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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페란토(Esperanto)어의 개선을 위한 제안
에스페란토어 표기법과 문법의 개선안

     

인문대학 언어학과   이 현 복

1. 들어가기

 에스페란토(Esperanto)어는 언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민족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

여 궁극적으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1887년에 탄생한 국제 인공 보

조어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어가 여러 개 있었으나 아직까지 꾸준히 살아 남아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인공어는 에스페란토어가 유일하다. 에스페란토어는 라틴어, 독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어형을 간소화하고 발음과 문법 규칙을 단순

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배우기가 쉬운 언어이므로,  영어를 배우는 시간의 10분의 1이면 자유

롭게 말하고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영어가 오늘날 국제어로 군림

하고 있지마는 문법 규칙이 복잡하고 발음이 어려운 영어를 익히려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

이고도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려운 약소국과 빈한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에스페란토어를 보

급하여 국제적인 보조어로 정착시킨다면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은 그만큼 빨리 이룩할 수 있

을 것이다. 

에스페란토어는 창시자인 자멘호프의 원대한 포부와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다른 인공어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 수가 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해 보급률이 미미한 상태이므로 진정한 세계어로 성장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언어의 위세는 사용자수에 정비례한다. 사용자 수가 적으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배경이 없는 에스페란토어는 숙명적으로 강력한 언

어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인공어이다. 에스페란토어의 보급률이 아직도 

미미한 상태에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영어와 같은 강력한 자연어가 영·미의 국가 배경과 인터넷을 타고 국제어로 군림

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에스페란토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소이다. 둘째로, 에스페란토어는 글자와 발음과 문법이 규칙적이어서 배우고 쓰기 쉬운 것

이 사실이고, 이는 커다란 장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에스페란토어는 이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

다. 우리는 여기서 자만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더욱 매력



170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0, 제6호

적인 언어로 다듬어야 하며, 이것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시 말

하면 개혁을 하여 더욱 간단하고 규칙적이며 배우기 쉬운 언어로 발전시켜 지구촌 만방에서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승화시켜야 한다.

현재의 에스페란토어는 글자와 문법과 어휘 체계가 모두 라틴어, 독어, 영어, 프랑스어, 러

시아어 등의 서구어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여기에 동양어의 특성을 가미하여 에스페란

토어를 진정한 의미의 세계인의 언어로 개편할 필요성이 크다고 믿는다. 그것만이 에스페란

토어를 지구촌의 언어로 보급하고 활성화시키는 첩경이라고 본다. 현재 에스페란토어에 익

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 언어가 지니고 있는 결함과 부족한 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비

록 인식하고 있다고는 해도 이미 굳어 있는 습관을 타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 에스페란토 표기법의 개선 

이 글에서는 에스페란토어의 글자와 표기법에 관한 개혁안을 제시한다. 현행 에스페란토

어 표기는 한 마디로 불편하고 비능률적인 표기법이다. 정보통신 시대에 컴퓨터로 쉽고 능률

적이고 자연스럽게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체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

으나  자음의 표기는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c>와 <ĉ>, <g>와 <ĝ>, <j> 와 <ĵ>, <s> 와 <ŝ> 같

이 전혀 별개의 소리를 동일한 글자로 적고 그 위에 삿갓(circumflex) /^/을 올려 놓아 구별

을 하는 방법은 대단히 비능률적이다. 게다가 <w, q, x, y> 같은 유용한 글자를 사장시켜 사

용하지 않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반모음 <j>를 <y>로만 적어도 <j>는 마찰음 ĵ[ʤ](예, 

pleasure)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2.1. 표기법 개혁의 원칙

현행 에스페란토어 표기법을 더욱 능률적인 표기법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로 입력하기에 불편하고 비능률적인 <ĝ, ŝ, ĉ, ĵ, ĥ>의 삿갓(circumflex)<^)을 제거

하며  모음 <ŭ> 위의 단음표시<  ̆̆>도 제거한다. 

(2) 현재 사용하지 않는 네 글자 <w, q, x, y> 를 적극 활용한다. 

(3) 필요한 경우에 1음 2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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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선안 상론

에스페란토어 표기법의 개혁은 다음의 여덟 개 자음 글자와 하나의 반모음 글자를 대상으

로 한다. 

2.2.1. <ĉ> [ʧ]   →   <ch>        

파찰음 [ʧ]를 <ch>로 적는 것은 이미 영어(change, chicken)에서 쓰이고 있는 표기법이어

서 잘 알려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기) ĉambro “room” → chambro,  riĉa “rich” → richa

        

2.2.2. <ĝ> [ʤ]  →  <j>     

파찰음 [ʤ]을 <ĝ>로 적는 것은 생소하고 불편하다. 더구나 기본적으로 파열음으로 쓰이는 

<g>를 마찰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혼란스럽다. 이 또한 영어(judge, joy)에서 잘 알려진 표기

법이다.  

보기) ĝentila “gentle” → jentila, larĝa “large” → larja

2.2.3. <ĥ> {x] → <x>      

연구개 마찰음 [x]는 국제음성기호로 이미 널리 알려진 기호이며 현재 에스페란토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글자이므로 활용 가치가 높다. 

보기) ĥimero → ximero, monaĥo → monaxo

         

2.2.4. <j> [j] → <y>       

현행 에스페란토어에서 사용하지 않고 사장된 글자 <y>를 반모음 기호로 활용할 수 있다. 

<y> 역시 영어(boy, toy, say)에서 널리 알려진 표기법이다. 

보기) jaro “year” → yaro, sinjoro “Mr.” → sinyoro

2.2.5. <ĵ> [ʒ] → <zh>    

유성 경구개 마찰음 [ʒ]는 <zh>로 적는다. 이는 다음에서 무성 경구개 마찰음 [ʃ]를 <sh>로 

적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보기) ĵaluza “jealous” → zhaluza, dolĉaĵo “sweet” → dolchaz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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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ŝ> [ʃ] → <sh> 

무성 경구개 마찰음 [ʃ] 역시 영어(she, shape)에서 널리 쓰이는 표기법이다.

보기) ŝatas → shatas, groŝo → grosho  

2.2.7. <ng> [ŋ] → <q>            

사장된 글자 <q>를 활용하여 능률을 높일 수 있다. [q]는 연구개 비음 <ng>[q]를 나타내는 

국제음성기호(IPA) 와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기) fingro → fiqro          

      

2.2.8. <ŭ> [w] → <w>     

연구개 반모음 [w]는 국제음성기호(IPA)를 따라서 <w>로 적는 것이 이상적이며 사장된 글

자를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   

보기) aŭdi → awdi, laŭro → lawro     

        Eŭropa → Ewropa, neŭtrala → newtrala   

2.2.9. 이중모음 <aj, ej, oj, uj>의 표기  

위 4.4에서 논한 바와 같이 <j>로 끝나는 이중모음 <aj, ej, oj, uj> 역시 <y>를 활용하여 <aj, 

ey, oy, uy>로 표기한다. 

보기) ajn → ayn, kaj → kay

        vejno → veyno, plej → pley

        sojlo  → soylo, knaboj → knaboy

        salujo → saluyo, rozujo → rozuyo    

2.3. 현행 표기법과 개선안의 입력 속도 비교 

컴퓨터 입력은 속도가 생명이다. 위에 제시한 개선안과 현행 표기법의 입력 속도를 비교하

는 실험을 하기로 한다. 실험에 사용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2.3.1과 2.3.2를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여 입력하고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다. 실험 대상자는 에스페란토어를 학습한 사람 두 명과 이를 모르는 일반인 세 명 등 5명으

로 하고 한 사람씩 측정한다. 다만 글 또는 MS Word를 이용하여 입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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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현행 에스페란토어 표기법

    1)   ĉambro     riĉa             aŭdi      

    2)   ĝentila      larĝa           ŝatas    

    3)   ĥimero     monaĥo      neŭtrala  

    4)   Eŭropa     laŭro          groŝo  

    5)   ĵaluza       dolĉaĵo        ruĝa  

2.3.2. 개선안 표기법

    1)   chambro,      richa             awdi,      

    2)   jentila,          larja              shatas,               

    3)   ximero         monaxo        newtrala         

    4)   Ewropa,        lawro           grosho       

    5)   zhaluza        dolchazho     ruja

    

2.3.3. 현행 표기법과 개혁안의 입력 속도 실험 결과

입력 속도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력자 현행안 입력 속도  개혁안 입력 속도

1  KS
2  MK
3  LH
4  LS 
5  MH

100초
304
404
172 
78

50초
73
39
51
31

평균 211 48

위의 입력 속도 측정에서 현행안 211초와 개혁안 48초는 약 4 대 1의 엄청난 차이이다.

3. 한글을 이용한 에스페란토어 표기법

위에서는 현행 에스페란토어 표기법을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스페란토어를 진정한 지구촌 언어로 발전시키려면 로마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만국 공통

의 자질을 지닌 표기법을 과감하게 채택해야 한다고 믿는다. 필자는 국제가시문자(Universal 



17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0, 제6호

Visible Speech: UVS)를 에스페란토어의 표기법으로 제창한다. UVS는 원래 한국의 문자인 

한글(Korean Alphabet)에 바탕을 두고 필자가 개발한 국제음성문자이다. UVS는 인간의 발

음기관을 상형하여 만든 문자이므로 어떠한 언어에도 치우치지 않는, 인류 공통의 특성과 기

능을 지닌 만국의 문자이며 시각적으로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문자이다. 한글을 이용한 

에스페란토어 표기는 다음에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4. 에스페란토어 문법의 개선안

에스페란토어는 문법적인 성(gender), 수(number), 격(case)을 대폭 단순화하여, 성은 전

혀 구별이 없고 격은 목적격만을 인정하여 문법이 상당히 단순화된 점은 찬양할 만하다. 그

러나 명사와 형용사에 수의 범주를 도입하여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여 적는 것은 재고할 필요

가 있다. 유럽 언어에서 단수와 복수의 구별은 동사의 변화와 직결된다. 다음의 영어 문장에

서 보듯이 명사의 단수와 복수는 동사의 수와도 일치해야 한다. 

The girl is a student.

The girls are students.

이와 같이 단수 명사는 단수 동사로, 복수 명사는 복수 동사를 택하는 이른바 수의 일치를 

보이며 이는 문법적인 규칙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에스페란토에서는 동사의 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사의 형태가 항상 동일하다. 즉 수의 일치라는 문법적 제약이 없는 것이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다. 

      

4.1. 명사의 복수형은 수의적으로 택한다 

명사의 복수형은 의미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인정한다. 가령, bona amiko(j) 

“good friend(s)”는 bona amiko 또는 bona amikoj로 필요에 따라 적는다. 실제로 동양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서 복수 개념을 필요한 경우에만 명시한다. 

4.2. 형용사의 복수형은 삭제한다

에스페란토어는 명사뿐 아니라 형용사도 단수와 복수의 수를 구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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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형용사의 복수형을 인정하는 유럽 언어의 관례를 답습한 결과이다. 그러나 동사의 

단수와 복수를 인정하지 않는 에스페란토에서 구태여 형용사의 단·복수를 구별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multaj bonaj amikoj vizitis min “Many good friends visited me.”에서 형용사 multaj 

bonaj 는 명사 amikoj를 수식하는 구실을 할 뿐이며 이 명사구의 복수 개념은 amikoj가 충분

히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형용사 multaj bonaj amikoj까지 모두 복수 형태를 나타내는 것

은 불필요한 군더더기(redundancy)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에스페란토어는 그만큼 문법이 

복잡하여 학습의 부담이 커진다. 우리는 과감하게 이 같이 불필요한 유럽어의 굴레에서 벗어

나야 한다. 이미 영어에서는 이러한 형용사의 복수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에스페란토어에서 

multaj bonaj amikoj라고 적는 것은 영어 many good friends를 *manys goods friends라고 

적는 것과 같다. 

 

4.3. 형용사의 목적격 표시도 불필요하다

에스페란토어는 형용사의 복수형을 인정할 뿐 아니라 목적격도 인정하여 목적격 어미 

/-n/을 일관되게 표시한다. 가령, li havas multajn bonajn amikojn “He has many good 

friends.”에서 multajn bonajn는 복수 어미뿐 아니라 목적격 어미까지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복수와 목적의 문법적 개념은 핵심어(head)인 amikojn에 집중적으로 잘 나타나 있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유럽어의 인습에 얽매어 이러한 문법적 범주에 안주하기보다는 이를 과

감하게 탈피하여 에스페란토어를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세계적인 언어로 개선해야 한다. 

아시아의 여러 언어를 비롯하여 많은 세계 언어에서 형용사의 수와 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5. 마무리

이상에서 에스페란토어의 표기법과 문법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 정도로만 개선을 한

다고 해도 에스페란토어는 모든 이에게 더욱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국제어의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이미 에스페란토어에 익숙해 있는 이들이 이러한 개혁안에 어떻게 반

응하느냐에 있다. 아무리 나쁜 구습이라 할지라도 이를 지키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기득권

자의 속성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