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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4, 485-5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types of politeness strategies that are used between the 

different participants based on the theory of politeness strategy put forward by 

Brown and Levinson(1987), in relation to U.S. Presidential debates. A televised 

debate from the 2016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was chosen for the data 

analysis. A total of 918 thought unit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positive politeness strategies were used most by both participants. In the case of 

Clinton, the positive politeness strategies were used overwhelmingly. However, 

bald on record was the second most highly us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was a small margin in the utterance of Trump. In the negative 

strategies, questions and hedges were used most in both candidates. In off record 

strategies, both candidates frequently used overstate. As politically damaging 

information towards both candidates was revealed before the debate, the 

debaters performed face threatening acts primarily to attack the positive public 

image of their opponent. (Daejeon University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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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체면(face)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각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나 인상이라 규정된다(Cupach and Metts, 1994).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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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텔레비전 토론은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와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이므로 토

론에서 자신의 체면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상대후보의 체면을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대통령선거 토론은 본질적

으로 각 후보자들의 체면, 또는 대외적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범기수, 2011). 선거토론에서 선거후보자는 

상대에 따라서 체면전략을 다르게 사용하는 데 상대방과의 관계 즉, 발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정도가 토론에서 매

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곽면선·이상철, 2015). 이렇듯, 선거토론에서는 선거후보자들이 최대한 자신의 공적 이미

지를 높이고 상대 후보자의 체면 또는 이미지를 위협하는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므로 토론에서는 말로 인하여 논쟁과 

충돌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후보자들의 공적이미지, 즉 체면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적 체

면 의식이 매우 강한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고려해 본다면 토론 상황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시

청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면서 본인의 체면에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에 이런 행위는 설득이라는 목적 달성에 적

합하지 않을 수 있다(이은희, 2014).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서양문화의 토론 상황에

서 토론 참여자들이 시청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손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며, 자신의 논리적 

정당성은 최대한 강화하는 동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체면을 최대한 유지하려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체면의 특성에 대해 Goffman(1967)이 규명을 한 이후에 여러 학자들이 체면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시도해왔고 특히, 

Brown과 Levinson(1978)은 체면이론에 이어 공손이론(1987)에서 주장하기를 일상적으로 대화자들은 대화에서 서로

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대화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 간에 체면위협행위(Face Threatening Acts: 이

하 FTA)는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FTA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의 체면손상을 완화하

기 위해 공손성을 포함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화자는 FTA의 정도에 따라 청자에게 보상의 정도 즉, 공손성

의 정도를 언어로 나타낸다. 

토론은 시청자들을 설득한다는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논제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토론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

는 경쟁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이은희, 2014). 따라서 토론자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화의 전략을 사용하는

데, 체면과 관련된 공손전략도 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 토론과정에서 토론자가 상대에 대한 발화

에서 어떠한 공손전략을 사용하고, 그 공손전략은 세부적으로 어떠한 유형인지 토론자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Brown과 

Levinson(1987)의 공손전략을 사용하여 Donald Trump와 Hillary Clinton이 대선 후보자였던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토론에서 나타난 토론 발화자들의 공손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Brown & Levinson의 공손 이론 

Brown과 Levinson은 FTA를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림 1>과 같이 복잡한 경로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대

화에서 화자는 붉은색 표시 부분인 다섯 가지 선택사항으로 FTA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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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rown과 Levinson’s(1987)의 FTA 완화전략

그리고 FTA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감, 화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자의 상대적인 힘, 권

력, 그리고 주어진 문화 안에서 행동의 부담의 정도라고 하였다. 다음에서 Brown과 Levinson(1987)의 공손전략을 상세

히 살펴보겠다. 

2.1.1 직접적 명시 전략(Bald on record)

 직접적 명시적 전략(이하 명시적 전략)은 화자가 자신의 말을 가장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모호하지 않게 전달하는 방

식으로써, Brown과 Levinson(1987)은 이 전략을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었다. 첫째, FTA를 극소화 시키지 않는 경

우이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는 것보다 발화의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며 ‘Do X’와 같은 명령문 형식이 이에 

해당되며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상대의 체면보다는 상황이 더 우선이라고 동의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Help!, 

Watch out!, Listen, I’ve an idea.” 등의 발화가 이에 속한다. 또한, 화자가 청자의 체면을 지키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경우

인데 이는 화자가 우위에 있거나 청자의 비협조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 경우이다. 그리고 농담과 놀리는 것처럼 사회적으

로 받아들여질 만한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Cry. Get angry.”와 같이 어린 아이를 놀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Brown과 Levinson, 1987). 또한, FTA를 하는 것이 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이나 요청처럼 청자의 체면위협

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 사용된다.

두 번째의 경우는 FTA에서 유래된 직접적 명시의 경우이다. 이는 화자가 상대방이 내 영역에 침입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청자에게 제안을 하는 경우와 환영과 인사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화자가 청자와 거리를 두려는 화행에서도 직

접적인 발화를 할 수 있다.

2.1.2 적극적 공손(Positive politeness) 전략

 이 전략에서는 화자가 청자의 체면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이며, 화자는 청자에게 동일한 

그룹의 일원으로 친밀감 있게 다가가고, 화자와 청자 서로가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다는 것을 목적으로 체면위협을 극소

화한다. 그러므로 대화에서 ‘we’ 또는 ‘us’를 사용하여 청자의 협력을 가정하는 경우도 이 전략에 포함된다. Brown과 

Levinson(1987)이 제시하는 적극적 공손 하위 전략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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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적극적 공손전략의 하위전략

1. 청자에 대한 관심 표명 (Notice/attend to hearer’s wants)

2. 과장 (Exaggerate interest/approval)

3. 청자에 대한 관심 증강 (Intensify interest)

4. 동질 집단 표시어 사용 (Use in-group identity markers)

5. 동의구하기 (Seek agreement)

6. 직접적 반대를 피함 (Avoid disagreement)

7. 공감대 부각 (Presuppose/assert common ground)

8. 농담 (Joke)

9. 청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음을 전제 (Assert knowledge of 

hearer’s wants)

10. 제의, 약속 (Offer, promise)

11. 낙관적 태도 (Be optimistic)

12. 행위 속에 화자와 청자를 포함 (Include speaker and hearer in the 

activity)

13. 이유를 제시하거나 물음 (Give or ask for reasons)

14. 상호 보완성의 가정 (Assume/assert reciprocity)

15. 청자에게 선물을 줌 (Give gifts to hearer good, sympathy, etc) 

<표 1>에서처럼, 적극적 공손전략은 화자가 청자의 체면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이 전략에서는 청

자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표현과 다소 과장된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 예시로써는, “What a great vase!”, “How facinating 

your opinion!”과 같은 표현이 해당되며, you 또는 I 를 we 또는 us 로 사용하여 청자와 동일 집단내의 유대감을 나타날 

때와 청자의 협력을 강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1.3 소극적 공손(Negative politeness) 전략

 이 전략에서는 적극적 공손과는 다르게 화자가 상대에게 유대감을 강조하는 대신 청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상

대방의 권리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전략이다. 적극적 공손에서는 친밀감의 표현과 동일 그룹 내의 유대감 표현이 중

요한 부분이었다면, 소극적 공손표현은 청자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 중요하다. 소극적 공손의 하위 전략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소극적 공손전략의 하위전략

1. 관례적 간접 표현 (Be conventionally indirect) 

2. 질문, 울타리어 (Question, hedge)

3. 비관적 태도 표명 (Be pessimistic)

4. 부담의 최소화 (Minimize imposition)

5. 존경의 표시 (Give deference)

6. 사과 (Apologize)

7. 화자와 청자의 비인칭화 (Impersonalize)

8. 체면위협행위를 일반적 규칙으로 진술 (State the imposition as a 

general rule)

9. 명사화 (Nominalize)

10. 빚진 것을 언급하거나 폐가 되지 않음을 언급 (Go on record as 

incurring a debt)

소극적 공손전략에서는 울타리어 사용이 포함되는데 이는 상대에 대한 FTA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며 본인이 하는 

말을 확실하게 단정 짓기보다는 약간의 거리감을 유지하려는데 있다. 울타리어로는 sort of, kind of, like 등이 이에 속한

다. 또한, 소극적 공손표현은 서구 문화에서 그 표현이 정교하게 관례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Would be kind 

enough to let me in?”와 같이 관습적인 표현이 이에 속한다. 

2.1.4. 암시적 전략(Off record) 

이 전략은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함축을 이용

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소극적 공손전략처럼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고려하고 또한, 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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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간접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Brown과 Levinson(1987)은 암시적 세부전략을 1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암시적 전략의 예로써는, “It is very warm in here”라고 하여 상대에게 힌트를 제공하여 우회적으로 

창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위전략에는 전제(Presuppose), 반의적 표현(Be ironic), 은유 사용(Use 

metaphors), 중의성(Be ambiguous), 모호성(Be vague) 등이 있다. 구체적 세부전략은 4장의 연구결과에서 본 연구결과

와 함께 제시한다. 

지금까지 Brown과 Levison(1987)의 공손전략을 세부전략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Brown과 Levinson(1987)

의 공손이론에서는 세분화된 하위전략을 제시하기 때문에 토론자들 간에 발생하는 FTA에 대한 공손의 정도를 상세하게 분석하

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토론에서 두 후보자였던 Donald Trump와 Hillary Clinton

의 발화를 Brown과 Levinson(1987)의 공손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의 사항을 연구 문제로 삼으며 분석하고자 한다.

• 명시 FTA(on record)에서의 직접적인 표현이 토론에서 사용된 비율은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나는가? 

• 명시 FTA(on record)에서의 적극적 공손전략의 사용 비율은 무엇이며 토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 명시 FTA(on record)에서의 소극적 공손전략이 사용된 비율은 무엇이며 토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 FTA 암시 수행(off record)이 토론과정에서 사용된 비율은 무엇이며 토론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3. 연구방법

3.1 자료 선정기준과 자료수집 

미국 2016년 대통령선거 TV 토론에 후보자는 공화당의 Donald Trump(이하 Trump) 그리고 민주당의 Hillary 

Clinton(이하 Clinton) 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자료 분석을 위해 대선 텔레비전 2차 토론을 분석대상으로 정하였고 영

상 자료의 정보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미 대선 후보 텔레비전 2차 토론 영상 자료 정보

일시(월/일) 주최언론사 토론 참가 대선 후보자 소속정당 진행시간 장소

10/10 NBC
Hillary Clinton 민주당

90분
St. Louis

Washington UniversityDonald Trump 공화당

2차 토론을 분석자료로 선정한 이유는 2차 토론은 역대 미국 대통령 TV 토론에서 가장 치열하게 두 후보가 서로를 비

난하고 공격하는 토론으로 주목을 받았고1), 2차 토론은 1차와 달리 타운홀 방식(Town hall)이라서 후보자가 사회자와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루하고 다소 원론적인 진행이었던 1차 토론과 2차 토론의 연속성에 

있는 3차 토론보다 후보자 간의 논쟁이 가장 치열했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 간 대화의 상호작용이 다수 

1) 2차 토론 전, The Washington Post에서 터트린 Trump의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인해 Trump 지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Trump

는 2차 토론 1시간 전, Bill Clinton 전 대통령에게 성추문 당한 여성들을 소집하여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스캔들을 Hillary 

Clinton에게 불리하게 몰아갈 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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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으므로 FTA에 대한 공손전략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선거 토론 분석 선행연구에 의하면, 

타운홀 형식의 토론은 다른 형식의 토론에 비해 후보자들 간에 충돌과 공격성의 발언이 적게 사용된다고(Benoit and 

Wells, 1996; Carlin et al., 2001; Morris, 2004) 알려져 있다(곽면선, 2018에서 재인용). 그러나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토론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후보자였던 Trump의 경우 매우 직접적이고 명시적 발언을 다수하였으며, Clinton

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직접적인 발화를 상당히 수행했다. 따라서 본 연구분석의 대상인 Trump 당시 후보자가 출연한 

미국 대선 텔레비전 토론은 다른 선거토론과 다른 양상의 공손전략 사용을 예측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토론 2차 방송과 스크립트(transcript)를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확보하

여 이를 토대로 토론발화에서 사용된 공손전략을 분석하였다.2) 총 90분의 실제 토론과 스크립트가 동일한지를 확인하

기 위해 실제 방송 영상을 시청하며 스크립트에 적혀있는 토론 참여자들의 발화를 모두 확인하였으며 발견한 오류를 정

정하여 정확한 전사본을 완성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의 발화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토론 영상을 수차례 

반복 시청하여 발화자의 억양과 톤을 스크립트에 명시하며 분석했다. 담화 분석을 위해 토론에서 발화자들의 발화를 사

고요목(Thought Unit)3)으로 세분화하였다. 연구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Brown과 Levinson(1987)의 공손전략을 선정한 

이유는 이 공손전략이 화용이론에 중추적이며 또한, 전략별 상세한 세부전략이 있어 토론자들의 발화를 상세하게 분석

할 수 있으며 대중 즉,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최대화하고 토론에서 발생하는 상대를 향한 체면위협이 어

떻게 나타나는지 세부전략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에 사용된 공손전략 분석을 위해 영어 원어민 2인을 코더로 채용했다. 이는 연구자가 영어에 능통하다 하여도 영

어의 관용적 표현(Idiomatic expressions)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발화 의도와 의미 파악을 위해 영어 원

어민 코더를 채용하여 연구자와 함께 토론 분석에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Trump가 여성비하 발언을 해명하며 “locker 

room talk”이라고 말한 관용적 표현은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해 영어 원어민의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영어 원

어민 2인 모두 언어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미국 문화와 정치 토론 이해 및 언어 분석에 능숙해야 하는 요건에 충족하였

다. 분석에 앞서 원어민 코더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분석의 중요한 틀이 되는 Brown

과 Levinson(1987)의 공손전략을 각각의 하위전략에 속하는 충분한 예시를 제공했으며, 연구자는 원어민 코더들과 정

기 연구회의 및 토론을 통해서 공손전략에 대해 이해와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3.2 연구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토론발화 분석을 위해 먼저, Brown과 Levinson(1987)이 제시한 각 공손전략과 각각의 하위전략에 해

당하는 영어의 구체적 표현을 수집하여 각 공손전략에 해당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분석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는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발화에 대하여는 연구자와 2명의 원어민 코더들이 논

의를 하여 유효 발화인지를 먼저 구분하였고, 그다음으로 해당 발화에 사용된 전략을 결정하였다. 후보자들의 발화는 주

로 청중과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데, 응답의 구조는 대부분 초반에 질문한 상대에게 말하는 것으로 

2) 토론방송 영상과 스크립트는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에서 확보하였다.

3) 사고요목이란 최소한의 의미를 지니는 후보자들의 발언을 말하며 주로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다(Hatfield and Wieder-Hatfield, 1978). 

토론에서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후보자가 어떻게 그들의 의견 주장하는가이므로 후보자들의 발언을 시간에 의한 요목을 분류하는 

것보다는 사고요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더 타당성이 있다(Hinck and Hinc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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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지만4), 중반부터는 매크로 청중에게 즉, 스튜디오 청중과 텔레비전 시청자를 겨냥하는 발화가 대부분이다. 따라

서 다수의 유효 사고요목 확보를 위해 각 후보자의 발화가 서로가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더라 하여도 Trump와 Clinton이 

말한 모든 발화를 분석하였으며, 상대 후보자의 체면을 위협하거나 지지하는 데에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였는지를 파악

하였다. 

연구를 위해 최종 선정한 사고요목은 총 918개이며 본 연구에서는 두 토론발화자인 Trump와 Clinton의 발화만을 

분석하므로 2인의 사회자의 발화는 제외하였다. 이를 Brown과 Levinson(1987)의 명시적 전략, 적극적 공손전략, 소극

적 공손전략, 그리고 암시적 전략으로 분류하여 각 후보자별 사용된 공손전략과 전략별 세부전략의 빈도수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두 후보자들의 발화를 분석할 때, 하나의 사고요목에서 하나 이상의 공손전략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복을 

인정하여 해당하는 각 전략 모두에 포함시켰다. 

4. 연구결과

4.1 공손전략별 사용 빈도 

토론에서 두 후보자인 Trump와 Clinton의 발화에서 나타난 공손전략을 발화자별로 분석하여 각 전략의 사용 빈도수

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두 후보자 발화에서 나타난 공손전략 분포

Candidates Trump Clinton

Strategies % 건수 % 건수

1 Bald on record 31.28 173 10.41 38

2 positive 32.19 178 61.64 225

3 negative 12.3 68 16.44 60

4 off record 24.23 134 11.51 42

합계 100 553 100 365

<표 4>에서와 같이, Clinton의 발화에서는 적극적 공손전략이 전체의 61.64%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Trump의 발화에서는 적극적 공손전략이 32.19%로 가장 높았지만, 명시적 전략이 31.28%로 근소한 차이

로 뒤를 이었고, 암시적 전략은 24.23%이며, 소극적 공손전략은 12.3%로 가장 낮은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의 <그림 2>는 <표 4>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4) 토론이 일반 대화와 다른 구조를 지니는 것은 토론자의 궁극적 목적이 청중과 시청자를 설득하는 것이므로 설득해야 하는 대상은 상대 토

론자(상대후보자가) 아닌, 청중과 시청자 즉,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이은희(2014)는 시사토론은 표면적으로는 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

장인 두 편의 토론자들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토론자들이 지닌 의견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시청자들이라는 점에서 이중

적인 의사소통구조를 지닌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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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두 후보자 발화 공손전략별 분석 결과(%)

기존의 미국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후보자들 간에는 매우 공격적이고 직접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상대

의 체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전략이 많이 나타났다(곽면선 · 이상철, 2015). 본 연구 분석결과, 2016년 대선 당시 텔레비

전 토론에서도 Trump의 토론발화에서는 명시적 전략이 다른 공손전략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

과를 분석해 보면, Trump는 2차 토론 당시 여성 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고, 상대 후보자인 Clinton은 이 점을 약

점으로 잡아 초반부터 Trump를 몰아세우는 전략을 펼쳤다. 그래서 토론 초반에서는 Trump가 다소 토론에서 밀리는 듯했

지만, 토론 중반 이후 Trump는 Clinton의 약점인 이메일 사건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면서 Clinton의 공적 이미지를 위협

하기 위해 명시적 전략에 해당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4.2 세부 공손전략별 사용 빈도 결과

4.2.1 직접적 명시 세부전략별 분석

명시적 전략은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체면위협을 극소화 시키지 않은 경우와 체면위협행위에서 유래된 직접적 

명시의 경우로 나뉜다. 체면위협을 극소화 시키지 않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따라서 전체 총 네 

가지로 하여 각 토론 후보자의 발화에 나타난 명시적 전략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그림 3>은 <표 5>

의 백분율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5. 두 후보자 발화에서 나타난 직접적 명시전략의 세부전략별 분포

직접적 명시 전략(Bald on Record)
Trump Clinton

건수 % 건수 %

1. 위급하거나 절박한 상황의 경우 15 8.67 6 15.79

2. 직접적 FTA 무례한 행동, 농담, 놀림의 발화 118 68.21 14 36.84

3. 청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34 19.65 9 23.68

4. 청자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 것을 미리 알고 제안, 환영, 인사 청자와 거리를 두는 경우 6 3.47 9 23.68

Total 173 100 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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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그림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Trump와 Clinton 모두 체면위협을 극소화 시키지 않은 경우에서의 두 번째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 세부전략은 화자가 청자의 체면을 지켜주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경우로서, 화자가 위에 

있거나 청자의 비협조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FTA가 일어나며 농담과 놀림(teasing)과 같

은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두 후보자 모두 명시적 세부전략에서 이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Trump의 경우는 68.2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Clinton은 36.84%로 나타났다. 

그림 3. 두 후보자 발화 명시적 전략 세부전략별 분석결과(%)

Trump의 발화에서 이 전략이 가장 높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로는 Trump는 자신이 수세로 몰려있었던 여성 비

하 발언에 대한 사건으로 공적 이미지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았던 터라, 이를 Obama 전 대통령의 정권을 부정적으로 

발언하며 Clinton도 당시 오바마 정권의 상원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고 비난하였고, 남편인 Bill Clinton 

전 대통령의 성 스캔들까지 약점을 거론하며 Clinton의 체면을 위협하고 때로는 조롱 섞인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자신에

게 쏠렸던 부정적 이미지를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적 토론 방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명시적 전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2번의 직접적 FTA 무례한 행동으로 청자의 체면을 살릴 의지가 없는 경우

에 해당하는 발화이다.

(1) a. Clinton: Donald Trump is different. I said starting back in June that he was not fit to be president and 

commander-in-chief.

b. Trump: She’s done a terrible job for the African-Americans. She wants their vote, and she does nothing, and 

then she comes back four years later.

c. Trump: You know, it’s amazing. I’m watching Hillary go over facts. And she’s going after fact after fact, and 

she’s lying again, because she said she — you know, what she did with the e-mail was fine. You think it was 

fine to delete 33,000 e-mails? I don’t think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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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에서 Clinton은 Trump가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체면을 위협하고 있다. (1b)와 (1c)에서 

Trump는 상대 후보자인 Clinton을 직접적으로 체면위협 하여 Clinton의 공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 하며 개인 

이메일 계정 사용에 대하여 조롱 섞인 발화를 하여 Clinton을 비난하고 있다. 

4.2.2 적극적 공손 세부전략별 분석

적극적 공손전략에서는 두 토론 후보자의 전략 사용 패턴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6>과 같이, 세부적 전략에서 

3번의 청자에 대한 관심 증강, 7번의 공감대 부각, 그리고 12번의 행위 속에 화자와 청자를 포함 전략이 Trump와 Clinton 

모두 후보자의 발화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 두 후보자 발화에서 나타난 적극적 공손전략의 세부 전략별 분포

Trump Clinton Trump Clinton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1. 관심표명 3 1.69 8 3.56 9. 청자상황 고려 전제 11 6.18 6 2.67

2. 과장 7 3.93 5 2.22 10. 제의, 약속 5 2.81 14 6.22

3. 관심 증강 37 20.79 48 21.33 11. 낙관적 표현 5 2.81 14 6.22

4. 동질집단표시어 8 4.49 8 3.56 12. 행위속에 청자포함 35 19.66 36 16.00

5. 동의구하기 5 2.81 9 4.00 13. 이유제시, 물음 2 1.12 1 0.44

6. 직접적 반대 피함 4 2.25 5 2.22 14. 상호보완성 가정 3 1.69 9 4.00

7. 공감대 부각 34 19.10 41 18.22 15. 선물 주기 10 5.62 18 8.00

8. 농담 9 5.06 3 1.33 Total(1-15전략) 178 100 225 100

다음의 <그림 4>는 <표 6>의 결과를 더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두 후보자 발화 적극적 공손 세부전략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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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이 텔레비전 선거 토론에서 발언할 때, 상대 후보자에게 직접적으로 발화를 하더라도 결국 청중과 시청자를 향해 

발화하는 것이므로 즉, 발화를 통해 자신의 공적 이미지를 높여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위함이므로 이와 같이 세 가지 

전략이 다른 전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선거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 그리고 

시청자 즉, 유권자들에게 발화하는 것이므로 청자에 대한 관심 증강을 위해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청자를 대화의 참여자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또한, 청중들의 공감대를 부각시키기 위해 청중도 일반적으로 알 만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는 것이다. 적극적 공손전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청자에 대한 관심 증강 전략에 속한 발화는 다음과 같다.

(2) a. Clinton: Well, thank you. Are you a teacher? Yes, I think that’s a very good question, because I’ve heard from 

lots of teachers and parents about some of their concerns about some of the things that are being said and done 

in this campaign. 

b. Trump: Well, I actually agree with that. I agree with what everything she said. 

c. Clinton: Well, I certainly will, because I think that’s a very fair and important question. Look, I respect his 

children. His children are incredibly able and devoted, and I think that says a lot about Donald. I don’t agree 

with nearly anything else he says or does, but I do respect that. And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as a mother 

and a grandmother is very important to me.

(2a)에서는 청중 질문자가 먼저 질문을 하였고 그다음에 Clinton이 발화한 것으로, 질의한 청중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2a)와 같이 발화하여 청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고, a very good question에서는 강화수식어 very를 사용하여 청자에 

대한 관심 증강을 표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because 이하에서는 청중의 질문이 좋은 이유를 내보이고 있다. (2b)에

서 Trump는 상대 후보인 Clinton의 모든 말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상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강화수식어 actually를 사

용하고 있다. 또한, “I agree with what everything she said”라 하며 상대의 체면을 증진시키고 있다. (2c)에서 Clinton은 

스튜디오 청중의 마지막 질문이었던 상대 후보자에 대한 장점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 후에 사회자가 Clinton에게 먼저 답

을 하겠냐는 제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Clinton은 먼저, 청중의 질문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

로 질문자의 체면을 보호하고 있고 바로 이어 Look으로 시작되는 발언에서는 공감대 부각의 표현을 사용하여 Trump의 

자녀를 칭찬하며 Trump에게도 존경의 표시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데, 직접적인 Trump의 장점

보다는 그의 자녀를 칭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대 후보자인 Trump를 비꼬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음은 공감대 부각 전략에 해당하는 발화로써, 청중에 대한 공감대 부각의 표현이다.

(3) a. Clinton: But, you know, let’s talk about what’s really going on here, Martha, because our intelligence 

community just came out and said in the last few days that the Kremlin, meaning Putin and the Russian 

government, are directing the attacks, the hacking on American accounts to influence our election. 

b. Clinton: You know, children listen to what is being said. To go back to the very, very first question. And 

there’s a lot of fear — in fact, teachers and parents are calling it the Trump effect. Bullying is up. A lot of 

people are feeling, you know, uneasy. A lot of kids are expressing their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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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rump: Now, she talks tough, she talks really tough against Putin and against Assad. She talks in favor of the 

rebels. She doesn’t even know who the rebels are. You know, every time we take rebels, whether it’s in Iraq or 

anywhere else, we’re arming people. And you know what happens? They end up being worse than the people.

이 전략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대화에서 서로 알고 있는 대화 사실과 상황을 화자가 발화 중간에 You know와 같은 표

현을 써서 일반적으로 알 만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3)번의 예시에서 보듯이, Trump와 Clinton은 You know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이 이미 사안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실과 상황 중간에 이 표현을 사용

하여 발화의 대상인 청중의 공감대를 부각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적극적 공손전략 12번의 행위 속에 청자를 포함 세부전략에 해당하는 발화로 자신들의 발화를 듣고 있는 청중

을 포함하여 we와 us를 사용하고 있다.

(4) a. Trump: We’re going to have a strong border. We’re going to bring back law and order. 

b. Clinton: But I think it’s clear to anyone who heard it that it represents exactly who he is. Because we’ve seen 

this throughout the campaign. We have seen him insult women. We’ve seen him rate women on their 

appearance, ranking them from one to ten. We’ve seen him embarrass women on TV and on Twitter.

이 전략에서는 대화에서 you 또는 I를 의미할 때 we 또는 us를 사용하여 청자의 협력을 가정하는 전략으로 (4a, b)에

서와 같이 후보자들은 모두 we를 자주 사용하여 청중을 대화에 포함하여 청자의 공감대를 부각할 뿐 아니라, 대화 속에 

청자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4.2.3 소극적 공손 세부전략별 분석

소극적 공손에서도 두 토론자의 전략 사용 패턴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7>과 같이, 세부적 전략에서 2번의 질

문과 울타리어 사용이 가장 높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6번 전략의 사과(apology)가 각각 12.24%, 1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5번 존경의 표시는 Trump가 10.29%, Clinton은 전체의 5%로 그다음 순서로 나타났다. 

표 7. 두 후보자 발화에서 나타난 소극적 공손전략의 세부 전략별 분포

Trump Clinton Trump Clinton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1. 관례적 간접표현 0 0.00 0 0.00 6. 사과 9 13.24 6 10.00

2. 질문, 울타리어 38 55.88 42 70.00 7. 화자와 청자의 비인칭화 3 4.41 2 3.33

3. 비관적 태도 5 7.35 3 5.00 8. 체면위협을 일반적 규칙으로 진술 0 0.00 1 1.67

4. 부담의 최소화 4 5.88 3 5.00 9. 명사화 0 0.00 0 0.00

5. 존경의 표시 7 10.29 3 5.00 10. 빚진 것을 언급하거나 폐가 되지 않음을 언급 2 2.94 0 0.00

Total(1-10번 전략) 68 100 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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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5>는 <표 7>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두 후보자 발화 소극적 공손 세부전략별 분석 결과(%)

다음은 소극적 공손전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질문과 울타리어 사용의 발화 예시다.

(5) a. Trump: But I think it’s cleat to anyone who heard it that it represents exactly who he is.

b. Trump: Am I allowed to respond to that? I assume I am.

c. Clinton: Well, first, let me start by saying that so much of what he’s just said is not right, but he gets to run his 

campaign any way he choose.

d. Clinton: But I think it’s also important to point to out where there are some misleading accusations from critics 

and others.

(5a)에서 Trump는 체면위협을 완화하는 I think를 사용하고 있고, (5b)에서는 자신이 질문에 발언할 수 있는지를 사회

자에게 묻고 있다. Trump의 이 질문 후 사회자는 바로 “Yes, you can respond to that.”이라고 하며 발언의 기회를 부여

했다. (5c)의 Clinton의 발언에서 “... that so much of what he’s just said is not right,”에서 명시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기보

다는 울타리어를 사용하여 Trump의 발언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5d)에서 I think의 표현도 울타리어의 표현으

로서 직접적으로 사안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보다 완화 장치인 울타리어를 사용하고 있다.

4.2.4 암시적 공손 세부전략별 분석

암시적 전략 분석결과, 두 토론 후보자의 전략 사용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7번의 모순 사용과 13번의 과잉 

일반화 전략에서는 두 후보 간의 사용 빈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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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두 후보자 발화에서 나타난 암시적 전략의 세부 전략별 분포

Trump Clinton Trump Clinton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1. 힌트제공 4 2.99 1 2.38 9. 은유 13 9.70 3 7.14

2. 연상단서제공 0 0.00 0 0.00 10. 수사 의문문 사용 28 20.90 6 14.29

3. 전제 2 1.49 0 0.00 11. 중의성 2 1.49 0 0.00

4. 축소 0 0.00 0 0.00 12. 모호성 14 10.45 5 11.90

5. 과장 40 29.85 11 26.19 13. 과잉일반화 7 5.22 8 19.05

6. 항진명제사용 4 2.99 1 2.38 14. 청자대치 0 0.00 0 0.00

7. 모순사용 0 0.00 2 4.76 15. 미완성 발화 또는 생략 17 12.69 3 7.14

8. 반의적 표현 3 2.24 2 4.76 Total(1-15전략) 134 100 42 100

<표 8>과 같이, 세부적 전략 5번의 과장(overstate) 발화가 Trump 29.85%, Clinton 26.19%로 압도적으로 높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rump의 경우 10번 전략의 수사 의문문 사용이 20.9%로 두 번째로 높게 사용되었고, Clinton

은 과잉 일반화 전략이 19.0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암시적 공손 세부전략의 8번 반의적 표현(Be ironic)에 조소

적(sarcastic) 표현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Trump의 발화에서 조소적 표현이 매우 무례한 경우는 별도로 다루어 카운트하

였다. 영어 원어민 코더들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에서 전 대통령을 이름(the first name)만 부르는 것은 매우 무례한 것이

라고 하며 트럼프는 토론에서 총 5회 직함 없이 Obama라고 호칭하였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례한 발언은 Brown and Levinson(1987)에서 분류하고 있는 적극적 공손전략 즉, 상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 성을 빼고 이름만으로 호칭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인 것이다.

다음의 <그림 6>은 <표 8>의 백분율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두 후보자 발화 암시적 공손 세부전략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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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암시적 전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과장 표현과 수사 의문문 사용의 발화 예시다.

(6) a. Trump: We’re going to have borders in our country, which we don’t have now. People are pouring into our 

country, and they’re coming in from the Middle East and other places.

b. Trump: We have enough problems in this country. (중간생략) But I don’t want to have, with all the problems 

this country has and all of the problems that you see going on,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coming in from 

Syria when we know nothing about them. 

c. Clinton: But I’ll tell you what he’s going to do. His plan will give the wealthy and corporations the biggest tax 

cuts they’ve ever had, more than the Bush tax cuts by at least a factor of two. Donald always takes care of 

Donald and people like Donald, and this would be a massive gift. 

d. Clinton: Right now, a lot of those nations are hearing what Donald says and wondering, why should we 

cooperate with the Americans? 

e. Trump: Well, why didn’t she change it? Why didn’t you change it when you were a senator?

(6a)에서 Trump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사안을 이야기하면서 “People are pouring into our country”라고 하며 과장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6b)에서는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coming in from Syria when we know nothing about 

them”이라고 하면서 시리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과장해서 발화하고 있으며 (6c)에서 Clinton은 Trump의 

세금 정책을 언급하면서 “His plan will give the wealthy and corporations the biggest tax cuts they’ve ever had..”라고 하면

서 아직 적용하지 않은 정책을 과장하여 발화하고 있다. 이러한 발화는 청자에게 부담을 주지만 직접적인 체면손상은 피하

고 간접적인 비난을 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6d)와 (6e)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한 발화의 예로써, 이러한 형식은 상대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상대를 설득하는 데 사용된다. 

이 외에도 Trumps는 과장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disaster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표현의 어휘를 17번이나 사용하였다. 다음은 Trump의 발언에서 disaster를 사용한 발화의 일부 예시이다. 

(7) a. And I will tell you, Hillary Clinton is raising your taxes, folks. You can look at me. She’s raising your taxes 

really high. And what that’s going to do is a disaster for the country.

b. Excuse me. Because she has been a disaster as a senator. A disaster.

c. I would not have had our people in Iraq. Iraq was disaster.

d. It was a disaster. Because the fact is, almost everything she’s done in foreign policy has been a mistake and it’s 

been a disaster.

(7)의 발화에서처럼, Trump는 disaster를 다수 사용하며 Clinton이 Obama 정부에서 상원의원직을 맡으며 성과를 이

루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만 있었다며 토론 내내 상대인 Clinton의 체면을 위협하였고 정치인으로서의 공적 이미지를 손

상하며 강하게 상대편을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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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토론에서 두 후보자였던 Donald Trump와 Hillary Clinton의 토론 발

화를 Brown과 Levinson(1987)의 공손전략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후보자들의 발화에서 어떠한 공손전략이 사용되었는

지를 전략별 그리고 세부전략별 사용비율을 분석하고, 토론에서 사용된 전략별 영어 표현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Trump와 Clinton 모두 적극적 공손전략이 가장 높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Trump의 경우 적극적 공

손전략이 32.19%로 31.28%인 명시적 전략과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게 나타났다. 명시적 전략에서는 Trump와 Clinton 

두 후보자 모두 체면위협을 극소화 시키지 않은 경우인 직접적 FTA를 통한 무례한 행동, 농담, 그리고 놀림의 발화에 해

당하는 전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상대의 공적 이미

지를 위협하려는 방식을 토론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후보자 모두 2차 토론 당시 대선 후보자로서 치명적

인 약점이 있는 게 드러난바, 이를 서로에 대한 체면위협 및 손상으로 공격하여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공적 이미지에 타

격을 가할 전략으로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적극적 공손전략에서 두 후보자의 전략 사용이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는데, 관심증강, 공감대 부각, 그리고 

행위 속에 청자를 포함하는 표현이 가장 높게 사용비율로 나타났다. 소극적 전략에서는 두 후보자 모두 질문과 울타리어 

표현의 세부전략이 가장 높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사과와 존경의 표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암시적 전략에서는 과장

의 표현이 두 후보자 모두에서 가장 높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공적 이미지를 최대화하고 상대의 체

면을 위협하여 상대의 공적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과장의 표현도 있었다. 특히. 정책적인 사안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과장하여 미리 우려를 나타내는 등의 표현 등이 발견되었다. Trump는 암시적 전략이 소극적 공손보다 더 높

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세부전략에서 반의적 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반의적 표현에

서 공손표현이 아닌 매우 무례한 표현도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미국 문화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전 대통령에 대

한 무례한 표현도 존재하였다. 

2016년 미국 대선은 세 차례 텔레비전 토론을 거치면서 Clinton이 지지율에 전반적인 우세를 보였는데, 여론조사 분

석기관인 RCP에 따르면, 1차 토론 후에 Clinton이 3%포인트 앞섰고, 2차 토론 직후엔 격차가 다소 좁혀졌지만, 여전히 

Clinton의 지지율이 앞섰고, 3차 토론 후엔 Clinton 후보가 4.6%포인트까지 앞서 나갔다(중앙일보, 2016). 그러나 선거 

결과적으로 당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Trump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Trump는 이전의 대통령 후보와 비교하여 언

어적으로 매우 직선적이며 강한 표현을 쓰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언어 구

사 능력이나 표현법은 Clinton과 같이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든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

치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팩트 체크(fact check)를 요청하는 등의 태도가 노련하고, 세련되었다는 다소 보수적인 측면

의 프레임이 형성되었었다면, Trump식의 말하기는 정치인이 선거토론에서 발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

겠다. Trump와 같이, 명시적이며 자신의 발언 기회 획득과 불리한 상황 대응에 매우 적극적이며 때론, 무례함조차 서슴

지 않는 언어적 표현은 이전의 고위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면이 오히려 새롭게 청중에게 다가갔

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토론에서 후보자 자신의 좋은 인상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것은 다수의 유권자를 대상으

로 하여 자신의 위상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일이며 이는 결국 선거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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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자 즉, 선거후보자들은 필사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선거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토론

에서는 말로 인하여 논쟁과 충돌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적 이미지 즉, 체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공격에 너무 치우치게 된다면, 청중과 시청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는 곧 선거토론자 본인의 체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런 언어적 표현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선거 

전략적으로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쟁 대화 상황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체면의 위협을 최소화하는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체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공손성의 정도가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

석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추후에도 동일 분야에 지속적 연구가 있길 바라며 서양 문화권과 우리

나라 선거토론과 비교하는 후속연구 또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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