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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학술대회는 연구자 간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점검하고 연구 결과를
나누는 가운데 학문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학술대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발표 내용의 성격에
따라 크게 해당 학술대회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발표와 개개인의 연
구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발표가 있으며, 각각의 발표가 소통되는 방
식에 따라 발표 자체만 제시되거나 이에 대한 지정 토론이 있을 수 있고,
* 이 연구는 2014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IAIMTE 2014 SIG(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Improvement of Mother Tongue
Education 2014 Special Interest Groups)(2014. 6. 13. 홍콩)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
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http://dx.doi.org/10.17313/jkorle.201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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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의 질의가 아울러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학술대회에서의 학문적 소통의 일부를 차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토론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학문 공동체에 의해 사
용되는 연구 과정 장르로 학술대회 발표(conference presentation)와 학술
논문(research article)이 주로 연구된다(Shirley & Elizabeth, 2003). 학술대
회에서는 발표 이외의 요소가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토론 역시 가변적 요
소라 할 수 있는데, 더욱이 토론문은 토론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간 학문 소통 방식으로서 주목받지 못하였던 듯하다.
학술대회 토론문은 토론자가 발표에 대한 토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
에 준비하는 글로, 학술대회장에서 토론하는 것을 전제로 쓰인 글이다.1)
본고에서 일컫는 학술대회 토론문은 토론문 자체로서도 학문 공동체 내
에서 소통되는 글로 한정하기로 한다.
대학원생들은 학위 과정 동안 초기에는 학술대회에 청중으로 참여하다
가 발표자 혹은 토론자로 참여하며 점차 방관자에서 관찰자로, 다시 주체
로 자신의 역할을 바꾸어 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초심자로서 학
술 교류라는 새로운 문화에 입문하는 데 다소간 어려움을 겪는다. 학술대
회 토론에서는 전문가에 의해 지식이 교류되기 때문에 발표자와 토론자
간 이론이나 견해가 불합치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관계적 측면에
서 첨예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이것이 토론문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술대회 토론문은 보다 수월하게 학술대
회 토론에 접근하는 하나의 창구가 되어주는 동시에, 연구자뿐 아니라 지
식의 소통을 다루는 의사소통 전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고의 연구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술대회 토론문’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의미를 먼저 규정하는 것이 순서이
겠으나, ‘토론’은 학문적 개념과 차이 나게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본고에
서는 ‘토론문’으로 일컬어지는 현상을 조명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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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술대회 토론문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학술대회 토론문의 구성 요소는 관계적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어
지는가?

Ⅱ. 선행 연구
1. 학술대회 토론문 유관 연구
학술대회 토론문은 학술 장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 장르로
문어 장르는 연구 논문, 학술대회 초록, 연구 지원 제안서(grant proposals),
학부 에세이, 연구 의뢰 편지(submission letters), 서평, 박사 학위 논문, 교
재, 재판 신청서(reprint requests), 편집자 회신(editor reponse letter)을, 구
어 장르는 강의, 세미나, 개별 지도, 동학 스터디 그룹, 컬로퀴엄, 학생 프
레젠테이션, 집무 시간 회의(office hour meetings), 학술대회 발표, 박사 학
위 심사(Ph.D. defences), 입학 면접 등을 들 수 있다(Hyland, 2009: 27). 학
술대회 토론문은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를 찾아
보기 어려우며,2) 관련 연구는 학술대회에서의 지식 소통과 관련한 연구,
2) 국내 연구물의 경우 최근 들어 학술대회 토론문이 ‘토론문’이라는 제목으로 검색되
어 토론문을 입수하는 것은 쉬워졌지만 토론문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는 데 애로사
항이 있다. 해외 연구물의 경우, ‘학술대회 토론문’에 해당하는 용어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는 자유롭게 질의하는 방식이 빈번하고, 지정 토론을 하더라도 토론
자에게 토론문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해 본다. 또한 학술대회
자료집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될 수도 있는데, 학술대회 개최 이전에 제작되는 최종
자료집은 학술대회 현장에서의 소통을 보조하는 기능이 크다면, 학술대회 개최 이후
제작되는 최종 자료집은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소통 결과를 담아내게 된다. 전자의
경우 토론문이 있는 그대로 자료집에 실릴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발표에 녹아든
형태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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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관련한 글쓰기 연구의 두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장르를 특
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한 특정한 의사소통적 기능을 가지는 의
사소통 사건(communicative event)이라고 볼 때(Swales, 1990), 담화 공동체
내에는 다양하게 인식된 장르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상호 정의하고 시스
템을 구성한다(Fairclough, 1992). 이러한 관점에서 학술대회 토론문을 조
명하기 위하여 ‘학술대회’와 ‘토론’ 혹은 ‘토론문’에 주목하는 것이 의미 있
을 수 있다.
먼저 학술대회에서 지식을 소통하는 것과 관련한 연구로 학술대회 발표
(conference presentation; CP)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학술대회 발표는 학문

목적(academic) 장르의 일환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학술 논문(research article;
RA)에 대한 연구(Swales, 1990; Trosborg, 2000; Hyland, 2004)에 비하여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Sirley & Elizabeth(2003)에서는 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어 학문 목적 장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며, 학술 논문과 일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학술대회 발표를 미
시 통사적, 수사적, 복합양식적 층위에서 분석하였다. 학술 논문과 학술대
회 발표 간 차이로 첫째, 학술대회 발표는 실시간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는 점에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방식을 취하고 시간 제약이 있다.
둘째, 학술 논문은 분리된 태도로 독자들에게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려
하는 반면, 학술대회 발표는 함께한다(connivance)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
적절한 대인적 전략이 중요하다. 셋째, 기호적 모드 측면에서 학술대회 발
표는 구어가 중심이지만 다양한 시각 자료가 동반되어 시각 경로(channel)
의 중요성이 크다. 학술대회 발표는 학문 공동체에서 공유하는 전문 지식
이나 지적 전통뿐 아니라 학술대회 토론문과 소통의 장을 공유한다는 공
통점을 가지는데, 토론문이 토론하는 것을 전제로 쓴 글이라는 점에서 상
기의 특징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술 토론과 관련한 글에 대한 연구로 전자우편을 통한 학술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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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Burton(1994)이 있다. 그는 한 학문 공동체의 이메일 리스트 총 174
명 중 29인에 의해 두 달 동안 이루어진 전자우편 토론 세션을 분석하여
그 과정과 주제 발전 방식, 때때로 파생되는 토론 맥락(threads) 등을 보았
다. 그는 전자우편이 가지는 장점을 들며, 구두 토론(verbal discussion)에
비하여 전자우편 토론은 개인 한두 명이 토론을 장악하며 다른 사람들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보았다. 전자우
편이라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이기는 하지만 Fulk & Steinfield(1990)
에 따르면 특정 매체 사용은 테크놀로지의 성격보다 소통되는 정보가 무
엇인지에 더 영향을 받는다. 또한 참여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학술대회 토
론문과 차이가 있으나, 사적이거나 비밀리에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에게 공개된 전자우편으로 학술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하다.
또,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글쓰기와 관련한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토론 메모나 토론 개요(표)라고 하여 토론 과정이나 절
차, 방법을 다루는 연구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쟁점(issue)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보와 논증을 정리하거나, 반대 측 논증과 청중, 논증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직하는 등의 내용이 다루어진다. 이와 유사하게 토론 중 쓰기
로 토론 흐름표(flow sheeting 또는 flowing)를 작성하는 기술도 효과적으로
토론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언급된다(Snider & Schnurer, 2002). 이들 연구
는 전개(development), 충돌(clash), 확장(extension), 조망(perspective) 등 토
론의 구성 요소를 다룬다는 점에서 학술대회 토론문과 공통점이 있을 수
있으나,3) 형식이 분명한 토론을 상정한 것이고 쓴 글이 공식적으로 공개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Branham(1991)은 진정한 토론에는 논증을 제시하고 뒷받침하는 ‘전개’, 논증을 적절
히 반박하는 ‘충돌’, 반박에 대하여 논증을 옹호하는 ‘확장’, 개별 논증을 더 큰 논제
와 직접 관련짓는 ‘조망’의 단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Snider & Schnur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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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학술대회 토론문 유관 장르 혹은 담화 유
형의 성격과 특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학술대회
토론문에 접근하도록 한다.

2. 화법에서의 관계적 접근
의사소통에서 관계 층위는 담화의 내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와 관련된
다는 점에서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임칠성(2012)에서는 화법의 기본
성격 측면, 전통 말 문화의 계승 측면, 사회적 요구의 측면에서 관계의 의
의를 밝혔다. 화법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속성을 지니며, 화법에서 관계는
인간 존재를 규명하는 것과 연결되고, 관계 인식이 의사 결정으로 연결된
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우리 말 문화에 대한 연구물, 유학 및 불교 사상
의 말 문화를 통해 우리 말 문화가 가지는 관계 중심성을 살펴보았다. 그
리고 현행 화법 교육의 내용이 문어 교육과 별다른 차별점을 가지지 못하
는 데 대하여 관계 중심적인 전통 말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관계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임칠성(2004: 2)에서는 관계 층위란 “화자와 청자를 비롯하여 담화와 관
련된 참여자들 사이의 대인 관계(interpersonal relation)에 관련된 층위”로,
이것이 담화가 어떻게 표현되고 해석되어야 하는지 지침을 제공한다고
하며 관계적 층위의 성격을 밝히고, 표현,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는 관계 층위가 언어 층위, 문장 층위, 맥락 층위에서 실현된다고 보고 어
휘 층위에서는 호칭과 지칭, 속어, 은어, 지역어 등 어휘의 선택적 사용을,
문장 층위에서는 존대 표현의 선택적 사용, 문장 구조 조정, 사실이지만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화법에서 의사소통 주체로서의 인간이 강조되면서 구어 담화 연구 시
내용과 관계의 층위로 나누어 접근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중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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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대회 토론문과 동일한 학문 목적을 가지는 학술대회 발표를 분석한 홍
혜윤(2013)에서는 Renkema(2004)에 따라 관점 선택(perspectivization)에 의
한 담화 연구 중 이야기하는 사람(narrator)의 관점 또는 초점화(focalization)
에 대한 연구로서 학술발표 담화에 접근하였다. 그는 화자가 담화를 구성
해 나가는 관점을 보기 위하여 주어 선택에서의 대명사 사용에 초점을 두
었다. 그리고 10개의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 분야 학술대회 발표 담화에
서 화자, 청자, 화제의 의사소통 세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을 중심으
로 한 발언을 살피고 수사적 효과를 논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화법에서의 관계적 층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학술대회 토론문을 어휘 및 표현 층위, 형식 및 내용 요소 층위
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자료
앞서 본고에서의 학술대회 토론문은 그 자체로서 학문 공동체 내에서
소통되는 토론문으로 한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토론문은 학술대회
자료집에 실리거나 웹상에서 발행되는 소통 경로를 가진다. 이와 같이 규
정함으로써 학술대회장에서 토론 시 참고하기 위하여 토론자가 임의로
준비함으로써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메모나 개요 등의 글은 연구 대상
에서 제외된다.
연구 방법은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모두 포함하는 혼합 연구 방법
(mixed method)을 취하였다. 그 중에서도 연구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되

분석 결과를 수량화하는 방식의 혼합 연구에 해당하며, 이는 Nvivo10을
사용하여 상향식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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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vivo10을 활용한 코딩

학술대회 토론문이 소통되는 학문 영역은 언어 사용에 민감하고 교육
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어 교육’으로 한정하고, 이들 가운데 앞서 학술
대회 토론문의 범위로 제한한 토론문의 소통 방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연구 자료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술대회 자료집에 토론문을 함께 싣
는 국어교육학회의 2013년도 3개 학술대회에서의 토론문 총 55편, 웹상에
토론문을 공개하는 국제한국어교육학회의 2013년도 3개 학술대회에서의
토론문 총 42편, 모두 97편의 토론문을 자료로 삼았다.4)
이를 대상으로 어휘 및 표현, 내용, 형식의 측면에서 분석하되, 어휘 및
표현과 형식 측면은 토론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내용 측면은 토론문
의 도입과 정리를 대상으로 삼았다.

4) 토론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토론이어야 하며, 토론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는 발표 또한 즉석 발표일 수 없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발표와 토론은 모두 준비
된 발표와 토론으로 제한된다. 외국어로 쓰인 토론문은 연구 자료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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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자료

학회명
국어교육학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출처
제53회(2013. 4. 20. ~ 21.)
제54회(2013. 9. 7.)
제55회(2013. 12 .7.)
제39차(2013. 4. 20.)
제23차(2013. 8. 10. ~ 11.)
제40차(2013. 10. 25.)
총

편수
13
17
25
11
19
12

55

42
97

Ⅳ. 학술대회 토론문 분석
1. 어휘 및 표현
학술대회 토론문을 먼저 어휘 및 표현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학술대
회 토론문의 성격을 도출하도록 한다.
첫째, 학술대회 토론문에서 구어로서의 인식과 문어로서의 인식이 모
두 나타났다. 토론문은 발표(문)라는 대상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소통
방식에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토론자가 발표와 토론의 소통
방식을 각각 구어적인 것으로 상정하는가 혹은 문어적인 것으로 상정하
는가에 따라 여섯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토론자가 토론문과 발표문의 모드 또는 토론자와 발표자의 역할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론자가
자신의 주된 역할을 토론을 하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토론문을 쓰는
것으로 보는가 하는 점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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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토론자의 발표자·토론자 역할 인식

문어적

구어적

혼합적

발표(문)에
대한

① 발표문을
읽는 사람(35)

② 발표를 듣는
사람(8)

③ 발표문을 읽고
발표를 듣는 사람(5)

토론(문)에
대한

④ 토론문을
쓰는 사람(3)

⑤ 토론을 하는
사람(42)

⑥ 토론문을 쓰고
토론을 하는 사람(3)
* ( ): 편수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단서로, ①에 “발표문을 읽으면서”,
②에 “발표에서는 말씀하시겠지만”, ④에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⑤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와 같은 표현들이 있으며, 하나의 토론문에서 이

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혼합적인 범주로 분류하였다(⑤, ⑥).5) 발표
(문)에 대하여는 발표문을 읽는 사람이 35건, 토론(문)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는 사람이 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대체로 토론자의 역할
을 ‘발표문을 읽고’ 나서 ‘토론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독하여 잘못된 토론을 한다. [K-53-08]”와 같은 사례에서도 이
와 같은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림 2> 토론자의 역할 수행 과정 및 소통 방식

학술대회 참여 (청중②)
학술대회 비참여 (독자)
발표문
읽기

학술대회 참여 (청중①)

⇒ 토론문 쓰기 ⇒ 발표 듣기 ⇒ 토론하기

5) ‘토론’은 구어 장르의 하나이지만, ‘토론하다’라는 표현이 보다 광범위하게 쓰여 학술
대회 토론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토론문을 쓰는 경우를 관용적으로 토론한다고 표현하는 경우 또한 있을 수 있
다. 이처럼 토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한 표현들에서 토론자의 문어적 역할 인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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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토론자의 역할 수행의 과정을 보면, <그림 2>와 같이 ‘(문어)발
표문 읽기→토론문 쓰기→(구어)발표 듣기→토론하기’를 거치게 된다. 이
는 토론 역할 수행 과정에서 ‘발표 듣기’가 특히 간과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문을 중심으로 하여 학술대회 소통 방식을 살펴보면, 학
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료집의 독자에게는 ‘발표문 읽기’와 ‘토론문 쓰
기’까지의 단계에서 산출된 토론문이 소통된다. 이와 달리 학술대회에 참
석한 청중에게는 ‘발표 듣기’를 바탕으로 한 ‘토론하기’의 단계에서 토론
문이 구두 토론으로 구현되어(청중①) 혹은 구두 토론의 참고 자료로써
(청중②) 소통된다. 순수한 토론문 독자에게는 ‘토론하기’ 상황을 가정하

고 쓰인 토론문이 어색할 수 있고, 청중에게는 ‘발표 듣기’와 관련되는 발
표자의 발표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에 따라 토론문이 그대로 전달되었을
때 어색할 수 있다. 이것은 연설문이나 발표문 등 구두 수행을 전제로 하
는 다른 글과는 달리 토론문은 토론이 가지는 상호작용적 속성으로 발표
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술대회 토론문마다 상대높임법이 다양하게 쓰였을 뿐 아니라
하나의 학술대회 토론문 안에서도 다양한 상대 높임이 동시에 나타났다.6)
학술대회 토론문에 나타난 상대 높임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일한 상대 높임을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상대
높임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세 가지 상대 높임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6)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이를 종결어미로 문장을 끝내는 문법 범주인 ‘결어법’
중 문장을 사회적으로 끝맺는 ‘존비법’이라고 하여 4원적 체계(해라체, 하게체, 하오
체, 합쇼체, 요-결락형, 요-통합형) 보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학교문법에 따라 높임법
중 하나인 상대높임법으로 보고 4원적 격식체와 2원적 비격식체를 따랐다. ‘청자 대
우법, 화계(話階), 스피치 레벨(speech level)’ 등의 용어도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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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술대회 토론문에서의 상대 높임

단일

2 혼합

3 혼합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하게
하십시오, 해라
하십시오, 해요
하게, 해라
해라, 해
하십시오, 하게, 해
하십시오, 하게, 해라
하십시오, 하게, 해요
하게, 해라, 해

K
I
총
29
16
45
5
9
14
1
1
2
1
1
2
14
10
24
2
1
3
1
0
1
1
0
1
0
3
3
0
1
1
1
0
1
* K=국어교육학회, I=국제한국어교육학회.

사용 빈도를 보면 단일하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경우가 45건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가 24건, 단일하게 ‘해라체'를 사용한 경우가 14건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두 학회의 학술대회 토론문
모두에서 공통적이었다. 비격식체로 두루 높임에 해당하는 ‘해요체’는 주
로 토론자가 발표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빈
도는 낮지만 비격식체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상대 높임이 혼합되어 사용
되고 있었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학술대회 토론문이 문어와
구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정복(1998)은 화자들이 실제로 경어법을 사용할 때 같은 대화 참여자와
의 사이에서도 말 단계가 바뀌는 것(‘말 단계 변동 현상’)을 ‘어떤 목적이
나 이유에서가 아닌, 화자의 무의식적인 발화 습관’, ‘특정 목적에 따라 의
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누어 전자를 ‘말 단계 섞임’, 후자를 ‘말
단계 바꾸기’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화자와 청자 간 지위 차가 클수록
변동폭이 작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고, 지위가 비슷한 경우에 가장 크게

학술대회 토론문의 관계 접근적 분석 41

나타나며, 유형으로 첫째, 지위 불일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세한
지위를 강조하거나 감추려는 것, 둘째, 명령법과 청유법 등에서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발화의 힘을 줄이는 것, 셋째, 시혜적 경어법 사용이 있
다(이정복, 1996).7) 특히 유송영(1994)에서는 같은 높임 표현인 ‘하십시오
체’와 ‘해요체’ 사이에 전환이 나타난다는 데 주목하여 이를 화자가 ‘힘
(power)’과 ‘유대(solidarity)’ 정도를 조절하려는 의도적인 언어 전략을 구

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바꾸어 말하면, 응답을 요구하는 발화들에서 ‘해요
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청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존의 장”을 마
련해 “유대(solidarity) 관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유송영, 1994: 303).8)
셋째, 토론자의 자기 지칭 및 청자 지칭을 통하여 학술대회 토론문 내
에서 토론자가 위치 지어졌다.9) 먼저, 토론자가 자기 자신과 발표자를 드
러낸 지칭어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토론자의 발표자ㆍ토론자 지칭

명시적
발표자

발표자(21), 연구자(18), 선생
님(12), 교수님(1), 발표자 선
생님(1), 필자(1).

비명시적
권위자(1), 관련 연구를 많이 해온
자(1), 교육 경험이 많은 자(1), 이론
가이자 현장 실천가(1), 선구적 연
구자(1)

7) 시혜적 경어법은 가령 지위와 나이의 상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높임 표현을 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8) 이들에서 학술대회 토론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상대 높임 사용 동인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9) ‘호칭어’는 화자가 청자를 부르는 말이고, ‘지칭어’는 화자가 청자에게 제3자나 청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유송영, 1998: 171), 본고에서는 이를 표현에까지 확장하여
‘비명시적 지칭’이라 하였다. 유송영(2002)에서는 ‘2인칭 대명사’의 역동성(dynamics)
이라고 하여 화자와 청자의 관계, 화자의 의도나 전략에 따라 2인칭 대명사가 교체
되는 양상을 본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전환 양상을 살피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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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토론자(37), 저(12), 연구자(1).

미숙·과문·무지한 자(22), 초보 연구
자(1), 실천가(4), 후학(1), 청중의 한
사람(1), 연구 관련자(1), 비슷한 관
심(4), 교육자(2), 공부 중인 학생(1),
동료 연구자(1)
* ( ): 편수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칭하지 않고 작성된 경우도 상당수인데, 특히 토
론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명시적인 지칭어로는 학술
대회 담화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드러내는 ‘발표자(21건)’와 ‘토론자(37건)’
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발표자의 경우 아주 드물게
‘필자(1건)’가 쓰이기도 하여 토론문의 문어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한 학술대회 발표의 연구자가 여러 명일 경우 토
론자의 발표자 지칭에 따라 토론의 책임이 발표자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연구진에게 공동으로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략)…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되는데 연구자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합니다. [I-40-04]’에서 ‘선생님들’과 같은 표현으
로 표면적 대화 참여자인 발표자뿐 아니라 공동 연구진의 참여를 유도하
였다.
비명시적인 지칭을 보면,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에게서 학문에 종사하
는 방식에 따라 크게 이론가와 실천가로의 구분이 나타났다. 발표자를
‘교육 경험이 많은 자’, 혹은 ‘이론가이자 현장 실천가’와 같이 지칭하거나,

토론자 자신을 ‘실천가’, ‘교육자’ 등과 같이 지칭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
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발표자를 지칭할 때에는 발표자의 우수함이 부각
되어 발표자를 높이고 있고, 토론자를 지칭할 때에는 토론자의 부족함이
부각되어 토론자를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발표자를 ‘권위자’, ‘선
구적 연구자’라고 지칭하거나, 토론자 자신을 ‘미숙‧과문‧무지한 자’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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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칭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약 20%에서 나타난 토론자를 부족한
자로 스스로 규정하는 것은 부족한 분야에 따라 해당 발표의 일부 또는
발표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 다수이지만 토론자의 토론자로서 혹은 연
구자로서의 자질이나 적합성에까지 이르며, 정도에 따라 문외한에서부터
이해가 부족하거나 오해하는 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드물
게 토론자와 발표자를 대등한 선에 위치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송영
(1998)에서는 담화 상황에서 청차 호칭‧지칭어와 청자 대우 어미의 공기

관계를 보며, 항상 완전한 공기 관계를 이루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호
칭‧지칭어의 사용 또한 화자의 의도나 전략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고 하
였다. 이런 점에서 학술대회 토론문에 나타난 발표자 및 토론자 자기 지
칭에 관하여 명시적‧비명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
넷째, 진행될 토론의 성격을 규정하는 어휘 및 표현이 제시되었다. 학
술대회 토론문의 ‘도입’에는 토론자가 ‘전개’에서 제시할 토론 내용의 성
격을 규정하는 어휘 또는 표현이 <표 5>와 같이 쓰이고 있었다.
<표 5> 토론 규정 어휘 또는 표현

궁금한 점 질문, 질의, 물음
의문
수정 보완 요청
의견
확인
토론, 논의
함께 고민‧생각‧논의
차이

45건
11건
10건
5건
6건
6건
5건
2건

토론을 규정하는 어휘 또는 표현은 토론자가 발표자에게 요구하는 바
에 따라 토론자와 발표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토론자는 발표자에게 자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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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부분을 발표자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함께 고민하거나
생각하자고 한다면 토론자를 발표자와 동등하게 위치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한 학술대회 토론문의 절반에 가까운 45건에서 토론이
‘궁금한 점, 질문, 질의, 물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들은 ‘질문으로 토

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혹은 ‘질문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와 같은
표현들로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수정 보완 요청’이 10건
으로 뒤를 이었는데, 때로 발표의 기본적인 취지 등에는 뜻을 같이 한다
는 내용이 선행하여 수정 보완 요청의 범위나 영향력을 축소하기도 하였
다. 학술대회 토론이라는 상황에 부합하게 그대로 ‘토론, 논의’라고 한 것
이 6건인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대체로 토론의 성격이 토론자와 발표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토론자가 발
표자와 ‘함께’ 고민이나 생각 또는 논의를 한다고 규정(5건)한 데에서도
볼 수 있다. 예컨대 ‘토론자의 역할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
고자 합니다. [K-55-03]’ 등이 있다. 토론자가 발표자와 ‘다름’을 직접적으
로 내세우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2건). ‘그러나 발표문을
읽는 가운데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점도 있
기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K-53-10]’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형식 및 내용 요소
학술대회 토론문의 형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하나의 문단
에 하나의 생각이나 견해가 담긴다는 ‘문단’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문단
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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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술대회 토론문의 형식

형식

편수

도입-전개-정리
도입-전개
전개

59
35
3

평균
문단 수
8
7.2
6

최소
문단 수
4
3
1

최대
문단 수
17
14
10

학술대회 토론문은 주로 ‘도입-전개-정리(Head-Body-Closing)’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었고(59건), 다음으로 ‘도입-본론’의 2단 구성이 많았으
며(35건), 드물게 ‘본론’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었다(3건).
학술대회 토론문의 도입과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대화이동
(move)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이중 관계적 측면과 관

련된 것을 나타난 빈도와 함께 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7> 학술대회 토론문의 형식에 따른 내용 요소 개괄

도
입

정
리

발표와 토론 연계, 관련 현상 제시, 현실 진단, 현실 전망, 발표 요약, 토론
자의 경험, 토론자의 전제나 관점, 발표 성격, 위상 규정, 연구 배경, 발표의
연구 및 소통 맥락, 발표의 주요 한계점, 토론 구성 방식 안내
발표 및 토론 소통 방식의 영향, 발표 전 생각이나 궁금증, 발표에 대한 감
상, 발표에 대한 긍정적 전망 또는 예상, 발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발표에
대한 기원, 발표의 의의, 발표자에 대한 감사, 발표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발표자의 토론 부담 낮추기, 생각 일치 드러내기, 토론 방식의 부족함, 토
론 역할에 대한 감사, 토론 역할의 어려움, 토론의 기여 기원, 토론의 질에
대한 책임, 토론자에의 도움, 추후 성과 기대
토론자의 견해 정리 제시, 토론자의 관련 연구 제시, 토론자의 전제, 현실
전망, 마무리 감사 인사
발표 및 토론 소통 방식의 영향, 발표에 대한 감상, 발표에 대한 긍정적 전
망 또는 예상, 발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발표에 대한 기원, 발표의 의의,
발표자에 대한 감사, 발표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발표자의 토론 부담 낮추
기, 생각 일치 드러내기, 토론 방식의 부족함, 토론 역할에 대한 감사, 토론
역할의 어려움, 토론의 기여 기원, 토론의 소통 맥락, 토론의 질에 대한 책
임, 토론자에의 도움, 추후 성과 기대, 발표자의 토론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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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학술대회 토론문 내용 요소의 출현 빈도

내용 요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발표에 대한 감상
토론의 기여 기원
토론자에의 도움
발표 및 토론 소통 방식의 영향
토론 역할에 대한 감사
토론의 질에 대한 책임
추후 성과 기대
발표자의 토론 부담 낮추기
토론 역할의 어려움
토론 방식의 부족함
발표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발표에 대한 기원
발표자에 대한 감사
생각 일치 드러내기
발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나 예상
발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발표의 의의
발표 전 생각이나 궁금증
토론의 소통 맥락
발표자의 토론에 대한 기대

포함
여부
도
정
입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수
도
입
10
2
5
2
1
7
4
1
6
1
5
4
10
44
10
87
23

정
리
1
2
9
10
1
39
3
1
1
7
1
7
26
4
4
2
1

* 시각적 확인이 수월하도록 상대적 빈도를 ○, ◎로 표시함.

도입과 정리에서 대다수의 내용 요소가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
르 자체가 유연한 것이고 담화 공동체의 요구와 실천에 따라 적응하는 것
이며(Askehave & Swales, 2001), Shirley & Elizabeth(2003)는 과학 학회 발
표 도입의 대화이동모델을 제안하며 범주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연구 방법이나 자료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흘리기도(spillage) 했다고
한 바 있다. 학술대회 토론문에서의 도입과 정리 또한 이와 같이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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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도입과 정리에 나타난 내용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표에 대한 감상'은 주로 도입에서 나타났다. 도입에서는 주로 흥미

로움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즐거움, 기쁨 등의 감정이, 정리에서는 다 읽
고 난 인상이 나타났다. ‘토론의 기여 기원’은 도입과 정리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토론자의 토론이 발표에 기여하기를 기원하였다. ‘토론자에의
도움’은 정리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편이다. 토론자에게 발표가 도움이 되
었음이 주로 정리에서 나타났으며, 새로운 무언가를 알게 되거나 여러 모
로 많이 배웠다는 내용이 주이다. ‘발표 및 토론 소통 방식의 영향’은 주로
정리에서 나타났다. 발표자의 측면에서 발표라는 것이 아이디어를 점검하
는 중간 단계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발표문의 부족한 점이 발표자의 능
력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발표문의 형식과 지면 제약, 제한된
발표 시간으로 인하여 발표자가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충분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점, 토론자의 측면에서 토론문 준
비 시간이 촉박하여 토론문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여기에 해당한
다. ‘토론 역할에 대한 감사’는 도입과 정리에서 각 1회씩 나타났다. 토론
자에게 좋은 발표를 먼저 접할 수 있게 한 발표자, 그리고 이러한 토론 역
할을 부여한 학회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특이점은 학회와의 관계
또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토론의 질에 대한 책임’은 주로 정리에서
나타났다(약 30%). 토론의 질은 토론자의 발표 이해, 토론자가 제기하는
토론 내용의 두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도입에서는 이해가 부족하거나 토
론 내용의 수준이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라면, 정리에서는 더 나아가 이해가 부족하거나 수준이 낮다고 규정지으
며 사과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발표와 토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기도 하였다. 또, 발표에 오히려 누를 끼치는 것을 염려하였다. 오독과 오
해, 우문 등의 표현이 빈번하게 쓰였다. ‘추후 성과 기대’는 도입과 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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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발표로 인하여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것이다. ‘발표자의 토론 부담 낮추기’는 도입과 정리에서 각
1회씩 나타났다. 토론자가 제시하는 내용이 발표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

고 밝히거나 발표 주제가 어렵고 복잡하여 다루기 어렵다고 함으로써 발
표자의 토론이 미흡하더라도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토론 역할
의 어려움’은 주로 도입에서 나타났다. 어떻게 토론해야 할지 토론 방식에
대한 고민, 토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등을 통하여
토론자의 역할을 발표자와의 공동 노력 혹은 발표자의 생각을 듣는 것과
같이 치환하여 토론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토론의 부족함에 대한 언급
은 토론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모두 나타났는데, ‘토론 방식의 부족함’에
대한 언급은 토론의 형식 측면에서의 부족함에 해당한다. 주로 정리에서
나타났으며, 토론 내용의 제기 방식이 두서없고 정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내용이다. ‘발표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주로 도입에서 나타났으며, 발표
자의 인내, 노력, 열정 등 연구 태도에 대한 찬사이다. ‘발표에 대한 기원’
은 정리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편으로, 연구가 더 발전하고, 확산되고, 활
용되어 학문 공동체나 교육 현장 등에 도움을 주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발표자에 대한 감사’는 정리에 더 많이 나타나는 편으로, 발표자의 노고,

좋은 연구를 제공한 데 대하여,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
데 감사한다는 내용이다. ‘생각 일치 드러내기’는 주로 도입에서 나타났다.
생각 일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
현하는 방식은 도입에서, 발표자가 언급하였음을 드러내어 토론자의 생각
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정리에서 주로 나타났다. 도입에서는 대
체적으로 혹은 전반적으로 발표자에게 동의하거나 공감한다고 밝히는 경
우가 있고, 발표자가 제시한바 중 특정 부분(관점, 기본 취지, 문제의식, 전
제, 필요성 등)에 동의를 표하는 경우, 이견이나 의문이 없음을 표하는 경
우가 있다. 동의의 정도는 ‘전적으로’가 자주 쓰였다. ‘발표에 대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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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또는 예상’은 주로 도입에서 나타났다. 교육이나 현장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잘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나 예상이다. ‘발표에 대한 긍정
적 평가’는 주로 도입에서 나타났다. 발표 전반에 대하여 가치가 있다거나
의미가 있다는 등의 포괄적인 평가, 발표의 특정 부분(연구 대상, 연구 방
법, 연구 의도, 연구 방식 등)에 대한 평가, 현실에서의 의미나 현장에서의
활용 등 효용이나 영향에 대한 평가로 나뉠 수 있다. 정리에서는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주로 감사의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범주 출
현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발표의 의의’는 주로 도입에서 나타났다. 발
표 자체로 의의가 있다는 데서부터 발표의 새로움 혹은 희소성, 실용성 혹
은 활용 가능성, 객관성 혹은 실증적, 양적 우수함 등에서 의의를 찾고 있
다. 이외에 ‘발표 전 생각이나 궁금증’은 도입에서만, ‘토론의 소통 맥락’,
‘발표자의 토론에 대한 기대’는 정리에서만 나타났다.

상대적 출현 빈도에 따라 관계적 내용 요소를 정리하고 이를 무엇에
대한 내용 요소인지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발표자
에 대한

<표 9> 학술대회 토론문의 구조
도입
중복
정리
발표자에 대한 감사,
발표와 토론 연계,
발표자에 대한 긍정적
발표자의 토론에 대한
평가, 생각 일치 드러내기
기대

토론자에
대한

발표 전 생각이나 궁금증

발표에
대한

발표에 대한 감상, 발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나
예상, 발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발표의 의의

토론에
대한
논의
방식에
대한

토론 역할의 어려움

토론자에의 도움
추후 성과
기대

발표에 대한 기원

토론의
기여 기원
토론
역할에
대한 감사

토론의 질에 대한 책임,
토론의 소통 맥락
발표 및 토론 소통
방식의 영향, 토론
방식의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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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 요소들이 중복되는 가운데 경향을 보면, 도입에서는 발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정리에서는 토론자의 부족함을 드러내거나 이에 대
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체면(face)과 관련한 연구들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
다. Brown & Levinson(1987)은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인 소극적
(negative) 체면과 능력 있는 적극적(positive) 체면을 말하였는데, 학술대

회 토론문이 발표(문)와 맺는 긴밀한 관계로 인하여 특히 ‘양자 체면의 상
호의존성’으로 더욱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강길호(2009)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아 체면이 타자 체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논리적으로 설
명하려는 이론’이라고 ‘양자 체면의 상호의존성 이론’을 소개하며,10) 양자
체면의 세 관계로 긍정, 부정, 무관계를 제시하였다. 긍정의 관계는 ‘자아
체면이 충족될수록 타자 체면도 충족되는 관계’이고, 부정의 관계는 ‘자아
체면을 올릴수록(낮출수록) 타자 체면이 깎이는(올라가는) 관계’이며, 무
관계는 자아 체면이 타자 체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이다.
토론문에서 토론자가 자아 체면을 낮추는 것은 그럼으로써 타자 체면
을 올리려는 노력인데, 이는 발표와 토론이 가지는 상호의존성의 속성이
경쟁(competition)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듯하다. 토론이 승패를 겨루는 것
이라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지적한 일련의 연구들과 같은 맥
락에서, 만약 학술대회 토론문과 학술대회 발표(문)의 상호의존적 속성이
협동으로 인식된다면 토론자와 토론 내용이 우수할수록 발표자와 발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지식을 논
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뛰어남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나게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간 부정적‧경쟁적 체면 관리는 불가피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서구 사회는 화자와 청자를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반

10) 여기서 자아 체면은 화자의 체면, 타자 체면은 청자의 체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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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동양 사회는 대체로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지
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나(화자)’의 체면을 올리는 대화가
우회적으로 ‘너(청자)’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각될 수 있다(강길
호, 2001, 2004). 그러나 본고의 자료에서 ‘공동의 협력’에 대한 강조를 간
간히 찾아볼 수 있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Ⅴ. 논의 및 제언
이상에서 학술대회 토론문을 어휘‧표현 측면과 형식‧내용 요소 측면에
서 분석한 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술대회 토론문(혹은 토론)과 토론자의 역할이다. 토론 내용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이 질문, 확인 등인 것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는 토
론이 발표자에게 더 생각해야 하는 지점을 짚어 주면 되는지, 혹은 토론
자의 아이디어를 보태야 하는지, 아니면 토론자와 청중이 모두 발표를 제
고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하는지 등 학술대회 토론의 궁극적 목표와 관련
된다. 이것은 학술대회 발표의 기능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발표가 연구
성과를 보고하는 연구 결과물에 가까운 것을 소통하는 것인지, 연구 아이
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지 등 발표가 연구 과정에서 어디에 위치하
는가와 연결되기도 한다. 이것은 토론의 전개에서 토론 내용이 제시되는
방식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술대회 토론문의 소통 방식에 대한 인식이다. 토론자는 자료집
으로 발행되는 토론문을 최종 결과물로 인식하고 이것을 읽는 독자를 가
정할 것인지, 학술대회에서 구두로 수행되는 토론을 최종 결과물로 인식
하고 이것을 듣는 청자(혹은 청중)를 가정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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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학술대회 구두 토론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지 가령, 토론문이 낭
독되거나 대독되는지, 참고 자료로 언급되는지 등 구두 토론 자료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술대회 토론 문화 형성 혹은 재생산이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두 학회의 토론문은 공통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미세하게 차이
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다.11) 한 학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였던 토론문
이 다른 학회 맥락에서는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경직된 것으로 보인다면,
이것이 토론자 개인 스타일의 소산인지, 그렇지 않다면 토론자가 기존에
발행된 학회 토론문을 참고함으로써 해당 학회의 토론 문화에 따라 재생
산된 것인지 학술대회 토론문에 과정적으로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학술대회 토론문에서의 관계적 표현의 요인 탐색이다. 토론자의
발표자‧토론자 지칭 및 이와 관련한 내용 요소에서 토론자의 ‘자기 표현
(과시)’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발표자와 토론자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므로, 토론문에 제시된 소속뿐 아니
라 실제로 발표자와 토론자의 관계를 지위, 경력, 나이, 친소 등의 측면에
*

서 살펴볼 수 있다면 좀 더 설명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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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술 대회 토론문의 관계 접근적 분석
- (한)국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

백정이
학술대회 토론문은 토론하는 것을 전제로 쓴 글로, 학술대회 자료집에 실려
학문 공동체가 그 자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토론을 위한 초고와는 성격이 다르
다. 학술대회의 토론자이자 토론문 필자는 자신을 토론문을 쓰는 사람, 토론하는
사람 등으로 인식하기도 하며, 발표자에 대하여 토론문을 읽는 사람, 토론문을
듣는 사람,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 등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학술대회 토론에
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지식이 교류되기 때문에 견해가 불합치할 경
우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관계적 측면에서 보다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고 이것이
토론문에도 반영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토론문
은 학습자들의 학습을 위한 쓰기 또는 말하기에서의 관계적 표현을 연구하는 데
좋은 바탕이 된다.
본 연구는 언어 사용에 민감하고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어 교육’ 영
역으로 한정하여 국어교육학회 및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각 3차례의 학술대회 토
론문 총 97편을 대상으로 삼아, Nvivo10을 활용한 혼합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격적인 토론 내용 외 토론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관계
적 측면에서 밝히고, 본격적인 토론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어휘, 표
현 층위, 그리고 형식 및 내용 요소 층위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이 결과는 토론
시 토론 내용을 갖추었음에도 토론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상대방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활발하게 토론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학술대회 토론문, 화법에서의 관계, 대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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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terpersonal Expressions in Discussion
Scripts at Korean Academic Conferences
Baik, Jeong-yi
A discussion script at academic conference is a text which premise an oral
discussion, and indicates what is shared by the academic community as a full
and complete text published in a conference book. The formal discussion
scripts has not yet become a subject of research, so not a few pre-scholars
have difficulties to write down their scripts for discussion.
A discussant/presenter identification and a sensitivity to interpersonal
expressions can be anticipated as characteristics of discussion scripts, since
knowledges or opinions are exchanged by professionals at academic
conferences. Discussion scripts in this study are limited to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97 published ones in 2013 by two representative
associations. Texts are qualitatively analysed and quantified adopting mixed
research method using Nvivo10.
Findings are two in large: First, the components of discussion scripts
which are not directly relevant to the contents of discussion, and roles they
play from the interpersonal point of view. Second, the way contents of
discussion provided in an interpersonally-appropriate way. These can be
helpful for students who go through difficulties in delivering their thoughts
and ideas in a discussion, and want to join active and passionate discussion
maintaining affirma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Key words] discussion scripts, academic conference, interpersonal express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