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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국의 급성장과 막대한 인구는 전 세계의 산업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중국어의 

영향력도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는 대표적인 

상형문자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입력이 쉽지 않아 중

국내에서도 로마자 표기법(Pinyin)을 이용하여 해결

하고 있다. 그러나 표음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로마자의 사용은 중국어를 배우는 타 언어권 학생들

에게 로마자 표기 발음까지 외워야 하는 이중고를 

주고 있어 중국어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상형문자의 입력 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절차상 변환 

과정은 어쩔 수 없더라도, 중국어 표음에 대한 보다 

쉽고 명확한 표기가 가능하다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중국어 습득 및 활용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훈민정음은 그 우수한 표음성 덕분에 문자가 없는 

찌아찌아족에게 보급되거나[1], 디지털 환경에서 사

용이 제한적인 언어권의 보완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어 역시 한글 표기를 위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2,3], 대부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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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법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 사용을 위한 진전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어 표음을 위한 훈민정

음 기반의 표기법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입력기를 개발하였다. 훈민정음은 창제 당시 세상

의 모든 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경우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발음들의 표현으로 정규

화 되면서 중국어의 몇몇 발음들의 표현이 불가능하

지만, 훈민정음에 기반한 추가 자소들을 이용한다면 

중국어 표음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를 위해서는 훈민정음의 추가 자소들을 한글 입력 

키보드에서 입력하기 위한 기법들이 연구되어야 하

며[4,5], 이를 바탕으로 한 한글 병음 입력기가 개발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기본 이론이 되는 중국어 표기를 위한 훈민정음 기반

의 한글 병음에 대하여 정의한 다음, 3장에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글 병음 중국어 입력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 제안한 입력 시스템의 실

험 평가를 통해 기존 입력기와의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하여 성능 및 사용성을 검증하고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2. 훈민정음 기반의 한글병음 

2.1 중국어 입력을 위한 추가 자소 표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199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발표를 시작으로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정규화 됨으로써 현대 한국어에 최적화되어 있

다[6].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 모든 소리의 표현

이 가능했던 표기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중국

어 표음을 위해서는 현대 한글로는 불가능한 소리가 

존재한다. Table 1은 중국어 표기를 위해 추가 표현

되어야 할 발음들이다.

[f] 발음의 경우 기존 연구들에서 ‘ㅸ’혹은 ‘ㆄ’으로 

상반된 주장들이 존재하지만, [p]발음은 ‘ㅍ’로 [b]발

음을 ‘ㅂ’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면 [f]

발음을 ‘ㆄ’로 [v]발음을 ‘ㅸ’로 보는 것이 일관성 있

게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r] 발음의 경우 ‘ㄹㄹ’, ‘ㄹ+

음절’ 혹은 ‘ᄛ’ 등 다양한 표기법에 대한 주장들이 

있으나[7,8], [f]와 [r]발음과의 일관성 및 사용 편리성

을 고려할 때  ‘ᄛ’ 표기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

였다.

[zh], [sh], [ch]의 경우 주로 [zhi], [shi], [chi]에서 

한글발음과는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zhi],[shi],[chi]

에서의 표기법을 지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외의 [zh],

[sh], [ch] 사용에 대해서는 기존 자음 ㅆ, ㅉ, ㅊ 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zhi], [shi], [chi]의 경우 역시 다

양한 표기 주장들이 존재 하는데[9] Table 2가 그것

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각기 훈민정음에서 정의한 자

소들의 발음 정의에 가장 근접한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형의 소리에 대한 정의가 상당부분 추정에 

근거하고 있거나 디지털 환경에서 유니코드 할당 및 

폰트 구현의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는 [zhi], [shi], [chi]에서 발생하는 [zh], [sh], [ch]

발음에 대하여 초기 ‘ᅅ’, ‘ᅈ’, ‘ᅉ’로 정의 하였다. 이

는 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 형태로 ‘o’가 추가된 표기 

형태였으나, 이는 앞음절 종성 ‘ㅇ’ 와 초성 ‘ㅈ’, ‘ㅅ’,

‘ㅊ’의 입력인지 겹자음 ‘ᅅ’, ‘ᅈ’, ‘ᅉ’ 인지 모호해 지

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ᄵ’, ‘ᅍ’, ‘ᅓ’로 정의 하였

다.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중국어 병음을 

위한 훈민정음 기반 한글 추가 자소 표현들이다.

Table 1. Chinese pronunciation that cannot be ex-

pressed in Korean

Impossible or ambiguous Chinese
pronunciation in modern Hangeul

[f] [r] [zh] [sh] [ch]

Table 2. [zh],[sh],[ch] Various claims about Hangul no-

tation

pronunciation
Various notation claims by

pronunciation

[zh]

[sh]

[ch]

Table 3. Hunminjeongeum addition phoneme for Chi-

nese Pinyin

Hunminjeongeum notation according to
Chinese pronunciation

[f] [r] [zhi] [shi] [chi]

ㆄ ᄛ ᄵ ᅍ 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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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가 자소 입력 방법

중국어 병음을 위해 추가된 겹자음들은 기존 한글 

키보드에서의 입력 방법이 정의되어야 하는데, 중국

어의 경우 한국어와 달리 음절의 종성으로 ‘ㄴ(/n/)’

‘ㅇ(/ŋ/)＇만 존재하기 때문에 ’앞음절의 종성 + 뒷음

절의 초성＇과  겹자음이 혼동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ㄹ’ + ‘ㅇ’ = ‘ᄛ’, ‘ㅍ’ + ‘ㅇ’ = ‘ㆄ’,
‘ㅅ’ + ‘ㅇ’ = ‘ᄵ’, ‘ㅈ + ‘ㅇ’ = ‘ᅍ’, ㅊ’ + ‘ㅇ’ = ‘ᅓ’
와 같은 이어치기 형태의 입력이 가능하였지만, 입력

기 개발 과정에서 추가된 초성 검색 입력법 등에 적

합하지 않아 ‘`’을 이용한 입력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3.2 절에서 초성 검색 입력 기법과 관

련하여 기술하였다. Table 4은 제안하는 입력기의 추

가 자소 입력 방법이다.

3. 한글병음 중국어 입력 시스템 개발

3.1 한글 병음을 이용한 입력 시나리오

상용문자인 중국어의 입력은 병음을 통한 한자 검

색 후 선택 입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중국

어 입력 시나리오는 Fig. 1과 같다.

3.2 초성 및 성조 검색을 통한 입력 기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입력기는 단어 병음 이외에 

초성 병음 검색을 지원하는데 그 원리는 한글 초성 

검색과 같다. 중국어 병음 초성만을 입력하여 해당 중

국어를 검색해 줌으로써 입력 시간 및 입력 타수를 줄

일 수 있다. 중국어 입력을 위한 한글병음 초성 검색

에 사용되는 확장 자음은 24자로 다음 Fig. 2와 같다.

중국어 한글 병음을 위해 추가되는 겹자음들은 이

어치기를 사용해 입력하는 방식을 쓸 경우 음절의 

구분이 어려워진다. Fig. 3은 그에 해당하는 예를 보

여준다.

이러한 모호성은 초성 검색 시 너무나 많은 경우

의 수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초성 검색의 효율

적 가치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직관적인 이어치기

는 아니지만 초성 검색시에도 효율적일 수 있는 ‘̀ ’을 

Table 4. Input method of additional phonemes for Chi-

nese pronunciation

Hunminjeongeum Phoneme Input Method
According to Chinese Pronunciation

ㆄ ᄛ ᄵ ᅍ ᅓ
‘ㅍ’+ ‘`’ ‘ㄹ’+ ‘`’ ‘ㅅ’+ ‘`’ ‘ㅈ’+ ‘`’ ‘ㅊ’+ ‘`’

Fig. 1. Scenarios for Writing Chinese as Hunminjeongeum Pinyin.

Fig. 2. Additional Phoneme of Hunminjeongeum for Chinese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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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입력 방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는 ‘ᄵ’, ‘ᅍ’,
‘ᅓ’에서 ‘ᅓ’만 ‘ㅎ’이 추가되는 겹자음이라는 것을 기억

하지 못하더라도 입력이 세 겹자음 모두 ‘̀ ’ 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편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초성 검색 입력은 단어 전체를 입력하지 않아도 

중국어 검색을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 시간과 타수를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어에 따라서는 제시되

는 중국어의 검색 결과 수가 너무 많아 오히려 입력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조 추가 입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이것은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보다는 이미 중국어

와 성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중국인의 사용 시 효율

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지며 그 방법은 Fig. 4와 같다.

3.3 한글병음 중국어 입력 시스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글 병음 중국어 입력 시스

템은 단어 검색, 초성 검색 그리고  초성 및 성조 검색

을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중국어 능력 혹은 단어의 

형태에 따라 사용자가 다양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Fig. 5는 훈민정음 기반의 한글 병음 중국어 

입력 시스템 개요이다.

웹을 기반으로 한 한글 병음 중국어 입력기는 옛

한글 입력을 위한 폰트 설치만을 필요로 한글하며,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자의 성조

를 색깔로 구별해 보다 직관적으로 중국어 입력을 

돕고자 하였다. 성조의 색깔은 1성을 검정, 2성을 초

록, 3성을 노랑 그리고 4성을 빨강으로 하는 기존 중

국어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Fig. 6은 한글 

병음 중국어 입력기 사용의 예를 보여준다.

4. 실험 평가 및 분석

4.1 실험 평가 방법

개발된 한글 병음 중국어 입력기가 기존의 중국어 

입력기보다 개선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속

도 및 정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입력속도의 경우

는 같은 한글 병음을 이용하여 중국어를 입력하는 

기존 입력기기와 비교하여 측정하였으며, 정확도는 

로마자 병음을 이용하는 Google Pinyin와 비교하여 

한글 병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용

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한글 병음 중국어 입력기의 

사용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Table 5와 Table

6는 시험대상 SW와 시험도구 환경이다.

기존 방식 대비 입력 속도의 경우 8명의 시험자를 

대상으로 15개의 중국어 단어를 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한글 병음 혹은 초성 검색을 

통해 해당 중국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8명 중 4명

은 기존 입력기부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4명은 개

Fig. 3. Ambiguity of initial consonant by typing.

Fig. 4. Example of "initial search" and "initial and in-

tonation search".

Table 5. SW Experiment subject

SW input method of jeongeum input method of Hunmin Goolgle Pinyin IME

version v1.0 v1.0 v2.82

note Development input method Existing Input method

Table 6. Environment of Experiment Tool

SW Google Chrome Microsoft Word 2016 XNote Stopwatch

version v74.0.3729.169 v16..4849v1000 v1.67

note Development input method Existing Input method Input spee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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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입력기부터 사용하여, 사용하는 순서에 따른 영향

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Fig. 7은 기존 방식대비 입력 

속도 시험화면(시험자 1의 경우)이다.

병음 입력 대비 성공률의 경우 8명의 시험자를 대

상으로 20개의 중국어 단어에 대해서 4명은 한글 병

음 입력기부터, 4명은 로마자 병음 입력기부터 입력

하여 입력 후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Fig. 8은 병음 

입력 대비 성공률 시험화면(시험자 1의 경우)이다.

두 실험은 한국건설생활롼경시험연구원을 통해 이

루어졌다.

만족도 조사의 경우 정음입력기를 이용한 중국어 

입력 방식에 만족하는지 그리고 로마자 병음을 외워

야 하는 ‘PINYIN’에 비해 한글을 이용하는 ‘정음 입

력기’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한글 병

음 입력방식에서 초성 검색(혹은 초성+성조검색)이 

입력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척

도법으로 설문하였다.

4.2 실험 평가 분석 결과

기존 한글 병음 입력기인 훈민 입력기에 비해 개

발 입력기인 정음 입력기의 입력속도 비교 측정에서

는 기존 대비 48.1%의 향상됨을 확인 하였다. 그 결

과표는 Table 7과 같으며 Fig. 9는 시험자별 기존방

식 대비 개발 방식의 입력 소요시간을 그래프로 표현

한 것이다.

로마자 병음 입력기 대비 한글 병음 입력기의 정

확도를 측정한 실험에서는 두 입력기 모두 100%의 

입력 성공를 보여 한글 병음 방식이 로마자를 대체하

여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Table

8는 그 결과표이다.

본 연구의 개발 입력기인 정음 입력기에 대한 만

족도 설문 결과는 입력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

점에 평균 4.375점, 로마자 입력 방식에 비해 편리하

다는 음답이 평균 4.625점 그리고 초성 및 초성 + 성

조 검색이 입력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한 입력 효율

성 질문이 평균 4.5점으로 조사 되었다. Fig. 10는 만

족도 조사 결과 그래프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훈민정음 기반의 한글 병음 통한 

Fig. 5 Chinese Input System Using Korean Pinyin.



a. Word search

b. initial search

c. initial and intonation search“

Fig. 6 Example of Chinese Input with Korean Pinyin.

Table 7. Result of input speed experiment 

A-group B-group
Mean

1 2 3 4 5 6 7 8

input method of
Hunmin v1.0

164s 122s 139s 103s 126s 144s 135s 144s 135s

input method of
jeongeum v1.0

68s 69s 65s 51s 81s 84s 72s 69s 70s

Improvement rate
compared to the past

58.5% 43.4% 53.2% 50.5% 35.7% 41.7% 46.7% 52.1% 48.1%

Fig. 7 Screen experimenting with input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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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입력 기법 및 입력기를 개발하였다. 방대한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중국어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

츠 개발 및 중국어 습득을 통한 중국인과의 소통을 

필요로 하지만 상용문자인 중국어를 디지털 환경에

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미 로마자 

병음에 익숙한 중국인들도 문자 채팅 보다는 음성 

메시지 채팅을 선호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불편함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아직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타 

언어 학습자들에게는 디지털 환경의 중국어 입력은 

매우 난감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입력 시스템은 로마자 

보다 표음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훈민정음 기반

의 한글 병음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한글 병음 

입력은 로마자에 비해 발음 구분이 명확하며 한글 

사용자에게는 로마자 표기법을 몰라도 바로 사용 할 

수 있어 중국어 학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다양

한 교육영역에 활용될 수 있다[10]. 특히 디지털 환경

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온라인 학습에서 중국어 사용

을 도울 수 있으며, 최근 활발히 연구 되고 있는 온라

인 학습 프레임워크[11]의 중국어 서비스 진출에 도

Fig. 8 Screen experimenting with input accuracy.

Fig. 9. Time used for input by each subject. Fig. 10. Results of satisfaction survey.

Table 8. Results of accuracy experiments on korean pinyin compared with pinyin

A-group B-group
Mean

1 2 3 4 5 6 7 8

Google Pinyin IME
v2.8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input method of
jeongeum v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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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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