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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글은 철학적 개념으로 만든 유일한 문자체계(文字體系)다. 한글을 만든 철학적 개
념들에는 한국인의 고유한 사유가 포함돼 있다. 15세기 세종과 집현전 성리학자들
의 우주관과 세계관은 한글창제에 그대로 반영됐다.『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 밝
힌 한글 창제의 철학적 개념은 모두 3개다. 첫 번째는 삼재(三才)이고, 두 번째는
이기(二氣)며, 세 번째는 오행(五行)이다. 삼재는 천지인(天地人)을 뜻하고, 이기는
음과 양이니 자음과 모음을 뜻한다. 그리고 오행은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로 대변
되는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이다. 한글 창제 원리에 대
한 논의와 연구는 지속적으로 정리되어 왔으나 15세기 성리학의 우주관이 어떻게
한글에 적용됐는지 도상체계를 바탕으로 연구된 바는 아직 없다. 이에 이 논문은
도상체계(Iconography system)를 바탕으로 한글 창제의 철학적 원리를 분석해 보려
한다. 한글을 삼재의 도상성, 이기의 도상성, 오행의 도상성에서 그 창제 원리를 참
구해 보고자 한다. 문자를 창제하기 위해 사용한 철학적 개념들이 구체적인 도상
(Icon)으로 어떻게 전환됐는지 그 과정을 짚어 봄으로써 한글의 미적 우수성과 공
간 활용의 과학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논문은 한글을 표의문자(Ideogram)와 표음문자
(Phonogram)를 모두 갖춘 철학문자(Philogram)라 명명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명
명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글이 자질문자라는 지엽적 분류에서 철학문자라는
그 본질적 의미로 한글의 위치를 회복시키자 함이며, 두 번째 이유는 세종이 한글
을 창제한 본질적 목적을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고가
철학문자(Philogram)라는 새로운 명명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은 한글을 사랑하는 한
국인은 물론 재외동포,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더 깊게 이해하고 한민족 사유
의 독창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제어 : 한글, 한글창제 원리, 천지인, 삼재, 음양오행, 훈민정음, 도상체계, 3분법적 세계
관, 철학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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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영국의 역사학자 겸 다큐멘터리 진행자인 존 맨(John Man)은 알파벳의 기원을 추적한
《Alpha Beta》1)에서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세종의 알파벳은 고
도로 세련된 사회의 뛰어난 산물이었다. 그러나 알파벳이 성공하려면 정반대의 사회가 필요
했다. 즉 거부할 만한 인습이 없는 문명이 더 좋은 토양이다."라고 말했다. 『대지』의 작가
펄벅(Pearl S. Buck) 또한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문자체계지만 자모음을 조합하여 어떤 음
성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언어다." 라고 한글을 극찬했고, 언어학에 있어 세계적 권
위를 가진 개리 레디어드(Gari Ledyard)2)교수는 “오래고 다양한 문자의 역사를 통틀어 한
글과 같은 것은 없다. 한글은 세계문자사에 있어 가장 진보된 문자다.”라고 말했다. 타이핑
에 있어 한글은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 7배나 빠르고 받아 적을 수 있는 소리의 수가 한
글은 1만 여개에 다다르나 중국어는 400개, 일본어는 300개에 불과하다. 무려 20배가 많은
숫자다. 세계의 모든 언어학자들은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문자를 한글이라 말한다.
한글은 1443년 세종이 창제했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한글창제의 원리와 목적 그리고
용례를 다듬어 『훈민정음(訓民正音)』을 1446년 반포한다. 인류가 만든 문자 중에 유일하
게 창제일과 창제한 사람이 명시되어 있다. 글자마다의 창제과정과 철학적 개념들도 구체적
으로 『훈민정음』에 나타나 있다. 한글 창제 시에 유일하게 사용한 것은 철학적 개념들이
다. 세종은 문자를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창제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추상적 개념의 철학이 어떻게 문자로 전화되는지 그 과정을 짚어 보고자 한다. 글자는 반드
시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글자의 형태가 갖는 모양과 형상의 연원을 찾아보면 문자창제의
근원을 더욱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우선 철학적 개념을 문자로 옮길 때 생기는 첫 번째 문제는 철학적 개념들을 어떻게 문자로
전환 하는가라는 문제다. 철학적 개념들을 전환하기 위해 그 개념들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
적인 글자의 원형(原形)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형태는 천지만물의 형상(形象)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글창제 원리에 대한 연구를 철학의 형상화 과정으로 접근한 예
는 드물다. 이 논문은 도상체계를 바탕으로 한글의 창제 원리를 돌아보고자 한다. 도상체
계3)(Iconography system)는 그림, 심볼, 문양, 기호, 아이콘 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방

1) John Man,《Alpha Beta》번역서 『세상을 바꾼 문자, 알파벳』, 남경태 옮김, 예지, p.163 p.172.
2)『세상을 바꾼 문자, 알파벳』, 남경태 옮김, 예지, p.171.
개리 레이어드 Gari Ledyard (1932, New York) 현 컬럼비아대학교 한국어학과 명예교수.
3) 도상체계(Iconography system)는 관념체계를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과 개념부여의 활동이다. 도상체계는 도상
학(Iconology)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도상학은 미학적 입장에서 미술작품이 대상물에게 주는 이미지의 상
관관계를 연구한다면 도상체계는 도상을 통해 전달하려는 철학적 함의가 더 크다. 예를 들어 주역은 도상체계
다. 음과 양의 도상(Icon)을 바탕으로 모두 64괘를 만드는 과정이 철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시스템(System)
으로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한글은 기본 도상을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 철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도상체계는 철학적, 종교적 의미에서 전후맥락을 짚어 볼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고
도상학은 미술작품에서 도형, 그림, 이미지의 반복이 각각의 감상자에게 전달되는 미적 감상에 더 중점을 둔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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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뜻한다. 한글은 삼재의 철학적 개념을 전달하는 기본 도상(Icon)을 만들고 이것을 발
전시켜 전체 28자 자모음을 만든다. 기본적인 도상을 만든 작업과 그것을 펼쳐나가는 방법
을 통해 한글의 언어적 과학성을 확인하고 그 철학적 완성도를 논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
적이다.
한글창제의 철학적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인지(鄭麟趾)4)의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이다. 정인지의 서문에는 한글을 만든 목적과 철학적 개념, 이 두 가지가 상세
히 설명되어 있다. 우선 문자는 생각을 표현하고 소리를 받아 적는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
든 형태를 설명한다. 문자의 기능은 형태, 생각, 소리라는 세 가지 기능으로 요약될 수 있
다. 즉 문자의 첫 번째 기능은 형태를 가진 천지만물을 묘사 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사유를 전달 할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
를 받아 적거나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①형태, ②생각 ③소리라는 이 세 가지 전달능
력이 문자의 기능이다.
이 기능들을 정인지는 『훈민정음』해례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③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자가 있는 법이니, 그러므로 옛사람
이 소리를 따라 글자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만물의 뜻을 통하고, 그리하여 삼재(三才)의
이치를 실어서 후세 사람이 능히 바꾸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사방의 풍
토가 다르고, 말소리 또한 이에 따라 다르다. 대게 중국 이외의 딴 나라 말은 그 소리
만 있고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를 빌어다가 변통해 쓰는데, 이것은 마치 둥근 자루
와 모난 구멍의 어긋남과 같으니, 어찌 능히 통달하여 걸림이 없겠는가. 요컨대 다 각
각 그 실정에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지, 억지로 같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동방
겨레의 예악과 문장이 중국 문화와 비길 만하나, 다만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같지 않아
서, ②글을 배우는 이들이 그 뜻을 깨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사를 다스리는 이는
그 곡절을 통하기가 어려움을 괴로워하고 있다.
옛날, 신라의 설총이 이두를 처음으로 만들어 관부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쓰고 있으나,
모두 한자를 빌러 쓰므로 어떤 것은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막히기도 하여, 비단 비
루하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을 적는 데 있어서는 능히 그 만의 하나도 잘 통하
지 못한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스물여덟 글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보기와 뜻을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 이라 하시니, ①모양을 본떴으되 글자는
옛 전자를 닮았고, 소리를 따랐으되 음은 일곱가락에 들어맞고, 삼극(三極)의 뜻과 이기
(二氣)의 묘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스물여덟 자로써 바뀜이 무궁하고, 간단하
고도 요령이 있으며, 정밀하고 잘 통한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이는 하루아침을 마치기
전에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②한문 글
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송사를 들으면 그 속사정을 알 수 있다. 글자
의 ③소리로는 청탁을 잘 가를 수 있고, 풍악의 풍류와 노래로는 곡조 율려에 잘 맞는

4) 정인지(鄭麟趾, 1396~1478) 조선 초기의 문신·성리학자. 역사가. 정치인. 본관은 하동. 자는 백저(伯雎). 호는
학역재(學易齋). 시호는 문성(文成).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을 편찬. 용비어천가의 작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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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는 데마다 갖추지 않음이 없으며, 이르러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③비록 바람 소
리와 학의 울음 소리와 닭의 울음 소리와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훈민정음』<해례본 서문(解例本 序文)>정인지 씀5)
정인지(鄭麟趾)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밝힌 문자의 첫 번째 기능은 형태다. 문자는 형
태를 설명한다. 그래서 상형문자는 사물의 형태를 따라 문자를 만들어 냈다. 문자는 그 형
태자체가 의미 전달의 방법이 되고 사물의 형태를 내포하고 있다. 해례본에서 스물여덟 글
자의 형태를 정함에 옛 글자 ‘상형이자방고전(象形而字倣古篆)’를 따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 형태가 옛 글자들의 상형에서 그 바탕을 취했다는 뜻이다. 옛 글자들이 모두 상형
에서 그 글자의 연원을 찾기에 한글은 상형문자라 할 수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
기 위해 정인지는 그 형태는 삼극(三極)의 뜻과 이기(二氣)의 묘를 포함한다고 정리한다.
스물여덟 글자가 그 형태에 있어 삼극과 이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삼극과 이기
라는 기본적인 형태가 천지만물이 존재하는 현상과 존재의 양태이니 그 글자도 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즉 천지만물이 존재하는 그 본질적이고 원형적인 형태
를 따르면 글자는 능히 사람이 바꿀 수 없다고 정인지는 첫줄에 명시한다. 세상이 있는 형
태와 형상을 전달하는 기능이 문자의 탄생이며, 한글의 첫 번째 기능이었다.
두 번째 문자의 기능은 생각의 전달이다. 문자는 생각과 사유를 전달한다. 우리의 말이 중
국과 달라 글을 배우는 이들이 그 뜻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다음은 송
사의 문제를 든다. 글이 없어 송사를 들어도 막힘이 생기고 옥사를 다스리는 이는 그 곡절
을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옥사와 송사에 있어 자세한 뜻과 내막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생각의 전달 능력이 문자의 두 번째 기능
이다. 생각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더욱 정밀하고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자의
기능이고 문자 창제의 목적이 됐다.
한글 창제의 세 번째 기능은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천지자연
의 문자가 있다고 밝힌다. 중국과 한국의 풍토가 다르고 말의 소리도 다르니 한자와 이두로
는 그 소리를 다 받아 적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의 울음소리, 바람 소리, 개 짓는 소리도
모두 문자를 통해 받아 적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난 한글창제의
세 번째 이유가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는 소리를 받아 적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
지고 한글은 창제된다.
정리해보면 해례본에서 밝힌 문자의 세 가지 기능은 첫 번째 형태를 설명하는 기능, 두 번
째 생각을 전달하는 기능, 세 번째 소리를 표현하는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세종은 위의
세 가지 기능을 목적에 두고 한글을 창제 했다. 먼저 세 가지 문자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5) 『訓民正音』<解例本 序文> :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子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
之道 而後世不能易也. 然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異焉. 盖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文字以通其用 是猶
鑿之也. 豈能達而無乎. 要皆各隨所處而安 不可强之使同也. 吾東方禮樂文章擬華夏. 但方言之語 不與之同. 學書
者患其旨趣之難曉 獄者疾其曲折之難通. 昔新羅薛總 始作吏讀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
但鄙 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不能達其萬一焉. 癸險.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犀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不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故智者不
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鎰其情. 字韻則淸獨之能辨 樂歌則律呂之克諧. 無
所用而不備 無所往而不達. 雖風聲鶴 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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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방법을 철학에서 찾았다. 성리학의 세계관 즉, 3재(三才), 2기(二氣), 5행(五行)이다. 세
종은 3재의 이법과 2기의 묘리, 그리고 5행의 순리에 맞게 자모음 28자를 창제하고 그 창
제의 철학적 원칙에서 자모음 28자가 벗어나지 않게 했다.

(표1) 한글창제의 목적에 따른 삼재, 이기, 오행의 배치
①

②

③

형태

생각

소리

삼재(三才)

이기(二氣)

오행(五行)

문자의 형태는 삼재의 철학을 바탕으로 삼았으며, 그 생각의 본말은 이기를 적용하고, 소리
는 오행에 따라 자음과 모음을 배치했다. 이 논문은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어떻게 이 철
학적 개념들을 문자화했는지 그 과정을 도상체계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도상체계란 관념
과 철학을 형상과 도형으로 만들고 개념을 부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즉 철학이 도형화되는
과정이다. 문자는 도형이다. 그래서 한글을 창제한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한글이라는 문자
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도상(圖像)과 도형(圖形)을 통해 인식할 때 더욱 선명하게 우리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한글은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때문에 한
글의 언어적 완성도와 과학성은 한글 창제의 철학적 완성도와 직결한다. 한글이 세계가 인
정하는 우수한 문자라면 그 뜻은 한글을 만든 철학의 우수성이기도 하다.

2. 도상체계(圖像體係)로 본 한글 창제의 철학적 원리
1) 삼재(三才)의 도상적 형태
문자는 시각적 인식작용을 통해 읽혀진다.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읽는 방법과 쓰는 방
법에 대한 약속들이 공유된다. 누군가가 문자를 만든다면 시각적 인식작용에 가장 편리하게
또한 명확하게 문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생각은 세종도 했을 것이고 한글창제에
적용된다. 세종은 한글 기본자의 형태를 규정함에 천지만물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따른
다. 한글은 변하지 않는 근본적 형태를 하늘, 땅, 사람에서 찾았다.『훈민정음』창제의 첫
번째 철학은 삼재(三才)다. 삼재는『역경(易經)』설괘전(說卦傳)6)에 처음 나타나며 삼재는
천지인을 뜻한다. 정인지가 서문에서 두 차례 반복해 밝힌 한글창제의 철학적 원리는 삼재
(三才), 삼극(三極)이다. 세종은 세계 만물의 존재 방식을 3개로 인식하고 한글을 창제했다.
이는 3분법적 세계관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세상을 인식하는
6) 『역경(易經)』설괘전(說卦傳) 2章 : 昔者聖人之作易野 將以順性命之理. 是以立天之道, 日陰與陽. 立地之道 日
柔與剛 立人之道 日仁與義. 兼三才而兩之 故易六畫而成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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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적인 틀로 본 것이다. 이런 인식은 문자의 형태로 전환된다. 한글의 기본적인 도
상을 보면 우선 모음은 천지인을 바탕으로 그 형태 전환을 점, 선, 획으로 도상화(圖像化)
한다. 하나의 점은 하늘 천(天)을 상징하고, 평평한 선은 땅 지(地)를 상징하게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그은 하나의 획은 사람 인(人)을 상징한다. 형태적인 모습만 보면 점은 하늘에
뜬 태양의 형태를 하고, 땅은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그린 것이고, 사람은 그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글자가 형태를 취할 때 있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여 기본자
를 만든 것이다.

(표2) 모음의 삼재
하늘 天

땅 地

사람 人

l

ㅡ

ㅣ

이러한 자연물에 대한 모방은 자음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자음에 적용된 천지인을 찾
아보기에 앞서, 우선 천지인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을 먼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보편적 인식이 자음의 형태를 만드는데 적용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 때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그 형태를 취하 듯, 바다 속을 다니는 잠수함을
만들 때는 물고기의 모양을 본뜨기 마련이다. 글자도 또한 그와 같다. 하늘은 하늘의 모양
을 본뜨게 되고 땅은 땅의 모양을,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본뜨는 것이 자연스럽다. 동양 사
상사에서 하늘의 형태적 인식은 주역(周易)에서 시작한다. 『역경(易經)』 설괘전(說卦傳)7)
에 보면 “건(乾)은 하늘이 되고, 둥글고, 임금이며,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한다. 하늘은 형
태적으로 동그랗다고 정의하고 있다. 조선 성리학의 시작으로 보는『태극도설(太極圖說)』8)
에서 주돈이(周敦頤)9)는 무극을 원으로 표상하고 무극 안에서 일음일양의 태극을 또 다시
원(圓)으로 표현한다. 하늘의 천리(天理)를 동그라미로 표현한다. 이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정치와 사상을 펼쳐나간 조선조 학자들의 보편적 인식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권근(權近)10)의 『입학도설(入學圖說)』에 나타난 천인심성합인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나 정

7) 『역경(易經)』 설괘전(說卦傳) 11章 : 乾 爲天 爲圓 爲父 爲玉 爲金 爲寒 爲氷 爲大赤 爲良馬 爲老馬 爲瘠馬
爲駁馬 爲木果.
8) 『태극도설(太極圖說)』: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
分陽, 兩儀立焉
9) 주돈이(周敦頤 : 1017년~1073년) 송대의 성리학자. 자는 무숙(茂叔). 시호는 원공(元公). 주염계(周濂溪)라고
도 한다. 중국의 사상 가운데 거의 1,000년 동안 국가의 이념으로 자리했던 이학(理學)의 토대를 마련했다.
존칭하여 주자(周子)라고도 한다. 송나라시대 유학의 형이상학적 사유는 주돈이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10) 권근(權近 : 1352년~1409년) 호 양촌(陽村). 시호 문충(文忠). 초명 진(晋). 1367년(공민왕 16) 성균시(成均
試)를 거쳐 이듬해 문과에 급제, 춘추관 검열이 되고, 성균관 대사성 ·예의판서(禮儀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문
장에 뛰어났으며, 경학(經學)에도 밝아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구결(口訣)을 정하였다. 그의 『입학도설(入學圖
說)』은 후일 이황(李滉) ·장현광(張顯光) 등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다. 성리학자이면서도 문학을 존중하였고,
경학(經學)과 문학(文學)의 양면을 조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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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운(鄭之雲)11)의 『천명도설(天命圖設)』이황(李滉)의「천명도(天命圖)」그리고 세종 때 간
행된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列次分野之圖)를 보면 일률적으로 하늘은 동그라미로 그리고 땅
은 네모로 그린다. 무엇보다 세종의 명으로 간행된 『천문류초(天文類抄)』12)규장각본(奎章
閣本)에 의하면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표현하고 있다. 하늘의 성품은 동그랗고 땅의 성품
은 네모라고 규정한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다’는 정의가 15세기 유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반면 조선시대의 사유에서 반대로 하늘을 네모의 형태로 인식하고 땅을 동그라
미로 인식한 사례를 아직까지는 찾아 볼 수 없다. 하늘은 천리를 내재한 진리의 대상이기에
합일과 일체의 상징인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땅은 경계를 두고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지는 모습을 하고 있으니 밭 전(田)은 네모를 네 개 겹쳐서 그 형태로써 그 의미를 표
현하고 있다. 한글이 창제되던 15세기 조선시대의 하늘, 땅, 사람에 대한 도상적 변환은 자
연스럽게 하늘은 동그라미, 땅은 네모로 그리고 사람은 세모로 대치하여 볼 수 있다. 물론
세종 또한 글자를 창제 할 때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 글자의 형태로 삼았던 것은 자연
스러운 일이었다. 천지인에 대한 철학적 인식은 도상화(圖像化) 과정을 거쳐 한글로 탄생된
다.

(표3) 성리학의 하늘과 땅에 대한 도상적 인식

태극도

천상열차분야지도

천명도

(太極圖)

(天象列次分野之圖)

(天命圖)

11세기

15세기

16세기

이러한 천지인의 인식은 자음을 창제할 때도 도상(Icon)으로 적용됐을 것이다. 하늘은 동그
라미라는 상형으로 본받았다. 땅은 네모 그리고 사람은 세모의 모양으로 그 형상을 상징했
11) 정지운(鄭之雲, 1509년 ~ 1561년) 조선 성리학자. 자(字)는 정이(靜而), 호(號)는 추만(秋巒)이다.『천명도설
(天命圖說)』을 저술하여 사물의 조화(造化)의 이치를 규명하였으며 사단칠정논쟁의 발단이 됐다.
12) 『천문류초(天文類秒)』 : 조선 세종 때에 이순지가 저술한 천문(天文) 설명서. 『천문류초』는 2권으로 되어
있으며, 1권은 3원 28수의 체계에 따라 각 별자리에 대한 설명, 해석 등을 자세히 서술하였고, 2권은 해와
달, 오행성, 혜성, 객성, 구름 등의 천문, 기상 현상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서술하였다. 1권의 별자리 설명에
는 『보천가』와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列次分野之圖)에서 모사한 별자리의 그림이 곁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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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을 세모로 받는 것은 사람 인(人)의 형상이 서로 기대어 서있는 모습
이니 도상으로 표현하면 세모가 된다. 그러므로 한글은 3분법적 세계관으로 볼 수 있다. 3
분법적 세계관에서는 우주를 이루는 근본 척도를 3개로 파악하고 정의한다. 하늘이 1이고,
땅이 2며, 사람은 3이다. 이 셋이 함께 있어야 전체를 설명할 수 있기에 3분법적 세계관이
한글의 창제 철학이라 볼 수 있다. 한글은 3분법을 자음과 모음에 적용해 기본자를 만들고
그것을 오행에 배치해 펼쳐 나간다. 그리고 마지막 또 다시 글자를 만드는데 3분법을 적용
하는데 그것이 바로 초성, 중성, 종성이다. 하나의 글자를 만들 때 이렇게 3분법을 적용해
글자를 만든 사례를 언어사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영어는 자음과 모음을 번갈아 놓아 글자나 단어를 만들지만 한글은 공간을 사용
한다. 전체 공간에서 자모음의 위치를 정하고 초성, 중성, 종성의 위치도 따로 정한다. 문자
의 공간적 인식이다. 이는 문자사에 있어 오직 한글만이 가진 특징이다. 삼극, 삼재 등으로
대변되는 3분법적 세계관을 문자에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3분법적 세계관이 한글에 적용한
첫 번째 철학적 개념이다. 천지인의 3분법적 세계관은 자음과 모음을 각각 천지인의 형태로
그 기본 도상(Icon)을 만드니 모두 6개의 기본 도상이 만들어 진다. 한글을 창제 할 때 첫
번째 기능은 세상에 존재하는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종은 글자의 형태를 결
정할 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인식이 명확한 도상(Icon)을 정했을 것이다. 그것을 하늘,
땅, 사람으로 대변되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점, 가로선, 세로획이다. 단순하고 명확하다.
한글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철학은 삼재(三才)고, 이 3재가 어떻게 도상(Icon)으로 표현
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글을 이해하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

(표5) 자모음 천지인 삼재도상(三才圖像)
하늘 天

땅 地

사람 人

자음(양 陽)

ㅇ

ㅁ

ㅿ

모음(음 陰)

l

▃

▎

자모음

천지인

현재,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한글의 창제 원리는 모음은 천지인을 본받았고 자음은 발성
기관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다.『훈민정음』해례본에 모음은 천지인을 따랐으며,
자음은 ‘상기형(象己形)’ 즉 그 발성기관의 모양에 따라 만들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자음의 창제원리는 천지인의 3분법적 개념에서 시작하지 않고, 오행에 따른 발성기관의 형
태로 규정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언어학적 설명이지 철학적 설명에
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자음 창제의 더 근원적인 창제 원리를 철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정인지가『훈민정음』해례본 서문 첫 줄에 명시한 한글창제의 원리
즉, 삼재(三才)가 모음에만 적용되고 자음에는 적용되지 않다는 것은 전후가 맞지 않는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글자의 시작은 자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자음이 머리고 모음이
몸통이다. 자음이 양이고 모음이 음이다. 한글창제 때 자음은 17자 모음은 11자다. 전체 글
자에서 자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다. 대원칙, 삼재의 이법을 자음에 적용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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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원칙이 될 수 없다는 뜻인데, 정인지는 첫줄에 한글창제 원리를 삼재로 명시하고 후
세가 능히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삼재(三才)의 대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 글자를 만들면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3분법을 적용하는데 유
일하게 자음만을 3분법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면이 있다. 또한 자음에서 오
행의 분류에 따라 만든 기본자 ㄱ(木), ㄴ(火), ㅁ(土), ㅅ(金), ㅇ(水)은 그 형태가 모두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나아가 자음의 기본자 17자가 모두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충분히 자음의 창제원리를 삼재(三才)의 형태
로 유추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도상체계의 입장에서 자음에 적용된 천지
인 삼재철학을 논증해보기로 하겠다. 이는 이기(二氣) 그리고 오행(五行)의 철학적 개념들과
맞물려 전체적인 텍스트를 인식하고 점검할 때 가능하다. 계속해서 이기의 도상적 대립(對
立)과 오행의 도상적 확장(擴張)으로 전체 한글 자모음 28자 창제 원리를 해례본을 기준으
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2) 이기(二氣)의 도상적 대립
정인지는 해례본 서문에서 한글은 모든 글자에 이기(二氣)가 담겨 있다고 했다. 음양의 이
법으로 한글을 만들었다 밝힌다. 음양의 이법은 조선 성리학에 있어 뿌리가 되는 철학이다.
이는 물론 『주역』의 근본원리이기도 하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
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생명이 탄생되는 자연의 원리를 세종은 그대로 문자에 적용한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반드시 만나야 글자가 만들어지게 했다. 모음만 가지고 반대로 자음
만 가지고 문자가 만들어 지지 않는다. 음양의 조화가 늘 글자마다에 머물게 한 것이다. 한
글에 적용된 두 번째 철학적 개념이다. 음은 모음이고 양은 자음이다. 삼재의 형상을 바탕
으로 자음의 기본자 3개와 모음의 기본자 3개를 만들게 되는 이유는 각각 음양을 따로 대
립하여 존재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형태의 차별을 두어 그 기능과 역할을 다르게 하였다.
이기는 2분법적 세계관으로 볼 수 있다. 2분법적 세계관의 대표적인 철학체계는 주역이다.
주역은 2개의 도상(Icon)으로 만들어 진다. 하나는 양(陽), 하나는 음(陰)이다. 음양은 대립
하며 존재한다. 자연만물은 상대적 대립관계를 바탕으로 존재한다. 한글은 이기(二氣)의 상
대적 대립을 반복하여 글자를 넓혀 간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를 각각 3개씩 만들
고, 그 기본자를 변용하여 글자를 넓혀 나갔다. 자음의 기본자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ㅇ,
ㅁ, ㅿ)가 삼재고 모음의 기본자는 점, 가로선, 세로획 ( •, ㅡ, ㅣ)이 삼재다. 자음의 삼재가
일기(一氣)며, 모음의 삼재가 다시 일기(一氣)가 되어 서로 마주해 글자를 만든다. 자음과
모음이 대립하여 만물을 표현하니 음양의 이기(二氣)가 있어야 비로소 자연은 균형을 이룬
다.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보고 눈여겨 볼 특징은 천지인의 확장이 자음으로 나타나고, 천
지인의 수축이 모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음의 까만 점을 확장하면 큰 원이 된다. 그
래서 하늘(天)의 형태를 음으로는 점으로 표현했고, 양으로 큰 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찬
가지로 모음의 선을 아래위로 대칭하고 좌우로 한 번 더 대칭하면 네모를 만들 수 있다. 네
모는 땅의 성품을 더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서 있는 획을 반으로 갈라 세우면 세모가 된다.
사람은 땅에 서있음으로 하나의 획으로 정의 되지만 그 존재는 늘 기대어 서로 함께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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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세모의 형태로 그 본질을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형태를 더
욱 간단하게 만들면 점, 가로선, 세로획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형태의 근본을 같게 함으
로써 자음과 모음이 서로 대치하면서도 공통점을 잃지 않게 했다. 또한 자모음의 형태를 도
상으로 그려보고 그 배치를 보면 좌우대칭, 상하대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서로 대립하게
하여 그 형태를 단순화 시켰고 역할을 더 명확하게 하였다. 2분법을 공간에 적용해 활용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칭적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한글 창제 과정에서 빠트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방법이 됐을 것이다. 짝을 맞추다 보면 짝이 없거나
짝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음의 대칭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글 창제의 두 번째 목적이었던 생각의 전달에 있어 음양 이기는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철학이었다. 양은 옳음, 음은 그릇됨이라는 2분법적
구조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므로 송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결정에 가정 적합한 철
학이 바로 2분법의 음양철학이다. 한글에는 그래서 이기(二氣)를 적용했고 그 특성은 자연
스럽게 의사전달의 명확성으로 드러났다.

(표6) 모음 11자의 대칭관계

1

ㅗ

2

ㅜ

3

ㅏ

4

ㅓ

5

•

6

ㅠ

7

ㅛ

8

ㅕ

9

ㅑ

10

ᅳ

천일생수지위
天一生水之位
지이생화지위
地二生火之位
천삼생목지위
天三生木之位
지사생금지위
地四生金之位
천오생토지위
天五生土之位
지육성수지수
地六成水之數
천칠성화지수
天七成火之數
지팔성목지수
地八成木之數
천구성금지수
天九成金之數
지십성토지수
地十成土之數

하늘 (+)
땅 (-)
하늘 (+)
땅 (-)

하늘의 수로 1이고 물의 자리에서 생한다.
땅의 수로 2며 불의 자리에서 생한다.
하늘의 수로 3이고 나무의 자리에서 생한다.
땅의 수로 4며 쇠의 자리에서 생한다.

하늘 (+)

하늘의 수로 5고 흙의 자리에서 생한다.

땅 (-)

땅의 수로 6이며 물이 완성되는 수이다.

하늘 (+)

하늘의 수로 7이고 불이 완성되는 수이다.

땅 (-)

땅의 수로 8이며 나무가 완성되는 수이다.

하늘 (+)

하늘의 수로 9이고 쇠가 완성되는 수이다.

땅 (-)

땅의 수로 10이며 흙이 완성되는 수이다.
홀로 선다. 생겨난 자리도 없으며 짝을 이루어

11

ㅣ

독무위수
獨無位數

사람

완성되는 성수도 없다. 무극의 정수와 음양오행
의 정기가 현묘하게 어울려 나타남으로, 본디
일정한 자리와 성수를 가지고 논할 수 없다.

모음의 음양대립을 보면 홀수는 양이 되고 짝수는 음이 된다. 1, 3, 5, 7, 9에 해당하는 ㅗ,
ㅏ, •, ㅛ, ㅑ은 하늘 천(天)으로 그 글자의 성질을 잡고, 2, 4, 6, 8, 10에 해당하는 ㅜ, ㅓ,

- 11 -

ㅠ, ㅕ, ㅡ는 땅 지(地)로 그 글자의 성질을 정의한다. 1~5까지는 생지위(生之位)로 칭하여
스스로 생겨난 것이니 초출자(初出字)가 되고, 6~10까지는 초출자와 짝을 이루어 성지수(成
之數)로 칭하니 재출자(在出字)가 된다. 성지수가 일컫는 것은 짝을 이루어 완성된다는 뜻이
다. 음(ᅳ)과 양(•)이라는 기본 도상(Icon)을 기준으로 목화토금수의 오행(五行)으로 확장하
며 동서남북으로 서로 서로 짝을 이루게 하여 전체적인 밸런스, 즉 평형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 ㅗ는ㅜ와 대칭이고, ㅏ는ㅓ와 대칭이고, ㅛ는 ㅠ와 대칭이고, ㅕ는 ㅑ와 대칭이다. 오
행의 방위에 따라 모음을 각각 배치하면 명확하게 그 대립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장 오
행의 확장에서 (표 8) 28자 자모음 도상표를 통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눈여겨 볼 글자는 바로 세로획이다. 모음의 상호 대칭관계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는
글자가 하나있다. 그것이 독무위수라 일컫는 세로획 <ㅣ>이다. 모음에서 이 글자 하나만 유
일하게 짝을 이루지 않는다. 짝을 이루지 않기에 해례본은 이 세로획 <ㅣ>을 사람이라 칭
한다. 그 시작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나 무극, 태극, 오행의 근본 도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묘하고 현묘한 사람의 본질을 뜻하는 것이다. 천지인의 사유를 극명
하게 보여주는 기점이다.
본 논문은 이것이 한글창제 원리의 핵심이자, 한글이 가진 가장 큰 독창성이라 본다. 또한
세종의 인본주의 사상은 이 글자 하나에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획이 없다면
한글은 2분법적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문자체계다. 이는 『주역』의 2분법적 세계관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글은 3분법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는 한글이 한국의 고유한
3분법적 세계관과 결합한 결과다. 그것은 한국인의 고유한 사유가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있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역』과『태극도설』이 우주론이라면 조선 성리학의 시발점이 되
는 권근의 『천인심성합일지도』는 인간론이다. 중국철학이 우주론에 집중했다면 한국철학
의 특징은 인간론이다. 우주를 인간과 연결하여 인간을 소우주로 보고 인본중심, 인간존엄
의 사유를 펼쳐간 조선 성리학의 특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한 인본철학은 한글에 그
대로 적용됐다. 바로 사람이라는 명확한 아이콘(Icon)을 만들어 처음부터 세계인식을 하늘
과 땅 그리고 사람의 조화로 인식한 것이다. 3분법적 세계관의 결과가 바로 한글이다. 한글
창제의 철학적 본질은 ‘사람’이다.

3) 오행(五行)의 도상적 확장
한글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공간 인식을 글자에 적용한 것이다. 한글은 공간적 확장을
통해 전체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공간성은 오행을 통해 인식하면 편리하다. 오행(五
行)은 오방(五方)과 연결되어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오행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다섯 오(五)
는 세상을 이루는 근본적인 물질을 뜻하고, 다닐 행(行)은 이리저리 다닌다는 뜻이다. 근본
적인 원소 5개가 세상 어디든 간다는 뜻이 오행에 포함돼 있다. 그러니 방위로 인식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방위는 공간이다. 한글은 공간을 활용하는 문자체계다. 글자의 형
태는 물론, 배치, 그리고 쓰기에 까지 방위를 반복 활용한다. 그래서 한글은 도상으로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상체계(Iconography system)를 통해 분설할 때만이 충분히 한글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점과 선과 획으로 표현했다. 3재를 바탕으로 각 방위, 즉 5방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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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배치하여 11자의 모음을 만든다. 5행을 기준으로 창제과정을 보면 사람에 점, 즉 하늘
천(天)을 찍으면 ㅏ, ㅓ가 만들어 지고, 땅에 점, 즉 하늘 천(天)을 찍으면 ㅗ, ㅜ가 만들어
져 초자가 만들어지고 다음 사람에 해와 달을 점으로 찍어보면 ㅕ, ㅑ가 만들어 지고 땅에
해와 달이 뜨면 ㅛ, ㅠ가 만들어 진다. 이것을 오행에 재차 배치하여 전체 모음 11자를 만
든다. 도상으로 그려보면 아주 단순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음 17자는 근본 형상인 동그라미로는 ㅇ, ㅎ과 같은 자음을 만들고, 네모는 ㅁ, ㅂ, ㅍ, ㄱ,
ㄴ, ㄷ을 만들고, 다시 네모를 한 번 더 겹치면 ㄹ, ㅌ, ㅋ등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세모는ㅅ, ㅊ, ㅈ, ㅿ의 근본 상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각각 오행에 배치해 그 소리
를 확장하고 만물의 성질을 더욱 정밀하게 하였다. 다만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도상체계로
본다면 훈민정음에는 삼재와 오행에 있어 옛이응 <ㆁ>자 만이 목구멍소리, 수(水)에 배치하
지 않고 잇소리, 목(木)에 배치된다. 형태는 동그라미에서 나왔으나, 그 발음이 수와 목 사
이에 이루어짐으로 잇소리 목에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나중에 글자가 없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다.13) <ㆁ>자를 제외하고는 자음 17자 모두는 3재로부터 시작해 5행에 배치됨에
어긋남이 없다.

(표7) 삼재오행(三才五行)의 과정으로 본 자음배치도
삼재

도형

자음

음

소리

오행

하늘

ㅇ

ㅇ, ㅎ, ㆆ

후음

목구멍소리

Water 水

ㄱ, ㅋ, ㆁ

아음

어금닛소리

Wood 木

ㄴ, ㄷ, ㅌ, ㄹ

설음

혓소리

Fire 火

ㅁ, ㅂ, ㅍ

순음

입술소리

Earth 土

ㅅ, ㅊ, ㅈ, ㅿ

치음

잇소리

Metal 金

땅

ㅁ
사람

ㅿ

한글의 도상적 이해에서는 자음을 발성기관의 형태에 따른 표음문자(表音文字)적 성격보다
는 그 철학적 근원에서 글자의 형태적 원형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오행에 배치된 기본자
는 모두 다섯이다. 나무 목(木)은 <ㄱ>, 불 화(火)는 <ㄴ>, 흙 토(土)는 <ㅁ>, 쇠 금(金)은
<ㅅ>, 물 수(水)는 <ㅇ>이다. 나무는 땅에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니 그 형상을 보면 <ㄱ>과
같아 수평선은 땅이고 아래로 내려 그은 수직선 뿌리가 된다. 불은 땅에서 위로 오르는 형
13) 『훈몽자회(訓蒙字會)』「언문자모(諺文字母)」에서는 옛이응 <ㆁ>자를 후음에 배치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는 속음(俗音)에서 후음에 가깝고 글자의 모양 또한 후음을 나타내는 글자들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던 까닭이라
고 김미미는「한글 子音字 배열의 역사적 변천과 그 수정의 필요성」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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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단순한 도상(Icon)으로 나타내면 <ㄴ>으로 볼 수 있다. 수평선은
땅이고 위로 솟은 수직선은 불이 된다. 토는 땅이니 네모 <ㅁ>로 받았으며 이는 밭 전(田)
자의 상형을 더욱 단순화한 것이다. 쇠는 단단한 성품이니 모든 것을 자르고 끊는 성질이
있다. 이 성질을 표상하면 가위가 된다. 그래서 쇠 금(金)에 해당하는 글자는 서로 엇갈려
있는 가위의 형태를 단순히 <ㅅ>로 표시함으로써 금의 성질을 표현했다 볼 수 있다. 마지
막 물 수(水)는 오행의 마지막에 해당하니 순환의 완성이고 겨울의 수렴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환의 구조를 가진 동그라미, 즉 <ㅇ>으로 그 형태를 만들었다.

오행

의 특성에 근거해 도상(Icon)으로 자음을 배치해 보았다.

(표8) 자모음 28자 도상체계(圖像體係)14)

3. 맺는말
세종이 한글을 만든 뜻은 이 나라에 문자가 없어 서로 마음과 뜻을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
이었다. 이에 세종은 문자를 창제하기에 앞서 문자의 기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는 형
태, 생각, 소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문자의 형태는 삼재(三才)의 철
학을 적용하고, 생각은 이기(二氣)를 바탕으로 했으며, 소리는 오행(五行)으로 그 문자의 기
능에 맞는 창제의 원리를 사용했다. 시대의 산물은 시대정신의 결과다. 그래서 15세기 한글
을 만든 철학적 개념의 시원들을 짚어가며 한글의 창제 과정을 입체적으로 돌아보았다. 한
글이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문자라면, 이는 거꾸로 우리의 사유체계가 가장 본질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글의 독창적, 과학성은 바로 삼태극에 기인한다.
양의 삼태극으로 자음을 만들고, 음의 삼태극으로 모음을 만들었다. 이를 다시 초성, 중성,
종성으로 하나의 글자를 만들게 했다. 훈민정음이 아주 폭넓은 소리의 세계를 구현하는 문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말소리를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3분법적 세계관으로 섬세하게 발달
14) 도상에 근거해 자음을 분류하고 배치하면 옛이응 ㆁ은 물 수(水) water에 배치된다. 도표에서 도상의 동서남
북은 15세기 공간인식의 현실 적용에 따랐다. 사대문의 동쪽 문, 흥인지문을 오른쪽에 배치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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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이다. 이 3분법은 영어와 같은 보편적인 자음, 모음의 2분법과는 확연히 다른
오직 한글이 가진 독창성이다. 한글은 한국인의 고유한 사유체계, 천지인 즉 삼재사상을 그
대로 문자에 적용한 사례라 볼 수 있다. 한글은 삼태극의 공간적인 인식을 통해 음운체계로
만들었음으로 글자를 보고 인식할 때 더 넓은 뇌의 공간적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글이란
인식의 측면에서는 뇌와 연결 돼 있고, 마음을 표현하는 측면에서는 심장과 연결 돼 있다.
그래서 글이 과학적이면 사고도 과학적이고, 글이 풍부하면 사람의 감수성도 풍부해진다.
한글은 이런 면에서 세계 어떤 문자보도 과학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어 주고 풍부한 감정을
만들어 준다. 한류(韓流)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정서와 사
고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적 인식과 풍부한 감성이 국경과 인종을 넘어 공감
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자연만물에 존재하는 삼태극의 이치, 이기의 묘, 그리고 오행의 순환이 한글에는 온전히 담
겨져 있다. 한글은 그 형태에 있어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천지자연의 모습을 따랐으니 표의
문자(Ideogram)라 할 수 있고, 그 적용은 발음오행을 통해 표음문자(Phonogram)로 완성된
다. 한글은 표의문자와 표음문자를 넘나들며 각 문자체계가 갖는 장점과 강점을 가다듬어
탄생됐다. 그러나 표의와 표음의 기저에는 불변의 철학이 있었다. 세종은 세상을 이루는 가
장 근본적인 자연의 원칙(Principle of Nature)을 바탕으로 한글을 창제했다. 28글자의 창
제를 철학적 개념으로부터 시작해 문자적 도형으로 완성을 이루었으니, 본 논문은 한글을
철학문자(Philogram)라 명명해 보고자 한다. 한글은 유일한 자질문자(Featural alphabet)15)
로 분류돼있다. 자질문자라는 개념은 샘슨(Sampson, 1985)이 만들었다. 샘슨은 자질문자의
유일한 예로서『훈민정음』을 소개한다. 한글을 자질문자라 분류하는 것은 한글의 음성과
음소기능의 독창적인 특징만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글 창제의 인본주의적 소명과 근
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글은 창제 이유와 창제 원리에
입각해 명명되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하다. 철학문자라 일컫는 것이 대중적 이해와 보편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목적과도 부합한다. 그래서 한글
을 설명하는 문자체계, 필로그램Philogram을 만들어 보았다. 한글을 필로그램Philogram, 즉
철학문자(Philogram)로 명명하고 한글을 설명하면 좀 더 명확하고 쉽게 한글을 설명할 수
있다. 한글에 대한 철학적 정신과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게도 더 깊이 한글을 사랑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철학문자가 가진
함의와 개념은 더 깊이 연구돼야 할 것이다. 세종의 인본주의 사상으로부터 시작해 동양철
학의 우주관까지 폭 넓은 논의와 역사적 검증이 필요한 작업이다. 형이상학적 철학을 형이

15) 자질문자 (資質文字, featural alphabet)는 표음 문자의 일종으로, 조음 위치와 같은 음운의 자질이 반영된
문자 체계.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소리의 특성과 같은 음운적 자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만든 문자로 한글
은 대표적인 자질 문자. 각 낱자가 음운의 자질을 나타내며, 낱자가 둘 이상 모여 하나의 음절을 만든다. 낱자
는 언어학적인 특성에 따라 변형되는데, 예를 들면, 한글의 ㄱ에 한 획을 더하면 유기음인 ㅋ이 되고, ㄱ을 나
란히 쓰면 ㄲ이 되는 식이다. 이는 ㄷ·ㅌ·ㄸ, ㅂ·ㅍ·ㅃ, ㅈ·ㅊ·ㅉ, ㅅ·ㅆ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글은 기본 자모
음에 가획함으로써 추가되는 음소 자질까지 드러낸다. 한 자모가 음운보다 작은 음성자질로 구성되어 있고,
한글의 한 자모 안의 획은 무의미한 단순 획이 아닌, 어떤 음성자질을 대표하는 획이다.

- 15 -

하학적 문자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적용된 철학들은 언어사뿐만 아니라 일상의 보
편철학으로도 중요하다.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철학의 독창성이 한글에는 온전히 담겨져
있다. 본 논문이 한글 창제의 철학적 원리를 창제 이유와 연결해 본 것은 앞으로 열어갈 세
상의 철학과 사유가 무엇인지 되짚어 보고자 한 것이다.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그
결과가 한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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