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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혼 

20 1 2년 프랑스 대홍령 선거는 올랑드 Hollande의 당선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 선거의 또 다른 숭지는 프랑스 극우 정당인 Front 

Narional 1) 대홍령 후보였던 르 앤 Le p"，이었다고 혜도 과언이 아 

• 이 논운은 201 2년 서융대학교 인운대야의 아융논운 제재 지원융 알았옹 
1) 이후 Front National옹 FN으g 약정하기로 한다 

FN용 1972년 장 이리 르 앤 Jea.n.Marie Le Pen애 의해 성링왼 프랑스 인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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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것이다 그녀는 4월 22일에 지려진 l차 투g에서 1 7.9{}O/o'용 득표， 

융랑드와 샤르코지 Sa<ko'Y의 뒤률 이어 3위를 기록함으로써 옹 프 

랑스툴 놀라게 했다 2) 그 결과 l차 투표에서 FN융 지지한 유권자 

틀의 표심이 절선 루표에서 어디로 향하느냐가 선거의 중요한 변수 

로떠올었다 

언저 용량드의 정우는 l차 투표에서 l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결선 투표 관련 여론 조사애서도 사르표지률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FN 지지"1을올 공략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 

유가 있는 상태였다 반면 사르묘지의 경우는 FN과 상대적으로 정 

치 노선이 가까우므로3) FN 유권자들의 표싱올 얻기에 유리한 위치 

에 있는데다， 올랑드에게 큰 격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들 

의 표심을 얻는 것에 자신의 당락이 달려 있었다 그 절과 샤르코지 

는 절선 투표흘 앞두고 FN 지지자들의 요싱융 잡는데 총력을 기율 

이는 선거 전략융 취하지 않융 수 없게 핀다 

본 연구는 20 1 2년 프랑스 대흉령 선거의 결선 투1<흘 앞두고 사 

르코지가 태 지지자틀의 요심을 공략하기 위해 사용한 선거 전략 

중에서 언술 전략용 분석하는 것올 욕적으로 한다 과거에는 선거 

극우 갱앙이다 2002년 g랑스 대선 l차 쭈Jl에서 16.80%융 육g하여 사외당 후 

보인 "스앵 J∞pm융 낙선시키고 시학 。피~과의 정선 쭈요애 진용한 야 있다 
주요 정당강영은 전용척 가지 혹웬낙태 안대)， 외욱인 이인 제한(륙히 이용링) 주 
권 강왜EU에 의얘 프랑스 주권이 제한외는 것 안대) 사엉제 및 판세 유지 둥이다 

2) 2012년 4영 22영 프랑스 대용령 선거 1치 투요의 후보자영 특g융은 아용과 강다 
Hollande 28.63%, Sarkozy 27.18%, lc Pen 17.90%, ιtelancbon 11.1 1%, Bayrou 
9.130/0, }.어y 2.31%, Dupont-Aignan 1.79'tι poutou 1 . 1앙‘ Arthaud 0. 56'κ 。r미 

nadc 0.25% 
3) 프링스 갱당융의 인껑도용 극척애서 극우 앵양으호 제시하연 대약 다용과 경다 
프랑스공~당 PCF - 좌파당 PG • 녹잭양 1<> V,", 사회당 PS - 인주옹동 
Modem - 대중운용연~UMP 인혹전샌 에 올랑드가 용한 PS보다 사프E지 
가 속안 UMP가 R‘와 갱쳐 노션 상얘 바로 인정하고 았으므로， FN 지지 유권자 

용이 정선 쭈요에서 사르표지용 지져항 기놓성이 꺼씬 농았대구제적 수치는 주 
6)용장조앙 것) 



N. Sarkozy의 프랑스 며용영선거 언e 전악 용씌 295 

전략이라고 하면 혼히 갱견이나 정책 관련 전략용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날 선거는 ‘이미지 선거’라고 부르듯이 유권자의 선택은 갱책에 

대한 웅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후보자와의 공강에 

좌우되는 정향이 있다 후보자의 갱책에 유권자가 동의한다고 해도 

그것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곧바로 연절되지 않는다 이제는 ‘무 

엇’융 제시하느냐 만큼이나 그것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충요하게 

되었다 즉 선거 전약에서 갱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갱책애 대한 

동의흘 후보자에 대한 풍의로 연결>1는 언울 방식이 된 것이다 그 

러므로 본 연구는 애 지지자들의 표흘 얻는데 초점옳 맞충 샤르코 

지의 정책 공약이 구제적으로 어떠한 언슐 전략을 용해 구현되었는 

지률분석하기로한다 

n 정치 상황 

1. 1차푸표 이전 

20 1 2년 프랑스는 1995년 우파 연합 후보인 시락이 대용령에 당선 

왼 이후， 2002년 재선에 성공하였고， 그 후 2007년에 다시 우파 연 

합 후보인 샤르묘지가 당선핑으로서， 17년 통안 우파 대용령이 집권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2007년 사르코지는 12년이라는 시락의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치안 및 경쩨 성장 둥을 공약으로 내세워 차별 

화에 성공하연서 다시 우파 대용령으로서 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러 

냐 당선 이후 치안은 더욱 악화되고， 2008년에는 미국 웰스트리트로 

부터 시작된 전 세계척인 경제 위기로， 2α19년부터는 그리스 및 스 

예인 풍에 닥친 금융 위기로 인해 유로존 전제가 심각한 정제 위기 

에 처하연서 프랑스 국인툴의 샤르E지 갱권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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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올정고 있었다 

샤르묘지는 대통령 선거 1년여 정부터 실시원 여롱 조사에서 단 

한 자혜도 적파 후보에게 앞서지 옷하는 영세톨 보였다 2011년 7 

월， 사회당의 주요 후보였던 αfi' 총재 스트로스 칸s .. “ s-KahnOI 

섹스 스캔블로 낙마하고 난 뒤에도 이러한 상황은 연합이 없었다 

그 뒤 상대적으로 카리스마가 부촉하다고 여걱지언 융랑드가 샤회 

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사르묘지는 여전히 양자대결애서 10% 

가량융 뒤지는 지극히 율려한 상영애서 대흉령 재선율 위한 출사표 

흉 던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2012년 프랑스 대용령 선거는 도전자인 

사회당 후보가 앞서고， 현직 대용령이 그 뒤용 쫓는 보기 드운 갱치 

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2. 1차 푸표 이후 

201 2년 4월 1 2일에 치러진 l차 투g의 g연적 절과는 사회당 후 

보인 융랑드가 28.63%로 l위용， 그리고 1JMP4) 후보이자 현직 대흉 

령인 사르코지가 27.1 8%로 2위융 기록하였다 두 후보 사이의 l차 

푸g 특요융 차이는 단지 1.45%에 지나지 않았으나， 철선투표 예상 

여흔 조사 철과얘서는 융랑드 55%, 사르코지 45%로 융항드가 샤르 

E지융 10%라는 큰 차이로 압서는 상황이었다 n 게다가 사회당의 

갱치색은 FN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므호， 섣부를 FN 지지총 공략 

은 사회당과 정치적 노선이 인정한 중도 우파 잊 화따 연합 지지자 

4) UMP는 U띠。n pour un moUvanenl pop띠.ure억 약자잉 
5) 4엉 25엉 성시왼 경선후g 지지팡현 여용죠시는 &앙드 55%, 샤르오지 45%it 나 
야내었다 

Questions: Au se∞nd to\ι dc l'~lection présidentidle‘ demanche 6 mai, pour 
lequel des a찌버ats su’‘ nts y a-t-i] Ic 이us de chaoccs que VOU5 votie:z’ (Uop
Pari5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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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의 지지훌 잃융 수 있는 위험융 안고 있었다 설째로 융량드의 갱 

치 노선 화/우에 위치한 행랑용 Melanchon과 베이루 Bayrou는 l차 

루표에서 11.11%와 9.13%용 득표하였으며， 이툴 지지자 충 각각 82010, 

40%가 융랑드를 지지합 의샤용 표명하고 있었다6) 섣부르게 태 유 

권자융 만혹시키려다가는 도리어 이들 지지자흩 잃융 수 있으으로 

사회당 후보인 용랑드의 FN 지지충 공략응 소극척일 수밖에 없었다 

반연 사르코지의 정우는 자신이 속한 UMP가 태과 갱치척 지형 

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으로 이들의 표싱융 얻어야안 정선 

후g에서 자신의 올리한 상팡융 뒤집올 수 있었다 n 정치 명혼가들 

은 사르코지가 결선 투표에서 송리하기 위해서는 FN 지지자의 80% 

용 훌수하여야 할 것이라는 예상융 내놓고 있었는데， 1차 무요 직후 

생시왼 여흔 조사에 따르연 FN 지지자 중 단지 44%안이 정선 루요 

에서 사르묘지애 부요합 형싱융 한 상태였다 FN 지지자 가운데 

21%는 상대 후보인 융랑드 지지， 그리고 남은 35%는 l콩표힐 의사 

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8) 철국 기권 의시훌 g영하고 있는 이 

35% 유권자의 표싱용 어영제 효과척으로 공략힐 것인가얘 사르코 

지의 송때가달려 있었다 

씨 4임 "잉 앙g원 3-'위 육g 후보 지지자용의 정선우g 지지 싼현 여용 조사 정 

와는 이예외강다 

Rcpons dcs voix au sccood tour (lfop-Paris Match) 

EIeCteWS dc: Lc Pen 
Electtuf$ dt Me1ancho。

된연잊뜨쁘보얻낀E 

Ho""", 
21 
82 
40 

효엎g 
44 

2 
3s 

.... ‘""on 
3s 
16 

" 
기 르앤용 l 'f 후R 이후 샤흐요지에 얘한 왕식쩍 지지에 거우외샤톨 g시하였으으 
효 " • .5.코쳐는 자력으로 R‘ 지지자률의 g싱융 영어야 g다 

8) 주 6)의 내용융 장죠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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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대상 

l 이흔적 배정 확인 기능 전략 

프량스 갱치 명론가 표트레 Cotteret는 선거 전하올 크게 확인 기 

능fonction de ∞때rmaóon과 확산 기능fonction d’agrégation으로 구 

분하고 있다') 확인 기능은 특갱 유권자 혹은 지지충올 타깃으로 하 

여 이들이 원하는 내용을 후보자가 영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지지을 용집하여 자신의 지지 기반옵 더욱 탄탄히 하는 선거 전략이 

다 확산 기능은 특갱 유권자냐 지지충으로 발언을 한정시키기보다 

는 불특정 다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열린 당화를 구사하여 최대한 많 

은 유권자들융 결징시키려는 선거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당선 가농성이 높은 ‘주요’ 후보자의 정우는 

자신융 지지하는 기존 유권자만으로는 대용령 당선이 용확실하므로 

아직 마응용 정하지 못한 부동충융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옐린 당화 

흘 구사하는 확산 기능 위주의 선거 전략올 취한다 반면， 당선 가놓 

성이 희박한 ’군소’ 후보자들의 경우는 기촌 지지자들이 주요 후보 

지지로 툴아서는 것을 악아 자신이 소속된 정당 득표율올 초금이라 

도 높이기 위혜 기존 지지자들이 듣고 싱어 'f는 내용 위주의 발언 

율 하는 확인 기능융 수행하는 선거 전략올 선택한다 \0) 결국 후보 

9) Cottereι J-M, et 피 ‘ """"" d’'F$, 앵.Mi끼，'""" 54η"4 tn()rs PM‘"' ronvaulcre, 
Pιis ， PUF, 1976, pp. 151-152 

10) 1988년과 199'년 프랑스 대용령 선거 꽁식 π 앵송 <Les prestatiOIl5 ιι@‘~> 
융 운석 대상으로 싱시한 연구에서 주요 후보증의 경우는 "''''의 지시예상융 전 
새 극인 자원으효 악장시키는 인산 기능옹 위주호 한 언용 견확-& 구사한 반연‘ 

당션이 용가능한 군소 후보융의 경우는 "''''의 지시얘상융 대부운 자신이 소숙 
원 갱당에 수영시켜 기존 지지용의 정징융 다지는 확인 기양융 우선시하는 언앙 
전략융사용하었다 
칙응선 1997, r 우리‘라는 이용으흐 양양 얘-인칭대영사 ‘"'''' 의 여허 지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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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아 처한 정치 상빼 따라 이 두 기능 중에서 어느 한 기 

능을 더 우선으로 하여 자신의 선거 션략융 세우게 된다 

이렇게 불 때 2012년 대흉령 선거에서 사르코지의 선거 전략은 

챙저히 확인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차 투표 이후 여론 조사에 

서 좌따인 을랑드 후보에 10010 가까이 뒤져 있었고， 이영적으로 가 

까운 FN은 17.90%1의 지지를 얻었다 그 컬과 절선 투표에서 사르 

코지가 FN 지지자플의 표심융 얼마나 잡올 수 있느냐에 선거의 숭 

때가 겔라게 되었으므로， 그는 주요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산 기 

능이 아닌 철저히 태 지지충율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확인 기능 

융 앞세운 언술 전양용 수행하고 있다 

2 주제 선갱 이민 정책 

사르쿄지가 태 지지자틀을 공략하기 위해 선택한 핵심 공략 주 

쩨는 이민쟁책이다 11) 전용적으로 프랑스는 이민자에 관대한 국가 

였다 그러나 1987년 대용령 선거에서 FN이 강력한 이민 흉제 갱책 

을 제시하여 예상 밖의 능은 득표결 한 이후 프랑스 대용령 선거에 

서 아민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데올로기 대립의 장이 되어 왔다 

FN 지지자들은 선거마다 강력한 이인 홍쩨 정책올 주장해온 터여 

서， 이들의 표심율 얻기 위해서는 이들의 주 판심사인 이민정책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것이 쩔수적인 상횡이었다 사실 강력한 이민 

용제블 강조하는 샤르E지의 선거 전략은 l차 투표 이전에 이미 채 

상용에 판한 소고J 힌Rif어용운악회 여용학융대회 'lI"자g갱， pp 107-127 
11) 2012연 프랑스 대흥영 션거에서 쟁껑이 원 것은 정재 정에과 이인 정액의 두 가 
지이다 용링드는 유효혼 금융 위기와 이에 따흔 얘정 깅혹 운제용 쟁정여하연서 
현직 얘용영인 샤르코지의 싱갱융 징충 공격하었다 정째 정책얘서 수세얘 용연 

샤프E지는 용랑드얘 반칙하기 위혜 강정안 이인 정재 정액융 내경연셔 이인 용 
세흩 갱충쟁껑화하었다 



JOOII어응찍권연구 쩌22호 

택되었다 사전 여론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열세흘 연치 옷하던 사르 

E지는 'l-1!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FN 지지충을 훌수하는 것이 옐 
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두 

는 이민 문제를 션거 프로그랩에서 <Inunigration>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독립시격 주요 정책으로 상았다 그 주요 내용운 연간 이민자 

수를 현행 180，이m명에서 90αm명으로， 즉 정반으로 대폭 축소시키 

는 것올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민자애게 지방 선거 투 

표권융 보장하겠다는 사회당 후보 을랑드의 관대한 이민 정책과 영 

확하게 대비됨으로써， FN 지지충의 샤르코지 지지흘 더욱 확실하게 

해중 터였기 때문이다 

사르E지의 선택은 2007년 선거와 비교할 때 그 차아가 더 두드 

러진다 2007년 당시 사르코지는 여론 조사에서 유리한 위치룰 정하 

고 있었기 때문에， FN 유권자툴 객냥하는 이녕척 쪽이 제한왼 엄격 

한 이민 정책용 태하지 않고 확산 기능융 우선시하는 선거 전학융 

추구했다 그러나 2012년 대션에서는 처옴부터 율항드에 뒤진 상황 

이었고 결선 투표에서 FN 지지자들을 끌어올이는 것에 선거의 숭 
때가 달려 있게 되었으으로， 컬선 투표를 앞두고 이 주쩨흩 핵심 선 

거 전략화하고 있다 

3 분석 대상 갱치 광고와 TV 토론 

절선 투표에서 사르코지의 언출 전략융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르 

코지 진영이 공올 들여 준비하고， 유권자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연 

서， 동시에 주목도가 농은 선거 멕스트륭 분석 대상으로 선갱항 멸 

요가 었다 이 정에서 본 연구는 후보자 진영에서 만들어 제시하는 

공식적인 갱치 광고인 클립과 대선 때마다 높은 시청용을 기혹하며 

유권자의 관심율 끄는 두 가지 혐태의 π 토론융 분씩 대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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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1) 공식 갱치 광고 

〈αp> 를립은 후보자 진영이 셰작한 l분 30초 내외의 영상 

홍보뭉이다 결선 투표에 오른 후보들은 절선 투표용 클럽올 

다시 제작하여 2주의 공식 선거 기간에 π율 흥해 히}루에 수 

차혜 반복하여 방송한다 클립은 후보자 진영이 웬ß~ 내용올 

제약 없이 반영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용올 틀여 계획하고 

가다등은 결과율이다 즉， 클럽은 후보자의 선거 전라올 가장 

영확하고 압축척으로 징약한 대표적인 선거 펙스트이다 

(기 TV 토흔 - 패널 토론과 후보자 토론 

- <Des paα。les et des actes> 이 프로그쟁은 프랑스의 대표적 

인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다 이 방승은 지영도 높은 정치인이 

충연하여 갱치/경제/사회 분야에서 패널로 선정된 3명의 전문 

기자들의 까다료운 정문에 답변ßI-는 형식으로 진앵된다 정선 

투표에 오른 두 후보는 4월 29일에 이 방송에 초청되어 각각 

45분씩 열띤 얘널 토론융 거쳤다 이 방송은 대선 공식 TV 토 

론인 <Face à Face>률 사흩 앞두고 일종의 전초전 형식으로 

방숭되어 많은 시갱'f을의 판심융 집중시컸다 

<Face å Face> 이 프로그랭은 프랑스 대홍명 선거에서 후 

보자 간에 치러지는 공식 π 토론이다 2명의 절선 진충 후보 

자가 l대 l로 토론융 벌인다 2012년 5월 2일 치러진 이 토론 

에 프항스 국인 전체의 이옥이 집중되었다 이 방송은 대용령 

선거 과갱에서 가장 시갱률이 높은 대표적 방송이라는 점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자영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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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FN 지지충구애전략 

본 장에서는 위에서 선갱한 분석 대상융 용해서 샤르코지가 어떻 

재 FN 지지 유권지융의 표싱융 공략하고 있는지용 구체척으로 상 

여보기로한다 

l 클링 (정치 광고) 

사르묘지의 클럽응 FN 지지 유권자들올 대상으로 잊충형으로 안 

을어졌다고 앵가혜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틀의 g심을 잡기 위한 

확인 기능을 전연에 내세우고 있다 정예상 철선무표에 오른 후보들 

의 경우 일반척으로 클링율 어느 한 주제로 한갱시키지 않고 후보자 

의 다양한 정책용 소개하는 파노라마 형태로 제작하여 다양한 유권 

자율옵 만족시키는 확산 기능융 우선시하재 마련이었다 결선 투표 

용 앙 둔 융랑드의 융링 역시 확산 기능을 영두얘 둔 일안척인 성격 

융 띠끄 있었다 그런예 사르코지는 FN 지지충의 의사 용갱에 가장 

큰 영향력율 미치는 <hnmigration>이라는 한 가지 추쩨만융 집중 

적으로 다루고 있다 12) 내용 역시 자신이 재집권하연 보다 강화원 

이민 쟁책올 실시항 것이라는 것으로， 강경한 이인 갱잭융 기대하는 

FN 지지 유권^r을애 호용하고 있다 여기서 사르묘지는 특히 인갱 

대명사 nous의 활용융 용해 그들의 공강융 얻어내는 언슐 방식을 

보이고었다 

인칭대영사 nωs는 Je와 non-Je의 절함/정합JOnction인데， 13) non-je 

12) 샤르요지는 g성 정액 14가지톨 성갱하여 l') 우Jl. 이션에 극인률에계 자세한 

내용융 재시하었는애， 그 충 하냐가 이인갱에 <.Inunigration>이었다 그런에 )') 

.요 후 R‘ 지지짱외 g생율 영는 것이 종 .. 얘지자， 이융 생액 용에서 이민정찌 
융 최우션으호 강죠하농 션거 션학& 째찍한다는 정에서 l야 . Jl. 전후의 자이 
. '1인양 수 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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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시 대상이 유동적으로 열혀 있다는 특성으로 인혜 정치 당화에 

서 자주 퉁장한다 Nous라는 대명샤융 흥해 발언하는 정우， 화자와 

그 양화 상황에서 화자와 같이 nous로 연합되는 집단은 통일한 시 

각융 공유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이때 non-Je의 지시 대상 

올 다양한 방식으로 변확시켜 nous의 지시 대상융 확산시킴으로써， 

후보와 유권자가 서로 같은 정치적 정체성율 공유하고 있다는 친근 

강/동질성율 유발시키는 예애 인챙대영사 nous가 효과객으료 사용 

되고있다 

(1) 1단계 유럽의 이릉으로 말하기 

La véri야. , ’esl quc I’Euro야 nc pcUI plus ∞ntinuer â unc 

Ew。κ -α.re， c'est que I’Europc doÎI avoir des frontières, que 
l'Europe doil vous pro야양r， que I’Europc doil vous défend.re, 

quc I ’ Ew。‘)C doit être au service de Ja protection de tWIπa:> civi 
lisarion et de notrtø m‘여e de vie 

'"‘ai dι '". 띠ns un aπ '''' meth얘es dc I’Eu，。야 n’。nt "" 
changé, je suspendraÎ I'application de Schen뺑1. 5i “ /SaJ avons 
décidé dc 양rer 1fCtS(J) frontières ensemble, C’est pour qu’미g 
soienl rnlcux prot생$ 

정말이지. 유험이 더는 (이밍자들용 자종 용파시키는) 여과기 역 
항융 해서는 안 핑니다 유럽애는 국정이 있어야 하고1 여러운융융 

호호하고 지켜냐가야 앙니다 유형옹 우리 문영과 우리 생앙 앙식융 
보전하는 에애 냐서야 항니다 

알씀드었다시며， 만약 l 년 뒤에도 유혐의 초쳐애 연화가 없다연， 

13) 앤에니스트 Benveni$te는 “"'W는 당순.， 흥영한 대상률융 충식시킨 젓이 아니 

악. J'와 ∞n" 샤이의 정@으". 이얘 이 nt싸j까 지시혀}는 대싱이 우엇이건 
간에 J<와의 껑앙이 가능히다 ”고 지쩍하었다 

Benveniste, EmiIe, << SD'Uaure des rdalions de 야π- 띠JlS k veroe _, 
prohlimes * 11앵‘"'- 앤'"αk， Tomc 1, Paris, G꾀@ι'11， 1966,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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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생챈 죠약의 혀용융 충당힐 것잉니다 우리가 우리 국정융 꽁 

흥 판리하기로 었던 건， 극경융 보다 궁전혀 지켜내기 위에서잉니다 

사르묘지는 이민 문제에 정근항에 있어서 유렁이라는 큰 용로 정 

근하고 있다 그는 이인 문쩨융 프랑스 국내 문쩨로만 한정시커지 

않고 그 외연용 유럽 전혜로 확대시키연서， 유렁이 더 이상 외국인 

들융 자동 용과시키는 ‘여과기’의 역합올 혜서는 안 되며， 공동 전선 

용 형생하여 유업 ’문영’와 ‘생앙방식’용 지격냐가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형게 이인 문제의 외연융 유렁으로 확대시키는 방언은 FN 지 

지 유권자률에게는 상당히 만혹스러운 정근이라 합 수 있다 극우라 

는 비난융 감수하연서도， 이인 문제에 대해 강경한 죠치용 주장혜용 

FN 지지충에깨 그롤의 문째 재기가 정당하다는 일종의 연죄부용 

제공.It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첫 문장에 둥장하는 notre- rD notre.æJ 의 사용융 주옥하도복 
하자 업격한 논리적 기증융 적용한다연， 동일 운장의 선행 종속절 

에서 인칭대영사 vous가 사용되었으므로 “l’Eur야>e doit vous pro
té엠 .. “ I'Eur이>e doit VQUS défer띠π 해당 종속절애서도 n∞f 

가 아년 votre가 사용되었어야 했다 실제로 VQUS가 쓰였올 정우와 

nous가 쓰었융 정우가 불러일으키는 갱서적 풍질갑에는 커다란 차 

이가발생한다 

- 1’Europe doit ξtre au service de 1a protection de vom civi 

lisation et de Kltn' m여e de vîe 

- 1’Europe doit être au servicc de 1a protection de ‘"""" ... 
lîsation et de nOIrt mode de vie 

Votre가 쓰인 정우에는 후보자와 유권자와는 일갱한 거리강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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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반면. notre가 사용되었융 경우에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유럽 

이라는 용동 정쩨성 아래 항쩨 묶인 공동 운영제라는 유대강이 월씬 

강화되는효과를낳는다 

뒤이어 오는 Mι<3l ""，. 11외 정우도 마찬가지이다 인칭대영사 

nous 및 nos훌 용하여 유렁이 이민 문제애 대뼈서 한 얘홉 단 공동 

용영채입융 강조항으호써 FN 유권자툴용 극우적인 소수로 훌리시 

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협의 일부료 포항시키고 있다 샤르코지는 

유렵이 공용으로 국경 판리톨 하기로 한 것은 국정융 장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급항으로써 FN 지지 유권자플이 보다 강정한 

이인갱책융 주장Of는 것융 옹호하고 나선다 이렇게 FN 지지충융 

분리시키지 않고 유럽이라는 공동 정써l성 속애 포항시키연서 그틀 

에게 갱당생을 부여하는 언슐 전략은 명소 극우로 지용되어 집충 공 

격융 받아옹 FN 지지 유권자률에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힐 것 

으료보인다 

(2) 2단껴 프랑스의 이용으로 앙하기 

Je div‘serai par dc띠 Ic nombrc d’tπ'.n양rs accucillis sur notrr 

~ territoirc. Jc ne le fais pas pour 이π que tWfIS({V dcvons méδe 
des aUbO OU avoi.r peur de la diπerence. Jc Ie fais parce que 
tWfISt1J avons acc야띠， '"ψ dc rnondc 
우리 영토에 앙@버이는 외국인 수톨 혈안으로 씀이겠융니다 그 

영다고 그것이， 우리가 다혼 사랑를융 경제얘야 한다거나 차이톨 우 

려워얘야 한다는 의이는 아닝니다 그것옹 우리가 이미 너무 많용 

샤링흉융 받아률었기 예문입니다 

초반에 형성펀 유렁이라는 동질갑과 연대감이 를립 충반애는 프 

랑스로 좁혀진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가 나라명으로 언급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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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라， naus라는 정합적 갱혜성을 용해서 구현되고 있다 발언의 

내용은 훨씬 구제적이다 유혐의 이름으로 발언힐 때는 "l'Eur야X 

doit v。잉 protéger" ‘ “ l’Europe doit v。야 défendre" , “I’Euro야 

do jt êσ'c au service de la protcction de n。σe 。씨lisation et de no

。<mαie de vie"와 같이 추상적 차원의 발언에 그쳤다연， 프랑스의 

경우에는 연간 혀용 이민자의 수륭 절반으로 출이겠다는 구체적이 

며 단호한 혜엉융 제시하고 있다 만일 이렇게 강화왼 발언이 사르 

묘지 클럽 초반부에 풍장하였다연 FN 지지 유권자등의 호웅융 얻 

융지는 올라도 일반 유권자들의 반강율 울러일으킬 수 있었올 것이 

다 그러나 앙서 유럽이라는 전체 차원에서 이미 이민 문제를 제기 

하여 그 갱당성올 확보한 상태이므로， 사르코지가 프랑스에서 취하 

고자 'f는 강경 조치도 자연스럽재 정당성을 부여받아 우파 성향의 

더욱 광엉위한 일반 유권자들도 큰 거부강 없이 수긍하게 되는 정과 

툴낳는다 

(3) 3단계 당선 후 틀어셜 쟁부의 이름으로 말하기 

Nmι<1J) exigerons avanl la fin de I'année desonnais que toute 
야π。nne q… veuille r이oindre 1a France soit oblî양e de passer un 
examen, avant d'entrer, monσ'ant qu'elle maitrise le français et 

qu’elle connaît Ics v잉eurs de la République. 
앞으로， &혜가 가기 전에. 프링스로 을어오려는 사람은 누구나 

잉국 전에 반드시 시헝융 용과하여， 자신이 프랑스어용 구사하고 프 

랑스 용화국의 주요 가치융융 알고 있용융 보여주도혹 우리는 요구 
앙것입니다 

클립얘서 최종적으로 퉁장하는 m따@씩 지시 대상은 사르코지 

집권 후 들어설 정부를 가리키고 있다 쳐응에는 유럽이라는 전제척 



N. ，..ι。ry의 프랑스 대용영션꺼 언g 정약 용석 307 

엽장에서 이민 문제흘 거혼함으로써 전처1 유권자들의 동의률 이물 

어 낸 후에， 그 지시 대상올 정자 프항스 및 자신이 이끌 정부로 자 

연스럽게 축소혜 냐갑으로써， 혹시라도 일반 유권자들이 느낄 수 있 

을 친 FN 성향의 발언에 대한 반감올 최소화하연서 공강융 최대화 

하는 효과적인 전략융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 국척 취득 시 

왈어를 잘 옷하는 사랍이나 공회국척 가치를 잘 알지 옷하는 사랍들 

은 배재시키자는. FN 지지자틀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오던 내용이 

자연스럽게 사르E지 클립의 절흔으로 귀절외게 왼다 

절국 2012년 결선 투표흘 앞두고 제작된 샤르묘지의 클럽은 FN 

지지 유권자틀의 표심을 얻기 위한 확인 기능이 최대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칭대영사 nous는 FN 유권자와 사르국지 사이 

의 집합적 정세성을 확보하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사르코지는 

FN 지지충과만 배타적으로 nous로 합치되는 협소한 당론융 구사한 

것이 아니라， nous의 지시 대상융 유럽 전째로 확장시켜 FN 지지 

유권자들의 이민 문제 제기에 갱당성올 부여하고， 그 뒤 문제훌 프 

랑스로 혹소시켜 이들이 회망하는 캉정한 이민정책용 약속하는 행 

태로 자연스럽게 FN 지지충의 공갑대률 얻어내는 효과적인 언슐 

전략융 구사하였다 이때 이러한 과갱이 뚜렷한 정당화 과정 없이 

nous라는 인칭대영사의 지시 대상융 자연스럽게 이동시켜 얻어진 

철과라는 정에서 nous의 언중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옥할 필 

요가있다 

2. TV 토롱분석 

앞서 를링에서 샤르묘지는 자신의 이민 억제 정책율 앙세우연서 

FN 지지 유권지을과의 공강대를 형성하는 언슐 전략율 취하였다 

이제 분석올 TV 토론으로 옮겨서 사르코지가 어떻게 이들의 표싱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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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략하는지용 역시 이민 갱책에 초정융 맞추어 자세히 살여보기로 

한다 14) 

( 1) 때녕 토흔 <Des paro les et des actes> 

lI ya6，5 m피jons de Français q… som exprimés en faveur de 
Mme Lc: Pen. Us ne 50nt pas d’extrême-droitc. 115 on[ même 어S 

émis un VOle proteslataire. 11s onf émis un VOIC de aise, d’.dhι 

sion JX)ur ttrtaines des i야es qui étaient pr。αlSêes. C'est un 

problèrre qu ’il ne se pose pas pour la droile, maîs pour 녀 F"""" 
Pourquoi 6,5 m에ons de personnes pensent que 13 solution à 
)e"π problèmes, c‘est faire confiance à Mme Le Pen'? C'est une 

question essenticlle pour la démocratic. EI moi, je veux dire à 
。es électeurs -moi, je Jes respecte- que je ne leur rais pas les le 

∞ns de moralι ""∞ que je ne vis pas dans un q띠rtier OÙ 13 
V1C esl 1m∞ssîble ， parce que je ne mets 어s mes cnfant:s dans 

une école OÙ la vie est impossible. Et finalement c’esl 1a gauchc 

"0 κu bien penchante. ∞0""∞ndante qui dit å ces gcns : v。아 

avez f'a.it le mauvais choix, c’s ‘ wl cboix mauvais, '10입 """ 

cédé au vent mauvaÎ5 . Mais je pense que quand qlιdq"’"0 

souffi'e et proteste‘ il faut essayer pour lui apporter des rêponses 

precis<s 
육빼 오싱안 명의 프랑스 국인찰이 르앤 후보에 대한 지지용 나 

타냈융니다 그률옹 극우추외자가 아닙니다 앙의톨 꽉혀으로 표톨 
언졌언 것도 용흔 아니었융니다 그용이 었앤 g에는 위기가， 극우 
가 제시얻 잊잊 생각에 대한 한성이 당져 있융니다 지금 재기되고 

14) 1V 료를용-후보 진영이 앤하는 추세와 내용융 S링혀으호 안영앙 수 잉는 정지 

땅고와는 당리 갱쳐， 정제， 시여1 용화 풍의 각 용야의 추요 이유흩에 대에서 엄 

g하여야 안다 그러므효 "' .. 틀 *엄 내용 션부가 FN 지지충융 예상으로 하 
는 확인 기놓 위주호 싹흥되지는 앙는악 '" 효혼에서논 FN 지지충흩이 가장 
충요하1 생각하는 이인 갱에에 예언 엠언에셔 이훌훌 용앙하기 위예 혀극혀인 

확인 션략융 구사하고 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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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제는 우파가 아닌 프링스 전체와 판현흰 것잉니다 왜 욕빽 

요싱안 영이나 되는 사캉툴이 자신률의 문제에 대한 해철책이 르헨 

에 대한 신임융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융껴요? 이는 민주주의얘 

영수적인 질문잉니다 난‘ 이률 유권자융에재 냐는 그읍융 존충항 
니다 도억혀 혼쩨용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정융 말씀드리고 싱 
융니다 왜냐하연， 나는 사랍이 생 만한 꿋이 아닌 지역에서 상지도 
않Jl， 아이용이 다닝만한 꿋이 아닌 학교에 내 지식융융 보내는 것 

도 아니니껴요 제엉 한쭉으료 치우쳤고 사랑융 내려다와 어훗'H는 

화따융응 이률애께 이형게 양하졌죠 당신융응 질옷 선핵한 것이라 

고 나를 선핵융 한 것이라고 고약한 바랑애 넙어간 것이라고 하 

지안 냐는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있고 항의용 한다연. 그얘재 갱확한 

뼈철책융 채시하기 위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서 역사 샤르코지는 FN 유권자들윷 겨냥한 확인 기능올 

우선시하는 발언으로 일관한다 그는 FN 지지충에게 비난의 꼬리표 

처럽 따라다니는 사회 용엽적 규갱옳 부정한다 그는 그를이 극우가 

아니고 “I1s sont pas d’extrême깅roite" - , 그들의 선택이 항의성 

투표가 아니라고-“lls ont même pas émis un vote protestataire" 

- 선언한다 15) 사르코지는 그들의 선택융 프랑스 사회에 위기를 알 

려는 투표 ’‘un vote de crise" 로 규정함으로써， FN 지지자들의 

선핵이 반얄로 인한 "1올린 선택이 아닌 정상적인 선택잉율 인정하 

고 있다 게다가 그는 FN에 투표하였다고 해서 그들얘제 도덕척 훌 

계흘 합 의향이 없으여-“'je ne leur fais pas les le∞ns de mQT.띠e" 

, 그을율 존충한다는 “ moi, Je les respecte"-것율 영확히 한다 

그는 좌파는 FN 지지자들의 삶의 고충융 제대로 이해하지 옷하연 

15) 프링스 사회 특히 프랑스 씌여 지식인둡-는 FN 유권지F률이 진정혹로 R‘의 극 

우 이예j."기에 용￡하기보다는 연 프링스 사억에 대얻 부갱핵 안양융 g힌히는 
영총의 항의료서 깨에 우g얻다는 해씌융 내리곤 었다 이는 프랑스에 얻현}는 
극우 지지충의 존재 자세용 우갱하려는 잉종의 §소적 얘석이악고 앙 수 입다 



310 융어용화권연구 제，，>. 

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어 비난힐 뿐이라고 하연서 “ c’est la 

gauche. .. q미 dit à ces gens: vous avez fait le mauvais choix, 

c'est un choix mauvais, v，α15 avez cédξ au vent mauvais" -, 자신 

은 좌파 후보와는 달리 그을의 고인에 공감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한다 정치인이 어느 집단파 정서적 공 

강대흘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 집단용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가 핵심이 된다 특히 그 집단이 여론에 의해서 오랫동안 비난올 받 

아온 경우 더욱 그러하다 사르묘지는 자신의 발언에서 오랫동안 공 

격받았던 FN 유권자들용 인정하고， 그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융 표 

시합으로써 정서적 공감대블 강화시키는 언술 전략올 취하고 있다 

사르코지가 클럽에서는 구셰적인 이인 억제 갱책의 내용융 영액 

히 밝힘으로써 태 지지충의 공갑옳 유도하였다연， <Des paroles et 

des actes>에서는 FN 지지 유권자들에게 정책적 동조보다는 위 

발언에 어떠한 구체척인 갱책 내용도 없음을 주지하자-그올에게 

쏟아지는 일련의 비난들에 대혜 갱서적 공감대흉 형성하고， 그들의 

문제 쩨기에 대한 갱당성융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갑대툴 형성히는 

언슐 전략율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후보자 토론 <Face à Face> 

<Face à Face>는 결선에 오른 두 후보 사이의 직접 토론이다 

사르표지는 율랑드가 쩨시한 ‘외국인들에 대한 투표권 보장’이라는 

공약에 대해서 집충적으로 공칙δ순 전략융 옐친다 이때 샤르E지 

의 공격응 추상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투표 권리가 캐 

냐다인이나 미국얀들에깨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1 프랑스 이인의 현 

주소인 아프리카로부터의 이인 “ une imm.igration africaine, Afrique 

du Nord, Afìique subsaharienne" 사회로 부여되는 것이며j 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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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인 사회는 “외19ériennes '’, “ runisiennes" , 

“maroc뻐les" ， “ maliennes"이라고 척시하고 있다 1') 이렇게 아랍계 

인촉즐융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틀에게 루표권용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용 위'0는 것은 FN의 입장과 거의 차이훌 찾아연 수 

업는 파격척인 입장이다 제다가 그는 루표권 부여에 대한 거부 이 

유홈 설명하는데 있어서 아래 문단이 보여주듯이 논리혀 셜영보다 

는 강성적 정근융 앙찌우고 었다 

Si vous donnez 1e droit dc vote aUJ( immigrés, avcc la tenta 

non ∞mmunautanslc quc nOU$ ∞nnaissons aujourd’h‘” “ q", 

nous voyons chaque jour, ( ... ), pour les municipales il y 3um des 

revendications identitaires et oommunautaires‘ des horaires différ 

enciés pour les femmes et Ies hommes dans les piscines, des mc 

nus dìffèrenciés dans les cantines municipales , des médecins dif. 

férenciés pour les hommes et les femmes dans l'hðpilal 

안영 (융랑드) 당신이 이민자율에깨 후표권융 보정한다연， 현찌 
우리가 겪고 있으며， 얘업 보고 있는 집단주의책 정양이 있을진예， 

( ... ) 그러연 갱제성 판련 잊 용용째혀 요구 사형용이 임혀톨 것잉니 
다 성명에 따라 냥녀가 다용 시간대에 수영장용 이용하도욕 요구앙 
것이고 시링 구내식당에서는 (임안 애뉴와 구옐외는 그률안의) 다 
흩 식단융 요구협 것이고 냉씬에셔는 환자의 생영에 따라 구업되는 
의사의 진료톨 요구업 것입니다 

16) "티 ",., ’ .. '" 빼 bien q야 ie' droic de vote pou.r Ics ~ s‘뻐=. 
"",’ II oe s'adr건~ 이s aw: cana이ms ， il oe ’ . .."". 어， "" ιntricaitι. , 
·‘잉.rcsse pour I’~“’ltieJ å ce qui esc la n!꾀아 de I'immigration française, qui 
'" ~ ‘mmigntiOD africaine, Afrique du Nord, Afiiquc subsaharienne ‘ 
“Les pmniêres ∞m.munautbl étran함es en France sont 외양rienncs， sor“ m 
nisiennes, 잉01 marocalncs, 5001 maliennes, elles oe sont pas de 1‘auuc CÓlé 
"'1’At1antique. C’,,""" 야"아 k 이π ça. Vous n'alIez 이.s me faire un 
procès PDa: que je déais unc rbli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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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쟁치 커뮤니케이션 전운가인 쏘째즈 s，야=는 감정에 호 

소하거나， 강동올 자아내거나， 일화율 소개한다거나， 상의 체협융 얘 

기'.는 식으로 대중틀의 인상에 업게 납융 수 있는 전달 방식용 권 

하고 있다 l끼 이는 시간이 요구되는 이성적 설영보다는 감정에 호소 

'.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으로 대충을에게 각인되기 때문이다 사르 

E지는 자신들과 다른 이질적인 문화용 가진 징단 륙히 아합계 

이 투g권융 갖게 된다연 프랑스의 쟁에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있어서 강성적 논중융 선호하였다 그는 수영장 이용 시 

간대의 냥녀 구멸， 학교 급식에서의 다른 식단， 병원에서의 성벌에 

따른 진료 구분과 같이 프랑스에서 이승랍 이인 사회가 운쩨를 야기 

했던 극단객인 이슈듬올 구체잭인 에로 언급하연서 유권자툴로 하 

여금 이인에 대해서 감정적 차원의 거부갑융 느끼도륙 유도하고 있 

다 이러한 방식이 자신의 이인 억셰 정책에 대한 논리객 성영보다 

FN 지지 유권자를과 갱서적 공감대읍 엄성하는 데 있어서 훨샌 효 

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사르E지도 잘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샤르쿄 

지는 토혼율 아치는 마무리 양언에서도 FN 지지자툴융 겨냥하여 

그들융 향한 표적 옐언융 하고 있다 

Je vcux 어Jlcr à ceux q… 。n"。이 pour Marine Le Pen.( ... ) Jc 
n’ai pas fait de 1κon de morale parce que je ne fais pas de le 
∞ns de morale å des 양ru qui viven‘ dans dcs quartiers où jc ne 
vÎS pa5, ou quÎ mettcnt leurs enfants dans dcs écolcs où je nc vis 
pas. Pour moi , iI n'y a pas des sous-citoyens. Iι om le droìl 
d'exprime:r le droit qu'ils vaulaicnt. •. et jc vcux Ieur parlcr en 
leur ψιant VQUS avez exprimê un choix -oe n’esl pas le mienι 
JC VQUS resκcte， je vous considèπ J ’ai emcndu votrc demandc 
de nation‘ dc frontières , d'au‘:henticité. d‘autorité. de fermeré 

17) Sausse:z, T., PoJitique-찌="‘ Paris, 니ttès ，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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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이린 르뺀에게 무요한 유권자용에재 양하고자 안니다 ( ... ) 
나는 내가 상지 앙는 지역에 상연서， 그곳얘셔 아이융을 빠표에 보 

내는 사강융에재 강>1 도억쩍 훌껴톨 힐 수 없으으로 이률에깨 홍 

져하지 않꼈슐니다 나에재 있어서 하급 시민이란 없융니다 그률옹 

그융이 원하는 권리톨 g얻양 권리가 있는 것이& 냐는 그률에게 
다용과 강이 말하고 싱융니다 여러용융온 션핵용 g융니다 여러용 
의 션핵옹 나의 션예과는 다르쳐안 냐는 여러흘융 종충하고 존경앙 
니다 냐는 어려흘이 국민훌， 극정을， 갱룡성융， 용권력융， 연효함용 
요구하는 소리톨 장 흩었융니다 

내용운 <Des parloes e‘ desactes>에서 그가 FN 지지 유권자율 
에게 정서척 공감융 유방하엔 것과 유사하다 그는 그톱에게 도억적 

잣대훌 율이대연서 비난합 의향이 없으며 “ Je n’ai pas fait de le 

çondemo때e"- ， FN 용권자들융 인쟁하고 존충한다는 것융 운영 
히 한다 18) 그리고 그들의 선택용 “ votre demande de nation, de 

fiontières, d’authenticité, d ’aurorité, de fcπmeté"으로 규갱하연서 

FN 유권자흩에 대한 공갑대원 강화시키는 훨언으로 알융 앵고 있 
다 철국 <Face à Face>는 <Des paroles et des actes>에서와 마찬 

가지로 감성적 정근융 용하여 태 유권자틀에 대한 정서혁 공갑대 

융 형성하는 척극객인 확인 견학융 수행하고 있다 

3 확산 전략 (2007) vs 확인 전략 (2012) 

이러한 사르코지의 강경한 안이민 정책은 2007년 샤르코지가 보 

인 이인 갱책과 확연한 차이홉 보인다 2007년 절선 후표용 앞둔 사 

18) 차이가 입악연 전 궁인이 지셔g는 'hîo예 지나진 FN 유권자합에 대앙 용호가 

가져융 충토 우아 유권지 진영외 j옹갱혀 인fH 정예하여서인지 다.'" 거리톨 두 

t 앙언 ‘ ce n'est pas 1e nûen~ -* 끼엠 녕고 있으나1 온정용 깨 유권자을용 
잉정하고 혼충한다는 내용-“κ -=κae， je vous C:OOSkIêr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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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코지는 상대 후보인 루아얄 Roy외을 여유있게 앙셔고 있던 상황 

이었기에 FN 유권자들의 지지가 그다지 절실하지 않은 상횡아었다 

그 결과 그의 이민 정책은 모든 이민자들율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 

만 가능한 한 호혜척인 입장올 취해야 한다는 보다 열린 입장융 취 

하고 있었다 즉 특갱 지지충융 대상으로 하는 확인 전략보다는 전 

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f는 확산 전략에 더 주력한 것이다 2007년 

π 토론 <Face à Face>에서 이인과 관련하여 샤르E지가 견지하 

던 입장융올이쳐보자 

La France doit rester UD pays 잎wn， 잉'Iireux， doit resJer un 
g앙S뜨띤꾀g낀 aux réfu잉ês politiquC5, notamment aU l( femmcs 
Je pense aux infirmières bulgares, aux Tchétchènes, à tous 
ceux qui sont manyrisés dans le monde. Mais la France ne 
peut pas 인Eι꾀i.! toute la misère du monde. La France. pour 
，n;seπcr 50n pacte social, 1a f rancc qui cst [c pays qUÎ a les 

allocations sociales les plus généreuses d'Euroκ ne peut pas 
약'CUei，파 tOUI le monde. (200η 
프랑스는 영혀있고 관대하며 갱치척 앙영지흩욕히 여성융융 받 

아풍이는 국가로 냥아 있어야 앙니다 나는 용가리아 간호사률과 체 
첸의 여성률 그리고 이 세상애서 학대앙고 있는 모든 사합율에 대 
혜 생각업니다 그러냐 프랑스는 이 세상의 요든 비장한 사강율융 
다 받아융일 수는 없융니다 프랑스가 사회보장저 용 잘 유지하기 위 
째서는 프랑스는 유험에서 기장 후한 사회보장 수당융 재공하는 

나라인데 모두용 다 받아률일 수는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차이는 양 선거에서 사르묘지가 이민을 규정하는 데 

에 사용한 어휘틀 용얘서 두드러진다 2007년 사르코지가 이인에 대 

혜서 사용하던 단어는 。uvert Igénéreux /a∞Jeil1ant lacαeillir와 

같은 단어이다 2007년에 사르묘지에 의해 그려지는 프땅스는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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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융 받아들이는， 측 수혜률 에푸는 찌용자로서， 이인싹쓸때 가 

능한 한도 내에서-관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주흘 이루었다연， 

2012년의 프랑스는 이민이라는 (우차별적) 공격옳 받고 있는 펴빼자 

로 상황이 역천되어 퉁장하고 있다 그의 클립에 동장한 protéger 

/défendre /proteaion /protegées 등의 어휘가 이툴 뒷받칭하고 있 

다 씨 2012년 사르코지는 외국인의 공격으로부터 유럽 및 프랑스적 

가치를 지걱내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발언하여 FN 지지 유권 

자률의 주장에 힘융 실어주연서 그들과 확실한 공감대를 혐성하고 

있다 

4 천략의 효과 

일반척으로 당화 분석을 힐 경우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 

로 검중하기 어려운 약정옳 지냐고 있다 그런데 이언 연구의 경우 

에는 2주의 철선 투표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시간적 확갱이 가능했 

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여론 조사 결과들이 윗받칭되어 사르코지 

의 담화 효과올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여기에서 

는 FN 지지 유권자툴 사이에서의 요싱의 연화와 관련된 절과흘 자 

세히 상여보기로한다 

19) IV. 1 증링 용석에서 (1) I연쩌 유엉의 이융으로 명찌기용 앙조양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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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1. 1차 투표 이후 R ‘ 지지충의 결선투표 지지자 변동 추아(%)20) 

(%) ., 

/ 
../ " 1- •• 

" 
" ·--.... / - """. 「←시트E지지" 

4‘" 지 u 잉흩 

20 ~←를앙드지지 

10 1--
。 { 

‘ .25 4.2 ti 4.27 4.3 5‘ 5.2 53 5.4 

(영자) 

l자 투g 직후인 4월 25일에는 R‘ 지지자 중 44%안이 사르E지 
에 투표항 의사가 있었던 반연， 사르코지가 FN 지지충을 대상으로 

쩍극척인 확인 기능을 앞세운 선거 전략을 연 결과.， TV 토론을 마 

친 다음 날인 5월 4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55%가 사르코지에 투 

표할 의사블 표영하였다 21) 반연 기권 의사을 밝힌 유권지는 갈은 

기간에 35%에서 26%로 줄어들었다 특히 TV 토론 직후에 발표왼 

FN 유권자들의 표싱 연풍 추이블 주목할 멸요가 있다 45% 내외에 

서 당보 상태흘 유지하던 사르코지에 대한 지지울이 토론 다음날얀 

5월 3일에는 50010로 5% 상숭하고， 그 다응날인 5웰 4일에도 5%가 

치솟아 사르코지는 이흘 사이에 FN 유권자들 충 미철쟁자 표심의 

우려 l()O/o를 확보하게 된다 위의 〈표 1 >에서 5월 2일에서 4일 사 

이에 지지 후보 없음옴 표시하는 그혜프(도표 충간선)가 하강하는 

20) bttp: IIWYow.sooda용<n-fraæe.&/sa:잉""---ωito/.cJ%A9개iroIas"/o2OSarkozy 

21) 프랑스 선거엉은 여온 죠사 정과용 우g영 3일 전까지안 알요하도혹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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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에 비혜하여 사르코지 지지 그래프(도표 윗선)가 상숭하고 있음을 

뚜렷이 확인할수 있다 

V 결 론 

201 2년 대선 경선 투표에서 사르E지의 숭때는 FN 지지 유권자 

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신의 지지로 끌어내느냐에 당려 있었다 이 

를 위해 사르코지는 l차 투표에서 17.90%라는 높은 득표률 기룩한 

FN 지지 유권자들의 표싱융 얻기 위해 전방위 공세를 멸쳤다 본 

논문은 사르코지가 FN 유권자의 표싱융 잡기 위해 절선 투표를 앞 

둔 2주 동안 사용한 언슐 전략을 <Oip> , <Des paroles et des 

actes>, <Face à Face>툴 용하여 구체객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언 

슐 전략은 FN 유권자들의 주장에 정당성융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들과 공감대흘 형성하는 확인 전략융 사용하였다는 공흥정융 지닌 

반연， 분석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올 보였다 

언저 클립에는 링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후보의 갱책을 소개하여 

야 했으므로 상당히 치밀한 언송 전략율 구사하였다 논지 전개에 

있어서 이인 문제가 프랑스는 뭉론 전 유럽척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 

입융 강조합으로써， 오래 전부터 이민 문제률 이슈화혜 온 FN 지지 

유권자틀에게 정당성올 부여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요싱을 공략하었 

다 특히 인칭대영사 nous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자신과 FN 지지 

층을 유협의 이릉으로 묶어내는 잘 짜여진 언슐 전략올 사용하였다 

반연 π 토혼의 경우는 생방송으로 상대와의 상호 작용 하에 진행 

되므로 후보가 발언 상황융 자신의 의사대로 홍제할 수 없어서， 후 

보 진영의 완벽한 용제가 가농한 클럽만큼 세세하고 치밀한 언출 전 

략을 세우기 어려운 특정읍 지닌다 그 절과 샤르묘지는 토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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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지지 유권자들의 고충율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감성적 차원의 

공감올 형성하는 방식으로 확인 전략용 수행하였다 

2012년 5월 7일 프랑스 대흥령 선거 절선 투표는 율항드 51.62%, 

사르코지 48.38%툴 기록하연서 읍항드의 송리로 결론이 났다 그렇 

지만 왈과 선거 2주 전 여론 조사에서 융랑드와 사르코지 사이의 지 

지율 격차가 10%에 이르렀던 것을 감안해롤 때， 이렇게 단기간 내 

에 사르E지에 대한 지지가 상숭한 절과훌 보인 것은 놀랄만하다 

사르로지가 FN 지지 유권자들올 향해 척극객인 확인 전략융 구사 

한 것이 선거의 숭패블 뒤집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 

에 집중된 형태로 표적 대충에 대한 구애를 용해 FN 유권자들의 표 

심을 움직였다는 정에서 확인 기능율 최대화한 그의 선택은 애우 효 

과척인 언울 전략이었다고 명가힐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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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ê ‘ 

La straté밍e discursive de N. Sarkozy 

dans les élections présidentielles en 2012 

la ‘fonction de confinnation’ 

à 1’égard des électeurs du Front National 

CHOI Yun 50n 

(Université Nationale de 양。ul) 

Cet artide es‘ consacré à I’anaIyse des sttatégies discursives de 

N. Sark，。갱 pour obtenir le repoπ desvoα des électeurs du Front 

National eotre les deux tours lors des élections p:얘sidentie1les 

françaises en 2012 

Pour le cadre d'ana1yse, nous avcns repris les deux fonctions 

- fonction de ∞nfirmation et fonction d’agrégarion - que J. M 

Cotteret a élabα'ées dans ses ana1yses politiques. La fonction de 

∞nl1nnation cons잉te à renforcer ou rassurer I’。pinion des PartÎ 

sans 야>écifiques. Le can이dat tente de ∞nsolider Iαπ souoens en 

(re)confumant le pr맹amme politiquζ don‘ ∞ux<i souhaitent en 

tendre parler. La fonroon d’ag야~gation cherche à 야πuader les 

indifférems, les hésilants en dehors de I’électorat d에à supposé 

acquis. Le candidat tente ainsi d’。uvnr 50n 띠scours pour rassem 

bler les soutiem d’un électorat le plus larg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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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FN a enregistté, au premier tour, plus de 6 millions de 

v。α， soit 17,90% de suffrages exprimés. Le report des voix des 

électeurs du FN devienr I’enjeu politique au deuxième [our. Vu 

que Sarkozy est devancé de plus de 10% d깅15 les sonda양$ par le 

candidar soci허iste et que le FN esr plus proche de 1’UMP que 

du PS d깅15 I'échiφJier politique, le report des voix des électeurs 

du FN devient primor，ψ허 pour la victoire de N. Sarkozy 

μ$ stratégies discursives que N. Sarkozy déploie dans ses dis

cαm - Ie clip, <Des paroles et des actes> , <Face à Fa야> - met

tent en avant la fonction de confinnation pour sédu야 les élec

teurs du FN. Dans le c1ip, le Présidcnt sortant renre de se rallier 

leur opinion en déc1araßl légitimc une politique d’a"，얘rité å pro

pos de 1’ immigrarion. La souple똥e référentielle du pronom per 

sonnel ’‘nous" conaibue avec suα:ès å coosolider la sympathie 

entte le candidat UMP et les ‘lecteurs du FN. Dans les débats 

télé씨잊$， Sark。ιy tenre de conquérir le coeur dc ccs électeurs cn 

exprimaßl sa compréhension vis-å-vis de 1’exaspération qu’ ils 

pourraient ressentir, et cn jouant ainsi sur des cordes émotives 

afin de Jes envelopper dans unc communauté de sentiments 

L’effort de N. Sark。강 porte ses fruirs. Le pourcentage du re 

poπ des voix pour le candidat UMP monte de 44% å 55% parmi 

les électeurs du FN entre les deux tows. A la différence des son

dages dans lesquels I’écart se creusait j잉qu’å peu P어s 1()OIo, le ré 

sultat final se révèle scrré entre Hollande (5 1.62%) et Sarkozy 

(48.33%). Nous pouvons en conc1ure que, bien que αlui-ci n’alt 

pas été élu Président, la mise en avant de la fonction de ∞n 

firmatiOD de N. Sarkozy dans ses discours a éré une stratégie 이S 



N. Sarko"-)'의 프랑스 얘용령선거 언슐 갱양 용색 323 

cursive efficace, étant donné qu‘i1 a ré야si à émouvoir les indécis 

panni les électcurs du FN cn sa faveur pcndant unc ∞ lrte dωte 

주제어 프랑스 대용령 선거， 언술 전략， 확인 기능‘ 국민 선선 

Mots-clés : élections présidentiell잉 6잉lça잉es ， stratégies 

discursives, fonction de confirmation, Front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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