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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 Image and Positive and Negative consonant & vowel pairs
As you know, we learned the Jin Yang Theory[陰陽] in the acquisition of Korean 
languag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insist that we teach Korean words derived 
from Chinese characters through the principle of logical pronunciation system of 
Chinese Characters by means of linguistic theories such as mirror image and 
positive and negative consonants and vowels pairs.
I found out 'negative & positive consonant and vowel pairs` in Chinese characters 
and English language. For example, these English world /cap/ and /cup/ are 
positive and negative vowels pair of /a/ and /u/, and those /cam/ and /cap/ are 
negative and positive consonants pair of /m/ and /p/.
In the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擊[attack] and ?[녁/的/target],/격
[get/gieok]/ and /녁[net/nieok]/can be neutralized into /적 [jieok/ject]/ in which /
ㄱ[g]/ and /ㄴ[n]/ must be a pair of positive and negative consonants.
In addition, this English word /bone[=mould]/ associates with its pair 'mone-y' in 
which we find out this contrast of negative consonant /b/ to positive consonant 
just like negative & positive vowel pair of /cap/ with /cup/.
 
This Jin Yang theory can be applied to English word formation and Chinese word 
formation.
 
I have to eliminate the pictographic form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n 
exclusively analyze phonological form and its corresponding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As you know, Chinese characters have double face of phonetic and 
pictographic aspects that must confuse and complicate our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characters. I would like to take off this pictographic mask from the 
Chinese characters and put emphasis only on that phonetic and phonological 
aspect.
 
The same pronunciation of different pictographic Chinese characters must be 
corresponding to its logical common meaning.
 
For example, all of 념[nyeom/念/捻/拈/恬/䬯(dine with together)] are related to 
'sunset' that can be interpreted as 'concept' and 'insertion of new information in 
our mind as physical nutrition[䬯(dine with together)]'. 



This /념[nieom]/`s mirror image is /myeon[면]/ which means /sunset/ in English.
 
/Sunset[myeon/면/?/?]/ represents /conception or pregnancy[Sleep with his 
partner]/ that can be interpreted as the Sun coming back to his home and making 
love with his wife who may be the Moon which means /door to honey moon/ in 
Chinese characters.
 
Through the application of mirror image to this word 'moon', we can get 
/noom/nim/nom/name/. Through the application of 'diphthongation' to /nim/, we 
can get /neom/ which means 'conception' and /off springs' name [名/면/명
/sunset]/. /neom=nim-<-num-ber/ has its positive vowel pair of /nam-/name/. 
/nom/nam/ means respectively 'off springs' and /man/ in English which ironically 
may be its mirror image[metathesis] of this Chinese character /男[nam]/ which 
means /man/ in English.
This English word /get/ can get to its mirror image /teg/ which is very similar to 
/tack[拓//hit the target or game]/ with a kind of /stra-teg-y/ from which we can 
sort out /-teg/ just like /tac-tic/ in English.
Through the process of palatalization, it can get to /check-chic/ which can be 
written /책략[check/策略/strategy]/ and /칙령[chick/勅令/convocation of the 
candidates for his queen]/.
/ㄱ[g/擊/己易]/&/ㄴ[n/??]/ consist of a pair of positive and negative consonants 
and then we can get /net/ from /get/.
Through the mirror image of the word /net/, it can be /ten/ which means /hold/ 
which can be written /탱[tang/撑]/, which contains /hand[jang/掌/장/palm]/. 
Through the palatalization of this word /tang/, it can change into /chang[倉
/splendid and disperse sun rays/expansion]창/.
/팽창[pang-chang/膨脹/swelling of sponge fiber]/ includes /장[長/enlargement of 
twilight/scene]/./pan-g/ can be compared to this English word /pan-/ from 
/expand/.
I would like to show you how to learn Korean words derived from the Chinese 
characters only through this universal pronunciation logic disregarding its 
pictographic symbols.
For example, /bone[本/본]/ corresponds to /木[목/mog]/ through the application of 
negative and positive consonants pairs. We can get /gome[곰]/ through the mirror 
image of /목[e-mog]/. This word /gome[곰]/ changes into /home[홈]/ in English 
through the aspiration.
This Chinese character /熊[웅/bear]/means /womb[움/자궁]/ in English. /웅[雄/熊
/woong]/ composed of /woon[云/운/une/union/ and /욱[woog/郁/growth], and then 
give birth to /態[fetus/台/embryo]/ which includes /ring/릉/링[能/fertility/靈]/ that 
consists in 'off sp-ring'. 



모[厶/garlic] can be compared to /semen/seed/ in English. 
You can infer why the bear[곰/gome/home/come/came-ra/熊(웅) Uterus] ate garlic 
to give birth to our legendary founding father檀君[Dangoon/dawn/旦].
This Jin & Yang Theory and Linguistic Relative Theory[=Mirror Image=metathesis] is 
a key role by which we can teach Korean vocabulary without pictographic part of 
Chinese Characters.
Furthermore we can learn korean vocabulary which originated in the Chinese 
Characters only by means of logical phonological form, that is to say, Korean 
Alphabet.  
P.S
It is not necessary to fill in the ?[question mark between parenthesis] with 
pictographic Chinese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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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나 한국어 단어 생성에 있어서 양성자음과 음성자음의 쌍으로 음성모음과 양성모음의 
쌍으로 한국어 발음으로 한자어를 표기하여 한자어 발음의 논리적인 음의 체계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공업[工業]과 농업[農業]은 초성자음인 /ㄱ/과 /ㄴ/의 양성자음과 음성자음의 대별
로 의미의 차이를 표기한다.
/공/=/곤/+ /곡/으로 /곤두박질 칠 ?[곤]/과 /곡괭이 斛[곡]/으로 /곡식 ?[곡]/으로 /탈곡[脫
穀]/으로 /도리깨 僉[첨]/으로 /구부릴 曲[곡]/으로 /밭을 갈 경[耕]/으로 /밭 田[전]/으로 /
해가 질 辰[진]/으로 도리깨 질을 하는 알곡을 탈곡하는 모습을 소리로 표기한 것이다. /뿔 
角[각]/은 /소뿔 角[각]/으로 써레질이나 가래질을 하여 땅을 갈아 엎는 경작의 행위를 소리로 
표기한 것으로 영어의 /cultivate/에서 /컬/은 /칼/과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쌍으로 위에서 
/가르는 칼 劍[검]/ 아래에서 위로 upper cut에서 cut[컷]과 /cult[컱]/는 서로 상대를 이루
는 변이음에 지나지 않는다. /sculpture[조각]/에서 /-cult-/를 분석해 낼 수가 있다. /검/과 
/컴/은 유성음과 무성음의 쌍으로 기식음화 되면 /검/ > /험/으로 변하여 /perilous 험[險]/
이 된다. /도리깨 첨[僉/flail]/로 /file ?[려]/로 전개된다. /file 려[려]/는 /니/이/리/?/와 /
여/녀/려/呂/로 합성되어 생성된 것으로 망원경의 바깥 대롱과 속 대롱을 말한다. 바깥 대롱
은 대나무로 만들었던 물총의 물을 채운 부분의 대롱과 피스톤을 이루는 속 대롱의 모양으로 
남녀를 상징한다.
/partner 伴侶[반려] 려/를 말하고 속을 갉아 내는 /쇠줄 려[?]/를 나타낸다.
반복되는 피스톤의 작용을 /廬[려]/로 표기하며 여성의 자궁을 나타내는 /로盧/에서 /?[온]/
은 ‘삼수 변’과 합하여 자궁에 있는 양수가 /따뜻할 온溫/으로 연결되고 /온/을 뒤집은 /노
[奴]/로 사용되며 /힘쓸 로/노/努/는 /힘 쓸 勉[면]/으로 /민첩할 敏[민]/으로 영어인 /push 
敏[민]/으로 /민다 敏[민]/으로 piston의 /push & pull/이라는 왕복운동으로 성교 행위를 말
한다.
/아름다울 麗[려]/는 /암놈과 숫놈/을 상징하며 /사슴의 뿔/을 상형화한 글자이다. /사슴 鹿



[log/록]/으로 영어로 /통나무/로 사용되지만 원래 사슴의 뿔을 말하였다. /황소/를 /bull/이
라고 하며 황소의 /뿔/은 서로 밀고 당기는 /불/의 된소리 발음이다. 한자로 표기하면 /불/
不/?/弗/로 /활 弓[궁]/이 들어 있다. /구멍을 팔 궁[窮]/으로 /宮/으로 /呂/가 머무는 곳으
로 /민/의 음성자음인 /ㅂ/으로 대체하면 /빈/으로 /嬪[빈]/이 나오고 /妃[비]/의 상대어인 
/彌/는 /활 궁[弓]/과 /니/이/리/爾/?/로 영어의 /semen/에 해당된다.
/검/컴/이 구개음화 되면 /점/첨/으로 변하여 /첨/으로 /뾰족할 첨[尖]/이나 /깎을 또는 더
할 첨[添]/으로 /찌를 ?[섬]/으로 /섬/과 /점/은 유성음과 무성음의 쌍으로 처리된다. /첨/ > 
/바닥을 파낼 穿[천]/으로 /찌를 鐵[철]/로 /볼록할 凸[철]/로 /오목할 凹[요]/로 연관된다.
/하늘로 치솟아 올라 설 卨[설]/과 /?[설]/과 상대적인 의미인 /아래로 내리 꽂을 屑[설]/로 
영어의 /shoot/과 /shit/의 관계이고 /눈 雪[설]/로 연관된다. /천착[穿鑿]/으로 /迫擊砲[박
격포]/에서 /擊[격]/의 구개음인 /적/과   무성음인 /척/으로 /찌를 斥/刺[척]/으로 /척/의 
양성모음의 쌍인 /착[鑿]/으로 전개된다. /설/의 기식음화된 /헐[歇]/과 /?[설]/로 구멍을 대
롱 모양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양을 /薛[설]/로 표기하였고 /임금 劈[벽]/으로 /벌일 또는 쪼
갤 벽[闢]/으로 전개된다. /泄精[설정]할 ?/?[설]/로 영어로 /ejaculation/에 해당되며 /설/은 
비좁은 공간을 파고드는 모양으로 유성음의 쌍인 /절/은 /切開[절개] 할 絶[절]/로 /?[절]/로 
/비좁은 대롱모양으로 파고 드는 모양/을 나타내며 /마디 절[節]/로 연관된다. /?/?[절]/로 /
사나이 정[丁]=화살 箭[전] + 과녁 的[적]/으로 합성된 단어이다. /가를 경[經]/태양이 하늘을 
가르고 지나가는 모양을 나타낸다. 대롱모양의 태양의 궤도[軌道]로 /?[궤]로 해가 치솟아 오
르는 모양으로 /궐/과 서로 상대되는 발음의 변이형으로 /꿰뚫을 꿰/궤/궐/?/을 말한다. /궐
/이 구개음화되면 /절/이 된다.
/태양이 저물다 沮[저]/에서 /차츰차츰 且/車[차]/로 태양이 서서히 궤도를 따라 차츰차츰 진
행되는 모양을 상형화한 글자들이다. 영어로 수레에 짐을 싣는다는 뜻인 /charge/에서 
/char/를 말하며 /carrier/에서 /car/가 구개음화된 것이 바로 /char[차]/이다. /car/의 유
성음의 쌍인 /garage[차고]/에서 /gar/는 유성음의 쌍이고 /cur/는 /car/의 음성모음의 쌍
으로 /current[흘러 가는 조류]/에 나타난다. /church[處置/처치]로 사람의 영혼을 처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뜻이다. /해가 저무는 곳/에서 /저/의 무성음의 쌍은 /처[處]/이고 /아내
가 머무는 곳/이란 뜻인 /妻[처]/와 /妾/으로 /妃[비]/와 /嬪[빈]/으로 /받침의 차이/로  서
로 대별된다. /接觸[접촉]할/ /接[접]/으로 /해가 점점[占] 서산 너머로 지는 모양/이다. /卜
[복]/과 /占[점]/으로 해가 지는 /destiny/ 또는 /fate/, /destination[방향]/으로 연관된다. 
/연/전/년/으로 /沿[해가 구멍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나타낸다. /연결할 連[연]/으로 /물 가 
연[姸]/으로 /계집 년/을 말한다. /물/과 /뭍/을 연결하는 것을 표기한다. 해가 배에 선박에 
비유되어 /해가 정박할 泊[박]/으로 /연할 연[然]/으로 /얇을 薄[박]/으로 물 속이 들여다 볼 
/엷을 薄[박]/으로 /정박할 박[泊]/으로 연관된다. /해가 항구를 떠날 發[발]/과 /박/이 합하
여 생성된 /밝다 밝/은  /발 + 박/으로 생성된 것이다. /물/과 /불/은 음성자음과 양성자음
의 쌍으로 /물이 맑을 淸[청]/과 /불이 밝을 晴[청]/은 구별되며 /청/의 양성모음의 쌍인 /昌
[창]/은 /하늘 밝을 창/으로 ‘훤하게 뚫릴 창’을 말한다. /創[창]/으로 /뻥 뚫린 窓[창]/으로 /
구멍 뻥 뚫린 娼[창]/으로 전개된다.
/노을 늘어질 長[장]/으로 해가 저녁에 노을이 지면서 단계별로 지평선 아래고 내려가는 모습
이다. /햇빛이 물결처럼 갈라질 派[파]/와 /씨를 播種[파종할 氏[씨/seed]/가 앞서 언급한 /
성교행위 敏[민]/에서 나온 /백성 民[민]/으로 /낮을 ?[저]/로 /해가 질 辰[진]/에 /다할 盡
[진]/으로 /그릇 皿[명]/은 /여성/을 상징하고 /저녁이 되어 파고들 여성의 품이 필요할 要



[요]/와  /파고들 罷[파]/로 사내의 /erection[발기]/에 관련된 /能[능]/과 /웅녀 熊[웅]/으로 
/태도 態[태]/와 /아이 밸 胎[태]/로 /사내 웅[雄]/으로 /함께할 운[云]과 해가 들어갈 旭[욱]/
으로 합성된 /雄[웅]/과 熊[웅]/으로 단군설화에 나온 /곰 웅[熊]/과 /환웅 雄[웅]/은 /웅/으
로 남녀의 합을 말하며 /벗 朋[붕]/의 기본형이다. /곰[gome]/과 /홈[home]/으로 /곰/은 영
어의 /home/에 해당되며 /자궁womb[움]/을 말하며 우리말의 /움집/에서 /움/으로 양성모
음의 쌍인 /옴/은 /홈/과 /곰/의 기본형으로 /배꼽/을 말한다.
한자어의 발음을 논리적인 원리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곡/의 음성자음의 쌍은 /논/이다. /농사 농/과 /쌓일 ?[록]/과 /논할 論[논]/에서 /?[논]/은 
/임금 林[임]/과 /태양이 솟아오르는 모양/인 /word 言[언]/으로 /생명의 탄생/과 /아기의 
첫 울음 소리/를 말하고 /일 業[업]/으로 영어의 /word言/와 /work業/으로 
/vort/vorg/bort/borg/는 /word/work/의 변이형으로 /생명의 탄생/과 /새로운 생명의 탄
성/을 말한다. 임금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바로 /논/이다. /온/은 이미 생명의 근원은 /자궁 
?[온]/으로 설명한 바 있다. /논/과 /곤/의 기본형은 /온/이고 거울이미지는 /로/노/로 /노
력[努力]/에서 /奴[계집 노]/로 /화로 盧[로/노]/로 /거주지 處[처]/로 화롯불이 있는 가정[家
庭]을 말한다. /물 가 沿[연]/으로 /정박 할 泊[박]/으로 영어의 /park/와 /part/의 유성음의 
쌍인 /bark/로 전개된다.
한자음만을 갖고 한자어의 뜻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긍지 긍[矜]/은 /해가 떠오를 今[금]/
으로 /햇살이 쏟아질 兪[유]/로 /?[유]/로 /臾[유]/로 /머무를 留[유]/, /?[유]/로 해가 집으로 
들어간 모양을 말한다. /유/가 /주/가 되어 /머물다 宙[주]/가 니온다. 한자어의 발음만을 다
루어 한자어 어휘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킨다. 임금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농사를 짓는 治水
[치수]에 관련된다. /다스릴 治[치]/에 /台[태]/가 들어있다. /자식 농사지을 태[台]/로 /사물
의 시작/을 말하는 /始[시]/를 말하며 언어학의 상대성이론에 위하여 /처음/은 곧 /마지막/
을 동시에 의미하여 /죽음 尸[시]/가 된다.
산스크리트에 뿌리를 둔 영어와 한국어 한자어의 공통된 음소가 동일한 의미소로 사용된다. 
영어의 /iniciate [initiate]/에서 /ci-/는 /시작과 죽음/을 동시에 의미한다.

----------------------------------------------------------------------------
고대 한자 생성에 있어서 어말자음[받침]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동이족[東夷族]/과 /이모 姨[이]/에서 夷는 /호랑캐 夷[이]/로 /호랑캐/가 /오랑캐/로 변하
여 원래 /큰 大[대]/와 /활 弓[궁]/의 합으로 생성된 글자에서 유래한 것으로 큰활로 호랑이
를 잡던 유목민족이었던 갑골문자를 만들었던 은허문명을 일구었던 우리의 조상이었다. 한자
[漢字]를 韓字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랑캐의 여자가 엄마의 자매를 일
컬었다면 우리의 어머니의 자매들이 모두 오랑캐의 후손이라는 말이 된다.
참고로 /올캐/는 ‘오라비가 잡은 여자’라는 뜻이다. 동쪽의 바로 이곳인 동이는 동양의 시원
이며 남성을 夷[이]라고 발음하였다. 남성을 상징하는 다음과 같은 한자들은 모두 남성을 지칭
한다. /吏? 爾 ? [이/니]/이었다. 여성을 지칭하는 한자는 /呂 女[여/녀]/이었다. /니/와 /니
/가 합하여 /미[?/彌/米]/가 되었다. 남성을 상징했던 /?[니]/와 여성을 지칭했던 /?[니]/가 
있었고 여성을 지칭했던 /?/姨[니/이]/도 있었다. 남성을 화살 시위에 비유하여 /弛[이]/라고
도 했고 태양이 저녁이 되어 여성의 품으로 들어가는 모양인 /易[이]/도 발음이 /이/였고 화
살이 가르는 /과녁 녁[역/易]/으로 영어의 shift의 어원이 바로 /쉽다 쉽/으로 태양이 저녁이 
되어 쏜살같이 저녁하늘로 넘어가는 모양을 /shift/로 처리하였다. 천천히 걸려서 내려가는 



모양을 /려/라고 하였고 /sift/는 /거를 濾[려]/라고 하였다. /盧[로/노]/는 /계집종 노[奴]/
로 영어의 /porno/에서 /no/를 말한다. 참고로 /por/ 또는 /pore/는 /구멍/을 말한다. /
노/의 거울의 이미지인 /온/은 /?[on/one/으로 여자의 자궁을 말하고 /?/의 양수가 /따뜻
하다/에서 /따뜻할 온[溫]/에 /자궁/을 말하는 /온[on/one/으로 /으뜸 원[元/one]/으로 /태
양이 올라올 올[兀]/과 /?/?/?[올]/로 /해 또는 새 을[乙]/로 //태양의 기운을 줄 걸[乞]와 기
운을 빌 기[乞]/로 태양의 뜨거나 지는 모양인 /杰[걸]/이 된다. /걸려서/ 또는 /거르다/는 
아침의 태양이나 저녁의 태양을 말하는 /杰[걸]/로 ‘서산마루나 동산마루에 걸려있다’와 관련
된다. /俊傑[준걸] 걸/에서 /산마루 峻[준]/과 /떨어지는 태양 舛[천]/이 들어있는 근거가 바
로 여기에 있다. 세울 건[建]/과 /?[건]/에 들어있는 /설 립[立]/을 보면 /고추 辛[신]/과 /새
로울 신[新]/에 /도끼 근[斤]/이 들어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가까울 근[近]/에 왜 도끼가 
들어있는가? 바로 도끼의 번쩍이는 빛을 햇빛에 비유하였고 해가 떠오르기 바로 전을 /가까
울 근[近]/이라고 하였고 해가 먼 곳으로 지는 모양인 /袁/을 /멀다 원[遠]/으로 해가 떠오른 
근원지인 /으뜸 원[元]/과 같은 발음으로 처리하였다. 바로 상대성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죽
음도 사/이고 /사는 것도 사/라는 동일한 발음으로 처리하는 것을 상대성이론이라고 한다. 우
리말의 /거르다/에서 /거르[gur]/의 거울이미지인 /rug/는 영어로 /주름/을 말한다. ‘두둘두
둘’하여 걸려서 주름이 진 모양이다. /니/의 양성자음의 쌍은 /기/로 /이/니[已]/의 양성자음
의 쌍인 /기[己]/의 차이를 보라. /태아 巳[사]/와 /已[이]/와 /기[己]/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위의 발음의 원리를 알 수가 있다. /本[bone]/과 /木[목]/은 /ㅂ/과 /ㅁ/은 서로 음성자음과 
양성자음의 쌍이며 /ㄴ/받침과 /ㄱ/받침도 서로 음성과 양성자음의 쌍이다. /목숨 목[木]/으
로 /몸 기[己]와 /몸/과 /목/의 차이는 /본/과 /몬/의 차이는 서로 목숨이 들어있는 틀을 말
한다. 태양이 생명의 탄생에 비유되어 태양이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모양이 바로 /木[목
/mog/으로 영어의 /dog/, /frog/, /hog/의 기본형인 /-og/이 들어 있다. /玉[옥/og/은 생
명을 말한다. /og/의 거울의 이미지인 /go/는 세상으로 신이 나아가게 했다는 뜻으로 영어의 
/go/의 어원이다. /동녘 동[東]/에 태양의 아침 햇살을 상징하는 /木[목]/이 들어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침고로 /pink hog/의 줄인 말이 바로 /pig/이다. /hog/은 /흑돼지/ 지칭한다. /고[尻]/는 /
성의 꽁무니/를 말한다. /어미 고[姑]/로 몸이 성장하여 /굳을 固[고/go]/로 /고/의 음성자음
의 쌍인 /노/는 /늙을 노[老]/가 된다. /본/과 /몬/에서 /몬/의 거울이미지인 /놈
[nome/nom]/은 /놈 자[者]/를 말하고 /bone/의 양성자음의 쌍인 /mone[몬/모네]/의 거울
이미지인 /nemo[네모]/는 영어의 /nemonic [기억의/ 뇌세포에 각인된]/이란 뜻으로 
/memo-ry/에서 /memo-/는 /nemo/X2로 생성된 것이다. 사각형을 말할 때 /nemo/를 쓰
고 /금형/이나 /틀/에서 주조되어 나온 동전을 /mone/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앞에서 /니
/+/니/=/미/라고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 /name/nome/nam/nom/에서 /남자 남[男/nam]/
으로 /남/의 양성모음의 쌍인 /gam[감/?]/으로 /틀/이나 /금형/을 말하는 /감/ 또는 /函
[함]/으로 /가마/인 /질그릇/을 굽는 /가마 요[窯]/로 자궁에 비유되며 영어의 /ego/에서 
/go/가 바로 성인이 된 한 개인을 말한다. /각자 개[個]/가 /아무개/에서 /개/를 말하고 /固
[고]/가 /個[개]/에 들어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된다. /안에 내[內]/에서 밖으로 나가 한 /개
[個]/를 이룬다는 뜻으로 /내/의 양성자음의 쌍인 /개/라는 음을 갖는 논리적인 설명이 된다. 
/객체에서 객[客]/에 /각자 각[各]/이 들어 있고 /이름 명[名]/과 연관되는 논리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다. 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이 바로 /걸[乞/기]/이다. /하늘 乾[건]/에서 해가 차
츰차츰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모양을 /궤도 軌[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車[차]/는 /동녘 



동[東]/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레 차[車]/라는 /나무 목[木]/이라는 협의의 의미뿐만 아니라 광
의의 의미인 /태양이 축을 따라 운행하는 모양/을 상형화한 것이다.
/오빠/와 /아빠/처럼 /모음 아/와 /모음 오/의 대별이 크기를 나타내어 /감/과 /곰/으로 /
함/과 /홈/으로 영어의 /home/에 해당되며 /어두자음/의 대별로 생성된 다음과 같은 단어
와 연관된다. /곰[bear]/로 영어의 /home/을 말하며 자궁을 말한다. 따라서 /곰 熊[웅
/une/one/union]/은 /사내 웅[雄]/과 동일한 발음을 갖고 /생명의 탄생을 위한 /함께 할 
云[운/une/one/원]/으로 /bone/mone/의 기본형인 /-one/으로서 /으뜸[元]/을 말한다. /
모양이 갖추어질 態[태]/와 씨앗을 말하는 /마늘 모 또는 사[?]/를 웅녀가 백일 동안 먹었다
는 환웅과 웅녀의 설화는 이렇게 이해가 된다. /능력을 말하는 能[릉]/과 /릉/의 거울이미지
인 /을[乙]/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의 흐름을 /을/로 처리하였다. 태양이 일어나는 
것을 /일[日]/이라고 하였고 /새벽/에서 /새/가 /해/의 고어 발음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과 /을/은 /수직/과 /수평/을 상징한다. /글[言乞]/이 바로 태양이 하늘을 통과하여 나
기는 역사를 말한다. /역사 史[사]/와 /관리 리[吏]/를 비교해 보라. /글자 자[字]/와 /아들 
자[子]/를 비교해 보면 태양이 떠오르는 모양이 바로 /언[言]/으로 /선비 언[?]/으로 태양의 
아침 햇살은 생명의 탄생이며 탄성이다. 화살에 비유된 생명의 탄을 /탄[彈/嘆]/으로 처리하
였다. /탄[tan]/의 거울의 이미지인 /nat-/는 /생명의 탄생/을 말하는 어원이다. /으뜸 원[元
/one]/에서 태어나 /two/가 되었다. /자위전환[metathesis]/을 거치면 /tow/가 나온다. 
/tow[자궁에서 바깥으로 牽引[견인]된 것]/이 바로 /two/이다.
/선비 언/을 뒤집으면 /너/가 나온다. 동쪽에서 견인되어 나온 /아침의 해/가 바로 /아이 해
[孩]/이고 /아이의 검은 머리 현[玄]/과 /활을 당길 때 끌려 나올 현[弦]/으로 /끌어 낼 牽
[견]/에 /현[玄]/이 들어 있다. /나타날 현[顯]/과 /낳다/의 /낳-/의 거울이미지인 /한[?/?]/
에서 /현/은 동쪽 지평선 가장자리를 말하고 /한/은 /한낮의 높은 곳인 한/을 말한다. /낳다
/의 어원이다. /百尺竿頭[백척간두]/의 /干[간]/이 /?[한]/에 들어있다. /간/이 /한/으로 발음
되는 것을 기식음화[aspiration]라고 한다. /나타날 현[顯]/과 /볼 見[견]/에서 /ㄱ/발음과 /
ㅎ/발음의 대별을 보여준다.
/아침 단[旦]/과 /한/이 합하여 /탄[歎/嘆/漢]/이 된 것이다.영어로 말씀이란 뜻인 /word/는 
/verd/로 /新綠[신록]/이나 /새로운 생명을 말한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여 낳는 일이 바로 
/work[일 業]/이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꽃처럼 번쩍이는 모양/을 상징화한 글자이다. 
/화려할 華[화]/와 /업[業]/을 비교해 보라. 앞에서 /nat[낱]/는 생명의 한 개체를 말한다고 
하였다. 바로 /낱개 개[個]/를 말한다. /log[?/綠/?/鹿/?/으로 태양의 불기둥을 말한다. 
/long/liong/yong[用]/으로 /통나무 모양/을 말하며 /사슴의 뿔/을 말한다. /남성의 성기/
를 말한다. 바로 아침의 태양을 말한다. /男根/에서 /깊은 뿌리/를 말하는 /艮[간]/과 /도끼 
근[斤]/으로 /木/은 아침의 햇살을 말한다. /장대 干[간]/을 말한다. /간/에서 거울이미지를 
적용하면 /낙[落]/으로 높은 곳에서 아래로 해가 떨어지는 모양인 /각[各]/에서 음성자음의 
쌍인 /낙/이 나왔다. /纖纖玉手[섬섬옥수]/에서 /섬/의 거울이미지인 /멋/은 아름다운 태양
빛의 /비단 纖維[섬유]/에서 /섬/에서 유래한 것이다. /낳다/에서 /낳/의 거울의 이미지인 /
한[翰]/은 태양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양을 상형화한 것이다. /嘆[탄]/에서 /우변상형소/가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양이며 생명의 /誕生[탄생]/을 말한다. /탄[tan]/을 뒤집으면 /nat/
가 되며 영어의 /nation/native/에서 생명의 탄생과 연관된다. 태양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간/이라고 했다. 태양이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難[난]/으로 /艱[간]/으
로 /간난/가난/으로 사용하였다. /새가 둥지위로 날아오르는 모양/에 비유한 것이다. /새 乙



[을]/과 /해 을[乙]/로 /새벽/의 고어발음이 /해 벽/이라고 하였다. /개벽/이라고도 한다. /
해가 하늘을 가르고 날아오르는 모양/을 /乞[걸]/이라고 하였고 /기운 기[?]/에 들어있다. /
기[?/?/己/?/?/肌/?/飢/?/?/?/旣]/로 동쪽에서 기어오르는 아침의 태양과 저녁때 서산너머
로 기어들어가는 힘없는 태양을 말하기도 한다. /이[?]/로 기운의 흐름을 말하는 글자이다. 아
침의 태양을 말하는 /벨 ?[별]/과 /저녁의 태양/을 말하는 /?/와 합하여 /八[팔]/을 생성하였
다. 기운이 팔팔할 수도 있고 기운이 떨어질 영어의 /fall/일 수도 있다. /남성/이 /여성/을 
벌려 들어가는 모양으로 영어에서는 /octo/라고 한다. /nocto/에서 /oct/는 /eight/의 고어
형으로 해가 떨어지는 것을 지칭한다. /아침의 태양/과 /저녁의 태양/이 합하여 /?[人/인/
예]/이 생성되었다. /베일 예[乂]/로 /아비 父[부]/에 /八[팔]/과 /乂[예]/를 형성하고 있다. /
예/=/이/+/여/로 생성된 것이다. /後裔[예]/에서 /예/와 발음이 동일하다. 영어의 
/yesterday/와 /yes/로 남녀간의 동의를 말한다. 태양이 서쪽하늘 너머 아녀자의 품으로 들
어가는 것을 /yes/로 처리하였다. /less/와 연관된다. /태양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였다. /숨
을 ?[은]/은 서산너머로 숨어버린 태앙을 말한다. /망할 亡[망]과 /상자 ?[방]/으로 우리말의 
/닫다/의 어원으로 /디귿/의 어원이다. 태양이 퍼져서 서산으로 넘어가는 모양을 /衣[의]/라
고 하였다. 엄마의 품속을 말한다. 엄마의 자궁인 /womb/을 말하며 /word/와 /work/에서 
/wo-/는 /woman/에서 /wo[우]/이다. /wo/는 /bo/vo[보]/로 /엄마의 품/을 말하는 /包
[포]/를 말한다. 엄마의 품에서 나오는 것을 /봄/이라고 했다. 영어로 /본[born]/을 말하고 /
엄마의 품/을 /곰/홈/옴/움/품/으로 /form[모양]/을 말한다. 아기의 모양을 말한다. 꽃이 피
어오르는 것을 /피오름[fiorm]/으로 영어의 /firm/ferm/form/furn/은 모두 생명의 형태를 
말한다. 추워서 움집으로 들어간 모양을 /衣[의]/라고 하였다. 추위를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
의지할 依[의]/라고 하였고 아침의 태양이 저녁에 들어가 머무는 곳을 /所[소]/라고 발음하였
고 /곳/의 거울의 이미지인 /속[屬/束]/으로 /아침 東[동]/과 /저녁 束[속]/으로 집으로 쏙 
들어가 /묶일 속[束]/으로 /아침의 태양/인 /log/의 거울이미지인 /gol [골]/은 /엄마의 품/
을 말하는 /곰/과 받침이 다르지만 /골짜기 곡[谷]/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를 말하
는 /민속 俗[속]/이 바로 /장소 곳[곳=속]/이다. /장소 소[所]/에서 /집 戶[호]/와 태양을 지
칭하는 /斤[근]/이 합하여 /所[소]/를 생성하였고 /소/를 뒤집은 것이 바로 /옷/이다. 따라서 
/옷/은 /소/의 거울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 /의/는 지평선을 나타내는 m와 해가 지는 수직
모양인 l의 합으로 십자가의 모양을 말한다. 따라서 사물의 시작이나 선악의 기준을 /의/라는 
발음을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의/라는 발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근거
를 보인다. /옳을 義[의]/, /뜻 意[의]/, /矣[의]/로 연관된다.
/이/와 /으/는 수직선과 수평선을 나타내므로 십자모양을 형성한다. 해가 수평선으로 떠오르
는 모양을 /을[乙]/이라고 하였고 /을/은 /으뜸 원[元]/에서 /올라올 /兀[올]/과 연관된다. /
으/는 /지평선위에 떠오른 태양의 모양을 상형화한 것이다. /으뜸/에서 /뜸/은 /해가 뜨다/
에서 명사형인 /뜸/을 말한다. /해 日[일]/과 /해 을[乙]로 /해가 숨어 있을 은[?]/의 바로 다
음 단계의 모양이다. /늘/이나 /는/ 또는 /를/른/은 /은/을/의 변이형이다. /니은/의 줄인 
말이 바로 /는/이고 /기역/의 줄인 말이 바로 /격/극/긱/이다. 한글의 지모에서 자음의 이름
은 초성과 종성의 역할을 하는 자음소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디귿/에서도 /ㄷ/이 초
성과 종성으로 사용됨을 보여주기 위하여 /디귿/이라고 자음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주격조사
인 /은/는/이/가/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순간을 지칭하여 주격으로 사용되었고 /을/를
/은 태양이 떠올라 하늘에 올라가 누구나가 볼 수 있는 목적격이 되었다고 하여 목적격조사로 
/을/를/을 사용하게 되었다. /올/의 거울이미지인 /로/는 방향을 나타내는 향진격조사로 사



용되었다. 영어의 /road/에 /로[ro/路]/로 아침의 해가 떠올라 저녁에 지기까지의 궤도를 말
하며 /ro/의 거울의 이미지인 /올[or/ol]에 대응한다. /을/의 거울이미지인 /르/는 /흐르다/
에서 /르/로 기의 흐름을 말한다. 영어에서도 /r[르]/는 기의 흐름을 말하여 /energy/에서 
/r/로 사용되며 /-gy/는 /기/를 말한다. /힘 力[력/rg/rick/rec/rect/로 힘의 방향을 말하
며 /direct/에서 /rect/와 연관되고 어두자음을 /j/로 바꾸면 /ject/로 /표적 또는 과녁 적
[的]/으로 /던질 적 또는 拓[척]/이 된다. 기가 흘러 들어 몸을 기로 채울 ?[름/?]/으로 /?
[릉]/으로 영어의 /spring/에서 /-ring/으로 연관된다. /자전거/ 바퀴의 /rim[림/름]/은 둥
근 달이 차오른 모양을 상형화한 것이다. 영어 이름인 /ricky/와 /rich/는 /힘력[력/riock]/
의 변이형으로 /rock/은 구르는 돌을 말하며 동시에 힘찬 태양을 말한다. /저녁 석[夕]/과 /
돌 석[石]/에서 /sock/과 /rock/의 어두자음의 대별로 시들어서 힘을 잃어버린 태양을 
/sock/에 비유하였고 힘차게 하늘을 구르는 돌에 비유된 /rock/으로 처리한 것이다. 둥근 
태양이 굴러가는 것을 /round/라고 하였고 /bound/는 돌을 던져 튀어나오는 /boundary/
를 말하였다. /니[ni]/의 거울이미지인 /in/은 저녁의 태양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리로 
표기하였으며 /남성의 상징/인 /태양/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자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징화하여 남녀 간의 결합을 말한다. 아침의 태양인 /벨 ?[별]/과 /저녁의 
태양/인 /숨을 은[?]/이 합하여 /사람 人[?/아기 예]/를 생성하였고 /올라올 兀[올/or/ol]/로 
태양이 올라오는 것을 생명의 탄생에 비유하였다. /Or/와 /Ol/에서 어말자음의 수평과 수직
의 대비에 관하여 앞서 설명하였다. 영어의 /Orient/와 /origin/에서 /Or-/가 어원이라고 설
명하였고 /Oc-/가 /Occident/와 /accdent/의 어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설/의 발음의 변이형인 /세/는 /해가 올라오는 것/을 /설/이라고 했고 /해가 내려가
는 것/을 /세/라고 하였다. 위의 대별은 /일/과 /리/의 대별로 /해가 일어나는 것/을 /일/
로 처리하고 /해가 내려가는 것을 /리/로 처리하였다. /리/와 /니/ 또는 /이/는 모두 서로 
발음의 변이형에 지나지 않는다. 태양이 서쪽 하늘로 내려가는 것을 /리/라고 하였다. /이정
표 리[里]/는 태양이 떠 있는 지평선을 말하며 영어의 /line/의 어원이기도 하다. 영어의 
/limit/에서 /li-/를 말한다. 영어 이름인 /Linda/는 /선이 매끈하게 빠진 모양/을 지칭하였
다. /li/가 구개음화가 되면 /ji[지/다다를 至]/가 되고 /di/가 구개음화되면 /ji/gi[지/기]가 
되고 /gi/를 /기/ 또는 /지/로 발음하여 해가 올라오는 기점을 말하거나 해가 지는 지점을 
말한다. /digital/에서 /digi-/는 /dica/deca[디까/디카/데카/데까//와 어원을 공유하고 우
리말의 /어디까지/어데까지/에서 /디까/데까/와 어원을 공유한다. 해가 뜨는 지점을 /di-
[디]/로 해가 지는 먼 곳을 /a[아]/로 처리하며 라틴어의 /dia[하루]/를 말한다. 여기부터 저
기까지 일일이 지적하는 것을 /indicate/로 하나부터 열까지를 /deca/dica/라고 하여 영어
의 /decade/는 /십년/을 말한다. 아침의 태양을 /십/이라고 하고 저녁의 태양을 /스물 입
[卄]/으로 처리하였다. 여기서 /스물/은 해가 저무는 것을 말한다. /습/ 또는 /십/은 처음부
터 배우기를 시작하는 /배울 습[習/?]/으로 날개를 접은 /날개 翌[익]/으로 우리말의 /익히다
/의 어원이기도 하다. //사람 인/과 /잉태할 孕[잉]/과 /배울 익[翌]/으로 /일어설 일[?]/로 
/주살 익[?]/으로 /점점 자라날 익[益]/으로 /성장할 욱[昱]으로 /날개 익[翌]/과 비교해 보면 
/태양이 떠올라 일어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양/을 생명의 탄생과 성장에 비유하였다. /운
[云]/과 /원[元]/으로 /雄[웅]/과 /웅[熊]/으로 /움/과 /울/로 모두 받침의 변화를 보면 성장
의 단계를 볼 수 있다. /욱/과 /익/을 뒤집으면 /구[九]/와 /기[己]/가 나타난다. /旭 [욱/에 
해가 구름을 따라 굴러가는 모양이 숨어있다. /숨을 ?[은]/에 /九/와 /己/에 들어 있다. 날개
를 접은 모양과 날개를 펼친 모양이 /羽[우]/와 /飛[비]/ 숨어 있다. /구[九]/와 /력[力]/에 



날개를 펼친 모양과 날개를 접은 모양이 들어 있다. /?[습]/과 /력[力]/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기역[ㄱ]/의 모양은 /말 마[?]/에도 들어 있다. /?/?[마]/로 남성의 성기를 말한다. 숫말이 
암말의 등에 올라타 /마[?]/를 삽입한 모양이다. /시옷/의 줄인 말은 /솟/으로 /솟대/에 나
타나고 /솟구치다/에서도 들어있다. /우산 傘[산]/에도 /시옷/이 5개나 들어 있고 /열 십
[十]/도 들어 있다. 해가 수평선을 가르며 올라오는 모양이 바로 /십[十]/이다. /아침의 태양/
을 /목[木]/라고 했었다. 저녁의 지는 태양을 /大[대/die]/라고 하였다. 라틴어의 /diem/에 
들어 있다. 저녁의 노을이 하늘을 물들인 것을 말하는 영어의 /dye/는 태양이 죽는 저녁을 
말하는 /die/와 발음이 같다. 제1세대가 죽고 제2세대가 대를 잇는다는 뜻인 /代[대]/가 /포
대기[袍袋?]/에서 /아기 대[袋]/와 공통된 발음을 갖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해가 기울다 기
[?/?/?/寄]/에서 저녁 노을의 /장관[壯觀]/을 말하는 기적[miracle]에서 /奇[기]/도 해가 지
는 저녁 노을을 말한다. /長[장]/은 해가 점차적으로 수평선 아래로 지는 모양을 상형화한 것
이다. /막대 장[丈]/과 /아비 부[父]/에서 /벨 예[乂]/가 들어 있다. /장사 장[葬]/에도 해가 
지는 모양인 /스물 입[卄]/이 들어 있다. /[해가 지는 모양 장]/과 /해가 입수[入水]하는 모양 
입[?/ 떠 받들 공]/으로 모두 해가 지는 노을과 관련된다. /將[장]/이 영어와 마찬가지로 
/night/와 /knight/로 해가 지는 죽음과 죽음을 부르는 /장수 將[장]/은 서로 연관된다. /마
을 촌[寸]/은 해가 저녁이 되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여 /노을/과 /고을/은 음성
자음과 양성자음의 대별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놀다가/ 들어간다는 /노을/은 /놀이/와 /
연극/과 관련되며 영어의 /scene/도 /노을/에서 온 것이다.
/놀 遊[유]/도 /노을/을 말하는 상형소이다. /연극 劇[극]/이나 /희극 戱[희]/도 여우사냥이나 
칼로 짐승을 죽이는 스페인의 투우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 /虛[허허벌판]/과 /?[원숭이 거]/와 
/창 과[戈]와 /칼 도[刀]/와 관련되며 /칼 도[?/조두 조]/와 /힘 力[력]/으로 남성의 무기인 
성기와 관련된다. /기쁠 흥[?]/과 /기쁠 희[喜]/가 모두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모양이다. 
/길할 길[吉]/이 기식음화 되어 영어의 /hilarious[힐래리어스]/에서 /힐/과 발음이 동일하고 
우리말의 /힘/은 영어의 /hymn[국가/찬송]/으로 /기쁠 흔[欣]/으로 연관된다. /欠[흠]/에 /
사나이 정[丁]/과 /기운 기[?]/가 들어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이 받침이 기본형에 붙어서 의미의 전이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서 받침은 한자 발음 체
계에 있어서 중요하다.
----------------------------------------------------------------------------  
 /키/와 /크다/의 /크/는 해가 올라오는 모양으로 수평으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모양을 수직
을 나타내는 /이/모음과 수평을 나타내는 /으/모음으로 처리하였고 마찬가지로 /해가 뜨다/
와 /빛깔을 띠다/에서 /뜨/와 /띠/는 해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여 어떤 빛깔을 나타내는 것을 
/띠다/라고 하였고 /해가 뜬다/는 뜻의 한자인 /의[意]/도 해가 뜨는 모습을 나타낸 /소리 
음[音]/으로 해가 반절은 물에 잠겨있는 모양이다. 여기에서 /ㅁ/받침은 /물/을 상징하고 /물
/의 양성자음의 쌍인 /불/로 연관되고 /불/은 밀고 당길 영어의 /pull & push/와 관련되어 
/弗[불]/로 화살의 시위를 당겨서 미는 것을 말하여 부싯돌을 밀고 당겨서 /불/을 끌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불/은 /밝은 깨달음/을 뜻한다. 앞서서 /으뜸/에서 /으/가 해가 뜨는 모습의 
상형소라고 지적했듯이 /으/와 /음/과 /숨을 은[?]/과 해가 지평선을 막 벗어나는 모습을 /
을[乙]/이라는 상형소로 나타내었다.
/으/와 /이/를 기본형으로 하여 어말자음 즉 받침을 붙여서 의미의 전이를 표시한다고 하였
다. 예를 들어 /으/이/ > /은/인/ > /을/일/ > /음/임/ >/읍/입/ > /윽/익/ > /응/잉/ > 
/읗/잏/ > /읏/잇/ > /읓/잋/ > /읒/잊/ > /읔/ 잌/ > / 읖/잎/ > /읕/잍/ > 중에서 /대



표자음/인 /ㄱ/ㄴ/ㄷ/ㄹ/ㅇ/만이 한자어의 받침으로 살아있고 나머지는 순수우리말을 표기하
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특히 모음/으/는 순수모음으로는 한자어의 표기에 존재하지 않으며 /
으/의 반자음의 특성을 보존하는 자음과 함께하는 /극/륵/득/만이 존재한다. 나머지 /느/므/
브/는 활음조로 사용되어 /니/이/리/에서 /이/모음으로 중화되어 /니/는 자음의 성격을 띠기
보다는 모음의 성격을 갖고 있어 반자음인 /으/와는 /느/를 형성할 수 없다. 우리말에서는 /
느티나무/에서 /느/로는 사용될 수 있다. 한자라는 기본틀에서 벗어나는 음절을 사용하여 순
수우리말이라는 새로운 범위를 형성하여 한자라는 기본틀과 순수우리말이라는 응용의 틀을 배
가하여 전체적으로 한국어의 내용과 질을 격상시킨 것이다.
마찬가지로 /브/는 /ㅂ순경음/을 거쳐 모음인 /우/로 바뀌어 반자음의 성격을 갖는 /으/와는 
함께 할 수 없다. /ㅂ/과 /ㅁ/은 비음이라는 변별적인 자질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되며 /ㅁ/
와 /ㄴ/는 비음이라는 공통적인 자질을 공유하여 /ㅁ/과 /ㅂ/은 /반모음/라는 자질을 공하므
로 /ㅁ/은 반자음인 /으/와 함께 할 수 없고 /ㅁ/와 /ㄴ/는 서로 함께 공유하는 반모음이라
는 속성으로 반자음의 특성을 갖는 /으/와 함께 하지 못한다. 초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
늑/과 같은 경우에 /ㄴ/가 사용된다. /늑[勒/肋/?/?]/으로 /ㅌ/ㄷ/ㄹ/ㄴ/t/d/r/n/이라는 변
이형이 존재한다. 영어의 /water/가 /wader/를 거쳐 /warer/가 되고 /international/이 
/innernational/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ㄴ/과 /ㄷ/이 공유하는 /치음/의 성격
으로 인하여 /ㄷ/이 /ㄴ/으로 쉽게 동화된다.
/늑/은 /륵/으로 바뀐다. /득/도 /륵/으로 바뀌어 위의 /늑[?/?]/속에 /?/得/이 들어 있다. 
해가 떠 올라 지평선을 넘어 하늘로 들어가는 모양이나 상대적으로 서산 너머로 들어가기 전
의 단계를 /득/이라고 하고 /들/과 /득/은 받침의 차이로 설명된다. 한자에 /들/은 없지만 /
득/은 있다. 따라서 우리말의 /이윽고/와 /드디어/는 해가 /으/를 넘어서 하늘로 들어오는 
것을 /득/이라고 하였고 없던 물건을 얻게 되는 상황을 /득/으로 처리하였다. 앞에서 해가 /
뜨다/와 /나타나다/띠다/가 바로 /드디/의 된소리 발음의 변이형이다. 해가 /이윽고/드디어/ 
떠 오른 상황을 소리로 표기한 것이다. 거울의 이미지로 인하여 /글/이 /륵/이 되는 현상을 
앞으로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시하고자 한다. /륵/ X /글/, /늑/ X /근/, /간/ X /낙/ 등.
/드/를 기본형으로 하여 /든/득/들/듬/듭/으로 전개된다. 여기에서 /듭/과 /듬/은 /ㅂ/과 /
ㅁ/받침의 반모음의 성격으로 인하여 /으/라는 반자음을 수용하지 못하여 /으/를 완전모음 /
우/ 또는 /어/로 처리하거나 초성 /ㄷ/을 된소리로 발음하여 자음의 성격을 배가하여 /으/의 
반자음의 특성을 수정 보완한다. 따라서 /뜸/ 또는 /뜹/으로 수정하고 /뜸/은 사용하고 /뜹/
은 /ㅂ/받침의 반모음의 특성으로 /뜨/로 자음의 특성을 배가하였지만 전체적인 음절의 핵인 
/으/의 반자음의 특성을 강화시킬 수 없어서 /뜹/은 순수우리말에서도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
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활음조를 첨가하여 /뜳다/로 사용할 수는 있다. /뜰/도 사용할 수 있
게 되었다. /듣다/와 /들다/가 모두 태양이 하늘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귓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말하여 /물건을 위로 올리는 것/을 /들다/로 표기
하게 되었다. 순수우리말이란 위와 같은 발음의 논리에 의하여 한자로 표기될 수 없는 발음의 
공백을 살려서 우리말의 내용을 풍부하게 채워 넣은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삼삼하다/에서 /
삼/ X / 맛/과 /섬섬옥수/에서 /섬/ X /멋/으로 한자어에서 응용된 /순수우리말/을 생성하
게 되었다. /슥/쓱/쓰기/ X /긋/으로 /긋다/의 어원이다. 위에서 말한 /슬/이 /술/ 또는 /
설/로 된 것처럼 /스/쓰/가 /서/로 발음의 변이를 거쳐 /쓸 서[書/스/쓰]가 되었고 /기[記]/
와 합하여 /서기[書記/스기/쓰기]/로 되었다가 줄인 말인 /슥/쓱/석/적/으로 되어 /영어의 
/desk/와 /describe/에서 /-sk/-sc-/슥/쓱/씈/과 어원을 공유한다. /금을 긋다/에서 /금/



과 /긋/은 받침에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글/도 받침의 차이로 /금/긋/의 변이형에 지나지 
않는다. /금/ X /믁/에서 /믁/은 /묵/ 또는 /먹/으로 /묵[墨/?]/으로 태양의 빛이 떠 올라 
있지만 /검을 黑[흑]/이다. /검다/에서 /검/ X /먹/으로 우리말의 /검다/와 /먹/구름/에서 
나타난다. /흑/과 /검은/흙/은 받침은 다르지만 발음의 변이형으로 의미의 전이를 나타낸다.
/처음 시[始]/ X /잇다/있다/si/is/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생명이지만 결국 조상을 잇는 후
손이라는 뜻이다. 결국 영어의 존재를 말하는 /exist/에서 /ist/is/로 연관되며 /initiate/이니
시에이트/에서 /ti/si/ci/시/로 시작을 말한다. /잊어버리다/에서 /잊/ X /지/는 /지워버리
다/와 /해가 지다/에서 /지/로 연결된다. /티/띠/디/지/시/니/이/가 물건의 주체를 표기할 
때 /아버지/어머니/에서 /니/지/가 어미로 붙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어의 /Jacob/이 /야곱/
으로 발음되는 현상에서 /예/가 /제/로 발음이 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영어의 
/yesterday[예스터데이]/에서 /ye/le/je/예/레/례/네/녜/제/로 발음이 변화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Last night/에서 /lest/로 해가 /이여/예/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여도/가 바로 
사라지는 섬을 말하며 앞에서 /이/는 아침의 태양을 /여/는 저녁의 태양을 말한다고 설명했
었다. 두음법칙으로 /레/네/예/리/니/이/로 되는 현상으로 위의 발음의 변이형을 설명할 수
가 있다. /이것/과 /저것/이라고 할 때 /해가 저무는 곳/은 /저기/이고 해가 뜨는 곳은 /이
곳/ 또는 /여기/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서로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여기/가 발음이 /저기/로 바뀔 수 있다. /해가 바뀔 역[易]/에서 /해가 바뀌
는 적막할 적[寂]/으로 /역/이 /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니/디/리/지/에서 해가 지는 것을 /지/라고 하고 /지/X/잊/어버리다/에서 사용한다. /
해가 다다를 지[至/只]/에서 /弛[이]/에서 /?/也/야/에서 /자/다/에서 /자/의 어원이 있다. 
/이미 也[야]/는 /숨을 ?/과 /?/와 /ㅣ/로 생성된 것이다. 해가 내려앉는 모습을 활의 시위
를 푸는 것에 비유하였다. /활 弓[궁]/에 /?/가 들어 있다. //밤 夜[야]/가 변하여 /자/가 되
고 /교차할 叉[차]/가 들어 있다. 남녀의 궁합을 말한다. /자/X/아즈/=/잘 숙[宿]/과 /아주버
니 숙[叔]/로 /아즈/가 /어저/로 모음이 바뀌어 /아즈씨/ > /아저씨/가 되었다. /강아지/망
아지/송아지/에서 /아즈/아지/는 /작은 물건/을 지칭하는 일종의 축소사로 사용된다. 영어의 
/Asia/에서 /as/아즈/에즈/처럼 //아류[버금 아[亞]/로 해가 지는 모양이나 점점 작아지는 
모양을 나타내며 /자/와 /작/에서 /자잘하다/로 연관된다. 영어의 /vice/가 /악/이나 /버금 
아[亞]/로 사용되고 /아래 ?[아]/와 /아기 아[兒]/, /해가 지는 모양인 어금니 아[牙]/로 해가 
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아저씨 叔[숙]/과 영어의 /uncle/under+ cle[산
/climb/cline/climax]/에서 /산을 넘어 해가 지는 저 먼 동네를 말한다]. /큰 아주버니 伯/
백/back ]/으로 해가 서산너머로 다시 돌아가는 모양을 /back/으로 처리하였다. /宿泊[숙
박]/에서 白과 百이 모두 해가 지는 모양이며 /?[멱]/과 ?[면]으로 /?[면]/으로 /눈 감을 면
[眠]/으로 /애꾸눈 면[眄]/으로 단모음화 되면 /눈이 멀다 먼/으로 바뀐다. /먼/X/넘/으로 해
가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먼 곳/인 해가 지는 /서쪽/을 말한다. /서/X/엇/은 /엇갈리다/로 
위에서 낮과 밤이 교차하는 /엇/으로 /엇갈릴 叉[차]/로 설명하였다. /차가워 지는 저녁/을 
말한다. /자/와 /차/의 거울의 이미지인 /차/X /아ㅊ/는 /아침/와 /임할 임/으로 형성된 /
아침/을 말하고 서로 만날 /遭遇[조우]/에서 /아침 조[早]/와 /만날 조[遭]/가 공통된 발음을 
사용하는 근거가 된다. 다음과 같은 /조[弔/兆/?/?/?/?]/는 아침과 상대적인 개념은 /저녁 
조[조]/와 /조금/을 말하는 /적을 소/와 /작을 소/의 유성음인 변이형이다. /만/과 /먼/으로 
/만날 면[면]/과 /눈 감을 면/으로 발음의 변이형으로 서로 상대적인 쌍이다. /만/과 /먼/은 
우리말의 /나/와 /너/의 쌍으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쌍에 지나지 않는다. 해가 저녁이 되



어 계집으로 쏙 들어갈 /멱 絲[사]/와 /멱[?]/으로 해가 지는 모양이다. /미역/멱/이 주검을 
싸는 방부제로 사용되거나 /출산/을 한 /산모/에게 /멱/을 먹이는 /멱/은 /먹/X/검/으로 검
은 색을 띠는 /멱/의 원래 어원이 /검다/와 관련되며 앞서 설명한 /어두울 험/이나 /검다 검
/으로 /칼 검/으로 어두운 밤을 상징하며 /죽음/으로 연관된다. 물론 역으로 해가 떠오르는 
모양으로 상대성의 이론을 적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아기/가 /아지/로 구개음화되어 /앙
증맞은/아즈> 앙증/로 된 것이다. /악/X/可[가]/로 /접근할 ?[악]/으로 영어의 /access[악세
스]/에서 /악[ac/ag]/X/가[ga/ca]/로 다가 오거나 가는 것을 말하는 음소이다. 위의 /可
[가]/도 해가 지거나 해가 떠오르기 전의 모양을 상형화한 것이다. 앞서서 /accident/와 
/occident/에서 /악[ac]/과 /옥[oc]/으로 해가 지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紺屋[감옥]/과 
/監獄[감옥]/으로 해가 지는 것과 /아기/가 들어있는 /搖籃[요랍]/에서 /藍[람]/으로 /觀覽
[람]/할 /람/으로 /監督[감독]/할 /감/으로 사용된다. /독[督]/에 /아제 숙[叔]/이 들어 있다. 
/도끼 눈을 부릅뜨고 지키다 독[督]/이다. /외로울 獨[독]/으로 대롱 모양을 말한다. /대롱모
양의 화살 통 독[?]/으로 /전통 독[?]/으로 졸업당을 넣던 /대롱[대통]/ 모양으로 /도랑 독
[瀆]/으로 영어로 /look/에서 /-oo-/의 모양이다. 눈을 동그랗게 뜬 모양으로 /동/과 /독/으
로 해가 떠오르거나 지는 모양으로 /dunk/의 모양이며 /dungeon/의 모양이며 /dung/의 
모양이다. 위에서 /-unk/는 /uncle/에서 설명한 바 있다. 우리말의 /엉큼하다/에서 /엉크/
는 해가 지는 모양으로 속이 어두컴컴한 모양을 소리로 표기한 것이다. 대나무의 /속/과 /독
/으로 어두자음의 변환에 지나지 않는다. /독/과 /언덕 덕/으로 /속/과 /저녁 석/으로 연관
된다. /숙박할 숙/과 /저녁 석/으로 /우/어/오/ 모음의 처리에 지나지 않는다.
/도르레/와 /돌다/에서 /돌/과 /동그라미/에서 /동/은 어말자음인 받침의 대비로 의미의 전
이를 꾀하고 있다. /돈/돌/동/독/돔/돕/에서 /한자/의 발음체계에서 허용되는 음절은 /동/과 
/돈/, /독/이다.
/ㄱ/과 /ㄷ/는 /ㄴ/을 사이에 두고 /공/과 /곤/, /곡/으로 서로 대별된다. /동그란 공[?]/과 
/弄[롱]/에서 /옹/을 기본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활처럼 구부러진 /궁/과 /알맹이 환[丸]/에
서 /구르다 九/와 /동그란 태양이 굴러가다 굴[굴]/은 무릎을 구부리고 앉은 모양이다. /휜다
/와 /환/은 모음의 대별에 지나지 않는다. 영어의 둥그런 바퀴를 말하는 /wheel[휠]/과 
/whale[고래]/가 뿜어내는 물줄기의 반원모양의 /환/과 /바뀌다/에서 /밖 외[外]/는 /해가 
저물어 낮이 밤으로 바뀔 환[換]/은 해가 지는 모양을 말하고 노을의 노란색을 말하는 /누르 
황[黃]/도 해가 저무는 모양을 상형화한 것이다. /노을/에서 /노란색/과 /누런 색/을 말한다. 
/곡선/에서 /곡/과 /공/으로 /궁/으로 /굽다/에서 모두 기본형인 /구/에 받침을 바꿔서 의
미의 전이를 나타내고 있다. /굽/은 등이 휜 모야을 말하며 영어에서 말편자 모양인 /U/형과 
/W/는 /엉덩이[궁둥이]/모양과 연관되어 /low/와 /sow/, /show/에서 /ow/는 반원모양을 
말하며 아래로 향하는 모든 것을 /ow/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언덕이/와 /둔덕이/와 /궁둥이/는 언덕 모양의 방죽 모양의 둔덕을 말하여 /궁둥이 둔[臀]/
으로 /dung/으로 /dungeon/으로 /dunk/로 연관된다. /던/이 구개음화된 /전/은 /展[전]/
으로 해가 밑으로 쑥 빠지는 모양의 상형자이며 /?/으로 태양이 내려앉는 모양으로 화살이나 
투호놀이에서 던지는 행위를 말한다. /태양/이 서산너머로 들어가는 모양을 말하며 두루마리
를 /펼칠 전[殿]/으로 /구를 전[轉]/으로 모두 굴러 떨어지는 모양과 관련된다.
/구부리고 웅크리는 모양/을 /옹/공/궁/둥/웅/동/으로 처리하여 /웅덩이/와 /엉덩이/로 /엉
덩이 모양[匽]/으로 /둥그런 홈/이 파인 /웅덩이/를 /엉덩이/의 쌍으로 찾을 수 있다. /제방 
언[匽]>堰(언)/으로 /언덕 덕[德]/으로 /덕지덕지/ /쌓일 덕/으로 된소리 발음인 /떡/으로 전



개된다.
/억/과 偃(쓰러질 언)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어떤 구조물을 받치는 모양을 /억/으로 처리하였
고 쓰러지지 않고 자리를 잡은 모양을 /언/이라고 한다. /선비 언[彦]/으로 /언덕 언/으로 /
서있는 선/모양을 말한다. /선박 선[船]/으로 /물 가 연[沿]/으로 해가 굴러 들어가는 하늘을 
항해한 후에 물가에 정박하는 배에 비유하여 해가 굴러 들어가는 /물 가 연[沿]/에는 해가 굴
러 들어가는 모양이 상형화 된 것이다. /던질 투[投]/와 /물 가 연[沿]/에서 공통된 상형소는 
바로 해가 몸을 던져 서산너머로 다이빙하는 모양이다. /투/는 영어의 전치사 /to/를 말한다. 
둥그런 태양이 반원 모양으로 /언덕 丘[구]/모양으로 솟아오른 모양을 /언/이라고 하였다. 영
어의 /onion[어니언]/인 양파모양을 말한다. /함께할 云[운]/과 /으뜸 원[元]/으로 /동그란 
원[圓/으로 /독아지 ?[독]/으로 /장독 옹[甕]/으로 해가 지는 모양을 나타낸다. /남녀/가 서로 
抱擁한 모습이다. 해가 저녁이 되어 계집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다. 집을 말하는 /둥지 추[?]/가 
들어있고 남자가 여자를 좇아가는 /쫓을 추[追]/에 서론에서 언급한 /?[이/니]/가 들어 있다. 
/追擊[추격]하다/에서 /격/에 해가 떨어지는 모양이 들어 있다. /해가 구를 오로지 한 곳으로
만 오직 오로지 專[전]/이 들어 있고 /오로지 한 곳으로만 연구를 전념할 專[전]/으로 사용된
다. /언/은 /언니/인 /너/를 말한다. /언/X/너/로 풀이된다. /던질 투[投]/가 구개음화되면 
/추/가 되고 /던질 던/이 구개음화되면 /전/이 된다.
앞에서 /옷/X /所[소]/와 병행하여 /외투 套[투]/가 바로 땅 속인 /움집/을 말한다. 앞에서 /
장[長]/이 해가 지는 모습이라고 말하였다. /길게 늘어진 노을/을 말하며 /노인장[丈]/을 말한
다. /葬禮 장례[장]/과 발음이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잠을 잔다/에서 /잠/장/잔/작
/은 기본형인 /자/에 받침을 붙여서 의미의 전이를 처리한 것이다. /자/의 발음의 변이형인 
/야[ya]/는 /Y[아래 아]/와 영어의 /와이[Y/way[와이]/는 /W/와 마찬가지로 /아래/를 지시
한다. 따라서 /야/와 /와/는 서로 쌍을 이룬다. /누울 와[臥]/에서 /눕다/의 양성자음의 쌍인 
/굽다/는 입을 땅으로 향하여 /구부리다/의 뜻이고 /눕다/는 입을 하늘로 향하여 눕는 것을 
지시한다. 영어의 /y/의 거울이미지는 /h/이다. 따라서 /h/는 하늘을 말하고 /y/는 아래인 
땅을 말한다. /yard/와 /hard/를 비교해 보면 위로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들고 아래로 내려가
는 것은 순탄하다.
영어의 /will/과 /shall/의 차이이다. 아래서 위로 향하는 땅에 사는 인간들의 의지를 /will/ 
또는 /wish/라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 비치는 태양이 /show/라면 /shall/은 /하늘의 뜻/을 
의미한다. /how/why[way/와이/왜]/로 태양이 높은 곳에 떠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영어로 
/way/라고 한다. 태양이 높은 곳에 떴다가 하나의 점으로 바뀌는 모양이 바로 / ? [물음표]/
이다. /물/과 /문/, /묻다/에서 /묻/은 모두 받침이 다른 변이형이다. /태양/이 /떠 오르는 
문/도 태양이 들어가는 문도 /문/이다. 바로 영어로 /달 문[門/moon]/이다. /문/X/눔
[noom]/이고 /noom/ > /noon/으로 태양이 하늘 가운데 있는 것을 /noon/으로 처리하였
고 /noom[눔]/으로 /놈[nom]/으로 /?[놈] 者[자]/로 설명한 바 있다. 이미 앞에서 /움/옴/
이 /엄마/의 /자궁/을 말한다고 했다. /온[?]/으로 /옴/움/홈/곰/감/함/으로 처리하였다. /
온/올/옴/옵/옥/옷/으로 엄마의 품을 말하여 엄마의 품 속에 비유된 /옷 의[衣]/와 /외투 套
[투]/이다. 영어로 /옷[ot]/은 /장소 곳[got]/을 말하여 /get/got/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
는 것에서 나왔다. /Target/에서 /get/을 지시한다. 앞에서 /속/X/곳/으로 처리한 바 있다.
----------------------------------------------------------------------
한국어란 무엇인가?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첫 수업에서 항상 한국이란 단어를 먼저 설명해 왔다. 



한국[韓國]에서 한[韓]은 해와 달의 합으로 무한한 우주를 상형화한 글자이다. /조[朝]/와 /한
[韓]/의 차이는 아침의 태양과 한낮의 태양의 차이이다. 아침에 해가 떠 오를 때 신선(新鮮)한 
공기와 ‘조용한 아침의 동방의 나라’의 언어라고 설명해 왔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등과 같은 서양언어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언어는 
스페인어라고 말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왜냐하면 스페인어는 철자와 발음이 거의 동일
하고 배우기가 쉬워서 오래 살아 남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서양인들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는 단연코 
한국어라고 말 할 수 있겠고 동양언어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 남을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라
고 주장하고 싶다. 서양인들은 동양의 관문인 한국을 통하여 동양 문화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고 생각한다. 그리스어의 알파는 해가 뜨는 모습을 오메가는 해가 지평선에 걸려 있는 모습을 
상형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으뜸/에서 /으/는 해가 지평선 또는 수평선 위에서 
떠 오르는 모습이며, /으뜸/에서 /뜸/은 /해가 뜨다/에서 /뜨다/에 명사형어미인 /ㅁ/받침을 
붙여서 생성한 것으로 /해가 올라올 올[兀]/을 말하며 /으뜸 원[元/one]/과 비교된다. 
한자문화권에 속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 가장 배우기가 쉽고 소리와 상형문자라는 
동시의 기능을 갖고 있는 한국어는 동양언어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언어라고 생각
한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부분이 한자[漢字/韓字]라는 것이다. 한국어 어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자
어를 상형문자인 한자로 굳이 바꿔 쓰지 않고 소리글자로서 한자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
의 연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한국어 교육에 몸 담아왔던 교육의 현장에서 외
국인들에게 한자어를 가르치는 방법의 계발이야말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예를 들면 /금속[金屬]/. /금지[禁止]/, /금일[今日]/이라는 한자어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소
리글자인 /금/은 한자로 /쇠 金[금]/. /금할 禁[금]/, /이제 금[今]/ 서로 뜻은 다르지만 공통
된 소리인 /금/이라고 발음한다. 소리글자인 우리 한국어의 특색을 살려 위의 한자어를 소리
에만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교사는 설명해야 한다. 소리로만 위의 한자어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한자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한자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한자문화권의 유일
한 한국어의 특색은 한국어를 동양언어를 대표하는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언어로서 외국인들
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장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위의 /금/이라는 공통된 소리는 해가 
지평선 또는 수평선이라는 금을 넘어 올라오는 모양을 소리로 나타낸 것이다. 태양의 누런 금 
덩어리와 같은 색깔은 금색이라고 하고 금빛이 나는 /비단 금[錦]/, 옷의 소매를 말하는 금
[衿]에서 치수에 따라 잘라 내야 할 금을 말한다. /금할 금[禁]/도 선을 그어 그 이상을 넘어 
오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위의 한자의 독음은 우리 한자어의 발음인 /금/이라고 발음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말의 /금을 긋다/에서 /금/과 /긋다/에서 /긋/이 받침은 다르지만 /금/
과 /긋/, /글씨에서 글/에 공통된 원소인 /그/가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한국어의 특색이다.
우리말의 특색의 하나가 바로 받침이다. 다음과 같은 한자어는 모두 /서녁 서[西]/라는 기본 
원소에 받침을 붙여서 생성된 것이다. /저녁 석[夕]/, /먼저 선[先]/, /이룰 성[成]/, /세울 설
[設]/, /불꽃 閃[섬]/, /저녁노을 섭[燮]/으로 모두 서쪽으로 지는 태양처럼 먼저 서쪽에 다다
르는 선배와 먼저 성인이 되는 /이룰 성/,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불꽃이나 저녁노을을 말하는 
/섭/은 모두 /저녁 석/, /서녁 서/와 관계된다.
고대한자어의 발음의 체계는 받침이 발달되어 있었다. 우리 한자어의 발음은 바로 고대한자어
의 발음을 그대로 유지해 왔지만 중국어와 일본어의 한자 발음은 중국어는 성조에 의해서 일



본어는 받침을 발음하지 못하는 일본어 발음체계의 특색으로 인하여 고대 한자어의 발음을 유
지해 오지 못하였다. 이런 면에서 나는 한자와 한글 모두 우리 조상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은 다른 지면에서 논하기로 하겠다.
 /학생/이라는 한자어의 발음을 중국어는 /슈에승/으로 발음하고 일본어로는 /각세이/라고 
발음한다. 우리 한자어의 발음은 /배울 학[學]/과 /깨달을 각[覺]/과 /높은 누각 각[閣]/으로 
/ㄱ/받침이 들어 있다. 여기서 /ㄱ/받침이 들어가야만 하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높을 고
[高]/를 대표하는 음이 바로 /ㄱ/이다. 높은 학문의 경지에 올라서는 것이 바로 /배울 학[學]/
이고 높은 경지에 올라 내려다보는 것이 바로 /높은 누각 각[閣]/에서 /높은 경지에 올라 아
래를 내려다보고 깨달을 각[覺]/을 말한다. /배울 학/은 영어로 /high[하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언어학이론 중의 하나인 상대성의 이론을 적용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낙[落]/에도 /ㄱ/받침이 들어 있는 논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떨어질 낙[落]/에 /각자 각[各]/이 들어 있다. 참고로 /각자 각[各]/은 태양이 저녁이 되면 
자기집으로 돌아가듯이 각자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각/이 /낙/으로 초성이 /ㄱ/이 
/ㄴ/으로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 한글 자음의 순서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한글 자음에는 양성자음과 음성자음의 쌍이 있
기 때문이다. /ㄱ/과 /ㄴ/. /ㄷ/과 /ㄹ/, /ㅁ/과 /ㅂ/, /ㅅ/과 /ㅇ/, /ㅈ/과 /ㅊ/, /ㅋ/과 /
ㅌ/, /ㅍ/과 /ㅎ/은 서로 양성자음과 음성자음의 쌍들이다. 따라서 /각/과 /낙/은 /높은 곳/
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언어학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높은 곳/에서 /높/의 거울이미지는 /폭/이 되고 /높은 곳
/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수/에서 /폭/은 /떨어질 폭[暴]/이다. 스파이더맨이 거꾸로 매달
려 바라보는 모양으로 바로 /높/을 거꾸로 읽으면 /폭/이 된다. /ㄱ/을 180도 회전시키면 /
ㄴ/이 되는 것을 말한다. /농업/과 /공업/을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ㄱ/과 /ㄴ/이라는 양성
자음과 음성자음의 쌍으로 처리한 것이다. /소리를 높게 지를 학[?]/과 /끝이 없을 한[限]/의 
차이도 /ㄱ/받침과 /ㄴ/받침으로 다시 말하면 양성자음 /ㄱ/과 음성자음 /ㄴ/으로 대별하여 
높이와 깊이가 높고 무한함을 소리로 나타낸 것이다. 서론에서 /한국/에서 /한[韓]/이 해와 
달이 운행하는 무한한 공간의 우주를 상형화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해가 높은 곳에 떠 
있는 정오에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릴 한[汗]/에 /높은 장대 간[干]/이 들어 있는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고 /정오 오[午]/에도 /높은 장대 간[干]/이 들어 있다. /한낮 오[午]/와 /소 우
[牛]/의 한 획의 차이를 양성 모음/오/와 음성모음 /우/로 표기하였다. /물건 물[物]/에서 /
물[牛 + 勿=物]/을 생성하였다. 여기에서 /소 우[牛]/를 /소/라는 짐승으로 해석하면 위의 /
물건 물[物]/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다. /한낮의 태양을 오[午]/라고 하고 /아침의 태양을 
우[牛]/라고 하고 /저녁에 해가 저물 물[勿]/로 아침은 남성을 상징하고 저녁은 여성을 상징하
여 남녀의 결합으로 /물건/이 만들어지는 음양의 조화를 말하며 언어학에서 상대성이론과 관
련된다. 서론에서 해와 상대인 달이 만나 우주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공격할 또는 칠 격
[擊]/과 /과녁 녁[易]/에서 초성자음인 /ㄱ/과 /ㄴ/의 쌍으로 대별된 것이다. /격/이 남성이
라면 /년/은 여성인 것이다. /격/에서 초성과 받침인 양성자음인 /ㄱ/을 모두 음성자음인 /
ㄴ/으로 바꾸면 /년/이 된다. 한자어로 /예쁜 계집 년[?]/이라는 글자가 있다. ‘아들을 낳아 
대[해 年]를 이어주는 예쁜 계집’이란 뜻이다. 참고로 /해 년[年/니언>년>連]/은 ‘해를 이어 
간다’라는 뜻이다. 앞에서 /소 우[牛]/를 좁은 의미로는 /소/를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
아침의 태양인 우[牛]/를 뜻한다. 하루 종일 소가 밭을 경작하며 일하는 것처럼 ‘태양이 일한
다’에서 /일[jule]/의 어원이 바로 /해 일[日]/에 있다.



/연결한 연[連]/에 좁은 의미인 /수레 車[차]/가 들어 있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해가 궤
도를 따라 차츰차츰 운행할 차[車]/로 태양의 궤도를 말하는 /궤도 궤[軌]/에도 들어 있다.
/동녁 동[東]/에도 해가 들어 있고 /나무 목[木]/이 들어 있다. 협의의 의미로는 /나무 목
[木]/이라고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태양이 지평선 또는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는 목숨 목[木]/으로도 해석된다.
/수풀 림[林]/이라고 중국의 ‘허신’이란 학자가 쓴 ‘설문해자’라는 책에는 오로지 협의의 의미
인 /수풀 림[林]/으로만 풀이가 되어 있어서 /목숨이 두 배나 긴 임금 임[林]/이란 뜻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위에서 설명한 /금할 금[禁]/에 임금이 보이는 가시거리에 임금을 시해하
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하는 금지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아비 부[父]/와 /어미 모[母/는 음성자음인 /ㅁ/과 양성자음인 /ㅂ/의 대별이라는 것이다.
외국인에게 한자어를 가르칠 때 위의 양성자음과 음성자음의 쌍으로 설명하면 효과적으로 한
자어를 소리로만 가르칠 수가 있었다.
외국인들은 항상 한글의 특징인 받침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한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에 있어
서 받침을 구별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빗는 
/빗/’과 ‘부채인 빚을 진다’에서 /빚/과 /빛깔/에서 /빛/에서 /ㅅ/받침, /ㅈ/받침, /ㅊ/받침
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머리카락의 가지런한 선/에서 /선/의 대표음인 /ㅅ/받침, /빚이
라는 짐/에서 /짐/을 대표하는 /ㅈ/받침, /찬란한 빛/에서 /빛날 찬[燦]/의 대표음인 /ㅊ/받
침을 붙인 것이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밟다, /핥다/, /맑다/, /밝다/에서 /ㄼ/받침, /ㄾ/받침, /
ㄺ/받침을 붙이는 이유에 대하여 한국어 교사들은 논리적인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발/과 /
밟을 답[踏]/의 줄인 말이 바로 /발+답=밟/이고 /태양이 하늘로 향하여 출발할 발[發]/과 /저
녁때 서산너머로 잠을 잘 숙박[宿泊]할 박[泊/back]/의 줄인 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밝은 해
가 떠 있다는 뜻인 /발+박=밝/을 생성한 것이다. /핥다/에서 /ㄾ/받침은 /부르트다/에서 /르
트/의 대표음인 /ㄾ/를 지시하고 마찰을 뜻한다. /불이 밝고 물이 맑다/에서 /ㅂ/과 /ㅁ/은 
앞서 설명한 양성자음과 음성자음의 대별로 설명이 된다.
아침의 해를 황소에 비유한 것은 동서양이 동일하다.
/Bull[황소 불[뿔]/로 태양이 하늘로 화살처럼 활에서 날아 오르는 모습을 상형화한 /깨달을 
불[弗]/은 /밝은 해/에 비유되어 /이해할 解[해]/에 /소의 뿔/이 들어 있다.
순수우리말의 /해/의 어원이 바로 /풀 해[解]/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말의 /알
다/의 어원도 /해/를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에 비유하였다. 태양을 /알/이라고 하였고 밝은 
태양이 하늘로 날아오를 /출[出]/은 /새 둥지 추[?]/에 /올라갈 올[兀]/을 합하여 /출/을 생
성하고 /출/과 /봄 춘[春]/은 받침/ㄴ/과 /ㄹ/로 대별하였다. /해/의 고어 발음은 /새/이었
다. /새벽/이란 단어에서 /새/는 /개벽/의 다른 발로 /열 개[開]와 /사이>새 介[개]/로 /올라
올 兀[올]/과 비교된다. /아기 ?[해]/에 /사이 개[介]/가 들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태양을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에 비유하여 /아침 조[早]/와 /새 조[鳥]/가 발음이 같고 /조
[兆]/와 /올라올 올[兀]/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아기 예[?]/는 /사람 인[人]/의 다른 상형자
이다. 상대성이론에 의하여 /?[아침의 햇빛]/과 /저녁에 숨어있는 태양 은[?]/이 합하여 앞에
서 설명한 /물건 물[物]/에서 /아침의 햇빛인 牛[우]/와 /저녁에 해가 저물다 물[勿]/은 남녀
의 결합 말한다고 했듯이 /아침의 햇빛인 ?[별]/과 /숨어 있는 태양 ?[은]/이 합하여 /사람 
인[人]/으로 처리하였고 사람이 세상으로 들어 온다고 하여 /들어올 입[入]/은 /사람 인[人]/
의 상대적인 쌍이다. 여기에서 받침을 주시해야만 한다. /일 업[業/work]/과 /말씀 언[言



/word]/에서 어말 자음인 받침이 서로 다른 것처럼 영어도 어말자음이 서로 다르다. 앞서 지
적했듯이 /일 업[業]/에 해가 떠오르는 모양인 /목숨 목[木]/이 들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일 업[業]/을 뒤집으면 /버/가 나온다. 바로 /아버지/에서 /버/는 /아비 부[父]/의 다른 발음
으로 사투리에서 /어부지/라고 할 때 /부/를 말하고 /아버지/를 /도끼 斧[부]/와 같은 발음
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바로 /아비/를 /도끼 근[斤]/으로 또는 /칼 도[刀]/에 비유한다. 앞서
서 /아버지/를 지칭하는 /해[解]/에 /칼 도[刀]/와 /소뿔 각[角]/의 발음인 /불/에서 받침을 
제거하면 /아비 부[父]/가 된다. 한글과 한자의 생성원리에 음양이론인 상대성의 원리가 들어 
있다. 해가 새처럼 날아 오른다고 /날 일[日]/이라고 하였고 수평을 지시하는 /으/모음과 수
직을 지시하는 /이/모음으로 /해가 새처럼 날아오를 을[乙]/은 수평을 지시하고 /해 일[日]/
은 수직을 지시한다. /해가 숨어 있을 은[?]/의 다음 단계가 /을[乙]/이다. 여기에서 /을=은+
ㄹ/로 /乙[을]/에 /은[?]/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해가 날아오를 이제 금[今]/이 /어두울 음
[陰]/에 들어 있다. /구름 운[云]/도 /어두울 음[陰]/에 들어 있다. 바로 /금/과 /은/의 쌍이
다. /태양의 색깔인 금[金/gold]/과 /흰색인 은[銀/silver]/로 은은한 실루엣[silhouette]의 실
낱 같은 색조를 말한다. 영어의 어머니 말은 고대인도어인 산스크리트라서 영어를 인도유럽어
군으로 묶는다. 산스크리트가 한자어로 유입되었고 많은 상형한자의 발음은 산스크리트에서 
유래하였다. 예를 들면 /panel 판[板]/이 대표적인 상형한자이다. 상대성의 원리를 적용한 수
평과 수직으로 /키/와 /크다/의 /크/는 해가 올라오는 모양으로 수평으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모양을 수직을 나타내는 /이/모음과 수평을 나타내는 /으/모음으로 처리하였고 마찬가지로 /
해가 뜨다/와 /빛깔을 띠다/에서 /뜨/와 /띠/는 해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여 어떤 빛깔을 나
타내는 것을 /띠다/라고 하였고 /해가 뜬다/는 뜻의 한자인 /의[意]/도 해가 뜨는 모습을 나
타낸 /소리 음[音]/으로 해가 반절은 물 또는 뭍에 잠겨있는 모양이다. 여기에서 /ㅁ/받침은 
/물/ 또는 /뭍/을 상징하고 /물/의 양성자음의 쌍인 /불/로 연관되고 /불/은 밀고 당길 영
어의 /pull & push/와 관련되어 /弗[불]/로 화살의 시위를 당겨서 미는 것을 말하여 부싯돌
을 밀고 당겨서 /불/을 끌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불/은 /밝은 깨달음/을 뜻한다. 앞서서 /으
뜸/에서 /으/가 해가 뜨는 모습의 상형소라고 지적했듯이 /으/와 /음/과 /숨을 은[?]/과 해
가 지평선을 막 벗어나는 모습을 /을[乙]/이라는 상형소로 나타내었다. 받침이 발달한 언어인 
한국어에서 앞서 설명한 /은/> /을/ > /음/ > /읍/ > /응/에서 받침의 변화에 따라 단어가 
생성되어 간다. 상대성의 이론이라고 설명한 거울의 이미지와 스파이더맨이 거꾸로 매달려 바
라보는 /검/은 /먹/으로 보인다. /검정색/의 /먹물/에서 /먹/이 /묵[默]/과 다른 발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위에서 /아버지/의 사투리가 /아부지/인 것처럼 /먹/을 /묵/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나타나다/에서 /낱/을 뒤집으면 /탄[誕]/인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낳다 > 나타  
탄[誕]/에서 /낳/를 뒤집으면 /한[翰]/으로 태양이 새로이 나타나 또는 태어나 하늘로 날아오
르는 것으로 위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아침의 일출에 비유하였다. /날개 익[翌]/과 /날 日
[일]/에서 받침이 달라서 대별되고 있다. /낮/과 /날/도 받침이 달라서 서로 대별되고 있다.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힘들다는 뜻의 한자인 /어려울 난[難]/과 /탄성을 지를 탄[歎]/의 
공통된 부수는 /간신히 간[艱]/의 부수와 차이가 난다. /간/과 /난/의 차이이다. 위에서 설명
한 양성자음 /ㄱ/과 음성자음 /ㄴ/의 차이로 땅을 깊게 뚫고 들어갈 /뿌리 또는 줄기 간
[艮]/과 /뿌리 根[근]/으로 /아니 부[不]/와 관련된다. /간/X/낙/은 서로 상대적인 쌍이라고 
하였다. /떨어질 낙/과 /깊게 뚫고 들어갈 간/을 말한다.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힘들 난/
과 /깊은 물 속으로 떨어질 낙/과 /깊은 땅속으로 뚫고 들어갈 간/은 상대성이론이 적용된 
단어들이다. /날아오르기 어려울 난[難]/에 /새 둥지 추[?]/가 들어 있다고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위에서 /사이 > 새 개[介]/로 /낱 개[?]/로 태양이 솟아오르는 모양이라고 하였다. /나
타나다/에]서 /생명의 탄생/을 /낱/이라고 하니까 /생명 하나 하나/를 /낱 개[?]/라고 하였
고 /개인(個人)/에서 /개/와 동일한 발음을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곰/X/목/으로 /목숨의 근원/이 바로 단군설화에 나오는 /곰/홈/이라는 
것이다. 우연히도 영어로 /bear/는 /곰/을 말하며 동시에 /낳다/를 뜻한다. 양성자음과 음성
자음으로 다음의 한자를 설명해 보면 /본[本]/과 /목숨 목[木]으로 음성자음 /ㅂ/을 양성자음 
/ㅁ/으로 음성자음 /ㄴ/받침을 양성자음 /ㄱ/으로 바꾸면 /본/의 쌍은 곧 /목/이 되고 /本/
과 /木/에서 한 획의 차이가 양성자음과 음성자음으로 서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곰 웅[熊]/과 /수컷 웅[雄]/은 바로 /독수리 둥지에서 날아오르는 수컷 독수리/를 상
징하고 독수리에 비유된 태양으로 연관되며, /수컷과 암컷을 닮은 모양의 태[態]/가 바로 /태
어나다/ 동사의 어근인 /태/를 말하며 /능력 능[能/릉]/의 수직의 형태인 /ring[링]/은 /륵/
릭/력/령[力/으로 받침이 달라지면서 이중모음화 되어 /령[令/靈]/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명령
과 영혼에 관련되어 /결혼할 혼[婚]/과 /해가 저물 혼[昏]/으로 위에서 아침의 태양이 저녁에 
아녀자의 품으로 들어가 남녀의 혼합이 결국 영어로 /spring/에서 /ring[링/릉]/으로 
/Spririt[영혼]/으로 /sprout[새싹]/으로 /off springs[후손]/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둥지에
서 날아오르는 독수리에 비유하였고 새 생명의 탄생으로 비유하였고 /날아 오를 출[出]/과 /
새 둥지 추[?]/와 /봄 춘[春]/에서도 서로 다른 받침을 추가하여 태양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양의 상형자인 /출/과 태양이 다시 돌아올 /가을 추[秋]/는 다시 둥지로 돌아온다고 해서 /
둥지 추[?]/와 같은 발음을 사용한다. 상대성이론을 적용하면 수컷이 암컷을 쫓아 날아오를 /
추격할 추[追]/와 /떨어질 추락(墜落)할 추[墜]/가 같은 발음을 갖고 /무더울 한/과 /추울 한/
이 같은 발음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상대성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말한다. /죽는 것도 사/이고 /사는 것도 사/이고 /죽이는 것도 살/이
고 /살리는 것도 살/이다. 소리만을 기지고 상형문자인 한자어를 한국어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하여 소고를 올린다.
------------------------------------------------------------------------
고대 한자발음의 체계가 오늘날 우리 한자발음의 체계로 유지 보존되어 왔다.

학생[學生]이란 한자의 발음은 중국에서는 [슈에승]으로 발음하고 일본에서는 [각세이]라고 발
음합니다.
학생이란 한자가 창제될 당시에 이미 한자의 발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學[배울 학]에서 '깨달을 覺[각]'으로 閣[누각 각]으로 '들어올릴 거[擧]'에서 높은 누각을 나타
내는 한자임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높은 경지에 올라선다는 뜻이 바로 '배울 학[學]'이고 높
은 경지에 올라서는 경지를 '깨닫을 각[覺]'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다는 뜻으로 '볼 見
[견]'이 깨닫을 각[覺]'에 들어 있고 누각처럼 높은 다락을 閣[각]이라는 발음을 사용하는 논리
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높을 高[고]'와 '높고 큰 산 岳[악]'의 합도 바로 '고+악=각 또
는 郭[외성 곽]'으로 높은 성채나 망루를 곽[고+악]이란 발음으로  처리합니다. 
可[옳을 가]의 발음이 삼수변이 첨가된 河[물 하]에서 발음이 [하]로 변하는 것처럼 '배울 학
[學]'은 영어의 High[하이 또는 학]에 해당되고 '높은 누각 각[閣]'에서도 [학]의 발음의 변이형
인 [각]으로 서로 관련된 발음입니다.
고대 한자의 발음 체계는 오늘날 한국어에서의 한자발음의 체계와 일치하여 북경대학교 국어
학자들도 고대 한자발음의 체계가 우리 한글에서의 한자발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자



발음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 조상인 은나라를 세운 동이족의 작품이 
바로 한자라는 것입니다. 
'싱싱하다 날 生[생]'은 '신선할 鮮[선]'에서 양기가 가득할 생선[生鮮]에서 '신선하고 싱싱한 
물고기 魚[어]'와 양기가 가득할 羊[양]의 합으로 '싱싱하다'에서 [싱]과 '생생할 생[生]'으로 '
양기 양[羊]'으로 '왕성할 王[왕]'과 '왕성할 旺[왕]'으로 모두 ~ng[ㄴ+ㄱ=no+go]로 진행형을 
나타내는 어미인 [ㅇ]받침을 사용해만 하다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발음의 체계와 원리를 준수
하는 것이다.
일본어에서는 학생[學生]의 발음을 [각세이]로 처리하여 生[생]에서 받침 ㅇ을 발음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본어에서도 한자를 차용한 것임을 스스로 중명해 보이고 있다.
중국어에서도 '높을 學[학]'의 발음을 [슈에]로 발음함으로써 물을 건너는 높은 교각에서 '다리 
脚[각]'에서 받침 [ㄱ]을 발음하지 못하는 중국어 발음의 특성이 고대 한자 발음의 체계에서 
일탈되는 것으로 결국 중국어에서도 한자는 결국 우리 고유 한자를 차용한 것이라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초성 중성 종성의 삼박자의 고대 한자 발음의 체계는 우리 고유 한자 발음이 우리 고유 한글
의 발음의 체계에 입각하여 창제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초성 중성 종성에서 종성에 해당되는 받침의 선택은 한자의 의미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아래 '서녁 西[서]'에 받침 [ㄴ]을 붙이면 '서녁에 먼저 도달하는 먼저 先[선]'이 되고 받침 [ㄱ]
을 붙이면 '저녁 석[夕]'이 되고 받침 ㅇ[~ng]를 붙이면 '어른이 먼저될 또는 이룰, 도달할 또
는 달성할 성[成]'이되고 '저녁이 되면 서리가 생길 서늘할 또는 눈 설[雪]'에서 받침 [ㄹ]과 '
외로울 섬[섬]'으로 '아름다운 저녁노을 불꽃 燮[섭]'으로 '비단처럼 아름다울 고울 纖[섬]'에서 
ㅁ받침으로 위의 종성인 마지막 삼박자의 최종 받침의 발음은 우리 한글과 한자의 고유한 특
성이다. 
받침 ㄱ ㄴ ㄹ ㅁ ㅂ ㅇ의 발음은 오직 우리 민족들만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한
자와 한글의 발음 체계의 특성이며 유전적 형질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국어의 받침과 한자어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서양인들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는 단연코 한국어라
고 말 할 수 있겠다. 서양인들은 동양의 관문인 한국을 통하여 동양 문화에 접근할 수밖에 없
다고 생각한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
에게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부분이 한자[漢字]라는 것이다. 한국어 어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상형문자인 한자로 굳이 바꿔 쓰지 않고 소리글자로서 한자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
수법의 연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한국어 교육에 몸 담아왔던 교육의 현장에
서 외국인들에게 한자어를 가르치는 방법의 계발이야말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예를 들면 /금속[金屬]/. /금지[禁止]/, /금일[今日]/이라는 한자어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소
리글자인 /금/은 한자로 /쇠 金[금]/. /금할 禁[금]/, /이제 금[今]/으로 서로 뜻은 다르지만 
공통된 소리인 /금/으로 발음한다. 소리글자인 우리 한국어의 특색을 살려 위의 한자어를 소
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 교사는 설명해야 한다. 소리로만 위의 한자어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한자로 표기하지 않더라도 한자어를 학습할 수 있는 한자문화권의 유일한 
한국어의 특색은 한국어를 동양을 대표하는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언어로서 외국인들에게 각
인시킬 수 있는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위의 /금/이라는 공통된 소리는 해가 지평선 또는 수평선이라는 금을 넘어 올라오는 모양을 
소리로 나타낸 것이다. 태양의 누런 금 덩어리와 같은 색깔은 금색이라고 하고 금빛이 나는 /
비단 금[錦]/, 옷의 소매를 말하는 금[衿]에서 잘라 내야 할 금을 말한다. /금할 금[禁]/도 선
을 그어 그 이상을 넘어 오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국어와 일본어에서 위의 한자의 독음은 우리 한자어의 발음인 /금/이라고 발음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말의 /금을 긋다/에서 /금/과 /긋다/에서 /긋/이 받침은 다르지만 /금/
과 /긋/에 공통된 원소인 /그/가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한국어의 특색이다.
우리말의 특색의 하나가 바로 받침이다. 다음과 같은 한자어는 모두 /서녁 서[西]/라는 기본 
원소에 받침을 붙여서 생성된 것이다. /저녁 석[夕]/, /먼저 선[先]/, /이룰 성[成]/, /세울 설
[設]/, /불꽃 閃[섬]/, /저녁노을 섭[燮]/으로 모두 서쪽으로 지는 태양처럼 먼저 서쪽에 다다
르는 선배와 먼저 성인이 되는 /이룰 성/,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불꽃이나 저녁노을을 말하는 
/섭/은 모두 /저녁 석/, /서녁 서/와 관계된다.
고대한자어의 발음의 체계는 받침이 발달되어 있었다. 우리 한자어의 발음은 바로 고대한자어
의 발음을 그대로 유지해 왔지만 중국어와 일본어의 한자 발음은 중국어는 성조에 의해서 일
본어는 받침을 발음하지 못하는 일본어의 특색으로 인하여 고대의 한자어의 발음을 유지해 오
지 못하였다. /학생/이라는 한자어의 발음을 중국어는 /슈에승/으로 발음하고 일본어로는 /
각세이/라고 발음한다. 우리 한자어의 발음은 /배울 학[學]/과 /깨달을 각[覺]/과 /높은 누각 
각[閣]/으로 /ㄱ/받침이 들어 있다. 여기서 /ㄱ/받침이 들어가야만 하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
다. /높을 고[高]/를 대표하는 음이 바로 /ㄱ/이다. 높은 학문의 경지에 올라서는 것이 바로 
/배울 학[學]/이고 높은 경지에 올라 내려다보는 것이 바로 /높은 누각 각[閣]/에서 /높은 경
지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고 깨달을 각[覺]/을 말한다. /배울 학/은 영어로 /high[하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언어학이론 중의 하나인 상대성의 이론을 적용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으로 /떨어질 낙[落]/에도 /ㄱ/받침이 들어 있는 논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떨어질 낙[落]/에 /각자 각[各]/이 들어 있다. /각/이 /낙/으로 초성이 /ㄱ/이 /ㄴ/으로 서
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 한글 자음의 순서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자음에는 양성자음과 음성자음의 쌍이 있기 때문이다. /ㄱ
/과 /ㄴ/. /ㄷ/과 /ㄹ/, /ㅁ/과 /ㅂ/, /ㅅ/과 /ㅇ/, /ㅈ/과 /ㅊ/, /ㅋ/과 /ㅌ/, /ㅍ/과 /ㅎ
/은 서로 양성자음과 음성자음의 쌍들이다. 따라서 /각/과 /낙/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언어학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높은 곳/에서 /높/의 거울이미지는 /폭/이 되고 /높은 곳
/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수/에서 /폭/은 /떨어질 폭[暴]/이다. 스파이더맨이 거꾸로 매달
려 바라보는 모양으로 바로 /높/을 거꾸로 읽으면 /폭/이 된다. /ㄱ/을 180도 회전시키면 /
ㄴ/이 되는 것을 말한다. /농업/과 /공업/을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ㄱ/과 /ㄴ/이라는 양성
자음과 음성자음의 쌍으로 처리한 것이다. /공격할 격[擊]/과 /과녁 녁[易]/에서 초성자음인 /
ㄱ/과 /ㄴ/의 쌍으로 대별된 것이다. /격/이 남성이라면 /년/은 여성인 것이다. /격/에서 초
성과 받침인 양성자음인 /ㄱ/을 모두 음성자음인 /ㄴ/으로 바꾸면 /년/이 된다. 한자어로 /
예쁜 계집 년[姩]/이라는 글자가 있다.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주는 예쁜 계집’이란 뜻이다. /
아비 부[父]/와 /어미 모[母/는 음성자음인 /ㅁ/과 양성자음인 /ㅂ/의 대별이라는 것이다.
외국인에게 한자어를 가르칠 때 위의 양성자음과 음성자음의 쌍으로 설명하면 효과적으로 한
자어를 소리로만 가르칠 수가 있었다.
외국인들은 항상 한글의 특징인 받침에 대하여 질문을 많이 한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에 있어



서 받침을 구별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빗는 
/빗/’과 ‘부채인 빚을 진다’에서 /빚/과 /빛깔/에서 /빛/에서 /ㅅ/받침, /ㅈ/받침, /ㅊ/받침
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머리카락의 가지런한 선/에서 /선/의 대표음인 /ㅅ/받침, /빚이
라는 짐/에서 /짐/을 대표하는 /ㅈ/빋침, /찬란한 빛/에서 /빛날 찬[燦]/의 대표음인 /ㅊ/받
침을 붙인 것이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밟다/, /핥다/, /맑다/, /밝다/에서 /ㄼ/받침, /ㄾ/받침, /
ㄺ/받침을 붙이는 이유에 대하여 한국어 교사들은 논리적인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발/과 /
밟을 답[踏]/의 줄인 말이 바로 /발+답=밟/이고 /태양이 하늘로 향하여 출발할 발[發]/과 /저
녁때 서산너머로 잠을 잘 숙박[宿泊]할 박[泊/back]/의 줄인 말로 /발+박=밝/을 생성하여 태
양이 아침에 지평선을 출발하여 저녁에 수평선에 도착할 때까지 밝은 낮을 지칭한다는 것이
다.
 /핥다/에서 /ㄾ/받침은 /부르트다/에서 /르트/의 대표음인 /ㄾ/를 지시하고 마찰을 뜻한다.
/불이 밝고 물이 맑다/에서 /ㅂ/과 /ㅁ/은 앞서 설명한 양성자음과 음성자음의 대별로 설명
이 된다.
/’검다’에서 검/을 180도 회전하면 /먹물 먹/이 나온다. /곰/을 뒤집으면 /목/이 나오고 /본
[本]의 양성자음의 쌍은 /목[木]/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양의 상형자로 /나무 목[木]/으로 알
고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목숨 목[木]/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양의 상형자로 생명의 탄생에 
비유된다. 단국설화에 나오는 /곰/은 바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목[木]/과 /본[本]/에서 한 
획의 차이를 양성자음과 음성자음으로 처리하였고 /곰/은 영어로 /bear/로 /생명을 낳다/의 
뜻으로 단군왕검을 낳은 /웅녀/를 말하고 /환웅[桓雄]/에서 /환[桓]/은 아침의 햇살을 말하며 
/웅[雄]/은 /곰 웅[熊]/과 동일한 발음을 갖고 있다. 독수리가 둥지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
양의 상형자로 해가 새처럼 하늘로 날아오르는 일출을 생명의 탄생에 비유하였다.
/한낮 오[午]/와 /소 우[牛]/를 비교해 보면 /목숨 목[木]/과 /근본 본[本]/의 차이와 마찬가
지로 한 획의 차이로 /아침의 햇살/을 /우[牛]/라고 하고 한낮의 햇살을 /오[午]/라고 하여 
양성모음 /오/와 음성모음 /우/로 대별하고 있다. 아침의 햇살은 남성을 상징하고 /저녁에 
해가 저물다 물[勿]/은 여성을 상징하여 남성과 여성의 짝짓기로 사물의 생성됨을 /사물 물
[物=牛+勿]/로 표기하고 /물건 건[件]/에도 /소 牛[우]/가 들어 있고 /하늘 건[乾]/으로 하늘
에 걸려있는 태양의 에너지를 상징하여 모든 만물의 소생에 관여하는 태양의 양기를 말한다.
아침의 햇빛을 상형화한 /丿[별]/과 저녁의 지평선 밑으로 숨어 버린 저녁의 햇빛을 말하는 /
숨을 은[乚]/이 합하여 /아기 儿[예]/를 생성하고 /사람 인[人]/과 같은 상형자이다.
아침의 햇빛인 /丿[별]/과 저녁의 햇빛인 /乚[은]/은 각각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여 남녀의 짝
짓기가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상형자로 표기하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침의 해를 /황소[bull]의 뿔/에 비유하고 있다.
/풀다 해[解]/는 /소의 뿔/을 지칭한다. 우리말의 /해/는 /소의 뿔/을 말하는 /해[解]/에 비
유되었고 /해/의 어원이다.
/남성/을 /칼 도[刀]/에 비유하였다. /남성의 힘 력[力]/과 /칼 도[刀]/의 차이는 한 획의 차
이이다. 남성을 /도끼 부[斧]/에 비유하고 /도끼 근[斤]/에 비유하였고 아침의 햇살에 남성을 
비유하였다. 따라서 /아비 부[父]/와 /장군 缶[부]/는 모두 남성을 상징하는 공통된 소리인 
[부]를 사용하고 있다.
불[弗]은 활에서 솟아오르는 화살에 비유된 아침의 햇살을 말한다.
남근에서 /불휘 > 뿌리 불[不]/도 태양이 솟아오르는 모양이다.



또는 상대성이론이 적용되어 땅을 뚫고 들어가는 /뿌리 根[근]/으로 남성을 상징한다.
공통된 소리를 갖는 /불/과 /부/는 모두 아침의 햇살이며 남성을 상징한다.
/날아오를 붕[鵬]/과 해가 새처럼 하늘로 날아오를 또는 활에서 솟아오르는 화살에 비유된 아
침의 햇살의 상형자인 불[弗]과 /부[父/乀/丿]/에서 받침의 유무와 변이는 한국어의 특색인 
받침의 중요한 역할을 말하며 받침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소리로만 한자
어를 가르치는 한자어 교육방법은 소리글자인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분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