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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에서 à, de, en, dans을 비롯하여 “방향

(direction)”이나 “장소이동(déplacement)”을 함의하는 공간전치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préposition du trajet, path)”의 존

재를 통시비교언어학적 방법을 통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는 영미권유형론에서 이동표현의 실현 양상을 최초로 분석했

던 Talmy(1985, 2000)의 분류에 따라 현대프랑스어의 자동사가 쓰인 이동표

현 중 일부를 ‘위성형 언어(langue à satellite)’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의 위치와 방향 의미를 언급했던 Riegel et 

al.(1994), Grevisse et al.(2011) 등의 논의를 시작으로 공시언어학에서 이동표

현에 관련된 쟁점 사항인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루었다.  

프랑스어권의 연구에서는 이동표현에서 전치사 à, en, dans을 “위치전치

사”로 분류하였고, 영미권유형론연구 역시 선행 프랑스어권 연구의 주장을 수

용하여 이들 전치사를 위치전치사로 분류하고 “현대프랑스어에는 종결성

(télique)을 함의하여 목적지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공간전치사의 부재”를 언급

하였다. 이와는 달리 상기의 전치사를 문맥변이(variante contextuelle)로 설

명한 Rossi(1999) 등은 공간전치사의 다의성에 주목하여 위의 전치사들이 장

소이동이나 방향을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에서 위의 공간전치사들을 경로전치사로 규정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는 영어의 공간전치사에 대하여 경로의 속성과 유형을 세분

화한 Pantcheva(2011)의 논의를 받아들여 장소로의 방향이나 이동을 경로로 

정의하고 경로속성에 대한 판별기준에 따라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를 유형

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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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동표현에서 공간전치사의 내재적인 경로속성에 중점을 두고 

경로전치사를 규정했다. 더불어서 장소이동이나 방향 의미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언어요소와의 결합에 따라 공간전치사의 경로속성이 발현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공간전치사 이외에도 이동동사의 정의와 분류 문제를 고찰하였다. 

기존의 이동동사와 이동방식동사로 이분화된 분류에서 탈피하여 이동방식

동사도 역시 장소이동성을 함의할 수 있다는 Kopecka(2009) 등의 연구에서 

착안하여 상(aspect)이나 이동방식에 관한 속성을 지닌 동사를 이동동사의 하

위부류로 설정하고 이동동사의 정의를 확립했다.  

본 연구는 통시적인 연구 방법에 의해 à, de, en, dans 등이 경로속성을 

함의하게 된 과정과 경로속성의 지속과 변화, 이동표현에서 경로속성을 지닌 

공간전치사의 교체나 대체현상을 근거로 하여 이들을 경로전치사로 규정했다.  

고전라틴어에서 유래한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 à, de, en, dans의 속성,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의 용법 등을 문헌자료를 통하여 그 예를 보였다.  

또한 상기의 경로전치사 이외에 vers, pour와 같은 다른 경로전치사의 속

성과 용법, 현대프랑스어로의 방향 및 장소이동속성 유래 등도 부차적으로 논

의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가 “장소이동속성”과 “방

향속성”을 구현하는 유형을 밝히고,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의 존재를 확증

했다.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동사와 결합하는 공간전치사 à, en, dans은 목적

지로의 지향이나 목적지도달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이고, de는 출발지로부터

의 지향이나 이탈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임을 확인했다.  

끝으로 통시적인 고찰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경로속성의 

유래, 지속 및 변화에 따라 프랑스어 경로전치사를 6가지로 분류하고, 

Pantcheva(2011)가 제안한 경로속성에 의거한 경로전치사들을 유형화하였다. 

이후 장재성(2011)의 고대그리스어, 고전라틴어 전치사의 위치, 방향속성에 관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경로전치사들의 ’전이‘,’한정‘,’향로‘속성에 대한 도

식화를 통해 프랑스어 경로전치사의 유형을 가시적으로 드러냈다.  

 

 



 iii 

주요어 : 경로,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 위치/방향전치사, 이동표현, 

위성형/동사형 언어, 위상모델, 전치사의 교체 및 대체. 

학   번 :  2016-32582 

 

 

 

 

 

 

 

 

 

 

 

 

 

 

 

 

 

 

 

 

 

 

 

 

 

 

 

 

 

 



 iv 

차   례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대상 ............................................................. 1 

2. 연구의 배경 .......................................................................... 3 

3. 논의의 구성 .......................................................................... 5 

 

II.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 연구의 쟁점과 경로 ....................... 7 

 

1. 공간전치사와 이동동사의 방향, 장소이동속성 ........................... 7 

1. 1. 공간전치사의 의미속성 : 위치와 방향 .................................. 7 

1. 2.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에 대한 공시언어학의 해석 ............. 9 

1. 2. 1. Boons(1987) : 상이한 상을 함의하는 이동동사와  

공간전치사구의 결합가능성  ............................................... 10 

1. 2. 2. 위치/방향전치사의 이분적 분류 .................................... 11 

1. 2. 3. 공간전치사의 문맥변이와 장소이동성 ............................. 17 

1. 3. 현대프랑스어 이동방식동사의 장소이동속성과  

이동동사의 정의에 대한 문제  ............................................ 24 

1. 3. 1. 현대프랑스어 이동동사 분류와 

이동방식동사의 장소이동속성 ............................................. 25 

1. 3. 1. 1. 상분류에 따른 이동동사 연구 .................................... 25 

1. 3. 1. 2. 장소이동속성과 방향속성에 관한 연구 ........................ 27 

1. 3. 1. 3. 좌표변화속성에 관한 연구 ......................................... 29 

1. 3. 1. 4. 이동방식동사의 장소이동속성 .................................... 32 

1. 3. 2. 이동방식동사의 장소이동속성에 따른 

    이동동사의 정의 ................................................................ 35 

 

2. 경로의 정의와 속성 및 실현 양상 ......................................... 38 

2. 1. 경로의 정의와 속성 ......................................................... 38 

2. 1. 1. Talmy(1985, 2000)의 경로 ............................................ 38 

2. 1. 2. Jackendoff(1983, 1992)의 경로 ..................................... 39 



 v 

2. 1. 3. Pantcheva(2011)의 경로 .............................................. 41 

2. 2. 경로의 정의와 속성, 분류의 기준 ...................................... 45 

2. 3. 경로의 실현 양상 : 이동표현의 위성형/동사형 구분 ............ 52 

2. 3. 1. 위성형/동사형으로의 구분 ............................................ 52 

2. 3. 2. 위성형/동사형과 혼재형으로의 구분 .............................. 55 

3. 소결 .................................................................................. 58 

 

III. 통시적 관점에서 본 프랑스어 공간전치사들의   

경로속성 ................................................................... 60 

 

1. 위치/방향전치사의 통시언어학적인 구분 ................................ 60 

2. 공간전치사 à의 경로속성 ..................................................... 68 

2. 1. 고대그리스어 εις와 고전라틴어 ad의 경로속성 .................. 68 

2. 2. 고대·중세프랑스어에서 전치사 a의 경로속성 ...................... 78 

2. 3. 현대프랑스어에 계승된 이동동사와 결합구성 ...................... 85 

3. 공간전치사 de의 이탈속성의 불변성 ..................................... 91 

3. 1. 고대그리스어 εκ와 고전라틴어 de의 탈격 계승 .................. 91 

3. 2. 고대·중세프랑스어 이탈속성 전치사의 용법들 .................... 100 

3. 3. 현대프랑스어에 계승된 이동동사와의 결합구성 .................. 104 

4. 공간전치사 en의 경로속성 .................................................. 108 

4. 1. 고대그리스어 εν과 고전라틴어 in의 경로속성 ................... 108 

4. 1. 1. 고대그리스어 εν의 용법과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의 경로속성 비교.................. 109 

4. 1. 2. 고전라틴어 전치사 ad/in 교체로 파악하는  

경로속성 ................................................................... 121 

4. 2. 고대·중세프랑스어 전치사 a/en 교체로 인한  

경로속성의 확산 ............................................................ 128 

4. 3. 현대프랑스어 이동동사와의 결합구성 ................................ 145 

5. 공간전치사 dans의 경로속성 .............................................. 147 

5. 1. 고대프랑스어 enz, dans, dedans의 경쟁과 경로전치사   

      dans의 경로속성 .......................................................... 147 

5. 2. 중세프랑스어 전치사 en, dedans, dans 대체로 인한  

       경로전치사 dans의 확산 .............................................. 157 



 vi 

5. 3.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 dans의 경로속성 ....................... 173 

5. 3. 1. 현대프랑스어 이동동사와의 결합구성 ............................ 173 

5. 3. 2.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 dans의 가치  

– 전치사 à/en과 의미 비교, 대조 ..................................... 176 

  6. 고대·중세프랑스어의 다른 경로전치사들 ............................... 178 

  7. 소결 ................................................................................. 200 

 

IV. 프랑스어 경로전치사의 유형 ...................................... 204 

 

1. 고대•중세프랑스어 프랑스어 경로전치사 분류 ....................... 204 

1. 1. 생성원리와 경로속성의 지속, 변화에 의한 분류 ................. 204 

1. 2. 위상모델에 의한 분류 ..................................................... 211 

2.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의 위상모델에 의한 분류 ................. 223 

3. 소결 ................................................................................. 226 

 

 

V. 결  론 ..................................................................... 228 

 

Appendice .................................................................. 232 

 

1. 라틴어 ‘intus’에서 유래한 고대프랑스어 enz,  

dedans, dans 용법 변화 .................................................. 232 

1.1. enz의 고대·중세프랑스어 용법 변화 ................................... 232 

1.2. dedans의 고대·중세프랑스어 용법 변화 ............................. 234 

1.3. dans의 고대·중세프랑스어 용법 변화 ................................. 238 

2. 주요 개념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용어 선택규정과  

본 연구의 번역용어 제안 ............................................. 241 

2.1. 한국어 번역용어 선택규정과 예 ........................................ 241 

2.2. 본 연구의 한국어 번역용어 제안 ....................................... 241 

2.3. 이동표현에 대한 영미/프랑스어권 개념어 정리 ................... 243 
         

참고 문헌 .................................................................... 245 

Résumé ...................................................................... 266 



 vii 

 

표 차례 
 

[표 1] 문맥변이(variante contextuelle)의 속성을 지닌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 dans과 par의 극성(polarité),  

양태(mode d’action), 준거장소변화(changement  

de lieu de référence) (Rossi, 1999:273) ..................... 21 

[표 2] Laur(1993:50)의 이동동사 분류 ...................................... 29 

[표 3] Aurnague(2012:6)의 이동방식/이동동사 분류 .................. 30 

[표 4] 8개의 이동방식동사의 좌표위치와  

장소변화에 대한 위계(Kopecka, 2009:61) ...................... 34 

[표 5] Pantcheva(2011:30)의 경로 분류 .................................... 42 

[표 6] 원시인도유럽어(PIE)에서 고대그리스어에 계승된 

공간의미와 격체계 .................................................... 63 

[표 7] 고대그리스어의 장소표지 방법(Luraghi, 2009:301) ........... 65 

[표 8] 고전라틴어의 일반적인 위치/방향, 출발지 표지 

방법(Luraghi, 2009:301) ........................................... 66 

[표 9] 라틴어 경로동사(Hyman, 2003:4) .................................... 74 

[표 10] 고대그리스어, 라틴어의 방향/위치전치사분류 

(Hyman, 2003:6) ................................................... 75 

[표 11] 라틴어 6격 체계와 대응하는 관사, 전치사(장재성,  

2013:242) ............................................................. 84 

[표 12]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의 문법화과정 .......................... 131 

[표 13] 전치사 dans과 dedans의 1501-1625, 1701-1725의 

Frantext 점유율 비교(Fagard & Sarda, 

2009:223) ............................................................ 159 

[표 14-1] 1500-2000년 Frantext 자료체에서 나타난 en과 dans 

의 빈도수 변화(Fagard & Combettes, 2013:96) .... 161 

[표 14-2] 1501-2001년까지 en la과 dans la의 빈도수 변화 

(Fagard & Combettes, 2013:97) ......................... 161 

[표 15-1] 1501-1700년 사이에 나타난 동사 entrer와 결합하는  

전치사 en, dedans, dans 비율 추이(Fagard &  



 viii 

Combettes, 2013:104) ....................................... 167 

[표 15-2] 16-17세기 jeter와 전치사 en/dedans/dans의 결합 

 비율  추이(Fagard & Combettes, 2013:105) ............ 168 

[표 15-3] 1501년~1800년에서(Presto) 나타난 동사 entrer, mettre, 

 jeter, enfermer, cacher와 결합하는 전치사  

en, dedans, dans의 비율 추이(Vigier, 2017:117) ...... 169 

[표 16] 1500-1900년(Presto) ‘entrer en/dans dét N’의  

대표적인 장소명사 변화 추이(Vigier, 2017:120) .......... 170 

[표 17] 고대·중세프랑스어 방향전치사 ...................................... 179 

[표 18] 고대·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사 ...................................... 181 

[표 19] 고대·중세프랑스어 공간전치사들의  

생성원리와 경로속성의 지속, 변화에 따른 분류 ........209-10 

[표 20] Pantcheva(2011)의 분류에 해당하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사 ....................................... 220 

[표 21] Pantcheva(2011)의 분류에 해당하는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 .......................................................... 223 

 

그림 차례 

 

[그림 1] 그리스, 라틴 전치사들의 상대적인 위치 

(장재성, 2011:220) ................................................. 61 

[그림 2] Ik와 Kanuri에서 향격전치사 기능분화 

(Heine, 1990:131) .................................................. 70 

[그림 3] 고대그리스어 ek의 문법화도식 

(Luraghi, 2003:106) .............................................. 95 

[그림 4] 위상모델에 따른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사 ........................................................... 221 

[그림 5] 위상모델에 따른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 ................... 225 

 

 

 

 



 ix 

약어(Abréviation) 

ABL. 

ACC. 

ACT.  

ADV. 

AOR. 

ART. 

AUX. 

CON. 

DAT. 

DEM. 

DIR. 

FUT. 

GEN. 

INF. 

IND. 

IMP. 

IMPF. 

LOC. 

NOM. 

MID. 

MP. 

SG. 

SFF. 

SUBJ. 

OPT. 

PAST. 

PASSACOM. 

PASS. 

PERF. 

PL. 

PLPARF. 

PRES. 

PF. 

PREPP. 

PTC. 

PTCP. 

1. 

2. 

3. 

ablatif 

accusatif 

actif 

adverbe 

aoriste 

article 

auxiliaire 

conjonction 

datif 

démonstratif  

direction 

future 

génitif 

infinitif 

indicatif 

impératif  

imperfectif 

localisation 

nominatif 

voix moyenne 

médio passif  

singulier 

suffixe flexionnel 

subjonctif 

optatif 

passé 

passé accompli 

passif 

perfectif 

pluriel 

plus-que-parfait 

présent 

participe présent 

phrase prépositionelle 

particule 

participe passé  

première personne 

deuxième personne 

troisième personne 

탈격 

목적격 

능동  

부사 

부정과거 

관사 

조동사 

접속사 

여격 

지시사 

방향 

미래 

속격 

부정형 

직설법 

명령법 

미완료 

위치 

주격 

중간태 

중간수동형 

단수 

어미 

접속법 

기원법 

과거 

과거완료 

수동 

완료 

복수 

대과거 

현재 

현재완료 

전치사구 

소사 

과거분사 

1인칭 

2인칭 

3인칭 



 1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프랑스어의 자동사가 쓰인 이동표현(expression 

du déplacement)에서 “위치전치사(préposition positionnelle)”로 분류된 

공간전치사가 함의하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déplacement d’un 

lieu à un autre)속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시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프랑스어 공간전치사들의 “장소이동(déplacement)”속성과 “방향(direction) 

속성” 구현 양상을 근거로 이동동사, 장소명사와 함께 쓰여 장소이동의 

의미를 도출하는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 à, en, dans 등을 “경로전치사 

(préposition du trajet)1”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영어와 스페인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 전치사의 경로속성에 

대해 연구한 Pantcheva(2011)의 이론을 참조하여 프랑스어 전치사들의 

경로속성에 대한 통시적인 의미, 형태분류를 시도한다.  

본 연구는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가 경로속성을 함의한다는 근거로 

이들을 방향속성의 유래와 생성원인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다. 나아가 

프랑스어 공간전치사의 장소이동속성과 방향속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전달하기 위해서 Desclés(1993)의 “위상모델(modèle topologique)”2에 따라 

고대와 중세,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를 도식화한다. 아울러 이 유형의 

 

1  이 용어는 프랑스어권에서 ‘préposition de la trajectoire’로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경로

(trajet:프랑스어,path:영어)는 출발지, 목적지, 노선으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방향(direction)

과 전이(transition)로 불리는 장소이동속성을 지닌다. 자세한 내용은 2장 2절에서 기술하겠

다.  

  본 연구가 주장하는 내용에서 특정 개념을 강조할 때에 큰따옴표로 제시한다. 작은따옴표는 

본문에서 다른 저자의 글 인용과 설명이 포함된 중요 개념어를 표기할 때 사용한다. 
2
 위상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의에 대해서 4장 2절에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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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에 나타나는 일부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들이 Talmy(1985, 2000)가 

제시한 “위성형(langue à satellite)”으로 구분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동사와 함께 사용하되 장소이동이나 

방향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공간전치사 à, de, en, dans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이 전치사들이 사용된 형태와 더불어 그 용법도 

함께 고찰한다.
3
  

위에서 언급된 공간전치사들을 경로전치사로 규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경로의 정의 및 속성에 대해 밝히고, 이들이 경로전치사로 실현되는 요건을 

상정한다.  

“경로(trajet)”란 이동표현에서 대상체가 특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향하거나 이동하는 궤적으로 방향(direction)속성을 기본으로 하며, 이 

방향속성은 장소이동(déplacement)속성을 실현하는 전제가 된다. 

 장소이동이란 출발지로부터의 이탈(détachement)과 목적지로의 

도달(aboutissement), 출발지와 목적지의 중간장소인 노선(route)의 

통과(passage)로 나뉜다. 노선의 방향을 제외하고 특별히 출발지와 목적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지향(orientation)이라 한다.  

이동표현에서 “경로전치사”란 방향속성이나 장소이동속성과 같은 

경로속성을 지니는 공간전치사이다.  

일반적으로 다의성을 지닌 어휘의 특정 의미가 발현되는 조건과 동일하게 

공간전치사가 경로전치사로서 실현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전치사가 경로속성을 함의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공간전치사의 경로속성은 

이동표현에서 다른 언어요소들과의 결합에 의해서 발현된다. 본 연구는 위의 

두 요건 중에서 특정한 것을 우위에 두지 않으나 공간전치사가 경로속성을 

함의하는 것이 경로전치사로 규정하는 전제가 된다고 판단한다.  

 
3
  위의 전치사들이 현대프랑스어학계와 유형론 연구들에서 대표적인 위치전치사로 규정되었기

에 본 연구의 핵심적인 대상으로 다루고, 이후 3장 6절과 4장에서는 다른 경로전치사들도 포

함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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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배경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공간전치사에 대해 현대프랑스어 공시언어학의 

Vandeloise(1987, 2017), Laur(1993) 등은 전치사 de를 제외한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의 장소이동 및 방향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à, en, dans을 

이동동사의 장소이동속성에 의거하여 예상되는 장소를 표지하는 “위치전치사” 

또는 “상태성”을 지닌 전치사(préposition statique)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 Beck & Snyder(2001a,b), Son(2007, 2009) 등의 

영미권 연구에서는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의 “목적지도달속성”의 부재를 

주장했다. 공간전치사의 다의성에 의거한 Borillo(1998), Rossi(1999) 등은 

이동표현에서 쓰인 위의 전치사들을 문맥변이로 언급하였으나 Vandeloise 

(1987, 2017), Laur(1993), Beck & Snyder(2001a,b) 등의 견해가 공시 

언어학과 유형론에서 주류를 이루었다.  

아래의 예문들은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들 중에서 à, en, dans, sur를 

위치전치사로 규정하기에 모호한 경우들이다. 

(1)  a.  Jean est allé en Corée.  

         b.  Jean est arrivé à Rome. 

c.  Jean a dégringolé sur le plancher.  

d.  Jean a couru dans la gare. 

(2)  a.  Elle a quitté une pièce.  

b.  Elle a mis son portefeuille dans un sac. 

         c.  Ils ont déplacé le bureau dans le centre-ville.  

(1)은 자동사가 쓰인 이동표현의 대표적인 예로, (1a)는 주어인 대상체 

‘Jean’이 전치사구로 표현된 목적지 ‘Corée’에 갔다는 내용이며, (1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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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인 ‘Rome’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1c)에서는 주어인 ‘Jean’이 ‘바닥’ 

으로 굴러 동그라지는 장소이동과 ‘바닥’에서 구르는 양태를 표현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1d)에서는 주어인 ‘Jean’이 ‘역’ 안으로 

뛰어들어갔다는 장소이동의 의미도 있지만, ‘역’ 안에서 뛰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는 타동사가 쓰인 이동표현으로 (2a)는 주어인 ‘그녀’가 ‘방’에서 

나갔다는 것을 나타내고, (2b), (2c)는 목적어가 이동하는 대상이 되어 

장소이동을 표현한다. (2b)의 ‘그녀’는 대상체인 ‘지갑’을 가방 안에 넣었으며, 

(2c)에서 ‘그들은’ 대상체인 ‘사무실’을 ‘시내 중심가’로 옮겼다는 내용을 

의미한다.      

(1)과 (2)에서 제시된 예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들을 위치의미와 더불어 장소로의 방향속성이나 장소이동속성이 

함의된 경로전치사로 규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시와 

통시언어학 연구들을 근거로 제시한다.   

공시언어학의 연구로는 Desclés(1993)가 제안한 위상모델(modèle 

typologique)을 사용하여 고대와 중세,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들을 

도식화한다.  

통시언어학적인 관점의 연구로는 고대그리스어와 고전라틴어 전치사의 

방향/위치속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장재성(2011)이 있으며, 원시인도 

유럽어(Proto-Indo-Européen)가 고전그리스어와 고대라틴어로 분화되면서 

축소지향적 격체계의 변화된 과정을 밝힌 Luraghi(2003, 2009)와 고전라틴어 

이동동사, 공간전치사와 격의미를 다룬 Coleman(1990), Hyman (2003)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전치사가 시간 이외의 다양한 용법으로 변화하기 전에 

위치와 방향이라는 공간의미에서 출발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대로부터 현대프랑스어까지의 변화를 살펴볼 때 à, en, dans의 장소로의 

방향이나 이동에 대해서 언급한 Kilroe(1987, 1994), Goyens, Lamiroy & 

Melis(2002), Fagard & Sarda(2009) 등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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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자 한다.  

 

3. 논의의 구성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2장에서는 이동표현에 대한 쟁점 사항과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경로의 속성과 정의, 실현 방식 등을 검토한다. 

2장 1절에서는 이동표현에서 공간전치사와 이동동사의 연구에 대한 쟁점 

사항인 현대프랑스어 위치/방향전치사의 분류, 장소이동속성과 이동동사의 

정의 및 분류 등을 고찰한다. 

2장 2절에서는 경로의 정의와 속성, 실현 양상에 관련된 이동표현의 

위성형/동사형 구분을 다룬다. 이동표현에서 쓰인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에 

관한 논의를 통해 위치와 방향, 장소이동이라는 이질적(hétéogène)인 속성을 

함의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경로의 속성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논지의 

바탕을 마련한다.  

3장은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의 공간전치사에 관한 통시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 à, de, 

en, dans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유래 및 용법의 지속과 변화의 과정,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의 교체(alternance)또는 대체(remplacement)현상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와 같이 전치사가 교체, 대체되는 현상의 추이를 살펴 

현대프랑스어에서 상기의 전치사들이 유지하고 있는 장소이동이나 방향속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영미권 유형론이 제시한 현대 

프랑스어의 공간전치사에 대한 규정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보이는 한편 

상분류를 비롯한 문맥변이로 설명했던 견해를 보완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장은 통시적인 고찰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프랑스어 

경로전치사의 모델 또는 유형을 제시한다. 위의 주요 경로전치사 à, de,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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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을 포함하여 프랑스어 경로전치사가 지니는 장소이동속성이나 방향이나 

장소이동속성의 유래와 지속, 변화에 따라서 이들을 6가지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전치사의 생성과 의미지속에 따른 유형화 작업에 덧붙여서 

고대, 중세,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의 예를 위상이론으로 표상화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방향이나 장소이동속성을 함의하는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가시적인 방법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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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 연구의 쟁점과 경로 

 

1. 공간전치사와 이동동사의 방향, 장소이동속성 

1. 1. 공간전치사의 의미속성 : 위치와 방향 

 

이 절에서는 Riegel et al.(1994), Grevisse et al.(2011), Chassang(1887) 

등이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전치사의 의미속성에 대해 위치와 방향으로 

이분화한 견해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동동사와 

함께 쓰여 장소명사를 도입하는 공간전치사의 방향, 장소이동속성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이동표현에서 Riegel et al.(1994), Grevisse et al.(2011) 등이 제시하는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의 의미속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공간전치사들에 대해서 Riegel et al.(1994)은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방향이나 장소이동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공간전치사 à는 ‘목적지 

로의 방향(direction vers un point d’aboutissement)’을 나타내고, de는 

‘출발지에서 멀어짐(éloignement à partir d’un point origine)’을 표현하여 

à와 de는 공간의 대립(opposition)을 표현한다.  

이 예는 ‘Ce train va de Paris à Strasbourg’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에서 

볼 수 있으며, ‘De l’amour à la haine, il n’y a qu’un pas’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에서도 사용된다. 특히 à는 ‘Il va au cinéma’와 ‘Il reste au lit’의 예에서 

함께 쓰이는 동사에 따라 특정 장소로의 방향이나 위치와 같은 다의성을 

보인다(Riegel et al., 1994:372).  

Chassang(1887:439-440)도 Riegel et al.(1994:372)과 유사하게 à와 

de의 의미관계에 대해서 시·공간상의 대립을 표시한다고 하였다. Chas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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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431)은 전치사 à의 용법에 관해서 ‘방향(direction)’, ‘경향(tendance)’, 

‘태도(aptitude)’, ‘가능성(possibilité)’, ‘의무(obligation)’ 등을 예로 들었는데, 

첫 번째 용법으로 시, 공간상의 위치와 움직임(mouvement)을 보였다.  

Grevisse et al.(2011:1522-3, 1530-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간전치사 à, 

sur, dans, en은 장소(lieu)를 나타내고, 도입하는 장소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전치사의 선택에 대한 용례를 보였다. 공간전치사 à는 점(point)으로 나타나는 

장소를, sur는 장소의 표면(surface), dans은 장소의 부피나 용적(volume)을 

나타낸다(ibid.,1522). 이동표현으로 구분하는 ‘déposer un objet sur son 

bureau, enfermer une lettre dans son bureau’와 이동표현이 아닌 ‘s’assoir 

à son bureau’를 예로 제시했다(ibid.,1523).  

Grevisse et al.(2011:506)은 전치사의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이동표현을 구성하는 공간 전치사의 속성에 대해서 논하면서 다른 문법서들의 

입장과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이들은 이동동사 partir와 쓰인 공간전치사 

de와 pour의 의미에 대해 논하면서 ‘출발지점(le point de départ)’과 

‘도착지점(le point de destin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공간전치사가 

방향 및 이동된 장소에 관련되어 있다는 해석은 partir와 함께 쓰이는 다양한 

공간전치사들(à, en, dans, chez, vers, sur)의 의미를 표현할 때도 드러난다.  

저자는 이동동사 partir와 위 전치사들의 결합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사실로서 설명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위의 공간전치사들이 

떠나온 장소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향하는 장소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4     

본 연구가 논의의 중심 대상으로 삼는 공간전치사 à, de, en, dans에 대하여 

Riegel et al.(1994), Chassang(1887)은 의미적인 측면에서 경로전치사로서의 

속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Grevisse et al.(2011)은 이동동사 partir와 함께 쓰인 

 
4
 Elle[la construction de partir] s’explique par le fait que le point de vue a changé. : il n’est 

plus question du lieu que l’on quitte, mais seulement du lieu vers lequel on se 

dirige(ibid.,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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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전치사의 의미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장소이동이나 방향의미를 함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1. 2.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에 대한 공시언어학의 해석 

이 절에서는 현대프랑스어의 공간전치사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위치와 방향전치사의 구분과 그 견해 차이를 요약하고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의 방향과 장소이동성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된 

예문을 중심으로 다룬다.  

앞서 시사한 바와 같이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에 대한 연구는 위치와 

방향이라는 이분적인 분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위치전치사로 규정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공간전치사들의 혼재된 속성을 인정하는 논의가 

없지 않았다.  

이동표현에서 상분류의 기준에 따라 이동동사와 상태동사를 구분하는 

Boons(1987)의 논의가 시발점이 되어 Vandeloise(1987, 2017), Laur(1993)는 

공간전치사를 이분하여 위치와 방향으로 구분했다. 영미권 연구인 Beck & 

Snyder(2001a, b), Son(2007, 2009)은 Stringer(2002:156)와 Vandeloise 

(1991:5)의 논의에 의거하여 현대프랑스어에는 이동표현에서 종결성을 가지는 

전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Borillo(1998)는 상기의 연구자들이 위치전치사로 규정한 공간전치사를 

문맥적인 방향전치사로 언급했고, 이후 Rossi(1999)는 위치나 방향의 

이분적인 구분에서 탈피하여 공간전치사와 결합하는 이동동사의 상정보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 혼재된 속성을 보이는 공간전치사에 대한 다면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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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Boons(1987) : 상이한 상을 함의하는 이동동사와 

공간전치사구의 결합가능성  

Boons(1987)는 특정한 상정보에 해당하는 이동동사가 동일한 혹은 다른 

상정보를 가진 공간전치사구와 상응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상태(statique)상으로 분류되면서 ‘initial’의 속성을 가진 défricher와 

‘final’에 해당되는 adosser를 종결성에 따라 장소이동성을 함의하는 

이동동사와 구분한다. 이동동사 또한 ‘initial’에 해당하는 déboucher, 

‘médian’의 migrer, final에 속하는 aboutir로 5  분류하는데, 이들은 모두 

이분화(bipolinaire)된 상정보를 지닌 목적보어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전치사구가 ‘시작장소(lieu initial)’, ’끝장소(lieu final)’의 속성을 

지닐 수 있다(ibid.,11).  

이동동사 중에서 종결성을 지니지 못하면서 ‘médian’으로 분류된 

동사들의 경우 변이를 보인다. errer, vadrouiller는 ‘중간장소(lieu médian)’에 

해당하는 전치사구 dans le bois, sur le plateau를 모두 허용한다(ibid.,13). 

그러나 동일한 ‘중간’에 해당되는 muter의 경우 ‘initial’에 해당되는 de 

Lyon이나 ‘final’에 속하는 à Aix는 가능하지만 ‘중간장소’에 해당되는 par 

l’autoroute, le long du Rhône는 불가능하다(ibid.,15). ‘중간’의 속성과 

종결성을 동시에 갖는 migrer는 d’Europe, en Afrique나 le long du 

méridien d’Alger와도 공기하여 ‘initial’, ‘médian’, ‘final’의 속성을 가진 

공간전치사구가 뒤따를 수 있다(ibid.,15-16).  

이러한 예를 통하여 ‘médian’에 해당하는 이동동사 중에서 하나의 

상정보를 가진 전치사구를 허용하는 errer류, 두 가지 상정보의 전치사구를 

허용하는 hisser류, 세 가지 상정보를 갖춘 전치사구 모두를 허용하는 

 
5
  이에 해당되는 동사에는 arriver, rentrer, retourner, venir 등이 있는데, 이들의 극성은 시

작과 발화자들이 공유하는 끝 장소(final du lieu empathique)에 해당하는 전치사구와 일치한

다(Boons, 19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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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er류 등으로 나뉘어 장소보어로 어떤 상분류의 전치사구와 공기할 

것인지에 대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Boons(1987)에서 공간전치사에 관해 방향적(directionnel)이라는 용어를 

언급한 것은 전치사 vers만이 유일한 경우로, ‘중간’으로 분류된 migrer, 

monter와 errer의 장소보어를 구분할 때 제안되었다. 6  (3a)와 (3b)에서 

migrer는 vers l'Afrique, monter는 vers la tour를 방향보어(complément 

directionnel)로서 허용하지만 errer는 (3c)에서 vers le rocher와 상응하지 

않는다(ibid., 20,21). 

    

(3)   a.  Les hirondelles ont migré vers l'Afrique. 

 (?pendant plusieurs jours) 

 b.  Max a monté la caisse vers la tour.   

(pendant deux heures) 

c.  Max erre ( ?*vers le + autour du) roche.  

Boons(1987:20-21) 

1. 2. 2. 위치/방향전치사의 이분적인 분류 

Vandeloise(1987:88)는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à, en, dans, sur 등을 

위치전치사로 언급하였고
7
  de, vers, jusque를 방향전치사로 규정하면서 

 
6
  migrer와 monter의 차이는 vers사 사용된 전치사구를 허용하면서도 pendant이 나타내는 

지속시간부사구와의 공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migrer는 jours로 나타나는 명사구에서 

제약을 보이는데, 본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mois로 명사를 교체하면 상응가능할 것이라 예측

한다.  
7
  Vandeloise(1987:81)는 부정관사를 비롯한 구체적이지 않은 한정사가 장소명사 앞에 쓰일 때

의 전치사 à를 ‘préposition localisatice’라고 명명하고, près de, dans, devant과 sur를 ‘형

상적인 전치사(préposition configurationelle)’로 대조하였다. 모두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이나 배경, 전경과 대조되는 대상체의 명확한 위치설정은 전치사 à가 담당하는 반면에 près 

de, dans, devant는 대상사이의 상대적인 위치, 즉 접근(accès), 소지(porteur à porté), 포함

(contenuant à contenu)의 관점에서 분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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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와 jusque의 용법을 제시한다. vers는 ‘직선방향(direction rectiligne)’과 

‘목적지방향(direction terminal)’의 용법으로 나뉘는데, 직선방향의 용법은 

(4a)에서 볼 수 있다. Baudouin이 ‘북쪽’으로 향한다면 ‘북쪽’은 목적지의 

일직선 방향의 점에 해당하며,
8
  (4b)에서는 목적지방향의 용법에 의거하여 

Fabiola가 따라가는 길의 끝에 ‘나무’가 위치한다. 9  (4c)의 jusque Liège에 

의해 대상체인 Baudouin이 ‘간다(aller)’는 행위의 끝이 특징 지워진다.
10

 

 

(4)   a.  Baudouin va vers le Nord. 

  b.  Fabiola va vers l’arbre.               

c.  Baudouin va jusque Liège. 

Vandeloise(1987:82,83) 

현대프랑스어의 위치/방향전치사와 결합가능성에 따라 Vandeloise(1987) 

는 이동동사를 aller, venir, monter와 arriver로 구분하는데, arriver가 

상기의 이동동사들과는 달리 vers와 jusque라는 방향전치사를 용인하지 

않으며 위치전치사 à를 도입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ibid.,87). 

(5)   a.  Baudouin va à/vers/jusque Bruxelles. 

b.  Fabiola vient à/vers/jusque Bruxelles. 

c.  Elisabeth monte à/vers/jusque Bruxelles. 

d.  Albert arrive à/*vers/*jusque Bruxelles. 

Vandeloise(1987:87)  

 
8
 V : a va vers В si В est un point de la direction rectiligne de la cible(ibid.,82). 

9
 V’ : a va vers В si В est le terme du chemin suivi par a(ibid.,83). 

10
 J : a Verbe jusque В si В est une caractéristique du terme du processus ou de l'état a 

Verbe(ibid.,84). ‘Baudouin marche jusque Liège et court jusque Bruxelles(ibid.,84).’ 

aller, venir 등의 이동동사와 결합하듯이 jusque는 행위동사 marcher, courir와도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arriver 동사와 결합할 수는 없다. 이때, 전치사 à는 장소위치를 나타내

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언어요소이다.   



 13 

(5a), (5b), (5c)에서 위치전치사 à와 방향전치사 vers, jusque는 aller, venir, 

monter와 공기한다. 그러나 (5d)에서 보듯이 arriver는 위치전치사 à와 

결합하지만 방향전치사 vers, jusque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5a~c)와 (5d)에서 제시된 이동동사와 공간전치사의 결합가능성을 고찰하였을 

때, 결합하는 동사에 따른 위치전치사 à의 용법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생겼다.   

(6)과 (7)은 현대프랑스어에서 상태, 이동동사와 결합하는 공간전치사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6)   a.  Le crayon est sur la table. 

b.  Le couteau est dans le tiroir. 

c.  L’enfant est à l’école. 

d.  Le banc est dans l’école. 

(7)   a.  L’enfant va à Rome. 

b.  L’enfant vient dans la maison. 

c.  L’enfant part à Rome. 

d.  L’enfant monte sur le toit.           

Vandeloise(2017:1-3) 

Vandeloise(2017:1-2)는 (7)에서 이동동사와 쓰인 공간전치사 à, en, dans, 

sur를 위치전치사로 분류한다. à, en, dans, sur는 (6)에서 상태동사 être와 

함께 쓰여 원위치를 나타내고, (7)에서는 이동동사 aller, venir, partir, 

monter와 쓰여 움직이는 대상의 '예견되는 위치(prospective postion)'를 

도입한다(Vandeloise, 2017:3-4). arriver와 함께 쓰인 공간전치사 à는 (6)의 

전치사들과 유사하게 ‘현재위치(actual position)’를 나타낸다(ibid.,4).11  

 
11

  The complement of aller is mandatory and the position of its target is always 

prospective. On the contrary, arriver always introduces the actual position of the mobile 

target. Vandeloise(1987:87)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la préposition à derrière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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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프랑스어 위치전치사의 용법에 대해 Vandeloise(1987, 2017)는 다음의 

3가지 규칙으로 설명한다.  

 

< Vandeloise(1987, 2017)가 제안한 위치전치사의 용법 > 

- A1 : x가 y를 위치시키면 x는 y에 놓인다.
12

  

- A2 : y에 의해 x와 y의 위치가 일상적으로 연관되면 x는 y에 놓인다.
13

 

                                            Vandeloise(1987:77)                                     

- A3 : y가 x의 예견되는 위치라면 x는 y에 놓이게 된다.
14

 

  Vandeloise(2017:3) 

A1과 A2에서 전치사 à는 대상체가 놓이는 위치를 나타내며 A3는 예상되는 

위치를 나타낸다. 즉, 동사 aller와 결합하는 전치사 à는 규칙 A3에, être, 

arriver와 결합하는 전치사 à는 A1, A2에 입각하여 구문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A3에 따라 구성된 aller à에 대해 ‘예견되는 위치’라고 하였는데, 이 

용어는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 이동동사와 나타나는 전치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를 알려준다.15  

 

verbe a pour fonction la localisation anticipée de la cible en mouvement lorsqu'elle se 

stabilise." 
12

 Al : x est à y si y localise x.  
13

 A2 : x est à y si les positions de x et y sont associées dans une routine évoquée par y. 
14

 A3 : x va à y if y is the prospective location of x. 저자(1987)는 A1과 A2를 제시하고 A3는 

Vandeloise(2017)에서 제시했다. 이 규칙에 대해서 ‘Principle of anticipation (provisional 

formulation)’이라고 명명했다. ‘Prepositions describing the actual position of a static 

target describe similarly the prospective position of a mobile target behind the verb 

aller.’ 이어 ‘Principle of anticipation (provisional formulation)’에 관한 수정된 버전을 제

시한다. 즉 일반적인 이동동사(displacement verbs)와 이동방식(verbs of manner of 

displacement) 동사들에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15

 Vandeloise(2017:3)에서 ‘‘(aller) à’ does not introduce the actual position of the target 

but its prospective position at the issue of the displacement.’라고 하였다. 물론 

Vandeloise(1987, 2017)에서 A3에 입각한 전치사 à에 대해서 정확히 ‘direction’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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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희(2004:64)는 dans을 비롯한 공간전치사들이 정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문맥뿐만 아니라 목적지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저자에 따르면 

프랑스어 전치사 dans은 영어의 into와 달리 목적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동동사와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목적지를 나타내는 dans과 결합하는 이동 

동사의 예들을 제시하면서 나윤희(2004:65)는 이 동사들이 복합형에서 어떤 

조동사와 결합하는지 그 예를 보였다.
16

  반면 이동방식동사로 알려진 courir, 

marcher 등은 dans과 함께 결합하여 목적지를 나타내지 않는다(나윤희, 

2004:65).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를 위치와 방향전치사로 구분하는 다른 연구에는 

Laur(1993)가 있다. Laur(1993:51)는 de, par, jusqu’à를 방향전치사로 

구분했으며, Boons(1987)의 극성체계와 Vandeloise(1987)의 위치전치사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여 이동방식동사로 알려진 marcher, courir와 결합하는 

전치사 à, en, dans, sur를 위치전치사로 언급했다(ibid.,55-56).
17

  동일한 

방식으로 이동방식동사 courir, marcher와 공기하여 목적지로의 방향이나 

이동을 나타낼 수 있는 전치사 dans과 sur에 대해 Vandeloise(1987, 2017)의 

예견되는 위치에 의거하여 위치전치사로 언급했다.  

 (8a)의 경우 준거장소 내부인 ‘방안에서 뛰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함과 

동시에 장소 내부로의 이동 과정(passage)을 표현하여 ‘방안으로 뛰어 

들어가다’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18

  Laur(1993)는 (8a)에서 이동방식동사 

 

는 쓰지 않았다. 
16

 i.  복합형에서 조동사 être를 취하는 동사들 : aller, venir, arriver, entrer, sortir, monter,        

descendre, tomber, se render 등 

ii.  복합형에서 조동사 avoir를 취하는 동사들 : atterrir, chuter, aboutir  

나윤희(2004:65) 
17

 Laur(1993:47)에서는 aller à의 전치사 à가 장소이동의미에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은 인정한다.  
18

  Ces combinaisons peuvent être interprétées, soit comme le déplacement de la cible 

(Marie) à l'intérieur du site (chambre), soit comme le passage de celle-ci du lieu de 

référence(LRV) à l'intérieur du site(Laur, 19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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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ir와 사용된 공간전치사 dans을 위치전치사로 분류했다. 마찬가지로 

(8b)에서 목적지 ‘Bagdad’로 장소이동이 이루어졌으나 marcher와 쓰이는 

공간전치사 sur가 ‘예견되는 위치’를 나타내므로 위치전치사로 규정했다.  

(8)   a.  Marie a couru dans la chambre. 

  b.  Les troupes alliées ont marché sur Bagdad. 

Laur(1993:55) 

영미권 연구인 Son(2007:133, 2009:214), Beck & Snyder(2001a:120), 

Beck & Snyder(2001b:65)에서는 Vandeloise(1991)의 견해를 받아들여 현대 

프랑스어의 전치사가 종결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9)를 근거로 제시했다.
19

  

(9)   Le point est à l’intersection des deux lignes.  

        ‘the point is at the intersection of two lines.’      

Vandeloise(1991:5) 

Stringer(2002)는 위의 영미권 연구자들과 유사하게 (10)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예문에 사용된 le long de, vers, autour de는 장소이동속성이 없는 

이동방식동사 danser와 함께 사용되어 ‘경계가 한정되지 않은(unbounded 

path)’
 20

 전치사구에 속한다.  

(10)   a.  La fille a dansé le long de la rivière. 

b.  La fille a dansé vers le garçon. 

 
19

  Son(2009)이 제시한 프랑스어 전치사의 예로는 (9)만이 나타나는데, 하나의 예만으로 프랑스

어 전치사의 종결성 부재를 증명할 수는 없다. 위의 예문에서 사용된 동사는 être로 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이다. 이 동사는 위치를 나타내고 상태동사와 공기하는 전

치사 à를 경로전치사가 아닌 위치전치사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동동사와 공기하는 전치

사 à는 Son(2009:219)의 논거에 따르면 경로전치사로 규정할 수 있겠다.    
20

 Stringer(2002:156)는 ‘telic path’라는 용어 대신에 ‘bounded path’를 썼는데 이는 앞의 용

어와 의미가 같다. ‘bounded path’란 그 문장이 참일 경우 한계점, 혹은 목적지점에 반드

시 도달해야 한다(bounded  paths, where the boundary or endpoint must be reached 

if the sentences are to remain true)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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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a fille a dansé autour de l’arbre.              

Stringer(2002:156) 

1. 2. 3. 공간전치사의 문맥변이와 장소이동성 

Borillo(1998:84-85)
21

는 de, par, depuis, vers 등을 동적인 속성이 

내재된(intrinsèquement dynamique) 전치사로 구분했는데, Vandeloise(1987, 

2017), Laur(1993)의 견해와는 달리 aller와 결합하여 장소이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à를 문맥상 동적인 속성을 지닌 전치사로 보았다(ibid.,84).  

(11a)에서 aller와 쓰여 장소이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à와 (11b)에서 

이동방식동사 rouler와 제시된 전치사 le long de를 문맥상 동적인 

(contextuellement dynamique) 전치사로 해석한다.  

   

(11)   a.  Il va à la montagne.  

b.  La voiture roule le long du quai. 

 Borillo(1998:83) 

Vandeloise(1987:87, 2017:4), Laur(1993:56)가 arriver와 함께 쓰인 

공간전치사 à를 위치전치사로 규정한 것과 유사하게 Borillo(1998 :141)는 

종결상을 함의하는 이동동사 arriver, entrer, tomber와 쓰여 목적지인 장소 

명사를 도입하는 전치사 à, dans, sur를 위치전치사로 구분했으며 아래 (12a), 

(12b), (12c)를 예로 제시하였다.    

(12)   a.  Il est arrivé à la gare.  

 
21

  i, ii.는 저자가 제시한 상태 혹은 위치전치사, 동적인 혹은 방향전치사의 구분이다. 저자는 

non marquées라는 표현을 써서 문맥변이(variante contextuelle)가능이라는 여지를 남겨 두

었다.  

i. prépositions statiques (ou positionnelles, ou non marquées): à, dans, en, sur...;  

ii. prépositions dynamiques (ou directionnelles): de, par, depuis, vers, jusqu’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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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l est entré dans la pièce. 

c.  Il est tombé sur le sol.  

Borillo(1998:141) 

반면 저자는 rouler와 동일하게 이동방식동사로 알려진 marcher와 

결합하는 전치사 le long de에 대해서 (11b)와는 다른 해석을 보인다. 

Borillo(1998:141)는 marcher를 ‘중간’으로 파악하고 같은 상을 지닌 

전치사구 le lond du canal과 결합하여 장소이동을 표현할 수 있는 문맥상 

동적인 전치사로 규정하는 반면에 (13)의 le long de를 위치전치사로 본다.  

 

(13)   Il marche le long du canal. 

Borillo(1998:141) 

(14)는 Borillo(1998:83-34)가 제시한 내재적인 방향에 해당하는 전치사의 

예로서 필수적으로 이동동사와 결합하여 동적인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아래의 4가지로 나뉜다.  

(14a)는 출발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멀어짐(éloignement à partir d’un point 

d’origine), (14b)는 도착점을 예상(perspective d’un point d’arrivée)
22

에 

해당하고, (14c)는 과정(parcours), (14d)는 방향(direction)에 상응한다.  

 

(14)   a.  출발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멀어짐 : de, depuis, à partir de 

b.  도착점을 예상 : à, jusqu’à, à destination de, dans 

c.  과정 : par, via, à travers 

 

 

 
22

  (14b)의 방향전치사 à는 앞선 (11a)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상중립 이동동사 aller와 쓰이는 

경우로, (12a)에서 상정보를 함의한 동사와 전치사의 결합인 arriver à의 용법과 대조되며, 

dans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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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방향 : vers, au-devant de, à la rencontre de 

Borillo(1998:84) 

 Borillo(1998)와 유사하게 문맥변이를 인정한 Rossi(1999)는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를 위치와 방향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치사의 고유한 속성을 

나타내는 내재성(propriété intrinsèque) 전치사와 위치와 장소라는 혼재적인 

성격을 띤 문맥변이성(propriété contextuel) 전치사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Vendler(1957)의 동사행위가 일정 구간에서 계속되는 성질을 뜻하는 

‘±지속(duratif)’과 이동동사의 양태(mode d’action)에 바탕을 둔다. 즉, 

‘행위(activité)’, ‘종결지향(accomplissement)’, ‘완료(achèvement)’로 나누어 

전치사와 이동동사의 양태를 제시했다. 덧붙여서 Boons(1987)의 극성체계의 

기준에 따라 공간전치사와 이동동사의 속성을 나타낸다. 위의 지속, 양태, 

극성체계에 근거하여 전치사와 이동동사의 장소이동속성을 준거점변화 

(changement de lieu de référence)라는 항목으로 제시한다.  

내재성에 해당하는 전치사들 중에서 ‘행위’로 분류된 vers, ‘종결지향’으로 

분류된 de…à, jusqu’à, depuis, 완료로 분류된 전치사 de는 Borillo(1998)의 

견해에 따른다면 내재적인 방향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le long de에 대해서 

Borillo(1998)는 결합하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위치나 문맥변이로 규정하나 

Rossi(1999:267)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재성 전치사로 구분하여 차이를 보인다.   

문맥변이성 전치사로 언급한 dans, sur, à의 위치와 장소이동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Rossi(1999:269-270)는 Boons(1987)의 극성체계의 기준에 따라 

‘중간’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준거장소변화가 없어서 위치로 판단하고 

‘final’에 해당된다면 준거장소변화, 즉 장소이동이 표현된다고 보았다.23  

 

 
23

 "à, dans et sur médians expriment un non-changement de lieu de reference, et à, 

dans et sur finaux, un changement de lieu de reference(ibid.,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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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a)의 공간전치사 à는 marcher와 결합하여 극성체계의 ‘중간’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준거장소변화가 없다. (15b), (15c), (15d)의 전치사 à는 

각각 이동동사 aller, arriver, partir와 결합하여 ‘끝’에 해당하는 경우로 

준거장소변화가 있다(ibid.,269).  

(15)   a.  Il a marché à Tours. 

  b.  Il est allé à Tours. 

c.  Il est arrivé à Tours. 

d.  Il est parti à Tours. 

Rossi(1999:269) 

준거장소변화가 있는 à와 jusqu’à의 차이에 대해 Rossi(1999:267, 270)는 

(16)을 통하여 설명한다. (16)의 공간전치사들은 이동동사 aller와 결합하는데 

(16a)의 전치사 à는 지속상이 결여되어 완료에 해당하지만 (16b)에서 동사 

aller의 사행이 지속되다가 목적지인  l’arbre에 도달하기 때문에 jusqu’à는 

종결지향으로 구분된다.  

(16)   a.  Il est allé à l’arbre.  

  b.  Il est allé jusqu’à l’arbre. 

Rossi(1999:267, 270) 

(17a), (17b)에서 이동방식동사로 알려진 marcher와 결합하여 ‘중간’으로 

분류된 공간전치사 dans과 sur에 대해서 Rossi(1999:269)는 (15a)의 à와 

동일하게 준거장소변화가 없다고 언급했고, 이와 대조하여 (17c)에서 

내재적인 방향에 속하면서 종결지향으로 구분되는 jusqu’à는 준거장소변화에 

해당됨을 보였다(ibid.,269).  

(17)   a.  Il a marché dans l’école. 

b.  Il a marché sur la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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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l a marché jusqu’à l’école/la route. 

Rossi(1999:269) 

[표 1]은 Rossi(1999:273)가 ‘중간’에 속하는 par와 dans의 속성을 비교, 

대조한 것으로 극성체계, 지속성, 준거장소변화, 양태의 기준에 근거한다. 

전치사 par에 대해 Laur(1993:51)는 방향전치사로 구분했고, Borillo(1998:83 

-84)에서도 내재적인 방향으로 언급되었다. Rossi(1999:273)에 따르면 par는 

‘중간’에 속하지만 지속성의 유무에 따라 종결지향과 완료로 구분되며 두 

경우 모두 준거장소변화가 있다. 따라서 앞선 Laur(1993)와 Borillo(1998)의 

견해와 유사하게 장소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표 1]  문맥변이(variante contextuelle)의 속성을 지닌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 dans과 par의 극성(polarité), 양태(mode d’action),  

준거장소변화(changement de lieu de référence) (Rossi, 1999:273) 

polarité duratif changement de 

lieu de 

référence 

préposition mode d’action 

médian + - dans activité 

médian + + par accomplissement 

médian - + par achèvement 

final - + dans achèvement 

 

전치사 dans은 연구자와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Laur(1993: 

51)는 dans을 위치전치사로 규정하였으며, Borillo(1998:83-84)는 상중립 

동사 aller와 사용되면 문맥변이로, 종결상을 함의한 동사 arriver나 이동방식 

동사로 알려진 marcher와 공기하여 장소명사를 도입하면 위치전치사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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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i(1999:273)는 dans이 이동동사 aller, arriver와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 전치사 à와 동일하게 ‘final’과 완료상에 해당하여 준거장소변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marcher와 같은 행위상을 가진 동사와 

결합한다면 dans을 행위로 분류하기 때문에 준거장소변화는 없다.  

앞선 연구자들과 달리 행위상으로 분류되는 courir, marcher에 대하여 

Aurnague(2011)는 전치사 à와 함께 쓰여 장소이동이나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18)의 전치사 à가 포함된 ‘marcher de 

(DET) N1 à (DET) N2’를 예로 들었다.
24

 

(18)   Max a couru/marché de la maison au village. 

‘Max ran/walked from the house to the village.’  

     Aurnague(2011:6) 

영어의 walk to의 프랑스어 등가표현이 marcher à에 해당한다면 

Cummins(1996:34)는 프랑스어 공간전치사 à가 이동한 목적지를 나타내기에 

장소이동을 나타내는 용법과 위치를 나타내는 용법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à는 (19a)에서 위치를, (19b)에서는 목적지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19)  a.  Anne a marché à la plage.  

             ‘Anne walked at the beach (*to the beach).’ 

         b.  Marche à la maison! 

             ‘Go straight home!’ or ‘Walk to home!’  

           Cummins(1996:34) 

본 연구는 이동동사 aller, rouler와 함께 쓰여 à, dans을 문맥적인 

방향전치사로 규정한 Borillo(1998:83)와 종결지향이나 종결상을 갖는 동사와 

 
24

  Aurnague(2012:6)는 이 구문이 이중 전치사구(double PP) 구문으로 목표(target)로의 대상

체(object) 이동(change of place)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23 

결합하여 ‘final’로 구분되는 à, dans, sur가 함의하는 장소이동성에 대해서 

인정한 Rossi(1999), 이동방식동사로 분류된 marcher, courir와 결합하는 

공간전치사 à의 방향속성이나 장소이동속성을 논의한 Cummins(1996), 

Aurnague(2011)의 견해에 동조한다.  

 

공시언어학에서 공간전치사의 이질적(hétéogène)인 속성을 해석하는 또 

다른 견해로는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을 들 수 있다.  

생성어휘부 이론에 의거한 Pustejovsky & Bouillon(1991)은 공간전치사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이유를 다룬 것은 아니나 이들의 주장을 본 연구의 

대상인 이동표현에서 장소명사를 도입하는 공간전치사들에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간전치사들이 상태성과 동적인 속성을 동시에 함의하고 있으며 

특정 문맥에서 어휘의 적정 의미 즉, 장소방향이나 이동의 의미가 돌출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Pustejovsky(1995)의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어휘의 다의현상을 김종인 

(2010:33)은 이렇게 해석한다. "어휘 의미는 전통적인 언어학이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고정되고(fixed) 비유연적인(inflexible) 것이 

아니며 특히 다의어는 복수 의미를 지닌 어휘표제어가 아니라는 점을 

규명한다."  

따라서 프랑스어 전치사 à, en, dans, sur 등이 이동동사나 부사구와의 

결합으로 상태상에 해당되거나 행위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더 세분화되어 

종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marcher, courir와 같은 이동방식을 포함한 

이동동사들도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문장 내에서 결합하는 언어요소에 따라 

종결지향동사가 될 수도 있고 경계성이 없는 행위동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휘의 상이나 의미는 주변 언어요소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의미가 도출, 

강제(coercion)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변 언어요소들과의 결합관계에 따라 그 적정 의미가 

돌출되는 과정을 단순히 공시적인 다의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에 덧붙여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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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의 통시적인 어원을 규명하고 그 경로속성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그 이질적인 속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1. 3. 현대프랑스어 이동방식동사의 장소이동속성과  

이동동사의 정의에 대한 문제 

 

이 절에서는 현대프랑스어의 자동사가 쓰인 이동표현에서 이동동사와 

결합하는 공간전치사를 경로전치사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동방식동사로 분류된 

이동동사의 장소이동속성을 밝힌다. 먼저 장소이동속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던 현대프랑스어 ‘이동동사(verbe de déplacement)’의 분류에 대한 논의와 

‘이동동사/이동방식동사(verbe de manière)’의 구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장소이동속성이나 방향속성을 지닌 경로전치사가 장소이동속성을 지니는 

이동동사와 결합하여 장소이동의 의미가 실현된다는 논지의 바탕을 마련한다.  

 

1. 3. 1. 장소이동속성에 따른 현대프랑스어 이동동사 분류의 연구 

흐름과 이동방식동사의 장소이동속성 

현대프랑스어 이동동사 연구의 흐름은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상분류에 따라 이동동사를 분류한 연구(Boons(1987)), 2) 이동동사의 

장소이동속성과 방향속성에 대한 연구(Laur(1993)), 3) 이동방식동사의 장소 

이동속성과 그 위계를 밝힌 연구(Kopecka(2009), Geuder(2009)), 4) 장소이동 

속성이 없는, 즉 좌표변화속성의 유무와 관련된 연구(Aurnague(2012)), 5) 

이동방식동사의 이동방식 분류에 대한 연구(Stosic(2009))가 그것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상분류에 따른 이동동사 분류 이후 장소이동속성 

유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던 초기의 연구와 달리, 2000년 이후의 

연구들은 장소이동이 없이 한 장소에서 움직임이 포착된 이동방식동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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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posture)의 변화(changement)를 나타내는 동사를 구분하거나, 이동 

방식동사의 ‘장소이동’이나 ‘이동방식’에 대한 명세를 확립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1. 3. 1. 1. 상분류에 따른 이동동사 연구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동사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는 Boons(1987), Laur 

(1993)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Boons(1987:11)는 ‘극성체계(polarité)’ 25 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동사의 이동에 대해서 ‘처음(initial)’, ‘중간(centré)’, 

‘끝(final)’으로 나누어 출발지와 목적지를 처음과 끝, 즉 ‘양쪽극(polaire)’으로 

상정하고 Talmy(1985)에서 소개한 중간지점인 ‘노선(route)’을 ‘중간(centré)’ 

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처음, 중간, 끝은 De Boer(1947)가 분류한 5가지 상
26

에서 

착안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Boons(1987)는 처음에 해당하는 동사로 

déboucher 27
를 예로 들었고, 중간으로는 migrer, 끝에 해당하는 동사는 

aboutir를 제시했다. (20)은 Boons(1987:11)에서 시작, 중간 끝의 상분류에 

해당하는 이동동사와 전치사, 주어인 대상체와 장소명사가 조합된 예이다.  

(20)    a.  Max a débouché du parc. 

   b.  Des oies ont migré de N à N(du nord au sud). 

 
25

  본 연구에서는 처음과 끝이라는 양극으로 나뉘는, 또는 극의(polaire)속성을 가진 체계라는 

뜻에서 ‘극성체계’또는 ‘양극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6

  '1) entrance into action, 2) duration, 3) the accomplished state, 4) the recently 

accomplished state, 5) the finishing action(Garey, 1957:93에서 재인용)'에서 발전된 것이

다. 1)의 예로는 기동상(inchoative)이 있으며, 사행의 시작을 나타내고, 2)의 예로는 중간 과

정을 나타내는 진행상(progressive)이 있다.  
27

  이 동사는 기동상을 가지고 있으며 출발지와 목적지를 모두 논항으로 가질 수 있다. 

‘déboucher d'une vallée dans une plaine(프라임불한사전, 2015)’, ‘La rue débouche sur 

l'avenue(Larousse, Res. élec.)’와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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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ax a aboutit à la clairière.  

                                        Boons(1987:11) 

(20)에서 제시된 동사들은 종결상을 함의하여 장소이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 출발지나 중간경유지, 목적지로의 이동을 나타낸다는 동사의 

상정보에 따라 장소이동과 연관 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Boons(1987)에서 상분류에 따라 구분된 (20)의 이동동사 déboucher, 

migrer, aboutir와는 달리 종결성이 없기 때문에 장소이동의 여부를 동사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동동사들은 3가지 부류로 나뉜다.  

첫째, ramer, véhiculer 28
는 이동방향이 동사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orientation libre)’ 동사로 분류한다. 둘째, 

이동방향이 동사 안에 내재하는 경우를 ‘내재적으로 방향이 제시된(orienta   

-tion
29

 intrinsèque)’ 동사로 제안하며, 이 부류에는 chasser, hisser가 있다. 

셋째, 동사의 의미에 방향속성이 내재하지 않는 경우로 errer, balader와 

같은 예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내재적으로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antiorien  

-tation intrinsèque)’ 동사로 분류된다(ibid.,20).  

공시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동방식동사로 알려진 부류들이 위의 세 

부류에 속하는데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에서 수직이동을 표현하는 이동방식 

동사로 알려진 monter와 descendre는 ‘내재적으로 방향이 제시된’ 동사로 

분류되고(ibid.,35,38), 본 연구가 앞선 (1)에서 제시한 dégringoler도 이 

부류에 속한다(ibid.,35). 수직이동이 아닌 이동방식을 중점적으로 나타낸다고 

 
28

이 동사들은 Pantcheva(2008, 2011)에서 비전이, 비향로, 노선에 해당하는 경로전치사들과 

결합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앞선 장의 예문 ‘The children walked along the river’라는 

예문에서 볼 수 있다. 
29

  여기에서 ‘orientation’은 Talmy(1985, 2000)가 언급한 출발지, 목적지, 노선에 해당하는 극

성체계 분류 ‘처음(initial)’, ‘끝(final)’, ‘중간(médian)’으로 방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Jackendoff(1983)이 언급한 ‘direction’과 같은 개념이다. 프랑스어권 연구에서는 ‘direction’

을 ‘orientation’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용어의 의미는 영미권 이동구문에

서 말하는 ‘direction’과 그 뜻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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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nager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동사에 속하며(ibid.,20) marcher, 

courir는 언급된 바 없다.   

 

1. 3. 1. 2. 장소이동속성과 방향속성에 관한 연구 

Laur(1993)는 De Boer(1947)의 상분류와 Boons(1987)의 이동동사 

분류에 대한 연구를 수용하여 이동동사를 분류하였고, 이들의 연구 성과에 

‘장소이동속성’의 유무와 ‘내/외부로의 방향’이라는 기준을 덧붙여 이동동사를 

분류하였다.  

Laur(1993:50)의 이동동사와 이동방식동사에 대한 구분은 ‘준거장소(lieu 

de référence)’에서 시작한다. 즉, ‘준거장소변화(changement de lieu de 

référence)’에서 ‘준거장소(lieu de référence)’란 ‘Paul est arrivé à 

l’aéroport(Laur, 1993:48)’에서 보듯이 대상이 이동 후 있게 되는 장소가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30

  따라서 특정한 이동동사가 

‘준거장소변화’의 하위부류로 제시된다면 이동으로 인해 원지점에서 변화가 

생긴 동사를 일컫는다(Laur, 1993:49). 예를 들어 partir, passer, arriver와 

같은 동사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각각 ‘처음(initial)’, ‘중간(centré)’, 

‘끝(final)’으로 제시된 사행의 지점에 해당한다.  

Laur(1993)는 ‘준거장소’로의 장소이동이 이루어진 동사와 대조하여 

장소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장소로의 방향만이 제시된 동사를 

‘방향(orientation)’속성을 지니는 동사로 분류한다(ibid.,49). 31  이 부류에 

 
30

 ‘Paul est arrivé(ibid., 48)’에서는 대상체인 Paul과 이동 후 장소와의 관계는 불명확하며, 

여기에서 이동동사로 인하여 상기되는 ‘lieu de référence’는 동사의 의미에 내재적으로 포함

되어있다. 반면 ‘Paul est arrivé de l’aréoport(ibid., 48)’의 경우 제시된 장소명사 aéroport

와 ‘lieu de référence’는 일치하지 않는다.   
31

목적지와 출발지 사이의 중간 부류도 ‘orient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Jackedoff(1983)의 ‘direction’과 결국 차이가 없다. 목적지와 출발지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류를 나타낼 때의 ‘지향(orientation)’과 달리 본 연구는 Laur(1993)의 ‘orient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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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동사들 중에서 ‘처음’에 해당되는 동사로는 éloigner가 있으며, ‘중간’ 

부류로는 avancer, ‘끝’의 상부류에 해당하는 동사로는 courir, graviter를 

예로 들 수 있다.  

‘내·외부로의 방향’은 출발지, 목적지, 중간지점 내부와의 접촉 유무에 

따라서 나뉜다. 출발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떠나거나, 중간지점 내부와 

접촉하거나, 바깥에서 목적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내적(interne)’  

방향으로,
32

  출발지나 목적지, 노선의 주변부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를 

‘외적(externe)’ 방향이라 명명하였다(ibid.,49).  

앞서 제시한 Boons(1987:11)의 이동동사 분류에서 ‘중간(centré)’의 상 

분류에 속하면서 종결성을 함의하지 않는 동사에 대해서 내재된 의미만으로 

장소이동이 이루어졌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점에 대해 Laur(1993)는 [표 2]를 

통하여 ‘중간(médian)’속성을
33

  지니면서 장소이동이 이루어진 이동동사 

passer와 장소 이동속성이 없이 특정 장소로의 방향만이 제시된 courir를 

구분했다.
34

  

[표 2] Laur(1993:50)의 이동동사 분류 

 

‘방향’으로 번역한다.   
32

 장소이동과 내부에 해당되는 동사로는 partir/quitter, arriver/atteindre, passer가 있고 장

소이동속성이 없이 내부에 해당되는 동사로는 courir/ se déplacer가 있는데, se déplacer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장소이동없이 외부에 해당되는 동사로는 s’éloigner, s’

approcher, graviter가 있는데, 여기에서 장소이동이 없다는 것은 Laur(1991)에 따르면 대

상체가 목적지인 내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를 모두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

을 수 있다.  
33

  Boons(1987)의 ‘centré’를 ‘médian’로 바꾸어 제시했을 뿐, 출발지나 목적지가 아닌 

Jackendoff(1983)의 노선(rout)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 경로전치사들을 위상모델에 따

라 도식화한 것처럼 이 동사들을 도식화한다면 세 용어의 의미 차이는 없다. 위상모델에 

관한 논의는 4장 2.2.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34

  장소이동을 나타나지 않으면서 방향을 나타내고 중간으로 분류된 courir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는 marcher에 대해서도 장소이동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Jean a marché dans la gare’라고 발화한다면, ‘Jean이 역 안에서 걸었다’는 해석이 우세

하지만 ‘Jean이 역 안으로 걸어서 들어갔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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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l final médian 

changement de 

lieu de référence 
interne 

partir,  

se décoller, 

sortir 

arriver,  

se coller, 

entrer 

passer, 

couper 

orientation 

interne   
courir, 

se déplacer 

externe éloigner, reculer 
se rapprocher, 

avancer 
graviter 

 

Laur(1993)와 Boons(1987)는 상분류의 ‘중간’에 해당하는 이동방식동사의 

장소이동속성에 관하여 견해 차이를 보인다. 이동동사 passer와 마찬가지로 

이동방식동사 monter, descendre, dégringoler에 대해서 Laur(1993:49)는 

준거장소변화가 일어난 이동동사로 하위분류하여 장소이동속성이 있음을 

밝혔으나 Boons(1987)는 monter, descendre, dégringoler를 ‘중간’상을 

지니는 ‘내적’방향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장소이동속성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1. 3. 1. 3. 좌표변화속성에 관한 연구 

 

Aurnague(2012)는 ‘changement d’emplacement(좌표위치변화)’의 유무와 

장소이동의 시작이 되는 ‘changement de relation locative élémentaire 

(기본장소변화)’라는 2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이동동사와 이동방식동사를 [표 

3]과 같이 나누었다. ‘좌표위치’라는 개념은 수학의 좌표에서 나온 용어로 

출발지, 중간지점, 목적지로의 이동과는 다르게 한 장소에서의 위치변화만이 

이루어진 경우를 일컫는다.  

[표 3] Aurnague(2012:6)의 이동방식/이동동사 분류(Catégories de proc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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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mouvement/déplacement)
 35

 

 Changement d’emplacement 
Pas de changement 

d’emplacement 

Pas de changement 

de relation locative 

élémentaire 

avancer, foncer, grimper,  

marcher, nager 

s’accroupir, s’asseoir,  

se recroqueviller 

Changement de 

relation locative 

élémentaire 

aller+Prép, arriver, partir, 

sortir, se rendre 

se poser, toucher, 

s’immerger, 

sauter, bondir
36

 

 

Aurnague(2012:6)에서 ‘기본장소’변화와 ‘좌표위치’변화속성이 동시에 발현 

되는 이동동사들은 aller + Prép, arriver, partir, sortir, se rendre의 예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장소이동으로 규정짓기에 명확한 모든 

언어학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였다.37 

반면 이동방식동사로 분류되는 marcher, courir와 같은 이동방식동사는 

목적지나 출발지로의 장소이동성이 있지만 반드시 장소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문 (21)의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marcher의 대상체인 주어 

Max는 forêt라는 공간 내에서 걸었음을 의미하므로 장소의 이동은 없으며 

같은 장소 안에서 대상체의 위치만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ibid.,3).  

(21)   Max a marché dans la forêt.  

 
35

 Aurnague(2012:1,6)는 움직임(mouvement)으로 나타나는 이동방식(la manière du déplace 

-ment, 위의 표에서는 ‘emplacement’, 예 : foncer, grimper, marcher, zigzaguer…)을 나

타내는 동사와 엄밀하게 장소[(lieu),위의 표에서는 ‘locative élémentaire’라고 제안]이동을 

나타내는 동사(déplacement au sens strict, 예 : arriver, partir, sortir, se rendre)를 구분하

고자 전자를 ‘좌표위치변화’로, 후자를 ‘일차적인 장소변화’로 제안했다.  
36

  그러나 본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Aurnague(2012:6)의 이동동사분류에서 se poser, toucher

는 위치변화가 없는 부류에, sauter, bondir는 위치변화가 있는 부류에 속하며 s’immerger

는 장소변화가 가능한 부류라고 본다. 
37

 Les verbes concernés (ex. : aller + Prép, arriver, partir, sortir, se rendre) répondent 

tous aux critères linguistiques mis en évidence pour caractériser les déplacements au 

sens strict(ibi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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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nague(2011:3) 

Aurnague(2008:1906-7)에서 ‘aller, arriver, entrer, partir, se rendre, 

sortir’를 비롯한 이동동사와 ‘avancer, foncer, glisser, grimper, marcher, 

patrouiller, nager, zigzaguer’와 같은 이동방식동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par 

+ 장소명사’와 공기 가능여부이다. (22a)에서 전치사구 par le bois/ les 

coteaux는 이동방식동사인 courir, marcher와 함께 사용되면 비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출발지에서 나오거나 목적지로 향하는 노선으로 

par la rue St. François가 이동동사 sortir, arriver와 사용된 (22b)는 

정문이다.   

(22)   a.  ?Max a couru/marché par (tout) le bois/les coteaux. 

b.  Max est sorti/arrivé par la rue St. François. 

Aurnague(2008:1906-7) 

이동방식동사 중에서 상하, 수직이동에 관련된 descendre, glisser에 대해 

Aurnague(2012:12)는 marcher, nager와 같이 ‘좌표위치’변화는 있으나 

‘기본장소’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좌표위치’의 변화만을 

나타내는 자동사들이 장소변화(changement de relation)나 끝(final)에 

해당하는 좌표위치변화를 기술하는 경우 전치사구와 결합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여
38

 이 동사들에 관하여 장소이동의 가능성을 시사했다(ibid.,12).  

 

 

1. 3. 1. 4. 이동방식동사의 장소이동속성 

 
38

  On sait, en effet, que des prédicats intransitifs dénotant un simple changement 

d’emplacement peuvent s’associer à un GP spatial pour décrire un changement de 

relation et d’emplacement final(ex. : Max a couru dans le pré). 저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은 임의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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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방식동사와 결합하는 공간전치사를 경로

전치사로 규정하는 논의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마련하고자 이동방식동사의 

장소이동속성에 대해서 밝힌 연구를 고찰한다. Laur(1993), Aurnague(2008, 

2012)는 현대의 이동방식동사가 나타내는 장소이동속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 속성을 초점화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Kopecka(2009), Geuder 

(2009)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현대프랑스어 이동방식동사들이 보여주는 장소

이동속성과 그 위계를 제시하였다. 

Kopecka(2009)에서는 Laur(1993), Asher & Sablayrolles(1995) 등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왔던 이동방식동사 glisser 등의 장소이동속성을 

논하였다.39  Kopecka(2009:54)는 glisser를 이동방식 동사가 아닌 이동동사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La voiture a glissé dans le ravin’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 문장에서 glisser는 ‘미끄러지다’가 아닌 ‘미끄러지듯 

(계곡으로) 움직였다, 빠져들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그리고 Kopecka(2009)는 Geuder(2009:136)의 좌표위치변화/장소변화라는 

이동동사에 대한 구분을 받아들이고, 좌표위치변화나 장소변화라는 이분적인 

구분에서 중의적인 속성을 띤 모호한 경우(ambiguïté)
40

를 추가하였다.  

Kopecka(2009)가 언급한 이동방식동사 중에서 marcher와 nager의 좌표 

 
39

  Kopecka(2009)는 glisser와 전치사 dans의 결합이 나타내는 장소이동의미를 증명하기 위해 

1960-2000년 Frantext의 소설과 여행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208개의 텍스트를 자료체로 

구성하였다. 저자는 현대프랑스어에서 일반적으로 이동방식동사로 구분된 courir, glisser, 

marcher, nager, (se) rouler,sauter, ramper, grimper와 dans, sur, sous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40

 모호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를 i,ii로 제시했다(Kopecka, 2009:58-59).   

i. 실제적으로 좌표 위치, 장소 이동이 일어난 것이 불확실한 경우 : Catherine brûle 

d’envie de courir dans les galeries, […](RHEIMS/Les Greniers de Sienne/1987) 

ii. 종이가 떨어진 이후에 바닥에서 뒹구는 것인지, 굴러 떨어지고 있는지 구분하기 힘

든 경우 : […] les papiers roulaient sur le sol en s’enflammant, et 

communiquaient leur brûlure aux autres. […] (LE CLÉZIO/Le Déluge/1966) 



 33 

위치변화와 장소이동의미의 예를 (23), (24)에서 보인다. (23a)에서 대상체인 

‘je’는 모래사장 안에서 움직이고 무릎까지 모래로 처박히고, 절반이 모래 

안에 푹 쓰러지지만 모래 밖으로의 장소의 변화는 없다. (23b)에서도 숲 

안에서 한없이 뛰었을 뿐 숲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장소로의 이동은 없다. 

따라서 이들은 ‘좌표위치변화’로 분류된다(ibid.,58).  

 

(23)   a.  Je courais dans le sable, m’enfonçant jusqu’aux genoux,  

à moitié m’écroulant. […] sur le sable. (POUY/La Clef des 

mensonges/1988). 

b.  Ils marchaient dans des forêts sans bornes. (PEREC/Les 

      Choses/1965) 

Kopecka(2009:58) 

(24)는 ‘장소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었다. (24a)에서 ‘je’는 

사무실에 비틀거리듯 뛰어 도착했기에 ‘bureau’로의 이동을 나타내고, (24b) 

에서 ‘Kment’은 지붕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정원 안으로 뛰어내려 대상체의 

장소이동을 보여준다(ibid.,58).  

(24)   a.  […] J’ai couru en titubant dans le bureau, j’ai ouvert un 

tiroir et j’ai mis mon verre vide dedans. 

(MANCHETTE/Morgue pleine/1973) 

b.   Kment, [...] , descend le long du toit, saute dans le jardin  

(GUYOTAT/Tombeau pour cinq cent mille soldats/1967) 

Kopecka(2009:58) 

[표 4]는 위의 8개의 동사에 대한 좌표위치변화와 장소변화에 대해 구분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Kopecka(2009)는 이들 동사의 장소변화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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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er, courir, (se) rouler는 장소이동이 낮은 편에 속하며 sauter, 

grimper는 각 88.4%, 82.1%로 높은 장소이동을 보여주었다. ramper, glisser 

는 38.7%, 41.2%의 수치를 나타냈다.  

[표 4] 8개의 이동방식동사(verbe de manière)의  

좌표위치와 장소변화에 대한 위계(Kopecka, 2009:61) 

 

이에 따르면 nager, marcher, courir와 같은 장소변화속성이 없거나 낮은 

동사들은 상분류에 따라 미종결로 나타나며 목적지로의 도달을 나타낼 

가능성이 낮다. 반면 grimper, sauter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종결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다소 높았으며(ibid.,65),  이동방식동사로 분류된 동사들에 

대해서 장소변화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또한 위의 동사들은 모두 

장소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ibid.,70). 

이 연구와 견해를 같이하는 Geuder(2009)는 방향전치사구와 함께 결합하여 

목적지도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로 grimper, rouler를 제시하였다. 이 

외에 voler, glisser, sauter, ramper도 장소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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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했다(ibid., 136).
41

   

Kopecka(2009), Geuder(2009)를 제외한 현대프랑스어 이동동사연구들은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방식동사 중에서 수직이동에 관련된 monter, 

descendre와  이동의 양태가 두드러지는 courir, marcher, nager와 같은 

동사들의 장소이동속성의 발현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상기의 이동방식 동사를 

Boons(1987)의 상분류에 의거하여 ‘중간(centré)’으로, Laur(1993)에서는 

‘중간’부류와 ‘내적’방향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Aurnague(2012)에서도 한 

장소 안에서 ‘위치이동’은 있으나 ‘기본장소변화’가 없어서 장소이동속성이 

없는 동사로 분류하였으며, 마찬가지로 Stosic(2009)도 courir에 대해 

‘이동속도(vitesse)’, nager에 대해서는 ‘이동환경(milieu)’만을 언급했다.  

 

1. 3. 2. 이동방식동사의 장소이동속성에 따른 이동동사의 정의  

 

공시언어학에서는 장소이동속성의 유무에 따라 이동동사와 이동방식동사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Talmy(1985, 2000)의 유형론에 입각한 영미권 연구에서 

현대프랑스어의 이동방식동사들은 장소이동속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동방식 

동사와 결합하는 공간전치사를 단순히 위치전치사로 규정했다. 본 연구는 이 

견해에 이견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 장소이동속성의 유무에 따른 이동동사와 

이동방식동사의 이분적인 구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실상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문헌연구나 자료체 해석에 근거한 연구들에서 

이동방식동사들은 ‘장소이동속성’이 뚜렷하여 이동동사로 간주되었으나 통시 

언어학 연구들과는 달리 공시언어학은 이동표현에서 쓰이는 동사들의 상이나 

 
41

  Geuder(2009)의 주장은 Kopecka(2009)가 제안한 이동방식동사의 장소 이동속성에 대한 위

계와  Zubizarreta & Oh(2007:163)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Zubizarreta & Oh(2007)는 이

동방식동사 rouler, glisser, sauter가 공간전치사구와 쓰여 목적지도달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예를 들었다. 반면 flotter, danser, marcher, cheminer, vadrouiler에 대하여 Geuder 

(2009 :128-9)에서 보듯이 장소이동을 나타내지 못하고 종결시간부사구와 결합이 불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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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이동과 같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동방식동사의 분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였다.  

통시적인 입장을 취하는 본 연구는 현대프랑스어 이동방식동사의 장소이동 

속성을 논한 Kopecka(2009), Geuder(2009)의 공시언어학적인 견해를 

보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현대의 이동방식동사를 이동동사의 

일종으로 여긴다.
42

  공시언어학의 이동/이동방식동사의 이분적인 분류에서는 

이동방식 동사의 장소이동속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공시와 

통시의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취하여 "이동방식동사"를 "이동동사" 중에서 

"이동방식(manière)속성"이 추가된 이동동사의 하위부류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동동사"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통하여 정의한다.   

< 이동동사의 정의 > 

1. 모든 이동동사는 장소이동(déplacement)속성을 갖는다.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방식동사로 제시된 nager와 같은 동사들도 

jusqu’au rivage와 같은 목적지도달(aboutissement)속성을 가진 

전치사구와 결합하면 장소이동을 표현할 수 있다.   

2. 이동동사에는 이동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  

courir, marcher, glisser, rouler 등은 이동방식속성이 포함된 

이동동사이다. 따라서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방식동사를 

[+manière]속성이 포함된 이동동사의 하위부류로 제안한다. 

3. 이동동사는 상(aspect)을 포함할 수 있다. 43    

종결상(télique)을 포함한 이동동사는 arriver, aboutir, traverser 

등이 있고, 기동상(inchoatif)을 포함한 동사는 partir, sortir 등이 

 
42

 Laur(1993)이 제시한 ‘준거장소변화(changement de lieu de référence), Aurnague(2012)이 

제시한 ‘장소이동이 있음’으로 분류된 동사의 속성과 같다.  
43

 Boons(1987)의 처음(initial), 끝(final)으로 분류된 동사의 속성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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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  이동동사는 s’asseoir, se pencher 등의 장소이동이 없는 자세변화 

동사(verbe de changement de posture)와 구분된다.
 44

 

 

본 연구가 정의한 이동동사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는다.  

첫째, 선행 공시언어학의 이동동사와 이동방식동사로 이분된 연구에서 다룰 

수 없었던 이동방식동사의 장소이동속성을 용어로 명시한다. 둘째, 기존의 

분류에서 이동방식동사와 결합한 공간전치사의 방향이나 장소이동속성과 

이동동사와의 결합관계에 대해 논의하기에 용이하다. 셋째, 장소이동이나 

방향속성이 부재한 자세변화동사와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들과 결합하는 

공간전치사들의 장소로의 방향이나 장소이동성이 배제된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44

 Aurnague(2008:1906)는 또한 이동방식동사와 ‘s’asseoir, s’agenouiller, s’étirer, se lever’

등의 ‘자세변화동사(verbe de changement de posture)’를 구별했는데, ‘à travers + 장소명사’

가 쓰인 전치사구와의 공기유무에 따른다. à travers le jardin은 i.의 courir, ramper와 공기

하지만 ii.의 s’asseoir, s’entendre와는 공기하지 않는다.  

i. Max a couru/rampé à travers le jardin. 

ii. ??Max s’est assis/étendu à travers le jardin. 

   본 연구는 장소이동속성이 부재하다고 판단하여 자세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를 이동동사의 

일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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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로의 정의와 속성 및 실현 양상 

2. 1. 경로의 정의와 속성  

이 절은 영미권 유형론에서 제시된 ‘경로(path)’
45

의 정의와 속성을 검토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가가 제시하는 경로의 정의와 속성을 

기술한다. 경로의 정의는 Talmy(1985, 2000)의 견해에 따라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던 광의의 경로에서 Jackendoff(1983, 1992), Pantcheva(2008, 2011)의 

논의에 의거한 협의의 경로로 축소되었다. 협의의 경로란 특정 장소로 

향한다는 방향속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현재 언어유형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다.  

 

2. 1. 1. Talmy(1985, 2000)의 경로  

 

Talmy(1985, 2000)는 배경(ground)과 대상체(figure)가 맺고 있는 공간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대상체, 배경, 이동과 경로라는 요소를 통하여 

‘이동사건(motion event)’을 구성했다. Talmy(1985:61, 2000:25)에서 ‘경로’란 

대상체가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것과 배경과 관련하여 자리하는 ‘위치’까지 

포함한 광의의 경로를 말한다.46  

그리하여 ‘The pencil lay on the table’에서 대상체인 pencil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site occupied)를 나타내는 전치사 on도 경로로 제안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대상체인 pencil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site occupied)까지 

경로로 본다(Talmy, 2000:26). 

 
45

  ‘trajet’는 Aurnague(2008), Stosic(2009)을 비롯한 대부분의 프랑스어권 논문들에서 사용하

고 대부분의 영미권 논문에서 ‘path’를 사용하는데, 의미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 본 연구는 

영어권 원문을 인용할 때 ‘path’를 사용하지만 프랑스어권 논문을 인용하거나 본 연구의 논

의와 관련하여 ‘trajet’를 사용한다.  
46

 “The ‘Path’ is the course followed or site occupied by the Figure object with respect to 

the Ground object(Talmy, 19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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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현재의 자동사가 쓰인 이동표현에 관한 논의에서 경로란 위의 

Talmy(1985, 2000)가 제시한 경로 중에서 대상체가 특정 장소에서 출발하여 

중간지점을 거쳐서 목적지로 향하거나 이동하는 것, 즉 협의의 경로만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상체가 출발지, 목적지, 혹은 노선으로 

향한다는 방향속성이 장소이동의 전제가 되기에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자 필수 요건으로 파악한다.  

 

2. 1. 2.  Jackendoff(1983, 1992)의 경로 

 

Jackendoff(1992:45)는 경로를 나타내는 문장의 개념구조(conceptual 

structure)를 ‘장소(place)’와 ‘경로’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개념구조’는 

대상체가 특정한 장소로 움직이는 ‘사건’과 대상체가 특정 장소에 위치하는 

‘상태’로 나뉜다.  

개념구조에서 동사 run은 ‘가다(go)’와 같은 이동사건을 표현하면서 

2가지 논항을 요구한다. 하나는 주어인 ‘대상체’이며, 다른 하나는 전치사구로 

실현되는데, 후자는 특정 장소로의 이동 궤도를 명시하는 ‘경로’를 나타낸다 

(Jackendoff, 1992:45). 전치사구 into the room의 개념구조는 다시 이동의 

경로를 표현하는 to와 장소를 나타내는 in, 그리고 목적지를 나타내는 명사인 

room으로 나뉜다. Jackendoff(1992)의 ‘경로’에 대한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로’란 이동사건을 표상하는 요소로 대상체가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궤적이며 대상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장소’와 대비된다.  

경로의 유형에 대하여 Jackendoff(1983:165)는 ‘경계가 정해진(bounded) 

경로’, ‘방향(direction)’, ‘노선(route)’으로 구분했다. ‘경계가 정해진 경로’란 

대상체가 출발지에서 나오거나 목적지로 도달한 것을 표현하여 장소가 이동한 

경로이다.
47

  이 부분에서 장소가 이동한 것의 의미는 특정한 지점 A에서 다른 

 
47

  위의 ‘bounded path’는 목적지나 출발지 정보가 있으며 ‘direction’은 단순히 방향을 나타



 40 

지점인 B로 바뀐 것을 뜻한다. ‘방향’은 출발지로부터 방향이나 목적지로 

향하는 것만을 나타내는 경로이고, ‘경계가 정해진 경로’에 비하여 대상체의 

위치가 어디인지 불분명하다. ‘노선’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이 장소들 

사이로 표현된 노선 내의 어떤 지점과 관련되어 있어서, 장소가 이동된 

경계가 정해진 경로나 방향과 구별된다.  

< Jackendoff(1983:165)의 경로 유형 > 

 

1. 경계가 정해진(bounded) 경로 : 출발지(source)나 목적지(goal)로의 

접촉이 있어서 장소가 이동함 

2. 방향(direction) : 출발지점의 방향, 목적지로의 향함 

3. 노선(route) : 중간노선상의 특정 지점에 관련되며, 방향속성만 제시됨. 

 

Jackendoff(1983, 1992)는 방향과 장소이동으로 경로의 속성을 세분화하고, 

출발지, 노선, 목적지 장소에 따라 대상체의 이동을 유형화한다는 장점을 

지니나 ‘경계가 정해진 경로’는 접촉에 의해 장소이동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영어의 공간전치사 to와 up to를 구분하지 않았다(Jackendoff, 1983:165). 

‘노선’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분류한 by, along, through의 경우에도(ibid., 166) 

위의 정의에 따라 ‘방향’속성만을 함의하여 ‘노선’을 통과하여 장소이동이 

이루어진 것과 ‘노선’으로의 방향속성만을 언급했다.  

 

 

낸다. i.,ii.는 Jackendoff(1983:165)에서 제시된 예문이다. 

i. John ran to the house (bounded path, goal)/ John ran from the house (bounded 

path, source) 

ii. John ran toward the house (direction, goal)/ John ran away from the house 

(directi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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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3. Pantcheva(2011)의 경로 

 

Pantcheva(2011)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용어들로 경로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이동궤적(mouvement trajectory)이라는 표현으로 경로에 대해 

언급했다(ibid.,12). 저자는 출발지, 노선, 목적지를 나타내는 장소와 전이 

(transition), 지향(orientation)
48

 , 한정(delimitation)으로 구분된 속성을 

조합하여 경로를 8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49

  아래는 Pantcheva(2011)의 

경로속성에 관련된 기술을 요약한 것이다(ibid.,14-29). 

 

< 경로의 분류를 위한 3가지 경로속성(Pantcheva, 2011:14-29) > 

1. 지향(orientiation)속성 : 지향은 이동방향의 유무를 구분하여 출발지 

(source)에서 나오거나 또는 목적지(goal)로 향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방향은 경로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속성을 나타낼 때 쓰인다.  

2. 전이(transition)속성 :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유무를 

말한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것을 전이(transition)라고 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은 것을 비전이(non-transition)라고 한다.  

3. 한정(delimitation)속성 : 한정은 목적지나 출발지를 강조하여 경계점을 

명시하는 경로와 경계점을 명시하지 않는 경로로 나뉜다. 따라서 명확한 

목적지에 대한 표지가 있는 경로는 끝 지점을 상정한다.  

경로는 먼저 ‘전이’와 ‘비전이’로 나뉜다. 주어인 이동체가 한 장소에서 

 
48

  경로에 관한 연구에서는 ‘orientation’과 ‘direction’을 구분하여 번역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방향’이라는 용어로서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direction’과 구별하기 위해 ‘orientation’

를 ‘지향’으로 번역한다.   
49

  Pantcheva(2008, 2011)의 경로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권에서는 번역된 바 없다. 이는 본 연

구자의 번역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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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전제되면 전이되었다고 보며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비전이로 분류한다. 

전이는 ‘지향’과 ‘비지향(non-orientation)’으로 나뉜다. 지향은 이동체가 

목적지나 출발지로 향하는 경우에 쓰인다. ‘비지향’은 목적지나 출발지로 

방향이 나타나 있지 않다. 지향속성은 출발지나 목적지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표현들은 ‘한정’과 ‘비-한정’으로 나뉜다.  

‘한정’이란 단순히 목적지나 출발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표지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비 

한정은 장소이동의 경계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Pantcheva(2011)는 

위의 세 가지 속성을 조합하여 경로를 아래의 8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제시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의 (a)~(h)는 예문 (25a)~(25h)와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가 추가한 것이다.  

[표 5] Pantcheva(2011:30)의 경로(path) 분류
50

 

transition non-transition 

oriented 
non-

oriented 

route 

goal-oriented 
source-

oriented 
route 

goal source 

non-

delimited 
delimited 

non-

delimited 
delimited 

cofinal terminative coinitial egressive transitive approximative recessive prolative 

(a) (b) (c) (d) (e) (f) (g) (h) 

 

(25)  a.  Transitional oriented path, goal, non-delimited, cofinal  

: The frog jumped into the lake. 

Pantcheva(2011:13) 

 
50

  본 연구는 경로전치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antcheva(2011:30)의 표를 간략화하고 각 경

로 부류에 해당하는 영어의 예를 (a)~(h)로 제시했다.     



 43 

b.  Transitional oriented path, goal, delimited, terminative  

  : The boy ran up to the house.   

Pantcheva(2011:22) 

 c.  Transitional oriented path, source, non-delimited, coinitial 

  : The frog jumped out of the lake.  

                                        Pantcheva(2011:14) 

  d.  Transitional oriented path, source, delimited, egressive
51

 

    : Volgograd-š
j
an

j
 El

j
ba vá-ëdz (Komi-Permyak) 

From Volgograd to Elba river. 

Pantcheva(2011:25) 

e.  Transitional non-oriented path, route, transitive 

: The boy ran past the tree. 

Pantcheva(2011:15) 

f.  Non-transitional oriented path, goal, approximative 

: John ran towards the house. 

Pantcheva(2011:16), Jackendoff(1983:165) 

g .  Non-transitional oriented path, source, recessive 

: John ran away from the house. 

Pantcheva(2011:17), Jackendoff(1983:165) 

 
51

  Pantcheva(2011:26)는 나머지 예들이 영어에서 존재하는데 반해서 (25d)의 예에 대해서 영

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우랄어족에 속하는 코미페르먀크어(Komi-Permyak)의 

예를 들었다. 이 뜻은 ‘Volgograd에서(출발해서) Elva강까지’라는 의미이다. 출발지(source)

에 대한 한정(delimited)의미로 šjanj
가 표기되어 있고, ‘egressive(이탈)’는 음성학에서의 ‘날

숨egressive sound’ 맥락과 같은 의미로 출발지에서 나오는 형상을 표현한다. from~to는 장

소명사의 경계점을 강조하는 의미가 없는 전치사로 (25d)에 속할 수 없으며 명사가 굴절어미

로 부착되어 코미페르먀크어와는 구분된다.  

 출발지와 목적지의 장소명사에 부착, 접사로서 이들을 표지하는 (25d)의 예는 프랑스어에서

는 존재하지 않으나 현대프랑스어에서 ‘~에서 ~로(까지)’를 의미하는 dès/de…(jusqu’)à가 

의미적인 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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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Non-transitional non-oriented path, route, prolative 

: The children walked along the river.   

Pantcheva(2011:19) 

Jackendoff(1983)가 제안한 경로 유형에 의거하여 past와 along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Pantcheva(2011)는 전이속성을 

설정하였다. past는 노선을 통과하여 대상체의 장소가 이동한 것으로 

‘prolative’로 나타내고, along은 노선의 방향만을 표현하여 ‘perlative’라고 

한다.
52

  장소가 이동한 past는 (25e)에서 전이속성이 있는 예로서 제시된 

반면에 (25h)의 along은 전이속성이 없으므로 대상체가 노선으로 향하는 

것만을 나타낸다.  

저자는 특정한 어휘가 쓰여 출발지에서 나오는 것과 목적지로 이동한 

장소의 경계점을 강조하는 속성을 갖는 경로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정’속성을 덧붙였다. 이 속성을 추가한 것은 Kracht(2002)에서 ‘cofinal’로 

구분된 목적지로의 도달을 나타내는 영어의 공간전치사 into와 목적지 도달의 

한계점이 상정된 up to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Kracht(2002:159,161)는 

‘coinitial’, ‘cofinal’을 제시하였는데, 전자는 대상체가 이동시간 동안에 

출발지에서 나오는 것을 나타내며 out of the house와 같은 예가 있다. 

후자는 대상체가 이동시간 동안에 목적지의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하고, 

into the house를 예로 들 수 있다.
53

  

 
52

  한국어로는 통격(perlative)과 방편격(prolative)이라 한다. ‘prolative’는 ‘~을 통하여(by 

way of, via)’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핀란드어에서는 명사나 대명사의 문법격으로 나타난

다. 이는 Mel’čuk(1994)의 경로 구분인 ‘approximative(toward)’, terminative(up to), 

prolative(along), recessive(away from)에서(Pantcheva(2011:33)를 재인용)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53

  Kracht(2002:159)는 위상모델(topology)의 관점에서 전치사들을 공간부류로 나누어 제시하

는데, ‘coinital’과 ‘cofinal’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으며, 한국어 번역 명칭은 아직 논의되

지 않았다. 

i. coinitial: The Figure moves from the configuration during the event time. 

ii. cofinal: The Figure moves into the configuration during the even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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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속성은 출발지를 나타내는 경로에도 반영되어 출발지에서 이동한 

경계점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어휘가 (25d)에서 -šjanj
와 같이 굴절접사로 

실현된다. 그러나 (25c)의 out of the lake에서는 한정을 나타내는 명확한 

어휘의 형태는 없고 단순하게 장소가 이동했다는 전이속성만을 가지고 

‘출발지로부터’라는 대상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25d)와 구분된다. 

 

2. 2.  경로의 정의와 속성, 분류의 기준 

 

경로란 출발지와 중간지점인 노선, 목적지로 대상체의 장소가 이동하거나 

출발지, 노선, 목적지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향속성은 전이속성의 

전제로 파악하여 본 연구는 방향속성이 경로를 대표한다고 간주한다. 

장소이동이란 출발지에서의 이탈(détachement)과 목적지로의 도달(about 

-issement), 노선의 통과(passage)로 나뉘고, 방향 중에서 노선의 방향을 

제외하고 특별히 출발지와 목적지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지향이라 한다.  

목적지로의 도달, 출발지에서 나오거나 노선을 통과하는 것을 비롯한 

장소의 이동은 전이로 나타낸다. 전이된 경로를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종결성(telic)
 54

 테스트
55

라고 알려진 종결시간부사구와의 공기 여부이다.  

 
54

  종결(프:télique,영:telic,이하 원문 영어)이란 Smith(1991:30)의 상황 유형을 구분하는 것에

서 유래한다. 즉, 상황 유형은 상태성(static), 과정성(durative), 종결성(telic)이라는 세 자질

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이 자질의 유무에 따라 상(aspect)을 상태(state), 활동(activity), 

완수(accomplishment), 순간(semelfctive), 성취(achievement)로 구분한다. 단어에 내재된 

어휘상을 5가지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세 자질 중 하나가 종결성이다. 다수의 한국어 논문

에서 ‘télique/telic’은 종결성 혹은 종결(속성)로 번역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종결

성을 사용한다.    

55  종결테스트에 대해서 Stringer(2002:156)은 2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위의 종결까지의 시간

을 표현하는 부사와의 공기테스트이고 두 번째는 부정테스트이다. 명제를 부정하였을 때 종

결 경로전치사가 있는 문장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미종결 경로전치사가 있는 문장은 참으로 

유지된다. i, ii는 그가 제시한 영어의 예이다. 

i.  if she doesn’t reach the other side, She swam across the river is false 

ii.  even if she doesn’t reach the shore She swam towards the shore remains true. 

i.에서 그녀가 강의 다른 쪽에 도착하지 못하였다면 그녀가 강을 헤엄쳐 건넜다는 것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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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Pantcheva(2011)에서 제시한 ‘한정’ 또한 기본속성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이는 현대프랑스어에서 목적지를 명시하는 전치사 

jusque가 존재하기 때문이다.56  

그러므로 본 연구는 Pantcheva(2011)가 제시한 경로의 속성인 전이, 지향, 

한정속성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통사적으로 전치사와 이동동사의 지배위계에 

따라서 경로전치사를 구분했던 Pantcheva(2011)와는 달리 경로전치사를 

전치사의 의미속성과, 한정속성을 가진 언어요소의 존재 유무에 따라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로의 정의, 속성과 분류의 기준을 제시한다.  

< 경로(trajet)의 정의와 속성, 분류의 기준 > 

  1. 경로의 정의 : 경로란 대상체가 다른 장소로 향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나는 궤적을 말한다. 즉, 출발지, 목적지로의 지향 

(orientation), 노선으로의 방향(direction)을 나타내며 장소이동 

(déplacement)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다. 따라서 ‘across the river’는 종결성을 지닌 경로전치사이다. ii.에서 그녀가 강의 다른 

쪽에 도착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쪽으로 헤엄쳐 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towards the 

shore’는 미종결의 속성을 지니며 방향만을 나타낸다. 

이를 프랑스어에 적용해보자. 예문 iii,iv.에서 보듯이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프랑스

어 전치사 à travers와 vers는 각각 종결과 미종결 경로전치사에 속한다. 따라서 위의 [표 5]

에서 전자는 (e)에 속하고 후자는 (f)에 속한다. 

iii.  si elle n'atteint pas l'autre côté, elle a nagé à travers la rivière est fausse 

iv.  même si elle n'atteint pas le rivage, elle a nagé vers le rivage reste vraie. 
56

 Pantcheva(2011)에서 jusque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courir à’에서 전치사 à가 목적지

(goal)와 위치(location)라는 중의성(ambiguity)을 가지며 전치사 de는 출발지(source)를 의

미한다(Pantcheva, 2011:236)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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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로의 속성  :  

1) 다른 장소로의 방향이나 이동을 표현한다. 따라서 장소이동이 

이루어진 전이와 단순히 장소로 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향은 꼭 

필요한 속성이다.   

2) 경로속성 중에서 방향(direction)속성을 경로의 대표속성으로 

규정한다. 지향은 특별히 출발지와 목적지 방향만을 나타낸다.  

3) 현대프랑스어에서 목적지를 명시하는 전치사 jusque가 존재하기 

때문에 Pantcheva(2011)에서 한정(délimitation)속성을 받아들여 

사용한다.  

3. 경로 분류의 기준 : 각 분류에 따라 경로전치사를 구분하는 것은 

통사상의 지배관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전치사의 의미속성과, 

한정속성을 가진 언어요소 존재 유무에 따른 구분에 해당한다.   

 

전이속성을 갖는 프랑스어 전치사의 예를 제시하기 위해서 (25)의 영어 

전치사가 쓰인 예문과 비교해보자. (25a)에 속하는 전치사들은 3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으로 목적지도달을 나타내는 à, en, dans이 있다. 반면 

비전이 경로전치사들은 (25f), (25g), (25h)에 해당하는데 각각 vers, hors de, 

au long de와 같은 예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는 à, en, dans은 Pantcheva(2011)의 

경로전치사 분류에서 부류 (a)인 cofinal, 즉 목적지로의 전이가 이루어진 

비한정경로에 해당한다. 또한 Jackendoff(1983)가 주장했던 목적지로의 

장소이동을 나타내는 경계가 정해진 경로에 해당한다. 일례로 주어인 

대상체가 이동하여 전이가 이루어진 결과는 공간전치사 à로 표현될 수 있고, 

à는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à가 이동표현에서 보이는 목적지로의 도달이나 



 48 

지향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Beck & Snyder(2001a:118), Beck & Snyder 

(2001b:4), Son(2009:219)은 현대프랑스어 à가 이동동사와 함께 쓰여 

목적지에 도달함을 표현하지 못하며 종결성이 없다고 하였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프랑스어 aller à는 종결시간부사구와 상응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26a)에서 aller à는 종결시간부사구 en dix 

minutes과 상응이 가능하지만 (26b)에서는 지속시간부사구 pendant dix 

minutes과 어울리지 않는 대조를 보여준다. 

(26)    a.  Il est allé au magasin à pied en dix minutes. 

 b.  Il est allé au magasin à pied *pendant dix minutes. 

위의 테스트를 통해 프랑스어 공간전치사 à가 이동동사와 쓰여 종결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한다. (26)에 의하여 본 연구는 상기 연구자들의 논의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한정속성은 앞서 제시한 대로 전치사가 장소이동으로 나타나는 출발지나 

목적지를 강조하고 명확하게 나타낸다. 그런데 본 연구는 전치사 jusque가 

한정속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종결시간부사구와 함께 사용되는 점을 들어 

한정속성을 구분하기 위한 의미 기준이 아닌 어휘의 형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적지한정속성이 포함된 전이된 경로에 해당하는 예로는 영어에서 (run) 

up to가 있다. 아래의 (27a)의 (run) to는 목적지한정속성이 없는 전이된 

경로에 해당하며, (27a), (27b)에서 보듯이 지속시간부사구와 상응이 불가능 

하고 종결시간부사구와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7)  a.  The boy ran to the house in ten minutes / *for ten minutes. 

 b.  The boy ran up to the house in ten minutes / *for ten            

minutes.                               Pantcheva(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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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cheva(2011:26)에서 한정속성을 추가한 것은 (27b)의 up to와 같은 

장소이동의 경계를 강조하여 표현하는 현상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Pantcheva(2011)도 이 개념은 정의하기 힘들 뿐 

아니라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Pantcheva, 2011:23-24).
57

  또한 

위 영어의 예에서와 같이 한정된 up to와 비한정된 to는 종결시간부사구와의 

공기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Pantcheva(2011:24)는 영어의 전치사 to가 up to와 같은 

종결성을 지녔는지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boy 

ran to the house’에서 수량부사(adverbial quantifier)인 almost를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 위치시켰을 때 결과적인 해석(resultative reading)과 반사실적 

해석(counterfactual reading)이 동시에 가능하면 종결성이 있는 경로로 

보았다. 종결성이 없는 경로란 반사실적 해석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구문이다.  

Rapp & Von Stechow(1999:188-189), Winter(2006:335)와 Pantcheva 

(2011:24)의 주장에 따르면 (28a), (28b)의 네덜란드어 bijna naar(ran to)와 

bijna tot(ran until)는 동시에 2가지 해석이 가능해야 종결성을 가진 경로 

전치사로 쓰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28a)에서 bijna naar(ran to)는 

반사실적 해석만 가능하고, (28b)의 bijna tot(ran until)는 결과적인 해석만 

가능하다고 하였기에 (28)에서는 종결성이 있으며 목적지로의 경계점을 

표현하는 한정속성을 가진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28)   a.  Dan rende bijna naar het meer. 

 
57

  한정속성을 저자가 사용한 것은 여러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목적지나 출발지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페르시어어 공간전치사에서 목적지 한정속성이 없는 be와 한정속

성을 가진 ta는 각각 영어의 to와 up to에 해당한다(Pantcheva, 2008:307).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특정 어휘 형태가 목적지나 출발지를 표지하는 현상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

대프랑스어 des, josque와 이들이 현대프랑스어로 계승된 형태인 dès, jusque에서도 중요하

게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종결성테스트에서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를 설명할 

분류 기준이 필요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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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almost ran to the lake’ (counterfactual) 

          b.  Dan rende bijna tot het meer.  

‘Dan almost ran until the lake’ (resultative reading)    

Pantcheva(2011:24)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된 장소로의 경계점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한정속성을 갖는 경로전치사가 존재하는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대프랑스어에서 ‘arriver 58  à + 장소명사’로 

제시된 이동표현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정속성이 포함된 경로전치사 

jusqu’à가 쓰인 (30)에서는 한 가지 해석만이 가능하다. (29a)의 arriver à에 

대해 결과적인 해석은 (29b)로, 반사실적 해석은 (29c)에 나타난다.  

(29)   a.  Il est presque arrivé à Rome. 

        b.  Il serait à Rome dans quelques moments.   

(resultative reading).  

    c.  Il n’aurait pas atteint à Rome. (counterfactual) 

 영어에서 목적지로의 경계점 도달을 강조하여 표현한 경로전치사 up to의 

프랑스어 전치사구는 jusqu’à에 해당되는데 presque를 예문 (30a)의 동사 

arriver와 사용하면 (30b)에서 보듯이 결과적인 해석만 가능해진다.  

(30)   a.  Il est presque arrivé jusqu’à Rome. 

        b.  Il serait à Rome dans quelques moments. (resultative  

reading) 

 
58

  Rossi(1999:265)에서 arriver와 venir는 공통적으로 상분류에서 종결성을 지녀 ‘final’에 해

당되며, 준거장소변화(changement de lieu de référence)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arriver는 

지속성(duratif)이 없기 때문에 성취(achèvement)로 분류되나 venir는 지속성이 있는 완수 

(accomplissement) 혹은 종결지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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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스트에 따르면 ‘경로동사(path verb)’로
59

  알려진 venir는 종결성이 

없다. Rapp & Von Stechow(1999)와 Pantcheva(2011)의 논의대로 종결성이 

있는 경로전치사 up to에 해당하는 jusqu’à를 venir와 함께 사용하면 

결과적인 해석과 정반대의 해석이 모두 가능해야 하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해석은 약화되거나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31a)는 그 예이고 (31b)는 

(31a)에 대한 결과적인 해석이다.  

(31)   a.  Il est presque venu jusqu’à Rome.
60

 

        b.  Il ne serait pas venu à Rome. (resultative reading) 

따라서 Rapp & Von Stechow(1999)의 ‘거의(almost/presque)’를 사용한 

종결성테스트는 현대프랑스어에서 목적지로의 도달을 나타내는 동사 venir와 

전치사 jusqu’à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보다 결과적인 해석이 지배적이므로 이 

테스트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Pantcheva(2011), Winter(2006), Rapp & Von Stechow(1999)의 almost를 

활용한 종결성테스트는 한정속성이 없는 전이된 경로를 나타내는 예 (29)에  

적용된다. 그러나 수량부사 almost를 활용한 테스트는 목적지로 도달한다는 

전이속성을 바탕으로 하고, 장소이동의 경계점을 강조하는 한정속성을 동시에 

갖춘 (30a), (31a)의 jusqu’à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반면 Aurnague(2011), Cummins(1996)의 연구들에서 jusqu’à는 목적지 

 
59

 Talmy(1985, 2000)에 의하면 동사 안에 방향성이나 목적지 속성이 함께 들어 있는 동사들을 

말한다. 프랑스어에서는 entrer/sortir, arriver/venir, descendre/monter와 같은 동사들이 

그 예가 된다. 
60

  (30a)와 (31a)의 차이는 arriver/venir의 직시중심(deictic center)의 변환(shift)에 있다. 

Fillmore(1975:68)에 의하면 come은 직시오리고(origo)인 ‘here, I, now 지점인 화자에서 청

자쪽으로 직시중심이 옮겨간 것이고 반면에 go는 직시 중립적인 동사라고 하였다. 이를 

arriver에 적용하면 직시중심이 변환되지 않아서 화자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다. aller/venir

의 또 다른 차이점은 Chevalier(1976:264)에서도 언급되었다. aller는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열린 구간으로 상정되나 venir는 왼쪽은 열린 구간으로, 오른쪽은 닫힌 구간이 되어 직시 주

관성(subjectivité)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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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도달을 표현하며 종결성을 갖는 전치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61

  이 

테스트를 통하여 목적지에 도달한 경계점을 강조하여 표지하는 경로전치사의 

한정속성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이동한 장소의 

경계점에 도달한다는 한정속성을 판별하는 기준은 의미가 아닌 어휘 형태의 

유무로 구별한다.  

 

2. 3. 경로의 실현 양상 : 이동표현의 위성형/동사형 구분  

2. 3. 1. 위성형/동사형으로의 구분  

 

이 절에서는 현대프랑스어를 비롯한 로망스어의 이동표현에서 위성형과 

동사형으로 제시된 예문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점을 파악하여 현대프랑스 

어 이동표현이 위성형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62   

앞서 간략하게 소개한 이동표현을 상술해 보자. Talmy(1985, 2000)의 

견해에 따르면 자동사가 쓰인 이동구문은 ‘자동결과구문(construction 

résultative intransitive)’으로 분류하며,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동관련 

표현에서 이동을 표상하는 방식에 따라 언어를 ‘위성형(satellite framed)’ 과 

‘동사형(verb framed)’으로 제안했다.  Talmy(1985, 2000)는 이러한 두 타입 

언어들 중 대표적인 위성형언어는 영어이고, 동사형언어의 대표는 스페인 

어라고 주장하였다. 위성형과 동사형의 구분은 대상체의 이동사건이 명시되는 

‘경로’가 어떤 언어요소로 실현되는지에 따른다. 즉, 동사에 경로가 포함되어 

실현되면 동사형으로 구분하고 접두사 혹은 소사가 나타나면 위성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63  

 
61

  Aurnague(2011), Cummins(1996) 외에도 ‘jusqu’à’의 종결성에 대해서 Rossi(1999:267)는 

“Je me contenterai de souligner que jusqu'à insiste sur le parcours tout en indiquant 

une limite(finale) et a donné la valeur d'accomplissement.”라고 하였다.  
62

  Talmy(1985, 2000)에 따르면 ‘위성형’이란 경로가 이동동사의 장소논항으로 제시된 부사나 

전치사구와 소사(particle)나 접두사(préfix)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63

  Talmy(1985:75,114)에서 프랑스어를 비롯한 로망스어들은 동사 안에 이동(motion)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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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32)에서 이동방식은 동사 ran, walked, 

crawled가, 경로는 전치사 to를 통해 실현된다.  

(32)   Mary ran/walked/crawled to the store.   

Son(2009:213)         

   Son(2007:219)은 Talmy(2000)의 논의를 이어받아 로망스어 계열의 스페

인어와 프랑스어, 셈어(semitic) 계열의 아랍어,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 등을 

동사형언어로 간주했다. 다음 (33)은 Son(2007:219), Son(2009:213)이 동사형

으로 제시한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예이다.  

(33a)에서 스페인어의 이동방식동사 correr, andar, gatear가 쓰였고, 

(33b)에서는 한국어의 이동방식동사 뛰다, 걷다, 기다가 쓰였다. 그런데 

(33a)에서는 (32)의 영어에서 제시된 경우와 같이 전치사 a와 명사구 la 

tienda를 통해 경로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3)   a.  Juan    ??corrio/*anduvo/*gateo a la    tienda. 

     Juan:NOM. ran/walk/crawl:3PS.PS. to:PREP. the:DET. store:NOM. 

     ‘John ran/walked/crawled to the store.’  

b.  *Mary-ka      kakey-ey ttwi/kel/ki-ess-ta. 

Mary:NOM-SUJ.SFF. store-LOC. run/walk/crawl-PAST.SFF. 

‘Mary ran/walked/crawled to the store. 

              Son(2007:219), Son(2009:213) 

프랑스어를 비롯한 로망스어가 동사형언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논의로는 

Slobin(2000, 2005)을 들 수 있다. Slobin(2000, 2005)은 Talmy(1985, 2000)의 

분류를 받아들여 (34)에서 보듯이 영어와 독일어의 예를 제시하였다. 

 

(path) 정보가 나타나고 방법(manner)과 배경(ground)은 표현의 유무가 자유롭다. 로망스어

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도-유럽어는 동사 안에 이동(motion)과 방법(manner), 원인자(cause)

가 포함되며 경로(path) 정보는 동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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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영어와 독일어 동사 run과 rennen은 이동과 이동방식을 함께 

표상하고, 전치사 into와 binnen은 대상체가 이동한 경로를, 함께 나타난 

장소명사 room과 kamer가 목적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다음 예를 통해서 

제시한다.  

(34)   a.  John       ran                   into       the room.     

             FIGURE    MOTION+MANNER    PATH      GOAL  

          b.  Jan       rennte                 de kamer  binnen.       

               Jan:NOM.      run:3PS.PASSACOM.  the:DET. room:NOM. into:PREP. 

             FIGURE   MOTION+MANNER     GOAL      PATH    

Slobin(2005:308) 

(34)에 상응하는 Slobin(2005:308-309)의 프랑스어의 예 (35)는 위성형과 

동사형이 이동사건을 표상하는 형식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35)에서 현대 

프랑스어와 같은 로망스어 계열의 언어들은 이동의 경로가 동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동의 방식은 제롱디프(gérondif) 형태로 나타난다. 

(35)    Jean     est entré    dans la chambre  en courant 64 

FIGURE    PATH        GOAL          MANNER    

Slobin(2005:309) 

 Tamly(2000:27)는 대부분의 언어는 문어체나 격식표현이 아닌 구어체 

(colloquial style)에서 이동사건을 어휘화하는 방식에 따라 이분화된 동사형과 

위성형의 구분 중에 하나의 방식을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Slobin(1996, 

2005)은 자동사가 쓰인 이동표현이 동사형과 위성형으로 나뉘는 이유를 

인지언어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즉, 대상체가 목적지인 장소명사로 

이동한다는 동일한 현상이 각 언어마다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특정한 

 
64

 이 구문의 예는 Slobin(2000:10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목적지를 ‘dans la chambre’

가 아닌 ‘dans la maison’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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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로 조직화되고 언어라는 틀로 표상되며, 이렇게 표상된 체계는 화자의 

내재화된 언어구조와 의미를 나타내어 화자의 발화가 다시금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Slobin,1996:83,90-91, 2005: 312).  

2. 3. 2. 위성형/동사형과 혼재형으로의 구분 

Berthele(2006, 2013)는 현대프랑스어를 위성형과 동사형이 혼재된 

형태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36a,b)는 경로가 동사에 나타나있는 예이고, 

(36c)는 경로가 동사에 포함되고 이동방식이 제롱디프로 표현된 동사형의 

전형적인 구조이다. 동사형의 특징을 보여주는 (36)과 달리 이동방식동사가 

쓰인 (37)은 위성형 언어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이다(Berthele, 2013:62,63)  

 (36)  a. La grenouille sort du bocal.     Berthele(2006:104, 2013:61) 

         b. Le navire entre dans le port.              Berthele(2013:63) 

         c. Le linguiste sort de la bibliothèque en boitant.  

Berthele(2006:24) 

 (37)  a.  Il saute sur la ruche.                    Berthele(2013:62) 

         b.  Et l’enfant a grimpé sur l’arbre.         Berthele(2013:62) 

         c.  Ils ont sauté hors du lit.                 Berthele(2006:233) 

d.  Je courus dans la chambre de Laurence et la réveillai. 

    Berthele(2006:234) 

다른 언어 화자들과 유사하게 현대프랑스어 화자는 이동표현을 발화할 때 

경로동사를 주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동방식동사에 경로가 상술된 

이동표현들도 함께 사용한다(Berthele, 2013:66). 또한 여러 변인에 따라 

상당한 변이형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사용 양상을 살펴볼 때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을 동사형만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Berthele(2006, 2013)에 동의하여 본 연구는 Talmy(198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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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2009), Slobin(2000, 2005)이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을 동사형으로만 

구분한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더 나아가서 Berthele(2006, 2013)에서 

혼재형으로 제시된 (37)의 예를 통하여 이동의 경로가 전치사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자동사가 쓰인 현대프랑스어 이동구문은 동사형과 위성형이 

혼재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현대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가 위성형언어의 

속성도 드러낸다는 입장을 지닌 Iacobini & Masini(2007), Mateu & 

Rigau(2009) 등의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Iacobini & Masini(2007:158)는 (38)에서 venire(오다), portare(운반하다,

가다), mettere(놓다)와 giù(아래쪽에/으로), via(저쪽으로, 맞은 편으로), sotto 

(아래쪽에)를 사용한 동사와 부사의 구성을 통해 이탈리아어가 위성형의 특징

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오로지 동사형만으로 유형화 될 수 없다고 주

장했다.  

(38)   a.  ir     abajo   ‘to go down’ 

go:INF.  down:PTC.     

b.  enchar  fuera   ‘to throw out’ 

throw:INF.  out:PTC.     

c.  enchar   arriba  ‘to throw up’ 

throw:INF.  up:PTC.     

d.  volver  atrás  ‘to trun back’ 

trun:INF.  back:PTC.     

                      Mateu & Rigau(2009:233) 

(38)에 사용된 소사들은 모두 부사이나 ‘아래(38a)’, ‘바깥쪽(38b), ‘위쪽

(38c)’, ‘뒤쪽(38d)’을 나타내며 ‘가다(ir)’, ‘던지다(enchar)’, ‘돌다(volver)’와 

위성형 이동표현을 완성한다.  

마찬가지로 현대스페인어의 이동구문 중 위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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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음을 보여준 Aske(1989:3)는 이동방식동사와 함께 사용된 전치사구

나 부사가 경로를 나타내는 보어로 사용된 예를 보였다. Aske(1989)는 (39)를 

비롯하여 위성형의 속성을 지닌 자동사가 쓰인 이동표현에서 동사 

correr(run), nadar(swim), rodar(roll), flotar(float)를 제시하였으며, 전치사

로는 hacia (towards), hasta(until), desde(from), por(through) 등을 예로 

들었다.  

(39)   Juan   balió            en    circulos   / de  

    Juan:NOM. dance:PASSACOM. into:PREP. circle:NOM.PL. / from:PREP.  

   un  lado     para    otro /    hacia     la     puerta.  

    one:ADJ. place:NOM  to: PREP.   another:PRO. towords:PREP. the:DET. door:NOM. 

           ‘John danced into circle(=around), from one place to another 

           (=about), towords the door. 

Aske(1989:3) 

(39)에서 이동방식동사로는 balió(danced)가 사용되었으며, 경로를 나타

내는 전치사로 en(into), de(from), para(to), hacia(towards)가 제시되었다. 

이동방식동사와 결합하는 위의 전치사와는 달리 경로동사 subir(go up) 등과 

결합하는 전치사에는 a와 de가 있다(ibid.,5).  

Talmy(1985, 2000)의 견해에 따라 현대의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

어를 비롯한 로망스어 계열은 동사에 이동의 경로가 포함되어 동사형으로 구

분할 수 있지만 위성형의 속성을 가진 이동표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위의 

로망스어권 연구들을 통해서 동사가 아닌 전치사구나 부사구도 이동의 경로를 

나타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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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2장 1절은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의 위치와 방향의미에 대한 해석이라는 

쟁점에서 출발하여 공간전치사들이 이동표현에서 보이는 다의성과 그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이동표현에서 공간전치사는 문장 내의 다른 언어요소와 맺는 관계에 의해서 

위치와 장소이동, 방향이라는 혼재적인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존의 

이분적인 구분은 타당성이 적다고 판단한다. 공간전치사의 이분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방향이나 장소이동속성이 공간전치사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을 경로속성으로 보고 선행연구들에서 위치전치사로 구분된 상기의 

전치사들을 경로전치사로 규정한다.   

본 연구는 경로속성이 발현되는 외적인 조건을 이동동사와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간전치사의 내재된 경로속성은 이동동사와 결합에 의해 

발현된다. 이러한 요건에 따르면 본 연구의 경로전치사 논의는 내재된 경로의 

속성뿐만 아니라 이동방식동사의 장소이동속성에도 관련된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전치사의 경로속성이 공간전치사가 지닌 방향이나 장소이동의 

의미에서 창출된다고 판단하며, 이차적으로 경로전치사의 속성은 이동동사, 

장소명사와의 결합을 통해서 실현된다. 

2장 2절에서는 논의의 바탕이 되는 경로에 대하여 그 속성과 정의를 밝혔다. 

Talmy(1985, 2000), Jackendoff(1983, 1992)를 비롯한 기존 연구들에서 

착안한 Pantcheva(2011)의 경로속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방향속성을 

경로속성의 기본으로 파악하여 장소이동속성인 전이가 실현되는 가능성을 

경로로 정의했다.  

경로와 이동방식이 실현되는 양상에 따라 이동표현을 위성형과 동사형으로 

구분했던 Talmy(1985, 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들은 프랑스어를 

비롯한 로망스어 계열의 언어들을 동사형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에서 경로가 공간전치사라는 방식과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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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장은 현대프랑스어를 혼재형으로도 구분했던 Berthele(2006, 

2013)의 견해와 맞닿아 있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의 존재를 확증하고자 경로속성을 

보이는 공간전치사들의 고대, 중세프랑스어 용법과 문헌자료들의 예를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간전치사들의 내재된 경로속성에 주목하여 이들 전치사의 

어원과 형성방식, 경로속성의 지속과 공간전치사의 교체나 대체를 통한 사용 

형태의 변화를 고찰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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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통시적 관점에서 본 프랑스어 공간전치사들의 경로속성 

1. 위치/방향전치사의 통시언어학적인 구분 

 

  본 연구는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 à, de, dans, en 등이 방향이나 

장소이동속성을 함께 갖는다고 간주하여 통시언어학적인 해석을 통해 이들을 

경로전치사로 규정하고자 한다.   

 현대프랑스어 전치사는 라틴어 전치사에서 유래하였는데, 라틴어 전치사는 

그리스어 전치사로부터 왔다.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과 

위치를 나타내는 상태적 쓰임이 일차적으로 나뉘는데, 고대그리스어 전치사 

εις(eis,es)와 εκ(ek,ex)는 움직임, 즉 방향의미를 가지고 있다.65  

고대그리스어 전치사의 방향과 위치 의미는 장재성(2011:220)에 잘 나타나 

있다. 고대그리스어 방향전치사는 εις와 εκ, ανά(aná), κατά(katá), πρός 

(prós), διά(diá)로66  εν(en)과 같은 다른 위치전치사들과 대비를 이룬다. 위의 

그리스어 방향전치사에 해당하는 고전라틴어의 방향전치사는 ad, ab/ex/de, 

pro, trans로 위치전치사인 in과 대조된다. 부사로 또는 전치사로 기능한다. 

 
65

 Horrocks(1981:235)는 ek에 대해서 “ek is naturally used to describe movement to the 

exterioir of towns and contries, and of groups of people or things considered to form a 

coherent mass.”라고 언급한다. 또한 eis는 Luraghi(2003:11)에 ‘allative preposition’이라

고 명시되어 있다.  
66

  공간전치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대그리스어 전치사는 eis, ek, en이다. 뒤 이어 

이들의 용법을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aná, katá, pró(s), día의 용법을 Luraghi(2003: 

216-219)에 따라 간략히 소개하겠다. aná는 목표점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표현한다. aná와 

katá의 의미는 영어의 ‘upward/downward’와 같이 그 의미가 반대된다. 보통 aná는 대격

과 함께 쓰여 방향성을 표현한다. katá는 소유격과 함께 쓰여서 방향을 나타내는데 부분적으

로 출발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katá와 día가 공간의미로 쓰이지 않을 때의 의미와 비슷해진

다. 이는 ‘~에 관하여’로 번역된다. pró(s)의 경우에 목적지로 향하는 여러 경로를 나타내고 

공간의미로 쓰이지 않을 때는 ‘~을 대신/대표하여’의 의미로 쓰인다. día는 프랑스어로는 ‘à 

travers/ trans-’에 해당하며 소유격과 함께 쓰여 방향성을 나타낸다. 공간의미가 없이 추상

화된 경우에는 ‘~에 관하여’라는 뜻을 가진다.  



 61 

부사어로 쓰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위치와 방향의미를 가진다. [그림 1]은 그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그리스, 라틴 전치사들의 상대적인 위치(장재성, 2011:220)  

 

 전치사의 의미는 위치와 방향에서 시작되어 시간, 방법, 도구 등을 나타내

며 문법화되었다. 전치사들이 가지는 첫 의미는 위치와 방향이다. 전치사와 

결합하는 명사에 특정 격이 붙어서67  위치속성과 방향속성을 나누어 표현한다. 

 
67

  고대그리스어 전치사들은 전치사와 결합하는 격이 한정되어 있었다. i~iii.은 각 결합 격의 수

와 그에 해당하는 고대그리스어 전치사 들이다. 어떤 격과 결합하는지 제시한다(Luraghi, 

2003 :80).  

i. prepositions with one case: antí, apó, ek, pró(genitive), eis(accusative), en, 

sún(dative) 

ii. prepositions with two cases: diá, katá, hupér(genitive, accusative); 

iii. prepositions with three cases: amphí, aná, epí, metá, pará, perí, prós, 

hupó(genitive, accusative, dative) 

또한 고전라틴어 전치사들도 부사어로서 홀로 쓰이거나 격어미와 결합하여 방향, 위치를 

나타낸다. iv.는 대격, v.는 탈격에 결합 가능한 라틴어의 대표적인 방향, 위치전치사이다

(McKeown, 2010:377-378).  

iv. with the accusative : ad, ante, in, ob, per, sub, trans, versus 

v. with the ablative : a/ab, apud, cum, de, e/ex, in, sub,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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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Hyman(2003:3)은 Apollonius가 기술한 고대그리스어의 장소부사

의 쓰임을 (40)에서 3가지(location, goal, source)로 분류하였다.  

(40)   ta topika tōn epirrhēmaton treis ekhei diastaseis, tēn en topōi, 

  tēn eis topon, tēn ek topou.  

          τα τοπικα των επιρρη͑ματον τρεις εκε͑ι διαστασεις, την εν τοπωι,   

tην εις τοπον, tην εκ τοπου.  (Adv. 201.1–2)  

‘The local adverbs exhibit three distinctions: place-in-which,  

place-to-which, place-from-which.   

                      Hyman(2003:3) 

 위의 예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εν τοπωι(en topōi)는 전치사구가 위치의 성

격을 가지며 목적지를 나타내는 εις τοπον(eis topon)과 출발지를 나타내는  

εκ τοπου(ek topou)는 방향을
68

 표현한다. 따라서 전치사에 따라서 특정 격어

미가 붙어서 이 용법을 완성한다. 위의 용법을 차례로 나타내면 ‘위치격

(locative)’, ‘탈격(ablative)’, ‘대격(accusative)’과 같다. Luraghi(2009:283). 

Luraghi(2009)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용법은 원시인도유럽어(Proto-Indo 

European Language)
69

에서 고대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계승되었다.  

 

이들 중에서 in과 sub, super는 대격과 같이 쓰이면 방향(이하 영어 등가어로 제시. to, to 

under, to above)을, 탈격과 쓰이면 위치(in/on, under, above)를 나타낸다.  
68

  이 중에서 목적지를 나타내는 ‘eis topon’은 Talmy(1985, 2000)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목

적지로의 도달을 나타내는 경로이다. Pantcheva(2011)의 분류에 의하면 (a)에 해당하며 영어 

등가어로는 into가 있다. 원래 핀란드어의 향격은 5가지로 나뉘며, 저자가 언급한 영어의 예

(괄호 안)를 첨부한다. Inessive case(in), Elative case(out of), Illative case (into), Adessive 

case(on), Ablative case(from off). 현대 언어학에서 ‘allative’라는 용어는 목적지의 방향성

을 나타낼 때 쓰고 출발지에 대한 방향을 표현할 때는 ‘ablative’라고 한다. 
69

  기원전 4500년부터 2500년까지(후기 신석기 시대에서 이른 청동기 시대까지)인도와 유럽 전

역에서 쓰인 언어로 현재 Spanish, English, Portuguese, Hindustani (Hindi and Urdu), 

Bengali, Russian, Pun-jabi, German, Persian, French, Italian 등의 수많은 언어의 조상이

라고 알려져 있다. 이 언어에 대한 단어 형태 정보는 추정되는 것으로 *를 붙인다. 

Luraghi(2009:294)에 따르면 원시인도유럽어는 8개의 격을 갖고 있었다. 주격, 목적격,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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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전치사 없이도 명사에 격어미만을 붙여서 나타낼 수도 있다. οικοι

(oikoi, ‘at home’)’은 위치를 나타내며 οικαδε(oikade,‘toward home’)은 목

적지를, οικοθεν(oikothen,‘from home’)은 출발지를 나타낸다(Hyman, 2003: 

3). Luraghi(2009:294)는 원시인도유럽어로부터 고대그리스어에 계승된 격체

계와 그 의미역에 관해서 [표 6]으로 나타냈다.  

[표 6] 원시인도유럽어(PIE)에서 고대그리스어 계승된  

공간의미와 격체계, Luraghi(2009:294) 

PIE Homeric Greek 
Classical Attic-

Ionic 
Semantic role 

locative (en)-dative en-dative location 

accusative 
(eis)-

accusative 
eis-accusative direction 

ablative ek-genitive ek-genitive source 

 

원시인도유럽어가 가지고 있던 8개의 격에서 5개의 격만이 고대그리스어로 

계승되었다.
70

  남은 5격은 주격(nominative), 소유격(genitive), 여격(dative), 

목적격(accusative), 호격(vocative)으로 다른 세 격인 탈격, 장소격, 도구격

은 소실되었다(Luraghi,2009:285). 따라서 위의 [표 6]에서 보듯이 위치를 나

타내는 장소격은 고대그리스어에서 전치사 εν71과 여격의 합으로 대신 표시되

 

격, 여격, 도구격, 장소격, 탈격, 호격이 그것이다. 호격을 제외하고 이들은 문법격

(grammatical case)에 해당하는 것과 실체를 지칭하는 격(concrete case)으로 나뉘어 진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이 관심 가지는 것은 대격에 의해서 방향이 표현되었다는 것과 장소를 나

타내는 장소격이 따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70

  Luraghi(2003:3)은 고대그리스어에 5개의 격만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도구격은 없어졌으나 

오직 Mycenean Greek에만 남아있다고 한다.  
71

  위치를 나타내는 en의 추상화되면서 내포물을 담는 용기(container)의 용법도 더해졌다. 따

라서 en은 장소 용법으로는 상태, 위치를 나타내는 것과 시간적으로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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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방향은 εις와 목적격어미의 합으로 나타나고 탈격은 εκ72
라는 전

치사와 소유격어미로 표현되었다. (41a)는 ‘εν + dative’로 위치를 나타내고, 

(41b)는 ‘εις δίφρον(es díphron, εις 73 + accusative)’로 목표점을 나타내어 

방향을, (41c)에서 ‘εκ + genetive’는 출발지를 나타내어 탈격을 보여준다.  

(41)  a.  tòn   Lukóorgos    épephne…  steinōpôi  en hodôi.  

(Il. 7.142-143) 

            τὸν   Λυκόοργος    έπεφνε...  στεινωπο͂ι  εν  ο͑δο͂ι 

            DEM.ACC L.:NOM    kill:AOR.3SG  narrow:DAT.F in path:DAT.F 

            ‘Lykurgos killed him on a narrow path’  

b.  hè         d’   eis    díphron        ébainen (Il.5.364) 

ε͑́          δ’   εις    δίφρον         έβαινεν 

DEM.NOM.F  PTC  to  chariot:ACC.M.SG go:IMF.3SG 

‘(and) she went into the charot” 

          c.  ēè      pesòn           ek    nēòs  

              ηὲ     πεσὸν           εκ    νηὸς  

              PTC   fall:PART.AOR.NOM  out.of ship:GEN.F.SG 

apophthímēn            enì  póntōi (Od. 10.51) 

αποφθίμην               ενὶ  πόντωι 

              perish:OPT.AOR.MID.1SG    in   sea:DAT.M.SG 

‘whether I should falling myself from the ship  

and perish in the sea’               Luraghi(2003:6,11,10) 

 

간의 용법 이후 더 추상화 되었다.  
72

  출발지, 출처의 뜻을 가진 ek는 이후 apó와 의미가 병합되어 ‘~의 것’이라는 소유의 의미를 

갖게 된다. 
73

  eis는 대부분 방향의미를 지니며 추상적인 목적(purpose)인 ‘~위해서’로 또한 쓰이게 된다. 

부분적으로 수혜자(Recipient, Addressee)의 의미도 더해지면서 의미가 세분화 된다(Luraghi, 

20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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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그리스어에서는 [표 7]과 같이 위치, 방향, 출발지를 전치사와 격어미

로 나타낸다. 내부(interior)에 해당하는 전치사와 격은 εν + dative, εις + 

accusative,  εκ + genetive이며, 근접(proximity)은 전치사 παρα가 표지

한다. παρα는 격어미 없이 방향의 근접을 표현한다.  

[표 7]  고대그리스어의 장소표지 방법(Luraghi, 2009:301) 

   위의 예 (41c)에서 ‘ενι πόντωι(en+dative)’는 부분적으로 목적지방향을 

의미한다. 이 용법은 이후 고전라틴어 전치사 in과 대격명사를 사용한 용법으

로 통합하여 계승되었다. 반면에 ‘in+ablative’는 위치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였다. (42)에서 고전라틴어 전치사 in의 두 가지 용법이 나타난다. [표 8]에서 

보듯이 출발지는 고전라틴어 전치사 ab와 탈격으로 표현한다.  

(42)   a.  (ablative) in casa, 'in the cottage ' (location) 

          b.  (accusative) in casam, 'into the cottage'  (direction) 

Wheelock(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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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전라틴어의 일반적인 위치/방향, 출발지표지  

방법(Luraghi, 2009:301)
7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시인도유럽어에 있던 8개의 격 중에서 고대그리스어로 

전승되며 탈격, 장소격, 도구격이 다른 격으로 대체된 것과 마찬가지로 라틴

어의 격도 호격을 제외하고 주격, 소유격, 대격, 여격, 탈격으로 축소지향적인 

변화를 겪었다. 라틴어에는 그리스어에 없는 탈격이 있었기에 이 용법으로 위

치용법을 나타낸 것이고, 방향용법은 대격으로 표현한다.  

   위의 연구들에 의하면 통시적인 관점에서 공간전치사는 일차적으로 방향전

치사와 위치전치사로 나뉜다. 그런데 원시인도유럽어에서 그리스어, 라틴어에 

이르기까지 격이 축소되면서 전치사와 격어미의 합으로 장소에서 위치와 방향

의 미를 나타냈다. 고대그리스어에서는 전치사 εις, εκ가 대격명사와 결합하

여 방향과 출발지를 나타냈고, εν은 대격명사와 결합할 때는 방향을 여격명사

와 결합하면 위치를 표지한다.  

고전라틴어에서는 ad, in이 대격명사와 결합하면 방향을 나타내고 ab, ex, 

de가 탈격명사와 결합하면 출발지를 나타냈다. in, sub, super와 같은 전치사

는 대격명사와 결합하면 방향을 탈격명사와 결합하면 위치를 표지한다.  

현대프랑스어의 동사 aller가 전치사 à, en, dans과 결합하는 현상에 대해

서 Vandeloise(1987, 2017)는 ‘대상체인 주어가 놓이게 될 예견되는 위치’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à, en, dans은 상태동사와 결합하면 위치를 나타내며 이동

동사 aller와 결합하면 방향을 나타낸다.  

 
74

  고전라틴어에서 격어미의 변화만으로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도 존재했는데, 단일 지명

명사일 경우에는 지명만 사용하면 위치를 나타내고, 지명에 목적격어미를 변화시키면 방향용

법을, 출발지는 탈격어미로 나타낸다. 다른 지명 명사일 경우에는 위치와 출발지 정보가 탈격

으로, 방향은 목적격으로 표현된다(Luraghi, 200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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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거슬러 고대그리스어와 고전라틴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차

적으로 전치사가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지만 결합하는 격어미에 따라서 서로 

전혀 다른 용법을 갖는 것은 Vandeloise(1987, 2017)가 설명한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à, en, dans이 위치와 방향용법을 동시에 갖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현

대프랑스어 명사에는 곡용(déclinaison)이 사라졌기 때문에75  격어미로 용법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민중라틴어 이후 음성변화로 인하여
76

  명사에 격표지

가 사라졌기 때문에 특정 구문이 방향, 위치를 의미한다는 것은 격표지가 아

닌 구문의 의미, 동사와 전치사의 사용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대프랑스어로 오기까지 즉, 고전, 민중라틴어로부터 갈로-로망

시기, 고대와 중세프랑스어를 거치며 aller를 비롯한 이동동사와 à, de, en, 

dans으로 대표되는 전치사들은 어떤 변화를 겪으며 현대의 용법이나 속성을 

획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현대프랑스어 이동동

사와 전치사구에 대해서 공시유형론에 적용되지 않는 현상을 통시적인 방법을 

통하여 부차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가 3장의 중점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75

  명사에는 곡용이 사라졌지만 곡용의 흔적은 대명사에 남아 있다. 주어대명사, 직·간접목적 

보어대명사의 형태변화와 그 위치의 고정이 그 증거이다.  
76

  고전라틴어는 제국의 확장과 이민족의 유입으로 인하여 혼재와 쇄락의 길을 걷는다. 고전라

틴어 시기에 라틴어를 제대로 쓰고 발음할 줄 아는 사람은 전체의 1%도 안되었다. 광대한 

제국에서 각 지방어(dialecte)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경우 골 민족의 언어 + 라틴어

+ 게르만어의 혼합으로 형성 되었고 대중 라틴어(Latin Populaire, B.C.1C-A.D.1C) 시기 즉, 

갈로-로망(Gallo-Roman, 2-5C)시기 이전까지 6가지 음성변화가 나타난다. i. 끝자음 ‘-m’의 

소실 ii. 모음이 ‘장단 5음’ 체계에서 개폐에 따라 ‘7음 체계’로 변화 iii. ‘a’를 제외한 모든 끝 

모음들의 묵음화 iv. 모음 ‘e’를 사용한 어두자음군깨기(prosthèse). Machonis(1990:223-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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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전치사 à의 경로속성   

 

이 절에서는 고대그리스어 전치사 εις와 고전라틴어 ad, ab, apud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들의 장소이동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가 어떻게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à로 계승되었는지 고찰한다.  

 

2. 1. 고대그리스어 εις와 고전라틴어 ad의 경로속성  

 

고대그리스어 전치사 εις는 고전라틴어 전치사 ad와 같이 장소이동이나 

방향 의미를 가지는 경로전치사로 해석이 가능하다. εις의 방향의미에 

대해서는 위의 3장 1절에서 논의했다. 대상체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고전어에서는 향격(allative)
77

이라고 하며 이는 탈격인 de와 대비된다. 

(43)은 Homer에서 찾아볼 수 있는 εις의 예이다.  

(43)   pheúgōmen           sùn     nēusì      phílēn          

φεύγωμεν           σὺν      νηυσὶ     φίλην 

 flee:PRES.SUBT.ACT.1PL.with ship:DAT.PL.F dear:ACC.SG.F.  

es patrída      gaîan (Il. 2140) 

ες πατρίδα     γαι̃αν  

to native:ACC.SG.F. land:ACC.SG.F. 

‘let us flee with our ships to our dear native land. 

Georgakopoulos(2014:45) 

 
77

  현대핀란드어에서도 향격이 남아있는데 이 언어의 향격분류는 고전그리스어의 향격/탈격 분

류와 차이를 보여준다. 핀란드어에서는 향격 안에 5가지 종류가 있다. Inessive case(in), 

Elative case(out of), Illative case(into), Adessive case (on), Ablative case(from off)가 그

것이다. 고전그리스어는 향격과 탈격 2가지로 구분되며 향격 안에 현대핀란드어 장소격 

‘illative’과 ‘inessive’를 이야기한다. 고전그리스어의 탈격은 현대 핀란드어의 ‘elative’, 

‘ablative’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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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εις는 여성형 목적격명사 πατρίδα γαι̃αν(patrίda gaîan)을 

동반하여 쓰였으며 대상체가 이르는 목적지를 표시한다. 전치사가 가장 먼저 

가지게 된 용법은 부사에서 출발한 공간용법이고 이후 원시인도유럽어에서 

호격을 제외한 7개였던 격이 축소되고 문법화 과정을 통해 그리스어에서 

수령주(recipient)78 용법이 추가된다(Georgakopoulos, 2014:51-52). 

 아래 (44)에서 εις는 동사 διδώμι(didómi)와 쓰여 받는 대상을 전치사구에 

나타낸다.  

(44)   égrapsa    soi       hó   deî  dothênai     

έγραπσα   σοι       ο̒́    δεῖ   δοθε͂ναι  

write:AOR.1SG DAT.2SG ACC.SG.N must give:AOR.INF.PASS  

eis    hékaston (Petrie Papyri II) 

εις    έκ̒αστον  

to     each.one:ACC.SG 

‘I wrote you what should be given to each one.’   

Mayser(1934:356) 

호머 시대의 고대그리스어(Homeric Greek)
79

는 대중그리스어인 코이네 

그리스어(the Hellenistic-Roman Koine) 80로 변화하는데, 기원전 1~2세기의 

 
78

  Georgakopoulos(2014:47)는 향격(allative), 청자(adressee), 목적(purpose)을 수령주

(recipient:김종명 번역, 2013)와 구분하여 제시한다.  

 i.   ALLATIVE : Mary is going to the airport. 

 ii.  ADDRESSEE : She told the secret to her uncle. 

 iii.  PURPOSE : The lifeguard ran to the rescue of the child. 

 iv.  RECIPIENT : Bill gave the pencil to Anna. 

수령주(recipient)는 물건이나 대상의 소유주를 말하며 수혜자(beneficiary)는 일의 발생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대상이다.  
79

  고대그리스어(Attic방언을 중심으로:기원 전 700년~330년)시기부터 그리스어는 풍부한 기록

을 갖기 시작하며 이 시기를 문명의 황금기라고 한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플라톤, 아리스토

텔레스 등의 철학서 등이 있다. 
80

 코이네그리스어(Hellenistic Koine Greek: 기원 전 3301년~기원 후 6세기): 마케도니아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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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들을 살펴보면 εις의 용법이 (44)에서 수령주로 나타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45)의 τοὺς Ηέλληνας(toùs Héllēnas)에서 실질적인 대상이 아닌  

일반화된 대상으로 확장됨을 보여준다.  

(45)   ou    àn aiskhúnoio    eis toùs      Héllēnas  

(Pl. Prt. 312a) 

   ου     ὰν αισκύ̒νοιο   ειϛ τοὺς     Ηέλληνας   

NEG PTCL be.ashamed:OPT.PRS.MP.2SG to ART.ACC.PL Greek:ACC.PL  

sautòn     sophistḕn     parékhōn 

σαυτὸν     σοφιστὴν     παρέκων 

REFL.ACC.2SG sophist:ACC.SG.M present:PTCP.PRS.NOM.SG 

‘Would you not be ashamed to present yourself  

before the Greeks as a sophist?’   

                 Luraghi(2003:113) 

이런 용법의 변화는 비단 고대그리스어가 코이네그리스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향격전치사의 변화는 인도유럽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어 Ik와 Kanuri에서 나타날 정도로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림 

2]는 Ik와 Kanuri어 향격전치사 용법이 어떻게 위치, 시간, 수혜자, 여격, 

수령주 등으로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준다(Heine, 1990:131). Haspelmath(2009: 

513-4)도 역시 방향이나 목적지도달을 나타내는 향격전치사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용법들은 어떤 계열성을 가지는지 기술한다.  

 

 

 

 

립(Philip) 2세가 기원전 3301년 경에 공용어로 채택한 후 아틱(Attic)방언은 알렉산더 제국 

전역에서 문화, 교육어로  쓰이게 되어 국제적 언어로 발전하게 된다. 이 시기의 그리스어를 

흔히 ‘코이네(Koine)’, 즉 ‘공용어’라 부른다(유재원, 19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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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k와 Kanuri에서 향격전치사 기능분화 

(Heine, 1990:131) 

 

그러나 본 연구가 주목하는 바는 전치사의 문법화 과정이 아니라 

전치사의 경로속성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전치사가 

이동동사와 쓰였을 때에 경로속성이 발현되어 경로전치사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문법화 과정에서 수령주 용법과 함께 나타나는 동사들은 모두 

‘(~에게 ~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46)~(47)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6)   édōken    eis tòn        kalógeron (Damascenus, 21.441) 

          έδηκεν    εις τὸν        καλόγερον 

give:AOR.3SG to ART.ACC.SG monk:ACC.SG 

‘He gave to the monk.’  

(47)   álla dè édōkan        eis toùs      ptōchoús 

άλλα δὲ έδωκαν     εις τοὺς      πτωχούς  

but PTCL give:AOR.3PL    to ART.ACC.PL   poor:ACC.PL 

‘And they gave other things to the poor.’      

Georgakopoulos(2014:55) 

                                                       

(46)과 (47)은 모두 ‘주다(διδώμι)’라는 동사의 부정과거(aorist)로 쓰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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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εις+대격명사’와 쓰였다.
81

  그러나 이동동사와의 결합에서는 εις와 함께 

쓰이는 대격명사는 εἰς οἶκον(eis oîkon, into a house)과 같이 목적지도달을 

나타내며 이때 εις는 향격전치사로서 Talmy(1985, 2000)에서 협의의 경로, 

Pantcheva(2011)에서는 전이된 목적지지향속성을 가진 경로에 해당한다. 

이는 εις의 문법화과정을 통해서 그 용법이 세분화되어도 계속된다.  

 

고대그리스어 전치사 εις에 해당하는 고전라틴어 전치사는 ad이다. 이 두 

전치사의 공통점은 방향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라는 점이고 다른 점은 εις는 

목적지 안으로 이동을 나타내는 반면 ad는 일반적으로 종결성을 지니나 

반드시 목적지로의 이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통점은 목적격 명사의 곡용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이견이 있는데, 원시인도유럽어에서 향격은 목적격 어미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를 이어 받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고전라틴어 전치사 

ad와 명사의 목적격은 (48)에서 부사로 쓰이거나 이동동사와 함께 쓰여 

목적지방향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in + 탈격명사’의 쓰임과 대비된다. 또한 

탈격을 지배하고 출발지를 나타내는 향격전치사인 de의 용법도 볼 수 있다.   

(48)  adverbia localia vel in loco sunt vel de loco vel ad locum.  

 
81

  물론 예 i.에서처럼 수령주(recipient)를 나타내는 예에서 드물게 전치사 eis가 쓰이지 않거

나 ii.의 속격(genitive) 명사만 쓰인 경우도 있다.  

i.  eis 없이 대격명사만 쓰인 예 

édōké     ton     kaì  éksē chiliádas       phlōría  

     έδηκέ     τον     και ̀  έκση χιλιάδας      φλωρία  

give:AOR.3SG CL.ACC.SG and six thousand:ACC.PL coin:ACC.PL 

‘And he gave him six thousand in coins.’                 (Damascenus, 3.408) 

ii.  eis 없이 속격명사만 쓰인 예 

nà  mḕ        toû        dídoun trophḗn 

νὰ  μὴ         του̃        δίδουν τροφήν  

 SBJV.PTCL NEG CL.GEN.SG give:3PL food:ACC.SG 

 ‘Not to give him food.’                                  (Damascenus, 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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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tus Min. 596.21)   

‘Local adverbs are `place-in-which', `place-from-which', 

 or `placeto- which'’.                               

Hyman(2003:4) 

Servius는 82  이어 이들 전치사구가 어떤 동사와 결합하는지 그 쓰임을 

밝혔다.  

(49)  quotiens fuerint adverbia in loco, iungamus verba quae habent 

          signicationem in loco, ut puta, `ibi sum', `illic sedeo', `intus sto' 

et similia; quotiens sunt autem adverbia quae signi_cant ad 

locum, iungamus ea his verbis similiter quae habent 

signi_cationem euntis, ut `pergo illuc', `vado illo', `prociscor 

intro', et similia. (GL. 4.415.18-22)                                   

‘When adverbs are `place-in-which', we join them to verbs that 

have the meaning `place-in-which', e. g., `I am there', `I am 

sitting in that place',`I am standing inside', and so on. When 

adverbs signify `place-to-which', however, we join them in the 

same fashion to verbs that have the meaning `going', e. g., `I  

proceed to that place', ̀ I advance there', ̀ I start moving inside', 

etc.’ 

                                                       Hyman(2003:4) 

(49)에서 고전라틴어에서 규정상 ‘ad+목적격명사’는 이동방향을 표현하는 

 
82

  Servius(Marius Servius Honoratus)는 기원 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로마에서 활

동했던 문법가, 주석가였다. 대표작으로는 베르길리우스 주해집(In Vergilii Aeneidem 

commentarii)이 있으며 문법서로는 라틴 문법의 고전인 Donatus(c.350)의 실용 라틴 문법

(Ars Grammatica)에 대한 해설이 있다. 위의 표에서 한국어로 뜻을 번역하였으나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영어 원문을 괄호안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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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전치사로 종결성을 가지고 이동동사와 결합하지만 ‘in+탈격명사’는 

위치전치사로 sum, sedeo sto 등과 결합한다. 그러나 같은 전치사 in이라도 

목적격명사와 결합하면 목적지도달을 나타내는 전이된 경로전치사가 된다. 

이동동사의 경우 ‘ad+목적격명사’와 함께 쓰여 대상체 이동을 나타내는데, 

이동동사 중에서 경로동사의 예는 [표 9]에서 제시한다.  

[표 9] 라틴어 경로동사(path verb) (Hyman, 2003:4) 

pergo 목적지로 나아가다(make one's way forward to a destination) 

vado 주어진 방향으로 나아가다(proceed in a given direction) 

proficiscor 
여정을 시작하다, 특정 공간에서 나아가다(start on a journey, 

proceed from a certain point) 

 

고전라틴어에서 ‘ad + 대격명사’는 따로 쓰여 부사로 방향을 나타내지만 

이동동사와 함께 쓰여 방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이동동사 pergo, vado, 

proficiscor가 목적지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동동사에 경로가 포함되어 ‘~로 나아가다’는 의미는 동사 pergo, vado, 

proficiscor에 의해 통합되었다. Hyman(2003:4)에 의하면 위의 동사와 ‘ad + 

대격명사’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구문들은 동사와 전치사구에 목적지방향 

의미가 포함된 ‘복합된 형태(complex form)’로 제시된다(Hyman, 2003:4-

5).83  

 

 
83

  Hyman(2003:5)은 이동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언어요소로 부사와 전치사구를 소개했다. "The 

second group consists of complexes formed from a motion verb and a directional adverb 

that expresses goal of motion(ibid.,4)… The same categories and the same analysis are 

proposed in the case of prepositional phrases." 여기에서 ‘The second group’이란 특정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49)의 ‘place-to-which’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

된 형태’를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전치사들이 융합에 의한 ‘복합형’과 구분하기 위해 ‘중복구

성’이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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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프랑스어 전치사 à의 또 다른 기원으로는 라틴어 전치사 ab 84
과 

apud가 있다(Godefroy, 1881:1-3).
85

  ad는 원시인도유럽어 *h₂éd(to,at)에서 

유래한 것인 반면 ab은 원시인도유럽어 *h₂epo(from)와 이후 고대그리스어 

άpό에서 유래하였다(Gaffiot & Flobert, 1934:27). 

ad가 목적지방향이나 도달을 나타낸다면 ab은 출발지지향이나 이탈을 

나타내며 apud는 현대프랑스어 chez의 의미와 비슷하다.
86

  ad와 ab이 

방향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라면 apud는 위치를 나타내는 용법을 가지고 

있다. ad와 ab는 대격과 탈격을 지배하며 이동동사와 함께 쓰여서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지만 apud는 탈격을 지배하고 상태동사와 함께 쓰여 위치를 

나타낸다(Hyman, 2003:5).  

Hyman(2003:6)은 고전라틴어 문법가들
87

의 설명을 토대로 고전 그리스와 

고전라틴어의 방향의 성격을 가진 경로전치사와 위치전치사의 용법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10] 고대그리스어, 라틴어의 방향/위치전치사분류(Hyman, 2003:6) 

 

Hyman(2003:7)에서 고전라틴어를 계승한 현대이탈리아어의 모든 단순전치 

 
84

  ab의 이형태로는 자음 앞에 쓰이던 ā와 abs, af가 있는데, 이중에서 af은 고전라틴어(특히 

archaic 시기)에만 쓰였다.  
85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인 apud와 방향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인 ad, ab이 합쳐져서 현대

프랑스어의 à로 나타난 것은 매우 특별한 예가 아닐 수 없다.  
86

  chez는 ‘초가집’을 뜻하는 라틴어 ‘casa’에서 유래한 것이다. 음성변화는 [kasa] > [kaza] > 

[ʧaz] > [ʧez] > [ʧe]과 같다.  
87

  Hyman(2003:6)이 언급한 문법가로는 Quintilian, Sacerdos, Donatus, Charisius, 

Servius,Diomedes, Ps.-Herodian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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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위치를 나타내고 상태동사와 어울려 쓰이나 이동동사와 사용된 

전치사구는 동작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방향전치사로 쓰인다고 하였다. 

(50)에서 이탈리아어 이동동사 rimbalzare와 전치사 dietro가 함께 쓰여 

동작의 목적지를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dietro는 장소이동속성이 있는 전이된 

경로전치사로 해석된다.  

(50)   La palla è rimbalzata dietro il tavolo. 

‘The ball bounced behind the table’           Hyman(2003:7) 

(50)에서 어떻게 위치전치사가 장소이동속성을 갖게 되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고전라틴어에서와 달리 현대이탈리아어에서는 명사의 복수에서 

주격어미가 남아있으며 대격은 소실되었다. 고전어에서 전치사와 대격어미로 

장소이동이나 방향속성을 표지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50)의 현대이탈리아어 

전치사 dietro의 속성은 이동동사와의 결합이나 구문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판단한다.
88

  

Hyman(2003:8)은 이동/상태동사와 장소명사가 쓰인 전치사구의 결합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였다.  

< 이동/상태동사와 전치사구의 결합(Hyman, 2003:8) > 

1. 장소부사로 기능하는 전치사들은 위치(location), 출발지(source), 

목적지(goal)라는 의미부류를 가진다.  

2. 각 부사나 전치사들은 적합한 의미부류에 할당된다.  

3.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는 이동동사와 사용되며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는 상태동사와 쓰인다.                           

 
88

  본 연구는 단순히 어원과 격지배가 현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 

격지배는 음성변화에 의해 소멸되고 민중라틴어 전치사 ad/in의 교체와 이후 고대프랑스어

의 a/en 대체현상이 이동표현에서 쓰였다는 것을 3장 4.2.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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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원리에 따라 현대프랑스어의 방향/위치전치사의 쓰임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고전라틴어 ad와 ab, apud가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à로 

계승되었다고 언급했는데, 먼저 프랑스어 전치사 à의 형성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Goyens, Lamiroy, Melis(2002)는 고전라틴어 전치사 ad의 성격과 민중라

틴어 전치사 ad에 대해서 위의 Hyman(2003)과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나 큰 

흐름은 같다. Goyens, Lamiroy, Melis(2002:4-5)에 따르면 고전라틴어에서 ad

는 대상체가 목적지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89

  민중라틴어에서는 대상체가 목

적지에 도달
90

한 것으로 변화한다. 이에 반해서 ‘in + 탈격’은 대상체가 목적지

에 도달하였다.91 

또한 고전라틴어 ad는 이미 문법화과정을 겪고 있었기에 앞서 Heine et 

al.(1991:151)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향격전치사가 구체적인 용법에서 비유적

인 용법으로 변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방향용법은 특정 시간에 대한 근접이

나 한계를 설정하는 시간용법
92

 , 변화의 결과나 원인에 대한 용법으로 확장되

었다. 이후 ad가 여격과 결합하면서 타동사 donner, prendre, dire와 함께 쓰

여 동사에 의해 야기된 과정이나 행위가 향하는 대상을 나타내게 되었다(Van 

Hoecke, 1996: 31). 이들의 논의는 전치사의 구체적인 용법에서 추상적인 용

법으로의 확장을 보여주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전치사의 결합에 대한 원

 
89

  고전라틴어 시기에 타동사, 부사와 ad의 결합은 ‘mittere ad(envoyer vers, à)’, ‘epistula 

ad(lettre adressée à)’, ‘ad plenum(jusqu'au plein)’과 같다. 고전라틴어 시기에  ‘ire ad 

urbem(aller vers la ville)’라는 문장에서 이동동사와 ad의 결합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영어의 toward나 프랑스어의 vers로 번역된다.  

그러나 Hyman(2003:4-5)에서 고전라틴어 전치사 ad와 목적격명사는 이동의 방향을 표현하

는 경로전치사로서 종결(telic)의 속성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90

 민중라틴어에서 이동동사와 ad의 결합은 ‘ire ad urbem(aller en ville)’과 같으며, 목적지에 

도달하는 종결성을 지닌다고 한다.  
91

  라틴어 전치사 in은 고전라틴어, 민중라틴어 모두에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종결성을 나타낸다

고 하고 ‘ire in urbem(aller en ville)’과 같은 예를 들었다.  
92

  현대프랑스어에서 시간용법에서 근접의미는 vers로 나타나며 한정의 의미는 jusqu'à로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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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Hyman(2003)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어서 고대·중세프랑스어 전치사 a의 형성과정, 용법을 통해 그 방향속

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2. 2. 고대·중세프랑스어에서 공간전치사 a의 경로속성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a는 민중라틴어 ad와 ab이 수렴(convergence) 
93

되

고 이후에 민중라틴어 전치사 apud의 용법을 흡수하면서 형성되었다.
94

  민중

라틴어 전치사 ab은 위의 ad의 용법과는 달리 출발점(point de départ)을 나

타내거나 출발점에서 멀어지는 것(l'éloignement)을 표현한다. 이때의 ab 또

한 이동동사와 쓰이고 방향성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다. 이후 ad가 공간에서 

시간, 이유, 방법의 용법으로 변화하는 것과 같이 ab도 구체적인 용법에서 비

유적인 용법으로 변화하는 문법화과정을 유사하게 겪게 된다.  

apud의 용법은 이후 6C 경 ad에 융합된다(Goyens, Lamiroy, Melis,  

2002: 6).
95

  이때 민중라틴어 apud는 이전의 고전라틴어에서 존재하던 위치용

 
93

 Goyens, Lamiroy, Melis(2002 : 5)는 아래 Hopper(1991), Lehmann(1985)와 달리 전치사 à

의 형태, 음성변화를 수렴(convergence)이라고 표현하였다.  
94

 TLF(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I :19)는 "라틴어 ad에서 유래한 a가 가지는 방향의 의

미는 스트라스부르그 서약(Serments de Strasbourg, 842)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되었고, 이후 

11세기에도 이 용법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Alex., éd. Paris et Pannier 16a ds T.-L.: vint ... 

dreitement a la mer). 이 시기에 목적을 나타내는 용법(de tot en tot ad a deu son talent)이 

수여동사 doner(>donner) 뒤에 부정법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as plus povres le donet a 

mangier). 고대프랑스어에서는 주격(cas sujet)과 목적격(cas régime)만이 남아 있었기에 라

틴어 여격을 대신하여 전치사 a가 쓰이기도 하였으며(parler al visitor, doner a (cf. sup. 

Alex., 51e)), 소유격을 나타내는 표현도 ad의 형태로 남아있다(Filie ad un comte de Rome)."

라고 정리한다.  
95

 Kilroe(1994: 52-53)에서도 "라틴어 ad는 음성적으로 ab과 합쳐지고(merging) 이 과정은 고

대프랑스어에서 완성되었으며, ad가 가지고 있던 방향의 의미와 ab이 가지고 있던 기원이 동

시에 나타난다. apud는 [apud] > [od]의 형태로 변화하는데, 이후 a로 합쳐지면서 라틴어 

apud의 개념도 표현하게 된다."라 하였다. 김용숙(1996:206)에서 중세프랑스어의 od의 형태

에 대해서 o(d)와 같이 나타내면서 예 i,ii.를 제시하였다. 이 예들은 고전라틴어 apud가 가

지고 있던 위치의용법으로 쓰인다.  

i. Et fist le dit duc de Berry alliance o Monseigneur de Bourbong….(La chronique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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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96

  이외에도 전치사 cum과 함께 관계 개념(notions de relation)이나 동반

(accompagnement) 개념도 나타내고 있었다. apud는 ad와 ab이 수렴된 이

후 점차 이에 흡수되어 고대프랑스어 a에 이르게 되는데, 이들의 변화과정에

서 이형태도 나타난다. 추정형 *abu와 이후에 나타난 이형태 ab97
도 스트라

스부르그 서약(Serments de Strasbourg, 842)에 나타나 있다.  

Hopper(1991), Lehmann(1985)은 이를 ‘응축(condensation)’
98

으로 설명

한다. 이것은 최소의미를 가진 여러 언어단위들이 하나의 단위로 융합(fusion)

되는 것을 말한다. (51a)는 라틴어 per와 ad가 응축되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

어에서 para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51b)에서는 라틴어 전치사들이 프랑스어 

전치사 à로 응축된 예를 보인다.   

(51)   a.  Lat.  per + ad > para  

         b.  Lat.  ad, ab, apud > à  

음축약으로 나타나는 음성변화의 과정과 문법화의 의미 확장으로 고대프

랑스어와 중세프랑스어 a의 용법을 상술한다. 

 

Mont St-Michel) 

ii. ...car tousjours l’autre besongoit o la point de sa hache. (Le Jouv., II) 
96

  현대프랑스어의 표현으로는 ‘auprès de, chez’와 유사하며, 같이 나타나는 명사는 

[+animate]의 속성을 가질 때가 많다. 아래의 예는 명사(ostel)와 명사(dame)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현대 ‘chez’의 용법과 같다. 

   il vindrent au soir a l’ostel a la dame ches qui Lancelos avoit demoré(MortArtu.,45,15) 

‘ils arrivèent le soir chez la dame qui avait accueilli Lancelot(Joly,1998 :237)' 
97

 TLF(Trésor de la Langue Française I :21)에서 ʺDu lat. apud(Fouché, Phonét. 1952, 659, 

rem. IV), par l'intermédiaire de *abu, hyp. confirmée par forme ab des Serments; prép. 

apud, fréq. à partir VIe s., surtout en Gaule, pour exprimer notions de relation et 

d'accompagnementʺ라고 언급한다.  
98

  안주호(1996), 서정목(2011)에서 ‘condensation’를 ‘응축’으로 번역하고 있다. 안주호(1996)

는 응축과 합성을 구분한다. 둘 이상의 형태소 경계가 융합하는 것은 ‘응축(condensation)’

이라 하고 둘 이상의 형태소가 통사, 형태, 음운의 연속에 따라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은 합성

이라고 한다.  



 80 

<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a의 용법과 예(Ménard(1994:277-278),                                  

Goyens, Lamiroy, Melis(2002:10-13), Joly(1998:237-240) > 

1. 시간, 공간용법으로 그 위치(localisation)를 나타낸다.
99

  

1) Aiols remest al roi de Saint Denise (Aiol., 3498) 

‘Aiol resta près du roi de Sanit-Denis’ 

2) Au jor de Pasque (Erec., 27) 

‘Le jour de Pâques.’ 

3) Metez le sege a tute vostre vie (Rol. 212) 

‘Mettez-y le siège pendant toute votre vie.’ 

4) Car d’une avanture s’esmaient 

Qu’il atendent a l’andemain (Yv., 3820) 

          ‘Car ils sont angoissés par un terrible événement  

qu’ils attendent pour le lendemain.’ 

2. 목적지(destination)나 방향(direction)을 나타낸다.  

1) Or
100

 fu Amis a la cort son parrain (Ami et Amile., v. 2499)     

‘À l'instant, Ami s'en alla à la cour(palais royal) de son 

parrain’  

2) Dunc
101

 vint
102

 errant
103

 dreitement a la mer (Alex., v. 76)  

 
99

 17세기에도 a는 시간이나 공간의 위치, 방향의 의미를 나타냈다(Mérand, 1994:279). 
100

 부사로 ‘Maintenant, à présent’이나 ‘À l'instant’으로 쓰였으며 이형태에는 ores, ore가 있

다. ‘Dès or en avant’과 ‘Jusques à or’은 현대어 ‘Dorénavant’과 ‘Jusqu'à présent’에 해당

한다(DMF,2015). 
101

  현대어에서 donc는 ‘그러므로, 그 결과’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고대어에서는 ‘그 때에, 그 

당시’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102

 ‘venir a/en + 장소명사’는 현대어로 ‘arriver à, parvenir à’에 해당된다. 
103

  현대어에서는 ‘떠돌아다니다, 방황하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고대어에서 ‘가다, 이동하다, 여

행하다(aller, se déplacer, voyager, faire du chemin(à pied, à cheval...)’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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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rs il partit en allant tout droit vers la mer’  

3. 사람명사, 사물명사와 함께 쓰여 직업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관심 

사와 관련된 것(relation d’affaire ou d’intérêt)을 나타내기도 하

며, 속성부여(attribution), 비교(comparaison), 대상(objet), 속성

(l’attribut de sens) 의미로도 쓰인다.  

1) Miaudre de moi a vos m’anvoie (Yv., 5064) 

‘Une femme bien supérieure à moi’ (비교)  

2) A cel message fu esliz li cuens Hugues de Saint Pol 

(ConquesteV., 53), ‘Pour ce message fut choisi le comte 

Hugues de Saint-Pol. (대상) 

3) El traioient as noz (ConquesteV., 218) 

‘Et ils tiraient sur les nôtres.’ (속성부여) 

4) Nous ferons volentiers markié a vous (Rob. de Clari., 6,25).  

‘Nous ferons volontiers affaire avec vous.’ (관계)  

5) Dis Veniciens que on cuidoit a loiaus (Rob. de Clari., 81,4).         

‘Dix Vénitiens qu'on considérait comme loyaux.’ (속성)  

4. 수단(moyen), 원인(cause), 방법(manière), 동반(accompagne    

-ment), 부합 또는 일치(conformité) 등을 나타낸다.
104

  

 
104

 i, ii.는 Mérand(1994:279-280)가 언급한 참조점이다. 

i. 고대프랑스어에서 수동태 동사의 주격 보어를 도입하는 용법은 매우 적게 발견된다. 이는 

Godefroy(1937)에 따르면 라틴어 ab의 탈격에서 유래한 용법이다.  

1. Me gardez que ne sole prise a beste cuiverte (Berte au grands pieds, 896) 

‘Gardez-moi pour que Je ne sois pas prise par une méchante bête.’ 

ii. 17세기에도 수단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용법은 이어져왔다.  

2. A faute d'être aimée on peut se faire craindre  

(Corneille,Toison d’or, III, 4 ) (원인) 

3. Je me laissai conduire à cet imable guide (Iphigénie, II, 1) ‘par cet aimable guide’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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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s ialz la quiert (Yv., 4341). 

‘Il la cherche [avec] des yeux’ (수단)  

2) Damoisele, je croi, A ces ensaignes que chi voi,  

Que chevalier a eü chi (Perc., 787) 

‘Demoiselle, d'après les indices que je vois, je crois qu'il y a 

eu ici un chevalier.’ (원인) 

3) A joie lez rechut(Rou., II, 1563) ‘Il les reçut avec joie’ (방법) 

4) S'or vos contenez a mon sens...(Yv., 1314).  

‘Si vous vous comportez comme je viens de vous l'indiquer  

(부합 또는 일치) 

Godefroy(1937)은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a의 용법에 대해 분류하였는데,
105

 

이 중에서 시간용법은 위의 1.3)과 아래의 2.에서 볼 수 있다.   

 

<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a의 방향용법(Godefroy,1937) > 

1. 특정 장소, 사물, 사람으로의 방향(direction)을 나타낸다. 

2. 시간용법으로 방향이나 지속(duration)을 나타낸다. 

3. 목표점(goal), 목적(purpose), 목적지(destination)를 나타낸다. 

4. 여격(dative) 표지 

 

이후 a는 공간의미에서 시간, 명사 사이의 관계, 대상의 속성부여, 여격표

 
105

 Godefroy(1937)이 분류한 향격 이외의 용법은 i, ii, iii.과 같다. 

i. locative – in physical space, in time, situation with regard to someone or something 

ii. comitative function – accompaniment, manner, cause, instrument, material 

iii. ablative – source before a noun(+/-animat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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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법, 원인, 수단 등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확장되어 갔다. 그런데 이런 용

법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앞선 원시인도유럽어에서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전치사의 용법이 변화한 

것은 격축소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다. 원시인도유럽어는 호격을 제외한 8격 

체계에서 담당하던 각 용법들이 5격 체계인 고대그리스어나 6격인 라틴어로 

변화하면서 전치사와 명사의 곡용으로 나머지 격의 용법들을 흡수하였기 때문

이다.  

 라틴어에서 고대프랑스어로 변화를 이끈 것은 음성변화로 인한 것이었다. 

갈로-로망(Gallo-Roman)시기, 이후 고대프랑스어의 변화에 대해 Machonis 

(1984:32-43)의 설명을 참고해 보자.   

이전 고대언어들은 확실히 굴절어(langue flexionelle)로 분류되지만
 
2-3

세기 음성변화(bouleversement du système vocalique)로 인하여 고전라틴어 

장, 단 5음체계는 조음점의 개폐에 의한 민중라틴어 7음체계로 변화하게 된다. 

이 음성변화는 어미(désinence) 변화와 삭제로 격 축소를 이끌었다. 따라서 

고전라틴어의 호격을 제외한 5격이 고대프랑스어에는 2격(cas sujet, cas 

régime)으로, 다시 중세프랑스어에 대격(cas régime)으로 축소되었다. 관사는 

고전라틴어 지시사에서 차용되어 명사 앞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표지를 맡게 

되었다.
106

그리고 고전라틴어에서 맨 뒤에 동사가 위치하거나 대부분 자유로웠

던 어순은 고대프랑스어에서 동사가 주어에 후치하는 형식으로 점차 고정되고

107  명사의 기능에 대해서 격어미가 아닌 그 위치로 구분한다.  

 
106

 고전라틴어 지시대명사 ille, illa, illud와 고전라틴어 수사 unus, una, unam에서 프랑스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유래하였다. 또한 부정관사는 12-13C에 전치사 de와 정관사의 결합으

로 생성되었다. 중세 이후 관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Joly, 1994:242). 
107

  민중라틴어의 음성변화로 인해 2격만이 남고 다른 격 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명사를 

표지하기 위해 관사가 도입되었고, 주격은 동사 이전에 놓이고 목적격은 동사 이후에 놓이면

서 동사가 주어부와 술부를 나누는 축이 되었다.  

Labelle & Hirschbühler(2018)에 의하면 고대프랑스어가 V2 언어로의 이행 과정을 보여주

는 과정에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동사가 가장 처음에 놓이는 경우, 직접 화법, 상황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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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동사의 여격보어 도입이나 소유 관계, 명사 사이의 관계를 확립

하는데 전치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표 11]은 장재성(2013:242)에서 라

틴어 6격 체계와 이에 대응하는 관사, 전치사를 나타낸 것으로, 특히 전치사 

à, de, par, avec 등의 의미가치를 개괄하여 제시한다. [표 11]에서 전치사 de

와 à로써 속격, 여격명사를 도입하고, 탈격은 de, par, avec 등의 여러 전치사

로 격표지를 대신한다.   

 

[표 11] 라틴어 6격 체계와 대응하는 관사, 전치사(장재성, 2013:242)
108

 

i. 명격 nominative > 관사를 수반 

ii. 속격 génitif > de로 대체 

iii. 여격 datif > à로 대체 

iv. 대격 accusative > 프랑스어 명사의 어원 

v. 탈격 ablative > de, par, avec 등으로 대체 

 

민중라틴어, 갈로-로망시기의 음성변화와 문법화로 인하여 전치사 à의 용

법은 방향을 나타내던 원래의 용법에서 시간, 수단(moyen), 원인(cause), 방

법(manière), 동반(accompagnement), 부합(conformité) 등의 다양한 용법

으로 변화되었고, 고대프랑스어 문법격에서는 여격표지로, 중세프랑스어에서

는 부정법을 도입하는 표지로 쓰였다. 문법화 인해로 전치사 à의 용법은 확장

되기도 하고 다른 전치사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도 하였다.  

Kilroe(1994)에 따르면 이후 16세기에 목적지를 나타내는 전치사 à는 

pour로 대체가 되기도 하였으며, 생물명사 앞에서 전치사 à의 동반개념은 

 

가장 앞에 놓이는 경우 등을 고문헌 자료체분석을 통해서 밝히고, 고대프랑스어는 온전히 

V2 언어 구조가 실현되지는 않았음을 반례를 들어서 밝히고 있다. 
108

  이 논문은 라틴어에서 현재 프랑스어로의 음성, 어휘뿐만 아니라 어순과 통사구조의 변화까

지 폭 넓은 시각으로 통시적인 변화를 다루었다. 현대프랑스어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어로부터 라틴어는 물론 같은 로망스어들과 비교를 통해서 통합적인 이해에 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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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c로 바뀌어 쓰이기도 하였다. 소유는 전치사 de가 가장 널리 쓰여 전치사 

à가 출현하는 위치에서 대체되어 쓰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작주(agent)를 

나타냈던 라틴어 ‘ab+탈격’에서 유래한 전치사 à의 용법은 17세기에 de로 대

체되어 널리 쓰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는 이동동사와 함

께 쓰일 때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때로는 목적지도달을 의미하는 종결성을 갖기

도 한다.
109

  

이어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à가 이동동사와 결합되었을 때 이 전치사의 방

향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2. 3. 현대프랑스어에 계승된 이동동사와 결합구성 

 

Kilroe(1994 :58-59)는 문법화과정으로 인한 전치사 à의 용법 변화를 다

루었는데, 이동동사와 같이 쓰여 방향이나 목적지도달을 나타나는 전치사 à, 

vers에 대해 예 1)~4)를 들었다.  

< 목적지도달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의 예(Kilroe, 1994:59) > 

1) aller à Paris, conduire quelqu’un à l’hôtel, rétourner à son jardin 

 
109

  Kilroe(1987, 1994:59)에서 고대프랑스어나 중세프랑스어에서 동사 없이도 나타났던 전치사 

a의 향격은 현대프랑스어에서 축소되어 ‘이동동사 + 전치사 à +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의 구

성에서만 그 방향의 속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때 이동동사는 아직까지 ‘전치사 + 

인칭대명사’와 결합하여 예 i, ii.와 같이 방향속성을 나타낸다.  

i. il courut... à nous.                                         (Kilroe, 1987:109)  

또한 이동동사와 함께 결합하여 비유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 전치사구는 동사 사행의 대상이 

되는 목적(purpose)나 목표(goal)를 나타낸다.  

ii. A ma voix, il a pu s’unir pour marcher à sa libération.      (Kilroe, 1987:110)  

vers도 경로전치사 중에 하나인데 명사가 [+animate] 속성을 가지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며, 

이동방식동사의 경우에는 nager와 ramer를 제외한 동사들은 전치사 à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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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ler vers la ville, aller vers la fenêtre 

3) nager jusqu’au rivage 

4) prendre l’ascenseur jusqu’au quatrième 

 

실제로 Kilroe(1987, 1994)가 밝히려 했던 것은 전치사 à가 어떤 문법화과

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용법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것으로 원의미였던 방향이나 

목적지도달의미는 아니었다.  

 

Kilroe(1987)가 밝히려 했던 주요한 논점은 1) 문법화의 과정, 2) 문법화의 

원인에 대한 것으로, 특히 de, vers와 à는 문법화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

는지에 관한 것이다. 장소에서 방향 의미는 은유적인 공간 방향으로 확장되고 

은유적인 시간의 의미에서 일반적인 시간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모두 장소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여격구문도 처음에는 은유적인 목적지에서 출발하여 일반

화 되면서 문법격으로 바뀌어 갔으며 소유 또한 방향에서 파생된 것이라 하였

다(Kilroe, 1987:241). 따라서 문법화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aller, arriver, 

descendre, jeter, monter, venir와  같은 이동동사와의 결합에서 목적지도달

이나 방향 의미는 유지되고 있다(Kilroe, 1987:110).  

본 연구는 공간전치사 à에 목적지도달이나 방향의미가 잔존한다는 Kilroe 

(1987)의 주장과 Hyman(2003)이 이동동사는 방향을 나타내는 공간전치사와 

결합한다는 논지를 받아들여 상기의 이동동사들과 결합하는 공간전치사들을 

방향이나 장소이동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로 설정한다.110 

 
110

  본 논문이 단순히 Kiloe(1987, 1994)의 견해만으로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à가 목적지도달이

나 방향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제시한 전치사 à의 문법화과

정에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특정 층위들이 잔존하여 ‘목적지도달이나 방향의미가 지속’된다는 

‘의미지속성(persistance)’, 먼저 생겨난 층위들이 이후 층위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층위화(stratification, layering)’의 원리에 의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Fagard, 

20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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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 이동표현의 구성원리 > 

1. 이동동사는 장소이동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와 결합한다. 

그런데 Talmy(1985, 2000)가 제시한 동사형의 구조에서는 arriver, venir, 

monter 등과 같이 경로가 동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yman(2003:6)의 ‘이동동사/상태동사 + 전치사구’에 대한 

결합원리를 받아들여 경로동사는 경로전치사와 함께 중복구성으로 방향 및 

장소이동을 표현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타동사 jeter, amener도 동일한 방

식으로 설정한다. 

2. 이동의 경로를 함의하는 이동동사는 경로전치사와 결합하여 방향이나 

장소이동의 중복구성을 보여준다. 이때 이동동사에 부착된 경로는 접두

파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3. 이동동사 중에서 목적어의 이동을 표현하는 타동사들도 마찬가지로 

경로전치사와 결합하여 방향이나 장소이동의 중복구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Kilroe(1987:110)가 언급한 이동동사 가운데 nager와 ramer는 전

치사 à와 결합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jusqu’à와 결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전치사 à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동사는 (52)에서 제시한다.111  

 

(52)  courir, glisser, porter, marcher, grimper  

 
111

  (52)에서 à와 결합할 때에 장소 이동의 속성 보다 Geuder(2009)가 언급한 ‘좌표 위치의 변

화’로 해석되는 동사는 courir, marcher이다. 이들은 vers와 쓰이면 장소이동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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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roe(1987:110) 

위의 동사들 중 nager는 이동의 성격이 현대프랑스어에서 현저하게 줄어들

게 되었다.112  이를 해석하면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방식동사와 결합하는 경로

전치사는 목적지도달속성이 줄어들고 방향속성이나 위치속성이 나타나기 때문

에 경로전치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언어요소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예를 들어, jusque와 의무적으로 결합해야 정문이 되는 동사들은 

장소이동속성이 약하고, jusque 없이 전치사 à가 쓰이는 동사는 장소이동속성

이 남아있다. 이 논의와 관련하여 Kopecka(2009:71)는 (53)과 같이 이동방식

동사의 이동성 위계를 제시하였다.  

(53)  sauter > grimper > ramper > glisser > voler > rouler > courir > 

marcher > nager                              

Kopecka(2009:71) 

Geuder(2009:128)는 현대의 이동방식동사로 알려진 (54)의 동사들을 이동

성이 큰 부류와 작은 부류로 나누고 있다.  

(54)   a.  이동성이 큰 동사 : sauter, grimper, ramper, glisser, voler, 

   rouler 

 
112

  Geuder(2009:128)에서 marcher, nager는 현대의 프랑스어에서 그 이동의 성격이 현저하

게 줄어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sauter와 gimper는 이동의 속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

와 같은 측면에서 Zubizarreta & Oh(2007)는 glisser와 sauter, rouler는 다른 로망스어에서

도 이동뿐만 아니라 종결 전치사구와의 공기하여 종결성도 나타낸다고 언급되어 있다. i.~vi.

은 프랑스어 동사 glisser, rouler, sauter가 쓰인 문장과 그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어 동사가 

쓰인 문장의 예들이다. 

i. La pièce de monnaie a glissé dans le trou(en une seconde). 

ii. La mondena se de deslizió dentro del agujero(en un segundo). 

iii. Le tonneau a roulé au pied de la colline(en une seconde). 

iv. El barril rodó al pié de la colina(en un segundo). 

v. La grenouille a sauté dans la piscine. 

vi. La rana è saltellata nella pis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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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동성이 작거나 축소된 동사 : flotter, danser, valser, 

marcher, galoper, nager, cheminer, vadrouiller 

Geuder(2009:128) 

Geuder(2009)는 1) gimper, glisser, rouler, sauter와 같은 동사는 방향전치

사와 결합하며 종결 전치사구와의 공기에서도 정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소

이동속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2) flotter, vadrouiller, marcher와 같은 동사를 

이동성이 적은 이동방식동사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이동방식동사로 분류된 

이동동사들의 이동성 위계를 인정하여 장소이동속성이 큰 동사와 결합하는 전

치사는 경로전치사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원리 4]를 제시한다.  

앞서 살펴본 Kilroe(1994:59)에서 현대프랑스어의 이동동사 aller뿐만 아니

라 장소이동속성이 낮다고 제시된 nager도 목적지도달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결합하였을 때 목적지도달속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의 구성원리에서 핵심적인 내용

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현대프랑스어의 이동표현에서 한 가지 언어요소인 동사만이 장소이동이

나 방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동표현에서 이동의 의미는 대상체, 이동

동사, 목적지나 출발지, 노선인 장소명사와 경로전치사, 그리고 시제의 도움으

로 완성된다. 단순히 현대프랑스어에서 방향이나 장소이동을 표현하는데 동사

4. 현대프랑스어에서 흔히 이동방식동사로 여겨지는 이동동사는 경로전

치사와 결합하여 이동이나 방향을 표현할 수 있으나 그 위계가 있다. 

위계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이동동사는 고대·중세프랑스어에서 이동을 

나타냈으나 현재에는 장소이동속성이 줄어들었다. 유사하게 경로전치사

도 이동이나 방향속성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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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사용되지 않는다.  

2) 본 연구가 주장하는 [원리 1-4]에 따르면 이동동사와 결합하는 현대프랑

스어 전치사는 Talmy(1985, 2000)의 분류상 경로에 해당하고, 장소이동이나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3) 이동동사와 장소명사가 쓰인 경로전치사구의 결합으로 나타난 이동표현

은 동사와 전치사가 지닌 장소이동이나 방향속성이 중복구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대프랑스어 상분류에서 위치전치사로 제안된 전치사 à는 이동동사와 

사용된 이동표현에서 목적지도달이나 방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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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전치사 de의 이탈속성의 불변성 

 

이 절에서는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de의 이탈, 즉 출발지이동이나 방향의미

에 대해서 기술하고 방향이나 장소이동속성을 가진 경로전치사라고 규정한다. 

다른 전치사들과는 달리 de의 방향의미에 대해 이전 논의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 그 이유를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de의 용법과 이 전치사의 유래가 된 

고전라틴어 de의 의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 먼저 시기 순으로 고

대그리스어 εκ와 고전라틴어 전치사 de의 쓰임과 그 방향이나 장소이동의미

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고대·중세프랑스어 전치사 de의 용법과 문법화과정

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에서 나타나는 전치

사 de의 출발지 방향 및 장소이동속성을 통시변화를 통하여 설명한다.  

 

3. 1. 고대그리스어 εκ와 고전라틴어 de의 탈격 계승 

 

 우선 간략하게 프랑스어 전치사 de의 유래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전치

사들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이 전치사는 고전라틴어 전치사 de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ffiot(1985:468)에 따르면 de는 탈격을 지배하는 전치사이자 멀어짐

(éloignement), 분리(privation), 이탈(détachement), 출발지점(point de 

départ)을 표지한다. 고전라틴어에서 이런 의미를 지니며 출발지를 표지하는 

전치사들에는 a/ab, e/ex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탈격을 지배한다.  

Allen et al.(2001)에 의하면 탈격전치사 a/ab, de, e/ex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다. ab(a/abs)은 영어 ‘from’에 해당하며 ex(/e)는 ‘out of’, de는 ‘down 

from’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 중에서 수동형으로 쓰인 동사의 동작주를 나타

내는 것은 a/ab으로 ‘Caesar a deis admonetur(Caesar is warned by the 

gods)’에서 동사 admoneo(warn, advise)의 동작주를 표지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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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프랑스어의 par에 대응된다.
113

  

Dembowski(1968:183)는 Referovskaja & Vasil'eva(1964)의 라틴어 전치

사의 발달에 대해 세 전치사 모두 탈격을 나타내는 데 쓰이나 de가 ab, ex에 

비해 가장 흔하게 쓰인다고 언급했다. 그 원인은 ab과 ex가 de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Dembowski,1968:184). 또한 ‘탈격접두사 + 이동동사 + 탈격전치사

구’의 구성도 많이 쓰였으며 고전라틴어보다 민중라틴어에서 탈격전치사가 빈

번하게 쓰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탈격의 문법화 정도는 de > a/ab > e/ex로 

나타낼 수 있다(Dembowski, 1968:183).  

이와 달리,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고대그리스어 전치사 εκ/εχ, απo는 속

격을 지배하여 이탈이나 분리, 출발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들이 같은 속격

을 지배하는 전치사라고 해도 완전히 상보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

관계에 있지 않는다. Horrocks(1981:235)는 이들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

했다. ‘εκ는 원래 도시나 국가, 동일한 속성을 가진 군집집단 밖으로의 움직임

을 나타내지만 απo는 이동(movement)이 아닌 위치(location)의 의미로 점

(point), 선(line), 면(surface)에 해당한다.’114  

프랑스어 전치사 a로 응축되어 나타나면서 고전라틴어 전치사 a/ab의 분

리, 멀어짐(séparation, indiquant l’idée d’éloignement)의 의미는 거의 소실

되었으나 a-/ab-이 접두사로 기능할 때에는 그 의미가 현대에까지 계승되었

다. 탈격을 지배하는 유사한 의미의 다른 전치사 e/ex, de도 문법화의 마지막 

단계인 접사로 기능하게 되며 그 의미를 유지한다.
115

 

 
113

 고전라틴어‘amor a patre’라는 문장은 현대프랑스어 ‘je suis aimé par mon père’에 해당되

며, 현대프랑스어 de나 ex에서 수동형 동사의 동작주를 표지하는 용법은 없다.  
114

 “ek is naturally used to describe movement to the exterior of towns and countries, and 

of groups of people or things considered to form a coherent mass ... It thus contrasts 

with apó, which is used where the ‘source’ is viewed as a point, line or surface(Horrocks, 

1981:235).” 
115

 접두사 de-, des-, dif-, dis-는 이탈(privation), 멀어짐(séparation), 제거(suppression)의 

뜻을 일반적으로 가지며 déclivité, désarmer, dessiccation, difformité, disjoindre과 같은 

동사에서 접두어로 나타난다. 접두사 ex-, exter-, extra-는 외부(hors de)의 의미를 지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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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출발지(source)를 나타냈던 e/ex, de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제는 고대그리스어 부사이자 전치사인 εκ/εχ, απο와 고전라틴어 a/ab, 

e/ex, de에 대해서 그 용법과 변화과정을 관찰하고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de의 

출발지를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이유를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

서 찾아보고자 한다.  

Luraghi(2003:95)에 따르면 εκ/εχ의 원의미는 ‘~에서’, ‘~의 내부에서(밖으

로)’이고 (55)에서 볼 수 있다.  

(55)   poíei           dè  prótistā sákos . . . , perì   d’  ántuga  

   ποίει          δε ̀  πρότιστα̅ σάκος    περὶ   δ’  άντγα 

         make:IMP.3.SG  PTC first      shield:N.A  about PTC rim:ACC.F         

bálle    phaeinḕn . . . , ek  d’   argúreon    telamôna  

(Il. 18.478–480)  

          βάλλε  φαεινὴν  …   εκ  δ’   αργύρεον    τελαμο̂να 

belt:ACC shining:ACC.F      out.of PTC  silver:ACC    put:IMPF.3SG 

‘first he fashioned a shield, and round about it he set a bright 

rim, and outside he made fast a silver baldric’  

                     Luraghi(2003:95) 

 εκ/εχ는 문법화로 인해 εκ/εχ 뒤에 생물[+animate] 명사가 오게 되면 동

작이 시작되는 대상을 나타내며 추상명사가 함께 쓰이면 원인이나 기원을 나

타낸다. (56)에서 εκ는 동작의 시작점으로, (57)에서는 원인으로 제시된다.  

(56)   oudé  tí        min     thánaton  troméesthai       ánōga 

        Ουδέ  τί        μιν      θάνατον  τρομέεσθαι        άνωγα 

NEG  INDEF.NOM.ACC 3SG.ACC death:ACC tremble:INF.PRE.MP urge:PF.1SG 

 

exclure, extruder, étendre, extérieur, externe, extraordinaire과 같은 동사에서 접두어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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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k ge mnēstḗrōn:  theóthen  d’ ouk   ést’      aléasthai.  

(Od. 16.446–447) 

έκ γε μνηστήρων:   θεόθεν   δ’ ουκ   έστ’      αλέασθαι. 

out.of PTC suitor:GEN.PL god:ABL PTC NEG  be:PRS.3SG avoid:IMF.AOR.MID  

‘do not fear that death (comes) for him from the suitors: but 

from the gods no one can avoid it!’                              

Luraghi(2003:99) 

(57)   ex    aréōn       mētròs       kekhōloménōs (Il. 9.566) 

εκ    αρέων       μητρὸς       κεκϖ̀λομήνως 

out.of curse:GEN.PL mother:GEN.F be.angry:PART.PRF.P.NOM 

‘angry at his mother’s curses’                      

Luraghi(2003:98) 

출발지지향이나 이탈을 나타내는 εκ는 Herodotus(Hdt.1.7.11)의 ‘εκ θεoπ

ρroιπίoυ(theopropíou, by the instruction of an oracle)’에서와 같이 비슷한 

의미의 απο보다 선호되었으며 원인을 나타내는 ‘δίά+대격구문’인 ‘δίά τά π

ύκὴα(diá tá púkèa, because of the cold)보다 ‘εκ καάρηη͞ς(ek kaáreēs, 

because of curse)’에서와 같이 εκ가 더 자주 쓰였다(Luraghi, 2003:102).  

εκ가 문법화된 것처럼 απο도 시간, 출발지 표지, 동작주에 관한 용법으로 

확장되었으나 εκ 보다는 덜 빈번하게 쓰인 것으로 여겨지며 Herodotus에 와

서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이게 되었으며 아틱(attic) 운문들에서 이들의 선택

은 화자의 문체에 변화에 따른다고 하였다(ibid.,103). 출발지에서 시간, 기원, 

부분격으로 확장된 εκ는 원인나 동작주까지 포괄하게 되지만, 이동동사와 함

께 쓰일 때의 탈격의미에는 이견이 없다. [그림 3]은 고대그리스어 εκ의 문법

화도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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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대그리스어 εκ의 문법화도식(Luraghi, 2003:106) 

 

이제는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de의 기원이 되는 라틴어 전치사 de와 탈격전

치사 a/ab, e/ex, de의 중복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탈격전치사

/접두사들과 이동동사의 구성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앞서 Referovskaja & Vasil'eva(1964)에 의하면 ‘탈격접두사 + 이동동사 +

탈격전치사구’의 구성도 많이 쓰였다고 하였다. 그 예로 접두사 ex-와 이동동

사에 ab이나 de의 전치사구가 따라오거나 접두사 ab-의 뒤에는 주로 전치사 

ab이 나타나기도 하고 de도 가끔 쓰였다. 그러나 ex-가 나타나는 전치사구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접두사 de- 뒤에는 de 전치사구가 쓰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앞선 장에서 언급한 ‘이동동사 + 경로전치사’로 

소개한 중복구성의 예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원리에 따라 Gaffio(1934:467)

에서 예를 찾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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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어 탈격 이동동사와 경로 접두사/전치사구의  

반복(repeat)
116

(Referovskaja & Vasil'eva,1964) > 

1. e/ex- + 이동동사 + ab/de 전치사구  

예 : exsilire de sella (sauter de son siège), effugere de 

manibus(échapper aux mains de qqn), exire de(sortir de). 

2. ab- + 이동동사 + ab/de 전치사구 

예 : abeo ab urbe(je quitte la ville) 

3. de- + 이동동사 + de 전치사구 

예 : detrahere de(enlever de), desedere de(s’éloigner de) 

위의 예들은 앞선 2.3.에서 살펴본 현대프랑스어 이동동사와 경로전치사의 

복합형과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 구성원리의 [원리 

2]와 이에 해당하는 예를 살펴보자.  

원리 2. 경로를 함의하는 이동동사는 장소이동이나 방향속성이 있는 경로

전치사와 결합하여 장소이동이나 방향의 중복구성을 보여준다. 이때 이

동동사에 부착된 경로는 접두파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 s’échaper de(escaped from), dégringoler dans(trumble down 

into), s’écouler de(flower out of), envoler de(fly away from) 

Hyman(2003:6)과 Referovskaja & Vasil'eva(1964)과 위의 [원리 2]이 제시

하는 이동동사와 장소이동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의 구성은 같은 속성 

 
116

  위의 예문은 Gaffio(1934:467)에서 해당되는 예를 가져왔다. Dembowski(1968:183)는 

Referovskaja & Vasil'eva(1964)에 대한 리뷰에서 “verbs containing ex-, ab- and de- 

fallowed by objects introduced by the corresponding preposition”이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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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적인 속성([+dynamique])을 지닌 언어요소의 결합이라 요약할 수 있으

며,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 구성원리 1-4]의 핵심

이 되는 속성과 같다. [원리 2]의 예로 전시된 공간전치사 de, dans뿐만 아니

라 Boons(1987), Laur(1993), Sarda(1999)의 논의에서 이동동사와 결합하나 

위치용법을 가진다고 여겨졌던 공간전치사 à, en, sur 등이 실제로는 장소방향

이나 이동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동표현에서 같은 동적인 속성을 지닌 언어요소가 결합한다는 의견을 지닌 

본 연구와는 다르게 Talmy(1985, 2000), Kopecka(2008)의 ‘혼합체계’나 ‘혼합

형’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이 견해는 특히 [원리 2]에서 제시된 접두사와 

전치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Talmy(1985, 2000:303), 

Kopecka(2008:3)에 따르면 현대프랑스어를 비롯한 로망스어에서 이동동사의 

접두사로 나타나는 경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사용되어 장소방향이

나 이동을 표현하는 로망스어의 공간전치사들에 대해서는 경로로 인정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Talmy(1985:102, 2000:303), Kopecka(2008:3)에서 제안한 이중

체계나 복합체계에 따르면 영어의 ‘He ran in/into the house’에서 전치사 in, 

into와 input, inmove, enclose, embark의 접두사 in-(en-,em-)은 경로로 

인정한다. 반면 현대프랑스어 접두파생동사로 형성된 emporter, enlever, 

emplacer, emmener의 en(em)-은 경로로 인정하면서 이동동사와 쓰인 장소

이동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프랑스어 전치사 en을 비롯한 동일 어원에서 유래

한 로망스어의 전치사 in은 경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원리 2]에서 제

시된 예를 동사에 경로가 포함되어 있는 혼합체계(hybrid system) 또는 혼합

형(hybrid pattern)으로 해석한다.  

 

Gaffiot(1985:468)에서 전치사 de의 용법에 대해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

은 멀어짐이나 출발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인다는 점이다. de가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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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구는 지역, 사물과 같은 무생물명사 또는 멀어짐의 대상을 나타내는 생

물명사가 올 수 있으며 행위의 시작점을 표시한다. 이는 ex, a/ab과 같은 용

법으로 나타난다. 아래에서 de(58a, b)와 ex(59a,b), a/ab(60)의 탈격용법을 

확인한다.  

(58)   a.  de   vehiculo   dicebat(Nep. Timol. 4.2). 

from wagon:ABL.SG. speak:3.SG.IND.PRES. 

'he spoke from a wagon'                      

Pinkster(1990:196) 

b.  de   provincia      decedere 

from province:ABL.SG. come away 

'to come away from one’s province’  

Allen & Greenough(2006:268) 

(59)   a.  negociator ex Africa (Ver. II. 1. 14.) 

      merchant from Africa:ABL. 

       ‘a merchant from Africa’  

   b.  ex  Britannia obsides         miserunt (B. G. iv. 38) 

             from Britain:ABL hostage:ACC.PL. send:3.PL.IND.PERF.  

‘they sent hostages from Britain’  

(60)     a  septentrione           

from the north:ABL 

‘from the north’                     

Allen & Greenough(2006:268) 

위의 (58a)에서 de는 탈격지배 전치사로 뒤의 남성명사는 탈격어미 -o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58b)에서도 전치사 de의 지배를 받는 여성 단수명사에서 

탈격어미 -a를 볼 수 있다. (59a)와 (59b)에서도 전치사 ex와 결합하는 명사는 

탈격으로 변화한다. 또한 예 (60)에서도 남성명사 제 3변화의 탈격어미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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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쓰였다. 고전라틴어 전치사 de는 a/ab, ex와 같이 탈격명사와 함께 쓰이면

서 출발지로의 장소이동속성이 나타나는 경로전치사라고 할 수 있다.  

de의 용법은 시간 표현에서 두 가지로 나뉜다. Gaffiot(1985:468)에 의하면 

1) ‘~의 도중에(en prenant sur)’와 같은 의미로 고전라틴어 ‘de tertia 

vigilia(CAES. G.1.12.2, au cours de la veille)’, ‘de media nocte(CAES. 

G.7.88.7, au millieu de la nuit)’와 같이 쓰일 수 있다. 2) ‘바로 뒤에

(immédiatement après)’라는 의미로 ‘diem de die(LIV. 5, 48,7, un jour 

après un autre)’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Allen & Greenough(2006)에 의하면 고전라틴어 ex나 a/ab의 시간

용법에서는 탈격의미가 남아있는데 반하여 de의 시간용법에서는 위의 용법 2)

를 제외하고 탈격의미가 많이 상쇄되었다. a/ab의 경우 ‘ab hora tertia ad 

vesperam(from the third hour till evening, Ibid.,242)’에서 ‘~에서 부터’의 

의미가 남아 있다. 그리고 ex의 용법 ‘ex eo die quïintus(the fifth day after 

that, Ibid.,246)’에서도 a/ab의 탈격용법이 남아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위의 고전라틴어 전치사 de의 용법은 다른 전치사와 유사한 문법화과정을 

겪으며 수단(instrument), 방법(manner), 원인(cause), 부분(partitive)을 나

타내는 표현들로 문법화된다. 그 예로 ‘unus de plebe(one of the people, 

Ibid.,246)’과 같은 부분, 아래의 (61)은 수단, (62)에서는 원인표현도 볼 수 있

다.  

(61)   qui ...      de veneficiis      accusabant(Cic. S.Rosc. 90). 

who:NOM   of poisoning:ABL.PL.   accuse:3.PL.IND.IMP. 

'who accused some people of poisoning’ 

           Pinkster(1990:196) 

(62)   si forte      feras       ex   nare        sagaci         

if by chance animals:ACC.PL. from  nose:ABL.SG.  sagacious:ABL.SG.  

sensit(canis) (Enn. Ann. 34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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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3.SG.IND.PERF.DEG.(Dog) 

   by chance a dog smells wild animals with his sagacious nose’   

Pinkster(1990:196) 

이제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de가 à와는 다르게 향격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이유를 그 변화과정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이는 고전라틴어 전치사 de를 계승

한 고대프랑스어 de의 용법과 문법화를 살펴보는데 해답이 있을 것이다.  

 

3. 2. 고대·중세프랑스어 이탈속성 전치사의 용법들 

고전라틴어 전치사 de를 계승한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de의 용법은 출발지

를 나타내는 것에서 분화된 고전라틴어 de의 용법과 유사하게 도구, 수단, 재

료, 소유 등을 나타내나
117

  공간, 시간용법에서 멀어짐, 분리, 이탈, 출발점의 

뜻을 지속적으로 가진다. 이는 고대프랑스어나 중세프랑스어의 전치사 a가 위

치/방향의 쓰임이 나뉘어져 있는 것과, 시간용법에서 방향이 나타나지 않은 

 
117

 Buridant & Zink(2000:471)는 전치사 de의 용법 중 도구, 수단, 재료, 원인, 수동태의 동작

주(agent de la construction passive), 소유의 예를 언급했다. 

i. 도구 : De lur espees i fierent demaneis 

‘De leurs épées ils frappent sans tarder’(Rol., 3419) 

ii. 수단 :...Celui tient ad espus 

 Ki nus raens de sun sanc precïus(Alex., 66-7) 

‘Considère comme époux celui qui nous racheta au prix de son sang’ 

iii. 재료 : Et estoient ces letres d’or et d’azur trop richement faites(MortArtu, 73, 

10) ‘Et ces lettres étaient très richement ciselées d’or et d’azur’ 

iv. 원인 : De ceste chose li pesa(Erec, 2465) 

‘La chose lui fut pénible’ 

v. 수동태의 동작주 : Por son deduit estoit amee 

Et requise de hauz barons(Philomena,180-81) 

‘Pour ses connaissance en matière de divertissments, elle était 

aimée et recherchée par les grands seigneurs’ 

vi. 소유 : (관사는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음) 이때의 de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a로 대체될 수도 있다. ‘li fils le roi/li fils au roi/ li fils du 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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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대조된다.  

반면 고대프랑스어에서는 고전라틴어 전치사 a/ab, ex는 접두사로만 그 용

법이 계승되고 분리와 이탈의 의미가 전치사로 쓰일 때에 de로 이어지게 된

다. 고전라틴어 접두사 a/ab의 용법이 프랑스어 전치사 de의 용법으로 계승

된 증거 중 하나로 de가 동작주를 표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18  

<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de의 탈격 용법 

(Buridant & Zink,2000:469-471) > 

1. 공간 

1) 특정 장소로부터의 움직임(mouvement)을 나타낸다. 

예 : Au matin s’en parti Boorz de la cité de Kamaalot  

(MortArtu., 6, 1). 

‘Le matin, Boort quitta la cité de Camaalot’ 

         Aler m’en veil... De ci a Rome (GirartV., 305-6) 

         ‘Je veux m’en aller à Rome’ 

2)  1)에서 장소(lieu)는 생물명사(N[+animé]) 일 수도 있다. 

예 : Et celui jor meïsmes se parti Boorz del roi de  

Norgales(MortArtu, 44, 37-39). 

 
118

  von Jagemann(1884:78)은 고전라틴어에서 수동형 동사의 동작주를 표지할 때에 생물명사

인 경우 a/ab전치사와 탈격명사를 사용하여 나타냈으나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의 동작주

는 2가지로 표지된다. 고전라틴어 전치사 per에서 이어진 프랑스어 전치사 par와 고전라틴

어 전치사 de에서 계승된 프랑스어 전치사 de가 그것이다. 고전라틴어 ab은 인칭명사

(personal nouns)와 함께 쓰이고, per는 일반명사(common nouns)와 함께 쓰였다고 한다. 

이후 두 라틴어 전치사는 물리적인 행위(physical action)를 나타내는 수동형 동사의 경우에 

고대나 중세프랑스어에서 par로 이어지고 인간의 사고(mental process)와 관련된 수동형 동

사에는 고대나 중세프랑스어에서 de로 나타내게 된다. 이때의 전치사 de는 ‘인지하다

(percevoir), 알다(savoir), 식별하다(reconnaître), 받아들이다(recevoir), 포기하다(aban-

donner)’와 같은 동사들과 함께 쓰였다(괄호 안의 동사는 현대프랑스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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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ce même jour, Boort prit congé du roi de Norgales’ 

    3) 전치사는 소속(appartenance), 기원(origine) 등을 표현한다. 

예 : Et dont iés tu ? Roys, d’outre mer(Nicolas, 369) 

     ‘Et toi, d’où viens-tu ? – Roi, d’au-delà de la mer’ 

2. 시간 

1) 특정 시간의 출발점을 표현한다.  

예 : D’ist di en avant (Serments S.) ‘à partir de ce jour’ 

D’ore en avant(‘à partir de ce moment dans l’avenir’)는 이후

에 관용 표현(expression figée) ‘dorénavant’이 된다.  

2) 지속된 기간을 표현한다. 

예 : Je n’en istrai fors, de semainne, 

En larrecin ne an emblee(Yv.,1576-77).  

       ‘Je ne sortirai d’ici de longtemps, si ce doit être en  

cachette comme un voleur’ 

 3) 특정 기점(repère)에서 멀어짐을 의미하는데, 주로 어떤 시작 상태

(un état de départ)에서 다른 상태(un autre état)로의 이행과정

(passage)을 뜻한다.  

예 : Car bien s’enforcera, s’il vialt, 

        De deus jornées fera nue, 

        Et anquenuit luira la lune, 

Si reface de la nuit jor(Yv., 1838-41). 

‘Car s’il veut s’en donner la peine, de deux journées ilen 

fera une ; d’ailleurs, cette nuit, la lune luira ; qu’il fasse de 

la nuit un second 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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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세프랑스어에서의 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김용숙(1996)에서 언

급된 것과 같이 시·공간용법에서 ‘~로 부터’ 또는 ‘~이후’라는 쓰임에서와 같

이 위의 고대프랑스어 de의 용법이 유지되었으며 (63)에서 찾아볼 수 있다.  

(63)  a. ...et parleront à cest homme que vous savez de tousjours,  

...(Jouv.) 

 ‘et parleront à cette homme que vous savez depuis 

toujours,..’  

b. ... ainçois qu’il soit deux jours de cest heure,...(C.N.N. ) 

           ‘avant qu’il soit deux jours à partir de cette heure,..    

김용숙(1996:209) 

                                                                     

  이 용법 외에 원인, 동작주, 수단의 용법들
119

이 고대프랑스어에서 계승되

었다.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전치사 de가 문법화
120

를 겪으면서도 공시언어학의 

 
119

 i.~iv.는 김용숙(1996:209-211)에서 언급한 de의 추상화된 용법들이다. 

i. à cause de, grâce à : ‘..faignant qu’il ne les povoit emmener de haste qu’il 

avoit(Le Jouv.)’ 

ii. 동작주 보어 : ‘Car elle fut ad ce menée de ses parens et amys qu’elle fut 

contente d’obeir. (C.N.N.)’, ‘... Le noble empereur fu aconvoie jusques au 

palais par le pere saint et du notable clergie...(Cro.et conquestesC )’ 

iii. 수단 : ‘…qu’on luy perçast la langue d’ung fer chault devant tout le 

monde,..( Arrêts d’A.)’ 

이동 수단의 경우 현대프랑스어에서는 ‘aller à cheval’라고 하는 반면에 중세프랑스어

에서는 ‘aller de cheval’이라고 한다.  

‘allerent de cheval à l’encontre du roy,... (Entrées R. F.)’ 

iv. propos de, au sujet de : ‘puis le Roy lui demanda de la prise d’Escalllon(Le 

Jouv.)’ 
120

 Carlier & Combettes(2015:24-25)는 프랑스어 a와 de의 문법화과정의 차이에 대해 i~iv.로 

요약했다.  

i. 두 전치사 모두 용법이 문법화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해졌기에, 이들 용법에서는 처

음의 공간적인 의미는 퇴색되었다.  

ii. 이들이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서 쓰일 때 관사와 축약(erosion)되는 경향이 있다.  

iii. 수여동사 이후의 명사를 도입하는 전치사 a의 경우에 여격으로 기능하여 간접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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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분류에서도 이견이 없이 출발지에서 이동, 이탈의미를 유지하여 ‘initial’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공간과 시간용법에서 멀어짐, 분리, 이탈, 출발점의 뜻을 지속

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위의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의 시간과 공

간용법에서 잘 드러난다. 두 번째는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de는 단일 어원인 

라틴어 전치사 de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탈격전치사들(ex, a/ab)이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전치사로

서 지위를 잃어버리면서 접사로 쓰이는 반면 전치사 de는 그들의 공간과 시

간에서의 탈격용법을 흡수하여 사용한다.
121

 

 

3. 3. 현대프랑스어에 계승된 이동동사와의 결합구성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de의 방향속성은 이미 Laur(1993:51)가 언급하였다.  

Laur(1993)에서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de 122
는 ‘initial’로 표지되며 그 예를 

 

보어로서 통사상 접어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de의 경우에 부정법을 취하면 직접

목적보어로 기능할 수 있다(예: Il promet de venir. -> Il le promet.). 이때 이들의 

기능은 단순한 부가어가 아니라 논항으로 기능한다.  

iv.   동일 성분의 NP를 계속 나열할 때에 현대프랑스어에서는 계속 반복되어야 하지만 중

세프랑스어에서는 반복되지 않았다. 현대프랑스어 ‘de + NP’가 계속 반복된 예와 중세프랑스

어 ‘de + NP’에서 de는 삭제된 예를 아래에 보인다.  

현대프랑스어 : Il a parlé au père et au mari., Il a parlé d’amour et de politique. 

중세프랑스어 : Prenez des noiz muscade […] et gingembre de chacun le poix de deux, 

mettez tout en pouldez(Traité de Fauconnerie d’Albert Le Grand, ms BNF, fr. 25342, fin 

XIVes.) ‘Prenez des noix de muscade et du gingembre de chacun le poids de deux et 

mélangez tout en poudre’ 
121

 von Jagemann(1884:74)는 라틴어에서 탈격전치사 a/ab, de, ex는 프랑스어에서 de라는 전

치사 하나로 계승되어 출발지를 의미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가 언급한 고대프랑스어 전

치사 de와 결합하는 이동동사에는 partir(partir), amener(amener), movoir(mouvoir)가 있

으며, 비유적인 용법에서 de와 함께 쓰이는 동사로는 traïr(trahir), recevcir(recevoir)가 있

다.   
122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de의 용법에서 복합 전치사(préps. complexes)에 해당하는 en face 

de나 autour de의 de는 출발지(source)에 해당하는 의미의 전치사 de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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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에 제시한다.   

      (64)  Léon sort de la cuisine.               Sarda(1999:42) 

현대프랑스어 이동동사와 쓰인 경로전치사 de의 목록을 나열해 보자.  

<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 de와 이동동사 결합 목록 > 

1. aller de...(à) x 

2. s’en aller de x 

3. arriver de...(à) x 

4. (re)descendre de x 

5. (s’)éloigner de x                              (Laur,1991:191)  

6. Détaller de devant x                           (Laur,1991:191) 

7. (re)partir (loin) de x                           (Laur,1991:191) 

8. (re)sortir de 

9. passer de x                                   (Laur,1991:191) 

10. (re)venir de x 

 

 (65)~(67)은 Guillet(1984:69-70)에서 언급한 de의 용법 중에서 이동동사와

의 결합하여 출발지를 표지하는 예들이다. 이 예에서 저자는 의문부사 d’où를 

사용하여 ‘de + 장소명사’로 나타나는 이동동사의 논항인 출발지에 대한 정보

를 얻고자 한다.  

(65)  a.  D'où vient Max ? 

b.  De Rome. 

  (66)  a.  D'où à où Max a-t-il couru? 

b.  De Meaux à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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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a.  Max a tracé des graffiti d'où à où?  

b.  De la fenêtre à la porte.                    

Guillet(1984:69-70) 

또한 (68)~(69)의 현대프랑스어에서 출발지를 표시하는 de와 정관사와의 

결합은 ‘du(de+le)’는 ‘de dedans le’로도 나타난다. Guillet(1984:72)에 따르면 

이 형태들은 이탈, 멀어짐을 나타내는 de의 구어변이형(les variantes parlées)

으로 언급되었다. 아래에서 타동사 sortir, enlever와 결합하는 전치사 de에 

대해서 (68a)는 표준형이며, (69a)는 앞선 예의 구어변이형이라 말할 수 있다.  

(68)  a.  Max a sorti deux oranges du frigo.  

b.  Max a enlevé deux oranges du frigo. 

(69)  a.  Max a sorti deux oranges de dedans le frigo.  

b.  Max a enlevé deux oranges de dessus le frigo.  

Guillet(1984:72-73) 

 현대프랑스어 de는 à와 전치사 이외에 접두사 파생으로 이동동사에 부착되

어 경로를 표현하기도 한다. Heine(1993, 1997)에 따르면 이 과정은 전치사들

이 문법화나 문법화과정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마지막 단계로 일컬어지는 단계

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즉, 앞서 Hopper(1991), Lehmann(1985)에서 논의된 

융합을 통해 동사에 덧붙여지며, 대상체가 이동하는 출발지나 목적지를 나타

내게 된다. Guillet(1984:73)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현대프랑스어 전

치사 de는 접두사화(préfixation)를 통해 출발지가 동사에 부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70)  a.  Max déterre le sac du jardin.   

b.  Max déterre le sac de dedans le jardin.          

Guillet(1984:73) 



 107 

  Kopecka(2008:3)는 (71)에 대하여 접사가 동사의 어간(radical)에 부착된 

형태, 즉 접두사화로 인해 경로나 방식이 동사에 덧붙어진 형태로 나타난다고 

언급했다.123 

       (71)  a.  La lave s’est écoulée du volcan.
 
 

                 ‘The lava flowed out of the volcano.’ 

             b.  L’oiseau s’est envolé du nid. 

                 ‘The bird flew away from the nest.’              

Kopecka(2008:3) 

(71)에서와 같이 전치사 de는 à와 유사하게 경로속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72)에서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de는 Guillet(1984:73)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jusque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72)  a.  Max vient de Paris   

b.  *Max vient jusque de Paris 

다음 절에서는 앞서 Boons(1987), Laur(1993)에서 위치전치사로 분류된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en에 대해서 이동동사와 쓰일 때에 방향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원과 통시적인 용법을 통해 살펴본다.  

 

 
123

  위의 접두사 ‘e-’는 ‘out of’로 나타나며 출발지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en-’은 

‘away’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동사에 이동방식의 정보를 덧붙여 준다. 여기에서 현대프랑스어 

접두사 ‘en-’은 3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하나는 라틴어 ‘inde’에서 기원한 단어로 

‘~밖으로, ~에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s’envoler(fly away)’, ‘s’enfuir(run away)’에서와 같

이 결합하고 접두사 ‘en-/em-’의 형태를 보인다. 2) 같은 형태를 가진 ‘en-/em-’은 라틴어 

in에서 유래하였으며 ‘~안에’라는 뜻을 가진다. 이에는 ‘enfouir(bury in)’, ‘enfermer(close 

in)’와 같은 예가 있다. 3) 세 번째는 고전라틴어 접두사 ‘in-’의 용법으로 이탈(privatif), 반대

(négatif)의미로 indoctus(qui n'est pas instruit, qui n'est pas cultivé), infans(qui ne parle 

pas)와 같은 파생의 예가 있다. ‘ensus’라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en-’은 이들 중에서 1)

의 뜻이다. 반면 ‘entort’는 2)의 뜻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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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어 공간전치사 en의 경로속성 

 

이 절에서는 현대프랑스어에서 위치전치사로 알려진 en이 이동동사와 함께 

쓰일 때의 목적지로의 장소이동속성과 방향속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

를 위해서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의 기원이 되는 고전라틴어 전치사 in의 

속성, 즉 목적지도달속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목적지표지인 ad/in 이중체계124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에 고대그리스

어 전치사 εν과 εις로 표지되는 향격의 이중체계도 언급하고자 한다. 이후 민

중라틴어의 음성변화로 인한 격체계의 붕괴와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전치사 

a/en 교체, en/pour 대체를 증거로 하여 위의 주장을 논할 것이다.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은 대표적인 위치전치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

랑스 아카데미 사전(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 9
e
 édition, 2005)

에 등재된 en에 대한 공간용법 가운데 첫 번째 용법으로 위치와 함께 목적지

방향에 대한 용법이 있다125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방향

을 나타내는 속성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이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프랑스어 전치사 en의 기원인 고전

라틴어 전치사 in과 그 용법에서 알아보려 한다. 앞서 고전라틴어 전치사 in

 
124

  고전라틴어에서 전치사 ad와 in은 대격명사를 취하여 목적지방향과 도달을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 전치사 in은 탈격명사와 함께 쓰이면 위치를 나타낸다고 이미 앞선 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Nikitina & Maslov(2013)는 고대그리스어에서 목적지 정보를 나타냈던 전치사 eis

와 대격명사와 en와 여격명사구 구성을 다루었다. 이들은 고대그리스어의 각 시기 - Homer, 

Archaic poetry, Attic tragedy, Classical prose-에서 이 두 구성의 쓰임 추이를 밝히었다. 

Kühner & Gerth(1898:540–542)는 위치전치사가 이동동사와 함께 쓰여 향격인 목적지 정보

를 나타내는 것을 ‘pregnant construction’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

게 다루도록 하겠다. 
125

 “Compléments circonstanciels de lieu.- 1. En sert à marquer une localisation ou une 

direction vers un lieu.(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9e édition, v
0 

1, 2005)" 물

론 방향을 나타낸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en

이 방향을 넘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종결성]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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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목적지방향이나 이동을 나타냈던 향격전치사 ad와의 의미 차이도 지

적할 것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고대그리스에서 쓰인 향격전치사 εις와 εν

이 어떻게 목적지를 나타냈는지 그 이중체계를 논할 것이다.  

 

    4. 1. 고대그리스어 εν과 고전라틴어 in의 경로속성  

4. 1. 1. 고대그리스어 εν의 용법과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의 경로속성 비교  

 

고대그리스어 전치사 εν과 고전라틴어 전치사 in은 모두 원시인도유럽어

(PIE) *h₁én(*en)에서 유래한 것이다. *en은 가장 오래된 원시인도유럽어 전치

사 중에 하나로 수많은 후대 언어에 형태가 남아있다. 그 뜻은 ‘~안(에/으로)’

이며 다른 여러 파생된 형태를 낳았다.
126

  

εν은 이동동사와 함께 쓰여서 목적지 정보를 나타내는데 여격명사를 취하

는 반면에 고전라틴어 in은 대격명사를 취하여 같은 의미를 나타냈다. 이전에 

언급한 고대그리스어 전치사 εις는 원시인도유럽어(PIE) *h₁én의 파생형이나 

아틱-이오닉(Attic-Ionic) 방언(dialect)에서 주로 쓰였으며 고전라틴어 전치사 

in이 대격명사를 취할 때는 방향용법, 탈격명사를 취할 때는 위치용법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프러스(Cyprus) 지방에서는 전치사 in이 여격명사를 취

하면 위치용법을 가지며 대격명사를 취하면 방향용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Luraghi, 2003:82).  

일반적으로 고대그리스어에서 전치사 εν은 여격명사와 함께 쓰여 위치를 나

 
126

 아래는 De Vaan(2008:189,306), Matasović(2009:117)에 따른 *h₁én의 파생된 형태들로 앞

선 장에서 본 고대그리스어 eis(<*h₁én-s)나 헬레니즘(Hellenic)시대의 그리스어 *ens도 여기

에 속한다. i.~iii.은 그 파생형과 저자의 영어 번역이다.  

i. *h₁(e)n-tér (“between”) 

ii. *h₁én-teros (“inner, located inside”) 

iii. *h₁(e)n-dó (“inside”) 



 110 

타냈고 방향은 εις라는 전치사와 대격명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대그리스어나 고전라틴어 모두 원시인도유럽어의 8격에서 5격과 

6격으로 축소된 것이다. 고대그리스어에서는 탈격, 장소격, 도구격이 없어졌기

에 해당 표현을 전치사와 남은 5개의 격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

로 고전라틴어에서도 장소격, 도구격이 없었기에 격 축소로 인한 의미 손실을 

전치사와 명사곡용을 사용하여 보완하였다.  

전치사 εν이 사용되는 명사구의 의미에 대해서 Horrocks(1981:198)의 

논의를 살펴보자.
 127

  고대그리스어 전치사 εν에 의해 지배받는 명사는 ‘경계

가 정해지거나 한정된 지역’을 지칭하는 대상인데, 이 지역에 다른 대상이 위

치한다고 하였다. 이 명사를 Talmy(1985, 2000)의 용어로는 ‘경계가 한정된 

목적지(bounded landmark)’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3)에서 고대그리스어 εν

의 위치용법과 εις(es) 방향용법의 대조를 볼 수 있다. 전치사 εις와 함께 쓰

이는 명사는 대격으로 나타나며 그 의미가 ‘~로, ~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나타

내는 반면에, εν과 함께 쓰이는 명사는 여격으로 실현되며 ‘~에서’라는 위치

를 나타낸다. 

(73)  Αργει̂οι     δ΄εν  νηυσὶ    φίλην     

Argeîoi      d’ en  nēusì    phílēn     

Argive:NOM.PL PTC in ship:DAT.PL.F their:ACC.F  

ες  πατρίδ’    έβησαν (Il. 12.16). 

 es  patríd’     ébēsan 

    to homeland:ACC.F go:AOR.3PL 

     ‘the Argives had gone back in their ships to their native land’  

Luraghi(2003:83) 

   이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장소명사나 지명(toponyms)과 함께 나타나

 
127

 "the noun governed by en (the landmark) denotes an object which is viewed as a volume 

or demarcated area(‘with contents’) at which some other object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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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호머시대의 그리스어(Homeric Greek)에서 ‘agorêi (assembly)’와 같은 ‘사

회 혹은 정치적인 장소’와도 함께 나타난다(Luraghi,2003:83). (74)와 (75)는 

지명과 사회, 정치적인 장소와 함께 쓰인 εν(ein)의 용법이다. 이 전치사의 지

배를 받는 명사는 모두 여격명사로 나타난다.  

(74)   καί κεν εν Άγει  εου̂σα           πρὸς   άλλης  

kaí ken en Árgei  eoûsa           pròs  állēs   

and PTC in A.:DAT be:part.PRS.NOM.F toward INDET.GEN.F  

ι͑στὸν  υ͑φαίνοις (Il. 6.456) 

històn   huphaínois 

cloth:ACC weave:OPT.PRS.2SG 

‘then, though being in Argos , you shall ply the loom at  

another’s bidding’ 

   (75)   ι͑̂ζον        δ’  ειν αγορε̂ι       τετιηότες (Il. 9.13) 

hîzon      d’  ein agorêi        tetiēótes 

sit:IMPF.3SG  PTC in assembly:DAT.F troubled:PART.PF.NOM.PL 

    ‘so they sat in the place of gathering, sore troubled’     

                                                  Luraghi(2003:83)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고대그리스어 전치사 εν이 단순히 위치용법만 가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128  앞서 지적한 사이프러스(Cyprus)지방의 

 
128

 Bailly(1950:664-665), Liddell & Scott(1900)를 토대로 작성한 장소 용법 외에 그리스어 en

의 주요용법을 i) 상태, 조건에 관한 용법, ii) 감정에 관한 용법, iii) 도구, 방법, 방식에 관련

된 용법, iv) 시간에 관련된 용법으로 기술하였다. 위의 용법을 참조하여 그리스어 전치사 en

의 추상화 과정을 살펴보면 i)과 같이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도구, 방식의 용법

은 다른 용법들과 그 의미상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직접 파생된 의미는 아니므로 같은 선상

에 두지 않는다.  

i) location /direction  ->  time  ->  state, condition   

                                        ->  instrument, means, manner 



 112 

전치사 in의 용법에서 여격명사를 취하면 위치용법을 가지며 대격명사를 취하

면 단순히 방향용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목적지도달을 나타낸다. εν은 특정 

타동사, 자동사와 함께 쓰여서 방향용법을 나타냈다.  

< εν + 여격명사의 방향용법(Luraghi, 2003:83) > 

1. βάλλειν(bállein,to throw) , πέσειν(pésein,to cast), 

τιθήναι(tithénai, to put) + ‘en+여격명사’ 

2. έχεθαι(éxethai,to sit down) + ‘en+여격명사’ 

  이들 용법은 단순히 방향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체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종결성을 보여준다.   

(76)  κα͑μαὶ        βάλον      εν κονίηισι (Il. 5.588). 

khamaì       bálon       en koníēisi 

to.the.ground cast:AOR.3PL in dust:DAT.PL.F 

‘they cast him to the ground in the dust’                

Luraghi(2003:83) 

(77)   ο͑ι          δ’   όρνυντο          καὶ εν τεύκε͑σσιν έδυνον  

hoi         d’   órnunto          kaì en teúkhessin édunon, 

DEM.NOM.PL PTC. arise:IMPF.MP.3PL and in armor:DAT.PL get.in:IMPF.3PL 

ὰν δ’έβαν   εν δίφροισι   παραιβάται     η͑νίοκο͑ί   τε  

àn d’éban   en díphroisi  paraibátai     hēníokhoí  te 

up PTC go:AOR.3PL in chariot:DAT.PL warrior:NOM.PL driver:NOM.PL PTC 

          ‘they arose and put on their armor and mounted their chariots, 

 warriors and charioteers alike’ (Il. 23.131–132) 

 

                                 Luraghi(20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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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76)에서 βάλλειν(to throw)는 부정과거로 실현되었는데 던진 행위가 

목적지에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목적지 ‘εν κονίηισι(koníēisi, 

dust:DAT.PL.F)’로 나타내는 전치사 εν과 곡용된 여격명사의 용법으로 종결

로 실현된다. 이는 예 (77)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사의 행위가 목적지 ‘εν 

δίφροισι(díphroisi, chariot:DAT.PL)’에서 종결되는 것은 전치사와 여격명사

의 용법 때문이며 명확하게 대상체가 목적지 안에 다다르는 것을 뜻하기 때문

이다. (77)의 첫 번째 εν이 나타나는 구문은 ‘εν τεύκὲσσιν(en teúkhessin, 

armor:DAT.PL) έδυνον(édunon, get.in:IMPF.3PL)’으로 이는 ‘(신체에)무기류

를 갖추었다(they got into their armors)’라는 의미이다. 이때의  εν과 여격명

사는 용기(container) 또는 포함자의 용법129이 추가된다.  

후자의 용법에 대해 Luraghi(2003:84)는 εν과 여격명사가 목적지(goal 또

는 landmark)로 움직임(mouvement)이 종료된 것을 기술하며 그 결과 목적

지 안에 경로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 용법은 용기 혹은 포함자 용법을 기술하

는데 적합하다고 하였다.
130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εν + 여격명사’의 용법이 용기용법이나 βάλλειν(던

지다), ἕζεσθαι(hézesthai,놓다)와 같은 타동사와 함께 쓰여 대상체인 목적어

를 어떤 목적지로 향하게 하여 위치시키는 용법이던 간에 방향을 나타냄과 동

시에 전치사와 여격명사가 지닌 종결성으로 말미암아 ‘목적지안에 다다름’을 

나타낸다.  

특히 용기의 용법에 관해서 Vandeloise(1991)는 위치전치사로 알려진 영어

의 in, 독일어나 네덜란드어의 in에 대해서 ‘기능적인 분석(functional 

 
129

  이를 풀어 쓰면 무기류를 자신의 신체에 갖추는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they got into 

their armors’ describes the action of wearing the armors, conceived as containers for 

the soldiers’ bodies(Luraghi,2003:84).” 이는 영어에서 ‘with + 명사구’나 분사구문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30

 “Here the use of en with the dative, which profiles the end of amovement (the result is 

(functional) containment of the trajector inside the landmark), seems particularly 

apropriate for describing the resulting position of the bodies in the armors.” 



 114 

analysis)’을 통해서 이들 전치사가 포함자, 혹은 용기가 목적지로 기술되는데, 

이때 목적지도달을 나타내는 경로라고 밝혔다.  

Luraighi(2005)의 ‘εν + 여격명사’로 실현되는 용기용법을 Vandeloise 

(1991)의 견해에 따라 제시했다. Luraighi(2005)는 ‘εν + 여격명사’의 용기용

법은 기능(function)관계에 동적인(dynamic)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파악한다.  

여기에서 기능관계는 목적지(landmark)가 포함기능을 하는 도구(instrument)

로 제시되며, 동적인 요소는 ‘동적인 제어(dynamic control)가 가해지는

(exert) 것을 말한다(Luraighi, 2005:5). 
131

 

그런데 그리스어 전치사 εν과 εις가 모두 목적지를 나타내고 있다면 그 의

미 차이는 어떻게 될까? Luraghi(2004:33)는 호머시대의 그리스어(Homeric 

Greek)에 한정지어 언급할 때 εν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임과 동시에 동작

의 끝지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헌에서 이 전치사가 

영어의 into에 해당하는, 즉 목적지 내부로 향한다는 의미를 영구적으로 함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용법에서 이 전치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틱(Attic) 방언의 창작품인 εις와 그 의미를 견주어 보면 εις는 목적지로

의 방향을 나타내는 향격의미를 가지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반드시 내

포하지는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132

  따라서 εις는 방향 그 자체이며 반면에 εν

은 목적지도달을 상정한다(Luraghi, 2004:33).
133

  

 
131

 “Functional analysis which describes the landmark as a container exerting dynamic 

control over the trajector.” 여기에서 ‘dynamic’은 i Ferrando(2006:174)의 해석에 의하

면 사람이 공간관계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3차원의 공간 기하학적인 위상(topology) 관계, 

대상체가 목적지를 향해서 오고 가는 동적인(dynamic) 관계, 특정 사물이나 공간에 대해서 

경험이나 학습으로 얻어진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function) 관계 중에서 두 번째를 뜻하는 

것이다. 영어의 전치사 in에 대해서 Tyler&Evans(2003:181)에서 어휘소 in은 기능적인 관

계(functional relation)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132

 그러나 Chase, Phillips & Phillips Jr.(1961:20)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리스어 문법서에서 eis

는 ‘안으로 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133

 “whereas en profiles the endpoint, eis profiles the trajector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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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ronarde(2013:29-30)는 아틱그리스어 εν과 εις용법의 비교하여 소개

했다.    

< 아틱(Attic) 그리스어 εν과 εις의 용법(Mastronarde, 2013:29-30) > 

1. εν 용법의 예시 

1) ἐν τῇ χώρᾳ(en teî xórai) ‘in (or within) the land’ 

2) ἐν τῇ σκηνῇ ἐν τοῖς θεοῖς(en teî skeneî én toîs theoîs) ‘in (or 

within) the tent among the gods’ 

3) ἐν Κερκύρᾳ(en Kerkúra) ‘at Corcyra’ 

2. εις 용법 예시  

1) εἰς οῖ̓κον(eis oîkon) ‘into a house’ 

2) εἰς τὴν σκηνήν(eix tèn skenén) ‘into the house, into the tent’ 

3) εἰς τὴν θάλατταν εἰς παιδείαν(eis tèn thálattan eis paideían) 

‘into(or toward) the sea with respect to training’ 

 

1.1)-3)에 해당하는 예는 모두 여격명사와 결합하여 ‘특정 장소의 안쪽’이라

는 위치 의미로 쓰였는데, 1.1)의 ἐν τῇ χώρᾳ(en teî xórai)는 ‘그 지역 안에서’

로 해석할 수 있다. 2.1)-3)의 예는 대격명사와 사용되어 ‘특정 장소의 안으로’

라는 방향의미로 쓰였다. 예 2.1)의 εἰς οἶκον(eis oîkon)는 ‘집 안으로’를 의

미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대그리스어 전치사 εν은 여격명사와 함께 쓰

여 일반적으로 위치용법을 가지며 βάλλειν(던지다), έζ͗εσθαι(놓다)와 같은 

특정 동사들과 용기용법일 때에 한정적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로 쓰

인다. 이는 현대프랑스어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같은 전치사구가 

동사에 따라서 방향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며 위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고전라틴어의 격이 무너진 민중라틴어 이후 고대프랑스어에서 주격(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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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et)와 대격(cas régime)이라는 2격 체계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중세프랑스

어에서 대격만이 계승되었으므로 명사에 있어서 현대프랑스어에는 격이 없다

고 할 수 있다. 어떤 동사와 함께 쓰이는가에 따라서 전치사의 의미가 달라지

는 것은 명사에 격이 없는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의 경우나 고대그리스어 

전치사 εν의 경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대프랑스어 en이 나타나는 자동사/타동사 이동동사구성과 앞선 고대그리

스어 εν+여격명사와 함께 나타나는 자동사인 ‘διαβαίνο(diabaínō, 건너가다)’, 

‘(εμ)πίπτω((em)píptō, 떨어지다)'와 타동사인 ‘βάλλειν(던지다)’, ‘τίθημι

(títhēmi, 놓다)’의 구성을 비교해 보자.  

< 현대프랑스어 en과 고대그리스어 εν의 이동표현 비교 > 

1. 현대프랑스어 en  

(1) 자동사인 이동동사와 함께 결합  

1)  aller, arriver/venir en N 

2)  descendre en bas de la colline            (Bouchard,1995:192) 

3)  migrer d’Europe en Afrique                   (Sarda,1999:36) 

4)  voyager/visiter en N           (Laur,1991:179, Sarda,1999:48) 

(2) 타동사인 이동동사와 함께 결합 

1)  hisser la caisse en haut de la tour             (Sarda,1999:39) 

2)  jeter sa tête en arrière 

3)  lancer les bras en avant 

4)  mettre(poser) les genoux en terre 

2. 고대그리스어 εν 

(1) 자동사인 이동동사와 함께 결합 

1)  ὸι  εν τε̂ι νήσωι    άνδρες     διαβεβηκότες (Thuc. 7.71.7) 

hoi en têi nḗsōi     ándres    diabebēkó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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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in ART island:DAT men:NOM.SG cross.over:PTCP.PERF.NOM.PL 

‘the men on the island who have crossed over’  

Nikitina & Maslov(2013:116) 

2)  άλλα τε  όσα  εικὸς εν τωι τοιούτωι      κὼρίωι  

(Thuc. 7.87.2) 

álla  te  hósa   eikòs en tōi toioútōi      khōríōi 

other PRT as.great:ACC like in art such.as.this:DAT place:DAT 

        εμπεπτωκότας        κακοπατθε̂σαι  ουδεν̀  

empeptōkótas         kakopathêsai   oudèn      

fall.in:PTCP.PERF.ACC.PL suffer:AOR.INF nothing:NOM 

ότι  ουκ επεγένετο 

hóti ouk epegéneto 

that  not befall:AOR.MID.3SG 

‘Of all the other things that, having been thrust [lit.having 

fallen] into such a place, one is bound to suffer, there was 

nothing that did not befall them.’                       

Nikitina & Maslov(2013:117)  

(2)  타동사인 이동동사와 함께 결합 

1)  ὸ       δ’  εν πυρὶ  βάλλε     θυηλάς (Hom. Il. 9.220) 

hò      d’  en purì   bálle      thuēlás 

he:NOM PRT in fire:DAT throw:IMPF.3SG offerings:ACC 

‘and he threw sacrificial offerings in the fire’    

Nikitina & Maslov(2013:116) 

2) ὲωυτὸν  δε ̀ενετείλατο            τωι  παιδὶ 

eōutòn  dè eneteílato             tōi  paidì 

self:ACC PRT command:AOR.MID.3SG     ART child:dat 

εν  μυκο̂͑ι   τε̂ς   θήκης  

en mukhôi  tês   thḗkē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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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rner:DAT  ART   vault:GEN 

ὼς μάλιστα θει̂ναι (Hdt. 3.16.7) 

ōs málista  theînai
134

 

as most    put:AOR.INF 

‘He commanded his son that he lay him into the corner  

of the vault [as far] as possible.’      

Nikitina&Maslov(2013:118-119)           

   위의 고대그리스어 이동동사 διαβαίνο(건너가다), (εμ)πίπτω(떨어지다)는 

모두 자동사로 주어인 대상체가 목적지인 섬(νήσωι, nḗsōi)과 특정 공간(κὼρί

ωι, khōríōi)에 위치한다. 이들 명사는 위치전치사로 알려진 고대그리스어 전

치사 εν과 여격명사에 의해 실행된다. 타동사인 βάλλειν(던지다)가 사용된 

예에서는 주어가 목적어인 제물(θυηλάς, thuēlás)을 목적지인 불 안에(εν πυ

ρί, en purì) 던져졌음을 의미하며, τιθημι(놓다)가 쓰인 문장에서는 목적어인 

대상체를 목적지(εν μυκό̑ι, en mukhôi)에 위치시킨다. 이들 명사는 모두 여격

으로 나타난다.  

이 구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εν은 방향속성을 가진 향격전치사로 나타

나며 Talmy(1985, 2000)에 따라 협의의 경로전치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

나 처음부터 이 전치사의 방향이나 목적지도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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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동사 ‘títhēmi(놓다)’가 eis와 함께 쓰인 문장도 주어가 목적어인 대상체를 특정 목적

지에 위치시키는 구문으로 이때의 전치사 eis도 방향의 속성을 나타낸다. ‘en + 여격명사’ 구

문과 의미 차이는 앞서 밝힌 대로 ‘eis(es) + 대격명사’는 향격전치사이나 그 동사의 사행이 

시제에 표지된 문법상을 제외한다면 내적인 의미 만으로 완료(completive)되었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i.은 그 예문이다.   

i. τὸν δε ̀  ὲωυτου̂   εόντα                νεκρὸν    λαβὼν                  

tòn dè  heōutoû  eónta                nekròn    labṑn          

ART PRT self:GEN be:PTCP.PRES.ACC.SG dead:ADD take:PTCP.AOR.NOM.SG  

Έθηκε       ες   τὸ άγγος. (Hdt. 1.113.2) 

éthēke       es   tò ággos 

put:AOR.3.SG into art jar:ACC. 

‘And having taken his own [child], being dead, he put it into the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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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었다. Kühner & Gerth(1898:540-542)는 이 전치사를 위치전치사로 분

류하였으며, 이 전치사가 방향속성이 나타나는 이동동사와 결합한 경우를 

‘pregnant construction(혼합구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요

소와 상태적인 요소의 이질적이 결합이라는 속성에 근거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이는 고전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Nikitina & 

Maslov(2013)는 ‘혼합구성’에 대해 4가지 관점
135

으로 Kühner & Gerth(1898)

의 논의를 반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이동동사와 결합하는 고대 그리스 전

치사 εν의 방향속성과 과거 상태동사로 잘못 이해했던 고대그리스어 상태변화

동사들이 표상하는 장소이동속성
136

에 관한 것이다.  

Nikitina & Maslov(2013)는 장소의 이동이나 상태변화 표현에서 이동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동질적인 언어요소들이 서로 결합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Kühner & Gerth(1898:540-542)가 주장한 혼합구성에서 동사와 전치사의 속

성을 이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고대그리스어의 ‘εν + 여격명사’와 이동동사의 

구성이 현대프랑스어 이동동사와 일반적으로 위치전치사로 알려진 구문의 구

성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Nikitina & Maslov(2013)는 고대그리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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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kitina & Maslov(2013)는 Kühner & Gerth(1898)의 논의가 주로 그리스 동사를 독일어 

등가어로 번역하며 생긴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오류는 일반적으로 1) 어휘(lexical) 차

원, 2) 상(aspectual) 차원에서 나타난다. 또한 3)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를 상태동사로 

잘못 이해한 것과 4) 방향의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에 대해서 위치전치사로 잘못 이해한 경우

도 있었다. 
136

   고대그리스어 동사 ‘páreimi’는 영어표현에서 일반적으로 ‘be present’로 번역할 수 있는

데 이는 실제로 ‘~에 이르다(arrive at/in)’이라는 의미이다. i.은 그들이 Sardis에 이르렀다는 

표현의 예이다. 이 동사는 상태동사가 아닌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이며 ‘eis + 대격명사’와 

함께 실현된다. 

i. παρε̂σαν           εις Σάρδεις  (Xen. Anab. 1.2.2) 

parêsan             eis Sárdeis 

be.present:IMPF.3PL  into Sardis:ACC 

‘they arrived in Sardis’                            Nikitina & Maslov(2013:109) 

마찬가지로 동사 ‘keímeth́’도 ‘(~한 상태)로 위치하게 되었다’로 이해해야 하며 이들은 단순

히 ‘~에 위치한다’는 상태적인 속성이 아닌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 언급하였다(ibi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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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사 ‘εν+여격’구성에 대해 일반화를 시도했다.  

<그리스어 이동동사와 전치사의 구성(Nikitina & Maslov, 2013:114~124)> 

 

1. ‘εν + 여격명사’는 이동성이 있는 동사와 결합하면 향격을 나타내는 전치

사이자 종결을 나타낸다. 따라서 ‘εν + 여격명사’는 동사 사행의 끝지점(end 

point in motion)을 나타낸다. 이와 결합하는 동사들 중에 자동사에는 διαβαί

νο(diabaino, cross over), πίπτω(pipto, fall in) 등이 있으며 타동사에는 βάλ

λω(bállō, to throw, cast), καθί͐εμι(kath híemi, to throw), ελαύνω(elaúnō, 

to drive smth. into smth.) 등이 있다. εν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위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전치사들인 παρὰ(beside), υ͐πὸ(under)도 대격명사와 결합하

여 방향의미를 나타낸다.137  

2. 일반적으로 향격전치사로 알려진 εις는 상태동사로 알려진 πάρειμι

(páreimi, be present)나 ‘κείμεθ(keímeth, be located)’와 결합하는데 이 동

사들의 실제 의미는 ‘(~에)이르다, 다다르다’와 ‘(~한 상태)로 위치하게 되었다’

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들 동사는 장소변화 의미로 쓰여 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며, 방향을 나타내는 향격전치사 εις와 결합한다.  

-> 본 연구의 해석 : 따라서 그리스어 이동동사와 전치사는 움직임을 나타

내는 동사와 경로전치사의 결합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이때의 전치사는 경로

전치사로 향격, 탈격 등을 나타낸다. 

 

위의 고대그리스어의 일반화는 우리가 3장 3절에서 주장한 이동동사와 경

 
137

  고전그리스어 παρὰ(beside)는 대격명사와 함께 쓰여서 ‘to the side of’라는 뜻으로 방향을 

표현하기도 하고 ‘beside, near’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υ͐πο는̀ 대격명사와 함께 쓰여

서 동적 이동성을 표현했는데 여격명사와 함께 쓰이는 상태적 의미는 동적인 이동을 나타내

는 표현보다 그 수가 적다(Nikitina & Maslov,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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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전치사의 결합 가설과 일치한다. 현대프랑스어 이동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공간전치사 en이나 dans의 성격에 대해 Boons(1987), Laur(1993)에서는 위

치전치사로, Vandeloise(2017)에서는 이동동사와 결합할 시에 예견되는 장소

를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위의 고대그리스어와의 비교를 통해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은 이동동사의 움직임이 끝나는 지점(end point in motion)을 나타

내어 본 연구는 이를 경로전치사로 규정한다.   

우리는 앞서 논의한 이동동사와 경로전치사의 결합 가설에 근거하여 이동

동사와 함께 결합할 때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 à와 de를 위치가 아닌 경로

전치사라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이들 전치사의 향격과 탈격이 고전라틴어 

전치사 a와 de에서 유래한 것을 들었다. 그렇다면 명사에 격이 없는 현대프랑

스어에서 전치사 en이 갖는 장소이동속성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의 직접적 기원이 되는 고전라틴어 

전치사 in의 이중체계와 격체계의 붕괴,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a/en의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 1. 2. 고전라틴어 전치사 ad/in 교체로 파악하는  

경로속성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전라틴어 전치사 in은 방향용법과 위치용법을 모

두 가지고 있었다. 전치사 in은 탈격명사와 결합하여 위치용법을 나타내는 예 

(78)과 대격명사와 함께 결합하여 방향을 나타내는 예 (79)를 보여준다.  

(78)  in solo     tracta   cum melle     oblinito  bene (Cato R. 77) 

in crust:ABL tracta:ACC with honey:ABL cover well 

'cover the tracta on the crust thickly with honey'  

Pinkster(19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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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Repente  omnes [...]  in Palatium    cucurrerunt (Suet. 8, 2) 

suddenly   all.NOM.PL  in palace.ACC  run.PRF.3PL 

‘On a sudden everybody hastened to the Palace.’     

Matellán & Mateu(2013:10) 

위의 (78)에서 in은 탈격명사 solo(crust:ABL)를 지배하며 ‘표면에’라는 위

치를 나타낸다. (79)는 in이 대격명사(palatium)를 동반하여 ‘궁전으로’라는 목

적지도달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인 경우이다. 참고로 고전라틴어 전치사 ad

와 in이 모두 목적지방향속성을 지니는 경로전치사로 해석할 수 있지만 미세

한 의미 차이가 있다.    

(80)  Navigant    diebus    XL ad primum  

Sail:PRS.3PL day:ABL.PL 40 at first:ACC.N.SG  

emporium      Indiae(Plin. Nat. 6, 104) 

emporium:N.ACC.SG India:GEN                     

           ‘They sail up to the first emporium in India in 40 days’ 

Matellán & Mateu(2013:12)                          

  

위의 (80)은 ‘40일 동안 인도의 첫 중심으로 항해한다’라는 표현에서 ‘ad+

대격명사’는 동사 navigo의 사행 끝지점인 목적지를 나타낸다. 이 명사구는 

종결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사사행이 완료(completive)되는 것은 시제의 문법

표지나 종결을 나타내는 시간부사구로 표현된다(Matellán & Mateu, 2013:12).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에서 사행이 완료되는지 혹은 완료되지 않는지는 ‘ad + 

대격명사’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in + 대격명사’의 구성은 목적지에 도

달한 경계점을 지나 그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함의한다. 즉, ‘intra + 대격명사’

의 구성과 의미가 일치한다.  

Pinkster(2005:151)에서 ‘intra urbem venit’와 ‘in urben venit’라는 두 문

장이 모두 ‘has gone into town’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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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38

  Pinkster(2005:151-152)에 의하면 ‘in + 대격명사’는 대상체가 외

부에서 목적지 내부로 들어가는 ‘into’의 의미를 가진다. 반면에 ‘in + 탈격명

사’는 대상체가 장소 내부에 있음을 나타내는 ‘(with) in’의 의미를 표현한다.  

   그런데 ‘in + 대격명사’의 용법과 ‘ad + 대격명사’의 용법은 후기 고전라틴

어 이후 그 쓰임에서 혼란이 생겼다. 이명호(1988)에서는 고전라틴어 후기에 

전치사 ad가 in을 대신하게 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이유로 

격식체였던 고전라틴어가 후기에 이르러 규범적인 고전주의 어법에서 벗어나 

표현력 위주의 어법으로 변모하게 되는 점을 꼽았다. 물론 민중라틴어에서 가

장 큰 변화로 알려진 마지막 자음 /-m/의 소실, 고전라틴어 장단 5모음 체계

에서 7모음 체계로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음성변화에 따른 굴절의 변동으로 표현되던 상황보어들이 표현의 명확성

을 기하려고 전치사와 같은 첨사(adposition)을 동반하여 분석적인 어법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ibid.,112). 이명호(1988)에 따르면 이미 기원전 3

세기 이전부터 [e]와 [ĭ]는 구분 없이 쓰이고 있었으며
139

  이후 민중라틴어 시

 
138

  Pinkster(2005)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부사에서 전치사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intra는 부사와 전치사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며, in은 전치사이다. 저자는 

Kuryłowicz(1964:171)의 견해에 동의하여 통사적인 변화(syntactic shift)로 인하여 부사로부

터 전치사로의 발달을 라틴어의 경우를 들어 논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동사 + 부사로 이

어지는 언어요소의 결합은 그 격 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치사인 사격(oblique case) 

요소를 도입하면서(prep. specify cases.) 부사와 사격요소의 결합성이 더 강해지고 전치사로 

변화하게 된다. 부사는 전치사로 변화되기 이전에 중간 단계(intermediate stage)에서 부사와 

전치사의 속성을 모두 가지게 되는데, 이 중간 단계의 예가 위의 ‘intra urbem venit’이 되겠

다.  
139

 저자는 Bourciez & Bourciez(1967:§42-43)의 기원전 259년 L.Cornelisu Scipio 비문 1,5,6

행을 예로 제시하였다(교체 음운 굵게 표시). 1행의 AIDILES(an elected office of the Roman 

Republic.)는 5행에서 AIDILIS로 5행의 HIC(this)는 6행의 HEC로 표기되기도 한다. 앞의 표

기는 고대 라틴어 표기이며 (괄호)안의 표기는 고전라틴어 표기이다.  

i. 1. L. CORNELIO L.F. SCIPIO AIDILES…(L. Cornelius L.F. Scipio aedilis…) ‘L. 

Cornelius L.F. Scipio commissioner of works…’ 

ii. 5. CONSOL, CENSOR AIDILIS HIC FUET…(consul censor aedilis hic fuit...) 

‘consul, provincial magistrate with similar duties, Aedile has been..’ 

iii. 6. HEC CEPIT CORSICA ALERIAQUE...(hic cepit corsicam Aleram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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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기원후 3-4세기에 [ĭ]와 [ē]는 음가 [e]에 접근하며 서로 유사하게 된다. 

그 예로써 ‘delirus(헛소리), non delerus(Loc.cit.,116)’, ‘lilium(백합), non 

lileum (Loc.cit.,114)’를 제시하였다.  

이 변화는 ‘로마로 (향하다)’라는 뜻을 지닌 ‘in Romam(in + 대격명사)’과 

‘로마에서’라는 뜻을 지닌 ‘in Roma(in + 탈격명사)’의 구분을 무색하게 만들

었다. 이후 민중라틴어 후기에 ad와 in이 엇갈려 쓰이는 현상을 통해서 ‘eo 

(ire:IND.PRES.1SG) in urbem’과 ‘eo ad urbem’의 구분이 점차 희박해졌다

(ibid.,118).  in과 ad의 교체출현 예문은 (81), (82)에서 볼 수 있다. 

(81)  a.  quas in senatu reciatri voluisti (CIC. Fam., 3.3.2.)  

‘que tu destianis à être lue au Sénat’ 

           b.  quas ad aedem Felicitatis sun...(CIC. Ver., 4.4.) 

               ‘qui sont dans le temple de la Félicité..’ 

(82)  a.  iens in Pomeianum bene mane haec scripsi (CIC. Att., 4.9.2.) 

               ‘Je t’écris ce mot… en allant à ma maison de Pompei’ 

           b.  ante quam ad urmem venires(CIC. Ver., 2.167.) 

              ‘avant ton retour à Rome’                     

이명호(1988:119) 

   위의 예 (81a)에서 in은 탈격명사 senatu(senatus:ABL.SG)와 함께 쓰였

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용법으로 쓰이며 프랑스어의 번역에서 ‘au Sénat’로 표

현된다. (81b)에서 ad는 대격명사 aedem와 같이 쓰여 방향을 나타내야 하지

만 위치용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 ‘dans le temple’로 번역된다. 

(82a), (82b)은 고전라틴어의 ‘목적지도달’과 ‘목적지방향’의미로 쓰인 ‘in/ad + 

대격명사’의 용법을 나타내어 각각 (81a), (81b)와 대조된다.  

   라틴어 전치사 ad와 in의 교체는 Poerck & Moulin(1953)에서도 제시되었

다. 고전라틴어 이후 전치사 in은 의미쇠퇴 혹은 해체(désagrégation)과정을 

 

‘He took Corsica and the city of Al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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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게 된다. 여기에서 교체되어 나타나는 부사들은 ‘내부에’ 또는 ‘안쪽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 intus와, 전치사이자 부사인 intro와 ‘위쪽(에)’이라는 의미

를 가진 supra, sursum이다(ibid.,270). 부사 intus는 in에서 파생된 형태이

고 intro는 전치사로 쓰일 때에는 대격명사와 쓰였다. 전치사 intro는 ‘~로 들

어가다(entrer dans, pénétrer dans)’라는 의미를 지닌 자동사 intrare의 직

설 현재 1인칭 단수형태의 intro와 구분된다.
140

  부사 intus와 전치사 intro는 

모두 공간용법에서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향과 위치를 표현하는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Gaffiot,1985:849,850).  

부사 supra는 대격명사와 함께 결합하여 움직임을 표현하는 전치사의 용

법도 포함하고 있었고, sursum는 부사로서 ‘아래’를 뜻하는 접두사 sub-와 

‘~쪽으로’를 뜻하는 versum이 축약(contraction)되어 형성되었다. 민중라틴

어 전치사 in에 대한 이들 부사와 전치사의 의미 잠식은 이후 고대와 중세프

랑스어 en이 dans, sur로 대체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Poerck & Moulin, 

1953:270-271).  

장소의 이동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in과 의미가 유사했던 ad는 고전라틴

어 문법서들에서 그 의미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이후 민중라틴어 전치사 

in과 그 의미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ibid.,277). 내부로의 이동을 표현하

는 전치사 in의 위치속성은 ‘ad villam(into the city)’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accusare aliquem ad populum(make a complaint against someone), ‘ad 

dextram(to right hand)’에서와 같이 특정 장소로의 방향만이 제시된 것도 아

니다.  

‘nomina ad aedem Saturni in pariete scripta(many (of them) came to 

the temple “Saturni” and wrote (sth) on the wall, CIL.I,202)’에서 ad의 용법

은 단순하게 특정 장소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닌 목적지로의 도달을 

 
140

  이 동사는 ‘in + 대격명사’와 함께 쓰였다. 자동사로 쓰일 때는 ‘~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로, 

타동사로 쓰일 때에는 넘다(franchir), 공격하다(attaquer), 꿰뚫다(transpercer)라는 의미로 

쓰였다(ibid.,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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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전치사 in의 용법과 유사하며 in pariete(pariēs:ABL.SG)에서 in은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sur의 용법과 닮았다고 지적하였다(ibid.,278).  

Bonnet(1890)에서도 ad와 in의 교체는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라틴어 전

치사 in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만 ad라는 전치사를 사용해

도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는 충분하게 전달된다. Bonnet(1890:582)에서 

‘ad basilicam(H. F.,4,20)’의 예는 ‘dans la basilique’으로 Poerck & 

Moulin(1953:281)에서는 ‘à la basilique’로 번역한다. (83)에서는 ad가 ‘~의 

내부로 향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83)  Referre erat solitus, ductum se per visum ad quoddam flumen 

           igneum, in quo ab una parte litoris concurrentes populi ceu 

 apes ad alvearia mergebantur (H. F.,  4,33, p.169,1-2)  

‘He himself used to relate that he once had a vision in which 

he was led to a river of fire into which people, running 

together from one part of the bank, plunged like bees 

seeking(into) their hives.’ 

                                         Lappin(2002:47) 

이후 고대프랑스어 en과 a는 주로 시·공간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교체된다. 

이 현상은 비단 고대프랑스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84)에서 라틴어 전치

사 ad를 이어받은 전치사 a(à)는 고대로망스어에서 목적지의 내부에 도달한다

는 의미로 in의 용법을 대체한다.  

(84)  a.  franç. : volat a ciel ‘il a survolé dans le ciel’ (Eul.,25.) 

       b.  prov. : donc veng Boeci ta granz dolor al cor   

‘then Boeci was deeply grieved in his heart’ 141 

(Boecis,41) 

 
141

 위의 영어 번역은 Jensen(2015:346)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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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at. : entrà à la llur sinagoga ‘il est entré dans leur 

 synagogue’
142

 

d.  esp. : entrar a la iglesia ‘entrer dans l'église’143 

Poerck & Moulin(1953:282) 

  고전라틴어에서 이동동사는 ‘전치사 ad/in + 대격명사’와 결합하며 ‘apud +

대격명사(esse apud Romam)’와 ‘in + 탈격명사’는 상태동사와 결합하지만 민

중라틴어 ad는 apud의 의미도 흡수하여 이후 ad는 상태동사와도 같이 쓰인

다.   

그런데 apud는 민중라틴어에서 도시나 국가와 같은 고유명사 앞에서 in

으로 대체되기도 했다(Martín, 2005:226). apud의 의미를 계승한 ad의 용법은 

위치를 나타내고 이동동사와 결합하는 in의 용법은 방향으로 제시되는데, 전

치사 in은 ad/in의 교체 현상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부사 intrus/intro

의 용법을 흡수하기도 했다(ibid.,283-284).  

(85)는 민중라틴어와 고대로망스어 텍스트에서 이동동사와 함께 쓰인 a와 

en의 교체를 보여준다. (85)에서 동사들은 ‘(~로)되돌아가다’, ‘(~안으로)들어가

다’, ‘(~로)떠나다’라는 의미로 특정 장소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목적지에 

해당하는 장소명사 앞에서 a/en이 교체된다. 이에 대해서 Poerck & 

Moulin(1953:284)은 ad와 in의 경쟁(concurrence) 혹은 주저함(l’hésitation)

이라고 표현했다.  

(85)  a.  anc. fran. : cil s’en repairent a Rome la citét  

 (A., Fahlin, o,c., 136) 

                          s’en refuit en Rome la cité’  

 
142

  카탈란어나 스페인어 문학에 대한 항목이 적어서 참고문헌 분류에 따로 넣지 않았다. 출처 : 

matth., XII, 9. El nou Testament, Barcelona, Foment de Pietat Catalanna, 1928, p,16.  
143

 S. GILI Y GAYA,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2
e
 ed., Barcelona, Spec, 1948,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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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refuit à la cité de Rome (A., ibil., 137)  

‘The two men return to the city of Rome’ 

b.  anc. prov. : intro a Tolosa (Cron. alb., ibid., 146) 

                           intratz en Roma (Cron. alb. , ibid., 145)  

‘enter in Toulouse’ 

c.  anc. esp. :  Entravan a Murviedro (Cid, ibid.,149) 

                           Entraron en Medina (Cid, ibid., 149)  

‘enter in Murviedro’ 

d.  anc. ital. :  a Genova se n’andò (Decam., Fahlin, 147) 

in Jerusalem sis en anode (P. da Bars., Fahlin, 

 o.c.,147) ‘for Genova/Jerusalem he left’ 

Poerck & Moulin(1953:284) 

 

 

4. 2. 고대·중세프랑스어 공간전치사 a/en 교체로 인한  

경로속성의 확산 

 

이 절에서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목적지도달속성을 나타내는 전치사 

en의 형태와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Godefroy(1937:78)는 en의 이형태에 

대해서 an, em, ein, ain, in 등을 언급했다.144 이형태가 많기는 하지만 간단하

게 요약하면 라틴어 전치사 in은 고대프랑스어 초기에 in으로 쓰이다가 11세

기에 en의 형태로 정착되었다.145  

 
144

  Buridant & Zink(2000:487)에도 첫 자음이 순음(+labiale)일때에 en/an은 em/am으로 변

화한다고 하였다. 주로 든 예문으로는 ‘em ma chapel(Rol., 3916)’,’ en bone Esperance 

(Dolopathos, 27)’이 있으며 ‘ann un bois(Paris, 769)’와 같이 모음 앞에서 나타나는 드문 형

태도 찾아볼 수 있다.  
145

 이명학(1988:114)도 언급하기를 스트라스부르그 서약(Serments de Strasbourg, 842)에서는 



 129 

TLFi(Dendien & Pierrel, 2003)에 따르면 in의 형태가 처음 기록된 것은 

842년 『스트라스 부르크서약(Serments de Strasbourg)』으로, 여기에서 도구

(in aiudha, et in cadhuna cosa ‘par mon aide et en toute chose’)와 시간용

법(d'ist di in avant ‘à partir d'aujourd'hui’)이 모두 나타났다(ibid.,2).
 
 

시간용법에서도 시간으로의 움직임(un mouvement dans le temps)을 표현

한다고 TLFi에서 명시되었다. 이 용법은 10세기 말의 『성 레제르의 생애(Vie 

de Saint Léger)』에서도 ‘in eps cel di(en ce même temps)
146

 (ibid.,80)’으로 

기록되어 있다. 9세기 말에 형태(forme)를 나타내는 용법으로도 제시되었다

(Eul., 25, loc. cit.: in figure de colomb ‘en figure du pigeon’).  

전치사 en이 in 보다 지배적으로 나타난 문헌은 9세기 말 『성녀 을랄리전

(Séquence de Sainte Eulalie)』으로 ‘en ciel, enl fou(< en feux)’라고 기록되

어 있는데(ibid.,3), 여기에서 en의 용법은 위치나 방향으로 해석한다.
147

  

TLFi(Dendien & Pierrel, 2003)를 참조하여 고대프랑스어 en의 용법의 공

간용법과 파생된 의미 변화를 살펴보자. 9세기 말 1) 공간용법에서 위치나 방

향을 나타내던 용법(Eul., 6 et 19, ibid.,3: en ciel, enl fou)은 2) 10세기 말 

‘~(표면)위에’라는 의미로 변화하여 나타나기도 하고(PassionC., 8 et 45, ibid., 

4: en son cab ‘à sa tête’, en la cruz ‘sur la croix’)
148

, 같은 문헌에서 3) 사

물의 상태(état)나 정서적 상태(situation morale)를 나타내기도 하였다(ibid., 

33 et 36: en huna(>une) fet ‘ce qui est fait, est réalisé’, en caritad(>en 

charité)). 이후 1100년경에 4) ‘~를 믿다, 신뢰하다’는 관용어구(expression 

 

in으로 표기되어있으며 『성녀 을랄리의 행적과 순교를 노래한 시(Séquence de Sainte Eulalie, 

880년 경)』 에서는 주로 en으로 성 알렉시스 전(Vie de Saint Alexis, 1040)에서는 en으로 이

후 롤랑의 노래(Chanson de Roland, 11C)에서 en으로 정착되었다고 하였다.  
146

 Zaal(1962:105)에서 언급된 바로 ‘en eps cel di(PassionC, v.417, v.423)’의 형태도 나타난

다. 
147

  Ayres-Bennett(2005)은 위의 구문을 ‘(who want her to deny God, who lives up) in 

heaven, into the fire’라고 해석한다.  
148

 번역은 de Cantalausa, J. (Ed.). (1990:607)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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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ée)에서 en이 나타나며(Rol.,586), 1170년경에도 같은 표현(Rois., 118 [I 

Rois 3, 28]: la sapience nostre Seignur fud en li, ‘Il eût confiance en la 

sagesse de notre roi’)이 언급되어 있다.  

842년 스트라스부르크 서약은 1) 특정 시간으로 향한다는 의미(Serments 

S., loc. cit. :d'ist di in avant ‘à partir d'aujourd'hui’)에서 2) 10세기 말에 한

정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Vie de St. Léger., 80: in eps cel di ‘en ce même 

temps’)으로 변화를 보여준다.  

1100년경 3) 지속된(durée) 시간의 표현(Rol., 851: en jurz ‘pendant la 

journée’)은 이후 11세기 말에 4) 결합(composition)이나 분할(repartition)

을 나타내는 표현(Rol., 1205:en dous meitiez ‘en deux moitiés’), 5)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ibid., 3950: en ostage ‘en otage’), 6) 상태의 변화를 나

타내는 표현(Che. De Troyes, 4191: retorne lor joie en ire ‘transforme leur 

joie en colère’)
149

, 7) 재료 혹은 질료(matière)를 나타내는 표현(Inv. de Phil. 

de Bourgogne ds GAY, s.v. terre, t. 2, 395b : quatorze têtes en terre cuite)

으로 나뉘어지며 11세기에 지금의 8) 제롱디프(gérondif)를 도입하는 형태가 

도입되었다(ibid., 2522 : en estant
150

 ‘en debout’). 

전치사 en 문법화과정에 따라 의미 분화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로 우측에는 

문법형태소(mot grammatical)로 기능하는 용법이 제시된다.  

 

 

 

 

 

 
149

  Buridant & Zink(2000:488)는 이 용법에 대해서 상태변화(transformation)에 도달하는 것

을 나타낸 다고 하였다. 예 : Ensi fu changiez l’Arbre de blanc en vert(Queste.,215,32) 

‘C’est ainsi que l’Arbre devint vert’ 
150

 Godefroy(1937:600)에서 en estant은 ‘debout, tout debout, sur les pieds’의 뜻으로 나타

난다. 예 : N’l ad cheval qui puisset entre en estant(Rol.,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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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의 문법화과정 

1. 공간 표현 

-> 

2. 시간 표현  

-> 

3. 사물의 상

태, 속성 

4. 관용어구,

제롱디프에

서 쓰임 1) 위치 1) 한정된 기간  1) 형태, 재료 

2) 방향 2) 특정 시간으로 흐름 2) 속성 

  3) 상태변화 

 

   위에서 이탤릭체로 표기된 방향용법은 방향속성인 동시에 장소이동속성도 

지니는데, 이 용법은 먼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의미로 변화하고 이후 사

물의 상태나 속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확장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의 목적지도달속성이 현대프랑스어로 계승되어 이동

동사와 함께 목적지도달을 표현한다.   

   [표 12]의 방향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Ménard(1994:283)의 예를 

들어보자. en은 (86)에서 고유명사 Venise와 함께 쓰여 목적지로의 방향을 

나타낸다.  

(86)  Ensi s’en ala li cuens Loeys et autre baron en Venise 

           (ConquesteV., 56)  

‘Ainsi s’en allèrent à Venise le comte Louise   

et les autres barons.’  

Ménard(1994:283) 

   이후 시간용법에서 ‘특정 시간으로 흐름’을 나타내는데, (87)에서 동사 

devenir와 함께 ‘결국에는(~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87)  En la fin devint noienz li paiemenz (ConquesteV.,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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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 fin le paiement se réduisit à rien’  

Ménard(1994:283) 

   비유적인 용법으로 방식(moyen), 방법(manière)과 같은 용법으로 변화하

게 되는데 상태변화의 용법은 (88)에서 나타난다. 이 용법은 때때로 목적(but)

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현대프랑스어에서 대응되는 표현으로 pour, contre가 

있다.  

(88)  a.  Tant com l’avroiz sain et antier, 

         Ne denroiz an altre denier (Ené., 6733) 

        ‘Tant que vous l’aurez en bon état, vous n’aurez pas verser  

de l’argent pour en avoir un autre.  

     b.  An nos afeires alomes (Lanc.,2260) 

         ‘Nous allons à nos affaires’                 

Ménard (1994:283) 

     c.  Ensi fu changiez l’Arbre de blanc en vert (Queste., 215,32) 

        ‘C’est ainsi que l’Arbre devint vert’        

Buridant & Zink(2000:488) 

(88a)에서 an은 en의 이형태로 ‘(다른 것을 얻기)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

내는 예로 제시되었다. (88b)에서 an은 ‘(할)일이 있다’는 목적(but)을 나타내

며 (88c)에서는 상태변화의 용법으로 쓰인다.  

이제 민중라틴어 이후 고대프랑스어에서 전치사 en의 교체에 대해 자세하

게 살펴보자. Buridant & Zink(2000:487)는 (89)로 a/en 교체 현상을 설명하

였다.  

(89)  a.  Meillu vassal n’aveit en la curt151 nul (Rol.,231) 

 
151

 10세기 후반 curt는 ‘résidence d'un souverain et de son entourage(Saint-Léger, éd.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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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n’y avait pas à la cour de meilleur vassal que lui’ 

           b.  aler a cort (ibid.,75) ‘aller à la cour’ 

전치사 en과 a는 (89)에서 목적지에 해당하는 명사와의 결합에서 교체된다. 

마찬가지로 (90)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구에서 a와 en은 의미 차이 없이 

교체된다.  

(90)  En icel tens/A cel ou celui tens  (MortArtu, 12, 9)  

‘En ce temps-là’ 

동사 tenir와 전치사구의 결합에서 a와 en은 의미 차이가 없이 교체된다

(ibid.,489).
152

  (91)과 (92)는 tenir와 결합하는 a/en이 교체되는 예를 보여준

다.  

(91)   a.  tenir en gab
153

 (MFce., Biscl. 58) 

         b.  tenir a gab (Bueve., III, 2436) 

(92)   a.  tenir en folie
154

 

         b.  tenir a folie (ibid.,55) 

 고대프랑스어에서 전치사 en은 dans/dedans과 경쟁(concurrence)을 통

해서 dans과 dedans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들은 이동동사 사

행의 완수(accomplissement)를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ibid.,488). 

 

Linskill, 44)’의 의미로 쓰였다. 이 단어의 이형태인 cort는 10세기 후반 ‘espace découvert 

entouré de murs, d'habitations(Pass., éd. D'A. S. Avalle, 244)’의 뜻으로 쓰였다.  
152

 “Certains verbes présentent, dans leur construction, la concurrence entre en et a, 

sans discrimination sémantique. C’est le cas de tenir en/a...etc." 
153

 tenir en gab는 ‘dire des plaisanteries (Rol., éd. J. Bédier, 1781)’를 나타낸다. gab는 ‘농담’

을 뜻한다.  
154

  folie는 구어체에서 ‘amour, désir’를 나타낸다. 예 : amour et folie ne font souvent 

qu'un (CUREL, Nouv. Idole, 1899, II, 3, p.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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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a)에서 en이 나타나며, (93b)에서는 dedens/dens이 사용되었다.  

(93)  a.  Et fu devisé que de sain Johan en un an..., devoient li baron 

et li pelerin estre en Venise (ConquesteV., 30)  

        ‘Et il fut entendu que de la Saint-Jean en un an... les grands 

seigneurs et les pèlerins devaient se trouver à Venise’ 

     b.  Et dedens trois jors li covient cacier, et se il dens trois jors 

ne le trove, ja mais n’iert garis de son mehaig (Aucassin., 

XVIII, 32-3) 

             ‘Avant trois jours, il faut qu’il qu’il se mette en chasse, et 

 s’il ne la trouve pas dans ces trois jours, jamais il ne sera 

guéri de sa blessure’ 

                                         Buridant & Zink(2000:488-489) 

고전라틴어 inde에서 유래한 de là는 ‘기원’을 나타내는데, de là는 (94)에서 

en과 교체를 보여준다. 이때의 동사들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로 

aller(>aller), torner(>tourner), corir(>courir)이 있다. 

 (94)   Et quant ele s’en est tornee 

        s’est sa joïe en(/de là) dolor tournee (J. et B., 665) 

‘Mais quand elle a quitté la chambre,  

le bonheur de Jehan s’est transformé en douleur’ 

Joly(1988:305). 

(85)~(94)의 예는 en과 다른 전치사들의 교체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교체되

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Joly(1988)는 monter (>monter)의 예를 

든다. monter와 같은 경우 함께 쓰이는 명사의 ‘(~의)위/아래에’라는 의미를 

강조할 경우에 sur/sus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monter sur/sus u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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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al/ destrier(MortArtu.22 occ.)’로 나타낸다. 단순하게 ‘~에 타다’를 의

미할 때에는 정관사와 축약하여 ‘monter el cheval/ destrier [Cheval de 

bataille] /palefroi[Cheval de parade]/ baucent155, ibid. 22 occ.)’에서 보듯

이 el로 제시한다. metre(>mettre), vestir(>vêtir), lacier(>attacher étroite  

-ment)와 함께 쓰인 경우에는 정관사와 축약하여 (95)의 el의 형태로만 나타

난다.  

(95)   El dos li vestent le blanc haubert treliz, 

   El chief li lacent .i. vert hiaume bruni (GirartV.,2361-62) 

            ‘Ils lui mettent sur le dos le brilliant haubert à trois rangs de 

mailles, sur la tête ils lui lacent un heaume d’email vert poli’ 

Buridant & Zink(2000:487) 

국가(pay)나 특정 지방(province), 지역(région)을 나타내는 경우에 대부분 

전치사 en이 사용되는데, 장소명사가 도시 이름인 경우에는 a로 쓰이는 경우

가 있다(en Venise(ConquesteV., 30, ms. O)/a Venise(ibid.,ms.B)). 아래의 

(96a)에서 국가명(Espaigne)이, (96b)에서는 지역명(Lorreine, Burguine, 

Angoue, Gascuine)이 전치사 en과 함께 쓰였다.  

    (96)   a.  Li. xii. per sunt remés en Espaigne (Rol.,826) 

              ‘Les douze paires sont restés en Espagne’ 

           b.  En Lorreine ne en Burguine,  

Ne en Angoue ne en Gascuine, 

A cel tens ne pout hom truver 

Si bon chevalier ne sun per (Guig.,53-6) 

 
155

  TLFi(Dendien & Pierrel, 2003)에서 말발굽 아래의 흰 얼룩진 부분을 ‘balzan’이라고 하는

데 흰 얼룩을 프랑크 지방에서는 ‘baucent(en parlant d'un cheval) tacheté ’이라고 하고 프

로방스 지방에서는 ‘bauçan’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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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n allât en Lorraine ou en Bourgogne, en Anjou ou 

en Gascogne, on ne pouvait alors trouver si bon chevalier’ 

Buridant & Zink(2000:488) 

(97)는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전치사 en이 enz라는 부사 뒤에 쓰이는 

경우로 ‘~(안)에 (있다)’는 중복된 표현을 만든다. 여기에서 en은 교체되지 않

으며 enz/ens e(n)/ou의 형태와 같이 정관사와 축약될 수 있다. 

     (97)   a.  Enz enl fou la getterent com arde tost (Eul.,19) 

               ‘Ils la précipitèrent dans le feu pour qu’elle y brûle bien 

vite’  

            b.  Enz el palais fut mout grant la clarté (Alis., 3820) 

               ‘A intérieur du palais, la clarté était éblouissante’ 

            c.  En ou milieu du four maintenate le geta (DitsSQ., 119) 

               ‘Elle le jeta aussitôt au milieu du four’ 

 (97a)에서 ‘불 안으로’를 의미하고, (97b)와 (97c)에서는 ‘궁전 안쪽에’, ‘오

븐(화덕) 안으로’를 의미하는데, 도달한 목적지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

기 위해서 enz/ens와 e(n)/ou156
 (>en+le)을 동시에 사용한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은 일반적인 시·공간용법에

서, 또는 tenir와 같은 동사 뒤에서 의미차이 없이 a로 교체되거나 dans으로 

대체되었다. 동사 monter와 함께 쓰여 표면(surface)을 강조하면 sur로 대체

되기도 하였다. 교체나 대체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치사의 보어인 장소

명사가 국가, 지역 등을 나타내는 경우와 ‘내부’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인

 
156

  김용숙(1996:213)은 중세프랑스어에서 나타나는 전치사 en과 정관사 le의 전접현상(enclise)

으로 나타난 축약 형태 ou에 대해서 전치사 en과 au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언급하였

다. 즉 ‘ou pirntemps’이 ‘au printemps’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하였다. 고대프랑스어에서도 

‘a + le’는 al과 au의 형태가 나타난다(Joly, 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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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후자의 경우 ens/enz와 같은 부사와 함께 쓰였다.  

이후 중세프랑스어에서 전치사 en은 정관사와 함께 축약된 형태(el 혹은 

ou(>en+le), es157(>en+les))로 유지되다가 이후에 au, aux, dans le, dans les

로 대체된다(Ménard, 1994:283). en이 dans/dedans으로 대체된 기록은 앞서 

Buridant & Zink(2000:488)에서 동사 사행의 완수(accomplissement)를 나타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devenir의 결과는 전치사구 ‘en, dans/dedans + 명사’

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예로는 ‘devoient li baron et li pelerin estre 

en Venise(les grands seigneurs et les pèlerins devaient se trouver à Venise, 

ConquesteV., 30)’이 있다. 여기에서 ‘en Venise’는 ‘~에서(찾을 수 있게 되

다)’로 해석하여 목적을 나타낸다. 전치사 a와의 교체현상은 주로 이동동사가 

쓰이는 구문에서 나타난다.   

이 동사들은 ‘(~로)되돌아가다’, ‘(~안으로)들어가다’, ‘(~로)떠나다’, ‘(~로)달

아나다’와 같은 뜻을 지녔으며 ‘cil
158

 s’en repairent
159

 a Rome la citét(The 

two men return to the city of Rome(Poerck & Moulin,1953:284)’과 ‘s’en 

refuit en Rome la cité(ibid.)’에서 목적지인 장소명사 앞에서 a/en이 교체됨

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프랑스어에서도 a/en 교체가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rantext를 

참조하여 예를 들어 보자.  

  보통명사 chambre(방), maison(저택), logis(주거지), pavillon(군막[tente 

 
157

 김용숙(1996:213)은 es의 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i. … car plus ne voulait se mettre es dangiers des Angloys.(ibid.) 

‘... car il ne voulait plus se mettre en danger des Anglais.’ 
158

  여기에서 인칭지시대명사로 cil과 cils/z는 현대어 celui(-ci), ceux(-ci)에 해당한다. 명사를 

한정해주는 형용사의 용법 ce, ces로도 쓰였다. 
159

 ‘s'en repairer(qq. part)’는 현대어로 ‘s'en retourner(qq. part)’에 해당하며 대명동사의 형

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자동사의 쓰임(retourner, revenir (dans son pays ou qq. part)을 

가지고 있었다(DMF,2015). 타동사로 쓰이면(repairer qqn.) ‘~의 곁으로 돌아가다(retourner 

auprès de qqn)’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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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ire]), ville(도시)의 경우 a/en의 교체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관사나 소유형용사가 명사 앞에 출현한다. (98)은 maison(저택)이 쓰인 예

로 (98a)에서 전치사 a이 사용되고, (98b,c)에서는 en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98)에서 aller, entrer, s’en aller 등의 이동동사가 전치사구와 쓰였다.  

(98)   a.  Mais nenny160, il la faillit161  

laisser aller a sa maison, tant
162

 menoit
163

 laide vie. (C.N.N., 

342)  

‘Non, il faillit la lasser aller chez soi et se trouver la vie 

détestable’ 

b.  De hors il entre en sa maison (Mir. march. larr., 98)  

‘Dehors, il entre dans sa maison’ 

c.  de quoy il fu triste et s'en ala en sa maison. (De la erudition 

H., 408)  

‘de quoi il fut triste et s’en alla chez lui’ 

  (99)는 보통명사 chambre가 쓰인 예로 (99a)에서는 전치사 a가, (99b,c)에

서는 en이 쓰였다. 이동동사 parvenir, aller가 함께 출현한다.  

 
160

  ‘Mais nenni(>non)’는 부정을 강화(Renforcé par un redoublement)하는 역할을 하며 

"Nenil, nenil’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DMF,2015).  

Nenil, nenil, c'est trop tart(Ménagier Paris B.F., c.1392-1394, 54). 
161

 DMF(2015)에 따르면 ‘Faillir à qqn’은 ‘Se dérober à qqn, refuser d'aider qqn’의 의미로 

쓰인다. ‘ Ha ! vierge, ne me faillez point, Doulce vierge celestial ! (Mir. enf. diable, 

c.1339, 38).’ 
162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Comme adv. portant sur un verbe) ‘Tellement’이란 의미를 지니

고 ‘Et puis qu'il nous a tant meffait, Alons a Dieu nous deux de fait, Si nous plaignons. 

(Mir. prev., 1352, 246). ...celle qu'il a tant amée (CHR. PIZ., P.V.H., 1416-1418, 48)’에서 

제시되었다(DMF, 2015).  
163

  ‘manoir’는 ‘(어떤 상태, 상황에) 놓이게 되다’는 의미의 동사로 DMF(2015)에는 ‘Se 

trouver, rester, demeurer, continuer à être (dans tel ou tel état, telle ou telle 

situation...)’로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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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a.  mais par ceste attendue et longue 

distance de parvenir a sa chambre  

(Cur Deus, De arrha B.H., 289) 

‘À travers de longues attentes et des  

distances de parvenir sa chambre’ 

b.  au mains ne me fauldra
164

 il pas aller en sa chambre  

pour payer. (C.N.N., 219) 

‘Au moins, il ne me faillira pas aller dans sa chambre pour 

payer’ 

c.  voulut aller en sa chambre et 

illec
165

 dire les causes de son hastif
166

 retour. (ibid., 443) 

‘il voulut aller en(dans sa) chambre et à cet endroit-là, il 

(voulut) dire les causes de son retour hâtif’ 

 (100)은 보통명사 logis/logiez(주거지,막사)의 예로 (100a,b)에서는 전치사 a

가 나타나며 (100c)에서는 en이 쓰이는데, aller(<aler)라는 이동동사와 사용된

다.  

(100)  a.  aller a son logis
167

 et  

ordonner de sez affairez (Comte Artois., 7) 

 
164

  fa(i)llir의 미래형으로 변화형은 ‘faldrai/faudrai/faurai,faldras/faudras/fauras,faldra/ 

faudra/faura...’와 같다(Buridant & Zink,2000:284). 
165

 DMF(2015)에 따르면 ‘Là, à cet endroit-là (le lieu dont il est question et où le locuteur 

n'est pas)’란 뜻으로 쓰인다. 
166

 ‘예상한 것 보다 더 빨리 실현되는(Qui se réalise plus vite qu'on ne le prévoyait)’이란 뜻

으로 쓰인다(DMF,2015).   
167

  logeis는 ‘군대의 캠프, 막사, 군영(logement pour une armée, campement, troupe 

campé), ’과 일반인들의 ‘(항구 또는 일시적인)주거지, 주거 건물(Bâtiment, construction où 

on loge de façon durable ou temporaire, hébergement’라는 뜻을 가지는데 그 이형태로 

‘logeys, logis, loigiez, loygis, lougis’등이 있다(Godefroy,1881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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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r chez soi et ordonner ses affaires[ce qu'ils doivent 

faire]’ 

         b.  il ne fut osé partir ung chevaucheur168 pour  

aller au logeiz sur peine de la mort, (Le Jouv., t.1, 179) 

‘il ne eut pas oser à partir d’un soldat à cheval  

pour aller la tente(camp militaire fortifié) à cause de la  

mort’ 

c.  et le duc de Bourbon s'en partit pour aller en son logis, (Le 

CLERC., 154)  

‘Le duc de Bourbon s’en partit pour aller chez soi’ 

 유사한 의미의 보통명사 l’ostel(집,여관,거주지)
169

가 쓰인 전치사구도 a/en

의 교체를 보여준다. (101a,b)는 전치사 a가, (101c)에서는 en이 쓰였다. 

(101)  a.  par leurs journées qu' ilz vindrent à Paris, et puis allerent 

a l'ostel de Biauté delez Vicesnes (CHRON. III., 17)  

‘dans les journées, ils vinrent à Paris, et puis, ils rentrent 

a la maison(chez eux) magnifique à côté de Vicesnes’ 

b.  si vous avez haste
170

 d'aller a l'ostel, 

allez tousjours devant (C.N.N., 217) 

 
168

  DMF(2015)에 따르면 ‘Soldat à cheval’으로 해석하는데 ‘Avoec ung cevauceur(Geste 

ducs Bourg. K.,430)’에서 같은 의미로 쓰인다. ‘Avoec cevauceur’는 ‘avec chevaucheur’

의 이형태이다.  
169

  TLFi(Dendien & Pierrel,2003)에 따르면 중세프랑스어의 ‘Aller à l'hostel’의 의미는 

‘Rentrer à la maison, rentrer chez soi’이다.  
170

  이 동사가 전치사 de를 동반하여 ‘haster qqn de + inf.’의 형태로 쓰이면 ‘Inciter qqn à 

faire qqc.’의 의미이고 전치사 없이 ‘haster qqc.’의 형태로 쓰이면 ‘Faire en sorte que qqc. 

se fasse plus tôt ou plus vite’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ili)haster soni chemin/son 

mouvement’과 같이 소유형용사가 쓰이는 경우 ‘se presser, se dépêcher’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DMF(2015) 참조. 위의 예에서 의미상 전치사 앞에 실질적인 주어 ‘vous’가 생략된 경

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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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vous vous dépêchez d’aller chez vous, allez toujours 

devant’ 

c. ...c'est d'aller en l'ostel d'ung seigneur de Barrois (ibid.,  

172)  

‘...c’est d’aller à la demeure seigneuriale de Barrois 

(lorrain de Bar-le-Duc)’ 

   pavillon[tente militaire](군막)도 a/en 교체를 보여주는 명사의 하나로  

동사 aller, venir, arriver 등이 사용된다.
171

 (102a)에서 전치사 a가 쓰였지만 

(102b)에서는 en이 쓰였다.  

(102)  a.  les gardes du champ172 vont au pavillon (LA SALE., 218) 

     ‘les troupes [bataillon] de défense vont à la tente militaire’ 

          b.  alors nous lui donrrons congié
173

 d'entrer  

et aller en son pavillon (ibid., 217) 

‘À ce moment-là, nous lui donnerons à l’autorisation 

d’entrer et d’aller à sa tente militaire’ 

ville은 앞서 본 고대프랑스어의 예처럼 a/en 교체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

 
171

 보통명사 ‘군막(pavillon)’이 venir와 arriver동사가 전치사 a와 함께 쓰인 예이다.  

i. ...accompaigné des roys d'armes et heraulx, vint au pavillon du 

seigneur(Mém., t.2, 70).  

여기에서 heraulx는 ‘Officier chargé de transmettre les messages importants’을 뜻한

다(DMF, 2015).  

ii. ...[il] arriva au pavillon, qui continua tous les 

samedis..( Mém., t.2, 154) 
172

  DMF(2015)에 따르면 여기에서 champ은 ‘Espace délimité où se déroulent tournois, 

combats singuliers, duels judiciaires’ 혹은 ‘Champ (de bataille)’의 의미라고 한다.  
173

 DMF(2015)에 따르면 ‘Donner à qqn (le) (bon / plein) congé de + inf.’는 ‘Donner à qqn 

l'autorisation de, toute liberté pour’를 뜻한다. Godefroy(1881:502)에는 ‘maison, logis, 

demeure, habitation, hôtel, auberge’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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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소명사의 경우로 (103a)에서 a가 쓰이고, (103b,c)에서는 en이 쓰였다. 

이때에 이 구문들은 공통적으로 ‘(도시로/에)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03)  a.  adfin que les piétons ne peussent passer pour aller à la 

ville...(Le Jouv., t.1, 84)  

‘A fin que les fantassins(soldat d'infanterie) ne puissent pas 

[le] passer pour aller à la ville’ 

b.  adfin que nul ne peust aller en la ville sans estre rencontré 

(ibid., t.1, 86)  

‘afin que aucun, aucune (chose, personne) puisse aller 

(en/dans la) ville sans être confronté(e) [à qqch ou qqn.]’ 

c.  "Enfans
174

, je voy bien
175

 qu' il fault aller en la ville ; nous 

ne povons plus tenir les champs." (ibid., t.2, 147)  

‘je constate qu’il faut aller en ville ; nous ne pouvons plus    

posséder les champs’  

lieu(e)는 ‘4 km 정도의 측량 거리, 여정’을 뜻하거나 ‘영주의 (사법적) 지배

를 받는 공간이나 지역’을 뜻하는데, 현재 프랑스어에서 전자는 lieue로 표기

하고 후자는 lieu로 나타낸다.
176

  ‘특정 지역에 가다’라는 의미에서 lieu는 

a/en 교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104a,b)에서 전치사 a가 쓰

 
174

 ‘(미)취학 아동’이 아닌 ‘사회구성원, 혹은 사람들(des gens)’의 의미로 DMF(2015)에 따르면 

‘Être humain considéré dans les liens qui l'unissent à une communauté, à un pays’의 

뜻으로 쓰인다.  

i. ‘민족’ : Enfants d'Israel/de Judee(de l'Ancien Testament) ‘Le peuple juif’ 

ii. ‘사람들’ : Enfant(s) d'une ville ... 
175

  ‘voir/veoir bien’은 ‘~에 대하여 그 특질을 잘 헤아리다’, 혹은 ‘~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인지 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176

  전자의 의미는 DMF(2015)에서 ‘Mesure itinéraire d'environ quatre kilomètres, mais 

variable selon les provinces’로 나타나며 ‘Près a trois lieues ou a quatre’와 같이 주로 서

수 형용사가 앞에 붙는다. 후자는 ‘Espace d'une lieue de rayon soumise à une juridiction 

établie par un seigneur’로 (104c,d)에서와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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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104c,d)에서는 en(ou)이 쓰이고 있다. 예문을 살펴보면 (104b)에서 

lieu는 형용사(lieu accoustumé)와 함께 쓰이거나, (104c,d)에서 보듯이 관계

절(lieu où)이 수식할 수도 있다. (104d)에서는 동사 descendre와 함께 쓰였다. 

(104)  a.  D'aller au lieu que se tenoit(>se tenir)
177

 le roy  

(LA VIGNE, V. N., 315) 

        ‘d’aller au lieu que le roy se trouve’  

b.  l'une de ces bourgoises [s'] estoit mise au chemin 

 pour aller au lieu accoustumé, (C.N.N., 374) 

‘une des ces épouses (ou bien veuve ou encore fille) d'un  

bourgeois s’est mise en chemin pour aller à l’endroit 

habitué’ 

          c.  ce que dit est, il ala ou lieu où ledit
178

  coffre estoit, (Reg. 

crim. Chât., 226)  

‘ce qu’il dit est qu’il va à la place où ledit coffre était’ 

          d.   Et il passe le pont et vint dedens, 

et vint descendre ou lieu ou il avoit acoustumé
179

 de 

descendre (d'Arras, Mélusine., 204) 

              ‘et il passe le pont et vient dedans, et vient descendre à la 

              place et il était habitué à descendre (dans cet endroit-là)’ 

 
177

 TLFi(Dendien & Pierrel, 2003)에 따르면 중세프랑스어에서 ‘se tenir’는 ‘se trouve, existe’

의 의미로 쓰인다. 
178

  관사와 dire의 과거분사(part. passé.) 형태가 합쳐진 것으로 ‘말해진’ 혹은 ‘말해진 것

(parole donnée), 또는 ‘약속(promesse)’을 뜻한다(TLFi,2003). 1200년도 초반 ‘diz « paroles 

» (Ené.,1226)’, ‘« parole donnée,promesse » (Cartul. de Rethel, ap. L. DELISLE, Not. sur le 

cart. du Comté de Rethel, p. 26 ds GDF. Compl.)’에 대한 기록이 있다. 또는 ‘노래나 시의 한 

부분(pièce de vers ou chanson, CHR. DE TROIE, Erec., 6617)’을 나타내기도 한다.  
179

 이는 ‘Avoir accoustumé (de/à) + inf.,que + ind.’의 형태로 쓰이는데 DMF(2015)에 의하

면 ‘(~하는 것이) 익숙하다(Avoir l'habitude, avoir pour habitude)’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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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의미의 명사 place도 a/en교체가 나타나는 경우로 arriver, aller, 

venir와 함께 사용한다. (105a,b)에서 a가 쓰였지만, (105c,d)에서는 en을 볼 

수 있다.  

(105)  a.  ce bon chevalier et sa compaignie arriverent  

a la place ou se tenoit180 la dame dessusdicte181  

(C.N.N., 475)  

‘ce bon chevalier et sa compagnie arriveront à la place et 

[il] se trouve la dame dite ci-dessus’ 

b.  A la place, dont est venu. (Sott., 291) 

‘à la place d'où il est venu’ 

c.  Il n'ose
182

 aller en nulle place (RÉGN., F.A., 174) 

    ‘Il n'ose aller en nulle place’ 

d.  pour aller en une des places du prince
183

 d'Oranges  

(Mém., t.1, 282) 

 
180

  동사 tenir가 대명동사로 쓰이면 ‘(~에) 있다(se trouver)’ 또는 ‘(~에서) 찾아볼 수 있다’로 

해석한다(DMF,2015).  

‘En maint divers estre M'a convenu querre et tracier L'ermitte que le penancier Me dit 

qu'en Egipte manoit Et en un desert se tenoit.(Mir. parr., 1356, 40)’ 
181

  앞선 예에서 ‘ledit’와 마찬가지로 동사 dire의 현재분사형태와 부사 dessus(>au-dessus)가 

합쳐진 것으로 ‘앞서 말한’, ‘앞서 말한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TLFi(2003)에 따르면 

‘susdit, susdite’과 같은 이형태를 가지며 ‘ci-dessus dit, ci-devant dit, ci-après dit’과 같

이 지시사 ci와 다양한 부사와 함께 결합하고 있다. DMF(2015)는 ‘Dessus dit’에 관한 예문

을 제시한다.   

‘Donné a la relacion des diz sergans, l'an et le vendredi dessus diz.(Chartes Abb. St-

Magl. T.F., t.3, 1330, 16)’   
182

 현대어와 마찬가지로 동사 ‘oser(+inf)’는 ‘avoir le courage de (faire qqc.)’로 해석할 수 있

다.  
183

  ‘주요한, 주된(premier, principal)’이라는 의미로 위의 예에서는 ‘오렌지(관목,과실)의 주된 

산지(경작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prince(adj.)’에 관한 예이다.  

i. Si furent aulcuns de ses princes serviteurs souspeçonnés d'estre coulpables 

de sa mort (MONSTRELET, Chron. D.-A., t.4, c.1425-1440,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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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 aller à l’une des places principales d’oranges’ 

    위의 예를 통하여 중세프랑스어에서 장소명사(chambre, maison, logis, 

pavillon, ville, lieu)는 aller/venir, arriver, descendre와 같은 이동동사와 

함께 쓰여 전치사 a와 en의 교체를 보여준다. 이들의 예는 Buridant & 

Zink(2000:489)가 언급한 것과 같이 의미차이 없이(sans discrimination 

sémantique) 교체된 경우로 목적지 도달을 의미하며 종결성을 가진다.  

  중세프랑스어에서 en과 대체현상을 보여준 전치사로는 dans/dedans과 

pour가 있는데 특히 dans(denz)은 고대프랑스어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적었

다. 그러나 전치사 en의 의미 분화로 인해 중세 이후 급속하게 발달한다. 목

적지도달이나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a/en의 교체는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전치사 en/dans/dedans의 대체도 마찬가지였다. 이외의 대체는 발화자가 강

조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표면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예는 

전치사 sur가 있다. 

따라서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동사 aller, vernir와 타동사 mettre가 전치

사 en, dans, sur 등과 함께 출현하는 구문에 한정하여 위 전치사들의 목적지

도달이나 방향 의미를 추적해볼 수 있다. en의 목적지도달이나 방향을 나타내

는 속성은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시기를 거치면서 소멸되지 않고 dans/ 

dedans, sur와의 대체를 통해서 발현된다.  

 

4. 3. 현대프랑스어 이동동사와의 결합구성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이 목적지도달이나 방향속성을 포함하여 경로 

전치사로 기능하는 구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84 

 
184

  이는 앞선 고대그리스어 전치사 en과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의 목적지도달 및 방향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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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 en의 목적지도달 및 방향속성> 

1. 자동사 구문 

1) aller, arriver/venir en N  

2) revenir en surface.                          (새한불사전, 2008) 

3) voyager/visiter en N           (Laur, 1991:179, Sarda,1999:48) 

4) descendre en bas de la colline            (Bouchard, 1995:192) 

5) migrer d’Europe en Afrique                   (Sarda, 1999:36) 

6) se courber, se baisser, se pencher en avant.  (새한불사전, 2008) 

2. 타동사 구문 

1) lancer les bras en avant 

2) jeter sa tête en arrière 

3) envoyer qqc./qqch. en Corée du Sud/Nord 

4) envoyer la balle vers en l'air(vers le haut) 

5) mettre(poser) les genoux en terre 

6) mettre qqch. en(dans un) sac 

7) mettre qqc. en cage  

 

8) hisser la caisse en haut de la tour            (Sarda, 1999:39) 

9) déplacer des usines en province        (프라임 불한사전, 2015) 

   

 

비교하면서 들은 예에 추가로 덧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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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에서는 중세프랑스어 이후에 나타난 전치사 dans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프랑스어에서 제시된 경로전치사 

dans의 목적지도달속성에 대해 제시한다.    

 

     5. 공간전치사 dans의 경로속성  

 

이 절에서는 공간전치사 en과 dans의 경쟁으로 인한 dans의 대체와 

15세기 이후 dans의 용법의 증가를 논한다. 그 과정에서 전치사 en의 의미 

분화, 문법화에 따른 전치사 dans과 차별화된 의미를 제시한다. 

중세프랑스어에서 ‘내부(로/에서, à l’intérieur)’를 나타내는 전치사 en과 

dans을 비롯한 enz(ens), dedans(dedenz)의 경쟁에 따라 일부 어휘가 

쇠퇴하는 현상도 고찰하기로 한다. 우선 공통적으로 ‘내부’라는 개념을 가진 

이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자.  

 

5. 1. 고대프랑스어 enz, dans, dedans의 경쟁과 전치사   

      dans의 경로속성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은 라틴어 전치사 in에서 유래하였다. 고대프랑스어 

enz는 라틴어 intus(à l’intérieur)
185

에서 온 것으로 전치사와 부사로 쓰일 수 

있다(Godefroy, 1937:225-226). 대명사와 부사로 기능하는 en도 라틴어 

intus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en과는 다르다(이명호, 

1988:111).  

enz의 이형태에는 ens, anz, ans, ins(ibid.,225), ceans, céans가 

 
185

  라틴어 전치사 in과 부사화 접미사(suffixe) -tus의 합성(composition)으로 만들어진 이 단

어는 부사로서 기능한다. -tus의 기능은 ‘subtus(dessous)’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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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Fagard, 2019:7) 이 들 중에서 ens(enz), ans(anz)186
는 기본형, ceans 

과 céans은 지시사 ce와의 복합형이다. Dedková(2014:186)에 따르면 céans 

(ici, à l’intérieur) 이외에 léans(là-bas, à l’intérieur)의 형태도 존재하는데 

그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leans(léans) 187
 , laienz는 지시사 là와의 복합형 

이며 ceans(céans)과 거리의 원근을 표현하여 대립관계를 형성한다.  

enz의 지시사 복합형은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그 용법은 매우 제한되어 시간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Buridant & 

Zink2000:489). Fagard & Sarda(2009:225-226)에서 enz이 목적지도달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로 쓰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06)  Enz en le palais Brandan se mist E  

sur un banc puis s’asist. (Brendan., v. 280)  

‘Brendan entra dans le palais et s’assit sur un banc.’ 

Buridant & Zink(2000:489) 

(106)에서 enz는 이동동사 se metre와 출현한다. 이때에 enz은 목적지 ‘en 

palais’로의 도달을 의미하는 경로전치사로 en의 뜻을 강조한다. 즉 

‘내부로’라는 전치사 en의 뜻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대프랑스어에서 자주 그 

앞에 쓰였다(Ménard, 1994:267,283).
188

  

 
186

  중세프랑스어 표기(graphie)에서 an과 en의 경쟁 관계에 있었으며 점차 en의 형태로 일반

화된다(Englebert, 2009:111). 이는 [e]의 비음화에서 유래한 [ã]와 [a]음이 비음화된 형태인 

[ã]의 혼동 때문으로 분석된다(ibid.,111). 고대프랑스어의 예에서 en과 an은 표기에서 혼동되

고 있다.  
187

  중세프랑스어, 고전주의 시대 이후 Gautier(Le Capitaine Fracasse, 1863:23)에서도 이 예

를 찾아볼 수 있다. Dedková(2014 :186) 참조. 

i.  Je vis seul en ce manoir, ne recevant jamais personne, et vous voyez, sans  

que je vous le dise, que la fortune n’habite pas céans.  
188

  Ménard(1994:267)가 제시한 enz과 en의 중복된 구성의 예이다. 여기에서 동사는 목적어 

‘올리브 나뭇가지(branches d’olive)’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타동사 ‘porter’가 쓰였으며 부사 

enz은 ‘(손)안으로’라는 쓰임을 가진 전치사 en의 ‘내부(à l’intérieur)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

다. 현대어에서 ‘enz en’는 ‘dans’으로 번역된다. 이 또한 타동사와의 구성에서 전치사 d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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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인 ceans과 céans의 경우 ‘ici dedans’의 뜻을 가진 çaienz(latin. 

ecce hac intus)도 존재하며 지시사 ce와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là와의 

복합형인 laienz, leanz는 고대프랑스어 서술 텍스트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발화자나 청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대해 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ibid.,267).  

     (107)  Enquis li ad e demandé/ Ki il esteil e dunt fu nez/ 

            E coment et laienz entrez. (Guig., 602) 

     ‘Il lui a demandé son identité, son origine et la façcon  

dont il était entré là.’ 

Ménard(1994:267) 

Ménard(1994:267)의 설명에 따르면 (107)에서 laienz가 쓰인 이유는 간접 

화법으로 인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enz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endéans189
 (à l’intérieur,  dedans)은 전치사 

en, de와 enz의 합성으로 만들어져(Dedková,2014 :186) 현대프랑스어에서는 

‘dans les’ 혹은 ‘au cours de’ 등으로 대체되는데, 현재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190

  

또한 enz/ens은 전치사 en이나 dans, 부사 dedans의 용법으로 계승되 

 

의 향격을 나타내고 있다.  

i. Enz en lur mains portent branches d’olive (Rol., 93)  

‘Dans leurs mains ils portent des branches d’olivier’ 
189

  이 전치사와 같은 형태인 endéans는 벨기에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시간의 기한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프랑스어 전치사 dans과 같이 현대에 빈번하게 사용된다.  
190

 현대프랑스어에서 endéan이 쓰인 예이다(Dedková, 2014 :192).  

‘Un espion rwandais sommé de quitter la Suède dans les 48 heures – Ce mercredi 8 

février, les autorités suédoises ont prié Evode Mudaheranwa, deuxième conseil de 

l’Ambassade du Rwanda en Suède et chargé des renseignements rwandais dans ce pays 

de quitter le territoire suédois endéans les 48h (Un espion rwandais sommé de quitter 

la Suède dans les 48 heur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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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ceans, laienz 등 역시 현대어에서 쓰이지 않으며 지시사는 분리할 수 

있다. 

dans은 라틴어 intus에서 유래한 enz에 접두사(préfix) de-가 합쳐진 

형태에서 유래하며, 라틴어에서는 de-intus로 쓰였다. dedans은 라틴어 

intus에서 나온 enz에 접두사 de-가 합쳐진 형태에 다시 접두사 de-가 

중복해서 형성된 것이다(Ménard, 1994:266). 접두사 de-가 기어인 enz에 

부착되어 dedans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XI
e
-XII

e
에서부터이다(Fagard & 

Sarda, 2009:222). (108)에서 dans의 예
191

와 (109), (110)에서 dedenz의 예를 

보인다. Buridant & Zink(2000:489)에 따르면 dans은 특정 공간의 내부를 

나타내는 용법에서 전치사 en과 경쟁관계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나 dans은 

enz와 같이 시·공간용법에만 한정적으로 쓰였는데, 시간용법에서는 기한 

(délai)만을 나타냈다.  

     (108)  Toz armés est dans les arçons saillus
192

 (FolqueC., 40)  

‘Tout équipé, il saute sur la selle’           

Buridant & Zink(2000,489) 

 
191

 Fagard & Sarda(2009:222)는 dans과 dedanz의 예문으로 아래의 i., ii.를 제시했는데, 전자

는 방향용법으로 후자는 시간용법으로 쓰였다. 전자는 동사 metre와 함께 쓰여서 목적어를 

특정 위치(dans la ville)로 향하게 하는 방향용법이며 후자는 ‘~안에’라는 한정된 시간을 나타

내는 용법으로 쓰였다.  

i. il vint en très grande compaignie et mist bien dans la ville deux mille hommes 

d’armes (Mém., 56)’ ‘Il est venu sur une grande échelle et a mis les deux mille 

personnes armées dans la ville’  

ii. et dedenz cel sejor pristrent des blez en la terre. ‘Pendant cette période, ils 

récoltèrent le blé dans la terre’ (ConquesteV., 128) 
192

  Nyrop(1899:70)는 고대프랑스어에서 과거분사형을 만들 때 /-i/와 /-u/과 분별없이 쓰임

을 지적하는데, 이 흐름은 15-16세기까지 발견된다. falli-fallu, rempli-remplu, senti-sentu

와 같은 예가 있다. 또한 고대프랑스어의 복합과거는 수동의 의미가 아닌 이상 타동사의 경

우에만 조동사로 avoir를 사용하였고, 이동 표현이나 ‘~한 상태가 되다’는 뜻의 대부분의 동

사들이 estre와 avoir가 혼재되어 쓰였었다(Brudiant & Zink, 200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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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denz/dedenz의 공간, 시간용법이 각각 (109)와 (110)에서 언급되었다 

(ibid.,489-490). (109)는 dans/denz보다 ‘내부’라는 뜻을 강조한다.  

    (109)  a.  dedens l’Ille (Rou., II, 1204) 

           b.  dedens l’encloistre(>enclos) (Beck.,5459) 

시간에서 dedans의 의미는 동사 사행(procès)이 전개될 때 한계(limite 

extrême)점까지의 기한(délai)이라는 의미나 동사 사행이 지속(durée)되는 

기간을 뜻할 수도 있다(Buridant & Zink, 2000:490). 전자는 현대프랑스어 

‘avant x’로 해석할 수 있고, 후자는 ‘pendant x’로 나타낼 수 있다. 

(110a,b)에서 dedens/dedenz은 지속되는 기간을 표현하지만 (110c)에서 

dedanz은 기한이라는 의미에 해당한다.    

     (110)  a.  Dedens cel sejor issi une compaigne de mult bone gent 

por garder l’ost (ConquesteV., 138. cf. Yv., 4697)  

              ‘Pendant ce séjour, une troupe d’excellents hommes 

d’armes fit une sortie pour protéger l’armée’  

          b.  Et la reïne vint dedenz 

              Le termine que mis orent (Charrete., 5380-81) 

‘Et la reine revint au pays pendant le délai fixé’ 

           c.  Quant les porrai avoir? 

               Cil li respont : dedanz mardi  

(FabliauxNR., I, 2, 376-77. cf. I, 2, 228) 

             ‘Quand pourrai-je les avoir? L’autre lui répond: Avant   

mardi’  

Buridant & Zink(2000:490) 

dedenz은 접두사 de-에 의해 형성된 denz에 다시 접두사 -d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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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진 형태로 이런 중복접두(redoublation)파생은
193

고대프랑스어에서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고대프랑스어에서 전치사 dedesuz(>au-dessous 

de), dedevers (>vers, du côté de), 부사이자 전치사인 dedevant(/dedavant> 

devant, au paravant) 등이 중복접두파생으로 생겨났다(Fagard & Sarda, 

2009:222, Godefroy,1937:451).194  

여기에서 접두사 de-는 이전 장에서 언급한 전치사 de의 탈격용법과 

전혀 관련이 없다. 앞에서 전치사 de의 탈격의미는 고전라틴어, 고대·중세 

프랑스어에서도 계승되어 동사나 명사, 형용사 등의 접두파생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de-의 의미는 이와는 관계가 없고 고대프랑스어 

에서 de ci 혹은 de a/en/que en/tresqu’a /josqu’a와 같은 복합전치사구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de-는 이탈이나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 사이에 위치하여 명사들의 관계를 표지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195

  

dedenz의 접두사 de-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는 Mackenzie(1978), 

Nikitina(2008)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de-가 출발점(point de 

départ)을 나타내는 탈격용법에서 위치용법으로 전이(transfer)된 것을 보여 

 
193

  중복접두파생은 사실 로망어들(langues romanes)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스페인어 

‘después’와 고대 이탈리아어 ‘didietro’도 그 예 중에 하나이다. 전자는‘de ex postius’의 결

합(combinaisons)으로 후자는 ‘de de retro’의 결합으로 생겨났다. 이들은 언어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전치사를 혁신하기(renouvellement des prépositions)위한 방책 중 하나이다

(Fagard & Sarda, 2009:222).  
194

 ʺElles sont formées sur enz avec une préfixation en de-, dont on peut voir qu’elle est 

même redoublée pour dedenz. Cela n’a rien d’exceptionnel en AF : on trouve aussi des 

formes comme dedevers, dedesus, etc. ʺ  
195

  Ménard(1994:281)에서 나타난 de의 관계(relation)의 용법은 현대어에서 ‘au sujet de’ 혹

은 ‘pour ce qui est de’로 표현되며 고대프랑스어에서 예로 ‘Ma lasse d’ame(Gautier de 

Coinci, II, p.185, v.98, ‘Ma pauvre âme’)를 들 수 있다. 

시,공간의 de의 용법 이외의 다른 용법들 – 멀어짐(éloignement), 분리(séparation), 기원

(origine), 출발지(point de départ), 근거(référence), 수단(moyen), 방법(manière), 원인

(cause), 소유(possession), 속성(qualification) - 과는 다르게 Spang-hanssen(1963)에서 

의미가 없는(sens vide)것으로 어휘소(mot léxical)가 아닌 문법소(mot grammatical)로 언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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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고 언급했다(Luraghi, Nikitina & Zanchi, 2017:7).
 196

  

이들에 따르면 영어에서 ‘behide’의 뜻을 가진 고대그리스어 όπιστθε(ν) 

((ópisthe(n)) 또한 ‘뒤쪽으로부터’라는 탈격의 의미에서 ‘뒤쪽에서’라는 위치 

의미로 전이되었는데 특히 공간표현에서 나타난다. 

Nikitina(2017:74)에 따르면 고대프랑스어 enz의 기원인 라틴어 intus 또한 

탈격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확장, 전이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고전 

라틴어 intus는 전치사 in과 부사형 접미사 -tus 197
가 합쳐진 것으로 ‘from 

inside’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후기 고전라틴어에서 ‘inside’라는 

뜻으로 변화를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라틴어 intus(inside)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static expression)으로 위치용법에 관련되어 있다.  

이후 다시 민중라틴어 전치사 de와 합쳐져서 de intus라는 복합어구를 

형성하고 ‘from inside’라는 탈격의미로 쓰이다가 고대프랑스어 denz으로 

축약된 후, 다시 ‘inside’라는 위치의 의미로 변화한다. 고대프랑스어에서 

denz는 접두사 de-와 결합하여 dedenz을 형성하며 ‘inside’의 뜻을 갖고 

있었으며 이후 중세프랑스어에서 접두사 de-가 중복해서 쓰여 de dedenz을 

형성한다. 이후 ‘from inside’라는 의미로 다시 변화한다.  

앞선 논의를 정리해 보면 ‘내부(à lintérieur de)’를 뜻하는 고대프랑 

스어의 어휘는 전치사 en(el, au, ou, on, es)과 dans(dens, denz, danz)이 

있는데, 전자는 라틴어 전치사 in에서 후자는 접두사 de-와 라틴어 부사 

intus의 결합에서 생겨났다.  

부사와 전치사로 쓰이는 어휘에는 enz(ens, anz)와 ‘ens+지시사’와의 

결합(ceans, céans, çaienz, laiens)이 있으며 접두사 –de가 enz와 결합하여 

생성된 dedans(dedanz, dedens, dedenz)과 전치사 en과 접두사 de-가 

 
196

  desuper(from above), desub(from below)는 라틴어 접두사 de-가 부사에서 탈격을 지니

는 경우이다(Nikitina, 2017:74). 
197

 라틴어 부사형 접미사 –tus는 intus, subtus, caelitus과 같은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들의 의미는 각각 ‘inside’, ‘below’, ‘from heaven’으로 caelitus는 탈격의 용법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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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와 결합하여 생성된 endéans가 있다. 이들은 고대프랑스어에서 경쟁 

(concurrence)관계를 형성하는 유의어이다(Fagard, 2019:7).  

그러나 이들의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dedans의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문법화과정을 겪은 전치사 en보다 훨씬 어휘적(sens 

plus lexical)이다(Fagard&Sarda, 2009:222).  

Godefroy(1937)의 예문을 살펴볼 때 이들이 쓰인 비중을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나열해 본다면 en, ens, dedans, dans이 될 것이다. 반면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dans의 비중이 많다.   

enz는 현대프랑스어에서 en, dans, dedans과 같은 어휘들로 나타나는데, 

이미 그 형태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enz와 지시사들의 결합도 소멸되었다. 

부사 dedans은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dans보다 그 쓰임이 적다. 두 어휘 

모두 전치사와 부사로 기능하지만 Godefroy(1937:285,508)에서 제시된 

dedans과 denz의 용법수와 내용의 차이를 보면 dedans이 급격한 우위를 

보인다.  

dens이 전치사와 부사로 ‘내부’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dedans은 공간에 

있어서 ‘내부’와 시간에서 있어서 ‘pendant’, ‘jusqu’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en이 중세프랑스어 dans으로 대체되어 나타난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dans의 쓰임은 현대프랑스어 공간용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중세프랑스어 시기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고대프랑스어에서 dans(denz,danz)의 용법은 공간과 시간의 경우만 

제시되어 있다(Brudiant &Zink, 2000:489). 공간의미의 예는 (111)과 같으며 

en과 경쟁하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ibid.). 아래 (111)에서 ‘안장에 뛰어 

오르다’라는 의미로 고문헌 자료에서 saillir dans이 쓰인 반면 Brudiant 

&Zink(2000:489)의 해석에는 전치사 sur가 쓰인다. 이는 en/dans의 대체 

이후 표면 위를 강조하기 위해 sur로 대체되어 현대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155 

(111)  Toz armé est dans les arçons saillus (FolqueC., 40)   

      ‘Tout équipé, il a sauté sur la selle’ 

 dedans의 시간용법은 현대어 avant 등으로 나타나는 한정된 기한(délai)을 

나타낸다. 이 용법 외에 다른 용법은 찾아볼 수 없다.
198

  

그러나 중세프랑스어에서 dans의 용법은 내부로의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고 

시·공간외에 추상명사의 내부(Intériorité d'un espace abstr.)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확장된다. 이들 명사는 도시, 국가, 지역은 물론 몸의 부분을 

비롯하여 특정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들로 제시되어 있다.  

 DMF(2015)에서 주요 용법인 장소로의 방향(112a)과 위치(112b)의 용법을 

볼 수 있다.  

(112)  a. ...Cy vous diray de Remond, qui s'en entre
199

  dans sa 

chambre et se couche en son lit (ARRAS., 243) 

           ‘Si [je] vous disais de Remond, qui pénétre dans sa 

chambre et se couche dans son lit’ 

b.  A Saint-Remi ou dans la ville d'Aoste.  

(Myst. st Bern. Menth. L.,141). 

   ‘ à Saint-Remi ou dans la villle d’Aoste’  

(113a)에서 dans은 장소명사가 아닌 신체부위명사 ‘손(main)’을 도입한다. 

(113b)에서는 특정 사물(drap, ‘étoffe blanche’)이 제시되었다.  

 
198

 Godefroy(1937:424)에서 전치사와 부사로 제시되어 있지만 단 2개의 예문만이 있을 뿐이다. 

용법과 예문은 Appendice 1.3에 제시했다.  
199

  ‘s'en entrer’는 현대어에서 ‘pénétrer dans’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DMF(2015)에서 

‘Dedens Rochefort s'en entrairent (Renart contref. R.L., t.1, 1328-1342, 193)’을 예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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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a.  Il n'aura dens sa main Aulcun
200

  baston
201

  pour sa vie 

deffendre. (LA VIGNE., S.M., 248). 

         ‘Il n’a aucun bâton dans sa main pour défendre sa vie’  

b.  Puis que dens ces blancs draps
202

 vous ploye
203

.. 

(Pass. Auv., 259) 

‘puisque [je] vous enveloppe dans ces étoffes blanches’  

추상명사 앞에서 나타난 dans의 예 (114b), (114c)에서 각각 loi, fait가 

언급되었다.  

(114)  a.  Dens demain seray mys en terre
204

  

‘au cours de la journée de demain [je] serai enterré’  

(LA VIGNE, S.M., 557). 

b. .. comdampnez dans la loi chrétienne.  

(God. Bouillon R., t.2, 61).  

          ‘condamnez dans la loi chrétinne’ 

c.  Mettez rayson205 dans tous vos faictz, (MESCHIN., Lun. 

princes M.-G., 59).  

‘admettrez tout ce que vous faites’  

 

 
200

 현대어로 ‘quelque’, ‘tel ou tel’로 번역할 수 있으나 부정의 ne와 함께 쓰이면 ‘aucune’ 혹

은 ‘null’로 해석한다.  
201

 DMF(2015)에서 ‘morceau de bois servant à battre, frapper qqn’의 의미로 나타난다.  
202

 DMF(2015)에서 ‘étoffe, pièce d'étoffe, tissu’로 해석한다.  
203

 여기에서 plier는 ‘접다’의 의미가 아닌 ‘감싸다(envelopper)’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04

 고대프랑스어 ‘metre en terre’는 DMF(2015)에서 현대프랑스어 동사 enterrer로 옮기고 있

다.   
205

  rayson은 ‘빛, 광선’이라는 의미이지만 동사 mettre와 쓰이면 ‘admettre(받아들이다)’로 해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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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중세프랑스어 전치사 en, dedans/dans 대체로 인한 

목적지도달경로전치사 dans의 확산 

 7세기에 처음 나타난 dans은 16세기 전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거의 

쓰이지 않다가(Fagard & Sarda,2009:225) 중세프랑스어에서 확장되었다. 이 

절에서는 en/dedans이 dans으로 대체된 이유와 대체현상이 나타나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대체된 이유에 대해서 Darmesteter(1885)는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en과 le, les가 결합할 때, 전치사 a와 le, les가 결합한 형태와 유사하여 

식별이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이형태에 대한 혼란으로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ou와 es는 삭제되었고, 중세프랑스어의 화자는 

삭제되었던 ‘~안에/~안으로’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치사 

dans을 첨가한다(ibid.,183).
206

 

Gougenheim([1951]1974:182)와 Brunot(1967:278)는 Darmesteter(1885: 

184)와 의견을 같이 하지만 en과 정관사와의 축약형이 dedans이나 a와 

정관사와 축약형(au, aux)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기에 관해서는 1500년 

이전이라 언급했다.  

aux의 형태에 대해 Gougenheim([1951]1974)은 동사 monstre(> montrer) 

와의 결합에서 정관사 les가 어떤 전치사와 결합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만약 (115)에서 aux가 전치사 a와 les가 결합하여 monstre의 지배를 

받는 여격을 표지한다면 현대어로 ‘montrer aux folles et aux saiges’로 

 
206

  “dans est venu prendre la place laissée vide par la disparition de ou et de es, 

contractions de en et de le et les”, Vigier(2017:105) 재인용.   

i.,ii.는 Godefroy(1937)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en과 les의 정관사 결합 이형태들이

다, Vigier(2017:110) 재인용. 

i. *en le > enl, el, eu, u, o, hou, hu, ou, on, om, un ; 

ii. *en les > ens, ans, eins, ons, eis, eus, aus, as, es, ès, és, 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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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한다. en과 les가 합쳐져서 현대프랑스어의 의미 ‘chez’로 쓰인다면
207

  이 

전치사 구는 ‘fou chez les fous, sage chez les sages’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208 

   (115)  Amour ne change poinct le cueur, mais le monstre tel qu’il est,  

fol aux folles et saige aux saiges(M. de Navarre, L’Heptameron, 

1550).  

Gougenheim([1951]1974:183) 

Vigier(2017)의 견해에 따르면 Damasteter(1885)
209

가 제시한 au(en+le), 

aux(en+les)에서 en이 dans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관사 la가 뒤따르는 환경에서도 이 대체가 일어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모든 정관사의 구성과 다른 한정사(tout)가 수식하는 구성에서도 이 

변화는 관찰된다(ibid.,115)고 언급한다.  

그렇다면 전치사 en에서 dans으로의 발달은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Fagard & Sarda(2009:222)는 dans의 발달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 

했다. 1) 형태 측면에서 dedans(dedenz)은 dans/denz으로 교체되었고 2) 

의미 측면에서 en은 denz/dans으로 대체되었으며(AF: en la terre > FM: 

 
207

  이 용법은 en의 장소 용법 중에 하나로 확장된 의미에서 전치사의 지배를 받는 명사가 생

물명사(nom animé)가 출현하는 예이다. Buridant & Zink(2000:488)는 이를 현대프랑스어에

서 ‘chez’로 번역하였다.  

…la grant loauté que j’ai en vos trouvee(MartAaru., 135, 5)  

‘...la profonde loyauté que j’ai trouvée chez vous’   
208

 ‘faut-il interpréter les SP aux folles et aux saiges comme des datifs régis par le verbe 

monstre (préposition à) ou bien comme équivalant à *en les au sens moderne de chez : 

fou chez les fous, sage chez les sages ?’, Vigier(2017:111) 재인용. 
209

  Darmesteter(1885)의 견해를 요약하면 i, ii.와 같으며 이는 Vigier(2017)의 견해와 다른 측

면이 있다. 

i. 견해 1 : 전치사 en에서 dans으로의 대체현상은 정관사 le, les가 en에 뒤따를 때 

음축약으로 인해 일어났으므로 여성형 정관사 la와는 상관이 없다. 

ii. 견해 2 : 정관사 이외에 다른 한정사들과 전치사 en의 구성이 dans으로 변화하는

데 별다른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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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la terre) 이 변화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dedans에서 dans으로 교체 현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아래의 

도표와 같이 1500년 이전에 denz/dans은 예외적인 경우에 나타났지만 한 

세기 이후인 1600년경에는 dans과 dedans의 점유율은 9:1로 나타난다. 

이들이 사용한 자료 210 에서 1501-1525년에 dans을 사용한 저자는 3명뿐 

이었으며 나머지 저자들은 dedans을 사용하였다(ibid.,223)는 언급에서 

전자의 사용이 극히 적음을 엿볼 수 있다.  

[표 13] 전치사 dans과 dedans의 1501-1625, 1701-1725의 Frantext 

점유율 비교(Fagard & Sarda, 2009:223) 

 

1600년 이전까지 en과 dans은 구체명사(nom physique)와 결합할 경우, 

특히 한정사인 정관사가 뒤따를 때 가장 많은 교체를 보였다. 1500년 

초반에서 후반까지 이들 용법은 90% 이상 공간용법에 한정되어 있다(ibid., 

226).  

이들이 교체된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의미나 용법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ibid.,225).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116)에서 확인해 볼 

 
210

 base du français médiéval (CNRS – ENS LSH), base textuelle du moyen français (CNRS 

– ATILF) , Frantext (CNRS – ATILF). Fagard & Sarda(2009: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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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16a)에서 le ventre는 dans과 함께 나타나고, (116b)에서는 le 

corps가 dedans과 쓰였다(ibid.,225).  

  (116)  a.  nous sommes nourris naturellement dans le ventre de noz 

meres, ainsi que les plantes, ...(Boaistuau, P., 40). 

b.  Car l’ame venue dedans le corps (de Brués., 113). 

1600년대 중반 이후와 1700년 초반에 특히 전치사 dans의 용법 중 시간,  

추상명사와 결합하는 쓰임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1800년대 이후로 

dedans은 dans으로 교체된다(ibid.,227). 확장된 이 용법은 현대프랑스어의 

관용어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ibid.,230).
211

 

 

Fagard & Sarda(2009)가 언급한 en/dans의 대체는 Fagard & Combettes 

(2013)에서도 언급되었다. Fagard & Combettes(2013)는 1500-2000년까지 

Frantext 자료체에서 각 형태의 빈도수를 도표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표 14-

1]에 나타난다. dans은 항상 전치사 형태로 쓰이지만 en은 중성 대명사로도 

쓰이기에 이 자료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두 전치사와 정관사 la와의 결합의 

수를 다시 추출하였다([표 14-2].)   

 

 

 

 

 

 
211

  저자가 언급한 전치사 dans이 쓰인 표현은 ‘dans ce cas, dans ce contexte, dans un 

premier temps, dans le même temps, dans une large mesure, dans la foulée, dans la 

mesure où, dans le cas où, dans les faits, dans ce sens, dans l’immédiat…’ 등으로, 이 

표지들은 담화 응집성(cohésion du discours)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며 이 전에 나타는 언어 

요소나 이 후에 나타나는 언어 요소를 언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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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1500-2000년 Frantext 자료체에서 나타난 en과 dans의 빈도수 

변화
212

 (Fagard & Combettes, 2013:96) 

 

[표 14-2] 1501-2001년까지 en la과 dans la의 빈도수 변화213  

(Fagard & Combettes, 2013:97) 

 

 
212

  [표 14-1]과 [표 14-2]는 백만 단어 중에서 각 언어요소의 출현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위의 

[표 14-1]에서 점선은 전치사 dans의 빈도수를 실선은 전치사 en의 빈도수를 나타냈다. 저

자에 따르면 1600-1649년에 전치사 dans이 급격한 수적 증가를 보인 것이 명백하며 이 시

기에 전치사 en은 반대로 급격한 수적 감소를 보인다고 하였다.  
213

 점선은 dans la의 빈도수를 실선은 en la의 빈도수를 나타낸다. 저자는 en la의 형태에 대해

서 Brunot & Bruneau(1956:433)의 말을 빌려 언급하기를, ‘이 형태는 17세기까지 많이 남아 

있었다(« En la restait bien vivant au XVII
e
 siècle[...].)’고 하였다. en la voyant의 경우 이때

의 en은 대명사로 쓰이는데, 이런 용법의 en은 전체 자료에서 2% 뿐으로 매우 적은 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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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gard & Combettes(2013)는 정관사와 en/dans/dedans의 결합뿐만 

아니라 chaque N 214
 , cest(>cet) N과 같은 한정대명사, 지시대명사와 

en/dans/dedans의 결합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en chaque N의 비율은 

1601-1625년에 95%(전체 출현 수:1020)에 해당하였고 dans chaque N과 

dedans chaque N은 각 2.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701-1725년에 70%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은 dans chaque N이고, 

en chaque N은 28%에 해당하여 큰 차이로 뒤바뀌었음을 보여준다(ibid.,99). 

dedans chaque N은 2%를 유지하였다. 남성형 지시대명사 cest와 en/dans/ 

dedans의 결합에서 1626-1650년 dans의 비율은 15%(전체 출현 수:5451) 

였고, en의 비율은 85%에 해당하며 dedans은 미미한 수였다. 그러나 1726-

1750년 사이에 dans의 비율은 75%에 해당하며 반대로 en의 비율은 25%로 

3 :1의 빈도수를 보여준다(ibid.,100). 

 또한 ‘en/dans/dedans + 관사/무관사’가 자/타동사 entrer, jeter, lancer 

와 어떻게 결합하는지도 분석하였다.
215

  이 결합은 크게 2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들 이동동사는 전치사 en과 

결합하다가 dans과 함께 결합하는 구성으로 변화한다. 이때에 한정사의 출현 

유무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dans 이외에 dedans과 함께 결합이 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는 17세기 말 이후에 해당하는데, 전치사 en은 한정사 없는 

 
214

 ‘en/dans chaque chambre’에 대해서 저자가 제시한 예문(ibid.,100)이다.   

i. [...]car Adamas en tenoit une en chaque chambre (Baro, 1628) 

ii. Pour les quatre frères, ils ne bougent jamais, nous avons dans chaque 

chambre...(Sade,1791) 

저자가 제시한 주요 예문들의 출처는 ‘[FRANTEXT] http://www.atilf.fr/’로 이외에는 

‘[BFM] Base de Français Médiéval : http://bfm.ens-lyon.fr/ ‘, ‘[DMF] http:// 

www.atilf.fr/’가 있다.  
215

 Vigier(2017:118)도 Fagard & Combettes(2013)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후자의 견해에 따라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들인 entre와 같은 자동사와 metre와 같은 타동사구성에서 en에서 

dans으로 대체현상을 보여주는데, 다만 이때의 명사는 16세기에는 구체물을 나타내는 장소 

명사와 함께 할 때에 나타나며 이후 17세기부터 정관사가 없는 추상명사와의 구성에서는 en

이 수적인 우위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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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특히 추상명사와 함께)와 결합하는 구성을 보여준다(ibid.,103).  

< entrer와 결합하는 전치사구의 변화(Fagard & Combettes, 2013:102) > 

1.  1단계 : 16세기 초에서 17세기 후반까지의 변화 

[lancer / jeter / entrer en (DET) N] 

→ [lancer / jeter / entrer en (parfois dedans, dans) (DET) N] 

→ [lancer / jeter / entrer dans (parfois en) (DET) N] 

2.  2단계 : 17세기 말 이후의 변화 

[lancer / jeter / entrer en (DET) N] 

→ [lancer/ jeter/ entrer en N] 

 위의 1단계 변화에 대한 예문을 살펴보자. 먼저 (117a), (117b)에서 전치사 

en은 ‘한정사+명사’인 une chapelle, une maison과 함께 나타난다. 이후 

(118)에서 전치사 dedans이 ‘한정사 + 명사’인 la maison, le parc와 쓰인다. 

이후 (119a), (119b)에서 전치사 dans은 한정사가 있는 명사와 나타난다. 

따라서 entrer가 나타내는 목적지인 장소명사들은 16세기 초기에 한정사와 

함께 전치사 en으로 도입되다가 이후 17세기 후반에 전반적으로 전치사 

dans으로 대체되기에 이른다(Fagard & Combettes, 2013:103-104). 

(117)  a.  il fut contrainct entrer en une chapelle (Anonyme, 1521) 

b.  Car.. nous fusmes entrez en une maison de ce village ( 

de Léry, 1578) 

(118)   a.  Elidore ne fut pas d’entrer dedans la maison,  

b.  mais de se promener seulement dedans le parc [...].    

    (Roy, É. 1623[1891])  

(119)  a.  [...] ce seroit une chose bien honteuse à un sena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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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rer dans une taverne [...]. (Garasse, 1623) 

b.  [...] il lui dit qu’il était entré avec ses éperons
216

 dans la 

chapelle [...]. (D’Aulnoy, 1691)  

(120)은 동사 entrer가 en과 결합하는 경우로, 이전의 구성에서는 

한정사와 같이 나타났었다. 위의 예문 (117a), (117b)와 대조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다. 

(120)  [...] vous ne voudriez pas entrer en champ clos (D’Urfé, 1631)  

Fagard & Combettes(2013:107) 

이 시기에 전치사 en은 추상명사와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루는데 

(121a)에서 한정사와 함께 나타나다가 이후 한정사 없이 제시된다(ibid.,107). 

16세기에 entrer와 한정사 없는 명사구는 (121b)에서 나타나고, 17세기에 

나타나는 명사구는 (121c)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1)  a.  Mais avant que d’entrer en ces difficultés (Corneille )  

 Fagard & Combettes(2013:107) 

       b.  entrer en possession, propos, dispute, matière, colère 

c.  entrer en possession, matière, comparaison, religion,  

désespoir                                Vigier(2017:119)  

17세기 이후 전치사 dans 또한 추상명사와 나타나는 구성을 볼 수 

있다(Fagard & Combettes, 2013:107) 217 . 아래의 16세기 후반의 텍스트 

 
216

  말 발굽에 박차를 뜻하나 여기에서는 은유적으로 ‘한 가지 일에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 혹

은순종적인 사람’을 뜻하며 DMF(2015)에서는 ‘au cheval qui obéit à l'éperon, appliqué à 

une personne bien formée à une tâche’로 풀이되어 있다.  
217

  dans과 결합하는 구체명사에서 추상명사로의 변화가 나타난 일례를 1791[1820]에 간행된 

Laennec, De l’auscultation médiate이란 의학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체명사와 함께 쓰

인 예는 ‘dans un organe’이고 추상명사와 함께 쓰인 예는 ‘dans une maladie’로 기록되어 

있다(Vigier, 2017:107). 물론 자료체 ‘Presto(Évolution du système prépositionnel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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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a)에서 신체명사 yeux와 함께 나타나다가 이후 17세기의 예문 

(122b)에서 추상명사 âge de raison과 함께 쓰인다.   

(122)  a.  Si ce que vous dites est vray, je desire de pouvoir entrer 

dans vos yeux sans vous faire mal et y demeurer 

perpetuellement [...](De Turnèbe) 

b.  Dom Carlos étant à peine entré dans l’âge de raison [...] 

(De Saint-Réal)                             

Vigier(2017:107)                                                             

이후 18-19세기에 entrer en Dét N은 잘 쓰이지 않으며 전치사 dans으로 

대체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때 명사는 구체명사에서 추상명사까지 

다양하며 특히 한정사가 없는 entrer en N에서는 추상명사가 쓰였다(Vigier, 

2017:118). 그리고 ‘entrer en lice, entrer en matière’와 같은 동사 

관용어구(locution verbale)를 형성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전치사 en에서 

dans/dedans으로 대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en/dedans에서 dans으로 대체현상 > 

1. 대체 이유  

1) Darmesteter(1885 :183) : 음성/형태상 고대프랑스어에서부터 au(en + le), 

aux(en + les)가 전치사 a와 정관사 축약형들(au, aux)과 혼동되어 16세기 

중반 이후 부터 ou와 es가 사라진 자리를 dans이 차지하게 되었다. 

 

français, 2013-2017)’에서 처음 추상명사와 결합한 예는 ‘dans le cas(1607년)’이며 한정사 

‘tout’와 결합한 예(dans tous les cas)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ibid.,113). 저자는 1750-

1850 사이에 dans의 빈도수의 증가는 물론이며 용법의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본다(ibid.,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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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gier(2017 :115) : Damasteter(1885)에 의해 제시된 au(en + le), aux(en + 

le)의 환경에서만 en이 dans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여성관사 

la가 뒤따르는 환경에서도 이 대체는 일어났다. 또한 다른 한정사와의 

구성(한정사 tout가 수식하는 구성에서도)에서 이 변화는 관찰된다.  

2. 대체 과정  

1) 형태 측면에서 dedans(dedenz)은 dans/denz으로 교체되고, 의미 

측면에서 en은 denz/dans으로 대체되었으며 이 변화들은 17세기 

전반에서 중반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Fagard & Sarda,2009) 

2) 16-17세기에 동사 entrer, mettre, jeter, enfermer, cacher와 함께 쓰여 

주어나 목적어의 목적지인 방향을 표현하는 en은 dans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Fagard & Combettes,2013:103) 

3) 이 대체는 장소명사는 한정사의 수식을 받지 않는(sans déterminant, N 

 nu) 구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전치사의 지배를 받는  

보어가 장소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체하지 않는다(ibid.,103).
218

 

 

 

중요한 문제는 위에서 대체현상이 일어난 후에도 dans/dedans의 

방향속성이 유지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즉, 이동동사 구성에서 경로전치사로 

쓰인 en이 dans/dedans으로 대체되는지 밝히는 것이 중점이다.  

 

 

 
218

 아래는 한정사의 수식 없이 장소보어가 아닌 것과 결합한 예들이다.  

16세기 : en possession, propos, dispute, matière, colère 

17세기 : en possession, matière, comparaison, religion, désespoir  

18세기 : en lice, conférence, concurrence, négociation, matière 

19세기 : en action, lice, partage, possession, ligne              (Vigier,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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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은 Fagard & Combettes(2013:104)가 제시한 것으로 이동동사 

entrer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 en, dedans, dans의 비율(전체 출현 수: 

2372)에 관해 1501-1700년도 사이의 Frantext 자료 219 를 통해서 분석한 

것이다. 1501년에 95%에 육박하였던 전치사 en은 1600년대 후반에 20% 

안쪽으로 그 수치가 떨어졌다. 반면에 전치사 dans은 1600년대 후반에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준다. 전차사 dedans은 시간이 흐를 수록 7-8%에서 1-

2%로 낮아졌다.  

 

[표 15-1] 1501-1700년도 사이에 나타난 동사 entrer와 결합하는  

전치사 en, dedans, dans 비율 추이(Fagard & Combettes, 2013:104) 

 

[표 15-2]는 Fagard & Combettes(2013:105)에서 jeter와 결합하는 

전치사 en, dedans, dans의 비율(전체 출현 수:814)을 차례로 나타낸 것이다. 

16-17세기의 변화를 관찰한 이 자료는 Frantext에서 추출한 것으로 entrer, 

mettre, jeter, enfermer, cacher와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즉, 16세기에 이 동사들과 전치사 en의 결합은 dans과의 결합보다 그 

수가 월등히 많았으나 점차 줄어들고 아래의 표에서 17세기에 10% 안쪽의 

비율로 나타난다. 반면 16세기에서 전치사 dans의 비율은 6% 정도에서 

 
219

 저자가 사용한 자료는 각주 263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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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에는 23%까지 상승한다. 전치사 dedans과 결합하는 비율은 일정하게 

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5-2] 16-17세기 jeter와 전치사 en/dedans/dans의  

결합 비율 추이(Fagard & Combettes, 2013:105) 

 

이 대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표는 [15-3]에 제시한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동사 entrer, mettre, jeter, enfermer, cacher와 

결합하는 전치사 en, dedans, dans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앞의 표들과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16세기 초기에 70%에 육박하던 

전치사 en과의 결합은 18세기 후반에 30%로 줄어들었다.  

반대로 전치사 dans과의 결합은 16세기 초에 8% 정도로 나타났지만 

2세기가 지나자 70%로 늘어났다. 이 동사들과 전치사 dedans의 결합은 

16세기 초에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그 비율은 계속 줄어 17세기 

초반에 10%를 유지하다가 18세기 초에는 그 수가 더욱 줄었다. [표 15-3]은 

이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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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3] Presto(1501년~1800년)에서 나타난 동사 entrer, mettre, jeter, 

enfermer, cacher와 결합하는 전치사 en, dedans, dans의  

비율 추이(Vigier, 2017:117)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경로전치사 en/dans이 나타나는 환경에 

있다. en/dans의 대체를 보여주는 구문의 동사를 살펴보자.  

en/dans의 대체는 목적지도달 또는 방향을 표현하는데, jeter(~을 ~로/에 

던지다), metre(~을 ~로/에 놓다), enfermer(~을 ~에 가두다), cacher(~을 ~에 

감추다)와 같이 대부분 주어가 목적어를 이동시키는 타동사구성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Fagard & Combettes(2013 :103)가 제시한 1단계 변화에 

해당하며 이들이 제시한 동사들 중에서 자동사는 entrer, 타동사는 lancer와 

jeter가 있다.  

 

 

 



 170 

< 방향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 : en에서 dans으로 대체> 

- 1단계 : 16세기 초에서 17세기 후반까지의 변화 

[lancer / jeter / entrer en DET N] 

→ [lancer / jeter / entrer en (parfois dedans, dans) DET N] 

→ [lancer / jeter / entrer dans (parfois en) DET N]   

이와 결합하는 한정사가 있는 장소명사들을 세기 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면 [표 16]과 같다(Vigier, 2017:119). Presto(1500-1900년 사이의 자료)를 통

해 Vigier(2017)는 구문 entrer en/dans dét N에 대해 대표적으로 사용된 명

사들을 언급하였다. 이 구문에서 16-17세기에 쓰인 전치사 en은 이후 18-19

세기에 사용되지 않고 전치사 dans으로 대체된다.    

[표 16] ‘entrer en/dans dét N’의 대표적인 장소명사 변화 추이 

(Presto,1500-1900년, Vigier, 2017:120) 

구성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ENTRER en  

dét N 

chambre, 

maison, 

église, ville 

salle, 

chambre, 

pays, cabinet 

∅ ∅ 

ENTRER dans 

dét N 
pays, 

chambre 

chambre, 

ville, port 

chambre, 

ville, maison 

chambre , 

maison, 

voie 

   

 전치사 en에서 dans으로의 대체가 일어나는 장소명사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chambre, maison, lit, salle, corps(Fagard & Combettes, 2013:101)와 같이 

경계가 한정된(les frontières sont marquées, ou espace borné) 장소명사들

이다. 만일 전치사 dans으로 대체되지 않고 쓰인다면 그 명사들은 endr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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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u, partie, ville, rue(ibid.,101)와 같이 대부분 한계가 명확하게 지워지지 않

은 공간으로 펼쳐진 공간(un espace ouvert)일 경우가 많았다. 이후 현대프랑

스어에서는 펼쳐진 공간이라도 내부를 강조하게 되면 dans으로 대체될 수 있

다.   

    동사 entrer의 예문은 앞서 언급하였기에 타동사 중에서 jeter의 예를 살

펴보자. (123a)에서 ‘gecta grande somme d’or en la mer’는 현대프랑스어에

서는 ‘jetta une grosse somme d’or dans la mer’로, (123b)의 ‘...le parta et 

jetta en la riviere d’Essonne’는 ‘le parta et jetta dans la rivière’로 표현된

다. (123c)에서 마찬가지로 ‘덤불(buisson)’이라는 명사가 제시된 구문도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dans un buisson à côté de Dourdam’으로 표현된다.  

   (123)  a.  [...] pour son sauver gecta grande somme d'or en la mer,  

              ‘pour le sauver, [il] jetta grande somme d’or dans la mer’ 

(Simon de Phares, Astrologues, f° 64 r°, DMF(2015)) 

→ 현대프랑스어 : jetter qqch. dans la mer.  

(새한불사전, 2008) 

b.  [...] le porta et jetta en la riviere d' Essonne, qui est près 

 d'illec
220

 

      ‘[...] le parta et jetta dans la riviere d' Essonne, qui est près 

de là’ (Reg. crim. Chât., II, 55) 

   → 현대프랑스어 : jetter qqch. dans la rivière.  

(새한불사전, 2008) 

c.  [...] il jetta en un buisson lez la forest de Dourdam, 

      ‘[...] il [le] jetta dans un buisson à côté de Dourdam’(Reg. 

crim. Chât., I, 442) 

→ 현대프랑스어 : jetter qqch. dans le buisson(fourré) 

 
220

 DMF(2015)에서 현대어로 ‘Là, à cet endroit-là’로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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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한불사전, 2008)  

또한 앞서 Fagard & Sarda(2009)가 지적한 형태 측면의 교체 즉, 

dedans(dedenz)에서 dans/denz으로 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세프랑스

어의 예를 현대프랑스어에 적용해 보자. 아래의 예 (124a)에서 ‘envoyer 

qqn dedans la ville de Dieppe’는 현대프랑스어에서 전치사 dans으로 교체

된 구문 ‘envoyer qqn. dans la/une village’로 제시한다. (124b)에서 

‘emporter qqn. dedens le fort’는 현대프랑스어 ‘emporter qqn. dans le 

fourré’로 표현한다.  

    (124)  a.  [...]car il avoit envoyé le jour de devant deux cens 

hommes d'armes dedans la ville de Dieppe (Le CLERC., 303, 

DMF(2015)).  

‘puisque il avait envoyé deux cens hommes en armes le 

jour suivant dans la ville de Dieppe’ 

 → 현대프랑스어 : envoyer qqch./qqn. dans la 

/une village (새한불사전,2008) 

          b.  et le prisent entre leurs bras et l'emportèrent là dedens le  

fort.  

‘et le prisent avec leurs bras(le prisent, transportent) et 

l’envoyent dans le fourré’ 

(FROI.,CHRON. V, 174, DMF(2015)). 

→ 현대프랑스어 : emporter qqch./qqn. dans le/un fourré.  

(새한불사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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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공간전치사 dans의 경로속성 

5. 3. 1. 현대프랑스어 이동동사와의 결합구성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의 이동동사와 함께 쓰인 구성에서 전치사 en/dedans

이 현대프랑스어 dans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여기에서 전치사 dans은 자/타동사구성에서 목적지도달이나 방향속성을 갖

는 경로전치사로서 기능한다. 즉, 본 연구는 이동동사와 함께 제시되는 전치

사 dans이 방향 및 목적지도달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dans의 목적지도달속성과  

방향속성이 나타나는 구문
221

> 

1. 자동사구문 

1)  aller dans qqch. ou un lieu 

 aller dans le magasin. 

2)  arriver dans qqch. ou un lieu 

arriver dans la rue 

3)  descendre dans qqch. ou un lieu 

descendre dans une mine 

descendre dans un endroit reculé.    

4)  dévaler dans qqch. ou un lieu 

Des rochers dévalent de la montagne dans la vallée.  

5)  entrer dans qqch. ou un lieu 

entrer dans la maison. 

6)  glisser dans qqch. ou un lieu 

glisser dans un escalier. 

 
221

  위의 동사들은 Erio(2017:64-65)에서 추출한 이동동사이다. 이들이 어떤 전치사와 결합하는

지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 새한불사전(2008), 프라임 불한사전(2015, 개정판)에서 언급된 예문

과 앞선 장에서 Booth(1984)의 예문을 통합하여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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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rimper dans qqch. 

grimper dans un taxi  

8)  monter dans qqch.  

monter dans un avion/la voiture/le dos(de qqn). 

9)  sauter dans qqch. ou un lieu 

sauter du pont dans la rivière.  

sauter dans un taxi / dans l'eau 

10)  se cacher dans qqch. ou un lieu 

se cacher dans un buisson/ un endroit secret/ les coulisses/ 

une tranchée/ une caverne/ une grotte. 

11)  se jeter dans qqch.  

La Loire se jette dans l’Atlantique(Booth,1984:127). 

12)  s'effondrer (s'affaisser) dans qqch.  

s'effondrer (s'affaisser) dans un fauteuil. 

13)  s'élancer dans qqch./qqn. 

Un pompier s'est élancé courageusement dans l'incendie 

[dans les flammes] pour sauver un enfant.  

Ce joueur s'est élancé dans le camp adverse.  

14)  (s')enfermer dans qqch. ou un lieu 

(s')enfermer dans sa chambre, 

15)  (r)entrer dans qqch(fam.). 

La voiture est rentrée dans un l’arbre. (Booth,1984:127) 

rentrer dans sa famille.  

retourner dans sa maison familiale.  

16)  s'engouffre dans qqch. ou un lieu 

Le vent s'engouffre dans le couloir.   

un torrent boueux d'injustices qui s'engouffre dan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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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été.  

17)  se fondre dans qqch. 

Sa silhouette se fondait dans la brume. 

18)  (se) plonger dans qqch. ou un lieu 

(se) plonger dans la mer  

Une grenouille (se) plongea dans la mare.  

2. 타동사구문  

1)  cacher qqch./qqn. dans qqch. ou un lieu 

cacher l'argent dans un endroit reculé. 

2)  déplacer qqch./qqn. dans qqch. ou un lieu 

déplacer un élève dans une autre classe.  

3)  descendre qqch. dans qqch. ou un lieu 

descendre un seau dans un puits.  

4)  enfermer qqch./qqn. dans qqch. ou un lieu 

   enfermer de l'argent dans un coffre-fort. 

enfermer un oiseau dans une cage. 

5)  mettre qqch./qqn. dans qqch. ou un lieu 

      Elle a soulevé son sac pour le mettre dans le porte-bagages. 

6)  plonger qqch. dans qqch.  

plonger la main dans une boîte.  

plonger sa main dans ses cheveux.  

plonger les doigts dans l'eau. 

plante qui plonge ses racines dans le sol.  

plonger un vêtement dans la teinture.  

7) tenir qqch./qqn. dans qqch./qqn. 

tenir des fleurs dans la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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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verser qqch. dans qqch. 

Il a versé le café dans un bol. (Booth,1984:127) 

   

5. 3. 2.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 dans의 가치  

– 전치사 à/en과 의미 비교, 대조 

이동동사와 장소고유명사가 나타나는 구성에서 à, en과 dans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1960년대까지 남성형 국가명사 앞에서 전치사 en이 흔히 쓰였다

(예 : en Danemark, en Portugal, en Luxembourg ou en Canada) 그러나 그 

이후에는 au로 정착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남성명사 앞에서는 au가 널리 쓰인

다(Homma, 2010:38-39). 

Leeman & Falaise(2017)는 현대프랑스어에서 국가명사와 같은 고유명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 à, en, dans의 의미차이가 무엇인지 이들 각각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였다. 전치사 à는 남성형 국가명사 앞에서 흔하게 쓰이지만 지역

(région)을 나타내는 남성명사 앞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ibid.,53).  

à의 가치에 대해서 Leeman & Falaise(2017)는 불확실한(assez imprécise) 

단순한 위치(simple localisation)로 언급했다. 이 용법에서 전치사 à는 구체

명사나 추상명사와 결합한다. en은 단순한 지리적 의미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고 행정적으로 독립된 의미로 해석하여 독특한 정체성

(identité spécifique)을 가진다고 하였다(ibid.,60). dans은 보통 남성형 지역

명사와 쓰이는데(Dans le Limousin/Vaucluse), 이 의미는 en과 비슷하게 지

리, 역사, 문화가 결합된 명확한 정체성(identité précise)을 드러낸다고 하였

다(ibid.,62).  

 Homma(2010:40-41)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저자는 ‘Les 

Espagnols en Danemark’와 ‘Les Espagnols au Danemark’의 예를 비교하

면서 en의 가치는 단순히 지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삶의 방식, 문화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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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고 하였다. 전자의 예는 Homma(2010)의 해석에 따르면 ‘덴마크의 문화

를 영유하는 스페인 사람들’을 의미하고, 후자는 ‘덴마크 영토(지리) 안에 위

치하는 스페인 사람들’로 풀어 쓸 수 있다. dans은 프랑스 지역명에서 많이 

등장하는데(예외 : en région Centre) 이 의미 또한 en과 비슷하게 지역의 특

색을 나타내는 성격이 있다고 하였다(ibid.,50).  

지금까지 이 장의 전반부에서는 intus에서 유래한 enz, dedans, dans의 

고대프랑스어에서의 용법과 경쟁관계, enz의 소멸과 전치사 en으로 흡수 

그리고 en/dedans/dans의 대체를 살펴보았다. 후반부에서는 16세기부터 

나타난 en/dans의 대체에 대해서 논하고 경로전치사 dans이 출현하는 

구문을 정리하였다. 대체 원인은 일반적으로 en과 정관사들이 결합한 구성의 

음운변화와 혼란 현상이 주도적으로 작용하며, 대체가 일어나는 환경은 

전치사구가 이동동사의 보어로서 장소명사를 도입할 경우였다. 대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은 장소명사를 도입하지 않는 무관사가 쓰인 전치사구로 

en이 장소와 시간의 의미가 아닌 문법화된 용법에서 많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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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대•중세프랑스어의 다른 경로전치사들  

 

  이 절에서는 a, de, en, dans을 제외한 다른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사들의 쓰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현대프랑스어에서 

어떤 형태와 용법으로 나타는지 알아본다.  

[표 17]의 고대·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사를 바탕으로 [표 18]를 제시 

한다. 222  알파벳 순으로 제시하되 기본형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합성이나 

파생에 의한 것을 그 뒤에 넣었다. 항목을 달리한 것은 그것이 쓰이는 용법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형태들이 같은 항목 안에 놓일 수도 있다.  

이형태는 주로 Godefroy(1937)나 DMF(201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어원은 TLFi(2003), 현대프랑스 등가어는 DMF(2015), Buridant & Zink(2000) 

를 주로 참고하였다. 2장에서 논의한 경로전치사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그 사이의 중간지점을 나타내는 ‘travers, par(~를 통해서)’, ‘au 

long de(~를 따라서)’를 추가했다.  

 

 

 

 

 

 
222

 [표 17]에서 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을 아래에 제시한다.  

i. amont, aval, contre/encontre, contrement, contreval, hors/dehors, jusque, 

desor(e), desus, dessus, desoz, a(u) travers, envers, devers  

장소에서 부사와 전치사의 구분은 의미 차이가 아닌 흔히 통사적인 구분으로 이루어진다. 

수의적 요소가 아닌 동사의 논항으로 기능하며 지배하는 명사가 꼭 필요한 경우를 흔히 전치

사라고 하고 삭제나 이동 불가능으로 구분한다(Burton-Roberts, 1991:167,171). 단순전치사

나 부사 모두 부사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 둘은 동사와 결합할 때 소사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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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고대·중세프랑스어의 방향전치사 

(이전 장의 a, de, en, dans 제외)
223

  

Ménard(1994) 

devers(<de versus), a endroit de(endroit<in 

directum), pour(<pro, por), sor(<supre, seur), 

sore(<supra, seure), tres(<trans, tries), 

vers(versus)/envers(<in versus), jusque(< inde 

usque), contre (< contra) 

Buridant & 

Zink(2000)  

contre/encontre, josque, tresque(>trans usque), 

tres, des(<de ex), par(<per), por, amont(<a-

mont(ac.fr.)), aval(<a-val(ac.fr)), contremont 

(<contra(lat.)+ mont (ac.fr.) contreval(<contra 

+aval(ac.fr)) 

Fagard(2019:6-7)224 
contre(contre, cuntre, encontre, encuntre), 

contremont(contremunt,cuntremunt), 

 
223

  이 전치사들의 라틴어와 고대프랑스어 어원을 표시하였고(예: par<per, 대부분이 라틴어가 

어원이므로 고대프랑스어가 어원인 전치사만 ac.fr.로 나타냈다.), 괄호 안에는 이형태(예: 

sor(seur))와 복합형(예: contre(encontre, encuntre))을 같이 제시하였다.  ‘/’는 문맥에서 

그 의미 차이 없이 교체되는 전치사 형태로 나타난다(Ménard,1994). 그 예로 vers/envers

가 있다. Ménard(ibid.)에서 devers를 다른 항목으로 설정한 이유는 문법화로 인한 의미의 

변화 때문이다. vers/envers가 방향의 의미 이외에 대립(opposition)을 나타내는 ‘~에 반하

여(contre)’ 라는 쓰임도 가지고 있으나 devers는 이 의미가 없기에 다른 항목으로 제시되었

다. 그러나 Buridant & Zink(2000)에서는 방향용법에서 의미 차이 없이 같은 항목으로 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표 17]에서 이들을 함께 제시한다. 위 [표 17]의 순서는 원문에서 나타난 

순서로 제시되었다. 
224

  이 논문에서 저자는 이동동사와 함께 쓰여서 대상체의 움직임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장소 용

법을 가진 부사나 전치사- aval ‘down(hill)’, contremont ‘up(hill)’, contreval ‘down(hill)’, 

bas ‘down’, fors ‘out’, haut ‘up’, jus ‘down’, loin ‘far’, sur ‘on’, sus ‘up’ 등 총 21개 -를 

제시하였다. 저자는 고대나 중세의 경로전치사의 목록을 제안한 것이 아니며, 이 글에서 위의 

21가지 목록 중에 경로전치사로 쓰이는 2가지만을 골라서 기입하였다. [표 17]에서 괄호 안의 

것들은 이형태와 복합형이다. 예를 들어 sur의 이형태는 seure, sor, sore이며 나머지는 접두

사(préfix) de-와의 복합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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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eval(cuntreval), sur
225

 (seure, sor, sore, 

deseur(< de sor), deseure(<de sore, desor, desore, 

desseure, dessor, desur). 

김영모(2004) 

por, vers/envers, devers (<de versus), contre, 

contrement, contreval, sor, sore, à endroit de, tres, 

des(dès) 

  

 sor(<supre)/sore(<supra), vers/envers/devers의 경우에는 의미 차이가 

없이 대체되며 그 용법이 같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 기입하였다.  

전자의 경우 라틴어 어원이 상이하지만 Fagard(2019:7)의 견해를 받아들여 

같은 항목으로 넣었으며 후자의 경우 원형(vers<versus)과 파생형(envers 

<in+versus)으로 나누었다. Ménard(1994:292)에서도 contre/encotre를 같은 

항목으로 제시했다.  

 

 

 

 

 

 

 
225

  저자는 이 논문에서 sor(<supre)와 sore(<supra)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어원에 상관없이 

이들이 보여주는 고대프랑스어에서의 이형태가 닮아있기 때문이며 그 의미에서도 비슷하다

(‘~위에/위로’). 전자는 고전라틴어에서 대격과 탈격 지배 전치사이며, 후자는 대격지배 전치

사이다. 후자의 경우 시간(‘~이전에’), 관계(‘~이상’)의 용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자는 장소 

용법만 가지고 있다(성염, 1994: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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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고대·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사 

경로전치사 어원 이형태 
현대프랑스 

등가어 
참조 

amont a- + mont (ac.fr) amunt, amúnt en haut 소멸된 

전치사들 aval a- + val (ac.fr)   en bas 

contre 

/encontre 

contra(lat.)  

en contre(ac.fr.) 

cuntre contre, sur, 

au-devant-

de  

vers, dans la 

direction de  

contrement contra(lat.)+ 

mont(ac.fr.) 

contremunt, 

cuntremunt 

vers le haut 

contreval contra(lat.)+ 

aval(ac.fr.) 

cuntreval, 

contreval 

vers le bas 

des de ex(lat.) dès dès, de, hors 

de 

출발지지향이나 

이탈을 나타냄 

hors/ 

dehors 

foras(lat.) fors 

defors 

hors (de), 

dehors  

jusque 

(대부분 

전치사 a와 

결합하여 

쓰인다) 

inde usque(lat.) josque 

jesque 

jusque 

d’ici 

목적지도달을 

나타냄 

tresque 

a/en 

등의 복합형 

trans(lat.)+(usque 

>) josque 

 jusqu’à 

a l’endroit 

de 

in directum(lat.) a l’endreit de 

a l’androit de 

dans la 

direction de, 

vers 

près de, en 

face de 

목적지방향을 

나타냄,  

por pro(lat.)  pour, à, vers 

sor 

/sore 

/desor(e) 

supre(lat.)  

supra(lat.) 

sur, seure, sor, 

sore 

sur, vers, 

au-dessus 

de 

목적지도달을 

뜻하기도 하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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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지방향을 

나타냄 sus 

dessus 

sursum(lat.) suz, dessuz, 

desus, desuz 

sur, en haut, 

vers le haut 

soz*
226

 

desoz* 

subtus(lat.)  sos, sost, sub, 

soubs, sot, desos  

sous, au-

dessous de, 

par 

vers 

/envers 

/devers 

versus(lat.adv.) 

in versus(lat.) 

de versus(lat.)  

en+avers=envers 

endevers 

vers, 

(à/dans) la 

direction de 

à côté de, au 

près de 

au long de longus(lat.) au lung de au long de 중간경로 

방향을 나타냄 

a/au 

travers 

(de) 

trans(lat.)+ 

vertere(lat.)
227

 

 à/au travers 

(de)  

중간경로 

통과를 나타냄, 

par의 경우 

목적지방향이나 

중간경로 

방향을 나타낼 

수 있음 

par per(lat.)  par 

 

이제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자세한 용법과 예문을 통해서 방향, 속성을 

중심으로 이들이 경로전치사로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자.   

 
226

  이 전치사는 다른 전치사들에 비하여 그 방향 의미가 매우 적으나 접두사의 형태로 ‘놓다’,’

던지다’등의 뜻을 가진 동사에 부착되어 ‘~아래로’라는 방향 의미를 나타낸다. 이 글에서 방

향 의미에 대한 예가 언급되어 있다. *를 한 이유는 다른 전치사들에 비하여 방향속성이 적

기 때문이다.  
227

  대격을 취하는 라틴어 전치사자 trans에 ‘회전하다, 변환시키다’라는 의미의 verto가 결합

하여 trans-vertere(가로지르다)라는 동사가 생성된다. 동사에서 분사형 transversus이 되

어 이후 민중라틴어에서 traversus로 변화하여 고대프랑스어로 이어진다. 따라서 고전라틴어 

부사 versus에서 온 것이 아니며 vers와는 다른 생성과정을 보여준다. transversus는 

‘oblique(비스듬히)’, ‘transversal(가로지르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로도 쓰였다(Gaffiot, 

1985:1596). 고대프랑스어 형용사, 명사 travers로 전해지며 ‘가로지르는’, ‘가로지르는 방향 

혹은 가로질러 펼쳐진 면적’을 뜻하게 된다. 여기에 전치사 a/au가 쓰여 ‘횡단하여’, ‘가로질

러’라는 의미로 쓰였다(DM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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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프랑스어에서 널리 쓰이다가 중세프랑스어에서 소멸한 amont, aval, 

contremont, contreval은 부사와 전치사로 쓰였다.  

amont과 aval은 각각 ‘위쪽으로’, ‘아래쪽으로’라는 의미에서 대비를 이룬다. 

mont은 DMF(2015)에 따르면 ‘지형의 높은 곳(élévation de terrain)’, 

‘산(montagne)’, ‘위쪽(le haut)’ 등을 의미한다. aval은 명사, 부사, 전치사의 

의미로 쓰이며 각각 ‘(강)아래 쪽(명사)’, ‘아래에/아래로(부사, 전치사)’의 뜻을 

가진다. (125)는 amont과 aval의 방향의미를 나타내는 예들이다. 전자는 

(125a)에서 ‘(강)위쪽으로’, 후자는 (125b)에서 ‘(바위)아래쪽으로’라는 뜻으로 

쓰였다.  

 (125)  a.  Amont Sainne naja228(Rou., III, 422) 

           ‘il remonta la Seine en bateau
229

’ 

        b.  Aval la roche est avalez (Trist. Béroul., 1515) 

             ‘Il tombe au bas du rocher’              

Buridant & Zink(2000:486)  

DMF(2015)에 의하면 amont은 ‘vers en haut/en haut de qqc.’로 aval도 

현대어 ‘vers en bas/en bas de qqc.’로 풀이한다. 따라서 contremont, 

contreval과는 달리 단순 방향이 아닌 목적지도달속성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amont, aval은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종결성을 가질 수 있다.   

contre와 encontre는 고대프랑스어에서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Ménard 

 
228

 현대프랑스어로 ‘항해하다(naviguer)’는 뜻이며 ‘nager sur mer’는 ‘바다로 (이곳저곳) 여행 

다니다(voyager par mer)’의 뜻으로 쓰인다(DMF,2015). naviguer는 nager의 쌍형어

(doublet)로 중세프랑스어 시기에 라틴어에서 직접 차용된 것이다. 따라서 nager에는 ‘항해

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229

 직역하면 ‘il navigua vers la haut de Seine’라고 해야 하나 Buridant & Zink(2000:486)에

서 위처럼 간단하게 현대어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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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279)는 언급했다. 여기에서 접두사 en-은 공간에서 ‘근접(위치/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방향의 의미에서 ‘~로 다가감’을 뜻한다.  

물론 이들은 위치와 방향속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 (126a)는 위치용법으로 

(126b)에서는 방향용법으로 쓰였다.    

  (126)  a.  Contre lui saut. (Perc., Première Continuation, T 4113) 

             ‘D’un bond il est devant lui.’ 

         b.  Contre Orïent aveit son vis torné. (Cor. Lo., 688) 

             ‘Il avait tourné son visage vers l’Orient.’  

       Ménard(1994 :279) 

contre는 시공간에서 근접(rapprochement), 근사(approximation)를 

표현하기도 한다. (127a)는 공간의 근접(~바로 앞에)으로 나타내며, (127b), 

(127c)는 ‘(몇시)경’, ‘(여름이 올)때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7)  a.  Cuntre sun piz
230

. (Rol., 2174) ‘Tout contre sa poitrine’ 

          b.  Cuntre midi. (Rol., 1431) ‘Vers midi’ 

          c.  Contre l’esté (Ruteceuf, Voie de Paradis, 4) 

              ‘A la venue de l’été’, (ibid.,1431) 

                     Ménard(1994 :279) 

contremont은 현대어로 ‘vers le haut’의 의미로 풀어 쓸 수 있으며   

contre와 mont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231  (128)에서 ‘위쪽으로’라는 방향 

의미로 쓰인다.  

 
230

 현대어로 ‘poitrine’이며 DMF(2015)에서 이형태로 pis, piz, pitz 등이 있다.  
231

  mont이 포함된 예로 접두사 a-와 mont이 결합한 amont이 있으며 이는 영어에서 

‘up(hill)’로 번역된다(Fagard, 2019:6). 이들의 이형태에는 amont, amunt, amúnt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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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Rou torna
232

 a Roen, o
233

 lui tuit li Normant,  

         Contremont Sainne le païs porvenant
234

(Rou., II 464) 

         ‘Rou se diriga vers Rouen avec tous les Normands, explorant  

les pays en remontant la Seine.’  

                           김영모(2004:284)  

   contraval도 합성으로 형성된 단어이다. 라틴어 contra에서 온 

고대프랑스어 contre에 aval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다. aval은 DMF(2015)에서 

현대어 ‘vers le bas’로 나타나는데, 이동을 나타내는 자/타동사 descendre, 

jeter와 쓰였다. (129)는 descendre 동사가 쓰인 예이다.  

(129)  en dessendant tout contreval par la fante235 d'icelles236 237. 

(Comptes argent. rois Fr. D.-A., II, 198).  

‘en descendant tout en bas par cet endroit long et étroit.’   

 출발지에서의 방향이나 이동을 나타내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 

사로는 des, hors/dehors가 있다. 부사로도 쓰이는 hors/dehors는 위치 

의미 또한 갖는다.    

des는 ‘주어진 시간이나 장소로부터의 이동’을 뜻하므로(김영모,2004 :285) 

 
232

  tourner는 김영모(2004:284)에서 해석한 대로 ‘se diriger’로 볼 수도 있고 DMF(2015)를 

근거로 ‘tourner à’를 ‘retourner à’로 해석할 수도 있다.  
233

  라틴어 전치사 apud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형태에 o, od가 있는데 여기에 접속사 que를 덧

붙여서 지금의 avec가 되었다. avec의 옛 형태에는 avuec, avoec, aveque, ovec, ove, 

ovuec, ovoc 등이 있다(Buridant & Zink, 2000:498).  
234

  provenir는 ‘arriver qq. part, atteindre (un lieu)’의 뜻으로 쓰인다. 
235

 DMF(2015)에서 좁다랗게 갈라진 틈이나 장소(endroit ou une chose sont fendues, fentes)

를 뜻한다.  
236

  지시한정사나 대명사로 ‘이(cettes)/이 것(celles-ci)’ 정도로 바꿀 수 있겠다. 위의 형태는 

여성 복수이며 남성형은 cist으로 이형태에는 cil, cils, cilz가 있다.   
237

 이 예와 같이 출처가 적히지 않은 것은 모두 DMF(2015)에서 가져왔다. DMF에는 현대어 번

역이 없어서 본 연구자의 번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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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와 같은 탈격(ablatif)의미를 갖는다. 이형태에는 현대의 형태와 같은 dès가 

있다. (130)은 경로전치사 des의 예문이다.  

   (130)  Des Besebçun tresqu’al port de Guistand (Rol.,1429) 

          ‘De Besançon jusqu’au port wissant’ 

            김영모(2004:285) 

김영모(2004 :285)는 (130)의 des를 현대프랑스어 de로, Buridant & 

Zink(2000:495)에서는 ‘hors de’로 번역하였다. 시간 용법에서는 현대 

프랑스어 depuis로 나타낸다. 공간에서 파생된 시간용법에서도 탈격의 쓰임을 

엿볼 수 있다. (131)에서 ‘~(누구)이후로’라는 뜻으로 쓰였다.  

(131) Des les apostles238 ne fu hom tel prophete (Rol., 2255) 

‘Depuis les apôtres il n’y eut pas un tel prophète’ 

                                  Buridant & Zink(2000:496) 

고대프랑스어 hors는 고전라틴어 부사이자 전치사인 foras에서 유래하는데, 

출발지를 표지하는 접두사 de-를 덧붙여 사용하면서 dehors로 융합되기도 

한다. hors의 용법은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의 밖에’라는 위치 의미도 

가지고 있으나 타동사인 이동동사 jeter와 metre나 자동사인 aller와 

결합하여 방향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하여 ‘jeter/mettre qqn hors’는 

현대프랑스어에서 ‘~을 (밖으로) 꺼내다’를 의미하며 ‘aler hors’는 ‘~밖으로 

(가다)’를 의미한다(DMF, 2015). (132a)에서 전치사 hors는 동사 metre와 

함께 쓰여 ‘~밖으로 (놓다)’를 (132b)에서는 부사 용법으로 aler와 함께 쓰여 

‘밖으로’를 의미한다.   

(132)  a.  Il misent hors de la ville toz les François ki  

 
238

  예수님의 제자들(L'un des douze disciples du Christ), 혹은 그 메세지를 전달하는 사람

(Celui qui propage le message du Christ)라는 의미이다(DM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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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garnison
239

 i
240

 estoient
241

 (HenriV., 573) 

‘Ils mirent à extérieur de la ville tous les Français qui  

étaient préposés à sa défense’           

  Buridant & Zink(2000:490) 

b.  ...n'y sera point242 que aller hors. (C.N.N., 527) 

‘Il n'y a nulle part où aller dehors’ 

hors가 방향과 위치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원인은 고전라틴어 전치사 

foras의 용법에서 볼 수 있다. foras 또한 위치와 방향의미를 동시에 지니며 

결합하는 격에 따라서 (133a)에서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 (133b)에서는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  

(133)  a.  위치용법(‘~밖에’, 속격과 결합) : foras corporis  

(APUL. Apol. 50) ‘hors du corps’  

 b.  방향용법(‘~밖으로’, 대격과 결합) : foras civitatem  

(VULG. Act. 21, 5) ‘hors de la cité’ 

목적지도달을 나타내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사에는 jusque와 

tresque 243
가 있다. tresque는 ‘au-delà(저 쪽, 너머)’를 뜻하는 부사인 

 
239

  중세프랑스어에서 ‘방어, 안전(défense, protection)’뜻하며 여기에서 전치사 en은 목적의 

용법으로 쓰였다.  
240

  현대어에서 ‘그곳’을 장소를 지시대명사로 받았을 때 쓰이는 ‘y’로 위의 ‘I’는 전자의 이형태

이다(DMF, 2015). 이 문장을 직역하면 ‘마을에 있는 모든 프랑스 사람들을 안전을 위해 그 

마을 밖으로 옮겼다’로 해석할 수 있겠다.  
241

 ester(>être) 직설법 3인칭 복수 반과거 형태이다. 
242

 ne ... point은 현대프랑스어에서 마찬가지로 ‘ne ... pas, ne ... nullement’을 뜻한다. 따라서 

이 문장은 ‘바깥으로 갈 곳이 아무데도 없을 것 같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243

  tres que로 띄어쓰기도 한다. 고전라틴어 부사 usque는 고대프랑스어 접속사 usque로 계

승되었다. usque 없이 전치사 a와 결합하여 tres a, tressi(a)를 형성한다. 이는 현대어 

‘jusqu’à’에 해당된다. tresque a, tresque en과 같이 축약 없이 전치사가 뒤에 덧붙여진 형태

도 있었고 앞의 tres a의 뜻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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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s244
와 jusque의 복합형으로 형성되었다.  

 라틴어 부사 usque(‘~까지’)에서 유래한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jusque 

(josque)는 전치사와 부사로 쓰였고 현대어에서 각각 ‘jusque’, ‘jusqu'au 

moment où’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다만 현대프랑스어에서 부사보다는 

전치사로 보는 경향이 많다.  

jusqu'à는 라틴어 usque와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a가 결합한 복합전치사구 

이며 대부분의 경우 jusque는 전치사 a와 결합한다. 현대프랑스어 jusqu’à는 

2장의 위치와 방향전치사 구분에서 본 것과 같이 대상체가 목적지에 이동한 

‘도달점(point d’aboutissement)’을 나타낸다.  

(134)는 고대프랑스어에서 jusqu’a의 예문으로 공간용법에서 위치(134a)와 

목적지도달(134b)의 쓰임이 드러난다. (134b)에서는 aler와 쓰여 ‘~까지(가다)’ 

라는 뜻으로 쓰였다.  

(134) a.  De Seint Michel del Peril josqu’as Seinz (Rol.,1428) 

              ‘De Saint-Michel-du-Péril jusqu’à Santes
245

’ 

Buridant & Zink(2000:497) 

           b.  Elle ala encontre luy
246

 jusque l’uys
247

 de la chambre.  

(Chevalier du Papega., 28,21) 

‘elle alla à sa rencontre jusqu’à la porte de la chambre.’  

Ménard(1994 :285) 

 
244

  tres는 고전라틴어 전치사 trans에서 유래하고 대격명사와 결합하나 원래 방향과 위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Gaffiot, 1985:1591). 고대프랑스어 전치사이자 부사인 tres는 많은 경우 

방향의 속성을 가지고 ‘~로 부터’, ‘~이래로’라는 의미로 쓰인다. 위치 의미로는 ‘~옆에’도 존

재하고 부사로는 ‘현재에’, ‘정확하게’ 등의 뜻이 있다.   
245

  프랑스 북쪽 지방 중 하나로 단수이나 -s가 붙어있다. 고대프랑스어 josqu’as에서 -s는 뒤

의 명사형이 단수이나 복수처럼 –s 표지가 있기에 붙여진 이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246

  인칭대명사 3인칭 남성형 단수형태로 이형태인 lui가 있다. ‘그녀는 그를 만나려고 그 방 문

까지 갔다.’로 번역할 수 있겠다.  
247

 ‘문’이라는 뜻으로 huis, uis, uys, ui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찰된다(DMF, 2015).  



 189 

   시간용법의 jusqu’a는 현대어 ‘d’ici’로 바꾸어 쓸 수 있고(Buridant & 

Zink, 2000:497) (135)에서 미래 시간의 한계점을 나타내는 표현 ‘(지금부터) 

일년까지’로 해석한다.   

(135) Jusqu’a un an an avrum France saisie. (Rol., 972) 

         ‘D’ici un an révolu, nous aurons la France en notre  

possession,’  

                                            Buridant & Zink(2000:497)     

 (135)에서 jusqu’a는 종결지향(accomplissement)을 나타내는 동사 saisir 

와 함께 쓰여서 시간 내까지 사행이 이루어짐을 표현한다(ibid.,497). 이를 

‘avant un an(일년 안에)’로 바꾸어 쓸 수도 있겠다. 248  

 라틴어 부사 usque는 고대프랑스어 tres와 결합하여 부사 tresque를 

형성한다(Godefroy, 1937:45,VIII). 전치사 a, en나 vers, sor 등과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형성한다(Ménard, 1994:285). 이때 시간이나 공간의 도달점을 

나타낸다. 전치사 en과 결합한 형태는 현대어에서 장소와 시간의 도달점이나 

한계점을 표현할 때  jusqu’en Espagne, jusqu'en décembre의 예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래 (136)에서는 중세프랑스어 tresque의 소멸에 따라 현대프랑스 

어 jusque로 대체되는 예를 보인다.  

(136)   a. an.fr.  ‘tresqu’en la mer(Rol.,3)’  

->  fr. mod.  ‘jusqu’à la mer’ 

 
248

  1) jusque가 정해진 시간의 한계점을 표지하고 2) 종결지향의 속성을 가진 saisir가 완료시

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jusqu’a un an을 현대어로 ‘d’ici un an révolu’로 해석했다. 이 뜻은 

‘지금부터 이후 만료되는 시점인 일년까지’로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현대어로 풀이할 수 있

는 것은 1), 2) 이외에 3) jusque에 앞서 des que~가 생략되었다는 근거 때문이다. ‘des que~, 

tres que/jusque~’는 ‘~에서부터 ~까지’라는 뜻으로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쓰이던 구문으

로 ‘des que’가 생략된 형태가 빈출되었는데, 이 생략된 예 중 하나가 (135)로 볼 수 있다. 

이 문장에서 발화자는 ‘지금부터’라는 시작점을 언급하지 않고, 시간의 한계점인 ‘(이후)일년

까지’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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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n.fr.  ‘tresqu’a ce jour(ibid., 2372)’  

->  fr. mod.  ‘jusqu’à ce jour’  

                             Buridant & Zink(2000:497) 

출발지를 표지하는 des(dès)와 함께 쓰여 tres는 ‘~에서 ~까지’라는 의미의 

복합전치사구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는 공간과 시간용법에서 모두 쓰였다. 

(137a)는 시간용법, (137b)는 공간용법으로 나타나는데, (137a)에서 지시사 

ci와 융합되어 쓰였다. 또한 josque에서 -que라는 형태소가 다다름(aboutiss  

-ment)을 의미하기 때문에 (137b)에서는 josque 대신 que만이 제시된다 

(Buridant & Zink, 2000:497).  

     (137)  a.  Tres la complie249  desci a l’esclairier250  (MoniageG., II, 

5568) ‘Depuis les complies jusqu’au point du jour’ 

b.  Le cors li trenchet tres l’un costet
251

 qu’a l’altre
252

  

(Rol., 1667) ‘Il lui tranche le corps de part en part’  

Buridant & Zink(2000:498) 

a l’endroit de, por는 목적지도달이 아닌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대프랑스어에서 일반적으로 vers, pour로 해석한다. a l’endroit de는 

위치용법과 방향용법이 공존하는데 반하여 por는 방향용법만이 존재한다.  

endroit(<in directum)는 Godefroy(1937:134-135)에서 명사, 부사, 

전치사의 용법으로 소개된다. 전치사의 용법에서 ‘~로(vers)’, ‘~의 방향으로(à 

la direction de)’의 뜻의 경로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와 ‘~가까이(près de)’, 

 
249

  카톨릭 교회 용어로 ‘저녁 기도(종과(終課), 만도(晩禱))’를 뜻한다. 따라서 ‘저녁기도 때 부

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로 이해할 수 있다.  
250

  동사로는 ‘Donner de la lumière, illuminer, éclairer’, 명사로는 ‘새벽(aube)’를 뜻한다

(DMF, 2015).  
251

 coté의 이형태로 장소의 부분을 나타낸다(DMF, 2015).  
252

 ‘다른 곳’이라는 뜻으로 alter, autre와 같은 이형태가 있다(DM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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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en face de)’로 쓰이는 위치 의미가 공존한다(Ménard, 1994:284). 

시간용법은 방향속성을 나타내는 공간용법에서 파생하여 ‘특정 시간으로 

(~vers)’라는 의미로 쓰인다. 공간의 위치용법 (138a)와 시간의 방향용법 

(138b)를 보인다.  

(138) a.  Si se traist253 endreit la masiere254. (Rou., III, 2053) 

             ‘il se retira du côté du mur.’ 

          b.  Androit midi. (Erec., 3118) ‘Vers midi’ 

           Ménard(1994:284) 

 endroit는 이미 고전라틴어에서도 목적지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 

였으나 고대프랑스어에서 명사로 처음 나타난 기록이 있으며(1121-34, PH. 

DE THAUN, Bestiaire, 1039, TLFi(2003)), 이 형태에 전치사 a를 합한 

복합전치사구의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을 향하여’라는 의미로 

contre나 vers와 유사하게, 위치 의미로는 au près de(근처에), en face 

de(~앞에)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139)는 중세프랑스어에서 위치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139) Elle dressa
255

  ceste echelle a l'endroit de la cheminée de la 

cuisine de l'ostel, ou elle vouloit estre (C.N.N., 275). 

‘Elle monta cette escalier au près de(/en face de) 256  la 

 
253

  현대어에서 se tirer는 ‘도망가다’, ‘~에서 빠져 나오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고대와 중세프랑

스어에서는 ‘~로 가다’, ‘~에 머물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DMF(2015)에서 ‘se traire qq. part.’

는 현대어로 ‘se rendre, se diriger qq. part’로 번역된다. Ménard(ibid.,284)는 위의 예문을 

‘벽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로 해석했다.  
254

 ‘벽’ 또는 ‘벽으로 둘러 싸여진 공간(Place entourée de murs ou place entièrement bâtie 

(DMF, 2015)’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255

 dresser는 ‘위로 향하다(diriger vers le haut)’, 혹은 ‘곧게 자세를 취하다(mettre dans une 

position verticale)’라는 의미이다(DMF, 2015).  
256

 여기에서 a l’endroit de를 방향의 의미 ‘~쪽으로(난 계단)’으로 이해하면 ‘그녀는 호텔 부엌 

(화덕의) 굴뚝 쪽으로 난 계단을 올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192 

cheminée de la cuisine de l’hôtel’ 

por는 Buridant & Zink(2000:495)에서 목적지로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장소인 목적지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언급되며 이동동사와 함께 

나타난다(partir pour Paris, ibid.,495).  

그리고 이 전치사는 다른 경로전치사와 달리 위치를 나타내는 용법이 없다.  

방향용법에서 이동동사 aler와 쓰여 ‘aller pour qqn’의 의미는 ‘aller dans 

la direction de qqn, aller chercher qqn’으로 풀이되며(DMF, 2015) 예문 

(140)의 현대어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0) Si ralons
257

 por les autres deux Hermites
258

 (Mir. enf. diable., 

53). ‘si nous allons de nouvau chercher les deux autres ermite’   

DMF(2015) 

sor/sore/desor(e)와 sus/dessuss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목적지방향 

이나 도달, 또는 위치용법을 나타내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전자는 

고전라틴어의 전치사 supre, supra에서 유래했고 후자는 부사 sursum에서 

유래해서 이전 어원에서 전이된 품사의 차이를 보인다.  

sor(>sur)는 공간전치사로 위치용법과 방향용법을 같이 가진다. sor의 

이형태들은 seur, sore, seure 등으로 다양하다. 위치용법의 뜻은 ‘~부근에(au 

bord de)’로 방향용법은 ‘~로(vers)’로 나타낼 수 있다. (141a)에는 위치용법이, 

(141b)에서는 방향용법이 드러난다.  

   (141)  a.  Sor mer vit un chastel. (Perc., 863) 

              ‘Il vit un château au bord de la mer’  

 
257

 raller는 현대어로 ‘aller de nouveau (qq. part), repartir, retourner (qq. part)’로 해석된

다.  
258

  은둔자(ermite)로 번역할 수 있으며 DMF(2015)에서 ‘personne qui vit en solitaire pour 

des motifs religieux’로 풀이되었다.  



 193 

           Ménard(1994:290) 

 b.  Or est tornee
259

 sor senestre
260

. (Part., 1266) 

        ‘Elle se dirige alors vers la gauche.’       

Buridant & Zink(2000:484) 

sor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접두사 de(s)-가 부착된 형태인 desor(desur) 

의 의미도 또한 같다. 따라서 이 형태도 현대어 ‘sur’로 해석한다. (142)는 그 

예문이다.  

    (142)  Alez sedeir
261

 desur cel palie
262

 blanc ! (Rol., 272) 

           ‘Asseyez-vous sur cette couverture blanche’  

Buridant & Zink(2000:483) 

시간용법에서는 ‘~에(au moment de)’, ‘~동안(pendant)’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sor l’esté’은 현대어 ‘au moment de l’été’로, ‘sor nuit’는 

‘pendant la nuit’로 바꾸어 쓸 수 있다(ibid., 484).
263

  (143)은 시간용법의 

예이다.  

 
259

 tourner(torner)가 자동사로 쓰일 경우 ‘Aller qq. part, se diriger qq. part’라는 의미이다

(DMF, 2015).  
260

  ‘왼쪽’, ‘왼쪽의’를 의미하는 명사와 형용사로 DMF(2015)에서 ‘à la senestre’, ‘vers 

senestre’는 현대어 ‘à gauche’로 바꿀 수 있다.  
261

 ‘앉다, 앉아 있는(asseoir, être assis)’의 의미로 재귀대명사 se 없이도 쓰였다.  
262

 paile의 이형태(Godefroy, 1937:708, v)로 현대어에서 ‘커버, 덮개’등으로 해석한다.  
263

  이 시간과 장소에서의 이분적 속성은 Buridant&Zink(2000:483-484)에도 언급되어 있다. 

현대프랑스어로 해석하자면 장소의 용법에서 방향 의미인 ‘~로(vers)’, ‘그 아래로(au-dessus 

de)’, ‘~에게(chez)’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에 시간의 용법에서는 ‘그 때에(au moment de)’와 

‘~동안(pendant)’으로 쓰인다.  

시간의 의미에서 ‘그 때에, 그 당시’라는 순간(moment pointuel)의 의미에서 연속

(connexité)적인 한정된 시간을 나타내는 ‘~동안’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ibid.,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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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Sor le mangier
264

 ot
265

 molt paroles (Perc., 8253)  

‘Au cours du repas on parla beaucoup’ 

             Ménard(1994:290) 

   sor가 유생물주어와 함께 쓰여서 전치사구를 이루면 대상의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적대적인(hostile)인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Buridant & Zink, 

2000:484). 아래의 (144a)에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방향 의미로 ‘~를 향하여 

(돌진하다)’로 쓰이는 반면에 (144b)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로 ‘~를 향해(~한 

감정을 갖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144)  a.  Aucassins s’embati
266

 sor lui (Aucassin., XXIV, 3) 

                ‘Aucassin se précipita vers lui’  

             b.  Avoit le cuer sor lui iré
267

 (Enfances G., 1327) 

                ‘Il était plein de ressentiment à son égard’      

Buridant & Zink(2000:484) 

    sus(en haut, vers le haut)는 sor와 마찬가지로 방향 의미를 나타냈다. 

(145a)에서 동사 tenir와 함께 쓰여 방향을 나타내며 (145b)에서는 위치 

의미를 보여준다.    

(145)  a.  Sus sa poitrine tenoit ses mains croisant (Alis., 827)  

           ‘Il tenait ses mains croisées sur sa poitrine’  

    b.  Si s’est assise sus son lit. (FabliauxNR., II, 10, 299) 

 
264

 명사로 쓰이면 ‘식사(repas)’, ‘음식물(nourriture)’ ‘식사 시간 또는 행위’ 등의 의미이다.  
265

  hon, om, hom, home, omme, un, um, oum, en, am, an등의 다양한 이형태들이 있다

(Godefroy, 1937:598,v).  
266

 ‘우연치 않게 ~에 가다, 혹은 오다’, ‘돌격하다, 돌진하다’, ‘~에 잠입하다, 침투하다’ 등의 여

러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는 ‘(그에게)돌진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DMF, 2015).  
267

 DMF(2015)를 참조하면 ‘en proie à une violente agitation, en colère, courroucé’라는 뜻

으로 위의 예문은 ‘그에 관해서 화가 나 있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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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e s’est assise sur son lit’                   

Buridant & Zink(2000:485) 

유생물주어와 함께 전치사구를 구성하면 위의 sor와 같이 대상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었다. (146)은 그 예문으로 sor는 ‘~에 대해 

( ~감정이 들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146)  Li lierres
268

 plains d’inquité Venrra
269

 sus nous...  

(PassionC., 66-7) 

           ‘Le méchant plein d’injustice viendra sur nous...   

 Buridant & Zink(2000:485) 

이 전치사는 또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접두사 de-를 붙인 desus, 

dedesus 등은 sor와 그 의미가 유사하여 같은 구문에서 대체되는 경쟁 

(concurent) 관계에 있다. (147)에서 desus는 sur로 대체한다.  

   (147)  Si s’est assise desus un fust
270

. (ibid., II, 7, 24) 

‘Elle s’est assise sur une pièce de bois’            

Buridant & Zink(2000:485) 

그런데 vers의 경우 접두사 –en을 붙인 envers는 vers와 의미 차이 없이 

‘~쪽으로’라는 방향(direction)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이는 반면, sus에 

접두사 –en을 붙인 ensus는 반대로 ‘멀리 있는’ 혹은 ‘거리를 둔’을 의미한다. 

ensus는 방향용법으로는 쓰이지 않으며 위치용법으로 쓰인다. (148)의 ensus 

 
268

  larron의 이형태로 도둑, 범죄자, 악당, 해적 등을 뜻한다. larun, lerre, lyerre 등의 여러 

이형태를 가지고 있다(DMF, 2015).  
269

  현대의 venir동사로 중세프랑스어에서 ‘venir sus à qqn’은 현대어로 ‘~를 공격하다

(attaquer qqn)’라는 의미로 쓰인다. 위의 예문에서는 ‘악당은 우리들을 향해 모진 감정을 

품을지도 모른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270

 숲(bois)이나 장작(pièce de bois)을 뜻한다(DM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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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ui는 DMF(2015)에서 현대어 ‘au delà de, loin de, à l'écart de’로 

해석한다.  

(148)  la table ensus de lui. (ARRAS., c.1392-1393, 241) 

 ‘la table loin de lui’  

 sor/desor(sur/au-dessus de)와 상반되는 의미인 soz/desoz (sous/ au-

dessous de)는 Ménard(1994), Buridant & Zink(2000)에서 대부분 방향 

전치사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선 위치 의미를 살펴보자.  

‘아래에’를 의미하는 soz(souz)는 위의 sor와 같이 접두사 de-가 덧붙여진 

형태 desoz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Buridant & Zink, 2000:485). ‘suz ciel 

(Alex., éd. Chr. Storey, 590)’에서와 같이 띄어쓰기도 하고 ‘souciel/sousiel 

(ChevalerieV., E 1565/22)’와 같이 뒤의 명사(ciel)와 붙여쓰기도 한다.  

soz는 위치에서 ‘아래에(au-dessous de)’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곁에(au 

près de)’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용법은 주로 장소명사와 함께 쓰인다. ‘souz 

Coloigne, soz Maience(Saisnes., 210/206)’는 현대어로 ‘près de Cologne, 

près de Mayence’를 의미한다.  

soz/desoz의 고대프랑스어에서 방향속성은 sor/desor에 비하여 매우 적게 

나타나며 대부분 위치용법으로 쓰인다. 드물기는 하지만 (149)와 같은 예에서 

soz의 방향용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동사 metre와 함께 쓰여 ‘(왼쪽 

팔)밑으로’ 라는 방향의 의미를 보여주며 그 용법에서 자동사와 결합하기 

보다 타동사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149)  il mit sa hache sous son bras senestre271 (Mém., II, 127) 

‘il mit sa hache sous son bras gauche.’ 

soz의 이형태 sous는 접두사의 형태로(sous-) 아래의 동사들과 결합하여 

 
271

 형용사나 명사로 쓰여 ‘왼쪽’의, ‘왼쪽’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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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향속성을 보여준다. (150)는 중세프랑스어에서 접두사 sous-와 결합한 

동사를 보여준다(DMF, 2015). 예 (150a)~(150c)까지의 타동사들은 공통적으로 

‘~을 ~아래에 놓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150d)는 자동사로 ‘~아래로 떨어지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150)  a.  sous-joindre ‘placer au-dessous’ 

 b.  souterrer ‘mettre sous terre, enterrer’ 

 c.  sous-allumer ‘mettre le feu par en-dessous’ 

 d.  sous-cheoir ‘tomber sous’  

따라서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soz/desoz는 sor/desor가 전치사나 부사로서 

보여주는 방향 의미보다 약하며 특정 동사의 접두사 형태로 부착되어 방향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vers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향전치사로 devers, 

envers와 같은 다른 접두파생으로 생성된 전치사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목적지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분류되었다(Buridant & Zink, 

2000:496). 이들은 공간과 시간 모두에서 목적지방향을 나타낸다. (151a)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공간용법으로, (151b)에서는 시간용법으로 쓰였다.  

     (151)  a.  Carles guardat
272

 amont envers le ciel(Rol.,2165) 

     ‘Charles lève ses yeux vers le ciel’  

b.  Quant ce vint vers le soir (Beck.,5526) 

     ‘à l’approche du soir’                    

Buridant & Zink(2000:496) 

이제부터는 그 중간지점의 이동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에 대해 

 
272

  고대프랑스어에서 garder는 ~를 보다(regarder), 관찰하다(Surveiller)를 뜻한다. ‘Charles

는 하늘쪽으로 눈을 돌렸다’로 번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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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를 통해’ 또는 ‘~을 따라’라는 뜻을 

지닌 경로전치사에는 au travers de와 par가 쓰였다. 이들 전치사는 

중간지점의 통과, 즉 장소이동속성이 있으며 단순히 중간지점으로 방향만을 

나타내는 au long de와 구별된다.   

travers는 형용사, 남성명사로 사용되었는데 방향전치사인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a와 결합하여 ‘au travers de’라는 형태로 쓰이며
273

  현대프랑스 

어에서는 정관사 le가 탈락한 형태로 ‘à travers de’로 쓰인다.
274

  그 용법은 

같아서 ‘~를 통해서’라는 의미로 쓰인다. (152a)에서 전치사구는 ‘(바다)를 

통해서(나아가다)’로 해석할 수 있겠다. 예문 (152b)에서도 ‘(그 길을)~따라서 

(뻗은 철로)’라는 의미로 쓰인다.  

   (152)  a.  ceminerent
275

 au travers de la mer, (FROISS., Chron. D., 

306) ‘cheminer au travers de la mer’ 

           b.  leurs chaynes
276

 de fer, tendues au travers de leurs rues 

(CLERC., Chron. scand., I, 114) 

‘leurs chemins de fer, (qui) s'étendent à travers de leurs 

rues’ 

같은 의미로 쓰인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전치사 par도 그 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의 예 (153)에서 ‘(도시를)통과하는(강의 상류)’로 

 
273

 a/au travers(de)는 DMF(2015)에 따르면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다.  

i. a travers (de) : en traversant(횡단하여, 가로질러), obliquement(비스듬하게) 

ii. au travers (de) : en traversant, de part en part(한쪽에서 저쪽으로, 관통해서), 

latéralement(측면으로) 
274

 현대어에서 au travers (de)는 ‘~을 통하여’, ‘ ~사이로’, ‘~을 헤치고’라는 의미이나 정관사가 

없는 형태 à travers (de)보다 훨씬 더 적은 수로 쓰인다. passer는 두 형태 모두 사용 가능

하다(passer à travers qc./passer au travers de. qc.). à travers로 사용되면 de가 생략된다  
275

  중세프랑스어 cheminer는 ‘길을 따라서 가다(poursuivre son chemin)’, ‘(걸어서 혹은 말

을 타고) 나아가다(avancer à pied, à cheval)’는 뜻이다(DMF, 2015).   
276

  ‘왕래를 위한 통로(une voie de communication)’인 도로(rue), 강(rivière) 등을 말한다

(DM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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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한다.  

     (153)... Symon de Lalain soutiva
277

 de faire naiger à mont la riviere 

de l'Escault278, qui passe par la ville (Mém., II, 232) 

‘…Simon de Lalain soutiva de faire nager au dessus de la  

rivière qui passe par la ville’ 

‘~를 따라’라는 의미를 지닌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au long de는 중간경로를 

통과한다는 의미보다는 단순한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154a)에서 

‘(Lill을)따라서(~을 데려오다)’로, (154b)에서는 ‘(도시를) 따라서(지니가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154)  a. ...ainsi la mena279 tout du long de la ville de Lille (C.N.N., 

490). ‘…ainsi l’amena tout au long de la ville de Lille’ 

          b. ...[ils] passèrent tout au long de la ville (CHASTELL., Chron. 

K., t.3, 145). ‘...[ils] passèrent tout au long de la ville’ 

3장 6절에서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사의 종류와 그 용법을 살펴 

보았다. 이들 중에서 amont, aval, contre, encontre, contremont와 

tresque’a/en은 중세프랑스어에서 소멸된 전치사들로 현대어로 en haut, en 

bas, contre, vers le haut, jusqu’à/en과 유사하게 목적지도달이나 방향을 

나타냈다. tresqu’en/a를 제외하고 소멸된 것들의 공통점으로는 의미의 

공통점 외에 접두파생으로 형성되었으며, 전치사와 부사의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77

  중세프랑스어 ‘soutiver de + inf’는 ‘알아내기 힘들게 교묘히 ~하는 것을 상상하다

(Imaginer subtilement de faire qqch)’를 뜻한다(DMF, 2015). 
278

 강의 지류 또는 수로(Canal, conduit d'eau, cours d'eau)를 의미한다(DMF, 2015). 
279

  중세프랑스어 동사 mener는 ‘~를 ~로 데려오다, 이끌다(conduire, accompagner, guider, 

amener qqn vers un lieu, une personne)’는 의미이다(DM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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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어에서 이들의 형태는 전치사와 부사의 결합으로 제시되며 

융합형을 띄지 않는다. 프랑스어 경로전치사가 현대프랑스어로 변모함에 따라 

융합형을 선호하지 않는 단편적인 예는 접두파생이 아닌 전치사와 명사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고대와 중세 프랑스어 a l’endroit de, a/au travers de, au 

long de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앞선 단락의 접두파생으로 형성된 

융합형과는 달리 현대프랑스어에서 à l’endroit de, a/au travers (de), au long 

de의 형태로 계승되었다.  

 

7. 소결 

 

3장에서는 통시언어학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à, de, en, dans 등이 함의하는 

장소이동과 방향속성을 용법을 살펴보고 상기의 공간전치사들이 경로속성을 

지닌 경로전치사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언급된 통시적 연구는 다음과 

같았다. Goyens, Lamiroy & Melis(2002)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공간전치사 

a의 형성과정과 장소이동이나 방향의미를 언급했고, Poerck & Moulin(1953)은 

민중라틴어와 고대프랑스어 이동표현에서 이 전치사가 목적지방향이나 도달을 

나타내는 경우 공간전치사 en과의 교체 현상에 대해서 언급했다.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 à의 문법화 과정을 설명하였던 Kilroe(1994)를 

비롯하여 Fagard & Sarda(2009), Fagard & Combettes(2013) 등은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공간전치사 en/dans의 교체나 대체현상을 통해 프랑스어 

전치사의 방향과 장소이동의미를 언급했다. Fagard(2019)는 à, de, en, dans 

이외에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장소이동이나 방향의미를 지니는 공간 

전치사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동사와 

결합하는 공간전치사 à, en, dans은 목적지도달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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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전치사로 Pantcheva(2011)가 제안한 “목적지 비한정속성을 가진 전이된 

경로"에 해당하고, jusqu’à는 “목적지 한정속성을 가진 전이된 경로"로 분류할 

수 있다. de는 출발지이탈이나 이동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로 “출발지 

비한정속성을 가진 전이된 경로"이며 vers, pour는 “목적지 지향속성을 가진 

비전된 경로"에 속한다. 2)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 à, de, en, dans 등이 

arriver, partir, sortir 등의 경로동사이거나 이동방식이 포함된 courir, 

marcher, nager 등과 결합하여도 상기의 전치사가 경로전치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프랑스어 이동표현의 구성원리’에 있다.  

< 프랑스어 이동표현의 구성원리 > 

1. 이동동사는 방향이나 장소이동속성을 가진 경로전치사와 결합한다. 

2. 경로가 동사의미에 포함된 이동동사들도 경로전치사와 결합하여 방향이나 

장소이동의 중복구성을 보여준다. 

  3. 이동방식속성이 포함된 이동동사는 경로전치사와 결합하여 이동이나 

방향을 표현할 수 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동사들의 장소이동 

속성 위계는 Kopecka(2009)를 따른다. 

-  sauter > grimper > ramper > glisser > voler > rouler > courir > 

marcher > nager                            Kopecka(2009:71) 

위계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이동동사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장소이동속성을 드러냈으나 현대프랑스어에서 장소이동속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유사하게 경로전치사도 장소이동이나 방향속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원리가 시사하는 바는 명사의 곡용이 없는 현대프랑스어에서 전치사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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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dans들은 이동동사와의 결합을 통해 목적지도달을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라틴어 전치사 ad, ab, apud의 수렴을 통해 형성되어 상태와 방향, 

목적지도달이라는 다의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 à는  

이동동사와 함께 쓰여 방향, 혹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고전라틴어에서 결합하는 격에 따라 위치, 목적지도달이나 방향을 나타냈던 

전치사 in은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en로 계승되어 공간의미에서 이질적인 

속성을 보여준다. 접두사 de-와 부사 intus의 결합으로 생성된 전치사 dans 

또한 목적지도달속성을 보인다. 반면 전치사 de는 격체계의 붕괴와 관련이 

없이 단일 어원으로 생성되어 출발지에서의 이탈이나 이동을 나타낸다. 

[원리 1]에 의해서 이동동사의 결합하는 위의 전치사들은 경로전치사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장소이동이 있는 이동동사와 결합하여 목적지도달을 

의미한다.   

[원리 2]는 경로속성을 함의한 접두사가 동사에 포함되었거나 어원상 

경로속성이 포함된 entrer, arriver, sortir와 같은 동사들은 장소명사와 

결합할 때 경로전치사와 함께 쓰여 장소이동이나 방향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장소이동이나 방향 의미는 동사뿐만 아니라 전치사에도 나타난다.  

[원리 3]은 현대프랑스어의 이동방식동사와 경로전치사의 결합에 관련된 

것이다. courir, marcher, nager와 같은 현대의 이동방식동사들이 과거에는 

장소이동을 표현했으며 장소이동속성을 나타내는 용법이 현존한다. [원리 3]의 

전치사들은 [원리 1], [원리 2]의 전치사들과 동일하게 장소이동이나 방향을 

나타낸다.  

[원리 1] ~ [원리 3]은 Hyman(2003)의 라틴어 이동동사와 전치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격체계가 발달한 언어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프랑스어를 비롯한 현대로망스어도 이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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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3장에서 논의한 전치사를 생성원리, 경로속성의 지속, 변화의 

기준에 따라 하위분류하여 경로전치사를 유형화한다. 이어서 경로전치사를 

전이, 한정, 방향 및 지향의 속성에 대해 도식화를 시도하고 고대와 중세, 

현대프랑스어에서 경로전치사가 어떻게 계승,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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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프랑스어 경로전치사의 유형  

 1. 고대•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사 분류  

 1. 1. 생성원리와 경로속성의 지속, 변화에 의한 분류  

  

위에서 살펴본 전치사들 중에 방향과 위치용법을 동시에 가진 것도 있지만 

특정 전치사는 방향용법만을 가진 것도 있었다. 유래가 된 고전라틴어 부사, 

전치사 의미나 용법에서 장소이동이나 방향속성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이후 

고대나 중세프랑스어에서 이 속성들이 생성, 추가(addition)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간전치사의 위치속성 이외에 장소이동이나 방향속성에 

집중하여 이들이 생성된 원리에 따라 여섯 가지로 나눈다.  

 

[1 계열]  고전라틴어의 방향, 장소이동속성  

⟶ 현대프랑스어의 방향, 장소이동속성 유지 

1계열은 방향용법만이 존재한 경우로 앞서 논의한 de가 해당된다. 

고전라틴어 de는 탈격지배 전치사로 분리(séparation)와 멀어짐(éloigne     

-ment)을 표현했다. 이 방향속성은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전치사 de로 

이어졌으며 현대프랑스어에서도 그 속성은 이어진다. 특히 Boons(1987), 

Laur(1993)도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de의 방향의미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외에도 1계열의 전치사로 des, usque와 같이 원의미에 방향속성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들 수 있다. 이 들 중 usque은 탈격명사와 결합해도 

시간에서 ‘~이래로’라는 방향속성을 갖으며, 대격명사와 결합하여도 

‘~까지’라는 방향속성을 갖는다. (155a)와 (155b)에서 탈격과 대격명사와 쓰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55)  a.  [avec abl.] usque Tmolo (CIC. Fl. 45) ‘depuis le Tmo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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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vec abl.] usque in Pamphyliam (CIC. Pomp. 35) ‘jusqu'en 

     Pamphylie’  

 

[2 계열] 고대프랑스어의 접두사, 전치사의 방향, 장소이동속성으로 인한 

경우(접두파생이나 전치사의 결합으로)  

⟶ 현대프랑스어의 방향, 장소이동속성 유지 

2계열은 고대프랑스어에서 파생접두사(préfix dérivationnel)의 속성으로 

인해 방향속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aval, amont 등이 있다. 고대프랑스어 

mont과 val은 장소명사로 ‘지형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의미한다. 여기에 

방향속성이 있는 전치사 a가 접두사로 부착되어 ‘높은 곳으로’와 ‘낮은 

곳으로’라는 방향속성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계열의 전치사들은 

접두사에 의해서 방향속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고전라틴어 형용사 longus(길다, 멀리있다)에서 유래한 long은 고대프랑스 

어에서 형용사, 명사, 부사로 쓰였는데, 이후 고대프랑스어 전치사 a를 합하여 

au long de로 사용했다. 따라서 원 단어의 뜻에는 위치속성만 있었지만 이후 

고대프랑스어에서 전치사 a와 결합하여 방향이나 장소이동속성이 생겨나게 

된다. 2계열에 있는 다른 단어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접두사형태가 아닌 

복합전치사구를 형성한다는데 있다.   

 

[3 계열] 고전라틴어의 장소이동과 방향, 장소이동속성과 위치속성을 오가며 

통시적으로 계속 변화 ⟶ 현대프랑스어의 방향, 장소이동 

속성과 위치속성 공존 

3계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방향과 위치속성 사이를 오가는 dans, 

dedans이 있다(Nikitina, 2017:74). 고전라틴어 부사 intus가 ‘안으로 

부터’라는 방향속성을 가지다가 후기고전라틴어에서 ‘안에’로 변화한다. 다시 

민중라틴어에서 전치사 de와 결합하여 ‘안으로부터’라는 방향속성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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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가 고대프랑스어에서 ‘안에’라는 위치속성을 획득한다. 이후 방향과 

위치속성을 모두 갖게 된다. dedans은 고대프랑스어 dans에 다시 방향전치사 

de가 덧붙여 쓰이다가(de dans) 하나의 형태로 축약된다(dedans).  

 

[4 계열] 고전라틴어 어원 자체에 방향과 장소이동속성, 위치속성 공존 

(결합하는 격과 관련 없음) ⟶ 현대프랑스어의 방향과 장소이동속성, 

위치속성 공존 

4계열은 고전라틴어에서 이미 장소이동, 방향과 위치용법이 공존하고 있던 

것들로 a/ vers/ devers, contr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고전라틴어 부사 

또는 전치사 ad, versus, contra에서 왔다. 이들은 대격만 지배하는 

전치사이지만 방향속성은 꼭 대격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부사이자 전치사 versus의 예를 들어보면 방향속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위치속성도 가지고 있다. versus는 verto(~로 돌다, ~로 

향하다)라는 동사의 과거분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전라틴어에서 전치사 

in이나 ad와 함께 전치사구를 구성하였다. Gaffiot(1985:1663)는 이 단어의 

중심 의미로 ‘dans la direction de’라는 방향의미를 기술하였고 ‘du côté 

de’라는 위치 의미를 덧붙인다.  

또한 부사나 전치사 versus에서 유래한 고전라틴어 전치사 adversus도 

위치와 방향용법을 동시에 보여준다(Gaffiot,1985:68). 아래의 (156a)에서 

‘~의 앞에’라는 위치속성을 (156b)에서는 ‘~ 쪽으로’라는 방향속성을 보여준다.   

  (156)  a. 위치(en face de) : porta quæ adversus castra Romana erat 

(LIV. 26, 14, 6)  

‘la porte qui se trouvait en face du camp romain’ 

          b. 방향 (en se dirigeant, vers) : copias adversus hostem 

 ducere (CÆS.  G. 4, 14, 2)  

‘conduire les troupes contre l'ennemi’  



 207 

                                            Gaffiot(1985:68) 

contra(+대격명사)는 Gaffiot(1985)에 의하면 ‘~바로 앞, 면전에’라는 위치 

의미와 생물명사 또는 추상명사와 함께 사용하여 ‘~의 반대방향으로’  ‘~에 

대항하여’라는 의미를 가진다. (157a), (157b)는 위치와 방향용법으로 쓰인 

예이다. 

 (157)  a.  위치(en face, vis-à-vis) : contra Ilvam  

‘en face de l'île d'Elbe’  

            b. 방향(dans une direction opposée à qqc.qqn.) : copias 

contra aliquem ducere (CÆS. G. 7, 61, 5)  

‘diriger une armée contre qqch. ou qqn.’  

고전라틴어에서 supra는 단어의 원의미에 방향/위치속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성염(1994:211)은 이 용법을 ‘~위로/~위에(supra terram)’의 의미로 

언급한다. 이 단어는 이후 고대프랑스어에서 sore로 계승되었다.
280

 

고전라틴어 전치사 trans는 대격을 취하여 방향을 표현하였는데 이후 동사 

vertere와 결합하여 분사형이 만들어졌다. 민중라틴어 traversus, 고대 

프랑스어 travers로 이어져 형용사와 명사의 용법에서 ‘가로지르는’, 

‘가로지르는 방향 혹은 가로질러 펼쳐진 곳을’을 뜻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치와 방향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계열에 속한다.  

 

[5 계열] 고전라틴어에서 결합하는 격어미에 따라 의미 구분 

         ⟶ 현대프랑스어의 방향과 장소이동속성, 위치속성 공존 

5계열의 고전전치사들은 라틴어에서 격어미에 따라 방향과 위치의 구분이 

 
280

  앞서 언급한 것처럼 sor/sore는 고대프랑스어에서 수많은 이형태가 있었으며 이들은 서로 

유사한 의미와 형태로 인해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한 단어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sore(<supra)의 경우 만을 분류하자면 1계열로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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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경우이다. en은 고전라틴어 전치사 in에서 유래하였으며 지배하는 

격에 따라서 방향이나 장소이동속성과 위치속성이 구분되었기에 5계열로 

구분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예로 sor를 들 수 있다. 고전라틴어에서 super는 

이후 고대프랑스어에서 sor로 계승된다. 전치사 super는 함께 쓰이는 명사의 

격어미에 따라 그 의미가 분화되어 있던 것으로 대격을 취하면 방향전치사로, 

탈격을 취하면 위치전치사로 기능하였다. (158a,b)는 supre의 방향과 

위치용법을 구분한 것이다(성염, 1994 :213). 따라서 이들은 격에 따른 방향과 

위치속성이 구분된 경우이다.  

 (158)  a. 방향 : 대격과 함께 ‘~위로’ : super vallum praecipitabatur 

‘voler sur le mur’ 

b. 위치 : 탈격과 함께 ‘~위에’ : ensis super cervice pendet 

‘avoir le couteau sous la gorge’ 

                       성염(1994:213) 

[6 계열] 고전라틴어의 방향속성 + 고대프랑스어에 위치속성 추가 

         ⟶ 현대프랑스어의 방향속성, 위치속성 공존 

6계열은 고전라틴어에서 방향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고대프랑스어 

에서 위치속성이 추가된 경우이다. endroit는 고전라틴어 in directum에서 

유래하였는데, 고전라틴어 동사 dirigo(mettre en ligne droite, aligner)의 

과거분사형 형용사의 대격단수 형태인 directum에 전치사 in이 함께 사용된 

것이다. directus의 원의미에도 ‘~의 방향으로’라는 의미가 있었으며 또한 

대격전치사 in의 지배를 받아(in + directum) 향격전치사로 기능하기 때문에 

방향속성은 이미 주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후 고대프랑스어에서 

endroit로 계승되며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게 된다. TLFi 

(2003)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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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ndreit ‘lieu déterminé’ (Bestiaire PT., 1121-34) 

이 형태는 이후 고대프랑스어에서 경로전치사 a와 결합하여 전치사의 

용법으로 쓰이게 된다. 따라서 이미 방향속성이 있는 명사 endroit에 다시 

방향속성을 가진 전치사 a가 결합하여 방향의 중복구성을 이루게 된다. 이런 

형태는 앞서 Hyman(2003:4)이 언급한 고전라틴어 동사 vado(proceed in a 

given direction)가 ‘ad + 대격명사’와 함께 쓰인 방향속성의 중복구성이라는 

원리와 유사하다.  

위의 2계열과 차이점은 2계열의 명사는 위치속성에 방향의 접두사 -a가 

부착되어 방향속성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가 된 것이고 endroit는 이미 

방향과 위치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던 명사에 전치사 a가 덧붙여서 사용된 

것이다. long도 전치사 a와 함께 쓰여 방향속성을 나타내지만 여기서 long은 

‘멀리 있는’이라는 위치속성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1~6계열의 전치사들을 [표 19]으로 나타낸다.   

[표 19] 고대·중세,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들의  

생성원리와 경로속성의 지속, 변화에 따른 분류 

 

분류 

예  

분류 근거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의 예  

현대프랑스어로 

계승된 예  

1계열 
de, des, usque, 

tres(tresque) 

de, dès, 

jusque 

 

고전라틴어 어원에서 방향 및 

장소이동속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2계열 

amont, aval, 

contremont, 

contreval,  

au long de 

au long de 

 

고대프랑스어 접두사 a-, contre-/ 

전치사 a로 인해 방향 및 장소이동속성을 

가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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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열 dans, dedans dans, dedans 

고전라틴어에서 생성 이후 방향 및 

장소이동속성과 위치속성을 오가며 두 

속성 모두 갖게 된 경우 

4계열 

a, 

contre(encontre), 

per, por, 

sore(desore), 

sus, au travers 

de, vers(devers)  

à, contre, 

par, sur(< lat. 

supra), à/au 

travers (de), 

vers 

 

고전라틴어 어원에서 방향 및 

장소이동속성과 위치속성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5계열 

en, hors, 

sor(desor), 

soz(desoz)
281

* 

en, hors, 

sur(< lat. 

super), sous 

 

고전라틴어 어원에서 격에 따라 방향과 

장소이동속성과 위치속성이 구분된 경우 

6계열 a l’endroit de 

소멸됨,   

현대프랑스어의 

등가어로는 

dans la 

direction de 

등이 있음. 

 

고전라틴어의 방향 및 장소이동속성에 

고대프랑스어에서 위치속성이 추가된 

경우 

  

프랑스어 경로전치사들의 생성원리와 경로속성의 지속, 변화에 따른 분류는 

경로전치사의 방향 및 장소이동, 위치속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되고 

유지되는지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1계열의 전치사들은 공시언어학의 

Boons(1987), Laur(1993)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으로 현대프랑스어 전치사 

de의 방향속성에 대해 왜 이견이 없는지를 알려준다. 따라서 현대프랑스어 

화자가 방향이나 장소이동속성이 가장 큰 것으로 인식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계열의 전치사들이 현존한다면 현대프랑스어 화자가 방향이나 장소이동 

속성을 쉽게 인식하겠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au long de가 남았다.  

 
281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soz/desoz는 다른 전치사보다 방향이나 이동속

성이 적기에 * 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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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열과 6계열은 이동 및 방향/위치속성을 오가거나 이동 및 방향에 

위치속성이 추가된 경우로 상분류에 따라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를 

구분했던 공시언어학의 방법론으로는 그 속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4계열은 

격에 상관없이 혼합적인 속성을 가진 경우와 5계열의 격에 따라 위치와 방향 

및 장소이동속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3계열과 마찬가지로 통시의 방법론으로 

그 속성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밝힌 것 같이 고대프랑스어에서 

4계열의 a는 5계열의 en으로 교체가 일어나고 중세에서 다시 3계열의 

dans과 dedans의 대체가 일어났다.  

 방향 및 장소이동속성 생성시기로 보면 가장 오래된 것은 1, 4, 5계열이고 

이후 고대프랑스어에서 생성된 것은 2계열, 원래 있었으나 고대프랑스에서 그 

쓰임이 바뀌거나 증가한 것은 6계열, 중세프랑스어에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 

것은 3계열이다. 

지금까지 à, de, en, dans를 제외한 다른 전치사들의 방향속성을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의 생성원리와 

경로속성의 지속, 변화에 따른 분류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어 앞선 장 2장 

1.2.에서 Pantcheva(2011)가 제안한 경로속성에서 중심이 되는 속성인 

방향속성을 받아들여 본 연구는 [표 18]의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공간전치사를 

경로전치사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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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위상모델에 의한 분류282 

 

이 절에서는 Pantcheva(2011)의 경로속성에 따른 분류와 장재성(2011)의 

고대그리스어, 고전라틴어의 방향/위치전치사의 분류에 따라 앞에서 논의한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전치사의 분류를 시도한다. Pantcheva(2008, 2011)는 

Jackendoff(1983)의 지향, 전이속성에 한정을 추가하여 경로전치사들을 

아래의 (25a-h)와 같이 8가지로 구분하였다. 2장 2절에서 제시한 영어의 

경로전치사분류와 예 (25)를 상기해 보자.  

(25)  a.  Transitional oriented path, goal, non-delimited 

The frog jumped into the lake. 

b.  Transitional oriented path, goal, delimited 

The boy ran up to the house. 

c .  Transitional oriented path, source, non-delimited 

The frog jumped out of the lake.  

d.  Transitional oriented path, source, delimited, egressive 

     Volgograd-šjanj Eljba vá-ëdz (Komi-Permyak) 

From Volgograd to Elba river. 

e.  Transitional non-oriented path, route 

The boy ran past the tree. 

f.  Non-transitional oriented path, goal, approximative 

John ran towards the house. 

g . Non-transitional oriented path, source, recessive 

 
282

  언어학에 위상수학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은 R. Thom(1975)으로 이 개념은 A. Culioli, B. 

Pottier, L. Talmy와 같은 인지언어학자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이후 Desclés(1989, 1990)에 

의해서 발전하였는데, 인지연산문법(Grammaire Applicative et Cognitive)의 이론적인 틀 안

에서 제안된 위상모델을 근간으로, 텍스트에 나타나는 시•공간 정보의 의미 가치를 분석, 표

상하는 것이다(서정연, 2008:326). 



 213 

John ran away from the house. 

h.  Non-transitional non-oriented path, route, prolative 

The children walked along the river. 

(25d)에서 접사에 의해서 출발지와 목적지가 표시되는 우랄어족에 속하는 

코미페르먀크어(Komi-Permyak)의 예를 제시했는데 이는 영어를 비롯한 

나머지 언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Pantcheva,2011:29). 따라서 (25d)를 

제외한 나머지 분류에 대한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사의 예를 보인다. 

3장과 4장에서 예로 제시되었던 경로전치사들을
283

  Pantcheva(2011)의 

분류에 따라 적용해 보자. 먼저 위의 (25a)는 대상체가 목적지로 이동을 

나타내기에 전이속성을 지니며, 목적지로의 지향을 표현한다. 그러나 

목적지를 나타내는 장소명사에 대해 명확히 표기하는 다른 어휘 형태가 

없기에 비-한정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josque는 사용하지 않는다.  

(160)은 (25a)에 해당하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사 a, en, enz, 

dans, dedans이 사용된 예이다. dedans, sus, sur를 제외하고 이 외의 

전치사들은 자동사와의 결합구성을 제시하였다.284  sus는 다른 경로전치사들과 

비교할 때 특히 타동사가 쓰인 이동표현에서 빈번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60)  Transitional oriented path, goal, non-delimited 

a.  a  : Or
285

 fu
286

 Amis
287

 a la cort son parrain 

 
283

 앞서 제시된 예문이 아닌 경우 2차 참고 문헌을 표시하였다.  
284

 sur가 자동사와 결합한 경우는 (141)에, dedans은 3장 5.2절에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타동사가 쓰인 이동표현의 예를 제시한다.   
285

  라틴어 ‘시간’을 의미하는 hora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음 /h/의 탈락과 격어미 /-a/ 탈락

으로 or/ore 복수는 ors의 이형태를 가진다. 현대어 ‘maintenant, à présent’으로 해석한다.  
286

  fu는 aller의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단순과거 3인칭 단수로 현재에는 직설법 전과거(passé 

antérieurêtre), 접속법 대과거(plus-que-parfait)에서 확인가능하다.  
287

  amis의 /-s/는 고대프랑스어에서 주격단수에 붙어있던 표지였다. 이후 대격만이 계승되면

서 주격단수의 /-s/는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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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 et Amile., v. 2499)     

‘Maintenant, Ami s'en alla à la cour de son parrain’  

b.  en : Ensi s’en ala li cuens Loeys et autre baron en Venise  

(ConquesteV., 56) 

‘ Ainsi s’en allèrent à Venise le comte Louise et les autres 

 barons.’ 

c.  enz : Enz en le palais Brandan se mist E sur un banc puis 

s’asist. (Brendan, v. 280)  

‘Brendan entra dans le palais et s’assit sur un banc.’ 

d.  dans : ...Cy vous diray de Remond, qui s'en entre288 dans sa 

chambre et se couche en son lit (ARRAS., 243) 

  ‘Si [je] vous disait de Remond, qui pénétre dans sa chambre  

et se couche dans son lit’ 

e.  dedans : car il avoit envoyé le jour de devant deux cens 

hommes d'armes dedans la ville de Dieppe... (Le CLERC., 

Interp. Roye, 303) 

          ‘puisqu’il avait envoyé deux cent hommes en armes le jour 

suivant dans la ville de Dieppe’ 

 f.  sur : La chambriere
289

 (...) mist le jambon sur la table.  

(C.N.N., 487)                                  

 ‘La chambrière ... mit le jambon sur la table’ 

         g.  sous : il mit sa hache sous son bras senestre (Mém., II, 127) 

‘il mit sa hache sous son bras gauche.’ 

 

 
288

 ‘s'en entrer’는 현대어에서 ‘pénétrer dans’으로 번역한다.  
289

 한국어로 ‘가사 도우미’로 번역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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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는 앞서 3장의 6절에서 논의한 것과 유사하게 전치사 en와의 대체로 

aller, arriver, venir와 같은 자동사 이동 구성에서 또는 metre와 같은 

타동사 이동구성에서 목적지도달을 나타나는 전이된 경로전치사로 기능할 수 

있다.
290

  따라서 현대프랑스어에서 ‘arriver sur la plage(à la plage)/sur la 

route/sur la place’와 구문들이 사용되고 있다. (160f), (160g)에서 metre가 

사용되었다.  

soz의 경우에는 sor보다 장소이동을 나타내는 전이속성이 미약하게 발현될 

수 있다.  

(161)은 (25a)와 같이 대상체가 목적지로 이동한 전이속성을 가지며 

목적지를 강조한 한정속성이 나타난다. 고대나 중세프랑스어에서 목적지를 

나타나는 전치사구 josque’a, desque’a, tres(tries), tresque’a 등이 이에 

해당한다.  

(161)  Transitional oriented path, goal, delimited 

a.  josqu’a : De Seint Michel del Peril josqu’as Seinz (Rol.,  

1428) ‘De Saint-Michel-du-Péril jusqu’à Santes’ 

b.  desque : Denudas le fundament desque al col  

(PsautierO., III, 13) 

‘Tu as mis à nu les fondements jusqu’en bas’ 

c.  tres : Tant sont alé qu’il sont venu / Tries la maison a un 

 rendu291 (Renart., 2533)  

‘Ils ont tant cheminé qu’ils sont arrivés jusqu’à la maison 

 
290

  DMF(2015)에서 sor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introduit par sur le lieu d'atteinte, 

l’atteinte d'un mouvement quelconque’라고 언급되어있다.  
291

  rendu는 명사로 종교에 귀화한 사람이나 그 공동체(celui qui s'est rendu religieux, 

membre d'une communauté religieuse)를 뜻하며 현대어 번역에서 은둔자, 은자(ermite)으

로 바꾸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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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 erimite.                           김영모(2004:285) 

d.  tresque : Des Besençun tresqu’al port de Guitsand (Rol.,1429)  

‘De Besançon jusqu’au port de Wissant’ 

 (25c)에 해당하는 경로전치사는 출발지에서의 이동을 나타낸다. 그러나 위의 

(161b)에서와 같이 목적지를 강조하는 josque와 같은 어휘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162)의 예들은 비한정속성을 지닌다.
292

  이에 해당하는 

전치사에는 de, des가 있다. 이들은 목적지를 강조하는 위의 (161b)에 

해당하는 표현들과 자주 어울려 사용된다.  

(162)  Transitional oriented path, source, non-delimited 

a.  de : De Seint Michel del Peril josqu’as Seinz (Rol., 1428) 

‘De Saint-Michel-du-Péril jusqu’à Santes’ 

            b.  des : Des Besençun tresqu’al port de Guitsand (Rol.,1429) 

‘De Besançon jusqu’au port de Wissant’ 

(25e)의 경로전치사는 대상체의 이동이 나타나나 출발지도 목적지도 아닌 

노선(route)을 이동한다. 따라서 전이(transition), 비지향(non-orientation) 

속성을 지닌다. 여기에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전치사 au travers de, par가 

해당되고 (163a), (163b)에서 볼 수 있다.  

     (163)  Transitional non-oriented path, route 

            a.  au travers de : ceminerent au travers de la mer (FROISS.,  

Chron. D., 306) ‘cheminer au travers de la mer’ 

            b.  par : Symon de Lalain soubtiva de faire naiger à mont la 

riviere de l'Escault, qui passe par la ville (Mém., II, 232) 

 
292

  de와 des를 한정속성이 있는 경로전치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강조 부사가 없는 관계로 비한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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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on de Lalain soutiva de faire nager au dessus de la 

 rivière qui passe par la ville’ 

(25f)는 목적지를 향한다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대상체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어의 유사 의미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쪽으로’, ‘~을 향하여’가 될 수 있다. (25f)는 목적지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25a)와 대조된다.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공간전치사 vers/ 

devers/envers, por, a l’endroit de, sor(sore)/desor(desore), contre/ 

encontre가 (25f)에 해당된다. 아래에서 이들의 예를 볼 수 있다.  

(164)  Non-transitional oriented path, goal, approximative 

a.  vers : Vers dulce France chevalchet l’emperere (Rol., 706) 

‘Vers douce France chevauche l’empereur’  

b.  devers : [Archevesque]..devers l’ele
293

  del
294

  Nort s’en est li 

bers
295

 alez (Beck.,1507).  

‘L’archevêque s’est dirigé vers l’aile nord’                               

Buridant & Zink(2000:496) 

c.  envers : Carles guardat
296

 amont envers le ciel (Rol., 2165). 

 ‘Charles lève ses yeux vers le ciel’                   

Buridant & Zink(2000:495) 

d.  por(pour) : Partir pour Paris       Buridant & Zink(2000:496)                    

e.  a l'endroit de : Elle dressa ceste echelle a l'endroit de la 

 
293

 ‘날개’를 뜻하는 명사로 aele, aile, ele 등의 이형태가 있다. 여기에서 ‘쪽, 측면(côté, bord)’

를 뜻한다.  
294

 전치사 de와 한정사 le의 축약형이다  
295

  Godefroy(1937:628, I)에서 북쪽의 Bessin, Bretagne, Haut Maine, Picardie등의 지방을 

ber라고 나타냈다.  
296

  garder는 현대프랑스어로 ‘regarder’, ‘chercher qqn ou qqc. par la vue’를 뜻한다. 

‘garder à qqc’는 ‘~을 바라보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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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née de la cuisine de l'ostel, ou elle vouloit estre (C.N.N., 

275). 

 ‘Elle a monté l'escalier vers la cheminée dans la cuisine de 

l'auberge, où elle voulait y demeurer. 

f.  sor/desor : Aucassins s’embati297 sor lui (Aucassin.,XXIV, 3) 

‘Aucassin se précipita vers lui’             

Buridant & Zink(2000:484) 

g.  contre/encontre : Contre le tré
298

  Sebile a conduit ses 

conrois
299

 (Saisnes., L, 1964).  

‘Il conduit son détachement vers la tente de Sébile’   

                             Buridant & Zink(2000:497) 

  이 외에도 (25f)에 해당하는 전치사에는 ‘위쪽으로’를 의미하는 amont, 

contremont과 ‘아래쪽으로’를 의미하는 aval, contreval이 있다. (165)는 그 

예들이다.  

(165)  a.  amont : Amont Sainne naja (Rou., III, 422) 

             ‘Il remonta la Seine en bateau’ 

 b.  contremont : Rou torna a Roen, o
300

 lui tuit li Normant,  

             Contremont Sainne le païs porvenant (ibid., 464) 

             ‘Rou se diriga vers Rouen avec tous les Normands, 

explorant le  pays en remontant la Seine.’  

 
297

 s'embattre는 특정 공간으로의 이동(mouvement vers qq. part)을 표현한다.  

따라서 ‘(s')embattre à/en/par un lieu’는 ‘venir, arriver qq. part (parfois par hasard)’를 

뜻한다(DMF,2015). 
298

  Buridant&Zink(2000:497)의 해석대로 ‘천막, 군막(tente)’의 이형태로 볼 수 있고, 

Godefroy(1937:35, VIII)에서 tref의 이형태로 볼 수도 있다. tref는 ‘건축에서 쓰이는 들보나 

용재’로 solve, poutre로 해석되어 있다.  
299

 군사 장비나 군부대를 뜻한다.  
300

 고전라틴어 apud를 계승한 고대,중세프랑스어 avec의 이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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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val : Aval la roche est avalez (Trist. Béroul., 1515) 

             ‘Il tombe au bas du rocher’  

 d.  contreval : en dessendant tout contreval par la fante 

d'icelles. (Comptes argent. rois Fr. D.-A., II, 198).  

‘en descendant tout en bas par cet endroit long et étroit’ 

(166)은 (25g)에 해당하는 부류들로 특정 장소로 대상체가 이동하지 않아서 

비전이속성을 지닌다. 또한 출발지에서 밖으로 향하는 지향속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전치사에는 hors가 있다.  

(166)  Non-transitional oriented path, source, recessive 

hors : Il misent hors de la ville toz les François ki  

en garnison i
 
estoient (HenriV., 573) 

‘Ils mirent à extérieur de la ville tous les Français qui  

étaient préposés à sa défense’ 

(25h)에 해당하는 경로전치사는 목적지나 출발지로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속성을 가지며 중간경로를 의미하기에 노선으로 분류된다. 그 예로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전치사구 au long de가 있다. (167)은 중세프랑스어의 

au long de에 대한 예문이다.  

(167)  Non-transitional non-oriented path, route, prolative 

        au long de : ...[ils] passèrent tout au long de la ville 

(CHASTELL., Chron. K., t.3, 145)  

‘...[ils] passèrent tout au long de la ville’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Pantcheva(2011)의 경로분류에 따라 

해당하는 경로전치사들을 대응시켜 [표 20]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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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Pantcheva(2011)의 경로분류에 해당하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전치사 

transition non-transition 

oriented 

non-

oriented 
goal-oriented  

source-

oriented  
route 

goal source 

non-

delimited 
delimited 

non-

delimited 
delimited 

cofinal terminative coinitial egressive transitive approximative recessive prolative  

(a) (b) (c) (d) (e) (f) (g) (h) 

a, en,  

enz, 

dans, 

dedans 

sor/ 

desor, 

soz/ 

desoz*
301

, amont,  

aval 

josque, 

desque,  

tresque+ 

a, en 

de, des, 

tres 

 

ø 
a travers 

de, par 

vers/devers/e

nvers, por, 

contre, a 

l’endroit de, 

contremont, 

contreval 

hors 
au long 

de 

 

[그림 4]는 Pantcheva(2011:28)의 전이(transition), 지향(orientation), 한

정(delimitation)속성에 따라 분류한 경로전치사들을 위상모델로 도식화한 것

이다.  

 

 

 

 

 
301

  *표는 soz/dosoz가 다른 전치사들보다 목적지도달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표에서 a, sor/desor, soz/desoz, amont, aval의 경우 목적지도달과 방향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나 종결성이 발현된 최대치를 상정해서 구분한 것으로 부류 (f)에도 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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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그림 4] 위상모델(Modèle topologique)에 따른 고대와 

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사 

 

 

 

         hors              a302, en, enz, dans, dedans,  

sor/desor, soz/desoz*, amont, aval 

                                   

 

        

vers/devers/envers, por, contre,  

a l’endroit de, contremont, contreval 

 

                               au long de  

 

                             a travers de, par 

 

이는 장재성(2011:220)의 고대그리스어와 고전라틴어 전치사의 방향과 위치

를 테마로 정리한 도식에서 착안한 것으로 장재성(2011:220)에서 사용된 도식

은 위상모델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위상모델의 의의에 대해 서정연(2008:326)은 "언어현상을 언어학자들의 직

관에 의존하여 자연언어 개념으로 나타낸다면 그 오해와 혼란의 소지가 있기

 
302

  이 전치사가 vers와 같이 단순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시제

가 완료상일 때 그리고 함께 쓰이는 동사가 장소변화를 나타내는 이동동사일 경우에 전치사 

a의 목적지도달속성은 두드러진다. 이 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

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종결]속성을 전제로 한다.  

source 

de, des, tres 

josque, desque, 

tresque + a,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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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점을 명확히 하는 목표를 가진다"고 하였다.  

위의 [그림 4]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josque, desque, tresque + a, en은 한

정, 나머지 경로전치사들은 비-한정속성에 해당된다. 화살표는 지향을 뜻한다. 

화살표 표시가 없는 것은 비지향에 해당된다.
303

  실선은 전이속성을 가진 경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비전이속성을 가진 경로를 표상한다.304 

형태의 단순화와 수의 감소로 인하여 현대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josque, desque, tres, tresque로 이들은 Pantcheva(2011)가 말하는 한정과 

지향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현대와 다르게 sor/desor, soz/desoz의 경

우에 목적지로의 방향과 도달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음을 보았다. 2절에서는 

이들이 현대어로 변화한 바를 Pantcheva(2011)의 경로분류에 따라 나누어 보

고 앞의 위상분류로 도식화한다.  

 
303  화살표 표시가 없다고 해도 경로는 방향속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비지향인 통격

(prolative)과 전이된 노선(transitive)도 방향속성을 지닌다. 
304

 Desclés(1989:166)와 같은 저자의 논의인 Desclés(2012)에서 위상구간(intervalles topolog 

-iques)의 표상은 사행의 내부(intérieur)와 외부(extérieur)를 구분하는 경계(borne)를 표상

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Desclés(1989:166)에서는 열린구간과 닫힌구간을 i.과 ii.로 상정하

였다. 여기에서 I는 구간의 종류를 나타내며, b1은 왼쪽경계, b2는 오른쪽경계를 나타낸다. i.에

서 열린구간은 경계 구획이 열린 형태(] [)로, ii.의 닫힌 구간은 경계 구획이 닫힌 형태([])로 

표상된다.  

 
이후 Desclés(2012)에서 경계표지는 사라지고 닫힌구간은 점(⚫)의 연결로 열린구간은 양

쪽 화살표(⟷)로 표상하는데, 그 원리는 같다.  

본 연구에서는 Desclés(1989, 2012)의 표상이 전이, 지향, 방향, 한정속성을 나타내기에는 

나타내는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첫째, 상의 층면과 어휘 형태의 명시라는 표현하는 

층위가 상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이는 종결성, 한정속성은 종결성을 함의하되 경계를 

한정하는 어휘 형태의 명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상의 층위와 어휘 형태의 층위가 합쳐 있다. 

둘째, 상의 관점에서 방향과 지향은 동일하게 종결성이 없는 미완결에 해당하나 출발지/목적

지와 노선이라는 장소의 구분에 따라 지향과 방향으로 나뉜다. 따라서 이동표현에서의 위상

이론에 따른 경로의 표상은 경로의 속성에 따른 분류 기준에 의거하기 때문에 기존의 위상이

론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된 어휘의 사행과는 다른 표상을 요구한다. 



 223 

 

2.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의 위상모델에 의한 분류 

1절에서 논의한 대로 시간의 변화를 거치며 소멸된 전치사들이 있는데 

현대프랑스어의 경로전치사는 [표 20]과 비교해볼 때 [표 21]에서 보듯이 그 

수가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Pantcheva(2011)의 분류에 해당하는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 

transition non-transition 

oriented 

non-

oriented 
goal-oriented 

source-

oriented 
route 

goal source 

non-

delimited 
delimited 

non-

delimited 
delimited 

cofinal terminative coinitial egressive transitive 
approximativ

e 
recessive prolative  

(a) (b) (c) (d) (e) (f) (g) (h) 

à, en, 

dans,  

sur*
305

 

jusqu’à  

 
de, dès ø 

à 

travers, 

par 

vers, pour, 

contre, vers 

le haut/bas 

hors 
au long 

de 

 

[표 20] 부류 (a)의 enz은 en으로, 부류 (b)에서 josque, desque, tres, 

tresque는 jusque로, 부류 (f)에서 devers, envers는 vers로 desor는 au-

dessus de, desoz는 au-dessous de로 바뀌었다. amont은 en haut/vers le 

haut, contremont은 vers le haut로 쓰인다. aval은 en bas/vers le bas, 

contrval은 vers le bas 등으로 바뀌었다.  

출발지지향이나 이탈을 나타내는 부류 (c), 목적지도달, 한계점을 명확히 하

는 부류 (b), 그리고 부류 (e)에 속한 전치사 중 ‘~을 통하여’를 의미하는 par

에 대해서는 Boons(1986), Laur(1991)가 이미 논의한 바이다. de, jusqu’à, 

 
305

 *표는 sur가 부류 (a), (f)에 속하기에 미약하다는 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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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에 대해서 상분류에 따라 처음(initial), 중간(médian), 끝(final)로 나눈바 

있다.  

단순히 목적지로 방향과 근접을 표현하는(approximative) 부류 (f)에 속한 

vers에 대해서 Fagard(2015)가 그 변화를 다루었다. 저자에 따르면 devers

는 고어로 현대에 잘 쓰이지 않으며 envers는 공간이 아닌 관계(relation)의

미로 변화하였다(Fagard, 2015:332-3).  

‘~의 밖으로’를 나타내는 hors는 출발지점으로 부터 멀어지는 것을 나타내

고 목적지로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이속성을 지닌다. 따라

서 부류 (g)에 속하며 ‘s'élancer hors de sa chambre’과 같은 구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를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진 au long de는 목적지로의 지향

속성도 없다. 따라서 방편격(prolative)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의 (h)에 속하

며 ‘aller au long de la rivière’와 같은 예문에서 발견된다.  

우리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부류 (a)에 속한 현대프랑스어 전치사의 종류이

다. 2-3장에서 다룬 전치사 à, en, dans가 이에 해당되며 이들과 결합하는 동

사들을 제시했다. 특히 Kilroe(1994:59)는 논란이 되는 전치사 à에 대해서 목

적지에 도달을 나타낼 수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그림 5]는 고대와 중세 전치사를 위상모델로 도식화한 것 같이 현대프랑스

어 경로전치사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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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그림 5] 위상모델(Modèle topologique)에 따른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  

 

 

 

         hors 

                            à, en, dans, sur* 

 

    vers, pour, contre, vers le haut/ bas 

  

                                    au long de  

 

                                  à travers de, par 

 

현대와 과거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1) 현대의 전치사들이 이동방식동사 

courir, marcher, nager와 결합하였을 때에 그 장소이동속성이 줄거나 사라

진다는 점이다. 즉, 이 동사들은 과거에는 이동동사로 분류되었으나 현재에는 

장소이동속성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전치사가 종결성만을 

가진다고 말하지 않고 종결성과 방향성 그리고 상태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전치사들의 장소이동속성이나 방향속성은 홀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의 문장에서 이동동사와 시제의 도움으로 실현된다.   

 2) 현대프랑스어와 고대·중세프랑스어 경로전치사 중에서 목적지도달속성

에 대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sur와 sous이다. sur가 현대프랑스어

에서 목적지로 도착을 나타내는 경우는 적으며 sous의 경우에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이들과 결합하는 이동동사들 목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sur의 

source 

de, dès 
jusque’à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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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목적지도달을 의미하는 예로 ‘aller, arriver sur la (plage/ roûte/ place)’

를 보였다.   

그런데 전치사 sur는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동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이 경우 sur의 출현은 전치사 à/sur 대체에 의한 현상이다. 화자는 대

상체가 도달하는 위치에 대해 발화할 때 목적지도달의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의미인 전치사 à를 사용하는 것보다 sur를 통하여 ‘표면’이라는 의미를 덧붙

여 해석하려 한다. 예를 들어, 타동사로 ‘mettre qqch. sur la boîte’에서 

mettre와 함께 쓰여 목적지에 도달한 부분인 표면에 집중한다. 이 구문에서 

sur는 부류 (a)에 해당된다. sur는 그 수가 미약하지만 ‘foncer sur la sortie’, 

‘tirer sur un cible’에서와 같이 방향속성도 포함하여 부류 (f)에 속하는 것이

라 볼 수도 있다. vers, pour, contre도 부류 (f)에 해당된다. sous의 경우에 

목적지에 도달을 나타내는 예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mettre une lettre 

sous enveloppe’
306

에서와 같은 타동사 구문에 남아있을 뿐이다. 

 

3. 소결  

 

4장에서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에서 목적지방향이나 도달을 나타내는 경로

전치사들의 쓰임과 그 용법을 파악하고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로 계승된 예

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생성원리와 경로속성의 지속 및 변화의 관점에 따라 6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 따르면 1, 2계열에 속하는 경로전치사들은 현대프랑스어의 화자

들이 그 경로속성에 대한 인지가 쉬울 뿐만 아니라 현대프랑스어 공시언어학

계에서도 방향 및 장소이동속성이 전치사의 내재적인 의미를 포착하기 용이하

다고 언급했던 공간전치사들에 속한다. 반면 공시언어학계에서 위치전치사 혹

은 문맥변이로 분류되었던 공간전치사 à, en, dans, sur 등은 3, 4, 5계열에 속

 
306

 프라임불한사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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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위치, 방향, 장소이동속성이 공존하는 다의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전치사들이 다의성을 획득하는 양상과 그 의미의 지속과 변화의 

추이는 문법화(grammaticalisation)라는 주제를 통하여 일부 전치사들에 중

점을 두고 다루어졌다. 이렇게 전치사의 문법화를 테마로 한 선행연구들에 덧

붙여 여러 경로전치사들을 종합하고 그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 본 연구

의 시도를 통하여 공간전치사들의 방향속성과 장소이동속성에 관한 문법화의 

하위분류된 연구로 제시될 수 있다.  

Pantcheva(2011)의 경로속성에 따라 경로전치사를 유형화하였던 연구를 바

탕으로 고대와 중세, 현대프랑스어의 경로전치사들을 분류하고 이러한 결과를 

장재성(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식으로 나타내었다. 위상모델에 따른 도식

화는 현대프랑스어에 방향속성과 장소이동속성을 지닌 경로전치사의 존재를 

가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장점을 지니기에 유형론에서 개별적 언어사용에 

따른 이동표현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공간전치사들에 대한 오역과 그 경로속성

에 대한 몰이해를 없애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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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Talmy(1985, 2000)의 이동사건이 동사와 소사와 같은 특정 

언어요소에 의해서 실현되는 경향을 분석하는 이동표현에 대한 유형론 연구를 

토대로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에 관한 프랑스 공시언어학계의 논의와 

영미권유형론 연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어 공간전치사의 의미속성을 

고찰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2장에서는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 이동동사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경로의 정의를 확립하고 그 속성을 밝혔다. 프랑스어권 연구 가운데 상분류에 

의거한 Boons(1987), Laur(1993)의 연구에서는 de, vers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들을 위치전치사로 분류했다. 영미권 

유형론 연구인 Beck & Snyder(2001a,b), Son(2007, 2009)은 이동표현에서 

현대프랑스어를 비롯한 현대로망스어 계열의 공간전치사가 목적지도달속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위의 견해와는 다르게 Borillo(1998)는 종결상을 함의하는 

동사를 제외한 이동동사와 결합하는 à, en, dans을 ‘문맥상 동적인 전치사’로 

제안하였고, Rossi(1999)는 Borillo(1998)의 입장과 유사하게 이동동사를 

비롯한 다른 언어요소들이 창출하는 문장 전체의 장소이동이나 방향 의미를 

고려하여 이 전치사들이 장소이동이나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Rossi(1999), 생성어휘부 이론에서 주장한 공간전치사의 

다의성에 주목하여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동사와 결합하는 à, en, dans을 

장소이동이나 방향속성을 지니는 경로전치사로 간주하였다.  

위의 전치사들을 경로전치사로 판별하기 위해 Pantcheva(2011)에 따른 

경로의 속성과 정의를 받아들여 경로를 정의하고 경로속성에 대한 판별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동표현에서 공간전치사가 지니는 내재적인 

경로속성과 더불어 장소이동이나 방향 의미를 실현하는데 큰 비중을 담당하는 

이동동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했다. 즉, 이동표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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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전치사와 다른 언어요소와의 결합에 따라 공간전치사의 경로속성이 

발현되는 조건이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하는 동사의 경로속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공시언어학에서 이동방식동사로 간주되어온 동사들의 

장소이동성을 확인하는 Kopecka(2009) 등의 연구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을 수용하여 이동방식을 이동동사의 하위속성으로 간주하여 이동동사의 

정의를 확립했다.  

3장에서의 논의는 통시언어학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à, de, en, dans 등이 

함의하는 장소이동과 방향속성이 드러나는 용법이나 구문의 예를 문헌자료를 

통해 고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고전라틴어로부터 고대와 중세, 

현대프랑스어에 이르기까지 경로전치사의 의미와 형태의 변화 및 지속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본 연구가 참조한 통시언어학 

연구들은 공간전치사의 경로속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동표현의 특정 구문에서 교체 및 대체현상으로 인하여 현대프랑스어에서 

보여지는 경로전치사의 다채로운 사용 양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경로전치사가 쓰인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의 

구성원리를 확립하였다. 경로전치사에 대한 논의에 의거하여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가 “장소이동속성”과 “방향속성”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현대프랑스어에서 이동동사와 결합하는 공간전치사 à, en, dans은 

목적지지향이나 장소가 이동하여 목적지도달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이고, 

de는 출발지지향이나 이탈을 나타내는 경로전치사이다.  

6절에서는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들을 종합하여 소개하고, 이들의 

어원과 용법을 분석하여 이동동사와 함께 쓰일 때에 그 장소이동과 

방향속성을 밝혀 경로전치사임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이들을 생성원리와 경로속성의 지속, 변화에 따른 분류,  

Pantcheva(2011)의 경로속성에 따라 분류한 후, 위상이론에 의거하여 장재성

(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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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대와 중세프랑스어라는 특정 시대의 전치사 à, de, en, dans에 

대한 기술문법을 바탕으로 현대프랑스어 전치사가 가지는 위치, 장소이동이나  

방향이라는 다의성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러한 속성들은 공시적 

관점에서 위치전치사, 상태성을 가진 전치사 혹은 문맥변이라고 언급된 

전치사들이지만, 이들의 기원과 통시적인 변화과정을 통해서 장소이동속성, 

방향속성과 위치속성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향후 연구를 통해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현대프랑스어 경로전치사의 존재를 입증하였으므로 방법론의 한계를 보이나 

같은 언어권에 속한 현대스페인어 및 이탈리아어의 공간전치사에 관한 연구 

모델로 활용할 있으리라 예상한다. 아래의 과제들은 이러한 기대에 따라 우리 

연구의 부수적인 성과로도 볼 수 있다.   

첫째, 공시언어학에서 현대프랑스어 공간전치사의 의미를 제안하기 위해서 

현재의 프랑스어 화자들이 공간 전치사를 사용하는 실제적인 양상을 보다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설득력 있는 자료체를 통한 

해석이 필수적인데, 연구자 개인이 다루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이는 

언어학자들, 자료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전문 연구자 집단이 

장기간의 노력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다.  

둘째, 현대프랑스어를 동사형 또는 위성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동표현의 

동사를 비롯한 전치사, 명사들의 결합관계를 비롯한 구문연구와 각 언어 

요소의 경로속성이 발현되는 위계에 관련된 세분화된 연구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대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 공간전치사 중에서 현대프랑스어와 같은 

어원을 공유하는 방향이나 장소이동속성을 지닌 경로전치사들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로망스어 공간전치사들의 경로속성과 그 변이와 같은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들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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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llet(1908)는 『역사언어학과 일반언어학 (김현권역, 1997:70-71)』에서 

"기술문법과 역사문법은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사실 어떤 기술이든지 

그것은 한편으로 어느 정도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일정 

시기의 언어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완벽한 기술에는 항상 진화의 어떤 면에 

대한 고려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공간전치사의 의미, 형태 

속성에 대한 연구들이 통시와 공시라는 한쪽의 연구 방법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의 방법론을 병행하여 상호 

보완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현대프랑스어 이동표현에서 쓰이는 

공간전치사의 방향속성과 장소이동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특정 이론이나 방법론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프랑스어 공간전치사의 

이질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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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ce ] 

1. 라틴어 ‘intus’에서 유래한 고대프랑스어 ens, dedans, dans의 용법 

변화 

1.1. ens의 고대·중세프랑스어 용법 변화  

이 

형 

태  

품

사 

용

법 

고대프랑스어에서  

용법과 예문 

Godefroy(1937), 

Buridant&Zink(2000) 

중세프랑스어에서 용법과 예문 

DMF(2015) 

현대어

에서 

등가어 

 

 

Ens 

Enz 

Ans 

Anz 

Ins 

 

복합형 

 

CÉANS,  

adv. 

 

DÉANS,  

prép. 

 

DEVANT, 

adj. 

 

LÉANS, 

adv. 

 

부

사 

공

간 

1) ~안으로(direction)  

- Ens entrent par la maistre 

porte. 

(Renart le nouvel, 1765, 

Méon) 

- Mon lit estoit fait en mon 

paveillon en tel maniere 

que nul ne pooot entrer 

ens, que il ne me veist gesir 

mon lit (JOINV., Hist. de St 

Louis, p.153, Michel) 

- je vay ci ens, je viens de ci 

en, je passeray par ci ens, 

Vay li ens, je viens de li 

ens(Rob. Est., Gramm. 

Franç., p.78) 

2) ~안에서(location) 

- ço nos dirat qu‘enz 

troverat esccrit(Alex., st. 

16, XI
e
s., G.Paris) 

- il est li ens 

-hors et ens > dehors et 

1)~안으로(direction) 

1.1) 자동사와 결합  

- Entre ens : Adont entrerent 

ens, tout bellement et tout 

paisieblement, les cappitaines et 

leurs routtes en la ville (FROISS., 

Chron. M., XIV, c.1375-1400, 217) 

- Venir ens : ...et se les generaulz 

puent faire venir ens lesdictes 

cedules ou descharges, si les 

poursuive Precy, qui s'i 

congnoist miex que le procureur 

du Roy ne les deposans. (FAUQ., 

II, 1421-1430, 167). 

1.2) 타동사와 결합  

- Bouter ens : Saint Jehan ! dit 

Hacquin, j'ay passé le seing de la 

more, et bouté tout ens jusques 

aux pennes. (C.N.N., c.1456-

1467, 484).  

 - Metre ens : Quand il arriva, la 

fillette le receut gracieusement, 

ded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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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ans 

3) 전치사 en 앞에서 그 

의미를 강화  

-Enz en le palais Brandan 

se mist E sur un banc puis 

s’asist.   

‘Brendan entra dans le 

palais et s’assit sur un 

banc.’ 

(Benedeit, Voyage de saint 

Brendan, v. 280, XIIe) 

le mist ens et ferma l'huys 

(C.N.N., c.1456-1467, 572). 

2)~안에서(location) "À l'intérieur"  

- Si escripsirent cil de Bervich 

lettres, et segnefiièrent ens tout 

leur estat, et comment li Escot 

avoient esploitié (FROISS., 

Chron. L., IV, c.1375-1400, 143).  

- Ens et hors, il estoient si en 

unité que point de diferent n'i 

avoit. (FROISS., Chron. R., IX, 

c.1375-1400, 219). 

3) 전치사 enz 앞에서 강조의 

용법으로  

-  les gens à monsigneur 

Gallehaut (...) commencièrent 

(...) à entrer ens ès gens de 

monsigneur Renault de Boullant, 

et les assallirent fierement. 

(FROISS., Chron. L., V, c.1375-

1400, 208). 

 시

간 

없음 - Ens en l'heure. : Je ly vois dire 

vraiement Ens en l'eure, quant 

vous agree. De vous desdire n'ay 

penssee - Foleur feroie. (Vie st 

Fiacre B.C.P., c.1380-1400, 20). 

aussitô

t 

전

치

사 

공

간 

1)~안으로(direction) 

- Ens cele caukbre, biaus 

dous nies, enters  

2)~안에(location) 

- Et ens le quarte l‘Orgileus 

trovers.  

1)~안으로(direction) 

- ...la roine Phelippe (...) se mist 

en la mer, et monta ens son 

vassiel au palais de Wesmoustier 

(FROISS., Chron. D., p.1400, 296). 

2)~안에서(location) 

dans,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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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on de Bord., 4885, A. P.)   

3)부사 enz 뒤에 쓰인다. 

- Enz enx le mileu vi Haine 

Qui de couroz et 

d‘ataine(Rose, Richel. 1573.  

- Il l‘ocist d’une saiete anz 

anx une grnt voie ferree. 

(Lanc., Richel. 754. f
o
 21

n
.) 

- il avoit souverain regard et 

seignourie sur la Langue-Fride 

qui est une partie ens leurs 

terres. (FROISS., Chron. M., XIV, 

c.1375-1400, 160). 

3)~사이에서(Parmi) 

- ...il se hasterent (...) et se 

ferirent estoutement ens ces 

archiers. (FROISS., Chron. D., 

p.1400, 118). 

 시

간 

없음 1)~동안에(Pendant) 

- Ens ces sejours, joies et 

esbatemens ou li contes 

Guillaumes de Hainnau tint et 

rechut la roine d'Engleterre en la 

ville de Valenchiennes… 

(FROISS., Chron. D., p.1400, 68). 

pendan

t 

 

1.2. dedans의 고대·중세프랑스어 용법 변화  

이 

형 

태  

복합형 품 

사 

용 

법 

고대프랑스어에서  

용법과 예문 

Godefroy(1937), Buridant&Zink(2000) 

dedans 

dedenz 

deinzement, 

adv. 

"Implicitement" 

densain, adj. 

"de l'intérieur, 

du dedans” 

pardedans, 

subst. masc. 

"For intérieur" 

부 

사 

장 

소 

- dedens l’Ille (Rou, II, 1204) 

- dedens l’encloistre(>enclos)(Beck.,5459) 

시 

간 

- Quant les porrai avoir? 

Cil li respont : dedanz mardi (FabliauxNR, I, 2, 

376-77. cf. I, 2, 228) ‘Quand pourrai-je les avoir? 

L’autre lui répond : Avant mardi’ 

 전 

치 

사 

공간 1)위치(~(안)에서)  

- Dedenz Athenes la cite Fud ciat Gires nurri et 

né 

(Vie de St. Gille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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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 j’ai bien la maniere escrite Dedenz mon 

cuer et la verité(GUIOT, Bible, 589.) 

2)방향(~으로, ~안으로) 

- Et li naviles vint par dedenz le port des ci que 

endroit els.  

(VILLEHARD., 163) 

-Et demenerent toute la nuit dedens le castiel 

grant joie. (H. DE VALENC., 569) 

시간 - Dedens cel sejor issi une compaigne de mult 

bone gent por garder l’ost. ‘Pendant ce séjour, 

une troupe d’excellents hommes d’armes fit une 

sortie pour protéger l’armée’ (ConquesteV, 138. 

cf. Yv.,4697) 

-  Et la reïne vint dedenz 

   Le termine que mis orent(Charrete., 5380-81) 

‘Et la reine revint au pays pendant le délai fixé’ 

   확장된 

용법 

1) 신체 명사에서 파생된 추상명사가 

쓰여서(~(마음)속에)  

- Que j’ai bien la maniere escrite Dedenz mon 

cuer et la verité(GUIOT, Bible, 589.) 

2) 추상명사와 함께 

- Qui ne sentist plus de joys certaine  

Dedans l’esprit, que de tourment et peyne  

Au corps. (MARG. DE NAV., Dern. poés., p. 254) 

 

품사 용법 중세프랑스어에서  

용법과 예문  

DMF(2015) 

현대어

에서 

등가어 

부사 공간 1) 위치(~안에)나 방향(~안으로/안에)를 나타냄  

-...ou alleguer contre ces lettres, l'execucion d'icelles et le fait 

dedans contenu (Chartes Abb. St-Magl. T.F., t.3, 1358, 230). Et 

prisent un chastiel, et le signeur et la dame dedens, qui s'appelle 

ded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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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ay, à trois liewes de Lyons sus le Rosne. (FROISS., Chron. L., VI, 

c.1375-1400, 65).  

2) 전치사들과 결합    

2.1) En dedans : Et furent li Englès six jours devant Pellagrue, et y 

fisent tamaint assaut. Là en dedens furent tretties les delivrances 

dou conte de Kenfort et de ses compagnons. (FROISS., Chron. L., 

III, c.1375-1400, 60). 

2.2) Là dedans : Si fu mis li sièges devant Saint Malcaire (...) Et vous 

di que là dedens estoient retrait toutes manières de gens d'armes. 

(FROISS., Chron. R., IX, c.1375-1400, 18) 

2.3) Par dedans : Et devoient estre à ceste feste unes joustes de 

quarante chevaliers de par dedens, attendans tous aultres et de 

quarante ossi escuiers. (FROISS., Chron. L., III, c.1375-1400, 38). 

2.4) Par là dedans : Esgardez conme il est espars Par la dedans. (Mir. 

femme roy Port., c.1342, 186). 
 

 시간 기간 지속이나 기한(durée, délai "Dans tel délai, dans un laps de 

temps de")을 나타냄  

- Mon amy, sans atendre plus, Je te pry, va devers le Roy. Et luy dy 

que nous sommes sus Pour aller vers luy sans delay ; Dedans six 

jours, comme je croy.. (Myst. siège Orléans H., c.1480-1500, 506). 

penda

nt, 

jusqu’à 

… 

 용법

의 

확장 

1) 물리적인 내부 공간을 의미(intériorité d'un espace psychique) 

1.1) Dedans + 실사 명사(Subst.) 구성  

-Car l'accion dedenz et sa bonne entencion par quoy il veult que 

son ami face tele oeuvre dehors est plus vertueuse et meilleur que 

se il meïsmes la faisoit. (ORESME, E.A.C., c.1370, 482). 

1.2) 전치사와의 결합 

- De dedans.  : Il entent par sens les sens naturels comme veoir et 

oÿr, etc., et les vertus de dedenz comme la cogitative et ymaginative 

et par ce sont cogneüs les principes mathematiques, comme cestui : 

toute chose qui a partie est plus grande que sa partie, ou chascun 

tout est plus grant que sa partie. (ORESME, E.A.C., c.1370, 123). 

- Par dedans. "Dans l'intériorité de qqn": ...pour ce qu'il se sont tra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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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mis en l'espicial partie de Dieu et non pas a li servir de cuer ou 

par dedans seulement, mais en habit et estat par dehors 

singuliérement (Mir. Pierre Changeur, c.1378, 228).  

전치

사 

공간 1)~내부에(위치)  

- ...a Paris de dens les portes, en leur terre et justice (Chartes Abb. 

St-Magl. T.F., t.3, 1371, 423). 

2)~내부로(방향) 

- Et le roy entra dedans Rome en armes (COMM., III, 1495-1498, 75). 

3) 타동사 결합(Verbe + dedans + subst.) 

- Charger dedans : ...et incontinent noz gens et toute notre bataille 

chargea dedans, et bientost furent desconfitz et mors sur la place, 

et à la chace plus de VIIIc. (GRUEL, Chron. Richemont L., c.1459-

1466, 115). 

- Ferir dedans : ...nostre pouvre coquard (...) estoit bien esbahy ou 

ses compaignons estoient, qu'ilz ne venoient pas ferir dedans ces 

ribaulx Armignacz. (C.N.N., c.1456-1467, 451). 

dans, 

en, 

 용법

의 

확장 

3)다른 전치사나 지시사와 결합 

3.1) Au dedans de. "À l'intérieur de" : Mais (...) il fust jugié à Gervaise 

pour ce qu'il avoit mise sa main dedans celle de Gervaise et lui avoit 

donné sa foy. Et fut dit que, quant le prisonnier ne pourroit parler, 

maiz qu'il touchast de la main, que encores souffisoit-il, mais qu'il 

touchast ou dedans de la main ; et le premier qui touche dedans la 

main dextre, l'emporte. (BUEIL, I, 1461-1466, 224). 

3.2) Là dedans + compl. de lieu : Adonc avalèrent li compagnon 

tantost jus de le tour et le vinrent querir à le barrière, et le prisent 

entre leurs bras et l'emportèrent là dedens le fort. (FROISS., Chron. 

L., V, c.1375-1400, 174). 

3.3)Par dedans + compl. de lieu : Et estoit encores en prison par 

dedens Chastelet à Paris. (FROISS., Chron. L., II, c.1375-1400, 125). 

 

 시간 1)기간 지속이나 기한(durée, délai "Dans tel délai, dans un laps de 

temps de") 

- ...dedans du jour d'ui en six ans prochiens venans (Chartes Abb. 

penda

nt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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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agl. T.F., t.3, 1358, 229). 

2) 전치사나 지시사와 결합 

2.1) En dedans + indication de durée : En dedans peu de jours après, 

le terme des six sepmaines que devoit durer ce noble pas fut passé 

et expiré, et le lendemain, qui fut par ung dimenche, un peu devant 

la grant messe, les roys d'armes et heraulx s'assemblerent de 

toutes pars (Mém., I, c.1470, 333). 

2.2) Là en dedans. "Pendant ce temps-là"   

-Et sejournèrent là li dit signeur pour yaus et leurs gens rafreschir, 

bien quinze jours. Là en dedens eurent il conseil et avis qu'il se 

trairoient par devant le ville de Hembon. (FROISS., Chron. L., II, 

c.1375-1400, 170). 

jusqu’à 

... 

 

1.3. dans의 고대·중세프랑스어에서 용법 변화  

이형태  복합형 품 

사 

용 

법 

고대프랑스어에서  

용법과 예문 

Godefroy(1937) 

Buridant&Zink(2000) 

중세프랑스어에서  

용법과 예문 

DMF(2015) 
 

현대어에서 

등가어 

denz 

dans 

danz 

deans 

endéans, 

prép. 

(à 

l’intérieur, 

dedans) 

부 

사 

 
 

장 

소 
 

1)~안(으로/에)(위치 

혹은 공간) 

Paix soi:t en cest 

ostel par tout / Et a 

tous ceulx qui dans 

hibitent 

(GREDAN, Mist. De la 

Passion, I, 1190) 

1)~안에(위치) 

- De la grant joye est cheüe 

pasmee. Ains que peüt bien 

estre relevee Fut si la gent 

dedans la chambre entree, A 

grant merveille s'en est 

dans entassee. (Ami et 

Amile., M., c.1400-1500, 

537).  

2)~으로(방향) 

-il vint en très grande 

compaignie et mist bien 

dans la ville deux mille 

hommes d’armes (Mém., p. 

ded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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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fin XVe) 

시 

간  

한정된 기한((délai), 

지속(durée)을 나타냄 
 

고대프랑스어의 용법과 

비슷하나 dedans으로 쓰일 

때도 있음. 

-Dieu m'en a donné 

congnoissance Au jour d'uy, 

sans plus en enquerre, Pour 

faire es cieulx ma 

residence : Dens demain 

seray mys en terre ["au 

cours de la journée de 

demain"]. (LA VIGNE, S.M., 

1496, 557). 

pandant, 

avant, 

jusqu’à 

전 

치 

사  

장 

소 

à l'intérieur de 

1)~안으로(방향) 

- En la voyalnt, d‘un 

plaisir fuz attaint / 

Par son regard qui 

passa dens mon 

coeur (MARG. De 

NAV. Dern. Poés., 

p.373, poés. Lyr., 

Ab. Lefranc.) 

 

1)~으로(방향) 

- Cy me tairay de lui et vous 

diray de Remond, qui s'en 

entre dans sa chambre et se 

couche en son lit (ARRAS, 

c.1392-1393, 243) 

2)~에서(위치) 

- A Saint-Remi ou dans la 

ville d'Aoste. (Myst. st Bern. 

Menth. L., c.1450, 141). 

- 넓게 펼쳐진 공간이나 혹은 

건물과 결합할 때도 있음 

- 도시나 국가 지역 명 

앞에서 

: …Lesquelz il fist conduire 

dens Moulins Devers la 

royne et monsieur de 

Bourbon (LA VIGNE, V.N., 

dans,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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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95, 193). 

- 몸의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  

: Il n'aura dens sa main 

Aulcun baston pour sa vie 

deffendre. (LA VIGNE, S.M., 

1496, 248). 

- 특정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 

: Puis que dens ces blancs 

draps vous ploye ! (Pass. 

Auv., 1477, 259) 

시 

간 

없음  1)~안에 

- Dens demain seray mys en 

terre ["au cours de la 

journée de demain"]. (LA 

VIGNE, S.M., 1496, 557). 

dans, en  

확장된 

용법 

없음 1)추상화된 공간 

내부(Intériorité d'un espace 

abstr.)  

- ...il en y a IIJ points que g'y 

ay condampnés dans la loi 

chrétienne. C'est li uns de 

vos priestres, tous hommes 

naturés, Qui sont fricque et 

joli, gent, adroit et barbés... 

(God. Bouillon R., t.2, c.1356, 

61).  

-Mettez rayson dans tous 

vos faictz, Combien que 

soyez gros et gras. 

(MESCHIN., Lun. princes 

Dans,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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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c.1461-1465, 59). 

 

2. 주요 개념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용어 선택규정과 본 연구의 번역용어 제안 

2.1. 한국어 번역용어 선택규정과 예 

규정 1. 한국어 논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소개되고 쓰이는 개념어의 

번역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규정 2. 본 연구와 유사한 논지를 펴고 있는 논문의 개념어 번역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규정 3.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개념어는 본 연구의 논지 전개에 필요한 

선행연구에 한하여 번역용어를 제안할 수 있다.  

규정 4. 위의 내용은 각주 또는 본문에 기재한다.      

 

2.2.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개념어에 대한 본 연구의 한국어 번역  

용어 제안 예시(저자는 알파벳 순, 원어는 본 연구에 제시된 순) 

저자(년도:페이지) 원어  
본 연구의 한국어 번역용어 

제안 

Aurnague(2012:6) 

changement 

d’emplacement 
좌표위치변화 

changement de relation 

locative élémentaire 
기본장소변화 

Boons(1987:11) 
orientation libre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orientation intrinsèque 내재적으로 방향이 제시된 

Geuder(2009:136) location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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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statique 정적상태 

changement  

d’emplacement 
좌표위치변화  

changement de lieu 장소변화 

Kopecka(2009:56) 

changement  

d’emplacement 
좌표위치변화  

changement de lieu 장소변화 

Laur(1993:50) 

référence 준거점 

changement de lieu de 

référence 
준거장소변화 

orientation 방향 (각주 31 참조) 

Sarda(1999:99-101) 

logique 논리 

contact 접촉 

médian 중간 

neutre 중립  

topologique 위상 

distance  거리 

passage 통과 

Pantcheva(2011:30) 

transition 전이 

non-transition 비전이 

orientation 지향 

non-orientation 비지향 

delimitation 한정 

non-delimitation 비한정 

goal 목적지 

source  출발지 

route 노선 

cofinal  목적지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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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ive 한정된 목적지도달 

coinitial 출발지이탈, 이탈(離脫) 

egressive 한정된 이탈 

transitive 전이된 노선 

approximative 근접격 

recessive 이(離)격 

prolative 통(通)격 

Vandeloise(2017:1-3) lieu de référence verbal 동사지시장소 

Vandeloise(2017:1-3) prospective postion 예견되는 위치 

 

2. 3. 이동표현에 대한 영미/프랑스어권 개념어 정리 

용어(저작권자와 

년도) 

영미권 프랑스어권  한국어 번역* 

path 

(Talmy(1985, 2000)  

의 협의의 경로에 

해당) 

path(아래 연구 제외 

동일) 

direction (Hyman,2003) 

trajectory(Luragh,2005) 

등의 고대그리스어, 

라틴어 경로연구  

trajet / direction (Stosic, 

2009) 

경로 

motion  

(Talmy,1985, 2000) 

(Talmy, 1985, 2000), 

(Ask,1999)는 

movement를 

움직임으로 motion을 

장소이동으로 파악  

예 : eye movement 

아래 이외 motion로 동일 

movement 

(Cummins,1996) 

déplacement 

(Boons,1987, Sarda,1999,  

Kopecka, 2008, 2009) 

changement de lieu de 

référence (Laur, 1993) 

changement de lieu 

(Geuder, 2009,  

장소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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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 motion) Kopecka, 2008, 2009) 

mouvement (Cadiot, 

Lebas, & Visetti, 2004) 

location 

(Talmy, 1985, 2000) 

site(Langacker,1986) 

이외에 location으로 동일 

localisation (Stosic, 2009) 

site (Vandeloise,1987) 

site (Sarda, 1999) 

location (Geuder, 2009) 

위치(대상체의  

정적인) 

figure 

(Talmy,1985, 2000) 

동일 entité localisée 

Stosic(2009) 

repéré (Rossi,1999) 

대상체 

goal 

(Talmy,1985, 2000) 

landmark 

(Langacker,1986) 

이외에 동일 

but/arrivée(final) 

(Boons, 1987, Laur, 1993) 

cible (Vandeloise, 1987) 

repère (Rossi, 1999) 

목적지 

source 

(Talmy, 1985, 2000) 

동일 départ(initial) 

(Boons, 1987, Laur, 1993) 

출발지 

ground 

 

동일 entité localisatrice 

(Stosic, 2009) 

배경 

manner 동일 manière (Stosic, 2009) 이동방식 

satellite framed 

language 

(Talmy, 1985, 2000) 

동일 langue à satellite 

(Stosic, 2009) 

위성형 언어 

verb framed 

language 

(Talmy,1985, 2000) 

동일 langue à cadrage verbal 

(Stosic, 2009) 

동사형 언어 

*한국어 번역용어의 채택은 각 용어의 각주에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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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e trajet : les prépositions de 

déplacement intransitifs du Français   

- selon la méthode diachronique – 

 

Cette thèse porte sur la description d'un certain nombre de 

prépositions qui permettent d'exprimer le déplacement intransitif en 

Français: de la source à la cible ou la traversée entre ces deux points. 

Dans un même temps, nous allons comparer et contraster avec d’autres 

Langues Romanes pour observer une image globale. 

 En typologie, un élément qui se sert au déplacement ou à la direction 

de la source vers la cible(goal) est dénommé souvent par le terme 

‘path(en Français, le « trajet »)’. Il s'agit des prépositions qui sont en 

général considérées comme « statiques » ou « sans mouvements » dans la 

construction résultative.  

De nombreux travaux à l’interface entre syntaxe et sémantique se 

sont penchés sur l’articulation entre ces deux niveaux d’informations 

linguistiques(Rossi, 1999, Borillo, 1998) et sur l’étude de phénomènes 

aspectuo-temporels(Pustejovsky, 1995) dans le cadre de recherches 

générales.  

De plus, Beck & Snyder(2001a, b), Son(2007, 2009), mettent l’accent 

sur le fait que les prépositions françaises ne peuvent traduire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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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vement vers la cible. Ils démontrent « l’aspect atélique» dans la 

construction résultative en Français. En revanche, en l’Anglais, les 

prépositions ‘into’, ‘in’ sont considérées comme « les localisations » ou 

« les déplacements » dans la même construction intransitive.       

Puisque la relation locative de référence entre la cible et le site 

primaire correspond à la phase initiale, médiane ou finale du procès, la 

préposition ‘de’ est caractérisée comme initial. Mais d’autres, telles que 

‘à’, ‘en, ‘dans’ etc. sont reliées aux localisations ou aux états(Boons 

(1987), Laur(1993)).  

Si la plupart du temps la description spatiale peut s'appuyer sur des 

prédicats verbaux intransitifs, notons cependant que nous avons vérifié 

les constructions transitives suivantes :  

-  aller à Seoul 

-  venir en France, partir de Paris à Tours 

-  courir dans la gare. nager jusqu’au rivage 

-  monter sur le toit 

Cela nous amène à remettre en question le trait « statif » ou « atélique » 

de cette préposition.  

Alors, pour répondre à la question sur les hétérogénéités de prép. il 

faudrait distinguer, dans leur sens et leurs usages, leurs changements 

diachroniques. Les travaux présentés dans le chapitre II, ont mis les 

notions de ‘trajet’ et de prépositions « statiques/dynamiques » au centre 

de la description du déplacement. Il nous faut donc commencer à réfuter 

un immense travail préliminaire ayant permis d'établir des classifications 

sur les langues romanes. Nous verrons ensuite la réduction du cas loca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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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du cas de l’allatif(directions vers la cible ou en termes plus précis, 

arriver à la cible) explicitée par des changements phonologiques.  

Le passage du synthétique à l'analytique s'explique d'une manière 

remarquable. Les huit cas dans la Langue ‘Proto-Indo-Européen(PIE) 

pouvaient s’observer: le cas nominatif, accusatif, datif, possessif, allatif, 

locatif, ablatif, instrumental, vocatif(Luraghi, 2009). En Grec Ancien, les 

cas locatif, allatif, ablatif ont été remplacés respectivement par les 

combinaisons des préps. ‘en’, ‘eis’, ‘ek’ avec la désinence 

correspondante.  

En Latin Classique, de même, les cas locatif et allatif ont été 

remplacés respectivement par les combinaisons des prép. ‘in’, ‘ad’ avec 

la désinence correspondante. À travers le latin, en Français, les 

changements phonologiques avaient favorisé non seulement la 

disparition des cas, mais aussi l’expansion des usages des prépositions. 

Malgré la grammaticalisation des prép, certaines prépositions ont 

sauvegardé des traits d’emplacement ou de direction vers la cible.  

Nous espérons ainsi pouvoir éclairer donc un peu le terrain en 

expression du déplacement en français. Il faudrait supposer que les préps. 

en Français Moderne ‘à’, ‘en’, ‘dans’, peuvent exprimer l’atteinte de la 

cible, ou la direction pour vers la cible. Alors, il s’agit du trajet défini par 

la théorie de Talmy.  

Nous constatons qu’il est possible dans la Langue Française, 

présentant des constructions résultatives, de vérifier la notion de trajet à 

travers l’Ancien et Moyen Français. Les bases données sur des 

expressions spatiales dans le TLFi(2014), la base textuelle du Mo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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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çais(ATILF) et les usages dans le Godefroy(1937), Ménard(1994), 

Buridant & Zink(2000) etc. suggèrent que cette configuration est vérifiée 

pour rendre compte du trajet dans la Langue Française.  

À partir du Latin Tardif, on constate que ‘ad’ a partiellement 

remplacé(ou alterné) ‘en’ et ‘sur’ en tant que préposition de ‘trajet’ 

dans les mêmes constructions. D’autre part en Moyen Français, on 

observe les remplacements de ‘en’ en ‘dans’ ou encore ‘dedans’(Fagard 

& Sarda, 2013). Nous savons déjà que Kiloé(1989) a confirmé le sens de 

‘à’ comme portant un mouvement(la dynamicité) pour une cible.   

Le quatrième chapitre(IV.1.2.~2.) est consacré à une présentation plus 

précise de la classification du "trajet" retenue par Pantcheva(2008, 2011) 

en Ancien, Moyen Français et aussi Moderne. En prenant en compte le 

modèle de Chang, J. S.(2011) qui a assuré l’existence de mouvement dans 

les préps. en Grec Ancien et Latin Classique, on peut supposer que l'on 

peut obtenir un diagramme de "préposition du trajet" dans la expression 

du déplacement en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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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s-clés : trajet(path). préposition du trajet, préposition positionnelle/ 

directionnelle, expression du déplacement en français, langue à satellite/ 

à cadrage verbal, modèle topologique, alternance ou remplacement de la 

pré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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