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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토의 중에 발생하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의 토의 교육은 학문적 체계에 따라 학교

급별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학습자의 실제 수행 능력을 반영하지

못해,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기대하기 어렵다.

연구자는 토의 중에 나타나는 ‘갈등’을 발생 원인에 따라 과제 갈등, 절차 갈등,

관계 갈등과 권력 갈등으로 구분하고, 학습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각 갈등별로 학생들의 해결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아

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고, 갈

등 해결의 원리를 반영하여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중학교 교육의 출발점을 모색하기 위해 관찰 대상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예비

중학생들로 설정했으며, 학업 성적, 구성원들 간의 신뢰도, 토의 수행능력에 따라

집단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산출해 놓은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 요인을 탐색하고자 질적 내용 분석의 방법을 연구에 적용했다.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을 분석한 결과, 갈등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과제 갈등을 다룰 때, 학생들은 쟁점을 발견하는 데 미숙하였고,

쟁점을 발견하더라도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계속

해서 갈등을 심화시키려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들의 선택적 주의, 흑백 논리, 과잉

일반화에 따른 인지적 오류 역시 갈등 해결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둘째, 절차 갈등은 주로 토의 중 상호작용 절차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토의 주제

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적게 들었고, 주로 사회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상호작

용 절차에 대해 해결안을 마련하지 못한 집단은 토의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토의 전개의 응집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보였다. 학

생들은 일반적인 토의 절차에는 충실하였으나, 토의 주제에 따라 절차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관계 갈등은 주로 배려심이 부족한 화법 때문에 심화되었다. 갈등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거부될 수 있는데, 이 때 지지의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은 결핍감과 좌절

을 느낄 수 있으므로, 상대의 감정과 체면을 배려하는 태도가 강조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청자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상대를 비난하지는

않더라도, 청자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적극적인 수준의 배려가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

로 배려하는 말하기 능력이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권력 갈등은 사회자 역할 혹은 발언권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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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수집한 사례에서는 사회자 역할을 서로 맡으려고 경쟁하기보다는, 스스

로 사회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타난 사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로 나타났다. 권력 갈등을 잘 다루는 집단은 공개적으로 새로운 사회자를 뽑

거나, 사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조 사회자가 나타났다. 발언권

을 놓고 경쟁할 경우, 토의자 스스로 절제하는 태도가 중요하지만, 발언권을 독점

하려는 사람을 견제하는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토의 중에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학생들 사이에 차이를 빚

어내는 요인을 인지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인지적 측면에서 요인을 분석했을 때, 학생들 간에는 인식 가능한 갈등의 종류와

범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구체성의 정도, 갈등 해결을 위해 보유한 전략의 다

양성에서 차이가 났다. 둘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검색

문화, 대중매체를 통해 학생들이 접하는 토의 문화가 토의 중 갈등 해결 수준에 영

향을 미쳤다. 셋째, 정서적 측면에서는 불일치로 인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

하는 능력, 불만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교육 내용은 지식, 기능 태도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지식’은 토의 중에 갈등이 발생하고 해결되는 상황들의 맥락적 특징을 이해

하기 위함이고, ‘기능’은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내용 수준의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

하기 위한 것이며, ‘태도’는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다. 내

용 수준의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해 비판적 질문 전략과 대안 제시형 반박 활동

을 제안했고,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역할놀이를 제안했다.

또 스스로 자신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활동을 마련했다.

* 주요어 : 국어교육, 화법 교육, 토의 교육, 갈등 해결, 과제 갈등, 절차 갈등,

관계 갈등, 권력 갈등

* 학 번 : 2012-2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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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토의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입장을 가진 참여자들이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자의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최선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담화 유형이다. 토의는 참여자

들의 깊이 있는 문제 이해와 창의적 대안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타교과의 학습 도구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렌슨(Sorensen)이 말

한 그룹 혐오증(group hate) 현상이 시사하듯이, 토의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 단위로 일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Brillhart et al,

2001; 강정민 역, 2004: 20 재인용). 소렌슨(Sorensen)은 그룹 혐오증의 원인 중 하나

로, 집단 의사소통에 필요한 소통 방식이 충분히 교육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말하기 불안과 같은 개인적 요인도 있겠지만, 구성원들과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잘 운용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1).

토의 절차 중 ‘해결안 제시하기’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문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

을 밝힌다. 이 때 나머지 참여자들은 마음속으로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자신의 의

견과 비교한다. ‘해결안 검토하기’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에 앞서, 각각의 해결안이

가진 장단점을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 각각의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2)은 필

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토의는 구성원들과 협력적으

로 사고해서 공통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담화 유형(이창덕 외, 2010: 284)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토의 중에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

다3). 갈등을 줄이는 데 실패할 경우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협박과

1) ‘갈등 관리 능력’은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도 제안된 바 있다(이광우 외,

2009).

2) 집단 의사소통에서 ‘갈등’의 개념은 Ⅱ장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3) 토의 담화와 같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집단 의사소통에는 토론 담화가 있다. 토론은

찬성측과 반대측을 구분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 토의보다

더욱 부각될 수 있다. 하지만 토론과 구분되는 토의의 특성을 살펴볼 때, 우리는 갈등 해결

의 필요성이 문제해결 및 협의를 강조하는 토의 담화에서 더 큰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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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안 제시하기 해결안 검토하기 해결안 결정하기

갈등 잠복 → 갈등 출현

성공 갈등 해결

갈등 조정
↗

↘
실패

갈등 해소

갈등 심화

[그림 Ⅰ-1] 토의 절차에 따른 갈등의 발생과 해결 과정

강요로 접근할 경우,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의사결

정 방식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잠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협박과 강

요에 의한 의사결정은 완전한 갈등 해결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일시적으로 갈

등이 해소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토의 중에 갈등이 잠복해 있다가 겉

으로 드러나는 과정, 그리고 갈등 조정의 수준과 갈등 해결 여부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갈등 연구는 갈등이 드러나는 방식에 대한 연구와 갈등이 드러났을 때 이에 대응

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4). 본고에서는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보다는 갈등 상

토의 토론
지향점 문제 해결 자신의 입장의 정당성 증명

대안 선택 논제에 대한 입증과 논박
과정 다른 참여자와의 협의 청중을 향한 설득

수 있다(류덕제 외, 2012: 261).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토의는 협력적 말하기로, 토론은

경쟁적 말하기로 구분된다. 토론에서는 상대 토의자 및 청중을 설득하는 것과 논증 능력이

중요하다면, 토의에서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며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점을

찾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토마스(Thomas)는 갈등이 일어나는 사건들의 역동적인 과정에 집중하여 갈등 당사자들

의 형태와 심리 파악을 시도하는 과정적 모델(process model)과 갈등의 과정보다는 이 과정

을 형성하게 하는 규범, 절차, 협상 절차나 분쟁의 조정이나 중재 등의 갈등 관리(conflict

handling)의 변수를 다루는 구조적 모델(structure model)을 제시하였다. 르위키 외(Lewicki

et al)는 갈등의 원인과 과정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설명적 모형’과 갈등의 원인보다는 결과

에 초점을 두어서,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규범적 모형’을 소개하였다(하혜영,

2007: 23-24 재인용). 본고의 접근 방식은 토마스(Thomas)의 구조적 모델, 르위키(Lewicki

et al)의 규범적 모형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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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인식한 토의자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

된 문제점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

한 교수 학습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 문

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의 중에 나타나는 갈등을 유형화하고, 갈등 해결 능력의 개념을 설명한다.

둘째, 예비 중학생들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을 분석하고, 갈등 해결 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셋째,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2.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토의 담화 일반에 관한 연구, 소집단 의사소통에 대

한 연구, 그리고 갈등 해결을 다룬 연구가 있다.

우선, 일반적인 토의 담화에 대한 연구로는 딜런(Dillon, 1994), 브릴하트 외

(Brillhart et al, 2001) 등이 있다. 딜런(Dillon, 1994)은 주로 학습 목적의 토의를 중

심으로, 브릴하트 외(Brillhart et al, 2001)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토의를 연

구하였다. 이들은 효과적인 토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 절차별 발화 유형, 집단 구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토의 진행자의 역할 등을 연구했다. 토의 교육 일반에 대한

국내 논의로는 김성희(2007), 최영인(2007) 등이 있다. 김성희(2007)는 토의식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 연구가 부

족함을 지적하며, ‘협동적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토의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최영

인(2007)은 토의 사회자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는 토의가 단위 화제를 중심으로 응

집성 있게 진행되도록 돕는 능력, 토의 내 비판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능력, 참

여자 간 의견 개진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능력을 ‘토의 사회 능력’이라 규정하고, 모

든 토의자들이 토의 사회 능력을 갖출 때, 가장 이상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고 보았다.

소집단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로는 존슨과 존슨(Johnson & Johnson, 2003), 쿠퍼와

사이먼즈(Cooper & Simonds, 2007), 포시스(Forsyth, 2009)가 있다. 이들은 집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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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소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특징이나 집단 크기와 관련된 ‘집단 구성 변인’, 집단 내

의 의사소통 방식 또는 구성원들 간 친소 관계와 관련된 ‘집단 구조 변인’, 집단 내

역할, 규준 등과 관련된 ‘작동 변인’으로 나뉜다. 이들 연구는 세 변인들이 집단에 주

어진 과제, 과제 해결 결과, 집단의 분위기 및 환경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설명하

고 있다. 특히 존슨과 존슨(Johnson & Johnson, 2003), 쿠퍼와 사이먼즈(Cooper &

Simonds, 2007)는 소집단 의사소통 중에서도 협동 학습을 위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리했다. 존슨과 존슨(Johnson & Johnson, 2003)은 효과적인 협동

학습을 위해 긍정적 상호의존성, 개별 책무성, 면대면 상호작용, 적절한 대인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개인적 경쟁적인 집단보다 더 높은 수

준의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에는 본 연구의 관찰 대상인 소집

단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데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인들이 잘 소개되어 있어서 실험

설계와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소집단 의사소통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교수 학습 설계를 위해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갈등 해결(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이

루어졌다(Schmidt et al, 2000; Fisher, Ury & Patton, 1990; Dudley, 1992; Canary et

al, 1995; Jean & Pierre, 1997; Mayer, 2000;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Cahn & Ruth, 2006; 문용갑, 2011; 박명래 외, 2013). 이 연구들은 갈등의 종류, 갈등

을 바라보는 관점, 갈등을 해결하는 많은 원리와 전략들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전략

들은 청소년 교육, 기업 교육, 조정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청소년들의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연구(이명준 외, 2004; 최창욱 외, 2004)들은 갈등을 해

결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 국어교육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갈등 해결과 관련된 이론들이 소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조정 양상을

전략적 행위로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의사소통 측면에서 갈등 해결을 설

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민주(2008)는 협상 화법의 교육 목표를 ‘이익 갈등에 처한 둘 이상의 사람들이

이익을 조정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대안을 모색하여 합의에 이르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교수 학습 방안을 설계한 바 있다. 그는 두 집단이 상호

만족할 만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입장 차이에 대한 상호 반박’, ‘상대방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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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이익의 탐색’, ‘심문(審問)을 통한 제안 평가’, ‘전략을 활용한 합의 유도’ 단계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갈등 해결’과 관련된 논의에는 협상 화법(심영택,

2009; 심영택, 2011; 서영진 2010)과 관련된 것이 많다. 협상 화법 교육 연구 역시 이

익이 충돌할 때 구성원들 간의 갈등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에서의

이익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협상 상황이라고 보기도 한다5). 하지만 토의 담화는 협

상 담화는 성격이 다르다6). 협상은 이익에 대한 자각을 전제로 이루어지지만, 토의

는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중시하며 이익에 대한 자각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따

라서 토의 내 갈등 조정 양상은 협상 담화의 것과 구분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동엽(2004)은 대화로 서로 간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양상을 ‘논쟁’이라고 정의하

고, 조정 대상에 따른 논쟁 양상, 교환 구조에 따른 논쟁 양상 등 다양한 변인에 따

라 논쟁 양상을 분석하였다. 권우진(2006)은 토의에서 협력을 가장 큰 특징으로 보

고, 구성원 간의 의견이 합일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는 담화의 응집성이 떨어지

지 않도록 토의의 목적이나 단위화제를 계속해서 환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

고, 이러한 역할은 주요 화자나 사회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유동엽(2004)과

권우진(2006)은 어느 정도 논증 능력을 갖춘 성인의 갈등 해결 양상을 자세히 설명

하고 있으나, 논증에 미숙한 학생들의 갈등 해결 양상은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서

현석(2004)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소집단 대화를 관찰하고, 학생들이 의사결

정을 위해 구성원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동의 유도하기 전략’으로 이성적 판단 요

구하기, 단순 요구하기, 아첨하기, 구조화하기, 이타심 강조하기를, ‘대화 참여 유도

전략’으로 질문하기, 발화 요구하기, 일방적인 발화 억제하기를, ‘의사결정 유도 전략’

으로는 다수결하기, 의견 조합하기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현석(2005)은 논리

와 합리성을 중시하는 ‘논쟁’과 구분하여 관계와 상황을 더욱 중시하는 ‘협의’ 개념을

5) 심영택(2009: 237-238)은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해야 할 일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직장 상

사와 고민하는 것, 취향이 다른 아내와 어디서 식사를 할지 대화를 나누는 것 등이 모두 협

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협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질박(質朴)하게 작동하고 있

음을 보였다.

6) 협상은 공동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면서도 문제 중심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이익을 중심

으로 대안을 구성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오롯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 마련에 초점

을 둔 토의를 ‘협조적’이라고 보는 것과 달리, 협상은 문제 해결과 자신의 이익을 동시에 추

구하기 때문에 ‘경쟁적 협력적’ 담화라고 볼 수 있다(정민주, 2008: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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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옴으로써 초등학생들이 집단 내에서 공동의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

였다. 그는 초등학생들의 응대 행동을 수용이 나타나는 ‘앞사람 따라하기’, 거부를 뜻

하는 ‘말 자르기’, 수정 행동이 나타나는 ‘의견 바꾸기’를 제시하였다. 그의 논의를 통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

견을 모으는 과정에만 집중하고 있어 의사결정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토의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타당한가를 다루는 내용 수준의 갈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토의 주제와 관련된

갈등 이외에도 절차, 관계, 권력을 둘러싼 다양한 유형의 갈등들이 있다. 합리성을 추

구하는 토의 담화의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갈등들에 소홀해질 경우, 이것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저해하고, 의사결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 신장에 필요한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의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의 유형을 탐색하고, 어떻

게 이 갈등들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갈등

해결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교육을 받기 이전에 학습자들의

갈등 해결 양상을 기술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갈등 해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 요인들을 처치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 내

용 및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토의 교육의 내용 체계는 학문적 체계에 근

거한 것으로, 교육을 받기 이전의 출발점 수준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학문적 체계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상할 경우, 교사는 학습 순서를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학습자의 수행 양상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을 설계할 경우,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조정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 이전의 학습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중학교에

서 토의 교육을 받는 시기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

중 특정 학년을 선택하기보다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예비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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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실제 토의 수행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의 출발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활용하

였다. 문헌연구는 크게 두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본 연구의 관찰 대상

인 소집단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룬 집단 역학을 살펴보았다. 또 ‘조정’과 관련된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의

연구를 살펴, 토의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의 종류를 추론하고, 갈등 해결의 원리를 탐

색하여 토의 중 갈등 해결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이란 관심 변인이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관찰이나

면접 등을 사용하는 대신, 사람들이 이미 산출해 놓은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

는 방법이다(김석우 최태진, 2007: 348). 내용 분석은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인간이 말하고 기록한 것 모두가 개인과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

한 자원이라고 본다. 내용 분석을 활용할 경우, 산출된 자료를 기초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현상을 왜곡하여 해석할 위험이 줄어든다.

연구자는 단순히 텍스트의 내용을 수량화하는 양적 내용 분석뿐만 아니라, 잠재적

인 내용과 맥락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도 함께 활용하였다. 내용 분석 연구는 관찰하는 현상이 ‘누구에게(to

whom), 무엇을(what), 어떻게(how) 전달’하고 있는지,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현재적

특성을 분석하기도 한다. 또한 누구(who)에 의해 메시지가 만들어졌는지, 왜(why)

그러한 메시지를 고안하여 전달하고자 하였는지를 연구자의 식견과 추론을 바탕으로

연구할 수도 있다(김석우 최태진, 2007: 352-353). 본 연구의 주요 과제는 참여자들

의 토의 중 갈등 해결의 수행 양상을 관찰하면서도, 해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추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과 관련된 암묵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해

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질적 내용 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연

구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내용 분석이 해석학적 접근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해석에 있어 자의

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삼각측량기법(triangulation)을 활용하고자 한다. 삼각측량기법은 결과를 분석할 때,

가능한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다(김석우 최태진, 2007: 359). 본 연구

에서는 학습자들이 토의 전에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한 학습지, 토의 전사본, 사

후 면담 자료, 설문 조사 자료, 연구자의 현장 노트 등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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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하위 연구 절차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Ⅰ장
서론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선행 연구 고찰
▹ 연구 방법

Ⅱ장
이론
연구

▹ 예비 중학생의 발달적 특징
▹ 토의에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 세분화
▹ 갈등 해결의 원리 탐색

▪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

Ⅲ장
실태
및
요인
분석

▹ 예비 중학생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을
분석하여 문제점 확인

▪ 질적 내용 분석
▫ 예비 중학생의 조별
토의 전사본(6개),
사후 면담 자료,
설문 조사 자료,
연구자의 현장 노트,
전문가 채점 결과

⇓

▹ 토의 중 갈등 해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Ⅳ장
교육

설계

▹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 방안 연구

<표 Ⅰ-1> 연구 내용 및 절차

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수준을 평가할 때, 국어교육 전문가 2명을

섭외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은 <표 Ⅰ-1>과 같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초점화했다. 그리고 연구 내용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선택해서 정리하였다.

Ⅱ장 1절에서는 학습자의 발달적 특징을 정리하고, 2절에서는 갈등의 개념과 특

징, 토의 중에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과 갈등 해결의 접근법 등을 문헌 연구를 통해

탐색함으로써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한 가능성과 전제를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실

제 학습자들의 토의 양상을 갈등의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질적 내용 분석법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였다.

Ⅳ장에서는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데 필요한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

하고자 중학교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구체적인 목표, 내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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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예비 중학생의 발달적 특징

본 연구의 관찰 대상은 예비 중학생이다. 예비 중학생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발달 단계상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한다7). 연구 대

상에 대한 이해는 연구 대상의 현재 행위가 나타나는 이유뿐만 아니라,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교수 학습 방안의 효과성을 보장하

기 위해서는 초기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징과 변화들을 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

소년의 발달적 특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 가지 이론만으로 청소년기의 특징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청소

년들이 경험하는 인지적 변화, 사회문화적 변화, 정서적 변화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인지적 변화

중학생이 되면서 학생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어른들을 설득하고자 한다. 피아제(Piaget)는 이를 인지 발달

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피아제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

기로 들어서면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대적인 사고가 가

능하고, 현상에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초인지(metacognition)를 활용

하여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되고, 합리적인 근거와 추론을 바탕으로 상대를 설

득할 수 있게 된다(장휘숙, 2004: 133-138). 이것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다음의 인지 능

력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7) 청소년기(adolescence)는 ‘성인으로 성장하다’라는 ‘adolescere’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다.

즉 아동의 미성숙에서 성인의 성숙으로 옮겨가는 시기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청소년기를 초기(11～14), 중기(15～18), 후기(18～21)로 구분하고 있다(Kagen & Coles,

1972; Keniston, 1970; 임영식 외, 2004 재인용). 이에 따르면 예비 중학생과 중학생은 초기

청소년기라고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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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들은 가설적 사고(hypothetical thinking)가 가능하다. 아동기에는 구체적

인 사건에 기대어 판단을 한다. 반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예비 중학생들은 현재

보이지는 않아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결과가 나타난다는 ‘if-then’사고가 가능해진다. if-then 사고가 원활해질

경우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반응을 예상하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Clark & Delia, 1976; 하혜경·김혜수, 2002: 76-77 재인용).

둘째,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중학생들은 흑백논리와 같은 절대적 사고에서 벗어

나 ‘상대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상대적 사고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청소년

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고, 세상에는 완벽하게 신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임영식 외, 2004: 97).

셋째,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사고과정에 대한 사고(metacognition)가 가능해진다.

아동기에 비해 자신의 사고를 보다 잘 통제하며, 자신의 인지 과정을 타인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아동들보다 자신의 정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introspection),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며(self-consciousness), 지

적인 사고(intellectualization)를 하게 된다(장휘숙, 2004).

예비 중학생의 발달적 시기는 초기 청소년기 단계로 형식적 조작 능력을 완벽하

게 획득했다고 볼 수 없다.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사고를 보이기도 한다. 예비 중학생

은 타인의 사고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타인도 자신과 동일한 사고를 한다는 ‘자기 중

심적 사고’를 한다. 이는 아직 예비 중학생의 사회 인지(social cognition)8)가 부족하

기 때문이다. 사회 인지 형성이 미숙하고 자아 중심성이 강한 시기에는 형식적 조작

능력이 잘못 발휘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상상적 청중(imaginary audience)과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로 나타난다(Elkind, 1976; 장휘숙, 2004: 140-141 재인용). ‘상상

적 청중’이란 자의식이 확대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고, ‘개인적 우화’는 자신의 경험이 유일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의 경험이 특수

하며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술 부족, 부정적

자아 개념, 고양된 자의식 등은 상상적 청중과 관련지어 설명되기도 한다(김춘경 고

경남, 2002). 정신분석 이론가 프로이드(Freud)와 인본주의 이론가 로저스(Rogers)는

8) ‘사회 인지’란 자신과 타인의 역할이나 관계는 물론 타인의 생각, 감정, 의도 등을 관찰하

고 추론하며 개념화하는 개인의 능력이다(Lapaley, 1989; 장휘숙, 2004: 13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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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 대한 방어기제로 비합리적인 사고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자기 스스로 지각하

는 자아와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자아가 불일치할 때, 또는 자신의 의지대로 주장하

기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청소년들은 혼란을 겪게 되고, 불안과 갈등을 모면하기 위

해 ‘왜곡된 사고’를 한다고 설명했다(임영식 외, 2004: 57-59).

이상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예비 중학생들은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부정하거나 설득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반대로 자신의 견해가 부정되면 혼란을 겪게 되고 그에 따

른 방어기제로서 왜곡된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논증을 통해 타인의

견해를 평가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능력, 또한 불일치로 인해

상대가 당혹스러워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다른 시기

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변화

사회학습 이론가들과 생태학적 이론가들은 청소년기의 발달이 사회 문화적인 영

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한다. 즉 다른 문화적 제도에 있는 청소년들은 다른 행동과

성격을 형성하게 되므로9)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둘

러싼 주변 환경들을 이해해야 된다. 이 이론들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가족, 학교, 친구 등의 ‘미시체계’, 가정에서의 경험과 학교 경험 사이의 관계, 가정생

활과 친구와의 관계 등과 같이 미시체계들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중간체계’, 대중

매체, 정부기관 등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체계’ 등을

소개하고 있다(유진이, 2013: 37-51). 이 이론을 통해 중학생들에게 기대되어지는 행

동이나 특징은 오늘날의 사회적 기준이나 규범에 따라 달라지므로, 학생들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큰 변화로 우선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구나 동료의 견해에 동조하는 현상은 청소년기

에 나타나는데 특히, 중학생과 같은 초기 청소년기에 두드러진다(Brown, 1990; 임영

9) 이를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문화적 결정주의(cultural determinism)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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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외, 2004 재인용). 초기 청소년들은 동료집단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대

해 예민해지고, 동료들의 판단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준거로 생각한

다. 이처럼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에는 부모보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데 스타인버그와 레빈(1990)은 갈등 해소를

위해 협동적 문제해결 절차를 제안한 바 있다(임영식 외, 2004 재인용).

둘째,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은 사회로부터 아동기 때와는 다른 역할을 기

대 받게 된다. 이 때 발달단계에 따른 역할변화가 비연속적이면 예비 중학생들은 불

안감을 경험하게 된다(Benedict, 1934; 장휘숙, 2004: 54 재인용). 베네딕트는 역할 변

화의 비연속성과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의 청소년들과 원주민 사회의 청소년

들을 비교한 바 있다. 원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부족의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한다. 따

라서 성인이 되어서 생산 활동에 뛰어든다고 해도 거부감이나 혼돈이 적다. 이들은

천을 짜는 법, 배를 타는 법, 물고기를 잡는 법 등을 단계적으로 배우므로 청소년기

후반에 이르면 성인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역할의 기대 변화는 비교적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현대

사회의 청소년 발달은 비연속적이다. 이들은 근로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

으며, 학교에서도 미래의 직업이나 근로와 관련된 직접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

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때도 비연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 활동 중심의 학습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입시

문제로 인해 많은 인지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한 복장에 대한 규제도 까다로워지는

데, 이처럼 비연속적인 변화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했을 때, 중학생이 되는 학생들은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또래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료들의 시선과 판

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동시에 부모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된다.

타인의 판단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내릴 수 있으므로 합

리적인 사고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유

지를 위해,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협동적 문제 해결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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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적 변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예비 중학생들은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 높은 열정

을 보이지만, 아직 아동기 때 특징이 남아 있어서 논리적인 문제 해결에 미숙함을

보인다. 자신의 공상 속에서 만족을 추구하고, 민감한 정서로 인해 세부적인 것까지

의식하게 되며, 쉽게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힌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정서적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지만, 일부는 부적응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초기 청소년기에 느끼

는 주요 감정으로는 분노(angry)가 있다. 분노(angry)는 개인의 요구가 어떠한 형태

로든 방해받고 있을 때 나타나며, 불쾌감과 함께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다(Meltzer,

1968; 유진이, 2013: 105 재인용). 분노는 갈등의 기저에 있는 감정 중 하나이며, 자

기 주장이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난다.

분노의 표출 방법 또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오면서 달라진다. 아동기에는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아동기

후반부터는 침묵, 무반응, 반항 등의 부정적 태도, 또는 빈정대고, 헐뜯기 등의 공격

적인 언행과 태도가 두드러진다(임영식 외, 2004). 갈등 상황에서 침묵과 무반응으로

일관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눈치 채기 어렵게 한다. 지금까지의

토의 교육은 합리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사고 과정을 강조해 온 반면, 자

신의 의견이 거부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데는

소홀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사회적 기술이 후행되는 교육 내

용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토의 중 갈등에 대한 이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들의 해결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하

고, 제안하는 논의들이 있다. 이들 논의는 당면한 갈등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

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갈등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천 방안뿐만

아니라 갈등 해결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갈

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조건에서 갈등이 나타나는지, 토의 중에 발생 가

능한 갈등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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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1) 갈등의 개념과 조건

기본적으로 갈등(conflict)은 ‘양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특정 가치나 이

익을 추구하는 것이 상대방과 충돌할 경우, 한 사람의 추구는 다른 사람의 추구를

방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둘 사이에 긴장이 생기는 데 이를 ‘갈등’이라고 한다. 갈

등의 대상은 권력, 선호, 신념, 가치 등 다양할 수 있고, 개인 간뿐만 아니라, 개인

내, 집단 내, 집단 간 등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Deutsch, 1973: 15; Cahn

et al, 2007; Forsyth, 2009; 남기덕 외 역, 2013: 392-393; Brillhart et al, 2001; 강정

민 역, 2004: 281).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갈등이 발생되는 조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10). 첫

째, 갈등은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11). 각각의 개인이 독

립적인 관계에 있다면, 한 개인이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타인에게 아무런 영향

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 속 개인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의존적이다.

예를 들어, 한 학급 내에서 수학 여행 장소를 놓고 갈등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한 집단은 국내로 여행을 가기 원하고, 한 집단은 해외로 여행을 가기 원한다. 이들

은 한 반이기 때문에 수학 여행을 따로 갈 수 없다. 따라서 국내로 수학 여행을 가

고 싶은 학생은, 해외로 수학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처

럼 당사자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포기시키시거나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통해 갈등 당사자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갈등 당사자들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집단의 목표달성을 방해할 수

10) 이는 ‘상호의존성’의 개념을 반영하여 갈등의 전제 조건을 잘 정리한 빌모트와 호커

(Wilmot and Hocker, 2007)의 논의를 차용한다.

11) 정주진(2010: 85-86)에 따르면,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갈등(conflict)의 개념은 조금씩 변해

왔다. 초기에 갈등의 의미는 어원 confligere의 의미에 따라 서로 때린다는 ‘신체적 대립’만

을 뜻했다. 그러다가 냉전의 영향으로 갈등에서 ‘승패’의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자연

스럽게 갈등 해결을 위해 상대를 파괴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갈등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확산되면서 오늘날에는 ‘상호의존성’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의 이

익과 추구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

어 대립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노력이 중요해졌음을 반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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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원하는 수학 여행 장소를 적어내

라고 했을 때 A는 경주를 적고, B는 제주도를 적었다. B는 제주도를 꼭 가고 싶어

서 적었지만, A는 장소를 적어 내야 했기 때문에 경주를 적었을 뿐, 장소보다는 비

용을 아끼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 경우, A와 B의 의견이 잠깐 충돌하기는 했지만

이 충돌이 수학 여행지를 정하는 데는 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A가

특정 장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 여행지를 제주도로 바꿔도 불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와 B는 잠시 서로의 의견이 다름을 확인한 후, 쉽게 갈등

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시간 절약이 중요한 B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이동하자고 주장을 하고, 비용 절감이 중요한 A가 배를 이용하자고 주장할 경우, 이

들의 의견 대립은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이 각자에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동 수단이 결정되

지 않으면 수학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들 간의

충돌이 단순한 불일치의 확인이 아니라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려면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이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참여자들에게 얼마나 중요

한 것인가에 따라,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의 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이로 인한 참여자 간 마찰은 ‘표현’되어야 한다. 개인이 갈등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표현되어야지만 개인 상호 간의 갈등이 된다. 갈등의 기저에는 감정이 포함

되는데, 갈등 상황에서는 슬픔, 공포, 화,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Mayer, 2000: 4). 갈

등이 표현된다는 것이 단순히 언어로 표현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갈등은 음

성 언어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침묵이나 눈 마주치지 않기 등 비언어로도 표현될

수 있다(문용갑, 2011: 130).

2) 토의에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

갈등의 유형을 나누는 방식은 갈등 발생의 원인에 따른 분류, 갈등 관계에 있는

대상에 따른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갈등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토의 참여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겪

는지, 그 원인과 내용을 탐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

는 갈등의 유형을 갈등의 원인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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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본고에서 토의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유형을 과제 갈등(task

conflict), 관계 갈등(relationship conflict), 절차 갈등(process conflict), 권력 갈등

(power conflict)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용어들은 포시스(Forsyth)의 용어를 빌린

것인데 다른 학자들의 용어에 비해서 갈등의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2).

본고에서는 사회학자들이 제시한 ‘자원 갈등’ 혹은 ‘이해 갈등(interest conflict)’은

다루지 않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토의 중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토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토의는

물질적 자원(돈, 토지, 재산 등)과 같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아니어

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해 갈등을 제외하였다. 아래에서는 과제 갈등, 관계 갈등, 절차 갈등, 권력 갈등이 가

진 각각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과제 갈등’은 집단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고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난다. 과제 갈등은 해결안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해결안을 결정한 후 구체적

인 실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때도 나타난다.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토의의

본질상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본질적 갈등(substantive conflict)이라

불리기도 한다. 의견 차이는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데, 도이치(Deutsch)와 무어(Moore)가 말한 가치 갈등과 자료 갈등이

여기에 포함된다13). 본고에서는 갈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갈등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데, 가치 갈등과 자료 갈등은 과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

두 포함시켜서 과제 갈등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12) 사회학자들은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들을 중심으로 갈등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도이

치(Deutsch, 1973: 15-16)는 갈등의 유형을 자원 갈등, 선호 갈등, 가치 갈등, 신념 갈등으로

구분하였고, 무어(Moore, 2003: 64-65)는 이해 갈등, 가치 갈등, 관계 갈등, 자료 갈등, 구조

적 갈등으로 나누었다. 포시스(Forsyth, 2009; 남기덕 외 역, 2013: 404-406)는 자원 갈등, 권

력 갈등, 과업 갈등, 과정 갈등, 인간적 갈등으로 갈등을 구분하였다.

한편, 브릴하트 외(Brillhart et al, 2001; 강정민 역, 2004: 288-291)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로, 본질적 갈등, 절차적 갈등, 정서적 갈등, 그리고 불공정성에 대한

갈등을 소개하였다.

13) 무어(Moore, 2003: 64)가 의미하는 ‘자료 갈등’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

고 있을 때, 정보 해석이나 평가 절차가 다를 때 발생한다. 한편, ‘가치 갈등’은 생각이나 행

동을 판단하는 서로 다른 잣대, 삶의 방식이나 신념 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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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계 갈등(relationship conflict)’이 존재한다14). 참여자들 간에 구체적인 인

간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런데 상대

방이 기대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관계 갈등은 평소 상대에 대한 오해와 선입관 때문에 발생되

거나, 과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에 의해 발생한

다. 참여자들의 관계 갈등은 비언어적인 말투나 자세 등을 통해 표현되는데, 이는 관

계 갈등의 발생 원인과 동일할 수 있다. 이처럼 관계 갈등은 갈등 발생의 원인과 결

과가 이어지므로, 한 번 관계 갈등이 발생하면 같은 이유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절차 갈등’이 있다. 갈등은 집단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무어(Moore)의 구조 갈등과 브릴하트 외(Brillhart et

al)의 절차적 갈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토의를 해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때 다수결을 선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만장일치를 위해 끝까지 토의할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 또한 누군가는 해결안을 모두 말하고 나서 각각의 해결안을

비교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고, 누군가는 해결안을 하나씩 말할 때 마다 바로 장단점

을 평가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갈등은 단순히 달성 방법에 대한 의

견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체계’와 ‘자유’라는 상반되는

욕구를 가진 데 근본 원인이 있다(Brillhart et al, 2001; 강정민 역, 2004: 289-290).

예를 들어, 체계를 선호하는 구성원은 덜 체계적인 순서를 선호하는 구성원보다 선

형적인 절차에 더 큰 만족을 느낄 것이다. 절차 갈등은 토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

은 없지만, 토의 과정 중에 절차와 관련하여 혼선이 생길 경우 효율적인 진행이 어

려워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훌(Houle, 1989)은 집단의 목표, 결정 방법, 책임 한

계 등을 명세화하여 공식적 규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Forsyth, 2009; 남

기덕 외, 2013: 405).

마지막으로 ‘권력 갈등’은 구성원들이 집단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서로 경쟁할 때 나타난다. 토의에서는 주로 사회자 역할, 발언권,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권력 갈등은 다른 유형의 갈등들

14) 관계 갈등은 인간적 갈등(personal conflict), 감정적 갈등(affective conflict; Guetzkow &

Gyr, 1954), 성격적 갈등(personality conflict; Wall & Nolan, 1987), 정서적 갈등(emotional

conflict; Jehn, 1995)으로도 불린다(Forsyth, 2009; 남기덕 외, 2013: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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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Johnson & Johnson, 2003; 박인우

외 역, 2004: 300).

3) 갈등 접근 방식의 유형과 특징

갈등의 발생 원인이 복잡하듯이 갈등이 나타났을 때 이에 접근하는 방법 역시 다

양하다. 갈등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크게 갈등 개입(conflict intervention), 갈등 타결

(conflict settlement), 갈등 관리(conflict management), 갈등 예방(conflict

prevention), 갈등 해결(conflict resolution)이 있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a: 80-86; 하혜영, 2007; 박태순, 2010: 77-82). 갈등을 다룬 연구들 중에는 갈등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의 구별 없이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있어, 각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갈등 상황에 접근하는 여러 방식들 중 본고에서는 ‘갈등 해결’을 지향하고자 한다.

갈등 해결의 큰 특징은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체라는 점이다. 갈등 해결 과정 중간에 제삼자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당사자들이 내린다. 그리고 갈등 해결은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

탕으로 당사자들이 서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런 점에서 제삼자의 비중이 큰 ‘갈등 개입’과 ‘갈등 타결’15)은 갈등 해결의 주체로

서 갈등 당사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본고의 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갈등을 예방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현실에서 갈등을 사전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미연에 차

단하기란 쉽지 않다. 본고는 갈등이 발생한 후,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를

처치할 것인지 과정을 강조하므로 ‘갈등 예방’이나 ‘갈등 관리’16)와는 지향점이 다르다.

15) ‘갈등 개입’과 ‘갈등 타결’은 모두 제삼자의 개입을 전제한다. 갈등 개입은 권위 있는 제삼

자가 개입해서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하는 방식이다. 갈등 타결

은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제삼자가 출현해서 선고, 중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방식이다.

16) ‘갈등 예방’과 ‘갈등 관리’는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갈등

예방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갈등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는 원인을 찾아 미리 대처하는 접

근방식이다. 구체적인 예로 자주 싸우는 아이들의 자리를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 싸움을 예

방하는 것이다. 갈등 관리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등 갈등의 부정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관심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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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과제 해결과

관련된 것으로,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안을 마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17). 둘째,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Johnson &

Johnson, 2003; 박인우 외 역, 2004: 449; Fisher et al, 1990; 박영환 역, 1994). 어떤

관계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많은 관계들이 연속적이다. 특히 토의 교육이 실현될 교

실에서 학생들 간의 관계는 연속적이므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갈등 이론가들은 과제 해결과 관계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

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협력적인 상호의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상호의존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협력적 상호의존성과 경쟁적 상호의존성이

있다(Johnson & Johnson, 2003; 박인우 외 역, 2004: 107-110)18). 조별 과제로 창작

무용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점프를 할 때 마다 넘어지던 조원이 끊

임없는 노력을 통해 점프에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조의 무용 수준은 향상되었

고,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구성원 중 한 명의 성공이

다른 구성원들의 성공 가능성을 증진시킬 경우, 구성원들은 서로 협동하게 된다. 이

를 ‘협력적(증진적) 상호의존성’이라고 부른다. 반면 상황에 따라 구성원들끼리 ‘경쟁’

을 할 수도 있다. 무용 평가에서 A를 받을 수 있는 조가 하나일 경우, 옆 조가 A를 받

으면, 나머지 조들은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경쟁’이 내포된 경우, 한 사람이

성공을 맛보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이를 ‘경쟁적(저해적) 상

17) 토의 중에 합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에는 토의 주제에 따른 해결책(과제 갈등)뿐만 아

니라 토의 주제와 무관하게 절차와 관련된 것(절차 갈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과제 해결’이

라고 말할 경우, 과제 갈등만을 포함하고, 절차 갈등은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내용

수준의 갈등 해결하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관계 유지’는 ‘관계 수준

의 갈등 해결하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18) 어떤 상호의존성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갈등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따

라서 어떤 종류의 상호의존성을 형성했다는 말 대신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했다

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협동적 상호의존성과 대응되는 표현으로 ‘통합적(integrative) 접근’

을, 경쟁적 상호의존성과 대응되는 표현으로 ‘배분적(distributive) 접근’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도 한다(Brillhart et al, 2001; 강정민 역, 2004: 292-293). 본고에서는 갈등에 접근하는

방식을 분석할 때, 통합적-배분적이라는 말 대신, 협력적-경쟁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두 가지 상반되는 갈등 해결의 접근 방식이 결국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

존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성의 특징을 부각하고, 토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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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성’이라 부른다. 적당한 경쟁은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지만, 지나칠 경우 집단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갈등 해결을 경쟁적으로 접근할 경우, 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편의 의견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고 생각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의 제안을 상대방이

수락하도록 위협과 약속의 전략을 조합해서 사용한다. 한편, 상생적 자세(win-win

attitude)라고도 불리는 협력적 접근법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본

다. 즉 각 의견이 가진 장점들이 모여서 최선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

문에, 이들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관점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Brillhart et al, 2001; 강정민 역, 2004: 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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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 분석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관찰 대상은 중학교 입학을 앞둔 서울B초등학교와 청주C초등학교 6학

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학업성취도가 중간 수준인 집단으로, 예비 중학

생들의 전형적인 토의 수행 양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는 예비 중학생들이 토의 중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전형적인 수준을 파악하

고자 했다. 토의 내 갈등 해결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성원 간에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담임 교사와 학생이 스스로 판단해 보았을 때 토의 수

행 능력이 중간 수준이면서도 말하기 불안이 없는 학생들을 관찰 대상으로 선정했다.

집단의 크기는 6명을 하나의 소집단으로 구성했다. 집단 내 구성원이 지나치게 많

을 경우 각각의 참여자가 갖는 발화 기회가 줄어들고 집단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

다. 반면, 집단의 규모가 4인 이하로 줄어들 경우, 부담감으로 인해 참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집단의 규모는 5~7명이라고 볼 수 있다(Brillhart et al,

2001; 강정민 역, 2004: 118). 이 정도의 규모에서는 비공식적인 분위기가 허용되면서

도, 모든 사람이 발언의 기회를 골고루 가질 수 있다.

연구 설계 초기에는 한 반에서 관찰 가능한 가장 전형적인 토의 중 갈등 해결 능

력을 보고 싶었으므로,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우수 학생 2명, 보통 학생 2명, 기초

학생 2명을 한 조로 구성했다. 전형적인 집단의 토의 양상을 살핀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 집단이 필요했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6명을

비교 집단으로 구성해서, 평균 집단의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성별 변인도 고려

하여 집단 내 성비는 3:3으로 통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초등학교 이니셜-학생들의

수준-수집된 순서]의 꼴로 제시된다.

토의 주제는 명제의 성격에 따라 사실, 가치, 정책 명제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주제, 그러면서도 토의 참여자들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했다. 우선 박소령(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치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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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서울시 소재 B초등학교 6학년 학생 12명

시기 2013년 11월 8일

절차

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학습지에 정리하기

② 조원들과 토의하기

③ 사후 설문지 작성하기

④ 연구자의 관찰 노트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사후 면담하기

주제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학급 대표로서 모범 어린이상을 수상해야 하는가?

(가치 명제 + 정책 명제)

집단

구성

[B-우수-01] [B-평균-01]

학업성적과 토의 수행 능력을기준으로

우수 학생 6명

학업성적과토의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우수 2명, 보통 2명, 기초 2명

를 토의 주제로 다룰 때, 참여자 간의 의견 대립이 감정 대립으로 이어지는 등 과제

갈등과 관계 갈등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논의 결과가 실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정책 명제를 혼합시키고

자 했다. 서울B초등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범 어린이상을 시상하고 있었다. 그

리고 졸업식 때는 한 해 동안 모범어린이상으로 뽑혔던 학생들 중 한 명을 뽑아, 학급

대표로 모범 어린이상을 수상하게 되어 있다. 가치 명제와 정책 명제를 혼합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토의 주제는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 학급 대표로서 모범 어

린이상을 수상해야 하는가?’로 결정했다. 모범 어린이의 자질 중 어느 자질이 가치상

우위에 있는 것인지 논의하게 하고, 실제 모범 어린이를 뽑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 실행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1차 조사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1차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

1차 자료 수집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연구자가 전제하는 성공적인

갈등 해결의 결과는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갈등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보완

해서 최종 해결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범 어린이상을 수상할 친구가 가

져야 될 가장 우선적인 자질을 찾는 주제가 주어졌을 때, 참여자들은 어느 자질이

우선적인가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치다가도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언급된 자질

들을 단순히 하나씩 나열해서 합치는 수준을 보였다. 또, 1차 조사 집단을 구성할 때

는 구성원 간의 친소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구성원들과는 친하지 않

은데 둘만 친한 경우, 본인의 평소 가치관과 어긋나는데도 친한 친구의 의견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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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서울B초등학교 6학년 학생 12명 청주C초등학교 6학년 학생 12명

시기 2014년 2월 10일 2014년 2월 19일

집단

구성

및

주제

[B-우수-02] [C-우수-03]

구성원간 신뢰도가높고, 토의 수행능력이우수한 집단,

우수 6명

중학교 복장 규정과 관련해서

학교 규칙을 만들어 봅시다.

중학교 복장 규정과 관련해서 학

교 규칙을 만들어 봅시다.

[B-평균-02] [C-평균-03]

구성원간 신뢰도가높고, 토의 수행능력이중간인 집단,

우수 2명, 보통 2명, 기초 2명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

여 학급 규칙을 만들어 봅시다.

중학교에서 반장 역할을 수행할

친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표 Ⅲ-2> 2차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

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기기 전략을 사용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2차 자료를 수집할 때는 토의 주제와 집단 구성 방법을 수정하였다. 토의 주제는

정책 명제로 하되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친숙도를 고려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토

의 주제로 중학교에 진학 후, ‘교내 폭력’이나 ‘스마트폰 사용’, 또는 ‘중학교 복장 규

정’과 관련해서 학급에 필요한 규칙을 세워보도록 제안했다. 이 외에도 학습자들이

토의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제안할 수 있도록 해서 주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둘째, 집단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원 간 신뢰도를 고려했다. 친소관계만을 고려할

경우, 갈등 상황에서 토의 참여자들은 관계 유지를 위해 갈등을 회피하거나, 양보 전

략만을 활용할 수 있다. 갈등 해결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집단에서는 과제 해결

과 관계 유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계 유지에 치우칠 수 있는 친소

관계보다는 신뢰도를 고려해서 집단을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의사소통하는 상대의

자질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데, 크게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신

뢰도는 평소 의사소통자의 학력, 과거 행동으로부터 결정되는데, 대화를 주고받을 때

메시지에 대한 반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영목 외, 2009: 223). 토의의 합

리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친소관계와 상관없이, 다른 구성원의 말이

언제나 허무맹랑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야 하며, 일리 있는 발언이라고 존중할 수 있

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구성원 간의 신뢰도가 높은 집단을 구성하여 선행연구

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2차 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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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토의 중 갈등 해결 수준의 평가 내용 및 이론적 근거

2) 분석 방법

학생들의 토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은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Ⅰ

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질적 내용 분석은 내용 분석 방법의 한 종류이며, 텍스트의 외

현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문맥이나 내용 속에 숨어 있는 암묵적이고 잠재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연구자가 궁금해 하는 의사소통의 현재적 특성뿐만 아

니라, 이러한 의사소통이 나타나게 된 선행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내용

분석의 절차에 따른 토의 수행 양상 분석 과정은 아래와 같다.

내용 분석 연구에서는 표집 방법이 선정되면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

떠한 내용을, 무엇을 기준으로 분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김석우 최태진, 2007:

355). 본 연구에서는 우수 집단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과 비교했을 때, 전형적인

집단의 토의 중 갈등 해결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정리할 것이다. 집단의 갈등

해결 수준을 파악하는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갈등 해

결’은 갈등 당사자가 직접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메커니즘을

따른다. 따라서 갈등 해결 수준은 ‘갈등 해결 과정’을 평가하는 것과 갈등을 해결한

후 ‘결과’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눈다. 갈등의 해결 방안은 갈등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갈등의 유형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 토의 중 갈등 해결 수준을

평가하는 내용을 마련한 과정과 근거는 [그림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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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갈등

해결

과정

과제

갈등

①갈등의쟁점을발견하고, 쟁점별로해결책을마련하는방향으로대화를진행한다.

②쟁점을분석하고해결책을마련할때, 타당한근거를제시하고, 논리적인추론을한다.

절차

갈등

③토의주제에 따라상호작용절차와관련하여불일치가발생할 경우, 각 절차의
장단점을고려하여절차를결정한다.

④토의주제와관련없이상호작용방식과관련하여의견이불일치할경우사회자의
중재를통해신속히해결한다.

관계

갈등
⑤능동적으로갈등해결과정에참여하고, 상대를배려하는말하기를실천한다.

권력

갈등

⑥ 사회자 역할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으로 합의해서 새로
운 사회자를 뽑거나 보조 사회자가 사회자의 역할 수행을 돕는다.

⑦참여자들에게발언권을균등하게배분하고발언권을온전히보장받도록한다.

갈등

해결

결과

⑧ 마련된 해결안은 갈등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이다.

⑨ 토의자들 모두가 최종 해결안을 수용한다.

⑩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된다.

<표 Ⅲ-3> 갈등 해결 수준의 평가 기준

갈등 해결의 원리, 갈등의 유형별 특징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을 귀납적으로 분석한 결과 <표 Ⅲ-3>과 같은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내용과 기준을 정하면, 본격적으로 분석에 돌입한다. 크리펜도르프(Krippendorff,

1980)는 내용 분석을 ‘명시적인 부호화 규칙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있는 다수의 낱말

들을 소수의 범주(category)로 압축하기 위한 체계적 반복적 기술’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김석우 최태진, 2007: 348). 내용 분석은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일종의 자료 압

축 기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갈등의 유형별로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특징들을 1차적으로 나열하였다. 다음에는 비슷한 특징들을 묶어서 공통적

인 의미를 발견하고, 마지막에는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문제점을 보인

원인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문제 양상을 요약 압축하였다. 이처럼 내용 분석 연구

는 귀납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관계 갈등의 경우, 어느 부분에서 토의자들이 갈등을 느꼈는지가 언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객관적인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반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토의 수행 중 참여자들이 어떤 이유로 관계 갈등을 경험하였는지 적도록 하였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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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 의 미

01 02 순서를 표시한다.

☆★ 참여자들의 발화가 서로 중복되는 시작점과 끝점을 표시한다.

= 앞사람 발화에 다음 발화가 바로 이어졌음을 말한다.

... 휴지를 의미하며, 마침표 하나는 0.5초의 쉼을 표시한다.

～ 대화 참여자가 말을 끌었음을 표시한다.

↗ 질문을 포함한 상승 억양을 표시한다.

↘ 하강 억양을 표시한다.

(?) 발음이 불확실함을 표시한다.

(( )) 대화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을 표기한다.

<표 Ⅲ-4> 전사 기호의 의미

구자는 이 응답을 바탕으로 실제 토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관계 갈등의 해결 양상

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사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2.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

앞에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각 사례별 갈등 해결 수준을 평가하였다. 평

가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두 명의 평가자를 연구에 참여시켜 연구자의 자

의적인 해석을 예방하고자 했다. 평가자1은 화법 교육 전공자로 국어교육 박사학위

를 소지하고 있으며 20년차 초등교사이다. 평가자2 역시 화법 교육 전공자로 석사학

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초등교사로서 10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다. 평가자들과

평가 내용 요소를 공유하고, 예비 평가 단계를 거친 뒤 본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내용 요소별로 3점 척도로 채점을 했으며, 분석적 평가를 마친 후 토의 중 갈

등 해결 능력 전반과 관련하여 총체적인 평가도 함께 했다19). 평가 결과, 6개 집단

중에서 갈등 해결 수준이 가장 우수한 집단은 [C-우수-03]이고, [B-우수-02], [B-우

수-01], [B-평균-02]는 중간 수준, [C-평균-03], [B-평균-01]은 갈등 해결 수준이 낮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20). 각 수준별로 대표적인 집단을 하나씩 선정해서 평가 요소

19) 채점자별 평가 결과는 [부록1]에 수록하였다.

20) 집단 나열은 토의 중 갈등 해결 수준이 높은 집단부터 낮은 집단의 순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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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집단
C-
우수
-03

B-
우수
-02

B-
평균
-01

갈등

해결

과정

과제

갈등

①갈등의쟁점을발견하고, 쟁점별로해결책을마련하는방향으

로대화를진행한다.
△ △ X

②쟁점을분석하고해결책을마련할때, 타당한근거를제시하고,

논리적인추론을한다.
△ X X

절차

갈등

③토의주제에따라상호작용절차와관련하여불일치가발

생할경우, 각절차의장단점을고려하여절차를결정한다.
X X X

④ 토의 주제와 관련 없이 상호 작용 방식과 관련하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회자의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한다.

○ ○ X

관계

갈등

⑤ 능동적으로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상대를 배려하

는 말하기를 실천한다.
○ △ X

권력

갈등

⑥ 사회자 역할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으

로 합의해서 새로운 사회자를 뽑거나 보조 사회자가

사회자의 역할 수행을 돕는다.

․ △ X

⑦ 참여자들에게 발언권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발언권을 온

전히보장받도록한다.
○ X X

갈등

해결

결과

⑧ 마련된 해결안은 갈등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이다. △ X X

⑨ 토의자들 모두가 최종 해결안을 수용한다. ○ △ △

⑩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된다. ○ △ X

<표 Ⅲ-5> 갈등 해결 수준 평가 결과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X)

별로 점수를 평균화하였다. 플레이스 카파(Fleiss Kappa) 값으로 채점자 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우수-03]의 사례가 0.5242, [B-우수-02]의 사례가 0.6371, [B-평균

-01]의 사례가 0.7115로 채점자들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21), 채점

자들의 평균적인 평가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21) 평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플레이스의 카파값을 이용해 평가자 간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다. 플레이스의 카파값이 0.75 이상이면 매우 훌륭한(excellent) 수준, 0.40에서 0.75 사이이

면 상당한(fair to good) 수준, 0.40 이하이면 부족한(poor) 수준으로 해석된다(Fleis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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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의 견

학생3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받아야 한다.

학생6 학급을 위해 스스로 봉사하는 학생이 받아야 한다.

학생4 평소 숙제를 잘 해오고, 수업 태도가 바른 학생이 받아야 한다.

학생1 솔선수범을 하는 학생이 받아야 한다.

학생2 추천하는 친구의 이름과 이유를 적고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친구를 뽑는다.

학생5 추천하는 친구의 이름을 적어 투표를 한다.

<표 Ⅲ-6> [B-평균-01]의 구성원들이 토의 중에 제시한 의견

아래에서는 토의 중 갈등 해결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과제 갈등이

나 절차 갈등의 경우 일치를 봐야하는 대상이 각각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안이냐 혹

은 상호작용 방식이냐는 점에서만 차이가 날 뿐 토의자들이 제시한 각각의 의견을

검토하고 하나의 해결안을 결정한다는 체계를 따른다. 따라서 양상을 파악할 때 갈

등을 인식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파악이 된다. 한편, 관계 갈등과 권력 갈

등의 경우 감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 과제 갈등이나 절차 갈등을 해결하는

것처럼 문제-해결 방식으로 갈등에 접근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드류

외(2003)의 논의를 반영하여, 토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양상을 분석했다.

1) 과제 갈등

(1) 쟁점 확인 및 해결책 모색

<표 Ⅲ-5>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집단은 모두 쟁점을 인식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B-평균-01]은 쟁점 발견 부분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이들

은 모범 어린이상을 받을 친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토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토의 주제에 따라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은 <표 Ⅲ-6>과 같다.

토의 주제는 모범 어린이상을 받은 친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관한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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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봉사를 잘하는 친구’, ‘친구들과 사이가 좋은 친구’ 등과 같이 자질과 관련해

서 논의를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2와 학생5는 모범 어린이상을 수상할 친구를

어떻게 뽑을지 ‘방법’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의견의 층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토의 사회자는 바로 학생들의 견해가 가진 장단점을 평가하는 단계로 이동

하였다. 장단점을 평가하는 것 역시 의견들 간의 비교가 아니라 각각의 의견을 평가

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쟁점을 발견할 기회가 없었다.

쟁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는 [B-평균-02]의 토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들은 휴대

폰 사용과 관련하여 학급 규칙을 정하기 위해 토의를 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사용하

도록 하자’와 ‘하지 말자’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학생6은 아래와 같이 새로운 관

점을 제시하였다.

[B-평균-02]
006 학생6: 지금 정리가 잘 안되서. 뭘 못하겠는데..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초등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저도 지금 켜놓고 있고. 학교에 가져 
왔고. 모두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뭐. 계속 핸드폰을 처음부터 꺼놓는 좋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뭐 특별히 문제될게 없었고. 
중학교 간다고 해서 뭐. 계속 “켜놓지 마”한다고 해서 계속 켜놓을 것 같기도 
하고...특별히... 뭐 달라질 것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가.. 
중요한게 뭐냐면.. 핸드폰 중독.. 핸드폰 중독이랑 핸드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가 심각한.. 이 두 개 중에서.. 더 심각한 것이 뭔지 판단을 잘하고. 거기에 대
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007 학생4: 그래서 찬성이라는 거야, 반대라는 거야?
008 학생6: ((피식 웃으며)) 잘 모르겠어요. 
009 학생3: (학생1)부터부터
010 학생4: 의견에 대해서 질문 받고..
011 학생3: 한 번만 더 네 의견에 대해 얘기해줄래? 
012 학생4: 아니야. ((찬성한 사람들을 지목하며)) 찬성, 찬성, 찬성.. 나머지는 다 반대야. 

얘는.. 뭐.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해서 의견. 

[B-평균-02]에서 006 학생6은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보다

는 이미 휴대폰 사용이 만연한 단계이므로 차라리 지나친 사용에 대해 어떤 교육적

처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학생6의 견해로 인해 [B-평균

-02]에는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자는 쟁점을 인식하지 못한



- 30 -

순서 쟁점

22-26 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폰 기능의 범위


27-35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36-38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 1(소란)


39-46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47-53 등교 후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을 때 실효성


54-60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61-65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이 필요한 이유


68-69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 1(소란)


70-71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 2(건강)


72-75 학교 안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해결책의 실효성


76-86 휴대폰 사용에 중독된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해결책

<표 Ⅲ-7> [B-평균-02]의 토의 전개 양상

채 문제의 상황을 찬성과 반대로만 제한했다. 쟁점을 발견하지 못한 집단은 어떤 부

분에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는가를 파악하지 못하므로, 두서없이 토의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B-평균-02] 학생들의 토의 전개 양상22)을 쟁점별로 정리하자면 다

음과 같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불일치가 발생했는지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 토의는 단순히 형식적인 순서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

심으로 응집성 있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23). 이들의 대화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22) [B-평균-02]가 불일치를 조정해 가는 양상은 [부록2]에 수록되어 있다.

23) 최영인(2007: 25)에서는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토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 사회자가

토의 주제와 관련된 단위 화제들을 제시해서 주제 응집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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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전 개

50-55 쟁점 교복 수선 여부


56-59 합의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다.


60-68 쟁점 교복을 입었을 때 비용 부담


69-84 합의 사복을 입는 것이 비용 부담이 적다.


85-96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 밝히기


97-107 쟁점 사복을 입게 되었을 때 교복 회사 직원들의 실업난


108 합의 6년 동안 교복을 입도록 한다.


109-135 쟁점 교복을 입었을 때 학생 개인의 개성 표현의 권리 침해


136-163
최종

합의안

자켓과 조끼는 교복을 입고 안에는 사복을 입도록 해

서 개성을 표현하도록 한다.

<표 Ⅲ-8> [C-우수-03]의 토의 전개 양상

부분은 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폰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이용

가능한 시간’은 언제로 할 것이며,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 있

는가’와 관련된다. 토의가 잘 구조화되어 전개되고 있다면, 휴대폰을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나열하고, 사용 가능한 휴대폰의 기능과 시간을 합의해서 정한 뒤,

이 합의안이 실효성을 가지는지 평가하도록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

해결안, 해결안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일정한 흐름 없이 임의적으로 전개되고 있으

며, 하나의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같은 쟁점을 다루는 문제 양상을 보였다.

쟁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능력이 [B-평균-01], [B-평균-02]보다 우수

하다고 판단된 [C-우수-03]은 쟁점별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차이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한 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문제-해결 구조로 토의가 응집성 있게 전개되었다

고 평가된다.

이들은 문제-해결 구조로 대화를 진행하고는 있다는 점에서 다른 토의 집단보다

였다. 단위 화제란 토의 담화 전체를 구성하는 일정한 단위로서, 토의 담화의 내용 조직을

논의하기 위한 내용 측면의 하위 단위 혹은 일종의 사고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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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을 받았으나, 논의되는 쟁점들 간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

하다. 특히 복장 착용과 관련하여 교칙을 정하는 토의에서 교복 회사 직원들의 실업

난을 고려하는 것은 토의 주제에서 다소 벗어난 이야기이다. 복장 규정을 정하는 토

의 주제에 충실하려면 ‘치마 길이는 무릎 위로 몇 cm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요

일은 교복을 입고 ～요일에는 사복을 입는다’ 등 범위와 시기 등을 구체화시켜야 한

다. [C-우수-03]의 토의자들 역시 토의 주제에 따라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쟁점들

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쟁점 마련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검토

우리는 흔히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산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쟁점에 대한 통찰력, 아울러 어떤 아

이디어가 문제 해결에 유용한지를 살피는 통찰력이 필수적이다. 이 통찰력은 비판적

사고로부터 도출된다. 즉 비판적 사고는 창의적 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토의 참여자

들의 비판적 사고 수준이 결국 최종 의사 결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영정, 2002).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는 개인적 편견과 그릇된 정보

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와 개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사고

로,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비판적 사고력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하려는 마음가짐

이나 태도를 포함한다(김명숙 외, 2002: 13-14). 비판적 사고를 통해 갈등의 쟁점과

해결 과정을 통찰한다면 다른 토의자들에 대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사고가 보장되면 잘못된 가정을 용인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하지

만 학생들의 토의 수행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선택적 주의, 흑백 논리, 과잉 일반

화 등으로 인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선택적 주의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란 대상의 여러 속성 중 어느 하나에만 주목하는

것으로 단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기억하고 나머지는 걸러내는 과정을 뜻한다(곽호완

외, 2008). 상대방이 주장을 하게 된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 중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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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반박을 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반박 형태는 ‘A라고 주장하

셨는데 만약 B라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A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

입니까?’ 식의 반박이 가장 두드러졌다.

[B-우수-01]
39 학생1: ((손을 들며)) 반론 있습니다. 리더십이 좋은 친구가 모범 어린이상을 받아

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에서.. 리더
십이 가장 좋은 친구가..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무리를 
이끌고 한 친구를.. 괴롭히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도 리더십
이 가장 뛰어나다는 이유로 상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0 학생5: 그렇지만.. 그 따돌리는 이유가 있어서 따돌리는 것이고.. 엄청난.. 그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크게 저질렀다면 그러니까 따돌리는 것도 잘못
은 있지만 그래도 1:1로 얘기해서 상황이 안 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C-평균-03]
59 학생2: 그럼 (학생3) 토의자. (학생3) 토의자께서는 아까 자발적인 아이가 나온다고 했

습니다. 근데 자발적이지 않고↗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모범생이 있고 친근감이 
있는 아이가 자발적이지 않는다면 그. 반장으로 뽑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60 학생3: 없습니다.
61 학생6: 그럼 그.. 
62 학생3: 왜 그러냐면 아무리 모범생이어도 그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용기가 

없다면은.. 반장으로서 모두 앞에서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는거 아닙니까? 
63 학생2: 하지만 그 자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친근감하고 모든걸 갖췄지만. 용기 

하나 때문에 반장이 없고.. 그러니까 반장은 용기 하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4 학생4: ((퉁명스럽게)) 그. 반장의 요건 중에서 용기도 하나로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65 학생2: 그럼.. 용기만 갖춰서 반장이 되는거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66 학생3: 친화력을 갖췄다고 반장이 되는 것도 운입니다.

[B-우수-01]에서 토의 참여자들은 ‘모범 어린이상을 받을 친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학생2는 ‘리더십이 뛰어난 친구, 다른 친구

들과 사이가 좋은 친구, 배려심이 깊은 친구’가 모범 어린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에 39 학생1은 ‘리더십이 뛰어나지만 친구를 따돌리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

므로 무조건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학생2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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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했다. [C-평균-03]은 ‘반장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토의였다. 학

생3은 자발적으로 반장을 하겠다는 친구가 반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59

학생2는 모범적이고 인간관계가 좋은 친구이지만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

유 하나만으로 반장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B-우수-01]의 39 학생1과, [C-평균-03]의 59 학생2는 다른 사람이 제시한 의견

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 하나의 조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인식하고, ‘~에서만 훌륭하고 나머지 행동이 문제적이면 어떡하죠?’라는 식으로 주장

의 특정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반박을 했다. 이런 식의 반박이 반복될 경우, 먼저 의

견을 제시한 토의자는 상대방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의 반박이 자신의 의견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반박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고수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의 반박이

비논리적일 경우, 이에 대한 맞대응도 비논리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상호성

(reciprocity)에 따른 것인데, 우기기식 주장은 우기기식 반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C-평균-03]의 065 학생2는 계속해서 ‘A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B라는 문제점

이 있더라도 A만 만족하면 괜찮다는 겁니까?’라는 식으로 상대 주장이 전제하는 가

치는 고려하지 않고, 선택적 주의를 하며 반박을 하다가 064 학생4로부터 이의 제기

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용기만 갖춰서

반장이 되는 것은 운이다’라고 하며 적절한 근거 제시 없이 우기기 전략을 사용하였

다. 이에 066 학생3 역시 ‘친화력을 갖췄다고 반장이 되는 것 또한 운이다’라며 똑같

이 우기기 전략으로 되받아 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

박을 비논리적이라고 인식할 경우, 다른 토의자에게 똑같이 비논리적으로 맞대응하

게 된다. 이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전시키기보다는 말싸움

을 유발하여 논의를 제자리에 머무르게 한다.

② 흑백 논리

두 번째로 발견 가능한 인지적 오류는 흑백 논리이다.

[B-평균-02]
053 학생3: = 네.. 또... 끝나면 하교 때.. 아. 등교 때 제출하고↗ 하교 때 다시 돌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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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학생4: 근데.. 그렇게 하면.. 핸드폰을 가져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055 학생3: 등. 등하교.. 그러니까 등하교 때 쓸려고..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업

이 시작할 때 핸드폰을 걷고.. 수업이 끝나면 또 나눠주는 거지... 
056 학생4: 근데 그 만약에..  중간에..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057 학생2: 그러니까..
058 학생3: = 양해를 구해야지.. 
059 학생2: 양해를 구해가지고.. 
060 학생3: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핸드폰을 돌려줘야지
061 학생2: 그리고 핸드폰은 게임하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쉬는 시간에 굳이 핸드

폰을 해야 합니까?
062 학생4: ((퉁명스럽게)) 쉬는 시간에 굳이 게임하라고 있는게 아니죠↘ 핸드폰으로 

게임하라고 얘기하 는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전화할 수 있고... 
만약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에..

063 학생2: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해도 된다고 /??/
064 학생4: 크게 얘기해 주세요. 
065 학생2: ((침묵))
066 학생4: 그럼 일단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067 학생3: 모아보면..
068 학생5: 근데 아까 학생4가 말했듯이. 그럼.. 그 학교 생활 동안은 다 걷어 놓고. 학

교 때는 나눠준다.. 라고 학생3이 말했을 때↘ 그럼 휴대폰을 뭐하러 갖고 다니느
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생4가 말한.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으로.. 아. 휴
대폰은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사용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
도. 난 아무 상관 없다.. 이런 뜻 아니십니까?

069 학생4: 아니죠.. 굳이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고서도 핸드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B-평균-02]에서 학생4는 이전에 ‘수업 시간 외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볼

일이 있으면, 볼 일을 보고 휴대 전화를 꺼두게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068 학생5는 ‘쉬는 시간에 휴대 전화 사용을 허락하자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아예 상관없다’는 것을 전제한다며 논리적 비약을 보였다. A 입장을 선택하면

반드시 두 가지 경우의 수 중 한 가지 행동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흑백논리는 상대

의 주장과 의도를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잠재적

으로 복합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아니오’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다른 대안

들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만든다(Browne & Keeley, 2000; 김영채 역,

200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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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래 [C-우수-03]에서는 대안의 적절성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

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그 결과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C-우수-03]
127 학생1: 그러면 교복을 입되,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을 정도의.. 규칙을 정해서 

리폼을 어느 정도까지 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떨까?
128 학생2: 교복에 옵션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거야.
129 모두: ((웃음)), ((학생4 고개 끄덕임))
130 학생1: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6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반항심이 생기잖아. 근데 

그거를 억제를 시켜줘야 되니까. 교복을 입되,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131 학생6: 굳이 교복 줄이는 것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개성에 맞게 교복을 줄이
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132 학생4: 악세사리 같은 걸로?
133 학생1: 어. 어느 정도 선에서까지만..
134 모두: ((고개 끄덕임))
135 학생3: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 공부에 집중하고 그래야지. ((고개를 끄덕이

며)) 교복을 통제하는 게 나아.
136 학생4: 그럼.. 어차피 위에 자켓을 입으니까↗ 자켓 아래에다가, 자켓 그러니까 자켓 

아래에다가 사복을 입으면 어떨까?
137 학생3: 교복을 입고 사복을 입자고?
138 학생4: 어, 안에 사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하고↗ 그 다음에 자켓을 하고..
139 학생3: 아...((고개를 끄덕이며))
140 학생1: 그럼 바지, 바지나 치마는 교복꺼를 따르고 안에 입는 티셔츠나 그런 것만 

사복으로 하고↗ 마이 같은 것을 걸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141 학생6: ((고개를 끄덕이며)) 응.. 안에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와이셔츠를 입고 후

드티를 입는다는가. 막 그렇게 입지 않나?

토의 초반에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교복을 입을 것이냐’, ‘사복을 입을 것이냐’ 혹

은 ‘일주일 중 3일은 사복을 입고, 이틀은 교복을 입을 것이냐’로 세 가지 의견이 제

시되었다. 사복을 입어야 된다고 제안하는 측에서는 ‘교복 착용이 표현의 자유’를 억

압한다는 이유로 교복 착용을 반대했다. 127 학생1은 기존에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사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의 반대 이유를 받아들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주기 위해 ‘교복을 입도록 하되, 수선을 허용해주자’는 대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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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의견은 다른 토의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136 학생4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사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켓은 교복을 입도록

하되 안에 입는 옷은 사복으로 하자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C-우수

-03]의 토의자들은 단순히 ‘교복을 입어야 한다’, ‘사복을 입어야 한다’로 의견을 구

분하지 않고, ‘교복을 입되 ~하도록 하자’처럼 토의자들 간의 의견 차이를 보완하는

조건들을 붙이며 대안을 제시했다. 토의자들은 대안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평가함으로써 개인들이 제시한 의견보다 상위 수준의 의견을

마련할 수 있었다.

③ 과잉 일반화

마지막으로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하는 비논리적 사고로는 과잉 일반화가 있었다.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는 하나 또는 몇 가지 사례가 참이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례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Brillhart et al, 2001;

강정민 역, 2004: 272).

[B-우수-02]
011 학생5: 저도 ‘학생2’ 토의자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

복을 착용할 시에는 분실의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
실의 위험이고↘. 교복을 입었을 때는 교복의 분실 위험이 없는 것인지 물
어보고 싶습니다. 

012 학생2: 교복을 입어도 엄청난 분실이 있는데↗ 사복은.. 메이커라든가. 좀 고가 제
품이 있잖아요? 그런 고가의 제품들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저의 친분이 있
는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 그런 고가의 제품들이나 메이커.. 그
런. 용도로 쓰이는 옷들이나 그런 것들은↗ 가져갑니다↘ 

013 학생5: 그렇다고 해서 100% 가져갈 거란 보장이 있으십니까?
014 학생2: 네
015 학생5: ((웃음))
016 학생2: ((웃음)) 있는데요?.. 사물함 열고↘ 다 훔쳐갈 거 다 훔쳐가고↗ 그러고.. 

없어집니다~
017 학생5: 그렇다고 해서 다시 되찾을 수가 없습니까?
018 학생2: 네.
019 학생5: ☆ 왜 되찾을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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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학생2: ☆ 그리고 선배들이~ ★ 안 좋게 봤을 때. 삥을 뜯기거나~ 옷을 빼앗기거
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021 학생5: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꼭!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교복도 분실의 위험이 없다는 의견은..

022 학생2: 아! 아니요~ 전 그런 말 안 했는데요? 교복도 많이 가져갑니다~
023 학생5: 아, 그래요? ((머쓱하게 웃으며)) 제가 잘 몰라서..
024 학생6: 저, 반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중학교 자체를 아예 바꿔버려야 간다는..
025 학생2: ((웃음)) 
026 학생6: 교복도 훔쳐가고~ 사복도 훔쳐간다~ 고 하면은..
027 학생5: ☆ 그냥 다 훔쳐 간다고 하면은 ★
028 학생2: ☆ 근데 ★ 교복은 이름을 박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교복은.. 체육복이나.. 

그럴 때.. 교. 중학교 전체를 바꿔버리자는.. 말도 안 되는 의견은...
029 학생6: 저는.. 그.. 바꿔버리자는 말이 아니라. 말 전체가.. 교복도 분실되고. 사복

도 분실된다. 라는 말에 그러면은 전체적인 인성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싶
어서..

030 학생2: 어.. 하지만.. 사복은 교복이랑 다르게.. 집에서나 밖에서.. 입는 것 아닙니
까? 지금은 교복을 착용하고 있고~ 지금은 교복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사복을 훔쳐 가는 거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 제도에서는~ 
교복을 입고 있는 형식인데.. 지금 사복을 입으면 벌점이고↗ 그런 거 밖에 
없잖아요.. 없. 없. 없습니다.

((5초간 침묵))
031 학생5: 어.. 다른 질문이나 뭐 없으십니까? 어. 서로에 대한 다른 질문이나..

학생2는 중학교 때 사복을 입게 되면 분실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교복을 입는 것

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학생5는 사복을 입게 될 경우 분실의 위험이

높다는 학생2의 의견을 반박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우선 사복을 입는다고

해서 100% 가져간다고 말하는 것에 모순이 있지 않은지, 되찾을 수도 있는데 분실

위험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교복을 입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학생2는 사복은 무조건 잃어

버리게 되어 있고, 절대 되찾을 수 없다며 우기기 전략을 펼쳤다. 학생6은 무조건 사

복을 잃어버린다고 가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며 이의 제기를 하였다. 또한 분실 위

험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따지는 것은 인성 교육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교복 착

용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자는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라고 했다. 이에 학생2는

‘사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미 모든 학교가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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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을 하였는데 논의의 전개가 일관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학생2의 계속되는 고

집으로 갈등 조정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게 되자 학생들은 5초간 침묵을 하였는데,

이는 학생2의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2의 고집 때문에 새로운 갈등에

직면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갈등 해결에 성공한 집단의 대안 검토 양상을 살펴보면,

예외 상황에 의존하거나 우기기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이 되는 부분을

상호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를 설득하였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때도 ‘~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식의 열린 질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이의 제기로 인한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C-우수-03]
109 학생2: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속 나중에 어. 교복만 입다보면.. 자신이 다른 새로운 걸 안하고 다른 평
범한 것만 원하고..

110 학생3: 만약에 사춘기 시절에 지가. 자기가 꾹 참고.. 이제 20살 때 이제 여유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청춘이란 단어가 있잖아. 그 때 그걸 누리면 되지. 
꾹 참고.

111 학생5: 그래도 100년 중에 6년 밖에 안 입는 거니까. 아. 교복을 입는 것도 괜찮
다고 생각해. 

112 학생6: 그럼 나도. 교복을 입으면서 주말에 자기 개성을 뚜렷하게 새기면 되지 않
을까 해.

113 학생3: 방학 때도 시간이 있고((고개를 끄덕임)).
114 학생6: 주말에도 시간이 있고... 학생이라면 주말에는 하고.. 자기 학교 다니는 기

간에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15 학생1: 그래도 어쨌거나. 교복을 학교에서 입는다 해도 주말에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든지. 그렇게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사복은 꼭 필요로 하
는 의식주 용품이니까 교복을 따로 사서 번갈아 입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116 학생2: 괜찮을 것 같기도 해. ((고개를 끄덕임))                       

[C-우수-03]은 중학생의 복장 규정에 관한 토의이다. 109 학생2는 교복 착용이 청

소년의 창의성 발현을 억제하므로 교복보다는 사복을 입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에 교복 착용을 주장하는 110 학생3과 112 학생6은 성인이 된 이후나 학

교를 가지 않는 주말에 사복을 통해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며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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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곧이어 115 학생1은 두 입장의 절충안으로서 학교에서 교복과 사

복을 번갈아 입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16 학생2는 교복을 입지 말자는 입

장이었지만, 다른 참여자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통해 교복을 입을 경우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들이 보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게 되었다.

2) 절차 갈등

(1) 절차 갈등의 쟁점 인식

절차 갈등은 토의에서 상호작용 절차를 놓고 의견 불일치가 나타났을 때 발생한

다. 학생들은 토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돌아가면서 밝히고, 합의점을 모색하

기 위해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일반적인 토의 절차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토의를 수행할 때 한 명씩 의견을 모두 말하고 나서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의견이 나올 때마다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

랐다. 또 다른 예로, 각각의 해결안을 평가할 때 장단점 검토를 먼저하고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 후에 장단점 검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C-평균-03]
013 학생2: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까 (학생5) 토론자께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했는

데.. 공부를 못하는데 성실하고↗ 애들 잘 이끌고. 그만한 힘이 있으면 반장을 
잘 할 수 있으니까.. 

014 학생4: ((학생1을 쳐다보며)) 장단점 물어봐야지
015 학생1: 지금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 나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016 학생3: 학생2 도전자가 말했던..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

해한다는 조건이 뭐죠?
017 학생4: ((퉁명스럽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단점 말하시는 거라구요. 
018 학생3: 질문은?
019 학생4: 질문은 좀 있다 하고
020 학생1: 각 의견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C-평균-03]의 경우처럼, 토의 중 상호작용 절차에 대해 미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의 주제에서 벗어나 절차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소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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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이 학생들은 절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토의 중 5분의 1이나 되는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토의 전개의 응집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한편, 017 학생4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작용 절차와 관련해서 갈등이 발생할 때, 그

원인을 개인의 무지로 돌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절차 갈등은 토의자들 개인의 무지

로 인한 문제보다는 구체적인 상호작용 절차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무지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

터 절차에 대한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미룰 경우 구조 갈등은 해결되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의 체면을

훼손시켜 관계 갈등을 추가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절차 갈등은 주로 토의 주제와 관련 없이 일반적인 토의 절차

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토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토의 주제에 따라 절차를 고민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수학 여행

장소를 정할 때, 토의자들 사이에 만족시켜야 할 조건을 1차로 합의해서 정하고, 2차

토의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검토해서 최종 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다. 혹은 구체적인

장소를 미리 마련해 온 후, 각 장소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한 번에 해결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처럼 토의 주제에 따라 토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이 연구자가

수집한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C-평균-03]의 토의 주제는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반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돌아가면서 중학교 반장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절차를 따를 것인지, 아니

면 중학교 반장이 초등학교 반장과 다르게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한

후, 역할에 따른 하위 자질 요소를 뽑아낼 것인지 상호작용 절차를 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에서는 예비 중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토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수준에서 토의를 하지만, 후에 다루어질 토의 교육에서는 주제에 따라

토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토의 시작 전에 절차를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사회자의 중재를 통한 해결

앞서 [C-평균-03]에서 확인하였듯이, 상호작용 방식과 관련해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은 특정 절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



- 42 -

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게 되는

데, 좀처럼 갈등이 줄어들지 않으면 [C-평균-03]의 020 학생1과 같이 사회자의 중재

로써 마무리된다. 의사소통 흐름을 관리하는 사회자 역할은 절차 갈등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회자가 절차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토의자들은 불만이 있더라

도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양보를 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자는 절차 갈등 해결에

책임감을 갖고, 각 절차의 순서뿐만 아니라 각 절차가 필요한 이유와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C-평균-03]
048 학생1: 반박하실 의견 더 있으신가요?
049 학생2: 반박?
050 학생1: 없다면 의견 모으기로 가겠습니다. ☆장단점을★ 검토하고?
051 학생3: ☆질문은?★
052 학생1: 검토한 후?
053 학생3: 질문은?
054 학생4: (작은 목소리로) 검토하고 해야지.
055 학생1: 검토한 의견을 토대로 좋은 의견을 만들었으면.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056 학생3: 지금 질문 가능해요?
057 학생2: 지금 질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058 학생1: 지금 질문하실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059 학생2: 그럼 (학생3) 토의자. (학생3) 토의자께서는 아까 자발적인 아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발적이지 않고↗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모범생이 있고 친근감이 
있는 아이가 자발적이지 않는다면 그. 반장으로 뽑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C-평균-03]에서 사회자 역할을 수행한 학생1은 각 절차가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051 학생3은 이전부터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사회

자가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논의의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052 학생1은 검토

가 끝난 후에야 질문을 할 수 있다며 051, 053 학생3의 질문을 제한했다. 해결안 검

토는 질문하기나 장단점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질문하기’와 ‘장

단점 파악하기’는 각각의 해결안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일 뿐 절대적인 절차는 아니

다. 사회자는 질문하기와 장단점 평가하기가 결국은 참여자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기와 장단점 평가하기를 분리하여 진행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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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참여자들 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했다. 이를 통해 사회

자의 토의 사회 능력이 절차 갈등 해결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관계 갈등

관계 갈등은 상대방이 기대에 반하는 행동함으로써 내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관계 갈등은 인상, 직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24). 드루와 그의 동료들(De

Dreu et al, 2003: 747-748)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

하는 것이 과제 갈등을 처리하는 데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호감과 반감, 성격이나 가

치관 등에 의해 발생하는 관계 갈등을 다루는 데는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확

실히 좁혀질 수 없는 차이나 사소한 의견 불일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갈등 해결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것이 낫다

는 것을 밝혔다. 토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로 관계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과제 해

결에 방해가 될까봐 감정을 숨기고 토의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계 갈등은 과

제 갈등처럼 쉽게 표면화되지 않고, 드러나더라도 해결 방식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토의 과정에서 관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성찰 능력이 요구된다. 성

찰 여부는 평가자가 가시적으로 관찰할 수 없으므로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토

24) 관게 갈등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 토의 참여자들이 관계 갈등을

느꼈는지는 언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반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토의 수행 중에 참여자들이 어떤 이유로 관계 갈등을 경험하였는지

적도록 하였고, 연구자는 이 응답을 바탕으로 실제 토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77명의 학생 중 ‘없다’라고 응답한 26명을 제외하고 51명의 응답을 정리하였다. 26명의 학

생이 관계 갈등을 느낀 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이를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

하면 토의 직후에 물은 것이 아니라 평소 생각을 물은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의에 참

여한 학생들은 토의 후에 다양한 관계 갈등을 느꼈다고 말했는데, 응답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토의 장면을 회상한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토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아무런 근거 없이 무시할 때(14명,

27.45%)’ 감정이 상한다고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고 우기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단점만을 지적하는 것(9명, 17.65%)’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

리고 ‘말차례를 지키지 않고, 중간에 다른 참여자가 끼어들 때(11명, 21.57%)’도 기분이 나

쁘다고 밝혔다. 기타 의견으로는 화가 난 듯이 큰 소리로 따질 때, 내가 이야기를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의견만 지지할 때, 합의를 빨리 내지 못할 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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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의 태도를 살핌으로서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1) 소극적 수준의 청자 배려 화법

집단 의사소통에서는 과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간의 관계를 유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제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토의자

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의, 수용 등 선호적인 받는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거절, 반

대 등 비선호적인 받는말을 들을 수도 있다25). 지지의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은 자신

의 견해가 거부됐을 때, 결핍감과 좌절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비판한 토의

자에게 원망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갈

등을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상대를 배려하는 화법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선호적인 받는 말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

지만, 비선호적인 말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켜 관계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관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 상대를

배려하는 간접 대화 전략과 정중 어법을 고려해야 한다. 리치(Leech)가 제안한 공손

성의 원리는 아래와 같다.

<공손성의 원리(Leech, 1983; 구현정, 2001b)>

㉠ 요령의 격률(Tact maxim): 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청자에

게 혜택을 베푸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

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

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 하라.

㉢ 찬동의 격률(Approbation maxim): 청자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는 표현은 최

소화하고, 청자를 칭찬하고 맞장구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 겸양의 격률(Modesty maxim): 찬동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쓰는 것으로

화자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말은 최

대화하라.

㉤ 동의의 격률(Agreement maxim):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

25) 대화에서 대응쌍은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선호적 받는말’과 상대방의 기대를 충

족시키지 않는 ‘비선호적 받는말’로 나뉜다(구현정, 2001: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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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중어법이란 한마디로 상대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

현은 최대화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어법이다. 이는 무조건 상대의 의견에 동의해야 된

다는 뜻이 아니라, 불일치를 표현할 때 상대를 배려하라는 뜻이다. 이 내용은 리치가

제안한 찬동의 격률 중 청자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는 표현은 최소화한다는 ‘소극적

수준의 청자 배려 화법’과 관련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토의에서는 상대의 체면을 고려

하지 않는 화법이 자주 발견되었다. [B-평균-01]은 세 명의 평가자로부터 관계 갈등과 관

련된 세부 평가 요소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아래는 [B-평균-01]의 토의 중 일부이다.

[B-평균-01]
157 학생2: 아.. ☆그럼.. /?/★
158 학생4: ☆야, 학생3!!★ 
159 학생3: 내, 내 단점은.. 그..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말을 꼭 잘하는 건 아니야.
160 학생1: 그러니까 그거 뭐하러 썼어~
161 학생2: 야, 어쨌든 얘가 그거 의견 적은 거잖아~ 의견은 존중해 줘야지~
162 모두: ((키득키득 옷움))
163 학생5: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봐~
164 학생1: ☆야, 의견에 대한.. ★
165 학생5: 자, 학생3에 대한 나의 생각
166 학생1: 나부터 말할래~ 저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공부를 잘한다고 무조건 말을 

☆잘하지는 않아.★
167 학생3: ☆나도 인정해★
168 학생4: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160 학생1은 학생3의 의견을 평가하면서 ‘뭐하러 썼냐’고 말하며 거절 의사(비선

호적인 받는말)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161 학생2가 학생1의 태도를 지적하며 주

의를 줬지만 166 학생1은 ‘저건 말도 안 되는 말이야’라고 말을 하며 다시 한 번 상

대의 체면을 손상시켰다. 청소년기에는 자기 주장이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했을 때 느

끼는 불쾌감이 상당하고, 분노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

는다는 자기 관점에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의견을 거부당한 상대의 관점에서 대화를

하도록 정중어법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남의 의견을 비방하는 학생들은 또래 집단에

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임영식 외, 2004: 179). 따라서 단순히 토의 능력 신장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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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중 어법을 익히거나, 문제-해결

과 같은 행동적 인지적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2) 적극적 수준의 청자 배려 화법

한편 여섯 집단 중에서 가장 과제 해결 수준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은 [C-우수-03]

에서는 청자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는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C-우수-03] 
060 학생4: 그럼 전환을 해서↗ 중학교에 가면 키도 많이 크고 성장이 되는데.. 그렇

게 되면 성장이 되면 교복을 너무 많이 사야 되니까 차라리 사복을 입게 
하는 게 교복을 사는 것 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들텐데..

061 학생1: 근데 사복을 입으면, 바지 몇 개 티셔츠 몇 개 뭘 걸치는 옷 몇 개 이렇게 
정해서 사잖아. 그런데 그렇게 사면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그게 교복
을 산다하면 보통 엄마.. 부모님 마음은 좀. 조금 크게 사서 나중에 입자 
뭐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당장 이쁘게 보이
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사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복을 살 때 더 그런 영향
이 있으니까 사복을 더 많이 사지 않을까?

062 학생2: 이 때까지는 계속 사복을 입었잖아. 중학교 간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063 학생3: 그래도.. 남자 애들은 키가 크고.. 여자 애들은 ((손을 위로 올리며)) 이게 

달라지잖아.
064 모두: ((키득키득 웃음))
065 학생1: 어.. 그러면 사복도 몇 벌 입어야 되고.. 아니면.. 1학기는 사복을 입고 2학

기는 교복을 입고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입으면 어떨까?
066 학생2: 그러면 사복도 사야 되고 교복도 사야 되잖아.
067 학생6: 그럼 돈이 더 들 수도 있겠다.
068 학생1: 그럼 교복을 입거나 사복을 계속 입거나 해야 되나?  

이들은 이견을 제시할 때도 061 학생1, 062 학생2, 065 학생1과 같이 질문하기 전

략을 써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대안을 평가하는 토의자들이 직접적으로 거부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호응을 받지 못하더라도, 좌절감을 느끼지 않

고 자신의 생각을 쉽게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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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 토의자의 체면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고 해서 [C-우수

-03]의 배려하는 말하기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들은 리치(Leech)가 제

시한 격률 중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또는 비난이나 트집을 잡는 표현을 최소화

하라는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으나, ‘상대를 칭찬하고 맞장구치는 표현은 최대화하

기’ 또는 ‘청자에게 혜택을 베푸는 표현 최대화하기’를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상대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려는 선에서 소극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지

와 응원을 통한 적극적 배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B-우수-01]
39 학생1: ((손을 들며)) 반론 있습니다. 리더십이 좋은 친구가 모범 어린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에서.. 리더십이 
가장 좋은 친구가..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무리를 이끌고 
한 친구를.. 괴롭히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근데도 리더십이 가장 뛰
어나다는 이유로 상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0 학생5: 그렇지만.. 그 따돌리는 이유가 있어서 따돌리는 것이고.. 엄청난.. 그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크게 저질렀다면 그러니까 따돌리는 것도 잘못
은 있지만 그래도 1:1로 얘기해서 상황이 안 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B-우수-01]의 39 학생1은 상대 토의자의 의견을 반박할 때 비난의 말투를 사용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학생5는 자신의 의견이 거부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자신의 의견을 합리화하고자 했다. 그는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 따돌림을 받

을 만한 잘못을 했을 수 있다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였다. 40 학생5의 반응이 나타난 데는 39 학생1의

발언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생1은 상대의 의견이 가진 장점은

인정하지 않고 부족함만을 부각시켰다. 만약 [B-우수-01]의 39 학생1이 “맞아, 리더

십이 뛰어난 친구는 학급 구성원들을 한 데 모으는 데 충분히 역할을 했을 수 있으

니까 자격이 충분할 것 같아. 단, 자기가 가진 리더십을 친구를 따돌리는 데 쓰지 않

아야 겠지”라고 상대의 의견을 인정한 후에 좋은 리더십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향

으로 대화를 진행했다면 40 학생5와 같은 반응은 얻지 않았을 것이다. 권순희(2001)

는 화자와 청자의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못 찾는 상황에서 청자 지향적 표현을 구사

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타인의 말을 듣고 나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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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러나’ 방법을 쓰면 상대의 체면을 덜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거절을

할 때도 ‘되묻기’ 방법을 쓰면 청자에게 최소한의 불이익이 가도록 도울 수 있고, 간

접 표현을 쓰면 대인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토의에 경쟁적으로 접근하

지 않고, 협력적으로 의견을 조정하도록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논

증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증 결과를 말로 전달하는 법도 교육이 필

요하다. 따라서 소극적 수준의 배려하는 말하기와 적극적 수준의 배려하는 말하기가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안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권력 갈등

(1) 사회자의 권위 인정

토의 사회자는 토의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자로서, 토의 진행에 주도적인 역

할을 맡는다. 사회자 역할은 하나뿐인데, 사회자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희소성 있는 사회자 역할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경

우, 학생들은 토의 전에 누가 토의 사회자 역할을 할 것인지 합의를 보고 토의를 진

행해야 한다.

한편,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에서는 서로 사회자 역할을 맡으려고 경쟁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집단에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사회자 역할을 자처하고 자연스럽

게 토의 진행을 하는 사회자가 나타났을 때,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갈등이 발생했다. 여기에는 평소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데, 상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할 경우 사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회자

역할을 하려고 하면 불필요한 참견을 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C-평균-03]
001 학생2: 스마트폰을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2 학생4: 뭐라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침묵)
003 학생2: 스마트폰을 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4 학생4: 네가 사회자가 아니잖아. 너의 생각 의견을 ☆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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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학생2: (목소리를 깔고 빠른 속도로) ☆저는 스마트폰을★ 아침에만 사용할 수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아침 자습에만 하.되.↘ 교육적이거나 
아니면 검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은 아니지만 교육적인걸 보면 아침부
터 수업이 잘되고 검색을 하면 궁금증이 해소되서 수업 시간에 좀 더 그 생
각을 안 하고↘ 좀 더?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06 학생6: (작게 웃음) 하하하
007 학생2: (박수를 치면서) 음.. 좋습니다. 완벽했습니다.
008 학생6: 왜 너 혼자해
009 학생4: 제 생각은 스마트폰을 가져오기는 하되 선생님께 반납을 하고 반드시 학교가 

끝난 후에 돌려 받자입니다. 이유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연락을 할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가지만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0 학생2: (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지금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학
생5와 학생1을 가리키며) 어떻게 생각합니까?

(침묵)
011 학생4: 너가 사회자가 아니잖아
012 학생2: (짜증내는 말투로) 아 얘가 안 말하잖아.
013 학생4: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되잖아★                   

위 자료는 [C-평균-03]의 학생들이 토의한 것을 전사한 것이다. [C-평균-03]의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반장 역할을 수행할 친구가 갖추어야 될 자질’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학급 규칙’을 정하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권력 갈등 해결에 실패해서 토의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연구자는 [C-

평균-03] 학생들의 권력 갈등 양상과 해결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대화 중 일

부분을 발췌하였다. 001 학생2는 연구자가 토의를 시작하라고 안내하자마자 스스로

사회자 역할을 자처하며 토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002 학생4는 학생2가 의견을 물

어봐도 대답하기를 거부하였고, ‘네가 사회자가 아니잖아’라고만 말을 하며 사회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학생4는 학생2가 사회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도 새로운 사회자를 뽑자고 건의하지는 않았고, 학생2가 사회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을 견제하기만 하였다. 토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학생2와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없는

학생4 사이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결국 본격적인 토의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출연한 사회자가 다른 토의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사회자의 권위를 인

정받을 경우, [C-평균-03]과 같은 권력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토의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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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사회자가 부족한 역량을 보이더라도 토의 사회 능력을 보충해 줄 보조 사회자

들이 등장함으로써 토의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주제에 맞게 진행되도록 도왔다.

[B-우수-01]
015 학생3: 저는.. 저는 아이들의 투표로 결정하면 집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어떤 친구를 

따돌리거나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이 친하게 지내
는 친구를 뽑거나 아니면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는 모범을 보였음에도 뽑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16 학생2: 그래도.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보는 학생이랑 밖에 나와서 보는 학생이랑 많
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 ☆좀.. 그... ★

017 학생5: ☆좀 심하면...★
018 학생1: ☆저는..★
019 학생2: 그러. 그러니까 성격을 잘 공유할 수 있고.. 근데 선생님은 저희랑 이야기 하

는.. 그러니까 수업 하시는 방식 빼고는 이야기를 잘 할 수.. 이야기를 잘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소리 급하게 작아지며)) 잘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20 학생1: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21 학생2: 음......
022 학생1: 선생님이 뽑는 것도 반대하시고 투표. 투표로 뽑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023 학생2: 친구들이랑.. 의견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뽑

으시면은. 그건... 그 밖에 애의 생활이랑 여기 안의 생활이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24 학생5: (손을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하며) 자 이제 학생4가 이야기 해보자.
025 학생4: 저는 학생1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투표 형식으로 하게 된다면 학생1의 말처럼 인기 많은 사람한테 몰
리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026 모두: ((박수친다))                                    

학생1은 사회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토의자로서 참여했다. [B-우수-01]의

학생들은 학생1부터 돌아가면서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학생2가 학생3

의 견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해결책 평가 단계로 넘어왔다. 그 과정에서 학생

3과 견해를 같이 하던 사회자(학생1)와 학생2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였고, 나

머지 토의자들의 해결책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둘의 해결책 평가 과정이 길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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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1은 토의 진행을 해야 한다는 역할을 잠시 망각하고 불일치 조정에만 신경

을 쓰고 있었다. 이에 024 학생5는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토의 흐름을 원래 단

계로 되돌리고자 학생1과 학생2의 논쟁을 멈추고, 학생4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사회자를 선정하고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자의 역할 수행이 미숙할 경우, 나머지 토의

자들이 보조 사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별 토의자들도 토의 사회 능력을 기

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발언권의 균등한 배분과 보장

색스 외(Sacks et al, 1974)는 말차례 갖기와 관련해서 일련의 규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규칙들은 ‘한 번에 한 사람만이 이야기를 한다’, ‘말하고 있는 사람은 말을

끝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화에서는

이 말차례 규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한 사람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른 사

람이 말을 시작할 수 있다. 만약 대화를 독점하려는 한 사람의 욕구로 인해 다른 토

의자들의 발언권이 계속해서 보장이 안 될 경우, 토의 진행이 응집성을 잃고 두서없

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발언권을 뺏긴 사람과 관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26).

[B-우수-02]
032 학생4: 어~ 저도~ (학생2) 토의자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그.. 돈을 

많이 든다고. 교복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26) 이원표(1999)는 똑같은 말 끼어들기도 말차례를 중단 당하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베넷(Bennett, 1981)의 논의를 받아들여 말 끼어들기 유형을 청자의 반응

으로 구분하였다. 말 끼어들기 유형은 크게 청자반응신호, 우발적 말 끼어들기, 우호적 말

끼어들기, 비우호적 말 끼어들기가 있다. ‘청자반응신호’는 상대의 말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의 표시로서 “예”, “네”, “음”, “어” 등 짧게 보내는 반응을 의미한다. ‘우발적 말 끼어들기’는

본의 아니게 다른 화자와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인데 말을 잘못 시작했음을 스스로 인식하

기 때문에 끼어든 화자가 말을 곧 멈추게 된다. ‘우호적 말 끼어들기’는 상대의 말에 도움을

주고 의사소통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끼어드는 것으로 상호 협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비우호적 끼어들기는 순간적으로 현 화자의 말차례를 뺏은 경우나 말차례를 뺏음으로

써 결과적으로 이야기의 진행을 방해하고,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킨 경우인데, 권력 갈등으

로 인해 발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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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학생5: 저요?
034 학생4: 네.. 그. 그. 메이커 있는 옷들이나 그렇게 훔쳐갈 수도 있는데.. 그 메이커 

있는 옷들이. 지금 얼마인지 지금 아십니까?
035 학생5: 아. 그 사복이요?
036 학생4: 네.. 그 잠바나. 
037 학생5: 아웃도어?
038 학생4: 네. 네. 아웃도어나 메이커 있는 그런 옷들..
039 학생5: 네. 알고 있습니다. 
040 학생4: 네.. 한 40만원에서 100만원 넘는.. 비싼 옷들은 100만원을 넘는.. 옷이 있는데
041 학생5: 네.
042 학생4: 근데 교복을 공동 구매하면. 20에서 30. 이렇게 비싸면 30까지 되는데..그 비

싼 교복. 아니.. 비싼 메이커 있는 옷을 훔쳐가는 것보다 그. 교복이. 잊어버
리는.. 잊어버리는 게. 훨씬 돈. 돈이 더.. 돈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요?

043 학생6: 뭔가. 지금 주제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교복이냐 사복이냐.. 교복이
나 사복 중에 어느 게.. 덜 훔쳐갈까 그걸로 바뀐거 같은데.. 

044 학생4: 아니, 지금요.
045 학생2: 일단 그.... 제... 말...에.. 그냥. 좀... 근데~ 교복이 불.. 교복 한 번 입어 보셨

습니까? 
046 학생5: 네.. 많이 입어봤습니다.
047 학생2: 어떻게요?
048 학생5: 교복은.. 구매를 하기 전에도.. 직접 가서 입어 봤고~ 제 사촌들이 입는 교복

을 입어보기도 했었고~ 입어 본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049 학생2: 음. 근데.. 학교에서~ 음.. 아니다.
050 학생5: 네?
051 학생2: 네?
052 학생5: 아니 질문 없으십니까?

학생5는 교복을 살 경우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복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032, 034 학생4는 사복이 교복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학생4와 학생5는 의견 조정 중이었는데 이들의 대화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045 학생2가 044 학생4의 말차례를 빼앗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학생5에게 ‘교복을 착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으며 새로운 주제를 도입했다.

학생2가 학생4의 말차례를 빼앗은 것은 그 전의 주제와 응집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도 문제가 있다. 045 학생2로 인해 학생4의 발언권이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학생2는 자신이 다른 토의자의 발언권을 뺏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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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을 마무리 짓지도 않은 채 다시 한 번

끼어들기를 했다. 결국 049 학생2는 자신의 이의제기를 마무리 하지 못한 채 발언을

철회해야 했다.

[B-평균-02]
081 학생3: 정말. 막. 집요하게.. 핸드폰을 막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있을 때는 핸드

폰을 모른척 하면서.. 선생님이 나가면 바로 꺼내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082 학생4: 그러면.. ((학생3의 말을 끊었다 생각하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학생3에게 
계속 말하라는 신호를 보인다))

083 학생3: ((학생4에게 손동작으로 말차례를 넘긴다.))
084 학생4: 그러면. 일단은 심각하게 중독이 되었거나↘ 그렇게 되면.. 아예 주머니에? 

아니. 핸드폰을 꺼놓고... 가방에 넣어두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일단 아니까 꺼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꺼놓는 것도..      

[B-평균-02]에서 082 학생4는 081 학생3의 말차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발화를

시작했으나 의도치 않게 말차례를 빼앗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82 학생4는 083

학생3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였고, 083 학생3은 자신이 할 말을 모두 마쳤으니

말을 이어가라며 학생4에게 손동작으로 말차례를 넘겼다. 이들은 서로의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배려하기 위해 우연히 말차례가 겹쳤을

때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B-우수-02]의 학생2와 같이 발언권을 뺏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자제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자가 권

위를 내세워 의사소통 흐름을 조정하도록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갈등 해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집단의 갈등 해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개인의 특성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의사소통적 측면)’에 따라 요인을 밝히는 연구와 ‘집단의

구조 혹은 환경’으로부터 원인을 찾는 연구로 나뉜다.

첫째, 개인의 특성 중 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요인을 찾는 연구들은, 본인이 합

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처음 해결책에 고착되는 경우(Simon, 1976), 나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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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정(Langer, Blank, & Chanowitz, 1978; Taylor, 1980)을 거치는 경우 등을 원

인으로 제시하고 있다(Johnson & Johnson, 2003; 박인우 외 역, 2004: 348-361). 또

한 갈등의 원인을 상황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됨으로써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보았다(Forsyth, 2009; 남기덕 외 역, 2013: 406-413). 다음으로, 개인

의 특성 중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 따르면, 우선 배고픔과 같은 육체적

인 상태나(Levine, Chein, & Murphy, 1942; McClelland & Atkinson, 1948), 반발심

(Forsyth, 2009), 신뢰와 같은 심리적인 상태(Allport & Postman, 1945; Iverson &

Schwab, 1967)가 갈등 해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Johnson & Johnson,

2003; 박인우 외 역, 2004: 348-361). 그 밖에도 의사소통적 요인으로서 공격적인 어

투의 화법을 써서 과잉대응을 야기하는 경우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Forsyth, 2009; 남기덕 외 역, 2013: 406-413).

둘째, 집단의 구조나 환경으로부터 원인을 찾는 연구들에 따르면, 만장일치를 강

요하는 집단 사고가 출현했을 때(Janis, 1972), 갈등을 축소하거나 섣부르게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집단의 규모가 적절한 범위를 벗어날 때, 갈등 해결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았다(Johnson & Johnson, 2003; 박인우 외 역, 2004: 348-36).

또한 사람들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힘의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동맹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입장을 두 개의 파벌로 압축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분쟁에 끌어들여서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논의도 있다(Forsyth, 2009; 남기

덕 외 역, 2013: 406-413).

이하에서는 토의 중 갈등 해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지, 사회문화, 정서

측면에서 분석하여, 교수 학습 방안을 설계하는 데 반영하고자 한다.

1) 분석 대상 선정

개인의 갈등 해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갈등 해결

수준이 높은 토의자와 낮은 수준의 토의자를 비교해야 한다. 객관적인 개인 간의 비

교를 위해서는 같은 갈등 상황에 있으면서도 다른 갈등 해결 수준을 보이는 학생들

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갈등 해결 수준은 크게 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기여를 하였는가로 나누어 살필 것이고, 구분을 위해 벤과 쉬츠(Benne and Sh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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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1-34)의 논의를 받아들였다27). 물론 모든 토의자가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토의 중간에 나타난 갈등을 모두 해결하였거나 모두 실패한 것도 아니

다. 그러나 주된 역할을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수준을 구분하고

자 하였다. 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한 학생의 셀은 흰색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한 학생의 셀은 검정색으로 구분하고, 학생들이 수행한 역할 중 가

장 대표적인 것을 표 안에 정리하였다.

수준 사례 학생1 학생2 학생3 학생4 학생5 학생6

상 C-우수-03 문지기
비판적
평가자

격려자 조정자 수용자 수용자

B-우수-02 관망자 방해자 문지기
정보
제공자

의견
제공자

격려자

B-우수-01
조화를
이루는
참여자

공격자
조화를
이루는
참여자

자기
고백자

촉진자 수용자

B-평균-02
의견
제공자

관망자
의견
제공자

공격자
정교화
시키는
참여자

비판적
평가자

C-평균-03
조화를
이루는
참여자

공격자 공격자 공격자 관망자
의견
탐색자

B-평균-01 방해자 촉진자 수용자 공격자 공격자 수용자하

<표 Ⅲ-9> 토의자별 역할 분류

사례 정렬 순서는 집단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수준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의 평

27) 벤과 쉬츠(Benne and Sheats, 2007)는 지금까지 연구된 다양한 소집단 의사소통을 관찰

한 결과 집단의 과제 해결과 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 그리고 소집단 의사소통을 방해하

는 역할이 있음을 밝혔다. 그들이 제안한 역할들을 초등학생들이 모두 수행할 것이라 기대하

기는 어렵지만 소집단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소개하고 있어

역할 분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벤과 쉬츠가 구분한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은 아래와 같다.

① 집단 과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역할

: 발의자, 정보 탐색자, 의견 탐색자, 정보 제공자, 의견 제공자, 정교화시키는 참여자, 조정

자, 안내자, 비판적 평가자, 촉진자, 기록자

② 집단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

: 격려자, 조화를 이루는 참여자, 타협자, 수용자, 문지기, 기준 설정자

③ 집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역할

: 공격자, 방해자, 과시자, 자기고백자, 관망자, 지배자, 연민을 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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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갈등 해결 수준28)이 높은 사례부터 정리하자면 사례 [C-우수-03]> [B-우

수-02]> [B-우수-01]> [B-평균-02]> [C-평균-03]> [B-평균-01]의 순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많을수록 토의의 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토의 중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학생과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학생

들 간의 차이점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갈등 해결 능력이 우수한 학생과 저조한 학생이 비교적 골고루 모여 있

는 [B-우수-02]의 사례를 선택하여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B-우수-02]

에서 학생6은 집단의 과제 해결과 집단 유지 모두에 기여하는 토의자로서 갈등 해결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4는 집단 유지에는 별다른 기여가 없지만

집단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반면 학생2는 집단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토의자로 과제 해결과 관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

어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2) 인지적 요인

예비 중학생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와 비교했을 때, 인지적 발달이 많이 이루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김대현 김현주, 2003), 아직은 초기 청소

년기 단계로 완전한 수준의 추상적 사고, 초인지 활용 능력 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아래에서는, 갈등 해결의 절차29)별로 학생들 간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수준에 질적

차이를 만드는 인지적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갈등 해결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학생과 부정적으로 기여한 학생들 간에는 각 단계별로 갈등을 인식하고, 원인을 분

석하며, 해결 전략을 계획하는 데 있어 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갈등 인식의 유형과 범위

연구자는 토의자들이 어떤 부분을 갈등이라고 인식하는지 파악하고자, 토의 전사

28) 집단의 갈등 해결 수준은 Ⅱ장 1절 4항에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되었다.

29) 갈등 해결 모형은 주로 갈등을 인식한 후, 원인을 발견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체계

를 따른다(Harrison, 1980; Jean & Pierre, 1997; 박진 강버들 역, 2007: 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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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갈등 절차갈등 관계 갈등 권력갈등

학생2

005-011(7), 012-043(32),

56-57(2), 115-116(2),

144-146(3), 149-150(2),

153-157(5), 178-188(11)

77-88(12)

학생4

13-14(2), 22-23(2),

27-28(2), 46-47(2),

58-60(3), 63-67(5),

102-108(7),

142-143(2), 147(1),

165-166(2), 187-189(3)

49-55(7)

학생6

19-30(12), 44-60(17),

70-85(16), 103-120(18),

179-195(17)

143-147(5),

164-172(9)

<표 Ⅲ-10> [B-우수-02] 토의자들의 갈등 인식 양상

본을 나눠주고 토의 동영상을 틀어준 뒤, 토의 중에 갈등이 발생한 부분을 모두 표

시하라고 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Ⅲ-10>과 같다. 표 안의 숫자는 갈등이 발생한 시

작 부분과 종결 부분의 발화 순서30)를 번호로 쓴 것이고, 괄호 안의 숫자는 갈등 상

황 속에 포함된 발화 순서의 개수를 적은 것이다.

<표 Ⅲ-1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이 우수한 학생과 저조

한 학생들은 갈등을 인식하는 유형의 범위에서 차이가 났다.

갈등 해결 능력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2는 과제 갈등은 민감하게 인식하

고 있었지만 관계 갈등은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관계 갈등에 대한 주의가 가장 적은

토의자였기 때문에 토의에서 관계 갈등을 가장 많이 일으켰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학생4의 갈등 인식은 특기할 만하다. 사전 설문 조사에서 ‘토의 중에 상대의 체면

을 고려하여 말을 합니까?’라는 질문에 학생4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이유가 무

엇인지 물으니 ‘토의 장르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잘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

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학생4가 인식한 토의 속 갈등은 모두 관계 갈등과 관

련된 부분이었다.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이 상반되는 이유를 물으니 학생4는 당황한 기

30) ‘발화 순서’는 박용익(2010: 289)에서 소개된 용어로, 대화 참가자 한 명이 자신에게 주어

진 발화 기회에서 수행하는 발화의 총체를 말하며, 말할이 교체에 의해서 시작되고 또 다른

발화 순서 교체에 의해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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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보였고, 이유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4와 같은 유형의 학

생들이 토의의 특징 중 합리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만 강조하여 인식하고, 대화의

기본인 참여자 간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

회적 동물로서 타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토의 중에는 공동의 문제 해

결을 위해 협동을 하기도 하지만, 갈등을 느낄 수도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감정을 가진 인간이 불일치로 인한 불쾌감이나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토의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가 중요함을 지도해야 한다.

둘째,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갈등의 범위를 폭넓게 인식해서

갈등이 드러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부분이 갈등을 유발했는지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갈등 해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은 갈등이 드러난 부분

에만 초점을 맞춰서 부분적으로 갈등을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에서 괄호 안의

숫자들을 보면 학생 6은 한 개 갈등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발화 순서를

갈등의 범위로 인식했다. 하지만 나머지 두 학생은 5개 이하를 갈등의 범위로 인식

했다. 이들은 갈등을 유발하는 특정 대화에만 초점을 두고 미시적으로 갈등을 인식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갈등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는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무엇

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는 다음 항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셋째, 학생들이 절차 갈등과 권력 갈등에 둔감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유형의 갈등

을 일일이 인식할 필요는 없다. 임영식 외(2004)의 논의에 의하면, 청소년 초기에는

민감한 정서로 인해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의식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스스로 갈등을 자초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 갈등과 권력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인

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과제 갈등 해결에 방해가 되거나 새로운 관계

갈등으로 전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 갈등 발생의 원인 분석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적절한 처방

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B-우

수-02]의 토의 전사본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갈등이 발생했다고 느끼는 지점을 모두

표시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 왜 이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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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분석

070

-085

이 때 갑자기. 보시면은. 학생의 압살, 침해 문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공립이나 자율고등학교 이야기 쪽으로 빠져버

려요. 배명고등학교 쪽으로 빠져버려서. 이야기가 너무 이상한

쪽으로 빠져 버려서. 이쪽에 그 시간 잡아먹는 이야기가..
단위

화제가

응집성

있게

전개되지

못함

180

-195

규제 쪽에 문제가 갔는데.. 학교의 문제가 좀.. 학교의 문

제 쪽인데. 어. 뭔가. 더. 앞을 본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만 한 구역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다른 구역까지 이

야기가 퍼져 버려서. 정작 이야기를 듣는데 주제 안에서는.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103

-120

여기서도 토의를 할 때는 순서를 맞춰서 해야 하는데 여

기 보면 짧게 짧게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의견을 제대로

펼치지를 못하고.. 말하는 거 듣다가 끼어들고 의견 말하다

가 끼어들고. 그런 것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차례

뺏기가

빈번함

164

-172

그러니까 한 명이 집중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어보

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황을 하고↗ 웃음이 나니까 분위

기가 흐트러져 버린 것 같아요.

진지하게

토의에

참여하지

않음

<표 Ⅲ-11> 학생6의 갈등별 원인 분석

지를 대답하도록 하였다. 갈등 해결 능력이 우수한 토의자와 상대적으로 갈등 해결 능

력이 부족한 토의자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구체성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위 표는 갈등 해결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6이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정리한 내용이다. 학생6은 갈등 발생의 원인으로 토의가 응집성 있

게 진행되지 못한 점, 말차례가 보장되지 못한 점, 그리고 진지하게 토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070-085와 180-195는 토의가 응집성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공

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070-085는 아무 상관도 없는 주제로 대화의 흐름이 벗

어났다는 점, 180-195는 교복 수선과 관련된 규제 이야기를 하다가 염색 등의 다른

생활 지도 문제까지 확대해서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차이를 구분하고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두 학생은 갈등 발생의 원

인 분석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갈등의 원인을 상대 토의자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4는 주로 관계 갈등에 초점을 두고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 말차례가 보

장되지 않거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화법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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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분석

013

-014

너무 직설적으로 막 얘(학생2)만 혼자 이렇게 막 몰아가

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화법

022

-023
…아. 아니요 막 이러면서 이것도 좀 몰아붙이고 그런게 좀..

046

-047

너무 좀.. 어떻게 이러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너무 자

기의 감정을 막 분출하는 그런..

<표 Ⅲ-12> 학생4의 갈등별 원인 분석

갈등 원인 분석

012

-043

이 주제에서 약간 다른 주제도 약간 나오고. 이것도 다

른 애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니까 좀 더 끌어져가지고.

단위 화제가

응집성 있게

전개되지 못함

005

-011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다른 토의자가 여기

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해가지고... 상대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주장을 함115

-116

제가 직접 봤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친구들이 생겨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표 Ⅲ-13> 학생2의 갈등별 원인 분석

원인을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013-014와 022-023의 원인을 ‘토의자가 막 몰아

붙였기 때문’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생2도 마찬가지인

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

는 모든 사례의 원인을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학생2는 갈등의 원인을 상대의 탓으로

만 돌렸는데, 이는 학생2가 공격적으로 토의에 임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화법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한다.

(3) 갈등 해결을 위한 전략

갈등을 해결할 때 토의자들은 집단의 과제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 간의 관계 역

시 고려해야 한다(Benne & Sheats, 2007: 31-34; Johnson & Johnson, 2003: 449).

연구자는 각 토의자들에게 의견에서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전략과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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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존중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적도록 하였다.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갈등 해결 전략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들을 비교해 보자면, 우선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이 우수한 것

으로 판단된 학생6은, ‘내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적절히 혼합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관계 면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과제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우수하였던 학생4는 ‘일단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틀린 것들이 있으면

나의 의견을 고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답했다. 위 두 학생은 토의에서 조정 과정이

필수적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반면, 과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격적 성향을 보인 학생2는 의견 불일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적절한 근거를 들어 나의 의견을 상대에게 설득시킨다’라고 응

답하였다. 학생2는 토의에서 조정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과

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학생2는 갈등의 원인을 ‘자신이 분

명하게 아는 내용인데, 상대방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실제 학생2의 토의 과정을 분석해 보면, 학생2가 조정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아래는 2차 자료 수집 이전에 학생2를 상대로 1차

자료 수집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이다.

[B-평균-01]
83 학생2: 야, 너네들은~ 자기 의견이 각자 다 좋다고 생각해?
84 학생5: ☆응★
85 학생4: ☆어★ 엄청 좋다고 생각해. 
86 학생1: 아~ 꼭 뭐 그렇다고 생각할 건 아니지~
87 학생5: 자기 의견에 확신을 가져야 토의를 하지~
88 학생1: 야~ 안 좋은 것도 있잖아?
89 학생5: ((목소리를 키우며))있겠지~
90 학생1: ☆그러니까~ ★
91 학생5: ☆근데 자기 의견이니까★                 

[B-평균-01]에서 학생5를 수행한 토의자가 학생2인데, 87번 발화에서 알 수 있듯

이 그는 자신의 의견이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의견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고

수해야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 확신이

부족할 때, 조정을 한다고 생각했으며, 처음의 의견을 고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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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토의 토론

목적 정보 교환과 협의 주장과 설득

참여 태도 협조적 경쟁적

상호 관계 우호적 대립적

평가 준거 해결 방안 제시 논증과 태도 변화

기대역할
의견 제시자, 협조자,

해결안 모색자
주장자, 반대자, 평가자

<표 Ⅲ-14> 토의와 토론의 특징 비교 (정민주, 2008: 30 참조)

가 실패한다고 보았다. ‘토의가 무엇입니까?’라는 연구자의 추가 질문에 학생2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주제 하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나의 해결안을

결정한다고는 응답했지만, 각각의 의견이 가진 장단점을 검토하여 더 나은 해결안을 모

색하기보다는 제시된 해결안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해결안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조정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경쟁적 상호의존성을

형성하는 이유를 추론해 보자면, 비슷한 시기에 배운 토론과 토의의 장르적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민주(2008)는 토의와 토론의 차이를 아

래 표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토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등을 서로 나누

고,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점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협력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다. 반

면 토론은 이미 의견이 찬반 양쪽으로 갈린 상태이며, 상대편이 자기편 주장을 받아

들이도록 끊임없이 설득하는 경쟁적 의사소통 과정이다. 학생2와 같은 유형의 학생

들은 토론과 구별되는 토의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사

고만을 강요하거나, 처음 제안한 의견을 고수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참여자들 간에 경쟁적 상호의존성을 형성하게 했고, 상대의 의견이 가진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토의 후에

도 토의 전보다 창의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고, 토의 초반에 제시되었던 해결안

중 가장 적은 비판을 받은 의견이 선택되었다. 경쟁적 상호의존성은 의사결정의 수

준을 낮출 뿐만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무조건 비판만 하거나 말차례를 뺏음으로써

토의자 간의 관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집단 의사소통의 장점이 발휘되

지 않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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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토

의 중에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학생4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토의 중에는 상대의 체면을 고려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

했다. 이유를 묻자 ‘토의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학생들의 응답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상

대방이 의견을 제시할 때 경청한다’ 정도였다. 토의에서는 필연적으로 불일치가 발생

하는데, 지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람은 결핍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상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상대의 체면

을 배려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비판만

받을 때’, ‘말차례를 뺏겼을 때’,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우길 때’,

‘화가 난 듯이 큰 소리로 따질 때’,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떠들 때’, 관계 갈등을 느

낀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은 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청하기와 말차례 지키

기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소

극적인 수준의 배려로, 상대를 지지, 응원해주는 적극적인 수준의 배려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3)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학습이론가들과 생태학적 이론가들은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학생들의

갈등 해결 양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비합리적인 사고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극

단적 화법이 집단의 과제 해결과 구성원 간 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

된 바 있다. 사회 문화적 요인 분석 부분에서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상 학생들의 합

리적 사고를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개인의 극단적인 표현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검색

학생들은 토의 자료를 준비할 때, 자신의 생각만으로 정리를 할 때도 있지만, 시

사적인 주제를 접했을 때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검색한다. 자

료 검색의 수단으로 인터넷의 비중이 커진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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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

서 자료를 준비한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학생들은 인지발달을 경험

하게 된다. 그러나 예비 중학생 시기는 과도기적인 시기로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의

신장을 위해 연습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고력 신장을 위해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만,

숙제를 통해 개별적으로 사고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국

어사전에 ‘숙제(宿題)’의 의미를 찾아보면 ‘학생들에게 복습이나 예습을 위하여 집에

서 하도록 내 주는 과제’, 또는 ‘두고 생각해 보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의되어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 숙제를 제시하는 이유 역시 복습과 예습의 목적뿐만 아니라

고등수준의 사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고등 수준의 사고는 논리적 추리과정을 요

구하는 것으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숙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생겼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숙제 범위를 검색하면 위 그림과 같이 쪽별로 답변이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 별다른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답을 바로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요즘은 숙제를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생겨 과제비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숙제를 대신해 준다고 한다.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

는 시대이지만 학생들은 사고 과정 없이 과제를 마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토의 수업을 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에 대

한 토의 자료’라고 검색을 하면, 주장과 근거가 답변으로 모두 제시된다. 토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검색을 할 경우,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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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지만, 문제 상황에

대해 고민 한 번 없이 인터넷에 올라온 답변으로 주장과 근거를 마련할 경우, 과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근거를 들어 상대를 설득하거나 보완점을 찾는 등의 적

극적인 갈등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토의자료를 검색하고 베끼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토의 주제를 제시하거나

토의 자료 준비 과정을 점검하는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2) 대중 매체의 토의 문화

사회학습이론의 대표 학자인 반두라(Bandura)는 인간의 발달이 모방 또는 관찰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장휘숙, 2004: 48-49). 그의 이론에 따르면 청

소년의 토의 능력 신장에는 교사, 부모, 미디어 속 인물 등 주변인의 영향이 클 것으

로 기대된다. 연구자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토의 이미지 및 토의 능력 형

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상을 찾고자 하였고, 인터뷰 결과 이들이 TV 토론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 여러분은 왜 토의 중에 존댓말을 사용했나요?
학생6: 토의잖아요. TV에서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연구자: TV에서는 어떻게 토의를 하던가요?
학생6: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것 같고,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언어

를 쓰거나 많이 돌려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 학생6의 사후 면담 중 일부 -

학생들의 토의를 관찰하다 보면 어떤 집단은 토의자들 간에 높임말을 쓰는 반면,

어떤 집단은 낮춤말을 썼다. 연구자는 높임말을 쓰는 이유를 묻는 도중 학생들의 토

의 문화 형성에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간 토론회나 100분 토론 등 TV 토론회의 영

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토론과 토의는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는 담

화 유형이지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대화 중에 견해 차이로 인

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토의 양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를 통해 학생6은 토의 중에 어른들이 고급스러운 언어를 많이 쓴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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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표현을 많이 쓴다’는 말을 통해 학생6

이 TV 속 토의자들의 어휘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으나, 실제 학생6의 토의

중 어휘 사용을 보면 TV 속 토의자들과 똑같이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는 경향을

보였다.

[B-우수-02]
069 학생6: 가장 많이 나온 비판이.. 교복하고 사복의 사복에 대한 문제였는데.. 사복

은 돈하고도 관계가 있고↗ 통일성이나 신분을 나타내주는 옷이 교복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나머지 의견은 거의 
묻혀 버린 것으로↗

070 학생2: 하하
071 학생3: 그럼.. 이제.. 나온 말들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야지..
072 학생6: 교복을 입으면.. 당연히 단점은. 단점은. 있는데↗ 그 단점을 딱히 고칠 방

법이..
073 학생2: 교복의 단점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074 학생6: 교복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중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의 

개성을.. ☆압살, 압살★
075 학생4: ☆침해★
076 학생6: 침해한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불만들이 분명히 터져 나올 거

기 때문에↗ 그 쪽에 방법을 차라리.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
문에.. 교복은.. 물론. 찬성 반대의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된다는. 자기가 좋아도 입어야 하고 싫어도 입어야 한다는..

[B-우수-02]의 074 학생6은 ‘교복이 개성을 침해한다’는 말을 ‘교복이 개성을 압살

한다’ 등의 강하고, 낯선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압살’이라는 어휘가 평소에 자주 쓰

는 어휘냐는 추가 질문에 ‘자주 쓰지는 않는다’고 응답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

게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 토의에 참석하는 것이므로 일반 대화처럼 응답하면 안된다’라고 응

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6이 TV 토론회를 보며 형성한 토의 이미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공식

적인 분위기에서 토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사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어휘로 토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토의는 단순히 고급 어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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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며 전문가 집단이 활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아니다. 토의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담화 유형이다. 따라서 친구들

사이에서 편하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그러나 학생6과 같이 토의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일상에서는 활용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TV를 통해 접하는 토의가 주로 시사 프

로그램에서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고착될 경우, 학생들이 국어 시

간에 배운 토의를 활용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따라서 토의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제시할 자료를 준비할 때, 드라마 속에서

어른들이나 또래 친구들이 과제 해결을 위해 토의 절차에 따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정서적 요인

(1) 불일치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예비 중학생들의 갈등 해결 양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별다

른 감정의 동요 없이 침착하게 대화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정적 대응은

비단 이 시기 학생들에게서만 관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인의 토의 양상에서도 충

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임영식 외(2004:331)의 논의에 따르면, 예비 중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분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청소년기에는 여러 면에서

좌절과 불만이 잠재되어 있어 극단적인 사고와 과격한 감정을 곧잘 드러낸다. 그래

서 이 시기의 학생들을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증상이 중학교 2

학년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하여 ‘중2병31)’이라고도 부른다. 일

상에서 중2병은 사춘기에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부르는 속어로 통하지만 전 세

대에 걸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진단도 있다. 스트레스가 늘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31) 중학교 2학년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이 사춘기 자아 형성 과정에서 겪는 혼란이나 불만

과 같은 심리적 상태, 또는 그로 말미암은 반항과 일탈 행위를 일컫는다. ‘남과 다르다’ 또는

‘남보다 우월하다’ 등의 착각에 빠져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비꼬는 말로도 쓰인다. 중2병(中

二病: 추니뵤)은 1999년 일본 배우 이주인 히카루(伊集院光)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처음 사

용했다고 알려졌다(김환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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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기능 스트레스 없는 상태 스트레스 상태

인지

의식적 인지

의미와 정보에 대한 검토와 통제

관점과 견해의 교환

선택적 인지(간과하기, 흘려듣기,

왜곡, 여과)

좁은 시각

사고

성급한 해석 지양

호기심, 탐색

냉정하고 신중한 생각

찬반양론을 신중히 고려

사고의 결과를 검토

다양한 시각

성급한 결론

타인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해석

에 따른 오해

흑백사고

경직된 사고 패턴

자신의 사고 절대화

느낌

타인과 감정적 교류

자기감정 인지

타인 감정 공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상황에 따른 타인과 자기 감정

느낌

위협공포와 공황감정

과민, 불안전, 불신

둔감

냉정-감정폭발

감정은폐

공감 능력 상실

의지

사려와 정직 추구

명확한 자신의 충동과 동기

자기욕구 인식

타인과 협상 자세

타협 자세

기만 추구

투쟁, 도피, 죽은 체하기

자기 중심적

고집

행동

자극-숙고-반응

신중한 행동

유연한 행동

상황에 적절한 행동

감정적인 자극-반응 행동

과거지향적 행동패턴

고정관념적 행동방식

공격, 비난, 요구

<표 Ⅲ-15>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적 기능 변형

(Glasl, 1999; 문용갑, 2011: 284-285 재인용)

못하는 성인들이 늘고 있는데, 중2병은 모든 연령대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용어로 해석되기도 한다(김환표, 2013). 부정적인 감정의 증가는 최초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킨다. 왜냐하면 불일치 과정에서 느낀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적

기능을 변형시키기 때문이다(Glasl, 1999; 문용갑, 2011: 284-285 재인용).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Ⅲ-15>와 같다.

이재분 외(2002)는 초등학교 2, 4, 6학년 학생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정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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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3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중학생들이

대체로 자신의 정서는 잘 인식하고 있으나, 정서 조절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타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중요

해지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2) 정서 표현 방식

지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욕구 불만이 생기고, 이는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

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히 표현하고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보여줄 수 있는 정서 표현 방식 역시 갈등 해결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의 정서 표현 방식은 변화를

갖게 된다. 아동기에는 울부짖음, 발 구르기, 악쓰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청소년

기에는 정서표출을 억제하여 내면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려는 경향이 높다.

아동기 후반부터는 침묵, 무반응 등의 거부적 태도가 많아지는 동시에 상대방을 험

담하고, 빈정대고, 헐뜯고, 야유하는 등의 공격적인 언행과 반항적 태도가 두드러진

다(임영식 외, 2004: 332).

토의 중에 본인이 느낀 갈등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하고 넘어갈 경우, 당장은 문제

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재적으로 관계 갈등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당

장에는 과제 해결을 위해 감정을 드러내지 않다가, 과제 해결을 마친 후에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빈정댈 수 있다. 이는 갈등의 원인을 상대 토의자의 인성에 귀인하기 때

문이다. 갈등의 원인을 상대의 인성으로 귀인할 경우, 상대방의 자존감과 체면을 훼

손하는 말하기를 하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토의 중 갈등 상황에서 적

절한 정서 표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실제에 적용시키는 교육 내용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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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 설계

토의에서 ‘갈등’이란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참여자들이 의견 불일치가 집단의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마찰이 표출된 상태’이다. 다원

성을 전제하는 토의의 특성상,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갈등은 의사결정을 지연시

키기 때문에 토의 참여자들은 갈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경우 집단 의사소통의 장점을 부각시켜 개인이 제시한 대

안들보다 상위 수준의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고, 구성원들 간에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토의 양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한 학생

들은 과제 갈등으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고, 차이를 좁

히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이 가진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의견

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참여자 간에 경쟁적인 상호의존성을 형성하도록

하였고, 대화 전개의 비논리성을 심화시켰다. 전반적으로 예비 중학생들은 갈등이 발

생하는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토의 주제에 따라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쟁점을 다루지 못하고, 제시된 해결안을 중심으로만 대화를 나누었다32). 또한 이들은

해결안을 모색하는 데만 집중을 해서 구성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

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체면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예비 중학생들은 합리적 사고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고, 지지의 욕구가 충

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쉬운 시기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을 구두 언어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화법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6). 이 장에서는 토의 교육을 받게 될 중학생들의 출발점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수 학습 방

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32) 브릴하트 외(2007)는 쟁점이 아닌 해결책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경우, 제시된 해결책

에 한해서만 적절성을 논의하게 되어서 토의자의 사고를 좁힐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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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성취 기준 및 내용

(가)

5-6

학년군

(4) 토의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지닌다.

토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① 토의를 통해 갈등이나 대립이 아니라 서로 협

력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와 방법을 익히도록 지

도한다. 전문적인 토의 형태에 대한 지식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②

학습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과 주장

을 교환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태도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③ 열린 자

세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비교하며 듣게 함으로써 수용적 이해 능력을 신

장시키고 적극적 경청을 통하여 공동체의 문제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 ④ 사회자, 발표자, 청중의 입장을 바꿔가면서

토의에 참여해 보고 입장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나)

중 1-3

학년군

(5)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한다.

① 서로의 주장과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이나 투쟁 등으로 문제를 악화시

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해결 과정을 찾

아가는 과정과 방식을 터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학교 안팎이나 학습

상황에서 의견과 주장 차이로 문제가 생겼을 때 토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

험을 갖도록 지도한다. ② 토의 참여자가 각자의 의견과 해결책을 발표하는

방식, 청중의 참여 여부, 논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토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듣고, 협력적 소통 과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지도한다. ③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명확히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주장을

수용적 입장에서 듣고, 자신의 의견과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 토의하는 과정

을 통해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식을 찾으려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표 Ⅳ-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토의 관련 성취 기준 및 내용

1.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 목표

본 연구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토의 교육 목표가 어떻게 설정

되어 왔는지를 살펴야 한다. 기존의 목표가 가진 문제점을 발견하여 보완하기 위함

이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2)에서 각 학년군에 따라 마련

된 토의 교육의 내용 성취 기준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가) 5-6학년군의 성취 기준 내용 중 ④를 제외하고 (가), (나)에서 제시한 ①-③

은 서로 대응되는 부분이 있다. 성취 기준 내용 ②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토의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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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습 목표

토의 중에 발생하는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학습

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토의 중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특성 및 전략을 이해한다.

나) 토의 주제에 내재된 갈등의 쟁점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

안을 마련할 수 있게 의사소통한다.

다)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자를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를 기른다.

<표 Ⅳ-2>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 목표

용될 수 있으며, 논제 성격이나 발표 방식에 따라 다양한 토의 유형이 있음을 설명

한다. 성취 기준 내용 ③은 사회적 의사소통으로서의 토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참

여자들 간의 긍정적 관계 유지를 위해 태도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토의 중 갈등 해

결 능력과 관련된 성취 기준 내용은 ①과 관련된다. 5-6학년 군에서는 ‘의견 교환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자세와 방법 익히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는 초등학교에서 토

의를 처음 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안을 결정하는 토의 절차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된다. 중학교 1-3학년군의 성취 기준은 ‘주변에서 일어나

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한다’로 조정 과정 즉, ‘해결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과 방식(중학교 1-3학년군 성취 기준 내용①)’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성취 기준 내용은 토의 교육의 학문적 체계에 따른 것일 뿐, 교육 대상인 중학생들

의 현재 토의 능력, 즉 학습자의 출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이미 각 의견의 장 단점을 검토하며 의견 조정을 통해

해결안을 선택하는 토의 과정을 경험했다. 이들에게 조정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고 해도 같은 절차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학교 토의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토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조정 과정, 즉 토의 중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처치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때 학습자의 구체적인 발달 수

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윤희원(1986)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예비 중학생들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수준을 반영하고,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의 토의 관련 성취 기준을 보완하여, 교수 학습 목표를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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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 ‘가’는 개념적 지식에 대한 목표이다. 지식 측면에서 갈등 해결의 본질

에 해당하는 지식 즉, 갈등의 특성, 유형, 갈등 해결 과정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이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갈등이 발생하고 해결되는 과정의 의사소통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세부 목표 ‘나’는 갈등 해결 중 해결안 마련에 초점을 둔 내용 수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으로 기능 및 전략에 대한 목표이다. 세부 목표 ‘다’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태도와 관련된 목표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

요한 화법의 절차와 전략을 익히기 위해서는 말하기와 듣기의 목적과 상황을 이해하

고 이에 맞게 의사소통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위 목표들은 유기적으로 밀

접한 관련을 맺는다.

2.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 내용

1) 의사소통 상황 맥락 이해하기

민병곤(2006)은 말하기 듣기 교육에서 의사소통 행위의 성격을 규정하는 ‘텍스트 맥

락’의 이해를 강조했다. 맥락이 달라지면 소통의 구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텍스트 맥락에는 갈등이 발생하고 해결되는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이해, 갈등

해결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 간의 대인 관계,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된다.

첫째, 의사소통 상황은 참여자가 누구인지, 소통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포

함한다. 우선, 본고에서 의사소통 참여자는 한 학급에 속하는 또래 친구들이다. 토의

후에도 계속해서 학급에서 생활하므로 연속적인 인간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관계 유지 역시 중요하다. 다음으로 의사소통의 목

적을 이해해야 한다. 토의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입장을 가진

참여자들이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최선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중간 과정인 조정, 즉 토의 중에 발생하는 갈등들을 성공적으로 해

결하는 것이 강조된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 초점화한 의사소통의 목적은 토의 중에

발생하는 갈등들을 해결하는 것이 되고, 갈등의 대상은 과제 갈등, 절차 갈등, 관계

갈등, 권력 갈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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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기본적으로 의견, 욕구, 선호가 ‘양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갈등

은 불일치에 따른 것으로 꺼려질 수 있지만,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

러운 것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불일치로 인해 잠시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는 하

지만 불일치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보완한다면 개인이 제시한 대안보다 상

위 수준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 불일치하는 부분을 과잉

축소 시키거나, 불일치를 조정하는 과정 없이 바로 거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서

집단 의사소통의 장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인 관계는 토의 참여자들 간의 관계 형성, 유지, 발전 등을 고려한다. 토의

는 협력적 의사소통으로 구성원들 간에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토의자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토의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논의를 정당화시키기 위

해 타인의 의견을 흠집내는 데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토의는 토론

처럼 승-패의 맥락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불일치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모두가 만

족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우리의 언어 문화는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는 예절과 윤리를 강조한다. 따라

서 제시된 해결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청자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은 기본적으

로 충돌에 따른 마찰로 인해 발생된다. 즉, 갈등 상황은 자신의 기대나 의견이 거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핍감,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밀접한 영향을 맺

는다. 따라서 ‘싸움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고집을 부리거나 큰 소리를 낼 경우, 과제 갈등이 관계 갈등으로 전이될 수 있

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2) 내용 수준의 갈등 해결하기

민병곤(2006)은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생산 및 수용에 관여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직접 생산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갖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았다. 이 때 ‘실천적 지식’이란 단순한 기억된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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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가 아닌 실제 언어 자료를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전은주

(2002)는 이처럼 학습자가 말하기 수행에 필요한 지식들을 익히는 데 효과적인 방법

으로 메타적 말하기 활동을 제시하였다. ‘메타적 말하기 활동’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

이 수행한 말하기 자료를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 말하기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방

법이다. 예를 들어, 실제 토의 상황을 녹화한 음성 언어 자료나 토의를 전사한 문자

언어 자료 등을 보고, 수행 자료에 나타난 말하기는 어떤 담화이며 어떻게 진행이 되

었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탐

색하는 것이다. 이는 듀이(Dewey)가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와 탐구 능력을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33). 듀이는 문제 사태를 해결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 능

력, 또는 반성적 사고와 탐구 능력을 습득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새로운

문제 사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된다고 보았다. 듀이에게 교과는 반성

적 사고나 학습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이며 소재이다. 따라서 교육의

내용은 자신의 수행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는 Ⅲ장에서 학

생들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을 분석할 때 마련한 평가 기준을 교육 내용으로 제

안한다. 그 기준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갈등 해결 양상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이 신장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토의 중에 발생 가능한 갈등은 내용 수준의 갈등 해결과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

로 나뉜다. 우선 내용 수준의 갈등 해결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토

의 중에는 다양한 유형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 불일치의 내용은 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해결책뿐

만 아니라 상호작용 방식 등이 있다. 상호작용 방식이나 절차를 놓고 나타난 갈등은

토의 진행을 위해서 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과제 갈등과 비교할 때 빨리 합의를

보는 편이다. 갈등 해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과제 갈등이다. 과제 갈등은

토의 주제와 관련하여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토의 담화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수 학습 목표 (나) ‘토의 주제에 내재된 갈등의 쟁점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각 쟁점별 갈등을 해결한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성적 질문을

33) 듀이에 따르면, 문제 상황을 해결된 상황으로 전환하는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지력

(intelligence)이 신장이 되는데 이것이 경험의 재구성이요, 성장이며, 교육의 과정이다(엄태

동, 2001: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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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성적 질문의 내용

과정

과제

갈등

① 갈등의 쟁점을 발견하고, 쟁점별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화

가진행되는가?

②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

인추론을하는가?

절차

갈등

③ 토의 주제를 고려하여 상호작용 절차를 합의하였는가?

④ 토의 주제와 관련 없는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논의로 대화

의 응집성이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결과
⑥ 마련된 해결안은 갈등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인가?

⑦ 최종 해결안은 구성원들이 수용할 만한 내용인가?

<표 Ⅳ-3> 내용 수준의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내용

교육 내용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반성적 질문 ①은 예비 중학생들이 토의 주제와 관련된 쟁점을 발견하는 데 미숙하

고, 상대방과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대립각을 세우기만 한 채 합의안

을 마련하지 않고 새로운 불일치를 제기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예비 중학생

들이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 이 시기 학생들은 아동기 때의 사고 습관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불일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인지적 왜곡이 쉽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반성적 질문

②가 교육 내용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토의가 응집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의 주제에 따라 상호작용 절차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비 중학생들은 돌아가면서 해결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해

결안이 가진 장단점을 평가한 후, 최종 해결안을 결정한다는 기본적인 토의 절차만을

신경 쓸 뿐, 토의 주제에 따라 어떤 필수 쟁점들이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

려하지 못했다. 대신 누구부터 의견을 말할 것인가, 질문을 하고 장단점을 평가할 것

인가, 질문과 평가를 동시에 할 것인가 등 토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상호작용

방식과 관련된 논의로 토의 전개의 응집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성적 질문 ③, ④를 교육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불일치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최종 목적 지점을 지향해야 하는데, 반성적

질문 ⑥, ⑦이 그 기준을 제시해 준다. 예비 중학생들은 하나의 의견을 결정하는 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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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과정

관계

갈등

① 능동적으로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가?

②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실천하는가?

권력

갈등

③ 사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④ 다른 참여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결과 ⑤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었는가?

<표 Ⅳ-4>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내용

집중을 해서 불일치를 줄이는 과정보다 하나의 해결안을 선택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토의 문제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토의 결과의 질을 보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마련된 해결안이 문제 해결에 효율적인지를 염두에 두고 토의에 참여해야 한

다. 또한 토의 후에 마련된 해결안을 실행으로 옮길 때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불일치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해결안을 마련하는 것은 잠시 갈등

을 해소하는 것으로 진정한 갈등 해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불일치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3)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하기

박인기(2012)는 기존의 국어과 교육에서 태도교육이 국어과 수업 방법론에 묻혀

있거나, 고답하고 추상적인 가치에만 매달려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며, 실제적 실체

없이 상징적 영역으로서 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언어와 관련된 태도의 요소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그것을 국어교육의 고유 내용

으로 재생성(remodeling)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고에서도 그의 논의를 받아들

여, ‘태도 범주’를 의미있는 교육 내용으로 진화시킬 수 있도록 관계 갈등 및 권력 갈

등과 관련된 이론을 국어과 태도 교육의 기제로 연관시켜 태도 교육의 내용을 지식

과 전략 차원에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수·학습 목표 다)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자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실천한다’를 위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Ⅲ장에서 예비 중학생들의 토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청자를 배려하며

말하는 수준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갈등의 기저에는 감정이 존재한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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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렬성과 파괴력은 감정을 통해 드러나는데 격한 감정의 표현은 비생산적인 결과

를 낳는다(문용갑, 2011: 108-109). 따라서 토의자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중 어떤

것이 상대의 기대에 반할 수 있는지를 꾸준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청자에 대한 배려

는 불일치를 줄여가는 과정과 사회자 역할이나 발언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특

히 요구된다. 전자는 연구자가 분류한 관계 갈등과 관련되며, 후자는 권력 갈등과 관

련된다. 두 가지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토의자들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34)이라고 보고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토의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상대방과 협력적 상호의존성을 형성하는 것이

다. 갈등 해결에 협력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과제 해결 면에서 당사자가 갈등 해결

의 주체로서 갈등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반성적 질문 ①), 의견 충돌

로 인해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것(반성적 질문

②)과 관련된다. 토의에서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소극

적 수준과 상대의 의견이 가진 긍정적인 점을 격려하고 동의를 표시하는 적극적 수

준으로 나뉜다. 예비 중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배려 수준이 약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

로, 태도를 강조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배려하는 말하기를 강조하는 태도 교육 내용

이 ‘토의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하라’는 규범적 차원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소극적 수준의 배려하는 말하기조차 지켜지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느낄 감정을 공감

하고, 토의 상황별로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연습해보는 실천적인 교육 활동이 전제

되어야 한다.

권력 갈등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권력 갈등

은 주로 사회자 역할이나 발언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토의

중에 사회자 역할을 놓고 권력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사회자를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는 사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설령 사회자가 진행

에 있어 미숙함을 보이더라도 다른 토의자들이 도와서 매끄럽게 토의가 진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반성적 질문 ③). 또한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고, 상대방이 발언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반성적 질문 ④).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질 때 구

34) 브릴하트 외(Brillhart et al, 2001; 강정민 역, 2004: 288-289)는 관계 갈등의 원인을 정확

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지위나 권력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

다고 보았다. 권력 갈등이 관계 갈등과 관련이 많다는 점, 그리고 연구자가 구분한 권력 갈

등과 관계 갈등이 구성원들 간의 관계 유지 및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관

계 수준의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묶어서 살피고자 한다.



- 79 -

갈등 유형 교육 내용

(1) 과제

갈등

① 토의 주제와 관련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가?

② 문제-해결의 구조로 토의가 진행되도록 하는가?

(2) 절차

갈등

③ 토의 전에 상호작용 방식과 관련해서 토의자들과 합의가 필요

한 절차 규약을 미리 마련했는가?

④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 갈등을 다루는 데 시간이 낭비

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조율했는가?

(3) 관계

갈등
⑤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토의자의 행동을 제약했는가?

(4) 권력

갈등

⑥ 토의자들의 발언기회가 골고루 배분되었는가?

⑦ 발언권을 독점하려는 토의자의 행동을 제약하였는가?

<표 Ⅳ-5> 토의 사회자를 위한 교육 내용

성원들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므로, 반성적 질문 ①-④의 전략들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상위인지 차원의 태도(반성적 질문 ⑤)가 꾸준히 강조되어야 한다.

4) 사회자 역할 수행하기

지금까지의 교육 내용들은 성공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모든 토의자들이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다. 아래의 내용은 토의자들이 토의 중에 발생하는 갈등들을 잘 해결할 수 있

도록 토의 사회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교육 내용이다.

학생들이 토의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사회자를 따로 초빙하는 것이 아

니라 집단 내에서 사회자를 정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자는 사회자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의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할 때가 많다. 이 때 사회자 역할을 하

는 토의자는 토의 절차를 점검하고, 토의가 혼란에 빠질 때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

력하는데, 이처럼 토의 진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구성원을 참여적 관찰자

(participant-observer)라고 한다(Brillhart et al, 2001; 강정민 역, 2004: 33). 모든 토

의자가 참여적 관찰자가 되는 것이 토의 교육의 최종 지향점이겠으나, 아래에서는

의사소통의 흐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사회자에게 우선 강조되는 역할을 제시하

고자 한다. 과제 갈등은 토의의 본질상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갈등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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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회자는 토의 중 갈등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조정자(mediator)의 역할을 해

야 한다. 토의 사회자는 토의 주제에 내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의 흐름에

따라 응집성 있게 진행되도록 의사소통 흐름을 조정하고, 토의자들의 입장이나 의견

이 균형 있게 개진되도록 해야 한다(반성적 질문 ①, ②)35).

그 밖에도 사회자는 토의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갈등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

한 갈등은 다른 토의자들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갈등의

유형 중 비교적 사회자가 예측하기 쉬운 갈등은 절차 갈등이다. 절차 갈등은 상

호작용의 패턴을 놓고 의견이 불일치 할 때 나타난다. 토의 주제에서 벗어나 위

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데 시간이 소모될 경우, 토의 전개의 응집성을 떨어뜨려

과제 갈등의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자는 토의를 시

작하기 전에 의사소통 절차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토의자들 간에 발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토의 시작 전에 합의된 의사소통

절차를 일관성 있게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반성적 질문 ③, ④).

사회자는 관계 갈등이나 권력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B-우수-02] 
012 학생2: 교복을 입어도 엄청난 분실이 있는데↗ 사복은.. 메이커라든가. 좀 고가 제

품이 있잖아요? 그런 고가의 제품들은 무조건 가져 갑니다.. 저의 친분이 
있는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 그런 고가의 제품들이나 메이커.. 
그런. 용도로 쓰이는 옷들이나 그런 것들은↗ 가져갑니다↘ 

013 학생5: 그렇다고 해서 100% 가져갈거란 보장이 있으십니까?
014 학생2: 네
015 학생5: ((웃음))
016 학생2: ((웃음)) 있는데요?.. 사물함 열고↘ 다 훔쳐갈거 다 훔쳐가고↗ 그러고.. 

없어집니다~
017 학생5: 그렇다고 해서 다시 되찾을 수가 없습니까?
018 학생2: 네.  
                                      

[C-평균-03]
003 학생1: 학생3 토론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4 학생3: 자신이. 자발해서 반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05 학생4: 어떤 아이가 됐으면..
006 학생3: 그런 걸 다 따지면 반장 못 뽑을걸?

35) 이는 토의 사회 능력을 연구한 최영인(2007)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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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학생2: ((한숨을 내쉼, 갑자기 벌떡 일어남)) 어떤 애가 됐으면 좋겠냐고↗
008 학생1: ((학생2를 향해 손을 위에서 아래로 2번 내리며)) 학생4 토론자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B-우수-02]에서 학생4는 학생2의 공격적인 토의 태도 때문에 갈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4를 비롯하여 토의 중간에 학생2의 태도를 지적하는 토의자는

아무도 없었다. 학생2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생2는 ‘토의 주

제와 관련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갈등 해결에 있어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인

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응답에는 없었지만 학생2와의 친밀도 때문에 쓴소

리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관계 갈등을 경험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표면화되지

않았고, 학생2는 계속해서 공격적이고 회의적인 어투로 토의에 참여했다. 반면 자료

[C-평균-03]에서 학생2가 학생3의 답변에 공격적으로 대응하자, 사회자 역할을 맡은

학생1은 학생2에게 손동작으로 침착할 것을 권하며 학생4에게 발언권을 넘겨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았다.

연구자가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 양상을 분석했을 때, 대체로 예비 중학생들은 다

른 토의자가 관계 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해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회피

하는 성향을 보였다. 대신 [C-평균-03]과 같이, 전체 토의 흐름을 관리하는 사회자가

관계 갈등을 유발하는 학생의 행동을 제약하였다. 따라서 관계 수준의 갈등이 심화

되는 것을 막는 데 사회자의 역할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사회자는 관계 갈등을 유

발하는 토의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유머로써 분위기를 환기시켜 갈등이 심화되는 것

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반성적 질문 ⑤-⑦).

3.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 방안

1) 교수 학습 원리

앞에서 살펴본 예비 중학생들의 갈등 유형에 따른 갈등 해결 양상, 그리고 갈등 해결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의 교육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토의에서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해결책 마련’이라는 최종

결과보다는 ‘불일치를 줄여 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교육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의 해결안을 마련한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불일치로 인한 갈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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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없어져야 하는 장애물과 같은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과정에 초점을 둘

경우 갈등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갈등을 줄이는 것이 목표로 상정될 경

우, 갈등을 인식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전제되며, 원인 분석의 수준에 따라 갈등

해결의 수준도 달라질 것이다.

둘째, 갈등의 기저에는 감정이 밀접한 관련을 맺으므로 상대 토의자들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존의 토의 교육은 각 해결안이 가진 장단점을 평

가함으로써 합리적인 의견을 마련하는 데만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토의

의 특성을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주목적을 둠으로써 감정에 소홀하게 되었

다. 흔히 감정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인식된다. 하지

만 결국 의사소통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 간에 이루어진다는 것, 과제 해결 후에도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서로를 배려하고 지지하도록 해서 감정

이 상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셋째, 갈등 해결에 참여하는 ‘자발성’의 원리를 강조할 수 있다. 교육에서 자발성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제삼자의 도움을 받지 않

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이며, 둘째, 자신의 갈등 해결 양상을 직접 점검하고 반성

하도록 해서 자기지향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이다(홍기칠, 2012: 226). 자신의 언어 수

행을 점검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위인지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메타적으로

갈등 해결 양상을 분석하고, 익힌 전략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전략 사용 방법을 안다고 해서 기회가 올 때 그것을 적절히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면화를 위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chunk et al, 1998;

송재홍 역, 2008: 39).

2) 교수 학습 방법

토의 중에 갈등이 발생하고 해결되는 의사소통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교육 내용

은 이론적 배경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익숙해지면 간략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단계이다36). 따라서 토의를 할 때 마다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 교수․학습

계획 필요하다. 연구자는 토의 수행 절차를 토의 중 갈등 해결 과정에 주목하여 아

래와 같이 구체화하였다.

36) <그림 Ⅳ-1>의 점선으로 표시된 단계는 생략 가능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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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중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 맥락 이해하기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발언권

존중하기

➡ 토의 규약 합의하기


➡ 토의 주제 안내 및 필수 쟁점 선정하기


➡ 해결안 제안하기


➡ 쟁점별로 각 해결안 평가하기


➡ 쟁점별 해결안 모색하기


➡ 최종 해결안 결정하기


토의 중 갈등 해결 과정 및 결과 평가하기

[그림 Ⅳ-1]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계획

위 교수 학습 계획에서는 토의 절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중심으로 정

리한 것이다. [그림 Ⅳ-1]의 교수 학습 계획에서 색칠된 부분은 수업 시간에 구체적

인 전략을 배우고 훈련이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단계에 필요한 구

체적인 교육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내용 수준의 갈등 해결 능력 신장하기

① 비판적 질문 전략을 활용하여 상대방 의견을 탐색하고 쟁점 파악하기

과제 갈등과 관련된 전략들은 문제-해결식 접근에 충실한 것이다. 우선, 토의자

들은 해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다루고 가야 할 쟁점들이 있다. 이는 마련된

해결안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주로 토의 주제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

가 많다. 연구자가 수집한 사례의 학생들은 쟁점을 발견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는

데 이를 통해 쟁점을 인식하는 교육 내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갈등의 원

인을 분석하고, 해결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토의 참여자들의 비논리성이 문제점으

로 드러났다. 연구자는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질문하기 전략을 제안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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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단계 비판적 질문하기 전략

토의 문제 확인하기
㉠ 토의 주제에 대해 상대 토의자가 제시하는 해

결안은 무엇인가?

㉡ 이유는 무엇인가?


토의 문제 분석하기


해결안 제시하기

 

해결안 평가하기

㉢ 어떤 단어나 구가 애매한가?

㉣ 가치 가정과 서술적 가정은 무엇인가?

㉤ 추론에 오류가 있는가?
 

최선의 해결안

선택하기
㉥ 어떤 그럴듯한 결론이 가능한가?

[그림 Ⅳ-2] 토의 절차별 비판적 질문하기 전략

브라운과 킬리(Browne & Keeley, 2000; 김영채 역, 2000)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

한 적극적 탐색 전략으로서 비판적하기 질문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을 바탕으

로 상대방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 기대된다. 토

의 절차에 따라 질문하기 전략을 정리하자면 [그림 Ⅳ-2]와 같다.

우선 ‘㉠ 토의 주제에 대해 상대 토의자가 제시하는 해결안은 무엇인가?’는 주제

에 대한 상대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브라운과 킬리(Browne & Keeley,

2000)는 토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을 이슈(issue)로 설명했다. 이슈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첫째, ‘서술적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과거, 현재 또는 미래가 어떠하거나 어

떠했고,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를 서술(description)하는 것이다. 둘째, ‘규범적 이슈’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토의자가 제시하는 해결안은 주

장과 같은 것으로, 상대방이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메시지(message)이다. 토의 초반

에는 토의 주제와 그에 대한 상대 토의자의 해결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 이유는 무엇인가?’는 상대 토의자가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파악

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유’란, 결론을 지지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신념,

증거를 포함한 기타의 진술들이다. 이유를 확인해 내는 것은 비판적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유에 초점을 둘 경우 우리는 상대의 의견에 개방적이게 되어 자

신의 견해와는 다른 견해에 대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 예비 중학생들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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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자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때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상

대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논리적인 반박을 했다는 사실을 반추

해볼 때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질문들은 상대방과 나의 의견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필

요하다. ‘㉢ 어떤 단어나 구가 애매한가?’는 토의 중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활용했던 질문 전략이다37). 상대방이 애매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의미를 명료화하게 하기 위해 질문할 필요가 있다. 애매한 표현의 의미를 알아

내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맥락(context)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

서 ‘맥락’은 애매한 표현 앞과 뒤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와 진술 등을 의미한다. 맥락

을 통해 애매한 표현의 명료화된 의미를 이해하면, 의견에서 차이가 나는 지점을 더

욱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가치 가정과 서술적 가정은 무엇인가?’는 상대 토의자가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

하다고 받아들이는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는 진

술되지 않지만, 추론 구조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가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데 가치 가정(value assumption)과 서술적 가정(descriptive assumption)이 있다. 우

선 가치 가정은 ‘이 세상이 ~해야 한다’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어떤 특정의 맥락에

서 한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더 선호하는 것이다. 서술적 가정은 ‘이 세상이 ~하다’

고 믿는 신념이다. 서술적 가정을 ‘정의적 가정(definitional assumption)’이라 부르기

도 한다. 왜냐하면 어떤 용어에 대하여 한 개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이들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의미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토의 중에

각각의 가정을 확인해 봄으로써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와 상대방의 것이 일치하는 지

를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상대의 주장을 수용 또는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추론에 오류가 있는가?’는 중학생들이 읽기 영역에서 학습하게 될 논증 교육

37) 다음은 애매한 표현을 명료화하기 위해 질문을 사용한 사례이다.

[C-평균-03]
070 학생6: (학생4) 토의자께서 말씀하신 힘센 아이들만 하자는 건 어떤 애들을 말하는 겁니까?
071 학생2: 좀 인기있는 애들.
072 학생4: 리더십으로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리더..

‘힘이 센 아이들’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명료화하기 위해 학생 6이 질문을 하였고, 이는 학

생 4의 의견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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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38)과 관련이 깊다. 브라운과 킬리(Brown & Keeley, 2000)는 추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의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했지만, 이는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도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귀납, 연역, 유추, 문제 해결’을 위주로

검토하도록 한다.

마지막 ‘㉥ 어떤 그럴듯한 결론이 가능한가?’는 토의자들이 이분법적으로 문제 상

황을 이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토의 해결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것이 내면화될 경우 사고의 융통성이 향상될 수 있고, 집단 의사소통의 장점

을 극대화하여 상위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② 대안 제시형 반박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안 마련하기

예비 중학생들은 상대방과 나의 의견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데

는 능숙했지만,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데는 미

숙했다. 이들은 대안을 평가할 때도 상대방 의견의 부분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두고

이의 제기를 해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심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데 갈등을 협력적으로 잘 관리하는 학생들은 ‘~게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식으

로 다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 및 보충을 했고, 이러한

대안들이 모여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개인이 제시한 의견들보다 상위 수준의 해

결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예를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C-우수-03]
109 학생2: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속 나중에 어. 교복만 입다보면.. 자신이 다른 새로운 걸 안하고 다른 평범

(5) 논증 방식을 파악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는다.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갈등은 흔히 주장하는 글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주장하는 글의 구조와 주장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장하는 글

에는 문제에 대한 필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타난다. 이 둘은 논증의

관계를 이루는데, 귀납, 연역, 유추, 문제 해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논증 방식을 파악

한 후,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필자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2012: 50), 밑줄은 연구자 -

38) 중학교 1~3학년군 읽기 영역 내용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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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만 원하고..
110 학생3: 만약에 사춘기 시절에 지가. 자기가 꾹 참고.. 이제 20살 때 이제 여유가 생

기잖아~ 그러니까 그 청춘이란 단어가 있잖아. 그 때 그걸 누리면 되지. 꾹 
참고.

111 학생5: 그래도 100년 중에 6년 밖에 안 입는 거니까. 아. 교복을 입는 것도 괜찮다
고 생각해. 

112 학생6: 그럼 나도. 교복을 입으면서 주말에 자기 개성을 뚜렷하게 새기면 되지 않을
까 해.

113 학생3: 방학 때도 시간이 있고((고개를 끄덕임)).
114 학생6: 주말에도 시간이 있고... 학생이라면 주말에는 하고.. 자기 학교 다니는 기간

에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15 학생1: 그래도 어쨌거나. 교복을 학교에서 입는다 해도 주말에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든지. 그렇게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사복은 꼭 필요로 하는 
의식주 용품이니까 교복을 따로 사서 번갈아 입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116 학생2: 괜찮을 것 같기도 해. ((고개를 끄덕임))

[C-우수-03]은 중학생의 복장 규정에 관한 토의이다. 109 학생2는 교복 착용이 청

소년의 창의성 발현을 억제하므로 교복보다는 사복을 입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에 교복 착용을 주장하는 110 학생3과 112 학생6은 성인이 된 이후나 학

교를 가지 않는 주말에 사복을 통해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반박하

고 있다. 곧이어 115 학생1은 두 입장의 절충안으로서 학교에서 교복과 사복을 번갈

아 입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16 학생2는 교복을 입지 말자는 입장이었지

만, 다른 참여자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통해 교복을 입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점들이 보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토의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틀렸음을 지적받을 때보

다 자신의 의견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

의 생각을 훨씬 쉽게 조정하였다. 따라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반박을 할 때 상대를 더

욱 잘 설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위 수준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2)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 능력 신장하기

Ⅲ장에서 예비 중학생들의 갈등 해결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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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말하는 요령

의견 제시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고, 둘째는 ～입니다.

・○○와 생각이 다른데 그것은 ～입니다.

찬성 표시
・○○의 생각에 ～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의 의견에서 ～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반대 의견

・○○의 의견은 ～라고 하였는데, 저는 ～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합니다.

・～에 대하여는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에 대하여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의견

・저는 ○○의 의견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제기

・질문이 있습니다. ～과 ～관계를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 까닭

을 말하여 주십시오.

・～에 대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에 대하여 다시 말하여 주십시오.

수정 의견

・○○ 의견 부분은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과 같습니다.

종합 의견 ・○○과 □□의 의견을 종합하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 Ⅳ-6> 토의 상황에 따라 말하는 요령(교육과학기술부, 2011: 150)

를 배려하는 말하기 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방을 배려하라’라는 규범적인

수준에서 태도를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연습시킬 필요가 있다(박인

기, 2012).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전략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교사용

지도서에도 토의 상황에 따른 말하는 요령이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위 말하기 방식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연습의 기회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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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1: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로 졸업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
- 학생2: 한 번뿐인 졸업 여행이니 해외로 갔으면 좋겠어.
- 학생3: 가고 싶은 장소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면 좋겠어. 

▪ ○○네 반 학생들은 회의를 통해 졸업 여행 장소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친구의 입장이 되어 토의에 참여해 봅시다.

1. 지금 ○○네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토

의를 할지 생각해 봅시다.

2. 역할을 정한 뒤, 토의에 참여해 봅시다.

3. 역할 수행 후, 서로의 느낌을 말해 봅시다.

4. 의견이 다를 때 어떤 태도로 토의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림 Ⅳ-3]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활동지

는 역할놀이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역할놀이는 어떤 가상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문제시되는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교수기법 중 하나로 정서적 역할놀이라

고도 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1994). 이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허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한 뒤 현실적 자아로 되돌아오게 함으로써 배려하는 말하기를 연습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담화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전은주,

2002). 태도 교육 방법으로서 역할놀이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역할놀

이를 마치고 나서, 역할별로 수행된 행동에 대해 논의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

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천경록, 2000). 구체적인 활동지

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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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우리 조가 수행한 토의 전사본입니다. 토의 전사본을 보고 토의에

참여했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토의 전사본

(3)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 반성하기

전은주(2002)는 화법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수행한

말하기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이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

석을 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말하기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한 지

식을 수행에 적용함으로써 말하기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는 김영상(1995)이 정

리한 짐머맨(Zimmerman)의 자기조정학습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메타적으로 자

신의 언어 수행을 분석할 수 있는 전략을 습득하고,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려는 자발

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실제 언어 수행을 분석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

으로는 점검표(checklist)를 만들어 학습자가 직접 생산한 담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담화의 전사본이나 촬영본을 참고함으로써 자신의 토

의 중 갈등 해결 양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

는 해결책을 고민하여 다음 토의 수행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평

가 결과를 다른 토의자들과 공유해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체면을 손상하여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의미가 전달되어 갈등을 유

발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음은 학습자가 자신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

을 반성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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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점수

갈등

해결

과정

①갈등의 쟁점을 발견하고, 쟁점별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하는가?

②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때, 근거가 타당하며,

추론 과정이 논리적인가?

③ 토의 주제에 따라 상호작용 절차를 합의하였는가?

④ 토의 주제와 관련 없는 상호 작용 방식에 대한 논의로 토의 전

개의 응집성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는가?

⑤ 능동적으로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를 실천했는가?

⑥ 사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토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협조적으로 도왔는가?

⑦발언권을독점하지않고, 다른토의자의발언권을존중했는가?

갈등

해결

결과

⑧ 마련된 해결안은 갈등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인가?

⑨ 토의자들 모두가 최종 해결안에 동의하는가?

⑩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되는가?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X)

부분 문제점 해결 방안

2. 점검표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을 평가해 봅시다.

3. 후회가 되는 부분을 전사본에 표시해 봅시다. 다음에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4. 점검 결과를 다른 토의자들과 공유해 봅시다.

[그림 Ⅳ-4]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을 반성하기 위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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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미쳤나봐요. 내가 그 때 왜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 오늘 이렇게 느꼈으니까 그래
도 다음에는 말이 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 [B-우수-02], 학생2 인터뷰 - 

위의 인터뷰 내용은 공격적인 태도로 갈등 해결에 참여했던 학생2가 자신의 언어

수행을 반성적으로 검토한 후 밝힌 소감이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토의 과정을 다시

점검한 경험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토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답했다. 자기 평가를

마친 학생들은 토의 교육에서 자신의 언어 수행을 점검하는 활동이 비중 있게 다뤄

질 필요가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전에는 토의 수행을 녹화하고, 조별 분석을 위해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이 복잡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것이 수월해졌고, 학생들과 공유하기도 편리해졌다. 도구 발달

의 이점을 활용해서 자신의 말하기 활동을 점검하는 기회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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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토의 중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학교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마

련하고자 초등학교에서 토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예비 중학생들의 토의 중 갈등 해

결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의 출발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교

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 중학생들의 전형적인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을

파악하고자 학업 성적과 토의 수행 능력,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우수 2명, 보통 2명, 기초 2명의 학생들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상위 수

준과의 비교를 위해 학업 성적, 토의 수행 능력, 구성원들 간의 신뢰도가 높은 우수

집단을 구성하였다.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의 채점

자가 채점 기준을 마련하고, 채점 기준안을 바탕으로 여섯 집단의 토의 중 갈등 해

결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에서 나타난 문제

점을 밝힌 뒤, 갈등 해결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토의 중에 나타난 갈등 해결은 해결안이나 상호작용 절차를 놓고 불일치를

줄이려는 내용 수준의 갈등 해결과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로 나뉜다. 내용 수준의 갈등 해결은 주로 과제

갈등 및 절차 갈등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다. 과제 갈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부

분에서 다른 토의자들과 불일치가 발생했는지 쟁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나 대체로 학생들은 쟁점을 발견하는 데 미숙하였고, 쟁점을 발견하더라도 합의점을

모색하지 않은 채 새로운 불일치만 부각시켜 과제 갈등을 심화시키는 양상을 보였

다. 또한 이들은 각각의 해결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선택적 주의, 흑백 논리, 과잉

일반화 등으로 인해 인지적 오류를 자주 범했다.

예비 중학생들이 토의 중에 겪는 절차 갈등으로는 토의 일반 절차에 대해 의견

불일치가 두드러졌다. 이는 주로 해결안을 평가할 때 장단점 검토를 먼저하고 질문

을 할 것인가, 질문 후에 장단점을 검토할 것인가의 수준으로 토의 주제와는 관련이

적었다. 많은 집단에서 상호작용 절차에 대해 미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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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개의 응집성을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자가 수집한 사례에서는 해결

안을 제시하고,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해결안을 선택하는 절차에 따라 토의를 하지

만, 토의 주제에 따라 해결안이 만족시켜야 할 평가 기준을 먼저 합의하고, 그에 부

합하는 해결안을 결정할지, 해결안을 모두 제시한 후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 나을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 양상은 불일치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청자를 배

려하는 말하기를 실천하는가, 사회자 역할이나 발언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

대를 존중하는가와 관련된다. 전자는 관계 갈등 해결과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권력

갈등 해결과 관련된다. 관계 갈등의 해결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들은 청

자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반면, 관계 갈등 해결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는 상대를 비난하는 말하기가 적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말하기 방식은 상대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려는 선에서 소극적인 배려를 한 것이지,

‘상대를 칭찬하고 맞장구치는 표현 최대화하기’에 따라 청자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적

극적인 배려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갈등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배려하는 말하

기 능력은 전반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력 갈등은 사회자 역할 혹은 발언권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에 나타

난다.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에서는 사회자 역할을 서로 맡으려고 경쟁하기보다는, 스

스로 사회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타난 사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

제로 나타났다. 이 갈등을 잘 다루는 집단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자를 뽑거나 사

회자의 토의 사회 능력을 보완해 줄 보조 사회자가 등장해서 협력하며 토의를 진행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집단은 권력 갈등

이 관계 갈등으로 번져 서로를 불신해서 토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

렀다. 사회자 역할 이외에도 발언권을 놓고 경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토의

전개의 응집성이 떨어지고, 발언권을 뺏긴 사람과 뺏은 사람 사이에 관계 갈등이 유

발될 수 있으므로 토의자 스스로 타인의 발언권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거나 사회자가

발언권을 독점하는 사람을 견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지, 사회문

화, 정서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토의 중 갈등 해결의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질적 차이를 만드는 인지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의 갈등 인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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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 내용, 갈등 해결을 위해 보유한 전략을 비교하였다. 갈등

해결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갈등 유형의 한 부분만 인식하고 있었다. 갈등의 범위 역시

갈등이 표현된 부분만을 인식하다보니 원인 분석이 지나치게 단순함을 알 수 있었

고,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해 보유한 전략들을 비교해보면, 갈등 해결 능력이 우

수한 학생들은 과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

만, 과제 갈등을 심화시키는 학생들은 조정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

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배우는 토론과 토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관계 갈등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토의는 상대를 존중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장르라고 오

해하고 있었고, 갈등 해결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도 말차례 지키기와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기 정도의 단순한 전략만을 고려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할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터

넷을 활용한 자료 검색 문화, 대중매체의 토의 문화를 지적하였다.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는 수단이 책에서 인터넷으로 변하면서, 별다른 사고 과정 없이 해결안과 그

에 따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해결

안과 근거를 고민할 수 있도록 토의 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들이 토의 문화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토의

문화를 들 수 있다. TV 토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루어지다보니, 학생들

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는 토의가 특수한 경우에만 활용될

수 있다고 오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토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토의 이후에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토의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 유지가 중요

함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학생들은 발달 과정 상 불일치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에 능숙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스트레

스가 심화될 경우,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감정을 관리하려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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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 학생들은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표현하

지 않고, 침묵하고 넘어가거나 토의를 마치고 상대방을 험담하는 식의 양상을 보인

다. 이러한 태도가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상대의 감정을 해

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언어 표현을 연습해서 실제

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예비 중학생들의 토의 중 갈등 해결 양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문제

점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처치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토의 교

육 내용은, 우선 토의 중에 갈등이 발생하는 의사소통 상황 맥락을 이해하는 ‘지식’

부분, 둘째, 내용 수준의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기능’ 부분, 셋째, 관계 수

준의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내용인 ‘태도’ 부분으로 나누었다. 토의

교육의 원리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해결책 마련이라는 결과보다는 불일치를 줄

여 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둠으로써 갈등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둘째, 갈등의 기저에 감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자에 대한 소극적 배려

뿐만 아니라 적극적 배려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발성의 원리를 제안하

며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 자신의 갈등 해결 양상을 직접 점검하고 반성하

는 태도를 길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용 수준의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수 학습 활동으로는 비판적 질문 전략 활용하기와 대안 제시형 반박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안 마련하기를 제안하였다. 관계 수준의 갈등 해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수 학습 활동으로는 역할놀이를 통한 언어 표현 연습하기를 마련하였고, 토

의 중 갈등 해결 양상을 학생들 스스로 반성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토의 교육의 내용 마련은 학문적 체계에 따른 것으로 실제 학생들

의 토의 수행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토

의 담화 교육을 모두 이수한 예비 중학생들의 토의 수행 능력을 파악하여 중학교 토

의 교육의 출발점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토의 중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갈등에 대한 민감

성을 키우고, 다양한 해결 전략을 마련하고자 했다.

셋째, 기존의 토의 교육이 합리성을 지향했다면, 본 연구는 갈등의 기저에 있는

감정에 주목하여 갈등 해결 전략을 마련하였다. 관계 갈등이 심화될 경우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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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 해결도 어려워지므로 청자를 소극적으로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

로 배려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다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

들에 대해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토의 담화의 목적을 ‘문제에 대한 이

해’, ‘문제-해결’, ‘의사결정’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때39), 본 연구는 ‘문제-해결’ 혹

은 ‘의사결정’을 위한 토의에서 발생한 갈등을 중심으로 갈등의 유형과 갈등 해결 능

력의 하위 요소들을 살폈다. 문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토의에서는 어떤 유형의 갈

등이 두드러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 중학생을 관찰 대상으로 하여 중학교 교육의 출발점을

파악하였다. ‘갈등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을 이수한 중학생들

의 토의 수행 양상을 추가적으로 관찰하여 토의 교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

충할 필요가 있다.

39) 이와 같은 분류는 최영인(2007: 20-21)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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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집단
C-
우수
-03

B-
우수
-02

B-
평균
-01

갈등

해결

과정

과제

갈등

① 갈등의 쟁점을 발견하고, 쟁점별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
로 대화를 진행한다. △ △ X

②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한다. X X X

절차

갈등

③ 토의 주제에 따라 상호작용 절차와 관련하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각 절차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절차를 결정
한다.

X X X

④ 토의 주제와 관련 없이 상호 작용 방식과 관련하여 의
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회자의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
한다.

○ △ X

관계

갈등

⑤ 능동적으로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상대를 배려하
는 말하기를 실천한다. △ X X

권력

갈등

⑥ 사회자 역할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으
로 합의해서 새로운 사회자를 뽑거나 보조 사회자가 
사회자의 역할 수행을 돕는다.

․ △ △

⑦ 참여자들에게 발언권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발언권을 온전
히 보장받도록 한다. △ △ X

갈등

해결

결과

⑧ 마련된 해결안은 갈등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이다. X X X

⑨ 토의자들 모두가 최종 해결안을 수용한다. ○ △ △

⑩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된다. ○ △ X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X)

[부록1]

채점자별 평가 결과

1) 채점자1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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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집단
C-
우수
-03

B-
우수
-02

B-
평균
-01

갈등

해결

과정

과제

갈등

① 갈등의 쟁점을 발견하고, 쟁점별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
로 대화를 진행한다. △ △ X

②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한다. △ X X

절차

갈등

③ 토의 주제에 따라 상호작용 절차와 관련하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각 절차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절차를 결정
한다.

X X X

④ 토의 주제와 관련 없이 상호 작용 방식과 관련하여 의
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회자의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
한다.

○ ○ X

관계

갈등

⑤ 능동적으로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상대를 배려하
는 말하기를 실천한다. ○ △ X

권력

갈등

⑥ 사회자 역할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으
로 합의해서 새로운 사회자를 뽑거나 보조 사회자가 
사회자의 역할 수행을 돕는다.

X △ X

⑦ 참여자들에게 발언권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발언권을 온전
히 보장받도록 한다. ○ X X

갈등

해결

결과

⑧ 마련된 해결안은 갈등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이다. △ X X

⑨ 토의자들 모두가 최종 해결안을 수용한다. ○ △ X

⑩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된다. ○ △ X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X)

2) 채점자2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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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집단
C-
우수
-03

B-
우수
-02

B-
평균
-01

갈등

해결

과정

과제

갈등

① 갈등의 쟁점을 발견하고, 쟁점별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
로 대화를 진행한다. △ △ X

②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한다. △ X X

절차

갈등

③ 토의 주제에 따라 상호작용 절차와 관련하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각 절차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절차를 결정
한다.

X X X

④ 토의 주제와 관련 없이 상호 작용 방식과 관련하여 의
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회자의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
한다.

○ ○ X

관계

갈등

⑤ 능동적으로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상대를 배려하
는 말하기를 실천한다. ○ △ X

권력

갈등

⑥ 사회자 역할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으
로 합의해서 새로운 사회자를 뽑거나 보조 사회자가 
사회자의 역할 수행을 돕는다.

․ △ X

⑦ 참여자들에게 발언권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발언권을 온전
히 보장받도록 한다. ○ X X

갈등

해결

결과

⑧ 마련된 해결안은 갈등을 처치하는 데 효과적이다. △ X X

⑨ 토의자들 모두가 최종 해결안을 수용한다. ○ △ △

⑩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된다. ○ △ X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X)

3) 채점자3(연구자)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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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B-평균-02]
022 학생5: 어, (학생1)에게 질문을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023 학생4: 네.
024 학생5: (학생1)씨. 아까.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해도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휴대폰 사용의... 모든 게임이나↗ 전화나.. 메신지나.. 이런.. 모든 휴
대폰의 모든 설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급한 일이 생길 때 통화만 가
능한 것입니까?

025 학생1: 게임이나. 카톡.. 그런 것도 다 되는 것입니다.
026 학생5: 아..

-------- <22~26: 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폰 기능의 범위>

027 학생4: 그래서.. 쉬는 시간에만 하는 것입니까?
028 학생1: 네((고개 끄덕임))
029 모두: ((고개 끄덕임))
030 학생6: 반대하는 쪽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반대한다는 거는.. 학교에서 아예 배

제하는 것인지...
031 학생4: 아예 배제..
032 학생6: 그러면... 만약 가져왔을 때..
033 학생5: 저는. 핸드폰은 가져와도 되는데↗ 가져 오게 될.. 가져와도 되는데↗ 일단 

선생님께 휴대폰을 제출하고↗ 긴급... 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선생님의 동
의하에..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4 학생6: 그런걸 많이 해봤을텐데.. 특별히 그걸 해봤다고 해서.. 달라진게 없는 것 같
습니다. 문제는.. 카톡.. 감옥. 학교 폭력 그런 식으로 막. 요즘 그렇잖아요. 그
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벌을 내릴지.. 가져왔을 때↗.. 걸리면은.. 벌을 내
렸을 때.. 그 벌로 이 학생이 달라질 것인가.. 정말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는 그런게 막 정말로 잘 안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 ((멋쩍은 듯 웃음))

035 학생4: ((웃음)).. 일단은 그 핸드폰을 교실에서만 사용.. 쉬.. 쉬는 시간에만 사용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진 않고.. 학교에
서는 안 해도 집에서 하면.. 그 핸드폰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적당히 조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27~35: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036 학생5: 네. 교실에서 휴대폰 사용을 하면... /?/ 몇몇 친구들은 시끄럽게 음악을 틀거
나↘ 소란스럽게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럼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고..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037 학생4: 그래도..쉬는 시간은 쉬라고 있는데.. 그렇게 막. 큰 소란을.. 그렇게 큰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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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떨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38 학생3: = 근데 저는. 근데 저는. 쉬는 시간은 진짜. 그 후에 수업이나. 수업의 내용

이나. 진짜. 화장실을 갔다 오라고 주는 시간인데 핸드폰 때문에.. 내가 진짜 
잡혀가지고. 필요한 거를 그 시간에 못할 수도 있는거니까.. 제 제재가 안되가
지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핸드폰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36~38: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1(소란)>

039 학생6: 그래서↘ 가져오면 된다~?
040 학생4: 안된다
041 학생6: 아예. 가져왔을 때는..↗
042 학생4: ☆ 아예 교실에 못 가져오게 한다 ★
043 학생3: ☆ 아니.. ★ 꺼놔야 한다고 해야 되나↗
044 학생6: ☆ 꺼놨을 때★
045 학생3: ☆근데★ 또 아예 안 가지고 다니게 되면.. 하교나 그럴 때 등굣길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046 학생6: 그러면 가져 오기는 하는데↗ ☆가져와서 꺼 놓는다↘★

--- <39~46: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047 학생3: ☆꺼 놓는다.★ 어.. 근데 그걸 지킬 사람이..
048 학생4: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 어떻게 그럼
049 학생3: 근데..
050 학생1: 거기서 벌점 주겠지~
051 학생4: 그렇겠지? ((멋쩍게 웃음))
052 학생5: 근데 (학생6) 학생 말처럼..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을 등교

를 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학교에 오면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
053 학생3: = 네.. 또... 끝나면 하교 때.. 아. 등교 때 제출하고↗ 하교 때 다시 돌려받고.. 

--- <47~53: 등교 후 휴대폰 사용을 금지했을 때 실효성>

054 학생4: 근데.. 그렇게 하면.. 핸드폰을 가져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055 학생3: 등. 등하교.. 그러니까 등하교 때 쓸려고..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업이 

시작할 때 핸드폰을 걷고.. 수업이 끝나면 또 나눠주는 거지... 
056 학생4: 근데 그 만약에..  중간에..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057 학생2: 그러니까..
058 학생3: = 양해를 구해야지.. 
059 학생2: 양해를 구해가지고.. 
060 학생3: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핸드폰을 돌려줘야지

--- <54~60: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061 학생2: 그리고 핸드폰은 게임하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쉬는 시간에 굳이 핸드
폰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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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학생4: ((퉁명스럽게)) 쉬는 시간에 굳이 게임하라고 있는게 아니죠↘ 핸드폰으로 게
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화할 일이 있으면 전화할 수 있고... 
만약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에..

063 학생2: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해도 된다고 /??/
064 학생4: 크게 얘기해 주세요. 
065 학생2: ((침묵))    -------- <61~65: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이 필요한 이유>

066 학생4: 그럼 일단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067 학생3: 모아보면..
068 학생5: 근데 아까 (학생4) 학생이 말했듯이. 그럼.. 그 학교 생활 동안은 다 걷어 놓

고. 학교 때는 나눠준다.. 라고 (학생3) 학생이 말했을 때↘ 그럼 휴대폰을 뭐하
러 갖고 다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생4) 학생이 말한.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으로.. 아. 휴대폰은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사용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난 아무 상관 없다.. 이런 뜻 아니십니까?

069 학생4: 아니죠.. 굳이 그렇게 피해를 주지 않고서도 핸드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 <68~69: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1(소란)>

070 학생5: 하지만. 계속.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계속 휴대폰을 하고. 집에서도 계
속 휴대폰을 할 시간이 많은데... 또 주말도 많구요.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 건강에도 해롭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071 학생4: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잘.. 잘.. 자제를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자제를 할 수.. 할 수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가
져와야 겠죠. 자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잘 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할 수 있겠죠. 

---- <70~71: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점2(건강)>

072 학생3: ((작은 목소리로)) 그렇지만 사적으로 쓸 수도.. 우리 이제 빨리 의견을 모아야 
073 학생5: 핸드폰 사용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핸드폰 사용을 막으려고 자신이 혼자 

자제를 하거나. 학교에 외부에서 오셔서 수업을 할 때..도.. 지금까지 많은. 그
런.. 수업이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구요.. 

074 학생6: 저기. 근데 이번에 중요한게.. 저도 그런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게... 뭐 스
마트폰이 아니.. 3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다 걷는. 다 걷는 선생님을 만
나봤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무슨. 그 학생들은. 아마.. 

075 학생3: 안가져왔다 그러고..
----------- <72~75: 학교 안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해결책의 실효성>

076 학생6: 그런거 아니면.. 쉬는 시간에 온통 스마트폰 얘기.. 대충 뭐 그런.. 약간.. 이
미 중독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중독된 아이들은. 요즘 그렇잖아요. 핸드
폰이 없으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며)) “주머니에.. 아, 이게 없네” 이러
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미 이미. 심각하게 된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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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사람은. 정말 소수 몇 명 정도.. 그 소수를 위해서 그런 심각한..아이들이.. 
폭력성을 나타낼 수 있는거고.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질
적으로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세게.. 뭐.. 

077 학생4: 그러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078 학생6: 합의점을 찾은 거죠.. 내는 건 맞는데~ 내서 학생들이 달라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정말.. 직접 말을 해주거나. 가정이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별
히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079 학생3: 거짓말.. ((눈치 봄))
080 학생5: 계속하세요.
081 학생3: 정말. 막. 집요하게.. 핸드폰을 막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있을 때는 핸드폰

을 모른척 하면서.. 선생님이 나가면 바로 꺼내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082 학생4: 그러면.. ((학생3의 말을 끊었다 생각하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학생3)에게 
계속 말하라는 신호를 보인다))

083 학생3: ((학생4에게 손동작으로 말차례를 넘긴다.))
084 학생4: 그러면. 일단은 심각하게 중독이 되었거나↘ 그렇게 되면.. 아예 주머니에? 

아니. 핸드폰을 꺼놓고... 가방에 넣어두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
는 걸 일단 아니까 꺼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꺼놓는 것도..

085 학생3: 그리고 끌 사람이..
086 학생6: =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뭐 적발 1회시.. 

무슨 설문 조사에서 중독 상태를 알아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
이 별로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혼자 개인만의 생각인거죠.

------ <76~86: 휴대폰 사용에 중독된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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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hod of teaching and learning 
for improving the ability of conflict resolution during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method of teaching and 
learning on conflict happening during discussion. Current education 
for discussion chooses the teaching content according to academic 
system. In this case, it does not reflect learner's actual ability of 
accomplishment, so we cannot expect concrete content and method of 
teaching.
  This study analyzed students' resolution aspect of each conflict to 
separate 'conflicts' during discussion as per its cause into task 
conflict, process conflict, relationship conflict, and power conflict. To 
increase the validity of analysis, I prepared for the standard of 
analysis by considering students' developmental trait that happens 
betwee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d applying the principle of 
conflict resolution
  To seek the start-point for the eduction of middle school,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prospective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going to graduate soon, and I composed groups according to a school 
record, reliability among members, and performance of discussion. 
The study method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applied to this 
study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text that students made and to 
seek the main cause of the asp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aspect of conflict resolution 
during discussion, the following problems were discovered as per the 
conflict types. First of all, while dealing with task conflict, students 
were inexperienced to find a point at issue. Even if they found it, they 
did not continue their talks to seek a solution and even kept 
deepening the conflict. What disturb conflict resolution was cognitive 
error caused by students' selective attention, black and white thinking, 
and over-generalization
  Secondly, process conflict usually occurred with the proced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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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during discussion. There was less effort to resolve process 
conflict because it was not directly connected to the subject of 
discussion, and students used to follow moderator's decision. 
Meanwhile, the group that did not find the solution for the procedure 
of interaction, lost cohesion at discussion by spending much time on 
unnecessary talk apart from the subject of discussion. Students were 
faithful in general procedure of discussion, but did not recognize that 
the procedure can be reconstructed by the subject of discussion.
  Third, relationship conflict was deepened because of thoughtless 
speech.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considerate attitude for each 
other's emotion and decency because people who persue the desire of 
support get frustrated when their opinion is rejected under conflict. 
However, few students frequently criticized or found fault with the 
listeners. Though others did not accuse listener, they were passive to 
support and encourage them, which shows the lack of the speaking 
ability to care in general.
  At last, power conflict happens when competing in the role of 
moderator or the right to speak. In the cases of this research, the 
problem was not to compete to be a moderator, but to admit the 
authority of moderator who claims to be by himself/herself. The Group 
that managed power conflict elected moderator via an open ballot, or 
had sub-moderator to complement main moderator. When competing 
in the right to speak, participants should be moderate, but it is more 
important for moderator to restrain people who try to take all rights 
to speak. 
  Next,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cause of making difference 
between students in resolving conflict with 3 factors: cognitive factor, 
social-cultural factor, affective factor. The analysis by cognitive factor 
had difference in the kind and extent of cognitive conflict, the 
standard of concreteness to analyze the cause of conflict, and the 
diversity of strategy to resolve conflict. Secondly, in social-cultural 
factor, the followings had effect on the level of conflict resolution 
during discussion: the culture of data searching via Internet, the 
culture of discussion seen/heard from mass. Third, in affective factor, 
the ability to manage stress effectively and the way of exp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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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about dissatisfaction had impact on the level of the resolution.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designed the method of 
teaching and learning to increase the ability to resolve conflict during 
discussion. First of all, the content of eduction is presented in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Knowledge' is to understand coherent 
characteristic of the circumstance that conflict occurs and is resolved 
during discussion. 'Skill' is for extension of the ability of conflict 
resolution to reduce disagreement. 'Attitude' is to extend the ability to 
resolve relationship conflict. This study suggested the strategy of 
critical question and refutation activity of presenting alternative 
proposal to increase the ability of conflict resolution in terms of the 
contents, and role-playing to increase the ability to resolve conflict in 
terms of relationship. Also, this research proposed activity for 
participants to check the aspect of conflict resolution and make up for 
the point of issue during discussion by themselve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Oral Communication Education, 
Discussion Education, Conflict Resolution, Task Conflict, 
Relationship Conflict, Process Conflict, Power Conflict

Student Number: 2012-2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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