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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佛語 文章의 심총구조는 두 가지 필수요소 즉 하나의 문장 구성성분 (un constituant de 

phrase) 과 하나의 핵 (un noyau) 으로 구성 되 어 있 다고 볼 수 있 다 즉 기 본문장을 ε로， 

constituant de phrase를 Const 그리 고 noyau를 P로 표시 한다면 불어 의 기 본문장은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다. 

ζ→Const + P 

여기서 noyau인 P의 구성성분을볼것 같으면 이는 SN과 sv로구성되어 있다. 즉 P→SN+ 

sv인 것이다. 그러으로 E의 句節標識 (marqueur syntagmatique) 는 다음과 같다(Duboi s ， 

1970 :20) . g 

SN SV 

그렇다면 Const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는 하나의 필수 구성성분과 여러 개의 임의적 

구성 성 분들로 형 성 되 어 있다. 하나의 필수 성 분이 란 A f!ìrmation, Interrogation , Impératif 

중의 하나이며 임의적 성분들은 Négation, Emphase, Passif 들이다. 즉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할 수 있 다 (Dubois, 1970 : 133). 

r Af!ìr 1 

Const• ! Inter f + (Nég) + (Emph) + (Passif) 

lImp 

그러므로 Const Inter만이 선택되는 경우 기본문장은 다음과 같다. 

Z • Inter+P 

여기서 Inter가 P 전체에 가해지느냐 P의 일부분에만 가해지느냐에 따라 의문문은 크 

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즉 P 전체에 대해 그 률짧 여부를 묻는 전체의문문과 

P의 일부분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의문문이 그것이다. 전체의문문의 경우에는 oui 

나 non으로 답변할 수 있고 부분의문문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답변문장의 구조 

1 생성 변형문법학자들의 용어로서 이는 논리척인 관정에서 볼 때 각기 modus와 dictum에 대응왼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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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전자를 “oui/ non 의 문 후자를 “Que 의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의미효과가 풍부한 전체의문문만을 다루려고 하며 그 중에서도 否定形의 

전체 의 문문에 연구를 국한시 키 고저 한다. 즉 L; -→Inter十Nég+ P와 같은 심 충구조를 지 난 

Questions interron썽atives totales을 말한다. 

P 에 Nég와 Inter가 복합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파생하는 의 

미효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 러한 의미효과와 문장구푼이나 그 구성요소들과의 상 

관관계는 어떠한지를 이 연구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는 현대불어로 씌 

여진 11변의 휘곡작품에서 추출된 약 250여개의 부정의 문문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orpus가 지닌 제한된 성격으로 인해 세부적인 사항이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나 어 

느 정도의 개괄적인 윤곽은 충분히 들어나리라 믿는다. 

2. 本 論

2. 1. 疑問과 否定

우리의 思考를 전달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인 문장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부분3로 구성 되 어 있 다고 볼 수 있 다. 즉 表象을 이 루는 procès에 해 당하는 dictum과 이 

에 대한 思考者의 작업을 나타내는 modus가 그것이다(Bally ， 1965:36) . 그렇다면 疑問이라 

는 modus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dictum에 대한 話者의 정신적 작업의 일종으로 어떤 

procès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論議에 부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태도를 의미한 

다. Moignet2에 의 하연 논의 에 부치 는 것을 목적 드로 하기 해 문에 “mouvement dialectique" 

의 지배를 받는 의문문은 (+)에서 (-)로의 폐쇄화 思考운동에 의해 지 탱되어 있다는 것 

이 다. 즉 의 문은 제 한운동 (mouvement restrictif) 인 것 이 다. Moignet는 이 를 다유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Moignet ， 1970: 240) . 

>

+ 
그리고 discours 속에서 의문문이 지니는 여러가지 의미효과는 의문문을 지 탱하고 있는 이 

러한 꿇議化운동을 우리의 의식이 어느 지점에서 차단하느냐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론적 인 모든 차단가능성 중에 서 대 부분의 담화사실 에 해 당되 는 것 A로 Moignet는 3단계 를 

들고 있는데 早期포착， 中期포착， 後期포착이 그것이며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Moignet, 1970: 243). 

81 82 83 

SI: Saisie précoce (초기 포착) S2: Saisie moyenne(중기 포착) S3: Saisie tardive(후기 포착) 

2 Moignet는 Guil1aumiste로 langue와 discours의 구벌과 함께 공시척인 언어사실들융 계기껴으로 
파악하는 Gustave Guillaume의 운동생성척 관첨에 의 거 하여 의 운운올 철갱하는 정신역학척 구조흉 밝 
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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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否定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否定은 자신이 적용되는 것의 대수기호를 역전시 

키는 효과가 있다. 부청은 어떤 proc송s에 가해지면 이 procès를 無의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데 불어에 있어서는 이러한 진행이 일반적으로 계기적인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첫 단계 

인 ne는 procès를 否定性의 킬로 접어들게 하는 (+)에서 (-)로의 운동을 의미한다 (Moignet， 

1970: 240) . 

+ NE 

두번째 단계인 Pas는 그 반대운동 즉 (- ) 에서 (+)로의 운동을 의미하며 첫단계에서 얻어 

진 否定性올 확고히 하는 역 할을 한다. 

pAS 
늦 

十

그러으로 다음과 같이 그 전체를 도식화할 수 있는 것이다(Moignet ， 1970:241) .3 

a Marc Wilmet는 否定을 약간 다르게 도식화하고 있다. 

x Seuil de négativité 

十

Z 

A B 

여기서 AB는 langue에서 discours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며 xs는 부정 쪽으로의 돌입을 의미한 
다. 그리고 sz에서 이 否定化착엽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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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ÉRATION 
RÉSULTAT 

+ + (négation confirmée) 

그렇다면 否定이 의문문의 폐쇄운동 속에 삽입되면 어떻게 되는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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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ositi f. 

결과는 긍청으로 향한 의문문이다(Moignet ， 1970: 242) . 

이상에서 보면 否定的 낱말을 생성하는 否定化의 과정과 疑問文의 생성에 개입하는 폐쇄 

화의 과정 사이에서 유사성을 볼 수 있다. 다만 의문문을 지탱하고 있는 폐쇄화 운동은 부 

정을 지탱하고 있는 無로의 운동 보다는 그 진전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두 

가지 운동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동일 계열의 운 

동 즉 (-)化운동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그 문장은 ( + ) 적으로 될 것이며 긍정과 동등한 

의미효과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否定疑問文은 모두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가? 다 

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2. 否定疑問文

많은 경우에 부청의문문이 긍청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나 전부 그런것은 아니다. 

부청의문문이 지닌 다양한 의마효과는 긍청의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의문문을 지탱하 

고 있는 思考운동의 포착시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긍정의문문이 긍정문을 부정문 

으로 즉 (+)에서 (-)로 기울게함으로써 긍갱문을 논의에 부치는 것이라면 부정의문문은 

반대로 부정문을 논의에 부쳐 긍정운으로 즉 (- ) 에서 (+)로 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에서 (+ )로의 이행운동을 어느 지점에서 차단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효과가 가능한 것이다. Wilmet는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다(Wilmet ， 

1976: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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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met는 포착단계 a를 부정 에 가까운 수사의 문 (interrogation rhétorique) 으로 해 석 하는데 

Pierre ne chante pas?를 예 로 들면 Vous devez admettre que Pierre ne chante pas의 뭇이 

고 b는 論議化 의문 (in terroga tion dialectiq ue) 으로 Pierre ne chante pas?나 Pierre ne chante

t-il pas?의 형 태 로 나타내 며 이 는 J ’ ignore si Pierre ne chante pas ou s’ il chante의 뭇￡로 

부정과 긍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C는 긍정 에 가까운 수사의문으로 Pierre 

ne chante pas? Pierre ne chante- t - il pas?로 표현되 며 Vous devez admettre que Pierre chante 

의 뭇이다. 여기서 우리는 Wilmet가 사용한 도식의 a를 조기포착단계 Sh b를 중기포착단 

계 S2, C를 후기포착단계 S3으로 표시하여 구별하기로 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마의 의문 즉 

의문시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모르고 있어서 제기하는의문은 S2에 속 

하고 이 양자택일의 두 항을 완전히 균등한 위치에 놓는 것이 아니라 話者가 자신의 판단 

에 의거하여 자신의 견해 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확인케 하거나 인정하게끔 함으로써 자신이 

믿는 두 가치 중의 하나 즉 긍정적 가치나 부정적 가치를 선택하게끔상대방을종용하는확 

인요구의 가치를 지닌 의문은 SI이나 S3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의문문은 불어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여기서 문제되고 있 

는 全體疑問文을 나타내는 언어수단으로는 語)1頂과 해]揚 그리고 est-ce que와 같은 疑問小蘇

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의둔문을 주어와 동사가 倒置되는 도치형 의문둔과 주어 • 동 

사의 순서는 정상적이고 다만 억양만 의문억양인 억양형 의문문 그리고 est-ce que에 의해 

도입되는 est-ce que형 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부정의문문을 유형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2. 1. 倒置型

“mouvement dialectique"의 지 배 를 받는 의 문문에 있어 서 그 도치 형 은 主語의 f퍼置라는 

어 순 자체 가 “mouvement thétique" 에 의 한 평 서 문의 主語-動詞)1直과 정 반대 가 됨 으로써 

(- )化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의문을 나타내는 도치된 통사 앞 

에 否定의 ne가 위 치 함으로써 부정 의 ( - )化와 의 문의 (-)化가 상호작용하여 (+)化를 가 

져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치형은 주로 S3에 의한 긍정적 확인요구나긍정평서문의 가 

치 를 지니는 수사의문의 성격을 띄우며 S2에 의한 “interrogatin dialectique"도 간흑 나타낸 

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엄격한 의미의 중립적 성격을 띄우기 보다는 다분히 긍정적 추정을 

예 상케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SI에 의한 부정적 수사의문의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 우선 어 떤 경 우에 도치 형 이 긍정 적 확 인요구와 같은 S3에 의 한 “ interrogatin rhétori

que"를 나타내는가? 도치형 부청의문문 속에 사용된 어휘요소나 문법구조를 중심으로 살 

펴보자. 

a) 陽極性 (polarité positive)을 나타내는 표현인 valoir mieux가 사용된 경우 

Ne vaudrait-il pas mieux ~ue le dernier témoin disparaisse? (Caligula, p. 150. ) 

Valait-il pas mieux tourner ce tumulte au profit de 1’ordre mora l? (Huis clos, p. 87. ) 

고전불어에 있어서도 외양 뿐인 부청의문문에 있어서는 pas만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었 

다는 점에 비추어 두번째 예문에서의 pas의 단독사용은 이 의문문이 치닌 긍정적 확인요구 

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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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ussi가 사용된 경 우 

긍정평서문에서는 aussl가， 부정명서문에서는 non plus가 사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부갱의 

문문 내의 ausSl의 존재는 이 부정의문문A로 하여금 긍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를 띄우게 한다. 

Eh bien! n’ est-ce pas ta pensée aussi? (La Ville, p. 131. ) 

c) 부정과 양립할 수 없는 시간부사 déjà가 사용된 경우 

Leurs noms déjà ne sont-ils pas charmants? (La Sauvage, p. 146. ) 

d) Assez, davantage와 갇은 수 량부사가 사용된 경 우 

N ’avons- nous pas assez à faire avec notre nuit à nous? avec les ennemis du dedans? 

(Il est minint docteur Schweitzer, p. 39. ) 

Et pourtant n ’y en a- t- il pas davantage à faire un marché de sa mort? 

(Ibid. , p. 114) 

e) 不定代名詞 rien이 사용된 경우. 

Rien은 주로 ne와 함께 사용됨 으로써 명 서 문에 서 는 否定的 가치 를 지 니 나 Borillo가 지 적 

한 것처럼 “부정의문문이 도치형일 경우에는 그 부정적 가치가 반드시 사라진다 (Borillo ， 

1979:33) . 

Ces incendies, n’en avez-vous rien entendu? Ce feu partout éclate, et 1’on ne sait qui ’a bouté. 

(La V ille, p.14 ) 

여 기 서 n ’en avez-vous rien entendu?는 n ’en avez-vous pas entendu quelque chose?의 돗 o 

로 긍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를 지닌다. 

f ) N ’ est- ce pas + 後續慶系 (명사， 형용사， 절) 

J’ai mis ma plus belle robe. N’est-ce pas un jour de fête? (Les Mouches, p. 124) 

Mais oui, n’est-ce pas joli comme idée? (La Valse des Toreadors, p. 234) 

-N’est-ce pas qu’ il est beau, mon frère? 

-Oui. Très beau. (L ’ Invitation au château, p. 267) 

g) 대화당사자들을 나타내는 1 ， 2인칭 주어와 함께 verbes déclaratifs가 사용된 경우 

Ne t’ai- je pas souvent dit qu ’à St-Maurice, en sachant s’y prendre, on pouvait 

mieux faire que végéter? (Knock , p. 53) 

Ne m’a vez- vous pas di t q ue vOus veniez de passer votre thèse 1’été dernier? 

(Knock , p. 34) 

Ne croyez- vous pas, docteur, que, tout compte fa it,’ai eu raison de me débarrasser de ce 

domaine? (Knock , p. 107) 

Dire, croire , savoir와 같은 verbes déclaratifs는 항상 보족절올 도입 하는데 상대 방에 대 한 

철문의 춧점은 바로 긍청형으로 된 이 보족절의 내용이다. 따라서 否定은 이 질문의 내용 

에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대화자깐의 대화의 연쇄를 가능케하는 기능융 지닐 뿐이다. 즉 

話者는 상대방으로부터 나올지도 모르는 부정적 답변올 예상하며 이러한 예상울 자신이 맨 

저 나타냉으로써 상대방의 부청척 반응을 미리 봉쇄하는 일종의 대화계략을 드러내는 것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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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러 한 부정 의 역 할을 Borillo는 否定의 대 화통제 키 능 (fonction de contrôle du dialogue)" 

또는 “대 화기 능 (fonction dialogale) " (Borillo, 1979: 39) 이 라고 명 명 한다. 

h) 보족절을 도입하며 평가를 나타내는 비인칭표현이 사용된 경우 

Mais pour moi , n’ est-il donc pas juste que je sois joyeuse, puisqu’ il est quelqu'un qui m’aime? 

Si! et ( ... ) . (La Ville, p. 42) 

Horace, les gens SOl1 t si méchants, n ’est-il pas scandaleux pour le monde que j’ai invité ce nabab 

en même temps que Dorothée? (L ’ Invitation aμ château, p.201) 

이와같은 부정의문문은 話者가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긍정척 확인요 

구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부정의 문문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否定文에는 어울릴 수 없는 긍정적 가 

치를 지난 어휘요소들 (valoir mieux, aussi, déjà 등)의 존재다. 이들의 존재는 바로 부정의 

문문이 부정 적 가치 를 지 닐 수 없으며 따라서 긍정 적 가치 를 지 닌 “ interrogatìon rhétorique" 

즉 S3에 속하는 부정의문문임을 입증해 준다. 그리하여 이 도치형 부정의문문은 했情이 풍 

부한 작품 속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話者의 감정 

이니- 생각을 암시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적 수단으로 사용되며 긍정적 단언에 가까운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 ... ) R강jou is- to i ， mon âme! réjouis- toi, Coeuvre, car voici ta 이e et tu as posé dessus ton pied. 

Cette fernrne n’ est-e lle pas belle et ne di t-e lle pas qu 'elle t’aime? Saisis et prends. 

N ’a-t-elle pas deux yeux et une bouche, 

et des rnains, Et des cheveux pour que tu 1εs lui dénoues, et ne tient-elle pas tout entière entre 

tes bras? ( ... ) (La Ville , p.64) 

자신의 열펀 심 정 을 토로하는 Coeuvre의 이 긴 대 사는 중간 중간에 이 러 한 修蘇疑問을 사 

용함으로써 대사를 다양하게 하고 좀 더 직접적인 호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치형 중에서는 SI에 의한 “ interrogation rhétorique"는 찾아 볼 수 없는가? 

여기 대해서는 다음 예문을 살펴 볼 펄요가 있다. 

Sans doute n’êtes-vous pas du pays? (Knock , p. 132) 

이 부정의문문은 언돗 보기에는 도치형으로 되아 있다. 그리고 부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향에 돌아온 Parpalaìd 의사는 하녀가 자신을 모른다고 하자 자신은 3개웰 

전까지만 해도 이 고장의 의사였다고 하며 “아마 당신은 이 고장 사람이 아닌가보죠?)) 하 

고 그녀로부터 이 고장 사람이 이니라는 부정적 답변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추측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의문문이 진정한 드치형인가? 이 의문문은 여기서 Sans doute에 의해 

도입되고 있는데 외양만 도치형이지 사실은 억양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Sans doute 다음의 주어 의 도치 는 의 문척 도치 라기 보다는 Sans doute라는 부사구의 통 

사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이 부사구는 평서문에서도 주어의 도치를 유발한다. (Sans doute 

arrivera- t -elle demain. ) . 그러 므로 여 기 서 문제 되 고 있는 의 문문은 평 서 문의 어 순을 간직 한 

채 억양만 의문억양을 취하는 억양형 부정의문문이지 진정한 도치형이 아닌 것이다. 따라 

서 도치형은 부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는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30 語學~究 第17卷 第 1 號

이처럼 도치형은 S3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S2에 의한 부정 

의 문문이 없는 것은 아니 다. S2에 의 한 “ interrogation dialectique"는 話者가 답변의 긍정 적 

또는 부정적 성격을 전혀 예측하지 옷 한채 제기하는 순수한 정보요구의 의문이라고 할수 

있다. 긍정과 부정이 동일한 비중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의문인 것이다. 

Scipion. - Il n’ y a personne. Ne 1’as- tu pas vu, Hélicon? 

Hélicon.-Non. (Caligula, p. 29) 

여 기 서 는 Ne 1’as- tu pas vu?는 L’as - tu vu?와 거 의 갚은 의 미 라고 볼 수 있 다. 평 서 문에 

있어서는 Tu ne 1’ as pas vu.와 Tu 1’as vu가 의미 상 상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S2에 

의한 의문문에 있어서는 긍정과 부정의 매 립 이 중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부정의 

문문은 긍정의문문과 거의‘비슷한 가치를 지닝을 알 수 있다. 이 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Positif 

L ’as- tu vu? 

S 

S 

S 

1
T||+|1lT| 上

니
샤
|
4
μv
 

s 
S 

S 

N e 1’as -tu pas vu? 

Négat if 

이 러 한 “ interrogat ion dia lectique"는 전체 도치 형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 하며 이 러 한 

의문문 속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 있는 긍정적 가치를 지닌 어휘요소들은 찾아 볼 수 없다. 

울론 이 경우에 있어서 부정형 이나 긍정형이 거의 의미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 

라도 정보요구를 위해 긍정형 이 아니라 바로 부정형을 선택했다는 것은 話者에게 있어서의 

어떤 태도를 나타내 준다고 블 수 있다. Moignet에 의하면 “긍정적 형태는 매우 의혹적 인 

태도를 암시하며 부정형태는 일반적으로 의흑 속에서 일말의 긍정적 추정을 암시한다” 

(Moignet, 1970: 248) . 따라서 "interrogation dialectique" 에 속하는 것 표로 취 급한 부정 의 문 

문들은 정확히 S2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실제로는 S2와 S3 사이의 중간 단계 즉 다분히 S3에 

가까운 지점에서 포칙-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도치형 부정의문문들은 다분히 긍 

정적 가치 를 지난다고 할 수 있겠다. 

2. 2. 2. :f!lJ揚型

도치형 부정의문문에서는 부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는 찾아블 수 없었음에 반폐 억양형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가치 즉 긍정적 확인요구의 가치와 부정적 확인요구의 가치가 다 발견 

된다. 

Caligu la-Moi. Cela n’est pas suffìsan t? 

Le vieux patricien-Oh! oui. Tout à fait suffisan t. 

Thérèse-Il est la bonté mê me. 

Hartman-Et cela ne vous fait pas peur de rencon trer la bonté même,’ in telligence, la joie 

mêmes? V ous êtes co urageuse. (La Sauvage, p. 38) 

(Caligula,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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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예문의 부정의문문은 긍정적 가치를 지닌 반면 두번째 예문의 것은 부정적 가치를 

지난다. 첫번째 부정의문문의 긍정적 가치는 oui라는 답변에 의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정의문문이 긍정에 가까운 S3에 속하기 때문에 否定을 파기하는 역할을하는 Si 대신에 肯

定을 확인하는 oui가 쓰인 것이다. Grevisse (1969: 859)도 치적한 바와 같이 탑변자의 思考

가 질문의 형태가 아니라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 개념에 머무를 때에는 부정형 질문 

에 대해 Si 대신에 이따금 OUl가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부정의문문이 지닌 부정 

적 확인요구의 가치는 그 다음에 오는 문장 “、rous êtes courageuse" 에 의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이 그러한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신은용감하다”는논리가전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정의문문이 부정적 가치를 지니고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 가치를 

지니는가? 정신역학적으로는 (-) 에서 (+ )로의 사고운동의 포착시기에 따라 부정적 (SI) 

또는 긍정적 (S3) 의미효과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지만표연구조상의 어떤 구별표시는 없 

는가? 여기서도 우리는 도치형의 경우에서 처럼 어휘요소나 문법요소와의 연관성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정적 의마를 지난 요소가 부정의문문속에 사용되었을 째는 부 
정의둔문이 부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를 지니고 긍정적 의미를 지닌 요소가 사용되었을 때는 

긍정 적 확인요구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우리 corpus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부정의문문의 가치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살 

펴보도록 하자. 

a) non plus 

부정 평 서 문에 서 aussl의 동기-어 로 쓰이 는 non plus는 그 부정 적 가치 로 인해 억 양형 부정 

의문문에 부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를 부여한다. 

-Tu n’es donc pas toujours heureux, toi non plus, malgré ces belles choses? 

-Non, tu vois. (La Sauνage; p.129) 

b) plus, du tout, même와 같이 부정 에 제 약을 가하거 나 부정 을 강화하는 요소들의 사용 
에서 부정의문문이 지난 부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를 알아 볼 수 있다. 

Vous ne m’accusez plus maintenant de vous avoir “ roulé"? (Kηock ， p.149) 

-C’était une invention de cette folle de Capulat, tu ne 1’ aimes pas du tout? 

-Pas du tou t. (L ’ Invitation au château , p. 346) 

Sacrebleu, mon général, je vous les confie et vous n’ êtes même pas capable de les empêcher 

de se battre? (La Valse des Toréadors, p.172) 

c) n ’est-ce pas?나 J’es père? 

이러한 표현들은 앞에 오는 문장의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동의를 구하는 역할을 하으로 

앞에 오는 문장이 부정형일 경우에는 그 부정운을 그대로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정문 뒤에서는 부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를 부여한다. 

Il n’y a pas de tort ure physique, n’est-ce pas? Et cependant. nous sommes en enfer. 

(Huis clos, p. 34) 

Tu ne prends pas ton père pour un voleur,’espère? (La Sauvage ,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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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aucun, rien, personne 

否定명서문에서 부정적 의미를 지니는 이와 같은 不定형용사나 대명사는 어순이 명서문 

과 갇은 억양형 interrogation rhétorique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이로하여금 부정적 확인요 

구의 가치를 치니게 한다. 

Mais vous n’aviez réellement aucune connaissance? (Knock , p.37) 

Et tu ne lui as rien dit! Toi qui savais si bien consoler de toutes les peines, tu n’as donc rien 

trouvé pour elle? .. V raiment, maman, je ne te reconnais plus! 

-Personne ne se doute de rien? 

(La Sauvage, p. 108) 

-Personne, Monsieur Horace. (L’ Invitatioη au château , p. 224) 

그러나 다음 예문은 S2에 의한 interrogation dialectïque에 속하므로 긍정의문문과 거의 

동가로 해석된다. 

- Je vais prendre un élève. Vous n’ avez personne de sérieux à me recommander? 

-Non, mais ’y penserai. (K:ηock ， p.145) 

이 부청 의 문문은 “ Vous avez quelqu’ un de sérieux à me recommander?"와 거 의 비 슷한 가 

치를 지닌다. 

e) 부청 타동사구문에 서 의 de 

부정형의 직접타동사구문이나 il y a에 의한 비인칭구문에서는 보어 앞에 오는 부정관사 

나 부분관사는 절대부청인 경우에 de로 변형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바추어 dε가 사용된 부정 

의문문은 부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 ) Vous n’avez pourtant pas de concurrent? 

-Aucun, à près de cinq lieues à la ronde. (Knock , p. 87) 

- ( ... ) Les malades ne vous jouent pas le tour d’aller cO l1 sulter au chef-lieu. 

- Il n ’y a donc pas de diligence? (Kηock ， p.17 ) 

이 런 경 우 interrogation dialectique가 아니 라 상대 방에 게 서 부정 적 당변이 나오기 를 기 대 하 

는 부정적 확인요구가 되기 위해서는 흔히 부정의문문 속에 상대방이 먼저 한 이야기 내용 

과의 관계가 접속사나 부사에 의해 표현되어 있거나 의미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nterrogation dialectique로 해석된다. 

- Parfait! (Il réfl.échit. ) Il n’y a pas de grands vices? 

-Que voulez-vous dire? (Kηock ， p.48) 

반면에 부정타동사구문에서 직접목적보어 앞에 부정관사 un이 그대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는 긍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를 지난다. 

- Mais on ne ferait pas un gros volume avec le recueil de ses ordonnances? 

-Vous l'avez dit. (Knock , p.88) 

f ) tout de même나 pourtant과 같이 대 립 적 가치 를 지 닌 부사나 부사구. 

선행 대사와의 이러한 대럽적관계는 이 요소들이 삽입되어 있는 부정형 dictum에 의해서 

만 가능하므로 이러한 부정의문문은 부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를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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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e ne veut tout de même pas que je me fasse cur강 

-Non. (La Valse des Toreáders, p.161) 

-Vous ne pensez pourtant pas que c’est pous votre robe, pour votre cachet de danseuse q ue je 

vous obéis ce soir? 

-Mais non , chère petite âme, je ne pensr rien d’aussi laid. 

(L' Invitatioη an châtea, p. 271) 

g) 부정 형 일 경 우 의 미 의 변화을 일으키 는 encore, toujours , trop, assez와 같은 부사들. 

어떤 동사는 의미상 이러한 부사들의 부정형과만 함께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정의문문이 부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를 지난다. 가령 Borillo (1979: 3 1)가 지적한 것 처럼 

arriver 동사는 그 자신이 다른 부사나 부사구에 의한 한정을 받지 않는 한 긍정형의 encore 

와는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다. 즉 *11 est encore arrivé라는 문장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부정형인 pas encore와는 찰 어울려서 I1 n ’est pas encore arrivé라고 할 수 있다. 

그러으로 이런 부사들이 부정의문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모두 이 부사들의 부정형의 

의미가 문제되므로 항상 부정적 확인요구의 기-치를 지닌다. 

-Diable! Et elles ne sont pas encore revenues? 

-J’ai en voyé le jardinier à leur recherche. 

Tu n’est donc pas toujours sûr de toi? 

(La Valsc des Tor깅adors， p. 223) 

(La Sauvage, p. 129) 

-Bonjour, monsieur Bernard. Je ne vous ai pas trop dérangé en vous priant de venir à cette 

heure-ci? 

-Non, non, docteur. (Knock, p.75) 

Pourquoi? Je n’ai pas assez d’amour, croyez-vous, pour nourrir une pareille fille? 

(La Sauvage, p. 125) 

h) 추측을 나타내 는 부사 peut-être나 devoir + infini tif. 

이들은 자신들이 삽입된 부정적 언술전체를 추측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내포 

하고 있는 부정의문문은 부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를 지난다. 

Et puis, VOU5 n’ aviez peut-être pas pensé que le lundi est jour de march강 La moitié du canton 

est là. (K:끼ock ， p.66) 

Mais .. . quelquefois, la vie ne doit pas être gaie pour vous?- (Le Malentendu , p. 187) 

i) 지금까지 살펴본 요소들이 부정의운문을 부정적 확인요구로 해석하도록 한데 반해 우 

리 corpus에 나타난 다음의 두가지 요소는 긍정 적 확인요구로 유도한다.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verbe déclaratif가 도입하는 보족절에 긍정적 가치를 

지 닌 valoir mieux가 사용되 어 부정 의 문문은 긍정 적 확인요구의 가치 를 지 나 게 된 다. 이 경 

우 주질의 nervpas는 다만 대 화통제 기 능을 지 닐 뿐이 다. 

VOU5 ne croyez pa5 qu’ il vaut mieux que je 50 rt섣 (Ardële ou la Margucrite , p. 27) 

또한 否定은 不定형용사 quelques와는 잘 어 울리지 옷하는 것A로 알려져 있는데 quelques 

가 단수로 사용되 었을 해 의 일 반 형 태 인 unrvqllelconque나 quelquefois와 같은 요소가 사용 

되었을 때에도 부정적 확인요구로서는 적합치 않고 긍정적 확인요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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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e les y a pas amenées de force , ni une contrainte quelconque? (Kηock ， p. 151) 

이 질문에서 Paralaid 의사는 Knock에게 진찰받으러 온 환자들의 수가 의외로 많은 것을 

보고 Knock가 “모종의 강제수단을 써서 그들을 데려오지 않았냐”하는 의심을 나타내고 있 

다. 

] eannette. - Tu n’as pas peur qu ’ il ne revienne pas, quelquefois? 

Thérèse. - Il y a de~ soirs où ’,! l pell r. (La Sauvage , p. 12) 

여기서 Jeannette의 질운이 지닌 긍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는 Thérèse의 답변의 긍정형태에 

의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억양형 부정의문문은 봉사적인 변에서 꼴 때 그 속에 시-용 

된 긍정 적 기치나 부정적 가치 를 지닌 아휘요소들의 존재에 의해 긍정 적 확인요구나 부정 

적 확인요구로 그 해석이 결정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의 해석이 

다 가능하며 문맥과 억양에 의해서만 어느 한 방향으로의 해석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억 

양형 은 긍정적 확인요구 보다는 부정적 확인요구의 가치흘 지니는 경 행:이 짙은 것으로 나 

타난다. 억 양형 은 그 동-시-구조 자체 가 부정 평 서 문과 동일하므로 話者가 의 문악 양을 사용하 

여 부정평서문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상대방에게 구하는 데 아주 떤리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억양형의 이러한 특성은 부정의문문 중에서 억양형만이 확인요구 (demande de 

confirmation) 의 효과를 니 타낼 수 있다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상대 방이 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 이 를 그대로 의문형으로 반꽉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것 

이 아니라 그러한 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다. 즉 Moignet 0970 : 244 ) 의 표 

현을 빌리면 “ le dit " 에 관해서기 아니라 “ le dire" 자체에 대한 확인요구에 불과 한 것 

이 다. 

- Je ne sais pas. 

-Commen t? Tu ne sais pas? (Les Mouch es , p. 105) 

一 Je ne pellX pas VOll S le dire, mon g，~né ra l. 

- Vous ne pouvez pas me le dire' Saperlipopette! (La valse des Tor깅ador s, p. 172) 

이런 종류의 부정의운문에 있어서는 否定이 그 의문문에 대 헤 어떤 특-수한 기능， 가령 논리 

적 기능이라든기 대화 촉진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껏 이 이-니다. 다만 싱대망의 말이 “부정” 

평서문이므로 이 플 그대로 빈꼭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단순한 확인요구나 부정적 맘변을 기대하는 부정적 확인요구의 효과는 SI에 기인 

하는 것이다. 억양형은 부정평서운과 유사한 그 운장구조 자체가 부정운에서 긍정문으로의 

운동이 초기단계에서 포착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억양형이 대부분의 경우 SI에 의 

한 “ interrogation rhétorique" 로 해 석 되 는 것 이 다. 

그러나 억양형 중에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S3에 의한 긍정적 확인요구 이외에 S2에 의한 

“ in terroga tion dialect iq ue"도 없지 않다. 

-Vous n’ êtes pas fatiguée , Mademoiselle? 

- Non. (La Sauvage , p. 143) 

여기서 부정의문문 “ Vour n ’êtes pas fatiguée , Mademoiselle?"은 긍정의문문 “Vous ê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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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iguée , Mademoiselle?" 과 거 의 같은 뜻으로 부정 과 긍정 의 대 립 이 중화되 는 S2에 의 한 의 

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냐 일반적으로 억양형은 부정적 확인요구에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 2.3. Est - ce que型

우리 corpus에서 부정의문문이 est- ce ques에 의해 제시된 경우는 별로 많지 많다. 약 5% 

만이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est-ce que형 은 적 어 도 우리 corpus에 서 는 부정 이 ne"-'pas에 의 해 가해 졌을 경 우에 는 

모두 긍정적 확인요구의 가치를 지니며 ne"-'plus에 의한 경우에만 부정적 확인요구의 가치 

를 지닌다. 그리고 긍정적 확인요구의 가치 를 지닐 때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긍정 

적 가치 를 지닌 어휘나 문법요소들이 의문운속에 시-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a ) Valoir mieux, plutôt 

Est-ce qu ’ il ne vaut pas mieux croire que 110US sommes là par erreur? (Huis clos, p. 32) 

-Est-ce que ça ne serait pas plutôt un rien à gauche, là OÙ je mets mon doig t? 

-Il me semble bien. (Kηock ， p.70) 

두번째 예문에서는 동사가 우발성을 나타내는 조건법의 형태로 되어있어 이 부정의문문을 

더욱 긍정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b) un peu 

un peu는 부정과 함께 사용될 수 없으으로 이것이 삽입된 부정의문문은 긍정적 확인요구 

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Mais est-ce que, dans votre méthode , 1’ intérêt du malade n'est pas un peu subordonné à 1’ intérêt 

du médecin? (Kηock ， p. 156) 

c) 부정형 직접다동사 구문의 보어 앞에 사용된 un 

Est- ce que je n ’éprouverais pas un scrupule? ( Knock , p. 155)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pas de scrupule?" 이 되겠으나 긍정적 확인요구이기 때문에 un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d) 비 교 급 

Je ne crois pas à tes peines, ce sont des folles et je suis plus fort qu ’elles. ESl-ce q ue je n’al 

pas 1’air plus fort que toutes les peines du monde' Regarde mes yeux. 

(La Sauvage, p. 107) 

우리가 비교급을 사용할 때는 비교의 개념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제시하 

기 위해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룹 내포하고 있는 부정의문문은 긍정적 가치를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e) 조건법， 미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의 어떤 사실의 우발성을 나타내는 조건법이냐 미래형은 긍정적 가 

치와 잘 어울리는 요소다. 

Est- ce qu ’ on ne pourrait pas s'a imer sans se faire maJ.? (Ardèle Otl la Marguerite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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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 ce jour- là, quand je sern i hanté par des remords plus nombreux que les mouches d’ Argos, 

par tous les remords de la viìle, est-ce que je n ’aura i pas acquis droit de cité parmi vous? Est-ce 

que je ne sera i pas chez moi , enlre VQS illurailles sanglantes, ( ... )? (L es Mouches, p.14 1) 

우리 corpus에는 est-ce que행은 1 471]밖에 나타나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련 지 만 대부분 

긍정적 확인요구의 기치를 지니며 긍정걱 가치를 지난 어휘니 문맴요소와 함께 사용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 다. 그러나 부징적 의미플 지난 plus rien과 함께 사용펀 경우는 푸정적 확인 

요구로 해석되는 것을 브이 est -ce. que형은 긍정 과 부정의 두 가지 망향으료의 확인요구기

다 기-능한 것 같다. 

- E5t-ce qu e je ne suis vra im ent plu s rie l1 ' 
- Plus ri en. (l-lllil clcs, p. C,G) 

그러변서도 긍정적 확인요구의 비율이 늪은 젓은 이 의문형의 {; /-.}구조에 의해 성명될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의 변 1천적 표시인 c3t-ce que마는 疑問小劉에 의해 우리는 정신역착 

적인 변에서 의둔-g- 지탱하고 있는 폐쇄화운동이 충분이 이푸어 컸음융 알개펴며 。l 것 이 부

청에 의한 (- )化운동과 결힘하여 다분히 (+ )化를 기-져온다고 관 수 있다 ~L떠나 이 경 

우에는 도치형에서와는 달리 부정이 의문의 표시 즉 est-ce que에 걱정 관제되는 것 이 이 니 

라 주어-동사 정상l맨의 문장 속에 위치쉽으로씨 완전 한 (+)化에 는 이르지 핏하는 것 같 

다 띠라서 일반적으로는 긍정적 효괴 칠 지니지만 부정적 효과기- 관기-능한 것은 아닌 것 

이다. 

3, 結 論

흔히들 부정의문문은 부정적인 문장에 대해 의 훈을 니티니1 는 것이기 띠l 문에 이풍부정과 

같은 결과가 되이 긍-정적 기치 룹- 지니는 것으흐 단순하게 차i'él 해 버 린다. 그러니- 우리기- 지 

금까지 살펴 -낭 바에 의히면 그렇게 일 싸적으로 처리할 수 없읍을 알 수 있다. 부경의 운문 

은 긍징걱 가치 뿐만 이니라 부쩡석 끼치도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전히 텀 떤될- 애 측할 수 

없이 긍정과 부정 이 균형 싱 태에 있는 의문문이 라기 보다는 이 처럼 데부분의 경우 긍정과부 

장의 이느 한 빙 잉으로 기 울이지는 의 문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S!과 S3에 의한 “ inte rri 

gation rhétorique"의 경향윤 보여준다. 이것이 또한 긍징의문운피 대꾀퍼는 경이바 한- 수 

있다‘ 단순한 정요요구의 의문문은 원직 적 으로 두 개의 절 즉 것번째의 긍정전괴- 두벤째의 

부정질의 종합I펀형 ( transform a lion 양néralisée)의 경괴 라고 -닫 예 (즉 。ui P ou nO I1 P? • 

P ou 110n?→P?토 도 식 화할 수 잉 -응 깃 이 다. ) 부정 의 운문윤 non P ou oui P?• 110n P ou 

si ?- .non P? 라는 단계 를 거쳐 생성되었다고 한 수 있다. 따라서 부정의운푼의 경우에는 기 

본절들의 순서가 긍정의 문문괴는 빈대로 되이 있다. 이 러한사싣은부정의문문이 정상적 의 

문문인 긍정의문문과는 다른 의미효괴 를 지 녔음을 시시하l 준다. 즉 의문이 중립성을 앓게 

되고 어느 한 기-치로 기 울게 되는 것 이 다. 그리고 중렘적 가치 를 지 닐 에도 완전하지 기- 옷 

4 이와 같은 시싶은 도치형에서 우리기 다룬 n ’ esl- ce pas qlle의 경우와 비교，，1] 판매 더욱 명백해 
진다. 즉앞에서는 n ’est- ce pas que를 n ’est-ce pas 뒤에 전 이 도익]될 해의 형태로 보아 n ’est-ce pas와 
함께 디루었지만 이 을 est- ce qlle에 否定의 ne~pas기 결함 된독특한 형태라고 본다면 우리는 왜 이 구 
문이 항싱 긍정적 확인요구의 효괴블 냐타내능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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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분히 S3에 가껍 게 된다. 

우리는 또한 부정의문문이라도 동일한 문장형 이 이와 같은 두 기치를 지닌다면 표연구 

조상에서 이 플 구별할 수 있는 어 떠 한 형태적 표시기 있는기를 살펴보았다. 부정의 문문속 

에 사용된 긍정 적 또는 부정적 기-치 를 지닌 어휘나 문법요소들의 존재가 어느 정도 의 문문 

의 의미효괴 파악에 도운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정의 문문의 의미효과와 의문형 사이에는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 

었다. 우리가 사용한 자료체에 있어서의 부정의문문의 유형별 빈도수를 보면 억양형， 도치 

형， est-ce que형외 버융이 대 략 10:6:1의 분포괄 보여 주어 부정의문문은 흔히 억양형의 형 

태로 나타난다. 이 는 대화체로 된 우리 자료체의 구어적인 성끽에도 일부 기언하며 또한 역 

양행이 지닌 의미효과와도 펜;련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부정형응 시--용할 때 에 

는 부정적 기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만큼 부징적 확띤요구의 가치기 지배척인 억양형이 자 

띤히 이에 응하는 것이다. 도치형과 est-ce que형은 긍정 걱 확인요구의 경향을 나타내고 1과 

띤에 억양형은 부정적 확인요구의 경 향이 높은 것 이 다. 의문문의 유형별 가능한의미효괴 쓸 

살펴보면， 도치형은 두 가치 중 긍정적 확인요구만을 나타내고 억양형과 est-ce que형 은 긍 

정 • 부정 두 방헝:으로의 확인요구를 모두 나티낸다 그러고 단순한 획인요구의 효괴는 억 

양형만이 니타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각 의 운행의 꽁-사구조에 의해 설명을 

시도해 보았다. 

이처럼 부정의문문이라는 동일한 문장형은 의미효과만에서니 그표현수단면에서니 다양 

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들 상호간에 다분히 긴밀한 대응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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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tude sur les Questions interronégatives en Français moderne 

Kyung-Ja Whang 

L’objet de cette étude est d’examiner les interronégatives du type total à partir d’ un 

corpus que nous avons éstab!i en dépouillant une dizaine de pièces théâtrales. 

Nous avons d’ abord défìni du point de vue psycho-mécanique ce que signifìent 1’ interro

gation et la négation , ensuite le sens et les effets de sens possibles de 1’ in terronéga ti ve , 

puis la relation entre ces différents effcts et les construct ions inter ronégatives ou leurs 

éléments constituants. 

La phrase interrogative, sO l1 s-tendue par l1 n mouvement de pensée à ’étroit, allant du 

plus au moins, c’ est-à-dire par un mouvement dialectique, vise à mettre un procès en 

discussion. Et la négation oriente un procès en di rection de la nullitude, sous-tendue par 

un mouvement du plus au moins . 

Si la négation se trouve engagée dans un mouvement à 1’ étroit de la phrase interrogative, 
le résultat est une phrase interrogative orientée vers le positif. La phrase interronégative 

s’ équipolle pour 1’ effet de sens, à une affirmation. 

Alors, toutes les phrases interronégatives ont une valeur positive? Il ne le semble pas. 

Les effets de sens dont 1’ interronégative est capable sont obtenus par la possibilité d’ inter 

cepter de façon plus ou moins tardive le mouvement de mise en discussion qui la porte, 

orientant ’ énoncé négatif vers un énoncé positif. Si 1’ on intercepte très tôt le mou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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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 au (+) qui porte la phrase interronéga tive, on a une interrogation rhétorique à 

valeur n생ative . S’ il s’agit d’une saisie moyenne, on a une interrogation c1 ialectique qui 

équilibre le positif et le négatif. Et une saisie tard ive nous livre une interrogation rhétoriq ue 

à valeur positive. 

En général, 1’ interronégative a une forte tendance à devenir une question dirigée. Parmi 

les 3 types de construction interronégative, le type inversé n’ est capable que d’ une valeur 

posit ive. Mais le type intonatif et le type EST.CE QUE peuvent prendre les deux 

valeurs , positive et néga tive . 11 ya une tendance nette que le type inversé et le type EST. 

CE QUE expriment une demande de confirmation positive et le type intonative une demande 

de confirmation négative. Cette tendance pourrait s’ expliquer par la construction même de 

l ’interronéga tive. Dans le cas c1 u type inversé, ’ inversion de 1’ordre sujet.verbe de la 

phrase assertive marque fortement le caractère tr슨s avance de 1’ engagement dans le 

mouvement à ’ étroit qui porte la phrase interrogative. Et la négation portant sur le verbe 

inversé, marque interrogative , le mouvement à ’étroit de la phrase interrogative conjugué 

avec la néga tivité de la négation produit une phrase interrogative orientée vers le positi f. 

Dans le casdu type intonatif, la structure semblable à celle de la phrase assertive négative 

dénonce le caractère minimal de 1’engagement dans le mouvement à ’étroit , donc apte à 

exprimer une valeur très proche de la négativité, la demande de confirmation négative. 

Quant au type EST-CE QUE, 1’ emploi de la particule EST-CE QUE montre le caractère 

très avancé de 1’ engagement dans le mouvement à ’étroi t. Ce mouvement de mise en 

discussion , conjugué avec la n생ativité， produit une phrase interrogative positivante. Mais 

à la différence du type inversé, la négation , dans ce type, ne s’attache pas à la marque 

interrogative, mais se trouve rattachée au verbe de la phrase. Ce qui fait que le processus 

positivant west pas comple t. 

Mais pour le type interronégatif capable de deux valeurs, positive et négative, comment 

discerner la valeur exacte? Ceci est plus ou moins rendu possible par la présence des 

éléments lexicaux ou grammaticaux à. valeur positive ou négative à 1’ intérieur de 1’ interron

égative. Si 1’ interronégative comporte un élément à valeur positive , elle s’ interprète comme 

une demande de confirmation pos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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