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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어휘의 어원적 구조 분석* 

- 그리스어 어원의 접두샤 파생어률 중심으로 -

장 재 성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유럽 문화를 이루는 양대 기둥이라 할 헬레니즘과 기독교 정신은 유럽연의 

의식의 기저에 흐르면서， 그들의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 두 사상은 정신적으로 유럽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어 속에도 갚이 스며들어， 이름prénom에서부터 시작하여， 인문학의 

제 분야와 자연과학， 기술 분야에까지， 많은 어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19세기 이후에 와서도，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개념이나 물체를 명명할 때， 유럽인들이 흔히 2000년 전의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차용한 어휘를 즐겨 쓴다는 것은 이 두 사상을 전파시킨 두 고전 

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스어는 북아프리카와 근동을 포함한 고대 유럽 세계의 최고의 문화어 

얀 만큼， 어휘의 풍부함이나 표현력이 상상을 초월한다. 어휘의 표현력은 차 

치하고라도， 그 놀라울 정도의 양적인 풍부함은 바로 자체의 역동적 어휘 생 

산 능력에서 나온다. 

그리스어의 어휘 생산 능력은 파생법으로부터 나오는데， 어휘의 풍부함은 

바로 접두 파생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접미 파생도 많은 어휘를 생산하지만 

* 이 논문은 2000년도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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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는 주로 이휘의 카테:i!_리를→ 바꾸능 익합을 허늠 것이묘로， 진정한 의미에 

서 새로운 의미틀 간출히는 것은 집두 펴 생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이는 히 

나의 이휘에 30여 개의 집두사(전치사， 부사 집두사능)가 걸합히여 디양히거1 

어휘를 생생해낼 수 있는 언어이다 

하나의 딘fF힌 개념으로부터 。1 세계의 다양한 혀상들유 그리스어 특유의 

사유세계로 이끌어내고 조시화하여， 호머호스의 대 시사시로부터 플2}톤， 아 

리스돌댄레스 등，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정신세기1까지도 큰 영향음 미치는 

인식휴적 사유체게는 바로 그틀의 얻어로부터 출반한 것이다 실로 그라스어 

는 추상 서1기1의 보고니라고도 할 수 었는데， 이러한 지식적， 천학적 유산이 현 

대 유염의 언이 속에 상딩부분 자리잡:i!_ 있디 

그랴스이기 수상적 사유 처1계의 보고마고 할 수 았다년， 바로 。1 "1 한 특성 

을 부여히는 것이 집두 피샌의 풍부함이디 그리고 。1 이한 그리스이의 집두 

파생어가 상탕수 X} , 간집적(랴틴어를 통한) 0_로 프광수어화lì'ancisé 하였기 때 

문에‘ 그리스 어원의 접두 파생 어휘들의 의미 헝생 세계들 밝히는 것이 이 

글의 옥표이며， 또힌 이 글은 프랑스어 안에 시‘ 간접식 t즈로 차용된 !，'~든 그 

러스어 어휘의 분석 ::n음 통해， 언어들 통하여 푸당스~l에게 ul 친 그리스 사상 

과 문회의 영향에 대해서 문석하려고 하는 입련의 연구 게휘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 정두사의 행대를 ?!아보고‘ 이틀과 견합하여 프랑스어 

로 이엮힐 어휘들의 의미 변화 과정을 살피」지 한다 。1 러한 어휘들유 팅연 

히 이원적 진즉성을 띠세 되는Cil， 이늘이 원래 갖고 있빈 여 "1 의미늘이 모 

두 불이에 치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이휘늘을 치용히여 사용한 집 n에 의해 

선택된 의미인 불아에 남게 되므로， 인서 같은 기이base3 )에서 파생되었다는 

1 ) 상새성(2000) p. 457 장조 

2) Nou-‘ eau Petit Robelt(l 993)에 표제어로 나와있는 L리 A어 어원의 어휘는 l 수가 

3이0여 개이L 이틀 상당수가 그러스아 니]에서 이 u1 If_' 앵과 복합。로 생성된 아 

훼얀더1]， 잉우토 겨]픽 숭인 연구듬의 궁극척인 복표는 이틀 어후 전부의 형대와 의 

미가 볼어로 자용되는 파정에서의 변화를 분식하여， 불어 내에 즘재하는 l리즈 

사상과 문화의 영향은 밝히는 것이다 

3) “어간radκa[" 이랴는 용어는 ‘어미 désinence"가 따르는 어휘 t에바 국한하기둥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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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적언 친족성을 밝혀야 이들의 어원적인 친족성을 확립할 수가 있다. 그 

리스어의 경우 모음 교체apophonie( altemance vocalique)에 의해 문법 형태를 

바꾸는 경우기 아주 흔히 기 때문에4)， 같은 기어basε를 공유히고 있어도 어떠 

한 문법 형태에서 차용하였는가에 따라 단어 형태가 아주 달라지므로 가시적 

으로만 형태상의 유사성을 찾아 낼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리스어 

의 형태론에 의거하여 프랑스어로 이입된 그리스어 접두 파생 어휘를 찾아내 

고， 이들의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11 

1. 프랑스어의 접두사들은 본질적으로 라틴어와 그라스어를 기원으로 한다.5) 

이들 접두사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전치사와 부사， 그리고 라틴어와 그 

리스어에서부터 원래 접두사였던 것들에서 유래한다-

이제 그리스어 기원의 어휘들이 어떻게 어원적 친족을 이루는지를 밝히기 

위해 그리스 전치사들의 상대적 위치를 도표로 내어 하나의 어휘소lexème에 

서 어떻게 많은 어휘들이 의미적 관련을 맺으며 파생되어 나오는지를 살펴보자. 

고， 접두， 접미사가 붙는 어휘소는 “기어 base"라고 부르고자 한다 M. Riegel et 

al.(1994) 참조. 

4) 히브리어나 아랍어와 같은 chamito-sémitique 언어틀에서는 apophonie가 문법범주의 

변환을 주도 하는데(그러므로 이틀 언어에서는 “어근racine"의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 이와는 같지 않지만 그리스어에서도 잉o의 교체에 의해 문법범주가 전환될 

수 있다. 

5) A. Hamon(1 992),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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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그리스아 전지사들의 상대적 워지표 

2. ÚllEp(h)l,ert 

3.Eπt(épi) 

4 πpoç(pros) _ 

5.11pO(pro) • 

6.Hç(eis) 

7.lita(dia) 

8.úπ0(1η po) 

1. ava(ana) 

10. EV(en) 

12. Kam(cata) 

15. oov(syn) 

16. una(meta) 

17. avn(anti) 

13. napa (para) 

14. ano(apo) 

11. EK(ek) 

(전지사들의 의미늠 2.3에서 설병히기로 함) 

(1 )의 표는 그리스야의 30여 개의 전치사 중에서 이휘 생성어1 잠여히는 집 

두사로서의 기능을 히며 이휘를 피 생시키는 대표적인 전치사 17개를 같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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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망향성을 도식으로 나티낸 것이마 

。1 늘 전치사기 기이와 걸합히여 아휘를 생생히는데， 그 의미형성의 방법이 

(1 )의 표에 나티닌 각 전치사의 방향적 특생과 일치한다 물는 그리스이에서 

가지고 았단 원래적 의미늘이 불어에시 전부 쓰이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인 

급힌 바였다 

플어에 자용된(시‘ 간접적) 그리스 어휘 증에서 대표석 ~l 두 개의 어휘소 

λOYOç (1ogos)와 Ó60Ç (1lOdos)가 형성하는 어원식 친족을 이무는 단어군을 분석 

하여‘ 정두 파생으로 생성￥l 어휘틀이 어떻게 하나의 의미장champ sémant띠ue 

을 형성하는지를 밝히보기로 한다 

2. ÀOYOç (ó 관사 남성 단수) 계열의 의미장 

2.1 히나의 통사 kεYw(lego 、 erbe 이히 v.)기 도표 (1)의 전치사늘과 결합 

하기 전에 오읍 변이에 의해 ÀOYOç (logos, nom: 0] 하 n.)가 뇌고， 냉사와 형용 

사 파생 접미사들파 결합하여 아래와 같은 어휘들 이운다 

(2) i. 팩lω (v‘ pa r1er) 

il , À.ιvoç (n. parole) 

iii. Ao VlO(, ι ov (logios, habile à parler, raisonner) 

iv. i\OY- + -lKOÇ > ÀOY1KOι (logikos， qui concεmε lεs mots) 

V. Àεy- + -[Jl ç(sis) .> λEV01Ç > ÀE.κQ1Ç > λEçtç (lexis. aclion de parler) 

(2)-i과 (2)-ii의 관계는 대표적얀 그리스이의 e/o Jι채 610 1 며， (2)-iii은 (2)-ii의 

헝용샤 파생형이다 

(2)-iv는 다른 형용사 파생어 υ1 인 -lKOÇ가 불어 생성된 것이고， (2)-v는 (2)-i 

의 헝애에 명사파생 겁비사가 붙어 생생되는네， 이 OlÇ헝은 명사회시키는 것 

이므로 명사행과는 ?녕캅음 하지 않고， 통사와만 견합음 한다 

6) 정재싱(2001) 참조 p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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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민데 이 투 요소의 걸합과정에서 유성응 Y기 무성음 0앞에서 무성응 K로 

변히는매， 01 이한 동화현상은 지배음운논적7) 판전에서 아주 지연스이운 변화 

과정이디 즉 안집한 두 분절음의 내부 구조기 사이에 빈 해noyau vide이 존 

새하지 않아시 양 붙절음이 지깨관계에 놓인 것으로 불석할 수 았다 

(3) i 

A N A N A N A 

x x x x x x x 

e g θ s S 

II 

a R R 

A N A N A N A N 

x x x x x x x X X X 

e g s e UO R
。

?。 hC 

L_X_j 

hC 

L 

L____j 

(3 )-i은 두 분선음 V와 0사이에 빈 팩이 존재하는 구조인네， 이러힌 구소에 

서는 양자간에 지배관게가 생컵이 되지 않으므로 분전옹 V가 변해야 함 이유 

7) 정재싱(1447) 혹은 Kaye, Lowenstarnm, Vergnaud( 1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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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이잔디 그미묘로 이 형태늠 k역IÇ의 올바른 형태로 올 수 없디 

(3)-iia는 두 분절읍 Y와 071 성분간 지l:I11gouvernζmenl mtζrsyllabique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인rlJ， 이 IIiI 분절음 0'를 이루는 él강ment의 

éléme미의 수보다 직으므로 지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수기 !:;!.:::>:-1 _O_ vól 
íI" '21그 ‘ 너 

그래시 (3)-iib에시와 같이 지깨들 뱉는 워지인 분심음 V에시 강lément이 담 

략되어 élément의 수들 분심음 0와 같게 하므로 지깨관셰가 가응하게 펀다 

이 때 분진읍 V까 élément L-와 h。을 잃으면서 음성적으노는 내파 무성음 k까 

되고‘ 지매 음운록적인 용어로는 비융합성 분전음segment sans 이1Urme o1 되다 

그라스어에서는 분전음 ks의 연쇄를 g로 표기하는데 

탈랴" 만이의 이두에서도 해용되기 때문에 아래의 

이 g는 붙어에서와는 

구조도 생각히1 올 수 있겠다 

(3) ii 

C. A N A N A 

x x X x X x 

e k s s 

(3 )-iic능 분철음 h 연쇄기 히나의 음철머이attaquε를 구성히늠 구조이디 이 

구조는 분절음 ks기 성분내 지배관계를→ 이루무로 앞에 놓인 k기 뒤에 오는 , 
를 지매히는 미 아무린 문제가 없으무로 그리스이에서는 기능히냐 현디1불이 

에서 。1['조을 상정하기에는 이 연쇄가 이두에서 생산생이 없 q므로 셔1외하 

고자힌다 

8) 현디1 본어이1서 어누을 ks, gz (μx-로 시작하는 어휘들)를 허정하는 소수으1 단어들노 

전부 그ι1스어에서 자용핀 깃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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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의 형태와 이중으로 전미사기 붙이서 이휘를 이루늠 경우로부터 나 

옴 울이 형태를 살펴보지 (연미는 Robert histor씨Uζ을 상조랬음) 

(4) 1 λOì:'Oç > -logut: 

ii. ÀOY lQ >- -logie 

111 λOV1Koç(a) > (1.) logicus > logique(a. 1536) 

9\ 

MV1Kl\(끼 여 성 만수 관사) > (L) logica > logique(l1. 1245) 

IV λεç01Ç > λεÇ1KOC 

ÀEÇ1KOV(10，중성형) > 1ζxicun(l 563) > lexique (lrancisé 1721) 

v. ÀEV- + -1Oç(possib1e) > ÀEK10Ç (2. 1.3 장조)(이 Lalin이 legere> 

leclure ... leιun) 

kεKllKOÇ 

(4 )-i과 11의 ÀOvoc외 ÀOYlQ는 불어이]시 각각 -Iogue. -Iogie의 형내후 어휘 형 

성에 착여한다 득히 후자의 경우 체게적인 연구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학문 

윷 지멍하는 데 사용되므로 생신생이 끼B9- 높다‘ 

(4 )-iii에서 보듯이 MYlKOÇ 와 ÀOY1KI\는 각각 랴딘어에서 logicus, logica의 형 

태로 치용뇌이 불이에 오연서 음성변화를 거쳐 형태기 모두 10g씨"'이 뇌었다 

ÀOY1Kf[는 ).OY1KOÇ 의 여성형으로서 맹사화뇌이， 의미는 논랴학la lo~띠"， 01 

고， 이 의미가 아틴아에 차용된 것이다 획인된 연도에서 보늦이 벙사힘이 형 

용사헝보다 휠씬 먼저 분어에 이입되었마 

(4 )-iv의 λεçlKOÇ는 λε'i' úl에 명사 파생헝 어 υ1 -ülÇ가 첩까펀 λεç lÇ에 다시 

헝 용사 파생 어1-11 -lKOÇ가 붙어시 된 것이다{Àεy- + -OlÇ + -lKOÇ) 이것으] 증 

성행 λεçlKOV은 그라스어에서는 “잭”음 지칭하는 만~l 데 불어에서는 ‘어휘’ 

9) 응성적 변화을 수반히기니 통시적 변화가 아난， 단순한 운업적 형디 번화는 기본 

형을 위이1 ， 벤회 형응 아래에 놓」ι 1" 으둥 연결 표시를 하기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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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칭허늠 말이 되었디 10) 

(4)-v의 ÀEKCOÇ는 kεYW의 아간 ÀEY-에 기능성을 나티내는 형용사 피생 아 

미인 -lOÇ기 결합되아 이루이진 것으로(λEY- + -10Ç)‘ 그 의미는 “인야로서민 

존새하는， 추싱적안 사물1ζS 이lOSI;: S qui n'existζ t:n parole, non visibles, ιhoses 

abstraites(예들 들어 시간 등)"유 나타낸다 

여시에 다시 또 헝용사 파생 어미 -lKOÇ가 불어 AEl<:_투\KOÇ (말에 등힌s 말욕 

함 수 았는 apte à la parole, capable de parler)라논 형내도 존재한마 

그런데 이 두 행대는 그라스어에서는 톡립되 의미로 쓰였지만， 라딘어는 

이 형대를 직정 받아틀연 것이 아니고， 23에서 취급할 접투 파생어 형대만을 

차용혀」L 붙이~ 라딘아 형매를→ 치용한 것이묘로， 이툴 형태민의 지취늠 불 

이에 없디 1 1] 

2,3 이제 À.EYU를 하나의 기어로 하여 (1 )의 표에 았는 전치사늘을 결합하여 

보자 결합 방삭은 QVQ호부티 시작하여 왼쪽의 전지사군에시부터 맨호순으호 

진행하고자 힌다 물론 오든 전치사가 위의 예들과 결합하는 것은 아니마 우 

연직 공백은 어떠한 언어。11시도 향상 있음 수 았는 엌이므호‘ ~즌2에시 i사 

한 바에 따라서， 헝대 불어에 았는 어훼를 중심으로 하여 二L이스어， 라면어와 

"1교하고자 한다 

1이 /α띠ue의 윈래 의미인 사전 의 붓응 잇 행태 ~l j.ιvι:on과 경생 관계에 였있으나， 

를 P두 그 지리를 dκtionnaif끼 1501 ， 원래 이 단이는 2개이 이상의 시전에만 꺼였 

다)애제 수게 되다 
111 그리스어 !.eKtOç(<Àe~ 띠)아 라되어 A’ιtus(‘ lego)논 인도 유입어식얀 어띤응 갇으나 

그러스어에서 Ànw는 표제어상P 로 2개로 운리되이 있다 즉 것 번쩨 표제아인 

λεV띠는 랴틴어와 의미가 김 '1따 라틴어 /잊0가 그내스어이1시는 없는 비유적 의 "1 

인 "Iire à haute voix 를 갖고 였고 두 번째 iεvω는 par[el' 의 익비를 갖기 때문에， 

λεKl:OÇ와 양읍。1 니， 형디]상。로 유시한 lecfu이 /νclew는 사 실상 λCKτoç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i.:Lι !ecfur이이ectura)와 lιψn(<le.ι:tlonem)은 사실상 쌍염어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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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QVQ + λEVW 겨1 일 

(5) avül 2) 

[ 위 로 en haut‘ en haut de 

11 밑에시부터 위보 de bas 히1 haut 

QVQ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 방향성이 “위로1 향해 았다 

(6) 131 grεc( 이히 G) latinlL) franιais(F) 

QVQλEVW 

11 QVQλovoç(a) analogus analoguζ(1503) 

11 1. QVαÀOv’1.α analc믿1a analogie( 15e) 

[、 QVQλOVlKOÇ analogicus analogique( 154끼 

、 F analog띠ue : analogiquemεnt(1 연7) 

(6)의 표는 Q\'Q + λfYU 711 연의 대표적인 헌대 불어 어훼틀이다 

그이스어에서 라딘어를 거져 불어로 틀어오는 어휘 중에서나， 그버스어에 

서 직점 붙어로 치용되 어휘 중에서나， 그리스어 통사가 직전 붙어애 틀어온 

경우는 거의 전무히고， 벙사와 형용사가 치용아의 전부과고 할 수 있디 

실세 (6)은 만순한 여]이지만 뒤에서 냐오는 모든 예에도 1>11 당이 되는 ql표 

적인 젓이 되는미‘ OVQÌ\E-YW 동사 계열에서 아딘야를 거쳐 불아에 늘이오는 

어휘는 전부가 명사 파생헝과 형용사 파생헝 어휘들이다 

12) 전치사틀의 의미는 분맥에 따리 커 없이 차이 를 보일 쥬 았P 니， 여기서는 툴이 어 

휘의 의미와 관계있늠 전치사등의 가상 대표작얀 의미듬 지1시하고자 한다 

13) 섣세 τ리스어에서 천치사 λnω 에염의 파생어틀은 이 글에시 취급힘 어휘듣 

보다 원씬 많다 이것은 그리스아에서 웅λl 피생 아미， 영시 피생 어마‘ 형굉시 파 

생 어미의 수가 휘해서 무시 70여 개애 이르므궁， 하나의 풍사나 영샤에시 내을 

수 있논 파색어꾀 수가 시하급수식으로 툴어나기 에문이다 τ， 1 나 τ튿이 다 불 

어와 관렌이 있는 것이 아니「조로， 여기에서는 현새 불어애 들어화 있는 그이스 기 

원의 어휘따응 대상으궁 했유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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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ii에서 ÀO，!'OC:는 명사지낀 QvaÀOyoç는 형용사기 뚱]디 진투 피생으로 문법 

빔주기 바뀌는 경우지만， 그리스이에서는 형용사기 판사와 합께 쓰이연 언제든 

지 병사로 전용될 수 있으표로‘ 이휘의 의미 기술에 있이서‘ 병사 용법을 분리 

하여 시술하지는 않는다 불어에시는 형용사와 영사 용법을 불리해시 시술힌다 

(6)-iii의 aVQÀO'il Q와 언과하여 aVQAo'Wc:는 “비려]proportion 싱유"Correspondance ’ 

의 헝용사식 의미들 갓는네 이는 ovo의 의 u]91 “아래에시 워호dε bas 잉1 haut" 

까 확장되어 원래의 것음 “다시 만등다때ire de nouveau"의 익미를 가지므노 

“상응꾀 의미에서부터 ‘유사ressemblance' 의 의미를 갖게 두1다 

(6)-lV는 (6)-11의 형용사 파생형으혹， 영사형보마 조금 늦은 비슷한 시기에 

치정원디 

(6)-v의 부사형 α1Glogiquεmεnt은 αw!o낀qllε에서 피생두1 것이디 

ana/ogisJ1lι/의 형터1는 원래 의학 용이로 쓰이빈 근대 랴틴이 형태에서 치용 

한 것으로 아늘보다 2세기 두}안 18세기에 팍안된다 

2.3 .2 εrrl + Àεvω 겨1 열 

(7) εm 

L (요연) 위에dζssus， à Ja surfacε 

11 이 상으로， 이 외 에 sur, en oulκ 

111 기운매au milieu ùε， 사이에panm 

εrrt의 기본적 의비는 “바로 위에， 덧붙여진” 등으로， aVQ와 같이 “위들 향 

하지만 접측의 개녕 ’을 포힘하고 있다 

(8) G F 

L mL\εV이 

11 εrrll.ovOç(n) epilogus épilogue(1339) 

11l, nnλO'ilκO( epilogicus 

1\' , F:: épiJogue épiloguer(1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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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i늠 병사 피생형으로서 “말끝에 덧붙여전? 걸른conclLιion， péroraisun 의 

의미를 갖는디 이것은 문학 작품이나 연설의 걸미를 의미한디 

(8)-iii의 형용사 피생형은 불이에는 존새히지 않는디 그이나 (8)-iv에서 보 

늦이 (8)-ii에시 동사 형태를 파생시긴다 

2.3.3. npo + ÀEV (ù 계영 

(9) 자 O ‘ 

i_ (공간적으로) 앞에devant 

ii_ (시간적으로) 전에， 만저 a、:ant， aupara‘!ant 

rrpo는 같은 의미의 JIPOç 14)에 비해서 운동생이 약하다 rrpoç가 “앞〈즈로의 이 

동”분 대포하고 있는 반면 1μo는 “시간식 선행생”이나， “공간객으로‘ 앞선 것” 

음 나타낸다 

(1 0) G L F 

l πpoλfVijl 

11. rrpoλuVoç(nl prologus proJoguε(130， Pπologε1150) 

(1O)-ii의 rrpoλovoç는 병사 피생형으로서 문지 그대로 “말 앞에 놓인 것”이 

다 이 rrpo + Àf싸 계열은 오지 이 형태만 불이에 존새하는데 이것은 (8)의 

멍iloí!;ue처럼 동사 파생어도 가지고 았지 않다 고대 를어에시 prologe로 쓰이 

다까‘ 13 세 11 에 라틴어 헝태로 복원되었다 시시객으로는 밍ilogue 보다 더 빨 

리 학91되었다 

14) npoç - Ìl.f.ìi띠는 그비스어。11 는 았지만 이 거]영 형미들이 현대 본어。11 없。 c뜨로 여 

가시는 제외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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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ôw + λgω 계열 

(11) ÔW 

1 은 동하여， 욕 가로김러(나누는， 통과하는) ε:11 séparant, en 

traversant, à travεrs 

1I 이쪽 저쪽(으노)， 여시 저기애 de côté et d'autre, ici 밍 1à 

OW의 기본적 의미는 “통해서 나누는 것”이므로， 그 망향성이 “대상을 관 

통’히고 있는데， 진지사 + ÀEVIll 켜1 일 중에서 불이에 기장 많은 이휘를 난기 

고 있디 15) 

(12) (j F 

1. OWÀεyω 

il. OWÀO 'iOç(n) dialogus dialogue( 1200) 

111 ‘ ÕWÀOvtKOÇ dialogique( 1512) 

IV OWλεK10Ç diaJectus dialecte(1550) 

v owλεKHKI\(~) diaJectica diale이띠ue(l 1501 

(0 WÀEKHKOÇ) 

Vl. F ‘lialogue : dialoguζr(1717)， Jialugu;'le( 1898), J;alug;sme( 1970) 

dialeιle 이 ;aleclal( 1870), 이;aleclal;sme( 1950)‘ 니ialectalζmenl( 1980) 

dialeιt띠ue : dialecticien( 1175)‘ dial e<:Li4umenl( 1549)‘ dial e..;liseη 1949) 

(12)-i; oWÀQYOç(n)는 OW + ^εm 셰열의 가장 매표적인 여]이다 。1 것은 “말 

응 두 띤으로 나눠 이쪽 저쪽에시 힌다’는 대회의 기본적 의 P]이다 

(12)-;;; 6taMvtKOÇ는 (12)-;;!각 행 용사 파생형 91 데‘ 라띤어를 거치지 않고 그 

15) 610 + ÀOYOC:의 끽합은 힘학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자하였논매 18세기 이후 얀극 

영화 검야의 필요와 빚아떨어지게 다었다 사실깡 그여스어 어휘의 치징파 그 쓰 

임애의 확장은 전문 전단의 필요와 농은 싱관 관계를 가짙 수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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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에서 직진 차용원 경우이디 라딘이 계일의 공백유， 랴딘이에 이 형태 

가 없디는 의미이다 

(12)-iv의 6wlcEK10Ç는 6lα(통해서) + IcfY(말) + lOÇ(할 수 있는)의 걸합 형 

태인데， 그리스어의 표셰어가 갖는 첫 번째 의미는 “통해시 말 할 수 았는”의 

의비보시， “대담， 대화잉1tretien ， conversation"의 뜻이다 

그런네 이 의미가 확장되면시 “어떤 국가(지방)에시 동하는(고유힌) 언어 

langage propre à un pays" 익 의~]을 갖게 되는네， 라띤어dialecωs논 。1 후자의 

뜻만을 차용하여서， 불어도 이 의미만을 갖게 된다 

(12)-v 6wÀεKHKIl(~)는 여 성 병사형 얀다1 ‘ 행 용사 6wÀεKHKOÇ에서 병사형으 

로 전용힌 것이디 。1 것은 지남까지 나온 형태 중에서 기장 복잡한 것으로 

6lQ + λEV + 10Ç +lKOÇ( 의 특션을 지닌)의 결합 형태에서 디시 여성 병λ}로 

전용되 것이디 의미는 이 요소늘의 합인 ‘서로 대화(토논)를 할 수 있는 특 

성을 지닌qUl ωnι I;: rllt: la discussion"의 의미에서 명λF형 0_로 뇌어 “논법， 논리 

1‘art de raJsonner' 의 의미가 되고 이것이 끈세 철학식 개넙인 “변증법”의 의 u] 

까지 갓개 펀다 161 

시시상으로는 불어에시 이 dìallιclique(l 150)외 그 파생형 91 dialeclicien(l 175) 

이 가장 먼저 확인이 되고‘ 곧 씨'ulog1ι(1200)가 차용되는데， 이것의 통사 파생 

행인 d，ωloguer(17171는 훨씬 후에 불어에 통재된다 

그러나 이 d씨oguel 형대 이전에 그이스어이]서 직전 치용했던 통사 

dialoguμε'1'(16ζ-18e)기 있었는데 ， dialc씨11ε의 사용이 “철학적 디1 화”에서 정접 

j연극의 디1 화‘， 그랴고 20시1 기 이후 j영화의 미화‘로 획장되이감에 따바 불야 

화한 형대인 dia/o잉uer가 그리스이 형태얀 dia/o잉Ulser를 대치하까 된다 

또힌 ( 12)-vi에사 확인할 수 았듯이 이 어휘들음 기본으로 하여 19서1 기부터 

최듀에 이균시까지 어휘가 파생되었음음 얄 수 았다 

161 고대 j리스 챔학자 Platon은 이것을 “대화의 수사학마 j 효고lriι“ri(lUe du di씨ogue 

비 :'lö 비리S 의 의미로 썼:11-， 후세 Kant와 특히 11εgεl에게셔 오글날의 변증엽 의 

의미가 나옥다 



2.3.5 ‘ εK + λεyω 겨1 일 

(13) εK 

11 

밖 ζ[로， 욕 지나hor5 (de), dehors 

거리릎 두는 것éloi밍lement 

닫어 어휘의 어원적 구조 분석 

εK의 기본적 의미는 그 망향성이 “대상의 바같으로” 향해였다 

(1 4) G L F 

εKÀεYW 

11 εKÀOYOç(n，a) 

111 εKÀεKllKOÇ ζclζclique(1732) 

1、 F eclectiquε εclεctisl11e( 1755) 

39 

(I 4)-i εKÀfYW는 j고르다， 선택하마.choisir‘’의 의미을 갖는다 이 게연의 어휘 

는 라면어에는 없고 18세기에 그녀스어에서 직점 차 용한 (1 4)-iii의 εKÀεK1UW( 

“선대하기에 적벙한apte à choisir ’에서 나온 eclectiquι 하나 뿐이다‘ 

ëKÀεKl1KOι능 EK + ^εy + 10ι + lKOÇ 의 합성어이묘로 “선택알 수 있는’이 

아는 의미에서 “절중적 대도 를 나티내는 딸로 쓰인디 

특기할 만딴 것은 미표격인 fKÀOVOÇ에서 온 이휘늘이 없디는 것이디 

2.3 .6. KQ1Q + ÀεYψ 겨1 열 

(1 5) KQ1 Q 

II 

III 

lV 

아래로en bas 

위에서 아래로dε haut 이1 bas 

에 따마selon 

1, II에서 패려가디-descendre"와 “완전히ωl11plèlεment"의 의미로 펙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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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τa의 기본적인 의미늠 二L 망향성이 “아래로” 양히1 있디 

(16) G L 

1. KQ1GÀEYCl 

11. K01OÀOVOç(n) catalogus 

11 1. F catalogue: cataloguer( 180 1) 

cf. cata1exis (KQ1QAnçlÇ) 

F 

cataloguε( 1265) 

( 16)-ii의 KQ1QAoYO(는 문자 그대로 ”들을 아래로(종이에) 모아 놓욕 것liste ’ 

의 의미이마 불이의 catuloguε -c 마딘이에서 차용되이서， 의미기 획장뭔 젓이 

디 여기서 피샌한 cataloguεr는 위의 예늘어] 비해 상매적요로 시간적 치。1기 

많이 난디 

그민데 불어 어휘꼭콕에 았는 catalectiquε(1644)는 KUI0Àf):'fJJ 계열이 아니라， 

Ka10lnViü 겨1 열로시， KQ10Àljç lÇ“끝‘ 시7'vεrs의 분완전 종결”에시 차용힌 것이다 

2.3 .7 πapa + ÀfYω 거1 연 

(17) rrapa 

1 옆 에auprès (dζ) ， 이U côlé de 

11 을 따바서 le long de 

111. 1 ， 11 에서 ‘방향을 바꾸는” 흑은 ‘왜걱”의 의미로 획장된다 

πQDQ의 기본적 의미는 ‘대상의 옆에 있는 것(성 흑은 선적으로r이다 

( 18) G 

l πapQÀEYω 

1l. JIapaMvoç(nl 

111. JIOPC1ÀOVLO]lOÇ 

L F 

paralugisme(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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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iii은 붙이 이휘 목록에 있는 n매QÀé.Y띠 켜1 일의 유열한 만이。1 마 éK 계 

열에서처럼 벙사인 rropoÀovoç에서 치용한 이휘기 없고_ 01 것의 병사 피생형 

인 JIapaλOV lOUOÇ에서 직집 붕아로 치용되였디 

πapaÀOY lfJllOÇ는 rrapα의 의미 111의 파장펀 의미를 적용하여 “말을 왜걱하 

는” 것이므로 “거짓 추론faux raisonnem잉1t"의 의비들 갓게 펀다 

εK 셰영과 같이 -ÀOvoç에시 온 어휘까 없는 생우는 이 계엽의 어휘들븐 라 

면어에서 차용하지 않았 I1 때문이다 

2.3 .8. aπo + Àεvω 기]언 

(19) arro 

1 멀리， 떨어져시au 10따 à !'pcarl 

11 로부터à partir de 

11 1. 1 ， 11 에시 격리써재ratlOll ， 변화chan얀m잉11의 의미로 확장된다 

arro의 기뷰적 의미는 ‘떨어셔 았는” 상태이다 

(20) G L 

1. 0π0).εyω 

ll. anoλovoç(n) apologus 

111 ‘ nπOi\oV lO apologia 

IV. QrrOÀOvnUKOç 

aJXllogeticum 

F 

apologlle( 1470) 

이 ologie(14S8) 

apologéliqlle(a. 1ge) 

apologélique(n. 1690) 

v. F:: ap이 ogie : apologique(l 543), ap이 ogl잉e(1 623)， apologiser( 18e) 

이 QlIOλεVúl 겨1 열은 OlOAE1’이 계열 다음으로 많은 어휘들 가지고 있다 

(20)-ii의 arroÀOvoç는 “말(이야기)으1 백회”이다 그것이 “ 우회쳐ble ’의 익비호 

확창되고6 이 의미로 라딘어에서 문학용어로 λ}용되어서‘ 볼어도 자용되게 된마 

(20)-iii의 QJIOÀOV lO는 여성형 병사 파생형이지만. aπDMvoç와는 의미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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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이것은 주로 법적얀 용이로서， ‘망이 défense"， “정당화-justilìιation’ 혹유 

“답변répon~e ’의 의미를 기지고 있디 아딘이에서는 단지 “정당화”로민 쓰였으 

며， 불이의 apotogiε는 인저 법적종교적 의미의 갱탕화”에서 나아가 아떠한 

종류를 막돈하고 “정당화f 의 의미로 쓰이다가， 19세기부터 주로 “예진-élogt:"의 

의비보 쓰91다 

(20)-iv의 apologéf여lIe는 헝용사 파생헝 orroλOWClKO(에시 끼접 자용힌 것으 

노 풀어에서는 형 용사적 용법과 더불어 멍사식 용볍도 사용하고 았다‘ 

(20)-v의 파생 행 틀 중에 서 ψologiqlι ψologiste는 그내 스어 에는 이 행 대 틀 

이 없고6 불어 apologiι에서 직접 나온 것틀이며 ， apologiséγ만 그버스어 통사 

(orroλOVlÇOMOl)에 서 치용한 것 이 마 

2.3.9. ouv + λEVω 계열 

(21) auv 

1 힘써la、K 

1l 통시 에en même temps 

11l 시 1l의 의미에서 “(여러 사람틀의)보임δ 칩단’대union， rassemblement의 

의미로 확장원디 ouv의 기본적 의미는 “함께‘ 같이”이디 

(22) G 

1. 01lλÀfVIj) 

11. OUÀÀOVQ((n) 

11 1. ODλÀO'il OUO( 

IV , ODÀÀ.OV t G1l KO c: 

v, OUÀλO'il‘U 

L 

syllogiS11lUS 

syllogistîcus 

svlloQ.izo 

F 

syllogisme( 1370-1530) 

syllogistigue( 1551) 

syllogiser(13e) 

(22)에시 보듯이 천치사 ouv은 접두사로 쓰입 띠， 다읍에 오는 기어의 첫 

자음에 쉽 게 통회된다 OU\' + λOVO( • ouλλovoc 

OUV 게연도 대표 격인 OUÀÀOYOC로부터 자용한 어휘는 없마 



닫어 어휘의 어원적 구조 분석 43 

(22)-iiì의 ou'\'\OYWVOç능 “말과 함께”의 의미에서 ‘추론raisonnement" , ‘ 전제 

로부[1 이끌아 낸 걸는ιonclusion déduite ùζ prémissζs‘’의 픽장된 의미를 기치 

며， 이젓이 그대로 다틴아를 거쳐 불이에까지 오게 된디 

::，y!!ogismε의 딘어 형태는 인저 sWogisn“0( 1370)(즈로 쓰다가， 16세기에 늘어와 

시 syllogisme과 같이 그리스석 q보 쓰게펀다 

(22)_i\i는 그리스어 헝용사에시 나온 랴턴어에서 다시 차용힌 딘어들이다 

(22)-v는 아주 F뭉게 동사가 식접 샤용되어 온 강우이다 다른 경우는 대 

부분 불어 자체의 어휘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인데 반해서， 이 통사는 차용시 

기가 병사보다 잎서서， 그라스어 통사로부터 라딘어 통사로 차용되어， 불어도 

이 랴딘이 흥사를 지용한 드문 예이다 

2.3.10. )lnQ + λE)'lJ) 계열 

(23) vna 

힘 꺼I]avec ， 중에， 사이 에au milieu de‘ panm 

1l 뒤 에， 따라서 après‘ à la suite de 

11l 1. IJ ~각 의 미 에서 착여P"πlClp끼t10n. 연속succeSSlOn‘ 추구poursuite"로 확 

장되어， 

IV “변화-changεment ’의 의미까지 갖는디 

μno의 기본적 의미는 녕사를 속격 지 "B할 때는 1의 의미를 갓고， 대걱 치 

배들 할 때는 1l의 의미들 갓는마 

(24) 

볼어어1 

G 

존재하는 métalogique는 

그버스어에 진부한 

L F 

métalogique(a:1882, n:1910) 

711 연 어휘는 

도 이 기)연의 

아주 특밴한 경 우이다 (24)에시 보듯이 이 

득이한 경 우이다 팅연히 통시대의 라띤어애 

기)역이 비록 불어에는 차용이 안되지만 어훼는 진IF 하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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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생 형태를 기지고 있는 것에 비히면 놈마운 엘인디i， 불이에서 。1 형 

태의 이휘를 생생했디는 것은 순전히 식지승의 야휘 창조에 속히는 일이랴고 

말할 수 았겠디 

그러나 이 nu깅aiυ잉lqUε는 순수한 불어의 칭조물이 아니고 19세기말에 독일 

청희자들이 조합힌 단어언 mefalogis서1의 오사calque이다 17) 

이 예는 첨희직 사유 끼1 계와 사유 방선에 관힌 힌 유칩민들의 의석 속에시 

그리스가 원형으노 자리잡고 았음을 보여 F는 좋은 예이다 

2.3 .1 1. Qvn + Àεvw 111 언 

(25) Qvn 

1 앞에en faιe dζ 

11 에 반대하여à [Ien contre de, contre 

111 매산에au lieu de, à [a place de 

Qvn의 기보적 의미는 마추 대하여 "91 데 여기서 확창되어 “반대(로)하여” 

의 의미로 자추 쓰인다 lR) 

(26) G 

L QvnλE.VW 

11. ovnλDV。이a) 

11 1. OVTlMV lQ 

lV. OVl1λOVlKOÇ 

L F 

anlilogut:( 1863élζclrìc) 

anlilogie( 1623) 

antilogique( 1836) 

Qvn + Mv띠 게연에서 가장 먼저 차용된 것은 (15 )-iii 인데， QvuMYl Q는 

“대답 reponse’， ‘용딩 réplique"의 의미에서 “반흔 모순contradiction' ’ ‘이른 

17) TLF찬조 
18) CNRS(2000)의 보끼서에 으1히년 1945년 이후에 프랑스어에서 신어 생성에 λl굉된 

적두샤 중애시 I1ml가 가징 많이 사용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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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nle없llon ’으로 획장원디 불이의 antilogie는 후지의 의미를 차용했디 

(26)-;;의 QvnÀovoç는 형용사로서 “모순되는， 상반되는contradictoirε 의 의미 

를 갖는데 불이익 antiloguε도 형용사인데， 기술적(전기) 용이로인 쓰인디 이 

것은 어떠한 집딘이 어휘를 차용하여， 어느 용도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원 

래의 의미에서 그들의 필요힌 부분만용 사용하 J] 예문이다 

(26)-;v는 문학적 용어로 차용되어， 첩혁 용어로도 쓰이거1 되었다 

。I QVH + ÀfYW JiI연에서 득시함 만한 것은 라틴어에는 그리스어 접두사 Q 

vn가 사←용되 어휘가 다른 진지사에 비해 그 수가 아주 적고， 더구나 소수의 

명사(특히 고유병사)를 제외하고는 행 용사 어훼의 차용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랴딘이에보 부사 혹유 진지사로 쓰이능 unlε“잎에 기 았고 이것이 전투사로 

쓰일 때는 antl의 형태를 띨 수도 았는데‘ 붙이는 이 그리스이의 anti-와 마틴 

이 ant.ι antl 블 모두 치용해서 쓰고 있디 

2.4. 2.3에서의 분석음 종합해 보면 ( 1)에시 제시힌 17개의 전치사 증에시 

불어 어훼와 관련을 맺고 있는 ).ovoç 계열의 전치사는 11 개이다‘ 이 증에시 

영사 Mvo( 헝매에사 자용한 어춰듬은 7개인데， 이들 어휘들이 λno( 형내외 

더불어 형용사나 통사 행대를 차용했는지의 여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27) Nom A미 Vεrbε 

L *analogiζ( L.J; 1503) analog;4ue(L. 1547) x 

lL épiloglζ( L.m， 1339) x ép;loguer(F. 15e) 

11 1. prologue(L.m‘ 1151J) x x 

[V. dialogue(L.m, 12이1) dialogique(G. 1512) dialoguer(F. 1717) 

v. catalogue(L.m, 1265) x catalogller(F. 1801) 

、 1 *apologic(L.f, 1470) apologiquc(F. 1543) apologiscr(G. 18e) 

V l1 *antilogie(G.f, 1623) anti1ogique(G. 1836) x 

(L-latin, G-grec, F-fran(셋is， f-nom féminin , m-l1om masα[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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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의 표늠 2.3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공라 정리해 본 것이디 우1 

표의 기준을 디시 제시해 보지 

(l) Àovoç 계열어[시 가장 대표적인 어휘얀 냉사 ÀOYOç에시 차용한 어휘가 

존재하는가? 

이 물음이 이 표의 기준점이 된다 이 기준에 의거하여 11 개 증에시 7개의 

항우음 선정하고‘ 나머지 4항목은 23의 성명으노 충분하다고 생각되므노 여 

기서 재론깜 필요가 없마 

1ι) 형용사 파생 형과 동사 파생 형을 가지고 았는가9 

G}) 언제 이디에서 이 모든 형태를 치용하였는기? 

。I 3기지(구제적으로는 5기지)항목의 질문을 계열별로 동시에 적용히여 

( 15)의 표를 조망해 보년， 

첫째， 각 계열에시 탱사항목이 까장 먼저 대부분 고대분어 시 '1와 딛니1쌍 

스 시가 사이에 자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어춰들은 (27)-vii을 제와하고논 모두 Grec :> Latin > Français 의 자용과 

정음 서지며， VLI의 untilogie만， G > F 로 직접 그리스어에서 차용한 것이다‘ 

심제 이 어휘를 차용한 지1층틀은 주로 문학 또는 천학음 하는 식자층듣이 

묘로‘ 딩연히 。1 어휘들은 식지어 langue savantζ。1I 속한디 

또한 “'"이 붙유 아휘는 모두 -guε 계열도 기지고 았디는 것을 뜻한디 19} 

둘째‘ N, A, V 시] 항목을 모두 기 지고 있는 것은 (27)-iv, vi이디 실제로 

(27)-iv의 ‘ 6lα 十 λEYα ‘ 계열은 다른 것늘과는 비고l할 수 없을 만큼 그 파생형 

의 수까 많다 이것은 언어 집딘들의 필요생에 이 어휘들이 부응힌다는 알이 

고， 따라시 이 계열들의 어휘들 계속 차용하였다는 뜻이 된마 

셋째‘ (27)-ii, iii응 비교해 복 얘1]， 이 둘은 ~1곡 직품의 처음과 끝음 의비하 

므도， 같은 게연체를 공유함 것으로 생각되지만 션제혹는 prologue의 경 우 다 

14) 2.3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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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q 생형이 전혀 없디 반면에 épi“αrε늠 일찍부Fl 냉'Jiloguεr 형태를 파생시 

켰는데， 그 의미는 “δ)이j띠ε를 인늘디”기 아니바 “빼iI()~uε의 역할을 허디”인 

j요약히디 요집을 정리히디r강capituler ‘기 되었디 그렇다연 pro!o，낌tε도 “'prolo，‘RUε 

의 역할을 하는， 미리 예간하는， 미리 예기하는’의 의미로 prolo.잉Uεr 형태를 

가정해도 좋지 않욕까? 

또힌 이러힌 의미로 형용사 헝애 Fpilogique, prologìque을 얼마든지 생각해 

복 수 았다 다만 섣제의 형내가 없을 따흠이다 

넷째， (27)의 A 게연과 V 711 언의 어훼 차용 혹은 생성 연대를 살펴볼 때， 

이 기1언틀의 어휘는 걷국 1\ 711 얻을 보충하는 방양으로 나가고 있마 

즉 1-Vll까지의 모든 계일이 'J >A>V의 시간적 순서를 중실혀 따르뇌 있 

다는 전이디 

바틴아， 그라고 불야기 그리스이에서 치용히는 것 번째 이휘늘은 사유 거1 

계나 샤윤 방식과 관런펀 실λhubslanlil이거나， 흑은 그러스 문화를 수입하언 

시20)， 같이 들어온 용어들이시 때문에， 이들은 오두 실사이다 이 어휘들이 

사용 빈도샤 높아지연사 다른 카메고리의 어휘들도 섬자적 q로 자용되는 것 

을 복 수 았다‘ 

묻론 공백이 A와 V에서 각각 3개씩 있으나， 이것은 언어 집단익 펼요성 여 

부이] 탈려 었는 것이지，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리스어에늠 17개 진지사 + λEV띠의 형대가 ]lnQ를 제외히」냐는 진 

부 았고1 여기서 나온(불이에는 없는) N, A, V 계열 이휘들이 무수히 많이 존 

새한디 

따과서 펼요하다변 분이는 인제든지 。l 공액을 메우는 방향 ò_로 잔행될 

것이다. 

실게호 이 공맥의 어휘을 쓴다 해도 이 계열의 어휘에 약숙힌 화자들에시 

는 거부김이 덜 함 것이다 

201 로마인득이 그리즈 사상과 문화을 수입하는 것은 주로 시윈저 2세기서부FI '1원후 

1세기끼지이다 그 。1 전과 이후이1노 고J류는 끊임없이 。1루어지지만 λ1 상괴 운화의 

수입은 이 시기애 검중척으굳 이루어졌다 Lucien J erphagn。이 1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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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불이 이휘의 ÀOYOç 계일의 의미장을 히 

나의 표로 요약히연 (28)과 같디 

(28) N A V 

ana *0 0 X 

epl 0 x 0 

pro 0 x x 

dia 0 0 0 

cata 0 x 0 

apo *0 0 *0 

anti *0 0 x 

méta x 0 x 

이의 “:::"는 -gue, 댐e가 동시에 존재협음 표시 V의 “ι”는 그리스어 헝래들 의 u]힘) 

3. ó6oç(~) 계열의 의미장 

ó60ç 111 연의 기어 ~l ò60ç는 “김chemin， 보행 marche， 여행voy-age" 릉의 의미 

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여성 명사이다긴) 병사임에도 통사‘ 행 용사 파생어 

를 오합히여 다른 파생 명사들을 기지고 있디 그러나 통사로부터 피생되어 

나온 이휘기 아니무로‘ 피생 이휘 수기 )"OYO( 계열 보다 휠씬 적디 

또한 불이에서 치용안 이휘 수는 영사와 형용사를 합처서 10여 개 정도이 

다 따내서 ò60ç 계얼의 이휘늘은 Àovoç 의 경우와는 달러， 의미의 상관 관계 

에 따라시 전지사와의 결합음 도출하기로 힌다 

3.1. Qva. KQ1Q, 5lQ + 650ç 계열 

(29) G L F 

211 그미스어 녕λl 어미 -oç"는 주로 남성 명사를 니디니]지만， 에oç와 같이 여성 영샤 

인 경우도 았다 



II 

III 

Qyoåoç 

KQ8050ç 

5w5o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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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e 

C3lhode 

diαle 

(29)-i , ii, jij은 ó60ç 게연 중에서 친시 분야에 쓰이는 용어이다 

Qvo50C는 QVQ + ò50ç의 합성어이다 뼈아의 칫음 ò(o aspiJ년)는 합성이 되면 

서 기식 esprit rude이 사랴진다 22) 또한 QVQ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만어외 걷합 

할 I대 끝의 a기 틸락뚱]마 

QVOÔOC 의 원래 의미는 이 둠의 의미에서 나온 “올라기는 길chζmm pour 

mOnLer, 일이서는 행위action de s'élζver"블 뜻한디 

(29)에시 보늦01 이 계열어늘은 R두 라딘어와는 관린이 없고， 19세기 영꺼L 

의 물리희자 \1. Faraday가 그리스어에시 사접 차용하여 천시의 콕음 vj병하 

는에 사용힌 것용 불어어1시 차용힌 것이다 

KG8oõoc는 Q\'Q와 친행방향이 반대이므돕 ‘내려 가논 김ζh잉nm pour 

descendre, 내려가는 행위aεtion de descendre’의 의미를 갖는마 

따라서 이를에서 나온 어휘 ~1 anod，ι외 culh ι 는 각각 “양극， 음극”익 의미 

를갖는디 

그민미 Ka805oç의 형태상의 변화를 살펴보세 되연， KQ1Q + ó50ç기 Ka805oç 

기 되 것얀Cil， KQτQ의 이말음 a는 것 모음과 결합히연서 탈락히고 t기 6와 

얀집하세 되언서 8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εçoõoç에서도 。1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므보 여기시 이 현상에 매애 설명하시로 하자 

(30) i. π + l'esprit [ 니 de(') - ~(ps) 

11. 1 + I ↑εsprit rudζi') - 81th) 

llL K + l'esprit ruJ.비 ) ~ 이b) 

(30)는 그리스이에서 무성 지음 p. 1. k기 유기음 과 걸합될 때， 이 유기음 이 

무생 마알음 l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 때 치조읍은 치마살읍th 만로 되는데 이 

22) 그비스어 유기음은 어두애시따 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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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을 선택히지 않은 것이디 

만약에 유기음이 s로 변히지 않고 앞의 무성읍을 uf잘읍으로 변화시킨디고 

가정을 하언 p, k는 pr얘)， kh(x)로 변하고 이 을늘은 오두 그리스어의 자읍 

없으드로2:\'1 ，Xl조에서 정구캐로의 조음 침 것은 “기 그라스이 7，1 음처l 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하지 못한 이유가 없다 따라시 무생 자음과 겹 

유기음이 S로 변하는 갯이 이 여화의 기복이 된다고 본 수 있마 24) 

;11 겨1 에 

합한때 

εK + ÒÔOç 껴[열 32 

F L G (31 ) 

exode(m, 13e) εwdus(1) ， ço5oç(~) 

(31 )-i의 야o6oç는 (30)에사 설명힌 

으로”익 방향생을 나마내므혹 이것은 

미인 ‘외출sortie' ‘ “중빈 départ"의 

그런데 이 어휘를 구약 성서 제2권 ‘춤애굽’을 나타내는데 λP용하자깐J ， 기 

톡 라딘어에서 이 용어를 치용하여 “히걷이인들의 。1집트 틸출”을 Exo(삐로 

첫 지를 대문지로 사용히거1 뇌었는데， 불아는 바로 이 바딘이 용법을 치용히 

여 의미를 획장시킨 것이디 

(31 )-ii 야oowv은 εço5oç 에 지소사 -wvol 덧붙여져 민늘어진 냉사로서， “걸 

말， 종국dénou잉nent 의 의미에시부티 “인콕의 결말dénouem잉 1t d'une pièce de 

exode(m, 1 ζ96) 

것처럼 εK + ó60ç의 결합。]고 εK가 “밖 

그려스어애시 “김 밖으로(나가다)’의 의 

뜻이마 

미
 
깨
 

m 
」째
 

6 
εço5wv(w) 11 

231 유성 파감응 dz(D는 제거] 안에 존재한다 
24) 그비스어의 유기음이 라틴어에서는 1효 되는 예가 았다 

G L 

썩 sex 
εJt1"Q sept 

t6- sed-
된 구약성서는 기원전 3세기애 알내산드비아애서 그이스어로 밴역되었 

6 

7 
S• aSSeOI l' 

25-) 히브비어로 

다(ìO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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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따_1re ’의 의미를 갖게 원디 따라서 랴틴이를 거져 16세기에 붙어에 치용되 

。1 이휘는 문학적 용아로 사용 된디 

그민대 여기서 주목을 히]야할 것은 (31 )-i은 괄호에서처럽 그리스이나 마틴 

어어1시 。1 딘어를 여성형 〈즈로 λ}용하였는데 불어에사는 남성헝이 노1었다는 

점이다 ::'61 

(32)-ii는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시 증쟁이므로 증성이 사라~I 분어에사 남성 

으노 쓰이는 것은 보괜적인 엌이다 

3.3. nεPl + ò60ç 겨열 

(32) nEpl 

1 주위에， 둘레에 aulOUT 

11 븐 넘 어 사par-dessus， au-dessus 

nεPl의 기본적 의미는 주위， 등에들 한바퀴 도논 것”이다‘ 

(33 ) 

I. a 

b 

11 

G 

JtEPWÔOÇ 

nEp lO ooç 

nEp lO olKOÇ 

L 

perÎoùus 

(perio니icus) 

F 

périodε(14ε) 

périoJe(l 596 ) 

périoJique(1398) 

111. F pério‘le : périodisation(20e) 야riodem슨 lre(1973) 

p션riodique périodiquement( 1611), périodici땐 1665). 

antipériodiq l1e( 1ge). ap강n떼ique(1883) 

(33)-i의 nεP lO ÔOÇ는 òôoç게연에시 볼어보 자양펀 어훼 증에시 사용 빈노수 

가 가장 많은 어휘이다 nεPl - ò60ç의 의미는 “주위에 .. + 김”의 견합으혹‘ 

261 라틴아에서 흘아로 오먼서 성genre ö] 바뀌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dolo띠1) > 

‘1ωuleur(l). 그런데 이 경우 치읍부터 남성。로 시깅니었는지， (32)-ii의 영향윤 받아 

시 변한 깃인지늠 확설아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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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등을 에워씬 길’의 의미이디 여기에서 “순회Clrc Lllt ’의 의미기 나오L 

j한바위 빙 도는 행위’‘를 의미히는 여이 상핑으로 의미기 펙장된디 

(34) i “주위 의 길이ζ111m aulωr ’ 

11 주위의 길욕 도는 행위 action d'al1εr aut01f 

a 직"'- 우회하는 천략manoeuvre stratégique pOUT toumer 1'enn잉 111 

b 의 사의 회 천tournée de medecin 

c 식탁에서의 정대tourn?e d'un service de table 

d 롤아가면서 하는 대효lconversation à la ronde 

ε 친체의 공진cours， révolution des 35tlεs> 시간， 계절의 순환성 

périoùicilé du temps‘ des saisons 

[ 여행 voyage 

E 윤려하고 운융 이 잘 맞는 언설(웅 변)문의 일종， période, sortζ de 

phrase oratoire aπondie εt cadellcée 

원래 그리스어샤 까지고 았논 (34)의 모든 의미들은 모두 πεP\에시 파생되 

어 나온 의미틀이다 그런데 라틴어는 위의 의미 중에서 오직 (34)-iig의 의미 

(수사학 용어terme de rhétorique)만음 차용하였고， 불어에 ，，]음 도입될 때에는 

“디소 긴 기간εspacε dε tεmps plus ou moins long ’의 시간적 의미로만 사용되 

었다 (33)-ia는 이 단이기 불이에 도입 될 때의 의미기 아틴아와 디브디는 것 

유 불이기 아 의미의 단이블 그랴스이로부[] 직집 치용했디는 것을 나티낸디 

그 이후 17시1 기부[] 이 의미가 획장뇌기 시작하여 물리， 화학 진문， 수학 

등의 분야에시 이 용어들 쓰/] 시작하여 오늘날의 여러 의비로 사용하시에 

이금렸다 

그런네 볼어는 (33)-ib에시 보듯이 16세기에 라틴어에시 이 단어들 라턴어 

가 가지고 었는 의미도 자용하여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33)-ii의 périodique.는 (33)-ia의 형 용사 파생 행으로 병사행과 유사한 시 기이1 

치용원 것이디 따라서 이것은 라딘어의 periodicus와능 직전적으로 관련유 없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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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이늠 저음에 의사médecins들이 ‘주기적인 발자 증세를 보이는 병이나 

통증”을 L덩병히기 위해 치용한 것인데 ， p꺼αλjε와 더불아 여 ι1 학문 분야에서 

사용됨에 따바 의미기 픽장뇌게 된디 

(33)-ìiì은 (33)-i , ii의 형태에서 불어가 스스로 파생험을 생성시킨 것아다 17 

서1시에시부터 20세기에 이듣기까지 주보 천문 희 숨 용어로 사용하기 위해 이 

러힌 헝에들이 만들어지는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파생 방법이다 

(35) i, périodiquemcnt 

Il 야riodisation， périodicité 

lll. antipériodiquε， apériodiquε 

(35)-i의 m낌，(형태는 。 1 만이의 사용 빈도수기 는연서 시기적으로 기장 민 

저 만늘어잔 자연스러운 분어의 부사 파생형이다 

(35)-ii는 그리스 시어에 라턴어삭 명사 파생 어비가 붙은 경우이다 27) 

p&ìode가 이미 불어의 어휘로 인식된 후에 。1와 같은 어비가 붙어시 파생형 

음 이둔 것이다 

(35)-iii은 가장 식자적인 파생 형이라고 1암 수 있는데， 그녀스 기어 pérωdE 에 

그리스 접투어 (anti- : 2 .3， 11 참조， a- ‘ 부정음 나다내는 그리스어 정투사)와 접 

미어 (-iquε)를 붙여 만든 것인데， 그리스어에는 QVllm;pwôoç능 없지 1간， 

aRεp lO 5oç는 수사학에서 쓰이는 용이로 존재한다 그린 rll 이 둠 모두 형용 

사 피생형 “-lKOÇ"는 없디 따랴서 이 울은 학문적인 전문용어(의학， 물;01 학) 

로 사용하기 위한 프당스 학자늘의 장조물로 볼 수 았는데‘ anti-는 분야에서 

그 사용 빈도가 높q므로-， 비록 그리스어에는 없을 지랴도 식사층에시 시어 

p&ìode로부터 antì-pérìode-띠ue들 만들어내시는 어립지 않았올 것이고， Q-의 경 

우는 시존의 amp \Oooç호부터 헝 용사 파생 접 pl어들 붙여 만E 것으로 본다 

묻론 이틀의 의미는 그 어휘를 생생한 집단에서 원래의 그리스적 개념을 

27) -tio, -ta.~늠 라틴어의 연사 파생형 어미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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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로 해서， 지체적으로 부여히여‘ 사용한 뜻을 갖늠끼]， 대개의 경우 의학， 

물리학， 수학 등 학문 분야의 용이기 된다 

3.4. ~ε1Q + óôoç 겨|열 

(36) 

1l 

G 

uε806oç(~) 

Uf806\KOÇ 

L 

methodus( 1) 

methodicus 

Ill. F méthodiquε méthodiquεmεot(1550) 

lV Aoglais F 

a. methoJist mélhodisle( 1760) 

b. mεthodism méthαlisme( 1739) 

c. mεthodology m아hodologie( 1829) 

d. methodo1ogical méthodologique( 187끼 

F 

méthode(f, 1537) 

méthodique( 1488) 

(36)-i익 με806oç는 μ10 + ò60ç의 견합18)으로 “김과 함께， 깅과 더불어 ’의 

의미이다 여기에서 “추구poursulte， 팀구recheπche"의 의미가 나온다 

(37) i 추구poursuilζ 탐구rechζrche 

1l 방법적 진행marche méthαlique 

III 방법적 논설lrailé méthodique 

lV 파희 science el1e-même 

(37)의 그리스어에시의 με806oç의 의비는 i김과 힘깨” 가는 것이 논리적이 

라는 그이스의 합이추의적 사고 처]게를 보여준마 그마고 이 합비적 체계가 

바도 (37)-iv의 “과학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합리추의걱 

사뇌를 이어 받은 서양 파학지들이 새로운 개념이나 대상과 마주칠 때마디 

2~) (30)-;; 참조 



닫어 어휘의 어원적 구조 분석 55 

그리스이에서 그 이릉을 빌려오늠 것도 이마한 선상에서 이해기 될 수 있다 

(36)-;파 (36)-ii의 치용 연대를 비교해 블 때‘ 지금까지의 예와는 달~I 형용 

사형이 민저 펙인되는 것을 알 수 았디 。1 물은 모두 의학médecine용이로 소 

새 되었는데 (36)-;은 “치료를 시행하는 특별한 방법"0 로， (36)-;i는 영샤적 용 

법으로- “(36)-i로 시숭하는 의사”들 가리키는 말이였다- 그 후에 곧 (36)-i은 

“π육‘ 예숨에시의 세계적이 방법”이 되었고 특히 1637년 [)escartes의 

Dìscours d，ι la mélhode까 출판되면서 천학적인 용어 sc 자매잡게 되었다 

(36)-i과 더불어 (36)-ii도 교육， 예숲， 천학 분야 릉으로 그 쓰임새가 확장되 

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36)-iii의 부사 파갱어를 갖게 되었다 

(36)-iv의 a, b늠 1729년 영국의 ]이m '0.'1ε51εy에 의해 창시되 감리교(교도)를 

지칭히는 용이로 치용되였디 

(36)-;v의 c, d~고 19세기에 앵치에서 치용뇌었디 

또한 딘어의 생genre적인 연에사 볼 떼， 라틴어에시 어미 “-u~ 는 남성형이 

지만‘ 그리스어 여생헝에시 자용되어 “ -U5 ‘ 헝태로 된 것들은 그대로 여 생헝 

이 된다 2')) 

3.5. auv + òôoç 계열 

(38) G 

1. Guvo6oç(끼) 

11. (JUVOÔ1KOÇ 

111 

• 

~ 

L 

synoULls(1) 

~vnodicu~ 

sνnodalis 
t 

F 

~ynodε (1;1 511 ， m;1541) 

~ynodiquε(1671 ) 

synodal(1315) 

(38)-; 익 auvo6oc는 auv + Ó60(의 석합이므혹 ‘ 김에 함께 았는 것 ‘ 즉 “도임 

feunlon’의 의미인데， 원래 그이스어에서는 입반적인 모임이] 쓰이던 단어였다 

그러다가 “종교적 모임”으로 의미가 학창되였다 

291 그미스어 ‘ -oç"는 라단어로 차굉될 때‘ -u :;," 형미로 P 읍。1 비귀지만， 이 짧은 디 

는 ←난어 라틴어 시기에 0" 굳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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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i 모임 réunion 

a 사담늘의 모임[punion Jes pεr~onnes 

b 정치적 단체a~soιJa1lOn αllili4 lζ 

c 일반식 ~l 오염 a~sembl야 géllérale 

d 문혁적 매화을 위한 오염réunion pour un entretien li따fa1Te‘ 

천 학식 도론discussion philosophigue 

e 종교적 모임 assembJée reJigieuse 

1I 견합llllLon 

111 민 닙 rencontre, 싸움combat 

1V 별늘의 회 합conjonction des astr，ζS 

V 통로pa잉agζ， 히1 협 détruÎL 

(39)에시 보듯이 auvo6oç는 그리스어에서는 그 쓰임이 아주 많은 딘어입음 

알수 았다 

그런데 라틴어 synodus는 (39)-ie 익 의~]만을 자용하여 주교가 소집한 성식 

자튿의 모임 ’의 의미도 사용되었고 이 의미가 불어에까지 이트게 되었는데‘ 

쓰임이 확창되면서 신교와 유대교， 러시아 정교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38)의 뇨를 보면 (38)-i의 명사인 .~YJ1，αfε 보다 (38)-iii의 형용사인 svnαial O] 

더 민저 치용된 것으로 되아 있이 디소 의아한 전。1 있디 

。1 전에 판해서 Rohert Historiquε는 관싱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Y-， TLF는 

。1 것을 밝혀 주고 있다 즉 svnode는 1310넌에 “로바의 주J1L인 고[횡에 의해 

소집된 남부 이태리의 주쿄들의 오임”의 의미보 샤용힌 까툴럭의 용어였는네， 

정석 q로 이 딘어가 자용원 것은 1511넌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네 이 synode는 처읍 자용될 때는 여 2덩이었는터]， 곧 납생으혹 성응 바 

꿨마 

원래 (38)-i의 그이스어 행 용사 행대는 (38)-ii으] auvoolK아이고 (38)-iii의 

샤nodal의 그버스어 형디]노 존"BB] 지 않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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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것은 ouvo6oç의 형용사형인 aUVOÕ1KOÇ7• GUVOOOç의 의미 전부의 형용사 

적 용법을 갖는 것이 아니아 주로 (39)-iv의 “멸의 회합에 관싼qui conceme la 

ω매onction ues astrζs' 이다는 첫째 의미와‘ (39)-ie “종교적 모임의de ~ynoJe"랴 

는 둘째 의미만을 갓고 았는 제한적 의미에시의 형용사 파생험이다 

라틴어는 이것의 천문희삭 의미는 synodîcus에， 그리고 종고I적 의미는 

synodalis로 분화하였다 (38)의 화살표는 이러힌 분화의 의미이며， 볼어는 이 

러한 라틴어 용볍음 이어 받은 것이므노 그리스어에 없는 SWJ.αlu/음 갖게 된 

것이다 

3.6 εJIl + ELÇ 十 ÒÕOC 계열 

(40) εq 

l 안에띠J1S 

11 안 안호 들어 깅 elltrer dans 

εlÇ가 접투어혹 사용될 때의 기복적 의미는 “안으로 듣어가는 움직임’이다 

(41 ) G L F 

gπε lGOOOç(~) 

11 EπE lGOO lO ç(a) 

111 ‘ gπε \GOO lOv(n) P끼50‘10(1637， épisc띠1ζ 15e) 

[、 épisodiξ éplSαlique( 1633) 비Jîsodiquement( 1826) 

(41 )에서 처을 C즈로 이승 집두아로 된 파생헝을 보거1된다 。1 형태는 εlÇ + 

óooç의 결합어L 다시 εm사 붙어시 만들어진 것이다 즉 επl + ε lOo6oç의 결 

합이다 그런네 사실싱 이려힌 이증 접두어는， 삼증 접두어도 흔히 불 수 었 

는 그리스어는 물론이고 라턴어에시도 아주 흔힌 핵상이다 30) 

}O) 그이스어애시 삭중 캡두어(ex 맥1. + 상 + 만의 + J[Àll.PO띠)늠 쉽게 찾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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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저 εUJoüoç는 uç + 6óoç이묘로 ‘길로 틀이감’의 뜻이」L 따파서 ‘들이가 

는 행위aClion d'entrée", “늘이기는 통로pa~sage pour entκr"의 의미로 쓰안디 

(41 )-i은 여기에 EITl의 (7)-iii의 의미 ‘ 가운데 중에서”기 덧붙여져서 

“잠여‘ 증세nten떼Km" ， “아이로)날어가는 행위acl.ìon de s’mtlωuire' 를 L되낸다 

(41)-i , ii , iii은， 첫째， 라틴어에는 이려힌 행태가 천혀 없으므로‘ 분어샤 이 

어휘들 그리스어에시 끼접 자용힌 것임욕 보여주고‘ 

둘째， 붕어의 épisode가 그리스어으1 명사형 επε \Oo6oç노부다 직접 자용된 

것이 아니고 이것으1 행 용λF형인 (41)-ii EITε \O06 1OC 의 충성형이 실사회한 

(41 )-iii Eπncro6 1Ov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 

그넣기 때문에 15시1 기에 저음으로 이 이휘기 붙어에 등장했을 때에 앙?isode 

의 형태기 아니고， épμodiε인 이유를 이해할 수기 있는 것이디 

(41 )-iii의 EITεLOOÕW\'은， 본병사얀 (41 )-i의 εITnoo6oç보디 많은 의 미로 펙장 

되었다 

(42) i 부차삭 얀 것accεssoire， (직 풀의)부차적 언 부분hors-d'oeu、 re 

ii , (그라스극에시) 합쟁과 함정 사이에 았는 극의 부분 , 대회 

a 여 담 digression 

b 삽회 (꽤話)épisode 

(42)의 의미에서도 집두이 Eπl와 εlÇ의 의미기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는미， 

불아의 épisodfε기 바로 이 E.JIELO05wv의 의미를 치용히여 연극으로부Ei， 소셜， 

시， 미술 그랴고 오늘닐의 영화에 이브기까지 획장뇌었음을 보여준다 

(41)-iv에시는， épisodìque의 확인 인대가 {J’isode보다 앞시고， 그리스어에는 

이러힌 헝용사헝이 존재하지 않.0，므로 옛 헝태인 냉?isodie에사 이미 분어화자 

틀이 그리스어 헝 용사 헝애로 자깨 생생힌 것엠을 보여준마 

부사형 épααl띠uemenl은 이들 보다 횡씬 후~1 19세기에 학~l 된다‘ 

Q 니， ~l 틴어에서는 삼숭 접누어 (e.'\ in + com + prae + hεllsibili::-)가 그여스어에 

비해 훨씬 수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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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제까지의 분석을 총합해 보연 (1 )에서 제시한 17개의 전치사 중에서 

불이 이휘와 관민을 맺고 있는 ó50ç계열의 전치사는 9개이디 이늘의 형태를 

종합해 보기로 하자 

(43) Nom A이 

anode x 

1I cathode x 

111 ‘ diode x 

1V εxodε x 

v périoJe périodiquε 

V1 mélhode méthodiquζ 

V11 ‘ ~vnode synodique, synodal 

V111 ‘ 야lisode (épisodique) 

(43)에사 보등이 ó5o(거1 연의 의미장은 ÀOvoc보다 휠씬 간건하다 또한 ó6o( 

가 병사로부터 출빈했기 때문에 불어에는 ó60(외 관련된 통사듣이 진히 없다 

뼈아자신은 불어에 -ode형대 .~I 접사로만 존재하고， 독립된 어휘를 넙기지는 

않는디 31) 

(43)-i, ii, iii유 전기 분야에서민 쓰는 용이아무로， 사용이 제딴뇌이 있지만， 

(43)-iv는 일반적으로 의미기 획장되 (43) i、 - 、1I 1 중에서 유일히게 형용사형 

。1 없다 따아서 이것의 헝용사 형태 εxodique을 상정해 볼 수도 있는미 그렇 

다면 예들 들어 C깨ifau.χ e:t.'odiques와 같은 표현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exode의 사용 빈도수에 달려 았다고 보겠다 

31 ) 분어이1 존재아늠 ode늠 óùoç굳부터 용 깃이 아니라， 노'1εlant의 의미인 띠åW궁부터 

나온 단어이다 。1 ωån역사 접두사와 김합하어 。1회를 파생시，1 논내‘ τ -ò-에서 

épode, parodie‘ prosodie (ε J'C t ， Jtapa, rcpoç + u60ç < 에ån) 등은 전치시 + 기어의 
파생어이뇌 ζomédie， tragédie, mélodie, rhapsodie 퉁은 만어가 결휘밍 복휘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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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불어에 차용된 그리스 기원의 어휘를 살펴보게 되면， 헬레니즘과 기독교가 

프랑스(나아가 유럽)문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았으며， 또한 이 두 

정신이 그들의 의식 속에 얼마나 뿌리갚게 박혀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물은 허l 겔의 말대로 변증법적인 전개를 통해 유럽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살아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정신이 따로 따로 유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은 모 

두 그리스에서 전파되어 유럽에 확산된 것이므로， 언어상으로 볼 때는 모두 

그리스어에서 기원된 어휘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 어휘들이 불어에 차용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위에서 논의한 

어원적연 의미장을 이루는 그리스 기원의 어휘들의 공통점을 한눈에 인식하 

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exode, période, méthode의 경우를 보자. 

이렇게 하나의 corpus로 제공될 때는， 이들 사이의 형태적 공통점으로 인하 

여 어떠한 관계가 았음을 알 수 있지만， 어원 사전의 도움이 없다면 이들이 

불어에서 사용되는 의미상으로는 이들을 하나의 corpus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뼈아라는 공통의 의미소를 알게되면 이들은 모두 “길”이 

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의미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λOYOç의 경우는 ò60ç보다 훨씬 더 어휘가 풍부한데， 기본적으로 명사 계열 

을 차용하고 필요와 사용 빈도수에 따라 형용사 계열과 동사 계열까지 차용 

함을 보았다. 

이렇게 차용 시기， 차용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면， 이들 어휘가 불어 내에서 

갖는 역동적 생산성을 포착할 수 있는데， 종교， 철학을 포함하여 자연 과학에 

까지 많은 학문 분야에서 이러한 어휘의 사용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정신적， 

문화적으로도 동화되어 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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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Analyse des structures étymologiques des mots 

français d ’ ongme grecque 

Chang Chae Seong 

Soit les trois mots exode, p깅riode， méthode il est tr，용s difficile de révéler 

entre eux un rapport sémantique et morphologique quelconque sans un 

dictionnaire étymologique , 

Le lien qui unit ces formes est diachronique. En remontant au grec à travers 

le latin, nous pouvons vérifier que ces trois mots émanent du même concept 재

õoçchemin". 

Soit encore la série logique, analogique, analogie, épilo밍Ie， prologue, dialogue, 

catalogue etc le lien sémantique et morphologique qui unit le mot de base à 

ses dérivés est relativement clair. 

L'analyse de ces mots d’origine grecque nous mène au système de la dérivation 

préfixale du grec, qui a la puissance de créer des mots abstraits d'une manière 

explosive. 

Et elle nous mène aussi au monde mental et culturel des Grecs, qui ont 

beaucoup influencé les Européens et les inspire jusqu’à maintenant. 

H. Walter a dit “Pour tous les Européens, la Gr송ce est le lieu où tout a 

commencé. ’ 

Cette étude fait partie du projet pour éclaircir le système de la dér끼ation et de 

la composition des mots français d’ongme grecque et pour vérifier 1’étendue de 

l’influence intellectuelle de la langue grecq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