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언 화자 분석을 위한 인구 관련 문헌 소개
- 20세기 초 이전을 중심으로* -

1)

이옥희(신라대)
<차 례>
1. 머리말
2. 화자 연구의 의의와 분석의 필요성
3. 관련 문헌 소개와 활용 방안
4. 맺음말
【벼리】이 글은 후기 근대국어 시기 방언 화자의 유동성과 출신지를 파악

하는데 필요한 관련 문헌을 소개하고 이들 자료의 활용 방안을 간략히 모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언어공동체 내에서 혼재하는 다양한 지역
방언 화자들은 지역 내의 언어 상황이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방언
의 공시적 변이나 통시적 변화를 언어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언
어외적인 요인, 이를테면 화자의 유동성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근대국어
시기의 방언형들의 잔존과 소멸은 해당 방언 화자의 수적 증감을 통해 추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방언 화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화자와 관련 있는 문헌, 다시 말
해 인구 관련 문헌이 필요하다. 20세기 초 이전 시기의 인구 관련 문헌으
로는 <호구총수>, <한성부호구단자>, <광무호적>, <조선문과방목>,
<대한제국관원이력서>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14세기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관청에서 간행된 문서들로서 화자의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찾아볼

* 이 논문은 2016년 겨울 <우리말학회 전국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깁고 더한 것이다.
아낌 없는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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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인구 관련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현대적 방식의 인구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던 근대시기의 방언 화자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자료들을 소개하고 활용 방안과
한계를 제시하도록 한다.
*주제어 : 화자, 방언, 호구총수, 한성부호구, 조선문과방목, 대한제국관
원이력서

1. 머리말
방언의 공시적 변이나 통시적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화자의 양적 규모의
변화나 출신지 정보는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관심을 받아오지 못하였다. 대
체로 현대국어의 언어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화자의 연령, 직업, 성별 등과
같은 특성을 독립변수로 상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시적인 언어 상태를 분석하
고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만 있어 왔기 때문에 통시적 변화의 측면에서 화
자층의 변화가 언어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추상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
칠 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
국어 음운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주제 가운데 하나인 근대국어 시기
의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일반적으로 체계나 규칙의 변화로 대표되는
언어내적인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하향이중모음이
었던

ㅚ

‘

와

’[oj]

ㅟ

‘

는

’[uj]

세기 이후로 오면서 중앙어에서 단모음화를 경

19

험하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시기에 서울 지역에서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모
두 나타나는 현상을 문헌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하향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기 말로부터 한 세기가 채 지나지 않아 다시

19

상향이중모음화가 일어났다는 해석은 언어 변화의 점진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오히려 단모음과 상향이중모음의 공시성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언어 표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다면, 단모음화를 경험한 지역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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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的

와 상향이중모음화를 경험한 지역 화자의 혼재 및 수적(
지어 그 동인을 파악할 수도 있다. 상향이중모음
역 방언 화자의 유입을 통해 단모음

와

[we]

)

역동성과 관련

로 발음했던 지

[wi]

ö ü 와 함께 한 언어공동체에서 공

[ ], [

]

존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후기 근대국어 시기의 방언 화자들은 자신의 지역 방언을 음성 발화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

두 변이의 방언 화자수의 증감은 표면적으로 단모음과 상

향이중모음의 변화 방향과 관련이 있으며 언어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게 된다.
따라서 화자의 출신지와 화자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근대국어 시기 이후 화자 연구의
의의와 분석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화자의 인구학적 측면의 연구가 방언의 음
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함을 보이고자 한다.

3)

또한 이를 위한 인구 문

헌 자료를 소개하고 이들 문헌의 활용 방안을 간략히 제시함으로써 방언과
언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외적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화자 연구의 의의와 분석의 필요성
2.1. 화자 연구의 의의
언어 연구에 있어서 화자는 ‘언어 변화형의 특성, 이들 변화형이 갖고 있는
기능상의 특성, 이들 변화형을 말하는 사람의 특성 등 이 세 요소가 사회 속
에서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고 변화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
1) 이옥희(2014)에서는 19세기 이후에 일어나는 ‘ㅚ’와 ‘ㅟ’의 단모음화와 상향이중모음화
에 대하여 방언 화자의 유입과 혼재가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2) 표준어 교육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지역 방언 화자들의 방언에 대한 보수성은 견고하
게 유지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3) 예를 들어 음운사적으로 구개음화나 ‘ㅣ’모음 역행동화 등은 남부 방언에서 시작하여
중부 방언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음운 현상이 인구 이동과 어떠한 연관
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 또한 이 논문이 주장하고 있는 바일 것이다. 음운 변화와 인구
변화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써 인구 관련 문헌 조사가 반드시 필요
하며, 이것이 이 논문이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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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Hymes

1972, 1974).

전통 지리방언에서는 화자를 동질적인 성격인 것으로 간주했으며 생성역
사언어학에서는 화자를 균질하고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완전히 균질한 언
어공동체(completely
청자(ideal

homogeneous

와 이상적인 화자-

speech-community)

를 전제로 하였던 언어능력과 달리 언어수행은 우

speaker-hearer)

발적이고 불규칙한 변이 현상으로 간주되었다(Chomsky
해 이익섭(1994:

1965: 3).

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원리(linguistic

26)

이에 대
는

theory)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 화자-청자의 지식(knowledge)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추상적인 개념의 한국어를 설정하는
것이며, 한국어가 쓰이는 언어공동체가 한편으로는 결코 동질적이지 않은 면
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이옥희
2014,

재인용).

그러나 언어 변이의 비균질성은 언어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화
자 개인의 발화에 있어서도 나타나며, 인구 유입에 의한 방언 체계의 혼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세기 말에서

19

세기 초 사이에 일어난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는

20

방언 화자의 접촉과 함께 방언 체계의 혼재를 불러왔다.

4)

서울 지역의 언어

공동체는 다양한 방언형의 유입을 초래하게 되어 전통방언학에서 주장하는
화자층의 균질성은 유지되기 어렵다. 특히 각기 다른 지리적 공간에서 형성
된 방언은 하나의 개별 음운 체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이 각각 서
울이라는 공간에서 접촉하게 될 때 언어공동체 내에서 공시적 변이나 사회적
변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각 방언의 유입이 진행된 언어공
동체 화자들의 언어는 균질할 수 없다. 혼질적(heterogeneous) 언어공동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언어의 집단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적 화자에 대한 연구는 언어공동체의 언어적 특성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

4) 김두섭(1992)에서는 조선 후기 도시 인구의 규모와 변화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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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

2.2. 방언 화자 분석의 필요성
현장 조사(field

가 불가능한 현대국어 이전 시기의 방언 조사는 문

work)

헌 자료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헌 조사마저 불가능할 경우
방언의 특성은 그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방언 화자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언어 사회 내에 공존하는 다양한 방언 화자들의 언어는 공시적 변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며 방언 체계 간의 대응 음운들은 역학적 관계를 형성한다.
왜 특정 변이만 살아남게 되는가?”, “왜 변화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언

“

어내적인 설명에서는 음운적 또는 문법적 환경의 문제로 보았으나 언어외적
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한 변이가 사라지고 어느 한 변이가 수적 우세를
점하는 것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변이를 형성하고 있는 화자층

數가우

의 감소와 증가의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각 지역 방언 화자층의 수(

)

優勢 냐 열세 劣勢 냐에 따라 언어 변화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다 화자

세(

)

(

)

.

의 수가 많은 방언형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변이보다 표면적으로 두드러지
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현복(1977:

에서는 서울말이 점점 사라져 가고 서울말을 듣기 힘든

167-184)

이유에 대해 서울말을 쓰는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數的 으로

하였다. 즉 서울말을 쓰는 사람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나 수적(

)

열세하기 때문에 결국 서울말을 듣기가 어려워졌고 심지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규모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방언 사용자가 대량
유입됨으로써 서울말 사용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서울말 사용
빈도수를 감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화자수의 감소나 증가가 언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방언형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화자의 출신지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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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각의 방언 화자의 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변이
가 우세하며, 어느 변이가 그렇지 못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수적으로 우세한 화자층의 방언 변이는 언어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지배적
이며, 언어 변화의 방향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다.

세기에 공존했던

15, 16

두’와 ‘두서’는 음운 변화의 선후 관계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두’

‘

三 의 합성어이며 ㄹ 과 ㅓ
변동되고 다시 ㄹ 이 탈락한 결과이다 반면
는 ‘둘’과 ‘서’(

)

‘

, ‘

’

’

‘

.

’

ㅅ 이 유성음 ㅿ 로
두서 의 경우 ㄹ 탈락만 경험한

사이에서

, ‘

’

‘

’

‘

‘

’

’

것이다. 이들은 계기적 변화 선상에 놓인 신구형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언형이 특정 언어 공동체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각기 별개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다. ‘두’의 중앙어형은 ‘두서’의 방언형의 유입과 함께 공시적으로
변이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은 중앙어에서 공존하다 결국 ‘두’가 잔존
하게 되고 ‘두서’는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이기문

2005: 141~142).

이들은

방언형의 침투와 공존 관계로 설명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화자의 유입이라는
인구 이동의 요인이 병행하게 된다. 각 변이형이 어느 지역의 방언형이며, 이
들 지역 화자가 어느 정도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다면 두 변이
의 변화 방향을 화자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설명할 수 있다.
화자에 대한 연구는 신분이 중시되었던 사회에서의 계층별 언어를 연구하
는데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화자를 사회 계층으로 나누고 계층별 언어 특
성을 관찰하여 변이형의 출현 원인을 계층적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국
어 시기의 사회적 계층 가운데 상층의 지역별 비율을 관찰하는 것은 특정 지
역, 이를테면 중앙어 지역 내로 유입된 상층 언어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추정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 규모와 지역별 인구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대적인 인구 비율을 통하여 폐쇄적 사회에서의 인구 이동을 추정하게
하고 이는 방언의 전파와 밀접한 관련을 짓는다.
요컨대 화자에 대한 연구는 방언 접촉과 언어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언어학적 패러다임이 도외시 해 온,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

방언 화자 분석을 위한 인구 관련 문헌 소개 91

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것은 화자에 대한 연구를 위해 근대국어 시기의 인
구의 수나 동향을 알려줄 수 있는 관련 문헌 자료가 필요한 이유이다.

3. 관련 문헌 소개와 활용 방안
3.1. 화자 연구를 위한 인구 관련 문헌 소개
지리적 이동이 빈번하지 않았던 근대국어 이전 시기에는 그 지역의 관청에
서 호구조사를 실시하여 인구를 파악하였다. 거주지가 곧 출신지인 셈이다.
이외에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인 과거 급제자와 관료의 신상 정
보를 기재한 문서에는 별도로 출신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5)

후기 근대국어 시기의 화자의 출신지나 인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문헌 및 문서로는 인구 수 또는 동태 파악을 위해 작성된 <호구단자>,
호적>(신호구),

호구총수> 등과 관원의 신상 정보를 기록한

<

광무

<

조선문과방

<

목>, <대한제국관원이력서> 등이 있다.
호구단자>는 각 지역에서 작성된 것이다. ‘한성부호구단자'에는 서울 거주

<

민의 신상 정보가 기입되어 있다. 이후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인구 동태 파악

前 거주지 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자료인 <신호구>에는 ‘전(

)

’

.

한편, 조사 대상 인구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관료들의 출신지가 기록된 자
료가 존재하는데, <문과방목>이나 <대한제국관원이력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밖에 역사적 사료를 통해 인구 이동 조사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
거나 조선 후기 인구사를 통해 화자의 지역별 규모나 출신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5) 통계청, 서울시 역사박물관, 서울시청,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의 인구 이동 혹은 호적
관련 담당직원으로부터 서면회신을 받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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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호구총수
조선 후기 인구 상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한 자료로는 <호구총수>(1789)가
대표적이다. <호구총수>는 근대국어 시기의 호구기록문서로서 책수 9책으로

戶數 와 인구수를 기록한 필사본이다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국의 호수(

)

.

에서 제공하는 <호구총수>에 대한 서지 정보이다.

“정확한 편찬 시기는 알기 어려우나......책의 내용으로 볼 때 1789년(정조
13) 규장각에서 서울의 초기(草記)를 기초로 편집,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제1책은 1395년(태조4)부터 1789년까지 전국의 호구 총수와 1789년 서울
의 인구 상황을 기록하였다. 제2∼9책은 1789년 각 도의 인구 상황을 경기

·

·

·

·

·

·

·

도 원춘도(原春道) 충청도 황해도 전라도 평안도 경상도 함경도

순으로

기재했는데, 한 도를 1책으로 하였다. 전국의 호구 총수에 대한 기록은 식
년마다 총호구수를 기록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1639년(인조
17) 이전 자료는 전해지는 것이 적어 1395년, 1397년, 1426년(세종 8)의

자료만 수록되었다. 1395년과 1397년의 기록은 각 도별 호수와 인구수, 전
국의 총호수와 인구수가 표시되었다. 1426년의 기록은 서울인 5부(部)의
호수와 인구수만이 기재되었다. 1639년 이후 1789년까지의 자료는 식년마
다 수록되었다. 1722년(경종 2)을 경계로 그 이전 자료는 전국의 총호수와
인구수만을 적었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전국의 총호수와 인구수뿐만 아니
라, 서울과 8도의 총호수와 인구수도 기재하였다. 1789년의 서울에 대한

·

기록은 서울에 소속된 5부의 총 원호(元戶)와 인구수를 적은 뒤, 각 부(部)

·

방(坊) 계(契)별로 원호수와 인구수를 적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세주로

·

·

남녀수를 표시하였다. 한편, 5부에 소속된 방 계의 수, 방에 소속된 동(洞)

계의 명칭 등을 상위행정 조직 명칭 밑에 세주로 표시하였다. 8도에 대해서

·
및 인구수를 표시하고, 남녀수를 세주로 처리하였다. 이어 각 부(府)·군현·
는 한 도가 1책을 이루도록 편집하였다. 즉, 먼저 도의 총 관수(官數) 원호

면(面)의 호구수를 적었는데, 원호와 인구수를 적고 남녀수는 역시 세주로
처리하였다. 한편, 각 행정 구역에 속하는 면과 리(里)의 수, 동 및 리의
명칭을 상위 행정조직 명칭의 아래 세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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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특정 시기의 전국 인구 분포 상황을 행정 조직별로 기록하였을 뿐
만 아니라 남녀 수까지 기재하였다. 이 시기의 인구사를 추적하는 데 적지 않
은 도움이 된다. <호구총수>에서 나타나는 인구수를 토대로 근대국어 시기
이후의 화자의 출신지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적인 성별, 지역별 인구 분포와
비율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 추이 통계는 언어의 통시적 변화 연구에 있어서 언어외적인
요인인 화자 이동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 방언의 개신형이 점진적

空手 되는 현상은 방언 화자가 지역을 이동하였다는 사

이동을 하거나 공수(

)

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세기 이전에 지역민의 지역 간 이

19

동이 비교적 활발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지역 간 상대적 비
율의 통시적 변화는 지리적인 인구 이동에 의한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방언
화자의 이동과 무관하지 않으며 방언형의 이동을 말해준다.

3.1.2. 호구단자
현대적 의미의 주민등록기록으로 볼 수 있는 조선시대 자료로는 ‘호구단자’

戶 의 구성을 기록

가 있다. ‘호구단자’는 호적 작성을 위해 호주가 자기 호(

)

하여 관에 제출하던 문서이다. 인구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시대 각 지방

戶口臺帳 帳籍 을

에서 작성하였다. 호구대장(

:

)

改修 하기 위

년마다 개수(

3

)

하여 각호에서 호구 상황을 적어 3년에 한 차례 제출하였다. 기재자의 본관을

四祖

비롯해 4조(

)

및 가족 상황과 같은 주민의 신상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며,

거주지에서 관할 관리가 작성한 것이므로 거주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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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성부호구단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현재 서울시 역사박물관에서는

한성부호구단자>를

<

의 형태로

CD-ROM

제공하고 있다. 호구단자에 대비되는 것으로 준호구가 있다. 준호구는 관에서
개인의 호적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한 문서로서 종전의 호적등본과 주민
등록등본의 성격에 해당되는 문서이다.

<그림 2> 준호구
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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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광무호적(신호구)

光武戶籍 은 대한제국 시기에 작성된 호적이다

광무호적(

)

.

신호구’ 또는

‘

신호적’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관에서 호구 기재 사항을 붉은 색으로 인쇄

‘

한 호적표를 각 호에 2부씩 지급하면 백성들은 이를 기재하여 지방관에 제출
하였다. 제출된 호적표 중 1부는 지방관에서 보관하고, 1부는 중앙에서 보관

前 거주지와 신 新 거주지

하였다. 여기에는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전(

)

(

)

를 모두 기록하고 있어 화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호적 장정을 위해 발급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해당된다. 근대적 개념의
호적 제도로서 본적이 기재되어 있다.

6)

戶主: 李依鍾
나이: 27세
본관: 전주
직업: 主事
前居地: 仁川

이의종이란 자는 광무4년(1901년)
한성부 남서 회현방 장동에 거주하
고 있는데, 원래 인천에 살다가 한
성부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됨.
<그림 3> 광무호적(신호구, 신호적)

6) 임학성(2004)에서는 조선 후기 서울민의 호적 자료를 통해 서울 주민의 이주와 거주
양상을 논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구 이동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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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조선문과방목
출신지가 기재되어 있는 공식적인 문서로 과거 급제자의 신상 정보를 기록
하고 있는 <문과방목>이 있다.

癸酉

(

한

부터 고종

, 1393)

甲午

년(

31

國朝文科榜目

국조문과방목(

<

까지 조선시대

, 1894)

은 태조 2년

)>

년간 문과에 급제

500

명에 대한 기록으로서 본인의 성명, 시험 볼 당시의 자격, 자, 호, 태

14,607

어난 날과 사망한 날 등 신상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는 와그
너(E.

와 송준호에 의해

년간 정비되어 지난

Wagner)

량의 문과방목이

30

년에 방대한 분

2001

으로 정리되기도 하였다.

CD-ROM

<그림 4> 조선문과방목
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이원명(2004), 박노석(2007:

∼

38

에서는 거주지별 문과 급제자의 수를

39)

분석하였는데, 거주지는 곧, 급제자의 출신지를 의미한다. 급제 인원수가 지
역별 인구수에 비례해 나타났으며, 상층 인구 이동은 이들의 방언 이동과 밀
접한 연관이 있다. 문과급제자 출신지의 분포를 통해 중앙 지역으로 진입한
상층 화자의 출신지 비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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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비율)

서울

안동

공주

전주

합계

정조

263

15

5

1

284

순조

414

26

5

0

445

헌종

171

11

5

1

188

철종

186

23

2

2

213

고종

604

17

20

9

650

합계(비율)

1638(0.92)

92(0.05)

37(0.02)

13(0.007)

1780(1)

<표1> 정조∼고종 시대의 문과급제자 수와 비율

표

<

은 후기 근대국어 시기를 따로 발췌하여 화자의 출신지 자료로 활

1>

용한 것이다(이옥희

2014).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많으며 경상도 지역이 그

다음을 잇고 있다.

3.1.5. 대한제국관원이력서

대한제국관원이력서> 는
7)

<

년부터
으로

1900

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

1910

여 명의 관원들의 생년

3,150

일시와 사망일시, 출신지, 전거주지
및 현거주지, 관직 등을 상세히 기
록한 문서이다. 이를 국사편찬위원
회(과천)에서

년에 책자로 편

1972

찬하였다. 판 사항은 영인판이고,
분량은

쪽에 달한다.

929

그림

<

5>

대한제국관원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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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
이지 ‘한국근현대사인물’을 통해 대한제국 시기부터 관리로 근무한
자료를

쪽에 걸쳐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검색되는

65

명의

3,205

명 가운데

3,205

출신지와 거주지가 기록된 인물을 분석하여 상층 인구의 서울 유입을 파악하
는 통계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관료

여 명의 정보를 통해 현재

3,000

거주지가 서울인 자의 출신지를 파악하여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관료들의
신상 정보를 기록한 이전 시기의 문서에 비해 보다 근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출신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세기에서

19

세기 초에 중앙으로 유입된

20

지역 방언 화자 가운데 사회적 계층이 상층인 화자층의 출신지에 대한 경향
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

(단위: 명)

출신지
현주소
현주소가
서울인 자의
출신지

한
성
115
160

경
기
51
11

충
청
31
13

경
상
36
13

전
라
21
10

강
원
9
?

황
해
12
5

평
안
31
18

함
경
16
5

335
?

70

23

13

11

6

?

6

6

7

?

<표 2>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나타난 관료 출신지 분포

표

<

는 이옥희(2014)에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의 자

2>

료를 이용하여 총

명의 출신지와 현주소를 분석하여 이 시기 서울 거주

335

관원의 출신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해 현주소가 서울인 자의 출신지
를 알 수 있는데, 한성(서울)이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 지역은

70

명에 달

11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7) <대한제국관원이력서>는 현재 부산시 연재구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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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한제국관원이력서의 색인
자료: 국가기록원 제공

앞서 제시한 자료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어 온라인상에서 검색
이 가능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국사편찬
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은 검색어 기능을 통해 방대한 자료 가운데
에서 필요한 자료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3.2. 문헌의 활용 방안과 남은 과제
3.2.1. 통계와 경향성 파악
도별 인구의 규모와 이들의 지역 간 상대적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는 통계
8) 이밖에 통계청에서는 20세기 초 이후의 인구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은
현대적 의미의 인구 이동과 동향을 가장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수 조사하여 작성, 기록,
보관하고 있다. 광복 이전 기록인 1904년 조선총독부의 자료부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구 동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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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방언형의 변화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호구총수>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기별, 도별 인구 규모의 변화와 성별 인구

<

수의 변화는 각각 해당 지역의 방언 화자들의 수적 증감 또는 성별 언어의
증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화자의 수가 증가하면 방언형도 우세할 것이고, 화
자의 수가 감소하면 방언형도 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이의 유지와
소멸은 화자의 수적 증감으로 대신 설명할 수 있기에 이는 지역 방언이나 성
별 변이에 관련된 언어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2.2. 방언 접촉과 개신
호구총수>는 지역별 인구 규모가 시기별로 기록되어 있다. 인구 규모는

<

곧 방언 화자의 규모이므로, 인구 수, 즉 화자의 수의 변화는 방언형의 변화
를 통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 준다. 인구의 유입이나 유출이 비교적 적었
던

세기 이전의 지역별 인구 비율의 변화는 인구 이동으로 볼 수 있고 이

19

들을 통해 방언의 이동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방언형의 지역 비율의 변화와
언어의 통시적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공시적 변이에 대한 실제를 연구하고 개
신형이 지리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인구 이동으로 확인하여 방언의 음운
변화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신호구>에 기입된 전거주지와 신거주지
는 화자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방언 접촉을 확인할 수 있다.

3.2.3. 언어 층위에 대한 분석
근대국어의 계층별 언어 분석은 해당 시기가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보다 뚜
렷하게 관찰될 수 있다. 신분 계층상 상층에 속하는 인구가 한성부로 유입되
면서 이들 방언은 한성부 지역의 언어와 접촉하게 된다. 이 경우 하나의 언어
가 다른 언어를 소멸시키거나 두 언어가 공존하기도 하고 두 변이가 대치하
기도 한다. 왕실 내 구개음화를 연구한 김주필(2006)에서는 왕실에서는 구개
음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진원지 남부 지방인 구개음화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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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언 화자들이 궁에 상당수 유입된 결과, 왕실에서 인지할 만큼 이들의
방언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시사한다. <조선문과방목>이나 <대한
제국관원이력서>를 통해 상층 유입의 출신지별 비율을 살펴보면 구개음화가
남부 지역에서 북상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인구
유입으로 입증할 수 있는 셈이다.

3.2.4. 동일과정설의 원리에 의한 소급적 유추
근대국어 시기의 인구 이동이 유동적이지 않다는 인구 자료를 근거로 언어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동일과정설의 원리(uniformitarian)’를 따를 수 있다.
동일 과정설의 원리’란 오늘날 언어 변이와 변화를 발생시키는 제약과 요인

‘

들은 과거 수백 년 전 또는 그 이전의 역사적 단계에서 출현하였던 변이와
변화를 조건 지었던 것들과 그 본질과 유형에 있어서 대략 동일하다(Labov
1972;

최전승

는 원리이다.

1998: 594)’

후기 근대국어 시기의 단모음 화자를 추정하기 위해 이옥희(2014)에서는
서울 북촌 지역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이 지역의 노년
층 화자들이 단모음을 여전히 구사하고 있고, 지역어에 대한 보수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성부호구단자>의 분석을 통해 인구 변화의 유동성
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 북촌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보수성과 안정성
때문에 이 지역에서 오늘날 조사되는 모음체계와 모음의 음가를 통해 근대국
어 시기의 그것들을 이해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 세기 전과 마찬가지
로 오늘날의 서울 북촌 지역 노년층은 여전히

ㅚ ㅟ 를 단모음으로 구사하

‘

’, ‘

’

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문헌들은 현대적 개념의 인구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던 시기에 제작
된 것이니 만큼 이를 통해 화자의 출신지나 ‘화자’의 출신지 분석 방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문헌들이 가지
는 한계를 극복하여 이 논문에서 언급한 ‘화자’의 출신지 정보가 구체적으로
음운사적 연구에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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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통해 이 자료의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 인구에
대한 정보 음운사와 인구사의 시대적 대응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관료들 외
에 일반 민중에 대한 인구 정보 자료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근대국어 시기 이후의 언어 변화 및 변인을 찾기 위한 방안
으로 화자의 규모와 출신지 분석을 위해 관련 문헌과 자료를 소개하고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화자층에 대한 연구가 현대국어에 국한되어 화자의 특성을 독립변
인으로 상정하고 언어 변화와 변이들을 종속변수로 정리하였다면, 본 논문에
서는 화자에 대한 연구를 근대국어 시기까지 소급하여 연구시기를 확대하고
자 하였다. 그리고 언어 현상의 변인을 화자수의 변화와 유입의 역동성으로
설명하고 방언 화자의 출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근대국어 시기 이후의 화자의 이동과 출신지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로는
인구 수 또는 동태 파악을 위해 작성된 <호구단자>,

광무호적>(신호구),

<

호구총수> 등이 있고, 관원의 신상 정보를 기록한 <조선문과방목>, <대한제

<

국관원이력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인

前 거주지 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구동태 파악 자료인 <광무호적>에는 ‘전(

)

’

다. 또한 관료들의 출신지가 기록된 자료가 존재하는데, <문과방목>이나 <대
한제국관원이력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자료를 통해 인구수의 변화와 성별, 지역별 인구 규모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어 변화의 통시적 흐름을 화자의 수적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나 출신지 정보를 통해 방언 유입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신분 계층상 상층에 속하는 화자가 중앙 지역으로 진출한 통계 자료
조선문과방목>, <대한제국관원이력서>)는 후기 근대국어 시기의 중앙어에

(<

유입된 지역별 상층 언어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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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어 시기의 화자의 규모나 출신지 조사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지
역 방언 화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문
헌 자료에 대한 해석은 자료 분석과 통계 결과를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변화의 언어외적 요인, 즉 인구 변화를 통한 화자의 변화를 근거
로 제시하기에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국

어 시기의 인구 자료의 부재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남은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10)

9) <호구총수>와 같은 인구 조사 문헌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인구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조선시대 지역별 인구 자료를 통해 단위 면적에 대한 인구수를
구해 지역 간 인구 수를 비교한 정치영(2004), 조선시대 인구 추정 방법을 설명한 김혜
정(1989) 등이 있다. 조성윤(2004), (2006)에서는 조선시대 서울의 인구 변화와 신분 구
조의 변화를 <호구단자>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10)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헌 자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으로
는 이 같은 연구 방법의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해 주셨다. 앞으로
구체적인 음운 변화를 대상으로 삼아 그러한 변화가 방언 접촉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가에 대해 논증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문헌 자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임으
로써 이 글에서 제시한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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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Introduction to the Population Literature for
Dialect Speaker Analysis
-Focus on Before the 20th Century-

Lee Ok-Hui(Silla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riefly introduce the population related document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luidity and hometown of the speakers of the late
modern Korean language and to suggest ways of using these data. If the temporal
variation and transitive changes can not be explained intonationally, they can be
approached by extrinsic factors, such as the fluidity of the speaker. The remnant and
extinction of the dialects in the modern Korean language period can be estimated
through the numerical increase or decrease of the corresponding speaker, which is
an important clue to understand the flow of language change. In order to analyze
a dialect speaker, a speaker, in other words, a population-related document is needed.
We have been having <HanseongbuHogudanja>, <GwangmuHojeok>, <Hogu
Danja>, <ChosunMoongwabangmok>, <DaehanjeagukGwanwoniryekseo> etc
since 14th century. These materials are population - related materials that can be
directly or indirectly found in the information of the speaker as documents or
documents published in the government or the government from 14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through Joseon Dynasty. It is significant that the modern method
of census can help analyze the speaker from the nineteenth century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this article, we introduce these materials and suggest ways and
limits of their use.
* Key words : speakers, dialect, HanseongbuHogudanja, GwangmuHojeok, HoguDanja,
ChosunMoongwabangmok, DaehanjeagukGwanwoniryeks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