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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6.2, 143-161.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social media,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languages 

used by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the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 

on their respective Twitter accounts from 2017 to 2019. The study examined the 

patterns of language and the messages based on pragmatic theories. A total of 

10,542 tweets were finalized as valid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were great, people in the case of Trump and people, world 

were the words used by Obama. In the 4-word phrases analysis, the fake news 

media was the most used phrase by Trump and Michelle and I appeared most in 

Obama’s messages. In the pragmatic analysis, the most retweeted messages of 

Trump and Obama in each year were analyzed based on presupposition and 

implicatur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witter messages by influential 

politicians are important due to their impact. Therefore, understanding not only 

the literal meaning but also the implied meaning is crucial. (Daeje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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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셜 미디어 이용이 갈수록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소셜 미디어가 일종의 담론 공

간이 되고 있으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실시간으로 수많은 말들이 생산 또는 재생산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
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
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
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

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본 논문은 2020년 5월 전북대학교에서 열렸던 언어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발전시켜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구성과 

내용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신 학술대회 참석 연구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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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의사소통 또한 매우 활성화되어서 트윗폴로머시(Twiplomacy)와 클릭티비

즘(Clicktivism)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카페트 정치(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

용한 정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이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활발한 가운데 여전히 그 중

심에는 언어가 있다. Sajjad 외(2018)는 언어가 정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소통은 

주로 의제설정 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하였다.

소셜 미디어 중에서 특히 트위터(Twitter)가 정치인에 의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대통

령선거 캠페인에서 트위터를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가져온 이후, 트위터는 사람들에게 생생한 정치적 토론의 장이 되었

고 후보자에게는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할 기회를 얻게 했다(Anderson, 2017).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지도자가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어 트위터가 페이스북을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1위를 차지했다

(언론중재위원회, 2018). 트위터가 정치적 의사소통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대중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언론을 거치치 않고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왜곡의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며(언론중재위원

회, 2018), 광범위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정보를 확산시키고 여론을 손쉽게 형성하여 자신의 

정치철학이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용이한 공간을 제공(홍주현 ‧ 이창현, 2012)하기 때문이다. 

트위터 정치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연코 1위인데 2019년 12월 트위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트럼프는 

2019년 한 해 동안만 7,700건의 트윗(tweet)을 올렸고 트럼프와 오바마는 2019년 전 세계에서 트위터에 가장 많이 언

급된 정치인 1, 2위로 꼽혔을 정도로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

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같은 중대한 결정과 자신의 최측근 보좌관의 해고도 트위터로 알리는 등 기존 대통령과 

다른 소통방식을 취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기술의 고도화로 커뮤니케이션에도 이렇듯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한 정치인들의 말이 신문과 텔레비전과 같은 중간 매

개체를 거치지 않고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쉬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누구나 다 메시지

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Liu, 2016)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편향적인 관점

으로 대중의 여론을 조종하거나(manipulate)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를 다른 화제로 돌린다(Lakoff, 2018)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대 속에 언어와 소셜 미디어와의 관계를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언어사용

의 패턴을 살펴보고, 트위터 메시지에서 나타난 언어적 표현을 화용론 담화 분석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온 전제와 

함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현대사회에서 정권이 바뀔 때 새로운 대통령이 이전의 대통령과 여러 면에서 다른 면모

를 가지는 것은 익숙한 패턴이지만, 미국 언론들과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가장 두드러지고 큰 대조적인 차이를 가져

온 변화는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으로 꼽는다(Murry, 2017). 따라서 두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를 연구대상

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트위터를 연구주제로 한 연구는 지금까지 언론학적 연구가 주

를 이루어져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 두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서 구사하는 언어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치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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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2.1 트위터의 매체적 특징과 언어의 특징

트위터의 가장 큰 매체적 특징 중의 하나는 비대칭적 연결구조로 인한 메시지의 파급력이다. 트위터는 상호 동의 없이 

팔로잉(following)을 통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대칭적 연결구조를 가지고 있다(조성은 ‧ 박한우, 2011). 트위터에서는 

상대방과 친분 관계가 없더라도 정보 필요성에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트위터에서 유명인이

나 공인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비대칭성 때문이다(이상록 외, 2012).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의 글은 사람들에 의하여 매우 빠르게 전달되며 메시지가 갖는 영향력은 매우 커진다. 트위터와 페

이스북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에서 홍삼열 ‧ 오재철(2010)은 트위터는 빠른 정보의 획득에 더욱 더 유용하며, 공통의 관심

사나 이슈가 매개의 중심이 되는 정보 추구적 미디어로 실시간 정보 네트워크에 가깝다고 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측면

에서 트위터가 많이 이용되는 이유는 다른 SNS에 비해 신속성, 간편성, 접근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설진아, 2012). Sajjad 외(2018)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정치적 담화는 “persistent, replicable, scalable, searchable”의 네 

가지 특성이 있고, 이는 인터넷 정보 속성이 그러하듯이 소셜 미디어 메시지의 특징도 지속성, 반복 ‧ 복제 가능성, 확장

성, 그리고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트위터에서는 글자 수 제한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이 있다. 트위터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통신언어에 관한 연구에

서 파악된 영어의 새로운 유형은 크게 영어 표기 오류와 신조어로 나눌 수 있다(변길자, 2017; 이정복, 2012; 이진성, 

2013; Crystal, 2008). 먼저, 영어 표기 오류는 대문자, 띄어쓰기, 그리고 문장부호 오류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예시로는 

‘i love new york’과 같은 대소문자 표기 오류 및 ‘headNshoulder’ (head and shoulder)와 같은 띄어쓰기 오류를 들 수 있

다(곽면선, 2018). 이러한 오류현상은 구어체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 문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Windels, 

2013). 신조어는 ‘cu 2moro’ (See you tomorrow)와 같은 단축표기와 ‘GMABL’ (give me a break)과 같은 두문자어 사용

이 이에 속한다(변길자, 2017; Crystal, 2008). 2017년 9월 이후부터 영어 메시지는 140자에서 280자로 글자 수가 확대되

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므로 짧고 간결한 문장과 단축어와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여 숫자와 글자를 조합하는 등의 신조

어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글자 수 제한과 관련하여 이정복(2012)은 트위터에서 문장은 단문구조이기에 문법구조는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고 조사 생략이나 이모티콘으로 감정 표현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모티콘과 같은 비언어적 정

보는 맥락과 화자의 발화 의도를 전달하는데 언어 메시지 이상의 역할을 한다(Burgoon, 1985).

하지만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의 특징과는 달리,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쓴 

트윗은 수많은 사람에게 공개되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비교적 맞춤법에 맞춘 글이 주를 이루며 이를 어길 시 비

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 사례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올린 ‘honer (honor)’와 ‘covfefe (coverage)’ 

철자 오류 표기는 The New York Times와 CNN을 비롯하여 여러 뉴스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BBC 2019/05/19). 이

러한 이유로 유명 정치인들은 줄임말보다는 맞춤법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트럼프는 강하고 간결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느낌표를 자주 사용하여, 그의 열정과 분노의 감정을 지지자에게 전달하려 한다(Liu, 2016). 반면

에, 오바마는 ‘better’, ‘hope’와 같은 긍정적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NBC News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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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치인의 트위터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

트위터가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2008년 미국 대선이다(Deighton and Kornfeld, 

2008; Hindman, 2009; Wills and Reeves, 2009). 오바마는 2008년도에 이어, 2012년 재선 성공 요인 중의 하나는 트위터 

활용이며(Ross and Rivers, 2018),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선거 캠페인에서 강력한 새로운 매체로 자리를 잡았다(Hong 

and Nadler, 2012). 하지만, 트위터가 정치인과 대중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매체이며 성공적인 사례가 있음에도 트위터

로 인한 정치적 소통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치인이 트위터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Enli(2017)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트위터 메시지 연구에서 클린턴의 메시지는 서구 민주주의의 정치적 전문성을 띤 

반면에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는 정치적 전문성이 결여된 매우 아마추어적 수준이라고 했다. 언어학자 Lakoff는 2018

년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에 대하여 <그림 1>과 같이 분석했는데, 그는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 특성

을 이슈에 대하여 선제공격적인 프레임 만들기(preemptive framing), 실제 이슈에 대한 화제 전환(diversion), 자신과 반

대 또는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 및 세력에 대해 ‘fake news’라는 편향된 주장(deflection), 그리고 대중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대(trial balloon)로 활용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림 1. Lakoff의 트럼프 트윗 특성에 대한 분류

Simms(2018)에서는 트럼프가 담화표지 ‘anyway’, ‘so’, ‘you know’를 자주 사용하여 실제 화제를 다른 화제로 잘 전

환하는 데 전환된 주제는 첫 번째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담화표지가 메시지의 실제 의미 파악에 도움이 

안 되어도 트럼프가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지자들을 향해 “Listen up: what I’m going to say next is especially 

important.”라는 함축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며 이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Simms, 2018). 그리고 2016

년 대선에서 사용한 ‘crooked Hillary’와 같이 트럼프가 사용하는 ‘형용사+비난하는 사람 이름’의 두 단어 조합은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또한, 트럼프는 담론전략으로 ‘bigly’, ‘huuuuge’, ‘millions and millions’, 그리고 ‘a lot’과 같

은 과장의 어휘를 자주 사용하며, ‘People say …’와 같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을 형성한다

(Simms, 2018). 

2.3 트위터 메시지 분석을 위한 화용 이론

우리의 언어생활 목적을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라 한다면, 의사가 제대로 소통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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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literal meaning)를 뛰어넘어 화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한혜령, 2011). 화용론에서는 상황과 맥

락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맥락이 달라지면 같은 말이라도 의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자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현시대에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뿐 아니라, 함축된 의미와 전제가 되는 요소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영향력이 큰 

정치인의 텍스트 메시지일수록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다음에서 본 연구의 트위터 메시지 

분석에 이론적 바탕인 전제와 함축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전제(presupposition)란 화자가 발화에 우선하여 그럴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하며 발화에는 화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화자가 청자 간에 합의된 문제로서 논란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부분을 

전제라고 한다. 따라서 전제는 화자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기정사실로 여기는 정보이다(한혜령, 2011).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에서 전제를 판별해 보자.

(1) a. Mary’s dog is cute. 

b. He quit smoking.

(1a)에서 메리의 개는 귀엽다는 말을 부정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남아 있는 사실은 메리가 개를 가지고 있다는(Mary 

has a dog.) 것이다. 이 사실은 (1a) 문장의 진위와 관계없이 화자와 청자 간에 여전히 사실이라고 전제되는 것이다. (1b)

는 ‘그가 담배를 끊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이 거짓이 된다고 하여도 ‘그 남자가 전에 흡연했다’는 것은 여전

히 사실이므로 흡연을 한 사실은 전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함축(Implicature)이란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는 별도로 화자가 암시하거나 전달하는 의미를 말한다. 특히 대화

상에서 암시되거나 유도되는 함축을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이라 말하며, 이는 말속에 숨어 있는 의

미로서, 겉으로 표현된 것보다 더 실제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어사용자는 화자의 실제적 의미를 알기 

위해 화자의 말을 둘러싼 상황과 문맥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화자의 의미를 추론해내야 한다(한혜령, 2011). 이와 관련하

여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활용한 다음의 트위터 메시지에서 함축을 살펴볼 수 있다. 

(2) a. WE WILL MAKE AMERICA SAFE & GREAT AGAIN! (Oct. 13, 2017) 

b. I will put #America First! (Oct. 19, 2016)

(2a)에서 ‘AGAIN’을 사용하여 ‘미국을 다시 안전하고 위대한 나라고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America was safe 

and great before but not anymore.’라는 즉, 이전에 미국이 안전하고 위대한 나라였음을 함축하는 것이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의미하는 것이다. (2b)에서 자신이 미국을 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은 현 정권은 미국을 세계정세에서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로 트럼프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지지자를 결속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더 자세한 트윗의 내용분석은 4장의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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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선정기준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를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언

어사용 패턴을 살펴보고, 트윗 메시지 내용을 화용 이론으로 분석한다. <그림 2>는 연구대상 트위터 계정의 화면을 나타

낸다.

1. 트럼프 대통령 @realDonaldTrump 2. 오바마 전 대통령 @BarackObama

그림 2. 연구대상 트위터 계정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공식 계정(@POTUS)이 있지만,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트위터 활동을 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

령은 퇴임 이후, 개인 계정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림 2>의 계정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표 1>은 2019년 12월 31일 자 기준 연구대상의 하루 평균 트윗 수와 전체 트윗 수를 포함한 트위

터 활동 현황이다. 

표 1. 연구대상 트위터 사용 현황

트위터 계정 하루 평균 트윗 수 리트윗 수 하루 평균 멘션 수 총 트윗 수 팔로워 수

@realDonaldTrump 30.51 1846 129 44,143 73,350,093

@BarackObama 1.63 355 38 15,733 113,377,767

트럼프는 언론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일정 및 견해 등 거의 모든 소통을 트위터로 하므로 트위터 가입 일자는 2009

년으로 오바마의 2007년보다 늦지만, 지금까지의 총 트윗 수는 훨씬 더 많다. 연구대상 선정기준으로는 정치인으로서 트

위터 활동이 활발하며 트위터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항을 고려하였다. 두 연구대상은 트위터 사용에서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바마는 트럼프처럼 모든 사안에 대하여 트윗을 하지는 않지만,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1억 

명이 넘는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고 2019년도 만해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인 2위로 꼽힐 정도로 영향력

이 있다. 그리고 오바마와 트럼프 트위터 정치에 대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언론의 트위터 정치 비교(e.g. NBC News 

2017/01/19; The New York Times 2019/11/02)도 활발하며 사회적으로도 대중의 관심이 많으며, 두 정치인의 언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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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르다는 심층적 보도분석(e.g. NBC News 2017/01/19, The Washington Post 2017/07/03, CNN 2018/09/08)도 다수 

출현하므로 이를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으로 분석하고자 선정하였다. 

3.2 연구자료 수집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트위터 홈페이지(www.twitter.com)에서 분석 대상자들을 연구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팔로우하

여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지만, 대량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1) 있어 대량 자료수집을 위해 트위터 전문 웹사이

트인 trumptwitterarchive.com과 twitonomy.com에서 각각 무료와 유료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부터 2019

년 12월까지 총 3년 동안의 트럼프와 오바마 트윗을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두 연구대상의 오리지널 트윗(original 

tweets), 트윗 생성 출처, 생성날짜, 리트윗(retweet) 수, 마음에 들어요(like) 수를 포함한다. 트윗 데이터 수집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우리나라 정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연구자가 직접 일정기간 동안 연구대상의 트위터

를 관찰하며 자료를 수집하였고, 리트윗 수와 같은 데이터 수집은 위 웹사이트의 메뉴를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수집된 

트윗 자료에서 텍스트 메시지 없이 인터넷 링크(https:)만 있는 트윗, 그리고 자신의 추가 메시지 없이 리트윗만 한 트윗

은 연구자료에서 제외하였고, 본 연구의 유효 자료로는 두 연구대상이 직접 작성한 오리지널 트윗만을 수집했다. 그러나 

메시지와 인터넷 링크가 함께 있는 경우에 분석 프로그램이 이를(https:) 유효 데이터로 인식하여 자주 사용하는 어휘 상

위 순위로 랭크하였고, 최다 사용 어휘 분석을 위해서는 2차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작업이 필요했다. 최종적으로 

유효 데이터로 분류된 수는 총 10,542건으로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트윗 유효 데이터 건수

연구대상 트위터 계정 2017년 2018년 2019년 총 트윗(건수)

@realDonaldTrump 2,304 3,191 4,768 10,263 
10,542

@BarackObama  60 80 139 279

트윗 메시지 내용을 화용 이론으로 분석하는 데에 선정된 연구자료는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선정해야 하므로 리트윗

을 가장 많이 받은 트윗을 기준으로 분석 메시지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3.3 연구자료 분석에

서 이어진다.

3.3 연구자료 분석

연구자료 분석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는데 첫째, 연구대상이 트위터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패턴 분석이다. 이는 언어

를 분석하는 시작점이 되기에 트위터 메시지 내용을 화용 이론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살펴보도록 한다. 언어 패턴 분석으

로 2017년에서 2019년 전체기간과 연도별로 가장 많이 출현한 어휘와 자주 사용되는 4 단어 연속어구(이하 4-word 

phrases)의 빈도수를 파악한다. 트윗 분석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를 추출하는 것 외에도 n-grams라 하여 가

1) 오바마는 하루 평균 트윗이 2개 이하이지만, 트럼프는 2018년도까지는 하루 평균 10개 정도에서 2019년 들어 트윗 양이 3배 이상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고 트윗양이 매우 방대하여 연구자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트윗을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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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검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uberg(2018)의 분석을 참조하여 4-word phrases의 빈

도수를 파악한다. 컴퓨터 언어학 및 확률 분야의 언어 처리에서 특정 길이의 문구를 n-grams라 하며 n-grams는 주어진 

텍스트 또는 음성 샘플로부터 n개의 항목의 연속적인 시퀀스이다. 항목은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음소, 음절, 문자, 단어 

또는 기본 쌍이 될 수 있고 n-grams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또는 음성 말뭉치에서 수집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언어 패턴

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트윗 데이터는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 전문 통계처에 의뢰하여 결과치를 

획득하였고, 결과는 R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통계분석이다. 다음의 <그림 3>은 프로그램 R로 이용한 

데이터 클리닝과 토큰화(tokenizing) 과정 화면이다. 

그림 3. 프로그램 R 데이터 클리닝과 토큰화 과정 화면

<그림 4>는 R 프로그램에서 트윗을 토큰화하는 절차와 영어사전 프로그램에 있는 단어를 매칭하여 태깅(tagging)하

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4. 프로그램 R 토큰화와 태깅 과정

언어사용 패턴 분석에서 기능어를 제외하지 않으면 a와 the, 그리고 in과 같은 전치사가 상위 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능어는 제외하고 내용어를 중심으로 자주 출현하는 어휘의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White House와 North Korea

와 같이 하나로 결합해야 의미가 있는 어휘들은 미리 특정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분석의 두 번째는 메시지 내용의 화용론적 분석으로, 트위터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전제와 함축으로 분

석한다. 수많은 트윗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메시지의 선정기준을 전달의 파급력을 나타내는 리트윗 수로 정한다. 그 이

유는 앞서 2.1 장의 트위터의 매체적 특징에서도 언급했듯이, 트위터의 가장 큰 특징은 비대칭적 연결구조로 메시지의 

파급력이기 때문이다. 트위터는 <그림 5>처럼 “리트윗(화살표 표시)”과 “마음에 들어요” 기능이 있는데, 리트윗하는 것

은 “마음에 들어요”와 다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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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트위터의 리트윗과 마음에 들어요 기능 

즉, 리트윗은 메시지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만 다른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리트윗 수가 높은 글

은 가장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가장 이슈가 되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리트윗은 트위터리언들이 어떤 게시

물에 공감하고 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박창문 ‧ 조재욱, 2013). 따라서 트윗 내용분석에서는 오바마와 

트럼프의 2017년부터 연도별 가장 리트윗을 많이 받은 트윗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연도별 최다 리트윗 수 순위는 Trump 

Twitter Archive (trumptwitterarchive.com)에서 확보하였고, 오리지널 메시지 없이 리트윗만 하거나 동영상만을 올린 

트윗은 유효 메시지에서 배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트럼프와 오바마의 트위터 언어사용의 패턴 분석

4.1.1 트위터에서 사용한 어휘 분석

두 연구대상이 트위터에서 가장 자주 사용한 어휘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R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주 사용한 어휘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은 트럼프와 오바마 트윗 건수에 차이가 있지만, 사용 어휘

의 다양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매우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상위 2,000개의 어휘 내에서도 동점 

순위가 매우 많이 발견되었고, 트럼프처럼 어느 특정한 어휘에 빈도수가 쏠리지 않으며 여러 어휘에 빈도수가 나타나 동

일 순위가 매우 많이 나타났다. 먼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동안 트럼프 트윗의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트럼프의 경우,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가장 자주 사용한 단어는 ‘great’으로 빈도수 

총 2,437이다. 이는 2위인 ‘people’과 빈도수 면에서 그 차이가 두 배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압도적으로 

‘great’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트럼프는 평소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 뉴스에 대해서는 ‘fake news’라

고 해왔는데 연도별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표 3>의 연도별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fake’가 20위 안에 있고 ‘news’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media’도 순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때, 트럼프는 트윗에서 언론을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신을 지지하는 뉴스는 리트윗하거나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트윗을 많이 게시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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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트럼프 트윗 2017년~2019년 최다 사용 어휘 20위 리스트

표 3. 트럼프 트윗 연도별 최다 사용 상위 어휘 빈도 리스트

2017년 2018년 2019년

Rank Word Freq. Word Freq. Word Freq.

1 great 491 great 872 great 1074

2 media 221 people 461 President 617

3 people 206 country 341 people 552

4 news 199 just 324 democrats 518

5 fake 187 president 309 now 472

6 just 171 Trump 305 just 453

7 thank 168 now 300 country 432

8 big 162 democrats 289 thank 424

9 America 160 many 280 Trump 388

10 today 152 border 273 news 386

11 now 145 news 271 big 370

12 tax 144 big 267 new 358

13 country 133 get 258 fake 353

14 jobs 120 fake 245 never 349

15 President 118 thank 235 border 334

16 link 116 America 213 many 316

16 studio 116 trade 202 get 306

16 time 116 time 201 nothing 290

19 many 115 much 196 China 288

20 American 111 want 193 years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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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전체기간 결과와 2018년, 2019년 결과 20위 내에 트럼프 자신의 이름이 포

함된 점이다. 우리가 대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즉 트위터에서는 메시지를 전송할 때,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

며 말하는 것은 흔하지 않기에, 결과를 확약하기 위해, ‘Trump’만을 키워드를 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실제 트윗에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그림 7>의 왼쪽 트윗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트럼프는 트윗

에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트럼프 행정부를 일컫는 경우와 언론사가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을 인용하며 메시지를 이어 

쓰는 경우가 있기에 이처럼 ‘Trump’가 상위 순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7>은 ‘great’, ‘fake news’, 그

리고 자신의 이름 ‘Trump’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문자 사용과 느낌표 문장부호의 사용도 있는 트윗이다.

그림 7.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 대문자가 사용된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 예시

앞서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Simms(2018)에서는 트럼프가 ‘bigly’, ‘huuuuge’, ‘millions and millions’, ‘a lot’과 같은 

과장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People say …’와 같이 구체적 대상 없이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분석결과, 기간 전체별과 연도별 상위 20권 내에 ‘people’, ‘big’, ‘many’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오바마에 대한 비난을 트위터에서도 자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언론기관인 The Root(2018) 분석에 

의하면, 2016년 이후 2018년도까지 트럼프가 오바마에 대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형용사는 ‘dumb’, ‘weak’, ‘stupid’로 

무려 61회나 되며 2,672회 이상 오바마를 언급했다고 분석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상위 20

권 내에는 없었지만, ‘Obama’와 ‘Obamacare’까지 함께 키워드로 언급한 빈도수를 파악하니 2017년도 121회, 2018년도 

113회, 2019년 80회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트럼프는 선거 시기였던 2016년에 오바마에 대한 언급이 더 집중되었고 대

통령 취임 이후인 이후에도 여전히 오바마를 언급하였지만, 그 이전과는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와 관

련이 있는 사안으로 ‘North Korea’가 2017년 분석 결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어휘 74위에 속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내용어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상위 20위권 내의 어휘를 제시하지만, 추가 분석으로 기능어 

중에서 조동사까지 포함한 분석에서는 1위가 조동사 ‘will’로 빈도수 2,499를 기록하여 ‘great’의 빈도수 2,437보다 더 

높아 3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어휘 1위로 나타났다. 또한, ‘should’와 ‘can’도 상위 30위 권 내에 있었다. 

다음은 오바마가 트윗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7년부터 2019

년까지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어휘의 20위 순위까지의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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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 표현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림 8>에서 보듯이 오바마의 20위권 내의 결과는 트럼

프의 결과에서처럼 압도적 1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결과에서 나타난 ‘fake’, ‘never’와 같이 극단적이며 부

정적인 표현의 어휘는 상위 20위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의 ‘proud’, ‘happy’, ‘great’, ‘better’, ‘hope’가 

순위권 내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위는 빈도수 48인 ‘people’이며 2위인 ‘world’와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의 <표 4>는 연도별 오바마가 트윗에서 가장 자주 사용한 어휘의 20위 순위를 나타낸다. 

표 4. 오바마 트윗 연도별 최다 사용 상위 어휘 빈도 리스트

2017년 2018년 2019년

Rk　 Word Frq. Rk Word Frq. Rk Word Frq.

1 people 9 1 vote 19 1 day 22

2 Americans 7 1 world 19 1 great 22

2 happy 7 3 people 17 1 people 22

4 country 6 4 today 16 1 world 22

4 day 6 5 make 15 5 today 21

4 Michelle 6 6 change 14 6 leaders 20

4 victims 6 6 young 14 7 one 19

8 always 5 8 leaders 12 7 proud 19

8 everyone 5 9 day 11 9 young 18

8 family 5 10 first 10 10 work 17

8 give 5 10 get 10 11 make 16

8 help 5 10 health 10 11 ObamaFoundation 16

8 love 5 10 hope 10 13 better 14

8 year 5 10 take 10 13 happy 14

15 back 4 15 better 9 13 like 14

15 best 4 15 time 9 13 new 14

15 every 4 17 Chicago 8 13 year 14

15 families 4 17 happy 8 18 always 13

15 get 4 17 just 8 18 future 13

15 Obama 4 17 need 8 18 next 13

그림 8. 오바마 트윗 2017년~2019년 최다 사용 어휘 20위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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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결과는 트럼프의 결과와 달리 <표 4>에서처럼, 동점 순위의 어휘가 다수 존재하였고, <표 4>에 제시한 어휘 외

에 2017년 공동 15위로 ‘one’, ‘season’, ‘today’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공동 순위가 있고, 2018년 공동 17위로 ‘power’, 

‘proud’, ‘sure’가 있다. 2017년~2019년까지 전체 순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바마의 트윗 내용 특징 중의 하나는 가

족과 부인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다. 2017년 어휘 순위에는 ‘Michelle’과 ‘family’가 각각 빈도수 6, 5로 전체 4위, 8위로 나타

났다. 연도별 오바마가 사용한 어휘 분석을 종합해 보면, 긍정적 표현의 어휘와 가족과 연관된 어휘가 자주 출현하고, 젊은이

들이 리더(leader)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오바마의 메시지 특성상 ‘young’, ‘leader’의 어휘가 상위권에 속해 있다. 또한, 

‘Obama Foundation’의 활동에 대하여 트윗에 많이 언급하는데 그때마다 텍스트로 표시하지 않고 @ObamaFoundation으로 

쓰고 있다. 이는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에게 자신이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다음은 두 연구대상이 트위터에서 가장 자주 사용한 어휘에서 형용사에 해당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이다. <그

림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트럼프는 2017년에서 2019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20위 권 내의 어휘에서 형용사는 총 4개로 

‘great’(빈도수: 2,437), ‘fake’(785), ‘many’(711), ‘new’(63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any’의 경우 명사와 대명사의 쓰

임도 가능하므로 쓰임이 중복될 수 있다. <표 3>의 연도별 순위에서도 이 어휘들은 모두 20권 내에 속하였고 연도별 순위 차

이는 다소 있지만, 형용사 big은 각각의 년도 20권 내에 포함되었다. Simms(2018)에서는 “crooked Hillary”와 같이 트럼프

가 ‘형용사’+‘비난하는 특정 사람 이름’의 두 단어 조합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2016년 대통령선거 때의 

상황이라 상대측 후보를 부정적인 형용사로 조합하여 비난한 것이고 본연구결과에는 트윗 수집 시기에 다르므로 결과도 다

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부터 트럼프는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을 대상으로 ‘fake news’라는 표

현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오바마의 최다 사용 어휘 20권 순위에서 형용사는 총 5개로, ‘young’, ‘proud’, 

‘happy’, ‘great’, ‘better’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바마는 긍정적인 표현의 형용사를 자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긍정의 메시

지를 전달한다는 NBC News(2017/01/19)의 분석과 같다. 그리고 비교급인 ‘better’는 이전에 미국이 강하고(strong) 좋았던

(good) 상황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급의 사용은 긍정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4.1.2 트위터에서 사용한 구 분석

다음은 두 연구대상이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4-word phrases의 결과로 언어사용 패턴을 살펴본다. 

그림 9. 트럼프 트윗 2017년~2019년 최다 사용 4-word phrases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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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림 9>는 트럼프 트윗의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최다 사용 4-word phrases에서 상위 10위권 내의 결과이다. 트

럼프의 4-word phrases의 결과를 살펴보면, ‘great’, ‘fake’, ‘America’와 같은 최다 사용 어휘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취임 3년 동안 트럼프가 가장 많이 사용한 4-word phrases가 ‘the fake media news’라는 점을 볼 때, 트럼프가 왜 트위

터로 직접 대중과 소통하려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자신을 비난하는 뉴스에 대하여는 ‘fake news’라는 표현으

로 적대심을 나타내는데, 이처럼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fake news’라고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은 지지자 결속을 위한 전략

적 사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2위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트럼프의 슬로건(slogan)이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트윗을 올려왔다. 

다음의 <그림 10>은 오바마 트윗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4-word phrases에서 상위 10위권 내의 결과이다. 

그림 10. 오바마 트윗 2017년 ~2019년 최다 사용 4-word phrases 빈도

오바마의 결과에서는 빈도수 3인 4-word phrases가 32개가 있어서 분량의 제한 상 다 담지 못하고 빈도수 3 이전의 결

과 상위 10개의 구의 결과를 그래프에 제시한다. 오바마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ichelle and I’, ‘from the 

Obama family’와 같이 가족이 포함된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의 트윗 내용에는 기념일을 축하하

고, 유명인의 부고를 애도하고, 총기 사건 등 사회 불의의 사건이 있을 때 가족을 대표하여 애도하는 등의 트윗 내용이 많

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0>에는 분량상 담을 수 없었지만, 상위 20권 내 빈도수 3의 동점

으로 나타난 4-word phrases에서는 ‘I hope you'll tune’, ‘the young people who’, ‘today I'm proud to’, ‘world for the 

better’, ‘young people who are’와 같이 <그림 8>에서 나타난 최다 사용 어휘가 4-word phrases에 다수 포함되었다. 

4.2 트위터 언어사용의 화용론적 분석

4.2.1 트위터 메시지에서의 전제와 함축

전제와 함축을 통한 트위터 메시지 분석은 2017년에서 2019년 동안 트럼프의 트윗에서 3년 동안 가장 많은 리트윗 수

를 기록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연도별 리트윗 수가 가장 많은 메시지가 파악되었다. 앞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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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듯이, 연도별 최다 리트윗 트윗은 Trump Twitter Archive (trumptwitterarchive.com)에서 확보하였고, 이 사이트에는 

“order by retweet count”의 메뉴가 있어 기간을 설정하여 리트윗 수에 따라 트윗을 정렬하여 얻은 결과이다. 리트윗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누적되므로 검색하는 시점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할 수 있지만, 리트윗 수 순위 자체가 변경되는 일

은 거의 드물다.2) <표 5>의 트윗 게시 날짜(Date)는 미국 현지시간이며 한국 트위터에서 표시되는 날짜와 하루의 시간 

차이가 날 수 있다.

표 5. 트럼프 2017년~2019년 최다 리트윗 게시물

No Date Tweet RT count

1) Nov, 11 2017

@realDonaldTrump―Why would Kim Jong-un insult me by calling me "old," when I would 

NEVER call him "short and fat?" Oh well, I try so hard to be his friend - and maybe someday 

that will happen! 

272,776

2) Jan 2, 2018

@realDonaldTrump―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just stated that the “Nuclear Button is 

on his desk at all times.” Will someone from his depleted and food starved regime please inform 

him that I too have a Nuclear Button, but it is a much bigger & more powerful one than his, and 

my Button works!

191,837

3) Aug 3, 2019
@realDonaldTrump―A$AP Rocky released from prison and on his way home to the United 

States from Sweden. It was a Rocky Week, get home ASAP A$AP!
251,530

<표 5>의 1)의 글자 그대로의 명시적 의미와는 별도로 메시지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말을 둘러

싼 상황과 문맥을 파악해야 하므로 당시 트럼프가 위 트윗을 작성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당시 북미 관계

는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고 북한이 중앙방송에서 트럼프를 비난하며 늙다리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다. 

이에 트럼프는 왜 김정은이 자신에게 나이 들었다고 모욕하냐며(insult) 트윗에 1)과 같은 메시지를 올렸다. 이 메시지에

서 기정사실화된 전제는 북한에서 트럼프를 늙다리(old)로 표현한 사실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트윗에서 상대를 절대 

“short and fat”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며 대문자 “NEVER”로 표기하며 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short and fat”에 인

용표를 사용함으로써 눈에 두드러지게 표기했고, 게다가 자신은 상대(Kim Jong-un)를 이처럼 부르지 않겠다고 부정하

지만, 이 트윗을 보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의미는 이미 여기서 "short and fa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니, 평소에 자신이 

상대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가 암시적으로 함축되어 이처럼 발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Oh well, I try so 

hard to be his friend - and maybe someday that will happen!”에서는 현재는 북미 관계가 좋지 못하지만, 미래에는 북미 

외교 관계 개선을 암시하는 함축으로도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정치인의 발화는 우연이 아니라 다음을 바라고 발언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때, 문자 그대로의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때로는 우회적으로 의미

를 전달하므로 청자는 말을 둘러싼 상황과 문맥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화자의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표 5>의 트윗 2)는 리트윗 수가 191,837으로, 당시 배경 상황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자신의 책상에는 언제

든지 누를 핵 단추가 있다며 미국을 압박한 상황에서 그에 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신년에 올린 트윗이다. 2)에

2) Trumptwitterarchive.com에서 제시하는 리트윗 수는 해당 트윗이 게시된 당일의 리트윗 수이다. 그러나 리트윗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 누적되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할 수 있다. 참고로 현재 <표 5>의 1) 리트윗 수는 42.3만으로 실제 트윗 메시지 트위터 화면에 표시되어 

있다(2020년 6월 현재). 리트윗 수가 누적되어 수의 변동이 있으므로 최다 리트윗 수의 순위 변동을 확인하였지만, 연도별 최다 리트윗 수 

순위 변동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158 ∙ Kwak, Myunsun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6, No. 2, 2020

서 트럼프가 “a much bigger & more powerful” 한 핵 버튼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 하여도 즉, 훨

씬 더 강하고 더 강력한 핵 버튼이 아니라 하여도 핵 버튼이 있다는 전제가 유발된다. 또한, 트윗에서 단순히 그저 “a 

much bigger & more powerful” 한 핵 단추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Will someone from his 

depleted and food starved regime please inform him that….”은 상대측의 쇠약함과 식량난 체제를 빗대면서 자신의 가지

고 있는 위력은 상대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2019년 최다 리트윗 수를 기록한 트윗 3)를 분석하기 위해 상황 맥락을 살펴보면, 3)은 2019년 미국 래퍼인 에이셉 라

키(A$AP Rocky)가 스웨덴에서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상황에서 트럼프가 남긴 메시지이다. 당시 스웨덴 

측에서 라키를 풀어주지 않자 동료 래퍼 카네 오마리 웨스트(Kanye Omari West)는 트럼프에게 사연을 알렸고, 트럼프

는 트위터(#FreeRocky)로 라키를 풀어달라며 스웨덴에 항의했다. 트럼프의 개입으로 사태는 빠르게 종결되었다. 이 메

시지의 “released from prison”에서는 에이셉 라키가 스웨덴의 감옥에 구속되었다는 ‘He was imprisoned in Sweden.’이

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는 전제에 해당한다. 트럼프의 이러한 일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소 트럼프는 에이셉 라

키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흑인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는데 이번 일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 

한다는 비난의 트윗을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가 라키의 출소에 맞추어 3)의 트윗을 올리며 대중 친화적 그리고 인종차별

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암시적 의도가 보인다. 또한, “It was a Rocky Week, get home ASAP 

A$AP!” 의 표현에서는 ‘home’과 ‘ASAP(As Soon As Possible)’라는 두문자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번 일이 자신의 노력 

결과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함축은 화자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이 아닌 

화자가 암시하거나 전달하는 의미를 일컫는다.

다음은 오바마 트윗에서 연도별 최다 리트윗 수를 기록한 메시지를 화용론적으로 살펴보겠다. 오바마 대통령의 글은 

트럼프와 다르게 다소 길은 편이고 가족(my family, Michelle and I)을 많이 언급하며 환경, 총기 금지법, 평화, 오바마케

어, 그리고 오바마 재단(Obama foundation)에 대한 트윗이 많다. <표 6>의 트윗 1)은 2017년 한 해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전체 오바마 트윗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되면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트윗이다. 

표 6. 오바마 2017~2019년 최다 리트윗 게시물

No. Date Tweet RT count

1) Aug 13, 2017
@BarackObama―No one is born hating another person because of the color of his skin or 

his background or his religion….
1,599,801

2) Feb 22, 2018

@BarackObama―Young people have helped lead all our great movements. How inspiring 

to see it again in so many smart, fearless students standing up for their right to be safe; 

marching and organizing to remake the world as it should be. We've been waiting for you. 

And we've got your backs. 

418,176

3) Oct 3, 2019
@BarackObama―Like the Beatles said: It's getting better all the time. Thanks, babe, for 27 

amazing years!
215,317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상 누구도 피부색, 배경, 또는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을 부정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남아 있는 

사실은 세상에 피부색, 배경,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전제이다. 즉, ‘There are people of different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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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 and religions in the world.’는 문장의 진위와 관계없이 화자와 청자 간에 여전히 사실이라고 전제되는 것

이다. 또 한 가지 전제는 트윗 1)의 내용에는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일

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이 큰 오바마 대통령이 이러한 발화를 했다

는 것은 메시지에 전달의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표 6>의 트윗 2)에서 세상을 “to remake”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위대한 운동을 선도하고 있다는 말은, 세상을 원래

대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의미이고, 여기에는 지금 세상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전제가 유발된다. 또한, 이 트윗의 의미를 

파악할 때, 현 사회를 간접적으로 빗대어 말하는 의미가 함축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트윗 3)은 결혼기념일을 자축하며 

부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트윗으로 27년의 세월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도 오바마가 결혼했다는 사실이 전제되며 항

상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삶도 나아지길 바란다는 함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5. 결 론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를 디지털 시대 속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인들이 사

용하는 언어가 어떠한 패턴으로 출현하는지를 살펴보았고, 메시지 내용분석을 화용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 언론들

과 정치인들까지도 트럼프와 오바마가 사용하는 언어는 지금까지 가장 두드러지고 큰 대조적인 차이로 여길 만큼 두 정

치인의 언어사용은 다르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각 연구대상은 사용하는 어휘와 구의 패턴이 다른 것

으로 나타났고, 트럼프는 자주 사용하는 어휘 순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오바마가 사용하는 어휘 순은 순위별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어휘는 형용사 ‘great’이지만, 그는 대

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에 대하여 ‘fake news’라고 표현을 하였고, 이 표현은 가

장 많이 사용하는 어휘뿐 아니라 4-word phrase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바마와 비교하

여 볼 때, 트럼프의 어휘가 더 부정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하며, 오바마는 ‘happy’, ‘better’, ‘hope’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

을 트윗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word phrase에서도 어휘 순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오바마는 가족과 

젊은 지도자에 대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메시지의 화용론적 분석에서는 전제와 함축 이론으로 살펴본 결과,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트럼프와 오바

마의 트위터 소통에서는 메시지 내에 기정사실로 되는 전제가 있을 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메시지

에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트럼프의 트윗에서는 화용 이론으로 분석 결과,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함

께 상대에게 경고하며 동시에 미래의 화합에 대한 가능성을 함축적 의미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바마

는 트윗에서 가장 리트윗을 받은 인종과 젊은 지도자들을 향한 트윗에서도 인종의 차별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함

축적 의미가 있었고 세상을 원래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사회를 빗대는 함축적 의미가 파악되었다.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로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 하는 경향이 있으니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트위터와 같은 소

셜 미디어에서 소통할 때 정치인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항시 유념하여 소셜 미디어

에서 소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추후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해서 더 다양한 언어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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