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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범주 개념의 수학적 형식화 

장-피에르 데클레 

저에게 여기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여러분께 감 

사드립니다. 저는 불어에서 문법범주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말할 것이 

며 그 예로 시제상 범주에 관한 문제와 문법형식이， 그 문법형식의 의 

미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다룰 때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볼 것입 

니다. 

문법범주는 다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문법범주는 

어떤 측면에서는 형식들올 포함하는 하나의 복합체로 이해되어야 합 

니다. 그 형식들은 예를 들어 불어의 동사변화와 같은 계열체적인 계 

충 속에서 구성됩니다. 두번째는 의미작용의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불어의 관사는 여러가지 의미작용올 갖는데 그것은 정관사의 가치， 총 

칭적인 가치 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미작용은， 의미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형성에서의 문제들올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메타언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때 형식은 형태적， 형태 

통사적， 경우에 따라서는 운융적 표지로 표시됩니다. 불행하게도 형식 

과 의미가치간의 일대일 대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식 상호간의 문 

제를 설명하는 것이나， 형식의 문제， 의미작용의 문제보다도 형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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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작용간의 대웅의 문제가 더 언어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 일대일 대용이 있다면 문법교육은 훨씬 간단해질 것입니다. 따 

라서， 세번째는 형식파 의미가치 사이의 대용판계가 이루어져야 합니 

다. 예훌 툴어 불어의 시제에서， 우리가 의미가치의 수롤 정할 수 있 

다면 반과거에눈 10여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합파거에 

도 마찬가지로 10여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이런 차원의 기술에 머무르거나， 경우에 따라 

이 반과거의 여러 개의 가치들에서 복합파거나 단순파거를 구성하는 

가치에 반대되는， 반과거에 해당하는 유일한 가치를 가지는 불변항올 

찾으려 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정확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반과거가 이런 저런 가치를 가지느 

냐， 어떻게 복합과거가 이런 저런 가치를 가지느냐를 정하는 일이 아 

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법범주의 네 번째 성분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는 이것을 문맥적 탐구전략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규칙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이 규칙들은 어떤 형식의 의미가치룹 찾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발화체에서의 언어학적 표지들올 표시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예를 들게되겠지만 우선 다음의 예를 살펴봅시 

다. 

n a peint la chambre. 

(그는 방올 칠했다.) 

여기에 pendant une heureC한 시간 동안)와 en lme heureC한 시간 

내로)를 넣으면 둘 사이의 의미의 변이가 생겁니다. 즉， ‘II a peint la 

chambre en une heureC그는 한 시 간내로 방올 철 했다)’라고 하면 누 

구나 방의 페인트칠이 끝났다는 사실올 알 수 있음에 비해 ‘11 a peint 

la chambre pendant une heureC그는 한 시 간 동안 방올 칠 했다)’라고 

하면 페인트철이 완성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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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방이 반쯤만 철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Il a travaillé à sa thèse 

pendant une année(그는 일년동안 논문융 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 

문이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나다. 그러나 ‘11 a 

travaillξ à sa 야lèse en une année{그는 일년 만에 논문올 썼다)’에서 

는 논문이 끝났음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endant파 en은 완성이 

있느냐， 아니면 완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냐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 

가 됩니다. 불가리아어 같은 언어에서는 완성과 미완성(즉 완성올 의 

미하지 않는 것) 사이의 대립올 문법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완료상 

은 완성올 의미하고 복합파거에 대용하는 비완료상은 완성이 있는지 

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올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가 불어에서 해결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표상에 대한 작업에 대한 몇 가지 가정올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 1 그림이나 도식 도상은 불어학습에 이용될 수 있는 인지적 효 

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립올 이용한 표상은 문법범주의 내용 

중의 하나인 기호내용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언 

지문법의 전통올 따르고 있으며 포타에 B. Pottier같은 언어학 

자가 프랑스에 도입한 전통올 따라서 도식올 사용할 것입니다. 

포티에는 상황올 요약해서 나타내는 데는 좋은 도식을 사용하 

는 것이 어설프게 말로 셜명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빠르다 

고 말했고 또 30년 전부터 많은 도식올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 

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도식올 사용할 것입니다. 

가정2 : 시제 상 표지의 주요한 의미가치는 시간의 위상적 구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첫 순간올 고려할 수도 있 

고， 고려하지 않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도 마 

찬가지입니다. 첫 순간이나 마지막 순간에 대해 그리 중요성올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가정3: 문법가치를 시각화하는 것은 전문적인 학술적 차원에서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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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고 언어교육을 개선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 

다.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모벨에 솜하는l 시제와 상외 요돈 이혼율 한 

시간 만에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론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불어 

에서의 시제와 상의 체계 일반적으로는 일반언어학에서의 시제와 상 

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상태， 사건， 과정이라는 세 가지 중요 

한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상을 연구하는 사랍들의 관점은 둘로 나볍 

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지 상태와 사건의 대립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랍들에게는(저는 이 의견을 따르고 있는데)， 상태， 사건， 과정 

의 삼분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개념을 정의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언 

어학울 위해서는， 특히 의미론의 문제률 다롤 때는， 개념과 개념화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죠. 저는 우선 여 셰 가지 개념을 정의하겠습니다. 

상태는 정적인 또는 정지된 상황을 나타냄니다. 사행의 모든 단계 

는 모두 동일하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연속이란 전혀 없으 

며 어떤 변화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사건이 될 첫번째 순 

간도 없고， 마지막 순간도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의 구간 상에서는 아 

무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저를 이 상태로 끌고 오거나 저를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일체의 변화도 배제됩니다. 이 상태의 단계 

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변화의 경계션이 없는 구간이 됩니다. 이 구칸 

올 저는 개(開)구간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개구간에서는 저를 이 상태 

로 끌어들이거나 이 상태로부터 빠져나가게 하는 어떤 변화도 배제된 

다는 것올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사건이란， 불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눈 상황이며， 어떤 정적 

인 상태의 끝에 위치합니다. 이 사건의 사행에는 필수적으로 초기변화 

와 말기변화가 수반됩니다. 불어의 단순과거는 항상 어떤 사건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초기변화와 말기변화가 있는데 저는 전체적 

으로 하나로 본 사건올 다루겠습니다. 저는 이것올 이전의 상태가 있 

고 이후의 상태가 있다고 말하면서 표상할 수 있는데， 사건은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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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와 그 이후의 상태와의 불연속을 불러 옵니다. 

세번째 개념은 과정입니다. 과정은 본질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므 

로 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행의 모든 단계는 그들끼리 동일하지 

않슐니다. 따라서 과정용 앞에 있는 초기상태와 과정의 시작율 표시하 

는 초기변화， 흑 초기사건으로 륙정지어집니다. 과정에는 끝이 있율 

수도 있고 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Jean est en 때in de travailler 

(장은 일율 하고 있다)’에서 저는 파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했을 

뿐 Jean이 일을 끝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파정 

이 어떤 끝에 이를 때 그것이 수행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었는지를 고 

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파정이 꼭 사행의 끝에 이를 필요는 없이 

단지 어떤 끝에 이르렀을 때 수행되었다고 말합니다. ‘11 a peint la 

chambre pendant une heure(그는 한 시간 동안 방을 철했다)’에서 저 

는 사행이 그 끝까지 같다고는 말하지 않는데 이것은 방 전체가 다 

칠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때 수행이 있다고 말합니 

다. 여기서 수행이란 단지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번 

째는 완성이 있올 수 있는 경우인데 이것은 수행과 완성이 일치한다 

는 뜻입니다. 사행이 그 끝에 도달한 것입나다. 이 때는 제가 파정이 

계속 진행되게 놔둔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진행은 없을 것인데 왜냐 

하면 이마 파정이 그 끝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이 셰 가지 기본개념이 수행， 미수행， 완료， 미완료， 결파， 지속， 

아오리스트， 순간성， 습관성 같은 좀 더 진전된 개념들올 정의하는 데 

쓰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se mettre. commencer à 같은 기 

동상， finir de 같은 결파흘 냐타내는 것 풍 행통의 양태를 나타내는 

개념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태 사건 과정에서 이렇게 많온 개념들 

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두 개만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행올 봅시다‘ ‘Ce matin Jean a vu des daims<오늘 

아침 장은 사슴올 보았다)’에서 복합과거 a vu des daims은 두 가지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파거 사건의 가치이고 두번째는 

결과상태의 가치입니다. 첫번째 가치는 다옴파 같이 표현됩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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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ce matÍn이라고 표시되는 어떤 상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의 구간올 가지는데 그것은 이 상태에 내가 

들어가도록 하는것파 내가 이 상태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배제된 

ce matin이라는 상태입니다. 사건은 이 상태의 내부 속에 들어 있죠. 

다옴 해석율 봅시다. 

ce matin, dans la forêt, en allant se promener, ]ean a vu 

des daims, puis après des cerfs. Ensuite il a été sur le bord de 
l'étang où il a pu observer des singuliers en train de boire. 

(오늘 아칭 장은 산책하러 가는 길에 숲에서 흰 얼룩 사슴올， 

그리고 그 뒤에 사슴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물마시는 동안 

신기한 것들올 볼 수 있는 웅덩이 가에 있었다.) 

이 문맥은 a vu des daims이 사건의 가치가 있읍올 말해 줍니다. 

다읍 두번째 해석을 봅시다. 

Ce matin ]ean a enfin vu des daims. Il est très content. 
(Jean은 오늘 아첨 드디 어 사슴올 봤다. 그는 매 우 만족한다.) 

여기서 우려가 판섬올 갖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의 

결파상태입니다. Jean은 사슴올 본 상태에 있고 이 결과상대는 그가 

매우 만족하다는 다른 상태와 공존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어에서 복합과거라는 이름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연 위의 예에서 보듯이 복합과거는 항상 과거에만 해당하늪 것 

이 아니라 발화하는 시간의 결과상태 즉 현재에도 해당하기 때문입니 

다. 따라서 그 용어를 믿지 딸아야 합니다. 복합과거라는 용어는 불어 

문법올 배우는 나이 어린 프랑스학생들이나 불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용어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도삭이 셜명 

에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것은 제가 술어관계라고 부를 관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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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판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논 툴지 말기로 합시 

다. 그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이 술어관계는 언술행위의 주어와의 관 

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말할 보다 기술적인 용어 

는 어떤 좌표계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읍과 같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집합옳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쓰기의 집합은 아닙니다. ‘Le chasseur voit en ce 

moment un daim(사냥꾼은 그 순간에 사숭 한 마리를 본다)’은 미수 

행 된 과정 의 가치 를 가지 는 데 발화의 순간에 파정 chasseur voit un 

daim은 발화의 파정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나다. ‘Enfin, le chaseur 

a vu un da따1. 11 est content(마침 내 사냥꾼은 사슴 한 마리 를 보았 

다. 그는 만족한다)’은 수행된 파정의 결파상태의 가치를 가집니다. 따 

라서 우리는 덤으로 하나의 사건올 갖게 됩니다. 여기 사용된 복합파 

거의 사용에서 홍미로운 점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결 

과된 것， 즉 발화행위와 같이 일어나는 결파상태입니다. 앞의 것은 전 

개되고 있는 과정의 가치를 가지는데 반해 뒤의 것은 상태의 가치를 

가집니다. 

세 번 째 해 석 은 ‘Pendant que le chasseur voyait un dairn, quelqu’un 

est intervenu puis attira un coup de fusil (사냥꾼이 사슴 한 마리 를 보 

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끼어들었고 총올 쏘았다)’와 같은 것입니다. 

Pendant que le chasseur voyait un daim은 과거로 옮겨진 과정이며， 

과거로 옮겨졌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가치를 가집니다. 

네 번 째 해 석 은 ‘Le chasseur a vu un daim, et puis ensuite il a 

été se promener le long de 1 ’ étang(사냥꾼은 사슴 한 마리를 보았고 

곧이어 웅덩이가를 산책했다)’입니다. 여기서는 avu를 단순파거 vit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우리는 다른 사건의 연속 중에 들어 있는 

단지 하나의 사건만올 가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복합과거는 단순과거 

와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것은 볼어에만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문제인데， 저는 문법범주간의 전이의 문채라고 부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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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는 불어문법에서 어휘요소와 문법요소를 구분짓는 견해에 찬성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비극적인데 왜냐하면 문법요소도 뜻이 

없는 것이 아나라 매우 중요한 의미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의미작용올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언어률 비교 

할 때 범주간의 전이에 있어서 단순한 규칙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어 

의 시제 및 상체계를 한국어의 시제 및 상체계와 비교할 때， 한국어의 

한 가치를 그것에 대옹하는 불어의 다른 가치로 바꾸는 아주 간단한 

규칙이란 있올 수 없습니다. 이는 같은 유럽어에 속하는 영어와 불어， 

같은 로망어인 이태리어와 불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문법체계의 학습은 우선 문법체계간의 차이의 명확한 확인올 전제로 

합니다. 둘째로 두 문법범주 사이의 전이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째로 전이의 문제를 푸는 메카니즘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냐 

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반과거， 복 

합파거， 단순과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의 문제들입니다. 저 

는 이것이 어려운 연습이며 이것이 불어의 문법체계를 학습할 때 제 

기되는 여러 난제들 중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의 문법 

체계의 학습에서도 같은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이제 두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문맥적 탐구전략이라 불리는 것 

에 춧점을 맞추겠습니다. 이 전략의 이면에 들어있는 생각은 문맥 속 

에서 쓰인 복합과거， 반파거， 단순파거， 현재， 좀 더 일반적으로는 불 

어의 모든 시제가 가질 수 있는 가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 

어학적 표지가 발화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어떤 

것이 좋은 표지가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문제를 기계 

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화할 수 있는 규칙을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보처리자로서 또 자동적인 방법으로 불어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 

는， 다시 말해 개별 발화체가 아니라 전체 핵스트로서의 의미텍스트를 

표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문제에 직변하게 되었습니다. 

상태， 사건， 파정 중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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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습니다. 전통문법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만 체계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죠. 따라서 저는 우선 이 문제들에 접근 

해서， 규칙들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만약 어떤 조건， 즉 어떤 

표지가 문맥 상에 주어지면 어떤 공리(公理)를 얻을 수 있다는 식입니 

다. 이 결파는 제가 좋은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가정 

올 강화하는 다른 표지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더 자세한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지 알아보라는 구체적인 요구의 형식을 

띨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규칙들은 어떤 조건이 었고 그것이 지 

켜졌올 때 우리가 어떠한 결파를 얻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결과가 문맥 상에서 어떤 문법형태에 대웅하는 의미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들은 형식문법에서처럼 어떤 법칙의 단계롤 꼭 따 

라야 하는 알고리즘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견에 도움이 된다 

고 부를 수 있는 규칙으로， 두 개의 규칙이 서로 모순될 수도 있죠. 

이것은 어떤 경향올 나타내는 규칙인만큼 얼정한 수의 표지들을 모아 

서 어떤 방향올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칙의 체계는 메타규 

칙의 체계라는 보다 상위에 있는 다른 체계의 지배롤 받아야 합니다. 

상반된 결파를 주는 두 규칙간의 갈등올 해결하고자 할 때 더 강력한 

규칙이 없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 때 이것이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규칙 상호간올 연결하는 역할올 합니다. 그러 

나 저는 용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Da띠el Reperte는 반과거를 다룬 

그의 논문에서 문맥 상에서 반과거의 모든 의미가치를 찾아내는 규칙 

들올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거기서 몇 개의 예돌올 들어 보겠습니 

다. 

첫번째 예로서 어떤 문장에서 se tenir, se situer, se trouver, 

demeurer, rester가 반파거로 쓰이고 그 뒤에 정적인， 장소를 표시하 

는 전치사가 오면 이것은 상태의 가치를 가집니다. 

La fête du livre 1986 se tenait dans le Palais de ]ustice. 

<1986년 도서전은 빠리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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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어떤 절 안에서 반과거가 동척인 의미와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같윤 절 안에 시간율 나타내는 표현(예률 돌어 날짜， 시간， 기 

칸， 횟수， plus tard, après 동)이 나타날 경우， 우리는 우리가 구성한 

체계척인 리스트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어려운데 새로운 상 

태의 가치를 가집니다. 

L' administrateur demissionnait le 'z7 février. 
(그 행정관온 2월 'z7일에 사퇴하였다.) 

보통 우리는 복합파거 a demissioné나 단순파거 dernissiona를 쓰 

지만， 여기서 반파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반파거의 가치에 대 

해서는 imparfait de rupture(단절의 반과거)， imparlait d'ouverture(개 

시의 반과거)， imp없iait de fermeture(종료의 반파거)， imp따fait 

journalistique(신문의 반과거)， imparfait de trubunaJ(법정의 반과거) 

둥의 여러가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신문에 잘 나오는 반과거는 

문어에만 쓰이는 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a drnissionné와 

dernissiona, demissionait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 

이 문체상의 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자세 

히 알아 봅시다. a dernissioné의 경우 그가 2월 27일에 사퇴했더라도 

그는 그 다음날 업무를 다시 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때 단지 

다른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올 가질 뿐입니다. 

반과거를 쓰면 사건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에 의해 생기는 새로운 상 

태도 문제가 됩니다. 

Gustave Guillot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 다. 

Cinq minutes plus tard le train déraillait. 
(5분 후에 기차가 탈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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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q minutes plus tard, le train a déraillé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파거률 썼을 때는 따lP없fait d ’ ouverture의 가치훌 가지는데 그 의 

미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습나다. 반과거가 쓰인 다른 예를 들겠습 

니다. 

n était en train de manger quand elle 하nva. 
(그녀가 도착했올 때 그는 식사중이었다.) 

여기서는 과거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해 주는 규칙이 있습나 

다. 이 진행 중인 과정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표지는 en σain de입니 

다.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것은 가능성의 가치와 비현실의 가치입 

니다 si， si même, si jamais로 시작하는 종속절에서 반파거가 쓰이고 

주절에 직셜법 명령형이 쓰이면 반과거는 가능성의 가치를 가집니다. 

‘Si jamais tu étais blessé, passe la main à nous(만약 다쳤거든 손올 

내밀어라)’는 가능성의 가치를 가집니다. 반면에 주절에 조건법이 쓰 

이면 비현실의 가치를 가집니다. ‘Si la France était en zone 

equatoriale, son climat serait defférent(만약 프랑스가 적 도에 위 치 했 

더라면 프랑스의 기후는 달랐올텐데)’은 비현실적인 가치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현실에 반대되는 무언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현실 

적이라는 가치를 찾아내는 한 규칙입니다. 

이제 관계절에서 복합과거가 쓰인 예들올 들어봅시다. 복합과거에 

서 기본적인 대립은 사건파 상태의 대립입나다. 물론 복합과거가 다른 

가치도 가칠 수 있지만 가장 큰 대립은 사건파 결과상태의 대립입니 

다. 여기서는 어떻게 사건의 가치로 쓰였는가， 결과상태의 가치로 쓰 

였는가를 밝히려 합니다. 다음파 같은 규칙의 예들이 있습나다. 

복합과거 가 날짜를 나타내는 표현， au début du jour, de ces 

jours-là, à partir de ce moment-là 등과 같이 시 간올 나타내 는 표현 

과 같이 쓰이면 사건의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는 시간올 나타내는 표 

현의 철저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Ce jour-là M. Bernar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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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ncé qu ’ il se consacrerait désonnais(그 날 베르나르씨는 이제부 

터는 헌신하겠다고 발표했다)’에서 우리는 사건의 가치를 가집니다. 

ce jour-là 때문에 결과로서의 상태의 가치는 가지지 않습니다. 두번 

째 예로 'J'ai pris 1’autobus à deux heures, il faisait très chaud(나는 

투 시에 버스훌 탔는데 날씨가 매우 더웠다)’에서 à deux heures는 

J'ai pris가 사건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는 좋은 표지입니다. à 

deux heures, à ce moment, au même moment, pendant tout ce 

temps둥과 같은 표현들은 상태를 나타냄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나 

과정은 이 상태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시간이나 상 

운 동사의 형태적 표지에 의해서만 냐타나는 것이 아니라 vers deux 

heures, à ce momont-là같이 상태를 나타내는 구에 의해서도 표시됩 

니다. 

alors que, tandis que, quand, pendant que, dès que, après que, 

depuis que둥파 같은 종속접속사로 시작되는 종속절에 복합파거가 나 

오고 주절에 반파거가 나오면， 이 반파거는 서술적 상태의 가치를 가 

집니다. 만약 동사가 내재적으로 정적인 것이 아니면， 즉 동사가 동적 

인 인지구조를 가지면， 진행의 파정의 가치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동 

사는 내재적인 성질올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정적일 수도 있고 동적 

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에 대해 의미 상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규칙들은 이 동사의 의미를 폰중하도록 해줍니다. 

Quand ’ai décidé de publier La cité de la joie, ’étais 

totalement dans le fou. 

(내가 『기뽕의 도시』를 출판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여기서 quand은 좋은 표지가 되며 저는 j ’étais totalement dans le 

fou라는 상태 속에 들어있는 사건의 가치를 가집니다. 반면에 ‘11 

s ’ approchait de la bi용re quand je 1’ai 킹T용té(그가 관 쪽으로 다가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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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때 나는 그률 붙잡았다)’에서 je ’ai 하rêté는 사건에 해당하며 U 

s'approchait de la bière는 진행의 파정입니다. se는 예외도 있지만 보 

통 진행의 과정융 나타내는 표지가 됩니다. 

다옴옴 il a f띠lu， cela m ’apparut, il a fait doux, ìl a neigé, il 

s ’est vendu, il a été donni dans mon lit 둥과 강이 버임청과 감이 
쏘인 예옳입니다. 마지막 예는 받아흩어기 어려울， 품학에서나 쏘이는 

표현입니다. 어쨌거나 위의 예들은 모두 사건의 가치입니다. 

마지막 예를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결과상태입니다. 복합과거가 

maintenant이나 maintenant que와 같이 쓰이면 이 복합파거의 가치는 

결파상태입니다. ‘Mais maintenant la vraie vieillesse est venue(이제 

정말로 늙었구나)’나 ‘Maintenant que vous avez tous vu le tigre(이 

제 여러분 모두가 호랑이률 보았소)’에서 복합과거는 결파상태입니다.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 

의 결과로서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옴은 devenir나 rendre같 

은 동사의 복합과거가 형용사구나 명사구와 앞에 오고， 시간을 나타내 

는 표현이 없으면 복합과거는 결파상태입니다. 

Or un jeune animal vieillit chaque jour, et dans certaines 
es야ces il est devenu adulte avant que 1’on 머t eu le temps 
d’étudier cette conduite aCQuise. 

(그런데 어떤 어린 동물온 매일 자란다. 그것도， 어떤 종에 있 

어서는， 우리가 미처 습득된 행동을 연구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어 

른이 되어 버린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파상태이고 우리가 더 연구하고자 하는 것 

은 결과상태이지 사건이 아닙니다. 

반파거에는 약 2oo7~ 의 규칙이 있습니다. 복합파거에 있어서도 약 

200개의 규칙이 있구요. 우리는 이 작업올 마찬가지로 현재에 대해서 

도 하고 있으며 현재분사에 대해서는 거의 끝냈습니다. 단순파거에 대 

해서도 작업올 했으며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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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들을 기계에 입력했습니다. 텍스트가 주어지면 그 처리기는 그 

돼스트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률 선돼할 수 있게 해 주죠. 이 정보체 

계는 문제가 되는 텍스트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가치를 줍니다. 저는 

우리가 동사들옳 의미론의 관점에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이 

것이 우리가 착수한 일이며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우선 우리의 홍 

미를 끄눈 것은 방법론을 정하는 것이고 다옴에 중요한 것은 방법론 

올 갖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monter 통사를 들겠습니다. monter는 일정한 수의 용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monter의 주요한 용법들 

은 다음파 같다. 

monter en 뼈ut d ’une échelle(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다) 
monter sur la colline( 언 덕 에 오르다) 

monter la colline(언덕올 오르다) 

monter un ascenseur( 엘 리 베 이 터 를 타다) 

monter en voiture(차에 타다) 

monter sur un chevaH말에 타다) 

monter à cheval(말에 타다) 

monter en cheval (말에 타다) 

la fumée monte de la cheminee au-dessus des toits 

(연기가 지붕 위로 올라간다) 

la Seine monte(센느강이 붙는다) 

le chemin montait brusquement(길이 갑자기 오르막이다) 
Jean montait le long de chemin(장윤 길올 따라 올라갔다). 

la fumée monte에서 연기는 무생물명사이며 ‘le chemin montait 

brusquement’의 chemi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에서 올라가는 것 

은 chemin이 아닌 반면 ‘]ean montais le long de chemin’에서 위치를 

바꾸는 것은 Jean입니다. 따라서 전자는 서술이고 후자는 ]ean이 위치 

를 바꾸며， 길올 올라가는 동작올 나타냄니다. 그러나 위 두 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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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같은 통사구조를 가집니다. 

le blξ monte rapidement cette année 
(올해는 밀의 가격이 빨리 오른다) , 

monter en grade(숭진하다) 
les prix montent(가격 이 오른다) 

le thermomètre a montξ très vite 
(온도계 눈금이 매우 빨리 올라갔다) 

sa colère montait(그는 분노가 치밀었다) 
monter un diamant(다이 아몬드를 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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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r les meubles dans la chambre (방에 가구를 갖추어 놓다) 
monter les oranges sur le camion(트럭에 오렌지를 싣다) 

monter un saphir sur une bague(반지에 사파이어를 박다) 
monter une machine(기계를 조립하다) 

monter des voitures(자동차를 조 립 하다) 
monter un film(영 화를 연출하다) 

monter une affaire(일올 꾸미다) 
monter un coup(음모를 꾸미다) 

이 monter의 용법 들 중에 어 떤 공통점 이 었올까요? 아니 면 

monter의 서로 전혀 다른 용법들을 쓴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제기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불어에 두 개의 voler가 있는 것파 같은 상 

황일까요? 통시적으로 보면 ‘날다’라는 뜻파 ‘훔치다’라는 뜻의 이 두 

voler간의 관계를 찾올 수 있지만 공시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두개의 

동사업니다. 우리가 5, 6개 또는 107n 의 monter를 가지고 있는 걸까 

요， 아니면 단어 하나에 여러 단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 자체만 설 

명하는 데에도 적어도 두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결 

론은 가치의 망의 형식으로 이 가치를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동사의 

각 가치는 쉐마 sch송me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표상됩니다. 중요한 것 

은 이 가치들이 매개변수들올 통해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적 분류와 비공간적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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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는 운동하는 것 다시 말해 동작율 의 미 합니 다. ‘la furnée monte’ 

에서는 결국 동작입니다. ‘Jean montais sur la colline’에서는 ]ean이 

어떤 목적율 갖고 모든 동작을 지배하는 데 반해서 ‘la fumée monte’ 

에서 la fumée는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Jean monte sur la 

colline에는 동작주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동작주가 있다는 것은 항 

상 통제의 개념올 말하는 것이며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덕 위에 올라가면 목적올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시킨 사랍이 어휘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살펴봅시 

다. ‘Luc monte les oranges sur le camion{혁은 트럭에 오렌지를 싣 

는다)’에서 올라가는 것은 oranges입니다. 이것을 ‘Jean fait que les 

oranges montent sur le camion(장은 오렌지률 트럭에 싣도록 한다)’ 

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Luc이라는 새로운 논항이 추가됩니다. 

oranges는 Luc의 통제 하에 트럭에 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le chemin montait’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되는가 하 

면 여기에서 다루었던 것은 동작의 용법인데 le chemin montait는 서 

술이고 따라서 비동작적인 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잠재적인 동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quelqu'un qui emploit 

le chemin monte( 이 길올 이용하는 어떤 사랑이 길올 오른다)’라고 고 

쳐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e chemin montait’의 이면에는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숨겨진 잠재적인 동작의 의미가 들 

어있습니다. 

이 제 ‘Jean montait la col1ine’와 ‘Jean montait sur la colline’를 봅 

시다. 통제는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목표는 

monter la colline이지만 목표가 확실한지를 알 수 없슐니다. 우리는 

montait un ascenseur 같은 중깐요소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숭강기라는 사실은 확실하고， 승강기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Jean도 올라가죠. 따라서 추상작용에 의 해서 la fumée monte에 

서 le blé monte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공간적인 구 

조， 수직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계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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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blé monte, les prix montent, monter en grade. 또 ‘Luc monte les 

oranges sur le camion’에서 목척율 가진 룡체라는 매개변수를 가진 

추상작용에 의해 ‘Luc monte un coup’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monter un coup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모든 조건들이 실현되어 

서 우리가 정한 목표가 성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monter une 

machine, monter une voiture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소들을 댈 조 

직화된 것에서 보다 조직화된 것으로 하기 위해 모으는 것입니다. 따 

라서 결국 monter의 모든 용법에 공통적인 불변항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monter의 원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밑에서부터 

공간적인 단계률 밟아가는 것이거나 덜 조직화된 것에서 더 조직화된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불어의 시제 상 체계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 

는 정보모텔은 인지적 관여성율 갖습니다. 이것은 특히 제2외국어로서 

의 불어교육을 위한 모델로 적용될 수 있죠. 

이 모렐의 첫번째 이용방법은 다옴과 같습니다. 각 불어화자가 

어떤 표지나 동사의 의미분류를 고려해서 문법표지의 의미가치를 결 

정해야 할 경우에 직변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동사의 의미를 분 

류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언어에 대한 중요 

한，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지식올 요구합니다. 또한 이것은 적어 

도 지금까지는 학교문법에서 거의 설명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맥적 

탐구 규칙의 집합운 이 잘 보이지 않는 지식올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한 방법압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결정의 과정올 불어화자가 발화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결정의 단계를 모렐화하는 것입니다. 발견에 도웅 

이 되는 규칙들파 표지의 리스트들은 제가 ‘편집된 지식’이라고 부를， 

지식이면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올 구체적으로 냐타법니다. 

불어화자가 이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들은 설명적인 

지식들올 나타내는 것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문맥 

에서 어떤 복합파거가 사건의 가치를 가지느냐를 셜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맥 속에 그것이 사건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는 표지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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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입니다. 

두번째 이용도 약칸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표지들올 잡아 

내는 방법률율， 또 설명적 가치가 있는 그림표현올 바로 만들 수 있도 

록 하는 표지들을 알아내서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언어률 배우는 사랍에게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반과거， 

복합과거， 단순과거를 사용하는가?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 

떻게 사용하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문제들 

입니다. 우리는 반과거 복합과거， 단순파거 직설법의 몇몇 시제들에 

대해 약간의 결과들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조건법， 미래에 대해서도 

작업율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규칙에 걸려드는， 동사의 의미 

적 기준의 방대한 문제에 부딪쳤는데 이 작업은 인지적 가정의 홍마 

있는 일이며 이것은 불어교육의 문제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