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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서인상객이다 

Giry2)는 M. Gross의 Méthodes en syntaxe( 1975)용 기쟁으로 하 

는 어휘문법Lexiqlle-Grammaire 의 초창기부터， 기능동사verbe Sllppon 

faìre에 대한 연구로 프랑스 어휘문엉의 구축에 있어 중심원 역할올 

해 용 연구자 중 한 사량이다 기능동샤faire와 결합하는 숭어영사 

를prédkats nomi띠"'에 대한 Giry의 천반객이고도 체계격인 분석 

분휴 기술옹 프랑스 슐어영사 어휘문엉의 가장 빽싱객인 부분 중 

한 영역용 차지하고 있을 앤안 아니라， 다른 다양한 언어률의 숭어 

영사 어휘문법 구성에 있어서도 간과힐 수 없는 중요한 모앨융 제 

공하고있다 

앞서 언급왼 논문에서 Giry의 주왼 판심용 아래 (1)에 예시왼 바 

와강옹faire le N3) 유형의 문장톨아 지난 용사객 어여객 의미객 현 

상에 집충된다 일견， 이는 동사faire의 다른 주요 용엉툴용 비켜남， 

지나치게단순하고지엽적인현상에그치는것으로보일수있다 

(1) Ma:c fait le clown 

Max foit le capricieux 

Maxfait 1εtonné 

그러나 (1)의 문장툴에 판련왼 Giry의 분석에는 지난 40년에 이 

르는 시간동안 프랑스 어휘문엄 연구자틀이 고민해 용 여러 주제 

를， 옥 숭어와 논항의 완계에 따른 동사의 유형 용휴， 숙어표현의 룡 

사적 어휘쩍 갱의 기준파 엄위， 푼장 간의 연영판계， 중의성 ambi -

2) 아찌￥터는 Giry로 요" 

3) 우리는용갱 (1)이 예시하는￥유의 구훈을 faire le N 구운으로 g기힌다 그러 

나 여기셔 ~N용 연의상 션에언'''' 앙엉에 ’t와하며， 앙으료 언g핑 .)와강 
이 N이 안드샤 영사의 용"안을 얘][하는 것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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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동의 운제를이 함께 어우려져 있다 

온 논문에서는 Giry(2004)의 용석용 토대로 프랑스어 껴Îre le N 

구문이 지니는 흉사쩍 어휘격 의미적 특정즐용 살펴보고， 이러한 

구문의 분석에 대한 Giry의 어휘문엉객 시각의 타당성용 겁토해 보 

고자한다 

2 어휘문법의동사-유형분류 

어휘문엉이란 곧 한 언어의 어휘부와 흉사부훌 연계한 언어 기술 

방법혼이다 따라서 어휘운법의 모든 언어 기술옹 ‘어휘의 기본 단 

위는 단어 mo>가 아닌 단문구조phrase sìmple 이다에라는 천제에서 

출항한다 어휘문법의 언어 기슐에서 기본 단위가 되는 단문구조란 

하나의 슐어 prédicat 와 그 슐어가 션핵하는 본질객 논항을argumen‘ 

essentiels로 이루어진 문장 형식으로， 한 언어의 어휘부률 형생하는 

모든 슐어 요소툴올 그툴이 구성하는 단문구조 안에서 용류하고， 

그 분포적， 흉사적 자질을올 세밀히 분석하고 기슐하는 것용 어휘 

문엉의 방엉흔적 절차인 동시에 언어 기술의 결파툴용 이룬다 

프랑스 어휘문법 연구에서 기슐의 기본 단위용 형성하는 단운 구 

조는그슐어의 형태 용사척 륙생에따라다용세정우로구분된다 

일반용사 구문 oonstructions à verbe ordînaire 

- 숙어동사 구문 ∞ntructiOJlS à verbe figée 

- 가능동사구문~"，，，‘ 。 n5 à verbe support 

일반동샤 구문은 아래 예시된 바와같이 슐어동사흉 중심으로 형 

4) ‘냐‘ en tTées du lexique ne sont pas de mots, mais des phras.es 히mples>> 

(M.Gross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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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왼 모든 단문 구조흩 포항한다 

(1) a. Ta soeur a man야 des haricots 

b. Max a donné un livre à son voision 

이즐 문장용 형성하는 충싱용 manger, donner 풍의 슐어동사로 

이들 술어동사는 각기 고유한 의미에 따른 논항 구조흩 반영현 단 

문 형식 속얘서 기술원다 ” 
반연 숙어동사구문옹숭어와논항구조에 따른 일반적 의마 구 

성이 제약되는관용표현， 천문어 영역，옹유적 표현동융포항한다 

양한영역에걸쳐있다 

(2) a. Max met les voiles 

b. Max bouiUait d ’ìmpatience 

c. Ma soeur a pris le taureau par les comes 

숙어동사는 논항의 자유로운 분포가 채약왼 숙어 구조 그 자체훌 

단운 형식으로 취하게 되며， 슐어 단위용 형생하는 요소률의 형태 

용사척 륙성에 따라 다양한유앵률로구용훨 수 있다 

기놓동사 구문이란 일반 용사숭어 구문파는 당리 형용샤슐어 및 

영사숭어훌중심으로 형성되는 안문 구조용 일컴는다 

(3) a. Max se méfie de Lεa 

b. Max est m하iant envers Léa 

c. Max a de la méfiance envers Léa 

>l 프랑스어 영안용사의 어여용엉 예계에 대에서는 Ch. Ledè l'(' 1990 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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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와 (3')에셔 어휘적 슐어 méfiunl과 méftance는 (30)의 동사슐 

어 se méfter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의미걱 중심용 구성한다 이툴용 

동반하는 동사 être와 avmr는 형용샤 숭어와 명사 슐어훌 톱는 문엉 

척 도구로， 어휘문엄에서는 이훌 기놓용사라 부를다 

(4) a. Max est (anglais + gentil + aviateuη 

b. Max fait (un baiser + un signe + un rapport) à Léa 

천통문업에서 ‘계사∞pule
Ø

로 구용왼 (40)의 동사 être는 (4b)의 

faire와 통일한 역힐융 수앵하는 문엽적 요소로， 어찌문업에서는 기 

능풍사의 개념 안에서 。l해왼다 

기능동사의 개녕옹 용사와 영사의 걸합 판계에 대한 분석에 있어 

서도 새로운 시각융 제시한다 

(’)a.Maxadel’influence sur Max 

b. Max prend de J'influen∞ 5wMax 

c. Max (garde ‘ ∞ru;eπe) de 1’influence sur Max 

('bH")의 동사 prendre, garder, CQnserver 풍은 ('a)의 aVOIr와 

아찬가지로 슐어명사 '"ηuence의 문장 형생용 흩는 문엉적 도구인 

용시에，기통상，지속상퉁의상객의미용더하는역할용한다 이률 

통사는 술어영사 influen ce의 단문구조흩 유지하연서， 기본형 기능 

흥사 avmr흘 대치하는 상 기능풍사 verbe support 따pectuel호 운석 

된다 

따라서， 어휘문업에 있어 문장의 분석과 기술의 시작용 훈석 대 

상이 왼 문장의 슐어와 논항 판계융 파악하는 데서 시작왼다 동얼 

한 형태의 동λ} 단위가 얼반동사， 숙어동사， 기능동사의 모든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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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형생하는 정우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아래 (6)의 문장옹 porter 

동사의 경우흩 예시한 것으로 각기 일반동사구운(6a)， 숙어통사구 

문(야’) ， 기능동사구문(6<-)으호 용석된다 

(6) a. Max poπe une calsse 

b. Max ne porte pas Luc dans 50n coeur 

c. Max porte de I'affection à Luc 

하융며， 용법의 다양성융 륙정으로 하는faire 동사의 경우， 용석 

의 대상이 왼 용장에서 faìre의 역할융 가리는 일옹 결코 쉬운 작업 

이 아닐 수 었다 Giry(1986)에 따르연 형태적 용사 단위로서jaire가 

영사구와 결합하여 구생하는faire Dét N 형식의 문장툴용 대개 아 

래에 예시왼 경우율로 구용휠 수 있다 

(7) a. Max faît un cube 

b. Max fait de cette table un bureau 

c.Max ‘ait la tête au carré à Max 

d. Max fait un voyage 

e. Max fa내t une &ousse bleue à J。

f. Max fait (Ies carreaux + les magasi1ls) 

g. Ce monsieur fait (vieux + vieìlle France) 

운장 (7.)와 (7b)는 일반동사jaire의 두 구조흩 얘시한다 (7.)에 

서 Jajre는 주어로 M <u, 목적보어로 une cube라는 두 논항율 선택하 

여 NGfait N1 형태의 단문구초흩 형성하는 일반동사로， (7b)에서는 

세 언쩨 논항 N，와 결합하여 N.껴t N1 de N2의 구문용 형성하는 일 

반동사로 훈석휠 수 있다 반연 (7c)는 Jaît la tête au caπéà 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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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옥으로 삼는 숙어 표현을 구성하는 숙어동사faire훌i 문장 (7d)에 

서는 슐어영사 voyage의 문장 형성을 읍는 기능동사faire흩 포함한 

문장으로용석힐수있다 (7.)는 사역동사와마찬가지로운장융논 

함으로 션택하는 소위 ‘작용흉사 Verbe opbateur'’ foire가 아래 (8)의 

기능동사 avolr 구문과 절합하여 형성왼 복문 구조에 해당한다 

(8) Jo a une frousse bleu 

한연， Giry(1 98야는 (7f)의 동사흘 ‘대동샤 pro-verbe’ faire라 칭하 

여 (7.), (7b)의 일반동λf fajre와 구별짓는다 사실， 당시 Giry의 작 

업에서는 (7a)-(7b)에서와 같이 “fabriquer-라는 구체객인 의이률 

내포한faire의 용법용 제외한 나머지foire의 일반흥사적 용법률， 륙 

히 구체명사와 갤합하며， 절항하는 명사 어여에 따라 의미용 달리 

하는faire의 모든 용법을용 이 ·대동사”부휴 속에 포항시컸던 것으 

로 보인다 (7g)의 faire에 대해서도 Gαy는 정확한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 용엽의 faire는그 혐식적 논항자리에 영사만이 아니 

라 형용사가 분포할 수 있다는 통사척 륙정과 함께 sembler, paraÎfre 

둥의 동사와 의미객 륙질융 함께 한다는사실안이 언급되었용 쁜이 

다 

3.N。ψitle N 구문 분석 

3.1 통사 의미 분포객 특이성 

예문 ( 1 )에’)훌구성하는동사faire는 어떤 동사faire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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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x fait (le cuisinier + le chauffeur + 1’interprète) 

(2) Max fait (le 1:녕생 +1’'enfant + le down) 

(3) Max 때t (le sourd + le malade + le naïf) 

(4) Maxf때 (le capricieux + le généreux + I’aimable) 

(’) Max fait (le dégoûté + 1’'étonné + le désolé) 

이에 대해 즉각객이고 명쾌한 당용 제시하는 일옹 영지 않다 

일단 흉사적인 측연에서 블 때 위 문장용 숙어표현의 faire 흥사구 

문파 유사성올 보인다 faîre훌 동반하는 le N 연쇄는 고정원 형태 

forme fi야e용 띤다 즉， N용 션앵하는 관샤 형태는 le로 고갱되어 있 

고 어떤 다룡 형태의 판사에 의한 대치도 허용하지 않는다 

(6) ‘Max fait (un bébé + du sourd + ce capricieux)ω 

또 동사faire와 킬합하는 le N 연쇄는 관계철화， 의문사 Que 형성 

파갈온용사적 연형의 대상이 훨수없다 

(7) ‘ le (bébé + sourd + capricieux) que Max faÎt 

(8) - 0.이e fait Max1 _.(b강，bé + sourd ‘ capricieux) 

그러냐 의미객 측연에서 올 예 위 운장들온 숙어표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faire와 결합하는 le N 위치의 영사 용포는 열려 있으 

며， 문장의 의미 또한 N에 용포하는 영사의 의이융 토대로 예측 가 

능하다 

61 사상 Ma)( fait (un 냥아 .,. un sourd)의 경우는 ·연극 우대’하는 륙영한 용엑 
안에서는빼색가놓언g장용영생앙수도있다 이 갱에 대에서는 3. '에서다시 

언급하기로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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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 (i )-(’)의 문장에서 /, N 위치에 분포하는 요소툴응 모두 아 

래 (i ')-(γ)에서와 강이 가능동사 être톨 동반한 술어 위치에 분포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온 이들 문장용 구성하는faire가 기능동샤로 

분석휠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냥기기도 한다 

(1') Max est (cuisinier + chauffeur + in‘erprète) 

(2’) Max est φébé ‘ enfant + clown) 

(3') Max est (sou rd + malade + na‘’) 
(4’) Max est (capricieux + généreux + aimable) 

(5 ’) Max est (dégoûté + étonné + désolé) 

그러나( 1)-(5)와 (1 ')-(γ)의 대용하는운장을사이에 존재하는 의 

미 차이를 고려할 때， ( 1 )-(5)의 통사 faire는 의미적으로 중립격인 

기능흥사로분석되기어려훈것또한사실이다 

결국， (1)-(’)의 faire는 일반통사jaire로 용석월 수 있는가? 그렇 

다연 여기서 동사faire가 표현하는 술어객 의미는 우엇인가? 문제 

는 우선 위 문장 (1)-(’)의 faire가 의미적으로 항상 동질성올 보이지 

않는다는데었다 

(1.) 악스가(요리사‘ 운전사+ 용역자) 역할융 한다 

(2.) 악스가 (얘 기 + 01이 + 어 릿핑대)처 렁 군다 

(3.) 막스가(안툴리는+아은+순진한) 척한다 

(4.) 악스가(연억스혐게 *너그럽게 +상냥하게) 군다 

(5.) 악스가(까다로운+놀란+이안한) 체힌다 

위 우리알 해석융 통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문장 (1)과 (2)-(5)의 

faire 사이에는 어떤 뚜렷한 의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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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 문장 (3)과 (’)에서 ‘척하다’， ‘체하다’로 옮겨철 수 있는 통사 

faire의 ‘의도왼 앵위의 표출’이라는 의미가 운장 (2)와 (4)의 faire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훨 수 있는가? 사실， 문장 (3)파 (5)에서와는 

달리， (2)와 (4)에서는 이러현 ‘의도성’이 존재힐 수도， 그렇지 않용 

수도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옥힐 정은 le N 위치에 분포하는 요소를의 

문업척 성격， 또는 범주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 N에 분포하는 요소 

는 예문 (1)-(2)의 guide, chauffeur, interprète, béb강， enfant, 

down파 같은 영사뽕안 아니 라 (3)-(4)의 sourd. malade, nàif, 

capricieux, généreux, aimable파 같옹 형용'1. 그리고 (’)의 dé 

goûté, étonné, désolé와 같옹 용사의 과거운사형용 포항한다 용 

론 (3)-(4)의 앵용사들이 문액에 따라 영사와 통일한 용포훌 보이며 

영사적 용법용보이기도한다는사실용강안하더라도，아래 얘시원 

"1와 겉이 faire /e N 구문에안 분포하는 일부 형용사와 과거용사형 
의 용포는 별도의 설명융 필요포 힌다 

(9) Max 따 le fier. I ?"Max est un fier 

(l이 Max fait I딩tonné./.Max est un étonné 

요캔대， No faire le N 구문이보이는흉사객 의미적 용포객륙이 

성용다용파같이정리횡수있다 

룡사적으로는 고정왼 형식융 취하는 반연， 의미의 구성에 있어 

서는자유로훈앵태훌보인다 

- 분포객 관갱에서， 동사jaire가 동반하는 le N 연쇄는 외 형상 통 

일한 명사구 형식올 취하는 반연， 그 어휘걱 분포에 있어서는 동질 

적이지 않다 즉， 영사， 행용사， 파거용사 퉁 상이한 성격의 요소를 

이용포가놓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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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객 관정에서， N，껴jre le N 구문은 최소힌 두 가지 이상의 

의미적중의성용보인다 

3.2. Giry(2004)의 분석 

Giry(2004)는 다옴파 같온 두 운장 사이의 연형판계률 이용해 N, 

faire le N구운용상이한두 형태로구분지옴으로써 앞서 제기된 의 

문들에 대해 안족할 안한해당올 제공한다 

(11) a. NoJaire le N 

=NoestleN 

b. Nofaire le (N + A이 + participe) 

= N(J fait celui qui est (N + Adj + participe) 

3.2. 1. Maxfai’ le cuisinier 

(110) 유형에 속하는faire fe N 구운에서 동사faire는 être에 의해 

규칙척으로대치활수았다 상용하는두문장사이에는의마객둥 

가성이 존재하며， 이때 faire le N 연쇄는 jouer le rôle de N의 의미툴 

지니게왼다 

(12) Max fait I’ interprète 

=Max est I’interpr싣e 

'" Max joue le rôle dïnterprète 

Giry에 따르연 이 구운용 형성하는fajre는 주어와 목적보어의 두 

논항을 취하는 일반동사faire로 분석될 수 있으며， 이때 주어 자리 

에는 인율명사가， 욕적보어 자리에는 칙업， 직위， 사회 문화객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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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융 가리키는 영사 부휴가 용포할 수 았다 의미객 관정에서 faîre 

가 구성하는 문장용 ·비공식적이며 장정적인 역할의 수앵’을 가리 

킨다는 정에서 기능동사 하"흉 동반하는 줄어영사 구운파 구별되 

어야한다 

(13) a. Max fait le cuisinier chez nous 

= b. Max est le cuisinier chez nous 

= c. Max joue le rôle de cuîsinîer chez nous 

;td. Max est cuisinier 

즉， Max의 직업이 요리사임용 의미하는 (1 3d)의 문장파는 달리 

(1 3')의 문장에서 M，x는 씩업척 요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리 

사의 역할용 해 주는’， ‘우리 사이에 요리사로 롱하는i 사항이라는 

의미용지닌다 

이러한 유형의 jaÎre 구문은 아래 문장들이 예시하는 바와 같이， 

연극 동융 비롯한 역할 행위， 집단 돌이 등의 표현에서 두루 사용휠 

수있다 

(14) Dans cette pièce Max fait le père 

Dans cette discussion, Max fait le président 

Dans cette partie de bridge. Max faille mort 

Dans ce jeu, Max fail le chat 

3.2.2. Max fait le capricieux 

앙셔 (llb)의 형태로 혐식화왼 구문은 우선 N 위치에 용포 가능 

한요소의 앵태적 다양성에 의해 (1 la)와구옐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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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 No faire le (N + Adj + participe) 

= Nofait cellli qlli est (N + Adj + particip이 

즉， 3 .2 .1 에서 다루어진 구운에서 동사끼'"와 결합하는 N의 위치 

에는 ‘직업’， ‘직위’，‘사회 문화적지위’ 퉁올 비롯한순수영사항옥 

을만이 놓일 수 있었던 반연， (I lb) 구문에서는 영샤， 형용사， 동사 

의 현재분사형， 과거분사형 동 상이한 형태들이 판사 le와 결합하여 

faire의 옥적어 위치훌차지힐수 있다 

Giry(2004)는 이러한 분포척 특。1성을 (1 ’)에서 올 수 있는 바와 

같옹 두 문장 간의 변형관계， 즉 일종의 관계정 촉약r년duction dl.' la 

rela tive 파정융 통해 설명한다 

(i’) Max fait cleui q띠 est sourd 

= Max fait le sourd 

(15)의 두 문장 사이에 판활되는 연형판계는 아래와 같이 규칙화 

휠수있다 

(16) celui 앤lÎ est = le7) 

실제로 이러한 판계정 축약 과정온 (17)이 예시하는 바와 같이 보 

다보면적 성격융띤다고 블 수있다 

(17) Prends (Ie livre qlli est bleuJ 

"" Prends [cellli qui est bleuJ 

= Prends [Ie blell ] 

7) 유사한영태의 연영규획이 기능동사구웅의 냉사구 엉성 파갱에서 적용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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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렁 판계정 축약융통한분석옹 앞서 제기된 바 있는 {， N 영 

사구 형태의 외형파 이때 N 자리에 분포하는 상이한 속성의 요소 

를 측 협용사 또는 통사의 과거분사형의 분포 가놓성 문제흩 자연 

스럽게 설영해 준다 사실， 이툴 요소는 판사 {，와 직정 연결되는 영 

사형이 아니라촉약된 판계절 속에서 기능통사 être용 동반하는 술 

어요소에해당한다 

(18) Max faìt le (sourd + maladc + naïf) 

'" Max fait celui qui est (sourd + le malade + le naïf) 

(1 9) Max fait le (capricieux + généreux + aimable) 

= Max fait cel띠 qui est (capricieux + généreux + 3imable) 

(20) Max fait le (dégoûté + étonné + désolé) 

=Max fait celui qui est (dégoûté + étonné + désolé) 

한연， Giry(2004)는 이 구문융 형성하는 faire 또한 앞서 살펴본 

faire le cuisinier 유형의 정우와마찬가지로 일반동사faire로 분석하 

고， 그의미 기능용동사 con t r;ψ'"에 상용하는것으로본다 측이 

유형의 faire 구운옹주어의 의도왼，앵위의 표융용 내포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Giry 자신 또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앵위의 의도성 여 

부는 문액에 따라 다용 수 있으며， 또까'"용 동반하는 요소의 어휘 

적 륙생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1) Max fait (intentionnellement + exprès) 

(1’'étonné + le sourd + l'aimable + le râleur) 

(22) Dans cette réunion, je vais faire 

(1’étonné + le sourd + I'aimable + le rãleur) 

, .. 



“의도객으로 “고의로’ 동의 의이훌 지니는 부사가 삽입된 운장 

(21)이나 문겁미래 시제로 표현원 l인칭 주어 운장(22)에서는 Jaire 

/eN 구문옹당연히 주어의 의도왼앵위훌표현한다 

(23) Max fait (1 ’히。nn강 + l'attendri + 1’indigné) 

(24) Max fait (le sourd + le malade + le mort) 

(2’) Max fait (1’aimable + le capricieux + le généreux) 

(26) Max fait (Ie rãleur + le bagarreur) 

반연， 이러한 문액이 주어지지 않옹 (23)-(26)에서 의도성 여부의 

확실성 갱도는 다소간 다르게 나타난다 심리동사의 파거분사형용 

포항한 운장(23)이나 주어의 신체적 장얘에 판련된 표현이 당긴 문 

장(24)에서는 행위에 대현 주어의 의도성은 영액한 반연， 소위 태도 

형용사훌 포함한 (2’)의 문장옹 의도성파 비의도성의 두 의미 해석 

이 모두 가놓한 것으로 보인다 한연， 동사 따생명사형용 포항한 

(26)의 경우 앵위에 대한 주어의 의도성용 드러나지 않는 듯 보인 

다 

3.2.3 숙어표현율 구성하는faire fe N.의 경우 

Giry(2004)는 훈장 (27.)의 faire le N 구성융 위 두 경우와 구별하 

여 숙어표현으로 용석한다 

(27) a. L’enfant fait le fou .8) 

b. ?*L’'enfant fait celui qui est fou 

8) (21a)외 웅장용 을용 영갱언 액악 용에서는 "L'enfant joue le rôle du fou"~는 
의미와앙깨 {airr “ N- itnleN외 연명원계예 외에 갱의원 영안융샤Jøin 구용 

으로톰씌영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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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a)에서 faire le fou 연쇄는 “떠툴썩하다turbulent’는 의미흩 표 

현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는faire와Jou의 단순한 의미 조합에 의 

해 예측휠 수 없다 이러한숙어 표현의 faire fe N 구성의 몇 예툴올 

살펴보연다융파같다 

(28) faire le beau (우종대 다) 

faire le tlambard (허세부리 다) 

faire le zouave (허세우리 다) 

faire le joli-coeur (교태부려다) 

faire le suσé(la SUCt，아 (얘교떨다) 

faire la planche (애영 자세흩 취하다) 

4 절흔올대신하여 

프랑스어의 faire le N 연쇄는그외형척 륙성으로인해문법에서 

혼히 관용표현의 일부로 취급되어 왔다 Giry(2004)는끼're le N 연 

쇄의 용결성 ñgement 이 대부분의 경우용사척 충위에 그첼뺑，그의 

마 구성과 어휘 용포에 있어서는 일반 자유 구성파 다르지 않다는 

판활 하에 어휘문엽의 변앵관계훌 기준으로 두 유형의 faire le N 구 

성융구별짓는다 

구문 a) NoJaire fe N 

=NofstleN 

구문 b) Nofaiπ le (N ‘ Adj + participe) 

'"' Nofail celui qui est (N + Adj +parti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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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x fait (Ie cuisinie r + I’interprète) 

- Max est (Ie αisÎn Îer + 1’inlerprèt야 

(2) Max fait (le c10wn + l'aimable + le désolé) 

:; Max fait celui qui est (un c10wn + aimable + dεolé) 

위 각 유형에 있어 통사fajre는 연판왼 N 어휘 항옥의 단문구조 

인 아래 (3)-(4)의 기능흥사 être구문파 비교할 때 일갱한 의미훌 내 

포하는것으로보인다 

(3) Max est (ruisinier + interprèle) 

(4) Max est (un c10wn + aimable + dés이') 

구운 (a)에서 fajre는 에휘항목 N와 결합하여 ‘N의 역힐올 하다· 

는 의미를 형성함으로써 주어의 일반객 속생。l 아닌 ·장정객 역할 

행위’훌 기술하게 왼다 !E être관계철 촉약으로 분석되는 구문 φ) 

에서도fajre는 일정한 자질이나 태도가 아닌 ‘의도왼 일시적 행위’ 

라는 의미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찰용 토대로 

Giry는 위 두 구문의 faire률 고유한 의미 기능용 수앵하며 논항용 

션택하는 두 유형의 일안동사verbe ordinaire로 분석한다 

Giry의 용석용 또한 아얘 유형의 문장이 가지는 중의성에 대해서 

도객판적인껄영용채공해준다 

(’) Max f떼 (Ie c10wn + l'enfant) 

(6) a. Dans cette pièce, Max fait (le c10wn + 1’enfant) 

b. Max fai‘ (le c10wn + 1’'enfant) avec 50n ent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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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미own용 직업 행위로서의 ‘피에로의 의미와‘익살꾼’이라는 

속성적 의미룡항께 가지며， enfant 또한‘어린이’라는‘사회적 역할 

의 의미와‘어린얘같은사랑’에 연판되는 ’속성 표현’의 의미용동시 

에 내포한다 이들 영사가 지니는 두 의미는 (60)와 (6b)의 문액 속 

에서영확히구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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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Une construction du verbe faire : Max fait le 
caprzcleux 

HAN Sun-Hae 

Le5 expressions faire le N telle5 que faire I'en.ψnt，끼re le clown, 
faîre le sourd, faîre le caprÎcîeux, etc. 50nt 50uvent considérées à 

tort comme 때ées. L’analyse de Giry(2004) nous offre une expli 

cation pertinente de ces expressions syntaxiquement fig.양S， 

mais sémantiquement transparentes. La fonne apparente Nofaît 
le N se di5tingue en deux constructions. L'une qui est paraph 

rasable par être le N ou jouer le rôle de N, ne comporte que des 

substantus et désigne un rôle effectif que 1’。n peut jouer au 

théâtre ou dans la vie. Le seconde, qui désigne un compor 

tement ne met en jeu que le verbeψire， et l'élément noté N peut 

être un nom, un a.이ectif， un particîpe, c'est-à-dire un terme q비 g 

construit avec être. Elle peut être analy양e comme la réduction 

d'une construction à relative celui qui est N, ce qui explique le 

figement syntaxique et la variété morphologique des ‘ennes N 

Ces deux constuctions 5Ont, malgré leur figement syntaxique, 
des constructions libres et productive du verbe ‘。rdinaire’ faire

qui a dans les deux cas le statut de prédicat verbal à deux argu 

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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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s-c1és : verbe faire, Lexique-Grammaire, réduction de la 

rela tive, ambiguïté, expression figée 

투고일 2008년 9염 23일 

싱사완료일 2008년 10월 ’ l 일 

프랑스어 fuire 흉사외 한용엉 Max fuit le caprîcieux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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