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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양상을 탐색함을 통해 발표 불안

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육을 설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발표 수준의 

차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 문제로 설정

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연구 방법으로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혼

합 연구의 설계 유형으로 순차적 설명 설계 방법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상호작용 및 말하기 불안과 발표 불안과의 관계와 

위상을 논의함을 통해 발표 불안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사회 불안 이론 검

토를 바탕으로 말하기 불안의 하위 유형으로 쌍방향적・관계적으로 나타나

는 의사소통 불안과 일방향적・수행관찰적으로 나타나는 발표 불안을 구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표 불안을 말하기 불안의 독립된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관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다수가 참

여하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인식되거나 느껴지거나 행동적으로 드러

나는 심리적 불안 반응 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에 두고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과정 양

상을 분석하였다. 발표 과정의 양상은 발표 준비 단계와 발표 수행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은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와 비교하였을 때, 발표 준비 단계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하더라도, 발표 수행 단계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발표 준비의 세부 활동에서 시간적인 차이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

지만 세부적인 방법과 질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발표 과정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 연구 방법을 채

택하여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와 낮

은 학습자가 발표 과정에서 어떠한 발표 준비 및 수행 행동을, 어떠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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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및 과정에 따라, 어떤 이유로 하였는지를 살피고, 이를 맥락과 함께 복

원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과정

에서의 수준의 저하가 (1) 발표 준비에서의 의사소통 지향성, (2) 대본에서 

발표로의 내용 변형, (3) 소통 맥락에 대한 이해와 환언이라는 세 지점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

육을 설계하였다. 본고는 발표 교육의 목표를 지식・기능 및 전략・태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1) 발표 불안의 개념과 현상을 이해할 것, (2) 의사소

통 지향적으로 발표를 준비하여 발표 내용의 수준을 높이고, 준비한 내용

을 자연스러운 구어적 표현으로 환언하여 발표할 것, (3) 발표 불안 극복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함양하며 능동적이고 즐겁게 발표에 참여할 

것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단일 모형보다 복합 모형이, 개인별 교육보다

는 집단 교육이, 일원화 교육보다 맞춤형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전제 아래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고, 의사

소통 지향적 발표 준비 훈련과 발표 내용 요소 암기 및 구어 환언 훈련을 

제안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 주요어 : 국어 교육, 화법 교육, 발표 교육, 발표 불안, 말하기 불안, 발

표 과정, 발표 준비, 발표 유형

* 학  번 : 2014-2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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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학습자의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과정의 차이를 분석함

을 통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육을 설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발표 불안은 특성 불안(trait anxiety)과 상태 불안(state anxiety)이라는 두 

축에 의해 결정되는 정서적・감정적 반응이다. 특성 불안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을 위험하거나 위협이 된다고 지각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

태 불안 반응들의 강도를 높여서 반응하는 경향에서의 개인차 를 의미하

고, 상태 불안은 특정한 순간에 일정한 수준의 강도로 경험되는 정서 상

태 를 의미한다(한덕웅・이장호・전겸구, 1996: 2). 다시 말해 특성 불안은 

기질적・내면적으로 형성되는 비교적 지속적인 반응이고, 상태 불안은 상

황적・외재적으로 형성되는 순간적 반응이다. 특성 불안은 기질적이고 개

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단기간에 처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특성 불안이 높은 학생들도 효과적인 발표 전략

을 사용하면, 상태 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하며 수준 높은 발표를 할 수 있

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먼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특성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특성 불안이 낮은 학습자보다 발표 수행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러한 차이가 발표 준비 및 수행의 

전략의 유무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 즉 특성적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수준이 

낮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를 통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맥크로스키

(McCroskey, 1976)와 비티(Beatty, 1988), 에이어스와 레프티스(Ayres & 

Raftis, 1992)는 발표 불안이 높은 사람의 발표는 발표 불안이 낮은 사람의 

발표보다 내용적・표현적으로 수준이 낮음을 양적 연구를 통해 실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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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 즉 발표 수준의 차이가 발표 준비 및 수행 전략의 유무에 

의해 나타난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특성적 발표 불안이 발표 수행에 직접적

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에 매개되어 발표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발

표 불안이 높은 사람은 발표 준비 과정에 전념하지 못하고 발표 상황을 걱

정하며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발표 주제를 

늦게 선정하고, 자신이 생성한 발표 내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전체 수

정과 부분 수정을 잦게 하며, 발표 연습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Menzel & 

Carrell, 1994; Daly, Vangelisti, & Weber, 1995; Pearson, Child, & Kahl Jr., 

2006 등)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는 발표 불안이 높은 사람이 불안함으로 

인해 발표 준비에서부터 비생산적으로 활동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먼저 캐시댄과 허버트(Kashdan & Herbert, 2001)는 연

구 방법의 차원에서 발표 불안 치료의 효과를 양적 데이터로서 보여주는 

실험 연구에서 나아가 학교나 가정 등 자연적 환경에서의 실제 관찰을 통

해 질적으로 면밀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앨리영

(Alley-Young, 2005)은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는데, 발표 불안증 환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심한 발표 불안을 느

끼는 일반인이나 학생들의 실생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대규모 설문 조사

를 통해 발표 준비와 발표 수행 수준의 관계를 양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데에 그쳐 발표 준비와 발표 수행의 양상을 세밀히 다루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대학생 일반과 고도의 발표 불안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발표 양상

을 살피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국어교육학계에서도 최근 10년 간 발표 불안 조절 및 완화를 위한 교육

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발표 불안 조절에 대한 내용 요소가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등장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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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발표 불안과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 명제 차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발표 불안의 수준이 높은 학습자

의 심리적 교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어교육학에서는 말하기 불안 조절

을 위한 기능적・전략적 차원의 논의를 제시하고, 언어 교육적 처방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발표 불안이 높은 청소년 학습

자가 어떻게 발표를 준비하며 수행하는지, 발표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라. 라는 일반적

인 명제 차원의 논의에서 나아가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

육의 내용을 제안하고, 교육 모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발표자의 발표 불안 수준에 따라 발표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발표자의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 과정

을 통해 나타나는가?

셋째,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며 활

용 방안은 어떠한가?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선행 연구 검토는 주제에 따라 1)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과정에 대한 검토, 2) 발표 불안 조절을 위한 교육 방안 검토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발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수행을 저하시킬 만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발표 준비 활동 

및 발표 조건이 발표 불안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탐색한다. 에이어스

와 로비보맥스웰(Ayres & Robibeaux-Maxwell, 1989)은 발표 불안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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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으며, 비티(Beatty, 1988)는 발표 불안 

정도에 따라 발표 도입 전략 선택의 오류와 실천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를 연구하였다. 에이어스와 레프티스(Ayres & Raftis, 1992)는 발표 평가 여

부와 발표 준비 시간 제공 여부가 발표 불안이 높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 

상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말하기 불안이 발표 수행 이전의 준비 단계에

서도 발표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에 시사하는 바가 높다. 하지만 이처럼 발표 조건과 발표 양상, 발표 불안

의 상관관계를 양적으로 논의한 연구들은 발표 준비 시간 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발표를 준비했는지

를 알려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수행 기술

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말할지 결정하기 어려워서, 예상되는 부

정적인 결과를 미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더 

긴 준비 시간을 가졌을 수 있다. 발표 준비 행위 기저에 있는 인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맨젤과 카렐(Menzel & Carrell, 1994)은 발표 준비 활동(시간 및 

빈도)과 발표 수행의 수준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하였으며, 데일리 등

(Daly et al., 1995)은 발표자의 발표 준비 양상과, 준비의 차이가 발표 수행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다. 에이어스(Ayres, 1996)는 의사

소통 불안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발표 준비 활동 차이를 분석하였으

며, 피어슨 등(Pearson et al., 2006)은 학생들이 발표 준비를 탐색하고, 어

떤 준비 활동이 좋은 성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스미스와 프

리미어(Smith & Frymier, 2006)는 청중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해 보는 것이 

발표 수행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가설에 대한 입증을 시도하였다. 

위에 서술한 연구들은 발표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설명(누가 어떤 기준으

로 학생의 발표를 평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고, 발표 준비 

활동이 자기 보고에 의존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신뢰하기 어려우며, 의사소통 지향적 준비 활동과 비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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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 준비활동을 구분하기는 했으나 실제 준비에서는 관련 활동이 두 차

원으로 구분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발표 수행 수준에 대한 정교한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 발표 준비 활동에 대한 엄밀한 조사, 준비 활동 각

각에 대한 질적인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표 준비 활동에

서의 의사소통 지향성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준비 활

동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의사소통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부적응적, 비효율적 

준비 활동을 처치한 뒤에는 이들의 발표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에 관하

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발표 준비 과정과 발표 수행 결과의 상관이나 영향 관계를 다

룬 연구는 권효진(2013)이 유일하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발표 준비 활동으로 완전하게 글쓰기, 메모하기, 토의하기를 설정하여 시행

한 뒤 각각의 준비활동을 통한 발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완전하

게 글쓰기를 한 후의 발표는 문법적 오류는 적지만 청자와 자연스럽게 말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메모한 후의 발표는 내용 구성과 조직의 측면에

서 가장 우수하며, 토의한 후의 발표는 내용 조직과 문법적 오류가 많지만 

가장 즐겁게 발표할 수 있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발표 불안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로서, 

발표 불안이 발표 준비의 매개를 거쳐 발표 수행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탐

색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발표 불안 조절을 위한 교육 방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표 불안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설계・검증과 관련한 최근의 국내 교육

학과 국어교육학 연구로는 김은주(2003), 김종숙(2004), 정상섭(2004), 김유

나(2008), 유지은(2008), 서영진・전은주(2010), 전은주(2010), 강병규(2012), 

김예지(2012)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학습자의 발표 불안 요인에 대한 양

적, 질적 탐색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원리를 제시하거나 모형을 설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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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불안은 사회 불안의 하위 특수 유형으로서 정신의학과 심리학 분

야에도 불안 치료 프로그램 설계 및 효과 검증 연구로서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 서구권에서는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발표 불안 또는 사회 불

안 치료 방법에 따른 효과 차이에 대한 양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으며(Goldfried, 1979; Glass & Shea, 1986; Heimberg, Libowitz, Hope, 

& Schneier, 1995), 이러한 연구들은 불안의 핵심 요소를 찾아, 가장 효과

적인 치료법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치료기법과 참여자, 치료 환경, 치료자 유무, 

치료 후 기간에 따라 효과가 비교・검증되었다. 즉, 1) 치료 기법에 따라 

인지를 강조하는 인지 재구조화 치료, 감정과 생리를 강조하는 노출치료

와 체계적 감각 치료, 행동과 기능을 강조하는 사회 기술 훈련, 그리고 인

지・감정・행동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인지 행동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거

나(Weissberg & Lamb, 1977; Öst, Jerremalm, & Johansson, 1981), 2) 참여

자에 따라 집단 치료와 개인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거나(Wlazlo, 

Schroeder-Hartwig, Hand, Kaiser, Münchau, 1990), 3) 치료 환경에 따라 

실제 환경에서 수행되는 치료와 비실제(가상, 실험, 임상) 환경에서 수행되

는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거나(Wlazlo, et al., 1990), 4) 치료 후 기간에 따

라 단기(치료 직후), 중장기(몇 개월 후, 5-6년 후 등) 치료의 효과를 검증

하는 연구들이 시행되었다(Heimberg, Salzman, Holt, Blendell, 1993).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치료를 시행한 실험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치료 방법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Öst, Jerremalm, & Johansson, 1981; Allen, 

Hunter, & Donohue, 1989). 불안 감소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검증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불안이 인지와 감정, 행동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

하는 반응이며, 동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잠재 원인과 성

격, 배경을 지닌 개인들에게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Leary & Kowalski, 1995). 이러한 비판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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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반응 패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3. 연구 방법 및 대상

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준의 차이와, 그 수준 

차이를 유발하는 발표 양상을 분석함을 통해 발표 불안이 높아 발표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육의 내용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 방법으로 혼합 연

구 방법(mixed method) 을 사용하였으며, 혼합 연구 방법의 설계 유형 중

에서 양적으로 분석한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를 질적으로 보완하여 설명하

는 순차적 설명 설계 방법(explanatory sequential mixed method) 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순차적 설명 설계 방법이란 크레스웰(Creswell, 2014)이 이론화한 연구 

방법으로서, [그림 Ⅰ-1]과 같이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에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순차적 설명 설계 방법에

서는 주된 연구의 관심이 양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있되, 양적 자료에

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에 질적 자료를 사용한다. 

[그림 Ⅰ-1] 설명적 설계 방법(Creswell, 2014: 220)

본 연구에서 순차적 설명 설계 방법에 따라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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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약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판 발표 불안 척도(K-SAS)를 사용

하여 연구 참여자의 특성적 발표 불안 수준을 확인하고, 분석 대상을 선정

하였다. 다음으로는 발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발표 준비 과정에 개

입할 수 있는 가외 변인(발표 주제, 발표 환경, 발표 조건 등)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발표 과제를 공개하

고, 동일한 발표 준비 시간 동안 연구 참여자들이 발표를 준비하는 양상을 

녹화・관찰하여 연구 자료로 구축하였다. 발표 준비 후에는 발표를 녹화하

고, 녹화 영상을 화법 교육 전문가 3인에게 평가 의뢰를 하여 점수를 산출

하였다.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준 및 발표 과정의 양상을 양적으로 분석

한 뒤에는, 그 결과를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발표 불안 및 수행 수준

에 따라 발표 유형을 분류하고,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를 분석

할 때에는 수준과 시간, 산출량 등의 숫자 데이터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들을 세밀히 설명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즉, 어떤 활동을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하였는지를 면담과 관찰을 통해 보완하였으며,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발표와 대본의 내용과 조직, 표현을 비교하여 발표 준비에서부터 수행으로

의 전환 양상을 탐색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령 간 차이나 발달 과정을 보고자 하는 연구가 아니므로, 

연구 대상의 나이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연령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중학교 2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이 연령대가 또래의 평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신상인, 2013), 또래 지향이 높은 시기(박순화, 2000)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중에서도 발표 불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실험은 실험・통제집단의 무선화 유무와 관련하여 준실험설계

(quasi-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외 변인으로서 학

교의 유형과 성취도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서울 소재의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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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반의 남녀 공학 공립 중학교 중에서, 2015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서의 보

통 학력 이상 비율과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과의 차이가 5점 이

하인 학교를 3개교 선정하였다1).  또한 연령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중학교 2학년으로 한정하였다. 더불어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

해 소규모의 예비 연구 및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진행 절차를 세우고, 집단 

간 실험 상황의 차이를 통제하였다.

연구 대상은 <표 Ⅰ-1>과 같이 A중학교 124명, B중학교 147명, C중학교 

13명이며, 총 284명이다. A중학교에서는 네 학급에서, B중학교에서는 여섯 

학급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조사 및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C중학교는 연구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급을 마련하여 조사 및 실험을 진행하였

다. 조사와 실험은 각각의 학교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A중학교・B중학교와 

달리 C중학교에서 소규모 특별 집단을 구성한 이유는 대규모 실험으로 진

행된 A중학교・B중학교에서는 학생 각각의 준비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C

중학교에서는 소규모 집단 구성을 통해 개개인의 발표 준비 양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조사 기간 연구 대상
사전 검사 

응시자
발표 수행자

2015. 12. A중학교 2학년 4학급(124명) 105명 31명

2015. 12. B중학교 2학년 6학급(147명) 146명 74명

2016. 02. C중학교 2학년 방과후학급(13명) 13명 13명

합계 264명 118명

<표 Ⅰ-1> 연구 참가자 분류

1) 2015년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국 73.07%였으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53%였다. A중학교와 B중학교, C중학교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각각
77.33%, 71.60%, 69.27%였으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93%, 4.10%, 6.40%였다
(http://www.schoolinfo.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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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K-SAS)를 실시하고, 264명(A중학교 105명, B

중학교 146명, C중학교 13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이 중에서 110명을 무

선 추출로 선발하여 발표를 요청하였고, 8명은 자원하여 총 118명(A중학교 

31명, B중학교 74명, C중학교 13명)의 발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대상

은 <표 Ⅰ-2>와 같이 발표를 한 118명 중 사전 발표 불안 검사 점수 상위 

30%(88점~127점)와 하위 30%(33점~76점)에 해당하는 학생 각각 35명씩, 총 

70명이다.2)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32명, 여학생 38명이다. 발표 불

안이 높은 집단 35명 중에서 남학생은 18명, 여학생은 17명이며, 발표 불안

이 낮은 집단 35명 중에서 남학생은 14명, 여학생은 21명이다.

구분 사전 검사 발표 수행 최종 분석 대상
고불안 집단
(상위 30%)

80명 35명 35명

중간 집단
(나머지 40%)

104명 48명 -

저불안 집단
(하위 30%)

80명 35명 35명

총계 264명 118명 70명

<표 Ⅰ-2> 최종 분석 대상 선정

조사 및 실험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0개 학급에서 각 3차

시에 거쳐 진행되었다.3) 1차시에는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진

행 절차를 소개하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사전 검사 및 평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검사 도구는 특성적 발표 불안 검사(K-SAS)이었으며, 

2) 본 연구의 발표 불안 검사 참여자의 발표 불안 점수 평균은 80.30, 표준편차는 16.5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참여자의 발표 불안 평균 점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영진・전
은주(2010)의 연구에서 보고한 85.02(17.10)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병규(2012)의 연구에서 보고한 70.3(14.17)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3) 1차시와 3차시는 정규 수업 시간과 같이 45분 동안 진행하였고, 2차시는 발표 준비 시간
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55분 동안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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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국어 및 전과목 성적, 발표 교육 경험 여부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2차시에는 발표 주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진행한 후 발

표 준비 활동 시간을 제공하였다. 발표 주제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제

정이 필요한가? 이었다.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

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법(이

상수, 2006) 이다.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제정에 대한 의견 주장하기로 발표 주제를 정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말하기 목적에 따라 설득하는 말하기  상황에서 가장 

큰 불안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장윤경, 2001; 서영진・전은주, 2010)를 참고

하여, 설득적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발표 주제를 선정한 것이다. 더불어 착

한 사마리아 인의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제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어느 쪽이라도 균형 잡힌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실제로 발표 대본을 작성한 

237명 중 106명(44.7%)이 찬성하고, 113명(47.7%)이 반대하며, 18(7.6%)명이 

기타 의견(의견 없음, 찬반 근거를 모두 쓰고 결정을 못 내림, 의견을 선택

하지 않음)을 선택하여 발표 주제에 대한 의견이 찬성이나 반대로 집중되

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시를 시작할 때에는 발표 준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발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 주제와 관련한 간단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동영상은 착한 사마리아 인 법-찬반토론 이라는 EBS 동영상이었으며, 상

영 시간은 2분 36초이다. 이 동영상은 찬반토론 주제를 제공하기 위한 목

적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이며, 착한 사마리아 인에 대한 설명과 찬반 논거

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부록1).

다음으로 발표 주제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안내지를 제공하였다. 발표 안

내지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발표 안내지에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의 의

미와 유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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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 인의 법 제정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부록2). 

더불어 가외 변인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발표 상황과 조건에 대한 설

명을 제공하였다. 발표 상황에 대한 안내로는 발표 시간은 3분이며 교단 

앞에 나와서 혼자 발표한다는 것, 발표 중에는 컴퓨터나 기타 멀티미디어

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발표 조건에 대한 안내로는 공식적 

발표의 상황이니 격식체( ~입니다 , ~합니다 , 습니다 )를 주로 쓰라는 

것, 제공한 종이에 발표 대본을 작성할 수 있으나 대본은 발표 직전까지만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발표 중에 발표 대본을 참고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첫 번째 예비 실험

에서 발표 중 대본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니 발표 불안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교단 앞에 나와서 발표 대본을 있는 그대로 낭독하여 발표 

중 불안 행동들을 관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 실험에서의 

발표 녹화 자료는 분석에 제외하고, 본 실험에서는 발표 대본 참고를 금지

하였다. 다만 발표 대본을 참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인해 발표자의 대본 

숙지도 및 기억 능력에 따른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표 대본은 발

표 직전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참고 자료는 발표 준비 중 자료 탐색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제공한 것이

다. 참고 자료를 통일함으로써 자료 검색 능력이나 자료 접근성, 확보한 자

료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는 2페이지 

분량(2252자)으로 제공하였으며, 지식 사전(한림학사, 2007)에서 다루고 있

는 내용을 제공하였다(부록3).

발표 주제에 대한 안내, 발표 상황 및 조건에 대한 안내, 발표 참고 자료 

제공 후에는 개인적으로 발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준비 제한 

시간은 45분이었으며, 발표 준비 후에는 발표 준비 중 활동 및 인식에 대

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발표 준비를 일찍 마친 학생들은 설문을 먼저 시행

한 뒤 실험을 종료할 수 있었다. 실험을 종료한 뒤에는 2차시 동안 작성한 

발표 대본을 회수하였으며, 3차시를 시작하며 대본을 다시 배부해주었다. 

이는 발표 대본 분실을 방지하고, 대본 분석을 통해 제한된 발표 준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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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발표 준비를 어떻게 하였는지 알아내기 위함이었다.

3차시에는 발표 수행 및 녹화를 진행하였다. 발표 녹화를 위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발표 녹화 자료는 발표 평가 뒤 폐기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3차시에는 4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발표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284명 중 발표를 수행할 학생 110명(한 학급당 약 10명씩, 11학급)을 무선 

추출하였다. 이 외에 발표를 수행한 뒤 남은 시간 동안 발표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어(8명) 이 학생도 발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발표

를 수행한 학생은 총 118명이다. 발표 수행 및 녹화 이후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사례를 하고, 추후 자료 분석 및 처리 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

간을 가지며 실험을 마무리하였다. 

질적 연구는 양적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뒤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를 수집하고, 기존의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전 검사, 

설문 및 발표 녹화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 참여에 동의한 8명의 

학생의 발표 및 발표 준비 특성을 도출하고, 개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각 면담자마다 약 15분씩 일대일 개인 면담을 진행하고 녹음하였다. 

면담에서는 발표 준비 및 수행 단계에서 발표자가 어떤 주목할 만한 행동

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면접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분류하자

면 반구조화된 면접 방법(semi-structured interview)을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 절차 및 연구 자료 수집 내역을 정리하자면 <표 Ⅰ-3>과 같다.

차시 연구 진행 내역 연구 자료 수집 자료 수

1
연구 목적 및 진행 절차 소개
사전 검사 및 조사

특성적 발표 불안 검사(K-SAS)
배경 변인 설문 조사

264

2
발표 주제 공개 및 설명
발표 준비 활동

발표 준비 중 활동 설문 조사
발표 준비 중 작성한 대본

237

3
발표 수행 및 녹화
연구 디브리핑 및 사례

상태 불안 검사(STAI-Y)
발표 녹화 자료

118

4 심층 면담 면담 자료 8

<표 Ⅰ-3> 연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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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표 불안과 발표 과정의 관계

1. 발표 불안의 개념

말하기 불안은 20세기 중반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개념으로 심리학, 

정신의학,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서로 다른 용어들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심리학, 정신의학,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는 말

하기 불안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고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각각의 용어가 지칭하는 현상과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왔다(Wadleigh, 2009: 3-8).

먼저,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꺼이 하고

자 하거나, 기꺼이 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에 주목해왔다. 커뮤니케이션 학계

에서 이러한 기질이나 성향을 다양한 명칭 아래 논의하였는데, 그러한 예로

는 의사소통 불안(communication apprehension), 과묵함(reticence), 의사소통

에 대한 비자발성(unwillingness to communicate), 사회적 의사소통 불안

(social-communicative anxiety) 등이 있다(Daly, Caughlin, Stafford, 2009: 23). 

그 이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용어들은 그 용어가 강조하고자 하는 

면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개념의 일반적 핵심은 의사소통에 참여하

거나 의사소통을 즐기거나 피하고자 하거나 두려워하는 성향 이라는 점에

서 공통점이 있다(Daly, Caughlin, Stafford, 2009: 23). 커뮤니케이션 학계에

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자발성 또는 비자발성에 대한 논의, 의사소통 불안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발표 불안을 독립적인 

의사소통 불안 유형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심리학과 정신의학계에서 발표 불안은 사회 불안(또는 사회 

공포증)4)의 독립적인 하위 유형으로 설명된다. 심리학과 정신의학계에서 

4) ‘불안’은 미래의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상태인 반면에 ‘공포’는 즉각적인 위험에 대
한 감정 반응이다(Antony & Swinson, 1996/2005: 5). 불안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통제하거나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속적인 두려움이나 걱정의 감정이다. 불안을 느끼
는 사람은 위험 가능성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즉,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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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타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말하기 불안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련

된 심리 처리가 기저에 있다고 설명된다. 따라서 말하기 불안은 기본적으

로 사회 불안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며, 말하기 상황의 본질적 특성에 따

라 불안 유형을 분류한다.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4판(APA, 1994/1997)에서는 사회 공포

증의 하위 유형으로 일반화된 하위 유형(generalized subtype)과 특정 하위 

유형(specific/nongeneralized subtype)을 구분하였다. 일반화된 하위 유형과 

특정 하위 유형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의 범주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화

된 하위 유형(generalized subtype)은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것, 모임

에 참여하는 것, 데이트하는 것, 권위적 인물과 대화하는 것, 행사에 참석

하는 것 등 전반적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만 특정 하위 유형은 특

정한 수행 위주의 상황(예를 들어, 발표와 회의 등)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Schelenker & Leary, 1982). 대중 앞 발표 불안(public speaking anxiety)은 

모든 하위 유형에서 가장 흔한 불안이며, 상호작용 불안(interaction 

anxiety)는 특수 유형보다 일반 유형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Kessler et 

al., 1998; Manuzza et al., 1995). 

이와 유사하게 리리와 코왈스키(Leary & Kowalsky, 1995)는 타인과의 쌍

방향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유형과, 타인이 자신의 수행

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일방향적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유형

으로 상호작용 불안 유형과 수행 불안 유형을 구분하였다. 상호작용 불안 

유형은 양방향적인 대인 관계에서 불안을 겪는다. 대표적인 불안 유발 상

황은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수행 불안 유형은 일

방향적이며 비유관적인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겪는다. 이들을 불안하게 하

는 대표적인 상황은 발표 상황이다. 

이처럼 심리학과 정신의학계에서는 수행 불안을 사회 불안의 하위 유형

은 각성과 긴장, 통증과 같은 불편한 신체 감각을 동반한다. 이와 비교적으로 공포는 급
박한 실제 위험이나 예기 위험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감정 반응이다. 공포는 급작스럽고
극심한 생리적 경보 반응을 유발한다. 사회 불안이 심해지면 사회 공포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Antony & Swinson, 1996/20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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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규정하고, 일방향적이고 비유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느낄 때 유발되는 불안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수행 불안의 대표적 상황으로 공식적 발표 상황을 들고 있다.

국어교육학계에서 발표는 공적 담화・대중 화법・대중 의사소통・스피

치・프레젠테이션 등의 용어와 함께 언급되었으며, 개념적으로 발표자가 

다수의 청중 앞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말하기 유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

체로 동의에 이르고 있다(장성민, 2015: 328). 최영인(2014: 160)은 발표는 

본질적으로 상호주관적 성격을 갖는, 화자와 청중 간의 사회적・공식적 활

동이며, 이는 로시랜디(Rossi-Landi, 1983)가 말하기 활동에 대해, 어떤 과

제를 매개로 여러 행위자들의 조율을 요구하는 일종의 노동 형태라고 설명

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였다.

공적 말하기를 하는 자신을 다수의 청중이 바라보고 관찰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말하기 불안은 대화와 같이 쌍방향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말하기 불안과 성격이 다르다. 즉, 여러 말하기 상황에 대한 불안 중에서도 

대화 장르의 경우 상호작용 불안의 특성이 강하며, 발표 장르는 다수의 청

중 앞에서 수행하는 공식적인 말하기라는 점에서 수행 불안의 특성이 강하

다. 또한 발표 불안은 의사소통 불안보다 더 흔하게 나타나고, 발표 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의사소통 불안을 겪는 사람들보다 기능적 손상도가 낮다(박

선영, 2003). 본고에서는 리리와 코왈스키(Leary & Kowalsky, 1995)의 사회 

불안 분류 이론을 따라 말하기 불안의 하위 유형으로 의사소통 불안과 발

표 불안을 상정하고, [그림 Ⅱ-1]과 같이 발표 불안을 말하기 불안의 독립

된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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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불안

사회 불안
[그림 Ⅱ-1] 말하기 불안의 하위 유형으로서 발표 불안

     

말하기 불안의 정의에 대하여 맥크로스키(McCroskey, 1984)는 2인 이상 

참여한 말하기 상황에서 실제로 혹은 예감으로 생기는 두려움 또는 불안의 

수준 으로, 프리모우와 브라이튼슈타인(Fremouw & Breitenstein, 1990)은 

개인이 다수의 타인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는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 불안 반응 으로, 전은주・서영진(2010)은 말하기 상황을 

예측하거나, 말하기 상황에 직면하거나, 말하기 수행 중에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에 방해를 일으키는 인지적, 생리적 및 행동적 

상태 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발표 불안은 시점에 따라 발표 전, 중, 후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생리적 차원, 행동적・기능적 차원으로 원인과 불

안 반응 및 상태가 설명될 수 있다. 선행 연구의 정의에서 발표의 상황적 

특성이 배제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발표 불안을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관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다수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의 전, 중, 후에 인식되거나 느껴지거나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 반응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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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 불안의 요인

1) 기질적 요인
커뮤니케이션 학계와 심리학계 및 정신의학계에서는 말하기 불안이 후천

적으로 학습된다는 주장과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 사이의 오랜 논쟁

이 있었다. 최근에는 말하기 불안에 대한 학습과 유전의 영향이 모두 인정

되지만, 많은 부분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특성으로서 나타나게 된다고 의견

이 모아지고 있다.

후천적 학습을 강조하는 주장은 1970-80년대에 유행했는데, 당시 행동과

학계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사회적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후천적 학습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보다

는 아동의 초기 행동 발달 시기(formative years, early childhood)의 후천적

으로 학습된 행동이 의사소통 불안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후천적인 

불안 학습은 강화(reinforcement)나 사회적 기술 습득(skill acquisition), 모델

링(modeling)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McCroskey, 1977: 80).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정신생물학(psychobiology). 신경과학(neuroscience), 

행동 유전학(behavioral genetics) 분야의 연구 업적들이 축적되면서 커뮤니

케이션 학계에는 의사소통 생물학적 패러다임(communibiological paradigm)

이 대두하고, 타고난 기질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입장이 우세해지기 시작하

였다(Beatty & McCroskey, 2009: 54). 이와 관련하여 비티와 맥크로스키, 하

이젤(Beatty, McCroskey, & Heisel, 1998)은 유전 요인이 의사소통 불안 기

질과 행동을 최대 80%까지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비티와 맥크로스키(Beatty & McCroskey, 2009)는 다음의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의사소통 불안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근거는 정신생물학계의 성격 이론과 관련된다.5) 아이젱크와 아이젱크

5) 성격 이론(personality theory)은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유형화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인간의 성격을 분류하는 다양한 이론들 중에서 아이젱크(Eysenck, 1986)
의 성격 3분류법은 신경생물학적 구조에 대응하는 성격 이론이다(Gray, 1991). 아이젱크
(Eysenck, 1986)의 3분류법에서는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외향성(extraversion),
신경성(neuroticism), 정신질환성(psychoticism)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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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senck & Eysenck, 1985)는 내향성(introversion)과 신경성이 의사소통 불

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내향성은 나서기보다는 뒤에 빠

져 있거나 기존에 자신이 있던 무리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경성은 

부적절함을 느끼거나 걱정하거나, 정서적인 동요를 일으키기 쉬운 것을 의

미한다(Eysenck & Eysenck, 1985: 316). 성격 이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하여 

비티와 맥크로스키, 하이젤(Beatty, McCroskey, & Heisel, 1998)은 의사소통 

불안은 내향성과 신경성의 조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의사소통 불안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두 번째 근거는 의사소통 

불안과 연결된 신경생물학적 구조다. 이 근거는 신경과학계의 연구들이 축적

되면서 발견되었다. 비티와 맥크로스키, 하이젤(Beatty, McCroskey, & Heisel, 

1998)은 의사소통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예민한 행동 억제 체계(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와 둔감한 행동 접근 체계(BAS, behavioral 

approach system)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민한 행동 억제 체계는 의

사소통 상황에서의 새롭거나 위협적이라고 인식되는 자극에 비교적 쉽게 흥

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둔감한 행동 접근 체계는 의사소통이 가져다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라는 보상에 비교적 둔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불안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마지막 근거는 행동 유전

학 연구로부터 도출되었다. 이러한 주된 연구들은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의사소통 스타일의 상관 비교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 형질을 공유하고, 이란성 쌍둥이는 그렇지 않기 때

문에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의사소통 특성을 상관을 분석하여 

유전의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다(Beatty & McCroskey, 2009: 58). 비티와 

하이젤, 홀, 라프랑스(Beatty, Heisel, Hall, Levine, & La France, 2002)는 이

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총 표본 수 1804명) 유전 계수(heritability 

coefficient)를 분석한 결과 유전은 사회(의사소통) 불안의 65%를 설명한다

고 보고하였다.

본고에서도 이상의 논의를 이어받아 타고난 기질과 특성으로서 발표 불

안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불안에는 상태 불안 과 특성 불안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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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축이 있으며(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 특성 불안이 낮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극심한 상태 불안을 느낄 수 있다.6) 다만 본고에

서는 기질적으로 발표에 대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을 상정하여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한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은 발표 상황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에서도 쉽게 불안해지는 경향성이 있다. 즉, 특성적으로 불안에 

민감한 사람은 불안 자극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

을 느끼기 쉽다. 특성적 발표 불안이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성적 발

표 불안이 높은 사람은 발표 및 말하기 상황을 회피하기 때문에 발표 및 

말하기 상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Beatty, 1987; Clark & Wells, 1995; 이수인, 2015).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특성적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한 발표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발달적 요인
청소년기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

는 능력이 길러지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성공가

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Darby & Schlenker, 1986), 자기의식

(self-consciousness)은 청소년기에 정점에 도달한다(Simmons, Rosenberg, & 

Rosenberg, 1973).

타인의 눈으로 보는 자기에 대한 의식이 발달하면서 사회적인 불안 증상

도 시작된다. 마크스와 헬데르(Marks & Gelder, 1966)는 특정 공포증은 유

년기 후반에 나타나고, 광장 공포증은 청년기에 시작되며, 사회 공포증은 

청소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고하였다.7) 이와 유사하게 외만

6) 이와 관련하여 서영진・전은주(2010)는 화자의 말하기 기술, 청자의 특성, 메시지의 내
용, 시공간이나 분위기 등 말하기 제반 요소가 말하기 불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음
을 검증하였다.

7) 사회 공포증은 타인과의 접촉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상황이나 수행 상황에 대한 반응이
라는 점에서 특정 대상이나 상황(예를 들어 뱀, 높은 곳)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특정 공
포증(specific phobia)’이나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장소(예를 들어 공공장소나 엘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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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hman, 1986)은 특정 공포증은 아동 초기 또는 중기에 시작되며, 광장 공

포증은 10대 중・후반기에 시작되고, 사회 공포증은 십대 중반에 나타난다

고 보고하였다.

사회 불안과 마찬가지로 발표 불안도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서영진・전은주(2010)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80%의 학생의 말하기 불안이 있으며, 이 중 56%가 높은 불안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김유나(2008)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76%의 학생의 보통 이상의 발표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기 타인에 대한 의식은 특히 또래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청소년은 

또래의 평가에 민감하며(신상인, 2013), 또래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할 때 자아효능감이 크게 저하된다(고화숙, 1999). 김유나(2008)은 중학생

의 발표 불안 감소에 또래 청중들의 지지가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은 고유한 성장 단계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는 자신에 주목하는 경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아동 또는 성인에 비

해 청소년은 발표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낀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갖추어

야 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낮은 사회적 능력으로 

인한 불안 상승과 그로 인한 사회적 능력 습득의 실패라는 악순환의 고리

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청소년기 학습자의 발표 불안 현상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3) 상황적 요인
불안은 불안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경향성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

정적 반응이다. 심리학에서는 전자를 특성 불안 , 후자를 상태 불안 이라

고 한다. 다시 말해서 특성 불안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을 위험하거

나 위협이 된다고 지각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 불안 반응의 강도를 높

여서 반응하는 경향에서의 개인차 를 의미하고, 상태 불안은 특정한 순간

터)에서 공황을 경험하는 ‘광장공포증(agora phobia)’과 구분된다(Capps, 1999/201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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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정한 수준의 강도로 경험되는 정서 상태(한덕웅・이장호・전겸구, 

1996: 2) 다. 특성 불안의 수준이 낮은 사람도 불안 자극이 높은 상황에서

는 충분히 높은 불안을 경험할 수 있고, 특성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도 불

안 자극이 낮은 상황에서는 불안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불안은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의 서로 다른 두 축에 의해 결정되는 정서

적 특성 및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 상황에서 

쉽게 걱정과 피로감을 느끼거나, 지나친 괴로움을 느끼거나, 낙심을 못 떨

구는 등의 지속적 경향성은 불안 자극에 반응하는 정서적 특성이며, 특정 

상황에서 심하게 긴장하거나 초조한 느낌을 받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

는 감정적 반응이다.8)

서영진・전은주(2012: 235)는 말하기 불안은 단순히 화자의 심리적 요소

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말하기 기술, 말하기 상황에 참

여하는 청자의 특성,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 말하기가 일어나는 시공간이

나 분위기 등 음성 언어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9) 즉, 청자가 화자보다 더 높

은 지식과 권위를 갖고 있으며 화자에게 비우호적이거나 무관심할수록, 말

하기 상황이 경직되어 있으며 낯설고 제약이 많을수록, 메시지 전달에 인

지적 부담이 높을수록, 전달 내용에 대한 확신이나 흥미, 배경지식이 적을

수록 불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8) 한덕웅・이장호・전겸구(1996)은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
기 위해 실험을 구안하였다.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실험은 일반적 상황
에서 불안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실험은 중요한 시험 전의 불안 반응을 측정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특성 불안 반응은 두 실험에서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높을 것
이며, 상태 불안 반응은 두 실험에서 유의미하게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실험 결
과 특성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낌’, ‘낙심을 못 떨굼’, ‘걱
정과 피로를 느낌’, ‘유쾌함(역문항)’ 등은 두 시점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높고, 상
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긴장감을 느낌’, ‘안절부절함’, ‘흡족함(역문항)’, ‘두려
움’ 등의 문항은 두 시점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서영진・전은주(2010: 231-232)는 화자의 심리나 성격이 말하기 불안과 가장 높은 상관
을 보이지만(r=.651), 이에 못지않게 말하기 상황의 공식성(r=.619), 화자의 말하기 기술
(r=.524), 청자의 나이(r=.540), 청자의 인지적 수준(r=.491), 화자의 메시지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r=.547), 장소의 낯설음(r=.579), 시간적 제약(r=.491) 등 음성 언어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과 밀접한 상관을 보임을 보고하였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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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지속적 경향성으로서의 특성 불안은 교육적으로 처치하기 어렵

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 불안은 말하기 환경과 조건을 바꾸거나 

화자의 능력이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 조절될 수 있다. 특히 화법 구성 

요소 중 화자가 조절할 수 있는 변인에서 화자의 발표 기술과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 즉 발표 준비 수준은 상태 불안을 조절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4) 사회・문화적 요인
문화란 한 집단 또는 한 범주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다른 집단 또는 범

주의 성원들과 달라지게 만드는 집합적 정신 프로그램 이다(Hofstede, 

1991/1995: 26). 문화는 말하기에 대한 인식과 행동, 기대되는 말하기 양식

을 형성하기 때문에 말하기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0) 

홉스테드(Hofstede, 1991/1995: 99)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아이의 의식 속

에 심어진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학교에서 한층 강화되며 이것은 수업시간

에 일어나는 행동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홉스테드(Hofstede, 

1991/1995: 100)는 한국을 큰 권력거리의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하였는

데, 이 문화권의 학급에서는 조화와 체면 유지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평

가된다. 집단주의 문화권의 학생은 자신이 집단의 일부라고 여기므로 집단

의 허락 없이 일어나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학

생이 말하도록 하려면 교사는 한 학생을 지목해서 물어야 한다. 따라서 집

단주의 문화권에서의 교육은 양방 의사소통이 거의 없는 교사 중심의 교육

이 일반적이다. 

홀(Hall, 1976)은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고맥락과 저맥락의 차원에서 문화

를 구분하는데, 한국은 고맥락 의사소통 문화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하였다. 

고맥락 의사소통은 대부분의 정보가 물리적 환경 속에 또는 그 사람 안에 

이미 들어있는 의사소통을 말하며, 집단주의 문화와 관련이 깊다. 이와 대

10) 서영진・전은주(2010: 212)는 말하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 말하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의 특성, 말하기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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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으로 저맥락 의사소통은 대부분의 정보를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말하는데 개인주의 문화의 전형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집단

주의 문화에서 생략되는 많은 것들을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야기해야 한다. 저맥락 사회에서는 자신의 성취에 대한 직접적인 말하기가 

자신감의 표현으로 이해되지만 고맥락 사회에서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 침

묵하는 것이 진중함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고맥락 

의사소통 문화에 적응한 사람은 서양에서 수동적이고, 조용하고, 능력이 낮

다고 평가될 수 있다(Alley-Young, 2005; Cain, 2012/2012).

한덕웅・이장호・전겸구(1996: 10)는 스필버거(Spielberger) 불안 검사를 

사용하여 한국인과 미국인의 말하기 불안 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 학력, 연령에 관계없이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

이 모두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한덕웅・이장호・
전겸구(1996)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문화와 최근 수십 년에 거친 극심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한국의 권

력 거리가 큰 집단주의 문화, 고맥락 의사소통 문화를 고려했을 때, 많은 

학생들은 동료 집단으로부터 높은 부담을 느끼며 남들 앞에 나서는  발표

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클로프와 캠브라(Klopf & Cambra, 1979)는 한국 학생의 

말하기 불안이 미국 학생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마티니와 

벤케, 킹(Martini, Behnke, & King, 1992)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마

티니와 벤케, 킹(Martini, Behnke, & King, 1992)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자신

들보다 아시아인이 말하기 불안이 더 높다고 인식하지만, 실제 자가 측정 

결과를 보면 오히려 미국인의 불안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

고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에 대하여 앨리영(Alley-Young, 2005)은 사

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특정 사회적 집단을 왜곡 해석할 위험

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인에게는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가 

강조되기 때문에 미국인의 시각에서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유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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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방언이거나 효과적인 말하기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도 마찬가지이다. 집단주의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맥락 의사소

통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남들 앞에 과시하거나 나서지 

않는 것이 덕목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줍

음과 과묵함을 보일 수 있다. 발표 불안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문화권 

별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3. 발표 불안 수준과 발표 과정

1)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특성
맥크로스키(McCroskey, 1978: 193-197)는 말하기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행동은 낮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행동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로 말하기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말하기 자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하기 능력이 미숙함을 실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

되었다(Beatty & McCroskey, 2009).

말하기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저조한 말하기 행동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

인지에 대하여 클라크와 웰스(Clark & Wells, 1995: 70)는 다음과 같은 과

정을 통해 불안 반응 그 자체가 불안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첫째, 불안 반응에 민감한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적 

반응과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로 인해 사회

적 단서(social cues)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 결국 실제로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면 이들은 부정적 결과가 자신의 부정적 예상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받아들인다. 둘째, 불안 반응에 민감한 사람들이 불안할 때 보이는 몇몇 행

동들은(예를 들어, 차갑고 내향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며, 이는 다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셋

째, 불안 행동 반응은 그 자체로 더 심화된 불안 감각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빠르게 말하는 것은 빠른 호흡을 유발하고, 이는 심장 박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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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또는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Salkovskis, Clark, & Jones, 1986).

발표 불안은 발표 수행 단계뿐만 아니라 발표 준비 단계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11) 발표 불안이 발표 수행 상황뿐만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영

향을 준다는 가설을 증명한 연구들은 발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발표 준

비에서부터 부적응적이며 비효율적인 발표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왔다. 그 예로 데일리 등(Daly et al., 1989)은 발표 불안이 높은 사람

일수록 발표 준비 중에 의문이나 불확실성을 더 많이 느끼고, 발표 환경보

다는 자기 자신이나 평가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

한 발표 불안이 높을수록 발표 주제 선택에 있어서도 미숙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Daly et al., 1989). 또 다른 연구에서 데일리 등(Daly et al., 

1995)은 발표 불안 수준이 높은 발표자는 발표 준비 과정에 전념하기보다

는 정보와 단어를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발표 화제를 고민

하고, 걱정과 불안함을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발표 불안과 역기능적 신념・안전 행동・신체 및 인지 

반응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해왔다(신영주, 2011; 심지연, 2011; 이혜경・
권정혜, 1998; 임지연, 2001; 함경애, 2014).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 불안이 

높은 사람의 발표 준비 특성을 다룬 연구는 없다.

2) 발표 과정의 인지・정의 통합 모형
본 연구는 르펠트(Levelt, 1989/2008)의 말하기 모델과 데일리와 반젤리스

티, 웨버(Daly, Vangelisti, & Weber, 1995)의 발표 준비의 인지 모델을 변

형・혼합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발표 준비 및 수행 과정을 

분석하고, 어떤 과정으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이 저조한 발표 수행

11) 말하기 불안의 개념에 대하여 맥크로스키(McCroskey, 1984)는 ‘다른 개인 또는 다수가
참여한 대화에서 실제로 혹은 예감으로 생기는 각 개인의 두려움 또는 불안의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프리모우와 브라이튼슈타인(Fremouw & Breitenstein, 1990)은 ‘개인이 다
수의 타인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가 예상
되거나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질 때, 불안을 나타내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생리적 및 행
동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각각의 개념 정의에서 ‘예감’과 ‘예상’으로 인한 불안을 명시
한 것은 발표 중 불안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발표에 대해서도 불안 증상이
시작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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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르펠트(Levelt, 1989/2008)의 말하기 모델은 말소리 산출에 포함된 

다양한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말소리 산출은 여러 개의 처리 구성 부

분에 의해 실현된다. 개념 형성기 , 언어형식 주조기 , 조음 기관 , 청

각 기관 , 발화 이해 체계 라는 각각의 처리 구성 부분은 특정한 입력물

을 받아들이고 다른 특정한 출력물을 산출한다. 말하기의 목적과 의도를 

위해 표현해야 할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를 순서 지으며,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는 일 등은 개념 형성기에 이루어진다. 르

펠트는 이런 정신활동의 총합을 개념 형성하기라고 명명하였고, 이와 관련

된 말하기 처리 체계를 개념 형성 기관으로 명명하였다. 개념 형성기의 산

출물은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이다.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는 언어 형식 주

조기에서 문법 부호화와 음운 부호화를 거쳐 머릿속의 말소리인 음성 계획

이 산출된다. 음성 계획은 그 자체로 발회 이해 체계로 전송되기도 하고, 

조음 기관과 청각 기관을 거쳐 외현된 말소리로 이해 체계에 도달하기도 

한다. 발화 이해체계에서 분석된 발화는 개념 형성기의 하위 체계로서 점

검하기 단계에 도달하여 점검된 뒤, 다시 메시지 생성에 영향을 준다.

르펠트의 말하기 모델은 말하기 실현의 구체적 과정을 여러 단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시점이 한 차원에 머물러 말

하기를 위한 연습과 실현 단계가 동시에 표현될 수 없다는 점과 정서 특성

이 말하기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말하기 전반을 설명한 

이론이라 발표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표와 관련된 

말하기 산출 과정 이론을 추가로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발표 과정을 설명한 이론을 보자면, 데일리 등(Daly et al., 

1995)은 발표 과정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발표 과정과 관련된 설명적 틀

인 발표 준비 과정의 개념적 모델(a conceptual model of the speech 

preparation process) 을 마련하였다. 발표 준비 과정의 인지 모델은 대화

(Berger, 1994), 말하기(Levelt, 1989), 쓰기(Flower & Hayes, 1978) 분야의 

계획하기 모델에 바탕을 두고 설계되었다. 이 모델은 발표를 준비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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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사고 과정을 사고구술법을 통해 도출하여 발표 준비 단계에서의 인

지적 처리 과정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발표 준비 과정의 인지 모델은 발표 준비 단계에서 목표와 걱정, 제약, 

텍스트, 수정에 대한 인지적 처리가 독립적이고,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진다

는 사실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발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은 수사

적, 절차적, 주제적 목표 와 청중과 발표에 대한 걱정 , 발표 준비와 수

행에 대한 시공간적 제약 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텍스트  

탐색과 생성, 조직을 하며, 텍스트는 검토・평가・수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과정에서 정보의 충돌 및 처리 속도 지체로 인해 막힘 현상 이 나

타나기도 한다.

데일리 등(Daly et al., 1995)의 발표 과정 모델은 발표 준비 단계에서의 

포괄적 인지 처리 과정을 최초로 제안하였다는 것과, 발표와 청중에 대한 

걱정이라는 정서적 특성이 메시지 탐색과 생성,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이론이 사고 구술법에 의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인식과 행동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과 발표 준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연습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르펠트(Levelt, 1989/2008)의 말하기 모델과 데일리 등

(Daly, et al., 1995)의 발표 준비의 인지 모델 검토를 통해 발표 준비 및 수

행 단계에서의 인지 및 행동 처리 과정을 구체화할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그림 Ⅱ-2]와 같이 발표 준비 및 수행이라는 서로 다

른 시점을 한 차원 안에 표현하였다는 특징과 지식 체계와 정서 특성이 각

각의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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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준비 단계> <발표 수행 단계>

1차 텍스트 생성
Ÿ 아이디어 생성 및 조직
Ÿ 공식적 개요 작성과 연습

2차 텍스트 생성
Ÿ 언어화 계획과 메시지
Ÿ 언어적・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

발
표
계
획

> >
∨ ∧ ∨ ∧

점검
Ÿ 검토・평가・수정

점검
Ÿ 검토・평가・수정

지식 체계
Ÿ 담화 모형・상황
Ÿ 주제적・언어적 지식

정서 특성
Ÿ 불안・즐거움
Ÿ 동기

[그림 Ⅱ-2] 발표 과정의 인지・정의 통합 모형

텍스트는 시점에 따라 발표 준비 중에 여러 차례 메타적으로 생성되며, 

발표 수행 중에 다시 생성된다. 발표 과정의 인지・정의 통합 모형에서는 

메타적으로 생성되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명료화하기 위해 텍스트가 생

성되는 시점을 발표 준비 단계와 발표 수행 단계로 이원화하였다.

발표 준비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생성 및 조직, 공식적 개요(또는 대본) 

작성과 연습이라는 일반적 발표 준비 활동을 통해 발표 텍스트가 생성되

며, 생성된 발표 텍스트는 검토, 평가, 수정 활동을 통해 점검되어 다시 순

환적으로 생성되고 점검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 생성된 발표 텍스

트의 결과물을 1차 텍스트라고 명명하였다. 발표 수행 단계에서는 언어화 

계획이 언어적・반언어적・비언어적으로 실현된다. 산출된 메시지는 재귀

적으로 점검되어 다시 2차 텍스트(발표) 생성에 영향을 준다.

1차 텍스트에서 2차 텍스트로의 변화 및 환언은 담화 층위와 어휘・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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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담화 층위에서는 절 단위와 텍스트 전체 차

원에서 내용의 변화(확장, 축소, 대치, 재배열) 및 내용 조직의 변화가 나타

난다. 다음으로 어휘 및 문법 층위에서는 관념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가 절 이하의 단위에서 언어 형식을 통해 실현된다. 즉, 맥락

에 따른 내용 어휘소의 선택과 서법 및 대우법, 상호작용적 어휘소의 선택, 

담화 개방성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진다.

담화 모형에 대한 지식, 발화 상황에 대한 지식, 주제적 지식, 언어적 지

식 등의 지식 체계와 발표에 대한 불안 또는 즐거움, 성취동기 등의 정서 

특성이 텍스트 생성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정서 특성의 하위 항목으로

서 발표 불안에 주목하여, 발표 불안이 발표 전 과정의 텍스트 생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발표 준비 단계에서 순환적으로 생성된 발표 텍스트의 결과

물로서의 1차 텍스트와 발표 수행 단계에서 발화된 텍스트의 결과물로서의 

2차 텍스트의 수준을 학습자의 발표 불안 수준에 따라 분석한다. 1차 텍스

트와 2차 텍스트의 수준에 대한 분석에 이어,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텍스

트의 수준이 어떠한 과정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즉, 발표 준

비 단계에서 아이디어 생성 및 조직, 공식적 개요 작성 및 연습의 시간과 

방법이 발표 불안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발표 

수행 단계에서 발표 준비 단계에서 생성한 텍스트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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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과정 분석

1. 분석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양적으로 분석한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를 질적으로 보완하여 

설명하는 순차적 설명 설계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양적 

분석으로서 양적 분석 방법 과 질적 분석으로서 사례 분석 방법 을 구분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분석 자료
발표의 양상을 양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크게 불안 검사 자료, 발

표 평가 자료, 설문 자료로 분류할 수 있다. 검사 도구를 통해 발표자의 심

리적 반응을, 평가 도구를 통해 발표자의 행동 양상과 수준을, 설문 도구를 

통해 발표자의 행동과 생각을 측정하고 정량화하였다. 

다음으로, 사례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양적 분석 자료에 더하여 발

표 녹화 자료, 발표 준비 녹화 자료, 발표 대본, 발표 준비 중 활동에 대한 

설문 결과, 연구자의 관찰 기록, 발표 후 심층 면담 자료이다. 이 중 발표 

대본과 발표 녹화 자료는 전사12)하여 담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담화는 단

위 화제(transaction)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13), 내용 선정과 조직, 표현의 

층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성적 발표 불안 검사 결과는 발표 불안 집단을 나누는 데 사용하였으

며, 발표 준비 녹화 자료와 발표 준비 활동 설문 결과, 연구자의 관찰 기록, 

발표 대본 및 면담 자료는 발표 준비 활동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음

12) 대본 전사는 발표자가 대본에 표기한 그대로 표기하였다. 발표와 면담 전사는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개인적 발음 특성으로 인해 맞춤법대로 소리 내지
않는 경우에 그 발음대로 적었다. 전사 기호에 대해 설명하자면 ‘?’는 상승 억양을 의미
하고, ‘.’는 하강 억양을 의미한다. ‘!’는 강한 어조를 의미하고, ‘-’는 말더듬으로 인한 장
음을 의미하며, ‘~’는 표현적 장음을 의미한다. ‘,’는 짧은 휴지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13) 단위 화제란 구어에서 하나의 화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미 구성 층위를 말한다
(Brown & Yule, 1933: 101; 최영인, 2014: 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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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표 녹화 자료 및 면담 자료는 발표 수행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다.

① 불안 검사 자료

㉠ 한국판 발표 불안 척도(Korean Version of Speech Anxiety Scale, K-SAS)
발표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 도구는 조용래・이민규・

박상학(1999)의 한국판 발표 불안 척도이다. 이 검사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향으로서의 발표 불안, 즉 특성 불안(trait anxiety)을 측

정한다. 

이 검사 도구는 폴(Paul, 1966)의 발표 자신감에 대한 자가 검사(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Speaker, PRCS)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이다. 조

용래 등(1999)은 한국판 발표 불안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연구하였다. 

조용래 등(1999)은 이 척도가 내적 합치도, 반분 신뢰도 및 검사 재검사 신

뢰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발표 상황을 즐김 과 발표 상황에 대

한 긴장 의 2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국판 발표 불안 척도는 심리학, 정신의학 분야의 연구에서 발표 불안 

치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척도이며, 국어교육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발표 불안을 매우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 (서영진・전은주, 

2010: 220)로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 251명을 대상으로 발표 불안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검사 참여자의 발표 불안 평균은 80.30점, 표준편차

는 16.5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크론바흐 알파 신뢰도를 요

인별로 분석한 결과 발표 상황을 즐김  요인 .934, 발표 상황에 대한 긴

장  요인 .855로 매우 신뢰로운 수치를 확인하였다. 또한 샤피로윌크

(Shapiro-Wilk) 정규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정규 분포를 이루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4)

14) 동일한 검사 도구로 중학생의 발표 불안 수준을 측정한 강병규(2012)에서는 평균(표준
편차)은 70.3(14.17)점임을 보고한 바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의 발표 불안 수준을 측정
한 서영진과 전은주(2010)는 평균 85.02(17.10)점임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참여자의
발표 불안 평균 점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영진과 전은주(2010)보다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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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불안 척도(STAY-Y)
상태 불안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긴장감, 걱정, 두려움의 느낌으

로, 각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일시적인 불안 상태를 의미한다. 상태 불

안 척도는 스필버거와 고사치, 루신(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970)이 개발하고, 한덕웅・이정호・전겸구(1996)가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

뢰도를 연구하였다.15) 상태 불안 척도는 발표 불안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 범불안, 특정 불안 등과 같은 다양한 불안 연구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표를 수행한 학습자 118명을 대상으로 발표 수행 직후

의 상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상태 불안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크론바흐 알파 신뢰도는 .933으로 매우 신뢰롭게 나타났다. 또한 샤피로윌

크(Shapiro-Wilk) 정규성 검정 결과 통계량 .982, 유의확률 .410으로 나타나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표 수행을 한 학습자 118명의 평균 상태 불안은 54.59점이며, 표준편차

는 12.03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등학생 남학생 187명과 여학생 188명을 

대상으로 한국 고등학생의 일반적 상태 불안 수준을 측정한 한덕웅 등(1996)

의 연구 결과에서 남학생 평균 46.34점, 여학생 평균 48.54점이라고 보고된 

것보다 약 7점 높다. 이 결과를 통해 발표를 수행한 학습자들이 발표 직후에 

일반적 상태 불안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표 평가 자료

㉠ 발표 능력 평가
발표 능력 평가 도구는 김종철・김봉순・박재현・박현정・정희창・주재

우・박은진・이관희・이지수・정재미・민병곤(2014)의 2013 국민의 국어

수준이었으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병규(2012)의 연구에서 보고한 70.3(14.17)
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발표 불안 수준이 청소년기를 지나며 점점 증가하
여 최고점을 기록하고, 성인기를 지나며 점점 안정된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시몬스와 로
젠버그, 로젠버그(Simmons, Rosenberg, & Rosenberg, 1973)의 주장과 일치한다.

15) 한덕웅 등(1996)은 고등학생 385명, 전문대학생 3172명, 일반 대학생 4452명, 정상 성인
207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규준 및 타당도, 요인 구조를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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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평가 에서의 말하기 영역 평가 문항 중 3번 설득적 말하기 평가 문항

을 활용하였다. 민병곤・박재현(2015)은 동일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고등

학생과 성인의 말하기 능력을 비교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에도 이 평가 도구가 신뢰롭고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종철 외(2014)의 말하기 능력 평가 도구는 크게 내용 구성 과 표현 

및 전달 로 구분되며, 내용 구성은 내용 선정 과 조직 으로 평가되고, 표

현 및 전달은 표현 과 전달 로 평가된다. 채점은 매우 미흡 - 매우 우

수 의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김종철 외(2014)의 

말하기 능력 평가 도구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추가하여 <표 Ⅲ-1>과 같이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디오 녹화 자료를 통해 발표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 항목을 추가하였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점수
비중

매
우
미
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
우
우
수

내
용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력 

있게 말한다.
1 2 3 4 5 0.3

내용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득에 적합하다.
- 내용의 전개에 조리가 있다. 1 2 3 4 5 0.3

표
현 

언어적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1 2 3 4 5 0.1

반언어적 
표현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1 2 3 4 5 0.15

비언어적 
표현 - 시선, 표정, 손짓, 자세가 적절하다. 1 2 3 4 5 0.15

<표 Ⅲ-1> 본 연구의 말하기 능력 평가 항목

특성적 발표 불안과 발표 준비에 따른 발표 수행 수준의 결과를 평가하

기 위해 발표 수행 녹화 자료와 대본 70편을 화법 교육 전공자 3인에게 의

뢰하였다. 세부 채점 기준은 김종철 외(2014)의 기준을 따랐으며, 평가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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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위해 2번의 회의를 가지고, 2

차례에 걸쳐 코딩을 진행하였다. 평가자 간의 신뢰도를 급내상관계수(ICC,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확인한 결과 .779~.883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발표 수행 척도(Measure of Public Speaking Performance, MPSP)
발표 수행 척도는 발표 수행의 세부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

가 평가 척도이다. 발표 수행 척도는 라피와 림(Rapee & Lim, 1992)이 개

발하였고, 이해경과 권정혜(1998)가 한국어로 번안하였으며, 조용래(2005)가 

수정하였다. 

발표 수행 척도는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 전반적 태도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김종철 

외(2014)의 평가 척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반언어적 표현에 대한 평가는 말하는 속도가 적절했다 , 말끝을 흐렸

다 , 말을 더듬거렸다 , 목소리 크기가 적절했다 , 목소리 톤이 알맞았

다 , 발음이 분명했다 의 여섯 문항으로 평가한다.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평가는 제스추어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웠다 , 자세가 좋았다 , 청중과의 

시선 접촉이 적절했다 의 세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평가는 발표 능력 평가와 동일한 3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평가자들은 2회

의 회의와 코딩을 통해 평가 기준에 대해 합의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 크론바흐 알파 신뢰도는 .881으로 매우 신뢰롭게 나타났다. 평가자 간

의 신뢰도를 급내상관계수(ICC,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확인

한 결과 15문항 평균 .84(최소 .725, 최대 .907)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③ 설문 자료
발표 준비 중 활동과 관련한 문항은 발표 준비 활동 시간과 발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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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찬반 의견 결정 및 텍스트 수정) 빈도로 구성하였다. 발표 준비 활동 

시간은 자료 읽기, 찬반 의견 결정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 발표 내용 

조직하기, 대략적인 발표 줄거리 써보기 , 발표 대본 작성하기 , 검토 및 

수정하기 , 발표 연습하기 ,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조언 구하기, 질문하

기 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발표 준비 활동 범주는 피어슨 등(Pearson et al., 2006)의 발표 

준비 활동 분류 체계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피어슨 등(Pearson et al., 

2006)은 대학생 95명이 14주 동안 발표 준비 저널에 기록한 응답 2471개를 

분류하며 귀납적으로 발표 준비 활동 범주를 구성하였다. 이 준비 활동 분

류 체계는 코더 간 크리펜도르프(Krippendorff) 신뢰도가 매우 우수하다고

(α = .91)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활동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다만 이 분류에서 제시하지 않은 몇 가지 활동을 추가하였다. 그 첫 번

째는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조언 구하기, 질문하기 이다. 그 이유는 실험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학습자 간 또는 교사와의 자연스러운 질문과 답변의 

상황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발표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하기 , 잡다한 생각하기, 친구와 장난치기, 잡담하기 ,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 졸기 이다. 이는 발표 준비로 제공된 시간 동안 학습자들이 온

전히 발표 준비 활동만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어려우며, 발표 준비 중 비

(非)전념・비(非)몰입 행동들은 발표 불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발표 준비 중 찬반 의견 결정 및 텍스트 수정 활동 빈도에 대한 설문은 

찬반 의견 결정하기까지 고민하기 , 찬반 의견 바꾸기 , 필요 없는 부분

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삭제하기 ,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

기 위해 이유와 근거 보완하기 , 다른 쪽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반박

하기 위해 내용 보완하기 , 발표에 사용할 표현 다듬기 로 구성하였다. 발

표 준비 활동 중 찬반 의견 결정 및 텍스트 수정 활동에 대한 빈도를 조사

한 까닭은 발표 불안이 발표 준비 중 느끼는 걱정과 불안과 관련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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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Daly, Vangelisti, Neel, Cavanaugh, 2009), 발표 불안 수준에 따라 의사 

결정 및 수정 활동에서 빈도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발표 직후 발표 수행 중 안전 행동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

다. 안전 행동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의 위험을 줄

이기 위해 하는 간접적 회피 행동이다(Clark & Wells, 1995). 발표 불안이 높

은 학습자들이 발표 중에 보이는 회피 행동, 즉 시선 회피, 주의를 끌지 않

도록 하기, 발표를 빨리 마치기, 말을 빠르게 하기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도 또는 빈도와 관련한 설문 문항은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

다. 정도와 관련한 설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빈도와 

관련한 설문 문항은 거의 하지 않음 , 별로 하지 않음 , 보통 , 자주 

함 , 매우 자주 함 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시간을 묻는 문항에서는 그 활

동을 몇 분 동안 하였는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발표 준비를 마친 직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 분석 방법
발표 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분산분석을 이용한 이유는 분산분석이 모집단의 정규성 가

정의 파기에 대하여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이다(Ferguson & Takane, 

1989). 분산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규성 조건이 위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각 집단의 표본 크기를 20~30이상으로 하고, 각 

집단의 표본 크기를 유사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위반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들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소간 

있었으므로, 집단별 표본 크기를 35로 동일하게 하고 일괄적으로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두 번째 조건인 등분산성은 레빈(Levene)의 등분산성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Welc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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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검증을 사용하였다.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F값 안에 (W)라고 

표기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

다. 사례 연구 방법은 어떤 현상의 본질을 맥락과 함께 심층적으로 이해하

고자 할 때 사용되는 연구 방법(Yin, 2003/2008)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가 발표 과정에서 어떠한 발표 준비 및 

수행 활동을, 어떠한 절차 및 과정에 따라, 어떤 이유로 하였는지를 살피고, 

이를 맥락과 함께 복원하여 기술하는 것을 사례 연구 방법 시행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사례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례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다. 사례 연구는 현상과 현상을 둘러싼 맥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 문제에 대해 

가장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지식과 경험 및 태도를 가진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Merriam, 2009; 장은섭, 2013: 81 재인용).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참여자 35명과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참여

자 35명, 총 70명의 발표 준비와 발표 수행 수준을 평가하였을 때 [그림 

Ⅲ-1]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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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에서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추세선은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추세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즉,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학

습자는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보다 발표 준비 단계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았을 때 발표 수행 단계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표 Ⅲ-2>와 같이 

발표 준비와 발표 수행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사례는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특성과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에서 발표와 준비에서 두루 우수

한 수준을 보인 사례 2명과 각각의 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사례로 2명

을 선정하여 총 4명을 선정하였다. 네 사례를 선정한 것은 각각의 집단의 특

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와 각각의 집단에서 우수한 수준을 보인 사례를 

[그림 Ⅲ-1]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준비 및 수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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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비교함을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16)

발표 불안 
수준

발표 준비 
수준

발표 수행 
수준

사례 선정 결과 사례 명칭

고불안 
집단

↑ ↑ √(우수한 사례) 준비・수행 균제형

↑ ↓ √(전형적 사례) 준비 우위형

↓ ↑

↓ ↓

저불안 
집단

↑ ↑ √(우수한 사례) 준비・수행 균제형

↑ ↓

↓ ↑ √(전형적 사례) 수행 우위형

↓ ↓

<표 Ⅲ-2> 사례 선정을 위한 집단 구분

네 사례는 실험 후 심층 면담에 동의한 C중학교 8명 중에서 선정하였다. 

8명은 양적 연구 참여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추후

에 심층 면담을 통해 발표 준비 및 발표에서 보인 행동의 이유와 과정의 

상세한 측면들에 대해 응답하였다. C중학교에서의 실험은 방학 중 마련된 

특별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A중학교와 B중학교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

으로 소규모(13명)로 진행되어 발표 준비 과정을 개별적으로 녹화하고 분

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실험 후 심층 면담에 참여한 8명의 발표 불안 

검사(K-SAS) 수준과 발표 준비 및 수행 수준, 배경 변인을 조사하였다. <표 

16) 준비와 수행에서 모두 미흡한 수준을 보인 사례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대부분 발표
및 연구 참여에 대한 동기가 저조하였으며 발표 과정 전반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발표에 대한 동기가 있다는 전제 하에 불안의 문제로 발표를 하는 데에 어려
움을 겪는 학습자를 위한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조한 동기의 문제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사례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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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3>17)에 분류된 바와 같이 사전 검사로 시행된 발표 불안 검사(K-SAS)에

서 8명 중 3명은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하위 30%), 5명은 발표 불안이 높

은 집단(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발표불안
(K-SAS)

수준
대본 순위 발표 순위 대본→발표

 수준(대본 점수) (발표 점수)

박유화 고불안군
(상위30%)

11위 31위
하락

(71.42857점) (56.66667점)

주다정 고불안군
(상위30%)

52위 17위
상승

(49.52381점) (67점)

전다영 저불안군
(하위30%)

47위 5위
상승

(52.38095점) (74.33333점)

김현정 고불안군
(상위30%)

13위 35위
하락

(68.57143점) (55.33333점)

최민주 저불안군
(하위30%)

33위 26위
상승

(59.04762점) (61.66667점)

김수현 고불안군
(상위30%)

3위 20위
하락

(79.04762점) (65.66667점)

이하빈 저불안군
(하위30%)

7위 7위
유사

(75.2381점) (72점)

박정아 고불안군
(상위30%)

16위 11위
유사

(66.66667점) (69.66667점)

<표 Ⅲ-3> 심층 면담 참여자의 발표 불안 수준 및 발표 평가 결과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학습자 5명 중에서 2명은 대본 평가 결

과보다 발표 평가 결과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은 

대본 평가 결과보다 발표 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른 1명은 유사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학습자 3명 중 2명은 대본 평가 결과보다 발표 

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은 유사하게 우

17) 본 논문에서 이름은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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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변인으로 학교와 전 과목 성적, 국어 성적, 발표 효능감, 공식적 수

업 외 발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18)

실험 참가자의 지능 및 학업성취도 수준이 발표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질적인 방과후 학급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표 Ⅲ-4>에 

보이는 바와 같이 8명의 학생 모두가 자신의 성적이 중상 수준(상위 

40%~20%)이거나 상 수준(상위 20%이내)이라고 응답하였다. 발표 효능감은 

18) 발표 효능감은 “발표가 즐겁다”, “발표를 잘한다”, “발표는 중요하다”는 세 문항에 대하
여 매우 그렇다(5점)~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리커르트 문항의 합을 통해 측정하였
다. 공식적 수업 외 발표 교육 경험은 방과후 학교나 학원 및 과외 등을 통해 공식적 수
업 외에 발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학생의 실제 중간・기말고사
점수나 학력 평가 점수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의해 학교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설문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획득하였다.

이름
발표불안
(K-SAS)

수준
전 과목

성적 국어 성적 발표 효능감 발표 교육 
경험

박유화 고불안군
(상위30%) 중상 중상 보통

(10점) 무

주다정 고불안군
(상위30%) 중상 중상 보통

(8점) 무

전다영 저불안군
(하위30%) 상 상 높음

(12점) 유

김현정 고불안군
(상위30%) 상 상 높음

(11점) 무

최민주 저불안군
(하위30%) 중상 상 매우 높음

(15점) 무

김수현 고불안군
(상위30%) 상 중상 보통

(9점) 무

이하빈 저불안군
(하위30%) 상 상 매우 높음

(14점) 유

박정아 고불안군
(상위30%) 상 상 보통

(9점) 무

<표 Ⅲ-4> 심층 면담 참여자의 배경 변인



- 43 -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학습자보다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학습자가 

더 높았으며,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학습자 2명은 발표 교육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사례 선정은 발표 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별로 발표 준비와 

수행에서 두루 우수한 수준을 보인 사례와 각 집단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사례 선정은 대본-발표 평가 변화 폭이 큰 사례

를 선택하되, 절대적 평가 결과가 비슷하도록 하도록 선정하였다. 먼저 발

표 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발표 준비와 수행 수준이 유사하며 가장 우

수한 사례로 박정아(66.67점→69.67점, 16위→11위)를 선정하였으며, 발표 

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박정아와 비슷한 수

준으로 준비를 하였으나 수행에서 그 수준이 가장 많이 저하된 박유화

(71.43점→56.67점, 11위→31위)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발표 불안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발표 준비와 수행 수준이 유사하며 가장 우수한 사례로 이

하빈(75.24점→72점, 7위→7위)을 선정하고,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특성

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하빈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으나 발

표 수행에서 그 수준이 크게 향상하여 이하빈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를 

한 전다영(52.38점→ 74.33점, 47위→5위)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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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와 같이 사례를 선정한 것은 우수한 수준을 보인 사례와 집단의 

전형적 사례를 비교・대조함으로써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과정의 양

상을 살피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에 있다. 더불어 가외 변인이 발

표자의 발표 준비 및 수행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별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
(발표 불안 수준 상위 30%)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
(발표 불안 수준 하위 30%)

1. 발표 준비와 수행에서 두루 우수한 
수준을 보인 사례(상단 흑색 별)

2.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사례(하단 흑색 별)

1. 발표 준비와 수행에서 두루 우수한 
수준을 보인 사례(우측 백색 별)

2.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사례(좌측 백색 별)

<표 Ⅲ-5> 사례 선정 결과



- 45 -

및 학업성취도 수준을 통제하였다. 전다영, 박유화, 이하빈, 박정아는 모두 

국어 성적과 전 과목 성적이 중상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이다. 

2.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준비 과정

본 절에는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양상과 발표 불안이 낮

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양상을 분석하고,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준

비 양상을 비교한 결과를 서술하였다. 즉, 발표 준비 단계에서 작성한 대본

의 수준과 발표 준비 활동 시간 및 빈도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에 따

라 준비 단계에서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과 과정을 서술하였다.

1)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양상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가 

발표 준비 시간 동안 작성한 대본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우선 시행하였다. 

대본은 내용 범주와 언어적 표현 범주로 나누어 평가되었다. 내용 범주에

서는 내용 선정 및 내용 조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내용 선정 항목

에서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찬반 입장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평가하였다. 

내용 조직 항목에서는 주장과 근거의 관계와 내용의 흐름(논리성)을 평가

하였다. 언어적 표현 범주에서는 적절한 어휘와 문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

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내용 범주에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대본을 평가한 결과 <표 Ⅲ

-6>과 같이 내용 선정 항목의 평균 점수(표준편차)는 2.90(.84)점이었으며, 

내용 조직 항목의 평균 점수(표준편차)는 2.76(.91)점이었다. 이는 평균적으

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가 보통(3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대본

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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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대부분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 즉, 착한 사

마리아인 법의 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을 하였지만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조직 측면에서 내용의 흐름이 설득에 적합한 양상을 보였으나, 내용의 전

개에 조리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아래는 내용 선정과 조직 측면에서 평균과 유사한 정도로 평가받은 대본 

사례이다. 

<반대>
왜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기준은 정확하지 않다. 그 사례로 예를 
들자면 1950 한국 전쟁 발발, 부상자, 빈민과 피난민들이 거리에 넘쳐나
게 됐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모두 범죄자가 될 순 없다. 
이처럼 착한 사마리아법은 초점과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판정이 정확하지 
않다. 또, 착한 사마리아 법은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법이라서 지키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올바른 
도덕성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
을 구할 순 있지만 그전에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한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더 먼저인 것이다.

[B-109-대본 전사본, 내용 선정 2.67점, 내용 조직 3.67점]

사마리안 법 찬성
왜? 
1. 법이 없을 때,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느냐 마느냐는 개개인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에 자라온 환경 등으로 개인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구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
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2. 이 법이 없으면 위험에 처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법이 있으면 
처벌 받기 싫어서, 어기지 않고 싶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은 구해줘야 

문항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내용 선정 35 2.90 .84
내용 조직 35 2.76 .91

<표 Ⅲ-6>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대본 내용 평가 결과 



- 47 -

한다 등 이유가 어떻든 결과는 생명을 살려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B-112-대본 전사본, 내용 선정 2.67점, 내용 조직 2.33점]

학습자 B-109와 B-112는 각각 반대와 찬성의 주장을 선택하여 내용을 

생성하였다. 이 둘은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주장과 그 이유로 내용을 선

정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점수(2.67점)를 받았으며, 조직 측면에서 B-109

가 B-112보다 흐름이 자연스럽고 조리가 있다고 평가되어 더 높은 점수

(3.67점, 2.33점)를 받았다.

다음으로 표현 범주에서 설득적 말하기에 적절한 어휘와 어법을 사용했

는지를 평가하였다. <표 Ⅲ-7>과 같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언어적 

표현 평균 점수(표준편차)는 2.68(.62)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평균적

으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가 보통(3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어

휘를 선정하고, 어법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한다.

아래는 언어적 표현 항목에서 평균 또는 그 이하로 평가받은 대본 사례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 사람의 중요한 목숨이 한 
순간에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법이 생김으로써 한 목숨 한 사람이 더 
살아간다면 정말 이유 없이 억울함 있게 죽진 않고 다치지도 않습니다. 그
리고 이 법이 있으므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리고 구한 사람의 가족들도 눈물 한 방울이나 괴로워하는 것을 안 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좋게 마음이 아프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 지켜야 할 도덕도 이 법으로 인해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더욱더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A-131-대본 전사본, 언어적 표현 2.67점]

문항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언어적 표현 35 2.68 .62

<표 Ⅲ-7>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대본 표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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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에 반대함, 사람들이 지켜야할 도덕규범은 그것은 행동할 개인들에
게 달려있지 국가와 부속된 강제적으로 해야 할 생각이나 행동이 아니다. 
또한 실제로 그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도 이 법을 준수할 시민들이 얼마
나 될 것인지 말이다. 만약 이 법을 준수하는 경우라도 그 주변에 경찰 등
의 치안등과의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거나 소수의 시민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벌금이나 징역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시행할 것이다.

[A-101-대본 전사본, 언어적 표현 2점]

A-131의 대본은 몇 가지 언어적 표현상의 오류( 억울함 있게 , 눈물 한 

방울이나 괴로워하는 것을 안 하고 )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평균과 유사한 

점수(2.67점)가 부여되었다. A-101의 대본은 언어적 표현상의 오류( 국가와 

부속된 강제적으로 해야 할 생각 , 공무원들이 있거나 소수의 시민들일 것

이다 )가 나타나며, 적절한 어휘가 사용되지 풍부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A-131의 대본보다 더 낮은 점수(2점)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시간과 발표 준비 시간 동

안 작성한 대본의 글자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8>과 <표 Ⅲ-9>와 같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발표 준비를 위해 주어진 시간 45분 중 평균 

31.57분을 발표 준비에 사용하였으며, 그중 26.26분을 순수하게 발표를 준

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 5.31분은 발표 준비 중 졸거나 

잡담을 하거나 걱정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발표자 수 글자 수 평균  표준편차
발표 준비 시간(분) 35 31.57 12.53
순수 준비 시간(분) 35 26.26 11.35

<표 Ⅲ-8>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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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발표 준비 시간 동안 평균 221.14자를 생성

하였다.

순수 발표 준비 시간(26.26분) 동안 한 준비 활동을 범주 별로 살펴본 결

과는 <표 Ⅲ-10>과 같다. 

준비 활동 발표자 수 시간 평균(분) 표준편차

아이디어 생성 35 6.48 5.46
내용 조직 35 4.68 4.56
대본 작성 35 9.52 6.24
검토, 수정 35 2.49 3.63

연습 35 1.66 1.97
조언 요청, 질문 35 1.43 4.35

<표 Ⅲ-10>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활동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대본 작성에 가장 많은 시간(9.52분)을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생성(6.48분), 내용 조직

(4.68분), 검토 및 수정(2.49분), 연습(1.66분), 조연 요청 및 질문(1.43분)의 

순으로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아

이디어를 생성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작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연습과 조언 요청 및 질문은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견 결정 및 수정 활동 빈도를 보자면 <표 Ⅲ-11>과 같다.

구분 발표자 수 글자 수 평균  표준편차

대본 글자 수 35 221.14 153.45

<표 Ⅲ-9>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대본 글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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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활동 발표자 수 평균(빈도) 표준편차

찬반 의견 결정 고민 35 2.77 1.17

찬반 의견 교체 35 2.06 .97

내용 삭제 35 2.83 .89
내용 보완1

-의견 명확화 35 3.31 .93

내용 보완2
-반론 대비 35 2.89 .90

표현 다듬기 35 2.89 1.08

<표 Ⅲ-11>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중 의견 결정 및 수정 활동 빈도

분석 결과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빈도가 

보통 이상(3.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반론을 대비하기 위

해 내용을 보완하기(2.89점), 표현 다듬기(2.89점), 내용을 삭제하기(2.83점), 

찬반 의견 결정을 고민하기(2.77점), 찬반 의견을 교체하기(2.06점)가 이어

졌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은 내용을 보완하거나 삭제하는 수준에서 

부분적 수정 활동을 하며, 전체 내용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의견 교체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양상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를 보

완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시행하였다. Ⅲ장 1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발

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사례 중 교육적 필요와 일반적 경향성을 고

려하여 준비・수행 균제형과 준비 우위형에 주목하였으며, 두 유형을 대표

할 학습자로 박정아와 박유화(가명)를 선정하였다.19) 준비・수행 균제형을 

대표하는 박정아와 준비 우위형을 대표하는 박유화의 발표 준비 사례를 분

19) 박정아는 대본 점수 66.67점, 발표 점수 69.67점(평가자 3인 평균 총점)을 받았으며, 석
차 등수로 전체 70명 중 대본과 발표 각각 16위, 11위를 한 학생이다. 이 학생은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대본 생성과 발표 수행에서 두루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박유화는 대본 점수 71.42점, 발표 점수 56.67점(평가자 3인 평균 총점)을 받
았으며, 석차 등수로 전체 70명 중 대본과 발표 각각 11위, 31위를 하였다. 이 학생은 대
본 수행보다 발표 수행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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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발표 준비 단계와 수행 단계에서 두루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된 박

정아는 <표 Ⅲ-12>와 같이 발표를 준비하였다.

박정아는 1번 범주 자료 읽기, 찬반 의견 결정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와 2번 범주 발표 내용 조직하기, 대략적인 발표 줄거리 써보기 에 각 15

분씩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1번 범주 평균 5.93분과 2번 범주 평균 4.58분보

다 3배 이상 긴 시간이다.20) 박정아는 찬반 의견 사이에서 고민하며 대략적

인 발표 내용을 생성하는 데에 오랜 시간을 사용하였다.

20) 박정아는 대본 작성과 검토 및 수정하기 활동에는 0분을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박
정아가 대본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나 대본에 대략적인 발표 줄거리를 개요식으로 정리
했다는 점에서 박정아 스스로 대본 작성 및 검토・수정 활동은 내용 생성 및 조직 활동
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발표 준비 중 활동 범주
소요 시간

박정아
70명 
평균

발
표 
준
비 

1. 자료 읽기, 찬반 의견 결정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 15분 5.93분

2. 발표 내용 조직하기, 대략적인 발표 줄거리 써보기 → 15분 4.58분

3. 발표 대본 작성하기 → 0분 9.15분

4. 검토하기, 수정하기 → 0분 2.35분

5. 발표 연습하기 → 5분 2.20분

6.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조언 구하기, 질문하기 → 5분 1.81분

기
타 

7. 발표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하기 → 0분 2.06분

8. 잡다한 생각하기, 친구와 장난치기, 잡담하기 → 5분 1.36분

9.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 졸기 → 0분 1.28분

총합 → 45분 30.71분

<표 Ⅲ-12> 박정아의 발표 준비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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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본에 찬성과 반대를 모두 적은 이유가 있나요?
박정아: 처음에 찬성을 해야 할까, 반대를 해야 할까 고민하느라.

[C-519-면담 자료]

다음으로 6번 범주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조언 구하기, 질문하기 에 5분

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의견을 참고하여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자: 조언을 구하고, 질문한 이유가 있나요?
박정아: 그냥..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듣고,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참고해서 제 생각도 정리하고.
[C-519-면담 자료]

박정아는 발표 준비 중 발표 내용을 생각하거나 입으로 발표 내용을 중

얼거리는 등 대부분의 시간 동안 홀로 발표를 준비하였다. 가끔 옆의 친구

가 자신에게 말을 걸면 들어주거나 간단하게 대답하였으나 먼저 교사나 친

구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다.

종합하자면, 박정아는 발표 내용을 생성할 때 다른 학습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자신의 의견을 결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였으며, 그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내용을 종합하고 발표를 연습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

었다. 박정아는 발표 준비에 있어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되, 다른 사

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에는 부분적으로 개방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발표 준비보다 수행에서 저하된 수준을 보인 준비 우위형을 대

표하는 박유화의 발표 준비 사례이다. 박유화는 <표 Ⅲ-13>과 같이 발표를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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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화는 1번 범주 자료 읽기, 찬반 의견 결정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에 평균(5.93분)의 반보다 더 적은 시간(2분)을 사용하였다는 특징과 3번 범

주 발표 대본 작성하기 와 5번 범주 발표 연습하기 에 평균(9.15분, 2.20

분)보다 약 2배 많은 시간(15분, 5분)을 사용하였다. 박유화는 발표 주제 안

내 자료를 읽고 빠르게 찬반 의견을 결정하였으며, 그 뒤 바로 대본을 작

성하고 발표를 연습하였다. 이렇게 준비한 이유에 대해 면담한 결과 평소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으며, 생각이 난 대로 바로 적

는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자: 찬반 의견을 바꾸지는 않았나요?
박유화: 고민은 안 했어요. 조금 고민하다가 딱 보고 막 신나서 바로 적는 

성격이라서- 
     [C-102-면담 자료]

발표 준비 중 활동 범주
소요 시간

박유화
70명 
평균

발
표 
준
비 

1. 자료 읽기, 찬반 의견 결정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 2분 5.93분

2. 발표 내용 조직하기, 대략적인 발표 줄거리 써보기 → 5분 4.58분

3. 발표 대본 작성하기 → 15분 9.15분

4. 검토하기, 수정하기 → 1분 2.35분

5. 발표 연습하기 → 5분 2.20분

6.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조언 구하기, 질문하기 → 0분 1.81분

기
타 

7. 발표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하기 → 2분 2.06분

8. 잡다한 생각하기, 친구와 장난치기, 잡담하기 → 5분 1.36분

9.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 졸기 → 5분 1.28분

총합 → 40분 30.71분

<표 Ⅲ-13> 박유화의 발표 준비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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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화는 발표 준비 시간 중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발표 준비가 아닌 

기타 활동에 사용하였다. 특히 8번 범주 잡다한 생각하기, 친구와 장난치

기, 잡담하기 , 9번 범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 졸기 에 연구 참가자 평

균(1.36분, 1.28분)보다 약 2배 많은 시간(5분, 5분)과, 자신의 준비 시간의 

25%를 사용하였다. 6번 범주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조언 구하기, 질문하

기 는 하지 않았다. 박유화는 추후 면담을 통해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친구와 장난을 하였으며, 과거에 교사에게 질문을 하다가 자주 혼났기 때

문에 질문을 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자: 준비를 할 때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았네요. 
고민을 하거나 잡담을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박유화: 옆에 같이 앉은 친구다 보니까, 친하니까 잘 놀아서 장난을 많이 
친 것 같아요. 남은 시간에 그냥 친구랑 놀려고 했었어요.

연구자: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았나요?
박유화: 네, 그냥, 뭔가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게 조금 어려워요. 다른 선생

님들도 그렇고 물어봤는데 그냥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혼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C-102-면담 자료]

정리하자면, 박유화는 발표 준비에서부터 심한 불안을 느낀 나머지 발표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의견 결정은 빠르게 했으나, 다

양한 입장의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보다는 혼자 생각한 내용을 대본에 

옮겨 적고 그것을 바로 연습하며 준비를 마쳤다. 

2)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양상
다음으로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양상을 살펴보겠다. 먼

저, 내용 측면에서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대본을 평가한 결과는 <표 

Ⅲ-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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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내용 선정 항목의 평균 점수(표준편차)는 

2.92(.68)점이었으며, 내용 조직 항목의 평균 점수(표준편차)는 2.77(.70)점이

었다. 이는 보통(3점)에 조금 못 미치는 점수이다.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

자는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부분 질문에서 요구하

는 대답을 하였지만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에는 어

려움을 보였다. 또한 조직 측면에서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나, 내용의 

전개에 조리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표현 측면에서 설득적 말하기에 적절한 어휘와 어법을 사용했는지를 평

가한 결과 <표 Ⅲ-15>와 같이 평균 점수(표준편차)는 2.69(.55)점이었다. 이

는 평균적으로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도 보통(3점)에 조금 못 미치는 수

준으로 어휘를 선정하였고, 어법을 준수하였음을 의미한다.

발표 준비 시간과 발표 준비 시간 동안 작성한 대본의 글자 수는 <표 Ⅲ

-16>과 <표 Ⅲ-17>과 같다. 

문항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내용 선정 35 2.92 .68
내용 조직 35 2.77 .70

<표 Ⅲ-14>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대본 내용 평가 결과

문항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언어적 표현 35 2.69 .55

<표 Ⅲ-15>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대본 표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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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는 발표 준비를 위해 주어진 시간 45분 중 평균 

29.86분을 발표 준비에 사용하였으며, 그중 25.77분을 순수하게 발표를 준

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 4.09분은 발표 준비 중 졸거나 

잡담을 하거나 걱정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는 준비 시간 동안 평균 234.49자를 생성하였다.

발표 준비 시간(25.77분) 동안 한 준비 활동을 범주 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Ⅲ-18>과 같다. 

준비 활동 발표자 수 시간 평균(분) 표준편차

아이디어 생성 35 5.37 3.45

내용 조직 35 4.49 3.82

대본 작성 35 8.77 5.41

검토, 수정 35 2.20 2.36

연습 35 2.74 3.48

조언 요청, 질문 35 2.20 5.40

<표 Ⅲ-18>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활동

구분 발표자 수 글자 수 평균  표준편차

대본 글자 수 35 234.49 111.67

<표 Ⅲ-17>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대본 작성 양

구분 발표자 수 글자 수 평균  표준편차

발표 준비 시간(분) 35 29.86 10.37

순수 준비 시간(분) 35 25.77 9.87

<표 Ⅲ-16>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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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는 대본 작성에 가장 많은 시간(8.77분)을 사용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생성(5.37분), 내용 조직(4.49분), 연습

(2.74분), 검토 및 수정(2.20분), 조연 요청 및 질문(2.20분)의 순으로 발표를 

준비하였다.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도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와 같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내용을 조직하고 작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

며, 조언 요청 및 질문은 많이 하지 않았다.

의견 결정 및 수정 활동 빈도를 보자면 <표 Ⅲ-19>와 같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빈도가 보통 이상

(3.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반론을 대비하기 위해 내용을 

보완하기(3.43점), 표현 다듬기(3.31점), 찬반 의견 결정을 고민하기(2.74점), 

내용을 삭제하기(2.66점), 찬반 의견을 교체하기(1.97점)가 이어졌다.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도 내용을 보완하거나 삭제하는 수준에서 부분적 수정 

활동을 하며, 전체 내용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의견 교체는 별로 하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사례로는 준비・수행 균제형과 수행 우위형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유형을 대표하는 학습자는 이하빈과 전다영(가명)

준비 활동 발표자 수 평균(빈도) 표준편차

찬반 의견 결정 고민 35 2.74 1.17

찬반 의견 교체 35 1.97 1.12

내용 삭제 35 2.66 1.06

내용 보완1
-의견 명확화 35 3.74 .92

내용 보완2
-반론 대비 35 3.43 1.09

표현 다듬기 35 3.31 1.13

<표 Ⅲ-19>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중 의견 결정 및 수정 활동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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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1) 이하빈과 전다영의 발표 준비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준비・수행 균제형을 대표하는 이하빈은 <표 Ⅲ-20>과 같이 발표를 

준비하였다.

이하빈은 1번 범주 자료 읽기, 찬반 의견 결정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와 4번 범주 검토하기, 수정하기 , 6번 범주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조언 구

하기, 질문하기 에 평균(5.93분, 2.35분, 1.81)보다 두 배 이상 긴 시간을 사용

하였다. 이하빈은 찬반 의견을 결정하는 시간 동안 다른 학습자들과 의견

21) 이하빈은 대본 점수 75.24점, 발표 점수 72점(평가자 3인 평균 총점)으로 각각 전체 70
명 중 7등을 하여 대본 생성과 발표 수행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학생은 발
표 불안이 낮은 집단에서 대본 생성과 발표 수행에서 두루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으
로 선정되었다. 전다영은 대본 점수 52.38점, 발표 점수 74.33점, (평가자 3인 평균 총점)
을 받았으며, 석차 등수로 전체 70명 중 대본과 발표 각각 47위, 5위를 한 학생이다. 이
학생은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 중에서 대본 평가보다 발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
둔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발표 준비 중 활동 범주
소요 시간

이하빈
70명 
평균

발
표 
준
비 

1. 자료 읽기, 찬반 의견 결정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 10분 5.93분

2. 발표 내용 조직하기, 대략적인 발표 줄거리 써보기 → 5분 4.58분

3. 발표 대본 작성하기 → 10분 9.15분

4. 검토하기, 수정하기 → 5분 2.35분

5. 발표 연습하기 → 3분 2.20분

6.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조언 구하기, 질문하기 → 5분 1.81분

기
타 

7. 발표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하기 → 2분 2.06분

8. 잡다한 생각하기, 친구와 장난치기, 잡담하기 → 5분 1.36분

9.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 졸기 → 0분 1.28분

총합 → 45분 30.71분

<표 Ⅲ-20> 이하빈의 발표 준비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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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환하며 반대 의견에서 찬성 의견으로 주장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이

하빈은 친구들과의 토의를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의 장・단점을 비교해보

았으며, 이 과정에서 주장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하빈: 원래 반대 측 입장이었는데, 근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반대 측보다는 찬성 측에 서서 근거 제시할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한창 애들이랑 법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차피 무
슨 살인죄 같은 게 적용돼도, 그래도 막 적게 받겠지? 라는 생각
도 들고, 막 그래서 되게 여러 생각이 들어서 찬성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의견을 바꿨어요.

      [C-516-면담 자료]

또한 이하빈은 친구에게 조언 구하기, 질문하기 에 평균보다 두 배 이

상 긴 시간을 보내며 발표 내용을 생성하였다.

이하빈: 일단 처음에 어떤 근거를 제시할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친구들이
랑 얘기를 하면서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얘기
를 했어요.

      [C-516-면담 자료]

이하빈은 다른 학습자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며 발표 내용을 생성하

였다. 이하빈은 동료 학습자와 토의한 내용을 의견 결정 및 발표 내용 생

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다음으로 수행 우위형을 대표하는 전다영은 <표 Ⅲ-21>과 같이 발표를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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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영은 2번 범주 발표 내용 조직하기, 대략적인 발표 줄거리 써보기 와 

6번 범주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조언 구하기, 질문하기 에 평균 시간보다 

약 두 배 이상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전다영은 면담에서 

발표 주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친구들

이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여 친구들과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반대 입장의 친구들은 어떻게 반박을 할지, 그럼 그 반

박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자: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의견을 나누었나요?
전다영: 제가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가지고 저랑 

생각이 좀 다른 친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제가 찬성 입장을 더 확실하게 밝힌다고 해야 되나? 반대 입장은 
어떤 반박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C-319-면담 자료]

전다영은 발표 준비에서부터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측 입장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반박할 준비를 하였다.

발표 준비 중 활동 범주
소요 시간

전다영
70명 
평균

발
표 
준
비 

1. 자료 읽기, 찬반 의견 결정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 3분 5.93분

2. 발표 내용 조직하기, 대략적인 발표 줄거리 써보기 → 4분 4.58분

3. 발표 대본 작성하기 → 20분 9.15분

4. 검토하기, 수정하기 → 0분 2.35분

5. 발표 연습하기 → 3분 2.20분

6.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조언 구하기, 질문하기 → 5분 1.81분

기
타 

7. 발표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하기 → 5분 2.06분

8. 잡다한 생각하기, 친구와 장난치기, 잡담하기 → 0분 1.36분

9.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 졸기 → 0분 1.28분

총합 → 40분 30.71분

<표 Ⅲ-21> 전다영의 발표 준비 활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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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양상과 발표 불

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양상을 각각 살펴보았다. 두 집단의 발표 

대본 평가 결과와 발표 준비 시간 및 양, 사례로 선정된 학습자의 발표 준

비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 이어지는 항목에서는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다 선명히 하기 위해 두 집단의 발표 준비 양상을 

비교하며 두 집단의 발표 준비 특성을 논의하겠다.

3)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의 발표 준비 양상 비교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준비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발표 준비 시간 

동안 작성한 대본의 수준과 양, 발표 준비 시간에 대한 분산 분석을 시행

하였다. 

발표 불안 수준에 따라 발표 준비 단계에서 작성한 대본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 범주에서 내용선정 항목과 내용 조직 항목에 

대한 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Ⅲ-22>와 같다. 

*p < .05, **p < .01

내용 선정 항목에서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92(.68)점이며,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90(.84)점

이었다. 내용 조직 항목에서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77(.70)점이며,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76(.91)점

이었다. 두 집단 간에는 평균 .02점, .01점의 차이가 있었으나,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 .025, p > .05; F = .002, p > .05). 

문항 집단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F

내용 선정
저불안 35 2.92 .68

.025
고불안 35 2.90 .84

내용 조직
저불안 35 2.77 .70

.002
고불안 35 2.76 .91

<표 Ⅲ-22>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대본 내용 평가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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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언어적 표현 항목에 대한 대본 평가 결과는 <표 Ⅲ-23>과 같다.

문항 집단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F

언어적 표현
저불안 35 2.69 .55

.005
고불안 35 2.68 .62

<표 Ⅲ-23>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대본 표현 평가 결과 비교

*p < .05, **p < .01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69(.55)점이었으며,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68(.62)점이었다.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은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01점 낮은 점수를 받

았으나,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 .005, p > 

.05). 정리하자면, 발표 준비 중 작성한 대본의 내용적・표현적 측면을 평

가하였을 때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대본 작성 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본에 작성한 글자 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Ⅲ-24>와 같다. 

*p < .05, **p < .01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은 대본에 평균(표준편차) 234.49(111.67)자를 작성

하였으며,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은 평균(표준편차) 221.14(153.45)자를 작

성하였다.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은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에 비해 약 13

자 더 많이 작성하였지만,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F = .173, p > .05).

발표 준비 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Ⅲ-25>와 같다.22) 

구분 집단 발표자 수 글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대본 
글자 수

저불안 35 234.49 111.67
.173

고불안 35 221.14 153.45

<표 Ⅲ-24>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대본 글자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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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1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은 발표를 평균(표준편차) 29.86(10.37)분 동안 준비하

였으며,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은 평균(표준편차) 31.57(12.53)분 동안 준비하였

다.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약 1.71분 길게 발표를 준비하였

으나,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 .389, p > .05).

순수 준비 시간을 보면,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은 평균(표준편차) 

25.77(9.87)분 동안 준비하였으며,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은 평균(표준편차) 

26.26(11.35)분 동안 준비하였다.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 .037, p > .05).

22) 발표 준비 시간은 발표 대본을 배부한 뒤, 학생들이 스스로 제출했을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순수 발표 준비 시간은 대본 작성 시간 중에서 아이디어 생성하기, 내용 조직
하기, 대본 작성하기, 검토 및 수정하기, 발표 연습하기, 조언 요청이나 질문하기 시간만
을 합한 시간이다. 즉 순수 발표 준비 시간에는 발표 준비 시간 중 발표에 대해 생각하
거나 걱정만 한 시간, 잡다한 생각을 하거나 친구와 잡담한 시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
거나 졸은 시간은 제외되었다.

구분 집단 발표자 수 글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발표 준비 
시간(분)

저불안 35 29.86 10.37
.389

고불안 35 31.57 12.53

순수 준비 
시간(분)

저불안 35 25.77 9.87
.037

고불안 35 26.26 11.35

<표 Ⅲ-25>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준비 시간 비교



- 64 -

발표 준비 활동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Ⅲ-26>과 같다. 

*p < .05, **p < .01

아이디어 생성, 내용 조직, 대본 작성, 검토와 수정 활동은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이 더 긴 시간 동안 하였고, 연습과 조언 요청 및 질문은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이 더 긴 시간 동안 하였지만,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등분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Welch's F 값을 기재하였다. 이하 모든 표에서
동일하다.

준비 활동 집단 발표자 수 시간 평균(분) 표준편차 F23)

아이디어 
생성

저불안 35 5.37 3.45 1.031
(W)고불안 35 6.48 5.46

내용 조직
저불안 35 4.49 3.82

.038
고불안 35 4.68 4.56

대본 작성
저불안 35 8.77 5.41

.289
고불안 35 9.52 6.24

검토, 수정
저불안 35 2.20 2.36

.162
고불안 35 2.49 3.63

연습
저불안 35 2.74 3.48 2.581

(W)고불안 35 1.66 1.97

조언 요청, 
질문

저불안 35 2.20 5.40
.437

고불안 35 1.43 4.35

<표 Ⅲ-26>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준비 활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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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 결정 및 텍스트 수정 활동 빈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Ⅲ

-27>과 같다.

*p < .05, +p < .1

찬반 의견을 결정하기까지 고민하기 , 찬반 의견 바꾸기 ,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삭제하기  활동은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이 더 

자주 하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 보

완하기 , 다른 쪽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반박하기 위해 내용 보완하

기 , 발표에 사용할 표현 다듬기 는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이 더 자주 하였

다. 이 중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 

보완하기 와 다른 쪽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반박하기 위해 내용 보완

하기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3.754, p = .057, Welch's F= 5.148, p < .05).

준비 활동 집단 발표자 수 평균(빈도) 표준편차 F

찬반 의견 
결정 고민

저불안 35 2.74 1.17
.010

고불안 35 2.77 1.17

찬반 의견 
교체

저불안 35 1.97 1.12
.117

고불안 35 2.06 .97

내용 삭제
저불안 35 2.66 1.06

.539
고불안 35 2.83 .89

내용 보완1
-의견 명확화

저불안 35 3.74 .92
3.754+

고불안 35 3.31 .93

내용 보완2
-반론 대비

저불안 35 3.43 1.09 5.148*

(W)고불안 35 2.89 .90

표현 다듬기
저불안 35 3.31 1.13

2.631
고불안 35 2.89 1.08

<표 Ⅲ-27>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준비 중 의견 결정 및 수정 활동 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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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발표 준비 단계에서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은 대본의 글자 수와 준비 총 시간, 순수 준비 시간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세부 준비 활동 시간과 대부분의 

세부 준비 활동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발

표 준비 활동 빈도 중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유

와 근거 보완하기 와 다른 쪽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반박하기 위해 

내용 보완하기 의 두 문항에서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빈도가 유의미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발표 준비 단계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항목

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발표 대본

의 수준과 양, 발표 대본을 작성한 시간에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다. 이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탐색하기 위해, 각 집단의 우수 유

형과 전형적 유형을 추출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이 발표 대본을 어

떻게 작성해나가며, 왜 그렇게 하였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집단 

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에 해당하는 이하빈과 전다영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표 준비 단계에서 질문과 의견 교환 활동과 같은 의사소통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빈과 전다영은 공통적으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아이디어 생성을 활성화하였고, 혼자 생각할 때도 양측 

주장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내용을 생성하였다.

이하빈: 원래 반대 측 입장이었는데, 근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오
히려 반대 측보다는 찬성 측에 서서 근거 제시할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한창 애들이랑 법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차피 무슨 
살인죄 같은 게 적용돼도, 그래도 막 적게 받겠지? 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되게 여러 생각이 들어서 찬성이 더 나은 것 같
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의견을 바꿨어요. … 일단 처음에 어떤 근
거를 제시할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C-516-면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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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영: 제가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가지고 저랑 
생각이 좀 다른 친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제가 찬성 입장을 더 확실하게 밝힌다고 해야 되나? 반대 입장은 
어떤 반박이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C-319-면담 자료]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준비・수행 균제형의 사례로 선정된 박정아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박정아는 의견을 교환할 때 

다른 학습자들의 의견에 경청하고, 발표 대본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연구자: 조언을 구하고, 질문한 이유는?
박정아: 그냥.. 다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듣고,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참고해서 제 생각도 정리하고.
[C-519-면담 자료]

이와 대조적으로 발표 불안이 높으며 발표 수행 단계에서 발표 수준이 

저하된 박유화의 경우, 발표 준비 상황에서부터 심한 불안을 느낀 나머지 

장난과 같은 비전념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12분), 그로 인해서 발표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또 찬반 의견 결정은 빠르게 했으나, 다양한 입

장의 친구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보다는, 혼자 생각한 내용을 대본에 옮겨 

적고 그것을 바로 연습하였다. 

연구자: 준비를 할 때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았네요. 
고민을 하거나 잡담을 많은 한 이유는?

박유화: 옆에 같이 앉은 친구다보니까, 친하니까 잘 놀아서 장난을 많이 
친 것 같아요. 남은 시간에 그냥 친구랑 놀려고 했었어요.

연구자: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지?
박유화: 네, 그냥, 뭔가 먼저 물어보는 게.. 그게 조금 어려워요. 다른 선생

님들도 그렇고 물어봤는데 그냥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혼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C-102-면담 자료]



- 68 -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전형성을 보인 사례로 선정된 박유화는 찬반 

의견을 정할 때 혼자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헷갈렸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자신

의 원래 생각과 비교해보아 의견을 조정하였다. 또한 발표 불안이 높은 집

단의 전형성을 보인 사례로 선정된 박유화는 친구와 논의하지 않거나 불안

함을 낮추려고 발표 주제와는 상관없는 잡담을 하거나, 발표와 관련한 이야

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말이 억지 일까봐 물어보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

면,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신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 궁금 해서 다른 친구와 논의하였다고 하였다. 

발표 준비에서의 의사소통 지향적 활동은 발표 내용에서 반론을 예측하

고 이를 재반박하는 양면적 메시지 로 표출되었다. 실제로 활발히 의견을 

교환한 이하빈과 전다영, 적극적으로 수용한 박정아는 양면적 메시지 제시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였으며, 반론을 예측하고 재반박하는 내용을 선정

하였다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유화는 일면적으

로 메시지를 조직하였으며, 반론을 고려한 내용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특성

을 보였다. 이는 발표 준비에서의 의사소통 지향적 활동 여부가 발표 내용 

구성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발표 준비에서의 의사소통 지향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자면 [그림 Ⅲ

-2]와 같다. 

독립적・폐쇄적 개방적・수용적 교섭적・능동적

↑ ↑ ↑
박유화 박정아 이하빈・전다영

[그림 Ⅲ-2] 발표 준비에서의 의사소통 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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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소통 지향적 활동의 적극성 수준에 따라 가장 적극적인 쪽에는 

아이디어 생성 및 논의에 자신의 의견을 능동적으로 교환하는 학습자가 있

다. 그 반대쪽에는 독립적, 폐쇄적으로 발표 준비를 하며 상대 쪽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을 내어 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습자

가 존재한다. 그 사이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논의를 이끌어가는 데

에는 소극적이나, 타인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학습자가 있다.

앞서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준비 시간 및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본 바와 같이 얼마만큼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나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준비・수행 균제형의 사례로 선정된 박정아가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발표 준비를 하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높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어 놓는 것에 소극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는 관심

이 많다(Daly, Vangelisti, Neel, & Cavanaugh, 2009).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

여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에게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 

의견을 판단하여 발표에 내용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행 과정

발표 준비 양상 분석에 이어 본 절에서는 발표 수행 양상을 분석한 결과

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본 절에는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양상과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양상을 서술한 뒤, 발표 불

안에 따라 발표 수행 양상을 비교한 결과를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자

면,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학습자의 발표 수행 수준과, 발표 시간과 발화 

양24), 발표 수행 중 상태 불안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사례 분석을 통해 발

표 수행 양상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과 과정을 서술하였다.

24) 발화 양은 발표 전사본에서 공백을 제외한 글자수로 산출하였다. 발화 양을 계산함에
있어서 “음..”이나 “어..”와 같은 무의식적인 간투사와 단일 음절 단위의 말더듬은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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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양상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가 

발표한 내용과 표현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발표 수준은 

내용 선정 및 조직, 언어적・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 범주로 구분하여 평

가되었다. 대본 평가와 마찬가지로 내용 선정 항목에서는 문제에 대한 이

해와 찬반 입장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평가하였고, 내용 조직 항목에서는 

주장과 근거의 관계와 내용의 흐름(논리성)을 평가하였으며, 언어적 표현 

범주에서는 적절한 어휘와 문법에 맞는 표현을 평가하였다. 반언어적・비

언어적 표현 범주는 각각의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내용 측면에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를 평가한 결과 <표 Ⅲ

-28>과 같이 내용 선정 항목의 평균 점수(표준편차)는 2.51(.91)점이었으며, 

내용 조직 항목의 평균 점수(표준편차)는 2.37(.93)점이었다. 이는 평균적으

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가 보통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는 내용 선정과 조직 측면에서 평균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받은 발표 

사례이다. 

착한 사람, 사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일단 
먼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뭐냐하면, 사람이 지나가, 사람이, 다른 사람
을 구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면하거나 그러면~ 처벌을 받는 그런 법입
니다. 일단, 요즘 사회, 요즘 사회가 바쁘고 아무리 개인 사생활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외면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생명을 죽이, 죽이,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문항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내용 선정 35 2.51 .91
내용 조직 35 2.37 .93

<표 Ⅲ-28>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내용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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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의무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쟁 상황-에서는 모든, 거의 모든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될지라도~ 전쟁이 일어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휴전 상태입니다. 그
리고 저희는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글로벌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어
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제정되어야 됩니다.

[B-106-발표 전사본, 내용 선정 2.67점, 내용 조직 2.33점]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법으로 제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신이~ 쉽게 
조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법이, 법률안인데, 여기서 쉽-게 조력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의 경
우, 쉽게 조력을 할 수 없을뿐더러 그 기준이 더 애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이 많이 악화되거나, 예를 들어 경제 대-공황이 오거나 전쟁이 났
을 시에는 벌금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은 그걸로 안정이 될지라
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그 의미는,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리고 만약에 사람이 강물에 빠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 상황에- 
자기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나는 착한 시민이야 하고 둘 다 죽으면은, 차라
리 벌금형을 맞는 게 그나마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B-107-발표 전사본, 내용 선정 3.67점, 내용 조직 3.33점]

B-106은 내용 선정 항목에서 여러 이유를 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

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평균과 유사한 점수로 평가되었다(2.67점). B-107은 질

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력 더

하였으므로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3.67점). 내용 조직 항목에서 

B-106은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며(2.33점), B-107은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3.33점). B-107은 B-106보다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내용 전개에 

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현 측면에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표 Ⅲ-29>와 같이 평균 점수(표준

편차)는 2.65(.55)점, 2.66(.53)점, 2.46(.63)점으로 나타났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모두에서 평균적으로 보통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하였으며, 세 항목 중에서 비언어적 표현의 적절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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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언어적 표현 항목에서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받은 발표 사

례이다.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도덕성
이랑 양심에 대해서- 어- 법을, 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
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지, 동물들은 그런 것 없이- 도
덕성이 없고, 남을 돕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
게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그-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소방관이 신고를 받고 신고자들을 구하러 가
는 도중에, 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치면 프랑스 형법에 의거해서, 
그 내용, 의거해서, 자기가, 그, 그 뭐라해야 돼냐, 피해를 받지 않는 상황?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 남을 돕지 않았을 때는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소방관이 어느 쪽도 구하지 못한- 아니 한 쪽
을 구한다고 해도 소방관은 벌을 받게 돼있으므로,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 50대 노인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
을 때, 뭐였냐,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그때, 심폐소생술을 잘 하-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시에 유가족이 그 사람한테 
피해보상이나 아니면 고소를 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못 하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끝입니다.

[C-403-발표 전사본, 언어적 표현 2.67점]

C-403은 몇 가지 언어적 표현상의 오류( 동물들은 그런 것 없이 도덕성

이 없고 , 자기가 피해를, 소방관이 어느 족도 구하지 못한, 아니 한 쪽을 

구한다고 해도 , 피해보상이나 아니면 고소를 했을 때 )를 보였으며, 평균

문항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언어적 표현 35 2.65 .55

반언어적 표현 35 2.66 .53

비언어적 표현 35 2.46 .63

<표 Ⅲ-29>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표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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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한 점수(2.67점)로 평가되었다. 

반언어적 표현의 적절함을 보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는 <표 Ⅲ-30>과 같다. 

MPSP 문항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말하는 속도가 적절했다 35 2.73 .54

말끝을 흐렸다 35 2.86 .95

말을 더듬거렸다 35 3.33 .78

목소리 크기가 적절했다 35 2.63 .69

목소리 톤이 알맞았다 35 2.96 .52

발음이 분명했다 35 2.82 .64

<표 Ⅲ-30>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세부 양상: 반언어적 표현 항목

발표 불안이 높은 발표자는 말하는 속도가 적절했다 , 말끝을 흐렸다 , 

목소리 크기가 적절했다 , 목소리 톤이 알맞았다 , 발음이 분명했다  

항목에서 평균적으로 보통(3점)보다 낮은 점수(2.73점; 2.86점; 2.63점; 2.96

점; 2.82점)로 평가되었으며, 말을 더듬거렸다  항목에서는 보통(3점)보다

는 높은 점수(3.33점)로 평가되었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가 반언어적 

표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보다 조금 미흡하게 발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표현의 측면의 구체적인 양상을 평가한 결과는 <표 

Ⅲ-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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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불안이 높은 발표자는 제스처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웠다 의 항목에

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은 점수(3.01점)를 받았으며, 자세가 좋았다 , 발

표를 듣는 사람과의 눈 맞춤이 적절했다  항목에서는 보통(3점)보다 약간 

낮은 점수(2.83점; 2.67점)를 받았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비언어적인 항목

에서도 보통보다 약간 미흡한 수준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3분으로 주어진 개인 시간에 <표 Ⅲ-32>와 

같이 평균 49.68초 동안 172.31자 발표하였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가 

발표 중 느낀 상태 불안은 평균 51.49점으로 측정되었다. 상태 불안 척도의 

0점(불안하지 않음)-80점(매우 불안함)의 범위를 고려하면, 발표 불안이 높

은 학습자가 발표 중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표 Ⅲ-33>과 같이 발표 수행 중 불안을 낮

추기 위해 시선을 회피하거나, 발표를 빨리 마치거나, 말을 빠르게 하는 정

도의 평균점수(표준편차)가 3.37(1.00)점, 3.66(1.00)점, 3.20(1.08)점으로 나타

났으며,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하였다는 문항의 평균점수(표준편차가) 

2.54(.6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한 것보다 발표를 빨리 마쳤다 는 항

구분 발표자 수 평균  표준편차
발화 양(자) 35 172.31 123.90

발화 시간(초) 35 49.68 34.03
상태 불안 35 51.49 12.06

<표 Ⅲ-32>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화 양, 발표 시간, 상태 불안 

MPSP 문항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제스처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웠다 35 3.01 .56
자세가 좋았다 35 2.83 .61

발표를 듣는 사람과의 눈 맞춤이 적절했다 35 2.67 .87

<표 Ⅲ-31>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세부 양상: 비언어적 표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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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발표 준비 단계에서 마련한 내용을 발

표로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다.

양적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준비・수행 

균제형에 해당하는 박정아와 준비 우위형에 해당하는 박유화의 발표 사례

를 분석하였다. 박정아와 박유화가 발표 준비 단계에서 마련한 내용을 발

표 수행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발표 대본과 발표 녹화본

을 비교・분석하였다.25) 

준비・수행 균제형을 대표하는 사례로 선정된 박정아는 대본과 발표에서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첫째, 법을 지키는 것이 어

렵지 않다는 점과 둘째, 강제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이 법을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찬성: 양심 없는 사람들, 구하지 않을 일이 줄어듬. 법적 처벌 가능. 위험을 
무릅쓰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반대: 착한 사마리아 인, 양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도덕적 행동이 법적 의
무가 되버림? 자기자유다.

⦁자기 목숨까지 걸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란 것임(신고라도). 
 -어렵지 않음. 그저 모두가 할 수 있음→부담되는 법X

25) 내용은 하나의 화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미 구성 층위로서 단위 화제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단위 화제를 추출한 뒤에는 주장과 이유, 근거, 전제, 반론 수용과 반박의 논
증 요소로 분류한 뒤(Williams & Colomb, 2008/2007), 논증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평가하였다. 표현은 내용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의미의 실현 방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안전 행동 발표자 수 평균(정도) 표준편차
시선을 회피함 35 3.37 1.00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함 35 2.54 .66
발표를 빨리 마침 35 3.66 1.00
말을 빠르게 함 35 3.20 1.08

<표 Ⅲ-33>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중 안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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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지’하는 사람들이 있음.
 -법 제정→구하지 않는 사례↓, 욕만 하던 걸 처벌할 수 있음.
⦁‘착한 사마리아 인’→원래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임. 도덕적으로 해야될 

일이 반 강제적으로 의무감에 하게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돕는 건 자기 
자유인데 침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돕지 않아서 죽는 것 보단 남. 

그래서 이 법에 찬성함.
[C-519-발표 대본]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아입니다. 저는 착한 사마리아 법에 찬성합니다. 일단, 
그 이유는, 우선, 이 법은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우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새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
지? 이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법으로 제정해놔서~ 처벌을, 
안,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면은 양심 없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지 않
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
렇게, 법으로 도와야 한다고 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되
고, 원래 사마리아 인 이야기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돕지 
않아서 사람이~ 죽는 것 보다는, 그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런 법을 제
정해서 돕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C-519-발표 전사]

박정아 발표의 내용 조직 유형은 반대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반

박하며 법 제정을 통한 이익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양면적 메시지 제시 

방식 에 해당된다.26) 박정아가 고려한 반론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반론은 타

인을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신의 의지

와 상관없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범법자가 된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박정아는 자기가 희생하거나 위험을 무릅쓰면서

까지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우면 된다고 조력 인정의 

하한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 적용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

하며 주장하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반론은 착한 사마리

26) 양면적 메시지 제시 방식은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고려하고, 이를 재반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면적 메시지 제시는 자신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드러내는 방식보다
설득에 효과적(Allen, 1991; 최영인, 2014: 78 재인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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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의 법 제정의 취지가 시행의 과정에서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착

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강제로라도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타인을 도와줄 

책임을 다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당연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위

를 강제하여 내재된 본질적 조력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 박정아는 이 점

에 대해 인정하였지만, 이 법으로 인한 효용은 생명의 구조이며, 이 효용이 

손해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반론을 재반박하였다. 

종합하자면 박정아는 반론을 고려하고 이를 재반박하는 방식으로 논증 

구조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발표 준비 초반에서부터 양 주장 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찬성 측 입장에서 반대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생성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박정아 대본과 발표의 표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내용 어

휘소의 선택 양상을 분석해보니, 박정아는 발표 대본은 개조식으로 내용의 

핵심을 간추려서 도식화하여 표현하였고, 발표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말로 

풀어 설명하였다. 박정아는 내용적인 분절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중간점(⦁)

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고, 내용 간의 인과관계가 나타나면 오른쪽 화살표

(→)로 그 순서를 도식화하였으며, 강도나 세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

는 위아래 화살표로(↑,↓)로 그 변화 방향을 표시하였다. 또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표현하기 위해, 의미 단위로 명사화하여 표현하였다( 법 제정 , 

구하지 않는 사례 ).

이렇게 기호화, 도식화하여 표현한 내용 요소를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표현

으로 풀어서 표현하였다. 즉, 내용 간의 전환이 일어날 때는 휴지를 사용하고, 

내용 간의 인과 관계는 ~게 하면 ~ㄹ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

다. 또 대본에서 간략하게 법 제정 이라고 표현한 것을 발표에서는 이 법을 

법으로 제정해서 남을 돕지 않으면 이라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적 의미의 실현 방식은 문말 서법과 양태 서법 및 대

우법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확인하였다.27) 박정아는 -ㄹ 수 있다  또는 -

27) 할리데이(Halliday, 1994)는 의사소통에서 발화가 청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정
보와 서비스의 제공 및 요청 여부에 따라 제공법, 진술법, 요청법, 질문법으로 구분하였
다. 이 중 정보의 요청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법을 사용하면, 청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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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것이다 라는 추측양태를 대본에서보다 발표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양상

을 보였다. 예를 들어 대본에서 부담되는 법X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

분을 부담이 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라고 변형하였다. 일반적으로 

추측 양태는 화자와 청자 간의 거리를 줄일 수 있으며, 겸양의 표지로 해석

된다. 박정아는 반대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을 추측 양태를 사용하여 표

현함으로써, 상대가 직접 제기한 반론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도를 강조하였다. 

어렵지 않음. 그저 모두가 할 수 있음→부담되는 법X 
[C-519-발표 대본]

부담이 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 원래 사마리아 인 이야기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데 … 반 강제적으로 의무감에 하게 될 수도 있고

[C-519-발표 전사]

대우법은 발신자의 심적 태도에 따라 수신자와 행동의 주제, 객체 등의 

담화 관련 인물을 차등하게 대우하는 언어 사용법이다(이용주, 1993). 박정

아는 문장의 대우법을 대본과 발표에서 다르게 사용하였다. 대본에서는 

해라 체의 평서문 종결 어미 -ㄴ다 와 명사형 전성 어미 -(으)ㅁ 으로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대본의 예상 독자가 본인이기에 편의를 위해 간결하

게 끝낼 수 있는 대우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와 달리 발표에서는 아주 높

임의 격식체 -ㅂ니다 체로 통일하여 문장을 종결하였다. 박정아는 발표에

서 대우법에 변화를 주지 않고 격식체를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청자의 심

리적 거리를 좁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갈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지’하는 사람들이 있음.
 -법 제정→구하지 않는 사례↓, 욕만 하던 걸 처벌할 수 있음.
⦁‘착한 사마리아 인’→원래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한 것임. 도덕적으로 해
야될 일이 반 강제적으로 의무감에 하게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돕는 건 자기 

할 수 있으며 화자와 청자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박종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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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데 침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돕지 않아서 죽는 것 보단 남. 
[C-519-발표 대본]

이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법을 법으로 제정해서 남을 돕지 않으
면 처벌할 수 있게 하면은 양심 없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
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으로 도와야 한다고 
하면은 너무 사람들이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되고 원래 사마리아 인 이야기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돕지 않아서 사람이 죽는 것 보다는, 
그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런 법을 제정해서 돕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C-519-발표 전사-]

또한 발표에서는 -ㄴ데 나 -고 를 사용하여 홑문장을 이어진 문장으로 

변형하였으며,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문장 사이의 리듬을 형성하

며 약간 빠른 속도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ㄴ데 나 -고 와 같은 표현은 

명시적 접속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청자로 하여금 들

은 내용과 이어질 내용 간의 논리적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발화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박종훈, 2007: 92). 

다음으로 준비 우위형의 발표 수행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박유화의 발표 

내용 선정 및 조직, 표현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박유화는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의 제정이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법 시행의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굳이 시행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착한 사마리안의 법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것인데, 이 
법이 생긴 이유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라서, 굳
이 다른 나라의 법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14개국과 미국 30여개 주에서 시행한다 해도 시행 
안 하는 곳이 더 많고 누가 물에 빠져서 구해야 하는 상황에 구하지 않았는
데 수영을 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덥석 물
에 뛰어들었다가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법이 없어도 보통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도 신고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이다.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극히 일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그 
비슷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지금 이대로만 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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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을 것이다. 추가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도덕・윤리・슬기로운・바른 
생황에서 12년 가까이 도덕교육을 받고, 부모님, 어른들, 선생님한테도 교육
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굳이 다른 나라 상황에 맞춰 그 법을 시행할 필
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C-102-발표 대본]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화입니다. 저는 착한 사마리아 인 법에~ 반대하는 입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는, 한국이고 거기, 그-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이 시행된 이유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인데~ 그리고- 미
국, 미국이나 유럽 등, 유럽 등에서 실행된다고 해서- 하는데~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도 실행, 실행이 더 많이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물
에~ 누가 빠졌는데, 그거를, 일부로- 안 구-해서 왜 안 구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수영을 원래 할 줄 아는데, 수영을~ 못 한다고 거짓말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초중고, 초중고에서, 교육과정에서, 도덕이나 
윤리나 슬기로운 생활이나 바른 생활에서, 이미 12년 간! 도덕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신고하지 안하는, 안하는 상
황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딱히 우리나라에서는 실행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C-102-발표 전사]

박유화는 발표 대본과 다르게 발표에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첫 

번째 이유와 법 시행의 난점이 많다는 두 번째 이유의 순서를 바꾸어 발표

하였다. 박유화는 첫째 이유를 다 말하지 않은 채 둘째 이유를 말하고, 이

어서 첫째 이유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발표뿐만이 아니라 대본에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더불어 발표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어서 발표했다. 

면담에서 박유화는 대본 내용을 그대로 외웠다는 점을 밝혔다. 모든 내

용을 외워서 그대로 발표를 하려다보니, 논리적 흐름에 따라 문장을 끊거

나 적절한 접속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내용 

간의 결합성과 응집성이 낮아졌다.

연구자: 대본이랑 실제 전달한 거랑 비교해봤을 때 비슷하네요. 대본을 외
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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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화: 대본 그대로 있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C-102-면담 자료]

박유화는 대본에서 생성한 내용들 중 부분적인 세부 정보를 발표에서는 

말하지 않았다. 가령 대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14개국과 미국 30

여개 주에서 시행한다 해도 시행 안 하는 곳이 더 많고 라고 하였다면 발

표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시행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실행

이 더 많이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이라고 하거나, 대본에서는 추가로 초・
중・고 교육과정에 도덕・윤리・슬기로운・바른 생활에서 12년 가까이 도

덕교육을 받고, 부모님, 어른들, 선생님한테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라고 하

는 부분을 발표에서는 도덕이랑 윤리랑 바른생활이랑 슬기로운 생활에서 

이미 12년 간 도덕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라고 하였다.

또한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의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내용을 구성

했을 뿐, 찬성 입장을 고려한 내용이 없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는 박유화

가 발표 준비 단계에서 친구들과의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

롯된 특성일 수 있다.

박유화 발표의 내용 조직 유형은 일면적 메시지 제시 방식’에 해당한다. 

박유화는 대본과 발표의 첫 부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들었다. 박유화는 비록 일면적 메시지 전달 방식

이긴 하지만 스스로 생성한 사례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들어 이유를 뒷

받침하였다. 다만 다양한 근거와 이유로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다가 발표에

서 순서를 섞어 말을 하거나, 내용의 일부분을 누락시켰다. 이는 인지적・정

서적 부담이 내용 전달의 문제를 낳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유화 대본과 발표의 표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로, 박유화가 발

표에서 자신의 태도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을 대부분 생략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대본에서는 글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문장이 마

치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와 대조적으로 발표에서는 각 문장의 서술부를 생략한 채,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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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딱히 우리나라에서는 실행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며 발화

를 종료하였다. 또한 대본에서는 신고를 안 하는게 더 이상하다 , 지금 

이대로만 살아도 괜찮다 와 같이 자신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소를 

사용한 반면, 발표에서는 이런 내용이 모두 생략되어 있었다. 박유화가 자

신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소를 대부분 생략한 것은, 다수의 청중에

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굳이 다른 나라의 법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그리고 이 법이 없어
도 보통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도 신고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것이다. 
…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그 비슷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
라대로 지금 이대로만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 우리나라는 굳이 다른 나라 
상황에 맞춰 그 법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C-102-발표 대본]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화입니다. 저는 착한 사마리아 인 법에~ 반대하는 입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여기는, 한국이고 거기, 그-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이 시행된 이유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인데~ 그리고- 미
국, 미국이나 유럽 등, 유럽 등에서 실행된다고 해서- 하는데~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도 실행, 실행이 더 많이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물
에~ 누가 빠졌는데, 그거를, 일부로- 안 구-해서 왜 안 구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수영을 원래 할 줄 아는데, 수영을~ 못 한다고 거짓말을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래 초중고, 초중고에서, 교육과정에서, 도덕이나 
윤리나 슬기로운 생활이나 바른 생활에서, 이미 12년 간! 도덕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신고하지 안하는, 안하는 상
황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딱히 우리나라에서는 실행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C-102-발표 전사]

둘째로, 박유화는 대본과 발표 모두에서 청자와의 거리감을 유지하였다. 

먼저 문말 서법을 분석한 결과 청자의 적극적인 사고를 유도하거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기 위한 질문법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진술법으로 일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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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술법은 정보 전달의 기능에 적합하지만, 청자와의 거리감 조절 및 정

보 및 서비스를 요청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다. 박유화는 청자와의 상호교

섭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충실한 일

방향적 발표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우법을 분석한 결과 박

유화는 발표에서는 아주 높임의 격식체 -ㅂ니다 체로 모든 문장을 종결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청자와의 거리감이 대우법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

선 발표 수행의 수준과 시간 및 상태 불안 수준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발표에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했으

며, 특히나 비언어적 표현 범주에서의 미흡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발표에 준비한 내용보다 발표를 빨리 마쳤다는 문항에서의 평균 

수준이 가장 높음을 볼 때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가 발표 상황에서 상

당한 불안을 느끼며 발표 준비에서 마련한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어

려움을 겪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과정을 박정아와 박유화의 발표 사례를 통해 보

다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이지만 발표 준비와 

수행에서 두루 우수한 수준을 보인 박정아의 경우에는 발표 대본에 구조

화하여 정리한 발표 내용 요소를 발표에 적절히 적용하였으며, 청자와 거

리를 유지하면서도 발표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대

조적으로 발표 준비보다 수행에서 저하된 수준을 보인 박유화는 발표에서 

발표 준비 단계에서 외운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려다 오히려 그 내용의 순

서를 뒤바꾸거나 누락시켰으며, 발표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나타내

는 술어를 대부분 생략하며 청중과 거리를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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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양상
다음으로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양상을 살펴보겠다. 우

선, 내용 측면에서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를 평가한 결과 <표 Ⅲ

-34>와 같이 내용 선정 항목의 평균 점수(표준편차)는 2.94(.88)점이었으며, 

내용 조직 항목의 평균 점수(표준편차)는 2.82(.88)점이었다. 이는 평균적으

로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가 보통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 내

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표현 측면에서 언어적,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적절성을 평

가한 결과 <표 Ⅲ-35>와 같이 평균 점수(표준편차)는 2.72(.60)점, 3.30(.55)

점, 3.00(.68)점으로 나타났다.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가 언어적 표현에서

는 평균적으로 보통(3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하였으나 반언어적 표

현과 비언어적 표현에서는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발표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구체적인 양상을 발표 수행 척도(MPSP)를 사

용하여 평가한 결과 <표 Ⅲ-36>과 같이 발표 불안이 낮은 발표자들은 말

문항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내용 선정 35 2.94 .88
내용 조직 35 2.82 .88

<표 Ⅲ-34>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내용 평가 결과

문항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언어적 표현 35 2.72 .60

반언어적 표현 35 3.30 .55
비언어적 표현 35 3.00 .68

<표 Ⅲ-35>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표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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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속도가 적절했다 , 말끝을 흐렸다  항목에서 평균적으로 보통(3점)보

다 낮은 점수(2.98점; 2.32점)를 받았으며, 말을 더듬거렸다 , 목소리 크기

가 적절했다 , 목소리 톤이 알맞았다 , 발음이 분명했다  항목에서는 보

통(3점)보다는 높은 점수(3.40점; 3.44점; 3.50점; 3.25점)를 받았다. 전반적으

로 반언어적인 항목에서 적절한 수준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언어적 항목에서 발표 불안이 낮은 발표자들은 <표 Ⅲ-37>과 같

이 제스처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웠다 의 항목에서 보통(3점)보다 약간 낮은 점

수(2.77점)를 받았으며, 자세가 좋았다 , 발표를 듣는 사람과의 눈 맞춤이 적

절했다  항목에서는 보통(3점)보다 높은 낮은 점수(3.02점; 3.33점)를 받았다.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가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발표했

음을 알 수 있다.

MPSP 문항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말하는 속도가 적절했다 35 2.98 .49
말끝을 흐렸다 35 2.32 .69

말을 더듬거렸다 35 3.40 .68
목소리 크기가 적절했다 35 3.44 .69
목소리 톤이 알맞았다 35 3.50 .53

발음이 분명했다 35 3.25 .60

<표 Ⅲ-36>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세부 양상: 반언어적 표현 항목

MPSP 문항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제스처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웠다 35 2.77 .68
자세가 좋았다 35 3.02 .68

발표를 듣는 사람과의 눈 맞춤이 적절했다 35 3.33 .81

<표 Ⅲ-37>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세부 양상: 비언어적 표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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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는 3분으로 주어진 개인 시간에 <표 Ⅲ-38>과 

같이 평균 70.74초 동안 313.17자 발표하였다. 발표 중 상태 불안은 평균 

37.40점으로 나타났다. 상태 불안 척도에서 0점(불안하지 않음)-80점(매우 

불안함)의 범위를 고려하자면,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가 발표 중 불안감

을 크게 느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는 <표 Ⅲ-39>와 같이 발표 수행 중 불안을 낮

추기 위해 발표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행동으로 시선을 회피하거나,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하거나, 발표를 빨리 마치거나, 말을 빠르게 하는 정도의 평균

점수(표준편차)가 2.05(1.00)점, 2.03(.86)점, 2.80(1.11)점, 2.60(.98)점으로 나

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보통(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항목 중

에서는 준비한 것보다 발표를 빨리 마쳤다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안전 행동의 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발표자 수 평균  표준편차

발화 양(자) 35 313.17 196.23

발화 시간(초) 35 70.74 39.51

상태 불안 35 37.40 8.96

<표 Ⅲ-38>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화 양, 발표 시간, 상태 불안

안전 행동 발표자 수 평균(정도) 표준편차

시선을 회피함 35 2.05 1.00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함 35 2.03 .86

발표를 빨리 마침 35 2.80 1.11

말을 빠르게 함 35 2.60 .98

<표 Ⅲ-39>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중 안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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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는 준비・수

행 균제형에 해당하는 이하빈과 수행 우위형에 해당하는 전다영의 발표 사

례를 분석하였다. 이하빈과 전다영이 발표 준비 단계에서 마련한 내용을 

발표 수행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발표 대본과 발표 녹화

본을 비교・분석하였다.

준비・수행 균제형을 대표하는 사례로 선정된 이하빈은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로 첫째, 법 실행이 어렵지 

않다는 점과 둘째, 생명을 구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체적으로 장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저는 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시행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
가 직접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킬 수 있고, 이런 법을 시행하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 많아질 것입
니다. 또 사회 훈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착사
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생겨서 안전 교육을 시행하게 
되니까 안전 의식도 높아져 좋은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착사법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시행할 때 좋지 않은 부분은 
없애거나 그에 대한 보상법을 추가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회사에 결근이 되거나 지각을 하면 회사가 해고하지 
않고 정상 출석으로 인정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 보상법을 
어기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더 큰 보상을 받게 해주고, 학생 때 착사법을 
잘 지켰다면 나중에 회사나 대학교 면접에 가산점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방
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C-516-발표 대본]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빈입니다. 먼저 저의 입장은 착한 사마리안의, 사마리
아안- 법을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 왜냐하면, 이 
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어, 억울하게 죽지, 죽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
고~ 아무리 자기가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도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
거나 아니면 119등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벌금을 물게 되거나 징역- 징역을 받게 
된다는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법을 쉽게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
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어, 
안전교육이 필수로 지켜지게 되니까~ 어, 안전교육을 받아서 안전의식도 점
점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더 좋은 효과도 볼 수 있을- 있게, 볼 수 있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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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입니다. 하지만 그, 이 법의 단점으로는~ 이- 이 법의 물론 단점이 있겠
지만~ 그에 따라서 보상법이나 그런 것을 추가하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해줬는데 내가, 회사에 결근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 신분인데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서! 만약에 회사나 학교에서는 정상 출석으로 인정을 하게 해주고~ 그, 회사
가!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지각을 했거나 결근을 여러 번 했다고 해고를 
하면~ 뭐, 노동부도 있고 그래서,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더 큰 일을 한 것에~ 뜻깊게 생각을 해
서~ 생활기록부나 그런 것에다가 기록을 해서! 나중에 대학교 면접이나, 회
사 면접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좀 더, 사람들이 지킬 수 있게! 만들면 괜
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516-발표 전사]

이하빈은  대본과 발표 모두에서 주장과 이유, 근거의 기본 구조를 변환

하지는 않았다. 발표 내용의 양이 대본보다 많아졌지만 그것은 동일한 내용

을 자세히 풀어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나타난 변화이다.

이하빈의 대본과 발표는 전체적으로 법 제정을 통한 이익을 강조하고 반

대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는 조직

의 측면에서 양면적 메시지 제시 방식  유형에 해당한다. 반대 측에서 제

기할 수 있는 조력의 어려움과 이 법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발표 준비 단계에서 동료 학

습자들과 토의를 하며 반대 측의 이유를 검토하고, 반대 측의 관점에서 자

신의 입장을 판단하며 논증의 타당성을 제고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표현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자면, 이하빈은 대본에서 간략하게 

표현된 내용 어휘소를 발표에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 표현하는 특성을 보였

다. 예를 들어서 대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서술한 부분

을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 등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

문에 라고 발표하였다.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담화의 결과가 보존되

지 않기 때문에 청자와 화자 사이에 긴밀한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잉

여적인 요소들이 많이 추가된다(노명완・박영목・권경안, 1988: 322). 이하

빈의 경우에도 발표에서는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잉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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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어 텍스트에서 같은 내용을 인접

하여 반복하는 경우에 텍스트 조직의 완결성은 떨어지지만 청자에게 강조

할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 예를 들어,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회사에 결근이 되거나 지각을 하면 회사가 해고하지 않고 정상 출석으로 인
정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 보상법을 어기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더 큰 보상을 받게 해주고, 학생 때 착사법을 잘 지켰다면 나중에 회사
나 대학교 면접에 가산점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C-516-발표 대본]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 등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 
만약에 회사나 학교에서는 정상 출석으로 인정을 하게 해주고 회사가 그런 
좋은 일을 했는데 지각을 했거나 결근을 여러 번 했다고 해고를 하면 노동부
도 있고 그래서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이라는 신분에서 더 큰 일을 한 것에 뜻 깊게 생각을 해서 생활기록부나 그
런 것에다가 기록을 해서 나중에 대학교 면접이나 회사 면접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서 좀 더 사람들이 지킬 수 있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C-516-발표 전사]

다음으로 문말 서법 및 양태 서법 및 대우법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자면, 

이하빈은 대본과 발표에서 모두 진술법을 사용하였으며, 격식체 -ㅂ니다  

체를 유지하였다. -ㅂ니다 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발표의 공식적 

상황을 고려한 종결 어미이다. 또 발표와 대본에서 -ㄹ것이다 , -라고 생

각한다  등의 추측법을 사용하여 화자와 청자 간의 거리를 감소시키기도 

하였다. 이하빈은 청자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공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어휘적 접속과 지시 표현을 분석하였을 때, 이하빈은 왜냐하

면 , 그래서 , 그리고 , 하지만 , 예를 들어서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

으며, 발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구조화하여 전달하였다. 이는 청

자가 발화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

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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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우위형 사례로 선정된 전다영은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로 첫째, 이 법을 통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이득)는 점과 둘째, 이 법을 통해 나와 내 가족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개인적 차원의 이득)는 점, 셋째, 타인에 대한 조력을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법 시행 상의 문제점은 개정해나

가면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저는 찬성이오. 
법-구해 사람↑
찬성-WHY-구할 수 있었다면 구해야.. 사람의 생명과 직결. 상부상조. 나중에 

나도 내 가족도
내가 선택, 양심이어도 법 때문에 구했더라도 사람을 구한 거니까, 사람의 생

명과 직결
양심이 있어도 구하기 힘들면 지나침...
상부상조다. 내가 비록 살짝 피해를 보고 구했더라도 나중에 내 가족이나 나

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정 있는 나라~
그러나 처벌은 있어도 보상은 없거나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등은 이 큰 

틀 안에서 추가하면 될 것 같다.
[C-319-발표 대본]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제가 그렇게 생
각하는 이유는 먼저~ 이게 솔직히, 뭐지? 자기 양심의 문제니까~ 솔직히 좀 
그럴 수 있는데~ 의무적이거나 법적, 법- 때문에, 인제, 어떻게 해서라도 의
무적으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의 생명이랑, 가장 소중한 
게 사람의 생명인데, 그 사람의 생명이랑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응?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저는 그게 의무적이-어서라도 
법으로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양심이 있더라도~ 
법이 안 되어있어서, 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회사에 늦는다거나 비행기를 놓
치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법이 제정되니까, 나는 어쨌든 법도 지켜야 되고, 나도 양심
이 있으니까 더 수월하게 양심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리고 세 번째로는~ 상부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도우면서 
사실 나도 살짝, 살짝씩 목숨에 위협은 안 가더라도~ 피해는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의 피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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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 때문에, 나도! 도움 받을 수 있고 내 가족도!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저
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법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들이~ 어쨌든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이제 차차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C-319-발표 전사]

전다영은 대본에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모하였으며, 발표에서는 대

본에 적힌 상위 내용 요소는 모두 전달하면서 근거를 생성하고, 새로운 말

로 표현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다영의 발표는 전체적으로 법 제정을 통한 이익을 강조하며 반대 측에

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반박하는 양면적 메시지 제시 방식 의 유형에 

해당한다. 전다영이 고려한 반론이 상대측에서는 ~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데 와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내용 생성에 있어서 모든 이

유에서 반론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전다영이 고려한 반론은 총 세 가

지이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는다는 양심의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

한다는 점, 타인에 대한 도움을 강제할 때 그 조력 행위로 인한 손해나 피

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법을 시행할 때 (법적 판단의 문제 등) 문제가 생

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전다영은 자신이 예상한 반대 측의 입장을 오히려 자신의 이유로 들어 그 

문제가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구조를 취하였다. 전다

영은 첫 번째 반론에 대해 양심의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문제가 있기

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도움을 의무

적으로라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양심을 강제한다는 점보다 

이로 이해 현실적으로 가져올 생명의 구조가 더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반론에 대해 법으로 제정하면 타인에 대한 도움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력 행위로 인한 손해나 피해를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있고,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타인의 구조 요청을 유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론에 대해 

법을 안 지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제법보다는 지킨 사람을 포상하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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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정하고, 시행 상의 문제점은 개선해나가면 된다고 반박하였다. 

종합하자면 전다영은 반론을 고려하고 이를 재반박하는 방식으로 논증 

구조를 강화하였으며,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들어 설득력을 제고하였다. 이

러한 양상은 발표 준비 초반에서부터 상대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자신의 주장과 이유 생성에 적용한 점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표현적 특성을 살펴보자면, 전다영은 발표 대본은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도식화하여 표현하였고, 발표에서는 같은 내용을 말로 풀

어 설명하였다.

법-구해 사람↑
찬성-WHY-구할 수 있었다면 구해야.. 사람의 생명과 직결. 상부상조. 나중에 

나도 내 가족도
[C-319-발표 대본]

상부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우면서 나도 살짝살짝씩 목
숨에 위협은 안 가더라도 피해는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의 피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법 때문에 나도 도움 받을 
수 있고 내 가족도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319-발표 전사]

먼저 대본을 보면 내용의 순차적 관계는 막대기 표시(-)를 사용하여 표현

하였으며, 정도의 상승은 위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또 문장

의 경우 명사형으로 종결하거나, 어미를 생략한 채 간략하게 표기하였다. 

이는 명료하고 간단하게 내용 요소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발표에서는 동일한 내용 요소를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를 추가하여 말로 

풀어내었다. 사례 첨가는 환언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첨가의 유

형이며, 충분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 진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는 데 도움이 된다(박종훈, 2007: 76). 

연구자: 발표 대본에 없는 대용을, 발표 중에 추가했어요. 어떻게 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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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요?
전다영: 제가 처음으로 머릿속에는 막 내용들이 떠다니는데 글로는 막 정

리가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머릿속에만 둥둥 떠다니다가 제 의견
들을 제일 첫 번째 상위요소라고 해야 되나? 의견들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근거들을 계속 생각해보면서 발표할 때 그
러다보니까 말하면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연구자: 내용을 외웠나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생각하면서 말했나요?
전다영: 둘 다인데, 상위요소나 키워드만 외워두고 나머지는 생각하면서, 

내가 뭘 말하려고 했었는지 생각하면서, 전달한 것 같아요. 
      [C-319-면담 자료]

전다영은 면담에서 글(대본)로는 생각을 잘 정리하기 어려운데, 많은 생각

들이 머리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발표를 할 때 말하면서 정리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발표할 때에는 상위 요소나 키워드만 외워두고, 나머지는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전달하였다고 하였다. 전다영이 구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에 능숙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전다영은 발표에서 즉흥적 내용 첨가를 하며 솔직히 와 어쨌든 과 같

은 간투사와 잉여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동일한 내용을 바로 인접하여 

표현하였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게 사람의 생명인데, ). 구어에는 

문어에 비해 화자와 청자 사이에 긴밀한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잉여

적인 요소들이 많이 첨가된다(노명완 외, 1988)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전다

영의 발표에서는 구어적 특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적 의미의 실현 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다영은 정보의 

요청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법을 사용하고, 청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표현

( 그 사람의 생명이랑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의 발표 자료에서 청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청유를 

하는 등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시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려하였

을 때, 전다영의 경우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청자와의 교섭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다영은 발표에서 해요 체와 -ㅂ니다 체를 혼용하는 양상을 보

였다. 일반적으로 대우법에 변화를 주는 것은 화자와 청자 간의 심리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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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변화를 줌으로써 청자가 화자의 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라고 해석된다. 특히 해요체가 나타난 부분은 그 사람의 생명이랑 직결되

는 문제잖아요, 로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었다. 이는 전다영이 전략

적으로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오가며,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조절하였

음을 의미한다.

담화 표지의 사용 양상을 보았을 때, 전다영은 발표에서 먼저 , 두 번

째로는 , 세 번째로는 이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내용 간의 순서를 표시하

였다. 순서를 표시하는 명시적 접속 표현을 통해 청자가 내용 간의 논리적 

관계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전다영 발표의 표현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 전다영이 발표에 사용하는 표현을 구어의 소통 맥락

에 따라 전략적・효과적으로 환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양상과 발표 불

안이 낮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양상을 각각 살펴보았다. 두 집단의 발표 

평가 결과와 발표 시간 및 양, 사례로 선정된 학습자의 발표 수행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 이어지는 항목에서는 발표 불안 수준에 따

른 차이를 보다 선명히 하기 위해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행 양상

을 비교하며 두 집단의 발표 수행 특성을 논의하겠다.

3)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의 발표 수행 양상 비교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행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발표의 수준과 

발화 양과 시간, 상태 불안에 대한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발표 불안 수준에 따라 발표 수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 

범주와 표현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내용 범주에서 내용 선

정 항목과 내용 조직 항목에 대한 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Ⅲ-4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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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1

내용 선정 항목에서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94(.88)점이었으며,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51(.91)점이었다. 두 집단 간에는 평균적으로 .43점 차이가 있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F = 4.017, p < .05). 내

용 조직 항목에서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82(.88)

점이었으며,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37(.93)점이

었다. 두 집단 간에는 평균적으로 .45점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임을 확인하였다(F = 4.290, p < .05). 내용 범주에서는 내용 선정과 

조직 항목 모두에서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준의 차이가 유의미하

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표현 범주에서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준의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언어적 표현 항목과 반언어적 표현 항목, 비언어적 표현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표현 수

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Ⅲ-41>과 같다. 

문항 집단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F

내용 선정
저불안 35 2.94 .88

4.017*

고불안 35 2.51 .91

내용 조직
저불안 35 2.82 .88

4.290*

고불안 35 2.37 .93

<표 Ⅲ-40>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내용 평가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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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1

언어적 표현 항목에서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72(.60)점이었으며,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65(.55)

점이었다. 두 집단 간에는 평균적으로 .07점 차이가 있었으며, 이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F = .310, p > .05).

반언어적 표현 항목에서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3.30(.55)점이었으며,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66(.53)점이었다. 두 집단 간에는 평균적으로 .64점 차이가 있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F = 25.276, p < .01).

비언어적 표현 항목에서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3.00(.68)점이었으며,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46(.63)점이었다. 두 집단 간에는 평균적으로 .54점 차이가 있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F = 12.039, p < .01). 

표현 범주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발표 불안 수준에 따라 

언어적 표현 수준의 차이는 없지만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수준의 차이

는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발표 불안이 언어적 표현

보다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기 쉽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발표 불안이 발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항목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

문항 집단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F

언어적 표현
저불안 35 2.72 .60

.310
고불안 35 2.65 .55

반언어적 
표현

저불안 35 3.30 .55
25.276**

고불안 35 2.66 .53

비언어적 
표현

저불안 35 3.00 .68
12.039**

고불안 35 2.46 .63

<표 Ⅲ-41>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표현 평가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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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언어적 표현 항목의 평가 기준이 어휘의 적

절성과 문법의 정확성임을 고려하였을 때,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경우 

평균 발화 양이 더 많고 문법적인 정확성이 낮은 구어 표현을 더 많이 썼

다는 점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의 차이를 보다 세밀하

게 확인하기 위해 발표 수행 척도(MPSP)에 대한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반언어적 표현 항목과 관련한 평가 결과는 <표 Ⅲ-42>와 같다. 

*p < .05, **p < .01

분석 결과 두 집단 간에는 말 더듬거림을 제외하고, 말끝 흐림, 적절한 

목소리 크기, 목소리 톤, 발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017, p < .05, Welch's F = 7.193, p < .01, F = 23.947, p < 

.01, F = 18.320, p < .01, F = 8.358, p < .01). 반언어적 표현의 측면에서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말하기의 속도나 정확성, 크기, 

톤, 발음에서 미흡한 수준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집단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F

말하는 속도가 적절했다
저불안 35 2.98 .49

4.017*

고불안 35 2.73 .54

말끝을 흐렸다
저불안 35 2.32 .69 7.193**

(W)고불안 35 2.86 .95

말을 더듬거렸다
저불안 35 3.40 .68

.145
고불안 35 3.33 .78

목소리 크기가 적절했다
저불안 35 3.44 .69

23.947**

고불안 35 2.63 .69

목소리 톤이 알맞았다
저불안 35 3.50 .53

18.320**

고불안 35 2.96 .52

발음이 분명했다
저불안 35 3.25 .60

8.358**

고불안 35 2.82 .64

<표 Ⅲ-42>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행 세부 양상: 반언어적 표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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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비언어적 표현 항목과 관련한 평가 결과는 <표 Ⅲ-43>과 같다. 

*p < .05, **p < .01

비언어적 표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몸짓 표현과 자세, 

눈 맞춤을 확인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발표를 듣는 사람과의 눈 맞춤이 

적절했다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10.968, p < 

.01).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이 몸짓 표현과 자세에서도 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며 수치상으로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이 더 긍

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모든 발표자들이 발표 시 몸

짓 표현이나 자세를 활발히 사용하지 않아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

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청중과 

눈을 맞추며 발표하는 정도는 유의미하게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내용적・표현적 발표 수준 차이에 대한 분석에 

이어, 발화 양과 시간, 발표 중 느낀 상태 불안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

다. 먼저,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화 양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Ⅲ-44>와 

같다. 

문항 집단 발표자 수 점수 평균 표준편차 F

제스처의 사용이 
부자연스러웠다

저불안 35 2.77 .68 2.567
(W)고불안 35 3.01 .56

자세가 좋았다
저불안 35 3.02 .68

1.526
고불안 35 2.83 .61

발표를 듣는 사람과의 눈 
맞춤이 적절했다

저불안 35 3.33 .81
10.968**

고불안 35 2.67 .87

<표 Ⅲ-43>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행 세부 양상: 반언어적 표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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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1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은 평균(표준편차) 313.17(196.23)자를 발표하였으

며,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은 평균(표준편차) 172.31(123.90)자를 발표하였

다.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은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보다 약 189자 많이 

발화하였고,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Welch's F 

= 12.894, p < .01).

발화 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Ⅲ-45>와 같다. 

*p < .05, **p < .01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은 평균(표준편차)은 70.74초 동안 발표하였으며,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은 평균(표준편차)은 49.68초 동안 발표하였다.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은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보다 약 21초 더 길게 발표하였

고,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5.708, p < .01).

발표 직후의 상태 불안 검사 결과 <표 Ⅲ-46>과 같다.

구분 집단 발표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발화 양
(자)

저불안 35 313.17 196.23 12.894**

(W)고불안 35 172.31 123.90

<표 Ⅲ-44>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화 양 비교

구분 집단 발표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발화 시간
(초)

저불안 35 70.74 39.51
5.708**

고불안 35 49.68 34.03

<표 Ⅲ-45>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화 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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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1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37.40(8.96)점이었으며, 발

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평균점수(표준편차)는 51.49(12.06)점이었다.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은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보다 상태 불안이 약 1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30.754, p < .01).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행 중 안전 행동을 비교한 결과는 <표 Ⅲ

-47>과 같다. 

*p < .05, **p < .01

모든 항목 즉, 시선 회피,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하기, 발표를 빨리 마치기, 

말을 빠르게 하기에서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의 평균은 보통 (3점)과 별

로 하지 않음 (2점) 사이로 나타난 반면,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평균은 

구분 집단 발표자 수 평균 표준편차 F

상태 불안
저불안 35 37.40 8.96

30.754**
고불안 35 51.49 12.06

<표 Ⅲ-46>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행 중 상태 불안 비교

안전 행동 평가 발표자 수 평균(정도) 표준편차 F

시선을 
회피함

저불안 35 2.05 1.00
30.203**

고불안 35 3.37 1.00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함

저불안 35 2.03 .86
7.937**

고불안 35 2.54 .66

발표를 빨리 
마침

저불안 35 2.80 1.11
11.582**

고불안 35 3.66 1.00

말을 
빠르게 함

저불안 35 2.60 .98
5.950*

고불안 35 3.20 1.08

<표 Ⅲ-47>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행 중 안전 행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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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점)과 자주 함 (4점) 사이에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는 모든 항

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 = 30.203, p < .01, F = 7.937, p< .01, 

F= 11.582, p < .01, F = 5.950, p< .05).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은 발표 불안이 낮

은 집단보다 약 189자 적은 양을 약 21초 짧게 발표하였으며, 발표 중 

더 높은 상태 불안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이 

발표 준비 단계에서는 13자 적은 양을 약 2분 더 준비하였다는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격차가 발표 수행 단계에서 증

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

다 발표에서 시선을 회피하거나 발표를 빠르게 마치는 등의 간접적 회피 

행동을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발표 불안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실제 발표로 표현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발표 수행 단계에서 발표 수준 및 양을 비롯한 대부분의 분석 항목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발표 준비 단계에서 차이가 없

다고 나타난 결과와 대비된다. 즉, 발표 준비에서 생성한 대본의 양과 수준, 

준비 시간 및 세부 준비 활동의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발표 수행에서

는 발표의 내용적・표현적 수준과, 발화 양과 시간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발표 준비 및 수행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과정을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사례로 선정

된 네 학습자의 발표 과정 사례를 비교・분석함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네 학습자의 대본과 발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본에서 발표로의 내용 변형은 대본 작성 및 암기 방식에 따라 차이가 달

라짐을 확인하였다.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에서 수행 우위형의 사례로 선

정된 전다영은 발표 대본은 핵심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도식화하여 

표현하였고, 발표에서는 사례를 추가하여 설명을 하거나, 짧게 요약된 말을 

길게 풀어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전다영은 준비 단계에서 생성한 아이

디어의 상위 요소는 모두 가져가되, 그 자리에서 근거를 생성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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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풀어나가는 특징을 보였다. 

다음으로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준비・수행 균제형을 대표하는 박

정아와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에서 준비・수행 균제형을 대표하는 이하빈

은 발표 대본에 발표할 내용을 완성도 있게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을 

발표에서 전달하였다. 박정아와 이하빈은 발표 대본은 핵심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도식화하여 표현하였고, 발표에서는 동일 내용을 동일한 

순서로 말로 풀어 발표하였다. 하지만 전다영과 달리 박정아와 이하빈의 

발표에서는 새로운 내용 요소의 확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특성으로 발표 수행 단계에서 그 

수준이 급격히 저하되는 사례로 선정된 박유화는 발표 준비 단계에서까지는 

다양한 이유와 근거를 활용하며 대본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외워서 

발표하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발표에서는 내용의 순서를 섞어 말을 하거

나, 일부분을 누락시켜 전달하였다. 이는 과도한 인지적・정서적 부담이 전

달의 문제를 낳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표 준비에서 발표 수행으로의 내용 변형 양상 분석 결과를 종합하자면 

[그림 Ⅲ-3]과 같다. 텍스트 변형 수준에 따라 먼저 발표에서 생성한 내용

을 구체화하고 확장하는 사례, 내용을 동일하게 복사하여 전달하는 사례, 

내용을 소실하거나 순서를 뒤집어 전달하는 사례를 구분할 수 있다.

소실형 복사형 확장형

↑ ↑ ↑
박유화 박정아・이하빈 전다영

[그림 Ⅲ-3] 대본에서 발표로의 텍스트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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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수행 단계에서 발표 불안 수준에 따라 발표 수준과 시간, 양의 차

이가 나타난다는 양적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발표 불안이 높은 학

습자들은 준비 단계에서 생성한 내용을 발표 수행 단계에서 잘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나 이러한 특성은 발표 준비 단계에서 복잡한 

내용을 구조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외우려는 경우에 강화될 수 있다. 따라

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준비에서 마련한 내용을 단순화・구조화시

켜 암기하고, 발표 연습에 힘쓸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표현적인 측면에서, 네 학습자의 대본과 발표에 관념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가 절 이하의 단위에서 언어 형식을 통해 

실현되는 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구어 텍스트의 소통 맥락에 대해 이

해하고 구어적인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환언하는지의 여부가 발표의 표

현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말하기 담화의 완성도는 텍스트의 간결성과 통일성뿐만 아니라 상황 맥

락을 함께 고려해야 평가할 수 있다(박종훈, 2007: 73). 구어에는 새로운 내

용을 표현하기가 어렵거나 시간이 걸릴 경우에 불필요한 단어가 삽입되고, 

청자와 화자 사이에 긴밀한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잉여적 요소들이 

자주 사용되며, 화용어(meta-talk) 등이 나타난다(노명완 외, 1988). 이러한 

표현은 간결성은 낮추지만, 전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네 학습자의 발

표의 표현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 구어 소통 맥락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

라 발표에 구어적 표현을 적용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에서 발표 준비 단계에서보다 발표 수행 

단계에서 발표 수준이 향상된 유형의 사례로 선정된 전다영의 발표에는 높

은 구어적 속성이 나타났다. 즉, 전다영은 환언 텍스트에서 대우법의 변화

를 주고 자신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소를 풍부하게 사용하였으며, 

청자의 적극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발표에서 수준이 저하된 준

비 우위형의 사례로 선정된 박유화의 대본과 발표에는 문말 서법과 대우법 

및 상호작용적 어휘소의 선택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발표에 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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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현이 적게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본과 발표에서 모두 우수한 수

준을 보인 박정아와 이하빈의 경우에는 구어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입말과 

글말의 특성을 적절히 혼용하여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구어성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발

표에 구어적 속성과 문어적 속성을 적절히 혼합하여 텍스트 조직의 완결도

와 정확성을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

용을 정리하자면 [그림 Ⅲ-4]와 같다.

낮은 구어성 중간 정도의
구어성

높은 구어성

↑ ↑ ↑

박유화 박정아・이하빈 전다영

[그림 Ⅲ-4] 구어 소통 맥락에 대한 이해와 환언

4. 논의

이상에서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준의 차이와, 이 차이가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

준의 차이는 발표 준비 단계와 발표 수행 단계로 구분하여 논의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양상과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

의 양상을 확인한 뒤,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양상을 비교・분석하며 마무

리하였다. 발표 준비 및 수행 양상에 대한 분석은 수준과 시간, 양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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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적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러

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사례 분석을 추가적

으로 시행하였다.

우선 양적 분석 결과를 논의하자면, 발표의 내용적・표현적 측면을 평가

하였을 때, 언어적 표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내용 선정과 내용 조

직,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에서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

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되었다. 발표 준비 단계에 작성한 

대본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수준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과 대

조적으로 발표 수행 단계에서는 집단 간 발표 수준 차이가 대부분 유의미

하게 나타난 것이다.

발표 불안과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반언어적・비

언어적 표현 수준 차이를 보고해온 바에 더하여, 본 연구는 발표 불안 수

준에 따른 내용 선정 및 조직 수준의 차이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

는 발표 불안 수준에 따라 목소리 크기나 눈 맞춤 등과 같이 불안에 영향

을 비교적 쉽게 받는 반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아

니라, 적절한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데에까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가 내용적・표현적으로 저조한 수준의 발표를 

하는 것을 지능이나 학업성취도와는 관련짓기는 어렵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은 유사하였으며, 발표 준비 단계까지는 발표 불안 수준

에 따른 내용적・표현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발표 준비 단계

에서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은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보다 대본에 13자 적

은 양을 작성하였으나, 발표 준비 시간은 2분 더 길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발표 수행 단계에서 증폭이 되어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은 발표 불안이 

낮은 집단보다 약 189자 적은 양을 약 21초 짧게 발표하였다.

어휘와 어법의 적절함을 평가하는 언어적 표현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는 구어 담화의 개방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노명완 외(1988)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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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비해 조직 및 내용의 체계성 면에서 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구어 담화에서는 불필요한 삽입어나 기능이 불확실

한 단어들이 자주 나타나는 등의 속성이 있으며, 이러한 속성은 간결성과 

통일성, 규칙 부합성 등에 의해 평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적 표현 항

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발표 불안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발표 

수행 중에 증가하는 불안감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본을 

발표에 활용하는 수준과 전략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양적 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시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가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절

차 및 과정에 따라, 왜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발표 수행 단계에

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단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서 세 가지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발표 준비에서

의 의사소통 지향성이다. 발표 준비에서의 의사소통 지향성은 발표를 준비하

며 다른 학습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자신의 의

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행동 및 사고 활동을 의미한다. 사례 분석을 통해 

발표 불안 수준 및 유형에 따라 발표 준비 중 다른 학습자들과의 의견 교환

에 참여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과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발표 준비보다 수행에서 급격한 수준 저하를 보인 학습자 사례에서 가장 폐

쇄적인 발표 준비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발표 준비 중의 의견 

교환이 발표자의 발표 내용 선정 및 조직 수준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발표 준비에서 반대 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통해 자신의 주장

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표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발표 불안 수준과 

상관없이 발표의 내용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대본에서 발표로의 내용 변형이다. 대본과 발표의 내용을 담화 

차원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내용의 확대가 나타나는 확장형, 내용의 축소

와 누락이 나타나는 소실형, 확장형과 소실형 사이에 내용 요소를 그대로 

가져가는 복사형과 다른 표현으로 대치하는 대치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표 불안이 높으며 발표 수행에서의 수준 저하가 두드러진 학습자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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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내용의 축소와 누락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양상은 발표 대본을 활용

할 때에, 달달 외운 뒤 발표 상황에서 외운 것을 기계적으로 발표하려 하

기에 나타나는 양상임을 확인하였다. 이 학습자는 발표 상황에 대한 막연

한 두려움 때문에, 발표 상황에서의 인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기 전

략을 사용하였는데, 발표 상황에서는 긴장하여 암기한 내용을 뒤집거나 누

락시켜 발표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발표 불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의 핵심 내용 요소를 간추리고, 이를 구조화하여 암기한 뒤 발표한 학습자

의 경우에는 발표 수행에서의 수준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발

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에게 발표 대본을 작성하고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어 소통 맥락에 대한 이해와 환언이다. 대본과 발표의 절 

이하 언어 형식을 분석한 결과, 구어성을 극대화하는 사례, 구어성과 문어

성을 적절히 혼용하여 화자와 청자 간의 거리를 조절하는 사례, 구어로의 

변형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표 불안이 낮은 집

단의 사례로 선정된 학습자는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사례로 선정된 학

습자보다 적극적으로 청자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자신의 심적 태도를 나타

내는 표현을 쓰며, 적절한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청자의 내용 이해를 제고

하였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발표 경험 부족과 청자와의 거리감 및 

발표 상황에 대한 긴장감으로 인해 구어성이 두드러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자면,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과정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발

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발표 수행 단계에서의 수준 저하가 가장 큰 

문제가 됨을 확인하였다. 발표 수행 단계에서의 수준 저하 문제는 발표 불

안이 높은 학습자가 발표 준비 및 발표 수행 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수

준에 따라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수준 저하를 예

방하기 위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발표 교육이 필요하

다. 교육적 차원의 논의는 이어지는 Ⅳ장에서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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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육의 설계

1. 발표 교육의 목표

1) 발표 교육의 현황 검토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선행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발표 불안 및 말하기 불안과 관련한 내용은 2007 개

정 교육과정의 고등 선택과목 화법 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교육과정 

초등 3-4학년군 듣기・말하기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군의 

내용 요소로 등장한다.

나. 세부 내용 - (2) 기능 - (나) 사회적 상호작용
④ 말하기 불안 해소

㉮ 말하기 불안의 원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 상대가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74-77)

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평가하며 듣는다.
발표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고, 상대방이 발표할 때 내용

을 주의 깊게 듣고, 상대의 발표 능력을 평가하며 듣는 것은 발표 능력의 
기초가 된다. 공적인 발표는 다수의 청중을 상대하는 데 따르는 심리적 긴
장감과 내용의 기억과 전달에 따르는 인지적 부담감이 생기게 된다. 이러
한 긴장과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적 연습이 필요하다. 발표할 내
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메모하고, 다양한 발표 경험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능력을 갖도록 지도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면서 듣도록 하여 듣기 능력과 
함께 발표 능력도 향상되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19-20, 밑줄은 연구자)

○성취 기준 [9국01-07]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성취 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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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취 기준은 말하기 불안에 대처함으로써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말하
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설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 준비
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공식적인 상황에 익숙하지 않거나, 상대방 혹은 
말하기 과제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느낄 때 말하기 불안을 경험한다. 말
하기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유창한 말하
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며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동작을 익혀 사용함으로써 말하기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말하기 불안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말하기 활

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말하기에 자신감
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공식적 말하기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실제로 연습해 보도록 한다.

(교육부, 2015: 42-44, 밑줄은 연구자)

발표 불안 조절을 위한 발표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이상의 교육

과정을 검토한 결과, 말하기 불안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상황으로 공적 발표 

상황을 상정하고 있으며, 말하기 불안의 대처 방법으로 반복적 연습을 강조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복적 연습은 발표 준비의 양적 보완을 강조하는 처방

으로 말하기 불안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 특성을 고

려한 효과적인 전략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교육 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발표 불안을 경험한다. 다

만 발표를 제대로 함 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며, 특정한 발표가 개인에

게 중요하다고 인식될수록 발표에 대한 동기가 높아져서 제대로 함 의 기

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발표 준비에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성적으로 발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높

은 불안을 느끼기보다 우선적으로 쉽게 불안해지는 경향성으로 인해 준비

를 온전히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준비까지는 무리 없이 하더라

도 발표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으로 인해 준비한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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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생생하게 느껴지는 불안

으로 인해 준비 그 자체에 몰입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동일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예상하고 스스

로 저평가하게 된다28). 따라서 특성적으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에게 준

비에 소홀하기 때문에 발표 불안이 높은 것이라고 지도하는 것은 오히려 준

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말하기 불안과 관련한 내용 성취 기준이 초등교육 수준과 중등교

육 선택과목 수준에서 일반적 명제의 차원으로 제안되고 있을 뿐, 내용 성취 

기준이 통합적이고 위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말하기 불안의 수준

이 높은 학습자들의 심리적 교정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29)30) 

심리학과 및 교육학과와 변별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 국어교육학에서는 말

하기 불안 조절을 위한 기능적・전략적・내용적 차원의 교육적 처방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차원에서 교육 현황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출판된 중고등 교과

서 중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화법과 작문Ⅰ 에 발표 불안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연구자: 발표 준비 할 때도 무언가 두려운 것인지?
학습자(C509): 준비할 때 상황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른다 해야 되나? 그니까 발표하고
그렇게 사람들 얼굴은 없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 상황이 막 떠오르는데 그.. 장면이 딱 머리에 떠오르면 심장이 막 정말 빨
리 뛰어갖고 뭐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장이 진정이 안돼서.

[C-509-면담 자료]
29) ‘긍정적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유창한 말하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동작을 익혀 사용하
여 자신감 있게 말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30) 김예지(2012: 48)는 발표 불안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 많이 다루어져 왔지만 원인이나
해소 방안 제시에 있어 주로 심리・상담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였으며,
발표 불안에는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능력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발표 능력
과 관련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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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화법과 작문Ⅰ  교과서에서는 [그림 Ⅳ-1]과 

같이 발표 불안의 원인과 발표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서는 카드식 실행 개요와 실제적 

발표 연습이라는 구체적 발표 불안 조절 전략을 제공한다. 이 전략은 본 연

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가 발표 준비 과정에서 

준비한 내용을 발표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지침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가 발표 대본에 요약

적으로 내용 요소만을 서술하든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서술하든,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자가 내용 요소 간의 위계와 관계, 그 순서

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핵심적으로 점검될 부분이다. 더불어 발표 준비 단

계부터 다른 학습자와 생각을 교환하고, 반론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그림 Ⅳ-1] 말하기 불안과 관련한 교과서 활동 사례(화법과 작문Ⅰ, 2011, 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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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하는 등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지향적인 발표 준비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발표 불안의 극복을 통해 성숙한 의

사소통 공동체의 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표 불안의 조절을 위한 교

육 내용과 성취 기준을 체계적이고 위계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 내용을 적절히 반영한 교육 제재와 활

동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발표 불안의 유지 및 심화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등 교육에서 청소년 학습자에게 발표 불안의 조절을 위

한 발표 교육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발표 교육의 목표 설정
어느 정도의 불안은 발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은주(2010)는 교육계 관습

상 발표 불안 해소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소란 어려운 일이나 문

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림 을 뜻하므로, 이것이 교육적으로 가능

하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

제의식에 동의하여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청소년기 특성으로서 발표 불안에 

주목하고 이를 조절하여 발표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발표 불안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청소년기에 딛고 넘어야 할 

성장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신재철・송현종(1991)은 발표

자의 발표에 대한 경험적 지식(어떻게 발표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이 부재함을 보고하였다. 더불어 서영진・전은주(2010: 

231)는 말하기의 절차적 지식과 방법을 모르는 경우 말하기 불안이 높게 나

타나며, 학생들은 말하기 방법에 대한 지도를 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맥크로스키와 리치몬드, 맥크로스키(McCroskey, Richmond, & 

McCroskey, 2009)는 발표 불안의 치료를 논의하기 전에 합리적(rational) 

불안 과 비합리적(nonrational) 불안 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합리적 불안과 비합리적 불안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명백히 불안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명백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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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발표 불안의 

치료는 크게 행동 치료와 인지 치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 

치료는 치료 대상의 불안의 합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합리적 

불안과 비합리적 불안은 [그림 Ⅳ-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발표 기술 수준
우수 미흡

발표 
불안 
수준

낮음 1
합리적

2
비합리적

높음 3
비합리적

4
합리적

[그림 Ⅳ-2] 합리적 발표 불안과 비합리적 발표 불안의 구분
(McCroskey, Richmond, & McCroskey, 2009: 118) 

제1사분면은 발표 기술이 우수하며 발표 불안이 낮은 경우로, 발표 불안 

조절 교육과 치료에서 지향하는 바이다. 제2사분면과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각각 다른 교육・치료가 필요하다. 먼저, 제2사분

면과 같이 발표 기술 수준이 미흡하며 발표 불안 수준이 낮은 경우는 기술 

훈련과 수사학적 치료31)와 같은 발표 행동에 중점을 둔 교육・치료

(Phillips, 1977)가 권장된다. 제3사분면과 같이 발표 기술은 우수하나 발표 

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개인의 왜곡된 자기상과 발표에 대한 기대를 

교정할 수 있는 체계적 둔감화(McCroskey, 1972; Paul, 1966)와 인지 재구

조화(Fremouw & Scott, 1979)가 권장된다.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에 해당되

는 학습자는 행동과 인지 모두를 종합한 교육・치료가 필요하다

31) 수사학적 치료란 화제 선택, 구성, 내용 전달, 청중의 반응 살피기, 결과 관찰 등 말하
기 전체 상황과 관련된 기술을 훈련하여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화법 기술
훈련하기는 말하기 전체 상황이 아닌 몇 가지 세부 항목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말하기
전달 과정에서 조직, 시선 맞추기 행동, 목소리 변화, 제스처, 동작 등과 같은 기술을 훈
련하는 것이다(김예지, 20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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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roskey, Richmond, & McCroskey, 2009: 119).

발표 불안과 관련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반 연구에서는 여러 발표 불

안 행동들(예를 들어, 목소리의 떨림, 불안한 시선 처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왔다. 이는 기존의 발표 불안 조절 및 해소를 위한 논의가 주로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김예지, 2012: 48; 서영

진・전은주, 2010: 210). 하지만 발표 불안은 화제 선택, 내용 조직 및 선

정, 전달과도 관련이 있으며(Beatty, 1988), 이러한 수사학적 측면에 대한 

교육이 국어교육을 통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습자의 불안 유형

에 따라 그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즉, 발표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인지 

재구성을 위한 교육을 선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림 Ⅳ-3]과 같이 특성적으로 발표 불안 수준이 높아 발표

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표 교육을 설계하고자 한다. 

특성 불안은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질적이고 내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단기간에 처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발표 준비와 수행 절차 및 발표 기술 습득을 통해 상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Ⅳ-3]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육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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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발표 불안 수준에 따라 발표를 준비하고,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과 이러한 차이가 발표 불안 수준에 따

른 발표 수준의 차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발표 불안의 개념과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발표 불안을 조절하

며 발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

자를 위한 교육의 교수・학습 목표를 구성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교수・학습 목표

개인의 기질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발표 불안을 이해하고, 발표 
불안을 조절하여 발표를 수행할 수 있다.

1) 발표 불안의 개념을 이해하고, 발표 과정의 절차와 전략을 안다.
2) 발표를 준비하고 수행할 때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발표 불안을 

조절한다.
3) 발표 불안 극복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함양하며 능동적이

고 즐겁게 발표에 참여한다.

<표 Ⅳ-1>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교육의 교수・학습 목표

세부 목표 1은 서술적 지식에 대한 목표이며, 세부 목표 2는 절차적 조

건적 지식에 대한 목표, 세부 목표 3은 지식 형성의 기저에 있는 정의적 

영역, 즉 태도와 관련한 목표이다. 위 세 목표는 명제적・방법적 지식의 함

양과 정서적 성장을 위한 교육 목표로서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유기

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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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 교육의 내용

발표 불안 조절을 위한 발표 교육의 내용을 지식, 기능・전략, 태도적 범

주로 구분하여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발표 불안의 개념 및 현상 이해하기
학습자가 발표 불안 현상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

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2007, 2009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발표 불안의 조절을 위한 방법이 교육 내용으로 서술되었지만, 발표 불안 

현상 자체에 대한 지식은 서술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마다 기질적 특성

이 다르기 때문에 발표 불안에 취약한 정도가 다르며, 특히 청소년들은 발

표 불안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함을 통해 학습자는 자

신이 겪고 있는 불안의 문제가 비정상적인 증상이 아니며, 이를 극복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말하기 불안의 하위 유

형으로 쌍방향적・관계적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 불안과 일방향적・수행관

찰적으로 나타나는 발표 불안을 구분하여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이 

말하기와 관련하여 느끼는 불안이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도 발표 불안의 개념과 현상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발표 유형별 특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Ⅲ장에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발표 불안이 낮은 학습자에 비해 발표 단계에서 내용적・표현적 

수준이 유의미하게 저하되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발표 준

비 단계에서는 작게 나타나다가 발표 수행 단계에서 증폭되었다.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과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전형적 

사례와 낮은 학습자의 전형적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 과정 전반에 거쳐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발표 수행 수준이 저하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첫째로 발표 

불안으로 인해 발표 준비 단계에 몰입하지 못하며, 특히 다른 입장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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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제기할 반론을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 특성은 발

표 준비 중 불안으로 인해 발표 내용 생성에 집중하지 못하고, 특히 다른 

학습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발표를 준비하는 결과로 나

타났다. 둘째로 대본에서 발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내용 요소를 소실하거

나 순서를 뒤집어서 전달하는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발표 준비 단계에

서 내용 요소를 구조화시켜서 이해하기에 앞서 내용 그대로를 외워서 기계

적으로 발표하려는 양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발표의 

표현적 차원에서 구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자와 능동적인 상호교섭을 시

도하는 정도가 낮다는 특성이다. 이는 발표 준비 단계에서 실제적인 발표 

연습에 소홀하고, 평소 발표에 잘 참여하지 않아 구어 담화 특성에 적응하

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양상이었다.

따라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에게 발표 수행 수준 저하라는 특성이 

발견되었다면, 그 원인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다. 세 가지 차원

은 발표 준비에서의 의사소통 지향성, 대본에서 발표로의 텍스트 변형, 소

통 맥락에 대한 이해와 환언이다. 이 세 가지 차원을 점검함을 통해 자신

의 발표 유형을 확인하고, 발표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발표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다.

학습자는 발표 준비의 세부 활동으로 아이디어 생성 활동, 내용 조직 활

동, 대본 작성 활동, 검토 및 수정 활동, 실제적 연습 활동, 조언 요청 및 

질문 활동을 구분하고, 이러한 세부 활동에서 나타나는 준비 특성을 확인

해야 한다. 더불어 준비에서 수행으로의 전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표 Ⅳ-2>와 같다.

지식 차원의 교육 내용
발표 불안의 개념과 유형 이해하기
발표 과정의 절차와 전략을 이해하기

<표 Ⅳ-2>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교육의 내용: 지식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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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통 지향적으로 준비하고 구어로 환언하여 발표하기
불안은 최적의 전략32) 선택이나 합리적 의사 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

(Horan, 1979; Janis, 1982; Janis & Mann, 1976; Neufeld, 1982; Spivack, 

Platt and Shure, 1976). 스피바크와 플라트, 슈레(Spivack, Platt & Shure, 

1976)는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생산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차리

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으며, 뉴펠트(Neufeld, 1982: 246)는 스

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하고 판

단을 내리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발표 불안은 효과적인 발표 전략을 선택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33)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발표에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알아도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

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에게 발표의 전략 실행의 방법과 절차를 가

르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발표 능력34)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발표 불안 조절을 위한 발표 교육이 전제하는 바는 발표 불안이 높은 학

습자는 발표 준비에서부터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문에 내용적・표현적으로 낮은 수준의 발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습자

마다 발표를 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

으로 본고에서는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준비 및 수행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나타난 차이를 바탕으로 발표 불안이 높은 학

습자들에게 적합한 발표 기능 및 전략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전략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체계적인 인지적 조작활동
을 의미한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33) 비티(Beatty, 1988)는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발표 전에 자신이 선택한 발표 도입
전략을 실제로 실행할 확률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발표 주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음을 보고하였다. 비티(Beatty, 1988)는 발표 불안이 발표자의 전략
선택이라는 판단과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발표자의
발표 불안 정도에 따라 발표를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수행하기 전의 발표 전략 결정에
서부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연결된다. 즉, 발표 불안이 높은 발표
자는 발표 준비를 할 때에 자신의 결정을 고민하고, 전략을 회의하며, 결국에 최선의 전
략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34) 발표 능력이란 적절한 발표의 실천과 행동 양식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McCroskey, 1982), 이러한 관점에서 고등의 발표 능력은 적절한 전략을 선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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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의 분석을 정리하자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은 발표 준비

에서보다 발표 수행에서 수준이 크게 저하되는 특성 때문에 발표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이는 학습자는 발표 과정 

전반에서 비의사소통적 발표 준비 , 일면적 메시지 조직 , 준비에서 수

행으로의 메시지 소실 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할 때, 기능 및 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교육 

내용은 첫째로, 의사소통 지향적으로 발표 준비하기35)이다. 본 연구에서 확

인한 바와 같이 발표 준비 세부 활동 각각은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시간

적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발표 준비 세부 활동 시간보다 발표 준비 세부 

활동의 질적 수준이 발표 불안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

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 준비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

을 시행한 결과,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전형성을 보이는 사례에서는 발

표 준비에서 청자의 반응과 반대 측의 의견에 의문을 가지고, 구체적인 토

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발표 내용 조직에 활

용하는 양상이 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발표 준비 

세부 활동을 지도할 때에 발표 준비에서 전략적으로 의사소통 지향성을 높

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의견 교환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내용 조직에 활용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이 의사

소통 지향적 활동을 꺼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적게 한 것일 수 있다는 점

이다. 의사소통 지향적 활동은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고유한 정서적 

반응과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본인의 발표 준비의 양상을 모

르거나, 자신의 준비 습관이 실제 수행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35) 에이어스(Ayres, 1996)는 발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청자 분석과 발표 연습과 같
은 의사소통 지향적 준비 활동을 적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에이어스(Ayres, 1996)
에서 조작적으로 분류한 바와 같이 발표 준비에서의 의사소통 지향성은 이분법적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개념이다. 예를 들어, ‘발표 연습하기’나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조언 구
하기, 질문하기’의 활동을 의사소통 지향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발표 대본 작성
하기’, ‘검토 및 수정하기’의 활동에서도 청자를 지향한 내용 구성 및 조직 활동을 예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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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사는 발표 준비에서 의사소통 지향성에 따라 달라지는 발표 수행의 수준

과 질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어 의사소통 지향적 준비 활동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으며, 소집단 활동 같은 협력적 교육 활동을 설계하여 학습자 

간 조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기능 및 전략 차원의 교육 내용의 두 번째는 발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

기이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은 발표 수행에서 전반적으로 그 수준

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고,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전형적 사례를 분

석한 결과 발표 수행 단계에서 내용 요소를 소실하거나 내용 요소 간 순서

를 뒤바꾸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불안을 통해 야기된 정서적 

부담이 내용 전달의 문제를 유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대본 작성 및 암기 방식에 따라 달라졌는데,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전형성을 보이는 사례에서 대본의 내용 요소를 구조화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본에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외우고 발표 상황에서 기억나는 

부분만 빠르게 말하고 발표를 마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불안하기 때문에 내용을 달달  외워서 그대

로 발표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쉽다. 하지만 암기에 기반한 발표는 전달력

이 낮으며,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오히려 발표 상황에 정서적 부담을 

느껴 인지 처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에게는 대본의 내용 요소를 구

조화, 위계화하고 그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여 그것을 발표로 전달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직접 그 차이를 체험해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너무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거나 발표 때 즉흥

적으로 내용을 확장하고 풀어서 발표하는 전략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지

도할 수 있다.

마지막 기능 및 전략 차원의 교육 내용은 발표의 소통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어적으로 환언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발표 준비 단계에서 

활용하는 발표문이나 보조 자료에는 문어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실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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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위해 구어성이 가미된 표현이 추가된다. 학습자들

은 청자와의 거리 유지 및 감소를 위한 문말 서법 및 대우법, 상호작용적 어

휘소 선택의 전략과 효과에 대해 알고,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발

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는 구어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문어적 표현의 강점을 

살려 텍스트 조직의 완결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표 상황

을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과 표현을 구사하여 청중들과 소통하면서 발표를 

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연습, 그리고 발표 경험 속에

서 습득될 수 있다(서영진・전은주, 2010). 이상에서 서술한 기능 및 전략은 

발표 준비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더 나은 발표를 위한 계획과 목표를 정립해 

나가며 습득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Ⅳ-3>과 같다.

3) 발표에 대한 긍정적 정서 함양하기
태도 차원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태도 의 개념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태도는 지속적・경향적・정서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조차 

마음먹은 대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박성석, 2013: 

162-163). 발표 불안 조절을 위한 교육에서 태도 차원의 교육 내용은 가장 

근본적이나, 지속적・경향적・정서적인 태도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발표 불안 조절을 위한 발표 교육의 태도적 차원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

기능 및 전략 차원의 교육 내용
의사소통 지향적으로 발표 준비하기
발표 내용을 소실하지 않고 복사하여 전달하기
소통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어로 환언하여 전달하기
발표 전 과정 점검하고 수정하기

<표 Ⅳ-3>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교육의 내용: 기능 및 전략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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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발표를 하고 싶다는 동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특성적으로 발표에 대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은 높은 불안 특성 그 자체 

때문에 발표를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능력을 가져도 효능감이 높아야 언어적 소통 행위에 

더 몰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Wigfield & Guthrie, 1997).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가장 큰 문제는 발표에 대한 효능감이 낮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로서 칭찬, 즉 긍

정적 피드백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불안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전영주・박기환, 2011; Smith & Sarason, 1975). 왜냐하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은 후 타인의 긍정적 기대에 대한 부

담이 높아져서 다음의 발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예측하거나, 긍정적 피드백

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이면에 있는 부정적 평가가 감추어져 있

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표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주어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는 체계적인 훈련과 함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이를 통해 효능감을 높이

고 불안을 서서히 낮추려는 일관된 자세가 필요하다. 학습자는 발표 불안

반응에 예민한 지속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특성을 조절하고 극복하

는 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불안의 극복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믿음과 비록 극복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

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발표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발표를 해나가면서 불안에 적응하고 해

방되는 심리적 적응 과정(임태섭, 2003: 42)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발표 

불안 반응을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장

성민, 2015: 35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태도 차원의 교육 내용

으로 발표 불안을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 와 능동적이고 즐겁게 

발표하고자 하는 태도 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

용을 정리하자면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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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 교육의 방법

1) 발표 교육 설계의 전제
본 절에서는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육의 실제를 구안

하기에 앞서 발표 불안 조절을 위한 기존의 교육 및 치료 모형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발표 및 말하기 불안을 조절하거나 해소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탐색하기 위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발표 불안 및 말하기 불안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

구들에서는 인지적 접근, 행동적 접근, 정신분석학적 접근, 게슈탈트적 접

근, 현상학적 접근, 상담 및 심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불안을 해소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최재용, 1996; 김태윤, 1999; 박대령, 2003; 전은주, 2010).

발표 불안 교육 및 치료 모형의 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은 대

부분의 교육이나 치료 모형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지

만36), 서로 다른 교육 및 치료 방법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는 매

36) 효과 검증과 관련한 연구로 세 가지 기법만 예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비디오 피드백 기법: 비디오 피드백 기법은 자신의 활동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한 후

녹화 영상을 통해 자기 행동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클라크와 웰스(Clark &
Wells, 1995)는 사회공포증 내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
는 기회를 비디오피드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사회공포증 치료에 유용할 것이라고 제
안하였고, 사례연구를 통해 비디오피드백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강병규(2012)는 중학생을
대학으로 비디오 피드백 기법을 활용한 발표 교육 모형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였
다.

2. 인지적 탈융합 기법: 인지적 탈융합(cognitive defusion)이란 생각과 사적인 경험이 융합
되어 해로운 기능을 하게 된 맥락을 새롭게 구성하는 기법을 말한다. 인지적 탈융합은

태도 차원의 교육 내용
발표 불안을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 함양하기
능동적이고 즐겁게 발표하고자 하는 태도 함양하기

<표 Ⅳ-4>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교육의 내용: 태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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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어렵다(Öst, Jerremalm, & Johansson, 1981; Allen, Hunter, & Donohue, 

1989, Weissberg & Lamb, 2009). 이와 관련하여 쇼(Shaw, 1979)는 통제 집

단과 실험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만 실험 집단 간, 즉 

치료 방법 간 차이의 유의미함을 보고한 연구는 흔치 않다고 주장하였으

며, 외스트 등(Öst et al., 1981)은 치료법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

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구에서 그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 즉,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자가 점검에 따

른 위약 효과(placebo effect)나 치료에 참여하는 데에 동의하는 연구 참가

자 특성 등이 치료 효과 검증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Heimberg, 

Salzman, Holt, Blendell, 1993). 

대부분의 연구에서 치료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고되지 않은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치료 집단에 속한 개인의 동질성을 엄격히 통제하기 어렵

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어떠한 준거를 통해 사람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지만(예를 들어,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과 일반 집단),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각각 다른 개인적 특성을 지닌다. 둘째, 불안은 인지, 감정

(생리), 행동(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한다. 때문에 단기적으

로 치료 방법 간 차이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후속 연구에서는 오히려 치

료 방법 간 효과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Heimberg, Becker, 

Goldfinger, Vermilyea, 1985; Jerremalm, Jansson, Öst, 1986; Mattick, 

Peters, Clarke, 1989; Hope, Heimberg, Bruch, 1995).

레리와 코왈스키(Leary & Kowalski, 1995)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단 

하나의, 가장 좋은 치료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치료 효과는 

보편 요소(nonspecific factors)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시간과 노력

을 들여서 치료를 받으려는 동기가 있는 환자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며 

‘생각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언어의 기능을 중립화하고 사
적 경험과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돕는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3. 상담 기법: 발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유발되는 불안은 상담을 통해 유효한 변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박기환, 안창일(2001), 손정아(1999), 페스케와 샴블레스(Feske &
Chambless, 1995), 하임버그와 주스터(Heimberg & Juster, 1995)는 인지행동 집단 상담
이 사회불안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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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전문 치료가가 있다면 대부분의 중재는 도움이 

된다. 둘째는 동질성의 신화(myth of uniformity, Kiesler, 1966)를 깨는 것이

다. 어떠한 척도에 의해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각각 다른 잠

재 원인(underlying causes)과 성격적 특성(personality)과 배경(background)이 

있다. 즉 하나의 치료 방법도 환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매개되어 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교육 모형을 제안하더라도, 치료를 안 한 집단과 

한 집단 간의 차이는 발견할 수 있겠지만 치료 모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며 일반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및 교육 모형 간의 효과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을 

통해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단일 모형보다는 복합 모형

이 더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개인의 불안 원인이 복합 요인에 의한 경우

가 많으며, 치료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불안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Wlazlo, Schroeder-Harwig, Hand, Kaiser, Münchau, 1990: 191). 둘째, 개인 

치료보다는 집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집단 치료는 예측할 수 없

는 실제 상호작용 특성을 반영하며, 참여자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한 노출 환경을 제공한다(Butler, 1989). 셋째는 맞춤형 교육

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모형은 구상하되, 개인의 성향과 불안 원

인 및 특성에 따라 모형을 적용하는 형태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2) 발표 교수・학습 모형
본고에서는 기능적 말하기 모형과 비디오 피드백 처치 모형을 종합한 교

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 기능적 말하기 모형은 발표나 연설과 같은 

준비된 말하기를 할 때 필요한 수사학적 지식과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적

용하여 말하기 불안을 완화시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모형이며, 비디

오 피드백 처치 모형은 자신이 발표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비디오 피드백을 제공하여 말하기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

다(전은주, 2010). 두 모형을 통합한 것은 발표 불안의 치료에 복합 모형이 

단일 모형보다 효과적이며, 발표 불안의 조절을 위하여 수사학적인 처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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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처방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발표 불안

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은 <표 Ⅳ-5>와 같이

설명 및 점검하기 , 발표 과제 제시하기 , 발표 준비하기 , 발표 수행

하기 , 평가 및 마무리하기 의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교수・학습 단계 주요 교수 내용 및 활동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설명 및 점검하기

§ 발표 불안의 개념 및 
현상 이해

§ 발표 불안 수준이 높
은 학습자 특성 이해

§ 발표 불안 수준 점검

⇓

발표 과제 제시하기
§ 발표 과제 제시
§ 발표 평가 기준 안내

⇓
발표 준비하기 § 발표 준비의 과정 이해 § 발표 준비 활동 점검

⇓
발표 수행하기 § 비디오 녹화 § 발표 수행

⇓

평가 및 
마무리하기

§ 피드백 제공
§ 교수・학습 과정 정리 

및 마무리

§ 인지적 준비 후 비디오 시청
§ 점검 및 수정

<표 Ⅳ-5>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교육의 교수・학습 모형

첫 번째 단계인 설명 및 점검하기 는 발표 불안의 개념과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단계이다. 첫 단계에서 교사는 발표 불안의 개념 및 유형, 발표 

불안 수준이 높은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발

표 불안 현상이 청소년기에 특별히 부각되는, 흔한 현상임을 알려준다. 이

후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발표 불안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점검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발표 불안이 어느 정도 수준인

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발표 불안 수준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에는 발표 불안 수준이 높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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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발표 준비 및 수행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

는 발표 준비 단계에서 수행 단계로 넘어가며 발표의 내용적・표현적 수준

이 유의미하게 저하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한 발표 수준의 저하는 발표 

준비 단계에서의 의사소통 지향성, 발표 수행 단계에서의 내용 변화, 구어 

환언 수준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자가 점검을 통해 발표 준비 및 수행 양

상이 학습자 각각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습관화된 것들에는 무엇

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발표 과제 제시하기 이다. 발표 과제를 제시할 때에는 

주어진 과제를 학습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발표 조건과 상황을 설명한다. 또

한 발표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하여, 학습자가 우수한 발표의 상을 명확히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발표 평가 문항은 내용 평가 기준과 표현 평가 기

준으로 나누어 <표 Ⅳ-6>과 같이 제시한다.

평가 항목 채점 요소

채점 척도(점수)
매
우
미
흡

미
흡

보
통

우
수

매
우
우
수

내용
내용
선정

-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한다.
- 근거를 들어 주장하여 설득력 있

게 말한다.
1 2 3 4 5

내용 
조직

- 내용의 흐름이 설득에 적합하다.
- 내용의 전개에 조리가 있다. 1 2 3 4 5

표현 

언어적 
표현

-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 어법에 맞게 말한다. 1 2 3 4 5

반언어적 
표현 - 발음, 속도, 어조가 적절하다. 1 2 3 4 5

비언어적 
표현 - 시선, 표정, 손짓, 자세가 적절하다 1 2 3 4 5

<표 Ⅳ-6> 발표 평가 기준 제공의 예

세 번째 단계는 발표 준비하기 이다. 발표 준비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표 Ⅳ-7>과 이 발표를 준비할 때에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발표 준비 활동 목록을 제공한다. 발표 준비 활동 목록은 학습자들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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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표 활동이 한 차례 끝난 

이후에 학습자가 자신의 발표 준비 습관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데에 도움

이 된다. 학습자들은 아이디어 생성하기, 조직하기, 대본 작성하기, 연습하

기, 논의 및 질문하기를 통해 발표 준비 활동을 수행한 직후 활동지에 준비 

활동을 기입하여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논의 및 질문을 통

해 생성한 내용은 반론을 고려한 내용 조직으로 통합할 수 있음을 설명하

고, 청중과 시선을 교환하고, 목소리의 크기나 속도, 몸짓이나 표정 등을 효

과적으로 조절하여 전달력을 높이는 연습을 충분히 하도록 지도한다. 

발표 준비 중 활동 범주
소요 시간

나 친구

발
표 
준
비 

1. 자료 읽기, 찬반 의견 결정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 분 분

2. 발표 내용 조직하기, 대략적인 발표 줄거리 써보기 → 분 분

3. 발표 대본 작성하기 → 분 분

4. 검토하기, 수정하기 → 분 분

5. 발표 연습하기 → 분 분

6.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조언 구하기, 질문하기 → 분 분

기
타 

7. 발표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하기 → 분 분

8. 잡다한 생각하기, 친구와 장난치기, 잡담하기 → 분 분

9.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 졸기 → 분 분

총합 → 분 분

<표 Ⅳ-7> 발표 준비 활동 목록

네 번째 단계는 발표 수행하기 이다. 발표를 수행할 때에 교사는 발표

를 수행한 후 학습자 자신이 발표한 모습을 스스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

도록 비디오 녹화를 한다. 비디오 녹화를 하기 전에는 비디오 녹화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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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알려주고, 그 필요성을 학습자에게 설명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여러 

학습자들은 비디오 녹화를 꺼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줄 

용도가 아니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녹화를 진행할 것임을 확인시켜주

는 것도 좋다. 학습자들은 각자 발표 상황과 조건에 맞게 발표를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 및 마무리하기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학습자에게 비

디오 녹화를 시청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관찰하고 평가해볼 수 있도

록 하는 단계이다. 다만 비디오 시청 전에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사전에 생각

하게 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인지적 준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37) 인지

적 준비 절차를 마친 뒤에는 각자의 비디오 영상을 시청한다. 발표자의 비디

오 피드백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교사와 동료의 평과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발표자는 청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이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부분들에 대해 공유하며 불안을 조절할 수 있

고, 청중은 발표의 표현과 효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

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발표자의 추후 발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발표 준비와 수행의 모든 부분을 검토하

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며 교수・학습 과정을 정리하고 마무

리한다. 

3) 의사소통 지향적 발표 준비 훈련
Ⅲ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의 전형성을 보이는 학

습자는 발표 준비 단계에서 청자의 반응에 관심을 보이거나 반대편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에 의문을 가지는 정도가 낮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경향성

37) 비디오 피드백 시청 전 인지적 준비 절차는 비디오 피드백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Harvey, Clark, Ehler, & Rapee, 2000; Rodebaugh & Chambless, 2002; 황경남, 2004).
인지적 준비절차는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는 비디오의 내용을 미리 상세히 예상하는 것
이며, 둘째는 자신의 수행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영
상물을 시청하는 것이다. 인지적 준비절차는 발표자들이 구성한 자기 이미지와 실제 이
미지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하여, 발표자의 수행 능력 부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Harvey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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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학습자들에게는 발표 준비에서 전략적으로 의사소통 지향적인 활

동을 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로는, 학습자 스스로 발표 준비 중 의사소통 지향적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고 있음을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 본고는 이를 위한 활동으로

서 학습자가 언어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지식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짝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는 발표 준비 중 작성한 발표 준비 

활동 점검표를 보고, 동료 학습자의 준비 활동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는

다. 이를 바탕으로 동료와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어떠한 발표 준비 활동에 

충실하거나 미흡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각자의 발표 준비 특성이 발표에 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론한다.

다음은 동료 학습자의 발표 사례를 문자 텍스트 형식으로 살펴보는 활동이

다. 문자 텍스트는 영상 및 음성 텍스트보다 휘발성이 낮기 때문에 발표의 내

용 요소와 논리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학습자는 내용 요소 분석 활동

을 통해 발표 준비 중 의사소통 지향적 활동이 반론에 대한 예측을 정밀하게 

만들고, 내용 생성 및 조직 측면에서 발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교사는 발표 준비 중 의사소통 지향적 활동이 친구와의 토의 활

동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는 상상과 같은 발표자의 사고 활동 안

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준다.

※ 다음 발표 자료를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먼저 저는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을 
시행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의 제정에 반대
하는 측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
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
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직접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주변에 도움
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119등에 전화를 하는 것도 돕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벌금을 물게 되거나 징역을 받게 된다는 일이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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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에 대한 반론이 예측된 부분은 어디인가?
(예시 답안)
Ÿ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의 제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면 자

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Ÿ 물론 이 법 때문에 개인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세부 조항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2. 근거에 대한 반론 예측은 발표 준비 활동 중 어떤 활동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추측해보자.

(예시 답안)
Ÿ 친구와 의견 교환하기, 조언 구하기.
Ÿ 반대 측과의 대화를 상상하기.

3. 내 발표에서 제시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반대 측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자.

4. 친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본을 다시 생성해보자.

위 활동은 주어진 발표 사례에서 근거에 대한 반론이 예측된 부분을 찾고

(활동1), 반론 예측 내용이 어떠한 발표 준비 활동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날 

다음으로,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안전교육이 필수로 시
행되니까 국민의 안전의식도 점점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인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고양하는 등의 더 좋은 부수적
인 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 입니다. 

물론 이 법 때문에 개인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그 피해
를 보상할 수 있는 세부 조항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
사에 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해주다가 회사에 결근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인데 학교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게 되면 회사
나 학교에서는 정상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고, 보상이나 가산점을 줄 것
을 법으로 제정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법 때문에 입은 피해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의 제정에 찬성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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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발견하는(활동2) 순서로 진행된다. 발표 준비 중에 반대 측과 

토의를 하거나, 반대 측과 대화를 나누는 상상을 하는 활동이 발표 내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활동을 통

해 발견한 지식을 실제 발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발표를 수정・보완

하며(활동3, 4) 수업을 마무리한다.

4) 발표 내용 요소 암기 및 구어 환언 훈련
Ⅲ장에서는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가 발표 수행 단계에서 발표의 내용 

요소를 소실하거나, 내용 요소 간 순서를 바꾸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 특

성은 대본 작성 및 암기 방식에 따라 달라졌는데, 대본에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외우고 외운 내용만 빠르게 발표하고 마치는 경우 발표 수준이 크게 

저하되었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은 발표 상황에서의 즉흥적인 인지 

처리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내용을 최대한 외워서 그대로 발표하기를 선

호한다. 하지만 발표 불안이 높아도 오히려 내용 요소를 구조화하고 위계화

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연습하여 전달하는 전략이 더욱 효과적이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에게 내용 전달 전략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비교하기 활동이다. 학습자는 내용 요소가 

마련되어 있는 발표 자료를 문자 그대로 외우는 전략과 내용 요소를 확인하

고 구조화한 뒤 전달하는 전략을 각각 사용하여 발표를 수행한 후에, 발표 

영상을 비교하여 두 전략의 효과를 비교한다(활동1). 

다음 활동은 구어 소통 맥락을 이해하며 발표할 내용을 전달하는 활동이

다. 발표자는 문발 서법 및 대우법, 상호작용적 어휘소를 전략적으로 선택하

여 청자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전달력을 제고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위한 

교육 활동으로서 다른 학습자의 발표 자료를 분석하며 발표자가 청중과 상

호작용을 시도하는 표현을 발견하는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는 주어

진 텍스트에서 발표자가 청중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질문형, 청

유형 표현을 찾고(활동2), 표현의 효과를 추측한다(활동3). 이러한 활동을 통

해 학습자는 구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며 발표의 전달력을 제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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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다음 발표 자료를 보자.

1.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발표해보고,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자연
스러운지 평가해보자.

Ÿ 완전히 달달 외워서 발표하기
Ÿ 내용 요소를 정리해서 발표하기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에 반대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발견

했습니다. 그 사람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 사
람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 조항
의 대부분에는 ‘적발 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는 적발이 되지 않았
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 사람이 한 짓이 과연 무죄일까요? 그 사람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죽음으로, 위험으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법에는 강제성이 따릅니다. 강제성이라는 것은 법의 장점이 되
기도,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법을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따르게 만드는 것이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이 이게 옳은지 혹은 옳지 않은지 알지도 못해도 그 법을 따르게 만드
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 때문에 어떤 사람을 구하고자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
람이 책임져야할 죄책감, 또한 그 죽음에 대한 슬픔, 또 자신이 평생 지
고 가야 할 다른 사람의 시선 같은 것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과연 보
호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리 나라가 보호해준다고 해도 결국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 때문
에 결국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선행 요건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배경이 
된 사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이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고로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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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전개

이유1:
      -근거:
이유2:
      -근거:

마무리

2. 위 발표 자료에서 발표자가 청중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표현을 찾아보자.
(예시 답안)
Ÿ 허나 그 사람이 한 짓이 과연 무죄일까요?
Ÿ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해 봅시다.
Ÿ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과연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3. 2번 문항을 바탕으로 구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표현과 그 특성은 무엇인지 파
악해보자.

(예시 답안)
Ÿ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의문형 문장이나 행동을 요청하는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청중과 거리를 좁히고, 발표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높인다.
Ÿ 반복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강조한다.
Ÿ 추측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권위를 낮춘다.

4. 구어 특성이 나타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해보자.

학습자들이 발표의 전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실제 발표 상황에서 이 지식을 활용한 기능 및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다

른 차원의 논의이다. 지식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능과 전략을 교육한

다고 하더라도, 기능과 전략이 또다시 지식으로 환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 기능과 전략의 

필요성을 찾는 활동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발표 활동들은 청

중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발표의 전달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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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효과

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인 의사소통 역량을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의

견을 두려움 없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발표 불안으로 인해 공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리모우와 브라

이튼슈타인(Fremouw & Breitenstein, 1990)은 20% 내외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 할 때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며, 조용래・원

호택(1997)은 전 연령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히 불안을 경험하는 상

황이 발표라고 보고하였다.

발표 불안 조절을 위한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

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발표 불안 수준에 따

른 발표 수준의 차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다. 마지막 연구 문제는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불안 조절을 위

한 발표 교육의 내용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문제

를 위해 주요 연구 방법으로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혼합 연구의 

설계 유형으로 순차적 설명 설계 방법을 채택하였다. 

Ⅱ장 발표 불안과 발표 과정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발표 불안의 개념을 

정의하고, 여타의 상호작용 및 말하기 불안과 발표 불안과의 관계와 위상

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표 불안의 개념을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

거나 관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다수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서 인식되거나 느껴지거나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심리적 불안 반응 으로 정

의하였다. 사회 불안 이론을 바탕으로 말하기 불안의 하위 유형으로 쌍방

향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 불안 과 일방향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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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관찰적으로 나타나는 발표 불안 을 구분하였다. 발표 불안의 요인으

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상태 불안과 개인의 지속적인 정서적 

경향성으로서의 특성 불안, 청소년기 발달 단계적 특성, 한국의 의사소통 

문화를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특성을 검토한 

결과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들은 발표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기 불안을 

느끼고, 효율적이지 않은 발표 준비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발표 과정 분석의 틀을 마련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발표 과정의 인지・정의 통합 모형은 르펠트

(Levelt, 1989/2008)의 말하기 모델과 데일리 등(Daly et al., 1995)의 발표 

준비 모델 검토를 통해 마련하였다. 

 Ⅲ장에서는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논의

하였다. 우선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준비 양상을 비교한 결과, 발표 

준비 중 작성한 대본에는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발표 대본에 생성한 글자 수와 발표 준비를 한 시간에

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용을 보완하거나 타인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대비하기 위

해 내용을 보완하는 빈도가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발표 수행 양상을 보면, 발표의 내용

적・표현적 측면을 평가하였을 때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수준 차이가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표 불안이 높은 집단은 발화 양이 적고, 

발화 시간이 짧았으며, 발표 수행 중의 상태 불안이 높았다.

양적 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발

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가 발표 과정에서 어떠한 발표 준비 

및 수행 행동을, 어떠한 절차 및 과정에 따라, 어떤 이유로 하였는지를 살

피고, 이를 맥락과 함께 복원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해서는 세 가지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발표 준비에서의 의사소통 지향성이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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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발표 준비 중 타인과의 의견 교환에 참여하고 그 내용을 발표

에 반영하는 수준이 달랐다. 발표 준비 중 의사소통에 가장 소극적인 쪽부

터, 독립적 폐쇄적 발표 준비, 개방적 수용적 발표 준비, 교섭적 능동적 발

표 준비로 분류하였다.

둘째는 대본에서 발표로의 내용 변형이다. 대본과 발표의 내용을 담화 차

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발표 유형에 따라 내용의 확대가 나타나는 확장

형, 내용의 축소와 누락이 나타나는 소실형, 그 사이에 내용 요소를 그대로 

가져가는 복사형과 다른 표현으로 대치하는 대치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통 맥락에 대한 이해와 환언이다. 대본과 발표의 절 이하 

언어 형식을 분석한 결과, 발표 유형에 따라 글말을 입말로 환언하는 수준

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즉, 구어성을 극대화하는 사례, 구어성과 문어성을 

적절히 혼용하여 화자와 청자 간의 거리를 조절하는 사례, 구어로의 변형

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표 과정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자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에게는 

발표 수행 단계에서의 수준 저하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발표 수행 단계

에서의 수준 저하 문제는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가 발표 준비 및 발표 

수행 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수준에 따라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발표 수행 단계에서의 수준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발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Ⅳ장에서는 발표 불안 조절을 위한 발표 교육을 설계하였다.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육의 내용을 지식・기능・태도적 차원으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단일 모형보다 복합 모형이, 개인별 교육보다는 

집단 교육이, 일원화 교육보다 맞춤형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전제 아래 발

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고, 의사소

통 지향적 발표 준비 훈련과 발표 내용 요소 암기 및 구어 환언 훈련을 제

안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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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의 발표 과정 전반을 분석하여 이들

의 발표가 내용적・표현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원인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 불안이 높은 학습자를 위한 발표 교육을 설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보다 생산적인 교육적 논의로 확장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특성적 발표 

불안 수준에 따른 내용적・표현적 발표 특성을 밝히고자, 발표 불안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의 발표 불안 수준을 측정하고 집단을 분류하였

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떠한 배경 요인이 학습자들의 발표 불안 수준을 어

느 정도로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발표 과정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모

형을 설계하였다. 비록 실험 조건 외의 가외 조건을 완벽히 통제하며 모형 

간 효과를 비교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추가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모형이 기존 모형과 비교했을 때 갖는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더불어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사회구성주의적 수업의 의미가 드러

날 수 있도록 학습자 반응과 함께 또래의 반응, 그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

적인 논의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성별 요인 및 문화 요인을 고려하여 남녀 불안 반응의 차이나, 문

화권 별 불안 반응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Ⅱ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불안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인식된다. 불안 반응은 신경 구조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지

만, 불안 반응에 대한 표현과 이해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이다. 

불안 반응에 대한 문화권별, 사회별, 성별 연구는 학습자들의 불안 반응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연구에 연결될 수 있다. 활발한 후속 연구를 통해 발표 

불안으로 인해 발표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의 이론적 토대

가 견고하게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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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 주제 안내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

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

조에 나서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와준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

아인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14개국과 미국 

30여개 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쟁으로 인해 거리에 부상자와 빈민, 피난민들이 거리에 넘쳐나게 됨에 따라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이들을 구하지 않은 모두가 범죄인이 된다는 우려로 인해 법안

이 보류되고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에서는 ‘보호를 받을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타인의 도움에 대한 요청을 유기할 때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

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타인의 도움을 더 많

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의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도움은 선한 양심과 도덕에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법적으로 규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견해를 정하여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주십시오.

찬성▶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반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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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 참고 자료

[참고 자료]

1. 사전 검색 결과:

법과 도덕의 근본적 차이점은 강제성에 있다. 예링(jhering)의 “강제성 없는 법
은 타지 않는 촛불과 같다.”라고 한 말은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 중, 사회에서 가장 핵
심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강제력을 부과하고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인간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규범과 같은 강제력을 부여하여 행위를 강제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착한 사마리안의 법이다. 착한 사마리안의 법은 도덕 규범을 법 규범으로 
승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마리안의 법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래 되었다. 어
떤 유태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가에 버
려졌는데, 동족인 유태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유
태인에게 멸시 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받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책임을 부과 받
은 사람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한 것이다.

이 일화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 하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규범은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
더라도 그에 따르는 제재를 부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도덕 규범은 강제력이 발
생하지 않으므로,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일들이 무시되고 경시되기 
십상이다. 여기에 바로 사마리안의 법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 형법에서 타인의 부조를 요하는 자를 유기할 때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처벌조항은 보호를 받을 사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만을 대상으로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수가를 지나치던 사람이 호수가에 
빠져있는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옆에 그 사람을 살릴 만큼의 충분한 로프가 있었
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가던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
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 만약 여기에 착한 사마
리안의 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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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이 바로 착한 사마
리안의 법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형법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규정해 놓고, 쉽게 조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
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自意)로 구조해 주지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함으로 접근해야 한
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처럼, 인간생활에서 최소한으로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무분
별하게 적용하게 되면, 도덕적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변질시키고, 모든 도덕적 
문제를 강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도덕적 문제와 법적 문제의 구별점
이 애매하므로, 사회의 규범은 법적의무로 부과되어질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인
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률의 도덕화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내포
되어 있다.

2. 다른 나라의 사례 검색 결과: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의지로 구조해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독일 형법 제323조 C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협도 

없이,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출처
1. 한림학사. (2007). 사회탐구영역 개념어 사전. 서울: 청서
2. EBS. (2012. 3. 26). 착한 사마리아인 법.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0760&cid=51636&categoryI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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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esentation Education for

Decreasing Anxiety

Choi, Naeun

This study aims to offer educational contents and strategies of

presentation for those who have high level of public speaking anxiety.

Many researchers have carried out surveys and experiments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or patients. However, presentation process of

adolescents who have high level of public speaking anxiety has not been

examined in a detailed manner. From reflecting the limits of preceding

researches,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ation process of second grade

of th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ith mixed research method.

In the first place,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public speaking

anxiety, and discusse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interaction and

speaking anxieties. Based on the review of social anxiety theories, this

study classified the communication anxiety which arises in interactive

and relational dimension, and public speaking anxiety which arises in

one-way and performance observative dimension. This study defined

public speaking anxiety as a subtype of speaking anxiety.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d public speaking anxiety as a individual trait and

characteristic of youth.

Based on the definition of public speaking anxiety,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tation process according to public speaking anxiety

levels.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of presentation process, the

group which has high level of anxiety received lower grade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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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phase even though received similar grade at the

preparation phase in comparison with the group which has low level of

anxiety. Furthermore, those two groups did not have any differences in

the time of most activity details.

To make up for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case study of

presentation process followed up. Case study carried out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motives and processes of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activity and interpreting it along with the context. As the result of case

study, this study suggested three considerations of present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public speaking anxiety levels. The three

considerations are (1) orientation to communicate at the phase of

preparation, (2) content modification from script to speech, (3)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context and paraphrasing.

At the conclusion this study designed an education model for

modulating public speaking anxiety. Customarily the term ‘solution’ have

been frequently used for the alleviation of anxiety, but it is arguable

whether if it is educationally possible and desirable. In line with this

issue, this study defined the public speaking anxiety as a dispositional

trait and characteristic of youth and set the goal of performing good

presentation with modulating anxiety. This study proposed the

educational contents, which can be subdivided in knowledge,

skill/strategy, and attitude categories, and suggested a learning and

teaching model and activities of presentation education.

*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presentation education, public speaking anxiety,
speech anxiety, presentation process, presentation preparation,
presentation type.

* student number : 2014-2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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