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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 점�� 다음은 베트남어 서사시 〈쭈옌 끼에우〉의 일부를 현대 정서법으로 쓴 것이다.

��행� WUÅP QÅP WURQJ F·L QJłҼL WD
��행� FKӎ W¢L FKӎ PҦQK NK«R O¢ JK«W QKDX
��행� WU҂L TXD PҸW FXҸF EҢ G¤X
��행� QKӎQJ ÓLҠX QJKH WK҄\ P¢ ÓDX ÓҺQ O´QJ
��행� OҀ J® EҨ VҎF Wł SKRQJ
��행� JLҼL [DQK TXHQ WKµL P£ KҲQJ Ó£QK JKHQ
한 백 년 인생살이에, 재�䩛�와 명�⾀�은 어찌 그리 서로 시샘하는지.

상전�咐氭�이 벽해�牂�되는 변화무쌍한 세상 살며 가슴 아픈 일 그 얼마던가.

이상하게 저쪽이 부족하면 이쪽은 풍족한 것은, 조물주도 미인을 시새우기 때문이라.�

아래는 같은 구절을 ٍ쯔놈머이َ 문자로 적은 것이다.�

��� 베트남어는 성조 언어로, 각각의 단어가 성조를 가질 수 있다. 쯔놈머이 문자도 각 단어의 성조를

표시하고 있으나, �행 �번째 단어�JK«W�� �행 �번째 단어�VҎF�는 성조가 생략되어 있다.

� 응우옌주, 안경환 역. 쭈옌 끼에우. �서울:지식을만드는지식, ������ ��
� 1JX\ԛQ� .LQK &KX� &Kϩ Q¶P PϕL� '»QJ Y¢R ÓϋL FKĳϕQJ Q¶P� �7RQNLQ� 1DP �ԡQK� ������ ��� �3XEOLF 'RPD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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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베트남어의 북부 방언과 남부 방언은 같은 정서법을 공유하지만 발음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북부 방언과 남부 방언으로 발음한 여러 단어를 음성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성조는 생략되어 있다.

단어 뜻 북부 방언 남부 방언

YD 맞부딪치다 YDț
MDțGD 피부

]DțJLD 보태다

FKҚ 자르다
Fƨ

Fƨ
WUҚ 젊은 Ǖƨ
[LQK 아름다운

VƷþɓ
VƷ ȿQ

VLQK 태어난 ǏƷ ȿQ

한 언어학자는 이것을 단서로 쯔놈머이가 한 가지 방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

다. 그것은 어느 방언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간단하게 ��줄 이내� 서술하여라.

�E� 다음을 현대 정서법으로 나타내어라.

누구 등불 장난스런 사랑

�F� 다음을 쯔놈머이로 나타내어라.

E®QK 꽃병

Vӌ [DQK 청사 �역사의 기록�

�! 베트남어는 오스트로아시아어족에 속하며, 베트남 및 인접 국가에서 약 �천만 명이 사용한다.

베트남어의 현대 정서법은 라틴 문자�로마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쯔꾸옥응으َ라고 불린다.

����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기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쯔꾸옥응으에는 ��개의 모음

글자�D� Å� ¤� H� ¬� L� R� ¶� ĺ� X� ł� \�와 �개의 성조 부호�¢� ҂� ¥� £� Ҁ�가 존재한다.

쯔놈머이�ٍ새로운 베트남 글자َ�는 쯔놈�베트남식 한자�과 쯔꾸옥응으를 대체할 목적으로 응우

옌낀쭈�1JX\ԛQ .LQK�&KX�가 제안한 문자 체계로, ����년 소개된 이후로 널리 사용된 기록이 없다.

〈쭈옌 끼에우〉는 ��세기 베트남의 문인 응우옌주�1JX\ԛQ 'X�가 저술한 장편 서사시로, 원본은

쯔놈으로 쓰여졌으며 총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