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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리더의 레토릭에 나타난 가치프레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 비교-

임순미

<요약문>
정치는 기본적으로 가치에 대한 믿음과 상호소통의 문제이며 정치리더가 옳은 일을 수행할 것
으로 믿는 대중들의 문제이다. 또한 정치리더의 세계관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며 그 세계관과의
동화의 문제이다. 이와같이 정치는 상징성의 문제이기에 현실정치에 있어서 정치적 실용과 진정
성의 문제는 가치와 실행이란 또 다른 언어를 통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된다.
본 연구는 대통령의 연설문 레토릭을 분석함으로써 대통령의 개인적 가치프레임과 그가 처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레토릭의 다양한 구조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상징 이미지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국민 설득을 시도한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로부터 이어지는 고대 수사학의 특징에
근거하여 페어클로프(Fairclough)가 분석방법으로 적용하였던 ‘비평적 담화분석’을 통해 연설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을 텍스트로 선
정하여 두 대통령 연설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보고 그들의 가치프레임과 정책적 정향을
살펴 볼 것이다.
주제어 : 수사학, 대통령 취임사, 페어클로프, 비평적 담화, 노무현, 이명박

Ⅰ. 서 론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The Presidential Difference)』의 저자 프레드 그린슈타인
(Fred I. Greenstein)은 루즈벨트로부터 시작하여 클린턴까지 역대 미국대통령들의 리더십 자질

과 그들이 국민과 정치집단에 미친 중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
련하여 가장 중요한 자질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과의 의사소통
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정치의 비전에 얼마나 부응하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명
확히 강조하였다.1)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의사소통’은 통상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선언한 내
1) 첫째, 리더십의 외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했느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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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부터 국정운영을 위해 수시로 행하는 다양한 연설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치
비전의 조응’은 대통령 개인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견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 프레임이 무
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문명과
함께 발전해온 모든 형태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리더들은 대중들에게 리더십의 혜택에 대한 확
신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치 레토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조나단 챠테리스 블랙(Jonathan Charteris-Black)은 정치리더들이 자신의 대중들을 동원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 하나를 언어적 연출에 따른 정책과 리더십의 정당화로 보았다. 민주주의
에서 투표자들은 정치인들의 정책과 신뢰성과 정직성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과 성실성 등에 대
한 종합적인 인상을 토대로 투표한다. 우리가 한 정치인에 대한 정치리더로서의 신뢰성을 판
단하는 데 인식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수많은 상호작용의 속성들 가운데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다양한 매체들은 서로 다른 수단을 요구한다. 의사소통을 위한 모
든 매체의 공통적 속성은 언어학적인 연출이다(Jonathan Charteris-Black 2009, 15). 실제 현대의
정치 레토릭은 공동 노력의 결과물이며 정치 리더는 이러한 신화창조의 과정에서 단순한 대변
자 이상의 존재이며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실재를 창조하는 기제’로까지 평가
받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는 언어로서 표현해내는 레토릭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통로들이며 이 내용들이 모여 우리의 인식 프레임을 구성하게
된다고까지 보았다. 여기서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
물’로서 정치인들이 생산해내는 정책은 단순한 이슈가 아닌 이와 같은 프레임 간의 가치 투쟁
의 산물로 보았던 것이다(안병진 2006, 269-274). 정치인들에게 있어 위와 같은 프레임은 그들
이 표출하는 공적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들이 나타내는 언어는 흔히 현실에서 그들이 보
이는 모습과는 달리 모종의 공공성이나 고원한 가치를 표상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그들의 내
심에 권력이나 명예나 자기 현시를 향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흔히 정치인
들의 언어가 어떠한 가치프레임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고 본다. 그러하기에 현
실정치의 혼란 속에서도 진정성 있는 정치리더는 자신의 가치를 충실히 따르며 그 가치를 최
대로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반면에 진정성이 없는 정치리더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
신의 참된 가치로부터 기꺼이 이탈한다.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 참모였던 리처드 위슬린
는 면이다. 둘째, 대통령의 내부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료를 규합하고 그들의 행동을 효과적
으로 조직화하는 대통령의 조직능력이다. 셋째와 넷째는 국민을 위한 정치의 비전에 얼마나 부응했느
냐 하는 정치력, 즉 정치운영자로서의 대통령이다. 다섯째는 대통령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조언과 정보
를 어떻게 인지하고 처리하는가에 대한 인식 스타일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Max
Weber)가 얘기한 “영혼을 확고하게 길들이기”라고나 할까, 대통령이 자기의 정서를 관리함으로써 리
더십을 잃지 않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기를 관리해 나가는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에 관한
것이다(Fred I. Greenstein 200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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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Wirthlin)이 발견한 것처럼 정치에 있어서 가치의 진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가치의 진

정성을 포기할 때 정치리더는 자신이 대중으로부터 얻었던 신뢰의 기본인 가치를 포기하고 결
국 정치적 타협에 순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치영역에서 가치의 차이와 다양성은 동시대를 바라보는 정치적 시각의 차이와
함께 정책생산의 차이를 가져오는 근원적 요소로 작용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뉴스태트
(Neustadt 1990)는 민주적 대통령제 사회에서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즉 대통령의 레토릭(presidential rhetoric) 하나하나가 곧 공동체의 비전과 정
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구성원의 삶에 구체적인 유무형의 흔적을 남긴다고 보았던
것이다. 대통령의 레토릭은 실제 여러 가지 장르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대통령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형태의 수사학을 사용하게 된다. 대통령의 수사학은 수사적 상황, 위기,
청중, 사회 분위기, 혹은 텍스트 상호간에 등장한다.
캠벨과 제미슨(Campbell & Jamieson 1990, 6)은 취임사, 이임사, 국회연설, 탄핵, 사면, 의회
인준 거부, 전쟁 선포 등 각기 상황에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나타내는 공적 담론
(public discourse)으로서 대통령의 레토릭은 하나의 독립적 장르라고 규정하였다.2) 이는 대통

령 역할의 독특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연설문 중에서도 사면, 전쟁선포, 의회인준 거부 등은
대통령의 레토릭을 통해 효력을 얻는 정책집행의 영역에 가깝다. 반면 취임사와 신년연설은
국가의 정책방향이자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최고 리더의 언어이며 시대와 역사의식
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피력하는 복합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대중들은 대통령의 레토릭을 통
해 정치리더로서 그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러한 배경이 되는 국가의 정체성과 시대의 핵심적
가치 프레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통령의 레토릭을 분석하는 것은 그 시대의 상
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은 대중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및 진정성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신년국정연설은 정책 통수권자의 가치프레임의 차이에 따
른 정책의제 설정을 적절히 가늠할 수 있고 대통령의 다양한 레토릭 중에서도 차별성을 갖는
텍스트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년차 신년 국정연설을 비교 분석함으
로써 대통령의 개인적 가치프레임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의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2) 캠벨과 재미슨(Campbell & Jamieson)은 선거 캠페인과 대통령 통치에서 재현되는 수사적 상황을 바탕
으로 대통령 연설의 8가지 장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8가지 장르는 취임사, 정책
연설, 의회연설, 국가기념연설, 거부권연설, 전쟁연설, 탄핵방어연설, 퇴임연설 등으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대통령들이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목적에 맞게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수사전략을
활용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Campbell, K.K., K.H.Jamieson, 1990, Deeds done in
words: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genres of goverance.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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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레토릭 자체의 다양한 은유를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상징 이미지들을 어떻게 조작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대국민 설득을 시도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 두 대통령의
연설문을 주요 텍스트로 선정하여 비교연구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두 대통령의 뚜렷한 정치적
가치프레임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가치프레임은 정치현상의 ‘변화에 대한 태
도와 가치’를 말한다(이현출 2005). 흔히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보수 대 진보의 이
념적 갈등은 사회변화의 방향, 깊이, 속도, 방법에 따라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갖고 있다.3) 즉,
보수와 진보는 재산권과 인권, 자유와 평등, 환경, 전쟁,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등의 주요 가치
에 대해서도 다른 선호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가치 프레임은 특정 정책대안을 형
성하게 되고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등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가치프레임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지를 비평적 담화분석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의 검토
정치언어는 정치인이 권력을 획득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각종 언어형식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몰아붙여야 하고 대중에게 진실
을 의식적으로 왜곡 조종하여 전달해야 한다. 설령 현실에서 그것이 왜곡되거나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고수해나간다. 여기에 정치언어의 특성이
들어 있다고 하겠다(김준영 2003, 336).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정치언어와 관련된 연구 중 가장
중요한 분석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로부터 시작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이전에 수
사학(rhetoric)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흔히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 측면으로 평가되었다. 실제
수사학은 어떤 뚜렷한 실체를 갖고 있지 않은 허풍이라든가 공허한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도 한다. 즉, 대부분의 정치 연설에서는 공허한 은유를 남발하는 장식적인 용어라는 말로 수사
학을 이해하곤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수사학은 소피스트(Sophist) 방식의 언어학적 특성
에서 기인한다. 일찍이 플라톤(Plato)가 ‘나쁜 수사학’으로 명명하면서 모순적인 여론과 비현실
3) 김호기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민주화 이후 복합구도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은 ‘제도정치 대(對) 생활정
치', ' 대의정치 대 참여정치’, ‘계급정치 대 위험정치’, ‘권위정치 대 인정정치’, 아날로그 정치 대 디지
털 정치’, ‘욕망의 정치 대 가치의 정치’로 복합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강화되면서 한편에서 경쟁의 원리가 욕망의 정치를 부추기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쟁의 원리
가 욕망의 정치를 확대시키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맞서려는 가치의 정치 또한 증대되는 경향이 중
첩되고 있다고 보았다(김호기 2009, 212-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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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은유에 근거하고 진리를 배제하는 공적담론의 적으로 비판받은 수사학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은 이러한 소피스트 수사학과 플라톤의 수사학에 대한 비판의 한
가운데에서 수사학의 논리성을 중시하면서도 인간의 지적인 감수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소피스트들이 파토스(pathos)를 중심으로 소구하여 사실을 왜곡시키려는 경향에 대한 반
박으로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를 주장하고 말의 기술이 아니라 설득의 방
법들을 발견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능력들을 발견하려 하였다. 즉,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le)은 지나친 말의 기술에 의존하는 수사학에 철학과 개념을 부여하여 참된 진리를 표

현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으로 집대성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은 이러한 시대상황과 수사학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당
시 폴리스에서 행해졌던 수사학적 연설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 정치연설, 법정연설, 식
장연설이 그것인데 이 가운데 정치연설은 화자가 가진 미래의 비전과 이에 대한 청중의 미래
행동 변화를 꾀하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 담겨있다고 보았다(Aristotle, 1999).4) 첫 번째는 제
의적(epideitic)장르로서 공동체의 통합을 유도하고 확인하기 위한 장르이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주로 어떤 대상의 미덕이나 악덕을 칭찬, 비난함으로서 공통의 가치관을 확인하는
데서 나온다. 두 번째 사법적(forensic)장르로서 공동체의 규율을 깬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잘잘못을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릴 때 활용되는 장르이다. 세 번째는 심의적(deliberative)장
르로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공동체에 이롭고 해로움을 주로 논의하는 장르
이다. 정치인들이 정책적 소재를 다루는 데 주로 사용되어 ‘정치적 장르’라고도 한다.
위의 세 가지 장르는 시간의 과거-현재-미래를 각각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사법적 장르는 주
로 과거에 벌어진 일의 진위와 유ㆍ무죄 여부를 추궁하는 데 집중하며 심의적 장르는 아직 오
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논의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에 비해 제의적 장르는 현
재에 주목한다.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시점으로서의 현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현
재’에 초점을 맞춰 어떤 대상의 가치를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로티(Rorty, 1996, 4)의 분석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은 제의적 장르가 다른 장르에 비해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교
육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또한 무엇인가를 칭송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미래 상황에 대
한 설득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심의적 장르와 일부 기능이 겹친다고 평가했다. 제의적 장르
의 특성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이 주목한 것은 ‘현재’라는 시간과 청중이 가진 기본적
태도이다. 그는 어떤 대상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언어를 쓸 때에는 현재 존재하는 어떤 특성
에 대한 청중들의 공감을 얻어내야 하므로 현재적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속성 중 지시화행(Direktive)의 속성을 갖고 있다
고 하겠다. 지시화행의 명제내용은 청자가 미래의 행동을 실현하는 것이 된다. 정치언어의 명제내용
역시 청중의 미래행동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현안으로서의 명제내용이고 장차 청중에 의해서 실현
되어야 하는 행동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언어에는 호소적 성격이 들어가게 된다(김준영
2003, 336 참조).

76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0집 1호

고전시대와 달리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과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수사
학의 영향력이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었고 가히 레토릭의 폭주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러하기에
현대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전사회적으로 대통령의 레토릭은 자연인으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잠재력을 갖고 확대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안은 다르지만 늘 전 국민
이 듣고 있다는 점과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레토릭은 매
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정책의 전달과 수행 이외에도 국민을 통합시키고 시대적 좌표를 제시
하는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레토릭은 언어가 가진 상징적 의미가 사회적 현상과 연결되고 새
로운 프레임으로 전환된다는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정치인으
로서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 공적인 시스템을 대변하는 공인으로 간주되고 대통
령 레토릭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치 사회적 현상의 이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박성
희 2009, 196).
대통령의 레토릭은 대통령제의 독특한 산물이자 정치적 전통의 반영이다. 특히 건국과 함께
대통령제를 국가적 지배의 형태로 유지해온 미국은 유럽의 왕정이나 귀족주의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통한 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해왔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상
을 대통령제를 통해 구현해 왔다. 20세기에 진입하면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레토릭과 그 영
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윌슨과 루즈벨트의 대중
연설들을 시발점으로 공통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에서 나온다는 견해와 대통령은 적절
한 상징 조작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의해 권력을 획득ㆍ유지ㆍ강화하게 된다는 생각들
을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인 뉴스태트(Neustadt 1990)는 대통령이 갖는 권력이 주로 설
득하는 레토릭의 힘에 있다고 분석했으며 대통령의 레토릭이 현대의 대통령들에게 가장 중요
한 권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돌시(Dorsey 2002) 또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수사학적 리더십(rhetorical leadership)’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정치 리더와 수사학의 불가분의 관계를 전제로 연구
하였다. 수사학적 대통령제의 의미는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선거의 제도화에 따
라 정치리더들이 사회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더욱 용이해짐으로서 나타난 주요한 현
상을 표현한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미
지를 창조하고 이슈들을 정의하며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하였다(김
명기 2002, 7). 매드허스트(Medhurst 1992)는 수사학이 정책의 본질이 아닌 소통을 다룬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서 수사학을 분리하는 것은 곧 논의의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고 보았다. 정치사회학자 에델만(Edelman 1988, 104)은 “정치적인 언어는 곧 정치적인 현실”이
라며 현실을 구성하는 언어의 사회성에 주목했고 루즈벨트 대통령에서 클린턴 대통령까지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분석한 그린슈타인(Greenstein 2000, 195)은 소통의 스타일이 리더십
의 관계에 주목, “효과적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직결되어 있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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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트(Hart 1997, 114-125)는 1945년부터 1985년까지 대통령의 말을 분석, 수사학적 상황뿐
만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역할에서 나오는 고유한 수사학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가 지
적한 대통령 수사학의 특징은 인간성(humanity), 실용성(practicality), 신중함(caution)에 있었다.
이러한 분류 속에서 추출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며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역설하
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캠벨과 제미슨(Campbell & Jamieson 2008, 6)은 대통령의 말이 행정부
권력이 나오는 하나의 원천이며 언제 어디서나 다수의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자 미디
어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에서 대통령 레토릭에 대한 연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몇몇의 성과물들이
있었다.5) 하지만 대부분이 선거 캠페인 과정과 TV 토론에 집중되어 있었고 대통령 후보자의
수사학에 대한 연구는 거의 미비하였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수사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
한 형편이었으나 몇몇 선구적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대통령 수사학에 대한 연구
가 촉진되고 있다. 윤희중(1982)은 신문에 나타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였
는데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내용을 분석하면서 각각 다른 일간지들이 어떻게 보도하였는
지를 분석하였다. 김은주(1986)는 루블(Rouble)의 수사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수사체계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박정희 정부의 이념적 특성을 밝혀내기 위한 시도였다. 즉, 박
정희 대통령의 담화문들에 나타난 이념의 특성을 ‘개인주의, 유토피아, 권위의 정당화 등으로
분석하였다. 김광웅(1993)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영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타난 이념과 정책적 정향을 분석해 내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각각의 취임사가 예
외 없이 시대상황을 설명하고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현안의 타결과 발전적 미래의 건설을 위해
국민화합을 역설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념적으로도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 정부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집권에 대한 합
리화를 통해 감성적 표현을 매우 높은 수위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상철(1998)은 김영삼 대통령의 레토릭을 장르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대통령
의 각 연설을 몇 개의 장르로 분류하여 각 장르의 특성들을 분석해보는 시도를 하였으나 연구
대상이 김영삼 대통령 일인에 머물러 종합적인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연구 대상의 한정으로 인
해 아쉬움이 남았다. 이영탁(2000)은 역대 대통령의 업적 평가를 위해 취임사에 나타난 대통령
의 공약을 분석하여 대통령 업적 평가의 기준으로 연구하였다. 이원표(2000)도 대통령 취임사
분석을 통해 담화가 가진 이데올로기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 분석에서 수
사구조와 담화의 민주화를 알아내고자 했는데 장르비평을 바탕으로 대통령 취임사를 장르로

5) 한국에서 대통령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권력과 통치, 권위와 민주주의 등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관
심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대통령 수사학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과 연구가 시
작된 것은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부터라 할 수 있으며 미디어의 발달과 정보화의 확산을 통해 이에
관한 연구와 분석이 증가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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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취임사의 수사구조를 ‘친화관계 정립, 위임식의 성격규정, 대통령 정체성 구축, 협력
요청, 신화 전달, 새로운 도전 및 과제 도출, 정책 제시, 격려, 마무리 등’ 총 9가지로 분류해
내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수사구조의 분석틀을 지나치게 단순화, 형식화하여 제시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명기(2002)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취임사를 분석하여 각 취임사가 지닌
공통적 수사의 틀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각각의 취임사가 가진 가치들을 분석하였다.
각 가치관들을 전제적, 제시적, 정책적, 최상위 가치관으로 분류하여 각 취임사에 있어서의 가
치관 구성방식과 그 차이점을 서술하였다. 성미경(2003)은 전두환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
까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발표했던 담화문을 르불의 분석틀을 이용하
여 연설문에 내재한 수사적 기법과 이념, 그리고 그것을 통한 프로파간다의 과정을 연구하였
다. 그 결과 각 대통령들의 담화문에 사용된 수사적 기법에는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욱 많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대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은 추상적이지만 연설문에서도 큰 차이
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귀혜(2007)는 한국 대통령들이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대국민 메시
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대통령 중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선
정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 대통령들은 위기상황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의 세 가지
유형의 설득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이중에서 특히 파토스적 설득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귀혜 외(2008)는 대통령 수사학 연구들이 메시지 자체보다는 그것을 상징적 도구로
한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권력구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수사학에서
이념적 의미가 아닌 개인의 언어적 스타일, 내용보다는 언어의 형태적 특징과 정책보다는 대
통령 개인의 성격과 심리를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탄핵시기 노무현 대
통령이 사용한 수사적 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수사의 형태소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원표(2007)는 한국 정치 수사의 전환점을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로 보고 ‘상호작용적 사회
언어학’에서 도출된 ‘관여’의 방식이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수사적 관여전략들이 한국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관련
하여 언어학적으로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박동천(2008)은 박정희 대통
령의 레토릭이 그의 권력행사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나아가 한국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인
지 그 관련성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통해서 자신이 독점적
으로 만들어 낸 레토릭의 의미를 감수성 위축, 정치적 문법의 균열, 위기 프레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창수(2008)는 페어클로프(Fairclough)의 ‘비평담화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개인적 정체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무현 대
통령이 2007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행하였던 연설문을 대상으로 평가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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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패턴을 분석하였고 북한, 미국, 보수언론과 야당, 국민과 자기 자신에게 어떤 태도와 정체성
을 표출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박성희(2009)는 대통령 취임 연설이 가진 제의적 특성의 수사
를 분석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사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수사 분석기법의 하나인 단어분석으로 연구결과 오바마의 취임사는 ‘우리’를 핵심
주어로 사용해 청중과 화자의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인종과 종교와 이념의 경계를 넘는 어휘
의 선택으로 청중들을 ‘통합’하는 수사를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 이론적 배경 : 비평적 담화분석
비평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는 “언어사용”으로 정의되는 담화자체가
사회와 상호형성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진 여러 가지 믿음의 표현이나 구
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담화
의 한 형태인 대통령의 연설도 필연적으로 그 사회에 존재하는 특정한 믿음이나 가치들을 표
현할 수 있는 것이다(이원표 2005, 192). 비평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에는 여러
갈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페어클로프(Fairclough 1992, 1995a, 1995b, 2003; Chouliaraki &
Fairclough 1999)가 제안하고 발전시킨 분석법을 기본 틀로 삼고자 한다. 페어클로프
(Fairclough)의 비평담화분석은 할리데이(Halliday)의 체계기능문법(Halliday & Matthiessen
2004)에 기초하여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언어ㆍ담화와 사회의 권력구조 및 이데올로

기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밝혀내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담화분석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평담화분석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학자 중의 한명인 반 다이크(Van Dijk 2001, 354)는 비평
담화분석을 ‘사회 정치적 컨텍스트에서 텍스트 및 담화에 의하여 사회 권력의 남용, 지배, 불평
등이 활성화되고 재생산되며 항거되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 비슷한 측면에서
패어클로프(Fairclough 1995a, 132)는 비평담화 분석을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 속에
서의 담화의 역할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목적 하에 이뤄지는 비평담화분
석은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에 따라 몇 갈래로 나뉜다. 비평적 미디어 담화 분석 분야에서
잘 알려진 반 다이크(Van Dijk 1988, 2001)의 사회인지적 모델, 워닥(Wodak, 1995)의 담화사회
분석학적 모델, 할리데이(Halliday)의 체계기능문법에 기초한 페어클로프(Fairclough)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페어클로프(Fairclough 1992, 63-64)는 구어와 문어 텍스트를 모두 포함하는
담화를 ‘사회적 행위의 한 형태(a form of social practice)’로 정의한다. 이런 담화는 다른 형태
의 사회적 행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회구조를 형성한다. 동시에 담화는 이런 사회 구조
에 의하여 구조가 제한되는 변증법적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담화는 세계를 표현
(representing)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의미(signifying)하며 세계를 구성(constituting)하고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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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constructing)한다. 담화와 사회구조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페어클로프(Fairclough)는
비평담화분석 방법으로 3단계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Fairclough 1989, chapter 5, 6; 1992,
62-100; 1995a 96-98; 1995b 53-68). 그에 따르면 특정 담화(discursive practice)는 ① 언어텍스트
(language text), ② 텍스트의 생성과 해석을 의미하는 담화 행위(discourse practice), ③ 사회문

화행위(sociocultural practice)등 3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담화분석방법은 ①
텍스트에 대한 언어적 기술, ② 담화 행위와 텍스트 간의 관계 해석, ③ 담화 활동과 사회 과정
간의 관계 설명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여기서 특징은 텍스트와 사회문화행위(또는 사회 과정)
간의 관계가 담화 행위에 의하여 중재된다는 점이다(이창수 2008, 143-145 재인용).
페어클로프(Fairclough)의 비평담화분석 1단계인 텍스트 분석은 할리데이(Halliday 2004)의
체계기능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에 기초한다. 할리데이(Halliday)는 ‘상황 컨텍스트’
를 ‘텍스트가 전개되고 해석되어지는’ 환경이라고 정의한다(Halliday & Hasan 1989, 5). 이런
상황 컨텍스트는 크게 참여자들이 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필드(Field), 담화 참여자간 관계를
뜻하는 테너(Tenor)와 담화의 수행되는 방법과 텍스트 조직을 의미하는 모드(Mode)로 구성되
어 있다(Halliday & Hasan 1989, 12). 이러한 담화의 3요소는 언어의미 차원에서 경험적
(experiential) 또는 대인적(interpersonal), 텍스트적(textual) 기능이나 의미를 활성화시킨다
(Halliday & Hasan 1989, 25). 이러한 3대 요소는 다시 텍스트 차원에서 어휘 문법적 요소에

의하여 구현된다. 각 언어적 기능과 연결된 어휘문법 요소들을 살펴보면 경험적 의미를 텍스
트에 구현하는 어휘문법 요소들로는 동사성(transitivity)및 절의 상호의존적 관계(taxis), 대인간
의미를 구현하는 요소는 서법(mood), 양상(modality), 평가어(appraisal), 텍스트적 의미를 구현
하는 요소는 주제구조(thematic structure)와 결속 요소(cohesive device) 등이 있다. 평가어
(appraisal)란 텍스트 안에서 협상되어지는 태도(attitudes) 및 그에 관여된 감정의 강도(strength)

와 연관이 있다(Martin & Rose 2003, 22).
1단계가 위와 같이 키워드와 구조를 통해 함축하고 있는 담화내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라면 2단계에서는 텍스트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도적 측면이 영향을 주며
또 다른 담화행위의 다양한 변화요소와 내용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적 연설이 생산되고 활용되는 시기에 그런 담화의 상황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규범의 영향에
의하여 제어된다. 이런 규범에는 언어 차원에서 격식체/비격식체 언어 사용을 분석하고 장르의
특성에 맞는 담화 언어의 사용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며 담화행위에 있어서도 호칭개념, 여
러 가지 내용과 연관된 담화행위특성, 폄하하기의 주요 대상, 권위의 확산과 특징 등 해당 담화
가 가지는 공적 화행으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 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페어클로프(Fairclough 2003, 160)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텍스트가 만
들어진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요소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인
간의 담화행위는 개인의 정체성(personal identitity)의 범주로서 이러한 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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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dentitity)과 개인이 가진 성격(personality)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페어클로프
(Fairclough)에 따르면 개인은 누구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그 영향에 따라 특정한 사

회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로써 개인적 스타일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한다.
페어클로프(Fairclough 1993; 1995)는 장르와 한 텍스트에서의 담론 그리고 헤게모니, 곧 한
사회의 정치적, 이념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패권과 지배의 조합 개념과 접목시킨다. 개개의 모
든 담화 사건에 세 가지 차원들이 부가된다. 그것은 동시에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도 포함하는
텍스트, 담화적 실제 그리고 사회적 실제이다. 분석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수행된다. 텍스트의
차원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분석된다. 형식 대신 페어클로프(Fairclough)는 텍스트나 담화의 구
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용과 형식의 접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내용은 항상 특정 형식
을 거쳐서 실현되며 다양한 내용들은 다양한 형식들을 포함하며 형식은 내용의 일부이다
(Fairclough 1992b, 193). 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에서 페어클로프(Fairclough)는 음운론, 문법,

어휘, 의미론뿐만 아니라 응결성과 ‘말차례’처럼 문장을 넘어서는 텍스트 조직도 고려한다. 담
화적 실제의 차원은 텍스트와 사회적 실제 사이의 연결성분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사회적 실
제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 사회적 실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다른 한편으로 텍스트의 차
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텍스트 생산과 텍스트 이해의 사회인지적 국면이다. 즉, 텍스트 생산
은 이른바 텍스트에 흔적을 남기고 해석은 텍스트의 요소들을 거쳐 수행된다. 담화적 실제의
분석은 이로써 상호작용 참여자들이 텍스트를 어떻게 생산하고 해석하는 가를 정확하게 설명
하는 일뿐 아니라 담화적 사건과 담화질서의 관계, 즉 상호담화성의 문제도 포함한다
(Fairclough 1993, 136).

페어클로프(Fairclough)는 역사적, 사회적 요소들을 함께 포함하여 텍스트 분석의 상호텍스
트적, 상호담화적 성분을 연결한다. 상호담화성은 페어클로프(Fairclough)에 따르면 텍스트 분
석에서는 텍스트와 콘텍스트 사이의 가교 기능을 한다. 즉, 담화질서 안에서 장르와 담론의 목
록들이 텍스트생산과 텍스트 해석을 위해 어떻게 이용되느냐는 것이다(Fairclough 1995, 61).
장르와 담화가 조합되는 방식, 곧 텍스트들이 마지막으로 생산되고 해석되는 방식은 사회적
맥락에 좌우된다. 즉,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의 견고한 조직구조는 장르와 담론을 규약적ㆍ규범
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규약을 고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텍스트는 예컨대 사회적 관계
들이 불안정한 경우에 의미론적으로 더 동질적이다. 담화사건의 세 번째 차원의 분석, 곧 사회
적 실제의 분석은 사회조직의 다양한 층위들, 곧 상황, 제도적 맥락, 또 다른 사회적 또는 사회
전체적인 맥락 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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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과 연구문제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 대통령의 집권 1년째 신년국정연설을 분석함으로써 두 대통령의 정책기조
가 어떤 가치프레임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페어클로프(Fairclough, 1992b,
212)는 담화분석에 텍스트의 차원을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연구가 텍스트 분석에 올바로 주목

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에 본 연구의 텍스트는 공식 배포된 두 대통령의 집권 1년차
신년 국정연설 전문(全文)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설문들은 공통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동안
펼쳐 갈 국정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의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연설문내
에 함축된 정치리더의 가치프레임을 분석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을 가진 대통
령의 ‘국정연설’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어(appraisal)로서 핵심단어들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함축된 수사전략 및 문법적 기여들을 탐구해 볼 것이다. 화자의 단어 선택은
수사학적 힘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위로서 논제를 설정하고 청중을 설득하는 힘을 가지기 때
문이다. 단어마다 고유의 개성과 역사가 있으며 청중들은 특정단어를 접함으로써 의미의 공유
를 통한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단어는 또 화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논제를 점유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선택한 단어의 선점은 이슈의 선점과도 연관되며 그러한
단어의 활용 빈도는 해당 정치인이 가진 가치 프레임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 가
치프레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 안에서 적절한 상징적 단어들을 추출하고 문맥의
상호연관성에 입각하여 분석해야 한다. 텍스트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는 상징적 단어들을 추출
해 내어 기본적인 담화내용을 분석했다면 다음으로 대중을 설득의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연설
문에 나타난 두 대통령의 담화 행위의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아울러 마
지막으로는 국정연설문의 내용에 담긴 의미들은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의 연계 없이 생
산될 수 없는 것이므로 두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이 나오게 된 시대적 상황을 분석해 보면서
해당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 두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담긴 주요한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2) 두 대통령의 담화행위는 어떤 특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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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대통령의 연설문이 생산된 사회문화적 상황은 어떠하였으며 이는 어떻게 영향을 끼쳤

는가?

Ⅳ. 텍스트 종합분석
서론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 분석할 텍스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첫해 ‘신년 국정연설문’ 이다. 이 연설문들에서 두 대통령이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문제와 ‘위기극복’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선 경제적 어려움, 이라

크 전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긴박함, 대선자금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그해의 핵심정책을 순차
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경제위기’에 대한 거론으로 시작하여 ‘시장
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에 대해 각 영역별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연설문에 언급된 내용을
기초자료로 해서 각 정책영역별로 화자의 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서 밝혔던 연구문제에
따라 페어클로프(Fairclough)의 3단계 분석방법으로 각 연설문의 키워드 분석, 연설문 생성과
담화특징에 대한 분석, 연설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설명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
고자 한다.

1. 텍스트에 나타난 키워드 분석
가치(values)는 근본적으로 평가적인 성격을 띠는 일종의 사회적 인지 체계(systems of social
cognition)로서 좋고 나쁨,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한 바탕이 되며 사회적인 지각(perception)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런 가치들은 특정한 이
념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데 가령 평등, 정의, 자유, 진리 등과 같은 것들로써 이런
가치프레임은 사람마다 독특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띠고 있다. 그러나 정치현장에서 표출되는
가치 프레임이 담화를 통해 나타날 때에는 모호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뚜렷이 표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텍스트가 되고 있는 두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단어를 통한
가치 프레임의 차이가 표출되고 있다. 여기서는 총 일곱 가지 분야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
여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두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경제의 위기’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표현의 강
약에 해당하는 ‘매우’, ‘많은’, ‘난관’, ‘적지 않은’ 등의 수량적 강조어(intensifier)를 첨가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부정적 상황을 겪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행위주체(agent)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국민모두’라는 집단적 개념
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후 맥락을 보면 노 전 대통령과 정권이 함께 해 왔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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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기인식 프레임
신년연설

텍스트

평가어

노무현
(2004.1.14)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한 해였
습니다.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밝은 희망
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
데서도 우리가 이룬 성과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많은,
난관, 밝은 희망, 나아
가고, 적지 않습니다.

이명박
(2009.1.2)

위기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합니다.

머뭇거려서는, 대안
없이, 머물 때가 아니
라, 적극, 모아야 합니
다.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언론의 비판을 감안한 듯 ‘성과가 적지 않습니
다’ 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과 정부의 노력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
우에는 단언적 화행(assertion)이 두드러지는데 ‘머뭇거려서는…할 수 없습니다’, ‘머물 때가 아
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합니다’ 등의 단언적 술어를 통해 강력한 행동지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위주체가(대통령 및 정부행위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피행위자들이
‘대안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신년목표 프레임
신년연설

텍스트

평가어

노무현
(2004.1.14)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이기도 합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최고의, 가장, 최우선,
소득분배, 두겠습니다.

이명박
(2009.1.2)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
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국민
여러분의 열망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박
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하루라도, 빨리,
더욱 박차를, 그렇게
했습니다.

신년 목표의 설정 및 성취과정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두 대통령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일자리’의 의미를 ‘복지와 분배, 정책’과 동일시하는 ‘은유’전략을
통해 자신의 가치정향인 ‘분배’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을 자신 또한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위에
서도 나타난 것처럼 행위주체인 ‘이명박 정부’와 피행위주체인 ‘국회’를 분리하고 ‘국민의 열
망’을 ‘행위자의 편’에 속하는 것으로 표현하여 행위주체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암시적으로 전
달하고 있다. 이러한 ‘편 가르기 전략’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포함한 행위주체가 국
회의 방해만 없다면 ‘더욱 박차를’ 가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명시적으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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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③ 경제관련 프레임
신년연설

텍스트

평가어

노무현
(2004.1.14)

경기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서민의 피부에 직접 닿도
록 하는 것입니다. 고용효과가 크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서비스 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
다.

직접, 더욱, 물거품이
되는 일, 절대 없도록,
서민, 따뜻한 기운

이명박
(2009.1.2)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총력체
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비상경제정부체제로 나가겠
습니다.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투자확대를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서
비스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총력체제, 비상, 소홀
히 하지, 박차를

경제관련 언급은 두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한 정책기조이며 뚜렷한 가치관 차이가 드러나는
분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긍정적 바람을 가진 행위주체임을 명시하는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라는 강조어를 사용하고 ‘서민’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경제 활성화의 수혜
자가 일반서민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기’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물은유인
‘물거품’이라는 단어를 ‘절대 없도록’이라는 부정 강조어와 함께 사용함으로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가
장 필요한 상황을 과장 강조어와 위기 은유를 통해 부각시키고 있는 데 과장강조어로서 대표
적인 키워드는 ‘1분 1초도’ ‘소홀히 하지’이며 위기 은유를 통해 긴박성을 강조한 것은 ‘조기극
복’, ‘비상’, ‘총력체제’, ‘박차를’ 등이 있다. 또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도 노무현 대통
령은 ‘서민경제’와의 연계를, 이명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라는 현격한 차이를 가
진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

④ 정부에 대한 프레임
신년연설

텍스트

키워드

노무현
(2004.1.14)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
범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성실하게 대화하
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솔선수범, 성실하게, 일
잘하는, 하겠습니다, 되겠
습니다.

이명박
(2009.1.2)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대
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 법치를 바로 세워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비상, 역사적 의미, 법치,
바로 세워, 선진일류국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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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권한 대행이라는 개념을 담은 ‘사용자 역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또한 국민들에
게 보여 줄 정부의 규범으로 ‘솔선수범’, ‘성실하게’로 규정하고 행위 준거에서는 ‘일 잘하는’,
‘대화하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 수직적 행정이 아닌 수평적 행정으로서의 역할모델을 암시하

고 있다. 또한 종결어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등의 의지표출 및 약속화행을 통해 자신의
결의를 전달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우위 경쟁형 작은 정부’의 틀인 ‘비상경제
정부’로 기술하고 있다. 행정의 다양한 역할을 담지한 정부의 개념이 아닌 ‘경제’로 특화된 ‘비
상’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성격규명과 소명부여를 위해 ‘역사상 처
음’, ‘탄생한’, ‘기반을 다질 것’ 등의 최초이자 ‘신화’로서의 은유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종결어
에서도 행위자인 ‘이명박 정부’가 ‘다질 것’이므로 피행위자인 국민에 대해 선언화행을 통해
결의를 전달하는 수사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⑤ 국민에 대한 프레임
신년연설

텍스트

키워드

노무현
(2004.1.14)

가장 변화해야 할 분야로 국민들은 정치를 지목하고 있습
니다. 정치는 정치권의 노력만으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어왔습니다. 특권층
이 아닌 보통사람, 일반국민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또 한번 국민을 위한 정치로 크게
바뀔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힘, 특
권층이 아닌, 자유, 인권,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
꾸어 왔습니다.

이명박
(2009.1.2)

그 할머니는 ‘모두가 힘든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라면
서 매일 아침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고 오히려 저
를 위로했습니다.
주인할머니는 ‘각자 자기 맡은 위치에서 맡은 일이나 잘
해야 그래야 나라가 잘된다.’… 나는 이런 분들이 있는 나
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한 없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
다. 저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자기희생의 정신으로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매일 아침 나라와 대통
령을 위해 기도, 맡은 일
이나 잘해야, 이런 분들
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자기희생의 정신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행위주체를 ‘국민’으로 피행위 주체를 ‘정치권 일반과 특정인’
으로 서술하는 대립적 우위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 ‘공손화행’으로 ‘국민’을 실질
적 행위주체로 규정하는 민주적 담론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세 명의 할
머니로부터 얻은 ‘누구를 탓 하겠습니까’, ‘맡은 일이나 잘 해야’ 등의 격려와 위로가 준 감동
을 예시로 하여 ‘감정호소’ 화행을 통해 자신의 고충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하
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지난 1년 동안 행해졌던 많은 비판 여론들을 불식시키고 위기를 극복
하기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고충을 전달하며 국민들에게 자신의 삶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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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기희생’을 거듭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⑥ 교육 정책 프레임
신년연설

텍스트

키워드

노무현
(2004.1.14)

사교육비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 문제는 정말 어려운 과제
입니다.

정말 어려운, 공교육 정
상화

이명박
(2009.1.2)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은 확고합니다. 자율과 창의가 교
육현장에…, 학교와 선생님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경쟁
해야 합니다.

확고합니다, 경쟁해야합
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두 대통령의 차이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교육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정말 어려운’ 이라는 수량어로
표현하고 있다. 교육문제 해결과 지향점은 ‘공교육 정상화’로 서술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해 나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
령은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확고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등의 단언 화행이 반복되는 것에서 확인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의 핵심적
화두를 ‘경쟁’으로 제안하며 이러한 흐름은 굳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⑦ 남북관계 프레임
신년연설

텍스트

키워드

노무현
(2004.1.14)

남북관계는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습니
다. 저는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
번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
게, 진전, 저는, 흔들림없
이,

이명박
(2009.1.2)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를 읽고 우리
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를, 열어 가야합
니다, 북한도,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게 진전’, ‘흔들림 없이 추진’ 등 의미가
유사한 ‘긍정적이고 과정에 충실한 상황’을 강조하는 명시적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
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거시적으로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표방하고 있으나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부정적 행위주체’인 북한의 불변을 비판하고 그들의 변화를 암시적으로 촉구하
고 있는 표현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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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화행위의 특성 분석
정치 레토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권을 유지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국민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의 확대이다. 이러한 설득과 공감대의 형성이 용이하지 않을 시 다양한 수
사 전략을 통해 국민여론을 획득해야 하기에 정치 레토릭은 화자에 따라 매우 다른 특성을 보
일 수밖에 없다.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적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경우
에 따라서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가진 담화행위를 할 수도 있다. 담화행위를 텍
스트의 생산과 소비 과정의 다양한 요소라고 정의 했는데 부연설명하면 이는 광의적 의미에서
텍스트 생산과 소비과정의 제도적 측면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협의적 의미 차원에서 텍스트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텍스트에 가해지는 변형도 포함된다(Fairclough 1995b, 59). 또한 1단계
의 언어적 분석과 달리 담화행위 분석은 해석적이고 설명적이다(Fairclough 1995b, 61).
먼저 분석 텍스트가 담긴 연설문의 장르적 성격부터 살펴보자. 본 연설문은 기본적으로 대
중 연설문이다. 대통령이란 공직자가 한 해의 전체적 틀을 거시적으로 펼쳐 보이는 제의적 특
성을 띠고 있으며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설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연설이란 명백히 그런 담화의 상황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규범에 의하여 제어된다. 이런 규범
에는 언어 차원에서 격식체 언어를 사용하고 비속어, 감정적 언어, 상대방을 하대하는 언어 같
은 사적 담화 언어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담화행위에 있어서 호칭과 자기지
칭, 정책제시와 연관된 행위성, 비판대상의 규정, 권위표출과 힘의 행사 등이 공적 담화로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 지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1) 호칭과 자기지칭
대중을 상대로 한 국정연설에서는 ‘청자’인 국민과의 친화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한 전략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언어적 기법은 ‘청자 부르기(addressing)’와 자신
을 언급하는 ‘자기 지칭’(self-referring)이다. 우선 호칭의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
대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라는 호칭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하며 국민에 대한 ‘진정성’넘
치는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사랑하는’의 세 가
지 호칭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격식적이고 건조하게 들리는 ‘국민 여러분’과
유대감을 강조하는 ‘존경’과 ‘사랑’을 사용함으로써 친밀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느끼게 하고 있
다. 두 번째로 분석되는 자기 지칭의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공손형(polite form)의 표
현인 ‘저는, 제가’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는 주로 불법대선자금 문제로 인한 ‘송구
함’의 표현, 언론과 검찰과의 독립적 관계와 껄끄러운 상황, 향후 새로운 각오로 일을 잘 처리
해내겠다는 다짐의 표현에서 사용되었다. 오히려 이러한 자기 지칭형 대명사는 국민과 자신을
일체화 하는 ‘우리’라는 표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비공손형 일인칭 대명사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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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손형 대명사 ‘저는’을 혼재하여 전형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익숙한 담화
습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이 표출되는 자기지칭은 ‘이명박 정부’라는 공식적 조직과
자신에 대한 일체화 전략이 두드러진다.

2) 정책제시와 연관된 행위성(agency)
두 대통령이 표현하고 있는 ‘정책 제시하기’와 관련하여 행위성의 표현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추진할 사업마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특이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
한 행위자가 대통령 자신이나 자신과 동일시 한 국민들임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행의 측면에서 인칭주어를 생략하고 정책을 주어로 내세우며 이러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등의 의지천명의 발화문을 통해 약속을 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

은 자신과 자신의 정부가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명시하
면서도 국민들에게 ‘자기희생의 정신’을 요청하며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거나 자신에 대한 위
로를 바람직한 국민의 행위로 사례화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극복에
자신과 자신의 정부가 처한 고충에 대한 비판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가장 바람직한 국민의
행태는 ‘남 탓을 하는데 다 소용없고 각자 자기 맡은 위치에서 맡은 일이나 잘해야’ 하는 것으
로 부각시키고 있다.

3) 비판 대상의 규정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정권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대상을 표현
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는 정치적 반대세력(political enemy)을 통해 자신이나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시키고 우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정책제시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두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은 그대로 표출된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권력층, 특권층’,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간의 특권적 유착구조’를 정치적 반대세력으로 규정

하며 이러한 집단이 야기시키는 ‘투기’나 ‘불법과 반칙, 부패와 특권’을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시
하고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빈부의 격차와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의식
이 그대로 반영된 산물로 보인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세력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 ‘폭력이나 범죄’, ‘국회’, ‘북한’을 거론하며 비판적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반대세력에 대한 규정은 취임이후 한미 FTA문제로 촉발되었던 대규모 촛불집회
를 통해 집단적 저항을 경험하였던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피해의식이자 국민들의 집단적 참여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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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위표출과 힘의 행사
반 다이크(van Dijk 1988)에 따르면 정치리더가 어떤 행위에 대한 통제를 적용할 경우 직접
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로 나뉘는데 직접적 통제는 명령, 협박, 법, 규제, 지시 등이고 간접적
통제는 추천과 조언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 견해를 적용해보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
의 경우 ‘노사관계의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 ‘솔선수범’, ‘환골
탈태’ 등의 화행을 통해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가 병행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직접적 통
제의 범주인 ‘법과 원칙’이 중심이라기보다는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서 그러한 모범 모델을 확
산시키고자 노력하는 민주적 권위구축 방식을 고수하는 듯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호집단이었던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다. 이들의 요구가
민주사회의 정당한 참여로 평가되지 않고 기득권화된 집단으로 평가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보
수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폭력이나 범죄에 대
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 ‘법치를 바로 세워’, ‘도덕과 윤리의 강력한 의식개혁’, ‘가족의 중요
성’ 등 강력한 권위표출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프레임을 적용하면서 이를 제도화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권위주의의 표명도 앞서 언급했던 ‘촛불집회’의 경험이
연관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연설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상황분석
페어클로프(Fairclough 2003, 160)는 개인의 정체성을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 성격으로 구분
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누구나 사회적 사건이나 텍스트에 참여할 때 특정한 사회적 행위자
로서의 역할을 갖게 되며 이를 개인화함으로써 사회적 제약을 따르는 규범 안에서 개인의 스
타일을 만들어 낸다고 설명한다(Fairclough 1995b, 60). 페어클로프(Fairclough) 비평담화분석의
3단계에선 텍스트와 텍스트 생산 및 소비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을 설명한다. 여기서 ‘분

석’이라고 하지 않고 ‘설명’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이런 논의가 사회학이나 문화학에서의 논의
와 달리 선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Fairclough 1995b, 62). 즉, 어디까지나 연구의
핵심은 담화분석으로 이를 기초로 사회문화와의 연결성을 찾아본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결코 사회문화 자체를 심도 있게 분석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전제에 기초하여
위에서 분석한 담화행위가 대통령들의 연설에 등장하게 된 사회문화적 환경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두 대통령이 신년국정연설을 발표하던 시점에 있
었던 사회문화적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당시 언론의 정세프레임이 어떠했는지를 기사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두 대통령
이 영향을 받았던 사회적 상황이 단순히 이슈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만은 아니기에
국정연설에 담긴 가치프레임을 잉글하트(Inglehart 1990)의 가치관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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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았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신년국정연설을 행한 시기에 한국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었다. 국외적으로 북-미의 대립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이라크
전 파병, 한-미 군사관계의 재정립 등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양측으로부터 끊임없
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특히 취임이후 측근들의 잇따른 비
리와 부적절한 발언 논란 등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과 리더십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
다. 이런 정치상황에서 2004년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
란까지 겹쳐 어떤 개혁도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국민과 더불어 개혁을 주도해야 할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이 지난해 보여준 행태는 실
망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며 참여정부를 출범시켰지
만, 분명한 개혁정책을 펴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오히려 대내외 주요 사안에서 보수성향
을 드러내거나 공약을 뒤집어 정체성 자체를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측근들의 잇따른 비리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과 지도력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한겨
레신문 04/01/01, 3).
나라와 국민 앞의 현실은 가시밭 지뢰밭이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경제와 민생
을 순항궤도에 올려놓기에는 불안요인이 널려 있고 악순환을 타개할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 및 협력관계의 변질 등 안보 외교 상황의 긴장도 걷히지 않
고 오히려 부담 증대가 우려된다. 이런 난제들에 총력 대응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무능할
뿐 아니라 도덕성 상실로 리더십을 잃은 가운데 갈등과 대립만 증폭시키고 있다(동아일보
04/01/01, 2).

2)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2009년 1월 다른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보다 보름 일찍 발표된 본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위기’라는 단어를 29번이나 사용하였다. 이러한 위기의식의 강조는 집권 초기 한-미 FTA 협

상에서 소고기 문제와 관련된 전 국민적 촛불집회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양상이다. 실제 경제
위기 극복의 이면에 검찰과 언론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좌파 청산’이라는
편가르기 전략에 대한 비판,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부족과 밀어붙이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단절과 일방적 국정운영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소외감이 확산되어 대통령의 소통적 리더십이 끊임없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남북관계에 있어
서도 북한의 태도변화라는 일반적 기조만 되풀이하여 상호간의 불신이 팽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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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로 오만해진 권력은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를 읽지도 못했다. '강부자' 인사파동
과 쇠고기 졸속협상, 종교편향 논란 등 잇단 국정난맥으로 집권 첫해부터 지지율 급락에 봉
착했다. 촛불집회는 그런 정권에 일대 경종을 울린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위기를 변화와 개
혁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신공안 정국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경향신문 09/01/01, 35).
대통령이 제시한 희망 섞인 목표들은 차가운 어둠 속을 헤매는 국민에게 정신적 위안은
될지 모른다. 하지만 현장에 적응하는 생명력을 가진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양)에 지나지 않는다. 4대 강 살리기를 통한 28만 개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산업 육성 계획도 구체적이고 치밀한 프로그램과 실행력이 담보돼야
만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동아일보 09/01/0, 27).

<표 1>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 프레임
항목

탈물질
적
가치

물질적
가치

분류

노무현(2004.1.14)

이명박(2009.1.2)

아이디어가 중시

지식산업, 인재양성

X

평등ㆍ분배

균형발전, 소득분배, 임금격차
줄이기

X

환경개선

환경오염을 방지

녹색성장, 녹색뉴딜

정책 국민참여확대

국민의 힘으로

자기희생

언론자유보장

정치권력, 언론 특권 유착 해체

언론도 도덕개혁에 적극

인간적인 사회

일반국민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확대, 국민모두가
풍요로운 삶, 투명하고 공정한,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높은 경제성장

2만 달러시대

범죄소탕ㆍ방위력증강

X

폭력이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단호히 처리

사회의 질서유지

불법과 반칙, 부패와 특권의
유착구조를 끊기 위한 진통,
당정분리, 검찰권 독립

도덕과 윤리, 강력한
의식개혁, 법치, 인성교육,
가족

시장 안정화

부동산 안정, 전세값 안정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시장에 돈이 돌게,
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물가ㆍ인플레

X

기준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렸습니다. 불법추심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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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주요 정책, 사회문화, 정치적 이슈 등에서 지속적인 가치프레임의 충돌
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누군가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혹은 후기산업사회의 가치와 산업사회
가치의 충돌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의 차이가 우리사
회에서도 본격화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해방이후 한국사회내부에 끊임없이 전개되어왔던
이념갈등이 이제 세대의 특성과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여 이전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6) 이러한 가치프레임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적 색채를 가진 두 대통령의 집권 1년차 신년국정연설을 분석 텍스트로 선택하
였다. 그리고 두 정치리더의 가치관의 차이가 어떻게 담화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페어클로프
(Fairclough)의 ‘비평적 담화분석’이라는 이론 틀 속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첫째, 노무현 대

통령의 경우에는 적극적 공손어법과 부정적 수량어를 통해 현실적 어려움과 이 속에서도 노력
하는 자신의 소신을 매우 조심스럽게 부각시키려 한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위기인식에서부터
이를 극복하는 정책제시까지 단언적 지시화행을 통해 강력한 행동촉구를 반복하며 자신의 권
위를 내보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목표에 대한 핵심가치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데 두 대통령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라고 보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와 소득분배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투자확대 및 감세, 시장의존의 목표 가치를 핵심으로 표출하고 있다.
셋째, 국민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났듯이 ‘같은 편과 다른 편’이라는 확실한 분류가 두 대
통령에게는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같은 편ㆍ다른 편’ 이라는 분류는 흔히 긍정적 자기제
시(positive self-presentation)와 부정적 타인제시(other negative-presentation)로 개념화되는데 이
는 화자에게 있어 자신에게 동조하는 ‘같은 편’ 행위자는 좋은 행위자로서 긍정적으로, 자신에
게 동조하지 않는 ‘다른 편’ 행위자는 나쁜 행위자로 기술하는 전략이다(Oktar 2001). 이 분류
기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편으로 국민, 구체적으로는 서민을 반대편으로는 특권층을 지
칭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안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국회, 북한 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비판적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참여문화를 반대편이자 나쁜 행위자로
자신을 위로하는 국민들은 같은 편으로 일체화하는 관점이다.
넷째, 두 대통령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통합의 기제에서도 매우 다
른 가치관이 드러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법과 원칙, 솔선수범, 대화 등의 민주적 통합기제
를, 이명박 대통령은 법치, 도덕과 윤리, 강력한 의식개혁, 가족의 중요성 등 전통적 권위주의

6) 최근에 나온 조기숙과 박혜윤(2008)의 연구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이 연구는 2008년 촛불집회는 물질
주의를 대변하는 정부와 탈물주의적 시민들 간의 문화적 충돌이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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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두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발표한 시점의 사회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담화의 차
이도 비교적 뚜렷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국외적으로 이라크전 파병논란, 북-미관계의 교
착, 한-미 군사관계 논쟁 등과 국내적으로는 측근들의 비리, 사적담화의 사용으로 인한 부적절
한 발언 논란, 총선 사전 선거운동 등의 논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자신의 고충과 어려움, 섭섭함
등을 절제된 공손화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촛불집회, 부자
감세, 종교편향 논란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보다는 자신과 일체화된 정부가 경제적
성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화행이나 법치에 대한 거듭된 강조는 이러한 의식에서 표출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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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ue Frame Appearing in Rhetoric of Political Leaders:
Comparison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Speeches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nd Current President Lee Myung-bak

Iem, Soon Mi
(Silla University)

Politics is about the faith on value and communication in principle, the issue of public that the political
leaders would undertake right things, the issue of faith on point of view on world of political leaders and
the issue of assimilation to the view point of the world. In addition, politics has the issue of symbolism
that the issues of political practicality and genuineness in realistic politics are unyieldingly expanded and
reproduced through different language in value and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hetorics of presidential speeches to provide the individual
value frame of presidents and interpretation on the background on era that they encountered with. In
addition, by analyzing various structures and contents of the rhetorics, the attempt is made to on how the
political symbolic images are delivered wit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ttempted to
persuade people. For this purpose, the speeches are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critical dicourse
that Fairclough applied as his analysis method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ancient rhetorics that
are handed down from the time of Aristotle. Subjects for analysis are the texts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Speeches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nd Current President Lee Myung-bak to
confirm the common points and different points of these two presidents and take a look at their value
frames and political tendencies.

Keywords: Rhetoric, Inauguration Speech of President, Fairclough, critical discourse, Roh
Moo-hyun, Lee Myung-b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