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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 간 고민대화라는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공감적 듣기 반응

의 양상 및 인식을 분석하고,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공감적 듣기 반응 교

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는 개인적인 의사소통 중심의 인지심리학적 관점이 

주도적이었던 그간의 듣기·말하기 교육의 흐름 가운데 새롭게 나타난 사회적 인간

관계 측면을 고려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인 ‘공감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

과이다.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삼각화 설계를 활

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중학교 1~3학년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 개념으로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을 설정하고 있는데, 선

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공감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식별하고 이를 통하여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에 공명하여 나타나는 내적인 반응’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은 

‘자신이 공감한 바를 상대에게 명확하고 민감하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적 듣기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을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으로 제한하고 반응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전략 스물한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실제 학습자들의 대화 자료와 설문지, 소감문을 수집

하여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공감적 듣기 반응의 사용 양

상에서 ‘명료화하기’ 듣기 반응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반면, ‘격려하기’ 듣기 반

응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세부 전략 차원에서 보았을 때

는 ‘추가 질문하기’가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반대로 ‘보편적인 문제라고 

말하기’와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가 가장 적었다. 공감적 듣기 반응의 인식과 관

련해서는 사용 양상과 다르게 ‘지지하기’와 ‘도와주기’ 듣기 반응 유형이 근소한 

차이로 응답 빈도가 높았으며, ‘격려하기’ 듣기 유형이 가장 낮은 것은 사용 양상

과 동일하였다. 세부 전략 차원에서는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와 ‘청자도 고

민이 있(었)다고 말하기’와 같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반응들이 높은 수치를 보

여주었으나 한 번도 응답이 없었던 공감적 듣기 반응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본연구의 핵심 개념인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 그리고 자기 점검 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감과 자기 점검 태도가 높을수록 화자의 의도를 확인

하기,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전략의 경우에 자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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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 공감을 잘 하고 자기 점검 태도가 높은 

사람이 구사하는 특징적인 듣기 반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시사점을 주었다. 첫째, 학습자들은 또

래 간 고민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감적 듣기 전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

로 드러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수의 단순한 듣기 반응 전략의 결합 혹은 공감적

이지 않은 반응으로 나타나 화자에게 있어서 공감적 대화의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공감적 듣기 반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

체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화 자체에 대한 경험과 이

에 대한 점검의 부재로 인하여 전략을 내재화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화자의 의도

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파악한 바를 토대로 이에 적절하게 또는 여러 가지 풍부한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은 자신의 평소 대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래 간 고민대화를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

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고

민대화를 함에 있어서 특히 ‘경청’과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적인 측면은 또래 간 고민대화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의 목표를 지식·기능·태도 차원에서 각각 

‘또래 간 고민대화의 특성과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고민

대화 상황에서 친구와 대화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공감적 듣기 반응에는 어떤 것

이 있는지를 안다.’, ‘고민대화 상황에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전략적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한다.’, ‘고민대화 상황에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공감하는 태도를 지닌다.’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성적 교수(ALACT) 모형을 

본고에 맞게 수용, 통합하여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구상하였다.

* 주요어 : 국어교육, 화법교육, 대화교육, 공감, 듣기 반응, 공감적 듣기 반응, 또래 간 

고민대화, Active Empathic Listening(AEL), 반성적 교수(ALACT) 모형

* 학  번 : 2015-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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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공감’은 하나의 유행어가 되어 버렸다. 분야

를 가리지 않고 어느 때보다 공감이라는 단어가 즐비하는 오늘날의 모습은 이

것이 결여된 사회적 상황에 기인한다. 우리 사회는 공감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

겨나는 수많은 갈등들이 범람하고 있으며, 학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자기

중심적 말하기, 폭력적 언어 사용, 상대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태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적 양상들이 청소년의 언어문화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경은정, 2015; 

장경희 외, 2011). 또한 경은정(2015)에서 중·고등학교 말하기 실태 분석을 통

해 얻은 ‘77%의 학생들이 일상 대화 시에 상처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와 

‘상처를 준 대상의 71%가 친구’라는 조사 결과는 올바른 언어와 소통에 대한 

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어교육, 특히 화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

하게 만든다.

그간의 듣기·말하기(화법)교육은 공식적, 개인적인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의미

의 정확한 전달과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 참여자 간의 심리적인 공유, 사회

적 인간관계 측면을 소홀히 다루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에 ‘상호

교섭적 관점(임칠성, 1997)’, ‘청자지향적 관점(권순희, 2001)’, ‘협동의 원리, 

정중성의 원리(이창덕, 2003)’ 등을 강조하는 흐름이 생겨났으며, 서로의 마음

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유하며, 대화 참여자 간의 배려 있는 언어 사용 태도

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감적 화법(정상섭, 2006)’에 대한 논의를 시작

으로 최근까지 관련 연구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공감과 

듣기·말하기의 만남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존재하는 문제적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고시된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국어’의 학습을 통해 추구하는 

역량으로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

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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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1)

은 이러한 공감적 듣기·말하기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감이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대화2)의 

과정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은 공감적 듣기·말하기를 

교육의 맥락에서 수용하는 데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와 무슨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지에 따라 공감적 듣기·말하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공감적 듣기·말하기’에 대한 연구

물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위의 두 가지의 요소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공감적 듣기·말하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는 제한점이 있다. 이주섭(2001)에서는 ‘상황맥락3)’을 반영한 말하기·듣기 교육

을 강조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현재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실제 삶

과 맞닿아 있는 교육 내용 마련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구체적이

고 실제적 적용이 가능한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후, 

학습자들의 공감적 듣기·말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또래 간 고민대화4)라는 

특정한 맥락으로 제한하여 살펴볼 것이다. 고민대화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학

습자들의 공감적 듣기 반응 양상은 어떠하며 어떠한 듣기 반응을 공감적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공감 및 자기 점검 태도와 공감적 듣기 

반응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양상 분석을 

1) 교육부(2015)에서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 등 총 6가지 역량을 제

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위의 기술한 두 가지는 특히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과 관련

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

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은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

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2) 본고에서의 대화를 ‘특정한 목적과 주제에 대한 결속성을 가진 대화 참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의사소통 행위’로 보고자 한다.

3) 이주섭(2001)에서는 ‘상황맥락’을 ‘어떤 상황이 고립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

사소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 의사소통의 방향이나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때의 맥락’으로 정의하고 있다.

4) 김종람(2014)에서는 청소년기에 학습자들은 또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고민대화 상황을 ‘또래 간’으로 한정

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3 -

토대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 상정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공감적 듣기 반응 및 

인식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2. 공감적 듣기 반응과 관련 변인(공감, 자기 점검 태도)간의 관

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3.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의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에서 다

뤄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 방법은 무엇인가?

2. 선행 연구

최근 공감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연구물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감’이 중

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

구 주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간호학, 경영학, 교육학, 뇌과학, 사회복지

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언론정보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감과 관련

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학 분야에서도 공감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기준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해 보고자 한

다. 첫 번째로는 공감에 대한 연구이며, 두 번째는 공감적 듣기․말하기 교육에 

대한 연구이다.  

 1) 공감에 대한 연구

1900년대  초 ‘공감(empathy)’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이후로 이를 연구함에 

있어서 큰 축은 공감의 본질 그 자체 즉, 공감의 개념이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Dymond, 1949; Rogers, 1975; Davis, 1980; Salovey & 

Mayer, 1990). 공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시도는 이를 측정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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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는데(Truax, 1961; Hogan, 1969; Mehrabian & 

Epstein, 1972), 개발된 도구는 연구자의 공감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역할 

취하기(role-taking)’나 ‘감정의 재인(recognition of emotion)’을, 혹은 ‘공유된 

정서(shared affect)’, ‘공명(resonance)’을 핵심에 두거나, ‘의사소통(전달)’의 

측면을 강조하는 등 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하나의 측정 

가능한 요소로 공감을 바라보는 접근은 공감과 유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변인

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을 낳게 하였는데, 성(Frodi & Lamb, 1978; 

Barnett, Howard, Melton & Dino, 1982; Toussaint & Webb, 2005), 연령

(Adams, Schvaneveldt & Jenson, 1979; Lennon & Eisenberg, 1987; 

Richter & Kunzmann, 2011), 대인관계(Luborsky, Auerbach,  Chandler, 

Cohen & Bachrach, 1971; Gladstein, 1983; Redmond, 1989; Hay, 1994; 

Barrio, Aluja & García, 2004), 의사소통(Gibb, 1961) 등 최근까지 다양한 측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사회적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듣기·말하기 교육을 수

행하고자 할 때 공감이라는 요소를 고려하는 것에 관한 의의를 찾기 위해 공감

을 대인관계 혹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변인을 함께 다룬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다른 변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루보스키 외(Luborsky et al., 1971)에서는 166편의 연구물들들 바탕으로 치

료 요법(Psychotheraphy)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심리 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요소 중 하나로 공감을 다루었다. 공감이 내담자의 

치료를 촉진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양방향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글래드스타인(Gladstein, 1983)에서는 그동안 상담과 심리요법 분야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져 온 공감을 상담·발달·사회 심리학 관점을 통합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타인과 같은 방식으로 느끼는 것에 관한 정서적인 측면과 역할 취하

기(role-taking)와 같은 인지적인 측면 두 가지를 공감의 핵심적 요소로 보았

다. 상담의 초기 과정에서의 공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감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바리오 외(Barrio, 2004)에서는 공감을 상대방의 감정 상태와 일치한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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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에 둔 대리적 반응이라 말하며,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추론의 발달에 있

어서 공감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공감과 다섯 가지 성격적 특성(the 

Big-Five personality traits)의 관계를 살펴보고, 친절함(friendliness), 활동력

(energy), 성실함(conscientiousness), 개방성(openness) 등의 대인관계와 관련

된 변인들이 공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깁(Gibb, 1961)에서는 메시지에 대한 청자의 집중을 방해하는 방어적 의

사소통(defensive communication)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원적 의사소통

(supportive communication)을 언급하며 이를 장려하고 있는데, 그 요소 중 하나

로 공감을 들며, 공감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감에 대한 국내 연구물들은 공감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공감이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박성희, 2004; 359) 역시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이

루어져 왔다. 

먼저, 우수경·서윤희(2016)에서는 공감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 내적 경험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 기본

적이고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고,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실증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은 타인의 관점에서 의사소통 수단을 활

용하여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하는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서 무엇

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고 수용적인 ‘공감’적 태도가 긍정적인 변

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정진옥(2016)에서는 공감을 타인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는 인지적 요소와 정

서적 상태를 대리 경험하는 정서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의

사소통적 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하는 

접근은 본고에서 공감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감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공감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결과 의

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원정숙·신현숙(2008), 송정미(2008)에서는 의사소통 기술 훈련 프

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공감을 다루고 있었으며, 손은정(2016), 최지민(2015), 

고소미(2007), 홍기묵(2004)에서는 공감이 의사소통 수준과 대인관계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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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화법 교육에서 그

동안 대화 참여자 간의 심리적인 공유, 사회적 인간관계 측면을 소홀히 다루어

왔다는 비판적 관점 하에 ‘공감’을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찬(2012)에서는 관계맥락을 고려하여 공감자와 공감 대상자의 친밀

도(친구/지인)에 따른 공감 방식(깊은 공감/얕은 공감)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

였는데, 그 결과 친구 조건에서 깊은 공감이 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또래 간 고민대화라는 맥락을 공감이 

필요한 상황으로 설정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2) 공감적 듣기·말하기 교육에 대한 연구

최근의 국어교육에서의 공감적 듣기·말하기 교육에 관한 연구물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감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공감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을 교육의 맥락에서 접근한 해외의 연구들은 이를 듣기와 함께 다루며,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Gordon. 1985; Thomlison, 1990; Walker, 1997; 

Stewart, Zediker & Witteborn, 2005; Floyd, 2014)하였는데, 국내에서도 이

러한 관점을 수용하여 공감적 듣기(empathic listening)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청자 지향적 화법, 배려적 화법, 관계 중심적 화법 등의 용어로도 쓰이며 비교

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감적 듣기·말하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

리한 최초의 연구로는 정상섭(2006)을 들 수 있다.

정상섭(2006)은 상호교섭적 관점5)에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

유하며, 대화 참여자 간의 공손한 언어사용 태도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공감적 

화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공감적 화법의 개념과 특성을 논의하고 의사

소통 전개 과정을 공감적 수용, 공감적 이해, 공감적 듣기 반응 3단계로 정리하

였다. 공감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 내리지는 않았으나 정서적 공감 및 반응을 중

요하게 여기고 있어 정서적 요소와 의사소통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5) ‘상호교섭적(transaction) 관점’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공유하며 의사소통 상황 맥락 및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역동적으로 의미를 구

성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서영진, 201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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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구체적인 공감적 화법의 방법을 반응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을 모두 

아울러 ‘수용적 경청, 개방적인 대화 자세, 집중하여 듣기, 적극적 듣기, 정서적 

공감, 공감 반응, 대화를 촉진하기’의 6가지로 제안하였으며, 또한 초등학생의 

대화를 ‘인지·심리적 측면, 언어적 표현 측면,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으로 나누

어 검토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일상대화의 실태 분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본고에서는 공감적 듣기·말하기에 초점화된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내용 마

련하고자 한다.

소미영(2014)에서는 협력과 존중을 통한 상생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강조하며 

‘듣기 반응6)’을 중심으로 관계 중심적 듣기 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관계 중심적 듣기를 의사소통 참여자 간에 관계를 형성, 유지, 개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듣기로서 역시 인간관계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 그 하위 유형으로 ‘공감적 듣기, 대화적 듣기, 치료적 듣기’를 

제시하였으며,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포함한 10가지 유형을 추출하여 관계 중

심적 특성을 기준으로 대화 참여자를 선정, 실제 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

로 관계 중심적 듣기 교육의 교육과정과 실제 대화 분석을 토대로 관계 중심적 

듣기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경은정(2015)에서는 공감에 대한 정의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공감 화법’

을 상대를 존중하고 의미를 공유하는 우리를 위한 관계 지향적인 의사소통 행

위로 보고, 특히 배려적 반응을 강조한 점은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체

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공감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국어교육에

서 공감을 다룰 때는 의사소통적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현재 화법 교육에서는 공적인 상황에서 정확한 표현과 이해를 위한 교육에 

치중된 경향이 있고 따라서 학생들이 공적·사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화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중·고등학생들의 대화 실태를 1차적으로 설문지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이후 일

상대화를 녹취·전사하여 정상섭(2006)에서 제시한 틀에 따라 교육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최경숙(2016), 서영준(2014), 강미진(2014), 박상진(2011), 오정선

6) 본고에서 핵심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공감적 듣기 반응은 청자의 적극적인 듣기의 의

미를 강조하고자 이러한 듣기 반응이라는 용어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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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김규훈(2008), 임금선(2008) 등 공감적 듣기·말하기 교육에 대한 연구

들이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한국어교육에서 역시 공

감에 대하여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혜원(2016)에서는 의사소통 기술이자 능력으로 공감을 바라보고 ‘메시지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통해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온전히 수용하는 정서적 공유 

과정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이라 정의 내린 바 있는데, 이는 

본고에서 바라보는 공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공감적 청자 

반응 전략’에 주목하여 ‘공감적 이해 반응’, ‘공감적 정서 집중 반응’, ‘공감적 대

화 협력 반응’의 세 차원에서 추출하고 있는 측면은 유사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

상 대화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몇몇의 연구들에서는 공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국내의 국어교육에서의 공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감을 인지적·정서적·의사소통적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감의 정의에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시킨 최초

의 학자 로저스(Rogers)의 논의를 따른 심리치료나 상담 분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자는 공감이 의사소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공감의 구성 요소 중 의사소통적 요소는 그 층위

에 있어서 대등한 지위에 놓일 수 없다고 판단7)하였다. 따라서 공감 그 자체에 

의사소통적 요소가 포함될 수 없다고 보고,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을 분리해

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실제 학습자들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보다는 주로 

공감과 관련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석을 통해 교육 내용을 추출하는 연구들

이 많았으며, 따라서 실증적인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

에서는 문헌 연구와 더불어 학습자들의 공감적 듣기·말하기 실태를 분석하여 교

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좀 더 구체적이고 초점화된 접근을 위하여 대

화의 맥락을 또래 간 고민대화로 제한하고자 하였다.

7) 이러한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2장의 ‘(2) 공감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서 상세하게 후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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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대화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듣기 반응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므

로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 등 다

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공감과 성별 혹은 나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그리고 일정 

정도까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높다는 인식이 존재하나 여러 연구 결과들이 측

정 방법과 측정된 내용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어 아직까지 단

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상황이나 동기 등이 큰 영향

을 미치는 것8)으로 보인다(Lennon & Eisenberg, 1987; Klein & Hodges, 

2001; Richter & Kunzmann, 2011; Christov-Moore, Simpson, Coude, 

Grigaityte, Iacoboni & Ferrari, 2014).

한편, 블로스(Blos, 1979)가 제시한 적응체계이론에서는 자아의 변화에 초점 

맞추어 청소년기의 자아발달 과정을 여섯 가지 하위 단계9)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기-초기’는 우리나라의 중학생에, ‘청소년기-중기’는 고등학생에 

해당(김춘경·이수연·최웅용, 2006; 박아청, 2004)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블

로스의 논의를 따르면 해당 시기에 속한 학습자들은 발달적 측면에서 어느 정

도 동질성을 확보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와 함께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설

정된 교육과정을 참고함과 동시에 연구를 통해 교육 내용이 추출되었을 때 이

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감적 듣기·말하기와 관련

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Ⅰ-1>과 같다.

8)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고민대화 상황에 따른 또래 간 대화라는 조건은 상황과 동

기의 측면을 어느 정도 통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9) ‘잠재기-청소년 전기(preadolescence)-청소년 초기(early adolescence)-청소년 중기

(middle adolescence)-청소년 후기(late adolescence)-청소년 이후기

(postadolescence)’의 단계로 구성된다. (김춘경·이수연·최웅용, 2006: 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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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공감적 듣기·말하기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중1-3학년군’의 ‘듣기·말하기’에서 

‘(7)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가 

있으며 ‘국어Ⅰ’의 ‘화법’에서 ‘(2)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가 있다. 또한 성취기준의 해설을 통해서 ‘중1-3학년

군’에서는 공감적  듣기·말하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익히는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면 ‘국어Ⅰ’의 ‘화법’에서는 학습한 공감적 화법의 방법을 

적용하여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군’의 

‘듣기Ⅰ말하기’에서 ‘[6국01-07]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와 ‘중1-3학년군’의 ‘듣기Ⅰ말하기’에서 ‘[9국01-02]상대의 감

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가 공감적 듣기·말하기와 직

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취기준 해설을 통하여 ‘중1-3학년군’은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며 듣고,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시

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설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중1-3학년군]

듣기·말하기

(7)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

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

[초5-6학년군]

듣기·말하기

[6국01-07]상대가 처

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

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

닌다.

[국어Ⅰ]

‘화법’

(2)공감적 듣기의 방법

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

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한다.’

[중1-3학년군]

듣기·말하기

[9국01-02]상대의 감정

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

<표 Ⅰ-1> 교육과정에서의 ‘공감’과 관련된 성취기준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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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중학교 국어 교과서 14종을 분석한 결과, <표 Ⅰ-2>와 같이 
모든 교과서에서 공감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포함된 단원을 1학년 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이 이미 선행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관련 내용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이 멀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발달론적 

관점에서 동질하다고 판단되는 중학교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상황이나 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래 간 고민대화라

는 상황을 설정하여 학습자들의 공감적 듣기 반응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과서 단원 교과서 단원

교학사(남)

국어② 6. 공감하는 말하기

 (1) 공감과 대화의 기술

 (2) 최강 울 엄마

신사고(민)
국어② 1. 마음을 나누는 삶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동아출판(이)
국어① 5. 갈등과 공감

 (3) 공감하며 대화하기
신사고(우)

국어② 1. 공감하는 글과 말

 (3) 마음이 통하는 말

동아출판(전)
국어① 5. 갈등과 공감

 (3) 엄마가 사라졌다. 
지학사(방)

국어① 4. 우리가 사는 세상

 (2)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래엔(윤)
국어① 4. 갈등과 대화

 (2) 괜찮아
창비(이)

국어① 5. 공감하며 말하기, 예

측하며 읽기

 (1) 가을의 산타

비상(김)
국어② 3. 갈등에서 공감으로

 (3) 공감을 나누는 대화 
천재(김)

국어① 6. 따뜻한 대화 똑똑한 읽기

 (1) 공감, 마음을 움직이는 힘

비상(이)
국어② 6. 차이와 공감

 (2) 공감하며 말하기
천재(노)

국어① 5. 더불어 살아가기

 (2) 마음을 나누는 대화

비상(한)

국어② 1. 공감, 마음을 잇는 징

검다리

 (3) 내가 살아가는 이유

천재(박)
국어② 5. 맥락의 이해와 활용

 (2) 공감적 대화

<표 Ⅰ-2> 교과서에서의 ‘공감’과 관련된 단원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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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공감적 듣기 반응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

를 토대로 한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해 문헌 연구와 양적, 질적 연구의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 내용 설계를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공감의 성격과 구성 요소를 

고찰하여 공감에 대한 관점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공감적 듣기 반응을 정의

하여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또한 고민대화의 특성을 알아보면서 이와 

공감적 듣기 반응의 연결 지점을 모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고민대화와 공감적 

듣기 반응 유형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의 공감적 듣

기 반응 분석틀을 구안하였다.

Ⅲ장에서는 중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 및 인식에 대하여 

Ⅱ장에서 마련한 공감적 듣기 반응 분석틀을 바탕으로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단일 연구에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모두 활용하

는 이러한 ‘혼합 연구 방법10)’은 양측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실용적

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기준으로 다시 세분화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료 수집에 관한 것으로, 수집에 있어 양적·질적 자료가 동시

에 이루어지는지 혹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나뉜다. 둘째는 연구의 

강조점에 대한 것으로, 양적 자료가 더 중요하게 활용되는지 질적 자료가 더 중

요하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갈라지며, 마지막 세 번째는 혼합 연구 방법론의 적

용 수준에 대한 내용인데, 설문 문항 제작 혹은 자료 분석의 단계 등과 같은 연

구 단계에 있어서 어느 수준에서 연구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자료가 단

일한지 혹은 복합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크레스웰과 클락(Crewell & Clark, 2007)에서는 

혼합 연구 방법에 관한 연구 설계 모형11)으로 ‘삼각화 설계(triangulation 

10) ‘mixed methods’는 국내에서는 ‘혼합 연구 방법’ 혹은 ‘통합 연구 방법’으로 번역되

어 쓰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혼합 연구 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11) 각각의 모형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삼각화 설계’는 양적,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여, 두 자료의 비중을 동일하게 두어 

분석한다. ‘포함 설계’는 1차적으로 어떤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되 또 다른 유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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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포함 설계(embedded design)’, ‘설명 설계(explanatory design)’, ‘탐색 

설계(exploratory design)’ 등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이현철 외, 2013: 69).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모형 중 ‘삼각화 설계(triangulation design)’를 

따라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적,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이를 

동등한 가치로 사용하여 자료 분석에 적용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확보한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를 해석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므로, ‘설명 설계(explanatory 

design)의 측면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지 자료를 토대로 한 양적 분석 방법, 고민대화, 소감문, 심층 면

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질적 분석 방법이 이루어졌으며,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공감적 듣기 반응이 어떠하고, 공감적이라고 느끼는 반응

가 전체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설명 설계’는 두 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수집 자료를 설명해줄 수 있는 질적 자료를 

활용하는 설계이며, 마지막으로 ‘탐색 설계’는 ‘설명 설계’와 같이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질적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2단

계에서 이를 수량적 자료를 살펴본다(이현철 외, 2013: 68-70).

양적 + 질적

삼각화 설계

질적

(양적)

양적

(질적)

포함 설계

설명 설계

양적 → 질적 질적 → 양적

탐색 설계

【그림 Ⅰ-1】크레스웰과 클락(Crewell & Clark, 2007) 연구 설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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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에서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

고 있는 ‘공감적 듣기 반응’과 ‘공감 능력’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사한 ‘자기 점

검 태도’까지 포함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며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 내

용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조사 결과와 함께 문헌 연구를 통하여 또래 간 공감

적 듣기 반응 교육을 위한 목표,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다음은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방법을 정리한 표이다. 

  

분류 연구 목적
연구 

방법

Ⅱ장 …

·공감의 성격과 구성 요소 고찰을 통하여 공감적 

듣기 반응의 개념 정의, 과정 탐색

·또래 간 고민대화의 특성을 탐구하여 공감적 듣

기 반응과 연결, 분석틀 구안

… 문헌 연구

Ⅲ장 …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공감적 듣

기 반응 및 인식 실태 분석

·‘공감적 듣기 반응’과 ‘공감’, ‘자기 점검 태도’ 간의 

관계 파악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양적 연구

·설문지

질적 연구

·고민대화 

·소감문 

·심층 면담

Ⅳ장 …
·연구 결과를 토대로 또래 간 공감적 듣기 반응 교

육의 목표, 내용, 방법 마련
… 문헌 연구

<표 Ⅰ-3> 목적에 따른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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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공감적 듣기 반응의 개념과 과정

 1) 공감적 듣기 반응의 개념

본고에서 설정한 공감적 듣기 반응은 전달과 표현 측면을 강조한, 공감과 차

별성을 갖는 용어이다. 따라서 두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

감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한 후, 그 성격과 구성 요소에 대하여 탐구할 필

요가 있다. 공감(empathy)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

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12)’으로, 옥스퍼드 영영사전에서는 ‘the ability to 

understand another person’s feelings, experience, etc13)’라고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정의에서‘느낌’과 ‘ability’라는 풀이에 주

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공감 관련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공감

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기능인가, 태도인가)’와 ‘공감은 무엇으로 구성(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 중 어느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가)되어 있

는가’에 대한 쟁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한 분야

의 학자들에 의해 발달되어 온 만큼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논의 중 공감의 ‘성격’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감의 성격

공감을 바라보는 관점은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 내용 마련하는 데 굉장히 중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자 2018.03.12. 

    사이트 주소: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13) 옥스퍼드 영영사전. 검색일자 2018.03.12. 

    사이트 주소: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empathy?q=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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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관련 연구물들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관점을 

수립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공감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다양하

게 존재하는 가운데, 지금부터 두 가지 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살펴볼 논의는 공감에 대한 ‘유전론’과 ‘환경론’의 입장이다. 이는 

공감을 교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 유전론은 사람이 생물학

적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을 타고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부버(Buber, 1948)에서는 타인을 만날 

때 작동하는 ‘상대에 대한 감식’이 선험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페렌치

(Ferenczi, 1955)는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다(임성

관, 2014: 28 재인용)고 하였다. 설리번(Sullivan, 1953)에서는 신생아들이 선

천적으로 정서적 공감의 원천적인 형태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공

감이 생득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전론’과는 입장을 달리하는 ‘환경론’에서는 공감을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발달된다고 주장한다. 카츠(Katz, 1963)에서는 공감을 구성하는 한 측면의 인지

적 요소에 대한 변화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주장하며, 공감의 발달에

는 자기중심적인(egocentric) 관점에서 타인중심적인(allocentric) 관점으로의 

전환이 바탕을 이룬다고 하였다. 앨런과 브라운(Allen & Brown, 1976)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타인을 모방함으로써 다른 입장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였으며(Reardon, 1987/1997: 97 재인용), 아론프

리드(Aronfreed, 1968)에서는 공감의 정서적 측면과 관련하여 이는 사람이 본

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 이전의 경험들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페쉬바흐(Feshbach, 1975) 역시 느낌에 대해 표현하고 절제하는 경험을 바탕

으로 하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공감이 발달된다고 보고 있어 공감을 고정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자라나면서 습득 혹은 성장하는 종류의 것으로 보는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교육의 맥락에서 이러한 공감의 발달이 학업 참여 증진과 학교폭력 예

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이준, 유숙경, 이윤옥, 2016), 학교생활 만족도 향

상에도 기여(김민성, 엄채윤, 박은정, 2009)한다는 연구 결과는 추가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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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교육적인 가치를 증명해 주는 연구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감을 교육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자하며, 이

는 또한 국어교육에서 공감적 듣기·말하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았을 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공감에 대해 연구한 학

자들이 논쟁을 벌였던 공감이 ‘태도’냐 ‘기능’이냐 하는 것이다. 로저스(Rogers, 

1975)는 공감을 하나의 기능으로 바라보고 상담가나 치료사의 반응에 집중하는 

접근을 지양했다. 그가 공감을 하나의 기능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하면서 강조한 

것은 말하고 행동하는 내용보다는 관계 속에서 공감하는 태도(empathic 

attitude)14)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체적인 경험으로서의 존재 양식으로서 공감

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반면 트루악스와 카크허프(Truax & 

Carkhuff, 1967)는 공감에 ‘accurate’라는 붙인 정확공감(Accurate Empathy, 

AE)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를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 민감성(sensitivity)을 발휘

하여 이해한 바를 언어적으로 구사(verbal facility)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말

하는 사람의 ‘느낌’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한 것인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정확공감척도를 개발하여 개인의 공감을 수

치화 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공감은 하나의 의사소통 기능에 해당된다.

두 가지 모두 공감을 교육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와 동일

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큰 차

이가 있다. 전자가 공감 교육을 총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면 후자는 분석적 표현 기능의 훈련을 통해 주입하는 과정으

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공감을 기능과 태도 중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기능과 태도를 포함한 하나의 ‘능력’으로 보고자 한다. 앞서 공감의 사전적 

14) 로저스(Rogers, 197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공감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 To this extent we became heavily conscious of the techniques 

which the counselor or therapist was using (…) But this tendency to 

focus on the therapist’s responses had consequences which appalled 

me. (…) it was to stress an empathic attitude, with little comment as to 

how this might be implemented in th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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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서 언급한 ‘ability’와 연결되는 지점으로, 이는 생득적인 의미를 가진 

‘competence’와는 구별되는 후천적 의미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성영, 2014: 93)

이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으로서의 공감은 교육을 통하여 발달될 수 있으며, 이

를 통하여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하여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공감이라는 것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항상 말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법교육의 맥락에서 전달의 

측면을 강조한 공감적 듣기 반응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본고에서는 이에 초점

을 맞추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감은 공감적 듣기 반응의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두 가지는 개념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 학자들의 공감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를 탐구해 봄으로

써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다.

  (2) 공감의 개념과 구성 요소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공감의 개념이 발달되어 온 만큼 이에 관한 정

의는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공감 개념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감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 

듀안과 힐(Duan & Hill, 1996) 그리고 박성희(2004)의 논의를 보면, 미학 분야

에서 시작하여 심리학과 상담학 등 공감에 대한 논쟁이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

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 독일 미학의 흐름은 객관적인 세계

에서 정신, 그 중에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는

데, 이때 비쉐(Vischer, 1873)가 제안한 ‘Einfühlung’이라는 용어가 공감의 어

원이다. 이는 ‘ein(안에)’과 ‘fühlen(느낀다)’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사

람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자발적인 느낌의 투영(projection)을 의미한다. 이후에 

심리학 분야에서 립스(Lipps, 1903)는 이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켰

는데, 그는 사람들이 투영(projection)과 모방(imitation)이 선행된 ‘Einfühlung’

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알고 반응하며, 정서에 대한 모방이 증가하면 

‘Einfühlung’도 증가한다고 믿었다. 

티치너(Titchner, 1909, 1924)는 ‘Einfühlung’의 개념을 빌려 ‘empathy’라는 

용어를 만들고 이를 ‘어떠한 대상을 인간화 하는 과정, 그에 대해 스스로가 느

낀 것을 읽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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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athy)이며, 이로부터 반응적-투영적 관점(reactive-projective 

perspective)과 공유된 타인의 정서(another person’s affect of sharing)에 대

한 지각적 인식(perceptive awareness)의 강조가 뚜렷해졌다. 이후 심리학 분

야의 공감 이론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은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공감은 심리치료 그리고 상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

으며, 로저스(Rogers, 1951/1957)의 심리 치료사로 하여금 ‘타인의 태도로 살

도록’ 돕기 위한 공감의 강조는 공감에 관한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

과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정신분석학적 심리치료 분야에서 프로이트(Freud, 1905/1960)가

‘Einfühlung’를 언급하며, ‘말하는 상대방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우리 자신

을 그 속에 넣어 비교함으로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첨가한 미드(Mead, 1934)로부터 

비롯된 사회 심리학 영역에서의 공감에 대한 관심은 그가 제시했던 ‘역할 취하

기’ 또는 ‘관점 취하기’의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전개되었으며, 긍정적인 사회행

동에 대한 탐구가 함께 이루어졌다.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볼드윈(Baldwin, 1897)이 사용한 방출적 의식15)’이라는 

용어는 공감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데,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서 공감과 같은

(empathy-like) 역할을 하는 기능을 일컫는다. 한편 피아제와 인헬더(Piaget & 

Inhelder)는 공감이 아동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탈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하면서 

발달한다고 보고, ‘관점 취하기’의 개념을 ‘탈중심화’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렇듯 미학 분야에서 타인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출발한 공감은 그 개념이 발전되어 가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정

서를 느끼고 이해하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러 분야에

서 논의되어 온 만큼 이러한 공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

을 띠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공감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15) 방출적 의식이란 내 자신의 몸속에 경험이 들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체 속에

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등을 뜻한다(박성희, 20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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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논의한 공감의 정의로 미루어 봤을 때, 공감에 있어

서 핵심적인 부분은 타인의 ‘감정(emotion)’이나 ‘정서(affect)’이며 이에 주목하여 ‘지각

(perceive)’, ‘이해(comprehend)’하고 이를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경험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공감은 상대방이 느끼는 바에 대해 알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인지적인 측면’과 상대방의 상황에 처하여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각기 다

16) 번역과 밑줄은 연구자.

학자 '공감' 정의16)

티치너

(Titchner, 

1924)

공감은 어떠한 대상을 인간화 하는 과정, 그에 대해 스스

로가 느낀 것을 읽는 과정이다.

디몬드

(Dymond, 

1949)

공감은 타인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한 인격체의 상상적 

전위와, 이로 인해 마치 자신이 실제로 그러한 것처럼 세계

를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저스

(Rogers, 1959)

공감하는 상태는 정확성을 가지고,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

와 의미와 함께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의 내적인 

준거틀을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메흐라비안과

앱스타인

(Mehrabian & 

Epstein, 1972)

공감은 지각된 타인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대리적인 정서

적 반응이다.

살로베이와

메이어(Salovey

& Mayer, 1990)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직접 다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데세티와 잭슨

(Decety & 

Jackson, 2004)

공감은 본인이 경험한 감정과 타인으로부터 표현된 감정 사

이의 유사성에 대한 지각이다.

<표 Ⅱ-1> 여러 학자들의 공감 정의



- 21 -

른 시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공감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논의함에 있

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차원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된 

의견을 보인다. 바로 ‘인지적 요소(cognitive elements)’와 ‘정서적 요소

(affective elements)’이다. 초기 정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던 공감이라는 개

념이 ‘지각에 있어서 정확성(accuracy of perception)’이 강조되면서 대두되면

서 인지적 방향으로 그 흐름이 바뀌었다가 마침내 두 요소를 통합한 관점이 대

두된 것이다(Davis, 1980; 87). 이에 더 나아가 공감을 하나의 단일한 개념이라

고 보기 보다는 일련의 집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났다. 

페쉬바흐(Feshbach, 1975)는 3가지 요소를 포함한 공감 모형(A three 

component model of empathy)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

적 요소를 모두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그림 Ⅱ-1】과 같

다.

      

첫 번째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능력(ability)’과, 두 번째 

‘타인의 관점과 역할을 취해 보는 능력’은 인지적 요소에 해당하며 인지 능력의 

수준에 따라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제시하였으며 후자가 향상된 수준의 인지 능

력을 반영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서적 요소로서, 감정적 포용력

(emotional capacity), 민감성(responsiveness)을 의미한다. 이처럼 페쉬바흐는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인의 정서 상태

식별․  분류

타인의 관점․역할

취하기

감정적 포용력․
민감성

【그림 Ⅱ-1】 페쉬바흐의 공감 모형 3요소(Feshbach,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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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스(Davis, 1980)도 역시 인지적 혹은 정서적인 한 측면으로 공감을 바

라보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공감을 집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것으

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가 제시한 4가지의 공감의 구성 요소 역시 인

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2>와 

같다. 

페쉬바흐의 경우에는 구성 요소들 간의 층위를 다르게 제시하였으나, 데이비

스는 4가지의 구성 요소를 동일하게 보았으며, ‘상상’과 ‘관점 취하기는’ 인지적 

측면에 해당되고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측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공감에 대하여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의 

구성 요소로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과 공감이 복합

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개념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와 구별되게 종종 거론되는 의사소통적 요소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

소와 같은 층위에 놓일 수 없을 뿐더러 공감의 본래 구성 요소로 보기 힘들다

고 판단하였다. 타인의 심리 상태를 식별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취하여 대리적 

정서를 느끼는 과정과 이를 명확하고 민감하게 표현하여 전달하는 것 사이에는 

또 다른 차원의 요소가 개입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자가 의식하지 않고 자동

적으로 작용하는 내적 반응이라면 후자는 의식적인 측면을 더 많이 띠고 있다

상상(fantasy): 책, 영화, 연극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과 자신을 강하게 동

일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관점 취하기(perspective-taking): 타인의 관점이나 견해를 취하는 경향 

혹은 능력을 나타낸다.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부정적 일을 겪는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연민, 그리고 관심을 느끼는 경향을 말한다.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 타인의 부정적 경험에 대해 불편함을 느

끼고 걱정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표 Ⅱ-2> 데이비스 공감 구성 요소와 개념(Davi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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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연구의 핵심 개념인 공감적 듣기 반응 표현과 분리해서 보고자 한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식별하고 이를 통하여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에 공

명하여 나타나는 내적인 반응’이며, 여기에는 정서 감염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비언어적 모방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 공감적 듣기 반응의 개념

본래 듣기는 말하기와는 구별되어 이해되어왔으며, 수용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에 이창덕·임칠성·심영택·원진숙(2005)에서는 듣기를 ‘소리 

듣기(hearing)’와 ‘의미 듣기(listening)’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문자 그

대로 외부에서 들려오는 물리적인 소리를 수동적으로 지각하는 활동을, 후자는 

주의를 기울여 소리를 지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관련하여 들은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인지적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

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듣기를 일방향적 차원에서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것

으로 보지 않고 이해의 차원이 더해지는 고도의 인지적 과정이면서 동시에 상

대방과 더불어 의미를 함께 공유해 나가는 교섭적인 과정으로 볼 것이다. 그러

나 대화에 있어 청자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해석한 내용을 보이는 ‘반

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대화를 장려하는 적극적 듣기 의미로 ‘듣기 반

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적극적 듣기의 의미를 가진 ‘듣기 

반응’이 공감이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공감적 듣기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앞서 공감을 ‘다른 사람의 정서를 식별하고 이를 통하여 타인의 입장을 이해

하고 타인에 공명하여 나타나는 내적인 반응’이라고 정리하며, 이러한 공감이 

언제나 외적인 반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것이 반

응으로 드러났을 때를 의미하는 용어를 ‘공감적 듣기 반응’이라고 본고에서 새

로이 제시하고자 한다. 즉, 공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이란 

‘자신이 공감한 바를 상대에게 명확하고 민감하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즉, 인지적 측면에서의 타자의 역할을 취해보고 감정을 인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정서적 측면에서의 느낌을 공유하는 과정이 선행된 

후에, 의사소통적 측면에서의 이해하고 느낀 바를 잘 나타내는 말하기 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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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공감적 듣기 반응 역시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며 공감적 

듣기 반응 능력이 높은 사람은 공감을 느낀 결과를 상대에게 명확하고 민감하

게 표현해 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

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2) 공감적 듣기 반응의 과정

공감적 듣기 반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듣기 과정에 관한 선

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전은주(2001)에서는 듣기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박영목 외(1996)에서는 ‘지각하기-해석하기

-이해하기-반응하기’의 4단계를 들어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 시작 단

계에 해당하는 ‘지각하기’와 ‘해석하기’는 각각 ‘들리기(hearing)’와 ‘듣기

(listening)’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해하기’는 화자의 말을 토대로 의미

를 재구성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이며, ‘반응하기’는 화자의 말을 듣는 

도중에나 듣고 난 후에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피드백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벌더버와 벌더버(Verderber & Verderber, 1992)에서도 듣기의 과정

을 ‘주의 집중－이해하기－평가하기－기억하기－반응하기’로 보고 있는데, 해당 

단계의 살펴보았을 때 명칭에는 차이가 있으나 박영목 외(1996)의 ‘이해하기’와 

벌더버와 벌더버의 ‘평가하기’는 내용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

  공감적 듣기 반응             공감
외적 반응         내적 반응 

       전달·표현          인지·정서

⇣      ⇣
  화자        청자

【그림 Ⅱ -2】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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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만 ‘기억하기’ 단계를 따로 설정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정보 확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화자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습득한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 짓는 것과 더불어 전반적인 화자의 말 자체를 잊지 않는 것을 의

미한다. ‘기억하기’를 하나의 독립된 단계로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은 듣기에 있

어서 대화에 있어서 화자에 의식적으로 몰두하는 태도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첫 번째 단계를 ‘주의 집중’이라고 설정한 것과도 연결된다. 

또한 바커와 왓슨(Barker & Watson, 2000/2006)의 PIER 모델에서도 ‘인지

하기(perceiving)－해석하기(interpreting)－평가하기(evaluating)－반응하기

(responding)’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어, 많은 듣기 과정을 제시한 논의들이 화

자의 말을 집중하여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하는 과

정을 거쳐 반응으로 이어지는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듣기 과정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인 듣기를 상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

는 단계를 기술한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관계성’을 좀 더 중시하여 듣기 과정을 

제시한 논의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한다.

브로넬(Brownell, 2005/2007)은 듣기에 있어서 과제 기능과 관계 기능17)을 

촉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두 측면을 모두 강조한 ‘HURIER  듣기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총  6가지 듣기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글

자들이 각 과정을 의미한다. 청취하기(hearing), 이해하기(understanding), 기억

하기(remembering), 해석하기(interpreting), 평가하기(evaluating), 반응하기

17) 과제 기능과 관계 기능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는 다음 절의 ‘또래 간 고민

대화의 특성’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과제 기능 관계 기능
·정확한 이해

·새로운 상황을 변화시키는 대응성

·적절한 피드백

·보다 직접적이고 빈도가 많은 커뮤니케이션

·좀 더 정확한 회상

·좀 더 나은 의사 결정

·협동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

·커뮤니케이션의 감정적 측면 주목

·개인의 독특한 필요, 가치, 관심의 이해

·정확한 자기 평가

·증가하는 정보 공유

·스트레스가 적은 만남

·진정한 커뮤니케이션과 신뢰

·다양성에 가치를 두며 다른 사람을 존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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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ing)가 바로 그것이다. ‘청취하기’ 는 화자에 주의를 집중해서 소리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해하기’에서는 감지한 소리를 이해하는 

능력, 즉 듣기 이해(listening comprehension)의 단계를 가리킨다. 이는 앞선 

‘hearing’과 ‘listening’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억하기’는 즉각· 

단기·장기 기억 등을 활용하여 정보 유지하고 회상하는 단계로 이때 기억을 방

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기술들이 활용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석하기’

는 화자에 말에 담긴 메시지를 해석하는 단계로,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 의미

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하기’는 비판적 

듣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감정적인 개입이나 개인적 견해를 지지하기 보다

는 객관적 사고의 원칙을 명심하여 효과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논리와 추

론 등이 이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반응하기’는 효과적

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보이는 단

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듣기의 과정에 대한 네 가지의 논의를 단계에 따

른 명칭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영목 외(1996) 지각하기-해석하기-이해하기-반응하기

벌더버와 벌더버(1992) 주의 집중－이해하기－ 평가하기－기억하기－반응하기

바커와 왓슨(2000) 인지하기－해석하기－평가하기－반응하기

브로넬(2005) 청취하기-이해하기-기억하기-해석하기-평가하기-반응하기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 듣기 과정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면서도 공감이라는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The Active-Empathic Listening(AEL)에 대한 연

구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래 경영학 분야에서 출발한 The Active-Empathic Listening(AEL)은 전통

적인 적극적 듣기와 공감이 결합된 개념(Gearhart & Bodie, 2011)으로, 

‘sensing’, ‘processing’, 그리고 ‘responding’의 3단계로 구성된다. 각각의 단계

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Yesavage, Brink, Rose, Lum, Huang, Adey, & 

Leirer, 1982; Comer & Drollinger, 1999; Bodie, 2011; Gearhart & Bodie, 

2011). 

첫 번째 ‘감지하기(sensing)’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언어·준언어·비언어적 



- 27 -

단서를 받아들인다. 화자가 무엇을 말했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였는지에 

주의하여 명백한 정보와 그리고 그 안에 암시된 정보를 파악한다. 두 번째 ‘처

리하기(processing)’ 단계에서는 대화 중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한다. 이는 화자

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포함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축된 메시지를 해

석하고, 단서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며, 기억 속 정보들을 정리함으로써 현재 

메시지에 유념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반응하기(Responding)’은 의사

소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반응하는 단계이다. 질문하기, 적절한 

어조, 눈 맞춤, 등과 같은 언어·준언어·비언어적 반응을 할 수 있다.  

 The Active-Empathic Listening(AEL)을 기존의 듣기 과정과 비교했을 때 공

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과 이를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반응하는 과정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AEL에서 특징적인 점은 화자의 말 

속에 숨은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좀 더 집중하고 있으며 화자의 정서적 측

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화 참여자간의 심리적인 공유, 사

회적 인간관계 유지에 궁극적 목적을 두는 의사소통의 한 방식에 그 바탕을 두

고 있어 비판적인 듣기에 해당하는 ‘평가하기’의 단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

며, 화자의 말의 논리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화자의 말에 담긴 의미를 헤아리

기 위하여 대화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단서들에 대해서 무엇에 우선적으로 반

응할지를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듣기 과정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면서도 이러한 The Active-Empathic Listening(AEL)의 ‘감지하

기(sensing)－처리하기(processing)－반응하기(responding)’의 단계를 중심적으

로 수용하여 공감적 듣기 반응의 과정을 ‘감지하기－해석하기－피드백하기’18)’

의 세 단계로 설정하고 각각의 단계에 속하는 듣기 반응 유형을 제시함과 더불

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구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감지하기(sensing)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화자에 대한 주의 집

중이 바탕이 되며 들리기와 듣기와 같은 소리를 식별하는 과정이 전제로 이루

어진다.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말 의미뿐만 아니라 처한 상황, 정서 상태를 

18) 교육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피드백의 의미를 ‘학습자의 학습 행동에 대하여 교사가 적

절한 반응을 보이는 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피드백의 의미를 의사소통 과

정에서 ‘청자가 화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염민호·김현정, 2009: 316-317)’로

서 사용하여 짧고 단순한 호응 또는 질문 등과 구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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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위해서 언어·준언어·비언어적 단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해석하기(processing/interpreting)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서를 통해 수집

한 정보들을 종합한다. 이를 통하여 화자를 둘러싼 전반적 환경에 대하여 이해

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청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자에게 공

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앞선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과거의 정보를 회상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마지막은 피드백

(feedback)하기이다. 해석한 바를 토대로 적절한 말을 통하여 청자 자신의 생각

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진정한 공감적 듣기 반응은 이러한 세 과정을 통해

서 이루어지며, 이를 <표 Ⅱ-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지금까지 듣기 과정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소리의 식별부터 시작하여 의미

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반응하는 내용을 각각의 단계로 포함하고 

있었다. 즉, 하나의 반응을 위하여 거치는 인지적인 과정에 주목하였다면 본고

에서는 단순한 반응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이를 바

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반응을 최종 단계로 설정한 것이 특징

이다. 따라서 각각의 과정을 제대로 이뤄내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할 수 있겠으며, 피드백하기의 도달이 진정한 공감적 듣기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위한 사전 단계인 감지하기와 해석하기를 위한 세부 전략 역

시 공감적 듣기 반응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감지하기 해석하기 피드백하기

◆주의 집중이 바탕. 

들리기와 듣기 단계

가 전제

◆언어·준언어·준언어

적 단서를 파악하기

→

◆수집한 정보들을 종

합하여 화자의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

◆기억하기 단계가 포함

→

◆해석한 바를 토대로 

적절한 말을 통하여 

청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단계

<표 Ⅱ-3> 공감적 듣기 반응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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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의 유형

 지금까지 공감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성격과 구성 요소의 측면에서 살펴봄

으로써 공감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핵심 

개념으로 제시한 공감적 듣기 반응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두 개념 간의 관계

를 그려볼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학습자들의 실제 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

응이 어떠한 지 살펴보기 위하여 본고에서 설정한 한 장면에 해당되는 대화의 

한 유형으로서 ‘또래 간 고민대화’의 특성을 알아본 후, 이를 공감적 듣기 반응

의 과정과 연결하여 Ⅲ장 양상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구안하고자 한다.

 1) 또래 간 고민대화의 특성

‘troubles talk’ 혹은 ‘troubles telling’이라는 용어로 국외에서 연구가 진행되

어 온 고민대화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고민과 조언 및 정서적 지지가 오가는 

장면을 가리킨다(박성석, 2015: 177). 본고에서 주목하는 또래 간 고민대화가 

가진 특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대화와 고민대화에 관련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민대화를 전은주(2001)의 논의에 따라 말하기의 상황, 목적, 참여자 

변인을 바탕으로 고려하였을 때 ‘비공식적 말하기, 상대(또래)와 말하기’라는 점

에서 ‘대화’의 한 하위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최소 자질을 가지고 있다(박용익, 2014: 12). 

1. 말할이의 의사소통 목적

2. 대화 기여들 사이의 주제적 관련성

3. 최소 두 명 이상의 구체적인 의사소통 참가자

4. 들을이와 말할이의 실시간적 역할 바뀜

이로부터 대화란 ‘특정한 목적과 주제에 대한 결속성을 가진 대화 참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의사소통 행위’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는데, 월튼

과 크라베(Walton & Krabbe, 1995)에서도 역시 대화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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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goal)을 언급하며, 이에 규칙(rule)을 추가한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대

화의 유형을 ‘설득’, ‘협상’, ‘탐구’, ‘심의’, ‘정보 탐색’, ‘논쟁’, ‘혼합형’의 7가지

로 나누었다(김승현, 2015: 35 재인용). 

또래 간 고민대화는 엄격한 규칙이 요구되는 대화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목적이 매우 다양한 일반적인 대화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목적이 존재한다. 첫째

는 대화 참여자의 고민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로 인해 

촉발된 화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전자의 달성이 즉각적으로 후

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자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후자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고민대화 상황에서 반응 유형을 탐구했던 기존 연구들(Michaud & 

Warner, 1997; Goldsmith, 1999; Basow & Rubenfeld, 2003)이 특히 문제 화

제(problem topics)와 정서 화제(emotion topics)에 집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는 고민대화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밑바탕에 깔려있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대화 참여자들의 친밀감

과 유대감의 증가를 통한 관계의 유지에 있다.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

은 사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 노출(self-disclosure)’에 해

당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19) 에서 자기 노출은 상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김교헌, 1992: 196-197). 고민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화자가 가진 

부정적 감정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상위의 목적인 친밀감과 유대

감 증대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고민대화의 특성

은 학습자들의 소감문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B-소감문-201: 부모님께 이야기 못하는 것들을 속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친구와 나만의 비밀이 생긴 것 같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입이 무거운 친구가 들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A-소감문-308: 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누군가는 그것을 들어주며 

19) 친밀한 관계는 특정한 관계 유형이 아닌 상호작용의 특성이며, “반복되는 상호작용, 

상당한 자기 노출, 높은 상호 영향, 진한 감정적 동참이 있는”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 

남편-아내, 부모-자식은 물론 데이트 쌍, 친한 친구를 포함할 수 있다(Sillars & 

Scott, 1983; Reardon, 1987/1997: 26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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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토닥여줄 수 있다. 그리고 친구와 고민을 이야기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고민이나 비밀을 말하면서 그 친구와 
더 친해지고 애틋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마
음을 털어낸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하다. 

C-소감문-312: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친구랑 고민을 얘기하면 속이 시원
하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은 관계를 원

만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전은주, 2001: 83-84)하며, 특히 이러한 문제의 상황, 

고민대화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적인 듣기·말하기

는 특히 필요한 것이다.

한편, 대화문법론에서는 대화의 유형을 대화 참여자의 목적에 따라 ‘관계 중

심적 대화’, ‘행위 동반적 대화’, 그리고 ‘과제 중심적 대화20)’로 나누었는데, 이 

가운데 과제 중심적 대화는 대화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그림 Ⅱ-3】과 세분화될 수 있다. 대화 참여자들의 이해나 목적이 자유의

지로 순응하는지(①상보적 대화), 이해나 목적은 다르나 서로 양보하여 조정하

는지(②협력적 대화), 한쪽이 강제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지(③경쟁적 대화)에 

따라 나뉜다(박용익, 2014: 175-180). 

20)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관계 중심적 대화’는 대화 자체에 특정한 목적이 

없고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수다 혹은 세상 이야기와 같은 대화를 말하며, ‘행위 동

반적 대화’는 어떠한 행동을 따르게 하는 의사소통 유형, 마지막으로 ‘과제 중심적 대

화’는 대화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목적이 중심이 되어 과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진 대

화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또래 간 고민대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다만 관계 중심적 대화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사회적 관계 유지 그 자체에 있다고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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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과제중심적 대화의 하위 유형 분류

앞서 논의한 또래 간 고민대화의 목적을 고려해 봤을 때 문제의 해결이나 부

정적 감정의 해소와 같은 비교적 분명한 대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과

제 중심적 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 분야에서 ‘troubles 

talk’를 연구한 밀러와 실버만(Miller & Silverman, 1995)은 내담자에게 중요하

고도 전문적인 의무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고민대화 장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는 고민대화의 과제 중심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문제 해결

과 부정적 정서 해소라는 목적은 각각 과제 중심적 대화 중 상보적 대화의 하

위 분류21)인 대화 참여자 중의 일부 혹은 전체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다루는 ‘실제적 대화(예: 상담, 상의대화)’와 의사소

통 과정에서 격려 혹은 위로 등의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심정적 대화

(예: 위로대화)’와 일치하여, 이와 더불어 고민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관계 유

지에 있다는 점은 또래 간 고민대화가 관계 중심적 대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1) ‘상보적 대화’는 ‘인지적 대화’, ‘실제적 대화’, ‘심정적 대화’로 다시 나뉘는데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인지적 대화’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화의 

대상 혹은 주제가 지식이나 정보일 경우를 일컬으며, ‘문의대화’나 ‘통보대화’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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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또래 간 고민대화는 【그림 Ⅱ-4】와 같이 두 가지의 목적을 지닌 대화

의 한 종류로서, 이는 상위의 목적과 하위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위의 

목적은 대화 참여자 간의 사회적 관계 유지라고 할 수 있으며, 하위의 목적은 

화자의 문제 상황 해결, 부정적인 감정 해소이다. 따라서 또래 간 고민대화는 

관계 중심적 대화와 과제 중심적 대화의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지닌 특성을 가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또래 간 고민대화와 공감적 듣기 반응의 유형

반응 유형의 구축은 앞서 살펴 본 공감적 듣기 과정과 고민대화의 특성을 바

탕으로 공감과 고민대화의 논의 중 반응 요소를 포함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마련하고자 한다.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거

쳐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응 유형과 더불어 각각의 포함되는 세부적인 전략

을 함께 제시하여 내용의 체계성과 구체성을 띠고자 한다. 또한 그 중에서도 특

히 언어적 표현에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공감과 관련된 반응에 대한 논의이다. 스튜어트, 제디커와 비테본

        대화  상황: 비공식적 말하기 대화 참여자: 또래

       관계 중심적

   <상위 목적>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 증대를 통한 

  관계 유지

       과제 중심적

   <하위 목적>

   화자의 문제 상황 해결과

   부정적 감정 해소

     【그림 Ⅱ-4】또래 간 고민대화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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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t, Zediker & Witteborn, 2005)에서는 공감적 듣기 기술(empathic 

listening skill)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집중하기 기술(focusing skills), 격려하기 

기술(encouraging skills), 반영하기 기술(reflecting skills)을 들고 있다. 여기

서 집중하기 범주의 명칭은 본고에서 제시한 화자에게 주목하여 단서를 포착하

는 감지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듣기 유형으로 수용이 가능하며, 이에 해

당하는 세부 전략으로는 맞장구(responsive sounds)치기를 포함한다. ‘집중하

기’ 듣기 유형은 화자에게 주의를 집중하며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화자의 말

에 관심을 보이며 짧은 표현으로 호응하는 반응들이 이에 속한다. 반영하기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집중하기’ 듣기 유형의 세부 전략이 될 수 있다. 격려하

기는 피드백하기 단계에서 화자의 정서에 집중한 듣기 반응 유형으로 수용할 

수 있다. 

정상섭(2006)에서는 공감적 화법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크게 

태도적 측면22)과 의사소통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그 중 의사소통적 

측면에서는 반응적 소리내기를 화자의 말에 동조하는 짧은 표현으로 이는 맞장

구치기 전략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명료화하기는 화자의 말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반응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듣기 과정 중 화자의 메시지로

부터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하는 해석하기의 단계에서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명료화하기’ 듣기 유형에는 단순한 정보에 대한 질문, 낱말의 의미 확인, 화자

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확인의 세 가지의 층위로 나누어 세부적인 전략으로 제

시가 가능하다. 상대의 말을 자신의 이해한대로 다시 바꿔서 짧게 표현하는 재

진술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기’ 듣기 유형으로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감

정 반응해 주기는 공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

대방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되돌려주는 청자의 반

응으로 이는 ‘격려하기’ 듣기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례를 가지고 설명

하기는 화자의 말에 대한 청자의 적극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있는 듣기 

과정 중 피드백하기 단계에서 화자의 문제 상황에 집중한 세부 전략으로 수용

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가진 이가 그렇지 않은 이 사이라는 정보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설명이라기보다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22) 태도적 측면은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바는 아니나 소감문이나 면담 등을 추

가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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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개하기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제시하

고자 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는 객관적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이

끌기 역시 피드백하기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겠으며, 이는 문제 상황에 초점

을 맞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소미영(2014)에서 제시한 관계 중심적 듣기 반응 열 가지 중 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유형 중에서 앞선 논의와 동일한 내용은 제외하고 공감적 듣기 반응 

유형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반복하기의 경우 ‘집중

하기’ 듣기 유형의 세부 전략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지지하기 유형은 화자의 

말에 대하여 동조하거나 공감을 하면서 화자에게 연대를 표시하는 반응으로 피

드백하기의 듣기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질문하기는 앞서 명료화하기 듣기 

유형의 추가 질문과 같은 층위로 보이며 따라서 세부 전략으로서 ‘명료화하기’

의 하위 범주로 추가 질문하기를 포함할 수 있겠다. 도와주기는 대화를 함께 만

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화자에게 도움을 주는 반응을 의미한다. 이는 피드백하기에서 화자의 문제 

상황에 집중한 듣기 반응으로 세부 전략들을 포괄하는 대범주로 수용할 수 있

다. 바꾸어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재진술과 동일한 유형으로 통합

할 수 있다.

경은정(2015)에서는 공감 화법의 실현 방법으로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소극적 방법 중 정서적 

공감은 앞의 정상섭(2006)의 감정 반응해 주기와 연결될 수 있으며, ‘격려하기’ 

듣기 유형에서 공감을 표현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공감이라는 명칭

이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모든 듣기 유형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져 그 층위

가 적절하지 않게 되므로, 대리적 정서 체험을 표현하기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민대화에서 듣기 반응에 관한 논의이다. 고민대화에 대한 연구들

은 주로 고민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유형화하고 어떠한 변인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실증하였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sympathy’의 유형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공감(empathy)과 완벽하게 일

치한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고민대화에서 

화자의 정서와 관련된 요소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것은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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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대화의 듣기 반응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쇼와 워너(Michaud & Warner, 1997)에서는 고민대화의 반응 유형으로 

‘advice, sympathy, change subject, similar situation, joking, don’t worry’를 

제시하였는데, 조언(advice)의 경우에는 화자의 문제 상황이나 정서 상태에 대

한 조언을 의미할 수 있어 피드백하기에 해당하나 본고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

어서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여 좀 더 명확한 전략의 명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 경험(similar situation)은 ‘도와주기’ 듣기 유형의 세부 전략으로 

포함될 수 있겠으며, 앞서 정상섭(2006)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에서 본인의 

사례를 제시한 경우로 유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걱정하지 말라(don't 

worry)의 반응 유형은 '격려하기' 듣기 유형의 세부 전략으로 수용할 수 있다.

바소우와 러벤펠드(Basow & Rubenfeld, 2003)는 ‘offering a way to 

resolve the problem, giving sympathy·changing the subject, talking about 

when they were in a similar situation, joking about it, telling the person 

not to worry’의 여섯 가지로 고민대화의 반응 유형을 정리하고 있어 미쇼와 

워너의 논의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문제 해결 방법 말하기

(offering a way to resolve the problem'와 청자의 문제 경험 말하기(talking 

about when they were in a similar situation)는 ‘도와주기’의 듣기 유형의 세

부 전략으로 수용할 수 있다. 

골드스미스(Goldsmith, 1999)는 이보다 좀 더 세밀한 작업을 거쳐 청자의 반

응 내용에 따라 ‘정서(emotion)·문제(problem)·행동(action)·청자(hearer)·관계

(relationship)·화자(speak)·대화(conversation)’의 일곱 가지로 화제를 분류하여 

이 안에서 다시 하위 유형 스물한 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 대리적 정서 체험 표

현하기(I share you emotion), 보편적인 문제라고 말하기(problem is 

common)는 ‘지지하기’ 듣기 유형,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problem 

is temporary), 칭찬하기(you have abilities and positive attributes)는 '격려

하기' 듣기 유형의 세부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겠으며,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I 

care and wish to be with you) 또한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박성석(2015)에서는 성인들의 듣기 반응 실태를 골드스미스(Goldsmith, 1999)

의 분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열두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 가운데 청

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기와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이해한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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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지지하기’ 듣기 유형의 세부 전략으로, 힘내라고 말하기는 ‘격려하기’의 

세부 전략으로 수용이 가능하다. 또한 청자의 문제 경험 말하기(talking about 

when they were in a similar situation)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 경험을 구체적

으로 이야기하는 반응과 문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화자에게 

소개하는 반응으로 분리하여 제시한 바 있어 본고에서도 이러한 분류를 따라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와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로 세부 전략을 

나누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구축한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 유

형과 세부 전략은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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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는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감지하기 단계이다. 공감적 듣기 반응을 위

해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

에서는 들리기와 듣기가 전제되며 화자에게 집중하여 화자를 상태를 감지한다. 

화자가 처한 문제에 대해 집중하느냐 정서에 집중하느냐는 이 단계에서 고려해

야 할 사항이 아니며 ‘집중하기’ 듣기 반응 유형이 사용될 수 있다. 이에 속한 

과정 유형 세부 전략 비고

감지하기 집중하기

맞장구치기

반복하기

재진술하기

해석하기 명료화하기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

낱말의 의미를 확인하기

화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피드백하기

도와주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

<문제 상황 집중>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

지지하기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말하기

<화자 정서 집중>

청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기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

이해한다고 말하기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

격려하기

칭찬하기

힘내라고 말하기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표 Ⅱ-4> 과정에 따른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의 공감적 듣기 반응 유형과 세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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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전략은 ‘맞장구치기23)’로, “그럼그럼”, “정말?”, “아…”  등과 같은 짧

은 표현을 통하여 화자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음을 나타낸다(Stewart, 

Zediker & Witteborn, 2005: 166). 두 번째로는 ‘반복하기24)’ 전략이다. 이는 

화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mirroring) 관심을 표하는 반응으로 화자가 말한 

단어나 중요한 어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재진술하기’로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 반영하는 반응으로 반복하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집중이 요구

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너는 …라고 생각하는구나.” 혹은 “너는 …라고 

말하고 있구나.”와 같이 사용 양상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화자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자세로 적절한 눈 맞춤을 한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소미영(2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의를 기울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는 비언어적 반응인 ‘조용히 들어주기’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감지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집중하기’ 듣기 유형에 속한 각각의 

전략들을 보여주는 짧은 예시로, 이는 학습자들의 고민대화에서 발췌하였다. 

[맞장구치기]
C-대화-407: 나는 철도기관사가 되고 싶어. 어렸을 때부터 이거 좋아했어. 
C-대화-418: 오 그렇구나.

[반복하기]
C-대화-321: 강아지가 생겼어. 근데 되게 시끄러워. 포메인데. 
C-대화-322: 포메포메~

[재진술하기]
B-대화-202: 내가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 가는데 왜 숙제 안하냐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B-대화-219: 아 학원 갔다 오면 쉬어야 하는데 계속 공부 안하냐고.

23) 여기서 맞장구의 의미는 노은희(2002)에 따라 하나의 말차례를 구성하지 않고 화자

의 발화를 거드는 짧은 호응을 의미한다. 

24) 본고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 의미, 소리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를 반복하기 전

략으로 보고자하며, 특히 화자의 말에 대한 반복, 즉 타인반복(other-repetition)에 집

중하고자 한다. 노은희(1997)에서는 이러한 반복 표현이 상대방의 정서에 동감을 표시

하며 사회적 유대를 강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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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와 같이 ‘감지하기’ 단계의 듣기 유형과 세부 전략을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해석하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파악한 단서를 토

대로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앞서 듣기 과정에서 언급된 

‘기억하기’가 포함된다. 화자의 생각과 감정 등을 이해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명료화하기(clarifying question)’ 듣기 유형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명료화 

하는 질문에 있어서 목소리 톤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해

야 하며, 또한 질문의 형식도 고려해야 한다. 열린 질문(open question)을 통하

여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떠한지 이해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질문이나 화

자가 말하기를 꺼리는 캐묻는 듯한 질문은 피해야 한다(Stewart, Zediker & 

Witteborn, 2005: 168-169). 이러한 명료화하기 듣기 유형에는 세 가지의 세

부 전략이 포함된다. 첫 번째로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가 있다. 이는 

화자의 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순한 정보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질문

을 하는 반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낱말의 의미를 확인하기’로 화

자가 사용한 낱말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이를 확인하는 반응 전략이다. 마

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자의 의도를 확인하기’며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확인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해석하

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료화하기’ 듣기 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전략들의 

짧은 예시이다. 

감지하기 해석하기 피드백하기

듣기 

유형
 집중하기

→ →

세부

전략

◆맞장구치기

◆반복하기

◆재진술하기

<표 Ⅱ-5> 감지하기 단계의 듣기 유형과 세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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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
C-대화-308: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C-대화-314: 너 이번에 몇 등 했는데?

[낱말의 의미를 확인하기]
B-대화-104: 다른 중학교 가서 다른 중학교랑 이제 겨루기를 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B-대화-109: 응? 겨루기? 그게 뭐야?

[화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B-대화-205: 친구가 참 그래... 친구가 사이가 좋은데 좋지 않아.
B-대화-220: 왜... 마음에 걸려?

 
<표 Ⅱ-6>과 같이 해석하기 단계의 듣기 유형과 세부 전략을 정리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피드백하기이다. 화자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느낀 

바탕으로 이에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고민대화의 특

성에 따라 화자가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반응인지, 화자가 가진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화자가 처한 문제 상황

에 대한 듣기 반응 유형으로 ‘도와주기’의 세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 유형은 화자의 고민에 청자가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은 반응을 의미하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거나 관련 정보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화

감지하기 해석하기 피드백하기

→

듣기 

유형
 명료화하기

→

세부

전략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

◆낱말의 의미를 확인하기

◆화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표 Ⅱ-6> 해석하기 단계의 듣기 유형과 세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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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한 가지 관점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면서 객관적

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로 화자의 고민에 대하여 청자가 해결책을 알려주는 전략이다. 청

자의 관련 경험을 소개해 주는 전략은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사한 고민을 경험한 청자가 이를 구체적이고 서사적으로 말해주는 ‘청

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 전략이며, 두 번째는 이와 차별되게 성공적으로 해결

한 경험을 소개하는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 이다. 마지막으로 ‘객관

적 관점 유도하기’는 화자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문제 상황을 바라볼 수 있

도록 유도하는 반응이다. 다음은 피드백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와주
기’ 듣기 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전략들의 짧은 예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   
C-대화-325: 학교에서 너무 조용하잖아... 조용하니까 뭔가 활발해지지가 

않아. 학교에서 활발하고 싶은데.
C-대화-314: 롤을 하자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해서 친해지는 거야.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
B-대화-107: 어... 나는 주변에 약간 힘들어 하는 친구들 있어 가지고 되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모르겠어. 
B-대화-122: 아 나도 따로따로 나눠지는 친구들. 쪼금 모인 친구들이 힘들

어 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있는 거 힘들어 보여.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
B-대화-219: 나는 학교에 와서 애들이랑 처음에 적응이 안 되가지고. 근데 

괜찮다 싶을 때 또 2학년이 되어서 아쉽기도 하고.
B-대화-202: 나도 애들 첫인상이 다가가기가 부끄러웠는데 쫌 시간이 지나

다 보니까 애들하고 점점 친해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빨리 갔
던 것 같아.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
A-대화-116: 아니 공부하는 거랑 화장하는 거랑 관련도 없고 화장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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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화-114: 피부 트러블 같은 거. 나도 화장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거 때문
에 자제 시키는 걸 수도 있고 어른들은 학생들만의 순수한 거 
그런 거 좋아 보이니까... 어른들도 우리 세대 화장하는 거 많
이 못 보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

<표 Ⅱ-7>과 같이 피드백하기 단계 ① 도와주기의 듣기 유형과 세부 전략을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피드백하기 단계에서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듣기 유형은 

‘지지하기’와 ‘격려하기’를 들 수 있다. ‘지지하기’ 듣기 유형은 화자의 말에 동

의하거나, 긍정하거나, 인정하는 반응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는 화자를 정서

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며 이를 지지해주는 반응이 포함될 수 있어 공감적 듣기 

반응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말하기’는 

화자가 겪는 상황이 화자 혼자만이 겪는 유별난 상황이 아니며 화자의 고민을 

많은 사람들 역시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화자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반응이

다. ‘청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경험한 청자가 그

것을 소개해주는 반응과는 차별되는 것으로, 그러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짧게 

나타내는 반응이지만 역시 화자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전략은 화자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거나 동의한다고 말하는 반응이다.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는 청자가 화자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느꼈음을 표

현하는 반응으로 공감 그 자체를 말로 표현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톰리슨

감지하기 해석하기 피드백하기

→ →

듣기

유형
도와주기

세부

전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

<표 Ⅱ-7> 피드백하기 단계의 듣기 유형과 세부 전략: ① 도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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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lison, 1990)은 공감적 듣기를 위한 기술로 감정과 관련된 다양한 어휘

를 사용하여 반응하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공감을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비슷한 전략으로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화자의 생각이

나 정서를 ‘이해한다.’고 말하며 화자를 지지해주는 반응이며, 마지막 ‘고민 유

발자 험담하기’는 화자의 고민을 유발하는 사람에 대해 험담을 통하여 화자의 

입장을 편들어 주어 강하게 동의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피드백하

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지하기’ 듣기 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전략들의 

짧은 예시이다. 

[보편적인 고민이라고 말하기]
B-대화-411: 아 나는 짝눈이 너무 심해.
B-대화-416: 사람은 누구나 짝눈이지.

[청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기]
C-대화-404: 나 진로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어.
C-대화-423: 나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C-대화-411: 근데 군대는 장교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C-대화-408: 그렇지. 훨씬 낫네.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
A-대화-116: 엄마가 화장 진해졌다고 그러는데 학기 초에도 했었는데 왜 이

제 와서 솔직히 학교에서 화장 막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 
나는.

A-대화-114: 니 심정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

[이해한다고 말하기]
B-대화-207: 동생이 삐지는 건 더럽게 잘 삐지고. 동생 나이 때 난 다 했는

데 걘.
B-대화-212: 아 내동생도 마찬가지라 이해한다.



- 45 -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
A-대화-409: 근데 걔가 나도 없는데 사줬는데 나보고 안 사주겠다는 거야. 
A-대화-412: 역시 인성.

<표 Ⅱ-8>과 같이 ‘피드백하기’ 단계 ② 지지하기의 듣기 유형과 세부 전략

을 정리할 수 있다. 

피드백 하기 유형에서 화자의 정서에 초점을 맞춘 마지막 듣기 유형은 ‘격려

하기’이다. 이는 화자의 괴로움이나 걱정을 덜어주고 용기나 의욕을 북돋아주거

나 반응을 의미한다. 화자의 심리를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하여 이로 하여금 미

래의 행동을 이끌어 주거나, 지금까지 화자가 해 온 노고를 드높여 주거나 에너

지를 주는 등 화자가 문제에 봉착하여 그대로 머물지 않고 앞으로 무엇인가를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반응을 의미한다. ‘(화자의 능력이나 노력)칭찬하기’는 

화자가 가진 능력 혹은 그동안 해온 노력을 칭찬하는 반응이다. ‘힘내라고 말하

기’는 화자에게 ‘기운을 내’ 혹은 ‘힘내’와 같이 감정적으로 쳐져 있는 화자의 

상태를 끌어올리는 반응을 의미하며,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는 청자가 화자와 

문제의 상황에서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해주겠다고 말하는 반응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고민대화 유형으로 자주 제시되었던 것으로, 화자

가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벗어나기를 언급하는 반응이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잘 

감지하기 해석하기 피드백하기

→ →

듣기
유형 지지하기

세부
전략

◆보편적인 고민이라고 말하기
◆청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기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
◆이해한다고 말하기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

<표 Ⅱ-8> 피드백하기 단계의 듣기 유형과 세부 전략: ② 지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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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화자의 문제가 곧 풀릴 것이라거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며 위로해 주는 반응이다. 다음으로 피드백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격려하기’ 듣기 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전략들의 짧은 예시이다.

 
[칭찬하기]

A-대화-408: 나는 꿈이 없어. 뭐가 될지 모르겠어. 다른 친구들처럼 정확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A-대화-425: 그래도 너는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잖아. 그만큼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

[힘내라고 말하기]

C-대화-314: 걔 얼굴 안 본다고 했는데 차이면 친구 사이도 안 되잖아. 

C-대화-325: 자신감을 가져.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B-대화-214: 좋아하는 애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짜증나. 나보

다 다른 애가 더 낫다는 거야. 

B-대화-203: 헐. 내가 걔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할게. 같이 가자. 어디야.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

B-대화-425: 근데 나는 꿈을 빨리 찾고 싶은데.

B-대화-408: 근데 우리 아직 중학교 2학년 밖에 안 되었으니까 시간이 충

분히 많다고 생각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A-대화-116-선정: 나는 소심한 성격이 좀 문제인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거 힘들어.

A-대화-114: 그래도 자꾸 말을 걸어보려고 하고. (1) 성격이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좋은 사람 있을 거야.

<표 Ⅱ-9>와 같이 ‘피드백하기’ 단계 ③ 격려하기의 듣기 유형과 세부 전략

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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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공감적 말하기·듣기 교육에 대한 검토

 1) 교육과정 검토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의 설계를 위하여 먼저 교육과정의 말하기·듣기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기존(2011)에 ‘국어Ⅰ’의‘화법’과 ‘중1-3학년군’의‘말하기·듣기’ 영역에 

배치되어있던 공감 관련 성취기준이 ‘초5-6학년군’과  ‘중1-3학년군’으로 이동

하였다. 

먼저, ‘초5-6학년군’의 관련 성취기준은 ‘[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

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로 설정되어 있으며 학습 요소로 ‘공감하

며 듣는 태도 갖기’가 제시되어 있다. ‘중1-3학년군’에서는 ‘[9국01-02]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눈다.’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

으며, 학습 요소는 ‘대화하기(공감)’이다. 성취기준 해설과 평가 방법 및 유의사

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취기준 해설

[9국01-02] 이 성취기준은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

해하며 듣고, 상대방에게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표

감지하기 해석하기 피드백하기

→ →

듣기

유형
격려하기

세부

전략

◆칭찬하기

◆힘내라고 말하기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표 Ⅱ-9> 피드백하기 단계의 듣기 유형과 세부 전략: ③ 격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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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공감적 듣기는 상대방의 감정

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

로 소통하기 위한 듣기이다. 여기에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지속적으

로 관심을 표현하는 소극적 들어 주기와 대화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

해 주며 반응하는 적극적 들어 주기가 있는데, 이 성취기준에서는 적

극적인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상대방에게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평가할 때에는 매체 자료를 활용하

거나 인상 깊은 경험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듣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도

록 한다.

(교육부, 2015: 42-44)

이상의 교육과정을 검토한 결과, '초5-6학년군'에서는 듣기·말하기 태도의 차

원에서 공감하며 듣는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1-3학년군’에서는 ‘대

화’라는 담화의 한 유형 안에서 공감을 토대로 한 반응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중1-3학년군’의 내용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감적 듣

기 반응 교육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성취기준 해설의 내용으로 보아 적극적 듣기를 학습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

을 확인할 있는데, 제시된 ‘요약·정리하기’ 방법은 본고에서 설정한 명료화하기

의 재진술하기 전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듣기 반

응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소략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공감하며 듣는 태도 갖기

와 공감을 바탕으로 반응하기는 함께 다루어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채 

제시되고 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초5-6학년군’의 성취기준 해설

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고, 따라서 제시된 내용이 

어떻게 위계화 되는지 알기 어렵다. 다만, 전은주(2016)의 논의를 통하여 학교

급 간의 계속성과 계열성 확보를 위하여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

로 내용을 배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도와 듣기 반응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되, 너무나 다양한 듣기 반응을 처음부터 제시한다면 학습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이미 공감적 듣기 반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친숙한 

유형을 위주로 먼저 제시하여 이를 익히도록 하고, 후에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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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러 가지 듣기 반응을 다룬다면 계속성과 계열성 확보에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공감’이라는 개념의 지극히 

추상적인 성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노출이 필요하며 중점을 두고 있는 공감적 듣기 방

법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태도 함양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학습자의 삶의 맥락과 닿아있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계속적 수행이 담

보되어야 한다.

 2) 교과서 검토

본고에서는 ‘서술적 지식25)’,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26) 세 측면을 기준

으로, 공감의 개념과 공감적 듣기 반응 전략의 내용 , 대화의 생산 및 수용의 

맥락27)(대화 참여자/의사소통 상황), 과제 수행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

는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서술적 지식의 측면이다. 총 14종 중 5개의 교과서에서 공감에 대

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단원을 시작하

면서부터 공감이라는 단어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개념에 대한 

정의가 어디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그 중 교학사(남)와 

25) 서술적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은 절차적 지식이란 불완전(김승현, 2013)하기 때문에 

서술적 지식은 최우선시 되어야 할 요소이며,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6) 전은주(2001)에서는 정보 처리 모델에 분류를 따라 지식을 크게 서술적 지식

(declarative knowledge),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조건적 지식

(conditional knowledge)로 나누었다.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서술적

 지식

어떤 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으로 사리, 신념, 이론이나 의견, 규

칙과 명칭 등 일상적인 의미에서 지식이라고 일컫는 것

절차적

 지식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아는 것’

조건적

 지식
서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적용해야 할 시기와 그 이유를 아는 것

27) 민병곤(2006)에서는 말하기·듣기 교육의 목표를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 맥락에서 텍스

트를 생산 및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주목해야 할 화법 지식의 구성 범주 중 하나

로 음성 언어 텍스트의 생산 및 수용의 맥락(contexts)을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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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김)에서만 처음부터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이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의미를 알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했던 경험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주장이기도 하고, 교사의 설명

으로 대신하기보다는 적어도 합의된 개념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일차적인 학습 

지도 자료로서의 교과서 역할을 감안한 결과이다. 다만, 연구의 측면에서는 공

감의 구성요소로 의사소통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논의가 대부분인 반면, 교과서

에서 이를 포괄하는 개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않다는 것은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교과서에서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의 중요성과 의의를 설명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은 거의 찾

을 수 없었다. 【그림 Ⅱ-5】와 같이 공감적 듣기 반응에 대한 내용은 ‘적절하게 

표현’에서 그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Ⅱ-5】 공감적 듣기 반응 관련 내용 발췌(천재(박) 국어②, 2012: 240.) 

공감이라는 의미 자체도 학습자들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존재하는

데, 이를 토대로 한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처지나 말하는 의도를 헤아

리며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수준에서 학습 내용이 제시되고 있거나 아예 

표현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는 상황 맥락(조건적 지식)의 측면이다.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화 참여자 같은 구성 또래 간이 가장 많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우도 다

수를 차지하였다. 학습자들은 시기적으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한 청

소년기에 속하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로 또래 간을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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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그러나 제시된 자세히 살펴보면 또래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이 생긴 장

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자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청자가 이를 듣고 조언과 위로, 혹은 지지를 해주는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다. 

갈등이 고조되고 감정이 격해진 친구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공감을 통해 해결한

다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친구와 갈등

을 빚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공감을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

며 말다툼 후에 화해를 하는 장면에서 도움을 주는 요소로 공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민대화 상황이 제시되었으나 대화 참여자의 관계가 또래 간이 아닌 

경우도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장면을 살펴보면 상담가나 선생님과 같이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존재들로 대화 상대가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작성한 다

음의 소감문 내용은 학습자들이 고민과 마주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남긴다. 이는 또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을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 마련하는 것에 의의를 더해주고 학습에서 

실제로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준다고 

할 수 있다. 

B-소감문-124: 말이 잘 통하고 속에 쌓여만 있던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시원
한 감정을 느끼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면 친구와 
나눈다.

B-소감문-107: 혼자 속에 앓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나누고 싶고, 공감대가 
많은 사람이 친구라서 친구랑 얘기한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지식의 측면이다. 제재(본문)와 더불어 도입과 마무리 활

동에 제시된 부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교과서에서는 상대방(대화 참여

자) 혹은 소설 속 인물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활동이 굉장히 소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글에 나타난 상황을 정

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지 써 보거나 역할극을 하는 등의 활동이 



- 52 -

가장 많았으며, 공감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공유된 정서, 공명에 대한 부

분이 가장 적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의사소통적 기능과 관련된, 공감적 듣기 반응에 해당하는 활동이 비교

적 많이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나, 앞서 보았듯이 내용에 있어 구

체성을 띠지 않고 있어 학습자들이 적절한 공감적 듣기 반응을 사용할 수 있을

지가 의심되며, 상대방의 느낌이나 기분을 헤아리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말하기

는 알맹이가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황이나 처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대리적 정서를 가지게 되지만 결국 그것이 반응으로 이어지

는 데에는 그렇게 느끼는 ‘마음’이 실로 중요하다. 공감(共感)이라는 단어 자체

에 들어있는 ‘감(感)’이 결국 공감하며 듣고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

니겠는가.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에서는 이러한 정서적인 요소가 가장 중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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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 및 인식 양상 분석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공감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와 학습자들의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 및 인식에 대한 양상을 밝히기 위한 

본 조사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공감과 자기 점검 태도에 

대한 설문을 함께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두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자료 수집 대상

자료 수집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표집(sampling)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표집은 확률적 표집방법과 비확률적 표집방법으로 구분된다. 

확률적 표집은 무작위 표집이라고도 하는데 단순히 확률적인 절차로 표본을 추

출하는 방법으로 단순무선표집과 유층표집, 군집표집, 다단계표집, 체계적표집

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비확률적 표집방법은 집단의 각 요소가 표본으로 추출

될 기회가 동등하지 않은 표집방법으로 제시된 두 가지를 비교하였을 때 비록 

확률적 표집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연구의 수행 시 현실적으로 확률표집이 불가

능하거나 모집단 자체의 크기를 모르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방법

이다. 여기에는 의도적 표집과 할당표집, 그리고 우연적 표집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 하나인 연구에 목적에 비추어 주관적인 판단 

하에 사례들을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인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독자적인 판단의 근거와 적절한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확률적 표집방법보다 오히려 더 대표성을 지닌 사례를 표집할 수 있어 유

용한 측면을 지닌다(김석우·최태진, 2015: 95-104).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들의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 실제 사용하는 공

감적 듣기 반응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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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공감과 관련된 변인을 검토를 통해 상황과 동기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으며,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으로 맥락을 제한

하였다. 그리고 발달적 동질성과 더불어 공감적 듣기·말하기에 대한 학습의 여

부를 기준으로 중학교 학습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언어문화에 있어서 성별이라는 변인이 끼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이미 많

은 연구들(Tannen, 1991/2003; 민현식, 1996; 최용선, 2001)이 이루어져 온 

바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국내

의 학교들은 한 반의 구성 형태가 남녀 합반인 경우와, 남학생으로 이루어진 

반, 여학생으로 이루어진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1학교씩 총 3학교에 걸

쳐서 진행하였으며 남녀의 비율을 비등하게 맞추었다. 대화의 실제성을 높이고 

성별뿐만 아니라 친밀도, 사회적 지위(권력)도 유의미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

기 때문에 친한 동성 친구 간의 1:1 대화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학업 능력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선행 연구 검토에서 공감 

능력과 학업 능력 간의 어떠한 직접적인 인과 관계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 소재의 일반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한 학습자는 다음

과 같다.  



- 55 -

  (2) 자료 수집 절차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진행되

었으며,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학습자들의 공감적 듣기 반응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설문지, 대화 자료, 소감문, 심층 면담 자료31) 총 4가

28) 녹음된 파일은 총 63개이며, 제시된 주제에 맞지 않는 대화나 불성실한 대화, 녹음 

상태가 불량한 파일 등을 제외한 결과, 총 참여 인원은 116(남:54/여:62)명이다. 학습

자들이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된 파일이 있어서 실제 참여자들은 위에 제

시된 128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9) B중학교의 경우, 한 반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소감문 수집에서 

누락이 많이 발생하였다.

30) 심층 면담 대상은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남학생 1명이 학교 

결석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였다. 

구

분
시기 내용 참여자 분류 기호

예

비

조

사

2017.09
공감 측정 척도 

신뢰도 검증

a중(120명)/b중(79명), 

총 199명(남:109, 여:90)
a/b-번호

본

조

사

2017.12

~

2018.02

공감 능력 

측정 A중(36명)/B중(71)/C중(58명), 

총 165명(남:75, 여:90)

A/B/C-

설문-번호자기 점검 

태도 측정

또래 간 

고민대화 

녹음

A중(28명)/B중(54명)/C중(46명), 

총 128명28)(남:58, 여:70)

A/B/C-

대화-번호

대화 후 

소감문 작성

A중(32명)/B중(60명)/C중(53명), 

총 145명(남:70, 여:7529))

A/B/C-

소감문-번호

심층 면담
A중(2명)/B중(2명)/C중(3명), 

총 7명30)(남:3, 여:4)

A/B/C-

면담-번호

<표 Ⅲ-1> 자료 수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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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국어 수업 시간32)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이루

어졌으며, 수업 시간 전 쉬는 시간과 수업 시간 후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약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의 3단계를 따른다. 

첫 단계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전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끝

나고,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33문항과 자기 점검 태도를 측정하는 4문항이 포

함된 설문지를 작성한다. 여기에 녹음 동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

적으로 참여한 학습자만 녹음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대화 녹음을 하는 단계로, 설문지에 포함된 녹음 동의 표시에 체크

한  학습자들에 한하여 진행되었는데, 녹음기 사용 방법과 녹음 절차에 대한 설

명을 하고 친한 친구와 함께 1:1로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학습

자들은 이미 앉은 자리에서 대화를 하거나 다른 친구와 자리를 바꾸는 등 친밀

한 사이의 친구들과 짝을 맞추어 녹음에 대한 준비를 하였다. 대화 주제에 대해

서는 연구자가 최근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제

시를 해 주었으며 그 안에서 학습자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안내하였다. 혹시라도 갑작스런 요구에 떠오르지 않는 학습자를 배려하

여 보기로 ‘친구 관계·가족 관계·진로·학업·외모·성격·건강·사회 전반 환경’ 등을 

안내지에 포함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소 시간에 대한 기준만 설정하

여 자유롭게 진행된 녹음으로 인해 녹음된 파일의 대화 시간은 최소 5분에서 

최대 약 30분으로 학습자들이 선택한 고민대화 안에서의 세부 주제는 <표 Ⅲ

-2>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에 따르면 주로 진로나 친구관계에 대한 고

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고민을 

바라봄에 있어서 심각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더 높았으며, 이에 따라 임하는 자

세가 진지한 측면이 있었다. 

31) 설문지와 대화 녹음 안내지, 소감문 양식은 <부록>을 참고.

32) 주로 국어 수업시간에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점심시간에 녹음을 진행한 반은 전

체 중 딱 한 반에 해당된다. 점심시간 녹음을 진행한 반의 경우에는 특히 소감문 회수

율이 매우 낮았다.



- 57 -

학습자들의 정보는 출석 번호만 수집하여 학습자들이 녹음에 대한 부담을 느

끼지 않고 자유롭게 녹음에 참여하였으며, 수집한 정보는 공감 능력과 자기 점

검 태도를 함께 살펴보는 용도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화 후에 소감문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대화를 마친 

학습자들은 다시 책상을 바라보고 앉아서 스스로 방금 나눈 대화를 돌아보며 

대화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쓰면서 공감 받았다고 느낀 지점과 그렇지 못했

다고 느낀 지점을 떠올린 후,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

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녹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마지막 단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에 한해서는 본인이 경험했던 친구와의 고민대화를 떠

올리며 그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상의 자료 수집 절차는 내용은 <표 Ⅲ-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설문지 작성 2단계: 대화 녹음 3단계: 소감문 작성

·공감 능력 및 자기 

점검 태도 측정

·녹음 동의 여부 체크

·본인의 고민을 주

제로 친한 동성 친

구와 1:1 대화

·대화 후 ‘공감적 듣기 

반응’에 초점을 맞춰 

느낀 점을 작성

<표 Ⅲ-3> 자료 수집 절차 

남 여 총합

건강 1 7 8

성격 2 4 6

외모 6 7 13

인간관계 10 27 37

일상생활 12 16 28

진로 17 15 32

학교생활 3 6 9

학업 20 4 24

<표 Ⅲ-2> 고민대화 주제

【그림 Ⅲ-1】고민대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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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대화에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공감적 듣기 반응에 대해 좀 더 폭 넓게 접

근하기 위하여 공감 능력을 기준으로 선정(남여 각각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이하, 평균 이상, 평균과 근접)한 학습자 중 동의한 남학생 4명, 여학생 4

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는 위의 자료 수집과 동시에 이루

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적으로 확보된 자료이며,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33), 면담 지침 활용법(The 

interview guide)34) 등을 활용하여 질문의 순서를 조절, 개방형 질문들을 추가

적으로 던짐으로써 참여자가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 구성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왔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분류 기호 A-505 A-514 B-417 B-425 C-302 C-303 C318

성별 여 여 여 여 남 남 남

공감 능력 45 43 62 32 30 42 19

<표 Ⅲ-4> 심층 면담 참여자 정보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 대화 녹음 자료, 소감문, 심층 면담 자료를 대상으로 양

적 그리고 질적 방법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였다. 

  (1) 양적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양적 자료는 공감과 자기 점검 태도에 관한 설문지이다. 

33) 유기웅 외(2014)에 따르면, 인터뷰의 유형은 구조화된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그리고 비구조화된 인터뷰

(unstructured interview)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자가 질문지

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하지만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서 질문의 가변성을 어느 정도 허

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34) 면담 지침 활용법(The interview guide)은 다루는 주제나 사안들이 미리 대강의 형

태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면담자가 면담 과정 중에 질문의 순서 및 표현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본 틀이 존재하여 자료의 포괄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상의 논리적 공백이 있다면 이를 메울 수 있으며, 상당히 대화적

이고 상황적인 성향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Patton, 2002/2007: 66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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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공감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오정란, 1999; 김상아, 2002; 

박성석, 2015; 장성민, 2016)에서는 ‘브라이언트의 정서공감척도(index for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 ‘발렛-레너드의 순환공감척도

(Relationship Inventory: BLRI)’, ‘트루악스와 카크허프의 정확공감척도

(accurate empathy scale)’, ‘메흐라비안과 엡스타인의 정서공감 척도

(Emotional Empathy Scale)’, ‘데이비스의 IRI 척도(interpersonal reaction 

index)’ 등을 공감 능력 측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과 가장 유사한 메흐라비안과 엡스타인(197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공감 능력을 측정하였다.

공감을 ‘대리적 정서반응’이라고 정의한 메흐라비안과 엡스타인(1972)이 개발

한 척도는 성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는데 원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충분히 입증되었다. ‘-4(매우 강하게 반대함)’에서 ‘+4(매우 강하게 동의함)’까

지 9간 점도로 되어있으며, 문항은 총 33문항이며, 피험자들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이 느끼는 정도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척도는 아직 국내에

서 번역 후 통계 검증을 거치지 않았는데 박성희(1994)에서 이 척도를 번역하

여 소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김성일(1993, 1998)은 중·고·대학생을, 박성석

(2015)은 대학생의 공감 능력을 측정한 바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중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성인을 대상으로 제

작된 설문지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습자들에게 조

금 까다로울 수 있는 어휘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와 학급 담임 선생님이 함께 설문 작성 시간 동안 

학습자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조사와 본조사

의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각각 .75와 0.794로 양호35)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 설정한 ‘자기 점검 태도’라는 개념은 평소 본인이 어떻게 말하고 듣는

지에 대해 돌아보는 것을 말하며, 유사한 개념인 성찰, 자기 조정 활동, 반성적 

사고(Reardon, 1987; 정상섭, 2006; 장영단, 2011, 최경숙, 2016)등으로 그동

35) 김효창(2017)에 따르면, 신뢰도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신뢰도 계수는 0에서부터 1의 값

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낮으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6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를 신뢰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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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공감적 듣기·말하기 연구에서 다뤄온 공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의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으로 맥락을 제한하였기

에 자기 점검 태도 역시 점검의 대상으로 또래 간의 대화로 제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4개의 유사 문항을 제작하였고 국어교육 전문가 2인(박

사과정 이상)에게 타당도를 검증 받은 바 있다. 본 조사의 문항 내적 합치도

(Cronbach’s ) 결과는 .803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공감 능력과 자기 점검 태도에 결과와 공감적 듣기 반

응 양상 분석을 토대로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를 22 한글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감 능력과 공감적 듣기 반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박성석(2015)의 설계를 참고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듣기 반응에서의 성차가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감 능력과 자

기 점검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 질적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화 녹음 자료와 소감문 그리고 심층 면담 자료 세 가

지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청자의 공감적 듣기 반응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말에 대한 청자의 대화 기여36)를 중심으로 전사를 하였고, 박용익(2002)을 토

대로 하되, 김승현(2014)와 이승원(2018)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전사 기호를 

사용하였다.

36) 박용익(2014)에서는 ‘대화 기여’를 ‘대화 참여자 한 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발화 

기회에서 수행하는 발화의 총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발화 순서 교체, 즉 말

할이 교체에 의해서 시작되고 또 다른 발화 순서 교체에 의해서 종결된다.



- 61 -

전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분석법을 활용하였는데, 조영달(2005)에서는 대

화분석법(conversation analysis)을 전사를 중심으로 담화를 분석하는 유용한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Ⅱ장에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구안한 분석틀 <표 Ⅲ-6>을 바탕으로 화자의 말에 대한 공감적 듣기 

반응이 성공적으로 실현된 부분이 나타나면 표시하여 학습자들의 공감적 듣기 

반응 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호 의미

[, [[ 말 겹침을 나타낸다.

(.)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

(2.0) 1초 이상 지속되는 휴지를 나타낸다.

: 길게 발음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 강한 어조를 나타낸다.

? 의문 표현-단위의 끝에서 올라감을 의미한다.

↗ 의문 표현 이외-단위의 끝에서 올라감을 의미한다. 

. 단위의 끝에서 내려감을 의미한다.

*** 의미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을 나타낸다.

(()) 언어외적 행위를 나타낸다.

<표 Ⅲ-5> 전사 기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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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유형 세부 전략

감

지

하

기

❶
집중

하기

1-1. 맞장구치기: 화자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는 표시로 호응하는 짧은 듣기 반응

1-2. 반복하기: 화자의 말을 다시 말하며 관심을 표하는 듣기 반응

1-3. 재진술하기: 화자의 말을 청자의 말로 바꾸어 말하는 듣기 반응

해

석

하

기

❷
명료

화하기

2-1.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 관련 정보를 추가

적으로 물어보는 듣기 반응

2-2. 낱말의 의미를 확인하기: 화자가 사용한 낱말의 의미

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이를 확인하는 듣기 반응

2-3. 화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확인하는 듣기 반응

피

드

백

하

기

❸
도와

주기
<문제 

상황 

집중>

3-1.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 화자의 고민에 대한 

청자의 해결책을 알려주는 듣기 반응

3-2.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 청자의 겪은 고민 경험

을 구체적이고 서사적으로 소개해 주는 듣기 반응

3-3.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 청자의 고민을 성

공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소개하는 듣기 반응

3-4.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 화자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듣기 반응

❹
지지

하기
<화자 

정서 

집중>

4-1.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말하기 : 화자의 고민이 많

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라고 말하는 듣기 반응

4-2. 청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짧게 나타내는 듣기 반응

4-3.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화자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거나 동의한다고 말하는 듣기 반응

4-4.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 청자가 화자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느꼈음을 표현하는 듣기 반응

4-5. 이해한다고 말하기: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를 ‘이해한

<표 Ⅲ-6> 양상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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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녹음에 참여하는 학습자에게 본인의 고민을 최소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말하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에, 화자가 고민을 제시하고 동일한 화제 내에서 대화

가 진행되는 것을 하나의 결속을 가진 대화장37)으로 보아 이에 나타난 청자의 

공감적 듣기 반응의 실현 여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고민에 대하여 듣기 

반응 유형이 몇 번 나타났는지에 대한 횟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유

형이 나타났는지 혹은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기록하였음을 밝힌다. 

범주의 평정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전사 자료에서 특정한 공감적 듣기 반

응이 실현된 부분을 랜덤으로 20개를 추출하여 국어교육 전문가 2인(박사과정 이상)

에게 의뢰하였고, 그 중 18개가 일치하여 .90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틀이 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를 참고하면서도 반복

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사용하여 소감문과 면담을 분

석한 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에 추가적으로 이름 붙이고 이를 분류하여 

자료를 해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7) 화제의 앞뒤의 순서에서 확연히 구별되면서 내부적으로 결속된 하나의 단위를 이르는 

영역을 ‘대화장’이라고 한다(박성현, 1995; 노은희, 1999: 21 재인용).

다.’고 말하는 듣기 반응

4-6.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 화자의 고민을 유발하는 사람

에 대해 험담하는 듣기 반응

❺
격려

하기
<화자 

정서 

집중>

5-1. 화자의 능력이나 노력 칭찬하기: 화자가 가진 능력이

나 노력을 칭찬하는 듣기 반응

5-2. 힘내라고 말하기: 화자에게 ‘힘내’라고 말하는 듣기 반응

5-3.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청자가 화자와 문제의 상황에서 혹

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겠다고 말하는 듣기 반응

5-4.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 화자가 부정적인 정서로부

터 벗어나기를 언급하는 듣기 반응

5-5.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화자의 처한 문

제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듣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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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적 듣기 반응 양상 및 인식의 양상

 1) 사용 양상

  (1) 사용 빈도

학습자들의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나타난 공감적 듣기 반응의 유형은 <표 Ⅲ

-7>/【그림 Ⅲ-2】와 같다. 총 459회 중에 ‘명료화하기’ 반응이 149회(남:70

회/여:79회, 32%) 사용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그 다음으로 ‘집중

하기’가 136회(남:36회/여:100회, 30%)로 비등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도

와주기’가 72회(남:18회/여:54회, 16%), ‘지지하기’가 64회(남:9회/여:55회, 

14%)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사용 빈도를 보여준 유형은 ‘격려하기’로 38회

(남:9회/여:29회, 8%)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모

집중하기 명료화하기 도와주기 지지하기 격려하기

남 36 70 18 9 9

여 100 79 54 55 29

총합 136 149 72 64 38

<표 Ⅲ-7> 공감적 듣기 반응의 사용 빈도

 【그림 Ⅲ-2】공감적 듣기 반응의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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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유형에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

인 사용 양상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각 유형 별로 그 빈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집중하기

‘집중하기’ 유형에는 총 3가지의 세부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맞장구치기’ 전략이 82회(남:19회/여:63회, 19%)로 가장 많은 사용을 보여주었

다. 총 21가지의 전략들 가운데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았던 전략으로, 여학생들

의 높은 사용이 돋보인다. 

 <진로>
C-대화-427: 어 나는 생각하는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다 보니 
C-대화-425: 아 어. [맞장구치기]
C-대화-427: 고등학교는 이제 00부고. 대학교는 당연히 가고 싶은 데가 있

는데
C-대화-425: 오오올↗ [맞장구치기]

화자가 본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을 이야

남 여 총합

맞장구치기 19 63 82

반복하기 17 26 43

재진술하기 0 11 11

<표 Ⅲ-8> ‘집중하기’ 

듣기 반응 사용 빈도 

【그림 Ⅲ-3】‘집중하기’ 듣기 반응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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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는 상황이다. 이에 청자는 화자가 말을 하는 중간 중간에 흐름을 끊지 않

는 선에서 짧게 호응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화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반복하기’ 전략이 그 뒤를 이었는데 43회(남:17회/여:26회, 9%)로 

나타나, 역시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한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진로>
C-대화-416: 나는 꿈이 요리사야. 
C-대화-419: 어떤 요리 잘하는데?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
C-대화-416: 배우고 있지. 이태리 요리를 나중에 호텔에서
C-대화-425: 이태리 요리... 호텔에서. [반복하기]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화자의 말에 청자는 화

자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반응

을 하고 있다.

마지막은 11회(남:0회/여:11회, 2.5%) 사용된 ‘재진술하기’이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전략의 사용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상생활-옷>
B-대화-409: 하. 난 옷을 진짜 사야 되거든?
B-대화-412: 응응. [맞장구치기]
B-대화-409: 좋아하는 바지가 한 개야. 근데 누굴 만날 때는 그 옷을 입어.
B-대화-412: 그러면 만날 때마다 똑같은 바지를 입고 만나겠네. [재진술하기]

입을 옷이 마땅히 없어 화자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자는 화자의 말에 

집중하여 본인의 말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반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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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명료화하기

학습자들은 5개의 유형 가운데 ‘명료화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전략별 분석 결과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가 96회(남:46회/

여:50회, 22%)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며, 모든 전략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남녀 학생 모두 비등하게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
B-대화-117: 나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심장

에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있어. 근데 그걸 옛날에 병원에 가서 
무슨 수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했는
데...

B-대화-124: 지금도 그럼 그 구멍이 있는 거야?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

B-대화-117: 응. 그래서 의사가 조심하라고 그랬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
라고 했어. 그래서 (생략)

 화자의 말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을 던짐으로써 화자의 상태에 대하여 확인

남 여 총합
추가 

질문하기 46 50 96
낱말 의미 
확인하기 8 6 14
화자 의도 
확인하기 16 23 39

<표 Ⅲ-9> ‘명료화하기’ 

듣기 반응 사용 빈도

【그림 Ⅲ-4】‘명료화하기’ 듣기 반응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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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감적 듣기 반

응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화자의 의도 확인하기’로 39회(남:16회/여:23회, 8%)를 차지하였

으며, 실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인간관계-이성친구(연애)>
B-대화-403: 요즘 좀 외로운 것 같애. 
B-대화-413: 음. 지금 연애가 하고 싶은 거야? [화자의 의도 확인하기]
B-대화-403: 근데 솔직히 좀 고민이야 왜냐면 남자친구 사귀면 성적 떨어

진다고 얘기가 많아서.
B-대화-413: 전교 1등이라면 같이 공부할 수 있잖아. 사랑도 하고 공부도 

하고 1석 2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

외로움을 느낀다는 화자의 말에 청자는 화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

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청자는 화자의 말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본인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고민을 해소할 

있도록 돕는 것이다. 

‘명료화하기’ 유형 안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차지한 ‘낱말의 의미 확인하기’는 

14회(남:8회/여:6회, 3%)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사용 빈도가 여학생보다 높은 

전략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콘서트>
A-대화-105: 나 서가대 너무 가고 싶어. 근데 못가.
A-대화-112: 서가대? 서강대? [낱말의 의미 확인하기]
A-대화-105: 서가대 가고 싶다. 서울가요대전.
A-대화-112: 아 그 가수들 많이 나오는 데.

화자는 콘서트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본인의 상황을 한탄하였으나, 줄임

말을 사용하여 화자가 사용한 낱말의 의미를 확신할 수 없는 청자는 이를 확인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화자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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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도와주기

이 유형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가 49회(남:18회/여:31회, 

1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가 16회(남:0회/

여:16회, 3.5%)로 그 뒤를 이었다.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 전략의 경우 

남학생들의 사용 양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성격>
A-대화-114: 내가 성격이 좋게 나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엄마

가 내 성격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장점이 많은데 내
가 스스로 다 버렸대. 어떻게 하면 (1) 장점을 다시 가린 걸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장점이 뭐지.

A-대화-106: 그러면 니가 장점을 찾아서, 예를 들어 종이에 쓰고. 사소한 거
라도 하나씩 써가지고 이제 거기서 장점을 찾고 내가 장점이 
많이 있구나 하고 자신감이 붙어 가지고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 나도 내 성격이 (2) 
난 너무 소심해서 처음 본 애들 있으면 얘기 못하고 감정 잘 

남 여 총합

해결 방법 

말하기
18 31 49

경험  

소개하기
0 16 16

해결 경험 

소개하기
0 4 4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
0 3 3

<표 Ⅲ-10> ‘도와주기’ 

듣기 반응 사용 빈도  

【그림 Ⅲ-5】‘도와주기’ 듣기 반응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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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야.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

본인의 성격 중 장점을 찾지 못하는 화자에게 청자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

법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돕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청

자가 가진 성격에 대한 문제를 털어놓음으로써 화자 혼자만의 고민이 아님을 

드러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세 번째로 4회(남:0회/여:4회, 1%)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가, 마지

막은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가 3회(남:0회/여:3회, 0.5%)로 대체적으로 낮은 수

치를 보였는데, 역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략이었다.  

 <인간관계-친구 관계>
B-대화-123: 엄마랑 얘기 해봤는데 선생님들이랑도. 내가 친구들 모두하고 

잘 어울리려고 하는 건 욕심이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말래. 그래야 
편하대. 그 말이 맞더라고.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 
그래서 너도 너랑 마음이 잘 맞는 (,) 내가, 내가 니 맘 잘 알아
주잖아.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데 신경을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나을 것 같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다는 화자의 말에 청자는 본인도 같은 경

험을 하였으며 그때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해결한 일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직접 겪었던 경험에서 우러난 해결 방법을 통해서 화자의 고민을 덜

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진로>
B-대화-108: 난 미래가 없어. ((웃음)) 생활기록부도 잘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고등학교 안 가고 중졸로 해버려.
B-대화-120: 어 근데 일단 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에 도움이 되잖아. 
B-대화-108: 왜 고등학교에서 그런 걸 보고 뽑는지 모르겠어. 굳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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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열심히 안 해도 사람마다 재능이 있는 거고.
B-대화-120: 으응. [맞장구치기] 근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객
관적 관점 유도하기] 

화자는 본인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없는 것이 고민이며 고등학교 진

학 시 생활기록부를 중요하게 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청자는 그러한 

화자의 생각에 호응하는 표현을 짧게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공감적 듣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④ 지지하기

‘지지하기’ 유형에서는 ‘21회(남:2회/여:19회, 4.5%)의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전략과 20회(남:7회/여:13회, 4%)의 ‘청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기’ 

전략이 비등한 수치를 보였다.

남 여 총합

보편적 문제라 

말하기
0 2 2

고민 있다고 

말하기
7 13 20

옳다고 

말하기
2 19 21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

0 10 10

이해한다고 

말하기
0 3 3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
0 8 8

<표 Ⅲ-11> ‘지지하기’ 

듣기 반응 사용 빈도 

【그림 Ⅲ-6】‘지지하기’ 듣기 반응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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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가족 관계>
B-대화-101: 우리 동생은 말을 존나 안 들어. 미칠 것 같아. 아니 너는 오

빠 있어서 미칠 것 같잖아. 공부하는데 말 시키면 겁나.
B-대화-121: 나 요즘 오빠랑은 말 별로 안 해.
B-대화-101: 넌 그래도 그러잖아. 내동생은 맨날 내 방 들어와 가지고 지

방 들어가지 말라면서 막 그러면서
B-대화-121: 아 맞아. 그거 개빡치는 거. 내방에 들어오는 거. [화자의 생

각 옳다고 말하기]

동생과의 갈등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화자에게 청자는 처음에는 본인의 상

황은 그렇지 않음을 드러냈지만 구체적으로 본인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말하자 

화자의 말에 동의하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공감적 듣기 

반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간관계-친구 관계>
C-대화-321: 나는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다. 
C-대화-322: 아 (2) 나도 못하는데... [청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기]

화자의 문제 상황에 청자 역시 처해있다는 말은 비록 그 내용이 덜 구체적이

고 단순한 반응이라도 화자의 상황에 이해하며 지지해주는 공감적인 듣기 반응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로 10회(남:0회/여:10회, 2%), 공감적 듣

기 반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용 양상을 보여주었다.

 <인간관계-가족 관계>
B-대화-122: 우리는 내가 오빠랑 싸울 때가 진짜 많아.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어. 
B-대화-107: 오빠가 몇 살이야?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
B-대화-122: 나보다 2살 많은데. 진짜 왜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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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화-107: 으응. [맞장구치기] 속상하겠다.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 

화자가 오빠와의 지속적인 다툼으로 스트레스 받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하

자 청자는 그 상황을 상상하여 화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대리적으로 느낀 

후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화자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공감적 듣기 반

응이라고 할 수 있다.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는 8회(남:0회/여:8회, 2%),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3회

(0.5%)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은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말하기’가 2회(남:0

회/여:2회, 0.5%)로 모든 전략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고민대화에서 

남학생들이 이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한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인간관계-친구 관계>
A-대화-214: 나는 솔직히 이거는 나는 그 사이에 껴있는 건데. 00랑 친했었

는데 언제부터 00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나한테 막 하는 거
야.

A-대화-212: 아 헐. [맞장구치기]
A-대화-214: 나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누구 선택할 건지 

고민을 하래 나보고. 어떻게 해야 할 지. 그게 옳은 걸까. 자꾸 
생각을 하게 돼.

A-대화-212: 내가 봤을 때는 걔가 하는 행동들이 좋게 보이지는 않아.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

A-대화-214: 나는 중립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잖아. 그냥 
밀어붙일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A-대화-212: 니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일이 있으면 
하지마. 괜히 후회만 되고. 아예 끊어야 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

친했던 친구들 간에 사이가 멀어지자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

다며 고민하는 화자에게 청자는 화자의 고민을 유발하는 제 3자의 좋지 못한 

행동들을 지적하며 화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생각한 적절한 



- 74 -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화자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외모-화장>
A-대화-308: 집에 갈 때 화장을 지우고 들어가야 해. 
A-대화-307: 너 부모님께서 화장하는 거 반대하셔? [관련 정보에 대해 추

가 질문하기]
A-대화-308: 어. 엄마가 진하게 하면 안 된대. 근데 언니는 쉐도우 팔레트 

몇 십 개씩 가지고 갖고 있어. 
A-대화-307: 왜 너한테만 그래. 너무하네.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
A-대화-308: 근데 언니는 성인이고 난 중학생.
A-대화-307: 아. 그래도 너희 언니는 하잖아.
A-대화-308: 언니 진짜 싸가지. 진짜 기분 나쁘게 해.
A-대화-307: 니 맘 이해가 간다. [이해한다고 말하기]

중학생인 화자는 화장이 하고 싶으나 엄마의 반대로 인해 마음대로 하지 못

하는 자신의 상황이 고민이다. 그에 더하여 언니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제재로부

터 벗어나 있는 것이 비교되어 더 화가 나는데 청자는 그러한 화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지지하는 공감적 듣기 반응을 사용하고 있다.

  

 <진로>
B-대화-108: 난 진짜로 게임을 하고 싶어.
B-대화-120: 너 말해봤어?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
B-대화-108: 말해봤지. 근데 집에서는 인정 안 해주니 몰래 하지.
B-대화-120: 근데 그건 모든 엄마, 아빠들이 그러지 않을까? 다 반대하지.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말하기] 게임에 대해서 성과도 
없는데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쟤가 진짜 프로게이머가 되
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냥 게임이 좋아가지고 그러는지 모를 
수 있잖아. [객관점 관점 유도하기]

B-대화-108: 게임이 좋아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건 맞지만 난 재능이 
없는 건 아냐. 내가 진짜 게임했을 때 브론즈 나오고 실버 나
왔으면 벌써 접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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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화-120: 그랬겠지. [맞장구치기]
B-대화-108: 그리고 나는 멘탈도 강하단 말이야.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화자는 본인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고민

인데, 그 중 하나가 부모님의 부정적인 시선이다. 이에 대해 청자는 그러한 태

도가 일반적인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화자가 그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

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화자의 말에 계속 

호응해줌으로써 화자가 말을 계속 이어나가게끔 대화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⑤ 격려하기

이 유형에 속한 전략들은 전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았는데, ‘문제가 잘 해결

될 것이라고 말하기’ 전략이 14회(남:3회/여:11회, 3%)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
A-대화-321: 공부가 하기 싫습니다. 어케 하면 좋을까요.

남 여 총합

칭찬하기 4 8 12

힘내라고 

말하기
2 4 6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0 4 4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
0 2 2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기
3 11 14

<표 Ⅲ-12> ‘격려하기’ 

듣기 반응 사용 빈도

【그림 Ⅲ-7】‘격려하기’ 듣기 반응 사용 빈도



- 76 -

A-대화-310: 노는 식으로 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
A-대화-321: 학원 숙제 못 해먹겠어. 해도 안돼.
A-대화-310: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너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학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화자의 말에 청자는 일단 본인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화자는 계속해서 자신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청자는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화자를 격려하는 공감적 듣기 반응

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화자의 능력이나 노력 칭찬하기’ 전략이 12회(남:4회/여:8회, 

2.5%)의 사용 빈도를 보여주었다. 

 

 <진로>
C-대화-421: 나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C-대화-420: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했던 노력을 말해줘.
C-대화-421: 컴퓨터를 엄청 많이 배웠어. 코딩 같은 거 6~7년 배웠어.
C-대화-420: 대단한데↗ [화자의 능력이나 능력 칭찬하기]

 진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는 화자가 자신의 꿈에 자신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청자는 화자의 노력을 말하도록 이끌었으며, 이에 대해 칭찬의 표현을 

함으로써 화자의 용기나 의욕을 북돋아주는 공감적 듣기 반응을 사용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힘내라고 말하기’ 와 같은 경우에는 총 6회(남:2회/여:4회, 1%)로 낮은 사용 

양상을 보다. 또한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는 4회(남:0회/여:4회, 1%),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2회(남:0회/여:2회, 0.5%)를 기록하였는데 남학생들이 두 전

략을 사용한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   

 <진로>
B-대화-405: 나는 고등학교 어디 갈지 고민... 태권도 사범이 꿈이야.
B-대화-407: 체대를 가야지. 이사를 가는 거야. 태권도 사범이면 체육 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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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 계속 배우는 거지 그걸. [문제 해결 방법 말하기] 자격
증 필요한가?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

B-대화-405: 응. 단증. 청소년은 4단까지고 성인들은 계속.
B-대화-407: 4단 따고 계속 그것만 해야 해?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

하기] 대박. [맞장구치기] 나도 예전에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못하게 했어. 안 그래도 털털한데 엄마가 그만 털털해지라고. 
((웃음))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

B-대화-405: 00대 아님 00대 생각하고 있는데.
B-대화-407: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 파이팅. 할 수 있다. [힘내라고 

말하기]

태권도 사범이 되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교 입학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고 있는 화자에게 청자는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 전략과 ‘맞장구

치기’ 전략 등을 사용하여 화자의 말에 집중하고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대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화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응원한다

는 메시지를 전하며 공감적 듣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로>
B-대화-123: 나는 첼로를 하는 게 꿈인데 어...
B-대화-113: 될 거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너 음악도 잘하

잖아. [화자의 능력이나 노력 칭찬하기]
B-대화-123: 아 고마워. 그래도 많이 부족해.
B-대화-113: 에이. 아니야. 너 잘하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잘했잖아~ [화자

의 능력이나 노력 칭찬하기]
B-대화-123: 오호. ((웃음)) 고마워. 좀 위안이 됐어. 더 노력하면 되겠지, 우

리 둘 다?
B-대화-113: 둘 다 잘하고 노력하면 더 잘하게 될 거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앞으로 같이 해결해 보자 이거. 계속 노력해 
보고.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화자와 청자 모두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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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꿈에 대해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자 청자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화자의 능력을 칭찬해줌으로써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또한 현실에 닥친 문

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격려하며 공감적 듣기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
B-대화-122: 잘 모르겠는데 병원 간 게 옛날이라서 이게 괜찮은지 걱정이 

좀 되네.
B-대화-107: 으응. [맞장구치기] 그래도 의사가 자세하게 막 심각하게 얘기

를 안 해주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거겠지. 너무 걱정
하진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화자에게 ‘걱

정하지 말라고 말하기’의 전략을 사용하여 심각한 상태가 아님을 이야기하며 안

심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상관관계

지금까지 살펴 본 고민대화에서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한 공감적 듣기 

반응 양상을 바탕으로 각각의 유형들 간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

고 한다. 이는 어떤 유형 간의 결합이 고민대화에서 공감적으로 듣기 반응을 하

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Ⅲ-13>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응 1: 맞장구치기’는 ‘반응 6-3: 지지하기-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와 

어느 정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화자의 생각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더 강화하

기 위하여 짧은 호응을 통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표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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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

구치

기38)

도와

주기
지지하기 격려하기

1-3 3-2 3-3 3-4 4-1 4-3 4-4 4-5 4-6 5-3 5-4 5-5

맞장구

치기
1-3 .013 .300** .121 .171 .264** -.018-.058 .029 .121 .171 -.029

3-2 .083 .083 -.058.291**.278** .083 .301**-.012 .130 .012

도와

주기
3-3 .315** -.023 .196* .131 -.028-.043.315**-.023 .120

3-4 .395** .196* .317** -.028-.043-.028 .023 .299**

지지

하기

4-1 .272** .182 -.023-.035-.023-.018 .171

4-3 .213*.196*.336** .056 .103 .201*

4-4 .317** .162 .219*.317**.369**

4-5 .185 -.028 .395** .120

4-6 -.043 -.035 -.091

격려

하기

5-3 -.023 .120

5-4 .171

5-5

<표 Ⅲ-13> 학습자들이 사용한 듣기 유형별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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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제시된 반응 유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응1-3: 재진술하기’, ‘반응3-2: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 ‘반응3-3: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 ‘반응3-4: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 ‘반응4-1: 보편적으로 겪는 문

제라고 말하기’, ‘반응4-3: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반응4-4: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 ‘반응4-5: 이해한다고 말하기’. ‘반응4-6: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 ‘반응5-3: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반응5-4: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 ‘반응5-5: 문제가 잘 해결

될 것이라고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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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적 듣기 반응 사용 양상을 토대로 상관분석을 한 결과 대체로 다소 높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21가지 중에서 ‘4-3: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전

략이 가장 많은 전략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1-3: 재진술하기

(.300**)’, ‘3-2: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291**)’, ‘3-3: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196*)’, ‘4-1: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말하기’(.272**), ‘4-4: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213*)’, ‘4-5: 이해한다고 말하기(.196*)’, ‘4-6: 고

민 유발자 험담하기(.336**)’ 전략과 낮지만 상관을 보였는데 이처럼 학습자들

은 화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반응 전략과 함께 여러 유형을 섞어 쓰며 공감적 

듣기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같은 지지하기 유형의 반

응이 같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 역시 화자를 지지하는 유형의 전략으로 

‘3-2: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278**)’, ‘3-4: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

(.317**)’, ‘4-5: 이해한다고 말하기(.317**)’, ‘5-3: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219*)’, ‘5-4: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317**)’, ‘5-5: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

라고 말하기(.369**)’와 낮지만 상관을 보였는데, 청자가 대리적으로 느낀 바를 

표현하는 이러한 반응은 격려하기의 유형과 결합하여 종종 쓰이는 양상이 발견

되었다.

‘3-4: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는 ‘3-3: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

(.315**)’, ‘4-1: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말하기(.395**)’, ‘5-5: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299**)’와 어느 정도 상관을 보였는데, 화자가 어떤 

문제에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와 같은 경

우에는 자칫하면 화자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반응이라 느낄 수 있으나 보편

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말하며 화자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고민이 해결될 것임을 

언급한다면 성공적인 공감적 듣기 반응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에 앞서 제

시한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가 곁들어 진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1-3: 재진술하기’, ‘3-3: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와 ‘3-2: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 ‘4-6: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 그리고 ‘3-3: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와 ‘5-3: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모두 다소 낮은 상관(약 

.300)을 보였으며, ‘4-5: 이해한다고 말하기’와 ‘5-4: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 

어느 정도 상관(.395**)을 보여 화자의 상황을 인정해주고 부정적 정서에서 벗



- 81 -

어나라는 전략을 공감적 듣기 반응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적 상관관계가 유의했던 공감적 듣기 반응 전략 간의 결합 양상을 【그

림 Ⅲ-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해한다고 말하기’와 ‘걱정하

지 말라고 말하기’ 전략을 결합한 형태의 공감적 듣기 반응을 가장 많이 구사하

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와 ‘문제가 잘 해결될 것

이라고 말하기’가, 뒤이어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와 ‘고민 유발자 험담하

기’가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공감적 듣기 반응 유형 중에 비교적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몇 가지 유
형을 제시하였다. 총 21가지라는 유형의 숫자를 고려해 보았을 때 상관을 보이는 경
우의 수는 많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고민 대화할 때 공감적으로 반응하
기 위해서 특정 유형의 조합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사실 고민대화 상황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을 통해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
해서는 하나의 유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수의 유형만으로 대화를 하기 보다
는 다양한 유형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림 Ⅲ-8】의 결과를 참고하여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
에서 다양하고 적절한 공감적 듣기 반응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Ⅲ-8】듣기 반응 사용 전략의 결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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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식 양상

  (1) 응답 빈도

<표 Ⅲ-14>/【그림 Ⅲ-9】와 같이 총 175회 중에 ‘지지하기’ 유형이 73회

(남:24회/여:49회, 42%)로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도와주기’가 

66회(남:23회/여:43회, 27.5%)로 비등한 수치를 나타내어 뒤를 이었다. ‘집중하

기’는 23회(남:13회/여:10회, 13%)를 차지하였으며, ‘명료화하기’는 10회(남:9회

/여:1회, 6%)로, 마지막은 ‘격려하기’가 3회(남:0회/여:3회, 1.5%)로 나타났다. 

사용 양상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학습자들이 다양하게 사

용할 수 있는 공감적 듣기 반응 유형 속 전략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절에서도 역시 유형별 응답 양상이 어떠한지 좀 더 세밀하

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집중하기 명료화하기 도와주기 지지하기 격려하기

남 13 9 23 24 0

여 10 1 43 49 3

총합 23 10 66 73 3

<표 Ⅲ-14> 공감적 듣기 반응 인식의 응답 빈도 

【그림 Ⅲ-9】공감적 듣기 반응 인식의 응답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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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집중하기

‘집중하기’ 유형에서 유일하게 맞장구치기 전략을 학습자들이 공감적 듣기 반

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총 23회(남:13회/여:10회, 13%)로 나타나, 남녀 

학생이 비등하게 화자에게 소리 내어 호응하는 반응을 공감적으로 인식하고 있

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A-소감문-124: 친구가 내 말에 리액션을 잘 해주고 마음이 잘 맞아서 공감 
받은 느낌이 들었다.

B-소감문-204: 말을 할 때마다 호응을 잘해줬고 고민거리를 말할 때마다 
이 고민거리에 맞는 이야기를 더 해줘서 공감 받았다고 느
꼈다. “아, 얘가 내 고민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고마운 생
각을 했다. 

C-소감문-321: 친구가 추임새를 잘 넣어줬다. 

화자의 말에 짧게 호응하는 ‘맞장구치기’ 전략을 많은 학습자들이 공감적 듣기 반

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자가 말을 하는 중간 중간 흐름을 

끊지 않을 정도의 반응은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 여 총합

맞장구치기 13 10 23

반복하기 0 0 0

재진술하기 0 0 0

<표 Ⅲ-15> ‘집중하기’ 
듣기 반응 응답 빈도

【그림 Ⅲ-10】‘집중하기’ 듣기 반응 응답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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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명료화하기

‘명료화하기’ 유형은 듣기 반응 사용 양상에서 두드러진 빈도수를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인식에 있어서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가 10회(남:9회/여:1회, 6%)로 나타났는데, 남학생들의 경우에 추가적

으로 본인의 말에 질문을 하는 것을 본인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라고 느낀다

고 응답이 많이 존재하였다.

A-소감문-110: 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또 질문을 계속 해주어서.

C-소감문-408: 친구가 나와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웃어주고 나의 고민에 대
해 맞장구를 쳐주고 나에게 관심 있다는 듯이 질문도 던져
주고 해서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고민도 비슷했기에 더 
공감이 되었다. 

남 여 총합

추가 

질문하기
9 1 10

낱말 의미 

확인하기
0 0 0

화자 의도 

확인하기
0 0 0

<표 Ⅲ-16> ‘명료화하기’ 

듣기 반응 응답 빈도

【그림 Ⅲ-11】‘명료화하기’ 듣기 반응 응답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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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도와주기

 

많은 학습자가 공감적 듣기 반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도와주기’ 유형에서는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가 47회(남:18회/여:29회, 27%)로 가장 높은 빈도

를 보여주었다. 

B-소감문-208: “아, 맞아.”, “그럴 때가 있어!”라며 호응을 해주거나 고개
를 끄덕여준다. 혹은 “나는 이러이런 부분이 ~했어!”라고 본
인의 상황까지 말하고 친구의 그런 상황이 나에게는 정말 위
로가 되었고 공감을 받는 느낌이 든다. 

 

B-면담-217: 본인이 ‘나도 이런 일 겪었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 
확실히 공감을 받는 느낌은 들죠. 얘도 나랑 비슷한 일을 겪
었구나 하면서. 이거를 얘가 알고 있고 얘도 그런 걸 겪었고 
그리고 나에 대해 알고 있고 그런 거 자체가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고민대화에 있어서 화자가 본인의 문제 상황을 이야기 하였을 때 청

자도 이와 같은 문제를 겪은 것을 경험을 공유하며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많은 

남 여 총합

해결 방법 

말하기
5 13 18

경험  

소개하기
18 29 47

해결 경험 

소개하기
0 1 1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
0 0 0

<표 Ⅲ-17> ‘도와주기’ 

듣기 반응 응답 빈도

【그림 Ⅲ-12】 ‘도와주기’ 듣기 반응 응답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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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공감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는 역시 많은 학습자들이 응답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18회(남:5회/여:13회, 10%)로 나타났다.

B-소감문-412: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 조언을 해주어서 친구
랑 대화하고 공감 받았다고 느꼈어요. 

C-소감문-405; 우리가 키가 안 크는 고민에 대한 이유를 서로 알기 때문에 
말이 잘 통했고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고민거리
를 계속 이야기 하다 보니까 조언 같은 거를 해 주어서 공감이 
되었다. 

어떤 식으로 자신이 봉착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

는 청자의 반응을 많은 화자들은 공감적이라고 인식하였다.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는 단 1회(남:0회/여:1회, 0.5%) 나타났으

며,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를 응답한 학습자는 없었다. 

A-소감문-123: 친구랑 나랑 둘 다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친
구 관계에 대한 뒷담화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어떻게 했었
는지 그런 경험들을 나눠서 공감이 진하게 들었다.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는 청자의 이야기로 말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습자들이 공감적으로 인식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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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지하기

‘지지하기’ 유형에서는 ‘청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기’가 45회(남:18회/

여:27회, 2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B-소감문-117: 이야기를 할 대 고개를 끄덕여 준다거나, “맞아.”, “나도 그
랬어,” 같은 말을 해주어서 공감 받는 기분이 들었다. 

A-소감문-114: 화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나누었던 상대방도 나
만큼 화장을 좋아했던 점이 같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같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도 많은 학습자들이 공감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화자의 생각이 옳다고 표현하는 반

응 역시 공감적이라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감적 듣기 반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도 

남 여 총합

보편적 문제라 

말하기
0 0 0

고민 있다고 

말하기
18 27 45

옳다고 

말하기
1 4 5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

5 14 19

이해한다고 

말하기
0 2 2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
0 2 2

<표 Ⅲ-18> ‘지지하기’ 

듣기 반응 응답 빈도

【그림Ⅲ-13】‘지지하기’ 듣기 반응 응답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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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남:5회/여:14회, 11%)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B-소감문-405: 친구가 나의 고민을 듣고 자기 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걱

정해주고 조언을 해 줌으로써 공감을 받았다. 

B-소감문-108: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고, 내 성격과 비슷하달까 관

심사가 통하여 편하게 말을 해도 비밀을 지켜주고 맞장구

라던가 생각의 폭이 깊은 친구라서 정말 편하고 내 말에 

감정을 이입을 하며 대답해 주고 집중을 해준다. 

화자의 말에 마치 본인이 그 상황에 놓인 것처럼 대리적으로 화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표현은 공감적 듣기 반응에서 꼭 필요한 전략이며 학습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는 5회(남:1회/여:4회, 3%), 마지막으로 ‘이해한

다고 말하기’와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는 각각 2회(남:0회/여:2회, 1%)씩 나타

났으며, 남학생의 응답은 존재하지 않았다. 

B-소감문-217: 나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잘 달래주며 이해한다고 말해줘서.

A-소감문-308: 친구가 진심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주려고 노력했고, 내 편을 
들어주며 “그건 좀 아니다.” 등 공감을 해주었다. 

 화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과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고민을 유발하는 사

람에게 적대적인 입장에서 화자의 편임을 드러내는 반응 역시 학습자들이 공감

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89 -

   ⑤ 격려하기

대체적으로 낮은 응답 빈도를 보인 ‘격려하기’ 유형은 공감적 듣기 반응에 있

어 굉장히 중요한 전략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제대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가 2회(남:0회/여:2회, 1%), 그리고 ‘힘내라고 말하기’

가 1회(남:0회/여:1회, 0.5%)로 나타났다.

B-소감문-201: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내 눈을 보고 들어주었다. 중간에 
힘내라는 말도 했다.

B-소감문-210: 내가 이야기 할 때 웃으면서 열심히 들어준 것 같고 “맞
다.”고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도 계속해 줘서 이야기 할 
맛이 났다. 그리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공감대도 형성
이 되었다.

 이처럼 짧은 말로도 충분히 화자를 공감 받았다고 느끼게 하며 격려할 수 

있는 듣기 반응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전략들을 학습자

들이 자연스레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이끄는 것이 필요하겠다.

남 여 총합

칭찬하기 0 0 0

힘내라고 

말하기
0 1 1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0 2 2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
0 0 0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기
0 0 0

<표 Ⅲ-19> ‘격려하기’ 

듣기 반응 응답 빈도

【그림 Ⅲ-14】‘격려하기’ 듣기 반응 응답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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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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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학습자들이 공감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듣기 반응을 조화롭게 사용한

다면 만족스러운 또래 간 고민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공감적 듣기 반

응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39) 제시된 반응 유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응1-1: 맞장구치기’, ‘반응2-1: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 ‘반응3-1: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 ‘반응3-2: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 ‘반응3-3: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 ‘반응4-2: 청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기’, ‘반응4-3: 화

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반응4-4: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 ‘반응4-5: 이해한다

고 말하기’, ‘반응5-4: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

집중

하기
39)

명료

화

하기

도와주기 지지하기
격려

하기

1-1 2-1 3-1 3-2 3-3 4-2 4-3 4-4 4-5 5-4

집중

하기
1-1 .068 -.232* -.082 .257* -.127 .173 -.225* -.065 -.046

명료화

하기
2-1 -.098 -.308** -.037 -.290** -.085 -.182 -.053 -.037

도와

주기

3-1 -.231* -.060 -.204 -.137 .171 .098 -.060

3-2 -.231* .954** .021 .373** -.018 -.122

3-3 -.116 .437** -.058 -.017 -.012

지지

하기

4-2 -.067 .402** -.011 -.116

4-3 -.013 -.038 -.027

4-4 .104 .204

4-5 .703**

격려

하기
5-4

<표 Ⅲ-20> 학습자들이 응답한 듣기 유형별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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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공감적 듣기 반응 인식 중 각각의 전략들 간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의 <표 Ⅲ-20>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1가지 중에서 ‘3-2: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 전략이 가장 여러 전략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그중 ‘4-2: 청자도 고민이 있(었)다

고 말하기’와는 매우 높은 상관(.954)을 보여주었다. 유사 고민 여부를 털어놓

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제시하는 것을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공

감적 듣기 반응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4: 대리

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와 어느 정도 상관(.373)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화자의 입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겪은 청자가 감정을 공유하여 표현하는 말은 

더욱 진정으로 다가올 수 있겠으며, 이를 역시 공감적 듣기 반응 전략이라 생각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와는 반대로 ‘2-1: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

하기’ ‘3-1: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와는 낮지만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

는 것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자와의 경험 교류를 공감적 듣기 반

응이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은 추가 질문이나 해결 보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이해한다고 말하기’와 ‘5-4: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 전략은 높은 상관

(.70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학습자들이 화자의 상황과 감정에 대한 이해

와 더불어 걱정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듣기 반응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공

감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와 ‘4-3: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는 어느 정도 상관(.437)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자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반

응은 같은 문제로 고민한 청자가 어떻게 상황을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나타났을 때 학습자들이 공감적 듣기 반응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4-2: 청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기’와 ‘4-4: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

기’는 모두 화자를 지지하는 반응에 속하는 전략으로 어느 정도 상관(.402)를 

보여주었다. 이는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청자가 그에 대한 내용을 서사적으로 

자세히 풀지 않고 단지 ‘나도 그랬어’라고 이야기 하며 이에 대해 화자가 느낄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한 바를 표현하는 반응 전략을 학습자들은 공감적 듣기 

반응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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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맞장구치기’ 전략의 경우에는 ‘3-3: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

와 낮은 수치지만 상관(.257)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자의 말에 호응하

며 청자의 해결 사례를 말하는 것을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적 듣기 반응이

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1: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

기’와 ‘4-4: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는 낮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습자들의 인식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높았던 공감적 듣기 반응 전략 간의 

결합 양상을 【그림 Ⅲ-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와 ‘청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높은 상

관을 보이고 있어 두 전략을 함께 사용할수록 고민대화를 함에 있어서 화자가 

공감적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해한다고 말하기’

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와 같이 화자의 정서에 집중된 반응 역시 많은 학

습자들이 공감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림 Ⅲ-15】듣기 반응 응답 전략의 결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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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감, 공감적 듣기 반응과 자기 점검 태도의 관계 

 지금까지 공감적 듣기 반응 및 인식에 대한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연구자가 제시했던 핵심 개념인 공감 능력과 기타 변인들(공감적 듣기 

반응, 공감적 듣기 반응 인식, 자기 점검 태도)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1) 공감적 듣기 반응과의 관계

본고에서는 공감적 듣기 반응과 공감, 자기 점검 태도의 관계가 어떠한 지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감40)과 자기 점검 태도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21>를 살펴보면 공감에 대한 수치는 평균은 34.36로, 표준편차는 

23.83으로 나타났으며, 최댓값은 92점으로 여학생이 최솟값의 경우에는 남학생

이 -55점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공감에 있어서 남녀로 나누어 보았을 

때 차이가 뚜렷하게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은 평균 24.67점에 표준

편차는 23.00을 기록하였고, 반면 여학생은 41.01에 표준편차 22.07로 평균에 

있어서 10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나타났다. 기존에 공감 척도를 가지고 여러 

40) 본 절에서는 공감적 듣기 반응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대화 녹음에 참여한 학생들만

을 대상으로 측정값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1.2절에서 제시했던 것과 차이가 있

음을 밝힌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공감(전체) 34.36 23.83 92 -55

공감(남) 24.67 23.00 67 -55

공감(여) 41.01 22.07 92 -27

<표 Ⅲ-21> 공감 능력 측정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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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변인을 측정하였던 연구들에서 성별이라는 변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치

하는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나 여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는

데 본 연구에서도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남녀에 따른 

공감의 차이는 <표 Ⅲ-22> 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자기 점검 태도의 경우에는 <표 Ⅲ-23>와 같이 평균이 3.53, 표준편차가 0.76

으로 나타났으며, 최솟값 1점은 역시 남학생에게서 나타났으며, 최댓값은 5점으

로 남녀 모두 동일하였다. 그러나 공감과는 달리 자기 점검 태도에 있어서는 남

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자기 점검 

태도(전체)
3.53 0.76 1 5

자기 점검 

태도(남)
3.41 0.75 1 5

자기 점검 

태도(여)
3.63 0.76 1.25 5

<표 Ⅲ-23> 자기 점검 태도 측정 결과 요약 

                                        

다음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과 공감 그리고 자기 점검 태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

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p

.151 0.006

<표 Ⅲ-22> 남녀에 따른 공감 능력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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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5, **p < .01

총 24가지 공감적 듣기 반응 유형 중에 공감과 상관을 보인 유형은 세 가지였

으며, 자기 점검 태도와 상관을 보인 유형은 네 가지였는데, 이 중 세 전략이 공

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각각을 살펴보면, 공감의 경우에

는 화자의 의도를 확인하기(.0256**),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227*),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253**)였으며, 자기 점검 태도의 경우에는 앞의 세 가지 화자의 

의도를 확인하기(.202*),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292**), 함께 하겠다고 말

하기(.229*)와 더불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196*)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감적 듣기 반응의 인식과 공감 그리고 자기 점검 태도를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을 때 유의하게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따

라서 이상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실시하였다.

공감 자기 점검 태도

화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256** .202*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227* .292**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253** .229*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061 .196*

<표 Ⅲ-24> 공감적 듣기 반응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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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자의 의도 확인하기’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공감과 자기 점검 태도가 높을수록 화자의 

의도 확인하기 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을 살펴보

면 공감이 1 높을수록 ‘화자의 의도 확인하기’ 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1.028배, 자

기 점검 태도가 1 높을수록 같은 전략을 사용할 확률은 1.790배 증가한다. 화자

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그 의중을 파악하는 화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전

략은 공감을 잘 하고 자신의 말에 대해 되돌아보는 태도를 가진 학습자들이 사용

하는 공감적 듣기 반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공감을 잘 할수록 또 자기 점검 태도가 높을수록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B S.E. Wald df
유의
수준

Exp(B)

공감 .027 .010 6.848 1 .009 1.028

상수 -1.873 .467 16.116 1 .000 .154

자기 
점검 
태도

.582 .279 4.353 1 .037 1.790

상수 -2.967 1.052 7.956 1 .005 .051

<표 Ⅲ-25> ‘화자의 의도 확인하기’ 전략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df
유의
수준

Exp(B)

공감 .028 .012 5.483 1 .019 1.028

상수 -2.469 .559 19.538 1 .000 .085

자기 
점검 
태도

1.063 .358 8.807 1 .003 2.896

상수 -5.368 1.417 14.349 1 .000 .005

<표 Ⅲ-26>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 전략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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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반응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이 1 높으면 이 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1.028배, 자기 점검 태도가 1 증가하면 2.896배로 나타나,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상태에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인정해주는 

이러한 듣기 반응은 화자를 지지해주는 진정한 공감적 듣기 반응이라고 할 수 있

다. 박성석(2015)에서도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화자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반응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의 격률에 부합하다는 설명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

  (3)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분석 결과, 공감과 자기 점검 태도가 높을수록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전략을 사

용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이 1 높을수록 위 전략을 사용할 확

률이 1.102배 커지고, 자기 점검 태도가 1 높을수록 같은 전략을 사용할 확률은 

12.700배 커져, 특히 자기 점검 태도와의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화자에게 

상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기운을 북돋아주는 이러한 전략은 특히 관계를 유지

하고 유대감을 높여주는 적절한 공감적 듣기 반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B S.E. Wald df
유의
수준

Exp(B)

공감 .097 .040 5.899 1 .015 1.102

상수 -8.804 2.754 10.219 1 .001 .000

자기 
점검 
태도

2.542 1.200 4.488 1 .034 12.700

상수 -14.183 5.585 6.450 1 .011 .000

<표 Ⅲ-27>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전략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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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앞에서는 제시한 듣기 반응 전략은 공감과 자기 점검 태도와 모두 유의한 결과

를 보여주었으나,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전략의 경우에는 오로지 자

기 점검 태도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기 점검 태도가 높을수록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전략을 확률이 커져, 자기 점검 태도가 1 높을수록 같은 

전략을 사용할 확률은 2.378배 증가하는 것이다. 

 2) 공감과 자기 점검 태도

 또한 추가적으로 수집한 자기 점검 태도에 대한 자료를 공감 능력과 함께 상

관 분석한 결과 비교적 높은 상관(.592**)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공감적 듣기·말하기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개념들을 함께 다루며 중요성을 언급

(Reardon, 1987; 정상섭, 2006; 장영단, 2011, 최경숙, 2016)해 온 것이 적어도 

의미 없는 시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학습자의 대답은 친구와의 대화에 있어서 평소 자

신의 말하고 들을 때 어떠하였는지 돌아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친구와의 대화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국 이러한 태도가 공감적 듣기 

반응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공감 측정 도구

를 통한 결과 B-면담-425의 경우는 평균 이하였으며, B-면담-417의 경우에는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B S.E. Wald df
유의
수준

Exp(B)

자기 
점검 
태도

.866 .428 4.096 1 .043 2.378

상수
-5.348 1.714 9.734 1 .002 .005

<표 Ⅲ-28>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전략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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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친구와 대화할 때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듣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B-면담-425: 아니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 가끔 이 친구가, 음 친구마
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 친구는 이걸 싫어하고 저 친구는 저
걸 싫어하고 이런 건 있어도. 말이 되게 빨라서 막 얘기하는 
편이라서 실수를 해도, 뭔가 말실수를 해도 일단 말하고 아
차 싶고. 생각하고 뱉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래서 약간 말실
수를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웃음)) 아 그때 내가 왜 그랬
지 싶은 게 2년 전에 그랬던 게 생각날 정도로 오래 가기는 
하는데 근데 잠깐 후회만 하고 막상 또 깊게 생각 안 해서...

B-면담-417: 어 저는 제가 말하는 거에 엄:청 신경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말하는 거에서 저를 평가하는 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서 욕도 안하고 대체로 좋은 말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 어떤 말 한 번 뱉고 나서 이거 좀 너무 심한 말인
가 좀 생각해 보고 아 이거 괜히 말했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
아야지 이러고. (1)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얘기하기 전
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심하게 되는 것 같
아요. 

다시 정리하면, 평소 친구와 대화를 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

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어떻게 말하고 듣는지를 점검의 대상으로 인식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자신의 말하기·듣기를 되돌아보는 의식적 행위는 추후

에 이루어질 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학습자들

의 공감적 대화 듣기 반응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는 자기 점검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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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듣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양상

이 절에서는 앞서 공감적 듣기 반응 과정으로 설정한 세 단계를 기준으로 또

래 간 고민대화 안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문제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화자가 고민을 털어놓고 그에 대한 청자의 공감적 듣기 반응을 기대하는 또

래 간 대화 상황 속에서의 문제 양상은 청자의 적절하지 못한 반응으로 나타난

다. 이러한 적절한 반응의 실패는 이전 단계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것이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화에 나타난 문제 양상은 크게 3가지로 유형

화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감지하기 단계에서 실패한 경우이며, 두 번째는 해

석하기 단계에서 실패한 경우, 마지막은 감지하기나 해석하기 단계의 실패가 영

향을 미쳐 피드백 단계까지 실패한 경우이다.  

실패 (1)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화자의 말뿐만 아니라 내포된 의미를 

찾기 위해 단서를 파악하는 감지하기의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학습자

들은 고민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듣고, 또 어떻게 말

하고 있는지에 주의하여 그 안의 정보를 찾아내야 하는 일종의 과제가 주어진

다. 그러나 실제 대화에서 많은 학습자들은 화자가 어떻게 느낄지 이해하거나 

단순히 말해진 것 이상으로 귀 기울이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공감적 듣기 

감지하기 해석하기 피드백하기

언어·준언어·준언어적

 단서를 파악하기
→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하기
→

적절하게 

피드백하기

∨ ∨ ∨

×

×

×

<표 Ⅲ-29> 듣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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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 양상을 보였다. 다음은 대화에서 나타난 실패 

사례의 예이다. 

C-대화-328: 고민이 뭐야.
C-대화-311: 나는 성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C-대화-328: [[나는 너무 공부를 잘해. 난 너무 잘생겼어. 난 너무 착해. 

너는 어떠니?
C-대화-311: 흠... 그 정도면 다시 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C-대화-328: 내 성적 쭈욱:
C-대화-311: 너 방금 네 성격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니야?
C-대화-328: 아니 난 성적인데? 난 성적이라고 말했어.
C-대화-311: 너 방금 성격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
C-대화-328: 아니 난 성적이라고 그랬는데.
C-대화-311: 그럼 너의 성격은 어떠니?
C-대화-328: 아니 난 성적이라고 말할 거야.
C-대화-311: 아니 그러니까...

C-소감문-311: 자기 얘기만 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 그리고 친구
가 자기 성적이 좋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이 안 되었다. 

위의 대화에서는 ‘성적’을 주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했던 화자에게 집중하

지 않는 청자로 인해 공감적 듣기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화자가 어떻게 느낄지 이해하려는 시도

조차 하지 않은 청자로 인해 화자는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으려던 것을 포기하

고 오히려 화제를 청자에 관한 것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감지하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청의 자세와 진지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실패 (2)의 경우에는 청자가 단서를 파악하는 시도는 하였으나 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의미를 읽는데 실패한 경우이다. ‘해석하기’ 단계에

서는 대화 중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포함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함축된 메시지를 헤아리는 등을 포함한다. 학습자들은 

함축된 메시지를 헤아리거나 화자의 생각, 감정, 느낌을 포함하는 말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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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하게 공감적 듣기 반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B-대화-123: 나는 친구관계 고민이 많아. 왜냐면 내가 원래 친했던 애가 
이제는 따른 애들하고 요즘 잘 놀고... 

B-대화-113: 응.
B-대화-123: 그래서 뭔가 내가 질투가 나고 다른 친구랑 노니까...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친구를 잃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 힘들었
는데 아직도 그러거든. 너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친구관계 
고민을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하는 거야.

B-대화-113: 아... (1)
B-대화-123: 그리구 애들 뒷담 많이 까잖아. 솔직히 나도 친구랑 있다 보

면 화나는 거 있을 때 말을 하긴 하지만 친한 애들끼리도 막 
뒷담 까고 나중에 상처받고 그러는 게 좀 아닌 것 같아. 어떻
게 하면 좋을까?

B-대화-113: 음 (3) 나는 진로 내 꿈이 요리사인데 요리사라는 직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꿈을 바꿀까 지금 생각 중이야. 

B-대화-123: 맞아. 진로 진짜 힘들지. 진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내가 
잘하는 것도 찾기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 (2) 근데 
혹시 내가 말한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B-소감문-123: 고민이었던 것을, 얘기를 밖으로 꺼냄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해진다. 또 혹시 정말 좋은 해결 방법을 얻을 수
도 있으니 그 가능성을 두고 대화하게 된다. 그런데 친구와 진
로에 대한 고민을 나눴지만 각자의 진로를 이루기에 합당한, 
자세한 해답은 못 찾아서 아쉬웠다.  

청자는 고민을 털어놓는 화자에게 집중하며 말해진 것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

고 있다는 표시로 맞장구 표현을 하였지만 화자의 함축된 메시지를 헤아리는 

것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공감적 듣기 반응에서 물론 감지하기 단계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이기는 하나 고민대화에 상황에 있어서 청자는 파악한 

단서를 종합하여 화자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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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인의 고민에 대한 청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조언을 바라는 의도를 가지

고 있었지만 청자가 맞장구 이외에는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비록 짧은 반응은 있었으나 이는 청자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였고, 

그 외에 또 다른 공감적 듣기 반응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자가 자

신의 고민을 제시해 버리자 화자는 공감 받지 못했다고 느낀 것이다. 화자의 생

각이나 감정, 느낌을 포함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여 이를 짚어 내주고 화자가 

보낸 단서들을 종합하여 화자가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감적 듣기 

반응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여 성공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민을 친구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끼는 학습자들도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온전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상대의 듣기 반응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개인의 문제를 입 밖으로 토로함으로써 얻는 일종의 쾌감으로

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의 역할은 학습자들이 고민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듣기 반응을 통해서 공

감을 받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감적 듣기 반응

을 통해 화자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은 적절한 피드백이 실패한 사례로 청자 나름대로 화자의 말에 집중하

고 파악한 단서들로 함축된 메세지를 헤아리며 공감적 듣기 반응을 하였으나, 

그것이 청자의 의도대로 잘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B-대화-121: 친구관계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약간 낯가리는 것도 있고.
B-대화-101: 그렇긴 하지.
B-대화-121: 낯가리는 게 학기 초에는 진짜 심했는데
B-대화-101: 맞아. 친한 친구들밖에 안 놀았어. 그치.
B-대화-121: 나 낯가림 되게 심한데 근데 누가 와서 말을 거는 것도.
B-대화-101: 말을 거는. 응.
B-대화-121: 뭔가 좀 그렇고. 낯가리는 게 진짜 심해. 그냥 안 가리는 애랑 

있으면 꽤 괜찮은데. 
B-대화-101: 응.
B-대화-121: 누군가가 처음 보는 애가 진짜 와서 [말 거는 거.
B-대화-10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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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화-121: 진짜 싫어.
B-대화-101: 그래? 
B-대화-121: 근데 또 나중에 친해지면 괜찮긴 해.
B-대화-101: 나는 아무나 그냥 잘 친해져. 내가 먼저 말을 걸어 오히려. 그

치? ((웃음))
B-대화-121: 처음에 너 보고 이상한 애인줄... ((웃음))
B-대화-101: 야.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초등학교인데 처음에 이상

하면 ((웃음)) 
B-대화-121: 친구관계 내가 좀 말을 험하게 해가지고. 
B-대화-101: 응.
B-대화-121: 좋진 않아. 근데 뭐 학교가 친구 사귀러 오는 것도 있고. 친구

가 있어야 학교생활 재밌을 것 같으...니까.
B-대화-101: 응.
B-대화-121: 아무튼 너 한마디 더 해봐.
B-대화-101: 한마디? 너는 정말 귀여운 것 같아 ((웃음)) 아, 때리지마. 아

파...

B-소감문-121: 맞장구를 잘 쳐주고 내용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대답해 줬
는데 자꾸 장난을 친다. 

위의 대화에서 청자는 고민을 말하는 화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화자가 어

떻게 느낄지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억 속 정보들을 정리함으로써 

화자가 보내는 메시지에 유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담하

기 듣기 유형을 활용하여 화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기분을 전환시키고자 하지만 

이러한 청자의 의도가 화자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성공적인 공감적 듣

기 반응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여학생들의 경우

에서 이러한 농담이 화자의 웃음을 유발하게 하여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고민대화에서 대화 유형의 하나로 제시된 

농담하기(joking)는 화자에 따라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의도에 맞게 

반응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위와 같이 화자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심기를 건드리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농담은 본고에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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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자의 정서에 집중한 듣기 유형, 예를 들어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를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인정해 준 후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와 함께 사용

한다면 화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자가 전략적으로 이 유형을 

택하고 있다는 의도를 잘 전달하여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으리라 판단된

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듣기 반응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잘 

숙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의 실패는 청자의 잘못된 포지셔닝(positionin

g)41)의 결과로 일어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이 학업에 대한 주제를 꺼낸 화자에

게 청자는 화자의 말과 현 상황에 대하여 평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C-대화-428: 난 공부.
C-대화-406: 넌 니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C-대화-428: 나 열심히 하고 있지.
C-대화-406: 그래서 전교 등수가 그런 거... ((웃음))
C-대화-428: 너 지금 무시했냐. 아 갑자기 말하기 싫어진다.
C-대화-406: 아~ 고등학교 어디 가고 싶은데?
C-대화-428: 나는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나 아니면 00고 00고가 목표.
C-대화-406: 응 아니야.
C-대화-428: 너는 어디 갈 거야↘
C-대화-406: 몰라. 000고 아니면 00고. 
C-대화-428: 너 2학년 목표 등수가 어디니↘
C-대화-406: 전교 50등 이내. 니 2학년 목표는?
C-대화-428: 당연한 거 아니야? 1등을 목표로 [해야지.
C-대화-406: [[실화냐.
C-대화-428: 와 진짜 짜증나네.
C-대화-406: 미래가 걱정된다.
C-대화-428: 와 진짜 나 이번에 수학도 잘 봤거든?
C-대화-406: 수학이랑 국어 빼고 나보다 못 봤으면서.
C-대화-428: 와, 안되겠다. 진짜 짜증난다.

41) 변종임(2003)에 따르면 포지셔닝(positioning)이란 ‘관계 속에서의 위치 정립’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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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소감문-428: 자기애가 너무 강하고 자기만 과대평가 하는 것 같았다. 

고민을 말하는 화자의 말에 청자는 경청을 하며 지속적으로 듣기 반응을 보

이고 있으나 화자는 공감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래 간 고민대화의 목적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간관계 유지에 있으며, 이는 고

민대화에 임하는 화자가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치부를 드러낸 것이

나 다름없기에 청자는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지나 격려를 통하여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가자 

혹은 경쟁자로서 화자를 인식하는 청자의 잘못된 위치 설정(positioning)은 대

화를 이어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며 이로 인한 비공감적 듣기 반응은 화자의 

대화 의지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또래 간 고민대화에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에

서는 평가를 배제하고 조력자 혹은 지지자로서 청자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

록 강조해야 한다. 

5. 논의

지금까지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학습자들은 어떻게 공감적 듣기 반응을 하고 

있으며, 공감적 듣기 반응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또한 이러한 공감적 듣기 반응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탐구하

였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공감적 듣기 반응 사용 양상에 있어서는 ‘명료화하기(32%)’와 ‘집중하기

(30%)’ 듣기 유형이 차례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세부 전략 차원에

서는 ‘명료화하기’의 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22%)와 ‘집중하기’의 맞

장구치기(19%)를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러한 유형들은 화자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도를 표출하는 공감

적 듣기 반응들로 도와주기, 지지하기, 격려하기와 같은 화자의 말에 자신의 생

각을 전달한다거나 느낌을 표현하는 유형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특히 

격려하기 유형은 매우 낮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세부 전략들을 살펴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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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술하기(2.5%), 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1%),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

(0.5%),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2%),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2%), 보편적으

로 겪는 문제라고 말하기(0.5%), 힘내라고 말하기(1%),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1%),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0.5%) 등 3%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우 낮은 활

용을 보이고 있었다. 유형 간에도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 따라서 

학습자들이 단순히 짧은 호응으로 반응하는 특정한 소수의 전략이 아닌 다양하

고 풍부한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감적 듣기 반응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지지하기(42%)’와 ‘도와주기

(27.5%)’ 유형이 차례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세부 전략 차원에서는 도와

주기의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27%)와 지지하기의 고민이 있다고 말하기

(26%)가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 양상과는 

대비되는 결과로 나의 말에 상대가 본인의 경험 혹은 그로 인해 받은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 반응해 주는 것을 많은 학습자들이 공감적 반응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 대화에서 사용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집중하기’ 

듣기 유형의 반복하기, 재진술하기, ‘명료화하기’의 낱말 의미 확인하기, 화자 

의도 확인하기, ‘도와주기’의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 ‘격려하기’의 칭찬하기 걱정

하지 말라고 하기,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기 등은 학습자의 응답에서 단 한 번

도 나타나지 않은 전략들이며, 특히 ‘격려하기’ 반응의 경우에는 5가지 전략의 

총 응답률이 1.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고민대화에서 화자의 부정적 감

정의 해소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격려하기 유형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전

략의 측면에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사용에 있어서도 매우 저조한 

양상42)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도와주기’의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와 지지하기의 청자도 고민 있었다고 말하기 전략의 경우에는 많은 학

습자들이 공감적 듣기 반응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매우 유의미한 상관(.954)을 

보이고 있어 고민대화 시 두 전략을 결합한 듣기 반응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성

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으며, ‘지지하기’의 이해한다고 

말하기와 ‘격려하기’의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 역시 높은 상관(.703)이 나타나 

42) 격려하기 유형은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에서도 전체의 8%를 차지하여 5가지의 반응 

유형 중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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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략 간의 조합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겠다. 

공감적 듣기 반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감과 자기 점검 태도가 높을수록 

‘명료화하기’의 화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지지하기’의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

기, ‘격려하기’의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격려하기’의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의 경우에 자기 점검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감과 자기 점검 태도 

그 자체의 향상이 특정한 공감적 듣기 반응 유형의 사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공감에서 중요시 하는 상대의 감정을 

읽고 이에 반응하는 전략이 공감 능력과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감이 어느 정도 반응하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높다고 해서 느낀 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 언제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 본고에서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을 나누어 접근한 것의 타당성을 뒷받

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나, 자신을 돌아보

는 태도는 듣기 반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며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에서는 표현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것의 선행 조건이 되는 공감, 그리

고 태도 역시 함께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학습자들의 공감적 듣기 반응 사용과 인식의 양상

이 어떠한지 살펴본 내용과 함께, 본고에서 설정한 핵심 개념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공감적 듣

기 반응 전략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대화를 할 때 공감적 듣기 반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학습자들의 

인식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공감적 듣기 반응을 하지 않고 대화를 진행함

으로써 나타났던 실패 사례 (2)에서도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과

적으로 소수의 단순한 듣기 반응 전략의 결합 혹은 공감적이지 않은 반응으로 

나타나 화자에게 있어서 공감적 대화의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고민대화에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공감적 듣기 반응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화자에게 

청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피드백하기 유형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며 

이 중에서도 화자의 괴로움이나 걱정을 덜어주고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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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기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히 전략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닌, 또래 간 고민대화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고민대

화에서 필요한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접근을 취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경험의 부재로 인한 내재화의 실패이다. 듣기 반응에 대한 

인식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습자들이 이미 공감적인 듣기 반응이라고 인지하고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으나 실제 대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전략들이 다수 존재

하였으며, 잘못된 위치 설정으로 인하여 비공감적 듣기 반응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 양상은 실패 사례 (3)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습자

들에게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면담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연구자: 공감 단원 수업 들었잖아요. 공감적 대화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면담-505: 어...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구자: 아, 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A-면담-505: 학교에... 제가 습관이 없었고.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거라 습득을 

안 해가지고. 
연구자: 아... 시도를 안 해봐서?
A-면담-505: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내면화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을 의미한

다. 이는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이 ‘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

는데, 다시 말해서 계속적 수행을 통해서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파

악한 바를 토대로 이에 적절하고 풍부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

다는 것이다. 한 대화 안에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공감적 듣기 반응을 모두 구사

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학습자들이 적어도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고 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공감적 듣기 반응을 함에 있어서 본인에 대화에서의 위치 설정이 경쟁

자나 평가자가 아닌 조력자와 지지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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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자신의 평소 대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공감적 듣기 반

응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문제점은 또래 간 고민대화에 있어서 필요한 경청과 진지한 태도의 

결여이다. 많은 학습자들이 공감적 듣기 반응에 있어서 준언어·비언어43)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잘 들어주기와 진지한 태도로 임하기가 가

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앞서 실패 사례 (1)에서는 언어적 부분에서 초점을 맞

추어 보았으나 이는 결국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태도적인 측면은 

또래 간 고민대화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공감적 듣기 반응 교

육에서 특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바는 언어적인 표현이지만 이와 더불어 이

러한 준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부분을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관된 경향성을 의미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은 의식적인 

통제를 통해 단시간 내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변화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해야 하며, 따라서 또래 간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에서는 이러한 과

정 중심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43) 준언어, 제스처,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대상의 언어, 신체 접촉(Myers & Myers, 

1985/1995: 302-311)을 기준으로 학습자의 응답에서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빈도

침묵(잘 들어주기, 말 끊지 않기, 집중하기) 56(54%)

응시 행위(눈 마주치기) 9(8%)

제스처(고개 끄덕이기) 11(19%)

표정(웃어주기) 4(3%)

목소리(시끄럽지 않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말하기) 6(5%)

태도(진지한, 수용적,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기)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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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의 

설계

1.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의 목표

 1) 기본 방향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는 공감과 자기 점검 태도의 함양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감적 듣기 반응을 통

해 대화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과 같

은 내적 반응의 경우 교육의 효과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태도의 형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체계적인 단계를 차근차근

히 밟아나가며 반복적이고 의식적인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공감

적 듣기 반응에 필요한 전반적 지식을 내면화하고, 경청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

의 기본 방향을 ‘과정 중심44)’과 ‘수행 중심’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의 목표

를 설정하고자 한다. 

  (1) 과정 중심

‘과정 중심 접근(process-based approach)’은 결과 중심 접근과 대비되는 개

념으로, 결과와 양보다는 과정과 질을 중요시 하는 접근법이다. 미국의 경우에 

이미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대두된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후반에 

소개되었으며 쓰기교육에서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쓰기교육에서

는 이러한 과정 중심 접근을 바탕으로 완성된 글이라는 쓰기의 결과보다는 산

출해 내는 과정을 의미 있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여 과정 

중심 접근 쓰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4) 추연구(2003)에서는 ‘과정 중심 학습’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결과 중심 

학습과 달리, 학습자가 어떤 사고의 과정, 문제 해결의 과정, 의미 구성의 과정을 거쳐 

학습하느냐에 관심을 둔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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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재·이재승(1997)에 따르면, 과정 중심 접근의 특징은 학습자들이 도달하

는 지점보다는 도달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회귀성과 역동성, 배경

지식 활성화, 동기 유발, 동료 간의 협동, 등을 강조한다는 것인데, 이는 또한 

실제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학생들 간의 개별성과 독립성이 존중되고 따라서 학

생들 간의 개인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언급해 온 이러한 특징들은 

말하기‧듣기 교육, 그리고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에서도 적용 가능한 요소들이

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공감적 듣기 반응을 공감이라는 하나의 무의식적인 내적 작용을 

바탕으로 느낀 바를 민감하게 전달하고 표현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자 하

므로, 마지막 종착지인 반응에 도달하기까지의 하나하나의 단계를 중요시하고자 

한다. 만일 이러한 과정 중 어느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히 화

자의 정서에 대한 공명의 부분이 생략된다면 말을 피상적으로만 표현할 뿐 진

실된 공감적 듣기 반응을 해낸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감지하기-해석하기-피드백하기’라는 일련의 과정

을 완벽하게 학습자들이 거치고 반복하면서 비로소 공감적 태도의 함양까지 나

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에

서는 ‘과정 중심’을 하나의 기본 방향으로 삼을 것이다.

  (2) 수행 중심

 수행 중심 교육(Performance-Based Education, PBE)은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하나의 움직임으로서 발전(Houston, 1973, p. 1)해온 바 있

다. 임완성(2010)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위해 수행 중심의 활동에 중점을 두는데, 학습자들은 실제적인 수행 조

건 속에서 스스로의 체험 활동을 토대로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하여 각각의 능력

과 관련된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능력을 시연할 수도 있다. 

특히 말하기·듣기 교육에서는 이렇게 학습자들이 실제로 듣고 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감적 듣기 반응 및 인식

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얻은, 공감적 듣기 반응에 대한 지식을 학습자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말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는 공감적 듣기 반

응 교육에서 ‘수행’이 강조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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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공감적 듣기 반응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언제, 왜 적용해야 할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행에서 어떻게 해야 하

는지 아는 것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수행 중심 교육(PBE)’에서는 

‘수행’을 가장 강조하면서 그를 통해 관련된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긴 하나, 공감적 듣기 반응에서 말하는 ‘수행 중심’은 관련된 지식을 내

면화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실제적인 수행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의식적인 ‘수행’이 될 것이며, 지속적인 상호작

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수행은 존 듀이가 말하는 ‘교육적 경

험45)’으로서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2) 교육 목표 설정

위와 같이 ‘과정 중심’, ‘수행 중심’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는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의 목표는 지식, 기능, 태도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식의 차원의 목표로 이는 학습자들이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

감적 듣기 반응을 성공적이게 하기 위하여 숙지해야 할 내용에 해당된다. 여기

에는 대화의 한 하위 유형인 또래 간 고민대화와 공감적 듣기 반응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공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기능의 차원의 목표는 습득한 지

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이를 내면화 하는 수행의 경험을 강조한다. 여기서

의 수행은 고민대화를 직접 해 보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도 차원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 필요한 자세에 대

한 것이며 그 바탕에는 공감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식, 기능, 태도 

차원의 목표는 한 가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세 목표의 달성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공감적 듣기 반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지식·기능·태도 차원의 목표의 내용은 <표 Ⅳ-1>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45) 정정철(2011)에 따르면 한 경험이 이후의 경험과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확장되고 통

합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친 후, 개인의 환경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

러한 경험을 ‘교육적 경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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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의 내용

앞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차원의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 교

육의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식 차원

학습자들은 또래 간 고민대화가 대화의 하위 유형으로, 화자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과 문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

지는 대화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또래 간 고민대화가 궁극적으로 친밀함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을 지님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고민에 대한 

주제로 친구와 대화를 할 때는 공감적인 듣기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

럽게 느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감의 의미에 대해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말하기·

듣기 교육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살펴보았던 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 이러한 

공감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식 기능 태도

·또래 간 고민대화의 

특성과 공감, 공감적 

듣기 반응이 무엇인

지 이해한다.

·고민대화 상황에서 친

구와 대화를 하며 사

용할 수 있는 공감적 

듣기 반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안다.

·고민대화 상황에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전략적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을 사용하

여 의사소통한다.

·고민대화 상황에서 친구

와 대화를 할 때 공감하

는 태도를 지닌다. 

<표 Ⅳ-1>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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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다수의 학습자들이 공감이라는 이미 사용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

감의 개념에 대하여 아직까지 연구자들 사이에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이며, 비록 공감이 추상적인 속성을 가진 용어이기는 하나, 개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습자

들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공감의 개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이

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느낀 감정을 나도 함께 느끼는 기

분임을 다루어야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한 듣기 반응

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친구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느낀 바를 토대로 하여 언어

적 표현으로 전달하는 공감적 듣기 반응의 필요성에도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친구와 고민대화를 하면서 친

구의 입장에 서 보고, 친구의 감정을 함께 느껴보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민감하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까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는 ‘감지하기

-해석하기-피드백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의 

각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감적 듣기 반응에는 어떠한 유형들

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자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

는 피드백하기 듣기 유형은 고민대화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유용한 전략이라

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용기나 의욕을 북돋아주는 격려하기 반응을 통해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듣기 반응과 세부 전략에 있어서 기계적인 암기는 피하되 상황에 따라 다

양한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내용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식 차원의 교육 내용

·또래 간 고민대화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기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기

·공감적 듣기 반응 과정이 어떠한지 알기

·공감적 듣기 반응 유형과 세부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 116 -

 2) 기능 차원

공감적 듣기 반응 및 인식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이 공감적인 듣기 반

응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대

화에 임할 때 관계상의 위치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에 주목하여 교육 내용을 구상하고자 한다. 

첫째, 또래 간 고민 대화에서 청자는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언어·준언어·비언어적 단서를 파악함으로써 가

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파악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하

여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공감적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감적 듣기 반응 전략의 조합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민대화에 임하는 청자의 위치는 지지자 혹은 조력자라는 것을 의

식하며 대화해야 한다.  

화자가 말한 단어, 억양, 말의 빠르기, 구어적 표현, 제스처, 얼굴 표정, 공간 

언어 등(Lucette B. Comer & Tanya Drollinger, 2013, p)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목할 수 있는 단서들이며, Graham D. Bodie(2011)에서는 ‘화

자가 말하지 않는 것을 감지하기’, ‘말하지는 않았으나 암시하는 것을 인식하

기’, ‘화자가 어떻게 느낄지 이해하기’, ‘단순히 말해진 것 이상으로 귀 기울이

기’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포함하는 말

의 의미를 이해하기’, ‘함축된 메시지를 헤아리기’, ‘단서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

기’, ‘기억 속 정보들을 정리함으로써 현재 메시지에 유념하기’ 등을 활용하여 

수집한 정보들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청자는 화자가 보내는 단서들에 집중

하고 이를 종합하며 또래 간 고민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총 21개의 공감적 듣기 반응 전략은 또래 간 고민대화의 상

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도와주기’의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와 ‘지지하기’의 청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하기 전략을 함께 사

용하면 화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강력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지지하기’의 이해한다고 말하기와 ‘격려하기’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화자에 입장에 동의하는 의미를 강화하여 부

정적인 정서를 해소시키는 데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도와주기’의 세부 전략 객관적 관점 유도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또래 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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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황에서 청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지지하기’의 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 또는 ‘격려

하기’의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 등을 사용한다면, Brown & 

Levinson(1987)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화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고민 

상황과 거리를 두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

처럼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층 면담을 통해서 많은 여학생들이 ‘지지하기’의 고민 유발자 험담하

기 전략을 공감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면담 자료 중 

일부이다.

A-면담-505: 제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 험담으로 들릴 수
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 나쁘다. 걔.’ 이렇게 얘기해주면 뭔가 
내 편이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좋아요. 

A-면담-514: 저두요.

따라서 화자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성공적인 공감적 듣기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능 차원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 차원의 교육 내용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 화자의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단서들

을 파악하기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메시지 해석하기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 다양한 공감적 듣기 반응 유형을 조합하여 

의사소통하기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 지지자, 조력자로서의 위치를 의식하며 대화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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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태도 차원

공감적 듣기 반응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경청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를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에서
는 학습자들이 상대방의 말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마음을 바탕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태도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감적 듣기 반응 인식에 대한 자료 중 언어적 표현에 집중하여 논

의를 펼쳐왔으나, 학습자들의 소감문 내용에서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는 준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내

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침묵’이다. ‘침묵’은 화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중간에 끊지 

않으며, 화자의 말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두 번째 범주는 ‘응시 행위’

침묵 응시 행위 제스처 표정 목소리 태도

남 33 2 5 2 0 12

여 23 7 6 2 6 11

총합 56 9 11 4 6 23

<표 Ⅳ-2> 공감적 듣기 반응 인식의 응답 빈도(준언어·비언어)

 

【그림 Ⅳ-1】공감적 듣기 반응 인식의 응답 빈도(준언어·비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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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화자는 고민대화 상황에서 청자의 눈을 마주치는 행위를 통해서 공감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범주는 ‘제스처’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화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위를 통해 화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

하고, 화자의 이야기가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는 ‘표정’으로 대화를 

할 때 지어보이는 웃음은 청자가 대화 상황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

막은 ‘태도’의 범주이다. 태도에 관한 답변 중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진지

함’이다. 진지한 태도로 그리고 수용적인 태도로 화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고민

대화에 임할 수 있다. 이러한 준언어·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최경숙, 2016: 11).

따라서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더불어 학습자들이 공감적이라고 느끼는 

준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포함한 태도 차원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의 방법 

본고에서는 앞서 제시한 ‘과정 중심’과 ‘수행 중심’의 방향을 전제로 하여, 학

습자들이 공감의 능력을 함양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래 간 고민대화의 상황 

속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교수·학습 모형46)을 설계하고자 

한다. 기존의 공감적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한 

46) 교수·학습 모형이란 교수·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수 전략 및 학습 전략을 통합하여 정형화해 놓은 수업 과정이나 절차(원진숙, 

2001)이다.

태도 차원의 교육 내용

·화자의 말을 끊지 않고 집중하며 잘 들어주는 자세를 갖기

·화자에게 잘 웃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는 태도 기르기

·수용적인 태도로 진지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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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정상섭(2006)과 소미영(2014)을 들 수 있는데, 먼저 정상섭(2006)에서

는 공감적 화법 교육에서 ‘과제 상황 부여-과제 수행-과제 활동 평가 및 명시

적 설명-과제 상황의 재적용’의 과제 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다루고 있다. 이는 

본고의 기본 방향과는 상당히 부합하나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듣기 반응 

유형과 그 세부 전략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실제 수

행이 아닌 대화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과제 수행 이전에 사전에 확충되어야 할 지식의 학습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미영(2014)에서는 관계 중심적 듣기 반응의 교수·학습 모형으로 ‘문

제적 인식하기-듣기 반응 선택하기-듣기 반응 점검하기-듣기 반응 조정 및 생

활화하기’를 제시하였는데 모든 단계에 관계 중심적 듣기 반응 배우기가 포함되

어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의 지식을 다루고 있는 점은 본고에서 지향하는 바와 

동일하나, 또래 간 고민대화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적용된 맥락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존재한다. 두 모형에는 모두 활동에 대하여 되돌아보는 점검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본고에서 설정한 자기 점검 태도와 관련이 있으

며,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에서는 이러한 반성적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제 수행과 더불어 이를 위한 지식의 측면을 보완하고 또

래 간 고민대화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먼저 반성적 교수(ALACT) 모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1) ALACT 모형

김정란(2014)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성적 사고에 대한 강조는 1980년 이후 

기존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시작되었으며, 구성

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는 어떤 대상에 대한 

내적인 점검을 의미하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활동적이며 유목적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

다. 

본고에서 공감과 함께 살펴 본 변인인 자기 점검 태도는 반성적 사고의 대상

으로 자신의 언어를 둔다는 점에서 이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공감과 자기 점검 태도, 두 변인간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이러한 반성적 

교수(ALACT) 모형을 공감적 듣기 반응 모형을 구안하는데 있어서 활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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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능력과 공감적 듣기 반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생각된다. 

ALACT 모형은 총 5단계(【그림 Ⅳ-2】)로, ‘행동(Action)-행동에 대해 되돌

아보기(Looking back on the action)-본질적 양상의 인식(Awareness of 

essential aspects)-대안적 행동 방법 구상-시도(Trial)’이다(Korthagen, 

2001/2007)로 구성되며 각각의 내용을 본고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단계 ‘행동(Action)’에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구체적이고 유용한 경험을 하

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덜 복잡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학습에 

대한 필요는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기 마련이다.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는 

학습자들이 어떤 경험을 이미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교수자는 학

습자가 어떤 행동 상황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2단계 ‘행동에 대해 되돌아보기(Looking back on the action)’에서는 학습자

【그림 Ⅳ-2】ALACT 모형(Korthage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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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험을 구체적으로 한 후에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에 수반하는 

감정과 욕구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자극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학

습자의 행동이 상대방이 느끼고 원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닌 진정한 개인으로서 

인정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실제 그렇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척하거나 이

해하는 척하지 않고 감정이입을 통한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 

3단계 ‘본질적 양상의 인식(Awareness of essential aspects)’에서는 학습자

가 경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 언어적 표현과 비

언어적 표현, 말과 행동, 학습자가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 등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교수자는 이에 대해 피드백을 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 ‘대안적 행동 방법 구상(Creating alternative methods of action)’에

서 교수자는 자동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피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제

공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수 있으며, 또한 여러 다른 대안을 고려하도록 이

끌 수 있다. 구체화된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토론을 활용할 수도 

있다. 

5단계 ‘시도(Trial)’는 1단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학습한 경험 그 자

체가 하나의 새로운 행동이 된다. 교수자는 이러한 5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학습자들이 간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단계의 일부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2) 공감적 듣기 반응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 과정, 그에 따른 유형과 세

부 전략, 그리고 반성적 교수(ALACT) 모형을 종합하여 공감적 듣기 반응 교

수·학습 모형을 설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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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간 고민대화를 하나의 ‘수행’으로 보고 ‘수행 전-수행 중-수행 후’로 나

누었으며, 3가지의 단계를 활용하여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공감과 듣기 반응의 개념, 그리고 또래 간 고민대화의 특

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공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서적 요소가 그 바탕

이 됨을 짚어주며 이를 바탕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해야 한다. 또한 또래 간 고민대화를 나누는 목적에 대해서 교사가 먼저 제시하

기 보다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짐으로써 또래 간 

고민대화의 특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듣기 반

수

행

전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수행)을 위한 준비하기

고민대화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이 무엇인지 알기

↓ ↓

수

행

중

감지하기 해석하기 피드백하기

언어·준언어·비

언어적 단서를 

파악하기

→
수집한 정보들

을 종합하기
→

적절하게 자신

의 생각과 느낌

을 말하기

수

행

후

 수행에 대해

되돌아보기

본질적 양상 

인식하기

대안적 행동 

구상하기
대화 상황에서

의 말, 생각, 

감정 에 대하여 

고찰하기

→

의미에 대한 이

해, 가치부여 

및 판단하기

→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결책 마련하기

<표 Ⅳ-3> 공감적 듣기 반응 교수․ 학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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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유형에 관해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전략적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하였던 ‘지지

하기’나 ‘격려하기’ 듣기 반응 유형을 환기해주되, 이것이 기계적 사용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러한 준비 단계를 거친 후, 두 번째는 실제로 또래 간 고민대화를 나누는 

‘수행’의 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 제시된 ‘집중하기’, ‘해석하기’, ‘피드백하기’

의 내용에 대한 이해는 1단계인 준비 단계에서 교사가 제시할 수 있으며 수행 

중에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공감적 듣기 반응의 과정을 의식하면서 내면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Ⅳ-4>와 같이 수행 초기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배

부하고 대화 도중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단계는 수행 후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본고에서 제시하였

던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자기 점검 태도의 개념과 관련이 있다. 반성적 교수

(ALACT) 모형을 활용하여 친구와의 대화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

단계별 내용 ○ ×

                       <감지하기 단계>

친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이고 있나요?

친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나요?

                       <해석하기 단계>

친구의 말에 담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있나요?

친구의 생각이나 감정을 포함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나요?

                       <피드백하기 단계>

친구의 문제 상황에 도움을 줄 있는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나요?

친구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지지하거나 격려하고 있나요?

<표 Ⅳ-4> 수행 중 체크리스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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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반성적 교수 모형에서는 행동(Action) 단계에서 유용한 경험을 할 수 있

도록 이끌지만 본 교수·학습 모형에서 행동은 앞 단계의 수행을 의미한다. 교사

는 학습자가 친구와 나눈 고민대화를 대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말, 그

리고 대화 상황에서의 행동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고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질문들은 <표 Ⅳ-4>와 같다.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한층 객관화된 시각을 가지고 그것이 어

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며 적절한 공감적 듣기 반응의 가치를 부여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졌다면, 

특히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발견들이 나타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교사는 지도하여야 한다.

2단계와 3단계의 반복적인 수행의 순환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공감적 듣기 반

응을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말하기·듣기의 교수·학

습에서 수행 경험을 쌓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상황

에 많이 노출될수록 행위는 더욱 자동적이게 된다(Anderson, 전은주, 2001: 

238 재인용). 이와 더불어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상황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공감의 과정을 거치고, 자기의 대화를 점검하는 태도 역시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공감적 듣기 반응 교수·학습 활동의 실제

  (1) 공감적 듣기 반응의 이해 확인 및 적용 활동

수행을 강조하는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을 위해 필요

0.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1. 내가 바란 것은 무엇인가요? 5. 친구는 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2. 나는 무엇을 행했나요? 6. 친구는 무엇을 행했나요?

3. 나는 무엇을 생각했나요? 7. 친구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4. 나는 어떤 느낌을 경험했나요? 8. 친구는 어떤 느낌을 경험했을까요?

<표 Ⅳ-5> 수행 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

(Korthagen, 2001/2007: 214 참고하여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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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반 지식의 내용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또래 간 

고민대화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기, 두 번째,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기, 세 번째 공감적 듣기 반응의 과정이 어떠한지 알기, 마지막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 유형과 세부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의 네 가지가 

그러하다. 이는 대화(수행)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교사의 설명을 

통한 인지적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적 지식에 그치지 않

고 실제 수행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이해 확인 및 적용 활동이 

필요하다. 

먼저 <활동 1>은 이해 확인 활동으로, 제시된 또래 간 고민대화의 예시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화자의 말에 대한 청자의 듣기 반응이 어

떠한지 표현과 태도의 측면 그리고 위치 설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청자가 화자

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 활동 2는 청자의 

듣기 반응이 제외된 대화문에서 ‘집중하기’, ‘명료화하기’, ‘도와주기’, ‘지지하

기’, ‘격려하기’의 공감적 듣기 반응 유형을 골라 이에 적절한 반응을 생각해 보

는 활동으로, 해당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듣기 반응 전략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21가지의 세부 전략은 

암기의 대상이 아니다. 전략을 암기하는 것보다 다양한 표현의 차원에서 학습자

들이 전략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위 카

테고리인 5가지 범주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거나 또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새

로운 듣기 반응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 확인 및 적용 활동의 예시문은 학습자들의 전사 자료를 활용

하여 자료의 실제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활동 1> 

◎ 다음 대화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학업’에 대한 고민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

A: 난 공부.
B: 넌 니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A: 나 열심히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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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래서 전교 등수가 그런 거야? ((웃음))
A: 너 지금 무시했냐. 아 갑자기 말하기 싫어진다.
B: 아 고등학교 어디 가고 싶은데?
A: 나는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나 아니면 00고 00고가 목표.
B: 응 아니야.
A: 너는 어디 갈 거야↘
B: 몰라. 000고 아니면 00고. 
A: 너 2학년 목표 등수가 어디니↘
B: 전교 50등 이내. 니 2학년 목표는?
A: 당연한 거 아니야? 1등을 목표로 해야지.
B: 실화냐.
A: 와 진짜 짜증나네.
B: 미래가 걱정된다.
A: 와 진짜 나 이번에 수학도 잘 봤거든?
B: 수학이랑 국어 빼고 나보다 못 봤으면서.
A: 와, 안되겠다. 진짜 짜증난다.

 ○ A의 말에 대한 B의 듣기 반응(밑줄)이 어떠한지 말하여 보자.

 (예시 답안) A의 말에 대해서 듣기 반응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하나, 비

록 결과는 아직 그렇게 좋지 않지만 학업에 대해서 목표 의식을 가지

고 열심히 하려는 친구에게 지지나 격려는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본인이 더 잘한 것을 부각시키는 등 공감적인 듣기 반

응을 하고 있지 않다. 친구와 고민대화를 할 때는 친구를 경쟁자로 인

식하지 않아야 하며, 평가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친구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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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감적 듣기 반응의 대한 자기 점검 활동

 본고에서는 수행의 반복적 순환의 한 과정으로 반성적 교수(ALACT) 모형을 

통합하여 대화 내용을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수·학습 모형을 마련한 바 있

<활동 2> 

◎ 다음 대화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진로’에 대한 고민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

A: 난 진짜로 게임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B: 너 부모님께 말해봤어? 
A: 말해봤지. 근데 집에서는 인정 안 해주니 몰래 하지.
B:(①                                                       )
A: 게임이 좋아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건 맞지만 난 재능이 없는 

건 아냐. 내가 진짜 게임했을 때 브론즈 나오고 실버 나왔으면 벌
써 접었어.

B:(②                                                       )

 ○ [보기]의 듣기 유형을 선택하여 내가 B라고 생각하고 A의 말에 대하여 

어떻게 공감적으로 듣기 반응할 수 있을지 생각하여 보자.

                    [보기] 

 집중하기/명료화하기/도와주기/지지하기/격려하기

(예시 답안) ① 도와주기/ 근데 그건 모든 엄마, 아빠들이 그러지 않을

까? 다들 반대하시더라. 게임에 대해서 성과도 없는데 맨날 게임만 하

고 있으면 쟤가 진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냥 게임

이 좋아가지고 그러는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 

② 집중하기, 격려하기, 도와주기/ 응. 내가 보기에 너는 게임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부모님께 진지하게 한 

번 더 말씀드려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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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순히 대화를 한번 해 보는 것에 그쳐서는 공감의 바탕을 둔 공감적 듣기 

반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교사의 일방향적 강조로는 역시 충분하지 않

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 혹은 대화를 나눈 상대와 함께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즉, 대화 상황에서 자신의 말이 어떠하였으며 무슨 생각과 감

정을 가졌는지에 대하여 돌이켜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점검의 경

험은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

화가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독백이 아닌 참여자 둘 이상의 참여자로 구성되

는 일종의 협동 행위이기 때문에 대화를 대상으로 반성을 할 때에도 역시 점검

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활동 3>에서는 수행에 대한 점검이 나와 상대방 두 측면에서 이루어

지며, 학습자 개인 차원에서의 점검이 끝나면 짝 활동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두 

학습자의 나와 상대방에 대한 점검은 결국 서로에 대한 점검으로 이루어져 혼

자 생각하였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점들까지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음 수행으로 연결되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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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 다음의 질문에 답하여 보세요.
○나와 친구가 나눈 고민대화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1. ‘나’는 대화를 통해 무엇을 
바랐나요?
2. ‘나’는 친구에게 어떻게 듣기 
반응을 하였나요?
3. ‘나’는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나요?
4. ‘나’는 어떤 느낌을 
경험했나요?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5. ‘친구’는 대화를 통해 무엇을 
원했을까요?
6. ‘친구’는 나에게 어떻게 듣기 
반응을 하였나요?

7. ‘친구’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8. ‘친구’는 어떤 느낌을 
경험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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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나’

만이 아닌 ‘우리’의 내일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감’이라는 요소는 하나의 태도로서 

한편으로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학습자들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의 지향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재승(2010)에서는 화법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화법교육에서 각광받고 있는 ‘상호교섭적 관

점’에서도 역시 의사소통 참여자 사이의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한철

우 외, 2005). 이는 한편으로 각박한 현대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갈등으

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화법교육에서의 

이러한 시류 속에서 본고에서는 공감적 듣기․말하기에 주목하여 또래 간 고민대

화라는 구체적 맥락 안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공감적 듣기 반응 및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공감 능력 및 자기 

점검 태도와 공감적 듣기 반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에서 다뤄야 할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하여 Ⅱ장에서는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

응 그리고 고민대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밝히고 고민대화 안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세부 전략)으로 ‘집중하기(맞장구치기·반복하

기·재진술하기)’, ‘명료화하기(관련 정보에 대해 추가 질문하기·낱말의 의미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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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화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도와주기(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말하기·청

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청자의 문제 해결 경험 소개하기·객관적 관점 제시하

기)’, ‘지지하기(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말하기·청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

하기·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하기·대리적 정서 체험 표현하기·이해한다고 말하기·

고민 유발자 험담하기)’, ‘격려하기(칭찬하기·힘내라고 말하기·함께 하겠다고 말

하기·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의 다섯 가지

를 추출하여 이를 Ⅲ장의 학습자들의 실제 대화를 분석하는 틀로 활용하였다.

Ⅲ장에서는 중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

기 반응 및 인식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설문지, 대화 

녹음 자료, 소감문, 심층 면담 자료 총 네 가지이며, 각각에 참여한 학습자는 

165명, 128명, 145명, 7명으로, 비등한 비율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녹음을 전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 분석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공감적 듣기 반응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소감문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

들의 공감적 듣기 반응에 대한 인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추

가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명료화하

기’ 반응을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반면, ‘격려하기’ 유형은 가장 저조하다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듣기 반응 인식과 관련해서는 ‘도와주기’의 하위 

범주 ‘청자의 문제 경험 소개하기’와 ‘지지하기’의 하위 범주 ‘청자도 고민이 있

(었)다고 말하기’와 같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반응들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

었다. 또한 고민대화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문제 양상을 집중하기 단계에서 실

패, 해석하기 단계에서 실패, 피드백하기 단계에서 실패로 나누어 각각의 사례

를 살펴봄으로써 오로지 반응에만 집중하지 않고 반응을 위한 과정을 순차적으

로 밟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본연구의 핵심 개념

인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 그리고 자기 점검 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감과 자기 점검 태도가 높을수
록 ‘명료화하기’의 화자의 의도를 확인하기, ‘지지하기’의 화자의 생각 옳다고 말
하기, ‘격려하기’의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 전략을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격려하기’의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기의 경우에 자기 점검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공감과 자기 점검 태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구

사하는 특징적인 듣기 반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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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들은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감적 듣기 전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대화 자체에 대한 경험과 이에 대
한 점검의 부재로 인하여 전략을 내재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
습자들은 고민대화를 함에 있어서 특히 경청과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Ⅲ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Ⅳ장에서는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의 내용을 설

계하였는데, 이를 위해 설정한 목표는 지식의 경우 ‘또래 간 고민대화의 특성과  

공감, 공감적 듣기 반응이 무엇인지 이해한다.’와 ‘고민대화 상황에서 친구와 대

화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공감적 듣기 반응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안

다.’이며, 기능의 경우에는 ‘고민대화 상황에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전략적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고민대화 

상황에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공감하는 태도를 지닌다.’가 그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 내용을 <표 Ⅴ-1>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식’ 차원의 교육 내용

·또래 간 고민대화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기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응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기

·공감적 듣기 반응 과정이 어떠한지 알기

·공감적 듣기 반응 유형과 세부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기능’ 차원의 교육 내용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 화자의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단서들을 파악하

기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메시지 해석하기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 다양한 공감적 듣기 반응 유형을 조합하여 의사소

통하기

·또래 간 고민대화 상황에서 지지자, 조력자로서의 위치를 의식하며 대화하기

‘태도’ 차원의 교육 내용

·화자의 말을 끊지 않고 집중하며 잘 들어주는 자세를 갖기

<표 Ⅴ-1>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의 내용 



수

행

전

또래 간 고민대화에서 

공감적 듣기 반응(수행)을 위한 준비하기

고민대화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공감과 공감적 듣기 반

응이 무엇인지 알기

↓ ↓

수

행

중

감지하기 해석하기 피드백하기

언어·준언어·준

언어적 단서를 

파악하기

→
수집한 정보들

을 종합하기
→

적절하게 자신

의 생각과 느낌

을 말하기

수

행

후

 수행에 대해 

되돌아보기
→

본질적 양상 

인식하기
→

대안적 행동 

구상하기

대화 상황에서

의 말, 행동, 감

정들을 고찰하기

의미에 대한 

이해, 가치부여 

및 판단하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결책 마련하기

<표 Ⅴ-2> 공감적 듣기 반응 교수․ 학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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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반성적 교수(ALACT) 모형’을 종합하여 

공감적 듣기 반응 교수·학습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화자에게 잘 웃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는 태도 기르기

·수용적인 태도로 진지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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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고는 사회적 인간관계 측면을 고려한 공감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또래 간 고민대화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학습자들의 살아있는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공감적 듣기 반응 양상 및 인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

를 바탕으로 공감적 듣기 반응 교육에서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 방법, 그리고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한계점을 또한 지니고 있다. 첫째, 준

언어·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 학습자들의 ‘인식’ 수준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녹음기를 활용한 대화 자료의 수집은 학습자들이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래 간 

고민대화 안에서 준언어·비언어적 요소가 학습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언어적 표현에 

집중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략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언어·준언어·

비언어적 요소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기기를 사용한 녹화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대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

하기에 용이하므로 보다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화 참여자의 구성이 같은 나이, 동성의 중학교 학습자라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구체적인 장면을 살펴보기 위

해서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연구 대상을 제한

하였다. 그러나 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중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

령대의 학습자, 혹은 성인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고민 대화와 함께 이성 간의 대화 자료를 함께 수집

하여 그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공감적 듣기 반응 연구에 또 다른 시

사점을 줄 수 있다. 현대 사회, 학교 안팎으로 요구되는 능력인 공감을 바탕으

로 한 공감적 듣기 반응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생산적인 논의를 위하여 앞에서 

나열한 본고를 보완할 수 있는 활발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고의 제한점을 추후의 과제로 남기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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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감 능력 및 자기 점검 태도 설문지

<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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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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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래 간 고민대화 녹음 안내지

<안내 사항>

1.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곳에 친구와 자리를 잡아 주세요.  

2. 친구와 고민대화 주제(친구관계·가족관계·진로·학업·외모·성격·건강·사회 전반환경, 인권 
등)를 자유롭게 정해 주세요. 

3. 녹음기를 켭니다.
※ 스티커가 아래로 오도록 들었을 때, 은색 버튼을 위로 올리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즉, 
ON 버튼이 보이지 않아야 녹음기가 켜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내리면 녹음이 종료됩니다.)  

*4. 시작 전에 대화 참여자(2명) 차례대로 “안녕, 나는 출석번호 00번이야.”를 두 번 말해주
세요.

5. 평소 친구와 대화하듯이 편하게 대화를 해주세요(최소 5분 이상. 길면 길수록 더 좋습니
다!). 대화가 끝나면 녹음기를 종료하면 됩니다. 

♣ 연구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며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

<녹음기가 켜진 상태> <녹음기가 꺼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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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감문

    ♣ 방금 전 친구와 고민대화를 나누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느꼈나요?

공감을 받았거나 혹은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 외에도 나의 어떤 말이 친구에게 공감을 줄 지에 대해서 적어도 좋습니다.

*언어 표현, 말투, 표정, 제스처 등에 관한 것*

(예시: 공감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말에 집중해줬다. 

공감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내말은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했다.)

공감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공감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정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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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Empathic 

Listening Response in Peer Group Troubles-Talk

                                            Shin, Dashol 

This study aims to provide educational contents of empathic listening 

responses in Peer Group Troubles-Talk by analyzing learners’ patterns 

of usage and perceptions of empathic listening responses. This is the 

result o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mpathic communication' a 

method of communication considering the newly emerging patterns of 

social human relations in the flow of listening and speaking education in 

which the personal communication-oriented cognitive psychological 

viewpoint was dominant. In this study the mixed research method was 

used,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the triangulation desig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chosen as the first to third grade 

students in middle school.

In this study, 'empathy' and 'empathic listening response' are set as 

the core concept.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empathy is 

defined as ‘an inner response that is understood by recognizing the 

empathy of others, understanding the position of others, and resonating 

with others' and empathic listening response is defined as 'the act of 

conveying and expressing the empathy of the partner to the partner 

clearly and sensitively'. At first the context that may affect the empathic 

listening response to the troubles-talk situation in peer group was 

narrowed. The five major responses were categorized and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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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21 sub strategies were presented.

As a result, 'clarifying' listening response was most frequently used by 

the learners in the aspect of using empathic listening response, but the 

frequency of 'encouraging' listening response was lowest. In the detailed 

strategy level, the 'asking additional question' was overwhelming, while 

'telling a problem’ is common and 'not to worry' were the least. As for 

the recognition of empathic listening response, 'supporting' and 'helping' 

listening modes were slightly more used in responding frequency and as 

in the usage pattern, 'encouraging' listening type was lowest. In the 

detailed strategy level, the responses tha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onsensus such as 'introducing similar experiences' and 'saying that I 

have same problems' showed a high figure, but the many empathetic 

listening responses were showed which had been never appeared. 

In addition, with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empathic listening, and self - checking attitude,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empathy and self-checking attitude,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confirming the intention of the speaker, 'saying that the 

speaker is correct' and using the strategy of 'telling to be together'. The 

self-check attitud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ase of a strategy 

of 'saying that the problem would be solved well'.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stinctive listening response that people with 

empathy and self - checking attitude have.

The results of the aspect analysis gave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ly, the learners were found to lack awareness of empathic listening 

response strategies that could be used in peer group dialogue. This 

results in a combination of a few simple listening strategies or a 

non-empathetic listening response, which diminish the satisfaction of 

empathetic dialogue for the speaker. Therefore, the learners should be 

able to provide specific details about what empathic listening response 

can be used. Secondly, the learners failed to internalize th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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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the experience of dialogue itself and lack of checking. The 

learners do not seem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abundant 

strategies. This means that the learners need to experience peer group 

dialogue. Finally, the learners need to have 'listening carefully' and 

'earnest attitude' in troubles talk. This attitude aspect should be basically 

presupposed in peer group troubles talk.

Based on this, the goals of empathic listening response education were 

presented in terms of knowledge, function and attitude. They are 'I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eer-to-peer dialogue and what 

empathy and empathic listening response are’, ‘I know what kind of 

emotional listening response, communicating with my friends in 

troubles-talk situations’, ‘'When communicating with friends in 

troubles-talk situations I can communicate strategically using empathic 

listening responses’, and 'When communicating with friends in 

troubles-talk situations I have an empathetic attitude'. Finally, this study 

proposed a teaching and learning model of empathic listening responses 

by accepting and synthesizing Active Empathic Listening (AEL) and 

reflective teaching (ALACT) model.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dialogue in education, empathy, listening response, empathic 

listening response, peer group troubles-talk, Active Empathic 

Listening(AEL), reflective teaching(ALACT) model

Student number : 2015-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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