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22만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
취재요청서

수신 : 각 언론사 청와대, 국회, 사회부, NGO 담당
발신 :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문의 : 김영미 010-8639-1629, 오세영 010-4288-0373, 윤철한 010-3459-1109
일자 : 2018.04.11. (총 2장)

“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
일시: 2018년 4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1.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4월 12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이
이긴다.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는 응답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시민청원단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실련,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기자회견은 지난 3월 12일에 시작한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 퇴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11일) 마감됨에 따라, 청원결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은 안전한 먹거리와 알 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훨씬 넘긴 약 22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청원에 직접 참여한 주부ㆍ학생을 비롯한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원창복

상임대표,

신철영

경실련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원영희

집행위원장,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GMO에 노출된 학교급식과 안정성,
국민안전 무시하는 식약처를 비판하며, 공약이행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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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0일간 국민청원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5.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GMO가
학교급식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

회

취지설명

• 유경순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두레생협연합회 사무국장)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청원결과 설명

•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청원의미 설명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시민발언

• 김정희, 주부

퍼포먼스

• 응답하라.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촉구발언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사천,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인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협동조합디딤돌,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
운동본부, GMO반대전국행동(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
연대,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 반GMO충북행동, 가배울, 가톨릭농민
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
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
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
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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