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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아야 할 

한글 이야기

 ‘한글’은 한국말을 적는 고유 문자로 15세기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자음 17자, 모음 11자로 이루어져 모두 28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음 ㆆ(여린히읗), ㅿ(반시옷), ㆁ(옛이응)과 

모음 •(아래아) 4자가 쓰이지 않게 되어 지금의 한글은 자음 14자, 

모음 10자의 기본 글자 24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용자까지 합치면 

자음 19자와 모음 21자를 합쳐 모두 40자이고 받침으로 쓰는 글자는 

겹받침까지 27자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6년에 반포할 당시에는 ‘훈민정음’ 또는   

 ‘언문’으로 불렸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불렸고 보통은 ‘언문’으로 불렸습니다. ‘언문’은 

 ‘우리말을 적는 문자’라는 뜻으로 한글을 낮추어 이르던 말이기도 합니다.

 ‘한글’이란 말은 ‘오직 하나의 큰 글, 한나라 글’이라는 의미로, 1910년 

이후에 주시경 선생에 의해 널리 퍼졌습니다. 

● 펄벅(Pearl Buck, 소설가, 미국) 한글은 2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문자 체계이지만 한글 자모음자를 조합하면 어떤 언어 

음성이라도 표기할 수 있다. 세종대왕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이다. 

─ 1963년 ≪The Living Reed≫에서

● 르 클레지오(Le Clezio, 노벨문학상 작가, 프랑스) 말만 있고 문자가 

없는 소수언어를 보존하려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모든 소수언어는 

한글로 쓸 수 있기에 한글 교육은 분명 세계적 의의가 있다. 

─ 2015년 ‘세계한글작가대회’ 강연에서

● 헐버트(Homer Hulbert, 독립운동가, 미국) 

 한글은 대중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영어 알파벳보다 우수하다. 

─ 1902년 ≪The Korean Review≫에서

● 제프리 샘슨(Geoffrey Sampson, 문자학자, 영국) 한글은 음성 기관의 

소리 내는 모습을 따라 체계적으로 창제된 과학적인 문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자 자체가 소리의 특질을 반영하고 있다. 

─ 1985년  ≪Writing Systems≫에서

●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전 주한미국대사) 한국인들은 한글의 

아름다움과 창의성을 전 세계인들과 나눠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해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2010년 MBC 한글날 특집 다큐 <한글 날아오르다>에서

● 타이핑우(북경중앙민족대학 교수, 중국) 한국의 문자는 우수합니다. 

 한글은 나중에 한국의 문화와 경제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 2010년 MBC 한글날 특집 다큐 <한글 날아오르다>에서

● 존맨(John Man, 작가, 영국) 한글은 모든 문자의 꿈이다. 

 ─ 2001년 ≪ALPHA BETA≫에서 

한글날은 1446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을 한문으로 해설한 

책입니다. 세종대왕은 1443년에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해설(풀이)과 용례(보기)를 붙여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특별히 ‘해설’과 ‘용례’가 

갖추어져 있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부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한글을 만든 목적과 근본 뜻, 창제 원리, 역사적 

의미를 비롯해 새 문자의 다양한 예들이 실려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에는 한자로는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없어서 우리말에 적합한 새 

문자를 만들었다는 자주 정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쉬운 문자로 마음껏 

소통할 수 있게 하려는 애민 정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 글자를 쉽게 

익혀 편안하게 살게 하려는 실용 정신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으로 한자음뿐 아니라 외국말도 옮겨 적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훈민정음은 여러 가지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 정음편(예의편)은 세종대왕이 

지었고, 뒷부분 정음해례편(해례편)은 집현전 학사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이개, 이선로, 강희안 등 여덟 명이 함께 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랏말씀이’로 시작되는 언해본은 세종대왕이 지은 

정음편(예의편)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풀이한 것으로, <월인석보> 앞머리에 

실려 1459년(세조 5)에 간행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펴낸 《훈민정음》 해례본은 오랜 세월 알려지지 않다가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책을 간송 전형필 선생이 

사들여 지금은 간송미술관(서울 성북구)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62년에 대한민국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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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우리말과 한글에 담긴 음양 원리를 상징해 주는 ‘하하호호허허후후’. 2014년 KBS 한글디자인 으뜸기림상 수상작으로 

김슬옹이 창안하고 강수현이 다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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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을 더하고 합해 만들었어요

기본 상형자를 만든 뒤, 자음자의 경우는 획 더하기, 모음자의 경우는 기본자 

합하기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자음 기본 상형자 ㄱ, ㄴ, ㅁ, ㅅ, ㅇ의 소리는 거세지 

않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보다 입김을 많이 내어 세게 소리를 내면 거센소리가 

됩니다. 소리가 세어지는 정도에 따라 획을 더해 9자를 더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체자(짜임 원리가 다른 글자) ㆁ, ㄹ, ㅿ 세 자가 더 있어 훈민정음의 

기본 자음자는 모두 17자입니다. 모음자의 경우는 기본 상형자(• ㅡ ㅣ)를 한 번씩 

합쳐 

ㆎ

 

ㆎ

 ㆎ  ㆎ(ㅗ ㅏ ㅜ ㅓ)의 네 자를 만들었습니다. ㅡ에 •를 위아래로 

합쳐 

ㆎ

 ㆎ (ㅗ ㅜ)를 만들고, ㅣ에 •를 바깥쪽과 안쪽에 합쳐 

ㆎ

 ㆎ(ㅏ ㅓ)를 

만든 것입니다.        (ㅛ ㅑ ㅠ ㅕ)는 •를 두 번씩 합쳐 만들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보자면 아래아(•)가 위쪽과 오른쪽에 붙을 때 양성모음, 

아래쪽과 왼쪽에 붙을 때 음성모음이 됩니다.   

15세기 훈민정음 기본 자음자 17자의 제자 원리

● 한 글자에 한 소리가 나요

소리 나는 원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 한글 한 글자는 하나의 소리로, 

한 소리는 하나의 글자로 대부분 일치합니다. 영어 ‘a’라는 글자는 

여러 가지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한글의 ‘아’는 ‘아버지’, ‘아리랑’과 

같이 하나의 소리로 납니다. ‘[아]’ 소리는 ‘ㅏ’ 글자로만 쓰이고, 

‘ㅏ’ 글자는 ‘[아]’ 소리로만 납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 첫소리 글자와 끝소리 글자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받침으로 쓰는 종성자는 초성자를 가져다 써서 최소의 낱자로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몸’과 같은 글자입니다. 만약 종성자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글자 수가 더욱 많아져 쉽게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모아써서 편리해요

첫소리 글자, 가운뎃소리 글자, 끝소리 글자를 모아쓰는 방식은 가로, 세로 

어느 쪽으로든 쓸 수 있고, 뜻을 드러내기에도 좋습니다. 그 덕분에 글자를 

빨리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만약 ‘한글’을 ‘하ㄴㄱㅡㄹ’과 같이 풀어썼다면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읽는 속도도 느렸을 것입니다. 한글을 풀어쓸 때보다 

모아쓸 때 2.5배 더 빨리 읽는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가운뎃 
소리

첫소리

끝소리

●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훈민정음 28자는 여덟 자를 기본 상형자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자음자 

다섯 자(ㄱ, ㄴ, ㅁ, ㅅ, ㅇ)는 발음 기관 또는 발음하는 모양을 본떴고 

모음자 세 자(•, ㅡ, ㅣ)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떴습니다.

 자음 기본 상형자 가운데 어금닛소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혓소리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입술소리 ㅁ은 입의 모양, 

잇소리 ㅅ은 이의 모양, 목구멍소리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렇게 자음자는 말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과 그 움직임을 정확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만든 과학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모음 기본 상형자는 ‘하늘(•), 땅(ㅡ), 사람(ㅣ)’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하늘은 해와 같은 양성을, 땅은 달과 같은 음성을, 사람은 중성을 

뜻합니다. 이렇게 만든 까닭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는 우리말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규칙성을 가져요

한글은 최소의 자음자와 모음자만으로 최소한의 

규칙 결합으로 최대의 글자를 만들어 냅니다. 

‘고’에서 ‘ㄱ’을 고정시키고 모음 ‘ㅗ’를 오른쪽 

방향으로 90도씩 회전하면 ‘고, 가, 구, 거’와 

같은 글자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한글은 최소의 문자로 기본 상형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본 

상형자에서 규칙적으로 확대해 간 문자이므로 간결하고 배우기 쉬우며 쓰기에 

편합니다. 한글의 과학 특성은 자연 철학과 연결되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모음 글자에는 하늘(양성)과 땅(음성)의 음양 사상과 더불어 사람(중성)이 

조화를 이루는 삼조화 사상, 즉 천지자연의 문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 소리와 글자가 서로 짝을 이루어요

소리 성질과 글자 모양이 규칙적으로 서로 짝을 이룹니다. 

예사소리 ㄱ, ㄷ, ㅂ, ㅈ, 된소리 ㄲ, ㄸ, ㅃ, ㅉ,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이 

규칙을 가지고 서로 짝이 됩니다.

입술소리(순음) 

입의 모양

목구멍소리(후음)

목구멍의 모양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어금닛소리(아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혓소리(설음)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잇소리(치음) 

이의 모양

모음 만들기 기본자

자음 만들기 기본자

밝은 소리
(양성모음)

어두운 소리
(음성모음)

한 번 합친 글자

(초출자)

두 번 합친 글자

(재출자)

15세기 기본 모음자 11자의 제자 원리

4 한글은 왜 특별하고 우수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