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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프랑스어의 언어현상쓸 설명하는데 있어서 동시적땅법과 공 

시적방법은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다. 특히 의미의 최소단위인 형태 

소나 이중분절의 최종요소인 음소를 분석할 때는 프랑스어의 조상 

격인 라틴어와 이 라틴어에서 변화한 같은 로망어계열의 언어인 이 

태리어와 스페인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프랑스어의 득침을 드러내 

는데 아주유용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하논 어두음첨가prosthèse 같은 음운현상은 라 

틴어에서 프랑스어둡 포함한 보망어로의 변화에서 라딘어블 사용했던 

지역에서도 골지역과 이태리반도와 이베리아반도 둥 지역마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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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차를 보이는 대표적인 통시적 응운변화현상이다.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의 변화과정에는 많은 응운변화현상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의 대부분은 “옴소의 변화를 수 

반"1)하거나 “음소 혹은 음절의 탈락"2)을 이끄는 변회들이다. 

이 글의 주제가 되는 “prosthèse"3)는 위의 변화플과는 달리 특이 

하게도 언어변화과정에서 “음소의 첨가"4)를 나타내는 음운변화현상 

이다. 

Prosthèsc는 “어두 débu[ du moc에서 모음을 첨가하는 현장’을 의미 

하는데 어두자음연쇄 séqucncc de consonnes를 부수기 위해 모응 용 

소를 첩가하는 독특한 변화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유독 골 지역에서 사용된 프랑스어와 이베리아 

반도에서 사용된 스페인어에서만 일어나고 정작 라틴어의 본고장이 

라고 할 수 있는 이태리반도에서 사용된 이태리어에서는 전혀 일어 

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라틴어에서 프랑스어플 포함하는 현대 로%에로의 변화 

과정은 종합적 언어 langue synthéùque에서 분석적 언어 laQgue analy. 

디que로의 이행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5) 

즉， 고진그러스어나 라틴어와 같은 격변화décltnaison 언어인 과거 

의 인도유럽어의 특징은 현대 언어학적으로 표현하띤 하나의 단어 

mot 내에 다수의 최소의미단위 monème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 로방어도 하나의 단어 mo[ 내에 다수의 최소의미단위 

monème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주 5에서 보듯이 동 

1) 주띄 .1 .. atÌon"으로 끔나는 “ son()J isaüon, spirantisation, palatalisalion" 등， 
2) ex ‘ syncoκ‘， apocope 등. 
3) 이 관의 선석대상으로 이하 ~l용-부요 없이 사용합. 

4) 어풍에서 S소I~ 첩가되는 현상전 “épeothèse'’라고 하’에 ψrosth상e"도 녕깨는 이 

“épenÚl않”의 일좋이라고 한 수.'r. 었다 

5) ex 1. 동사앤화 : lat. amabantur > fr. iIS étaient aim야와 상운 형태소틀의 분해‘ 
ex2 냉 사연화 . lat. Romae > à 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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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모든 인칭대명사들 포함하고， 명사가 격에 의헤 위치플 표현할 

수 있는 라틴어와는 비교가 안되는 정도이다. 

즉 라틴어에서 프랑스이보의 변화과정은 라틴어에사 하나의 어휘를 

구성하는 최소의미단위틀이 분해되어 각각 하나의 어휘로 독립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 과정올 이끈 현상이 음소의 변화 

에 따른 라틴어 격 cas의 소멸이다. 

바로 이 음소변화현상틀이 라틴어 어휘릎 축소시키는 방형:6}으로 

진행되는데 유독 prosthèsc는 음소를 첩가하는 현상이며 또한 지역 

에 따라 다르게 그 변화가 진행되므로 이 현상들의 원인윤 추적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프랑스어의 조상언어라고 환 수 있는 라틴어와 같은 로망아계열인 

스페인어와 이태리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실제 분식하고자 하는 

최종분석대상 언어인 프랑스어의 특질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분석을 위해 여기서는 음운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인 지 

배음운론tl1éone dcs gouvcrncmcnrs7}을 적용시켜서 지역미다 차이릎 

보이는 이 현상틀의 윈인용 한cll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디. 

rr. Prosthèse현상 분석 

1. 라틴어와 로망어 분석자료 

Prosthèse란 그리스어 “pros + thèse"의 따생어이디. “pl'OS-"는 

6) cx sanwltem > sanlé, oomtalcm > bonlê 
7) 1980년대 이후부터 Kaye. Lo“'enSlamm 등이 쌍션시간 음~5!이념으ii 셔 생성 닫빔 

에시 즙스시의 시배. ~I 얀。I~ 。‘r부니 영양플 받아 응운판분야에 ~I 용."1 {! 이션 
으로 이미 많은 논문:..'1 셔 ~l에시 :f:새판l 이본이므로 이권에서는 사A뼈! 소깨는 
생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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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라는 의미이고 “.thèsc"는 “놓다， 두다”의 의비이므로 pros

thèsc는 글자 그대로 “앞에 놓는 것”의 의미를 갖는다. 이 것이 음운 

론에서는 “어두음 첨가”현상윤 지 칭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1) O. latin 

Nom Adjecrif 

a. sch。la scholaris 

b. studium studiosus 

C. ~lntus ~iritualis 

i. fr:값lçaiS 

a. 6cole scolaire 

b. 6αdc studieux 

C. 트~nt ~iritucl 

ii. español 

a. escucla escolar 

b. estudio estudios。

C. ~l[1ru 용~iriruaJ 

iii. italien 

a. saJola sco,lastico 

b. studio studioso 

c. ~mto ~iriruale 

1)의 예는 라틴어에서 현대 로망어의 prosthèse 현상의 예룹 보여 

준다. 

각 항의 a , b, C는 구강에서의 “마찰음 spirante s +기본 폐쇄음-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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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s OCclUSlves"을 나타낸다.8) 

먼저 라틴어에 “0"번을 부여한 것은 다음에 나오는 로망어 i, ii, 
iii의 예의 원형 arch뼈pe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틴아의 a, b, c의 밑줄 친 부분은 어두가 명사시l열과 형용사계열 

모두 마찰음 “s"와 폐쇄음 “ p, t, k"의 연쇄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라틴어의 어휘구성과 형태가 모두 같은 로망어는 

w의 이태리어뿐이고 i의 프랑스어는 형용사계열 어휘틀은 라단어와 

같지만 명사껴|열에서는 모투 어두에 “c"가 첨가되고 더 나아가 기존 

의 어두자음인 “s"가 C를 지|외하고는 탈락되어 있음~<} 활 수 있다. 

또한 ii의 스페인어는 명사껴l열과 형용사계열 보두 라틴어 형태에서 

어두에 “e"사 첨가된 형태 “ e +s + p, t , k(ch)_"로 되어있다. 

어두의 형태룹 추출하여 그 차이점을 드러내보자. 

2. 영사셰떨의 어두자음연쇄의 내부구조 

2. 1. 병사계열의 어투어휘형태구초 

2) O. : # s + p, t, k(ch)-

i. a, b : # e + l , k-

c : # e +s + p-" 

Ü. : # e +s + p, t , k(ch)-

iii. : # s + p, 1, k(ch)-
(# = 어휘의 시작을 표시) 

8) 1)의 예갚f 시깐 숭얘서 I~장 ' 1 ~，’이 되쓴 부성혜쇄응 ‘'p, 1, k"삼 포함하는 이 \'1 

~.!긴 AI 입긴 깐 lablal. 지죠응:-alvcol‘IllfC . 연뉘개용vélalfc OI 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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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같은 라딘어 원형에서 나온 어휘들이 로망어에서 지역에 

따라 어휘형태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태리어의 경우 

어두에서는 변화가 없고， 즉 prosthèse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프랑스 

어와 스페인어에서만 prosthèsc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응운구조의 차이가 왜 생기는 것인가? 또한 이것을 어떻게 

음운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논리적 당옳 제시 

하그l자 하는 것이 글의 목표인데 이 현상의 분식을 위해 지배응운론 

적으로 음운들의 내부구조stnJcture inteme를 분석하여 라틴어에서 로앙 

어로의 변화어l시 나타난 통시적 현상들의 현대적인 해석올 하고자 

한다. 

2.2. 라틴어 “뜨쁘la"의 어두사유연쇄의 내부구조 

라틴어의 어휘에서 어두의 자읍연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조건올 만족시켜야한다.9) 그런데 이 조건은 현대 로망어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그대로 적용 된다. 이러한 조건이 싣제 이 

둡 내부구조에서 어떼한 지배조건에 놓이게 되는지 알아보자. 

3) i. 이중 골접 point squclcttlque의 음절머리 anaque branchante를 

인정할경우 

a. # A 
/ \ 

N _ 

x x x 

s k 0 

9) 랴던어에서 7~능씬 어두 3X냉은 만5시 .. 부성바산응 + 뚜싱방해응 + 유응”의 

션함이어야 한다. 영어나 로앙이에서 .ß앙스어와 스때언어든 이 가본석?llIi식윈 

마삼시만 이태리이깐 .. 우성마찰응 + 유， 부성방혜응， 부싱마산응 + 유옹’' ~I 션함또 

IPd"하마， 

cx) il sbraco. sdraia , sfrace.lJo e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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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O) # A N. 
I \ 

x x x 
RO v。 0 

h。 ?。

H h。

ff 

ia는 “g쁘 "의 내부구조를 이중 골정의 응절머리 attaque bran

chantc로 추정한 경우이다. 즉 비성절적 음소가 두 개의 골점을 갖는 

경우인데 이때는 두 개의 골점이 성분내지배 gouvcmement syUablque 

관계에 놓여서 지배 위치인 첫째 음소가 피지배 위지인 둘째 용소를 

지배해야한다. 

그번데 자질요소êlément로 표시한 b에서 보듯이 지배 위치의 음소 

“s"가 피지배 워지에 있는 음소 “k"보다 자질요소의 수가 적어서 

지배판세에 놓일 수가 없다. 즉 이 두 음소는 이종 골점의 옴절머리 

안에시 성분내지배 관계를 이둡 수 없어서 3)i는 적절하지 풋한 내 

부구죠가 된다. 

l의 구조가 적 철하지 못하다면 나머지 가능싱은 “굴곡구조 stnJc

ture dc conto따”와 “운소위치 position rim떠e"의 2개의 기능성으로 축약 

된다. 

이것은 “sk"의 연쇄에 다른 음소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래의 구조도 배제된다. 

10) 시이|싼세판 석 N 냐 L'I 인j 때만 자~J~ .~.J'! 표 71하I껴 잔 i 간 시인은 주 12 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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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빈 핵 noyau 띠dc운 인정할 경우 

# A N A N-

x x x x 

s g k 0 

니는 어두 “s"와 “k"사이에 빈 핵을 투어서 언제라도 성절적 읍소 

가 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둔 내부구조인데 실제 라틴어의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배제가 된다. 

111. 굴곡구조 structure de contour 

# A N-

x x 
/ \ 

RO v。 0 

hO ?。

K h。

tr 

이 굴곡구조는 i의 이중 골점의 음절머리와는 달리 “양분된 단일 

골점구초point squc1e떠quc branchant"이다. 이 구조의 특색은 2개 골 

점의 성분내지배 관계외눈 반대로 두 번째 음소가 칫 번째 음소를 

지배하는 역성분내지배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다. 즉 성분내지배와는 

지배방향이 반대이다. 

따라서 III에서 보듯이 두 번째 읍소가 첫 번째 음소보다 자질요소 

의 수가 많으므로 이 지배관계는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단지 읍소 간의 자질요소의 수가 예쇄음이 바찰음보다 많기는 하지 

만 그 차이가 l개에 불과해서 지배강도가 큰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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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에 따라사는 이것을 불완진 지배로 보고 이 구초플 부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융 찾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권곡구조가 라틴어 “프쁘la"의 어두 

내부구조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데 1)의 에에서 보면 라틴어와 Ul. 이태리어는 어두에서 같은 

음절구조를 가지고 었지만 1. 프랑스어와 니. 스페인어에서는 어두에 

서 모음 “c"가 첩가되는 prosthèse현상을 볼 수 었다. 이것은 이들 

로망어가 감은 라단어에서 나왔지만 그 내부구조가 서로 다르게 변 

형되어감을 딸해주는 것이다. 

2.3. 이태리어 “g댄Qla"의 어두자음연쇄의 내부구조 

먼저 명사계열과 형용사계열에서 모두 라틴어와 감은 음절구초를 

보여 주는 이태리어부터 분석해 보자. 

1) iü의 이태리어의 어두자옴연쇄구초는 하나의 예외없이 라틴어 

와 동일하다. 이것은 라틴어에서 이태리어로의 변화과정에서 어휘의 

어두에서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소 

한 어두의 유질 내부구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11) 

11 ) 그러나 랴년이에서와는 탈려 섯 l!!째 보응애서 이숭모응화한으로 어두자응연쾌 

와는 딴1 껏 꾀.용응소QI l"팎t~f .. 에 뺑|가 있었은얀 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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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 A N- b. # A N -
x x x x12) 

/ \ / \ / \ / \ 
s c u 0 RO YO u 0 

hO ?。
H' b。

H" 

t •• 

4)의 이태리어의 구조는 라틴어와 같이 어두 자음연쇄가 굴곡구 

조룹 이룸으로 해서 어두에 prosthèse현상이 일어나 모음이 성가되 

는 변화를 막게 된다. 즉 어두에서 어떠한 번 핵의 골점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prosthèsc 현상이 일어 날 수 없는 구조를 갖는다. 

‘짝Qla"의 어두자음연쇄의 내부구조를 라틴어와 같이 4)의 구조 

로 분석함으로 해서 왜 이태리어에서는 prosthèse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2.4 스페인어 “뚱딴때”의 어두자음연쇄의 내부구조 

다음은 1) ii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려어와 달리 명사계열과 

형용사계열에서 모두 일관되게 prosthèse 현상윤 보여주는 스페인어 

의 예를 살펴보자. 

12) Prosthèsc 현상유 위주불 분석하는 이 관에서는 이와 삽싼 이풍요읍화 diphlon

gaison는 다무 시 않겠지반 여시시의 이숭모옹은 이종 삼~I의 핵이 아딘 퓨시된 
단일 플점의 빼으~i- 3) iii과 샅이 관」F구쪼픔 이루고 있다 지배옴운동의 지 뷰석인 

용소서열 hiérarchlc은 음성기관의 7R:'"도 aperture괄 지상 호|대함칩’ 사용하는 
섯이 시애자가 5파￡ 자￡응소의 싱우 호|대한 닫에지는 예쇄응이 I~싱 상한 시 

배자I~ 되고 묘응검-;h의 정우는 JI대엔 연려지논 저꼬응이 I~장큰 시애렉R- 갖4l， 
숭요응이 그 다유， _aL'C..응이 I~장 약힌 지배력융 갖쓴다. 따라시 이 싱우에 웅요응 

·‘o'’샤 고모읍 “u‘’삼 지배하게 도11 ’ . .!J!_ 익성분간지매깐 이우어 꿀꼭구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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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페인어 “똥uela"의 어원인 “웰이a"를 이태리어와 갈이 

3) üi의 굴곡구조로만 한정한다띤 prosthèse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 

이 구조에서는 어두에 모음이 삽입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다른 내부구조로의 변화가 진행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1. 빈 핵noyau 에de과 굴곡구조 

가장 기본적으로는 3)의 ii에서 어두에 빈 핵을 추정하는 것이다， 

5) i. 빈 핵을 모두 인정할 경우 

# N A N A N -

x x x x x 

ø s ø k 0 

i은 그 가능성을 충분하나 라틴어에서와 같이 스페인어에서도 잔혀 

자음연쇄 “ -sc-" 사이에 모음이 삽입되는 그러한 예가 발견되지 않 

으므로 배제된다. 

11. 굴곡구조 

a. # A N-

x x 
I \ I \ 

RO v。 u e 
h。 ?。

H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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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는 이태리어와 감은 어두 형태구조를 상정한 것으로 l간약 스 

페인어가 이 구조와 갇다띤 현재와 같은 prosthèse 현상이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스페인어에서는 변화과정에서 이태리어와는 다른 

구조로 변화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111. 빈 핵 + 굴곡구조 

b. # N A N-

x x x 
g / \ / \ 

RO v。 u e 
h。 ?。

H' h。

H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b의 구조이다. 어두에 비성절성 음소가 

오는 경우에 빈 핵noyau vide을 상정하여 이 번 핵에 성 절성 음소 

가 어두자음연쐐 앞에 삽입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C. # N A N-

x x x 
g / \ / \ 

/ RO v。 u e 

o hO ?。

H h。

H" 

I ←녁 

C는 b의 내부구조에서 성절성 음소 “c"가 빈 핵에 삽입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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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다. 이때 “양’는 “부유모음 voycUe t1ottamc"13)쏠 나타낸다. 

그런데 c의 예에서 부유응소 HC"가 삽입되기 전에 어두자음연쇄 

의 구조는 굴곡구조로서 두 밴째 음소가 첫 번째 음소를 지배하는 

역성분간지배관계에 놓여있다‘ 이 경우에 이 어두사음연쇄 앞에 “e" 

가 첩가되연 필연적으로 재음절화 resyllabation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배와 종속을 다루는 지배음운론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음절화뀔- 비문법적인 현상으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이는 허용되 

지 않는다 

즉， C에서 재음절화가 이루이진다고 가정해보자. 

d. # N A N-

x x x 
/ \ / \ 

e (s) c u e 

‘ 4 

d의 구초는 어두에 모음 ’‘e"가 첨가 된 후에 자응연쇄 내부에서 

두 번째 자음 “c"의 지배룹 받는 첫 자음 “s"사 새구조화되어 앞의 

핵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마음과 갇은 기형적 

구조를 낳게 된다. 

13) 부유i’ 2- v‘’yclle l1unante란 사잠엔새깐 부수시 위해 앙횡에 띠라서 사응띤쇄 잉 
이나 l 사이에 ~I 써든지 삽임건 수 있깐 모응응 ’3한나. 여시시 다루→는 pros 
lhc-;e의 h’깐 "c"q 하나의 어fl안얘 ~IF 여야 개의 어휘 사이에서끈 ̂ ~은연쇄 "1 
이부어시밴 W~I되는 표랑스어애 .t}.，Or한 ~h\\a “'J"Q_I 싱우시 긴il유모음 부류에 
뭔 수 "v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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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N 

x 
/ \ 

c s 

A N-

x x 
/ \ 

c u c 

C의 내부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섯은 비성 설성 음소인 자음 “s"가 

성절성 응소만이 전사 pr이cction휠 수 있는 해의 골점에 직접 연결된 

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 autorisation될 수 없으므 

로 e의 구조도 배제된다. 

2.4.2‘ 운소위치구조 

5) i과 Ü, iii이 모두 스페인어의 어두자음연쇄의 구조로 부적절하 

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이제 스페인어에서와 갚은 prosthèse 현상올 

설명하기에 적함한 내부구조는 부앗일까? 

여기에 맞는 소건은 어두에 모음 “e"가 첩가되어도 재구초화가 

되어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퍼l인어에서의 어두자음연쇄의 

구조는 라틴어나 이태리어에서와 갇은 굴곡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라틴어에서 스페인어로의 변화에서 1)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어휘의 내부구조 역시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f. # R 

N\ A N 

x x x x 

/ / \ 

~ s c u e 

f의 구조는 어두 자음 “s"가 운소위 치 position rimaJc에 놓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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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윤 나타낸다. 이것은 3) iü의 과틴어의 굴곡구조에서 운소워지 

구초보 변화했으며 역성분내지배에서 성분간지배14)로 구조가 변화 

했음용 의미한다 

f의 구조는 어두 사음 “s"가 운소위 지에 놓임과 동시에 앞에 빈 

핵이 있거l 됨으로써 부유모음 UCH사 자연스럽게 빈 핵의 골점에 삽 

입휩올 보여준다. 

이러한 모응 삽입의 원인은 인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 

는데 1 5) 사실상 지배관계의 확실성올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탄려 

었다고 할수 있다. 

2.4.3. 성분내지배 판계 

」떤데 여기에서 풍요한 점은 라틴어에서 스페인어로의 변화에서 

왜 이러한 prosthèse 변화가 이태리이와는 달리 자연스럽게 일어나 

느냐 하는 점이다. 

다음의 예를 들어보자. 

6) O. latin 

a. 믿lma 

b. tribus 

c. crcare 

믿ImltJvus 

σls t lS 

crcatnx 

14) 싱분산지비|어|시 아ε시 ~I요한 섯은 “ -t-{I， 윈o!l coda lict'ncing principlc"이q . 이 

삿f즈 유소~I~I에 t’}한 ~ 1 21언데 운소위시← 반드시 뒤에 ?깐 음질머리의 용~!-;~

??아야 한다는 셋이1:1 이 원닌|에 의해 ~ .. 소위지가 어'!~에 오는 것은 용인이 안 
씬다. 그래 에 "car’·외 간이 사응 음소넌 싼나는 어휘애시 어‘J 자응 "r'’은 반드시 

이’:t.!!쩌 noyau v.de final어l 의해 용"11완 반는 구죠이 셔 흘.:h우!지의 구.;，c/1 ~I 
수 입는 젓이다 

15) 사 언이의 ]，_유91 ’1싱띤 매개변수pardmèlα어| 따라 얀닝lfJf ‘t한다. 수 22 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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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rançais 

a. ~rruer 

b. trOlS 

C. creer 

ii. españ이 

a. J!!lmer。

b. σes 

C. crear 

ii i. italicn 

a. I!!1mo 

b. tre 

C. crearc 

{!!Ïmitif 

σIste 

creatif 

” m 

m 

‘
마
 
F‘ 

4A 

mt 

.m-
@-

민lmltlva 

σlste 

crcatlv。

6)의 예는 어두에서 “# p, t, k + r -‘’의 연쇄는 라단이에서 현대 

로망어로의 변화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prosthèsc나 어중음소 

실 syncope 퉁 어떠한 변화도 일이나지 않았응을 나타낸다. 

그렌데 라틴이에서 현대 로망어로의 변회는 많은 응운변화와 형 

태소변화를 수반하면서 문법체계가 변화하여 언어 자체가 바뀌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였다고 말한 수 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어떻게 6)의 예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어두 

에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시 않았플까?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며 

1)애서 보는 변화의 예와 비교하여 어떻게 이러한 현상올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에들은 결국 음소 phoncmc 차원에서는 변화의 원인을 기 

술할 수는 있어도 설명할 수는 없다는 현대 음운론 이론의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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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lb) 

이의 예틀은 “0"에서 “i니”까지 어두의 자음연쇄가 같은 음소로 

되어있으요로 하나의 구초로 셜멍이 가능하다. 

η i. # A N 

x x x 

p r V 

ii. # A N 

x x x 

U R。 v 
?。

h。

H 

7)은 “# pr-"의 어투 자음연쇄가 이중 골점의 tll성절성 음소연쇄 

임을 나타내는데 첫 음소의 자짚요소가 두 번째 용소의 자질요소보 

다 훨씬 많으므로 자연스렵게 성분내지배가 이루어진다. 사실상 무 

성폐쇄음은 자응 중에서 가장 지배서열이 높은 반띤애 탄설음 ‘’r"은 

자질요소가 단 하나뿐이어서 지배서열이 가장 낮은 음소17)이므로 

지배관계가 가장 안정적이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라틴어에서 현대 로망어로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어 I더한 변화도 겪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어두의 자음연쇄는 어떼한 언어에서도 발음하기에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부싱폐쇄음 P. t. k + 단설음 r"의 완벽 

16) Chomskv와 ’ lallc의 “연앤지 ~I lrall dlStm떠f’을- 사용야쓴 생성음운온과 Kayc 

Lowenstdmm의 .. 샤젤요소따ment’·깐 ."'.용하는 지배유운쉰· 상. 

(7) -f 12 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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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분내지배의 조건을 갖춘 결합이 아니라면 상당한 문법적18) 부 

담을 안게 되고 언어는 이 결합올 깨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2.4.2에서 “모음 삽입의 원인은 언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지배관계의 확실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한 언급과 더불어서 어두의 지음연쇄를 용 

인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지배관계의 강도에 달려있다고 말 

할수있다 

즉 7)에서와 같이 가장 확실하게 성분내지배 판겨l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언어가 변하게 되는 큰 변화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가 하떤 지배관계가 성립은 되지만 강도의 차이가 다소 약하다고 느 

껴질 경우에 이를 부수기 위해 prosthèse의 변화플 주는 스페인어 

같은 경우와 이러한 강도를 그대로 용인하는 이태리어 같은 언어로 

대별할 수 있다. 

2.5. 프랑스어 ’‘효Qle"의 어두자음연쇄의 내부구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라틴어와 스페인어， 이태리어의 예와 설명을 

어떻게 이 긍의 최종 분석 대상언어인 프랑스어에 적용시킬 것인7~? 

또한 1)의 예에서 보듯이 프랑스어만의 독특한 구조를 어떻게 새 

로이 설명한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어의 어휘군의 변화가 다른 언어와 달리 변화가 가장 심하고 

독특함으로 여기서 1)의 예플 다시 인용해 보기로 하자. 

18) 여 '1 "1쉰 S얘기포}에 의한 '.'H>'-~I 어려웅윤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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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 français 

N A 
a. école scolaire 

b. étude studicux 

C. 엎~nt ~irituel 

8) i의 예에서 프랑스어의 어휘틀은 어두에서 표띤형태구조상으로 

명사변화는 prosthèse변화를 수반하는 스페인어와 유사하고 형용사 

변화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이태리어와 샅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의 명사계열어휘군 중에서도 a와 b는 prosthèse어l 

의한 부유보음 “c"의 삽입현상쓸 확인할 수 있는데 원래의 어두자 

음연쇄의 첫 지음인 “5"가 탈락한 반면에 c의 예는 스페인어와 같은 

형태로 “s"윤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어에서딴 나타나는 것으로 풍시적 변화과정 

에서 a, b와 c가 서로 다른 경로릎 거셨거나 변화의 단계에서 c는 a와 

b가 겪은 “ s" 탈락syncope의 4성윤 겪지 않은 것이다. 

이렇제 프랑스어는 명사계연어찌에서 a, b와 c의 두 경우가 어두 
에서 표떤형태구조가 달러 나타나므로 이들의 내부구조의 형성과정 

도 달리 분석하기로 한다. 

2.5. 1. “얀.Qlc"의 형태변화 

“얀.Qle"의 경우는 라틴어 ‘'~chola"에서 형태가 유래됐지만 앞의 

이태리어와 스페인어외는 달러 어두자옴군을 유지히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그풍의 섯 자음 “s"갈 탈락시켜서 어두에서 사음군을 해체하 

고있다. 

따라시 “éCQlc" 의 내부구조는 그 형성과정에 소접을 맞추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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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변화과정촬 분석하는 것이 이 계열의 프랑스어 어휘들이 다른 

로녕써와는 달리 어떻게 고유한 욕색을 갖게 되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 

“얀Qlc"은 라틴어 “E낀이a"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 

된다.19) 

변화의 특질올 비교하기 위해 스페인어의 변화과정도 갈이 살펴 

보자 

9) fr : schóla ~ scóla ~ escóla ~ escole ~ écolc 

11 u1 lV 

csp: schóla 즈 scóla 즈 escóla 즈 escoola ~ escuola 즈 escuela 

1J w lV v 

iii단계의 변화부터 양 언어 간의 자이가 발생한다는 것융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변화가 아닌 이두에서의 변화만을 보게 되면 w 

단계까지 양 언어의 형태가 통일하게 진행된다. 

그렇다면 “얀Qlc"의 직전 형태인 “escole" 까지는 어두자음연쇄의 

내부구조가 스페인어의 ‘훌ucla"와 통일하다는 것을 의며한다. 

2.5.2. ’‘용colc"의 어두연쇄의 내부구조 

9)에서 3단계의 형태변화인 “escole"의 어두연쇄의 내부구조릎 살 

며보자. 

19) 상새성(20 12) 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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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N \ A N-
x x x x 

/ s c 。
밍 

위의 내부구￡는 “école"의 직신 형태인 “escolc"까지는 스페인어와 동 

일한 어두자음군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 이후의 변회 

에서 현재 형태에 이강l 위해 음정1꺼리의 첫 자음 ‘'s"/1 빨째| 된다. 
그러변 외| 유독 프랑스어에서딴 이 첫 자음 “s"가 탄락하게 된 짓 

일까? 이 콸응은 2.4.2의 결론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각 언어마다 지 

배관계의 확실성에 대한 용인의 허용치가 다르딛로 해시 일어나는 

언어의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프랑스어의 경우 라틴어에서 통시적 흐름에 따야 변화하는 

어휘의 경우120) 성분간지배에서 가장 강도가 강한 즉 자질요소의 

차이가 가장 큰 지배관계만 용인하였다는 의미로 분식할 수 있다. 

2.5.3. “화Qlc"의 내부구초의 형성 

a. # R ’ b. # R 
N\ A N -
x x x x 

I I 
c R O ~ 0 

hO ?O 
ff b。

K 
t ←녁 

N \ A N-
x x x x 

=21) I 
e RO VO 0 

hO ?。

H- h。

H 
I ‘녁 

2이 주로 융애 프냉스에서 그리스， 4'il':'t선밴역은 위혜서 이젠어지는 자용어 em 
prunl화-~: 형태깐 그대로 수임하는 섯이브갚 예외이다. 

21) 내부구i에시 .. _H은 탕락응 익 l’l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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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 b로의 변화 과성은 2.5.2에서 부유모음 “c"가 어두의 빈 

핵에 삽입펀 후 성분간지ull플 이푸는 자음연쇄 “#csc-"에서 운소위 

치에 놓인 피지배음소인 “s"가 지배응소인 “c"에 의해 탈락되는 것 

윤 의미한다. 

c. “ #csco-" > “ #cco." 

C는 a와 b의 변호}를 음소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스페인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이 과정이 왜 프랑스어에 

시는 진행된 것인7t?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것은 두 음소의 자질요 

소의 차이가 1개에 불과하묘로 프랑스어에서는 성분간지배는 가능하 

시반 이 관계를 그대로 용인하기에는 6)의 예에서 분석한 관계보 

다 지배력이 크지 않다고 핀단하기 떼문이다22) 

즉 프랑스어에서는 어두의 첫 자읍이자 운소위치에 놓인 “s"룹 

닫박시캠으로 해서 현대 로망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라틴어의 어두 

자음연쇄갚 분쇄하는 방식윤 선택하게 된다. 

결국 “얀Qlc"의 죄종적인 내부구초는 운소위치가 사라진 형태로 

진행된다. 

2.5.4 “효.Qlc"의 어두내부구조 

d. # N A N-

x x x 

e C 0 

22) 이써한 언어 간의 사이쉰 지배음운관에시는 ."~삼 언어에 서용되는 Y.띤원<'1 

p미10pe와 디환어 깨엔 언이애셔 냐바나는 쪽폭한 샤액F ‘빼 'M앤수 paramètre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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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현대 프랑스어 “얀.Qle"의 최종적인 어두의 내부구조이다. 이 

단셰에서는 어두자음연쇄가 사라시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 

“(C)VCV"23)의 형태찰 갖게 된다. 

2.6. “똥밑it"의 어두연쇄의 내부구조 

객~rir"의 어두 내부구조 또한 “얀.Qle" 이상의 복잡한 내부구조의 

변화를 겪는데 어두자음연쇄의 첫 자옹 “s"는 1) ii의 스페인어와 같이 

운소위치에 놓인다. 

그런데 원형인 라틴어 “엎브itus"는 어두에서 “sp"와 “ r" 사이에 

모음 “j"가 있어서 어두에서의 3중자음연쇄룹 믹고 있다.24) 

이태리어 “맺뇨iro"는 라틴어외 감은 어두구소를 취히고 있고， 

스페인어 “E앨략iru"도 어두에서의 prosrhèse현상으로 첨가된 “e"를 

제외하면 라틴어와 같이 어두 7.1-음 “sp"와 “ r" 사이에 모읍 “i U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시서도 프랑스어만이 어두 자음 “sp"와 “ r" 사이에 모응 

“ i "를 생략하고 있다. 이렇게 모음 “ i "플 탈락시키는 syncopc현상은 

랴탠어에서 프랑스어로의 변화에서 라틴어 acccnt의 변화에 기인한다. 

2.6. 1. 악센트의 변화 

원리| 라틴아 “S쁘itus"는 ’‘핑않it +us"의 형태로 기어 basc “spirit-" 

와 어미 d양lncnce “ -us"의 첫 모음 “ i" 에 악센트가 놓인다. 

1 )의 명사계열 c형태블 비교해 보자. 

23) 용운관시~.s 7~장 딴g찌가 쉬운 It쇼가 #CVCVCV. '-l.~로 보응-피 사응이 밴 
상아 나오쉰 구소이 l셔 μ 띤윤운판이판에 셔þ ~든 인어 I~ 이러한 .,1 :{;.쉰 시향한 

다고 시 싱씨c1 

24} 라탄이에시 3송자응연해간 세한적으!l. 샤능하다. '1'- 9 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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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 lat 

i. fr 

11. csp 

lU. lt 

spirit +힐펀 

cspnt 

esp!f1띤 

spmtQ_ 

10) 0의 라단어 “spirir +쁘”는 섯 모음 “j"에 악센트26)가 놓인다. 

원래 paroxyron27)의 언어인 라면어는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인 “iU에 

악센트가 놓여야 하지만 이 “ Î"가 단모음일 경우 propaoxyton28)이 

되닫로 끝에서 세 빈째 모음이자 짓 번째 꼬음인 “ i"에 악센트가 놓 

이세 된다. 

그런데 니， üi의 스페인어와 이테리어에서는 이 랴틴 악센트가 첫 

모음 “iU에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것은 라틴 격어미 “-us"가 로망어 

에서 격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 언어틀에서는 각각 “-u"와 “-0"로 잔 

존하여 원래의 propaoxyton을 그대로 유시하기 때운이다. 

스페인어에서 어두에 부유모음 “c"가 첨가됨에도 악센트의 변화가 

임어나지 않은 것도 바로 라단어의 propaoxyton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그러니 i의 프링스어에사는 통시직 변화단셰에서 과틴 격어띠 “ -us" 

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 원2" 라단이 어휘에시의 proparox

ytoo이 섯모음 “ctt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29) 이갓은 라딘어에서 

악샌트륜 받았던 젓 모음 “1"가 후강세모음 voyclle posnonique의 위 

25) 랴틴어에시 "spint + us" 와 낀이 이 71외 어‘’| 사이에 형태소싱에 나H..:. ‘ ll.헨하는 

싱은 !Il，~터호|이에시반 가능하다 olnl ι|이 싸라시 ~I: t，앙어에시뉴 단수냉사 하나가 

하나의 '-'1 01단우1!>’ '1능하lljA 형태소.싱셰관 푸시 않는야 
26) 싸턴이。| 악센l팍」 셰프만 새엔의 성 애악앤트acccnt d '피tcn'、lte7~ 아인 .:.t서의 

센트 acccnt de hauteuer어| 치한마. 
27) 얀어01 칸에서 l슨 l!!째 응-션어| 액샌프'/1 있는 언이 ii 딴한ct . 

28) 만어의 fi얘 q 새 l!!째 응션얘 액센뜨/1 있는 언어-i} 만한q. 

29) 예 11) 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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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놓이게 됨을 의며하고 이 약세위치에서는 아주 쉽게 syncope 

현상을 겪게 되어 현재와 감이 다른 로망어와는 달리 첫 모픔 “ j "가 

탈락한 “csprit" 형 태로 남게 된다. 

2.6.2. “효얀it"의 어두자음연쇄의 내부구조의 형성 

1 0)의 예로 설명했듯이 “R떨jr"의 어두 내부구조는 바딘어에서 

로망어로의 변화에서 더 나아간 프랑스어만의 독특한 변화과정 속 

에서 형성된다. 

내부구조룹 분석하기위해 “용판it"의 통시적 형태 변화파싱윤 요약 

해보자. 

11 ) spþ-it브S 으 spiriro 으 espirito 즈 ~pirit 즈 esprit 

u III IV 

11) i의 댄화는 라란어 원형에서의 변화로 이미 구어라턴이 시기 

에 밑줄 친 어미의 짧은 음 “u"가 “0"로 하강한다. 이태리어는 이 

단계에서 변화가 멈춰서 윈형과 가정 유사한 형태를 유지한다. 

스페인어는 u의 변화로 진행하는데 1 0)의 예에서 보듯이 라단어 

어미의 짧은 음 “u"가 “0"로 하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변화는 11에서 멈춘다. 

그러나 프랑스어는 11의 변화에서 더 나아샤 라딘아 어띠릅 완전 

히 탈락시카고 이로 인한 악센트의 변화로 젓째 모음 “ in마저 탈락 

시키게 된다. 

“댄한ir"의 어두 내부구소는 원형에서 부유모음이 첨가되는 11변화 

에서부터 살며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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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 ~pirito"의 내부구조 

a. # R 

N 1 \ A ‘，、
r

‘Z A N3 A N4 

x x x x x x x x 

/ s p r 0 

e • • 

a에서 “espirito"의 내부구조에샤 이두연쇄 “#sp-" 사이에 성분간 

지배 관셰가 성립된 후에 빈 핵에 부유모읍 “e"가 삽입된다. 

이 구초에서 어두 음절의 변화에 상관없이 (f!7는 악센트가 있는 

핵임을 나타낸다. 즉 (써는 부유꼬음 생의 삽입과는 부관하게 마지 

막 핵인 N4로부터 여전히 proparoxyton의 위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i니변화에서 이 마지막 핵 N4가 탈딱하연서 악센트의 위치 

가 N2어|시 한자리 앞인 N.으로 이동하게 된다. 

b. # R 

{에1 \ A I N2 A 2 N3 A N 430) 

x 

e 

x 

s 

x x 

p 

x x x x 

r g 

b의 단계에서는 삽입모음이 완선히 정착하였고 N4의 모음이 탈락 

함으로 인해서 proparoxyton은 N2에서 N.으로 이동함윤 나타낸다. 

여기서 악센트가 N2에서 Nl으로 이동했다는 잣은 N2가 후강세위치 

position posrtonique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위치는 라 

30) 어만 빈 배 noyau vidc final은 반r 시 손새해야 하~，. pnnClpc어| 자아Itl 이 해에 

음성 ~t ↑l 현 réalisaLion phonéLiqucOI !.H 냐 안 !<l ’ · 냐 아는 섯유 시언어21 t111 
새연수 paramèue에 착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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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어에서 로망어로의 떤화과성에서 전강세위치 position pl'éloniquc와 

함께 대표적인 약세위치로 탈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사실상 후강세위치에 놓이께 된 N2의 랄락여부플 결정 

하는 것은 반드시 악센트의 이동딴이 아니라 이웃한a이acent 자음들 

의 특성에 달려 있다. 

N2가 탈락하면 이웃한 사응펼은 완충작용을 하던 요소갚 잃게 되어 

펠언적으로 지배적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어떠한 지떼관세감 형성 

하느냐에 따라 발음상으로 큰 사이를 보이게 된다. 
b의 A,. N2• A2. N3의 연쇄의 내부구조의 변화션 분식하여 이틀 

이 어떠한 지배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분석해보자‘ 

이 연쇄는 바로 위의 7)i. ii에서 분석한 “-pr-"의 연쇄 형태가 된다. 

C. - A, ( Nz) A2 N3 - - ’ d. - A, A, N3 -

x (x) x x x x x 
U。 (i) R。 U。 R。

?。 ?。

h。 h 

H H 

‘ t .. ) )' ) • - . - “ _ . ....t 

c와 d는 후강세위치의 N2와 이웃한 Al과 A2/~ N2가 할락31) 

할 rrß에 자질요소의 자이로 인해 가장 자연스러운 성분내지배를 

할 수 있는 환경 environnemenco I 됨을 나타낸다. 

A，과 A2는 바로 ηi. ii에서 분석한 무성폐쇄음과 탄설음의 결합 

o_로 가장 자연스럽게 A，이 A2릎 성분내지배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프랑스어에서는 이 Nz사 자연스럽게 탈락32)하게 되어 

)1) 여 " 1 셔 "( )"는 단야의 /녕생싼 R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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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과 A2가 이웃한 읍소가 된다 벼성절적 요소인 Al과 A2가 이웃 

하게 되면 바성절적 음소의 마찰로 인하여 펼연적으로 지배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는 c와 d에시 보듯이 A14 A2사이의 자질음 

소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아주 자연스럽게 성분내지배릎 형성하게 

된다. 

e. - A N- f. - A N 

x x x x x x 

U。 R。 p r 

? 

h。

I-l 

e는 c의 Al과 A1가 곧점을 유지하면서 3새의 자질요소의 차이로 

인해 시섣상 가장 안성석인 성분내지배를 이루며 하나의 음절머리 

로 합쳐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f는 이것을 표면형태의 음소로 표현한 

것이다. 

2.6.2.2. “흉prit"의 내부구조 

이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용spri("의 음소형태상 내부구조는 

아래와 강이 이루어시게 된다. 

a. # R 

N1 \ Al N2 A2 N3 

x x x x x x x 

c s p r g 

1 ~ 1-• I 

31) 이 현섬 역시 zt ~!이 !'l 션숭의 H댁에 딘려있는 l’H 새 i셔 Í' paramClrC에 속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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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6.2.1의 c에서의 분석 결과에 따라 AI에서 성분내지배의 

지배관계가 형성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AI의 지배 자음인 “p"는 

이미 앞의 운소위치에 있는 자음 “s"를 성분간지배하고 있었다. 이 

러한 “p"에 의한 양방향 이중 지배는 그 지배 환경이 엄격히 나뉘어 

져 양 영역 사이에 어떠한 포함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충분히 

7!-능하다. 

라틴어 “앨iritus"의 어두 2중자음연쇄를 부수기 위해 “#sp-"앞에 

부유모음 “e"를 삽임한 후에 후강세약세모음이 된 “i"의 탈락으로 

인해 양방향의 지배가 이루어지띤서 어중 3자음연쇄가 형성펀 깃이다. 

이태리어와 스페인어의 경우에는 1)의 예에시 보듯이 라틴어의 

proparoxyton 악센트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는 진대 일어 

날 수가 없다. 

인도 유렵어에서 ’‘무성마찰음 + 무성폐쇄음 + 탄설용 혹은 유음” 

의 3자음연쇄는 어말을 제외한 어느 위치에서도 가능하다，33) 

a블 자질요소로 표현하면 이러한 양방향의 2중지배관계블 설명할 

수있다. 

b. # R 

N 1 \ AI N2 A2 NJ 

x x x x x x x 

e R U‘ R。 @ 

h。 ?。

H' h。

H 

‘ 11-, 

33) 유익하게 프팡스어애셔깐 이 3깐엔i헤，~ 어발 fin du motOU 사~;:. l~능하t:~. 

ex mln1SUC‘ asttc C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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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3자음연쇄의 음소갚 자질요소로 표현하여 양 지배관계가 가 

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배판제는 지배요소가 포함되어있거나 지배가 

같은 방향이거나 할 때는 지배가 성립이 안된다. 

그러나 b의 내부구조는 음소 “p"를 지배의 머리 têre로 하여 3자 

음연쇄 “ -spr-" 사이에서 “s와 p"의 성분간지배와 “p와 r"의 성분내 

지배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 해서 3자응연쇄 내 

에서 양 지배관계가 다 가능해짐을 나타낸다.회) 

그런데 이러한 음소형태구조는 프랑스어에서 가놓은 하지만 자연 

스러운 형태는 아니다. 그짓은 1) i에서 보듯이 훨씬 더 많은 예에 

속하는 “효ole"과 “얀ude"는 이 “s"를 탈락시킴으로 해서 지배의 

머리가 되는 무성폐쇄음의 양방향 지배관계로 인한 부하릎 줍였기 

때문이다.3야36) 

34) 프랑스어에시는 이송에시 ;11(11 4'-l-g연해까지 가능한데 (ex , 때띤1) 이 싱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지만 4새s>1 사상요소보 구싱된 유성떼쇄픔 “ d"/l 1，’성마삼용 

“SH에 의혜 내마 imp1osion!디으파 에시 2새의 ~+싣요소감 앓이이‘:1 으~ ，~.‘소우l지기 

분시됩으로 /감·하지만 여시시 는의한 문제는 아니므로 나쉰 시회에 이!，tlp.1 한다， 

35) 사섣싱 프랑스어애시 "강~앨I!nl"냉’찌9외1 (감r은 커구L소는 없시는 않지‘딴간 .“‘얀o이1eε’”’i과} 

와 잔은 구죠에 바해 민E또E수시 -→tó씨I~떤!어신다 상재성(20 12)에셔 언 ，f했풋이 셋 

짜응 "s"가 지배응소 “p"애 의해 당야되시 않고 그대로 유시되{ 섯은 송세 카 

관랙 사회에서의 안응 홉싱에 '1~1하는 것으로 언어외적 상황 ex띠-ltn믿:isùque 

에 의혜 형성된 섯이다， 

36) “m!nt"와 연관$~여 !l량스에사 아사 화선하꺼l 밝혀지지 않은 양요~.I 어후l가 tJ~로 

‘têtreU이다. 이 ’‘êrrc"는 한용생애에 따라서 그 어원이 라틴어 .. ‘~re < esse’·라고 
꾀는 성우와 “srarc'’라..v. ’A• 싱우로 나넌다. 

대처|로 "ê.rre"91 함용윤 '11 치 개Uer“종사가 라딘이 동시 "vadcrc, irc, ambulare 
“의 형태틀이 혼함5'1어 있는 것시애 “èrrc"도 활용형에시깐 êl~!이 농사 “ esscrc, 
stare"의 형태캄 다 시용하t 섯으로 보는데 부정법 "éσ'e"의 잉태{ 이 ~l 확↑l하 

시사 않다. 그런데 슈F쓴았 끄는 섯F 이 "èt:rc"의 어원석 워형이 "‘!Sscrc"라벼 어쥬의 
“.ss.'’샤 “.5(，’·로 이화된 후에 “l외 r"사이의 .'e"가 탈략되어 원 섯이jl.(Llltré 시 ~I 

의 섣명)， 만약 원형이 ·‘stare'’아맨 이 글에서의 논의대로 proslhèse연상 이휘스 
때인어의 estar 동사의 싱우)에 섯 !l.응 “a"가 탈락된 갓이혀.Jl 익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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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갱spirito"의 내부구조에서 A2의 자음이 탄싣음이 아닌 폐 

쇄음이 옹다고 가정하띤 이러한 지 tlll구조가 형성된 수 없다. 

C. # R 
N, \ A1 N2 A2 N3 A N~ 

x x x x x x x x 
e s p 1) g 

C는 A2에 무성폐쇄응 “t"가 놓임을 가정했을 때의 예인데 이 

경우에 N2가 탈락하게 되떤 A，과 A2의 자음의 사짚요소의 수가 

똑같이 4개로 갈아지므로 이 양자 간의 지배관계가 성분내지배 관 

셰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Alol A2의 지배를 받는 싱분간지배를 

형성하게 된다. 

d. # R 

N 1 \ AI A2 N, A, N, 
x x x x x x x 

e R。 U。 R。 8 

h。 ? ?。

H (h ) h。

(H-) H-

1 ~ 

d는 c의 N2가 탈락하였음 때 AI과 A2가 이웃하까11 되어 필연적 

으로 지배관계에 놓임을 나타낸다. 이때 A2의 자질요소가 A1과 같 
으므로 오히려 A,ol 내파 lmplosion위치에 놓이계 되어 파열자질 

요소3끼들을 잃어버리고 A2의 지배를 받는 성분간지배가 형성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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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춘다. 

그런데 AI은 이미 앞의 운소위치의 자음 “s"를 성분간지배하고 

있어사 파열자집요소릎칸 잃어벼리게 되댄 그 자신이 운소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피치배음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음소찰 지 

배할 수 없다는 지배의 원리 p끼nClpe어l 의거하여 결국 지배능력을 

상설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배관계의 혼란 즉 음성시관 내의 발 

음상의 불편함윤 피하기 위해 N2룹 유지하는 방향으로 언중의 선택 

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3. 형용사계열의 내부구조 

이제 프랑스어의 형용사계열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형용사계열은 영사계열의 보초 형태이며 형용사계열의 어휘도 l정 

사게열 어휘의 내부구조와 통일하세 분석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의 논의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용사계열 어휘와 냉 

사셰연 어휘는 로망어로의 이입시시에 따라 표층구초의 형태가 달 

라질 수 있다. 

3. 1. 프랑스어 “scolairc"의 어두자음연쇄의 내부구조 

1)의 예들윤 비교하연사 분석해 보자 

4개 언어를 형태상으로 명사제얼과 형용사계열 어휘의 어두형태 

구조둡 비교해보띤 원형인 라틴어 형태에서 이태리어는 전혀 pros
thèse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원형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38) 

37) ^1()1 "( )"’,’ 표시한 사 11요소뜰. 

38) 려년어 “핸이cI， 웰이all‘"01 어두에 있:깐'- )시l씨식읍 ”깨h 

.ι샤f .:(샤}용현 ‘! 0 ~l- 이 시 ‘I~.은 iξ망이애 서는 한 선 01 사리 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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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에시는 그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어휘 

에서 prosth강se에 의한 모음 “e"의 삽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지 

“ c + 라틴어 어두”가 공식처럼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태리어와 스페인어는 prosth엉C 현상의 유 · 무를 떠나서 모든 

계열이 동일한 형태의 어두를 취하묘로 철저한 일관성올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마지 그 양사의 중간 단계를 취하듯 명사 

껴l열에서는 선부 prosthèsc에 의해 모음 “e"가 삽입되고 형용사계열 

에서는 전혀 모음 ‘“‘'eH 

태플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사실 프량스어에서의 이라한 명사， 형용시 등 문법카태고리 간의 

형태상의 괴리39)는 그 어휘군들이 언제 프랑스어에 이입되었느냐 

하는 시기의 문제로 귀셜된다. 라틴어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계속 

변화하연서 프랑스어에 이입된 어휘틀은 주로 영사부류에 속하는데 

이것틀은 봉시적 음성변화를 겪어시 변화된 어 후l툴이고 주보 12 -

13세기 중세프랑스어 시기에 식자웅든이 그리스 라틴고전문학들을 

번역하면서 라틴어에서 직접 차용된 형용사부류의 어휘들은 음성연화를 

쉬지 않고 수입된 것이어서 라탄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된다.40) 

39) 이러한 ;'1ιl쉰 형태상~I hétérogénèltc<"_-" , 브는데 l~팡스어얘능 샤!!r"수 '1 높은 

어휘임4:꽉 이러한 예 '1 니부 많아 이 ~l상에 패한 새l‘n~1인 연구가 엔요반 성성 
이다. 

cx l. père patcmel. frèrc fratcmel. nuit . noctume. 디el cël ‘stC 
ex2. ma1씨n domestique. est oricntal . ouest : OCCldcntalc. réve onuique 

l 의 예쓴 l래도 갇은 라민어 어원용 사시 " 있지만.291 얘븐 션혀 다、 어찌에세 
나옹 섯이t:1. 이 21한 여앙깐01 밴도수시 3당은 어￥|영l수카 빈번한 깃은 사사풍틀이 

연요에 따i.'1 석 집 그리 (어나 라단이에 서 ~l요한 이~I냥 ;(.용해 와"! ':1어 진 현싱 
이다 

40) 숭써유언의 그리스. 라단 il션분학의 엠!억은 심자군선쟁에 기인하는데 이 신쩡애 

잡여한 lι| 낀:도문듣유 야'I~<;'!으로 생각했띤 이맙~!깐이 」라스 라1.; !~1 문헌블깐 

선부 이얀어파 밴역히여 그 내용응 산 <11.lt 있는 것에 ”’.'-1 숭직읍 ~}이시 온국에 
둡아온 이후 가폰럭의 사세꽉은 중심으니 JI. 선번의에 ~I씌 71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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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흔 라틴어에서 차용된 어휘들이라고 합지라도 라틴어식의 어미 

는 모두 프랑스어삭 franCI양으로 변환하여 쓰이게 된다. 어며를 자국어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은 1 )의 이태리어나 스페인어에시 보듯이 모든 

로망어에서 공풍된 현상이다. 

이제 1)의 i. 니， L니의 a 항목의 예들의 어중모음41)픔 살펴보자. 

12) N A 

a. écolc scolairc 

11. CSp. a cscuela escolar 

ILI. It. a. scuo1a scolastico 

1)의 예에서 a 항목의 예들이 b, C에 비해 다른 변화쉰 보이는 것은 

이 어줌모음이 중모음으로 [-HAUT, -ba야의 특성을 갖는 모음이기 

때문이다. 

라틴어에서 현대 로망어보의 변화 시기에 이중모음화diphtongai-

50n갚 겪는 것은 주로 이러한 [-HAUT, -bas]의 변벨자질 trait dis

rincrif올 갖는 중꼬음A2)등이다. 

12) i의 프랑스어에서 이중모음 ’‘0"가 명사에서 이종모음을 겪지 

않는 이유를 2.6.1 악센트의 변화에서 설명히였다. 

그런데 ii, iii의 스페인어와 이태라어에서는 명사에시는 이풍모음 

화가 일어나는 데에 비해 쩡용사에서는 일어나시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룹론 이러한 현상도 이들 어휘의 로밍써로의 이입시기에 차이가 

41) Proslhèsc 현 상이 었는 싱우감 짓째 -~~‘3-이고 있는 싱우는 판얘 .y_음이 온1( 1 . 
-12) <'1 '.'1어에넥 센애 로망어꾀의 맨화에서 이승y응·흩h 껴논 모유li픈 대듀닉J &꼬 

{}~! "e. 0"이여 이 꼬~.~~ ..... 이 멸￥! ~'11 syllabc ouvertc이나 안힌 응선 syUabc 

κrméc어| 시 싱새쉰 받읍 "11 이츄파유회하듀네 "1테 <'1이나 까~~1I ，?1이에시는 이 이 

승 ~J~운늘이 」내화 유지s.1 시‘L 프l상’‘이에서는 싱·세 사시에 대 ‘，!.분 성이승 1ι읍 

dlphu.lOguc Icgcπ이나 ~l-~’-‘}- monophlongaison.!>_',: 쑥약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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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운인데 특히 스페인어에시는 형용사 어휘도 prosthèse에 의해 

어두에 모음 “c"가 첨가되어 있다. 

이제 이 형용사계열 어휘뜰의 내부구조를 어두관 중심으로 명사 

계열 어휘듣의 내부구조에 의거하여 상펴보자. 

프랑스어 “sCQlairc"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감이 라틴어에서 직접 

차용한 것으로 prosthèse 현상올 겪지 않았음으로 해서 라틴어와 같 

은 어두구조갚 갖는다. 

“얀Qle"의 어두내부구조와 샅이 tll교해보자. 

l3) a. # A N- b. # N A N-
x x x x x 

/ \ 
s c 0 e C 0 

t •{ 

b의 “얀Qle"의 어두내부구소가 가장 일반적인 “(C)VCV"인데 비 

해서 a의 “scolairc"의 내부구조는 2.2에서 설명한 라틴어 내부구조 

에서와 같이43) 역성분내지배 관계에 의해 어두자음연쇄를 허용하 

는 굴곡구쇼이다. 

이 구죠도 달곡구조로 보지 않고 아두자음 “s"듭 운소위시에 두는 

것도 생각해 블 수 있다. 

C. # R 

N \ A N -

x x x x 

ø s C 0 

‘ -• 

43) 2.2애서 이"1 사선요스에 의한 lUV--f.1:깐 살펴 보았요.!..!..I.~ 이 11사는 생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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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c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자음연쇄 “-sc-"의 지배방향은 변함이 

없다. 2.2에서 논의 했듯이 4개 요소의 무성폐쇄음 “C"가 3개 요소 

의 마찰음 “s"에 비해 자질요소가 한 개 더 많기 때문이다. 

프랑스어의 “SC으laire"의 어두내부구조를 역성분내지배의 굴곡 

구소로 볼 것인사 혹은 어두 자음 “s"를 운소위치에 두는 싱분간 

지배 관계로 볼 것인가는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단지 

전자는 “sCQlairc"의 어두에 prosthèse에 의한 모음 삽입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 가능성을 열어 둔 구조라고 보연 되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prostbèsc에 의한 “e"전가가 이루어질 가능성 

은 없으므로 “sCQlaire"의 내부구조를 a의 형태로 본다쩌) 

3.2. 스페인어 "cscQlar"의 어두연쇄의 내부구소 

스페인어 “용cQlar"는 후기에 마단어에서 지용하여서 이입시시가 

냉사 “똥ucla"와 다르지민 언중플이 문법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추변회45)를 똥해서 어두를 봉일시키므로 prosthèse 현상윤 겪는 

다. 하지만 원래의 용시적 변화인 어중모음 “0"의 이중모음화는 겪 

지 않아서 가장 독곡한 어두구조갈 갖게 된다. 

44) 휘디| 프랑스이에{-- prosthèsc어| 의에 상시적인 이샤에시의 "e" 섬사와 유사한 

”이’심사 현상이 쓴새한다 11 ，/' 쓴 ‘'schwa"è[Jl 파~ l j'. 섯o_딛 prosthèsc와 l’f잔 

1I 시￡ 샤음 연쇄깐 샤수는 역한깐 딴~I 었다 ‘·πdlre. rcpn:ndre"외 깐은 이무 

F ι에시 프랑스어{ξ 항상 "#찌-， #rpr-'’의 인쇄에서 "r피 #r':lpr-"와 갑이 

‘ch“a윌 삽입하쓴이l 이와 산휴 싱 우에 간은 로망어언 이애려어는 항싱 '. i"한 섬 
'1하고 산페인어깐 "C"씁 션시안O~ 해서 어두에서 "#rd-, #rpr.'’와 깐，0. -f쏘의 

사·암<rl쇄칠 따고 있냐. 그러 L~ ，‘E앨쉰1 " 5>1 내부-안소시 ‘’았듯이 “ #rd-, #rpr-"어| 
사L “ d. p" 시 유 •. l，’성예쇄응이 _"_ t， ' l"f l 선한 딴섯유 "r"{} 송분히 싱{，t..까시배와 

성1，L내지배칠 농 사에 힘 수도 있야， :L써나 프량스이: 이 싱우 이 지배;} ?!성 
ðt시 않고 sch、，Ya ‘’ j"읍 섬가한o_‘% 써 이와 같은 사용언써갚 막고 있나 

01 5) 이러한 유주밴화 chan양mcnt analoglquc뉴 프랑스어에시!ι 언꾼 동시 깨lmcr" 의 

~l ~!법 1 ， 2'!1 생 ι;4:의 이두5’잉 Ol a" 간 다릎 인징 1!!~1에 ~ I 지사 ~I 섯에 ~I째 

인반"<1 인 현싱<1H>; 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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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uela"의 어두내부구조와 갇이 비교해보자. 

14) a. # R 

N1 \ A N2 -

x x x x 

e s c 0 

b. # R 

N 1 \ A N2 -

x x x x 
/ \ 

e s c u e 

a와 b의 내부구조의 차이는 N2이l샤의 차이인데 이 두 어휘는 아 

두에서 똑갇이 prosthèse 현상에 의해 N 1에 첨가모음 “c"를 갖는다. 

그렇지만 N2에서의 이중모음화의 유무의 차이로 인해 이입 시기에 

차이가 있었음윌 알 수 있다. 

그런데 3.1 의 “sCQl때e’·의 내부구조 형태와 관련하여 “용Qlar"의 

구조를 어두에 빈 핵이 존재하는 분지된 음절머리 내에서 역성분간 

지배 관계괄 이루는 다음과 샅은 형태를 제기할 시·농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펼요가 었다. 

c. # Nl Al N2-

x x x 
/ \ 

e s C 0 

C의 “흩Qlar"의 어두구조는 “scolaire"의 어두구조와 벼교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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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지배이론의 아주 근본적인 

법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음절분할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구조가 

된다.46) 

C어l^i A，은 골점이 분지된 음설머리의 구조플 갖고 있는데 이것 

은 역성분내지배틀 의미한다. 즉 자질요소가 두 번째 음소까 첫째 

음소보다 더 많아서 지배관계가 역전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런 골접 

이 분지된 음절머리구조는 그 앞에 핵이 없용 때만 인정되는 구조 

이다. 

앞에 핵이 있다면 a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자질요소가 그 다음에 

오는 자음보다 적은 첫 번째 자응은 앞의 핵과 더풀어 운소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배가 완전하지 않은 액성분내지배 위치47)보다 운소위치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구초라는 말과도 상통한다. 

지배음운론의 이러한 입장은 시본적인 단이의 음절 분할올 하는 

데 있어서의 자연스러움과도 일지하게 된다. 

“웰Qlar"의 음절을 “ e\ sco \ L값”와 같이 분할한다면 아주 부자 

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 e .. JI와 “-sco-"사이에 단어 경계에 준하는 휴 

지pause를 부여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경우 청자의 입장에서는 마치 두 단어를 발음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46) 2.4 I 상소 
47) 사연언어애서 억성분내지배는 다관 시 t’11관셰에 벼해 사완선한 지배보 인식되는 

싱우It 많마 앵어에서 팩ycho-， 뺑fe"와 감은 행티|구산 갖는 어휘한이 방용 
싱에시 이두의 "p. k"가 전혀 ';'Ì응이 아되는 이유1i 역싱분내시배의 +~~~↑l싱윌 

나타낸다. 
프랑스어의 경우 .. 옐cho-'’에서 어부의 “p‘'7~ 발요윤 되지만 두 벤째 요소인 

"SH의 지배플 받쓴 역성분내지배 판셰관 이부기 위혜 파crl~릎이 당악된 상lH얘사 

얀응이 되브로 끽，.'&1 외국어화자한이 안응하기 까 상당히 까마로운 이유샤 따로 

이 "1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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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8) 

따라서 자연스러운 상태에시의 “escolar"의 음절분할은 ·‘es \ co 

\ Iar" 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셰 된다. 

결론적으로 C와 감은 구초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3. 이태리어 “sCQlastico"의 어두자음연쇄의 내부구조 

“sCQlasrico"의 구조플 성명히는데 있어서도 앞에시 프링스어와 

스페인어에서 논의했던 대로 냉사 “scuola"와 로망어로의 이임시끼 

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prosthèse가 일어나지 않았 

딘 이태러어에서는 첫 번째 모음이 되는 “0"에서 명사에서는 이중 

모음화가 이루어졌지만 형용사에서는 그대로 “0"를 산직하고 있지 

때문이다. 

15) a. # A N-

x x 
I \ 

s c 0 

b. # R 

N \ A N-

x x x x 

g s c 0 

‘ { 

이태리어에서도 프랑스어에시와 갇이 a와 b의 구소닫 생각할 수 

48) 션셰 이태리어애서는 ‘·그는 $~생이다，.라는 문상이 “ E s[udenlc"ol브강 이 상우 

에는 "e'’와 "<ml-"사이애 어싱에샤 놓이묘로 휴지J~ 분영혜야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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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b의 구초는 완전히 배제된다. 그것은 3.2에서 스페인어릎 분 

식했지만 이태리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prosthèse현상이 일어나 

지 않았기 때문에 낼sc."와 같은 어두자음연쇄에 모음 “e"가 첩가 

될 /)-능성이 진허 종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ill. 결 어 

지금까지 원형인 라틴어에서 현대 로망이 이태리어와 스페인어를 

비교 분석하면서 프랑스어의 prosthèse 현상윤 살펴보았다. 

근본적으로 prosthèse 현상이란 어휘의 어두에서 자음연쇄룹 부수 

기 위한 모음 챔가현상을 말한다. 어두에서 ̂ H응연쇄를 부수기 위해 

모음을 첨가하셔나 자음을 탈락시키는 현상은 모든 언어에서 공홍 

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49) 어두의 자음연쇄는 편안하고 쉬운 발응 

을 방해하는 것으로 산주되어 이감 부수기 위한 망향으로 언어가 변 

화되는 것이다.50) 

그언데 주목읍 끄는 것은 랴딘어를 원형으로 하는 현대 로망어의 

대표격인 프랑스어와 이태리어， 스페인어에서 이 현상이 서로 나르게 

나타난다는 정이다. 바로 이 차이에서 프랑스어의 고유한 prosth송se 

현상의 특색이 나타난다. 

프랑스어에서의 prosrbèsc 현상은 전혀 이 현상이 나타나시 않는 

이태리어와 다름은 울론이고 이 prostbèse 현상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스패인어와도 픈 자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prosthèse의 주요 현상인 이두에서의 유우모음 “c" 청 

49) 우리나라의 얀얘 "1노 15셔l시상 Aftið-내쟁 시시얘 흔써했단 어두자음엔쇄 " ，ι .. 이 
만.(}-깜인 ’‘ ν .. 。낀 ll~뀌었다 

50) 생싱원월·에서는 이퓨 세계 인이의 ，.공보 consplfacy "랴고 표현한 한사 인반 

'<1인 현상이나 



!f:.'상스이 동시연화의 "prosthèSC"에 깐하여 -t4S 

가쉴 지배음운론적으로 불식폴 하였다.3개 언어의 차이가 뷰소분석을 

위주로 한 표떤구죠 분석에시는 드러나지 않는 자칠요소갚 사용한 

심층적 내부구조의 변화런· 분식하여 라틴어에시 현대 로땅어로 이행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충직인 요인이 있었는지룹 분식하여 현대 

프랑스어 의 prosthèsc 현상의 특색을 규명하였다. 

프랑스어는 다른 로망어와는 차별되게 prosthèse 현상피 더불어 

syncope 현상도 수반하여 더욱 어두자음연쇄를 부수는 언어적 특질 

윤 보유한다. 이러힌· 특씬은 오직 프랑스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라틴어의 고저악센트가 ι}릎 로냉·어와는 달리 프랑스어에시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과 맞불려시 신행된다. 

이 결과 오늘날 이태리어와 스페인어에서는 남아있는 라탠어의 

paroxyton이 프랑스어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강추연시 oxyton적인 

특색을 갖게 되어 로망어 내부에서도 프랑스어만의 고유한 음색을 

갖게 되었다. 

라틴어에서 현대 로방어로의 변화는 언어내적 10πa.linguislique 요 

인은 물론이고 라딘어른 사용했던 언중 S띠et parlam의 변화와 더불 

어 역사적 문화적인 언어외직 cxtra-linguistique 요인릎도 부수히 깨입 

되어 진행되는 긴 과성이다._L래서 F. Brunot, E et J Bourcicz 등 

을 비롯한 많은 동시언어학자들이 이를 표충적으로 기쌀하고 설영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현대 프랑스어에 존재하는 홍시적 현상의 결과 

에 대한 현대음운론적 분식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자연언어에서 보 

편적으로 발견되는 어두자은연쇄를 부수기 위한 prosthèsc 현상이라 

는 프랑스어의 특색을 표층적 형태분석을 넘어서 음소의 심층적 내 

부구조에서 음소 간의 사짚요소의 차이로 인한 지배관셰에 기인한 

다는 현대 지배음운이돈에 입각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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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Su r la “prosthèse" dans le changement 

diachronique du français 

CHANG Chae Scong 

(Université Nationalc de Séou1) 

CCI article trailc principalement de 1a théorie gouvcrnementalc 

pour an려yser la prosthèse cn fr뻐@떠s en comparant les langucs 

romancs commc 1’italicn ct 1 ’espagn이 venucs du latin. 

La prosthèse slgnifie le phénomènc d’adjonσion dc “ c" au dé

but du mot pour casscl la séqucnce des consonnes quc les lan

gucs d u mondc πouvcnt incommodc pOUI prononccr facilcmcnt 

leur langue. 

Mais cettc prosthèse apparaît diπëremmcm entrc Ics lan망ICS 

romanes. 

C ’est à ce stade que la particularité de la prosthèsc du français 

se détache claircment au dessus dc notre rcconnaissance. 

La particularité de la prosthèsc du français diffèrc dc cellcs dc 

l’espagnol qui a aussi subit cette phénomènc cn mcttanr à part 

l’ita1icn qui nc 1’a jamais subi au cours du tcmps. 

Cet articie a analysé I'a에onction dc la voyclle flortante de "c'’ 

au début du mot au moycn de la lhéorie du gouvcrnement. 

A vcc cctte théorie on 없lalyse la sσuαure inteme des mots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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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s qui onr subi la prosthèsc ct révèle Ics faαeurs profonds des 

changemcnts phonétiqucs du latin aux la매lCS romanes. 

Le français seul montre la paπicularité d ’accompagncr le syn

cope du prosthèse en rombant la première consonne "s" à la dif

férence dc 1’cspagnol, cc qui fonific celle dc casser d’unc maníère 

la plus fOJ'tc la séquencc de consonnes au début du mot cntre Ics 

langues romanes. 

Ce phénomènc d’accompagncr Ic syncope du prosthésc est 1e 

caractère du français avcc 1a disparition complète du paroxyton 

du latin tandis que Ics autres langues romancs comme 1’italien et 

l’cspagno1 gardent toujours 1’accem paroxyton. 

주제어 : 어두음첩가， 사음연쇠1 ， 지배， 성분내지배， 성분간지배， 원리， 

매개변수，부유모음，어종음소실 

Mots.c1és : prosthcse, séquencc dc consonncs, gouvernemcnt, gou. 

vemerncnt syl1abiquc, gouvemcmcnt intcrsyllabique, 

principc, paramèπc， voyelle flottante, syn∞pc 

논문 투고일 : 2013년 10월 30일 

심사 완료일 : 2이 3닌 1 J 월 29일 

자l재 확성일 : 2013년 1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