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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기존의 신문이나 라디오 혹은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달리 온라인 공동체, 

포럼, 채팅룸, 전자게시판 등과 같은 온라인 공론장(public sphere)의 등장은 

면대면 공론장 참여에 걸림돌이 되었던 일반 시민의 시간 및 경제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고,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

도록 도와주고 있다. 최근 정치 철학자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온라인 공론

장이 공중의 사회 연결망을 확장시키고, 공공사안에 대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

시키며, 시민들 간의 유연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고 주

장한다(김은미·이준웅, 2006; Doctor & Dutton, 1998; Etzioni & Etzioni, 

1999; Groper, 1997; H. K. Kline, 1999; Price, Nir, & Cappella, 2006; 

Turner, Grube, & Meyers, 2001; Wallace, 1999; Wellman & Gulia, 

1999; Wilhelm, 2000). 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넷 토론의 활성화와 더불어 현

대 시민들 사이에서 사회 및 정치적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Price, Cappella, & Nir, 2002; Weger & 

Aakhus, 2003). 이렇게 공론장에서 공공 의지를 발달시키며 시민들 자신의 

시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진보된 정치시스템을 정치 철학자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숙의 민주주의”라고 명명한다(Chambers, 2003; Smith & Wales, 

2000). 

숙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공중 간의 직접적인 상호적 의사소통행위를 

사회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으로 간주한다. 숙의적인 토론을 통해

서 시민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시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듣고 이해하며, 정치적인 믿음들 간의 연계에 대해 추론 할 기회를 가진다

(Gastil & Dillard, 1999). 시민들은 적대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

고, 적대 입장의 논리적인 근거들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다

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 이성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는 논쟁을 비판적

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요컨대 “숙의” 혹은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성

적 논쟁에 근거한 공중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행위인 것이다(Bohman, 

1996; Chambers, 2003; Gastil, 2000). 

그러나 숙의와 관련한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토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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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소통행위나 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숙의적 토론 이후 나타난 결과

에 초점을 두거나 혹은 숙의적 토론과정에 영향을 주는 매체의 특징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Delli Carpini, Cook, & Jacobs, 2004). 예를 들어, 개스

틸과 딜리어드(Gastil & Dillard, 1999)는 숙의적 토론 후 참여자의 정치적 

믿음 및 태도변화에, 개스틸, 디이스, 와이저(Gastil, Deess, & Weiser, 

2002)는 주로 숙의적 토론 참여자의 정치적 행동변화에 초점을 두었고, 피쉬

킨과 러스킨(Fishkin & Luskin, 1999)은 토론자들의 지식향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베거와 아츄스(Weger & Aakhus, 2003)는 토론내용의 질적 분석을 

통해 채팅룸에서 발생하는 텍스트에 의존한 논쟁과정이 구어를 사용하는 면대

면 의사소통환경에서 발생하는 논쟁행위보다 숙의적 토론을 진행하는데 어려

움이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매체의 특징이 숙의적 토론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에 초점을 뒀다. 

프라이스와 동료들(Price et al., 2002)과 같은 일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토론자의 의사소통능력 중 논쟁능력과 관련하여 숙의적 토론행위를 연구하려

고 했으나, 여전히 상호적 의사소통행위와 과정의 측면에서 숙의를 연구하려

는 학계의 노력은 미비한 편이다. 게다가 숙의가 합리적 이성에 근거한 상호

적 의사소통행위라면 숙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론자의 의사소통능력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 의사소통능력이 숙의와 어떤 긍정 혹은 부정적 관계가 있는

지를 밝혀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또한 

희박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공론장의 긍정성이라 할 수 있는 토론 접근성

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전자 토론 게시판을 중심으로 숙의과정을 살펴볼 예정

이며 특히 온라인 토론자들의 논쟁능력이 과연 토론자의 숙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은 세 부분으로 진행했다. 첫째, 숙의와 숙의 민주주의

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이해와 접근방식을 살펴본 후, 현재까지의 숙의와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방향과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토론자들의 논



쟁능력과 숙의적 토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공론장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간략하게 이해한 후 온라인 공론장이 숙의 민주주의 측면에서 어

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숙의(deliberation)

(1) 숙의와 숙의 민주주의 개념

공중 숙의에 대한 개념은 1996년 거트만과 톰슨(Guttmann & Thompson, 

1996)의 <민주주의와 불일치(Democracy and disagreement)>와 보우만

(Bohman, 1996)의 <공중 숙의: 다원성, 복잡성, 그리고 민주주의(Public 

deliberation: Pluralism, complexity and democracy)>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개됐지만, 지금까지 공중 숙의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통합된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다만 2000년 초반 버크홀터, 개스틸, 그리고 켈쇼우(Burkhalter, 

Gastil, & Kelshaw, 2002)와 델리 카르피니와 동료들(Delli Carpini et al., 

2004)에 의해 공중 숙의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정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어원학적으로 숙의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Pearce & Pearce, 2001, 

p. 119).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숙의는 “기준에 대한 일련 그룹의 이성적인 

토론과 고려”로 정의된다.1) 보우만(Bohman, 1996)은 공중 숙의를 “대인간 

조정과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이성

교환의 대화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버크홀터와 동료들(Burkhalter et al., 

2002)은 면대면 공중 숙의를 “(a)정보와 의견을 주의깊게 평가하는 과정, (b)

참가자에 의한 주의깊은 듣기와 적절한 말하기 기회가 있는 균등한 과정, 그

리고 (c)참가자의 다양한 말하기와 이해하기의 차이를 연결시켜주는 대화”(p. 

418)로 정의한다. 스미스와 웨일즈(Smith & Wales, 2000)는 숙의적인 정치

체제가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대화(dialogue)를 향상시키고, 다른 

수단보다 논쟁(argument)에 의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앞서 제시한 공중 숙의 학자들의 정의를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

로 숙의는 “의사소통과정”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 Merriam-Webster (http://www.m-w.com/dictionary/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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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가 “의사소통과정”이라는 것은 숙의가 갖고 있는 가치라는 측면과 접목

시켜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숙의의 가치는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다른 

시민들과 긴 히 협조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발견 할 수 있다(McLeod et al., 1999). 다시 말

해, 숙의 과정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다. 갈등 해결은 언어의 사

용, 즉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하버마스(Habermas, 

1981/1984)의 주장처럼, 일부 숙의 이론가들은 갈등 해결이 숙의에서 가장 

우선 목표이고, 숙의는 대화, 토론, 논쟁, 연설 등과 같은 의사소통행위를 통

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Bohman, 1996; Muhlberger, 2000; K. A. 

Pearce & W. B. Pearce 2001; Stewart, 1978 참조). 김, 와야트, 그리고 카

츠(Kim, Wyatt, & Katz, 1999)는 숙의적 담화(discourse)를 통해 정보를 공

유하고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협력적이고 조정화된 의견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소통과정으로서의 숙의 개념을 숙의 이론가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

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숙의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숙의의 첫 번째 요소로서 일부 숙의 이론가들은 합당한 불일치

(reasonable disagreement)를 포함한 이성적인 논쟁을 숙의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한다(Benhabib, 1996; Gamson, 1992; Gutmann & Thompson, 1996; 

Habermas, 1981/1984, 1989; Price et al., 2002). 하버마스(1981/1984)는 

사람들이 사회적 사안을 이해하고 만장일치에 이르는데 논쟁적인 담화

(argumentative discourse)만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숙의적 토론에서 있어 의사결정방식이 하버마스가 이상적으로 제의했던 만장

일치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2). 하버마스는 “규범

적으로 조절된 행위와 표현적인 자기-현시”가 타당성에 기초한 논쟁의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Habermas, 1984, p. 15).

이성적인 논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갈등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동의하는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의견의 조정성

2) 숙의나 숙의 민주주의를 연구한 기존 논문을 분석한 결과 델리 카르피니와 동료들은 현

실적으로 숙의적 토론을 통한 만장일치적 의사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밝

혀냈다(Delli Carpini et al., 2004 참조)



(coordination)이 숙의의 두 번째 요소가 된다(Bohman, 1996). 정보, 지식, 

믿음, 그리고 가정의 공유를 통해 논쟁 사안의 문제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

을 방어·주장하기 위해 정당성과 적절성을 제공하면서 상호주관적 이해에 도

달하는 의사소통적 조정성은 숙의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이다(Clark & 

Brennan, 1991; S. L. Kline, 1991; Muhlberger, 2000). 

의사소통의 조정성은 독자성을 갖고 있는 각각의 토론자들이 상호간의 의견

을 개진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협력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각 토론자들의 의견개진 행위를 거트만과 톰슨(1996)은 숙의의 세 

번째 속성인 호혜성(reciprocity)으로 이해했다. 호혜성을 통해 각 개인은 모

든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자신

의 의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채임버즈(Chambers, 2003)는 

상이한 관점들이 충돌하는 맥락 속에서 합의를 찾을 수 있는 정당성은 호혜적 

인지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숙의의 네 번째 구성요소는 상호적 존중(mutual respect)인데 이것은 조정

성과 호혜성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요소이다(Guttmann 

& Thompson, 1996). 이유인 즉 반대 의견에 대한 상호 존중이 결핍될 경우, 

의견을 개진하거나 수용할 의지가 쇠퇴하고 결국 상이한 의견의 협력과 정당

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박승관, 2000; Bohman, 1996; Conover, 

Searing, & Crewe, 2002; W. B. Pearce & Littlejohn, 1997). 박승관

(2000)은 다른 토론자의 의견을 사려깊게 들음으로써 상호간의 의견에 대한 

상호적 존중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숙의의 마지막 요소는 의사소통 내용에 대한 이해이다. 피어스와 피어스(K. 

A. Pearce & W. B. Pearce, 2001)는 토론자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코드에 

근거한 의사소통적 상호작용 및 개인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 공유된 의미를 생

산하고 의사소통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숙의가 공유된 가치

와 믿음을 전제로 토론자들이 열린 자세를 갖고서 이성을 주고받는 공동행위

임을 고려해 볼 때(Bohman, 1996), 공유된 가치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토론

자 간의 정확한 의미의 공유, 다시 말해 의사소통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숙의의 근본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2) 숙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한계



            전자게시판 토론 참여자의 토론 능력과 숙의적 토론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숙의나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주로 

숙의의 결과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경향이 짙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한 공중의 상호적 의사소통과정’으로서의 기

본적 숙의 개념에 충실하면서 숙의적 의사소통과정을 분석하거나 의사소통과

정에 영향을 주는 의사소통능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숙의과정을 통한 결과 

다시 말해 숙의의 혜택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Ryfe, 2002). 

추정컨대 이러한 숙의적 토론 과정이나 숙의적 토론 능력에 대한 연구가 충분

히 진행되지 않는 경향 이면에는 숙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론 및 조작적 정

의의 부재가 한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배심원 간의 숙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윈쉽(Winship, 

2000)은 배심원의 토론 자체를 숙의라고 가정함으로써 숙의 개념에 대한 명

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윈쉽은 배심원의 의견 교환과정과 절

차가 숙의와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개스틸과 

동료들(2002)은 숙의과정을 거친 배심원들이 그렇지 못한 배심원보다 선거투

표참여에 좀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숙의적 토론의 질이 양보다 훨

씬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숙의에 대한 개념적 정의 없이 배심원간 토

의를 숙의로 전제함으로써 배심원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 숙의적 토론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숙의의 어떤 요소가 배심원의 정치행

위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스미스와 웨

일즈(Smith & Wales, 2000)는 숙의에 대한 구체적 개념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숙의토론을 통한 참가자들의 정보습득에 초점을 뒀다. 사이몬과 제노스(Simon 

& Xenos, 2000) 역시 숙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 없이 UPS 미국우

편회사에서 발생한 파업에 대한 신문뉴스 기사 간의 숙의적 토론과정을 설명

했다. 다만 이들의 연구방식은 숙의적 기본 개념인 논쟁의 주고받기 과정을 

적용해 신문뉴스 기사 간의 다양한 관점 제시와 상호작용 과정을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여타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Simon & Xenos, 

2000).

요약컨대 숙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 부재는 숙의를 구성하는 핵심요

소에 대한 이해의 부재를 가져오고 결국 숙의관련 연구들이 의사소통행위와 

과정으로서의 숙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보다 숙의적 토론이 생산하는 긍정

적 결과에 주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결과를 양산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숙의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이성적 의사소통행위와 과정으로서의 숙의가 다양한 의사소통능력 중 하

나인 논쟁능력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논쟁능력과 숙의와의 관계

논쟁능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써, 논쟁

(argument) 혹은 논쟁화(argumentation)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개념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오키퍼(O’Keefe, 1977)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논쟁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한 이 후, 브로크리드(Brockriede, 1977), 웬젤(Wenzel, 1978, 

1980), 밴 에머렌과 그루텐돌스트(van Eemeren & Grootendorst, 1984)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해 논쟁의 개념은 체계적으로 확장되어왔다. 

오키퍼(1977)는 ‘과정(process)’으로서의 논쟁과 ‘생산물(product)’로서의 논

쟁을 차별화하기 위해 두 가지 다른 개념의 논쟁을 제안했다. 논쟁1은 논쟁이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행위,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논쟁을 만든 것(making 

an argument)”인 반면, 논쟁2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사소

통 과정, 다시 말해,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것(having an 

argument)”으로 정의했다(p. 129).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논쟁1의 경우 

다른 주장이나 언급을 지지하기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성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논쟁2는 “한 사람이 주장을 하고 명확하게 주장에 대한 

근거를 표현하는 경우”와 함께 “주장과 명확하게 표현된 근거들은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O'Keefe, 1982, p. 13). 

브로크리드(1977)는 오키퍼의 첫 번째 논쟁을 “논쟁(argument)”이라는 생

산물로, 두 번째 논쟁을 “논쟁하는(arguing)” 다시 말해 논쟁에 참여하는 과정

으로 보았다. 나중에, 브로크리드는 “논쟁화(argumentation)", 다시 말해 사람

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세 번째 논쟁의 개념으로 설정했다. 브로크리드(1977)

의 세 가지 논쟁개념은 이 후 웬젤(1978, 1980)에 의해 좀 더 세부적으로 확

장하게 된다. 웬젤에 따르면, 논리적인(logical) 관점에서 논쟁(argument)은 

“커뮤니케이션 진행과정에서 축약된 의미들을 나타내는 일련의 언급들”이었

고, 수사학적(rhetorical) 관점에서 논쟁하는 것(arguing)은 “상호작용의 과정”

으로 인식되며, 변증법적(dialectical) 관점에서 논쟁화(argumentation)는 “일



            전자게시판 토론 참여자의 토론 능력과 숙의적 토론과의 관계

종의 숙고적인 통제아래 자연스런 논쟁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비판적인 질문

의 방법”으로 간주된다(pp. 115-116). 이 중 논쟁화는 숙의적 관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논쟁화가 공통 이해와 비판적인 의사결정을 위

한 주창자들의 협력적인 노력 또는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논쟁화는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정당화된 결과를 보장하는데 방법

론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숙의과정에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웬젤(1978)의 논쟁적인 행위에 대한 어용-변증법적(pragma-dialectical) 접

근은 숙의적 토론을 생산하기 위한 논쟁적 발화행위(speech acts)에 주목한

다. 주창자와 반대자간의 의견 차이를 언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용-변증

법적 접근은 “어용론(pragmatics)”이라 불리는 언어연구와 철학적인 “변증법”

으로 알려진 비판적인 대화(critical dialogue)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

으로 발달했다(van Eemeren & Grootendorst, 1984). 어용-변증법은 논쟁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현상, 다시 말해 “의견 차이를 해소화하기 위한 담화형

식”이라고 간주한다(van Eemeren & Houtlosser, 2001, p. 150). 어용-변증

법적 접근의 기본 관점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쟁을 사

용한다는 것이다(van Eemeren & Grootendorst, 1992; van Eemeren, 

Grootendorst, Jackson, & Jacobs, 1993). 이러한 논쟁적인 행위들은 토론자

들이 언어적으로 반대의견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방어할 때 사용하는 

논쟁적인 발화행위에 근거한다. 또한 논쟁적인 행위들은 논쟁적인 역할간의 

협력적인 작업을 통해 갈등이 되는 사안을 해결할 목적으로 반대자의 적절한 

반응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van Eemeren et al., 1996). 

어용-변증법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논쟁의 핵심은 이성화(rationalization), 

정당화(justification), 정확함(correctness)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가 해결을 도

출하는 것이다(van Eemeren et al., 1993). 이를 위해 에메렌과 그루텐돌스

트(1992)는 열 가지 규칙3)을 제안하는데, 이 중 세 가지 규칙은 숙의개념과 

3) 규칙1: 당사자들은 서로 입장을 주장하거나 입장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규칙2: 입장을 주장한 당사자는, 만일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 규칙3: 입장에 대한 공격은 상대방에 의해 개진된 입장과 연관성

이 있어야 한다. 규칙4: 당사자는 입장과 관련된 논쟁을 개진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방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규칙5: 당사자는 상대방에 의해 표현되지 않은 명제를 경솔하

게 제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규칙6: 당사자는 수용된 출발점으로서 명제를 

경솔하게 제시해서는 안 되고, 수용된 출발점을 나타내는 명제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규칙7: 만일 입장에 대한 방어가 올바르게 적용된 논쟁 기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



매우 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토론자들은 서로의 입장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하버마스의 숙의적 의사소통을 위한 규범적 틀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비-강제(non-coercion)에 근거한 것으로, 이 규칙은 근본적으로 자신

의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방어하고자 하는 토론자의 의지를 강화시킨다. 

비-강제적 요소는 토론자의 의견개진에 대한 의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호혜

성”이나 타인의 의견을 신중하게 들어주는 “상호적 존중”이란 숙의 요소와 깊

은 관련이 있다. 

둘째, 토론자들은 반대자들을 만났을 때, 입장을 방어할 책임이 있다. 만일 

토론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수 없을 때, 반대자의 입장을 수용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보우만(Bohman, 1996) 역시 숙의의 핵심은 토

론자가 반대의견과 충돌할 때 반드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대응할 수 없을 때는 새로운 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규칙의 경우 상대방의 의견이 좀 더 논리적으로 합당할 경

우 토론자는 의견이나 태도를 열린 자세를 갖고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타

인의 의견을 상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숙의의 “조정성” 및 “상호적 존중”

과 접한 관련이 있다. 

셋째, 토론자들은 논리적으로 적절한 이성을 사용해야 하며 정확하게 증거

를 사용해야 한다. 논리적인 이성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논쟁은 토론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세 

번째 명제는 숙의의 핵심요소인 “이성적인 논쟁” 및 “토론내용에 대한 이해”

와 매우 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어용-변증법적 접근을 채택한 마이어즈와 브래셔즈(Meyers & Brashers, 

1998)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쟁능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하나는 논쟁을 

발생시키는 매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논쟁의 상호작

라면, 당사자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방어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규칙8: 당사자

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쟁이나 표현되지 않은 명제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논쟁만을 사용해야 한다. 규칙9: 입장방어에 실패한 경우, 당사자는 

입장을 포기해야하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상대방의 의심을 제거할만한 최종적인 방어

를 제시해야 한다. 규칙10: 당사자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언어형식을 사용

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타인의 언어형식을 해석해야 한다. 

(van Eemeren & Grootendorst, 1992, pp. 208-209).



            전자게시판 토론 참여자의 토론 능력과 숙의적 토론과의 관계

용적 연속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각 능력 중 숙의와 관련된 일부 하

위능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어즈와 브래셔즈(1998)는 논쟁을 발생시키는 매커니즘으로 "불일

치(disagreement)"를 설정했다. 이것은 토론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

대하는 사람이 대립할 때, 다시 말해 명백한 불일치가 있을 때 논쟁이 발생한

다는 것이다(p. 263). 이와 같이 찬성 혹은 반대자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논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지지를 요구함으로써 불일치를 발생시킬 수 능력

을 첫 번째 논쟁능력으로 간주한다. 명확한 의견 주장과 의견에 대한 지지 요

구를 위한 의사소통행위는 숙의적 토론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 논쟁내용에 대

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이성적 사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으며 반대의견과의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

둘째, 마이어즈와 브래셔즈(1998)은 논쟁적 상호작용 행위로서의 "이성적 

추론(reasoning)"과 "수렴-찾기 행위(convergence-seeking activities)"를 논

쟁의 상호작용적 연속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간주한다(p. 263). 이

성적 추론 능력의 경우 증거나 이성 등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토론자의 의견을 

지지하는 의사소통행위를 할 수 있고 반대로 불일치하는 의견에 대해선 적절

하게 방어할 수 있다. 또한 논쟁의 적절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견을 설명할 수 

있고 논리적 규칙 등을 인용함으로써 의견의 타당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수

렴-찾기 행위와 같은 논쟁능력의 경우 찬·반 양쪽 의견에 대해 동의를 표현하

거나 다른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 혹은 인식했음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포

함한다. 배심원의 심판과 같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필요한 논쟁능력으로 간주 할 수 있다(좀 더 세부적인 논쟁능력

과 관련된 내용은 마이어즈와 브래셔즈(1998) 참조). 특히 이성적 추론 행위

와 수렴-찾기 행위는 이성적 사고를 진작시키고 동의 표현을 통해 반대 의견

에 대한 존중 뿐 만 아니라 반대의견과의 조정을 원활하게 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숙의와 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이어즈(Meyers, 1989)는 논쟁능력이 만장일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협력적이고, 조정적이며, 이성적인 발화 행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

냈다4). 마이어즈(1989)의 연구결과는 논쟁적인 의사소통능력이 면대면 의사

4) 그러나 어용-변증법적 접근은 토론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반대자의 목적 및 의견과 전

적으로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소통행위에서 숙의적 토론과정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다. 그러나 온라인 맥락 속에서도 논쟁능력이 숙의적 의사소통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연구결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3) 공론장(public sphere)의 개념과 숙의 민주주의 측면에서 온라인 

공론장의 역할

사회적 현상으로서 공론장을 이해한 하버마스(1992/2000)는 공론장을 “내

용과 태도표명의 소통을 위한, 따라서 의견들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의사

소통 흐름들이 걸러지고 종합되어 주제별로 묶인 공적 의견의 더미”로 정의한

다(p. 433). 다시 말해 공론장은 의사소통자들이 상호주관적 관계 속에서 의

사소통행위를 통해 생산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론장의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화가 이뤄지는데, 첫 번째가 공간적인 측면으로 공론장은 

국가적, 공동체적, 하위 문화적 영역으로 분화가 이뤄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주제의 비중이나 정치영역 등에 따라 분화가 이뤄지며,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의 도, 조직의 복합성 등에 따라 분화될 수 있다. 이처럼 공론장은 반드시 

포럼, 무대, 집회, 공연과 같은 물리적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해 일상적인 의사소통행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 공간

은 매체를 통한 가상적 공간일지라도 공론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Habermas, 

1992/2000). 

공론장에서는 공동의 관심이나 정체감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의사소통행

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태도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공적 의견을 발달시킨

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충실한 제안과 정보, 근거들을 합리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논쟁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양질의 담론이 형성되

고 의사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Habermas, 1992/2000). 이처럼 정보

와 근거들을 합리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논쟁은 일반인들의 발화 행위

(speech acts), 즉 논쟁능력과 접한 관련이 있다(Habermas, 1981/1984, 

1992/2000). 양질의 논쟁을 통해 형성된 공적 의견에 의해 지지를 받는 공중

어용-변증법적 분석이 일상의 논쟁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숙의적 논쟁을 

측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van Eemeren & Houtlosser, 

1988; Weger & Aakhu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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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실적으로 사회 및 정치적 권위를 갖고 있는 구성원의 신념에 영향을 주

고 결국 사회 및 정치적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다소 명확

하게 보여주는 가상적 공동체에 대한 케이스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클라인(H. K. Kline, 1999)은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북동-토론회

(Telecommunication Policy Roundtable-Northeast)에서 회원들이 어떤 과정

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정책화시키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첫 단계에서, 회원

들이 서로 친 할 수 없을 때,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북동-토론회는 리스트

서브(listserv)를 통해 공통의 정체감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준다. 리스트서브를 

통해 회원들은 그들이 구독하기로 된 각 리스트에서 의견을 받는다. 리스트서

브는 회원들이 "잘 알려져 있는, 신뢰할만한 그리고 계속적인 흐름의 대화"를 

얻도록 도와주고, 회원들은 이 대화를 통해 긴 한 관계를 형성한다(p. 217). 

이 제도는 동일한 정체감과 결속감을 강화시킴으로써 회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이끌어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온라인 회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전 

및 현재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을 숙의적으로 토론하도록 도와준

다. 이 과정을 “공중 교육”이라 부른다(p. 217). 공중 교육을 통해 관련 사안

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회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타인의 것과 비교하고 

자기 성찰과정으로 통해 반성적으로 사안을 고려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첫 

두 단계에서 형성된 회원들의 응집된 관계와 집단적 담론을 바탕으로 오프라

인 로비 파견 위원을 구성하고 이들 로비 파견 위원들은 입법안에 영향을 미

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클라인(1999)의 케이스연구는 온라인 공론장이 회원들의 의사소통행위를 활

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장점을 갖고 있으며, 숙의적 토론 공간으로서의 기

본적인 자격조건을 충분히 채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클라인의 연구 역

시 온라인 공론장에서 토론자들이 어떤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

고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의 온라인 연구에서도 김현석·이준웅(2007)의 인터넷 정치 토론의 담론분석이

나 베거나 아츄스(2003)의 인터넷 논쟁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곤 인터넷 담론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토론자

의 논쟁능력이 그들의 숙의적 토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

다. 따라서 온라인 공론장이 숙의적 토론을 위한 공간으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3. 연구방법

1) 참가자

서울에 위치한 1개 대학에서 100명, 그리고 대구에 위치한 2개의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 교양 및 전공과목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100명과 150

명이 모집했다. 실험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참여자 21명은 연구

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실험에 참여한 최종인원은 329명이다. 참가자의 연령은 

18에서 21세에 이르고(M=18.74, SD=.78), 대부분의 참가자는 18세에서 19

세에 속한다(86.6%). 여학생의 숫자가(N=180, 54.7%) 남학생의 숫자보다 다

소 많았다. 전공별로는 참여자의 과반수가 신문방송학과(55.3%)를 전공하고 

있었고, 체육학(8.2%), 인문학(5.2%), 경영학(4.9%), 영문학(4.6%) 등이 그 뒤

를 따랐다. 

총 참가자 329명 중 62명(18.8%)만이 전자게시판에 직접 91개의 의견을 

올렸고 타인의 의견에 57개의 답글을 올렸다. 반면, 각 의견을 클릭 한 총 횟

수는 1,398인데, 이는 올린 글(91개)의 약 15배 이상에 해당하고, 글을 올린 

토론자(62명)의 약 23배에 해당한다. 의견을 클릭 한 숫자가 글을 올린 참가

자 숫자보다 상회한 것으로 보아 전자게시판 토론 연구 참가자 중 상당수는 

러커(Lucker)5)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게시판에 참석한 총 참

석자 중 토론이 숙의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된 3개의 그룹을 선별했는데, 이 

그룹들 속에 속한 토론자의 총 인원은 33명이었고 여학생의 숫자가(N=18, 

54.5%)가 남학생의 숫자보다 다소 많았다. 그 중 온라인 설문지를 완전하게 

5) 러커(Luckers)는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으나 어떤 내용도 포스팅하지 않는 사

람들”이다(Wallace, 1999,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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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학생은 19명이었기 때문에 최종 통계분석에서는 19명의 응답만을 사

용했다. 

2) 실험절차

이 연구의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실험 목적 및 절차와 같은 실험관련 기본 정보

와 자발적 참여에 대한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와 설문응답에 대한 비 보장 등

을 포함한 참가동의서를 배포했다. 참가자들이 참가동의서를 읽는 동안, 연구

자는 참가자들의 실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약 10분간 구두로 실험관련 

정보를 설명했다. 둘째, 참가자들이 참가동의서를 제출한 후에, 연구자는 실험

에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로그인 ID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를 참

가자에게 배포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연구자는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

자들과 의사소통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셋째, 연구자는 실험에 사용될 전자

게시판 사용 설명서를 참가자에게 배포했다. 끝으로, 연구자는 각 참여자에게 

어떤 전자게시판 집단토론에 참가하게 될지를 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통보

했다. 

전자게시판을 통한 기존연구가 거의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채

팅룸 대신 전자게시판을 숙의토론장으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전자게시판 경

우, 토론자들이 채팅룸보다 타인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의견을 숙

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이다. 채

팅룸의 경우 사안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이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완벽하

게 제시하기 전에 사안에 반대하는 토론자들이 찬성하는 토론자의 의견을 자

주 반박하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적 논쟁을 기대하기 어렵다(Weger & 

Aakhus, 2003). 베거와 아츄스(2003)는 채팅룸에 있는 논쟁자들은 다른 토론

자에 의해 제안된 논쟁에 응답하지 않거나 미완결된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토론자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

유 아래 제기된 의견과 논쟁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약 2주간의 토론을 진행시켰

고 온라인 토론 마지막 날 연구자는 토론자들이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3) 연구 설계

이 연구에서는 후기검증 비-실험설계(posttest only non-experiment 

design)를 사용했다. 학교라는 그룹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학교 간 학생 구

성비를 최대한 고려하여 각 전자게시판 집단 참여자를 구성했다. 보우만

(1996)과 개스틸과 딜리어드(1999)는 숙의적인 토론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토론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 전제조건은 

토론주제가 토론자의 삶과 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 두 번

째는 토론주제에 대한 토론자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는 점이다. 위 두 

가지 전제조건에 부합하면서 복잡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기 위해 직접 참여자들에게 위 전제조건에 부합하는 개

방형 문항을 제시했다. 각 문항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주제를 선별하여 일주

간 토론을 진행했으나 많은 학생들이 럭커와 같은 역할을 하여 토론참여가 저

조했다. 이에 연구자는 토론주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안으로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Agora)”6) 전자게시판 토론 내용을 검색하여 

“학생 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행동”이란 주제를 선택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근거는 학교체벌이 학생들의 생활과 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대

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체벌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지식이 풍부할 것이

라고 추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전자게시판 집단은 각 학교에서 두 명의 참

여자를 선별해 총 여섯 명의 참여자로 구성하려고 했으나 각 토론 집단 당 참

여자의 숫자가 적다고 판단하여 두 전자게시판 집단을 합쳐서 12명의 참여자

로 구성된 새로운 전자게시판 집단을 구성했다. 요약하건대 총 28개의 전자게

시판을 제작했고, 각각의 독립된 전자게시판에서는 각 12명의 참여자가 토론

주제에 대해 토론하도록 설계했다. 참여자들은 제시된 논쟁사안에 대해 숙의

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최대한 동의를 얻어 낸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지침을 받

았다. 전자게시판 연구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전자게시판 토론 규칙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4) 변인의 측정 

6) http://agora.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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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의적 토론

숙의적 토론을 측정하기 위해 27개의 질문항목을 사용하여 숙의의 네 가지 요

소를 측정했다: ①토론 내용에 대한 이해, ②이성적인 논쟁, ③다른 토론자의 의

견존중, ④반대의견과의 조정.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토론 내용에 대한 이해  

개스틸(Gastil, 2004)의 숙의 측정과 벌코위츠와 깁스(Berkowitz & Gibbs, 

1983)의 상호작용(transactions) 측정으로부터 일부 항목을 차용했다

(Berkowitz, Oser, & Althof, 1987 참조). 벌코위츠와 깁스(1983)의 일부 항

목은 연구목적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여, “나는 타인의 의견에 내재한 가치를 

인식했다”, “나는 타인의 의견 이면에 있는 근거를 이해했다” 등으로 구성했

다(5점 리커트척도: 1=강한 부정, 5=강한 긍정). 

② 이성적인 논쟁

개스틸(2004)의 논리적․이성적 항목과 벌코위츠와 깁스(1983) 상호작용 항

목 그리고 멀버거(Muhlberger, 2000)의 숙의 항목에서 일부항목을 차용하여, 

“나의 의견을 지지할 때 분별있는 논쟁을 제시했다”, “나는 증거를 갖고서 내 

주장을 뒷받침했다”, “나는 내 입장에 도전하지 않는 다른 토론자들의 예들도 

분석할 수 있었다”, “내 의견을 언급할 때, 나는 비논리적이었다”, “내 이성적 

추론은 중요한 차이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모든 참여자의 논쟁에 대해 

나는 동일하게 이성적 추론을 적용시켰다”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5

점 리커트척도: 1=강한 부정, 5=강한 긍정). 다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항목은 분석단계에서 역코딩하였다. 

③ 다른 토론자의 의견존중  

인판테와 위글리의(Infante & Wigley, 1986)의 언어적 공격성 측정과 멀버

거(2000)의 숙의 항목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자 할 

때, 그들 자신에 대해 기분 나쁘게 느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토론

자들이 중요한 사안에 양보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나는 화를 내고 그들에게 다

소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 “타인의 지적 측면을 자극하기 위해서 나는 매우 



어리석은 의견을 제시한 다른 토론자를 비웃었다” 등 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5점 리커트척도: 1=강한 부정, 5=강한 동의).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

는 항목은 모두 역코딩했다. 

④ 반대의견과의 조정  

개스틸(2004)의 대화지배 항목과 버코위츠와 깁스(1983)의 상호작용 항목, 

그리고 멀버거(2000)의 숙의 항목으로부터 8개 항목을 차용했고, “나는 타인

을 지배했다”, “나는 약간 거만했다” 등으로 구성했다(5점 리커트척도: 1=강

한 부정 5=강한 동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항목은 모두 역코딩했다. 

(2) 논쟁적인 의사소통 능력

캐너리, 브로스만과 세이볼드(Canary, Brossmann, & Seibold, 1987)에 의

해 개발된 대화적인 논쟁 코딩 체제(Conversational Argument Coding 

Scheme)와 다중 단계 과정을 적용시킨 마이어즈와 브래셔즈(1998)의 코딩체

계에서 8개의 코드를 추출하여 세 가지 숙의 관련 논쟁요소인 ①생산적 메커

니즘, ②이성적 행위, ③수렴-찾기 행위(convergence-seeking activities)를 

분석했다. 참고로 생산적 메커니즘과 이성적 행위는 논쟁차원에서 이성적 논

쟁(rational arguments)을 설명하는 두 개의 하위범주이다(Meyers & 

Brashers, 1998).

① 생산적 메커니즘

생산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주장(assertions)”과 “명제(propositions)”라

는 두 개의 코딩 항목을 사용했으며, 또한 두 개의 항목을 합산하여 “생산적 

메커니즘” 변인을 만들었다(M=14.42, SD=13.81). 마이어즈와 브래셔즈

(1998)에 따르면, “주장”(assertions)은 의견이나 사실을 언급한 것을 말하며, 

“명제”(propositions)는 논쟁과 관련한 주장, 행위, 또는 동의를 요구하는 언

급을 의미한다(p. 267).

② 이성적인 행위

이성적인 행위의 경우, 4개의 코딩 항목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a)

정교화(elaborations): 증거, 이성, 그리고 다른 주장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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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지지하는 언급, (b)응답(responses): 반대에 상응하는 논쟁을 방어하기 

위한 언급, (c)확장(amplification): 추론을 통해 논쟁의 적절성을 세우기 위해 

다른 언급을 설명하는 언급, (d)정당화(justification): 논리의 규칙을 인용하면

서 이전 또는 다음에 오는 언급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언급 등이다(Meyers & 

Brashers, 1998, p. 276). “이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대표지표를 만들기 위

해 네 개 항목을 합산했다(M=8.68, SD=8.81). 

③ 수렴-찾기 행위

수렴-찾기 행위와 관련된 두 개의 코드를 마이어즈와 브래셔즈(1998) 코딩

체계에서 차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a)동의(agreement): 타인의 언급에 동

의를 표현하는 언급, (b)인지(acknowledgement): 타인의 언급을 이해하거나 

인지했으나, 타인의 요점을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음을 지시하는 언급, 등이

다. 이 역시 두 개의 항목을 합산하여 하나의 “수렴-찾기 행위” 변인으로 활

용하였다(M=1.32, SD=2.98).

두 명의 코더들은 독립적으로 온라인 토론 내용을 코딩했다. 온라인 토론 

내용에 대한 코딩은 온라인 토론에서 토론자가 제시한 내용이 “완전한 사고나 

사고의 변화”로서의 기능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했다(Meyers & 

Brashers, 1998, p. 269). 코더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첫째, 코더에게 

대화적인 논쟁 코드 체계를 설명한 후, 각 범주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를 소

개했다. 둘째, 코더는 코딩할 토론 내용에 익숙해지기 위해 토론내용을 세 번 

정도 읽었다. 셋째, 코더는 토론내용을 갖고서 각 하위범주에 들어 갈 토론자

의 의견을 코딩하도록 했다. 넷째, 두 명의 코더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코딩내

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토론했다. 훈련 세션은 각 코더가 코딩작업에 충분

히 편안해 할 때까지 진행했다. 코더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코헨 

카파(Cohen's Kappa)는 .79였다.

4. 연구결과

온라인 전자 게시판을 통해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 토론자들이 토론한 내

용과 그들이 토론 후 작성한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우선 온라인 전자 게시판 토론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숙의적 토론과정을 살

펴보면, 토론 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항목들은 내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Cronbach α=.81, M=3.70, SD=.69). 최대분산회전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결과, 모든 변인의 65.51% 변량이 첫째 요인에 의해 설명됐다

(eigenvalue=2.62). 또한, 이성적인 논쟁과 관련한 6개 측정 항목들도 모두 

내적 일관성이 있었다(Cronbach α=.87, M=3.79, SD=.63). 이들 변인의 

61.36% 변량이 첫째 요인에 의해 설명됐다(eigenvalue=3.68). 다른 토론자의 

의견존중과 관련한 8개 항목도 모두 내적 일관성이 있었으며(Cronbach α

=.86, M=3.56, SD=.65), 최대분산회전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결과, 변인의 

56.48% 변량이 첫째 요인에 의해 설명됐다(eigenvalue=4.52). 반대의견과의 

조정과 관련한 변인은 최초 8개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내적 일관성은 받아들

일만한 수준이었다(Cronbach α=.69). 그러나 두 개의 항목을 제거한 후, 크론

바 알파 값이 .85로 향상되었으며(M=3.43, SD=.66), 최대분산회전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결과 모든 변인의 52.03% 변량이 첫째 요인에 의해 설명됐다

(eigenvalue=4.16). 이후 분석에서는 두 개의 측정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

나의 변인으로 하여 활용하였다. 끝으로 숙의적 토론과정을 대표하는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네 개의 구성요소를 모두 합산했다.  

추출 요인 항목수 M SD Eigenvalue
설명된 

총 분산값
Cronbach α

토론 내용에 대한 이해 3 3.70 .69 2.62 65.51% .81

이성적인 논쟁 6 3.79 .63 3.68 61.36% .87

다른 토론자의 의견 존중 8 3.56 .65 4.52 56.48% .86

반대의견과의 조정 6 3.43 .66 4.16 52.03% .85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생산적인 메커니즘, 이성적 행위, 수렴-찾기와 같은 논

쟁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각각의 숙의적 토론 요소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숙의적 토론을 지칭하는 전체지표와 각 논쟁적인 

의사소통 능력 또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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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인 

매커니즘
이성적인 행위

수렴-찾기 

행위
논쟁능력

토론내용에 대한 이해 .63**  .76***  .45* .67**

이성적인 논쟁 .64**  .74***  .48* .68**

다른 토론자의 의견 존중  .80***  .79***   .72***  .81***

반대의견의 조정 .59** .62**  .55** .62**

숙의적 토론  .73***  .80***  .6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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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능력이 숙의적 토론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근거로 논쟁능력이 

통계적으로 숙의적 토론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

석을 사용했다. 회귀분석의 가정 중 하나인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잠재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선성 진단

(collinearity diagnostics)을 실시했다. 변수 세 개의 허용 계수(tolerance 

coefficients)는 절사값(cutoff value)인 .20보다 낮은 .17이하였고, 분산팽창

인수(variance-inflation factor)는 절사값인 4보다 큰 5.82이상이었다(Allison, 

1999). 따라서 다중공선성의 가정이 위배됐기 때문에 세 개의 논쟁적인 의사

소통 능력변인을 모두 합산한 후 평균치를 구하여 예측변수에 넣었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됐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F 유의확률 R2

논쟁능력

토론내용에 대한 이해 3.48 14.07 p<.01 .45**

이성적인 사고 3.59 14.41 p<.01 .46**

다른 토론자의 의견존중 2.89 33.33  p<.001  .66***

반대의견과의 조정 3.10 10.32 P<.01 .38**

df: 17, **p<.01, ***p<.001

<표 3>에 따르면, 논쟁능력은 토론에 대한 이해정도, 논리적 사고, 다른 토

론자의 의견존중, 그리고 반대의견과의 조정을 각각 45.3, 45.9, 66.2, 그리고 

37.8% 설명했다. 따라서 연구가설은 지지됐다.  



5. 토론

1) 결론

이번 연구의 목적은 토론자의 논쟁능력이 온라인 공론장에서 발생한 숙의적 

토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토론자의 논쟁능력

은 그들의 숙의적 토론과 매우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특히 증거 및 합

리적 이성을 제공하거나 타인의 반대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는 이

성적인 발화의 경우, 숙의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 모두와 매우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은 숙의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 발화행

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본고의 연구결

과는 다양한 논쟁기법을 사용하는 토론자의 경우 다른 토론자와 숙의적 토론

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효율적인 

숙의적 토론을 기대하고자 한다면, 토론자들의 논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라이스와 그의 동

료들(2002)은 가족 구성원, 친구, 그리고 지인과의 토론이 토론자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이성적 근거나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논쟁 레퍼토리를 확장시킨

다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다양한 대인간 의사소통행위나 매체를 통해 논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육기제를 마련하는 것은 향 후 온라인 공

론장에서 효율적인 숙의적 토론을 가능 및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2) 연구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 

무엇보다도 실험연구를 통해 전자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숙의적 토론을 연구

한 논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험설계 및 진행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오류

나 문제점이 발생했다. 첫째, 전자게시판과 같은 비동시적 의사소통 행위가 가

능한 공론장의 경우 공간적 제약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 연구에서는 전자게시판 참여도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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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집한 데이터의 신뢰도나 타당도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곧 가설 검증의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

다. 

또한 토론 참여도의 저조에 따른 데이터의 부실은 기대했던 여타 독립변인

에 대한 통계분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실 토론자의 대인간 의사소통행위와 

대중매체 이용도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토론자의 논쟁능력이 순수하게 숙

의적 토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언급한 두 개의 통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러나 토론

에 직접 참여한 인원수가 너무 적어 실제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두 변인을 통제했을 때, 산술적인 통계분석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전자게시판 

연구의 경우, 타당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자의 연구 참여행위를 

적절하게 조절(강화)할 수 있는 기제의 필요성이 이번 실험연구를 통해 제기

됐다. 또한 종이 및 온라인 설문지 작성과 2주간의 전자게시판 토론이라는 장

기적인 연구에 의해 참여자의 집중도나 참여의지가 감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장시간의 실험기간이 요구될 경우 좀 더 효과적으로 참여자

의 참여의지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적 개선이 요망된다.  

둘째,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토론자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토론하고자 하는지를 미리 조사하여 관심도가 가장 높고 

토론하고자 욕구가 가장 강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자게시판 토론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기대와 달리 토론자들의 토론참여가 극도로 저조했고, 결국 토론의 활

성화를 위해 연구기간 중 다음 아고라 전자게시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토론하

고 있는 주제를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시켰다. 갑작스런 

토론주제의 변화로 인해 토론 주제에 대한 토론자의 관심과 찬반유무 그리고 

태도를 측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결국 숙의적 토론을 통해 토론주제에 

대한 참여자의 태도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따라

서 원활한 숙의 토론을 위한 토론주제 설정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이뤄져

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연구는 비-실험 연구설계를 통해 토론자의 논쟁능력과 숙의적 

토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봤는데, 만일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면 실험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어즈와 브래셔즈

(1998)의 설문지를 통한 논쟁능력측정 방식을 실험 전에 사용하여 토론자의 



논쟁능력을 측정한 후 토론자의 논쟁능력에 따라 집단을 나눈 뒤, 통제집단과

의 비교를 통해 각 집단의 숙의를 측정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논쟁능력이 숙

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또 다른 한계는 실제 전자게시판 토론에서 쉽게 발생하는 감정적 싸

움이라 일컫는 플레이밍(flaming) 현상을 이번 연구에서 전혀 감지 및 측정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 사용된 토론주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학생

에 대한 체벌"과 관련한 수많은 전자게시판 토론들 중 하나를 다음 아고라 전

자게시판 토론에서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수많은 욕설들과 무절제한 의사소통

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톰젠과 폴거(Thompsen & Foulger, 

1996)의 다섯 가지 부정적인 사회감정적인 상호작용 범주를 사용하여 토론내

용을 코딩한 결과 37개의 생각들 중에서, 6개의 생각들은 "동의하지 않음" 범

주에 들어간 반면, 11개의 생각들은 "긴장" 범주에 들어갔다. 각 10개의 생각

들은 "적대"와 "비속한 적대" 범주 속에 속했다. 이런 분석결과는 한국의 익명 

온라인 토론에서 상당한 양의 무절제한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음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 및 정치적 사안과 같은 갈등의 여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한 토론이 정

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익명성과 물리적, 사회적 문맥 단서들이 부재한 

온라인 공론장에서는 토론자들이 격앙된 감정을 쉽게 표출함으로써 이성에 근

거한 숙의적 토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Kaynay, 1998; Kiesler, Siegel, 

& McGuire, 1984; Siegel, Dubrovsky, Kiesler, & McGuire, 1986; 

Smolensky, Carmody, & Halcomb, 1990; Sproull & Kiesler, 1986). 예를 

들어, 키슬러와 동료들은(Kiesler et al., 1984)은 사회적 단서가 부재한 경우 

비인격화에 근거하여 온라인 토론자들은 적개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발

견했다. 시겔과 동료들(Siegel et al., 1986) 또한 사회 문맥적 단서의 부재는 

규범적인 영향을 줄이고 비규범적인 행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제안했다. 다

시 말해 플레이밍은 토론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규범, 상호적 존중, 친철함과 

같은 숙의관련 속성을 무시하게 할 부정성을 갖고 있다(Kayany, 1998). 웰만, 

하세, 위티, 그리고 햄터(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는 플레

밍이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줄이고, 결국 상호적 의사소통 행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추정컨대 이번 연구에서는 토론자의 실험연구 

참여에 대한 지각이 그들의 의사소통행위에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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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라인 공론장에서 발생하는 숙의적 토론을 정확하게 측

정하기 위해서는 토론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지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비록 세 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외적 타당도를 향

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무작위 확률수집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학생이라

는 특정대상을 표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

약이 있다. 따라서 향 후 실험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으로 다양한 표본을 수

집하고 더불어 표본크기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실상황에서 토론자들의 논쟁능력을 적절하게 표출했을 

때 그들 간의 토론을 좀 더 숙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증거제시와 이성적 추론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능력만을 지나치

게 강조할 경우 자칫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인 의사소통능력만을 갖춘 일부 사

회구성원만이 숙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엘리

트주의에 근거한 이 논리는 숙의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아주 거친 발상이다. 오히려 탁월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일부 엘리트가 아닌 

일반 시민 모두가 숙의적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좀 더 

숙의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적

이다. 

하버마스(1981/1984)가 주장했던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에 근거한 논쟁능력을 좀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이 갖추고 시기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진보된 숙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번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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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participants' argumentative abilities 

in electronic bulletin board discussion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deliberative discussions. 329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three universities in either Daegu and Seoul by convenient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from paper and pencil and online questionnaires 

and quasi-experiment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test hypotheses. The results shows that discussants' argumentative 

abilities were highly associated with their deliberative discussion. 

Discuss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at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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