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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smartphone era has spurred world-over, social network services have become a part of 

people’s daily lives. However, this relatively new phenomenon of technology development raises 

several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cyberbullying. One of the representative cases of cyberbullying 

is posting malicious comments online. Multiple social issues arising from this have given impetus 

to the “benevolent comments campaign” in order to restrain the diffusion of malicious comments. 

Benevolent comments have advantages that generate positive externalities such as inspiring ethics for 

an appropriate internet culture, but there is a lack of theoretical research on the deeper understanding 

of posting benevolent comments. This study thus aims to extract the motivations behind posting 

benevolent comme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suggest alternatives for relative issues through 

the causal relationship diagram of the system dynamics methodology. This work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benevolent comments in distinct 

structural fram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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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선플 활성화 방안 탐색: 시스템사고 접근 방식으로1 

A Systems Thinking Approach for Facilitating Benevolent Comments Online
    

Ⅰ. 서론

최근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SNS가 광범위하게 이

용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폭력과는 달리 온라인 공간에

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물리적 폭력과는 그 양

상이 매우 다르다. 또한, 공간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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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력

도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폭력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적인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수의 기여자들과 다수의 수혜자

들에 의해 지식공유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차별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전현규 등 2015). 따라서 

사용자들은 익명성을 통해 온라인에서 각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만, 사용자

들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온라인 시민의식의 

경우 심각한 사이버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철선 

2003; 이항우 2003; 박현구 2008). 현재 오프라인 공

간에서 폭력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 또한, 재미나 장난 삼아 이루어

지는 사이버불링은 익명의 상황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

약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오

프라인 폭력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창호 등 

2014).

이렇듯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비방과 같은 악플이 증

가함에 따라 기업의 매출 감소나 자살 등의 다양한 사

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 트렌드(Naver Trend)3

를 보면, 2014년 이후 악플에 대한 검색량이 점점 증가

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초에 ‘악플’ 검색량

이 감소하는 듯하나 다시 급증하며 사회적으로 ‘악플’

이 이슈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악성 댓글이 증가하

는 것과 같이 악플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

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증가하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데, 2015년 서

울 고등법원은 사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악성 루

머를 퍼트린 사용자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이

버불링은 오프라인상의 폭력과는 달리 그 피해가 광범

위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도형 2016).

이에 반해, 2007년 악플로 고통을 받던 유명인들의 

기사에 사람들이 선플을 남기면서 시작된 운동인 ‘선

플 국민운동본부’에는 현재 전국 6,000여 개 학교와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박수정 2013). 실제

로 울산의 경우, 선플달기 운동에 가장 높은 참여율

을 보이고 있는데, 선플달기 캠페인을 시작한 후 일 년 

만에 학교 폭력 건수가 64% 가량 감소하였다 (정용철 

2013). 이러한 노력으로 전체 악플 수는 꾸준히 감소하

고 선플은 증가하는 듯하였으나, 최근 크고 작은 사회

적 이슈에 대해 익명성으로 무장한 근거 없는 비방 등

의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건강한 사회 확립을 저

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써,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

고자 하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양승준 등 2016).

인터넷 댓글은 동전의 양면처럼 선플과 악플로서 나

타난다. 선플을 확산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매

년 11월 첫째 금요일을 ‘선플의 날’로 지정해 ‘선플달기 

전국 릴레이 캠패인’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2015년 5월에는 선플재단, 선플운동

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중국 인민망과 함께 

‘2015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 및 선플음악회’를 개최

하여 한·중·일 3개국 학생들이 ‘선플 평화 선언문’을 낭

독하는 시간 등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박성준 2015).

선플운동본부가 제시하는 선플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면, 선플이란 착하다는 뜻의 한자어 선(善)과 댓글

을 의미하는 영어 Reply의 합성어를 말한다. 협의적으

로는 악의적인 댓글(malicious comments)인 ‘악플’

에 대한 반대어를 뜻하는 선의적인 댓글(benevolent 

comments)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선한 말, 선한 

글, 선한 행동, 즉, 선한 마음의 실천을 가리키는 개념이

다. 이러한 선플은 악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선플 확

산을 통해 온라인상의 선플 작성 분위기를 형성하고, 
3 http://datalab.naver.com/ca/step1.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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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상 ‘선플’ 작성을 촉

진 및 저해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인

터뷰(탐색적인 연구 방법)를 실시하여, 기저에 있는 선

플 작성 행동의 동기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활성

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기존의 선플 관련 연구

에서는 설문조사 기법의 정량적 방법만을 활용하였거

나, 정성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선플 혹은 악플 작

성의 동기요인만을 도출해내는 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

었다 (Jang et al. 2016; Lee and Kim 2015; 장윤정 

등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플 작성에 대한 촉진 

및 저해 요인을 도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전반

적인 시스템 기저에 깔린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시스템 다이나믹스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선

플과 악플을 작성하는 원인 변수들을 추출하고, 인과

관계 다이어그램(CLD: Causal Loop Diagram)을 개

발하여 변수들 간의 상호 작용 및 영향을 파악하여 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온라인 선플은 악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타인

에게 선의적,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댓글을 의미하며, 

주로 선플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이 된 사이버불링 현

상과 함께 연구되어 왔다. 사이버불링은 개인 혹은 그

룹 단위의 가해자가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기술을 통

해 악의를 지니고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를 말한다 (Belsey 2007; Cetlin et al. 2011). 모바일 

기기나 인터넷 등의 온라인 수단을 통하여 스스로 방

어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이고 광범위

한 행위 또는 사건으로 정의되기도 하는 사이버불링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Smith et al. 2008). 선행 연구를 살펴보

면 유소년 및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의 원인

과 유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Smith et al. 

2008; Li, 2006). 이러한 낮은 연령대에서도 사이버불

링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통합을 저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이버불링 현상이 심화되면서 반(反)사이버불링

(anticyberbulllying) 캠페인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작된 선플달기 운동은 악플을 방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예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형태로서

의 선플 작성을 독려한다 (Jang et al. 2016). 선플에 대

한 연구는 다양한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 

예로는 다음과 같다. 장윤정 외 (2015)의 연구에서는 

온라인 친사회적 행동(online prosocial behavior)의 

맥락에서 호의적 댓글, 즉, 선플의 촉진 및 저해 요인을 

인터뷰 기반의 정성적 연구 방법으로 도출하였다. 장윤

정 외 (2015)는 자기표현, 즐거움, 사회적 기여, 감정적

지지, 명성, 금전적 보상, 호혜성을 호의적 댓글의 촉진

요인으로 도출하였고, 사회적 불안감과 노력을 그 저해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해당 연구는 사이버불링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선플 달기 행위에 대해 주목한 연

구의 초시로 주요 동기요인 도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Lee and Kim (2015)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로, 인터뷰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이버불링 현상을 기

반으로 온라인 사용자들이 사이버불링의 대표적 사

례 중 하나인 악플을 작성하는 동기 요인을 도출하고, 

온라인 댓글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Lee and Kim 

(2015)은 온라인 댓글의 문제점은 익명성, 책임감 결여, 

온라인 문화, 느슨한 규제, 개인의 이기심 등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밝히며, 대안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 인터넷 실명제 실시, 규제 강화, 관리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기존 문헌에서는 선플 작성과 관련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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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요인을 도출하는 데 그쳤는데 반해, 해당 연구에

서는 이에 더 나아가 도출된 문제점 및 실질적 대안까

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선플 작성에 대한 동기요인을 도출한 최근 연구로는 

Jang et al. (2016)의 연구가 있다. Jang et al. (2016)은 

사회적 교환이론을 기반으로, 댓글 작성 동기요인의 지

각된 순 가치(perceived net value)를 매개로 한 온라

인 선플 작성 의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즐거움과 온라인 사회적 기여, 

그리고 온라인 사회적 불안감이 지각된 순 가치에 영

향을 끼치고, 지각된 순 가치는 선플 작성 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SNS 관리자들로 하여금 종합적 순 가치를 고

려하여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비즈니스 통

찰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

자가 댓글 작성에 대해 이와 관련된 이익과 비용의 비

교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정성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거나 설문을 통한 정량적

인 방법을 활용하는 데 그쳐, 전반적인 사회 구조 내

부에서의 선플 활성화를 위한 촉진 및 저해 요인들 간

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장윤정 외(2015)의 연구에서 활용한 심층적 인

터뷰 분석 방법을 차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그룹핑 후 

요인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장윤정 외

(2015)의 연구에서 도출된 동기요인 중 자기표현, 사회

적 기여, 그리고 감정적 지지 요인이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선플 작성의 동기요인으로 파악되어 해당 개념

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손정은 외(2013)의 연구

에서 사용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시

스템 내부의 선플 작성 촉진 및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핵심 이슈 및 그 대안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손정은 

외(2013)의 연구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사회적 자본 

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도출하여 그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그 대상을 선플 

활성화 요인에 한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인과관계 분석

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론

3.1  인터뷰 대상 및 내용

본 연구는 인터뷰를 기반으로 온라인 선플 수 증가

를 촉진 및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탐색

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인터뷰 방법론은 어떠한 현상

에 대하여 면밀한 이해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

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Adams et al. 1998; 전병호 등 2008; 

하성욱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온라인 

사용자 인터뷰를 통하여 선플 작성에 대한 동기요인을 

도출하고, 선플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구분하여 관

련 이슈의 대안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하였다.

체계적인 인터뷰 진행을 위하여 인터뷰 목적 및 질

문 내용을 사전에 정립해 놓았다. 선플을 작성하거나 

본적이 있는 대상자를 찾기 어려워 비확률적 샘플링인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을 통해 지인에

게 인터뷰를 한 후, 그 지인으로부터 선플을 본적이 있

거나 작성한 경험이 있는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받았다 

(Leo 1961). 이렇게 확보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선플

의 작성 동기요인과 사회적인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표1과 같이 질문지를 토대로 질의응답을 실시

하였으며, 응답자의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함께 수집

하는 방식인 반구조적·반개방적인 인터뷰 형태로 진행

되었다. 인터뷰 목적과 내용은 연구자 2명의 상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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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작성되었다 (<표 1 참조>).

<표 1> 인터뷰 목적 및 내용

구분 인터뷰 목적 인터뷰 내용

선플

온라인 선플 사례 파악
귀하는 인터넷 상에서 선플 사례를 본 적이 있거나,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 또는 내용이었습니까?

선플 작성 동기요인 도출
왜 그러한 선플을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한 선플을 작성하셨습니까?

선플에 대한

온라인 사회적 인식 조사

그 선플 사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귀하는 그 선플 사례에 대해 어떻게 평가(생각)합니까?

통합

댓글 문화에 대한

문제점 도출

현재의 인터넷 댓글 문화, 방식, 현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 문화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귀하는 댓글 문화, 방식, 현황에 대하여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터뷰는 2015년 5월에 1차적으로 진행하였고, 

2016년 3월에 추가로 실시하여 총 2번에 걸쳐 만 14

세 이상 60세 미만의 온라인 사용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의 <표 2>는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나타낸다. 인터뷰 응답자는 남성과 여성 각

각 59.6%, 40.4%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는 20대가 가

장 많은 79.8%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일반 사무직(회

사원)과 학생이 각각 46.2%와 38.5%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나타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응답자들의 답

변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선플 작성 관련 동기요인

을 추출해 낼 수 있었으며, 관련된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2> 인터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표본 수 (명) 비율 (%)

성별
남성 31 59.6

여성 21 40.4

나이

만 14-19세 1 1.9

만 20-29세 41 78.8

만 30-39세 7 13.5

만 40-49세 2 3.8

만 50세 이상 1 1.9

직업

학생 24 46.2

사무직 20 38.5

전문직 4 7.7

기타 4 7.7

합계 5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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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선플 사례들을 대상으로 내

용 분석(content analysis)를 수행하였다. 개별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추모, 위로, 감사 등 응답에 활용된 

핵심 단어들을 추출하였고, 단어 사용 목적의 유사

성에 따라 별도의 그룹으로 묶는 2차 작업을 진행하

였다. 유사 그룹으로의 구분 작업은 저자 2인의 상호 

합의 하에 진행되었으며, 합의되지 않은 경우 제 3자

의 의견을 구하여 다수결에 따르는 타당성 확보 절차

를 거쳤다. 유사 목적의 그룹은 정보공유/의사소통, 격

려/희망, 사회적 기여 등 총 9개의 그룹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유사 그룹들은 또 다시 상위 의미를 기준으

로 총 5개의 선플 작성 동기요인으로 구분 지을 수 있

었다. 단어 그룹이 최종 동기요인으로 구분되는 과정에

서는 단어 그룹이 함의하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을 고

려하였다. 격려/희망 그룹과 옹호 그룹은 온라인상에

서 타인을 감정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기에 ‘감정적 지지’라는 최종 동기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정보공유/의사소통 그룹을 포함한 사회적 기여, 조언/

도움 그룹은 크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으로 묶

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회적 기여’라는 최종 동기요

인으로 선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동조분위기 그룹은 동

조 분위기 형성이 기반이 되어 형성되는 집단 정체성

이 상위 요인이라는 데 저자들의 합의를 얻어 ‘집단정

체성’을 최종 동기요인으로 도출하였다. 그 외, ‘자기표

현’과 ‘의무감’ 동기요인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상위 개

념으로써 최종 동기요인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결과적

으로 감정적 지지, 사회적 기여, 집단 정체성, 자기표현, 

그리고 의무감이 다섯개의 최종 선플 작성 동기요인으

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표 3> 응답 활용 단어를 통해 도출된 선플 작성 동기요인

최종 동기요인 단어 그룹 단어 예시

감정적 지지
격려/희망 격려, 기원, 용기, 위로, 응원

옹호 공감, 도움, 동의, 동조, 옹호

사회적 기여

정보공유/의사소통 객관적, 공유, 토론

사회적 기여 선플달기운동, 선행, 정화, 신뢰

조언/도움 긍정적피드백, 선의, 호의

집단정체성 동조분위기 내집단, 선플분위기, 융화

자기표현 자기만족/자기표현 뿌듯함, 자기만족, 자랑스러움, 착함

의무감 의무감 봉사활동, 알바, 의무, 팬클럽

3.2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CLD: Causal Loop

Diagram)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기반의 정성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선플 활성화에 대한 촉진 요인과 저

해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된 온라인 선플 관련 변수들을 

정성적이고 탐색적인 연구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으

며, 이를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분석 도구인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해 각 요인들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를 

도식화하고자 하였다 (서경진 등 2015). 인터뷰를 통

해 도출된 주요 요소들은 요소들 간의 원인과 결과 관

계에 따라 인과관계 다이어그램(CLD: Causal Loop 

Diagram) 으로 표현된다 (Sterman 2000). 이러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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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사고 기반의 인과관게 다이어그램은 각종 의사결

정 및 사회 이슈 도출을 위한 방법론으로 폭넓게 활용

되어 왔다 (Forrester 1997). 이에 본 연구는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선플 활

성화 동기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도식화 

하여 온라인 선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

다. 

본 연구는 아래 <그림 1>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

행되었다. 우선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연구 계획 

단계를 시작으로,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한 후, 선

플 활성화 관련 주요 원인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인과관계 다이어그램(CLD)을 개발하였으며, 

발견된 이슈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Ⅳ. 분석결과

4.1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Core Loop

온라인 선플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인과관계 다

이어그램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핵심 루프(Core 

<그림 1> 시스템 사고 기반 연구 순서

Loop)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2>참조). 온

라인 선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정량적으

로 확인이 가능한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인과관계 다

이어그램으로 도식화 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플 

수‘를 핵심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2> Core Loop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선플 수 증가에 대한 촉진 요

인은 사회적 유대감 루프를 형성한다 [R1]. 선플 수 증

가는 선플 동조(conformity)를 강화한다. 선플 동조란 

온라인상 선플 분위기 조성에 따른 감정적 지지 현상

으로, 이는 가상 또는 실제의 집단적 압력의 결과로 영

향을 받은 대상자의 신념이나 행동이 집단과 동질적으

로 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Kiesler and Kiesler 

1970). 선플 수가 증가하면 온라인 사용자들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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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플 분위기에 동조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에 몰

입하게 된다.

사회적 유대감(social connectedness)은 사람들

로 하여금 더불어 살아가는 느낌을 갖게 해 줌과 동시

에 타인과는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게 해 주는 감정적 

상태이다 (Kohut 1984). 선플 동조 현상의 강화는 이

러한 온라인상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게 하며 (Lee 

and Robins 1995), 이는 다시 선플 수 증가를 유도하

는 선순환의 강화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람들이 선한 댓글을 작성하는 분위기에 동화되

어 계속해서 선플을 달아주었다.” (23세, 학생)

-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플을 작성하는 문화가 조성

되면서 사람들도 다른 누리꾼이 작성한 글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27세, 사무직)

-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은 아니지만, 대세에 따르는 

의견(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맹목적인 지지도 있는 것 

같다.” (27세, 대학원생)

- “선플의 연쇄효과로 인해 분위기에 다른 사람들도 

반응하여 작성한다고 생각된다.” (31세, 연구원)

반면에, 선플 수 증가에 대한 저해 요인은 선플에 대

한 반감 루프를 형성한다 [B1]. 선플 수 증가는 선플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되는데, 여기

에서 ‘선플에 대한 반감’이라는 변수는 온라인상의 친

사회적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불안

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Ma and Agarwal 

2007; 김수정 등 2013). 즉, 온라인상의 호의적 댓글 

행위를 하였을 때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온라인상에서 

신상털기, 선플에 대한 악플 등의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플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면 선플 수 증가의 저해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선플을 다는 사람은 글의 내용에 아부하는 것 같

은 느낌이 든다.” (53세, 전문직)

- “댓글 아르바이트가 많아 선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불편해졌다.” (27세, 무직)

- “개인의 신원이 불확실하고, 나이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댓글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 (28세, 대학원

생)

- “선플이어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나 한 환경에 대

한 내용은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53세, 전문직)

4.2 감정적 지지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선플 작성에 대한 다섯 개의 

동기요인 중, 감정적 지지 요인은 <그림 3>와 같이 ‘감

정적 지지 루프’로 표현하였다 [R2]. 선플 수가 증가하

면 인터넷 사용자들의 선플 동조 현상이 강화되며, 이

는 감정적 지지의 증가를 견인한다. 여기에서 감정적 

지지란 친사회적인 행동 동기로서 타인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김수정 등 2013). 

감정적 지지가 증가하면 온라인상의 선플 작성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선플 수 또한 증가하며 감정적 지지 

루프라는 하나의 원인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관

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태환 선수의 도핑테스트 결과 양성 반응이 나

왔을 때, 질타를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 청년이 고

생이 많았다며 격려와 위로의 댓글을 남긴 적이 있다.” 

(23세, 학생)

- “연예인 임신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순산하세요’ 

혹은 ‘아이가 예쁠 것 같네요’ 등의 선플이 달린 것을 

보았다.” (29세, 학생)

- “스포츠 기사에서 좋아하는 선수가 부진에 빠져 

악플이 달리는 것이 싫어, 그 선수를 응원하고 두둔하

는 댓글을 보았다.” (19세, 대학생)

- “가정폭력이나 가난 등의 힘든 상황에 대해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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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에 응원과 위로하고자 남겼다.” (25세, 대학생)

4.3 집단정체성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in-group)의 선플 분위기에 

사용자들이 감정적으로 융화되는 현상을 ‘집단 정체

성’ 동기요인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집단 정체성 

루프는 아래의 <그림 4>와 같이 표현하였다. 선플 동

조 현상이 강화되면 위에서 정의한 집단 정체성이 강

화된다. 긍정적으로 강화된 집단 정체성은 온라인상의 

사회적 신뢰(trust)를 증가시키며 이는 사회적으로 기

여하고자 하는 의도 증가로 이어져 결국 선플 수를 증

가시키는 선순환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R3]. 다시 말

해서, 선플동조는 집단정체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

성한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 간 상호관계가 강화되어 

온라인상의 대인적인 관계에서의 믿음을 의미하는 사

회적 신뢰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한다 (서진완 등 2003).

또한, 사회적 기여는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면을 정화

하거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는 기여를 하

<그림 3> 감정적 지지 Loop

고자 하는 마음 혹은 의도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장윤정 등 2015), 온라인상의 사회적 신뢰가 쌓이면 

사용자들의 사회적 기여 의도가 증가한다고 보았다. 

본 루프와 관련된 인터뷰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커뮤니티 분위기에 휩쓸려 사람들이 쉽게 선동을 

당하는 경향이 있고, 그 커뮤니티의 특성에 편승하여 

깊이 생각하기를 귀찮아한다.” (26세, 사무직)

-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볍게 댓글을 남겨 쉽게 선동당하여 깊이 생각하기를 

귀찮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21세, 대학생)

- “한 게시글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리는 사람이 있

으면 그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의견이 자유롭지 못

하고 한 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형태가 있다” (33세, 대

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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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회적 기여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사회적 기여 루프를 아래 <그림 5>과 같이 나타내었

다.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여 의도가 증

가하면 선플운동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선플운동

이 증가한다. 논리적 또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

는 선플은 악플을 거르는 정수기 역할을 하면서, 건전

한 토론 문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장점이 있다 (김혜연 

2007).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한 선플운동이 확산되

면 봉사활동 점수를 위한 의무적인 선플 작성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선플 수 증가로 이어져 강

화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B4]. 선플운동 확산시 봉사

활동 점수를 위한 의무적인 선플 작성이 증가하게 되

는 이유는 선플운동본부가 선플 활성화 노력의 일환

으로 일정량의 선플을 작성하면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

하는 제도를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본 루프와 관련된 

인터뷰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4.6 의무감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 “봉사활동 시간 때문에 의무적인 것으로 시작했는

데, 이러한 선행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기분이 들어서 

뿌듯했다.” (23세, 학생)

- “선플은 그 내용에 대해 응원과 칭찬의 말이 많아 

<그림 4> 집단정체성 Loop

해당기사를 본 당사자 및 주변인에게 부담보다는 긍정

의 에너지와 힘을 실어주는 순기능을 하는 사회적 기

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33세, 대학원생)

- “상대방에 대한 격려나 위로의 차원에서 선플을 작

성하지만, 이러한 선플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적으로도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다.” (23세, 대학원생)

4.5 자기표현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자기표현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은 <그림 6>과 같이 

표현하였다. 선플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된 선플 동

조 현상은 집단 정체성을 강화시킨다. 강화된 온라인 

사용자 집단정체성은 사용자들의 탈개인화를 초래하

게 된다. 탈개인화란, 온라인 상에서의 집단정체성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의 감정보다는 집단의 분위기에 

동조되어 집단의 감정이 우선시되고 그 영향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Lea and Spears 

1991; Reicher et al. 1995; Spears and Lea 1992). 이

러한 탈개인화 현상이 증가하면 표현의 자유는 감소

하고, 이로서 악의적인 자기표현 및 선의적인 자기표

현, 즉 온라인상의 자기표현이 감소하게 된다 (한상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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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회적 기여 Loop

<그림 6> 자기표현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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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자기표현의 감소는 악플 수 감소로 이어지

고, 이는 편향 동조 현상을 약화시켜 선플 수를 증가시

키는 선순환 자기표현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R5]. 여

기에서 편향동화(biased assimilation)는 근거를 수용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생각만을 주장하며 새

로운 루머(rumor)를 생성하는 현상으로 정의되는데 

(손정은 등 2013), 이러한 편향동화 현상이 악플 수 감

소로 인하여 약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플 수를 증

가시키는 긍정적인 결과가 야기되는 것이다. 편향동화 

현상은 선플 및 악플의 증감에 대한 극단화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전 단계에서 형성된 악

플 수 감소 요인에 의하여 편향동화 현상의 극단화 효

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해당 현상을 차용하

여 인과관계를 기술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오프라인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만한 기회

가 없었으나,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이 보

이지 않아 악의든 선의든 자기표현이 상대적으로 자유

로운 것 같습니다.” (31세, 학생)

- “기사 내용에 공감해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

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선플이나 악플을 

작성한다고 생각합니다.” (28세, 대학원생)

- “인터넷 댓글은 익명성이 보장됨으로써 누구나 자

신의 솔직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이나 사회적 소수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

견을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직접 사람들을 대면하면

서 소통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

다.” (27세, 프리랜서)

자기표현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에서의 ‘표현의 자유 

변수‘는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과 댓글달기의 용이성

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는 결국 악의적인 자기

표현 및 선의적인 자기표현에 정의 영향을 준다. 표현

의 자유는 악의적인 자기표현뿐만 아니라 선의적인 자

기표현 또한 증가시키기 때문에 양면적인 속성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선의적인 자기표현의 증가가 선플 수 

증가로 연결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4.6 의무감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의무감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은 <그림 7>과 같이 표

현하였다. 오늘날 온라인의 익명성이 증가하고, 네트워

크가 강화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증가하였고 (Balkin 

2004), 이는 선의적인 자기표현의 증가와 더불어 악의

적인 자기표현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온라인

상의 익명성 효과에 대해 Suler (2003)는 탈억제성 효

과(disinhibition effect)에 양면적 특성이 있다고 하였

다. 익명성이 낮은 도덕적 구속력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개방적 태도를 지니게 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

게 하는 “양성적 탈억제성 효과(benign disinhibition 

effect)”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이 외부적으로 드러

나는 오프라인에 비하여 행동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거

나 행위의 제약이 약해지며 발생하는 각종 “악성적 탈

억제성 효과(toxic disinhibition effect)”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uler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익명성의 양면적 효과를 고려하여 도출된 변수

들의 인과관계에 따라 선플이 촉진 및 저해하는 요인

을 익명성과 결부하여 서술하였다.

악의적인 자기표현의 증가는 악플 수를 증가하게 하

였고, 증가한 악플은 선플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

시켰다. 선플 운동이 증가하면 봉사활동 점수를 위한 

의무적인 선플작성 활동이 증가함으로써 결국 선플 수

가 증가하는 의무감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B3]. 

- “선플 20개 당 1시간 봉사활동 점수를 주었기 때문

에 이를 위하여 선플을 작성하게 되었다.” (27세, 학생)

- “지인이 작성한 글에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의

무적으로 선의적인 댓글을 작성한다고 생각한다.” (31



2032016. 12

온라인 선플 활성화 방안 탐색: 시스템사고 접근 방식으로

세, 전문직)

- “스터디 동아리에서 스터디에서 배운 바를 정리하

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다른 스터디 원이 작성한 글

에 의무적으로 댓글을 남기는 등 서로 격려하거나 칭

찬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지만, 그 조직 내에서 자

신의 중요감이나 소속감을 얻는 것 같아 좋았다.” (27

세, 대학원생)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봉사활동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의무감으로 시작된 선플 작성이 결국 작성자의 

선플 작성에 대한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는 

의무감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강

종수 2012), 이를 의무감 루프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선플운동본부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선플을 작성하는 

봉사활동은 온라인 선플 작성 봉사와 오프라인 선플

캠페인 활동으로 구분되며, 온라인 선플 작성 봉사는 

온라인 기사나 홈페이지 등에 격려, 칭찬, 위로 등 호의

<그림 7> 의무감 Loop

적 댓글을 작성해 주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악성 댓

글이 얼마나 큰 폐해를 낳는지 알리는 캠페인이다. 온

라인 선플달기 봉사활동은 선한 댓글달기 활동(20개

당 1시간)과 선플SNS기자단들이 선플관련 기사를 작

성(1건당 1시간)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여 학교 

내 선플활동을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의무감에서 비롯된 선행이 자발적인 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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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최종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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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최종 인과관계 다이어그램 및 분석 결과 

     요약

선플 작성 동기요인과 관련된 최종 인과관계 다이어

그램을 위 <그림 8>과 같이 나타내었다. 기존에 분석

되었던 루프 외에 온라인 만족도 루프[B2]가 추가되었

으며, 선플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나타내었다. 총 5개의 선플 활성화 촉진 

루프와 3개의 저해 루프를 종합하여 최종 인과관계 다

이어그램을 제안하였으며, 도출된 이슈에 대한 대안은 

굵은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최종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바탕으로 총 6개의 핵

심 이슈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

기표현 루프[R5]에서는 공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관련 

이슈가 확인되었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악의적인 자

기표현에 대한 부분에서는 필터링을 포함한 커뮤니티 

관리시스템 및 악플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관련 이슈

가 도출되었다. 또한, 선플운동 및 봉사활동 점수를 위

한 의무적인 선플 작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의무감 루

프[B3]에서는 온라인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캠

페인 활성화 및 선플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이슈가 확

인되었다. 사회적 신뢰가 기반이 되는 집단정체성 루

프[R3]를 통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 이슈가 도출되었다. 최종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에

서 도출된 총 5개의 선플 활성화 관련 핵심 이슈와 이

에 대한 6개의 대응 방안은 <표 4>와 같이 정리되었

다. 

<표 4>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이슈 및 대안

핵심 이슈 대안

온라인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증가하면서 악의적인 자기표현인 

악플 수 증가

(1)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실시

    - 올바른 온라인 문화 활동에 대한 윤리의식 형성

익명성으로 인해 야기된 악의적인 

자기표현의 증가로 인하여 악플이 여과 없이 

사용됨

(2) 관리자의 댓글 필터링을 통한 커뮤니티 관리 시스템 강화

(3) 악플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선플봉사활동 점수 부여로 인한 의무적인 

선플달기 봉사로 선플 수 증가

(4) 온라인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선플운동본부의 선플 확산 캠페인 

     활성화

     - 공익광고 활성화 및 사이어불링(cyberbullying)의 경각심 고취

선의적인 자기표현으로 인한 선플 수 증가
(5) 선플 활동 장려를 위하여 선플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

     -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 공감버튼 시스템 등 시스템의 활성화

사회적 기여 의도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신뢰 

구축에 대한 수요 증가

(6) 개인정보보안의 우려로 온라인상의 사회적 신뢰가 악화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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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의 및 시사점

5.1 온라인 선플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해 총 여섯 개

의 온라인 선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표 5> 참

조). 구체적인 선플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온라인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증가하면서 

악의적인 자기표현의 일종인 악성 댓글(악플)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악의적인 자기표현을 악플

에 동조하는 온라인상의 특수한 분위기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사용자 스스로가 온라인상의 행동에 책임의식

을 갖게끔 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먼

저 정부는 초등 교육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 커뮤니

티에서의 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온라인 문화 활동

에 대한 윤리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실

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초등 3,4학년 도덕과 교육과정

에는 ‘인터넷 예절’ 시간이 있으며, 5,6 학년 학생들에

게는 ‘정보사회에서의 올바른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

년에 1-2시간 가량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

다. 그러나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불분명해 지고, 스마

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활동 시간이 크게 

증가한 만큼 교육과정도 이에 맞추어 강화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현재 연간 1-2시간으로 할당되어 있는 초등

학교 온라인 윤리교과 과정을 학기 별 2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정책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악성 댓글에 대해 정부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

는 정책적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역

시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사용자들에게 주어진 표현

의 자유에 관한 부분에서 도출된 이슈로써, 정부가 사

용자에게 온라인에서의 행동에 대해 인과관계를 명확

히 파악하여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면 익명성을 

무기로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현재 법원은 온라인상에 허위사실 또는 모욕을 유포하

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최대 2천만 원까지 그 

배상액을 부과하는 등 늘어나는 악플에 법적인 처벌

을 강화하고 있다 (김도형 2016). 이렇듯 온라인 범죄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최대 2천

만 원 가량의 악플 배상액을 증가하는 등 오프라인에

서의 범죄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범죄까지도 철저

히 그 책임을 지게 하여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경각심

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다.

셋째, 선플봉사활동 점수 부여로 인한 의무적인 선

플 작성 봉사가 자발적인 선플 작성 요인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파악하였다. ‘의무감’은 새롭게 발견된 선플 작

성 요인으로, 이러한 의무적 행위가 자발적 행위로 발

전되는 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 국가정보화백서(2011)에 따르면 2010년 행정안전

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선플 달기 전국 릴레이 캠

페인’을 벌여 크게 호응을 얻었으나, 지속적으로 실시

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선플 관련 공

익광고를 활성화하여 선플운동본부의 선플 확산 캠페

인과 같이 선플 작성을 독려하는 공익적인 캠페인을 

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선플 작성을 독려함과 동시에 사이버불링에 대한 경각

심을 고취하는 등 악의적인 댓글 작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캠페인 역시 증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선의적인 자기

표현의 증가는 선플 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 사용자의 긍정적인 의견 및 생각은 선플

로 대표되는 선의적 자기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선의적 자기표현은 강제성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작

성자의 선한 마음 혹은 감정적인 만족감과 같은 비물

질적인 보상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네이버, 다음과 같

은 국내 대표 포털에는 댓글을 지지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기사 내용에 따라 어떠한 내용에 대

해서는 전반적인 댓글의 의견이 많은 지지를 받은 ‘베

스트 댓글’의 의견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선의적인 자기표현을 격려하고 선

플 작성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지를 표하는 버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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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인 페이스북(facebook)

의 ‘좋아요’)과 같이 감정적으로 선플을 작성하는 사용

자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기여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신뢰 구축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협은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며 (서경진 

등 2015), 선플 작성을 포함한 온라인상의 선의적 행동

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온

라인 내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자 하는 의지마저 감소시켜 선플 작성을 저해하는 핵

심 요인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정보보안의 우려가 

온라인상 사회적 신뢰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이

트 내외부의 방화벽을 강화하는 등 웹사이트의 개인정

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하는 등 사회적 신뢰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의 주요 특징인 익명성은 악의적

인 자기표현을 증가시켜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서 악플

이 쓰여지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업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필터링을 통해 커

뮤니티 관리 시스템의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온

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

여 특정 단어가 삽입된 본문 또는 댓글을 작성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시스템적인 방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

거 없는 비방 혹은 악성 루머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

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벤처기업인 

시지온(Cizion)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혹은 카

카오와 같은 SNS 계정을 통해 댓글을 달 수 있는 플랫

폼인 라이브리(LiveRe) 서비스4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댓글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유해한 댓글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주는데, 이는 광범위한 인터넷 공

간에서 작성되는 모든 악의적인 댓글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댓글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명 포털 내 관리 인력을 늘리는 데

에서 더 나아가 악의적 댓글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

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 도입

되어야 할 것이다.

4 http://blog.cizion.com/notice/563

<표 5> 선플 활성화를 위한 방안

주체 방안 (대안) 내용

정부

공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 실시

- 초등교육 때부터 주기적으로 보다 지속적인 온라인 예절 교육 실시(예: 연간 1-2시

간 가량의 교육 시간을 학기 별 2시간 이상으로 확대)

악성 댓글에 대한 법

적 규제 강화

- 온라인 악플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배상액 확

대 적용(예: 최대 2천만원 가량의 악플 배상액을 증가하는 등의 처벌 강화) 

선플 확산 캠페인 활

성화

- 선플 관련 공익광고 및 선플운동본부의 선플 확산 캠페인 적극 독려(예: 2010년 진

행된 ‘선플 달기 전국 릴레이 캠페인’과 같은 캠페인 활동을 매 년 정기적으로 진행하

는 캠페인으로 확대 실시)

기업

선플에 대한 보상체

계 확립

- 선의적인 자기표현을 격려하고 선플 작성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지를 표하는 버튼 

개발을 통한 감정적 보상 체계 확립(예: 페이스북(facebook)의 ‘좋아요’ 버튼과 같은 

댓글에 대한 긍•부정의 반응을 표현하는 버튼 적용)

개인정보보호를 통

한 사회적 신뢰 구축

-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사회적 신뢰 구축 필요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 시스템 강화

- 악성 댓글 관리 및 모니터링 요원 확충 및 악의적 댓글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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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온라인 선플 작성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

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온라인상의 선플 수 증가를 

촉진 및 저해하는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

었다. 이렇게 도출된 인과관계는 시스템 사고 기반의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사회 전체 시스템 내의 

구조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온라인 선플 활성화와 관련

된 핵심 이슈를 발견하는 데 활용되었다. 도출된 총 5

가지의 핵심 이슈는 총 6개의 세부 대안으로 제시되었

다. 본 연구는 인터뷰 및 인과관계 다이어그램을 통한 

정성적 연구로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성적 연구방법인 인터뷰를 활용하였기 때문

에 이슈 분석 및 대안 도출 과정에서 저자의 주관이 개

입될 여지가 있었다. 두 저자의 합의된 의견에 따라 관

련 이슈 및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이는 인과관계에 대

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기에 객관성을 완벽

하게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에 추후 유사 주제에 대하

여 카파 계수(coefficient of kappa)를 도입하는 등 실

증적이고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이를 검증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정성적인 연구 방법인 인터뷰를 기

반으로 온라인상의 선플 작성 행위를 촉진시키는 동기 

요인과 저해 요인을 파악한 탐색적 연구이기에 (장윤

정 등 2015), 특정한 이론적 배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시스템사고 기반의 탐색적인 연구는 이론적 기반

을 필수로 요하지는 않지만, 추후 신뢰성 있고 타당한 

연구를 위해 보다 광범위한 문헌 연구 및 이론 검토를 

통한 정량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발전된 연구에서는 SFD(Stock and Flow Diagram)

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등 양적 측정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 및 발

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총 52

명의 온라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응답 내용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 

및 직업을 갖고 있는 응답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으나, 표집 방법의 내재적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

다. 향후 선플운동본부 혹은 사이버불링, 선플 등의 연

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추가 확보하여 

인과 관계 다이어그램의 완성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서, 선플운동본부의 캠페인 관련 인력, 

주요 포털 사이트의 댓글 관리 요원, 사이버범죄 담당

자 등의 전문가를 인터뷰 대상자로 추가 확보하여 보

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향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5.3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온라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

뷰를 기반으로 한 탐색적 연구로서, 인과관계 다이어

그램을 통해 파악된 사회 내부의 구조 및 핵심 이슈를 

바탕으로 선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까지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

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학술적 의의는 선플 활성화 방안

에 대하여 시스템적 사고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 초

기 연구 중 하나라는 점에 있다. 사이버불링 맥락에서

의 악플 및 그 외 선플 작성 동기요인을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했던 기존 문헌들

과는 달리 (Jang et al. 2016; Lee & Kim 2015; 장윤

정 등 2015; 손정은 등 2013), 본 연구는 인과관계 다

이어그램으로 도식화 된 인터뷰 내용을 활용한 구조적

인 프레임워크 내에서 보다 명확히 온라인 선플 수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

게 해 주었다. 또한, 개인들의 인터뷰로부터 지식을 창

출해 현 사회가 직면한 사이버불링 문제와 선플 활성

화 방안에 적용하였고, 이는 정부와 기업의 ‘지식경영’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와 부합된다. 연구의 결과

로서 도출된 선플 활성화 증감 동기 요인들은 추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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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사회 현상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의 기초 자료

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학술적 의의는 인터뷰를 통한 내용 분석을 

시행하여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

운 선플 활성화 동기요인을 찾아내었다. 호의적 댓글 

행위에 대한 촉진 및 저해 요인을 연구했던 장윤정 외

(2015)의 연구에서는 촉진 요인을 감정적 지지, 자기 표

현, 명성, 즐거움, 사회적 기여, 금전적 보상, 그리고 호

혜성으로 총 7가지를 확인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 지지, 사회적 기여, 집단정체성, 자기표현, 의무

감으로 총 5가지 최종 동기요인 그룹을 도출하여 ‘의무

감’이라는 선플 작성에 대한 새로운 동기 요인을 파악

해 낼 수 있었다. 의무적 동기요인으로 선플 작성 행위

가 촉발되었으나, 이는 결국 긍정적인 감정으로 연결되

어 작성자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됨으로써 의무적 선

플 달기가 선플 활성화의 선순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동기요인들은 추후 

진행될 온라인 사회 현상과 관련된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사이버불링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서 제시된 선플을 전체 사회적 

구조를 기반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

적 의의를 갖는다. 전체 사회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분

석된 선플 활성화 요인들은 사이버범죄 방지 및 올바

른 온라인 시민의식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긍

정적 토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관계자 등과 같은 각 분야의 주체들에게 바람직한 방

향의 선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통찰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스템 내부에서 발견한 

온라인 선플 촉진 및 저해 요인 이슈들과 동시에 제시

된 각각의 문제 해결 방안들은 추후 온라인 문화 현상 

관련 사회과학 연구에 학문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손정은 등 2013).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

고 있는 오늘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선플 

활동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선플 동기요인

에 기반 한 다양한 세부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이다 (장윤정 등 2015). 예를 들

면, 선플에 대한 보상 체계로 제시된 공감 버튼 개발 

등의 구체적 대안은 국내 대형 포털의 커뮤니티 활성

화 전략 측면에서 주요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선플 활성화 방안으로 도출

된 대안들은 정부(교육), 시스템(관리자) 및 보안, 그리

고 기업(기관) 측면 등 여러 주체가 긍정적이고 건설적

인 온라인 댓글 문화를 정착시키지 위해 중·장기적으

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Lee and Kim 2015). 각 

주체들이 온라인 사회 내의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모

색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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