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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genetically modified (GM) food promotion and education through 

the blog. Methods: Education program for consumer-oriented GM foods by the blog was developed and survey was performed by the 

visitors for totals of twelve weeks. The blog was formed by information (definition, mark etc.) offering style and named as “Correct 

know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Event was held to enhance the promotion of the blog from the week 9 to week 12. 

Results: Visitors of the final week increased 4 times, as compared to those of the starting the event week 9. Most of the 138 consumers 

(94.5%) did not have prior GMO education experience. The 97 consumers aged 20 years old showed significantly the highest ratios in 

the experience of blog or website (p<0.01).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blog education, notification on GM foods and willingness to 

buy GMO products, the benefit of GMO, willingness to check GMO mark when buying GMO products showed positive change of GM 

foods (p<0.05). Conclusion: Over 80% answered that the blog helped to understand the GM foods. Thus, we conclude using blog is 

effective way of GM food promotion and education and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maintain an active blog for the consumer's 

rights of knowledge about GM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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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은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GMO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사회문

제화 되고 있다(Kim HY & Kim MJ 2011). 유전자변형농

작물이 1996년 처음으로 상업적 재배를 시작한 후 그 재

배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 유럽연합에서

는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 및 선택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해 ‘GMO 표시제도’를 실시 한 바 있다(Regulation 

C 1998). 지금까지 GMO는 주로 제초제 내성이나 병충해 

저항성과 같이 영농편이 및 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다(Oh KN 등 2005). 유전자변형식품은 적은 

노동력과 생산비용으로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기 때문

에 기업과 농민에게 모두 경제적 이득을 주고, 식량난문

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 안전성

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Kim HY 등 2010).

최근 국제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연구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으며 이들의 국제식량 

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되고 있다(Oh 

KN 등 2005) 또한 옥수수, 토마토 외에도 식용유, 된장, 

콘 샐러드, 팝콘 등에서 유전자가 조작된 콩이나 옥수수

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미 유전자변형식품과 우

리 식생활의 관련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Hong JL 등 2001, Kang KM & Kim HB 2005). 우

리나라에서도 현재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을 중심으로 벼, 

고추, 밀 등 16작물 75여종의 GM 작물이 개발 중에 있으

며, 몇몇 작물은 안전성평가 단계에 있어 조만간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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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Lee BK 등 2009). 새로운 식품

과 그 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이

해가 기본이 되어 제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

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블로그나 트위터 등은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이

용되고 있으며 웹 2.0 시대의 대표적인 인터넷 상의 콘텐

츠 생성 및 공유 도구로서 현대를 대표하는 사회네트워

크 기반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Kim HY & Kim MJ 

2011). 이와 같은 웹사이트 운영자는 여러 정보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문서나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재편집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웹사이트

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마이 

스페이스, 야후, 구글,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주요 포털

업체들에서 이와같은 웹사이트 활용 서비스에 많은 관심

을 보이고 있다(Johnson TJ & Kaye BK 2004). 한편 

GMO에 대한 대중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Lee BK 등 2009)에서는 주로 일방적 

지식전달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GMO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인터넷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하는 특성을 활용한다면 종

전의 일방적인 지식전달의 형식과 비교하여 볼 때 훨씬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진은 GMO를 소비자에게 바로 알리기 위한 교

육과 홍보방안에 대한 예비연구로서 우리나라 대표 온라

인 포탈업체에서 GMO 관련 홍보현황을 조사하여 온라

인 매체를 통한 정보전달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알아

본 바 있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 GMO에 대한 정보를 제

공 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의 출처가 필요하며 온라인 운

영자의 부정적 견해보다는 최근의 자료와 이슈를 반영하

도록 하여야 하며 성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해력이 다

소 낮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자료

의 제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GMO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

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온라인 참여를 유

도할 수 있는 효율적 온라인 정보 활용 여부는 거의 고려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MO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를 개발하여 카테

고리 별 GMO와 GMO에 대한 이해와 정보, 안전성, 교육

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직접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홍보 이벤트 행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교육 홍보 효과를 살펴보았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GMO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

품 바로알기’ 라는 블로그를 네이버주소(http://blog.naver. 

com/gmo2010)에서 개발하였다. 카테고리 별 GMO 관련

정보는 ‘GMO에 대한 이해’ ‘GMO 정보’ ‘GMO 안전성’ 

‘GMO 교육자료’ 등으로 구성하였다. ‘GMO에 대한 이

해’를 클릭하면 ‘유전자변형식품 정보제공’, ‘유전자변형

식품이란?’, ‘유전자변형식품 바로 알기’ 등 3개의 목록이 

보이도록 하였다. ‘GMO 정보’의 세부항목에는 ‘GMO 왜 

만들어졌을까?’, ‘GM농산물’, ‘GM식품’, ‘GM의 생산현

황’, ‘DNA와 유전자변형기술’로 이루어져있으며, GMO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GMO 

안전성’ 목록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평가 심사, 

유전자변형식품 GMO 긍정적/부정적 견해, GMO는 안전

한지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소비자의 

GMO에 대한 의견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GMO 

교육자료’는 크게 초등학생과 소비자로 나누어 교육자료, 

리플렛과 파워포인트를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도록 구성

하였다. ‘GM식품의 표시는?’ 목록에는 유전자변형식품, 

GM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 GM식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 GM식품 표시 대상 품목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 유전자변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를 통해 간

략하게 요약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 되새길 수 있

도록 하였다. ‘교육현장’ 목록에는 그동안 실시하였던 유

전자변형 교육현장의 사진들과 자료들을 보여주어 현장

의 생생함과 간접적인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목록의 ‘GMO 사이트 분석’에서는 블로그

의 장단점들을 나열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쌍방 커뮤니케

이션에 의한 블로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등학생용 

설문지와 소비자용 설문지를 구분하여 배치해놓았다. 

‘GMO 뉴스’ 목록에서는 뉴스를 통하여 최근 유전자변형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

다. ‘GMO의 스크랩 자료’ 목록에서는 GMO 사이트에서 

유전자변형 관련 자료들을 허가를 받고 옮겨놓아 본 블

로그를 통해 소비자의 접근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질문

있어요’ 라는 목록에서는 ‘GMO에 대한 질문’, ‘알고싶어

요’의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들

이 궁금한 사항은 목록에 ‘자주하는 질문’을 배치하였다.

2. 연구 내용

1) GMO 홍보와 교육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GMO 바로알기 홍보 및 교육은 

개발된 블로그를 통하여 총 12주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

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블로그의 방문자수 방문횟수 및 

페이지 검색수를 주별로 조사하였다. 9주차에서 12주차

까지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동일한 3항목을 조사하였다. 

홍보이벤트에 대한 참여를 보상하는 방법으로서 도토리

를 제공하고 그 참여 인원을 파악하였다. 이벤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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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visits Visitors Page views Acorn paid

Before events

Week 1    5(0.2)    5(0.2)    5(0.2) -

Week 2  133(5.0)  131(5.2)  151(5.1) -

Week 3  102(3.9)  102(4.1)  105(3.5) -

Week 4   45(1.7)   44(1.7)   47(1.6) -

Week 5   29(1.1)   21(0.8)   35(1.2) -

Week 6  251(9.5)  249(9.9)  261(8.7) -

Week 7  155(5.9)  154(6.1)  157(5.3) -

Week 8  107(4.1)  103(4.1)  128(4.3) -

Subtotal  827(31.4)  809(32.1)  889(29.9)

After events

Week 9  173(6.6)  150(6.0)  232(7.8) Acorn paid

Week 10  171(6.5)  156(6.2)  205(6.9) Acorn paid

Week 11  528(20.0)  506(20.1)  589(19.7) Acorn paid

Week 12  941(35.6)  896(35.6) 1069(35.8) Acorn paid

Subtotal 1813(68.7) 1708(67.9) 2095(70.2)

Total 2640(100.0) 2517(100.0) 2984(100.0)

Table 1. Status of weekly visitors to the development blog n(%)

은 개발된 블로그의 GMO 관련 블로그 게시글을 읽고 댓

글을 달거나 블로그 오른쪽 아래편에 싸이월드의 유전자

변형 관련 타운홈피 가기를 클릭하여 접속 후 일촌을 신

청하는 것이었다. 방문횟수는 다른 사람이 본 ‘유전자변

형식품 바로알기’ 블로그에 방문한 횟수를 의미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3번 본 블로

그에 방문했다면 방문한 사람은 1명이기에 방문자수는 1

인이지만, 방문 횟수는 3번이 되도록 하였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블로그 주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방문한 경

우와 이미 방문했던 사람이 30분 이내 다시 방문한 경우

에는 방문횟수로 집계되지 않도록 하였다. 

2) 블로그 활용 교육 효과 설문조사

‘유전자변형식품 바로알기’ 블로그의 참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교육효과를 조사하였

다. 조사대상자는 임의 추출방식에 의해 서울 및 경기도

에 거주하는 소비자 146명이었다. 질문항목은 ‘조사대상

자의 일반사항’과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교육 유무’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본 경험’, ‘블로그 소유 

유무’, ‘GMO 자료 습득 방법’, ‘조사대상자의 블로그를 

통한 GMO 바로알기 교육 실시 전후 인식변화’, ‘GMO 

바로알기 블로그를 통한 교육적 이해의 도움 정도’ 및 

‘블로그 사용 후 GMO에 대한 관심도 변화’였다.

3. 통계 분석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통계프

로그램 SPSS Statistics(ver. 17.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비

연속성 변수의 경우는 교차분석을 하여 유의성을 검정하

였다. 블로그를 통한 GMO 바로알기 교육 실시 후의 인

식변화는 Likert 5점 척도로 t-test를 통하여 검정하였다. 

GMO 제품을 구입할 의사와 GMO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 

및 유전자변형작물, 식품 구입시 GMO 표시의 확인유무

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

로 계산하였다. GMO가 주는 이익은 “어느 정도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의 1점부터 “매우 이익이 된다”의 5

점으로 계산하였으며 블로그를 통한 GMO의 이해정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의 1점부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의 5점으로 계산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GMO 홍보와 교육

GMO 바로알기 블로그를 통한 홍보와 교육효과를 정

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1주차에는 각각 방문자수 5

명(0.2%) 방문횟수 5번(0.2%) 및 페이지 검색 수는 5회

(0.2%)에 불과하였으나 2주차에는 방문자가 131명(5.2%) 

방문횟수가 133번(5.0%) 및 페이지 검색 수 151회(5.1%)

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3주차부터는 방문자수 방문횟

수 및 페이지 검색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4, 5주차는 2, 

3주차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6주차에는 다

시 방문자수 249명(9.9%) 방문횟수 251번(9.5%) 및 페이

지 검색 수 261회(8.7%)로 2, 3주차에 비하여 2배 정도

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7, 8주차에는 각각 방문자수 

154명(6.1%), 103명(4.1%) 방문횟수 155번(5.9%), 1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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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Total

Age

(yr)

<20  9(12.0)  4(5.8)  13(9.0)

20-29 50(66.7) 47(68.1)  97(67.4)

30-39  2(2.7)  3(4.3)   5(3.5)

40-49  3(4.0) 10(14.5)  13(9.0)

50-59 10(13.3)  5(7.2)  15(10.4)

≥60  1(1.3)  0(0.0)   1(0.7)

Total 75(100.0) 69(100.0) 144(100.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1.3)  0(0.0)   1(0.7)

Middle school  7(9.3)  1(1.4)   8(5.6)

High school 60(80.0) 51(73.9) 111(77.1)

University  6(7.9) 16(23.1)  22(15.3)

Graduate school  1(1.3)  1(1.4)   2(1.4)

Total 75(100.0) 69(100.0) 144(100.0)

Table 2. General of the subjects n(%)

Age (yr)
χ

2
-value

<20 20-29 30-39 40-49 50-59 ≥60 Total

Yes 0(0.0)0 5(5.2) 0(0.0) 2(15.4) 1(5.9) 0(0.0)00 8(5.5)
5.29

NS

No 13(100.0) 92(94.8) 5(100.0) 11(84.6) 16(94.1) 1(100.0) 138(94.5)0

Total 13(100.0) 097(100.0) 5(100.0) 013(100.0) 017(100.0) 1(100.0) 146(100.0)

Gender
χ

2
-value

Male Female Total

Yes 5(6.7) 3(4.3) 8(5.6)
3.11

NS

No 70(93.3) 66(95.7) 136(94.4)

Total 75(100.0) 69(100.0) 144(100.0)

NS 
not significant.

Table 3. Experience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education by age and gender n(%)

(4.1%) 페이지 검색 수 157회(5.3%), 128회(4.3%)로 절반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소비자의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여 인지도를 높이기 위

해 9주차부터 12주차에 걸쳐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9주차에는 다시 방문자수 150명(6.0%) 방문횟수 173

번(6.6%) 페이지 검색 수 232회(7.8%)로 증가하였고 10

주차에는 방문자수 156명(6.2%) 방문횟수 171번(6.5%) 

페이지 검색 수 205회(6.9%)였다. 11주차에는 방문자수 

506(20.1%) 방문횟수 528번(20.0%) 페이지 검색 수 589

회(19.7%)로 증가하여 9, 10주차에 비해 약 2배 정도 상

승하였다. 12주차에는 방문자수 896명(35.6%) 방문횟수 

941번(35.6%) 페이지 검색 수 1069회(35.8%)로 11주차에 

비해 약 2배 정도 상승하였다.

이벤트를 실시하지 않은 1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방문

자수와 방문 횟수 및 페이지 검색수가 불규칙적으로 증

가, 감소의 추세를 보였지만 이벤트 실시 후 방문자수 방

문횟수 및 페이지 검색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블로

그를 통한 이벤트 실시가 기존의 일방적 지식과 정보전

달을 하는 블로그 교육 형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직접

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쌍방 커뮤니케이션으로

써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영양교육프로그램의 효과분석(Her ES & Lee 

KH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영양교육이 기

존의 인쇄매채(책)을 통한 교육에 비해 영양지식증가와 

식품섭취의 다양성을 유도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다양한 채널의 온라

인 학습 교육이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2. 블로그 활용 교육 효과 설문조사

블로그 이벤트 및 온라인매체 활용 정보 교육에 참여

한 소비자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144명이었으며 남성 75명(52.1%) 여성 69명(47.9%)이

였다. 연령별로는 10대 남성 9명(12.0%) 여성 4명(5.8%), 

20대 남성 50명(66.7%) 여성 47명(68.1%), 30대 남성 2명

(2.7%) 여성 3명(4.3%), 40대 남성 3명(4.0%) 여성 10명

(14.5%), 50대 남성 10명(13.3%) 여성 5명(7.2%), 60대 남

성 1명(1.3%)으로 나타나 2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초

등학교 졸업 남성 1명(1.3%) 여성 0명(0.0%), 중졸 남성 7

명(9.3%) 여성 1명(1.4%), 고졸 남성 60명(80.0%) 여성 51

명(73.9%), 대졸 남성 6명(7.9%) 여성 16명 (23.1%) 및 대

학원 졸업 남성 1명(1.3%) 여성 1명(1.4%)로 고졸 조사대

상자가 가장 많았다. 

GMO 교육경험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령별 성별 교육경험에서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 연령대에서 GMO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138명(94.5%)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 70명(93.3%), 여성 66명(95.7%)이 GMO 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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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r)
χ

2
-value

<20 20-29 30-39 40-49 50-59 ≥60 Total

Not at all 2(15.4) 54(55.7) 1(20.0) 3(23.1) 5(29.4) 0(0.0)00 65(44.5)

37.936
**

Rarely 6(46.1) 30(30.9) 2(40.0) 3(23.1) 2(11.8) 1(100.0) 44(30.1)

Moderately 3(23.1) 7(7.2) 1(20.0) 4(30.8) 6(35.3) 0(0.0)00 21(14.4)

Moderate well 2(15.4) 4(4.1) 0(0.0)0 2(15.4) 3(17.6) 0(0.0)00 11(7.5)0

Very well 0(0.0) 2(2.1) 1(20.0) 1(7.7)0 1(5.9)0 0(0.0)00 5(3.4)

Total 013(100.0) 097(100.0) 05(100.0) 13(100.0) 17(100.0) 1(100.0) 146(100.0)

Gender
χ

2
-value

Male Female Total

Not at all 37(49.3) 27(39.1) 64(44.4)

3.911
NS

Rarely 20(26.7) 24(34.8) 44(30.6)

Moderately 12(16.0) 09(13.0) 21(14.6)

Moderate well 5(6.7) 5(7.2) 10(6.9)0

Very well 1(1.3) 4(5.8) 5(3.5)

Total 075(100.0) 069(100.0) 144(100.0)

**
p<0.01, 

NS 
not significant.

Table 4. Experience on blog or website usage by age and gender n(%)

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인지정

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Kim HY 등(2011)의 연구에서 “유

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의 문

항에 88.3%가 교육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

과 여성 모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가 “교육 받은 

적이 있다”는 수보다 훨씬 더 높아 본 연구의 조사와 동

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GMO 바로알기 블로그 홍보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

의 연령과 성별 인터넷으로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이용하

여 본 경험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령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경험은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응답자중 

20대가 97명으로 가장 많았다(p<0.01). 20대에서는 “인터

넷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에 54명(55.7%), “드물게 활

용한다” 30명(30.9%), “적당히 활용한다” 7명(7.2%), “잘 

활용한다” 4명(4.1%), “매우 잘 활용한다” 2명(2.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경험은 “전혀 활용하

지 않는다”가 남성 37명(49.3%) 여성 27명(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블로그 마

케팅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Kim JK 등 2009)에서 블

로그 사용자는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블

로그를 이용한 서비스는 아직도 성장 추세에 있다고 보

고 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문 블로그의 

가입자는 대폭 늘어나 보다 양질의 컨텐츠와 정보제공을 

기대하는 블로그 이용자들이 전문 블로그에 대한 의존도

를 높이고 있다고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블로그 소유 경험의 유무는 Table 5와 같

이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97명중 

개인의 블로그를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33명(34.0%), 

소유하지 않은 응답자는 62명(66.0%)으로 조사되었다. 성

별로는 남성 33명(44.0%), 여성 30명(43.5%)이 개인의 블

로그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성별 모두 블로

그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소유한 사람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블로그 사용자 인터넷 이용실태분석 보고서(Kim JK 등 

2009)에 의하면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약 40%가 블

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GMO 자료 습득 방법은 Table 6

과 같다. 응답률이 가장 높은 20대에서 38명(39.2%)이 

‘신문 등 매스컴에 의해’ 유전자변형작물, 식품 등에 대

한 정보를 가장 많이 획득하였고 ‘현장교육에 의해’ 18

명(18.6%), ‘기타’ 11명(11.3%),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통

해’ 10명(10.3%)의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 블로그

나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 8명(8.2%), ‘리플렛을 통해’ 7

명(7.2%)이 각각 GMO 관련 정보를 획득하였고 ‘책 등 

출판물을 통해’가 5명(5.2%)으로 가장 작은 수치의 경향

을 보였다. 이에 아직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이용한 GMO 

온라인교육이 미흡하며 공공기관의 리플릿이나 웹사이트

를 통한 관련정보도 체계적 제공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주로 신문 등 매스컴

으로 유전자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각각 남성 

46.7%, 여성 44.9%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유전자조

작생물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인식도 조사(Lee HJ　등 

2010)에서도 유전자조작생물에 대한 경험을 얻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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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r)
χ

2
-value

<20 20-29 30-39 40-49 50-59 ≥60 Total

Yes 9(69.2) 33(34.0)0 3(0.6)00 9(69.2) 9(52.9) 0(0.0)00 63(43.8)
13.017

NS

No 4(30.7) 62(66.0)0 2(0.4)00 4(30.7) 8(27.1) 1(100.0) 81(56.2)

Total 13(100.0) 97(100.0) 5(100.0) 13(100.0) 17(100.0) 1(100.0) 144(100.0)

Gender
χ

2
-value

Male Female Total

Yes 33(44.0)0 30(43.5)0 63(43.8)
02.213

NS

No 42(56.0)0 39(56.5)0 81(56.2)

Total 75(100.0) 69(100.0) 144(100.0)

NS 
not significant.

Table 5. Experience on personal blog construction by age and gender n(%)

Age (yr)
χ

2
-value

<20  20-29  30-39  40-49  50-59 ≥60  Total

Publications, books, etc. 1(7.7) 5(5.2) 0(0.0) 1(7.7) 2(11.8) 0(0.0) 9(6.2)

77.473
NS

Newspapers and media 12(92.3) 38(39.2) 3(60.0) 6(46.2) 9(52.9) 0(0.0) 68(46.6)

Local education 0(0.0) 18(18.6) 0(0.0) 2(15.4) 2(11.8) 0(0.0) 22(15.1)

Leaflets 0(0.0) 7(7.2) 0(0.0) 1(7.7) 0(0.0) 1(100.0) 9(6.2)

Public website 0(0.0) 10(10.3) 0(0.0) 2(15.4) 0(0.0) 0(0.0) 12(8.2)

Personal blogs and mini homepages 0(0.0) 8(8.2) 1(20.0) 1(7.7) 1(5.9) 0(0.0) 11(7.5)

Other 0(0.0) 11(11.3) 1(20.0) 0(0.0) 3(17.6) 0(0.0) 15(10.3)

Total 13(100.0) 97(100.0) 5(100.0) 13(100.0) 17(100.0) 1(100.0) 146(100.0)

Gender
χ

2
-value

Male Female Total

Publications, books, etc. 3(4.0) 6(8.7) 9(6.3)

10.985
NS

Newspapers and media 35(46.7) 31(44.9) 66(45.8)

Local education 11(14.7) 11(15.9) 22(15.3)

Leaflets  8(10.7) 1(1.4) 9(6.3)

Public website 7(9.3) 5(7.2) 12(8.3)0

Personal blogs and mini homepages 2(2.7)  9(13.0) 11(7.6)0

Other  9(12.0) 6(8.7) 15(10.4)

Total  75(100.0)  69(100.0) 144(100.0)

NS 
not significant. 

Table 6. Methods of gett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information by age and gender n(%)

TV뉴스와 인터넷 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 블

로그나 미니홈피는 7.5%로 정보 획득률이 저조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블로그를 통하여 GMO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여 응

답자의 GMO에 대한 인식 변화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이해정도는 교육 전 “거의 그렇

지 않다”(2.11)에서 교육 후 “보통이다”(3.10)로 유의적 증

가를 하였고 GMO를 구입할 의사도 교육 전 “거의 그렇

지 않다”(2.30)에서 교육 후 “보통이다”(3.03)로 유의적 

증가를 하였다(p<0.01). GMO가 주는 이익의 정도는 교육 

전 “보통이다”보다 낮은 수준인 2.93에서 교육 후 “보통

이다”보다 높은 수준인 3.42로 약간의 유의적 증가를 하

였다(p<0.01).

본 연구에서는 GMO에 대한 우려 정도는 교육 전 “보

통이다”(3.31)에서 교육 후 “보통이다”(3.47)로 약간의 증

가는 보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GMO 라벨링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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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t-value

Understanding on GM foods 2.11±0.08 3.10±0.10 9.05
**

Intension of GM foods purchasing 2.34±0.08 3.03±0.08 6.60
**

Degree of benefits on GM foods 2.93±0.08 3.42±0.08 4.90
**

Concerns on GM foods 3.31±0.09 3.47±0.82 1.58
NS

Check on GMO labeling system 2.85±0.09 3.43±0.09 4.56
**

**
p<0.01, 

NS 
not significant. 

Table 7. Attitude changes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awareness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 by the blog

Age (yr)
χ

2
-value

<20 20-29 30-39 40-49 50-59 ≥60 Total

Very low 0(0.0) 6(6.2) 0(0.0)0 0(0.0)0 0(0.0) 0(0.0)00 6(4.1)

19.364
NS

Low 1(7.7) 4(4.1) 0(0.0)0 1(7.7)0 0(0.0) 0(0.0)00 6(4.1)

Moderate 03(23.1) 25(25.8) 1(20.0) 3(23.1) 03(17.6) 0(0.0)00 35(24.0)

High 08(61.5) 37(38.1) 1(20.0) 8(61.5) 11(64.7) 0(0.0)00 65(44.5)

Very high 1(7.7) 25(25.8) 3(60.0) 1(7.7)0 03(17.6) 1(100.0) 34(23.3)

Total 013(100.0) 097(100.0) 05(100.0) 13(100.0) 017(100.0) 1(100.0) 146(100.0)

Gender
χ

2
-value

Male Female Total

Very low 01(1.3) 05(7.2) 6(4.2)

03.947
NS

Low 04(5.3) 02(2.9) 6(4.2)

Moderate 020(26.7) 15(21.7) 35(24.3)

High 033(44.0) 30(43.5) 63(43.8)

Very high 017(22.7) 17(24.6) 34(23.6)

Total 75(100.0) 069(100.0) 144(100.0)

NS 
not significant. 

Table 8. Helpfulnes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blog by age and gender n(%)

템 확인은 교육 전 “보통이다”보다 낮은 수준인 2.85에서 

교육 후 “보통이다”보다 높은 수준인 3.43으로 유의적 차

이를 나타내었다(p<0.01). 대전지역 소비자에 의한 연구

(Choi GE & Lee JH 2015)의 GMO의 안전성에 대한 인

식은 “약간 걱정된다”의 응답이 65.5%로 가장 높으며, 

“인체에 해롭다” 17.7%로 대부분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

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낮추는 교육이 지속되

어야할 것이다.

GMO 바로알기 블로그를 통한 교육적 이해의 도움정

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연령별 응답자가 가

장 많은 20대에서 보통 이상 대답한 비율이 80% 이상으

로 GMO 블로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별에서도 

GMO 블로그를 통한 교육적 이해의 도움정도에 보통 이

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GMO에 

대한 소비자 지식과 구매의도를 조사한 연구(Kim KJ 

2010)에서 GMO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은 주어진 문제의 

45% 정도를 맞출 수준이었으며, 특히 유전자의 여러가지 

특징 및 변형 과정, GMO 유통 상황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GMO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

록 구매의도도 높다고 하였다.

GMO 블로그 사용 후의 GMO에 대한 관심도 변화의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연령별로 응답자가 가장 많은 20

대에서 GMO 블로그 사용 후 GMO에 대한 관심도는 “매

우 높다”가 20명(20.6%), “높다” 17명(17.5%), “보통이다” 

40명(41.2%)으로 GMO 블로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며 연령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성별

로도 GMO 블로그 사용 후 GMO에 대한 관심도가 보통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GMO 블로그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GMO 선택에 대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을 위한 연구(Kang KH & Kim YN 2010)의 경우 교

육 후 GMO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면, 교육 전보다 교

육 후 GMO에 대한 관심도, GMO의 확인 여부, GMO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점, GMO의 표시, 식품표시가 제시

될 경우 GMO를 먹을 의도 등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되

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이 교육의 효과증진

을 위해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GMO 인식 개선 교

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GMO 바로알기 블로그를 개발하여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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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r)
χ

2
-value

<20  20-29  30-39  40-49  50-59 ≥60  Total

Very low 0(0.0) 5(5.2) 0(0.0) 0(0.0) 0(0.0) 0(0.0) 5(3.4)

34.216
*

Low 0(0.0) 15(15.5) 0(0.0) 0(0.0) 0(0.0) 0(0.0) 15(10.3)

Moderate 4(30.8) 40(41.2) 1(20.0) 4(30.8) 4(23.5) 0(0.0) 53(36.3)

High 8(61.5) 17(17.5) 2(40.0) 5(38.5) 11(64.7) 1(100.0) 44(30.1)

Very high 1(7.7) 20(20.6) 2(40.0) 4(30.8) 2(11.8) 0(0.0) 29(19.9)

Total 13(100.0) 97(100.0) 5(100.0) 13(100.0) 17(100.0) 1(100.0) 146(100.0)

Gender
χ

2
-value

Male Female Total

Very low 2(2.7) 3(4.3) 5(3.5)

0.929
NS

Low 8(10.7) 7(10.1) 15(10.4)

Moderate 27(36.0) 26(37.7) 53(36.8)

High 24(32.0) 18(26.1) 42(29.2)

Very high 14(18.7) 15(21.7) 29(20.1)

Total 75(52.1) 69(47.9) 144(100.0)

*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9. Future interests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blog by age and gender n(%)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효과를 설문지를 통하여 

총 12주차에 걸쳐 조사하였다. 이벤트가 실시되지 않았던 

1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블로그의 방문자수 방문횟수 및 

페이지 검색수가 불규칙적으로 증가 감소의 추세를 보였

다. 이벤트를 시행하면서 블로그를 통한 교육과 홍보 효

과를 설문 조사한 9주차부터 12주차까지 블로그의 방문

자수 방문횟수 및 페이지 검색수가 서서히 증가하여 조

사 마지막 주인 12주차에는 이벤트 시행시점인 9주차 보

다 4배정도 높은 방문자수 방문횟수 및 페이지 검색수를 

보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144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은 75

명(52.1%), 여성은 69명(47.9%)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남성이 50명(66.7%), 여성이 47명(68.1%)으로 나타나 20

대가 가장 많았다. GMO 교육경험은 전 연령대에서 GMO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138명(94.5%)으

로 나타나 GMO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소비자가 대부분

이었다. 블로그와 웹사이트 이용경험에 대한 결과는 연령

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20대의 응답자가 97명으로 

가장 많았다(p<0.01). 연령과 성별에 따른 블로그 소유 유

무의 결과로서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3명(34.0%)으로 개

인의 블로그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62명(66.0%)이 

블로그를 소유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 33명(44.0%), 

여성 30명(43.5%)이 개인 블로그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GMO 자료 습득 방법은 20

대에서 38명(39.2%)이 신문 등 매스컴에 의해 유전자변

형작물,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획득하였고 개

인 블로그나 미니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8명(8.2%) 정도로 

나타나 신문이나 매스컴에 의한 GMO 자료 습득 경우가 

인터넷을 통한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블로그를 통하여 

GMO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여 응답자의 GMO에 대한 

인식 변화 결과로 GMO에 대한 이해정도는 교육 전 “거

의 그렇지 않다”(2.11)에서 교육 후 “보통이다”(3.10)로 유

의적 증가를 하였고 GMO를 구입할 의사도 교육 전 “거

의 그렇지 않다”(2.30)에서 교육 후 “보통이다”(3.03)로 

유의적 증가를 하였다(p<0.01). GMO 바로알기 GMO 블

로그 사용 후 GMO에 대한 관심도 변화의 결과는 연령별

로 응답자가 가장 많은 20대에서 GMO 블로그 사용후 

GMO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가 20명(20.6%), “높

다” 17명(17.5%), “보통이다” 40명(41.2%)으로 GMO 블

로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며 연령별 유의적 차

이를 나타내었다(p<0.05). 성별로도 GMO 블로그 사용 후 

GMO에 대한 관심도가 보통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하

며 GMO 블로그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조사자들

은 블로그를 통해 유전자변형에 대한 인식 변화, GMO 

블로그 도움 및 향후 관심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GMO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때에 상호 

커뮤니케이션 교육 매체로서 블로그를 활용한 GMO에 

대한 정보제공과 꾸준한 관리 및 이벤트를 통한 홍보방

법은 소비자의 GMO에 대한 이해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된다. 온라인 매체에 대한 소비자의 

교육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유전자변형에 대한 직접 교육

과 함께 블로그의 활용의 장점을 적극 이용하여야 하겠

다. 추후 블로그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새로운 정보자료

를 구축하여 GMO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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