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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토론 평가자의 토론 평가관과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서 토론 평가 양
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토론 평가 양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그 요인
을 확인하여 토론 평가 교수·학습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최근까지 토론 교육과 연구는 대체적으로 토론 담화를 생산하는 참여자의 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은 
수용자로서 토론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한 후에도 논
제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빈번하게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토론의 과정에서 
청중과 평가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교육적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론 대회 동영상에 대한 토론 평가 과정에서, 토론 평가 
철학 카드, 토론 평가표, 토론 총평, 토론 평가 감상문,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여 
토론 평가의 구체적인 양상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토론 평가 양상에 나타나는 문
제와 그 요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 평가 교수·학습을 구안하였다.

Ⅱ장에서는 토론 평가의 개념을 밝히고, 토론 평가 패러다임과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검토하여 토론 평가관을 이론적, 기술적으로 규정하였다. 토론 평가 활동이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 있음을 밝히고 의사결정 이론에 따라 토론 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관에 따라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유형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토론 평가 양상을 분석하였다. 학습자들
의 토론 평가관에 따라 토론 단계별 배점의 가중치 부여와 세부적인 토론 평가 항
목의 구성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토론 평가에서 고려하는 의사결정 
요소에 따라 토론 평가 양상이 다르며 토론 평가에서 중요시하는 의사결정 단계에 
따라 토론 평가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토론 평가 양상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도 달랐으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토론자의 책임
에 대한 인식 결여, 토론 경험의 불균형, 토론 평가 수행 시 집중력 부족을 확인하
였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토론 평가 교수·학습을 구안하였다. 
‘토론의 특성과 절차, 참여자의 역할 및 책임을 이해하여, 토론을 총체적, 분석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와 ‘토론의 흐름에 집중하여 토론 평가를 수행하고, 자신의 토



- ii -

론 평가 철학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를 토론 평가 교수·학습의 목표로 설정하
고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으로는 ‘토론의 특성과 
절차에 따른 토론 참여자 책임 인식하기’, ‘토론 평가자 참여 개선 수업 절차 및 
토론 평가 수행하기’를 제시하였다. ‘토론의 특성과 절차에 따른 토론 참여자 책임 
인식하기’와 관련하여 중학교 1-3학년 군에서 학습한 토론의 특성을 상기시키고, 
토론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서 토론자의 입증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하여 토론의 형식이나 발언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수·학
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토론 평가자 참여 개선 수업 절차 및 토론 평가 수행하기’
에서는 토론 참여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토론 수업의 사례를 제시하여, 학
습자들이 수업 현장에서 다양한 토론 참여자로서의 경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
수·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 작성’에서 일반 학습자들을 위
한 교수·학습용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제시하였으며, ‘토론 평가 수행’에서는 토
론 흐름표 양식의 사례를 제시하고 토론 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하
였다. ‘토론 평가 결과 및 토론 총평 발표’에서는 실제 토론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토론 평가 태도 점검 및 철학 카드 수정’에
서는 미리 작성한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검토하고 수정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학
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인식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점검의 필요성과 그 역량을 키
울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이 구성되어야 함을 밝혔다.

본 연구는 토론 평가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히
고, 그에 따라 토론 평가 교수·학습 내용을 구안하였으며, 토론 담화의 생산자인 
토론자가 아니라, 수용자인 청중과 평가자에 초점을 두어 토론 교수·학습의 내용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국어교육, 화법 교육, 토론 교육, 토론 평가 교육, 토론 평가 패러다임, 
의사결정 이론, 토론 평가 철학 카드

학번 : 2010-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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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인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태도를 정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의사결정의 결과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이렇게 영향력이 높은 의사결정의 경우 투표나 선거를 통해 평등한 집
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게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평등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해서 항상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주장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
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평등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 토론은 합리적 의사결
정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서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
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민주 사회의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토론 교육이나 연구는 대체적으로 토론 담화를 생산하는 참여자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
대측 의견과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토론의 
논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화자의 역할에만 집중한 나머지, 의사소통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에 지지를 보내는 수용자인 청자의 역할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수업에서 학습자들
은 토론 담화를 생산하는 참여자로서의 경험과 더불어 토론의 과정을 지켜보고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수용자로서 참여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는 점을 고
려했을 때, 청자로서 토론에 참여하는 청중과 평가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한 후에도 청중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직면하게 될 역할 수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으
로 개인의 입장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공공의 의사결정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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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여러 관계자들의 토론을 듣고, 
그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토론 교육은 이러한 
공공의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유 토론보다 규칙과 발언 시간
이 준수되어야 하는 아카데미 토론의 평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화법과 작문>영역에서는 화법의 내용체계를 ‘지식’과 
‘기능’으로 이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체계는 공통 교육과정의 ‘듣기’ 
및 ‘말하기’ 영역에서 다룬 ‘지식’, ‘기능’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화법의 언어적 목
표를 심화,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한 것이다. 화법은 실천적인 언어 행위이므로 실
제 언어활동 가운데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화법의 ‘지식’은 화법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의미하며 이를 하
위항목인 화법의 성격, 요소, 유형, 매체 언어로 나누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하위항목인 화법의 요소에서는 학습자들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역할을 이해해
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표현 전 과정에서 청자를 배려하여 언어 내용과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 청자가 주제에 대해 얼마만큼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흥미를 갖고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의사소통 담화를 얼마나 이해하
고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어
떤 화법이든지 청자 지향적인 화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화법을 수행하기 
전에 청자를 분석하여 메시지의 내용을 선정, 배열하고, 화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자의 반응에 따라 역동적으로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법을 바꾸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화법의 ‘기능’은 화법의 과정에 필요한 절차와 전략들로서, 네 가지(수용과 생산, 
사회적 상호 작용, 의사소통의 점검과 조정,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수용과 생산은 화법의 언어적 목표를 겨냥한 기능이다. 듣는 이의 입
장에서는 언어적 의미를 구성하여 수용하고 또한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는 언어적 
의미를 구성하여 표현하는 활동에 필요한 기능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러한 기능
을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용과 생산의 범주에서는 의사소
통의 목적과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의 목적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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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화자와 청자를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의 청중은 단순하게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뉜 토론자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정확성과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주장과 근거를 판단하여 듣고 해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다. 또한 토론에서 
위촉받은 심판 위원이 없는 경우 청중이 토론의 승패를 결정하는 심판관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토론은 의견을 제시하고 전달하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뿐만 아니라 
토론을 지켜보는 청중 역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교섭적 관점에 근거하
여 토론자 발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토론의 논제에 대한 입장과 승패와 관련한 의
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토론 과정에서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 역
시도 중요한 의사소통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토론을 보고, 듣는 과정을 통해 평
가를 수행하는 청중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연구사

2.1. 토론의 성격과 토론 교육의 원리에 대한 연구

토론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주로 화법 개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영우
(1996)에서는 학교에서의 기초 토론 단계와 직장에서의 실제 토론 단계로 나누어, 
말하기의 목적과 듣기의 중요성을 제시한 뒤, 토론의 일반 원리와 기본적인 방법, 
토론의 구성과 실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창덕 외(2000)에서는 화법의 실제로 대화 화법과 대중 화법, 집단 화법을 다
루는데, 토론을 토의와 함께 집단 화법으로 다루고 있다. 강태완 외(2001)에서는 
아카데미식 토론의 전반적인 양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례를 들어 토론의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토론의 이론 정립을 시도하였다.

이주행 외(2004)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토론을 다루고 있다. 국어 교육적 차원
에서 토론의 지식 습득과 방법 수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스피치의 본질과 스피치
에서의 언어 예절을 제시하면서 다른 스피치 유형과 비교, 대조하여 토론의 필요
성과 유형, 방식, 종류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국어교육과 논증교육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 교육의 목
표, 모형, 교수·학습 방법 구안 등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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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칠성(2002)은 프릴리(Freely)의 ‘아카데믹 토론(Academic debate)’을 바탕으
로 ‘교육 토론’의 원리와 규칙을 설명하고, 그 단계를 ‘준비하기, 논쟁하기, 분석하
기, 정리하기’로 정리하여 토론 교육의 모형을 제공하였다.

최복자(2006)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토론 교육의 목표 성취에 적합한 학생 수
준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토론 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토론 지식 
학습과 토론 수행 경험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바탕을 마련하였
으며, 토론 교육의 목표에 적절한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학습자 특성과 수업 환경
에 적합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선영(2002)은 토론에서 논증의 구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밝히며 논
증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토론 전략의 교수·학습을 주장하였다. 개념적 
지식의 측면에서 토론을 다루는 것을 넘어 토론의 지식적 측면을 실제 토론 활동
과의 관련 속에서 설명하여 구체적인 참여자와 상황맥락을 반영한 실제적인 토론 
전략을 추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토론을 인지적(논증 구성), 사회적
(상호 작용 전략) 구성과정으로 파악하여 학습자의 언어능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 적용을 찾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민병곤(2004)은 학습자들의 논증적 글쓰기와 토론을 분석하여 논증 현상을 규
명하고 이에 따른 논증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토론을 논증 현상으로 보고 토론
의 고유한 특성과 맥락을 포착하여 논증교육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유동엽(2004)에서는 논쟁의 교수·학습 원리로 ‘실재성의 원리, 전체성의 원리, 
발견성의 원리, 상위 인지 학습의 원리, 장르 확장의 원리, 태도 지식의 원리’ 등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논쟁의 교수·학습 내용 체계를 지식과 기능, 태도, 실제로 나
누어 논쟁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역할 놀이를 활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
이 상호교섭적 관점에서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역할 놀이 설정이 상위 인
지적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논쟁 행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
을 정리하였다.

이민형(2008)은 토론 교육 내용과 전략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인용 전략
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용의 특성을 토론 담화의 
특성과 관련짓고, 인용이 토론에서 진행되는 의사소통의 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
하여 그 과정을 성찰하고 조정하여 토론 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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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고 보고 인용 전략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선영(2011)은 토론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토론 담화를 토대로 토론 교육의 

체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토론 교육의 실태를 교육과정, 교과서, 학습
자, 토론대회로 나누어 교육과정, 교과서, 학습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론 교육의 
문제를 밝히고, 토론 교육의 세부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로 토론 대회 담
화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토론 교육의 체계를 이루는 맥락이 논제, 토론 
형식, 학습자로 구성되며 위계화의 논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
을 밝히고 논제, 토론 형식, 학습자의 차원에서 토론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실제 토론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고려하여 토론 교
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위계화를 통한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토론 교육의 맥락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토론 교육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토론자로서의 학습자에 초점을 두어 
토론을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토론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
하는 청중이나 판정단으로서의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설득의 대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청중이나 판정단의 인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토론 평가의 연구

토론 이론이나 토론 절차에 관한 연구들에 비해 토론 평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토론 형식의 체계를 정립하고, 실제 토론 활
동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토론자의 의사소통 양상을 분석하여 토론 교육의 
내용 체계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우선순위가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토
론 교육의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활동의 
양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토론 평가자에 대한 연구도 그 필요할 것
이다.

토론 평가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토론 평가의 중요성과 객관성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가 있다. 전은주(2000)에서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인 화자와 청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행위 목표를 분명히 인지하여, 청중으로서 다른 그룹의 토론 과정
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토론 수행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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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번 가지는 것이 토론 능력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며 
토론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복자(2006)는 토론 참여자들의 지배 관계, 이데올로기, 대화 관습, 청중과 심
판자의 특성, 논제에 관련된 사회적 흐름 등을 학습하는 데 제약이 있는 토론 교
육의 교수–학습 환경을 지적하며 토론 교육의 교수․학습 방향이 지식 학습에서 수
행 경험까지 통합하여 이루어지기 위한 교육 내용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토론 교육을 위한 과정으로서 토론을 수행하고 난 후에도 토론 활동에 대한 
평가와 교정이 필수적이며, 다면적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토론 평가 양식에 관한 연구로는 김재봉(2003), 이두원(2008)의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김재봉(2003)은 반대신문식 토론의 특징으로 ‘합리성, 유연성, 역동성, 
경청, 설득의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자, 토론 과정, 토론 규칙과 예절 준수를 평가
해야 하며, 토론 과정 각각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평가 항목을 세워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두원(2008)에서는 토론자의 토론 능력 범위를 ‘매우 유능한, 유능한, 최소한 
능력, 무능한’으로 구분하여 토론 능력 구성요인1)에 따라 64개의 스펙트럼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토론 평가 항목 역시 다양한 수준의 토론 능력을 평가할 수 있
도록 43개로 세분화하여 수행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하여 토론의 각 수행단계마다 
토론자의 표현력과, 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토론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토론 능력을 평가하는 토론 능력 척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희수(1994)
는 미국 토론협회의 토론 투표 형식지의 평가 척도(분석, 추론과 증명, 조직, 반박, 
전달)를 분석하여 토론 판정을 할 때 일곱 가지 사항(설득력, 논지 전개의 일관성, 
자료의 정확성, 상대방에 대한 논파, 규칙 준수, 태도의 적절성, 결론의 명확성)을 
심사 규준으로 제시하였다.

하병학(2001)은 토론 평가 기준으로 ‘내용, 논리, 언어와 수사, 토론 방식, 종합’
의 다섯 가지 요소를 강조하였다. 토론의 주제와 자기 주장, 상대방 주장을 정확히 

1. 논쟁의 구조·구성2. 논제에 대한 이해 및 비판적 분석 3. 디베이트 준비상태
4. 증거와 문서자료의 활용 5. 현 상황 및 사안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분석
6. 계획·솔루션의 구조 7. 비판적 추론 8. 조직·구성 기술    9.전달기술
10. 비언어적 전달 11. 경청 12. 메모 작성 및 활용기술
13. 교차조사 기술 14. 반박기술 15. 팀워크 16. 시간 관리

1) 정책 토론자의 디베이트 능력 구성요인 16가지(이두원, 20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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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였는지가 ‘내용’이며, 논거, 주장의 일관성, 상대방 주장의 맹점 지적, 창의
적이고 신선한 사고 제시 등이 ‘논리’에 해당하고, 화법과 관련한 것을 따지는 것
을 ‘언어와 수사’, 토론 규칙, 대인 관계 태도 등을 밝히는 것이 ‘토론 방식’, 문제
를 전체적으로 보고 비교하는지 등을 따지는 것이 ‘종합’에 해당한다.

이주행 외(2004)에서는 화법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표를 전달 내용, 언어 내용, 
음성 평가, 전달 방법, 듣기 태도, 화자 태도의 여섯 가지 요소로 작성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토론 평가표에 적용하여 토론 평가의 요소를 ‘논리력, 분석력, 증거 
제시, 전달력, 태도’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토론 대회 평가표를 분석하여 표준화된 토론 평가 척도를 개발
하려는 연구(여미란·허경호, 2012)와 토론 평가자 사전 교육을 통해 평가의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김평원, 2010)가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토론 단원을 검토하여 토론 평가 기준이 타당한가를, 평가 범주, 방
식, 내용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한 연구(김지
현·전은주, 2012)도 진행되었다.

이선영(2012)은 토론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평가의 주체, 내
용, 방법과 관련하여 말하기 평가의 방향과 연결되는 토론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
였다. 토론의 본질에 주목하여 토론 교육에 대한 평가 방향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
되어야 하며, 절차 중심의 토론 평가 연구 방식을 극복하고, 사고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토론 평가의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토론의 평가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주로 토론 평가의 중요성, 토론 평가 
양식과 요소, 기준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렇지만 토론자의 토론 수행 과정
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평가자의 평가 수행 양상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등과 같은 토론 평가자의 평가 수행 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
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 평가에 대한 국외의 선행 연구는 링컨-더글러스 식 토론 형태를 채택한 
전국 토론대회(National Debate Tournament)와 상호질의토론협회(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가 채택하는 토론 논제의 차이에 대한 논의에서 
촉발되었다. 전국토론대회(NDT)와 상호질의 토론(CEDA)대회에서는 각각 정책 
논제와 가치 논제를 채택하였는데, 논제와 형식이 다른 두 대회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토론 평가 기준이나, 구별해서 평가할 수 있는 토론 평가 기준이 필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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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토론의 종류와 형식, 목적에 따라 토론을 평가하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토론 평가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 이후 ‘상호질의 토론(CEDA)’에서도 정
책 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어 토론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논쟁이 종식되는 
듯 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
되었으며, ‘평가자’의 토론 평가 양상을 주목하는 토론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로 진행되었다.

프릴리(Freeley, 2005)는 토론 평가 패러다임을 ‘말하기 기술, 필수 쟁점, 정책 
입안, 가설 검증, 백지 이론’으로 구분하였으며, 두작 외(Dudczak et. al., 1992)에
서는 ‘가설 검증, 백지 이론, 필수 쟁점, 정책 암시, 가치 비교, 정책 입안, 논증 비
평’으로 토론 평가 패러다임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민치 외(Minch K. et al., 
1996)에서는 정책 토론에 대한 평가 패러다임을 백지 이론, 정책 입안, 가설 검
증, 필수 쟁점, 말하기 기술로 정리하였다.

토론 평가자들의 평가 수행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론 평가 패러다임의 유
형과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프릴리(Freely, 2005)는 
‘전국토론대회(NDT)’ 판정단과 토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백지 이론, 정
책 입안, 필수 쟁점 패러다임 순으로 토론 철학에 대해 응답을 하였다고 밝혔다. 
벌캇 외(Birkhot et al., 2004)에서는 2001년에 미국 전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
로 이루어진 토론 대회(NFL: National Forensic League)의 평가지를 정리하여 토
론 평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토론 평가 패러다임으로 필수쟁점 패러다임을 제시
하였으며, 다른 토론 평가 패러다임을 적용하는데도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
한 바 있다.

토론 평가에 대한 국외의 연구는 주로 토론 평가 패러다임에 초점을 두어 토론 
평가를 분석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외의 토론 평가에 대한 연
구에서도 청중이나 판정단으로서 토론 평가를 분석한 연구에 비해 철학적 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더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흐름
을 고려할 때, 토론 평가자가 토론에서 초점을 두는 요소를 밝히고, 그에 따라 평
가 양상을 분석하여 토론의 수용자 역할에 대한 토론 평가의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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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고등학생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 양상을 검토하여 토론 평가의 교수․
학습 내용을 구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을 토론 평
가 양상을 분석하여 토론 평가관의 유형을 나누고, 학생들이 토론 평가 양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토론 평가 양상에
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토론 평가 교수․학습의 내용을 구안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토론 평가관은 어떠한가?
1-1. 토론 평가 패러다임과 토론 평가관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2. 토론 평가는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가?

2. 고등학생의 토론 평가 양상은 어떠한가?
2-1. 고등학생의 토론 평가관의 유형에 따른 토론 평가 양상은 어떠한가?
2-2. 고등학생의 토론 평가에 고려된 의사결정 요소에 따른 토론 평가 양상은 어

떠한가?
2-3. 고등학생의 토론 평가 양상에 따른 문제점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3. 고등학생에게 제시할 수 있는 토론 평가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3-1. 고등학생의 토론 평가 양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 평가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3-2. 고등학생의 토론 평가 양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 평가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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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4개 학교
에서 각 학교별 10명씩, 총 40명의 토론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2)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내 토론 대회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며, 토론 
대회 참여를 위해 정책 토론을 1년 이상 연습한 토론 동아리 학생들이다. 토론 동
아리 학생 중에서도 토론 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본 경험이 1회 이상이고, 청중
으로 참여해 본 경험이 2회 이상 있는 학생들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할 
토론 대회의 형식에 익숙한 학생들을 선정하여 토론 평가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
려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토론 대회에 참여한 경험을 중심으로 토론 동아리 학
생들을 섭외하였다.

3.2.2. 연구방법

스테이크(Stake, 1995; 홍용희 외 역, 2000: 11-19)는 사례의 복잡성을 이해하
고 분석하여 주어진 사례에서 상호 작용하는 세부적 요인을 알고자 할 때 질적 사
례연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특정한 사례를 선
택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적, 유기적, 문화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메리암(Merriam, 1988; 허미화 역, 1994: 30-32)3)은 사례연구를 하나의 
2) 연구대상으로 한 학교의 학생 40명이 아니라, 4개 학교에서 10명 씩 40명을 선정한 것은 

토론 대회 준비 경험과 토론을 학습 경헙을 공유했을 때, 비슷한 토론 평가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실제 토론 평가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도, 
같은 학교 학생들은 비슷한 토론 평가관과 의사결정 요소를 고려하여 토론 평가를 진행하
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토론 평가양상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학
교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연구의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

학자 정의

Cronbach(1975)

‘맥락 안에서의 해석’ 하나의 현상 혹은 사례에 집중함으로
써 이 접근법은 그 현상을 특징짓는 주요 인자들의 상호작
용을 발견해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례
연구는 총체적 서술과 설명을 추구한다.

3) 학자에 따른 질적 사례연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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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현상 혹은 사회단위에 대한 철저하고 총체적인 서술과 분석이라 정의를 내
리고, 여러 학자들이 규정한 질적 사례연구의 정의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
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사례연구는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 과정 중에서 사례와 관련된 맥락들과 요소를 파악하여 사례
와 관련한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테이크(Stake, 1995; 홍용희 외 역, 2000: 63-83)는 사례연구를 본질적 사례
연구, 도구적 사례연구, 집합적 사례연구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류 중 
어떤 다른 것을 이해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도구적 사례
연구의 성격을 따른다. 토론 평가 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 특정한 학생들을 대
상으로 토론 평가 양상을 확인한 후, 그 문제점과 문제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토론 평가자들은 평가 전 활동에서 토론 평가 철학 
카드(judge philosophy card)4)를 작성하였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는 현재 미국의 
여러 토론 대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토론 평가 철학 카드5)의 내용을 검토하여 전
문가 수준의 토론 평가자가 응답할 수 있는 토론 철학 카드 질문 문항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각 문항과 관련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척도로 점수를 부여
하는 것을 3분화하여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후 추가적인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고등학생 수준의 응답자들이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내용을 이해하며 작
성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작성한 이후에는 토론 평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6)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평가 후 활동에서 작성할 토

Yin(1984) 사례연구는 특별히 현상의 변수들을 그것들의 맥락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상황들에 적합한 연구이다.

Wilson(1979)
사례연구는 어떤 정체가 일정기간에 걸쳐 양상을 드러냄에 
따라, 그것을 자주 질적, 복합적, 포괄적 용어들로 서술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MacDonald & Walker(1977) 사례연구는 행위 안에서 한 보기의 검토이다.

Guba & Lincoln(1981) 사례연구의 목적은 연구되고 있는 보기가 소속되는 계층의 
속성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4) [부록 1]에 첨부
5) [부록 2]에 첨부
6) 프릴리(Freeley, 2005: 22-31)는 아카데미 토론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모든 

아카데미식 토론이 이러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아카데미 토론은 이
러한 가치를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가치를 깨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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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평가 감상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작성한 학생
들은 토론을 평가할 토론 평가표7)를 각자 작성하였다. 토론 평가표에는 토론 평가 
항목만 제시되어 있으며, 토론 평가의 세부 항목 리스트8)에서 세부 평가 항목을 
직접 선택하여 각자 자신의 토론 평가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
택한 토론 평가 항목에 대하여 총합 100점을 부여하는데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토론 평가 항목에 배점의 가중치를 두어 토론 평가표를 완성하였다.

학생들은 토론 평가 전 활동을 통해 작성한 토론평가표를 토대로 ‘한국은 원자
력 발전을 중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다룬 토론 대회 영상을 시청하며 토론을 평
가하였다. 제시된 토론 대회 동영상은 교차질문식 정책 토론의 형식이며, 토론을 
평가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한 번만 시청하여, 실제 토론 대회의 청중으로 참여하
여 토론 평가를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학생들은 각자 작성한 
평가표를 작성하며 토론을 평가하였으며, 토론 평가표를 작성한 후 토론 총평9)도 
작성하였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토론자, 청중 등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
원이 토론을 통해 달성해야할 목표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1. 토론은 민주사회의 효과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2. 토론은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준비과정이 된다.
3. 토론은 논쟁의 훈련이 된다.
4. 토론은 현시대의 주요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조사의 기회가 된다.
5. 토론은 비판적 사고를 숙달시킬 수 있다.
6. 토론은 지식의 통합을 도울 수 있다.
7. 토론은 목적에 따른 탐구 능력을 향상시킨다.
8. 토론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다.
9. 토론은 학생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킨다.
11. 토론은 비판적 듣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12. 토론은 작문 능력을 향상시킨다.
13. 토론은 분별력 있는 판단 능력을 향상시킨다.
14. 토론은 용기를 북돋는다.
15. 토론은 효과적인 발표 구성과 전달력을 향상시킨다.
16. 토론은 사회적 성숙함을 향상시킨다.
17. 토론은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향상시킨다.
18. 토론은 컴퓨터 사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19. 토론은 자유로운 개인 의사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20. 토론은 총체적인 지적 발달을 돕는다.

7) [부록 3]에 첨부
8) [부록 4]에 첨부
9) [부록 5]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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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평가 후 활동으로 학생들은 평가 결과물을 토대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토의가 끝난 후 각자 토론 평가 감상문10)을 작성하였다. 토론 평가 감상문은 토론 
평가 전, 평가 활동, 평가 결과에 대한 토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내용은 사고구술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여 토론 평가 과정 전체에 걸
쳐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 평가 감상문을 작성한 학생들은 모든 활동의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인터뷰의 내용을 녹화, 녹음하여 전사를 통한 대화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의 
토론 평가관과 토론 평가 양상을 분석하였다. 토론 평가 양상에서 문제점이 확인
된 학생의 경우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10) [부록 6]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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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토론 평가의 개념과 토론 평가관

1.1. 토론 평가의 개념

토론자는 상대편 토론자뿐만 아니라, 청중들과 의사소통을 나눈다. 토론의 의사
소통은 주로 토론자들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상대 토론자의 논의
를 반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토론의 의사소통 양상은 자신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상대 토론자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의사소
통의 대상으로서 청중, 즉 토론 평가자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중은 토론 참관 
활동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하며, 토론자들의 논의를 듣고 논제와 관련된 쟁점을 
이해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의사소통 참여자이다. 토론의 청중은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토론을 평가할 수도 있다. 토론 대회에서는 심사위
원을 선정하여 토론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토론의 청중 역시 평
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프릴리(Freeley, 2005: 301-306)는 아카데미 토론의 평가는 토론의 승패를 판
단하고, 교육적으로 유용한 형식의 피드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
았다. 토론 평가는 단지 토론의 논제에 대한 토론자의 토론 활동 내용의 승패를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다. 평가자나 청중이 토론 내용의 수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하
고 판정이라는 의사결정을 통해 토론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인 것이다. 토론에
서 토론자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소통의 내용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
듯이, 토론 평가자 역시 토론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내용, 즉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 내용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토론 평가는 이러한 평가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사고 과정을 다루어야 한다.

1.2. 토론 평가관

토론 평가자의 사고 체계는 토론 평가에 대하여 갖고 있는 철학에 기초한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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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의사소통인데, 토론 평가 철학은 이러한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문제 해결의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토론 평가자의 철학
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후반 사회 개혁의 시대에 관념적인 철학의 사변적 성격을 
비판하고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일어난 결과를 중심으로 행위나 관념의 의미를 찾
고자 한 미국의 초기 프래그머티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프래그머티즘은 실천이
나 실험 정신을 통해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는 문제 해결의 논리를 제공하려는 시
도를 하였으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프래그머티즘 철학의 시도는 정책 논제와 가치 논제를 
다루는 토론에 반영되어, 다양한 토론 평가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패러다임(paradigm)은 과학철학자이자 과학사학자인 토머스 쿤이 제시하였다. 
이는 특정한 시기의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틀이나 체계를 나타내는 개
념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견해나 사고를 규정하고 있는 사고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다. 토머스 쿤은 패러다임을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여, 특정한 시기에 특
정한 집단에서 받아들여져 쓰이는 사고방식으로 지칭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개념은 자연과학 분야를 넘어서 다른 분야에서도 각 이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도입되었는데, 처음 도입된 자연과학 분야를 넘어서 사회과학
에서 통찰력 있는 이론적 체계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패
러다임의 개념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 그 소요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특히 정책·행
정학 분야에서 공공 의사결정에 대한 민주주의 모델을 설명하는 등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개념까지
도 아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Birkholt & 
Diers, 2004) 패러다임은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적 가정을 포함하면서 아울러 사
회적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회적 세계의 인과요인은 무엇인지, 규칙성은 발
견되는 것인지 구성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신념체계와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
다. 그래서 패러다임은 특정한 연구목적이나 활용을 구체화해주는 연구모형을 형
성해주는 등 조사자의 연구를 이끌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개념적 특징을 고려할 때, 토론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는 토론 평
가 패러다임은 토론 평가자의 철학에 따른 사고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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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평가 패러다임에는 토론 논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역할, 주장을 뒷받침하
는 증거의 성격, 표현 능력에 대한 중시 여부 등에 따라 토론 평가에 있어서 비중
을 달리하고 있는 인식이 드러난다. 따라서 각각의 토론 평가 패러다임을 검토하
고 이해하는 것은 토론 평가 철학을 밝히는데 유용한 이론적 사고 기반을 제공한
다고 볼 수 있다.

토론 평가의 패러다임에 따라 평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요소는 다르게 나
타난다. 찬성 측의 ‘입증책임’을 중요시하는 ‘필수 쟁점 패러다임(stock issue 
paradigm)11)’에서는 찬성 측의 입론에 따라 토론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완수했는지의 여부가 평가에 주요하게 반영된다. 반면에 논제에 따라 ‘입
증 책임’을 굳이 따질 수 없거나 경쟁하는 두 입장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위한 논
증이 전개된다면 평가 요소에서 찬반 양 측의 ‘입증 책임’과 ‘반증 책임’을 함께 고
려하는 ‘정책 입안 패러다임(policy making paradigm)12)’의 논의를 따르게 될 것

1. 현 상태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가?
2. 현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3. 제시된 대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4. 제시된 대안에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는가?
5. 대안이 문제해결을 위해 부여된 필요조건을 충족하는가?

11) 필수쟁점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 토론 평가 양식 중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갖추고 있다. 에
릭슨과 머피(Ericson & Murphy, 1987)는 필수 쟁점 패러다임이 전통적 설득 이론과 연
결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현재 상태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문제제기나 특별한 대안, 지
속가능한 행동 계획이 없이는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익숙한 현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토론에서는 현 상황의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측 토론자의 역
할이 매우 강조되며 토론 평가 역시 찬성 측 토론자의 토론 양상에 주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울리치(Ulrich, 1992)는 필수쟁점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정책 변화에 대한 찬성 측 토론자
의 어떠한 의견이든지 효율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다섯 개
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1. 정책적 대안은 서로 반대되는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

12) 패터슨과 자레프스키(Patterson & Zarefsky, 1983)는 정책입안 패러다임이 찬반 양측의 
대립하는 주장 모두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의사결정 기준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필수쟁점 패러다임이 상대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측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 측의 논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민치와 보처(Minch & Borchers, 1996)은 정책입안 패러다임이 의회에서의 입법 체계와 
비슷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토론 평가자를 정책 입안의 결정권자로 생각
하여, 토론 평가자가 판정을 내리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에 
비유하여 바라본다. 정책입안 패러다임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토론에서 찬반 양측이 경쟁적
으로 제시한 정책적 대안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입안 패러다임에서의 토론 평가 과정에
서 고려해야할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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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정책 입안 패러다임에서는 토론에서 제시된 보편적 쟁점에 대해 철저한 자
료 조사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근거 자료 제시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가설 검증 패러다임(hypothesis-testing paradigm)13)’에서는 토론에서 전개하
는 논증을 평가할 때 비판적이면서 창의적인 시각에서 쟁점을 잘 발굴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고 관련 정책의 득과 실에 대해서 논
쟁을 벌이는 토론과 달리 별도의 자료 조사 시간 없이 짧은 준비 시간을 통한 토
론에서 쟁점 발굴 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세 가지 토론 평가 패러다임은 토론 능력의 비중을 논증 중심으로 
평가하는 패러다임이다. 이에 반해 ‘말하기 기술 패러다임(speaking skill 
paradigm)’에서는 토론자의 말하기 능력이 청중에게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여 토론
을 평가한다. 대부분의 토론평가 패러다임이 논증 중심적인 경향이 있지만 실제 
토론은 청중이나 평가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달력과 관
련한 표현능력도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술적 관점 패러다임
(narrative paradigm)14)’에서는 청중과의 의사소통 행위로서 토론에 대한 평가에 
주목하였다. 토론을 찬반 양 측의 토론자의 이야기가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고, 토론자의 이야기가 청중에게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지, 청중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만드는지에 초점을 두어 토론을 평가하는 것이다.

토론 평가 패러다임이 철학적, 이론적(理論的)인 기반을 통해서 평가자의 토론 
평가 행위를 분석하여 설명한다면,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통해서는 청중이자 평
가자로서 역할을 하는 토론 참여자들의 실제적인 토론 평가 양상을 기술적(記述的)

2. 토론자들의 주장에 내재하는 이익과 불이익을 드러내야 한다.
3. 정책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 검토해야한다.
4.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제시된 방안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5. 정책의 부작용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13) 패터슨과 자레프스키(Patterson & Zarefsky, 1983)는 토론과 같은 논쟁 상황에서는 논
제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내용이 제시되는데, 토론 평가는 이러한 판단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토론 평가에서 가설 
검증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이어졌는데 과학에서의 제기된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판정하는 
가설 검증의 과정을 토론에서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설 검증 패러다임에서는 찬
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아직 검증되지 않는 하나의 가설로 보고, 양 측의 의견을 가설
을 검증하듯이 살펴볼 것을 주문한다.

14) 피셔(Fisher, 1985: 19)에서는 서술적 패러다임이 철학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 과학과 
인문학 이론을 해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합리적 의사 결정과 행동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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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토론 평가관의 분석 방법

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에는 토론자가 얼마나 토론을 평가해보
았는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지, 토론 학습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 등과 같은 평
가자의 토론 경험이 반영되어 있으며, 토론에서 다루어지는 토론자들의 논증을 바
라보는 관점(대안의 합리성, 실천적 한계)과 토론자의 전달력(말의 속도, 문장의 
완결성)과 태도를 판단하는 토론자의 실제적 평가 양상이 반영되어 있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기능은 미국 토론 대회의 사례를 보면 더욱 확실하게 드
러난다. 미국의 많은 토론 협회에서는 전국 예선을 거쳐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하
는 토론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예선 및 결승 
라운드를 평가할 토론 평가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평가자 인력풀을 갱
신하고 있다. 동일한 토론 대회의 예선이지만 국토의 면적이 넓어 토론 대회의 모
든 지역 예선에 동일한 토론 평가자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토론 평가자 간의 
최소한의 공통된 토론 평가 기준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다양
한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 관점을 가진 토론 평가자들이 등록하기 때문에 각 토론 
협회에서는 토론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론 평가자의 토론 평가 철학에 대한 
카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론자들은 지역별 토론 예선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준비하기 전에 해당 토론대회의 평가자를 확
인하고 평가 철학 카드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토론 전
략을 세우고 토론의 내용을 준비하여 토론 대회에 참여한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
는 토론 평가자들이 갖고 있는 토론 평가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론을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
하고 있다. 여러 토론 협회마다 토론의 논제와 형식에 따라서 토론 평가 철학 카
드의 문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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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 경험
- 토론 코치로서 토론활동을 했는지, 토론자로서 토론활동에 참여했는가?
- 토론 평가자로서 참여한 어떤 토론의 형식에 참여하였는가?
- 토론 평가자로서 토론 평가 경험은 언제부터이며, 몇 회 정도 평가 하였는

가?

2. 토론 평가 내용
- 토론에서 나온 필수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입증책임)
- 토론에서 나온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창의성)
- 토론에서 나온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양적증거)
- 토론에서 나온 상호논쟁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반론)
- 토론에서 전달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말하기)

3. 토론 결과
- 토론 평가 결과를 어떠한 양식으로 제공해주는가?(총체적/과정적)

여러 토론 협회에서 이러한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작성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평가자들의 평가 기준을 토론자들에게 사전에 공개하여 토론 평가의 객관성과 공
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공개는 토론 대회 참여자들에
게 평가자의 평가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토론 활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토론 대회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토론 대회
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토론 평가 철학 카드는 토론 교
육에 있어서 평가자의 토론 평가 양상을 분석할 때, 토론 평가의 내용의 근거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학습자의 인식, 태도, 
상황 등을 분석한 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평가자들이 토론을 평
가할 때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자가 작성한 평가 
철학 카드를 분석하는 것이 평가자의 토론 평가 양상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토론 대회 평가자들은 토론 평가에 앞서 평가 철학 카드를 작성해봄에 따라 평
가자 자신이 갖고 있는 토론 평가의 고정관념이나 오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공개된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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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토론 평가자들의 평가 철학 카드의 내용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토론 
평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를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토론 평가에 앞서 평가 철학 카드를 작성해봄에 따라 이전에 갖고 있는 토론 평가
의 고정관념이나 오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다. 이는 토론 교육에도 반영될 수 있으며, 특히 토론 평가 교육에서 평가 철학 카
드가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 평가관은 토론 평가 이론에 근거한 토론 평가 패러다임의 철학적 구성과 
토론 평가의 실제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검토를 통해 분
석할 수 있다. 토론 평가관은 실제 토론 평가에 반영된 이론적 논의와 평가자 특
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고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토론 평가 기준을 적
용하더라도 토론 평가자들의 토론 평가 양상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토론 평
가자마다 토론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토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토론 평가에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
나기 때문이다. 각 토론 평가자들은 그들의 토론 평가 철학에 따라 토론 평가 세
부 항목에 대한 배점의 가중치도 조금씩 다르게 부여하며, 이는 전체적인 토론 내
용에 대한 총평에도 반영되어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2. 토론 평가와 의사 결정 이론

토론자들은 청중이나 평가자들을 설득할 때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적합한 
논증 구조, 채택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 토론의 단계에 들어맞는 토론 활동 등 이
미 관심을 갖고 연구된 결과물로부터 많은 이론적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
러한 이론적 접근은 대다수가 토론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토론
의 결과를 판정하는 평가자의 사고 과정에 기초를 둔 것은 아니다.

평가자들이 어떻게 토론 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은 토론자들이 효율적으로 토론을 준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토론자들이 토
론에서 수행하는 의사소통은 토론자 사이뿐만 아니라, 토론자와 토론 평가자 사이
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 평가자들의 토론 평가와 관련한 의사결
정 과정에 대해서 토론자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 토론 평가자의 의사결정을 
탐구하는 데는 심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가 많은 도움이 된다. 심리학에서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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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을  원리
와 실제라는 보편적인 조합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 평가와 비슷한 유형의 의사결정 양식은 심리학자 배런(Baron, 1988)의 연
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배런은 사고(thinking)를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될 때 하게 
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배런은 사람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합리적 사고가 감정의 영향을 완전히 배재한 이성적 사고뿐만 아니라, 의사결
정권자의 목표, 의사결정에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의 가능성,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의 검토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배런의 논의에 따르면, 의사결정은 검색(Search)과 추론(Inference)이라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적절한 요소를 검색하고, 이를 통해 발견
한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추론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색-추론 
체계에 대한 논의는 의사 결정 단계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토론 평가의 
실제 양상을 분석하는데 유의미한 논의가 될 수 있다.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를 토
대로 토론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
을 논리적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2.1. 의사결정의 요소와 토론 평가

배런은 검색 단계를 탐색 행위라고 특성화하여,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의사결
정에 대한 동기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를 찾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가능성(의사결정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항), 목
표(의사결정권자가 바라는 결과나 최종 상태), 증거(각 선택항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에 관한 검색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일어난다. 첫째로는 우리의 경험에서 이러한 요소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둘째로는 외부적인 자원으로부터 이를 도출해낸다. 이러한 논의는 아카데
미 토론에서 평가자들이 진행하는 토론의 판정(의사결정)을 분석할 수 있는 시작
점이 될 수 있다.

의사결정에서 검색 단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요소들에 대한 탐색을 
요구하듯이, 토론 평가에서도 검색 단계는 토론의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적절한 요
소들에 대한 탐색 과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은 토론 평가자의 경험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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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부분(문제와 관련한 토론 평가자의 지식, 신념, 평가 목표 등)과 외부 
자원(토론자가 제시하는 선택항, 증거)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 검색 단계에서 토론 
평가자들에게 부여되는 과제는 자신이 이미 갖추고 있는 요소와 외부 자원을 토론 
평가(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적절하게 변형시켜 인식하는 
것이다. 아카데미 토론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발
언들은 논쟁적 특징을 지녀 사실 여부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켜, 평가자들의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토론 평가자들이 의사결정권자로서 토론의 내용에 관한 
의문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탐색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소들은 선택항, 목표, 증거를 포함하게 된다.

2.1.1. 선택항(possibility)

의사결정권자들은 문제에 대해서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항
(possibility)을 검토한다. 토론에서 평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항은 찬반 양
측이 토론에서 제시한 발의 내용에 담겨 있는 대안을 말한다.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은 간단하게 선택을 내리기 어려우며 논쟁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토
론에 영향을 미치는 찬반 양측 토론자들의 논의가 결합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자는 평가자가 토론의 판정에 이용할 수 있는 선택항을 전략적으로 통제하
고자 노력한다. 주장을 내세울 때는 이를 뒷받침하는 선택항을 제시하여 해당 선
택항을 명확하게 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한다. 찬반 양 측은 논제
에 대한 다양한 선택항을 내어놓을 수 있다. 이는 찬반 양측의 입장에 따라 상호 
배타적으로 나타나며, 선택항 각각은 이익과 불이익과 불이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토론자가 토론에서 제시할 대안을 구성하는 과정에는 상대측 토론자가 
제시할 대안의 선택항에 대한 예상과 분석이 담겨 있으며 그에 대한 이익과 불이
익에 대한 판단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배런은 의사결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모든 선택항은 의사결정권자의 목표와 관
련될 때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이를 고려했을 때 토론 대
회에서 평가자들의 판정은 평가자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한 선택항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의사결정의 사례에 따라서는 의사결정권자의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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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부합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선택항의 타당성을 판단하
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가치 체계와 부합하는 특정
한 선택항만이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사결정권자들이 선택항을 타당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자
의 목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존슨(Johnson, 2009: 
167-168)은 선택항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우선, 선택항이 의사결정권자의 목표체계에 부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의 목표체계를 구성하는 여
러 가지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선택항이 의사결
정의 목표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가치 중 특정한 가치에만 편중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선택항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검토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존슨의 논의는 토론 평가에서도 역
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토론자들이 토론의 논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가치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하였다고 해서 그 대안이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다. 토론자들
이 논제와 관련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대안은 특정한 가치와 부
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론 평가에서도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이 논제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논제에 담겨있는 가치
를 포괄할 수 있는지, 특정 가치에 편중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다. 또한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이 아니더라도 논제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역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 
평가관에 따라서 토론자들의 논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논제와 관련한 실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초점을 둘 수 있는 것이다.

2.1.2. 목표(goal)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는 선택항을 확인하게 되면 선택항에 대한 평가는 선택항 
그 자체의 진위를 따지는 것과는 다른 평가 기준을 필요로 한다. 목표(goal)는 의
사결정자권자들이 선택항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의사결정권자들이 갖
고 있는 목표는 의사결정권자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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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내리기 이전부터 존재한다. 이는 목표가 선택항이나 증거처럼 의사결정에 필
요한 요소 중 외부자원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권자가 기존에 갖고 있
는 신념이나 가치 체계와 관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영향을 미
친다. 우리는 활용하는 목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의사결정의 결과는 의사결정권자의 가치가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가치와 목표 사이의 관계는 목표가 의사결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론의 평가에서는 토론 평가자가 
갖고 있는 목표가 반영되어 판정의 내용이 결정되며, 각 토론 평가자의 목표에 따
라 평가의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존슨(Johnson, 2009: 169-172)은 의사결정권자가 동일한 외부 자원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때 다른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
째, 목표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목표 체계는 목표에 담겨있는 가치의 내용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목표의 체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분
야, 문화, 집단이나 이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특별한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이 집단을 위한 목표 체계를 정의한 내용도 같은 집단의 다른 구
성원에 의해서 정의된 것과 아주 많이 다를 수 있다.

둘째, 같은 목표 체계를 공유하더라도, 목표를 구성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목표들의 순서는 목표 단계(goal hierarchy)를 생산한다. 
비록 우리가 같은 목표의 체계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내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
는 방법은 각자 다르다. 이러한 목표 단계에 따라 의사결정 역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토론에서 평가자들은 경쟁적인 목표 단계에 대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가능성
에 관한 판단에 도달하기 위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했을 때, 토론 평가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토론 평가자
들이 어떠한 목표 체계를 갖고 있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
펴보아야 한다. 토론의 승패는 토론자가 평가자들이 평가에 고려하는 목표의 내용
과 체계를 통제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의 승리는 토론 평가자들
이 내리는 판정과 적합하게 연결되어 있는 목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토론자가 이에 
부합하는 가능성을 선택하여 토론 전략을 세우는 것에 달려있다. 토론자들은 상대
측이 제시한 목표 체계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의사결정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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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목표 체계로 제한하려고 한다. 토론 평가자들이 이러한 토론자들의 주장을 
합리적 고민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는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
다.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목표 체계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우선순위 역시 토론자의 입장과 맥락에 따라서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토론 평가자들
이 토론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론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토론자들의 발언에서 
토론자가 어떠한 가치에 토대를 두고 자신의 논리 체계를 구성하는지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토론자들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치 체계는 상대측 토론자들이 옹호하는 
가치 체계와 공통되는 경우도 있고,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토론자들이 제시
한 가치 체계가 상대측의 가치 체계와 공통되는 경우 토론자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선택항이 상대측이 제시한 선택항보다 가치 체계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이러
한 경우 토론 평가자들은 가치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토론 평가자
들의 토론 활동을 평가한다. 토론자들이 상대측이 제시한 내용보다 그 목표에 더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토론 평가(의사결정)
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토론자들이 제시한 가치체계가 상대측 토론자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치 
체계와 대립하는 경우에 토론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가치 체계가 상대측의 가치 체
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치 체계의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토론의 논제와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가치를 제시하고, 상대측 토론자들이 내세
운 가치 체계보다 자신들의 제시한 가치 체계가 더 상위의 가치 체계라는 이유에 
대한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토론자들의 가치 체계가 충돌하는 양상은 토론 평가에 필요한 가치가 적
절하게 구성되어 있는 가치 체계를 평가자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다. 존
슨(Johnson, 2009: 174-181)은 토론자들이 자신의 가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목표의 범위, 맥락 의존성, 대립성, 
완결성 등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토론 평가자들은 자신의 
토론 평가관을 토대로 하여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이러한 가치에 대한 평
가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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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증거(evidence)

증거(evidence)는 목표와 관련한 가능성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다. 
의사결정권자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목표와 부합하는 선택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
거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의사결정권자들은 증거에 의해 선택항의 타당성
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로 뒷받침되는 선택항이 의사결정권자의 
목표와 부합하게 되면, 선택항의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자신이 제시한 선택항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조직하고 생산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론자들이 제시한 증거는 찬성 측이나 반대 측 중 한 
쪽의 특정한 목표와 관련이 있다.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할 수도 있으며, 상대 
주장의 타당성을 약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증거는 토론자들의 목
표에 따라서 찬성 측의 근거도 될 수 있고 반대 측의 근거도 될 수 있다. 따라서 
토론 평가자들이 토론 평가 양상은 이러한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토론 평가 과정에서 증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선택항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는 증거의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 박승억 외
(2005: 138-143)에서는 증거의 입증 능력에 따라 증거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부분적 입증이다. 논제와 관련한 주장의 내용 일부의 타당성을 입증하
는 증거이다. 두 번째는 부가적 입증이다.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한 사실이나 
주장을 다른 각도에서 입증할 때 사용되는 증거이다. 세 번째는 불가결한 입증이
다. 주장과 관련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증거로 주장이 대립할 때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증거이다. 네 번째는 결정적 입증이다. 주장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내거나 상
대방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증거이다. 배런(Baron, 1988)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하는 증거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선택항이 목표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긍정적 증거(positive evidence)이며, 둘째는 선
택항이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정적 증거(negative 
evidence)이다. 이러한 증거의 성격은 토론에서도 구분되어 나타난다. 토론자들은 
자신의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상대측의 논의를 공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토론 평가에서도 이러한 증거의 성격을 고려하여 토론자들이 제
시한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평가자들은 토론자들이 제시한 증거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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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정 요소 토론의 의사결정 요소 토론 평가

목표 가치 가치 평가

선택항 대안 대안 평가

증거 증거 증거 평가

<표 1> 의사결정이론에 따른 토론 평가 요소

을 고려하여 토대로 토론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의사결정이론
에 따른 토론 평가 요소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의사결정의 절차와 토론 평가

의사결정에 적절한 요소를 탐색하는 검색 단계는 자연스럽게 추론 단계로 이어
지게 된다. 추론 단계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검색 단계에서 발견한 
요소들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배런(Baron, 1988)은 증거는 선택항의 타당성에 영
향을 주고 목표는 증거가 선택항에 부여하는 타당성의 가중치에 영향을 준다고 판
단하여 의사결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상호 연계성을 밝히고 있다. 이
를 고려했을 때 의사결정의 과정은 이미 발견한 요소들을 토대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며, 토론 평가에서 추론 단계는 평가자들이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최선의 판정(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의 추론 과정에서는 의사결정권자가 살펴볼 수 있는 선택항의 타당성을 검증
하고, 목표를 구성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추
론 단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치를 고려하여 
목표 단계를 설립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항의 타당성을 고려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가자들이 토론의 판정이라는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
정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올
리버와 쉐이버(Oliver & Shaver, 1966: 126-133)는 학습자들이 공공의 쟁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갖게 하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여 합리적 대안을 선
택하는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1)개념의 명료화, (2)경험적 증거에 의한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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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가치 도출 → 일반적 가치

2차원 구조화 → 가치 갈등의
인식 → 가치 갈등

상황의 유형화 →

유사한 가치 갈등
상황과 비교 → 갈등 해결 위한

입장 결정 → 각 입장별
사실적 가정 검토 → 진술의 타당성

검토

[그림 2] 올리버와 쉐이버(Oliver & Shaver, 1966: 126-133)의 법리 모형

의 증명, (3)가치갈등의 해결’의 과정을 거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법리 모
형’(jurisprudential framework)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사람에 따라 문제를 바라
보는 관점이 다르고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상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구체
적인 단계는 [그림 2]와 같다.

법리 모형에 따르면 의사결정권자들은 구체적인 문제 상황으로부터 일반적 가치
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확인한 일반적 가치 개념을 대립하는 가치 개념으로 구조
화하여 가치 갈등을 인식한다. 이렇게 확인한 가치 갈등의 상황을 일반적 유형의 
사례로 파악하여 검토 중인 문제 상황과 유사한 가치 갈등 상황을 구성하거나 발
견하여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등 해결을 위한 입장을 찾는다. 입장을 찾을 때
는 가치 입장 이면의 사실적 가정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진술의 타당성을 검토하
여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구체적 과정을 검토해볼 때, 법리 모형은 공공
의 문제를 파악하고 입장을 선택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정당화에 초점을 맞추어 
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엥글과 오초아(Engle & Ochoa, 1988; 정세구 역, 1989: 72-73)는 학습자들이 
민주적인 정책결정의 과정을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하여 지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과 관련된 문제
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실과 가치를 확인하여 대안을 검토한 후 합리
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단계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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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식 가치인식 의사결정

∙문제 제기
∙용어 정의
∙쟁점 배경

∙가치문제 확인
∙가치원천 진술
∙가치갈등 인식

∙다양한 관점 고려한 대안 도출
∙이성적 판단과 증거제시
∙가장 합리적 대안 선택
∙개방적 태도 유지

[그림 3] 엥글과 오초아(Engle & Ochoa, 1988)의 의사결정 모형

의사결정권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과정
을 거쳐 그에 내재된 가치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대립하고 있는 가치 갈등을 인식
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단계에서는 어떠한 가치에 토대를 두고 도출된 대안인지를 
검토하여 결과를 예상하여 이성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각 대안을 뒷받침하는 증
거를 확인하고 대안이 불러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예측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과가 추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의
해 바뀔 수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모형은 공공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 문제에 포함된 다양한 가치와 그에 따
른 결과를 폭넓게 고려하는 것을 중시하고 고정관념에 의한 경직된 사고를 극복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울레버와 스콧은 개인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은 [① 문제의 인식, ② 문제의 정의, ③ 대안의 
개발, ④ 대안의 평가, ⑤ 사회적 행위, ⑥ 결과의 평가]의 6단계로 구성된다. 
(Woolever & Scott, 1988: 68-78; 박상준, 2013: 345 재인용) 

이러한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가치관이 같은 두 사람이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내용이 서로 다
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울레버와 스콧은 이를 가치의 내용에 대한 판
단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의사결정권자의 여러 가지 개인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구체적인 단계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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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인식

문제의 정의
문제 진술 및 

용어 정의 과학적 지식 탐구 가치 탐구

대안의 개발

대안의 평가

사회적 행위

결과의 평가

[그림 4] 울레버와 스콧(Woolever & Scott, 1988)의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

울레버와 스콧의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에서는 문제를 인식한 후 문제를 정의하
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탐구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 탐구 행위에 
앞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과학적 지식 탐구 
과정에서 문제와 관련된 사실문제를 검토하고 가치 탐구 과정에서 문제를 대립적
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가치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정의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울레버와 스콧은 논쟁이 되는 사회 문제가 ‘사실’과 
‘가치’가 복합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사실과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울레버와 스콧의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은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과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우선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문제를 인식
하고 정의한 후 대안을 개발하며, 자신의 대안을 평가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활동
을 한다.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위와 결과의 평가 부분을 
생략하고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그 구체적인 단계는 [그
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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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인식

2. 문제 정의

3. 대안의 개발

4. 대안의 평가와 선택

집
단
적
의
사
결
정

1. 지지의 호소

2. 지지 집단의 결집

3. 집단의 조직

4. 집단간 협상과 타협

5. 집단 결정의 진술

6. 투표

7. 결정의 이행

[그림 5] 울레버와 스콧(Woolever & Scott, 1988)의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

울레버와 스콧의 집단적 의사결정모형은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대안의 개발, 평
가 및 선택을 모두 개인적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개인과정에서 선택한 내용
이 최종 대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집
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동일한 의견
을 가진 개인들이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집단은 지지하는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집단과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집단적 의
사결정의 과정의 마무리는 결국 투표와 그에 따른 결정의 이행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개인적 의사결정의 내용이 완전히 합의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의사결정 
내용이 비판 가능하며 의사결정 내용에 대한 근거제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과 합의와 타협의 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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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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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내용 탐색
∙ 가치 판단 확인
∙ 가치 갈등 인식

대안 검토
및 평가

∙ 해결가능성 검토
∙ 이익과 불이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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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인
및 평가

∙ 증거의 입증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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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최종 판정

∙ 평가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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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판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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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토론 평가의 의사결정 모형

이러한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논의를 검토해보았을 때, 토론 평가는 개인적 의
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의사결정 절차를 따르고 있다. 
우선 토론 평가자는 논제를 확인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입론 단계에서 토론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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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내용으로부터 토론자의 가치 판단과 논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게 된다. 교차
질문과 반론 단계에서는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
거를 확인하며, 토론자들이 상대 측 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자신의 논의를 
옹호하는 의사소통 양상을 확인하게 된다. 최종 결론 단계까지 토론자들의 논의가 
끝나면 각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다른 평가자들의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합의를 통
해 토론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구체화하면 [그림 6]과 같다.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토론자들이 토론하는 논제가 무엇이고 논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이유와 배경, 논제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내용 등이 무엇인지 인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토론자들뿐만 아니라 토론 평가자들 역시 문제 인식 과
정을 거쳐 토론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 탐색 및 평가 단계에서는 논제와 관련하여 찬반 입장에 따른 가치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논제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는 것은 
사실문제보다는 가치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다. 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가치 내용
이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토론자가 각각의 입장에 근거했을 때 더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판단 내용을 검토한 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가치 
대립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토론자가 내세우는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가치가 얼마나 긴밀하게 관련이 있으며 논제가 담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와 관련한 가치 갈등이 대부분 근본적인 가치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립하는 가치의 비교나 분석만으로는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렵다. 대안 검토
는 토론자들이 논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
인하고 그 장단점과 결과를 예측해보는 과정이다. 대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그 부작용은 없는지, 문제를 해결할만한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을 통해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증거 확인은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가치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얼마나 타당
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증거가 주장하는 논의와 대안을 
입증할 수 있는지, 또한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를 확인하여 증거의 검증 능력
을 검토하는 것이다.

각 평가자별로 검토와 분석의 과정이 끝났다면 최종적으로 집단적 의사결정 과
정을 통해 어느 토론자가 논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



- 34 -

한 토론을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선택하게 된다. 토론을 평가한 복수의 평가자
들이 개인별 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최종 판정을 합의하는 것이다. 최종 판정의 발
표와 함께 토론 총평을 서면이나 구두로 제시하는 것도 이 때 이루어진다. 최종 
판정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이유와 근거를 들어 토론 총평이 제시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 평가자의 평가는 토론자의 토론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
다. 토론자가 토론의 절차에 따라 토론을 수행할 때 평가자는 토론 내용을 듣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확인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토론 평가자들은 
각자의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 동일한 토론 내용을 평가하더라도 다양한 요소에 근
거하여 토론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토론 평가의 절차 역시 동일한 수준으
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 따라 그 수준을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토론 평가 양상을 확인할 때는 평가 수행의 구체적 양상은 평가자들마다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적 의사결정과정과 집단적 의사
결정과정을 복합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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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수집 시기 연구 대상 조사기간
토론 평가
철학 카드

작성 요령 안내 이후
토론 평가에 앞서 제출받음 40명

(토론 대회 참여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 생)

2013.4 – 
2013.12

토론 평가표 토론 평가 철학 카드 작성 이후
토론 평가에 앞서 제출받음

토론 평가 
감상문

토론 평가 직후 토론 총평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하여 제출받음

심층인터뷰 토론 평가 감상문을 작성한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분 인터뷰 진행함.

<표 2> 연구 자료의 종류와 수집 시기

Ⅲ.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 양상 분석

1. 토론 평가관과 토론 평가표 작성 양상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토론 평가관
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토론 평가관을 확
인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토론 평가 철학 카드와 평가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토
론 평가 철학 카드는 학습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토론의 수준과 내용, 학습자들
이 토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주장과 대안, 증거자
료를 평가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토대로 학습자들이 전반적으로 토론 평가에 어떠한 성향을 보이는지 확인
하였으며,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작성한 후 학습자들에게 실제 토론 평가를 위한 
토론 평가표도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토론 평가표는 교차질문식 토론
의 단계에 따라 토론 평가 항목을 나누어, 세부 평가 기준을 학습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학습자들이 토론 평가 항목과 세부 평가 기준을 고려하
여 토론 평가 항목의 배점에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 철학 카
드와 토론 평가표를 작성한 이후 학생들은 실제 토론 대회 영상을 보고 토론 평가
를 수행하고 토론 총평을 작성하였다. 토론 평가 이후 세부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험기술지가 필요하여 학생들의 토론 평가 감상문을 수집하였고, 심층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토론 평가 감상문과 심층 인터뷰의 전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 양상의 세부적인 양상을 설명하며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
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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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토론 평가 유형은 토론 평가 철학 카드와 토론 평가표를 토대로 하
여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선영(2002)에서는 토론을 논증의 구
성과 상호작용의 양상에 주목한 바 있다. 실제 토론 활동은 토론의 논리성과 상호
작용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의 이러한 실제 토
론 활동 양상은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 양상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에는 토론 평가자들의 토론 경험, 가치, 토론에서 드러나는 주요 판
정 요소에 대한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관이 드러난다.

정책 토론의 단계는 크게 ‘입론-교차조사-반박-결론’의 구조로 구성된다. 기본
적으로 토론 대회에서 선정하는 논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토론 참여자들이 공
유하고 있으며, 토론 참여자들은 논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타
당성을 밝히는 과정이 토론에서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토론 평가자들이 이러한 공감대를 넘어 토론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토론
의 단계에서 어떠한 부분에 더 가중치를 두어 토론 평가표를 구성하는지를 확인하
는 것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었다. 토론 평가표의 토론 단계에 대한 가중치 부여 
양상을 통해 학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론 평가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관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토론에서 토론자
들이 발언한 내용의 논리성에 중점을 두어 토론을 평가하는 유형이다. 정책 토론
의 입론 단계는 논제와 관련하여 쟁점을 형성하여 이와 관련된 입장과 그에 대한 
논거를 밝히고, 다음 토론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교차질문과 반론 단계를 거쳐 최종 결론 단계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
론을 마무리하는 결론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제시한 주장과 논거, 증거를 토
대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된다. 토론자들에게는 입론 단계 이후 
교차조사와 반론, 결론 단계에서 전체적인 논의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론 과정에서 결론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인 논리적 체계를 갖출 것
이 요구된다. 토론 평가에서 내용의 논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 단계에서 일관적인 논리적 체계를 갖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한다.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토론 평가자들의 토론 평가 철학 카드와 토론 평가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자들의 토론 평가표를 살펴보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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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입론

- 주장에 일관성이 있는가
- 쟁점에 따라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는가
- 논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는가
- 주장과 근거는 타당한가

30

질문/
반론

- 상대편 주장과 근거의 문제점을 찾아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는가
- 상대편이 제시한 반론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하는가
- 반박의 논거는 얼마나 타당한가

30

결론
- 주장과 근거를 다시 정리하여 주장을 분명히 하는가
- 본인의 주장이 더 타당함을 드러냈는가 30

표현력 
및 태도

- 주장을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는가 10

<표 3>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표

단계를 토대로 구분한 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부여할 때 입론과 결론 부분의 배점
과 질문/반론 단계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K-02>가 토론 단계에서 질문/반론과 더불어 입론과 결론 단계를 중요하
게 생각하여 토론을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토론이라는 의사소통의 특
징적인 요소인 상호작용과 더불어 논리적으로 토론자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중
요시하는 것이다. <K-02>의 토론 평가표에서는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평가 항목의 수에서도 입론 단계를 가장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토론 평가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더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세
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토론 평가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본 연구의 토론 
평가 대상이 되는 토론의 논제는 ‘원자력 발전을 폐지해야 한다.’인데, 이는 사회적 
문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가 이루어진 논제이므로 경쟁하는 토론자들이 각자
의 입장에 근거하여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토론 평가자 역시 이러한 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찬성 측 토론자뿐만 아니라 반대 측 토론자에게도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 입안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은 토론 평가
표의 세부 항목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현력 및 태도 항목의 배점이 토론 
단계에 기초한 항목에 부여한 배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볼 때,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관을 가진 학생은 토론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해 논
증 내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02–토론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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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자의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응답에서도 이
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토론자들은 토론에서 논리성을 갖추고 토론에 참여
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론의 입론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입장의 변화 없이 일관
성 있는 주장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토론 평
가자로서 토론에 참여할 때도,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토론 평가자가 토론자의 발언의 내용
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말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이는 토론자가 상대측 
토론자를 의식하여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토론을 수행하는 것보다 청중이나 평가자
에게 발언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음은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한 토론 평가자의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일부이다.

2-5. 토론자들이 토론 평가자인 본인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은 무엇인가요? 응답자가 토론자들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나, 혹은 토론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피해야 하거나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토론자들은 토론을 진행할 때, 논리적인 내용으로 상대방 토론자 및 청
중과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보
여주었으면, 토론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입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 
토론에서는 논리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을 처음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의 주장이 달라지는 것은 논리적으
로 토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토론 평가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중
심으로 토론을 살펴보면 올바른 토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
론자들이 너무 말을 빨리하면 잘 알아듣지 못해서 토론 평가하는데 어려
울 수 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B-05–토론 평가 철학 카드>

토론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자의 관점은 토론평가표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토론 내용과 그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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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논리이며, 이는 토론 평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Q.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토론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토론을 평가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이죠?

A. 토론은 결국 논리력을 무기로 다투는 과정이잖아요. 반론을 통해서 상대 
측 논의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논제에 대해서 얼
마나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축하느냐에 토론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
각해요. 어차피 반론 단계에서 제시하는 내용도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서 
출발하니까 논리적으로 주장의 토대를 갖추는 게 핵심 아닐까요? 저는 토론 
평가할 때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입장을 제시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요.

<B-03-인터뷰>

A. 토론에서는 논리적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이러하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러이러하고, 증거는 다음과 같
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가 탄탄하면 상대측에서 어떻게 반론을 제시하더라도 
모두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장과 근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유기
적으로 조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토론을 들을 때나 평
가할 때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을 보고 있어요.

<B-08-인터뷰>

A. 논리가 토론의 핵심이죠. 상대측이 아무리 날카롭고 순발력 있게 공격하
더라도 논리를 갖추고 있으면 극복할 수 있거든요. 말을 좀 잘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반
론도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잖아요. 결국 토론에서는 
누가 더 타당한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토론 준비단계에서 토론
의 승패가 반 이상 결정되는 것 같아요. 입론이랑 결론만 잘 준비해도 토론에
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토론 평가할 때도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죠.

<K-02-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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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토론 내용의 논리성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토론 방법을 설명하였다. 상대측 의견에 
대한 반박보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으며, 입론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확인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
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토론 평가자의 입장에 따른 입증 책임과 반
증 책임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검증하듯
이 토론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는 가설 검증 패러다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반론의 과정보다 입론과 결론 단계에서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한다고 응답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토론 평가표의 질문/반론 단계의 배점은 다른 토론 단계에 기초한 
항목의 배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토론 평가에서 내용의 논리성을 
중요시하는 평가자일지라도 토론이 기본적으로 찬반 양 측의 입장으로 나누어 문
제를 해결을 위한 공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의 입론이나 결론 단계보다 교차질문과 반
론에서 드러나는 상호작용의 양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토론자들은 
토론의 입론과 결론 단계에서 발언할 내용을 토론에 앞서 공개된 논제를 분석하는 
토론 준비 과정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 토론의 입론 단계가 이후 토론 단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고15) 결론 단계의 내용이 토론 전체의 논리를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짧은 준비 시간에 순발력 있게 발언 내용을 생
산하는 질문/반론 단계의 토론 내용이 토론자의 토론 능력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평가자들은 질문/반론의 단계를 중요하게 생
각하여 토론 평가를 수행한다. 토론에서 경쟁적 입장에 놓인 찬반 양 측의 토론자
가 토론의 교차질문과 반론 단계에서 상대측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해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논의를 구성하여 표현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
한 상호작용에는 상대 토론자의 논의를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순발력 있게 발언할 
논의를 생산할 수 있는 총체적 토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두고 토
론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토론자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J–
15) 김주현(2009)은 찬성 측 입론에서 제시하는 필수 쟁점이 모두 언급되지 않으면 반대 측

에서 필수 쟁점을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입론 이후의 토론 과정이 원
활하게 진행될 수 없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의사소통으로서 토론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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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입론
- 주장이 명확하고 정당한가
- 주장과 근거는 타당한가 30

질문/반론

- 상대편 주장과 근거의 문제점을 찾아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는가
- 상대편이 제시한 반론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하는가
- 상대편의 주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비판했는가
- 반박의 논거는 얼마나 타당한가

50

결론
- 자기편 주장이 더 타당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

력 있게 제시하였는가 10

표현력 및 
태도

- 발음이 분명하고 태도가 자연스러웠는가 10

<표 4>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표

04>의 토론 평가표를 살펴보면 토론자들의 상호 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자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론 항목에 대한 배점과 세부 항목의 구성이 토
론 내용의 논리성을 중요시하는 평가자의 토론 평가표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04–토론 평가표>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자들의 토론 평가표에서는 토론 단계를 토대로 
구분한 한 평가항목의 배점을 부여할 때 질문/반론 부분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토론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평가자의 토론 평
가표인 <표 5>와 비교했을 때 질문/반론 항목의 배점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J-04>의 토론 평가표의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평가 항
목의 수에서도 질문/반론 단계를 가장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평가자의 평가표와 비교할 때 입론과 결론 단계의 
세부 평가 항목의 수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토론의 상호작용을 중
요시하는 평가자가 토론 단계에서 질문/반론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토론 
평가를 수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J–04>의 토론 평가표 구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 <K–03>의 토론 평가 철
학 카드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토론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평가자의 특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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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경쟁적 입장을 가진 찬반 양 측의 토론자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
에 따라 논의를 제시하여 자신의 의견을 옹호하고, 상대측 입장과 의견에 대하여 
반박을 제시하는 것이 토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에서 교차 
질문과 반론 단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토론 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평가자가 발언 내용의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빠르게 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
는 것에 비해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평가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에 자신의 논의를 
옹호하고 상대측 토론자들의 논의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과 반박을 제시하기 위해
서 다소 빠른 속도와 날카로운 어조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
은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자의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일부이다.

2-5. 토론자들이 토론 평가자인 응답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
법은 무엇인가요? 응답자가 토론자들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
이나, 혹은 토론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피해야 하거나 배제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토론은 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어, 상대측 토론자와 
청중, 평가자를 설득하기 위한 의사소통이다. 토론자들은 상대측 토론자
와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측 의견을 비
판하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토론을 잘 하기 위해서
는 교차질문을 통해서 상대측 토론자가 제시한 의견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반박을 제시하여 상대측 토론자의 의견보다 자신이 제시한 의
견이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을 평가할 때는 토론
자들이 얼마나 교차질문과 반박을 잘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
다. 토론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 안에 상대측 토론자의 의견을 비판하고 
반박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어조로 빠르게 말하는 것이 필요
하다.

<K-03–토론 평가 철학 카드>

토론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평가자의 특성은 토론평가표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



- 43 -

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Q.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토론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토론을 평가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이죠?

A4. 저는 반론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오류나 모순점을 찾아서 반박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토론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토론의 반론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의 근거자료의 사실여부와 더불어 논리적인 구성 부분을 공격하
여 반박을 제기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요.

<J-04-인터뷰>

A. 반론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
고, 상대방 논리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공격할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론이 자신의 기본 주장을 나타낸다면, 반론은 자신이 상대의 주장을 얼마나 
잘 이해했고, 또 이해한 것을 중심으로 주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반론을 잘해야 상대의 주장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 조건이라
고 생각합니다. 토론 평가에서도 반론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K-03-인터뷰>

A.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에서 분명한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토론에서 가
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내면 그 부분을 집중
적으로 파고들어 상대방 주장이 무너질 때까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 주장의 허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교차질문을 신중하게 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찾고 그것을 반영해서 반론을 제기하
면 토론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 평가에서 교차질
문과 반론 부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07-인터뷰>

토론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에서 상호작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토론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토론에서 상대측 토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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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기 위해서 질문/반론 단계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반론 단계의 토론 활동이 상대측의 의견을 이
해하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교차질문 단계를 토대로 하여 유기적인 짜임새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원자력 발전은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를 다룬 토론 대
회 영상을 시청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와 토론 평가표를 토
대로 나누어진 토론 평가 유형에서 같은 유형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 양
상은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요소와 중점을 두는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서 각자 다르
게 나타났다. 이렇게 토론 평가에 고려하는 요소와 중점을 두는 의사결정 절차의 
차이에 의한 토론 평가 양상의 차이는 주로 토론 평가 감상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인 토론 평가 양상의 차이는 토론 평가의 실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보여줄 것이다.

2. 의사결정 요소에 따른 토론 평가 양상

토론 평가 수행 전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작성한 토론 평가 철학 카드와 토론 평
가표에는 학습자들이 토론 평가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반영되
어 있다.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관에 따라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응답 내용과 토
론 평가표를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관은 특정한 토론 
평가 철학의 특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토론 평가 패러다임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 양상은 비슷한 토론 평
가관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토론 활동의 어떤 요소에 초점을 두고 토론 평
가를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토론 평가 수행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1. 가치

2.1.1. 가치 내용 중심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주장에는 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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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 반영되어 있다. 평가자들은 토론자들의 주장에 담겨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토론자들이 입론 단계에서 제시하는 주장을 중점
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두원(2006)은 필수 쟁점이 찬성 측 첫 
번째 입론에서 모두 언급되지 않으면 반대 측에서 필수 쟁점을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토론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입론은 토론 단계에서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
문에 즉각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논제와 관련하여 심사숙고하여 발언 내용
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에서도 교차질문과 반론 단계에서 상대측 토론자
의 간섭을 받는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입론 단계의 토론 내용에는 토론자들이 논
제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가치 판단의 내용이 잘 드러나며, 토론자의 의견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토론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평가자들이 입론과 결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
는 토론자들의 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할 경우에는 논제에 대한 토론자
들의 주장에 담긴 가치판단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토론자들이 
논제와 관련하여 토론에서 어떠한 쟁점을 형성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가치판단을 
내린 후, 이를 어떻게 반영하여 주장을 구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진행
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16)

찬성 측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
였다. 지금까지 국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
사능 누출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제시하였는데, 핵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했을 때 경
제적 효율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인간 생명의 가치와 
더불어 경제성에 대한 가치 판단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주장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다.
반대 측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강조하였다. 전기를 생산하는 여러 가
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자력 발전이 가장 경제적 효율이 높다는 것

16) 존슨(Johnson, 2009: 174-178)은 의사결정 과정으로서의 토론 평가에서 토론자의 가치
판단 내용이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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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판단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드는 비용을 검토하여 경제적
으로 가장 부담이 적으면서도, 발전 효율이 높은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는 것
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야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포기할 수 없
는 이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은 논리적인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의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미
비하게 구성되었다. 원자력 발전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서는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논의 역시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M-04–토론 총평>

토론 평가자가 논제와 관련하여 토론자들이 어떠한 가치 판단을 내렸는지 그 내
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데는 토론 평가자의 논제에 대한 지식과 토론 경
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M–04>의 토론 평가 철학 카드 응답 내용과 
토론 평가 감상문을 살펴보면 토론 평가자는 해당 논제로 토론해본 경험이 있으
며, 자신이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논제를 분석해 보고, 가치 판단을 내려 본 경
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가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평가
자의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일부와 토론 평가 감상문이다.

1-3.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찬반 양측의 논의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원
자력 발전과 관련된 최근의 정책적 이슈는 무엇일까요? 아래 항목에 체
크하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식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고 싶
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없음
□√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조금 있음
□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많음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와 폐기물 처리장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주
민들의 입장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격렬하게 대립하였다는 언론 보
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과 안전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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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M-04–토론 평가 철학 카드>

토론에서는 쟁점과 관련하여 입장을 내세울 때, 여러 가지 가치를 고려하여 
주장을 구성해야 한다. 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가치가 대립하는지를 살펴보
고, 이를 고려해서 토론자가 되었을 때 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치판
단의 결과를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토론 
과정보다 토론 준비 과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좋은 토론을 할 수 있
는 것 같다. 토론 준비 과정에서 논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
여 어떠한 부분이 대립하고 있고,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어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인 
것 같다.
나 역시 그렇지만 실제 토론 대회를 준비해보면 토론에 나가서 어떻게 이야
기할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토론 대회에 나갔을 때 긴장하지 않
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경험이 많다. 가만
히 생각해보면, 토론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만큼, 논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논거와 증거를 찾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결
국 토론에서 말을 잘 못할 때는 내가 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나 조사
한 내용이 부족할 때 말문이 막히곤 했다. 이번에 평가한 토론에서도 찬성 측
의 토론 능력이 부족해보인 것은 결국 토론 준비 과정에 있어서 논제에 대해
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론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추어 논제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여 말할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M-04–토론 평가 감상문>

토론 평가 철학 카드와 토론 평가 감상문을 확인했을 때, 토론자들의 주장과 그
에 담긴 가치판단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평가자들에게는 토론 준비 과정에 
대한 경험과 토론 수행 경험, 논제에 대한 토론 평가자의 이해 수준이 많은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들의 가치판단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평가자들은 토론자들이 보여준 토론의 양상과 더불어 토론을 준비하는데 기울인 
노력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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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가치 위계 중심

토론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평가자들이 찬반 양측이 제시하는 논제에 담겨 있
는 가치를 초점을 두어 평가를 수행할 때 특징적인 토론 평가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평가자들은 토론자들이 토론을 통해서 주고
받는 발언에 담겨 있는 가치를 중점적으로 상호 비교·대조하게 된다. 이 때 평가의 
수행은 교차 질문과 반론 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토론 내용의 논리
성을 중요시하는 평가자들이 입론 단계에서 나타나는 찬반 양측의 주장에 담겨 있
는 가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달리 토론자들이 상대측의 논의에 담겨있는 가치판
단 결과를 어떻게 반박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평가를 수행하는 확인할 
수 있다. 토론 평가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론 단계에서 제시
된 내용이 교차질문과 반론 단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목하여 토론을 평가한
다. 토론자는 입론 단계에서 상대측 토론자가 제시한 논의에 담긴 가치 판단의 내
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반영된 논제에 대한 가치 판
단이 더 상위의 가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토론 평가는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두원(2008: 7-8)은 토론자가 토론의 논쟁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질문/반론 단계에서 날카로운 비판과 분석력을 평가자에
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입론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상대 토론자의 예상되는 비판
을 방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J-03>의 토론 총평을 통해 
가치의 위계를 중시하는 평가자의 평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찬성 측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과 기술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을 제시
한 것은 좋았으나 원자력 발전소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
장을 반박하는 이야기가 적었다. 단순히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원자력 발전이 가져다주는 대체 불가능할 정도의 전력 생산이라는 경제적 가
치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성과 기술의 안정성이 반대 측이 제시한 인
간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부족했다. 인간의 생
명을 전혀 위협하지 않는 방식의 발전 방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생산 가격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또한 기술적으로도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
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대 측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갖고 있는 경제성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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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인간 생명이 담고 있는 가치를 강조하였다. 경제적 가
치와 생명의 가치를 비교하여 더 중요한 가치를 부각하여 주장을 내세우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기술의 안정성과 경제성이라는 가치를 
인정하였지만, 더 중요하고 상위에 있는 가치로 인간 생명의 가치를 내세우는 
가치 우선순위 판단을 통해서 논의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찬성 측의 논지를 
무너뜨렸다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점이 보였던 것 같다.

<J-03–토론 총평>

토론 평가자가 이렇게 토론자의 가치 위계 판단을 중심으로 토론 활동을 평가하
는 데는 논제에 대한 토론 평가자의 논제에 대한 지식과 토론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J–03>의 토론 평가 철학 카드와 토론 평가 감상문의 내용을 살
펴보면 해당 논제로 토론해본 경험이 있으며, 자신이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논
제를 분석하여 가치 판단을 내려 본 경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토론 평가
자의 논제에 대한 지식과 토론의 경험이 토론 평가에서 토론자들의 주장의 내용을 
분석하여 평가하는데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토론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가치 
위계 중심의 평가자는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관을 가진 가치 내용 
중심 평가자와 토론 논제에 대한 지식이 있고 논제와 관련한 토론 경험이 있다는 
공통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가치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 태도는 토론 평가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가치 위계를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평가자의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일부와 토론 평가 감상문이다.

1-3.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찬반 양측의 논의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원
자력 발전과 관련된 최근의 정책적 이슈는 무엇일까요? 아래 항목에 체
크하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식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고 싶
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없음
□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조금 있음
□√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많음

원자력 발전의 기본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최근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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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관련된 이슈로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관
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지 않
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마저도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관리와 관련하여 비리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한 대다수의 정책적 이
슈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습니
다.

<J-03–토론 평가 철학 카드>

나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토론을 실제로 해 본 경험이 있기에 조금 더 구
체적인 시각으로 토론을 볼 수 있었다. 사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찬반 양
측의 주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판단은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토론에서도 찬반 양측이 주장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는 괜찮았다. 어느 한 쪽의 주장에 담겨 있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
한 가치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나는 ‘원자력 발전을 폐지’에 대한 토론을 할 때, 반대 측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하였다. 나도 이 토론의 반대 측 토론자처럼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효
율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준비했었다. 그 당시에 찬성 측에서
는 혹시 모르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 보호와 관련
한 가치 판단이 담긴 주장을 내세우며 토론을 이끌어가려고 했다. 내가 토론
자일 때는 내 차례에 나의 주장만 내세우고 내가 선택한 가치만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토론하였는데, 평가자가 되고 보니 찬반 양측의 논의를 모두 살
펴볼 수 있었다. 나도 그렇고 이 토론에서도 토론자가 자신의 주장만 너무 내
세우지 않고, 넓은 시각에서 상대측 논의를 인정한 후에, 그래도 내가 주장에 
담겨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갔더라면 너무 좁
은 시각을 보여준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다. 논제에 대해서 이미 알
고 있는 지식이 있고, 논제에 대한 토론 경험이 있으니 토론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J-03–토론 평가 감상문>

가치 위계를 중심으로 토론을 살펴보는 <J–03>의 토론 평가 감상문을 보면 토
론자들의 주장에 담겨 있는 가치 판단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의 상호작용을 평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자는 토론에서 토론자가 제시한 논제에 대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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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토론자 사이에 설득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양상을 
논제에 대한 지식과 토론 경험에 의존하여 분석하고 있다.

2.2. 대안

2.2.1. 대안의 실현가능성 중심 평가

평가자들은 찬반 양측이 주장과 함께 제시한 대안에 초점을 두어 토론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토론자들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 가치 판단의 
내용과 함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안
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관심은 토론 내용의 논리성과 관련하여 필수쟁점 패러
다임과 정책입안 패러다임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토론자들은 입론 
단계에서 제시한 주장에 담겨있는 가치 판단 내용을 토대로 하여 논제가 갖고 있
는 실질적인 공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해야 한다. 이선영(2011)은 
정책 논제의 쟁점으로 정책의 한계와 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으로 정책의 한계와 효율, 장점과 보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은 논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여 현
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어야 한다.

토론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평가자는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할 때,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의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수행하였다. <K–02>의 토론 총평을 살펴보면 토론자들의 토론 활동이 논리적 체
계를 갖추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론자들이 제시한 주장에 담겨 있는 가치 판단 
내용의 타당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여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타당성에도 초점을 두고 토론을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찬성 측이 제시한 대안은 상대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
론 과정에서 내세우는 핵심 가치인 인간 생명에 대한 가치를 토대로 실현가
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논제와 관련한 문
제 사항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논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고, 그 실현가능
성을 중심으로 여러 논의가 검토되고 있는데,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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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지 못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점점 폐기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적용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 측에서 제시한 몇 가지 대안이 아주 참신하거나,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
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제가 생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범한 내
용이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보였지만, 대안의 내용은 이미 사회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실현가능성이
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K-02–토론 총평>

토론 평가자가 이렇게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데는 토
론 평가자의 토론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토론은 공통의 문제
에 대하여 찬반 양측으로 나누어 논의하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토론 참여자들은 토론을 통해 
논제에서 제시한 문제 상황의 해결을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필립스 외(Phillips et al., 2006: 76-77)는 토론의 필수 쟁점
에는 ‘해결 방안이 현재 상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해결 가능성(solvency)이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실제 토론에서 발언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청중이나 평가자들은 토론자들이 제
시한 대안이 논제와 관련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토론을 지켜볼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평가
를 수행할 수 있다. <K–02>의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일부분과 토론 평가 감상
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3. 응답자는 토론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
래 항목에 체크하고 토론 평가에서 대안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대안을 평가할 때,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주로 검토한다.
□대안을 평가할 때,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평가한다.
□대안을 평가할 때,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의 내용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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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은 논제와 관련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입
니다. 토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은 실제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
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가능
한지를 찾기 위한 목표와 연결될 때 의미 있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한다고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는 것은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K-02–토론 평가 철학 카드>

토론에서는 얼마나 논리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지가 핵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적 내용은 논제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실
현가능한 대안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논제와 관련한 해결 방안
은 누구나 생각해서 말할 수 있고, 그 내용도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그렇
지만 우리가 실제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경우는 이
러한 해결 방안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
지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 토론에서 토론자
들이 제시하는 내용은 토론자들의 입장과 가치판단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경우
가 대다수이다. 이 때, 토론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
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누구나 이상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할 수 있으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대
안을 찾기는 힘들고, 그러한 대안이 드러나는 문제는 애초부터 토론의 논제로 
선정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토론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토론자들이 실제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토론을 평
가할 때도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번 토론에서 찬성 측이 여러 가
지 측면을 고려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대안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렵겠지만 토론에서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K-02–토론 평가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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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살펴보는 평가자의 토론 평가 철학 카드
와 토론 평가 감상문을 살펴보면 토론에 대해서 토론 평가자가 갖고 있는 인식과 
기대가 토론 평가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토론 평가자의 인식
과 기대는 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
안의 생성 능력을 신장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토론의 필수 쟁점을 구
성하는 대안을 평가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2.2. 대안의 다양성 중심

토론자들은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함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토론자들은 제시한 주장에 담겨있는 가치를 토대로 하여 논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구성하는 대안을 구성하며, 이는 상대측의 논의를 극복하여 
청중과 토론 평가자를 설득하고자 한다.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교차질문과 
반론 단계에서 상대측 토론자에 의해 그 타당성이 검증되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이 때, 상대측 토론자에 의해 제기되는 비판과 반박을 방어
하고 그 타당성을 증명하게 되면 가치 있는 대안을 제기한 것으로 인정받고 토론
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자들은 논제와 입장을 고려하여 여러 가
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토론 평가자들은 토
론자들의 이러한 시도를 고려하여 대안에 초점을 두어 토론 평가를 진행할 수 있
다. 토론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평가자는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실
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안을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토론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평가자는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 측의 의
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만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 토론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을 확인하고,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할 수도 있으며, 
교차질문과 반론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자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대안을 제시
하고, 그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토론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존슨(Johnson, 2009: 181-186)은 토론 평가에서 토론자들이 제시
한 대안이 아니더라도 논제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토론 평가자가 대안을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의 수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Y–05>의 토론 총평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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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찬성 측의 논의에서 특출 나게 뛰어난 부분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반론 과
정에서 내세우는 핵심 가치인 인간 생명에 대한 가치를 토대로 넓은 범위로 
발전시킨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한 내용의 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상
대측이 제시한 주장과 대안을 압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하여 자
신들의 설득력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 없이 그저 일관된 단순한 주장
과 발언을 통해 반론을 진행하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반대 측에서 관용구, 속담 등을 사용해서 주장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였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토론 활동에 있어서 
부수적인 요인으로 상대측 토론자나 청중들을 설득하는 부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용어를 정의하는 것도 충실하고 그에 따른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제가 생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범한 내용이었습
니다. 특히 첫 번째 토론자와 두 번째 토론자가 제시한 대안은 말만 다를 뿐, 
중복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Y-05–토론 총평>

평가자 <Y-05>가 이렇게 대안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데는 토론
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평가자의 목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토론 평가자
는 토론의 목표는 단순히 찬반 양측으로 나누어 논의를 통해 승패를 가리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을 넘어 논제와 관련한 공통의 문제에 대한 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토론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토론 참여자들은 토론을 통해 논
제에서 제시한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자신이 생각한 해결 
방안과 다른 해결 방안을 확인하고 이를 비교·검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는 <Y–04>의 토론 평가 철학카드의 응답과 <Y–05>의 토론 
평가 감상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응답자는 토론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
래 항목에 체크하고 토론 평가에서 대안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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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평가할 때,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주로 검토한다.
□대안을 평가할 때,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평가한다.
□√대안을 평가할 때,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의 내용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대안은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측면을 주목하여 토론을 분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론 논제와 관련한 가치를 토대로 얼마나 다양
한 범위에서 대안을 구성하였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
니다.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고
민해보고 이를 제시하는 과정을 거칠 때, 유의미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토론자들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04–토론 평가 철학 카드>

토론에서 다루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지속’이라는 주제에서 나오는 찬반 양
측의 주장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내가 토론을 평가하면서 집중
했던 부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주장을 토대로 어떤 새로운 대안을 구성
하여 새로운 문제 해결 방향을 내세운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원자력 발
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의 토론자들은 원전의 안전성이 완벽하지 않으므
로 다른 발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대체 에너지 개발
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토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찬성 측 대안에 대해서 반
박을 제기하였다. 내가 사실 기대했던 대안은 최근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정
책적 이슈인 원자력 안전실태를 더 깊이 있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논제와 관련한 최신의 이슈가 반영된 대안을 
확인하고 싶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토론을 평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문
제 해결 방식을 넘어선 다양한 대안이나, 더 좋은 대안이 토론 대회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토론을 살펴보았는데, 토론자들이 이러
한 기대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Y-05–토론 평가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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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Y-05>의 토론 평가 감상문에서
는 결과 토론 평가에 앞서 평가자가 토론의 양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토론 
평가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릴리(Freeley, 2005: 18-36)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목적에 따른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총체적인 지적 발달
을 도모할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토론 평가자의 학습 동기는 토론 평
가 과정을 통해 토론이라는 의사소통 과정의 절차를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다양한 대안의 생성과 관련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3. 증거

2.3.1. 논의 강화 증거 중심

토론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증거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다. 따
라서 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론자의 발언은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 한 타당한 
증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토론자들이 토론의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평가자는 토론자들
이 제시하는 증거에 주목하여 토론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데, 토론 내용의 논리성
을 중시하는 평가자가 이러한 증거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수행할 경우 토론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여 논의를 강화할 때 사용하는 증거에 중점을 두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은 방사능 누출로 인해 죽
음의 땅이 되어버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례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
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때, 얼마나 넓은 범
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염이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의 사례들을 제시하여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경각시키려
는 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비용과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 수치 등에 대한 자
료도 제시하여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찬성측이 제시한 여러 가지 논의를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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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었다.
반대 측은 전력 생산량이나 전력 생산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원자
력 발전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발전 방식
에 따른 전기 생산 비용을 비교하고 있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의 기술적 완성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을 완성된 
수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안전성과 관련한 증거자료는 상대적으
로 미비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토론에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과 더불어 기술
적 안정성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 안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서 감점 요인을 발견하였다.

<M-06–토론 총평>

<M–06>의 토론 총평을 살펴보면 토론의 논리성을 중요시하는 토론 평가자는 
토론자들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때, 토론자들이 논의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증명할 때 논의를 강화하는 증거를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는지를 중점적
으로 평가하고 있다. 토론자들이 토론에서 제시하는 논의는 증거의 뒷받침을 통해
서 사실성이 증명되는데, 논의와 증거가 확실한 사실관계 속에서 논리적으로 결합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토론 준비와 토론 수행 과정에서 토론
자들이 자신의 논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고 제시하는 구체적 양상에 초점을 맞추
어 토론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토론을 
준비할 때, 보통 인터넷을 통해 언론 보도 자료나, 기관 연구 자료를 수집하
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통계 자료나 내용에 대한 분석 내용은 인터넷에 
전문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 실제로 발품을 팔아서 해당 자
료를 직접 찾아보고 실제 토론 활동을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뽑
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다. 실제 자료를 수집할 때는 내가 토
론에서 어떠한 논의를 토대로 주장을 제시할 것인지, 어떠한 대안을 구성하여 
제시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토론 준비가 이루어져야한다. 토론에서 제시할 구
체적인 자료들을 제대로 수집하여 나의 입장을 검토할 때,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토론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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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참여하였을 때는, 여지없이 항상 상대방 토론자가 내가 찾지 못한 자료
가 뒷받침되어야 할 논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고, 그에 대한 적절하게 반박
하지 못해서 토론에서 패배한 경우가 많았다. 상대방 토론자가 제시한 논의와 
비교했을 때, 나의 의견이 부족하지 않아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
으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 측 토론자 역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토론에 참여할 때는 자신이 토론에서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의견에 대하여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최
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M-06–토론 평가 감상문>

<M–06>의 토론 평가 감상문을 살펴보면 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증거에 초점
을 두어 토론 진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평가자의 토론 준비 과정과 토론 참여 
경험에 근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증거 자료를 토론
자들이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인 노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에 
대한 철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풍부한 근거 자료 제시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정책 입안 패러다임의 성향과 관계있다고 볼 수 있다.

2.3.2. 논의 약화 증거 중심

토론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제시하는 주장과 대안은 증거를 토대로 그 타당성을 
증명하게 된다. 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론자의 발언 대다수는 그 내용을 뒷받
침할 만 한 증거에 의해 논리적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증거에 주목하여 토론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토론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토론자들의 토론 평가는 증거에 초점을 둘 때 평가자 
<B–06>의 토론 총평과 같은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은 체르노빌 원전의 방사능 
유출이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로 인해 그 주변 지역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자력 발전 이후 나오는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그 처리비용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여 반대 측의 주장에 반박
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뒷받침하여 상대측 논
의를 반박하는 노력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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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반대 측은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력 생산량이나 전력 
생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만을 제시하여 반론을 진행하였다. 원전의 경
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발전 방식에 따른 전기 생산 비용에 대한 자료만
을 제시하고 있었다.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원전 폐기 비
용이나, 인간의 신체에 무해한 방사능 수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하여 찬성 측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너무 부풀려서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공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토론 과정에서 제시한 반박이 억지를 
부리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B-06–토론 총평>

토론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평가자 <B-06>이 토론자들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는 상대측 논의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하
여 반박을 진행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06>의 토론 
평가 감상문을 살펴보면 평가자가 증거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실성을 단순하
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실제 과정 속에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토론자가 되어 토론에 참여하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상대측 논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반론을 내세우게 되는 
것 같다.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한 모든 내용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서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토론자들은 자신의 의견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깊이 조사하여 제시하는데, 이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만 타당성을 확보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상대측 의견을 공격하기 위
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
하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쉽
지 않은 일이며, 나도 토론을 준비할 때 나의 입장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찾아 토론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증거를 찾는 노력이 부
족할 때,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대측의 주장과 달라서 내가 제시한 증거가 
상대측 논의를 공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여 토론에서 승리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분명 상대측 논의와 비교했을 때, 나의 의견이 부족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박에 필요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여 좋
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다. 이러한 나의 실수를 반대 측 토론자가 똑같이 반복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으며, 증거와 자료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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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다.
<B-06–토론 평가 감상문>

상대측 논의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하여 반론 제기에 초점을 맞추어 토
론을 보는 토론 평가자는 토론 준비 과정과 토론 참여 경험에 근거하여 토론 평가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토론을 위하여 풍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정책 입안 패러다임의 성향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 토론 평가 양상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 양상은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관과 중점을 두는 의사결정
의 절차의 차이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토론 평가의 절차는 개인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집단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개인적 의사
결정의 양상은 토론 진행 절차에 따라 과정별 단계별로 토론 내용을 평가하는 미
시적 분석적 평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집단적 의사결정의 양상은 토론이 
끝난 후 평가자들이 평가결과를 두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수행하는 토의와 
합의의 과정에서 거시적 총체적 평가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 토론 평가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단계적 분석 중심

평가자들은 토론자들이 수행하는 토론을 보고 듣는 동시에 평가를 수행한다. 이
는 토론 평가의 수행이 토론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복합적 사
고를 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자들의 토론 평가 수행은 토론 절차에 
따른 토론자의 토론 수행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토론 평가자가 토론 
판정이라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원천이 되는 요소, 즉 토론
자의 토론 수행 내용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가자들은 
입론, 교차질문, 반론, 최종결론에 이르는 토론 절차에 따른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
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토론 평가 수행은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인 ‘문제인식-가치인식-대안인식-결과예측-결정도출’17)과 유사한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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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토론 평가에서 각 평가자들은 토론자들의 토론 수행 과정에 따라 토론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토론 평가는 토론의 논제 인식에서부터 입장에 따른 
가치를 이해한 후 제시된 대안을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자들이 토론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며 토론자들의 토론
의 각 단계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분석적으로 토론 평가를 수행하는 양상은 
평가자 <M–02>의 토론 평가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찬성 측 토론자들은 원전 폐지 입장인데 인간 생명의 가치의 중요성을 제시
하며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잠재적으로 생명에 대
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대 측 토론자들은 원전 지속 입장이었
으며 경제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발전 비용의 저렴함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교차질문과 반론 과정에서 찬성 측이 제시한 체르노빌 원전의 방사능 유출이
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찬성 측이 제시한 이러한 피해 사례는 주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
각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 이후 부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반대 측이 주장한 내용의 핵심 가치를 비판하고 있는 것 역시 효과
적인 토론 수행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찬성 측이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고 이
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풍력, 수력, 조력 발전소 건립 등의 방법은 원자력 
발전을 폐지했을 때의 대안으로서 의문이 남는다. 찬성 측이 제시한 대안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을 충
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 측은 전력 생산량과 그 비용에 대한 내용을 들어 원자력 발전의 지속을 
주장하고 있었다.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는 원전 관리를 철저하게 하
고, 방사능의 유해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
제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방사능 유출에 대
해서는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기술적 개선에 대한 증
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반론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7) 엥글과 오초아(Engle & Ochoa, 1988; 정세구 역, 1989: 72-73)는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 문제 인식과 정의 (2) 가치의 가정에 대한 인식 (3) 대안들의 인식 (4) 결
과 예측 (5) 결정의 도출 (6) 결정의 정당화 (7) 결정의 임시성 인식’의 7단계를 거쳐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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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모두 최종 결론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요약하여 진술하였으며, 토론에
서 논의의 흐름이 바뀌거나 타협하는 부분 없이 토론을 수행하였다.

<M–02–토론 총평>

평가자 <M–02>의 토론 총평을 살펴보면 토론 평가에서 증거를 중요한 의사결
정 요소로 판단하고 있었다. 교차 질문과 반론 단계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논의가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를 토론 총평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렇지만 의사결정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토론 평가자들과 토론 
총평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토론의 절차에 따라 문제 인식의 과정
에서부터 가치, 대안, 증거 등이 나타나는 모든 과정을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론 평가를 수행할 때 토론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한 
내용이나 단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자들이 토론을 수행하는 전체적인 흐
름에 초점을 두고 전체적인 토론 절차에 따라 토론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토론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자들 중에는 토론 단계별로 토론을 평
가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K–09>의 토론 총평에서는 토론 단계별로 평
가를 수행하여 각 단계별로 토론자의 승패를 판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론단계에서 찬성 측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잠재적인 생존의 위협을 강조하
며 원전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대 측은 원전의 경제성
을 강조하며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입론 단계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을 비판하며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측 입장
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토론
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반대 측에 점수를 줄 수 있다.
교차질문에서 찬성 측은 반대 측이 제시한 원전의 경제성에 핵폐기물 처리비
용이나 원전 건설시 보상비용 등의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논의를 공격하
였다. 반대 측은 찬성 측 논의를 확인하는 수준의 질문만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찬성 측 교차질문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론에서 찬성 측은 대안으로 다른 발전 방식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현재 원
전의 발전량을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못했다. 반대 
측은 관리 감독을 치밀하게 하고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져 괜찮다고 이야기했
는데 이 역시도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었다. 반론 과정에서는 찬반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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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입론 - 주장에 담겨 있는 가치는 정당한가
- 주장과 근거는 타당한가 20

질문/반론
- 상대편 주장과 근거의 문제점을 찾아 질문하였는가
- 상대편이 제시한 반론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하는가
- 상대편의 주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비판했는가

60

결론 - 입장을 고려하여 주장을 잘 요약하여 전달하였는가? 10

표현력 및 
태도

- 분명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태도로 토론을 수행하였는가 10

<표 5> 질문/반론 단계에 가중치를 둔 토론 평가표

의 우열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최종 결론에서는 찬반 양측 모두 논의를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토론을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두어 토론을 수행하였다. 우열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토론 내용을 검토했을 때, 이 토론은 찬성 측
이 조금 더 나은 토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K–09–토론 총평>

평가자 <K–9>의 토론 총평에서는 이 토론은 입론 단계에서는 반대 측이 효율
적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찬성 측은 교차질문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 <K–09>은 이 토론에서 찬성 측이 승리
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이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자 <K–09>의 평가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K-09–토론 평가표>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자 <K–09>의 토론 평가표를 살펴보면 질문/반론 
단계의 배점에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토론의 상호
작용을 중요시하는 평가관을 가진 평가자들의 토론 평가표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
다. 평가자 <K–09>이 토론의 진행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토론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승패를 내려 평가를 수행하더라도 평가관에 따라 각 단계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토론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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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평가자가 토론 평가를 수행할 때는 단계별로 진행하지만 판정을 내리는 경우
에는 토론 전체의 수행과 단계를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토론의 진행 절차에 맞추어 평가를 진행하는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 단계 전체를 
고려하며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자들의 판단 역시 토론
에서 제시한 논제를 인식하고 토론자들이 제시한 가치와 대안 증거를 토론 진행에 
따라 차례대로 인식하고 정리하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판정을 결정하는 방법
에서는 의사결정 요소나 토론 평가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개
인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학습자들은 토론 단계에 초점을 
둔 평가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 요소나 토론 평가관을 고려하여 토론에 대한 최
종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총체적 합의 중심

평가자들은 토론자들의 토론 수행을 보고 들으며 동시에 개인적 평가를 진행한
다. 각자의 평가기준과 평가관점에 근거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평
가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평가자의 평가 내용이 바로 전체의 평가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토론의 승패에서부터 어떤 부분이 잘되었는지에 대한 구두 평가, 서
면 평가의 경우에는 평가자들 간의 토의와 합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토론에서 평가자나 심사위원은 복수의 홀수 인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
는 특정 평가자의 평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 평가자가 집단적으로 평가를 수행
하게 하여 평가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더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다. 평가자들 역시 다른 평가자와의 합의 과정을 고려하여 토론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토론자의 수준 여하에 관계없이 토론의 평가의 부담18)을 덜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집단적 의사결정 중심의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자들은 평가를 수행할 때 개인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평가자들에 비해 총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평
가자 <J–10>의 토론 총평을 살펴보면 토론 절차와 흐름에 따라 분석적으로 평가

18) 미니와 셔스터(Meany & Shuster; 2003; 허경호 역, 2008: 293-295)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경험이 많은 것 같은 토론자들의 토론을 평가할 때 평가자가 자신의 준비가 덜 되
어 있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 심사를 버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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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기보다 전체적인 토론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이 토론에 반영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찬성 측이 반대 측보다 반론에서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대립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반론
을 수행한 측이 찬성 측이라고 생각한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한 
근거가 반대 측보다 좀 더 좋은 근거였다고 생각한다.
토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대 측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한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찬성 측의 논의를 비판하면서 현 상황을 유지하자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논제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자칫 잘못하면 수동적인 태도로 찬성 측이 제시한 대안에 얽매여 토론
이 지루해질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여 좋은 토론이 되는 과정에 반대 측 토
론자들의 태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찬반 양 측 모두 토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J–10–토론 총평>

평가자 <J–10>의 토론 총평에서는 찬반 양측 토론자의 토론 수행 내용 중 잘
한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토론
의 승패를 가리기 위해서 어느 한　쪽 토론자의 손을 들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론 총평에서 이러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적 의사결정 단계에서 
토론 승패에 대한 최종적 판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토론 총평의 이유는 
평가자 <J–10>의 토론 평가 감상문을 통해 예측할 수 있었다.

실제로 토론 평가를 해보니 어느 한 쪽 토론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토론은 중학교 시절에도 해 
본 적이 있을 만큼 논제도 익숙하고, 토론 절차 역시 어렵거나 생소한 것이 
아니었지만 어느 한 쪽이 이겼다고 손을 들어주기에는 판정 근거를 설명하기
가 매우 난감했던 것 같다. 토론 전체를 보고 난 느낌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종 판정을 내릴 때는 함께 평가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본 후 결정
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 토론 대회에 참여했을 때도 여러 심사위원
들이 토론이 끝난 후 회의 시간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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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토론 승패에 대한 판단을 미리 내리지 않고 논의를 통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토론 전체를 바라보고자 노력했다. 내가 토론을 평가한 내용과 다
른 사람이 평가한 내용을 비교해보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깨달았다.

<J–10–토론 평가 감상문>

평가자 <J–10>은 토론자들 간의 우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최종 판정이 
어려울 때는 판정을 유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평가자의 평가 결과와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판정은 함께 내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
는데 이는 토론 대회의 경험이나 토론 평가 수행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
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것은 토론 담화에 대한 인식이 영
향을 주고 있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자 <J–05>의 토론 평가 감상문에
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나누어 수행하는 토론의 말하기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는 평가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토론은 특정한 논제에 대해서 찬반이 결정되어 문제 해결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어쨌든 결론은 찬성이든 반대든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
로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했을 때, 평가자 개인의 평가 결과만
을 갖고 판정을 내리는 것은 토론자들이 토론 결과에 대한 승복하는데 어려
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토론 대회에 참여했을 때는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판
정을 내렸고, 평가 결과표를 받아보았기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지만, 학
교에서 토론을 했을 때는 선생님 한 분이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평
가자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적이 있
다. 내가 평가자의 입장에서 토론을 평가하면서도 과연 내 평가 내용에 대해
서 확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토론을 지켜보았고, 최종 판정에 대
해서는 다른 평가자들과 의견을 나눈 후에 결정하겠다고 생각하며 토론을 평
가하였다.

<J–05–토론 평가 감상문>

평가자 <J–05>는 의사결정의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한 사람
만의 평가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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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토론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토론의 최종 판정은 개인 
평가자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이 납
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평가자들의 토의
를 통한 합의 과정이 토론의 최종 판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가자의 인식
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토론 평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영향요인 탐색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 양상이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관과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요소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토론을 평가할 때 내용의 논리성
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자들의 논의에 담겨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
할 경우 가치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토론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들
이 제시한 대안에 초점을 두고 토론을 평가할 경우에는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중심
으로 토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증거에 초점을 맞출 때는 증거
가 논의를 얼마나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토론 평가를 진행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 평가에서 토론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자들의 논의에 
담겨 있는 가치에 주목하여 토론을 평가할 때 가치의 위계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토론을 평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에 초점을 둔 경우에는 
대안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토론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증거에 초점을 맞출 
때는 증거를 토대로 상대 측 논의를 반박하는지를 주목하여 토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1. 토론 평가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토론을 평가 양상의 문제점 역시 토론 평가관과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요소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토론 평가관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고려하는 
요소에 따라 평가 양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토론 평가관이 다
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결정에 고려하는 요소에 따라 평가 양상에서 비슷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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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보이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4.1.1. 논제에 대한 평가자 개인판단의 과도한 반영

가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토론 평가자의 토론 평가 양상에서는 토
론에서 제시한 논의를 넘어서 토론 평가자가 이미 알고 있는 논제와 관련한 사실
을 반영하여 토론을 평가하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B–09>의 토론 총평에
서 고딕체로 표시된 부분을 살펴보면 토론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 상대측 토
론자를 설득하기 위해 토론에서 제시한 논의를 넘어서 토론 평가자가 이미 알고 
있는 논제와 관련한 사실을 반영하여 토론을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평가자가 가진 논제에 대한 지식이 토론자의 논의와 관련이 있을 때, 그 내용
이 토론에서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자가 논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토
론 평가 내용에 반영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해 이미 많이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다. 독일 같은 

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지어진 원

자력 발전소 역시 점진적으로 폐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반대 
측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그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 발전이 가장 경제적 효율이 높다고 주장한 반대 측의 논의
는 원자재 수입 비용에만 주목한 나머지, 최근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핵폐

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 투표와 많은 사회적 논란이 발

생했던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경제성에 대한 논의 역시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B-09–토론 총평>

토론 평가자는 토론을 평가할 때 논제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지식
은 배제한 채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려야 한다. 평가자가 토론의 논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과 지식은 토론에서 
제시된 논제에 대하여 특정한 태도나, 고정관념, 예측, 왜곡된 시선을 형성할 수 
있다. 평가자는 자신이 토론자로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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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가 토론에서 어떤 토론 활동을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 평가를 수
행해야 한다.

토론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론 평가자들 중 가치 위계를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토론 평가 양상에서도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보여주는 토론 행위 
그 자체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들의 기존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
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M–01>의 토론 평가 총평에서 
고딕체로 표시된 부분을 살펴보면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이 담고 있는 가치 위계에 
대한 판단을 상대적으로 더 옹호하거나,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되는 
가치 위계에 대한 판단에 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토론 과정에서 토론자들이 보여주는 토론 행위 그 자체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들의 기존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론 
평가자가 논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치 체계가 토론 평가에 개입되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자의 논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평가자가 가치 
판단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의 폐지를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지 못
하다는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치와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이 전력 생산
비용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보다도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를 더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가치 
판단 하에 일관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의 폐지를 반대하는 토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이 가장 경제성
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원자력 발전에 드는 비용과 원자력 발전의 전력 
생산량을 고려했을 때, 이를 포기하기 힘들다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
를 진행하였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환경보다 경제적 효율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반대 측의 논의는 가치 판단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생

명이나 환경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무시한 채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고,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이

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인간의 생명이나 환경이라는 가치가 경제적 효율

이라는 가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가치 판단을 내린 것은 설득력을 가지

기 힘든 가치 판단이다. 차라리 반대 측에서도 인간의 생명이나 환경이라

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화석연료를 이용한 생산 방식보다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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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든지, 생산 비용이 적

게 드는 만큼 전기를 더 싼 값에 공급할 수 있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

이 전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면,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M-01–토론 총평>

이처럼 토론자들이 제시한 논의에 담겨 있는 가치 위계를 평가할 때 토론 평가
자들의 논제에 대한 가치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될 경우 토론 평가자 역시 논제에 
대한 특정 가치 판단을 지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토론 평가자가 자신의 가치 판
단을 과도하게 대입하여 토론을 평가할 때, 평가자로서 지켜야 할 중립적인 입장
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토론 평가에서는 토론 평가자가 논제에 대해서 갖
고 있는 가치 체계나 특정한 사례에 대한 선호가 토론 판정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
며, 토론자들의 토론 수행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토론의 논제에 대한 평가
자의 가치 판단은 토론자의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객관적으로 제
시될 때 가치 있는 것이다.

4.1.2. 입증책임 부여의 불균형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평가자는 특정 입장의 토론자에
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부여하여 토론을 평가하는 문제적 양상을 확인하였다. 정
책 토론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변화를 주장하는 쪽이 토론의 찬성 측 토론자로 토
론을 수행하게 된다. 토론자들이 토론에서 주장을 제기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
해서는 자신의 논의가 올바르고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상
황의 변화를 주장하는 찬성 측이 먼저 논의를 제시하게 되고, 그에 대한 반대 측
의 반박을 넘어서기 위한 논리적 설득을 수행하게 된다. 토론 절차를 고려했을 때, 
필연적으로 입증 책임은 상황의 변화를 주장해야하는 토론의 찬성 측에 많이 부여
될 수밖에 없다. <M–03>의 토론 총평에서는 토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찬반 
양 측의 대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찬성 측에 너무 과도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찬성 측은 원자력 발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를 제시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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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폐지하고 다른 대체 에너지 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반
대 측이 반론을 제기한 것처럼 현재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는 전력량
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 방식을 채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과
하고 있는 것 같다. 찬성 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조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우리나라의 지형 여건을 고려해볼 때 많이 건설하기 힘들다는 반대 측 논의
를 고려했을 때 대안의 실현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도 원자력 발전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인간의 생명권, 환경 
보호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전력 생산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반대 측의 
논의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 같다.

<M-03–토론 총평>

그렇지만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쟁하는 찬반 양 측이 각자의 입장에 충실
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굳이 따지는 것보다 쟁점과 관련한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을 폐지해야 한
다.’는 논제를 다루고 있는 이 토론에서는 찬성 측에서 원자력 발전 폐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반대 측에서는 원자력 발전 존속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
다. 이러한 토론 상황에서 반대 측의 논의보다는 찬성 측의 논의만 중점적으로 평
가하게 되면 반대 측의 논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찬반 
양 측의 대안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토론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4.1.3. 반론과 증거에 대한 무분별한 양적 평가

대안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토론 평가 양상에서는 토론자들이 
토론 전반에 걸쳐 논리적 완성도가 뛰어난 의견을 구성하였다고 할지라도 반론을 
제기한 수나 의사소통의 유창성에 과도한 관심을 두어 토론자들이 제기한 반론의 
타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를 수행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에서 
상대측이 제시한 논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토론
의 원칙은 단순히 반론의 수가 많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측 토론자의 논
의와 대응하여 타당성을 가진 반론에 기초하는 것이다. <M–09>의 토론 총평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수행 양상은 상대측보다 반론을 제기한 수가 많거나,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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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유창성에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평가를 수행한 문제적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찬성 측은 반대 측이 제기한 반론과 관련하여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단순하게 원자력 발전을 폐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반대 측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다른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는 아주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또한 방사능 누출위
험은 안전문제에 대한 점검을 더 철저하게 한다면 극복할 있을 것이라는 
주장하였다. 또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을 사용해서 
반론을 더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논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한 수가 더 많고, 자신의 의견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측면을 볼 때, 더 나은 토론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
다.

<M-09–토론 총평>

대안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토론 평가를 진행할 경우 반론을 제기한 수나 의사소
통의 유창성에만 관심을 두고 토론자들이 제시한 논의에 대한 반론의 타당성은 고
려하지 않은 채 토론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토
론 평가자들은 토론에서 공격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 의사소통 양상에 대한 관심만 두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 대안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더라도 토론자들이 논리적 완성도가 뛰어난 의견
을 구성하여 적절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다양한 대안을 구성하였는지를 확인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논의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양적 평가의 양상은 증거를 중심으로 토론을 평
가하는 평가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논의를 강화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토
론을 평가하는 토론 평가자의 토론 평가 양상에서는 토론자들이 제시한 증거와 자
료가 뒷받침하는 논의가 어떠한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토론 평가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B–02>의 토론 총평에서는 
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증거를 중시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증거의 수가 많음에
만 주목하여 토론 평가를 진행하는 토론 평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 74 -

찬성 측에서는 방사능 누출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소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피해를 미친 면적에 대한 지도를 제시하였다. 오
염된 지역의 방사능 검출 수치를 제시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기사도 함께 
제공하였다.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 수치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였고, 원자
력 발전을 폐지 비용에 대한 결과도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전력량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원자력 발전 전력 생산 비용에 대한 수치 통계도 보여주었
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였다. 원자력 
발전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방식에 비해 온실가스 생산량이 적다
는 통계자료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 세울 수 있는 대체 에너지 발전 
방식의 종류와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전력량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
였다.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로 인한 인명 피해와 다른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의 통계 비교 자료도 제시하였다. 찬성 측보다 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자료를 더 많이 준비하여, 논제에 대한 입장을 보강하려는 시도
를 한 반대 측이 토론에 있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B-02–토론 총평>

토론을 평가할 때 증거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토론자들이 제시한 논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 토론자는 여러 가지 논의를 제시하여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평가자가 
토론자의 주장에 담겨 있는 논의가 어떠한 증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증거의 수에만 주목하면 주장의 논의가 증거를 통해 타당성이 입
증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토론 평가자가 논제에 대한 입장에 따
라 제시된 논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수행할 때는 단순히 풍
부한 증거의 수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제시된 논의와 증거의 논리적 관계에 주
목하여 토론자가 합리적인 추론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논의를 부정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토론 평가 양상에서도 역시 
토론자들이 제시한 의견의 논리적 구성보다 상호 공격을 위한 측면을 과도하게 부
각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자의 논의와 그에 대한 증거 결합이 합리적
인 추론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토론의 상호작용을 평가할 때, 상대
측 논의를 부정하기 위한 증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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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평가자 <J–08>의 토론 총평에서 이러한 문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찬성 측은 체르노빌 원전의 방사능 유출이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
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제시하며 반대 측 논의를 공격하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핵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자료도 제시하여 반대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었다.
반대 측은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력 생산량에 대한 자료
와 전력 생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반론을 진행하였다. 
원전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발전 방식에 따른 전기 생산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원전 
폐기 비용과, 인간의 신체에 무해한 방사능 수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
료도 제시하고 있다. 반대 측이 상대 측 논의를 공격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더 나은 토론 활동을 수행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J-08–토론 총평>

논의를 부정하는 증거의 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평가하면 토론자들이 제
시한 의견의 논리적 구성보다 상호 공격을 위한 측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게 되어 
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게 될 수 있다. 토
론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토론의 찬반 양측이 반론
을 제기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가 정확하게 반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고려
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증거의 수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토론자들의 논의에 담긴 내용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게 된다.

4.2. 토론 평가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영향 요인

4.2.1. 토론자 책임의 인식 부족

토론 학습 경험이 있으며 토론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평가자들은 찬반 양측
의 입장에 따른 토론자의 경쟁적 의사소통 양상과 논의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 토론의 논제와 관련하여 찬성 측 토론자들은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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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갖고 주장을 제시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노력하게 되며, 반대 측 토론자는 이
에 대응하는 주장을 제시하거나 찬성 측 주장을 비판하며 현 상황의 유지를 추구
하려고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Q. 토론에서 찬성 측 토론자와 반대 측 토론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나
요?

A. 토론에서 찬성 측은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기 위해서 상황이 바뀌
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
장하는 입장이죠.

<M-03-인터뷰>

A. 찬성 측은 변화를 추구하고, 반대 측은 유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배웠던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도 이러한 입장을 많이 벗어
나서는 안 된다고 들었어요.

<Y-08-인터뷰>

토론 평가자들은 찬반 양측의 입장에 따른 토론자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하여 이
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제와 토론자의 입장에 따라서 더 많은 입증 책임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해서 토론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Q. 토론에서 찬성 측 토론자와 반대 측 토론자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있나요?

A. 토론자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하는 것은 토론 시작 전에 이미 결정되
잖아요. 그럼 특별하게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
요. 그냥 자기가 준비해온 대로 토론하고, 그에 따라 토론에서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M-03-인터뷰>

A. 토론자의 역할이나 입장에 따라서 누군가는 유리하고, 누군가는 불리하다
고 하면 공정한 토론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말할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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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까, 누군가가 크게 유리하고 불리할 거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잘하
는 사람이 토론에서 이기는 것 아닌가요?

<Y-08–인터뷰>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토론 평가자들에게는 토론자의 

입장에 따라서 제시한 대안에 대한 입증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찬성 측 토론자들은 현 상황의 변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필연적
으로 반대 측 토론자들보다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더 많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반대 측 토론자가 자신의 입장을 별도로 개진
하지 않고 찬성 측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비판하는 전략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
을 때, 토론자의 입장과 역할에 따른 증명의 부담에 대한 균형적 인식이 부족할 
경우, 찬성 측 토론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여 토론 평가를 수행하는 단점
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2. 토론 수행과 평가 경험의 불균형

토론 평가자들은 특정한 토론자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토대
로 토론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평가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토론 평가를 수행하
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Q. 토론 평가자로서 토론을 평가해보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논제에 대해서 
이미 갖고 있던 지식이나, 입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토론 평가에서는 그게 반
영되었나요?

A. 논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던 입장은 토론 평가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제쳐두어야 하잖아요. 평가자가 특정한 입장을 지지하는 상태로 토론을 
평가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 입장과 같은 입장에 놓인 토론자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심판은 공정해야죠. 누가 토론을 
더 잘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B-09–인터뷰>

A. 어떤 게임이라도 심판은 공정해야죠. 내가 누구의 팬이라고 해서 그 쪽 
편만 들게 되면 정당한 게임이 될 수 없죠. 토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심판
이 누구 편만 들면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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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토론 평가에서는 배제해야죠.
<M-01-인터뷰>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 평가자로서 갖추어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인식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총평에서 토론 평가자의 사전 지식이 반영
되어, 토론자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Q. 토론 평가자가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입장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토론
을 평가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론 총평을 확인해보면 토
론자가 발언한 내용이 아닌데, 평가자 생각이 평가에 반영된 것이 보이는데 
알고 있었나요?

(토론 총평 함께 확인 후 응답)

A. 아, 이건 토론자들이 이야기 한 부분이 아닌데, 제 생각이 반영되어 있네
요.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한 건데, 이게 총평에 들어갔네요. 토론 평
가하면서 토론 총평을 작성할 때는 이게 제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도 모르고 
토론 작성했던 것 같아요.

<B-09–인터뷰>

A. 편파 판정했네요.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데, 이게 왜 들어갔지? 저는 이
거 토론자가 이야기했던 것만 갖고 평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
니까 제 생각이 들어가 있네요. 이러면 제대로 평가 못 한 건데…….

<M-01-인터뷰>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자가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토론 평가에 참여해야 한
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토론 평가 수행 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하고자 노
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들이 발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
여 토론 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논제와 
관련한 응답자의 토론 경험을 확인하였다.



- 79 -

Q. 확인해보니까 어때요? 토론자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인데도, 토론 평가 결
과에는 반영되어 있는데, 혹시 이 논제를 갖고 토론해본 경험이 있나요? 이 
논제에 대한 토론 평가도 해보았나요?

A. 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토론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토론자로 참여했었
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확인해보고 공부했었는데, 그 내용이 토론 
평가에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토론 준비할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준비했
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토론 평가에서도 작성하게 
된 것 같아요.

<B-09–인터뷰>

A.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제는 워낙 많이 다루는 문제이기도 하고, 전에 일
본에서 사고 났을 때, 많이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토론 했었어요. 그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토론 평가 내용에 들어가 있네요. 토론자로서 여러 가
지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부분이라서 
더 많이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보통 토론 평가자가 되는 것보다 토론자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무의식중에 반영
되었던 것 같아요.

<M-01-인터뷰>

자신의 의견을 토론 평가에 과도하게 반영한 평가자들은 공통적으로 토론자로서
의 토론 준비와 수행 경험이 토론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토론자로
서 토론을 수행했을 때의 경험이 토론 평가에 반영되어,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토
론 총평에서 토론자들을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서의 경험에 비해 상
대적으로 토론 평가자로서의 경험은 토론 평가에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토
론 평가 철학 카드의 응답 내용에서도, 토론자로 토론에 참여하는 경험보다 토론 
평가자로 토론에 참여하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토론자로서 토론에 참여
할 때는 토론 평가자로서 토론에 참여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토론 참여 노력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토론자로서의 경험이 이후 해당 논제에 대한 토론 평가 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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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토론 평가 수행 집중력 부족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는 모든 내용이 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토론의 논제와 관련한 토론
자의 주장과 대안, 증거는 논리적인 결합 관계를 유지하여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Q. 토론에서 주장과 근거, 그리고 그 자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토론자의 발언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A. 토론자들이 주장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근거로 뒷받침해야지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제시하는 증거도 주장과 근거랑 연관되는 내용
이어야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어요. 토론자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내용이 논리적이어야 하잖아요. 주장이랑 근거가 자료랑 논리적 관계
를 유지해야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거에요.

<B-02–인터뷰>

A.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있더라도, 그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랑 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논리성이 떨어진다고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철학에서
도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토론
에서도 자신의 발언이 옳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
어야 할 거에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면 당연히 주장, 근거, 자료가 모두 타
당해야 하죠.

<J-08-인터뷰>

토론 평가 양상을 확인했을 때, 토론자의 주장과 근거, 자료가 논리적으로 타당
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토론자들에게서 토론 평가에서 증
거를 중심으로 평가할 때나, 대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평가할 때, 논리
적 관계를 검토하지 못하고 토론 평가를 수행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토론 평가자
들은 주장과 근거, 자료가 갖추어야 하는 논리적 관계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
히 인식하고 있었고, 토론 평가에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토론 평가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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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고, 그 원인을 찾고자 토론 평가 수행 과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토
론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한 메모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토론 
평가자가 토론 평가를 수행할 때,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Q. 토론을 평가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웠나요? 주장, 근거, 자료가 모두 논
리적 관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토론 평가 결과에
서는 이게 배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A. 저는 토론을 평가할 때, 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거의 다 받아 적
으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토론에 직접 참여해서 말하는 건 아니니까, 나중
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공부할 수 있기도 하고, 받아 적다 보면 나중에 토론 
총평을 작성할 때 쉽기도 하고……. 그런데 토론 시작 부분에서는 이렇게 받
아 적는 게 쉬운데, 토론 중간에 여러 가지로 반박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면 적으면서 듣는 게 어렵더라구요. 서로 반박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
고 이럴 때는 토론자들도 말이 빨라지기도 해서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B-02–인터뷰>

A. 저는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모든 발언 내용을 토론 평가에서 모두 확인하
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게, 토론자들이 
앞에서 말한 내용이 뒤에서 반복되기도 하고, 막 새롭게 증거를 들어서 반박
하기도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일
단 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빼놓고 토론을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토론 
과정에 따라서 제시한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해서 개수도 확인해 놓고, 그렇게 
해서 평가하죠.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논리성이나 타
당성을 확인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한 토론자
가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J-08–인터뷰>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
대로 토론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토론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에,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그 내용을 제대로 이
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토론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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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여, 토론 평
가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토론자 발언의 논리성이나 타당성과 관련이 없는 제
시한 증거의 수나 반론의 횟수 등에 초점을 두어 토론을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토론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 부족할 경우에 토론 평가 양상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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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의사결정 중심의 토론 평가 교수·학습

Ⅲ장에서는 토론 평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평가자의 토론 평가관과 토론 평가
에서 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요소에 따라 나타나는 토론 평가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토론 평가 양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
하였다. 평가자들은 토론 평가 철학에 따라 평가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토론의 
단계가 다르며, 토론 평가에서 고려하는 요소(가치, 대안, 증거)에 따라 토론의 구
체적인 평가 양상이 다르며, 각각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영향 요인이 다
르다. 토론 평가는 논제와 관련하여 토론자들이 제시한 논의를 판단한 평가자의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물이며, 토론 평가자는 이러한 의사결정의 결과를 토대로 토
론자와의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토론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적 양상을 극복할 수 있는 교수·학습이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학생은 토론 대회 참여 경험이 있으며 토론 동아리
에서 활동을 하는 고등학생을 선정하였다. 이는 토론 대회 참여 경험이 있는 토론 
동아리 학생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토론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토론 참여자로서의 역할 수행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다양한 평가 수행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토론 동아리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이선영(2010)
의 토론 대회 경험과 효능감에 대한 논의에서도 토론 대회에 대한 참여 경험이 정
서적, 인지적, 사회적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토론 대
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토론 대회 참여 경험을 통
해 자신감, 논증 훈련, 토론 전략, 협력적 상호 작용 등에서 긍정적인 효능감을 경
험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토론 단원에서 실려 있는 토론 평가와 관련한 교수·
학습19)은 토론에 대한 학습의 마무리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주로 토론에서 
평가해야 하는 평가 요소와 평가 척도 위주로 교수·학습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평
가 요소에 따라서 세부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 방법은 팀별 평가를 주
로 선택하고 있다. 학습자가 직접 평가 항목을 선정하는 교수·학습의 내용은 한 종
19) 검인정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16종의 토론 단원을 검토한 결과 10종의 교과서에 토론 평

가에 관한 교수·학습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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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교과서에만 실려 있는데, 이는 실제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전체 고등학생 학
습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라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실에서 이
루어지는 토론 수업에서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청중이나 평가
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학습자들
의 실제 토론 평가 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토론 평가자나 청중의 실제 역할 수행
의 양상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토론
에 익숙한 학생들의 토론 평가 양상을 분석하여 구성한 교수·학습의 구성은 토론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습자가 토론 평가 항목과 척도에 관한 교수·학습의 
내용을 학습한 이후 실제 토론 평가를 수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심화 학습이 될 수 있으며 수행 중심의 교수·학습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토론 평가 양상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토론 평가 교육이 어떤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일지 논의하고자 한다.

1. 의사결정 중심의 토론 평가 교수·학습의 목표

2011개정 교육과정(교과부, 2011)에 따르면 국어과 교육의 목표가 학습자의 바
람직한 성장과 동시에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고루 갖추어 소통하는 인간
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상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과의 성격을 소통교과, 사고교과, 가치관교과로 정리하여 개인적 소통 
능력과 사회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언
어 능력과 인지적 사고 과정을 정교화 하며, 다양한 가치를 경험하게 하여 갈등 
양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을 기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어과의 교육 목표에 따라 화법 교육에서는 말하기와 듣기를 화자, 청
자, 상황이 통합되는 역동적 과정으로 보고, 말하기와 듣기를 의미들이 상호 교섭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화자와 청자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고 타협하면서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으로 파
악하고 있다. 이는 한 명의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언어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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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 교육의 분야인 토론 교육도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교육의 목표를 설
정해야 한다. 토론은 의견대립이 이미 발생하고, 그 의견 차이가 피상적인 이유 때
문이 아니어서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의견도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앞서 참고하여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질 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이다.(한상철, 2006: 1-7) 이러한 토론의 의사소통 양상은 당면한 문제에 대
한 어떤 입장을 정당화(또는 반박)하려는 의도로 청자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입장
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는(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추론행위로 볼 수 있다. 토론 교육은 이러한 토론의 본질을 
반영하여 학습자들이 당면하게 될 갈등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둘 필요가 있다.

최복자(2006)에서는 토론 교육의 목표를 토론의 중요성을 알고 토론의 기능을 
학습하며, 토론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토론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토론 문
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선영
(2011)에서는 토론 교육의 목표를 찬성과 반대로 입장을 드러내는 사회적 갈등 
상황을 고려하여 첫째, 다양한 정보를 취사·선택, 종합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둘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며, 셋째, 경쟁적·협력적 상
호작용을 통해 청중을 설득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위계를 제
시하였다.

의사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이라는 토론의 본질과 토론 교육의 목표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 토론 평가자로서 학습자의 토론 평가 양상을 검토한 결과 토론 
평가 교육의 목표는 다음 <표 6>과 같다.

토론 평가의 교수·학습 목표

1. 토론의 특성과 절차, 참여자의 역할 및 책임을 이해하여, 토론을 총체적, 분석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토론의 흐름에 집중하여 토론 평가를 수행하고, 자신의 토론 평가 철학을 점
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표 6> 의사결정 중심의 토론 평가 교수·학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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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철(2006: 7-10)에 따르면 교육 토론에서는 토론 참가자들이 찬성과 반대 
둘 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며, 논제에 대한 입장을 논증하는 과정은 상대방을 보
다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는 토론 
평가에서도 토론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의 합리
성을 검토하는 분석적 판단과 더불어 토론이 반영하고 있는 설득의 요인 역시 평
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 토론이나 승패를 가리기 위한 토론 대회에서의 토론 
평가는 말하기 평가의 각 프레임20)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김평원(2010) 
따르면 다른 평가 프레임이 배제된 말하기 평가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토론 평가 역시 평가자와 토론자 사이의 의사소통 활동이라
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말하기 평가의 프레임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적 판단과 이성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토론 단계에 따라서 과
정에 충실한 평가를 통해 세부 내용의 논리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때문에 전
체적인 인상이나 평가자의 주관에서 생겨나는 설득 부분에 대한 평가는 배제한 상
태에서 평가가 진행된다. 설득의 상황은 토론보다 훨씬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
지지만, 교육 토론이나 토론 대회에서는 상대방과의 대립이 표면적이며 근본적으
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목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대립을 해소하는 의
사소통 방식으로서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상이나 주관에 의한 평가를 배제
하여도 토론자의 설득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토론 평가는 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득의 과정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 내용에 대한 공
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논리적이고 타당한 논의 전개 
능력과, 인상이나 주관 평가를 넘어선 토론자의 설득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토론 교육이 필요하다.

토론 평가 활동은 고립적으로 수행하는 일회적인 의사소통 활동이 아니라, 사회
적 갈등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기 
20) 김평원(2010)은 말하기 평가에 있어 ‘총체적 판단과 분석적 판단’, ‘감성적 판단과 이성적 

판단’,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판단’의 세 가지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총체적 판단이란 말
하기 능력을 총체적인 단일 차원으로 판단하는 방식이고, 분석적 판단은 말하기 능력을 세
부적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판단하는 방식이다. 감성적 판단이란 좋다, 나쁘다 등의 감각을 
중심으로 한 거시적인 차원의 평가이며 이성적 판단은 감성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
는 이유를 밝혀내어 분석하는 평가이다. 주관적 판단은 평가자의 주관을 드러내는 판단이
며 객관적 판단은 다른 평가자를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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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 상황에 당면하게 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의사
소통과 그 내용에 판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토론 평가 교육은 
토론 평가 활동을 통해서 갈등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의
사결정 방식을 연습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조정의 기회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자들은 토론 평가 활동에서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의
사결정에 이르게 되는 사고 과정이 반영된 자신의 토론 평가 철학을 꾸준하게 점
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토론 평가 교육도 이를 목표로 하여 이
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의사결정 중심의 토론 평가 교수·학습의 내용

2.1. 토론 평가 지식

토론 평가 교수·학습의 내용은 토론 평가 교수·학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토론 평가 교수·학습의 내용을 토론 평가 교수·학
습의 목표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한다. 먼저 ‘토론의 특성과 절차, 참여자의 역할 및 
책임을 이해하여, 토론을 총체적,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를 달성하기 위한 교
수·학습 내용은, 토론 평가의 교수·학습의 내용으로는 토론의 논리성(주장과 증거
의 결합)과 상호작용성(반론의 원칙), 토론 절차에 따른 토론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할 토론 평가 지식에 대
한 교수·학습 내용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은 논제에 대하여 옹호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논제와 관련
한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이
다.(Freely, 2005: 4) 이는 토론의 의사소통 양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인 의사소통의 특징을 지니는 것과 동시에 논제에 대하여 대립적인 입장에서 자신
의 주장의 논리적 정당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부당성을 입증
하는 경쟁적인 의사소통 특징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 평가를 위해
서는 토론의 협력적 의사소통의 특징과 경쟁적 의사소통 특징을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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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목표

1. 토론의 특성과 절차, 참여자의 역할 및 책임을 이해하여, 토론을 
총체적,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수·학습 
내용

(1) 토론의 논리성 이해하기
- 주장과 증거의 결합
- 증거의 성격

(2) 토론의 상호작용성 이해하기
- 교차조사와 반론의 성격
- 반론의 원칙

(3) 토론의 형식과 절차에 따른 토론자의 입증책임 이해하기
- 토론의 형식과 절차
- 토론의 형식과 절차에 따른 토론자의 입증책임

<표 7> 토론 평가 지식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

토론은 논제와 관련한 문제 사안을 둘러싸고 옹호와 비판의 입장이 부딪치는 의
사소통의 상황이다. 증거는 찬반 양측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토대가 된다. 토론자들
이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토대로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증거는 
어떠한 주장의 내용과 결합되느냐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증거 그 자
체는 특정한 입장을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동시에 
지지해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토론에서 증거는 토론자나 평가자의 상황이나 입장
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자들이 증거를 선택해
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평가자 역시 토론자의 주장을 평가할 때 증거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박승억 외(2005: 140)에서는 증거의 입증 능력에 따라 증거를 부분적 입증, 부
가적 입증, 불가결한 입증, 결정적 입증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증거의 힘에 따른 
증거의 구분에서도 증거가 주장과 관련하여 존재하였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증거의 가치는 주장과 어떠한 합리적인 추론 관계를 통해 결합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토론 평가자는 주장과 증거가 맺고 있는 
논리적 관계를 잘 파악하고, 증거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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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주장과 증거의 관계를 통해 토론의 논리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이해하
여 증거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교차조사와 반론은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부당성을 입증하는 단계로서, 토론자 
간 의견의 직접적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론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단계이다. 이는 상대측 논의의 논리적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를 부각
시키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토론자들은 이 과정에서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날카롭게 간파하여 논박하게 된다. 이러한 교차조사와 반론을 위해서는 상대측 토
론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교차조사와 반론
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측 토론자의 주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
여, 그 내용에 대한 논리적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지 무조건 상대측 토론자의 주
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공격적인 태도로 상대측 논의를 비판하는 것
이 아니라, 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질문과 반론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토론 평가의 교수·학습 내용은 이러한 교차조사와 반론의 특
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토론에서는 무승부가 없으며 반드시 승패를 가
리게 된다. 이는 정책 토론은 논제와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논리적 
사고 과정과 의사소통 양상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
이다. 정책 토론에서 현 상황의 변화를 제안하는 입장은 찬성 측 토론자다. 찬성 
측 토론자는 현 상태가 왜 변화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 측 토론자는 찬성 측 주장 중 일부만 논리적으로 공격해도 주장 전체를 효과
적으로 논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찬성 측 토론자는 반대 측 
토론자에 비해 더 많은 입증 책임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토론 평가를 위해
서는 이러한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토론의 찬반 양측의 입증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토론 순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선영(2011)은 토론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갈등 상황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학습하여 내면화한다는 것
을 밝히고 있다. 학생들은 단순히 토론 절차를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통해서 상위인지적으로 자신의 말하기와 듣기를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토
론 형식의 절차적 지식이 문제 해결과 학생들의 사고력 발달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토론의 절차에 대한 이해는  토론의 문제해결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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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식
토론

① 찬성 측 대표 입론 : 7분 ② 반대 측 대표 입론 : 8분

③ 찬성 측 1인 입론  : 8분 ④ 반대 측 1인 입론  : 8분

⑤ 반대 측 대표 반론 : 4분 ⑥ 찬성 측 대표 반론 : 5분

칼 포퍼식
토론

① 찬성 측 1 토론자 입론 : 6분
③ 반대 측 1 토론자 입론 : 6분

② 반대 측 3 토론자 질문 : 3분
④ 찬성 측 3 토론자 질문 : 3분

⑤ 찬성 측 2 토론자 반론 : 5분
⑦ 반대 측 2 토론자 반론 : 5분

⑥ 반대 측 1 토론자 질문 : 3분
⑧ 찬성 측 1 토론자 질문 : 3분

⑨ 찬성 측 3 토론자 반론 : 5분 ⑩ 반대 측 3 토론자 반론 : 5분

CEDA식
토론

① 찬성 측 1 토론자 입론 : 6분
③ 반대 측 1 토론자 입론 : 6분

② 반대 측 2 토론자 질문 : 3분
④ 찬성 측 2 토론자 질문 : 3분

⑤ 찬성 측 2 토론자 입론 : 6분
⑦ 반대 측 2 토론자 입론 : 6분

⑥ 반대 측 1 토론자 질문 : 3분
⑧ 찬성 측 1 토론자 질문 : 3분

⑨ 반대 측 1 토론자 반론 : 4분
⑪ 반대 측 2 토론자 반론 : 4분

⑩ 찬성 측 1 토론자 반론 : 4분
⑫ 찬성 측 2 토론자 반론 : 4분

<표 8> 정책 토론의 형식에 따른 발언 순서

논제에 대해서 토론을 수행하는 토론자들뿐만 아니라 토론의 승패를 판정하는 토
론 평가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정책 토론의 절차는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발언 순서와 시간이 다양하게 구성된다. 토론의 절차에 따라서 
토론자의 역할 수행이 달라지면, 토론의 평가에서도 토론자의 역할 수행이 달라지
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상호질문형 토론(CEDA식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하고, 반론에서 가장 
나중에 발언한다. 이는 의회식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입론을 제시하는 것
은 그에 따른 입증 책임이 부여되는 것과 동시에,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
시된 정보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초두 효과(primacy effect)21)의 이
21)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효과 중의 하나로,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

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한규석, 2002: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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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반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박에서 자유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신근성 효과
(recency effect)22)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 반면 포퍼식 토론에서는 첫 발언을 
찬성 측이 맞지만, 마지막 발언은 반대 측이 맡게 된다.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발언 순서를 찬성과 반대 측이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다. 발언 순서에 따라 토론
자는 평가자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달리 부여된다는 것을 고
려했을 때, 토론 평가는 토론 절차와 발언 순서에 따른 입증 책임의 부여가 달라
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 평가의 교수·학습 역시 토론 절차에 
따른 찬반 양측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2.2. 토론 평가 기능과 태도

‘토론의 흐름에 집중하여 토론 평가를 수행하고, 자신의 토론 평가 철학을 점검
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내용으로는 
토론 평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토론 평가 철학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이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토론 평가자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토론평가자로서의 태도를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교수·학습 내
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토론 평가 기능과 태도에 대한 교수·
학습 내용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토론 흐름표(flow chart)는 토론이 전개되는 상황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것으로 
토론 내용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토론 흐름표는 토론 단계에서 토론이 진행되
는 각 소단계 별로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다.

토론 흐름표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입론, 교차 조사, 반론, 최종 결론 등의 흐
름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토론자들이 토론 흐름표를 작성해 가면서 토론을 수
행하게 되면 상대 측 토론자의 논리적 허점이나 증거부족 등 구체적인 약점을 지
적해 낼 수 있게 되며, 토론의 큰 그림을 그려 가면서 토론을 이끌 수 있게 된다.

22) 초두효과와는 정반대로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시된 정보가 잘 기억되고 따라서 인상 현성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최신 효과’라고도 한다. 이는 제한적으로 나타
나는데 초기 정보가 너무 일찍 제시되어 망각되거나, 최근의 정보가 상대자의 변화된 모습
을 잘 보여준다고 여겨질 때, 최근의 정보가 아주 현저하게 지각될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
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정보를 충분히 고려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초두효과를 상당
히 감소시킬 수 있다.(한규석, 2002: 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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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목표

2. 토론의 흐름에 집중하여 토론 평가를 수행하고, 자신의 토론 평
가 철학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교수·학습 
내용

(1) 토론 참여자 역할 균형적으로 수행하기
- 적극적인 토론 참여
- 토론 참여자로서 역할 수행
(2) 토론 흐름표 작성하기
- 토론 흐름표의 내용과 기능
- 토론 흐름표의 작성 방법
(3) 토론의 평가 철학카드 작성하기
- 토론 평가 철학의 내용과 기능
- 토론 평가자의 합리적 태도 인식 및 점검

<표 9> 토론 평가 기능과 태도의 교수·학습 내용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 흐름표를 작성하면서 찬반 양 측의 주장과 논박, 토론에 
참여하는 태도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토론자들의 토론 활동은 구어로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의사소통 행위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토론자들의 토론 활동을 총체적으
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론 흐름표의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토론 평가자들이 토론 흐름표를 작성함에 따라 토론에 더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주장과 증거의 관계, 입론과 반론의 관계, 토론자 논
의의 일관적 흐름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흐름표를 작성
하게 되면 팀별 평가뿐만 아니라, 토론자 개인별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토론자의 
발언 기회마다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각 토론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논
의를 제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토론 흐름표는 토론 상황에 맞추어 찬성과 반대 측이 제시한 논거와 반박, 재반
박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된다. 논거와 이에 대한 반박, 
재반박의 흐름을 잡아내어 어느 토론자의 토론 활동이 더 논리적이었는지를 판단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토론자들이 제기한 쟁점을 중심으로 시각화하여 작성하
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 흐름표의 내용과 기능을 이해하고, 그 작성 
방법에 대한 수행 지식 역시 토론 평가 교수·학습의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는 평가자가 어떠한 평가관에 기초하여 평가를 어떻게 수행



- 93 -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기술지의 기능을 한다. 평가자들은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토론 평가 철학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자신의 토
론 평가 철학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내용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 이러
한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내용과 기능을 고려해볼 때, 토론 평가 교수·학습에 있
어서 학습자의 토론 평가 철학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의미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는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토론을 수행할 때 평가자나 청중 
역할을 하는 학습자들의 평가 수행을 활동의 사전·사후 경험기술지가 된다. 학습자
들은 평가자로서 토론 평가를 수행하기 이전에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작성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토론이나 논제에 대하여 이미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오류에 대해
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통해 토론과 관련한 학습자의 경험이나 성향을 확인하여 평가 
수행 양상을 예측하고 결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교수·학습 내용은 
학습자의 인식, 태도, 상황 등을 분석한 후 이를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토론 평가 철학 카드는 학습자의 토론 평가 철학 점검과 수정을 
위한 교수·학습의 내용으로서 충분히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3. 의사결정 중심의 토론 평가 교수·학습의 실제

3.1. 토론 특성 및 절차에 대한 학습과 토론자 책임 이해하기

토론 평가 교수·학습의 1차시에는 토론 평가와 관련한 지식 중심의 교육이 이루
어진다. 이 단계의 교육 내용으로는 토론의 논리성과 상호작용성에 대한 지식이 
학습자에게 제공되며 학습자는 토론의 형식과 절차를 분석하여 그에 따라 토론자
의 역할과 책임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토론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 및 청중들을 설득할 목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론 활동에서 이루어
지는 의사소통은 ‘논리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이러한 논리성의 유무
는 토론 참여자의 주장이 적절한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논리적으로 결합
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청중이나 토론 평가자들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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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거와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이 제시되는지를 검토해서 토론자의 의견을 어떻
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자의 발언을 평가할 
때, 주장과 근거, 증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의 의사소통에서는 개별적인 논리성뿐만 아니라 토론자 상호 간의 ‘상호작
용성’도 확인할 수 있다. 토론자들은 공인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산출한 객관적인 
수치나 신문 등의 보도자료, 선행연구자료 등 신뢰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근거자료
를 제시함으로써 주장에 힘을 실어 상대 토론자의 논의를 비판하고 자신의 논의를 
옹호한다. 증거자료가 발휘하는 힘은 자료의 원작자나 출처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료의 작성 날짜, 대상, 목적, 사용 사례 등이 정확
할수록 증거의 힘도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토론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
해 이러한 증거자료를 얼마나 적시에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토론의 우위가 가려지
게 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토론의 반론과 교차조사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 구성 
원칙에 대해서도 이해하여 토론자들의 논의를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교육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주장과 근거, 증거를 검토하여 토론을 평가하고 논제에 대한 판단을 내
리는 성취기준은 중학교1-3학년 군에서 이미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이 특별히 추가되기보다는 이에 대한 교사의 간단한 설명을 토대로, 
선수학습 내용에 대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은 토론의 형식과 절차를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토론자의 책
임을 학습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토론자의 책임은 토론의 절차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젠슨(Jensen, 2007)은 토론 대회의 형식과 전통을 검토하면서 형식
적 측면의 발달이 토론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고 구성원들 간의 단
결과 화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형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전통적 형식의 존재 이유와 가능성을 끊임없이 검
토하면서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선영(2011)은 토론 형식별로 소집단 간의 협력이나 경쟁의 관계를 부각할 수 
있는 특징이 존재한다고 본다. 의회식 토론은 경쟁적 속성이 강하고, 칼 포퍼식 토
론에서는 협력적 속성이 두드러지며, 상호 질의식 토론은 상호간의 직접 반박과 
공정한 발언 기회 보장이 가능하다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토론의 형식별 의사소통
의 특성이 교육적 가치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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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육과정을 검토하면, 중학교1-3학년 군에서는 토론의 절차에 따라 토론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으로 토론 절차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선수학습의 내
용과 토론 평가 양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교육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학습자들에게는 토론 형식과 절차를 교체해가면서 토
론 활동 모형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다양한 토론 형식과 절차를 경험하여 각각
의 토론 형식과 절차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야 한다. 토론 형식과 절차는 토론의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배정할지, 입론, 반
론, 마무리에서 순서 교대를 어떻게 할지, 역할별로 시간 배분을 달리할지, 작전 
회의를 몇 번 할지, 상호 질의를 몇 번 할지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성이 가
능하다. 교사는 수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토론의 형식과 절차를 다양하게 조정하여 
토론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토론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토론 형식과 절차에 따른 토론자의 발언 
순서와 횟수를 고려하여, 토론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가감되는지를 이해하고, 이
를 토대로 각 토론자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여 토론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토론 평가 교육에서는 토론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서 토론자의 입증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하여 토론의 형식이나 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 형식과 절차에 대
한 이해와 조정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토론의 공정한 정신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이 진행될 필
요가 있다.

3.2. 토론 평가자 참여 개선 수업 절차와 토론 평가 수행

토론 평가와 관련한 지식을 학습한 학생들은 2차시부터 실제로 토론 활동을 진
행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토론 수업 좌석배치는 [그림 7]과 크게 다
르지 않다. 이는 대다수의 교육 토론이나 토론 대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토론 모형
인데 이를 교실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하여 토론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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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토론자 토론자

청중 ‧ 토론 평가자

[그림 7] 일반적 토론 수업 좌석 배치의 예시

[그림 7]과 같은 토론 좌석 배치에 따라 토론 수업이 진행될 경우 사회자나 토
론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들에 비해 청중이나 토론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들은 토론 평가표나 감상문을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거나 토론에 집중하지 못하
는 등 토론 참여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청중이나 평가자 역할의 학생들
은 토론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론 평가 요소와 척도에 따라 점수를 기입하
여 승패를 판정하는 거수기의 역할에 그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
복하기 위해서 토론자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평가자나 
청중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들 역시 토론에 몰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수업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토론 평가자들이 합리적인 토론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토론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하는 것은 토론 
수업에 배정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 평가의 교육만을 위해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새로운 토론 수업 모형을 구성해야 한
다.

본고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참
여자의 역할을 나누어 여러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분산되어 있
는 역할에 따라 토론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는 학습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그림 8]과 같이 토론 참여자별로 구체적인 역할 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토론 평가자 참여 개선 좌석 배치’를 제시한다. ‘토론 평가자 참여 개선 
좌석 배치’는 토론 평가자가 토론의 특성과 절차에 따른 책임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 토론 참여자로서 토론에 참여하여 그 역할에 따라 토론에서의 역할 
수행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토론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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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토론지원
평가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지원

평가자

청중 ‧ 토론 평가자

[그림 8] 토론 평가자 참여 개선 수업 토론 좌석 배치

일반적 토론 좌석 배치와 달리 토론 평가자 참여 개선 좌석 배치에서는 평가자
들을 토론 평가에만 참여하는 평가자와 나누어 토론 지원팀이 되어 찬반 양측의 
토론 지원팀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평가자로 나누어 토론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토론 평가자 참여 좌석 배치에서는 일반적 토론 좌석 배치에 비해 토론 평가만을 
수행하는 평가자의 수가 줄어든다. 평가자의 수를 줄인 상태에서 토론 평가만을 
수행하는 평가자들은 토론 총평을 작성하여 토론 후 토론 참여자들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토론 평가 점수에는 토론 지원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
에 비해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 토론에 집
중하게 할 수 있다. 토론 평가에 집중하는 평가자는 토론 경험이 많거나 토론 동
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배치하였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토론 지원팀은 토론자들이 논의를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토론 준비 과정부
터 함께 참여하게 되며, 토론 수행 과정에서 발언 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토론 지원 평가자들
은 토론 준비 과정에서 토론 논제에 대한 탐구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 과정에서도 
참여하여 토론자의 역할 수행 경험을 공유하여 토론 평가자로만 참여한 것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논제에 대한 토론자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토론지원 평가자들은 토론 평가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평가를 수행하게 된
다. 토론 지원 평가자는 상대적으로 토론 경험이 부족하거나 토론자로서 토론에 
참여하고 싶지만 토론자로 선정되지 못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배치하였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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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총평 발표 
토론 평가
철학 카드

점검 및 수정

[그림 9] 토론 평가자 참여 개선 토론 수업 절차

토론 평가자 참여 개선 수업의 절차는 [그림 9]와 같다. 토론에 앞서 토론 평가
자들은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작성한다. 토론자와 사회자가 토론을 준비하는 동
안 토론 평가자들은 자신의 평가관과 토론 경험을 점검하여 토론 평가 철학 카드
의 내용을 완성하게 된다. 토론이 시작되면 학습자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토론이 끝난 후에는 토론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자들
이 토론 총평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 결과 및 토론 총평 발표가 끝나면 
사회자와 토론자는 토론 소감문을 작성하고,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 평가 수행 과
정과 결과를 확인하여 토론 전에 작성한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내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정하여 토론 평가관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3.2.1. 토론 평가 철학 카드 작성

토론 평가의 교수·학습은 학습자들이 단순히 일회적인 토론에 대한 승패 판결을 
내리는 것을 넘어서, 토론의 논제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 과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도달해야 한다. 공동체와 관
련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
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공통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을 내면화하는데 초점
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토론 평가 철학카드는 이러한 토론 평가 교수·학습의 목표
에 도달하기 위한 토론 평가관과 논리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선호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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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  성명(          )

Q. 논제와 관련한 찬반 양측의 논의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논제에 대하여 본

인이 알고 있는 찬반 양 측이 내세우는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또한 논제와 관

련한 최근의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없음

□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조금 있음

□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많음

 가치 내용 :
 정책 내용 :

Q. 토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토론의 평가자가 되어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토론자의 설득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혹은 토

론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피해야 하거나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응답자가 토론의 평가자라고 가정했을 때, 토론자들에게 토론 전에 꼭 알

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논리적 구성에 대한 선호(ex: 긍정적으로 생각하거

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논증 방식 등)를 알려주세요. 

[그림 10] 토론 평가 교수·학습용 토론 평가 철학 카드

[그림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론 평가 교수·학습용 토론 평가 철학 카드는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해서 사용한 토론 평가 철학 카
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교수·학습용 토론 평가 철학 카드에서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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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평가 양상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토론 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동아리 
학습자들의 토론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담겨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내용의 
논리성에 대한 선호도와 상호작용에 선호도의 문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고 
철학 카드 전체 문항을 한 번에 제시하였다. 또한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
이 문항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세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 수를 줄이고 
내용을 간소하게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교수·학습용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토론 평가관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
리는데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논제와 관련하여 찬반 
양측이 제시한 가치의 내용과 그 대립 양상을 예상해볼 수 있다. 교사는 교수·학습
용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작성에 앞서 토론 평가관과 의사결정에 대한 선호가 개
인별로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여 학습자들이 내용의 가감 없이 최대한 솔직하고 
자세하게 교수·학습용 토론 평가 철학 카드 문항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3.2.2. 토론 평가 수행

토론 준비와 토론 평가 철학 카드 작성을 마친 학생들이 실제 토론 참여자로서 
토론에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토론 단원의 수업에 배정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사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참여자의 역할을 나누어 여러 학생들에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분산되어 있는 역할에 따라 토론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
는 학습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참여자별로 구체적인 역
할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

토론 수행 과정에서 참여 개선 토론 수업 모델의 수업 진행은 다음과 같다. 우
선 사회자의 역할을 세분하여 토론의 전체 진행을 하는 사회자와 토론의 시작과 
논제를 알리는 사회자의 역할을 구분한다. 토론 일지 기록을 하는 사회자와 타이
머 역할을 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토론에 나서는 토론자들의 
역할은 토론의 절차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며, 토론 지원팀은 토론자들이 
논의를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토론 준비 과정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토
론 수행 과정에서 발언 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
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 흐름표와 평가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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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토론 총평을 작성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고, 토론 평가 결과와 함께 토
론 총평을 발표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토론 흐름표(flow chart)는 토론이 진행되는 상황을 간략하게 메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 흐름표를 작성하면, 토론자들이 상대방 토론자들이 제시한 논증에 대
해서 적절하게 응답하기 위한 토론자의 기억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토론 평가에서도 토론 흐름표 작성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 상황에 맞추어 찬성과 반대 측이 논거와 반박, 재반박이 잘 이루어졌는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토론 평가자는 
토론자들이 제기한 논거들과 그에 대한 반론, 재반론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
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숙련
되지 않은 토론 참여자들은 토론 중에 몰입하여 집중하지 못한다. 토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주의가 산만하면 토론 참여자로서의 역할 수행
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토론자가 토론을 잘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토론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각 토론자의 활동을 자세
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 살펴본 토론 평가 양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요인
에서도 학습자들이 토론의 전체 흐름을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토론 흐름표의 내용과 기능에 대해서 알려
주어야 하며, 토론 평가를 위한 토론 흐름표의 작성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토론 주제:
작성자:            토론 일시:
찬성1
입론

반대2
질문

반대1
입론

생
략

반대1
반론

찬성1
반론

반대2
반론

생
략

반대1
결론

찬성1
결론

생
략

주장:

근거:

자료:

주장:

근거:

자료:

[그림 11] 토론 흐름표 양식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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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흐름표는 토론 흐름표의 작성 목적에 따라 쟁점, 토론자, 토론 단계에 따라
서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토론 평가를 위한 토론 흐름표 작성을 
위해서 토론 단계에 따라 토론 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23)를 제시하였다. 
[그림 11]에서 예시로 제시한 토론 흐름표 양식은 토론 단계에 따라 토론 평가자
들이 토론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가로 순차적으로 토론 단계를 배열하였다. 
교사는 수업에서 사용하는 토론 양식을 고려하여 각 토론 단계에 따라서 학습자들
이 주장과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여 토론 평가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
도록 토론 흐름표를 제시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토론 흐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내용을 메모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토론의 진행 과정과 내용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정리하고자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말하는 
내용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토론자의 발언을 일일이 받아 적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학습자들이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축약하여 토론 흐름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토론자의 발언 내용 간의 관계를 화살표와 
같은 기호로 표시하여 토론의 논리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요령도 
학습해야 한다. 토론 흐름표의 작성을 통해서 토론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집중력
을 유지한 채 토론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여, 이를 토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토론 평가자 참여 개선 토론 수업 모형을 운영하는 교사는 각 역할별로 학생의 
숫자를 가감하여 배정하는 것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학습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토론을 할 때마다 토론 참여자의 역할을 교
대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현장에서 제한된 토론 학습 시간 동안, 토론 
참여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제시된다면, 토론 경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론 평가 양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

23) [부록 7]에 전체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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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토론 평가 결과 및 토론 총평 발표

토론 평가 수행이 끝난 이후에는 토론 평가 결과와 토론 총평을 발표하는 시간
을 갖게 된다. 토론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물과 총평을 발표할 때는 왜 이런 결정
을 내리게 되었는지, 어떤 주장이 가장 설득적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평가자가 조언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평가 결
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평가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토
론의 논제와 관련한 어느 한 쪽의 입장에 경도되어 평가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평가자들이라도 토론 평가 결과 및 총평의 공개를 고려하여 평가 수행 결과에 대
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 

평가 결과와 토론 총평 발표 과정은 평가자들이 다른 학습자들 앞에서 말하기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듣기 위주로 의사소통을 수행하던 평가자들
이 말하기 능력을 점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동료 평가자들은 
평가 결과 및 평가 총평의 발표를 듣고 자신의 평가 수행 결과와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평가 수행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 미니와 셔스터
(Meany & Shuster, 2003; 허경호 역, 2008: 293-295)는 토론 평가 결과를 공개
하면 초보 평가자들이 토론 평가 수행을 더 빨리 배울 수 있으며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3.2.4. 토론 평가 철학카드 수정 및 평가 태도 점검하기

평가자들은 토론 평가와 토론 총평 발표를 수행한 이후 토론 평가의 결과물(토
론 평가표, 토론 평가 총평 등)과 함께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 토
론 전에 작성한 토론 평가 철학 카드와 토론 평가의 결과물을 검토하여, 평가자 
자신의 토론 평가관이 토론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
해서 학습자들은 토론 평가 수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
자 스스로 자신의 토론 평가 결과물과 토론 평가관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토론의 논리성에 대한 평가와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점검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토론을 평가하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토론 평가의 개인적 의사결정 단계의 수행 과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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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재검토하는 것을 통해 토론이 진행되는 시점의 평가 수행에 대해서 집중적으
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와 토론 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검토가 끝난 이
후에는, 이를 토대로 동료 평가자들과 평가 내용에 대한 토의 활동을 통해서 토론 
평가 수행 과정을 또래 학습자와 비교·검토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
를 통해 학습자들은 토의 과정에서 토론 평가관과 의사결정 선호도를 공유하는 과
정을 통해서 다른 학습자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토론 평가관과 평
가 수행 양상에 대해 개선·발전시킬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
론 평가의 집단적 의사결정 단계의 합의 과정에서 발견한 다른 평가자와의 내용 
차이에 대해서 서로의 수행 근거를 확인하여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동료 
평가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학습의 
시간은 토론 평가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가자들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내용이 갈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최종 판정의 부담 없이 토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토론 평가의 집단적 의사결정 단계를 다시 수
행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평가자들의 토의가 끝난 후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도
록 지도하여 다른 논제에 대한 토론 평가 수행 이전에 작성한 토론 평가 철학카드
의 내용과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토론 평가관과 토론 평가 결과물이 내용적으로 일관성을 보이며, 토론 평가 결
과에 대해서 토론 참여자들이 납득하여 토론 평가 수행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
고 판단되는 학습자들은 토론 평가관과 평가를 수행하는 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강화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토론 평가관과 토론 평가 결과물의 내용적 일관성
이 잘 모이지 않는 경우나, 토론 평가 결과에 대하여 토론 참여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론 수행 양상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학습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내용이 유지되거나 수정된 부분을 확인하
고 학습자 스스로 개인의 토론 평가 철학카드가 지속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는 것
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그에 따라 토론 평가의 수행도 개선될 수 있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인식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점검의 필요
성을 깨닫고 자신의 토론 평가 수행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이 구
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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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토론자로서의 학습자가 아닌, 청중과 평가자로서의 학습자에 초점을 

두어 토론 평가관과 의사결정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토론 평가 양상을 
확인하고, 각 토론 평가 양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
하여 그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사 검토를 통해 최근까지 토론 교육에 대한 연구가 대체적으로 토론 
담화를 생산하는 참여자의 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렇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토론 수업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한 
후에도 필요성을 고려하여 토론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청중과 평
가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교육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도구적 사례연구의 성격에 따라, 토론 평가 
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 토론 대회 참여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토론 동아리 학
생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토론 대회 동영상에 
대한 토론 평가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토론 평가 철학 카드, 토론 평가표, 토론 총
평, 토론 평가 감상문을 수집하고, 각각의 텍스트 자료와 함께 학습자의 인터뷰 자
료를 수집하였다.

학생들의 토론 평가 철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토론 평가 철학 카드와 
평가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토대로 학습자들이 토론 평가
에 보여주는 전반적인 성향을 확인하였으며,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작성한 후 학
습자들에게 실제 토론 평가를 위한 토론 평가표를 통해 토론 단계에 대한 선호도
를 확인하였다. 토론 철학 카드와 토론 평가표를 작성한 이후 학생들은 실제 토론 
대회 영상을 보고 토론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토론 평가 이후 세부적인 양상을 확
인하기 위해서 경험기술지가 필요하여 학생들에게 토론 평가 감상문을 제출받고,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토론 평가 감상문과 심층 인터뷰의 전사 자료를 토대
로 하여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 양상의 세부적인 양상을 중심으로 토론 평가 양상
을 분석하였으며 그 문제점과 영향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토론 평가의 개념을 밝히고, 토론 평가 패러다임과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검토하여 토론 평가관을 이론적, 기술적으로 규정하였다. 토론 평가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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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미국의 현대 철학 사조인 프래그머티즘과 관련 있음을 밝혔으며, 토론 평가 
활동이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 있음을 밝히고 의사결정 이론에 따라 토론 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토론 평가를 위한 의사 결정 요소를 의
사결정 이론의 개념과 연결시켜 가치, 대안, 증거로 구분하고, 의사결정 요인에 따
른 토론 평가의 양상을 가치 평가, 대안 평가, 증거 평가로 규정하여 유형화하였
다.

Ⅲ장에서는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 철학 카드의 응답 내용을 검토하고 토론 평가
표의 토론 단계에 대한 가중치 부여 양상과 세부 평가 항목의 구성을 확인하여, 
학습자들의 토론 평가관을 크게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것과 상호작용을 중시
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토론 평가 양상을 분석하였다. 내용의 논리성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자들의 토론 평가 철학 카드와 토론 평가표를 검토하여, 토론의 입론과 
최종 결론 단계에 가중치를 두며, 토론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토론 총평을 통해서 구체적인 토론 평가 양상을 확인하였다.

내용의 논리성을 중요시하는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 평가에서 가치에 초점을 둘 
때, 토론자들이 논제와 관련하여 토론자들이 어떠한 가치 판단을 내렸는지 그 내
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였다. 토론 평가에서 대안에 초점을 둘 때는, 논제에
서 제시한 문제 상황의 해결을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중요시하여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였다.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증거에 주목하였
을 때는 토론자들이 제시한 논의의 타당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하여 
토론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토론 평가자들은 토론 평가에서 가치에 초점을 둘 때, 토
론자들이 상대측의 논의에 담겨있는 가치 위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를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였다. 토론 평가자들이 제시한 대안을 중심으로 평가할 
때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양한 대안을 검
토하는 방향으로 토론 평가를 진행하였다. 토론 평가자가 토론자들이 제시한 증거
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할 때, 상대측 논의를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하여 
반박을 진행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개인적 의사결정 단계를 중시하는 토론 평가자들은 미시적 분석적 관점에서 평
가를 수행하여 토론의 논제와 관련한 문제 인식에서부터 가치의 내용과 대립 양상
을 확인하는 가치 탐색, 대안의 문제 해결 능력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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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입증 능력과 신빙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증거 확인의 과정에 따라 토론 평
가를 수행하였다.

집단적 의사결정 단계를 중시하는 토론 평가자들은 거시적 총체적 관점에서 평
가를 수행하여 토론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득적 양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기도 하였으며, 찬반 양측 토론자의 우세에 대한 최종 판정은 개인적 의사결정 과
정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자들 간의 합의로 도출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을 평가 양상의 문제점 역시 토론 평가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내용
의 논리성을 중요시하는 평가자들의 경우 가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토론 평가자의 토론 평가 양상에서는 토론에서 제시한 논의를 넘어서 토론 평가자
가 이미 알고 있는 논제와 관련한 사실을 반영하여 토론을 평가하는 문제점을 찾
을 수 있었다.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토론 평가자의 토
론 평가 양상에서는 과도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여 토론을 평가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의를 강화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토론을 평
가하는 토론 평가자의 토론 평가 양상에서는 토론자들이 제시한 증거와 자료가 뒷
받침하는 논의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토론 평가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평가자들의 경우에는 가치 위계를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
하는 토론 평가 양상에서 토론에서 토론자들이 보여주는 토론 행위 그 자체를 토
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들의 기존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
루어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안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토론 평가 양상에서는 반론을 제기한 수나 의사소통의 유창성에 과도한 관심을 두
어 토론자들이 제기한 반론의 타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토론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를 부정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토론을 평가하는 
토론 평가 양상에서는 토론자가 주장하지 않은 의견에 대한 반박을 뒷받침하는 논
리의 대결에서 벗어난 나열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토론 평가 양상의 문제점은 토론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 결여, 토론 경험
의 불균형, 토론 평가 수행 시 집중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였다. 토론 평가자들은 
찬반 양측의 입장에 따른 토론자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자의 입장에 따라서 더 많은 입증 책임이 요구될 수 있고, 이를 반
영해서 토론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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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토론에 참여하는 경험보다 토론 평가자로 토론에 참여하는 경험이 상대적으
로 적어서, 토론자로서의 경험을 이후 토론 평가 수행에 과잉하게 반영하여 토론
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어려
움을 겪거나, 토론의 흐름을 놓쳐 집중하지 못하였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토론의 특성과 절차, 참여자의 역
할 및 책임을 이해하여, 토론을 총체적,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와 ‘토론의 흐
름에 집중하여 토론 평가를 수행하고, 자신의 토론 평가 철학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를 토론 평가 교수·학습의 목표로 설정하고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토론의 특성과 절차, 참여자의 역할 및 책임을 이해하여, 토론을 총체적, 분석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토론의 논리성과 관련하여 주
장과 증거의 관계와 증거의 성격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토론의 상호작용
성과 관련하여서는 교차조사와 반론의 성격을 이해하고 반론 원칙에 대한 교육 내
용을 제시하였다. 토론의 절차가 다양하며, 그에 따라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이 달
라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토론의 흐름에 집중하여 토론 평가를 수행하고, 자신의 토론 평가 철학을 점검
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교수·학습 목표와 관련한 교수·학습 내용으로는 토론 평
가는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능
력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라고 할 수 있
다. 토론 흐름표의 작성 방법과 효과를 이해하여 토론의 설득 양상을 총체적 평가
하고, 논증을 분석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토
론 평가 철학 카드에 대한 이해를 통해 토론 평가관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을 밝혔다.

교수·학습 활동으로는 ‘토론 특성 및 절차에 대한 학습과 토론자 책임 이해하기’
를 통해서 토론 평가와 관련 있는 지식을 학습하였다. 중학교 1-3학년 군에서 학
습한 토론의 특성을 상기시키고, 토론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서 토론자의 입증 책
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하여 토론의 형식이나 
발언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토론 평가자 참여 개선 
수업 절차 및 토론 평가 수행’에서는 토론 참여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토
론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수업의 절차를 구성하였다. 토론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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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개선 수업 모형을 토대로 한 수업의 절차는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작성하고 
토론 평가를 수행한 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점검 수행하
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토론 교육 연구가 토론 담화를 생산하는 토론 참여자의 토론 활동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반해, 토론 담화를 수용하는 토론 참여자의 토론 활
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토론 담화의 생산을 넘어서 토론 담화의 수용
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대한 연구의 장을 넓히고 있다.

둘째, 토론 평가자들의 토론 평가 철학 카드를 토대로 토론 평가관과 의사결정 
요소, 절차에 따른 토론 평가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교수‧학습 자료를 구성하
였다. 토론 평가 철학 카드는 토론 평가자들의 토론 평가 수행 양상의 분석할 수 
있는 자기기술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학습자 분석에 기초한 토론 
평가 교수·학습 도구를 구성하여 학습자 분석에 기초한 교수‧학습의 실제를 구안하
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
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아카데
미식 정책 토론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성인이 된 학습자
들이 경험하게 되는 토론의 경우 그 논제와 형식이 훨씬 다양하며, 그 수행 양상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식 정책 토론의 논제와 형식을 넘
어 다양한 토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수준의 토론자와 사회자가 진행하
는 자유로운 형식의 방송 토론을 포함한 다양한 토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토론 대회 동영상을 시청하고 토론 평가를 진행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의 토론 평가 수행과 실제 토론 대회 
현장이나 방송 토론의 청중으로 참여하여 토론 평가를 수행이 어떠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 또한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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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토론 평가 철학 카드

1. 응답자  -  성명(          )

① 토론자로서 토론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가? ( 기간:  년 개월 / 횟수:   회) 

② 토론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면 몇 학년 학생들과 토론을 하였는가?  ( 초, 

중, 고등학교 /   학년)

③ 토론을 평가해 본 경험이 있는가? ( 기간:    년   개월 / 횟수:     회) 

④ 토론 평가 경험이 있다면 몇 학년 학생들의 토론을 평가했는가?  ( 초, 중, 고

등학교 /   학년)

Ⅰ. 정책토론의 경험

1–1. 응답자가 정책토론 대회에 참여해 본 경험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 : 토론 대회명, 토론 형식, 논제, 토론 준비과정 등)

1-2. 응답자가 지금까지 토론에 관하여 학습했던 경험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 : 정규 수업, 방과후 수업, 개인 교습, 동아리 활동 등)

1-3.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찬반 양측의 논의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원자력 발

전과 관련된 최근의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아래 항목에 체크하고 원

자력 발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식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

요.

□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없음

□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조금 있음

□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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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호작용 평가의 선호

2-1. 토론자의 말하기 속도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 평소 대화하는 속도로 말하기

□ 적당히 빠른 속도로 말하기

□ 말하기 속도에 대한 선호도 없음

2-2. 토론자의 말하기 속도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알려주세요.

2-3. 토론에서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나 토론 용어에 얼마나 익숙한가요?

□ 토론의 용어에 익숙하지 않음

□ 기본적인 토론의 용어를 이해하고 있음

  (ex: 입론, 반론, 교차조사, 결론)

□ 전문적인 토론의 용어를 이해하고 있음

  (ex: 필수 쟁점, 입증 책임, 내재성, 해결 가능성 등)

2-4. 응답자가 알고 있는 토론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2-5. 토론자들이 토론 평가자인 응답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

인가요? 응답자가 토론자들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나, 혹은 토론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피해야 하거나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

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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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논증 평가의 선호

3-1. 논제 관련성 : 토론의 논제와 필수 쟁점과의 관련성

응답자는 토론을 평가할 때 논제 관련성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아래 항목에 체크하고, 

토론 평가에서 논제관련성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 토론을 평가할 때, 논제 관련성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

□ 토론을 평가할 때, 주장의 판단에 반영한다.

□ 토론을 평가할 때, 논제 관련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반영한다.

3-2. 반론과 반박 :응답자는 토론을 평가할 때 반론과 반박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아

래 항목에 체크하고, 토론 평가에서 논제관련성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 토론에 대한 평가에 반론과 반박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다.

□ 토론에 대한 평가에 반론과 반박을 반영한다.

□ 토론에 대한 평가에서 반론과 반박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반영한다.

3-3. 응답자는 토론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래 항목에 

체크하고 토론 평가에서 대안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 대안을 평가할 때, 반대 측이 제시한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주로 검토한다.

□ 대안을 평가할 때, 반대 측이 제시한 대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평가한다.

□ 대안을 평가할 때, 반대 측이 제시한 대안의 내용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3-4. 응답자가 토론의 평가자라고 가정했을 때, 토론자들에게 토론 전에 꼭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토론 논리성 평가에 대한 선호(ex: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논거 제시 방법과 내용,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논거 제시 방법과 내용)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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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국 토론 대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학 카드 예시

2-1. 덴버 토론 리그(Denver Urban Debate League) 토론 평가 철학 카드

출처 - [http://www.denverdebate.org/getinvolv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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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카고 디베이트 리그(chicago debate league) 토론 평가 철학 카드 

출처- [http://chicagodebateleague.org/2013/03/19/2013-chicago-debate-championship-judge-philosoph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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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토론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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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토론 평가 세부 항목 리스트

단계 평가내용

입론

1. 주장에 일관성이 있나(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가)

2. 주장이 명확하고 정당한가

3. 토론의 쟁점을 잘 포착했는가

4. 쟁점에 따른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는가

5. 토론의 하위 쟁점에 따라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는가

6. 입론의 내용이 논리적이었는가

7. 논거의 다양성, 타당성/자료의 적절성, 정확성

8.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한가

9. 논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는가

10. 증거를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추론하였는가

11.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하고 믿을 만한가

반론

반박

1. 상대편이 제시한 반론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하는가

2. 상대편 주장과 근거의 문제점을 찾아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는가

3. 상대편의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가 드러나도록 질문하였는가

4. 상대편의 주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비판했는가

5. 반론거리를 모두 지적했는가

6. 반박의 논거는 타당한가

최종

발언

1. 주장과 근거를 다시 정리하여 주장을 분명히 하는가

2. 자기 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부각하였는가

3. 자기편 주장이 더 타당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는가

4. 본인의 주장이 더 타당함을 드러냈는가

표현력

1. 표현(문장의 구성)이 명확한가

2. 언어표현(목소리, 속도, 말투)이 적절한가

3. 주장을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는가

4. 발음이 분명하고 태도가 자연스러웠는가

태도

1.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2. 토론의 규칙과 절차를 잘 지켰는가

3.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는가

4.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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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토론 총평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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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토론 평가 감상문

토론을 평가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토론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토론 

평가 수행 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생각나는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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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토론 흐름표 양식의 예시 [가로 순차적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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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debate evaluation
with a focus on policy debate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Kwon, taeg-il
 This study analyzes aspects of debate evaluation to prove that an 
adjudicator’s philosophy and preferred decision-making process affects 
evaluation. Until now, the study of debate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the 
performance of debaters, who produce debate discourse.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behavior of the audience and the adjudicator who 
evaluates the debate discourse. Evaluating a debate entails more than 
determining its outcome, and is akin to solving a common problem between 
two subjects. 
 Chapter 2 confirms that a judge’s philosophy can vary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and that the process of evaluating a debate is similar to decision 
making. This has been grounded on debate paradigm and judge philosophy to 
find out adjudicator’s characters and preference of decision-making process to 
be different each adjudicator. 
 In Chapter 3, debate adjudicato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who 
place emphasis on logicality and those who value interaction. Members of the 
first group, given their esteem for logicality, focused on the contents of 
values, the realistic possibilities of alternatives, and positive evidence in order 
to evaluate the debater’s discussion with greater objectivity. In contrast, 
debate adjudicators who prioritized interaction focused on the value of 
hierarchy, the diversity of alternatives, and negative evidence to refute the 
opposing debater’s discussion. Each type of adjudicator possesses different 



- 129 -

shortcomings in debate evaluation. The factors for each shortcoming were 
identified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and were attributable to an imbalance in 
debate experience, lack of concentration, and the burden of proof in the 
debate form.
 Finally, chapter 4 proposes teaching and learning goals for debate evaluation 
based on a discussion of chapter 3. This includes content and activity plans 
for teaching and learning debate evaluation.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debate education, judge philosophy, 
judge paradigm, decision-making theory, debate evaluation

  
Student Number : 2010-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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