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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effects of trust, knowledge, optimism, risk and benefits on consumer

attitudes toward genetically modified foods. A total of 326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measur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data indicated a good model fit in

Model 2 rather than Model 1, in which the direct effects of trust, optimism and benefit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 respondents’ attitudes toward genetically modified foods, while the direct effects of knowledge and risk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expected, the interaction term of risk and benef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mer attitude.

Moreover, the effect of risk on consumer’s attitude toward genetically modified food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ll levels

of benefit, except at the lower benefit level.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genetically modified food

developers and marketers should attach importance to the interaction effect of benefits to understand the elements of market

demand and customer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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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 식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

황인 것으로 보여진다. Kim & Kim(2002)의 연구에선 서

울, 대구와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들 중 68.4%의

응답자가 유전자 변형 식품을 구입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전자 공학과 유

전자 변형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Frewer 등 1996; Bredahl

2001; Grunert 등 2001). 2000년 유럽 위원회에서 행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조사에서도 사람들은 유전

자 공학을 반자연적이고, 사물의 질서를 위협하고, 그리고

지구에 재항을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Honkanen & Verplanken 2004). Huh(2003)의 연구

에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소비자들 중 76.6%가 유전자

변형 식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에서 생명 공학적 또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유

전자 변형의 위험과 편익이 평가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

선 유전자 변형이 품종개량의 확대 방법이고 전통적인 방법

에 비해 심지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가령 Harlander(1991)의 연구에선 생명공학을 식량 생산,

품질 개선, 영양과 안전한 식품 공급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요소로 제시했다. 그러나 Thompson(1997)의 연구에선 동

물 복지 차원에서 유기체와 동물의 유전자 변형에 대해 반

대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도 여러 연구들이 소비자들의 위

험 지각과 정보원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두고 행해졌다. 태

도에 관한 연구들은 유전자 변형 음식을 구매하고자 하는 행

동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태도나 그 외 다른 변수들

에 초점을 두고 행해졌다(Sparks 등 1995; Bredahl 2001;

Cook 등 2002; Honkanen & Verplanken 2004).

태도 대상을 호의적인 정도 또는 비호의적인 정도로 평가

하는 성향으로 정의되는 태도는 행동의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알려져 왔지만, 일부 연구들에선 지각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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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제와 주관적 규범이 유전자 변형 음식을 구매하고자 하

는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Honkanen & Verplanken 2004). 또한 몇몇 연구들에선

가치를 태도의 선행변수로 다루고 있다. Bredahl(2001)는

유전자를 변형한 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도 유전자

변형 음식을 아주 위험한 것으로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 보

편적인 태도나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지금까지 행해진 유전자 변형 음식의 태도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들 중 Klerck & Sweeney(2007)의 연구는 유전

자 변형 음식의 구매 성향에 미치는 위험과 지식의 주 효과

와 위험과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했다. Gaskell 등

(2004)의 연구는 유전자 변형 음식의 개발 촉진에 미치는

성별, 교육, 지식, 신뢰, 낙관성, 위험과 편익의 주 효과와

위험과 편익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했다. Chen & Li

(2007)의 연구는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위험과 편익의 주 효과와 매개 효과를 분석했다. Rimal 등

(2005)의 연구는 유전자 변형 음식의 구매에 미치는 성별,

연령, 소득, 식료품점 안전, 식품 안전, 식품 가격, 지식과

라벨 표기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신뢰, 낙관성, 지식, 위험과 편익의 주

효과, 위험과 편익의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위험과 태도의

관계에서 편익의 조절효과를 밝혀내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신뢰, 낙관성, 지식, 위험과 편익이 유전자 변형 음식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 효과, 상호작용 효과와 조

절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사전에 설문조사에 대해 교육받은 10명의 대학생들로 구

성된 설문조사자들이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

350명에게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

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0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설문을 조사하였다. 최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

자들은 350명이었으나 부정확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

고 326명(93.1%)의 설문지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내용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내용과 구조

방정식모형을 구성하고 하고 있는 6개 개념들에 관한 내용

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징

을 알아내기 위한 부분은 성별, 연령, 학력, 키와 몸무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성별과 학력은 명목척도로 측정

되었으나, 연령, 키와 몸무게는 비율척도로 측정되었다.

구성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은 신뢰, 지식, 낙관성, 위

험, 편익과 태도에 관한 내용이었다. 구성개념 측정문항들

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1점을 선택

하고, 아주 동의한다면 5점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신뢰는 유전자 변형 상품을 책임감 있게 취급되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문문항들은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 제약 회사들, 농업 관련 회사들과 식품 회사들이

책임감 있게 유전자 변형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믿는지를

묻는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태도는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

용한 음식 생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

는 것으로 설문문항들은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한 음식 생

산이 좋은 것인지, 현명한 것인지를 묻는 2문항으로 측정되

었다. 신뢰와 태도는 Chen & Li(2007)의 연구에서 사용했

던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지식은 유전자 변형 기술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문문항은 유전자 변형 기

술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

었다. 낙관성은 기술이 우리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문문항은 기술은 앞

으로 우리 삶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

되었다. 지식과 낙관성은 Gaskell 등(2004)의 연구에서 사

용했던 설문문항을 이용하였다.

위험은 유전자 변형 음식과 기술이 위험하게 지각되는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문문항들은 건강과 자연 생태계에

위험한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소비자들에게 위험한

지를 묻는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편익은 유전자 변형 기술

이 기여하는 정도나 도움이 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

문문항들은 인간에게, 세계 식량 부족, 환경 개선, 영양 가

치 증대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위

험과 편익은 Rimal 등(2005)과 Chen & Li(2007)의 연구

들에서 사용했던 설문문항을 이용하였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Sung(2004)과 Chen & Li(2007)의 연구들에

서 이용되었던 모형을 참고하여 <Figure 1>과 같은 조절회

귀모형을 개발하였다.

<Figure 1> Moderated regression model with benefit as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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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위험, 조절변수는 편익, 그리고

통제변수는 신뢰, 지식과 낙관성이었다. 따라서 조절회귀모

형에는 위험과 편익의 상호작용 항이 새로운 변수로 사용되

었다. 첫 번째 모형(Model 1)은 신뢰, 지식, 낙관성, 위험,

편익 등의 구성개념만 포함된 모형으로서, 이 구성개념들만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만을 파악

하기 위한 모형이었다. 두 번째 모형(Model 2)은 첫 번째

모형에 위험과 편익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했던 모형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win

15.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이 이용되었다. 측정변수들에 의해 측

정된 신뢰, 위험과 편익의 구성개념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

석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 상관관계분석과 크론바 알파 값

을 이용하였다.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직

접효과와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이 이용

되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able 1>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는 남성은 162명(49.7%)

이었고, 여성은 164명(50.3%)이었다. 조사대상자들 중에 연

령이 20대 이하인 응답자가 90명(27.6%)이었고, 30대인 응

답자가 79명(24.2%)이었고, 그리고 40대와 50대 이상인 응

답자가 각각 80명(24.5%)과 77명(23.6%)이었다. 학력에서

고졸 이하 응답자가 132명(40.0%)이었고, 대졸 이상인 응

답자가 194명(59.5%)이었다.

2.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는 조절회귀모형에 사용될 신뢰, 위험과 편익 등

의 구성개념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2개의 설문

문항들의 상관행렬에 대해 주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초

요인분석결과에 의하면 12문항 중 어떠한 문항도 3개념 이

외의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조절회귀모형 분석에서는 모

든 설문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먼저 자료들이 요인분석에 적

합한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2문항의 상관행렬에 대

해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과 KMO(Kaiser-Meyer-Olkin)

의 표본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형성과 표본 적합도

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서 제시되었다. 구형성 검정 결

과에 의하면 카이제곱 값은 1643.330이었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또한 표본 적합도도 0.7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문항들이 주성분분석에 적합한 자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N(%)

Gender Male 162(49.7)
Female 164(50.3)

Age

29 yrs or less  90(27.6)
30-39 yrs 79(24.2)
40-49 yrs 80(24.5)
50 yrs or more 77(23.6)

Education Less or high school 132(40.0)
College or more 194(59.5)

Total 326(100)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Component

Trust Benefit Risk
Scientists and researchers are conscious of their responsibilities in handling the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0.838 -0.055 -0.029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conscious of their responsibilities in handling the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0.771 -0.025 -0.083
Agriculture companies are conscious of their responsibilities in handling the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0.763 0.179 -0.097
Food companies are conscious of their responsibilities in handling the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0.731 0.160 -0.158
GM foods pose health hazards to consumers. -0.072 0.762 -0.059
GM technology poses hazards to natural ecosystem. 0.001 0.749 -0.095
Corporations are the main beneficiaries from GM technology, while consumers assume most risk. 0.153 0.722 0.067
Use of GM technology in food production is morally wrong. 0.149 0.709 -0.066
GM technology will offer great benefits to human. -0.026 0.056 0.814
GM technology will reduce world food shortages. -0.030 0.018 0.789
GM technology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environment. -0.080 -0.092 0.652
GM technology will enhance the nutritional value. -0.223 -0.140 0.622
Eigen value 2.5528 2.259 2.160
Percentage of variance (57.839) 21.013 18.822 18.003
MSA 0.77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χ2 (df ) 1643.330(66)***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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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회전 이후에 3개 구성개념들이 설명할 수 있는 변수

들의 분산 크기는 1 이상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에서 3개 구

성개념들은 전체분산의 57.839%로 나타났다. 그리고 측정

변수들과 3개 구성개념들 간의 요인적재량은 0.622 이상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3개 구성개념들은 충분한 집중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Table 3>에 의하면 신뢰는 낙관성,

위험, 편익, 태도와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지식은 낙관성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낙관성은 위험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위험은 편익, 태도와의 상관관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편익은 태도와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들은 개별

변수의 신뢰도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3개 구성

개념들은 충분한 판별타당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Andaleeb & Conway 2006).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크론바의 알파 값은 신뢰가

0.798, 위험이 0.711, 편익이 0.729로 0.7 이상이었다. 따

라서 3개 구성개념들의 설문문항들은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주 효과, 상호

작용 효과와 조절 효과 분석 결과

1)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주 효과와 상

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주 효과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4>와 <Figure 2>에서 제시되었다. 2개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six constructs

 Mean±SD1) Trust Knowledge Optimism Risk Benefit Attitude
Trust 3.232±0.836 -0.798
Knowledge 2.825±0.953 -0.104 1
Optimism 2.988±1.120 -0.234*** -0.161** 1
Risk 2.333±0.745 -0.225*** -0.108 -0.355*** -0.711
Benefit 2.715±0.765 -0.161** -0.019 -0.004 -0.112* -0.729
Attitude 2.279±0.924 -0.372*** -0.003 -0.018 -0.262*** -0.191*** 1

*p<0.05, **p<0.01, ***p<0.001. 1)5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 3=neither agree nor disagree, 5=strongly agree.

<Table 4>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Model  B SE Beta t Sig.

Model 11)

F=17.563***
R square=0.215

Constant 1.332 0.398  3.348 0.001***
Trust 0.383 0.058 0.346 6.623 0.000***
Knowledge 0.031 0.049 0.032 0.639 0.523
Optimism 0.148 0.045 0.179 3.301 0.000***
Risk -.296 0.067 -0.239 -4.428 0.000***
Benefit  0.132 0.061  0.109  2.170 0.031*

Model 22)

F=9.607***
R square=0.238

Constant -1.798 1.084  -1.659 0.098
Trust 0.381 0.057 0.345 6.686 0.000***
Knowledge 0.038 0.048 0.039 0.780 0.436
Optimism 0.151 0.044 0.183 3.417 0.000***
Risk 0.527 0.274 0.424 1.925 0.055
Benefit 1.030 0.296  0.853  3.482 0.000***
Risk×Benefit -0.239 0.077 -0.952 -3.100 0.002**

*p<0.05, **p<0.01, ***p<0.001.
1)Model 1 without moderating effect, 2)Model 2 with moderating effect.

<Figure 2> Standardized coefficients of moderated regression

model (Model 2) with benefit as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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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들의 F 값은 각각 17.563, 9.607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 적합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개 모형들의 R square 값들이 각

각 0.215, 0.238로, 위험과 편익의 상호작용 항이 추가된

조절회귀모형의 R square 값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적합도가 우수한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전자 변형

음식의 개발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던 Gaskell 등

(2005)의 연구에서도 위험과 편익의 상호작용 항이 포함된

모형이 상호작용 항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보다 더 좋은 적

합도를 보였다.

독립변수로 위험과 편익의 상호작용 항이 사용되지 않은

모형 1에서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신뢰,

낙관성, 위험과 편익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p<0.05). 독립변수로 위험과 편익의 상호작용 항이

사용된 모형 2에서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신뢰와 낙관성의 주 효과와 위험과 편익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그러나 지식은 모형 1과 2

모두에서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Chen & Li(2007)의 연구에

서 위험과 편익은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직접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lerck & Sweeney(2007)

의 연구에서 심리적 위험은 유전자 변형 음식의 구매 성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skell 등(2005)의 연

구에서 신뢰와 낙관성은 유전자 변형 음식의 개발 촉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선 유전자 변형 음식

개발자나 판매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 변

형 음식 개발 기술이 미래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

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조절 효과 분

석 결과

<Table 4>에 의하면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

치는 위험과 편익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Table 5>에선 편익의 수준별 위험이 유전

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편익의 수준이 낮을 때에 위험이 유

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p>0.05). 편익의 수준이 보통일 때에 위험이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편익의 수준이 낮을 때에 위험이 유

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01). Gaskell 등(2005)의 연구에서는 편익

의 수준이 보통일 때와 높을 때에 위험이 유전자 변형 음식

개발 촉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igure 3>에서 보면 편익의 수준이 보통인 응답자들과

높은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위험이 낮을 때의 태도 점수와 위

험이 높을 때의 태도 점수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편익의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위험이 낮

을 때의 태도 점수와 위험이 높을 때의 태도 점수 간 차이

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 의해 지각

되는 편익의 수준이 낮을 때에는 위험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은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신뢰, 낙관성, 지식, 위험, 편익,

<Table 5> Effect of risk on attitude by level of benefit

Moderator
Constant B SE Beta t Sig.

Benefit
Low 2.395 -0.081 0.082 -0.065 -0.803 0.422***
Medium 3.225 -0.262 0.054 -0.211 -3.915 0.000***
High 4.054 -0.443 0.066 -0.357 -5.418 0.000***

***p<0.001.

<Figure 3> Simple slope plots with benefit as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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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등의 구성개념들로 구성된 조절회귀모형을 개발하여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주 효과, 상호작용

효과와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탐색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에 의해 입증되었다. 위험과 편익의

상호작용 항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과 포함된 모형의 적합도

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상호작용 항이 포함된 모형의 적

합도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회귀분석 결과에 의

하면 신뢰와 낙관성의 주 효과와 위험과 편익의 상호작용 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편익의 수준별 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위험과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

한 태도의 관계에서 보통 수준의 편익과 높은 수준의 편익

이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편익의 수준이 보통일 때와 높을 때

에는 위험의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유

전자 변형 음식의 개발자나 생산자, 또는 판매자들은 유전

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편익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음식 개발이나 마케팅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편익의 수준이 낮을 때에는 지각되

는 위험의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

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위험의 수준이 높을 때 유

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편

익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유전자 변형 음식에 대한 태

도에 미치는 주 효과, 상호작용 효과와 조절 효과를 분석하

는 연구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위험과 태도의 관계를 조절하

는 편익의 조절 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조절회귀모형에서 조절변수로 사용된 편

익의 조절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선 다른 표본과 다른 지

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해 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유전자 변형 음식 대신에 다른 유전

자 변형 농산물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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