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of Laryngology, Phoniatrics and Logopedics   77

Hunminjeongeum was made by the Great King Sejong, and composed of 17 consonant and 11 
vowel letters. All the 28 letters were made according to the shape of vocal organ or space at 
the point of articulation for each letters. This review article focused on phonetic and phoniatric 
consideration for explanation of the designs of the middle vowel letters, especially three main 
vowel letters [ • (天, heaven), ㅡ (地, earth), ㅣ (人, human)] using video-fluoroscopic evaluation as 
well as computed tomography scanning, etc. During articulating / • / sound, a ball-like space 
at frontal portion of the oral cavity was found, tongue was contracted, and sound was deep (舌
縮而聲深). During /ㅡ / sound, a flat air space between oral tongue and hard palate was created. 
Tongue was slightly contacted neither deep nor shallow (舌小縮而聲不深不淺). During /ㅣ/ sound, 
tongue was not contacted and Sound is light (舌不縮而聲淺). Tongue was moved forward mak-
ing longitudinal oro-pharyngeal air space. So, I’d like to suggest that we had better change the 
explanation drawing from a philosophical modeling to a more scientific modeling from real vocal 
tract space modeling during articulating middle vowels of Hunminjeongeum.

Keywords   Huminjeongeum; Vocal organ; Articulation; Middle vowel letter.

서      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문자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만든 사람과 만들어진 때, 만든 

목적이 알려져 있는 문자는 우리나라의 ‘훈민정음(한글)’밖에 없다고 한다. 훈민정음은 

조선왕조실록 특히 세종실록에 잘 기록되어 있는것과 같이 1443년에 창제되어 3년간의 

시범사용 기간을 거친 후, 1446년(세종 28년) 10월에 반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사

실은 훈민정음 해례본(현재 간송미술관 소장)이 1940년에 발견되어 여러 전문가에 의해 

진본임이 확인되고, ‘해례’ 부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후 더욱 공고히 실증되었다[1,2].

훈민정음은 ‘예의’와 ‘해례’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의’는 세종이 직접 지은 것으로 훈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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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만든 이유와 훈민정음 문자의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

한 글이다. ‘해례’는 정인지, 성삼문, 박팽년 등 세종을 보필하

며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집현전 학사들이 훈민정

음의 자음(닿소리, 초성, 종성)과 모음(홀소리, 중성)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이다. ‘해례’란 해설(풀이)

과 용례(보기)에서 따온 말이다[3-6].

정음해례편에는 제자해(制字解),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고, 마지막에 정인지의 

서문으로 맺고 있다. 제자해의 처음 부분에 “정음 28자는 각

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正音二十八字各象其形而制

之).”라는 기술이 있다. 위 문장의 핵심이 되는 두 글자는 ‘상

(象)’과 ‘형(形)’이며 이어 쓴 ‘상형(象形)’이란 단어가 훈민정음 

글자체를 만들게 된 가장 근본이 되는 중심 표현인 것이다. 위 

문장을 설명하자면, 28자 모두 조음(발음) 시 구강이나 인후

두강 즉 현대적인 설명으로는 ‘성도(聲道, vocal tract)’의 모양

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설명이 되며, 최소한 처음 만들어진 28

자 중 닿소리(자음, 초성자) 17자의 대표가 되는 5자의 상형자, 

즉 ‘ㄱ(아음), ㄴ(설음), ㅁ(순음), ㅅ(치음), ㅇ(후음)’과 홀소리(모

음, 중성자) 11자의 대표가 되는 3자의 상형자, 즉 ‘•(天, 하늘), 

ㅡ (地, 땅), ㅣ (人, 사람)’의 8글자는 조음(articulation) 시의 

성도의 모양을 본 떠서 만들었다는 확실한 기록인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최근까지도 훈민정음(한글)의 글자체가 만

들어진 성도(구강 및 인후두강) 구조의 모습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설명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음성의학적인 관점

에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성자(홀소리) 중

심으로 설명하고, 다음 논문에서는 초종성자(닿소리) 중심으

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      론

음성학과 음성의학

음성학(phonetics)이란 국문학, 영문학, 불문학 등과 같은 

문학과 언어학(linguistics)을 전공하는 학자들 중에서 음성

의 생성과정과 조음과정을 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과

학적인 실험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음성학을 실험음성학

(experimental phonetics)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디지털 분

석장치와 많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손쉽게 더 자세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음성의학(phoniatrics)은 음성이 산출되는 과정과 발성기

관(주로 후두, 성대 등)의 병적 변화로 초래되는 음성의 이상

(쉰 목소리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비인후과의 세부학문 

분야이다. 이와 유사하게 조음 과정을 연구하며, 발음의 이상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학문은 따로 ‘언어교정학(logope-

dics)’이라고 한다. 음성의학적 평가를 위해 영상검사, 내시경

검사, 음성분석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이 시행된다. 전산화단

층촬영(computed tomotraphy, CT),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ce image, MRI), 비디오 투시조영검사(video fluoros-

copy) 등과 같은 영상 장비를 이용하여 성도의 단면과 발성 

시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다. 후두내시경을 이용하여 후두와 

성대의 점막 상태를 관찰할 수 있으며, 특수 내시경인 스트로

보스코피(stroboscopy) 혹은 초고속영화촬영술(high speed 

cinematography)을 이용하여 발성 시 성대 점막의 미세 진동

을 관찰할 수 있다. 다양한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성의 음향학적 특성(acoustic characteristics)과 음성지문

(voice printing)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발

성과 조음 과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

게 되었다[7]. 

훈민정음 해례의 중성자 제자해에 대한 음향학적 분석

현대 국어 홀소리(모음)의 조음 과정을 음성의학에서 시행

되는 음향검사로 분석하여 훈민정음 홀소리(중성자)의 제자 

원리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홀소리 중 이중모음인 /ㅑ, ㅕ, ㅛ, 

ㅠ/를 음향분석파형으로 분석하면 선명한 다이아몬드 형태

의 파형 변화가 관찰된다(Fig. 1). 다이아몬드 형태의 공간이 

나타나는 이유는 제1음형대(the first formant, F1)와 제2음형

대(the second formant, F2)의 급격한 변형 때문이다. 공명주

파수대인 F1과 F2는 입의 열고 오므림, 혀의 높낮이, 전진 및 

후진과 관련되어 변화된다. 이중모음 /ㅑ/의 경우 모음 /ㅣ/와 

/ㅏ/를 연이어 빠르게 조음하여 만들어진다고 볼 때, 조음 시

작부분에서 적은 입 벌림이 조음 끝날 시 크게 벌어지며, 구

Fig. 1. Each sound waveform (A) and sound spectrographic anal-
ysis (B) of contemporary 10 Hangeul vowels, those were mea-
sured by Praat program. At the time of phonetic transvers from sin-
gle vowels (/ㅏ/, /ㅓ/, /ㅗ/, and /ㅜ/) to double vowels (/ㅑ/, /ㅕ/, /ㅛ/, 
and /ㅠ/, respectively), spectral empty of diamond shape was found 
in all transverse.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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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중간 부분의 혀의 높이가 처음 높게 있다가 조음 종료 시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ㅏ/, /ㅑ/를 연이어 발음했

기에 입 벌림은 급격히 좁아졌다가 벌어지고, 혀는 급격히 높

아졌다가 낮아지는 변화를 보이므로, F1은 급 하강 후, 급 상

승, F2는 급 상승 후, 급 하강을 보이게 되어 다이아몬드 형태

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대 음성학에서 모음(홀소리)의 조음은 성대에서 만들어

진 ‘성대음(glottal sound)’이 성도를 통과할 때, 공명강인 성도

모양의 변화 즉 혀의 모양과 위치, 그리고 입술의 벌림, 오므

림 등과 같은 공명강 모양의 변화가 ‘공명주파수대’인 음형대

의 위치를 변화시켜 조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F1

과 F2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게 모음의 음값을 결정한다[7]. 

사람의 성도가 후두에서 인두를 거쳐 구강에 이르기까지 ‘ㄱ’ 

형태로 꺽여 있지만 이를 일자로 폈을 때, 단면적은 일정하고 

길이는 17 cm이며 한쪽은 막혀 있고(성대) 다른 한쪽은 열려 

있는(입) 공명강으로 가정 할 수 있다(Fig. 2). 공식에 따라, 

F1=1×(34000/17×4)=500 Hz이며 같은 방식으로 F2는 1500 

Hz, F3는 2500 Hz, F4는 3500 Hz로 나타난다. 훈민정음 모

음을 조음 시의 입의 닫음(闔, 합)과 열림(闢, 벽), 초출자, 재

출자로 정리하여 도식화한 그림에서 아래아(/•/)는 /ㅏ, ㅜ, 

ㅓ, ㅗ/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Fig. 3)[8]. 해례본 제자해에

서 /•/의 조음은 혀를 오그리며(설축, 舌縮) 깊은 소리(성심, 聲

深)가 나는 모음이라고 했는데, 아마 성도의 단면적이 거의 일

정하여 모음사각도의 거의 중심에 위치한 모음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훈민정음 해례의 중성자 제자해에 대한 형태적 해석

훈민정음 해례본 복간본의 해제서에서 설명하는 것에 따르

면, /•/ 소리는 입술은 /ㅏ/보다는 좁히고 /ㅗ/보다는 더 벌려

서 낸다. 입술 모양이 /ㅏ/처럼 벌어지지 않고 /ㅗ/처럼 오무라

지지도 않는 중간쯤 되는 소리다. 혀는 /ㅏ/나 /ㅗ/같이 정중앙 

쪽으로 오그리는 것으로, /ㅡ/를 낼 때보다 더 오그리고(설축) 

혀를 아예 오그리지 않는 /ㅣ/보다는 훨씬 더 오그리는 소리

다. 혀뿌리를 중앙으로 당기듯이 오그리다 보니 후두는 하강

되고 성도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깊이 있는 소리로 울려 나온

다. 입술 모양은 둥근 모음과 안 둥근 모음의 중간 정도 되는 

소리라고 설명하고 있다[1]. /ㅣ/는 혀 앞에서 나오는 전설 모

음을 대표하는 기본 모음이다. 혀끝 뒷부분이 아랫니에 닿으면

서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높이 올려 나오는 고모음이다. 혀 앞

에서 나오는 전설 모음을 대표하는 기본 모음 역할을 한다. /ㅡ/

는 아랫니에 닿아 있던 혀를 떼고 혀를 약간 내리면서 혀 뒤쪽

으로 발음이 나오는 고모음 소리로 혀 뒤에서 발음이 나므로 

후설 모음을 대표하는 기본 모음이다. 결국 /ㅣ/와 /ㅡ/ 발음은 다

양한 모음의 기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종은 /ㅣ/와 /ㅡ/를 모

음자를 만드는 기본 모음으로 하고 기본 문자로 삼았다.

훈민정음 해례의 중성자 제자해에 대한 영상학적 분석

모음 발성시 성도의 형태를 비디오 투시조영검사를 이용하

여 시각화 하였으며 /ㅏ/, /ㅣ/, /ㅗ/, /ㅜ/를 차례로 평가하였다. 

Fn=(2n-1)C/4L

F1

F3

F2

F4

Fig. 2. Formation of formants during vowels phonation when it is 
assumed that the human vocal tract is a one end closed cylindri-
cal tube with constant diameter. Fn, resonance frequency (n=1, 2, 
3….); C, speed of sound (340 m/sec); L, length of tube.

Fig. 3. Middle vowel letters were arranged according to pursed 
(闔, 합) or opened (闢, 벽) mouth, initial appearance (初出字, 초출자) 
or repeated appearance (再出字, 재출자). Arae A (/•/) is located in 
the center of all vowels. Adapted from Moon. Sejonghak Research 
1993;8:3-282, with permission of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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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음 발성에 따라 혀의 모양과 위치, 구강과 인두강의 넓

고 좁음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4)[9]. 성도의 단면

적의 차이가 각 모음의 F1과 F2의 변화를 유발하며 이로 인

해 각 모음의 발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ㅣ/ 모음의 경우, 이와 

입술을 많이 벌리지는 않고 좌우로 넓게 벌어지며, 혀는 구

강설(oral tongue)의 중간 부분이 앞쪽 위로 들려 올라가고 

혀뿌리가 위아래로 곧게 펴지듯 서면서 앞쪽으로 향하여 혀

뿌리 뒷부분 인두강이 위아래로 길고 넓게 큰 공간이 만들

어지는 특징이 있다(Fig. 5)[9]. 저자의 생각은 아마도 세종이 

이 모습을 상상하여 비슷한 형태인 /ㅣ/라고 정의하면서, 이

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라 하여 ‘人’이라 명명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9].

/•/는 조음 시 혀를 오그리고 깊은 소리(聲深) 나는 모음이

라 하였고, /ㅡ/는 혀를 조금 오그리고 깊지도 얕지도 않은 소

리(聲不深不淺)라고 정의하였다. 

저자의 생각으로 /ㅡ/ 모음은 조음 시 혀의 옆 모습이 앞뒤

로 편평한 모습으로 땅과 같은 모습으로, 혹은 혀의 위 표면

과 입천장 사이의 구강 모습이 앞뒤로 긴 편평한 공명강 공간

의 모습이므로 /ㅡ/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는 구강 앞 부분에서 위는 입천장, 아래는 구강 앞바닥과 

혀의 앞이 낮게 깔려 있는 그 둥근 입속 ‘공간’의 모습을 상형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둥근 하늘(天) 모습의 /•/ 글자

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추정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 발음 시 공명강의 모습을 삼차원적으로 관찰해 보아야 

한다.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조선 초기 사람들의 /•/ 발음

을 정확하게 조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간접적인 방법

으로 아직 아래아(/•/) 발음이 남아 있는 제주 70-80대 사람

들의 발음을 연구한 몇몇 논문들이 있으며[10-14], 본인도 이

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15]. 저자가 2018년 진행한 연구

에서, 제주가 고향인 만 78세 남성을 대상으로 아래아(/•/) 발

성시 비디오 투시조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혀앞의 낮게 깔리

면서 나타나는 구강내 공간의 특징적 둥근 형태를 볼 수 있

었다(Fig. 6A). 고해상도 전산화단층촬영의 시상면에서 이러

한 형태가 좀더 명확하게 관찰된다(Fig. 6B). 

기본 중성자의 제정 원리 요약

기본 중성자 세가지(•, ㅡ, ㅣ) 설명에 이어서, 8개의 중성자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의 모양과 제자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입의 오므라듬 여부(합벽, 闔闢), 입의 벌어짐 정도

(구축, 口蹙; 구장, 口張) 등의 설명으로 조음 시 공명강모양의 

특성이 중성자 글자 모양 결정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 따라서, 훈민정음 해례의 제자해에서 중성

자(모음, 홀소리) 기본 세 글자의 글자모양이 만들어진 원리

를 단순히 하늘, 땅, 사람을 형상화한 철학적 의미의 상형으

로 설명하는 것은 과학적이라 하기 어렵다[16]. 제자해의 중성

자(모음, 홀소리)의 형상은 조음 시 구강, 인두강 즉 성도(소

릿길)의 모습을 본 따 만들었는데, /•/는 하늘(天)의 모습을 

본 땄는데 성도 내 구강 앞쪽의 둥근 ‘공간’을 의미한다(Fig. 

7A). 그리고 /ㅡ/와 /ㅣ/는 조음 시 혀의 윗 공간, 혹은 혀의 뒤 

공명강인 성도의 모습을 본 떠 만들었으며, /ㅡ/는 ‘땅(地)’ 모

습 같이 혀와 입천장(경구개) 사이의 편평한 공간의 모습을 

본 떠 만들었고(Fig. 7B), /ㅣ/는 혀가 구강 앞쪽으로 전진하고 

혀와 혀뿌리가 위아래로 길게 앞으로 나가며 서 있는 조음 형

태로 그 뒤 인두강이 길게 위아래로 서 있는 공간 모습을 본 

/ㅏ/

/ㅗ/

/ㅣ/

/ㅜ/
Fig. 4. Video-fluoroscopic images of left lateral view of vocal tract 
during phonating Korean vowels /ㅏ/, /ㅣ/, /ㅗ/, /ㅜ/. Not only 
shapes of vocal organs but also shape of vocal tract are different 
from each vowel, which affect the loc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formants. Adapted from Choi. Sejonghak Research 2016;16:29-
40, with permission of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9].

Fig. 5. Video-fluoroscopic images of left lateral view of vocal tract 
during phonating Korean vowels /ㅣ/. Base of tongue moves to-
ward anteriorly and oro-pharyngeal space looks vertical rectangu-
lar shape resembles /ㅣ/. /ㅣ/(人) of Hunminjeongeum’s middle 
vowel letter may quote from typical shapes of vocal tract during 
phonation. Adapted from Choi. Sejonghak Research 2016;16:29-
40, with permission of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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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 만드는 등(Fig. 7C), 조음 시의 모습을 본 떠 대표성이 있는 

형태로 만든 정말로 과학적인 글자인 것이다.

기본 중성자의 상형이론에 대한 제언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이전에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에 대해 상형설(象形說)이 논의되기도 

하였다[17].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이후, Choi[18,19]

는 훈민정음의 자음자 외에도 모음자도 발음기관을 상형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첫 소리글자(초성)는 발음기관의 꼴

본뜸, 가온 소리(중성, 모음)는 발음기관의 꼴본뜸 내지 발음 

작용 꼴본뜸으로 풀이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발음 작용 

꼴본뜸’이란 홀소리(중성자, 모음)의 조음 과정 중 성대진동음

이 공명강을 지나면서 조음될 때, 공명강의 모양에 대한 꼴본

뜸을 의미하는 진전된 생각이라 할 수 있다[18,19]. 그러나, 그 

이후 훈민정음의 제자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대부분의 

국어학자나 한글학자 들은 초성이나 종성(닿소리, 자음)의 제

자 과정은 조음기관의 꼴본뜸(상형)에 의한 것이라는 비교적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는 데 반하여, 중성자(홀소리, 모음)의 

제자해에 대해서는 다소 추상적 혹은 철학적인 꼴본뜸(상형)

으로 일관되게 설명해 오고 있다. 즉, 하도(河圖)의 원리에 따

른 하늘(天)의 원리를 혀의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지는 구강 

내의 공간을 추상적 실체, 즉 삼재(天, 地, 人)로 상형하여 만

들어진 글자라고 정의하였다. 중성자의 상형에 대하여도 여

러 논문들이 있었지만[20,21], 공명강 공간의 대표 모양을 본

뜬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서는 기본 중성자 ‘•(圓)’, ‘ㅡ

(平)’, ‘ㅣ(立)’가 각각 천(天), 지(地), 인(人)의 삼재(三才)를 상

형하여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形之圓 象乎天, 形之

平 象乎地, 形之立 象乎人) 그 보충 설명으로는 조음 시의 핵

심 해부학적 구조의 움직임과 공명강의 모양 설명이 있는 것

으로 보아, 구강 안에서 중성자를 조음할 때 혀의 모양이나 생

성된 소리의 깊이 정도(흉성인지 두성인지의 차이를 말함)도 

표현되어 있어 그 깊이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에 대해서는 ‘혀가(설근부) 안으로 움츠러들어서 소리가 

깊다(舌縮而聲深)’라고 하였고, /ㅡ/에 대해서는 ‘혀가 안으로 

조금 움츠러들어서 소리가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다(舌小縮而

聲不深不淺)’라고 하였으며, /ㅣ/에 대해서는 ‘혀가 안으로 움츠

Fig. 6. Imaging study of the subject who was 78-year-old male original inhabitant in Jeju during vocalization /•/. A: In video-fluoroscopy, round 
ball-shaped intra-oral space (white round) was visible. B: In sagittal view of computed tomography, ovoid shaped space (yellow) was found in 
oral cavity. 

A B

/•/

/ㅡ/

/ㅣ/

Fig. 7. New suggestion from the author. Explanation of the designs of 
the middle vowel letters, especially three main vowel letters [A: /•/ 
(天, heaven), B: /ㅡ/ (地, earth), C: /ㅣ/ (人, human)] were modeled 
the typical shape of the cavity of vocal tract during articulation.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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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들지 않으니 소리가 얕다(舌不縮而聲淺)’라고 표현되어 있

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사실은 제자해 초기에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正音二十八字各象

其形而制之).”라는 기술 이외에도 제자해의 갈무리 시에서도 

“가운뎃소리 열한 자 또한 (발음기관의 작용) 모양을 취하니

(中聲十一亦取象)” 구절에서도 반복하여 확인하였다. 

결      론

음성언어의학적 고찰과 연구에 바탕하여 저자는 그 동안 

국어학계와 국립국어원, 한글박물관 등의 훈민정음 제자해 

설명 중, 중성자(홀소리, 모음) 글자 형태의 추상적 혹은 철학

적 상형의 설명을 보다 과학적, 음성학적인 설명으로 바꾸게 

되기를 희망한다. 훈민정음 중성자(모음, 홀소리)의 글자 모양 

상형은 사람의 왼쪽 옆모습에서 조음 시 공명강 형태 중 가

장 특징적 공명강 공간의 모습을 상형하여 글자 모습으로 만

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는 조음 시 구강 앞 부분 공간이 탄환 모습의 둥근 

공 모양임을 상형하여 하늘 혹은 태양 모습(천, 天)의 글자로 

만든 것이며,

2) /ㅡ/는 조음 시 구강 앞 편평해진 혀와 입천장(경구개) 

사이의 공명강 공간이 앞뒤로 편평하게 길게 보여, 땅(지, 地) 

모습인 것을 상형한 것이며,

3) /ㅣ/는 조음 시 앞으로 전진하면서 높아진 혀의 뒷공간, 

즉 인두공명강이 위아래로 길게 서 있는 사람(인, 人)의 모습

과 닮았다고 하여 상형하여 만들어진 글자인 것이다.

4) 기본 삼 중성자(모음, 홀소리) 이외의 중성자들도 기본 

삼 중성자의 혼합 형태로 공명강 공간의 모습을 상형하여 만

든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 훈민정음; 음성 기관; 조음; 중성모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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