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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에서는 사과 언어 분석에 있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문화간 의사소통 시각에서 국가별 사과어의 
비교연구와 일상어로 국한하여 사과 언어를 분석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 사과전략에 대한 화용론(語用論)과 
문화해석 이론을 도입하여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 시즌 7에서 나타난 사과 언어와 사과전략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트로스보리(Trosborg)의 사과 전략유형으로 <위기의 주부들> 시즌 7에서 나온 사과 
전략에 대한 정리, 분류 및 통계처리 후 200개의 사과 전략을 무작위로 뽑아 상세히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과의 표현’ 전략의 사용 빈도가 64.0%, ‘설명하기’와 ‘무례함의 정도 최소화’가 뒤를 이었다. ‘책임인정’, ‘보상
제공’, ‘청자에게 관심 표현하기’와 ‘재발방지약속’의 사용 빈도는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높은 
개인주의, 비교적 낮은 권력의 거리와 낮은 컨텍스트 문화가 사과 전략의 사용 빈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과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미국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에서 올 수 있는 무례함을 줄이며, 문화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드라마 예술에서의 언어 분
석을 함으로써 드라마 예술의 연구 범주를 보다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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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analysis of apology are limited to comparative 
study of apology in different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and 
analysis of apology in daily life. Therefore, by introducing pragmatics on apology strategy and cultural 
interpretation theorie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apology and apology strategies in the seventh season 
of American TV series Desperate Housewives. Specifically speaking, based on Trosborg's classification 
of apology strategies, this study sorted out, classified and counted apology strategies in the seventh 
season of Desperate Housewives, and then 200 apology strategies were randomly selected and 
analyzed in detail. The statistical results showed that 'expression of apology' strategy was used at the 
highest frequency of 64.0%, followed by 'explanation or account' and 'minimizing the degree of offence'; 
'Acknowledgement of responsibility', 'offer of repair' strategy, 'expressing concern for hearer' and 
'promise of forbearance' were used relatively less frequently. The results can be interpreted by 
America's high individualism, low power distance and low-context culture having great influence on the 
frequency of American apology strategy. This study can increase understanding of apology and culture, 
reduce offence in communication with Americans, and make cross-cultural communication smooth, and 
meanwhile it is expected to enrich the research scope of TV drama art by analyzing language in TV 
drama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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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드라마는 일종의 종합예술이다. 드라마는 연극, 문학, 

회화, 조각, 음악, 무용, 촬영 등 각 예술의 다양한 요소
를 종합하고 개조하며 이들 예술 요소가 드라마에 들어
간 후에 서로 융합돼 드라마 자체의 새로운 특성을 형
성한다[1]. 또한 드라마는 엔터테인먼트 제공을 통해 방
송매체에 의해 전파되는 대중문화 상품으로서 그 사회
적 기능도 방송매체 자체와 높은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
[2]. 더 나아가 드라마 예술은 현대적인 높은 기술 조건
에서 탄생한 대중예술로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생활 밀
착적이고 시대적인 분위기를 가진 예술이다[3]. 

특히, 드라마 속 언어는 드라마 예술 표현에 중요한 
요소이다[4]. 드라마 속 언어 형식은 다양하며 대화, 독
백, 나레이션 등으로 상호융합을 통해 예술적 표현을 
한다. 드라마 속 언어 분석은 드라마 예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언어는 문화의 일부
로써 한 민족의 특징을 반영하는 거울이며, 문화를 벗
어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5]. 그래서 드라마 언어를 연
구하는 데도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러므로 드라마 
언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려면 문화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많은 드라마들이 실생활에서 소재를 취하며, 현
실 생활을 압축하여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는 
한 사회의 행동패턴, 가치관, 신앙과 문화를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드라마 속 언어를 연구하면 미국 문
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 중 미국의 대표적인 드라마인 <위기의 주부들 
(Desperate Housewives)>은 2004 년 10 월 3 일부터 
2012 년 5 월 13 일까지 방영되었던 미국 ABC 방송국의 
드라마이며,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국제적으로도 
유명하다[6]. 또한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중 
하나로, 미국 주간시청률 1 위를 여러 차례 차지하며 
미국의 각종 시상식을 휩쓸었다. <위기의 주부들>은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아 이 드라마에서의 언어문화, 
내용, 그리고 제작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다1. 또한 

1 대표적으로 이형식(2017)[6], 서지영과 이동한(2012)[7], 서지영

이 드라마는 미국인의 현실 생활과 문화를 반영하여 
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역할을 한다. 
따라서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서의 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미국인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연구대상이다. 특히, 사과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며, 이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온다. 그래서 이 연구는 <위기의 주부들>에 나온 
사과 언어를 대상으로 미국인의 사과 언어를 연구하여, 
미국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의 문화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과 의의
사과 언어 분석에 있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문화

간 의사소통 시각에서 국가별 사과 언어를 비교하는 연
구에 집중돼 있고, 사과 언어 분석은 주로 일상어에 국
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화용론과 문화이론을 드라마 
예술에서의 언어 연구에 도입하여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우선 이 연구는 <위기의 주부들>에 
나온 사과 언어를 정리하여 사과 전략 유형별 통계를 
분석함으로써 미국인의 사과 언어와 사과 전략을 이해
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서의 사과 언어와 전략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심층연구
함으로써, 미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문화
간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것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사과 전략에 대한 화용론(語用論)을 
도입하여 드라마에서의 언어를 분석하는 동시에 
문화해석 이론을 바탕으로 사과 언어를 문화적으로도 
해석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정량과 정성적인 연구방식을 결합하여 <위

기의 주부들> 시즌 7에서 나타난 사과 언어와 사과 전
략을 연구하고자 한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정량적
인 연구 방식을 채택하여 사과 전략별 사용빈도를 집계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정성적인 연구 방식으로는 채택
한 문화이론을 통해 사과 전략별 사용빈도가 왜 발생하

(2015)[8], 馬曄溶(2018)[9], 王曉玲(2019)[10], 徐江과 袁雪
(20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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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정량적 연구방식으로 <위기의 주부

들> 시즌 7에서 수집한 사과 언어를 정리하여 자료집
(corpus)을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Trosborg의 사과 
전략 분류에 의해 <위기의 주부들> 시즌 7에 나타난 사
과 전략의 정리와 분류를 통해 200개의 사과 전략을 선
택하여 각 사과 전략의 유형별 사용 빈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정성적인 연구방식으로는 Hofstede 
(1980)[12]의 문화차원이론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의 거리 및 Hall(1976)[13]의 높은 컨텍스트 문화
와 낮은 컨텍스트 문화로 사과 전략의 사용 빈도에 대
해 심층분석하고, 해석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과(Apology)의 의의
1.1 사과의 정의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2이 사과 언어에 대해 연구했

다. 다음은 사과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정의이다.   
 Goffman(1971)[14]은 사과를 일종의 치유적 대화로 
간주하고 공공질서 유지와 재정립을 위한 언어적 수단
으로 본다. Leech(1983)[15]에 따르면 사과는 일종의 
언어행위이며, 그 목적은 화자(Speaker)와 청자
(Hearer)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목표와 일치한다. 그
러므로, 사과의 실현은 청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화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손상시킨다고 분석하고 있다. Brown 
& Levinson(1987)[16]은 사과를 일종의 체면을 위협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화자가 사과할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과는 어느 정도 화자
의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에 손해를 끼친다. 

Holmes(1990)[17]에 따르면 사과는 청자의 체면을 
위해 필요한 언어행위로 간주하고, 화자의 책임을 지는 
무례한 행동에 대한 보완을 준비함으로써 화자와 청자 
사이의 균형을 회복한다고 하였다. Tavucchis 
(1991)[18]는 사과 언어가 한 사람이 어떤 행위에 대해 
핑계가 없고 변호를 하지 않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2 대표적으로 Goffman(1971)[14], Leech(1983)[15], Brown과 
Levinson(1987)[16], Holmes(1990)[17], Tavucchis(1991)[18], 
Lazare(2004)[19], 蘇娜(2017)[20] 등이 있다.

때 생긴 승인언어라고 주장한다.
Lazare(2004)[19]는 사과를 “무례한 자는 그로 인한 

무례와 초래된 불만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를 바라며, 
무례를 받는 자에 대해 후회나 회한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한다. 蘇娜(2017)[20]는 사과가 중요한 사회 언어 
현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보완하고 서로의 체
면을 지키기 위해 이상적인 교류의 효과를 찾는 하나의 
표현 형식이라고 정의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과’는 사과하는 사람
이 자신이 부적절하거나 해로운 언행을 인정하고, 그 
언행이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미안함을 표시하고, 사
과자3와 청자 사이의 관계를 복원한다고 정의할 수 있
다.

1.2 사과 전략(Apology Strategy) 
사과 전략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전략[24]이

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위기 대응 전략이다[25]. 사과 
전략의 목적도 무례를 바로 잡으며, 사회와 대인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실수와 무례를 효과적으로 
만회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일
정한 사과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많은 학자들이 사과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분류하였
다. 예를 들어 Fraser(1981)[26]는 사과 전략을 직접 
전략과 간접 전략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두 가
지 유형은 아홉 가지 사과 전략을 담고 있다. 이 중 네 
가지 전략은 직접 전략에 속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 전
략은 간접 전략에 속한다. Fraser의 사과 전략에 대한 
분류는 [표 1]과 같다.

표 1. Fraser의 사과 전략에 대한 분류

3 사과를 수행하는 화자를 사과자로 칭한다[21][22][23].

사과 전략

Direct 
strategies 
직접 전략

Announcing that you 
are apologizing 사과한다고 발표하기

Stating one’s obligation 
to apologize 사과할 의무를 명시하기

Offering to apologize 사과 제의하기

Requesting the hearer 
to accept an apology 

청자에게 사과를 받아 달
라고 부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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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ohen과 Olshtain(1981)[27]은 다섯가지 사
과 전략을 종합정리하였다. Cohen과 Olshtain의 사과  
전략에 대한 분류는 [표 2]과 같다.

표 2. Cohen과 Olshtain의 사과 전략에 대한 분류

이후 트로스보리(Trosborg)(1987)[28]는 일곱 가지 
사과 전략을 내놓았다. Trosborg의 사과 전략에 대한 
분류는 [표 3]과 같다. 

표 3. Trosborg의 사과 전략에 대한 분류

사과 전략

1) Minimizing the degree of offence   무례함의 정도 최소화

2) Acknowledgement of responsibility  책임인정

3) Explanation or account  설명하기

4) Expression of apology  사과의 표현

5) Offer of repair  보상제공

6) Promise of forbearance  재발방지약속

7) Expressing concern for hearer  청자(hearer)에게 관심 표현하기

Trosborg의 사과 전략에 대한 분류가 더욱 상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4은 Trosborg의 사과 

전략 분류를 연구에 사용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Fraser의 사과 전략 분

류에는 직접전략과 간접전략을 구분하는 기준이 그리 
신빙성이 없다[32]. 무례함에 대한 유감(I'm 
(truly/very/so/terribly) sorry for...)은 직접전략이 
아닌 간접전략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I'm sorry같은 말
은 직접 사과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Fraser의 사과 전략 분류에는 직접전략과 
간접전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Trosborg의 사과 
전략분류인 책임인정, 보상제공, 재발방지약속에 겹치
는 부분은 이에 포함하였다. 

이 밖에 Trosborg의 분류에는 Olshtain과 Cohen
의 모든 사과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Fraser의 사과 
제의하기, 무례함에 대한 유감표명, 무례함에 대한 용서
를 구함 전략도 포함되었다.  

또한 Trosborg의 분류와 달리 Fraser의 분류에는 
설명하기 전략이 포함되지 않았다. 설명하기 전략은 사
과자의 책임을 덜어준다. 

한편 Olshtain과 Cohen의 분류는 청자에 대한 관심
이 부족하다. 즉, 청자(hearer)에게 관심 표현하기 전략
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Trosborg의 사과 전
략 분류는 무례함의 정도 최소화와 청자에게 관심 표현
하기 전략이 추가됐고, 사과자는 무례함의 정도를 줄이
려고 하고, 청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청
자를 진정시킬 수 있다.

상기의 논의를 종합하면 Trosborg의 사과 전략에 대
한 분류가 사과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 더욱 상세하고 
포괄적이다[32]. 따라서 이 연구도 Trosborg의 일곱가
지 사과 전략을 바탕으로 드라마 속 사과 언어를 연구
하고자 한다. 즉, Trosborg의 사과 전략에 대한 분류는 
무례함의 정도 최소화, 책임인정, 설명하기, 사과의 표
현, 보상제공, 재발방지약속과 청자에게 관심 표현하기 
전략이 포함된다. Trosborg가 제안한 사과 전략의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례함의 정도 최소화
사과자는 책임을 인정하지만 무례함을 최소화하려 

한다. 변명을 하거나, 전제조건을 묻거나, 아니면 다른 

4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黃永紅(2001)[29], 李莉(2001)[30], 鄒白茹
(2007)[31], 亢丹(2016)[32]이 있다.

Indirect 
strategies 
간접 전략

Expressing regret for 
the offense

무례함에 대한 유감을 표
명

Requesting forgiveness 
for the offense

무례함에 대한 용서를 구
함

A c k n o w l e d g i n g 
responsibility for the 
offending act 

무례한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Promising forbearance 
from a similar 
offending act 

유사한 무례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약속

Offering redress 보상제공

사과 전략

1) Expression of apology 사과의 표현

2) Explanation or account of the situation 상황 설명하기

3) Acknowledgement of responsibility 책임인정

4) Offer of repair 보상제공

5) Promise of forbearance 재발방지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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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탓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덜어준다.
가. 최소화: What does that matter, that's 

nothing.
나. 전제조건 조회: A: Well, everybody does that. 

B: What is love then?
다. 남을 책망하기: Lucy asked me to play with 

her and not do my homework.

2) 책임인정
사과자는 함축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며, 다

른 정도의 자책을 한다. 아래에 열거된 분류는 사과하
는 사람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정도(낮은 것부터 높은 
것)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가. 함축적인 인정: Perhaps I shouldn't have 
done it. 

나. 명확한 인정: I admit I forgot to do it.
다. 의도가 결여된 표현: I didn't mean to.
라. 자기 부족의 표현: You know I am bad at... 
마. 어색함의 표현: I feel so bad about it.
바. 책망을 분명히 받아들기: You're right to 

blame me.

3) 설명하기
사과하는 사람은 해명이나 설명을 통해 자신의 죄책

감을 덜고자 한다. 이 때 설명 전략은 함축적 설명과 명
확한 설명으로 나뉜다.

가. 함축적인 설명: Such things are bound to 
happen, you know. 

나. 명확한 설명: Sorry I'm late. My car broke 
down.

4) 사과의 표현
사과자는 사과를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다. 사과의 

표현 전략은 유감 표현, 사과 제공, 용서 요청으로 나뉜
다.

가: 유감 표현: I'm sorry.
나: 사과 제공: I apologize.
다: 용서 요청: Please, forgive me.

5) 보상제공
보상제공 전략은 사과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제

시하는 것을 말한다. I'll pay for the damage/your 
loss와 같은 표현이 여기에 속한다. 

6) 재발방지약속
무례한 사람들은 다시는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

겠다고 상대방에게 약속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
의 행동을 개선한다. 무례한 사람은 종종 동사의 승낙
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I promise I won't let it 
happen again. 

7) 청자(hearer)에게 관심 표현하기
사과하는 사람은 청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를 통해 

청자를 위로한다. 'I hope you did not get injured.'
와 같은 표현이 여기에 속한다. 

2. 문화해석 이론 
2.1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 차원이론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이론은 문화적 차이를 분석하

는 데 사용된다.
홉스테드(2001)[33]의 문화 차원은 개인주의-집단주

의, 권력의 거리,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의 회피, 장
기-단기 지향성을 포함한다. 미국 문화의 높은 개인주
의와 낮은 권력의 거리가 미국인들의 사과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9]. 이 때문에 이 연구는 홉스테
드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의 거리로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 속 사과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개인주의-집단주의
홉스테드는 1980년에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처음으

로 제안했다[12]. 홉스테드(2001)[33]는 개인주의가 개
인간의 관계가 느슨한 사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였다. 
개개인은 자기 자신이나 많게는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
게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표, 이익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서만 관심을 가진다. 집단주의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
터 처음에는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집단에 통합되었고, 
전 생애 동안 이런 집단을 그들이 계속 보호해서 사람
들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충성을 얻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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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홉스테드(2001)[33]는 “사회 차원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양극단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개인주의에 
치우친 문화에서 ‘나’라는 의식이 우세하고, 집단의 목
표보다 개인적인 목표가 우선하며, 조직에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집단주의에 치우친 문화에
서는 ‘우리’ 의식이 우세하며 개인이 조직과 기관에 감
정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미국처럼 고도의 개인주의 국가에서의 사
람들은 평등, 자신의 목표, 이익과 필요에 관심을 갖는
다.

2) 권력의 거리
권력의 거리는 조직이나 기구에서 약한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이 권력 분포의 불평등에 대한 수용도와 기대 
정도를 말한다[33]. 다시 말해 권력의 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 간의 불평등도다. 이것은 모든 사회에 존재
하는 현상이다.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는 권력의 거리
에서 차이가 있고, 높은 권력의 거리와 낮은 권력의 거
리로 구분한다. 높은 권력의 거리는 보통 이 사회가 권
력과 부로 인한 계층적 차이에 대해 높은 공감도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들은 일반적으
로 계층구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낮은 권력의 거
리는 한 사회가 지위와 기회의 평등을 더 강조하는 것
을 말한다. 미국은 바로 권력의 거리가 비교적 낮은 나
라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 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편이다.

2.2 홀(Hall)의 높은 컨텍스트 문화와 낮은 컨텍스트 
문화

미국의 낮은 컨텍스트 문화도 미국인들의 사과 전략
에 영향을 줄 수 있다(黃永紅(2001)[29], 張國霞
(2003)[34], 樑紅豔(2008)[35]). 이에 따라 이 연구도 
높은 컨텍스트 문화와 낮은 컨텍스트 문화로 미국 드라
마 <위기의 주부들>에서의 사과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인류학자 홀(1976)[13]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컨텍
스트 커뮤니케이션이란 말하거나 쓸 필요가 적다는 것
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보는 물리적 환경이

나 사람 안에서 내화(内化)되어지거나, 단지 일부만 메
세지의 표시 부분으로 인코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낮은 컨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은 정반대로 대량의 정
보가 명시적(explicit) 코드로 전송되며 대부분의 정보
가 명확하다. 

한편 전통과 역사의 이유로, 높은 컨텍스트 문화
(High-context Culture)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작
게 변한다. 의미가 반드시 문자나 언어에 포함되는 것
은 아니다. 높은 컨텍스트 문화에서 정보는 제스처, 공
간, 심지어 침묵이나 신분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낮은 컨텍스트 문화(Low-context Culture)에서는 
언어정보가 대부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다수
의 정보는 진술이 필요하다. 홀(1976)[13]에 따르면 미
국은 낮은 컨텍스트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정
보는 완전하고, 또렷하며, 정확하게 표현된다. 바꿔 말
하면, 미국인들은 매우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3.1 사과와 사과 전략 연구
사과는 화용론, 사회언어학과 문화간 의사소통 분야

의 대표적인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선행학자들
은 사과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 

Owen(1983)[36]은 영어의 사과표현을 분석하였는
데, 가장 흔한 사과 수단은 "Sorry"라는 것을 밝혔다. 
Trosborg(1987)[28]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과 
덴마크 영어 학습자 사이의 사과 언어 행위를 비교하며 
일곱 가지 사과 전략을 정리하였다. Olshtain(1989) 
[37]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와 히브리어 사용자가 사
용하는 사과 전략의 이동을 연구했다. Kampf(2009)[38]
는 이스라엘에서의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대중 연설 
중 354개의 사과 텍스트를 연구 소재로 삼아 공인의 사
과를 연구했다. Shariati와 Chamani(2010)[39]는 페
르시아어의 사과 전략의 빈도, 조합 및 순차적 위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한편, 홍선수(2003)[21]는 한국어 화자의 사과 전략
과 현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사과 전략을 분석하였
다. 이혜전(2008)[40]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
으로 프로토콜 분석을 통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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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형태를 연구하였다. 김진무(2011)[41]는 한국 드
라마에서의 사과행위의 성질과 화용론적 양상을 탐구
하였다. 손세모돌(2012)[42]은 실제적 사과의 명시적 
표현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과 표
현을 대조 분석하였다. 손현익(2018)[43]은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사과 표현들에 대해서 사전상의 내용과 설
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특징과 사용양상을 연구하였
다.

3.2 문화적 관점에서의 사과 연구
문화적 관점에서 사과를 연구한 학자도 있었다. 

Ruba Bataineh와 Rula Bataineh(2006)[44]는 미국
식 영어와 요르단 아랍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사과 전
략을 검토했다. Nureddeen(2008)[45]은 1,082개 담
화 완성 테스트의 응답을 점검하여 수단 아랍어에서의 
사과 전략의 사용 유형과 범위를 검토하고 언어 사용의 
문화적 측면을 강화했다.

Guan, Park와 Lee(2009)[46]는 중국, 한국과 미국 
간의 사과 사용법을 연구하고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관
점에서 결과를 분석했다. 유경애(2013)[47]의 연구에 
따르면 맥락적 요인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한국어의 
사과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간 의사
소통에서 다른 사과 전략을 선택하게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대부분 문화간 의사소통 시각에
서 국가별 사과어를 비교하는 연구에 집중돼 있고, 사
과 언어 분석은 주로 일상어에 국한하고 있다. 이 연구
는 화용론과 문화이론을 드라마 예술에서의 언어 연구
에 도입하고 있어 드라마 예술의 연구 범위를 넓히고자 
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위기의 주부들>은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6]으로서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크다. 학자들은 <위기의 주부들>에
서의 언어와 문화, 내용, 제작 등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
했고, 학자들의 <위기의 주부들>에 대한 연구 성과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5, 아직도 연구가치가 크다.

그리고 <위기의 주부들>은 전세계 100여 국가와 지
역에서 방영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으며, 유

5 대표적으로 이형식(2017)[6], 서지영과 이동한(2012)[7], 서지영
(2015)[8], 馬曄溶(2018)[9], 王曉玲(2019)[10], 徐江과 袁雪
(2020)[11] 등이 있다.

명하다[6][48].
<위기의 주부들>은 네 명의 중산층 주부의 결혼생활

을 주로 드라마의 소재로 하고 있으며, 그 중 드라마 속 
많은 일들이 실제 사람들의 평상시 삶에서도 접할 수 
있으며, 미국인의 생활에 접근해 있다[48]. 그래서 이 
드라마는 미국인들의 문화와 현실 생활을 반영해 미국 
문화를 알아보는 하나의 창이 됐다. <위기의 주부들> 
속의 언어는 미국인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되는 대표적인 연구대상이다. 사과 언어는 일상생활
에서 많이 쓰이고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서도 많이 
쓰인다.

따라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위기의 주부들> 시즌 7
에서의 사과 언어와 전략을 연구함으로써, 미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켜 미국인과 교류과정에서 
문화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드라마 예술에서의 언어 연구에 화용론
과 문화이론을 도입함으로써 드라마 문화예술의 연구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III. 사과 전략 분석

이 연구는  <위기의 주부들> 시즌 7을 사과 전략의 
데이터 출처로 삼았다. 연구 데이터는 이 드라마 속 인
물들의 ‘구두 사과표현’에서 가져왔으며 연구대상의 표
본은 사과표현을 포함한 대화였다. 

이 연구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
다. 우선, <위기의 주부들> 시즌 7을 여러 번 시청하면
서 드라마의 줄거리와 언어를 깊이 이해했다. 둘째, <위
기의 주부들> 시즌 7의 인터넷 동영상과 대조해 영어 
대사를 모두 컴퓨터에 정리하였다. 셋째, 드라마의 줄거
리에 따라 이 드라마에서의 사과 장면과 사과에 대한 
대화를 찾아서 어느 에피소드에서 나왔는지, 몇 분 몇 
초 인지 표시하고 사과의 배경과 인물관계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사과 언어에 대한 자료집(corpus)을 만들었
다.

넷째, <위기의 주부들> 시즌 7에서 나오는 사과 대화
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Trosborg의 분류에 따라 사
과 장면에서의 대화를 사과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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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분류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어학 분야의 2
명의 전문가6에게 확인을 받고 교정하였다. 

다섯째, 이 연구는 <위기의 주부들> 시즌 7(총 23개
의 에피소드)에서 110개 사과 장면 중의 200개의 사과 
전략을 뽑아 심층 분석했다. 사과 전략 유형별 데이터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과 전략 빈도 결과

 [그림 1]에 따르면, 200개의 사과 전략 중 ‘사과의 
표현’은 128개로 64.0%를 차지하며, ‘설명하기’는 
21.5%인 43개로 분석되었다. ‘무례함의 정도 최소화’는 
17개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책임인정’은 2.5%로 
5개로 도출되었다. ‘보상제공’, ‘청자에게 관심 표현하
기’는 각각 3개씩 나타나, 각각 1.5%를 차지하였다. ‘제
발방지약속’은 0.5%로 1개로 나타났다. 에피소드별 사
과 전략 유형별 사용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에피소드별 사과 전략 유형별 사용현황

6 사과전략 분류를 위해 충칭대학 영문학과 교수로 응용 언어학 
분야의 전문가인 朱萬忠 교수와 黃贇琳 부교수를 초청하여 확인
을 받고, 교정하였다.

1. 사과의 표현
사과의 표현의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I am sorry', 'I 

apologize', 'Excuse me', 'Please, forgive me' 등이 
조사되었다.

예1: Gaby와 Carlos는 그들의 친딸 Grace를 보러 
간다. Grace는 그녀의 양어머니인 Carmen에게 아이
스크림을 사달라고 부탁하러 오고, 이때 그녀는 Gaby
의 지갑을 보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리고 
Gaby는 Grace에게 자신의 지갑을 가지라고 한다.

Grace: It's so soft. I bet it cost a lot, right?
Carmen: Grace, you don't ask about money.
Grace: I'm sorry.                 
                                 (Episode 4)
Grace는 Gaby의 지갑을 만지고, 소프트하다고 말하

고, 이 지갑이 비싼지를 묻고, Grace의 양어머니 
Carmen은 Grace에게 돈에 대해 묻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상대방의 수입, 나이 또는 상대방의 
물건에 대한 가격을 물어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례
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Grace는 Gaby에게 Sorry
를 말하며 사과한다.

예2: Mike는 Zack의 집에 와서 그의 친아들 Zack
을 방문한다. Mike가 Zack의 양아버지인 Paul이 출소
했다고 말할 때 Zack은 매우 낙담하며 불안해한다. 

Mike: He is out. You didn't know? 

에피
소드

사과 전략

사과
의 

표현

설명
하기

무례
함의 
정도 
최소
화 

책임
인정

보상
제공

청자
에게 
관심 
표현
하기

재발
방지
약속

1 5 2 1
2 3 1 1
3 5 1 1
4 6 4 1 1
5 9 3 1
6 7 1 1 1

7 5 3
8 8 3
9 4 1
10 3 2 1 1
11 11 3 1
12 8 4 1
13 5 2 1 1
14 8 3 1
15 7 3 2 1
16 5 4 1
17 5 1
18 2 2
19 2 2
20 9 3 1
21 2 1
22 4 2
23 5 1

합계 128 43 17 5 3 3 1
빈도 64% 21.5

%
8.5% 2.5% 1.5% 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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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ck: No. 
Mike: You sure you are Okay? 
Zack: I just can't believe that bastard gets to 

walk free after everything that he did. 
Mike: I am sorry. I didn't mean to upset you.
(마이크: 미안해. 너를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어.) 

      (Episode 14) 
Mike는 친아들 Zack이 그의 양아버지인 Paul이 감

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심란하고 낙담하며 괴로워
하는 모습을 보고 Zack에게 Sorry라고 사과한다. 그 
후 Mike는 내가 당신을 고의로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고 말하면서 책임인정에서의 의도가 결여된 표현을 채
택한다.

2. 설명하기
사과하는 사람은 설명하기를 통해 함축적이고 명확

한 설명으로 해명하며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준다.
예3: Tom은 더 좋은 직업을 얻었고 Lynete는 Tom

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Tom은 너무 바빠
서 시간을 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중요한 회의에 참
석하기 위해 몬트리올로 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Lynette: What? No, no, this is our celebration 
night. Can't you reschedule? 

Tom: I am sorry. I can't. I am a hero for 
landing this meeting. I got to be there. 

(톰: 미안해. 못해. 나는 이번 회의의 주인공이야. 나
는 거기에 있어야 해.)     

                                 (Episode 18)  
Tom은 먼저 Lynette에게 Sorry라는 사과하는데, 그

는 Lynette와 함께 축하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왜 Lynette와 함께 축하의 
밤을 보낼 수 없는지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다른 
회의 주재로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진
실하며 분명한 설명하기 전략에서의 명확한 설명에 속
한다.

3. 무례함의 정도 최소화 
사과자는 전제조건 조회나 남을 책망하기로 무례함

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책임을 덜어주려 한다.

예4: Orson과 Bree가 이혼한 후 Bree는 그녀의 집
을 새로 꾸미기로 결정한다. Bree는 그녀의 도급업자 
Keith가 멋지다고 생각한다. Bree가 Keith를 쳐다보
며 차를 몰았기 때문에 Bree는 Gaby의 딸 Juanita를 
부딪쳐 넘어뜨렸다. 

Gaby: You are gettin' sloppy, you know. 
Bree: I am sorry. She just came out of 

nowhere.
(브리: 미안해. 그녀는 어디선가 뛰쳐나왔어.)      

                                   (Episode 2) 
Bree가 먼저 Gaby에게 Sorry를 말하고 그녀는 

Juanita가 어디선가 뛰쳐나왔다는 핑계를 댄다. 사실, 
진짜 이유는 Bree가 운전하면서 Keith를 보고 
Juanita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Bree의 부주
의가 이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Bree는 다른 사람을 책
망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덜어준다. Bree의 핑계는 무
례함의 정도 최소화 전략에서의 남을 책망하기에 속한
다.

4. 책임인정
사과자는 책임에 대한 함축적이고 명확한 인정, 의도

가 결여된 표현, 자기 부족의 표현, 어색함의 표현이나 
책망을 분명히 받아들인다.

예5: Lynette의 큰딸 Penny는 Lynette가 너무 힘들
어하는 것을 보고 Lynette가 Paige를 돌보는 것을 도
왔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Penny가 Paige를 돌보는 것
을 발견했다. 교장선생님은 Lynette를 사무실로 불러
내어 11살짜리 아이에게 2개월 된 아이를 돌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고, Lynette는 자신의 잘
못을 깨닫는다. 그래서 Penny의 방과 후에 Lynette는 
그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Penny: I'm sorry to take the baby to school. I 
had a math test, and I didn't want to be late. 

Lynette: Hey, sweetie. Hey. You didn't do 
anything wrong. I did. Your job is to watch 
television and eat way too much candy. And my 
job is to make sure that's all your job is. 

(리넷: 안녕, 자기야. 이봐, 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했어. 네 일은 텔레비전을 보고 사탕을 많이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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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그리고 내 일은 그게 네 일 전부인지 확인하는 거
야.)                                 (Episode 4)

Penny가 돌아오자 Penny는 엄마가 자신을 호출한 
것이 자신이 여동생 Paige를 학교에 데려갔기 때문이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엄마에게 sorry라고 사과한 후 
명확하게 설명한다. 수학시험이 있는데 지각하고 싶지 
않아서 여동생을 학교에 데리고 갔다고 말한다. 
Lynette는 Penny에게 그녀는 잘못한 것이 없고 자신
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Lynette가 'I did'라고 하
는데 사실은 'I did wrong'이어야 한다. Lynette는 책
임인정 전략을 채택하여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
고 있다. 

5. 보상제공
사과자들은 사과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보상을 제시하

거나 제공한다.
예6: Renee는 전 남편과 재결합하고 싶어했지만 

Gaby는 그러지 말라고 권했다. Renee는 화가 나서 
Gaby의 비밀을 폭로했다. Gaby는 이전에 그녀의 친구
들에게 그녀의 타고난 미모를 자랑하였으나, Renee는 
Bree와 Lynette에게 Gaby가 코를 성형수술 했다고 
말했다. Gaby의 거짓말이 Renee에 의해 밝혀지자 그
녀의 친구들은 Gaby를 놀렸다. 그래서 Gaby는 
Renee와 재결합하고 싶은 Renee의 전 남편에게 
Renee의 비밀을 알렸다. 그날 밤 Renee는 Gaby와 실
랑이를 벌였다. 싸움이 끝난 다음 날, 그녀들은 상대방
에게 사과하러 온다. 

Gaby: I am not really used to apologizing. But 
here are some chocolate. 

(개비: 나는 사과하는 것에 정말 익숙하지 않아. 하지
만 여기 초콜릿 좀 가져왔어.) (개비는 르네에게 초콜릿
을 준다.)

Renee: I haven't touched a carb since 1985, 
but thank you. Believe it or not I was actually 
on my way over to apologize to you. I don't 
know what came over me.  (르네는 개비에게 꽃을 
준다.)     

                                  (Episode 5) 
Renee와 Gaby는 전날 밤 몸싸움을 벌였지만 양쪽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행동이 심각하게 
상대방을 무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Gaby는 
Renee의 삶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Renee가 전남편과 재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는 모두 
Renee 자신의 삶이며, 자신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Gaby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후에 Gaby는 
Renee에게 보상으로 초콜릿을 조금 가져온다. Renee
는 자신이 친구 앞에서 Gaby의 비밀을 폭로하고, 
Gaby의 코를 한 대 때리고, Gaby에게 매우 무례한 짓
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Renee는 Gaby에게 사과
하고 꽃을 가지고 와서 Gaby에게 보상한다.

6. 청자에게 관심 표현하기
사과자는 사과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청자

에게 관심을 보인다.
예7: Paul은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런데 갑자기 어느 날 Bree, Lynette, Susan과 Gaby는 
Paul이 풀려나 돌아온 것을 놀라워한다. 그녀들이 
Paul에 대해 이야기할 때 Paul은 그녀들을 그의 집으
로 초대하였다. 그녀들에게 자신이 Felicia에 의해 모
함을 당했다고 말하며, 그녀들이 지금까지 감옥에 가서 
그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Paul: It's okay. You were busy. I get it. I told 
myself I'd explain how I was framed when you 
came to visit me in prison. Oh, wait. 

Lynette: We're so sorry. 
Bree: What you endured over the last ten 

years I can't even imagine it. 
(브리: 네가 지난 1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난 상상도 

할 수 없어.)
Paul: No, you can't. But the good news is I am 

back.                               
                                  (Episode 1) 
Paul이 그녀들은 결코 감옥에 가서 자신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 후에, Lynette가 sorry를 직접 말
해서 사과한다. Bree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Paul에게 그녀의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과거 한 번
도 감옥에 있는 Paul에게 방문하지 않은 미안함과 어색
함을 덜어주고 동시에 자신의 미안함을 표현한다. B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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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aul에게 청자에게 관심 표현하기 전략을 구사한 것
이다. 

7. 재발방지약속
사과자는 다시는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예8: 낯선 사람이 Bree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 Bree

는 그에게 빨리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자신이 조금도 
급하게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침 그때 Keith의 아버
지가 들어온다.

Keith's father: What's going on in here?
Bree: Uh, this, um, gentleman just, uh, 

wandered into my home. 
The stranger: I made a mistake. Won't happen 

again.
(낯선 사람: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

을 것입니다.)                          
                                 (Episode 10)
낯선 사람이 Keith의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을 볼 때, 

낯선 사람은 먼저 책임인정 전략을 써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그는 Keith의 아버지가 그와 싸울 준비가 되
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약속함으로써 재발방지약속 전략을 쓴다. 

IV. 사과 전략의 문화적인 분석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은 서로 다른 사회적 규범을 
초래할 수 있고, 사람들의 행동은 문화와 가치관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언어와 문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언어의 사용은 문화의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또 선행연구결과7에 따르면, 사과 전략의 사용은 문

7 苏娜(2017)[20]의 연구에 따라 사회적 규범,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간에 사과 전략의 선택과 사용에 차이
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인은 중국인보다 사과 언어를 더 자주 
사용한다. 일본인은 직접 사과 전략을 선호하고 중국인은 직접 
사과 전략과 간접 사과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樑
紅豔(2008)[35]]의 연구는 중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과 언
어에 대한 사용 빈도나 사용범위는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蔡海芬(2019)[49]의 연구에 따르면, 지리
적 위치, 역사 문화적 요인에 의해 러시아와 중국의 사과 언어에
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화에 따라 다르다[32]. 학자들8의 연구는 또한 사과 언
어와 사과 전략의 사용이 문화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 시즌 
7에서의 사과 전략의 사용을 미국의 높은 개인주의와 
낮은 권력의 거리, 낮은 컨텍스트 문화로 심층 분석하
고자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문화, 사과 언어와 사과 
전략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다.

1. 사과의 표현에 대한 문화분석
사과의 표현 전략은 'I am sorry', 'Excuse me', 

'Forgive me' 등의 표현으로 분명한 사과를 나타낸다. 
즉, 말하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미안함이나 유감을 분
명히 표현한다. ‘분명한 사과’를 통한 사과 전략은 특정
한 교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전략이다[36].

<위기의 주부들>의 시즌 7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200
개의 사과 전략의 사례 중 64.0%인 128개로 ‘사과의 
표현’ 전략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전략의 선택을 포함한 인간의 행동은 그 문화의 
거울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문화가 사과 표현의 높은 
사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낮은 컨텍스트 문화이다. 낮은 컨텍스트 문화
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종종 직접적이고 명확하다[13]. 
낮은 컨텍스트 문화 속에서 정보는 완전하고, 또렷하고, 
정확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정보
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미국인들이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할 
때, 그들은 사과의 표현으로 직접 명확한 사과를 원하
고 'I am sorry', 'Excuse me', 'Forgive me'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3.1의 예1에서 Grace의 양어머니인 Carmen은 
Grace에게 다른 사람들의 재력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예
의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Grace는 자신의 행동이 
무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녀는 직접 Gaby에게 
"I'm sorry"라고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한다.

8 대표적으로 蘇娜(2017)[20], 黃永紅(2001)[29], 亢丹(2016)[32], 
張國霞(2003)[34], 樑紅豔(2008)[3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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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권력의 거리가 비교적 낮은 나라이며, 지위와 
기회의 평등을 더 강조한다[33]. 미국에서는 사람 간의 
평등을 비교적 강조하며 부모들은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평등하게 대하며, 선생님들
은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한다[33]. 이에 따라 부모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선생님은 부당하거나 잘못한 
행동을 할 때, 아이나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사과
하는 것이 매우 일상적이다. 그들은 아이나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이 아닌 평등
한 개체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1의 예2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에게 사과한 예이
다. Mike는 Zack의 친부이지만 자신의 말이 Zack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알게 되자 Zack에게 "I am 
sorry"라고 사과한다. Mike는 자신이 아버지이고 연장
자이지만 자신이 Zack보다 지위가 높고 Zack에게 사
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력의 거리가 낮은 미국에서 부모나 선생님, 손윗사
람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남에게 무례한 행동을 할 때, 
아이나 학생이나 후배에게 사과의 표현 전략을 쓰고 직
접 사과하는 빈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사과의 표현 전략을 자주 사용하
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낮은 컨텍스트 문
화이기 때문에 교제 과정에서의 정보는 주로 교제에 쓰
이는 언어에 의존하고 미국인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
현 방식을 선호한다[13].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을 인지했을 때, 그
들은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 전략을 택한다.

둘째, 미국은 권력의 거리가 비교적 낮은 나라로 미
국인들은 인간과 인간을 평등하게 여기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까지 평등하게 대한다[33]. 따라서 남의 기분
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 발생하면 아랫사람이나 윗사람
까지 모두 사과를 해야 한다.

2. 설명하기에 대한 문화분석
사람들이 사과할 때, 그들의 무례함과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 원인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위기
의 주부들> 시즌 7에서 무작위로 뽑은 200개의 사과 
전략의 예 중 설명하기의 예는 43개인 21.5%로 2위이
다. 이러한 설명하기도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일종의 

사과 전략이다. 미국은 낮은 컨텍스트 문화이고, 개인간
의 교류는 종종 명확하고 직접적이다[13]. 따라서 미국
인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명확하게 표현하며, 타인
에게 무례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도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잘못
을 저지를 때 사과의 표현을 써서 직접 사과하는 것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무례한 이유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3.2에 있는 예3에서 Tom이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어 Lynette와 Tom은 저녁 때 함
께 축하하기로 약속했지만, Tom은 서둘러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느라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얘기한다. 
Tom은 Lynette에게 사과한 후 그가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이유와 실제 상황을 설명한다. Tom은 설명하기 
전략으로써 자신의 무례함과 죄책감을 덜고 있는 것이
다.

그래서 미국은 낮은 컨텍스트 문화로 직접적이고 명
확한 표현 방식을 선호[13]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경우 직접 사과하는 방법
을 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덜 수 있도록 그 
과실의 원인과 이유를 명확히 해설하는 설명하기 전략
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3. 무례함의 정도 최소화에 대한 문화분석
무례함의 정도 최소화는 사과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

정하지만 여러 수단을 통해 변명하고, 가능한 한 자신
의 책임을 경감하고, 무례를 최소화하려고 시도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런 사과 전략은 사과의 표현이나 설명
하기보다 낮은 빈도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고도의 개인주의 국가이고 사회는 ‘우리’라는 
의식이 아닌 ‘나’ 라는 의식을 강조한다[33].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 이익과 필요에 관심이 있고 집단이나 타
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례
할 때, 사람들은 비교적 무례함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변명을 하거나, 전제조건
을 묻거나, 남을 탓함으로써 무례의 정도를 최소화하며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고, 자신의 이익, 체면에 대한 상
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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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의 예4에서 Bree는 운전 중 Keith를 쳐다보고 길
을 보지 않기 때문에 Juanita를 부딪쳐 넘어뜨렸다. 병
원에서 Bree는 Juanita의 엄마 Gaby에게 sorry라고 
사과하고 나서 그녀는 Juanita가 어디서 뛰쳐나왔는지 
몰랐다고 말한다. 이는 남을 책망함으로써 자신의 책임
과 죄책감을 덜고 자신의 체면에 대한 상처를 줄인다.

따라서 미국의 높은 개인주의 문화는 미국인들이 남
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더 관심을 갖도
록 하[33]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례함의 정도 최소화 전
략을 쓰고, 변명과 남을 책망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덜어주며 자신의 이익에 대한 손해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4. 책임인정에 대한 문화분석
미국의 높은 개인주의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집단이

나 타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갖게 한다
[33]. 그러나 자신의 부족이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
신의 이익과 체면을 손상시킨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타
인에게 무례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을 꺼려 자신의 이익과 체면
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그로 인해 책임인정 전략의 사
용 빈도가 낮다. 그러나 사과자가 자신의 실수나 과실, 
무례함이 심각하다고 인식할 때 책임인정 전략도 쓴다.

3.4에 있는 예5에서 Lynette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
다는 것을 깨달았다. 11살 Penny에게 2개월 된 아이
를 돌보게 하는 것은 Penny를 힘들게 했고, 심지어 그
녀를 수업 중에 잠까지 들게 했다. Lynette는 어머니로
서 자신의 아이인 Penny를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미안했다. 그래서 Lynette는 Penny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자신이 Paige
를 돌보고 Penny에게 즐거운 어린 시절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책임을 지고자 하였다.

또 Lynette가 자신의 딸 Penny에게 진심 어린 사과
를 한 것은 미국의 낮은 권력의 거리 문화의 구현이며, 
미국이 사람 간의 평등을 추구하고 부모가 아이를 대하
는 것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33]. 

그래서 미국의 높은 개인주의 문화는 미국인들이 남
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더 관심
을 갖게 한다[33].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체

면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인정 전략을 사용하
는 빈도가 낮다. 하지만 사과자는 자신의 무례나 과실
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인정 전
략을 취하기도 한다.

5. 보상제공에 대한 문화분석
이 연구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보상제공의 사용 빈도

는 비교적 낮으며, 이는 미국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
례한 후 무례함을 당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미국은 높
은 개인주의의 나라이고, 자기 우선 지향의 사회이며, 
‘나’의 이익이 ‘우리’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33]. 미국
인들은 집단이나 타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관
심을 보다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
하거나 실수를 할 때, 보상을 제공하는 경향이 별로 없
다.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해
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례한 정도가 신체적인 
상처를 입힐 정도로 상대적으로 크다면 어쩔 수 없이 
보상제공 전략을 취해야 한다. 

3.5의 예6에서 Renee와 Gaby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서로의 비밀을 폭로했고, 그녀들은 모두 매우 분노
하여 크게 싸웠다. Gaby의 코는 Renee에게 맞았고 
Gaby는 Renee를 세게 때렸다. 이후 그녀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서로 사과한다. Gaby는 Renee에게 초
콜릿 한 박스를 보상으로 주고, Renee는 Gaby에게 꽃 
한 다발을 보상으로 준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더 신경을 쓰고, 보상을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지
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상처가 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상제공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미국은 고도의 개인주의 국가[33]이기 때문에 미국인
은 자신의 이익에 신경을 쓴다. 타인에게 보상을 하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국인은 보상제공 
전략을 쓰는 빈도가 낮지만, 사과하는 사람이 자신의 
과실과 무례함을 심각하게 여긴다면 보상제공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6. 청자에게 관심 표현하기에 대한 문화분석
미국의 높은 개인주의와 ‘우리’가 아닌 ‘나’의 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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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이 집단적인 혹은 타인의 이익이나 느낌보다
는 자신의 이익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기 때문에[33] 
청자에게 관심 표현하기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은 별로 
없다.

3.6의 예7에서 살인죄로 기소되어 감옥으로 보내진 
Paul이 돌아온 후 Susan, Lynette, Bree와 Gaby는 
Paul이 살고 있는 집으로 초대되었고, Paul은 그녀들
에게 그가 Felicia에 의해 모함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그녀들이 감옥으로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
고 원망했다. Paul의 말을 듣고 Lynette는 사과했고, 
Gaby는 그녀들이 Paul이 살인자인 줄 알았고, Susan
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ree만이 Paul에
게 관심을 보였다. Lynette, Susan 그리고 Gaby가 
Paul에게 관심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들이 
Paul이 느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Paul이 그들
의 작은 마을에 다시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집단이나 타인의 것보다 자신의 이익과 느낌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미국은 고도의 개인주의 문화[33]로 개인의 이익과 
체면에 신경을 쓰며, 개인의 체면이나 이익이 남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표현하
기를 적게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타인에 대한 관
심이 적기 때문에 청자에 대한 관심 표현하기 전략도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게 된다. 

7. 재발방지약속에 대한 문화분석
미국은 높은 개인주의 국가이다. 미국 사람들은 개인

의 자유, 권리와 자기 독립성을 추구하며 불필요한 약
속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33]. 비록 그들이 실수를 
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장래의 일에 대해 약속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 장래의 일에 대한 약속은 어느 정도 개
인의 자유와 권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재발방지약속 전략의 낮은 사용 빈도가 생겼다. 그
러나 외부의 압력이나 사유가 발생하면 미국인들은 어
쩔 수 없이 재발방지약속 전략을 써야 한다.

3.7의 예8에서 낯선 사람은 Keith의 아버지를 보자
마자 자기가 잘못 들어왔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Keith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다가와 그를 때리려
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래서 사실 이 낯선 사람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달가워하는 것이 아
니라, 자기가 맞을까봐 두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재발방지약속 전략을 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높은 개인주의 나라[33]로 개인의 자
유 및 자기 독립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음을 보증하는 재발방지약속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에 굴복할 경우 미
국인들은 재발방지약속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V. 결 론

이 연구는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의 사과 전략
을 연구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
로 이 연구는 Trosborg의 사과 전략에 대한 분류를 바
탕으로 <위기의 주부들> 시즌 7에 등장한 사과 전략에 
대해 분석, 정리, 분류, 통계를 시도했다. 이어 <위기의 
주부들> 시즌 7에서 200개의 사과 전략을 뽑아 심층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과의 표현’ 전략은 
64.0%(128개), ‘설명하기’는 21.5%(43개), ‘무례함의 
정도 최소화’ 전략은 8.5%(17개), ‘책임인정’은 2.5%(5
개), ‘보상제공’, ‘청자에게 관심 표현하기’는 각각 
1.5%(3개씩), ‘재발방지약속’은 0.5%(1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교적 낮은 권력의 거리, 낮은 
컨텍스트 문화, 그리고 고도의 개인주의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권력의 거리가 낮은 국
가이며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 교사 또는 노인
이 자녀, 학생 또는 젊은이에게 사과하는 것도 일상적
인 일이다. 그만큼 ‘사과의 표현’ 전략의 사용 빈도가 높
아지기도 한다.

그리고 미국의 낮은 컨텍스트 문화로 미국인들은 직
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사과와 ‘사과의 표현’을 선호한다. 또한 개
인 간의 의사소통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만들어 주며, 
사과자들은 무례한 이유나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설명하기’ 전략의 빈도가 높아
진다. 

한편 미국은 매우 높은 개인주의적인 국가로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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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의 목표, 이익 및 필요에 관심을 갖는다. 미국
인들이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할 때 ‘무
례함의 정도 최소화’ 전략을 채택하고 책임을 최소화하
며 자신의 이익과 체면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미국의 높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은 ‘우리’
라는 의식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을 더 강하게 한다. 
‘나’의 목표, 이익 및 감정이 ‘우리’보다 더 중요하다. 다
시 말해 미국인들은 집단적인 혹은 타인의 이익이나 느
낌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더 신경을 쓴다. 이로 인해 ‘책
임인정’, ‘보상제공’과 ‘청자에게 관심 표현하기’ 전략의 
사용 빈도가 낮다. 개인주의가 높은 미국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 권리 및 자기 독립성을 추구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 있음을 두려워하여 사과자들
은 ‘재발방지약속’ 전략을 사용하는 빈도 또한 낮다.

이 연구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과 언어를 연구하여 
사과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미국인과 
교류할 때 문화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유
리하게 할 것이다. 또 문화적 관점에서 사과 전략의 사
용 빈도에 대한 추가 분석은 사람들이 사과의 배후에 
있는 심오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또한 미국의 비교
적 낮은 권력의 거리, 낮은 컨텍스트 문화와 높은 개인
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심층적인 이해를 강화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드라마의 언어를 문화적
으로 분석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적 측면에서 드
라마 예술의 언어에 대한 깊은 인식도 강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는 대부분 문화간 소통의 시각에서 국가별 사과 언
어를 비교하는 데 집중되고, 사과 언어 분석은 일상적
인 말들에 국한된다. 이 연구는 드라마 예술에 화용론
과 문화이론을 접목하여 사과 전략 분석을 시도하였다
는 데 그 함의가 있다.

둘째,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인과 교류 과정에서 미
국인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과실을 범하는 
일이 생기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과의 표현’ 및 ‘설명
하기’ 사과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은 낮은 컨텍스트 문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
제의 정보는 주로 교제에 쓰이는 언어에 의존하며 직접
적이고 명확한 표현 방식을 선호하는 것도 살펴보았다. 

사과 언어를 비롯하여 직접 사과하는 ‘사과의 표현’ 전
략을 선호하며 사과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설명
하는 ‘설명하기’ 사과 전략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인의 사과 전략과 사과 언
어의 문화적 맥락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문
화간 의사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 연구는 미국의 <위기의 주부들> 시즌 7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미국의 사과 언어와 문화해석
을 시도하고자 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
해 다양한 국가와 유형, 그리고 드라마 속 사과 언어의 
사례수를 확대‧분석하여 연구결과가 보다 일반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 연구는 쑨리리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후 새로운 연
구주제를 보완하여 작성된 논문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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