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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공론조사의 의견 변화 메커니즘을 신고리 호기 공  5·6
론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 
의견이 달라졌다면 그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검토하, 
였다 특히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의견 변화 형태를 의견 . ‘
형성 과 의견 선회 로 구분해 각각의 메커니즘이 달리 나타남을 ’ ‘ ’ , 
보인다 이를 위해 독립 변수는 학습 수준과 토의 환경을 포함했. 
고 이들의 영향력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알아보, 
았다.

특히 본 연구는 공론화 과정을 차 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1
검토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통계 모델을 추정하기에 앞서 공. , 
론조사 전후 나타난 의견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기술 분석을 통해 
독립 변수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후 의견 변화 메커니. 
즘에 관한 분석을 시행했다. 

연구의 분석 결과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판단 유보에서 의견을   , 
형성한 경우와 선호를 뒤바꾼 경우 그 결정 요인이 다른 것으로 , 
나타났다 의견 형성이 학습의 결과라면 의견 선회는 토의 환경. , , 
즉 이견 노출에 의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숙의 과정에. 
서 해당 사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참가자들은 중단 혹은 , ‘
재개 로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견 선회의 가능성은 ’
토의 공간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 그렇지 않
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영향력은 개인. , 
적 특성에 따라 강화 혹은 약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본 논문은 신고리 호기 공론조사 전 과정에 참여한 시민   5·6 471
명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해 공론조사 전후 의견 변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선. 



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가설들과 변수들을 제시하였으
며 그 측정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 ,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토의 환경을 양적으로 측. 
정해 의견 변화와의 관계를 면밀히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  
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규범적 당위적 연구들이 포착하지 , 
못했던 현실에서의 토의 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 ’
다. 

주요어 공론조사 신고리 호기 공론조사 토의민주주의 의: , 5·6 , , 
견 변화 숙의 효과 토의 왜곡, , 
학  번 : 2016-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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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서 론 

제 절 문제 제기1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새로  , 
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의 위기가 . (representative democracy)
부각됐고 시민들의 참여 숙의 기제가 강조됐다 공론조사, , . (deliberative 

의 도입 및 확산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신고리 호democracy) . 5·6
기 건설 중단 여부를 비롯해 대입제도 개편 제주 영리병원 등의 갈등적 , 
사안이 공론조사를 통해 논의됐다.

공론조사는 대표성과 숙의를 포괄하는 공공자문  (public consultation) 
기법이다 모집단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정책에 관한 학습과 토의를 거쳐 . 
숙의한 후 이들의 의견을 측정한다 완전한 정보를 가진 시민들, . 

의 의견은 정책 결정에 수용성과 정당성을 높일 기저(informed citizen)
로 작용한다 일반 여론 조사가 개인들의 이익과 선호를 단순히 집약. 

했다면 공론조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숙고한 의견(aggregation) , 
을 측정한다(considered judgement) . 

따라서 공론조사의 요체는 전후 의견 변화 를 확인하  (opinion change)
고 규명하는 작업이다 최초 조사가 일반 여론 표피적 의견확인이라면 . , 
학습과 토의 이후의 공론은 신중하고 균형적인 국민 의사를 반영한다고 
기대한다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정책 및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러한 과정이 이전보, 
다 진정한 의견을 형성할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진정한 숙의를 실현하는지에 관해서  
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대중의 학습 . 
역량과 토의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유의미한 의견 변화를 확인하기 . 
어려우며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회적 압력에 의한 토의 왜곡,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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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라는 것이다 즉 비판자들은 공론조사 결과가 그저 다distortion) . , 
수의 의견을 따라갔거나 사회적 우위자의 의견에 동조한 왜곡된 의견이, 
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론조사 전후 의견 변화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검  
토하고자 했다 선행 연구들은 공론조사의 의견 변화를 지식 습득에 의. 
한 학습과 토의 환경의 효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토의 환경의 . 
효과에 관해서는 의견 교환 과정에서 상호 설득 이 일어날 것이라는 토‘ ’
의 민주주의자들의 견해와 토의 왜곡 이 나타난다는 비판이 상존한다‘ ’ . 
따라서 독립 변수로 학습 수준과 토의 환경을 포함해 의견 변화에 대한 , 
숙의 과정의 학습 효과와 이견 노출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논문은 유형에 따라 의견 변화의 메커니즘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의사 형성이 학습의 결과라면 의견 선회는 의견 교환 즉 토의 . , 
환경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는 사안에 관한 의견 형성 여. 
부에 따라 학습과 토의 과정의 영향력이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론조사 이전에 판단을 유보 하거나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한 사람들, ‘ ’ ‘ ’
은 중단 재개 의 의견을 밝힌 사람들에 비해 사안에 관해 판단할 만큼의 ‘ / ’
지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수준이 영향력이 두드러지. 
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의견 선회는 사안에 관한 지식 증가보다 .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다른 의견을 들으면서 사안에 관한 판단 계
기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첫째 유형을 면밀히 구분함으로써 공론  , 
조사 의사변경의 결정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 
론조사의 타당성에 관한 비판은 그것의 숙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
과 연관한다 이준웅 예컨대( 2017; Mutz 2005; Price and Neijens 1998). ,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지식수준 증가와 같, 
은 인지적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지 아니면 의견 교환 과정의 사회적 압
력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조작화의 어려. 
움 충분한 경험적 비교 사례 부족 등의 문제와도 연관하지만 본 논문은 , , 
다른 메커니즘을 거치는 의사변화를 동일하게 측정해 이러한 문제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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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공론조사의 의사변화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른 숙의 과정의 함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 최근 공론조  . 
사를 둘러싼 난제 중 하나는 어떠한 이슈가 공론조사로 진행돼야 하는‘
가 이다 예컨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의 여론조사 방식으로 시’ . , 
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이해관계가 , 
첨예한 갈등적 사안을 공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으로써 질적으로 향
상된 정치적 판단을 도출하려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공론조사의 . 
숙의 효과를 묻는 질문으로 환원된다 정보제공과 의견 교환의 과정을 . 
거친 후 측정한 의사는 학습 효과가 반영된 의사인가 혹은 상대편의 의? 
견을 충분히 고려한 상호정당화의 효과가 반영된 의사인가 그렇지 않? 
고 의견 교환 과정에서 나타난 토의 왜곡이 일어난 의사인가 또한 이, ? 
러한 효과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이, 
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의사 유형을 구분해 숙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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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2 
  

공론조사는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가상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형성할 것인지를 측정하는 일종의 실험 조사다 공론화 과정에서 . 
일어난 의견 변화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까닭이다 특히 토의 정. 
치의 규범성과 당위성에 관한 연구가 일찍이 진행돼온 데 반해 실증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공론조사의 도입 및 확산이 비교적 최근의 일. 
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치학적 접근의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
렵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신고리 호기 공론화 과정을 중심으로 공. 5·6
론조사의 의견 변경을 분석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
에 본 주제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학문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의견 변화 유형을 나누어 의견 변  
화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했다 기존 논문에서 의견 형성과 의견 선회. 
는 모두 의견 변화가 일어난 경우로 같은 동인에 의한 결과로 설명된다‘ . 
만일 유형을 구분했을 때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달리 나타난다면 공론, 
조사의 의사 변화 계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실증적 검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이후 공론조사를 정, 
치 과정으로 시행 활용하는데 정책적 함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최근 한, . 
국에서 공론조사를 진행하고 논란이 된 부분은 결국 공론조사 결과를 어
떻게 바라보아야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공론조사 전후 의견 . 
변화의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일반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의 결과가 
정말 다른지 그렇다면 공론조사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과연 숙의의 결, 
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나아가 본 작업. 
은 토의민주주의 특히 일반 시민 숙의의 유효성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 
수 있다(Fishkin and Lusk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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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논문의 구성3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된   .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우선 신고리 사례를 중심으로 공론조사 제도를 . 
살펴본 후 공론조사 전후 의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
론적 경험적 논의들을 정리한다· . 

세 번째 장에서는 공론조사 전후 의견 변화 메커니즘을 엄밀하게 살펴  
볼 수 있는 연구방법과 분석틀을 제시한다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 
하는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분석 대상 및 종속 변수 독립변수를 설명할 , 
것이다 앞 장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의견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가설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 
델을 설정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자료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가설 검증  , 

과 이에 대한 정치학적 의미를 해석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본 논. 
문을 요약 정리하고 연구 함의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 ,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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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기존 연구 검토2 

제 절 공론조사 디자인1 

공론조사는 양질의 여론을 측정하고자 제임스 피시킨  (James S. 
이 제안한 숙의 기제다 표피적 의견를 묻는 일반의 여론조사와 Fishkin) . 

달리 학습 과 토의 과정을 거친 후 숙고한 의견‘ (learning)’ ‘ (deliberation)’ 
을 측정한다 이는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considered opinion) . 

숙의적 공공자문 과도 차이를 보인다(public consultation) (Fishkin et al. 
대표적으로 시민 배심원 플래닝 셀2000; Smith 2012). (citizens' jury), 

합의 회의 시나리오 워크숍(planning cells), (consensus conference), 
이 이에 해당한다(scenario worksup) . 

기법 내용

시민배심원
(citizens' jury)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증인과의 질의응답을 통
해 숙의를 진행

플래닝 셀
(planning cells)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보
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

합의 회의 
(consensus 
conference)

소규모 집단의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고 이후 정책 이슈, 
에 관한 합의된 결론을 도출.

시나리오 워크숍
(scenario 
workshop)

시나리오와 워크숍의 혼합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이용 참여자들이 토론을 . 
통해 공동의 비전과 행동계획을 설정. 

표 숙의기반 공공자문 기법 [ 2-1] 

  출처: 심준섭 외 Fishkin et al. 200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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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를 거쳐 참여 주체들이  , 
동의하는 단일한 합의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한편 공론조사는 숙의 과정 . , 
전후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변화된 의견를 확인한다 이러한 특. 
성은 공론화 과정에 모집단을 대표할만한 상당한 규모의 시민 참여를 가
능하게 한다 이전까지 숙의와 포괄성은 상충되는 관계로 이해돼왔다 포. . 
괄적일수록 즉 참여 규모가 커질수록 충분한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 ,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공론조사는 유사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대표. , 
성을 갖춘 참여자를 구성한다 그리고 모집단을 대표하는 상당한 규모의 . 
참여자들이 학습과 토의를 거치면서 숙의의 조건을 충족한다. 

이러한 조건을 실현하는 조사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  . 
집단에서 무작위 표본추출을 시행해 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두 번째 1 . 
단계에서는 차 조사에서 나타난 일반시민의 의견 분포와 인구통계학적 , 1
특성을 고려해 공론화 과정의 참여자를 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표성. ‘
을 갖춘 시민들 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공론조사의 포괄성 조건을 실현’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자에게 이슈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과 . 
근거를 균형 있게 적시한 자료집을 제공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참여, 
자를 일정 장소에 소집한다 이때 네 번째 단계로 소그룹 토의를 포함해 . , 
관련 전문가 발표와 시간을 갖는다 일반의 여론조사와 달리 양질Q&A . 
의 균형적 정보와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로 숙의 과. 
정이 끝나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 
시행한다 스탠포드대학교 숙의민주주의연구소 즉 공론조사는 모( 2018). , 
집단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균형 잡힌 정보 와 토의 할 기회를 가진 후‘ ’ ‘ ’ , 
이들의 의견 및 그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조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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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용

차 조사1 모집단의 무작위 추출 표본 대상 여론 조사 

공론조사 
표본 선정

여론 조사 기반 의견 분포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고려
공론조사의 표본 선정

정보 제공 학습 사안에 대한 양질의 균형적 정보를 담은 자료집 제공1)

소그룹 토의 및
전문가 질의응답

중재자 참여 하에 (moderator) 
소그룹으로 나눠 사안에 대한 토의 진행
토의 결과의 질문을 토대로 전문가와 질의응답 시간 

차 조사4 최종 조사 참여자들의 의견 및 변화 측정: 

표 공론조사의 진행 절차[ 2-2] 

정치적 평등 과 숙의 를 모두 실현하는   (political equality) (deliberation)
공론조사는 최종 조사 결과의 수용성과 정당성을 높인다 대표성을 갖춘 . 
시민들의 토의 과정은 반사실적 공론장(a counter-factual public space)
을 구현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이 정책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면 어, 
떤 의견이 형성될지 를 보여준다(what people would think) (Fishkin 1991: 

즉 공론조사의 결과는 실체적 여론형성 과정을 실현해 입2003: 2009). , 
법 및 정책 결정에 권고적 효력 을 행사할 수 있다(recommending force) .
  
  

1) 신고리 공론조사의 경우 자료집 배부와 함께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 
과정도 포함됐다E-Lear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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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학습과 상호 설득2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일어난 의견 변화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 
다. 토의민주주의자들은 공론조사 전후 발생하는 의견 변화(opinion 

를 학습 과 상호 설득 의 결과로 설change) (learning) (mutual justification)
명한다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상세하고 균. 
형적인 사실 과 양측의 논거 를 인지하고 이해할 기회를 (facts) (reasons)
갖는다 즉 학습과 토의 과정이 시민들로 하여금 신중하고 균형적인 의. ‘
견 을 형성할 계기가 된다는 것(considered, reflective, balanced opinion)’
이다(Fishkin 1991, 2009; Fishkin and Laslett 2003; Fishkin and Luskin 
2005; Fishkin et al. 2000, 2002; Luskin et al. 2002; Smith 2012).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시민들이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무  
지 하다고 간주한다 보통 사람들은 일(rationally ignorant) (Downs 1957). 
상에서 정치적 논제를 고민하고 이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진지하게 이, 
야기하기 어렵다 논의할 시간을 갖더라도 한정된 그룹 내에서 나와 비. , 
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선택적으로 대화하며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가 다수다 이는 공중 이 형성될 여지를 제한한다. (the public) (Dewey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공적 문제나 공통의 이해를 발견할 사회적 1954). 
조건이 부재한 현실이다. 

즉 오늘날 담론 환경은 시민들이 진정한 의견 을   , ‘ (authentic opinion)’
형성하기까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감당하도록 조성돼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시민들은 공적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이해하기보다 사안에 관해 , 
표피적 의견 를 형성하는데 그친다(raw opinion) (Bartels 1996; Popkin 

따라서 일반의 여론조사 결과는 무1992; Lupia and McCubbins 1998). 
지를 노출하기 싫어 표출된 거짓된 의견 일 가능성이 (phantom opinions)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체계적 정보 처리를 통해 판단한 의(Price 1998). , 
견보다 휴리스틱 정보처리의 결과에 가깝다 박원호 안도경 한규섭. , , 

은 어렵고 복잡한 이슈에 대해 정책 선호가 분명하지 않은 유권자(2012)
들은 후보자나 정당을 정보 지름길 로 사용하는 경(information short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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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새로운 정보와 이견을 접하게   

될 때 의견 및 선호의 변환 가능성 이 있다, (will-transformation) (Dryzek 
이때 일어난 의견 2002; Elster 1998; Gutmann and Thompson 2004). , 

변화는 특히 학습 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숙의가 진행될수(learning) . 
록 검토되는 정보와 논쟁의 양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참가자들은 더욱 , ,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이익에 부합하는 의견을 갖게 된다

공론조사 이전에는 사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나(Habermas 1996). , 
학습이 계기가 되어 사안에 대한 가치 지향적 사고(merits-driven 

가 일어난다는 것이다thinking) (Newman 1981; Luskin 1987; Price 
따라서 공론조사는 자신의 이념에 따른 정책선호 형성을 강화하1999). 

여 일관된 정책선호 형성에 기여한다, (single-peakedness) (Fishkin et al. 
2000).

한편 학습과 함께 토의민주주의자들은 공론조사의 의견 변경 계기로   , 
상호 정당성 을 강조한다 이는 엄밀히 사안에 대한 (mutual justification) . 
학습과 구분되는 숙의 효과다 공론조사는 양질의 균형적 정보를 제공할 . 
뿐 아니라 나와 다른 배경 의견 을 가진 사람들과 (background), (opinion)
토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공론조사에서의 토의는 면대면 대화. 

이며 중재자 가 진행을 담당해 숙(face-to-face deliberation) , (moderator)
의가 일어날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참여자들은 토의 과정에서 다. 
른 사람들의 말을 기꺼이 들으려는 합당한 태도를 (willingly) (reasonable) 
갖고 그 결과 서로 이해할 계기 상호성 및 양측 논거에 대, ( , reciprocity) 
한 상호 정당성 이 마련된다(mutual justification) . 

이러한 설명은 반대 의견 노출과 논리적 의견 제시가 양가성  ‘
증가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들과도 연관한(ambivalence)’ 

다 양가성은 어떤 대상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발생한 상. , 
태를 의미한다(Cacioppo et al. 1997; Lavine et al. 1998; Rudolph 2011). 
자신과 다른 의견 대립되는 정보에 노출될 경우 양쪽 의견으로부터 받, ‘
는 압력 이 증가해 내적 갈등이 발생한다 이 경우 확실(cross-pres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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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단을 하고자 추가 정보를 찾게 되며 사안에 관해 보다 신중하고 , 
균형 잡힌 판단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 선거 기간 인터넷 토론 참여자들. 
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반대 의견 노출 정도가 클수록 양가성 
완화가 지연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학습과 상호설득은 피시킨을 포함한 공론조사 사례 연구에서 학습  
수준으로 포괄해 조작화하고 있다 학습 수준이란 공론조사 (learning) . 

전후 참가자의 정책 사안 관련 지식 증가 정도를 말한다 이때 지식 습. 
득은 단순히 정책사안에 관한 사실 몇 가지 를 더 알게 되(just of facts)
었음을 넘어 대안에 대한 논거 타인의 의견 등을 인지하게 됐음을 포함, , 
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학습과 토의를 거치면서 획득한 지식은 관련 .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바라볼 것인가 즉 인지 조직, (cognitive 

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organization) (List et al. 2013; 
즉 학습 수준은 지식 습득과 Neuman 1981; Luskin 1987; Price 1999). , 

상대 논거 이해 즉 상호성의 결과이며 이를 정책 관련 지식수준을 통해 , 
측정한다 그 결과 공론조사 전후 유의미한 의견 변화가 일어났으며 학. , 
습 수준이 주요 결정 요인이었음을 다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Fishkin 
and Luskin 1999; Luskin et al. 1999a: 1999b: 2000: 2002: 2004).      

국내 연구 중에는 최근 심준섭 외 의 논문이 공론조사 사례를 경  (2018)
험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해당 논문에서 학습은 지식 습득 과 상대방에 . ‘ ’ ‘
대한 학습 효과 를 구분해 측정하고 있다 이때 숙의 효과는 차 조사에’ . ‘4
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주관적 응답 을 기준으로 측정했다’ .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지식 습득의 경우 공부 지식 도움 되다‘ , , , , 
모르다 우리 등의 단어들이 중심적으로 나타났으며 상호 설득은 의견, ’ , ‘ , 
다르다 이해 생각 어렵다 다양 등의 단어가 핵심적으로 확인됐다 이, , , , ’ . 
를 통해 숙의 과정이 지식 습득 차원과 별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
들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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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토의 왜곡3 

이와 달리 공론조사의 숙의 결과가 토의민주주의자들의 이론적 기대와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들은 대중의 역량 혹은 토의 .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오히려 토의가 의견 형성에 부정적 결과를 ,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먼저 공론조사를 거치더라도 유의미한 의견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 

는 견해가 있다 일반 대중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관해 건설적으로 . 
논의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토의를 (Shumpeter 1942; Posner 2004). 
통한 결정 과정은 지적 부담이 큰 활동으로 일반 시민이 정치적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다 이에 슘페터는 정치 문제가 대중의 참여를 통해 해결되기보다 선. 
출된 엘리트 정치인을 통해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 
토의 과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설명이 있다 현실에서의 숙의는 사. 
회적 갈등 사안을 해결하는데 무력하다 갈등과 의견 불일치는 애초에 . 
토의가 부족 해서 일어나기보다 이해관계와 권력의 (deliberation deficit)
차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Shapiro 1999; Schmitt 2008). 

즉 이들은 공론조사를 거친다하더라도 토의민주주의자들의 기대에 부  , 
합하는 의견이 측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토의 왜곡, (deliberation 

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distortion) (Mutz 2006; Searing et al 2007; 
왜곡된 결과로서 Sunstein 2000: 2002: 2009; Sunstein and Hastie 2015). 

다수 의견을 향한 동조 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의 우세 가 나타‘ ’ ‘ ’
날 수 있다 즉 토의 과정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정. , 
하기보다 우위 세력 다수나 사회적 우위자 의 의견을 그저 따라간다는 , ( )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수의견을 향한 동조는 다수 의견의 존재를 확인하. 
고 그에 동조하는 의견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다수 의견과 반대되는 의. 
견을 형성할 때 생기는 갈등을 회피하고 다수로부터 동의를 얻기 위함, 
이다 실제 덴마크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에서 순응 현. (Conformity) 
상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토의 과정에 내재된 사회경제(Hans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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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평등이 불가피해 사회적 우위자를 향한 동조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 사회경제적 지(Sanders 1997; Young 2000; Karpowitz et al. 2014). 
위가 높은 자 예컨대 남성 고연령자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 , , 
들에 의해 토의가 지배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따라간다는 것이, 
다.  

한편 극화는 학습과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 의견의 방향이 더욱   , 
강해진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기존 견해를 바꾸는 .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선택적 노출 과 태도 극화 관련 연구들을 통해 ‘ ’ ‘ ’ 
이미 학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공론조사의 학습과 . 
토의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대(Cowan and Baldassarri 2008). 
면토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평판 을 유지하고(social reputation)
자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를 꺼려할 수 있다(Sunstein 2000: 2002: 2009; Sunstein and Hastie 

따라서 해당 집단은 집단 내의 전형적 평균적 개인이 내린 결정2014). , 
보다 더욱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며 토의 결과 구성원 간 의견 차이, 
가 감소하고 극단적 지점으로 의견 수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 
은 정보와 견해에 대한 선택적 수용으로 이어져 학습 과정에서도 자신, 
이 갖고 있는 태도와 부합하는 정보를 더 설득력 있다고 인식한다. 

공론조사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토의 왜곡의 체계적 발생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스탠포드대학교 숙의민주주의센터. (CDD: Center of 

는 의견 동일화 의견 우세Deliberative Demcoracy) ‘ (homogenization)', ‘
의견 극화 로 나눠 다수 및 사회적 우위자에 (domination)' ‘ (polarization)'

대한 동조 극화 현상을 확인하고 있다, (Luski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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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비판적 검토4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론조사의 의  , 
견 변경 결정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 
의견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들이 의견을 바꾼 까닭은 무엇이며 어떻? , 
게 설명 가능한가 특히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차 자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검토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  , 1

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공론조사의 규범성과 당위성에 주목하며 한. , 
국적 맥락에서 토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공론조사의 규범성과 당위성에 주목하며 실제 , 
토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참여자. 
들의 의견 변화 맥락과 내용 계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다 따, . 
라서 본 논문은 신고리 호기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 5·6
메커니즘을 살펴볼 것이다 전 과정에 참여한 명의 차부터 차까지. 471 1 4
의 서베이 데이터와 토의 과정을 기록한 녹취록을 분석 자료로 포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 변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 
수 있다.   
둘째 의견 변화는 의견 형성 과 의견 변경 으로 구분한다 기존의 연  , ‘ ’ ‘ ’ . 

구는 대부분 의견 변화를 판단유보에서 의견을 형성한 경우와 처음과 완
전히 다른 의견을 선택한 경우 모두를 단일하게 파악해 분석을 진행했
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의견 형성과 의견 변경의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 
다고 간주한다 즉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의견 변화 유형에 따라 달리 . ,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학습과 토의가 갖는 효과를 보다 상. 
세히 관찰할 수 있다.
셋째 본 논문은 의견 변화 결정 요인을 학습 수준과 토의 환경으로   ,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이전까지 의견 변화 요인은 학습의 경우 지식 . ‘
습득 수준 으로 한정돼 설명되어온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토의의 ’ . 
중요한 목적인 상대방 의견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 ’
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은 토의 환경에 따른 이견 노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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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을 포함해 의견 변화의 요인을 확인하고 숙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 , 
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신고리 호기 공론조사 사례의 적  ‘ 5·6 ’ 

실성이다 본 공론조사는 차부터 차까지의 공론화 과정에 모두 참여한 . 1 4
시민 명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는 여타의 공론조사 사례를 참471 . 
고할 때 상당한 규모의 표본이다 특히 본 연구자가 공론화 과정에 검증 , . 
보조 위원으로 참여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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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연구 방법과 분석틀 

제 절 연구 질문1 

공론조사보다 공론조사의 공론화 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큼  ‘ ’ , 
공론조사에 관한 심층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 
연구는 공론조사의 의견 변화 를 중심으로 지금의 공론조사가 균형적이‘ ’ ‘
며 숙고한 의견 을 측정하는 기대에 , (balanced and considered opinion)’
맞게 잘 운영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학습 수준과 . 
토의 환경이 의견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적 정치 과정 맥락에서 현실에서의 숙의 가 . ‘ ’
얼마나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 
로 공론조사의 구체적 적용 정책적 함의까지 제시하는 의미를 지닐 수 ,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질문은 다. 
음과 같다.

질문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유의미한 의견 변화가 일어나는가1. ? 
질문 의견 변화는 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2. ? 

학습과 토의 환경 중       
어느 요인이 의견 변화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가       ? 

질문 의견 변화 유형에 따라 이들의 영향력은 달리 나타나는가3. ? 
질문 개인적 특성에 따라 결정 요인의 영향력이 달라지는가4. ?  

이러한 질문을 경험적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공론조사가 숙의 기  , , 
제로서 적절히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공론조사의 활용과 개선에 ,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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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분석틀2 

그림 연구의 분석틀[ 3-1] 

  

  
학습 수준과 토의 환경이 공론조사 전후 의견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검  

토하고자 그림 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 3-1] . 
규범적 당위적 차원에서 공론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그쳤고 의견 , , 
변화 요인을 최종 지식수준 에만 중점을 둔 문제점이 존재했다 의견 변‘ ’ . 
화 역시 판단유보에서 의견을 형성한 경우와 선호를 뒤바꾼 경우를 모두 
동일하게 파악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러나 공론조사 전후 의견 변화는 현실에서의 숙의가 제도 디자인에   ,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의견 변화 요인 역시 지식수준의 증가 뿐 . 
아니라 이견 노출의 영향력까지 면밀히 검토할 때 의견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의견 변화 유형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들의 . 
영향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의견 변화를 의견 형성 과 의견 선회 로 나누어 검토‘ ’ ‘ ’
하고 학습과 토의 환경을 포함해 의견 변화 요인을 살펴볼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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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분석 자료 및 대상3 

본 논문은 신고리 호기 공론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  5·6
다 신고리 호기 공론조사는 한국에서 진행된 여타의 공론조사에 비. 5·6
해 대표성과 숙의성의 조건을 충실히 실현한 사례다 먼저 차 조사는 . 1
모집단을 층화 추출해 총 명에게 시행했으며 공론조사 참여자 역20,0006 , 
시 의견 비율을 반영해 명을 모집했다 년에 재정경제부에서 시500 . 2005
행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공론조사가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거주‘8.31 ’ 
자 명을 대상으로 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중 명을 선정해 분임500 1 , 50
토의를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규모로 공론조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선희 재정경제부 해외 공론조사 역시 미( 2006; 2005). 
국 넥스트 캘리포니아 사례가 명 일본 에너지 환경의 선택 사례가 ‘ ’ 412 , ‘ ’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의 분석 대상은 상당285 , 471
한 규모의 표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고리 사례의 경우 중간 탈락률. 
도 낮은 편이다. 

특히 본 연구는 공론조사의 의견 변화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신고  , 
리 호기 공론조사 전 과정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명의 차 차 서5·6 471 1 -4
베이 데이터와 개조 분임토의 녹취록을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47 . 본 사
례에서 서베이 조사는 총 번에 걸쳐 진행됐는데 차 조사는 만 세 4 , 1 19
이상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대를 (’17.7.31 ) , , 
기준으로 층화확률 추출해 총 명에게 시행했다 이후 조사는 명20,006 . 500
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차 조사는 오리엔테이션 에, 2 (17.9.16)
서 차 조사는 박 일 간의 종합토론회 에서 실시됐다, 3 4 2 3 (17.10.13~15) . ∙
본 연구는 차부터 차까지 모두 참여한 시민 명을 분석대상으로 포1 4 471
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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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주요 변수 설정4 

1. 종속 변수 의견 변화: 

본 논문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난 의견 변화 및 그 요인에 주  
목한다 의견 변화는 유형에 따라 의견 형성 과 의견 . (opinion formation)
선회 로 구분했다 의견 형성은 조사 이전에 해당 (opinion transformation) . 
이슈에 관해 잘 모르겠다 판단을 유보하겠다 고 응답했으나 최종 조사‘ , ’ , 
에서 의견을 갖게 된 경우며 의견 선회는 조사 이전에도 사안에 대한 ,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의견이 달라진 경우를 말한다, . 

다음과 같이 의견 변화 형태를 구분한 까닭은 유형에 따라 의견 변화  
의 메커니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견 형성이 학. 
습의 결과라면 의견 선회는 토의 환경 즉 의견 교환의 영향력이 클 것, , 
이라고 간주한다 이는 조사 이전의 의견 형성 여부에 따라 학습과 토의 . 
과정의 영향력이 달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론조사 이전에 판단 유보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중단 재개 의   , ‘ ’ ‘ / ’
의견을 밝힌 사람들에 비해 사안에 관해 판단할 만큼의 지식 이 부족했‘ ’
다면 이들의 의견 변화는 학습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신고, . 
리 공론화 과정에서 두 집단의 최초 지식수준을 비교한 결과 판단 유보, ‘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한 집단의 지식수준이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 ’ 2.27

수준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의견을 밝힌 집단의 지식수준은 로( 3.02 , 
결과 수준에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test p=0.000 ). 

반면 공론조사 이전에 특정 의견을 나타냈으나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의견을 바꾼 경우는 사안에 관한 지식의 증가가 그 결정 요인이라기보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다른 의견을 들으면서 사안에 관한 판단 계
기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판단 계기는 토의민주주의자들의 주장. 
과 같이 상호 설득 이 일어난 결과이거나 비판론자들의 견해 토의 왜‘ ’ , , ‘
곡 의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견 변화를 의견 형성 과 ’ . ‘ ’
의견 선회 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달리 나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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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는 의견 유지 의견 형성 의견   ‘ ’, ‘ ’, ‘

선회 세 가지로 구분해 측정했다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 . . 
분석대상인 신고리 공론조사에서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호기 건설 ‘ 5·6
중단 여부 에 관한 의견 변화 측정이 핵심이다 해당 의견은 신고리 원’ . ‘
자력 발전소 호기를 건설 중단해야 할지 건설 재개해야 할지에 대해 5·6 ,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는 질문으. ?’
로 물었고 건설 중단 건설 재개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 ‘ ’, ‘ ’, ‘ ’, ‘
다 는 개 선택지가 제시됐다 이때 의견 변화는 최초 조사 차 와 최종 ’ 4 . (1 )
조사 차 의 응답이 같을 경우 판단 유보 잘 모르겠다 에서 의견이 달(4 ) 0, ‘ / ’
라진 경우 건설 중단 재개 에서 의견이 달라진 경우 의 값을 부여했1, ‘ / ’ 2
다.

그림 종속 변수 구분 및 정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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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고리 공론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  , 
단의 의견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차 조사에서 판단 유보 명. 1 161 , 
중단 명 재개 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판단 유보는 명으로 줄었137 , 173 , 15
고 중단 명 재개 명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처음에 잘 모르겠, 191 , 265 . ‘
다 판단을 유보하겠다 고 답했던 시민들은 공론조사 이후 명이 중단, ’ 73 , 

명이 재개를 지지한다고 의견을 형성했다 처음에 중단 혹은 재개 를 81 . ‘ ’
지지했던 시민들 중에 의견을 선회한 경우도 있었다 차 조사에서 중단. 1
을 지지했으나 최종적으로 명이 재개로 의견을 바꿨으며 명은 판단23 , 6
유보를 선택했다 재개 의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발견됐다 처음에 재개. . 
를 찬성했으나 최종 조사에서 명이 중단으로 의견을 선회했고 명은 10 , 2
판단 유보를 결정했다. 

최 종

판단유보 중단 재개 계

최
초

판단유보 7 73 81 161

중단 6 108 23 37

재개 2 10 161 173

계 15 191 265 461

표 공론조사 전후 의견 변화 실태 [ 3-1] 
기준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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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상을 반영해 유형에 따른 의견 변화 실태를 정리하면 아래   
표 와 같다 공론조사 전후 판단유보 중단 재개의 의견을 바꾸지 않[ 4] . , , 

은 의견 유지 가 명이었으며 의견 형성이 명 의견 선회가 명으‘ ’ 276 , 154 , 41
로 나타났다 각각이 의 비율을 보인다. 58.6%, 32.7%, 8.7% .         

의견 변화 유형 빈도수 명( ) 비율(%)

의견 유지 276 58.6

의견 형성 154 32.7

의견 선회 41 8.7

계 471 100

표 유형별 공론조사 전후 의견 변화 실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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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학습 수준과 토의 환경2. : 
 
  의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본 논문에서는 학습 수준과 토
의 환경으로 구분했다 학습 수준은 숙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 
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됐는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 . 
수준은 기존의 정치지식 측정 방식을 참고해 사안에 관련된 주요한 사실

인지 정도를 조작화했다 류재성 (political facts) ( 2012; Luskin 1987; 
Lodge, McGraw and Stroh 1989; mcGraw and Pinney 1990; Smith 
1989; Krosnick and Milburn 1990 1992; Price and Zaller 1990). 

신고리 공론조사에서 참가자들의 원자력발전 관련 지식수준을 파악하  
기 위해 질문한 내용은 아래 그림 과 같다 자료집 내용에 기초해 [ 3-3] . 
총 개 질문을 구성했다8 .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몇 기로 알고 계십
니까?

2. 신고리 호가 위치한 지역은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5·6 ? 
3.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4.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부지 중 사용후핵연료가 가장 많이 보관되, 

어 있는 곳은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준? (2017 )
5.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로 알고 계십

니까 년 세계원자력협회 기준? (2017 )
6.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년 ? (2017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7. 현재 우리나라 전기생산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무

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년 한국전력통계 기준? (2016 )
8. 우리나라에는 년 월부터 영구적으로 운영이 정지된 발전소가 있습2017 6

니다 어느 발전소로 알고 계십니까. ? 

그림 학습수준 측정 설문 문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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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식 문항을 기준으로 학습 수준을 측정했다  . 
먼저 각각의 설문문항의 정답을 로 하고 개 항목에서의 정답을 합산한 1 8
뒤 최종 정답 개수와 최초 정답 개수의 차이를 계산했다 그 결과 참가, . , 
자들의 학습 수준 분포는 표 과 같이 나타난다 공론조사 이후 일[ 3-3] . 
부 학습 수준이 감소하거나 명 변화가 없는 경우 명(7 , 1.49%), (32 , 6.79%)
도 있었지만 이상의 참여자 학습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90%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정값을 가지고 학습 수준을 측정했다. , . 

학습 수준
최종지식수준 최초지식수준( - )

빈도수
명( )

-2 1

-1 6

0 32

1 50

2 94

3 89

4 70

5 58

6 43

7 22

8 6

계 471

표 공론조사 전후 학습수준 분포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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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개의 지식문항을 이용해 공론화 과정의 전반적인 학습 수준을 8
측정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컨대 애초에 지식수준이 높은 개인의 . , 
지식의 증가를 측정할 수 없는 천장효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지식‘ ’ , 
문항의 집합이 관련 정책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액면 타당성‘ ’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신고리를 포함한 원자력 이라는 구. ‘ ’
체적 이슈를 다루고 있어 포괄적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의 문항으, 8
로 정책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질문에 포함된 원자력발전소 수. ‘ , 
신고리 호기 위치 원자력발전 연료 사용후핵연료를 가장 많이 보관5·6 , , 
한 장소 가장 비중이 큰 에너지원 영구정지된 발전소 인지 여부 등은 , , ’ 
제공된 자료집을 기반으로 구성해 학습과 연관된 내용이다 또한 초반의 . 
조사에서 관련 이슈에 관해 높은 지식수준을 가진 시민들이 적었다는 
점2)이 한계를 일면 보완한다 또한 실제 지식 습득 수준을 살펴보면 공. , 
론조사가 진행될수록 지식문항 정답의 개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늘어나, 
는 정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최초 조사에서 시민들은 평균적으로 개8
의 문항 중 약 문제 평균 를 맞췄다 자료집 학습 이후 학습 수준3 ( 2.76) . 
은 종합 토론회 이후 최종 조사에서는 으로 증가해 처음보다 원4.82, 6 , 
자력발전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식습득수준 분포의 변화 추이 [ 3-4] 

2) 차 조사에서 문제를 모두 맞춘 사람은 없었으며 약 참가자들이 문 1 8 , 10%  6
제 이상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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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과정은 공론조사의 의견 변화를 야기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다  . 
앞서 선행 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의는 이견 노출을 통해 양가, 
성 증가 상호 정당성 마련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동조나 극화 등의 토, , 
의 왜곡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제 토의 환경에 따라 . 
의견 변화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때 토의 환. , 
경 변수는 소그룹토의 의견 환경 을 중심으로 측정했다 대면 학습 및 ‘ ’ . 
토의가 이루어진 박 일간의 일정 다수가 소그룹토의 조별로 진행됐기 2 3
때문이다 예컨대 분임토의 외에도 전문가 발표 및 시간 역시 조. , Q&A 
별로 좌석을 배정해3) 조원 간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일어났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그룹토의 의견 환경 은 의견 분포 정도에 따라 다섯 가  ‘ ’
지 환경 중단 지배 중단 다수 동률 재개 다수 재개 지배 로 나눴‘ ’, ‘ ’, ‘ ’, ‘ ’, ‘ ’
다 전체 구성원 중에서 특정 의견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를 초과. 50%
한 경우 중단 혹은 재개 지배 판단 유보를 제외하고 의견 소유자 중에‘ ’, 
서 특정 의견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절반을 초과한 경우 중단 혹은 ‘
재개 다수 그 외 양편의 비율이 동일한 경우를 동률 로 측정했다 이때 ’, ‘ ’ . 
의견은 박 일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의 차 의견을 기준으로 2 3 3
삼았다.  

3) 이는 본 연구자가 신고리 공론조사 연구보조위원으로 참여 관찰한 내용이다 .

토의 환경 빈도수 조( )

중단 지배 6

중단 다수 3

동률 6

재개 다수 26

재개 지배 7

계 48

표 의견 분포에 따른 토의 환경 구성[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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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조사에서 소그룹토의 조 구성은 참여자의 연령 성별 지  , , 
역 찬반의견을 고려해 주최 측에서 임의 배분했다 조별 명씩 총 , . 9-10

개의 분임 조를 구성했다 이때 찬반의견은 최초 조사를 중심으로 배48 . , 
분하였기 때문에 토의가 시작되기 전 차 의견을 기준으로 토의 환경을 , 3
살펴보면 표 와 같이 조별로 의견 분포가 상이해졌음을 확인할 수 [ 3-4]
있다. 
소그룹토의 조의 의견 분포는 토의 과정을 고려할 때 토의 환경을 좌  , 

우할 가능성이 있다 분임 토의는 시민참여들 간 이해를 나누고 쟁점과 . , 
관련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며 추후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에 , 
물을 질문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신고리 사례 역시 공. 
론조사 디자인에 따라 조별로 명의 모더레이터 가 배치돼 토1 (moderator)
의가 진행됐다 모더레이터는 변호사 한국리서치 갈등관련 센터에서 종. , , 
사하는 갈등관리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공론조사 진행에 관해 두 차례 , 
교육을 수행했다 신고리 공론화 백서 그러나 토의 과정에서 모더( 2018). 
레이터의 중재에도 참가자 의견 구성에서 특정 의견이 지배적일 경우 , 
해당 측의 논거가 주로 교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토. 
의 환경 변수를 통해 토의 환경에 따라 의견 변화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지 알아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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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변수   3. 
 

분석의 통제 변수로는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여당 민주당 지  , , , , ( )
지 이념 내적 효능감을 포함했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성을 , , . 

여성을 으로 하는 이분변수로 측정했고 연령은 응답자의 만 나이를 1, 0 , 
기준으로 대 세 포함 대 대 대 대 이상 으로 점 척도로 ‘20 (19 ), 30 , 40 , 50 , 60 ’ 6
측정했다 소득은 만 원 단위로 구분해 만 원 미만 부터 만 원 . 100 ‘100 ’ ‘700
이상 까지 점 척도로 측정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재학 ’ 8 . ‘ , , 
이상 으로 점 척도로 측정했다’ 3 . 

한편 정치 성향은 정치 이슈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개인의 특성  
이다 이념은 유권자 스스로 자신의 이념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매우 진. ‘
보 점에서부터 매우 보수 점까지 점 척도로 측정했다 특히 원자력’ 1 ‘ ’ 5 5 . ‘ ’ 
이슈는 현 정권의 정책과 연관해 응답자의 여당지지여부를 민주당 지지
자는 그렇지 않을 경우 을 부여해 변수로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정치1, 0 . 
효능감은 정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효능감. 
은 정치영역에서 갖는 한 개인의 효능감 과 정치시스템의 반응성에 대‘ ’ ‘
한 평가 두 차원으로 구분한다 본 논문은 전자 내적 ’ (Converse 1972). , 
효능감을 통제 변수로 포함했다 내적효능감은 자신이 정치적 의견결정. “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
의 주관적 지각 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의견 변” (miller et al. 1980), 
화에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 대다수 공공 정책들은 너무 복잡해서 나 . “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나는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 “
고 싶은 내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치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보”, “
통 사람들보다 관심이 많은 편이다 는 세 질문을 사용해 점 척도로 측” 5
정했다 효능감이 높을수록 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 점을 단계적으로 . 5 , 1
부여했다 그리고 세 질문에 대한 응답의 합을 구해 최솟값 점 최댓값 . 1 , 

점을 갖는 변수를 생성했다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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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 가설 및 통계 모형5 

공론화 과정 이후 시민들의 의견이 달라졌다면 그 결정 요인은 무엇  , 
인가 본 연구는 공론조사의 의견 변화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고? 
자 한다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검토에 따라 공론조사 전후 의견 변경이 . 
표피적 의견 에서 정제된 의견 로 (raw, pseudo opinion) (refined opinion)
바뀐 결과라면 이는 토의왜곡이 아닌 사안에 대한 학습과 상호 설득의 , 
결과일 것이다. 

특히 공론조사 전에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나 이후 의견을 형성 한   ‘ ’
경우는 학습 즉 해당 사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결과에 가까울 것이다, . 
오늘날 시민들은 일반의 상황에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무
지해 구체적 이슈에 대해 진정한 의견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공론조사, . 
를 통해 양질의 균형적 정보 를 습득하면서 사안(balanced information) , 
에 대한 신중한 견해 를 형성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considered opinion)
다. 

한편 의견 형성에 대한 학습의 영향력은 토의 환경과 무관하게 유효  , 
할 것이다 즉 참가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학습했다면 의견 형성. , 
의 가능성이나 방향에 토의 환경이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 
토의 환경이 중단 지배적 이라 하더라도 참가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충‘ ’ , 
분히 학습했다면 다수의 의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의, 
견 형성이 중단 으로 치우쳐 나타나는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 ’ . 
서 의견 형성과 관련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의견 형성은 학습의 결과일 것이다1-1. .
학습 수준이 높을수록 의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가설 의견 형성은 토의 환경의 의견 지배도 와 무관할 것이다1-2. ‘ ’ .
토의 조의 특정 의견 지배도가 
의견를 형성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가설 의견 형성에 대한 학습 수준의 영향력은 토의 환경이 달라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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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유효할 것이다.
토의 조의 특정 의견 지배도와 무관하게
학습 수준이 높을수록 의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론조사 전에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었으나 이후 의견  , 
을 선회 한 경우는 학습의 결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 ’ . 
가정은 최초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한 편의 입
장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하
고 있었다고 간주한다 실제 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신고리 호기 . 1 , 5·6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중단 재개 이유 를 밝히고 있으며 이들의 최초 ‘ / ’ , 
지식수준도 무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의견 선회는 단순. 
히 정책 사안에 대한 지식 증가로 나타난 결과라기보다 해당 사안에 대
한 인식의 계기가 달라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기는 이론적 . 
논거에 따르면 학습과 함께 이견에 대한 논거가 확장되면서 나타난 현상
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토의 환경의 영향력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따, . 
라서 의견 선회와 관련된 본 논문의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의견 선회의 가능성은 2-1. 
의견 형성과 달리 학습 수준과 무관할 것이다         . 
학습 수준이 의견를 선회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설 의견 선회는 토의 환경의 의견 지배도 와 무관할 것이다2-2. ‘ ’ .
토의 조의 특정 의견 지배도가 
의견를 형성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가설 의견 선회에 대한 학습 수준의 영향력은 2-3. 
토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특정 의견 지배도가 낮은 환경과 달리
특정 의견 지배도가 높은 토의 환경에서
학습 수준이 높을수록 의견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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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학습 수준과 토의 환경의 영향력이 개인적 특  
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 
면 토의 왜곡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연계한다 토의를 거치면서 남성, . 
에 비해 여성이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즉 사회적 열위 , , 
계층이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 
본 논문은 학습 수준과 토의 환경의 영향력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검증할 연구 분석의 기본 모델은 아래와 같다  . 

의견변화! "#$%&'학습수준%&(토의환경%

&)성별%&*교육수준%&+소득수준%

&,이념성향%&-여당지지%&.내적효능감/

그림 연구 분석 모델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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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기술적 분석 

제 절 공론조사 전후 의견 변화 실태1 
 

의견 변화의 양상1. 
공론조사 전후 전체 의견 분포 변화는 그림 과 같이 나타난다  [ 4-1] . 
명의 차 조사 결과는 건설 중단을 지지하는 비율이 건설 재개 471 1 29% 

판단 유보가 였다 양편의 의견 비율의 차가 로 나타났37%, 34% . 7.64%p
고 이상이 판단 유보 혹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자료집과 이러닝을 , 1/3 . 
통해 학습을 진행한 차 조사 번째 의견 측정 에서는 건설 중단 3 (2 ) 32.4%, 
건설 재개 판단 유보 로 나타났다 양편의 의견 차가 44.37%, 23.14% . 

로 늘어난 반면 판단 유보는 감소했다 종합토론회 마지막 11.89 11.04%p . 
날 실시된 최종 조사에서는 중단 재개 판단유보가 40.55%, 56.26%, 

였다 중단과 재개 차이는 로 늘었고 판단 유보는 차와 차3.18% . 15.71 , 1 3
에 비해 각각 줄었다31%p, 19.96%p . 

그림 공론조사 전후 의견 변화 추이[ 4-1] 

  



- 33 -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형  
성하거나 바꾸는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 의견 변화. 
는 어떤 양상을 띠는가 표 은 최종 의견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다? [ 4-1] , 
시 말해 최종 의견에 따른 최초 의견 양상을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중단. 
을 지지한 명 중 명 은 판단 유보 에서 의견을 형성했고 명191 73 (38%) ‘ ’ , 10

은 재개 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재개를 지지한 명 역시 명(5%) ‘ ’ . 265 161
은 공론조사 이전에도 재개를 지지했으나 명 은 판단 유보(61%) , 81 (31%)

에서 의견를 형성한 경우 명 은 중단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한, 23 (9%) . 
편 공론조사 이후에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 판단을 유보하겠다 고 응답한 ‘ / ’
참가자 명 도 있다 적은 경우이나 그 중 명 은 최초 조사에서는 (15 ) . 8 (1.7%)
특정 의견을 지지 중단 명 재개 명 했으나 공론조사 이후 오히려 잘 ( 6 , 2 ) , ‘
모르겠다 고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  

    

최종 의견 최초 의견 빈도수 유형

판단 유보

판단 유보 7 유지

중단 6 선회

재개 2 선회

계 15 -

중단(191)

판단 유보 73 형성

중단 108 유지

재개 10 선회

계 191 -

재개(265)

판단 유보 81 형성

중단 23 선회

재개 161 유지

계 265 -

합계 471 -

표 의견 변화 최종의견 최초의견 실태[ 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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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참여자의 가 최종적으로 다른   , 42%
의견을 나타냈다 최종 최초의견을 기준으로 명 이 판단 유보에. - 154 (33%)
서 특정 의견을 형성했고 의견 형성 명 은 처음과 다른 의견을 ( ), 41 (9%)
나타냈다 의견 선회 의견 변화는 대체로 의견 형성의 형태로 나타나나( ). , 
의견 선회 역시 양편 의견 모두에서 일정 정도 약 이상 일어났음( 10%) 
을 보여준다.

의견 변화의 시기2.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의견 변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데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학습과 토의 환경이 미친 영향력을 검. 
토하고자 한다 이때 의견 변화의 시기를 살피는 작업은 의견 변화 계기. , 
를 파악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신고리 호기 공론조사의 경우 . 5·6
의견 측정이 총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공론조사가 진행되기 전 차 조3 . 1
사가 진행됐고 개별 학습 이후와 종합토론회 이후 각각 번째 의견이 , 2, 3
측정됐다. 

차1 차2 차3 차4

차 의견 측정1 차 의견측정2 차 의견측정3

의견 변화요인 학습: 

의견 변화요인 학습 토의환경: +

그림 시기별 의견 변화 요인 구분 [ 4-2] 

따라서 의견 변화는 최종적 의견 변화가 아니더라도 시기에 따라 개  , 
별 학습이 진행된 차의 변화 종합토론회 이후의 차 의견 변화로 1-3 , 3-4
구분할 수 있다4) 개별 학습은 참여단 개개인이 공론화위원회 측에서 제. 

4) 예컨대 차시기에 의견을 바꿨다 차시기에 최초 의견으로 돌아온 경우  , 1-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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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자료를 각자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양측의 전문가가 작성한 . 
자료집이 참여단의 집으로 우편 배송됐고 전용 사이트에 입장별로 강, 5
씩 총 강 공론화 전반 강의 강 포함 의 영상이 게재됐다11 ( 1 ) E-Learning . 
따라서 차 차의 의견 변화는 토의 가 포함되지 않은 개별 학습 효과1 -3 ‘ ’ ‘ ’ 
를 나타낸다 한편 종합토론회에서는 박 일 동안 시민참여단이 한 장. 2 3
소 계성원 에 모여 토의를 진행했다 조별로 명씩 분임토의 시간을 가( ) . 10
졌으며 양측 전문가 발표와 세션도 포함됐다 공론조사는 학습과 , Q&A . 
토의를 거친 후 최종 의견 변화 측정을 목표로 하지만 토의를 거치기 , 
전에 차 의견 변화 이미 상당수의 의견 변화가 일어났다면 의견 변(1-3 ) 
화의 요인은 토의 과정보다 학습에 의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번의 조사를 거치면서 약 명 절반의 사람들이   3 50%(235 ), 1
번 이상 의견을 바꿨다 그 중 차에 명 박 일 종합토론회 이후 . 1-3 118 , 2 3

명이 의견을 바꿨다 한편 차 차 모두에서 의견 변화를 겪으며 58 . , 1-3 , 3-4
최초 의견로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었다. 

시기별 의견 변화 여부 빈도수
명( )

비율
(%)차 차1 -3 차 차3 -4

X X 236 50

O X 118 25

X O 58 13

O O 59 13

계 471 100

차와 차의 의견 변화가 없는 경우로 의견 유지가 해당X: (n-1) n , .
차와 차의 의견이 달라진 경우로 의견 형성 선회를 포함O: (n-1) n , / . 

표 시기별 의견 변화 여부[ 4-2] 

최종적 의견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각각의 시기에는 의견 변화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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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종 의견 변화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참여  ,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해 숙고 의 과정을 거쳤음을 짐작할 수 (deliberation)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의견 변화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의견 형성. . 
은 개별 학습 이후 명 종합 토론회 이후 명 로 나타난 64%(98 ), 36%(50 )
반면 의견 선회는 개별 학습 이후 명 종합 토론회 이후 , 49%(20 ), 51%(13
명 로 나타났다 의견 형성이 차 즉 개별 학습 이후에 더 많이 나타) . 1-3 , 
난 반면 의견 선회는 작은 차이라 하더라도 차 종합 토론회 이후 , 3-4 , 
더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최종 차 차(1 -4 ) 
의견 변화유형 

시기별 변화 빈도수
명( )

비율(%)
차 차1 -3 차 차3 -4

의견 고수
X X 236 50

O O 40 9

의견 형성
(154, 33)

O X 98 21

X O 50 11

O O 6 1

의견 선회
(41, 9)

O X 20 4

X O 8 2

O O 13 3

계 471 100

표 유형에 따른 시기별 의견 변화 여부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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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학습 수준과 의견 변화2 
  

본 절에서는 의견 변화에 대한 학습 수준의 영향력이 존재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학습 수준에 따른 의견 변화 양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 .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일어난 의견 변화가 학습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지 이러한 관계는 의견 변화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 
토하였다. 

학습 효과란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사안에 관해 많은 내용을 알게 된  , 
즉 지식습득 수준이 높을수록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신고리 사례에서 학습 수준에 따른 의견 변화 가능성은 그림 . [ 4-3]
을 통해 알 수 있다 학습 수준과 의사 변화 가능성이 명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의견 변화를 종속 변수로 그리. 
고 학습 수준을 독립변수로 삼아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했을 때에도 회귀 
계수는 양의 값 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0.06) , . 
편 학습 수준이 높을 때 의사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최종 조사에서 전에 비해 문제 이상을 맞춘 사람들의 의견 변화 7
확률은 로 평균보다 약 높게 나타났다67.86% , 14%p .  

그림 학습 수준에 따른 의견 변화 가능성[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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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변화 
유형

학습 수준

-2 -1 0 1 2 3 4 5 6 7 8

형성 100 50 22 30 29 28 33 33 37 59 83

선회 0 17 19 12 7 9 7 7 7 5 0

N 1 6 32 50 94 89 70 58 43 22 6

표 학습 수준에 따른 의견 변화 유형의 비율[ 4-4] (%)

그렇다면 의견 변화 유형을 구분할 경우 학습 수준의 영향력은 어떻  , 
게 나타날 것인가 표 에서 학습 수준에 따른 의견 변화 유형의 비? [ 4-4]
율을 살펴보았다 학습 수준의 영향력이 의견 형성과 의견 선회 각각의 . 
경우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의견 형성의 경. 
우 공론 조사 이후 학습 수준이 감소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학습 수준이 , 
높아질수록 의견 형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흥미. 
로운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를 바꾼 사람들의 비율은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 [ 4-4]
의 분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 학습 수준에 따른 유형별 의견 변화 가능성[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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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최종 조사에서 이전에 비해 문제 이상 맞춘 사람들   , 5
중 의견을 바꾼 사람들은 명 중 명에 불과했다 같은 조건에서 의견471 8 . 
을 형성한 사람들이 명이며 각각의 비율은 의견 선회한 사람들 중에53 , 
서도 의견 형성 중 를 차지해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이는 20%, 34% . ,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형성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의 
주요 결정 요인이 달리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종속 변수를 유형을 구분한 의견 변화 로 독립 변수  ‘ ’ , 
를 학습 수준 으로 포함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발견되었다 표 ‘ ’ . [

는 의견 변화 유형을 최종 최초 조사 응답 기준으로 의견에 아무런 4-5] -
변화가 없는 경우 의견 유지 판단 유보에서 의견을 형성한 경우 ‘ (=0)’, 
의견 형성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의견으로 바꾼 경우 의견 선회‘ (=1)’, ‘ (=2)’

로 구분해 단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다 다른 변수들을 . 
통제하지 않을 경우 참가자의 학습 수준은 의견 형성에만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최종 조사에서 최초 조. , 
사에 비해 사안에 관한 지식 문제를 문제 이상 더 맞추었을 경우 의사 1 , 
형성 가능성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표 는 2%p . [ 4-5]
학습 수준의 영향력이 의견 변화 유형에 따라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견 형성에서는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견에 . 
변화가 나타난다는 토의 민주주의자들의 주장을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
다. 

의견 형성 의견 선회

학습 수준
0.11*

(0.05)
-0.13
(0.09)

N 471
Pseudo R-squared 0.0112

표 의견 변화 유형과 학습 수준의 분석 모형[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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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토의 환경과 의견 변화3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해당 정책을 학습할 뿐 아니라 나와 다  
른 배경 및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다 기존의 연구. 
들은 이러한 토의 과정이 의견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토의 민주주의자들은 이를 상호 설득 으로 간주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 ’ , 
왜곡된 토의 효과 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토의 환‘ ’ . 

경과 의견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절에서는 특정 의견의 지배도 에 따라 토의환경을 구분하고 토의  ‘ ’ , 

환경에 따라 의견변경의 가능성 및 형태가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의, 
견변경에 대한 토의환경의 영향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토의 환경
빈도수 조( )

토의 전 토의 후

중단 지배 6 9

중단 다수 3 0

동률 6 4

재개 다수 26 5

재개 지배 7 30

계 48 48

토의 전 차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 환경 구분: 3
토의 후 차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 환경 구분: 4
토의환경의 구분*

중단 재개 지배 중단 재개 의견 소유자 전체 구성원/ : ( / ) / ( ) *100 > 50
중단 재개 다수 중단 재개 의견 소유자 의견 소유자/ : ( / ) / ( ) *100 > 50
동률 중단 의견 소유자 재개 의견 소유자: ( ) = ( ) 

표 의견 분포에 따른 토의 환경 구성[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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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변화에 대한 토의 환경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토의 조 의  , 
견 환경의 구성을 살펴보면 표 과 같다 토의 조는 최초 의견에 따[ 4-6] . 
라 임의 배분하였으므로 학습이 진행되기 전에는 조별로 고른 의견 분, 
포를 보이나 학습 이후 토의 환경이 상이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 , 
저마다 의견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토의가 진행됐고 이러한 의견 환경, 
이 토의 과정 및 의견 변경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토의 조 의견 환경이 토의 전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포 변, 
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배 환경의 비율이 토의 전에 비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토의 전에 특정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환경이 이후. 
에도 바뀌지 않았고5) 다수 환경이 많은 경우 동일한 방향의 지배 환경, 
이 되었기 때문6)이다 그러나 드물게 중단 다수에서 재개 다수 조 로. (26 ) , 
재개 다수에서 중단 지배 조 로 바뀐 조도 있었다(39 ) .   

이는 자신의 의견은 바꾸지 않고 극화 판단 유보자가 다수의 의견에   ( ), 
따른 동조 토의 왜곡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단( ) , 
순히 판단 유보가 줄고 이견 노출에 따른 상호 설득이 발생한 결과로도 , 
해석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토의 환경에 따라 상호 설득이 빈번하게 일어나 의견 변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다수나 사회적 우위자를 향한 동조 등 토의 왜곡의 , 
결과로 의견 변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5) 중단 지배 개 조 조 와 재개 지배 개 조 6 (1, 9, 15, 18, 31, 45 ) 7 (6, 11, 17, 19, 
조 모두 토의 이후에도 같은 방향으로 지배 환경을 유지했다30, 34, 46 ) . 

6) 중단 다수 개 조 중 개 조 조 재개 다수 개 조 중 개 조 3 1 (16 ), 26 18 (2, 3, 4, 
개 조 가 같은 방향7, 14, 20, 21, 23, 24, 25, 29, 33, 36, 37, 41, 43, 47, 48 )

의 지배 환경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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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정 의견 지배도가 강할수록 의견 변화 가능성이 달라지는지   , 
알아보면 표 과 같다 토의과정 중 특정 의견이 지배적이면 의견를 , [ 4-7] . , 
형성하거나 선회할 가능성이 로 유난히 낮았다 이는 지배 환경이 15.2% . 
이미 토의 전에 의견를 형성한 사람들이 많아서 의견 형성 자체가 낮고, 
동시에 특정 의견이 지배적일수록 사안에 관해 비슷한 의견 예컨대 재, ( , 
개 지배 환경의 경우 재개 위주의 이야기 이 오고가면서 의견 변경 가능)
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토의 환경
의견 변화 가능성 
의견형성 의견변경( + )

동률 29.82

다수 28.03

지배 15.20

전체 평균 24.84

표 토의 환경에 따른 의견 변화 가능성 [ 4-7] 

 
보다 구체적으로 토의 환경에 따라 중단 재개로 의견를 형성하거나   , /

변경할 확률이 달라지는지 아래의 그림 를 통해 확인했다 토의 환[ 4-5] . 
경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특정 의견 지배 정도에 따라 의견 형
성 및 변경의 방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박 일 종합토론. 2 3
회 이전에 신고리 중단 여부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고 응답한 사‘ ’
람들의 의견 형성 실태를 살펴보면 토의 환경에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 
의견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함께 토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떤 . 
의견을 갖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재개 로 의견를 형성할 확률‘ ’
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단 다수나 재개 다수 환경 모두에서 재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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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를 형성할 확률이 각각 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각각71.43%, 55.07% . 
의 환경에서 중단으로 의견를 형성할 확률 에 비해 약 28.57%, 37.68%

높다 즉 토의 환경이 의견 형성 의 방향에 일정한 영향력42%p, 17%p . , ‘ ’
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의견을 선회한 의견 변경 에서 토의 환경의 영향력은 의견 형   ‘ ’
성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의견를 선회한 사례 자체가 형성에 비해 미미. 
하나 토의 전에 재개 를 지지했던 사람이 중단 으로 의견를 바꿀 확률, ‘ ’ ‘ ’
은 재개 다수 나 재개 지배 환경보다 중단 지배(3.39%) (2.27%) (5.56%), 
중단 다수 의 환경에서 높게 나타났다 중단 이 재개 로 의견를 (12.5%) . ‘ ’ ‘ ’
바꿀 경우 역시 재개 다수 와 동률 의 환경에서만 나타났(1.37%) (9.52%)
고 중단 지배 중단 다수의 환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경향, , . 
성은 의견 변경에 토의 환경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보여준
다 즉 토의 전에 재개나 중단의 의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견을 바. , 
꾸는 데에는 일정 정도 이상의 이견 노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의견 형성의 비율   [ (%)] 의견 선회의 비율    [ (%)]

그림 의견 변화 유형 방향에 따른 토의 환경 효과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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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토의 환경에 따른 의견 변경 가능성[ 4-8] 

토의 환경 재개 중단 → 중단 재개→ 

중단 지배 5.56(1/18) 0(0/32)

중단 다수 12.5(1/8) 0(0/14)

동률 4.76(1/21) 9.52(2/21)

재개 다수 3.39(4/118) 1.37(1/73)

재개 지배 2.27(1/44) 0(0/13)

전체 평균 3.83(8/209) 1.96(3/153)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특정 의견의 지배 환경보다 다수 환  ‘ ’ ‘ ’ 
경에서 의견 변경이 더 많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재개가 중단으로 의견. 
를 바꿀 확률은 지배 환경에 비해 다수 환경이 약 높다 중단이 재7%p . 
개로 바꿀 가능성 또한 재개 지배 환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재개 
다수 환경에서 로 나타난다 이는 토의 환경이 의견 변경에 일정한 1.37% .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특정 의견 지배가 도드라지면 오히려 해당 의견으, 
로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말한다 이러한 의견 변경 양. 
상은 공론조사 전후 의견 변화에 대한 토의 환경 작동 메커니즘이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토의 민주주의. 
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참여자들이 다수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는 토의 환경에서 특정 의견이 지배적일수. 
록 해당 방향으로 의견를 형성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 
가정한다 그런데 표 과 같이 의견 변경 확률은 중단과 재개 모두 . [ 4-8] , 
지배 보다 다수 환경에서 높게 나타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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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분석 결과 

제 절 의견 변화 메커니즘1 

의견 형성과 의견 선회 1.  

이전 장에서 공론화 과정의 의견 변화는 그 유형에 따라 학습 수준과   
토의 환경의 영향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참가자가 . ,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형성 했다면 사안에 관한 학습 여부가 ‘ ’
주 요인일 것이며 의견을 바꿨다면 토의 환경 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 ‘ ’
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의견 변화를 종속 변수. 
로 학습 수준과 토의 환경을 독립변수로 삼아 회귀모형을 추정했을 때 , 
해당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학습 및 상호 설득의 효과가 
확인되는 것이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에 앞서 표 에서 의견 변화 유형을 구분  , [ 5-1]
해 회귀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알아보았다 의견 변화 유형을 . 
구분하지 않은 경우와 구분한 경우 각각을 종속 변수로 설정한 가지 모2
델을 비교했다 그 결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늘어난 지식수준이 의. , 
견 형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학습 수준의 , 
영향력이 형성과 선회에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 
로 공론조사 이후 학습 수준이 가장 높은 참여자들은 가장 낮은 참여자, 
들에 비해 의견 형성 가능성이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의견 28%p . 
선회에서는 학습 수준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고 방향성 자체, 
도 형성과 달리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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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학습 효과의 발생이 시민들의 합리적 무지 를 전제한다  ‘ ’
는 사실과 연관한다 토의 민주주의자들은 일반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해. 
당 정책 사안에 관해 판단할 만큼의 충분한 지식을 갖기 어려우며 숙의 , 
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전제를 고려할 때 공론조사 이전에 판단을 유보 하거나 잘 모르, ‘ ’ ‘
겠다 고 응답한 사람들은 중단 재개 의 의견을 밝힌 사람들에 비해 사안’ ‘ / ’
에 관해 판단할 만큼의 지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신고리 사. 
례에서 두 집단의 최초 지식수준을 비교한 결과 판단 유보 잘 모르겠, ‘ /
다 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이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 2.27
낮게 나타났다 중단 재개 그룹의 평균은 였다(‘ / ’ 3.02 ).  

그러나 본 분석에서 토의 환경의 효과는 의견 형성과 의견 선회 모두  
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학습 수준을 통제할 경우 토의 조 내 특정 . , 
의견의 지배도와 관계없이 의견 변화가 일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7).   

7) 그러나 기술적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토의 환경의 영향력은 의견 변화의 방 
향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단 과 재개 를 구분한 상태. , ‘ ’ ‘ ’

회귀계수 표준오차( )

의견 변화

형성 선회( + )

의견 변화 유형

형성 선회

학습 수준
0.06 

(0.05)

0.11*

(0.05)

-0.13

(0.09)

토의 환경

기준 동률( : )

다수
0.19

(0.30)

0.16

(0.32)

0.29

(0.57)

지배
0.24

(0.33)

0.18

(0.36)

0.46

(0.61)

상수 -0.87 -1.34 -1.57

N 471 471

Pseudo R-squared 0.0038 0.0122

표 의견 형성과 의견 선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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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수준과 토의 환경의 효과2. 

이러한 기초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분석은 의견 변화를 형  , 
성과 선회로 나누어 진행했다 우선 표 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 [ 5-2]
상태에서 의견 변화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다 유형. 
을 구분한 의견 변화를 종속 변수로 삼고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들을 , 
포함해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단순히 공론조사 전 .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습 수준과 토의 환경의 영향력을 확
인한 결과 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 
단순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된 학습 수준 도 개인의 사회‘ ’
경제적 특성과 정치 성향을 통제할 경우 의견 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끼
치지 않았다. 
오히려 의견 형성의 가능성은 성별 연령 내적 효능감에 따라 달라지  , ,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모두 각각의 평균에 고정했을 때 공. 
론화 과정에서 여성이 의견을 형성할 가능성이 같은 의견을 유지하기보(
다 남성에 비해 높았다 또한 의견 형성 가능성은 젊고 살 기) 11%p . (10
준 내적 효능감이 낮을수록 점 기준 약 씩 상승했다 특히 성별), (1 ) 3%p . , 
연령의 개인적 특성은 숙의 과정이 내적 배제를 야기할 우려와 연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주형 의 논문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2018) , 
토의 민주주의에 제기되는 주요한 비판 중 하나는 토의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Lupia 
and Norton 2017; Sanders 1997; Shapiro 1999: 2017; Walzer 1999; 

예컨대 숙의 과정 이후 나이든 남성은 의견을 바꾸Young 1996: 2001). , 
지 않는데 젊은 여성들의 의견 변화가 빈번히 관찰되었다면 토의 과정, , 
에서 내적 배제가 일어난 결과라고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나이. 
가 많은 남성들이 토의를 지배하고 따라서 젊은 여성이 상대 집단의 주, 
장에 더 쉽게 설득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숙의 과정을 거. 

에서 의견 변화에 대한 토의 환경의 영향력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후 분석에서 ,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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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서 선호의 합이 체계적으로 왜곡될 나이가 많은 남성 쪽으로 의견- , 
으로 쏠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판자들의 설명과 달리 기꺼이 들으려는 태도  ‘
의 차이로 접근할 수 있다 이론적 자원에서 검토한 바와 (willingness)' . 

같이 토의 민주주의자들은 숙의 효과가 일어나는 근저에 상대의 말을 , 
기꺼이 들으려는 합당한 태도가 있다고 말한다(Gutmann and Thopmson 

그런데 개인적 특성에 따라 숙의 과정에서 듣는 태도 에 관해 차2004). ’ ‘
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학습 및 토  
의 환경의 효과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개인적 특성이 공론화 과정에서 어떠한 영. 
향력을 끼치는지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다 만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다면 학습 및 숙의의 효과가 특정한 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결과, 
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숙의 과정이 왜곡된 토의 효과 를 유발하. ‘ ’
는지와 연관한다 즉 특정한 개인의 특성이 학습 및 토의 환경의 효과를 . ,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지 이후의 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한편 의견 선회에 대한 영향력은 어떠한 변수들에서도 유의미한 효과  , 
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 , 
견 선회의 방향에 따라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론조사 이후 중단에서 재개로 의견을 선회한 사람들과 재, 
개에서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사람들의 이유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 의견 선회는 방향을 구분해 독립변수들의 영향
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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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 표준오차( )

의견 변화 유형

의견 형성 의견 선회

학습 수준
0.08

(0.05)
-0.15
(0.09)

토의 
환경
기준( :

동률)

다수
0.34

(0.34)
0.38

(0.58)

지배
0.42

(0.38)
0.63

(0.62)

사회
경제적
특성

성별 남성( =1)
-0.58**

(0.22)
-0.38
(0.35)

연령
-0.15*

(0.09)
-0.12
(0.13)

교육 수준
0.14

(0.19)
0.29

(0.32)

가구 소득
-0.05
(0.06)

-0.12
(0.09)

정치 
성향

진보 보수 -
이념성향

-0.22
(0.15)

-0.15
(0.24)

여당지지
0.37

(0.24)
-0.04
(0.39)

내적 효능감
-0.16***

(0.04)
-0.10
(0.06)

상수 2.17 0.91

N 471
Pseudo R-squared 0.0604

표 의견 변화 메커니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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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특성과 학습 효과3. 

먼저 아래의 표 은 학습 효과와 각각의 특성들 사이의 상호작용  [ 5-3]
항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 [ 5-3]
모델에 제시되었듯이 성별과 학습 효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 
았으며 연령과 내적효능감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리 나타났다, . 

우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견 형성과 선회 모두에서 학습 효과의 영향  
력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층 대 대 의 경우 학습 수준이 높. , (40 -60 )
아질수록 의견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흥미로운 부분은 청년층. 

대 의 경우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견 형성 확률이 낮게 나타났(2-30 )
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중장년층은 사안에 관해 알게 될수록 의견을 . 
형성하는데 청년층은 기존 의견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의견 , . 
형성의 경우 최초 조사 대비 최종 조사에서 문제 이상 더 맞춘 경우5 , 
중장년층의 의견 형성 확률이 청년층에 비해 더 높아졌다. 

또한 내적 효능감이 낮을 때 의견 선회에서 학습 효과의 영향력이 높  
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낮은 내적 효능감이 의견 선회에 대한 학습 . 
효과를 유의미하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내적 효능감은 자신. ‘
이 정치적 의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 지각 을 의미한다 따라서 ’ (Converse 1972). 
내적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숙의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와 의견을 마주
할 때 이를 학습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의견 선회로 이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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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 표준오차( )

모델1 모델2 모델3

형성 선회 형성 선회 형성 선회

학습 수준
0.08

(0.07)
-0.13
(0.12)

-0.31*

(0.17)
-0.07*

(0.28)
0.23

(0.29)
0.64
(0.46)

토의 
환경
기준( : 

동률)

다수
0.34

(0.34)
0.37

(0.58)
0.31

(0.34)
0.32

(0.58)
0.34

(0.34)
0.38
(0.58)

지배
0.42

(0.38)
0.62

(0.62)
0.39

(0.38)
0.57

(0.62)
0.42

(0.38)
0.60
(0.63)

사회
경제적 
특성

성별 남성( =1)
-0.48
(0.52)

-0.21
(0.92)

-0.63**

(0.22)
-0.46*

(0.36)
-0.59**

(0.22)
-0.42
(0.36)

연령
-0.15*

(0.09)
-0.12
(0.14)

-0.63**

(0.22)
-0.74
(0.31)

-0.15*

(0.08)
-0.12
(0.13)

교육 수준
0.14

(0.19)
0.29

(0.32)
0.17***

(0.20)
0.34

(0.34)
0.14

(0.19)
0.29
(0.32)

가구 소득 
-0.05
(0.06)

-0.12
(0.09)

-0.06
(0.06)

-0.13
(0.09)

-0.05
(0.06)

-0.13
(0.09)

성별 학습 수준×
-0.02
(0.11)

-0.04
(0.18)

연령 학습 수준×
0.09*

(0.04)
0.13*

(0.06)

내적 효능감 학습 수준×
-0.10
(0.02)

-0.05*

(0.03)

정치 
성향

진보 보수 -
이념성향

-0.22
(0.15)

-0.15
(0.24)

-0.22
(0.15)

-0.16
(0.24)

-0.21
(0.15)

-0.12
(0.24)

여당지지
0.37

(0.24)
-0.04
(0.39)

0..38
(0.24)

-0.02
(0.39)

0.37
(0.24)

-0.01
(0.39)

내적 효능감
-0.16***

(0.04)
-0.10
(0.06)

-0.16**

*

(0.04)

-0.11*

(0.06)
-0.10
(0.11)

0.15
(0.16)

상수 2.12 0.83 4.24 3.59
N 471 471 471

Pseudo R-squared 0.0623 0.0704 0.0641

표 개인적 특성과 학습 수준의 상호작용 모형[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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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선회 방향과 토의 환경 4. 

한편 의견 선회는 공론조사 전후 어느 방향으로 의견를 바꿨는지를 구  
분해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표 의 첫 번째 모델은 중단, . [ 5-4]
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 재개로 의견을 바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1, 
으로 측정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값이며 두 번째 모델0 , 

은 재개에서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으로 1, 0
측정해 동일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다 분석 결과 양측 방향 모두에서 . , 
토의 환경이 의견 선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개 의견이 지배적인 토의 조에서 숙의 과정을 거친 , 
사람들이 중단 지배 토의 조보다 재개 로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 ’ 19%p 
높았다 중단으로 의견을 바꿀 확률 역시 재개 의견이 다수였던 토의 조. 
보다 중단 지지가 지배적이었던 토의 환경에서 더 높게 나타났‘ ’ 7.4%p 
다 이는 의견 형성과 달리 선회의 경우 토의 환경 의 영향력이 클 것이. ‘ ’
라는 본 논문의 가설을 재확인한 결과다 한편 중단에서 재개로 의견을 . , 
바꿀 가능성은 학습 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최종 조사에서 지식습득 . 
수준 단위 문제 이 이전에 비해 증가할수록 의견 선회 가능성은 ( : 1 ) , 3%p 
하락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한편 재개로 의견을 바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지며 내적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 . 
으로 보수적일수록 점 척도 재개로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씩 상, (5 ), 18%p
승했다 즉 최초 조사에서 중도 의견을 가졌던 참가자들 중 매우 진보적. , 
인 사람들은 재개로 의견을 거의 바꾸지 않는데 비해 매우 보수적(2%), 
인 사람들은 약 가 재개로 의견을 바꾼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80% . 
성은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사람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단으로 . 
의견을 바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가, 
구 소득이 낮았다 대졸자의 가 의견을 바꿨다면 중졸 이하의 사람들. 2% , 
은 고졸자는 가 의견을 바꿨다 소득 수준의 경우 가구 총소0.2%, 0.7% . 
득이 높을수록 만원 단위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약 감소했다(10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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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 표준오차( )

의견 선회 방향

중단이 재개로 선회 재개가 중단으로 선회

학습 수준
-0.34*

(0.17)
-0.07
(0.20)

토의 
환경
기준( :

중단
지배)

중단 다수
2.09

(1.73)
1.41

(1.13)

동률
1.77

(1.41)
-

재개 다수
1.70

(1.23)
-2.62*

(1.12)

재개 지배
2.55*

(1.33)
-2.05
(1.44)

사회
경제적
특성

성별 남성( =1)
-0.10
(0.57)

-1.50
(1.10)

연령
0.05

(0.29)
0.03

(0.35)

교육 수준
0.11

(0.63)
1.33*

(0.66)

가구 소득
-0.08
(0.16)

-0.76*

(0.32)

정치 
성향

진보 보수 -
이념성향

1.36**

(0.46)
-0.75
(0.59)

여당지지
-0.96
(0.62)

0.15
(1.05)

내적 효능감
-0.31**

(0.12)
-0.08
(0.19)

상수 0.19 1.32
N 131 150

Pseudo R-squared 0.3402 0.3737

표 의견 선회 방향을 구분한 다항 로지스틱 모형[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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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토의 왜곡과 의견 선회2 

그런데 토의 환경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달라지는 의견 선회 의 경우   ‘ ’
여전히 상호 설득 이 아닌 왜곡된 토의 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 ’ ‘ ’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스탠포드대학교 숙의민주주. 
의센터 의 연구 방법을 인용해 (CDD: Center for Deliberative Democracy)
해당 사례에서 왜곡된 토의 효과가 체계적으로 나타났는지 추가적 분석
을 진행했다. 
  스탠포드대학교 숙의민주주의센터(CDD: Center for Deliberative 

는 토의 왜곡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의견의 균일Democracy) ‘
화 찬반 의견의 양극단화 의견 극화(homogenization)', ’ ( , polarization)', 
특정 사회경제적 계층에 의한 토론 의견의 지배 의견 우세‘ ( , 

의 발생을 측정하고 있다 먼저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토의 domination)' . 
조 내 의견 편차 가 전보다 감소했다면 의견의 동질화 가 일어났다고 ‘ ’ , ‘ ’
말한다 의견 극화는 조별 의견의 평균값이 토의를 거치면서 견해가 온. 
건해지거나 다양해져서 중도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견해의 방
향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토의 후 조별 의견의 평균. 
값이 해당 토의 조에서 지배적인 의견의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로 규정했
다 평균이 스케일의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지배 방향으로 움. 
직였다면 이를 의견 극화 로 간주했다 의견 우세 는 해당 조의 의견 평‘ ’ . ‘ ’
균값이 토의 전 사회적 우위에 있는 집단 의견 평균의 방향으로 움직였
는지 여부로 측정했다 토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회적 우위에 있는 . 
집단 예컨대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남성의 의견 방향으로 , 
체계적인 의견 변화가 있다면 이를 사회적 우위자를 향한 동조 가 일어‘ ’
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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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동질화1. 

의견 동질화 즉 다수에 대한 동조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다수   , , 
조에서 해당 현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개 조 중 개 조에서만 토의 . 48 4
조 내 의견 편차가 줄었다 이들 조 가운데에서도 동질화가 토의 전 다. ‘
수 의견 의 방향으로 일어난 경우는 조에 불과했다 개 조 중 조와 ’ 2 . 48 9

조가 이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 조는 토의 전에는 중단이 명 재개16 . 9 6 , 
가 명 판단 유보가 명이었으나 토의 후 중단이 명 재개가 명으로 3 , 1 8 , 2
나타났다 조의 경우 토의 전에는 중단이 명 재개가 명 판단유보가 . 16 4 , 3 , 
명이었는데 토의 이후 중단이 명 재개가 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2 , 7 , 2 . 

들을 제외한 조들에서는 의견 편차가 증가했으며 의견 동질화 보다 의, ‘ ’ ‘
견 다양화 의 경향성을 확인했다’ .   

의견 극화2. 

집단 극화는 선스타인 이 대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Cass Sunstein) . 
집합적 숙의의 과정이 토의민주주의자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참여자들의 
전체적인 견해를 더욱 극단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숙의의 . 
과정을 거치면 견해가 온건해지거나 다양해져서 중도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장 그 중에서도 특히 극단적 견해의 방향으로 참여자, , 
들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견 동질화

관찰 가능성 평균 표준편차( )

0.08 0.03 (0.02)

표 토의 환경의 의견 동질화[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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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사례의 경우 개의 조  , 16 8)에서 의견 극화를 확인했다 그 중 중. 
단 방향으로 극화가 일어난 조가 개이며 나머지 개 조는 재개 방향3 , 13
으로 극화가 발생했다 절반 이상의 조에서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 . 
공론조사가 반드시 양극단화를 조장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 긍
정적이다. 

의견 우세3. 
의견 우세는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기준  , , 

으로 우세 현상이 나타났는지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개의 조에서 남성 . 16
우세 개 조에서 대졸자 우세 개 조에서 고소득자 우세 경향성이 발, 17 , 14
견되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남성 대졸자의 의견으로 따라간 경우는 . 

개 조로 나타났다 즉 의견 우세 역시 의견 극화와 같이 일부 조에서 17 . 
그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토의 환경이 체계적으로 의견 , 
우세를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다.  

8) 구체적으로 중단 방향으로의 극화는 조 조 조에서 일어났고 재개 방 9 , 16 , 31 , 
향으로의 극화는 조에서 나3, 4, 15, 21, 23, 24, 29, 33, 34, 36, 41, 43, 48
타났다. 

의견 우세

남성 대졸자 고소득자 모두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0.33
0.09

(0.07)
0.35

0.10
(0.07)

0.29
0.09

(0.06)
0.33

0.08
(0.05)

표 토의 환경의 의견 우세[ 5-7] 

의견 극화

관찰 가능성 평균 표준편차( )

0.33 0.10 (0.06)

표 토의 환경의 의견 극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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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상호 설득과 의견 선회3 

다시 말해 토의 조에 따라 일부 의견 극화나 특정 계층의 우세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숙의 과정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일어난 토의 , 
왜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견 선회에 대한 토의 환경의 영향력. 
은 비판자들의 주장과 같이 토의 왜곡 의 결과라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 ’
있다. 

본 논문은 토의 환경에서 적절한 이견 노출 수준이 마련될 경우 반대  , 
측 의견에 대한 양가성이 증가하면서 의견 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토의 환경에 따른 양측 의견에 대한 태도 . 
변화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토의 전후에 양측의 의. “
견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를 물었다 해당 질문을 중심으로 표 과 ” . [ 5-8]
표 에서 공감 정도의 차이가 토의 전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 5-9]
봤다.

해당 표를 보면 의견 환경에 따라 공감 정도의 차이에 체계적인 변    , 
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개 의 의견. ‘ ’
을 갖고 있던 사람이 중단 측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가 재개 다수나 
동률의 환경에서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이견 노출에 따. 
른 심리를 설명하는 양가성 으로도 설명가능하다 즉 이견 ‘ (ambivalence)’ . 
노출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양가성이 발생한다 이때 양가성의 증가는 새, . 
로운 정보와 다른 의견에 노출됐을 때 사람들이 선택적 노출을 해 양가, 
성을 완화하고 의견 극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반하는 증거로써 매우 흥
미로운 발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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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환경

토의 전(T2 의견별 중단 입장 공감 정도) 

판단 유보자 중단 지지자 재개 지지자

T2 T3 차이 T2 T3 차이 T2 T3 차이

동률 4.6 4.4 -0.2 6.38 6.05 -0.33 3.10 3.35 0.15

중단다수 5.31 5 -0.31 6.24 6.43 0.20 2.91 3.46 0.52

재개다수 4.90 4.78 -0.12 6.44 6.37 -0.07 2.90 3.09 0.23

전체평균 4.91 4.75 -0.16 6.37 6.35 -0.03 2.92 3.17 0.26

표 중단 입장 공감 정도의 변동[ 5-8] 
단위 점 점 척도: (7 )

토의 
환경

토의 전(T2 의견별 재개 입장 공감 정도) 

판단 유보자 중단 지지자 재개 지지자

T2 T3 차이 T2 T3 차이 T2 T3 차이

동률 5.27 6.13 0.87 2.95 3.45 0.50 6.24 6.29 0.05

중단다수 5.15 4.92 -0.23 3.00 3.18 0.18 6.27 6.19 -0.08

재개다수 4.92 5.26 0.34 3.14 3.23 0.09 6.35 6.36 0.01

전체평균 5 5.33 0.35 3.07 3.25 0.23 6.33 6.33 0

표 재개 입장 공감 정도의 변동[ 5-9] 
단위 점 점 척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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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결론 및 논의 

제 절 요약 및 정리1 

어렵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어떻  ‘ , 
게 풀어낼 것인가 는 정치학의 오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이전까지 이’ . 
러한 문제는 주로 각자의 선호를 잘 집합하는 방식으로 접근돼왔으나, 
최근 토의 민주주의 의 숙의적 방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토의 민주‘ ’ . 
주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 제공과 의견 교환을 통한 상호정당화 
과정에 중점을 둠으로써 선호의 단순한 집약이 아닌 형성과 변환을 추, 
구한다 그 중 공론조사는 대표성과 숙의의 조건을 실현해 토의민주주의. , 
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대표적 숙의 기제다 학습과 토의할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숙의 효과 를 반영한 의견을 측정하고 공적 결정의 질 향상을 , ‘ ’
목표한다. 

그런데 공론조사가 토의민주주의자들의 기대와 같이 숙의 효과 를 반  ‘ ’
영한 의견을 측정하는지 그렇지 않고 왜곡된 토의 현상 을 야기하는지, ‘ ’
에 관해서는 여전히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참여. ‘
자들이 의견을 달리했다면 그 결정 요인이 무엇일까 본 논문은 이러한 , ?’ 
질문에 답하고자 신고리 호기 공론화 과정을 중심으로 관련 차 자료5·6 1
들을 분석했다 독립 변수는 학습 수준과 토의 환경을 포함해 숙의 과정. , 
의 학습 효과와 이견 노출 효과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검. 
토한 결과 공론조사의 의견 변화는 지식 습득에 의한 학습과 의견 교환 ,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견 노출의 결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이. 
견 노출의 결과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한다 토의민주주의자들. 
은 의견 교환이 상호 설득 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반면 비판론자들‘ ’ , 
은 극화나 동조 의 토의 왜곡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 .

분석 결과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의견 변환의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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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었다 최종적으로 참가자의 약 절반이 의견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 
다른 의견으로 바꾸는 양상을 보였다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이러한 의. 
견 변화 유형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었다 의견 형성의 가능성이 학습 . 
수준에 따라 달라졌다면 의견 선회는 토의 환경 즉 이견 노출 수준의 , ,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숙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참  , 
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중단 혹은 재개 로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 ’
다 다만 의견 형성의 경우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치적 성향을 통. 
제할 경우 학습 수준의 독립적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흥, . 
미로운 부분은 참가자들의 연령대에 따라 학습 수준의 효과가 달리 나타
났다는 점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의견 형성 가능. 
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중장년층 대 에서만 확인되었을 뿐(4-60 ) , 
청년층에서는 학습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의견 형성할 가능성이 낮아
졌다 이에 따라 학습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청년층의 의견 형성 비율. 
이 더 높게 나타나나 최종 조사에서 문제 이상 더 맞춘 경우 오히려 , 5
중장년층의 의사 형성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현실에서의 토의가 숙의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몇 가  
지 조건을 상기한다 먼저 학습이 의견 형성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 참가. , 
자들은 이전에 자신의 가치관과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 그런데 청년층의 경우 중장년층에 비해 가치관과 이해관계 . 
정립이 덜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양, 
편의 균형적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할수록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혼란스러
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본 논문이 분석한 신고리 건설 중단 은 여러 . ‘ ’
내용이 복잡하게 얽힌 사악한 문제 기 때문에 공론조사 중에서도 이러‘ ’ , 
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의견 선회의 가능성은 토의 공간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에 많이   , 
노출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
다 예컨대 최초 조사에서 중단을 지지한 사람이 재개 의견이 지배적인 . , 
토의 환경에서 숙의 과정을 거칠 경우 재개로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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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배 환경에서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토의 환경의 영향력은 재개 의. 
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학습 수준의 경우 의견 형성과 달리 학습 . 
수준의 개별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적 효능감과의 ,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 선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으로 학습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의견을 달리 바꾸지는 않으나 내적 , 
효능감이 낮을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상승했다.   

그런데 토의 환경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달라지는 의견 선회 의 경우   ‘ ’
여전히 상호 설득 이 아닌 왜곡된 토의 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 ’ ‘ ’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피시킨의 방법을 인용해 해. 
당 사례에서 왜곡된 토의 효과가 체계적으로 나타났는지 추가적 분석을 
진행했다 총 개 조 중에서 의견 동질화가 일어난 그룹은 전체의 . 48 8%, 
의견 극화가 특정 계층의 우세가 약 로 관찰되었다 다시 말해 33%, 33% . 
토의 조에 따라 일부 의견 극화나 특정 계층의 우세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숙의 과정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일어난 토의 왜곡이라고 , 
보기 어렵다.   

정리하자면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습 및 이견 노출 효과의 양태가 달  , 
라지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습 및 상호 설득의 효과에 의해 의견 변, 
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 사. 
이에서 학습과 의견 교환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각각 의사 형성과 선회
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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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함의2 

이 논문은 년에 진행된 신고리 호기 공론화 과정을 중심으로 공  18 5·6
론조사 의사 변화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간 선행연구에. 
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가설과 새로운 종속 변수 기준을 제시하였으
며 그 측정 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 진행,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이론적 규범적 차원에서 이. , 
야기되어 온 토의 과정의 의미 를 경험적 차원에서 살핌으로써 토의의 ‘ ’ , 
현실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공론조사의 의의와 한계 가능성과 개선점을   ,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 및 상호 설득. 
이 일어났으며 따라서 의견 형성과 선회가 각각 발생했다는 결과를 통, 
해 공론조사의 숙의 효과를 확인했다 다시 말해 공론조사의 숙의 과정. , 
이 단순한 선호 집약 정치 과정과 달리 의견 형성 및 변환 과정에 기여‘ ’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과 상호 설득의 효과가 개인적 특성에 따. 
라 강화 혹은 약화될 수 있다 예컨대 연령대가 낮을 경우 복잡한 사안. , 
에 관해 자신의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높은 학습 수준이 의견 형성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성적이. 
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숙의 과정의 절차가 결국 특정한 사회문화
적 자본을 축적한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도 연관한다
김주형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 2018; Walzer 1999). 

토의 과정에서 해당 집단의 충분한 공중 형성을 장려할 (critical mass) 
필요가 있다 지금의 토론 공간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Smith 2009). 
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일정 시간 동안 소수, 
자들 간에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이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이해관계
를 발견하고 구체화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공론조사를 거치면서 의견 변화가 일어나야만 토의 과정에 의미  , 
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태도의 질이 높아지면서 토의와 결정에 . , 
대한 정당성이 마련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발견이 이견 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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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아질 때 양가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중단 지지자가 재개 다, . 
수의 토의 환경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더라도 재개 측 의견을 이
해하고 그에 대한 공감 정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는 추후 연, . 
구를 통해 의견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공론조사의 숙의 효과
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여러 주제에 관한 공론조사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사안에 따른 숙의 효과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대의 민주주의의 위  , 
기가 끊임없이 거론되는 한국적 정치 과정의 맥락에서 공론조사는 시민
의 질적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정당성을 확보할 보완적 절차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후 지속적 연구를 통해 공론조사 나아가 토의 민주주의가 한. , 
국의 정치 과정에 어떻게 자리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 64 -

참 고 문 헌

김원용 공적 이슈에 대한 효과적 국민의견 수렴수단으로서 공론. 2003. “
조사 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 ) (deliberative poll) .” 公論調査 『
총 집11 , 209-232.』

김주형 숙의와 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공론화위원. 2018. “ : 
회 현대정치연구 제 권 제 호.” 11 3 . 69-103. 『 』

류재성 정치이념의 정책선호 결정에 있어 정치지식의 역할. 2012. “ .” 
한국정치연구 집 호21 2 . 53-86.『 』

박원호 안도경 한규섭 제 대 대통령 선거의 경제민주화 쟁점에 · · . 2013. “ 18
대한 실험설문 프레이밍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집 : .” 22 1『 』
호. 1-28.

심준섭 정흥상 김광구 공론화 과정 참여자들의 숙의 경험 프레임 · · . 2018. “ : 
분석의 적용 한국정치학회보 제 권 호.” 27 2 . 193-219.『 』

유홍림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조건 토의정치 의 제도화 조흥. 2014. “ : ‘ ’ .” 
식 외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정책 대안 서울 서울대. . : 『 』
학교출판문화원.

윤지성 이견 노출에 대한 인식이 후보지지 변경에 미치는 영향. 2017. “ : 
제 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집 호18 .” 26 1 , 『 』
127-156. 

이상신 대 대선과 태도극화 한국정당학회보 집. 2013. “18 .” 12 , 『 』
217-242.

이준웅 공론조사 주제적 적용의 범위와 방법론적 타당성 한국. 2017. “ .” 
조사연구학회 학술 대회, 1-9. 

정효명 미디어와 대인토론의 정치적 태도변화에 대한 영향 정치. 2011. “ : 
적 이견노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집 호.” 45 5 , 『 』
243-272. 

Ackerman, Bruce A. and James S. Fishkin. Deliberation Day. 2004.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 65 -

Bartels, Larry M. 1996. Uninformed Voters: Information Effects in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1), 
194-210. 

Cowan, Sarah K., and Delia Baldassarri. 2018. “It could turn ugly: 
Selective disclosure of attitudes in political discussion networks.” 
Soical Networks 52, 1-17.

Dewey, John F. 1954. The public and its problems. Chicago: The 
Swallow Press.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Collins.

Dryzek, John. 2002.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lster, Jon, ed. 1998.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shkin, James S. 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Democratic Refor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________. 2009. When the People Speak: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Fishkin, James S. & Peter Laslett, eds. 2003. Debating Deliberative 
Democracy. Oxford: Blackwell.

Fishkin, James S. & Robert C Luskin. 2005. “Experimenting with a 
Democractic Ideal: Deliberative Polling and Public Opinion.” Acta 
Politica. 40-3: 284-298.

Fishkin, James S. & Robert C Luskin & Jowell, R. 2000. “Deliberative 
polling and public consultation.” Parliamentary Affairs. 53-4: 
657-666.

Fishkin, James S., Baogang He, Robert C. Luskin, and Alice Siu. 
2010. Deliberative Democracy in an Unlikely Place: Deliberative 
Polling in Chin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 435-448.



- 66 -

Fishkin, James S., Robert C. Luskin and Kyu S. Hahn. 2017. 
“Deliberative Distortions? Homogenization, Polarization, and 
Domination in Small Group Deliberations.”. 1-50. 

Green, Melanie C., Penny S. Visser and Philip E. Tetlock. 2000. 
“Coping with Accountability Cross-Pressures: Low-Effort 
Evasive Tactics and High-Effort Quests for Complex 
Compromi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11): 
1380-1391.

Gutmann, A. & Thompson, D. 2009. Why deliberative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Habermas, Jürgen.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trans. William 
Rehg. Cambridge: The MIT Press.

Karpowitz, Christopher F., Tali Mendelberg and Lee Shaker. 2014. 
Gender Inequality in Deliberative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6(3), 533-547.

Lupia, Arthur and Mathew D. McCubbins. 1998. The Democratic 
Dilemma: Can Citizens Learn What They Need To Know?. 
Cambridge University Press.

Luskin, Robert C. 1987. Measuring Political Sophistication. American 
Jounal of Political Science 31, 856-899. 

Luskin, Robert C., Fishkin, James S., and Roger Jowell. 2002. 
“Considered Opinions: Deliberative Polling in Britia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455-487. 

Mutz, Diana. 2006.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pkin, Samuel L. 1991. The Reasoning Voter: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in Presidential Campaig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rice, V. & Neijens, P. 1998. “Deliberative polls: Toward improved 



- 67 -

measures of “informed” public opi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2: 142-175.

Sanders, Lynn M. 1997. “Against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25(3), 
347-376.

Searing, Donald D., Frederick Solt, Pamela. J. Conover, and Ivor 
Crewe. 2007. “Public Discussion in the Deliberative System: Does 
it make better citizen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 
587-618.

Schumpeter, Joseph Alois. 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s.

Shapiro, Ian. 1999. Enough of Deliberation: Politics is about interests 
and power. Deliberative Politics: Essays on Democracy and 
Disagre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31.

Smith, Graham. 2009. Democratic Innovations: Designing Institutions 
for Citizen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mith, Graham. 2012. Deliberative Democracy and mini-publics. 
Evaluating democratic innovations: curing the democratic 
malaise? Routledge, London. 90-111.

Sunstein, Cass R. 2000. “Deliberative Trouble? Why Groups Go to 
Extremes.” The Yale Law Journal 110(1), 71-119.

_______________. 2002. “The Law of Group Polarization.”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0(2), 175-195.

_______________. 2009. Going to Extremes: How Like Minds Unite 
and Divid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unstein, Cass R. and Reid Hastie. 2015. Wiser: Getting Beyond 
Group think to Make Groups Smarter. Boston: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Young, Iris Marion. 2000. “Democracy and Justice.” Inclusion and 
Democracy, 16-51.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68 -

Zaller, J.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고 자료
신고리 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호기 공론화 백서 숙의5·6 . 2018. 5·6 : 

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 동 위원회, . .



- 69 -

Abstract

Why people change their 

opinion on Deliberative P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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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thesi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factors 
lead the opinion change on deliberative polling. Especially it 
tried to clarify whether the opinion-change was the result of 
'learning or reciprocity' as the deliberative democrat expected or 
'deliberative distortion'. The independent variables supposed to 
have impacts on the opinion change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learning levels and deliberation settings. Unlike other 
prior studies,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form of opinion 
change into 'opinion formation' and 'opinion transformation' 
showing different mechanisms.
  The results show that learning level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opinion formation, unlike opinion 
transformation. Opinion formation was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deliberative settings. On the other hand, this influenc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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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ed or weaken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paper has empirically verified that the 
deliberative polling measures opinions reflecting the effects of 
deliberation in the deliberative polling about the construction of 
Shingori 5·6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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