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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전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원자력 수용성을 판단할 때 지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식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지식에 대해 전체
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지식유형별 기능과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을 주관
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위험지각 변수들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 낙인, 신뢰)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은 상호관련성이 있으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지식은 수용성 및 위험지각 변수들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반면 객관
적 지식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차원의 원자력 수용성에서는 주관적 지식
이 객관적 지식에 비해 강한 영향력을 보인 반면, 사회적 차원의 수용성에서는 객관적 지식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의 유형 구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즉, 지식변수는
기존 위험지각변수들이 수용성을 설명하는 것과 별도의 차별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주관적･객관적 지식은 신뢰, 편익, 낙인과 같은 위험지각 변수들과 수용성간 관계를 조절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식은 신뢰와 편익이 가지는 긍정적 기능을 촉진하며, 낙인이 가지는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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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지식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이
유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이론적 배경에 기반한다.
먼저 현실적인 측면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2년 한수원 원전부품 비리 사
건 이후 원자력과 관련된 태도변화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김서용･김근식, 2014; 김서
용･유연재, 2014; 김서용 등, 2014; 정주용･김서용, 2014).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자력과
관련해 정책 당국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관념 중 하나는 ‘대중들이 원자력에 대한 이
해도가 낮기 때문에 수용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념에 근거하여 대중들
에게 원자력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원자력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전제가 되는 ‘지식이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한 검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즉, 지식전파에 앞서 던질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대중의 지식 증가가 원자력 수용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라 할 수 있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 수용성 연구에서 분석은 지각된 위험과 편익, 감
정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김서용･김근식, 2007), 지식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원자력과 관련된 지식이 원자력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Kuklinski et al., 1982; Brown and White, 1987; Sjöberg,
1991; Maharik and Fischhoff, 1993; Katsuya, 2002; Stoutenbough et al, 2013; 김서용･최상
옥･김동근, 2010; 왕재선･김서용, 2013; 김서용･김근식, 2014).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대다수의 연구들이 주관적･객관적 지식을 구분
하지 않거나 이 중 하나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에서
는 객관적 사실을 묻는 질문을 통해 지식을 측정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
의 주관적인 지식 상태를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지식이라는
개념을 이용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의미하는 바와 의도하는 내용은 다르게 구성
되어 있다. 최근 지식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행위자의 판단준거로서 객관적 지식(objective
knowledge)에 비해 주관적 지식(subjective knowledge)이 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Selnes & Gronhaug, 1986; Feick et al., 1992; Ellen, 1994;
Pieniak et al., 2010; Aertsens et al., 2011).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원자력 연구에서도 객
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구분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원자력 수용성에 대한 지식연구들은 지식이 수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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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간접적인 기능과 효과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기존 지식 연구에서 지식의 조절 기능에 대한 다수의 연구(Berger et al., 1994; House et
al., 2004; Tuu et al., 2001)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수용성에서 이러한 지식의 조
절기능에 대한 검증 노력이 부족하였다.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원자력 수용성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용성의 결정요인이 되는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
낙인, 신뢰 등과 구조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원자력 연구 분
야에서 지식의 간접적인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 있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과연 대중의 지식 증가가 원자력 수용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지식의 어떤 측면(소위 지식 유형, 본 연구에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이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지식의 효과는 수용성을 결정하는 위험지각
변수들(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 낙인 신뢰)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며 이
는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연구 질문으로 제기한다. 이와 같은 연구 질문
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지식의 유형을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이
들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위험지각변수와 수용성간 관계에서 영향력(조절효과)을 중심
으로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지식연구의 경향, 한계, 새로운 방향
1. 원자력 수용성에서 지식 연구: 경향과 한계
원자력 수용성과 지식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요약하면 다음의 <표 1>
과 같다. 기존 연구들은 지식변수가 수용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으
며, 기능론적으로 지식증가는 관련 위험에 대한 위험지각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수용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Kuklinski et al., 1982; Sjoberg and Drottz-Sjoberg,
1991; Maharik and Fischhoff, 1993; Katsuya, 2002; Stoutenborough et al., 2013).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지식수
준의 증가가 위험지각을 낮추거나 또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증거
가 일관성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지식이 위험지각을 낮추어 원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식의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vi and Hold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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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지식측정 문항의 선택에서 자의성이 존재하며, 측정시 지식의
유형 중 특정유형을 편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지식을 측정하는 방식도 단순히 알고 있
는지만 점검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세부적 지식을 측정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일관
성있는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초점인 주관적, 객관적 지식과
관련해 두 지식 중 한가지만을 선택하여 측정하고 있어 주관적, 객관적 지식이 지닌 효
과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지식의 다양한 기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지식이 위험지각과 수용성에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그 외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신뢰, 지각된 위험과 편익, 낙인과 같은 변수와 수용성간 관계에서 지식의 조절 또는 매
개효과를 논의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지식이 지닌 효과성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 변수들과의 관계성이 복잡하기 때문인데 변수간 다양한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표 1> 지식과 관련된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기관)

주요 연구내용

지식의 측정

연구대상 및 방법

･ 원자력과 관련된 지식 수준이 높은 집
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합리적 ･ 원자력과 관련된 9
･ 1976년의 예비선거
･ Kuklinski et al.(1982)
(계산적)으로 판단함
가지의 질문을 활용
설문 데이터 활용
･ 객관적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원전에 ･ 객관적 지식을 측정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
･ 영국 Bracknell 거
주민 대상 1984년
(N=1,511),
1986년(N=223)
에 조사
･ 내용분석

･ Brown and
White(1987)

･
･ 대중 상당수는 원전에 대한 지식이 부
족하여 위험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함
･ 이는 대중이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
그들이 받는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임

･ Sjöberg and
Drottz-Sjöberg
(1991)

･ 지식과 위험지각, 그리고 원전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다룬 연구
･ 원전종사자를 대상
･ 방사선과 관련된 객
･ 방사선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으로 설문조사 진
관적 지식을 측정
은 원전과 관련된 위험 수준을 낮게
행(N=236)
평가함

･ Maharik and
Fischhoff (1993)

･ 개방형 방식을 통한
지식측정이 실패
･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원자력 에너지
후, 총 77개의 문항
의 이용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
을 개발하여 주관적
지식을 측정함

방사선과 핵폐기물
에 대한 사람들의 개
방형 응답을 범주화
지식범주의 비다양
성을 확인

･ 총 4번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두 번째 연구의 경
우 263개의 표본
을 수집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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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도쿄, 오사
카, 나고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N=1,218)

･ Katsuya(2002)

･ 원전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 ･ 원자력에 대해 어느
은 원전에 대한 위험지각과 전력생산 정도 알고 있는가를
량에 기반하여 위험을 판단하는 경향 측정함
이 있음을 밝힘
･ 주관적 지식을 측정

･ Stoutenborough et al.
(2013)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수용성의 개 ･ 원자력과 관련된 9
･ 미국인들을 대상으
념을 가치, 지식, 위험지각을 이용하 개의 문항을 이용하
로 2012년에 설문
여 설명하고 있음
여 측정
조사 진행
･ 객관적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원전 수 ･ 객관적 지식 수준을
(N=1,525)
용성이 높아짐을 실증분석함
측정

･ 왕재선･김서용 (2013)

･ 전 국민을 모집단으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민들의
･ 원자력발전에 대해 로 하는 할당표본
인식변화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추출 방식을 이용
･ 주관적 지식을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지를 측정(4점 척도) ･ 2009년 데이터는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여러 차원의 수
･ 주관적 지식
1,500명, 2012년
용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확인됨
데이터는 1,507명

･ Kaperson et al.
(1980)

･ 지식의 수준이 낮을수록 원전을 지지
･ 원자력 이슈와 관련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의
된 5가지 종류의 질 ･ 보스턴 지역의 일
문을 제기함
문을 활용하여 지식 반인을 대상으로
･ 지식의 증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
을 측정함
설문조사
전에 대한 반대가 줄어들 것이라는 증
･ 주관적 지식을 측정
거는 찾기 어려움

･ Levi and Holder
(1988)

･ 지식 수준이 원전 수용성에 영향을 준
･ 캘리포니아 폴리테
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 원자력과 관련된
크닉 대학의 심리
･ 원전의 지지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살 10가지의 질문을
학과 학생들을 대
펴본 결과, 지지자와 반대자의 지식수 활용
상으로 설문조사
준은 중립에 위치한 사람들에 비해 높 ･ 객관적 지식을 측정
진행(N=143)
은 결과를 보임(U형)

･ Visschers and
Wallquist (2013)

･ 지식과 원전 수용성 간에는 역U의 관
･ 원자력과 관련된 18
계가 발생
･ 스위스 거주민을
가지의 문항을 이용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람들의 태
대상으로 2010년
하여 지식을 측정(3
도변화를 조사한 결과 사고 이전의 수
에 설문조사 (우편)
가지 주제로 구분)
용적 태도가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하
수행 (N=1,232)
･ 객관적 지식을 측정
는 것으로 나타남

･ 임채홍･김서용 (2014)

･ 2012년 한국의 원전비리 사건 후 원
･ 원전비리 전후 원자
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구조와 수
･ 전국민을 모집단으
력 에너지에 대해
용성 결정요인을 분석함
로 하는 할당표본
더 잘 알게 되었는
･ 원전비리 이후 주관적 지식은 원전에
추출
가를 측정
대한 신뢰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영
･ 1,500명
･ 주관적 지식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신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 결
･ 2005년 인구총조
･ 신과학기술에 대한
정요인을 분석
사 값을 기준으로
･ 김서용･최상옥 ･김동근
쟁점에 대해 얼마나
･ 지식이 신뢰와 상호작용함을 확인
표집할당
(2010)
알고 있는가를 측정
･ 지식은 지각된 위험을 완전매개로 하
･ 일반시민 대상
･ 주관적 지식
여 수용성에 영향을 미침
1,2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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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egrist and
Cvetkovich (2000)

･ 특정 위험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증가 ･ 특정 활동과 기술에
･ 워싱턴 대학의 심
함에 따라 사람들은 신뢰에 덜 의존적 대해 얼마나 알고
리학 과정 학생들
인 태도를 보임
있는지를 측정(7점
을 대상으로 설문
･ 지식이 신뢰와 지각된 위험/편익 간 척도)
조사 진행(N=91)
관계를 매개함
･ 주관적 지식을 측정

･ Yu et al.(2012)

･ 원자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 타이완 원전지역
여러 인구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연 ･ 원자력과 관련된 주
30km 이내의
구를 진행하였음
제에 대해 얼마나 알
사람들을 대상으로
･ 남성, 젊은이, 도시거주자, 고학력일 고 있는가를 측정함
설문조사 진행
수록 원전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높음 ･ 주관적 지식을 측정
(N=1,616)
을 발견함

･ Eurobarometer
(2008)

･ 원자력 핵 폐기물에 대한 사람들의 주
･ 원자력 핵 폐기물에
관적, 객관적 지식 수준을 측정하였으
･ EU 국민 26,746
대하여 주관적, 객
며, 지식의 두 유형은 사회구조적 변
명을 대상으로 조
관적으로 어느 정도
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국
사 진행
알고 있는지 측정함
가 간 비교분석 함

2. 지식유형(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과 효과
지식에 대한 심층적 논의는 원자력과 관련된 위험연구 분야 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지식의 다양한 유형 중 본 연구는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객
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의 본질, 관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데, 지식의 본질에
대해 Karl Popper(1975)는 객관적 지식은 이것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이
것에 대해 개인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객관적 지식은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생각 밖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객관적 지식은 완전한 확실성(certitude)을 달성하기 위한 신
념, 노력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개인들이 자신의 기대를 확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보다
안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주관적 지식은 (개인의 사고 밖에 존재하기 보다) 궁극
적으로 인간들이 가진 감각의 증거(testimony of sense)에 기초하고 있다. Popper(1994)는
주관적 지식보다는 객관적 지식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기존 철학자들이 주관적 지식을
강조하여 객관적 지식의 주관적 구성을 과도하게 강조한다고 비판하면서 객관적 지식의
성장에 대한 연구 없이 또는 양 지식간 상호작용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적 지식
은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식에 대한 Popper의 이러한 입장은 이념적으로 보수주
의적인 그의 성향을 보여주는데 상대주의적 지식에 대한 반제로서 절대적 객관적 지식에
대한 선호성향을 보여준다.
Popper가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간 구분과 관계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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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들은 이와 같은 두 개념 간 구분문제를 경험적으로 조작화하고 이를 측정하여
개념간 관계와 구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다. 지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위험연구, 환경심리학 또는 소비자 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경향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연구경향은 경험적 차원에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의 개념을 구분하고
이들 간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식에 대한 경험적 차원의
개념 규정과정을 거쳐 지식 간 개념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Brucks(1985)는 소비자들이
가진 지식의 범주를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개인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후자는 개인들이 알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
는데, 이는 자신들이 가진 지식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의 차이점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실제로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할 때
(객관적 지식이 부재할 때) 나타난다. Carlson et al.(2009)에 따르면 객관적 지식은 개인들
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 중 정확하게 저장된 것으로, 주관적 지식은 개인들이 가진 지식
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으로 규정된다. 객관적 지식은 개인의 능력 또는 전문성에 의존하
는 반면, 주관적 지식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험과 기타 요소에도 의존한다. 객관적 지식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what we know)을 반영한다면, 주관적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what we think we know)을 반영한다(Alba and Hutchinson, 2000).
두 지식 간 관계에 대해서 Radecki & Jaccard(1995)는 개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의 함수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은 정(+)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Pieniak et al.(2010)는 소비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과
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주관적 지식 수준이 객관적 지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두 개념 간 관계와 관련해 쟁점 중 하나는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선재성 문제
이다. 선재성 문제는 두 지식 간에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위치하는가의 문제이다. Pieniak
et al.(2010), Radecki and Jaccard(1995)는 객관적 지식의 선재성을 인정하여 객관적 지식이
주관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지식 개념 간 관계성과 차별성에 대한 논의는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 노
력으로 이어진다. 일단 둘 간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된다. 우선 두 지식
간 상관성이 상당히 높다는 결과인데, Pieniak et al.(2010)의 연구에서 객관적 지식과 주관
적 지식은 .29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Brucks(1985)의 연구에서는 이보다 높은 .54
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의 메타연구를 통해 종합하고 있는 Carlson et al.(2009)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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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상관계수값이 최대 .79까지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석대상 51개 논문들의 상관계
수 평균값은 .37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자가 적절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
음을 시사한다. 반면 양자 간 관계가 거의 무의미하다는 결과도 제시된다. Park et al.
(1994), Alba & Hutchinson(2000)의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간 상관성
은 그리 높지 않다. Ellen(1994)의 연구에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간 상관관계는 매
우 낮으며(r=0.08),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 Radecki & Jaccard(1995)의 연구에서 객관
적 지식은 출산억제와 관련된 주관적 지식에 .338의 영향을 미치지만, 영양과 관련된 주
관적 지식에는 -.008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가 둘 간의 관계에 의해 단편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먼저 양자의 관계는 측정하는 대상 지식이 무엇인가에 의존적이다.
Radecki & Jaccard(1995)의 연구에서는 출산억제와 관련된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간
상관계수가 .45 정도로 높은 반면에, 영양관련 지식에서는 .05로 낮게 나와 두 지식 간
관계가 측정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Carlson et al.(2009)은 메타분석을
통해 두 지식 간 관계가 상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정리하고 있다. 둘째, 측정
방식에 따라 계수값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개방형-폐쇄형, 양자 택일형-다항 선택형, 준거
가 자신인 경우-준거가 타인인 경우 등에 따라 계수값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측정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도 상관계수값이 달라진다.
두 번째 연구경향은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의 효과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다.
효과 차이에 대한 연구 중 다수의 연구들은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이 특정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비교하는 연구들이다. 예를 들어 Selnes & Gronhaug(1986),
Feick et al.(1992)의 연구는 구매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동기 부여 요소로서는 객관적 지
식 보다는 주관적 지식이 더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llen(1994)의 연구에서 주관적
지식은 친환경적 재활용, 자원절약, 정치적 행동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객관적 지식은 재활용과의 관계에서만 유의하여 영향력의 범위가 협소하다. Aertsens et
al.(2011)의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지식이 유기농 야채에 대한 소비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
면에, 객관적 지식은 유기농 채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야채의 실제 소비가능
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설명 영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Pieniak et al.(2010)의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지식은 유기농 채소 소비에 직접적이고 강
력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객관적 지식은 주관적 지식을 통한 간접적 효과만이 존재한
다. 이와 같이 주관적 지식 효과가 강력한 이유는 이것이 지각된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

원자력 수용성 결정에서 지식의 효과와 기능: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중심으로

125

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즉 불확실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주관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주관적 지식이 객관적 지식에 비해 설명력이 높은 이유와 관련해 Lee & Lee(2009)는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 주관적 지식을 가져오는 ‘경험적 단서’가 객관적 지식을 유
도하는 ‘단순 정보단서’보다 도출적(salient)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둘째, 체계적 편향
(systematic biases)이나 휴리스틱은 주관적 지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주관적 지식이
외재적인 정보 탐색량과 부(-)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관적 지식은 자기판단에
의존하는데, 자신의 주관적 지식에 확신을 가지는 소비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찾는데 노
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두 유형간 영향력 차이가 아주 크게 나
타난다. Zhang & Liu(2015)는 유전자 변형식품의 위험지각과 편익지각 결정에서 지식의
역할을 분석하고 있는데, 객관적 지식은 위험지각과 편익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주관적 지식은 이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경향은 지식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은
상이한 속성상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기능적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는
Selnes & Gronhaug(1986)는 지식 측정치 사용에서 객관적 측정치는 능력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주관적 측정치는 지식의 동기적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지식의 기능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식이 특정 태도, 행동 등의 결과변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대상
변수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지식의 직접효과 연구와 관련해 Thøgersen(2009)은 이슈와 관련된 지식은 새로운
환경 라벨에 대한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Zhu & Xie (2015)는
참여자들의 지식이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개인들이 느끼는 편익, 위험지각을 각각
10%, 13%를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직접적 효과는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Zhang & Liu(2015)의 연구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주관적 지식이 편익
지각에는 부(-)의 영향을, 위험지각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주관적
지식이지만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Milfont(2012)의 연구에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은 관련 이슈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변수 간 관계에서 지식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은 지식이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 있다.1) House et al.(2004)는 주관적 지식이 높은 상태에서는 지식
1) 일부 연구에서는 지식이 다른 변수의 매개를 통해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검증이 이
루어졌다. Radecki & Jaccard(1995)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지식이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며, 객관
적 지식은 주관적 지식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 Zhu & Xie (2015)의 연구에서는 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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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전자 변형 식품 섭취의 적극성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객관적 지식에
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Berger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지식은
태도와 내구재 구매의도 간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Tuu et al.(2001)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식이 만족도와 충성도 간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의 쟁점들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의 효과에
주목하면서 ①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간 관련성의 정도, ② 두 가지 지식의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차이, ③ 지식이 위험지각변수와 수용성간에 관계를 조절하는지 여
부(상호작용) 등을 분석한다.

Ⅲ. 연구 설계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2)는 2015년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우리나라 4개 원전
지역(영광군, 울진군, 경주시, 기장군)의 만 19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
다. 표본의 크기는 영광군 255명, 울진군 251명, 경주시 250명, 기장군 258명으로 총
1,014명이며, 4개의 원전지역별로 보상지역 200명, 비보상지역 50명씩을 임의설정한 후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 실제 사용한 표본의 수는 1,009개로 연구모형 기준, ±3 표준편차 이상의 표본(5개)
은 제거하였다.

유전자 변형식품관련 태도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편익과 위험지각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식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
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Milfont, 2012).
2) 본 연구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체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원자력 안전위원
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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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특성
항목

빈도(%)

구분

빈도(%)

남성
여성

508(50.3)

200만원 미만

309(30.6)

501(49.7)

200-299만원

160(15.9)

19~29세

132(13.1) 가구소득

300-399만원

193(19.1)

30~39세

145(14.4)

400-499만원

129(12.8)

40~49세

176(17.4)

500만원 이상

218(21.6)

50~59세

206(20.4)

비보상지역

205(20.3)

60세 이상

350(34.7)

보상지역

804(79.7)

중졸 이하

343(34.0)

자영업/농･임･어업

353(35.0)

344(34.1) 직업구분

사무/판매/생산직

393(38.9)

학생/전업주부/무직 등

263(26.1)

성별

구분

연령

학력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이상

322(31.9)

항목

지역구분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수용성이라는 종속변수를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지식의 효과가 수용성의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수용성을 채택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원전 수용성’ 개념으로, “우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에 찬성한다”, “우리 지역에 사용 후 연료(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짓는 것에 찬성한
다”, “나는 우리 지역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찬성한다”와 같은 문항을 이용하였다
(Cronbach α=.748).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항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수
준의 원전 수용성 개념을 측정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되었으며, 세 문항의 평균값을 종속변수
값으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원전 수용성’ 개념으로, “우리나라 실정을 비
추어 볼 때, 원자력 발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실정을 비
추어 볼 때, 원자력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두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Cronbach α=.718). 두 문항은 모두 4점 척도이며, 평균값을 종속변수
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기존 위험 연구에서 이미 많이 다루어져 온 심리 패러다임
(psychometric paradigm) 변수인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 신뢰, 낙인, 지식을 이용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지식의 유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식을 주관적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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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객관적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5점 리커
트 척도(1점: 매우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복수의 문항들을 평균화하
여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객관적 지식은 더미변수로 측정(0: 모르고 있었다, 1: 알고 있
었다)하였으며, 복수 문항의 합계 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지각된 위험 문항은 “원자력 발전은 사람들의 건강에 해롭다”,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
하다”이며(Cronbach α=.806), 지각된 편익 문항은 “원자력 에너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안
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원자력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Cronbach α=.667)와 같
이 각각 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는 3개의 문항으로 “정부가 규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를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원
자력 발전소의 사고 위험이 줄었다”,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규제를 신뢰한
다”로 제시하였다(Cronbach α=.903). 한편 낙인은 총 9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대비되는 형용사(예: 밝은↔어두운, 깨끗한↔더러운 등)로 구성하였다(Cronbach
α=.915). 마지막으로 지식은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으로 나누어 측정을 하였는데, 주
관적 지식은 “나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나는
원자력 안전규제관련 법체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이며(Cronbach α=.882), 객관적
지식은 “우리 지역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소관인 지역사무소라는 것이 있다”, “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는 두 기관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원자력 안
전 옴부즈만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허가는 원자력 안
전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이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 중에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일
상검사라는 것을 하고 있다”로 구성하였다(Cronbach α=.741).
통제변수는 위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별(0: 남성, 1: 여성), 연령, 보상지역
(0: 비보상지역, 1: 보상지역), 가구소득(ln), 학력수준(0: 중졸 이하, 1: 고등학교 졸업, 2:
대학교 재학 이상)과 같은 변수를 이용하였다. 통제변수로써 보상지역을 고려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보상의 여부에 따라 원전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이다. 그리고 학력변수의 경우 기존 일부 연구에서 지식을 학력수준으로 대체하여 분석하
기도 하였는데, 보다 엄격한 지식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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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기초분석
본 장에서는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초분석으로써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각 지식 변수들의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으며, 대부분의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식유형별 평균 및 차이검증
항목
성별

연령

보상
여부

가구
소득

학력

구분

빈도(%)

주관적
지식 평균

남

508(50.3)

2.54

여

501(49.7)

2.14

저
(20~30대)

277(27.5)

2.36ab

중
(40~50대)

382(37.9)

2.44b

고
(60대이상)

350(41.3)

2.23a

무

205(20.3)

2.13

유

804(79.7)

2.40

하
(300만 미만)

469(46.5)

2.21a

중
(300-500만)

322(31.9)

2.42b

상
(500만 이상)

218(21.6)

2.52b

6.17b

중졸이하

343(34.0)

2.15a

5.65a

고졸

344(34.1)

2.35b

대재이상

322(31.9)

2.55c

t/F value
6.424***

객관적 지식
평균
6.07
5.67

t/F value
4.861***

5.82ab
4.387***

6.05b

5.863***

5.72a
-3.455***

5.43
5.99

-6.393***

5.72a
8.252***

13.607***

5.90a

5.91b

8.896***

9.181***

6.08b

주) 주관적 지식은 5점 척도로써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값을 가지며, 객관적 지식은 5개 문항의
합계 값으로 최소 5점에서 최대 10점까지의 값을 가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객관적 지식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Davidson & Freudenburg(1996), Eurobarometer(2008)3)의 연구
3) Special Eurobarometer 297 보고서에서는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두 유형 모두 남성이 여성
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지식의 경우 남성은 잘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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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일치한다. 전통적인 심리측정패러다임에 의하면 특정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수록 위험을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는데(Fischhoff et al., 1978), 앞선 결과에 따르면 남성
은 여성에 비해 위험수용적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 남성과
여성의 지각된 위험이나 원전 수용성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지각된
위험은 낮게(남성: 3.70, 여성: 3.83), 원전 수용성은 높게(남성: 2.41, 여성: 2.31)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연령은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산분석을 진행한 결과, 연령대가 중간
인 집단(40~50대)과 높은 집단(60대 이상) 간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Yu et
al.(201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관적･객관적 지식
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심리측정패러다임에 의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
대가 높아질수록 위험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
존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김창수 외(2013)의 연구에서도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값이 높아짐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서용･
김근식(2014)의 연구에서는 20대에 비해 30대와 50대가 비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
증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지각된 위험 및 편익, 수용
성 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보상유무에 따른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보상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관적･객관적 지식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핵 폐
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혐오 시설이 주민들에게 밀접한 곳에 입지할수록 관련 시설에 대
한 객관적 지식 수준이 높아진다는 Eurobarometer(2008)의 보고서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
한편 Kunreuther & Easterling(1996)에 의하면 보상은 사람들의 위험지각 변수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정 위험시설에 대한 기대편익을 높게 평가하도록 하며 이에 따
라 수용성을 제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상이 이루어진 지역의 경
우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지각된 편익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동시에 지각된 위험 역
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이유는 보상지역이 원전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
한 지리적 근접성의 영향으로 보여지는데, 위험시설과 근접할수록 사람들은 위험을 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구소득 및 학력은 그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객관적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Alhakami & Slovic(1994)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소득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다는 응답에 30%, 여성은 20%의 값을 보이며, 객관적 지식은 올바른 답을 선택하는 확률이 남성
은 54%, 여성은 45%로 두 유형 모두 남성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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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럽의 27개국 시민들을 대
상으로 핵 폐기물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Eurobarometer(2008)에서도 학력(교육연수)이 높
아짐에 따라 주관적･객관적 유형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지식의 유형뿐만 아니라 여러 위험지각 변수들에서도 차이가 발
생하고 있다. 심준섭(2009)은 원자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정리･분석하여 원자력에 대
한 위험인식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집단별로 크게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위험지각 변수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식유형에 따라 위험지각변수(지식된 위험, 지각된 신뢰, 지식, 감정)와 수용
성(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그림 1>, <그림
2>는 지식유형에 따라 위험지각변수와 수용성의 평균값을 표시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효과와 방향성은 대부분 유사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지각된 위험과 낙인은 주관적･객관적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식이 부정적인 위험지
각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Slovic(1986), Fischhoff et
al.(1978), 왕재선(2012), 김서용･김근식(2014) 등의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 위험지각 수준이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일반인과 전문가 간
위험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하는데(Kaperson et al., 1980; Siegrist and
Cvetkovich, 2000; Kuncruther, 2001; Skarlatidou et al., 2012), 이는 전문가가 지니고 있는
지식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높고 이에 따라 전문가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위험을 지각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4)
한편 지각된 편익, 신뢰, 개인적･사회적 수용성의 경우 지식 유형별 수준에 따라 결과
에 차이가 있다. 특히 신뢰의 경우 주관적 지식 수준에 따라 평균차이가 발생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나, 객관적 지식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
은 자신들이 원전과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정부의 안전
규제에 대한 신뢰 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반면 지각된 편익은 주관적인 지식수준
보다는 객관적인 지식수준에 따라 그 값이 정(+)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그러나 지식과 위험지각 간 관계가 인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Kaperson et al.(1980)은
전문가와 대중 간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 차이는 명확한데, 이는 지식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대중이
전문가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 태도 때문임을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Sjöberg(1999)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 위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써
대중은 더 이상 무지하지 않고, 이미 특정 위험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식수준을
갖추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132 ｢행정논총｣ 제53권 제3호

지각된 편익이 원전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주관적인 지식보다는 객관
적인 지식이 원전 수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주관적 지식의 수준에 따른 심리 패러다임 변수들의 평균차이 검증

<그림 2> 객관적 지식의 수준에 따른 심리 패러다임 변수들의 평균차이 검증

다음으로 지식과 여러 위험지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상관계수 값은 .411(p=.000)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즉,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간에는 일정 부분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지식과 심리 패러다임 변수간 관계에서 주관적 지식의 경우 지각된 위험과 낙인은 부
(-)의 방향으로 관계가 나타나고, 지각된 편익과 신뢰에 대해서는 정(+)의 방향으로 관계
가 존재하나, 객관적 지식의 경우에는 낙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변수와의 관련성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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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상관계수 값만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 두 변수 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심리측정패러다임 변
수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유형의 지식은 독립된 설명영역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
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심리측정패러다임 변수가 원자력 발전소 또는 에너지원에 대
한 수용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변수와 관련성이 높
은 주관적 지식은 객관적 지식에 비해 원전 수용성에 보다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4> 상관관계･편상관관계 분석 결과
주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

객관적
지식

지각된
위험

.367*** -.124***

객관적 지식

.411***

-.059

지각된 위험

-.121***

-.048

지각된 편익

.084***

.054

지각된
편익

낙인

신뢰

개인적
수용성

사회적
수용성

.062*

-.103**

.116***

.204***

.067*

.025

-.078*

.072*

.152***

.097**

-.026
-.021

.263*** -.243*** -.325*** -.168***
-.280*** .219***

낙인

-.121*** -.095**

.262*** -.284***
-.242*** .219*** -.343***

.056

.182***

.337***

-.348*** -.521*** -.427***

신뢰

.101***

개인적 수용성

.201***

.145*** -.329*** .179*** -.521*** .439***

사회적 수용성

.100***

.137*** -.157*** .351*** -.427*** .249***

.441***

.260***
.450***

.437***

*p<.05, **p<.01, ***p<.001
주) 대각선 우측의 값은 통제변수(성별, 연령, 보상집단, 가구소득, 학력)를 제어한 상태에서의 상관계수(편상관계수) 값임.

2. 인과관계 분석
다음으로 지식유형을 독립변수로, 개인적 수용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델1부터 모델5까지는 개인적 차원의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심
리 패러다임 변수의 효과성과 지식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모델을 다섯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였다. 모델1은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보상여부, 소득, 학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모델의 설명력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델2는 앞선 통제변수뿐만 아니라 심리측정패러다임 변수 중 지각된 위험, 지각
된 편익, 낙인, 신뢰를 함께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델로써 적합도 및 모델의 설명력이 우
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원전에 대한 위험의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강할수록 개인적 차원의 수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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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대로 신뢰는 그 수준이 증가할수록 개인적 차원의 수용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심리측정패러다임을 적용한 연구들과 상당부분 유사하
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지각된 편익 변수의 영향력에 있다. 일반적으로 지각된 편익이
증가할수록 위험에 대한 수용성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지각된 편익과 지각된 위험과의 관계를 통해 일부 추측해 볼 수 있다. 앞
선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지각된 편익과 위험 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자력과 같은 극단적인 위험 영역에서는 지각된 편익이 증가하더라도 위험을 감소시키
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과관계 분석인 모델2에서도 지각된 편익이 증가하더라도 수용성
이 함께 제고되지 않는데, 이는 개인적 차원의 수용성이 편익보다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
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델3과 모델4는 앞선 모델2에 각각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
으로 각 모델에서 두 유형의 지식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델5는 모델3과 모델4에서 각각 변수로 고려했던 두 가지 유형의 지식을 동시에 포함
한 것으로 두 변수의 영향력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은 모두 개인적 차원의 수용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변화된 모형의 적합도 역시 유의
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이 개인적 차원의 수용성을 설명하는 데 있
어 고유한 설명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을 기준으
로 볼 때 지식의 계수값은 위험지각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수값이 작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모델6부터 모델10까지는 사회적 차원의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한 모델이다. 모델6은 모델1과 동일하게 통제변수만을 독립변수로 삼아 분석한 것으로
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속변수의 유
형과 관계없이 통제변수만으로 원전의 수용성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는 점을 보여준다.
모델7은 앞선 모델2와 동일한 모형으로,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 낙인, 신뢰의 네 변
수가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앞선 모델2에서는 지각된 편익이 유의하지 않게
제시되었으나, 사회적 차원의 수용성에서는 지각된 편익이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
간접적인 위험의 수준에 따라 위험판단의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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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8과 모델9는 앞선 모델7에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을 각각 고려한 분석 결과로
주관적 지식은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객관적
지식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델10은 앞선 모델7에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이 동시에 추가된 모델로, 객관적
지식만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적 차원의 수용성을 종속변수
로 한 모델5의 경우에는 지식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나, 사회적 차원의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10에서는 주관적 지식이 수용성 판
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
게 해석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지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지식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지식이 위험지각을 낮
출 뿐만 아니라 원전 수용성을 제고시키기도 하며(왕재선･김서용, 2013; Huang et al.,
2013; 김서용･김근식, 2014; 김서용･최상옥･김동근, 2010; Kuklinski et al., 1982; Katsuya,
2002; Brown and White, 1987; Maharik and Fischhoff, 1993; Stoutenbough et al, 2013,
Sjöberg, 199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식이 아무런 영향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오히려 위험지각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Kaperson et al., 1980; Levi & Holder, 1988;
Sjöberg, 1999; Biel & Dahlstrand, 1995).
지식의 영향력이 각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분석 모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 수용성
또는 위험판단을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써 각 연구자들은 각기 다른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가 누락
된 경우, 일부 값들이 과대･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지식의 개념을 어
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는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원전
과 관련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주관적 유형의 지식
이 있으며, 이와 반대로 특정 사실에 대한 알고 모름을 체크하는 객관적 지식의 유형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친숙한 위험일수록 해당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지할 가
능성이 있으므로 수용성 개념과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
는 ‘위험’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와 지식을 얼마나 접하였는지, 또는 정반대로 ‘안전 및
규제’와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접하였는지에 따라 수용성에 대한 영향력의 방향은 변화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종속변수인 수용성의 범위에 의해서도 지식의 영향력은 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차원에서 원전의 증설에 대한 응답과 우리지역 주변에 원전
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응답 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원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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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에서 벗
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 의존적인 위험판단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고려하여 모델5와 모델10의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은 원전 수용성(특히, 개인적 수용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고유의 설명 영역을 지닌다. 모델5에서와 같이 두 유형의 지식은 유의
한 수준에서 수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모델10에서도 비록 미약한 수준이기
는 하나 객관적 지식은 수용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지식은 수용성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지식보
다는 주관적 지식에 보다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5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유형의
지식 모두 개인적 차원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관적 지식의 경
우 그 영향력이 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위 두 번째 주장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으로 예
상하는 경우(개인적 수용성), 그렇지 않은 경우(사회적 수용성)에 비해 지식을 적극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절대적 수준은 신뢰, 낙인 등의 변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위험을 판단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들은 지식
을 판단의 도구로써 활용하고 있다.

3. 상호작용 효과 분석
원자력 위험판단 연구 영역에서 지식간, 지식과 위험지각변수(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
익, 낙인, 신뢰) 간 상호작용을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식 변수가 위험지각 또
는 판단에 일관된 영향력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만큼 지식 변수의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 양은 많지 않다. 이와 같
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 차원에서 상호작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간
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앞선 상관･회귀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두 유형의 지식은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두 유형의 지식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둘째, 각 유형별
지식과 지각된 위험･편익, 낙인, 신뢰와 같은 심리측정패러다임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식의 조절 또는 매개효과와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지식은 신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성경･오세기(2002)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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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치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Siegrist & Cvetkovich(2000)는
지식이 지각된 위험과 신뢰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김서용･최상옥･김동
근(2010)은 지식과 신뢰의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지식과 수용성 간 관계에서 지각된 위험
의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Levi & Holder(1988)는 지식과 수용성 간 U자 형태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원인으로써 지식보다는 신뢰 수준이 그러한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특정한 위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같은 인지
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의 신뢰를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분석으로써 지식의 유형 간 발생하는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였으며, 다음의
<표 6>은 그 결과를 요약･제시한 것이다5). <표 6>의 값은 <표 5>에서 모델 5와 모델 10
에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으로 지면 관계상 기타 독립변수들의 계수값은 제외
하고 초점 변수만 <표 6>에 표시하였다.
<표 6> 개인적･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지식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 분석
변수

모델11: 개인적 수용성에 대한 지식유형 간
상호작용
B

객관적 지식(MC)

S･E Beta

.045*

B

변수

S･E Beta

.020 .063 .037+

모델12: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지식유형 간
상호작용
B

.022 .052

객관적 지식(MC) .030+

주관적 지식(MC) .093*** .026 .098 .092*** .026 .097

주관적 지식(MC) -.012

상호작용항

-

F

53.414***






 change

.392
-

.015

.018 .024

B

S･E Beta

.014 .067

.022

.015 .048

.018 -.021 -.013

.018 -.022

상호작용항

-

.012 .039

F

31.445***

29.161***

.275

.276

-

.001

49.346***
.392
.000

S･E Beta






 change

.015

+p<.1, *p<.05, **p<.01,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델11은 종속변수를 개인적 수용성으로 설정한 후, 객관적 지식
과 주관적 지식을 곱한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객관적 지
식과 주관적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형의 설명력 역시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12는 종속변수를 사회적 수용성으로 하여 분석한 것으로써
상호작용 효과는 물론 기존의 유의했던 객관적 지식 변수까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이 ‘지식’이라는 큰 개념 하에서 상
호 보완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위험을 판단함
5) 상호작용 효과 분석은 Baron &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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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각 유형의 지식이 상호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두 번째 분석으로 지식과 심리측정패러다임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
다. 우선 개인적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지식이 심리측정패러다임 변수 중 무엇과 상
호작용 효과를 지니는지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은 신뢰와 상
호작용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의 지각된 위험과 편익, 그리고 낙인과는 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개인적 수용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분석
변수

모델13: 신뢰-주관적지식의 상호작용

단순기울기
저: B=0.253*** s.e=0.044 t=5.751
검증6)
중: B=0.310*** s.e=0.033 t=9.246
(simple slope
고: B=0.367*** s.e=0.042 t=8.697
test))
효과 크기
.003
(effect size)

변수

모델14: 신뢰-객관적지식의 상호작용
저: B=0.261*** s.e=0.045 t=5.783

단순기울기 검증 중: B=0.312*** s.e=0.033 t=9.326
고: B=0.362*** s.e=0.044 t=8.222
효과 크기

.003

+p<.1,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에서 주장 또는 제안했던 바와 같이 지식과 신뢰는 통계상 일
정 부분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수용성과 같이 위험이 자신
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주관적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적
변수 중 하나인 신뢰에 기초한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3>은 단순주효과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신뢰가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객관적 지식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개인적 수용성 수준
이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지식은 신뢰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6) 단순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에서의 저,중,고는 ‘평균–1표준편차, 평균, 평균+1표준편차’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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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인적 수용성에 대한 주관･객관적 지식과 신뢰의 상호작용

다음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할 때 지식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였다. 앞
선 개인적 차원의 수용성과는 달리 지식-신뢰 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의 <표 8>과 같이 주관적 지식과 편익, 그리고 객관적 지식과 낙인의 관계에서만 상호작
용 효과가 나타났다.
<표 8>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분석
변수

모델15: 편익-주관적지식의 상호작용

저: B=0.135*** s.e=0.028 t=4.698
단순기울기 검증 중: B=0.170*** s.e=0.021 t=7.835
고: B=0.204*** s.e=0.027 t=7.361
효과 크기
.003

변수

모델16: 낙인-객관적지식의 상호작용

저: B=-0.306*** s.e=0.033 t=-9.192
단순기울기 검증 중: B=-0.270*** s.e=0.026 t=-10.199
고: B=-0.233*** s.e=0.033 t=-6.887
효과 크기
.003

+p<.1, *p<.05, **p<.01, ***p<.001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의 해석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우선 주관적 지식과 편익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관적 지식이 높
은 사람은 지식이 낮거나 중간 수준인 사람이 비해 편익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수용
성의 증가 폭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객관적 지식과 낙인의 관계에서는 지식 수
준이 높을수록 낙인에 의한 수용성 감소 효과가 지식이 낮은 사람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과 관련된 제도나 규칙 등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낙인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에 의한 수용성 하락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요컨대, 지식은 신뢰와 편익이 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촉진하며, 낙인이 미치
는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자력 수용성 결정에서 지식의 효과와 기능: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중심으로

141

<그림 4>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주관･객관적 지식과 편익･낙인의 상호작용

Ⅴ. 연구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지식이 원자력 위험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지식을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지식이
어떠한 맥락에서 작용하는지를 보기 위해 원전의 수용성 개념을 개인적･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편익, 위험, 낙인, 신뢰와 같은 위험지각변수와의 관계를 볼 때 두 유형의
지식은 차별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관적 지식은 주로 이들 위험지각변수들과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객관적 지식은 낙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지각변수들
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를 ‘개인적 수용
성’과 ‘사회적 수용성’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차원의 수
용성에서는 주관적 지식이 객관적 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
타났으며, 사회적 차원의 수용성에서는 객관적 지식만이 약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은 자신에게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관적･객관적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를 벗어나 위험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사회적･국가적 필요성과 같은 당위적 명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식을 덜 활
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지식과 위험지각에 대한 연구가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종속변수의 개념적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식이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볼 때 지식들은 위험지각
변수들(지각된 위험, 낙인, 신뢰)에 비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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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변수가 수용성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 변수라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은 심리측정패러다임 변수들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개인적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에서는 주관적･객관적 지식 모두 ‘신
뢰’와 수용성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
다. 즉, 사람들은 개인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적인 위험을 판단함에 있어 이성
적 영역의 지식과 감성적 영역의 신뢰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차원의 수용성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에서는 주관적 지식과 편익, 그리고 객
관적 지식과 낙인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식은 신
뢰와 편익의 긍정적 효과를 촉진하는 반면,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지식효과가 기존 위험지각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식개념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식유형별로 효과 차이가
존재함을 증명하여 지식유형의 존재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지식이 위험지각변수와
수용성간 관계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지식의 기능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식 변수가 내포하
고 있는 다차원적 개념과 구성요소를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서와 같이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은 각자가 설명하는 국소영역이 별개로 존재하고
있으며, 동일한 수용성이라는 개념이라 할지라도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
하였는가에 따라 지식의 영향력은 변화하고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또 다른 지식유형
의 작동가능성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은 신뢰, 지각된 편익, 낙인과 같은 심리측정패러다임 변수들을 조절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신뢰와 위험지각 간 단선적 관계만을 중심으로 다
루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제3의 변수와 동시에 작용하여 위험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적 분석은 지식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은 물론 많은 연
구자들의 지식에 대한 논란을 일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한계는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간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주관적 지식으로써 특정 제도나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
고 있는지를 묻는다면, 객관적 지식으로써는 각 제도나 정책에 대한 알고 모름을 측정하
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질문내용의 구성에 있어 원자력 안전에 초점을 연
구가 진행되다 보니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전파하고자 하는 지식이나 안전과 관련된 기술
들에 대한 인지도에 초점을 두고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같은 기관 특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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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측정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심층내면에 존
재하는 지식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주관적･객관적 지식
뿐만 아니라 암묵지(tacit knowledge)가 구조화되는 과정, 지역 사람들 간 공유된 지식
(shared knowledge)의 역할, 무지의 효과(ignorance effect), 그리고 지식의 전파와 이에 따른
전염효과(contagion effect of knowledge) 등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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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개인적 수용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분석
모델13: 신뢰-주관적지식의 상호작용

변수
신뢰(MC)

B

S･E

Beta

B

S･E Beta

0.313*** 0.033 0.258 0.310*** 0.033 0.256

주관적 지식(MC) 0.093*** 0.026 0.098 0.096*** 0.026 0.101

모델14: 신뢰-객관적지식의 상호작용

변수

B

S･E

Beta

B

S･E

Beta

신뢰(MC)

0.313*** 0.033 0.258 0.312*** 0.033 0.257

객관적 지식(MC)

0.045* 0.020 0.063 0.044* 0.020 0.062

상호작용항

-

0.057* 0.028 0.052

상호작용항

-

0.038+ 0.023 0.042

F

53.414***

49.802***

F

53.414***

49.604***

0.392

0.394

-

0.002+





0.392



-

 change

단순기울기 검증
(simple slope
test))

0.394




0.002*

 change

저: B=0.253***

s.e=0.044

t=5.751

중: B=0.310***

s.e=0.033

t=9.246

고: B=0.367***

s.e=0.042

t=8.697

효과 크기
(effect size)



.003

단순기울기 검증

저: B=0.261***

s.e=0.045

t=5.783

중: B=0.312***

s.e=0.033

t=9.326

고: B=0.362***

s.e=0.044

t=8.222

효과 크기

.003

+p<.1, *p<.05, **p<.01, ***p<.001

<부록 2>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분석
모델15: 편익-주관적지식의 상호작용

변수

B

S･E

Beta

B

S･E

편익(MC)

0.171*** 0.022 0.227 0.170*** 0.022 0.226

주관적
지식(MC)

-0.012

0.018 -0.021 -0.014 0.018 -0.024

모델16: 낙인-객관적지식의 상호작용

변수

Beta

낙인(MC)
객관적 지식(MC)

B

S･E

Beta

-0.264*** 0.026 -0.311
0.030*

B

S･E

Beta

-0.270**
0.026 -0.318
*

0.014 0.067

0.033* 0.014 0.074

상호작용항

-

0.035+ 0.018 0.053

상호작용항

-

0.028+ 0.016 0.048

F

31.445***

29.394***

F

31.445***

29.312***

0.275

0.278

0.275

0.277

-

0.002+







-

 change

0.002+

저:

B=0.135***

s.e=0.028

t=4.698

단순기울기 검증 중:

B=0.170***

s.e=0.021

t=7.835

고:

B=0.204***

s.e=0.027

t=7.361

효과 크기

.003

+p<.1, *p<.05, **p<.01, ***p<.001







 change

단순기울기 검증
효과 크기

저:

B=-0.306***

s.e=0.033

t=-9.192

중:

B=-0.270***

s.e=0.026

t=-10.199

고:

B=-0.233***

s.e=0.033

t=-6.887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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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문항의 내용과 척도, 신뢰도 계수값
유형

개념

문항

척도

Cronbach α

우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에
찬성한다

종속
변수

5점 척도
개인적 수용성 우리 지역에 사용 후 연료(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짓는 (1: 전혀 아니다, 5:
것에 찬성한다
매우 그렇다)

.748

나는 우리 지역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찬성한다

사회적 수용성

우리나라 실정을 비추어 볼 때, 원자력 발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
(1: 전혀 아니다, 4:
우리나라 실정을 비추어 볼 때, 원자력 에너지로 전기를 매우 그렇다)
생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18

우리 지역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소관인 지역사무소라
는 것이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는
두 기관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2점 척도(더미)
(0: 모르고 있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허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1: 알고 있었다)
담당하는 업무이다

객관적 지식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

-

원자력 발전소 운영 중에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일상
검사라는 것을 하고 있다

주관적 지식
독립
변수
지각된 위험

나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에 대해서 알
고 있다
나는 원자력 안전규제관련 법체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사람들의 건강에 해롭다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

원자력 에너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5점 척도
지각된 편익 있다
(1: 전혀 아니다, 5:
원자력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매우 그렇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를 신뢰할만한 수준으
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신뢰

정부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위험이
줄었다

.882

.806

.667

.903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규제를 신뢰한다
낙인

밝은↔어두운, 깨끗한↔더러운 등 총 9개 문항의 어의차
별척도로 구성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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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Knowledge in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 Focus on
Objective and Subjective Knowledge
Cheon-Hee Park & Seo-Yong Kim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ole of local knowledge on risk assessment
regarding nuclear power. Previous studies suggest conflicting resul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risk perception, whereupon the results have raised a lot of questions
about the role of knowledge. This study categorized knowledge according to knowledge
characteristics (objective and subjective)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type of
knowledge and several risk perception variables.
First, while subjective knowledge and objective knowledge were found to be highly
relevant, subjective knowledge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psychometric paradigm
variables, and objective knowledge was not.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two types of
knowledge can play different roles in nuclear risk assessment.
Second, as subjective and objective knowledge increases, psychometric variables were
identified as patterns mitigating risk perception.
Third, subjective knowledge has a stronger influence than objective knowledge on the
level of individual acceptance, while objective knowledge has an influence only on the level
of social acceptanc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influence of knowledge can change by type
of acceptance as well as the type of knowledge.
Fourth, subjective and objective knowledge moderate the psychometric paradigm
variables such as trust, perceived benefit, and stigma.
The findings provide academic meaning in that they suggest the effect type of knowledge and
the multidimensional effect of knowledge have on risk perception regarding nuclear power.
【Keywords: knowledge, risk perception, nuclear energy, psychometric paradig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