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

비대면 �원격 감독�� ����년 ��월 ��일

제한시간 : �시간

모든 답안은 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 문제에 특별한 안내가 없는 한, 풀이 과정과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문제지는 총 ��페이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 �� ��� 점�� 다음은 아베나키어 자료와 그 한국어 번역을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한 것이다.

LDRDN VHJ�JZDN� Q�QQHQRO VLERDO� Q�QQRDN DZ�VVLVDN�
QKHQRO WPDKLJDQDO� QKORDN PR]DN� QLVQRO PNH]HQDO�
SD]HNR VHJ�JZ� SD]JZHQ �ZGL� SD]JZHQ WPDKLJDQ

강 다섯 줄기, 길 한 갈래, 도끼 한 자루, 도끼 세 자루, 무스 세 마리,

스컹크 한 마리, 스컹크 네 마리, 신발 두 켤레, 아이 다섯 명

�D� 한국어로 나타내어라.

�� SD]JZHQ PNH]HQ
�� LDRQRO VLERDO
�� QLVZDN PR]DN

�E� 아베나키어로 나타내어라.

�� 아이 한 명
�� 길 네 갈래

�F� 다음 아베나키어 자료에는 문법적 오류가 있다.

�� SH]RDN LDRDN 보브캣 $ 마리
�� QLVQRO PDPLM�ODN 나비 % 마리
�� SD]JZHQ VHQDO 돌 & 개

오류를 찾아 고치고, $� %� &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무스 스컹크 도끼

보브캣

�! 아베나키어는 알그어족 알곤킨어파에 속하며, 캐나다 퀘벡주와 미국 북동부에서 약 ��명이

사용한다. 아베나키어는 서아베나키어와 동아베나키어로 나뉘지만, 동아베나키어는 현재 완전히

사멸했다. 문제에는 서아베나키어 자료가 사용되었다.

아베나키어의 �은 한국어 과ח옹ז 비슷한 발음의 모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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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점�� 다음은 현대 그리스어 단어들의 발음을 국제 음성 기호로 나타낸 것과 그 뜻이다.

ƀŹƑž >ʈȥDWD@ 고양이 ƇŹƀƇƂƈƌ >ʈNDčȡHOR@ 쇠창살

žƀƙƎƆ >DʈȥRɀL@ 소년 ƀƇŹƃƆ >ʈȣD]L@ 가스

ƀƎƆŹ >ȥɀLʈD@ 나이 많은 여자 ƀƇžƈƂƎż >ȣDOHʈɀL@ 갤러리

ƀźƊƌƏ >ʈɟHQRV@ 혈통, 가문 ƔŹƌƏ >ʈ[DRV@ 혼돈

ƀżƁž >ʈɟL²D@ 염소 ƍŹƔƌƏ >ʈSD[RV@ 두께, 깊이

ƂƀƀƙƊž >HčʈȣRQD@ 손녀 ƙƔƆ >ʈR©L@ 아니오

ƓƂƀƀŹƎƆ >IHčʈȣDɀL@ 달빛, 달 ƔźƎƆ >ʈ©HɀL@ 손

ŹƀƀƂƈƌƏ >ʈDčȡHORV@ 천사 ŹƀƔƌƏ >ʈDč[RV@ 고통

ƂƒžƀƀźƈƆƌ >HYDčʈȡHOLR@ 복음, 좋은 소식 ƂƀƔźƌƉƂ >Hčʈ©HRPH@ 우리가 투여한다

ŹƀƀƆƀƉž >ʈDčȡLȥPD@ 접촉 ƑžƋż >WDʈNVL@ 택시

ƇžƉŹƇƆ >NDʈPDFL@ 작살 ƋźƊƌƏ >ʈNVHQRV@ 낯선 사람

ƈƙƋƆƀƇžƏ >ʈORNVLčȣDV@ 딸꾹질 źƈƂƀƋž >ʈHOHčNVD@ 내가 질문했다

�D� 다음 빈칸 을��ي�� 채워라.

ƔźƈƆ > ��� @ 장어

žƀƀƈƆƇƙƏ > ��� @ 영국의

ƀƇƆƈƌƑżƊž > ��� @ 단두대

��� >ʈȣɀL]D@ 회색

��� >ʈȥDODNVLDV@ 은하수

��� >[RɀWRIDʈɟLD@ 채식주의

�E� 오른쪽의 그리스어로 된 소설책 제목의 발음을

국제 음성 기호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R ��� ��� @

빈칸 을��ي�� 채워라.
,6%1 �H�ERRN� ������������������
k ���� 3VLFKRJLRV 3XEOLFDWLRQV�

�! 현대 그리스어는 인도ㆍ유럽어족 그리스어파에 속하며, 그리스를 포함한 발칸반도 및 키프로

스섬 등지에서 약 ����������명이 사용한다. 그리스어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국제 음성 기호에서 >ȣ@� >ȡ@� >N@� >F@� >[@� >©@� >č@는 각각 한국어 ,ח으�그�ז ,ח으�기�ז ,ח크ז ,ח키ז ,ח흐ז ,ח히ז
받침 과חㅇז 비슷한 발음을 표시한다. >ȥ@� >ɟ@는 각각 >ȣ@� >ȡ@와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마찰음이다.

그리스 문자의 Ŕࡏ 와 국제 음성 기호의 > ʈ @는 단어의 강세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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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 점�� 다음은 하라리어 동사 형태들과 그 한국어 번역이다.

듣는 이가 남성일 때 듣는 이가 여성일 때 한국어 번역

ELǐDNח ELǐDNחL 젖어라!

WǐחLPDNח WǐחLPDNחL 쥐어짜라!

NLIDW NLIDWǐL 열어라!

ULJDWח ULJDWǐחL 발로 차라!

GLIDQ GLIDƿL 용기를 밀폐해라!

VLGDE VLGǟDEL 모욕해라!

QLWחDNח QLWǐחDNחL 토해라!

GLUDNח GǟLUDNחL 말라라!

VLEDU ǐLEDUL 부숴라!

GLQDEWחL GLQDEWǐחL 무서워해라!

JLUDEJL JLUDEJL 돌아와라!

NחLWחDNחWחL NחLWחDNחWǐחL 또는 NחLWǐחDNחWǐחL 두들겨라!

GLUDGUL GLUDGǟUL 또는 GǟLUDGǟUL 정리해라!

NLVDV NLVDǐL 또는 NLǐDǐL 고소해라!

VLGDG VLGDGǟL 또는 VLGǟDGǟL 쫓아내라!

DWæLQDNחL DWǐæLƿDNחL 목을 조르지 말아라!

DWNLWDEL DWǐNLWǐDEL ���
æLQDNח æLƿDNחL ���
ELWחDV ��� 찢어라!

PLWחDWח ��� 빨아라!

DWZLGDNחL ��� 넘어지지 말아라!

��� DWǐELǐDNחL 젖지 말아라!

��� NLWǐDEL 적어라!

�D� 빈칸 을��ي�� 채워라.

�E� 다음 하라리어 동사 형태의 듣는 이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또는 알 수 없는가?

�� WחLQDWחQL ח!돌아라ז �� NLWǐDWǐࡃ 계속ז 저며라!ח

�! 하라리어는 암하라어와 함께 아프리카ㆍ아시아어족 셈어파 에티오피아셈어군에 속하며 에티

오피아에서 약 ������명이 사용한다.

æ는 하라리어의 자음이다. ƿ� ǐ� Gǟ� Wǐ는 각각 한국어 ,니ז 시, 지, 치ח와 비슷한 발음의 자음이다.

부호 ח 는 앞의 자음을 폐에서 나온 바람이 아닌 구강의 압력을 이용해 발음하라는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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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 점�� 다음은 말라가시어 수사와 그 값을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한 것이다.

$� GLP\ DPE\ WRSRORࡃ
%� HIDWUD DPELQחQ\ IROR V\ HQLQMDWR
&� HIDWUD DULYR
'� HQLQD DPE\ WHORSROR
(� LUDLND DPE\ URDSROR V\ GLPDQMDWR
)� LUD\
*� WHOR DPE\ YDORQMDWR V\ DULYR
+� YDOR DPE\ GLPDPSROR V\ ]DWR

�� ��� ��� ���� ���� ���� ����� ����

�D� 알맞게 짝지어라.

�E� 숫자로 나타내어라.

,� HQLPSROR V\ WRࡃ DULYR
-� HIDWUD DPELQחQ\ IROR V\ URDQMDWR
.� VLY\ DPE\ YDORSROR

�F� 말라가시어로 나타내어라.

��� ���� ����

�! 말라가시어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 말레이ㆍ폴리네시아어파 바리토어군에 속하며, 마다가스카

르에서 약 ����������명이 사용한다.

말라가시어의 ]� QM는 각각 영단어 ]RR의 ]� KDQGV의 QGV와 같은 발음의 자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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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 점�� 한 언어학자가 태평양의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 사전을 들고 떠났다. 사전에는

폴리네시아어군에 속하는 다섯 언어의 단어들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항해 중, 언어학자는 돌풍을

만나 사전이 모두 바닷물에 젖어 찢어져 버렸다. 다음은 사전의 남아있는 내용을 옮겨놓은 것이다.

통가어 사모아어 타히티어 마오리어 하와이어 뜻

PRDQD PRDQD PRDQD PRDQD PRDQD 바다

YDOX ��� YDUX ZDUX ZDOX 여덟

KDOD DOD ��� DUD DOD 길

��� PDQDYD PDQDYD PDQDZD PDQDZD 배, 마음

��� PDWDJL PDWDȈL PDWDQJL PDNDQL 바람

LKX LVX LKX LKX ��� 코

ה ��� WDȈDWD ה NDQDND 사람

NDWD ȈDWD ȈDWD NDWD ��� 웃다

KLND VLȈD ��� KLND KLȈD 바늘

ODQJL ODJL ��� ���� ���� 하늘

���� ȈLOL ȈLUL ה ȈLOL 피부

KLQJRD LJRD LȈRD ה LQRD 이름

ה VDYDLȈL ���� ���� ���� 사와이키

�D� 빈칸 을���ي�� 채워라.

�E� 다음은 사전에서 찢어져 나온 종잇조각이다.

이단어는어느언어의단어인가?나머지 �개
언어에선 어떤 형태가 예측되는가?

NXUD 붉은

�한국�
하와이어

사모아어

타히티어

통가어

마오리어

폴리네시아 삼각형

�! 폴리네시아어군은 오스트로네시아어족 말레이ㆍ폴리네시아어파 오세아니아어군의 하위 분파

로, 폴리네시아와 그 인근 지역에서 사용되는 약 ��개의 언어가 속한다. 이들 언어는 약 �천 년 전쯤

폴리네시아조어로부터 분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 Ȉ �오키나�는 성문을 막았다가 순간적으로 터뜨리면서 내는 자음을 나타낸다. 통가어의 QJ,
마오리어의 QJ, 사모아어의 J는 모두 한국어 의ח강물ז 받침 과חㅇז 비슷한 자음이다.

사와이키는 폴리네시아 전설 속에 등장하는 폴리네시아인들의 고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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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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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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 점�� 다음은 촐어 문장들과 그 한국어 번역이다.

�� PL NPDMOL 내가 간다.

�� PL LW\DMD\R³ 그가 나를 찾는다.

�� W\L DW\XFKחX 네가 그를 가리켰다.

�� PL LPDMOL\RE 그들이 간다.

�� W\L NW\DMD\RE 내가 그들을 찾았다.

�� W\L PDMOL\HW\OD 너희가 갔다.

�� PL LMXOL 그가 도착한다.

�� PL LNחHOH\HW\RE 그들이 너를 돌본다.

�� W\L MXOL\R³ 내가 도착했다.

��� PL DW\XFKחXOD 너희가 그를 가리킨다.

�D� 한국어로 번역하여라. 만약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다면 모두 적어라.

��� W\L PDMOL
��� PL LNחHOH\RE
��� W\L NW\XFKחX\HW\OD

�E� 촐어로 번역하여라.

��� 네가 간다.
��� 그들이 도착했다.
��� 그들이 그를 찾았다.

�! 촐어는 마야어족에 속하며, 멕시코 치아파스주에서 약 ��만 명이 사용한다. 촐어에는 �개의

방언이 있으며, 문제에 등장한 데이터는 틸라 방언 기준이다.

FKח� M� Nח� ³� W\� \는 촐어의 자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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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 점�� 야구 기록법은 야구 경기의 진행 과정을 지면상에 기록하고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야구위원회�.%2� 기록위원회가 기록법을 제정ㆍ배포한다.

�앵커� 야구를 기록의 스포츠라고들 하죠.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식 기록법을 직접 배우는 팬들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2 기록강습회 현장을 김태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플레이오프에서 박병호가 터뜨린 거짓말 같은

동점 홈런. 그리고 한국시리즈를 마무리한 김광현의 삼

진까지. 그라운드 위의 모든 순간이 기록지 한 칸 안에

담겨지는 야구. 그래서 ٍ기록의 스포츠َ라 부릅니다.

ً ����년 �월 ��일, 《0%& 뉴스데스크》 중

다음은 야구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다.

야구는 �명으로 편을 이룬 두 팀이 �회에 걸쳐 서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여 얻은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구기이다.

공격측의 선수는 정해진 순서�타순�에 따라 타자가 되어 홈에 위치한 타석에 올라 수비팀의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배트로 친다. 이 때, 타자가 친 타구에 따라 홈에서 나와 첫번째 베이스��루�
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를 출루라고 하고, 출루한 선수는 주자라고 부른다.

홈(본루)

1루3루

2루

2

31
4

5
6

7
8

9

포수

1루수3루수

투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2루수유격수

수비측 포지션의 번호와 위치

타자가 안전하게 베이스에 나아갈 수 있도록

친 타구를 안타라고 하며, 진루한�나아간� 베이

스의 수에 따라 �루타, �루타, �루타, 홈런으로

나뉜다. 주자가 �루, �루, �루를 거쳐 본루�홈�로
돌아오면 �점을 얻으며, 이를 홈인이라 한다.

수비측의 선수 �명은 다음과 같은 포지션�위
치�에 서서 공격측의 타자가 치는 공을 받는다.

각 수비 포지션에는 번호가 매겨져있다. 수비측

선수는 정해진 방법으로 공격측 선수를 아웃시켜

야 한다. 세 번의 아웃이 이루어지면 공수를 교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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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 리그َ에 출전한 ٍ언어َ 팀과 ٍ올림َ 팀 사이의 가상의 야구 경기 중 �회초, �회초,

�회초 문자 중계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문자 중계는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위에 기록된 것이 시간상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

�회초 ו언어ה 팀 공격 종료.
�번 타자 <81
<81 � 좌익수 파울플라이 아웃
ד �구 타격

�번 타자 -2
�루 주자 .$1* : �루까지 진루
-2 � 좌익수 앞 �루타
ד �구 타격

�번 타자 .$1*
�루 주자 3$5. : 홈인
.$1* � 좌익수 왼쪽 �루타
ד �구 타격

�번 타자 -(21*
�루 주자 /(( : 홈인
�루 주자 3$5. : �루까지 진루
-(21* � 우익수 희생플라이 아웃
ד �구 타격

�번 타자 &+2,
�루 주자 3$5. : �루까지 진루
&+2, � �루수 희생번트 아웃

��루수 → �루수 송구아웃�
ד �구 타격

�번 타자 3$5.
�루 주자 .,0 : 홈인
�루 주자 /(( : �루까지 진루
3$5. � 좌익수 왼쪽 �루타
ד �구 타격

�번 타자 /((
�루 주자 .,0 : �루까지 진루
/(( � 좌중간 �루타
ד �구 타격

�번 타자 .,0
.,0 � 중견수 앞 �루타
ד �구 타격

�회초 ו언어ה 팀 공격 종료.
�번 타자 /((
/(( � �루수 플라이 아웃
ד �구 타격

�번 타자 .,0
�루 주자 <81 : �루까지 진루
.,0 � 중견수 뒤 �루타
ד �구 타격

�번 타자 -$1*
�루 주자 .$1* : 홈인
-$1* � 중견수 희생플라이 아웃
ד �구 타격

�번 타자 <81
�루 주자 .$1* : �루까지 진루
<81 � 좌익수 왼쪽 �루타
ד �구 타격

�번 타자 -2
�루 주자 .$1* : �루까지 진루
-2 � 투수 희생번트 아웃

�투수 → �루수 송구아웃�
ד �구 타격

�번 타자 .$1*
.$1* � 우익수 앞 �루타
ד �구 타격

�회초 ו언어ה 팀 공격 종료.
�번 타자 .$1*
.$1* � 투수 플라이 아웃 �번트�
ד �구 타격

�번 타자 -(21*
�루 주자 &+2, : 홈인
-(21* � ���
ד �구 타격

�번 타자 &+2,
&+2, � 우중간 �루타
ד �구 타격

�번 타자 3$5.
3$5. � ���
ד �구 타격

�번 타자 /((
�루 주자 .,0 : 홈인
/(( � ���
ד �구 타격

�번 타자 .,0
�루 주자 -$1* : 홈인
.,0 � 우익수 오른쪽 �루타
ד �구 타격

�번 타자 -$1*
-$1* � ���
ד �구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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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같은 경기를 기록한 기록지의 일부이다. 문제와 무관한 기록은 생략되어 있다.

(  V  )  (  H  ) 
년 월 일 (   요일) 

______________ VS ______________

수비 

위치
1

Top  초공격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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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문자 중계 속 빈칸�ي���을 채워라.

�E� 기록지의 빈칸�ي���을 채워라.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몇몇 야구 용어에 대한 정보이다.

ٗ 번트: 배트를 크게 휘두르지 않고 공이 내야에 천천히 구르도록 일부러 약하게 가격하는 것.

ٗ 아웃: 타자는 타석에 있을 권리를 상실하고, 주자는 누�루�에 있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

ד 플라이 아웃�)O\RXW�� 타구가 땅에 닿기 전에 잡아 타자를 아웃시키는 것.

ٗ 잔루�/HIW RQ EDVH�� 공격이 끝났을 때 홈인을 하거나 아웃되지 않고 베이스에 남아있는 상태.

ٗ 좌중간�우중간: 각각 좌익수와 중견수, 중견수와 우익수의 사이.

ٗ 파울�)RXO�� 정해진 플레이 지역 밖으로 향한 타구.

ٗ 홈인: 주자가 순차로 �루, �루, �루를 지나 안전하게 본루�홈�에 들어오는 것.

ٗ 희생타:타자 자신은 아웃되지만 자기편의 주자가 진루하거나 득점할 수 있게 치는 타격. 희생타에는

희생번트와 희생플라이가 있다.

야구 기록법에는 한자와 로마 숫자가 일부 사용된다. 다음을 참고하여라.

숫자 � � � � � � � � �
한자 ┞ ◝ ┩ ㎂ ◩ ⪭ ┢ ⪧ ▟

로마 숫자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총 ��페이지, 제한 시간 �시간.

행운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