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불어 전치사 depuis 
- 의미상 1 ’aspect sémantique를 중심으로 -

허 성 덕 

o. ].-M. Adam (1995 : 73)에 의하면， 시간 전치사 depuis는 문맥에 기준시 

점을 두는 경우 repérage contextuel와 텍스트에 기준시점을 두는 경우 repérage 

cotextuel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치를 지닌 어휘 중의 하나이다. 본 연 

구는 이러한 현대불어에서의 depuis, 특히 복합과거와 현재시제에서의 depuis 

의 용법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dep띠s의 일반적 성질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H. 5ten (1952 : 36-37)에 의하면 depuis는 선적인 의미와， 점괄적인 의미를 

갖는다.1 

(1) Pierre est à Paris depi.Iis 15 jours. 
(2) ]e suis sans nouvelles d ’eux depuis le premier j띠n. 

그는 (1)의 depuis가 선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으며， (2)의 depuis는 

점괄적 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이애 의하면 그는， (1)과 같이 ‘15 jours’ 
라는 지속적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depuis가 선적인 의미를 가지며， (2)와 같이 

‘le premier juin’이 라는 기 간 표시 의 날짜가 나오면 depuis가 점 괄적 인 의 미 를 

갖는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R. Martin (1971 껑5-226)에 의하면 전치사로서의 depuis는， 비완주 시제 

인 현재， 반과거 또는 비완주 조동사와 더불어 구성되는 시제인 복합과거， 대과 

거와 거의 배타적으로 결합한다. depuis는 특히 단순시제에서 완주적 어휘와 

결코 결합하지 않는데 이것은 depuis가， 주어진 어떤 시기와 관련하여 그 시기 

의 시작점에 관한 제한을 하면서 비완주적 시각에서 그 점으로부터 점차 멀어 

져 간다는 점에서 비완주시제들과 완벽하게 상용한다. 

C. Rohrer (1984 : 159-163)는 depuis의 성격이 현재， 반과거， 대과거와 유사 

1 C. Rohrer (1981 : 16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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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이 많은 점을 설명하면서， depuis는 현재시제에서는 발화순간을 포함하며 

아울러 과거시제에서는 과거를 바라보는 기준점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Il est 10 heures. Le conférencier parle déjà depuis 8 heures. 

(4) a. ]ean s' est levé, et puis il a pris son petit déjeuner et puis il a pris 
le métro et *depuis 8 heures, il était au bureau. 

b. ]ean s' est levé, et puis il a pris son petit déjeuner et puis il a pris 

le métro et quand sa secrétaire est arrivée il était au bureau depuis 
8 heures. 

C. Rohrer는 (4a)에는 기준점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고는 주절의 시제가 반과거라는 사실과 ‘8 

heures’는 예컨대 지속이 아니라 점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에 일단 유의 

하기로 한다. 

S. Lecointre (1970 : 328-329)에 의하면 아래 (5)에서의 원래 상황은， 완전 

하게 처소화된， 이전의 순간에 상응하며， (6)은 원래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과된 시간의 전체를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앞의 Sten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5) Le vent souffle depuis le début de la matinée. 
(6) Le vent souffle depuis trois jo따s. 

S. Lecointre은 또한 복합과거의 경우에 아래 (7)에서와 같이 긍정문은 성립 
되기 어려우나， 부정문은 성립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7) ?Le vent a soufflé depuis trois jours. 
(8) Le vent n'a pas soufflξ depuis trois jours. 

이상에 제시한 네 가지 견해를 정리하면， H. Sten, R. Martin, C. Rohrer의 
세 가지 견해는 모두 현재나 반과거에서의 depuis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S. Lecointre는 복합과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견해에는 현재에서 사용되는 depuis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복합과거에서 사용되는 depuis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복합과거와 현재에서 사용되는 depuis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 ]. Franckel (1989: 189-205)과 

M. Callamand (1989: 166-170)의 두 연구를 집 중적 으로 살펴 볼 것 이 다. 상대 

적으로 보다 풍부한 예문을 제시하며 많은 특수용어들을 간단없이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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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 Franckel의 견해와， 최소한의 예문에서 최소한의 설명을 문법적 차원에 

서 시도하고 있는 M. Callamand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depuis에 대하여 보다 

실제적이며 정확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 ]. Franckel의 경우를 설명 

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그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용어를 배제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논지의 설명에 직결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용어들은 본고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M. Callamand의 

경우에는 사용된 용어들이 특수용어가 아닌 만큼 그가 사용한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본고는 먼저 이들 두 가지 견해를 분석하고， 이어서 depuis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ça fait ... que와 il y a ... que에 대하여도 간단한 고찰 

을 시도할 것이다. 

1. depuis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결합하는 양화 표현의 

두 유형인 지속과 날짜매김 datation의 차이에 대한 Franckel의 견해를 살펴보 

기로 한다.2 그에 따르면， 형태상 de와 puis로 분해될 수 있는 depuis는 제1점 

으로부터 출발하여 왼쪽-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한다.3 지속의 경우는 발화순간 

에 기초하여 소급적으로 구축된 제1점에 의하여 제한이 행해진다. 따라서 지속 

은 제 1점이 직접적으로 구축되는 직시적 관계가 최종적으로 이 제 1점을 발 

화순간에 가져다 놓기는 하지만 - 날짜매김의 경우보다 훨씬 강력하게 제한된 

다. 사실 Luc, je ne l'ai 따s vu depuis mardi/deux jours.사이에 실제적인 의 
미적 차이는 없다. 그러나 Luc, je l'ai vu deux fois depuis mardi.가 Luc, je 

l'ai vu deux fois depuis trois jours.보다 더 자연스럽다. Luc, je l'ai vu deux 
fois depuis trois jours.는 Luζ je ne l'ai vu que deux fois en trois jours.로 
써 야할 것으로서 ne ... que가 내가 Luc를 만난 횟수를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것 
ép띠sement이다. 시간부류의 소진적 처리traitement exhautif를 명시적으로 의 

미하는 ne ... que, en tout et pour tout, au total 같은 표지어들이 없으면 날짜 
매김의 경우가 소진성을 보다 덜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4(아래 참조) 

2.1. 이제 Franckel의 견해를 보기로 하자. Franckel은 depuis가 사용되는 
경우를 복합과거와 현재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depuis가 전치된 경우와 후치 

된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복합과거에서 depuis가 전치된 경우부터 살펴 

2 여기에서의 지속과 날짜매김이라는 용어는 Sten의 선적， 점괄적이라는 용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날짜매김은 시간/시각매김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3 Franckel (1989: 189) “Depuis construit un premier point sur la classe des t et 
O벚re， relativement à la loca1isation de P, la délimitation d’une sous-classe de t, 
ouverte ou fermée, à droite de ce point." 

4 소진성을 럴 강제한다는 것은， 날짜매김을 지속이 아니라 점괄로 파악한 Sten의 입장 
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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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로 한다. 그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긍정문만이 사용될 수 있고 

부정문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복합과거는 부정시제aoristique로 기능하 

게 되며 구축된 시간구간에서 “한 점썩 한 점씩 처리traitement point par point" 

하게 된다.5 그런데 이것은 사행의 반복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depuis에 의하여 

표지된 저IH점과 발화순간 사이의 전체공간에 작용하여 점과 점의 “이어나가기 

raboutage"를 한다. 

(9) Depuis deux jours, il n'a pas cessé de pleuvoir. 

(10) ??Dep띠s deux jours, il a plu. 

(11) ??Dep버s deux jours, il est parti. 

위 (9)에 나오는 ne pas cesser de가 바로 여 기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한 점 

씩 한 점씩 처리하기에 적합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용되지 않은 (1이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여기에는， (11)에 나오는 partir나 finir 등과 

같은 동사들이 ， ne pas cesser de 같은 말이 표지하는 반복에 의한 점들을 이 
어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사행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성립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12) Depuis le début du mois, Luc est parti, le village s ’est vidé, les 

volets se sont fermés et tout paraît sinistre. 

위의 열거는， ‘et’가 닫음 clôture을 표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필요하고도 종국 

적으로는 충분한 소진성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3) ??Depuis quelques jours, Luc s'est mis au travail. 

위의 ‘se mettre au travail’는 기동상으로서， 이것은 depuis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적 공간 전체에 작용할 수 없다. 그런데 사행에 대한 평가 appnεciation가 

도입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14) Depuis quelques jo따s， Luc s'est mis au travail pour de bon/ s ’yest 

mis sξrieusement/ s' est enfin mis au travail.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순수한 부정과거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행 

이 ‘pour de bon, sérieusement, enfin’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구축됨으로써， 

depuis에 의한 사행의 처소화 localisation가 절대적 제 1점이나 존재의 서술 

a 부정과거에 관한 Danon-Boileau 0989: 11 1)의 다음 참조. “Le procès définit un 
événement cou뼈 du moment de l'énonciation. Ceci dérive de Accompli (ex.: <<Ce 

matin, Jean a rédigé son intervention, et puis il est so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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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édication d’existence에 작용하는 것 이 아니 라 주관적으로 작용하게 되 는 것 

이 다 se mettre à와 달리 se remettre à가 주관성을 표지 한다는 점 에서 Depuis 

quelques jours, il s' est remis à travailler.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후치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15) 11 est parti depuis dix mÎnutes. 

(16) Je n' ai rien mangé depuis deux jours. 

위 (15), (16)에서 depuis를 전치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17) Je n'ai pas aπêté de travailler depuis deux jours. 

(18) J’ai fini de travailler depuis deux jours. 

또한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발화순간을 포함하는 시간의 하위부류가 

구축된다. 그런데 (18)에서의 finir와 같이 명시적으로 주관적 방식으로 사행을 

구축하는 표지어가 없는 경우에 depuis는 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형 사 

행이기만하면， 복합과거의 부정과거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을 보자. 

(19) ? J' ai travaillé depuis deux heures. 

(2이 II n ’a pas cessé de pleuvoir depuis deux heures. 

(21) J ’ai travaillé depuis deux heures! 

위 (19)에서 ‘J I ai travaillé’는 비안정적instable이다. 복합과거는 전치되어 주 

관성을 표지할 수 있으나， depuis는 부정과거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양자간의 

결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6 이러한 문제는 안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차적 

표지어들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이에는 두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사행의 처소화를 depuis에 의 한 제한된 구간에 행하는 ne 따s cesser 
de 같은 한 점 한 점의 처리가 가능한 표지어들을 도입시키는 경우이다. (20) 
이 이에 해당하는 예가 된다. (21)과 같은 감탄문은 주관적으로 강도intensité를 

구축하기 때문에 물론 가능하다. 두 번째 경우는 finir de 같은 주관성과 연결 

된 유형의 표지어들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여기에서 depuis는 사행의 시간적 

외 부extérieur temporel에 상응하는 제한된 구간에 작용한다. 

(22) J' ai fini de travailler depuis deux heures. 

6 주관성 에 관한 Danon-Boileau (위 110)의 다음 참조. “Accomplν'parfait cette 
valeur du procés exprime le fait qu’au moment de 1’énonciation ce qui a été un projet 
(télos) se trouve réalisé. La valeur d’accompli se glose par <<rés띠tat présent d’une 
action passξe>> (ex. <<Jean a rédigé son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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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ai fini de travailler depuis deux heures, et je n' ai toujours pas 

1’esprit reposé. 

(24) M이， j' ai fini de travailler depuis deux heures, et toi , tu n’a même 

pas encore commencé. 

(25) l' ai fini de peindre le plafond depuis huit jours, et je n’ai toujours 

pas commencé les murs. 

(22)가 그러한 경우이다. 여기에서 depuis는 ‘travailler’의 처소화와 관련하여 

열려진 시간적 외부에 작용하여 그곳이 제 1점을 구축하게 된다.7 그러나 (22) 

는 (23), (24), (25)와 같은 대조문맥이나 사행의 진전의 정도에 관련된 문맥에 

삽입되었을 경우에만 비로소 완전하게 자연스러워진다. 이들은 ‘deux heures, 

huit jours’와 같은 양화를 정당화시키는 품질적 안정성을 문맥적으로 구축해주 

는 역 할을 한다. 한편 réussir à는 finir de9} 상당히 많은 유사점 들을 가졌음에 

도 불구하고 양적 한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depuis를 사용하기가 매우 어 

렵게 된다. 

일반적으로 후치된 depuis는 한 점씩 한 점씩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림 ouveπ에만 작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복합과거에서 être, avoir의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경우， depuis는 être와만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 

할수있다. 

(26) ?Le lac a gelε depuis deux jours.!Le lac est gelé depuis deux jours. 

(27) ?La corde a cassé depuis deux jours.!La corde est cassée depuis 
deux jours (et eIIe n' est toujours pas réparée). 

(28) La mayonnaise est ratée. 

위 (26), (27), (28)에서 보듯이 진정한 복합과거라 할 수 있는 닫힘 fermé의 

형태인 avoir와 depuis는 겹합이 어렵다. 또한 depuis가 être와 결합하는 경우 

에도， 호수의 해빙이나 로프의 수선과 같은 당시 상태의 종말을 겨냥한다는 조 

건하에서만 비로소 완전하게 자연스러워진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28)과 같 

은 경우에 depuis를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9) C’est depuis cette époque qu ’on l' a perdu de vue. 

(30) ??C'est depuis cette εpoque qu'on ne I'a pas vu 

(31) On ne l' a pas revu depuis cette époque. 

(32) ??C' est depuis quelque temps que je ne 1’ai pas vu 

(33) Moi, c' est depuis deux jours que je n' ai rien mangé. 

l 그러니까 사행은 완료되고， 그 이후에 두 시간이 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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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c'est ... que 구문의 경우로서， 특히 지속의 경우에는 문제의 지속이 반드 

시 한정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33)과 같은 대조적 문맥이어야 한다. c'est ... 

que를 제거하면 일반적으로 depuis는 후치된다. 

이제 부정문의 경우를 관찰하기로 하자. 

부정문의 경우에 복합과거는 사행의 시간부류에서의 부재를 의미하는데， 이 

것은 주관에 의한 긍정적 사행의 구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부정문에서는 

복합과거의 부정과거기능이 배제된다. 

(34) ??Depuis deux jours, je n'ai pas mangξ. 

위 (34)는 전치된 경우로서， 부정과거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성립이 불가능하 

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35) Depuis deux jours, je n' ai strictement rien mangé.!je n ’ai pas mangé 
le moindre morceau. 

(36) ?Depuis deux jours, je ne 1’ai pas vu. 

(37) Depuis deux jours, je ne I'ai pas vu une se띠e fois. 

(38) ?Depuis longtemps, je ne 1’ai pas vu une seule fois. 
(39) ?Depuis quelque temps, je n' ai pas mangé le moindre morceau. 

위 (35)가 그 첫 번째 경우로서 ‘strictement rien’이 depuis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부류의 처리가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예가 (37)인데 한 점 

한 점의 처리를 거쳐 시간부류의 모든 계기들이 사행의 부재로 규정된다. 그리 

고 엄밀히 말하면 (36)은 “J’ai fait acte de ne pas le voir.!je l' ai délibérément 
ignorlξ”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faire acte de/ignorer’라는 또 다른 형 
태의 긍정태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38), (39)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첫 번 

째 경우에 는 depuis !ongtemps/asse2 peu de temps/quelques jours와 같은 
평가적， 비한정적 양화사가 올 수 없다. 안정화된 양화작용이 없이는 구간의 한 

점 한 점의 소진적 처 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0) ]e suis a단amé : je n’ai pas mangé depuis deux jours. 
(41) ]e ne 1’ai pas vu depuis longtemps. 

위 (40)이 두 번째 경우로서 depuis는 후치되어 있다. 첫 번째 문장 ‘]e suis 

affamé’는 전체의 주Ã~l thématique로서 결과적 상태état résultant를 표지하며， 

두 문장은 분리 불가능한 한 뭉치bloc로 되 어 있다. 이 는 Le train? II est parti 
depuis deux heures.나 Moi, ce travail, je l'ai fini depuis !ongtemps.의 예와 
같은 경우이다. 그리고 (41)은 ]'ai cessé de !e voir depuis !ongtemps.에 가까 
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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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epuis le mois demier, je ne 1’ai jamais vu. 

(43) Depuis ce jour, je ne 1’ai plus jamais revu. 

위 (42)에서는 ne .. .j，αnazs가 문제인데， 이것은 특히 depuis가 전치된 경우에 

강한 제약을 받는다. depuis는 제 1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시간의 한 하위부류를 

제한하는 분할작용을 하는데 이는 차별적 품질작용에 기인한다. depuis는 따라 

서 시간의 부류에 불연속의 형태를 낳게 한다고 할 수 있다 ne .. .jamais는 정의 

상 모든 불연속의 부재의 흔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ne .. .jamais가 후행하는 

depuis는 사행의 선행적 처소화를 함의하게 된다. 따라서 ‘v01r’는 ‘revoir’, 그리 

고 ‘ne ... jamais’는 ‘ne ... plus jam허s’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43)에서는 ‘ce 

jour’라는 날짜매김에 유의하여야 한다. depuis가 지속이나 직시적 날짜매김을 

도입하게 되면 발화순간에 기초하여 제 1점이 구축되지만， 이 경우에는 depuis 

에 의하여 구축된 제 1점에 기초를 두게 되며 이 제 1점은 발화순간과 분리된다. 

이제 현재시제에서 전치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경우에 사행은 

dep띠s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부류에 처소화되며 부정시제의 기능을 갖는다. 이 

위치에서， 동사가 기동상의 가능성이 있기만 하면 depuis는 흔히 그 동사의 기 

동상과 결합하게 된다. 이것은 제 1점 이전에 처소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4) 11 dort depuis dix minutes. 

(45) Depuis dix minutes, il dort. 

이러한 관점에서 위 (45)는 (44)와 달리 깨어있다가 잠든 상태로 옮겨가는 

추이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소진성을 요구하는 depuis의 성질 

로 말미암아 진행중인 사행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 ?Depuis deux jours, il travaille. 

그러나 위 (46)은 그 자체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아마도 (38)은 

“ .. .il travaille comme un fou/ il ne cesse de travailler"로 해 석 하여 야 할 것 인 

데， 이는 특히 기동상을 중화시키고， depuis에 의하여 제한된 구간의 소진적 처 

리를 의미한다. 

(47) ?Depuis le mois demier, il p따t. 

(48) Depuis deux jours, il part tous les jours à cinq heures. 

partir와 같은 통사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47)과 같은 반복상과 결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48)의 경우에는 가능해진다.8 

8 앞에서 Martin도 적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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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후치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후치된 경우에 현재는 진행중인 사행 

을 의미한다. 그리고 depuis는 부차적으로 사행을 처소화시키는， 그리고 소진적 

처리를 하는 시간의 열린 구간 위에 제 1점을 구축한다.9 

(49) 11 travaille depuis deux heures. 
(50) ?Il p없 depuis deux jours. 

위 (49)와 같은 유형은 마치 이미 시작했던 것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50)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부자연스럽다. 

이제 부정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51) ??Dep띠s deux jours, il ne mange pas. 

(52) Dep버s deux jours, il ne mange plus/plus rien. 

위 (51)은 부자연스럽고， (52)는 성 립된다. (51)에서의 ‘il ne mange pas'는 “il 

s ’abstient volontairement de manger/il refuse de manger"로 해석 하거 나， 또는 
Y과 관련된 그의 절도없는 행동의 열거 가운데 삽입시키면 성립이 가능할 것 

이다. 

(53) ?Je ne le vois pas depuis deux semaines. 

(54) ?Je ne le vois pas depuis !ongtemps. 

위 (53)에서 depuis는 non voir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전에 
voir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을 필수적 전제로 요구하기 때문에 ne ... plus를 사용 

해야 한다. 한펀 (54)도 그 자체로는 부자연스럽다. 이는 부정이 ‘voir’가 아니라 

‘longtemps’에 작용하는 경우에만 적절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그 의미는 “]e le vois depuis peu de temps"이 될 것이다. 

2.2. 이제 Callamand (1989)의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10 이 분석에서는 

depuis를 행동 자체의 지속과 행동 이후의 지속으로 크게 분류한다. 먼저 행동 

자체의 지속을 살펴보기로 하자. 

행동이 (지금) 흐르고 있는 시간대에 위치할 때에는 현재를 사용하며， 긍정문 

과 부정문이 모두 가능하다. 

9 주제위치가 아닌 술어위치에 연관된 것으로서， 사행과 관련된 시간을 특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0 Ca1Jamand은 depuis를 비롯한 몇 부분에서 여타의 일반 문볍서보다 더 높은 분석도 
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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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J'enseigne depuis cinq ans./Je n'enseigne plus depuis cinq ans. 

(56) Je travaille depuis dix ans comme secrétaire bilingue./Je ne travaille 

plus depuis dix ans pour élever mes enfants. 

(57) ?J’ai travaillε depuis dix ans. 

위 (55), (56)이 가능한 예로서， 행동이 말하는 순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바 

로 그 이유로 현재가 쓰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57)은 매우 놀라운 

예가 되는데， 이는 과거를 나타내는 복합과거와 현재까지의 지속을 나타내는 

depuis간의 모순된 연결에 기인한다(다음 참조). 그러나 그는， 부정문의 경우에 

‘voir quelqu’ un, partπ en week-end, se b머gner’와 같이 상기된/환기된 행동이 

우연히 또는 간헐적， 예외적， 일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면 복합과거 

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58) Je n’ai pas vu Pierre depuis longtemps. 
(59) Nous ne sommes pas partis en week-end depuis six mois au moins! 

(60) Tu ne t' es pas baigné depuis plusieurs années? 

(58), (59) , (60)이 모두 그러한 예에 속한다. 현재의 경우는 이와 달리 계속 

적， 항구적， 규칙적 행위를 묘사한다. 

(61) Je n'ai pas enseigné 1’histoire contemporaine depuis cinq ans. 

(62) Je ne joue plus depuis dix ans./Je n’ai pas joué depuis dix ans. 

위 (61)은， 예컨대 역사학 교수가 현대사를 강의하는 행위는 이미 짜여진 학 

습계획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발생하므로 복합과거를 사용하게 된 경우이다. 이 

는 Je n'enseigne plus depuis cinq ans.과 확연하게 다르다. 이와 마찬가지로 

(62)의 앞 문장은 정규 피아니스트로서의 길을 중단한 어느 피아니스트가 - 이 

전에 그는 정규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했었다- 할 수 있는 말인 반면에， 뒷 문 

장은 젊어서 피아노 치는 것을 배웠던 어느 가정주부가 -이전에 그녀는 여가 

를 즐기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피아노를 쳤었다 - 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그 

런데 ‘diminuer, augmenter, grossir, maigrir, progresser, (s') améliorer, (s’) 

aggraver’ 등과 같이 동작의 진행상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와 복합 

과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63) L’ inflation diminue/a diminué depuis deux ans. 

(64) L'inflation ne diminue plus depuis deux ans.jL'inflation n’a pas diminué 

depuis deux ans. 

위 (63), (64)7} 그러한 예인데， 이 경우 복합과거는 결산 bilan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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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행동 이후의 지속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행동은 이마 끝나고 그 

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를 표현하는 이 경우에는 현재와 복합과거가 부정 

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65) on n’y va plus dep띠s dix ans.!1α1 n’y est paS aIlé depuis dix ans. 

(66) Il est sorti depuis dix minutes. 

(67) ?Il p따t depuis cinq minutes. 

(68) Depuis vingt-quatre heures, les Français partent en vacances et on 

compte de nombreux bouchons sur les routes. 

(69) ?I1 n' est pas 따nvε depuis dix minutes. 

(70) 11 n녕tait pas aI꺼vé depuis dix minutes que sa mère l' appelait au 

téléphone! 

위 (65)가 그러한 예로 이해펼 수 있다. 한편 (66)에서는 ‘disparaître, arrêter 

de + infinitif, arriver à la maison, partir pour déjeuner, quitter son mari’ 같이 

행동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종결되는 완주동사나 또는 문맥에 의하여 완주적으 

로 사용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괄적 경우에는 복합과거 긍정문을 사 

용하며， (67)의 예처럼 현재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제약이 었다. 그러나 (68)에 

서는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partir en vacances’는 출발 순간이 아니라 

출발에 의하여 만들어진 웅직임， 즉 지속적인 움직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경우에는 (69)와 같이 부정문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70)은 이러한 경 

우에도 부정문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시제가 대과거로 바 

뀌어지고， 부정은 동사가 아니라 지속에 작용하여 “depuis moins de dix 

minutes/dix minutes à peine"라는 의미변화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2.3. 이제 depuis와 같은 텅어리를 이루고 있는 ça fait ... que, il y a ... que 

에 대하여 Franckel이 적시한 몇 가지의 특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11 

먼저 ça fait ... que에 대하여 알아보자. 

ça fait ... que는 발화순간에 기초하여 오른쪽-왼쪽 방향으로 구축된 지속과만 

결합하며， 제 1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이 지속구간을 전체화 totaIisation한 

다.12 그리고 부정문， 동사 être, 현재 및 기타 모든 열린 형태들과 문맥적 친밀 

성을 가지며， 복합과거 긍정문과는 결합하기 어렵다는 강한 제약이 있다. 

(71) Ça fait deux jours qu'il n’a pas plu. 

11 Fr없lckel (위: 206-211) 

12 “ Çà fait que identifie une mesure établie à partir de To à une classe de t 
homogξne déteITIÚn양 relativement à la localisation d’un proc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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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Ça fait deux jours qu’il a plu. 

(73) Ça fait deux jours qu'il a cessé de pleuvoir. 

(74) ζa fait deux jours qu’il est parti. 

위 (72)는 역시 부자연스럽다. 복합과거가 열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경우 

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경우가 처소화의 부재 즉， 시간적 외부의 구축에 해당하 

는 것으로 (73), (74)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 경우는 처소화와 관련하여 볼 

때에는 부정문과 거의 같다. 

(75) ζa fait longtemps que j'ai compris cela. 

(76) ?Ça fait longtemps que je n' ai pas compris cela. 

두 번째 경우는 열림을 처소화시키는 것인데 avoir fini de가 이러한 경우로 

서 이들은 결과적 상태를 표현한다. 위 (75), (76)이 이에 해당하며 ， ça fait 

[ongtemps que j'ai fini de…의 유형 에 속하는 모든 예들도 마찬가지 이 다. 

(77) Depuis deux jours, il a plu pas mal de fois. 

(78) ?Ça fait deux jours qu' i1 a plu pas mal de fois. 

(79) ?Ça fait deux jours qu’il n’a pas cessé de pleuvoir. 

(80) Ça fait deux jours qu'il ne cesse de pleuvoir. 

ne pas cesser de는 한 점 한 점의 처리를 하는데 반하여， ça fait ... que는 

전체화에 작용하기 때문에 양자간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80)에서 보듯 

이 현재에서는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복합파거와 달리 현재는 한 점 한 점의 처 

리를 하지 않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13 

(81) Ça fait deux ans que je I’ai perdu de vue. 

(82) ?Ça fait deux ans que je l' ai vu. 

(83) Ça fait de따 ans que je 1’ai vu pour la demière fois. 

위는 동사어휘가 내재적으로 관계의 부재를 표지하는 경우로서， (82)는 불가 

능하지 만 (81)은 가능하다. 또한 (82)와 달리 (83)은 가능한데 이 것은 ‘la 

demière fois’라는 바로 이 점에서부터의 사행의 부재를 표시해준다. 

13 “Explicitons rapidement la différence depuis deux jours, μ n'a 따s cessé de P 
peut se gloser par en chacun des points de la c1asse de t constituée par depuis 
deu.x jours, P a été localisé. Depuis deu.x jours, il ne cesse de P s’ interpréterait 
comme en tout point de la c1asse de t constituée par dep띠's deux jours, P est 
localisé, quel que soit t sur cette c1asse, il localise P," Franckel (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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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Ça fait deux jours qu’ il est rna1ade/ absenν parti. 

(85) Ça fait deux heures que la s없nce a comrnencé/ est comrnencée. 

(86) Ça fait deux ans que ce livre a paru/ estp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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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84)에서 보듯이 열린 상태는 être 구문과 잘 결합하며， 이것들은 Il est .... 
depuis ... 에 가깝다. 또한 (85), (86)에서 보듯이 복합과거에서 être, avoir가 모 

두 가능한 경우에는 장re와의 결합이 훨씬 자연스럽다. 

il y a ... que는 사행이 처소화된 한 점을 발화순간과의 거리에 의하여 분리시 

키 며， 이 두 점 사이의 빈en creux 공간을 구축한다.14 

(87) Ça fait deux jours que je n’ai pas travaillé. 

(88) ?Il y a deux jours que je n’ai pas trav외llé. 

위에서 보듯이 il y a ... que는 특히 복합과거 부정문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강 
한 제약이 있다. 또한 이것은 점괄화에 작용하기 때문에 Il y a ... que j'ai fini 

de. . ./commencé à...!qu'il est parti/que c'est arrivé 등은 매우 부자연스러우 
며， 지속을 표현하는 동사와의 결합 역시 매우 어려워서 ， Il y a deux jours 
que ça dure/ça a duré는 거 의 성 립 이 불가능하다. 

3. 이상에서 본고는 특히 복합과거와 현재시제에서 복잡한 용례를 보이는 
depuis에 관하여， 그리고 ça jait ... que, il y a ... que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본고는 화행론적 방법론에 의거한 Franckel의 분석과， 문법차원의 설명 

을 제시하는 Ca1larnand의 예들을 고찰하였다. 무엇보다도 양자 모두 지속의 경 

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특히 Callarnand은 depuis가 후치된 경우만을 

주로 다루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것이다. Franckel에 의하면， 복합과 

거 시제에서 dep띠s가 전치된 경우에는 부정문과 제약이 있으며 복합과거는 부 

정시제로 기능한다. 이 경우 사행은 반복적， 연속적 유형이 되며 ， depuis는 제 1 
점과 발화순간 사이의 구간 전체에서 한 접 한 점씩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바 

로 이러한 성질 때문에 기동상과의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후치된 경우는 발화 

순간이 포함되며， 사행이 반복형이면 복합과거는 이 경우 역시 한 점 한 점의 

처리를 한다. 현재시제에서 전치의 경우는 시동이나 진행을， 후치에서는 주로 

진행을 의미한다. 이외에， (14), (38), (39), (41)에서와 같은 depuis quelque 

temps/longtemps/quelques jours/assez peu de temps같은 지 속 시 간에 대 한 
주관적 표현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Callarnand에 의하면， 현재시제에서 

14 “Il y a.. que construit la mesure qui sépare To de la localisation de P en un 
point singularisé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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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uis는 발화순간을 포함하며， 사행은 계속적， 항구적， 규칙적이다. 또한 복합 

과거 부정문 역시 발화순간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 사행은 우연적， 간헐적， 예 

외적， 일시적이다. 바로 이 점에 관해서는 Franckel의 (41), C머lamand의 (많)， 
(61), (62) 등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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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Preposition ‘ depuis’ in ~odern French 

Seong-deok Heo 

This artic1e amis to understand the expressions depuis, a fait ... que and 
il y a ... que used in the complex past tense and the present tense more 

deeply. We review the analysis of Franckel who takes the pragmatic 
method and that of Callamand who proposes a grammatical suggestion. This 
artic1e is not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pproaches, but 
to complement them. 

Through this, we summarize the followings: (1) depuis shows similar 

distribution in ne 따s cesser de construction pointed out Franckel and in 
progressive verb pointed by Callamand (2) that ]e n'ai rien mangé depuis 
deux jours by Franckel and on nψ est pas 띠lé depuis dix α1$ by 

Callamand show the same usage in the semantic point of view (3) the main 
distribution of depuis is as a pos야lOsition， when we see the examples of 
Callamand except on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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