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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정민주*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매체가 발달하면서 한 개인의 사회화 범위는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의 활동 영역 및 사회화 범위가 

확장되면서 개인 간 의사소통의 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 

의 변화 추세에 따라 대인 의사소통 능력(In따없'Sonal Corrmunicative 

Co~tence)은 현대 사회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대인 의사소통 능력’은 어떤 하 

위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7}? 

우선 상대방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야 할 대화 규칙에 대한 이 

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 과정은 결국 인간과 인간의 삶이 

* 경인교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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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되고 공유되는 국면이라 할 수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의미(rressage) 

를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인 의사소통 능력을 선장시키기 위 

해서는 문화적 지식1)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가담한 공동체의 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며， 이 지식을 활용승배 상대방과 소통하기 때문에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대인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창되 외(aro)에서 설명한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소 

는 주목할 만하다. 이창덕 외(뻐x))에서는 의사소통 능력2)을 8가지로 규 

정한 바 있다. 그 중에서 ‘관계 규범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의사소통에 매우 필수적인 요건임을 지적한 매우 타당한 설 

명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할 내용과 행동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개인 

혹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관계 규범에 따라 서로에게 기대하는 소통 방식 

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관계 규범에 대한 민감도는 대화 운용 

에 펼요한 일종의 상위인지 능력이자 문화적 지식이라 볼 수 있다.;3) 

1) 허쉬(Hirsch， E. D., l~)에 따르면 “문화적 지식이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다 그 정보는 방대하여 스포츠에서부터 과학에 이르끼까지 인간 활 

동에 중요한 부분을 포괄한다”고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의를 내렸다 사설 문 

화에 대한 개념이 학자마다 다르고 견해의 범위도 다%닝}여 문화적 지식을 한마디 

로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모어 화자플의 언어적 활동 속에 작용하는 분화 

역시 매우 광범위 하고 다층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본고에서는 허쉬의 개념을 사용 

하도록한다 
2) 이창덕 외(am14-18)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8가지 요소플 포함}는 개념으로 규정 

하였는데 구체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1)감정이입능력， 2)객관적 관점 확보 능력‘ 3) 

관계 규범에 대한 민감도 4)상황에 대한 지식 정도 5)상위 인지 능력， 6)상황 운영의 

전략 7)효과적 듣기 기술， 8)말하기 불안 대처 기술은 의사소통의 성격 규정에 따라 
필요한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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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창덕 외(뻐Xl)에서는 화자가 언어적 소통을 통해 의도한 비를 

이러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면 결코 바람직한 의사소 

통이라 볼 수 없다고 보고 의사소통이 ‘화행 목적과 관계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해 주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화는 비공식적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이어서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 끈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대화를 통한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진전될 경우 우리는 친 

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반대로 대화 소통에 장애가 생겨 상호 작 

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가 소원해지 

기도 한다. 따라서 관계 규범에 대한 이해는 대화자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반드시 알아야 할 대화 지식이라 할 수 었다. 본고에서는 의사소통 

과 참여자 간 관계에 주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화의 장으로 

‘첫 대면 대화를 상정하교 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H 첫 대면 대화의 의싹통적; 전제 

‘첫 대면 대화’란 어떤 두 발화자가 처음으로 열굴을 마주보고 소통하 

3) 관계는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이 속해 있는 사회를 통해 형성된디는 점에서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앓은 문화적 지식이라 볼 수 있다 또 개인을 넘어서 사회 사회， 

국까국가 민족민족 관계로 확장해서 보더라도 관계적 규범은 문화적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과 특정 국가의 관계에 따라 외교 실무자의 대화 규범이 다 

를 수 있는데， 이는 한국-미국의 관계가 한국」중국의 관계와 다르므로 외교 실무자 

틀의 대화는이에 따라달라절수있다. 즉각국가간관계에 따라교섭 방법의 차 

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특정 국가와 교섭할 수 있는 관계적 앓은 해 

당 국가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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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언어적 행위를 일컨는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인간의 언어적 소통의 첫 

번째 국면을 첫 대변 대화로 상정할 수 있다. 의사소통에서의 ‘처음’이라 

는 시기성이 갖는 의미는 관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첫 인상’이라는 이미지가 주로 첫 딴남 또는 첫 

만남에서의 대화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상기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물론 어떤 사건을 통해 심어진 특정 개인에 대한 선입견이 그의 첫 인상 

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개인의 외모를 통해 판단된 정보가 

첫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의 추상적이고 심증적인 판 

단을 강화시키거나 수정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대화 국변인 점을 감안 

할 때 첫 대면 대화에서 요구되는 대화 지식이 무엇인지 살피는 일은 언 

어 사용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디 

한편， 실라스와 스콧(Sillars & Scott, lffi3)에서는 친밀한 판계란 “언f복 

되는 상호작용， 상당한 자기 노출， 높은 상호의존성(즉， 상호 영향)， 진한 

감정적 동침l이 있는” 관계4)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 알 수 있듯 

이， 친멜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지속적이 

고 적절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첫 대변에서부터 그 시기적 단계에 적절한 의사소통 

을 수행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첫 대면 상황에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논의를 종합 

해 보면， 첫 대변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규칙을 이해하고 대화 목적에 따 

라 적절하게 자기를 노출하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가 지향하 

는 언어적 예절을 지켜 상대방과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줄 아는 것’이라 

고 정리할 수 있겠다. 레어돈(Reardon， lffi7)에서는 의사소통쓸 관계 국면 

에 따라 여섯 7찌 유형으로 분류.5)하였다. 그 중에서 ‘아는 λ에’ 관계 유 

4) 임칠성 역(1ffi7‘262)에서 재인용. 
5) ‘아논 λ에/친구/친밀한 入}이/배우xν부모 자식/형제’ 여섯 가지 관계 유형 o 로 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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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친구나 친밀한 시아가 아닌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관계를 

분류한 것으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소개 

하고 있다 ‘아는 사이’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은 주로 ‘관계 형성 및 유지’ 

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가 주가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심각하거나 

진지한 주제를 피하고 주제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갚은 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는 단계의 의사소 

통과 구별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는 사이’ 관계에서의 대화를 가 

벼운 주제에 대해 나누는 의미 없는 국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 단계에서 관계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이후 관계 

국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계 유형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아는 사이’ 관계에서는 상대의 

체면6)을 상하지 않게 하고 대화를 마칠 때까지 서로에 대한 체면 욕구7) 

를 존중하며 원만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대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아는 사이’에 관련한 또 하나의 연구인 덕(Duck， 1976)에서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 부여히는 정보의 수준이 시간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처 

어 의사소통의 특정을 살펴보았다. 

6) 체면(faæ)이란 개념은 1944년 중국인 인류학자 후(Hu)가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사회학자 얼빙 고프맨암매땅 Go뻐nan)의 주요 연구에서 많이 시용되었대Smllon & 
Smllon, 1됐:34). 이 개념과 유사한 한국 용어로는 면목， 얼굴， 낯， 모양새， 눈치 등이 

있으내Lirn T. S., & Choi S. H, l!lm장132) ， 일반적으로 대화참여자들이 서로에게 

부여하는 공적 7.j-ot상을 지칭히는 말에 가장 근접한 용어로 본고에서는 체면을 사 

용하기로한다. 

7) 체면 유형에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극적 체면(negative 敏)과 적극적 체면(없itive 

faæ)이 있다. 개인이 다른 개인들의 간섭이나 어떤 활동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침 

해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소극적 체면이라고 하고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교 

자신의 욕구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적극적 체면이라 한다 소극적 체변 

을 부정적 체면으로1 적극적 체면을 긍정적 체면으로 번역하는 연구들도 있으나， 체 

면의 개념적 의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본고에서는 송경숙(axJ2:32)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받아들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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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만난 사람끼리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속마음을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는 점을 밝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서강} 관계를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따 

져본다고 한다. 여기서 지적한 개인 간 관계 속에서 설정되눈 ‘정보의 수 

준’은 대화 효얘자들이 대화를 통해 드러내는 X싸 노출과 관련이 있다. 

상대방과 공유하는 정보의 수준이라는 것은 곧 상대방에게 ‘노출할 수 있 

는’ 또는 ‘노출하기를 원하는’ 수위를 일걷는다. 이렇게 어떤 사태에 대한 

사실 정보에서부터 특정 사태를 두고 드러내는 개인적 판단이나 감정 표 

출의 정도는 내가 상대방과 맺은 관계에 따라， 또는 상대방쓸 어떤 관계 

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개 

인이 발화한 모든 정보는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드러내는 개인적 자아 

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이를 의사소통 관점에서는 자아 노출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조셉 루프트(josept Luft)와 하리 잉검(뻐ny Ing뼈m)은 

그들이 개발한 개념적 모델인 조하리의 창(The Johari Wìndow)을 통해 개 

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남이 아는 영역 

님이 모르는 영역 

내가아는 영역 

자유 X싸 

감춰진자아 

〈그림 1> Luft(1984)의 조하리으| ε뻐) 

내가모르는 영역 

눈먼자아 

미지의 자아 

이 모텔은 개인이 맺은 대인 관계에 따라 자신이 노출할 수 있는 자아 

영역의 크기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자아 노출 네 

영역이 개인의 성향 또는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 국변에 따라 계속적으로 

s) 조셉 루프트(Joseph Lt此 lffi4l, Group Process: An Intr，따uction to Group 야namics(임 

칠성， 최정임 역， 1~E:4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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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아 노출의 유동적인 특성은 개인의 

성격이나 상대방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터하기 때문에 자아 노출 수준이 

상대방과 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아 노출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면 관계 역시 균형을 잃게 되는데 이 때 대화 참여자는 X에 노출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만약 조정에 성공하지 못 할 경우， 친 

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음은 물론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마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화 참여자틀은 대화 기술뿐만 아니라 적절한 자아 노출을 통 

해 관계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는 상 

대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상대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라고할수있다 

대화 관계 국면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 냄(Kna뼈， 1978)을 들 수 있다. 

그는 관계 국면의 모텔을 크게 다음과 같이 다섯 국면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 첫 국변인 시작(initia미19)은 인사와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이야기를 나 

누는단계， 

@ 시도(e자g뼈n미19) 국면은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 강회~in떼S따ing) 국면은 상대방의 인간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사 

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단계. 

@ 통합(in鳳åting) 국면은 짝， 우리라는 의식을 느끼게 하는 단계. 

@ 결속(따1빼핑) 국면은 두 사람이 자신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된 

다는 것을 공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 발생하는 단계. 

그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시작과 @시도 단계 동안 나눈 잡다한 이 

야기는 만님이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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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심사가 서로 유사한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또 알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단계는 친밀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 

은 국면으로써 이 단계에서 니눈 대화는 덕(Duck， 1976)에서 언급한 ‘아는 

사이’ 관계 유형에서의 대화 특정과 유사한 변을 보인다. 또한 냄(Knapp， 

1978)의 연구에서도 두 사람이 대화를 하더라도 각자 인지한 국면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루프트(Luft， 1æi)의 연구와 같 

은 맥락에서 주목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더라도 상 

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각자 다르게 인식하어 대화할 가능성이 있디는 것 

인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자기를 노출하는 수위 역시 써가 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현싱어 지속되면 두 사람이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관계 국면을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틀은 자기 노출 수위가 달라서 대화 중에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어 관계가 악화되는 문제가 생겁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사소통에서 불균형적 관계를 막기 위해서는 관계 국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 대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계의 시작 국변인 첫 

대면 대화에서는 상대방과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알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 첫 

대변에 필요한 대화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힐L해 보면 관계 목적의 의사소통에서는 상대방과 내 

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 운용 능력과 

상대와 자신의 관계를 인지하며 대화를 조정해 나가논 상위인지 능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첫 대변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해가 더 

욱 절설히 요청된다. 대화 참여지들은 새로운 사람과 대변에서 느끼는 어 

색뺨l나 긴장감을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하도록 대회를 유도해야 하며， 의 

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국면으로 관계가 발전하도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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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 목적이 두드러지는 화법 국면으로 ‘비공식적 상황 

에서의 첫 대면 대화에 주목하였다.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첫 대면 대 

화에서 사용하는 화제와 섣제 첫 대변에서 나타나는 대화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남녀 대학생이 첫 대변에서 사용하는 화제와 

화제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고， 3장에서는 조사 결과의 설증성을 확보하 

기 위해 남녀 대학생틀의 첫 대면 대화를 녹음하여 대화에서 활용한 화제 

와 대화 전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m. 첫 대면 대화에서의 화제 선택과 반응 

첫 대변에서 사용하는 화제와 화제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 

해 충남 지역에 있는 H대 남녀 대학생 1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설 

사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SPSS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신뢰할 만한 근 

거를 산출하였다. 또한 남녀 대학생의 대화 사례를 통해 첫 대면 대화에 

서 나타니는 특성도 살펴보았다. 먼저 설문을 통해 알아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대면 대화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은 무엇인가? 

@ 상대방이 동성일 경우 나누는 화제는 무엇인가? 

@ 상대방이 이성일 경우 나누는 화제는 무엇인가? 

@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 화제 선택이 달라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각 

각무엇인가? 

각 설문 항목에 대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때1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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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번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성별에 관계없이 화제 선택이 동일하다’라는 가섣을 세워 유의 

수준 O.(E이하인 값을 찾아 성별에 따라 화제 선택이 다른 항목을 분류하 

였다. 그리고 각각 남학생 남학생， 여학생 여학생， 남학생-여학생의 첫 

대면 대화 사례9)를 수집하여 띄(Duck， 1976)에서 제시한 5단계 중 1-2단 

계 해당하는 국면을 분석하였다 

1. 남녀 대학생이 사용하는 호쩌| 

첫 대변에서 남녀 대학생이 사용하는 화제가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첫 대변에서 나눌 수 있는 화제를 제시하고 실제 첫 대면 상황에서 니누 

었던 화제를 선택10)하게 했다. 그 결과， 남녀 대학생이 첫 대변에서 주로 

나누게 되는 화제는 신상 정보(64.4%)와 개인 관심사 및 취향(31.7%)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냄(Knapp， 1978)에서 언급한 시작 및 시도 단계에서 

9)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은 H대 국문학과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과 세무회계학과 남학 
생 1명， 여학생 2명으로 1학기 초 같은 강좌를 수강한 대학생이다 국문학과 학생 3 
명과 세무회계학 학생 3명은 같은 강의를 듣는 학생틀이지만， 친분 관계가 없거나 

얼굴만 익힌 λ}이의 학생들이다. 본 자료는 각 참여자에게 첫 대면 상황을 설명해 

주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강의를 튿는 학생으로서 대회를 나누어 보라고 한 후， 이 

들의 자연스런 대화를 15분간 녹음하여 수집한 것이다 
10) 남녀 대학생들의 실제 대회를 녹음하여 화제 선택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첫 대면 상황의 대화를 한꺼번에 다량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고 

에서는 첫 대면 대화에서 ‘사용할 것 같은 화제’가 아니라 첫 대면 상황에서 ‘자신 

이 사용했던 화재’를 물어 응답한 결과를 수집했다 그렇다고 해도 ‘회상한 기억’과 

‘실제 행함’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장할 수 없디눈 점에서 본 연구의 방법적 한계 

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실험자가 화제를 선택하는 것은 대화 표현을 

기역에 의존하여 적는 것과 달리 대화에 활용하는 화제만 회상하는 것이므로 실제 

와 응답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실제 남녀 대학생의 첫 대면 대화 분석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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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신상 정보에 대한 교환은 일 

상적인 대화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주로 이루어진다. 

대개 이름， 나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상황에 따라 신상 정보에 

대한 범위가 더 확장되기도 한다.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 퍼센트 

신상정보교환 m 64.4 64.4 64.4 

T。「 개인 관심사및 취향 33 31.7 31.7 9i2 
효 공적인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 4 3.8 3.8 100.0 

합계 104 100.0 100.0 

〈표 1> 첫 대면에서 나누는 호}저| 

한편，<표 1> 항목에 대한 결과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 2>와 같이 성별에 따른 응답을 분류하여 카어스 

퀘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 

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보아 남녀 학생 모두 첫 대변 에서는 공 

통적으로 선상 정보를 주고받거나 개인 관심사 및 취향에 대해 나누는 것 

을알수있었다 

신상정보교환 개인관섬사및취향 공적인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 전체 

성 남자 17 10 2 21 

별 여자 m 23 2 75 

전체 m 33 4 104 

〈표 2> 성멸에 따른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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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Ú.}측겸정) 

Pearson 7'}o 1제곱 1긴9(a) 2 .당% 

우도비 1.179 2 끊4 

선형 대 선형결합 %웠 .320 

L 윤후케이스순 104 

〈표 3> 문항1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2 성별에 따른화제 선택 

1) 첫 대면에서 나누는 화제 

설문에 사용한 화제 항목은 홍민표(뼈4)에서 채택한 항목을 바탕으로 

실험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24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본 항목은 첫 대면 

에서 나누게 되는 화제를 순위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동성 친구열 경우 이름(83.5%) ， 나이 (74.7%) ， 거주 지 

역(25.3%) 순서로 화제를 선택했으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성 

친구일 경우에는 이름(85.4%)， 니아(75.8%) ， 전공(16.5%) 순으로 화제를 선 

택했다. 이로 보아 첫 대변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이’와 

‘이름’에 대해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첫 대변에서 

남녀 대학생들이 신상 정보를 교환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i 
æ '62.7 &3.5 &3.5 

유효 
나이 74 71.2 74.7 

뿔각 결측 
거주지역 g 22.1 25.3 

'------ 합계 1여 100.0 

〈표 4> 동성 친구 대호때|서 나누는 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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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이름 88 84.6 8).4 85.4 
유효 

나이 75 12.1 75.8 83.8 
결측 

전공 15 14.4 16.5 18.7 

합계 104 100.0 

〈표 5> 이성 친구 대호때서 나누는 화제 

2) 젓 대면에서 나누지 않는 화제 

동성이든 이성이든 성별에 상관없이 첫 대면 화제로 사용하지 않는 항 

목으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무게’， ‘건강 상태’， ‘신장’， ‘주소’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네 항목은 모두 개인의 신장 정보이기 

는 하지만， 첫 대변에서 니누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 

서 남녀 대학생들이 첫 대면에서 주로 신장 정보를 교환하다는 결과와 달 

라 주목된다. 즉 이 화제들은 첫 대면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또는 감추고 

싶은 개인 정보로써 조허리의 창에서 언급한 자아 영역 중 ‘감춰친 자아 

에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몸무게， 건강 상태， 신장， 주소는 개 

인의 신상 정보 중에서도 사적인 정도가 높은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잘 알지 못 하는 상대에게 노출할 경우 자신의 체면을 위협하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을 형성하는데 영호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친밀하 

지 않은 단계에서는 노출하려고 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 대학생은 첫 대변에서 신상 정보 

를 교환하지만， 신상 정보의 수위에 따라서 상대방과 나누는 화제와 그렇 

지 않은 화제로 구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문항 결과에서 보듯이， 남녀 대학생들이 ‘나이’ 항목은 전혀 부담 

스러워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상대에게 

나이를 묻는 행위는 설례가 되는 행위로 여기며 특히 여성에게 나이를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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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남녀 대학생의 경우， 첫 

대변에서 나이를 묻는다고 응답한 비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한국의 서열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이를 알。싸 상대방 

과 나의 서열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화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험자 대^J-이 대학생이라는 변인이 작용했을 것으로도 추측된다. 

특히 여학생은 여성이라는 성(姓)정체성 보다 학생이라는 사회적 정체성 

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나이에 대해 덜 민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항옥{똥성) 빈도 유효퍼센트 항뭔이성) 빈도 유효퍼센트 
이륨 0 0 이홈 0 0 
나이 0 0 나이 0 0 
연락처 16 19.5 연락처 z æ.8 
주소 56 73.7 주소 57 71.3 
생년월일 !:D 61.0 생년월일 45 56.3 
출신지역 2A æ.4 출신지역 g l3.7 
거주지역 4 4.4 거주지역 12 13.2 
기족판계 lì 45.6 가족관계 l3 47.8 

이성친구유무 g :E.O 이성친구 유무 E J1.6 
직업 al 22.0 직업 g 22.5 
전공 7 7.9 전공 6 6.6 
학교명 16 17.0 학교영 15 16.9 
신장 R 81.7 신장 62 75.6 
몸무게 82 88.2 몸무게 76 89.4 
장래희망 40 !:D.O 장래희망 33 51.4 

좋아하는 연예인 32 1).0 좋아하는 연예인 44 53.7 
이상형 48 00.0 이상형 g 뼈.7 

취미 15 17.0 취미 15 17‘6 
종교 42 51.2 종교 43 ffi.8 
Ti걷1ιr 43 53.1 주량 42 53.8 
홉연 ~ 00.4 홉연 tf1 61.0 

자신의성격 48 57.1 자신의 성격 40 49.4 
날씨 34 43.6 날씨 31 <<).3 

건강상태 m 78.8 건강상태 68 84.0 

〈표 6> 첫 대면에서 나누지 않는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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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성벌에 따른 화제 선택의 차이 

앞 절에서는 남녀 대학생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논 첫 대변 화제와 사용하 

지 않는 화제를 각각 살펴보았다. 본 항에서는 상대방의 성별이 동성이냐 

이성이냐에 따라 화제 선택에 재l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첫 대면에 

서 동성열 경우와 이성일 경우에 사용하는 화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즉 

피험자가 상대밍l이 동성이냐 이성이냐에 따라 화제 선택의 차이를 보인 

다면， 이는 성별에 따라 화제 선택이 달라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결 

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성별에 따라 화제에 대한 선택이 달 

라진다면， 적어도 선택된 화제는 그렇지 않은 화제들보다 성별에 따른 변 

별도가 높은 화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를 위해 남녀 대학생 설 

문 응답을 두고， T 검정을 실시한 결과，<표.7>과 같은 결과를11) 얻을 수 

있었다. 

대응차 I þ<l--유도 유(의%똑확)률 

평균 표준펀차 
평균의 차이의!lí% 
표준오i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1 이름 216 1.446 143 .α)3 ::rn u뼈 101 .l35 

대응2 나이 lffi 1.721 176 -.547 .151 1.127 !lí :m 
대응3 연락처 2.291 10.334 1.168 4.617 α6 1.!líl 78 αB 

대응4 주소 139 6.l81 728 1.314 1.!B1 191 71 .849 

대응5 생년월일 883 6없7 Tcf3 -.623 2 않xl 1.168 76 247 

대응6 출신지역 1.378 7.788 æJ 3쨌 333 1.002 81 113 

대웅7 거주지역 2.430 7.215 η8 -3.암7 883 -3.124 85 .002 

11)<표 13>에서 유의수준 O.a:i 이십연1 경우논 화자-청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O.a5 미만인 경우는 가설이 기각되어， 화자정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항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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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8 가족관계 αu 7.4η rm •1. 810 1.810 CXXl m 1αxl 

대응9 
이성친구 

282 8.718 .PJ UX33 2.2A8 .283 π ，η6 
T。「n「

대응10 직업 아l3 7.391 ‘띤7 1.4g2 1.678 117 85 rm 
대응11 전공 184 7.472 8:)1 1.400 1η6 :rn æ .819 

대응12 학교명 irn 6.170 654 491 2.1æ 1 앙7 88 219 

대웅13 신장 1.403 5.568 .없5 .139 2.666 2.210 76 030 

대응14 옴무게 .012 3때3 .3:굉 746 722 떠2 84 975 

대응15 장래희망 4æ 7.219 .851 •2.182 1.210 571 71 570 

대웅16 
좋아하는 

-2.l27 8.764 .986 4.090 .l64 2.l57 78 .034 
연예인 

대웅17 이상형 2.595 8.088 .910 783 4 때7 2.851 78 .αxì 

대응8 취미 133 6.140 .674 -1.473 1.208 197 82 없5 

대응19 종교 493 6.521 ~β 1.994 1αη • .655 74 514 

대응20 T ;ζ;당" g영 8.356 978 2.539 1.361 602 72 549 

대응21 흡연 1.~짧 8 앉l3 1.α32 .515 3.패4 1.492 75 140 

대용22 자신의성격 1.563 6αì5 .678 .213 2.912 2.304 79 .024 

대응23 날씨 .앉핑 7.321 .57 749 2.667 1.119 E .267 

대응24 건강상태 613 3또% 402 1.413 188 1.522 79 13'2 

〈표 7> 화자-정자 성별 차이에 따른 화제 선택 

분석 결과， 개인이 성별에 따라 화제를 달리 선택한 항목은 ‘거주 지역’， 

‘신장’， ‘좋아하는 연예인’， ‘이상향， ‘자신의 성격’ 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대학생들이 동성과 대화하느냐 이성과 대화하느냐에 따라 화제 선택을 

다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거하여 ‘거주 지역’， 

‘신장’， ‘좋아하는 연예인’， ‘이상향， ‘자신의 성격’ 항목은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 첫 대면에서 구별해 사용하는 ‘고변별도 화제’라고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험자들이 이 네 가지 항목을 성별에 따라 명확하 

게 인식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먼저 ‘신장’이나 ‘거주 지역’ 항목은 앞 

서 지적한대로 매우 사적인 정보로써 첫 대면에서 나누기 어려운 화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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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는 첫 대면에서 상대방과 나누지 않는 화제에 대한 설문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1 이 두 항목은 첫 대변에서 상대방{이성)과의 관 

계에 긴장감을 주는 화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좋아하는 연예 

인’과 ‘이상형’， ‘자신의 성격’에 대한 항목 역시 동성과 이성 간에 응답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사고방식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류성기(때3)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표현의 차이는 그들의 사고 성격 및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적으 

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남녀 초등학생 때 

부터 발생한다고 섣명하고 있다 이러한 남녀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의 차 

이가 상대방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이 화 

제 선택에도 영호t을 줄 것으로 보인다. 

3. 성별에 따른 화제 ~뭉 

앞서 조사한 것은 각 개인이 화자 엽장에서 첫 대변에서 나누는 화제 

에 대한 응답을 살펴 본 것이다0.3절에서는 청자 입장에서 상대빙L이 선택 

한 화제가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알아 

보기 위해 성별에 따른 화제에 대한 부담 정도를 5단계로 나누고， 그 정 

도가 4-5단계이면서 누적 퍼센트 밍% 이상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그 결과， 남학생이 첫 대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화제는 총 24개 항목 

에서 연락처(Eß.6%) ， 주소(65.5%) ， 몽무게($6%) 3가지 항목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부담스러워하는 화제 역시 연락처(않.1%)， 주소(64.9%)， 폼무게 

(85.1%)로 남학생들의 응답 항목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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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부담스렵다 3.4 3.4 3.4 

약간부담스렵다 16 55.2 55.2 58.6 

-* 그저그렇다 10 34.5 34.5 93.1 

효 별로부담스럽지 않다 3.4 3.4 95.6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3.4 3.4 100.0 

합계 29 100.0 100.0 

〈표 8> 연락처(남자)에 대한 부담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부담스렵다 4 13.8 13.8 13.8 

약간부담스럽다 15 51.7 51.7 65.5 

-* 그저그렇다 6 ?fJ.7 ?fJ.7 &3.2 
효 별로부담스럽지 않다 3 10.3 10.3 95.6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3.4 3.4 100.0 

합계 29 100.0 100.0 

〈표 9> 주소(남재에 대한 부담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부담스럽다 6 ?fJ.7 ?fJ.7 ?fJ.7 

약간부담스렵다 11 37.9 37.9 58.6 

-* 그저 그렇다 7 24.1 24.1 82.8 
효 별로부담스럽지 않다 3 10.3 10.3 93.1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2 6.9 6.9 1애O 

합계 29 100.0 100.0 

〈표 10> 몸무게(남자)에 대한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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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부담스렵다 4 5.3 5.4 5.4 

약간부담스럽다 lì 48.0 48.6 54.1 

유효 
그저그렇다 aJ '215.7 'l1.0 81.1 

별로부담스럽지 않다 11 14.7 14.9 95.9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3 4.0 4.1 100.0 

합계 74 93.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합계 E 100.0 

〈표 11 > 연락처(여자)에 대한 부담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부담스렵다 19 ~.3 ~.7 ~.7 

약간부담스럽다 ~ 1l.7 39.2 64.9 

유효 
그저그렇다 19 ~.3 ~.7 m.5 

별로부담스럽지 않다 4 5.3 5.4 95.9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3 4.0 4‘ 1 100.0 

합계 74 93.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합계 75 100.0 

〈표 12> 주소(여자)에 대한 부담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부담스렵다 43 57.3 58.1 58.1 

약간부담스렵다 aJ '215.7 'l1.0 85.1 

유효 그저그렇다 8 10.7 10.8 95.9 

별로부담스럽지 않다 3 4.0 4.1 100.0 

합계 74 93.7 100.0 

결측 시스템 결즉값 1.3 

합계 75 100.0 

〈표 13> 몸무게(여:Afl에 대한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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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제시한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첫 대변 화제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담스러워 하는 화제로는 ‘연락처‘， ‘주소’， ‘몸무게’를 틀 수 있다. 이 

세 항목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 가장 개인적인 정보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연락처’와 ‘주소’의 경우， 관련 정보를 말해주는 것도 부담스럽 

지만， 상대방에게 물어보논 행위 역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의 표시로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첫 대변에서 나누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첫 대변 대화에는 참여혐01 인식해야 

할 대화 운용 지식(Conversational A뼈Jicable 암lowl어ge)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초써자들이 첫 대면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화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는 대화 운용력이 펼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화자는 상대 

방과 관계를 긴장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열으킬 만한 민감한 화제는 피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첫 대변에서는 상대방이 동성이냐 이성이냐에 

따라서 화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는 화제 민감도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필요조건은 첫 대면 대화에 펼요한 관 

계적 지식(Relational Knowl어ge)12)이라 할 수 있다. 

N. 첫 대면에서의 대화 전개 특성 

앞 장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이 첫 대변에서 나누는 화제와 첫 대면 화 

제로 나누기에 부담을 느끼는 화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m장에서 

12) 오헤어 외(0' hair, D et 떠， lffi7: 1ffi)에서는 관계적 지식(R밍ational Knowledge)을 대 

회를 통해 형성된 관계 안에서 대화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히는 정보라고 설명 

하면서 각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관계에 관한 정보를 학습하게 되고 이렇게 

학습된 지식은 개인의 행동이나 의사소통 스타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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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녀 대학생들이 첫 대면 대화에서 활용하는 

대화 기술을 실제 대화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몇 가지 사례를 수집승배 대화를 녹음， 분석하논 방 

법을 택했다. 자료는 충남 지역에 있는 H대 남녀 대학생 6명의 대화를 사 

용하였다. 연구자는 학기 초 같은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중 국문학과 3학 

년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 그리고 세무회계학과 남학생 1명， 여학생 2명 

을 선정하였다. 학생틀에게 첫 대면 상황을 설명해 주고1 같은 강의를 듣 

는 학생으로서 15분간 함께 대화를 하게 했다. 분석 대상 자료13)의 유형 

및 죠뼈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남학생 남학생 대화 (대화 표기 방식: 패iM-변호) 

학과객r년 

국문학과!2학년 

세무회계학과/4학년 

@ 여학생-여학생 대화 (대화 표기 방식: AFF-번호) 

학과학년 

국문학패9학년 

세무회계학과14학년 

기타 

군복무후복학 

군복무후복학 

기타 

휴학경험 있음 

휴학경험 없음 

13) 본 연구는 설제적인 첫 대면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 연구자가 통제 가능한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했음을 미리 밝힌다. 이와 더불어 수집한 자료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 

에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일반 

원리를 도출얀 데 있다기보다 사례 분석을 통해 첫 대면 상황에 펼요한 대화 운 

용 지식을 찾아보고， 대인 의사소통 교육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주는 

데에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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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여학생 대화 (대화 표기 방식 :B뻐←번호) 

1 공통적인 화제 탐색 

학과/학년 

국문학과/3학년 

세무회계학과-/4학년 

기타 

군복무후복학 

휴학경험 없음 

남녀 대학생의 첫 대면 대화를 살펴본 결과 어MM-φ〉과 어FF-CZ)>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 간 대화 화제는 ‘나이 • 전공 • 학년 • 군 

대 • 이름’에 대한 정보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1 여학생 

간 대화에서는 ‘전공 • 이름 • 학년 • 나이 • 취업’ 화제 순서로 정보 

를 교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제시한 H장의 〈표 3>의 섣문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한데 동성 간의 첫 대변에서는 주로 이름， 나 

이， 전공， 거주지에 대해 대화한다는 사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MM-CD>의 예 

납1: 안녕하세요 

남2: 네 안녕하세요 

남1: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님"2: 81년생입니다. 

남1: 아 .. 네 저도 아 81년생이세요? 반가워요 

님"2: 예 반갑습니다. 

남1: 무슨 과세요? 

남깅. 저는 세무회계학과 4학년이구요 

남1: 전 국문과 2학년. 복학한 지 얼마 안 되가지고 

남2: 휴학이 많이 있었나 봐요 2학년인 거 보니까 

<AFF-CZ)>의 예 

여1: 이 수업 들으세요? 전공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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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2: 세무회계학과 4학년이에요 

여1: 전 1년 휴학해서 3학년이고， 국문과예요 

여2: 네. 근데 머리가 걸고 예쁘시네요 외모가 

여1: (웃음) 아하 네‘. 뭐， 저보다 이쁘신데요 

여2: 집이 어디에요? 

여1: 멸어요 부산이요 고향은 부산이고， 지금은 기숙사 

여2: 근데 사투리 별로 안 쓰네요 

한 남녀 대학생의 첫 대변 대화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정은 선 

상 정보에 대해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공통적인 화제를 탐색한다는 것이 

다. 어:MM-(Z)>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들은 ‘전공 및 학년’에 대한 

대화에서 ‘학년 • 휴학한 이유 • 군대 • 예비군 훈련’ 화제로 전환하면 

서 대화 주제를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공통적 화제 탐색 

과정은 관련 화제를 조금씩 변형， 확장하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처음 만나 다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시도되 

는 대화 전략이라 할수 있다. 

<M1lVH2:l>의 예 

남1: 휴학하고 늦게 군대를 가가지고 전역한지 얼마 안 됐어요. 

남2: 저는 군대가지 전까지 학교에 다니다가 막 바로 군대갔다가 곧바로 복학 

해가지고 지금 4학년이에요 

남1: 아직도 어리버리해 ... 얼마 전에 강의실이랑 시간표 다 외우고 ... 근데 끝났 

네 1학기가 ... 되게 뭐지 늦게 했어요. 강의가 시작되고 한 3준가 지나고 나 

서 그때가 말년휴가였거든요. 말년 휴가 때도 학교를 다닌 거에요 3월말 

이때쯤 해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군복입고 왔다니까요. 

남2: 군복입고 다니는 게 되게 싫던데 

남1: 싫었는데， 

남2: 맞어 맞어 

남1: 집에서 니가 복학을 해야 하니까 군복업고 다니면 인사하기 쉽다고 몇 날 

며칠 그걸 가지고 깔구는 거에요.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첫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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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와가지고 과사에서 그거 입고 가가지고 시간표 짜고 ... 

남2: 내일모레 예비군훈련 

남1: 예 9 일날 하잖아요 아 부럽다 

남2: 올해부터 안받죠? 내년부터 받죠. 

남1: 나도 예비군 훈련 받아야 하는데. 

남2: 전 되게 좋은 게 제대한지 다음 연도부터 예비군훈련 받잖아요. 

원래 11월6일 군번인데 1월 5일 날 제대를 해야 하는데 13띤이 줄었어요. 

남1: 아 

남2: 그 때 2년으로 단축하면서 쪼금쪼금씩 줄여줬잖아요. 

그래서 11월23일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예비군훈련 받다가 

올해 2년차. 

남1: 딱 좋네요. 

남2: 참 좋은 거 같애 

남1: 이름이 뭐죠? 

남2: 아 이름을 얘기 안했구나. 민 00이에요. 

남1: 민 00 이요. 전 김 O 。이거든요. 

남2: 예 

남1: 우리 말놔요 동갑인데(6)) 

남2: 언극랜파 

남학생 간의 대화를 화제별로 살펴보면， 나이， 학과 및 전공， 거주 지역 

에 대해 나눈 후에 군대와 복학생이라는 공통점을 찾으면서부터 본격적 

인 대화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군대’와 ‘복학 생활’ 

을 화제로 동원하면서부터 말 교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대화 속 휴지 

도 현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두 학생의 

관계 국면에도 변화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게다가 두 남학생이 초반에 

동갑인 것을 확인한 후에도 ‘해요체’를 섞어 사용했다는 사실과 대조할 

때 이러한 변화는 두 학생의 관계의 진전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들은 공통 화제를 니눈 후에 서로의 이름을 물었고， 그 

후에 두 학생은 완전하게 말을 놓기 시작했다. 그틀이 ‘해요체’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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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반말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대회{ô)과 6;J)는 둘의 관계 국면이 분명 

하게 변화했읍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공통적 화제 탐색 구도는 여학생 간의 대화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학생 간 대화에서도 초반부에 이름， 학년， 나이를 교환하자마자 

공통적 화제를 탐색하기 시작하는 특정을 보였다. 

<AFF-@>의 예 

A: 수엽이 언제 언제 있어요? 

B: 원래 화수목 수엽인데요 근데 교수 연구실 조교로 있거든요 월요일 목 

요일 나와요 

A 바쁘시겠네요. 
B: 진짜 바빠요. 취 업도 .. 

A: 취 엽 해야겠네요 아 2학기 때부터 

B: 취업 때문에 난리도 아년 거에요. 

A 맨날 맨날 섬난해 하는 거죠. 심난해 .. @ 

두 여학생이 4학년이기 때문에 주로 취업 후 진로나 학교생활， 아르바 

이트 근황에 대해 물으면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특성을 보였다. 두 여학생 

의 대화 역시 상대방과 정보를 교환하는 중에 점진적으로 주제를 확;뼈 

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여학생들은 나이가 같다는 점 때문에 공통적인 

화제를 비교적 쉽게 찾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 

간 대화에서처럼 바로 반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취엽’을 화제로 이야 

기할 때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관계의 진전 

이 드러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였다. 공통적 화제 탐색 구도는 남녀 대 

학생의 대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어FF-CD>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동갑인 것을 확인한 

후 서서히 해요체와 반말체를 혼용뼈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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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 여학생들이 서로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은 화계 설정과 관련이 있 

음을알수있다. 

<AFF-CD>의 예 

여1: 안녕하세요? 저는 유00라고 해요. 

여2 네. 저는 김 00입니다 

여1: 몇 학년이세요? 

여2: 4학년이고， 82년생이에요 

여1: 아 저도 82년생이에요 올효의군난 저는 1년 휴학해서 3학년이요 졸업 사진 

찍었겠네요? 

여2: 아 네 경상 계열인가? 

여1: 아니， 국문과 

(밑줄 친 부분은 반말을 사용한 발화) 

그리고 남녀 학생 대해BMF 유형)에서도 ‘주말에 하는 취미 • 아르바 

이트 경험’에 대한 화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알게 되고? 이를 계기로 대화 전개가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Bl\1F→(2)>의 예 

여: 학교 다니시고 다른 거 하시는 건 없으세요? 주말에 아르바이트 아 모하세요?@ 

남:베스킨라빈스에서 

여: 어 저 옛날에 그거 했었는데@ 

남: 했어요? 

여: 네 얼마나 일하셨어요? 

남: 20살 때부터 했어요. 

여: 아 정말요? 

남: 매니저이긴 한데 주말에 쉴 때 다른 매니저 쉴 때 가끔 일 해주는 걸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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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다양한 화제를 나누다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공통점(흉과 @) 

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적극적이고 협력적 발화를 전개해 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즉， 첫 대변에서 대화하는 죠뼈자들이 공통적 화제를 찾 

게 되면 대화가 진전되고， 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것을 보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첫 대변에서 공통적인 화제를 탐색하는 것 

은 대화자들에게 필요한 대화 운용 지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러한 특정이 신상 정보와 같이， 제약된 정보를 교환하는 중에 일어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작된 대화가 

보다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대화 상황으로 전이되는 것은 대화자들이 첫 

대변에서 신상 정보 교환과 같은 단순 상호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적인 화제를 탐색하기 위해 상대방의 대화 화제와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 

로 계속적으로 화제를 변형， 확장해 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틴-뭉 

첫 대변 대화에 나타난 대화지들의 또 다른 특정으로는 상대방 발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반응을 들 수 있다.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적 

극적인 반응으로는 맞장구치기， 상대방의 발화 반복해주기， 질문에 성설 

하게 대답해 주기와 같은 %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은 상대방이 자 

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 

어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대면 대화 상황 

에서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하고 대화 

진행을 원활하게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구어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대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적극적이고 협력적 반응이 상 

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한 발화라는 점에서 공감적 의사소통의 특정과 맥 

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상섭(때X))에서는 의사소통의 정서적，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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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감적 의사소통의 개념과 본질을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공감적 화법은 찬성과 지지 발화， 인정하기의 대화 

구도 OJ:상을 띤다고 설명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첫 대변에서의 대 

화 국변은 공감적 의사소통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실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아래 제시된 실제 대학생틀의 첫 대면 대화 

국면을 통해 뒷받침된다. 여학생들은 대화 초반부에 신상 정보(이름， 나 

이， 소속 학과)를 교환하교 이후 지속적으로 공통 화제를 탐색하기 시작 

했다. 특히 이들은 서로의 일상 경험이나 개인의 관심사에 대한 화제를 

중심으로 ‘절푼답변’ 형식의 대화를 전개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 

방의 답변과 관련한 화제를 중심으로 대화 주제를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있었다 

<AFF-(5)>의 예 

여1: 원래 집이 어디에요? 

여2: 부산이요 

여 1: 아 부산. 부산 놀러가고 싶은데 

여 2: 다 그렇게 말하는데 ... 놀러와요 

여1: 근데 집에 가면 바다 가까워요?êìl 

여 2: 하하(웃음) 사람들이 다 웃긴 게 ...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야 부산하면 

다 창문 열면 바다 보이냐고 .. ，우리집이 .. 

여1: 아하하 그렇잖아요 느낌에. 하하 괜히 그럴 것 같잖아. 괜히 

여2: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 되게 잘 사는 사람틀이에요 

여 1: 왜요? 

여 2: 그니깐 이게 그 어촌 바닷가가 아니라 해운대나 광한리 쪽이 

여1: 아아 괄괄잔만j라서 그런가 

여 2: 에에 표표진(*>인데다가 서울로 치면 갚날(.Á)쪽으로 치는 그런 동네거든요 

여 1: 아아 잘날(.ÄJ.오히려 박단~가 

여2: 에에 박단(.)가 보이는 곳이 어떠냐면 주위에 허접한 집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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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뭐 빌리지 건물 대빵 좋은 거 

여 1: 음음 빌리지 그런 거 

여 2: 이런데 문 확 열면 앞에 바다가 확 보이고 이런 거지 

여1: 음음 

(굵은 체는 호응 간투사， 같은 모양의 밑줄은 반복된 단어 쌍) 

여2가 고향이 ‘부산’이라고 하자， 여1은 부산이라는 화제를 바다와 관련 

시켜 @과 같은 질문을 했는데 여1의 @ 발화를 시작으로 대화 후반부에 

는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협력적 발화 양 

상은 웃음과 박수와 같은 비언어적 반응과 강한 동조나 호응을 나타내는 

간투사 사용， 그리고 ‘상대방의 말 받아 반복하기’， ‘화제에 대해 상대방에 

게 재질문하기’， ‘상대방의 질문에 성설하게 대답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협력적 반응을 통해 대화자들이 첫 대변 상황을 자연스럽게 운용 

해 가는것을볼수 있었다 

또한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대화적 반응운 이성 간 대화{BMF 유형) 전 

개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초반부 남녀 학생의 대화는 앞서 논의한 두 

동성 간 대화와는 탈리 대화 시아에 휴지가 잦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사 

라지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히 대화 시작 단계에서는 두 학생이 

질문에 대한 단답 형식만으로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성인 두 학 

생의 대화에서는 화제 전환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 

데， 이는 앞에서 보았던 여학생툴 대화에서 나타난 모습과는 대조적인 특 

성을 보였다. 여학생들의 경우 휴지(pause)없이 화제가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성 간 대화에서 화제 전환은 잦은 휴지를 동반한 질문단답 

형식으로 나타나 암의 대화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특정으로 보 

아 첫 대면 대화는 동성 간 대화보다 이성 간 대화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긴장감이 조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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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성 간 대화보다 이성 간 대화에서 긴장감이 더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화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화 진행에 

상당히 적극적인 여학생의 대화 운용 기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Bl\IIF-CV>의 예 

여: 무슨 책 .. 책 많이 읽으시 겠네요 

남: 책이 뭐 보통 읽는데 잡다한 것 

여: 뭐 젤 재있게 읽으셨어요? 최근에IQ. 

남: 최근엔 그냥. 뭐 소설보다 인문사회쪽 

여: 비소설이요? 

남: 네 

여:비소설 말고는 감명깊게 얽은 책 없어요?@ 

남:위대한 게츠비라고 

여:절말욕Z흩 

위의 남녀 학생의 대화는 주로 여학생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특정 

을 보였다.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의 답변에 대해 재질문하거나{。과 @), 

답변에 대한 협력적 반응(@)을 자주 나타냈다. 이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여학생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두 학생은 여학생의 적극적인 대화 운용 덕분에 결국 공통적 화 

제를 찾았으며， 그로 인해 대화 전개가 활발해 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 

현식(1Ð7)에서는 협조적 동시 발화， 상대방 이야기의 호응 %냉이 남성보 

다 여성에게 잘 나타난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실제 대화에서도 이를 확인 

할수있었다 

<Bl\IIF-@>의 예 

여· 졸업하고 뭐 하실 계획 따로 세우셨어요? 

남. 멸활년j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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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렘펴활책j요 .. 뭐 어 떤 영 화를(@).. 

남: 아 뭐 일단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 아 ... 또 그렇게 얘기 하시니까 순간 또 달라보이시네요.(@) 

남: 하하(웃음) 

여. 굉장히 멋쟁이처럼 .. 하하(웃음)(0)) 

남· 전혀 멋쟁이가 아니에요 

여 진짜 멋있다(@) 

위의 여학생의 발화 특성을 보면， 남학생의 발화를 반복해 준다든지(※ 

표시)， 상대방의 탑변과 관련하여 재질문을 한다든지(@)，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긍정적인 호응14)을 (@，0，@)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첫 대면 

상황에서 대화를 협력적으로 이끌어 7까 위한 참여자틀의 대화 전략이 

라할수있다 

첫 대변 상황에서는 참여자들이 비교적 제약된 화제를 이용해 대화하 

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경직되거나 무의미한 정보 교환으 

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화자들이 첫 대면이리는 상황적 특성을 

의식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대화하게 된다. 그렇게 해야 첫 

대면 대화를 원만하게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첫 대면 대화에서 

대화자의 대화 운용 능력이 대화의 질은 물론 이후 대화 지속 여부에 직 

접적으로 관련됨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앞서 살핀 대 

화지들의 공통적 화제 탐색은 첫 대면 대화에 펼요한 대화 운용 기술 

(S때ls for conversational 빼떠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첫 대면 대화에 

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이에 적절한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 역시 원만한 대화 

14)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히는 요소로는 상호성， 긍정적인 감정， 감정이입을 들었는 
데， 그 중에서 긍정적 감정에 해당하는 상대방 인정(00며nnation)은 관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대화적 기술이라고 섣명한대김명혜 역， :m;:354-35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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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을 위해 펼요한 대화 운용 기술이라 할 수 있겠다 

V. 맺음말 

현대 사회는 인간관계를 고려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때보 

다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소 

통 능력은 논리적인 의미 전달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소통 능력， 상대와의 견 

해 차이를 언어로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포함시켜야 옳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사소통과 관계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한 시도로써 첫 대 

변에서의 대화를 살펴보았다. 첫 대면 대화는 ‘처음’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맞물려 상대방과 관계가 시작되는 의사소통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대면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에 띠론 화제 선택에 

제약이 있음을 알고 이에 맞는 화제를 선택하여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본고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첫 대면 대화에 

서 선택하는 화제와 그렇지 않은 화제에 대해 알아보았고 설제 첫 대변 

에서 나타니는 화제 선택과 대화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 대 

변 대화에서는 남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화제와 사용하지 않는 화제가 

분명하게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제 동성 간 이성 간 첫 대면 대화를 

통해 공통적인 화제를 탐색하려는 대화 구도와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반 

응을 통해 관계를 증진시키는 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 

우 첫 대변에서 남학생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대변 대화에 관련한 이러한 특성틀은 특정 상황에 

필요한 대화 운용 지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대인 의사소황을 위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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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적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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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첫 대변에서의 화재 선택과 대화 전개에 관한 연구 

-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민주 

본 연구는 대화 참여자간 관계 유지가 의사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대인 의사소통에서 관계 지향적 발화의 중요성을 시사하기 위한 목적에 

서 출발하였다. 

본고는 이를 위해 남녀 대학생들이 첫 대면 대화에서 사용하는 화제 선택을 

조사하교 그들이 첫 대변에서 어떻게 대화를 전개해 가는가를 살펴보았다. 남녀 

대학생에게 설문을 실시빼， 첫 대변에서 사용하는 화제와 사용하지 않는 화제 

가 무엇인지를 밝혔고1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을 실시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T 검정을 실시하 

여 상대방이 동성이냐， 이성이냐에 따라서 화제가 달리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앞의 설문 조사와 더불어 남녀 대학생의 첫 대면 대화의 세 가지(남학 

생과 남학생， 여학생과 여학생， 남학생과 여학생) 사례를 녹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 대면 대화에서 남녀 대학생이 공통적으로 ‘나이’와 ‘이름’ 화제를 나눈 

다는 사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앞서 조사한 설문 결과와 일치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화 전개에 있어， 첫 대변에서 남녀 대학생들은 공통적인 화제를 

탐색하고 상대 발언에 대해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대화적 특 

정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주제어] 첫 대면 대화， 대인 의사소통， 관계 목적 의사소통， 관계적 지식， 대화 

화제 선택， 대화 운용 능력， 대화 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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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α 

A study on the conversational topics and development in the 

first face-to-face meeting 

- Centering on the male/female senior students 

Chung, Min-ju 

The relationship for cormnunication 짧ects inte따~sonal cormnunication. The 

IJU11X)se of this Pa[H is to suggest cormnunication skills focused relationship in the 

first face-to-faæ ræe마19. 

In this Pa[H 1 examined conversational topics that mal밍female 없1Ïor students 

had used in the first face-to-faæ ræeting. and then the present pa[H, on the basis 

of chi-square test and T-test, drawa conclusion that students u않 different topics 

aαording to the distir빼on of sex of coun따뼈rt. It ræans that stu따lts reco맹ze 

conversational topics to be able to use in the first faæ-to-face. 

And also, through thræ cases(male-male, fen1ale-fen1ale, male-fen1ale types) of 

students’ conversation, 1 explained that senior stu없lts sæk for corr머ational 

topics and to 밍ve positive and cooperative responses each other in the first 

face-to-face ræeting 

[Key Words] 까le 바st face-to-face conversation, int:enHsonal cormnunication, 

mπnmication focu뼈 I녕ation양1Ïp， r녕ati때1 kno때어ge， conversati때1 

t때IÍc， conversational applicable compe따læ， skill for conversational 

a빼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