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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어에서 프랑스어률 포합한 현대 로망어로의 변화， 즉 그 생성 

과정은 음운에서 풍사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연화를 포항하고 있 

다 이 과정은 응성변화에서 시작한 언어변화가 흉사구문의 연회흘 

이끌며 결국 하나의 언어가 다른 여러 언어로 연화， 분파되는 모숨 

올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흥시적 언어변화의 흑색은 모든 

과정이 언어학적으로안 성영훨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대척 특정에 

따라 언중의 선택에 의해서 결갱되는 언어외적인 요인도 다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하는 정은 이러한 언어 내 외쩍 변화흉 포합 

• 이 논운용 2012년 3일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연구인 정'i-융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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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라틴어 문장용 구성하여 어떻게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한 로땅 

어로 연화하는가를 시대적， 지리적으로 그 양상을 구체객으로 드러 

내고자하는것이다 

울론 이러한 시도는 흥시 언어학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대부 

분의 용시적 분석은 음성， 형태， 구운율 따로 따로 분리하여 총체적 

으로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그 규모가 너무도 방대하여 이러 

한 연화훌 전문연구자가 아닌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아 현실이다 

홍시언어학을 다년간 가르쳐오연서 이러한 통시적 현상과 공시적 

언어사쉴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현실적 괴리툴 어떻게 해결할 수 있 

올끼를 고민')하다가 음운에서부터 형태， 어휘， 구문에 이르기까지의 

현상을 포항하는 문장융 안들어서 그 안에서 한 언어가 어떻게 다른 

언어로 변화하는가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과정율 총체 

적으로 설명혜보자는 것이 아 글의 첫째 옥객이랴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의 연화분 아니라 대표적 

인 인접 로망어인 이태리어와 스에인어로의 연화도 보여중 것이여 

대표적인 언어외적 현상인 어휘의 선택의 문셰에 있어서 이들 언중 

특히 고， 중세 유럽의 언어의 사용과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율 하는 식자충{뀌촉과 사제계충)의 언어척 선택융 이해하기 위 

해 그리스어의 예툴 인용용 하여서 분석올 하기로 한다 2) 

언어 현상을 홍시적으로 분석해 가다보연 사실상 언어의 연화 이 

1) 이 융의 주요 욕객 층의 하나가 용시걱 양엉과 용시걱 양엉용 언어§ 이얘하기 위 
힌 상보적인 두 정근 양엉이지 절E 셔료 얘타척인 것이 아니랴는 것융 보여주는 

것이아 

2) Benveniste는 그의 셔서 ‘영반언어학의 애 용쩌 1"에서 라윈어 용강과 프랑스 운 
앙% ‘)R하연서 용시칙 연화 과정융 성영하잊다 그러나 그의 설영은 이러한 연 

외용 간단히 요약한 것이기애 우리는 이보다 터 상써하고 근본정잉 연회과갱융 용 

씌항 영요용 느껴셔 야해의 〈표 ，>얘서 보여주는 5깨 언어의 운장융융 만올어 서 
그 연화파정에 대한 비쿄 용석용 시도하게 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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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언어의 사용주체인 인간과 그 역사적 현설의 변화가 언저 다가 

용다 언어에서 “필연성， 당위성”이란 역사의 흐릅에 따라 엽요에 

의해 언중이 만든 것일 톨 언제든지 "1뀔 수가 었다 이 글은 프랑 

스어의 언어현상에 대한 ”고갱관념”융 버리고 새로이 그 ”존재 이 

유”용 잦는 작은 시도 중의 하나이다 

2 분석 자료와방법 

현대 프랑스어에 혼재한 체계객， 비체계객 언어 현상융 이뼈하기 

위혜서는 그 어원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되는 라틴어와의 판쩨분안 아니라， 프랑스어와 강은 로망어 

군의 대표적인 언어인 이얼리아어와 스에인어와의 판계용 "1교 분 

색하는 것이 큰 도응이 원다 따라서 〈표 1>의 예문의 분석융 롱하 

여 라틴어가 프랑스어로 견이되연서 어떠한 변화훌 겪었는가용 옴 

운， 어휘， 용사〈문장구조) 영태연화의 용시객 연구훌 용하여 어떻게 

라틴어가 로망어로 변화되었는가용 상피고 거기에 내재왜 있는 일 

반적인 규칙성융 찾아보고자 한다 

효 1. 

α G= nCTα)Ç yð.p OÕ etA.n tpxt야"，，，(ζ "" OX이n' 

O Latin Petrus enim in ludum ire non vult 

l halien Pìetro non vuole andare a scuola 

2 Espagnol Pedro 00 quiere ir a la escue1a 

3 Français Pierre (n야 veut pas a1Ier à l'é∞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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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로망어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는 모든 명사와 행 

용샤가 어미변화툴 하므로써 현대 프량스어와 현척한 차이률 갖는 

다 모든 현대 로망어에서 격연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언어의 본질이 변화되었읍을 의미한다 

<Jl 1>에서 라틴어는 모든 분석의 중싱언어가 되므로 “0"의 번 

호블 부여하고 최흥분석 대상인 프랑스어에 마지막 변호인 ‘’3"올 

부여하였다 그리고 지리적 순서에 따라 이태리어를 “ 1‘’, 스에인어 

를 “2"로 놓았는데 이것은 설계적으로 라틴어에서 어느 정도 연화 

하였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계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로아시 

대부터 오늘날까지l) 유럽의 식자충들에게 갚은 갱신척 영향을 이치 

고 있는 그리스어를 ‘'0" ’로 함으로써 〈표 1>융 분석하는데 띨요한 

창고언어의 자격올 부여하였다 

분석의 중심언어인 “0"라틴어 운장은 주어와 동사를 포항하여 7 

깨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예， 가장 기온객인 라틴어 문장의 어순 

융 따랐다4) "0'’의 문장융 분석의 최종 대상언어인 “3"프랑스어 문 

장과 비교해 보연서 분석의 방향을 설영해보자 

1) 0: Petrus enim 쁘j팩E믿 ire n으뜨1넬 
s c V(2 + 1) 

3 : Pierre 쁘쁘브L요앞꾀er 옥객띄효 

$ V(l +2) C 

($ 주어， V l 조동시" V2 온동샤， C 상황보어) 

3) 로마시대의 식자충흩응 g두가 그리스어톨 양 중 。}는 2깨 언어 사용자였다 
4) 그리스어나 각연어에서는 고정원 어승응 를 의이가 엉다 석자총흩인 급쓴이의 의 
도에 여라 연")등지 어운응 야옐 수 있는대 "0"의 얘는 가장 잉안적인 라틴어 어 

용이라고용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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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두 문장은 가장 기본척인 요소툴융 포항하는 단문이지만 응 

운연화에서부터 어휘 형태연화와 선택의 문셰， 그리고 어순의 연화 

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융 포항하연서 랴틴어에서 로망어로의 연 

화과갱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틀율 포항시키기 위해 선택원 어휘 

플로구성왼 문장이다 

2.1 주어에서의 변화 

"Petrus > Pierre"의 변화는 용시켜 응성변화가 음운제계의 변화 

를 아끌었옴융 보여주는 예이다 라틴어의 고유한 강세 규칙애 의해 

강세， 비강세 음절에서 응운틀이 연화흘 겪었다 언충의 연회>>에 기 

인한 이 옴성연화는 가장 단순하게 보이지만 라틴어에서 현대 로망 

어로 바뀌는 모든 연화의 출발쟁이 되었다 사실상 이후의 연화들은 

대부분 이 음성변화에 따른 띨연객 혹은 선택객 연화라고 봐도 과언 

이 아니다 

2.2 동시구 내에서의 연화 

"ire non vult > ne veut pas 왜e，’에서의 변화는 초금 더 복잡하 

다 읍성연화와 더불어 어휘의 선택의 문제와 조통사와 온통사 사이 

의 순서가 바뀌고 부갱어의 형태도 연화하였옴융 흘 수 있다 

2.3 상황보어 내에서의 연화 

‘’in ludum > à I ‘ école"의 변화는 문장 내에서의 어순의 변화와 

” 지 'H충이 리원어훌 쓰엔 융흩애서 재료안용으로 이뀌연서 깨트인측 악생트가 라 
언어애 영향을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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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언어 자체가 연질되는 큰 연화률 포항하고 있다 전치사의 

용엉과 관사의 풍장이 바효 그것이다 또한 “ ludum > école"의 변 

화는 음성연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휘 선택의 문쩨잉융 알 수 있다 

2.4 문장 내에서의 연화 

’‘E쁘쁘 erum 띤」쁘브띤 쁘E으므잭낀 > Pî얻re 쁘갚브u걷효쁘er 

흐l얀ole." 

가장 일반적인 라틴어 문장에서는 동새구)가 문장의 마지막에 놓 

이게 된다 그러나 프랑스어에서는 반드시 주어(부) 바로 다옹에 놓 

아재 왼마 그 훈만 아니라 문장구성요소의 기능도 라틴어의 격어미 

가 아닌 동사용 중심으로 한 전후 위치에 의혜 부여왼다 이것은 

“0"의 랴틴어에서 나온 “3"의 프랑스어가 완전히 다릉 에계의 언어 

임을말해주고 있다 

3 라틴어 격체계의 소멸과 새로운 기능의 탄생 

라틴어의 문장융 구성하는 두 체계는 영사연화dtclin히"'"와 동사 

연화∞nJug;uson이다') 라틴어가 프랑스어로 연찍한다는 것은 이 양 

혜쩨가 우너지고 새로운 세계로 진잉한다는 것용 의미한다 그런대 

하나의 언어용 지영하는 양 기풍융 무너뜨련 것응 가장 단순한 응소 

의 연화이다 

') 상세혀으로 라언어냐 그리스어외 기용쩍인 운정흩용 이 우 셰예외 엉얘온이 구용 
용와를차이가 엉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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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음소의 연화changement phonologique 

라틴어의 응성연회는 로마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복 

속 지역의 이민족들이 그들 고유의 억양으로 라틴어흥 발음히}연서부 

터 순수 라틴어는 연질되기 시작 • • 는데 라틴어 특유의 모응에서의 

장단체계와 고저억양제계가 서서히 연질되어간다 여기서는 〈표 1> 

에서 나타나는 예에 한해서 음성변화를 다루도록 한다 이 음성연화 

는 결국 응운의 연화로 응운쩨계의 변화릅 이끌게 원다 

〈표 1>의 “0"부터 “3"까지의 주어의 형태를 보자 

1) 0 P~lTUm기 > IPk!ro>2 썽fro > 3 젠".， 

1)의 연회구조는 형태상 변호순으로 변화가 더욱 진행되지만 실 

제 연회는 반드시 이렇게 직선적이 아닝을 용 수 있다 그것은 “ 3" 
의 첫 모응이 “2"에서 올 수 없는 “ 1"의 이충모응이phtongaison의 

형태흘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형다연 직선적 연화가 아난 다연적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2) OPetrum 

/ 、
1 Pie효0 2 Pe약。 

3 Pierre 

이 연화 구조는 가시적으로는 가능하나 어중에서의 변화， 즉 “ 0 

7) Perrus의 욕적격a∞=tiI은 P""'m이고 이 욕객격이 연획하여 앤재의 프링스어 

어쩌톨 이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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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rr'’융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의 

변화는 아래의 3)과 같이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태리 반도와 

이에리아 반도의 연화를 포함하는 매우 다연켜인 연화라고 용 수 

있다 

3) 0 P_띤 

/ \ 
PietrQ 

、

3 Pierre 

3.1.I 모음연화의 양상 

2 Pedro 

/ 

라틴어 고유의 고져억양규칙은 기원후부터 정차 연질되어 가는데 

톡히 옛 프랑스 지역인 골지역에서 가장 심한 연화올 겪게 된다 

4)P~tr 브 m 

V1 V2 

라틴어의 장세는 대부분 끝에서 두 번째 오읍에 놓이고 첫 언째 

모음은 부강세을 갖는다 그런떼 4)에서와 갈이 2음절 단어의 경우 

는 주강세와 부강세가 모두 첫모옹 V，에 놓아게 되어 이 V，은 필연 

쩍으로 연화를 겪게 된다 

5) e ~ e 즈 ee > lC 

u m 

5)i은 첫 단계의 연화로 강세응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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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언저 “e"가 길어지연셔 두 번째 변확인 5)ü의 이중모응이 핀 

다 그라고 이 두 깨의 같은 모음 사이에 5)iii의 이화작용dilf" 

enaanon이 일어나게 왼다 

이 이화작용은 갯 모응의 상윈e • ;)과 두 번째 모응의 하갱e 

• 이으로 이루어지는예 모음 사이의 간격융 더 벌려서 연별성을 확 

보하고자 tl-는 자연스런 연화이마 

그런데 〈표 1>에서 보연 5)의 연화가 “ 1"과 “3"의 지역에서만 

진행되고 “2"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연화가 진행되지 않았음올 용 

수 있다8) 

두 번째 모응이자 마지악 모음인 V, “u"는 랴틴어 격어미에 속하 
는 장은 모음 “lí."이어서 모든 지역에서 예외 없이 모응 “。”로 연 

한다 

이 U 으。> • 

U 

6)의 정우에는 이태리 반도와 이에리아 반도에서는 6)i의 연획에 

서 끝났지안 골 지역에서는 6)ii까지 변화하여 응가용 잃어버리게 

된다 

3. 1.2 자읍변화의 양상 

모음변화에 수반하여 띨연적으로 자용도 연화툴 겪께 된다 

1) ~e L.! um 

C, C, C, 
'1 스애인어는 다은 효앙어보다 이충오읍파가 많이 진혀원 언어이대ex: sφ$1e1t， 

mon : muerte). 그런예 왜 이 어껴에서는 이충오용파가 진앵이 안웠는지는 또 다 

를 언어외객인 연구영역애 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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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음 C，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화블 겪지 않는데 첫 자 

응은 항상 어휘의 신분융 유지하는 보루가 원다 

연화의 순서상으로 어말응 C，는 격어이의 말음으로 가장 먼저 고 

전라틴어 시정부터 응가훌 잃는다 

8)- m #> ø # 

두 언째 자옴군 C，는 “방해옹 + 유음’얘)의 결합으로 하나의 지응 
쳐렴 주연 모음의 영향융 받는다 측 C，는 모음 사이에 위치하여 

양 오응의 영향으로 유성응화sononsatJ.on를 겪는다 

9) -VtrV - > - v 약 v- > -V rr. V-

11 

그런데 9)의 변화는 “「의 언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2"에서 

는 9)i만 진행되고 “3"에서 9)의 연화가 다 이루어짐올 불 수 었다 

즉 이 과정은 지역에 따라 가장 많은 연차율 보여주고 있고 프항스 

어의 정우 가장 심한 변화를 겪어서 원형융 알아보기가 힘들 갱도이 

다 즉， 

10) Petrum :> Pierre 

1 )의 과정과 달리 10)쳐럽 "0"과 “3"의 형태툴 직정 비교해 보면 

프랑스어가 얼마나 라틴어에서 많이 연화한 언어인지를 할 수 있다 

잉 “ r + r"의 "1옹군온 지얘용운혼으혹 영영하연 강X용인 앙얘응 "1"가 양상 약자용 

인 유용 ‘「 융 지애하므로 하나의 자용과 강이 앵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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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치사의 확장과 판사의 퉁장 

응생의 연화는 음운의 연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상위 단위인 

형태소의 연화를 이끌어서 라틴어의 문장의 근간율 이루는 칙체계 

용 용괴시키게 된다 l이 

3.2.1 전치사의 확장 

라틴어의 모든 영사들은 헤기 b"" +격어미 désinence"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응운에계의 연화가 시작되연서 격어미의 

형태소가 정정 알아보기 힘툴게 되어 의미전달체계의 연열성올 상 

실해간다 

굴절어 ''''"'κ flexionnelle인 라틴어의 갱연한 6격 제계을 지탱하는 

기풍은 바로 격어미들이었다 이 척어미들이 문장에서 영사 어휘의 

기능올 부여하는 역할을 당당하고 있었는데 이 어미들의 형태가 소 

멸되고 연질되연서 라틴어는 의띠 전달제계에 문제정을 안게 되었다 

한 언어에서 의미 전달체계에 문계갱이 생긴다는 것은 그 언어가 

계속 사용되는 한 문제정올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용 고안하게 왼다 

는것옹의미한다 

라틴어 사용자들은 옴성연화로 인해 격형태소가 변질되어 기능율 

잃어가자 이러한 격체계홉 대신합 수 있는 새로운 용엄융 고안하게 

되었는데 그 것이 바로 판사의 동장과 전치λK“de"와 “à")의 용엉의 

확장이었다 

1이 라틴 격세예의 용괴파갱응 용시언어학 셔혀에서는 요두 아양고 있으"" 여기서 

는 생양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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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랴틴 6격 체계와 대용하는 관샤와 전치사 

1 ‘ 명쩍nominatif • 판샤훌수반 

U. 속격génîtif • de로 대혜 

"' 여칙"'tif • a로 대쩨 

π 대격""야atif • 프랑스어 영사의 어원 

V ‘ 활쩍ablaôf -• de, 행r， avec 풍요로 대쳐1 

(호격=" 용성연화 이전 시기부터 1연회용 제외한 나머지 연화융응 

n~띠와 용일한 형태융 갖고 있어 사실상 nominatif에 통합펑 ) 

〈표 2>는 라틴어에서 고대 프랑스어의 형태로 넘어올 때 영칙과 

대격의 두 형태안이 존재한다는 것융 의미한다 11) 

i 명칙과 IY 대척은 판사의 둥장과 주어， 통사， 목적어의 어순에 

판한 문제여서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하다 

U의 속칙은 개ber Pa띠! > (1e) livre 한 Paul"에서쳐렁 속척어미 

“j"의 역항올 전치사 ‘'de"7r 대신하게 된다 

피의 여칙은 문장에서 간접목적보어의 역항융 'H= 것인데 다음 
의 우 문장율 비교하연서 설명하기로 하자 

11 ) L : P뼈아 libr∞ 찍으진빽 dedit 

F: Pa띠 φnna des livres ~프뜨파 

11)의 우 문장은 라틴어를 프랑스어로 옳긴 것인데 사실상 〈표 

2>의 l과 'Y의 문제도 포함'}는 기본적인 문장이라고 합 수 있다 

“SUQ fiI띤 > 용 son fils"의 연화는 라틴어의 여격어미 “0"가 할란 

하연서 다른 격형태들과의 변별성을 상실하자 장소의 전치사인 ’‘à" 

11 ) 주 37) 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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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정옥객보어를 표시하게 핑을 냐타내는데， 이것은 즉 전치사 

“à"가 문장 구성요소의 기능융 부여하는 기농어로 척상되연서 그 

용벙용 확장하게 됩융 의미한다 

v의 탕격은 "de"흉 포항하여 아래 문장의 일출 친 예에서 보듯이 

상황보어흘 수반하는 여러 전치사틀로 표현될 수 있다 

e서 i. Redeo ß잉띠~.> Jere꺼ens de Rorr쁘 

ü. Dux 핀bus me띤쁘쁘 urbem cepit 

> Le chef a αis la vi1le 낀l흐으뜨 mo~ 

m 건엎박핀ε1띤얼， Romani milites lacti sunt 

> Amès la défaite des ennemi~， les soldats romains 

sont heureux 

3.2.2 판사12)의 풍장 

라틴어얘는 그리스어와는 달리 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 1>에서 “U’의 “ in ludum"과 11)의 “libros"는 라틴어에 정 

관시든 부갱판사든 판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융 나타내기 위한 
예들이다 

반연애 “0’”의 그리스어는 판사의 언어라고 알힐 수 있올 갱도로 

판사의 용영아 중요한 언어이다 〈표 1>의 “ clç -rnv ox.oMv"은 

“ vers I’6∞ le"로 옮길 수 있는데 여기서 꺼n.v"은 바로 옥척칙 갱판 

사이다 

격변화어인 라틴어에서 영사의 역합이란 풍사와 더율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예 동사의 경우는 인칭별 황 

용이 불완전하게나마 남아 있는 반연13)에 영사는 완전히 그 변화툴 

12) 여기서의 완샤는 갱판사융 가료킨다 정핑샤의 깨닝이 갱영원 후얘 우정원사냐 
부용판A냥 자연스엄찌 도잉원다 

13) 이얘리어 스에인어의 정우 용A얘용연회운 프랑스어요다 필씬 더 연영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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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께 되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자 영샤가 명사입올 표현할 방 

엉으로 퉁장하는 것이 바로 관사이다 

로망어의 판사는 라틴어의 지시대영사 “띠e， ilIa (피u이”의 형태 

에서 치용한 것이다 이 형태로부터 관사흘 만들어서 영사 앙에 놓 

으므로 해서 판사가 용은 어휘가 영사잉융 나타내게 되었다 

랴틴어에 존재하지 않았던 판사의 개념융 어떻게 고대 프랑스어 

이전 화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도입할 수 있었옳까? 

그러나 이 문쩨는 의외로 간단히 추쟁을 합 수 있겠다 기원천 6 

-7세기 호아운영의 역샤가 시작되면서부터 라틴어 식자충들은 그 

리스문화를 통정하고 그리스어를 배우고 그틀의 문학과 철학， 역샤 

퉁 학문적인 모든 것올 배웠다 이러한 전용은 충세 유럽융 거쳐 오 

늘날까지도 서양 지식인틀에게 냥아 있는 판융이어서 그리스청학과 

문학 둥이 유럽에 다시 동장하게 되는 것이 르네상스가 되고 18세 

기 이후 과학적 발견에는 그리스학영을 율이는 젓이 관슐이 되었다 

중세의 모든 식자를이 라단어와 그리스어틀 사용할 수 있었던 정 

올 강안하연 라틴어 척의 소멸로 영사의 위치가 흔들혈 때， 중세의 

식자들이 〈요 1>에서처럼 판사가 발달한 그리스어에서 그 개념올 

빌려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4 어휘의 선택과 변화 

〈표 1>의 에용 보연 주어에서는 울흔 음성연화가 초점이 되지만 

통사구와 상짱보어에서는 옹생연화에 따른 척의 소멸에 의한 어순 

의 연확와 언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휘가 사용핑을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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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동샤구 내에서의 변화 

‘η”에서 “3"까지의 언어들이 보여주는 동사의 형태을 보연 이 언 

어틀이 응성변화와 더불어 어휘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연차흘 가지 

고 있응용확인할수 있다 

.11. 3. 

1" 

" 
야p 

fr 

ire non v1띠l 

nQn vuole andarc 

no 9!li런갇 k 

ne veut 어， "'" 

4. 1.1 부갱엉의 어휘 연차 

〈표 3>에서 각 언어의 주동시을 비교혜 보자 

12) 0 L : ire , 1 1 : andare 

2 E:ir , 3 F : aller 

이 형태는 초풍사가 있으므로 모두 부정엉 통사원형으로 되어 있 

다 그런데 갇은 라틴어에서 냐온 언어지만 스페인어만이 라틴어의 

형태흘간직하고 있다 

라틴어에는 광범위한 의미의 “가다”의 뭇융 가진 어휘가 3개 있 

었다 “ vadere, ire, ambulare"인데 이들은 울론 “가다”의 의미를 갖 

지안 의이상의 위앙스 차이는 당연히 가지고 있었다 14) 그런데 라틴 

어가 점검 변질되어 가연서 이흘의 의이상의 차이도 회석되어갈 수 

14) “vadc:n:"와 ‘' Ù""는 오우 “가다 전진하다’ 의 의이용 가지고 있으나 γ의 사용인 

도수가 생씬 크아 ambulaπ ‘는 “걷'1， 산에하다‘ 여행하다’ 의 의이호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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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어서 지역별 선택의 연차용 보이게 왼다 

앵태상 단순한 승서로 성영하기로 하자 

4.1.1 .1 “ 2" ir 

라틴어의 일반적인 “가다”의 의이로 주로 쓰이는 흥사는 주 14) 

애서 양한 것쳐렁 “~"인데 이것은 “ i + re"의 형태이다 측 “가다” 

의 의미를 갖는 어휘소는 “i"l5)이고 ‘’ π”는 동사의 부갱엉어이이 

다 이 앵태가 스애인어에서안 “가다”의미의 부갱법으로 존재하는데 

스예언어 륙유의 앙융생꽉 'pocope 현상으로 “ire"애서 어미 냐”가 

당락하여 “ ir" 형태로 냥게 왼다 

4. 1.1.2 “ 1" andare 

이태리어에서는 상황이 이보다 더 복잡한대 랴원어 “ire"가 “동시 

에 을”의 의이융 갖는 “ambi."와 복합어블 이투어 지금의 앵태인 

“andare"가 원다 

13) ambi + ire > ambitare > ... > andare 

13)에서 "ambi + ire →ambire"의 앵태가 인중라틴어 엄태인 ”잉n 

bitare"16)가 되는데 영태소 정계얘서 오음충올융 악기 위해 음소 

“，"을 삽입하는 것은 현대프랑스어애서도 종재하는 자연스려운 현 

상이대aime+ilη 그 후 약세음절인 ‘ 'bi"기 혈락하고ln 인정하재 

되는 “-mt-"가 조용정 자용동화현상에 의혜 ’‘ n(."가 왼 후 유성음 

\S) 인도유엉어 예용의 그리스어와 신스크리트어애서 도 “기다n의 의이소기 ‘ i "가 핑다 

16) 고션각틴어 “이π“가 잉충라엄어에서 구어앵"'"“nO마 "donarc‘기 되는 것과 
갇이 

17) 라앤어 l긍흥사 ‘ ="는 언제나 g에서 우 언찌 오용인 “."에 강세가 놓이므로 
""'~， 전강세 오용율 요앙하는 약융정이 더욕 약01외어 앙약하게 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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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oJ에 놓인 우성음 “t"가 유생음 "d"가 되므로 "andare"의 형태가 

만틀어진다 

4. 1.1.3 “3"띠1"， 

프랑스어의 “외1"'" 는 라틴어 “잉nb띠are"의 민충어 형태인 “외

lare'’에서 나온 것이다 

14) am힌피!fe > am1are > 외Jare > 허1"， 

14)에서 "amb비are"의 강세모응은 끝에서 두 번째 모응인 γ에 

놓아고 약세옹절인 “ .Þu-"는 달락하게 된다 그 후 인정 adjacent하게 

원 두 자옹 “찌 ”은 초응갱퉁회흘 겪게 되어 ".11."의 쌍자옹화gém 

iné 행태가 된다 

그리고 라원어 l군풍사어미 “-are"는 프랑스어에서 “-er"의 형태 

로 변하므료 “외lare"는 프항스어의 “a1ler"가 된다 

4. l.l .4. "가다”의 의미흘 갖는 라틴어 3개의 동샤 “ ire, ambu 

lare, v때ere" 중애서 스예인어는 "ire"의 형태용 거의 그대로 간칙 

하고 。l태리어는 “ire"의 복양1 “anDi +ire"의 형태에서 나온 “뼈are" 

용 &므로 해서 이 두 언어는 "ire"에서 “가다’의 흉사원행융 쓰는 

데 비혜 프랑스어는 “ambu1are‘’의 형 태에서 나온 “a1ler"블 쓴다 

그러나 4. 1.2애서 다루게 될 이 형태들의 활용형은 전혀 다른 모습 

융 보이는데 이 3개 라틴어의 형태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왜 이러한 선택의 차이가 냐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쩨외하고 다만 이러한 어휘 선랙에 

있어서의 연자는 언어가 흘리되는 시정에서 이주 자연스러운 현상 

이라고 항 수 있겠다 이들이 하나의 제국에 연입되어 있율 때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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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어， 스에인어，l8) 이태리어가 각각의 지방망언이히gπeol 되겠지 

만 하냐의 국가로 독립함으로 해서 각 국가의 표준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있었다 

4. 1.2 활용혐의 어휘 연차 

프랑스어의 동사 중에서 일반척으로 불규칙하게 변하는 풍사군이 

3군 통사이고 그 충에서도 가장 율규칙하게 연하는 동사19)가 “ êne" 

와 “aller"인데 이 둘 중에서도 “aller"가 더욱 여상할 수 없는 불규 

칙성율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이태 

리어와 스페인어에서도 나타난다 〈표 1>의 예에서 “aller'’를 포항 

하는 동사구툴 선택한 이유는 아래에셔 성명항 상황보어 내에서의 

어휘 선택과 더풀어 “al1er" 동사의 활용의 불규칙성올 비교 분석하 

고자한것이다 

4.1.2.1 “3" 외1" 

프랑스어 “aller"의 직설벙 현재형과 띠래행20)에서는 부정엉에서 

용 수 없는 전혀 다른 형태소 “v-"와 “u-”의 충현으로 당혹감융 던 

져준다 

15) je vaÎ5 

tu vas 

il va 

nous aDons 

11 j ’ uai 

tu uas 

il h깅 

nous IIOns 

181 야르생로냐용 주오호 하는 스예인 북￥ 지역의 카양포니아어가 국가어흐 외지 
옷한것파 깅다 

19) 여기서 “용유객”의 깨녕온 앙용영의 영태가 그 융사의 부정엉 앵태애서 전허 유 

추양 수 없는 것융 나타앤다 
2이 ￡건엉은 이 이혜영융 그대로 지용한 것잉으로 논의애서 제외한다 



vm잉 외1.， 

i1s v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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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QUS nez 

ils iront 

15)i, Ü의 앙용형에서 형태소 ‘V ’'21)와 “ι”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물응애 대해 사실상 공시적으로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부갱엉 

“어ler'’의 형태에서는 어떠한 방엉으로도 “v-"와 ”α ”의 존재를 설 

명할 수 없기 때운에 연중틀이 사용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연 되기 때 

문이다 

언어현상옳 다올 때 “ ici, maintenant"의 사용 양태플 중시하는 

공시적 입장과 형태와 용법의 “pourquoi"흘 중시하는 통시적인 입 

장은 항상 상보적인 관계를 이룬다 그러므로 15)의 혐태흘 룡 때 

흥시적인 판점에서는 부정법에서 볼 수 없는 이 형태등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블 당연히 툴올 수밖에 없다 

이제 라틴어 3개 동사의 직성법 현재형 변화을 살며보자 

16) i. ire ii. ambUI없e iii. vadere 

e。 amb띠。 vad。

i ambulas va이s 

‘t ambulat va띠I 

unus ambulamus vadimus 

lstis ambulatis vaditis 

eunt ambulant vadunt 

1 5)와 16)의 언어에서 형태블 제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1 5)에서 

는 주어인칭대영샤가 사용되었으나 16)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1) "v 는 하나의 윤소이지안 여기서는 어가의 엉얘소 역앙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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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화 언어인 라틴어와 격이 없는 프랑스어에서 동사합용의 가 

장 큰 차이가 바로 주어인칭대영사의 문제이다 천자는 흑별히 주애 

를 캉조하는 정우가 아니고는 일반적인 정우에 주어인칭대명써} 

문장에 쓰이지 않는다 반연에 후자는 주어인청대영사흘 쓰지 않고 

서는 문장이 형성이 안 될 갱도로 통사연화가 마모되어서 활용에안 

전격으로 의지할 수가 없어 반드시 주어인칭대영사훌 샤용하는 언 

어로 변화되었다 22) 

l이의 라틴어 3개 통사의 형태흘 살여보연 프항스어의 “aller'’의 

기원은 16J니의 랴틴어 “amb띠are"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얄 수 있다 

l이i “때er"의 황용형과 l이 3개 통사의 활용형태블 직정 비교해 

보연 16)i의 연화형에서 형태소 “v-"는 16)의 “vadere"의 변화형태 

에서 나온 것임을 얄 수 있다 그런데 1, 2인챙 복수 “ nous, vous" 

에서는 이 읍소를 사용하지 않고 부쟁엉 “꾀are"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모든 프항스어 불규칙 동사의 활용형태에서 항상 “ nous, vous"의 

형태가 다른 활용형태와는 달리 같은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은 물흔 

라틴어의 강세규칙에 기인한다 

l이의 라틴어 휠용에서 나타나듯 1 ，2인칭 복수 황용어미는 그 자 

체에 모음올 포함(-m핑， -t;s)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칭툴과는 항 

상 악센트의 위치가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 23) 따라서 이 두 형태 

는 “être"를 쩨외하고는 거의 모든 동사에서 기어의 형태가 같게 나 

타난다 

그러나 라틴어 악샌트의 규칙이 15)i의 활용 형태를 다 셜영하지 

22) 이태리어와 스에인어의 정우는 프랑스어와 또 다르므로 아래에서 설명하아 한다 
23) 1 인갱 연수의 정우 “깅’는 기어의 오응과 @한 것이어셔 (ambulao > a.mbulo), 

“"""띠~‘ ambulaâs ‘외 g라 악샌E가 “，"얘 오지 앙고 다혼 인갱응과 강이 
그 앙의 오용으호 이풍하게 완다 “ambulo"의 정우 “，"가 g용 모옹이으로 악 
샌E가 다시 앙으로 이용하여 갯오용 “，"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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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뭇한다 다른 인쟁에서 “aller"가 아닌 “vadere"의 앵태용 차용한 

것은 순전히 언충툴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언중들이 

왜 이러한 혐태융 선핵했나하는 융옴에 대한 당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다안 아래에서 상여보겠지안 “ ire" 앵태용 부갱엉으로 

쓰는 이태리어와 스애인어에서도 직설엉 현재 앙용에 “vadere"의 

형태가 툴어가는 것융 보연 이러한 현상이 골 지역에서안 일어난 것 

이 아니라 이태리 반도흘 포항한 로마제국의 팡엉한 지역에서 일어 

난 공용왼 현상이라고 말항 수 있겠다 

15)ii의 직성엉 미래형 어71 “ι”는 16)의 “ire"풍사애서 온 것임 

을 알 수 있다 울흔 왜 “ambu1are" 에서 나옹 ‘’a1ler'’의 직성엉 미 

래형 어기용 “ ire" 통사에서 차용하여 쓰게 되었는지에 대혜서도 알 

려진 바 없지얀 이것은 아래애서 상여융 지역적인 영향과 그 형태의 

단순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융 혜올 수 있겠다 

4.1.2.2 “2" π 

라틴어의 "ire"앵옵 부갱엉으로 사용tf는 스애인어의 청우에도 직 

성법 현재앵 17);애서는 “vadere"의 앵태흘 사용힘융 용 수 있다 

그러냐 l끼u의 직설엉 이래앵은 “ire"의 형태훌 그대로 쓴다 

1끼 (yo) voy ii . (y이 ué 

(tu) vas (tu) uas 

(él,ella,ello) va (하，앙la ，ello) .. 
(us야d) (usted) 

(nostos,as) vam‘" (nosros,as) .... mos 

(vostros,as) vais (vostros,as) iréis 

(ell∞，cllas) van (ellos,ellas) uan 
(ust떠es) (uste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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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에서 인갱애 팔호용 친 것은 스때인어는 프랑스어에 비얘 상 

대객으로 주어인갱대영사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님융 나타 

낸다 즉 이태리어나 스애인어는 각 인칭별 활용연화 형태가 엉칙 "1 

구별되므로 단수냐 3인칭 욕수에서 발음-"J 구옐이 잘 안 되는 프랑 

스어쳐령 콕 주어인칭대영사가 옐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3인갱의 

경우는 여성과 납성 그리고 종칭융 구명하기 위째 주어인칭대명사 

가 쓰이지만 콕 의무척인 것도 아니다 

1 7)i의 스때얀어 칙성엉 현재앵 연화올 보연 션인갱에서 라틴어 

“vadere"의 활용형용 차용했응μ)융 알 수 있다 이것은 1, 2인갱 복 

수에서는 부정엄의 형태훌 간직한 프랑스어， 이태리어25'와는 다른 

선택의 자이용보여준다 

그리고 l끼11애서 칙설법 미래행은 부갱엉 형태인 " ir."앵융 그대 

료 사용한다 결국 프랑스어 직셜엄 마래의 어기와 강게 원다 

4.1.2.3. " ' " andare 
아지막으로 이태리어의 칙성엉 현재형과 미래앵융 상여보자 

18) (io) vad。 ii. (io) anch。

(tu) Val (tu) amhai 

(Iui,lei) va (lui,lei) andr.! 

α..ei) (Lei) 

(noi) a뼈iamo (noi) andremo 

(voi) andate (voi) a며rele 

(loro) vann。 (Ioro) andJann。

Qρr이 (Lm이 

24) 스혜언어옐서는 첩 .. 뱅 현책행에"1" “~d=’·의 *용융 쓰쓰'1딴 여기셔논 논와에 

셔 제외한다 

25) 4‘ 1.2.1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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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틴어 “ire"의 복합I파생앵인 이태라어 “andaπ”의 직셜법 현재 

앵 1 8)i의 왕용운 1 5)i의 프랑스어 직성법 현재혐과 그 구조가 장응 

융 붙 수 있다 즉 랴원어 “va야re"의 활용형태용 차용하고 프랑스 

어에서와 강이 1, 2인갱 욕수에서는 원래의 부정법 “andare"의 형 
태용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18)ü애서와 같이 칙성법 미혜영은 

부갱엉 “anda.re"용 그대로 어기로 하고 있다 

4. 1.2.4 현대 로땅어에서 직셜엉 현재형은 모든 흉사황용형 충 

에서도 가장 그 동샤용 대표하는 행태라고 말항 수 있다 그래서 로 

망어 동사률의 직셜엉 현재앵은 부갱엉의 형태흘 그대로 따르는 것 

이 일반적이다 용시객으로 칙껄엉 현재형에서 과거 라틴어의 악센 

트 규칙의 영향으로 활용형에서 인청애 따랴 달라지는 정우 유추애 

의해 형태를 동일화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26> 그런데 유혹 이 “가다” 

의 의미용 갖는 풍사 “ aller. ir, andaπ”는 션혀 다른 형태용 그대로 
보존하고있다 

3개 로앙어의 직성엉 현재혐융 상여보연 모두 부정엉과는 다른 

형태용 유지하연서도 프랑스어와 이태리어는 1, 2인칭 북수에서 부 
갱영과 강은 형태흘 갖고 스애인어는 모든 인칭에서 부정법과는 다 

른 하나의 형태를 유지한다 

반면 직셜엉 미래행융 비"혜 보연 스에인어와 이태리어에서는 

부정엉애서 그대로 미래앵 형태소용 이끌어 내는데 프랑스어애서는 

전혀 다른 앵태용 차용하여 사용한다 아것은 앞의 두 언어는 우갱 

업에서 미래형태흘 이블어내는 로망어의 규칙융 그대로 '*릉 반연 

프랑스어는 이 규칙융 따르지 않고 좀 더 간단한 스때인어 형태융 

자용한 것으로 용 수 있겠다 

26) "aimer"의 고대프앙스어의 씩성냉 1, 2인갱 혹수 영혜는 “n。띠 amons, vo여 
~"입는예 후에 다온 잉칭악의 자이료 유추에 의에 "OOWi aimons'“ ‘ m띠 
o>nn"호 B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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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흔쩍으로 라틴어의 3개 동사 중에서 이태리어와 스패인어는 

“amb띠are"의 앵태용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유일하게 이 앵태 

를 부갱엉으로 하는 프랑스어는 3깨 동사의 형태가 하나의 동사 훨 

용형에 모두 들어가서 가장 욕장한 형태융 갖게 된다 

라틴어 3개 동사 중애서 “가다”의 의미로 많이 쓰인 동시는 “ ire" 

와 "vadere"였고 이것은 지리척으로나 역사척으로 로마의 영향융 

7냉 많이 받은 이태리와 스때인 지역에셔는 이 두 동사만올 사용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반연 상대척으로 언 올 지역에서는 “ ambulare" 

형태가 많이 깅스였다고 율 수 있는데， 이러한 어휘의 사용에 있어서 

의 연차는 언충의 사회적 신운이나 시대척 상황의 륙수성에 따른 선 

택에 의해 달라진다고 용 수 있다 아래에서 훈석항 어휘등의 경우 

가여기에 뼈당힌다 

4. 1.3 조흉사의 어휘 연차 

〈표 3>융 다시 보연 3개 언어의 주동사와 조용사의 어순이 라윈 

어와는 반대의 위치에 있으며 어휘의 형태나 선택에 있어서의 연차 

가크다는 것융알수있다 

표 Y. 

\" 

" 
"'. fr 

.. 
non vl.ω\， 

nog브"，. 

ne veut pas 

non vult 

... 잉f 

k 

""" 
〈표 3'>에서 라틴어는 연회융 하는 조동사가 부갱엉 형태의 주동 

사 뒤애 놓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순이 된다 측 주풍사가 조동사 

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라틴어의 일반격인 어순이다 그러나 라틴어 



프랑스어의 흉사쩍 앤희양상연구 '" 

의 후예인 로땅어에서는 어떠한 정우에도 우정엉 형태의 주통사가 

조용사 앞에 놓일 수가 없다 

조동사와 부정사의 형태도 3개 언어에서 각기 달라점을 확인 할 

수있다 

언저 라틴어의 부정샤는 "non, ne"2끼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인 흉사의 부갱이나 대당할 때의 부갱은 “non"올 쓰고 “ne" 

는 문장 전체의 부정사로 쓰여서 부정접속사의 기능올 수행한다 

그리고 조동사 기능올 하는 라틴어 “vult"의 부갱법은 “velle"이 

나 이 형태는 이미 속어랴틴어에서 일인갱 단수 연화 “volo"의 형태 

에 동사어띠를 붙여서 “volere"의 형태로 쓰이게 왼다 28) 

19) vωt > ... > U voleπ 

volo volo 

V1S voles 

vult volet 

volumus volemus 

voluris voletis 

volum volent 

19)i의 고전라틴어에서 볼규칙한 형태를 갖고 있던 “velle"가 U의 

속어랴틴어 시기에 오연서 "volere"라는 랴틴어의 기본 풍샤형태블 

갖게 되는데 이는 체계에 홍일성을 부여하고자 ~I-는 언어의 자연스 

러운 흐릉이라고 할 수 있겠다 

27) 인도유업어의 푸정사는 “ne，"의 앵혜인네 리틴어에서 “양가'-1"의 의미호는 “ in." 
의 영태혹 외고 g훈척인 쭈갱옹 “ne."의 영대용 갖는다 “000“의 영태는 "ne + 
unum"의 영태가 용어은 것으로 “단 하냐도 아닌‘의 "~‘의 장죠엉이다 

28) 주 36)의 "posse" 연화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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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3. 1 “ 1" DOD vuole 

이태리어는 라틴어의 부갱사 "noo"의 형태를 그대토 간직하고 있 

다 그러나 이 “000"은 운장 내에서 동사의 부갱융 위해서 쓰이고 

대당할 때의 부정은 "no"29)의 형 태J<))가 된다 

조동사 “vult"의 경우 이태리어 부갱법은 속어 라틴어 형태인 

“v이ere"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나 흥i용형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20) voJere 

(io) vogli。 (noi) v。웰am。 

(IU) VU01 (voi) yolete 

(1ui,lei) vuole (Ioro) voglion。

20)의 이태리어 ’‘volere"의 황용은 속어 라틴어 형태에서 이태리 

동시훨용의 체계효 연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 로망어에서는 인칭에 대해 훨용을 하는 조통사가 반드 

사 부갱엉보다 양에 놓인다는 샤실은 인청 주어의 퉁장과 맞을혀서 

고정된 어순으로 정착하였다 

4. 1.3.2 “2" 00 quiere 

스에인어에서는 주 29)에서처럼 “000"에서 에모응이 떨어져 나간 

형태 "no"를 오든 경우， 즉 부정문과 부정의 대당-3 1)에 사용한다 

그런데 라틴어“volere (< velle)"는 스메인어에서는 전혀 다른 어 

휘인 “querer"로 대체왼다 이 “querer"는 라틴어 “quaerere"의 스 

29) “no"는 "00’‘에서 이모옹이 당강원 영태이며 이이 고전 라연어 시껑쭈터 어양 

tl1 .2..응이 yl<!외는 앵상이 있었는예 “cum" 이 “00"로 야뀌는 것도 이 연상의 하 

나이다 

30) “Ha fami밍.ia? No, sono cclibe." 
31) ",tú no vas a ∞mφrar? No, ah。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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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인어 형태인데 의미는 “찾다， 앙아보다， 바라다”이다 용롱 이 어 

휘도 라틴어 사전에셔의 빈도수가 농긴 하나 조통사로까지 쓰이는 

어휘는 아니었다 그러나 “ nan vult • no quiere"로 언역한다는 것 

은 스에인 지역에서 이 어휘가 라틴어 어휘 “volere"용 대에합 갱도 

로 인도수가 높아서 결국 “volere"용 대체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 

융 의미한다 32) 

4. 1.3.3 “ 3" ne veul pas 

프랑스어의 부쟁사는 “ non, ne" 2가지 형태로33) 강세위치에서는 

라틴어 “non"의 형태용 그대로 쓰고"') 약세위치에서는 라틴어 부정 

엄속사 “nec"에서 나옹 ’‘ ne"형태가 동사톨 부갱히는 역항융 당당하 

다가 고대 프랑스어에서부터 부정융 강조하기 위혜 ‘’아주 소량’융 

의미하는 “P잉 mie， goutte, point" 둥의 보조어가 동사 직후애 용 

기 시작해서 이틀이 띨수요소로 척상되었다 그 중애서 “nue， 8ωtte" 

는 사라지고 “pas"는 그 쓰입새가 정정 커져서 현대 구어프랑스어 

에서는 웬래의 부청사인 “ne"훌 할락시키고 유힐한 부갱사로 자리 

장게 되었다 35) 

프랑스어 “vouloir'’는 이태리어와 마찬가지로 라원어 “volere"에 

서 그대로 음성연화융 거쳐 。1입왼 어휘이다 그러냐 프랑스어는 프 

32) 으영스어에서 유샤한 예는 라앤어 ”‘sctndere~7~ 엔도수가 앙용 "montare"에 의 
얘 예셰외어 션자는 엉어져고 후자에셔 옹 ‘ -~끼안 냥는다 그러나 스예인어 

와 이얘리어에서는 여진'1 ‘""""", "'"찌="의 명예호 중요한 어씨호 냥아 
았고 1’-"，"는 ”타다”의 외이톨 강는다 그영예 사라져는 어찌률이 예￥용 야 

생어톨 냥끼는예 프랑스어에셔도 ‘"'"찌="는 샤라정으나 """"，이nt ， asccn 
‘'"'“ 흥의 여생어는 종쩌언이 스에인어에서도 라연어 ‘volert"는 “q.= ’에 
의얘 예세의었으나 "volunlad 용 "volere“ 셰영 어휘흩이 혼재힌다 

33) 여기서 논의3~3개 쿄앙어 용흥으효 우갱깅두사 “a."의 정우는 그리스어얘서 
사용뼈용어휘용이다 

") “ Noo‘ jc oe sais pas" 
35) "Non, j c: saîs 야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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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어의 음운규칙융 따르기 때문에 그 활용 형태는 이태리어외는 

판이하재 다르다 

이 글의 분석의 주 대상은 프랑스어이므로 프량스어 어여 “vouloir" 

는 19)의 예에서 덧용여서 고전라틴어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 연 

화의 추이를 살며보기로 한다 

21) i Iat.cl. ii Iat. vu1 iiì anc. fr. iv fr. mod. 

Inf veUe voleπ voleirl voloir YO띠。;， 

ls yol。 vole。 vueil, veuiI Je Y히u 

va<‘ voeil, voeJ, voi1 

2, '"' voles veos tu veux 

3, vult volet vuelt, veut, volt i1 veut 

Ip volumus volemus volons nous VOUIOnS 

2p yolutis voletis volez VQllS voulez 

3p volunt volent vuelent, v히파ent ils veulent 

voelent 

2 1 )은 La띠y( 1995)의 예에서 고전라틴어 부운안 청가한 것이다 

울흔 La띠y는 각종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그의 흉사적 통 

사변화표에 옮겨 놓은 것이다 

언저 가장 일반적인 이 자료만 가지고 분석융 해보자 

21 ) i > ü의 연화는 19)에서 설영한 그대로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덧울이연 고전라틴어에서 불규칙한 형태를 갖고 있던 통사들이 속 

어랴틴어 시기에 듬어오연서 대부분 규칙흥사를의 모행에 따라 규 

칙동사들의 형태로 바뀌게 왼다 36' 

3이 이러한 장규칙 동A많온 거의 견우 사용인도수frtquence가 가장 농온 충요 흥사 

등이다 E앙스어에서 가장 용요얻 어휘 웅의 하나인 “pouvoir"도 이러한 모앵 

층의 하나이다 “pouvoir" 의 고천악단어 원명은 “"""''' 엄태효 직성엉 현재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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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i > ili의 연화는 속어라틴어에서 고대프랑스어로 바뀌는 시 

기로 당시의 문화작풍이 &여진 지방방언 di혀<C(，애 따라 다양한 이 

형태 allomorphe가 존재한다 

그런데 21)iü의 고대프랑스어의 단수 2, 3인칭에서 어지의 응소 
‘ ' 1 "이 사라진 현대프랑스어의 혐태가 나타남용 융 수 있다 

그 후 현대프랑스어 “volJ!oir"의 앙용행에서 복수 인칭에서와는 

달리 단수변화에서는 어기의 응소 “)"이 완전히 자위툴 감혼다 

20)의 이태리어와도 "1교할 때 이태리어는 단수 ) , 3인칭에서는 

에서는 부갱엉에서는 없는 융소 "1"가 냐옹다 

eJ[ 1) possum, potes, potesl, α>SIWDIIS， pokSliS, possont 

이려안 연화영응 송어라원어 사용자융얘재 “아주 어엉개1 느껴져서 악원어 쩌2 

양용연화용 당은 위의 2인갱 연수연화인 “ ‘ ” ‘s ‘ 영태용 기훈으호 앙용앵용 재 
구성한다 이 예 제Z 연화의 대g 어휘는 "monerc 또는 h.!<re’'0)다 

ex2)monere : m o n es '" X pOles -- x = ‘.pOlere 

이형재 유추적으호 재구성안 ‘*potl! re‘애 의얘 직성엉 현재양용영이 규칙외한 
다 쪽 ，.연성융 부여하여 영안갱 세셰에 연잉시키는 것이다 

ex J) (possum >) possyι ’‘es, pott:t, po‘~，-∞ α_. 
~ l과 3애서 l인갱 단수에서안 원엄에서 연안 것이고 나어지 인갱융응 R두 규 
칙화되어 있다 

그리l 이 "ü으흐부터 고대프랑스어의 영태가 나온여 

e" 4) 
(pouvez), poee찌poedent ， puæru, 야uvent) 

주지."，이 고대프랑스어는 영용객인 문엉의 규엉이 없는 시대이므로 당시애 쓰 

여진 운학 작용에 따라 다양한 영태의 이엉태흩이 사용원다 그런.u ，찌의 하수 
인갱의 정용 푸용얘서 보듯이 어지와 어이샤이의 요융충~현'1.'융 악기 위혜 용 
소 "v"가 나타냐는 것융 용 수 있는예 이 용소 "Y'의 용언에 대얘서는 잉안혀으 
료 두 가지 션애가 수용원다 

i. Bour디ez( 1982)는 이 융소 γ가 ”야voir 나 avoir"의 앵태에서 유추쩍~ 

logique 션이용transitoiπ의 !’‘”료 IS얘기부터 나타난다고 히}잊고 
Ü. Fouchez(I985)는 “ -.oi- > 앵 > -wE:-"와 강온 정싱쩍인 언어의 진아호부터 

나옹 “，"에셔 안자용화언 "w' 라고 규정히었다 

또한 단수인생과 3인갱 북수에서 나타나는 .. ，)융소 1‘u“는 、。uloir"외 연짝애서 
와는 g혀 용수히 오융연억애 기인하는 것용 양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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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 ’ '1 "이 납아있는데 비혜서 21)의 현대프랑스어에서는 단수 활용 

형에서 어기의 응소 ’‘1"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융 알 수 있다 

고대프랑스어의 단수 1, 3인칭 활용변화의 많은 이 형태에서도 건 

재했던 옹소 “r’은 어디호 사라진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당은 13세기 중세프랑스어 초기에 일어났던 음 

성변화현상에서 찾올 수 있다 13세기정 충셰프랑스어는 고대프랑 

스어의 2칙 재계3끼마저 사라져서 척이 없는 현대프량스어툴 준비하 

는시기이다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어기의 끝에 놓이는 지음 “1"이 후설모응 

“u"로 모음화 vocalisation하는 현상，38)이 일어나는데， 흑히 이 ‘' )"이 

소멸>1는 격변화 어미에서 잔존한 “s’ '39) 앙에 놓일 때 이 현상이 발 

생한다 

22) i. -1+ > -u+ /• s# • ìi. -Is# > -us# 

22)는 어알의 ".15#"가 “-us#"로 핑용 의미한다 40) 

22)의 언어연화 현상에 의해 Fouché ( 1985)는 La띠y(I995)의 용 

시적 용사연화표에서보다 조금 더 상세한 연화을 제시한다 

37) 고예프랑스어의 2칙 세째는 ‘ca,s.-suje(' 와 " cas-régime‘융 기용으료 하여 정국 추 

격인 "cas-sujC't"가 사라징으g 혜셔 라연어의 잔째인 격이 완정'1 엉어지게 왼 
다 이것용 라틴어애서 유예안 현대표팡스어의 거의 대부용의 어휘는 악원 “대히 

.=u야’ 앵얘얘셔 온 것입융 나타낸다 
38) 이 "1"용 션부 구강 위쪽에서 양옴외는 ‘1 sombrc"이다 구강 양확의 “1 claite" 

는 이와 강응 모용'Hl ~지 않응은 융온이다 
39) 이 어앙 ?’는 라틴어 대혀연회어이 “..05, -is"에서 양의 오용이 사라지l 냥온 

“，"이다 프랑스어의 역수g지 “t는 야로 이 “，"인애 주격연화어이 "-us ’애서 

도 “，"는 냥지만 이것이 고대프팡스어의 “cas-su，셔”의 어이가 되으혹 최종적으 
호는 =.<ó영m<"의 어이가 외는 대격연회어이 "-os, -is"애서 냥은 “ S"7t 힌얘 
g링스어의 어띠가 되는 것이다 

40) 그 후 이 “ u‘’”의 요기는 ‘ ，"호 ")뀌게 핀다 장조 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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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ii의 고대프랑스어 연회에서 2인갱 단수 변화가 \ , 3인칭과는 

달리 자용 “\"이 사라진 상태로 나타나는데 Fouché는 이 왕용이 “ \" 

오용빼 의한 연화의 경과라고 성영한다 

23) vótes 즈 nιk 즈 m인:!S:vuex) 즈 vα츠 

11 '" 
23)i 속어라틴어 “vóles"의 “ó"가 강세악샌트로 인혜 고대프랑스 

어에서 “ue"로 이중모용화 한다 

23)ü 그 후에 자응")"이 어양어이 “ s" 앙에서 후성모옴 “u"로 모 

용화 한다 그련예 그 당시애는 어일의 “ 아”률 ’‘.x"로 요기하는 습 

판이 있었다 그래서 ”애인~"는 ’ ‘vuex" 로도 요기항 수 있다 

깅)iii 이 “vuex"에서 이중요읍 “ue"가 “ue>we>ø"의 단계로 

쩔운 단모용 ‘’."로 바뀌어 최종척으로 ’‘vαx"의 앵태가 핀다 

그런데 2 1 )iv의 연화애서 잉반적인 흉사연화와는 닿리 3인갱 복수 

얘서 단수변화와 당리 자용 “\"이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응갱 내에서의 ’' )"의 위치에 기인한다 단수인칭애서는 하 

나의 융절로 구성되어서 “\"이 어헨혹은 어말 자용군)에 위치하게 

원다 이 정우 ‘' )"은 항상 “ I sombre"가 되어 구장의 휘쪽 위~I(모 

용 u와 유사한 위치)얘서 방용이 나게 되어 ‘’u"로 연환되었지만 \ , 

2인갱 륙수애서는 ’‘\"이 두 언째 옵철의 첫 자읍이 되어 “ I claire" 

가 되으로 자응음가용 유지하게 원다 

그런데 단모옹이 되는 ‘’vαlent"는 왜 이 “\"이 유지되는 걸까? 

다응애서 고대프랑스어와 현대프링스어의 실쩨 발융융 상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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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씨 l aDC. &. 11 tt. m，얘 

vueil [vueil] Je veux [vø] 

veus [veus] tu veux [vø] 

vuelt [vu아.t] il veut [vø] 

yolons [vo/lons] nous you/lons [vub‘ 1 
yolez [vo/lez] VQUS vou/lez [vule] 

vuelent [vue/lent] ils ve삐업lt [vld] 

24)는 고대프랑스어와 현대프량스어의 발음의 차이를 보여준 것 

이다 “vouloir"의 각 인칭의 발음을 확인해 보연 고대프랑스어의 

복수 인챙훨용에서는 “ 1"은 항상 두 언째 음절의 첫 자응。l 되어 

“1"이 유지된다 

그련예 "1'’이 오응화되는 초기 중세프랑스어 시기에도 “youloir" 

의 3인갱 혹수 발음운 [vue/lem]로 발응되어서 두 언째 응정의 첫 

응이 되므로 이 “1"이 모옴화 되지 않았다는 것융 보여준다 41) 

그리고 충세프랑스어 말기42)에 3얀칭 욕수 어미 “-ent"는 음가플 

모두 잉어어려게 되지안 이 “1"은 그대로 유지되어 현대프랑스어에 

이르게 된다 

또한 현대프랑스어에서 단수 인챙활용에서의 모음은 2에 11에서 

논의한 대로 예단모음 “I이”이지만 3인칭 복수 "veu1ent"에서는 뒤 

에 오는 유성자응 “ 1" 때문에 때”는 개장모응 “[0"1"가 된다 

24)에서 프랑스어 3군 동사 중에서도 “vou1oir"는 직성엉 현재연 

화에서 3단계의 모응교체 허temance vocalique ([ø) I (u) / [0::])와 2 

단계의 자응교쩨 altemance consonantique ([찌43) I [1))가 모두 이루 

지는통사잉융알수 있다 

‘)) 용성연화에서의 아도이혼dIéorie des ondes의 성명파 g다 ‘2) 프랑스어의 어휘앙 겨옹이 뭇융이 외는 시기이다 
43) 여기서의 [0]은 ‘우용 ’융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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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3.4 라틴어와 3개 로망어의 문장 요소 하나하나용 운석해 
냐가연 지역별로 어휘연자가 상당히 크다는 것올 확인합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쩍인 것은 공용척으로 특색율 유지하여 공동의 체 

체를 보존한다는 것도 알 수 었다 

〈요 3>에서 어휘의 선핵과 형태변화는 각각의 언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라틴어와는 달리 변화를 하는 죠동사가 반드시 본통사 앙 

에 와야 한다는 것은 3개 로망어의 공용된 특질이다 비혹 이것이 3 

개 국가로 나뉘기 전의 변화라도 그 이후에도 지역별로 다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로망어의 본질적 륙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4.2 상황보어 내에셔의 연화 

"0"에서 “3"까지의 언어등의 상횡보어구에서는 이미 3.2.2에서 

논의한 판사의 퉁장율 제외하고 두 가지의 큰 차이흉 보여준다 

첫째， 라틴어의 척의 소멸에 따른 전치사의 용염의 연회이고， 

율셰， 어휘의 선택에 있어서 라틴어 “O‘’융 기원으로 ~I는 로앙어 

" 1, 2, 3"의 언어틀이 “0"의 어휘률 선택하지 않고 그리스어 “0'''의 

어휘올 선택했음융 알 수 있다 

25) 0’ G : clç TrtV ox.oAnv(eis [en scholen <:: schola44)) 

o L 쁘 Iudum 

1 1 : a scuola 

2 E: a 1a escuela 

3 F 올 l’école 

’4) 시각혀 유사생용 위얘서 <.H. 1>의 그리스어 ""톨 호아자호 연앙시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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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션치사의 연화 

25)는 라틴어 전치사 “in"의 용엉이 현대 료앙어의 “ en, in"45)과 
는 차이가 있으며 현대 로앙어는 이러한 차이톨 라틴어 전치사 

‘’ad"얘서 나옹 천치사 “a"에 의혜 대체하고 있는 것융 냐타낸다 

그러연 당연히 라틴어에서 현대 로망어까지 잔존하는 전치사 “ in" 

얘서 용업 자아가 왜 나타냐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따르게 된다 

이 의운에 대한 당은 라틴어의 칙변화의 소열에서 찾융 수 있다 

4.2.1 .1 라틴어 전치사 ’‘in"의 용엉 

26) i. in + 대격Aα dans (avec mouvement:생) 

ex) “ in Roma.m" • ”효마 안으로” 

11. 10 + 활칙AbI : dans (sans mouvement) 

ex) “ in Roma" • ’‘로마 안애서‘ 

26)은 라면어 전치사 "in"이 두 깨의 칙과 함째 쓰였응을 보여춘 

다 26)i은 “in"이 대격 영사와 절합하는 경우 용칙입융 갖는 ’‘안으 

호”의 의미용 갖고 26)ii는 혈칙 영사와 철합하는 경우는 옹직임이 

없는 “안애셔”의 의이용 갖는 것융 나타낸다 

이러한 “in"의 용엉은 격변화의 소멸과 더용어 당연히 축소되게 

되는데 26)i의 융직임율 갖는 용법이 사타지고. 26)ü의 용직임이 없 

는 위치훌 나타내는 용엉만이 현대 로망어애 냥제 원다 따라서 사 

라지는 26)i의 용엽은 빙1양객 위치툴 나타내는 전치사 “ad"애 의해 

대체왼다 

45) 이에리어에서는 “in"으효 잉애. 유지하고 스에잉어， 프랑스어에서는 ‘"，"으료 
연g다 

46) 그리스어 진지샤 "ciç도 이려앙 ‘m“의 용엉과 강이 용혀잉& 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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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d + Aα vers (-이πction)" 

ex) “ ad Romam" • “로마로 향해” 

이 라틴어 전치사 “ad"가 로망어에서 “a"47)의 형태로 줄어들어 

25)에서 보는 “0"과 "1, 2, 3"사이에 전치사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4.2. 1.2 라틴어 천치사 "ad"의 확장 

라틴어의 척연화의 소멸은 같은 전치사 사이의 쓰임새에도 많은 

연화를 가져왔다 용멍이 축소되는 것이 있고 당연히 용엉이 확장되 

는 것이 있는데 주로 칙연화의 기능율 대제하는데 사용됐던 "ad"와 

“de"의 경우는 후자의 대표적인 정우이다 

로망어의 전치사 “a"는 라틴어 전치사 “in"의 동적 용엉융 대에 

하는 것융 녕어서 격변화에 의한 위치냐 방향융 표시했던 용엄에까 

지도 기능이 확장뭔다 

라틴어는 격변화안올 사용하여 전치샤흘 쓰지 않고 순순히 장소 

룡나타낼수있다 

28) i. Aα “Eo Romam" “냐는 로마로 간다” 

ü. Gén “ $um Romae" “나는 로마에 었다” 

버 Abf “Redeo Romð" “나는 로마로부터 옹다” 

28)은 라틴어에서 격만율 사용하여 장소용 표현할 때는 전치사 

“in"융 시용할 때와는 달리 “로마 얀’이라는 개엽이 아니라 위치 깨 

념으로서의 장소롤 나타낸다 

그련데 격변화가 소멸되고 라틴어가 로망어로 연하연서 당연히 

47) 프랑스어의 ".li"는 "셰기에 전쳐사 “，"와 "avoir'’ 흥사의 직영영 현재 3인칭 당 
수연화인 “f와의 구영융 위뼈 식자꽁올이 accenl grave톨 앙안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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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현툴응 셜자리블 잃게 되고 이 기능올 전치사 “."와 “ de" 

가대신하게 된다 

29) i. Aa:: "Eo Rornam" • “ Je vais à Rome" 

iL Gén “Sum Romae" • “ Je suis à Rome" 

m. Abl “ Redeo Roma" • “ Je revìens de Rome" 

29)i은 대격표현으로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U는 속칙으로 위치 

를 g현하는예 。l 두 척표현이 모두 전치사 “."로 대쩨된다 위의 

11)에서 격연화가 소멸할 때 속격은 전치사 “de"가 대체한다고 했 

는데 여기서는 순수한 ”속격”의 용멍이 아니라 위치흘 나타내는 것 

으로 위치의 견지사 “a’‘가 이 기능을 대재했다 

29)ili은 탈격 표현으로 “ 로부터”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출발， 

이당’을 표현하는 전치사 “de"가 대쳐1했다얘) 

4.2.2 어휘의 변화 

25)에서 라틴어 ’‘『’과 현대 로앙어 ’‘1, 2, 3"의 언어는 전치사의 

상이함 등만 아니라 전치사가 셰어하는 영사에서도 현격한 차이율 

보여중융툴수 었다 

언저 “0"의 “Iudum"은 “ludus"의 대격형태로서 챙장년충인 

"pUbes"49)가 되기 。l션의 "16세 이만의 어린이들이 배우는 학교”의 

의미로 이곳에서 “얘육， 놀이” 동올 배웠던 곳으로 전형객인 로마시 

대 사람틀이 어린 자녀용 신체적으로 가르치던 학교개엽이다 

그런데 로마제국이 망하고 기독교가 유럽의 갱신세계용 지배하게 

48) 프랑스어에셔 견져사 "à“와 “"'''는 악연어애 비왜서 그 용엉이 부당우진하다 

(sens plein • "'" 이"') 이것응 이융 전치사가 야호 격연회냉 얘재하는예 사용 
의었기 예운이라고 영잉 수 잉다 

49) ~res PUbIiCa 는 융자 그대효 ’‘성인§의 일”에서 “사회 갱우， 국가”의 의이가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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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중세로 정어툴연서 이려한 “ludus"개녕의 학교는 사라지게 되었 

고 성인틀이 모여서 주로 신학과 수사학 둥융 배우거나 가르치연셔 

토론하는 장으로서 학교개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척 띨 

요에 의한 개녕의 차이는 로앙어 시대에 와서 “ludus"올 학교의 개 

영으로 받아등이기가 어려웠융 것이다 

4.2.2.1 어휘의 선택 

언어는 항상 멸요한 상황에 휠요한 어휘융 요구한다 그것이 언어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으연 언제든지 이훗 언어에서 차용하여 언 개 

념올 에우려하는 것이 언어의 본능이라고 항 수 있다 적어도 그 언 

어음 사용하는 인촉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언어흘 

시용하는 한에서는 언어는 항상 어휘 체계 내에서의 빈자리율 에우 

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라틴어에서 이러한 현상은 아주 빈번 

하게 있었다 50) 

라틴어는 이미 고전라틴어 시절부터 그리스어의 여성 명사 “0)(0 

Iut .. 률 받아툴여 랴틴어식으로 “schola"라는 어휘흉 사용혜왔다 

그런데 특기힐 안한 정은 하냐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의 어휘용 

차용할 때 그 어휘가 다의어 polysémie일 경우'1) 그 의미용 모두 받 

50) 아생엉야rivationo ! ~tt한 그리스어나 라연어에서는 이러한 연상이 이주 엄안객 

이었다 륙히 로마제국의 정우 호"f 용희국 시껑쭈터 사엉훌옹 쟁학이 양g힘 그 
리스를 그융의 갱신혀 용화의 원영으료 생각었고 식지충융옹 그리스의 악용융 

애우기 위얘 그리스 정학 용어용 각틴어료 언역하는 에애 주력엉대:ex) "fl 0001。

(온정) -- essentia, ÖUVIljJ‘여놓쩍) • potentia) 언액이 안 되거나 영요생융 옷 
느껴는 정우는 그리스어 자세를 그대로 야용었는예 애용 따로 " 월요도 엉& 정 
도료 고전라현어사전 어쩌의 15κ 갱도가 "f료 이영게 그리스어에서 'f용한 어 
휘율이다 로마제국의 지뼈용이냐 식자충률운 그흩의 자녀용이 아주 어었융 얘우 

터 그리스인 가정쿄λ)(1IUlOOYOY야 요늄날의 a욕학융 지갱하는 “야 .. κ!ßie"는 

이 어휘용 어원으로 안다)에게 얘우도욕 'fe 것이 유앵이어서 이용온 대부용 라 
원어와 그리스어융 흥시애 요국어쳐링 사용양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셔 
학연어에 그리스어 어껴가 많이 이입외는 것은 당연한 입이었다 

51) 아주 특수한 아슐용어톨 쩌외하고는 대우용 다의어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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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툴이는 것이 아니라 멸요한 의미만 선멸해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52) 

라틴어가 그리스어에서 "axo.\.n"을 받아을일 때도 마잔가지 상황 

이었다 

고전 그리스어 샤전애 나와 있는 “ox.oÀ11."의 원래 의미는 “ repos, 

loisir"이다 

30) 다의어 "oxoÀ.l\"의 의미 확장 

“ repos, loisir" 

.. ocαpation d’un homme de loisir 

0. assoaanon savante 

Ill. lieu d’érude, é∞le 

“oxoXn."의 기본적인 의띠는 “휴식， 여유”이다 이 의미로부터 ”한 

가로운 사람의 일”이 되고 ’‘식자들의 모임”， “연구하는 곳， 학교”의 

의미로확장된다 

그런데 라틴어는 그리스어로부터 30)ü, iii의 익이안 받。F들여 “학 

교， 학파”의 의미로 사용하였다Sl) 

그러므로 로마제국 열앙 이후 충세부터는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모든 학교는 전부 “schola"의 개녕으로 되어 현대 로땅어에 이른다 

52) 그리스어 “ CKKNtOlQ.’ 는 융자 그대;>"소연{여으로 우용)에 의한 요잉’‘의 의미이 
다 여기에서 ‘ 인여 “인중의 모잉 “군인의 요잉”이 되고 기원 후얘 “기육교 신 
지융의 오잉”의 의이가 추가외었냐 이 어휘가 라언어애 자용되었융 예는 "，떠esia" 

의 영얘료 “기욕a 선자흘의 g입n의 의이료안 사용원 것이다 라언어는 ‘인회” 

익 의이료 고유 어여인 ‘∞~.= 융 가지고 있었기 예운이다 이 "eccl없 는 

그 후에 용엉연회호 인빼 스에잉어의 “l잉sα”‘ 프항스어의 “égIisc" 영태가 되어 
승수한 1 요m 의 의미가 외었다 (이태리어는 다용 엉태인 “C 니"，"훌 사용한다) 

53) 라틴어는 이 어휘에 그률안의 운화틀 후영시켜서 연영장， 원영정기장‘’의 의이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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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어휘형태 연화 

그런데 여기서 주북융 끄는 것은 라틴어 “schola"의 로망어 형태 

이다 

25)에서 로망어얘서 보여주는 “schola"의 형태와 영어의 어휘용 

비교혜보자 

31) I 1 : scuola 

2 E : escuela 

3 F : école 

4 A : scbool 

그리스어 응소 ’‘x"는 장기식응이다 그런데 기식음이 없는 라틴 

어는 이 어휘흘 차용했융 때 기식 표시용 위혜 “야:)" 휘에 “ 

갱가*하}여 “schola"’”’로 표기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라틴어의 칙얘인 로땅어는 이 기식융 다 

잉어벼리고 인도유렁어 충에서도 게트만 계용의 언어인 3 1 )“4"의 

영어에서 라틴어에서 차용한 이 어휘의 기식응융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54' 

이제 “x"의 기식이 전부 없어진 로망어 “1, 2, 3"의 형태변화흉 
상여보자 

31}1 “ 1 "의 연화 

schóla > sc6la > scoola > scuo1a 

ii iü 

54) 11셰기 프랑스의 노르망이공 기용이 잉융헨드률 정혹하고 나서 영극영심용 프앙 
스어률 쓰깨 되고 그 당시 프앙스어에서 싸용하g언 라언어톨 톨R인 프영스에 

서보아 더 정 보종아었다 영극용 .언션쟁 초기에 프랑스어. 쓰지 않게 원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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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hute de “ h" 

ü. allongemenr de “。" tonique 

W. différentiation de ’‘∞" (-00- > -uo-) 이phton，없。n 

31} 1 의 이태리어는 첫 모용 “。”가 이중모융확하여 "uo"의 형태 

로 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연화율 겪지 않는다 

랴틴어 어휘화원 “sdtola"의 첫째 모응 “。”는 첫 모용이자 끝에 

서 두 번째 모응이므로 주강세와 부강세가 접치는 강한 강세용 갖는다 

l 그리스어의 기식융이 왈락하고 

ii 후설원순모응 "0"가 라틴어식 악센트흘 받게 되어 강세모음이 

왼다 이 강세모옹은 더욱 강해져서 장옵화된다 

lU 이형제 장응화원 모융운 그 후에 응량quantil:é융 확실히 보존 

하기 위혜 이용화가 되는대 첫 번째 모옹 “。”가 상숭하여5잉 

강은 후성원순모용인 “u"로 바뀐 것이다 

31}2 “2"의 연화 
잉lóla > sc6la > esc61a > escoota > escuola > escuela 

11 iü .. v 

i. chute de “ h" 

ii. prosthèse de ’“'e" 

띠 a1lon양mentde “。" toniφ'" 

iv. première 이야πnriation de “∞" (.00- > ι>) : diphtongruson 

V. deuxième différentiation de “ uo" ιuo- > -ue- ) : diphton

gruson 

55) "0 :> u"의 연화는 구강외 호융의 워져 연화효 후생에셔 임e생율 강혀한 얘로 

상웅하여 이쭈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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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 ， 3"의 스에인어와 프랑스어는 어두 자응군인 “#sc."의 자 

옹연쇄용 부수기 위해56) 어두에 모음 “e"툴 청가한다 그 후부터는 

‘’2"와 “3"의 읍생연화에 현격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l 기식응의 할란온 공풍의 연화이고， 

u 는 어두에 모응 “e"흘 첨가시킨 후 직후에 놓이제 왼 자융 “ s" 

를보존하연서， 

iii 울째오음이 된 “0"를 이중모음화 시킨다 

>v 이때 “0"는 첫 번해 모응은 아니어서 부강세흘 받지 않지만 

여전히 끝에서 두 번째 오응이므로 주강세를 갖게 원다 그러므로 

강세모응으로서 장음빼 이은 첫 번째 이옹화를 겪는 것은 이태리 

어와같다 

V 그련데 스애인어는 여기서 한결응 머 나아가 이충모음의 음질 

보존옳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두 언째 “0"툴 원순모응이 아년 

전설 명순모읍안 “e"로 변화시켜 두 번째의 이옹회을 시킨 것이다'n 

31)-3 “3"의 변화 

schóla :> scóla :> escóla > escole > é∞le 

11 w ,y 

56) 어두 자용군{#CC(C).)융 얘기 위빼 노력히는 것응 션 세째 언어에서 나타냐는 

꽁룡의 현상이다 그혜셔 생성용용옹에서는 이 연상융 ”αX1Spiracy" 세계 언어의 
“용용의 용5C"각고 ￥톨 갱도였다 

져용이 우 깨 혹용 써 깨가 어두애 정져 나타냐는 상태 "#CC(C}-"톨 “CV"9...영 

호 비꾸기 위얘 용<1 나타나는 연상은 스때인어에서쩌엉 어두애 요용융 청가하 
여 용절& 나누거내:sco/la > ttlcue/la)‘ 자용 중 하나용 당학시혀서 지용 연쇄 
률 깨는 방엉이다 프랑스어는 이 두 앵엉융 요두 시용하l 잉다 

혹히 tr.극어에서는 어우 자용문톨 아니라 어양 지융군도 인갱하지 않고 잉다 

tx) Jf, 상‘ 강 
5n “。> e"의 연회는 Wo :> u"의 연화보다 휠씬 이용화가 싱한 것인예 이것용 “。”

,f 후성에서 션영료 이웅하영서 앤숭생。1*리기 예운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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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hute de "h" 

ü. prosthèse de “ e" au début du mot 

lU ‘’a" de la désinence s’affaiblit (“ .a" > 냐[a]") 

iv. chute de “s" juste après ’‘e" au début du mot 

31}3의 프랑스어 연회에서는 연화 양상이 위의 두 로망어외는 훨 

씬 다르게 전개됩올 올 수 있다 

l 기식응의 틸학 

11 어두의 자응 연쇄를 부수기 위해 모음 “e"블 캠가시킨다 58) 

1u 위의 연화까지는 스에인어와 통일하나 골 지방에서는 영사어 

미가 없어지거나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격변화가 소멸되면 

서 격어미의 모음은 션부 사라지고 “a"안 남아서 결국 “[.)"로 약화 

된다 

그런데 이 현상으로 인한 결과가 위의 두 로앙어와는 아주 다른 

연화흘 야기하게 된다 즉 생절성 syUab띠ue 오응인 어미의 “a"가 비 

성절성 non.syllabiq야 모응인 “ [.]"로 약화되므로 해서 기본적인 강 

세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즉， 원래는 어중의 “0"에 았던 강세 위치가 어두의 ’‘e"로 옮겨가 

게 되었다 

(e s c 6 1 a > 흐 s c 0 I e) 이것은 다른 로망어와는 달리 어중 

모음“。”에서 장응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음화가 

일어냐지 않는다연 당연히 후속 현상인 이충모응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 “0"는 계속 단모음으로 냥게 된다 

lV 어두에 청가된 모응 "e"와 하냐의 음절올 형성했던 “5"는 탈 

락하여 모음 “e"만이 어두 응절이 된다 59) 

58) 주 56) 장죠 
59) 주 62)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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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지금까지 살여 본 3개 로앙어의 어휘 선핵과앵태연화 

에서 흉사적 정근 방법이 왜 현대 언어틀 이해하는 데 큰 역합융 하 

는지 새삼느끼게 핀다 

현상에 대해 ’‘왜”라는 질문융 하는 것은 학문의 본절잭 성격이다 

언어에서 용시태흘 연구하는 것은 과거올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 

금 존재하는 현상태에 대해 의문융 던지는 것이다 

강은 단어애서 3개 로앙어와 영어의 형태까지 유사성융 보이연서 

도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무척 흥미있는 역사적 사실융 포합하 

고 있다는것을의미한다 

4.2.2.2에서 라틴어의 상황보어 내의 영사와는 다른 형태로 3개의 

로앙어에서 공용의 어휘용 기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 명사가 3개 로 

앙어로 나뉘어 지기 전， 즉 역사척으로 3깨 국가로 나뉘어 지기 전 

애 이미 전 지역의 공용의 어휘였다는 것을 냐타낸다 

또한 강은 라틴어 어휘가 3깨 로앙어에서 보여주는 차이용 보연 

로마재국율 이루었던 각각의 지역률이 국가로 독립하연서 언어칙으 

로 서로 다른 깅융 걸었다는 것을 양 수 있다 그런떼 흥미용 끄는 

것은 이태리 반도 이에리아 반도， 골 지역으로 나윈 3개 효망어가 

경우에 따라 서호 당거나 다르거냐률 반복한다는 것이다 

라틴어에서 변화가 가장 객옹 언어는 수도 로마훌 포함하는 이태 

리어이다 그리고 스애인은 프랑스보다 훨씬 언져 로아제국에 연입 

되어 영향융 받아서 스에인어는 프랑스어보다 더 라원어 앵태에 가 

강다 한마디로 라틴어에서 가장 많은 연화용 겪어서 이루어진 언어 

가 프령스어라고 힐 수 있다뼈 

그런데 4.2.2.2에서 보듯이 반드시 언어연화가 이태리어와 스애인 

어가 유사하고 프랑스어는 다르다고 얄하기는 어렵다 전체척인 흐 

6O) l! 지역응 료아세국 앙기쭈터 제응인혹외 '1애톨 얻고 그융이 양상찍 귀혹으료 
셔 공융 흥지했으므로 라원어는 다용 지역에서보다 더 싱언 연아용 혀융 수야에 

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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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온 당연히 이태리어， 스에인어， 프링스어 순으로 당라지겠지만 세 

부적으로 살여보연 앙각앵의 욕지정과 같은 3국이 서로 주고받은 

영향 때문에 프랑스어와 이태리어가 유사하고 스에인어가 다른 정 

우도 있고 프랑스어와 스때인어가 유사하고 이태리어가 다른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61) 

로앙어의 현재의 언어 상태률 흉시적으로 껑근하다보연 순수히 

언어학적으로만 성영합 수 없는 현상틀이 우수히 많다 이것은 당연 

한 현상으호 언어가 얼마냐 언충들의 삶과 역사와 일정한 판계용 가 

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62) 

6\) 이 논의는 용시찍으호 또 다틀 연구용 요하므호 여기서논 안 가지 예안 ，"1다 

eJ( : lal edere, esp. comer < ∞m<da， 
ι mangiare ft. manger 

라틴어에서 i억다”외 어애는 .. '"'π .. ~는예 이 어휘률 보흩하는 것용 스에인어 
이다 풍 지억은 이 어써요약 라언어 -엉다 ~잉="에사 유예이여 윈혜는 ‘께 

정스엉져 억ψ의 의011; 가진 “=년-"가 어 잉안에으효 용용되어 .. ~용「 
의 엉예가 원다 그언tl .s예상스 시기에 프랑스와 이예리가 '"휴가 양얀에지연 

셔 이 안어가 이예리에 수입의어서 이애리어억 "rnangi;ue"가 원 깃이야 

62) 고대프링스어 이전 지냉각앤어ψ영ua romana rustica 시기에 ‘kole"과 강이 어 
우에서 “ s + p, 1, c(k) (consonncs obstruanleS SOU어a) 의 자용연쇄 앙에 ‘ e"7t 
엉가되어 어두 ‘，"기 영강의는 유혀씩 현상이 잉었다 

ex 1) ét1얘， (< ‘tudìllm 야XlUX < s어n)sus) 

그영예 얻대 프랑스어에는 e~7f 갱기원 후에도 이러안 "，‘’염학 연상이 혀용이 

안되는 당어률이 종찌한다 

ex 2) esprit < spiritum, t'$야'" < """" 
또한 "，"가 '!!악한 어껴율도 강용 어잉의 엉용사용용 라앤어외 영예를 그예g 

가져고있다 

ex 3) éook: : scolaire, étu‘sc ; studie‘u 
，， \은 악언어에서 프랑스어까지 갱상죄인 융생연화률 거잉 것이;il， ex 2는 주 
호 생정에서 나오는 어휘률호 충세 교여익 사제융의 잉용이 그대료 션얘진 것이 

고. ex J옹 충셰프랑스어 시기애 식자률이 라언어에서 직 ~j "1-용@ 어4H.이다 
(이 어휘군융에 예얘서농 다용 꿋에서 자애*1 논의하1자 안다) 
언대 프랑스어 내에 우수*1 종찌하는 이러한 용잉어긍 내에서의 영얘상의 괴리 
는 언어외잭잉 시대혀 상앙에 기인하는 것으호 언어가 언충의 역샤와 @에 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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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순의 변화 

이제 마지악 분석이자 7얘 기본적으로 운장 구성의 근간율 이루 

는 어순 ordre des mots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63) 

프랑스어의 어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도유럽어 계용의 일반 

서유럽 언어와 마찬가지로 주어(5) + 풍AI{V) +목적어(0)의 어순융 

갖는 "SVQ" 언어라고 양율 한다 

현대의 인도유럽어 계홍의 서유럽 언어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순올 가지므로 고전 인도유럽어들도 5VO의 어순올 갖는다고 말 

하기는상당히 어렵다 

인도유럽어의 어순에 관하여 현대척 개녕의 5V。와 같은 분석으 

로 접근Of는 것은 고전 인도유럽어의 본질올 놓치가가 엉다 그리스 

어와 라틴어를 비롯한 고전 인도유컵어 계용의 언어들은 어순의 자 

유흉기가 현대인틀의 장상올 초월하는 수준이고 그 자체가 이 언어 

들의 본질적인 특색을 이루기 때문이다 

5. 1 문장 구성요소의 이용 

〈표 1>의 문장들융 분석하기에 앙서서 11)의 라틴어 운장을 다 

시 보;<f 

11) Pa띠us libros 찍으진쁘 de이 t 

• Pa띠 donna des livres 호쁘뜨쉰싶 

외어 왔아는 것융 보여춘다 

63) 이 블애셔 라틴어얘서부터 연대프랑스어의 어승연화의 용재용 전쭈 다쭈는 것응 

용가농하.~ 여기시는 〈표 1>파 문정 11)의 에톨 기훈으효 일안적인 륙정을융 

운석하도혹 하겠다 이 용석 온 전척으'" 잉자의 분석엄& 생어등다 주 69), 70)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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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은 라틴어 문장융 그대로 프랑스어로 옮긴 것이고 흉사가 칙 

갱목적보어와 간접목척보어올 모두 갖추고 있어서 이 요소툴융 위 

주로 01는 어순용 성영하기애 척합하다 

11)에서 프항스 문장은 구생요소들의 위치률 이통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64) 목적보어틀의 위치용 바꿀 수가 았으나 직접옥격보 

어의 길이가 간접옥적보어보다 길기 전에는 이것도 아주 어색한 문 

장이될수있다 

그러냐 라틴어는 아무런 다른 요소의 도움 없이 화자의 의사안으 

로 각 요소의 위치률 이동시키기가 자유스러올 훈안 아니랴‘S) 현대 

로망어에서는 도저히 있융 수 없는 위치 이통도 가능하다 

11)-1 Suo Pa띠us libros 맹Qdeψt 

- • ‘훌핀 Pa띠 donna 야s livres !호양 

11}1은 라틴어 문장에서 간정목적보어 내에서 한정사 “suo"와 

피한갱사 “filio"가 분리되어 한정Af71 자유로이 이동하는 모습올 나 

타낸다 그러나 프랑스어는 한정사 “son"이 피한정사 “m“”와 분리 

되는 순간 비문 phrase agrammatica1e이 되어어린다 이러한 이동은 

프랑스어 분 아니라 격이 없는 어떠한 인도유럽어에서도 불가능하 

마 이렇게 이동힐 수 있는 전쩨는 오로지 격의 차이로안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11} 1의 라틴어 문장에서 한청사 “suo"와 피한갱사 “filio"가 분리 

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문장 내에서 유일한 여격이고 다른 요소들 

은 명칙(주어 Pa띠us)과 대척(직정목적보어 libros)이기 때문이다 이 

64) 강조 구용 “c'est .que"와 강이 다용 요소률 도잉하더라도 힌계는 마찬가지이다 
6S) 가놓한 오온 예률융 여기서 언급양 영요는 업융 것이다 화자가 강죠히고자 하는 
요쇼는 언제등껴 아우련 이용 요소의 도용 엉이 앙으로 이용앙 수 있고 안드시 

용샤기 위에 용 영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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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게 확연히 기능이 구분이 되어 았기 때문에 각 요소들은 화자의 

의A때 따라 거칭없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66) 

5.2 풍사의 지위 변화 

문장의 를율 구생하는 요소들이 이동.~는 것은 칙조사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5.2. 1 풍사의 기능 연화 

가장 간단한 타통사 문장의 예를 들어보자 

32) i. Petrus Mariam (amat) 

ll. Pierre (려me) Marie. 

띠 피에르는 마리톨 (사랑함다) 

32)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 타용사 구문 중에서 가장 단순한 문 

장의 예이다 

그련데 l과 m의 언어는 이 3가지 요소로 6개의 문장이 가능하다 

다만 l과 m의 자이는 라틴어는 6개의 문장이 모두 화자가 강조하고 

자Of는 의도에 따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데 비해 한국어는 동샤 

가 마지막 위치흘 벗어냐연 의도는 이해가 되나 다소 과장스럽고 연 

극척인 어투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라틴어는 격어미가 았고 한국어는 격조사가 있기에 가능 

한것이다 

그러나 u의 프항스어 문장은 의이의 연화 없이는 어떠한 위치 연 

66) 그리스어의 청우 리잉어E다 더 자유호워서 운장의 일안요쇼가 전치사구 안으호 

껴지 §어강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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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용가능하다 이것은 격의 개념이 없는 프랑스어에서는 "Pierre" 

와 “Marie"를 바꿀 수는 있으나 기능이 달라져 버린다 즉， “ Pierre" 

와 "Marie"는 어떠한 가능의 g지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Pieπ'e" 

가 주어인 이유는 동사 앞에 있기 때문이고 "Marie"가 목격보어인 

이유는 동사 뒤에 있기 때문이다 통사가 주어와 목적어라는 다릉 

문장구성요소의 기능올 부여하는 역힐올 당당하게 왼 것이다 

5.2.2 통사의 삭제 

이제 프랑스 어순의 특정올 드러내기 위해 한 가지 흉사적 조작 

융해보자 

32)의 각 언어에서 동사를 괄호 속에 넣은 이유가 흉사적 조작올 

해보고자 합인대 만약 이을융 삭쩨하게 되연 l과 111의 언어는 주어， 

목적어의 기놓이 그대로 상아 있지안 u는 영^f:가 그냥 나열되어 문 

장 자체가 와해되어 버린다 

이것융 역으로 생각하연 l과 피의 언어에서는 주어와 목적어의 위 

치율 아우리 바꿔도 그 기능은 그대로이고 다만 회용론객 강조의미 

(thème)만 달라지는데， U의 언어애서는 동사율 기준으로 간단히 추 

어 옥척어의 위치안 바꿔서 그 기능융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왼 

다6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척어이든 격조사등 칙 개념이 있는 라틴어와 

한국어에서는 동사의 위치가 다른 요소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융 줄 

수 없는데 "1빽 격 개업이 사라진 프랑스어에서는 주어， 옥쩍어와 

강은 문장의 기본 요소등이 동사와의 상대객 위치에 의거하여 기능 

올획득한다는것이다 

이것은 프랑스어에서 동사의 지위가 라단어에 "1혜서 훨샌 농아 

6끼 융옹 이얘 어떠한 방엉이 운장요소의 기놓융 야꾸는예 간연한가는 각윈어와 한 

국어가 상양이 다르다 라현어는 영샤가 세l연화에서 제5 연회껴지 그 앵태가 다 
양하，，"- 칙죠샤의 위치톨 바꾸기안 하연 외는 한국어에서셔럽 간단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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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슐어적 기능 이상으로 다른 요소의 

가능올 부여하는 문장의 충심추의 역할올 하는 것이다 

그러연 어영게 라틴어의 후손인 프량스어에서 라틴어와는 전혀 

다른 어순이 확립된 것일까? 울론 이 질운의 당은 위에서 논의한 대 

로 라틴어의 격변화의 소멸에 있다 단지 격이 없어지연서 어떻게 

이러한 방법이 확립되어졌냐 하는 과정의 문제인데 이것은 라틴어 

에서 고대 프랑스어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자료들올 초사해야 융F는 

업챙난 노력융 요구하는 작엽이어서 또 다른 기회에 논의할 수 었으 

연 하는 바댐이고 여기서는 3잉의 예에서 올 수 있는 프랑스어의 가 

장 특징적인 어순응 논의하고자 한다 

5.3 옥적보어의 위치 

5.3.1 욕적보어의 대영사화 

그러연 이제 동샤를 그대로 두고 다른 풍사적 조작을 뼈보자 

각 언어의 문장에서 북객보어용 대영사화 pronominalisation시키는 

것이다 

32}-1 i. Pettus eam amat 

11. Pierre (1a)1’잉me. (*Pierre aime la.) 

m 띠에르는 그녀톨 사랑한다 

32)-1에서 직정목적보어가 대영사화한 이후 전혀 다른 성격의 각 

언어들의 어순이 갈아져어린 흥미로운 결과가 벌어진마 

이것은 l과 m의 언어에서는 목적어의 형태안 변했을 원 위치의 

변화는 없는데 오직 "의 프랑스어에서 동사 뒤에 위치했던 직접목 

적보어 영사가 대영샤가 되연서 동샤 앞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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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결과이다 물흔 32)- 1의 프랑스어에서 팔호 속의 에처럽 대영사 

를 이동시키지 않으연 당연히 비문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언어현상융 분석하는 공시객 시각과 용시객 시각 

의 차이가드러난다 

32)와 32).1의 예에서 꽁시객 입장에서 U의 프랑스어의 예문안을 

생각하연 분명'1 동사 뒤의 직정목적보어 영사가 대영사화하연서 

32)-2와 갈이 동사 앙으로 이퉁한 것으로 보인다 

32}2 Pierre (Ia) ...r aime ~갚쁘깅 

• ••••••• 

그러나 용시적인 입장에서 32)와 32)- 1의 라틴어 운장의 예흘 프 

랑스어 문장과 강이 비교한다연 방향은 쟁반대일 수 있다 6" 

5.3.2 동사의 상승 

용시적 관갱에서 현대프항스어의 목쩍보어 영사의 대영사빼 의 

한 어순은 두 가지 방영으로 성명할 수 있다 

첫째는 동사가 주어 다응에 놓이는 동샤의 이똥이다 

이러한 이동은 라틴어로부터 고대프링스어69)로 진화하기까지의 

사기에 일어난 것이지만 여기서는 연의상 라틴어와 현대프랑스어 

형태로셜영하겠다 

68) 이것온 용혼 언어얻상융 생영'Hξ 엉엉의 문제이지 어느 것이 을다고 힘 수 었는 

흩셰가아니다 

69) 고대프랑스어는 용시언어학자율이 “V2"언어라고 부률 정도호 용사가 운장에서 
두 언쩌 (요소)위1 에 놓인다 이예 첫 언째 워지애 놓이는 것옹 욕 주어안옹 아 

니다 부사냐 상망보어구가 운장 첫어리애 용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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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Pierre 희만 Marie 엔쁘). < Petrus Mariam 얻펜 

•••+•••• 

32)-3이 알하고자 하는 것은 라틴어가 격변화툴 잃어버리게 되연 

서부터 문장요소의 기능이 용영확해지자 동사가 상숭하여 문장의 

두 번째 위치로 이용하여 운장요소의 기능 부여 역합을 당당하게 된 

다는 것이다 이 성영은 고대프항스어의 어순율 이해하는 데에 큰 

역할올한다 

그련데 흥사이용혼.70)의 문제점은 이형게 통사가 목적보어 앙으로 

이흉한다연 왜 대영사 앙으로는 이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정이다 뭔 

가 상숭하다가만 느낌아 든다 아래의 운장들의 예를 살펴보자 

33) a b 

pi합te viem n YÎent ‘ 

H Marie aime Piene Marie (le)l'aime ‘ 

iii. M값ie téléphone à Pierre. Marie Iui téléphone 

33)은 l 주어， H 직접목척보어， m 간접목적보어율 a 영사 그흉과 

b 대영사 그률으로 표현한 가장 간단한 프랑스어 문장이다 

이 두 그흉융 비교해 보연 연저 a의 영사그용은 기능과 상관없이 

모두 형태가 강다 즉 기능에 따라 형태가 연하지 않으므로 라틴어 

의 영사연화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렌데 b의 대영사그륭은 기능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즉 

주칙과 직정목적격， 간겹목적격의 기능에 따라 형태가 연합으로 대 

영사의 카태고리에서는 프랑스어가 아직도 격연화흘 유지하고 있다 

고알할수있다 

7이 주 69)의 고대 프랑스어 연구 @자동의 대우용이 이 영융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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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l1, III에서 동사는 영사의 앞에는 오지만 왜 b-ü, iü에 

서는 대영사의 앙에 요지 않는가 하는 문셰가 계속 냥는다 71) 

5.3.3 목적척 명사의 하강 

통사의 상숭아 영사는 앙지르고 대명사 앞에서는 엄춘다연 그 이 

유는우엇인가? 

그 대당은 목적 영사는 기능을 표시합 격이 없어서 흥사와의 상 

대적 위치를 가져야 하고 대영사는 기놓이 표시되어 있어서 동사의 

상숭이 대영사 앞에서는 멈춘다고 하연 답은 될 수가 있용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간철한 성명용 구한다연 32)와 32} 1에서 랴틴 

어 문장과 프랑스어 문장융 비교해 보연 된다 

격이 사라지연서 주어와 목쩍어가 동시에 용사 앙에 었다연 이툴 

용 구멸할 방엉이 없으므로 목적격 영사가 동사 뒤로 하장하였다고 

하연 훨씬 간단한 셜영방법이 된다 이 때 척이 있는 대영사는 하강 

할 멸요가 없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즉 32)와 32}1에서 실제 이풍한 것은 영사 카태고리이다라고 하 

연 훨씬 간결하고 문법적으로 부당이 탤할 수 있다 

32}-4 i Pierre 앤약k) aime 센a쁘 

↓→~→→↑ 

< Petrus αr1:ariam) !띤at Ma낀약E 

↓→~→ ↑ 

ii Pierre (la) 1’alme. < Petrus eam amat 

71) 융온 웅시혀으로 이올융 약세대명사 “ clitique" ~ 규갱하여 안드시 용사 앙에 위 
에해야안 한야고 성영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어 현상의 샤용생태용 성명하고 

자히F는 용시척 성영이지 이융이 왜 약셰인지 또 약써 대영사라고 얘서 왜 용사 
양에 위'1<뜯재영사나 강셰 대명A녕 흉사 위애 요고 약세 대명시는 흉사 앙얘 
와야 한다연 운엉척 혹장도가 융라가는 것옹 당연하다 영어쩌렁 영사등 얘영사 

든 요우 동사 뒤에 워지한다연 운엉죄 용영성파 연송앵융 깅는다)의 갱운에 대 
당용 앙 수가 업다 영령엉에서 용사 뒤로 긴다연 명서문에서도 안 핍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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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i은 랴틴어의 격이 사라지연서 동샤 앙의 옥적척 명사는 동 

샤 뒤로 이동하여 위치에 의뼈 옥잭어 기능융 부여받는다 

32)-4 ii는 격기능융 유지하고 있는 대영사는 이동항 필요가 없어 

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행윷 나타낸다 

5.4. '"흥사의 위치 

이제 다시 〈표 1>의 예로 툴아가서 문장 내에서 상황보어와 관 

련한 동사구， 특히 조동사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34) i Petrus (enim)72) in 괴쁘멘 1Ft! non v1‘It 

ü Pierre ne veut pas a/ler 흐l'é떡e 

34)는 문장 전체의 어순에 대혜 비교 성영하기 위혜 상항보어구 

는 밑줄율 쳤고， 본동사는 이탤릭체로， 조동사는 검게 구분하였다 

그런데 34)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언어의 어순이 마치 “거율 

영상 image de mîroir"과 같은 순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울론 다 

른 어휘와 좀 더 복잡한 구문에서는 이련 이미지와 같이 될 수는 없 

지만 여기서의 예는 위에서 논의한 목적격 영샤의 하강이라는 분석 

용 설득력있게 한다 위의 문장융 아래와 같이 배치해 보자 

34}1 팍꾀쁘띤 ue non 앤t ne 쁘띤 껴S 와'" 호l흐001e 

a b c c' b' a' 

34}1에서 라틴어 문장과 프랑스어 문장이 갱확하게 거윷 영상의 

721 아윈어의 “enim."과 그리스어의 ‘yo.p"는 운갱 두 언째 위치에서 “긍정1 ￥정‘융 
강죠하는 연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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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으로 배영되어 있응융 올 수 있다 즉 프랑스어 문장의 배열이 

마치 라틴어 문장에서 문장의 중심융 이루게 되는 동사 “c"를 축으 

로 하여 동사 왼연에 위치한 요소들이 그대로 반원율 그리연서 동사 

오른쪽으로 이용한 것과 감은 행태이다 

이러한 위치 이풍은 온풍사 "b"가 죠동사 “c"의 옥척보어 역할을 

하여 마치 영사처럽 죠동사 직후에 놓아고 상황보어인 “a"는 “b"의 

뒤에 놓아게 되는 것올 뭇한다 

풍사구 내에서의 이러한 위치 이옹은 프랑스어에서는 어떠한 형 

태의 문장에서도 라틴어에셔쳐럽 ‘’b + c"의 어순율 가질 수가 없고 

반드시 조통사가 본동사 앞에 위치하는 “c'+ ν”의 순서로 되어야 

만하기 때문이다 

의문점은 왜 동사구 내에서조차 이러한 어순이 고착화되었는가하 

는 점인데 그 당은 아주 간단하다 라틴어의 격연화가 거의 사라진 

고대프랑스어에서 운장의 기능올 통사가 당당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흉사는 부갱엉이 아닌 주어의 인칭에 따라 활용을 하는 통사륭 말한 

다 따라서 "b + c"의 어순은 여전히 주어와 동사용 가르는 요소가 

사이 에 있게 되어서 통사가 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c' + b'''의 

어순이 고착된 것이라고 설명항 수 있다 

5.5 로앙어의 어순에 판한 문제는 이 글에서 이형게 간단히 설명 

할 수 있는 부분용 녕어서 아주 복잡하고 긴 역사잭 변화과갱의 컬 

과이다 그러냐 기타 인도유럽어에서는 올 수 없는 로앙어안의 륙정 

인 목적격 대영샤의 풍사 앞으로의 이동이라는 문제블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공시적 관정과 흉시척 관점이 얼마나 다용 수 있는지는 충분 

히 셜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현대 

프랑스어를 보는 공시적， 용시적 판점을 넘어서 프랑스어 내에서“반 

드시 지켜。해}는 규칙"(조동시는 본동사 앞애 위치한다)이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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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연의 규칙"(영사의 복수지표는"s"이다 73))들이 다른 언어 상황에 

서는 “전혀 올멸요한 규칙”이나 “가변적인 규칙”도 될 수 있다는 

역발상적 생각의 유연성이다 

언어현상을 아주할 때 가장 언저 혜야 '1는 것이 언어에 대한“고 

정관염”융 벼리는 일이다 언어의 모든 규칙들은 영요에 의해 언중 

이 만든 것일 톰 “올연의 범칙”이란 존재하지 않으여 “필연성， 당위 

성”이란 상앙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6 결 어 

하나의 언어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긍， 여기서”의 언어 용엉의 

실태를 분석하는 작업은 기존의 수많은 언어자료와 끊임없이 생성 

되는 언어자료를 모으고 조사하는 실로 방대한 노력융 요구하는 공 

시적 언어분석작엉아다 

따라서 공시척 판점에서의 언어분씌은 현재 언중들이 “어떻게 

∞ nJllCnt" 언어를 사용하고 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또 그것을 이 

론화하여 제계적으로 분석한다 

그런데 언어툴 죠사하고 분석하다 보연 언어가 놀라우리만치 쟁 

교한 체계 속에서 언어현상들융 용쩨하고 있고 이 제계 내에서 언어 

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웅직이고 있는 반연에 이러한 제계롤 벗어냐 

서 도저히 논리객 성명올 할 수가 없는 현상들도 무수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직연하게 된다 

홍시적 언어분석방법은 바로 이러한 체계적 언어현상을과 비체계 

척 언어현상들이 한 언어 내에 “왜 pourqu이”존재하는가하는 불음에 

73) "chev‘ • "'~~’‘도 "chevals :> chevall5 :> chevax > chevau"의 역사적 융 
생앤화얘서 나용 령과잉 걷이다 창조 에 23) 



286 융어 운화권연구 재22호 

서 출발한다 그래서 용시적 언어분석은 존재하는 모든 언어현상에 

대혜서 그 “존재의 이유”를 찾아 떠나는 긴 역사격 여정이라고 힐 

수있다 

그러므로 공시척 시각은 언어에 대한 용계적， 이혼척 방엉용 우선 

으로 하고， 홍시적 시각은 이러한 방영에 앙서 언충에 대한 역사객， 

문화적 정근이 우선왼다 언어률 보는 이 두 방법은 언어흘 좀 더 쟁 

확히 이혜하기 위해 두 판정올 쩨시하는 상보객인 분석방엉들이다 

프랑스어의 현재의 언어 상태툴 용시객으로 접근하다보연 라틴어 

에서부터 유래한 갱교하고 풍부한 언어체계와 더불어 순수히 언어 

학적으로안 셜영할 수 없는 현상틀이 우수히 많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언어가 얼마나 언중들의 삶과 역사와 일겁한 판계올 가지 

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프랑스어 내의 다양한 언어 현상틀의 존재 이유를 붙는 

작은 시도이다 라틴어와 3개 로앙어의 문장 요소 하나하나용 분석 

해 냐가연 라틴어에서 분화하여 각각의 국가어로 확립될 때에 음성 

연화에서부터 어휘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연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융 확인합 수 있다 기본척으로는 3개 로망어 충에서 라틴 

어의 륙질융 가장 유사하게 보존하는 언어는 이태리어이고 가장 많 

은 연화툴 겪은 언어는 프랑스어임이 툴립없다 그러냐 또한 판샤의 

둥장과 로망어 특유의 특질인 동사 앙에 놓이는 목객보어 대영사의 

위치 퉁 가장 기본객인 것은 공용적으로 흑색융 유지하며 공동의 체 

제를 보존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인간사회에서 존재'f는 모든 현상틀은 그 존재의 이유와 역사성， 

사회성융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언어 내에서의 현상플이라연 더욱 그 

역사생과 샤회성이 두드러진다 왜냐하연 언어는 곧 그것을 샤용하 

는 언중들의 삶과 역사와 직절되는 가치판과 세계관의 투영이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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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 

Les aspeαs des changements diachroniques 

du français 

CHANG Chae Seong 

(Université Nationa1e de Séoul) 

L’évolution linguistique du latin au fran여1S renfenne 이vers 

changements depuis le phonème j아qu’au syntaxe. C’est le 

ch깅1gemem phonologique qui fait s’effondrer le système du cas 

du larin en déclencham celui du morphème et du syntaxe. Enfin 

le latin se uansforme en plusieurs langues romanes 

Tout au long de 1’évolution linguistique du latin au françaι 

‘。띠 les phénomènes ne κuvent s‘expliquer de manièrc linguisti

quc, il y en avait beaucoup qui se sont fonné d ’après le çhoix 

des sujets parlants 

Cet article ‘ 。띠ait diachroniquement laisser p잉'3.Ître des phé

nomènes linguistiques, systématique ou non-systématiquc, du 

français Y ∞mpris ’italien et I'espagnoles des Jangues romanes 

en choisi잉;.ant 5 phrases suivantes latinc, française, italienne, es 

pagnole et gre<껴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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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Grec rrt:'Tκ>c; yap Oll 6tML CPXCoØal dζ TTl.V ox.oÀ1\v 

O Latin Peσus enim în ludum ire nOß vuh 

Halien Pietro non vuole andare a scuola 

2 Espagn이 Pedro no quiere ir a la escuela 

3 Français Pierre (n야 V<U‘ 어s aller å l' êcole 

Dans ces phrases ci-dessus qui sont les plus simples mais ∞n 

tiennent les élémenrs essentiels, le latin, langue mère des romans, 

αJSsède la déclinaîson et 1a conjugaison tan이s que le franιais et 

les romans n’이lt que 녀 conjugaison. Cela veut dire que les ro

mans perdenr de plus en plus des cas au long de 1’histoire de 

leur langue. En latin, les cas montrent 1a fonction des mots dans 

la phnLse, mais les romar‘’ après avoir 야rdu des cas, utilisent 

l' ordre des mots afin de la representer 

C ’est le français qui s'est éloigné du latin le plus, c'est 1’ ita1ien 

qui en est le plus proche. 3 langues romancs présentent la différ

ence du degré des chan양ments phonologiques et du choix du 

vocabu1aire mais ils ont en commun les caratériαtlques q'ω sont 

essentiels 

La lin밍lÎstique diachronique demande toujours “pourquoi" et 

demande donc toujours la "raison d’être" des phénomènes lingui

stiques. On peut 이re qu’eUe est un long voyage pour trouver 

l’。ptique du monde et le jugement de valeur des s미ets parlants 

des langues et pour trouver les êues humains, finalement pour 

“ ” trouver "rn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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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흥시， 척연화， 응소， 어순， 부갱어， 영사， 통사， 전치사 

Mots-clés diachronique, déclinaisoo, cas, phonème, ordre des 

mots, ne, a11er, v。띠。tr ， å, éc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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