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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과학 술 험 슈  GMO에 한 보도경향  하  해 보, 한겨  상  

1994∼2015 지 GMO  사  내용 하 다.  결과, ‘GMO 술 도 (1994-2000)’, ‘GMO 술 

(2001-2010)’, ‘GMO 사  수용 (2011-2015)’   시 별  ‘ 험’, ‘ 안/염 ’라는 주 가 지  주

 취 고 었고, 심 나 취재  에 는 든 시 에  함  드러났다.  지향  다  

언  간 비 에 는 보가 한겨 에 비해 보도주 ,  등에  GMO에 한 親 술  향  강한 것  

었다. 또한, 보도 에  ‘ 험-편 ’주  계  한 결과,   보도들  GMO  험-

편 에 어  ‘ 험’    보도들  GMO  험-편 에 어  ‘편 ’  하게 다루고 었다. 본 

연  통해 과학 술 험 쟁  식에 어 미터가 는 내 과학 리  주 편향 , 비  등

  개  언할 수 겠다.

주 어 : 변 생 체, 포 합 술, 험커 니 , 보도  합  , 과학 리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articles on GMO in Chosun Ilbo and Hankyoreh from 1994 

through 2015 to check the trend of reporting on GMO as a science and technology risk issue. As a result, 
‘risk’ and ‘anxiety/concern’ were continuously treated as important subjects, and there was a lack of depth and 
journalist’s professionalism in all three periods: ‘Introduction of GMO technology (1994-2000)’, ‘Development 
of GMO technology (2001-2010)’ and ‘Social acceptance of GMO (2011-2015).’ In a comparison between the 
media with different ideological goals, the Chosun Ilbo had a stronger new-technological inclination to GMO 
than the Hankyoreh in reporting topics and tones of arguments. As a result of checking the relation of the 
tones in reporting with the ‘risk-benefit’ of GMO, reports in negative tones underlined ‘risk’ while those in 
positive tones, ‘benefit.’ This study could suggest improvements of subject bias and unprofessionalism in the 
domestic science journalism, the barometer of public awareness of disputes over science and technology risk.

Key Words : GMO, Cell fusion technique, Risk communication, Convergence perspective of reporting, Science 

journalism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4217)

Received 13 September 2016, Revised 28 October 2016

Accepted 20 December 2016, Published 28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Hang-Min Cho

(University College, Sung Kyun Kwan University)

Email: sevendust@skku.edu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복합 술  GMO에 한 보도경향연 : 1994∼2015 지 내 주 간지 사  심

26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Dec; 14(12): 267-281

1.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 자변형

생물체’ 는 ‘유 자변형농산물’이라고 정의한다. 유

자변형생물체는 생물체의 유 자 유용한유 자를 취

하여 그 유 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생물체에 삽입하여 유

용한 성질을 나타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유 자재조

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

물·미생물 이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

능식품을 포함) 정부가 안 성을 평가하여 입증이 된

경우에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이를 유 자변형식

품이라 한다[1].

GMO는 배아복제기술과 더불어 생명공학에 있어

요한 기술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 자의 삽입과

삭제로 장 을 부각시키고 단 을 여 좋은 형질의 동

식물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 의 효

과를 얻을 수 있는 등 그 경제 가치가 높으며, 보다 나

은 형질을 가진 동식물 개체의 생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

다는 에서 식량수 의 불안한 미래에 해 고민하는

인류에게 좋은 해결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2].

그러나, 다양한 장 들에도 불구하고 여 히우리에게

GMO는 불확실성이 단히 높은 잠재 험으로 여겨

지고 있다. 개발 기에는 ‘녹색 명의 총아’라고까지 일

컬어졌으나 1996년 유럽을 강타한 우병 사건과 더불어

식품 안 성에 한 심각한 논쟁이불거지면서 불안정하

고 험한 기술로서 취 되기 시작하 으며, GMO의 안

성에 한 유럽 소비자들의 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는 비단 해외의 상황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GMO

의 안 성에 한 논쟁은 여 히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실제로 1999년 1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수도권에서 유

통되는포장·비포장 두부 22개 제품의GMO 혼입여부시

험검사 결과, 22개 18개 제품(81.8%)이 GMO 콩을 사

용하고 있었고, 특히 ‘100% 국산 콩’을 사용한다고 표시

하고 비싼 가격으로 매되는 2개 제품도 실제로는

GMO 콩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사회 논쟁을 불러일

으켰다[3]. 그리고 여 히 GMO에 한 섭취여부에 있어

서 국민들의 부정 인식도 크다. 2014년 실시된 국립농

업과학원의 조사결과에서도 GMO가 환경 인체에 미

치는 향에 해서 ‘안 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0%,

‘ 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4.0%에 달하는것으로 나타

났다[4].

이러한 의 GMO와같은 과학기술이 래할수 있

는 험에 한 인식은 물론 개인의 경험 인 측면도 고

려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외부의 정보 제공에 좌우

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미디어의 역할론을간과할 수 없

다. 실제로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정성에 한 심은 바

로 미디어에서 발되며, 특히 생명공학과 련된 문제

는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Breunig(2003)은 유 공학과 GMO에 한 수용자들의

정보획득에 있어서 미디어가 요한 요인임을 밝힌바 있

으며, 조성겸(2002)도 유 공학에 한 사회 인식 형성

과정에서 미디어가 상당한 역할을 함을 논의한 바 있다

[5, 6, 7]. 따라서 이러한 미디어의 과학기술, 특히 GMO

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으며 잠재 험에 한 사회

논쟁이 뜨거운 주제에 한 보도특성, 주제의식 등을 확

인하는 것은 의 GMO에 한 수용성 측면에서 매우

요한 선행 작업이다. 특히, GMO에 한 1∼2년 차원

의 단기 차원이 아닌 10여년 이상의 장기 인 보도추

이에 한 연구는우리사회에서 GMO라는 과학기술 험

이슈 담론을 미디어가 어떻게 재구성하고 다루어왔는지

를 통시 으로 추 해 볼 수 있는 요한 근거가 된다.

이에 본연구는 재에도 GMO 표시제 등의 논쟁 이슈

로 인해 미디어의 보도가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GMO에 한국내 미디어들의 보도경향을 1994∼2015년

까지라는 장기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2.1 GMO  험 쟁

GMO는 유 자조작기술을 통해 개발 생산된 다방

면에서 경쟁력 있는 특성을 지닌 생물체로서의 정 인

특성을 지니기도하지만 태생 험성을 내재하고있다.

컨 , 유 자 조작에 의한 새로운 유 자의 삽입 치

로 인한 측 불가능한 변화를 일컫는 돌연변이생성

(mutagesis) 상을 들 수있다. 즉, 하나의 유 자가 여러

가지 유 효과를 나타내서 유기체의 체특성에 향

을 주는 다면발 (pleitropy) 상을 일으켜 기존에 알려

지지 않은 독성물질과 알 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인 알

르겐의 생성으로 인체 건강은 물론 환경생태계 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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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

에도 새로운 변형생물체에 한 특허가국가경쟁력과 결

합되는 략기술의 모습을 지니면서 GMO는 연구개발

활동과 응용에 수반된 규제와 안 성 확보 등의 일반

인 과학의 연구와 응용에 연 된 문제 뿐 아니라 지 재

산권 분쟁, 종자권 독 을 수반한 세계무역의 불균형, 환

경보 등 갖가지 쟁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8, 9].

이러한 험성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최근 험성

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로 구체화되고 있다. 랑

스의 깡(Caen) 학의 생물학자인 세라리니(Seralini)교수

가 이끄는 연구 은 2년 동안 200마리의 쥐를 상 로

GMO 유해 연구를 진행하 다. 이들은 쥐 그룹을 3개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11%, 22%, 33%의 유 자 변형 농산

물이 섞인 먹이를 공 하 는데, 그 결과 4분의 3에 해당

하는 쥐가 심한종양에 걸렸는데, 일부 종양의 크기는 탁

구공만큼 크고 그 무게가 몸무게의 25%에 달하여 쥐를

안락사 시켜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이 알려졌다[10]. 이

게 장기 인 차원에서의 험성 실험에서인체에 해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추후 GMO에

한 인 반 와 항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2.2 과학 술 험담 과 미 어 보도  계

과거에 비해서 들의 과학에 한 심이 높아졌

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여 히 다수의 사람들에게 과

학의 실상은 그들이 미디어에서 읽은 내용 그 로인 경

우가 많다. 그들이 직 으로 경험했거나 과거에 받은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즘 특유의언어와 이미지

라는 여과망을 통해서 과학을 이해한 경우가 많다. 미디

어매체는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일어

나는 일을 알려주는 유일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들이 삶에 미치는 향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좋은 보도는 일반 이 과학

정책의 쟁 들을 평가하는 능력과 개인 으로 합리 인

선택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시켜 수 있다. 반면 나쁜

보도는 과학기술에 의해 한 기술 문가들이내린 결정

에 더 크게 향을 받는 을 오도하거나 무기력

하게 만들 수 있다[11]. 이 듯 정 인 결과를 래하

거나 혹은 부정 인 결과를 래하거나 실제로 의

과학이해에 있어서 미디어의 요성과 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12].

과학 리즘 역에서 미디어의 보도가 에게 미

치는 향력은 미디어 효과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의제 설

정(Agenda setting)이론과 이 이론 등으로 설명가

능하다. 의제 설정 이론은 미디어 효과 이론에서 가

장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의제는 바로

의 논의 상이 되는 독립 인 이슈나 주제를 의미한

다. 물가불안, 범죄증가, 교육 문제, 연 인의사생활,

가 통령이 될 것인가 등에 해서 미디어가 심을 가

질 때, 미디어가 개인과 사회를 한 주요한 의제를 결정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제 설정 이론은 “언론이 특정

상황을 집 으로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이 그 사안의

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의미”한다[13, 14, 15]. 실

제로 의제설정 이론은 과학기술 보도 특히 험 련 보

도에 해서는 일반 시사뉴스들에 비해 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컨 기술

험 련 보도의 증가는 해당 기술에 한 반 의견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기술 재난에 한심한 공포와

련 기술에 한 부정 인 의견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여

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특정 기술에

한 호의 인 미디어 보도의 증가는 기술에 한 정

인 수용을 이끌어 내는데 요한 일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제 설정 이론의 진화된 형태로 취 되는 이

이론(틀짓기 이론)은 미디어가 어떤 사건에 한 정보를

달해 때 단순하게 객 인 정보만을 해주는 것

이 아니라, 수용자가 사건에 한 의미를 이해하는 틀을

함께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정보

를 제공하고 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든 는 의도한지

않든 인식의 임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12]. 의제설정이론은 사회내의 특정 사건을 요

하고 것으로 보도하면 이에 해 수용자가 요하게 여

긴다는 다소 양 이며 이슈 심 인 논의에 그쳤다면

뉴스 이 은 민감하고 미묘한 ‘의미'에 한것을 다

룬다는 에서 그 차이 이있다. 실제로 뉴스에 한

이 이 수용자의 해석과 태도, 의견 등에 향력을 미

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으며, 과학기술에

한 미디어 수용자 측면에서도 요한 사례들이 지속 으

로 연구된 바 있다. 미디어 내용의 특성 차이가 험성

인식형성에 어떠한 향을주는지를연구한Hornig(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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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학 기술 인 임을 한 사람들은 과학기술

지식의 측면에서의 통제와 험을 생각하게 하는 반면

사회정치 인 임을 한 사람들은 사회에미치는

향과 안 성에 해 생각하게 되므로 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험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밝힌 바 있다

[16, 17]. 과학 리즘 분야에서 이 효과는

가장 주목받는 이론 하나이다. 자연과학, 의학, 환경,

재난, 그리고 첨단 기술 역은 일반인이 상 으로 잘

모르는 분야여서 과학 리스트가 어떻게 이 하

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요하다[15].

2.3 GMO  보도경향에 한 행연

1990년 부터 생명공학은 새로운 ‘기술 런티어’로서

미디어의 심을 크게 집 시켰다. 특히 GMO와 같은유

자 조작된 산물의 특허, 이러한산물들이 의료·농업·산

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갖는 함의, 련 회사의 증,

그리고 지역 언론들의 경우 이러한회사들이 지역경제에

갖는 요성 등에 한 기사들이 빈번하게 다루어졌다.

기자들은 유 학자들을 ‘자연의 근본 법칙을 풀고’, ‘생명

의 비 ’을 발견하고, 치명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선구

자로 그려냈다. 그러나 생명공학에 한 미디어의 열

은 의구심의 표 과 함께 수그러들기도 하 다. 형질

환과 동물의 창조를 반 하는 활동가 제러미 리 킨

(Jeremy Rifkin)과 동물권 운동의 반과학 을 다루

기도 하 다. 요컨 , 생명공학 련 보도에서 미디어는

독자들의 을 기 에서 묵시론 망으로, 진보의

찬에서 험에 한 경고로, 낙 주의에서 의구심으로

수시로 변화시켰다. 이는 극 이고 흥미를끌 수 있는 이

슈를 다루기 선호하는 언론의 이해 계와도잘 부합하는

부분이다[18, 19].

GMO에 한 보도 역시도 생명공학보도의 일환으로

서 정 , 부정 차원의 주제들이 특정이슈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 특성

에 따라서 그차이 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있다. 실제

로 2016년 재 세계 6 의 GMO 재배국인 국의 GMO

를 주제로 한 뉴스보도에서는 정 혜택을 다루는 보

도들이 지배 이었고, 험에 한 논의는 거의 다루어

지지 않고 있음[20]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 독일 그리

고 미국의 GMO에 한 미디어 보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는 미국에 비해서 상 으로 국과 독일의 두 유럽국

가의 미디어들이 GMO의 과학 불확실성과 윤리 ,

험에 한 주제를 더욱 양 으로 많이 다루고 있음을 논

의하고 있다[21].

한, 장기 인 차원에서의 미디어보도의 주제와

임 등의 추이를 확인하려는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다. 아

시아에서 유일하게 GMO 사료를 승인한 바 있는 필리핀

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10여 년간의 미디어보도에

한 장기 인 연구에서는 필리핀 내의 3 자신문

(Manila Bulletin, Philippine Daily Inquirer, Philippine

Star)들에서는 지속 으로 GMO의 정 인 측면이 부

각되어 다루어지지만 요한 사회 의제로서는 다루어

지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으며, 한 미디어가 특

정한 이슈를 드라마틱하게 그리거나 논쟁되는 사안이 생

기면 언론에서 집 으로 보도하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

다[22].

해외에서 비교 다양한 차원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는 GMO에 한 사회 논

쟁과 심에 비해서 그 연구 논문들이 매우 희박하다.

GMO에 한 미디어 보도경향을 주제로 한 연구는 김은

(2001)과 조항민(2004)의 연구가 유일하다. 김은

(2001)의 연구에서는 조선일보, 앙일보, 한겨 신문의

기사를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분석하 는데, 실제로 국

내 일간신문들의 GMO보도가 사건 심 이며, 부정

인 기사들이 많았음을 논의하고 있으며, 과학기자에 의

해 문 으로 다루어진 보도의 숫자는 많지 않다는 등

의 보도 문성 면에서의 문제 을 지 하고 있다[19]. 조

항민(2004)의 연구에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 신

문등 총 10개 일간지들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정

( 해성) 임과 정(유용성) 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근소하나마 부정 임의 기사들이 정 임보

다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특정사건이 기사의 증

가와 보도 임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침을 논의하고

있다[2]. 이러한 일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GMO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여 히 요한 과학기술논쟁의

심에 있는 이슈임을 고려할때, 해외와같은 장기 차원

에서의 보도연구가 수행될 강력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겠다.



Study of Trend of Reporting on GMO as a Convergence Technology: Focused on analyzing Articles in Major Domestic Daily Newspapers from 1994 to 2015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71

3. 연   연

3.1 상과 간

본연구에서는GMO를 주제로한 국내 신문사들의 장

기 인 차원의 보도특성 확인을 하여 언론의 보수/진

보성의 특징을 고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진보언론인

한겨 를 상으로 선정하 다. 두 신문은 정치 이념

성향이 상이한 언론사로서 첨단과학기술 특히 GMO

에 한 보도 의 차별 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분

석기간은 상업 으로 재배된 최 의 GMO 토마토인

이버 세이버(Flavr Savr)가 출시된 1994년 5월 18일부

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분석기간으로 하여 2개 언론

사의 모든 뉴스를 수 분석하 다. 검색어는 ‘GMO’, ‘유

자변형생물체’, ‘유 자변형농산물’, ‘유 자변형식품’

를 주로 사용하 고, 4개 검색어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특정 명칭( 컨 , 유 자 조작된 옥수수인 스타링크)이

사용된 기사들은 따로 리스트를 추출한 이후에 하나씩

검증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한겨 는 한국언론재단 종

합뉴스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www.kinds.or.kr)의 기사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 고, 조선일보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 검색하 다.

3.2 연   

본연구를 해서 다음과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

정하 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시기에 따른보도의 주제, 특성,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1. 보도의 주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2. 보도의 특성(기사유형, 지면, 기사작성

자, 정보원, 정보원 소속국가)은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3. 보도의 방향(보도의 논조, 험-편익에

한 언 )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언론사에 따른 보도의 주제, 특성, 방향

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1. 보도의 주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2. 보도의 특성(기사유형, 지면, 기사작성

자, 정보원, 정보원 소속국가)은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3. 보도의 방향(보도의 논조, 험-편익에

한 언 )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보도의 논조와 험-편익의 계는 어

떠한가?

이러한 세부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 실제로

매스커뮤니 이션학은 물론 모든 사회과학 행동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구방법인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을 용하 다. Kerlinger(1986)는 내

용분석을 ‘변수측정을 목 으로 커뮤니 이션의 내용들

을 체계 , 객 , 수량 방식으로연구 분석하는 방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3]. 이를 좀 더 종합 으로 논

의하면 차배근(1981)은 내용분석을 ‘메시지의 특정한 특

성을 객 ․체계 으로 분석해서 가․왜․무엇을․

어떻게․ 구에게 달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 왔는가

를 추론하는 문헌 연구방법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24]. 추출된 뉴스의 분석에는 학원생 2명으로 구성된

코더가 참여하 으며, 코더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서 충분한 사 교육 개별 테스트를 마쳤다. 코더 간

신뢰도는 0.94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3.3  목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용될 분

석유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도 주제에 한 분류는 Shineha와 동료들

(2008)의 연구에서 언 된 주제의 분류를 활용하여 총 34

개의 주제(1. 측/ 상, 2. 혜택/이득, 3. 불안/염려, 4.

험, 5. 암, 6. 면역력, 7. 유 자 치료, 8. 의학 응용, 9.

쥐, 10. 동물, 11. 약물/약, 12. 게놈, 13. 산업, 14. 결, 15.

미생물, 16. 특허권, 17. 건강, 18. 알 르기, 19. 옥수수,

20. 식량, 21. 가이드라인, 22. 표시제, 23. 유기농업, 24. 안

, 25. 무역, 26. 신뢰, 27. 환경, 28. , 29. 종자, 30. 토마

토, 31. 참여, 32. 의견, 33. 스타링크, 34. 보 /확

산)를 선정하 다[25].

다음으로 보도의 특성분류에 있어서 우선, 기사의 유

형은 조항민(2015)의 연구에서 차용한 7개의 분류항목(1.

스트 이트, 2.해설/분석, 3. 기고문/칼럼, 4. 기획/연재, 5.

인터뷰/ 담/토론, 6. 사설, 7. 기타)를 활용하 고[26], 지

면의 경우는 권상희(2006)의 연구에서 분류한 13개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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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항목(1. 1면, 2. 종합, 3. 사회(생활, 문화), 4. 국제/외신,

5. 문화, 6. 건강/의료, 7. 스포츠, 8. 경제, 9. 과학, 10. 사

람. 11. 독자/여론, 12. 지역, 13. 특집)을 활용하 다[27].

다음으로 기사작성 자에 한 분류는 김은 (2001)의

연구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재 작성한 총 21개의 분류유

목(1. 과학기자, 2. 의학기자, 3. 일반기자, 4. 특 원, 5. 특

별취재 , 6. 컬럼니스트(내부), 7. 정부연구소, 8. 민간연

구소, 9. 학(교수, 연구소), 10. 비 공일반교수, 11. 정

당정치가, 12. 소비자단체, 13. 종교단체, 14. 산업체, 15.

환경단체, 16. 농민단체, 17. 공무원, 18. 법조계, 19. 기타

이익집단, 20. 일반시민, 21. 통신사)을 사용하 으며[17],

정보원과 정보원의 소속국가에 한 항목은 조항민

(2013)의 연구에서 차용하 으며, 정보원은 총 13개 유목

(1. 국내 정부/행정기 공무원, 2. 국내 학의 교수, 연

구원, 3. 국내기업의직원, 연구원, 4. 국내연구기 의 연

구자, 5. 국내 시민단체, 6. 국내 기타 언론사, 7. 해외정부

/행정기 의 공무원, 8. 해외 학의 교수, 연구원, 9. 해외

기업의직원, 연구원, 10. 해외민간연구기 의연구자, 11. 국

제기구(UN, WHO 등) 계자, 12. 해외시민단체, 13. 해외

기타(언론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정보원의 소속

국가는 10개의유목(1. 한국, 2. 미국, 3. 유럽, 4. 남아메리

카, 5. 일본, 6. 국, 7. 아 리카, 8. 오세아니아, 9. 기타

아시아 국가, 10. 국제기구(UN, WHO)으로구분하 다[28].

마지막으로 보도의 논조는 부정, 립, 정의 3개 유

목으로 분류하 으며, GMO에 한 험-편익에 한

언 에 한 분류는 Poler Kovacic(2011)의 연구에서 차

용한 8가지 험-편익의 분류항목(1. 환경 험, 2. 경

제 험, 3. 과학/의료 험, 4. 정치 험, 5. 환경

혜택, 6. 경제 혜택, 7. 과학/의료 혜택, 8. 정치 혜택)

을 활용하 다[29].

4. 연 결과 

4.1 시 에  보도  특

본 연구에서 분석 시기는 1994년 5월 18일부터∼2015

년 12월 31까지로 설정하 는데, 분석의 편의상 시기를 3

개로 재정리하 다. 즉, 1994년∼2000년까지를 ‘GMO 기

술 도입기’로, 2001년∼2010년까지를 ‘GMO 기술 발 기’

로, 마지막으로 2011년∼2015년까지를 ‘GMO 사회 수용

기’로 구분하 다.1) 코더를 통해서 수집된 기사들은 조선

일보, 한겨 를 합쳐서 총 341건이었다.

4.1.1 보도  주

시기별로 주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내용

과 같다. 우선, 시기별로 총기사의 숫자는 ‘GMO 기술도

입기(1994-2000)’가 총 148건( 체의 43.4%) 고, ‘GMO

기술 발 기(2001-2010)’가 162건( 체의 47.5%)로서 비

슷한 숫자를 나타냈고, 마지막으로 분석 기간이 가장 짧

은 ‘GMO 사회 수용기(2011-2015)’가 31건( 체의 9.1%)

으로 가장 기사 숫자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가

지 분류시기에 따른 주제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특별히

시기별로 주제의 차별화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분석기간 동안 언론에서 가장 많은 심을 보인

것은 ‘ 험’과 ‘불안/염려’ 등 GMO가 가져올 수 있는 다

양한 측면의 험성과 불확실성을 다룬 주제 으며, ‘혜

택/이득’, ‘ 측/ 상’ 등 GMO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

, 사회 , 기술 혜택과 미래의 정 가능성을 다룬

기사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최

근인 ‘GMO 사회 수용기(2011-2015)’가 되면서 보도의

주제가 다양성면에서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GMO에 한 사회 심이 2010년 이후에 과거에 비해

서 반감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4.1.2 보도  특

다음으로 보도의특성에 한 분석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우선, 시기별로 GMO 련 주제를 다룬 기사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시기 구분에

계없이 ‘스트 이트’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팩트 주로, 핵심 인 사안만 짧게 달하는 스트

이트 기사는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객 사실은

달해 수 있지만, 련 사안에 해서구체 인 정보와

해석을 달받기는 어려운 기사의 형태이다. 결국 이러

한 분석결과들은 주요 일간지들이 20여년이넘는 장기

인 기간 동안에도 GMO에 한 기사를 작성하는데 있어

서 심층 이며 다양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 로 제공하

고 있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 러한 시   연 가 한 연 그룹  동료 연

진들  견  수 하고, 실   참여한 학원생들  

견  하여 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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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article

type

Introduction

of GMO

technology

(1994-2000)

Development of

GMO

technology

(2001-2010)

Social

acceptance of

GMO

(2011-2015)

Straight 115(77.7) 129(79.6) 25(80.6)

Commentary/

Analysis
9(6.1) 5(3.1) 1(3.2)

Contribution/

Column
10(6.8) 9(5.6) 4(12.9)

Special/Series 5(3.4) 12(7.4) 0(0.0)

Interview/Talk/

Discussion
4(2.7) 4(2.5) 1(3.2)

Editorial 5(3.4) 3(1.9) 0(0.0)

Sum 148(100.0) 162(100.0) 31(1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1> Change in article type of GMO coverage

by period 

다음으로 시기별로 GMO보도에 한 지면 변화양상

을 <Table 2>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통 으로 모든 시

기를 통틀어 신문의 ‘국제/외신’ 련 지면에서 GMO를

다루는 경향이 강하 고, ‘종합’면이 다음의 순서 다. 시

흐름에 따른 지면 변화의 특별한 양상을 찾기는 어려

웠지만, GMO라는 주제에 해서 독자들이 상세하게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특집’면이 ‘GMO 사회 수용기

(2011-2015)’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은 심각

하게 비평해야 할 부분이다.

period

section

type

Introduction of

GMO
technology

(1994-2000)

Development of

GMO
technology

(2001-2010)

Social

acceptance of
GMO

(2011-2015)

page 1 2(1.4) 1(0.6) 0(0.0)

general 24(16.2) 28(17.3) 7(22.6)

Society

(Life, Culture)
28(18.9) 31(19.1) 3(9.7)

International

/Foreign
46(31.1) 38(23.5) 9(29.0)

Culture 0(0.0) 1(0.6) 0(0.0)

Health/Medicine 0(0.0) 6(3.7) 1(3.2)

Economy 8(5.4) 19(11.7) 4(12.9)

Science 20(13.5) 9(5.6) 1(3.2)

People 5(3.4) 5(3.1) 4(12.9)

Reader/

Public opinion
7(4.7) 11(6.8) 1(3.2)

Local 1(0.7) 2(1.2) 1(3.2)

Special 7(4.7) 11(6.8) 0(0.0)

Sum 148(100.0) 162(100.0) 31(1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2> Change in section type of GMO coverage

by period

<Table 3>을 통해 시 변화에 따른 기사작성자(기자

를 포함)의 변화양상을 확인한 결과, GMO 련 보도에서

일반기자의 비 이 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제 분석 결과 ‘GMO 사회 수용기(2011-2015)’에서는

71.0%에 달하고 있었다. GMO 련 심층정보를 제공해

수 있는 과학기자의 비 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GMO 기술 도입기: 10.1%→GMO 기술 발 기: 8.6%→

GMO 사회 수용기: 6.5%) 다. 한, 학교수, 공무원,

환경단체인 등의 외부필진의 활용도 세 시기를 거쳐 지

속 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eriod

writer

Introduction of

GMO

technology

(1994-2000)

Development

of GMO

technology

(2001-2010)

Social

acceptance of

GMO

(2011-2015)

Science reporter 15(10.1) 14(8.6) 2(6.5)

Medical reporter 3(2.0) 5(3.1) 0(0.0)

General reporter 86(58.1) 98(60.5) 22(71.0)

Special

correspondent
14(9.5) 14(8.6) 1(3.2)

Special report team 2(1.4) 1(0.6) 0(0.0)

Columnist

(internal)
5(3.4) 5(3.1) 0(0.0)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0(0.0) 1(0.6) 0(0.0)

Private research

institute
1(0.7) 2(1.2) 0(0.0)

University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5(3.4) 2(1.2) 0(0.0)

Non-major general

professor
1(0.7) 1(0.6) 0(0.0)

Consumer

organization
3(2.0) 2(1.2) 1(3.2)

Business

(Industry)
0(0.0) 0(0.0) 1(3.2)

Environmental

organization
1(0.7) 2(1.2) 1(3.2)

Farmer

organization
0(0.0) 2(1.2) 0(0.0)

Other interest

group
0(0.0) 0(0.0) 1(3.2)

Regular citizen 0(0.0) 3(1.9) 0(0.0)

News agency 12(8.1) 10(6.2) 2(6.5)

Sum 148(100.0) 162(100.0) 31(1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3> Change in writer of GMO coverage by 

period

<Table 4>를 통해 기사작성에 있어서 요출처가 되

는 정보원의 변화를 시 변화에 따라 확인 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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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 를 특징지을 수 있는 정보원의 활용특성을 크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분석한 모든 시 를 합쳐서 가장 많

이 활용된 정보원은 ‘국내 정부/행정기 공무원’으로 나

타났다. ‘GMO 기술 도입기(1994-2000)’와 ‘GMO 기술 발

기(2001-2010)’에서 많이 활용된 ‘국내 학교수/연구

원’의 경우 ‘GMO 사회 수용기 (2011-2015)’에서는 한건

도 분석되지 않았다는 은 특이할 만한 이다. 반

으로 미디어보도에서 정보원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는 했지만, 취재가 용이한(GMO 련 정책, 제도 등에

해서 지속 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부/

행정기 공무원’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GMO

에 한 험성과 문제 에 한 목소리를 변하는 시

민단체(혹은 환경단체)의 정보원으로서의 활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정보원의 쏠림 상은 보

도의객 성면에서 문제 을 낳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Table 5>를 통해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GMO보도

에서 다루는 뉴스 정보원의 해당국가가 다양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한국’ 즉, 국내의 정보원을

활용하는 경향성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MO 기술 도입기: 50.0%→GMO 기술발 기: 59.3%→

GMO 사회 수용기: 64.5%) 다. 다음으로 정보원의 소속

국가는 ‘유럽’, ‘미국’이 높은 편이었고, ‘남아메리카’, ‘일

본’, ‘ 국’, ‘아 리카’, ‘오세아니아’, ‘기타 아시아’ 국가들

의 비율은 단히 미미했다. 개별국가는 아니지만 ‘국제

기구(UN, WHO)’의 비 은 비교 높았다. 정보원 소속

국가의 경우에도 국내를 제외하면 소 선진국들이 상

이었고, GMO를 통한 기아구제, 식량문제 해결 등의 주

요한 논쟁 이 있는 ‘아 리카’, ‘기타 아시아’의 국가(주

로 빈민국)들은 거의 정보원국가로서 활용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period

informant's

nationality

Introduction of

GMO

technology

(1994-2000)

Development of

GMO

technology

(2001-2010)

Social

acceptance of

GMO

(2011-2015)

South Korea 74(50.0) 96(59.3) 20(64.5)

United States of

America
19(12.8) 20(12.3) 5(16.1)

Europe 33(22.3) 21(13.0) 4(12.9)

South America 4(2.7) 3(1.9) 0(0.0)

Japan 6(4.1) 1(0.6) 0(0.0)

China 0(0.0) 3(1.9) 1(3.2)

Africa 0(0.0) 2(1.2) 0(0.0)

Oceania 0(0.0) 4(2.5) 0(0.0)

Other countries

in Asia
1(0.7) 0(0.0) 0(0.0)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 WHO)

11(7.4) 12(7.4) 1(3.2)

Sum 148(100.0) 162(100.0) 31(1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5> Change in informant's nationality of 

GMO coverage by period

period

informant

Introduction of

GMO

technology

(1994-2000)

Development

of GMO

technology

(2001-2010)

Social

acceptance

of GMO

(2011-2015)

Domestic

government/

administrative

agency public

official

26(17.6) 40(24.7) 8(25.8)

Domestic university

professor,

researcher

24(16.2) 18(11.1) 0(0.0)

Domestic company

employee,

researcher

6(4.1) 4(2.5) 3(9.7)

Domest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4(2.7) 3(1.9) 1(3.2)

Domestic civic

group
14(9.5) 18(11.1) 3(9.7)

Other domestic

press
4(2.7) 15(9.3) 4(12.9)

Foreign

government/

administrative

agency public

official

17(11.5) 9(5.6) 4(12.9)

Foreign university

professor,

researcher

17(11.5) 12(7.4) 2(6.5)

Foreign company

employee,

researcher

5(3.4) 3(1.9) 1(3.2)

<Table 4> Change in informant of GMO coverage 

by period 

Foreign private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5(3.4) 5(3.1) 0(0.0)

Foreign civic group 6(4.1) 16(9.9) 2(6.5)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

WHO, etc.) person

6(4.1) 11(6.8) 1(3.2)

Other foreign

(press, etc.)
14(9.5) 8(4.9) 2(6.5)

Sum 148(100.0) 162(100.0) 31(100.0)

* measures: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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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보도  향

다음으로 보도의 방향성에 한 세부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우선, 시 의 변화에 따른 보도논조

의 변화양상은 크게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는 않았다.

모든 시기를 통틀어 립 논조의 보도들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다만, 립을제외하고 부정- 정의두 가지

논조만을 두고 분석한 결과는 근소하게나마부정 논조

가 더욱 많은 비 을 차지하 고, 가장 최근 시기인

‘GMO 사회 수용기 (2011-2015)’에서는 부정 논조의

비 이 정 논조의 비 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period

tone

Introduction of

GMO

technology

(1994-2000)

Development of

GMO

technology

(2001-2010)

Social

acceptance of

GMO

(2011-2015)

Negative 32(21.6) 34(21.0) 8(25.8)

Neutral 92(62.2) 101(62.3) 19(61.3)

Positive 24(16.2) 27(16.7) 4(12.9)

Sum 148(100.0) 162(100.0) 31(1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6> Change in tone of GMO coverage by 

period

시 흐름에 따른 GMO보도의 환경, 경제, 과학/의료,

정치 주제의 험-편익에 한 분석결과 시 별로 가

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험-편익 요소는 다르게 나타

났다. 이는 <Table 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MO 기

술 도입기(1994-2000)’에서는 ‘과학/의료 험(26.4%)’,

‘경제 혜택(20.3%)’, ‘경제 험(15.5%)’ 등의 순이었

고, ‘GMO 기술 발 기(2001-2010)’에서는 ‘과학/의료

험’과 ‘경제 혜택’이 동일하게 21.6% 으며, 다음으로

‘경제 험(19.8%)’ 등의 순 다. ‘GMO 사회 수용기

(2011-2015)’에서는 ‘경제 혜택(29.0%)’를 가장 많이 다

루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경제 험(25.8%)’, ‘환경

험’과 ‘과학/의료 험’은 동일하게 16.1%로 나타났다.

요컨 , 최근에 들어와 GMO가 가져오는 경제 혜택의

련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GMO가 가져오는

험 에서는 ‘경제 험’과 ‘과학/의료 험’의 비 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period

risks vs.

benefits

Introduction of

GMO

technology

(1994-2000)

Development

of GMO

technology

(2001-2010)

Social

acceptance of

GMO

(2011-2015)

Environmental risk 20(13.5) 14(8.6) 5(16.1)

Economic risk 23(15.5) 32(19.8) 8(25.8)

Science/Medical

risk
39(26.4) 35(21.6) 5(16.1)

Political risk 17(11.5) 22(13.6) 2(6.5)

Environmental

benefit
5(3.4) 6(3.7) 0(0.0)

Economic benefit 30(20.3) 35(21.6) 9(29.0)

Science/Medical

benefit
9(6.1) 16(9.9) 2(6.5)

Political benefit 5(3.4) 2(1.2) 0(0.0)

Sum 148(100.0) 162(100.0) 31(1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7> Change in risks vs. benefits of GMO 

coverage by period 

4.2 언 사에  보도  특

4.2.1 보도  주

조선일보, 한겨 의 2개 언론사별로주제의 변화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한주제

는 두 언론사 모두 ‘ 험’이었으며, 한겨 가 조선일보 보

다는 ‘ 험’ 주제의 기사를 더욱 빈번하게다루고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GMO가 가져오는 ‘혜택/이득’ 련

주제는 조선일보가 한겨 에 비해서 표 으로 많은 비

과 빈도수를 보이는 주제유형이었다. ‘표시제’, ‘무역’,

‘ 의견’, ‘보 확산’ 등의 주제들은 두 언론사 모두 다

른 주제들에 비해서 상 으로 많이 다루는 주제들이었

다. 요컨 , 일부 주제를 제외하고는 두 언론사의 주제를

다루는 경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2 보도  특

다음으로 두 언론사별로 보도의 특성에 한 분석 결

과는 <Table 8>과 같다. 두 언론사모두 ‘스트 이트 ’기

사에 한 비 이 높았다. 보도의 심층 인 면이 담보되

는 ‘해설/분석’기사, 그리고 GMO주제에 한 문가들의

객 인 단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고문/칼럼’의 비 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GMO라는 논쟁이

되는 임의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더욱 치 하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것이라고 측되었던 한겨

가 ‘스트 이트’기사가 조선일보에 비해서 더욱 비 이

높았던 은 상외의 결과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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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article type
Chosun Ilbo Hankyoreh

Straight 103(73.6) 166(82.6)

Commentary/Analysis 11(7.9) 4(2.0)

Contribution/Column 8(5.7) 15(7.5)

Special/Series 7(5.0) 10(5.0)

Interview/Talk/Discussion 7(5.0) 2(1.0)

Editorial 4(2.9) 4(2.0)

Sum 140(100.0) 201(1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8> Article type of GMO coverage by press

다음으로 언론사별로 지면유형 특성이 다른지에 해

서 분석한 결과(세부내용은 <Table 9>), 두 신문 모두

‘국제/외신’의 비 이 다른면에비해서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합’면 그리고 ‘사회(생활/문화)’면

도 유사하게 높은 비 을 나타냈다. 한겨 는 과학기자

들이 문 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다룰 수 있는

‘과학’면에 GMO 련 기사를 배치한 비 이 조선일보에

비해서상 으로높은편이었다(한겨 는 체의 11.4%,

조선일보는 체의 5.0%).

press

section type
Chosun Ilbo Hankyoreh

page 1 2(1.4) 1(0.5)

general 23(16.4) 36(17.9)

Society(Life, Culture) 26(18.6) 36(17.9)

International/Foreign 28(20.0) 65(32.3)

Culture 1(0.7) 0(0.0)

Health/Medicine 6(4.3) 1(0.5)

Economy 17(12.1) 14(7.0)

Science 7(5.0) 23(11.4)

People 6(4.3) 8(4.0)

Reader/Public opinion 12(8.6) 7(3.5)

Local 3(2.1) 1(0.5)

Special 9(6.4) 9(4.5)

Sum 140(100.0) 201(1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9> Section type of GMO coverage by press

언론사별로 실제 기사를 작성한 상이 구인지를

<Table 10>을통해확인한결과, 두 언론사 모두 ‘일반기

자’의 비 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50.7%, 한겨 67.2%), 심층 인 정보를 다룰수 있는 ‘과

학기자’의 비 은 앞서 ‘과학’면에 기사를 배치하는 경향

이 상 으로 조선일보다 강했던 한겨 가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6.4%, 한겨 10.9%). 두 언론

사 모두 ‘특 원’의 비 도 조선일보가 10.7%, 한겨 가

7.0%로 체기사작성자에 한분류유목 에서는 비교

높은 편이었다. 다만, 문가 혹은 시민단체/환경단체

등의 목소리를 직 으로 보도에 싣기 한 노력은 두

언론사 모두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press

writer
Chosun Ilbo Hankyoreh

Science reporter 9(6.4) 22(10.9)

Medical reporter 7(5.0) 1(0.5)

General reporter 71(50.7) 135(67.2)

Special correspondent 15(10.7) 14(7.0)

Special report team 2(1.4) 1(0.5)

Columnist(internal) 7(5.0) 3(1.5)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1(0.7) 0(0.0)

Private research institute 2(1.4) 1(0.5)

University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5(3.6) 2(1.0)

Non-major general professor 1(0.7) 1(0.5)

Consumer organization 1(0.7) 5(2.5)

Business (Industry) 1(0.7) 0(0.0)

Environmental organization 2(1.4) 2(1.0)

Farmer organization 1(0.7) 1(0.5)

Other interest group 0(0.0) 1(0.5)

Regular citizen 1(0.7) 2(1.0)

News agency 14(10.0) 10(5.0)

Sum 140(100.0) 201(1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10> Section type of GMO coverage by press

다음으로 <Table 11>을 통해 두 언론사들의 GMO보

도의 정보원을 비교한 결과, 두 언론사모두 다양한 정보

원을 활용하기 해 비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언론사별로다소의 편차는발견되었다. 조선일

보의 경우 1순 의 정보원은 ‘국내 정부/행정기 공무원

(조선일보 기사 체의 18.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는 ‘국내 학교수/연구원(17.9%)’, ‘국내기타(언론

사(10.0%)’, ‘해외 학교수/연구원(8.6%)’ 등의 순이었다.

한겨 의 경우에 1순 의 정보원은 ‘국내 정부/행정기

공무원(한겨 기사 체의 23.9%)’이었으며, 다음으로

는 ‘국내 시민단체(12.9%)’, ‘해외 정부/행정기 공무원

(11.4%)’, ‘해외 학교수/연구원(9.5%)’ 등의 순이었다.

한겨 의 경우는 조선일보에서 비해서 국내/국외시민단

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빈도수가 상 으로 높았다.

이는 GMO에 해 親기술 인 성향이 더 강한 보수언론

인 조선일보보다는 기술의 험성에 해 비 경향성

이 존재하는 진보언론사인 한겨 의 성향이 반 된 결과

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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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informant

Chosun

Ilbo
Hankyoreh

Domestic government/ administrative

agency public official
26(18.6) 48(23.9)

Domestic university orofessor, researcher 25(17.9) 17(8.5)

Domestic company employee, researcher 6(4.3) 7(3.5)

Domestic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6(4.3) 2(1.0)

Domestic civic group 9(6.4) 26(12.9)

Other domestic press 14(10.0) 9(4.5)

Foreign government/ administrative

agency public official
7(5.0) 23(11.4)

Foreign university professor, researcher 12(8.6) 19(9.5)

Foreign company employee, researcher 3(2.1) 6(3.0)

Foreign private research institute

researcher
6(4.3) 4(2.0)

Foreign civic group 7(5.0) 17(8.5)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 WHO, etc.)

person
9(6.4) 9(4.5)

Other foreign (press, etc.) 10(7.1) 14(7.0)

Sum 140(100.0) 201(1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11> Informant of GMO coverage by press 

언론사별로 정보원이 속한 국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두 언론사 모두 1순 로 다루어진

것은 국내즉, ‘한국’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는 체 기사

의 60.0%, 한겨 는 체 기사의 52.7%).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두 언론들 모두 ‘미국’과 ‘유럽’이 정보원 소속

국가를 가장 많이 다루었고, 다른 국가들의 비율은 미미

했다. 정보원 소속 국가의 경우에도 국내를 제외하면 소

선진국들이 상이었고, GMO를 통한 기아구제, 식량

문제 해결 등의 주요한 논쟁 이 있는 ‘아 리카’, ‘기타

아시아’의 국가(주로 빈민국)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ress

Informant's nationality
Chosun Ilbo Hankyoreh

South Korea 84(60.0) 106(52.7)

United States of America 19(13.6) 25(12.4)

Europe 19(13.6) 39(19.4)

South America 3(2.1) 4(2.0)

Japan 1(0.7) 6(3.0)

China 3(2.1) 1(0.5)

Africa 2(1.4) 0(0.0)

Oceania 3(2.1) 1(0.5)

Other countries in Asia 1(0.7) 0(0.0)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 WHO) 5(3.6) 19(9.5)

Sum 140(100.0) 201(1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12> Informant's nationality of GMO coverage

by press

4.2.3 보도  향

두 언론사들의 보도의 방향성에 한 분석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두 언론사 모두 립 인 차원에서

보도를 다루는 경향이 강했으며, 그러한 경향은 한겨

( 립 논조가 체기사의 70.1%)가 더욱 강했다. 조

더 상세하게 논의하면 조선일보는 립 논조의 기사를

제외하고는 정 인 논조(28.6%)가 부정 논조(20.7%)

에 비해서 더욱 비 이 높았으며, 한겨 의 경우 부정

논조(22.4%)가 정 논조(7.5%)에 비해서 상 으로

더욱 비 이 높게 나타났다. ‘ 험’주제를 더욱 많이 다루

고 있는 한겨 의 성향이 이러한 보도 방향성에도 향

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press

tone
Chosun Ilbo Hankyoreh

Negative 29(20.7) 45(22.4)

Neutral 71(50.7) 141(70.1)

Positive 40(28.6) 15(7.5)

Sum 140(100.0) 201(1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13> Tone of GMO coverage by press

<Table 14>를 통해 GMO의 환경, 경제, 과학/의료, 정

치 험-편익에 한 언론사들의 비교분석결과 언론

사별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험-편익 요소는 다

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일보는 ‘경제

혜택(29.3%)’을 가장 빈번하게 다루고 있었으며, 다음으

로 ‘과학/의료 험(22.9%)’, ‘정치 험’, ‘과학/의료혜

택’(동일하게 11.4%)등의 순이었다. 한겨 의 경우 ‘경제

험(23.9%)’를 가장 빈번하게 다루고 있었으며, 다음

으로 ‘과학/의료 험(23.4%)’, ‘경제 혜택(16.4%)’, ‘환경

험(13.9%)’의순이었다. 조선일보는 ‘경제 혜택’을

요하게 논의하는 반면, 한겨 는 ‘경제 험’과 ‘과학

/의료 험’을 요하게 논의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 역시도 두 언론사의 새로운 과학기술로

서 GMO에 한 인식 지향 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결

과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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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isks vs. benefits
Chosun Ilbo Hankyoreh

Environmental risk 11(7.9) 28(13.9)

Economic risk 15(10.7) 48(23.9)

Science/Medical risk 32(22.9) 47(23.4)

Political risk 16(11.4) 25(12.4)

Environmental benefit 4(2.9) 7(3.5)

Economic benefit 41(29.3) 33(16.4)

Science/Medical benefit 16(11.4) 11(5.5)

Political benefit 5(3.6) 2(1.0)

Sum 140(100.0) 201(1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14> Risks vs. benefits of GMO coverage 

by press

4.3 보도   험-편 과  계

보도 논조(부정, 립, 정)와 험-편익(환경

험, 경제 험, 과학/의료 험, 정치 험, 환경 혜

택, 경제 혜택, 과학/의료 혜택, 정치 혜택)과의 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실제로 언론사들

의 보도논조에 따른 GMO의 험-편익의주제들과의 상

계를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χ2=169.905, p=.000). 부정 논조의 보도들은 ‘환

경 험’, ‘경제 험’, ‘과학/의료 험’, ‘정치 험’

과 같은 험을 주제로 한 유목들과의 연 계가 강하

게 나타났으며, 정 논조의 보도들은 ‘환경 혜택’,

‘경제 혜택’, ‘과학/의료 혜택’, ‘정치 혜택’과 같은 혜

택을 주제로 한 유목들과의 상 계가 있었다.

tone

risks vs. benefits
Negative Neutral

Environmental risk 18(24.3) 20(9.4)

Economic risk 14(18.9) 49(23.1)

Science/Medical risk 37(50.0) 42(19.8)

Political risk 3(4.1) 37(17.5)

Environmental benefit 2(2.7) 5(2.4)

Economic benefit 0(0.0) 39(18.4)

Science/Medical benefit 0(0.0) 14(6.6)

Political benefit 0(0.0) 6(2.8)

Sum 74(100.0) 212(100.0)

χ2=169.905, df=14, p=.000

* measures: frequency(%)

<Table 15> Relationship between tone of report 

and risks vs. benefits

5. 결   

본 연구는 과학기술, 특히 과학기술 험논쟁의 사회

정치 인 수용과 인식의 변화 있어서 요한 미디어

의 역할론을 GMO라는 과학기술 험이슈를 주제로 하

여 구체 으로 확인하 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시기(GMO 기술 도입기(1994-2000), GMO 기술

발 기(2001-2010), GMO 사회 수용기 (2011-2015)에 따

른 GMO보도에 한 분석결과, 우선 시기별로 주제의특

별한 차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언론에서 장기

으로 가장 심을 보인 주제는 ‘ 험’, ‘불안/염려’ 등

GMO가 가져올 수 있는 험성과 불확실성을 다룬 주제

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GMO 련 보도의 양이

최근 들어 감소하면서 련 주제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GMO에 한 사회 심이 과거에 비해

서 많이 어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GMO기술 도입기’, ‘GMO 기술발 기’,

‘GMO 사회 수용기’라는 시기별 보도에 한 분석결과,

시기에 계없이 기사유형은 핵심사안만 짧게 달하는

‘스트 이트’기사 형태가 지배 이었고, 주로 해외기사를

그 로 옮겨 달하는 ‘국제/외신’면에서 GMO의 보도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작성자에

있어서심도 있는 논의와 정보를 달해 수있는과학

기자의 활용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인터뷰 등 취재가 용이한 ‘국내 정부/행정기

공무원’에 기사 정보원이 치 되었다는 것은 GMO 련

보도가 매우 국내 상황에 한정되어서 지엽 으로 취 될

수 있다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정보원의 소

속 국가는 ‘한국’이 가장 많았고, 련기사들을 외신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미국’, ‘유럽’의 보도들이 많았다. 반

면, 제3세계국가 등은 미미한 수 을 나타내는 등 우리

언론의 정보원의 편향성은 20년이 넘는장기 인 기간에

도 지속으로 드러났다.

시기별 보도 방향성을 분석한 결과, 시기별 특징을 분

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반 으로 보도의 논조는

립 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최근(2011년 이후)에 들어

와 부정 논조의 기사들이 정 논조의 기사들에 비

해서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 GMO가 가져오는

험-편익에 한 보도의 언 추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

험’, ‘과학/의료 험’ 그리고 ‘경제 혜택’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GMO의 험-편익 련 보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GMO가 가져오는 ‘ 험-편익’에 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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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론의 요한 화두는 ‘경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념 지향 다른 두 일간신문 즉, 조선일보,

한겨 의 GMO 보도에 한 분석결과, 두 언론사 모두

가장 많은비 을 차지한주제는 ‘ 험’ 련 주제 다. 이

외에도 ‘표시제’, ‘무역’, ‘ 의견’, ‘보 확산’ 등의 주제

들이 양 언론사 모두 빈번하게 활용된 주제 다. 언론사

별 주제의 차별 은 크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언론사별 보도의 특성들에 한 분석결과,

언론사에 계없이 기사유형은 핵심사안만 짧게 달하

는 ‘스트 이트’형태의 기사가 지배 이었고, 해외의 기

사를 그 로 옮겨 달하는 ‘국제/외신’면에서 GMO의

보도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MO에

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과학’면은 한겨 가 조선

일보에 비해서 상 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

지만 두 언론사 모두 일반기자들이 주로 GMO 련 보도

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과학기자의 비 은 ‘과학’면을 상

으로 많이 다루는 한겨 가 조 더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앞서 시기별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조선일보,

한겨 모두 인터뷰 등 취재가용이한 ‘국내정부/행정기

공무원’에 기사 정보원이 치 되었다는 것은 GMO

련 보도가 매우 국내에 한정 이고 지엽 으로 취 될

수 있다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역시두 언론사 모두

정보원의 소속 국가는 ‘한국’이 가장 많았고, 련기사들

을 외신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미국’, ‘유럽’의 보도들이

많았다. GMO를 통한 주요한 논쟁 (기아구제, 식량문제

해결)이 존재하는 아 리카 등 제3세계에 한 정보원

활용은 미미했다.

언론사별 보도의 방향성을 분석한 결과, 크게 모두

립 논조가 지배 이었으나, 한겨 가 부정 논조가

조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GMO가 가져오

는 험-편익에 한 보도의 언 형태를 두 언론사별로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경제 혜택’을 한겨 는 ‘경제

험’을 가장 많이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겨

의 경우는 ‘과학/의료 험’도 유사한 정도로 요하게 다

루고 있었다. 두 언론사 모두 GMO가 가져오는 ‘ 험-편

익’에 한 분석에서 공통된 화두는 ‘경제’이슈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보도 논조에 따른 ‘ 험-편익’주제와의 계를

확인한 결과, 부정 논조의 보도들은 ‘환경 험’, ‘경

제 험’, ‘과학/의료 험’, ‘정치 험’을 주로 다루

고 있었고, 정 논조의 보도들은 ‘환경 혜택’, ‘경제

혜택’, ‘과학/의료 혜택’, ‘정치 혜택’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이는곧 언론사들의 보도방향성이 GMO가 가져

오는 험과 편익의 특성에 반 되고 있다는 근거이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최근 식품의 GMO 표시제에

한 사회 논쟁, 섭취로 인한 인체 해성등의 불안

감(건강은 인간의 행복한 삶 를 한 가장 실하고

요한 욕구[30]이므로, GMO 등의 불안감 높은 과학기

술 험이슈에 한 올바른 정보제공은 건강한 삶

를 해서 매우 요함) 등으로 인해 사회 ,

심을 모으고있는 GMO와 그응용기술들이 래할 수있

는 험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국내 주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와 한겨 를 통해 21년이라는 장기 인 차원에

서 미디어 보도를 추 ·분석했다는 에서 큰 의의를 지

닌다. 본 연구를 시발 으로 하여 GMO라는 첨단과학기

술과 을 매개해 주는 역할론을 수행하는 미디어에

한 심층 이고 다면 인 연구들이수행되기를 기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도 제시되는 바, 2개의

일간신문으로 분석 상을 한정했는데, 유사한 지향성을

가지는 신문사들을 추가하여 분석스펙트럼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한 방송을 통한 보도가 들에

게 더욱 친숙함( 인들에게 있어서 방송을 활용한 정

보 달이 가장 보편 인 정보 달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31])을 감안할 때, 방송사들의 GMO에 한 보도경

향분석도 추가 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

째, 해외언론보도와 비교한 내용들이 추가되었으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GMO라

는 이슈가 과연 지역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임 되

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도 비화되

고 있는GMO 련 이슈를 다양한시각에서 살펴볼 수있

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 들을 보

완하는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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