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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니코드에 있는 3가지 한글코드를 훈민정음의 과학적 원리를 기준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각각을 분석해서 
평가한 다음 훈민정음 창제원리를 반영한 정음형 코드 즉 한글자모 코드가 나머지 음절표현을 포괄한다는 
결과에 따라서 U+1100만 남기고 나머지 공간은 반납해야 한다는 정비 방향을 제안한다.

      주제어: 유니코드, 자모형, 자소형, 정음형, 한글자모, 정비방안

1. 서론
유니코드에서 동아시아 문자구역을 보면 한글자모

(U+1100), 한글호환자모(U+3130), 한글음절(U+AC00) 등 

3종류의 한글 코드(부호)[9]가 있다. 이것은 일반인식인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이다[1]”에 의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유니코드의 코드차트에서 한글은 3가지 코드체

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자이다. 문자학에서 한글은 

표음문자에 속하며 음절문자이면서 음소문자에 해당한

다. 일본어의 가나는 음절문자이고 로마자는 음소문자이

며 자음과 모음을 알파벳이라 한다. 한글은 음절문자이

면서 음소문자인데 이 음소는 자음과 모음 또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뉜다. 한글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

모와 음절,그리고 자소를 부호화하게 된다.  

표준화 결과[9]는 정보교환용 한글 7비트 코드 표준은 

자모형 한글부호로 KSC 5601:1974이다. 그 다음은 조합

음절형 한글부호로 KSC 5601:1982이다. 그런데 이것은 

ISO/IEC 2022 규격[8]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완성음절형 

한글부호인 KSC 5601:1987로 개정된다. 현재 이들은 KS 

X 1001:2004로 표준 번호가 바뀌었다. 1992년 ISO/IEC 

SC2 회의를 준비하면서 정음형[4]이 채택되어 유니코드

와 ISO/IEC 10646 BMP에 한글자모(Hangul Jamo)로 반영

된다. 특징은 훈민정음 원리를 반영하여 초성, 중성, 종

성 문자집합을 부호화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처럼 유니코드에 존재하는 여러 코드체계

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있어서 훈민정음의 과학적 원리

를 바탕으로 해서 3개 코드의 특징을 살펴보고 합리적으

로 정비하기 위한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한글코드의 개정 추세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2][4]가 있

었다. 결국 그런 문제들은 한글의 모태인 훈민정음을 연구

함으로써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다[5]. 정음형 코드는 

바로 그 해결의 실체이다[5]. 훈민정음 창제원리 연구

[1][5]에서 이를 적용하면 그간 제기된 문제들이 근본적으

로 해결될 수 있음[2][3][4]을 보이고 있다. 

3. 한글 코딩 대상
3.1 자모형 부호 탄생

  현행 국어기본법[11]은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제15조 

국어문화의 확산, 제16조 국어 정보화의 촉진, 제17조 

전문용어의 표준화, 제18조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

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모두 한글 맞춤법을 준수하라

고 한다. 이들 문서에서 표절 논란이 있을 만큼 훈민정

음과의 연관성 언급이 전혀 없으며 그 연유도 찾을 수 

없다. 어문규정의 한글 맞춤법은 1933년의 한글맞춤법 

통일안[11]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음소를 초성, 중성, 

종성이 아닌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받침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받침은 자음이므로 자음과 모음만을 부호

화(coding)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1974년 제정

된 최초의 한글코드 KS C 5601:1974는 자모형 부호가 된

다. 그 당시 한글 출력장치는 드럼식 라인 프린터이다. 

그래서 영문 두 라인을 이용하여 첫 라인에는 초성과 중

성을 출력하고 둘째 라인엔 받침을 출력하는 방식에 사

용된다. 

3.2 음절형 부호

  정보기술의 점진적 발전으로 도트매트릭스 프린터의 

보급 확산과 한글을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데 1982년 조

합음절형 코드 소위 조합형 코드로 개정하고 부속서에 

자모형 코드를 포함한다. 여기서 2바이트 곧 16비트 가

운데 최상위비트는 한글과 영어 구분, 나머지를 5비트씩 

3분한다. 5비트인 2의 5성은 32이므로 3개 구역에 자음 

19개, 모음 21개, 28개(받침 27개+받침없음 1개)를 배정

한다. 이것은 ISO/IEC 2022 코드 제정규격을 위반하여 

국제적 통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정부는 행정전산망을 

기획하면서 1987년 완성음절형 코드 이른 바 완성형 코

드로 개정하게 된다. 그리고 부속서에 자모형 코드와 조

합형 코드를 포함시킨다. 한글맞춤법은 11172음절을 조

합할 수 있다. 그런데 ISO/IEC 2022에 따라서 한글을 배

정할 도형문자는 GR 94자이므로 2 바이트를 사용하면 

94*94=8836자이므로 11172음절 배정은 불가하다. K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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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명 크기 내용 음절

자모형 1 자음30,모음21 11172

조합음절형 2 자음19,모음21,받침28 11172

완성음절형 2 음소정보 없음 2350

표 1 한글코드별 음절수

1100 1100 A97F D7FF Fill 합계

초성 90 5 29 0 1 125

중성 66 5 0 23 1 95

종성 82 6 0 49 0 137

합계 238 16 29 72 2 357

표 2 1992 240자소와 2007 117자 추가

5601:1987의 본 명칭은 “7비트 및 8비트의 2바이트 정

보 교환용 부호화 한자 집합”인데 JIS X 0208[6]에서 

제1수준 한자 2965자의 공간 0xB0A1 ~ 0xCFFE과 거의 같

은 공간에 한글은 빈도수 0.001% 이상으로 해서 2350 음

절을 선택하여 0xb0a1 ~ 0xc8fe에 배정하고 94자의 사용

자 정의 공간을 둔다. 그리고 한국 한자 4888자를 선별

하여 일본 제2수준 한자 3390자를 배정한 공간과 유사한 

구역에 배정하고 뒤에 94자의 사용자 공간을 배정한다. 

중국의 간체자 부호계는 GB2312[7]이며, 1급 한자 3755

개와 2급 한자 3008개 등 합계 6763자를 배정하고 있다. 

3.3 정음형 코드 

 1987년 완성형 코드가 발표된 뒤 국어학계에서 약 350

자가 일상생활용어에서 부족하다는 논문[2]이 제기되면

서 조합형 코드와 적합성 논쟁이 증폭된다. 1992년 6월 

ISO/IEC SC2 문자코드 소위원회 서울회의를 앞두고 국가

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정음형 부호는 당시 사회

적 요구를 수용하는 안으로 여러 평가결과로 채택된다. 

이 때 문자집합 선정에서 훈민정음해례[2]에서 정의한 

대로 낱자만 부호화 대상으로 하자는 안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래 한번이라도 사용되었던 모든 낱자소와 겹자소

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곧 초성 90자, 중성 66

자, 종성 82자, 필코드 2자를 합하여 240자이다. 그래서 

합성할 수 있는 음절수는 499,954 자가 된다. 당시 낱자

를 부호화 대상으로 해야하는 이유는 추후 발견되는 자

소를 이미 배정된 글자 사이에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낱자로 하면 새로 발견되더라도 합성을 하기 때문에 문

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7년에 무려 117자를 새

로이 발견하여 추가하게 되는데 U+1100 공간이 부족하여 

초성 5자, 중성 5자, 종성 6자 등 도합 11자만 배치한

다. 나머지는 2 곳의 빈 공간을 배당받아서 U+960 확장

-A 공간 16*2=32개 가운데 초성 29자를 배정하고, 

U+D7B0 확장-B 공간 16*5=80개 가운데 중성 23자, 종성 

49자를 배정한다. 이렇게 해서 합성할 수 있는 음절수는 

1,626,875 자가 된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소는 새로 발

견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초성 3개, 중성 4

개, 종성 4개를 넘을 경우 제4의 공간을 배당 받아야 한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 현상은 매우 비과학적이다.

 

4. 코드의 평가
4.1 표현 범위

완성형 부호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어학계에서 지적한 

것은 선별되지 못한 한글 음절 8822개 가운데 실생활 한

글 음절인 350 음절이 더 필요하고, 한자는 지명표기 정

도 가능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결국 주민등록법에 이름 한자는 4888자 범위에서 짓도록 

기술이 문화를 규제하게 된다. 이것은 도구가 문화를 창

달시키기보다 저해하는 역기능이다. 2바이트일 때 8836 

보다 3바이트로 하면 830,584이므로 한글 및 한자를 충

분히 표시하고도 남는다. 

4.2 통합한글부호(UHC)

문서편집기 글은 표준을 따르지 않고 조합형을 그대로 

고수한 반면에 워드는 표준을 따른다. 그 결과로 당시 

텔레비전 인기 드라만 똠방 각하의 ‘똠’과 실생활 국

어인 식용유는‘시굥뉴’로 발음 된다고 할 때 ‘굥’이 

2350 음절에 포함되지 않아서 워드로 표기할 수 없어서 

일반 사용자의 배척은 물론 행정문서 작성도구에서 조차 

제외되어 서로 희비가 교차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엠에스는 CP949 인코딩으로 8822자를 다음 구역에 배정

하여 한글맞춤법에서 합성이 가능한 11172음절을 모두  

배정한다. 

(다음구역) [81-A0][41-5A,61-7A,81-FE]

           [A1-C5][41-5A,61-7A,81-A0]

           [C6-C6][41-52]

이를 통합한글부호계(Unified Hangul Code)[10]라 한다. 

그러나 8822자 배정은 ISO/IEC 2022 규격에 위배되어 

IANA에 등록할 수 없어서 인터넷 통신에 사용할 수 없

다. 지금은 컴도 이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문자가 

ISO/IEC 2022에 위배되는 사항은 첫 바이트의 값 0x81 ~ 

0xA0 은 GR의 도형문자 구역이 아니고 제어문자 구역이

다. 그리고 둘째 바이트 0x41~0x5A 는 GL의 로마자 대문

자 구역이고, 0x61~0x7A는 로마자 소문자 구역이다. 그

리고 0x81~0xFE는 GR의 제어문자 구역과 한글부분에 겹

친다는 것이 위반 사항이다. 여기서 심각한 것은 GR+GL

을 조합하여 코드로 사용한 점 등이다. 

4.3 유니코드의 한글코드

  유니코드에 반영될 수 있는 코드는 국가표준으로 등록

된 코드만 허용된다. 자모형과 완성형 부호는 이미 국가

표준이었던 것이고 정음형은 국내 JTC1/SC2/WG2에서 국

가안으로 1992년 3월에 의결하여 그 해 유월 ISO/IEC 

SC2 서울회의에서 반영된다. 정음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약 162만 음절을 조합할 수 있다. 여기서 훈민정음해례

에 따라서 훈민정음이 합성할 수 있는 음절수는 약 399

억 음절로 천문학적 수이다. 훈민정음해례는 합자해에서 

초성 17자, 중성 11자, 종성 17자를 각각 2자 또는 3자

까지 합용병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계

산해 보면 얻어질 수 있다.  

유니코드에서 한글자모에 포함되어 있는 호환자모는 자

음과 모음 집합을 부호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한글자모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 유니코드에서 한글자모는 초성, 

중성, 종성 각각에서 현대한글 자소를 먼저 배정한 다음

에 소위 옛한글을 배정하고 있다. 확장-A와 확장-B에 배

정된 자소들을 모두 합하면 그 수는 357자에 달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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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2자 또는 3자로 합용병서가 된 글자를 모두 제외

하면 총 45자가 남는다. 여기서 치두음과 정치음 6자를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45 자소에 대하여 연서법, 병서

법, 부서법, 합성법을 적용하면 약 399억 음절자가 합성

됤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컴퓨터에서 훈민정음이 표현

할 수 있는 음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훈

민정음해례의  근거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인지 

서문 첫 문장이다.  “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

文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곧 천지자연의 문자가 반

드시 있다[1]”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고 볼 수도 있

다. 천지자연의 소리를 이들 합성음절에 대응시켜서 사

용할 수 있음을 말한다. 

4.4 KS X 2016-1 

유니코드에 이처럼 3가지 종류의 코드가 들어있으니 

‘한’이라는 음절을 표현하는데 자모형, 정음형, 완성

음절형 세가지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혼란이 

오므로 그것을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1) 현대 한

글 음절은 오로지 완성 한글 음절 구역의 코드

(U+AC00-D7A3)를 사용한다. (2) 옛한글 음절은 오로지 

조합한글 자모 구역(U+1100)의 코드를 사용한다. (3)단

일 문자들의 둘 이상의 부호 위치는 겹문자를 나타내기 

위하여 접합될 수 없다. (4)완성 음절 구역(U+AC00 ~ 

U+D7A3)과 조합 한글 문자 (U+1100)는 또 다른 한글 음

절 구역을 나타내려고 접합될 수 없다. 한글 텍스트 음

절을 분리하고 검색하고 정규화하는 구현 알고리즘을 별

도로 둔다.

5. 정비 방향
 현재 한글맞춤법은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국어기본법에

서부터 어문규범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모형 코드는 한글맞춤법에 기인하며 합성할 수 있는 음

절수 또한 11172음절이다. 완성음절형 또한 U+AC00 구역

에 11172음절을 배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따라 자소(정음형)로써 합성할 때 생성되는 

약 399억 음절자에 포함된다. 한글호환자모 또한 마찬가

지다. 결국 한글자모가 배정된 U+1100 구역만 남기고 한

글호환자모(U+3130), 한글음절(U+AC00), 한글자모 확장

-A, 한글자모확자-B를 반납한 다음 연서법, 병서법,부서

법, 합성법을 구현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관성이 있

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대 한글만을 사용하거나 표현하려고 한다면 자모형 

또는 완성음절형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은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명제에 대하여 사실

은 영어의 b와 v, f와 P, l과 r을 구분하지 못한다. 또

한 IPA에 있는 여러 소리도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

나 훈민정음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지금 쓰지 않고 있는 

4자를 사용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되며 2자 또는 3자 합

성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완성음절형의 경우 언어처리에서 형태

소 분석은 초성, 중성, 종성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재 부가적인 환산공식을 적용하여 음절부호를 분해해 주

는 함수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왜냐면 훈민정음

은 28의 기본자와 종성부용초성, 연서법, 병서법, 부서

법, 합성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어

도 컴퓨터가 출현되지 않았으면 구현이 매우 어려운 부

분이다. 훈민정음은 컴퓨터 시스템에 구현될 때 종성부

용초성을 없애고 종성해 17자를 배정함으로써 45자로 하

면 자판에서부터 초성, 중성, 종성을 배정할 수 있다. 

또한“하나”를 입력할 때 ‘한’으로 된 뒤‘하’가 되

고 종성‘ㄴ’은 초성이 되어 ‘나’가 된다. 

6. 결론
유니코드에는 3가지 종류의 한글코드가 배정되어 있

다. 그것은 한글을 보는 관점을 자모, 자소, 음절로 보

고 부호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3 종류이

기 때문에 KS X 2016-1과 같은 규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완성음절형처럼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도 한다. 훈민정음

은 본래 28개 기본자소와 종성부용초성, 그리고 4개 법

칙으로 정의한 것이다. 이들은 오로지 소프트웨어로만 

구현이 가능하며, 또한 한글과 훈민정음 처리에 일관성

이 있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원리는 현

대한글표기는 물론 소위 옛한글이라는 훈민정음 표기법

을 모두 하나의 틀에서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U+1100 

구역의 낱자소만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U+3130

과 U+AC00 그리고 확장-A와 확장-B는 포함되므로 모두 

반납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후 효율적인 훈민정음 낱자소 처리를 위한 각종 알

고리즘과 편집기 등에서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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