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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베트남에는 일찍부터 한자가 전래되어 ‘北屬’ 시기에 계속 발전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쯔놈이 만들어졌다. 쯔놈은 주로 민중문학에서 발달하였
으며, 베트남 민족문화와 자존의식 등을 표현하였다. 쯔놈은 한자에서 음과
뜻을 모두 빌리거나 둘 중 하나만 빌린 유형, 간략화한 유형 등 여러 유형으
로 나눌 수 있다. 현 세대가 쯔놈을 몰라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놈
學이 생겨났다.
핵심어: 쯔놈, 漢字, 베트남 민족문화, 自主, 한놈學

베트남은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교류 역사를 통해서 중국
漢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정한 시기동안 한자를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월
에 따라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한자를 읽는 방법이 점점 달라졌다. 한자를 빌려
쓴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서 점점 한자를 쓰는 나라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
게 되었다.

* 베트남 한놈(Han-Nom: 漢-喃)연구소 소장
** Nguyen Thi Hien. 서울대학교, 감수: 이한우(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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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는 한자가 아주 일찍부터 들어왔는데, 기원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북속’ 시기(1~10세기, 중국의 직접 통치 시기)에 한자는 계속 발전하게 되
었다. 939년부터 베트남은 중국 봉건왕조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으나 한자는 여전
히 盛行하며 베트남 사람의 사회·문화·정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였다. 한자가 베트남의 人智, 科擧, 인재교육 및 민족문화 발전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한자를 바탕으로 베트남 사람은 쯔놈(字喃)을 창조하였으며 쯔놈은 베트남 사
람의 문화 생활 속에서 사용되면서 계속 발전했다. 지위면에서는, 많은 베트남 역
대 봉건왕조가 한자를 중요시하며 국가의 정통적 문자로 여겼다. 쯔놈은 문학 창
작, 특히 민간문학에서 활발하게 발전하였는데 쯔놈을 중요시하고 국민들에게 쯔
놈 사용을 권장한 왕조, 가령 떠이 선(Tay Son) 왕조(1788~1802)도 있었다. 떠이
선(Tay Son) 꾸앙 쭝(Quang Trung: 1752~1792) 왕은 신하에게 내린 조서, 문서를
쯔놈으로 쓰기도 하였다.

1. 쯔놈의 형성
베트남 쯔놈이 만들어진 것은 아주 큰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베트남 민족문화
의 진보와 자경의식을 표시하고 베트남어의 지위/역할을 확인하는 것이다. 베트
남에서의 쯔놈 탄생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가령 레 즈(Le Du:

1885~1957)와 응웬 동 찌(Nguyen Dong Chi: 1915~1984)는 응웬 반 싼(Nguyen Van
San: 1848~1883)의 大南國語(50개의 표제어를 포함한 漢-베 소사전)에 있는 “我
國自士王譯以北音” 구절에 근거하여 쯔놈이 씨 니엡(Si Nhiep) 시대(2세기)부터
있었다고 주장한다.1) 응웬 반 또(Nguyen Van To: 1889~1947)는 베트남 사람들이
풍 흥(Phung Hung)왕을 尊崇하여 부르는 ‘布蓋大王’에서의 ‘布蓋’에 근거하여 쯔
놈이 8세기부터 있었다고 주장한다.2) 쩐 반 쟙(Tran Van Giap: 1902~1973) 학자는

‘大瞿越’(Dai Co Viet, 9세기 베트남의 국호)에서의 ‘瞿’에 근거하여 쯔놈이 딘
(Dinh)왕조 시대(10세기)부터 있었다고 주장한다.3) 쩐 후이 바(Tran Huy Ba:
1) 레 즈, “쯔놈과 쯔 꾸옥 응우(國語),” 남퐁잡지 Tap chi Nam Phong, XXX권; 응웬 동 찌,
베트남古文學史, 1942.
2) 응웬 반 또, B.E.F.E.O 잡지, XXX권,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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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987)는 도썬(Do Son)에서 발견된 雲本寺鍾銘(1077년대)에 새긴 ‘翁何’ 글자
에 근거하여 쯔놈이 리 왕조(Ly: 11세기) 시대부터 있었다고 주장한다.4) 두 연구
자인 응웬 따이 껀(Nguyen Tai Can) 교수와 레 반 꾸안(Le Van Quan) 교수는 語音
역사에 근거하여 쯔놈이 씨 니엡(Si Nhiep)시대부터 있을 수 없고 唐宋 시기 이후

(대략 8~10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증명한다.5) 다오 주이 아인(Dao Duy Anh:
1904~1988) 교수에 의하면 독립된 후, 특히 Dinh왕조(10세기)와 Ly왕조의 초기(11
세기),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의해서 쯔놈이 만들어졌다고 한다.6)

2. 쯔놈과 쯔놈문헌의 발전 과정 Hӑc giҧH
리 왕조(Ly: 1010~1225)부터, 인명과 지명을 쯔놈으로 새긴 碑文들이 있는데, 가
령 奉聖夫人黎氏墓志 碑文(연대 1174)에는 “

滝, 舉午, 頭停” 쯔놈 글자들이 보이

며, 祝聖報恩寺碑 碑文(연대 1185~1214)에는 “婆杜, 垌木” 쯔놈이 보이며, 報恩禪
寺碑 碑文(연대 1210)에는 “

, 塘, 幡” 쯔놈이 보인다. 리 왕조 碑文들에 새겨진

쯔놈들이 쯔놈문헌의 형성, 발전 과정의 초기이며 베트남 쯔놈 문화의 前提가 되
었다.
쯔놈이 만들어져 大越(Dai Viet, 베트남의 옛 국호)의 독립, 자주, 통일의 기원과
베트남 민족 문화의 발전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였다. 쯔놈이 만들어져, 리 왕
조 시대에는 순수하게 碑文에 인명, 지명을 기록한 글자였다. 그러나 쩐(Tran)왕조
시대에 와서 쯔놈이 盛行하여 발전하고 학문적 창작에 사용되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쩐 왕조 시대(1225~1400)에 쯔놈으로 쓰여진 작품들로
여겨진 서적들이 여전히 베트남에 보관되어 있다. 가령, 베트남 쭉럼(Truc Lam)
禪宗의 1대조인 쩐 년 똥(Tran Nhan Tong: 1258~1308)왕의 두 작품 居塵樂道賦
와 得趣林泉成道歌, 리 다오 따이(Ly Dao Tai: 1254~1334, 법명: Huyen Quang,

3) 쩐 반 쟙, “쯔놈 근원에 대한 고찰,” 역사연구 Nghien cuu Lich su, 127호, 1969.
4) 쩐 후이바, “바다 속에 700년 잠잔 종,” 조국잡지 Tap chi To quoc, 3호, 1963.
5) 응웬 따이 껀, “語音역사 근거와 쯔놈 만들어진 시기에 대하여,” 언어학 Ngon ngu hoc,
1호, 1971.
레 반 꾸안, “漢-베 성조 근거에 쯔놈 근원에 대한 고찰,” 언어학 Ngon ngu hoc, 4호, 1973.

6) 다오 주이 아인, 쯔놈-근원과 구성, 사회과학 출판사,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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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쭉럼 선종파의 3대조)의 花燕寺賦, 막 딘 찌(Mac Dinh Chi: 14세기)의

教子賦 등이 있다. 이 네 편의 賦는 현재 禪宗本行(18세기에 각인된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그 외에 베트남의 대형 역사서적인 大越史記 前編(5권, 37쪽), 欽定越史通監
剛目(7권, 26쪽)에는 “임오년 가을 8월, 천보(Thien Bao) 年號 네번째 연도(1282)
념 응오(Nham Ngo) 8월 가을에, 로(Lo) 江에 악어가 나타나서, 왕이 刑部尙書 阮
詮(Nguyen Thuyen)에게 문서를 만들어서 江에다 던지기를 명하니 악어들이 물러
가버렸다. 왕이 그 일을 보고 韓愈(中國 唐代)가 한 일과 같다 해서 阮詮에게 韓씨
를 주었다. 阮詮은 국어 詩賦를 잘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하였다.
지금 國音詩(쯔놈)를 韓律(Han luat)로 부르는 것은 거기서 유래한 것이다.” 응오
티 념(Ngo Thi Nham: 1746~1803)은 海東志略 가운데 “我國文字多用國語自韓
詮”이라고 하였다. 阮詮은 披沙集 詩集을 창작하였는데, 판 후이 쭈(Phan Huy

Chu: 1782~1840)의 歷朝憲章類志(文籍志 부분)에 의하면 “披沙集에 국음(쯔
놈) 시 편이 많다.” 이처럼 베트남 역사 자료에 의하면, 阮詮은 쯔놈 文詩를 잘
한 인물이었는데 아쉬운 것은 그의 작품들이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외
에, 판 후이 쭈의 歷朝憲章類志에 의하면 “쭈 반 안(Chu Van An: ?~1370)이 樵
隱國語詩集(유실됨)을 창작하였는데,” 나중에 연구자들이 이 詩集에 쯔놈으로
쓰여진 詩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欽定越史通監剛目(正編, 7권,

44쪽)에는 응웬 씨 꼬(Nguyen Si Co: 14 세기)도 쯔놈 詩文을 잘 쓴다고 쓰여 있다.
또한 欽定越史通監剛目(정편, 11권, 3쪽, 22쪽)에 의하면 호 꾸이 리(Ho Qui Ly:

14세기말~15세기초)가 쩐 응에 똥(Tran Nghe Tong)왕에게 쯔놈詩를 써서 바치기
도 하였고 經書 중 無逸을 국어(쯔놈)로 번역하여 관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는
데 그 작품들이 다 유실되었다. 응웬 동 찌(Nguyen Dong Chi)의 베트남 古文學史
에 의하면 호 똥 톡(Ho Tong Thoc: 14세기)이 賦學指南을 썼고 응웬 피 카인

(Nguyen Phi Khanh: 1355~1428)과 儒士들이 昆馭蘿 시를 썼으나 모두 유실되었다.
개괄적으로는 쩐(Tran)시대 쯔놈 작품들이 현재까지 많이 전해오지 못하며, 그
작품들이 쩐 시대에 창작되었으나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轉寫되고 수정되어 원작
과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문서 鑑定 문제가 한놈(漢喃: 한자와 쯔놈) 연구자들
에게 제기된다. 어떻든 이 서적들이 가치가 있으며 우리에게 쩐(Tran)시대의 쯔놈
서적을 비롯한 쯔놈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後 레(Le: 15세기) 시대에, 大越(Dai Viet)國의 문화는 번창한 민족의 정신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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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다. 역사의 발전 추세 속에는 이 시기에 쯔놈으로 쓰여진 작품들이 일정한 성
과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 쯔놈으로 쓰여진 대표적인 작품들은 응웬 짜이(Nguyen

Trai: 1380~1442)의 國音詩集(254편의 쯔놈 詩)을 먼저 언급해야 한다. 응웬 짜
이는 베트남에 쯔놈 사용 역사에 있어 쯔놈 詩를 가장 잘 쓴 작가로 평가된다. 그
다음에 洪德國音詩集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 詩集 中에 레 타인 똥(Le Thanh

Tong: 1442~1497)의 128편의 쯔놈 詩 와 나중에 ‘따오 단(Tao dan)’회 (문학단) 작
가들의 328편 즉석 쯔놈詩를 포함한다. 國音詩集과 洪德國音詩集은 쯔놈으
로 쓰여졌고 민족의 목소리를 기록한 것이며 맹렬한 생활력과 민족 언어 발전의
한 걸음을 보여주며, 15세기에 베트남 문화에 있어 쯔놈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 天南餘暇集에 기록한 레 타인 똥의 작품으로 알려진 什戒孤魂國語詩,
도 껀(Do Can: 15세기)의 작품으로 알려진 金陵記와 潘陳, 르엉 느 혹(Luong

Nhu Hoc: 15세기)의 洪州國語詩 등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 작품들이 거의 다 유
실되었다.

15세기에 쓰여진 쯔놈 문헌들의 현황은 문헌학 측면에서 재검토할 일이 남아
있지만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이 작품들은 민족의 생활력과 언어의 함축성, 베트
남 사람의 창조적 정신을 반영하며 이후 시기의 쯔놈 발전의 튼튼한 바탕이 된다.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봉건 역대 왕조들, 막(Mac: 1527~1533, 그 후에 찬탈왕
조로 여겨졌고 1677년까지 존재), 레 쭝 흥(Le Trung Hung: 1533~1788), 떠이 선

(Tay Son: 1788~1802), 응웬(Nguyen: 1802~1945) 왕조를 거쳐서 정치, 문화,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베트남 봉건 역대 왕조들이 흥할 때도 있고 쇠퇴할 때도
있지만 쯔놈 글쓰기 문화를 비롯한 베트남 문화가 갈수록 더 발전한다. 쯔놈으로
쓰여진 서적들이 내용의 질과 수량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발전한다. 많은 쯔놈 작
품은 진보적인 사상을 담으며 봉건왕조의 정통적인 도리의 틀을 넘어선 의식과
관념을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봉건 왕조가 쯔놈으로 쓰여진 서적을 금하거나
파기하는 방침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의 쯔놈 작품들에 작가명이 적
히지 않은(익명) 이유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쯔놈 창작은 역사 발전의 불가결한
추세이며 대중의 문화적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쯔놈 산문 작품들에 관해서는, 위에 언급한 쩐(Tran) 시대의 성과에 이어, 이 시
기의 쯔놈 산문은 갈수록 수량적 측면에서 더 발전한다. 예를 들어, 응웬 잔 타인

(Nguyen Gian Thanh: 1482~?)의 鳳成春色賦, 부이 빈(Bui Vinh: 1508~1545)의
宮中寶訓, 응웬 항(Nguyen Hang: 16세기)의 僻居寧體賦와 大同風景賦,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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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테 응이(Nguyen The Nghi: 16세기)의 玄光朱榮沒宮女, 부 주이 도안(Vu Duy

Doan: 1621~1688)의 范蠡
我

制伍湖, 응웬 바 란(Nguyen Ba Lan: 701~1785)의

鶴賦와 佳景興情, 응웬 후이 르엉(Nguyen Huy Luong: ?~1808)의 頌西

湖, 팜 타이(Pham Thai: 1777~1813)의 戰頌西湖, 討賊問對國音論(익명) 등이
있다. 쯔놈(漢字와 섞음)으로 쓰여진 뚜옹(Tuong: 베트남 古典劇의 한 종류) 작품
들이 이 시기에 정착되었다. 가령, 山厚(익명), 三女圖王(익명), 응웬 끄 찐

(Nguyen Cu Trinh: 1716~1763)의 仕娓 등이 있다.
이 시기의 쯔놈 詩작품은 응웬 빈 키엠(Nguyen Binh Khiem: 1491~1585)의 白雲
庵国語詩 (178편), 찐 까안(Trinh Can: 1633~1709)의 御提天和贏百詠(100편), 찐
조아인(Trinh Doanh: ?~1767)의 乾元御制詩集(231편) 등이 있다. 그 외에, 쯔놈
詩를 창작한 작가들을 언급해야 하는데, 응웬 끄 찐(Nguyen Cu Trinh: 1716~1763),
막 티엔 띡(Mac Thien Tich: 1706~1780), 응웬 똥 쿠에(Nguyen Tong Khue:

1693~1767), 황 씨 카이(Hoang Si Khai: 16세기), 호 쑤언 흐엉(Ho Xuan Huong: 18
세기), 후엔 타인 꾸안(Huyen Thanh Quan) 여사(Ba) (19세기) 등이다.
그 후에 쯔놈 詩를 창작한 시인이 더 많이 나타나고 쯔놈을 까쭈(ca tru)(儀式의
노래~역자) 형식으로 창작한다. 예를 들어, 응웬 꽁 쯔(Nguyen Cong Tru:

1778~1858), 까오 바 꾸앗(Cao Ba Quat: ?~1854), 응웬 함 닌(Nguyen Ham Ninh:
1808~1867), 응웬 쿠옌(Nguyen Khuyen: 1835~1909), 즈엉 쿠에(Duong Khue:
1839~1902), 즈엉 럼(Duong Lam: 1851~1920), 응웬 칵 히에우(Nguyen Khac Hieu,
1888~1939, 호: 딴 다 Tan Da), 쩐 뚜언 카이(Tran Tuan Khai: 1895~1983) 등이다.
쯔놈의 기여(창작 수단)로 새로운 문학 작품들 ― ca tru 詩, 6.8吟詩, 演歌,

7.7.6.8吟詩, 唐律詩 ― 이 나타나는데 이 작품들이 문학에 있어 쯔놈을 성공적으
로 사용한 경우들이다.
쯔놈으로 창작된 까쭈(Ca Tru) 詩는 레 득 마오(Le Duc Mao: 1462~1529)의 “擬
護甲

喝婀姚”이 있는데 128 詩句가 여러 段으로 나뉜다. 매 段은 보통 2句 7字-

雙七(혹은 2句 5字-雙五)로 시작되고 중간의 6字句와 8字句, 가끔 사이의 段-六八

(사이 사이에 2句 7字-雙七-이 끼여 있음), 마지막 段은 4句 및 2句 7字-雙七-과 2
句 6字, 8字-六八-로 구성된다.
六八 쯔놈 詩는 풍 칵 코안(Phung Khac Khoan: 1528~1613)의 林泉挽 (200구),
따오 주이 뜨(Dao Duy Tu: 1572~1634)의 臥龍崗挽 (136구)과 思容挽 (332구),
딘 뇨 호안(Dinh Nho Hoan: 1671~?)의 唤省州民詞, 찌에우 아인 깍(Chieu 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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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 동인회의 盧溪挽相傳, 응웬 테 응이(Nguyen The Nghi: 16세기)의 樂昌分
鏡, 응웬 흐우 하오(Nguyen Huu Hao: ?~1713)의 雙星不夜(2,000구), 응웬 똥 쿠
에(Nguyen Tong Khue: 1693~1767)의 使程新傳(600구) 등이 있다. 그 후에, 국민
속에 잘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 작품들이 나타난다. 가령, 응웬 주

(Nguyen Du: 1765~1820)의 斷長新聲, 응웬 후이 뜨(Nguyen Huy Tu: 1743~1790)
의 傳花箋, 팜 타이(Pham Thai: 1777~1813)의 梳鏡新妝, 응웬 딘 찌에우

(Nguyen Dinh Chieu: 1822~1888)의 蓼雲仙 등이 있다. 그 외에, 익명 쯔놈 詩 작
품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二度梅, 笵載玉花, 宋珍菊花, 芳花, 李公黃
儲, 潘陳傳, 六畜爭功傳, 花鳥爭能, 貞鼠傳 등이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베트남 역사를 演歌하는 6.8체의 쯔놈 작품들이 나타난다. 대표
적으로는, 天南語錄(익명)이 있는데 이 작품은 쯔놈으로 쓰여진 가장 긴 작품이
며 8,000句로 구성된다. 傳雙星(익명), 天南國語錄記(익명), 그리고 레 응오 깟

(Le Ngo Cat: 1827~1875)의 大南國史演歌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옛날 이야기를
연가하는 쯔놈 작품들이 있는데, 가령 쯔엉 응옥 쫑(Truong Ngoc Trong: 18세기)의

倚兰夫人, 李朝第三皇太后古錄神跡國語演歌, 主幍古傳, 翁寧古傳, 石
生, 張芝 등이 있다. 6.8 詩體로 창작된 記事들이 있는데, 가령 응웬 후이 호

(Nguyen Huy Ho: 1783~1841)의 梅庭夢記, 리 반 픅(Ly Van Phuc: 1875~1849)의
不風流傳 등이 있다.
이 시기에 雙七-六八형으로 창작된 쯔놈 詩작품은 吟曲 형식으로 창작되는데,
가령 호앙 씨 카이(Hoang Si Khai: 16세기)의 四時曲, 天南明監(익명), 도안 티
디엠(Doan Thi Diem: 1705~1748)과 판 후이 익(Phan Huy Ich: 1750~1822)의 征婦
吟 번역본, 응웬 자 티에우(Nguyen Gia Thieu: 1741~1798)의 宮怨吟曲, 레 응옥
헌(Le Ngoc Han: 18세기)의 哀思挽, 호앙 꾸앙(Hoang Quang: ?~1801)의 錦回
文, 팜 타이(Pham Thai: 1777~1813)의 召靈文, 응웬 주(Nguyen Du: 1765~1820)
의 招魂文, 까오 바 냐(Cao Ba Nha: 19세기)의 自情曲 , 판 휘 특(Phan Huy

Thuc: 1778~1844)의 琵琶行, 貧女嘆(익명) 등이 있다.
唐律(중국)에 따른 쯔놈詩 작품들은 王祥, 蘇公奉使, 林泉奇遇, 三國詩
등이 있는데, 모두 익명 작품들이다.
그 외에, 쯔놈으로 번역한 책과 經傳書를 演歌한 작업을 언급할 수 있다. 가령,
응웬 테 응이(Nguyen The Nghi)의 新編傳奇漫綠曾補解 音集註, 指南玉音解
義,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등이 있다. 흐엉 하이(Huong Hai) 禪師가 佛經을 國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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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번역하고 註解하였고, 당 타이 프엉(Dang Thai Phuong: 1678~?)이 易經을 演
歌하고, 응웬 바 런(Nguyen Ba Lan: 1701~1785)이 詩經을 演歌하였다.

3. 쯔놈의 구조
쯔놈이 베트남에서 탄생한 것은 일본의 가나와 한국의 한글과 비슷한 것이다.
단 현재 베트남 사람은 전통적인 사각형 글자인 漢字나 쯔놈을 사용하지 않고 라
틴어 체계를 사용한다. 반면에 일본 사람은 기본적으로 漢字와 큰 비례를 차지한
사각형 글자를 사용하고 있고 , 한국 사람은 漢字의 일부분을 사용하면서 漢字에
서 벗어나 표음 원칙으로 현재 한글을 만들었다.
쯔놈의 구조에 대해서는 베트남 연구자들이 다음과 같이 쯔놈 구조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동의한다.

a. 漢字에서 빌려 온 유형
+/ 글자의 音과 意를 다 빌려온 유형
- 한베(漢-越: Han-Viet)記音: 才 tài(한-베 音) = 才tài(놈喃 音), 命 mӋnh(한-베 音)
= 命 mӋnh(놈 音), 德 ÿӭc(한-베 音)= 德 ÿӭc(놈 音).
- 古記音(한베-Viet化): 符 phù(한-베 音) = bùa(놈 音), 務 vө(한-베 音) = mùa(놈
音), 肝 can(한-베 音) = gan(놈 音).

+/ 문자만 빌려온 유형
- 意를 빌린 경우: 爪 trҧo(한-베 音) = vuӕt(놈 音), 腋 dӏch(한-베 音) = nách(놈
音).

- 정확한 音을 빌린 경우: 没 mӝt(한-베 音) = mӝt(놈 音),
- 音을 빌리거나 다르게 발음한 경우: 别 biӋt(한-베 音) = biӃt(놈 音).

b. 베트남 사람이 창조한 쯔놈 유형
+/ 漢字의 두 요소를 결합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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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ái(놈 音), 巴 ba(한-베 音)

trăng(놈 音).

- 意 + 意 : 天 thiên(한-베 音) +上 thѭӧng(한-베 音) =
베 音) + 上 thѭӧng(한-베 音) =

trӡi(놈 音), 人 nhân(한-

trùm(놈 音).

- 부수+ 글자: 月 nhөc(한-베) + 星 tinh(한-베) = 腥 tanh(놈), 才 thӫ(한-베) + 戈
qua(한-베) = 找 quѫ(놈), 口 khҭu(한-베) + 安 an(한-베) = 墴G ăn(놈).
- 글자 + 글자: 草 thҧo(한-베 音) + 古 cә(한-베 音) =
音) + 五 ngǊ(한-베 音) =

cӓ(놈 音), 南 nam(한-베

năm(놈 音), 包 bao(한-베 音) + 入 nhұp(한-베 音) =

vào (놈 音).
+/ 기호를 추가하거나 간략하게 쓴 유형
- 기호 추가 경우: 買 mãi(한-베 音) +  (기호) = 買 mӟi(놈 音).
- 간략하게 쓴 경우: 為 vi(한-베 音) = 爫 làm(놈 音).

4. 현재 베트남에서 보존되어 있는 쯔놈 문헌 현황
현재 베트남 쯔놈서적과 쯔놈문학 유산은 베트남 사회과학원 산하 기관인 베트
남 한놈연구소에 가장 풍부하게 약 1,600권이 보관되어 있다. 그 중에 쯔놈으로만
쓰여진 책은 600권 정도 있고, 漢字로 쓰여지고 쯔놈으로 해석한 책은 200권 정도
있고, 漢字와 쯔놈으로 같이 쓰인 책은 800권 정도 있다. 그 외에 쯔놈으로 새긴
수만 개의 비문 탁본(그 중에 쯔놈만 새긴 비문이 100개 이상 있음)이 있다. 최근
에 한놈연구소는 다른 소수민족들의 쯔놈 서적-가령 놈 따이(Nom Tay), 놈 눙

(Nom Nung), 놈 다오(Nom Dao), 놈 응안(Nom Ngan) 등-을 수집하였다.

5. 베트남에 쯔놈 문헌 연구와 소개
20세기부터 베트남 사람은 라틴어 알파벳-오늘날 꾸옥 응우(Quoc ngu: 國語)로
불린 글자를 본격적으로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데, 20세기의 베트남 사람들이 조상들과의 문자에서 차이가 있어서 대다

98

奎 章 閣

34

수 베트남 사람들이 쯔놈을 몰라, 조상이 남겨 준 成文문화 유산을 이해하지 못한
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한놈(Han-Nom)學이 설립되었으
며, 이는 쯔놈 문서를 수집, 보관, 번역, 연구 및 쯔놈 연구 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의 베트남 세대에게 민족 언어에 있어 쯔놈의 역할과 쯔놈으로 쓰여진
작품들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하여 20세기초부터 쯔놈 연구, 감정, 번역, 소개 작업
이 진행되어 가치있는 많은 쯔놈 작품들이 현재 베트남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대
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할 수 있다.
쯔놈 연구 작업은, 쯔놈과 국어 문자(레즈 Le Du), 쯔놈-근원과 변화구조

(다오 주이 아인 Dao Duy Anh), 쯔놈의 근원에 대하여(쩐 반 쟙 Tran Van Giap),
쯔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응웬 따이 껀 Nguyen Tai Can), 쯔놈에 대한 연구
(레 반 꾸안 Le Van Quan), 따이(Tay)-눙(Nung) 쯔놈 연구(황 찌에우 언 Hoang
Trieu An, 궁 반 르억 Cung Van Luoc), 비엣(Viet) 쯔놈 구조에의 表音방식(응웬
따 니 Nguyen Ta Nhi), 비엣(Viet)쯔놈 구조에의 表意방식(라 민 항 La Minh

Hang), 쯔놈 읽는 방법에의 한베音과 놈音의 상관성(쯔엉 득 꾸아 Truong Duc
Qua), 佛說大報父母恩重經 解音판을 통한 쯔놈과 베트남어(황 티 응오 Hoang
Thi Ngo), 天南語錄文書를 통한 쯔놈과 베트남어(응웬 티 럼 Nguyen Thi Lam),
傳記만록 - 문서연구와 쯔놈 번역 문제(호앙 홍 껌 Hoang Hong Cam) 등과 학술
잡지에 실린 쯔놈에 대한 소논문들이 있다.
쯔놈 문헌을 표음 작업한 것은 國音詩集, 洪德國音詩集, 白雲庵國語詩,

指南玉音, 佛說大報父母恩重經, 斷長新聲(끼에우 전, 翹傳), 花箋傳, 潘
陳傳, 征夫吟, 宮怨吟曲, 六畜爭功, 笵公菊花, 笵載玉花, 臨泉奇遇,

新編傳奇漫錄曾補解音雜註, 玉橋蔾, 天南明鑑, 天南語錄, 大南國史演
歌, 蓼雲仙, 使程新傳, 梳鏡新妝, 二度梅, 芳花, 李公黃儲, 花鳥爭
能, 貞鼠傳, 傳雙星, 倚兰夫人, 李朝第三皇太后古錄神跡國語演歌, 主
幍古傳, 翁寧古傳, 石生, 張芝, 梅庭夢記, 不風流傳 등이 있다.
工具書(사전) 편찬 작업-쯔놈 문헌에 접근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도구-은 쯔놈
참고 코드(언어학연구소), 쯔놈大사전(부 반 끼인 Vu Van Kinh), 쯔놈 따이

(Chu Nom-Tay) 사전(황 찌에우 언 Hoang Trieu An 主編), 쯔놈 사전(응웬 꾸앙
홍 Nguyen Quang Hong 主編), 쯔놈大사전(쯔엉 딘 띤 Truong Dinh Tin-레 꾸이
응우Le Qui Nguu)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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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한놈 연구소는 쯔놈 코드 리스트를 만들었고 국제표준 IRG/ISO에
쯔놈을 포함시켰으며 현재 국제언어에 9,299字 쯔놈을 포함시켰다. 그 中에 사각
형 문자(표의 문자) 사용권에의 다른 나라들의 문자와 겹치지 않는 글자는 4,200
字이다.
여러 증거로 보면 10세기부터 쯔놈이 형성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며, 11세기
부터 12세기까지의 문헌들에 쯔놈이 성행하였고,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쯔놈이
계속 발전하였으며 쯔놈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쯔놈 문화는 베트남
역사 흐름에 따라 베트남 사회문화 생활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 널리 발전하였
고,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번창한 쯔놈 문화에 대한 기록들이 생겨났다.

20세기 초부터, 쯔놈 구조에 대한 연구, 쯔놈 문헌 감정, 쯔놈 工具書 편찬, 쯔놈
書目 편찬과,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치 있는 쯔놈 작품을 번역, 소개하
게 되었다. 이로써 초보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회문화 생활에서 쯔놈을 이해하
려는 요구에 부응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일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한놈연구자들과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쯔놈으로 쓰여진 작품들에 대한
총체적인 시선을 갖출 수 있고, 오늘날 베트남 세대가 역사상 전통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며 더 많은 쯔놈 문헌을 社會化(일반인이 이해하도록-역자) 하기위
해, 한놈연구소는 쯔놈문학전집(베트남 최초의 쯔놈 문헌에 대한 전집)을 번역,
출판 사업을 진행하였다. 쯔놈문학전집은 여러 부로 나뉘고 그 각 부가 여러
권으로 구성되는데, 30여 권이 차례로 나올 것이다.

논문투고일(2009. 4. 3), 심사일(1차: 2009. 5. 5, 2차: 2009. 5. 29),
게재확정일(200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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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u Nom’ and Preserving and Studying Chu Nom Literature in Vietnam

Trinh Khac Manh

Like Korea and Japan, Vietnam was influenced by Chinese culture through centuries
of interchange and used chu Han (Chinese letters) for a long time. Chu Han were
introduced into Vietnam at the very early time ― it seems to be Before Common Era.
During the period of being directly ruled by Chinese people(the first to tenth
centuries), the use of chu Han continued to grow. On the foundation of chu Han, chu
Nom was created. They went on progressing, being used in Vietnamese’s cultural life.
Many Vietnamese dynasties laid stress on chu Han and regarded them as the nation's
legitimate letters, while chu Nom progressed in the literature ― especially folk
literature.
The fact that chu Nom was created had very great significance. It meant the
development of Vietnam’s national culture and Vietnamese’s sense of self-respect, and
confirmed the status and the role of the Vietnamese language. There are different
theories on the birth of chu Nom among researchers who studied deep into it. From
Ly Dynasty (1010~1225), there have been epitaphs on which persons’ and regions’
names was carved in chu Nom. The creation of chu Nom met the desire of the
independence, autonomy and unification of Dai Viet (ancient Vietnam) and the need
of the development of Vietnam’s national culture. In the Tran Dynasty (1225~1400),
chu Nom prevailed and used in the field of studies. Writings in chu Nom assumed to
be those of the Tran Dynasty are still preserved in Vietnam. In the Later Le Dynasty
(15th century), Dai Viet’s culture reflected flourishing national spirit. In the course of
historical progress, writings in chu Nom of that time obtained some good results.
Ancient Vietnamese dynasties sometimes flourished and sometimes declined, but
Vietnamese culture, including chu Nom writing, kept progressing. Many chu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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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s express thoughts and ideas beyond ancient dynasties’ orthodox moral.
With regard to the structure of chu Nom, Vietnamese researchers agree to several
types: (1) types borrowed from chu Han (one borrowing both sound and meaning; the
other borrowing either sound or meaning); (2) types created by Vietnamese (one
combining two elements of chu Han; the other adding to or simplifying chu Han).
Today chu Nom books and chu Nom literary heritages which are preserved at the
Institute of Han-Nom total up to 1600. Since the 20th century, Vietnamese have used
the Roman alphabet. As a result, today’s Vietnamese don’t understand many written
cultural heritages because they don’t know their ancestors’ letters ― chu Nom. This
is why studies of Han-Nom began. Chu Nom have been studied and chu Nom writings
have been translated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Keywords: chu Nom, chu Han, Vietnam’s national culture, autonomy, studies of
Han-N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