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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논문에서는 (1)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료 구축
(코퍼스의 형태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2) 또 현대한국어 계사 ‘-이-’의 해요체 활용
형 ‘-이어요’가 ‘-이에요’로 사용되는 현상, 기원적으로 ‘-으시- + -어요’에서 기원한 어미 ‘-으셔
요’가 ‘-으세요’로 변화한 현상이 1920년대부터(20세기 전반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보
고하였습니다. 발표 논문에서 보고된 ‘-이에요, -으세요’에 대한 사실은 20세기 전반기의 한국어
연구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20세기 전반기 한국어 연구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는 제안에 토론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면
서 제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현상을 몇 가지 더 보태려 합니다. ‘-이에요, -으세요’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의 해석을 약간만 더함으로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20세기 전반기 한국어 연구의 필요성과 제언
20세기 전반기를 전후한 시기에 한국어사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가 현재의 한
국어입니다. 그동안의 연구에 의해 이해하게 된 변화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현대한국어의 연결어미 ‘-으니’는 ‘먹으니, 가니, 사니(← 살-)’에서 보듯이 자음 뒤에서는 ‘으니’로, 모음, ㄹ 뒤에서는 ‘-니’로 교체되는 일반적인 어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형태를 가진 의
문형 종결어미 ‘-으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먹으니?’는 불가능하고 ‘뭐 먹니?’만 가능합니
다. 그런데 자음으로 끝난 형용사일 때는 수의적으로 ‘-으니’가 나타납니다.
(1) 좋니?, 어쩜 좋으니?
의문형 어미 ‘-니’는 20세기 초에는 ‘아늬(← 알-), 잇늬’처럼 동사, ‘있-, 없-(-었-, -겠)’ 뒤에
서만 나타나는 어미였습니다. 분포가 형용사, ‘-이-, 아니-’ 뒤로 확대되면서 같은 해라체 의문
형 어미 ‘-으냐’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교체 양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유필재 2018).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상대경어법 등급은 해요체와 해체라고 생각됩니
다. 한국어 문법서에 있는 하오체는 음성언어로는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기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2) (노인) 여보 말 좀 무러 봅시다 저 집이 김관일 김초시 집이오
(이웃 ) 녜 그 집이오 그러 그 집에 아무도 업나 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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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요체를 쓸 자리에 20세기 전반기에는 대개 하오체를 썼습니다. 하오체가 가졌던 예
사 높임의 기능을 현재는 해요체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현재 영화 자막 등에서 쓰이는 하오형
의 형태는 朴正壬(2008: 40-42)에서 별도로 분류한 ‘-오/-소’ 형태와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오체가 어떻게 해요체로 대체되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에서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진 바가 없는 듯합니다. 아마도 20세기 전반 그리고 후반 앞부분에 걸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듯한데 아직은 구체적인 조사 연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발표 논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료 구축과 분석이라는 지루한 작업
이 선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세기 전반기 자료라도 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글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安秉禧 1992: ⅳ-ⅴ) 한국어
사 연구의 태도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행본 『川邊風景』의 ‘솥이, 솥에다(8, 16쪽)’
는 원래는 ‘솟이, 솟에다(朝光 1936년 8월호 265, 271쪽)’였습니다(유필재 2012: 106). 후자가
언어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이에요, -으세요’에 대한 기술과 설명
발표 논문의 정밀한 조사로 ‘-이에요, -으세요’가 1920년대를 기점으로 활발히 사용되게 되
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 중 하나인 ‘-이야요, -이얘요’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덧붙여 봅니다.
‘-이에요’는 계사 ‘-이-’의 해요체 활용형입니다. 현재의 한국어 교체 양상으로 보면 ‘-이어요’
가 예상되는데(예: (머리에) 이다, 이어요) 이때는 ‘-이에요’인 점이 특이합니다. 이 ‘-이에요’가
20세기 초기에는 ‘-이야요’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의 해체 활용형이 ‘-이야’인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형태입니다. ‘해체’(半말)가 먼저 생기고 이후에 ‘해요체’로 확대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게체 어미 ‘-는가/-은가～-나’에도 ‘-요’가 결합된 해요체 어미 ‘-는가요/-은가요～-나요’가 있
는 것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요’가 ‘-이얘요, -이애요’로 변화해 나간 것으로 보입니
다. 서울방언에서 ‘-어야, -어야지’도 ‘-어얘, -어얘지’로 변화한 예가 있습니다(유필재 2006:
309). ‘-이어요’는 나중에 생긴 규칙형으로 추정됩니다.
서울방언을 포함한 중부방언에서 ‘ㅑ > ㅐ, ㅕ > ㅔ’라는 평행된 음운변화가 광범위하게 나
타납니다. ‘되-, 뛰-’의 모음 어미 결합형으로 ‘돼:’와 ‘되어’, ‘뛔:’와 ‘뛰어’가 모두 존재하는 것도
이 변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어에서는 규범화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많이 버려졌습니
다. ‘ㅕ > ㅔ’에 관해서라면 ‘귀여지 > 귀에지, 우연만하다 > 웬만하다’ 등 일부에서만 살려 두
었습니다. ‘-으셔요 > -으세요’의 변화 역시 이 영향이 아닌가 합니다. 서울방언의 ‘-으련 > -으
렌’도 같은 부류에 듭니다(유필재 2006: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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