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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셔흔
최은 이푸어 지고 있는 학교 교육 개혁 및 표육과정 개정의 앙헝h온 연
장 표샤률에게 교과 전문성 수업 전문성과 더울어 영가 전문성올 요구하

고 있다 교사애게 학앵의 학엉 성취에 판한 평가 정보월 수집하고 혜석
하여 활용한 수 있는 능역， 이른바 명가 션문성을 요구하는 주왼 이유는
바로 교사가 교수

학숭의 질적 개선융 도오하기 위해 교수

학슴 옥표

내용， 양엉 및 상황올 정경하고 판려 t~는 교육과정 실앵 주쩨이기 예문이
다
이러한 흐릉에 알맞휘 국어과 평가 전문성 역시 해과 교사가 갖추

• 서융대악jt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주저지l
.. 한냥예'1" 굿어쿄육아 죠a수‘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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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항 보연적 션문성으로 새롭게 주옥받고 있대빅엔기，

gg

잉천액，

3l101 특히 국어과 하위 영역별 평가 전문성에 대한 논의들이나 국어과
교사의 평가 수앵력에 초정올 맞훈 평가 문식성에 대한 논의을(이성영，

:m;;

김소현，3lm 주세형， 3l11l은 국어과 교사의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능력올 강조핸 흐릎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평가 전문성 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와는 대초적으로 실

제 교사을은 펑가와 관련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경형이 없거나 이흉하
여， 그들 스스로 병가 활동을 수앵하논 데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인식한
대깅신영， 없Q) 국어과 교사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괴흘 보고하고 있는데 국어 과 교사들도 국어파 평가를 어려워하며， 특
히 국어과 하위 영역 중 말하기를 평가하기 가장 어려웅 영역으로 인식하
고 있대이인제 외， 1옛l 권정。U， :roα 조재윤

Lm5).I )

말해1 영역의 특성상， 학습자틀이 학습을 통해 암게 된 지식이나 기능

및 전략올 실제 액 ζ에서 적절하게 환용할 수 있느냐는 알하기 교수 학
습에서 중요한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학습자틀이 특정 당화에 대한지식

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당화를 수용하고 생산해 보는 ‘수
뺑은 그틀이 해당 옥표에 도달했는시를 가늠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과 교사는 말하기 평가를 흥해 학습자의 말하

기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룰 수집하여， 학습자의 수앵의 질을 제
Il

이인제 에 I g:)'];

107-100 얘서

가장 평가하기 어려훈 국어과 영역으호 소뚱악교 교사

율은 문학 영역lai3%)， 언어 영역(23.3%) 원}기 영억(uæ“ 순으효 만용하였'" 중
억쿄 교사될 Sl!I)“과 고뚱한쿄 교사플은{;l)g)“ 알하기 영역의 평가용 가장 어영다
고 합았다 권갱얘 C!m 어 서 실시한 n핸}기 영가에 대한 교사 성운 경피풍 보연 교

사을은 일하기 영억의 중요도나 영가의 원요성융 인식하연서도 설쩌 영가얘서 는 성
적 안영 비융융 낮게 설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l. 조채iHmi)얘서도 서융 및
경기 지역 초동학요 a사 3μ영용 대상으호 극어과 안하기

듬기 영가의 실얘g 파

일썩었는데 국이과의 어섯 영억 중 갱가하기 기정 어려훈 영역으오 일하기융 g응
비율이 01).4%에 달였다

국어와 g사흥의 생특 당아 영가 양상 잊 인식에 연얻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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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는 데 필요한 노역을 기 울여야 한다 즉1 국어과 교사는 학습자틀이

실채적인 액한I1서 생산하고 수용하는 당화를 형가빼 그률이 교수 • 학
습 옥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단 및 처%에 관한 정보를 송환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평가 상황얘서 학습자의 당화에 대해 일정한 기
춘올 가지고 일관성 있게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는 교수

학숭 내용과의

판련성올냥보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어과 교사들의 실제 당화 평가 00'상올 살펴서， 그
안에 내재왼 당화 평가에 대한 표사을의 인식을 틀어다월 필요가 있다고

판단쨌다 이를 위해 본고는 국어과 중퉁 교사들에게 설득 당화 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교사의 명가 입장과 견해를 설득 평가지 및 싱충 연
당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어과 교사들의 설득 당화 평가 O.}상올
용해 국어과 교사들이 설득 당화를 평가할 때 어떤 정얘 주옥하고 있고

왜 주목하는지흩 파의빼 보고자 한다

n

이흔적 논의

국어파 교사틀의 설득 당화 평가 양상과 인식을 탕구WI 위해서 는 언

저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원 ‘설득’의 교육 내용융 살펴보고 설득 당화
평가와 관련하여 그간에 이루어진 얄하기 평가 논의 툴올 살펴블 필요가
있다 21

2)

용고의 운세의식에 직성적으호 판련원 선앵 연구표 찍센하기 위해서는 ’설득 앵 7P

혹은 ’ 당화 영 7P에 잔한 논의틀융 살여야 한다 그러나 생득에 한정히}여 평가흘 다
운 논의나 륙갱 압여 엉 7뿜 는의한 연구가 극히 석기 예푼에 1강히기 영기호 와강하
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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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설득’의 교육 내용과 범위

설득 당화의 본질 및 특성올 규영하고자 한 이은희(:JJ11l에서는 설득
당화의 유형적 특성은 언어 사용의 기능뿐만 아니라 구조적 특정을 기준
으로 할 수도 있으며 (van Lljk 동" 기능과 구조를 함께 고려히여(Ilri이rer，

Ilmη~I 논의될 수 있는 복항성이 있다고 본다 이어 그 논의에서는 셜득
을 시도힐 때에는 논리적인 연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지안 강정적인 연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정올 영시하였다 이는 설득의 개념에
논리적 측연 외에 화자의 인격적 측연(어lOSl 과 수신자의 감정적 측연
(때1051올 포항한 고대 수사학적 전통에 기보댈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의
사소통 관정에서 보더라도 설득은 설득하려는 화자가 청자의 인지적， 정
의적， 행위적 차원에 영향에 주려는 의도적인 행위를 시도함으호써 결국
청자의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려 는 행위로 규정왼대이상철 외， 뼈71
앞서 설영한 연구틀에서 올 수 있듯이， 설득 당화의 의도는 ‘ 정，~혹은

청중)’를 향하며， 그 의도는 청，~혹은 청중)의 인지적， 쟁의적 1 행위적 차
원의 연화를 통해 실현왼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1 설득 당화의 교
육 내용은 청재혹은 청중)의 인지적

정의적

행위적 차원올 모두 고려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교수 학습되어야 한다
그렇다연 현재 화법 교육에서는 j설득의 교육 내용을 어떻게 저시하고

있는까 이는 국어과 교사들이 설득 담화를 어떤 부분에 주옥하여 평가

하는가와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rOJ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공통
교육과정인 듣기

알하기 영역의 내용 성취기준과 선택 교혹과정인 ‘화

엉과 작문1 과옥의 세부 내용에 제시왼 설득’의 교육 내용올 살여 보연 다
음과 같다 31

31

본고눈 요육과정얘 찌시원 앙회} 유영 중 설득 당회애 포엄도 1" 앙찍'1 "엇인지융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li육과정얘서 성득의 온정과 한련하여 어떠한 교혹 내용

극어파 교샤흩의 셜육 앙아 영가 양상 잊 인삭에 완한 고장

를기엄" 기

<.H. 1>
학년균

융기

영특

말하기(야엉) 영역 '1

관련 성취기준

국어 자료의 예(양화)

설득 당 '1 찬린 성취기준

131
5-6

영역의

깅3

설득하거나 주장하는 양

성득의 양식이 잘 나타난 양

의 타당성융 싼안하여 를는
다

- 생득 전략이 장 냐타난 ‘~'I

7-9

141 앙화에 나타난 설득의 선

비선이냐 라디오 인터넷에 나오

약용 파악하고 영가힌다

는강고
도요

1

동영상 용훌 tI용한 일g

자료

<B.2>

회엉괴 직운

엌

영특

굉련 잉어기준

설득융 ￥l 언 화엉

영득외 씬리

1161 성 특 하는 당 '1나 블의 구조
와 내용 조직 '1 인리흉 이뼈하
고 쟁자 '1 욕자용 고허하여 내
션욕

용흩구성얻다

(7) 논리적 오퓨 '1 유형용 이얘

하요 내용의 신 '1 성
용정성용 파악한다

타당성

081 이자의 공신역융 이해하고
이성적

강성적 영득 전략용 샤

용하여 효아격으호 연생한다
(21)주장의 논 리적 오유훌 파악
하여 등고 앙리적으로 안박얻
다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용 교육과갱에 제시왼 ‘설득‘의 교육 내

용 요소는 ‘설득 방식과 설득 션략의 이해이며 광2， 연설， 발표 당화 유
형올 국어 자료로 얘시하고 있다 선택 교육과정인 화업과 작문’ 과옥의

내용융 제시한 〈표2>에서는 ‘설득 당화의 구조와 내용 조직 원리’， 청자

요소g 다쿠고 있는가흉 살피요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일안적으로 성륙 당파로 보는
앙여k도용 도의 둥)잉지야도 성;j가운의 엑심 내용41 셜특‘에 잊혀져 있지 앙용 것

은찌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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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 내용 구성 ‘화자의 꽁신혁과 설득 전략의 활용’ 퉁을 설득’의
교육 내용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즉， 찌8 개정 국어 과 교육과정에서는

‘설득의 교육 내용 요소를 크게 설득의 구조나 망식의 이해’와 ‘설득 전
략의 이해 및 웰용’주장의 오류 파약 및 반빅Y으로 두고 공통 교육과정

에 제시왼 교육 내용을 심화 • 확대하여 선택 교육과정에서 교수 학습하
도록 저시하고 있옴올 올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국어과 수업에서 교사플이 설득 당화를 교육할 때 주목

해야 할 내용이자 옥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과 교사들은 학습자틀
이 이러한 교육 내용에 주옥하여 설득 화엉 능력을 신장시 킬 수 있도록
당화 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키울 멸요가 있다

2 국어과 말하기 영기에 관한 논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챈이 욕정 냥화플 수용하고 생생~ 능
력올 제고하기 위해서 논 그을이 생산한 당화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평가
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설에서는 그간에 논의왼 국어과 알하기 평가의

땅%에 대한 기존의 연구을올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어과 말하기 평가에 판한 연구의 흐릎을 정리하연 국어교육의 본질
에 부함}는 평가의 방향을 저 안하거나 대안적 평가 망엉 빛 도구를 제안
하는 연구들{윤회원

이성영， l~m 믿엔기， 없:0， :!:뼈; 김창싼 었IJ; 노영

완， 때껴， 신헌재，lX}l; 최미숙， 때:61과 영역별 평가의 실태 및 방엉올 구

체적으로 논한 연구를(민영곤" 1!!:6; 원진숙， lÐJ; 정상섭，1XI1; 깅재용，
었IJ; 신헌재， 1XI4, 3)1α 서현석 ，

:ru;;

유동엽，

:ru;;

조재융"

:ro;, 'ðJJI; 손

세요롤，2lη， 이도영，3)101로 대열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알하기

평가가 딸'f71 의 본질이나 개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올
강조하거나 국어과 하위 영역별 혹은 특정 당화별 평가 실태 및 방엉올

국어'f"사흩외 영득 당야 영가 양상 잊 인식에 한얻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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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셰적으호 보여 준 연구로서 그간에 이루어진 국어과 알하기 평가의 성
과들이라할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망향성에 입각하여 교실 현장에서 말하기 평가가 실앵

되기 위혜서는 말하기 장연을 영가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당화
평가 기준이 나 평가 싣앵에 관한 구에적인 지 칩을이 뒷망침되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논의들은 아직도 이홉한 실정이다 11 그나마 연설 당화의 구
조에 따라 핵싱 평가 요소를 세분화할 것을 제안하고 예시한 깅소영

(3));)의 논의나 설영 당화를 생산히는 옥적에 따라 평가 기준올 달리 해
야 한다고 보고 화자와 청자 측연애서 명가 지표툴 상세화한 손세모흩
('ID/)의 논의 풍은 욕정 당화의 구체적인 평가 엉주와 기준올 제시해 주

었다는 정에서 당화 평가 연구의 새로운 냉향과 가능성을 보여 준다 더
육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 때7 개정 교육과정 내용부터 구체적인 당
화와 글융 채시하고 이에 입각히여 지식과 기능， 태도 풍을 교수 학습하
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안릉 당화 유형별 평가 방엽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가 여러 방연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m 연구절차 빛

연구자료

l 연구 절 차및 자료수집

4) 희엄 교용 연구사의 흐짐융 성리한 이주앵 9! (D).IJ에서 는 화엉 영억 명가 연구융융
정리하연서 앙으로 앙와 유앵연 영가 앙엉얘 관한 구셰적인 영가 영주와 기준이 아

련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멍가 도구 개발융 위한 연구을이 이투어져서 g사들의 영

7 )에 판한 '1"앙올 덜어 종 수 잊어야 한다끄 진승한 아 있다 이는 ‘L써 171 갱가융 실
앵하기 위안 성질석인 연구의 원요생을 시사안 깃인에 6언이 지난 지 긍도 q능냥}기 갱

가 싱앵융 위한 논의§옹 여션히 이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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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시앵한 연구 절차흘 표로 제시하연 다옹과 같다

<.H 3>

앨흐흐쓰

연구 얻지 잊 징엉 엉엉

l

샤기

명가당여 선정

201 1 년 11 원

양화영가의뢰

2011 년 1 2윈 :1:)일 -

연구 지료 용석

2012녕 1 -2생

잉융 연앙실시

:1:)12년 2염 2앤 . 2엔 22영

al12년 l 월 :1:)일

국어파 교사들의 설득 당화 평가에 대한 인식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을
의 실제 당화 평가 。샘올 바당으로 정보를 수집할 펼요가 있다 이률 위

해서는 연구 방엉 차원애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알하기 평가흘 수앵하는 교사툴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정， 다
은 하냐는 교사을이 당화흉 평가합 때 소속 학교의 학습자수준에 의존하
여 평가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이다 전자는 국어과 교사들이 평
소에 가지고 있던 알하기 평가에 판한 인식을 파약하는 데 관여힐 것이

고 후자는 설득 당화의 복성과 판련하여 교사들의 명가 욕성융 포악하는
데 판여할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본고는 이를 고려하여 :l)1I 년 12월 :l)일부터 때12년 1 월 :l)일 사이에 서

울， 경기 잊 대션， 전북 지역에 근우하는 중동 국어과 교사 18영에게 설득
당화 2연에 대한 평가를 의회하였다 당화 평가를 실시한 교사 중 1 개의
당파 평가안 시행한 교사의 영가 자료 1 연을 제외하고 나어지 17연의 자

료융 연구 자료로 최종 선갱하였다 연구 자료를 제공한 교사툴의 인적
정보는아래와같다

극어'1"샤웅의 성특 당희 영가 양상 및 인식에 연언 고항

(1i

ttil를

‘

4)

딩회 엉기 &뼈 교시 구성

풍악교

9영

냥

:il둥확교

8’g

여

’‘

i쩌
5영

1 2냉

깅7

,

tt

5년 이하

10영

6- 10년

5영

11 년 이상

2영

국어과 교사플에게 의뢰한 당화 평가 내용은 @설득 선릭에 다른 2연

의 당화에 대한 환석적 평가 및 정수 안정’. 19해앙 당화블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설득 당화의 분석적 평가 기준1))'，@두 당화에 대한 ’총체적 평가

및 장단정 기술’ 세 가지이다
그리고 연구 자료애 냐타난 당화 펑가 %냉의 원인융 여4녕}기 위해

당화 평가를 수앵였던 교사 중 5영율 선갱하여 찌12년 2훨 2일과 2월 22일
2차헤에 걸쳐 싱충 연당올 실시하였다 십충 연당은 설득 당화 평가 과정
어서 각평가엉주및 항목별로성취 수준을판정한이유와 설득 당화평

가에 관한 견해 그리고 당화 평가 과정에서 고인했던 내용， 실제 교실에
서 학습지틀의 셜득 당화를 평가힐 때의 얘로 사항 둥올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싱충 연암애 상여한 교사에 대한 정보는 다옴과 같다

51

궁어과 교시걷이 싱욕 당화 영기용 수앵하는 야갱얘서 a샤의 신용성이나 교육판

동에 따리 씬욕 안화 영가 기준융 지융적으호 수링앙 수 잊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러나 예비 초사에서 셰기씬 ’셜득 양화 영 7fJl 에사용 세공왜 안라는 요구환 반영
하여‘ 영가 ?에 a사툴에재 예시 영가표g 찌시하기호 경정하고 에시 갱가요증 영

가 예상 당화와 엉께 제꽁하였다 애시 영기g는 장혜숭 허경호(nDl. 초찌원3l1l1.

한국쿄육과갱영가원αXllI 융 창고하여 제시하였다 온고에깨 예시 명가요용 셰공앙
에 따라 그것이 교샤률이 설득 앙화 앵가 용거양 설정하는 에 잉생 ￥운 영향융 주
었올 것이라고 안안'1 내 셜득 당화 영가 의회 시 교사 개인의 쿄육안 및 설득 당화
에 대한 이예 앵가장에 따라‘자융격 으호’ 영가 기준과 애성융 성정앙 수 있융용 거
용 강죠하였기에 예시 영 7fJl 자에가 교사들에게 에약? ξ 작용하지논 ?jO.J.융 것으

효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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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싱용 연담 잉여 교시톨이 대안 g보

i

구톨

톨억

1 '1

악q

학g를

D
Q
H
K
M

5년

여

석사

고동악교

l 차 (201 ~

3년

냥

학샤

고등학교

l 차 (201~

3년

냥

석사

중학교

2차 (201 ~

7년

여

석샤

중악쿄

2차(201~

8년

여

식사

중학교

2차 (201~

싱융 연 g 서lLJ

2. 21
2. 21
2 221
2 221
2 221

2 명가담화선정 밍업
본 연구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 바로 국어과 교사틀에게 어떤 설득 당화훌 채공할 것인가’
얘 대한문제이다
첫째， 설득의 본질상 풍극적으로 정자에 의해 ‘설득적이다‘ 혹은 ‘ 설득
역이 있다라는 인식올 용해 당화의 설득력이 검증왼다는 정올 강안할 때，
교사틀이 실행한 당화 평가는 전적으로 설득 당화 맥락 안에서 혜석윌 수
있도흑 용찌할 훨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우리 화자가 설득 당화를 생산힐
의도를 당았다E 해도 청중이 그 설득역융 인지하지 옷한다연， 설득 당화

로 용인하기 어엽다 이훨 위해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검중왼 당화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온 것이다 울에 교사툴이 채시한 평가
정보의 일관성과 타당성율 확보하기 위해 펑가 당화의 내용 및 학습자 변
인올 용제할 펼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중학생이나 고퉁학생 ~，습>)7)

수행한 설득 당화를 채시할 경우， 혜당 학교급에 종샤~f는 표사을은 소속
학교 학생률의 수춘올 판정 기준으로 두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형
경우 교사을의 명가 정보흘 일관성 있게 해석히는 데 어려웅이 따툴 것으
로 예상하였다 셋에 교파 전문성 및 교육과정 실앵 차원에서 국어과 교
사의 성득 전략에 대한 이혜를 연별하기 우l 혜서 는 성특 견략융 명액히 다

국어과 교사를의 성득 당화 평가 양상 빛 인식에 완얻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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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활용한 담화를 제용할 펼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 키기 위해 S 대 국어화법을 수강한 학
생들이 생산한 설득 당화 중1 동료 평 7 f>]-틀에 의해 설득력이 높다고 판
단원 당화 2연을 선정하고 이플 국어과 교사들이 평가하도록 의뢰하였
다m

N 연구결과
본고에서 설득 당화 펑가에 관한 교사틀의 인식을 마익냥}기 위해 상정
한질문은다융파같다

동일한 설득 암화를 명가힐 경우 교사틀 간의 당화 평가 절파는 어떻게
나다날것인가?

동일 당화를 두 가지 앙식(용석적/총재적 명개으포 멍가힐 경우， 명가
결과가 일잔성 있게 나타날 것인가?

61

균어 화엉 수엉융 수강한 S대 학생등~，I 양화 중에서 섣득역이 갚아고 판정원 양화

우 연을 연구자가 잎 'f석으호 선정하였다 이자적으로 우 암화의 셜득력올 검중하기
위얘 K대악교 학생 2ß'영에게 우 연의 설득 당학 녹화 홍영상올 보여 중 후 각 당화

가 전당하려는 때 A 지 '1 성득력융 100 정 안성 기준으효 영 'f하게 하였다 대학생틀
은 〈당화1 >에 대해 영균 잉<l<양~l2>에 대혜 명-rr 85. 1 의 정수설 ￥여하었다 다융

그힘은 션정 윈 두 당화에 대한 영 'f 영끼댄 나타낸다
〈그링 1 > 앙회l 의 총체걱 정수

〈그링2> 당화2의 홍애적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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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설득 담회에 대한 분석적 영가 및 접수 E썽 양상
위의 두 가지 질문올 해갤하기 위해 국어과 교사들에게 통일한 설득
당화 자료 2연을 제꽁하괴 이를 분석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설득 전략을 달리 활용한 당화 2연에 대한 교사의 용석 적 명
가 정수 분포도를 져시하연 다음과 같다

〈그립 1)

딩회↑

괴

딩11" 에 대민 운석적 영기 용정 운모

'"
‘∞
.。

6。

- •

sa/l

---'ë ~2

.。

l。

。

，

←

‘ I'I

CDE

0:;

"

"

L

M

‘

。

。。

〈담화 1 >에 대한 교사들의 분석석 명가 총점올 확인한 결과， 전쩨 평균
값이 1!>.38이었으며，<당화.2>에 대한 분석적 평가 결과에 대한 평균값은

'f.J.fJl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그링 3>에서 보는 아와 강이 〈당화
2>에 대한 평가 결과 분포가 〈당화1 >의 분포에 비해 산발적이어서 평가

결과 간의 상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평가자을 간에 싱에한 결과가 나
타난 원언을 파9냉;}71 위해 당화 명가를 실시한 교사들에게 싱충 연당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옴과 같은 국어과 교사틀의 인식을 획인할 수 있
었다

국어파 교사톨외 영륙 얘 영 7. O.}<) 잊 인식에 연얻 고정

11

깅l

갑성 설육 전흩에 대힌 인식의 울월치

〈당화1 >에 대해서 는 국어과 교사 간의 펑가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연 〈당화2>에 대혜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 반용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사들이 작성한 평가지와 싱충 연당흩 뽕혜 확인한

결과 교사들 간에 1 강성 설득 전략에 대한 이혜가 다르고 그러한 이해의
융엘지가 〈당하2>에 대한 엇갈린 평가 결과를 초래했다는 정을 확인할
수있었다

[가.] <당화2>의 개선힐 정 물캉한 장연옹 나영하거냐 일차적 감정융 건드

리기안 힐 얀 종 더 깅온 단계로의 이앵과 사색이 융가능한 강성적 요
소는 오히려 l강표의 객찬성와 신희성에 도용융 주지 옷한다고 용니다
〈영가지_O.ll).~>

[냐H 당회잉에 대한 평가에세 설득 앙회는 그 근거의 객판성파 공정성 둥이
당보힐 예 좋온 설득 당화호 인정항 수 있습니다 해당 주장용 뒷앙칭
하기 우l 빼 옐요한 근거용 질 갖추고 그 근거가 논리 적으포 주장율 핏
망칩하는지원 명가하는 것이 중요앙 니다 〈성충 연당JJ"-샤〉

[가l 와 [나] 는 〈당화.2> 블 낮게 평가한 교사들의 견해흉 보여 준다 〈당

회2>에 대해 이와 같이 평가한 교사를은 설득 당S써1 대해 기대히는 륙

성으로 객판성과 신뢰성‘ 공정성’ 퉁융 언급하였다 이 는 설득 당화의 본
질적 특성에 대한 교사틀의 인식올 보여 주는 것으로 혜석왼다 이 같은
인식을 보인 교사융은 ‘강성 설득 전략이 설득 당화에서 수앵할 수 있는
기능이 나 역힐에 가치 플 부여하시 않으며， 강성 설득 전략이 설득 담화의
완경성올 낮춘 다고 혜석하논 껴~용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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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연에1 강성 설득 전략의 가치흘 유의미하게 보고 〈담화1 >보다 〈당

화2>를 높게 평가한 교사툴은 강성 설득 선략이 당화에 대한 청자의 공
강도를 높이고， 주장을 실천해야겠다는 잭임갑을 부여한다는 측연어 서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다음은 이를 뒷받침하는 교사들의 평가 내용과 심
충연당내용이다

[대 (당화2에 대한 영가에세 (중략) 셜득 내용얘 따라서는 논리적으로 타
앙한 논거호다는 강생걱 요소를 힐용하는 것이 설득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공강대를 쉽게 형성힐 수 있고 생각이나 앵동 연회않 이끌어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영가시 G쿄사〉

[랴](당화l 은) 발표자는 이 말표의 성격이 설득‘이라는 정융 간과한 듯해

요 채가 그때 명가지에도 었지안 당화l 융 등으연 아， 저 화자는 지긍
저런 근거틀을 냐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틀지얀 앙융 창 장하고
있고 내용이 다 팬않아 보이지안 그 입장에 대혜 마응이 용직인다거
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화자의 근거틀이 &다고 생각항 수는 있겠

지안 듣는 사랑한대 영향융 주지 옷하는 영 강흉이나 융직잉이 었는
당화라고 생각해요 청자의 태도융 연화시키허고 였다연 청자가 어떤

잉정않 가졌융지나 갱자을 위한 종 더 효:i!r격인 내용 조직이나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용니다 〈싱충 연당j쿄샤〉

[대에 제시왼 진술을 통해 G교사가 설득 당화를 청중의 공갑대 형성
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냐 행동 연효}를 이끄는 것1으로 개녕학하고 있옵올

알 수 있다 [라]의 제시왼 진술 역시 설득 당화의 본질이 챙중의 태도 변
화에 있다고 보는 K교사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교사의 평가에
는 ‘설득이한 청중의 마융올 웅직여서 앵동의 연회플 아끄는 것1이라는
선제가 갈려 있고 효과석인 설득을 위해서 상성 설득 전략이 유용할 수

극어져 표샤흥의 성혹 앙여 영가 양상 빛 인식에 연엔 고장

m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올 나타낸다
이상의 내용융 종t"혜 불 얘 국어과 교사틀이 설득에 대한 개념을 어

떻게 규정하느냐는 화자틀에 휠용한 설득 전략 및 구조에 대한 평가애 영
향올 마친다고 용 수 있다 또한 국어과 교사를은 설득 전략 중 강성 설
득 전략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인식융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다났다 이
러한 인식은 국어과 교사가 설득 빛 설득 전략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애 따라 t‘습자 당.JfoII 대한 명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정에서 운쩨

척이라할수있다

a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앙에서도 진술한 대효 〈당화.2>에 대한 교사들의 영가 컬과 간 일치도
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사 간 평가 결과의 차이흘 빚온 평가 요소
툴 확인한 경:i!~， 명가 요소 중， ‘근거의 타당성’ 항옥에서 정수 차이가 우

드러 지는 것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링 4> 는 각 교사들이 설정한 ‘근거의
타당성’ 항옥에 대한 배정과 정수 부여 현영이다 〈당화2>에 대혜 교사
O.L K. M의 경우근거의 타당성이 얘우 낮다고딴단한반연 F，
P의 경우 근거의 타당성이 얘우 높다고 싼단하고 있다

a

G, j , N,

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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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2>

근거의 티딩성

배징 잊 〈딩회2>의 티당성 영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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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화.2>의 ‘근거의 타당성’을 높게 평가한 교사틀은 ‘질다의 이야기가

주장올 뒷받칭하는 근거로 기능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프리
카 사랍틀이 깨끗한 울올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프리차 식수에 판한 실상을 근거로 제시하고자 ‘정다의 이야기’
를활용한것이라볼수있다
이와 반대중 〈당화z>에 대하여 근거의 영확생이나 타당성이 부족하다
고 판단하는 교사을도 있었다 그틀은 〈당화.2>에 대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분영하지 않J!， 객판적이지 않으며 아프리카 식수 운제의
실ιk올 묘사하는 갱다의 이야기 1는 아프리카 원조의 펠요성올 뒷받침 하

는 근거로 충분하지 옷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애 〈당화2>에는 근거라고 양 안한 것이 용영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상앙올 좀 더 깊이 있게 채시하는 다은 근거툴이 보다 분영하게 채시
되어야 한다고 용니다 객관적인 근거등도 그렁고

〈심층 연당j):il

샤〉

[바l 채가 3정용 깎은 이유는 우리나리에도 을앙언 사링이 않ξ 데

<f

얼리

극어와 교사을의 성득 당희 영가 양상 및 인식에 씬한 고양

깅5

있는 양이기능 한데 아프리카에 앤조가 필요하다능 근거능 세시되었

는데 왜 우리 냐라사항이 언져가아니라아프피카사랑을올 도 21야 하
는71에 대한 설득이 안 외었어요 킬국 예상되는 앤박애 대한 고허가
부혹한 젓이고 경국 근거가 부족하다고 율 수도 있죠 그혈 경우 타당
한 내용용 다 갖추었다고 보기 는 어영다는 온 거죠 〈싱 충 연당'j!교
샤〉

[애에서 보듯이‘ D교사는 〈당화2>에는 근거가 분영하지 않으며， 아프
리카 상황올 알 수 있는 잭판적인 근거가 었다는 것융 이유로 ‘근거의 타
당성1 올 낮게 명가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당화2> 에 제시왼 ‘질다의 이야

기‘룹 근거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운이다 이 는 설득 당1fOI1서 근거의 자
질로 객판성올 기대하는 교사틀의 인식쓸 반영힌다 또 [배의 H교사는
‘질다의 이야기가 주%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흰우리나라에도 울당한

사링이 않은데 왜 아프리 ~I에 씬조가 필요한가)을 차단하지 옷였다는 이
유활 을어 근거가 이비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 양상온 성욕 암화의 주제 내용-(6cld)에 따라， 근거의 내용

이나 종류가 달라지등 교사툴마다 욕갱 주쩨에 대한 주장융 이역할 때
뀔수적으로 갖추기툴 기대하는 근거의 양파 질이 다르다는 인식 올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득 당화에 기대하는 근거의 영시성이나 풍우성애 대한 견해 차이는
결국 설득 당화의 본질이나 륙성얘 대한 문채로 희귀왼다 영시척이지 않

옹 근거， 즉 청자가 추온을 용해 도출해야 하는 근거가 포함된 설득 당화
에 대혜 어떤 평가플 내렬 것인가의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다안
최 근 어 ûn 파 그 외의 연구자들이 내러티프를 용한 설득의 중요한 잠재
역에 주옥하고 있는데， 내러티브는 영액한 주쟁엉voca:y)의 영태 용 띤 전
용격인 설득 때 AI ^I 와는 당리 내려티브가 섣득 의도 빛 신녕옹 t'축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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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달하기 때문에 설득 에시지에 대한 져행re5I없ræ) 율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대김소윤，

'JJJI: 18)

이상의 내 용올 종tt.혜 훌 "l,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독화 형태
의 설득척 알하기 교육에서， 근거의 타당성이 근거의 객관성’올 의이한다

고 툴 것인지 흑온 근거의 풍부성까지 포항하는 개념으로 올 것인지에 대
한 논의와 함깨 주장과 근거가 항상 영시적。 171를 요구해야 하는가 혹은
내러티브 둥의 내용 재시 선략올 용해 비영시적인 근거즐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휠요하다

2 영가 빙업에 따른 설득 담회의 영기 기준 설정 양상
평가 항목들의 영주를 내용， 조직， 표현 및 선달， 태도， 시간의 다섯 가
지로 구용할 때 쿄사틀이 설득 당화의 영가g애서 배정올 가장 높게 부여
한 엉주는 ‘내용’ 영역이었다 내용’ 엉주의 배정 영F상은 40점부터 ffi성까

지로 다양었는데 4O-<B점이 6영，!J:HÐ정이 8영 00정 이상을 부여한 교
사가 3영이었다 묶어과 교사를이 설정한 영가 엉주영 배정11 및 내용’ 벙
주의 구째적인 영가 항옥올 제시하연 〈그링 5>와 〈표 6>과 강다

끼 ‘내용‘ 법주 에정용 영균

9111

‘조리 엉주 얘정용 앵윤

ln:l\

표현 및 전랄 영주 얘

정온영균"'7< 얘도)앵주애정용영균'00， 시간‘앵주애정온영균 6않호 니 이냥

다

국어의 a사률의 성욕 당>f 영가 양상 잊 인식 예 8언 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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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I기 엉주.'1 tlH 정 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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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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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잉 ~'ir

•
1QI.lõõ.

.... I~

엄쭈명기 g옥

내용 '6 주염가앙욕

인씬

용냥톨 !

(영 l

(%

선냥하고지 하는 주장이 영 악한가?

14

823

전당하고자 하는 주장이 타당한가?

3

17ß

주 장용 윗안칭하는 은 거가 타당한가?

17

100

근거가 용부언7f(다양한가η

2

11.7

내용(근거 나 주장)이 앙신한기(새 로운가I?

15

88. 2

갱자용 고허하여 내용용 선생하업농가?

14

823

안약의 가웅 성용 고려하였 는 7 ~?

3

17.6

‘내용의 흑연에서) 주장에 땅에가 의 는 요쇼가 있었 는가?

l

5.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1 국어과 교사을은 설득 당화의 평가 기준 중에

서 ‘내용’ 헝팩의 "1중올 높게 설갱핸 륙성을 보였다 구셰적으로 주장
의 영확성 ‘근거의 타당성’， ‘근거 의 다i양성: ‘청자툴 고려한 내용 선정’，
엔용에 대한 근거 찌시 1 ‘내 g 의 암신성’ 퉁율 내용 형가 '1，'옥으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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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이는 ‘내용의 구조냐 표현’ 측연보다 주장과 근거의 정합생1을

중시하는 교사틀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기존에 화엽 교육 전문가들
이 제안한 설득 당화 평가 요소와 비교할 때에 교시틀이 전문가을보다
‘내용1 엉주의 비중을 좀더 중요하게 상정하고 있옴을 알 수 있다

더욱 흥미로훈 정윤 국어과 교샤들이 두 당화를 운석적으로 영가했올
때와 달리 1 ‘총체적 평가 및 장단정’을 기술한 경우에 ‘내용‘만큼이나 ‘전달

촉연 즉 ‘목소리 크기， 속도 어조 성량， 발음1 애체 황용’에 대해 비중 있
게 명가했다는 정이다 다융은 ‘전달2 요소에 대한 교사의 장단정 기술의
예를나타낸다

장한 정

할용 빛 생양 동 언어 표현 능혁이 뛰어나다

개선뼈야 힐 정(보싼힐 정) 비언어적 g현에서 손흉작이 다소 어씩하고
인위적인 연이 있으며 ， 근거의 타당성이 떨어진다j 하략)
〈양화l 얘 대한 영가지 f교사〉

장한 엉 "" 자"용 구성항얘 있어 ‘서사성 용 가지도륙 연킬한 것얘 정
수용주었습니다
개선뼈야 할 정(보완힐 정) 앙표자가 " ,1 자료용 앙용하여

장융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

자표의

자신의 주

설명자’ 인 것 강다는 인상융

주는 땅g 잉니다 (하략)
〈앙아2에 대한 영가지 _0"'사〉

위어 서 보는 바와 같이， 국어과 교플은 설득 당화를 총체적으로 평가

할 경우 내용 요소 옷지않게 발읍， 목소리 크기， 손동착"

PPT 자료 활용과

관련왼 요소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평가하였다 특야 매체 활용과 관
8) 설득하는 뚱하기 영가의 요소얘 대해 회엄 표육 션운가율융 대상으노 엘파이 조사

융 실시한 초재~:ron의 연구에서는‘ 주장의 석경성(3)2%)‘ 근거의 타당성

a\Jl%l,

열양 내용의 생성 (~'1'A 앙힐 내용의 죠칙 U27%l， 내용의 표현(언어적 )l9.3%l， 내용
의 g현(비언어적)(~Æl 쟁자 l려 (q9J‘) 양하기의 태도í&'1'Æl용 영가 요소로 세시
하고있다

국어 학 교사흩의 생득 앙여 명가 앙상 잊 인식에 연힌 고창

잉9

연허여 표사들은 시청각 자료의 선정과 힐용 효과” 대얘 평가하는 %앙

을 보였다 그리고 전새 17영 중 14명의 교사가 애세 영가 항옥올 따로 설
정하지 않고 ‘구체 적이고 생생한 내용의 제시 1 라는 항목 얀에서 언어적인

표현 부용과 매체 양용 부용올 포잘하여 평가하는 양상율 보였다

그렇다연 국어과 교사들은 총셰격 영 7.에서는 ‘전달 측연올 중요시하
연서 왜 분석적 평가에서는 ‘내용’ 엄주훌 중심으로 평가하였는가? 싱충
연당을 용해 다응과 강은 국어과 교사들의 인식과 의도흘 확인할 수 있었

다

11

‘전얄 요소에 대한 경직된 인식

국어파 교사들의 진술융 바탕으로 그툴이 말하기에서 ‘전달1 요소 중，

‘안언어척 요소’률 교육적 처치에 의해 개선하기 어허용 ‘타고난 것’이라

고 인식하는 정향이 있옴융 확인할 수 있었다
[사J 'i!'언어적인 g현이 강 외연 그러니까 또랑또랑한 옥소리로 유장하게
11함}기등 하연 그 챔}기는 시질 '1-칙 장왼 것이라는 생각이 툴끼는
해요 그렇지만 육소리 크기와 당연의 요소는 타고난 것도 종 있고 해
서 아주 잘 되었융 경우 가정윤 주기는 하지안 앤안하연 이 부용온 강
정하지는 않융니마 〈싱충 연당끄교사〉

I아] 비언어적인 g연이냐 인언어적인 거 용짓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용 하지얀 옥소피냐 어조 짙은 경우 앙이 욕옹 유낼냐재 않이 '1이가
나는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충 연당퍼교사〉

I사l 와 같이 진술한 교사의 경우， 안언어적 요소를 타고난 것으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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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습자의 당화 수앵 과정올 평가할 때 내용 요소와 다룬 영가 방식
을 작용하였다 I아} 를 진술한 H교사 역시 ‘선할 요소훌 중요하게 인식하
연서도 목소리 나 어조는 학슐자 간에 연별적 차이가 없다고 진솔하였다

이렇게 국어과 표시률이 비

반언어적 요소즐 타고난 것으호 인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내 국어교육 측연에서 본다연

이채껏 ‘전g 요소에 대한 실셰흘 어떻게 규정하고 다훌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나 논의가 않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흘 수 있다 ‘정냥 요소
를 알하기 교빽서 소흩'1 다루고 ‘내용’ 항옥과 관련원 영가 요소의 비

중올 높이게 되연 결국 구어 당화와 문어 당화의 연별적 요소를 g썩"'1
키는 결파를 초래힐 수 있다는 접에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a 영기자의 주판성을 에제!j2j는 의도
더울어 국어 과 교사툴이 얄하기 평가에서 ‘내용1 요소의 비중을 놓이는

이유용 혐재의 학교 및 교실 환껑을 포항하는 당화 평가 상뺨‘서도 찾융
수 있었다 다옹은 당화 명가 상항을 의식한 교사의 심층 연당 내용의 일
부이다

[자l 사실 구어로 이추어지는 당.~ 대한 영가올 힐 예 교샤는 진쩌 어영
습니냐 보흉 학교얘세는 녹화 이런 결 하지 않기 예운에 실시간으로

학생 알융 툴으연서 (분석적) 영가 각 항옥얘 대뼈 영가불 일일이 해야
앙니다 내용과 근거 완련원 요소툴운 기억해서 다시 영가할 수도 있
는 문셰이지안 g엄 요소 하냐하'-H *1중혜서 정수용 얘기기가 어허

용 우용이 있습니다 수앵 영가로 이런 영가툴 실시한다고 하연 학생
툴 당화 영가지에 대찌호 강정 요소흉 기록해 동니다 정수에 대한 이

의 세기 퉁이 충푼 '1 있융 수 있기 예푼에 그런 것에 대비흘 하기 위

극어의 교사융의 생욱 영화 영가 앙상 잊 인식에 연한 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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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서 그렐 예 가장 분영하재 보여 출 수 있는 게 근거가 Ef양한가라든
지 내용이 빈약한가 그런 것잉니 다 〈성충 연앙cQ교사〉

[재의 Q교사는 ’전달 요소를 제대로 영가항 수 없는 원인융 전달 요소

의 특수성과 그얘 띠픈 평가 상의 찌약으로 보고하였다 그는 학교 현장
에서 는 현실적으로 학생률의 알하기 장연율 녹화냐 녹옹 기구릎 사용하
여 평가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상황과 함껴 비

반언어적인 전달 요소가

일시 격으로 나타나여 그 효과 나 기능을 객판화하기 어려훈 옥성 탓에 일

일이 평가하기 어영다는 안웅율 보였다 이러한 $냉은 학습자 당화훌 녹
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가 ‘ 전달’ 벙 주의 평가 항목에 정수를 부여할
경우， 영 7.에 대한 신뢰도륭 확보하지 옷하는 부당율 의식한 행위로 해석
된다
이러한 해석은 국어과 교사들의 얘채 활용에 판한 명가에서도 용일하

게 적용왼다 본고의 평 7 .에 ξ썩한 국어과 교사들온 설득 당화에서 활용
되는 매셰의 종류나 내용 혹은 황용 방엉 둥이 당화의 설득력얘 영횡i을
준다는 것옹 파악하고 있으연서 도 실제 운석적 평가 기준에 는 이흘 포함
시키지 않았다

I' H학생틀에게 알g용 시킹 예 애쩌흘 앙용할 수 있도육 허용하는 경우가
않고 싱셰효 학앵률은 다양한 얘세 자료나 앙엉옳 양용함니다 사상
iI사보다 훤씬 더 산 앙용하고 있효 그러나 그얘 대한 배정올 앙이 하
지는 옷앙니아 (중략) 수엉 시간에 얘얘 힐용과 관련원 내용융 따로
다주지 앙았기 예문이기 도 하고 (중약) 또 어잉게 보연 피피터 이 런
걸 화려하게 잘 'L~고 이 런 게 국어과의 능력이 잊냐 하는 생각이 틀

기도 앙니다 〈싱충 연당→D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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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툴 언급한 D교사는 실제 학생등이 발표를 할 때， 얘셰플 월용하도
옥 허용하연서도 얘채 활용의 원리 및 방법 풍을 교과 내용으로 다추지

않았다는 이유플 들어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올 보이고 있었다에 이
는 국어과 교사을이 당화훌 명가할 때 평가의 타당성율 의식한 경파로
올 수 있다 。l 처럽 국어파 교사가 선천적인 요소 혹은 수업 시간에 다루

지 않온 내용올 평가애서 얘찌하거나 소극적으로 평가하려는 앵홍운 영
가자의 주관영을 배제하려는 의식석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왼다

V 제언및시사정
앙 절에서 분석원 연구 결과툴 정리하연 다옵과 같다
첫째， 국어과 교사들온 설득 당화 명가와 판련하여 이성 설득 전후 1
활용원 당화에 대혜서는 일관원 평가 영f'}융 나타냈으내 강성 성득 전략
이 활용된 당화에 대해서 는 교사틀 간에 엇갈린 평가 $냉융 보였다

이얘 대한 원인올 당색한 결파， 국어과 교사틀 간에 설득의 개념 및 강
성 설득 전략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옴올 확인하였다 또한
강성 설득 당화 안에서 주장융 뒷받칭하는 근거를 무엿으로 흘 것인가애
인식도 울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툴째， 국어과 교샤틀은 동일한 당화툴 영가할 때， 환석척 평가 방엉올

적용하느냐 총채적 영가 방엉융 적용하느냐에 따라 중요하재 인식하는
명가 기준이 달랐다 훈석적 방엉으로 명가할 경우， 내용’ 항옥의 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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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7 개정 교육과정부터 ‘얘째 인어용 궁어파 영역으로 포앙시키고 이용 내용 성취
기중으효 용앙시켜 세시하고 있고 매셰 언어’ 교육의 옐요성얘 대한 공감대가 높아
지고 있지안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인식과 이뼈가 우종하다

n 쿄:-.. ~ !H!-

’에셰 언어 와 한경원 교수 학융융 선언적으호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진승하엉다

국어과 g사융의 영특 당야 영가 앙상 잊 인식에 완언 고장

’

2 3

높게 설정하고 내용 요소 중 ‘주장과 근거의 정합성’올 중심으로 평가하

혀는 경뺨l 강하재 나타났다 반연에 총얘적 평가 땅엉을 적용할 경우
구어 의사소용의 연연적 특성인 ‘전달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정뺨1

두드러졌다
이러한 웬인을 탐색한 결과 국어과 교사틀은 ‘전g 요소 중， 반언어적

요소를 교육적 처치얘 영향올 안지 않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
융 확인하였다 또한 애셰 활용의 경우， 분석적 영 7f에서는 수영 내용으

로 다루지 않은 정을 틀어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앙올 나타냈다 싱층
연당올 흥해 이러한 영가 %냉이 영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홀
의식한 앵위잉이 획엔되었다
이상의 경과를 바탕으로 다옹과 강은 시사정을 도출하였다

첫째1 현장 표사틀에게 설득 당화흘 평가항 때， 강성 설득 전략의 가치
잊 감성 셜득 당화의 구조에 대한 이해 툴 높일 수 있는 뺑i융 마련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언저1 설득의 온질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측연에서 찾
고자 한 경%에서 벗어나 화자의 인격적 측연 정자의 강성격 측연 내용
의 논리적 옥연을 균형 있게 다푸는 설득 교육 내용이 구안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설득 당화 교육어서 표현 및 전말 요소를 구체걱으로 명가할 수
있는 。l폰 연구나 셰부적인 지침이 윗안칩외어야 한다 이 용 위해서 는

‘전날‘ 요소에 대한 상세화 및 비

반언어적 요소톨 평가할 수 있는 땅엉

에 대한 연구가 윗받칭되어야 한다 더 얽 시청각 자료를 할용'f'는 말하
기가 보연화되는 흐음융 고려하여 설득 능력 과 애채 한용 능력 간의 판계

연구냐 설득 효과를 놓이기 위한 애세 활용 교빼 대한 연구을도 이루어
져야할것이다

셋쩌 현장 교사틀의 평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엿보다 교사

간당화평가결과의 일치성올높일 수 있는냥화영가앙엄 및 실행 기

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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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화 유형에 따른 평가 기준 상써

화 및 명가 도구 개발이 뒷받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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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국어과 교사툴의 생득 당화

명가양상빛 인식에련한고철
최영인

정민쭈

이 연구의 옥석용 국어짜 쿄사들의 연득 당희 영가 양상용 살여서 그툴이 생

득 당화용 멍가할 예 어앤 쟁에 주옥하고 있고， 예 그러한지용 허f히는 것이다
현재 아교 교육 개혁 및 교육과정 개 갱의 망향은 현장 쿄사툴얘게 명가 전문
성융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호 현장 쿄사을온 이에 대한 대비 용 하고
있지 옷하다 이용 얘결하기 쩌혜서서는 교사률의 영가 양상융 흥에 그률이 가
지고 있는 얄하기 영가에 대한 인식과 문셰정 용 파악하는 것이 시긍하다고 보았
다
이에 용고는 국어과 교사 등의 설득 당화 영가 양상용 용빼 그을의 인식융 탕
에하고자 하였다 그 킬파， 국어과 교샤률옹 성득 당화 명가와 판련하여 갑생 셜

득 전략이 힐용원 당화에 대해서는 교사흩 간에 엇잘린 앵가 양상융 보었으며 ，
동영한 당화용 영가양 얘， 어맨 영가 l상영융 적용하느냐애 따라 영가 기준 용 당

리 셜정하는 양상용 확인양 수 있었다 그러고 싱용 연당 킬까‘ 이러얻 명가 양
상의 씬인이 국어과 교샤흩외 찔득 당화 용정에 대한 이빼와 당화 영가 상항에

대한 의식에서 이롯되었용을 따악하였다

[주제어 l 설득 당화， 생득 당화 영가 갑성 성특 전략， 멍가 정운성， 화엉 교육， 굿
어와교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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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륙
I당학l 션사용l 섯다운세란 갱소년툴이 앙에 게잉올 하는 것율 악기 위혜

16

세 이안의 청소년툴융 대상으로 앙 12시#터 새역 6시 사이에 네트워크 게임

에 정속할 수 없도쪽 하는 제도흘 말힘니다 이 엄얀옹 쿄사와 악부오 단쩌툴
로부터 상당한 호용올 얻고 있습니마 정소년은 수연권 건강권율 보장해야 한
다는 거 게잉 충톡옹 학생을의 학습 우진의 원인이 원다는 것 그리고 이런

깨잉중득융 교사와 학'1-모의 지도만으로는 악을 수 없다능 것이 그 이유잉니

다 그러냐 재잉 싼련 영찌와 일부 갱소년툴， 그리고 져올 비웃한， 일반 시민
융 시이에서의 반대 옥소리도 안안치 않습니다 우션 운제가 되 는 것온 실효
성업니다 청소년흩이 주로 게잉용 하는 시간온 오후 6 시에서 10시 사이로 밝
혀져서

12A1 이후가

아니라는 샤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청소년

툴이 인터넷 게임올 옷하연 인터넷 서맹이라도 하겠다는 식의 대안율 찾겠다
고 이。 ÞI 었구요 그리고 보시 는 바와 같이 규셰대상에서 셰외되는 게임을도
상당히 앙기 예용얘 파연 이 제도가 상효성 있는 엽안이 윌지 의성스렵습니
다 또한 한국잉엉학<1 얘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연， 청소년 상당수가 이 엽

안이 실시되연 ￥모의 주인퉁록언호용 도용하겠다는 의"l-'"J ~t었는데요 그형
게 되연 이 툴옹 엉엉자가 되재 외죠 혐앵엄하에서 이 엉엉

엉연히 엉엉 앵

위이기 예운잉니다 그리고 우리냐라 게임 산엽이， 생각보다 효자 t갱이라는

거 앙고 채시죠? 게잉 산영의 규모안 하더라도 영화산업의 요싱 배이고 국제
화시대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는 우리가 투자해야 "는 산엽 중

의 하맨 c~， ~냉 섯다웅제는 이러한 게잉 산업을 후퇴 내지는 알전용 저혜
할 수도 있는 것잉니다 또한 이이 헌엉객 판정애서 옥척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혜의 최소성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옷혐도 융구하고 청소년융

의 자기 킬정권 융 위헌적인 '1-정이라E 할 수 있습니다 헌엄상 궁가가 국민
율 제한하려연 이 세 가지 규정융，.9.，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잉니다 저희는 어
떻게 스트얘스용 풍어야하는지 하소연 하고 있죠 청소년 게임 충톡 싱각한
용셰죠 그려냐 i츄오의 역힐 쿄사의 역힐용 극가가 대신하는 것보다는 IT산엉
그 얄션의 흐음에 억앵하는 것 」것

요냐는， 근본적이고 상기석인 고인이 웰

국어과 ii! 'f을의 성특 당화 명가 양상 및 인식에 판얻 고철

μ9

요하다고 생각앙니다 우선 게임업계애서도 자체적인 규제 빙얀율 마련해서
자 자율적 규제의 합리적인 여흔융 시 설득하도록 노력할 멸요가 있구요 그

헝게 그런 노역옹 바탕으로 옹라인 제임이 건전한 운화이자 하나의 판렌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힘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 느 정도의 규재가 옐요하다고

하다연 깃엄t적이고 용홍성 없는 원천적인 섯 다용채보다는 선찍적 섯다용제
릉 도입하연 어일까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와 타협올 용해서 아련한
기준융 가지고 개별적으호 적용시키는 것이죠 게임 중독으효 가는 청소년등
에게 더욕 펠요한 것은， 지긍 당장 어쩔 수 었이 게임올 그얀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흥 용제하고 자기

깐리할 수 있는 힘올 길러주논 것이 아

닐까 싶습니다 강사합니다

I암화2 션싸본l 오늘 제가 여 러용에게 한 여자의 이야기를 언저 을려 드리겠

습니다 어 이

이 여 성의 이릉은

질다 입니다 어재 아이를 출산하였어

요 그런데 오늪 역을 울이 없어서 한 시간융 걸어서 울올 뜨러 가고 있습니
아 그녀가 도착한 곳은 어

용챙이가 우글거리는 이런 더러용 융멍이었는데

요 어 그녀보다 언저 도착한 이 아이가 언저 와서 가축틀과 항께 울융 아시
고있습니다 어
기 위해 이 웅융

보니

아

그녀 도이 울이 더혀다는 경 알고있지안 어쩔수없이 살
떠

아싱니 다 그 후 한 시간옹 다시 집 으로 정어서 동t-<>t와

아이 여자는지금 앙긍떠옹그더허용뭉로이이 아어제 낳

은 아이를 옥욕을 시징니다 이 아이의 뱃중에 흥언지가 끼어있는 경 발견했
지만 더 이상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

엉아언 이 질다는 안타까

융에 눈툴융 흉링니다 긍데 이 정다 뿐안 아니라 아프리카 전 지역애서 이런
장연은 굉장히 쉽게 찾。}흘 수 있다고 앙니다 ( 프레센헤이션 화연에 숫자
U. 1. 1 올 보여 중) 어

s

。1 짧은오조동안아프리 카。뚱 한영이 울 때문

에 옥숭융 잃었습니다 옥숨율 잃지 않는다고 해도 이련 부종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항 상핑이 오기도 하고 이정게 용에 기생충이 자라서 피부을 뚫고

나와서 이런 수앵성 정병 때운에 아‘ 아동틀이 굉장히 고용을 많이 받고 있다
고 함니다 네

제가 오액 원짜리 하냐를 준비 썼는데요 이 오액 씬이연 이

。|이틀옹 도융 수 있융 거 강습니다 이 오백 원옹 오블 우리가 마시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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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라예 대신에 아메리카노훌 션택하연 생길 수 있는 돈이구 3천 앤짜리 얘뉴
툴 선택 하 하기보다 이천오액 원싹리 에뉴올 션택하연 생길 수 있는 그런

돈입 니다 어 우리 학교 채학생이 지긍 휴빡생융 제외하고 2안 3천 영 정도가
힌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둥이 오액 원씩 한영썩 모으연 천안 핀이 원니다 이
천얀 씬이란 동옹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수도

아

업프융 설치해 줄 수

있는데요 이 엄프는 하루애 3천 영 갱도의 인씬얘게 깨꿋한 울융 공급혜 중
수 있다고 앙니다 어 이 아이을과 아프리카 사랑흘에쩨 이‘ 율온
그야알로 생영과 강다고 할 수 있는띠요 어

생영과

이 아이툴에재 이 아프리카

사장을에깨 우리 학교 이용으로 생영융 선흩 할 수 있었으연 좋겠습니다 이
상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