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말 전셜모음 /e/의 변이현상 : 

사회 언어학적 조사와 기능적 분석 

채서영 

o. 서 론 

모음의 변이와 변화는 모든 언어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 중에서도 모 

음의 특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하나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초래하는 연 

쇄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서울말에서 전설모음 lel가 [i]로 실현 

되는 변이 현상(variation)을 사회언어학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변이는 leI ./el의 합병에 의해 동음어가 되는 소수의 단어에 국한하여 

일어나는 연쇄변화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각 단어마다 [i] 
모음이 사용되는 변이의 정도가 크게 달라 음성적이고 자동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기능적인 동기에 의한 변화이며 여기에 규칙적인 le/>liI 변화가 이미 종결된 
다른 지역방언들의 영향도 받고 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점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 영어에서 læl모음이 강화된 후 [ie]로 상 

승 변화되는 경우와 흡사하다. 

본 논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사회언어학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서 

울말 전설모음 lel의 변이 양상을 살펴보고， 둘째로 이 변이가 기능적인 동기에 

의한 연쇄변화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며， 셋째로 

이 현상과 미국 동부 영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어휘확산(lexical diffusion) 
적인 특정을 비교하여， 모음 변화가 연쇄적임을 가정한다면 단순한 음성적인 변 

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모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까닭에 관해 논의한다. 이러한 연구는 모음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범언어적 특정 

과 언어변화의 원칙을 밝히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1. 모음은 자음과 달리 제한된 구강 내의 공간에서 그 소리가 최대한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지 
니는 것 같다. 이는 최대 구분 (maximal distinctness), 인식의 확산 이론 (dispersion theory), 용이 
성 (ease of perception) 풍의 개념으로 인지되어 왔다 (Kiparsky 1982, Lindblom 1986, Boersma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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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말 전절모음의 변이양상 

1.1. 자료의 수집과 분석 

최근 서울말에서는 /e/ 모음이 [i]로 실현되는 현상이 몇몇 단어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뚜렷한 예로는 2인칭 대병사 주격과 소유격 z-i!가 디로 변화 

한 것을 들 수 었다 (채서영 1997b). 그밖에 /e/: [e]~[i]의 모음변이가 확연히 관 
찰되는 예는 다음에 열거한 바와 같이 그 수효가 열 개를 념지 않는다.2 

(1) 네， 데다， 떼다， 메다* 베다* 세다* 실제로， 제3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1년 3월 53명의 서울말 화자들에게 미리 작성 

된 설문지를 기초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서 문제가 되는 단어를 이끌어내는 

유도방식(elicitat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4 유도방식은 대화체에 

서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언어자료를 자연스러운 발화형태로 얻어내기 위한 것으 

로 경우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여 사용한다. 즉， 질문의 내용이 언어 외적 

인 주제를 다루거나 단어간의 의미의 차이를 묻는다든가， 그림이나 동작을 동원 

함으로써 화자들이 정작 관찰의 대상이 되는 단어의 발음에는 되도록 신경 쓰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조사를 자연스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 

을 미리 작성하고 수 차례의 시험을 거쳐 수정하였다. 각 단어의 변이형을 얻기 

위해 주로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2) 변이형을 조사한 단어 1l7~와 해당 질문표 

1. 네 > 니 {비존칭 2인칭 대명사 단수의 주격과 소유격) 100% 
*동생한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킨다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야， 이런 건 네/니가 좀 해” 

2. [e]. [i] 모음 변이에 해당되는 어휘를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문 2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3. *표한 단어들은 동음이의어가 존재 . 가방을 에다 / 목이 에다 
칼에 에다/ 베개를 에다 
머리가 세다/ 돈을 세다 

4 자료 수집은 1994년 종로구 가회동과 원서동의 서울 토박이 말 연구 과정에서 알게된 화자들을 중 
섬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서울말 화자들이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국한하였고， 몇 세대에 걸 
친 토박이 화자인지 혹은 부모가 다른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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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다 > 디다 

*바셀린을 언제 약으로 사용하지요예} 손을 데/ 디었을 때. 

*뜨거운 주전자를 모르고 집어들면 어떻게 되지요? 

3. 떼다 > 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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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치 테이프가 풀보다 좋을 때는·언제이지요예) 붙였다 쩔/띠는 경우. 

*머리칼에 껍이 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메다 > 미다 

*요즘 중고생들은 옛날처렴 책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는데， 예전과 요즘 가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예) 가방을 메/ 미고 다닌다. 

*떡을 꿀떡 삼키거나 슬픔이 복받치면 목이 어떻게 되나요? (예) 목이 멘'/'?l다. 

5. 베다〉 비다 
*날차로운 면도칼로 연필을 깎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요?(예) 손을 벤'/I{!따. 

*목침은 어떻게 쓰는 물건이지요? 죽부인과의 차이는? (예) 목침은 베/비고 잔다. 

6. 세다 > 시다5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은 어떻게 되죠? (예) 머리카락이 하얄게 센'1 11다. 

*사과상자에 든 현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세/시어 봐야 한다. 

7. 실제(로) > 실지(루) 

인터넷 중독이 돼서 동반자살을 하거나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 

는데 요새는 어떻지요예) 요샌 질제로/질지루 그런 일이 있어요. 

8. 제 -->지 

*열살 난 옆집 꼬마가 어른들 싸움에 나섰다가 혼이 났다는데， 주제넘었다고 

한 마디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녀까?예) 그 녀석， 제X까 뭔데 나서나? 

이렇게 수집된 결과를 짧은 시간 내에 파악이 가능한 화자의 사회적 특성， 즉 성 

5. 이 때 ‘기운이 쩨다’와 같이 모음의 변화 대신 경음화가 일어난 경우도 었다 경음화의 다른 예는 다 
음과같다: 

(예 1) 세다 --> 째다 (‘기운이 강하다’: 시다도 쓰이지만 화자들은 이것이 사투리라는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예 2) 새칭데깨는 새칭떼71로 발음된다 그 밖에도 형태소“ 떼기”가 사용되는 단어에 부링데7/， 11 
줄데71가 있고， 다른 형태소인 “ 뜨기”와도 이 점에서 관련된 것 같다 (시골뜨자 촌뜨기~. cf. 
번데기 (>뻔디개 

(예 3) 의성어 대굴대g데굴데굴 데구르르/데구르르， 탱그증ν 덩l그링 퉁에서 음성(heavy)의 구분은 
모음 [æ]/[e]의 구분에 의하기보다는 주로 큰말에 경음을 써서， 즉 떼굴떼굴 (혹은 띠굴띠링 
과 대굴대굴 ( 데롤데굴)로 구분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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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나이， 교육정도라는 세 가지 요소와 아울러 기록하였다. 조사한 화자들 51명 전 

체의 변이형 사용 실태는 총 l17H의 질문에 대해 표준형 [e] 모음을 사용한 경우를 0 
으로， 변이형 [i]로 발음한 경우를 1로 보았을 때 평균점이 6.1로서 비표준인 [i] 모음 
이 더 많이 쓰이며 변이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의 결과에서 발견된 가장 두드러 

진 특징은 [e] - [il의 변이 OJ:상이 각각의 단어마다 다르게 나타난디는 점이다. 다음 

표에 나타내었듯이 ‘네， 칼에 베다， 뜨거운 것에 데다’는 거의 ‘니， 비 다， 디다’로 발음 

되지만 ‘돈을 세다， 실제로， 가방을 메다’는 변이형이 쓰이는 정도가 현저히 낮다 

(3) 어휘별로 상이한 [e] - [i]의 변이 양상 ([i ]로 실현된 경우의 백분율): 

네， 제 (100%) > 칼에 배다 (80%) > 뜨거운 물에 데다 (70%) > 머리가 하양 

게 세다， 목이 메다 (50%) > 붙인 것을 떼다， 베개를 배다 (40%) > 돈을 세 

디 (30%) > 실제 로 (29%) > 가빙 을 메 다 (20%) 

흥미롭게도 사회적 요소들에서는 단어별 차이와 같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 

별과 연령을 고려한 표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51세 이상 여지들이 [i l 변이형 
을 보다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괴를 보이 

는 것은 연령층 뿐이다 (Mean Square=31.272, df=2, p<ü.05) 연령과 / e/ 변이형의 상 
관관계는 51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의 회자들。1 [il 변이형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힌다 

〔표 1) 유도 조시에 나티난 전설모음 /e/>/i/ 맨이의 세대별j 남녀별 변이잉장 (총점 ll) 

12 

10 

8 

6 

2 

o 
1 ’ -30시| 3 1 -50세 5 1 세+ 

口 님 

. 녀 

6 그러니 이 그훈은 딘 여섯 영이 조사되었흘 뿐이며， 고촬학력이하리는 공통침올 가지는 회시들만 조 

사되었다는 힌게점을 고려하띤 시회적 요소기 밴이와 어떻게 상호 관련븐 맺는지에 관해 징역힌 주 

장올 할 수 없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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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도는 화자들의 수효가 많지 않고，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두 단계로 나누었 

는데， (표 2)에서와 같이 단순비교를 하자면 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 

라서 (표 1)에 니타내었던 연령과 성별을 모두 고려하여 약간 복잡하지만， 좀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표 3)애 나타내었다: 

〔표 2) 유도조사에 나타난 전설모음 l e/>/ i/ 변이와 화자의 교육정도비교 

10 

口에~이 접수 

2 

o 
중/고즐 대즐이상 

〔표 3) le/>/il 변이에 대한 화자의 성별， 남녀별， 교육정도별 구분 

12 

10 

8 

6 

여자 남자 여;q 

11 -30서1 

남자 OjÃf 

31 -50세 

남자 

51 서1+ 

g 고솔 

.대줄 

(표 3)은 성별， 세대， 교육수준을 모두 고려한 도표이다. 홍미롭게도 51세 이상 

의 고졸 여자들과 11-50서|의 고졸 님자들이 모음 [i]의 사용에서 가장 앞서 있다? 

7.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표준어 쿄육이 실시되기 이전 세대와 이후의 세대를 구별해 보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 조사의 연령집단 구분에서 51세라연 학령이 되었을 당시가 1950년대 초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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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1세 이상의 고졸 여성은 그 인원이 적고， 이 세대에는 대졸이상 여자와 

고졸이하 남자7}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변이와 사회적 요소의 상관 관계를 명확 

하게 도출하기 어렵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유도 

조사에는 이밖에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유도조사에서 결여된 그룹의 화자들을 보충하여 결론을 도출하 

기보다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 단락에서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조사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유도조사의 문제점과 그 대안 

조사 결과의 분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앞서 이미 유도조사를 진행하는 도 

중에 방법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즉， 아무리 그 수효가 적다 하더라도， 해당 

하는 모든 단어의 변이형을 수집하려면 열 번 이상 질문을 하게된다. 따라서 몇 

몇 화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이 조사의 의도가 모음의 변화를 파악하려는 것임을 

짐작하였던 것이다. 화자들의 이 같은 깨달음은 인터뷰 후반에 얻어지는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소수의 화자들은 이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 

기도 하였다. 어떤 화자는 자신은 결코 [e] 모음을 [i]로 변화시켜 말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고， 어떤 이는 특정한 단어에서는 [i] 모음을 쓰지만 다른 경우는 그 
렇게 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변이적인 사용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 화자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수의 경우는 최종 분석에 

서 제외하였으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화자들 중에도 은연중에 “발음에 신경 

쓰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답변”을 하기보다는 “표준”이라고 여겨지는 [e] 모읍을 
골라 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리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적어도 각 조사의 후반 

기에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 화자들의 사회적 요소와 모음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실상과 괴리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유도조사에서는 변이의 정도가 어휘별로 뚜렷이 차이 난다는 접을 밝혀 

낸 것에 만족하고， 이를 보충할만한 조사는 추후에 따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즉， 

변화하는 단어들 중 변이의 양상이 가장 뚜렷한 단어를 콜라 다수의 화자들에게 

불특정다수조사방식(Rapid and Anonymous Method)을 적용해 조사한다면， 성 
별，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등 사회적 요소가 전설모음의 변이와 상관관계가 있 

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s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e/ 

이 시기는 전쟁이후 국가의 수렵기로 국어 정책과 교육도 어느 정도 정립된 시기라고 생각된다. 따라 
서 1950년대 초반 이전에 교육을 받은 세대보다 이 시기 이후에 교육을 받은 50세 이하의 세대가 표 
준에 가까운 [e] 변이형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8. 불특정다수조시픽 예로 최초의 체계적인 사회언어학 연구라고 할 수 있는 Labov(1966)의 뉴욕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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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 변화의 전체적인 양상이 나타날 것이나， 본 논문은 유도조사에서 밝혀진 결 

과에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9 

2. 서울말 /e/ 변이의 분석 

2.1. 연쇄변화의 가능성 

서울말에서 /e/>/i/모음의 변이는 어째서 일어난 것일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e/와 /e/ 모음의 합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고 둘째는 모음의 합병과는 별개로 /e/모음이 /i/로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다)0 

연구에서 그 예비조사 (pilot study)로 행해진 백화점 조사 (The Department Store Study)를 들 
수 었다. 다만， 백화점 조사가 모음 뒤의 /r/ 발음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 기초하여 조사된 것과는 달리， 이 조사는 어떤 사회적 요소가 /e/ 모음의 상승과 
가장 큰 관련이 있을 것인지에 관한 뚜렷한 가설이 없이 출발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에 가장 일반적으로 언어변이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요소， 즉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9. 실제로 ‘노량진 재래시장’， ‘신촌의 상가’， ‘청담동의 백화점’ 이렇게 세 곳에서 변화 양상이 변이적인 
세 개의 단어， ‘돈을 세다’， ‘붙은 것을 떼다’， ‘칼에 베다’， 에 대해 각각 10명 안팎의 화자들을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단지 세 개의 단어를 조사하는 데도， 유도조사에서와 비슷한 운제가 나타났다. 화자 

들은 질문의 의도를 궁금해했고， 답변 내용을 신중히 생각하였기 때문에 세 단어를 함께 묶어 질문 
하는 것은 여전히 발음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았다. 

10. /r/와 /e/ 모음의 합병에 관한 언급은 한국어에 대한 최초의 사회언어학적 연구인 Hong(1991)과 그 
이전의 국어학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 1) 이기문(1972)은 /r/' /e/의 단모음화가 아래 ‘ 、 ’의 소실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중모음이었 
던 ‘야’도 이 시기에 /r/나 /e/에 합병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제주방언에서 단모음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이틀 모음에서 다음과 같은 혼돈과 합병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제주도 방 
언은 어두 음절의 ‘、’를 유지한 단계에 단모음화를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 방언에서는 단모음 
화의 결과 ‘익’는 ‘ H’, ‘ 1’와는 분명히 구별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40여년 전 이 방언을 조 
사한 보고(小創進平 1931)에 기록되어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의’에서 온 단모음은 모음도상 
에서 ‘ R’[s]와 ‘ 1’ [e] 중간에， 다소 중설 쪽에 치우쳐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약간의 
혼동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아’와 ‘에’에서 온 단모음 사이에 나타난 것으로 되 

어 있다‘ 즉 ‘빅’ (船， 題， 햇〕가 일부 지역에서 ‘베’와 혼동된다는 것이었다 。l ‘악’는 오늘날 제 
주도 방언에서 모두 [e]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현평효(1962)에는 [he] (R), [pe] (船， 뼈， 짧) 
등으로 둥록되었음을 본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e]의 구별도 
위협을 받고 있다)"(0]7]문 1972: 12긴 

〔예 2) 곽충구(1987: 87)는 18세기에 특히 제2음절에서 ‘익， 에， 애’가 섞여 쓰이는 예들이 다수 발견 
되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표기는 제2음절 아래에서 /r/와 /e/가 명확히 언식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표기상의 오류인 것 같다고 했다: 져재~져제， 즉재~즉제， 마흐레~마흐래， 버레~버 

려， 부체질~ 부칙질， 쓸개~쓸게 등 이러한 예들은 /r/와 /e/모음이 적어도 제2음절에서 단 
모음화 당시부터 흔동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 3) 허웅(1985: 527)은 빠르게 말할 때 모음의 변이형이 존재한다며 /r/와 /e/의 구분이 불분명 
해지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였다: 

가재/가제 담배/담베 
아래 / 아레 나그네 / 나그내 
자네 /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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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가능성은 1[1./el 모음의 합병으로 인해 모음 체계에서 한 부분이 과 
일화됨으로써 모음구조 전체의 변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는 사슬" (推進銷， a 
push chain)에 의한 연쇄변화가 일어날 조건이 된다. 즉， 1[1와 lel 두 모음만 
으로 구별이 되 던 단어틀 간에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는 새로운 모음변화의 원인 

이 되었고， 이렇게 전설 모음 구조에 전반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며 일어난 현상이 

[e]-[i] 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1 

Martinet(19S2) 이후 많은 학자들이 특히 음운 변화에서 언어의 의사소통기능 
을 위배하는 변화에 뒤이어 연쇄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석한다. 

즉， 모음 합병은 언어구조의 효율성에 역행한다는 모순점이 있는데 이러한 모순 

은 연쇄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12 서울말의 경우 전설 

모음의 합병은 널리 알려진 현상이다. 이현복은 71년 당시 30세를 기준으로 서울 

말의 모음체계가 매우 단순화된다고 하변서 이때 1[1./el는 IEI로 중화되어 

베(未)와 배(짧)， 세(르}와 새{鳥)， 계〔햇)와 개(大)가 동음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 합병의 원인이 leI가 lel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971: 21). 이기문 • 
장소원은 “젊은 세대”의 모음체계의 동요현상의 가장 현저한 예로서 1[1./el 
두 모음의 구별이 흐려진 것을 들었다. 그들은 이것이 주로 동남방언 및 서남방 

언의 영향인 것 같다고 하면서 이들 방언에는 l eI ./el 대립이 없음을 주지시켰 
다 (1998: 240). 이러한 1[1./el 합병과 [e]-[i]변이의 연쇄적 관계를 도표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4) 서울말 모음의 변화 양상13 

가
 

κ
\
 

나
 e 

\ 

g 

〔예 4) 그 밖에도 이상억 (1997, 서울대 대학원 김영기 교수의 국어 음운론 토론)은 “내니 니(네)니 
말고 ‘소언’이 해라”는 옛말이 있다고 하며 이것이 /e/와 /e/라는 어려운 구분에 대해 해결책 
을 제시한 문구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11 모음 /e/ . /e/의 합병이 먼저 완료된 후에 /e/의 [i]로의 상승변화가 관찰되기 때문에 이 것은 분명 
“끄는 사슬”이 아년 “미는 사슬”이다. 

12. 연쇄변화의 가능성을 논함에 있어서 lrJ와 /e/의 합병은 lrJ가 /e/로 상숭하여 합류되면서 생져난 
것이며 이 때문에 /e/가 /i/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박창원 (1983: 67)은 경상방언에 
서의 /d. /e/ 합병도 이라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쇄변화에서 변화되는 것 
은 /e/일 수밖에 없다./d가 [e]를 제치고 [i]로 변화하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연쇄변화는 단순한 모음변화보다 매우 체계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3. /e/와 /e/의 합병은 글말에서도 나타날 정도이다. 화자들은 찌개/찌게， 금세/금새 퉁 해당하는 단어 
의 올바른 철자법에 대해 심각한 불안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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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에 의한 Ie/와 /e/의 합병 이후에 나타나는 (나)의 변화는 거의 필연적인 

읍운변화로 예측된다)4 

이제 모음의 합병과는 별개로 /e/모음이 /i/로 상승하였다고 보는 두 번째 가 

능성에 대하여 고려해 보자.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방언에서 독립적이라고 여 

겨지는 /e/>/i/의 변화는 매우 뚜렷한 현상이다. 특히， 경상방언에서 /e/가 /i/ 

로 규칙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상규 1995 : 223))5 충남 
방언에서도 /e/>/i/의 변화가 ‘네치〉니치， 세수〉시수， 세배〉시배， 제비〉지비’ 등 

서울말에서보다 훨씬 많은 단어에서 발견된다 (도수희 1987: 96))6 그리고 전남 

방언에서도 ‘셋〉섯， 베다〉비다’ 퉁에서와 같이 /e/>/i/ 변화가 체계적으로 관찰된 
다 (이돈주 1987: 6이. 그러나 서울말에서는 /e!>/i/의 변이와 변화의 정도가 미 
약하고 소수의 단어에서만 서로 다른 변화의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므로 

체계적인 /e/>/i/ 변화를 보이는 이들 지역 방언의 경우와는 다른 종류의 현상 
이라고 판단되는 바이다. 

이 변이에 대해서 음장(vowel length)을 고려한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즉， 중설모음 /e/와 IAI는 장음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 /i/와 /i/로 독립적인 상 

승변화가 일어났으며 음장의 소실에 따라 최근 변화된 모음이 원위치로 환원되었 

으나， 언어습득과정을 통해 그 잔재가 남게 되어 이러한 어휘확산적 양상을 보이 

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곽충구， p. c.). 사실， 이 관점은 연령이 높은 화자 
일수록 변이형을 더 사용한다는 본 논문의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그러 

나 애당초 장음인 증설모음이 모두 상승했는지 여부와， 일단 변화된 모음이 변화 

조건의 소멸에 의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는 의심스 

럽다. 또한 어째서 어떤 단어에서는 변화의 잔재가 강하게 남고， 어떤 단어에서는 

흔적도 없이 소멸한 것인지를 설명하기란 애초에 소수의 단어에서만 변화가 일어 

14. 근대이후 언어학은 언어의 변화가 매우 돌발적이거나 아주 점진적이기 때문에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Bloomfield 1933, Jespersen 1949, Hocketl 1958) 그리나 1960년대 이후 발전 
한 사회언어학은 구체적언 하나의 언어공동체 (speech community)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변화의 초기단계에서도 그 양상이 관찰 가능하며， 이를 관찰함으로써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았고， 

이 변화가 어떻게 사회적 변수(social variable)로서 기능 하게 되는지， 나아가 언어변화에는 어떠한 
원칙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입장에 서 왔다. 

15. 그러나 모든 예가 그런 것은 아니며， 서울의 경우와 다흔 패턴을 보이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디 
같은 단어를 보면 서울말과 경상방언은 상반된다. 경상도에서는 。1것올 [e]로 (어데(여m로 발음하지 
만 서울말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경상방언에서도 언저t가 연지로 되지 않는다 다만 
‘은지예’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혹은 언제 그럴까 보냐’라는 식 
으로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다. 

16.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충청방언은 /e/와 /e/의 합병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e/>/iI의 변화가 관찰된 
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셨다. 그런데 이 때 충남방언에서는 /a/>/e/>의 현상 (‘밖앗〉배껏， 까딱하면〉 
깨딱하면， 부자〉부재， 차곡차곡〉채국채국， 만든다〉맹긴다， 장가〉장개’)도 아울러 발견되어 모음체계 전 
반에 걸친 변화가 의심왼다 (자료는 도수희 1987: 96).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서울말에서 나타나는 
변이현상으로 그 논의를 한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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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갑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서울말 Ir/. /e/의 합병과 소수의 단어에서 발견되는 변이적인 
/e/>/i/변화 두 가지 중 어떤 현상이 선행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백두현은 “남 

부방언에 흔히 나타나는 ‘에〉이’는 ‘에:애’간 중화가 일어나기 전에 성립된 변화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발생한 시기는 확실치 않다”고 기술하여 남부방언에서도 

음운변화 현상틀간의 상호관계가 병확히 규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91 : 

143). 서울말의 경우 /e/ . /e/의 합병은 많은 저서에서 논의되었으나 /e/>/i/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최근 통신언어에 관한 연구에서 ‘네〉니 

(다수)， 데겠습니다〉디겼습니다’의 예들이 보고된 정도이다 (이정복 2000: 179). 

따라서 서울말에서는 다른 지역방언들과는 달리 Ie/ . /e/의 합병에 따른 연쇄변 
화가 어떤 식으로든 변인으로 작용했으리라고 짐작된다. 

문제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음운변화라면 해당하는 음운에 대해 예외 

를 허용치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서울말 전설모음의 경우에 

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음운변화의 이론으로 

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다음에 예시한 음운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두 가 

지 이론에 비추어 보면， 서울말 /e/모음의 변이는 어느 한 쪽만으로는 설명 될 수 

없기 때문이다. 

(5) 음운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양대 이론 

a. 신문법학자들의 가설 (Neogrammarian Hypothesis): “음운변화는 어휘적으 
로 예외를 허용치 않고 그 적용이 기계적이다" (Hock 1986)17 

b. 어휘확산설 (Lexical Diffusion): “모든 단어는 그 자체의 역사를 지닌다. 이 
것이 음운변화가 진행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Chen and Wang 
1975)18 

이 두 이론은 실상 각각 다른 종류의 자료에 기초하였다. 신문법학자들의 가설이 

기초한 인구어 연구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진 후의 결과를 분석했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대부분의 경우 음운변화가 예외를 허용치 않는 규칙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어휘확산설이 기초한 중국어에서는 음운변화가 어휘의 사용 빈도와 같은 요소로 

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 

렇다면 서울말 전설모음의 변이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e/모음은 모두 언어적 

17. "Sound change is lexically regular and mechanical in its operation." 
18. “Every word has its own history" as "a basic mechanism of the ìmplementation of soun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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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정한 예외들인지 알아보자. 

2.2. 예외성에 대한 기능적 설명 

사회언어학의 연구방법인 유도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서울말 /e/모 

음의 변이는 연쇄변화라는 조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변이 

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수의 어휘에만 국한되어 [i] 변이 
형이 관찰된다. 둘째， 변이형을 보이는 어휘만 살펴보아도 그 정도가 100% 변한 
것에서부터 20% 정도의 변이를 보이는 것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그렇다면 우선 변이가 나타나는 소수의 어휘는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자. 이들 

의 공통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영역을 공유하는 단어와 합병된 모 

음인 /e/ . /e/만으로 구별되었던 최소대립어쌍을 이룬다. 둘째， 해당 단어들은 
대부분이 고유어이며 구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 

첫 번째 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음성적인 조건이지만 서울말의 경우에는 기능적 

인 조건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즉， 모음 /e/ . /e/의 합병으로 인해 동음이의어 
를 이루게 되는 단어〔이전의 최소대립어)에서 변화의 양상이 주로 관찰되는데 이 

는 동읍어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e/>/i/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증거이다. Crosswhite(1999: 46)는 슬라브어의 Bulgarian과 Russian계 방언에 
흔히 나타나는 모음축약현상이 “형태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동음이의어를 유발할 

경우”에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는데 서울말 /e/모음 변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서울말의 경우에는 모음합병에 의해 동음이의 

어가 되는 경우 슬라브어 방언의 경우와 같이 원천 봉쇄되지 않고， 이를 해소하 

도록 또다른 변화를 유발， /e/모음이 /i/로 변화하여 동음어가 되는 것을 막는다 

고 생각할 수 있다. 

(6) /e/>/i/ 연쇄변화 
네〉니 

제〉지 

세다>시다 

데다〉 디다 

떼다〉 띠다 

베다> 비다 

메다〉 미다 

/e/ . /e/합병으로 인한 동음이의어 쌍 
내/네 

재 (혹은 재) / 제 

새다/세다 

대다/ 데다 

때다/떼다 

배다/ 베다 

매다/메다 

구어에서 1인칭과 2인칭의 대명사 내/네의 구분은 매우 절실한 것이다. 1인칭 

대명사와의 관계에 의해서 2인칭 대명사 네에 일어난 모음변화를 단계별로 상정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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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인칭 대병사 네에 얼어난 전설모음의 상승변화의 3단계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병사 

1단계 

내 

네 

2단계 

네 

네 

3단계 

네 

니 

채서영 

즉， /fJ>/e/ 변화에 의해 두 모음이 중화됨으로써 1인칭과 2인칭이 구분되지 못 
하는 2단계를 가정해 본다면 /e/>/ì/ 변화에 의해 3단계가 된 것은 매우 자연스 
럽다.19 그런데 1인칭의 내는 2인칭의 네와 구분이 필요하지 사용영역이 다른 단 

음절 단어， 이를테면 긍정의 답변을 의미하는 네나 수사 네와의 구별은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어휘의 사용영역은 Lakoff의 문법적 생태계(Ecology 

of Grammar)의 개념에 따라 의미적， 문법적 변수를 달리하며 범주화된다고 간 
주하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Lakoff 1987 : 489). 즉， 대답을 의미하는 네， 숫 
자를 의미하는 네는 그 의미적， 문법적 범주로 보아 1인칭대명사 내와 혼동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니로 변할 펼요가 없고，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 

석할 수 았다. 이는 /e/>/ν변화가 일괄적으로 일어난 경상， 전라 방언에서 숫자 

네가 Z.J로 변화한 것과 확실히 구별되는 점이다.20 

둘째， 변이를 보이는 단어들은 주로 고유어를 중심으로 하며 구어에서 사용 빈 

도가 매우 높다. 비록 소수의 단어가 변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은 2인칭 대명사， 

19. 익병의 심사위원께서 1인칭과 2인칭 대명사가 네로 합류된 단계가 있었으리라는 가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과연 서울 사람들이 내와 LiJ플 구별하지 못하는지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 
씀하셨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실제로 네/내는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채서영(1997)에서는 간 
단한 실험을 통해 20대인 남녀 화자 27명에게 네/내를 구분하여 튿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옮 
기변 다음과 같다· 가요에서 네가 쓰인 경우 중 문맥을 알기 어려운 것을 골라 한 구절을 잘라낸 후 
가사를 적은 쪽지를 나눠주고 노래를 들려준 후에 빈 괄호에 네(you)혹은 내(1) 중 한가지를 적도 
록했다. 

가수 노래 제목 가사 결과 (네로 판단) 

1 한마음 꿈이여 사랑이여 네 하얀 날개 품에 65% 
2 이오공캉 우리 네가 아니길 바랬지 88% 
3 김건모 친구 막상 네앞에 서면 51% 
4 양희은 찔레꽃 그렇게 네가 있는 나라 74% 
5 들국화 더 이상네게 그보다 네 노래를 13% 
6 김수철 그대여 차라리 보여주지 네 마음 보여주지 12% 

결과 분석· 만일 75%의 대상자들이 네로 판단하는 것이 네와 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가정한다 
연， 위의 문항들 중 구분이 되는 경우는 [2]번 뿐이다‘ 한떤， 네를 80% 이상의 대상자들이 내로 듣는 
경우까지 (문항 [5], [6]) 나온 것을 보면 혼동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시험자들에 
게 네와 내를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실험이 아니더라도 이미 홍연숙 (1991)은 애 
/에의 합병이 당시 55세이하의 화자들 (현재 65세 이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20. 경상， 전라방언에서 긍정의 대답은 애초에 ‘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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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동사 등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단어들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변화에 영 

향을 끼친다고 여겨진다. 최소대립을 이루는 고유어 통사의 어간은 예외 없이 변 

이를 보인다. 이때， 한자어의 예외성이 드러난다.21 다음에 예시한 한자어들은 분 

명히 모음 /e/ . /e/의 합병에 의해 동음이의어가 되지만 /e/ 모음을 가진 단어 
가 [i]로 발음되는 변이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8) 한자어의 예외성 

재목 / 제목 > *지목 

주재 / 주제 > *주지 

전채 / 전체 > *전치 

재주 / 제주 > *지주 

우리말 어휘부에 한자어는 많은 음운현상에서 예외적이다 (채서영 1999). 이 변이 
는 대부분의 한자어와 외래어에서 나타나지 않으나 한자어 중 사용빈도가 높은 

질제와 같은 단어에서는 간혹 나타나기도 한다. 한자어 중 적어도 특정한 경우에 

변이가 나타나는 실제， 제샤 세~파 같은 서너 개의 예들은 사용빈도가 (8)에 예 

시한 예외적인 한자어들보다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한자어의 예외성을 

따로 취급하기보다는 단어의 사용빈도가 클수록 변화가 잘 일어나는 것이라고 간 

주하는 것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만일 앞서 열거한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여 /e/>/i/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e/가 /i/로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즉， /e/ 
모음을 갖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e/모음을 가진 단어와 최소대립쌍을 이루며， 

같은 문법적 생태계를 공유하는데다가 사용빈도가 높지만 [i] 모음으로의 변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명할 길이 없다. 과연 그런 경우가 있는지 다음의 예 

들을 살펴보자:22 

21 대부분의 경우가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이 중에는 /이/로 상승 변화했을 때 기존의 단어와 동음이 
되는 경우도 많다 예로 든 단어에서 /e/모음이 [i]로 변화된다면 지품 주작 전치 71주가 되는데 
이들은 모두 설재하는 단어들이다. 이 점이 변이를 막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2 이 외에도 불론 최소대립쌍이 없는 고유어， 예를 들면 태， 결례 세후 01레， 올채 수레， 지네， 쩨쩨하 
다 등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며 [i] 모음 변이를 보이지도 않는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합성어를 불문하고 최소대립어로 놓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보았으나 여기서도 변이형을 발 
견할 수 없다. 그만큼 제약조건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가재 / 가제 (gaze(G), ‘tentative title') / 가지 새+도 / 세도 / 시도 
금+새 (‘golden bird’) / 금세 / 금시{초문) 인재 / 인제 / 인지 
매기 / 메기 (삼)배 / (삼)베 
새끼 / 세+끼 이재 / 이제 
겨+래 / 겨레 채비 / 체비(지〕 
{앞l+쟁이 / 제비 고대 / 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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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변이형이 나타나지 않는 고유어 최소대립어쌍 

a. 개 / 게 > *기 

b. 깨 / 께 > *끼 

C. 샘/셈> *심 

d. 채/체> *치 

e. 모래 / 모레 > *모리 

채서영 

예시한 단어쌍들은 문법적 생태계를 공유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사용빈도도 높 

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논의되고 있는 단어쌍들이 대화 중에 중 

의성을 갖게 될 경우는 흔치 않다.23 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들 중 

사투리라는 연식이 있다는 특정이 있지만 적어도 a 와 C 에는 간혹 변이형이 관 

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경우 때문에 변이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기 

가 어렵다. 변화가 관찰되지만 방언이라는 인식이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의 서울 

말 화자들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신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단어로 다 

음과 같은 예들이 더 있다. 이 단어들은 모두 경상방언 등 /e/>/i/ 변화가 체계 
적으로 일어난 방언에서 변화된 /i/ 모음을 갖는 것들이다. 

(1이 서울말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한 [i] 변이형 

a. 제λ} > 지사 

b. 세상 > 시상 
C. 게 > 기 

d. 제하다 > 지하다 
e. 제 > 지 

f. 이게〉이기 

g. (그럴)게다 > (그럴)기다 

h. 셈 > 섬 

제삿날'/7.1삿날이 언제야? 

원， 세장에/시장에! 

깨지찌개를 해먹자. 

갚을 것은 제하E지하고 달란다. 

제'71/지가 그랬습니다. 

이 제/기됩니까? 

아마도 그 말이 맞을게다/가다 

그렇게 한 셈/싣치자. 

이 단어들이 /r/와 최소대 립을 이루는 단어쌍을 가지는지 살펴보면， 재샤 7#, 
재 개다， 생은 존재하지만， 새상 재하다는 존재하는 단어들이 아니다. 동음어 회 

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이가 관찰되는 단어들은 /e/>/i/변화가 이미 일 

괄적으로 진행된 경상방언 등 다른 지역방언에 유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23. 다만 채와 체가 모두 조리에 사용되는 용어로 쓰일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채를 썰 수 있는 
것’과 ‘체에 치는 것’은 식재료의 본질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화상의 혼돈이 크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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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지금까지 이 변화에 대한 예외를 기능적 측면에서 동음어 회피와 높은 

사용빈도라는 조건으로 설병한 일은 모두 결과물의 특성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변화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변화의 

양상이 해당하는 어휘 내에서도 100-20%로 서로 다트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변이는 연쇄변화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등의 본래 /e/ 모음을 지닌 단어들의 
음운적 분리(phonemic split)라고 볼 수도 있다.24 

서울말 전설모음의 변이 양상을 미국방언 연구에서 70년대부터 보고되고 있는 

미국동부영어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변화는 

음성적 원인에 의한 단순한 변화인데， 그 양상은 어휘확산적이다. 만일 어휘 확산 

적 양상이 다른 방언의 영향이거나 유추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납득시킬만한 증 

거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25 그러나 이러한 

음운적 분리 양상이 단지 /e/>/i/ 변화가 일괄적으로 일어난 경상방언 등에 대 
한 유추적인 변화로 나타난 것이라면 이 자료는 우리가 음운변화의 진행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현재 미국 동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설 

모음의 변이와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서울말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3. 미국 동부 영어에서 일어만 전절 모음의 상승 변화 

영어 전설모음의 변화는 “단모음 /æ/ 변화" (The Short a Tensing and 
Raising)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1) low / æ/ > tense / æh/ (II) tense / æh/ > 

/e:a/ > /i:a/로 크게 강화(Tensing)와 상승(Raising)이라는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고 분석된다 (Labov 1994). 그런데 강화는 어휘확산(lexical diffusion) 
식의 변화를 보이지만 일단 강화된 모음이 상승하는 것은 예외를 허용치 않는 규 

칙적인 음운변화(regular sound change)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주요 도시들은 그 패턴이 각기 다르다.26 

Labov(1966)와 Cohen(1970)을 위시하여 많은 논문이 이들 동부 방언의 /æ/ 모 

24. 보통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원인은 내부적인 데서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서울말 /e/의 변이는 
다른 지역 방언의 영향도 받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25. 역사상 영어 전설모음은 장음언 경우에 이러한 변화를 겸였다. 영어대모음추이(The English Great 
Vowel Shift)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e:] --> [i:] 예: queen, meet, feet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아 예외를 허용치 않은 단순한 음운변화이다. 

26 그런데 Chicago 방언에서는 모든 환경에서 전설모음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동부의 도시들과는 양상 
이 다른 단순한 음성적 변화를 보인다. 시카고에서는 Clinton 대통령의 고양이 이름 Socks가 Saks, 
sex, six와 구분이 안 되는 점이 지방신문의 만화에 실릴 정도로 자신들의 방언에 일어난 전설포음 
의 변화를 강하게 연식하고 있다. 이런 점은 /e/모음 변이에 관한 서울말과 경상방언의 차이와 흡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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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변이 환경에 관해 발표되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논문에 예시된 

/æ/의 강화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복잡하다: 

(11) 미국동부 연안 도시들의 /æ/모음 강화 양상 

A. 뉴욕시 의 /æ/ 강화 환경 (Cohen 1970) 

(1) 유성자음， 무성마찰음， 비음 앞의 폐쇄음절에서 강화 일어남. 
(2) 개방 음절의 유성파찰음 앞에서(magic， imagine)는 변이적임. 

(3) 굴절형태소 경계 앞의 개방된 음절에서는 유추적인 강화현상(tense 

planning, passing, lax planet, passive)이 일어나지만， 기능어에서 
는 약화가 나타남(an， am, had, have, can). 

(4) 파생어 경계 짧classifμ passabl리과 축약형(gas， math)은 변이적이다. 

(5) 현학적 단어에서는 불규칙적인 약화경향 (alas, adz, lax mad ’insane’ 
VS. tense mad ‘angry’). 

(6) after와 같이 흔히 쓰이는 다음절 단어의 어두위치에서는 강화가， 그러 
나 Afghan처럼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라면 강화가 일어나지 않음. 

(7) 완전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로 강화된 ‘avenue’를 들 수 있음 

(이외의 모든 /v/ 앞의 짧은 /a/소리는 특히 개방 음절이고 어두 위치 
에서 약화되었음). 

B. 필라델피아의 /æ/ 강화 환경 (Labov 1994) 

(1) mad, bad, glad라는 세 개의 단어에 항시 적용됨 (그러나 sad, dad 
는 lax). 

(2) 보통의 경우 디음의 단어에는 적용되지 않음: ran, wham, began, wan. 
(3) 현학적인 단어에는 적용되지 않음: alas, wrath .. 
(4) 감정 적 표현이나 의성 어에는 적용되지 않음: bam!, wham, mam. 
(5) 파생접미사가 있는 단어에서는 변이적으로 적용됨 classical， Lassie, 

Annie. 

(6) /æ/두음에 무성 마찰음이 따라오는 다음절 단어에서 변이적으로 적용 
되나 after, afterwards 등에는 항시 적용됨. 

(7) 축약어에 변이적으로 적용된다: gas, exam. 
(8) /a/ 뒤에 모음사이에 /n/이 오는 특정한 단어들에서 변이적으로 적용 

됨: planet. 
(9) /a/ 뒤에 /1/이 오는 특정한 단어들에서 변이적으로 적용됨 pal，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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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뉴욕 등 미국 동부 대서양 연안의 대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전설모음 /æ/의 

변화는 규칙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없겠으나 이 자료에서 “뒤따르는 음운환경”의 

경우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뉴욕과 필라텔피아는 공히 유성자음 /b, d, g/ 앞에 
서 이 변화가 가장 확연히 나타나며， 뉴욕이 필라델피아보다 좀더 넓은 음운환경 

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 서울말의 경우 단어의 사용빈도가 제 

약조건이 되었듯이 영어에서도 파생환경， 현학적 단어 여부 등 복잡한 제약이 따 

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이현상이 어휘 각각에 대해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Labov(1994)는 미국 동부연안 도시의 /æ/ 모음 분리(split)는 영어에서 /a/ 
모음이 장음화하는 오랜 기간에 걸친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변 

화는 방언의 혼합과 유추적인 변화， 문법적인 조건화 등으로 어휘확산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외래어의 혼합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국의 

Broad /a/ 패턴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Labov 1994 : 334). 즉， 영 
국영어에서 불어 차용어만이 [aJ로 발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차 

용어 여부로 모든 예를 설명할 수 없다. 다음의 예를 비교해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수있다: 

(12) 영국영어의 전설모음 /a/의 음성적 분리 

[aJ vs. [æJ 
dance, chance, France, lance, plant (F, /n/+ vl obs.) 
half, laugh, bath, pass, past (_ vl fric.) 
chancv‘ can’t (bi-morphem피 
class (F), mass (eccl. OE) 
pastor (F) 
plaster (0페 

월파~맥μ파맥omorohemic) 

mass (F) (‘substance, crowd’]
pastern (F) 
plastic (L) 

P
」

1a 

1lli 

、
-
-

鋼m 
QL b% 

셔ω
 

鋼뼈
 

camp, lamp, ample 
land, grand, pander 

특별히 밑줄 아랫부분의 예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규칙성을 찾을 길이 없어 외국 

인은 아예 이를 배울 수 없고， 영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알 수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어휘분리의 경우를 보여준다. 이러한 영국의 broad /a/ 패턴이 대서양 
을 건너 미국 통부연안의 도시에서 /a/ 모음의 강화에 어휘 확산적 양상으로 나 
타났다고 추측되는 것이다. 이려한 어휘 확산적 특정은 다른 언어 혹은 방언의 

영향이라는 외부적 조건과 연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언어 내적 원인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진 “설명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서울발의 경우와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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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4. 결 어 

서울말에서 모음 /e/의 변이는 /f/' /e/ 모음합병에 의한 모음 구분의 손실 
을 /e/>/i/ 연쇄변화를 통해 해소하는 내부적 원인에 의한 음운변화로 가정할 
수 았다. 그런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이를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변 경상방언 

에서와 같이 해당하는 모든 모음에 대해 적용되는 단순한 음운 변화가 일어날 것 

으로 기대되지만， 그 진행 양상은 단순한 음성적인 변화라고 보기에는 미약하고 

매우 변이적이다. 실제로는 문법적인 생태계를 공유하는 /f/모음을 가진 단어와 

최소대립를 이루는 사용빈도가 높은 소수의 고유어 핵심 어휘에서만 그 예를 찾 

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변이는 상당 부분 언어적 설명이 가능한 

어휘 확산의 양상을 보이는 셈인데， 이 점에서 미국 동부영어의 Short a 강화 현 
상과 유사하다. 서울발 전설모음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면 과거 역사언어 

학적 연구에서 알아내기 어려웠던 음운 변화의 진행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으 

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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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ation and Change of /e/ in Seoul Korean 
in comparison with the short / æ/ raising in 

Middle Atlantic States English 

Seo-Y oung Chae 

Front vowel /e/ is variably raised to [i] in Seoul Korean. Sociolinguistic 
fieldwork reveals that only a handful of lexical items are subject to this 
change with varying degrees. 1 propose that the previous merger of /e/ 
and /r/ is the most plausible conditioning factor which funcitions as a 
constraint of homophony avoidance and triggers a chain shift. Moreover, 
grammatical categorization and frequency of lexical items, and even 
some analogical process to other díalects (in which /e/>/i/ change is 
complete) augmentatively render this change a look of “diffusion type". 
This is parallel to the case found in the tensing of English front vowel 
/ æ/ in the Middle Atlantic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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