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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글 노래’와 ‘세종규칙 한글’ 개발 성과
(훈민정음에 바탕을 둔 처음 한글 배움 중심)

장 덕진
한글 지도-학습 실천 연구가
v1732@daum.net

‘우리글 노래’를 지은 목적
(1984.05.03. 부산일보, KBS 제1TV에 발표)

  누구든지, 외국 사람들도 한글은 배우기 쉽
고 알기 쉽게 만들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사
실은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쓰고 있음을 부인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적어도, 첫째 한글의 닿소리 열 넉 자와 홀소리 열 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조직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둘째 한글의 기본 낱자 스물 넉자의 순
서와 이름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셋째 한글은 배우기 쉽고 알기 쉬운 
글임을 깨우쳐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임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넷
째 한글의 우수성에 긍지를 갖고 즐겨 부르며 국어를 순화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훈
민정음을 쉽게 풀이하여 ‘우리글 노래’를 만들었다.
  ‘우리글 노래’를 통하여 훈민정음에 바탕을 둔 한글 지도-학습 방법을 찾아 한글 생성 원
리, 음가, 닿소리 홀소리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쉽고 재미있게 배우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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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글 노래 풀이
저작권은 http://www.hangeulstudy.com 세종규칙 한글 장덕진에게 있음

1984.05.3일 부산일보, KBS 제1TV에 발표

1 배우고 알기 쉬운 우리의 한글  
  뜻깊은 다섯 소리 본떠 만드니      >  다섯 소리 (오성)
  기역은 입천장에 부딪히고          >  牙音 : 어금닛(입천장)소리(ㄱ ㅋ)
  니은은 혀를 타고 사뿐 올라        >  舌音 : 혓소리  (ㄴ ㄷ ㄹ ㅌ)
  어여쁜 미음 비읍 고운 입술에      >  脣音 : 입술소리   (ㅁ ㅂ ㅍ)
  좋아 벙그러진 이 사이로           >  齒音 : 잇소리     (ㅅ ㅈ ㅊ)
  이응은 아름다운 목구멍에서        >  喉音 : 목구멍소리    (ㅇ ㅎ)
  오늘을 밝혀주는 닿소리 되었네.                     
                                                

2 배우고 알기 쉬운 우리의 한글
  하늘 땅 사람 모양 본떠 만드니     >  3재<하늘, 땅, 사람>
  하늘은 사람 좋아 아야어여         >  하늘(⦁) + 사람(ㅣ) = ︳・ 
  하늘 땅 서로 좋아 오요우유        >  하늘(⦁) + 땅(ㅡ) = ㅡ̇
  으는 평평한 땅 모양이고           >  땅(ㅡ) = 평평한 땅 모양
  이는 서 있는 사람이래요.           >  사람(ㅣ) = 서 있는 사람 모양
  하늘 땅 사람이 한 곳에 모여       >  하늘 + 땅 + 사람
  오늘을 밝혀주는 홀소리 되었네.                     
                                                  

3 배우고 알기 쉬운 우리의 한글
  닿소리 기역 니은 디귿과 리을       
  랄랄라 미음 비읍 시옷과 이응              
  랄랄라 지읒 치읓 키읔과 티읕             
  랄랄라 피읖 히읗 열 넉 자에        
  홀소리 아야어여 오요우유         
  으와 이 열 자가 한 곳에 모여      
  새 세상 밝혀주는 한글 되었네.       >     

홀소리

닿소리

한 글

닿소리 열 넉자

홀소리 열 자

http://www.hangeulstu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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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인터넷 웹자료와 함께하는 1~3단계

지도-학습 열쇠 ⟶ 한글 배움 방식 규칙 이해 → 사람 사는 생활이야기로 쉽고 재밌게 풀어 이해

       

 ◆ 홀소리 ⟶ 홀로도 알아들을 수 있게 나는 소리, ◆ 특징 ⟶ 이름(ㅏ) = (같음) 음가(아)

 ◆ 음 가 ⟶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말함 

◈ 왜 홀소리를 먼저 배우나요?  
   ① 글자 소리의 핵심이며 기준이므로 
   ② 인지 기능 발달에 따라 쉬운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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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인터넷 웹자료와 함께하는 4~6단계 

지도-학습 열쇠 ⟶ 한글 배움 방식 규칙 이해 → 사람 사는 생활이야기로 쉽고 재밌게 풀어 이해

     

규칙 이해 ⟶ 천지인 자연주의 철학에 따라 만든 과학 한글을 사람 사는 이야기로 쉽게 풀이
(한글살이는 사람살이와 비슷)

     

훈민정음은 1음절, 한 글자를 분석하고 하나로 융합하여 익힌 후, 2음절 낱말로 확장
분석적 사고 중시 ⟶ 사고력과 이해 능력 키움

     

글자 소리 핵심 중성 홀소리에 따른 발음 시작 바탕 기준(규칙)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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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겹받침을 7개 홑밭침으로 명확하게 발음하는 규칙발견

위의 한글 우수성 교사용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놓은 학습자용 자료

     

 이유를 알고 닿홀결합, 음가를 느낌으로 발견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며 하나로 융합하여 익히는 
과정 ⟶ 간단명료함, 5-1은 ᅳ와 ㅣ자신이 발음 시작 바탕 기준으로 그대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음

     

‘우리글 노래’와
위 5번 교사용과 학습자용 
개발 자료는 최고의 보람!

1. 정인지는 –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한 사람도 열흘 
   안에 한글을 배울 수 있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초등1 국어 ⟶ 이유도 모르고 닿홀결합, 1음절 분석과 음가발견, 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해 암기하는 낱말식으로 돌아가 받아쓰기하고 있는 초등교육 현장

♣ 학습 대상 - 예비초등, 초등1학년 중심(유치원, 다문화 결혼 이민자와 자녀, 어른, 외국인 등 누구나 ) 
 ◈ 우리글 노래방(한글 지도-학습용) - https://youtu.be/mNSq39fhnyE [컴퓨터, 태블릿,손전화용 합창]
 ◈ 우리글 노래방(한글 지도-학습용) - https://youtu.be/Rr8d3RhqmR8 [컴퓨터, 태블릿,손전화용 반주곡] 
 ◈ 우리글 노래 악보(한글 지도-학습용) http://www.hangeulstudy.com/ddj-03.htm   
 ◈ 우리글 노래 풀이(한글 지도-학습용) http://www.hangeulstudy.com/saem/saem-3.htm   
 ◈ '세종규칙 한글' 웹자료 → http://www.hangeulstudy.com (컴퓨터로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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