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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yberbullying, i.e., posting malicious comments online, has been identified as a critical issue in the online
and social media context. It has become prevalent on a global scale, which happens across all ages. As a way
to reduce and prevent cyberbullying, it is important to promote online prosocial behavior. In line with the
concept of online prosocial behavior, we suggest posting benevolent comments against posting malicious
comments as a new type of online prosocial behavior, which can combat cyberbullying and facilitate positive
online culture. This study thus aims to analyze what motivates people to post benevolent comments in the
online context. Based on interview methods, we extracted seven driving factors (self-presentation, pleasure,
social contribution, emotional support, reputation, monetary reward, and reciprocity) and two inhibiting
factors (social anxiety and effort) of posting benevolent comments online. This study has its theoretical
contribution in exploring the motivation factors leading to the posting of benevolent comments by extending
the concept of online prosocial behavior. It also has its practical implications by providing guidance for
promoting prosocial behavior in the online context.

Keywords:online comments, cyberbullying, benevolent comments, social media, online prosocial behavior,
online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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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불링 (cyberbullying)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
에 따라 온라인상의 따돌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
다.
사이버불링은 정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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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

이버불링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것과 일치한다 (박성

위로 정의할 수 있다 (Cetlin et al., 2011). 안티카페

훈, 2014).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불링 피

개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협박, 신상정보 노

해 경험이 있는 중학생은 21.4%로 고등학생 16.3%보

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다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가해 경험이 있는 중학생도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이른바 ‘사이버

17.9%로 고등학생 14.0%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

불링’이라고 한다 (정완, 2005). 즉, 사이버불링은 정보

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피해 경험이 있는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한 불링 (bullying)

학생은 여학생이 18.2%로 남학생 16.9%보다 많았고,

으로 (Kwan et al., 2013), 휴대폰과 인터넷과 같은 정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도 여학생이 18.2%로 남학생

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괴롭

11.9%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서 청소년들

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Slonje et al., 2013).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

스마트폰 (smartphone)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생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광범위한 보

그러나 청소년이나 학생들만이 사이버불링과 관련

급으로 인해 이제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시간이나

한 이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말에

공간의 제약 없이 익명성을 무기로 특정 상대에 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사이버불링을 포함하는 개념

무차별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활자를 통해 전

인 사이버폭력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달하는 악성 댓글이나 폭언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있어서 12~19세는 77.1%, 20

음성 녹음 등의 디지털 매체가 주는 시청각적인 충격

대는 60.0%, 30대는 42.9%, 40대는 42.5%, 50대는

까지 더해지면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는 더 막대해

41.8%가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피해 경험에 있

진다 (이은화, 2014). 사이버불링을 당한 피해자는 극

어서는 각각 75.9%, 63.8%, 58.7%, 52.4%, 49.9%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우울증을 호소할 뿐만 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경호 외, 2011).

니라,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까지 감행할 수도 있다 (천

이를 보면, 사이버불링이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

권필, 2014). 실제로 사이버불링을 상습적으로 당한

번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의 경우, 사이버불링을 당하지 않은 이들보다

사실상 나이를 불문하고 스마트폰과 SNS를 활용할 수

약 2배 정도 더 자살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밝혀

있는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

진 바 있다 (Hinduja et al., 2010). 지난 2013년에는

다. 따라서 사이버불링과 관련한 전반적인 피해를 줄

미국 플로리다에 살던 한 10대 소녀가 강도 높은 사이

이기 위해 관련 연구를 실시하여 적절한 사이버불링

버불링 피해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오늘날 상당히 시의적절

기도 했다 (정지영, 2014).

하고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몬태나(Montana) 주를 배경으로 실시한 한

사이버불링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주로 사이버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여중생들이 사

링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연구 (Abu-Nimeh et al.,

이버불링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2011; Slonje et al., 2013; Vandebosch et al., 2008),

났다 (Aragon, 2014). 이렇듯 여중생들이 사이버불

사이버불링의 종류와 그 분류에 대한 연구 (Aoyama

링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 결과는 흥미

et al., 2010), 전통적 불링과 사이버불링 간의 관계에

롭게도 최근 한국에서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사

대해서 조명한 연구 (Brown et al., 2014; Kw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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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 사이버불링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

는 사이버불링에의 대응 방안으로서 온라인상에 호의

연구 (Cetlin et al., 2011; Mason, 2008), 사이버불링

적 댓글을 다는 행위를 온라인 친사회적 행위의 하나

의 효과에 대한 연구 (Talwar et al., 2014; Dredge et

로 간주하고 그 동기 요인을 살펴본 첫 번째 연구로서

al., 2014),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학술적 시사점을 지닌다. 또한, 실무적 관점에서 본 연

(Beale et al., 2007; Bhat, 2008; Diamanduros et

구는 긍정적인 온라인 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 제작

al., 2008; Keith et al., 2005)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나 정책 입안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

이 중에서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사이버

각된다.

불링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인데, 지금까지 해
당 연구 분야에서는 주로 사이버불링 피해 학생의 부
모나 학교 상담 선생님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 관련 선행 연구

피해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포괄적으로 논의했을
뿐이었다. 사이버불링의 피해자가 전 연령층이 될 수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개인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이버불링

의 사회적 반응 (Barton, 1986)으로, 비사회적 행동

에의 대응 방안을 연구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nonsocial behavior)이나 반사회적 행동 (antisocial

사이버불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behavior)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친사회적 행동의

는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온라인

많은 유형들 (예: 동정, 자선, 기부, 교환, 친절, 공유, 돕

상의 호의적 댓글 달기, 일명 “선플(선의적인 댓글) 달

기, 이타적 행동)은 주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자

기”라고 불리는 행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그

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Dávila et

러한 선플 행위를 촉진시키는 동기 요인과 저해시키는

al., 2013; Eagly, 2009),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이

동기 요인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 전 연령층을 대상

나 조직들도 친사회적 행동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점에서 조직 단위의 친사회적 행동의 한 유형인 ‘조직

선플 행위의 중요성은 이미 ‘선플운동본부’와 같은 기

시민행동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개

관의 “선플 달기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입증된 바 있

념이 제시되기도 했다 (Dovidio et al., 2006; Smith

다. 실제로 전국에서 선플 달기 운동에 가장 높은 참

et al., 1983; Organ et al., 2006).

여율을 보이고 있는 울산시의 경우, 선플 봉사 활동을

조직시민행동이란 자신이 속한 조직의 동료를 기꺼

시작한지 1년여 만에 사이버불링을 포함한 학교 폭력

이 도와주고 그와 함께 협력하고 공유하는 일련의 행

건수가 64%나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정용

동을 의미하는데 (강재정 외, 2012; 김경규 외, 2009),

철, 2013).

이는 특정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이나 신뢰 등

이렇듯 온라인상에서 호의적 댓글을 다는 행위는

의 내재적 요인과 공식적 보상시스템과 같은 외재적

온라인상의 친사회적 행동 (prosocial behavior)의 일

요인을 그 기반에 둔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친사회적

종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행동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조직시민행동을 적용한다

서는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으로서의 호의적 댓글 달

면, 각 개인들이 실천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친사

기의 동기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회적 행동을 파악하는데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

다. 본 연구는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단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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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 유형

연구 내용

AmichaiHamburger
(2008)

온라인 봉사활동
(Online
volunteering)

온라인 봉사활동의 성공 배경을 개인 수준, 대인 간 수준, 그룹 수준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인터넷 봉사 프로젝트 수행 동기요인을 정보 (information) 측면 (예: 정보 접근의 용이성)과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측면 (예: 실제 자아의 표출)에서 분석함.

김수정 외 (2013)

미국 드라마
자막 제작 활동

자막 제작자 인터뷰 및 문헌조사 결과, 제작자의 자기만족감, 몰입, 책임감, 즐거움, 감정이입 등의
내재적 동기가 자발적인 자막 제작 및 공유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밝힘.

Yew (2011)

온라인 음악 공유
(ccMixter)

소셜 네트워크 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네트워크상 중심부에 위치한 그룹이
상당량의 음악을 리믹스 (remix)하고 공유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음을 밝힘. 해당 그룹은
웹사이트에서 형성된 사회적 규범에 의해 그렇게 활발한 음악 공유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남.

Osterloh and
Rota (2007)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헌하는 동기로서의 이익 요인은 확장된 기능성 (extended
functionality), 명성 (reputation), 즐거움 (enjoyment), 친사회적 동기 (prosocial motives) 등인
것으로 나타남.

Wasko and Faraj
(2000)

전자 실행 공동체
(Electronic
Communities of
Practice)에서의
지식 공유

사용자들이 온라인 전문가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유와 다른 멤버들을 돕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참여 자체를 즐거워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즐겁거나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등 내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Ma and Agarwal
(2007)

온라인 지식 공헌

가상 공간에서의 공동 현존감 (virtual co-presence), 자기 표현 (self-presentation) 등이 인지된
신원 검증 (perceived identity verific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만족감과 지식 공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밝힘.

Wright and Li
(2011)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돕거나
격려를 해주는 등의
친사회적 행위

공동 구성 이론 (co-construction theory)이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의 맥락에서 적용되는지 살펴봄.
연구 결과, 18~25세의 청년층의 경우, 그들의 면대면 친사회적 행동이 SNS, 온라인 메신저, 문자
메시지 교환 등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Wang et al.
(2008)

온라인 게임
설문 결과, 이타심 (altruism)과 호혜성 (reciprocity)이 게이머들의 돕는 행위 또는 친사회적 행위에
공간에서 게이머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침을 밝힘.
서로 돕는 행위

어나 다음 아고라 (Daum Agora)와 같은 ‘온라인 공

라고 할 수 있다.

개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특정 조직으로 보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 기존 연구를 보면,

기 보다는, 개별적인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모여서 자

Sproull 외 (2005)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친사회적 행

유롭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

동의 세부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온라인 친

한다.

사회적 행동은 먼저 온라인 자선 단체를 통한 금전적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친사회

기부 활동이나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연구를 위한 개인

적 행동을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 (online prosocial

용 컴퓨터의 유휴 컴퓨팅 자원을 기부하는 등 경제적

behavior)’이라고 정의한다.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이

또는 물리적 자원을 기부하는 유형이 있다. 오픈 소스

란 한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이

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개발을 위해

익을 주거나 도와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

소프트웨어 및 코드 등을 공유하거나 (Osterloh and

동 (Bar-Tal, 1976; Mussen and Eisenberg, 1977)이

Rota, 2007),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를 통해 도움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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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학생들을 위한 무료 학습 지도와 학습 자료를 공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의 세부

유하는 등 역량과 재능을 공유하는 유형도 발견된다.

유형으로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행동을 새롭게 제

이러한 유형 중 김수정 외 (2013)의 연구에서는 미국

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

드라마의 자막을 제작하여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온

의 하나로서 바라보는 ‘호의적 댓글 행위’는 온라인 커

라인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 요인들을 밝혀낸 바 있으

뮤니티 내에서 타인이나 집단에 이익을 주거나 도움을

며, Bock 외 (2005)와 Kankanhalli 외 (2005)는 온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게시글 또는 댓글의 형태로 정

라인 지식 공유 행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를 제공하거나, 격려, 칭찬, 위로 등의 감정적인 지원

이와 더불어,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의 또 다른 유형

을 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Bar-Tal, 1976; Mussen

으로는 자발적 온라인 토론 그룹을 조직 및 운영하는

and Eisenberg, 1977; Sproull et al., 2005). 본 연구

데 시간과 노력을 기부하고, 그룹 내에서 정보를 공유

는 온라인상에서의 호의적 댓글 행위에 대한 동기 요

하며 감정적 지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 등이 제시되기

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도 한다. 위의 <표 1>은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

실시하여 관련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일부 정리한 것이다. 해당 표에 제시된 온
라인 친사회적 행동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최근
의 정보시스템 분야의 논문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

3. 연구방법론

타 분야에서도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김선희 외 (2014)는 친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호의적 댓글을 쓰는

회적 행동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웹 기술 수용에 미

행동을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의 세부 유형으로 정립

치는 영향 요인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 책임성과 사회

하고, 그것을 촉진시키는 동기 요인과 저해시키는 동기

적 유용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 요소들이 지속적인

요인을 인터뷰 방법론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인터

웹 기술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

뷰 방법론은 정성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로 현상에 대

또한, 김재욱 외 (2002)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추

한 세밀하고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이전에 발

진되는 마케팅 활동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있

견되지 않은 새로운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어서 몰입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밝힌 바 있다.

지닌다 (Yin, 2003; Adams et al., 1998; 현경택 외,

이때, 몰입은 커뮤니티상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2010; 하성욱, 2009; 전병호 외, 2008). 따라서 본 연

할 수 있는 사회적 참여나 지원적 참여 행위에 긍정적

구에서는 온라인 댓글이라는 새로운 연구 맥락에 대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탐색적 연구로서 인터뷰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상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친사회적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기존의 온라인 친사회적 행

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물리적 자원이나 지식,

동과 관련한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요인

역량 등을 공유하거나 공헌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

에 대해서도 조명하고자 한다.

왔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위해 선의적

인터뷰는 네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자

인 댓글을 다는 행위 역시 온라인상의 의미 있는 친사

들은 인터뷰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인터뷰 대상

회적 행위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댓

자를 탐색하여 의뢰한다. 셋째, 인터뷰를 시행하면서

글 행위에 대해 연구한 문헌은 찾아볼 수 없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섬세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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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찰을 병행한다. 이때, 인터뷰 내용의 정확성과 정

들은 각자의 코딩 결과를 비교하면서 연구자 모두가

보 전달의 용이성을 위해 녹음을 실시하고자 했고, 해

특정 문장에 대해 동일한 코드 용어를 사용했는지 살

당 작업은 인터뷰 대상자의 허락을 구한 뒤 진행되었

펴보았으며, 결론은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결정되었

다 (권상집 외, 2013). 마지막으로, 인터뷰 결과를 분석

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 간 합의의 비율을 계산해

한다. 연구자들은 인터뷰 결과 분석 시에 정확성과 신

보았을 때 특정 문장에 대한 코딩이 80% 이상 합의

빙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 확인(member check) 절

될 시에 신뢰도가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 (Miles and

차를 수행함으로써 일부 확인이 필요한 인터뷰 내용

Huberman, 1994).

에 대한 참여자의 견해를 요청하기도 했다 (Creswell,

인터뷰 응답자는 만 14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셜

2007; 최은수, 2008). Lincoln과 Guba (1985)는 해

미디어 및 온라인 공개 게시판 사용자 60명을 대상으

당 기법이 “신빙성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법”

로 하였으며, 그 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3명을 제외하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고 57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로부터는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행위를 촉진시키는
동기 요인과 저해시키는 동기 요인에 대해 개방형으로

[표 2] 인터뷰 응답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성별

나이

직업

표본 수 (명)

비율 (%)

남성

26

45.6

여성

31

54.4

만 14-19세

6

10.5

나타낸다. 인터뷰 응답자는 남성과 여성 각각 45.6%,

만 20-29세

22

38.6

54.4%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만 30-39세

18

31.6

만 40-49세

6

10.5

많은 38.6%와 31.6%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들에

만 50세 이상

5

8.7

대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온

학생

21

36.8

라인상에서 호의적 댓글을 다는 동기 요인에 대해 체

사무직

16

28.1

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직

13

22.8

주부

4

7

기타
합계

3

5.3

57

100

질문한 뒤, 총 159개의 응답 내용을 추출할 수 있었다.
위의 <표 2>는 인터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4. 연구 결과 및 토의

이러한 인터뷰 내용과 해석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

본 연구가 온라인 공개게시판 이용자들을 대상으

로, 연구자들은 인터뷰 데이터에 대한 코딩 작업을 수

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도출한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

행하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신뢰도에 있어 필사된 데

글 행위의 동기 요인은 크게 해당 행위를 촉진시키는

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여러 명이 코딩 작업을 수행한

동기 요인과 저해시키는 동기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

다는 점에 기초하여 코딩 담당자들 간의 합의에 초점

다. 인터뷰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정리한 코딩

을 두었다 (Creswell, 2007). 이때, 코딩 작업을 수행

결과는 아래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수행

하는 연구자들은 정확하게 합의된 코딩이 무엇이고,

결과, 본 연구는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행위를 촉진

코딩 명칭과 개별 연구자의 코딩 결과가 서로 일치하

시키는 7가지 동기 요인 (자기 표현, 즐거움, 사회적 기

는지에 중점을 두고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자

여, 감정적 지지, 명성, 금전적 보상, 호혜성)과 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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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터뷰 내용 코딩 결과		
구분

코딩 범주
자기 표현

응답 내용 예시
나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N (%)
41
(34.2%)

내가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
남을 도움으로써 즐거움을 느낀다.

즐거움

34
(28.3%)

선행을 베풀었다는 기분과 보람이 느껴진다.
이타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그 자체로 즐거움과 만족을 느낀다.

사회적
기여
촉진
동기 요인

악플 (악성 댓글)이 많은 게시판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정화할 수 있다.
나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여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17
(14.2%)

글을 쓰는 커뮤니티에 대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감정적
지지

16
(13.3%)

호의적 댓글을 통해 공감대와 우정을 형성할 수 있다.
호의적인 댓글에서 감정적 지지가 느껴진다.

명성

커뮤니티상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다.

금전적
보상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호혜성

6
(5.0%)
4
(3.3%)

댓글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악플이나 사이버불링 같은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타인의 호의적 댓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정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정보를 남겨줄 것이다.

2
(1.7%)

‘착한 척 한다,’ ‘가식적이다,’ ‘(댓글 달기) 아르바이트 같다’ 등 비난이나 악플이 달린다.
저해
동기 요인

사회적
불안감

36
(92.3%)

‘가만히 있어라,’ ‘너는 뭐냐’ 등의 저지를 받는다.
내 실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심을 드러낼 수 없다.

노력

글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3
(7.7%)

글을 쓰기 위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 것이 귀찮다.

키는 2가지 동기 요인 (사회적 불안감, 노력)을 도출할

와 온라인상에서 개인이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자발

수 있었다.

적으로 수행하는 동기 요인으로 실제 자아의 표출

먼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호의적 댓글을 다는

(revealing the ‘real me’)을 논의한 연구 (Amichai-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자기 표현’이었다. 즉, 가

Hamburger, 2008)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 많은 41명의 응답자는 호의적 댓글을 쓰면 자신의

관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온라
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

- 다음 아고라에서는 호의적인 댓글을 올림으로써 나

때문에 호의적 댓글을 다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

와 연관성이 높은 상황이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처럼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친

드러낼 수 있다 (27세, 대학원생)

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온라인상

- 게시판이 활발하지 않은 시간대에 다른 사람 글에

의 지식 공헌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 중 하나로

좋은 댓글을 달아주면 그 사람을 ‘댓글 천사’라고

자기 표현을 검증한 연구 (Ma and Agarwal, 2007)

부른다 (26세,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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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친사회적 행동의 새로운 동기 요인으로서 중요한
다음으로 많은 34명의 응답자들은 호의적 댓글을
쓰면 ‘즐거움’과 같은 심리적 보상을 느끼게 되기 때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요인과 관련
한 인터뷰 내용을 보여준다.

에 온라인상에서 호의적 댓글을 쓰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와 같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호의적

- 호의적인 댓글은 사회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느낌

댓글 행위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온라

이 들고,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동조하는 전반

인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기존 연구 중에서 사람들

적인 분위기 형성할 수 있다 (32세, 회사원)

이 참여 자체를 즐거워하거나 남들을 돕는 데 즐거움

- 온라인 게시판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 댓글로

을 느끼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식 공유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면 또 착한 일을 하는 사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됨을 밝힌 연구 (Wasko

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주변 사람들

& Faraj, 2005)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

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글 쓴 사람도 칭찬을 받은 만큼 앞으로 더 열심
히 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훈훈한 글을 보면

- 내 댓글을 보고 누군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람 있다 (18세, 고등학생)

서 감동받고 자신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18세, 고등학생)

- 좋은 정보를 보고 나면 그냥 가는 것보다는 “잘 봤
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같이 짧은 댓글을

또 다른 사회적 보상 요인으로는 16명의 응답자가

남기는 것이 서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49세,

선택한 ‘감정적 지지’가 있다. 해당 요인을 바탕으로 한

주부)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행위를 통해 응답자들은 커
뮤니티 구성원들로부터 감정적 지원을 받고, 소속감이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행위를 촉진시키는 동기 요

나 우정 등을 느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온라인 친

인으로 합산하여 약 62.5%의 응답 비율을 차지한 ‘자

사회적 행동의 동기 요인으로서 감정적 지지가 갖는

기 표현’과 ‘즐거움’ 이외에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나

중요성은 기존 연구에서도 발견되는데, 예컨대 김수정

타나는 사회적 보상 요인들도 도출할 수 있었다. 17명

외 (2013)의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 동기로서 다

의 응답자는 호의적 댓글을 통해 온라인 게시판의 부

른 사람의 힘든 상황을 보면 걱정스러워하고 위로해

정적인 측면을 정화하거나 커뮤니티 내 다른 사람들

주고 싶다는 측면에서 ‘공감’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Sproull 외 (2005)의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토론 그룹

말해,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회적 기여’를 할

이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해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호의적 댓글을 다는 것으로 해석

지원을 제공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감정적 지지에 관해 언급

온라인상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온라

한 인터뷰 사례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인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아직 밝혀
진 바 없는 새로운 동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 댓글에 논리적인 근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글

서, 해당 변수는 본 연구의 인터뷰를 통해 찾아낸 온

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31세,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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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온라인 호의적 댓글 행위의 동기 요인 분석 결과

- 누군가 안 좋은 일을 올린 게시물에다가 응원과 위

는 동기 요인으로는 ‘사회적 불안감’과 ‘노력’이 도출되

로를 하면 그 사람과 친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

었는데, 두 요인 중에서도 사회적 불안감은 약 92.3%

에게 공감을 느낀다 (35세, 대학원생)

의 응답 비율을 보이면서 응답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호의적 댓글을 달지 않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

이 밖에도, 인터뷰 응답 내용 중에서 명성이나 금전

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불안감은 온라인 친사회적

적 보상, 호혜성과 같은 동기 요인들도 도출할 수 있었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해하는 선행 요인으로서

다. 기존 연구에서도 명성 (Donath, 1999; Constant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도 강

et al., 1996; Wasko & Faraj, 2005), 금전적 보상

조되어온 바 있다 (Ma & Agarwal, 2007; 김수정 외,

(김수정 외, 2013), 호혜성 (Wang & Wang, 2008;

2013). 기존 연구에서는 노력이 온라인상의 친사회적

Wasko & Faraj, 2005; 김수정 외, 2013)은 온라인상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지만 (김수정 외,

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2013; Sproull et al., 2005),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 중

미치는 동기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친사

에서도 특히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행위에 대해 조

회적 행동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행

명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요인이 사회적 불안감에 비

위에 대한 동기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본

해 매우 적은 응답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적은 응답자 수를 확보할

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뿐이었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댓글을 쓰지 않아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괜히
- 좋은 말을 댓글로 쓰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27
세, 사무직)
- 기업 홍보를 위해 좋은 댓글을 써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23세, 대학생)

댓글을 쓰면 내가 욕을 먹거나 심하면 신상이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쓰고 싶지 않다 (29세, 회사원)
- 웹툰에 작가에 대한 악플이 너무 많아서 말려보려고
해도 막상 글을 쓰면 나까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못 쓰겠다 (18세, 고등학생)

반면, 온라인상에서의 호의적 댓글 행위를 저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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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본 연구 결과는 위의 <그림 1>처럼 시각

인상에서 호의적 댓글을 작성하는 데 드는 노력이나

화할 수 있다. 인터뷰 응답 내용 및 응답 비율을 살펴

시간이 사용자들이 번거롭다고 인식할 만큼 크지는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호의적 댓글 행위

않음을 알 수 있다.

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명성 (5.0%)이나 금전적 보
상 (3.3%), 호혜성 (1.7%)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보다는,
자기 표현 (34.2%)이나 즐거움 (28.3%)과 같은 개인의

5. 학술적·실무적 시사점

내재적 요인들과 사회적 기여 (14.2%)나 감정적 지지
(13.3%)와 같은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이 더 영

5.1 학술적 시사점

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오늘날 스마트폰의 보급과 소셜미디어 이

한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용자의 증대로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사이버불링 문

호의적 댓글을 작성해주는 행위를 온라인 친사회적

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온라인상의 호

행동 유형의 하나로 볼 때, 본 연구가 인터뷰를 통해

의적 댓글 행위에 주목하고, 인터뷰 방법론을 통해 그

도출한 온라인상에서 호의적 댓글 행위를 촉진시키는

동기 요인을 살펴본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시

7가지 요인들 중 6가지 요인들 (자기 표현, 즐거움, 감

사점을 지닌다.

정적 지지, 명성, 금전적 보상, 호혜성)은 이미 온라인

첫째,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기존 문헌에서 밝혀진 바 있

대응 방안으로서 구체적으로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

는 선행 요인 내지는 동기 요인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

글 행위에 관해 주목한 첫 번째 연구로서 중대한 학

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호의적 댓글을 통해

술적 의의를 지닌다. 지금까지 행해진 사이버불링 관

온라인 커뮤니티 내 분위기를 정화할 수 있다거나 사

련 연구는 주로 그에 대한 개념 및 정의 (Abu-Nimeh

회의 선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회적 기여’와 같은 동

et al., 2011; Slonje et al., 2013; Vandebosch et al.,

기 요인은 기존의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 유형 (예: 온

2008), 종류 및 분류 (Aoyama et al., 2010), 전통

라인 봉사활동, 온라인 음악 공유, 온라인 지식 공헌)

적 불링과의 관계 (Brown et al., 2014; Kwan et al.,

의 동기 요인과 관련한 연구에서 도출된 바 없는 온라

2013), 진단 방법 (Cetlin et al., 2011; Mason, 2008),

인 호의적 댓글 행위만의 독특한 동기 요인이라고 할

효과 (Talwar et al., 2014; Dredge et al., 2014)에 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여 변수는 본 연구의 인터

점을 맞추고 있었다.

뷰를 통해 도출된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의 새로운 동
기 요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물론, 사이버불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에 있어서 그 대응 방안을 탐구한 연구들도 더러 있었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호의적 댓글 행

지만 (Beale et al., 2007; Bhat, 2008; Diamanduros

위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불안감’이 92.3%

et al., 2008; Keith et al., 2005), 해당 연구들은 사

의 응답 비율을 보임에 따라 7.7%의 응답 비율을 보인

이버불링 문제가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심각한 사회

‘노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문제임을 간과함에 따라 학교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하

타났다. 전체 인터뷰 응답자 57명 중 3명만이 온라인

는 학생들을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에 집중할 뿐이었

상에서 호의적 댓글을 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오늘날 나이를 불문하고 온라

간다는 것을 그 저해 요인으로 선택한 것을 보면, 온라

인상의 모든 참여자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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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온라

있다 (Bar-Tal, 1976; Mussen and Eisenberg, 1977;

인상의 호의적 댓글 행위를 설정하고, 그 동기 요인을

Sproull et al., 2005). 이러한 온라인 친사회적 행위의

탐색하기 위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유형을 촉진시키는 동기 요인으로는 총 7가지가 도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되었는데, 이때 자기 표현 (Ma and Agarwal, 2007;

있다.

Amichai-Hamburger, 2008), 즐거움 (Wasko &

둘째, 본 연구는 사람들이 왜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Faraj, 2005), 감정적 지지 (김수정 외, 2013; Sproull

위해 호의적인 댓글을 작성해주는지 그 동기 요인을

et al., 2005), 명성 (Donath, 1999; Constant et al.,

정성적 연구인 인터뷰 방법론을 토대로 파악한 연구로

1996; Wasko & Faraj, 2005), 금전적 보상 (김수정

서 상당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 사이버불링

외, 2013), 호혜성 (Wang & Wang, 2008; Wasko &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서 ‘선플

Faraj, 2005; 김수정 외, 2013) 등 6가지의 동기 요인

달기 운동’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긴

들은 기존의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 관련 문헌에서도

했으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선플 행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여 변수의 경우, 본

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학술적 차원의 논의

연구에서 인터뷰를 통해 도출해낸 온라인상의 호의적

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가 인터뷰를 통해

댓글 행위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동기 요인이라는 점에

도출한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행위를 촉진시키는 동

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 요인 7가지 (자기 표현, 즐거움, 사회적 기여, 감정적

이렇게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 유형의 하나인 온라인

지지, 명성, 금전적 보상, 호혜성)와 저해시키는 동기 요

상의 호의적 댓글 행위를 촉진시키는 동기 요인들 말

인 2가지 (사회적 불안감, 노력)는 온라인 커뮤니티 참

고도, 본 연구에서는 해당 행위를 저해시키는 동기 요

여자들의 호의적 댓글 행위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인들로 사회적 불안감 (Ma & Agarwal, 2007; 김수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

정 외, 2013)과 노력 (김수정 외, 2013; Sproull et al.,

과는 기존의 선플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2005)을 도출함으로써 기존의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

데 필요한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

과 관련한 문헌에서 발견된 동기 요인들을 온라인상의

로 기대된다.

호의적 댓글 행위라는 새로운 연구 맥락에서 확인하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행

는 데 기여하였다.

위를 특별히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의 일환으로 정의함
으로써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 요인과 관련한

5.2 실무적 시사점

기존 문헌에 가치를 더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나 SNS 관리자,

갖는다.

정책 입안자 등 사이버불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

앞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친사회적 행동 개념을

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이버불링을 해소할 수 있는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위해 호의적 댓글을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

다는 행위를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타인이나 집단

무적 시사점을 지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

에 이익을 주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게시

면 다음과 같다.

글 또는 댓글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격려, 칭

첫째,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

찬, 위로 등의 감정적인 지원을 하는 행위로 정의한 바

면 자기 표현과 즐거움과 같은 개인의 내재적 동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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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각각 41명 (34.2%), 34명 (28.3%)의 지지를 받

둘째, 본 연구 결과 자기 표현이나 즐거움 등의 내재

으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위해 호의적인

적 동기 요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나 감정적 지

댓글을 작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지와 같은 사회심리학적 동기 요인들도 온라인상에서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담당자

호의적 댓글을 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들, 예컨대 인터넷 카페 운영자나 각종 SNS 관리자는

나타났다. 그러므로 온라인 커뮤니티 담당자, SNS 관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불링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긍

리자, 정책 입안자 등은 공익 혹은 공공 복지 (public

정적인 온라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방

welfare)와 같은 개념을 내세워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

침을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무조건적으로 사이버불

든 참여자들이 모두의 행복을 위해 집합적인 노력을

링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함께 타파하자는 맥락에서 온

기울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이버불링

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달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기 보

타개 방안은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신고제나 벌점

다는, 온라인상에서 호의적 댓글을 다는 것이 작성자

제도와 같은 다소 엄격하고 억압적인 방안들보다 온라

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고, 즐거움과 같은

인 커뮤니티 참여자들에게 더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함을 강조

수용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인 호의적 댓글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람들은 지나친 심적 부담이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압박, 강요를 느끼지 않고, 개인의 가치를 지키면서

지난 2014년 9월에는 사이버불링을 방지할 목적으

자발적으로 타인을 위한 댓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

로 카카오톡 (KakaoTalk) 단체 대화방 등 SNS에서

여할 수 있다.

대화 초대를 받은 사람이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

이를 반영한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2014년 12월에

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미하, 2014). 그리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다음카카오가 통합된 뒤 처

고 이와는 별개로 SNS 서비스 담당자 입장에서 지난

음으로 실시한 “세상의 모든 소원이 이뤄지길 희망해”

2014년 12월에는 다음카카오 측이 사이버불링 예방

캠페인이 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캠페인이 진행

및 건강한 메신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카카오톡상

되는 홈페이지 하단에 댓글로 2015년 새해의 자신의

에서 거듭되는 초대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소원을 적으면 댓글 1개당 다음카카오에서 1000원을

바 있다 (이철, 2014). 그러나, 이러한 개별 법안이나

대신 기부해주는 시스템이다. 해당 캠페인에서는 “자

기능의 업데이트는 오늘날 팽배한 사이버불링 문제를

신의 소원”을 적으라고 했지만, 막상 작성된 댓글들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

을 보면 온전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작성된 댓글들보

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불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

다는 타인의 안녕과 소외된 이웃들의 복지를 위해 작

해 선플 달기 운동과 같은 범국민적인 대응 방안을 실

성된 댓글들이 더 많다. 이 캠페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호의적 댓글을 다는 것 자

“자신의 소원”을 적으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댓글을 통

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응집시키는

해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했고, 궁극적으

일일 것이다.

로는 타인의 행복을 위한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즐거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움까지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불링 문제를 해소

행위를 저해시키는 매우 중요한 동기 요인으로서 사회

하기 위한 캠페인 역시 이와 같은 형태를 차용할 수 있

적 불안감이 도출된 바 있다.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다면 성공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호의적 댓글을 달고 싶어도 혹시나 실명이 드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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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괜한 비난이나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

미디어상의 특정 이슈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면서

하여 호의적 댓글 달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요컨대, 가

변화하는 시점과 그 양상을 측정함에 따라 어떠한 요

만히 있으면 아무런 탈이 없을 텐데 괜히 사이버불링

인에 의해 이용자들의 분열과 통합이 이루어지는지를

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자신

분석하여, 사이버불링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소셜미

에게도 불똥이 튀거나 마녀사냥을 당할 것이 염려되

디어 운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어 아예 사이버불링 현장 자체를 방관하게 되는 것이

둘째, 본 연구는 특정한 이론적 배경 없이 인터뷰를

다. 그러나, 이렇게 자의든 타의든 간에 사이버불링을

통해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행위를 촉진시키는 동

방관하고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

기 요인과 저해시키는 동기 요인을 살펴본 탐색적 연

신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간접적인 가해자가 될 가

구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능성이 크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관리자

서는 본 연구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교환 이론

들은 참여자들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장

(Molm, 1997; Kankanhalli et al., 2005) 등의 구체

해줌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들

적인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

을 제거하여 그들이 호의적 댓글 행위를 주저하지 않

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인
터뷰를 통해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행위를 촉진시
키는 동기 요인 7가지와 저해시키는 동기 요인 2가지

6.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전 연령층을 포괄
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해도 본 연구의 인터뷰 응

본 연구가 사이버불링의 타개책으로서 온라인상의

답자는 전체에서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약 70.2%

호의적 댓글 행위에 주목하고 그 동기 요인을 살펴보

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표본상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

았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학술적·실무적 시사점을 지

다. 이러한 표본상의 한계는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

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과를 결코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한계점을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의 대표성을 좀 더 확

첫째, 본 연구는 정성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인터뷰

보하고 보다 다양한 동기 요인들을 조명함으로써 온라

를 기반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인

인 서비스 제공자나 정책 입안자 등의 실무진들이 사

터뷰 방법론은 새로운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이버불링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문화를 형성할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연구 결과의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줄 수 있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높
이고 일반화를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 연구방법인 설문
조사 (survey)를 실시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공

7. 결론

유되고 있는 호의적 댓글의 유형들을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기법을 통해 추출해내어 분석하는 등

본 연구는 오늘날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전 세계

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셜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불링 현상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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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주목하고, 그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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