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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설득 화법은 상대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구어 

담화이다. 설득 화법의 타당성, 그리고 설득력을 평가하는 최종 권한이 

화자가 설득하려는 상대(청자/청중)에게 부여되고, 담화의 효과 또한 그 

상대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설득 화법은 곧 상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

로 담화를 구성하는 행위이므로 담화의 본질적 목적 달성 여부를 결정하

는 데 청자/청중1)의 반응이나 응답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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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에서는 일대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설득 담화를 연구 자료로 하였기에 개인으

로서의 의미가 강한 ‘청자’ 대신 집단적 속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용어인 ‘청중’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에서 상대자로서 개별적 의미가 강조되

는 상황일 때는 ‘청자’를 사용하며 때에 따라 병기하는 방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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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화법의 소통에서 의사소통 참여자는 화자로서 말하기에 참여하기

도 하며, 또 한편 청자(청중)로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한다. 이때 청

자(청중)들은 소리를 듣고, 의미를 구성하며, 설득 담화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하고 평가하며, 설득 담화의 영향력을 체험하기도 하는 존재이다. 청

중이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에 따라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달라진다. 화

법 교실에서는 청중 평가가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2) 청중의 정체성과 역

할에 따라 청중 평가 결과 또한 달라진다. 그러나 청중들이 ‘어떤 기준으

로’ 혹은 ‘어떻게’ 화자의 담화를 평가하는가에 주목하는 연구는 거의 진

행되지 않고 있다. 

연구자는 설득 화법 수업에서 화자의 발표에 대한 장단점을 기록하는 

방식의 동료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 동일한 담화 혹은 담화 구성 전략/전

달 방법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내용의 청중 피드백3)’을 확인한 바 있다.4) 

그러한 ‘상충되는 피드백’ 중에서 ‘설득 화법 구성 및 전달이 매우 잘 이루

어졌지만, 청중에게 별다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양면적 피

2) 설득 담화에 대한 청중의 평가를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동료 평가이다. 동

료 평가법은 학습자의 수행에 대하여 동료 학습자가 평가하게 하는 방법이다. 최미

숙 외(2012: 190)에서는, 말하기와 듣기가 혼자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결국 상대방이나 

청중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화법 평가에서 동료 평가는 학습자의 수행에 대한 청

중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3) 예를 들면, 어떤 담화 논제에 대해 ‘잘 몰랐던 내용을 많이 다루어 주의 깊게 들었고, 

실제로 입장 변화도 경험했다(동료1)’는 평가 내용과 ‘기존에 알던 내용이라 별로 참

신하지 않았고, 따라서 입장의 변화도 없었다(동료2)’는 평가 내용이 동시에 화자에

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4) 이는 대학생 연설 화자의 동료 피드백 수용에 관한 반응을 고찰한 정민주(2012)에서

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는 피드백 수용자들이 피드백 제공자와 다른 방식으로 동

료 피드백을 유형화했다고 밝힌다. 피드백 제공자인 학생들은 연설 담화의 평가 기

준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적 피드백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수용하는 

학생들은 연설 행위에 근거하여 긍정, 부정, 양면적 피드백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때 양면적 피드백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을 모

두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한 명의 학생이 동시에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발견되는 유형이다(정민주, 201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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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은 화자를 당황스럽게 한다. 설득 화법을 듣기 전 청중의 가치관 및 

태도 등의 ‘사전 상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설득 화법에 대한 평가 또한 상

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청중 평가를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려

면, 그러한 청중 평가의 결과에 대한 의미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청중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 해석과 수용의 책임을 화자로서 학습자들에

게 모두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화법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청중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교육적 해석이 가능할 때, 청중 평가 결과가 화자들에게 의

미를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청중 정체성에 따른 설득 담화 평가 방법

을 고찰하고, 그러한 평가 방법이 설득 담화 평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

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 결과의 차이

가 발견되는 설득 화법을 대상으로, 그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5)

Ⅱ. 이론적 고찰

설득 화법의 소통 주체 중 하나로서 청중에 주목하고, 그들이 설득 화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설득 담론 및 

담론의 설득 효과’에 주목한 학문으로서 수사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

고 교육적 맥락에서 시행되는 담화 평가에 대한 이론을 함께 살핀다.

5) 본고에서는 하나의 담화에 대해 ‘영향력 평가’와 ‘분석적 평가’라는 두 방법으로 평가

를 실시하고, 두 평가 결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담화’를 찾아내고자 한

다. 모든 담화에 대한 두 평가 방식의 결과가 상이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성격을 가

진 담화에서 두 평가 결과 간의 차이가 명확할 수 있다. 두 평가 결과의 차이를 빚어

내는 ‘담화’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은, 청중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의 가능

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분석적 평가’가 포착하지 

못하는 ‘유의미한 설득 담화의 특성’이 될 수도 있다.



322  국어교육연구 제33집

1. 설득 화법과 청중6)

1) 설득 화법에서 청 의 특성

설득 담화를 해석하는 주체로서 청자(청중)를 강조하는 양상은 20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20세기 말 동·서구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의 혼란과 

좌초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이데올로기 및 가치 대신 다양한 이

데올로기 및 가치에 대한 인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페렐만․올브레츠-티

테카(Perelman & Olbrechts-Tyteca)는 �신수사학: 논증 행위의 특성�을 통

해 “절대적 진리 혹은 독단적 주장에 대한 신념에 반대되는 새로운 방법

론과 철학을 만들어내려” 하였다(Maneli, 2006: 17). 그들은 단일하고 만고

불변한 진리에 대한 추구의 방법으로서 강조되었던 형식 논리학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는데 그 논의의 핵심은 “데카르트에 기인하는 이성 및 추

론의 개념과 단절을 이룰 것”을 표명한 논저의 서론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학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수사학을 합리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사학이 극단적 상대주의 혹은 허무주의적 회의론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7) 이에 대한 그들의 대안은 ‘다른 사람들의 

지지’ 즉, 청중의 지지를 통해 논증과 설득 행위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

이다. 페렐만은 논증 행위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는 청중의 판단에 의존하

6) ‘설득 화법과 청중’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최영인(2014a)의 Ⅱ장 내용을 일부 발췌하

여 정리하였다.

7) 절대적 진리가 군림하는 세계에서 상대적 진리, 즉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세계로 

넘어올 때 제기되는 비판의 핵심이기도 하다. 신수사학을 창안한 페렐만은, 수사학

적 해석이 본래의 의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나, 그 벗어난 만큼의 해석을 가능하

게 하는 연결 고리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의 타당성을 점검해야 할 필

요를 피력하였고, 그는 ‘변증추론(raisonment dialectique)’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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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논증 행위의 가치는 그것에 동의하는 청중의 질적 작용, 논증이 

이끄는 삶과 자아 형태에 대한 질적 작용이라고 설명한다(Crosswhite, 

2001: 88).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 행위의 목표가 청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

이라 할 때, 청중의 지지는 어떠한 속성을 갖는가? 청중은 타당성이 ‘있다’ 

혹은 ‘없다’의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타당성의 측면에서 더 나은 논증

과 덜한 논증을 구분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또한 청중은 단일

하거나 균질한 집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담화에 대해 청중을 

구성하는 개별 주체들의 평가 결과는 다양해질 수 있다.8)

�신수사학�에서는 청중의 종류를 특수청중(particular audience)과 보편

청중(universal audience)으로 구분한다(Crosswhite, 2001: 175). 특수청중은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가치, 이익, 목적 등의 일치에 의해 구성된다

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청중들을 지역 기반, 종교 

기반, 정치 성향 등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화자는 

특수청중으로서의 그들에게 연설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역 기반, 

종교 기반, 정치 성향 등과 상관없이 합리적인 평가자로서 그들을 인식하

고 이야기를 한다면, 화자는 보편청중으로서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청중의 특성이 곧, 상이한 두 가지 종류의 

청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리적 실체로서의 청중 안에

는 두 가지 특성의 청중이 공존하며, 두 가지 특성 중 어떤 것을 지향하고 

8) 이러한 상대성과 다양성에 대한 지향을 가지되,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공통된 수사

학을 찾으려 한 시도는 넬슨․메길․맥크로스키(Nelson,. Megill,. & McCroskey, 1987)

의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탐구의 수사학’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학문들의 방법에 내재된 수사적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로서 다원주의를 강조하며 개

별적 학문 탐구와 의사소통 방식에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유화의 과정을 포착하고자 

한다. 이때의 ‘수사학’은 무엇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것이 전달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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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할지를 청중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2) 설득 화법 소통에서 청 의 역할

설득 화법에서 청중의 역할은 다양할 수 있다. 초기의 의사소통 이론에

서 청중은 단순히 어떤 담화를 듣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

재, 즉 의견 수용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상정되었다. 이러한 수용자의 

역할을 성립시키는 배경으로서의 설득 담화의 개념은 ‘도관의 비유

(conduit metaphors)’9)에 내재되어 있는 ‘직접적이고 일방향적인 전달’로서

의 의미를 갖는다. 화자가 설득 담화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공

간을 점유하는 물리적 대상으로서 청중을 상정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청

중’이 설득 담화의 구성이나 전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청중

은 수동적이고 도구적인 존재이며, 화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리고 쉽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담화 소통에서 청중이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다고 보는 관점에 대

한 비판과 함께 보다 능동적인 청중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10) 본고

에서는 그중 청중이 자신의 세계관에 비추어 담화의 의미를 탐색하는 역

할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담화의 설득력을 평가하는 역할에 대해 살

9) 도관의 비유에 의하면, 도관 안에 물이 오가는 것처럼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생각이

나 느낌, 지식과 같은 것들이 언어에 담겨 직접적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

한 비유가 묘사하는 의사소통에서 청자/청중은 언어 혹은 담화로부터 화자의 생각

이나 느낌, 지식 등을 ‘꺼내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의사소통에 대한 관점에서는 언

어를 통한 소통이 ‘전달과 수여’로 단순화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실패할 확률도 거

의 없다(김지현, 2000: 15). 이는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한 사람의 마음이나 머릿속

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만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10) 청중의 수동성/능동성과 관련된 구분은 미디어 효과 이론에 터한 것이다. 미디어 

효과 이론에서 수동적 수용자 관점은 ‘강력 효과 이론’과, 능동적 수용자 이론은 ‘최

소 효과 이론’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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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한다.

먼저 담화의 ‘의미 탐색자’로서의 역할이다.11) 청중은 무색무취의 상태

가 아니라 논제에 대해 특정한 입장이나 사전지식을 갖거나, 개인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러한 입장 및 사전지식, 그리고 개인적 연관성은 담화

를 듣는 청중의 배경이 되며, 담화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시착점

이기도 하다. 해석학에서 해석의 주체가 가진 편견이나 선이해는 이해를 

성취하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건으로 간주(윤평중, 2002: 

102-103)하는 것과 유사하다. 가다머(Gadamer)는 이해가 이루어질 때 관

찰자의 특수성과 대상의 특수성이 종합되어 더욱 고차원의 일반성으로 

승화된다고 보며, 이러한 현상을 ‘지평 융합(Verschmelzung des Horizont)’

이라 부른다. 설득 화법의 이해는 청중이 자신이 가진 입장, 사전지식, 개

인적 연관성 및 가치관에 해당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얼마나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등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청중의 특수한 배경으로부터 특수한 정체성이 구축되고, 그러한 정체성

에 입각하여 청중은 담화를 이해하고 또 담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청중을 기존의 입장, 사전지식 등의 사전 변인들의 총체적 담지

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담화를 듣기 전 해당 논제에 대한 청중의 태도를 

묻고 담화를 들은 후 그 담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청중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그 의미 탐색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

다.12) 

다음은 담화 평가자 역할이다. 이는 화자의 담화 구성 능력과 전달 능

11) ‘의미 탐색자’는 청중이 개인의 특수한 정체성에 입각하여 해당 담화의 설득력을 평

가하고 그 담화의 영향력을 경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12) 박재현(2006: 189-211)은 설득 담화 내용 조직 교수․학습 모듈을 개발하고 그러한 

모듈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청자들의 ‘사전 태도’와 ‘사후 태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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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평가자로서, 설득 담화의 내용적 타당성과 합리성, 그리고 그

러한 전달 과정에서의 효과성과 적절성의 정도를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

여 측정하는 것이다. 설득 화법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 평가자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여러 청중들의 ‘평가자로서의 

안목’을 어느 정도 균질화할 수 있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청중이 평

가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는, 자신이 담화로부터 받은 실제적 영향에 함몰

되기보다 설득 담화를 대상화하며 사전에 결정된 평가 항목과 기준을 적

용하여 담화의 설득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주장 및 이유, 근거 

등이 청중 개인의 특수한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보편적이고 객관적

인 청중의 입장에서 ‘설득 담화의 논증이 얼마나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그리고 화자의 전달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가늠해야 하는 것이다.

2. 말하기 평가와 동료 평가

1) 말하기 평가의 방법

말하기 평가는 화자가 말하기를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를 대상으로 수

행된다. 이 중 ‘결과’에 중점을 맞추어 평가를 진행한다고 할 때 그 방법

은 총체적 평가(holistic assessment)와 분석적 평가(analytic assessment)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총체적 평가는 “하나의 담화를 평가할 때 개별적인 평가 

요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담화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방식”

을 말한다.13) 학습자의 말하기 수행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곧 화자의 말

하기 수행 능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진술하는 것이다. 분석적 평가는 말

13) 총체적 평가 방식에 대한 내용은 정희모․이재성(2009: 253)에 제시된 월코트와 레

그의 논의(Wolcott & Legg, 1998)를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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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능력을 구인하는 하위 능력들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평가 항목을 수

립하고, 전체 말하기 수행을 여러 평가 항목 기준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식이다.

총체적 평가 방식과 분석적 평가 방식은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분명

하다. 하나의 담화는 여러 부분이나 특성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성되는 종합적 산물이기 때문에 이들을 세부 요소로 분리해 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언어 교육에서 총체적 평가를 선호하기도 한다(정희

모․이재성, 2009: 253). 총체적 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여 매

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그 결과는 해당 담화의 등급이나 서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대적인 순위 외에 학습자의 말하기 수행에 대

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기도 한다.

분석적 평가 방식은 세부 평가 항목별로 평가 결과를 제공하므로 학생

들의 말하기 수행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환류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총체적 평가 방식에 비해 보다 높은 객관도와 신뢰도를 확보한다

는 장점을 갖는다(김라연, 2007: 108). 그러나 담화 수행 능력을 포괄하는 

세부 평가 요소들을 정밀하게 구인하고,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

는 것이 어려우며, 일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평가자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

하는 측면이 있다.

2) 동료 평가의 특성

화법 교실에서 청중의 평가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평가자의 

특수성이다. 첫째, 평가자로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교실로 

온다(염은열, 2009: 357). 설득의 상황에서 청자(청중) 또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의사사통 상황에 참가한다. 둘째, 평가자 역시 교육을 통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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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결국 설득 담화 교실에서 청자

(청중)로서 학습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 혹은 가치관 위에서 판단하

고 평가하며, 그 결과로 경험 혹은 가치관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그를 통

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14)

동료 평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평가 주체에 따른 효과와 관련하여 

평가 신뢰도 및 타당도를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그 긍정적 효과 

및 기능을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15) 동료 피드백은 다수의 학습자들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할 점을 지적해주는 활동이기 때문

에 교사 피드백보다 심리적 부담이 적고, 평가의 객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Hunter & Russ, 1996; Mowl & Pain, 1995; 정민주, 2012: 51 재인

용). 동료 평가자로서 학습자들이 교실에 가지고 오는 경험에 포함된 그

들의 ‘눈높이’와 공통된 ‘정서’ 등이 동료 평가의 교육적 가치와 효용을 높

인다고 볼 수 있다.

동료 평가에서 학습자들은 동료 학습자의 과제를 검토하고, 결과를 분

석하고, 수정이나 개선을 위한 문제해결적 사고를 하는 데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동원한다. 평가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인지적, 초

인지적 활동들이 요구되며(Topping & Ehly, 1998), 이러한 인지 활동이 자

신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청중으로서의 평가 경험이 곧 다시 화자의 말하기 수행에도 일정한 

준거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4) 염은열(2009)은 문학교육 평가 본연의 목표를 환기하면서, 문학 경험의 특성을 고려

하여 학습자의 변화와 성장을 포착해 낼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

장과 함께 그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학습자의 자기 이해와 성장을 촉발하는 평

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15) 물론 동료 평가의 주체인 학습자들이 평가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평가에 익숙하지 

않으며 평가자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하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동료 평가 결

과의 신뢰성이 낮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Brindley & Scoffield, 1998; Cheng & 

Warren, 1997; 김민정, 200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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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본고는 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합함으로써 특정한 현

상에 대한 분석의 정확성과 풍부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아, 두 방법을 결

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설득 화법에 대한 청중의 

평가 결과를 수량화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평가에 작용한 청중의 인식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하나의 담화에 대한 두 가지 평가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양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그러한 평가 결과가 상이한 ‘이유 및 

원인’을 질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2012년 2학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국어화법’ 강의를 

진행하였다.16) 해당 강좌는 교양 수업으로 개설된 것이고, 수강생의 학년

(나이) 및 성별 등에 있어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17) 해당 강좌에서 모든 

수강생들은 1회의 설명 화법(2012년 9월), 2회의 설득 화법(2012년 11월, 12

월)을 수행하였다. 모든 화자들의 화법 수행에 대해 청중 평가가 진행되

었다. 청중 평가의 방식은 크게 영향력 평가와 분석적 평가로 구분된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해당 수업 후반부에 이루어진 수강생들의 2차 설득 

화법 자료와 그에 대한 청중 평가 자료이다. 청중 평가 자료는 청중들이 

화자에게 부여한 ‘점수’와 그러한 평가의 이유를 서술한 내용으로 나뉘며, 

본고에서 후자를 [청중 반응]으로 표시하였다.

청중 평가의 두 가지 방법 중 영향력 평가 방식은 청중들이 의미 탐색

자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설득 담화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력을 가늠하여 

16) 수강 등록을 한 학생은 28명이었으나 일부 학생이 장기 결석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화법 수행 및 청중 평가에 성실히 참여한 21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7)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적이나, 2명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1명은 중국 유학생

으로 해당 학교의 학부 과정에 입학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고(여), 다른 1명은 

베트남에서 온 교환 학생이었다(남).



330  국어교육연구 제33집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총체적 점수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영향

력 평가는 앞서 살펴본 총체적 평가 방식의 하나이지만, 평가의 대상이 

담화의 타당성이나 완결성 등이 아니라 설득 담화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

이나 변화를 유발했는가이다.18) 분석적 평가 방식은 아래 제시한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내용’, ‘조직’, ‘표현 및 전달’, ‘태도’, ‘시간’19)

의 다섯 가지 항목을 10가지 평가 요소로 세분하여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충족 정도를 가늠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분석적 평가표의 평가 범주 및 평가 항목 설정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

가원(2008: 219)이 ‘화법 능력 평가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한 일반적 화법 수행 능력 점검표, 설득 화법 평가에 있어 평

가 방법 간 신뢰도를 검증한 조재윤(2006)에서 활용한 분석적 평가표,20) 

최미숙 외(2012: 189)에서 제시한 발표와 관련된 분석적 평가 기준, 국어과 

교사들의 설득 담화 평가에 대한 인식과 기준을 고찰한 최영인․정민주

(2012)에 제시된 교사들의 평가 요소를 참조하였다. ‘내용’ 요소를 구성하

는 세부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 설득 담화의 기본 구조를 ‘논증’으로 보고, 

‘주장-이유-근거’의 요소로 세분화하였다.21) 이러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18) 연구자는 다른 수업에서 이른 영향력 평가를 ‘사전 입장(태도)’과 ‘사후 입장(태도)’

을 각각 7점 리커트 척도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청자의 입장은 

그대로이나 담화에 공감하거나 감동하는 등의 영향을 포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

었고, 영향력 평가 점수와 분석적 평가 점수를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영향력 평가 점수도 100점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분석적 평가 

점수와의 비교가 용이하게 하였다. 

19) 설명 화법과 1차 설득 화법의 경우 기준 발표 시간을 5분으로 한정했지만, 수강생

들의 요구에 따라 2차 설득 화법의 경우 기준 발표 시간을 6분으로 한정하였다.

20) 조재윤(2006)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행한 설득 화법에 대하여 교사 평가자

들이 실시한 평가 방법에 따른 신뢰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말하기 평가 방법 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21) 설득 담화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목적하에 생성된 담화이고, 이때 무엇

을 설득할 것인가를 정리하면 그것이 곧 화자의 ‘주장’이다. 설득 담화가 일방적 선

언과 구분되는 것은 청중이 ‘주장’을 수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요소들을 갖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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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강의를 통해 이루어졌다.22) 

평가자 훈련은 1차 설명 화법과 2차 설득 화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루어졌다.23) 이와 같은 2회에 걸친 평가 연습에서 평가자들은 분석적 평

가 항목 중 ‘이유의 타당성’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의 건전성 혹은 적

절성’으로, ‘근거의 타당성’을 ‘근거의 충분성, 참신성, 적절성’을 포괄하는 

점이다. 이때 주장과 이를 지원하는 요소들의 결합을 논증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데, 설득 담화의 논증 구조를 단순화하면 윌리엄스․콜럼(Williams & Colomb, 2007)

에서 제시한 바처럼 ‘주장-이유-근거’이다.

<그림 1> 윌리엄스․ 콜럼의 논증 구조

22)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요소로서, 이유와 근거를 구분하고, 그 각각의 타당성을 

보장해야 함을 수업 시간에 강조한 바 있기에 ‘이유’와 ‘근거’ 각각을 분석적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23) 대학생들은 하나의 설득 담화를 들은 후, 영향력 평가를 먼저 수행하고, 이후 분석

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2회에 걸쳐 평가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평가 전문가나 현

장 교사가 아닌 대학생들이 두 가지 상이한 방식의 평가 방법을 수행하도록 한 기

획 자체가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평가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려고 함으로써(한 사람의 발표에 대한 평가 시간 10-15분) 청중이 평가를 잘 

수행할 수 있게 고려하였다. 소규모 인원으로 이루어진 수업이었기에 연구자(교수

자)-참여자(수강생) 간 관계가 친밀한 편이었고, 수업 진행과 관련된 참여자(수강

생)들의 반응에 연구자는 개방적 태도를 취하였다. 참여자들의 반응을 반영하여 수

업 진행 방식을 일부 수정한 경우도 있지만, 참여자들이 두 가지 평가에 대한 부담

이나 혼란을 호소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평가자들의 

평가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평가 결과에 대

한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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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 내용 배점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이 명확한가? 10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타당한가? 10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가? 10

청자/청중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였는가? 10

조직 내용 요소의 배열 순서가 효과적인가? 10

표현

및

전달

언어적 표현이 적절한가? 10

반언어적 표현이 적절한가? 

(목소리 크기 및 어조, 표준 발음 등)
10

비언어적 표현이 자연스러웠는가?

(표정, 몸짓이나 손동작, 시선 처리 등)
10

태도 말하기 태도가 진지했는가? 10

시간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켰는가? (5-7분) 10

총점 100

개념으로 해석하여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분석적 평가 항목과 평가 내용

특정 화법 담화에 대한 청중의 영향력 평가 결과와 분석적 평가 결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난다는 것은 그 담화의 특정 자질이나 전략 

등에 대한 청중의 변별적 인식이 존재했음을 전제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설득 담화의 자질이나 특성 중 청중들에게 의미 있게 다루어지는 것이 무

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청중이 각 화자에 대해 영향력 평가와 분석적 평가를 수행한 결

과를 대상으로, 두 평가 결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을 

청중들이 평가지에 기술한 내용[청중 반응]과 수업이 끝난 후 제출한 소

감문[소감문]으로부터 도출하며, 각 설득 담화에 대한 담화 분석도 함께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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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 S-15 S-19

영향력 

평가

분석적 

평가

영향력 

평가

분석적 

평가

영향력 

평가

분석적 

평가

S-01 90 94 92 81 96 80

S-02 90 93 90 80 89 83

S-03 92 96 87 87 87 80

Ⅳ. 설득 화법의 청중 평가 결과 및 영향 요인

1. 설득 화법의 청중 평가 결과

자료 분석 결과 동일한 화자에 대한 청중 평가에서 영향력 평가 점수

의 평균과 분석적 평가 점수의 평균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양상이 

나타났다.24) 청중 평가 결과 청중이 부여한 영향력 평가 점수는 평균 

86.6496, 분석적 평가 점수는 평균 86.4933이었다. 

청중들이 각 화자에게 부여한 영향력 평가 점수와 분석적 평가 점수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정하기 위해 SPSS 프로그

램(21.0버전)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25) 그 결과 S-04, 

S-15, S-19 세 화자에 대한 청중의 영향력 평가 점수와 분석적 평가 점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S-04, S-15, S-19에 대한 청중 평가 결과 

24) 한 명의 청중이 특정 화자에게 부여하는 영향력 평가 점수와 분석적 평가 점수 간

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21명의 청중들이 부여한 영향력 평가 점수와 분석

적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면 그 차이가 상쇄되는 경향이 나타나, 한 화자

에 대한 평균 영향력 점수와 평균 분석적 점수는 대체로 ±1.5점 정도이다.

25) 대응표본 T검정은 어떤 동질성(homogeneity)이 유지되는 대응 표본(혹은 쌍체 표

본)을 대상으로 하는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본고의 자료는, 청자 1인이 ‘영향

력 평가’와 ‘분석적 평가’를 둘 다 시행한 것이므로 이 두 자료는 서로 연관성을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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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 - - 95 69 80 77

S-05 90 92 90 83 90 85

S-06 95 96 85 81 85 82

S-07 92 89 94 81 93 87

S-08 95 95 100 94 100 95

S-09 90 95 70 68 80 81

S-10 90 95 90 84 90 85

S-11 93 96 92 82 87 83

S-12 90 91 95 86 95 86

S-13 90 91 100 85 100 88

S-14 84 92 95 83 90 86

S-15 85 90 - - 90 80

S-16 87 90 85 77 80 70

S-17 90 90 90 81 93 82

S-18 91 94 92 91 95 87

S-19 95 96 90 86 - -

S-20 90 97 80 71 90 86

S-21 85 90 91 86 88 78

합계 90.20 93.10 90.15 81.80 89.90 83.05

대응차
t p

평균 표준편차

1 S04영향력-S04분석적 -2.90000 2.61373 -4.962 .000

2 S15영향력-S15분석적 8.35000 5.76080 6.482 .000

3 S19영향력-S19분석적 6.85000 3.91051 7.834 .000

<표 3> 대응표본 T 검정 결과(S-04, S-15, S-19)

S-04의 경우 영향력 평가 점수와 분석적 평가 점수에서 모두 안정적으

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S-04에 대한 청중의 영향력 평가와 분석

적 평가 점수를 비교하면 후자가 주로 높게 나타났다. S-15와 S-19의 경

우 영향력 평가 점수와 분석적 평가 점수 간 간극이 큰 편이다. S-15의 

경우 영향력 평가 점수는 21명의 화자들 중 두 번째, 분석적 평가 점수는 

19번째를 차지하고, S-19의 경우 영향력 평가 점수는 21명의 화자들 중 4

번째, 분석적 평가 점수는 17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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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평가 점수에 있어 S-04, S-15, S-19 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지

만(1위, 2위, 4위), 분석적 평가 점수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청중

이 특수청중과 보편청중의 정체성 중 어느 것에 입각하여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영향력 평가와 분석적 평가 중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상이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기도 하다.

2. 설득 화법의 청중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S-04는 ‘분석적 평가 점수가 영향력 평가 점수보다 높은 유형’으로, 

S-15와 S-19는 ‘영향력 평가 점수가 분석적 평가 점수보다 높은 유형’에 

속한다고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앞서 제시한 세 사례 중 S-04와 

S-19를 중심으로 청중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진행한다. 

S-15 담화의 경우 발표자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분

석 자료로 노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26) 본 항의 기술에서 S-15의 담화

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지는 않지만, S-15와 S-19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특징을 중심으로 ‘영향력 평가 점수가 분석적 평가 점수보다 높은 유

형’을 설명하고 그 영향 요인을 탐색하도록 한다. 

1) 논제 내용의 참신성: 청 의 내면 탐색 발

청중들은 S-04의 담화에 대해 분석적 평가 점수보다 영향력 평가 점수

를 낮게 부여하였는데, 많은 청중들이 그러한 평가의 이유로 ‘새로운 깨

26) S-15는 신경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발표자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등의 신경 질환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담화 내용 

중 발표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분석 자료로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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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의 목록 중 하나가 

손 편지 쓰기이다.

본론부

본론 1: 손 편지 쓰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유 1

손 편지를 쓰면 각자의 느낌과 개성

을 살릴 수 있다.

이유 2

손 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

가 빛을 발한다.

본론 2: 손 편지 쓰기를 실천하자

방법 1

잘 쓰는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편지 쓰기를 시작하라.

방법 2

편지를 받을 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라.

정리부 손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달음이나 생각할 요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S-04의 설득 

담화를 도식화한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는 손 편지 쓰기의 

실천을 촉구하는 담화를 구성한 바 있다.

<표 4> S-04의 담화 구조

청중들은 디지털화 된 사회에서 아날로그적 요소의 가치를 환기하는 

주장, 즉 ‘손 편지를 쓰기를 실천하자’는 S-04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고, 그 실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의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S-04의 담화를 듣고 난 이후가 아니라, 담화를 듣

기 전부터 청중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에 해당한다(㉡, ㉢).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담화를 통해 청중의 입장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편지 쓰기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등의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다든지 등의 직접적 

‘변화’ 혹은 가시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영향력 평가 점

수가 분석적 평가 점수보다 평균적으로 낮게 부여되었다. 

㉠매우 진부할 수 있는 주장인데, 발표자의 유능한 전달 덕분에 그렇게 느

껴지지 않았다. 발표자의 주장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다. ㉡그런데 

손 편지를 쓰자는 주장에 대해 이미 공감하고 있었으므로 큰 영향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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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 (……) <S-10[청중 반응]>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든다. 내용에 굴곡이 없어서 그런 듯도 하다. 발표를 

진짜 잘하셨지만 영향력이 낮은 것은 ㉢원래 듣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S-18[청중 반응]>

화자는 매우 능숙하고 유창하게 발표를 했다. 진짜 부러울 만큼 자신감도 

있고 발표도 잘했다. 그렇지만 어쩐지 ㉣발표? 설득을 위한 설득? 이라는 

느낌이 든다. ㉤별다른 울림이 없다. 다른 주제를 선택했더라면 좀 더 의미 

있는 변화를 주었을 것 같다. (……) <S-20[청중 반응]>

S-04의 주제 선정에 대한 청중의 의견27) 중, 영향력 평가와 관련지어 

주목할 만한 내용은 ㉠과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진부함’이다. 청

중 S-20이 ‘발표를 위한, 설득을 위한 논제 선정’이라고 기술한 이유는 특

별한 ‘울림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때의 ‘울림’은 특정한 논제에 대해 

청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청중이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하게 하

고,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촉발하는 등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청중들이 영향력 평가 점수를 높게 부여한 S-19의 담화와 관련하

여, 청중들이 제시한 영향력 평가의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청중들 스

스로 문제의식을 가져본 바 없는 내용과 관련된 주장을 펼쳤다는 점’이다. 

청중들은 기존에 재외국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으며, 그와 

27) S-04의 담화 수행 능력이 뛰어났던 만큼, 그 주제 선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타

났다. 

  (……) ‘손 편지’라는 매우 사소한 주제를 가지고 잘 풀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

다. 손 편지를 써야 한다는 데서 나아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의 방법까지 말해

주어 실천에 대한 의지를 높인다. (……) <S-17[청중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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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정보를 진지하게 탐색해 본 경험도 없었다. 재외국민들의 권리 보

호 실태에 대해 무관심했던 청중들이 재외국민들의 권리 보호 문제를 제

기하는 화자의 주장을 들으면서 그 문제에 공감하게 되었다. 청중들은 해

당 이슈에 대해 ‘입장 없음’의 상태에서 ‘입장 형성’의 상태로 변화를 겪었

고, 따라서 해당 담화가 야기한 변화가 매우 크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해서 와 닿았다. ㉦재외국민들

의 삶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발표였다. <S-01[청중 반응]>

국민들이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다. <S-13[청중 반응]>

모든 사람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 모든 사람 중에 재외국민을 포

함시켜 생각한 적이 없었다. 발표를 듣고 나서 이 발표가 나에게 준 영향력

이 큰 것 같다. 어떤 감동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S-10[청중 반응]>

S-19의 설득 담화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한 청중들은 그러한 영향력

을 ‘(자신에게) 와 닿았다’ 혹은 ‘동의하게 되었다’(㉥, ㉨) 등으로 표현하

며, 그러한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

지만 해당 화자가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이 필요한 문제를 상기시

킨 것’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 ㉧, ㉩). 결국 청중들은 자신이 심사

숙고하지 않았던 논제, 즉 자신이 특정한 태도를 견지하거나 표명하지 

않았던 논제를 다룰 경우 ‘해당 논제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사고의 깊이

를 심화시킨 점’을 이유로 해당 담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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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화자는 재외국민 대상 대학 입시 전형에 합격하여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본론부

이유1 재외국민들은 한국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근거(경험/예시)

재외 국민으로서 화자가 학생증과 통장

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겪었다.

이유2 재외국민은 본국과 거주

지 국가 모두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근거(경험/예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번호가 외

국인 등록번호와 유사하다. 일본에서 한

국인 이름이 정체성을 유지하게 했다.

정리부 재외국민으로서 화자도 ‘한국인’으로 대우받고 싶다.

2) 경험  근거 제시  감성 설득 

S-19는 재외국민이 겪는 불편함과 소외감을 이유와 근거로 제시하여 

‘재외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

는 담화를 구성하였다. 이때 화자는 재외국민으로서의 자신이 경험한 내

용을 중심으로 설득 담화의 이유와 근거를 마련하였다. S-19 담화의 본론

부의 많은 부분은 일본 거주 재외국민인 화자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

게 되면서, 내국인과 다른 대우를 받는 재외국민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

다는 경험적 근거로 채워졌다(<표 5>의 이유1 부분).

<표 5> S-19의 담화 구조

S-19의 이유1과 이유2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모두 경험/예시 유형이다. 

S-19 담화의 이유2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음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 재외국민국내

거소신고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청중들에게 직접 보여준다) 사진은 보여줄 수가 없고 이

건 주민등록이랑 비슷한 건데 이 여기에 적혀 있는 주민등록의 뒷자리 뒤

의 일곱 자리의 첫 글자가 있는데 원래 남자면 1로 시작해야 하고 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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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 시작해야 하는데 저의 여기에 이 카드에는 6으로 시작됩니다 이 6 어쩌

고 저쩌고 그렇게 시작되는데 ⓐ이 번호는 마치 외국인 등록번호 같다고 

저는 처음 받았을 때 생각했었는데 그때 음 그때 마치 제가 외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들었었는데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없냐며 좀 

서러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하(눈물을 훔치며 울먹이기 시작한다)

심지어 얼마 전 작년 2월에 재외국민 2월에 재외국민 참정법이 개정되면서 

그 통과되 참정법이 개정되고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투표권조차 없

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 저는 한국인으로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울먹이며, 눈물을 훔친다)

예 일본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한국인입니다 일본의 영주권을 그

런 일본의 영주권을 가지거나 일본에 사는 친구들은 종종 일본 이름을 따

로 만들기도 하는데 제가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일본에서도 

000으로 살게 해 준 것입니다 만약 일본 이름이 있었다면 정체성 확립에 있

어서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요즘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

본에서 살기 위해 한국인임을 숨기고 사는 것과 같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었

고 생각도 했었고 ⓒ제가 다시 일본에 돌아가더라도 한국인임을 당당하게 

당당하게 밝히면서 살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S-19의 담화에 대해 ‘감동적인 발표였다(S-10)’, ‘공감 가는 설

득이었다(S-14)’, ‘울컥하게 만드는 대목(S-21)’ 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청

중들이 ‘감동과 깊은 공감’으로 표현한 바와 같은 현격한 태도 변화를 창

출한 구체적인 지점은 ⓐ와 ⓑ이다. 청중들은 화자가 제시한 경험적 근거

가 한 개인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많은 재외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대표

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일반화 가능한 사례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하

였다. 이렇게 화자가 제시하는 경험에 대해 청중이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

성에 동의하게 되면, 그러한 경험은 청중에게 감동을 주고 강력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또한 화자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촉발된 ‘서러움’의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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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하고, 청중이 그러한 감정을 수용함에 따라 화자-청중 간 강한 공감

대가 형성되었다.28) 

청중 S-04의 경우 아래 ㉠에서 드러난 것처럼, S-19의 담화에 대해 화

자의 경험이 생생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청중으로서 그러한 경험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04의 경우 화자로부터 

받은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계획도 드러낸다.

㉠국적의 경계에서 자신이 겪었던 혼란과 소외감, 서글픈 느낌이 생생하게 

드러나서 설득력이 높다. 이 발표는 화자에게 자기 고백적 혹은 자기 치유

적 담화로서 가치를 갖는다. (……) ㉡나의 관심 분야인 HRM(인사 관리)에

서 해외주재원 관리 문제와 연관되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S-04[청

중 반응]>

화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화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

되고 ‘진솔한 발표, 진정성 있는 발표’로 평가하는 청중들이 있었다. 아래 

S-07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화자가 제시한 경험은 청중이 

화자를 ‘그럴 만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하는 ‘에토스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에토스, 파토스를 강화시킨 담화였고, 그래

서 화자와 청자 간에 거리가 매우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 일종의 감정적 

28) 청중에게 환기된 감정적 자극은 아리스토텔레스 및 키케로가 연설가의 설득 방법 

혹은 연설가의 임무 중 하나로 제시한 파토스(pathos)와 관련된다. 키케로는 연설가

의 임무 또는 과제라는 이름으로 ‘알리기’, ‘기분 좋게 하기’, ‘자극하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자극하기’는 청중의 격정을 일으키거나 부추기는 식으로 감정을 자

극하는 것을 말한다. 키케로는 그전까지 수사학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던 

수사적 감정론을 심도 있고 비중 있게 다루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사학을 재해석하

였다(백미숙, 2006: 121).



342  국어교육연구 제33집

동요와 함께 마음이 화자에게로 확 움직인다. <S-07[청중 반응]>

㉣본인의 이야기여서 진정성 있게 느껴짐. 직접 외국인증을 보여주는 행동 

등을 통해 관심을 환기하는 부분도 인상적임. ‘여러분은 제가 한국인으로 

보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됨. 

<S-03[청중 반응]>

그런데 S-19 담화의 영향력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이 ‘경험적 근거 

및 감성 설득’은 분석적 평가의 내용 항목 중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 항목에서는 감점의 요소로 작용하였

다. 이때 개인적 경험‘만’으로 재외국민 전체의 문제를 피력하기에는 역부

족이라는 차원에서 ‘이유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피드백도 있었고(S-13), 

하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피드

백도 있었다(S-03). 이는 동일한 설득 전략/설득 방법이 ‘영향력 평가’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분석적 평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S-04에 대해서는 대체로 ‘능숙하고 유창한 발표라는 점’을 전제로 

몇 가지 아쉬운 점이나 개선할 점을 제언하는 정도의 [청중 반응]이 일반

적이었는데, 그중 특기할 만한 부분은 ‘화자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점, ‘화자의 주제에 대한 관련성을 좀 더 부각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 S-07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수강생들에 의해 다루어진 설

득 화법의 주제에 대해 평가한 바 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주제는 많은 청중의 공감을 얻는 것이고, 그러한 공감의 중핵적 원천으로 

‘화자의 삶과의 관련성을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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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이야기가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화자가 이 주제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나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더 공감

할 수 있을 듯. <S-01[청중 반응]>

㉥에토스의 측면에서 손 편지 쓰기와 관련된 화자의 경험이나 변화 등을 

담화에 담았다면 좀 더 설득력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다.

(물론 발표를 진짜 잘하셨지만) <S-07[청중 반응]>

설득이 단순히 가장 좋은 말이나 가장 완벽한 주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을 통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논제를 ‘공

유’하는 것,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자에게 진

정 중요한 이야기가 곧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 곧 설득이

다. <S-07[수업 소감]>

S-04뿐 아니라 다른 화자들에 대한 [청중 반응]들에서도 ‘담화 내용과 

화자와의 관련성이 부각될 때’ 청중들이 그 담화를 보다 ‘진정성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담화라는 평가’가 

청중의 태도 변화, 즉 영향력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Ⅴ. 논의 및 제언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평가 방법의 특성과 그로 인한 결과

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29) 본고의 분석 결과를 통해, 설득 

29) 하나의 담화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그러한 평가 방법에 따른 결

과의 차이를 논의한 연구가 많지 않다. 김라연(2007)과 정희모․이재성(2009)은 각

각 고등학생의 논설문과 대학생의 학술적 글을 대상으로 하였다. 화법 교육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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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 수행에 대해 청중이 어떤 정체성에 입각하여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중의 영향력 

평가와 분석적 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는 사례

가 21개의 담화 중 3개로 나타났고, 그러한 결과에 설득 화법의 논제 및 

화자가 활용한 설득 방법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

과로부터 교실에서 설득 화법 평가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다.

먼저 설득 화법의 교육 현장에서 청중으로서 학습자들에게 평가자의 

역할을 위임할 때 ‘어떠한 정체성에 입각하여’ 혹은 ‘무엇을 기준으로’ 평

가할지에 대한 안내 및 지침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료 평가의 일

환으로서 청중 평가를 실시한다고 할 때 구체적 지침이 제시되지 않을 경

우, 어떤 학습자는 영향력 탐색자의 역할을 또 어떤 학습자는 분석적 평

가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럴 경우 하나의 담화에 대해 ‘다른 잣대’

를 들이대는 셈이 된다. 따라서 교사는 교수․학습 목적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청중 역할을 결정하여 평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설

득 담화의 실제적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설득 담화 소통의 기제를 이해

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교수자가 영향력 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

고, 설득 담화의 평가 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화법 능력 

신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적 평가를 활

용할 수 있다.

둘째, 청중으로서 학습자들이 ‘설득 화법의 영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설득 의사소통 연구에서는 대체로 

설득 주체가 수신자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방식을 태도/반응의 ‘형성’, ‘강화’ 

및 ‘변화’ 세 가지로 제시한다(Jowett & O’Donnell, 1992; Charteris-Black, 

서 말하기 자료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의 차이를 분

석한 논문으로는 조재윤(200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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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7재인용). 그러나 본고의 자료 분석 결과, 청중들은 입장(태도)의 ‘변

화(A→B)’와 ‘형성(∅→A)’이 일어난 경우에만 해당 담화가 ‘영향력 있다’고 

평가한다.30) 어느 정도 자신만의 가치관이 형성된 학습자들의 경우, 하나의 

설득 화법을 듣고 극적인 ‘입장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청중

은 기존에 생각해 보지 않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논제에 대한 설득 화법

을 듣고 그로부터 특정한 입장이 ‘형성’되는 경험을 할 때 해당 화법이 영향

력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청중의 기존의 입장(태도)이 더욱 공고해

지는 ‘강화’에 대해서는 담화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31) 

셋째, 교실에서 화법 평가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분석적 평가’의 틀

로 설득력을 포착할 수 없는 담화의 특성 및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고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청

중에게 참신하고 청중의 내면 탐색을 촉발하는 논제’나 ‘경험적 근거나 

감성 전략’이 나타난 담화의 경우 설득 담화에 대한 기존의 분석적 평가

의 틀로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득 

담화 평가를 위한 ‘분석적 평가’의 항목들이 가장 효과적인 혹은 가장 바

람직한 설득 담화가 가진 면면을 ‘모두’ 파악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된다. 그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대안적인 평가 방법 혹은 보완적

인 평가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청중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

치고 있지만 분석적 평가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30) 수업이 끝난 후 수강생들에게 수업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는 2차 설득 화법 

수행 이후 2주 이상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다. 수강생들의 [소감문]에서 S-15, 

S-19의 2차 설득 화법으로 인해 ‘재외국민의 권리’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그러한 인식 변화에 대해 ‘설득 담화의 힘을 체험했다’는 청중(S-08, S-13 

등)의 진술이 다수 나타났다. S-08과 S-13은 S-15, S-19의 영향력 평가에 100점을 

부여할 만큼 해당 담화가 자신의 태도에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기록한 바 있고, 이

처럼 ‘입장(태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설득 화법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까지 청

중에게 기억되고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 이는 최영인(2014b: 296)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346  국어교육연구 제33집

설득 담화의 분석적 평가 방법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나 논의를 통해 문제

를 해결해 가야 한다.32)

이러한 결과는 교실 화법 교육에서 두 측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교사가 화자들에게 영향력 평가의 결과를 송환할 때, 그 영향력은 ‘청중

에게 야기된 입장 형성’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이러

한 설명이 이루어질 때 ‘분석적 평가 점수는 높지만, 영향력 평가 점수는 

그다지 높지 않은’ 화자의 말하기 수행에 대한 해명이 가능해진다. 둘째, 

교사가 ‘입장의 형성’에 대해서만 ‘태도 변화’라고 지각하는 일반적 청중

의 인식을 언급하고, 설득을 통한 ‘태도 변화’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것

임을 강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결과는 교사들이 설득 담화를 평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교사들은 총체적 평가 혹은 분석적 평가의 방

법 중 하나를 택하여 평가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조재윤(2006), 김라

연(2007), 정희모․이재성(2009), 손다혜(2011)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의 

담화에 대한 교사들의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33) 

그러한 평가자 간 불일치의 원인 중 하나는, 총체적 평가를 실시함에 있

어 교사 자신의 특수청중으로서의 정체성이 반영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정희모·이재성(2009)은 평가자가 총체적 평가를 할 때 ‘주제’, ‘초

점’, ‘내용’, ‘조직’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경향34)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고의 자료 분석에서 확인한 ‘주제의 참신성’ 및 ‘경험적 근거의 활용 및 

32) 물론 분석적 평가의 항목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평

가의 수행 가능성을 감안할 때 평가 항목의 숫자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33) 대체로 총체적 평가의 평균이 분석적 평가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

성은 있지만, 평가자들 간의 평가 결과의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34) 정희모․이재성(2009: 266)은 대학생 실험 대상자의 글 30개의 경향성을 살핀 결과, 

분석적 평가에서 ‘주제’, ‘초점’, ‘내용’, ‘조직’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글들이 총

체적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어휘’와 ‘문장문법’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평가를 받은 글들이 분석적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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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설득 전략’ 등이 교사의 총체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청중으로서 교사에게 참신성이 높거나 교사의 경험에 부

합하는 근거가 제시될 때 총체적 평가 점수를 ‘높게’ 부여하거나, 혹은 분

석적 평가의 하위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혹은 

엄격하게’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설득 화법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동료 

학습자들이 청중 평가를 수행할 때 ‘어떻게’에 대한 안내를 가능하게 하

고, 청중 평가의 결과를 각 화자에게 송환할 때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말하기 능력 및 설득 화법을 평가하는 기준

을 설정하거나 평가자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자 교육을 실시할 때 

‘평가자가 유념하여 숙지해야 할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설득 담화 평가를 위한 ‘분석적 평가 방법’ 및 ‘분석적 평가의 

항목’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설득 담화 본질을 잘 반영하는 보다 교육적

인 평가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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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설득 화법의 청중 평가 양상에 대한 고찰

- 영향력 평가와 분석적 평가를 중심으로 -

최 인

설득 담화를 교육하는 장에서 동료 평가 혹은 상호 평가가 활용되고 있지만 

청 들이 ‘어떤 기 으로’ 혹은 ‘어떻게’ 화자의 담화를 평가하는가에 주목하는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생의 설득 화법에 해 청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담화 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그러한 두 가지 평가 결과를 

비교하 다. 21개 담화  3개 담화에 한 청 의 향력 평가 결과와 분석  

평가 결과에서 차이가 발견되었고 그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청 들

이 평가의 이유를 기술한 내용과 담화 분석을 통해 그러한 상이한 평가 결과에 

여한 요인을 탐색한 결과 담화 주제의 참신성, 경험/ 시를 통한 근거 제시와 

감성 설득 략 등이 향력 평가에 작용함을 확인하 다.

이런 결과로부터 교실에서 설득 화법 평가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설득 화법의 교육 장에서 청 으로서 학습자들에게 

평가자의 역할을 임할 때 ‘어떠한 정체성에 입각하여’ 혹은 ‘무엇을 기 으로’ 

평가할지에 한 안내  지침을 분명히 제공해야 한다. 둘째, 청 으로서 학습

자들이 ‘설득 화법의 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셋째, 교실에서 화법 평가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분석  평가’의 틀로 

설득력을 포착할 수 없는 담화의 특성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설득 담화, 말하기 평가, 청  평가, 분석  평가, 향력 평가, 동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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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udience Assessment of

Persuasive Discourses

- Based on Impact Assessment and Analytic Assessment -

Choi, Young-in

Either peer review or mutual assessment has been applied to an education 

field of persuasive discourses, but there has been little study on criteria or 

methods for which an audience assesses a speaker’s discourse. In this paper, 

the audience carried out a discourse assessment on college students’ 

persuasive discourses in two ways, and these two assessment results were 

compared with each other. Out of 21 discourses, it was found that 3 

discours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nalytic 

assessment results and impact assessment results. It was found that two 

factors were related to such different assessment results as a result of 

considering the audience’s report on assessment reasons and performing 

discourse analysis, and those two factors were 1) novelty of a subject 

recognized by the audience and 2) the audience’s trust in grounds for the 

subject through a speaker’s experiences and examples.

[Key words] persuasive discourse, speaking assessment, audience assessment, 

analytic assessment, impact assessment, peer assess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