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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숙의가 참여자의 생각 틀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

는 이를 토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다루

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공론화 과정에서의 토의 과

정이 참여자들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토의 과

정의 어떠한 요인들이 참여자들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 이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두 가지 질문

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인지사회학에서의 인지적 연상에 의한 연

결망 모델과 인지적 스키마에 관한 논의를 기반으로 숙의에서 나

타나는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을 진행한다. 토의 과

정이 생각 틀 변화의 핵심 요인임을 밝힌 후, 생각 틀 변화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토의 과정의 여러 상호작용 양상(행위-

포용-환경)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토의 과

정의 행위-포용-환경 차원의 상호작용 양상이 숙의 참여자의 생각

틀의 조직화의 정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숙의 참여자들

의 생각 틀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RCA(Relational

Class Analysis) 방법론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신

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토의 과정

이후 참여자들의 생각 틀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는 방향으로 변화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조직화의 정도에 변함없는 참여자

와 조직화의 정도가 감소하는 참여자 또한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이는 숙의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 않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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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참여자들의 생각 틀이 상대적으로 체계화되는 방향으

로 조직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론화 과정에

토의 과정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한다. 토의 과정의 상호작용 양상이 올바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현실에서도 숙의민주

주의의 이상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주요어 : 공론화 과정, 숙의, 생각 틀(구조) 변화, 토의 과정의 상호작

용 양상, 인지적 연상에 의한 연결망 모델, 인지적 스키마

학 번 : 2018-2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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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숙의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열린 토론을 바탕으로 참여의 질을 

높여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이자 현실적인 방법

론이다(임동균, 2018). 공론조사는 숙의민주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고

안된 여러 가지 도구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민참여형 

조사는 Fishkin의 공론조사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숙의에 참여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토의 전후로 물어본 후, 최종의견의 비율과 변화

를 고려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의 숙의 민주적 방법이다(임동

균, 2018).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와 관련하여 시행된 시민참여형 조사 이후, 사회적 갈등을 해결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시민참여형 조사를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다. 다양

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공공 갈등들이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의 위기

를 초래함에 따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새로이 모색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시민참여형 조사가 문제를 타개하

기 위한 해법 내지는 모델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김주형, 2018).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여러 공론화 과정에 진정한 숙의 효과가 

있었는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특히 숙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

인 토의의 측면에서 숙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들이 숙의민주

주의를 부정적 또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의들은 인지적 왜곡의 문제, 배제 및 불평등의 문제, 한국적 

문화 또는 맥락의 문제 등이 진정한 숙의가 아닌 왜곡된 숙의로 이끌어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도리어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여러 공론화 사례들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구심이 지속적

으로 표출되고 있는 데에는 토의 과정의 숙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경험

적인 측면에서 면밀하게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토의 과정의 

숙의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의견 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인지적인 차원의 

논의, 즉 제약(constraint)의 차원에서의 생각 틀(혹은 구조) 변화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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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생각 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토의 과정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

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다수의 공론화 

관련 연구들이 이론적 차원 또는 규범적 차원의 논의에 그치고 있음에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 경험적 차원의 논의 또한 의견 내용 변화 양상

에 집중하거나 텍스트 분석을 통한 프레임 분석에 집중하는 정도에 머물

러 있음에 기인한다. 그러다 보니 토의 과정으로부터 나타난 숙의 효과

가 진정한 숙의 효과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토의의 숙

의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결

국 이와 같은 의구심은 숙의에서 나타나는 토의 과정의 생각 틀 변화 메

커니즘에 대한, 나아가 토의 과정 그 자체에 대한 경험적 차원의 논의가 

축적될 때에서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숙의에서의 토의 

과정이 참여자들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토의 과정의 

어떠한 요인들이 참여자들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

는 신고리 5·6호기 사례를 중심으로 숙의에서의 토의 과정이 참여자의 

생각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숙의와 생각 틀, 숙의와 토의 과정 사이의 관계

를 밝히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한다. 인지사회학(cognitive sociology)에서의 

인지적 연상에 의한 연결망 모델(associative network model)과 인지적 

스키마(cognitive schema)에 관한 논의를 기반으로 생각 틀의 개념과 구

성, 짜임 방식, 생각 틀의 변화 메커니즘 등을 살펴본 후 숙의에서 나타

나는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을 진행한다. 토의 과정이 생각 

구조 변화의 핵심 요인임을 밝힌 후, 생각 구조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토의 과정 요인들에 대한 탐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토의 과정 요인들을 상호작용 양상을 중심으로 행위(말하기, 듣기, 의견 

교환하기)-포용(존중, 평등, 공정)-환경(이견 노출, 동종성)의 차원으로 재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토의 과정에서의 행위-포용-환경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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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양상들이 숙의 과정 참여자들의 생각 구조의 조직화(혹은 체계

화; organization) 정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숙의 과정 참여자들

의 생각 틀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RCA(Relational Class 

Analysis) 방법론을 이용하고자 한다. RCA 방법론을 이용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 구조를 연

결망의 형태로 시각화하고자 한다. 이후 생각 구조의 차별적인 구조적 

패턴의 짜임 양상을 중심으로 생각 틀의 유형을 나눈 뒤, 조직화 정도를 

중심으로 한 생각 구조 간의 전이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

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

들의 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숙의에서의 토의 과정 및 토의 과정의 상호작용 양상이 생각 

구조를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연구 결과, 토의 과정 이후 참여자들의 생각 구조가 체계적으로 조직

화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조직화의 정도가 변

함없는 참여자들도 여전히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조직화의 정도가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경우 또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님을 시사

한다. 그러나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이 올바른 방식으로 잘 작

동한다면 참여자들의 생각 구조가 상대적으로 체계화되는 방향으로 조직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분임 지식수준을 제외한 토의 과정에서의 상

호작용 양상이 적어도 생각 구조의 조직화를 낮추는 방향으로는 잘 작동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숙의 과정에 토의 과정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이 보

다 올바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숙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

면, 우리의 현실에서도 숙의민주주의의 이상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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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 1 절 숙의와 생각 틀, 숙의와 토의 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

 

숙의는 동등한 지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개인들 사이에서 공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토의이다(Estlund and Landemore, 2018; Bächtiger, 
Dryzek, Mansbridge and Warren, 2018). 숙의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전제한다(Myers and Mendelberg, 2013). 첫째, 숙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등해야 한다.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관점을 목소리 낼 기회와 다른 참

여자의 관점을 들을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숙의에 참

여한 사람들은 차별되는 능력과 지위를 갖지 않아야 한다. 참여자들은 

숙의가 이뤄지는 공간 안에서 서로 동등해야 한다. 셋째, 숙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참여자들에게 

무슨 입장이든 말할 자유와 채택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보통 숙의

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 온전히 실현될 때 ‘이상적인’ 숙의 상황이 마

련될 수 있다고 흔히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 가지 전제조건이 오늘날의 현실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그 결과 긍정적인 숙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숙의를 향한 많은 비판과 우려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숙의 

공간 내부의 동학(dynamics)으로부터 발생하는 왜곡된 토의의 문제가 여

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주형, 2018). 이 문제의 핵심은 

비합리적인 집단 동학에 따른 인지적 왜곡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숙의 참여자의 선호 형성 과정에 왜곡을 야기한다는 데 

있다(김주형, 2018). 인지적 왜곡의 문제는 토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의 입장이나 편견, 선입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유의

미한 의견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을 지적한다(김주형, 2018). 집합적 숙

의 과정이 참여자들의 견해를 기대와 달리 극단화시킨다는 집단 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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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olarization) 문제(Sunstein, 2002)가 인지적 왜곡의 대표적인 예다

(김주형, 2018; 오현철, 2018).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숙의의 과정에서 의

견 변화가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이 변화는 특정한 사회·경제·문화 자

본을 축적한 집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토의가 진행된 결과라는 점을 지적

한다(김주형, 2018). 이 문제의 핵심은 숙의 과정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

집단을 배제하는 결과를 의도치 않게 낳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Young, 1996; Sanders, 1997; Karpowitz, Mendelberg and Shaker, 2012; 

오현철, 2018). 숙의가 추구하는 평등이 아직 널리 공유되지 않은 여러 

문화적 가정들을 되레 감출 수 있기에, 아무리 평등한 숙의 환경이라 할

지라도 소수자에게는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다(Myers and 

Mendelberg, 2013).1)

한편, 숙의를 향한 날선 비판과 거듭된 우려를 잠재우고자 하는 논의 

또한 다양한 경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숙의 공간 내

부 동학과 관련하여 제도 장치와 이견 노출이 집단 극화를 방지할 수 있

다는 경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Esterling, Fung and Lee, 2015; 2019; 

Strandberg, Himmelroos and Grönlund, 2019). 특히 공론조사에서는 극화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다양한 공론조사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Luskin, Fishkin and Hahn, 2007; Sunstein, 2002). 불평등에 

따른 차별과 배제 문제는 다양한 의사소통 형식 허용(Polletta and 

Gardner, 2018)과 적절한 의사결정 규칙 사용(Karpowitz, Mendelberg and 

Shaker, 2012)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 사례가 보고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숙의가 여러 방면에서 유의미한 의견 변화 등을 이끌 

수 있음을 입증하는 다양한 경험 사례들이 숙의 과정, 맥락, 결과, 효과

를 다루는 수많은 연구로부터 축적되고 있다(Myers and Mendelberg, 

2013). 다만 이와 연관된 적지 않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숙의를 향

한 기나긴 논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왜냐

하면 이상적인 숙의 상황의 현실화 가능성과 긍정적인 숙의 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험 연구 결과를 다시 반박하는 또 다른 

1) 이에 더해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이 숙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임동균과 이상아(2017)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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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Farrar et al, 2010; Wojcieszak, 

2011; 2012). 

다른 한편, 숙의를 향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탐구되

지 않은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하나는 제약(constraint)의 측면에서 숙

의를 바라보는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토의 과정 그 자체의 측면에서 숙

의를 바라보는 접근이다. 먼저, 제약의 측면에서 숙의를 바라보는 접근

은 인지적 차원에서 숙의가 참여자의 생각 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주로 살핀다. 이를 통해 이 접근은 숙의가 참여자의 생각 구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과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

악하고자 한다. 이 접근은 어떠한 의견 내용(content)에 관심을 두기보다 

의견 내용을 도출하는 인지 차원에 큰 관심을 두는데, 숙의가 이끄는 의

견 변화 효과를 한층 추상적인 차원에서 탐구하기 때문에 보다 내면의 

의견 변화 효과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이 접근의 중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토의 과정 그 자체의 측면에서 숙의를 바라보는 접근은 

숙의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의 과정에서 숙의의 전제조건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찰한다(Myers and Mendelberg, 2013). 그

리고 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양상이 참여자의 숙의 효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핀다. 숙의민주주의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Goold, Neblo, Kim, Vries, Rowe and Muhlberger, 2012), 과정에 기반하

여 숙의의 질을 흔히 판단하는데(Ackerman and Fishkin, 2004), 이 접근

의 중요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도출된다. 

하지만 크나큰 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두 접근은 경험적 탐구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접근보다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어 온 경향이 있다. 

어쩌면 이상적인 숙의 상황의 현실화 가능성과 긍정적인 숙의 효과의 실

현 가능성이 여전히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두 접근에 대

한 연구가 아직까지도 미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두 접근에 대한 연구가 수많은 경험 사례를 통해 축적될 때에서야 비로

소 이상적인 숙의 상황의 현실화 가능성과 숙의 효과가 지닌 긍정적 또

는 부정적 효과가 온전히 탐구될 수 있고 판단될 수 있으리라는 것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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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약의 측면과 토의 과정 그 자체의 측면에서 숙의

를 바라보는 접근을 토대로 지난 연구들이 간과하고 놓쳐 온 빈 공간을 

채워나가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두 접근이 야기하는 숙의 효과

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상적인 숙의 상황의 현실

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진행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부터는 논의의 초점

을 숙의와 생각 틀, 숙의와 토의 과정으로 축소하고자 한다. 먼저 숙의

와 생각 틀에 관한 선행 연구부터 차례대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숙의와 생각 틀

숙의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의견 내용의 변화 양상에 주된 논의

의 초점을 맞춰 왔다. 이 논의들은 참여자가 어떤 내용(content)을 의견

으로 제시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태도, 선호, 

이념적 지향 등을 파악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왔다. 그러나 내용의 측면

에서 벗어나 제약(constraint)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태도를 바라볼 필요성

이 Converse(1964)에 의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태도 구조(attitude 

structure), 신념 체계(political belief system)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

지적 측면의 생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Im, 2014). 그리고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사람들의 생각 틀에 숙

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 연구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

했다(Gastil and Dillard, 1999; Strugis, Roberts and Allum, 2005; Mackie, 

2006; List, 2007; Gastil, Black and Moscovitz, 2008; Arnold, 2012; 

Mercier and Landemore, 2012; List, 2018). 

먼저 숙의가 참여자의 생각 구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두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두 가지 입장은 태도가 

조직화된 정도의 관점에서 숙의 효과를 바라보는 입장(Gastil and Dillard, 

1999; Strugis, Roberts and Allum, 2005; Gastil, Black and Moscovitz, 

2008; Arnold, 2012)과 태도 연결망(attitudinal network)의 관점에서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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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바라보는 입장(Mackie, 2006; Ganuza, Francés, Lafuente and 

Garrido, 2012)으로 대표된다. 태도가 조직화된 정도의 관점에서 숙의 효

과를 바라보는 입장은 숙의가 생각 틀의 통합(integration) 및 차별화

(differentiation) 기제를 강화함으로써 태도의 조직화된 정도를 증가시킨

다고 주장한다(Gastil and Dillard, 1999; Gastil, Black and Moscovitz, 

2008; Arnold, 2012). 특히, Gastil과 Dillard(1999)는 항목들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correlation)을 중심으로 태도의 조직화된 정도를 살핀다.2) 그러나 

Strugis, Roberts와 Allum(2005)은 항목들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이 숙의 

이후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변화 없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또

한 있음을, 밝힌다. 태도 연결망의 관점에서 숙의 효과를 바라보는 입장

은 여러 태도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태도 연결망의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의견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입장(Mackie, 2006)과 

숙의의 초일상적인 힘이 태도 연결망에서의 변화를 야기함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도 의견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나눠진다(Ganuza, 

Francés, Lafuente and Garrido, 2012). 
한편, 참여자의 생각 구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선

행 연구로는 List(2007; 2018)의 논의와 Mercier과 Landemore(2012)의 논

의가 대표적이다. List(2007; 2018)는 숙의가 논의 대상에 대한 공통 이슈 

차원과 구조적 차원을 찾도록 참여자들을 유도함으로써 이들을 단봉선호

(single-peaked preference)로 나아가게 한다고 주장한다. Farrar 등(2010)

은 공론조사에의 참여가 숙의 참여자를 단봉선호로 이끔을 발견함으로써 

List(2007; 2018)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Mercier와 

Landemore(2012)는 주어진 전제를 지지하는 또는 반대하는 주장을 모으

고 평가하는 ‘사고하기(reasoning)’의 메커니즘이 참여자들을 숙의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생각 틀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논의로는 Gastil과 

Dillard(1999), 그리고 Arnold(2012)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2) 이들은 이러한 연관성의 증가가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의 증가를 의미
한다고 해석한다(Gastil and Dillard, 1999; Gastil, Black and Moscovitz, 2008; Arnol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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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의 상호성, 즉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이 생각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여 말하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의 정당화된 입장을 듣기를 요구하는 숙

의에서의 토의 과정이 참여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생각 구조를 바꾸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참여자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토의 과정에서의 상

호작용 양상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이 양상은 바람직한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이 양상은 참여자의 생각 틀 변화에 어떠한 방식으

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접근이 바로 토의 

과정 그 자체의 측면에서 숙의를 바라보는 접근이다. 

2. 숙의와 토의 과정

토의 과정 그 자체를 다루고자 한 지금까지의 여러 선행 연구들은 규

범적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선행 연

구들이 숙의의 중요한 상호작용 양상으로 참여 기회의 평등, 정보 이해, 

다른 견해 고려, 상호 존중, 이성적 합리성, 의견 조정성, 경청하기, 개방

성, 사회 정체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Moy and Gastil, 2006; 노성종·민

영, 2009; Knobloch, Gastil, Reedy and Cramer Walsh, 2013; Myers and 

Mendelberg, 2013; 최윤정·이종혁, 2012; 박근영·최윤정, 2014; 이종

혁·최윤정·조성겸, 2015; 이범준·조성겸, 2015; Gastil and Black, 

2018; Morrell 2018; Batalha, Niemeyer, Dryzek and Gastil, 2019), 이러한 

양상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시도되고 있지 않다. 

이는 복잡미묘한 집단 역동은 풍부하면서도 지저분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사리 포착되기 어렵다는(Gibson, 2011)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인

한다(Kim, 2016). 사정이 이러저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토의 과정이 숙

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물음은 잘 다루지 않게 되었

으며(Wojcieszak, 2012), 이에 따라 토의 과정 그 자체를 향한 관심은 마

치 블랙박스와 같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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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6).

그러나 관계적 차원에 대한 관심으로의 전환 이후3), 상호작용 양상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논의들이 여러 맥락에서 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숙

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을 따르는 논의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

했다(Karpowitz and Mendelberg, 2007; Schneiderhan and Khan, 2018; 

Himmelroos and Christensen, 2020). 토의 과정 안에 관계적으로 위치된

(situated) 숙의의 여러 상호작용 양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찬찬히 살펴보

는 작업이 숙의 효과 탐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Schneiderhan and Khan, 2018; Sprain and 

Black, 2018; Kuhar, Krmelj and Petrič 2019). 특히 Sprain과 Black(2018)

은 ‘숙의적 순간(deliberative moment)’4)을 개념화함으로써 토의 과정

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의 중요성에 대한 최근의 강조에도 불구

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는 여전히 드문 상황이다

(Schneiderhan and Khan, 2008; Sprain and Black, 2018). 

약간의 연구들을 간략하게나마 검토해보자면, Sprain과 Black(2018)은 

숙의의 중요한 세 가지 상호작용 양상으로 불일치에 기반한 의견 교환

(reason-giving exchange marked by disagreement), 듣기와 존중(stance 

indicators of listening and respect), 포용(inclusive discourse)을 제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숙의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

해 경험적인 차원의 검토를 진행한다. Schneiderhan과 Khan(2008)은 숙

의의 중요한 두 가지 상호작용 양상으로 의견 교환(reason-giving)과 포

용(inclusion)을 제시한 후, 의견 교환과 포용이 참여자의 의견 변화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한다. Esterling, Fung과 Lee(2015)는 상호 

존중(mutual respect), 이해(understanding), 의견 교환(reason-giving), 정

보 제공(informative session), 의제 중립성(agenda neutrality), 포용과 평

3) 행위자를 관계의 망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Schneiderhan and 
Khan, 2018).

4) Sprain과 Black(2018)에 따르면 숙의적 순간은 자아, 타자, 이슈에 대하여 자각하는 강
렬한 순간, 집단이 대화라는 상호작용에 의해 숙의적 이상에 가까워지는 순간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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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inclusion and equal opportunity for participation)을 기준으로 숙의 과

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을 제외

하고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거의 진행된 바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이다. 상황적 맥락이 행위에 큰 결정력을 가지고 있음(임동균·이상아, 

2017)을 고려할 때, 토의 과정 자체에 대한 연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이

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숙의와 생각 틀, 숙의와 토의 과정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들

을 검토해보았다. 검토 결과, 이전 연구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제약의 관점에서 숙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참여

자의 생각 틀이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양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선행 연구들은 생각 틀의 전체적인 패턴과 구조가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

적으로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생각 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 또한 메커니즘의 전반적인 작동 원리를 보여주기

보다는 부분적인 작동 원리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다. 셋째, 숙의의 

상호성, 즉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슨 

상호작용 양상이 생각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

로 접근하고 검토하는 연구는 여전히 드문 상황이다(Schneiderhan and 

Khan, 2008; Arnold, 2012; Kuhar and Jeznik, 2018; Sprain and Black, 

2018).  

따라서 이 연구는 숙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구조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태도가 조직화된 정도의 관점과 태도 연결망의 관점

을 통합하는 전략을 선택하고자 한다. 전반적인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

을 구성하기 위해 List의 논의와 Mercier과 Landemore의 논의를 확장하

는 전략을 선택하고자 한다.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을 행위-포

용-환경으로 재구성한 후 이를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전략을 선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지닌 세 가지의 한계를 극복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전략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생각 구조의 형태와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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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이 생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기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인지사회학(cognitive sociology)에서의 인지

적 연상에 의한 연결망 모델(associative network model)과 인지적 스키

마(cognitive schema)에 관한 논의를 기반으로 생각 틀의 개념과 구성, 

짜임 방식, 생각 구조 변화 메커니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

Converse(1964)가 정치적 신념 체계(political belief system)를 ‘제약 

또는 기능적 상호의존성의 형태에 의해 묶여 있는 생각(idea)과 태도

(attitude)의 구성’으로 정의한 후, 이에 영향을 받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생각 구조를 연결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Baldassarri and Goldberg, 2014). 생각 구조를 연결망의 관점에서 바라

보는 입장(연결주의자(connectionist) 입장)은 생각 구조를 인지적 연상에 

의한 연결망(associative network)의 형태로 구조화한다(Hunzaker and 

Valentino, 2019). 그리고 이 입장은 인지적 정보 처리 기제인 인지적 스

키마(cognitive schema)5)에 기반하여 연결망이 구조화되는 방식을 설명한

다(Hunzaker and Valentino, 2019).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사람들은 저마

다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생각 틀을 지도의 형태로 그려놓고, 지도에 새

겨놓은 구조적 패턴에 기반하여 생각하고 움직인다. 인지적 연상에 의한 

연결망 모델과 인지적 정보 처리 기제인 인지적 스키마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생각 틀의 구조와 짜임 방식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5)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인지적 스키마는 인지적 차원의 정보 처리 기제(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이다(Strauss and Quinn, 1997; Hunzaker and 
Valentino, 2019).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스키마 이론(schema theory)에서 
주로 사용하는 맥락과는 약간 다른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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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각 틀의 구조와 짜임 방식, 그리고 태도

생각 틀은 기본적으로 개념(concept)들의 인지적 연상에 의한 연결망

(associative network)의 형태로 되어 있다(Hunzaker and Valentino, 2019). 

이 연결망 안에서 개념들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 개념들

은 연결망 안에서 꼭지점(node)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각 

개념에는 대상에 대한 믿음, 선호, 생각 등이 강도(strength)로 반영되어 

나타난다(Mackie, 2006). 의미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연결에 의해 나타나

는데(Goldberg and Stein, 2018; Hunzaker and Valentino, 2019), 연결망에

서는 꼭지점(node) 사이의 연결(tie 또는 link)로 표현된다(Mackie, 2006). 

꼭지점(node) 사이의 연결이 어떤 신호(sign: 부정, 없음, 긍정)와 강도

(strength: 강, 약)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Mackie, 2006) 의미

(meaning)는 관계적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개념 간의 연결 강도가 강할

수록 의미는 선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호의 방향에 따라 의미는 긍정 

또는 부정으로 판단된다(Goldberg, 2011; Baldassarri and Goldberg, 2014; 

Hunzaker and Valentino, 2019). 

생각 구조의 짜임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묶기(lumping)와 나누

기(splitting)를 중심으로 범주화(categorization)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Neuman 1981; Zerubavel, 1996). 묶기(lumping)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개념들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intergration)하고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누기(splitting)는 서로 다른 묶음들을 구분(differentiation)하는 것을 의

미한다(Neuman 1981; Zerubavel, 1996; Arnold, 2012). 생각 구조가 차별

화된 구조적 패턴의 양상으로 연관성 있게 체계적인 방식으로 잘 짜인다

면 그 생각 구조는 상대적으로 잘 조직화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짜임의 양상은 개인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의 이

질적·다차원적인 이전 경험과 지식이 생각 구조의 범주화 양상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Arnold, 2012). 다만 어느 정도는 집단 또는 문화에 

따라 공유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공유된 사회 구조에서의 지난 경험 

때문이다(Hunzaker and Valentin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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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생각 틀의 연결 양상과 짜임 양상에 의해 나타나는 활성화 패

턴이라고 할 수 있다(Fazio, 2007). 태도 대상을 마주하면 연결망 안에서 

태도 대상과 관련된 개념들과 의미들이 연상되고 활성화되는데(Taber 

and Young, 2013), 이 과정으로부터 활성화되는 짜임 패턴이 직접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 태도 대상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개념

(node)의 강도와 의미(link)의 신호와 강도에 따라 활성화되는 패턴의 양

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Mackie, 2006), 이에 따라 태도 또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 틀에 기반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

다(Briñol, Petty and Stavraki, 2019). 이렇게 형성된 태도는 의견 형성에 

영향을 주고(Taber and Young, 2013), 행위(action)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Gastil and Xenos, 2008). 이러한 이유로 태도가 변화하면 변화된 태

도에 맞게 행위 또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Briñol, Petty and Stavraki, 
2019).

2.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

생각 틀은 보통 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ckie, 2006). 묶

기와 나누기 과정에 의해 생각 구조가 공고하게 조직되면 인지적 연상에 

의한 연결망이 견고해짐에 따라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이다(Mackie, 

2006). 

그러나 생각 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보 전달

(information transmission)을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생각 구조

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인지적 차원에서 규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Goldberg and Stein, 2018). 그리고 이러한 생각 틀 변화는 인지적 정보 

처리 메커니즘인 인지의 3중 과정 모델(tripartite process models)에 기반

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eschziner and Brett, 2019).

먼저, Goldberg와 Stein(2018)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관찰하고 이를 해

석하고 평가하는 정보 업데이팅 과정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기존 선호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생각 틀을 바꿀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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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여기서의 해석은 연결망에서의 위치(node 또는 link)에 관찰된 

자극(또는 정보)을 할당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평가는 업데이트된 관찰된 

자극을 평가한 후, 이를 기존 선호와 비교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만약 

기존 선호보다 관찰된 자극의 선호가 높다면 그 선호로 생각 구조는 업

데이트된다. 즉, 관찰 -> 해석 -> 평가의 과정이 개념 사이의 의미 연결

을 바꿈으로써, 이를 통해 구조적 패턴을 바꿈으로써 생각 틀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평가 과정은 인지의 정보 처리 과정에 기반하여 작동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Leschziner과 Brett(2019)에 따르면, 인지의 

3중 과정 모델6)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인지의 3중 과정 모

델에 따르면, 생각 구조는 세 가지의 정보 처리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이 메커니즘은 자동적 인지(autimatic cognition), 숙의적 인지(delibertate 

cognition), 메타 인지(meta cognition)로 구성된다. 자동적 인지는 무의식

적인, 빠른, 자동적인 방식의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의미하고, 숙의적 인

지는 의식적인, 느린, 숙의적인 방식의 정보처리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메타 인지는 관찰하고 평가하는 성찰적 인지를 의미한다. 이 모델에 따

르면, 자동적 인지와 숙의적 인지의 관계는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으며, 

메타 인지는 일치감의 정도(feeling of rightness)를 기반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한다. 

Goldberg와 Stein(2018), Leschziner과 Brett(2019)의 논의를 재구성하여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가정하여 적용해보면 다

음과 같다. 

행위자 A와 행위자 B가 있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A는 B의 행위를 관

찰하게 된다. 이때 A는 메타 인지의 영역에서 다른 행위자의 행위를 해

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갖는다. 이 과정으로부터 A는 일치감의 정도

(feeling of rightness)를 파악하게 된다. 여기서 일치감의 정도는 A의 생

각 구조 안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형성된 행위와 B의 행위 사이의 같

고 다름의 정도에 의해 파악되는데, 만약 일치감의 정도가 높다면 A는 

6) 심리학에서의 메타인지 모델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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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인지(automatic cognition)의 상황에 머무름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유지하게 된다. 반면 일치감의 정도가 낮다면 A는 숙의적 인지

(deliberate cognition)의 상황으로 나아감으로써 자신의 생각 구조를 다시 

평가하게 된다(Leschziner and Brett, 2019). 일치감의 정도가 낮다는 것

은 바로 나의 생각 구조에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각 구조에서의 위협을 자각한 행위자는 의미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

어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Heine, Proulx and Vohs, 2006). 이에 따

라 숙의적 인지의 상황에 이르게 된 A는 일치감의 정도를 높이는 방향

으로 자신의 생각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 특히 A는 숙의적 인지 

과정을 통해 개념과 의미의 인지적 연상에 의한 연결망 위에 배치된 개

념과 의미들의 배치를 새롭게 위치 짓고자 한다. 그리고 생각 구조를 새

로운 구조적 패턴을 갖는 인지적 연상에 의한 연결망으로 변형함으로써 

일치감의 정도를 높이게 된다.

3. 숙의와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

숙의는 동등한 지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개인들 사이에서 공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토의이며,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에서

(Estlund and Landemore, 2018; Bächtiger, Dryzek, Mansbridge, and 

Warren, 2018), 정보 전달을 동반한 상호작용 과정이다. 그러므로 숙의 

또한 사람들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Goldberg와 

Stein(2018), Leschziner과 Brett(2019)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 또한 숙의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토의라는 상

호작용 과정은 서로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Childress and 

Friedkin, 2012; Goldberg and Stein, 2018), 생각 구조에 변화가 나타날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다만 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지점이 있다.

우선 숙의 과정에서는 생각 구조의 정보 처리 메커니즘 중에서도 사고

(reason)의 발견과 평가라는 메커니즘(Mercier and Landemore, 2012),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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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적 인지의 메커니즘이 보다 두드러지게 작동한다. 왜냐하면 숙의 과

정이 일상의 인지적 패턴인 자동적 인지의 작동을 방해하도록 유도된 세

팅에서 흔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Karpowitz and Mendelberg, 2018). 게

다가 초일상적 순간이라는 숙의의 특성이(Ganuza, Francés, Lafuente 

and Garrido, 2012) 참여자들로 하여금 일치감의 정도(FOR)를 예민하게 

만들도록 동기 부여함으로써 메타 인지가 숙의적 인지를 향해 열려 있도

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하기(reasoning)’7)라는 숙의적 

인지가 활성화되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숙의 과정이 이와 같은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을 통해 이르고

자 하는 지점은 공통의 이슈 차원과 공통의 구조적 차원에 대한 메타 합

의이다(List, 2007; 2018).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을 통해 숙의는 참여자

들로 하여금 결정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 요인

들은 어떻게 정렬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가장 선호되는 위

치를 결정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List, 2007; 2018). 이는 다양한 생각들

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숙의 참여자들이 숙의 과정에서의 생각 구

조 변화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된 차원(예를 들면, 문제 공간과 프레임)과 

대안의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공유된 이해, 즉 제약

된 스펙트럼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숙의 

참여자들의 생각 틀이 보다 나은 결정을 위해 공유되는 차원(예를 들면, 

단봉선호(single-peaked preference))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Miller, 2003; Ganuza, Francés, Lafuente and Garrido, 2012).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하는 숙의 과

정의 핵심 요인은 무엇인가? Gastil과 Dillard(1999)는 숙의가 제공하는 

‘다른 참여자의 생각 듣기’, ‘다른 참여자 관찰하기’, ‘자기 생각 

7) 여기서 사고하기는 주어진 전제를 지지하는 또는 반대하는 주장을 모으고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는데, Mercier와 Landemore(2012)가 구체화하여 설명하는 숙의에서
의 인지적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C와 참여자 D가 있다. C는 
의견 c로부터 주장을 만들기 위해 사고하기를 사용한다. D는 C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 d로부터 사고하기를 사용한다. 그러고 나서 D는 의견 d로부터 C의 주장과 
관련된 주장을 만들기 위해 사고하기를 사용한다. C는 의견 c로부터 D의 주장을 검
토하기 위해 사고하기를 사용한다. 숙의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장이 모이
고 평가되는 피드백 과정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생각 구조를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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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와 같은 상호작용이 참여자의 생각 구조 조직화의 정도를 증

가시킨다고 주장한다. Arnold(2012) 또한 숙의의 상호성이 생각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하여 말하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의 정당화된 입장을 듣기

를 요구하는 과정이 숙의이고 이 과정에서의 핵심이 바로 상호성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참여자의 생각 구조를 바꾸도록, 생각 구

조의 조직화 정도를 높이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Gastil and Dillard, 

1999; Gastil, Black and Moscovitz, 2008; Arnold, 2012; Ganuza, Francés, 
Lafuente and Garrido, 2012).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생각 틀을 가지고 살

아간다. 생각 구조는 연결망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 구조의 짜임

은 묶기와 나누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구조적 패턴이 체

계적인 양상으로 연관성 있게 잘 만들어진다면 그 생각 틀은 조직화의 

정도가 높은 생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생각 구조는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 전달에 의한 상호작용 과정

에서 생각 틀은 변화될 수 있으며, 숙의 과정 또한 생각 틀 변화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이 생각 틀에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 요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

하고자 한다.

가설 1. 토의 과정 이후 숙의 과정 참여자들의 생각 틀은 변화할 것이

다.

한편, 생각 틀 변화는 주로 조직화 정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야기될 것

이다. 다만 숙의 이후 통계적 연관성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Strugis, Roberts와 Allum(2005)의 논의를 고려할 때, 생각 틀 조직화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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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증가하는 양상으로만 관찰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조직화의 정도 

증가, 변화 없음, 조직화의 정도 감소와 같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가설 1-1로 보완하고자 한다. 

  가설 1-1. 토의 과정 이후 숙의 과정 참여자들의 생각 구조는 조직

화의 정도 증가, 변화 없음, 조직화의 정도 감소와 같은 양상으

로 변화할 것이다.

제 3 절 생각 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

토의 과정이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면, 구체적으로 토의 과정

의 어떠한 양상이 참여자들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많은 선

행 연구들은 토의 과정 양상이 숙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Wojcieszak, 2012). 그러나 숙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적·환경적 양상은 숙의 효과가 완화 또는 강화되는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Westwood, 

2015).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숙의가 이뤄지는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

용 양상이 생각 틀 변화라는 숙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검토해볼 때, 숙

의에 영향을 미치는 토의 과정에서의 여러 상호작용 양상들은 행위-포용

-환경의 차원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먼저, 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차원은 말하기(Speaking)와 듣기

(Listening), 의견 교환하기(reason-giving)로 구성된다. 숙의는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를 포함하는 과정이다(Barber, 2003; 노성종·민영, 2009). 그

리고 의견 교환하기는 말하기와 듣기에 수반되는 행위로 정당한 근거 제

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Chambers, 2003; Morrell, 2018). Schneiderhan

과 Khan(2008)은 말하기와 듣기를 포함한 의견 교환하기가 잘 이루어질

수록 참여자들의 의견이 잘 변화함을 밝힘으로써 숙의 과정에서의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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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듣기, 의견 교환하기의 중요성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말

하기, 듣기, 의견 교환하기는 숙의의 중요한 상호작용 양상이다. 

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포용의 차원은 주로 상호 존중(respect), 평등

(equality), 공정(fairness)으로 나타난다. 숙의에서 상호 존중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상호 간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Morrell, 2018). 이러한 점에서 존중은 토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된다(박근영·최윤정, 2014). 숙의에서 평등은 

모든 참여자에게 말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다(Mansbridge, 

Hartz-Karp, Amengual and Gastil, 2006). 숙의에서 공정은 모든 참여자들

이 소외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Goold, Neblo, Kim, Vries, Rowe and 

Muhlberger, 2012; Karpowitz and Mendelberg, 2018). Schneiderhan과 

Khan(2008)은 포용적일수록, 즉 말할 기회 보장하기(평등), 상대 의견에 

반응하기(상호 존중), 소외된 사람들에게 목소리 주기(공정)가 잘 이루어

질수록, 참여자들의 의견이 잘 변화함을 밝힘으로써 포용이 숙의의 중요

한 상호작용 양상 중 하나임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토의 환경)의 차원은 다양성

(diversity)의 정도를 기반으로 한 이견 노출(crosscut exposure)과 불일치

(disagreement)의 정도를 기반으로 한 동종성(homogeneous)으로 구성된

다.8) 참여자들을 자신과 다른 관점에 노출시킴으로써, 즉 이견 노출은 

증가시키고 동종성은 낮춤으로써 참여자들로 하여금 개방되도록, 조직화

된 의견을 만들도록, 그들의 주장을 지지할 정당화를 만들도록, 의견을 

바꾸도록, 양극화를 완화하도록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의 차원은 

숙의의 중요한 상호작용 양상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왔다(Huckfeldt, 

Mondak, Hayes and Pietryka, 2013; Sprain and Black, 2018; Himmelroos 

and Christensen, 2020). 다만 적정한 정도의 불일치가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Esterling, Fung and Lee, 2015; Huckfeldt, 

Mondak, Hayes and Pietryka, 2013).9) 지나친 이견 노출은 오히려 비확증 

8) 개인의 입장을 반대하는 환경을 마주하는 것과 균형 있게 나눠진 환경을 마주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Song and Eveland Jr, 2015).

9) 한편, 불일치가 양가성(ambivalence)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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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10)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나친 동종성, 즉 동일 의견 비율은 

확증 편향11)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Mercier and Landemore, 

2012; Karpowitz and Mendelberg, 2018). 나아가 동기화된 사고(motivated 

reasoning)가 집단 양극화(group polarization)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Sunstein, 2002; Baron, 2005; Mutz, 2006; Esterling, Fung and 

Lee, 2013; Srandberg, Himmelroos and Grönlund, 2019). Thompson(2008)

은 숙의 참여자들이 같은 의견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일치되는

(like-minded) 경우, 이를 숙의적 상황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불일치의 정도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러한 점에서 적정한 토의 환경의 유지는 숙의의 중요한 상호작용 양상이

라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행위(말하기, 듣기, 의견 교환하기), 포용(상호 존중, 평등, 

공정), 환경(이견 노출, 동종성)은 숙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호작용 

양상이다. 그러므로 생각 틀 변화에 토의 과정의 상호작용 양상이 어떠

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행위-포용-환경의 차원에 속하는 

양상들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말하기, 듣기, 의견 교환하기

를 잘할수록, 포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적정한 수준의 불일치, 균형 잡힌 

이견 노출이 확보될수록 생각 틀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

단된다. 나아가 행위-포용-환경은 상호보완하며 작동하는 관계라는 점에

서(예를 들면, 잘 정당화된 주장은 청자의 화자에 대한 존중을 증가시킨

다(Westwood, 2015)), 세 차원이 서로 잘 어우러질수록 생각 틀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에 대한 경험적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이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인 토의 

과정의 어떠한 요인들이 참여자들의 생각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Mutz, 2002). 

10) Taber와 Lodge(2006)에 따르면, 비확증 편향(disconfirmation bias)은 본인의 태도와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하고 본인의 태도와 유사한 주장에 대해서는 무비판적
으로 수용하는 메커니즘이다.

11) Taber와 Lodge(2006)에 따르면,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은 참여자가 어떤 주장의 
source에 노출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본인의 태도와 유사한 주장의 source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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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지점은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 수준에서만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숙의는 개인 효과의 총합 이상의 무언

가이다(Batalha, Niemeyer, Dryzek and Gastil, 2019). 그러므로 이러한 요

인들을 파악하는 과정에 집단적 수준의 특성과 효과도 고려되어야만 한

다(Gastil, Black and Moscovitz, 2008). 특히 집합적 특성은 개인 수준의 

요인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두 요인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Song 

and Eveland Jr, 2015; Briñol, Petty and Stavraki, 2019; Kuhar, Krmelj 

and Petrič, 2019).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

용 양상은 행위-포용-환경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행위는 말하기, 듣기, 

의견 교환하기를 포함한다. 포용은 존중, 평등, 공정을 포함한다. 환경은 

이견노출과 동종성을 포함한다. 행위, 포용, 환경이라는 상호작용 양상이 

적절히 잘 이루어질 때 보다 나은 숙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

고 이와 같을 때 생각 구조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

하고자 한다.

가설 2. 토의 과정의 상호작용 양상들이 숙의 과정 참여자들의 생각 

틀 전이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말하기를 잘한 참여자의 생각 틀은 조직화의 정도가 증가

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가설 2-2. 듣기를 잘한 참여자의 생각 틀은 조직화의 정도가 증가하

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가설 2-3. 의견 교환을 잘한 참여자의 생각 틀은 조직화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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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가설 2-4. 포용의 정도가 높은 분임에 속한 참여자의 생각 틀은 조

직화의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가설 2-5. 이견 노출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진 분임에 속한 참여자

의 생각 틀은 조직화의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6. 동일 의견 비율이 높은 분임에 속한 참여자의 생각 틀은 

조직화의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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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숙의에서 나타나는 토의 과정이 

참여자들의 생각 틀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연구 대상 및 연구 자료

이 연구는 숙의에서 나타나는 토의 과정이 참여자들의 생각 틀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 2017년에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

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

론화 시민참여형 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 실시된 조사로, 총 4회

에 걸쳐 시행되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2018). 이 조사

는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구성(1차 조사) -> 오리엔테이션(2차 조사) -> 

4주간의 학습 과정(자료집 및 이러닝, Q&A) -> 종합토론회(3차 및 4차 

조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의 진행 과정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조사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

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시민참여단의 

국민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층화추출을 위한 이중추출법(double 

sampling for stratification)을 통계 방법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2018). 1차 조사 참여 인원은 총 20,006명이다. 2차 조사는 숙의 전 시민

참여단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수집되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2018). 2차 조사 참여 인원은 시민참여단 500명 중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한 478명이다. 2차 조사 이후 시민참여단은 4주간의 학습 과정을 가졌

다. 학습 과정은 공론화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집 및 이러닝(e-learning), 

Q&A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3차 조사는 자료집 및 이러닝(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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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등의 학습효과를 확인하고 시민참여단의 개인 특성을 파악할 목적

으로 진행되었으며, 종합토론회 1일 차에 수집되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2018). 3차 조사 이후 2박 3일 동안의 종합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4차 조사는 최종 결과 도출 및 공론화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 평가를 목적으로 종합토론회 마지막 날인 3일 차에 수집되었다(신

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2018). 3차 조사와 4차 조사 참여 인

원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중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

이다. 1차 조사의 조사방법은 면접원을 통한 전화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2차 조사, 3차 조사와 4차 조사의 조사방법은 응답자가 사회

자의 안내에 따라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17; 2018). 

이 연구에서의 주된 분석 대상은 2박 3일간 개최된 종합토론회에서 실

시된 3차 조사와 4차 조사 결과이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토의의 효과를 

살피는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12) 

제 2 절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에서 나타

나는 참여자의 생각 틀과 생각 틀의 조직화 정도를 측정 및 분석하기 위

하여 Amir Goldberg(2011)의 RCA(Relational Class Anaysis) 방법론을 활

용하고자 한다. RCA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해(shared 

understanding)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 방법론에서의 분석적 초

점은 사람들의 태도적 패턴이 어떠한 양상으로 연관성 있게 구조화되고 

있는지다(Baldassarri and Goldberg, 2014). RCA는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 값의 절대적 유사성을 토대로 잠재 집단을 이끌어내는 잠재집단분

12) 물론 공론조사에서는 학습 과정을 중요한 숙의 과정의 일부로 본다는 점에서 진정한 
숙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차 조사와 3차 조사 사이의 숙의 효과 또한 검토의 대상
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분석을 위해 사용한 문항 중 일부가 2차 조사에서는 제공
되고 있지 않다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이 연구는 3차 조사와 4차 조사에서 나타
나는 토의 과정에 의한 숙의 효과에 보다 집중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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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Latent Class Analysis)13)과 달리, 응답 값 사이의 관계의 구조적 패턴

의 유사성을 토대로 하위 집단을 이끌어낸다(Im, 2014; DiMaggio, 

Sotoudeh, Goldberg and Shepherd, 2018). 이에 따라 의견이 서로 반대 

방향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같은 구조적 패턴을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DiMaggio, Sotoudeh, Goldberg and Shepherd, 2018).

Goldberg(2011) 및 Baldassarri와 Goldberg(2014)의 논의에 따르면, RCA

는 다음의 논리와 과정을 따른다. 

첫째, RCA는 설문 조사에서의 응답값으로부터 관계성(Relationality)을 

계산한다. 여기서 관계성은 모든 변수 쌍 사이의 의견의 응답자 내 차이

(within-respondent difference)를 계산하고, 두 응답자 간의 이러한 차이

(between)를 비교한다. 만약 두 응답자의 응답이 동일한 패턴을 따른다

면, 이러한 차이는 두 응답자에게서 동일하다. 그리고 차이가 동일할수

록 두 응답자 간의 관계성은 더 커진다. 둘째, RCA는 부트스트래핑 방법

(bootstrapping method)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성

의 값은 제거한다. 유의미한 관계성의 값은 절대값으로 변환한다. 그 후, 

그 결과를 관계성의 연결망14) 형태로 변환하여 나타낸다(Im, 2014). 관계

성의 연결망에서 꼭지점(node)은 응답과 연관되고, 선(edge)은 관계성과 

연관된다. 셋째, RCA는 분할 알고리즘(community-detection algorithm)을 

활용한다(Im, 2014; DiMaggio, Sotoudeh, Goldberg and Shepherd, 2018). 

이를 활용하여 RCA는 집단 내 관계성이 극대화되고 집단 간 관계성이 

최소화되도록 하위 집단을 나눈다. 만약 응답자들의 다른 집단이 다른 

이유를 사용하여 그들의 의견을 조직한다면, 그 집단은 따로 클러스터된

다. 넷째, RCA는 이와 같은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패턴화되는가에 대

한 사전 가정 없이 귀납적으로 한다(Baldassarri and Goldberg, 2014). 

13) 잠재집단분석은 응답 값에 기반하여, 응답자들을 잠재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Im, 
2014). 이를 통해 잠재집단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를 만들고, 각 응답자가 집단에 속
할 확률을 측정한다(Im, 2014). 이 연구에서는 RCA가 의견들의 제약(constraint)만을 
보여준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견들의 내용(content)도 함께 고려하기 위한 목
적으로 잠재집단분석을 간략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14) 여기서의 연결망은 변수들 사이의 연상에 의한 연결망(network of association)을 의
미한다(Goldberg, 2011; DiMaggio, Sotoudeh, Goldberg and Shepherd, 2018).



- 27 -

이와 같은 논리와 과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RCA는 여타 다른 방

법들과 비교하여 사람들의 생각 구조와 생각 구조의 조직화의 정도를 상

대적으로 면밀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구조적 패턴의 

양상을 시각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상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패턴에 

기반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장점이 있다.

제 3 절 변수 정의

이 연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참여자들

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문항을 RCA 활용을 위한 

변수로 활용하였다. 활용한 문항은 ‘다음의 내용이 신고리 5·6호기 중

단 또는 재개 결정을 내리는 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하위 여섯 문항과 ‘다음은 양측에서 자료집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주장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

지 않으십니까?’의 하위 열 문항이다.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고려 요

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에게 제시된 내용은 ‘안전성 측면’, ‘안

정적 에너지 공급 측면’, ‘전력공급 경제성 측면’, ‘지역 및 국가 

산업 측면’, ‘전기요금 측면’, ‘환경성 측면’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내용은 

‘신고리 5·6호기로 위험이 증가한다’(위험 증가), ‘신고리 5·6호기

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안전한 원전), ‘신고리 5·6호기부

터 원전 건설을 중단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전력공급

의 안정), ‘신고리 5·6호기부터 원전 건설을 중단하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워진다’(전력공급의 불안정),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생기는 재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때이다’(재생에

너지 투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및 운영은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킨

다’(경제 활성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전기요금 인상 수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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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수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발전비용이 비싼 다른 발

전소를 대신 짓게 되어 전기요금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전기 요금 

인상), ‘원전 경제성은 계속 나빠질 것이다’(경제성 감소), ‘원자력은 

모든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하다’(저렴한 발전원)이다.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과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는 모두 7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Goldberg(2011)의 논

의에 따라 무응답 값은 보통이다로 코딩하였다. <표 1>, <표 2>는 RCA에 

활용된 문항들의 기술통계량이다.

구분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값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3차 

조사)

안전성 471 6.72 0.65 1 7
안정적 에너지 공급 471 6.26 1.03 1 7
전력공급 경제성 471 5.92 1.15 1 7
지역 및 국가 산업 471 5.74 1.26 1 7

전기요금 471 5.66 1.21 1 7
환경성 471 6.34 1.04 1 7

양측이 

자료집, 

동영상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

(3차 조사) 

위험 증가 471 4.03 1.81 1 7
안전한 원전 471 4.28 1.80 1 7

전력공급의 안정 471 4.09 1.81 1 7
전력공급의 불안정 471 4.25 1.91 1 7
재생에너지 투자 471 4.53 2.05 1 7

경제 활성화 471 4.30 1.76 1 7
전기요금 인상 

수용가능 수준
471 4.28 1.75 1 7

전기요금 인상 471 4.47 1.77 1 7
경제성 감소 471 4.01 1.82 1 7

저렴한 발전원 471 4.71 1.95 1 7

<표 1> Relational Class Analysis 활용변수의 기술통계(3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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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값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4차 

조사)

안전성 471 6.71 0.65 1 7
안정적 에너지 공급 471 6.30 0.93 1 7
전력공급 경제성 471 5.96 1.11 1 7
지역 및 국가 산업 471 5.94 1.15 1 7

전기요금 471 5.66 1.18 1 7
환경성 471 6.31 0.86 1 7

양측이 

자료집, 

동영상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

(4차 조사) 

위험 증가 471 4.31 1.81 1 7
안전한 원전 471 4.52 1.69 1 7

전력공급의 안정 471 4.23 1.84 1 7
전력공급의 불안정 471 4.26 1.81 1 7
재생에너지 투자 471 4.61 2.00 1 7

경제 활성화 471 4.37 1.73 1 7
전기요금 인상 

수용가능 수준
471 4.37 1.72 1 7

전기요금 인상 471 4.66 1.78 1 7
경제성 감소 471 4.01 1.84 1 7

저렴한 발전원 471 4.88 1.87 1 7

<표 2> Relational Class Analysis 활용변수의 기술통계(4차 조사)

제 4 절 분석 결과 

앞 절에서 제시한 16개 변수를 토대로 종합토론회 직전과 직후의 RCA 

결과를 각각 산출하였다.15) RCA 분석 결과, 종합토론회 직전에는 3개의 

생각 구조를 공유하는 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토론회 직후에

는 5개의 생각 구조를 공유하는 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RCA에서는 사전에 설정한 알파 값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과정에서의 절단 
값(Cut-off)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전에 설정한 알파 값 수준에서 유의한 연결
(tie)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한다. 보통 절단 값으로 0.05 수준이 많이 사용되나, 
이 연구에서는 0.1 수준을 사용하였다. 0.05 수준을 사용할 경우, 생각 구조를 공유하
는 집단으로 보기 어려운 집단들(집단 빈도가 1 또는 2인 경우)이 지나치게 많이 산
출되는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0.1 수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토론회 직
전의 집단 수는 11개, 종합토론회 직후의 집단 수는 31개가 산출되었다. 이 중 생각 
구조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집단은 제거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단
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표본 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집단의 
수는 종합토론회 직전의 경우 3개, 종합토론회 직후의 경우 5개이며, 총 표본 수는 
4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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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3>, <표 4>, <표 5>, <표 6>, <표 7>은 RCA 분석 결과를 유

형 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히트맵(heatmap)은 변수 간의 관계적 상관관

계를 나타내며, 그래프(graph)는 변수 간의 관계적 상관관계를 연결망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꼭지점(vertex)은 RCA를 산출하기 위

해 사용한 각각의 변수를 나타낸다. 변수 간의 시각적 구분을 위하여 결

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안전성,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력공급 

경제성, 지역 및 국가 산업, 전기요금, 환경성)은 주황색으로 표시하였으

며, 중단 측 주장으로 판단되는 5개 변수(위험 증가, 전력공급의 안정, 

재생에너지 투자, 전기요금 인상 수용 가능 수준, 경제성 감소)는 분홍색

으로, 재개 측 주장으로 판단되는 5개 변수(안전한 원전, 전력공급의 불

안정, 경제 활성화, 전기요금 인상, 저렴한 발전원)는 회색으로 표시하였

다. 선(edge)은 관계적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며, 선의 두께는 관계적 

상관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점선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16) 

세 집단 유형은 차별적 패턴의 유무를 기반으로 한 조직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낮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 중간 조직화의 정도 유형, 높은 조

직화의 정도 유형으로 나눠짐이 확인되었다. 다섯 집단의 유형은 조직화

의 정도를 기준으로 낮은 조직화의 정도-약 유형, 낮은 조직화의 정도-

강 유형, 중간 조직화의 정도 유형,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 인지적 혼

돈 유형으로 나눠짐이 확인되었다. 종합토론회 직전과 직후의 생각 틀 

사이에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구조적 패턴의 유사성이 전반적으로 유지되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17) 낮은 조직화의 정도-약 유형과 낮은 조직화의 

정도-강 유형은 구조적 패턴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강도에서만 차

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낮은 조직화의 정

도-약 유형과 낮은 조직화의 정도-강 유형을 하나의 동일한 낮은 조직화

의 정도 유형으로 보고자 한다. 한편, 인지적 혼돈 유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종합토론회 직후 나타남 또한 확인되었다.

16) RCA에서는 유의미한 관계성의 값을 절대값으로 변환한 후 이를 시각화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분의 편이성을 위하여 부정적 상관관계를 점선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17) 종합토론회를 전후하여 유사한 유형으로 판단되는 유형 사이의 변수 간 평균 상관계
수 값(average interitem correlation)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유형으로 판단되는 
유형 사이에 구조적 패턴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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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주황색(중요 고려 요인), 분홍색(중단 측 주장), 회색(재개 측 주장), 검정색(긍정적 상관관계), 빨간색(부정적 상관관계)

종합토론회 직전 (N: 199) 종합토론회 직후 (N: 109)

Heat

map

Graph

<표 3> 낮은 조직화의 정도-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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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주황색(중요 고려 요인), 분홍색(중단 측 주장), 회색(재개 측 주장), 검정색(긍정적 상관관계), 빨간색(부정적 상관관계)

종합토론회 직전 종합토론회 직후 (N: 48)

Heat

map
<표 3> 참조

Graph <표 3> 참조

<표 4> 낮은 조직화의 정도-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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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주황색(중요 고려 요인), 분홍색(중단 측 주장), 회색(재개 측 주장), 검정색(긍정적 상관관계), 빨간색(부정적 상관관계)

종합토론회 직전 (N: 133) 종합토론회 직후 (N: 105)

Heat

map

Graph

<표 5> 중간 조직화의 정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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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주황색(중요 고려 요인), 분홍색(중단 측 주장), 회색(재개 측 주장), 검정색(긍정적 상관관계), 빨간색(부정적 상관관계)

종합토론회 직전 (N: 104) 종합토론회 직후 (N: 115)

Heat

map

Graph

<표 6>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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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주황색(중요 고려 요인), 분홍색(중단 측 주장), 회색(재개 측 주장), 검정색(긍정적 상관관계), 빨간색(부정적 상관관계)

종합토론회 직전 종합토론회 직후 (N: 59)

Heat

map

Graph

<표 7> 인지적 혼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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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단에 관한 연결망(중단 측 주장 및 안전성, 환경성)과 

재개에 관한 연결망(재개 측 주장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력공급 경

제성, 지역 및 국가 산업, 전기요금)으로 잘 묶이고 나뉘었는가를 기준으

로18) 생각 틀의 잘 짜인 정도를 판단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관계적 

상관관계의 정도가 높은가 낮은가를 기준으로 잘 짜인 정도를 판단하고

자 한다. 즉, 조직화된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 틀의 차별적 패턴을 파악

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표 3>, <표 4>, <표 5>, <표 6>, 

<표 7>에서 나타나는 생각 구조의 차별적 패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낮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은 차별적 패턴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

는 단계에 있는 유형이다. 중단 측 주장과 재개 측 주장 내부의 통합과 

중단 측 주장과 재개 측 주장 사이의 차별화가 어느 정도는 일관화된 양

상(modality)으로 조직화되고 있음이 관찰된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고려 요인과 중단 및 재개 측 주장 사이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연

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관계적 상관관계의 정도 또한 

중간 조직화의 정도 유형 및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이 확인된다. 한편, 종합토론회 직후에는 

<표 3>과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계적 상관관계 강도에

서의 변화가 낮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 안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는 상관관계가 흐릿해진 모습을, <표 4>에서는 상관

관계가 진해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같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 안에서도 생각 구조가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숙의 과정에서 각자가 경험하는 상호작

용 양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추

측된다.

중간 조직화의 정도 유형은 차별적 패턴이 어느 정도 체계성을 띠기 

시작한 유형이다. 낮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과는 달리, 중단 측 주장과 

안전성, 환경성이 상호 간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재개 

측 주장과 중단 측 주장 사이에서 구분되는 패턴 또한 일관화된 양상으

18) 이와 같은 기준 설정을 위해「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와 관련한 
선행 연구(하원석, 2019)의 결과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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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 에너지 공급, 지역 및 국가 산업, 전기

요금, 전력공급 경제성과 재개 측 주장 사이의 구조화된 연결 양상은 조

금 미흡한 상황이다. 종합토론회 직후에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기요

금, 전력공급 경제성과 재개 측 주장 사이의 연관성이 서서히 높아지는 

방식으로 조금씩 체계성을 띤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에 비하면 여전히 조직화된 정도가 낮

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 및 국가 산업과 중단 측 주장 사

이의 연결 양상이 약간의 긍정적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간 조

직화의 정도 유형이 일관성의 측면에서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과 비교

하여 약간 부족한 양상으로 조직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

다.19)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은 낮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과 중간 조직화의 

정도 유형과 비교할 때, 차별적 패턴이 가장 두드러진 양상으로 구조화

되고 있는 유형이다. 중단 측 주장과 환경성, 안정성이 체계적인 패턴으

로 잘 연결되어 있으며, 재개 측 주장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력공급 

경제성, 지역 및 국가 산업, 전기요금이 체계적인 패턴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한편 둘 사이의 구분 또한 가장 두드러지게 일관화된 양상으로 나

타나고 있다. 패턴 간 관계적 상관관계의 정도도 높은 연관성의 수준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은 조직화의 

정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과 구분이 가장 잘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혼돈 유형은 종합토론회 직후 새로 나타난 유형으

로, 차별적 패턴이 완전히 사라진 유형으로 판단된다. 다른 유형에서 관

찰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패턴이 인지적 혼돈 유형에서는 나타

나지 않고 있음이 <표 7>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오직 비일관화된 방식

으로 나타나는 항목 간의 긍정적인 연관성만이 이 유형에서 관찰될 뿐이

다. 종합토론회 과정에서 발생한 인지적 양가성이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인지적 혼돈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유형이 나타나게 된 

19) 다만 이와 같은 결과가 생각 구조 조직화의 정도에서 볼 때 우연히 비일관적으로 나
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이 출현한 결과인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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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측된다.20)21) 

종합하자면, 생각 구조가 체계적으로 잘 조직화된 순서는 인지적 혼돈 

유형 < 낮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 < 중간 조직화의 정도 유형 < 높은 조

직화의 정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의 생각 

구조가 제약된 방식으로 가장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인지적 혼돈 유형

의 생각 구조가 비일관적인 방식으로 가장 덜 조직화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잘 조직화된 정도를 기준으로 숙의 참여자의 생각 틀이 차

례대로 정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숙의가 참여자들의 생각 틀

을 공통의 차원으로 축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List, 

2007; 2018).22)

20) 다른 한편, 이 사례는 Gibson(2011)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어지럽고 상황적
이며 우연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21) 종합토론회 참여자들의 토의 과정을 기록한 녹취록을 읽어보면, 다수의 참여자들이 
숙의 과정으로부터 혼란스러움(예를 들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혼란스
러움, 중단과 재개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스러움 등)을 느
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혼란스러움의 결과가 종합토론회 이후 인지적 
혼돈 유형으로 변화하도록 한 것은 아닐까 한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움이 인지적 혼
돈 유형 집단과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 집단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 잠재집단분석 
결과 비교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추론은 어느 정도 뒷받
침될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혼돈 유형 집단과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 집단 각각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결과에서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의 응답 값(margin) 분
포는 일관화된 방향으로 패턴화되어 있는 반면, 인지적 혼돈 유형의 응답 값(margin) 
분포는 체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무질서하게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2) 이는 응답자들의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절대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위 집단을 도
출해내는 잠재집단분석 결과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각 RCA 집단에 대하여 잠재집단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결과에서 조직화의 정도가 높
아질수록 유형의 응답 값(margin) 분포가 체계적인 방향으로 조직화되어 나타남이 확
인된다. 각주 21, 22의 잠재집단분석 적합성 평가 결과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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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토론회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생각 

구조 간 전이 양상을 조직화의 정도 증감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

음의 <표 8>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 결과는 종합토론회에서 진행된 

토의 과정이 숙의 참여자의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유형의 변화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생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종합토론회

를 전후하여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가 증가하는 경우와 조직화의 정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남이 <표 8>에서 확인된다. 한편, 조직화의 정도가 

증감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또한 <표 8>에서 관찰된다. 종합토론회를 

전후하여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가 감소하는 경우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Strugis, Roberts, Allum의 논의(2005)와 같이 

토의 과정 그 자체가 참여자들을 반드시 통계적 연관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이끌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가 증감하는 경우보다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경우

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종합토론회 직후

낮은 

조직화의 

정도 - 약

낮은 

조직화의 

정도 - 강

중간 

조직화의 

정도

높은 

조직화의 

정도

인지적 

혼돈
합계

종합

토론

회 

직전

낮은 

조직화

의 정도

87 22 24 25 41 199

중간 

조직화

의 정도

8 4 66 39 16 133

높은 

조직화

의 정도

14 22 15 51 2 104

합계 109 48 105 115 59 436

1) 검정색은 유형이 유지된 경우를 나타내며, 파란색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직도가 

증가한 경우를, 빨간색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직도가 감소한 경우를 나타냄

<표 8>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유형 빈도 값 및 조직화의 정도 증감 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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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가 생각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23) 그리

고 이와 같은 사실은 제약의 측면에서의 숙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

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표 8>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종합토론회 직전의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유형이 낮은 

사람일수록 종합토론회 직후 인지적 혼돈 유형에 속할 확률이 비교적 높

다. 이는 생각 구조가 조직화된 정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숙의 이후 혼란

스러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인지적 혼돈 

유형에 속하는 사람의 수는 생각보다 많다. 이는 숙의 과정이 참여자들

의 생각 구조를 하나의 차원으로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할 수 있을지라

도, 각자가 하나의 차원으로 자신의 생각 구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되레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 결과, 무질서와 같은 생각 구조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종합토론회 직전에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에 속했으나 종합토론회 직후 낮은 조직화의 정

도 유형에 속하게 된 사람의 수는 생각보다 많다. 이는 생각 틀 조직화

의 정도 유형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도 숙의 과정에서 느낀 혼란스러움에 

의해 조직화의 정도가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생각 구조 조

직화의 정도 유형이 높은 사람의 경우 조직화의 정도의 감소가 무질서의 

혼돈으로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음이 관찰되는데, 이는 이전의 잘 

조직화된 생각 구조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생각 구조의 조직화의 정도에서뿐만 아니라, 생각 구조의 연결 

관계에서도 숙의 이후 미세한 정도의 변화가 나타남이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연결 관계가 나타난 경우(예를 들면, 0 -> - 또는 0 -> +), 연결 

관계의 의미가 달라진 경우(예를 들면, + -> - 또는 - -> +), 연결 관계

가 사라진 경우(예를 들면, + -> 0 또는 - -> 0)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

로 나타난다. 종합토론회를 전후하여 생각 구조의 조직화의 정도 유형이 

변화한 경우, 연결 관계에서의 변화는 중단 및 재개 연결망과 중요 고려 

요인 간 연결 관계가 변화된 조직화의 정도에 맞게 다소간 변화하는 양

23) 종합토론회 참여자들의 토의 과정을 기록한 녹취록에서도 숙의 과정이 생각을 변화
시킨다기보다는 생각을 굳혀나가도록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표명되고 있다. 



- 42 -

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표 3>, <표 4>, <표 5>, <표 6>, <표 7> 

사이의 그래프 양상 비교를 통해 쉬이 관찰된다. 종합토론회를 전후하여 

생각 구조의 조직화의 정도 유형이 유지된 경우에도 연결 관계에서의 변

화는 중단 및 재개 연결망과 중요 고려 요인 간 연결 관계가 미세한 정

도로 변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24) 다만 조직화의 정도 유형이 유지된 

경우에서의 연결 관계에서의 변화는 중단 측 주장과 중요 고려 요인 사

이, 중요 고려 요인과 중요 고려 요인 사이의 연결 관계 사이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단 연결망과 중요 고려 요인 사이, 

중요 고려 요인과 중요 고려 요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숙의 참여

자 사이에서 컸음을 암시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결 관계에서

의 변화는 숙의가 참여자들의 생각 틀을 조직화의 정도에서뿐만 아니라 

구조 그 자체의 측면으로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변화의 정

도가 미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생각해볼 때, 이러

한 결과는 제약의 측면에서의 숙의 효과가 여전히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4) 연결 관계에서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낮은 조직화의 정
도 유형을 유지한 경우 중 약 유형의 경우 종합토론회를 전후하여 지역및국가산업과 
위험증가(- -> +), 경제성감소(- -> +), 전기요금인상수용가능수준(- -> +), 재생에너지
투자(- -> +) 사이의 연결 관계, 안전성과 경제성감소(- -> 0) 사이의 연결 관계, 환경
성과 재생에너지투자(+ -> 0), 위험증가와 전기요금인상(- -> +), 경제활성화(- -> +), 
전력공급경제성(- -> 0), 전기요금(- -> +), 전력공급의불안정(- -> +), 안전한원전(- 
-> 0), 안정적에너지공급(- -> +) 사이의 연결 관계, 전력공급의불안정과 재생에너지투
자(- -> +) 사이의 관계, 경제활성화와 재생에너지투자(- -> +), 전기요금인상수용가능
수준(- -> +) 사이의 관계, 재생에너지투자와 전기요금인상(- -> +), 저렴한발전원(- 
-> +) 사이의 관계가 미세한 정도로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을 유지한 경우 중 강 유형의 경우 종합토론회를 전후하여 안전성과 전력공
급의안정(- -> +), 지역및국가산업(+ -> -), 안전한원전(0 -> +) 사이의 관계, 환경성과 
위험증가(- -> +), 재생에너지투자(+ -> -) 사이의 관계가 약간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중간 조직화의 정도 유형을 유지한 경우 종합토론회를 전후하여 전기요
금과 위험증가(- -> +), 재생에너지투자(0 -> -), 환경성(- -> +), 전력공급의안정(+ -> 
-) 사이의 관계, 전력공급경제성과 안전성(0 -> -), 경제성감소(- -> +), 환경성(- > +), 
위험증가(- -> +), 전력공급의안정(+ -> -), 전력공급의불안정(0 -> +) 사이의 관계, 안
정적에너지공급과 안전성(+ -> -), 전기요금인상수용가능수준(+ -> -), 환경성(0 -> +), 
지역및국가산업과 경제활성화(+ -> -) 사이의 관계가 미묘하게나마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을 유지한 경우, 종합토론회를 전후하여 환
경성과 전기요금(- -> +), 안정적에너지공급(- -> +) 사이의 연결 관계가 미약하게나
마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3 -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종합토론회를 전후

하여 숙의 과정 참여자에게 나타난 생각 구조와 생각 구조 변화를 조직

화의 정도 증감의 양상을 중심으로 파악해보았다. 이를 RCA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해보았다. 참여자들의 생각 구조를 분석한 결과, 종합토론

회를 전후하여 참여자들의 생각 구조가 조직화의 정도를 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생각 구조의 전이 양상이 조직화

의 정도 증가, 감소, 변함없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 구조 그 자체의 변화도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미세하게

나마 나타남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1과 가설 1-1이 지지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만 숙의 이후 조직화의 정도가 변함없음 또는 감소하

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우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변함없

는 경우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숙의 이후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숙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강화하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종합토론회의 어떤 요인. 특히 토의 과정의 어떤 상호작

용 양상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감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상호작용 양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숙의 과정을 바꿔나감

으로써 지금의 다소 회의적인 분석 결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토의 과정의 어떤 상호작용 양상이 생각 구조를 조직

화하는지 또는 조직화하지 않는지, 나아가 변함없이 유지하도록 하는지

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

다. 그리고 이 연구는 가설 2에 대한 검증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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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숙의에서 나타나는 토의 과정의 상호작용 

양상이 생각 틀에 미치는 영향

제 1 절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숙의에서 나타나는 토의 과정의 상호작용 양상이 생각 틀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 장과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RCA를 산출

하는 과정에서 35명의 응답 값이 제거되었으므로 표본 수는 총 436명이

다.

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집단으로부터 오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clustered-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다.

제 2 절 변수 정의

1. 종속변수

RCA를 활용하여 산출한 생각 틀 유형 간 전이 양상을 이용하여 종속

변수를 구성하였다. 본 장에서 활용한 종속변수는 생각 틀 조직화의 정

도 증감을 중심으로 한 생각 구조 전이 방향 변수이다. 이 변수는 종합

토론회 직전과 직후의 생각 구조 유형 간 전이 양상을 바탕으로 조작화

하였으며, 조직화의 정도 감소는 1, 변화 없음은 2, 조직화의 정도 증가

는 3으로 코딩하였다. 생각 구조 전이 방향 변수에서 준거 집단은 변화 

없음이다. <표 9>는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이다. 결측값은 모두 평균 중

심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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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변수

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상호작용 양상들을 개인 수준 변수와 집

단 수준 변수, 토의 환경 변수로 나눠 설명변수로 구성하였다. 

개인 수준 변수로는 행위 차원의 말하기, 듣기, 지식수준 변수를 사용

하였다. 여기서 지식수준은, 행위 차원에서의 의견 교환(reason-giving)이 

정당한 근거 제시와 관련된다는 이론적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의견 교

환의 지표(indicator)로 사용하였다. 말하기와 듣기 변수는 4차 조사에서 

측정한 분임 토의 평가 문항의 하위 문항 두 개를 활용하였다. 말하기 

변수는 ‘나는 분임토의에서 열심히 내 의견을 전달했다’를 7점 척도로 

측정한 하위 문항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으며, 듣기 변수는 ‘나는 분임

토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었다’를 7점 척도로 측정한 하위 문

항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지식수준 변수는 종합토론회 직전의 3차 

조사에서 측정한 원자력발전 관련 지식 문항 8개를 이용하여 조작화했

다.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수, 신고리 5·6호기 위치, 원자력발전 연

료, 사용후핵연료가 가장 많이 보관된 원전 위치, 원전을 가장 많이 운

영하는 국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큰 국가, 가장 비중이 큰 에너지

원, 영구 정지된 발전소에 대한 개인별 응답 값을 정답은 1로 오답은 0

으로 코딩한 후, 정답 수를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수준을 코딩하였다.

집단 수준 변수로는 포용 차원의 변수(분임 평가)와 행위 차원의 변수

구분 변수명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생각 구조 

전이 방향

조직화의 정도 

감소
122 27.98 - - - -

변화 없음 226 51.83 - - - -

조직화의 정도 

증가
88 20.18 - - - -

<표 9>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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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 지식수준)를 사용하였다. 분임 평가 변수는 4차 조사에서 측정한 

분임 토의 평가 문항의 하위 문항 세 개를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내

가 속한 분임에서는 의견교환이 잘 이루어졌다.’, ‘내가 속한 분임에

서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됐다.’, ‘내가 속한 분임에서는 상호존중하

는 태도로 토론했다.’에 대한 평가를 각각 집단평균화한 후 산출된 집

단평균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세 문항의 크롬바하 알파

(Cronbach’s alpha) 값은 0.8 이상이다. 분임 지식수준 변수는 분임토의 

직전, 분임에 속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발전 관련 지식 수준을 집

단평균화한 값이다. 

토의 환경 변수로는 환경 차원의 분임 내 동일 의견 비율 변수와 이견 

노출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임 내 동일 의견 비율 변수는 분임토의 직전 

나를 제외한 분임 구성원들이 내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비

율이며, 이를 분임 구성원 수 
내 의견과 동일한 의견 수  

로 조작화하여 측정하였다. 이

견 노출 변수는 분임토의 직전, 분임 구성원들의 중단/재개 의견 비율로 

중단 의견이 재개 의견보다 많다면 중단 우세 이상으로, 중단 의견과 재

개 의견이 동일하다면 동률로, 중단 의견보다 재개 의견이 많다면 재개 

우세 이상으로 코딩하였다. 이견 노출 변수에서 준거 집단은 동률이다. 

분임 내 동일 의견 비율 변수와 이견 노출 변수 모두 3차 조사의 ‘신고

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를 건설 중단해야 할지, 건설 재개해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에 대한 응답 값을 사용하여 조작화했다. 결측값은 모두 평균 중심으

로 대체하였다.25) <표 10>은 설명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요약한 표이다.

25) 표본의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평균 중심으로 대체하였다(Barabas, Jerit, Pollock and 
Raine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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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인구학적 변수와 지식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를 활용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는 나이, 성별, 이념, 고등교육 유무, 

주관적 계층, 월평균 가구 총소득으로 구성하였다. 성별 변수는 여자는 

0, 남자는 1로 코딩하였다. 이념 변수는 매우 진보는 1, 진보는 2, 진보

도 보수도 아니다는 3, 보수는 4, 매우 보수는 5로 코딩하였으며 이를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고등교육 유무는 고졸 이하는 0으로, 대재 이상

은 1로 코딩하였다. 주관적 계층은 10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으로 측정된 결과를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결측값은 평균 중심으로 대

체하였다. 다만 이념 성향 변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로 대체하였으

며, 고등교육 유무는 고졸 이하로 대체하였다. 

지식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로는 매체 접촉 빈도와 자

구분 변수명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인 

수준

말하기 436 - 5.91 1.04 1 7
듣기 436 - 6.27 0.73 2 7

지식수준 436 - 4.89 1.62 0 8
집단 

수준

분임 평가 436 - 18.68 0.97 16 20.6

분임 지식수준 436 - 4.82 0.56 4 6.1

토의 

환경

분임 내 

동일 의견 비율
436 - 0.34 0.16 0 0.78

이견 노출: 

중단 우세 이상
78

17.8

9
- - - -

이견 노출: 동률 54
12.3

9
- - - -

이견 노출: 

재개 우세 이상
304

69.7

2
- - - -

<표 10> 설명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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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집 숙의 정도를 이용하였다. 매체 접촉 빈도는 분임토의 직전 7점 척

도로 측정된 3차 조사의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된 매체 접촉 빈도를 역

코딩한 후 합산한 값으로 조작화했다. 지난 1개월 동안 방송프로그램, 

뉴스, 인터넷 정보 검색, 지인들과의 대화(의견 교환), 공개토론회, 자료

집, 이러닝 자료,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접한 정도를 합산한 값이며, 이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관심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덟 문항

의 크롬바하 알파값은 0.68 정도이다. 자료집 숙의 정도는 분임토의 직

전 측정된 3차 조사의 자료집을 본 정도를 사용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면 5, 절반 보다 많이 봤다면 4, 절반 정도 봤다면 3, 절반보다는 

적게 봤다면 2, 전혀 보지 않았다면 1로 코딩하였으며, 연속변수로 처리

하였다. 이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이해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결측값은 모두 평균 중심으로 대체하였다. <표 11>은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요약한 값이다.

구분 변수명 빈도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구학

적변수

연령 436 - 47.47 14.03 19 82
성별 436 - 0.50 0.50 0 1
이념 436 - 2.71 0.82 1 5

고등교육 유무 436 - 0.68 0.47 0 1
주관적계층 436 - 5.5 1.80 1 10

월평균 가구소득 436 - 4.87 2.04 1 8
기타 

변수

매체 접촉 빈도 436 - 30.38 4.73 15 40

자료집 숙의 정도 436 - 4.46 0.91 1 5

<표 11>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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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결과

숙의의 어떤 요인, 특히 토의 과정의 무슨 상호작용 양상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감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가 변화하지 않은 집단을 준거 집단으로 하는 다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의 모형 1은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모델이며, <표 13>의 모형 2

는 설명변수까지 포함한 모델이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모형 1의 분석 결과, 생각 구조 조직화의 정도 

유형이 변하지 않은 참여자와 비교할 때, 연령이 높은 참여자일수록 생

각 구조 조직화의 정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직화의 정도 유형이 변화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

조직화의 정도 

감소(준거: 변화 없음)

조직화의 정도

증가(준거: 변화 없음)

Coef (s.e) Coef (s.e)

통제변수

    연령 0.0238* (0.00991) 0.00232 (0.0118)

    성별 0.152 (0.206) -0.00951 (0.283)

    이념 성향 -0.118 (0.138) -0.190 (0.175)

    고등교육 유무 0.0719 (0.248)  0.254 (0.272)

    주관적 계층 0.0360 (0.0841) -0.0146 (0.102)

    월평균 가구소득 -0.0151 (0.0624) 0.00171 (0.0752)

    매체 접촉 빈도 -0.0120 (0.0259) -0.00429 (0.0299)

    자료집 숙의 정도 0.0575 (0.125) 0.0628 (0.159)

상수 -1.586 (1.079) -0.791 (1.100)

N 436

Pseudo R2 0.0129

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 p<0.10, *: p<0.05, **: p<0.01, ***: p<0.001을 의미함

<표 12> 토의 과정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통제변수만 포함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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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까지 포함한 모형 2의 분석 결과, 생각 구조 조직화의 정도 

유형이 변하지 않은 참여자와 비교할 때, 지식수준이 높은 참여자일수

록, 10% 유의수준에서 말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 참여자일수록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유형이 변화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생각 구조 조직화의 정도 유형이 변하지 않은 참여자와 비교할 때, 분

임에 대한 평가가 높은 참여자일수록, 10% 유의수준에서 듣기를 잘했다

고 평가한 참여자일수록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

모형 2

조직화의 정도 

감소(준거: 변화 없음)

조직화의 정도 

증가(준거: 변화 없음)

Coef (s.e) Coef (s.e)

독립변수

  개인 수준

    말하기 -0.177+ (0.103) -0.113 (0.119)

    듣기 0.207 (0.183) 0.421+ (0.239)

    지식수준 -0.236** (0.0723) -0.00542 (0.0919)

  집단 수준

    분임 평가 -0.00382 (0.106) 0.355** (0.137)

    분임 지식수준 0.230 (0.270) -0.361+ (0.203)

  토의 환경

    분임 내 동일 의견 비율 -0.636 (0.666) -1.762* (0.701)

    이견 노출(준거: 동률)

      중단 우세 이상 0.448 (0.515) -0.573 (0.389)

      재개 우세 이상 0.112 (0.452) -0.742** (0.227)

통제변수

    연령 0.0240* (0.0100) 0.00696 (0.0117)

    성별 0.290 (0.210) -0.0178 (0.304)

    이념 성향 -0.119 (0.141) -0.154 (0.175)

    고등교육 유무 0.188 (0.257) 0.328 (0.293)

    주관적 계층 0.0459 (0.0842) 0.0120 (0.101)

    월평균 가구소득 -0.00219 (0.0648) -0.0147 (0.0801)

    매체 접촉 빈도 -0.000667 (0.0269) 0.00508 (0.0320)

    자료집 숙의 정도 0.130 (0.135) 0.0569 (0.171)

상수 -2.624 (3.588) -7.179* (3.095)

N 436

Pseudo R2 0.0524

1)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2) +: p<0.10, *: p<0.05, **: p<0.01, ***: p<0.001을 의미함

<표 13> 토의 과정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설명변수까지 포함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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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유형이 변하지 않은 참여자와 비교할 때, 

분임 내 동일 의견 비율이 높은 참여자일수록, 재개 의견에 많이 노출된 

참여자일수록, 10% 유의수준에서 분임의 지식수준이 높은 분임에 속한 

참여자일수록 생각 구조 조직화의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토의 과정에서의 각 상호작용 

양상이 생각 구조 조직화의 정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다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1>과 <그림 2>는 지식수준과 말하기가 생각 구조 조직화

의 정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1> 지식수준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감에 미

치는 영향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말을 잘했다고 평

가할수록 생각 구조 조직화의 정도 감소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

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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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말하기가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감에 미치

는 영향

한편,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생각 구조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속할 확

률 또한 조금씩이나마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의견 교환하기의 

과정이 자신의 생각 틀을 돌아볼 기회를 숙의 참여자들에게 제공함으로

써26) 참여자들의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변화 없음에 속할 확률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이 

관찰되는데, 이는 의견 교환하기가 동기화된 추론을 야기한 결과 참여자

로 하여금 자신의 이전 생각 구조를 유지하도록 이끌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27) 다른 한편, 말하기의 경우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속할 확률이 낮

아짐과 동시에 변화 없음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숙의 참여자가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과정으로부터 본인의 생각 구

조에 대해 강한 확신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3>, <그림 4>는 분임 평가, 듣기가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감

26) 종합토론회 참여자들의 토의 과정을 기록한 녹취록을 읽어보면, 다수의 숙의 참여자
들이 나름 자신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함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마 이러
한 과정이 숙의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 구조를 돌아보도록 이끄는 듯하다.

27) 잘 근거된 강한 의견을 가진 개인일수록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Zha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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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3> 분임 평가가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감에 

미치는 영향

<그림 4> 듣기가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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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그림 4>를 통해, 분임 평가가 높을수록, 듣기를 잘했다고 

평가할수록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확

인할 수 있다. 듣기의 경우 조직화의 정도 감소에 속할 확률 또한 높아

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듣기가 인지적 양가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참

여자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준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28) 다른 한편, 분

임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즉 포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조직화의 정도 감소에 속할 확률이 낮아

지고, 변화 없음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상

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포용의 정도를 

높일 경우 숙의의 효과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

사하기 때문이다.

<그림 5> 분임 내 동일 의견 비율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감에 미치는 영향

 

28) 종합토론회 참여자들의 토의 과정을 기록한 녹취록을 읽어보면, 숙의 참여자들이 전
문가들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부터 많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순간이 모여 조직화의 정도 감소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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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견 노출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감에 

미치는 영향

<그림 7> 분임 지식수준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감

에 미치는 영향 

 

<그림 5>, <그림 6>, <그림 7>은 분임 내 동일 의견 비율, 이견 노출, 

분임 지식수준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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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5>을 통해, 분임 내 동일 의견 비율이 높을수록,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고 변화 없음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을 통해, 이견 노출 정도가 동률일 때,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고 조직화의 정도 감소에 속할 확률과 변화 

없음에 속할 확률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견 노출 정도가 

동률이 아닐 때, 특히 재개 우세 이상일 때,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속할 

확률은 낮아짐과 동시에 조직화의 정도 감소와 변화 없음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종성과 이견 노출의 불균형이 숙의 참

여자들에게 동기화된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이전 생각 구조를 고수할 확

률을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바꿔 말하면, 이는 동종성의 감소와 

이견 노출의 균형이 숙의 참여자들의 생각 구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

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29) 한편, <그림 7>을 통해 분임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고 조직화의 정도 

감소에 속할 확률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임 전반에 걸친 

의견 교환하기의 높은 정도가 토의 과정 동안 분임 내에서의 양가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참여자들에게 혼돈을 준 결과 때문으로 판단된다.30) 통

제변수의 경우, 연령 효과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직화의 정도 변화 없음과 

비교할 때, 듣기와 분임 평가는 조직화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생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가설 2-2와 2-4는 

지지된다. 조직화의 정도 변화 없음과 비교할 때, 분임 내 동일 의견 비

율이 높을수록, 이견 노출이 불균형일수록 조직화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생각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29) 종합토론회 참여자들의 토의 과정을 기록한 녹취록을 읽어보면, 불일치의 경험이 나
와 다른 의견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참여자의 발언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숙의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 구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시켜 나가도록 했을 것이다.

30) 다른 한편, 이와 같은 결과는 분임 구성원들 사이의 지식수준 편차가 커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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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와 2-6도 지지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임 내 동일 의견 비율이 낮

을수록, 이견 노출이 균형에 가까울수록 생각 구조가 조직화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조직화의 정도 

변화 없음과 비교할 때, 말하기와 지식수준은 조직화의 정도를 감소시키

는 방향으로 생각 구조를 바꾸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상호

작용 양상들이 적어도 생각 틀의 조직화의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는 작

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가설 2-1과 가설 2-3은 부분 지지되

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설 2-3의 경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분임 지식수준의 경우에는 조직화의 정도 감소를 증가시키고 

조직화의 정도 증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개

인 수준과 집단 수준이 숙의 과정에서 다른 양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행위-포용-환경의 차원으로 다시 한번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위의 차원은 숙의 참여자의 생각 틀 조직화

의 정도 증가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듣기만

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교환하기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어도 개인 

수준에서의 의견 교환하기는 생각 구조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어느 정도

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말하기는 적어도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를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만 나타났다. 한편, 포용과 환경의 차

원은 숙의 참여자의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임 평가가 높을수록, 분임 내 동일 의견 비율이 낮

을수록, 이견 노출이 동률일수록 생각 구조 조직화의 정도가 증가함이 

패턴화된 형태로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행위의 차원보다는 포용과 환경의 차원에 해당하는 토

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포용과 환경의 차원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양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숙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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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이 연구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토의 과정이 참여자들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토의 과정의 어떠한 요인이 참여자들

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이와 같

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사례를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RCA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례를 분석한 결과, 토의 과정 이후 참

여자들의 생각 구조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토의 과정이 참여자들의 생각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다만 토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조직화의 정도가 변화 없는 혹은 오히려 감소하는 참여자들도 

여전히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토의 

과정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토의 과

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이 기대되는 방식으로 잘 작동한다면 참여자들의 

생각 구조가 상대적으로 체계화되는 방향으로 조직화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특히, 포용과 환경의 차원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양상들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숙의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여지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숙의 과정에 토

의 과정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포용과 환경의 차원에 해당하는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

이 기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공론화 과정이 구성될 수 있다면, 우

리의 현실에서도 숙의민주주의의 이상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게 될 것

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토의의 질을 보다 더 높이는 방향으로 숙의민

주주의 제도가 재정비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바로 여기에 이 연구

가 갖는 함의가 있다.

이외에도 이 연구는 세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경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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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검토함으로써 숙의 효과와 숙의민주주의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밝

히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사회학적 차원에서의 의의가 있다. 특히 숙의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두 지점(제약의 측면과 토의 과정 

그 자체의 측면)에 대한 탐구를 경험 사례 분석을 통해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다.

둘째, 이 연구는 숙의가 인지적 차원에서 생각 틀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을 메커니즘의 차원에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차원에서의 

의의가 있다. 또한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를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행위-포용-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차원에서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의의

를 기반으로 숙의민주주의 이론에 새로운 방향 및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기존의 방법론이 아닌 새로운 방법론을 이용하여 토

의 과정에 의한 숙의 효과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연구는 RCA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참여자의 생

각 구조를 시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숙의 효과를 규명하고 있는데, 바

로 이 지점에 이 연구의 방법론적 특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숙의 연구에

서 인지적 차원에 대한 접근은 방법론상의 한계로 인하여 명확하게 제시

되어 온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하

여 숙의 연구에서의 인지적 차원에 대한 접근의 가능성을 새로이 펼쳐 

보인다. 이와 같은 지점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다.

다만 이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숙의 과정 전반에 나타나는 

숙의 효과를, 특히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숙의 효과를, 온전히 담아내

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이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토의 과정에서의 상

호작용 양상을 고스란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도 이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숙의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감정

의 차원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 60 -

이러한 한계는 차후의 숙의 공론화 과정 및 연구에서 반드시 반영 및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온전한 형태의 숙의 

연구가 한국 사회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숙의를 둘러싼 여러 

논쟁과 의구심도 바로 그때에서야 비로소 완연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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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 연구에서 활용된 잠재집단분석의 적합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낮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종합토론회 전)

2. 중간 조직화의 정도 유형(종합토론회 전)

집단 수
관측

값
p-값

log 

likelihood(model)
자유도 AIC BIC

1 199 1.000 -1426.616 15 2883.231 2932.631
2 199 1.000 -1305.238 28 2666.475 2758.688
3 199 1.000 -1284.053 44 2656.106 2801.012
4 199 1.000 -1259.325 55 2628.651 2809.782

<표 14> 낮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종합토론회 전) 잠재집단분석의 적합

성 평가

집단 수 관측값 p-값
log 

likelihood(model)
자유도 AIC BIC

1 133 1.000 -1096.091 16 2224.182 2270.427
2 133 1.000 -812.7951 32 1689.59 1782.081
3 133 1.000 -763.73 47 1621.46 1757.306
4 133 1.000 -757.164 59 1632.328 1802.859

<표 15> 중간 조직화의 정도 유형(종합토론회 전) 잠재집단분석의 적합

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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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종합토론회 전)

4. 낮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종합토론회 후)

5. 중간 조직화의 정도 유형(종합토론회 후)

집단 수 관측값 p-값
log 

likelihood(model)
자유도 AIC BIC

1 104 1.000 -930.4002 16 1892.8 1935.111
2 104 1.000 -416.828 27 887.6559 959.0545
3 104 1.000 -401.4097 39 880.8194 983.9506
4 104 1.000 -391.841 60 903.682 1062.345

<표 16>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종합토론회 전) 잠재집단분석의 적합

성 평가

집단 수 관측값 p-값
log 

likelihood(model)
자유도 AIC BIC

1 157 1.000 -797.7142 15 1625.428 1671.272
2 157 1.000 -696.4377 29 1450.875 1539.506
3 157 1.000 -672.7912 38 1421.582 1537.72
4 157 1.000 -649.2723 54 1406.545 1571.582

<표 17> 낮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종합토론회 후) 잠재집단분석의 적합

성 평가

집단 수 관측값 p-값
log 

likelihood(model)
자유도 AIC BIC

1 105 1.000 -736.5054 16 1505.011 1547.474
2 105 1.000 -568.3906 31 1198.781 1281.054
3 105 1.000 -568.8432 45 1227.686 1347.115
4 105 1.000 -519.7408 59 1157.482 1314.065

<표 18> 중간 조직화의 정도 유형(종합토론회 후) 잠재집단분석의 적합

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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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종합토론회 후)

7. 인지적 혼돈 유형(종합토론회 후)

집단 수 관측값 p-값
log 

likelihood(model)
자유도 AIC BIC

1 115 1.000 -1090.078 16 2212.155 2256.074
2 115 1.000 -86.6113 32 1237.223 1325.06
3 115 1.000 -560.983 45 1211.966 1335.488
4 115 1.000 -545.2577 55 1200.515 1351.487

<표 19> 높은 조직화의 정도 유형(종합토론회 후) 잠재집단분석의 적합

성 평가

집단 수 관측값 p-값
log 

likelihood(model)
자유도 AIC BIC

1 59 1.000 -422.5409 14 873.0819 902.1674
2 59 1.000 -397.2575 26 846.5149 900.5309
3 59 1.000 -374.2354 43 834.4709 923.805
4 59 1.000 -368.1034 46 828.2069 923.7736

<표 20> 인지적 혼돈 유형(종합토론회 후) 잠재집단분석의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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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liberation and cognitive

frame(structure) change in the

deliberative polling process

나 윤 영(Yoonyoung Na)

The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deliberation in the

deliberative polling process affects participants' cognitive frame

changes, focusing on the discussion process. The study seeks to

address the following two questions. First, does the discussion

process in the deliberation influence the change of participants'

cognitive structure? If so, what factors in the discussion process

affect the change of participants' cognitive structure? This study

seeks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by analyzing the cases of

the deliberative polling process on Shin-Kori Nuclear Reactors 5 and

6.

To this end, this study delivers the following three theore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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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First, it explores the mechanism of the cognitive frame

change in deliberation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cognitive

schema and the associative network model in cognitive sociology.

Second, it assures that the discussion process is one of the key

factors in changing the cognitive structure. Third, to test whether the

interactions in the discussion process affect the cognitive frame to

change, the study examines the threefolds of the interactions in the

discussion process: behavior, inclusion, environment. Through these

steps, this study argues that each level of interaction, including

behavioral, inclusive, environmental, changes the cognitive frame of

participants in a manner that affects the degree of organization of the

cognitive structure.

In order to verify this argument empir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deliberative polling process on Shin-Kori Nuclear Reactors

5 and 6 with Relational Class Analysis(RCA)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participants' cognitive structure was changing systematically in the

direction of being organized after the discussion process. However,

the degree of organization for some participants has remained

unchanged, while the degree of organization for others has decreased.

This result indicates that deliberation does not necessarily have a

positive effect. Howev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if the interaction

aspects in the discussion process work in a desirable direction,

participants' cognitive frames can be organized in a relatively

systematic wa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iscussion of the

deliberative polling process should be designed carefully. If the

deliberation could be done for the interaction aspect of the discussion

to proceed in the right way, the ideal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could be realized to som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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