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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브라운 피격 사건에 대한 

네티즌 분노 반응 표현 연구*1)

이 성 범

[국문초록]

2014년 8월 미국 퍼거슨시에 일어난 마이클 브라운 피격 사건은 그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노 반응을 유발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

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미

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 문제가 미국 사

회의 근간을 흔들고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아킬레스의 건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권

력의 정당한 사용과 인종차별적 법집행 여부를 둘러싼 여러 관점과 이런 상이한 관점

에서 비롯된 분노 발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묵은 인종 

갈등을 재점화한 계기가 된 백인 경찰 대런 윌슨에 의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의 

피격 사건 보도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분노 반응 발화를 조사하고, 백인 경찰 옹호 관점

과 흑인 청년 옹호 관점 및 중립적 관점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표현된 발

화의 분노 충동성과 집중성 및 명시성을 분석한다. 특히 이런 분노 발화의 질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런 계량적 분석 결과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주제어: 공분, 관점, 충동성, 집중성, 명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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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피격 사건은 2014년 8월 9일 미국 미주리

(Missouri)주 퍼거슨(Ferguson)시에서 일어났다. 18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인 

브라운은 비무장 상태에서 길을 걷던 중 백인 경관인 대런 윌슨(Darren Wilson)

에게 여러 차례 총격을 받은 후 사망했다. 사건 직후 시 경찰국이 공식 대응을 

피하자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비난과 분노의 여론이 급등했다. 

뒤늦게 퍼거슨시 경찰국은 브라운으로 보이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

려다 종업원에게 적발되자 종업원을 거세게 밀치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하면서, “마이클 브라운이 편의점 강도 용의자였고, 그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범행 이후 마이클 브라운 일행과 해당 경관이 거친 몸싸움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경관의 정당방위에 무게를 두는 해명을 하

였다. 하지만 이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항복한 브라운을 경찰이 쫓아가 

총을 쐈다”는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과 다른 것이어서 “경찰이 과잉 대응 논란을 

호도하기 위해 브라운을 강도 용의자로 모는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이 

사건 후 퍼거슨시는 물론 인접한 세인트루이스(St. Louis)시 및 미국 여러 지역

에 일파만파로 대규모 시위와 파괴 행위가 번지게 되었고, 연방 정부 차원의 진

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가 빗발쳤다. 

미국내 인권 단체뿐 아니라 국제사면위원회에서도 조사단을 파견하고 공권력에 대

한 시민 불복종 운동 등 사태가 계속 악화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발표하

고 엄정한 조사를 명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24일 관할 세인트루이스 법원은 해

당 경관인 대런 윌슨을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 사건은 AP 통신이 선정한 2014년 미국

내 10대 뉴스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치열한 논쟁을 유발하였으

며 그 이후 유사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

숨은 중요하다)로 요약되는 흑인 인권과 인종 차별 및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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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의 보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발화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네티즌들의 연령이나 성별, 학력, 인종, 국적 등 사회적 변수는 고려 대상

이 아니며 발화 자체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열띤 

공개 토론이 벌어진 인터넷 YouTube에서 230개, news.yahoo.com에서 230개씩 총 

460개의 댓글(thread)을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간에 올린 글부터 수

집하고, 이 460개의 댓글에 나와 있는 확인 가능한 647개의 반응 발화들을 화자가 사

용한 발화 전략에 따라 9가지 하위 유형별로 나누고 각각의 특성들을 조사한다. 댓글 

수와 반응 발화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댓글에 하나 이상의 반응 발화가 

있는 복합적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인데, 평균적으로 하나의 댓글에 1.420개의 반응 발

화가 사용되었다. 이런 반응 발화는 다음 쪽에 나온 (1)-(3)의 예에서 보듯 다음 세 가

지 관점 A, B, C로 나눌 수 있다. 우선 A)총격을 한 경관의 행위를 옹호하고 브라운

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항의 시위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과, 이와는 반대로 B)브라운의 

행위를 옹호하고 경관의 행위를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비판하며 이어 전개된 시위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 및 C)경관이나 브라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편을 들지 않고, 이

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개탄하거나 사태의 확산을 우려하는 중립적 관점의 세 가지 

범주가 있다.  논문에서는 편의상 첫 번째 경관 옹호적 관점을 ‘관점 A’라고 칭하고, 

브라운 옹호적 관점을 ‘관점 B’라고 칭하며, 중립적 관점을 ‘관점 C’라고 칭하기로 한

다.  

첫 번째로 다음 (1)은 관점 A, 즉 백인 경관 옹호 관점에서 작성된 발화의 예이다 

((1)에 나온 예문 및 이후 모든 예문에서의 철자나 구두법, 대소문자 사용법, 띄어쓰기 

등은 원문 그대로임).

(1) 관점 A의 발화 

1. we all know that michael brown was a criminal nigger thug (우리 모두는 

마이클 브라운이 깜둥이 흉악범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Blacks rioting, looting, and protesting again. You can take the black man 

out of the jungle but you can't take the jungle out of the black man.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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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고 약탈을 하고 항의를 하고 있다. 정글에서 흑인

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흑인으로부터 정글을 끌어낼 수는 없다.)

3. The blacks need to stop acting low class and being idiots ! Any race will 

be shot by a cop if you give them cause !!!! Being shot by a cop is not 

a BLACK person thing !!! Try having some class ! (흑인들은 하층 종자

들처럼 행동하고 바보같이 구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어떠한 인종이라도 

경찰에 빌미를 제공하면 총을 맞을 것이다!!!! 경찰에게 총을 맞는 것이 흑

인 문제가 아니다 !!! 좀 품격을 가져 봐라!)

수집된 460개 댓글 중 위의 예와 같이 백인 경관을 옹호하는 관점 A의 댓글은 200

개였는데 이 댓글에서 확인된 반응 발화는 모두 273개이었다. 즉 하나의 댓글에 평균 

1.365개의 분노 반응 발화가 사용되었다. 반면에 다음 (2)는 피살된 흑인 브라운을 옹

호하는 관점 B에 속하는 발화들의 예이다.

(2) 관점 B의 발화 

1. Why the hell did that fuck up of a cop shoot an unarmed kid 7 times?!? 

Fucking America (왜 그 빌어먹을 짭새는 비무장한 아이를 일곱 번이나 

쐈단 말인가?)

2. this wasnt a "shooting" this was an execution... (이건 “총격”이 아니고 이

건 처형이었다.)

3. the killing of young black men has always been a police hobby. (젊은 흑

인을 죽이는 것은 항상 경찰의 취미였지).

위와 같은 관점 B의 발화는 총 200개의 댓글에서 모두 288개가 확인되었는데,  댓

글 하나당 1.440개의 분노 반응 표현이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흑인 브라운을 옹호하

는 관점의 댓글은 백인 경관을 옹호하는 관점의 댓글에 비해 분노 반응 표현이 평균

적으로 0.075개가 더 많았다. 이 발화들은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몇 가지 하위 유

형으로 세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 

(3)에 제시된 예문처럼 백인 경관이나 흑인 브라운 어느 쪽도 옹호하지 않는 관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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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중립적 관점의 표현들이 있다.

(3) 관점 C의 발화

1. united.... we will still stand....divided...we shall surely ALL FALL !!!!! 

(뭉치면.... 우리는 일어설 것이고.... 흩어지면 우리는 모두 망할 것이다.)

2. This world is officially mad..  (이 세상은 가히 미쳤다.)

3. America is certainly not boring ... (미국은 정말 지루하지 않아.)

이런 관점 C, 즉 중립적 관점의 댓글은 관점 A나 관점 B의 댓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었는데 총 60개가 수집되었고 이 60개의 댓글에서 86개의 분노 반응 표현이 확

인되어 댓글 당 평균 1.450의 반응 표현을 볼 수 있었다. 

II. 반응 유형

마이클 브라운 피격 사건 보도에 대해 네티즌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분노의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Brown and Levinson(1987)은 이런 표현 

유형들을 논쟁과 같은 상호 작용이 많은 담화에서 화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가

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strategy)이라고 불렀는데, 본 연구

에서 수집한 발화에서 나타난 분노 감정의 표현 전략으로는 1)매도하기, 2)욕하

기, 3)저주하기, 4)책망하기, 5)협박하기 등의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상을 비난하

거나 공격하는 전략 뿐 아니라, 6)설명하기와 7)주장하기처럼 발화자의 감정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논리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신이 옳다

고 생각하는 방향을 내세우는 전략도 있으며, 8)동정하기나 9)개탄하기와 같이 

발화자의 격앙된 감정을 그 감정을 유발한 대상이 아닌 발화자 자신의 내부 세

계로 향하게 하는 전략이 있다. 

우선 1)매도하기란 “Blacks are their own worst enemy”(흑인은 자기 자신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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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적이다)라든지 “Blacks are SEVEN TIMES more violent than all other races 

combined.(흑인들은 다른 모든 인종들을 다 합친 것보다 일곱 배는 더 폭력적이

다)”, “the police are terrorists to Black people”(경찰은 흑인들에게는 테러리스트

이다)처럼 비록 상스러운 욕이나 외설스런 어휘 등의 금기어는 사용하지 않지

만, 대상을 공격적으로 헐뜯으며 모욕하는 표현 전략이며, 2)욕하기는 “FUCK 

THE POLICE MAY THEY ALL REST IN SHIT”(경찰은 엿이나 먹고 모두 염병

에나 걸리기를)과 같이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당혹감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대

화에서는 시용하기 어려운 욕을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3)저주하기는 4)책

망하기는 “Obama has done nothing sense [sic] he's been in office”(오바마는 집권

한 이래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화처럼 문제의 상황이나 사건에 책임

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나 조직, 기관 등의 잘못을 따져 힐책하는 것을 말한

다. 5)협박하기란 “The blacks need to stop acting low class and being idiots ! Any 

race will be shot by a cop if you give them cause !!!!”(흑인들은 하층 종자들처럼 

행동하고 바보같이 구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어떠한 인종이라도 경찰에 빌미

를 제공하면 총을 맞을 것이다!!!!)와 같이 발화자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발화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 

전략은 다른 네 가지에 비해 화자의 감정을 상대적으로 격하게 전달하는 경향

이 있는데 주로 분노의 감정을 연구한 Averill(1982)에 따르면 분노를 표출하는 

두 가지 방식(style) 중 ‘분노의 표출’(anger-out)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8)동정하기는 “R I P BRO !”(형제여 편히 쉬길!)나 “Feel sorry for officer 

Wilson!”(윌슨 경관이 안 됐다!)와 같이 피해자의 처지를 위로하거나 공감과 불

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며 9)개탄하기는 “Another sad day in 

American history.”(미국 역사에 또 한번 슬픈 날)처럼 아쉽거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발화 전략은 앞에서 본 ‘분노의 표출’에 해

당하는 전략들과 달리 감정의 분출이 공격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고 발화

자의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서 Averill(1982)의 ‘분노의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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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anger-in)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6)설명하기의 예를 들면, “Blacks will always see the police as 

enemies. They commit over half of the violent crime in the country and over half of 

all black youth are on probation or in jail. Since their hobby is committing crime and 

the job of the police is to stop crime, they are going to hate cops.”(흑인들은 언제

나 경찰을 적으로 생각하려 한다. 그들은 이 나라의 폭력 범죄의 절반 이상을 

저지르고 전체 흑인 청년의 반 이상이 보호 관찰이나 수감 중에 있다. 그들의 

취미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경찰의 일은 범죄를 막는 것이므로 그들은 경

찰을 미워하게 된다)처럼 흑인들이 경찰을 증오하는 이유를 화자가 나름대로의 

논리로 풀어서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한 발화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7)주장

하기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으로서 “End 

welfare!!!”(복지제도를 끝내라!!!)라든가 “Send all the Blacks in America back to 

African so they can join their peaceful Black brothers.”(미국에 있는 모든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보내서 평화로운 흑인 형제들과 함께하도록 해라)와 같은 발화가 이

에 속한다.  6)설명하기와 7)주장하기의 발화 전략은 분노와 같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격적으로 분출하려 하거나, 발화자 자신의 마음속으로 묻어 두려고 하

는 표현 양식과는 구별되는 제3의 감정 표현 양식으로서 Spielberger et al.(1983)

이 설정한 ‘분노의 다스림’(anger-control)에 해당한다. ‘분노의 표출,’ ‘분노의 삭

임’ 및 ‘분노의 다스림,’ 이 세 가지 양식은 분노 감정 표현의 충동성

(compulsivity)과 직접 연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

저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위에서 확인한 1)매도하기부터 9)개탄하기까지

의 아홉 가지 유형의 발화 전략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각 발

화 전략 아래의 숫자는 확인된 표현의 수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전략 사용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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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관점 A 관점 B 관점 C 전체 (관점 A+B+C)

1
매도하기

120 (43.96%)
매도하기

134 (46.53%)
주장하기 

28 (32.56%)
매도하기

266 (41.11%)

2
주장하기 

45 (16.48%)
주장하기 

45 (15.63%)
설명하기

18 (20.93%)
주장하기 

118 (18.24%)

3
책망하기

41 (15.02%)
책망하기

38 (13.19%)
책망하기

14 (16.28%)
책망하기

93 (14.37%)

4
욕하기 

36 (13.19%)
욕하기 

31 (10.76%)
매도하기

12 (13.95%)
욕하기 

73 (11.28%)

5
설명하기

20 (7.33%)
개탄하기

16 (5.56%)
개탄하기

7 (8.14%)
설명하기

51 (7.88%)

6
협박하기 

4 (1.47%)
설명하기

13 (4.51%)
욕하기 

6 (6.98%)
개탄하기

25 (3.86%)

7
동정하기

3 (1.10%)

협박하기 

4 (1.39%),
저주하기

4 (1.39%)

동정하기

1 (1.16%)
협박하기 

8 (1.24%)

8

저주하기

2 (0.73%),
개탄하기

2 (0.73%)

-

협박하기 

0 (0.00%),
저주하기

0 (0.00%)

동정하기

7 (1.08%)

9 -
동정하기

3 (1.04%)
-

저주하기

6 (0.93%)

계 273 (100%) 288 (100%) 86 (100%) 647 (100%)

표 1. 관점별 발화 전략 사용

   

위 표에서 보듯 브라운 피격 사건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중 관점 A와 관점 B에서 

공히 매도하기(denouncing) 전략의 발화가 40% 이상으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관점 

A는 브라운은 물론 그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과 모욕

의 발화들이 많았고, 관점 B는 반대로 브라운을 살해한 경관과 그를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퍼거슨시 경찰국을 격렬하게 질타하거나 조롱하는 표현들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에 관점 C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전략은 주장하기(asserting)로서 매도하기의 두 

배를 넘는 32.56%가 이에 속하였다. 관점 A와 관점 B에서 단연 많이 사용된 매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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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관점 C에서는 13.95%에 불과했는데, 이는 백인 경관을 옹호하거나 흑인 청년을 

옹호하는 양 극단의 네티즌들과는 달리 중립적 관점의 화자는 자신의 댓글을 올릴 때 

누군가를 꾸짖거나 모욕하기에 앞서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자나 정부 당국 및 언

론 기관 등이 취해야 할 태도나 행동을 피력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점 A와 관점 B에서 매도하기와 주장하기의 뒤를 이어 자주 사용된 표현 전략은 

책임 소재를 놓고 감정적인 공방전을 벌이는 책망하기(accusing)와 원색적인 육두문자

를 사용하는 욕하기(swearing)의 순서였다. 관점 A에서 13,19%, 관점 B에서 10.76%

로 비교적 자주 사용된 욕하기 표현 전략이 관점 C에서는 6.98%로 덜 사용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Jay and Janschewitz(2008)의 연구에 의하면 욕하기는 일반적으

로 교육 수준이 낮고, 법이나 사회 규범에 대한 존중심이 약한 계층 및 자신이 차별을 

받거나 억압되었다고 생각되는 소수 인종의 발화에서 더 빈번하다고 한다. 그런데 관

점 A의 발화에서 욕하기의 비율이 흑인 피살자를 옹호하는 관점 B의 글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의외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누구도 자유

로울 수 없는 예민한 사안인 인종 문제의 토론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루

어진 논쟁에서는 아무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거리낌없이 욕할 수 있기 때문에 인종을 

초월해서 이처럼 욕하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자료를 수

집한 유투브나 야후 뉴스 사이트는 댓글에 대한 아무런 자체 검열이나 제약이 없다는 

점은 욕하기와 같은 감정 충만한 발화를 조장할 수 있다. Feldman et al.(2017)은 욕하

기가 여과되지 않은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서 인종이나 연령, 성별에 무관하게 욕을 많

이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은 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미국 대선의 

트럼프가 선거 유세와 SNS에서 여러 차례 비속어를 사용하여 논란이 되었지만 이 점

이 오히려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그가 솔직한 인물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욕하기는 어떤 특정 인종에 두드러진 인종특화

적 화법(race-specific speech)이 아니며 특히 인터넷 토론과 같은 비대면 사이버 공간

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충격적일지라도 매우 솔직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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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략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 확인한 아홉 가지 전략 중 비교적 덜 사용된 표현 전략으로서 관점 

A에서는 설명하기(explaining)가 7.33%이고 개탄하기(deploring)는 0.73%밖에 사용되

지 않은 반면, 관점 B에서는 개탄하기가 5.5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4.51%를 기

록한 설명하기보다 더 순위가 높았다. 즉 감정을 화자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분노 반

응인 개탄하기는 백인 경관을 옹호하는 관점 A의 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반면, 

관점 B와 관점 C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관점 A와 관점 B에서 

협박하기(threatening)와 저주하기(cursing)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사용된 

반면, 중립적 관점인 관점 C에서는 협박하기와 저주하기의 전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성범(2016)의 연구에서도 보듯 이슬람 무장 세력의 인질 살해 동영상이라든지 세월

호 참사나 동일본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 반응에서 협박하기와 저주

하기가 꽤 높은 비율로 발견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브라운 피격 사건에 대한 중립적 

관점 C의 분노 발화는 이 점에서 일반적 분노 발화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는 브라운 사건을 중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발화자는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적 발화

를 지양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자제하려는 노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

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볼 충동성과 연관성이 있다.

III. 충동성

Fernandez(2008)는 분노의 감정을 이해할 때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로 분노 표현

이 얼마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꼽고 있다. 발화의 충동성이란 감정이 표

출될 때 이성(reason)의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같

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어떤 발화는 극도로 격앙된 감정을 아무런 여

과 없이 분출하는 발화가 있는 반면, 화자가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를 가

능한 한 절제된 상태에서 이성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발화도 있다. 이 점은 앞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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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Averill(1982) 및 Spielberger et al.(1988)이 제안한 분노 표현의 세 가지 양식인 

‘분노의 표출,’ ‘분노의 삭임’ 및 ‘분노의 다스림’과 연결되는데 분노 표현의 세 가지 

양식은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분노 표현의 세 양식 

Averill(1982)에 의하면 ‘anger-out’과 ‘anger-in’은 비록 분노를 분출하는 방향이 자

기 외부와 자기 내부로 서로 달라도, 어디까지나 분노를 감추지 않고 감정에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가장 강력한 방식부터 정도의 차이가 있는 연속체(continuum)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양식은 모두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데, Spielberger et 

al.(1983)이 추가한 세 번째 양식인 ‘anger-control’은 분노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조절

하려는 노력으로서 감정의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이성의 영역으로 

향하게 하려는 표현 방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분노 충동성을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성범(2016)에서 제안한 ‘분노 충동성 지수’(anger 

impulsivity index)를 사용하여 브라운 피격 사건에 대한 각 관점별 담화의 충동

성을 조사한다. 이 지수는 Fernandez(2008)의 분노 충동성 개념을 분노 표현의 

세 양식과 결합하여 어떤 특정 담화의 분노 충동성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으로

서 하나의 전체 담화에서 ‘분노의 표출’(anger-out)에 속하는 표현과 ‘분노의 삭

   anger-in                  anger-out

     감정의 영역

             

              anger-control

    이성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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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anger-in)에 속하는 표현의 비율을 더한 것을 ‘분노의 다스림’(anger-control)에 

속하는 표현의 비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4) 분노 충동성 = (분노의 표출 + 분노의 삭임)/분노의 다스림

이러한 분노 충동성 지수를 위에서 본 각 관점별 발화에 적용하면 관점 A는 분노

의 표출에 속하는 표현이 273개 중 203개로서 74.36%이고 분노의 삭임에 속하는 표

현은 5개로서 1.83%이며, 분노의 다스림에 속하는 표현은 65개로서 23.81%이므로 관

점 A의 충동성은 (74.36+1.83)/23.81=3.20이 된다. 반면에 관점 B의 충동성은 같은 방

식으로 계산할 때 (73.26+6.60)/20.14=3.97이며, 관점 C의 충동성은 (37.21+9.30)/53.49=0.87

이 된다. 

브라운 사건에 대한 각 관점별 충동성 지수는 피살된 브라운을 옹호하는 관점인 관

점 B의 발화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경관을 옹호하는 관점 A였는데 이 두 

관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매우 충동적(very impulsive)이라고 볼 수 있는 반

면, 중립적 관점인 관점 C의 발화들은 충동성 지수가 1.0 이하로 나타나 충동적이기

는커녕 반충동적(anti-impulsive)인 성격을 띠고 있다. 관점 C의 발화자들은 사건 당사

자라기보다는 사건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선  중재자적 입장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것

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첨예한 대립의 토론에서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비록 그 숫자는 적지만 매우 의미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각 관점별 분

노 표현 세 양식의 구성과 분노 충동성 지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파이 차트의 12시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분노의 표출, 분노의 삭임, 분노의 다스

림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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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관점별 분노 양식의 구성

74.36
1.83
23.81

관점 A

충동성 지수=3.
20   

73.26
6.6
20.14

관점 B

충동성 지수=3.
97   

37.21

9.3
53.49

관점 C

충동성 지수=0.
87

                           

관점 A, B, C를 종합한 브라운 사건에 대한 전체 담화의 충동성 지수는 (4)의 분노 

충동성 지수 공식에 따라 (68.93+4.95)/26.12=2.83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충동성은 이

성범(2016)이 조사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당시 한국어 분노 발화의 충동성  

(65.34+18.02)/16.54=5.05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2011년 동일본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한 당시 일본어 분노 발화의 충동성 (55.74+16.17)/28.09=2.56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 어떤 담화에서 감정에 충만한 표현이 감정 절제된 표현을 두 배 이상 앞

설 경우 그 담화 전체의 충동성 지수는 2.0을 초과하게 된다. 이처럼 분노 충동성 지

수가 2.0을 넘으면 그 담화는 충동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격앙된 감정의 분

노 표현이 전체 담화의 80%를 차지하여 20%에 불과한 절제된 분노 표현을 압도하게 

되면 분노 충동성 지수가 4.0을 넘어 매우 충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2.0에서 1.0 

사이이면 약하게 충동적이고, 1.0 미만일 경우에는 충동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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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월호 참사, 동일본 원전 사고와 브라운 사건 반응 충동성 비교*

세월호 

참사

동일본

원전 사고

브라운 사건

관점 A 관점 B 관점 C 전체

분노의 

표출
65.43% 55.74% 74.36% 73.26% 37.21% 68.93%

분노의 

삭임
18.02% 16.17% 1.83% 6.60% 9.30% 4.95%

분노의 

다스림
16.54% 28.09% 23.81% 20.14% 53.49% 26.12%

충동성 

지수
5.05 2.56 3.20 3.97 0.87 2.83

  

*세월호 참사 및 동일본 원전 사고의 수치는 이성범(2016)에서 인용

결과적으로 브라운 피격 사건에 대한 세 관점을 종합한 전체 발화의 충동성 수준은 

모든 한국 국민에게 분노감을 낳게 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한국어 발화의 충동성보다

는 매우 낮지만, 동일본 원전 폭발 사건에 대한 일본어 발화의 충동성보다는 높은 수

준인데 이는 분노와 같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솔직한 표현을 자제하는 성향

이 강한 일본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브라운 사건에 

대한 분노 반응 담화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자극적이고 신랄한 표현들이 난무하여 매

우 충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감정을 절제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논리적

인 방법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충동성은 예

상외로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Matsumoto et al.(2008)은 감정 표현성

(expressivity)과 문화의 상관성에 대해 주목하면서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개인주의 문

화는 감정 표현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

정의 표현성이 낮지만, 개인주의 문화는 부정적 감정의 표현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표현성이 높다는 것은 감정을 숨기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분

출한다는 점에서 Fernandez(2008)의 충동성과 일치하는 개념인데, 그런데 본 조사의 

결과는 가장 개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의 분노 담화의 충동성이 집단주

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한국에서의 분노 담화의 충동성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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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아시아권에 속한 일본은 분노 충동성에 있어서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에 가까

운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분노 표현의 충동성은 단순히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이

분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집중성

충동성에 이어 살펴볼 두 번째 특성으로서 집중성(convergence)이란 Fernandez(2008)

가 말하는 “감정 분출의 방향”으로서 어떤 발화에 나타난 감정 분출이 단일 대

상으로 수렴하고 있는지 아니면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대상으로 나뉘고 있는

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발화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감정을 토로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양비론적이거나 양시론적인 관점의 발

화에서는 두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동시에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

기는 하지만 셋 이상의 대상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브라

운 사건에 대해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전적으로 백인 경관에게 퍼부을 경우 이

는 집중성이 높은 발화, 즉 고집중성 발화 또는 분산성(divergence)이 낮은 저분

산성 발화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수집된 발화 중의 대부분은 고집중성

의 발화로서 이럴 경우 10점의 집중성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다음 (5)의 예문

은 분노의 대상이 단일한 고집중성 발화이다.

(5) 고집중성 발화 

가. Blacks do not belong in a civilized society.

(흑인들은 문명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

나. the liberal media always backs up blacks

(진보 성향의 언론은 항상 흑인을 지지한다)

   

반면에 총을 쏜 것도 나쁘지만, 물건을 훔치려고 했던 브라운도 나쁘다고 말한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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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종차별에 분노하지만 약탈을 자행하는 것에도 분노를 느낀다고 질타한다면 이

는 두 군데로 분산되어 감정 분출이 일어난 것으로서 중집중성 발화 또는 중분산성 

발화인데 이 경우 5점의 집중성을 갖는다. 다음 (6)은 그런 발화의 예이다.

(6) 중집중성 발화

  가. The shooting was wrong but also Michael Brown was a criminal. 

(총격은 잘못이지만 마이클 브라운도 범죄를 저질렀다)

  나. Blacks are hypocrites just like Obama! 

(흑인들은 오바마처럼 위선자들이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셋 이상 여러 대상으로 쏟아내는 다음 (7)의 예문과 같은 발화

는 저집중성 발화 또는 고분산성 발화라고 할 수 있다.  

(7) 저집중성 발화  

가. America's top 3 problems: 1.Racism 2.Stupidity 3.Police Brutality 

(미국의 3대 문제: 1.인종주의, 2.어리석음, 3.경찰 야만행위)

나. The NAACP won't address why 50% of all murders are committed by 

blacks. Arrest them all and charge them with terrorism. Obama should 

focus a little less on gun control and a little more on son control. End 

welfare!!!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는 왜 모든 살인의 50%가 흑인들이 저지른 것인

지에 대해서는 말하려 하지 않지. 이들을 모두 체포해서 테러리즘으로 다

스려야 한다. 오바마는 총기 규제는 덜 초점을 맞추고 대신 자기 아들 규

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복지제도를 끝내라!!!)

위와 같은 저집중성 발화는 1점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중성 점수를 부여받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점 A와 관점 B, 관점 C의 발화들의 집중성을 평가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백인 경관을 옹호하는 관점 A의 집중성은 9.66으로 전체 평균 9.58보다 약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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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성을 보였다. 관점 A에 속한 발화는 대부분 피살된 브라운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

였고, 일부는 브라운을 옹호하는 흑인 시위대를 비난하거나 흑인 인종 전체를 매도하

는 글들이었다. 반면에 브라운을 옹호하는 관점 B의 집중성은 9.93으로 매우 높은 집

중성을 보였다. 이에 속한 발화들은 거의 대부분 경찰의 과잉 진압을 성토하는 글이었

으며, 하나의 발화에 하나의 분노 대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중립

적인 관점 C의 집중성은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9.14를 보였는데, 관점 C에 속한 발화

들은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각자의 시각에서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향을 보

이면서 다른 관점의 발화들보다 논의의 대상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집중성이 다소 하

락하게 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관점별 집중성

0 2 4 6 8 10 12

집중성

관점 A
관점 B
관점 C
전체 9.86

9.14

9.93

9.66

브라운 사건에 대한 반응 발화의 집중성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적으로 매우 높은 집중성을 갖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 및 일본일들에게 각각 큰 충격

과 분노를 안겨준 세월호 참사와 동일본 원전 사고에서의 분노 반응 발화의 집중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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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월호 참사, 동일본 원전 사고와 브라운 사건 집중성 비교*

세월호 

참사

동일본

원전 사고

브라운 사건

관점 A 관점 B 관점 C 전체

집중성 8.83 8.52 9.66 9.93 9.14 9.58  

*세월호 참사 및 동일본 원전 사고의 수치는 이성범(2016)에서 인용

위 <표-3>에서 보듯 세월호 참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 반응 집중성은 8.83으로

서 당시 발화를 보면 세월호 선주인 청해진 해운을 매도하기도 하고 해경을 비난하거

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정부 당국을 나무라는 등 분노의 대상이 여럿으로 분산

되는 발화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집중성을 가졌고, 동일본 원전 폭발 사

건 역시 충격적인 사건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러 성토 대상이 거론되면서 8.52의 비교

적 낮은 집중성을 보였다. 반면에 브라운 사건은 이들보다 높은 9.58의 집중성을 보였

는데 이는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는지에 상관없이 발화자가 느끼는 감정 분

출의 대상이 일관되게 설정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V. 명시성

본 연구에서 다룰 분노 반응의 마지막 속성은 명시성(explicitness)이다. 명시성이

란 어떤 표현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냈느냐를 가리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지옥에나 가라”는 말은 “귀신들은 뭐하고 있나?”라는 말보다 화

자의 저주하기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발화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창

문을 닫아달라고 할 때 “Close the window!”(창문 닫아!)라고 말하는 것은 “Can 

you close the window, please?”(창문 좀 닫을 수 있니?)라고 하는 것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요청 발화로서 명시성이 높고, 열린 창문을 가리키면서 “Don’t you 

think it’s cold in here?”(이 안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라고 말하는 것은 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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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고려해야 비로소 화자의 숨은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비명시적인 요청 

행위가 된다. 

Stadler(2011)에 따르면 명시성은 어휘적, 문장 구조적, 기능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녀가 제시한 요인들 중에서 해석의 자립성(autonomy)과 통

사-기능 상관성(syntax-function correlation) 및 지시(reference)의 세 요인들을 명시성 

기준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그 밖의 요인들은 발화가 아닌 대화참여자들 사이에서 자

신의 대화 차례(turn)를 주고받으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대화연속체에 해당하는 기준들

이기 때문에 네티즌 개개인이 비연속적으로 올리는 댓글에서의 단발성 발화를 다루는 

본 연구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문장 해석의 자립성이란 발화가 이루어진 맥락의 도움 없이 문장에 쓰인 단어

들의 의미만으로도 화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

를 들어서 매도하기 전략에 속하는 다음 발화 (8)을 보자.

(8) The most dangerous criminals in America are White police officers.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은 백인 경찰들이다.)

이 발화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인들은 백인 경관들이다”라고 직설적으로 표

현하고 있어서 별도의 맥락적인 의미가 없이 발화자의 의도를 바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충분히 자립적인 발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Stadler(2011)의 방법을 따라 이처럼 

충분히 자립적인 발화는 6점의 자립성 점수를 부여한다.

반면에 다음 (9)는 “만약에 백인 아이였다면?”이라고만 말함으로써 화자가 의도하

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발화가 이루어진 맥락의 도움이 필요하다. 

(9) And if it had been a White kid? (그런데 걔가 만약 백인 아이였다면?)

이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은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 청년의 죽음을 둘러싼 

인터넷 토론 공간으로서 흑인 아이가 피살된 사건이고 그 과정에 인종차별적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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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했는지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은 아마도 ‘그가 흑인이었다는 이유로 죽지 않아도 될 억울한 사건이었다’는 점을 발

화자가 의도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발화는 앞에서 본 발화보다 맥락

적 정보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석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화로서 3점의 

자립성 점수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예문 (10)은 브라운이 피살된 것에 대해 항의 시

위를 벌이고 있는 흑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글이다. 

(10) OBAMA VOTERS! (오바마에게 투표한 사람들!)

이 발화는 단순히 “오바마에게 투표한 사람들!”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 발화자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발화는 위의 예문 (9)와는 달리 발화 맥락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의 자립성이 거

의 없는, 비명시적인 발화로서 0점의 자립성 점수가 부여된다.

해석의 자립성에 이어 발화의 명시성을 평가할 때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통사-기

능의 상관성이다. Stadler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화행적 기능에 따라 일정한 

문장 구조 형식으로 표현되는 상관성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때는 의문문이나 감탄문 대신에 명령문의 형식을 취하는 발화가 가장 무표적인 것이

다. 물론 명령은 명령문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는 유표적인, 비명시

적 명령으로서 명령문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명령에 비해 명시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어떤 발화가 문장의 형식과 기능 사이의 일반적 상관성이 있는 경우는 2점의 

명시성 점수를 부여받지만 그런 상관성에서 벗어난 경우는 0점의 명시성 점수를 부여

받는다. 

(11) This world is officially mad. (이 세상은 가히 미쳤구나)

(12) Isn’t America boring? (미국은 지루하지 않지?)

예를 들어서 개탄하기의 발화는 위 (11)처럼 서술문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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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이기 때문에 (11)은 통사-기능 상관성 면에서 2점으로 평가되지만 같은 개탄하기

라도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표현된 (12)는 통사-기능 상관성에서 0점으로 평가된다.

발화의 명시성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인은 그 발화가 앞의 다른 발화를 지시했

거나 또는 “White people Get a gun!!! Join the NRA and watch out for blk people.

(백인들이여 총을 잡아라!!! 전국총기협회에 가입하고 흑인들을 감시하라)”라든지 

“Have you ever been to Ferguson? Armpit of the world with ghetto blacks car 

jacking, knockout game, drug dealing, welfare, drive by, stealing, garbage. It used to 

be a great community until blacks moved in.”(퍼거슨에 가 본 적 있나요? 세상에

서 가장 구역질나는 곳으로 빈민굴에 사는 흑인들이 차를 강탈하고, 무고한 사

람을 때려눕히고 마약을 거래하고 복지로 연명하고, 차타고 지나가며 총을 ㅆ고 
훔치고 개판이죠. 흑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훌륭한 곳이었어요)처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가리키면서 그것에 대해 언급할 경우 충분한 

지시가 이루어진 명시적 발화로서 2점으로 평가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Animals!!!!”(짐승들!!!!)처럼 그 발화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는 비명시적 발화로서 0점을 부여받는다.

이런 기준으로 브라운 사건의 발화를 모두 평가한 결과 관점 A에 속한 발화의 명

시성은 7.31로서 가장 낮았으며, 관점 B의 발화는 7.66이었고, 관점 C의 발화는 7.96

으로 가장 명시성이 높았다. 즉 관점 A의 발화들은 물론 직설적으로 브라운이나 흑인

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때때로 비꼬기라든지 반어법, 수사의문문, 비유법 등의 

암시적인 방식으로 명시성이 떨어지는 발화들도 눈에 띄었고 표준적인 문형이 아닌 

조각문(fragment) 형식을 취한 표현들이 발견되어 평균적인 명시성이 비교적 낮았다. 

반면에 브라운을 옹호하는 관점의 발화는 직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비율이 높아서 

명시성이 높았고, 중립적인 관점 C의 발화는 가장 표준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의

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 관점 중에서 제일 높은 명시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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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세월호 참사, 동일본 원전 사고와 브라운 사건 반응 명시성 비교*

세월호 

참사

동일본

원전 사고

브라운 사건

관점 A 관점 B 관점 C 전체

명시성 8.25 8.49 7.31 7.66 7.96 7.64   

*세월호 참사 및 동일본 원전 사고의 수치는 이성범(2016)에서 인용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 발화의 명시성 평균이 8.25이고 동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발화의 명시성 평균이 8.49인 반면 (이성범 2016), 브라운 사건에 대한 전체 분노 발

화의 명시성 평균은 이보다 낮은 7.64으로 나왔다. 이 점은 브라운 사건의 경우 해석

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맥락적 추론을 요하는 발화들이 많았고 표준적인 통사 

형식의 문장보다는 단일 어휘나 구의 형식을 띤 조각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시가 불분명한 발화가 더 많이 쓰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브라운 사건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 속한 발화들의 특성을 그래프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관점별 충동성, 집중성, 명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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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브라운 사건에 대한 백인 경관을 옹호하는 관점 A의 발화는 흑인 브라

운을 옹호하는 관점 B의 발화에 비해 충동성과 집중성, 명시성 면에서 모두 낮게 나

타났으며, 관점 B의 발화는 이 세 가지 속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중립적

인 관점 C의 발화는 충동성 면에서 현저히 낮게 나타났지만, 집중성과 명시성 면에서

는 관점 B보다는 낮았지만 관점 A보다는 높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브라운 사건에 대

한 발화는 한국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발화에 비해 분노 집중성 면에서는 높았지만, 

충동성이나 명시성에서는 낮게 나타났고 동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발화에 비해 명시

성에서는 낮았지만, 집중성과 충동성에서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VI. 결론

본 연구는 미국의 소도시인 퍼거슨시에서 일어난 백인 경관의 흑인 청년 피살 

사건에 대한 공적 차원의 분노 반응의 여러 측면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다루었

다. 분노라는 감정은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언어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중

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분노 표현과 관련된 국내외 언어학 연구는 

대부분 표현 자체의 어휘론적, 인지의미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Wierzbicka 1990; 임지룡 2010), 그 대상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대화에서의 분노 

표현을 다루고 있다 (Culpeper 2011; 김지원 2015).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

는 대형 사건과 같은 공적인 이슈에 대한 집단적 공분 표현 화행과는 차이가 있

으며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요하는데 본 연구는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서 공적인 

분노 발화가 갖는 주요 특성을 계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실제 자료를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인종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이 요원하고, 워낙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으로서 다양성을 자랑하는 미국의 떨칠 수 없는 그늘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서로 다른 관점끼리의 담론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미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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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둘러싼 상반되는 세 가

지 관점에 속한 발화들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다만 이 논문은 인터넷에

서 벌어지는 네티즌들의 발화만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활동에서 차이가 있는 

미국인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의 의문은 남아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한 인터넷 사이트는 댓글을 올리는 사람의 실명이나 인종, 성별, 연령, 재산,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등의 정보 명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댓글 자체에만 초점을 맞

추고 댓글을 쓴 사람의 신상 정보는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본 연구는 그런 여러 변수

들에 따른 발화의 사회언어학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썼든 그 관

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글들을 유형별로 모아 각 관점에 속한 분노 발화의 질적 특

성을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발화자의 다양

한 변수를 고려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은 본 연구와 보완 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Notes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와 관련된 일부 내용은 한국언어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
대회에서 구두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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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ngry Expressions in Response to the 
Shooting of Michael Brown

Lee Sungbom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pragma-linguistic aspects of angry responses to the shooting 

of Michael Brown, an unarmed black teenager, by Darren Wilson, a white police 

officer, in Ferguson, a suburb of St. Louis, Missouri, on August 9, 2014. The 

incident immediately prompted a storm of heated debates on the Internet and a 

number of angry threads were posted. This study identifies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from which those threads were written, viz. the perspective that 

advocated Darren Wilson’s shooting (Perspective A), the perspective that advocated 

Michael Brown’s behavior on the day (Perspective B), and the perspective that is 

neutral between the white police officer and the black teenager (Perspective C). A 

total of 647 tokens of angry expression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nger 

realization strategies and the three key traits of anger expressions — compulsivity, 

convergence, and explicitness. A set of evaluation formula to measure the three traits 

are proposed and th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anger, perspective, compulsivity, convergence, explic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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