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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화가 진행되는 요즘, 외국어의 한글 표기 수

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음절 표현 확대 요구가 높

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 한글은 11,172자 밖에 표

현할 수 없어 음절 표현에 제한이 있어 확대 요구에 

부합할 수 없다. 반면 훈민정음의 창제원리 중 하나

인 합용병서를 활용하면 초성 17개, 중성 11개, 초

성과 같은 종성 17개만으로 약 399억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훈민정

음은 훈민정음 창제원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표현

할 수 있는 정음의 수는 총 1,638,875개로 매우 제

한적이다. 

본 연구에선 기존 연구[2, 3]에 이어 약 399억 음

절 입력이 가능한 윈도우용 정음 입력기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이어 정음 입력기 구현을 연구한

다. 특히 기존 연구 중인 입력기에 정음 조합 자동 

장치를 이식하기 위해 정음 조합 자동 장치를 연구

하고 구현하여 이식한다. 

 

2. 기존 연구 

 

기존 연구[2]에서는 중국어 입력을 위한 입력기

인 MS S-IME(Microsoft Sample IME(Input Method 

Editor))[4]를 응용하기 위해 중국어와 훈민정음 입

력과정의 차이를 보였다. 기존 연구[3]에서 윈도우

에서 유니코드에 기반한 훈민정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예제 코드인 MS S-IME

를 연구하였다. 특히 글쇠 입력에 따른 입력기(IME)

의 윈도우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호출을 시작으로 입력기에서 입력된 글쇠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글쇠의 입력이 처리됨을 보였다. 

 

3. 정음 조합 자동 장치 

 

 
그림 1 정음 조합 자동 장치의 상태도 

 

정음 입력기 내부에는 자소를 조합하여 하나의 

정음으로 만들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정음 조합 자

동 장치(automaton)를 사용한다. 이 자동 장치는 4

가지의 상태를 가지는 유한 상태 자동 장치이다. 입

력으로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가진다. 윈도우용 정

음 입력기가 활성화되어 선택되면 자동 장치는 최초 

상태는 S0이다. 

최초 상태인 S0에서 초성이 입력되면 상태 S1로 

전이된다. 상태 S0에서 중성이 입력되면 먼저 상태 

S1로 전이되어 자동으로 초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

다. 그 뒤 상태 S2로 전이된다. 상태 S0에서 종성이 

입력되면 먼저 상태 S1로 전이되어 자동으로 초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다. 그 뒤 상태 S2로 전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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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중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다. 마지막으로 

상태 S3으로 전이된다. 

상태 S1에서 초성이 입력될 때 이미 초성이 3개 

입력되어 있으면 먼저 입력된 정음을 출력 후 상태 

S1를 유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입력된 초성을 

출력하지 않고 상태 S1를 유지한다. 상태 S1에서 중

성이 입력되면 상태 S2로 전이된다. 상태 S1에서 종

성이 입력되면 앞서 입력된 정음을 출력하고 자동으

로 초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다. 그 뒤 상태 S2로 전

이되어 자동으로 중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다. 마지

막으로 상태 S3으로 전이된다. 

상태 S2에서 초성이 입력되면 앞서 입력된 정음

을 출력하고 상태 S1로 전이된다. 상태 S2에서 중성

이 입력될 때 이미 중성이 3개 입력되어 있으면 먼

저 입력된 정음을 출력한다. 그 뒤 상태 S1로 전이

되어 자동으로 초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다. 마지막

으로 상태 S2로 전이된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입력

된 정음을 출력하지 않고 상태 S2를 유지한다. 상태 

S2에서 종성이 입력되면 상태 S3로 전이된다. 

상태 S3에서 초성이 입력되면 먼저 입력된 정음

을 출력 후 상태 S1으로 전이한다. 상태 S3에서 중

성이 입력되면 먼저 입력된 정음을 출력 후 상태 S1

으로 전이된다. 상태 S1에서는 자동으로 초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다. 그 뒤 상태 S2로 전이된다. 상태 

S3에서 종성이 입력될 때 이미 종성이 3개 입력되어 

있으면 먼저 입력된 정음을 출력한다. 그 뒤 상태 

S1로 전이되어 자동으로 초성 채움 부호가 입력된

다. 다음으로 상태 S2로 전이되어 자동으로 중성 채

움 부호가 입력된다. 마지막으로 상태 S3로 전이된

다. 그렇지 않으면 입력된 정음을 출력하지 않고 상

태 S3을 유지한다. 

 

4. 구현 및 실험 

 

구현된 정음 조합 자동 장치는 앞선 연구[3]에서 

보인 과정 중 글쇠 입력을 입력기에서 처리함을 결

정 후 글쇠 눌림 처리 다룸 방법(method)에서 호출

하여 사용한다. 정음 조합 자동 장치가 호출되면 먼

저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 한다. 

다음으로 멤버 변수를 확인해 가며 글자 부호 임시 

저장 영역을 순서대로 읽어와 조합 중인 정음과 조

합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확인한다. 조합할 수 

있으면 다시 초성인지 중성인지 종성인지 확인한다. 

확인된 소리에 따라 자동 장치의 상태를 전이하고 

멤버 변수를 다시 조정한다. 만약 조합할 수 없으면 

지금 상태와 멤버 변수에 따라 현재 조합중인 정음

의 형식과 형태가 결정된다. 최종적으로는 정음 폰

트 코드가 확정되어 출력 임시 저장 영역에 저장된

다. 이 과정에서 순경음 입력을 확인하여 순경음 입

력을 처리한다. 그 뒤 다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고 

조합중인 범위를 나타내는 변수를 조정한다. 다음으

로 초성인지 중성인지 종성인지 확인한다. 확인된 

소리에 따라 자동 장치의 상태를 전이하고 멤버 변

수를 다시 조정한다. 

 

 
그림 2 C++로 구현된 정음 조합 자동 장치 

 

그림 3는 자동 장치의 상태와 초성, 중성, 종성

의 입력 개수, 중성 중 처음오는 중성의 모양에 따

라 형식을 결정하는 방법의 구현 결과이다. 자동 장

치의 상태가 1이고 종성과 중성의 입력 수가 0일 때 

1형식이다. 상태가 2이고 초성과 중성의 입력 수가 

0일 때 1형식이다. 상태가 3이고 초성과 중성의 입

력 수가 0일 때 1형식이다. 상태가 2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세로형이고 가로형 중성이 없으면 2형식이

다. 상태가 3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세로형이고 가

로형 중성이 없으면 3형식이다. 상태가 2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세로형이고 가로형 중성이 있으면 8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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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상태가 3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세로형이고 

가로형 중성이 있으면 9형식이다. 상태가 2이고 처

음 오는 중성이 가로형이고 세로형 중성이 없으면 4

형식이다. 상태가 3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가로형이

고 세로형 중성이 없으면 5형식이다. 상태가 2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가로형이고 세로형 중성이 있으면 

6형식이다. 상태가 3이고 처음 오는 중성이 가로형

이고 세로형 중성이 있으면 7형식이다. 각각의 형식

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3 자동 장치의 상태와 멤버 변수에 따라  

형식을 결정하는 방법 

 

 
그림 4 낱자소 글자꼴을 분석하여 분류한 9개의 형식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약 399억 음절 입력이 가능한 윈

도우용 정음 입력기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이어 정음 입력기 구현을 연구한다. 특히 기존 연구 

중인 입력기에 정음 조합 자동 장치를 이식하기 위

해 정음 조합 자동 장치를 연구하고 구현하여 이식

한다.  

그러기 위해 3. 정음 조합 자동 장치에서 정음 

조합 자동 장치가 어떠한 상태에서 입력에 따라 어

떻게 상태가 전환됨을 보였다. 4. 구현 및 실험에서

는 실제로 연구 중인 입력기의 개발 언어인 C++로 

정음 조합 자동 장치를 구현해 보였고 상태와 멤버 

변수에 따라 정음의 형식을 결정하는 방법을 구현해 

보였다. 

현재 구현된 입력기는 초성, 중성 채움 부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데 계속 연구하여 필요시 채

움 부호를 자동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에 출력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윈도우의 자판 입력 과정과 윈도우 

API, TSF(Text Services Framework)의 이해도를 높

여 입력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연구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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