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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관계 중심적 대화를 유형별로 접근하여 대화의 유형별로 나타나는 구
체적 특성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동안 
목적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구어 담화들의 경우 담화의 목적에 근거하여 유형을 분
류하고 각 유형별 담화 특징에 근거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연구되어 왔다. 반면
에 참여자들이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이 그저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ㆍ유지ㆍ발전
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관계 중심적 대화의 경우, 그 변인에 따라 다양한 대화의 
유형이 존재하는 까닭에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교육 내용을 제공하
여 왔을 뿐, 구체적인 담화 특성이나 대화 전략을 제공하지 못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 의미의 범위가 매우 넓은 대화의 개념을 정리한 다음, 
대화에 속하는 담화의 유형을 참여자가 내비치는 자아의 성격, 대화의 목적성 유
무를 근거로 하여 과제 중심적 대화와 관계 중심적 대화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구
어 담화의 특성을 결정하는 일반적 변인인 목적, 상황, 참여자 변인 중, 관계 중심
적 대화에서는 참여자 변인이 중요함을 들고, 참여자 변인으로 친밀도, 성차, 지위 
및 권력 차를 들어 이를 기준으로 하위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본 연
구가 관계 중심적 대화의 한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초면 대화는 다른 상황
에서의 대화와 달리 특수한 양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담화 유형임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개념 정의 및 유형 분류에 바탕을 두고 본 연구는 초면 대화의 양상을 
‘화제 전개’, ‘공감적 상호작용’, ‘함축적 발화의 사용’이라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각
각을 분석하였다. 화제 전개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초면 대화 상황에서는 서
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화제 도입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한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동시에 화제 전개를 이끌어 가기 위해 대화 
참여자들이 정보 탐색적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로에 관
한 정보를 원활히 주고받기 위해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확인하였고 이를 대
칭적 정보 교환이라 명명하였다. 공감적 상호작용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소극적인 공감적 반응이 자신이 공감한 바를 드러낼 수 있기는 하나, 대화의 진행
을 멈추게 만들 수 있음을 밝혔고, 이와 달리 적극적인 공감적 자아 표현을 사용할 
경우 공감한 바를 더욱 진정성 있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해당 화제에 관하여 더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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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화의 진행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함축적 발화 사용의 양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인 배경지식이 부족한 까닭에 초면 대화 상황에서는 상황 맥락, 언어적 맥락
과 같은 신정보에 기반한 함축적 의미 교환만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맥락
적 단서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배경지식에 근거하여 상대방에 관한 
적극적 추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함축적 의미 교환이 가능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설계 시 전제
되어야 할 사항을 (1) 구체적 대화 상황을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2) 정서적 작용인 공감을 의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
다는 점, (3) 관계 중심적 대화는 결국 과제 중심적 대화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교
육되어야 한다는 점, (4) 학습자 개개인의 대화 능력에서 보이는 개인차를 최대한 
존중하여 교육해야 한다는 점, (5) 수행을 중심으로 한 교육 설계 시 학습자의 자
발적 대화 동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의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더불어 교육 설계의 실제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목표가 인격 교과로 확
장을 꾀하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맞닿아야 함을 밝히고, 교육 내용을 지식, 기능 
및 전략, 태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끝으로 교육 활동 구상에서는 초점이 되는 교
육 내용의 성격에 따라 활동을 지식 중심, 수행 중심, 태도 형성 중심의 활동으로 
구별하고, 각 활동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주요어 : 국어교육, 화법교육, 대화교육, 관계 중심적 대화, 초면 대화, 대화 분
석, 화제 전개도, 공감, 공감적 상호작용, 대화 함축

* 학  번 : 2006-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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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는 하루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
며 살아간다. 더불어 교통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이동 가능 거리가 늘어남으로
써 우리는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대면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처음 만
나는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황 또한 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본고
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언어생활 중 그 비중이 높은 대화, 특히 그 중에서도 현
대 사회에서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초면 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을 초면 대화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관계 중심적 대화의 
유형 전반을 모두 아우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까닭에 이 중에서도 
특히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 형성이 처음 시작되는 초면 대화의 장면만이라도 그 
특성을 분석하고 교육 내용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하였다. 관계 
중심적 대화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른 관계　
중심적 대화의 장면들 가령, 구면 대화, 윗사람과의 대화, 동성 간 대화 등에 대
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대화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의사소
통 장면들 가운데 상황 맥락이 사회적ㆍ제도적이며 목적이 뚜렷한 대화들 즉, 
과제 중심적 대화의 경우 선택적으로 그 유형을 구체화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하
여 왔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 보편적으로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면들을 중심으로 대
화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유형별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토론, 토의, 협상, 면담 등과 같은 구어 담화 유형이 교육 내
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1) 

그러나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대신에 대화 참여자들 간의 관계 형성 및 유지가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에서는 ‘화법과 작문 Ⅱ’ 과목에서의 ‘화법’ 내용 
체계를 ‘담화 유형’으로 구성한 가운데, 대화, 토의, 토론, 발표, 면접, 협상, 연설의 7가지 
담화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토의, 토론, 면접, 협상의 4가지 담화 유형은 ‘직접 대
면하여 구어로 나누는 의사소통’이라는 넓은 의미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2 -

중요한 관계 중심적 대화의 경우는 유형별 접근보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시
키는데 초점이 놓여 왔다.2)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변인이 많고 복잡하여 유형을 
분류하기가 어려운 관계 중심적 대화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
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담화 장면에서 그러한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지도하기에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지침이 부족하여 어
려움을 겪게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관계 중심적 대화 가운데서도 특히 학습자
들이 성인이 된 후 보편적으로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 없이는 사용자
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장면들만이라도 유형화하여 교육 내용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ㆍ비제도적인 상황 맥락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중심적 대화
는 실상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접하는 담화 유형이고,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러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삶을 영위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계 중심적 대화는 따로 교육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어느 정
도는 이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동적으로 
능력이 형성되는 대화는 이미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화들에 국한
되며, 초면 대화는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화 참여자들이 관계 형성을 
시작하기 위한 대화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서는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바탕을 두고 비교적 손
쉽게 화제를 설정해 나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화의 상호작용적 진행이 원활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 중심적 대화와 관련된 
중등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목명(학년군) 성취 기준
국어

(중 1~3학년군)

Ÿ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
고 말한다.

Ÿ 목적과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눈
다.

국어 Ⅰ
Ÿ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한다. 
Ÿ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한다.
화법과 작문 Ÿ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인식하고 관계 형성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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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인지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 반면 초면 대화
의 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무(全無)하거나, 사전 지식을 지녔더
라도 최소의 정보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친한 사람들이 비교적 손쉽게 이룰 수 있는 대화의 양
상들, 가령 공감적 상호작용이나 함축적 발화의 사용 면에서도 초면 대화에서는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초면 대화는 관계 중심적 대화의 유형들 가
운데서도 대화 참여자의 인지적 부담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이런 까닭에 참여
자들이 만족스러운 대화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대화는 그 특성상 과제 중심적 대화와 관계 중심적 대화의 경계가 불
분명하고, 초면 대화의 경우에도 순수하게 관계 중심적 성격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관계로 만난 이들이 초기에 과제 중심
적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양상이 관계 중심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
리고 이와 같이 대화의 양상이 바뀌는 경우는 대개 대화 참여자들이 과제 중심
적 대화 능력 외에도 관계 중심적 대화 능력 즉 대인 의사소통 능력을 두루 갖
추고 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초면인 관계에
서 이루어지는 관계 중심적 대화는 과제 중심적 대화보다 더 발전적인 대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고등 언어 사용 능력을 요하는 대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초면 대화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화 유형이고, 이를 원
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대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지금까지 초면 대화에 초점을 둔 연구나 이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대화의 원리를 제시하
는 가운데 대화의 참여자 변인 중 하나로서 친소 관계를 언급하고 이를 이해시
킨다고 하여 학습자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중심적 대화를 원활히 수행
해 내리라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면 대화의 양상 분석을 
통해 관계 중심적 대화의 교육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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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2.1. 대화 담화에 관한 선행 연구

국어교육연구에서 그 연구 및 교육 대상을 구어 담화 중 하나인 ‘대화’로 설정
하고 있는 연구들로는 유동엽(1997), 노은희(1999), 권순희(2001) 등이 있다. 
먼저 유동엽(1997)에서는 대화의 상호작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 참여
자들이 상호작용을 진행해 나가는 양상을 대화 분석(conversation analysis)의 
방법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우선 대화 분석의 층위를 행동
(act), 진행(move), 순서(turn), 교환(exchange), 단위화제(transaction)으로 설
정하고 이들이 위계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점이다. 이는 대화 양상
의 구조적ㆍ분석적 접근을 위한 객관적 방법론을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 순서 교대, 교환 구조, 화제구조 층위 각각에서 대화 참여자가 사용하는 
대화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대화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 화법 교육의 내용으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노은희(1999)에서는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복 표현에 주목하여 대화 교
육의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반복 표현은 넓은 의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
휘요소나 통사구조의 재사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반복은 
그 분포가 너무 넓어 특정한 양상으로 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은희(1999)
에서는 대화의 결속에 기여하는 반복 표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
고 대화 참여자들이 반복 표현을 사용하는 동기를 정보 전달, 관계 형성, 대화 
진행의 세 측면에서 각각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동기’, ‘상대방과 공감
하는 정도를 늘리고자 하는 동기’, ‘대화 진행의 변화를 분명한 방식으로 이끌고
자 하는 동기’로 파악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결국 반복 표현 사용의 포괄
적 동기는 불확실성이나 논란의 여지를 배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
다. 더불어 이처럼 발화 표현으로서 그 실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반복 표
현을 중심으로 전략 중심의 대화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권순희(2001)에서는 대화에서 참여자들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 참여자들이 다
른 참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취하는 태도, 참여자들이 대화중에 사용하는 표현
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대화에서는 열린 태도를 취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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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청자 지향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권순
희(2001)에서는 먼저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자아의 개념과 구별하고 있는데, 자
아가 개인의 내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용어라면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 속에
서의 자기 세계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개인의 정체
성은 사람 내부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과 맥락 등을 포함하여 여러 요소들
과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대화 참여자
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자신의 사회적 역할만을 중심으로 삼는 
닫힌 태도와 개인으로서 자신의 일부를 드러내는 열린 태도로 나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방식 역시도 상대의 사회적 역할만을 
중심으로 삼는 전형적 인식(stereotyping)과 개인적 특성을 인식하는 개별적 인
식(sensitivity)으로 나뉠 수 있다고 밝혀, 정체성에 따른 참여자들의 응답 유형
을 ‘전형적 인식, 닫힌 표현’, ‘전형적 인식, 열린 표현’, ‘개별적 인식, 닫힌 표
현’, ‘개별적 인식, 열린 표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자
가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드러내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개인적 특성을 인식하고
자 하는 ‘열린 태도’를 취할 때 그 참여자는 청자 지향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청자 지향적 관점의 표현을 사용하게 함
으로써 대화 참여자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회복,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화 교육 내용을 마련코자 할 때는 그 교육 내용을 이
루고 있는 구어 담화인 대화의 양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유동엽(1997)에서는 대화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준
거 및 분석 방법으로서 대화 분석(conversation analysis)을 활용하고 있다. 대
화분석론은 화행론과 민족방법론적 연구로부터 출발한 연구방법론으로서 특히 
후자의 민족방법론적 연구의 경우 원래는 사회학의 한 분파로서 인간의 일상적
인 언어적ㆍ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질서와 실제성의 생성장
치를 밝혀내려는 관심에서 등장한 것이다.(박용익, 2001: 54~55) 이후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각자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차용함으로써 그 성격이 
다양하게 달리 나타나기는 했으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바는 하나의 구
어 담화는 서로 층위를 달리하는 여러 요소들이 위계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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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령, 박용익(2001)에서는 분석의 층위를 담화의 목적으로부터 출발하는 연역

적 방식에 의거하여 대화 분석의 단위를 대화의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상위로
부터 ‘기능단계 > 대화이동 연속체 > 대화 이동 > 화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분석 단위 구성의 출발점이 최하위의 화행으로부터 출발하여 접근 방식이 
귀납적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유동엽(1997)에서도  분석의 단위가 ‘행동 < 진행 
< 순서 < 교환 < 단위화제’로 위계적 관계를 맺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들이 제시한 분석 단위 중 ‘화행’과 ‘행동’(act), ‘대화 이동’과 ‘진행’(move)은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대화이동 연속체’와 ‘교
환’(exchange), ‘기능단계’와 ‘단위화제’는 각각 층위 면에서 대응하지만 그러한 
단위를 파악하는 준거가 전자는 대화의 목적 또는 기능에 있는 반면, 후자는 참
여자들 사이에 교환되는 정보 또는 화제에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본
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어 담화인 대화는 ‘과제 중심적 대화’과 달리 
담화의 목적이 불투명한 ‘관계 중심적 대화’에 속한다. 따라서 담화의 목적에 대
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박용익(2001)의 분석 틀보다는 화제를 중심에 놓은 
유동엽(1997)의 틀이 분석 도구로서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선행 연구로부터 얻은 시사점의 두 번째는 대화라는 구어 담화의 전모(全貌)
를 분절적으로 인식함에 있어 그 양상을 어떻게 나누어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이
다. 노은희(1999)에서는 대화하는 동안 ‘참여자는 정보의 흐름, 상대방과의 상호
작용 흐름, 대화의 진행 흐름 등에 유의하며 발화들을 결속한다’(노은희, 1999: 
43)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는 반복 표현이 이러한 세 가
지 측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확인하고 있다. 제시된 세 가지 측면의 양
상을 달리 파악하여 본다면, 먼저 ‘정보의 흐름’은 하나의 화제가 설정된 이후 
해당 화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과 관련된 양상을 지칭하고 있으
며3),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은 이와 관련된 반복 표현의 기능으로 사회적 유대감 
표시를 논하고 있다는 점(노은희, 1999: 63~78)에서 참여자들의 태도 및 관계
와 관련된 양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대화의 진행 흐름’에는 화제
의 도입 및 확립, 종결 등 화제 변화가 일어나는 양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

3) 본고의 Ⅲ장 1절에서는 이를 ‘화제 심화’로 다루고 있다. 



- 7 -

는데4), 이 역시 화제를 중심으로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내용과 관련된
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은희(1999)에서 보이는 대화의 양상에 대한 분절적 인식은 ‘언어적 
표현’ 양상으로서의 ‘반복 표현’을 또 다른 측면의 양상인 ‘대화의 내용적 의미’
및 ‘참여자들의 관계’와 관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대화의 양상을 ‘내
용’, ‘관계’, ‘표현’의 세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체계 기능 언
어학에 기초하여 맥락을 ‘해당 언어활동의 사회문화적 목적’이라는 맥락(문화적 
맥락, 곧 장르)과 ‘언어 형식에 반영되는 직접적인 맥락’(상황적 맥락, 곧 사용
역)으로 나눈 가운데, 후자를 담화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장), 청자에 대한 태
도(주체), 담화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역할(양식)로 구별하고 있는 박종훈(2007)
의 논의(박종훈, 2007: 15~16)와도 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러한 생각을 수용하여 대화의 양상을 ‘내용’, ‘관계’, ‘표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세 번째 시사점은 관계 중심적 대화의 본질을 무엇에서 찾아야 
하는가이다. 관계 중심적 대화는 다른 구어 담화와 달리 담화 전체의 목적을 제
시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화법 교육에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고 할 수 있는 토론을 예로 들면, ‘설득’ 목적을 기준에 두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를 기준으로 특정 발화가 적절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 가능하다. 즉, 비록 토론 중에 한 참여자의 발화가 토론의 진행에 장애를 일
으킴이 없이 다른 참여자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를 토대로 다른 참여자가 발화
를 이어갔다 하더라도 그 발화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면 그
러한 발화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대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상하거나 혹은 기대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화행과 그의 실현 수단인 발화 사이의 관계가 고정적이지 않고 또
한 그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적격한 발화의 연속체는 실제
적으로 없다(박용익, 1998: 6)고 할 수 있다. 심지어는 대화에서는 참여자가 상
대방의 발화를 명백히 잘못 이해하고 발화한 경우라도, 참여자 간의 상호 교정
을 통해 오류가 쉽게 수정되며 이러한 현상이 대화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4) 본고의 Ⅲ장 1절에서는 이를 ‘화제 전환’ 및 ‘화제 추이’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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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실상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어도 모두 적절
하다는 논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한편, 앞서 권순희(2001)에서는 열린 태도에서 비롯된 청자 지향적 관점의 표
현이 원만한 인간관계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눈여겨 볼 점은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도 아무렇게나 이야기한
다고 해서 그러한 발화가 모두 적절한 것이 아니며, 보다 바람직한 발화와 그렇
지 않은 발화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구별의 기준을 참여자의 정체성 
혹은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 발화의 적
절성을 판단하는 일이 가능하려면, 토론에서의 ‘설득’ 목적과 마찬가지로 대화가 
지향하는 방향성 혹은 본질5)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계 중심적 대화에 
있어 그 본질은 참여자의 관계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대화 참여
자의 자아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화의 본질
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대화 교육의 내용 연구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2.2. 공감 현상에 관한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 관계 중심적 대화 수행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으로 관찰하고
자 하는 ‘공감’(共感)은 구어와 문어를 막론하고 모든 언어 행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공감 현상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연구에서 관
심을 갖고 접근하고는 있으나, 연구자에 따라 그 현상을 정의하는 방식은 조금
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감 현상에 대한 여러 연구의 규정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공감 현상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감 현상에 대한 외국의 연구와 국내 연구물을 포괄적으로 고찰하면서 공감 

5) 본고에서는 대화의 방향성을 ‘목적’이 아닌 ‘본질’에서 찾고자 한다. 이는 대화가 ‘설명, 설
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표출’로 제시되는 목적 중 어느 하나를 명시적으로 지닌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구어 담화의 의사소통적 현상을 그 목적
에 비추어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대화 역시도 그 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본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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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성과 정리하고 있는 박성희(2004)의 논의를 살펴보면, 공감이라는 용어
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말 비쉐(Vischer)가 독일어의 Einfühlung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면서부터이다. ‘Einfühlen’은 ‘ein’(안에)과 ‘fühlen’(느낀다)이라는 단
어가 결합한 것으로서 ‘들어가서 느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후, 립스
(Lipps)가 이 용어를 심리학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티치너(Tichner)가 이를 
희랍어의 empatheia로 번역하였고 결국은 empathy라는 용어를 탄생시키게 되었
다. empathia는 ‘안’을 뜻하는 ‘en’과 ‘고통’ 또는 ‘열정’을 뜻하는 ‘pathos’의 합성
어로서,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열정’을 의미한다.(박성희, 2004: 17~18) 

공감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는 막스 셸러(Max Scheler)
는 공감 현상을 이와 유사한 다른 현상들인 ‘동감’, ‘감정 전염’, ‘감정 이입’과 구
별함으로써 공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 먼저, 동감(同感)은 가
령,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의 시체 곁에 서 있을 때, 서로 ‘동일한’ 고
통을 느끼고 ‘동일한’ 슬픔에 젖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서로 느끼는 것
(Mit-einanderfühlen)을 말한다. 이러한 동감의 특징은 주체가 느끼는 감정이 
본래부터 자신의 것이지 그 감정이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타인으로부터 기인하
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로 감정 전염은 가령 술집이나 축제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슬픔에 잠겨 있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면 즐거움에 전염되어 자기도 모르
게 즐거움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처럼, 주체들 간에 감정적인 일치는 일어나지만 
그것이 타자의 감정에 관한 앎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이다. 세 번째의 경우로 
감정 이입은 타자의 것임이 분명한 감정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것으
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타아(他我)를 바로 자신의 자아와 동일시하는 매우 극단
적인 경우를 말한다.(이을상 역, 2009: 35~52) 

이와 같은 ‘동감’, ‘감정 전염’, ‘감정 이입’과의 비교를 통해 셸러가 제시하는 
공감(共感)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은 그 정서의 원천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 이 점은 공감과 동감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감은 한 주체가 타인과 동일한 정서를 느끼기는 하지만 이는 결과적인 현상일 
뿐이다. 동감의 경우, 타인이 그러한 정서를 느끼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주체는 자
기 스스로의 반응으로서 특정 정서를 느끼게 된다. 반면에 공감은 타인의 정서
를 확인한 주체가 이로부터 타인과 유사한 정서를 느끼게 되는 것이므로 정서의 
원천이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동감과 다르다. 공감의 두 번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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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타인과의 정서적 일치가 나타나기 이전에 인지적 과정이 반드시 선행된다
는 점이다. 이 점은 공감이 감정 전염과 달리 지니는 특성이다. 감정 전염을 경
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이들이 왜 그러한 정서를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채 대개는 분위기에 휩쓸려 무의식적으로 유사한 정서를 지니게 
된다. 반면 공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왜 그러한 정서를 
느끼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 공감의 세 번째 특성은 주체가 타인과 자신
을 구별하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감정 이입과 공감의 
차이점과 관련이 있다. 감정 이입은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깊은 공감의 결과 타
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에까지 이른 극단적인 정서적 일치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공감이라 불리는 경우는 대개 주체가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
는 가운데 타인과 일치된 정서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초창기 실험심리학에서 탐구되기 시작한 공감의 개념은 티치너 이후 상
담, 심리치료, 사회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학자들마다 비슷
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공감의 정의를 두루 살펴보면, 공감을 행동으로 보는 관
점, 성격으로 보는 관점이 상존한다. 전자의 경우 공감적 행동은 독립적인 관찰
자에 의해서도 관찰 가능하고 평정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는 반면, 후자의 경우 
공감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며 태도이므로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
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설명된다.(박성희, 2004: 29~30) 

공감의 개념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차가 가장 확연히 나타나는 지점 중 하나는 
공감의 구성 요소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있다. 그리블과 올리버(Gribble & 
Oliver)가 시도한 공감에 대한 일상 언어분석에 따르면 상황 X에서 A가 B와 공
감한다고 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조건과 이 둘이 연합된 충분조
건이 함의되어 있다. 즉, 공감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가능하
게 된다는 것이다.(박성희, 2004: 47)

Ÿ A의 인지적 상태를 지칭하는 지식조건: ① A가 B가 느끼는 바에 대해 ‘알
고’ ② A는 B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거나 이해한다.

Ÿ A의 느낌 상태를 지칭하는 정서적 조건: A는 B가 X에 반응하는 상황에 처
하여(상황 X에 대한 B의 반응의 결과로서) B와 동일한 방식으로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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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을 구성하고 있으며 분명히 구별되는 두 요소인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
소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용하는 공감의 개념에도 뚜렷이 드러나는 편이다. 다
만, 학자들의 의견과 입장에 따라 혹자는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고 혹자는 정의
적 요소를 강조하기도 한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공감하는 행위가 내면적 세
계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그 이해한 바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전달될 때 완
성된다고 보는 입장도 존재하며, 혹자는 이처럼 공감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단계적, 복합적으로 관련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박성희(2004)에서
는 이러한 입장차를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 ‘복합요소
설(단계설)’로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박성희, 2004: 48~67) 

특히 복합요소설로 분류되는 바렛-레너드(Barrett-Lennard)는 공감의 과정에
서는 상대방이 느끼는 바를 알게 되는 인지적 국면, 상대방과 동일한 방식으로 
느끼게 되는 정의적 국면, 상대방의 느낌을 알았고 자신도 동일하게 느낀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의사소통적 국면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난다고 밝히
고 있다. 특히,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국면과 정의적 국면을 구별하지 
않고, 상담의 상황에서 상담자와 피상담자 간에 일어나는 공감적 상호작용의 과
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5단계로 파악하는 순환적 공감 모형을 제시하고 있
다.(바렛-레너드, 1981)

공감적 
주의집중

공감적 
공명 공감 표현 공감 수용 피드백

<그림 1> 순환적 공감 모형(바렛-레너드,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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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교육 분야에서 공감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로는 정상섭(2006a, b)이 
눈에 띈다. 정상섭(2006a)에서는 공감을 ‘타인의 감정과 심리상태,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경험해보는 공감적 정서(empathic emotions)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적인 과정으로도 볼 수도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서 엿보이는 특이점은 상대방과의 정서
적 일치에 도달한 상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 상태만으로도 공감 
현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점이다. 앞서 그리블과 올리버의 분석에서 공
감이 일어나기 위한 선행 조건 중 하나라고 제시된 이러한 인지적 상태를 그 자
체로서 공감으로 분류하는 정상섭(2006b)의 논의 결과는 맞장구와 같은 타자에 
대한 찬성 혹은 지지의 발화까지도 공감으로 분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감 현상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대부분의 연
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공감 현상의 기본 특성
들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① 공감은 본질적으로 정서적 현상이다.
② 공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의 감정, 심리 상태 혹은 경험에 대한 인지

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③ 정서적 일치의 정도가 타인과 자신의 구별ㆍ인식이 이루어지는 수준까지를 

공감으로 볼 수 있고, 자아-타아의 구별을 망각하는 수준에 이른 경우는 
감정 이입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연구자들이 보이는 관점 및 견해 차이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따
라 공감 현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점 선택 및 가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 현상을 대화 참여자들이 보이는 발화를 통해 확인
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입장에서는 공감이 단지 내면적, 심리적 차원에만 머무
르는 현상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 외현(外現)되는 현상이라는 선택적 가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공감 현상을 통해 공감 
주체가 지닌 성향을 분석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며, 단지 공감적 발화가 당면한 
대화의 진행과 대화의 본질 실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심이 있으므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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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시적이고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여기는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감의 기본 특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고자 한다. 

④ 공감이 확인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언어적ㆍ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이것이 
드러나야 한다. 

3. 연구 자료 및 방법

3.1. 연구 자료

관계 중심적 대화의 한 장면인 초면 대화는 성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맞닥뜨릴 수 있는 대화의 양상이다. 가령, 직업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
한 분명한 목적을 중심으로 만났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나
타내며 관계 중심적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3자의 소개에 의
해서 혹은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어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학습자들의 경우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오거나 자신이 그에게 길을 묻기 
위해 나누는 대화, 상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점원과 나누는 대화처럼 특별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짤막하게 이루어지는 대화에 국한된다. 이러한 대화는 해결
해야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관계 중심적 대화로 보기가 어렵다. 학습자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 소위 관
계 중심적 대화를 나눌만한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면, 학교에 새로 입학하거나 학년
이 올라가 반이 새로 편성되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초면 대화는 좀처럼 성사되
는 일이 드물다. 그 까닭은 한편으로는 학습자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주로 가
족, 친구, 선생님 등에 한정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자 스스로
가 대화 능력 부족으로 인해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를 꺼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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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연구자의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의 성인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연구 자료로 수집하기로 하였다. 성인 참여자
들의 대화를 먼저 수집한 까닭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 대화까지 나누는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자료를 얻기가 쉽
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학습자의 대화보다는 성인들의 대화에서 교육 내용으
로 도출 가능한 이상적인 모습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인 참여자들의 초면 대화는 상대적으로 수집이 용이하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은 관계 중심적 대화의 특성상 연구자가 
목적을 가지고 이를 수집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다. 대화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
적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이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자는 스스로가 소개자가 되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
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대화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자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집하
여 연구 자료로 쓰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명시했지만, 이를 참여자들이 
의식할 필요는 없으며, 그저 소개에 의해 만났으니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가며 친
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대화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자료 수집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고려한 또 하나의 사항은 대화 참여자들을 비슷한 연령대의 남녀 한 쌍으
로 정한 점이다. 이러한 고려는 자칫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아 대화에 
흥미가 없지만, 연구 자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억지로 대화를 나누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하였다. 즉, 대화 상대방에 대한 이성적 관심으로 
인해 참여자들이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게 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고에서 수집한 초면 대화인 자료 ①~③은 모두 비슷한 연령
대의 낯선 남녀가 나눈 대화이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제 대화 자료를 수집하
려다보니 이렇듯 한정된 대화만을 연구 자료로 삼게 된 점은 본 연구가 애초부터 
짊어져야 하는 연구 상의 제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초면 대화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와 비교 가능한 대상이 필요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이 나누는 관계 중심적 대화 중, 교유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져 온 참여자들의 대화인 자료 ④를 비교 자료로서 수집하였다. 이
는 자료 ①~③과 자료 ④의 비교를 통해 자료 ①~③에서 찾아낸 특징적 대화 양
상이 초면 대화이기에 나타난 특징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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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참여자 분량 대화 유형
자료 ① 2010.08.16 남자 대학원생 A,

여자 조교 B 23분 49초

초면 대화자료 ② 2012.01.31 여자 대학원생 C, 
남자 교사 D 40분 04초

자료 ③ 2012.09.10 남자 대학생 G, 
여자 대학생 H 31분 29초

자료 ④ 2012.08.31 남자 교사 E, 
여자 교사 F 42분 55초 구면 대화

<표 1> 성인 화자들의 관계 중심적 대화 자료

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초면 대화의 양상을 분석해 내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
는 아래의 표와 같다. 

성인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 양상을 통해 이상적인 관계 중심적 대화의 모습을 
재구성한 다음에는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들
의 대화 역시도 자료로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실태에 대한 확인이 
전제되어야, 교수ㆍ학습 내용의 구성 단계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과 비
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초면인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데 꽤 큰 두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설득하여 대화 상황으로 이끌었다. 이들의 두려움을 경감하고, 역
시나 연구 목적을 위해 억지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음을 주지시키기 위해, 할 
말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좋다는 단서를 사전에 달았다. 섭외된 학습자들은 고등
학교 2~3학년 학생들이며, 이들 역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음 만나는 남녀로 
조건을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남녀 고등학생들의 대화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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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시 참여자 분량 대화 유형
자료 ⑤ 2012.11.02 고2 남학생 J,

고3 여학생 K 17분 39초
초면 대화

자료 ⑥ 2012.11.05 고2 여학생 M, 
고2 남학생 N 21분 06초

<표 2> 학습자들의 관계 중심적 대화 자료

학습자들의 대화를 수집한 다음에는 이들이 낯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
떤 어려움을 느꼈는지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화가 끝난 직후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학습자 인터뷰는 사전에 미리 작성해 둔 질문지의 순서에 따라 연구자
가 질문하고 학습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학습자들의 대답을 듣는 과
정에서 보다 심층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는 즉석에서 추가 질
문을 통해 학습자들의 대답을 보다 풍부하게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본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학생 참여자 대상 인터뷰 질문지
1. 대화를 나누기 전, 낯선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눠야 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습니까?

2. 대화를 나누는 중, 이야깃거리를 떠올리기 위해 특별히 사용한 방법
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3. 대화를 나누는 중, 상대방과의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방법
은 있습니까?

4. 대화를 나누는 중, 상대방의 말 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느낀 
것은 없었습니까? 

5. 대화를 마친 뒤,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좁혀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
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까?

<그림 2> 학생 참여자 대상 인터뷰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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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어 담화 분석을 위한 기본 틀을 질적 연구의 논리를 따르는 대
화 분석(conversation analysis, CA)에서 취하였다. 대화 분석의 방법은 본래 특정 
사회나 집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저에 자리 잡은 생활 습관이나 의식을 탐구
하기 위해 해당 현상이 드러나는 사람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주로 연구하는 민속
학의 연구 방법이다. 본고가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 관심 있게 관찰하고자 하는 바
는 일차적으로는 ‘국어사용’이라는 언어적 현상이지만, 그러한 언어적 현상을 가능
케 한 이면에 놓인 대화 참여자의 의식이나 대화의 지향점 등을 파헤치기 위해서
는 대화 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의 논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대화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적 절차는 일반적으로 비디오 카메라나 
녹음기 등을 이용한 대화 채집, 채집된 대화 자료를 반복 재생하며 구어를 문어로 
바꾸는 전사(轉寫) 작업, 전사 자료에 대한 분석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본고 역시 
자연적으로 발생한 대화 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녹화 또는 녹음한 뒤, 이를 전사하
고 이를 분석하는 절차를 따르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구어를 문어로 변환하는 전사 작업에서는 연구 목적과 대상에 비추어 유
의미한 구어적 언어 사용 양상을 구별하여 표시하기 위한 약호를 사전에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사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는 경우, 발췌된 발화 
교환이 전체 대화의 진행 중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대화 분석에서는 한 사람의 대화 참여자가 한 번의 발화 기회에서 발
화를 시작하여 끝마칠 때까지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고, 이를 순서(turn)라 부르
는데, 본고에서는 매 순서마다 차례대로 숫자를 붙여 특정 순서가 전체 대화 중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해당 순서가 어느 
참여자에 의해 발화되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 해당 참여자의 영문 대문자를 숫자 
다음에 표시하였다. 

그밖에도 휴지(休止)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를 기록하기 위해 초 단위로 휴지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휴지가 나타난 위치에 괄호로 표시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발화 겹침이 나타나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 겹침을 일으킨 참여자의 
발화 중 원래 발언권을 쥐고 있던 참여자의 발화 중 겹침이 시작되는 위치에 ‘[’를 
달아 표시하였고, 발언권이 없었던 참여자의 발화 중 겹침이 시작되는 위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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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아 표시하여 해당 발화들이 겹침을 보였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겹
침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앞선 순서에서의 발화를 이어 쉼 없이 다른 참여자의 
순서가 시작되는 경우 앞 순서의 끝과 이어지는 순서의 앞에 ‘=’를 달아 두 발화
가 곧바로 이어졌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이 보인 준언어적 표현 중 웃
음은 대화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특징적으로 
나타난 웃음의 경우 그 소리를 최대한 의성어로 나타내었고, 짧고 간결하게 끝나
는 웃음에 대해서만 ‘(웃음)’이라고 표시하였다. 이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사 기
호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기호 의미 예시

1, 2...
전체 대화에서 해당 순서(turn)
가 몇 번째 순서인지를 나타낸
다. 

54 B: 대학원생 연구실이 교육정보관
으로 들어오면서

A, B...
해당 순서가 어떤 참여자가 발
언권을 쥔 순서인지를 나타낸
다. 

14 F: 그런가? 성격이 좋은가?

(1초) 휴지(休止)가 몇 초 간 지속되
었는가를 나타낸다. 

23 C: 공부는 아니구요 <1초> 국어 
선생님이세요?

[ 뒷 순서에 ‘[[’로 표시된 부분과 
겹침이 시작됨을 나타낸다. 12 H: 네 [맞아요

[[ 앞 순서에 ‘[’로 표시된 부분과 
겹침이 시작됨을 나타낸다. 13 G:   [[교실 아아

=
이어지는 순서의 발화나 앞선 
순서의 발화와 간격이 없이 곧
바로 이어짐을 나타낸다. 

60 B: 05학번이요=
61 A: =아 05학번 <2초> 어 졸업이 

쪼끔 늦으시네요

(웃음) 대화 참여자가 보인 짧고 간결
한 웃음을 나타낸다. 

64 B: 네 그냥 놀다 (웃음) 예 놀다 
왔어요 [그냥 놀다 왔어요

                 (A:웃음)
<표 3> 자료 분석을 위한 전사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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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대화라는 현상을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앞서 노은희(1999)와 박종훈(2007)의 논의를 살피면서는 대화를 비롯
한 구어 담화를 내용, 관계, 표현의 세 측면에서 접근하였을 때 담화의 전모를 파
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관계 중심적 대화 특히, 초면 대
화에서는 이러한 세 측면의 양상 중, ‘화제 전개의 양상’, ‘공감적 상호작용의 양상’, 
‘함축적 발화의 사용 양상’이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화제 전개의 양상에서는 특히 화제가 바뀌는 지점에서의 특징과 양상에 주
목하였다. 대화에서 나타나는 화제의 흐름은 얼핏 보아 불규칙하고 산만하게 이루
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양상을 관찰한 결과 화제가 바뀌는 방식이 전혀 성격
이 다른 화제로 바뀌는 ‘화제 전환’, 다른 화제이기는 하지만 앞의 화제와 유추적
으로 관련이 있는 ‘화제 추이’의 두 가지 양상으로 파악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화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앞선 화제와 이어지는 화제가 ‘일반적-구체적’ 성격
으로서 관련을 맺는 ‘화제 심화’ 역시도 참여자들 간 대화에서 유의미한 현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감적 상호작용의 양상에서는 그 동안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에서 강
조하여 온 ‘공감’이 나타나는 대화 상황의 특징을 참여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양
상에서 포착하고자 시도하였다.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거나 공감을 표시하였
다고 일컫는 대화의 순간을 면밀히 관찰하여 보면, 똑같이 공감이라고 칭해지기는 
하지만 공감의 진정성이 저마다 달리 느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감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진정으로 공감이 
일어난 경우라면 그만의 특징이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
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공감 현상이 본질적으로는 정서적 현상이지
만,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초면 대화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공감 현상이 달리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함축적 발화의 사용 양상에서는 다양한 맥락적 단서를 의존하여 이루어
지는 함축적 발화의 특성상 일반적인 관계에 비하여 맥락적 단서가 부족한 초면 
대화 참여자들에게서는 어떤 다른 특성이 나타나리라 예상하여 관심을 가지고 분
석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함축적 발화의 표현과 이해에 동원되는 맥락적 단서의 
성격을 구별하고, 참여자들의 관계 요인과 관련된 맥락적 단서가 무엇인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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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후에 이러한 맥락적 단서의 부족이 함축적 발화 사용에 어떤 제약을 가져오
는지를 관심 있게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연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향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먼저 2장에서는 대화의 양상을 세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함에 있어 각
각의 양상을 분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 하여 초면 대화에서 나타나
는 세 측면의 양상인 ‘화제 전개’, ‘공감적 상호작용’, ‘함축적 발화의 사용’을 분석
하고, 이를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 양상과 각각 비교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참여자의 관계 변인에 따라 구별한 관계 중심적 대화 분류의 한 장면인 
‘초면 대화’의 담화 특징을 밝히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한 담화 특징과 대화 전략을 토대로 
초면 대화를 중심으로 한 관계 중심적 대화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구성하는 한편, 
실제 교육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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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계 중심적 대화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의 개념과 본질을 밝힘으로써 관계 중심적 대화의 
실제 분석과 이에 대한 교육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더
불어, 관계 중심적 대화의 한 장면인 초면 대화를 화제 전개, 공감적 상호작용, 함
축적 발화의 사용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면서 분석의 도구로 삼은 이론적 
논의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관계 중심적 대화의 개념 및 본질

관계 중심적 대화는 전체 대화 중, 어떤 특징을 보이는 대화만을 구별하여 가리
키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이렇듯 유표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대화’라는 말이 지칭하는 의미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대
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대화 외적 목적이 없이, 대화를 나누는 참여자들이 서
로의 관계를 형성ㆍ유지ㆍ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나누는 대화를 관계 중심적 
대화라 지칭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중심적 대화는 대화 외적 목적 대신에 인
간이 그 존재를 영위하는 본질적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은 이러한 본질과 밀접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
였다. 본 절에서는 이처럼 본고의 논의 전개의 밑바탕을 이루는 관계 중심적 대화
의 개념과 본질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1.1. 관계 중심적 대화의 개념과 유형

(1) 대화의 개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화(對話)’를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
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마주 대하여’라는 말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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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람이 마주한다는 뜻으로서,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만남이 아닌 직접 대면하
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음’은 각자
가 지닌 뜻과 생각을 소통하는 현상을 가리키므로 결국 의사소통(意思疏通)이라는 
말로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직접 대면’하여 ‘의사소통’하는 일은 ‘구어(口
語)’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추가하여 볼 수 있다. 결국, ‘대화’는 ‘사람과 사
람이 직접 대면하여 구어로 의사소통하는 현상 또는 그러한 의사소통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의사소통’이라는 외연(外延)으로부터 ‘대화’를 구별
해 주는 종차(種差)를 ‘구어’라는 매체 특성과 ‘직접 대면’이라는 상황 특성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마이어스와 마이어스(1985)에 따르면 전체 의사소통은 크게 개인 내적 의사소
통, 대인 의사소통, 집단 의사소통, 대량 의사소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대
화가 속하는 의사소통의 유형은 대인 의사소통과 집단 의사소통뿐이다. 그 까닭은 
다음에 제시된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해 볼 때 명확해 진다. 

l 개인 내적 의사소통(intrapersonal communication):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정
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짐.

l 대인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 한 개인과 그의 친구, 가족, 
아이, 동료, 낯선 사람 등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짐. 

l 집단 의사소통(organizational communication): 조직의 크기, 한 쌍 의사소통
과 집단 의사소통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상의 차이가 무엇인가 등의 문
제에 관심을 가짐. 

l 대량 의사소통(mass communication): 대량매체(massmedia)를 통한 의사소
통 현상에 관심을 가짐. 

위의 네 가지 의사소통 영역 중, ‘개인 내적 의사소통’과 ‘대량 의사소통’은 대화
의 특징인 ‘직접 대면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화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대인 의사소통과 집단 의사소통은 각각의 초점이 
인간관계에 맞추어져 있는지, 참여자가 속한 집단의 특성에 맞춰져 있는지가 다를 
뿐, 모두 의사소통 참여자가 직접 대면한다는 점에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는 최소
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창덕 외(2000: 25)에서도 이들 네 가지 의사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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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중, 개인 내적 의사소통과 대량 의사소통이 ‘구두 언어를 사용하고, 직접 마
주 대함으로써 화자의 표현에 대하여 상대가 직접적인 반응이나 대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하며, 언어적 메시지에 담긴 의미가 공유됨은 물론 그 의미를 사용하는 사
람들의 총체적인 삶이 공유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화법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고 밝히고 있다.

대량 의사소통과 유사한 용어로 대중 의사소통(public communication)이라는 용
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대중 의사소통’과 ‘대량 의사소통’과 달리 ‘대량 매체’의 사
용을 조건으로 함의하지 않으므로,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장면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연설, 강연, 발표 등이 대중 의사소통에 포
함될 수 있는 장면들이라 할 수 있다. 대화의 외연을 가장 넓게 설정하고자 한다
면 대중 의사소통의 장면 중,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대화에 포함
시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라 부르는 상황은 직접 대면하
는 것 외에도 한 사람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의사를 
함께 소통하는 상황들이다. 따라서 ‘대화’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어 
사용’과 ‘직접 대면’의 조건 외에도 ‘양방향적 소통’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화는 한편으로는 대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지닐 수 있고, 다른 한편
으로는 집단 의사소통의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인 의사소통 혹은 집단 의사소통이라 불릴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의 장
면을 대화라고 보는 것 역시 무리가 따른다. 가령, 대표적인 집단 의사소통에 해당
하는 토의, 토론을 예로 들면, ‘구어 사용’, ‘직접 대면’, ‘양방향적 소통’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할 수 있으나, 우리는 매우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의, 토론 따위를 대화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대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는 면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면접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정작 면접을 보고 나와서, ‘나 면접관과 대화 나누고 왔
어.’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농담을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토의, 토론 혹은 면접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라 부르는 상황의 차이가 무엇
인지를 잘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발화 순서 교대(turn taking)의 방식과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토의, 토론과 같은 담화에서는 참여자가 자유롭게 발언권
을 가져갈 수가 없다. 토의의 경우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발화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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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토론의 경우 미리 결정된 발언 순서에 따라 자신의 순서가 돌아왔을 때 발
화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라 부르는 상황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최소한의 규칙만 따른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할 때 발언권을 얻는 것
이 가능하다. 이때 ‘최소한의 규칙’이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추이 적
정 지점’(transition relevance point, TRP)에 왔을 때 발언 순서를 가져가기 위해 
암묵적으로 지켜져야 할 규칙을 일컫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상술된다.(유동엽, 
1997: 36에서 재인용)

a. 추이 적정 지점에서 대화가 ‘현재 발언자가 다음 발언자를 지정하는’ 식으
로 이루어져 왔다면, 지정된 자가 발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그 밖의 
사람은 그러한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없으며, 이 지점에서 순서 교대가 
일어난다.

b. 추이 적정 지점에서 대화가 ‘현재 발언자가 다음 발언자를 지정하는’ 식으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먼저 말하는 사람이 발언의 권리를 가지며, 이 
지점에서 순서 교대가 일어난다. 

c. 추이 적정 지점에서 대화가 ‘현재 발언자가 다음 발언자를 지정하는’ 식으
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자발적인 발언이 없을 경우, 현재 발
언자는 발언을 계속할 수 있다. 

- 추이 적정 지점에서 규칙 a나 규칙 b가 적용되지 않았고, 현재 발언자가 
규칙 c를 좇아 발언을 계속할 때, a~c까지의 규칙이 다음 추이 적정 지점
에서 다시 적용되며, 이는 순서 교대가 실현될 때까지 회귀적으로 적용된
다. 

따라서 대화의 의미를 일상적 용례에 가깝도록 가장 축소시켜 이해하고자 할 때
에는 대화의 개념에 앞서 제시한 ‘구어 사용’, ‘직접 대면’, ‘양방향적 소통’ 외에도 
‘자유로운 순서 교대’라는 특성을 추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토의, 토론의 경우 이에 속하는 모든 의사소통 유형이 대화로 포함되
지는 않는다. 가령, 토의의 하위 유형 중, 브레인스토밍이나 토론의 하위 유형 중, 
난상 토론 정도가 대화로 포함될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이렇듯 대화의 성격을 
지닌 토의, 토론의 유형들에 대해서는 ‘토의 대화’, ‘토론 대화’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화를 ‘두 사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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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접 대면하여 구어를 매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이라고 정
의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관계 중심적 대화의 개념

관계 중심적 대화라는 용어는 박용익(2001)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화의 한 유형
이다. 박용익(2001)에서는 대화기여의 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참가자의 목적 
또는 대화의 용도를 기준으로 대화를 관계 중심적 대화와 행위 동반적 대화 그리
고 과제 중심적 대화로 나누고 있다.(박용익, 2001: 182~183) 이 중, 행위 동반
적 대화는 가령 무거운 짐을 여럿이서 나를 때 ‘조심해!, 그 쪽 꼭 잡았나?’ 등과 
같이 행위를 동반하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말한다.(박용익, 2001: 183) 따라서 행
위 동반적 대화의 경우 순수하게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언어가 대화 참여자
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대화의 유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언어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만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힌다면, 대화는 주로 관계 중심적 대화와 과제 중심적 대화로 나뉘게 된다. 

l 관계 중심적 대화: 특정한 대화 자체의 목적이 없고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
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거나 여가나 오락을 위한 수다나 잡담 혹은 
세상 이야기와 같은 대화를 말한다.

l 과제 중심적 대화: 토론이나 수업대화 혹은 협상 등과 같이 대화참가자들의 
의사소통 목적에 발화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과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갖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말한다. 

앞서 대화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화는 경우에 따라 대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지닐 수도, 집단 의사소통의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 
차이를 근거로 대화를 둘로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볼 때 관계 중심적 
대화는 주로 대인 의사소통에 속하는 것으로서, 참여자들의 관계 형성 및 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대화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집단 의사소통으로서의 대화는 
특정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혹은 서로 다른 집단이나 조직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가리키므로, 그 대화의 내용이 주로 집단이나 조직의 
문제에 국한되며 이는 목적이 분명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갖는 의사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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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는 점에서 과제 중심적 대화가 여기에 속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관계 중심적 대화가 대인 의사소통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토대로, 관계 

중심적 대화가 지닌 특성을 대화 참여자의 특성으로부터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튜어트와 로건(1998)에서는 가족 내, 친구 간, 논쟁 중, 업무 상황, 교실 등 다
양한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인 의사소통이 지닌 주요한 특징은 대화 참여자
들이 개인(person)으로서 접촉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이때 ‘개인’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의 특징’(features of the personal)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스튜어트와 로건, 1998: 47~54) 

l 유일함(unique): 교환될 수 없음을 의미. 인간은 유전적, 경험적인 면에서 
유일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음. 가령,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와 염
색체를 타고 나지만 그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
에 각자는 유일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음. ↔ 교환 가능함(interchangeable)

l 측정 불가능함(unmeasurable): 사물은 길이, 높이, 넓이, 무게 등 필요한 모
든 종류의 측정을 통해 그것을 재생산해 낼 수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간
은 아무리 측정 가능한 형태로 포착하려 하여도 언제나 측정할 수 없는 요
소들이 남아 있음. 정서나 감정은 측정할 수 없는 요소들 중 가장 대표적임. 
↔ 측정 가능함(measurable)

l 반응적임(responsive):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컴퓨터, 로봇 등은 외부로부터
의 어떠한 작용에 대해 ‘예측 가능한’ 반작용(reaction)을 보이지만, 인간은 
가령 내가 누군가를 발로 찼을 때 상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 불가능한’ 
반응(response)을 보임. ↔ 반작용적임(reactive)

l 사색적임(reflective):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려 깊음. 따라서 인간만이 자신이 사색한 바에 의해 스스로 영향을 받음. 
↔사색적이지 않음(unreflective)

l 언어적 반응이 가능함(addressable/linguistic responsiveness): 인간만이 자
신을 향한 발화의 방향을 인식하고 이에 언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 야구 
방망이나 고양이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는 없는 까닭은 야구 방망이나 고양이는 주어진 발화가 자신을 향한 것이
라는 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 ↔ 언어적 반응 불가능함(not addressable)

만일,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서로를 위의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닌 유일한 개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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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individual)로 인식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이러한 대화는 충분히 대인적
(interpersonal)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참여자들이 서로의 사회적 역할6)에 
의거하여 대화를 나누는 경우 이때의 참여자들은 서로를 유일무이한 개인이 아닌 
대체 가능한 누군가로 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대화는 사회적(social)
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어떤 대화는 문화적(cultural)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
는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중심으
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스튜어트와 로건은 의
사소통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연속체(continuum) 혹은 이동 
척도(sliding scale) 중 어느 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스튜어트와 
로건, 1998: 56) 

사회적 문화적 대인적
교환 가능함
측정 가능함
반작용만 함
사색적이지 않음
언어적 반응 불가능함

유일함
측정 불가능함
반응적임
사색적임
언어적 반응 가능함

<그림 3> 의사소통의 특성(qualities of communication)

이러한 설명에 의거하여 본다면, 대인 의사소통에 속하는 관계 중심적 대화는 
위의 이동 척도 중 ‘문화적’ 척도에서 ‘대인적’ 척도 사이에 위치하는 대화 장면들
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대화가 대인 의사소통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거나 관계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위한 기준은 참여
자들이 서로를 유일하고 교환 불가능한 ‘개인’으로서 인식하였는가에 둘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튜어트와 로건의 설명을 참고해 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은 한 

6) 스튜어트와 로건(1998)에서는 은행,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의사소통을 예로 들어, 
이 경우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역할 – 출납원/고객, 구매자/판매자, 종업원/손님-에 의
거하여 접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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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의 대화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그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모두 관계 중심적 
대화로서 구성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면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경우 그 시작이 ‘사회적~문화적’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문화적~대인적’ 지점으로 양상이 이동하는 경우가 더 흔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관계 중심적 대화는 어느 한 번의 대화 사건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대화 사건 중 일어난 특정 대화 장면만을 지칭할 수도 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대개 대화의 후반에서 이러한 관계 중심적 대화 장면이 나타나리
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3) 관계 중심적 대화의 유형

관계 중심적 대화와 과제 중심적 대화를 구별한 박용익(2001)에서는 그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과제 중심적 대화의 경우 다시 대화 참여자들 간 이해관계
에 따라서 즉, 이해가 서로 부합하는지 혹은 상치하는지에 따라서 상보 대화, 협력 
대화, 경쟁 대화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다시 대화의 대상 혹은 주
제의 성격에 따라 인지적 대화, 실제적 대화, 심정적 대화로 분류된다고 밝히고 있
다.(박용익, 2001: 182~187) 반면에 관계 중심적 대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분
류나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과제 중심적 대화는 의사소통의 목적이 비교적 분명한 대화인 까닭에 그 하위  
분류의 1차적 기준을 대화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에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계 중심적 대화의 분류 기준은 목적이나 이해관계의 차원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전은주(1999: 76)에서는 말하기의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목적, 상황, 참여자 변인이 말하기의 형태를 좌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세 가지 변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본고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의 유형 역시도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
각하였다. 먼저 대화에서의 목적 변인은 앞서 박용익(2001)에서도 분류 기준으로 
삼고 있듯이 목적의 유무라는 차원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 대화의 목적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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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보의 교환, 상대방에 대한 설득 등과 같이 비교적 뚜렷하다면, 이는 과제 
중심적 대화로 볼 수 있고, 반면에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중요할 뿐, 별다른 
목적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는 관계 중심적 대화로 볼 수 있다. 

목적 변인에 따라 과제 중심적 대화와 구별되는 관계 중심적 대화는 두 번째로 
상황 변인에 따라 구별이 가능하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대화를 상황 변인에 
따라 사적인 대화와 공적인 대화로 나누고 있는데, 특히 공적인 대화의 경우 ‘방송 
대담’, ‘회견’, ‘정상 회담’의 세 가지를 예로 들고 있다. 예를 통해 ‘공적인’의 의미
를 역추적해 볼 때, 공적인 대화는 말 그대로 ‘공적(公的)’ 특성 외에도 ‘공식적(公
式的)’, ‘공개적(公開的)’ 특성까지를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 
극히 예외적인 일부8)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계 중심적 대화는 공적인 대화보다
는 사적인 대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상황 변인 역시도 관계 중심적 
대화를 분류함에 있어 유의미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한편, 참여자 변인은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원천이라는 점
에서 매우 유의미한 분류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변인은 특히 관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참여자들 간의 친밀도, 성차, 
연령 또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 등으로 상술할 수 있는데, 이들 세 요소 중, 친밀도
는 비분절적이고 연속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준들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
다. 그러나 친교 관계가 형성되었는가의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역시 이제 
막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대화와 이미 서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로 분절하여 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관계 중심적 대화를 
중심으로 한 대화의 분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공적(公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
런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공식적(公式的)’이라는 단어는 ‘국가적으로 규정되었
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또는 그런 것’ 혹은 ‘틀에 박힌 형식이나 방식에 딱 들어맞는. 또
는 그런 것’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공개적(公開的)’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터놓는. 또는 그런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8) 가령,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개인적인 사생활을 고백하며 대화를 나누
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관계 중심적 대화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화는 전파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공개적’이라는 의미에서의 ‘공적인 대화’
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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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 대화 구면 대화
이성 간 대화 동성 간 대화 이성 간 대화 동성 간 대화

친구 간 대화 유형 (1) 유형 (2) 유형 (5) 유형 (6)
윗사람과의 대화 유형 (3) 유형 (4) 유형 (7) 유형 (8)

<표 4> 관계 중심적 대화의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 관계 중심적 대화의 교육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 자료로 삼
은 대화의 유형은 정확히 말해 위의 분류 중, 유형 (1)에 국한된다. 실상 초면 대
화를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는 유형 (1)~(4)를 두루 살펴보아야 하나, 이럴 경우 
성차, 지위 차를 변인으로 하여 파생되는 대화의 특성까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
로, 본고에서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고에
서 성차 변인을 이성 간 대화로 통제하고, 지위 차 변인을 친구 간 대화로 통제하
여 접근한 것은 어디까지나 앞서 연구 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인위적으로 대
화 자료를 수집하는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료가 한정적이라는 점은 본고가 
짊어지고 가야할 한계이지만, 본고에서는 성차 및 지위 차 변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초면 관계에서 비롯되는 대화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분석함으로
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1.2. 관계 중심적 대화의 본질

대인 의사소통으로서의 대화, 즉 관계 중심적 대화의 본질적 양상을 파악하는 
일은 서로 다른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라는 사건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때 ‘개인’은 앞서 스튜어트와 로건이 말한 ‘유일한 개별자’로서의 대화 참여자를 
가리킨다. 앞서는 ‘개인’이라는 개념을 ‘유일함’, ‘측정 불가능함’, ‘반응함’, ‘사려 깊
음’, ‘응대할 수 있음’과 같은 개인의 특징을 통해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
의 특징들은 개인을 그와 대척점에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구별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개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대화 참여자가 내비치는 ‘개인적’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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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하고 서로 다른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단서를 ‘철
학적 해석학’으로 잘 알려진 가다머(Gadamer)의 논의에서 찾고자 한다. 

가다머는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이상에 위협을 가했던 하이데거의 사상을 계승하
여 이해(Verstehen)라는 사건에 기반을 둔 존재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
가받는 철학자이다. 이때 가다머가 생각하는 이해란 객관 혹은 대상보다 우위에 
서서 그와 대립하는 인간의 주관적인 과정(subject process)이 아니라 인간 자체
의 존재방식 즉, 유일무이한 개별 주체의 존재방식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다머가 
생각하는 이해란 하이데거의 생각을 계승하고 있다.

나는 인간적 실존에 대한 하이데거의 시간적 분석이야말로 이해가 인간적 주
관이 갖는 여러 태도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현존재(Dasein)」 자체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고 믿는다. 내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해
석학」이란 용어도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해란 현존재의 유한성과 역사성으로 
이루어진 인간적 실존의 근본적 운동을 직시하는 말이다. 따라서 그것은……세
계에 대한 경험 전체를 포괄한다. 이해의 운동은 포괄적이면서 보편적이다.(이
한우 역, 1988: 241에서 재인용)

가다머는 이해의 과정을 인간의 자기 이해(혹은 그의 「지평」이나 「세계」)와 
이해되어야 할 것 간의 변증법적인 상호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인간의 자기 
이해란 이미 역사와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해이며 오직 만나게 되는 사상
(事象)을 수용하여 자신의 지평을 확대시켜 가는 존재이다.(이한우 역, 1988: 
267) 즉, ‘이해’는 다른 무언가와의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며, 
현재의 상태에서의 이해는 과거에도 이러한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왔다는 점에서 
‘전통’과 맞닿아 있고, 앞으로도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며 변화해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래와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다머는 말이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단순한 기호나 도구라는 생각에 반대
하고 더 나아가 형식과 내용으로서의 언어와 사상(思想)을 분리하는 것에 반기를 
든다. 가다머에게 있어 언어는 정신이나 마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상황과 존재를 
드러내는 표현이며, 이러한 언어는 사상과 분리될 수 없다. 

생생한 말 속에 살아있는 언어, 즉 텍스트에 대한 모든 이해와 해석자들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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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는 언어는 사고 과정(그리하여 해석)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혼융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언어가 내용적으로 전달해 주는 바를 무시하고서 
언어를 형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언어의 무
의식은 언어의 진정한 존재방식이다.(이한우 역, 1988: 382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가다머가 이해와 인간 존재에 관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때,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일생을 통해 저마다 맞닥뜨리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끊임없
는 변증법적 상호과정을 거치며 각자의 전통과 지평을 넓혀 가는 존재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보면, 개인적 자아는 유일무이하며 교환 불가능한 특징을 지녔다는 
스튜어트와 로건의 설명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지
닌 경험의 총체는 결국 전 생애에 걸쳐 쉴 새 없이 일어나는 변증법적 상호과정의 
산물이므로, 개인이 지닌 경험의 총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증법적 상호
과정을 모두 역추적해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적 자아’는 측정 불가능하다. 

가다머의 논의는 이처럼 스튜어트와 로건이 제시한 개인의 특징을 지지하는 데
서 그치지 않는다. 인간 존재를 이해되어야 할 것들과의 만남을 통한 변증법적 변
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가다머의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본고에서 관심을 두는 관
계 중심적 대화란 결국 인간이 존재하는 모습 혹은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
다. 따라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 존재를 이어가기 위한 변증법적 변화의 과정인 
대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끊임없이 겪어야 하는 삶의 일부이며 자신의 존재를 드
러내는 방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까닭과 마찬가지로, 왜 대화를 나눠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드는 것 역시 무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대화를 통해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하는 것은 피상적인 설명에 불과하며, 굳이 
인간이 대화를 나누는 본질적인 이유를 밝히라고 한다면, 그저 자신의 존재를 영
위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대화를 통해 서로 만남으로써 한
편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켜 나가고, 다른 한편
으로는 자신의 존재 혹은 지평이 제기하는 물음을 통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존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한편, ‘나-너’의 인격적 만남을 역설하는 마르틴 부버의 사상에서는 관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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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화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지향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부버의 사상에서 사
람이 세계를 대하는 태도는 ‘나-너’(Ich-Du)로 표현되는 경우와 ‘나-그
것’(Ich-Es)으로 표현되는 경우로 나뉜다. ‘나-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삶은 타동
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것은 ‘어떤 것(Etwas)’을 대상(對象)으로 
삼는 활동을 가리킨다. 반면에 ‘나-너’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단지 관계(Beziehung)에 들어서 있을 뿐이다. 부버는 ‘나-너’와 ‘나-그것’
의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표재명 역, 1995: 8)

근원어는 존재를 기울여(mit dem Wesen) 말해진다.
‘너’라고 말할 때는 짝말 ‘나-너’의 ‘나’도 함께 말해진다.
‘그것’이라고 말할 때는 짝말 ‘나-그것’의 ‘나’도 함께 말해진다.
근원어 ‘나-너’는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말할 수 있다.
근원어 ‘나-그것’은 결코 온 존재를 기울여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관계 중심적 대화에 적용해 볼 때, ‘너’라고 말할 때 함께 말해지
는 ‘나’는 대화 참여자의 유일한 개별자로서의 모습 즉, 개인적 자아를 뜻하는 것
으로 볼 수 있고, 반면에 ‘그것’이라고 말할 때 함께 말해지는 ‘나’는 교환 가능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모습 즉, 사회적 자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경우의 
‘나’가 이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근거는 ‘온 존재를 기울여 말할 수’ 있는지 없는
지의 차이에 있다. 개인적 자아를 내비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사회적 존
재로서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전인적 모습을 내비치는 일이므로 온 존재를 기울이
는 행위라고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을 ‘그것’ 즉, 교환 가능한 사회적 존재
로서 인식하는 사람은 개인적 자아로서의 ‘나’를 드러낼 수 없으며, 결국 나의 존
재를 드러내는 일은 상대방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함께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스튜어트와 로건, 가다머, 부버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결국 관계 중심적 대화
의 본질은 대화 참여자들이 자신의 전(全) 자아, 즉 자신의 지평을 드러내고 상대
방의 지평을 확인함으로써 서로의 변화와 성장을 꾀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결국, 관계 지향적 대화는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을 상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화하는 행위 자체가 참여자가 인간으로서 실존하기 위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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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수단이며,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화 
속에서 자신의 내밀한 모습을 꽁꽁 숨긴 채 피상적인 모습만을 내비치려한다거나 
타인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사회적 역할에만 기대
어 대화에 임하는 자세는 대화를 통해 어떤 이해(利害)를 추구하려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대화의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관계 중심적 대화의 본질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대화 교육의 일차적 목적이 
대화에 임하는 학습자의 자세와 태도에 놓여야 함을 시사한다. 대화는 본질적으로 
상대방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자신의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평의 확대와 성장의 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화하
면 다음과 같다. 

나 너
나 너

<그림 4> 대화를 통한 지평의 확장 과정

위의 그림과 같이 서로가 전에 만나본 적이 없고, 따라서 지평의 접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나와 너는 대화를 통해 전인적인 만남을 이루면서, 서로의 지평
을 넓혀가는 한편, 서로의 지평이 만나는 접점 역시도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실제의 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지평의 접점 형성이 인지적인 
방식으로도, 정의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의사
소통적 현상의 차원에서 이러한 개별적 지평의 확장과 지평 간 접점의 확장 과정
을 규명하고, 이를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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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중심적 대화의 양상 파악을 위한 이론 틀

본 절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의 양상을 ‘화제 전개’, ‘공감적 상호작용’, ‘함축적 
발화 사용’의 세 가지로 나누어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양상 분석에 적합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화제 전개의 양상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언어
학 연구에서 소개된 ‘화제 전개도 분석’을, 공감적 상호작용 양상 분석과 관련하여
서는 심리학 연구에서 소개된 ‘순환적 공감 모형’을, 함축적 발화 사용 양상 분석
과 관련하여서는 화용론의 고전 이론인 ‘대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우선 본 절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이론의 내용을 소개하고, 경
우에 따라 본고의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변용하였는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자 한다. 

2.1. 화제 전개도 분석

한국어 대화에서의 말차례 체계를 화제 전개와 관련지어 연구한 박성현(2008)
에서는 화제 전개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화제 전개도’를 제시하고 
있다. ‘화제’라는 용어에 대응하는 영문 용어를 ‘topic’으로 보고 있는 이 연구에서
는 대화 분석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화제에 대한 정의는 ‘그것에 대하여 말
하여지는 그것’이며, 이때 말해지는 그것은 하나의 대상(referent)일 수도 있고 개
념(concept)일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화에서의 화제는 하나나 두 개의 
말차례보다는 더 큰 단위를 통해 구해질 수 있다고 밝히는데, 가령 다음 대화 자
료 1~3의 발화 교환에서는 3번의 대화 순서(turn)를 통해 ‘Y의 화장품 케이스’를 
화제로 삼고 있고, 계속 이어지는 4~35에서는 총 32번의 대화 순서에 걸쳐 ‘파우
더’를 화제로 삼고 있다.(박성현, 2008: 135~137) 

S1: 어머 Y 화장품 케이스는 어디 껀데 그렇게 생겼냐?
J2: 코티지 코티
Y3: 예 이거요?
J4: 그거는 저게 진짜 좋은 거야 [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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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5:                           [[아니 이거 아 이거?
J6: 파우더를 있지 [요런 걸 쓰래
Y7:              [[코티분
S8: 코티 걸 [써요?
J9:        [[왜 애들 보통 파운데이션은 뭐 랑콤 이런 걸 쓰잖아
S10: 응
Y11: 페이셜 파우더 그까 [가루루 가루분 쓰라구
J12:                   [[그거는 굉장히 농축되구 피부에 무지 안 좋은게
     무지 안 좋은데 나두 몇 년 전부터 이거 써
Y13: 저 [파운데이션
H14:   [[어떤 건데요 줘봐요
J15: #가루루 된 거 별루 자극두 없구
S16: #오 예에
H17: 가루루 된 거?
J18: 응
S19: 트윈케익 같은 게 아니란 말이지 =
Y20: = 아녜요 =
J21: = 응 그게 트윈케익이 보면 [머리 여기에 제일 나쁘대
Y22:                          [[그깐 화장 말하자면 절차에 따라 다 하는
     거지 밑에 기 그깐 화운데이션 바르구
S23: 파운데이션 있구 그 위에다가 [또 저거
J24:                            [[또 위에다가 분 발르잖아 다들
S25: 응
J26: 근데 그 얇은 분 있지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래
Y27: 그깐 뭐지 그게 컴팩트 [분 말구
S28: 응
N29:                      [[트윈 케익 이런 거
S30: 응
Y31: 이거는 [가루분요
J32:        [[그냥 인제 가루분이라구 [가루분 주세요 그래
S33:                               [[코티 옛날에 코티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 갖구 [하는 그거
J34: [[그게 이거야                   N34: 이게 뭐유 레쎄구나
Y35: [[예 그거예요                   H35: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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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일한 화제를 중심으로 서로 묶어 파악할 수 있는 대화 순서들을 박성
현(2008)에서는 ‘대화장’(Floor)이라 지칭하고 있다. 또한 대화장과 대화장 사이에
서는 각각의 화제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서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앞의 화제와 이후의 화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
우를 화제의 ‘전환’(change)이라 칭하고, 앞의 화제와 관련 있는 화제로 바뀌는 경
우를 화제의 ‘추이’(transition)라 칭하고 있다. 더불어 화제의 추이를 겪는 대화장
들은 더 큰 화제를 중심으로 묶어 파악할 수 있는데 이처럼 하나의 큰 대화장 속
에 화제의 추이를 겪으며 구별되는 작은 대화장들을 ‘하위 대화장’(sub-floor)이라
고 지칭하고 있다. 

화제 전개도는 이처럼 하나의 화제를 중심으로 한 대화장들이 전환과 추이를 겪
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가로로 이어지는 ‘→’는 화제 
전환을 겪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세로로 이어지는 ‘↓’는 화제 추이를 겪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박성현(2008)에서 제시하는 화제 전개도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박성현, 2008: 150~151)

청소
↓

청소와 걸레질
↓

물걸레 청소기
↓

걸레 → 돼지고기
↓

한약
↓

어제, 술 → CJ 환송모임 ⇒ K선생님 → 관악산
↓

관악산 가든
<그림 5> 화제 전개도의 예시(박성현, 2008)

본 연구에서 대화 자료를 관찰한 바로는 박성현에서 제안하는 화제 전환과 화제 
추이는 화제 전개의 양상을 유의미하게 드러내는 데 적절한 구별법이라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구별이 단지 화제가 바뀌는 대목만을 드러낼 뿐, 화제가 더욱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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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전개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포착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생각에서 본 연구는 박성현의 논의에서 제안하는 화제 전환, 화제 추이 외에 
앞선 화제와 이어지는 화제가 각각 일반적 화제와 구체적 화제로서 관련을 맺으며 
이어지는 ‘화제 심화’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제 심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
해 관련성 있는 화제들을 묶어 칭하는 화제장이 보다 일반적 성격의 화제장과 구
체적 성격의 화제장으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화제장의 경우
에도 그 수준을 가장 하위의 제1수준에서 최상위의 제3수준까지로 나누어 파악하
고자 하였다. 

2.2. 공감적 상호작용 모형

바렛-레너드(1981)는 상담자과 피상담자의 관계에서 공감이 나타나는 상황을 
5가지의 단계로 파악하고, 이들 단계가 순환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제
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순환적 공감 모형의 1단계는 공감적 주의집중(empathic 
set)으로서, 이는 피상담자가 자신의 경험, 기대, 믿음 등을 표출할 때 청자의 위
치에 머물러 있는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경청함으로써 공감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
이다. 2단계는 본격적인 공감이 시작되는 국면으로서, 피상담자가 표현한 바를 듣
고 상담자에게서 공감적 반향(empathic resonation)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3단계
는 상담자가 자신이 공감적으로 느낀 바를 표현하거나 보여 주는 단계이다. 4단계
는 피상담자가 상담자의 공감 표현에 경청하고 지각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5단계
는 피상담자가 자신이 지각한 바에 대하여 다시 상담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
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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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공감적 

주의집중 공감적 반향 공감 표현 공감 수용 피드백
공감 과정이 

일어나기 위한 
사전 조건

공감의 
제1국면

공감의 
제2국면

공감의 
제3국면

공감의 
제1국면 반복

<표 5> 공감의 5단계(바렛-레너드, 1981)

순환적 공감 모형의 5단계 중,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수단을 통한 표현의 과정
이 나타나는 단계는 3단계와 5단계이다. 3단계는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자기 표현
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한 결과를 가시적 반응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며, 제5단계는 
다시 피상담자가 상담자의 공감 내용을 듣고 자기표현을 계속 이어나가는 단계라
고 할 수 있다. 한편, 1단계, 2단계, 4단계는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내면에서 진행
되는 비가시적 수용과 이해의 단계로서, 1단계와 2단계는 5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상담자의 자기표현에 대해 상담자가 내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이며, 4단계는 3단
계에서 이루어진 상담자의 자기표현에 대하여 피상담자가 내적 수용과 이해를 기
하는 단계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순환적 공감의 5단계를 대화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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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아표현

④ 공감 표현
 ② 공감적 주의 집중

 ③ 공감적 반향⑤ 공감 수용
⑥ 피드백

 ⑧ 공감적 반향⑨ 공감 표현⑩ 공감 수용

 ⑦ 공감적 주의 집중

피상담자 상담자

시간의 
흐름

<그림 6> 상담 대화 상황에서의 공감적 상호작용 모형

이상에서 소개한 바렛-레너드의 순환적 공감 모형은 실제 대화의 상황에서 대
화 참여자들 간에 공감이 형성되는 과정과 공감이 얼마나 더 많이 혹은 적게 이루
어졌는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점이 많다. 우선, 바렛-레너드의 모형은 공감의 
과정에서 그 경계를 구별하기 어려운 인지적 국면과 정의적 국면을 따로 나누어 
접근하지 않는다. 박성희(2004)에 따르면 공감에 인지적ㆍ정의적인 두 요소가 포
함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학자들 대개가 동의하고 있지만 각자의 의견과 입장에 따
라 혹은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기도 하고, 혹자는 정서적 요소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까닭은 실상 공감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현상이 인지적ㆍ
정의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바렛-레너드의 모형은 인지적ㆍ정의
적 요소를 나누고자 하는 시도에 동참하는 대신 이를 공감이 일어나는 과정을 단
계로 나누어 파악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점을 제공한다. 

또한 바렛-레너드의 모형은 공감의 과정을 일정한 단계가 순환되는 것으로 파
악하며, 또한 이러한 순환은 연이어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
서 순환적 공감 모형은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공감이 형성되는 정도를 외현적 현
상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해 준다. 즉, 공감의 단계가 순환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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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공감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
게 해 준다. 

그러나 순환적 공감 모형은 어디까지나 상담 대화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공감의 
양상을 준거로 하여 고안된 것이다. 상담 대화의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인 상담자
와 피상담자는 자신이 속한 역할에 충실하여 대화를 나누게 된다. 즉, 피상담자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표현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된
다면, 상담자는 자신에 관한 자아 표현을 자제하고 피상담자가 말하는 내용을 경
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을 시도하게 되는 것
은 상담자 쪽이다. 이런 까닭에 위의 <그림 5>를 보면, 상담자의 내면적 과정에
서는 ‘공감적 주의 집중’과 ‘공감적 반향’의 과정을 세심하게 분리하여 공감이 일어
나는 과정을 제시한 반면, 피상담자의 내면적 과정에서는 상담자가 공감한 바를 
피상담자가 단순히 수용하는 ‘공감 수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관계 중심
적 대화에서는 대화 참여자 모두가 공감의 주체임을 감안하여 공감적 상호작용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① 자아표현
④ 공감적 반응
/공감적 자아표현

 ② 공감적 주의 집중

 ③ 공감적 반향 ⑤ 공감적 주의 집중
⑦ 피드백/공감적 반응

/공감적 자아표현

 ⑨ 공감적 반향 ⑪ 공감적 주의 집중

 ⑧ 공감적 주의 집중

제1 대화 참여자 제2 대화 참여자

시간의 
흐름  ⑥ 공감적 반향

⑩ 피드백/공감적 반응
/공감적 자아표현

<그림 7>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의 공감적 상호작용 모형

위의 그림에서 제안한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의 공감적 상호작용 과정을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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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
…

공감 촉발 공감 표현 공감 확대

제1 대화 
참여자 자아 표현 주의 집중, 

반향
(피드백),

(공감적 반응),
공감적 자아 

표현
의사소통의 

방향 ↓ ↑ ↓

제2 대화 
참여자

주의 집중, 
반향

(공감적 반응),
공감적 자아 

표현
주의 집중,

반향

<표 6> 일상 대화 상황에서의 공감적 상호작용 과정

제1단계인 ‘공감 촉발 단계’는 제1 대화 참여자에 의해 최초로 자아 표현이 이
루어지고, 제2 대화 참여자가 이에 경청하며 공감적 반향을 일으키는 단계이다. 
공감 촉발 단계는 공감적 상호작용이 최초로 시작되는 단계로서, 청자의 공감을 
얻기를 바라는 화자의 기대와 화자의 자아 표현에 대해 기꺼이 공감하고자 하는 
청자의 공감적 태도가 만나 공감을 위한 저변이 마련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2단계는 ‘공감 표현 단계’로서 제1 대화 참여자의 자아 표현에 공감적 반향을 
일으킨 제2 대화 참여자가 자신이 공감한 바를 그대로 표현하거나(공감적 반응), 
자신이 특별히 제1 대화 참여자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던 까닭이 되는 유사한 자
신의 경험담 따위를 표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는(공감적 자아 표
현) 단계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제1 대화 참여자는 앞선 단계에서 제2 대화 참여
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적 반향을 일으키고자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제3단계는 ‘공감 확대 단계’로서 특히 제2 대화 참여자가 공감적 자아 표현을 
하였을 경우에 수반되는 단계이다. 공감적 자아 표현은 한편으로는 최초 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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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표현에 대한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화자가 
최초 화자의 자아 표현에 대해 수동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새로
이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아 표현에 대해 최초의 화자였던 제1 대
화 참여자는 상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공감적 주의 집중과 공감적 반향을 거쳐야만 
한다. 그리고 반향의 결과를 새로이 표현해야만 하는데, 이때 제1 대화 참여자의 
선택지는 세 가지이다. 우선, 상대방이 공감했다고 믿고 표현한 바가 최초 화자인 
자신이 표현한 바를 올바로 이해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
다.(피드백) 두 번째는 상대방의 새로운 자아 표현에 대해 청자의 입장에 놓인 제
1 대화 참여자가 공감한 바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공감적 반응) 마지막 
선택지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공감한 바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내놓은 것처
럼 제1 대화 참여자 역시 새로운 자신의 경험에 대한 표현으로 적극적 공감대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공감적 자아 표현) 

<표 6>과 관련하여 부연하여 설명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제2단계와 3
단계에서 ‘피드백’과 ‘공감 표현’을 괄호로 표시한 점이다. 괄호로 표시된 행위는 
해당 단계에서 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를 선택했을 시 
공감적 상호작용의 순환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실제 대
화의 과정을 관찰한 결과 확인되었다. 먼저 2단계에서 제2 대화 참여자가 그저 수
동적으로 자신이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했다는 반응만을 보일 경우, 제1 대화 참여
자가 해당 화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워진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청자가 고개 끄덕임과 같은 몸짓 언어로 공감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만약 제1 대
화 참여자가 아직 화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내용이 남아 있다면 공감적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도 자아 표현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으나, 더 이상 이어갈 내용이 
없다면 몸짓 언어를 통한 화자의 공감적 반응은 해당 화제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
용을 끝맺고자 하는 의도로까지 비칠 수 있다. 따라서 제2 대화 참여자가 상대방
과의 공감대를 계속해서 형성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공감한 바와 관련하여 
자신에 관하여 새로이 표현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저 소극적인 공감적 반응을 
선택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적 자아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공감적 상호
작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데 유리하다.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 제1 대화 참여자도 공감 표현보다는 공감적 자아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상호작용을 이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3단계에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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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참여자는 공감 표현, 공감적 자아 표현 외에도 ‘피드백’을 선택할 수 있다. 여
기서 피드백이란 앞서 제2 대화 참여자가 보인 공감 표현 혹은 공감적 자아 표현
이 실제 자신이 애초에 표현한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했는지에 관하여 평가를 
내리는 일이다. 특히, 실제 대화의 상황에서 피드백이 나타나는 경우는 앞선 화자
가 올바로 공감했을 때보다는 잘못된 공감을 보였을 경우이고, 이에 따라 실제로 
피드백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 평가나 공감 내용에 대한 교정이다. 이
러한 부정적 피드백은 공감 표현과 마찬가지로 공감적 상호작용을 중단되도록 만
드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공감적 반응의 수동성으로 인한 상호작용 중단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실제로 상대방이 자신이 말한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
된 공감을 보일 경우, 이를 지적하고 교정하지 않고서는 공감적 상호작용이 이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 피드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6>에 대한 부연 설명의 두 번째는 제3단계 이후를 점선으로 표시한 까닭
이다. 대화 참여자들의 공감적 상호작용이 1~3단계를 거치고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경우, 이후의 과정은 표현하는 이와 수용하는 이만 달라질 뿐, 3단계와 동일한 양
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제2 대화 참여자는 자신이 반향을 일으킨 바
를 다시금 피드백, 공감적 반응, 공감적 자아 표현 등으로 내어 놓게 되고, 특히 
공감적 자아 표현이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제1 대화 참여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화
자의 표현에 대하여 공감적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3단계 이후의 상호작용
이 얼마나 더 진행되는가에 따라 공감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정도를 판단해 볼 
수 있다. 애초에 순환적 공감 모형이 공감의 과정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지점이 바
로 이 대목이다. 공감이 순환적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단순한 동심원으로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서 반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순환이 반복
될수록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더 커지고 관계의 친밀함 역
시도 더욱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순환적 공감 모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대화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3단계 이후의 순환이 몇 차례 
반복되어 나타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참여자들이 대화를 통해 얼마나 공감대를 형
성하고, 관계를 증진하고 있는가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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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화 함축

의사소통은 머릿속에서 생각해 낸 것을 만족스럽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100% 전부 말로 표현
하지 않고 적당한 부분은 듣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경우도 있다. 
청자의 입장에서도 화자의 말에 직접적으로 표현된 뜻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겉
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그 이면에 전달되는 의미까지를 확인해야 할 때가 많다.(이
성범, 2001: 21~22) 화용론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대화 함축’(conversation 
implicatur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때 ‘함축’이란 표현하는 사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며, 청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처럼 함축적으로 전달되는 발화 
의미는 ‘추론’(interence)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레빈슨(1983)에 따르면 대화 함축의 개념은 그라이스(Grice)에 의해 처음 제안
되었다. 그라이스는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언어 사용의 지침을 ‘협력의 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라고 명명하고, 네 
가지의 기본 대화 격률(maxims of conversation), 즉 언어의 효율적인 사용을 기
저로 하는 일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레빈슨, 1983: 101~102)

■ 협력의 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
대화가 일어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이 요구하는 만큼 기여하라.

○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당신의 기여가 진실할 수 있게 하라, 구체적으로:
(ⅰ)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
(ⅱ)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

○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ⅰ) 현재 교환의 목적에 요구되는 만큼 정보적으로 기여하라
(ⅱ) 요구되는 것보다 많이 정보적으로 기여하지 말라

○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당신의 기여가 관련 있게 하라

○ 방법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명료하게 하라 구체적으로:
(ⅰ) 모호성을 피하라
(ⅱ) 중의성을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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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간략하게 하라
(ⅳ) 질서 있게 하라

이러한 대화 격률들은 간단히 말해 대화 참여자는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면서, 진실하게, 전후 관계에 맞도록 간단, 명료하게 말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러한 견해는 철학자의 이상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실제로는 아무도 언제나 
이처럼 말하지는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그라이스는 대부분
의 일상 대화에서 실제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간혹 겉으로 보기에
는 화자가 이러한 원칙을 지켜 대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청자는 이 원칙이 보다 깊은 층위에서 지켜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화자가 표면적으로 격률을 어기고 있는 까닭을 추론한다고 설명한다. 다음의 예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레빈슨, 1983: 102)

A: Where’s Bill? (빌이 어디에 있죠?)
B: There’s a yellow VW outside Sue’s house 
    (수의 집 밖에 노란색 VW가 있습니다.)

표현된 그대로만을 가지고 볼 때, B의 대답은 A의 질문에 대하여 최소한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쩌면 A는 B의 대
답이 엉뚱한 이야기라고 여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라
면 A는 B가 자신의 질문에 협력적으로 대답하리라고 믿고 B의 대답이 엉뚱하게 
들리는 까닭을 자신의 배경지식 부족에서 원인을 찾고자 할 것이다. 가령, ‘아마도 
노란색 VW는 빌의 자동차일 것이다’, ‘수는 빌이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등의 
정보를 추론하여 ‘B는 빌이 지금 수의 집에 있다고 말하려는 것이다’라고 판단하
게 될 것이다. 더불어 A는 B가 좀 더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대신에 
이와 같이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추론하도록 유도한 까닭을 찾고자 할 것이다. 가
령, ‘빌이 수와 만나는 것을 반대하는 빌의 엄마가 현재 A와 B 근처에 있다’는 등
의 상황 정보까지도 확인하거나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화 함축은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대화의 격률을 준수하였다
고 여기기를 의도하면서 발생시키는 표준 함축(standard implicature)과 대화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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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어기고 있으나 적어도 협력의 원리를 기저에서 지키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
기를 의도하면서 발생시키는 비표준 함축9)으로 구별된다. 한편, 특별한 맥락
(context) 또는 대본(scenario)을 필요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함축(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과 필요로 하는 특정 함축
(particularized implicature)으로 구별된다. 레빈슨(1983)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
과 같은 함축의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대화 함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
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화 격률에 대한 
화자의 태도

맥락 의존성 여부
표준 함축

(standard implicature)
비표준 함축

(non-standard implicature)

일반 함축
(generalized implicature) 유형 (1) 유형 (2)

특정 함축
(particularized implicature) 유형 (3) 유형 (4)

<표 7> 대화 함축(conversation implicature)의 유형

위의 유형(1)~(4)를 레빈슨이 제시한 사례들 가운데서 찾아 대응시켜 보면 다
음과 같다. 

9) 사실, 레빈슨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표준 함
축’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표준 함축’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이해윤 역(2009), 황
(Huang)의 『화용론』에서는 이를 표준 함축과 비표준 함축을 각각 ‘준수된 대화 함축’과 
‘무시된 대화 함축’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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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함축의 유형 사례

유형 (1)
John has three cows. 
(존은 소를 세 마리 가지고 있다.)
+> John has only three cows and no more. 
    (존은 세 마리의 소만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유형 (2) War is War. (전쟁은 전쟁이다.)

유형 (3)
A(to passer by): I’ve just run out of petrol.
((행인에게): 연료가 지금 막 다 떨어졌어요.)
B: Oh, there’s a garage just around the corner.
(오, 그래요 모퉁이를 돌아가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유형 (4) 
A: Let’s get the kids something.
(아이들에게 뭐 좀 사다 줍시다.)
B: Okay, but I veto I-C-E-C-R-E-A-M-S.
(좋아요, 하지만 I-C-E-C-R-E-A-M-S는 안돼요.)

<표 8> 대화 함축의 유형별 사례

이와 같은 유형 (1)~(4)의 대화 함축 가운데 본고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유형 (4)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우선, 유형 (1)과 유형 (2)는 구어 의
사소통으로서 대화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발화될 수 있는 함축의 유형들이다. 가령 
‘존이 소를 세 마리 가지고 있다’는 말이 ‘존은 소를 세 마리 가지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없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은 함의(entailment)처럼 논리적으로 필연
적이지는 않지만10) 실제 상황에서는 그 함축적 의미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기 때문에 교육 대상으로서 논의할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유형 (2)의 경우 은
유와 같이 매우 특별한 표현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로서, 문학적 표현에 익숙한 사
람들이라면 그것이 대화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고도 쉽게 의
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0) 가령 ‘존이 소를 세 마리 가지고 있다’는 말은 ‘존이 소를 두 마리 가지고 있다’는 의미

를 반드시 참이 되게 만들며, 이처럼 반드시 참이 되는 의미가 ‘함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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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형 (3)의 경우 대화에서는 ‘생략된 표현’, ‘지시적 표현’ 등을 통해 매우 
흔히 발생하는 함축에 해당한다. 유형 (3)과 같은 함축적 발화가 흔히 나타나는 
원인은 스퍼버와 윌슨(1986)의 적합성 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발화의 적합성은 그 발화가 가져올 맥락 효과에 비례하는 반면, 그 발화를 
해석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처리 비용에 반비례하므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
다.(이성범, 2001: 252~253에서 재인용)

R(elevance)
E(ffects)

C(osts)
=

<그림 8> 발화의 적합성 산출 등식
  
위와 같은 등식을 함축적 발화 사용 양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대화 참여자

들은 동일한 발화 의도 혹은 발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가급적 최소한의 표현만 
사용하여 자신의 발화가 대화 속에서 적합하게 기여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사전 지식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생략하거
나 지시어와 같은 대용적 표현으로 짧게 표현하는 일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서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대화 중 함축적 발화
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서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까닭에 특정 함축을 보이는 
발화의 사용이 자주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유형 (3)과 같은 함축은 대부분의 경우에 성공적으로 소통되며, 사람들은 
그러한 발화가 함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받아들
인다. 그러나 이 유형의 함축이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가령, 화자는 자신이 함축적 발화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맥락을 청자도 공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지만, 청자가 그러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지 
않거나 함축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적절한 단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함축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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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④ 56~60]
56 F: 생각보단 좀 고집 있어 보이는데
57 E: 뭐가?
58 F: 고집 있어 보인다고
59 E: 아 안경 벗으니까
60 F: 응

위에서 강조 표시한 순서 56의 발화는 ‘생략된 표현’을 통해 ‘안경 벗으니까 너
의 인상이 생각보다는 고집이 있어 보인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발화 교환 중 E와 F는 계속해서 E가 안경을 벗고 렌즈를 낀 사건을 중심으로 대
화를 진행해 왔으므로 F는 발화된 문장의 주어인 ‘렌즈 낀 너의 모습’을 생략하더
라도 맥락에 기대어 상대방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E는 F의 기대와 달리 이러한 함축적 의미를 순서 57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형 (3)과 같은 함축적 발화의 소통이 언제나 성공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
이기는 하지만, 실상 대화 중 함축적 발화의 사용은 그 의미 전달과 소통이 실패
한다고 하여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는 일이 드물다. 위의 발화 교환에서도 나타나
듯이 대화 참여자들은 함축적 발화의 의미 전달 및 이해의 실패를 질문-대답과 
같은 추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유형 (3)의 함축적 발화가 실제로 초면 대화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나지 않
는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 관심을 둘 뿐, 그것의 사용 양상에 특별히 관심
을 두지 않고자 한다.

그러나 유형 (4)에 해당하는 함축적 발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르다.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서는 서로에 대해 아는 바가 충분한 까닭에 그러한 
사전 지식을 맥락적 단서로 활용한 특정 함축의 사용이 자주 나타나고 그러한 가
운데 대화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유형 (4)와 같은 발화의 사용도 부담 없이 
등장하기가 쉽다. 그러나 초면 대화에서는 서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여 애
초에 특정 함축 발화를 사용하기 어렵고, 여기에 대화의 격률까지 의도적으로 어
김으로써 청자의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유형 (4)와 같은 함축적 발화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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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사용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면 대화에서는 참여자들
이 유형 (4)와 같은 함축적 발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고에서는 유형 (4)와 같은 함축적 발화 사용의 이유가 
‘지평의 접점 확인’에 있다고 보았다. 유형 (4)의 발화를 사용하는 화자는 비록 소
통에 실패할 수는 있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접점이 있다고 믿는 
바가 확실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청자 역시도 자신의 추론이 정확한 것으
로 드러날 때 이러한 접점을 확인함으로써 유쾌해질 수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
러한 경우 ‘서로 통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유하고 있는 단서를 적절
히 활용하는 유형 (4)와 같은 함축적 발화의 사용은 참여자 서로 간의 이해 지평
을 형성ㆍ확대해 가야 하는 대화의 특성상 이미 형성되었으리라 짐작되는 지평의 
접점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한 전략적 언어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
서는 초면 대화 중 이러한 함축적 발화의 사용이 어떤 종류의 맥락적 단서를 활용
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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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초면 대화에서의 관계 중심적 대화 양상 분석

3장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의 장면 중,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한 초면 대
화의 실제 양상을 앞서 소개한 이론적 논의를 차용, 변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화
제 전개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초면 대화의 참여자들의 화제 선택, 도입 
및 전개의 과정이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참여자들의 관계 특성과 어떻게 관련을 
맺으며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한편, 그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대화 
전략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감적 상호작용의 양상 분석에서
는 초면인 참여자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며 공감대를 형
성하고 있으며, 역시나 이를 위해 어떠한 전략적 언어 사용의 모습을 보여 주는지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함축적 발화 사용의 양상은 앞선 두 양상과 달리, 일반적으
로 대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함축적 발화 사용이 초면 대화 상황에서는 어떤 제약
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초면 대화의 특징적 의사소통 양상이 참여
자 간 정보 공유의 부재와 관련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 화제 전개의 양상

화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프라그 학파의 학자들이다.(민
현주, 1995: 17)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화제란 “to say something about 
something"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때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하는 앞의 
something이 레마(rheme)이고, 말해지는 대상이 되는 뒤의 something이 테마
(theme) 즉, 화제가 된다. 

민현주(1995)에서는 이러한 프라그 학파의 ‘테마-레마’ 개념에 대한 다양한 언
어학자와 국어학자들의 해석을 고찰하고, 담화 상에서의 화제란 반드시 대화 참여
자가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이기만 하지는 않음을 명확히 밝히며 담화 상에서의 
화제를 ‘생략과 대용을 통해 전체 담화를 지배하는 지배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화제의 성격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민현주, 1995: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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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제는 담화상의 개념으로 담화에서 ‘대하여성(aboutness)’의 의미를 갖
는다. 즉 담화의 다른 요소들은 그것에 대해 논하도록 짜여진다. 그리고 화제는 
담화의 응집성을 유지시켜 주는 지배적 정보이며 생략과 대용이 가능하다는 특
성을 지닌다. 이러한 생략과 대용이 가능한 이유는 문맥에서 자주 언급되는 정
보이기 때문이다. 화제를 나타내는 특별한 문법적 표지는 없는 것으로 보며, 문
두성11) 역시 화제의 특성으로 보지 않기로 한다.

모든 의사소통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는 하나 주로 문어적 의사소통을 지
칭하는 담화(discourse)가 아닌 구어로 이루어지는 대화(conversation)를 연구 대
상으로 하고 있는 박성현(2008)에서는 화제를 ‘그것에 대하여 말하여지는 그것’이
라 지칭하면서 이때 ‘그것’은 하나의 대상(referent)일 수도 있고 개념(concept)일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대화상에서의 화제는 하나나 두 개의 말차례보다는 
더 큰 단위를 통해 구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12) 

화제에 관한 이상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점은 담화 혹은 대화 
내에서 결과적으로 말해진 ‘그것’을 화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글로 
쓰이거나 구두로 발화된 결과물로서의 담화 혹은 대화를 대상으로 언어학적 분석
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타당하게 보일 수 있으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여 대화의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사람들이 왜 그것에 관하여 대
화를 나누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즉, 전사된 대화에서 무엇이 화제로 나타났
고 어떻게 화제가 변화해 가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왜 그 화
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는 것이다. 본고에서 대화상의 화제를 분석하는 것 또한 ‘사람들이 왜 그 화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고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화제를 중심으로 공유 기반을 확충하였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공감적 순환으로 나아갔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로 대화 중의 화제 
전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1) 화제가 문두에서 보조사 ‘는’을 표지로 하여 나타난다는 형식 문법에서의 논의를 말함.
12) 상세한 논의는 박성현(2008), 135~156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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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제 전개 양상 분석

(1) 자료 ①의 화제 전개도 분석

자료 ①은 남자 대학원생 A와 여자 조교 B가 나눈 대화이다. 두 사람은 모두 
같은 대학교의 사범대학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으며 오고가다 서로의 얼굴을 본 적
은 있으나 대화를 나눠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의 대화에 나타난 화
제 전개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인사(1, 2) 
    ⇓
A와 B의 섭외 계기, 소개자의 관계(3~9) ≫ 밥과 인간관계(9~13) ⇒ B가 하는 일(13~20) ⇒ 대학

원 생활의 어려움(21~25) ⇒ A의 지도교수(26~31)
                                       ⇓
                            A와 소개자의 친분(36~39) 
                                       ⇓
                          [{A가 학교에 머무는 장소(40~41) ≫ A의 연구소 위치(42~45) ⇒ A

의 교수님 연구실 위치(46~47)} ⇒ {B의 교수님들의 과사 및 연구실 방문 빈도(47~52) ≫ B의 학과 
연구실 위치 및 장단점(53~58)}]

          ⇓
{B의 늦은 졸업과 이유(59~64) ≫ 해외 연수(65~72) ⇒ 국어교육과 학생들의 복수전공 현황

(73~87)} ⇒ [불어교육과 출신 국어교육과 대학원 재학생들(88~106) ⇒ {불어교육과 박XX, A가 알
게 된 계기(106~109) ⇒ A의 여자친구 외모에 대한 박XX의 평가(110~121)}] ⇒ A의 여자친구
(122~137) 

   ⇓
{A의 대학원 공부 계획(138~143) ⇒ A의 과거 교사 지망 여부(144~145) ⇒ A의 대학 졸업과 대

학원 진학 간 간격, 바닷가 여행(146~149) ⇒ A의 휴식 없는 삶(150~162) ⇒ A의 지도교수 근황과 
A의 방 근무 일수 증가(163~168)} ⇒ B의 출근 시간과 지각(168~172) 

                                            ⇓
                                계란말이 김밥의 맛(175~179) ≫ 김밥집의 분위기, 운영방식, 위치

(180~198) ⇒ {A가 사는 곳의 위치(199, 200) ⇒ 낙성대 지에스마트(200~210) ⇒ A의 서울에서의 자
취(211~213)} ⇒ [B의 통학과 자취(214~219) ⇒ A의 옛날 여자친구와 동인천, OO여고, B와의 공통점
(220~229) ≫ B와 A의 옛날 여자친구의 면식 여부(230~245) ⇒ 서울-동인천 간 통학시간(24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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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인사를 제외했을 때, 위 대화에서는 총 32차례의 화제 이동 중, 5차례의 화
제 전환, 20차례의 화제 추이, 7차례의 화제 심화를 보이며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
를 한 번의 화제 변화 기회에서 나타나는 각각이 나타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하
나의 화제가 화제 전환을 일으킨 비율은 0.16, 화제 추이는 0.63, 화제 심화는 
0.20의 수치를 나타내 화제 추이의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화장 형성의 양상은 총 33개의 최소 단위 화제가 제1수준 대화장을 6번(밑줄로 
표시), 제2수준 대화장을 7번(중괄호로 표시), 제3수준 대화장을 2번(대괄호로 표
시)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①의 대화에서 화제 추이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 까닭은 대화 참여자인 
A와 B가 탐색적 질문을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순서 175~253에서 일어난 총 6번의 화제 추이 중 3번은 각각 다음
과 같은 탐색적 질문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199 B: 그쪽 부근에 사세요?

211 B: 음 아 처음 입학하시자마자 계속 혼자 사셨어요?

214 A: 어 집 서울이세요?

이상의 탐색적 질문들은 앞선 발화 교환 중 상대방이 노출한 정보를 토대로 상
대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들이다. 이상의 발화들이 적
절하고 효율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까닭은 당면한 발화 교환 속 화제와의 관련성
을 염두에 두며 화제를 설정하여 정보를 탐색함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①에서의 대화 참여자들이 실제로 정보 탐색에 무게를 두면서도 자연스럽
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대화장 형성 빈도가 전체적으로 낮은 점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비교적 대화장이 활발하게 형성된 순서 175~253의 발화 교환
에서는 비록 그것이 연속성을 잃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전체를 단
일한 대화장으로 묶기는 어렵다. 순서 175~198은 제1수준에서 ‘계란말이 김밥과 
김밥집’을 화제로 삼고 있고, 순서 199~213은 제2수준에서 ‘대학교 주변 동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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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환경’을 화제로 삼고 있으며, 순서 214~253에서는 제3수준에서 ‘인천과 서
울 간 통학 거리’를 화제로 삼아 각각 다른 수준에서 형성되고 서로 무관한 화제
장들이 전체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연속된 발
화 교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장이 단일하게 묶이지 않고 있는 까닭은 대화 참여자
들이 특정 화제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 탐
색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서 214~253에서는 최상위의 대화장으로서 ‘인천과 서울 간 통학 거리’
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A의 옛날 여자 친구’라는 작은 대화장이 중간에 삽입되어 
등장하는 형태로 발화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A의 옛날 여자 친구’가 중
간에 등장하게 된 것은 인천에서부터 먼 거리를 통학하였던 B의 경험담을 듣고 A
가 옛날 여자 친구를 집에 바라다 주느라 서울과 인천을 왕래하였던 자신의 경험
을 이야기함으로써 B의 말에 공감적 반응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A의 옛날 여자
친구와 B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데서 비롯한다. 

220 A: 나와 사니까 좋으시죠 저 인천에 옛날 여자친구가 인천 살아가지고
                                                                 (B:아)
        많이 갔는데
221 B: 인천 너무 멀지 않으세요? 다니기?
                            (A:네)
222 A: 네 그 막 데려다주는데도 막 엄청 멀고 
223 B: 음 여러번 갈아타야 되고
224 A: 제 여자친구가 동인천 살았거든요? 
225 B: 아 그래요? 저도 동인천 사는데
              (A:예)
226 A: 아 동인천 요즘 [옛날에 언제 언제
             (B:예)(B:[[옛날에 어)
227 B: 그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동인천 살았었다는 거죠?
228 A: 아니요 옛날에 [저 요번에 전에 사던 여자친구가요 동인천 살 때
                  (B:[[아 옛날 여자친구가요?)
       OO여고 나왔어요 옛날 여자친구   
229 B: 저도 OO여고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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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대화의 양상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대화의 본질이 참여자 간 지평의 
접점을 형성ㆍ확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화 참여자들이 대
화의 흐름 속에서 ‘인천과 서울 간 통학 거리’라는 화제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A의 옛날 여자 친구’라는 대화장을 중심으로 긴 발화 
교환을 나누게 되는 것은 서로가 이미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대화 참여자들은 새롭게 
정보를 공유해 나가야 하는 ‘인천과 서울 간 통학 거리’라는 대화장을 잠시 보류하
고 이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된 ‘A의 여자 친구’라는 대화장을 먼저 
다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자료 ②의 화제 전개도 분석

자료 ②는 어느 여자 대학원생과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여자 대
학원생인 참여자 C는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학교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이며,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학부 때 음대에서 가야금을 전
공했으나 대학원에서 전공을 영어교육으로 바꾼 상황이다. 한편, 고등학교 남자 교
사인 참여자 D는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는 대학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
고, 현재 서울 시내에 소재한 한 외고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 중이다. 이들의 대화 
속 화제 전개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인사(1, 2)
    ⇓
소개자와의 관계, 섭외 계기(3~5)
    ⇓
인사(6, 7)
    ⇓
D의 졸업 학교, 현재 직업(10~12) ⇒ 선생님인 D가 방학이라서 좋은가의 여부(13~20)
                                                 ⇓
                                      D의 사는 곳 위치(20) 
                                                 ⇓
                                     C의 소속, 하는 일(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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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의 담당 과목(23~25)
                                                 ⇓
                                        {C의 학부 전공(26, 28) ≫ 전공을 바꾼 C에 대한 사람들

의 반응(29~35) ≫ D가 전공을 바꿔 대학을 옮긴 경험과 사람들의 반응(36~39) ≫ C와 D가 겪은 사
람들의 반응과 D의 대처 방식(40~50)}

              ⇓
        C의 이름(51~53)
              ⇓
   현재의 분위기에 대한 C의 생각(54, 55)
              ⇓
   D가 오늘 학교에 온 이유(56~61)
              ⇓
   {C의 남은 대학원 학기(62~65) ⇒ C가 계속 공부할 것인지의 여부(66~68)} ⇒ 교사의 대학원 

진학(69~79) ≫ 사립학교에서 교외 활동의 어려움(80~82) ⇒ {D의 근무 학교와 위치, C가 사는 동네
(83~89) ≫ C의 사는 동네와 대학 간 교통 불편(90~108) ≫ D의 출퇴근 교통편(106~111) ⇒ 동네
에 대한 D의 인식(112~127)} ⇒ D의 많은 나이(128~139) 

                                          ⇓
                              C와 D의 섭외 과정(140~150)
                                          ⇓
                              {D가 방학 때 한 일(151~157) ⇒ 수업하는 일에 대한 D의 생각

(158~160) ≫ D의 근무 학교 학생들의 실력과 분위기(161~183) ≫ 학생들이 학원 위주로 생활하는 
일반 학교의 분위기(184~189)}

         ⇓
많이 쏟아지는 눈(190~192)
         ⇓
예전과 달라진 대학 풍경에 대한 D의 생각(192~198) 
         ⇓
{C가 대학 때 전공한 악기(199~207) ⇒ 음악 선생님 임용(208~215) ≫ D의 학교 음악 선생님의 

편한 삶, 국영수 교과의 어려움(216~229) ⇒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과정 편성 방식(230~245)}
                                                       ⇓
                                          {C와 D가 느끼는 영어의 어려움(246~249) ⇒ 국어교

육의 어려움(250~259) ⇒ 어렸을 적 뉴질랜드에 살다 온 아이에 대한 부러움(260, 261)}
                                       ⇓
                     녹음 상황과 대화를 주제로 한 논문 쓰기(26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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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의 대학원 친목 생활, 산행(283~285) ≫ C의 영교과 워크샵 경험

(286~298) ⇒ C와 음대 출신들의 음주(299~311) ⇒ 영교과 워크샵의 분위기(312~325)} ⇒ {D의 
학교 국어과의 분위기 및 친목(326~338) ⇒ 교사에게 있어 개방적 성격과 교류의 중요성(338~341) 
≫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D의 친구들(342~344)}]

         ⇓
{점점 많이 쏟아지는 눈, 약속 날짜 선정의 불운(345~352) ⇒ C의 귀가 시 교통 불편과 이를 몰라

주는 가족들(352~358)} ⇒ {C의 가족 관계(359~362) ≫ 두 자녀 중 막내에 대한 가족의 대우
(363~369) ⇒ 첫째처럼 대우받지 못한 D의 성장 과정(369~375) ≫ D의 여동생들(376~403) ≫ 경제
력과 성실함의 관계(403~406)} ⇒ 로또(407~414) ≫ 연금복권의 장점(415~419) ≫ D의 연금복권 
당첨 경험 및 기대감(420~438)

         ⇓
[{D의 개학, 개학날 분위기(439~442) ⇒ 사립학교 회식 분위기에 대한 편견(443~457) ⇒ D의 학

교에서 술 마시는 시간대(458~461)} ⇒ 낮술 후 귀가시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462~470) ≫ 학교에
서 집까지의 비싼 택시 요금(471~480)]

         ⇓
마무리(481~489)

첫 인사와 마무리를 제외했을 때, 위 대화에서는 총 58차례의 화제 이동 중에서 
19차례의 화제 전환, 21차례의 화제 추이, 18차례의 화제 심화를 보이며 대화가 
이루어졌다. 화제 이동의 기회 당 나타난 빈도수로 계산해 보면 화제 전환은 0.33, 
화제 추이는 0.36, 화제 심화는 0.31의 수치를 나타내 다른 대화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화제 전환, 추이, 심화가 균형 있게 일어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한편, 
59개의 단위 화제가 나타난 가운데, 대화장 형성의 양상은 제1수준 대화장이 11
차례(밑줄로 표시), 제2수준 대화장이 10차례(중괄호로 표시), 제3수준 대화장이 
2차례(대괄호로 표시) 형성되었다.

우선, 자료 ②의 대화에서 화제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 중, 눈여겨보고자 하는 양
상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대화 초기에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발화 교환에 충
실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의도에서 비롯한 화제 전환이다. 앞서 자료 ①의 대화 
참여자들이 정보 탐색을 위한 화제 설정 시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면, 자료 ②의 대화 참여자들은 각자의 성명, 직업, 사는 
곳 등과 같은 각자에 관한 정보를 먼저 교환한 연후에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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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순서 1~61의 발화 교환에서 화제 전환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순서 62에서부터의 발화 교환에서의 화제 
설정 대부분이 1~61의 발화 교환에서 확인한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자료 ②에서처럼 충분한 자기소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화제를 도입해 나가는 
것도 성공적인 대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눈에 띄는 부분은 화제 도입의 실패로 인해 화제 전환이 일어나는 대목
이다. 순서 54, 55에서 등장하는 화제 ‘현재 분위기에 대한 C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발화 교환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54 C: 뭔가 소개팅하는 그런 기분인거 같애요=
55 D: =아니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뭐 그까 그   예 그까 그 이성 
                               (C:예)           (C:처음)
      분인데 어 그까 그 둘이서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어 되게 
        (C:허허허허)                                   (C:허허)
      그런 거 같애요 그 외에는 딱히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 아이
                                                       (C:어허허)

대화의 흐름상 아직 서로에 관한 소개 정도를 나누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54
에서와 같은 C의 발화는 대화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54
의 발화는 현재 대화의 분위기를 진술하고 있을 뿐이지만, 만일 상대방이 여기에 
동의하거나 공감적 반응을 보일 경우 두 사람이 대화의 목적을 ‘소개팅’으로 규정
하는 데 합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발화이다. 그런데 상대방에 관한 정보, 
특히 상대가 대화에 참여하게 된 목적과 동기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
어진 54의 발화는 섣부른 화제 도입이었기에 55에서와 같이 난처해하는 D의 반응
을 불러오게 된다. 이후 56~61에서 C는 D가 학교에 온 이유 즉, 대화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새로이 묻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정보의 탐색 및 확인이 먼저 이루
어진 연후에 54에서와 같은 화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했다. 따
라서 이 대목에서 화제 전환이 일어나는 원인은 정보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화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화제 추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모습은 ‘대칭적 정보 교환’을 중심으로 한 화제 
추이가 자주 눈에 띈다는 점이다. 대칭적 정보 교환이란 특정 화제를 중심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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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이와 관련된 서로의 정보를 공평하게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화제 전개
의 양상을 지칭하기 위해 본고에서 제안하는 용어이다. 가령, 순서 283~344에서
는 ‘친목 생활’이라는 최상위의 제3수준 대화장을 이루며, 처음 283~325에서는 C
가 자신이 속한 영어교육과 대학원에서의 친목 생활을 소개하며 제2수준 대화장을 
이루고, 이어지는 326~344에서는 반대로 D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내에서
의 친목 생활에 대해 소개하며 제2수준 대화장을 이루고 있다. 순서 359~406에
서도 ‘가족 관계’를 최상위의 제2수준 대화장으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처
음 359~369에서 C가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해 제1수준 대화장을 형성하며 이야
기하자 이어지는 370~406에서 D가 또한 자신의 가족 관계에 관해 제1수준 대화
장을 형성하며 이야기하고 있어 대칭적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
칭적 정보 교환은 두 사람의 대화 참여자 모두가, 특히 대칭의 후반부를 담당하는 
대화 참여자가 자신에 관하여 드러내는 것을 꺼리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이 서로에 관한 정보를 공평하게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
하게 일어나도록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자료 ②의 대화에서는 자료 ①의 대화에 비해 화제 심화가 자주 나타나고 
있었다. 자료 ①에서는 총 7차례의 화제 심화가 각기 다른 대화장 속에서 한 번씩 
나타나는데 그쳤다면, 자료 ②에서는 총 18차례의 화제 심화가 나타났고, 동일한 
대화장 내에서 두 차례씩 화제 심화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았으
며, 심지어 세 차례 연속 화제 심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자료 ②에
서 화제 심화가 풍부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료 ②의 대화 참여자들은 자료 ①에서와 탐색적 질문의 사용 방식이 달
랐다. 앞서 (1)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료 ①의 대화 참여자들은 당면한 발화 교환
에서의 화제와 느슨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여 자신이 탐색하
고자 하는 정보를 유도하고 있었다. 반면, 자료 ②에서는 자료 ①에서 볼 수 없었
던, 당면한 화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 정보를 도출하는 탐색적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순서 158~189에서는 ‘수업하는 일에 대한 D의 생각(158~160) ≫ D
의 근무 학교 학생들의 실력과 분위기(161~183) ≫ 학생들이 학원 위주로 생활
하는 일반 학교의 분위기(184~189)’의 양상으로 화제 심화가 연속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순서 161과 184에서 C가 던진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부터 비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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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C: 근데 거기는 또 애들이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이니까 쪼끔 다르죠?   
        일반 학교랑

184 C: 응 다 자고 막 와서 학원 숙제 하고 애들이 학원을 훨씬 더 학교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요?=

161에서의 질문은 앞서 C의 수업하는 일이 어떠한지에 관한 물음에 D가 ‘아직
은 잘 모르겠어요’고 대답하자 추가적으로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184에서의 질문
은 앞선 발화 교환에서 D가,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일반 학교에 비해 일단 수업을 
잘 듣는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 일반 학교의 분위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끌
어내고자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화제 심화가 풍부하게 나타난 두 번째 원인은 뒤에서 다룰 ‘공감적 상호작용’의 
성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2.1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대화에서 일어
나는 공감적 상호작용의 이상적 최소 형태는 ‘자아 표현’ → ‘공감적 자아 표현’ → 
‘공감적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감적 상호작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부수적으로 참여자들
이 지닌 정보, 정서 및 경험 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어 서로에 관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공감적 상호작용이 나타났을 때 그 화제 
전개의 양상은 화제 심화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료 ②에서는 이러한 공감적 상호작용이 성공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순서 26~50에서는 ‘전공을 바꾼 경험’을 중심으로 C와 D가 공감
적 상호작용에 성공하고 있다. 먼저 C가 학부를 음대에서 졸업하고 대학원을 영어
교육으로 진학한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자 D가 신기하다며 자신도 공대를 다니다
가 학부를 사범대학으로 옮겼었노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C와 D는 각자의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왜 전공을 바꿨느냐는 질문을 받는 것이 싫었다는 
정서적 일치점을 확인하며 공감적 상호작용에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작용 과정에서 화제의 전개는  ‘C의 학부 전공(26, 28) ≫ 전공을 바꾼 C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29~35) ≫ D가 전공을 바꿔 대학을 옮긴 경험과 사람들의 반응
(36~39) ≫ C와 D가 겪은 사람들의 반응과 D의 대처 방식(40~50)’으로 3차례
에 걸친 화제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 63 -

또한, 순서 83~111에서도 공감적 상호작용이 성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는 D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OO 외고라고 밝히자 C가 자신
이 사는 동네가 학교가 있는 곳이라고 밝힌다. 그러자 처음에는 D가 ‘그 동네 살
기 좋은 동네 아니에요?’라고 공감대 형성을 시도하는데, C는 이에 대하여는 완곡
하게 공감을 거부하고 새로이 교통이 불편한 동네의 단점을 이야기한다. 그러자 D
는 자신도 출퇴근하기 어렵다며 C의 말에 공감을 보였으며, 이후로는 교통의 불편
함을 중심으로 한 공감적 상호작용에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제의 전
개는 ‘D의 근무 학교와 위치, C가 사는 동네(83~89) ≫ C의 사는 동네와 대학 
간 교통 불편(90~108) ≫ D의 출퇴근 교통편(106~111)’과 같이 2차례의 화제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3) 자료 ③의 화제 전개도 분석

자료 ③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느 남녀 대학생이 나눈 대화이다. 두 사
람은 현재 같은 강사가 진행하는 다른 시간대의 수업을 수강하는 중이며, 강사의 
소개에 의해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참여자들의 정보를 살펴보면, 남학생인 G는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고 영문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고 있어 영문학과에서 개설된 많은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 더불어 복수전공 과정에서 영문학과 학생 몇 명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이 강하고, 수원에 있는 모교에서 교편을 잡기를 
원하고 있다. 여학생인 F는 영문학과에 재학 중이고, 교직 수업으로 교육학과 개
설 강좌를 몇 번 들은 경험이 있으며,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여 교직 이수를 하고
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사 자격증을 얻고 싶어 한다. 
이들의 대화에서 나타난 화제 전개의 양상을 화제 전개도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사(1, 2)  
     ⇓
G와 H의 학교 및 학과 소속(3~9) ⇒ 교수님 수업 수강 여부 및 수강 시간(10~13) ≫ 복수전공자와 

G의 영문학과 수업 수강(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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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과 과방(20~24) ⇒ G의 영문학과 과방 경험(25~29)} ⇒ G와 영문학과 남학생들의 친분

(29~37) ≫ G의 학번(38~43) ≫ G와 공OO의 나이차, 친분(44~51) ≫ 공OO의 강좌 수강(52~54)
                                                                    ⇓
                                                           G와 H의 통성명(55~60) 
                                                                    ⇓
                                               {H의 교육학과 지인 존재 유무(61, 62) ⇒ H의 

교육학과 수업 수강 및 교직 이수 목적 여부(62~66)}  
             ⇓
       H의 휴학(67, 68) ⇒ {G의 졸업(69~78) ⇒ G의 임용고시 준비(79~81)}
                                                            ⇓
                                           교육학과와 영문학과의 과방 정리 상태(82~85) ⇒ G

와 H의 학과 내 친교의 수준(86~102) 
            ⇓
 {H의 대학원 희망 전공(103, 104) ≫ H의 대학원 진학 목적(105~108) ⇒ G의 교생 실습 경험, 

교직에 대한 열망(109~121) ≫ G와 H의 모교에서 근무하고 싶은 바람(122~130) ≫ 모교에 임용되기 
위한 G의 계획(131~134) ≫ G가 생각하는 모교의 장점 및 모교로 가고 싶은 이유(135~151) ⇒ 남학
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의 고충(152~164)}

            ⇓
{H의 집 위치와 대학까지의 가까운 거리(164~169) ≫ G의 집 위치와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

(170~177) ≫ G의 통학시 기차의 유용함(177~179) ⇒ 기차 탈 때의 여행 기분(180~191) ≫ 기차 
내부의 좌석 구조(192~198) ≫ 기차 운임(199~203) ⇒ 충북 제천에서 통학했던 H의 친구}  

                                                                 ⇓
                                        영문학과 수업에서 G와 H가 못 만난 까닭(223~227) ⇒ 

G가 수강한 영문학과 강좌들(228~239) ≫ 이OO 교수님의 수업들과 이에 대한 G와 H의 평가
(240~258) ≫ 이XX 교수님의 수업에서 다룬 작품들(259~274) ≫ 사제동행 세미나의 인기와 수강 신
청의 어려움(275~296) ≫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한 사제동행 세미나 학점 부여 방식에 대한 의문
(297~314) ⇒ {H의 현재 수강 학점과 졸업 전 남은 학점(315~324) ⇒ H의 교직 이수 실패와 졸업 
이후에 대한 걱정(325~333)}

        ⇓
{과방에 꽂혀 있는 국어, 도덕책(334~339) ≫ 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는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

(339~341) ⇒ 영문학과의 교재 연구 수업과 담당 교수(342~352) ≫ 영문학과 교재 연구 수업의 원서 
교재(353~360)} ⇒ H와 G의이△△교수님의 수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361~380)

                                        ⇓
                                 영화 취미(38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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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의 적은 수강 학점과 한가한 4학년 생활(385~390) ⇒ {G의 교양 수업 수강

(391~393) ≫ G의 ‘드라마 속 인생 경험’ 강좌 수강(394~401) ≫ ‘목요 특강’ 수강 신청의 어려움
(401~409) ≫ H의 ‘시와 삶’ 강좌 수강(410~416) ≫ ‘시와 삶’을 수강한 G의 지인(417~441) ⇒ H의 
‘삶과 철학’ 수강과 에프 학점(442) ≫ G가 에프 학점을 받았던 경험(443~458) ≫ 에프 학점으로 인한 
미이수 처리의 장점(459~464)}

       ⇓
끝인사(465~469)

첫 인사와 끝 인사를 제외했을 때, 위 대화에서는 총 54개의 화제를 중심으로 
11차례의 화제 전환, 17차례의 화제 추이, 25차례의 화제 심화를 보이며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한 번의 화제 변화 기회에서 나타나는 빈도수로 계산해 보면 하
나의 화제가 화제 전환을 일으킨 비율은 0.21, 화제 추이는 0.32, 화제 심화는 
0.47의 수치를 나타내 화제 심화의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대화에서 특징적으로 풍부하게 나타난 화제 심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앞선 자료 ②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자의 탐
색적 질문 사용 방식이 화제 심화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가령, 순서 29~54에서 ‘G와 영문학과 남학생들의 친분(29~37) ≫ G의 학번
(38~43) ≫ G와 공OO의 나이차, 친분(44~51) ≫ 공OO의 강좌 수강(52~54)’로 
이어지는 세 차례의 화제 심화 중 처음의 두 차례는 다음과 같은 탐색적 질문에서 
비롯되고 있다.

38 H: 학번 어떻게 되세요?=

44 H: 아 그 OO 오빠가 학번으로는 07학번 나이[잖아요?

두 번째 특징은 적극적인 자아 노출이 화제 심화를 일으키고 있는 점이다. 자료 
③의 대화 중 나타난 화제 심화의 대부분은 참여자 G의 적극적 자아 노출에서부
터 비롯한다. 가령, 순서 109~151에서는 ‘G의 교생 실습 경험, 교직에 대한 열망
(109~121) ≫ G와 H의 모교에서 근무하고 싶은 바람(122~130) ≫ 모교에 임용
되기 위한 G의 계획(131~134) ≫ G가 생각하는 모교의 장점 및 모교로 가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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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유(135~151)’로 이어지는 총 3차례의 화제 심화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화제
가 심화되어 넘어가는 대목의 첫 발화들을 살펴보면 122에서만이 H의 탐색적 질
문을 통해 화제 심화가 이루어졌을 뿐, 131과 135에서는 모두 참여자 G가 심화된 
화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2 H: 그러면 <1초> 뭐 물어볼라 그랬지? 기억이 안 나네 (웃음) 뭐지 아
                                                        (G:웃음)
       그럼 학교를 가시면은 이제 모교로 가실 생각이세요?
                        (G:네)

131 G: 아 그래서 예 저도 그거를 지금 제일 제가 원하죠 솔직히 사립은 
                                     (H:웃음)
       근데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아 이게 뭐
                            (H:네)

135 G: 예 <2초> 그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게 그 제가 나온 
        중고등학교 거기서 이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 때문에 선생님이란 
                                 (H:예)
        꿈을 갖게 됐는데 그게 되게 보기 좋은 게 이제 좀 이제 연로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연로하신 선생님이 계시고 또 다 이제 그 선생님의
        제자가 다른 선생님이에요 그니까 학교 내에 있는 
        선생님끼리 서로 사제지간 그게 지금 세 다리까지 왔더라고요
              (H:아아 네네)

세 번째 특징은 대화를 통해 확인한 공통점을 중심으로 화제를 설정함으로써 화
제 심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자료 ③ 대화의 초기에 G와 H는 각자
의 소속 학과를 밝힌 바 있다. 특히, G는 H가 소속된 영문학과가 아닌 교육학과 
학생이지만 영문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느라 영문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고, 영문
학과 학생 몇 명과 친분이 있으며, 학과 교수들의 성향과 학과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G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영문학과에 관한 화제들은 H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이며, 이미 접점이 형성되어 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실
제로 순서 29~54, 228~314, 342~360에서는 영문학과 학생들이나 수업 및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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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관한 화제를 중심으로 화제 심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이 같은 학
교에 다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개설된 교양 수업들에 관하여서도 이미 공유하는 정
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순서 391~441에서는 이러
한 정보를 토대로 화제를 설정함으로써 화제 심화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4) 초면 대화와 구면 대화의 화제 전개 양상 비교

구면 대화로 수집한 자료 ④는 같은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어느 남녀
가 나눈 대화이다. 두 사람은 올해 같은 학교에 채용되어 동료 교사로 6개월 여 
동안 함께 근무하였고, 모두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어 그 동안 대화를 나눌 기
회가 많았다. 대화의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바로는 두 사람은 서로 자주 술자리를 
가져 왔고, 대화를 나누는 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상태이다. 또한 서
로의 가족, 연애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전의 대화 기회에서도 몇 차례 나눠 왔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대화에 나타난 화제 전개의 양상을 화제 전개도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경 벗은 E의 인상(1~13) ⇒ E의 실제 성격(13~17)} ⇒ E의 렌즈 착용감(19~27) ≫ 렌즈 이
물감이 심해지는 상황들(28~35) ⇒ F의 일회용 렌즈 사용 방식(36~44) ⇒ 안경 낀 F와 닮은 학생
(44~52) ⇒ 안경 벗은 E의 인상(53~60) ≫ 안경 낀 E의 인상(61, 62) ≫ 안경 벗은 E의 인상에 대
한 평가(63~71) ⇒ 라식에 대한 두려움(72~75)]

                        ⇓
               {E의 소개팅, 소개팅 상대(76~83) ⇒ E의 과거 소개팅 주선자(84~87) ≫ E와 주

선자의 소개팅 교환(88~92) ⇒ E의 소개팅 상대(93~97) ≫ 소개팅 상대의 소속 학교(98~102) ⇒ 소
개팅 상대와 알고 있는 E와 F의 학교 선생님(103~105) ≫ F와 소개팅 상대의 면식 여부(105~107) 
≫ 소개팅 상대의 나이와 과목(108~113) ≫ 소개팅 상대와 알고 있는 학교 선생님에 대한 추측
(114~117) ≫ 페이스북을 통한 확인(118~125)}

                          ⇓
                {F가 오늘 마시고 싶은 주종(125, 126) ⇒ F가 짜증난 이유(127~137) ⇒ 오늘 마

실 주종(138~141)}
    ⇓
{F의 페이스북을 통한 소개팅 상대의 지인 탐색(141~145) ≫ F의 탐색 결과(149~151) ≫ 소개팅 

상대의 지인에 대한 추측(151~162) ⇒ E의 소개팅에 대한 기대(163~166) ⇒ E가 생각하는 소개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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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과 목적(167~172) ⇒ 앞으로 가능한 소개팅의 횟수와 결과 전망(173~178)}
                                    ⇓
                        F가 오늘 말수가 적은 까닭(178~186)
                                    ⇓
                      수탐반 강사료의 미입금(187~192) ⇒ {E의 카드비 결제와 과도한 소비

(192~198) ⇒ 남자로서의 E에 대한 평가(199~205) ≫ E가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204~217)} ⇒ {E
의 불효(218~220) ⇒ F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구속과 사랑(221~226)} ⇒ {언니로서의 F(227~236) 
≫ 정이 없는 F의 성격(237~242) ⇒ 정이 많고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E의 성격(243~250)} ⇒ {E와 
F 근무 학교의 안전 지향적 성향(251~253) ⇒ 교장선생님에 대한 E와 F의 평가(254~271) ⇒ 사립학
교의 가족적 분위기(271~275)}

       ⇓
인공눈물, 세정액(276~296)
       ⇓
방학 때 놀러가지 못한 F의 아쉬움(296~307) ⇒ F 할머니의 병환(307~312) ≫ 병간호로 인한 F 

어머니의 고충(312~325) ≫ 요양원 이용과 가족들의 반응(325~336) ≫ 요양원에 맡겨진 노인들의 마
음(337~340) ≫ 행복의 의미와 돈의 필요성(341~348) ⇒ {우리나라의 후진적 복지제도(349~354) 
⇒ 직업 여성들의 출산 고충(355~367)} ⇒ {남성의 군복무와 여성의 출산 고충 비교(368~374) ⇒ 군
복무 경험의 이점 및 사회적 불이익 여부(375~397)} ⇒ 역지사지의 자세(398~413)

                                                           ⇓
                                                 E의 학교생활 적응(414~428)
                                                           ⇓
                                                 오늘 술 먹기(429~433) ⇒ E의 술 마시는 횟수

(434~449) ⇒ {소개팅의 긴장감과 술(450) ⇒ 소개팅의 단점과 자연스러운 만남(451, 452) ≫ 알고 
지내는 사람을 이성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453~470)} ⇒ 욕설의 찰진 발음(471~474)

                                                               ⇓
                                         남고 근무로 인한 F의 학생지도 성향 변화(475~479) ≫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올바른 자세(480~491) ≫ 남고에서 학생지도 시 현실적 어려움(492~505)
                                                               ⇓
                                                          마무리(506)
    
위의 대화에서는 총 64개의 화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10차례의 

화제 전환, 33차례의 화제 추이, 20차례의 화제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한 번의 화제 변화 기회에서 나타나는 빈도수로 계산해 보면 하나의 화제가 화제 
전환을 일으킨 비율은 0.16, 화제 추이는 0.52, 화제 심화는 0.32의 수치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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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이를 앞선 자료 ①~③에서 나타난 화제 전개의 양상과 비교하기 위해 
표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면 대화 구면 대화
자료 ① 자료 ② 자료 ③ 자료 ④

화제 전환 0.16 0.33 0.21 0.16
화제 추이 0.63 0.36 0.32 0.52
화제 심화 0.20 0.31 0.47 0.32
<표 9> 초면 대화와 구면 대화의 화제 전개 유형별 비율 

앞선 자료 ①~③의 대화에서의 화제 전개 양상과 비교해 볼 때, 자료 ④에서 특
징적이라 할 만 한 점은 화제 전환의 비율이 비교적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화제 
추이나 심화의 비율을 보건데, 자료 ①~③에서 이렇다 할 차별성을 확인하기가 어
렵다. 화제 추이의 비율이 자료 ②, ③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게 나타나지만, 정보 
탐색적 질문을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화제 추이를 자주 일으켰던 자료 ①에 비해서
는 낮다. 한편, 화제 심화의 비율이 자료 ①에 비해서는 꽤 높지만 자료 ②와 비슷
한 수준이며, 정보 탐색적 질문을 통해 H가 G에 관한 심화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도출해 내었던 자료 ③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 

오히려, 자료 ④가 자료 ①~③과 비교했을 때 보인 현저한 차이점은 대화 참여
자들이 정보 탐색적 질문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료 ①~③에서
의 참여자들은 화제 전환, 추이, 심화와 같은 화제 전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보 
탐색적 질문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자료 ③에서는 정보 탐색적 질문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 사실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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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 대화 구면 대화
자료 ① 자료 ② 자료 ③ 자료 ④

정보 탐색적 질문 
사용 횟수(A) 54 33 60 7

총 발화 순서(B) 253 489 469 506
정보 탐색적 질문 
사용의 비중(A/B) 0.21 0.07 0.13 0.01

<표 10> 초면 대화와 구면 대화에서의 정보 탐색적 질문 사용 빈도

자료 ①의 정보 탐색적 질문들: 총 54회
3 A: 아 참 너무 그 아 저걸 두고 이야기하는게 되게 (  ) <2초> 어떻게
      해서 그 여기에 섭외 되신 거에요? 
4 B: 그냥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부탁을 하셔서 후배 후배신거에요?
6 B: 으응 <1초> 예 아 학부도 학부도 그럼 같이 나오신거죠?
8 B: 뭐 뭐 전공하세요? 저 OOO 선생님은 화법=
13 A: (생략) 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아 지금 조교 하신다고? 
15 A: 으응 <4초> 석사?
21 A: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대학원 오실려고? <3초> 제가 웬만하면 말리고
      싶어서
24 B: 아 지금 논문 쓰는 과정이세요?
26 B: 아 그럼 지도교수님은 OOO 선생님이세요?=
38 B: [[원래 OOO 선생님하고 많이 [친하세요?
40 B: 그럼 지금 연구실에만 계신 거에요?
42 B: 음 연구소 어딨어요?
47 A: (생략) 아 불어교육과는 선생님들 이렇게 자주 내려 오세요? 
       연구실 연구소에 [아
53 A: [[어 선생님들 연구실이 옮겨 온 거에요?
57 A: 아 그 건물이 이쪽으로 오면서 합쳐진 거에요?
59 A: 어 그럼 이번에 학부 졸업하시면 학부 학번이?
74 B: 많이 해요 근데?
76 B: 어느 과로 많이 해요?
84 B: 응 아 그럼 복수전공 하셨어요? 05학번이라고
91 A: 아 맞다 OO 아 OOO 샘 OOO 샘 와 계시니까 편입하셨죠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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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B: 네네 OOO 언니도 아세요?
98 B: 어 OOO 오빠랑도 친하세요?
102 B: 교사하러 다시 편입하신 거라고요?
106 B: 되게 열심히 하시네 <5초> 저희 과에 아시는 분 또 없으세요?
108 B: [[아 (웃음) 아 XX 언니 근데 어떻게 아세요?
110 B: 아니 왜요 왜요? (웃음)
118 B: 왜 여자 친구 분한테 그런 얘기 하신 건 아니시죠?
122 B: 여자친구 분도 같은 학 우리 학교세요?=
124 B: 아 같은 과세요?
128 B: 이름이 뭐에요?
134 B: 아 그럼 아직 졸업을 안한 거에요?
138 B: 네 <5초> 그럼 계속 공부 하실 거에요?
140 B: 박사까지요?
144 B: 교사는 원래 생각 없으셨어요?
146 B: 졸업하자마자 그럼 대학원 들어오신 거세요?
150 B: 아 왜 이렇게 안 놀러 가셨어요?
167 B: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168 A: (생략) 어 근데 출근을 아홉 시까지 하시는 거에요?
170 A: 늦으면은 뭐라 그래요 누가?
175 B: 이거 직접 가서 사오신 거에요?
181 B: 이게 주메뉴에요?
185 B: 어 그러면 이거 거의 다 사가는 사람 밖에 없어요? 거기 안에서는 
        그럼 좁아 좁아서 많이 잘 못 먹겠네요
187 B: (생략) 한 분 성함만 올라가 있는 거에요?
191 B: 음 <1초> 그러면은 어느 쪽에 있는 거에요? 봉천동이면
192 A: 봉천동이면 관악 케이티 아세요? 케이티? <2초> 아 지금 어디
        사시는데요?
197 B: 그럼 찾기는 쉬워요?
199 B: 그쪽 부근에 사세요?
211 B: 음 아 처음 입학하시자마자 계속 혼자 사셨어요?
214 A: 어 집 서울이세요?
221 B: 인천 너무 멀지 않으세요? 다니기?
230 A: =아 그렇구나 은일여고 나왔구나 아 아실건데?
231 B: 몇 학번인데요? 그 여자[친구
233 B: 이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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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B: 어 근데 <0.5초> 무슨 과세요 그분?

자료 ②의 정보 탐색적 질문들: 총 33회
3 C: 친구 분이세요?
17 C: 아아 일이 일이 있으세요? 아 좀 있으면 개학이시죠?
23 C: 공부는 아니구요 <1초> 국어 선생님이세요?
26 D: 그럼 원래 대학은 <1초> [여기서 계속 다니셨나요?
51 D: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56 C: 학 학교에는 무슨 일로 오늘 오셨어요?=
62 D: 그러면은 <1초> 으음 <3초> 어얼 이제 이제 얼마나 남으신 거에요?
      [학교에서요?
66 D: 그래요 <3초> 계속 공부하실 거에요 그럼?
83 C: 아하 선 선생님 사립 사립학교에 계세요? 
90 D: 어 그 동네 좋은 동네 아니에요? 허허
98 D: 학교 다닐 때 멀리서 다니셨나봐요?
100 D: [[아 거기서 지금 다니시는 거에요, [그쪽에서?
107 C: [[예 어 어떻게 가세요?
140 D: 지금은 그러면은 학교에서 일하시다 오신 거에요?
151 C: 어 방학 때 뭐 하셨어요?
157 C: 일이 많으시구나 방학 때도 <1초> 가르치는 건 어떠세요?
178 C: 학부모들도 전화 오고 이래요?
184 C: 응 다 자고 막 와서 학원 숙제 하고 애들이 학원을 훨씬 더 학교보다
       중요하게 생각 한다면서요?=
198 D: (생략) (근데) 예전에 그러면은  그 뭐야 음악하실 때는 <1초> 
       전공이 뭐였어요?
230 C: 또 막 1학년 요즘에는 1학년 때 음악 다 하고 약간 그러지 않나요?
246 D: 근데 <1초> 그래도 그래도 원래 영어 좀 잘 하셨나봐요 안 
       그러면은 그렇게 바꿀 용기가 잘 안 날 거 같거든요
283 D: 그러면은 <1초> 지금은 대학원에 있으니까 주로 대학원 사람들이랑
       노실 거 아니에요 <1초> 안 노나?
291 D: 설마 무슨 스피드 퀴즈 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299 D: 그렇구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 음주를 좀 즐기시나 봐요?
329 C: 선생님들이 좀 잘 노는 편이세요?
352 D: [[아무튼 이렇게 눈도 쌓이고 해서 집에 가실려면 고생이겠어요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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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D: 집에서는 뭐야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365 D: 어 근데 그러면은 보통 되게 막 그 막 집에서 되게 막 그 사랑을 막
       독차지하고 막 이러 이러지 않나요? 아닌가?
378 C: [[여동생 들?
441 C: 내일 일찍 끝나시나?
446 D: 어떤 안 좋은 얘길 들으신 거죠?
471 C: 아아 그렇죠 한 이만 원 넘게 나오지 않나요?
474 D: =그래도 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많이 드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③의 정보 탐색적 질문들: 총 60회
3 G: 예 과 과 저희 학교 학생이신거죠?
5 G: 과가 어디
10 H: 저 교수님 수업 들으시는 거 아니세요?
11 G: 아 맞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 전 수업?
30 H: =누구 아세요? <0.5초> 내가 알라나?
36 H: [[어떻게 친해지셨어요? 그냥 수업 같이 듣다가?
38 H: 학번 어떻게 되세요?=
55 G: 예 해서 영문학과 애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듣다보니까 성함이
      근데 어떻게?
58 H: 어떻게 되세요?
61 G: 뭐 교육학과에 특별히 아는 사람 없으시고요?
64 H: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교육학과 과목이 아니고 교직 이수 
       과목으로 아마 클래스가 아예 나눠져 [있지 않아요?
67 G: 아아 근데 휴학을 하셨었나봐요? [지금 08학번대
72 H: 마지막 학기?
103 G: (생략) 그러면은 <0.5초> 그 대학원 전공을 어떤 걸로 가시는 
       거에요?
105 G: 아아 뭐 교직을 꿈꾸시나 아님 학교 행정 쪽을 꿈꾸시나요?
110 H: 응 네 <0.5초> [어떠셨어요?
116 H: 고등학교?
122 H: (생략) 뭐지 아 그럼 학교를 가시면은 이제 모교로 가실 생각이세요?
127 G: 아 뭐 사립?
134 H: 사립학교로?
136 H: 오우 그래요? 학교가 꽤 오래됐나봐요?
138 H: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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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H: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교직 교육학과로 오신 거에요?
153 H: [[남고였어요?
164 G: (생략) 집 집은 어느 쪽이세요?
176 H: =두 시간?
178 H: [[오오 <0.5초> 스탑이 별로 없으니까?
194 H: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요?
202 H: 그럼 이용권을 끊으시겠네요? [(    )
207 G: [[OO대?
224 H: 타과생 수업으로?
228 H: 아 뭐 들으셨어요?
230 H: 소설?
238 H: 아 비평도 들으셨어요? 이OO 교수님?
266 H: 단편으로요?
276 H: 어 그걸 타과생을 받아줘요?
286 H: [[아 네 넣으셨어요 빨간 불인데? [찾아가서?
292 H: 지금 거기 클래스에 몇 명이에요?
315 G: 그래서 예 저도 잘 이번 이번에 몇 학점 들으세요?
319 G: 이번이 막 학기?
323 G: 아 그러면 몇 이번에 16 들으시면 몇 학점 남는시는 거 남으시는 
       거에요?
325 G: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교직 지금 교직하시는 거라 그랬죠?
327 G: 교직 이수는 안 하시고?
345 G: [[김 김OO 교수님이신가?
357 G: 뭐 프린시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370 H: 수업을 거의 안 하시죠?
381 G: 다른 <2초> 뭐 다른 거 또 아 저기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392 H: [[어떤 어떤 분야에서요?
394 H: 예체능 뭐 들 뭐 들으세요?
396 H: =스포츠 쪽?
398 H: 아 그거 재밌어요?
408 H: =근데 안 돼요?
413 G: 야간 혹시 들으세요?
419 G: 예 혹시 피플 그 후문 쪽에 카페 혹시 아세요?
426 H: 어? 어떻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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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H: 사장님이요?
444 H: 받아보[셨어요?
450 H: 무슨 이유로?
452 H: 무슨 과목이었어요?
460 H: 아 에프는 다시 들으면 에이플을 줘요?

자료 ④의 정보 탐색적 질문들: 총 7회
80 F: 으응 뭐 하는 분이라고 했지? 그 과 애?
84 F: 과 애는 과 애는 누가 해 준 거에요?
98 F: =어디?
104 F: =누군데?
108 F: 몇 살인데요?
112 F: 어디 학교 나왔는지 혹시 알아요?
304 E: 안 갔죠?
310 E: [[아 뇌출혈이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318 E: 딸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까닭은 자료 ④의 대화 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정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료 ④의 대화 참여자들은 새롭게 
정보를 탐색해야 할 필요가 적었고, 따라서 질문보다는 주로 자아 표현을 통해 화
제 전환, 추이, 심화 등의 양상을 이끌며 화제를 전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성인 대화와 학습자 대화의 화제 전개 양상 비교

학습자 대화로 수집한 자료 ⑤와 ⑥의 대화 상황은 모두, 한 학교에서 동일 학
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 중 하나가 다른 친구에게 자신의 여자 친구를 소개하는 
상황에서 시작된 대화들이다. 자료 ⑤에서 대화에 참여한 남학생 J는 학교에서 모
범적으로 생활하고 학업 성적도 꽤 우수한 편이며, 성격이 차분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다.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고, 대학 진
학에 대한 욕심을 지니고 있는 편이다. 함께 대화를 나눈 여학생 K는 J와 같은 학
교에 재학 중인 I와 교제 중인 여학생이다. 현재 특성화고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이
며, 미용을 전공하고 있어 대학 진학 및 진로 계획을 미용사가 되는 것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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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었다. 자료 ⑤의 화제 전개도는 다음과 같다. 

n 자료 ⑤의 화제 전개도

인사 및 소개(1~17)
    ⇓
{K의 학교(18~24) ⇒ K의 학교 공부, 직업반(26~33) ≫ K의 미용 전공(34~41)}
                                                             ⇓
                                                K와 J의 수줍음, 섭외 과정(42~48)
                                                             ⇓
                                                      J의 공부 실력(49~52)
                                                             ⇓
                                                    J의 이성 교제 여부(53, 54)
                                                             ⇓
                                                      J의 섭외 과정(54~56)
                                                             ⇓
                                                      J와 I의 관계(57~61)
                                                             ⇓
                                                    [K의 졸업 후 계획(62~69) ⇒ {J의 장래 희

망(70~76) ⇒ J의 희망 대학(77~80) ⇒ J의 서울대 방문 여부와 서울대 위치(81~86)}]
                                                     ⇓
                                          최근 관심사, 연예인(86~94)
                                                     ⇓
                                       J의 방과 후 하는 일, 야자(95~101)
                                                     ⇓
                                    K가 미용사가 되기로 결심한 시기(102~110)
                                                     ⇓
                                          J 학교의 보충 수업(111, 112)
                                                     ⇓
                                           실험 섭외 과정(113~132)
                                                     ⇓
                                      J 학교 교복 의무 착용 여부(133~136)
                                                     ⇓
                                          J의 안경, 렌즈 착용(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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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의 어색함과 현재 상황의 난감함(147~154)
                                                     ⇓
                                           J의 드라마 시청 여부(155~158)
                                                     ⇓
                                            J의 학원 수강 여부(159, 160)
                                                     ⇓
                                K의 공부 기피와 미용사 진로 선택의 관계(160~163)
                                                     ⇓
                                         J와 K의 가족 관계(166~180)

한편, 자료 ⑥에서 대화에 참여한 남학생 N은 스스로가 그동안 학업에 소홀해 
왔다고 여기고 있으나 최근 이성 친구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스스로에 대한 책
임감을 느끼고 학업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2학년이
지만 해외에 나갔다 왔던 이유로 진급이 늦어져 나이는 보통의 2학년 학생보다 1
살이 많다. 함께 대화를 나눈 여학생 M은 N과 친분이 있는 L의 여자친구로, 우연
히도 자료 ⑤에서의 K와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미용을 전공
하고 있는 여학생이었다. 자료 ⑥의 화제 전개도는 다음과 같다.

n 자료 ⑥의 화제 전개도

인사(1~3)
⇓
나이, 학년(4~13)
⇓
M의 이성 교제 기간(14~18) ⇒ N의 이성 교제(19~23) ⇒ M의 긴 이성 교제에 대한 N의 부러움

(24, 25) ⇒ N의 여자 친구 학교(26~29) ⇒ N과 여자 친구의 교제 전 관계(30~33) ⇒ M의 오랜 이
성 교제의 비결(33~37)

⇓
N의 희망 대학(38~47) ⇒ M의 진로(48~52)
                             ⇓
                        N과 L의 친분(53~57) ⇒ L의 게임 중독(58~60) ⇒ N의 게임 청산, 공부

(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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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녹음의 목적(67~71) 
         ⇓
M의 사는 동네(75~78)
         ⇓
화제 도입의 어려움(78~89)
         ⇓
M의 이성 교제 중 싸웠던 경험(90~102)
         ⇓
N의 수줍은 성격(102~106) 
         ⇓
N의 출신 중학교(107, 108)
         ⇓
M과 N의 이성 친구 만남 빈도(109~115) ⇒ N 여자 친구의 공부, 미술 전공(115, 116) ⇒ 미술 진

로의 낮은 수입(117~120) ⇒ N의 결혼 의지(120~125)
                                 ⇓
                       N의 고등학교 장점(127~135)
                                 ⇓
                      M의 이상형, 현재 남자친구(136~143) ⇒ 여자들의 이상형에 관한 심리

(144~161) ⇒ N의 이성 친구에 대한 첫 고백(162~169)

자료 ⑤와 자료 ⑥의 화제 전개도를 분석한 결과, 화제 전환이 성인들의 대화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대화 중간 중간에 매우 긴 시간의 휴지(休止)가 빈
번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제 전환의 비율은 자료 ⑤의 경우 79%, 자
료 ⑥의 경우 50%로 나타나, 학습자들이 대화 전반에 있어, 특정 화제를 중심으
로 풍부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데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료 ①~③
에서 나타난 휴지의 경우 대개 3초를 넘기지 않았던 데 반해, 자료 ⑤, ⑥에서는 
15~30초 가량의 휴지가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화의 상황에
서는 휴지가 5초 정도만 지속되어도 매우 어색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습자들
이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게 여겼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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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 대화
성인들의 대화 학습자들의 대화

자료 ① 자료 ② 자료 ③ 자료 ⑤ 자료 ⑥
화제 전환 0.16 0.33 0.21 0.79 0.50
화제 추이 0.63 0.36 0.32 0.17 0.50
화제 심화 0.20 0.31 0.47 0.04 0.00

<표 11> 성인 대화와 학습자 대화의 화제 이동 유형 비교 

그런 가운데서도 자료 ⑤와 비교할 때 자료 ⑥에서는 화제 전환 못지않게 자료 
추이가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났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지만, 
자료 ⑥의 경우 학생 참여자 M이 상대방과의 공유 지점을 중심으로 화제를 설정
하는 것이 대화를 원활히 이끌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자료 ⑤에 비해 대화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n M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Q2. 대화를 나눌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생각해내기가 어려웠을 때, 특

별히 사용한 방법이 있었습니까?
A2. 공통점을 생각했어요. 
Q3. 그래서 뭘 찾았어요?
A3. 그 여자애도 L의 여자 친구로 온 거니까 저도 지금 여자 친구가 있고, 

그거 생각해서 최대한 그걸로 얘기 많이 하려고 했어요.

인터뷰에서 M이 대답한 내용과 같이 자료 ⑥에서 나타난 화제 추이의 대부분은 
이성 친구와의 교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일어났음을 앞서 제시한 자료 
⑥의 화제 전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초면 대화를 성공 진행은 대화 중 
상대방과의 공통 지점을 발견하여 이를 통해 정보 공유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가능
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 



- 80 -

1.2. 초면 대화의 화제 전개 특징

(1) 화제 도입의 어려움

초면 대화에서는 화제를 도입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 아는지 혹은 무엇을 싫어하고 잘 모르는지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애초에 어떠한 화제를 꺼내야 할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어렵게 도입된 화제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거나 상대방이 화제로 삼기를 꺼려하
여 화제로 확립되는 데 실패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가령, 앞서 1.1.1의 (2)에서 
예로 든 바 있는 자료 ②의 순서 54~55에서는 참여자 C가 상대방에 관한 정보 
탐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화제를 도입한 결과 상대방인 D가 난처해
하는 반응을 보이고 화제 도입이 실패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밖에도 
자료③의 순서 381~384에서는 참여자 G에 의해 도입된 화제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381 G: 다른 <2초> 뭐 다른 거 또 아 저기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382 H: 영화요?
383 G: 예에
384 H: 어 보면 좋아하는데 굳이 찾아보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G:아)
       무엇보다 요즘엔 시간이 없어서 영화관 갈 겨를도 없네요 
                                                         (G:아)

이와 같이 화제 도입이 실패할 경우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화제 전환으로 나타
나게 된다. 자료 ②의 순서 54~55와 자료 ③의 순서 381~384 이후의 화제 전개 
양상을 화제 전개도에서 살펴보면, 모두가 화제 전환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
다. 대화 속에서 모든 화제 전환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화제 전환은 인사하기, 자기소개 등과 같은 의례적ㆍ관습적인 발화 교환의 과
정에서도 나타나고, 화제 추이와 심화가 충분하게 이어지고 난 뒤 상위 수준의 대
화장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나 화제 도입의 실패로 인한 화제 전환
이 이들과 다른 점은 이것이 참여자들의 의도나 바람과 달리 나타난 결과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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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화제 도입의 상황에서, 적어도 그 화제 도입의 주체는 자신이 도입한 화제가 
채택되고 이를 시작으로 화제 추이 또는 화제 심화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따라
서 화제 도입 실패로 인한 화제 전환은 참여자의 의도가 좌절된 것으로서 실패한 
대화의 양상으로 간주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화제 도입의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를 수행해야 할
까? 성인들의 대화인 자료 ①~③의 대화 속 화제 전개 양상을 관찰해 보면 각 대
화의 참여자들이 간혹 화제 도입의 실패를 겪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저마다의 전략
을 통해 화제 도입을 무난하게 성공으로 이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화제 도입에 성공하는 대목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해 볼 때, 낯선 사람 간 대
화에서의 화제 도입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
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대화의 초기에 의례적인 자기소개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난 뒤 본격적
으로 화제를 도입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잘 사용하여 대화를 나눈 자료 
②의 경우, 순서 1~61에서 서로의 이름, 출신 학교, 전공, 직업 및 하는 일, 근무
지, 사는 곳 등의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62에서부
터는 이러한 정보에 기반하여 ‘C의 대학원에서의 학업 계획’, ‘D의 대학원 진학 의
사 여부’, ‘C가 사는 곳이자 D가 근무 학교가 위치한 동네의 교통 불편’, ‘음악 선
생님의 삶’, ‘C의 대학원 및 D의 고등학교에서의 친목 생활’ 등을 대화장으로 형성
하며 화제 도입의 실패가 좀처럼 없이 대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자기소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관
한 정보들을 잘 듣고 기억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소개의 과정과 
시간차를 두고 화제의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앞서 들은 정보들을 제대로 기억
하지 못할 경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당면한 발화 교환에서의 화제와 연관성 있는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는 방
법이다. 이러한 전략을 잘 사용하여 대화를 나눈 자료 ①의 경우, 주로 현재의 화
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등장한 상대방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물어
보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화제를 도입함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체 대화의 화
제 전개 양상에서 화제 전환이 좀처럼 없이 끊임없는 화제 추이를 일으키고 있음
이 드러났다. 이러한 방법과 전략이 시사하는 바는 대화를 나눌 때 진행되는 대화
의 화제 및 흐름과 무관하게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무작정 도입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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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협력의 원리 중 ‘당신의 기여가 관련있게 하라(make your contributions 
relevant)’는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며 화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대화 참여자 간 공통 기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을 통해 화제를 설
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는 자료 ③의 경우, 참여자 G가 
주로 화제를 설정하며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입된 화제들을 보면, 대부분이 
‘영문학과’와 관련된 것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1.1.1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이러한 화제 도입은 서로의 공통 기반에 대한 참여자 G의 판단 결과로 나
타난 것이다. 참여자 G는 영문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며 많은 전공 수업을 들었
고, 몇 명의 영문학과 학생들과 친분을 쌓기도 했다. 그리고 상대방인 H 역시 영
문학과 학생이므로 당연히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전공 수업을 들었을 것이고, 자
신이 친분을 맺은 학생들과도 안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료 ③에서는 
두 대화 참여자들의 공통 기반인 ‘영문학과’와 관련된 화제를 도입했던 것이 성공
적인 대화의 흐름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2) 정보 탐색적 질문을 중심으로 한 화제 전개

앞선 논의에서는 초면 대화의 특징으로 ‘화제 도입의 어려움’을 들고, 이러한 특
징이 나타나는 까닭은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혔다. 따라서 초
면 대화에서는 일정 수준의 정보 공유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없기에 서로에 대한 정보 탐색이 활발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까닭에 
초면 대화의 참여자들은 정보 탐색적 질문을 자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듯, 초면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발화의 상당수가 정보 탐색적 질문들이므로, 
대화 속 화제 전개의 양상 역시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 ①~③에서의 화제 추이 또는 화제 심화의 양상이 대
부분 정보 탐색적 질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초면 대화에서는 정보 공유를 형성하고자 하는 일차적 과제와 더불어 대화의 진행
을 원활히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차적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정보 탐색적 
질문을 통해 화제 전개를 이끌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정보 탐색적 질문
을 통해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화제를 
어떻게 전개하게 될 것인지를 고려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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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탐색적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현재의 화제와 최소한의 관련성을 지닌 
것일 경우 화제의 전개는 화제 추이의 양상을 띠며 자연스럽게 탐색하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된 화제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정보 탐색적 질문의 
사용은 현재의 화제에 관하여 대화를 멈추고 싶을 때나 상대방에 대한 보다 다양
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자료 ①의 대화는 이와 같은 특징
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정보 탐색적 질문이 묻고자 하는 바가 현재의 
화제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깊은 것일 경우, 화제 전개는 자연스럽게 화제 심화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 탐색적 질문을 많이 사용할 경우 상대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데는 실패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특정한 모습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앞서 자료 ③의 대화는 이러한 특징
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 두 가지 유형의 정보 탐색적 질문을 각각 ‘화제
추이형 질문’과 ‘화제심화형 질문’으로 명명하고 아래의 표와 같이 장단점을 정리
해 보고자 한다. 

정보 탐색적 
질문의 유형 장점 단점

화제추이형 질문

§ 상대방에 관한 다양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음.

§ 현재의 화제를 중심으로 
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끝
마칠 수 있음.

§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
우, 상대방에 대한 피상적 
정보들만을 얻는 데 그칠 
수 있음.

화제심화형 질문
§ 상대방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

우 상대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데 실패할 
수 있음.

<표 12> 정보 탐색적 질문의 유형별 장단점



- 84 -

(3) 대칭적 정보 교환을 통한 화제 전개

자료 ①, ③의 대화 참여자들은 각각 여성 참여자인 B와 H가 일방적으로 정보 
탐색적 질문을 던지고, 남성 참여자인 A와 G가 이에 대하여 대답하는 양상으로 
화제가 전개되고 있었다. 그 결과 대화를 통해 A와 G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꽤 
많이 노출하게 된 반면, B와 H는 상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만 할 뿐, 자신에 
관한 정보를 그다지 노출하지 않고 있는 양상이었다. 반면에 자료 ②의 대화 참여
자들은 매우 특징적인 대화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주로 참여자 D가 C에게 정보 
탐색적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C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면, D가 이와 관
련한 자신의 정보를 이어 노출하는 방식으로 화제 전개가 이루어졌는데, 앞서 자
료 ②의 화제 전개도를 분석하면서 본고에서는 이를 ‘대칭적 정보 교환’이라고 칭
한 바 있다. 

이러한 대칭적 정보 교환은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에 관한 정보를 공평하게 주고
받아 정보 공유를 활성화 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뿐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보의 교환 측면에서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대칭적 정보 교환
은 자신이 받은 만큼 자신도 상대방에게 대등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로가 서로
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더불어 정보 탐색적 질문을 중심으로 
화제 전개를 이끄는 동시에 정보 교환까지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
에서 대칭적 정보 교환은 대화의 화제 전개를 무난하게 이끄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면 대화에 관한 교육 내용을 마련할 때 이러한 대칭적 정보 교환
이 가져오는 효과를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이를 실제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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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적 상호작용의 양상

공감은 서로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 공감적 반응은 자기개방을 증가시키고, 타인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지원적인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공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래드스타인(Gladstein)은 사람들이 공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대방
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는 점과, 공감이 수집된 정보에 
대한 행동적 반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감과 정보 수집이 관련을 맺는다고 밝
히고 있다.(박성희, 2004: 142~143) 

본고에서는 ‘공감’(共感)을 의사소통적 관점에 입각하여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낀 바를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표현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공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
로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등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초
면 대화의 참여자들이 서로를 인지적으로 알아가고, 정보 공유를 형성해 가는 과
정은 앞서 화제 전개의 양상에서 상세히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인지적 이해만으로는 ‘공감’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없다. 공감은 본질적으로 정
서적 현상이므로, 인지적 이해는 물론, 이에 바탕을 둔 정서적 일치점을 형성했을 
때에야 비로소 공감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느낀 바
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상대방에게 표현해야만 공감이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
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공감에 대한 정의에 바탕을 두고 실
제 대화에서 나타나는 공감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살핀 뒤, 초면 대화에서의 공감
적 상호작용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일어나는지, 이상적인 공감적 상호작용은 어떠
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공감적 상호작용의 유형 분석

(1) 자료 ①의 공감적 상호작용 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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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①의 순서 53~58에서는 참여자 A에 의한 공감 시도가 다음과 같이 실패
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53 A: [[어 선생님들 연구실이 옮겨 온 거에요? 
54 B: 대학원생 연구실이 교육정보관으로 들어오면서
                      (A:아)                    
55 A: 아  그렇구나 교육정보관으로 들어왔구나 교육정보관이면은 좋겠다
56 B: 음 근데 저희 과는 독어과랑 같이 쓰거든요 어 뭐지 그래서 별로 
                                           (A:예)
      그렇게 썩 좋은 거 잘 모르겠어요 독어과한테도 안 좋고 저희 과에도
      안좋은 거 같고 원래는 따로 따로 있었으니까 
57 A: 아 그 건물이 이쪽으로 오면서 합쳐진 거에요? 
58 B: 예

위의 상호작용에서 참여자 A는 B가 소속된 불어교육과의 대학원생 연구실이 교
육정보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한 뒤 곧바로 ‘좋겠다’는 자신의 느낌 
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참여자 B는 ‘별로 그렇게 썩 좋
은 거 잘 모르겠어요’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참여자 B의 느낌 혹은 의견에 대
하여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특징은 참
여자 B가 대학원생 연구실 위치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이에 대한 자신의 느
낌이나 의견을 피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자 A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54에서 B의 발화는 한편으로는 A의 상황에서 A가 지니고 있
을 법한 느낌 혹은 의견을 추측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자 하는 시도로서의 성격
을 지님과 동시에,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어떠할지에 대한 자신의 느낌 혹은 
의견을 피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감 시도가 실패하는 것
은 역시나 상대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56에서 B에 
의해 새롭게 제시된 ‘독어과랑 같이 쓰’는 상황을 A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더라
면 B의 공감 시도는 ‘불편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그럴 경우 공
감적 상호작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위의 발화 교환
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의 양상을 단계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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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B의 자아 표현(54) A의 공감적 반응(55) B의 부정적 피드백(56)

자료 ①의 67~75에서도 역시 참여자 B에 의한 공감 시도가 실패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67 A: 프랑스 갔다오신 거
68 B: 아 아뇨아뇨 캐나다 갔다 왔는데
                          (A:아)
69 A: 예 한곳에 합칠 수도 있잖아요 캐나다는
70 B: 아 네 근데 이도저도 안 되서 돌아와서 
                              (A:아)
71 A: 그쵸 다시 다시 또 나가시면 되죠 <1초> 국어는 그게 좋은 거 
      같애요 그렇게 연수가 필요없으니까 
72 B: 네 네 맞아요 <5초> 국어교육과 학생들은 별로 복수전공 필요 
      없잖아요 
73 A: 아 복수전공은 하죠
74 B: 많이 해요 근데?
75 A: 네 교직 준비하니까 06학번부터

67~71에서는 참여자 B가 학부 졸업 후 캐나다로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던 경
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화제와 관련하여 71의 말미에서 참여자 A는 자신
의 전공인 국어교육과에서는 어학연수를 따로 다녀올 필요가 없어서 ‘좋다’는 자신
의 의견 또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72에서 B는 ‘네 네 맞아요’라는 
동의의 표현과 더불어 ‘국어교육과 학생은 복수전공도 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자신이 상대의 의견 또는 느낌에 매우 공감하고 있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73에서 B는 ‘복수전공은 하죠’라고 하여 상대방이 공감한 지점 중 
일부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74~75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확인
하고 정정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발화 교환 중 나
타난 B의 공감 시도가 실패한 원인 역시도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
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공감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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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화 교환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의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A의 자아 표현(71) B의 공감적 반응(72) A의 부정적 피드백(73)

위의 순서 67~75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이 앞선 53~58에서와 다른 점은 1단계
에서 최초의 자아 표현 중에 A가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 그에 대한 ‘느낌 또는 의
견’을 피력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최초 자아 표현 주체가 ‘느낌 또는 의견’을 밝
힌 연후에 이루어진 2단계의 공감적 반응은 적어도 밝혀진 경험과 느낌에 대해서
만큼은 그 공감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서 67~75에
서 참여자 B에 의한 공감 시도가 실패한 부분은 정확히 말해, ‘국어교육과는 어학
연수가 필요 없어서 좋다’는 지점이 아니라, ‘국어교육과는 복수전공이 필요 없어
서 좋다’는 지점이었다. 참여자 B는 앞선 지점에 대해서는 공감 시도가 성공한 것
이지만, 새로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뒷부분에 있어서 공감 시도에 실패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한편, 자료 ①의 순서 168~173에서도 공감적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공감적 상호작용을 위한 1단계의 자아 표현이 해당 자아의 
주체인 A가 아닌 B에 의해 유도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이한데, 이러한 현상은 앞
서 Ⅲ장 1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정보 탐색적 질문에 의해 화제가 도입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68 A: (전략) 어 근데 출근을 아홉 시까지 하시는 거에요?
169 B: 네
170 A: 늦으면은 뭐라 그래요 누가?
171 B: 아니요
172 A: 아 그건 아닌데 아니 조교로 두 명 근무하는 건가요? 과 사무실에서?
                  (B:웃음)                            (B:네네)
       음 <1초> 눈치 보이겠다 그냥 지각하면      
173 B: 네 <3초>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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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발화 교환 중 168~172에서는 A의 정보 탐색적 질문에 의해 ‘B는 매일 아
침 아홉시까지 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고, 과 사무실에서는 조교 단 두 명이서만 
근무하고 있다’는 B에 관한 자아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연속하여 A는 
자신이 도출한 B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172의 말미에서 ‘지각하면 눈치 보이겠다’
는 공감적 반응을 시도하고 있다. 이때의 시도 역시도 앞서 53~58에서와 마찬가
지로 A가 자신의 경험과 관련한 어떠한 느낌이나 의견을 피력하지 않은 가운데 A
가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B는 173에서 
‘네’라는 짧은 반응으로서 상대의 공감 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53~58 중 55에서 나타난 A의 공감적 반응이 그러했던 것처럼 1단
계에서 B가 어떠한 의견이나 느낌도 피력하지 않은 가운데 추측에 의해 이루어진 
172의 공감적 반응은 실상 상대방에 대한 공감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A 자신이 
그 상황이라면 ‘눈치 보이겠다’는 A의 자아 표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168~172에서 이루어진 B의 자아 표현이 B의 자발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
은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여기서의 공감적 상호작용의 양상은 172의 말미에서 
이루어진 A의 발화를 시작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볼 때 173에서 B의 발화는 A의 자아 표현에 대한 공감적 반응으로 간주할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단계 ➜ 2단계
A의 자아 표현(172) B의 공감적 반응(173)

이때, 2단계로 파악된 순서 173에서의 발화는 매우 짧은 ‘네’라는 발화에 그치
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화가 과연 내면에서의 ‘주의 집중’ 및 ‘반향’을 거쳐 나
타난 진정한 공감적 반응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화의 흐름에 비
추어 볼 때 173에서 B가 곧바로 ‘드세요’라고 하며 화제를 돌리고 있는 것은 실상 
그다지 공감하지는 않았지만, 잦은 부정적 피드백이 상대방의 체면(face)을 손상
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마지못해 이루어진 소극적 반응인지, 아니면 진정 공감
했지만 이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는 참여자 B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공감’을 정의하고자 하는 본고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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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때, 이러한 발화는 어쨌든 공감했음을 표현하는 ‘공감적 반응’이 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공감적 상호작용이 3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풍부한 
상호작용을 가로막는 소극적이고 단순 반응적인 발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자료 ①의 순서 214~253에서는 앞서와 달리 좀 더 특별한 공감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의 상호작용 역시도 A의 정보 탐색적 질문을 통해 
상대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인지적 이해의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214 A: 어 집 서울이세요?
215 B: 아니요 인천이요
216 A: 아 그 통학하신 적도 있겠네요
217 B: 네네 한 삼년은 통학하고 
218 A: 음 지금 나와 계시는구나
219 B: 네
220 A: 나와 사니까 좋으시죠 저 인천에 옛날 여자친구가 인천 살아가지고 
                                                                 (B:아)
       많이 갔는데
221 B: 인천 너무 멀지 않으세요? 다니기?
                            (A:네)
222 A: 네 그 막 데려다주는데도 막 엄청 멀고 
223 B: 음 여러번 갈아타야 되고
(중략)
246 A: 음 그래서 그게 원래 주안까지만 급행이 있었잖아요
247 B: 네네
248 A: 근데 동인천까지 생겼다고 막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갔다오면 한 
                                    (B:네) 
       시간 사십분 걸리니까 
249 B: 네 <1초> 음 <1초> 참 세상이 좁네
250 A: 그렇죠 (웃음) 아 <4초> 음 되게 애 애매한 거리라서 통학하기
                                                       (B:네)
251 B: 한번에 또 오는 교통수단이 다 있으니까 처음에는 못나오고 
                                         (A:네)
252 A: 지하철 있으니까 다들 못나오는 거 같애요
<3초>
253 B: 시간이 오래걸리는 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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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19에서 A는 2번의 정보 탐색적 질문을 통해 B의 본가가 인천에 있으며, 
한때는 인천에서 대학까지 통학했던 적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곧바로 
220에서는 ‘나와 사니까 좋으시죠.’와 ‘옛날 여자 친구가 인천 살아가지고 많이 갔
는데’라는 연속된 발화를 통해 ‘인천을 가보니 다니기 멀던 데, 나와 사니까 먼 거
리를 통학하지 않아서 좋겠다.’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며13) 적극적으로 공
감을 시도하고 있다. 참여자 B는 이러한 공감적 시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만 발
화 의미가 함축적으로 전달된 까닭에 231에서 발화의 함축적 의미를 확인하는 동
시에 상대방의 공감 시도에 반응하기 위해 ‘인천 너무 멀지 않으세요 다니기?’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222에서 A는 앞서 220에서 함축적으로 표현된 자신의 
공감 시도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 ‘네 그 막 데려다주는데도 막 엄청 멀고’라고 발
화하고 있다. 이어 223에서 B는 다시금 이러한 공감적 표현에 대해 ‘멀 뿐만 아니
라 환승도 여러 번 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223과 같은 발화를 하고 있
다. 중략 부분에서는 새로이 A의 옛 여자친구가 B와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여고
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상호작용이 잠시 나타나는
데, 이후 246~247에서는 ‘원래 주안 까지만 급행이 있었다가 동인천까지 연장되
어 다니기 편해졌다’는 내용의 공감적 상호작용이, 250~252에서는 ‘서울까지 한 
번에 오는 교통수단이 있다 보니 통학 거리와 시간이 아주 멀지도 아주 가깝지도 
않은 애매함이 있고, 더불어 나와 살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의 
공감적 상호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에서의 공감적 상호작용이 앞서 살핀 상호작용들과 달리 풍부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원인은 220, 222의 두 차례의 순서에 걸쳐 이루어진 A의 공감 시도가 
지닌 특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선 상호작용들에서의 공감 시도는 대개 ‘자신
이 상대방의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일 것 같다’는 추정에 근거한 공감 시도였던 것
과 달리, 여기서의 공감 시도는 A가 실제로 경험한 바에 바탕을 두고 자신이 실제 
느꼈던 ‘불편함’을 내세워 공감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13) Ⅲ장 3절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서의 함축적 발화는 ‘나와 사니까 좋’을 것이라고 발
화자 자신이 생각하는 까닭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양의 격률, 방법의 격률 
등을 어기고 있는 ‘비표준 함축’이지만 제시된 발화의 문장 의미에서 쉽게 생략된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일반 함축’이다. 



- 92 -

이처럼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공감 표현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공감적 
상호작용을 풍성하게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추정에 근거할 때에 
비해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바를 이야기할 경우 이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
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여기서도 참여자 B가 상대방이 함축적
으로 전달하는 의미까지 추론해가며 공감적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자 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공감 표현을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어 수행함으로써 앞서 상대방이 제시한 자아 표현에 이번에는 스스로에 
관한 자아 표현을 추가하게 되어 상호 간 인지적 이해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가령, 여기서는 중략된 부분에서 A의 옛 여자친구와 B가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여고를 졸업했다는 정보를 새롭게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B의 자아 표현과 A의 
자아 표현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처럼 공감적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이끄는 데 기여하는,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둔 
공감 표현을 ‘공감적 자아 표현’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순서 214~253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양상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2단계 ➜B의 자아 표현(214~219) A의 공감적 자아 표현(220~222)

3단계 ➜ 4단계 ➜B의 공감적 자아 표현(223) A의 공감적 자아 표현(246, 248)

5단계 ➜ 6단계 ➜B의 공감적 반응(247, 249) A의 공감적 자아 표현(250)

7단계 ➜ 6단계 ➜B의 공감적 자아 표현(251) A의 공감적 반응(252)

8단계
B의 공감적 반응(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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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②의 공감적 상호작용 유형 분석

자료 ②의 순서 12~17에서는 자료①의 53~58에서와 유사한 공감 시도의 실패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발화 교환의 12에서 참여자 D는 ‘고등학교 선
생’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는 13에서 ‘좋으시겠어요 
방학이라’라고 하여 상대방이 표현한 바 없는 상대방의 느낌 또는 의견을 적극적
으로 추측하여 공감을 시도하고 있다. 

12 D: 네 다녔던 사람이고  지금은 그 고등학교에서 선생 하고 있고요 
                      (C:예)
13 C: 아 선생님이시구나  아 좋으시겠어요 방학이라
                     (D:예)
14 D: 아 안좋아요=
15 C: =아 안좋아요? 왜요? 하=
16 D: =아니 방학 방학인데 맨날 가요 학교에
17 C: 아아 일이 일이 있으세요? 아 좀 있으면 개학이시죠?
                           (D:네에)

이와 같은 공감의 시도는 14에서와 같은 부정적 피드백을 불러 오고 있는데, 15
와 16의 발화 교환을 통해, 참여자 D가 방학이지만 학교에 매일 나가고 있어 제
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결국, 13에서와 같은 C의 
공감 시도가 실패한 원인 역시 상대방에 대한 인지적 지평의 접점 확보가 불충분
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D의 자아 표현(12) C의 공감적 반응(13) D의 부정적 피드백(14~16)

한편, 순서 26~50에서는 좀 더 공감적 상호작용이 풍부하게 일어난 사례를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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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 그럼 원래 대학은 <1초> [여기서 계속 다니셨나요?
27 C:                         [[예 여기 나왔는데 <0.5초> 과를 저는 
      음대 학부는 음대 나왔거든요
28 D: 어 그래요?
29 C: 네 헤에 그래서 전공 바꿔서 왔어요.
30 D: 오호 되게 신기한데요?
31 C: 허허 허 
32 D: 아아
33 C: 음
34 D: 첨 봤어요. 
35 C: 뭐 흔치 않은 다들 왜 왔냐고 물어봐요 막 어떤 계기로 (웃음) 근데
               (D:네)
      뭐 딱히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 헤에=
36 D: =음 그렇죠. 아 그 제가 원래 옛날에 저는 여기를 학부를 여기를 첨
                         (C:예)      (C:예)
      다닌게 아니거든요? 뭐 다른 데를 다니다가 다시 왔는데 저 원래 
                     (C:네)                           (C:아)
      공대 다녔었어요.
37 C: 아 진짜요? [어 바꾸셨네.
38 D:           [[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맨날 물어봤어요. 아 진짜 왜
      그런거냐? [무슨 계기로 그런거냐?
39 C:          [[하아 되게 궁금해 하더라구요?
40 D: 아 근데 그게 사실 뭐 그렇게 굉장한 [계기가 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41 C:                                   [[굉장한 그런 그렇잖아요? 하하
      하하 하
42 D: 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뭐 <0.5초> 막 지어서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어떤
43 C:         [[그냥 뭐 좀 있어보이게 [헤헤
44 D:                                [[어 어른들이 물어보면은 진짜 뭐가
      있어보여야 할 거 같으니까 어 진짜 뭔가 그 사연이 있는 것처럼 막 
                                   (C:헤헤)
      꾸며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럴 땐 아니 뭐 이게 뭐 별다른 
                                           (C:하하하)
      그 뭐 계기가 없는데요 이러면은 아니 근데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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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헤헤)
45 C: 저도 와서 한 백번 쯤 질문 받은 거 같애요. 하하
                           (D:허허허)        (D:허허)
<2.5초>
46 D: 한동안 아무도 안물어보다가 막 이제 처음에 막 공세를 받다가 질문
                             (C:네)
      공세를 받다가 이제 거의다 인제 어 알고 나서는 별로 안물어보다가
      이제 졸업하구 학교에 가면은 가니까 또 그러더라구요 시험 볼 때부터
                                                    (C:응응)
      시작해서 막 면접같은 거 볼 때부터 시작해서 또 막=
47 C: =면접 볼 때는 항상 그런 거 물어=
48 D: =예에에에 뭐 물어볼게 없는거죠 [사실 아 그렇다고
49 C:                                [[하하 그런 거라기보다는
50 D: 아 그쵸 그쵸 뭐 물어보긴 해야되는데 어 뭐 그렇다고 뭐 당신은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 이 (웃음) 이렇게 물어볼 리는 없구
                                   (C:하하하)                    (C:예)

위의 발화 교환 중 27, 29, 35에서 참여자 C는 학부를 음대에서 졸업하고 대학
원을 사범대학으로 진학한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 참여자 D가 30, 34에서 보인 반
응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신기하게 여기며 어떤 계기로 바꿨느냐는 질
문을 많이 하더라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35의 말미에서 ‘근데 
뭐 딱히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라는 발화를 통해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난
처하였다는 자신의 느낌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참여자 D는 
36에서 자신도 학부를 공대에서 사범대학으로 바꿨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38에
서 자신도 이러한 경험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밝힌 
뒤, 40에서는 ‘아 근데 그게 사실 뭐 그렇게 굉장한 계기가 있고 그러지는 않잖아
요.’라는 말을 통해 자신도 질문에 대답하기가 난처했었다고 밝힘으로써 C의 ‘난처
함’에 대하여 공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참여자 C는 39, 41에서 계속해서 
공감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42에서 D는 새롭게 ‘어떤 때는 그냥 뭐 막 지어서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라고 하며 공감 지점에 관하여 새롭게 자신의 경험을 드러
내고 있고, 43에서 C는 계속해서 공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어지는 44, 46에
서 D는 앞서 밝힌 경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45, 47에서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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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공감적 반응을 보이며 공감적 상호작용이 선순환 국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2단계 ➜C의 자아 표현(27, 29, 35) D의 공감적 자아 표현(36, 38, 40)

3단계 ➜ 4단계 ➜C의 공감적 반응(39, 41) D의 공감적 자아 표현(42, 44)

5단계 ➜ 6단계 ➜C의 공감적 반응(43, 45) D의 공감적 자아 표현(46)

7단계
C의 공감적 반응(47)

위의 상호작용에서 참여자 간 공감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결
정적 계기는 자료 ①의 214~253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감적 자아 표현’이 등장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 C의 경험과 느낌에 공감한 참여자 D가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 자신이 C의 느낌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참여자 C는 D의 
공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며, 새롭게 참여자 D의 경험이 화제로 등
장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한 발화 교환이 풍부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공감적 상
호작용의 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자료 ②의 순서 83~127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감의 시도가 실패에 
그치거나 실패의 위험을 겪게 되는 가운데 공감적 상호작용이 결국에는 비교적 성
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83~89에서는 교사인 참여자 D
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동네가 참여자 C가 살고 있는 동네라는 사실이 우
연히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참여자 D는 90에서 ‘그 동네가 좋다’는 
자신의 생각에 바탕을 두고 C의 의견 또는 느낌 역시 그러할 것이라 추측하여 공
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 C는 91에서 완곡하고도 함축적으로 부정적 피
드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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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C: 아하 선 선생님 사립 사립학교에 계세요? 
84 D: 예
85 C: 아하 어디 [어디에
86 D:          [[못 쉬어요 저는 저기 OO외고라고요 
87 C: 아하 어 저 거기 근처 사는데
88 D: 아 그래요?
89 C: 예 헤헤헤 
90 D: 어 그 동네 좋은 동네 아니에요? 허허
91 C: 좀 노인들이 살기에 좋은 동넨거 같어요 뭔가 되게 조용하고 
92 D: 으음

위의 91에서 참여자 C의 발화는 ‘조용해서 노인들이 살기에는 좋지만 나는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상호작용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C의 자아 표현(87, 89) D의 공감적 반응(90) C의 부정적 피드백(91)

한편, 자칫 무위로 끝날 뻔한 공감적 상호작용은 93에서 C의 새로운 자아 표현
에 의해서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게 된다. 아래의 93에서 C는 ‘나오
기가 힘들다’는 발화를 통해 자신이 왜 동네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93 C: 근데 나오기가 힘들어가지구 하하
94 D: 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출퇴근하기가=
95 C: =진짜 힘드실 거 같애요 저도 학교 다니기 힘들거든요 허허
96 D: 멀리서 다니셨나봐요?
97 C: 예?
98 D: 학교 다닐 때 멀리서 다니셨나봐요?
99 C: 아 지금 그쪽에 사니까 학[교 오기가
100 D:                        [[아 거기서 지금 다니시는 거에요 [그쪽에서?
101 C: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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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에서 이루어진 C의 자아 표현에 대하여 D는 94에서 새롭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공감적 자아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95에서 C는 D의 발화에 대
해 공감을 보이며 93에서 밝힌 자아 표현을 더욱 구체화하는 ‘학교 다니기 힘들거
든요.’라는 발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96에서 D는 ‘(학교를) 멀리서 다니셨나 봐
요?’라고 물으며 C를 당황시키고 있다. C가 당황하게 된 원인은 앞서 87에서 ‘저 
거기 근처 사는데’라고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가 화제로 등장한 그 동네임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96에서 나타난 D의 확인 질문은 D가 앞선 
발화 교환 중 C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데 실패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이러한 
주의집중의 결여로 인해 96~101에서는 앞서 제시된 정보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
이 수반되게 되며, 공감적 상호작용이 선순환 국면으로 접어들기 직전 이러한 상
호작용이 잠시 보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상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하면 다
음과 같다. 

1단계 ➜ 2단계 ➜C의 자아 표현(93) D의 공감적 자아 표현(94)

3단계 ➜ (공감적 상호작용 보류)C의 공감적 자아 표현(95)

주의 집중의 결여로 인해 공감적 상호작용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
구하고 이어지는 102에서부터는 다시금 공감적 상호작용이 재개되며 선순환 국면
으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상대의 말에 경청하지 못
하는 중대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공감적 상호작용이 이어질 수 있었던 까닭이 ‘공
감적 자아 표현’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의 선순환 국면 덕분이라고 보았다. 102
에서 D는 앞서 95에서 이루어진 C의 ‘학교 다니기 힘들다’는 발화에 대하여 공감
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103에서 C가 긍정적 피드백을 보이자, 106, 108에서 자
신의 출퇴근 경로를 밝히며 공감적 자아 표현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지는 109에서 
C는 자신이 집에 가는 경로를 밝히며 공감적 자아 표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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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D: =하 힘드시겠네요 여기는 또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학교도 
103 C: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 같애요
104 D: 그렇구나
105 C: 예
106 D: 뭐 비슷한 경로로 출 출퇴근 하시는군요 저랑 [방향은 다르지만
107 C:                                           [[예 어 어떻게 가세요?
108 D: 저는 전철 타고 잠실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죠 전철은 너무 여러
                                                  (C:으으응)
        번 갈아타야  되가지고 음
<1.5초>
109 C: 저는 OO역 쪽에서 와요
110 D: 음 그렇구나 진짜 가깝[구나
111 C:                     [[이마트에서 예
<5초>

위의 102~111에서 나타난 공감적 상호작용을 앞선 93~101에 이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단계 ➜ 5단계 ➜D의 공감적 반응(102) C의 긍정적 피드백(103, 105)

6단계 ➜ 7단계 ➜D의 공감적 자아 표현(106, 108) C의 공감적 자아 표현(109)

8단계 ➜ 9단계
D의 공감적 반응(110) C의 긍정적 피드백(111)

한편 순서 83~111에 걸쳐 인지적으로 공유된 ‘D의 학교와 C의 집이 같은 동네
에 있다’는 정보는 112에서부터 새로운 공감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된다. 우연히 
확인한 공유 정보를 참여자들이 공감적 상호작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먼저 순서 112와 114에서 D는 ‘학교에 근무하면
서 그런 동네가 있는 줄 처음 알았다’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이
에 115에서는 C가 자신도 친구들로부터 서울이 맞느냐는 반응을 자주 경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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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 D의 느낌에 대해 공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116, 118, 120에서 D는 처음 이 
동네로 오는 지하철 노선을 보았던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앞선 112와 
114에서 밝힌 동네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으며, 121에
서 C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라는 말로 공감의 어려움을 표시하자, 122, 124
에서는 애초 90에서 공감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던 ‘좋은 동네인 것 같다’는 자신
의 의견을 좀 더 구체화하여 다시금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C 역시도 
123, 125에서 앞서 91에서 밝힌 바 있는 ‘노인들에게 좋은 동네다’라는 의견을 중
심으로 공감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126에서 D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하
며 앞서 실패하였던 공감적 상호작용을 최종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바꾸고 있는 양
상을 보였다. 

112 D: 예전에는 거 그니까 거기서 일하기 전에는 거기 일한지 오래 안됐
            (C:예)
        거든요 아직 
113 C: 예에
114 D: 저 작년 가 그 뭐야 2학기부터 일한 거라서 근데 거기 가기 전에는
                                            (C:네에)
        저는 그 몰랐어요 아예 그런 동네가 있는 줄도     
115 C: 하하하 예 [애들이 막 서울이냐고 막
116 D:          [[가볼 일이 없으니까 <0.5초> 응응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막 그 전철 보면은 막 있잖아요 무슨 뭐 XXX역 무슨 
        [뭐 OO역
117 C: [[갈 갈라지잖아요
118 D: 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요 거기는 서울이 아닌 줄 알았어요
119 C: 예 헤헤
120 D: 서울 밖으로 나가 나가서 있는 덴 줄 알았어요 뭐 구리 이런 데라고
        생각했어요
121 C: 저도 이사 간지 얼마 안돼서 하하
122 D: 하하 근데 막상 가보니까 되게 좋은 동넨거 같아요
<1초>
123 C: 그냥 뭐 나무 많고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124 D: 네 너무 너무 막 복잡하고 탁하지도 않고 뭐뭐
125 C: 나이들 드신 분들한테 좋을 거 같은데 저는 매일 나와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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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D: 응 그럼 저도 안 좋아 할래요 이거 좋다 그러면은 나이든 사람이 
                              (C:하하하)
        되는 거 같애서                                    
127 C: 하하

이상의 112~127에 나타난 공감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2단계 ➜D의 자아 표현(112, 114) C의 공감적 자아 표현(115)

3단계 ➜ 4단계 ➜D의 공감적 자아 표현(116, 118, 120) C의 공감적 반응(117, 119)

5단계 ➜ 6단계 ➜D의 공감적 자아 표현(122, 124) C의 공감적 자아 표현(123, 125)

7단계
D의 공감적 반응(126)

(3) 자료 ③의 공감적 상호작용 유형 분석

자료 ③의 75~78에서는 공감적 상호작용의 양상이 매우 짧고 단순하게 나타나
는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대화의 흐름을 보이기 위해 72~81까지의 발화 
교환 양상을 발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72 H: 마지막 학기?
73 G: 이번이 마지막 학기에요
74 H: 아 졸업[이신 거죠?
75 G:       [[예 이제 졸업하고 아 좀 막막해요 사학년 되니까
                                              (H:웃음)
76 H: 아 그렇죠
77 G: 네 
78 H: 청년의 현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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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G: 저는 근데 아 그 선생님 쪽 생각해가지고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80 H:                                                 [[네 교육학과시면
81 G: 네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문이 좁아가지고 지금 되게
                                                       (H:응)
      예 걱정이에요
<1초>

위의 72와 74에서 H가 ‘이번이 마지막 학기’이고 ‘졸업인 거’냐고 묻자 G는 73
과 75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 중, 특히 75에서 졸업을 앞둔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자 H는 76과 78에서 ‘네’, ‘청년의 현실이란’과 같은 짧은 발
화를 통해 자신이 상대방의 기분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이상의 상호
작용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2단계
G의 자아 표현(73, 75) H의 공감적 반응(76, 78)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이 공감적 상호작용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화제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이 더 이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79부터는 화
제 추이가 나타났으며, 이조차도 81까지 잠시 이어지다가 82부터는 전혀 다른 성
격의 화제로 바뀌는 화제 전환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화제 전개 양상에서 
제시한 화제전개도 중 위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H의 휴학(67, 68) ⇒ {G의 졸업(69~78) ⇒ G의 임용고시 준비(79~81)}
                                                            ⇓
                                           교육학과와 영문학과의 과방 정리 상태(82~85)

이를 통해 우리는 공감적 반응이 상대방이 표현하는 경험과 감정 따위를 내가 
경청하였으며,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상호작용을 풍부
하게 이끌고 화제 전개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는 힘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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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시 말해, 공감적 반응이 공감 표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를 위한 바람직한 대화 방식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공감적 상호작용을 이끄는 대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에 대하여 자신이 공감한 바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공감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공감적 자아 표현을 
통해 상호작용을 이끄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4) 초면 대화와 구면 대화의 공감적 상호작용 양상 비교

구면 대화인 자료 ④에서의 공감적 상호작용 양상을 살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초면 대화인 자료 ①~③에서와 달리 참여자들이 무조건적으로 공감
적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이 공감하지 못할 만한 지점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생
각이나 느낌을 유감없이 표출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순서 202~205에서
는 E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괜찮은 남자라고 여기고 있음을 밝히자 F가 자신은 그
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거리낌 없이 밝히고 있다.  

202 E: 아이 나 같은 남자만 만나면 괜찮지 않나? 
203 F: 그런가?
204 E: 스 아니야 성격이 좀 드럽긴 해 (웃음)
205 F: (웃음) 자기 입으로

이렇듯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에 반하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감추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까닭은 초면 대화에 비해 구면 대화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상대
방과 의견 대립을 보이더라도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 것임을 지나온 관계를 통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료 ④에서 공감적 상호작용이 일어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
례는 순서 246~252에서 나타났다. 먼저 246에서 E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이 많
은 성격인 것 같다고 밝히고 있으며 248에서는 그것이 어쩌면 새로운 것을 싫어
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도 같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249
에서 F는 자신도 E가 그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을 밝히는 공감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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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 이어지는 250에서 F가 긍정적 피드백을 보이자, 251에서는 E가 
다시 자신이 공감한 대목이 ‘정이 많은 성격’이 아니라 ‘안정 지향적 성향’이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246 E: 난 모르겠어 사람들 정 정이 있는 편인거 같애 난 내가 생각할 때 
                                                  (F:그지)
        되게 막 사람 이렇게 뭐 좋든 안 좋든 이렇게 관계를 가진다고 해야
        하나? 좀 이렇게 알게 되면 못 만나게 되면 나 되게 서운하데     
         (F:응)
        [작년 학교에서도
247 F: 으응 [[친구들
248 E: 응 친구들도 그렇고 작년 학교에 있던 선생님들도 딱 일 년밖에 안
       있었잖아 사실 그게 좋았던 것도 있고 나빴던 것도 막 서로 
       그랬는데도 막상 학교 옮긴다고 하니까 다 좀 아쉽더라고 내가 또 
       새로운 걸 싫어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
249 F: 맞어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거 같아=
250 E: =응 난 좀 심해
251 F: 안전 지향적이라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학교랑 참 잘 맞는 거 같아
                                    (E:응) 
252 E: 하하하하하하하 아이 

이상에서 나타난 공감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2단계 이후의 상호작용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공감적 
상호작용이 마무리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단계
로 볼 수는 없기에 단계 번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1단계 ➜ 2단계 ➜E의 자아 표현(246, 248) F의 공감적 반응(249)

E의 긍정적 피드백(250) ➜ F의 확인 발화(251)

공감적 상호작용이 나타난 두 번째 사례는 순서 355~36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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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에서 F는 여자 교사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
다. 이에 대하여 356에서 E는 이에 동의하는 공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357에서 
F는 계속해서 여자 교사들에 대한 편견과 고등학교에서 여자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358에서 E는 다시금 공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359에
서는 다시 F가 앞선 발화들에서 이야기해 온 여자 교사의 임신에 대하여 언급을 하
는데, 360에서 E가 임신 기간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364까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발화 교환이 잠시 이어진다. 다시 365에서는 F가 출산의 고통에 관하여 언급
하자 366에서 E는 공감적 반응을 보였고, 367에서는 F가 이에 대하여 긍정적 피드
백을 보이는 것으로서 해당 화제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이 마무리 되고 있다.

355 F: 우리는 그래 선생님은 남자니까 상관없지만 여자 교사들은 애기 낳고
        일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니까 교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자들은 다 똑같은 게=
356 E: =교사는 여자면 힘들지
357 F: 어 우리가 그나마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교사는 일찍 끝나고 이런 
                                                              (E:응 응)
        직업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신부감 1위가 나온 거잖아 
                          (E:응)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늦게 끝나잖아요
358 E:                                    [[그렇지 고등학교야 뭐=
359 F: =그치 늦게 끝나잖아 그러고 일도 똑같이 하는 거잖아 <1초> 일 
                                                (E:예)
        똑같이 하는데 심지어 애를 뱃속에 열 달 동안 안고 있다가 애도 
        낳아야 되고 애도 키워야 돼
360 E: 아 애가 열 달 동안 있나?
361 F: 아 뭐야 그것도 몰라?
362 E: 아 정확하겐 모르지 한 십 개월 정도라곤 알고 있었는데=
363 F: =열 달 어어 
364 E: 십 개월인가 십이 개월인가 이러고 있었지 
                                   (F:으응)
365 F: 거 뭐 낳는 고통이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366 E: 진짜 장난 아니라던데
367 F: 응 <1초> 그니까 그런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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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나타난 공감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2단계 ➜F의 자아 표현(355, 357, 359, 365) E의 공감적 반응(356, 358, 366)

E의 긍정적 피드백(250)

이상, 자료 ④의 대화의 경우, 서로 잘 알고 있는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①~③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공감적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히 나
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공감적 상호작용이 일어난 빈도 면에서도 특별히 더 많다
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초면 대화인 자료 ②에서는 공감적 자아 표현을 통해 상호
작용의 선순환 양상이 자주 나타났던 것에 비해, 자료 ④에서는 공감적 자아 표현
을 통한 상호작용의 양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초면 대화의 참여자들과 달리 구면 대화의 참여자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적 상호작용이 비교적 활발하지 않았던 까닭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순서 202~205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구면 대화
의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에 반하는 자신의 생각 및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일정 수준 내에서는 관계를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공감적으로 반응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대화를 나누려 하기에 공감적 상호작용이 비교적 덜 일어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공감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단지 정보적 차원에서의 이해만으로는 공감이 일어나기 어렵고, 공
감 주체가 상대방에 대하여 공감하고자 하는 의지나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만 일어
날 수 있기에,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만 해서 공감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이유와 관련해서는 공감에 대
한 교육이 단지 상호작용이라는 의사소통 현상으로서만 교육되어서는 안 되며, 학
습자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하여 공감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를 길러주는 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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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놓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5) 성인 대화와 학습자 대화의 공감적 상호작용 양상 비교

학습자들의 대화인 자료 ⑤와 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대화에서는 모두 공감
적 자아 표현을 중심으로 한 순환적 상호작용은 물론 단순한 반응 발화나 끄덕임
으로라도 공감적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단 한 차례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자
료 ⑤의 경우, 화제 도입 및 설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인지적 이해 
및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는 공감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란 어려웠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 ⑤의 대화에서는 실제로 단순히 공감적 반응으로라
도 참여자들이 서로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자료 
⑥의 경우 공통 기반이었던 ‘이성 교제’에 관한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있었기 때문
에 공감적 상호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적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학생 M의 인터뷰를 하던 중,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n M의 인터뷰 내용 중
Q4.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과의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

습니까?
A4. 공감대는 그렇게 많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

아요. 연애하는 모습이 저랑 그렇게 비슷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 얘기
를 꺼내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Q5. 대화중에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기는 했었나요?
A5. 얘기할 때 공감대 형성하면 얘기하기 편하니까 원래 사람하고 얘기할 때 

늘 그걸 의식하고 얘기하기는 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Q6. 그럼 특별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있었나요?
A6. 아까 공통 화제를 꺼내 얘기한 거. 이제 공통 화제니까 공감대를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Q7. 공통 화제를 찾으면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

죠? 특별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
니고?

A7.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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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Q10. 막상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 잘 해서 대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렇다면 처음 보는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이유가 뭔 거 같아요?

A10.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을 제가 딱히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제 친해지고 
말고는 나중의 일이니까 얘기해서 제가 그 사람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딱
히 이득 볼 것도 없고 그런 거 같아서 

학생 M은 공감이 대화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방법을 알고 있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인터뷰 말미에서 나온 대답에서 확인된다. ‘그 사람하고 얘기한
다고 해서 딱히 이득 볼 것도 없고 그런 거 같아서’라는 대답을 보면, 학생 M의 
경우 스스로 대화 능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뚜렷한 목적이나 필요성이 없이
는 굳이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동기는 잘 형성되지는 않는 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와 과제 중심적 대화의 중요한 구별 지점을 ‘타
인에 대한 관심’과 ‘타인과의 만남을 통한 자아 지평의 확장’에 두었고, 상대방과의 
필요에 의한 만남과 대화가 아니라, 전인적 관심에서 비롯된 만남과 대화야말로 
관계 중심적 대화의 본질임을 제안한 바 있다. 자료 ⑥의 학생 M의 경우는 기능
적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대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잘못 
이루어진 까닭에 공감적 상호작용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의 학습자 
대화에서 나타난 공감적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한 결과, 본고에서는 기능적 교육에 
앞서 대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대화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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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면 대화의 공감적 상호작용 특징

(1) 공감적 반응을 통한 2단계 상호작용

초면 대화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공감적 상호작용은 한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
과 느낌을 표현하면 극단적인 경우 다른 참여자가 이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어’ 등과 같은 짧은 반응으로 자신이 공감하고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끝난다. 
따라서 공감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특정 장면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공감을 
자극하는 한 사람의 화자와 이를 듣고 끊임없이 수용하는 한 사람의 청자를 중심
으로 한 일방향적인 2단계의 소통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1단계 2단계
제1 대화 참여자의 

자아 표현
제 2 대화 참여자의

공감적 반응
<표 13> 공감적 반응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의 단계

물론 청자로서 상대방의 발화를 경청하고 이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비
교적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양상은 서로가 공감
한 바를 보다 명확히 공유하지 못한 채 한 사람만의 자기 고백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 때로는 상대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불성실한 청자의 모습을 가리는 수단으
로 사용될 수도 있다. 더구나 공감적 반응이 나타난 경우의 사례를 보면, 당면한 
화제를 중심으로 한 화제 전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공감적 반응이 나타
난 직후에 화제 전환 또는 화제 추이를 통해 화제가 바뀌는 양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이는 공감적 반응이 비록 참여자 간의 공감대 형성 및 확인이라는 기
본적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화제 심화를 통해 대화를 깊이 있게 전개시키지는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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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감적 자아 표현을 통한 상호작용 활성화

단순한 반응 발화인 공감적 반응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
지만 공감을 표현한 이가 실제로 공감하여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맞장구를 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공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반면에 자료 ②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공감적 자아 표현은 단순히 공감했
음을 드러내기만 할 뿐 아니라, 그러한 공감이 자신의 다른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
을 표현하여 공감의 진정성을 확인시키기도 하는 공감적 표현 방식이었다. 자료 
②의 대화 참여자 중, D는 주로 이러한 공감적 자아 표현을 동원하여 상대방인 C
의 경험 및 정서 표현에 자신이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처럼 
공감적 자아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의 양상이 최소한 3단계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3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선순환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료 ②의 순서 27~47에서의 공감적 상호작용 양상]
1단계 ➜ 2단계 ➜C의 자아 표현(27, 29, 35) D의 공감적 자아 표현(36, 38, 40)

3단계 ➜ 4단계 ➜C의 공감적 반응(39, 41) D의 공감적 자아 표현(42, 44)

5단계 ➜ 6단계 ➜C의 공감적 반응(43, 45) D의 공감적 자아 표현(46)

7단계
C의 공감적 반응(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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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②의 순서 93~111에서의 공감적 상호작용 양상]
1단계 ➜ 2단계 ➜C의 자아 표현(93) D의 공감적 자아 표현(94)

3단계 ➜ (공감적 상호작용 보류)C의 공감적 자아 표현(95)

4단계 ➜ 5단계 ➜D의 공감적 반응(102) C의 긍정적 피드백(103, 105)

6단계 ➜ 7단계 ➜D의 공감적 자아 표현(106, 108) C의 공감적 자아 표현(109)

8단계 ➜ 9단계
D의 공감적 반응(110) C의 긍정적 피드백(111)

[자료 ②의 순서 112~126에서의 공감적 상호작용 양상]
1단계 ➜ 2단계 ➜D의 자아 표현(112, 114) C의 공감적 자아 표현(115)

3단계 ➜ 4단계 ➜D의 공감적 자아 표현(116, 118, 120) C의 공감적 반응(117, 119)

5단계 ➜ 6단계 ➜D의 공감적 자아 표현(122, 124) C의 공감적 자아 표현(123, 125)

7단계
D의 공감적 반응(126)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감적 자아 표현’의 경우, 한편으로는 ‘공감적 반응’과 마찬
가지로 상대방의 경험과 정서에 대해 자신이 공감한 바를 표현함으로써 대화 참여
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감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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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화제 심화를 일으키는 데도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계 중심적 대화의 교육에서 공감에 관하여 교육할 
때에는 이처럼 공감적 자아 표현이 공감적 반응에 비해 거둘 수 있는 효과를 설명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가능한 경우 공감적 반응보다는 공감적 자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제1 대화 참여자의

자아 표현
제 2 대화 참여자의
공감적 자아 표현

제1 대화 참여자의
공감적 반응

<표 13> 공감적 자아 표현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의 최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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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축적 발화 사용의 양상

구면인 참여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 보면, 참여자들끼리는 무언가 생략된 짤
막한 발화를 주고받으면서도 이들끼리는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를 듣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과도하게 
생략된 발화는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이나 방법의 격률을 어겨 일견 협력적인 
대화를 구성하지 못하게 만들 것 같다. 그러나 실제 대화 참여자들끼리는 이렇게 
해도 전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아마도 그 까닭은 협력의 원리를 어김으로
서 발생할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서로에 관한 배경지식에 근거하여 어렵지 않게 
해석해 내는 구면 대화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초면 대화에
서는 서로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오히려 협력의 원리를 철
저히 준수하며 대화를 나눠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초면 대화에서도 즉각적인 대
화 맥락에서 추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생략된 발화를 통해 함축적으로 의미
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경제적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실제 초면 대
화의 참여자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생략으로 인해 함축적 발화가 나타나는 사례들
을 찾아 이러한 발화가 나타내는 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3.1. 함축적 발화 사용 양상 분석

(1) 초면 대화의 함축적 발화 사용 양상 분석

화용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축의 유형들 가운데 ‘특정 함축’은 앞서 2장에서 소
개한 바와 같이 특별한 맥락적 단서를 추론의 단서로 활용하여야만 의미 전달이 
가능한 함축이다. 따라서 초면 대화에서 나타나는 함축적 발화의 사용 양상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단서로 작용하는 ‘맥락’의 유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Huang)은 그의 『화용론』의 도입에서 맥락(context)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 내리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면서, ‘맥락이란 임의의 언어 단위가 체계
적으로 사용되는 역동적인 무대 혹은 환경 등과 관련된 자질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될 수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은 그 출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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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의 물리적 무대를 지시하는 물리적 맥락’, ‘동일한 담화 상에서 주변 발화를 
가리키는 언어학적 맥락’, ‘일반지식 맥락’의 세 가지로 구별 가능하다고 제시한
다.(이해윤 역, 2009: 16~17) 본고에서는 이들을 각각 ‘상황 맥락’, ‘언어적 맥락’, 
‘배경지식 맥락’이라 칭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성인들의 초면 대화(자료 ①~③)와 구면 대화(자료 ④)에 나타난 함축
적 발화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서로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
계없이 대화 참여자들은 공유 맥락14)에 의거하여 서로가 알고 있을 만한 정보를 
적절히 생략함으로써 특정 함축에 해당하는 함축적 발화를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었
다. 이러한 현상은 2장에서 소개한 스퍼버와 윌슨(1986)의 적합성 이론의 설명처
럼 대화 참여자들이 동일한 맥락 효과(effect)를 발생시키되 그 처리 비용(cost) 
즉, 발화의 언어적 표현을 줄임으로써 보다 더 적합한 발화를 생산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함축적 발화의 사용 빈도만으로는 교유 
기간에 따른 대화의 양상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함축적 발화의 단순 사용 빈도 면에서는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특정 함축을 발생시키기 위해 대화 참여자들이 단서로 활용하는 맥락의 유형에 있
어서는 초면 대화와 구면 대화에서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초면 대화의 
참여자들은 현재 대화의 상황에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되었거나, 이전에 서로의 존
재 자체는 의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의 피상적인 모습만을 알고 있었을 뿐 
상대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형성
한 배경지식 맥락을 단서로 하여 이루어지는 특정 함축이 일어나기에는 서로가 공
유하고 있는 배경지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초면 대화
인 자료 ①~③의 경우, 대화를 통해 나타난 ‘언어적 맥락’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 맥락’을 이용한 특정 함축이 나타날 뿐, ‘배경지식 맥락’을 활용하고 있는 특
정 함축은 매우 한정적으로만 나타났다. 

‘언어적 맥락’과 ‘상황 맥락’은 현재 나누고 있는 대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공유
되는 맥락들로서, 교제 기간과 상관없이 대화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
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함축적 발화를 사용하게 될 경우, 언제나 활용 가능한 단서

14) 황(Huang)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배경 가정들의 집합을 스톨네이커(1974)의 명명
을 따라 공통 토대(common ground)라고 칭하고 있다. 이 개념은 본고에서 말하는 ‘공유 
맥락’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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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맥락은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현재
의 대화 상황에서 새롭게 얻게 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신정보’에 해당한다. 반면에, 
교제가 지속되면서 함께 나누었던 대화 혹은 함께 했던 다른 종류의 경험을 통해 
쌓게 된 서로에 관한 ‘배경지식 맥락’은 현재 대화의 상황에서 새롭게 획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정보라는 점에서 ‘구정보’라 할 수 있다. 대개 대화를 나누는 
참여자들은 이러한 ‘신정보’와 ‘구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함축적 발화를 사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초면 대화에서는 참여자들이 ‘구정보’에 해당
하는 서로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함축적 발화가 사용되
는 경우는 주로 ‘신정보’에 해당하는 언어적 맥락, 상황 맥락을 단서로 삼는 경우
뿐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자료 ①~③에서 이처럼 신정보를 단서로 활용하는 함축
적 발화가 나타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료 ① 36~39]
36 B: 원래 많이 친하세요?
37 A: 예? [예
38 B:    [[원래 OOO 선생님하고 많이 [친하세요?
39 A:                               [[예 <1초> 그렇죠 친하죠

[자료 ② 95~99]
95 C: =진짜 힘드실 거 같애요 저도 학교 다니기 힘들거든요 허허
96 D: 멀리서 다니셨나봐요?
97 C: 예?
98 D: 학교 다닐 때 멀리서 다니셨나봐요?
99 C: 아 지금 그쪽에 사니까 학[교 오기가

[자료 ③ 131~133]
131 G: 아 그래서 예 저도 그거를 지금 제일 제가 원하죠 솔직히 사립은 
                                      (H:웃음)
        근데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아 이게 뭐 
                              (H: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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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H: 예 비리적인 측면에서? (웃음)
133 G: 뭐 뭐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임용을 붙고 떳떳하게 가는 건데 
                    (H:예)             (H:아아)                     
       

위에서 제시한 자료 ①의 순서 36, 자료 ②의 순서 96, 자료 ③의 순서 131에
서는 모두 특정 정보의 생략을 통해 함축적 발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 발화자
가 생략하고 있는 정보들은 모두 발화자의 생각으로는 청자와 공유하고 있다고 판
단된 정보들로 보이는데, 다양하게 나타난 함축적 발화의 사례 중 이들 세 사례를 
발췌한 까닭은 이들 모두 화자의 판단과 달리 청자가 함축적 발화를 이해하는 데 
실패한 사례들이라서 함축적 발화의 표현과 이해를 위해서는 맥락의 공유가 선행
되어야 함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료 ①의 36에서 B는 신정보에 해당하는 ‘상황 맥락’을 단서로 하여 함축
적 발화를 표현하고 있다. 참여자 A와 B의 만남과 대화는 연구자의 소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화의 상황 맥락에서 참여자 B는 ‘원래 많이 친하세요?’라는 
발화에서 누구와 많이 친하냐는 건지를 밝히지 않고 생략하고 있다. 당면한 맥락
에서 당연히 소개자와 친한지를 묻고 있음을 A가 추론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료 ②의 95에서 C는 신정보에 해당하는 
‘언어적 맥락’을 단서로 한 함축적 발화를 표현하고 있다. 발췌하지 않았지만 앞선 
순서 87에서 C는 자신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공유한 신정보를 토대로 D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다
는 사실을 쉽게 추론해 내리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③의 131에서
는 앞선 예와 달리 G가 구정보에 바탕을 둔 함축적 발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때 단서로 활용하고 있는 구정보는 G가 H와 함께 한 경험 속에서 공유하게 된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대화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
다. 한편 이러한 정보는 앞선 대화를 통해 드러났던 사실도 아니다. 다만 사립학교
에 대한 말이 많다고 하면, 으레 언론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해 문제가 되는 말인 
채용 비리를 뜻한다는 점을 H가 쉽게 추론해 내리라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 ①~③의 참여자들이 함축적 발화를 사용할 때 
생략된 정보들은 주로 현재의 대화 상황에서 공유하게 된 ‘언어적 맥락’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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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즉, 신정보들이며, 구정보에 해당하는 ‘배경지식’은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어 
동일 사회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을 만한 일반적인 것들에 국한된다. 
따라서 초면 대화에서는 구면 대화에서와 달리 ‘서로에 관한 배경지식’을 단서로 
한 함축적 발화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제약이 있음을 판단해 볼 수 있다. 

한편, 자료 ①~③의 대화 중에서도 구정보로서 ‘서로에 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
여 함축적 발화를 사용한 사례가 한 차례 확인되었다. 아래의 자료 ②에서 순서 
64의 밑줄 친 부분이 그 사례이다. 

[자료 ② 62~66]
62 D: 그러면은 <1초> 으음 <3초> 어얼 이제 이제 얼마나 남으신 거에요?
      [학교에서요?
63 C: [[저 이제 첫학기 이제 끝나가지구요  좀 많이 남았어요.
                                     (D:으응)
64 D: 그렇구나 <1초> 저 또 그렇다고 또 언제 끝나냐고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죠? 흐흐흐
65 C: (웃음) 최대한 빨리 (웃음)
66 D: 그래요 <3초>

위에서 발췌한 자료 ②의 순서 64에서 D는 ‘저 또 그렇다고 또 언제 끝나냐고 
물어볼 순 없잖아요?’라는 발화를 표현하고 있다. 당면한 대화의 맥락에서 이 발화
는 글자 그대로 ‘대학원 과정이 언제 끝나는지는 물어볼 수가 없다’는 발화 의미 
외에도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써야 한다’는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함축적 발화 의미의 전달을 위해 D가 활용하고 
있는 정보 단서는 사전에 공유된 바가 없는 ‘대학원에서의 졸업 절차’에 관한 배경
지식이다. 이러한 배경지식은 대학원생 일반에게 있어 공통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일반적 배경지식으로 볼 수 있지만, 앞서 자료 ③의 순서 131에서 나
타난 예와 달리, 사회 일반에 있어 공유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참여자 
D는 자신이 대학원에서 수학해 본 경험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배경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대학원생인 참여자 C와 당연히 공유하고 있을 구정보로서 함축적 
발화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었다. 결국, 참여자 D는 상대방과 
자신이 공유하고 있을 법한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함축적 발화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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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상대방인 C와의 공통 기반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구면 대화의 함축적 발화 사용 양상

자료 ①~③에서와 달리 자료 ④에서는 사전에 서로에 관해 알고 있었던 배경지
식이 특정 함축을 통한 의미 전달의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띄었다. 
이러한 사례 중 첫 번째는 순서 44에 나타난 F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④ 44~52]
44 F: 어 뭐 하루 끼거나 방학 때는 그냥 끼고 나오거나 그니까 뭐 공적인
                                               (E:으응)
      자리에 있을 때는 안경을 안 끼고 그런 거 없이 편하게 나올 때는
                   (E:아)
      그냥 안경 끼는데 아우 안경 끼면 자꾸 OO이랑 닮았다고 하니까
45 E: 누구?
46 F: OO이 
47 E: OO이가 누군데?
48 F: 있어 7반에 내 동생
49 E: 허허허허허허 친동생 있어?
50 F: 친동생이야 친동생
51 E: 허허허허허허
52 F: 허허 OO이는 맨날 잘못해서 혼나 나한테 넌 내 동생인데 그러면은 넌  

        더 혼나 막 이러면서 허허 걔는 가중 처벌이야      항상
                                             (E:허허허허허허)

순서 44에서 ‘아우 안경 끼면 자꾸 OO이랑 닮았다고 하니까’라는 발화는 그 함
축적 의미로 ‘OO이는 안경을 끼고 있다’는 일반 함축과 함께 ‘OO이는 E와 F가 함
께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이다’라는 의미를 특정 함축 의미로서 전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특히 후자의 특정 함축 의미는 F의 입장에서 볼 때, ‘E도 같은 학교
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OO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통해 굳이 OO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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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형성된 함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어지는 대
화를 통해 볼 때, F의 판단과 달리 E는 OO이를 알고 있지 못했고, 그런 까닭에 E
는 순서 48에서와 같은 발화를 통해 OO이가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임을 주지시키기 위한 발화를 다시금 표현하게 되었다. 

관계를 통해 형성한 배경지식 맥락을 활용한 함축이 나타나는 두 번째 사례는 
순서 67에서 나타난 E의 발화이다. 

[자료 ④ 65~69]
65 E: 이제 좀 젊은이 느낌이 좀 나지 [않아?
66 F:                           [[젊은이 (웃음) 젊은이 (웃음)
67 E: 좀 그런가? 아니 하도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서 
68 F: (웃음 2초) OOO 선생님이 얘기한 거 때문에 마음에 걸렸나 보다=
69 E: =어 하하하하하 괜찮은 거 같애

순서 67에서의 ‘아니 하도 나이 들어 보인다 그래서’에서는 ‘누가’ 그런 말을 했
는지 주체에 대한 정보가 생략되어 있다. 대화의 맥락에서 생략된 주체는 E와 F가 
함께 알고 있는 ‘OOO 선생님’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두 사람이 OOO 선생님과 함
께 대화를 나눴던 경험 중 OOO 선생님이 E에게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꽤
나 강조하여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이러한 공통의 경험을 단서로 
하여 순서 67에서와 같이 생략을 통해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는 E가 기대한 바와 같이 F가 생략된 정보를 쉽게 복원하여 함축적 의미를 추론
해 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자료 ④ 84~87]
84 F: 과 애는 과 애는 누가 해 준 거에요?
85 E: 고등학교 아니 대학교 동기 그 그 친구가 
86 F: 그 친구? 아 OOO 씨? 어
87 E: OO이가 해 준 거야

세 번째 사례는 위에서 제시한 순서 85에서의 E의 발화인 ‘대학교 동기 그 그 
친구가’이다. 이번 경우에는 앞선 대화에 나타난 언어적 맥락에서 확인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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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의 대학교 동기를 ‘그’라는 지시어를 통해 가리키고 있는데, 이러한 지시어가 가
리키는 바는 결국 두 사람의 이전 대화나 경험에서 함께 알게 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F는 86의 발화에서 알 수 있듯이 잠시 이러한 정보가 함축적 발
화에 대한 추론 단서임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곧장 F
의 기대대로 추론 단서를 찾아 함축적 의미를 추론해 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 
역시 교유를 통해 형성한 서로에 대한 배경지식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 함축적 발
화라고 할 수 있다. 

[자료 ④ 103~116]
103 E: 으응 <1초> 우리 학교에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좀 부담된다는거야=
104 F: =누군데? 
105 E: 모르겠어요 OOO이라고 알아요?
106 F: OOO?
107 E: 응
108 F: 몇 살인데요?
109 E: 스물 일곱
110 F: 스물 일곱?
111 E: 응
112 F: 어디 학교 나왔는지 혹시 알아요?
113 E: 모르지 가정 선생님이에요 
<1초>
114 F: 그럼 OO샘 아니에요?
115 E: 왠지 그쪽 같애 <4초> 아니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알 <0.5초> 
        거는 아닌거 같고 [OOO 선생님이 잘 알거 같고
116 F:                  [[으응 OO샘일 거 같은 느낌이야

네 번째 사례는 위의 순서 114에 나타난 F의 ‘그럼 OO샘 아니에요?’라는 발화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발화는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OO 선생님은 E와 
F가 근무하는 학교의 27살 정도 되는 가정 선생님이다’라는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함축적 의미는 E와 F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
에 공유하고 있는 배경지식에 기반 하여 전달되는 것으로서, 이어지는 115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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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E의 반응으로 볼 때, E와 F의 관계에서는 매우 쉽게 추론 가능했던 함축
적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 ④의 대화에서는 자료 ①~③에서 확인하기 어
려웠던 관계를 통해 형성한 배경지식이 함축적 발화의 표현과 이에 대한 추론의 
단서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함축적 의미 교환은 대부분의 경우
에 큰 어려움이 없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구면 대화가 
초면 대화에 비해 참여자들에게 편안하고 쉽다고 느껴진다면, 그 까닭은 이처럼 
공유하고 있는 배경지식을 대화의 단서로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2. 초면 대화의 함축적 발화 사용 특징

(1) 함축 및 추론 단서로서 신정보와 구정보의 불균형

초면 대화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대화 함축 중 특정 함축에 의한 의미 전달과 이에 대한 추론에 있어 단서로 활용 
가능한 맥락적 자원이 불충분하다. 함축의 단서로 작용하는 맥락 가운데 ‘상황 맥
락’과 ‘언어적 맥락’은 당면한 대화의 상황에서 새롭게 공유되는 신정보에 해당하
므로, 이를 활용한 함축적 의미 전달과 추론은 교유 기간에 상관없이 어느 대화에
서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구정보에 해당하는 ‘배경지식 맥락’의 경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정보가 아닌, 대화 참여자들이 관계를 통해 형성
한 정보는 전무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단서로 활용하는 함축적 의미 전달
과 추론의 양상은 애초에 나타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함축적 의미 교환이 어려운 초면 대화는 최소한
의 처리 비용으로 최대한의 맥락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대화 참여자의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 서로에 대한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이처럼 공유
하고 있는 정보를 단서로 하여 적절히 생략하거나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화 
표현을 간소화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지만, 공유하고 있는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황
에서라면, 생략이나 대용을 통한 발화 표현이 의도한 맥락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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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화 참여자들은 꽤 장황한 표현으로 대화를 나눠야만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화제 전개의 양상과 공감적 상호작용의 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대화 참여자 간 정보 공유의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면 대화에
서 화제 도입의 어려움이나 공감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까닭이 참여자 
간의 정보 공유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략을 통한 함축적 
의미 전달 또한 정보 부재로 인해 쉽게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면 대화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정보
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일반적 배경지식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공통 기반 마련

초면 대화에서는 서로에 관한 배경지식은 부족하지만 상대방과 자신이 공유하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일반적 배경지식을 근거로 하여 함축적 발화를 사용하는 일
이 가능하다. 가령, 앞서 예로 든 자료 ②의 순서 64에서는 참여자 D가 자신이 알
고 있는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함축적 발화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자료 ② 62~66]
62 D: 그러면은 <1초> 으음 <3초> 어얼 이제 이제 얼마나 남으신 거에요?
      [학교에서요?
63 C: [[저 이제 첫학기 이제 끝나가지구요  좀 많이 남았어요.
                                     (D:으응)
64 D: 그렇구나 <1초> 저 또 그렇다고 또 언제 끝나냐고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죠? 흐흐흐
65 C: (웃음) 최대한 빨리 (웃음)
66 D: 그래요 <3초>

이와 같이 일반적 배경지식 가운데서도 대화에 참여하는 상대방과의 공통 기반
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함축적 
의미를 전달할 경우 초면 대화의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함축적 의미 전달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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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효과를 낳게 된다. 그것은 내가 당신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
에게 표현함으로써 서로가 이미 형성하고 있는 지평의 접점을 상대방과 함께 확인
하게 한다는 점이다. 사실은 서로가 함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참여자들
이 깨닫게 되는 일은 서로 잘 알지 못하여 서먹한 대화의 분위기를 보다 편안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유쾌해지도록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 배경지
식을 통해 함축적 의미 교환을 이끌어 내는 일은 초면 대화에서 사용 가능한 대화 
전략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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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 중심적 대화의 원리와 전략 재구성

본 절에서는 1~3절에서의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 중심적 대화가 이상적으로 
전개되었을 때 따르게 되는 원리와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관계 중심적 대화의 원리는 실제 대화의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을 토대로 
이러한 대화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면 추상적 차원에서 이러한 대화
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여 제시하여 본 것이다. 더불어, 
제시된 전략들은 초면 대화의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사용한 전략 중, 대화가 본질에 
맞는 이상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판단된 것들을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제시된 전략들 중 일부는 구면 대화를 포함한 관계 중심적 대화 일반에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초면 대화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들이므로 주로, 초면 대화 상황에서 특화되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면 대화 상황에 특화된 전략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이에 초점을 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4.1. 관계 중심적 대화의 원리

본고에서 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초면 대화’는 대화 담화 중에서도 특히, 
참여자들이 개인적 자아를 내비치며 의사소통에 임하는 관계 중심적 대화에 한정
되어 있다. 또한 비교를 위해 분석한 ‘구면 대화’ 역시도 서로의 개인적 경험, 생
각, 느낌 따위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관계 중심적 대화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1~3절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관계 중심적 대화의 일반 원리를 어
느 정도 도출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2장에서는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에 입각하여 관계 중심적 대화의 본질이 
지평 접점의 형성 및 확장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초면 대화의 경우 서로 다
른 지평을 지닌 참여자들이 각자가 지닌 지평을 서로 확인한 적이 없는, 지평의 
접점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출발점으로 한다. 이러한 참여자들이 대
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서로가 기존에 공유하고 있던 지평의 접점을 확인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지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지평이 확장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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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지평의 접점이 형성되기도 하며, 기존에 공유하고 있던 지평의 접점을 기
반으로 접점을 더욱 확장하기도 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한편, 구면 대화에서는 이
전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형성된 지평의 접점을 토대로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다를 뿐, 끊임없이 지평의 접점을 새로 확인, 형성,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본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나 너나 너
너나

➜ ➜

만남 전 지평 접점의 
확인 및 형성

지평 접점의 
확장

<그림 9> 지평 접점의 확인ㆍ형성 및 확장의 이상적 과정

이와 같은 지평 접점의 확인ㆍ형성 및 확장의 과정을 정신적 과정의 속성에 따
라 구별하여 보는 것도 가능하다. 관계 중심적 대화의 국면으로 진행되는 초면 대
화에서 지평 접점의 확인ㆍ형성은 일차적으로 인지적 정신 작용으로서 나타난다.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들이 대화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상대방에 관한 앎
을 획득하는 일이다. 자료 ①~③의 경우, 모든 대화 참여자들은 수많은 질문을 통
해 서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 가령 나이, 직업, 다니는 학교, 사는 곳, 취미 등
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몰랐던 상
대방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알게 되었다’
는 측면에서 각자의 지평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접점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
실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는 ‘서로가 공유하고 있던 정보에 대하여 이를 서로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알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지
평의 접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구면 대화인 자료 ④의 경우
에는 참여자들이 인지적 정신 작용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단편적 정보
보다는 서로의 경험, 생각 또는 느낌 따위에 더 큰 비중이 놓여 있음이 다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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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정신 작용을 통한 지평의 접점 확인, 형성 및 확장의 과정은 역시나 나타
나고 있었다. 

한편, 지평 접점의 형성 및 확장 과정은 정서적 작용을 수반하면서 나타나기도 
한다. 대화 중 참여자들이 보이는 ‘공감’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1장에서는 
공감 현상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공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지
적 상태인 지식 조건과 느낌 상태인 정서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확인하
였다. 논의를 위해 그리블과 올리버가 제시한 공감의 두 가지 선행 조건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Ÿ A의 인지적 상태를 지칭하는 지식조건: ① A가 B가 느끼는 바에 대해 ‘알
고’ ② A는 B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거나 이해한다.

Ÿ A의 느낌 상태를 지칭하는 정서적 조건: A는 B가 X에 반응하는 상황에 처
하여(상황 X에 대한 B의 반응의 결과로서) B와 동일한 방식으로 ‘느낀다.’

자료 ①~③에서 확인한 공감적 상호작용의 국면들을 살펴보면, 초면 대화에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지적 정신 작용을 통해 상대방에 
관한 정보의 획득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 경우에 정보 수집은 나이, 직업 등과 같
은 단편적 정보들보다는 상대방이 겪은 경험, 그러한 경험 속 특정 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생각 또는 느낌, 더 나아가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끼는 이유에 
관한 정보의 획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식 조건이 충족된 후, 참여자는 주로 무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느낌과 같은 성격의 느낌을 갖게 됨으로써 상대방과의 정서
적 일치에 다다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본다면, 공감 현상은 단순히 정서
적 작용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지적 정신 작용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15) 자료 ④에서는 오히려 공감적 상호작용의 모습을 확인
하기 어려웠지만, 구면 대화에서 나타나는 공감 역시도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모
두 충족되면서 일어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공감 현상은 인
지적 차원에서의 정보 수집 및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적 교감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보다 고차원적 대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5) 쉘러의 분류에 따른다면, 인지적 정신 작용을 수반하지 않고 일어나는 정서적 일치는 공
감이 아니라 감정 전염으로 보아야 한다. 



- 127 -

이상과 같이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 지평의 접점 확인, 형성, 확장의 과정이 나타
남을 뒷받침하는 언어적 증거는 함축적 발화의 사용 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생략
과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의미에서 적절한 발화를 구사하
고자 하는 것은 구어 담화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이며 공통된 특성이다. 특히, 말하
지 않아도 서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이른바 구정보를 생략함으로써 함축
적 발화를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자료 ①~③에서는 생략된 구
정보가 당면한 대화 상황에서 언급된 내용들에만 국한되고 있는 반면에, 자료 ④
에서는 현재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들의 생략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특정 함축을 통한 발화 의미 전달 시 화자가 활용하는 맥락적 단서들
이 초면 대화에서는 주로 ‘상황 맥락’과 ‘언어적 맥락’에 국한되는 반면에 구면 대
화에서는 ‘배경지식 맥락’을 적극적으로 단서로 삼는다는 점이 함축적 발화 사용 
양상의 차이점이었다. 이는 관계 중심적 대화의 참여자들이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에 관한 배경지식을 늘려가고, 이렇게 쌓인 배경지식이 다시 대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지식의 축적은 지평의 접점 
확장의 중요한 일부, 어쩌면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
에서 관계 중심적 대화의 본질을 지평의 접점 확인, 형성, 확장으로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관점이 다시금 지지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4.2. 초면 대화의 의사소통 전략

(1) 화제 전개 측면에서의 전략

n 정보 탐색적 질문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화제 전개

화제 전개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첫 번째 전략은 ‘정보 탐색적 질문을 통한 화
제 전개’이다. 이는 상대에 대한 정보 탐색의 과제가 화제 도입 및 전개라는 과제
만큼이나 중요한 초면 대화 상황에서 특징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
략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정보 탐색적 질문의 화행적 성격 
즉, ‘질문’ 혹은 ‘정보 요구’로서의 발화 의도만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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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화의 화제 전개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특정 발화를 표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그 화행적 성격을 판단하는 일
이 대개 자동적이거나 인지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자신의 발화 표현이 
전체 대화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담화 전체
에 대한 조망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메타인지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
다. 

초면 대화의 참여자는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하
는 일차적 목적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상대방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참여자
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도, 유의미한 정보를 더 깊이 알아내는 것도 
모두가 중요하다. 정보의 폭을 넓혀갈 것인지, 깊이를 더해 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 대화의 흐름에 비추어 참여자 자신이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는 바가 무
엇인지를 판단함으로써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결과에 따라 
화제 추이형 질문과 화제 심화형 질문 중,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맞는 질문을 사
용했을 때, 상대에 관한 정보 획득과 대화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에서는 그 언어 매체인 구어의 특성상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즉각적
으로 응답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여 휴지가 길어지거나 빈번히 나타나게 될 경
우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어, 참여자들 간에 어색함이 형성되지 않
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이전의 경험 속에서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상위의 메타인지적 수준에서 판단하는 일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일반적인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의 흐름을 인식하며 의도에 
맞는 질문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전략에 대한 교육적 노력
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 대칭적 정보 교환을 통한 정보 공유 활성화

대칭적 정보 교환을 통해 서로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전략 역시도 서
로에 관한 정보 탐색이 중요한 초면 대화 상황에 특화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초
면 대화에서는 자칫 한 사람의 참여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 129 -

자신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여 참여자 상호 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
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 자기 노출을 꺼리고, 한편 남성이 대
화의 주도권을 쥐는 경향이 많아16) 남녀 간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까닭에 대화를 나누는 참여자들은 정보 공유의 양상이 한
쪽에서 다른 한쪽으로의 일방통행이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 

불균형한 정보 공유를 해소하고 서로가 서로에 관한 정보를 균형 있게 주고받도
록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는 특정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진 참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에 관하여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자료 ②에서는 참여자 D가 이러한 전략
을 사용하여 균형 있는 상호 간 정보 공유, 다시 말해 ‘대칭적 정보 교환’의 양상
을 이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우 
대화의 양상은 ‘제1 대화 참여자의 정보 탐색적 질문’ - ‘제2 대화 참여자의 대답’ 
- ‘제1 대화 참여자의 자기 정보 제공’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략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에 임하는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에 관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를 꺼리지 않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를 많은 학자들이 ‘자아 노출(self-disclosure)’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기
도 하는데, 권순희(2001)에서는 ‘열린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화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에 관하여 논하기도 하였다. 물론 매 순간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상대방에게서 알고자 하는 사실에 대해서만큼
은 자신도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다면, 대칭적 정보 
교환의 전략을 통해 균형 있는 정보 공유와 원활한 대화 진행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다. 

n 의례적 자기소개를 활용한 정보 수집 국면과 화제 전개 국면의 구별

초면 대화의 상황에서 대화 시작 초반 참여자들이 각자 서로에 관한 자기소개의 

16) 이익섭(2000: 127~130)에 의하면, 남녀 사이의 대화에서 제1선에 나서 주도권을 잡으
려는 남자들의 태도와 제2선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는 여자들의 태도는 여기저기
에서 발견되는 꽤 일반화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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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먼저 갖고 난 뒤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방
법이다. 그러나 대개는 관습적이고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만 생각할 뿐, 
자기소개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초면 대화에서는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라는 1차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
이 크다.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가령 성명, 나이, 직업, 사는 곳, 관심사 등 
기본적 정보에 관한 인식이 없이는 서로 공통적으로 잘 알고 있거나 흥미가 있는 
사항을 화제로 설정하여 대화를 이끌어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흔히 처음 
만났을 때 교환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중심으로 먼저 자기소개의 시간을 
갖고 난 뒤 대화를 시작한다면, 정보 탐색에 대한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대
화의 진행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자료 ①~③에서는 자료 ②에서만 이러한 자기소개의 시간을 갖고 나서 시작할 
뿐, 자료 ①과 ③에서는 간단한 인사 후 곧바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①과 ③에서 먼저 자기소개를 따로 하지 않고 대화를 시작한 까닭은 
비록 자기소개를 먼저 하지 않더라도 대화 중 정보 탐색적 질문의 사용을 통해 충
분히 서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먼저 자기소개의 시간을 갖게 될 경우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이 대화 초반에 꽤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자기소개에서 들은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가 대화 진행 시 화제를 판단할 때 활용
해야 하는데,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경우 이미 소개된 정보를 다시 묻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자신의 대화 능력이나 평소 대화 방식을 고려하여, 정
보 탐색의 부담을 덜고 화제 전개에만 더 집중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라 판단된다. 

(2) 공감적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전략

n 공감적 자아 표현을 통한 상호작용 활성화

공감은 상대방의 경험, 생각, 느낌은 물론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끼는 이
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둔다는 점에서 인지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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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으로는 이해했다하더라도 상대방과 정서적 일치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상대
를 이해했다’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공감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
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감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여기에 한 사람에 의한 일방적 
공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한 공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면
의 공명을 느낀 최초의 공감 주체가 자신이 공감한 바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드러
내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감의 구성 요소에 의사소통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최소 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공감적 반응 또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상
호작용의 국면을 순환적 공감 모형에 비추어 분석해 보았을 때, 최초로 공감을 느
낀 참여자가 자신이 공감한 바를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상이 확
연히 달리 나타남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 ‘공감적 반응’이라고 지칭한 
참여자의 공감 표현 방식은 ‘내가 당신의 말에 공감했다’는 사실만을 드러낼 뿐, 
왜 공감할 수 있었고, 어떻게,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풍부하게 드러내지는 못
하는 소극적인 표현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공감적 반응이 나타날 경우 공감적 상
호작용은 ‘제1 대화 참여자의 자아 표현’ - ‘제2 대화 참여자의 공감적 반응’으로 
끝나는 2단계 상호작용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반면에, 자신이 공감할 수 있었던 
까닭이 자신의 특정 경험에 있음을 밝히는 ‘공감적 자아 표현’은 상대방에게 또 다
른 공감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순환적 공감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형태인 ‘제1 대화 
참여자의 자아 표현’ - ‘제2 대화 참여자의 공감적 자아 표현’ - ‘제1 대화 참여
자의 공감적 반응’의 3단계 상호작용의 양상을 이루었고, 대다수의 경우 추가 단
계를 거치며 풍부한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었다. 

 공감적 자아 표현이 순환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은 첫째로, 인지
적 차원에서 대칭적 정보 교환이 일어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균형 
있게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
감적 반응에 비해 공감적 자아 표현은 자신이 공감한 이유를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밝혀주기 때문에 공감의 진정성을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공감적 반응의 경우 앞선 화제를 중심으로 한 화제 
전개를 마무리 짓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감적 자아 표현은 화제 심화의 형
태로 대화를 진행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해당 화제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을 
더욱 심화시켜 이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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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감적 자아 표현을 통한 상호작용 활성화’ 전략은 비단, 초면 대화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면 대화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
된다. 공감은 상대의 경험과 정서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다고 볼 때, 특히 상대의 경험 자체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상대가 왜 특정 정서를 
느꼈는지에 대한 이해는 상대방에 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을수록 수월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상대방이 평소 어떤 성향을 보여 왔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를 알고 있다면, 상대의 경험 속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자신
이 상대의 입장이었더라도 같은 정서를 느꼈으리라는 공감을 더 잘 일으키게 할 
것이다. 이때 공감을 느낀 주체가 자신이 왜 공감하게 되었는지를 보다 상세히 밝
혀 표현하는 ‘공감적 자아 표현’을 사용한다면, 역시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공감의 진정성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함축적 발화 사용 측면에서의 전략

n 함축적 발화를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심 보이기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기존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에 
관해 알게 된 사실 즉, 공유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나와 상대방이 모두 알고 있
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은 적절히 생략함으로써 함축과 추론을 통해 자연
스럽고 적절한 발화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초면 대화에서는 서로가 무엇
을 알고 있는지조차 공유된 바가 없는 까닭에 자신에 관한 한 가지 사항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장황하게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함축과 추론을 통한 발화 교환이 어렵다는 점은 초면 대화를 어렵고 부담
스럽게 느끼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에 관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관하여 적극적
으로 추측하고,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직접 상대방에게 확인하기보다는 자신이 이
미 알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함축적 발화를 사용한다면, 지평의 접점을 확
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이 상대에게 적극적 관심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참여자 간의 어색함을 깨고 유쾌한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상대방에 관한 적극적 추측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 133 -

일반적 배경지식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비록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지식
은 없다 하더라도 현재의 대화에서 확인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에 자신의 기존 배
경지식을 결합한다면 상대방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 관하여 어느 정
도 확신 가능한 추측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사용 가능한 맥
락적 단서의 정도에 따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인 함축적 발화
의 사용을 역이용하여, 일반적 배경지식을 활용해 함축적 발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 또한 전략적 언어 사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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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설계

4장에서는 1~3장의 논의를 토대로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설계에 대하여 논
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관계 중심적 대화의 개념, 유형, 본질에 대한 논
의와 실제 대화의 양상 분석 과정에서 확인한 관계 중심적 대화의 담화 특성은 물
론 의사소통 교육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해당 대화의 교육 시 어떠한 사항들이 
전제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 실제 교
육적 설계 과정을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활동의 순으로 구체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1.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 설계의 전제

본 절에서 제시하는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 설계의 전제는 우선, 본고의 앞선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관계 중심적 대화의 본질 및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
졌다. 첫 번째로 제시된 ‘구체적 대화 유형을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 제시’는 초면 
대화의 분석 과정에서 갖게 된 생각 즉, 관계 중심적 대화가 그 상황 변인에 따라 
양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상황 및 유형별 대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제시된 것이다. 두 번째로 제시된 ‘공감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
한 인식’은 공감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와 실제 대화 상황에서 나타난 공감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갖게 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세 번째로 제시
된 ‘과제 중심적 대화 교육과의 연계성 고려’는 과제 중심적/관계 중심적 대화의 
구별이 개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화의 성격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바탕
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이어 제시되는 ‘학습자 대화 능력의 개인차 존중’과 ‘학습
자의 자발적 대화 동기 형성’은 교육 일반에서 제안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원리
와 구어 의사소통 교육에서 강조되는 실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 교육 설계를 따
르고자 제시된 것들이다. 실제 설계에 앞서 이상의 전제들을 소개함으로써, 이어지
는 구체적 설계를 위한 밑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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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체적 대화 유형을 바탕으로 한 교육 내용 제시

국어과 교육 중 듣기ㆍ말하기, 읽기, 쓰기로 세분(細分)되는 기능 교육이 목표로 
하는 바는 학습자의 국어 활동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국어과 교육에서는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요소들을 지식, 기능, 태도 등으로 분절하
여 접근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내용 요소들이 실제 언어 사용의 상
황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만 국어과 교육의 목표가 온전히 달성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공통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실
제’를 ‘지식’, ‘기능’, ‘태도’보다 상위에 둠으로써17), 분절적 내용 요소보다는 이들
이 유기적, 통합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실제적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이고 있다. 

국어 활동이 이처럼 여러 가지 분절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동원되어 이루어진
다고 볼 때,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실타래와 같은 국어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그 
실타래를 일일이 풀어 헤쳐 놓고 이를 원래대로 다시 얽어가며 보이기보다는 그저 
실타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국어 활동
이 외현된 결과물을 통해 국어 활동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민병곤(2006)에서는 ‘국어 활동’의 개념을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으로 구
체화시킨다면, 텍스트를 국어 활동의 내용으로 상정하는 것은 교육적 효율성이라
는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텍스트라는 말로 간단히 제
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란 언어 체계(langue)와 언어 사용
(parole)을 매개해 주는 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용역(register), 장르
(genre), 이데올로기 등이 될 수도 있다.(민병곤, 2006: 11~12) 현행 교육과정의 
용어들인 담화, 글, 언어자료, 작품 등은 모두 각 영역 특성에 맞춰 달리 사용되는 
것일 뿐 결국은 텍스트로 대표되는 일종의 매개 체계인 셈이다. 화법 영역에서는 
이러한 매개 체계를 지칭하기 위해 담화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텍스트로 대표되는 매개 체계를 중심으로 지식, 기능, 태도 등과 같은 분절적 요

17) 공통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실제’를 다른 요소들보다 상위에 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서부터이다. 다만, 2007년 개정 당시 ‘지식’, ‘기능’, 
‘태도’의 분절적 내용 요소 중 ‘태도’를 제외시키고 ‘맥락’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교육인적
자원부 고시 제2011-361호에서는 다시 ‘맥락’을 없애고 ‘태도’를 복원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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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이 실제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활동 속에서 유기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취지에서 이미 2007 개정 교육과정 이래 현행 교육과정은 텍스트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이경화 외(2010)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중심 교육과정
의 성패는 어떤 텍스트를 ‘맥락이 살아 있는’ 텍스트로 볼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맥락과 유리된 텍스트가 교육 내용으로 제시될 경우 실제적 국어 활
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분절적 요소를 통합시켜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
한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교육과정의 흐름에 맞춰 화법 교육에
서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할 담화를 선정할 때 맥락이 살아 있는 담화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여타의 담
화는 차치하고 대화의 경우만을 살펴볼 때, 과연 현재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맥락
이 살아 있는 대화 활동과 교육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할리데이(Holliday)의 관점에 따르면 언어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문법 형식은 장
(field), 주체(tenor), 방식(mode)이라는 세 가지 맥락 변수를 통해 언어의 세 가
지 기능 즉, 관념적 기능(ideational function), 상호작용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상황 맥락과 
사회적 맥락을 실현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맥락이 살아 있는 담화라면 적
어도 장, 주체, 방식으로 대별되는 세 가지 맥락 변수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논의를 위해 세 가지 맥락 변수에 대한 정의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김종
현, 2012:187)18)

n 장(field, 개념 제시하기): 무엇에 관해 말하는지를 나타낸다. 개념적 선택
(명사, 동사, 전치사구 등)으로 표현된다.

n 주체(tenor, 입장 취하기): 상호작용 참여자들 사이에 상대적인 역할 관계를 
나타낸다. 관계적 선택(서법, 양태, 억양 등)으로 표현된다.

n 방식(mode, 텍스트 구조화하기): 언어가 상황에서 작용하는 방식이다. 응집
성 장치, 연결어, 절 결합 전략, 테마 구조 등으로 표현된다.

대화를 여타의 담화 유형들과 함께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2009 개정 교
육과정의 『화법과 작문Ⅱ』의 경우 그 성취 기준의 하나로 ‘대화의 목적, 대상, 
18) 필드(field), 테너(tenor), 모드(mode)에 대한 번역어는 박종훈(2007)의 용어를 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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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등에 따른 대화의 원리를 이해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
떤 목적, 대상, 상황을 맥락 조건으로 하는 대화를 교육해야 하는지에 관한 언급은 
피한 채, 그 해설에서는 대화의 상호 교섭적 성격, 대화의 목적 분류, 대화의 원리 
및 공손성의 원리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취 기준만을 놓고 볼 때, 이는 다양
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를 아울러 교육하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러
한 의도를 구현하려다 보면 현실적으로 구체적 맥락 속에서의 대화를 활동을 통해 
교육하기보다는 추상적 차원에서의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고에서 대화의 유형 분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의 첫머리에서 제안한 까닭
은 유형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대화 교육에 있어 중등 교육 단계의 학
습자에게 필요한 구체적 대화 유형의 선정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이는 현재와 
같은 추상적 차원에서의 대화 교육을 답습하는 결과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판
단에서 비롯하였다. 더불어 학문적 차원에서도 맥락과 유리된 거시적 차원에서의 
대화를 그 대상에 두고 연구에 임할 경우,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필
요한 대화 전략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화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학문적 논의와 함께 맥락과 결부된 구체적 대화 유형 각각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대화의 유형 분류 체계에 있어 일차적 분류인 ‘과제 중심적 
대화’와 ‘관계 중심적 대화’는 각각 그 하위에 속하는 대화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맥락 변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비교적 효율적인 분류 방식이 될 수 있다. 과제 
중심적 대화의 경우, 그 대화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대화의 목
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할리데이가 제시한 맥락 변수 가운데 
‘장’(field)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관계 중심적 
대화의 경우 참여자와 그들의 관계 형성ㆍ유지ㆍ발전의 양상이 매우 중요하며, 맥
락 변수 중 ‘주체’(tenor)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차
적 분류인 관계 중심적 대화의 하위분류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의 교제 기간, 성차, 
연령 또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연구 대상
으로 삼은 초면 대화의 경우 교제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나누는 대화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특히, 초면 대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성인이 된 이후 
흔히 맞닥뜨릴 수 있는 대화 상황이라는 점,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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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관계 중심적 대화에 포
함되는 하위 대화 유형 중 교육적 우선순위가 높은 유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유형 분류에 대한 보다 체계적 논의와 더불어 이렇게 분류된 여러 대화 유형들의 
비교를 통해 차후에 추가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2. 공감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

관계 중심적 대화에 대한 현상 차원의 규명은 물론 이에 대한 교육의 설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공감’이다. 굳이 이론적 논의를 빌리지 않
더라도 공감대 형성은 대화 참여자들 간의 관계 형성ㆍ유지ㆍ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일상적 대화 상황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따로 교육받지 않
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지닌 이
상 대화중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여 공감적 반응을 보이려 노력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적 반응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까닭에 관계 중심적 
대화를 교육하는 상황에서는 대화 중 일어나는 공감 현상의 실체를 규명하여 제시
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의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는지를 교육내용으
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화 교육에서 공감에 관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그 교육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공감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화 교육과 관련하여 공감을 다루는 방식을 고려해 볼 
때 특히 인식적 전제가 시급한 것은 공감의 실체가 무의식적이고 정서적 현상이라
는 점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까닭은 공감 현상에 관한 많
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공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서 공감에 관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살펴보면 공감(共感)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공감의 영문 단어인 ‘Empathy’의 경우 사전 정의를 살펴보
면,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공유하는 능력’(the ability to 
share another person's feelings and emotions as if they were your own)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국어와 영어에서는 모두 공감을 ‘느낌’, ‘기분’, ‘감정’과 같은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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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작용에 초점을 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학자들은 공감의 구성 요소로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사소

통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는 있지만, 각자의 연구 방법에 따라 각 
요소 중 어떤 것을 강조하여 드러내는가에 있어서는 저마다 차이를 보인다. 사전
적으로는 정서 현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요소보다는 인지적 
요소나 의사소통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조작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
할 수 있다. 가령, 공감에 관한 일련의 심리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
한 윌리엄 이케스(2008)의 경우, 그의 저술 제목인 ‘마음 읽기’(Everyday Mind 
Reading)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감(empathy)을 ‘느끼는’ 행위가 아니
라 ‘읽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그가 통제된 실험실에 들어온 2인의 참여자들이 
실험과 무관하리라고 믿고 나눈 대화를 몰래카메라로 녹화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자 했던 것은 공감 현상이라기보다는 스스로도 ‘공감’이라는 말과 혼재하여 사용하
는 용어인 ‘공감적 추측’(empathic inference) 현상이었다. 이케스의 실험들은 참
가자가 상대방의 말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을 얼마나 정확히 간파해내는
지를 판정하는데 관심을 두었지, 그 결과 상대방과 그 생각이나 느낌을 실제로 공
유하게 됐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케스가 관심을 두고 있는 현상
은 엄밀히 말하자면 공감 그 자체가 아니라 공감의 사전 조건인 ‘인지적 이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감 현상에 접근하려는 연구자들이 그 핵심인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
추기보다는 공감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인 인지적, 의사소통적 요소 따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정서적 과정의 통제 불가
능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공감이 나타나는 과정 중 일부는 의식
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객관적 해명 또한 어느 정도 가능한 반면에, 객관적 접근 
방식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측면도 상존한다. 공감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
적, 정의적, 의사소통적 요소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특히, 그 중 통제 불가능한 측
면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면, 과도한 단순화라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공감 현상의 
도식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감의 세 가지 요소를 분절적, 단계
적으로 파악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도식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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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생각, 
느낌에 대한 추론 및 

이해

상대방의 생각, 
느낌에 대한 정서적 

공유

상대방의 생각, 
느낌을 이해하고 

공유한 바를 
언어적ㆍ비언어적으로 

표현

내적 정신 외적 현실

인지적 단계 정서적 단계 의사소통적 단계

공감이 일어나는 과정을 위의 도식처럼 인지적 단계, 정서적 단계, 의사소통적 
단계의 순으로 파악한다면, 이 중 객관적 접근 및 파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
면은 의사소통적 단계이다. 이 단계는 참여자의 내면에서 공감이 일어난 직후이고, 
참여자는 자신이 공감한 바를 의사소통을 통해 표현하게 된다. 이때 언어적, 비언
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표현된 공감은 물리적 세계에서 외현되어 나타나는 까닭에, 
대화 참여자들은 물론 제3자에 의한 관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공감 현상
을 연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공감 현상의 실체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국면은 바로 이 의사소통적 단계에서이다. 본고에서 바렛-레너드의 공감적 상
호작용 모형을 취하여 공감 현상을 확인하고자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공감의 전 과정 중 가장 통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의사소통적 단계이지
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공감에 온전히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참여자가 
내면에서 공감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를 언제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공감한 바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이를 표현하는 경우도 
이를 통해 그가 공감을 일으켰는지의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선 3장의 분석에서 확인한 ‘공감적 반응’은 공감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개 끄덕임, 웃음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나 ‘아’와 같은 짧은 
반응 발화만으로는 표현 주체가 상대방에게서 공감을 느낀 바를 표현하는 것인지, 
정서적 느낌이 아닌 인지적 이해의 차원에서 상대의 말에 수긍함을 표현하는 것인
지, 아니면 그저 대화의 분위기를 협력적으로 이끌기 위해 억지로 공감하는 척 꾸
며 이야기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의사소통적 단계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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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만으로 공감 현상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명확
해 진다. 

내면적 정신 과정 중, 인지적 단계는 공감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 조건의 성격
을 지닌 단계이지만, 실제 공감이 일어나는 정서적 단계에 비해서는 통제 가능성
이 높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
다. 의사소통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공감의 국면이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 의해서
도 관찰 가능하였다면, 인지적 단계는 공감 주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인 까
닭에 제3자에 의한 관찰이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의식적 차원에 속하는 추론 
또는 이해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적어도 당사자 스스로는 내성적(內省的) 관찰
을 통해 추적하는 일이 가능하고, 제3자가 인터뷰, 설문지법과 같은 적절한 방법
을 동원한다면 공감 주체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지적 단계는 어디까지나 공감이 일어나기 위한 사전 조건일 뿐, 그 자
체가 공감은 아니다. 인지적 단계에 초점을 맞춘 공감 연구는 인지적 조건이 충족
된다면 그 만큼 공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확률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
이지, 인지적 조건의 충족과 공감 사이에 필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런
데 자칫 그 연구 결과를 무리하게 확장하려 든다면,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
히 이해했다고 해서 공감이 일어났다는 무리한 결론을 내리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는 특히 본고와 같이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공감에 관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장황하게 공감 현상에 관한 연구 경향과 그 한계점을 언급한 까닭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감의 통제 불가능성이 공감을 교육내용으로 다루고자 
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공
감을 느끼는 활동을 수행하게 될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스스로가 의지를 가
지고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면은 위의 세 단계 중 인지적 단계와 의사소통
적 단계뿐이다. 인지적 단계에서 학습자는 효과적인 대화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을 풍부하게 이끌어내고, 상대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상대가 표현하
고자 하는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한편, 스스
로 파악한 상대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하여 공감하게 된 학습자는 자신이 공감한 
바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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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을 파악한 이후 정서적 단계에 이르러 상대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일은 무의식적이고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즉, 인지적 단
계를 배제한 순수한 정서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감적 현상은 주체인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에 대한 교육 상황에서 공감과 관련한 교육
을 진행할 때, 학습자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구분을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해 개선 가능한 부분은 인지적 이
해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지점이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심리나 정서에서까지 교육적 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
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ㆍ유지ㆍ발전시키는 
데 있어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서적으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조차 억지로라도 공감을 해야만 한다고 지도한다거나, 공
감하지 못하였더라도 말이라도 공감적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일은 자칫 대화
를 일개 의사소통 기술로 전락시키고 학습자를 화술만 번지르르한 인간으로 성장
하게 만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보다는 의식적으로 통제 가능한 부분과 관
련된 교육 내용을 통해, 공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일러주고, 공감
을 느꼈다면 그것이 상대방과 공유되어 또 다른 공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
며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1.3. 과제 중심적 대화와의 연계성 고려

본고에서는 박용익(2001)의 분류법을 따라 대화를 크게 과제 중심적 대화와 관
계 중심적 대화로 구별하고, 그 중 관계 중심적 대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그 
한 상황적 하위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초면 대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런데 잠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일상의 대화 중 그 어떤 것도 순수하게 참여자들 간
의 관계 형성ㆍ유지ㆍ발전에만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으며, 반대로 어
떤 대화도 특정한 과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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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할 것이다. 대화의 유형을 둘로 분류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참여자의 자아 성
격’을 두고 본다 하더라도, 참여자가 유일함, 측정 불가능함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
인적 자아를 내비치며 대화를 나누는지, 교환 가능함, 측정 가능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자아를 내비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는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이지 
어느 지점에서 칼로 쪼개듯 둘로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
서 화법 교육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의사소통 유형은 한편으로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소통 상대방과의 
관계에 관하여 고려해야만 하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실제적 맥락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인 대화 교육의 틀에서 학습자
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연후에는 대화가 지닌 복합적 성격에 대한 교육과 함께, 
복합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화 활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습자
가 교육을 통해 습득한 능력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온당
한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복합적 대화
를 온전히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측면에서
는 학습자가 노출되는 대화 상황을 일단 단순한 대화로 제시한 연후에 점차 복합
적 성격의 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 학습을 가능케 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사항은 교
육과정을 위계적으로 제시하는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칠성(2010)에서 제안하
는 ‘새로운 화법 교육 과정의 구조와 내용’은 대화 교육의 위계적 설계에 매우 적
합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래 현행 교육과정까지 화법과 작
문 영역이 통합되어 단일 과목으로 설정되면서, 화법 교육과정의 틀은 작문과 마
찬가지로 언어적 의미의 표현 활동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말하기를 
듣기와 분리하여 접근하는 공통교육과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말하기ㆍ듣기 
활동의 상호교섭적 성격을 강조하는 화법에서까지 언어적 표현 활동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의 교육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임칠성(2010)
에서는 음성언어 외에도 반언어(半言語)와 신체언어까지를 포괄하는 구두 언어의 
특성을 화법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임칠성, 2010: 136)19)

19) 임칠성(2010)에서는 (예시1)과 (예시2)로 제시된 두 개의 교육과정 안을 제시하고 있
다. 여기서 제시한 것은 (예시2)에 해당하는 안으로서, (예시1)은 이와 내용 면에서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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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유형
가. 대인 의사소통

대화
면접

나. 집단 의사소통
토의
토론
협상

다. 대중 의사소통
발표
연설

기능
가. 대인 의사소통

-대화의 원리
-참여자 인식
-대인 관계의 형성과 발전

나. 집단 의사소통
-구성원의 역할
-주도와 협력
-집단의 의사결정
-갈등 해결

다. 대중 의사소통
-수사적 상황(청중, 목적, 주제 등)의 분석
-내용 구성
-언어적ㆍ반언어적ㆍ비언어적 표현 전략
-내용 수용(듣기)
-매체 활동
-말하기 불안

지식
¡ 구어 의사소통의 성격과 요소
¡ 우리말의 문화와 전통
¡ 구어 의사소통의 윤리와 예절
¡ 매체와 구어 의사소통

<표 14> 새로운 화법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임칠성, 2010)

위의 교육과정 안에서처럼 화법의 기능 영역을 ‘대인 의사소통’, ‘집단 의사소
통’, ‘대중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은 관계 중심적 대화를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용이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가 없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지식, 기능, 담화 유형의 틀을 변화시키지 
않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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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담화 유형 영역의 제시 방식 중, 대화를 ‘대인 의사소통’으로 명시하여 제시
하는 방식은 자칫 모든 대화가 참여자 간의 관계 형성ㆍ유지ㆍ발전에만 초점을 두
고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대화가 지닌 대인 의사
소통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는 경우는  이를 ‘관계 중심적 대화’로 구별하
고, 이와는 달리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하는 ‘과제 중심
적 대화’가 존재할 수 있음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대화 교육의 국면에서 과제 중심적 대화에 관한 교육이 관계 중심적 대
화와 동일한 비중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의 목적
에 대한 인식이 담화의 흐름과 의사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토의, 토
론, 협상 등과 같은 다른 담화 유형의 교육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담화 유형에 
대한 교육에서는 과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부차
적 교육 내용이 되는 것과 반대로, 대화 교육에서는 관계에 대한 고려가 중심을 
이루고, 과제 해결이 부차적 요소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화 교육에서 
일차적 중심을 이루어야 할 교육 내용은 관계 중심적 대화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는 순수하게 관계 중심적 대화의 성격을 보이는 대화 상황과 장면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되, 보다 심화된 교육의 장면에서는 과제 해결 목적을 
지닌 대화 장면을 제시하여 참여자 간 관계의 형성ㆍ유지ㆍ발전과 과제의 해결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대화를 배치하여 교육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
게 교육 내용의 위계를 설정하고 교육의 대상이 되는 대화 상황을 위계에 맞게 배
치한다면, 대화 교육 초기에는 대화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대인 의사소통으로서
의 특성에 초점을 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화에서 참여자의 관
계를 고려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내면화된 학습자들이, 다음 단계에서는 
대화의 복합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며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
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 연구한 초면 대화의 상
황은 과제 해결의 목적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관계 중심적 대화의 유형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화 교육의 초기 국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
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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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습자 대화 능력의 개인차 존중

모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는 학습자들이 따로 교육받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
거나 하고 있는 바가 많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는 학습자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령 초면 대화
와 관련한 능력의 경우, 같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도 J와 N이 갖추고 있는 
능력은 사뭇 달랐다. J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내면서 한편으로는 화제를 도입하고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N의 경우 상대방에 관한 정보로부터 
공통 화제를 찾아 이를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고 있었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 개개인이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있고, 또 그러한 선(先) 이해에 
관하여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화 교육을 포함한 화법 교육 전반에 있어 학
생 개개인의 특성에 기초한 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사
실 이는 화법 교육을 넘어서 교육 전반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교사와 학
생이 1:1로 만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생각과도 연관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문
답법을 통해 제자 개개인이 지닌 인식적 문제를 찾아 이를 바로잡아 주었듯이, 아
니면 루소가 에밀이라는 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아이에게 맞는 성장 
방식을 늘 고민하여 교육하듯이, 1:1 교육은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상황만을 놓
고 보면 학생의 개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
의 모습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교사 1인이 적게는 2, 30여 명에서 많게는 4, 50여 명을 상대해야 하는 
공교육의 현실에서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육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교육의 현실에서 학생이 지닌 의사소통 능력의 개인차
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효율적인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교수ㆍ학습의 일차적 주체인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입안 주체, 학계 모두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생 개인차를 고려하는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을 위해 가장 시
급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볼 것이다.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기 전,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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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본 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의 화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화법 생활과 화법교육에 대
한 요구와 화법 능력 수준에 관한 기초 조사가 없이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는 근본
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이창덕, 2011: 337) 교육 과정의 입안 시 학습자의 화법 
능력 수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까닭은 우선,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이미 모국어 
사용 경험을 통해 갖추고 있는 능력과 그렇지 못한 능력을 구별하여, 모든 학습자
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연령별, 학교급별, 학
년별로 학습자가 지닌 의사소통 능력의 실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실태 조사를 통해 이상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에야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을 포함한 화법 교육이 현재의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틀을 
갖추게 될 수 있다.20) 뿐만 아니라 학습자 의사소통 능력의 개인차가 나타나는 가
운데서도 해당 학교급, 학년의 학습자 대부분에게 있어 필요한 교육 내용이 무엇
인지를 선별하여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학습자 의사소통 능력의 개인차를 배려할 수 있는 교수ㆍ
학습 방법의 문제이다. 이는 실제 교수ㆍ학습의 주체인 교사의 입장에서 특히 고
려되어야 하는 사항일 것이다. 교육과정 수준에서 특정 학년의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대화 교육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정도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 교육과정 수준에서 제시되는 교육 내용
은 어디까지나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에 초점을 맞춘 것일 뿐, 학습자 개개인
이 지닌 의사소통 능력에는 분명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화법 
교육과정이 위계화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습자가 지닌 선 
이해 수준은 대부분 개인의 특수한 경험들에 의존하고 있어 개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공교육 현장의 제약 속에서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활동 중심의 교수ㆍ학습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에 

20) 이홍우(2006: 75)에서는 나선형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선
정’과 교육내용의 ‘조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선정’의 문제는 모든 
학년 수준에 관계 없이 가르쳐질 ‘동일한 교육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일이고, ‘조직’
의 문제는 각각의 학교 또는 학년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정확하고 치밀하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위에서 대규모 조사가 시급히 필요한 
까닭으로 밝힌 두 가지 이유와 궤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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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활동 중심의 교수ㆍ학습이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우선은 이러한 교수ㆍ학습 방식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실제 담화의 차
원을 분절적 교육 내용 요소인 지식, 기능, 태도 등보다 상위에 배치한 현행 교육
과정의 지향점과 부합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실제 대화 동기
를 갖고 임한 대화 활동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교육 효과가 높다는 점을 
들어, 교육의 중심이 되는 활동이 가급적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함을 제언하
였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학습자의 개인차 존중이라는 차원
에서도 교수ㆍ학습이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학습자 능력의 개인차
는 학습자 스스로도 정확히 알기 어렵고, 더구나 교사가 여러 학생들의 대화 능력
을 일일이 파악하고 그 개인차를 점검한 연후에 활동을 구성하기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우선 학습자의 대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연후, 실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대화 활동 속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학습자
가 지닌 개인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
각된다. 

활동 중심의 교수ㆍ학습을 제안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점은, 이러한 
제안이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에 있어 지식 중심의 교수ㆍ학습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화 능력 
신장 교육과는 별도로 지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대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체득된 능력일 뿐, 스스로가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지식 중심의 국어교육 
내용 범주 설정을 제안하는 박종훈(2005: 477)에서는 방법적 지식을 갖추고도 해
당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와 아예 방법적 지식도 갖추지 못하고 해당 기능
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때, 경험적으로 체득된 능력이 있는 학습자들 대부분은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으되, 이에 관한 방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관계 중심
적 대화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방법적 지식도 갖추고 있으며, 해당 기능을 수행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기능적 수행은 가능하되, 이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스스로의 대화 활동을 메타적으로 점검하는 반성적 행위가 이
루어질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 학습자가 현재의 상태로부터 더 발전적인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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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갖추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요약컨대,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이 학습자의 개인차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 수준에서 학습자 대부분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정하고, 이를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게 조직할 
수 있도록 학습자 실태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
의 교사는 학습자의 개별 능력에 있어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적 처치를 진행하기 위해 학습자의 실제적 대화 활동을 중심으로 교수ㆍ학습
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학습자가 지닌 수행 차원에서의 의사소통 능
력과는 별개로 이를 지식으로서 이해하는 일은 대다수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으
로 보이며, 따라서 활동 중심의 교수ㆍ학습이 대화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적 이해 
활동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5. 학습자의 자발적 대화 동기 형성

심리학에서 동기는 흔히 ‘어떤 대상에 대한 정서적 태세’를 일반적으로 지칭하
는 용어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기분이 유쾌하고 따라
서 그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기분이 불쾌하여 그 쪽에서부터 멀
어지려는 경향이 있으면, 그 상태는 동기가 있는 상태이다.(이홍우, 2006:114)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상황에서 교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인 중 하나는 
학습자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만
일 학습자가 그러한 동기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앞서 전제로 제시한 구체적 대
화 유형을 통한 실제적 활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사실, 공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실 안의 상황은 실험실의 상황과 유
사한 점이 많다. 실험실에서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현상을 과
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제와 흡사하되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통제된 상황을 
꾸며놓는다. 교실 안의 상황에서는 교육의 내용이 되는 실제 세계의 문제를 그 
현실 맥락과 유리된 추상적인 명제의 형태로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적 상황 속에서 교육을 행하고자 할 경우, 기껏해야 실험실과 같은 모의적 상황
을 구성하여 접근하는 방법 정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계 중심적 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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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역시도 이처럼 실제가 아닌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교
육적 상황에서는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동기가 형성되지 않은 학습자들로 하여
금 억지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그러한 활동 속에서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 

물론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동기는 없더라도 학습 동기가 있는 학습자라면 모
의 수행법을 통한 인위적인 대화 활동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동기는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는 상황의 실제성과 매우 밀접히 맞닿아 있다. 즉, 실제적 상황에서 자연발생
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아니고서는 진실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가급적이면 실제 상황에
서 실제로 동기가 형성되어 나누게 되는 대화 활동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보다 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미리부터 제약에 가로막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실제적 대화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동기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동원 가능한 자원은 무엇인지, 
배정된 교육 시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 조건에 대
한 판단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관계 중심적 대화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지는 시기가 학년 초일 경우, 교사는 새로 한 반에 편성된 학습자들이 아직 서
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의 대화 활동을 통해 초면 대
화에 관하여 교육해 볼 수 있다. 혹은 녹음 기기가 학생 개개인에게 배정되기에 
충분하다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실 밖에서 해당되는 대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를 녹음하여 오도록 하고, 이를 자료로 삼아 교육하는 일도 가능하다. 시수
가 짧아 모든 학생들의 실제 대화를 일일이 분석하여 교육 자료로 삼기가 어렵
다면,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대화를 선별하여 자료로 
삼아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습자가 실제 동기를 가지고 임한 대화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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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모의 수행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제된 추상적 명제의 형태로 대화 교육의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실제 동기가 없이 이루어진 대화 
활동이 지닌 한계는 무엇인지 혹은 아예 대화 활동이 없이 교육 내용이 전달됨
으로써 초래되는 한계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
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화 교육은 실제 동기를 갖고 임한 대화 활동 속에
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
하는 일일 것이다. 

2.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 설계의 실제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교육의 전제를 바탕으로 실제 대화 교육의 설계 과정
을 논하고자 한다. 본 절의 내용은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목표 설정, 교육 내용
의 선정, 교육 활동의 구상 순으로 제시되었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설계의 실제는 
사례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관계 중심적 대
화 교육을 설계하고자 할 경우 본 절의 내용은 각자의 교육 상황에 맞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2.1.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목표 설정

화법 교육의 하위 교육에 속하게 되는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목표는 보다 상
위의 화법 교육과 전체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의 관련 하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
어과 전체 교육의 목표와 화법 교육 목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그 기본적인 구성의 원리에서는 문법, 문학, 기능 교육의 영
역별 교육 특성을 반영하되, 이들이 총체적인 관련을 맺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술
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마다 그 진술 방식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로 보다 상위의 국가 교육과정이 초점을 두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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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반영과 연관이 있다. 현행 2011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
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
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러한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하여 전은주(2012: 27~28)에서는 국어 
교과의 정체성이 도구 교과에서 인격 교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
고 있다. 위에서 발췌한 목표 진술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지
만, 목표항의 진술 첫머리에 국어 과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정확하
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올바른 국어 생활을 통해 건
실한 인격을 형성하여 건전한 국민 정서와 미래 지향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라고 정의하는 데서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의 지향이 인격 교과에 놓여 있
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국어과 교육의 목표에서 교과의 정체성에 대한 천명을 기존의 도구 교과
로부터 인격 교과로 달리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국어 교육이 도구 교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학습자의 도덕과 인성의 함양을 소홀히 한 채 학습자를 
기능적으로 유창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춰왔다는 그간의 자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민현식(2011)에서는 국어과의 본질을 이
념 교과, 학문(지식) 교과, 도구 교과, 문학 교과, 실용(직무) 교과로 볼 수 있음
을 밝힌 후, 국어과는 도구 교과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인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이념 교과로서의 성격을 다시금 자각하여야 하고, 지식, 주제 
기반 교육을 강화하여 지식-기능 균형 국어교육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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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기능 교육의 탈 지식, 탈 가치 사례 중 하나로, 화법 교육이 목적별, 
유형별 말하기, 듣기 교육에 치중할 뿐 주제별 말하기, 듣기 연구가 미미함을 지적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시 중 하나로 현재 우리의 화법교육이 ‘정직한 말하기’ 
즉 ‘거짓말하지 않기’에 대해서 내용 영역으로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
하고 있다. 

기능 교육이 탈 지식적 교육으로 흘러왔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한 점도 없잖아 있
으나, 이러한 지적이 자칫 기능 교육에서 지식을 소홀히 하거나 지식을 가르칠 필
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종훈(2005)에서는 기능 교육 역시도 교육과정 상의 교수ㆍ학습 내용을 지식을 중
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까닭은 기능 
교육의 내용 또한 그 기저에는 지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전거 
타는 법을 익히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자전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전거 패달을 굴리는 방법, 자전거의 균형을 놓치지 않는 방법 등인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은 명제적 지식보다는 
방법적 지식인 것이 다를 뿐이다. 기능 교육은 이러한 방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어교육의 본질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도구교과로서의 정체성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 교육이 그간 탈 가치적 교육의 모습을 보여 왔다는 지적에 대하여
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 교육에서 그 동안 의사소통의 효율
성,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며 소통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올바른 인격의 형성 측면에 교육의 비중을 두기 어려웠던 것은 지
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주로 목적이 분명한 담화 유형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높았
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육 내용과 방법이 이러한 목적 지향적 담화 유형에서 
비교적 풍부하게 제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목적 지향적 담화에서 올바른 
의사소통의 태도나 인격 형성의 측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담
화 특성상 가령 발표, 연설, 협상, 토의, 토론 등에서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 상대
방에 대한 설득, 참여자 간의 합의점 도출 등과 같은 목적 달성이 중요하고, 이런 
까닭에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관한 내용이 교육의 초점을 
이룰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인격 형성 차원의 교육은 부차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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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본고에서 교육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관계 중심적 대화의 경우, 여타의 
담화 유형들과 달리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하
다. 물론 각각의 대화 장면에서는 요청이나 부탁, 사과, 축하 등과 같은 일정한 목
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엽적인 목적에 따라 대화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기 어려운 것은 대화라는 담화를 일관되게 아우르는 본질이 의사소통의 목
적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화를 통해 참여자 간의 관계를 
형성ㆍ유지ㆍ발전시키는 일이 대화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가능할지
도 모른다. 그러나 본고에서 이를 목적이라고 표현하기를 거부하고, 본질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여 제시하고자 한 까닭은 인간관계를 목적이라고 명시했을 경우 다시
금 빚어지게 될 탈 가치적 교육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형성ㆍ유지ㆍ발전을 대화의 목
적으로 상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대화에서의 모든 발화 표현과 상호작
용은 이러한 목적 달성에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초점
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인식은 하위의 기능적 차원에서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가령 공감적 상호작용에 관한 교육에 있어, 공감대의 형
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상호작용이 친밀한 관계의 형성에 있어 효과적이라
는 점을 가르칠 때에도, 자칫 목적 달성을 위해 거짓으로라도 공감을 보여 상대의 
호감을 얻도록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전제
로 ‘공감의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힌 까닭은 공감을 잘 
일으키기 위한 방법이나 공감이 일어났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에 대
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공감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가장한 표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논하기 위함이었다. 

담화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이처럼 하위 기능의 작용 양상을 어디에 초점에 맞
춰 해석하고 지도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목표를 어
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도 담화에 관한 지도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화법 교육에서도 담화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그 교육의 목표가 단순
히 기능적 인간의 성장이 아닌 전인적 인간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표 설
정 단계에서부터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화법 교육에서 지도해야 
할 여러 담화 유형들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관계 중심적 대화의 교육은 학습
자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담화 유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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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목표를 다
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목표

n 상위 목표: 대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자아의 
성장을 도모한다.

n 하위 목표
1. 인간관계의 형성ㆍ유지ㆍ발전을 위한 대화의 특성과 전략을 이해한다.
2. 인간관계의 형성ㆍ유지ㆍ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3.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를 기른다.

2.2.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내용 선정

교육내용의 선정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교육내용의 구조화 방식에 의거할 때 체
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어교육 연구에서는 과거 수많은 논의를 통해 교육
내용의 구조화, 체계화를 위한 방식으로 지식, 기능/전략, 태도의 3분법이 가장 타
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여왔다. 이러한 합의 결과는 최근 빈번히 개정된 교육과정
의 내용체계 구조화 방식에도 비교적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21) 따
라서 본고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내용 선정에 있어 이와 같은 3분법 체
계를 준용(準用)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지식’ 차원의 교육 내용

21) 공통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구조화 방식만을 살펴볼 때, 2007, 2009, 2011 개정 교육과정
의 변화 양상을 보면, 이미 7차 교육과정 시기에 ‘지식’, ‘기능’, ‘태도’의 3분법을 채택하고 
이들이 ‘실제’ 속에서 통합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립해 둔 틀을 유지하는 가운
데, ‘실제’를 분절적 요소보다 상위에 배치하여 이전보다 강조하는 흐름으로 변화해 온 것
으로 보인다. 분절적 요소 가운데 ‘태도’의 경우 2007 개정 시기에 ‘맥락’을 도입하며 잠
시 배제되었으나, 2011 개정 시기에는 ‘맥락’을 소거하고 ‘태도’를 복원하여 다시 전통적 
3분법의 틀을 채택하고 있다. 



- 156 -

지식, 기능/전략, 태도의 3분법을 따라 교육내용을 구별하고자 할 때, 교육내용 
중 특히 무엇을 지식으로, 무엇을 기능 및 전략으로 분류할 것이냐의 판단은 곧잘 
혼란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가령, 선택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의 세부 내용으로 제
시된 성취 기준 중 하나인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를 인식하고 관계 형
성에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한다.’를 예로 들어 보자. 이러한 성취 기준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의 유형’(가령, 
열린 자아, 가려진 자아, 숨겨진 자아, 미지의 자아), 각 유형의 자아가 취하는 대
화 방식의 특성, 관계 형성을 위해 적절한 대화의 방식 등에 관한 지식 차원의 이
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교육 내용이 지식 차원에서 이해
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자가 이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는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실제 대화의 상황에서 지식을 적용하여 ‘인식’과 ‘표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인식하고’, ‘표현한다’는 성취기준에 도달한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능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는 교육내용은 곧잘 
그 기저에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제하고 있기 마련이므로, 특정 교육내용을 지식
과 기능 중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식과 기능의 관계 속에서 지식의 유형
을 체계적으로 구별한 다음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
여 전은주(1999: 188~196)에서는 지식과 기능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기ㆍ듣기 교
수-학습은 말하기ㆍ듣기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말하기ㆍ
듣기 활동에 실제 적용하는 인지적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여, 지식과 기능
은 총체적으로 말하기ㆍ듣기 수행 능력을 이루는 일부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지식을 교육ㆍ학습 내용의 이해를 위한 지식과 적용을 위한 지식으로 나누며, 전
자에 해당하는 지식으로 서술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 절차적 지식
(procedural knowledge), 조건적 지식(conditional knowledge)이, 후자에 해당하는 
지식으로 초인지적 지식(meta-cognition)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유형별 
지식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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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위한 지식

서술적 지식
어떤 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으로 사리, 
신념, 이론이나 의견, 규칙과 명칭 등 일상
적인 의미에서 지식이라고 일컫는 것

절차적 지식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을 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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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을 위한 지식 초인지 정보 처리 과정을 조절하는 것, 곧 인지를 
조절하는 것

이러한 지식의 유형 분류 중, ‘적용을 위한 지식’ 즉, 초인지가 과연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 흔히 초인지 혹은 메타인지라고 할 
때에는 인지적 사고가 일어나는 차원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때 초인지라는 말이 가리키는 대상은 고정화되어 기억 
속에 저장 가능한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지식을 자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고 활동’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적용을 위한 지식’을 따로 구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오히려 앞서 이해되어야 할 지식으로 제시된 것들이 초인지적 사고를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
식의 유형 분류에 대한 위의 제시 방식 중, ‘서술적 지식’,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의 구별만을 취하고, 이들은 모두 이해된 연후에 적용되어야 하는 지식이라는 
생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지식의 유형 분류를 준거로 본고에서 연구한 초면 대화의 수행을 위
해 필요한 기능들로부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도출해 보기로 하자. 먼저, ‘정
보 수집 및 화제 전개하기’의 경우 해당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 대화 
참여자는 우선 초면 대화의 참여자 및 담화 특성 즉, 참여자들이 서로에 관한 정보
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초면 대화에서는 그렇지 않은 대화와 달리 화제 전
개의 과제 이외에 상대방에 관한 정보 탐색이 중요한 과제가 됨을 이해해야 한다.
(서술적 지식) 또한, 정보 탐색적 질문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정보가 현재 대화의 
화제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 질문 이후의 화제 전개가 화제 전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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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추이, 화제 심화의 양상 중 어느 하나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술적 지식) 한편, 구체적으로 특정 화제를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자신의 화제 전개 의도에 맞게끔 정보 탐색적 질문을 발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지식(절차적 지식) 혹은 대화의 진행 과정 중, 언제 새로운 정보 탐색적 질문을 통
해 화제 전환, 화제 추이 혹은 화제 심화를 일으키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지식(조
건적 지식) 역시도 해당 기능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감적 상호작용하기’ 기능과 관련된 지식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감의 개념 즉, 공감은 상대방의 경험, 생각, 정서에 대하여 일치감을 느끼는 
정서적 작용이라는 점과 공감의 구성 요소 즉, 공감은 인지적 이해, 정서적 일치, 의
사소통적 표현이 모여 실현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서술적 지식), 또한, 공감
적 상호작용에 있어 ‘공감적 자아 표현’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이상적인 공감적 상
호작용이 ‘제1 대화참여자의 자아 표현’ ⇒ ‘제2 대화참여자의 공감적 자아 표현’ ⇒ 
‘제1 대화참여자의 공감적 반응’의 3단계를 기본 형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과 관
련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서술적 지식) 한편,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기를 
원할 경우, 그러한 공감이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자
신이 상대방과 비슷한 경험 속에서 비슷한 정서를 느낀 적은 없었는지를 적극적으
로 떠올려야 한다든가(절차적 지식), 상대방에게 공감한 바를 단순하게 반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감적 자아 표현으로 드러내고자 할 때 어떻게 하
여야 하는가에 관한 방법적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절차적 지식)

이처럼 특정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지식들이 총체적으로 적
용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관한 
지식적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얼핏 보기에 지식 차원의 교육내용
과 기능 차원의 교육내용에서 일부 내용이 중첩되어 제시되어 보이더라도, 이는 온
전한 국어 활동의 수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기
능과 관련된 서술적, 절차적, 조건적 지식을 명세(明細) 하는 과정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서술적 지식은 비교적 일반화, 추상화가 가능한 사실이나 원리에 가까운 지
식인 반면, 절차적ㆍ조건적 지식의 경우는 수행의 상황 맥락에 따라 다소 가변적이
고 수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화하여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
라서 특정 기능과 관련된 지식을 교육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할 경우, 주로 서술적 지
식을 중심으로 하되, 절차적ㆍ조건적 지식은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화ㆍ일반화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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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식’의 차원보다는 ‘기능 및 전략’의 차원에서 실제 수행을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

지식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할 교육내용 가운데서는 위에서 논의한 것들과 같이 
기능과 밀접히 연계되는 것들도 있지만, 의사소통의 기능적 수행에서 그 수단으로 
삼고 있는 ‘국어’ 자체와 관련되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는 국어사용의 결과물로서 나
타나는 국어의 모습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문법과 관계된 것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
다. 본고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 사용되는 발화의 문법적 측면을 화용론에서 
제시된 개념인 대화 함축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대화 함축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
본 관계 중심적 대화의 발화 사용 양상의 특징은, 참여자들이 서로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화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맥락적 
단서로 삼아 서로 알만한 사실은 적절히 생략함으로써 적어도 양의 격률을 의도적
으로 위배하는 함축적 발화를 자주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면 대화의 상황에
서는 배경지식 즉, 구정보로서 서로에 관한 앎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을 뿐, 당면한 
대화에서 확인되는 상황적, 언어적 맥락 즉, 신정보를 토대로 구면 대화에 비해서도 
적지 않을 만큼 함축적 발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지식 차원의 교육내용으로 이와 같은 ‘대화 함축’에 관한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
고, 초면 대화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참여자들의 공유 정보 부재가 
대화 함축에 미치는 제약에 관하여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생각을 바탕으로 초면 대화를 중심으로 한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내용 
중, 지식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할 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식’ 차원의 교육내용
n 초면 대화의 참여자 특성 및 담화 특성
n 화제 전개력에 따른 정보 탐색적 질문의 유형
n 공감의 개념 및 구성 요소
n 공감적 상호작용의 이상적 과정 및 공감적 자아 표현의 효과
n 대화 함축의 개념 및 초면 대화 상황에서 대화 함축이 갖는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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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및 전략 차원의 교육 내용

초면 대화를 중심으로 관계 중심적 대화의 교육 내용을 연구하는 본고의 논의에
서 기능 및 전략 차원의 교육 내용은 이미 앞선 2~3장의 논의에서 비교적 명확하
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관계 중심적 대화가 본질적으로 대화 참여자들 간의 지
평의 접점 형성 및 확대에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실제 초면 대화의 
상황에서는 참여자 상호 간 정보 공유의 형성 및 확대, 정서적 공감대 형성 및 확
대의 두 측면에서 이러한 본질이 실현되고 있음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공
동 기반의 확대 과정은 함축적 발화의 사용 양상을 통해 언어 표현에서도 그 징후
가 드러남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우선 기능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초면 대화에서의 참여자들이 서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화제를 도입ㆍ설정하여 대화를 진행시키는 과정 양상
인 ‘정보 수집 및 화제 전개하기’를 교육 내용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지
식 차원에서 도출한 ‘초면 대화의 참여자 특성 및 담화 특성’, ‘화제 전개력에 따른 
정보 탐색적 질문의 유형’에 관한 교육내용과 연계되어 실제 수행의 상황에서 교
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교육 내용으로는 참여자
들이 정서적 공감대를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대화의 양상인 ‘공
감적 상호작용하기’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역시나 지식 차원에서 교육 내용으로 
도출한 ‘공감의 개념 및 구성 요소’, ‘공감적 상호작용의 이상적 과정 및 공감적 자
아 표현의 효과’와 연계되어 교육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제시한 두 가지의 기능의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3장의 분석 과정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능적 
수행이 보다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화 참여자가 의사소통을 성공
적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 보인다. 
먼저, ‘정보 수집 및 화제 전개하기’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 탐색적 질문의 활용’을 전략적 교육 내용으로 제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는 화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바가 화제를 바꾸고 싶은 것인지, 현재 화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에 관한 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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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탐색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화제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게 대화
를 나누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 화제 전환형, 화제 추이형, 화제 심화형 질문을 적
절히 활용한다면, 의도에 맞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대화 화제를 전
개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칭적 정보 교환’ 역시도 ‘정보 수집 및 화제 
전개하기’와 관련된 전략 교육 내용으로 제시 가능하다. 이는 정보 탐색적 질문을 
통해 화제를 도입한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적 대화 방법으로서, 상대방에게
서 특정 정보를 요구한 다음, 질문을 던진 자신도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3장의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었다. 정보 수집과 
화제 전개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 가
능한 전략적 대화 방법도 있었다. ‘의례적 자기소개의 활용’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이는 대화 초반에 참여자들이 각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즉, 나이, 소속, 사는 곳, 
관심사 따위를 간단히 소개한 다음, 이렇게 확인한 정보들을 토대로 화제를 도입,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공감적 상호작용하기’와 관련된 전략으로는 ‘공감적 자아 표현’을 제
시할 수 있다. 공감적 자아 표현은 대화 중 상대방에게 공감을 느낀 참여자가 자
신이 공감한 바를 드러내고자 할 때 사용 가능한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으로서, 단
순히 공감 여부만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왜 공감하게 되었는가를 유
사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공감적 자아 
표현이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는 까닭은 이렇게 했을 때 일차적으로는 공감적 상
호작용이 풍부하게 전개됨으로써 대화를 더 진지하고 심화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
게 되고, 나아가 참여자 서로의 정서적 공유 즉 공감대를 확장하여 보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기능 차원의 교육 내용과 직접 관계되지는 않지만, 앞서 지식 차원의 교
육 내용으로 제시한 대화 함축과 관련하여 전략 교육 내용을 한 가지 더 도출할 수 
있다. 본고의 3장에서 이루어진 함축적 발화 사용 양상의 분석에서는 드물기는 하
지만, 대화 참여자들이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대화 함축을 
역이용하여,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의도적으로 함축적 발화를 사용하
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면인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대화 중 수집한 상대에 관한 정보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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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배경 지식을 연결하여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은 상대에 관한 정보를 추론해 내
고, 이를 추론의 단서로 삼아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어김으로써 함축적 발화
를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화는 그 함축적 의미를 이해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발화자가 자신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어 대화 중 형성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
은 ‘함축적 발화를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심 보이기’는 대화 중 나타나는 발화
의 함축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어, 전략 차원의 교육 내용으로 포함시켜 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기능 및 전략 차원의 교육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능’ 차원의 교육 내용 ‘전략’ 차원의 교육 내용

n 정보 수집 및 화제 전개하기

n 정보 탐색적 질문을 활용한 화제 
전개

n 대칭적 정보 교환을 통한 정보 공
유 활성화

n 의례적 자기소개를 활용한 정보 수
집 국면과 화제 전개 국면의 구별

n 공감적 상호작용하기 n 공감적 자아 표현을 통한 상호작용 
활성화 및 정보 공유 확대

n 함축적 발화를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심 보이기

(3) ‘태도’ 차원의 교육 내용

관계 중심적 대화에 대한 교육에서 무엇을 ‘태도’ 차원의 교육내용으로 선정할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태도’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태도’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고찰하면서 국어교육 중 문법교육 영역에서의 
태도 교육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김은성(2006: 23~25)을 참고하여, 태도에 대
한 다양한 정의에서 보이는 공통적, 대표적인 특징을 제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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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태도는 본질적으로 경향이다.
② 태도는 경험의 결과, 학습의 결과이다.
③ 인간, 사태, 제도, 사상, 가치, 현상 등과 같은 심리적 대상에 대해 방향이 

결정되는 감정적 색조이다. 
④ 태도는 지속적이다.

또한, 김은성(2006)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
소로 조직된 심리적 실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까닭에 대해서는 
태도가 전술(前述)한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이 가장 전통적이면서 광범위
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할 때, 학습대상으로서의 태도
가 ‘학습된 내재적 상태’의 모든 면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태도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참고해 볼 때, 본고에서 연구한 초면 대화의 현상 
중, ‘공감’은 태도의 특성과 밀접히 맞닿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태도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제시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는 용어만 다를 뿐, 본고에
서 공감이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제시한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
적 요소와 각각 대응한다. 더욱이 태도가 ‘경향’이라거나 ‘지속적’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더라도, 태도 역시 공감과 마찬가지로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조차도 마음
먹은 대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의 공감에 관한 교육은 앞서 제안한 것처럼 지식 및 
기능의 차원에서 교육될 것이 아니라, 태도의 차원에서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태도에 대한 규정 방식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다면, 공감의 전 과정이 
태도 차원의 교육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요소 중, 정서적 요소와 
관련된 부분만이 태도와 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도가 인지적, 감정적, 행
동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태도의 실체가 인지적 혹은 행동적 현상이나 
상태로 규정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감의 구성 요소 중 인지적, 의사소통적 
요소가 각각 공감이 일어나기 위한 사전 조건과 공감이 외현되기 위한 사후 조건
에 해당하였듯이, 태도에 있어서도 인지적, 행동적 요소는 각각 사전, 사후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감 및 태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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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정서적ㆍ감정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의도적 통제가 불가능한 정서적 특성을 지닌 공감은 지식이나 기능 차원

에서의 이해와 적용만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학습자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
대하기는 어려우며, 학습자가 대화 상대방에게 기꺼이 공감하고자 하는 성향, 공감
하였을 때 이를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성향을 지녀야만 나타나
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초면 대화를 중심으로 한 관계 중심
적 대화 교육에서 태도 차원의 교육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앞서 지식 차원에서 
제시된 ‘공감의 개념 및 구성 요소’, ‘공감적 상호작용의 이상적 과정 및 공감적 자
아 표현의 효과’는 물론, 기능 차원에서 제시된 ‘공감적 상호작용하기’와 연계되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면 대화의 상황에서 필요한 태도 차원의 또 다른 교육내용은 대화의 진행 및 
화제 전개의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다. 초면 대화에서는 참여자 간의 정보가 부족
한 까닭에 함께 알고 있거나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화제를 떠올리기가 어렵고, 
따라서 화제의 도입 및 설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상대방에 관한 정보 탐색
의 과제가 시급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은 정보 탐색적 질문을 적
절히 활용하여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한편, 대화를 의도에 맞게 진행시
켜야 한다는 점 또한 3장의 분석을 통해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대
화 참여자들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리 
다른 참여자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한다하더라도,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획
득하기가 어렵고, 공통 화제를 찾아 이를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일은 불가능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대화 중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이창덕 
외(2000: 154)에서는 첫째로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인 
반응을 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둘째로 개인적 자아를 노출할 경우, 자신이 완
전히 통어할 수 없는 어떤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쥐어주게 되어 훨씬 더 많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심리적 두려움은 대
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느끼게 될 성질의 것이므로 자아 노출을 꺼리는 
심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을 꽁꽁 닫고 좀처럼 상대에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면, 이



- 165 -

는 원활한 대화의 진행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상대방이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도 기꺼이 자신에 관하여 드러내
기를 회피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는 것은 초면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있
어 매우 중요하다. 권순희(2001)에서는 이러한 태도는 결국 대화 중 청자와의 관
계에 대한 고려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열린 태도’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관계 중심적 대화의 태도 차원 교육 내용으로 
‘자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다. 이상에서 논의한 태도 차원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도’ 차원의 교육내용
n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
n 자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태도

2.3.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활동 구상

(1) 지식 중심 교육 활동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에 있어, 실제 대화 활동이 없이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만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차후에 실제 대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효과적인 대화 활동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지식 형태의 교수ㆍ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
루어지는 것은 효과적인 교수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은 지식 차원의 교
육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 활동을 계획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지식 차원의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교수ㆍ학습을 전개할 때, 수업의 효율성만을 
생각하여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지식 전달 형태로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교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지식 중심의 교육 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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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자 스스로가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국어 교육의 영역 중 대표적인 지식 중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법 교육에서 제시되었던 ‘탐구 학습’은 그러한 교육 활동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을 
설계하려다 보면, 학습자 스스로가 주어진 언어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지식을 발
견하는 일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결국은 준비한 지식 발견 학습은 수
포로 돌아가고 다시금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으로 회귀하는 일
이 많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배경지식이 새롭
게 발견해야 하는 지식의 수준에 비하여 부족한 까닭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다고 할 수 있다. 

실상 학습자 스스로의 힘으로 지식을 발견하거나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 사막에
서 바늘을 찾듯이 아무런 지침이나 방향 제시도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교사
는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발
견해 낼 수 있도록 정교한 비계(scaffolding)를 설정해야 한다. 30~40명 남짓의 
학생들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공교육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능력과 배경
지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학습자들이 보편적으
로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능력과 배경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식 탐구 활동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식 탐구 활동 설계의 단서를 ‘비교ㆍ대조하기’ 능력에서 찾
아보았다. 이 역시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능력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유사
한 현상을 두고 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는 능력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발달
하는 편이고, 여러 교과 교육에서도 활동 설계 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이라고 보아, 이를 단서로 한 지식 탐구 활동을 설계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령, 초면 대화에서는 정보 탐색적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화제를 도입ㆍ설정한다는 점과 대칭적 정보 교환은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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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대화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
(가) 
여자: 그럼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남자: OO동에 살아요. XX 서점 아세요? 거기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동넨데
여자: 아 거기 알아요. 그럼 거기서만 쭉 사신 거예요?
남자: 아주 어렸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날만큼 

어렸을 때라서 (1초) 초등학교 때부터는 계속 그 동네에서만 이사 다
녔어요.

여자: 거기서 학교 다니기에는 좀 멀지 않나요?
남자: 멀어서 좀 힘들어요. 집에서 학교 가는데 지하철 타고 다시 버스로 갈

아타야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는 걸리는 거 같아요.

(나) 
여자: 남학교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여름철에는 막 웃통 벗고 그렇게 수업 

듣기도 한다던데
남자: 아 몇몇 용감한 친구들이 덥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1초) 그래도 

여선생님 수업 때는 벗고 있을 수도 없고 (1초) 모르겠어요 저는 제 
몸에 그리 자신이 없어놔서 학교에서 웃통 벗고 그렇게는 못해 봤어요

여자: 그냥 봤을 때는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 보이는데 (웃음) 여학교에서
는 애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거울 꺼내서 보느라고 난리에요 아마 한 
반에 40명 쯤 되는데 절반 이상은 다 거울 보고 있을 거에요 

남자: 그렇구나 (1초) 수업 시간에 자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학생들이라서 
막 대놓고 엎어져 있거나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여자: 왜 없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엎어져 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면 창피하
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애 쓰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있어요

남자: 남학교에서는 심할 때는 반에서 삼분의 이 정도가 엎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수업 시간에 잠꼬대까지 하면서 대놓고 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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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두 자료는 모두 어느 초면 남녀의 대화이다. (가)와 (나)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제가 무엇인지 각각 정리하여 보자.

(예시 답안) 
Ÿ (가)의 화제 

남자가 사는 동네 및 학교까지의 거리
Ÿ (나)의 화제 

남학교와 여학교에서의 생활

2. (가), (나)의 대화에서 각각 화제를 설정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화
제 설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발화의 공통적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자.

(예시 답안) 
Ÿ 화제를 설정하는 사람 

(가): 여자, (나): 여자와 남자 모두
Ÿ 화제 설정을 위한 발화의 공통적 특징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탐색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화
제를 설정하고 있다. 

3. 초면 대화가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와 (나) 중 서로에 대한 정보가 더 균형 있게 오고 간 대화는 어느 쪽
이며,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자. 

(예시 답안) 
Ÿ 정보가 균형 있게 오고 간 대화 

(나)에서 (가)에 비해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의 정보를 더 균형 있게 
주고 받고 있다.

Ÿ 균형 있는 정보 교환이 가능했던 까닭 
(가)에서는 여자는 질문만 하고, 남자는 이에 대답하기만 하여 남자에 
대한 정보만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는 질문을 한 사람이 상
대방에 대한 대답을 들은 후, 그와 관련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대칭적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기에 정보가 균형 있게 오고 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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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지식 탐구 활동의 예를 들며 본고는 활동에 필요한 언어 자료를 전사물
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교수ㆍ학습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교사는 필요에 따라 언어 
자료를 전사물이 아닌 실제 대화를 기록한 영상 혹은 음성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
다. 다만, 전사 자료와 영상ㆍ음성 자료는 각각의 장ㆍ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
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전사 자료
는 실제의 대화를 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구어를 통해 청각적 언어 입력이 이
루어지는 실제 대화의 상황과 달리 문어를 통한 시각적 언어 입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사 자료를 통해 익힌 대화에 관한 지식은 실제 대화 상황으로의 
자연스럽게 전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회적 성격
을 지니는 구어와 달리 문어는 지나간 대목을 다시 되돌아가 확인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메타 언어적 분석 활동을 위해서는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 반대로 영상ㆍ
음성 자료는 실제 대화 상황처럼 구어를 통한 청각적 언어 입력이 이루어질 수 있
어 전이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만, 메타 언어적 분석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상대적
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목표 지식이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일수록 전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반대로 목표 지식이 학
습자에게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일수록 전이 가능성이 높은 영상ㆍ음
성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수행 중심 교육 활동

화법 교육을 비롯하여 기능 영역의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과적인 교수ㆍ학습을 위해 먼저 
지식 차원의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이는 결국 수행 
중심의 교육 활동을 위한 사전 활동에 머물러야 하고, 학습자의 실제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 중심의 교육 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행 
중심 교육 활동을 구상할 때에는 특히,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에서 전제되어야 하
는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여 이러한 전제가 충족될 수 있는 형태로 교수ㆍ학습을 
설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앞서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전제로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수행 중심 교육 활동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자발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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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동기 형성’, ‘학습자 대화 능력의 개인차 존중’의 두 가지 전제가 특히 고려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가 자발적 대화 동기를 가지고 대화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수업 상
황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된 대화 장면으로 학습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것이라 생각된다. 자발적 대화 동기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대화의 상황에서
라야만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여 수행 중심의 교
육 활동을 계획하려면, 학습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나누게 된 대화를 
녹음하여 교실로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한다
면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지식 중심의 교육 활동을 통해 이해한 바를 실제 대화의 
기회가 왔을 때 실제로 적용하는 경험을 스스로 갖게 되고, 자신의 수행 결과를 
다시금 교실로 가져오는 셈이 된다. 이때 필요하다면 학습자로 하여금 미리 녹음
된 자료를 재생하면서 대화 중 이루어진 발화들을 전사하여 오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학습자가 교실로 가져온 결과물을 토대로 교사는 해당 학습자가 대
화 수행 중에 잘 한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특히 학습자가 지식 차원에
서 이해하였으나 실제 수행에서 이를 적용하면서 겪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확인
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일러주어야 한다. 학습자 개개인의 대화 
수행 결과물을 토대로 각자가 보인 특성에 맞춰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교육 활동
의 또 다른 전제였던 ‘학습자 대화 능력의 개인차 존중’은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가령, 본고에서 3장의 분석을 위해 수집하였던 학습자 대화인 
자료 ⑤가 학생이 직접 자신의 대화를 수집하여 수업 시간에 제출한 것이라고 가
정해 보자. 교사는 다음의 학습자 대화 장면을 두고 학습자 J가 개선해야 할 부분
을 몇 가지 지적해 볼 수 있다. 

77 K: 대학은 어디로?
78 J: 대학은 어 잘 가면 서울댄 안 된다 치면 연대 가면 되게 좋을 거 같고
      서강대 예 그 정도
79 K: 공부 되게 잘 하시나 보다 
80 J: 헤헤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4초>
81 K: 서울대 본 적 있어요? 가서?
82 J: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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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K: 서울대 
84 J: 서울대 가 본 적 있냐고요? 네 가보진 않았어요 
<4초>
85 K: 고 우리 학교 옆에 서울대 있는데 
86 J: 아 그래요? <5초> 요즘 뭐 관심사? 그런 거 있으세요? (웃음)
87 K: 관심사는 딱히
88 J: 없어요? <7초> 어 <1초> 연예인?
89 K: 예?
90 J: 연예인 뭐
91 K: 예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해요
92 J: 아
93 K: 연예인 좋아하세요?
94 J: 예 저도 (웃음)

위의 장면에서 학습자 K는 77에서의 탐색적 질문을 통해 J가 서울대에 진학하
기를 희망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81에서는 서울대에 직접 가서 본 적이 있
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85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K는 서울대와 가까운 여
고에 다니고 있어 서울대에 관한 화제가 J와 대화를 나눠 볼 만한 공통 화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86에서 J는 ‘아 그래요?’라는 짤막한 반응 
발화를 보인 뒤 곧바로 화제를 바꿔 버리고 있다. 이는 K가 이미 공동의 관심사를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화 흐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나름대로 상
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통해 또 다른 공통 화제를 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장면과 관련하여 학습자 J에게는 이처럼 이미 공통 화제가 등장하였
는데 말을 끊고 화제를 돌려버린 86의 발화가 적절치 못했음을 지적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여 상대가 도입한 화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야 함을 지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이기 위해 자료 ⑥의 대화가 학습자 N이 자신이 나눈 초면 대
화를 녹음하여 온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자료 ⑥에 나타난 아래의 대화 장면을 
통해서 학습자 N에게는 앞서 J에게 지도했던 것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점
을 일러줄 수 있다. 

109 M: 자주 만나요? 자주 못 만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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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N: 자주 못 만나죠 
111 M: 수능 때문에 
112 N: 예 여름 때만 해도 친구로 있을 때는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2초> 
       그저께 봤는데 그저께 본 게 일주일? 
113 M: 그러면 저흰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114 N: 아아 보통 오래 사귀면 다 그렇잖아요  
                         (M:예 (웃음))
115 M: 공부를 해 가지고 여자 친구 공부 잘 해요?

자료 ⑥의 대화 전체를 살펴 볼 때, 학습자 N은 좀처럼 상대방에게 공감대를 보
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위의 대화 장면에서는 M이 보통의 경우에
서라면 상대방의 공감을 성공적으로 유도했을 만한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
다. 109~112을 보면 M은 앞서 수집한, N의 여자 친구가 고3이라는 정보를 토대
로 M이 현재 여자 친구를 자주 못 만나고 있는 상황임을 추측하였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3에서는 자신도 역
시 남자 친구와 자주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만일, N이 대화에
서 공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면, 114에서 나타났을 발화는 ‘남자 친구와 자주 못 만나서 아쉬겠다.’는 등
의 상대방의 정서에 대한 공감적 발화였을 것이다. 학습자 N에게는 이처럼 공감적 
태도가 없이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
여 개선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 활동

태도나 가치관은 어느 한 순간의 깨달음으로 변화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교육 주체의 의도에 따라 의도된 순간에 일어나도록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한 순간의 깨달음은 어디까지나 그 인식 주체가 이전까지의 경험을 통해 변
화의 가능성을 넓혀 왔기 때문인 것이지, 온전히 한 순간의 새로운 경험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계 중심적 대화의 
본질에 입각해 학습자가 올바른 대화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
적으로 학습자에게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언젠가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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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앞서 교육 내용 선정 과정에서 본고는 관계 중심적 대화 교육의 태도 차원 교육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공감
하고자 하는 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
는 태도’였다. 학습자가 스스로 이러한 태도를 지니도록 유도하기 위한 첫 단추는 
앞선 지식과 수행 중심의 교육 활동에서 끼워져야 한다. 지식 차원에서는 관계 중
심적 대화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데 있어 공감적 상호작용과 적극적 자아 표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실제 수행을 통한 교육에서
는 학습자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태도를 지니지 않았을 경우 대화를 통
해 전인적 관계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
한 지식 및 수행 중심의 교육 활동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습자의 태도 형성보다는 
지식 탐구와 기능의 수행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태도 형성 및 
변화를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초점을 둔 별도의 교육 활동이 설계되
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온전히 태도 형성에 초점을 둔 교육 활동을 설계하고자 한다면, 교사가 일방적
으로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구호 차원에서의 전달보다는 학습자 스스로가 대
화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토론 혹은 토의해 볼 수 있는 활
동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가 스
스로의 태도를 돌아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볼 수 있다. 가
령, 신문에 칼럼으로 기고된 한편의 글을 자료로 하여 학습자들에게 대화에서 상
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자 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에 관하여 토의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활동의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다음은 신문에 기고된 칼럼이다. 글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하여 보자. 
--------------------------------------------

한국 남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유

김정운, 명지대 교수

살다 보면 그런 인간 꼭 있다. 도무지 남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한 이야기 
하고 또 해도 매번 같은 자리다. 도대체 어쩌면 이럴까 싶은 마음에 답답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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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이 터질 것 같다. (중략)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그렇다. 나이가 들수록 고
집만 세지고, 남의 말귀는 못 알아듣는다. 이 심각한 의사소통 장애의 원인은 
단순하다. 의미 공유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
할 때, 내가 이해하는 ‘사랑의 의미’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가 같다
고 누가 보장해주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사랑에 관
한 암묵적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가 삐걱대는 이유는 서로 이해하는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략) 결혼 23년차인 내게 사랑은 ‘아침식사’다. 아침식사
를 집에서 못 얻어먹으면 더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내 아내에게 사
랑은 ‘배려’다. 자신과 아이들에 대한 구체적 관심과 배려가 사랑의 기준이다. 
‘아침식사’와 ‘배려’의 의미론적 구조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매번 힘들다.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공유되는 것일까? 동일한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다. 우
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지적·논리적 
의미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동일한 정서적 경험이다. 엄마의 품안에서 아
기는 엄마와 똑같은 정서적 경험을 한다. 아기가 놀라면 엄마는 같이 놀라고, 아
기가 기뻐하면 엄마는 함께 기뻐한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정서
적 경험을 한다는 이 정서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의미 공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한 연인들이 놀이공원에서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고, 공
포영화를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인위적으로라도 과장된 정서공유의 경험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함께 구성하려는 것이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일수록 이
런 정서공유의 경험이 드라마틱하다. 그래서 젊어서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애를 
한 부부의 이혼율이 높은 것이다. 결혼이 일상이 되면, 그 번잡한 일상에서 서
로 공유할 수 있는 정서적 경험이 밋밋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변한다.

 정서공유의 경험이 가능하려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야 한
다. 말귀 못 알아듣는 한국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경험에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도대체 뭘 느끼는지 알아야 타
인과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 증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감정인지
불능’(Alexithymie)이라고 한다. 이 증상이 심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문제는 판단력 상실이다. 인지능력은 멀쩡하지만 보통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아
주 황당한 결정을 하게 된다. 돌아보면 주위에 너무 많다.

　멀쩡한 집 놔두고, 토마토케첩만 가득한 달걀토스트를 들고 서 있는, 그 싸
한 길거리 기분부터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손님에 대한 아무 ‘배려’ 
없이, 펄펄 끓는 물을 부어 만든 싸구려 원두커피에 혓바닥을 델 때의 그 분노
가 처절해질 때쯤, 아내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내 내면의 느
낌에 대한 형용사가 다양해져야 남의 말귀를 잘 알아듣게 된다. 자신의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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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단어라곤 기껏해야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 몇 개가 전부인 그 상태로
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는 거다.

(출처: 한겨레 hook훅, 2010.11.25일자)
--------------------------------------------

1. 필자는 ‘한국 남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지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Ÿ (예시 답안) 필자는 ‘의미공유’는 동일한 정서적 경험을 나누는 ‘정서공
유’로부터 가능한데, 한국 남자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경험에 무지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고 
결국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2.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친구들과 토의해 보자.

Ÿ (예시 답안) 필자는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
적, 논리적 의미 공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인지적, 
논리적 의미 공유는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동일한 정서적 경험을 나
눌 때에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머리로만 이해하려 들 것이 아니라 마음
으로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상대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176 -

Ⅴ. 결론

본 연구는 관계 중심적 대화의 한 하위 유형인 초면 대화에서 나타나는 화제 전
개 양상의 특성, 공감적 상호작용 양상의 특성, 함축적 발화 사용 양상의 특성과 
각각의 양상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귀납적으로 발견하여 이를 관
계 중심적 대화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추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관계 중심적 대화에서 참여자들이 보이는 자아 특성이 과제 중심적 대화에서와 달
리 유일함, 측정 불가능함 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적 자아라는 점을 토대로 관계 
중심적 대화의 개념을 규정하고, 관계 중심적 대화의 본질이 인간이 만남을 통해 
지평의 접점을 형성하고 스스로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실존적 삶을 영위해 나가
는데 있음을 밝혔다.

초면 대화는 대화 참여자들이 이전에 서로 만나본 적이 없고, 따라서 함께 나눈 
경험은 물론 서로에 대한 정보조차 부족한 상태, 달리 말해 지평의 접점이 형성되
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런 까닭에 대화 참여자들은 화
제 전개, 공감적 상호작용, 함축적 발화의 사용 측면에서 모두 일정한 제약을 받으
면서 대화를 나눠야만 하고, 이 점이 초면 대화가 구면 대화에 비해 어렵게 느껴
지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Ⅲ장의 분석을 통해 초면 대화에서 참여자들은 화제 도입의 어려움, 공감대 형
성의 어려움, 함축적 발화 사용의 제약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됨을 확인하였다. 화
제 도입이 어려운 까닭은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함께 대화를 나눌 만한 화
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까
닭은 정서적 현상인 공감의 밑바탕을 이루는 서로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불충분하
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감 표현의 방식에 따라 대화 진행이 달라진다는 점을 대
화 참여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함축적 발화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까닭은 생략과 대용을 통한 특정 함축의 사용에 있어 단서가 
될 수 있는 맥락 중 배경지식 맥락이 서로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대화 특성으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관찰한 대화의 참여
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화를 무난하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
었다. 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한 정보 탐색과 대화의 진행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방



- 177 -

법으로 정보 탐색적 질문을 중심으로 화제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정보 탐색적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 낸 다음, 이와 관련된 자
신의 정보를 제시하는 대칭적 정보 교환의 양상 또한 대화 참여자들이 보여준 화
제 전개의 전략 중 하나였다. 자신이 공감한 바를 진정성 있게 드러내는 한편, 새
롭게 자신에 관한 정보를 드러내기도 하는 적극적인 공감 표현인 공감적 자아 표
현 또한 참여자들이 보여준 효과적인 대화 전략이다. 상대방에 관한 배경지식의 
부족을 자신이 알고 있는 일반적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극복하고 함축적 의미 교환
을 이끌어내는 모습 또한 초면 대화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으로 파악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초면 대화의 특징과 전략을 토대로 관계 중심적 대
화 교육의 설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교육적 설계의 전제로 1) 구체적 대화 상황
을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2) 정서적 작용인 공감을 의
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 3) 관계 중심적 대화는 결국 과
제 중심적 대화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 4) 학습자 개개인의 
대화 능력에서 보이는 개인차를 최대한 존중하여 교육해야 한다는 점, 5) 수행을 
중심으로 한 교육 설계 시 학습자의 자발적 대화 동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교육 설계의 실제에서는 관계 중
심적 대화 교육의 목표 설정, 교육 내용 선정, 교육 활동 구상의 순서로 구체적 설
계의 과정을 예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계 중심적 대화에 대한 교육 내용이 일
반적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과제 중심적 대화와 마찬가지로 구체
적 유형에 따른 실질적 대화 특성과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
한, 관계 중심적 대화에 대한 교육에서는 대화를 통해 대화 외적 목적을 추구하도
록 지도해서는 안 되며, 대화가 인간이 존재를 영위하는 기본적인 방식이고, 대화
를 통해 타인과 전인적 만남을 이룸으로써 자아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학습자가 깨닫도록 지도해야 함을 제안하여, 대화 교육의 방향을 전인적ㆍ윤리적
으로 제시하고자 시도한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179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2 –국어』, 2008.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국어』, 2009.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2011.

권순희(2001), 「대화지도를 위한 ‘청자 지향적 관점’의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김은성, 「국어 문법 교육의 태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종률, 「국어과 교육과정을 위한 담화 개념의 위상」, 『국어교육학연구 44』, 국어

교육학회, 2012.

김효정,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노은희, 「대화지도를 위한 반복표현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민병곤, 「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민병곤, 「화법 교육의 이론화 방향 탐색」, 『국어국문학 제140권』, 국어국문학회, 

2005.

민병곤, 「말하기ㆍ듣기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5』, 국어교육학회, 2006.

민현식, 「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실천 과제」, 『새국어교육 89호』, 한국국어

교육학회, 2011.

민현주, 「텍스트의 화제 분석과 주제문 파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1995.

박성희, 『공감학 어제와 오늘』, 학지사, 2004.

박성현, 『한국어 대화 화제와 말차례 체계』, 집문당, 2008.

박영목 외,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5.

박용익, 『대화분석론』, 역락, 2001.

박종훈, 「지식 중심의 국어교육 내용 범주 설정 시론」, 『국어교육 117』, 한국어교

육학회, 2005.

박종훈, 「설명 화법의 언어 형식화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서유경, 「공감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 <심청전>의 이본 생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우신영, 「서사수용에서 공감의 조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180 -

유동엽, 「대화 참여자의 대화 전략에 관한 연구: 상호작용을 위한 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이경화, 안부영, 「텍스트 중심 교육과정의 의의와 한계」, 『새국어교육 제85호』, 한

국국어교육학회, 2010.

이삼형 외,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2000.

이성범,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2001.

이익섭, 『사회언어학』, 민음사, 2004.

이주행 외, 『화법 교육의 이해』, 박이정, 2004.

이창덕, 임칠성, 심영택, 원진숙, 『삶과 화법』, 박이정, 2000.

이창덕, 임칠성, 심영택, 원진숙, 박재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집필

한 화법교육론』, 역락, 2010.

이창덕, 「화법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상(理想)과 현실(現實)」, 『새국어교육 89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1.

임칠성, 「바람직한 화법 교육과정 구조와 내용 체계 연구」, 『국어교육 131호』, 한

국어교육학회, 2010.

이홍우, 『지식의 구조와 교과』, 교육과학사, 2006.

전은주, 『말하기 듣기 교육론』, 박이정, 1999.

전은주,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발전적 전개 방향」, 『국어교육 137

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정민주, 「첫 대면에서의 화제 선택과 대화 전개에 관한 연구 –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

로」,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7.

정상섭, 「공감적 의사소통의 본질 고찰」, 『새국어교육 72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a.

정상섭, 「공감적 화법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b.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국어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열여섯 가지 이야기』, 

사회평론, 2008.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04.

홍경자, 『대인관계의 심리학』, 이너북스, 2007.

홍경자, 『의사소통의 심리학』, 이너북스, 2007.



- 181 -

Barrett-Lennard, G. T., The Empathy Cyc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8』, 1981.

Blakemore, Diane, Understanding Utterances, Blackwell, 2003.

Bruner, Jerome, The Culture of Education, 강현석, 이자현 역, 『브루너 교육의 문

화』, 교육과학사, 2005.

Burton, G. and Dimbleby, R., Between Ourselves, 이주행 외 공역, 『인간 관계와 

의사 소통』, 한국문화사, 2005.

Eggins, S.,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Pinter Publisher, 

1994.

Gail E. Myers and Michele Tolela Myers, The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A Laboratory Approach, 임칠성 역, 『대인관계와 의사소

통』, 집문당, 1995.

George Yule, Pragmatics, 서재석 외 공역, 『화용론』, 박이정, 2001.

Hughes, Rebecca, Teaching and Researching Speaking, Pearson Education, 

2002.

Joh Stewart and Carole E. Logan, Together-Communicating Interpersonally 

Fifth Ed., McGrawHill, 1998. 

John Stewart and Carole E. Logan, Together-Communicating Interpersonally, 장

경은 역, ‘2장 대인 의사소통’, 『화법연구2』, 한국화법학회, 2000.

Kathleen K. Reard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Where Mind Meet, 임칠성 

역, 『대인의사소통』, 한국문화사, 1997.

Knapp, M. 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 Allyn and 

Bacon, 1996.

Martin Buber, Ich und Du, 표재명 역, 『나와 너』, 문예출판사, 1995.

Max Scheler,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이을상 역, 『공감의 본질과 형

식』, 지식을만드는지식, 2009.

Stephen C. Levinson,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Stephen C. Levinson, Pragmatics, 이익환, 권경원 공역, 『화용론』, 한신문화사, 

1992.

Stephen W. Littlejohn and Karen A. Foss,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8th Edition, 김홍규, 황주연 공역,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8판』, 커뮤니케이



- 182 -

션북스, 2007.

Walford, Geoffrey, Doing Qualitative Educational Research – A Personal Guide 

to the Research Process, Continuum, 2001.

William Ickes, Everyday Mind Reading, 권석만 역, 『마음읽기』, 푸른숲, 2008.

Yan Huang, Pragmatics, 이해윤 역, 『화용론』, 2009.



- 183 -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s of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centered conversational competence

- Focusing on the first meeting conversation -

Seongseog Park

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contents of education to improve 
learners’ relationship-centered conversational competence, based on the 
features of the categories of the relationship-centered conversation which are 
defined in this thesis. Many researches have classified the types of 
task-centered conversation according to the object of the discourse, and 
provided detailed practical contents of education so far. However, 
relationship-centered conversation, which focuses on relationship building, 
maintaining, and developing, has not been classified in a detailed manner and 
not been discussed in terms of its specific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and 
conversational strategies due to its indeterminable categories with a lot of 
variables. This very nature of relationship-centered conversation has 
restricted the content of education proposed so far to the general principle of 
conversation. 

This study first tried to define the concept of conversation and divided all 
types of the conversation into two patterns, which are task-centered 
conversation and relationship-centered conversation,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participants, such as social identity or personal identity.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ed closeness, gender and power as the criteria for the 
subclassification of relationship-centered conversation, considering the 
participant factor as the main variable.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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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efined first meeting conversation as a subcategory of 
relationship-centered conversation, which is attributed to the criteria 
closeness.

Based on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conversation patterns, this 
research examined first meeting conversation in terms of three aspects, which 
are ‘topic development’, ‘empathic interaction’ and ‘implicature of utterance’. 
Firstly, in terms of the topic development aspect, it was found that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conversational topic in the first meeting conversation originate 
from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interlocutor. Also, it was found that 
participants use information-exploring questions to develop conversational 
topics as well. Further, some participants used special way to balance 
information interchange, and the present researcher defined this strategy as 
'symmetric information interchange'. Secondly, examining the emphatic 
interaction aspect, the present researcher found that ‘empathic response’ such 
as brief verbal utterance like 'yes' or nonverbal reaction like nodding, 
functions to merely indicate that I know what you mean. On the other hand, 
‘empathic personal identity expression functions to express empathy much 
more sincerely and to continue to develop, at some length, the topic in hand. 
Finally, considering the implicature of utterance aspect, the present researcher 
found that participants could not use background knowledge to produce 
implicatic utterance. Instead, they used situational and linguistic context, which 
are new information, to produce conversational implicature due to lack of 
shared background knowledge about each other. But in some cases, 
participants used general background knowledge that is associated with the 
partner to produce conversational implicature. The present researcher regarded 
this language use as a strategy to overcome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partner.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is study suggested five considera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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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of the curriculum for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centered 
conversational competence. The five considerations are (A) to deduce 
educational contents from specific conversation situations, (B) not to control 
the process of empathy, especially the affective stage in the empathy process, 
(C) to design the curriculum taking into account the task-centered 
conversation curriculum, (D) to respect learners’ individuality when teaching 
the contents and (E) to motivate learners to engage in spontaneous 
conversation when preparing language activity in classroom. Furthermore, the 
present researcher emphasized that the aim of the conversation eduction 
should be in line with the ai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Korean native 
speakers, which means conversation education must make it certain that it's 
aim is to cultivate learners' moral personality as a well-rounded educ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d the educational contents in terms of the 
categories of educational contents, which are knowledge, performance and 
attitude, and provided activities and examples for each type of educational 
contents.

*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speech education, conversational 
education, relationship-centered conversation, first meeting conversation, 
conversation analysis, topic development mapping, empathy, empathic 
interaction, conversation implic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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