몇몇

가난한 국가에게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라

DDT를 규제하자 이들 국가에서 말라리아 발병률이 높아졌던 것이다. 이들

국가에게 DDT는 치명적인 질병인 말라리아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거

의 유일한 수단이었음에도 DDT 사용을 금지했던 것이 이유였다. 이런 예들

이 거론되면서 사전주의의 원칙은 1세계와 3세계 사이의 분배 정의를 무시하

고 서구 중심주의적 가치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비용과 편익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사소한 위험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사전주의의 원칙을 옹호하는 입장은 이 원칙을

오해한 결과라고 일축한다. 만약 위험의 정도와 확률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

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사전주의의 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위

험 분석 지지자들이 말하는 대로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치를 찾아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험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각에 따라 다른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전주의의 원칙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전주의의 원칙이 요구되는 상황은 일종의 “새로운 위험” 앞

에서이다(Whiteside, 2006; Stirling, 2007; Dreyer et al., 2008). 이 “새로운 위

험”은 잠재적 위해의 규모가 크고 점진적이며 비가시적으로 진행되며 위험의

확인과 측정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등 기존의 위험과 상당히

다르다. “새로운 위험”은 기존의 위험 분석의 과학적 모델이나 예측이 한계를

드러내는 영역에 속해 있다. 예를 들어, 위해의 규모나 형태가 얼마나 심대할

지, 어느 정도의 확률로 발생할지,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할지 등에

대해서 기존에 잘 확립된 과학적 방법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기 어렵다. 따

라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기회비용과 편익이 얼마나 될지, 이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자체가 문제시 되는 상황이다. 결국 위험 분석 지지자들이 전

제하는 기회비용과 편익의 산정 자체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계산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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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놓고 제기하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위험만을 고립시켜 이해하

려 한다는 위험 분석 지지자들의 비판은 오히려 ‘위험분석’ 자체에 대해 제기

할 수도 있다(Whiteside, 2006). 미국 연방법은 승인을 위한 심사 중인 제초제

가 위험하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승인하고 있지만 덜 해로운 제초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사전주의의 원칙에서는 이런

대안들을 고려하고 각 대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덜 해로운 대안이 존재한다면 다른 제초제들을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위험요인의 효과만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있

고 따라서 특정 위험만을 고립시켜 판단한다는 비판은 사전주의의 원칙이 아

닌 위험 분석이 오히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 자체가 원치 않는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서 사전주의 원칙은 만약 규제 조치가 새로운 위해를 일으킨다면 ‘유보나 단

계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한다(ibid.). 그래서 사전주의 원칙은 만약 DDT

금지 조치로 아프리카 일부 빈국에서 말라리아가 다시 극성을 부린다면 DDT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 다만 건전한 과학에 기초한 위험 분석

과 다른 점은 예방을 선호하기 때문에 위험 유발 활동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

는 것을 기본적인 조치로 삼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DDT 사용을 말라리아 극

성 지역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이것이 가져올 피해를 면밀하게 모

니터링하고 동시에 DDT를 대신할 수 있는 살충제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위

험 분석 지지자들이 이런 위험요소들을 ‘수용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즉

편익 추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용인가능한 수준의 위험으로 정당

화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실제로 위험 분석 대신 사전주의의 원칙을 정

책 원칙으로 삼으면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혀 다른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과

학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했을 때 보통 ‘수용가능한 위

험’에 익숙한 연구자나 정책결정자들은 이들을 정량화하려고 노력하고 적절

히 보상하면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전주의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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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살충제 DDT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DDT는 값이 싸고 효과가 장기간 지

속된다는 점 때문에 한때 신이 내린 살충제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잠재적인

발암인자로 밝혀져 선진국에서는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런 금지 조치는 몇몇

가난한 국가에게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라

DDT를 규제하자 이들 국가에서 말라리아 발병률이 높아졌던 것이다. 이들

국가에게 DDT는 치명적인 질병인 말라리아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거

의 유일한 수단이었음에도 DDT 사용을 금지했던 것이 이유였다. 이런 예들

이 거론되면서 사전주의의 원칙은 1세계와 3세계 사이의 분배 정의를 무시하

고 서구 중심주의적 가치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비용과 편익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사소한 위험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사전주의의 원칙을 옹호하는 입장은 이 원칙을

오해한 결과라고 일축한다. 만약 위험의 정도와 확률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

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사전주의의 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위

험 분석 지지자들이 말하는 대로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치를 찾아서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험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각에 따라 다른 수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전주의의 원칙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전주의의 원칙이 요구되는 상황은 일종의 “새로운 위험” 앞

에서이다(Whiteside, 2006; Stirling, 2007; Dreyer et al., 2008). 이 “새로운 위

험”은 잠재적 위해의 규모가 크고 점진적이며 비가시적으로 진행되며 위험의

확인과 측정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등 기존의 위험과 상당히

다르다. “새로운 위험”은 기존의 위험 분석의 과학적 모델이나 예측이 한계를

드러내는 영역에 속해 있다. 예를 들어, 위해의 규모나 형태가 얼마나 심대할

지, 어느 정도의 확률로 발생할지,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할지 등에

대해서 기존에 잘 확립된 과학적 방법이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기 어렵다. 따

라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기회비용과 편익이 얼마나 될지, 이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자체가 문제시 되는 상황이다. 결국 위험 분석 지지자들이 전

제하는 기회비용과 편익의 산정 자체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계산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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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놓고 제기하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회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위험만을 고립시켜 이해하

려 한다는 위험 분석 지지자들의 비판은 오히려 ‘위험분석’ 자체에 대해 제기

할 수도 있다(Whiteside, 2006). 미국 연방법은 승인을 위한 심사 중인 제초제

가 위험하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승인하고 있지만 덜 해로운 제초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사전주의의 원칙에서는 이런

대안들을 고려하고 각 대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덜 해로운 대안이 존재한다면 다른 제초제들을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위험요인의 효과만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있

고 따라서 특정 위험만을 고립시켜 판단한다는 비판은 사전주의의 원칙이 아

닌 위험 분석이 오히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 자체가 원치 않는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서 사전주의 원칙은 만약 규제 조치가 새로운 위해를 일으킨다면 ‘유보나 단

계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한다(ibid.). 그래서 사전주의 원칙은 만약 DDT

금지 조치로 아프리카 일부 빈국에서 말라리아가 다시 극성을 부린다면 DDT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 다만 건전한 과학에 기초한 위험 분석

과 다른 점은 예방을 선호하기 때문에 위험 유발 활동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

는 것을 기본적인 조치로 삼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DDT 사용을 말라리아 극

성 지역에 한해 일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이것이 가져올 피해를 면밀하게 모

니터링하고 동시에 DDT를 대신할 수 있는 살충제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위

험 분석 지지자들이 이런 위험요소들을 ‘수용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 즉

편익 추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용인가능한 수준의 위험으로 정당

화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실제로 위험 분석 대신 사전주의의 원칙을 정

책 원칙으로 삼으면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혀 다른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과

학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위험에 직면했을 때 보통 ‘수용가능한 위

험’에 익숙한 연구자나 정책결정자들은 이들을 정량화하려고 노력하고 적절

히 보상하면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전주의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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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예방이나 대안 모색이 주요한 정책 원칙으로 확립되면 무리하게 정량화

하면서 위험을 수용하려는 이런 경향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위험 분석 지지자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이 위험관리에서 ‘오류 없는

시험(trial without error)’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혁신도 비판한다

(Morris, 2000; Wildavsky, 2000; Sunstein, 2005). 비행기, 발전소 등 그 어떤

기술혁신도 초기에는 위험이나 오류를 피할 수 없는데 잠재적인 위험 발생을

이유로 금지로 일관한다면 기술 발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

어 설사 위험이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

면 이 기술이 자체의 오류를 통해 학습하면서 더 안전한 기술로 진화해나갈

수도 있는데 사전주의 원칙은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해 버린다고 지적한

다.

이런 비판에 대해 사전주의 원칙의 옹호자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은 단순히

‘금지(prohibition)나 자제(abstention)’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주의

(precaution)’를 의미한다고답한다(de Sadeleer, 2002; Whiteside, 2006; Stirling,

2007; Dreyer et al., 2008). 즉, 오류나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당 기술이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조치들로

세심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사전주의의 원칙은 전면적인 금지와 같은 강력한 수

준부터 일시적인 유예나 최선의 활용가능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사용

등 중간적인 수준, 허용 후 계속적인 모니터링등약한 수준까지 다양한조치들

로 구성되어 있다. 대안에 관한 연구와 실험, 단계적 도입, 추적가능한 사용, 잉

여적인 안전조치등도포함되며앞서 말한 것처럼위험의종류에 따라 각기 다

른조치로 대응한다. 한편, 문제가 되는 기술을허용하면 기술 발전에 따라 위험

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기술이 개발될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귀납주의

적 오류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런예들이 있기는 하지만 미래의 혁신

적인 기술 모두가 그런성취를 해낼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기때문이다. 게다

가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절멸을 가져올수도 있는 대재난앞에서 이런 ‘기술낙

관주의’에 기대는 것은 인류의 운명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처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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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전주의의 원칙에 대한 위험 분석 지지자들의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전주의의 원칙을 옹호하는 입장의 반박을 들어보았다. 이를 통해

서 사전주의의 원칙이 단지 정치적 구호나 윤리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과학적 작업에 바탕한 실행적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

다. 다음 절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이 어떻게 체계적인 정책 프레

임웍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4. 사전주의 원칙에 따른 규제정책 프레임웍의 예

사전주의의 원칙은 ‘위험 분석’과 달리 위해(hazard)나 위험(threat)5)을 동

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6) 대신 위험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규제 기관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험 분석 지지자들이 흔히 사전주의의 원칙

을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 원리라고 흔히 비판하는 것도 이런 점을

간과하고 위험을 하나로 환원시켜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de Sadeleer, 2002;

Whiteside, 2006; Stirling, 2007; Dreyer et al., 2008).

사전주의 원칙에 따르면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는 첫째, 위해나 결과, 둘째,

이것이 발생할 개연성의 정도나 확률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변인에

대한 우리의 지식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 종류의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Stirling, 2007; Dreyer et a.,l 2008). 첫째, 위험의 결과나 발생 확률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리스크(risk)’라고 한다. 리스크는 익숙한 시스템이나

5) 이 글에서는 ‘threat’은 ‘위험’으로, ‘risk’는 ‘리스크’로 번역한다. ‘risk'는 여러 사회

과학 문헌에서 단지 건강이나 환경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대상을 말하기 보다는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위험으로 한정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6) ‘위험 분석’적 입장이라 할지라도 위험을 세분화하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스타인은 최근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선스타인(2010)과 Sunstein(2005)을 비

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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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예방이나 대안 모색이 주요한 정책 원칙으로 확립되면 무리하게 정량화

하면서 위험을 수용하려는 이런 경향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위험 분석 지지자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이 위험관리에서 ‘오류 없는

시험(trial without error)’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혁신도 비판한다

(Morris, 2000; Wildavsky, 2000; Sunstein, 2005). 비행기, 발전소 등 그 어떤

기술혁신도 초기에는 위험이나 오류를 피할 수 없는데 잠재적인 위험 발생을

이유로 금지로 일관한다면 기술 발전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

어 설사 위험이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

면 이 기술이 자체의 오류를 통해 학습하면서 더 안전한 기술로 진화해나갈

수도 있는데 사전주의 원칙은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해 버린다고 지적한

다.

이런 비판에 대해 사전주의 원칙의 옹호자들은 사전주의의 원칙은 단순히

‘금지(prohibition)나 자제(abstention)’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주의

(precaution)’를 의미한다고답한다(de Sadeleer, 2002; Whiteside, 2006; Stirling,

2007; Dreyer et al., 2008). 즉, 오류나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당 기술이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조치들로

세심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사전주의의 원칙은 전면적인 금지와 같은 강력한 수

준부터 일시적인 유예나 최선의 활용가능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사용

등 중간적인 수준, 허용 후 계속적인 모니터링등약한 수준까지 다양한조치들

로 구성되어 있다. 대안에 관한 연구와 실험, 단계적 도입, 추적가능한 사용, 잉

여적인 안전조치등도포함되며앞서 말한 것처럼위험의종류에 따라 각기 다

른조치로 대응한다. 한편, 문제가 되는 기술을허용하면 기술 발전에 따라 위험

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기술이 개발될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귀납주의

적 오류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런예들이 있기는 하지만 미래의 혁신

적인 기술 모두가 그런성취를 해낼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기때문이다. 게다

가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절멸을 가져올수도 있는 대재난앞에서 이런 ‘기술낙

관주의’에 기대는 것은 인류의 운명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처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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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전주의의 원칙에 대한 위험 분석 지지자들의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전주의의 원칙을 옹호하는 입장의 반박을 들어보았다. 이를 통해

서 사전주의의 원칙이 단지 정치적 구호나 윤리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과학적 작업에 바탕한 실행적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

다. 다음 절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이 어떻게 체계적인 정책 프레

임웍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4. 사전주의 원칙에 따른 규제정책 프레임웍의 예

사전주의의 원칙은 ‘위험 분석’과 달리 위해(hazard)나 위험(threat)5)을 동

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6) 대신 위험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이질적인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규제 기관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험 분석 지지자들이 흔히 사전주의의 원칙

을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 원리라고 흔히 비판하는 것도 이런 점을

간과하고 위험을 하나로 환원시켜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de Sadeleer, 2002;

Whiteside, 2006; Stirling, 2007; Dreyer et al., 2008).

사전주의 원칙에 따르면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는 첫째, 위해나 결과, 둘째,

이것이 발생할 개연성의 정도나 확률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변인에

대한 우리의 지식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 종류의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Stirling, 2007; Dreyer et a.,l 2008). 첫째, 위험의 결과나 발생 확률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리스크(risk)’라고 한다. 리스크는 익숙한 시스템이나

5) 이 글에서는 ‘threat’은 ‘위험’으로, ‘risk’는 ‘리스크’로 번역한다. ‘risk'는 여러 사회

과학 문헌에서 단지 건강이나 환경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대상을 말하기 보다는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위험으로 한정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6) ‘위험 분석’적 입장이라 할지라도 위험을 세분화하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스타인은 최근에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선스타인(2010)과 Sunstein(2005)을 비

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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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며 운송 안전 사고와 같은 엔지니어링

실패나 홍수, 잘 알려진 전염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확률은 어느

정도 알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논쟁적인 경우인 ‘모호성(ambiguity)’이다. 몇

몇 위험의 징후나 사례가 발견되어 이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위험의 결과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는 GMO 문제가 대표

적이다. 이것은 정보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나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모호성의 경우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 원리가 없고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해 종종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기 쉽다. 셋째, 결과는 알고 있지만 그

확률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부른다. 평가가 충분

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률을 정량화하기는 어려운 새로운 발암물질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는 위험의 결과도 그 가능성이나 확률도 모두 알지 못

할 때이며 이는 ‘무지(ignorance)’로 분류한다. 8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이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vCJD)’으로 인간

에게 피해를 줄 지에 대해서 거의 몰랐던 상황이 바로 ‘무지’의 대표적인 경

우이다. 물론 하나의 위험이 위 4가지 위험 중 오직 하나에만 배타적으로 해

당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광우병 위험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료조치를

통한 교차오염의 방지 등은 ‘리스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의 프리온 감염 등은 ‘무지’에 해당한다.

사전주의의 원칙은 위 4가지의 위험 종류 중 ‘리스크’에 해당할 때에만 ‘일

반적인(conventional) 위험평가’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결과

나 확률을 알 수 있는 위험이라면 정량적인 실험방법과 잘 발달된 수학적 확

률 이론, 비용과 편익 계산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

다. 자외선 노출에 따른 암위험이나 항공기사고의 위험 등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치면 된다. 하지만 결과나 확률

등을 알기 어려운 ‘무지’ 상황에까지 이런 평가와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고 주

장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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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맥락에서 사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위험을 “새로운 위험”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Whiteside, 2006). 먼저, “새로운 위험”에서는

잠재적 위해의 규모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크고 따라서 보험회사마저 관련

보장을 보통 회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위험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확

실한 위해를 인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일단 결과가 나타나면

몇 세대 동안 그 효과가 지속이 되어 나중에 회복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

이 들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보통 인간 건강이나 생태와 관련한 과정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은 상당한 미래에 발생하고 후대가 영

향을 많이 받는 반면 이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은 주로 현대인들이 가져간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책임감을 가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미래세대에 대한 도덕적 책무감이라는 새로운 윤리가 요구된다. 마지

막으로 이 “새로운 위험”은 과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점에서 불확실하다.

전혀 새로운 현상이라서 충분한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인식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일 수 있고(Collins, 1987), 통제 변인이 너무 많아서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따라서 임시변통으로 기준을 만들어 타협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Vaughan, 1996). 또는 다양한 분과학문의 협력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합

적 대상이지만 이들 학문들은 서로 다른 가정과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위험의 정의나 측정 방법 등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

기도 한다.

이런 점들 때문에 ‘리스크’를 제외한 ‘무지’, ‘불확실성’, ‘모호성,’ 또는 ‘새

로운 위험’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잘 확립된 일반적인 위험평가가 그리 ‘과학

적’이지 않으며 흔히 기대하는 ‘안정된(robust)’ 해답도 줄 수 없다. 스털링이

인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GMO의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대학연구자,

정부자문과학자, 시민단체 소속 과학자, 산업체 소속 과학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속이 같더라도 견해가 달랐다(Stirling, 2007). 이

런 위험의 경우, 처음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맥락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방법과 분과학문을 어떻게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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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며 운송 안전 사고와 같은 엔지니어링

실패나 홍수, 잘 알려진 전염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확률은 어느

정도 알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논쟁적인 경우인 ‘모호성(ambiguity)’이다. 몇

몇 위험의 징후나 사례가 발견되어 이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위험의 결과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는 GMO 문제가 대표

적이다. 이것은 정보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나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모호성의 경우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적 원리가 없고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해 종종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기 쉽다. 셋째, 결과는 알고 있지만 그

확률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부른다. 평가가 충분

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률을 정량화하기는 어려운 새로운 발암물질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는 위험의 결과도 그 가능성이나 확률도 모두 알지 못

할 때이며 이는 ‘무지(ignorance)’로 분류한다. 8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이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곱병(vCJD)’으로 인간

에게 피해를 줄 지에 대해서 거의 몰랐던 상황이 바로 ‘무지’의 대표적인 경

우이다. 물론 하나의 위험이 위 4가지 위험 중 오직 하나에만 배타적으로 해

당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광우병 위험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료조치를

통한 교차오염의 방지 등은 ‘리스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의 프리온 감염 등은 ‘무지’에 해당한다.

사전주의의 원칙은 위 4가지의 위험 종류 중 ‘리스크’에 해당할 때에만 ‘일

반적인(conventional) 위험평가’에 의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다. 결과

나 확률을 알 수 있는 위험이라면 정량적인 실험방법과 잘 발달된 수학적 확

률 이론, 비용과 편익 계산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

다. 자외선 노출에 따른 암위험이나 항공기사고의 위험 등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치면 된다. 하지만 결과나 확률

등을 알기 어려운 ‘무지’ 상황에까지 이런 평가와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고 주

장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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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맥락에서 사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위험을 “새로운 위험”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Whiteside, 2006). 먼저, “새로운 위험”에서는

잠재적 위해의 규모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크고 따라서 보험회사마저 관련

보장을 보통 회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위험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확

실한 위해를 인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일단 결과가 나타나면

몇 세대 동안 그 효과가 지속이 되어 나중에 회복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

이 들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보통 인간 건강이나 생태와 관련한 과정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은 상당한 미래에 발생하고 후대가 영

향을 많이 받는 반면 이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은 주로 현대인들이 가져간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책임감을 가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미래세대에 대한 도덕적 책무감이라는 새로운 윤리가 요구된다. 마지

막으로 이 “새로운 위험”은 과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점에서 불확실하다.

전혀 새로운 현상이라서 충분한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인식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일 수 있고(Collins, 1987), 통제 변인이 너무 많아서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따라서 임시변통으로 기준을 만들어 타협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Vaughan, 1996). 또는 다양한 분과학문의 협력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합

적 대상이지만 이들 학문들은 서로 다른 가정과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위험의 정의나 측정 방법 등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

기도 한다.

이런 점들 때문에 ‘리스크’를 제외한 ‘무지’, ‘불확실성’, ‘모호성,’ 또는 ‘새

로운 위험’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잘 확립된 일반적인 위험평가가 그리 ‘과학

적’이지 않으며 흔히 기대하는 ‘안정된(robust)’ 해답도 줄 수 없다. 스털링이

인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GMO의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대학연구자,

정부자문과학자, 시민단체 소속 과학자, 산업체 소속 과학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속이 같더라도 견해가 달랐다(Stirling, 2007). 이

런 위험의 경우, 처음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맥락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방법과 분과학문을 어떻게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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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베이시안과 몬테카를로 방법 등 정교화된

수학적 위험평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프레이밍(framing)’ 자체가 논

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 방법들은 일관되고 안정된 해답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위험의 특성에 따라 이들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각기 구별되는

다른 조치들로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사전주의의 원칙의 핵심

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학자 깔롱 등은 사전주의의 원칙은 ‘자제

(abstention)’나 ‘비행동(inaction)’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심하고 조심

스런 행동(measured action)’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Callon et al.,

2009).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2000년 ‘사전주의의 원칙에 관한 전언’이라는

유명한 보고서에서 이런 특성을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이라는 개념으

로 정식화했다.7)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세심하고 조심스런 행동’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일군의 유럽 학자들이 최근에 공동으로 연구

해서 제안한 식품 안전을 위한 정책 프레임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linke et al., 2006; Dreyer et al., 2008).

90년대 후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정당성 위기가 유럽을 휩쓴 이후 유럽연

합은 ‘일반 식품법(General Food Law)’ 등을 제정하고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

혁했다. 투명성과 대중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혁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은 ‘과학적’ 위험평가와 ‘정치경제적’ 위험관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었다. 이것은 영국의 광우병 위기 등이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정치적 개입

(위험관리)이 과학적 결론(위험평가)을 왜곡하면서 발생했다는 반성에서 이뤄

7) 사전주의의 원칙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서 정책 결정의 원칙으로 삼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해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세부 원칙을 명료화하고 공식화한 보고

서를 냈다(CEC, 2000). 이 보고서에서는 ‘비례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일관성

의 원칙’, ‘편익과 (비)행위 비용의 조사’ 등을 제시했는데 “원하는 보호 수준에 해

당 조치가 비례해야 한다”는 말로 비례의 원칙을 정의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전면적인 금지가 상응하는 조치일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노출 감소, 통제 강

화, 대체, 권고 등 덜 제한적인 조치가 상응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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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조치였다. 이후 유럽연합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공동 프로젝트로 식품안전

거버넌스를 위한 프레임웍 개발을 진행했다(Dreyer et al., 2008). 하지만 이

프로젝트 참여 연구자들은 정책결정자들과 자문위 소속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및 워크샵 등을 통해 더 이상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분리에 기반한 정책이

유지되기 어렵고 현실 속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위험평가 자체

를 정치경제적 고려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

라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8)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제안된 사전주의적 규제 정책 프레임웍은 다음과 같

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위험의 종류를 구분하는 ‘스크리닝(또는 프레이밍)’,

그에 따른 차별적인 과학적 평가를 수행하는 ‘사정(appraisal)’9), 다음으로 위

험수용에 관한 찬반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evaluation)’, 위험에

대응하는 관련 조치를 결정하는 ‘관리’,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위험분석적 입장에서 흔히 보여 주는 ‘위해확인→위험평가→위험

관리→위험커뮤니케이션’의 과정과는 여러 점에서 다르다.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학적 합리성 사이의 정합적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이 글의 목적상 여기서는

‘스크리닝’과 ‘사정’ 단계에 집중하여 이 프레임웍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단

계에서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적절히 통합하려는 연구자들의 주요 목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사전주의적 원칙이 과학적 위험평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

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주의의 원칙에 대한 주된 비판은 그것이 설사 약한 정의라 할지라도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이었다(Morris, 2000; Peterson, 2007). 심각하

8)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명확한 구분의 어려움은 미국의 규제 정책을 연구한 이전

의 연구들에서도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Jasanoff(1990)와 Silbergeld(1991)를

참조.

9)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여기서 ‘평가’의 의미로 ‘assessment’ 대신 ‘apprais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assessment’라는 단어가 위험평가 지지자들이 사용해

온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의 과학주의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고 여기고 이

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들의 의도를 살려 ‘평가’라는 번역어

대신 ‘사정’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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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베이시안과 몬테카를로 방법 등 정교화된

수학적 위험평가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프레이밍(framing)’ 자체가 논

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 방법들은 일관되고 안정된 해답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위험의 특성에 따라 이들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각기 구별되는

다른 조치들로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사전주의의 원칙의 핵심

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학자 깔롱 등은 사전주의의 원칙은 ‘자제

(abstention)’나 ‘비행동(inaction)’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심하고 조심

스런 행동(measured action)’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Callon et al.,

2009).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2000년 ‘사전주의의 원칙에 관한 전언’이라는

유명한 보고서에서 이런 특성을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이라는 개념으

로 정식화했다.7)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세심하고 조심스런 행동’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일군의 유럽 학자들이 최근에 공동으로 연구

해서 제안한 식품 안전을 위한 정책 프레임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linke et al., 2006; Dreyer et al., 2008).

90년대 후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정당성 위기가 유럽을 휩쓴 이후 유럽연

합은 ‘일반 식품법(General Food Law)’ 등을 제정하고 대대적으로 제도를 개

혁했다. 투명성과 대중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혁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은 ‘과학적’ 위험평가와 ‘정치경제적’ 위험관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었다. 이것은 영국의 광우병 위기 등이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정치적 개입

(위험관리)이 과학적 결론(위험평가)을 왜곡하면서 발생했다는 반성에서 이뤄

7) 사전주의의 원칙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서 정책 결정의 원칙으로 삼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해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세부 원칙을 명료화하고 공식화한 보고

서를 냈다(CEC, 2000). 이 보고서에서는 ‘비례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일관성

의 원칙’, ‘편익과 (비)행위 비용의 조사’ 등을 제시했는데 “원하는 보호 수준에 해

당 조치가 비례해야 한다”는 말로 비례의 원칙을 정의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전면적인 금지가 상응하는 조치일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노출 감소, 통제 강

화, 대체, 권고 등 덜 제한적인 조치가 상응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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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조치였다. 이후 유럽연합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공동 프로젝트로 식품안전

거버넌스를 위한 프레임웍 개발을 진행했다(Dreyer et al., 2008). 하지만 이

프로젝트 참여 연구자들은 정책결정자들과 자문위 소속 과학자들과의 인터뷰

및 워크샵 등을 통해 더 이상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분리에 기반한 정책이

유지되기 어렵고 현실 속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위험평가 자체

를 정치경제적 고려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

라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8)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제안된 사전주의적 규제 정책 프레임웍은 다음과 같

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위험의 종류를 구분하는 ‘스크리닝(또는 프레이밍)’,

그에 따른 차별적인 과학적 평가를 수행하는 ‘사정(appraisal)’9), 다음으로 위

험수용에 관한 찬반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evaluation)’, 위험에

대응하는 관련 조치를 결정하는 ‘관리’,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위험분석적 입장에서 흔히 보여 주는 ‘위해확인→위험평가→위험

관리→위험커뮤니케이션’의 과정과는 여러 점에서 다르다.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학적 합리성 사이의 정합적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이 글의 목적상 여기서는

‘스크리닝’과 ‘사정’ 단계에 집중하여 이 프레임웍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단

계에서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적절히 통합하려는 연구자들의 주요 목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사전주의적 원칙이 과학적 위험평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

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주의의 원칙에 대한 주된 비판은 그것이 설사 약한 정의라 할지라도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이었다(Morris, 2000; Peterson, 2007). 심각하

8)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명확한 구분의 어려움은 미국의 규제 정책을 연구한 이전

의 연구들에서도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 Jasanoff(1990)와 Silbergeld(1991)를

참조.

9)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여기서 ‘평가’의 의미로 ‘assessment’ 대신 ‘apprais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assessment’라는 단어가 위험평가 지지자들이 사용해

온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의 과학주의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고 여기고 이

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들의 의도를 살려 ‘평가’라는 번역어

대신 ‘사정’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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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가역적인 위험의 경우에 이 원칙을 적용한다고 말하지만 “심각하다”와

“비가역적이다”의 기준은 무엇인지, “불확실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 프레임웍 제안자들은 이런 비판에 대한

답하려고 노력했다(Klinke et al., 2006; Dreyer et al., 2008). 이들은 앞서 말한

4가지 위험의 종류를 구분하는 각각의 스크리닝 기준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했다.

먼저, 잠재적인 위해가 발견되었을때, 이것이 심각하고 모호성이 없는 위험

인지 스크리닝을 한다. 만약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해라면 식품 성분이 발암성

(carcinogenicity), 변이원성(mutagenicity), 재생독성(reprotoxicity) 등을포함하

고 있느냐? 또는 내분비 교란(endocrine disruption), 신경독성(neurotoxicity),

천식유발성(athmagenicity) 등이 있느냐 등이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GMO 문제라면 독성 병원체(virulent pathogenes)나 항생제

저항성(antibiotic resistance)이 있느냐 등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잘 확립된 데

이터가 있다면 덜 해로운 병원체의 농도 같은 기준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기

준에 따라 해당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때는 예방적 조치가 도

입된다(presumption of prevention). 이들의 편익이나 목적 등에 대해 사회적

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관련활동이나 기술, 대상 등은 모두 도입이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제한 조치의 형태는 즉각적인 금지(prohibition)가 될

수도 있지만 단계적 감소(phase out)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만약 이런 위해가 심각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단계의 스

크리닝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즉, 과학적으로 불확실한가? 이와 관련된 기준

들은 다양하다. 위 정책 프레임웍을 제안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한다. 위험의 특성화와 관련된 분과학문의 이론적 기초에서 과학적으로

잘 정초된 질문들이 있는가? 전례가 없는 특성이라는 의미에서 문제의 물질

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인가? 만약 위험의 특성화와 관련된 과학적으로 잘

확립된 질문들이 없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물질이라면 이 위험은 앞서 분류한

4가지 위험 중 ‘무지’에 해당한다. 위험의 특성화와 관련된 특정한 과학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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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완전성이나 충분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초된 질문이 있는가? 위험의

특성화와 관련한 데이터 집합에 대한 질문에서 구체적 맥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과학적으로 정초된 질문들이 있는가? 확률적 접근으로 충분히 되지

않는 간접적· 상호적· 시너지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이런 기준들을 거

쳐서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사전주의적 사정

(precautionary appraisal)’이 적용된다.

사전주의적 사정은 위험분석적 입장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대응

되지만 그 내용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위험평가의 대상 범위를 확

장한다(de Sadeleer, 2002; Dreyer et al., 2008). 전통적인 위험평가 절차는 문

제가 되는 이슈 중 작은 부분집합에 의존한다. 주로 측정이 용이해서 정량화

하기 쉬운 이슈만이 선택된다. 예를 들어, 현재의 동물 독성 실험 프로토콜에

서는 호르몬 효과는 배제되고 있다(de Sadeleer, 2002: 186). 따라서 ‘사전주의

적 사정’ 은 위험평가처럼 직접적인 효과나 노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의 간접적인 형태, 부가적·축적적·시너지적인 효과까지 함께 고려한다.

예를 들어, 식품 안전이라면 해당 물질 이외에 함께 첨가되는 첨가제나 반응

후 생성물도 고려한다. 또한 이를 평가하는 기관의 관행이나 문화가 갖는 편

향이나 ‘제도적 무지(institutional ignorance)’의 문제10), 규제에 대한 이해당

사자들의 불응(incompliance) 등 실제적 실행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다.

둘째, 정량적 평가에서 보수적인 가정을 한다(de Sadeleer, 2002; Whiteside,

2006). 데이터가 부족하고 영향에 대한 분명한 지시가 부족할 때, 즉 우리 지

식의 한계가 있는 곳에서는 위험을 과장하여 보수적인 가정을 한다. 위험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위험 허용치를 더 확대하고 백업 안전 시스템을 확보

해놓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개별적인(substance-by-substance) 평가 보다는 포괄적인(generic) 평

10) 이런기관이 갖는 관행과 문화가 위험평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Vaughan(1996)

이 보여준 미국의 우주항공개발국(NASA)과 van Zwanenberg와 Millstone(2001)이

보여준 영국의 농업수산식품국(MAFF)의 사례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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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가역적인 위험의 경우에 이 원칙을 적용한다고 말하지만 “심각하다”와

“비가역적이다”의 기준은 무엇인지, “불확실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가 불명확하다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 프레임웍 제안자들은 이런 비판에 대한

답하려고 노력했다(Klinke et al., 2006; Dreyer et al., 2008). 이들은 앞서 말한

4가지 위험의 종류를 구분하는 각각의 스크리닝 기준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했다.

먼저, 잠재적인 위해가 발견되었을때, 이것이 심각하고 모호성이 없는 위험

인지 스크리닝을 한다. 만약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해라면 식품 성분이 발암성

(carcinogenicity), 변이원성(mutagenicity), 재생독성(reprotoxicity) 등을포함하

고 있느냐? 또는 내분비 교란(endocrine disruption), 신경독성(neurotoxicity),

천식유발성(athmagenicity) 등이 있느냐 등이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GMO 문제라면 독성 병원체(virulent pathogenes)나 항생제

저항성(antibiotic resistance)이 있느냐 등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잘 확립된 데

이터가 있다면 덜 해로운 병원체의 농도 같은 기준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기

준에 따라 해당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때는 예방적 조치가 도

입된다(presumption of prevention). 이들의 편익이나 목적 등에 대해 사회적

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관련활동이나 기술, 대상 등은 모두 도입이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제한 조치의 형태는 즉각적인 금지(prohibition)가 될

수도 있지만 단계적 감소(phase out)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만약 이런 위해가 심각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단계의 스

크리닝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즉, 과학적으로 불확실한가? 이와 관련된 기준

들은 다양하다. 위 정책 프레임웍을 제안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한다. 위험의 특성화와 관련된 분과학문의 이론적 기초에서 과학적으로

잘 정초된 질문들이 있는가? 전례가 없는 특성이라는 의미에서 문제의 물질

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인가? 만약 위험의 특성화와 관련된 과학적으로 잘

확립된 질문들이 없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물질이라면 이 위험은 앞서 분류한

4가지 위험 중 ‘무지’에 해당한다. 위험의 특성화와 관련된 특정한 과학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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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완전성이나 충분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초된 질문이 있는가? 위험의

특성화와 관련한 데이터 집합에 대한 질문에서 구체적 맥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과학적으로 정초된 질문들이 있는가? 확률적 접근으로 충분히 되지

않는 간접적· 상호적· 시너지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이런 기준들을 거

쳐서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사전주의적 사정

(precautionary appraisal)’이 적용된다.

사전주의적 사정은 위험분석적 입장의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대응

되지만 그 내용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위험평가의 대상 범위를 확

장한다(de Sadeleer, 2002; Dreyer et al., 2008). 전통적인 위험평가 절차는 문

제가 되는 이슈 중 작은 부분집합에 의존한다. 주로 측정이 용이해서 정량화

하기 쉬운 이슈만이 선택된다. 예를 들어, 현재의 동물 독성 실험 프로토콜에

서는 호르몬 효과는 배제되고 있다(de Sadeleer, 2002: 186). 따라서 ‘사전주의

적 사정’ 은 위험평가처럼 직접적인 효과나 노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의 간접적인 형태, 부가적·축적적·시너지적인 효과까지 함께 고려한다.

예를 들어, 식품 안전이라면 해당 물질 이외에 함께 첨가되는 첨가제나 반응

후 생성물도 고려한다. 또한 이를 평가하는 기관의 관행이나 문화가 갖는 편

향이나 ‘제도적 무지(institutional ignorance)’의 문제10), 규제에 대한 이해당

사자들의 불응(incompliance) 등 실제적 실행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다.

둘째, 정량적 평가에서 보수적인 가정을 한다(de Sadeleer, 2002; Whiteside,

2006). 데이터가 부족하고 영향에 대한 분명한 지시가 부족할 때, 즉 우리 지

식의 한계가 있는 곳에서는 위험을 과장하여 보수적인 가정을 한다. 위험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위험 허용치를 더 확대하고 백업 안전 시스템을 확보

해놓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개별적인(substance-by-substance) 평가 보다는 포괄적인(generic) 평

10) 이런기관이 갖는 관행과 문화가 위험평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Vaughan(1996)

이 보여준 미국의 우주항공개발국(NASA)과 van Zwanenberg와 Millstone(2001)이

보여준 영국의 농업수산식품국(MAFF)의 사례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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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선호한다(de Sadeleer, 2002). 미국 법원이나 WTO 항소심은 규제하려는

물질 별로 개별적으로 상세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평가에 내재

한 불확실성 때문에 유사한 물질이라 할지라도 실제 위험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주의적 사정’을 적용할 때는 이런 개별적 평가

보다는 포괄적인 평가를 선호한다. 매년 엄청나게 쏟아지는 신물질에 대해 개

별적인 평가를 요구한다면 요구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따라서 평가에 너

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전주의적 사정’의 대상인 과학적으로 불

확실하다고 판정받은 위험의 경우에는 긴급한 심의를 위해 개별적인 평가 보

다는 포괄적인 평가를 따를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기 보다는 유사한 집단이나 특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표적인 평

가의 결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것은 위험분석 옹호자들이 정량적 위험평가를

지지하면서 전문분야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의도적으로 다학제적 전문성을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GMO 평가라면 분자생물학자와 함께

생태학자를 참여시켜 상호 점검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각 학문분과마다 암

묵적으로 가정하는 개념이나 원리들이 있고 이것이 평가의 맹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의 이런 상호 점검은 연구의 맹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논쟁적일 수 있는 가정을 사전에 노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들의 습관이나 위험의 문화적 인지나 편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사회학자 등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위험이라는 것이 단지 과학적인 것이 아

니라 사회문화적 차원도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려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미국이나 유럽

이 훨씬 민감하다. 더불어 규제기관에서 전문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

다. 다시 말해, 전문성이 갖는 제도적 편향을 경계하기 위해 의사결정자들은

결정의 근거와 가정을 과학계 내부의 소수의견을 가진 이들에까지 공개할 필

요가 있다. 다수의 의견이 갖는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서 경고해줄 수 있는 것

은 소수의견을 가진 집단의 의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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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문제가 되는 생산물, 과정, 실행 등에 대해 대안적인 것들을 함께

분석하여 비교한다(Dreyer et al., 2008; Stirling, 2006). 위험 분석은 과도하게

행동지향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기술이나 과정에 대해 ‘수용가능한 위험’ 등의

개념을 통해 대체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입장은 결국 검토할 필요

가 있는 대안적 기술 등에 대한 고려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

라서 위와 같은 대안적 기술과의 상호 비교는 금지나 현상태 유지, 문제가 되

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 등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허용하는

인식적·실행적 환경을 제공한다.

여섯째, 조사 중인 기술이 불확실성으로 분류되었다면 이 기술이 유연성

(flexibility), 적응성(adaptability), 가역성(reversibility), 다양성(diversity) 등의

특성을 보이는지 주목한다(Dreyer et al., 2006). 만약 이런 기술들이 향후 결

과에 따라 적절히 교정가능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성질을 지녔다면 기존의

다른 평가 방법이 제대로 접근할 수 없어서 남아있었던 ‘무지’에 대해 사후적

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나 무지로 규정된 위험에 대해서는 ‘사전주의적 사정’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의 비판과 달리 사전주의 원칙에 따른 구

체적인 위험성 평가의 방법들은 도덕적 원리 보다는 인식적 기반 위에 설정

된 조치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과학적 불확실성에 관한 스크리닝과 함께 중요한 다른 스크리닝 기준이 적

용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위험이 사회정치적으로 모호한가(ambiguous)라

는 기준이다. 다시 말해 해당 위험이 다른 쟁점들, 예를 들어, 문화적 태도,

정치적 관점, 경제적 이해 등과 얼마나 관련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즉, 해당

이슈가 사회적·정치적·윤리적 함의가 크고 이에 대한 경계짓기가 명백하지

않아 ‘모호해 보일’ 경우이다. 이때에는 어떤 공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스크리닝 기준이 될

수 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재난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규제기관 사이

에 또는 회원국 사이에 갈등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미디어를 통해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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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선호한다(de Sadeleer, 2002). 미국 법원이나 WTO 항소심은 규제하려는

물질 별로 개별적으로 상세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평가에 내재

한 불확실성 때문에 유사한 물질이라 할지라도 실제 위험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주의적 사정’을 적용할 때는 이런 개별적 평가

보다는 포괄적인 평가를 선호한다. 매년 엄청나게 쏟아지는 신물질에 대해 개

별적인 평가를 요구한다면 요구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따라서 평가에 너

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전주의적 사정’의 대상인 과학적으로 불

확실하다고 판정받은 위험의 경우에는 긴급한 심의를 위해 개별적인 평가 보

다는 포괄적인 평가를 따를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기 보다는 유사한 집단이나 특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표적인 평

가의 결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것은 위험분석 옹호자들이 정량적 위험평가를

지지하면서 전문분야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의도적으로 다학제적 전문성을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GMO 평가라면 분자생물학자와 함께

생태학자를 참여시켜 상호 점검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각 학문분과마다 암

묵적으로 가정하는 개념이나 원리들이 있고 이것이 평가의 맹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의 이런 상호 점검은 연구의 맹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논쟁적일 수 있는 가정을 사전에 노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들의 습관이나 위험의 문화적 인지나 편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사회학자 등

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위험이라는 것이 단지 과학적인 것이 아

니라 사회문화적 차원도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려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미국이나 유럽

이 훨씬 민감하다. 더불어 규제기관에서 전문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

다. 다시 말해, 전문성이 갖는 제도적 편향을 경계하기 위해 의사결정자들은

결정의 근거와 가정을 과학계 내부의 소수의견을 가진 이들에까지 공개할 필

요가 있다. 다수의 의견이 갖는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서 경고해줄 수 있는 것

은 소수의견을 가진 집단의 의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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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문제가 되는 생산물, 과정, 실행 등에 대해 대안적인 것들을 함께

분석하여 비교한다(Dreyer et al., 2008; Stirling, 2006). 위험 분석은 과도하게

행동지향적이기 때문에 문제의 기술이나 과정에 대해 ‘수용가능한 위험’ 등의

개념을 통해 대체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입장은 결국 검토할 필요

가 있는 대안적 기술 등에 대한 고려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

라서 위와 같은 대안적 기술과의 상호 비교는 금지나 현상태 유지, 문제가 되

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 등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허용하는

인식적·실행적 환경을 제공한다.

여섯째, 조사 중인 기술이 불확실성으로 분류되었다면 이 기술이 유연성

(flexibility), 적응성(adaptability), 가역성(reversibility), 다양성(diversity) 등의

특성을 보이는지 주목한다(Dreyer et al., 2006). 만약 이런 기술들이 향후 결

과에 따라 적절히 교정가능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성질을 지녔다면 기존의

다른 평가 방법이 제대로 접근할 수 없어서 남아있었던 ‘무지’에 대해 사후적

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이나 무지로 규정된 위험에 대해서는 ‘사전주의적 사정’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의 비판과 달리 사전주의 원칙에 따른 구

체적인 위험성 평가의 방법들은 도덕적 원리 보다는 인식적 기반 위에 설정

된 조치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과학적 불확실성에 관한 스크리닝과 함께 중요한 다른 스크리닝 기준이 적

용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위험이 사회정치적으로 모호한가(ambiguous)라

는 기준이다. 다시 말해 해당 위험이 다른 쟁점들, 예를 들어, 문화적 태도,

정치적 관점, 경제적 이해 등과 얼마나 관련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즉, 해당

이슈가 사회적·정치적·윤리적 함의가 크고 이에 대한 경계짓기가 명백하지

않아 ‘모호해 보일’ 경우이다. 이때에는 어떤 공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스크리닝 기준이 될

수 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재난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규제기관 사이

에 또는 회원국 사이에 갈등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미디어를 통해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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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는가? 위험의 분배에서 사회적 정의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가? 등. 만약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숙의적

(deliberate)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민이나 이해

당사자들, 대중들을 모두 참여시켜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절차로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민 배심원,

합의회의 등이 있다. 이 스크리닝 기준은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기준과 서

로 배타적이지 않다.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온 위험이 사회정치

적 파장을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적으로 불확실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사회정치적인 모호성이

존재해서 대중 사이에 큰 논쟁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 숙의적

과정을 도입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크리닝을 통해 위해가 심각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불확실

하지도 않고 사회정치적으로 모호하지도 않다고 결론 내린다면 이때는 일반

적인 과학적 위험평가를 적용하면 된다. 위험 분석을 지지하는 측이 흔히 말

하는 확률 이론과 비용과 편익 사이의 계산과 교환(trade-off) 등의 방법이 이

영역에서 적용된다. 또한 이런 위험의 경우는 굳이 숙의적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증거에 기반한 정량적 방법으로 충분하다.

정리하면, 사전주의 원칙에 따른 규제 정책의 프로세스는 위해를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다. 스크리닝을 통해 위해의 종류를

구분하고 만약 문제가 되는 위해가 계산가능하고 사회정치적 반향이 적은 ‘리

스크’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위험 분석의 전통에서 잘 확립된 위험평가의 여

러 정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불확실성’이나 ‘무지’ 등에 속할 경우, 위

험평가에서 변형된 ‘사전주의적 사정’을 도입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위험평

가 보다 위험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백업

시스템이나 보수적인 가정 등을 도입한다. 게다가 사회적·정치적·윤리적 함의

가 클 경우에는 사회적 숙의 단계까지 거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기존의 위험분석적 입장은 사전주의 원칙의 부분집합처럼 보일 수 있다.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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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원칙은 위험분석이 곧잘 간과하는 여러 요소들, 다시 말해 정량적 평

가 방법의 한계, 평가범위 선정에서의 편향, 규제의 실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문제, 위험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차이, 전문성의 해석적 가능성,

위험 분배상에서의 불평등 등을 모두 고려한다. 위험은 실험실에서 측정되거

나 계산되면서 최종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자문하는 과학전문

가들의 암묵적인 가정이나 특정 방법의 편향적 사용, 규제기관의 실행 문화,

이해당사자들의 태도, 대중들의 반응 등을 통해서 계속 변형되거나 재생산된

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5. 결론

사전주의의 원칙은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 공중보건, 식품안전 등에서 주요

한 위험관리의 원리로서 채택되어 왔고 특히 국제환경법 분야에서는 관습법

적 지위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8년 6월에 제정된 식품안전기

본법에 거의 유일하게 명시되어 있다.11) 하지만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충돌이 보여주듯이 이 원칙은 그 적용 과정에서 계속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이 원칙의 정의가 모호한 것이 주된 원인이

라고 지적한다(Majone, 2001; Morris, 2000). 심지어 위험분석을 지지하는 미

국의 일부 정책결정자들이나 학자는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개입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원칙에 대한 비판과 반박, 위험평

가 단계에서의 정책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듯이 그런 비판은 큰 설득력

11) 「식품안전기본법」 4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강조는

필자]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같은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학

적 합리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가?

- 167 -

가능성이 있는가? 위험의 분배에서 사회적 정의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가? 등. 만약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숙의적

(deliberate)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민이나 이해

당사자들, 대중들을 모두 참여시켜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절차로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민 배심원,

합의회의 등이 있다. 이 스크리닝 기준은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기준과 서

로 배타적이지 않다.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온 위험이 사회정치

적 파장을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적으로 불확실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사회정치적인 모호성이

존재해서 대중 사이에 큰 논쟁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 숙의적

과정을 도입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크리닝을 통해 위해가 심각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불확실

하지도 않고 사회정치적으로 모호하지도 않다고 결론 내린다면 이때는 일반

적인 과학적 위험평가를 적용하면 된다. 위험 분석을 지지하는 측이 흔히 말

하는 확률 이론과 비용과 편익 사이의 계산과 교환(trade-off) 등의 방법이 이

영역에서 적용된다. 또한 이런 위험의 경우는 굳이 숙의적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증거에 기반한 정량적 방법으로 충분하다.

정리하면, 사전주의 원칙에 따른 규제 정책의 프로세스는 위해를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다. 스크리닝을 통해 위해의 종류를

구분하고 만약 문제가 되는 위해가 계산가능하고 사회정치적 반향이 적은 ‘리

스크’에 해당할 경우, 기존의 위험 분석의 전통에서 잘 확립된 위험평가의 여

러 정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불확실성’이나 ‘무지’ 등에 속할 경우, 위

험평가에서 변형된 ‘사전주의적 사정’을 도입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위험평

가 보다 위험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백업

시스템이나 보수적인 가정 등을 도입한다. 게다가 사회적·정치적·윤리적 함의

가 클 경우에는 사회적 숙의 단계까지 거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기존의 위험분석적 입장은 사전주의 원칙의 부분집합처럼 보일 수 있다.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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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원칙은 위험분석이 곧잘 간과하는 여러 요소들, 다시 말해 정량적 평

가 방법의 한계, 평가범위 선정에서의 편향, 규제의 실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문제, 위험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차이, 전문성의 해석적 가능성,

위험 분배상에서의 불평등 등을 모두 고려한다. 위험은 실험실에서 측정되거

나 계산되면서 최종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자문하는 과학전문

가들의 암묵적인 가정이나 특정 방법의 편향적 사용, 규제기관의 실행 문화,

이해당사자들의 태도, 대중들의 반응 등을 통해서 계속 변형되거나 재생산된

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5. 결론

사전주의의 원칙은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 공중보건, 식품안전 등에서 주요

한 위험관리의 원리로서 채택되어 왔고 특히 국제환경법 분야에서는 관습법

적 지위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8년 6월에 제정된 식품안전기

본법에 거의 유일하게 명시되어 있다.11) 하지만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충돌이 보여주듯이 이 원칙은 그 적용 과정에서 계속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이 원칙의 정의가 모호한 것이 주된 원인이

라고 지적한다(Majone, 2001; Morris, 2000). 심지어 위험분석을 지지하는 미

국의 일부 정책결정자들이나 학자는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 정치적

개입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원칙에 대한 비판과 반박, 위험평

가 단계에서의 정책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듯이 그런 비판은 큰 설득력

11) 「식품안전기본법」 4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강조는

필자]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같은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학

적 합리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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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사전주의의 원칙은 위험분석이 기반하는 ‘건전한 과학’과는 다른 ‘확

장된 과학’을 지지하고 이에 기초하고 있을 뿐, 비과학적인 정치적 접근이라

고 규정할 수 없다. 물론 사전주의의 원칙이 모호하고 안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하지만 사실 경쟁원리인 위험분석 또한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양한 전기 공급원에 대해 정량적 위험평

가를 수행한 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위험분석 또한 예상과 달리 그리 안

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Stirling, 2007).

사전주의의 원칙을 지지하는 어떤 학자는 이 원칙이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

나 프로토콜을 곧바로 제공해 주는 원칙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과 무지 앞에

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반적인 규범 가이드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이라고 말한다(ibid.). 하지만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사전주의의 원칙이 현

실적인 정책 제안과 구성에서 아무런 경향이나 효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주의의 원칙은 위험평가와는 다른 종

류의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러 ‘사정’ 조치들을 내

놓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규범 가이드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조치들을 선택

하고 구성하는 과정이 언제나 특정한 규칙이나 모범을 따르기 보다는 사회정

치적 맥락과 규제 문화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김은성, 2010). 해당 사회가 축적해온 규제 정책 속 정치문화, 익숙한 위험

정치의 구도, 당시의 정치경제적 압력과 배경 등에 따라 사전주의의 원칙은

달리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초기의 투박하고 모호한

사전주의의 원칙을 점차로 세련되게 발전시켜온 역사는 정치적 과정이 사전

주의의 원칙을 구성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환경과 식품안전에 대해 대중적

관심과 요구가 높기 때문에 사전주의적 정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고 미국

과의 무역 분쟁 속에서 이 원칙을 위한 논리와 관련 정책이 좀더 정교하게

계발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주의의 원칙은 과학적 위험평가와 무관한

도덕적이거나 정치적 요청이 아니다. 그보다는 ‘확장된 과학’에 기초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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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평가 및 분류하고 다양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조합해나가는 ‘과학적으

로 합리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사전주의적 사정’의 주요 조치들을 상기시켜

보면 알겠지만 이런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치적 과정이 요

구된다. 전문성의 정치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며 모호성이 있는 위험의

경우에는 숙의적 과정을 잘 고안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전주의의 원칙은 ‘더 넓은’ 과학과 ‘더 많은’ 정치를 결합시키는 매우 세심

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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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사전주의의 원칙은 위험분석이 기반하는 ‘건전한 과학’과는 다른 ‘확

장된 과학’을 지지하고 이에 기초하고 있을 뿐, 비과학적인 정치적 접근이라

고 규정할 수 없다. 물론 사전주의의 원칙이 모호하고 안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하지만 사실 경쟁원리인 위험분석 또한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양한 전기 공급원에 대해 정량적 위험평

가를 수행한 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위험분석 또한 예상과 달리 그리 안

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Stirling, 2007).

사전주의의 원칙을 지지하는 어떤 학자는 이 원칙이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

나 프로토콜을 곧바로 제공해 주는 원칙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과 무지 앞에

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반적인 규범 가이드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이라고 말한다(ibid.). 하지만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사전주의의 원칙이 현

실적인 정책 제안과 구성에서 아무런 경향이나 효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주의의 원칙은 위험평가와는 다른 종

류의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러 ‘사정’ 조치들을 내

놓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규범 가이드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조치들을 선택

하고 구성하는 과정이 언제나 특정한 규칙이나 모범을 따르기 보다는 사회정

치적 맥락과 규제 문화 속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김은성, 2010). 해당 사회가 축적해온 규제 정책 속 정치문화, 익숙한 위험

정치의 구도, 당시의 정치경제적 압력과 배경 등에 따라 사전주의의 원칙은

달리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초기의 투박하고 모호한

사전주의의 원칙을 점차로 세련되게 발전시켜온 역사는 정치적 과정이 사전

주의의 원칙을 구성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환경과 식품안전에 대해 대중적

관심과 요구가 높기 때문에 사전주의적 정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고 미국

과의 무역 분쟁 속에서 이 원칙을 위한 논리와 관련 정책이 좀더 정교하게

계발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주의의 원칙은 과학적 위험평가와 무관한

도덕적이거나 정치적 요청이 아니다. 그보다는 ‘확장된 과학’에 기초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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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평가 및 분류하고 다양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조합해나가는 ‘과학적으

로 합리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사전주의적 사정’의 주요 조치들을 상기시켜

보면 알겠지만 이런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치적 과정이 요

구된다. 전문성의 정치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며 모호성이 있는 위험의

경우에는 숙의적 과정을 잘 고안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전주의의 원칙은 ‘더 넓은’ 과학과 ‘더 많은’ 정치를 결합시키는 매우 세심

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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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scientific?
: ‘Rationa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ts Conflicts 

with Risk Analysis Framework

Ha, Dae Cheong

ABSTRACT
   How can a regulatory policy to address potential hazards be made 
legitimate in the face of scientific uncertainty? The precautionary principle 
has been gradually regarded as the most persuasive answer to this 
intricate question in Europe since the 1970s and generally recognized as 
a guiding principl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This principle, 
however, has often been subject to diverse concerns and criticisms due 
to its vague definition. This article tries to elaborat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hile reviewing both the validity and unreasonableness of these 
criticisms over this principle. Then, this article explores the policy 
relevance of this principle by applying this elaborated definition to the 
concrete case of risk governance such as the risk assesment of food 
safety. In the end, this paper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an be applied in the field of risk governance, refuting the 
argument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only a moral attitude or a 
political position.

Key terms
Precautionary Principle, Risk Analysis, Legitimacy of Regulatory Policy,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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