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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 연구들은 의견 형성과 표명 과정이 사회적 여론 분포체계에 대한 지각에 

의하여 현저하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Noelle

Neumann(1974, 1977, 1984, 1985, 1990)의 ‘침묵의 나선모형’은 개인의 의견표명 

행위가 사회적 의견분포에 대한 지각의 결과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고 주장하였 

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다수의 의견에 속한다고 지각하면 자기 

의견 표병을 활성화하는 반면， 소수의 의견에 속한다고 지각하면 사회적 고립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기 위하여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경호탤 나타내고，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은 점차 널리 빨R지는 데 반하여 소수의 의견은 

점차 침묵되면서， 이른바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침묵의 나선모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모형은 사람들이 사회적 의견분포 지각 이후 자신의 의 

견을 표명하는가 아니면 침묵하는가의 여부에만 주목함으로써， 여론 형성과 표멍 

이리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전체 과정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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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았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즉， 이 모형은 의견표병 

이외의 여러 가지 섬리적， 행동적 측면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결여하고 있다. 

둘째， 이 모형은 소수 집단을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모형에서 인간은 다만 사회적 고립을 두려워하면서 디수집단의 압력에 

즉각 굴복하는 피동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이 모형은 소수의 침묵을 무기력하 

고 패배적인 상태， 즉 행동 상설의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침묵의 나선모형에서 예견하듯이 디수의 여론 압력에 직면한 소수 집단 

이 비록 침묵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침묵 그 자체가 소수의 무기력 또는 패배썩 

복속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당위성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론형성 과정올 

하나의 다져댄적 · 종합적 · 전반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면， 소수는 다수 앞에서 불 

가피하게 침묵하면서도 ‘의견표병’ 이외의 영역이나 단계에서는 다수의 압력에 대 

향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이며 섬지어는 저항적 · 도전적일 수 

도 있는 심퍼적 · 행동적 반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 

문이다. 결국 이 모형은 ‘의견 표명’이리는 최종적 행동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디수의 압력과 지배를 돌파해내기 위하여 행해지는 소수의 다면적 활동 또는 선 

택과，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변동의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진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침묵의 나선모형이 포괄해내지 못하는 이륜 

적 범주， 즉 여론형성 과정 중 의견표명 이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 

고자 한다. 즉， 의견기후 지각이라는 인지적 활동의 결과로 유발되는 결과 중 ‘돼 

견표명’ 이외에 소수와 다수의 ‘정보추구’라 하는 또 하나의 차원을 분석하고자 한 

다. 왜냐하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기후지각은 소수와 다수의 의견표명에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각각의 의견과 의견기후에 대한 지각 사이에서 

발생히는 갈등과 불확섣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추구 행동을 유발사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침묵의 나선모형에 내재된 이론상의 제한점활 

보완하고， 의견형성과 표명에 대한 연구의 폭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침묵띄 냐첼모형의 매론적 한계 

Noelle-Neumann은 여론형성 메커니즘을 개인틀의 의견기후 지각과 의견표명 

행위가 서로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냐의 나선형적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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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람들은 고립 공포를 벗어나기 위하여 ‘의사통계적 감각’( quasi-statistica1 

sense)을 동원， 자신 주변의 여론 환경， 즉 ‘의견기후’(climate of opinion)를 적극적 

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사회적 여론 분위기에 대한 지각은 다시 

사람틀의 의견표명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는 

다시 전반적인 여론 환경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것은 다시 다른 사람들의 여론분 

포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는 사람들의 의도 

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회체계 내부에 하나의 연속적 순환과정으 

로서의 ‘침묵의 나선’을 발생시킨다.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이 침묵의 나선모형의 현실적 설명력을 검토해 왔다. 대 

표적으로， G1ynn & McLeod(1984), Salwen, Lin & Matera(1994), Taylor(1 982)들은 

대체적으로 침묵의 나선 모형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반면， Katz & 

Baldass없e(1992)는 소수의 의견표명 수준은 처음부터 디수에 비해 낮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지도 않는다능 연구 결괴를 발견， 침묵의 

나선 모형을 반증하였다 이 밖의 엘련의 연구들도 침묵의 나선모형이 제기하는 

핵심적 가섣들의 예측과 상반되거나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는 분석 결과들을 보고하였다{가령， G1ynn & McLeod, 1983). 또 다른 일련의 연 

구들은 사람들의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요인으로서 ‘고립 공포’ 이외 

의 다른 동기 변인이나 중계 변인들， 가령 자아 관여도，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 이슈에 대한 지식， 자기 효능성 등의 영향력을 추적한 바 있다{가령， Katz 

& Ba1dassare, 1996; Lasorsa, 1991; Salmon & Neuwirth, 1990; Willnat, 1996).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침묵의 나선 모형은 첫째， 의견기후의 지각이 유 

발하는 반응은 다차원적일 수 았다는 점을 경시하고 그것을 의견표명의 적극성 

여부라는 단일하고 일차적인 문제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고립 

공포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소수의 침묵을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것으로 파 

악함으로써 다수의 영향력만을 인정， 강조하고 소수의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Price & Allen, 1990 참죄. 그러므 

로 침묵의 나선 모형은 다수의 압력 앞에서 소수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 히는 

문제만을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과연 이 경우 소수의 침묵이 진정 소수의 비활동 

(inaction)을 말하는가 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여론을 하나의 일방적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견기후 지각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람틀의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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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소수의 영향력과도 관련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Price 

& Allen, 1990).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견기후 지각 이후 나타니는 사람들의 

정보추구 팔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기후 지각은 개인들의 

의견표명 띄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기의견과 의견기후 지각 사 

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정보 

추구 활동을 유발시킬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주목하그녀 하는 인간의 정보추구 활동은 능동성과 양방향성을 기본 

속성으로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정브추구행위는 단순히 타인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소극적 관찰이라기보디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 

는 능동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하나의 양방향적 인간활동으로서，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지지정보(self-supportive information)에 대한 추 

구나， 그것틀과 상반되는 비지지정보(non-supportive information)에 대한 추구로 

나타날수 있다. 

3. 소수익 사회적 영향택과 정보추구 

(1) 디수와 소수의 사회적 영향력 

침묵의 나선모형이 이처럼 다수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지배적인 것으로? 그리고 

소수의 역할을 소극적， 소멀지향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이론적 펀향성을 보이는 

데 반하여， Forsyth(1990), Moscovici(1976 , 1980, 1985a, 1985b, 1991), T메fel & 

Turner(1979), Turner(1987, 1991)를 위시한 일군의 사회적 영향력 연구자들은 다 

수의 영향력과 소수의 영향력을 동시에 인정하는 보다 균형있는 이론모형을 제딴 

하고 있다. 가령， Forsyth(1 990)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순응 

( conformity)과 비순원nonconformity)으로 양분하고， 다시 전자를 순종(compliance) 

과 전환( conversion), 그리고 후자를 독립(independence)과 반헝{ counterconformity) 

으로 구분한다. 즉， 디수의 영향력 앞에 놓인 소수의 유일한 선택은 순응밖에 없 

다고 보는 침묵의 나선 모형과 달리， 그는 소수의 비순응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인정한다 

특히 Moscovici(1976, 1980, 1985b, 1991; Moscovici & Lage, 1976; Moscovici, 

Lage, Naffrechoux, 1969)를 위시한 일련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집단적 상호작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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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다수의 영향력을 강조하는(가령， Asch, 1956; Brown, 1988; Festinger, 

1950, 1954, 1957; Milgram, 1974) 일련의 사회섬리학적 논의들을 수용하면서도， 

이와 함께 소수의 영향력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그것에 의해 발생할 수 있논 사회 

변동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Moscovici(1980)는 다수는 주로 비교과정(comp따lson 

process)을 통해 소수의 굴복， 즉 순원conformity)을 유발하지만， 소수는 다수로 

하여금 확인과정(validation process)을 통하여 소수의 관점을 숙고하고 이해하려는 

인지적 과정으로 유도함으로써 다수의 전환(convers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가령， 

Doms & Van Avermaet, 1980; Moscovici & Personnaz, 1980, 1986; Mugny, 

Papastamou & Sheηard， 1982; Personnaz, 1981; Tumer, 1991). 즉， 소수의 영향력 

은 디수의 영향력과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로 인지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 

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영향력의 관철 과정은 디수가 소수를 무력화시키는 일방적 지 

배과정 01 아니라， 양자 사이의 상호과정이며， 이러한 상햄용 과정 속에서 소수 

는 집단압력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행위자로서 존재하변서， 때로는 

다수의 인지와 지각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변동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디수와 소수 사이의 영향력 상호작용의 

결과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순원conformity)만을 불가피하게 유발승F는 것이 아니 

라， 정상돼normalization)와 혁신(innovation)이라는 다른 두 가지 결과률 낳을 수 

있게 된디{Moscovici， 1985a; Price & Allen, 1990). 여기에서 ‘순응-’은 소수가 다 

수의 입장에 통합됨으로써 집단적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인 반면， ‘정상화’는 다수 

와 소수의 상호 타협을 통해 양지를 통합함으로써， 그리고 ‘혁신’은 오히려 소수 

가 다수를 설득하여 그들의 의견을 집단 전체의 의견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길을 말한다. 

(2) 의견가후 지각과 불확질성 

침묵의 나선모형은 사람들이 사회적 의견기후 관찰을 통하여 자선의 의견과 타 

인틀의 의견들 사이의 일치 또는 붙일치의 정도를 지각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의견기후 지각의 결과，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견으로 지각하 

는 사람들(이하 ‘다수지각자’)은 타인과의 일치 정도를 크게 지각하고 불일치의 정 

도를 작게 지각하고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지각허는 사람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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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각자’)은 타인과의 불일치의 정도를 크게 지각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때 지각되는 일치/불일치는 그것의 정도만큼 자신의 의견에 대한 꽉 

실성/불확실성을 유발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 

과 타인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만큼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높관 

확실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견에 대한 확섣성/불확실성 인식은 그 의견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지식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사회적 또는 상황적 정당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Aπow(1984)의 견해처럼 불확실성은 행위자의 세상에 대한 무지상태， 환경에 대 

한 이해불기능성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Moscovici(1976)나 Tumer(1 985, 1987, 

1991)의 이해처럼 세상의 객관적 모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령 사회적 갈등을 창출하는 타인과의 불일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았다. 불펙 

설성은 객관적 정보 자체만이 아니라 갈등적 사회관계의 산물이며， 또한 정보라 

는 것도 객관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자기범주파 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 역시 불확실성의 사회규범적 측면올 

강조한다. 측， 불확실성은 타인과의 일치를 통해 줄어들고 타인과의 불일치에 익 

해 증가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이 인간의 인지적 촬 

동과 전적으로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타인과의 일치/불일치 여부판단 자체를 사 

람들은 현실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는 인지적 활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겸 

국 불확실성의 생산과 감소는 사회규범적이면서 동시에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대Tumer & Oakes, 1986). 이러한 논의들에 기초한 실험연구들은 타인과익 

일치나 불일치의 수준에 의하여 사람들이 지각하논 확신이나 불확실성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특히 McGarty, Turner, Oakes, & Haslam(1993) 

은 타인과의 지각된 불일치가 불확섣성을 증가시키고， 일치가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는 경힐E을 발견하였다. 

종합하건대 지각되는 불일치의 수준에 의하여 지각된 불확실성의 수준이 결쟁 

된다. 그러므로 소수지각지쓴 다수지각자보다 더 큰 불확실성을 지각할 것으굶 

예측할수 았다. 

(3) 불확절쟁과 정보추구 

그렇다면 집단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불확설성은 인간들의 정보추구 행위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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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첫째， 불확실성 지각의 강도와 정보추구 행위 수준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인간의 불확실성 지각은，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보추구 행위를 유발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쟁점에 대해 타인틀이 자신과 다른 의견이 

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견이 가지는 사실적， 규범적 

적절성에 대해 불확섣성을 느끼게 되고， 이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그 쟁점에 

대한 정보추구 행위에 나서게 될 것이다 

Mills(1965)는 사람들은 문제해결 상황에서 해결 대안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하 

려 하며， 확실한 상황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정보추구 행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사람들은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문제해결책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그 대안들의 적합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자신의 결정행위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보추구 행동을 보 

인다고 한다. Lanzetta(1968)는 갈등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게 지각될수록 정보추 

구 행동 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실험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종합하건대 환경 

에 대해 지각된 불확실성은 그것의 해소를 위한 정보욕구와 정보추구 행위를 유 

발시키며， 이때 지각된 불확설성이 클수록 정보추구 행위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불확실성 지각에 사회영향력 이론을 도입하면 집단상황 속에서 타인과의 볼일 

치를 더 크게 느끼는 소수지각자는 다수지각자보다 더 큰 불확실성을 느낄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의견기후 지각과 관련해서도 통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소수지각자논 다수지각자보다 타인과의 불일치를 더 크게 느낄 것이 

며， 그 결과 더욱 높은 수준의 불확섣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높 

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지각하는 소수지각자가 다수지각자보다 더 적극적이고 높 

은 수준의 정보추구 행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인지부조화와 정보추구 

둘째， 소수지각자와 다수지각자는 각각 어떠한 종류의 정보에 대한 추구를 선 

호할 것인가? 추구되는 정보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지부조화 이론과 선별적 노출 

이론이 설명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Festinger(1 957)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의사결정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조화 상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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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얻을 수 있다， 즉， 상호경쟁적인 두 대안 뚱 

하니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대안이 가지 

는 바람직한 모습을 인식하고 섬리적 부조화를 느낄 수 있다. 이때 지각되는 부 

조회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선택된 대딴에 관한 지지정보와 포기한 대안에 

관한 비지지정보를 추구하되， 선택 대안에 관한 비지지정보와 포기한 대안에 관 

한 지지정보를 회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선별적 노출 이론 역시 사람들은 그둡 

의 기존 태또나 관섬에 일치하는 정보에 접촉하려 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될 

가진 정보는 회피하려 한다고 설명하였다{가령， Adams, 1961; Ehrlich, Guttmann, 

Schonbach, & Mills, 1957; Mills, Aronson, & Robinson, 1961; Schramm & Cater, 

1959; Stempel 1981), 

그러나 정보추구 행동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틀이 반드시 지지정보에 대한 명백 

한 선호리는 일관된 분석 결과만을 얻어온 것은 아니다~ Sears & Freedman(1967) 

이 지적하듯이 선별적 노출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틀은 이 가설에 대한 단순한 

지지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Brodbeck(1956)와 Sears( 1965) 등은 비지 

지정보가 지지정보보다 더욱 선호될 수 있다는 연구 결괴를 보고하였으며， Feather 

(1 962), Mills & Ross(1964), Sears(1 966) 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지지정보와 비지 

지정보에 대한 분명한 선호가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정보추구에 관한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에 따라 기존의 이론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Brock(1965)과 그의 동료들(Brock， Albert, & Becker, 1970)은 

인지부조회를 일으키는 정보라 하여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사 

람들의 정보추구 행위는 정보의 지지성， 정보의 친숙성， 정보의 유용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실제 연구 결과， 사람들은 자 

신이 장 모르는 입장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그l자 하였고， 자신이 선택 

한 대안에 관한 지지정보가 새로운 것일 경우 적극적으로 추구하려 하지만， 그것 

이 이미 친숙한 내용일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추구행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지지정보에 대한 추구를 확신이나 불확실성의 수준으로 섣명하려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Freedman(1965)에 의하면 사람들의 비지지정보에 대한 선호는 그 정 

보가 가지는 유용성과 흥미 이외에 확신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에 의하띤 

낮은 수준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조화적 정보를 더 추구하지만，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비지지정보를 추구하그1자 한다"， Mills & Ross(1964)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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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수준이 낮을수록 사람들은 지지정보를 추구한다는 연구 

결과를보여주었다. 

한편 Mills(1965)의 실험연구 결과 사람들이 자기의견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확 

신을 갖는 경우， 지지정보에 대해서는 높은 선호를 보이지만， 비지지정보에 대한 

선호는 확신의 수준과 무관함이 나타났다. 이러한 Mil1s의 연구 결과는 Festinger 

의 가정괴는 달리， 부조화된 정보에 대한 회피가 부조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Sears & Freedman(1967) 역시 인지부조화 이 

론이나 선별적 노출 이론을 따를 경우 사람틀의 비지지정보에 대한 노출을 설명 

할 수 없다고 보고， 당파적 성향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가령 지각된 정 

보의 유용성에 의하여 정보에 대한 노출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의 설병을 다수와 소수 집단의 의견기후 지각과 관련시키면， 소수지각 

자들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지각하면서， 그것과 자기 의견과 타인 의견과의 

일치를 이루려는 욕구 또는 고립되지 않으려는 본능 사이에 높은 수준의 부조화 

를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수지각자들은 타인과의 동의나 일치를 높게 

지각함으로써， 그 결과 낮은 수준의 불확설성과 낮은 수준의 인지부조화를 겪게 

될 것으로보인다. 

의견기후 지각은 정보추구행위의 강도와 방향 두 가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정보추구행위의 강도와 관련하여 소수지각자틀은 

다수지각자들보다 더욱 높은 불확실성을 느끼고， 따라서 더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정보추구 행위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소수지각지듬은 디수지각자들에 비 

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지지정보와 비지지정보 모두를 더욱 강도 높게 추구할 

것으로추론할수 있다. 

둘째， 의견기후 지각이 유발승}는 정보추구행위의 방향성은 인자부조화의 강도 

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소수지각자 집단은 다수지각자 집 

단에 비하여 의견기후 지각의 결과 발생하는 인지부조화의 해소를 향한 섬리적 

압력을 보다 강력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라한 조건 속에서 소수는 한편으로는 

정보추구 행위의 적극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인지부조회를 증대시킬 기능성이 높 

은 비지지정보에 비하여 부조회를 감소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지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지각자 집단은 낮은 수준의 인지부조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동기 

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그 결과 지지정보에 대한 디수지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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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별적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절 것이다. 이틀은 오히려 소수지각지들에 

비하여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즉， Moscovici의 설명처럼 다수는 소수가 전달해 푸 

는 인지적 · 정보적 충격을 받이틀이고 소수의 관점을 확인하여 세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려는 인지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러한 소수 영향력에 

직면하여 지지정보보다 비지지정보블 상대적으로 더욱 추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연구문제와 연구가절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의견기후 지각은 소수지각자와 다수지각자의 의견표명 의지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개 

[연구가설 1] 다수지각지는 소수지각자에 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의견 

표명 의지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의견기후 지각은 소수지각자와 다수지각자의 정보추구 의지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 소수지각자는 디수지각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지 

지정보 추구의지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섣 2끽 소수지각자는 다수지각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비 

지지정보 추구의지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3] 소수지각자는 디수지각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정 

보추구 의지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3> 의견기후 지각은 소수지각자와 다수지각자의 정보추구 방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섣 3-1] 다수지각자의 비지지정보 추구의지는 지지정보 추구의지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3-2] 소수지각자의 지지정보 추구의지는 비지지정보 추구의지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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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방법 

(1) 얘슈의 선정과 설문조사 절차 

2000년 10월 중순 이후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바 있는 외규장각 

도서반환 방식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규장각 도서반 

환 관련사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의견기후 지각이 유발하는 정보추구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 이슈 

화되어 그것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그 결과 

사람들의 정보추구 행위가 완료된 사안을 회피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절대 다수 

의 찬성 혹은 반대가 사회적으로 확립된 사안이 아니라， 찬반에 대한 논란의 여 

지가 남아 있는 이슈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는 2000년 10월 19일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 

통령들이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함대가 불법적으로 탈취해 간 외규장각 

도서를 ‘대등한 문화재 교환 전시’ 형식으로 2001년까지 반환 완료하기로 합의함 

으로써 쟁점화되었다. 이 방식의 내용은 프랑스가 가져간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 

에 반입히는 대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동등한 7}치를 가진 문화재를 프랑스에 

반출한다는 것이었다. 협상 결과에 대하여 한국사회 여론은 ‘원칙론’과 ‘현설론’으 

로 분열되었다. 원칙론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약탈당한 우리 것음 찾아오기 위해 

우리 것을 다시 내어준다는 것은 제국주의적 약탈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행위라며 반환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하라고 촉구하였다. 반면 

현실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제관행상 문화재의 무조건적 반환사례는 드물고 

약탈 문화재의 반환을 강요할 수 있는 국제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감정이나 원 

칙론만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면서， 우리의 여왼餘本)을 

주고 진본{힐木)을 되찾는 방안은 가장 현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외규장각 도서반환 이슈는 11월초 예정된 디음 협상을 앞두고 더욱 첨예화되었 

다 특히 한국이 프랑스에 념겨주기로 제안한 도서 일부가 복본{複本)이 아니라 

국내 유일본으로 알려지면서， 11월 3 일 117B 학술단체가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외규장각 도서의 무조건적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대 

학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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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하여 2000년 11윌 9일과 14 일， 지방소재 2개 대학에서 다양한 학 

과 소속 학생들로 구성된 대단위 수업 수강생 각각 98명과 149명을 대상으로 설 

문지 조시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는 10윌 중순부터 제기된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 

제가 정치권， 학계 등 엘리트 중심 공방에서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직후 

였다. 총 247개의 회수섣문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57R의 설문지룹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들과 관련하여 두 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의견기후 지각은 이슈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의견과 사회 전반의 의견분포에 

대한 응탑자 자신의 판단을 비교하였다. 설문지에서 외규장각 도서반환 방식에 

관한 두 가저 입장， 즉 원칙론과 현실론을 각각 진술문의 형태로 제시하고， 이블 

읽고 난 이후 응답자 자신의 의견이 이틀 두 가지 입장 중 어디에 속히는지를 붙 

고? 또한 이룹 중 어느 의견이 사람들로부터 더욱 지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블 

물었다. 그 젤과， 자신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을 모두 원칙론으로 응답하거나 자선 

의 의견과 디수의 의견을 모두 현설론으로 응답한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 

견으로 지각송}는 응답자， 즉 다수지각자로 분류하고 이와 달리 자신의 의견은 윈 

칙론이지만 다수의 의견은 현실론이라고 응답하거나 자신의 의견은 현실론이지만 

디수의 의견은 원칙론이라고 응탑한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지각하 

는 사람들， 즉 소수지각자로 분류하였다. 

의견표명 의지는 W동아리나 학과모임， þ’강의시간" ~총학생회 주최 공개 토 

론회 각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규장각 도서반환방식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다 

면 내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각각 라이커 

트 7점 척도로 측정하여 응답접수의 평균을 구하였다. 이들 3개 문항 점수는 높 

은 선뢰도 계수를 나타냈다{Cronbach’ s a==.89). 

정보추구 익지는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반환방식에 대해 원직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겠다，”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반환빙 

식에 대해 한설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겠다." ’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반환방식에 대해 원칙론을 주장하는 신문기사를 읽어보겠 

다"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반환방식에 대해 현질론을 주장하는 신문기사를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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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겠다"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반환방식에 대해 원칙론을 지지하는 TV프로 

그램이 방영된다면 이를 시청하겠다."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반환방삭에 대해 

현설론올 지지히는 TV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 이를 시청하겠다"라는 6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각각 라이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들 6개 

문항은 앞에서 설명한 응답자 자신의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과의 비교를 

통해 응답자 자신의 의견에 대한 지지정보 추구의지를 묻는 3개 문항의 평균점수 

(Cronbach’s a=.81)와 비지지정보 추구의지를 묻는 3개 문항의 평균점수(Cronbach’s 

a=.73)를 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들 전체 6개 문항의 평균점수로 정보추구 의지 

를 측정하였다{Cronbach’ s a二.88).

6. 분석 결과 

자료분석 결과， 응답자 235병의 자기의견과 의견분포 지각은 <표 1>에 제시된 

바와같이 나타났다. 

<표 1> 응답자들의 자기의견과 지각된 다수의견의 분포 

지각된 다수의견 

자신의 의견 
원칙론 

현실론 

(합계) 

원칙론 

88명 

31 병 

119병 

모
니
}
 

• 

며
。
 병
 • 

병
 

환
 

• % 

-
끼
 

• 

띠m
 

(합계) 

127명 

108병 

235병 

<표 1>에 나타니듯이 다수지각자는 자신의 의견이 원칙론이면서 동시에 원칙 

론을 다수 의견으로 지각한 88명과， 자신의 의견이 현실론이면서 동시에 현설론 

을 다수 의견으로 지각한 77명을 합하여 총 165명(70.0%)이었으며， 소수지각자는 

그 나머지 70명(30%)이었다. 

일련의 t-test를 통하여 집단간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가설 

들을 검증하였다. 각각의 분석에서 비교집단들의 변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디수지각자 집단(M二 4.3 1 ， SD 二 1.37, n二 165)이 소수지각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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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3. 86, SD= 1.37, n=70)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의 보다 높분 

의견표명 의지를 보여주었다{t(233)=2.29 ， p<.025 , one-tailed). 이러한 결괴는 [연 

구가설 1]의 예측방향과 일치히는 것으로서， Noelle-Neumann의 침묵의 나선모형 

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수지각자 집단(M=4.96， SD= 1.22, n=70)이 디수지각자 집단(M=4.47 ， SD 

= 1.20, n= 165)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의 보다 높은 지지정보 추구 

의지를 보여주었다{t(233) = 2.84, p < .005, one-tailed).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2-1]을 지지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연구가설 2-2]의 예측과 동일하게 비지지 

정보 추구의지에서도 소수지각자 집단(M=4.64， SD= 1.23, n=70)의 평균치가 

다수지각자 집단(M=4.3 0 ， SD= 1.12, n= 165)의 그것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센(233)=2.10， P < .025, one-tailed). 지지정보 추구의 

지와 버지지정보 추구의지를 합한 전체적 정보추구의지에서도 소수지각자 집단(M 

=4.80, SD== 1.1 6, n=70)이 디수지각자 집단(M=4.3 8 ， SD= 1.10, n= 165)에 비 

하여 높은 평균치(t(233) = 2.60, p < .005, one-tailed)를 보여줌으로써 [연구가섣 

2-3] 역시 지지되었다. 

그러나 다수지각자 집단의 지지정보 추구의지(M=4.47 ， SD= 1.22, n= 165)는 

비지지정보 추구의지(M=4.3 0 ， SD= 1.12, n=16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t(164)=2.92 ， P < .005, one-tailεd) ， [연구가설 3-1 ]은 부 

정되었다. 반면， 소수지각자 집단의 경우， 지지정보 추구의지(M=4.96， SD 二 1.20, 

n二 70)가 비지지정보 추구의지(M=4.64， SD 二1.23 ， n=70)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t(69)=3.92 ， p < .001 , one-tailed), [연구기

섣 3-2]는 지지되었다. 

7. 논의및절론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N oelle-N eumann의 침묵의 나선모형과 관련하여 매우 중 

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연구가설 1]이 지지된 사실， 즉 다수지각자 집단이 소수지각자 집단에 

비하여 보다 높은 의견표명 의지를 나타낸 결과는 침묵의 나선모형이 가지는 강 

력한 현설 예측력을 보여준다. 즉， 침묵의 나선모형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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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견표병보다쓴 침묵을 선택하려 한다는 경향성을 분 

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둘째， 그러나 분석 결과는 다수의 영향력 앞에 선 소수의 침묵이 그들의 철저 

한 무력화 또는 굴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디는 새로운 이론적 성찰의 계 

기를 제공해 준다. 즉， 소수는 의견표명 치원에서는 침묵을 선택할 망정， 그 밖의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활동적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들이 [연구가절 2-1], [연구가설 2-2 ], [연구가설 2-3]을 

모두 지지하였다는 사실， 즉 소수지각자들이 다수지각자들보다 지지정보， 비지지 

정보 그리고 전체정보 추구의지에서 각각 좀더 높은 강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소수의 침묵이 결코 그들의 총체적 무력화 또는 비활성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보여준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침묵의 나선모형이 그동안 주목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차 

원， 즉 의견표명괴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서의 정보추구 행위가 가지는 

이론적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침묵의 나선모형은 소수가 다수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다는 경향성을 기술해 줄 뿐， 다수의 압력 앞에서 침묵히는 소수가 수동적 

이며 굴종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추구 활동을 도모하는 활성화된 존재 

임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소수지각자들은 침묵 속에서도 다수지각자들에 

비하여 타인들과의 불일치와 불확실성을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지각하고 이를 해 

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적극적인 정보추구 의지를 보띠고 있다는 사 

실은， 곧 소수의 침묵이 결코 커뮤니케이션적 비활동iinaction)을 의미하지 않는다 

는 점， 다수에 의하여 강제되는 ‘침묵의 나선’의 이변에는 소수에 의하여 주도되 

는 ‘정보의 나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한편，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3-2]의 겸증 결과， 소수지각자와 다수지각자 

집단 모두 비지지정보에 비하여 지지정보를 더 추구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견기후 지각의 결과， 자기 자신과 사회와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조화 

를 강하게 느낄 것으로 예측되는 소수는 이러한 부조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 

신들의 기존 태도 • 선념 • 의견에 일치하는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려 하는 

경향성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은 지지되었다. 그라나 다수지각자들은 섬 

리적 부조화의 정도가 낮을 것으로 보고 소수의견이 유발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 

기 위하여 지지정보보다는 비지지정보를 더 추구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3-2] 

는 반증되었다. 즉， 다수 역시 소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섬리적 부조화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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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지지정보에 대한 선별적 추구경향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라 

한 결괴는 Moscovici의 관점파는 불열치하는 것으로， 인지적 · 정보적 충격을 통 

하여 다수의 인식 전환을 유도히는 직접적인 소수 영향력의 작동을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본 연구의 분석 결과틀은 여론형성과 표명과정 중 의견표명이파 

는 단일한 행동측면에만 주목하는 침묵의 나선모형을 이론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이 과정을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할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 이 모형은 소수의 침묵만을 강조한 나머지， 의견표명 부재상태의 이면에 

존재하는 소수의 잠재적이고 역통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전반에 주목하지 않았 

다. 즉， 다수의 의견표명 행위가 가지는 적극적 의미를 인정한 반면， 소수의 침묵 

저변에 존재하는 적극성을 간과하였다. 여론형성과 표명이라는 하나의 기나긴 커 

뮤니케이션 과정은 단순한 ‘표명 여부’만으로는 포괄될 수 없는 복합성과 다면성 

을 가지고 있다. 결국， 여론형성과 표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와 다수 사이의 힘 

의 관계를 ‘침묵의 나션’이라는 기계론적이며 일방적인 관점에서만 셜명할 것이 

아니라， 소수에 의하여 주도될 수 있는 ‘정보의 나선’을 함께 고려즙}는 다면적이 

고 동학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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