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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서관협회-미국의회도서관(ALA-LC) 

로마자표기표

- 한국어 -

(2009년판)

이 영기 저*

미국의회도서관 수석 목록 전문 위원 

  본 원고는 2009년 3월 26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2009년도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연차

회의에서 이 기 미국의회도서관 수석 목록 전문 위원이 발표한 “ALA-LC Romanization 

Tables Korean 2009 Edition”을 번역한 것입니다.

1. 배경

'04년 4월 : 미국의회도서관(LC) 로마자 표기법 개정 TF팀 구성

'05년 2월 : 첫 번째 초안 LC 한국 자료 관계자 회의에 제출  

'05년 7월 : 의회도서관의 제안서 북미주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CEAL) 

            한국자료분과위원회(CKM) 의장에게 제출 

'05년 8월 : CKM 리뷰 팀 구성

'06년 1월 : CKM 권고안 LC에 제출

'07년 6월 : LC 한국학 자료 관계자 회의

'08년 1월 : CPSO (Cataloging Policy and Support Office)의 권고사항을 

TF팀에 제출 

* Young Ki Lee. Senior Cataloging Specialist, Northeast Asia Section, Library of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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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3월 : 미국도서관협회 CC:AAM (The Committee on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Asian and African Materials) 권고안 LC에 제출 

'08년 3월 : 의회도서관의 개정 제안서 CC:AAM과 CKM에 제출

'08년 6월 : 의회도서관의 최종 제안서 CPSO에 제출, 승인

'09년 1월 : 의회도서관의 최종 제안서를 미국도서관협회(ALA)와 북미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CEAL)에 제출

'09년 3월 15일 : 의회도서관 개정안의 적용

2. 참여자

LC TF Team

Elaine H. Kim

Young Ki Lee

Philip Melzer, Coordinator

CEAL Proposal Review Team

Mikyung Kang (Harvard University)

Hana Kim (University of Toronto)

Joy Kim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Bill McCloy (University of Washington)

Seunghi Paek (Harvard University)

Heija Ryoo (University of Washington)

Hee-Sook Shin (Columbia University)

Younghee Sohn (Chicago University)

Hyokyoung Yi (University of Washington)

Yunah Sung (University of Michigan), Coordinator

ALA CC:AAM

Erica Soonyoung Chang (University of Hawaii)

William Kopycki,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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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한 특징

ㅇ 간략화

  - 표기법의 구성과 용어를 개선하여 보다 사용하기 쉽도록 하 습니다.

  - 표기법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 습니다.

  - 예제들을 첨부하여 표기법의 이해를 돕도록 하 습니다.

ㅇ 사용의 용이성

아홉 개의 기본 품사 및 접사, 줄임말, 약어 단원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용하기 쉽도록 하 습니다. 

수사, 인명, 기관명, 지명, 외래어 단원들은 그대로 유지하 습니다. 

전문용어, 학명 등의 단원을 추가하 습니다.

대문자 사용에 관한 단원은 변경 없이 유지하 습니다.   

<ALA-LC Romanization Tables : Korean, 2009 Edition의 목차>

기본 원칙

1장: 명사, 대명사, 불완전 명사

2장: 형용사

3장: 관형사

4장: 동사

5장: 부사

6장: 조사

7장: 감탄사

8장: 수사

9장: 접사

10장: 줄임말, 약어, 등

11장: 전문 용어, 등

12장: 외래어

13장: 인명

14장: 기관명, 지명, 서명 등

대문자 사용

구두법

특수부호

부록 1: 제안 사전

부록 2: 보조 동사 목록

부록 3: 수량사 목록

부록 4: 접두사 목록

부록 5: 접미사 목록

부록 6: 불완전 명사 목록

부록 7: 한글 로마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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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관성 있는 형식표기법의 각 단원들은,

일반적인 규칙 제시 후,

세부 규칙과 예외 사항을 제시하 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많은 예제들을 첨부하 습니다.

6. 조사

가이드라인

  (a) 조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나 는 내 길 에 Na nŭn nae kil e
      老人 과 바다 Noin kwa pada

      草原 의 꿈 을 그대 에게 Ch‘wŏn ŭi kkum ŭl kŭdae ege
      새 야 새 야 파랑새 야 Sae ya sae ya p‘arangsae ya
  (b) 가능하다면 동격이거나 다(多)음절 조사인 경우 바이너리로 띄어 쓰도록 한다. 

      나 만도 아니다 Na mando anida

      韓國 古典 에의 招待 Han’guk kojŏn eŭi ch‘odae
      一等 에게는 소 를 상 으로 Iltŭng egenŭn so rŭl sang ŭro
      學問 으로서의 史學 Hangmun ŭrosŏŭi sahak
      서울역 에서 부터 Sŏulyŏk esŏ put‘ŏ
      집 에서 처럼 Chip esŏ ch‘ŏrŏm
예외 1: 동사 어근, 형용사, 동사의 당순 어형변화에다 조사를 접미사로서 붙여 쓴다.

      빨리도 달린다 Ppallido tallinda

      사랑 은 멀리서 하는 것 Saran ŭn mŏllisŏ hanŭn kŏt
      이번 에 잘만 하면 Ibŏn e chalman hamyŏn
      크게도 짓는다 K‘ŭgedo chinnŭnda
      먹어서는 안된다 Mŏgŏsŏnŭn andoenda
      그는 웃기만 한다 Kŭ nŭn utkiman handa

      괴롭히지는 않겠다 Koerophijinŭn ank‘etta
      빨리 갑시다요 Ppalli kapsidayo

예외 2: 축약된 조사는 앞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와 붙여 쓴다. 

      지금 은 누군가 와서 Chigŭm ŭn nugun’ga wasŏ
      난 몰라 Nan molla

      그건 나 도 몰라 Kŭgŏn na to mo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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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색 키워드로서의 명사

검색어로서의 “명사”의 역할을 강조하 습니다.

자동화 된 도서관 환경에서의 검색 효율성을 위해 “명사”의 역할을 강조하 습니다.

최대한 많은 수의 검색결과를 얻기 위하여 “명사”의 역할을 강조하 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합어, 파생어, 형용사, 동사 등 에서 “명사”부분을 분리하도록 

     하 습니다. 

1. 명사, 대명사, 불완전 명사

  (a) 명사, 대명사, 불완전 명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모란꽃 필 무렵 Morankkot p‘il muryŏp
      국어 문장 의 형성 원리 연구 Kugŏ munjang ŭi hyŏngsŏng wŏlli

yŏn’ gu
  (b) 복합명사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하여 바이너리

      요소로 만든다. 

      대중 가요 와 대중 문학 Taejung kayo wa taejung munhak

      대한 민국 의 문화 유적 Taehan Min’guk ŭi munhwa yujŏk
2. 형용사

  예외1: 복합형용사에서 명사부분은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한다.

      꿈 같던 지난 세월 Kkum katt‘ŏn chinan sewŏl
      값 싸고 품질 좋은 상품 Kap ssago p‘umjil choŭn sangp‘um
4. 동사

  (d) ‘-하다,’ ‘-되다,’ ‘-없다,’ ‘-삼다,’ ‘-나다,’ ‘-시키다,’ ‘-받다,’ ‘-당하다’ 등의 

     보조동사 형태 및 어형변화와, 앞에 오는 명사 간 띄어쓰기 한다. 

      사랑 하다 Sarang hada

      사랑 한 Sarang han

  (e) 연결동사 ‘이다’ 및 어형변화와, 앞에 오는 단어 간 띄어쓰기 한다. 

      神 은 創造者 이다 Sin ŭn ch‘angjoja ida
      사랑 이라는 病 Saran iranŭn pyŏng
6. 조사

  (a) 조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나 는 내 길 에 Na nŭn nae kil e
      老人 과 바다 Noin kwa p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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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제안 사전

남북한의 현대 사전:

    1. 국립 국어 연구원. 표준 국어 대사전. (온라인 버전)

       Kungnip Kugŏ Yŏn’guwŏn. P’yojun Kugŏ taesajŏn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 과학 백과 사전 출판사. 조선 말 사전. (평양 : 과학 백과 사전 출판사, 2004)

       Kwahak Paekkwa Sajŏn Ch‘ulp‘ansa. Chosŏn mal sajŏn (P’yŏngyang: 
Kwahak Paekkwa Sajŏn Ch‘ulp‘ansa, 2004)

한자 읽기 및 발음:

       1. 張三植 大漢韓辭典. (서울 특별시 : 성문사, 1964)

          Chang Sam-sik. Tae Han-Han sajŏn (Sŏul T‘ŭkpyŏlsi: Sŏngmunsa, 1964)

       2. 新字典. ([서울] : 신문관, 1915 : 재판 : [서울] : 조용승, 1973)

          Sin chajŏn. ([Seoul] : Sinmun’gwan, 1915 : Reprint : [Seoul] : Cho 

Yong-sŭng, 1973)
부록 2: 보조 동사 목록 (15)

부록 3: 수량사 목록 (10)

부록 4: 접두사 목록 (115)

부록 5: 접미사 목록 (201)

부록 6: 불완전 명사 목록 (54)

ㅇ 부록

표기법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록들을 첨부하 습니다.

1. 문제 해결을 위한 권장 사전 목록

2. 보조동사 목록

3. 수사 목록

4. 접두사 목록

5. 접미사 목록

6. 불완전 명사 목록

7. 한국어 로마자 표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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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한국어 로마자 표기 표

이 표는 한국어 로마자 표기 규칙의 일반적 적용에 관해 설명한다. 예외사항은 위에 

있는 한국어 로마자표기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다. 

이전

8. 붙임표( - ) 뒷부분:

  (b) 매큔-라이샤워 표기법(McCune-Reischauer rules)에 따르면 보통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 다음 경우에는 붙임표( - ) 뒷부분에서 음운 변화가 표시되지 않는

다:

(5) 일반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pukto’의 경우:

    Ch‘ungch‘ŏng-pukto 忠淸北道
개정

4. 붙임표( - )

  (a) 매큔-라이샤워 표기법(McCune-Reischauer rules)에 따르면, 보통 음운 변화

가 일어날 때, 음운 변화가 성(姓) 다음에 오는 이름, 호, 필명, 법명, 또는 행정

구역 단위에 붙이는 붙임표( - ) 앞이나 뒤에서 나타난다. 

4. 중요한 차이점

ㅇ 붙임표( - )

이전 규칙 8(b)(5): 행정 구역 단위 pukto (북도)

※ 이전에 예외를 인정했던 일반 행정 구역을 나타내는 ‘pukto’의 경우, 다른 행정 

구역들과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Ch‘ungch‘ŏng-pukto 忠淸北道
   개정: Ch‘ungch‘ŏng-bukto 忠淸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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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性)이 포함된 인명의 경우:

An Ŭng-nyŏl 安 應烈
Pak Mog-wŏl 박 목월

Yi T‘oe-gye 이 퇴계

      2) 행정 구역 단위의 경우:

Kangwŏn-do 강원도

Kyŏngsang-bukto 경상북도

Wando-gun 완도군

P‘yŏngt‘aek-kun 평택군

Kugi-dong 구기동

P‘yŏngt‘aeg-ŭp 평택읍

Sanbung-myŏn 산북면

Hwanggong-ni 황곡리

이전

8. 붙임표( - ) 뒷부분:

  (b) 매큔-라이샤워 표기법(McCune-Reischauer rules)에 따르면 보통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 다음 경우에는 붙임표( - ) 뒷부분에서 음운 변화가 표시되지 않는

다:

    (6) 한글이나 한자로 이루어진 단일어 수식어, 접사, 명사 상당어구 등이 외래어

를 수식할 때:  

ㅇ 붙임표( - )

이전 규칙 8(b)(6): 한글이나 한자 용어가 외래어 단어를 수식

※ 한글이나 한자로 이루어진 단일 수식어, 접사, 명사 상당어구 등이 외래어를 

수식할 때의 규칙을, 많은 외래어가 범람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어

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 습니다. 

이전: esei-chip 에세이집

개정: esei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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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i-chip 에세이집

개정

12. 외래어

가이드라인

  (b) 한글이나 한자로 된 접사를 외래어와 붙여 쓰고, 외래어가 접사로 쓰일 때도 붙

여 쓴다.

      朴 木月 代表 에세이集 Pak Mog-wŏl taep‘yo eseijip
      國際 마아케팅論 Kukche maak‘et‘ingnon
      문예 창작팀 Munye ch‘angjakt‘im

이전

  4D. 두 개의 동격인 글자, 접사나 명사 상당어구를 그 단어의 중요 부분으로서 붙

여 쓴다.

such‘urip chŏlch‘a                 輸出入 節次
kungnaeoe sajŏng 國內外 事情
Han’guk sŏhwaga inbo 韓國 書畵家 印譜

ㅇ 붙임표( - )

1) 이전 규칙 4(d): 동격인 글자 

   이전 규칙 8(c): 동격으로 결합된 축약 형태

2) 개정된 가이드라인 10장: 고유 명사 형태만 붙임표( - )로 연결  

※ 이전의 혼동되었던 준말, 약어 등의 규칙을 고유 명사의 경우에만 붙임표( - )

로 연결하며 음운 변화를 표기치 않도록 하나로 통일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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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C. 동격으로 결합된 축약형태를 붙임표( - )로 연결한다. 음운 변화를 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합의 마지막 요소의 일부로서 단일어로 된 명사 상당어를 쓴

다.

sinyŏk Sin-Kuyak chŏnsŏ 新譯 新舊約 全書
chung-tanp‘yŏn sosŏl 中短篇 小說
Paekhwabon Tang-Song sanmunsŏn 白話本 唐宋 散文選

개정

10. 줄임말, 약어, 등

가이드라인

  (a) 두 개의 동격인 문자, 접사, 명사 상당 어구는 붙임표( - ) 없이 한 단어로 붙여 

쓴다.

      남북 경제 협력 Nambuk kyŏngje hyŏmnyŏk
      韓國 書畵家 印譜 Han’guk sŏhwaga inbo

      中高等 學校 Chunggodŭng hakkyo
      中短篇 小說 Chungdanp‘yŏn sosŏl
      近現代 Kŭnhyŏndae
  (c) 고유명사가 축약되거나 동격형태로 결합된 경우 붙임표( - )를 쓴다. 붙임표  

( - ) 앞이나 뒤에서 음운 변화를 표시하지 않는다. 

      남북한 정상 회담 Nam-Pukhan Chŏngsang Hoedam

      最新 佛韓 辭典 Ch‘oesin Pul-Han sajŏn
      新譯 新舊約 全書 Sinyŏk Sin-Kuyak chŏnsŏ
      白話本 唐宋 散文選 Paekhwabon Tang-song sanmunsŏn

ㅇ 이름

1) 앞에 성이 있는 경우만 이름을 붙임표( - )로 연결

2) 성이 없는 경우 붙임표( - ) 없이 붙여 씀

※ 이전의 구분이 어려웠던 이름과 호 등의 구분을 없애고, 이름이나 호, 필명, 법

명의 음절은 앞에 성이 올 경우에만 붙임표( - )로 구분하도록 하여 붙임표 ( - )

의 앞이나 뒤에서 음운 변화를 표시토록 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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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6. 인명

  6A. 두 글자인 성은 한 단어로 쓴다. 두 자로 된 이름이나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자

(字)은 붙임표( - )로 연결하고, 첫 음절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쓴다.

      Ch‘oe Ch‘i-wŏn 催 致遠
      Yi Kwang-su 이 광수

      Kim So-wŏl 金 素月
      Namgung Kak 南宮 珏
      Sŏnu Chong-wŏn 仙于 宗源
개정

9. 인명

  (a) 이름이나 호, 필명, 법명의 음절은 앞에 성이 올 경우에만 붙임표( - )로 구분

한다. 붙임표( - )의 앞이나 뒤에서 음운 변화를 표시한다.

      Yi Yul-gok 이 율곡

      Kim Chi-ha 김 지하

      Kim So-wŏl 김 소월

  (b) 이름이나 호, 필명, 법명의 음절은 앞에 성이 오지 않을 경우 붙임표( - ) 

      없이 연결한다.

      Yulgok Yi I 율곡 이 이

      Sowŏl chŏnjip 소월 전집

ㅇ 출판물명

1) 이전 규칙 7(B): 서명과 수식어 간에는 띄어쓰기 한다.

2) 개정 규칙 14(f): 단음절로 된 수식어와 앞에 오는 단어를 붙여 쓴다.

※ 이전 규칙 7(B)에서 띄어쓰기로 한 서명을 나타내는 단음절로 된 수식어는 앞

에 오는 서명과 붙여 쓰도록 하 습니다. 다만 앞에 오는 서명 등이 고유 명사

인 경우에는 띄어 쓰도록 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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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7B. 고유명사, 호칭, 서명 등은 수식어와 띄어쓰기하고, 수식하는 단어와도 

      띄어쓰기 한다.

      Wŏllam Yi Sang-jae Ong 月南 李 商在 翁
      Nanjung ilgi ch’o 亂中 日記 抄
      Hŭngsŏn Kun 興宣 君
      Kwibong chip 龜峯 集
      Wŏnye Hakkwa chi 園藝 學科 誌
      Taegu Maeil Sinmunsa sa 大邱 每日 新聞社 史
개정

14. 기관명, 지명, 서명 등

  (f) 초(抄), 집(集), 지(誌), 선(選), 론(論), 전(傳) 등 과 같은 출판물 유형을 나타내

는 단음절 수식어는 앞에 오는 단어와 붙여 쓴다. 그러나 앞에 오는 단어가 고유

명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亂中 日記抄 Nanjung ilgich‘o
      현대 한국 시인선 Hyŏndae Han’guk siinsŏn
      國稅 基本論 Kukse kibonnon

      의암 선생 항쟁기 Ŭiam Sŏnsaeng hangiaenggi
      토끼전 T‘okkijŏn
그러나:

      홍 길동 전 Hong Kil-tong chŏn
      沁 靑 傳 Sim Ch‘ong chŏn
      춘향 전 Ch‘unhyang chŏn
      콩쥐 팥쥐 전 K‘ongjwi P’atchwi chŏn
      배 비장 전 Pae Pijang chŏn
      李 光洙 論 Yi Kwang-su non

      龜峯 集 Kwibong chip

      素月 選 Sowŏl sŏn
예외 1: 수식어인 ‘편(篇)’과 수식하는 단어 간에는 항상 띄어쓰기 한다. 

      현대 편 Hyŏndae p‘yŏn
      예산 편 Yesan p‘yŏn
      문학 편 Munhak p‘yŏ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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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1B. 동격이거나 다(多)음절 조사를 한 단어로 붙여 쓴다. 그러나 조사 ‘의’는 다른 

조사와 항상 띄어쓰기 한다

      na mando anida 나 만도 아니다

      Han’guk kojŏn e ŭi ch‘odae        한국 古典 에 의 招待
      iltŭng egenŭn so rŭl sang ŭro 一等 에게는 소 를 상 으로   

      hangmun ŭrosŏ ŭi sahak 學門(問) 으로서 의 史學
개정

6. 조사

가이드라인

  (b) 가능하면 동격이거나 다(多)음절 조사인 경우 바이너리로 띄어 쓰도록 한다. 

      나 만도 아니다 Na mando anida

      韓國 古典 에의 招待 Han’guk kojŏn eŭi ch‘odae
      一等 에게는 소 를 상 으로 Iltŭng egenŭn so rŭl sang ŭro
      學文 으로서의 史學 Hangmun ŭrosŏŭi sahak
      서울역 에서 부터 Sŏulyŏk esŏ put’ŏ
      집 에서 처럼 Chip esŏ ch‘ŏrŏm

ㅇ 다(多)음절 조사

동격이나 다(多)음절 조사 바이너리로 띄어쓰기 (6장 Part (b));

‘의’를 특별 취급하지 않음

※ 이전의 표기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다(多)음절 조사의 표기 문제를 뜻이 변하

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바이너리로 띄우도록 하 으며, 예외로 취급하 던 ‘의’의 

경우를 삭제하 습니다. 

ㅇ 옛한글

옛한글의 로마자 표기 시 매큔- 라이샤워 규칙과 표를 엄격히 적용

※ 이전의 표기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옛한글의 로마자 표기에 매큔-라이샤워 

규칙과 표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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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의되지 않음

개정

11. 옛한글

    옛한글의 로마자 표기 시, 가능한 한 자음과 모음의 로마자 표기에 관한 매큔-라

이샤워 규칙 및 표를 단어가 쓰인(written)형태에 엄격하게 적용하라. 현재의 발음

방식을 따라 옛한글을 로마자 표기 하지 않도록 한다.

Chŏnju  가 아니라        T‘yŏnjyu 텬쥬

Chosŏn 이 아니라 Chosyŏn 조션

sŏmni 가 아니라 syŏmni 셥리

yakcho 가 아니라 yaktyo 약됴

6. 향후에는

본 개정 이후 도서관 관계자 또는 이용자들의 다른 로마자표기법이나 그 실행 규

칙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본 의회도서관은 이러한 표기법이나 그 실

행 규칙의 재개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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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로마자표기와 띄어쓰기(안)

미국의회도서관 목록정책 ․ 표준과 작성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번역

  본 원고는 미국의회도서관에서 마련한 한국어 로마자표기와 띄어쓰기의 수정안으로 의견

수렴을 위해 Cataloging Service Bulletin, no. 123 (Spring 2009)에 수록된 “Korean 

Romanization and Word Division (Draft)"를 번역한 것입니다.

출처 : http://www.loc.gov/cds/PDFdownloads/csb/CSB_123.pdf

1. 일반 관행

미국 의회도서관은 한국어 로마자 표기에 대하여 매큔-라이샤워 표기법과 이 문

건에서 언급된 한글 예외 규정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다. 아시아왕립학회 한국지부 

회보(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에서 재판

된 매큔과 라이샤워의 공저 “음성구조를 기초로 한 한국어 로마자 표기"(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1939?)를 참조한다. 원문의 전문은 호주 국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a.gov.au/librariesaustralia/cjk/download/ras_1939.pdf)에서 볼 

수 있다.

주: 로마자 표기표는 문서 말미에 있는 부록 7을 참조한다.



16 ❙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1호 (2009년 7월)

2. 근거 

미국 의회도서관은 현대 발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근거로서 몇 개의 표준

어 사전을 선정했다[부록 1 참조]. 단어는 이들 사전에 표시된 대로 발음될 것이고, 

그 발음을 가장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로마자 표기가 될 것이다. 

3. 로마자 표기 규칙과 발음 간 충돌

로마자 표기 규칙과 발음 간 충돌이 있을 경우, 발음 표현을 우선시 한다. 

ramyŏn
Hancha

yŏngchang
Sŏuldae
Wǒldŭk’ŏp
kiljabi

Malgaljok

papta

nŏptunggŭlda
silchŭng

라면

漢字
令狀
서울대

월드컵

길잡이

말갈족

밟다

넓둥글다

싫증

주: 일부 사전에서는 경음화된 중간 자음이 이중 자음으로 나타난다. (의과[꽈], 실시

[씨]). 그러나 로마자 표기 시 반드시 이중 자음을 쓰는 것은 아니다 (uika, silsi).

p‘yŏnka
munpŏp

평가

문법

4. 붙임표( - )

(a)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보통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 성(姓) 다음

에 오는 이름, 호, 필명, 법명 또는 행정 구역 단위에 사용된 일반 용어에 붙이

는 붙임표( - ) 앞이나 뒤에서 음운 변화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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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姓)이 포함된 인명의 경우:

An Ŭng-nyŏl
Pak Mog-wŏl
Yi T‘oe-gye

安 應烈
박 목월

이 퇴계

2) 행정 구역 단위의 경우:

Kangwŏn-do

Kyŏngsang-bukto

Wando-gun

P‘yŏngt‘aek-kun

Kugi-dong

P‘yŏngt‘aeg-ŭp
Sanbung-myŏn
Hwanggong-ni

Nogŭn-ni

Pokkye-ri

Sahŭl-li

강원도

경상북도

완도군

평택군

구기동

평택읍

산북면

황곡리

노근리

복계리

사흘리

예외 : 행정 구역 단위가 수사 다음에 오는 경우 음운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Chongno 2-ka

Sŏngsan 4-tong

종로 2 가

성산 4 동

예외 2 : 특별 행정 구역 단위의 경우 붙임표( - )로 연결하지 않는다.

Sŏul T‘ŭkpyŏlsi
Pusan Kwangyŏksi
Cheju T‘ŭkpyŏl Chach‘ido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제주 특별 자치도

(b) 보통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붙임표( - ) 

앞 또는 뒤에서 음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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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수로 읽는 경우:

ch‘ŏn-kubaek-yuksipp‘al 一九六八

2) 수사와 책 단위 또는 셈 단위 사이:

che 3-chip

4-kwŏn
2-pu

33-in

6-kae

5-pyŏng

제 3 집

4 卷
2 부

33 인

6 개

5 병

3) 숫자로 쓰인 연(年)과 접미사 또는 수식어 사이:

10-Chunyŏn
2000-yŏndae

10 주년

2000 년대

4) 동격으로 결합된 고유명사의 축약 형태 사이: 

Sin-Kuyak Sŏngsŏ
Nam-Pukhan chŏngbu
Han-Mi kwan’gye

新舊約 聖書
남북한 정부

韓美 관계

예외 : 보통명사의 축약 형태 사이에는 붙임표( - )를 넣지 않는다. 띄어쓰기 규

칙 10의 관행을 따른다.

kŭnhyŏndaesa
such‘urip kwalli

kungnaeoe sajŏng
chungodŭng hakkyo

근현대사

수출입 관리

국내외 사정

중고등 학교

5) 역사적 사건의 날짜를 축약된 숫자로 나타냈을 경우:

Sa-ilgu Haksaeng Hyŏngmyŏng
Yuk-io Chŏnjaeng

四ㆍ一九 학생 혁명

六ㆍ二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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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과 ㄹ
(a) 머리글자인 ㄴ과 ㄹ

머리글자로 쓰인 ㄴ과 ㄹ은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따르며, 예외는 아래와 같

다. 한자로 쓰여 있을 경우, 공식 참조 도구를 통해 해당 한자의 음을 확인 할 필요

가 있다. 인명의 경우는 로마자 표기 규칙 9를 참조한다. 

nodong

yŏksa
yŏsŏng
yori

로동/노동

력사/역사

녀성/여성

료리/요리

예외1 : 띄어쓰기 규칙 1에 맞추어 ㄹ로 시작되는 조사는 띄어쓰기 하고, 모든 경

우에 r로 로마자 표기를 시작한다.

sae yŏksa rŭl wihayŏ
Kim Mari ranŭn puin
Sǒul ro kanŭn yŏlch‘a

새 歷史 를 위하여

김 마리 라는 부인

서울 로 가는 열차

예외2 : ㄹ로 시작되는 단음절 보통 명사는 띄어쓰기 하고 r로 로마자 표기한다.

Myŏt ri inya?
Kŭrŏl ri ka ŏpta

몇 리(里) 이냐?

그럴 리(理) 가 없다

(b) 형태소 중간 글자인 ㄴ과 ㄹ

형태소 중간 글자로 쓰인 ㄴ과 ㄹ은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따르며 예외는 아래

와 같다. 한자로 쓰여 있을 경우, 부록 1에 나와 있는 공식 참조 도구를 통해 해당 

한자의 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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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ŏllyang
chilli

kŭmnyu

tori

mullihae

善良
진리

急流
도리

文理學

예외1 : 형태소 중간 글자인 ㄴ 다음 ㄹ이 올 경우 보통 ll로 로마자 표기한다. 그

러나 어떤 경우에는 표준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 nn으로 표기한다. 예는 다

음과 같다:

ŭigyŏnnan
Imjinnan

saengsannyang

kyŏltannyŏk
pip‘annyŏk
sanggyŏnnye
ŭmunnon

yech‘annon
ibwŏnnyo
siinnon

kaep‘yŏnnon

의견란

임진란

생산량

결단력

비판력

상견례

음운론

예찬론

입원료

시인론

개편론

예외2 : 모음 또는 형태소 중간 글자인 ㄴ 다음 렬(列, 烈, 裂, 劣) 이나 률(律, 

率, 栗, 慄)로 시작되는 음절이 올 경우 보통 ㄹ 발음이 나지 않는다. 이 

경우 ㄹ은 로마자 표기 하지 않는다.

nayŏl
punyŏl
ch‘iyŏl
paekpunyul

羅列
分裂
齒列
百分率

6. 형태소 중간 글자인 ㅅ
(a) 형태소 중간글자 ㅅ이 초성인 경우

형태소 중간글자 ㅅ이 초성이거나, ㄹ 다음 형태소 중간글자 ㅅ이 올 경우 항상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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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nniyagi

namunnip

sunnyang

twinnyut

옛이야기

나뭇잎

숫양

뒷윷

로 로마자 표기한다. 초성 ㅅ 다음 wi(ㅟ)가 올 경우는 예외로서 sh로 표기한다.

moksu

matsawi

nongsanmul

sonswipta 가 아니라 sonshwipta

silssi 가 아니라 silsi

Pulssang 이 아니라 Pulsang

목수

맏사위

농산물

손쉽다

실시

불상

(b) ㄴ, ㅁ 앞에 ㅅ이 올 경우

ㄴ과 ㅁ 앞에 종성 ㅅ이 올 경우 n으로 로마자 표기한다.

k‘onnal
pŏnnim
paenmŏri

콧날

벗님

뱃머리

(c) ㄱ, ㄷ, ㅂ, ㅅ, ㅈ 앞에 ㅅ이 올 경우

ㄱ, ㄷ, ㅂ, ㅅ, ㅈ 앞에 종성 ㅅ이 올 경우 t로 표기한다.

kotkan

maettol

haetpyŏt
ch‘ŏtsarang
patchul

곳간

맷돌

햇볕

첫사랑

밧줄

(d) ‘이’나 이중모음 앞에 ㅅ이 올 경우

‘이’나 이중모음 앞에 종성 ㅅ이 올 경우 nn으로 표기한다. 

(e) 기타 모음 앞에 ㅅ이 올 경우 

기타 모음 앞에 종성 ㅅ이 올 경우 s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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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ŭm
sosara

pŏsŏnan
웃음

솟아라

벗어난

예외 : 순 우리말 접두어(웃, 윗, 첫, 헛 등)에서 종성 ㅅ 다음 ‘이’나 이중모음을 

제외한 다른 모음이 올 경우 d로 표기한다.

udŏrŭn
widot

ch‘ŏdadŭl
hŏdusŭm

웃어른

윗옷

첫아들

헛웃음

7. ㅎ, ㄶ, ㅀ

(a) 종성 ㄱ, ㅂ, ㅅ이 초성 ㅎ과 결합 될 경우 항상 kh, ph, th로 표기한다.

Pukhan

kukhak

hakhoe

yŏkhal
pukhaek

hyŏphoe
sokhi

ttakhage

chaphimyŏn
mothada

북한

국학

학회

역할

북핵

협회

속히

딱하게

잡히면

못하다

(b) 종성 ㄷ, ㅈ이 초성 ㅎ과 결합 될 경우 ch‘로 표기한다. 

tach‘in
kkoch‘ida
ich‘yŏjin

닫힌

꽂히다

잊혀진

(c) 종성 복자음 ㄵ, ㄺ, ㄼ 다음 초성 ㅎ이 올 경우 nch‘, lk‘, lp‘로 표기한다.

ŏnch‘ida
palk‘inŭn
nŏlp‘ida

얹히다

밝히는

넓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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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ㄶ
ㅀ

표기하지 않는다 (예외: 히읗 hiŭt)
n

r

naŭn
mani

sirŏdo
낳은

많이

싫어도

(d) 종성 ㅎ, ㄶ, ㅀ 다음 초성 ㄱ, ㄷ, ㅈ이 올 경우 k‘, t‘, ch‘로 표기한다.

ŏttŏk‘e
chot‘a
amurŏch‘i
mant‘ŏn
talch‘i

어떻게

좋다

아무렇지

많던

닳지

(e) 종성 ㅎ, ㄶ 다음 ㄴ이 올 경우 nn으로 표기한다.

nonne

ssannŭn
annŭn

놓네

쌓는

않는

(f) 종성 ㅀ 다음 ㄴ이 올 경우 ll으로 표기한다.

ttullŭn 뚫는

(g) 종성 ㅎ, ㄶ, ㅀ 다음 모음이 올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8. 매큔-라이샤워 원(原) 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형태소 중간 

   글자와 어말자음(종성)

(a) 어말자음(종성)인 ㄷ, ㅈ, ㅊ, ㅋ, ㅌ, ㅍ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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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 ㄳ, ㄺ
ㄻ
ㄵ
ㄼ, ㄽ, ㄾ
ㅄ,漢

k

m

n

l

p

sŏkta
mok

hŭk
sam

ŏnta
yŏdŏl
oegol

halta

kap

ŭpta

섞다

몫

흙

삶

얹다

여덟

외곬

핥다

값

읊다

ㄷ, ㅈ, ㅊ, ㅋ
ㅋ
ㅍ

t

k

p

kot

chŏt
nunkkot

tongnyŏk
p‘at
milchip

곧

젖

눈꽃

동녘

팥

짚

(b) 복자음이 어말자음(종성)이거나 다른 자음 앞에 올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외 : 종성 ㄺ 다음에 초성 ㄱ이 올 경우, l로 표기한다.

mulko

malke

묽고

맑게

(c) 어말자음(종성)인 복자음 다음에 모음이 올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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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ŏr-wŏn
Yi Sŏng-min

Yu Sŏng-min

Na Min-ju

An Chung-gŭn
O Yŏng-hye

Yi Ŏ-ryŏng
Kim Ch‘ang-nyong

Kim Ch‘ŏr-un

Yi Yul-gok

Kim Chi-ha

Kim So-wŏl

金 哲源 
이 석민

류 성민(또는 유 성민)

나 민주(또는 라 민주)

안 중근

吳 齡蕙 
이 어령

김 창룡

김 철운

이 율곡

김 지하

김 소월

ㄵ
ㄾ
漢
ㅄ

nj

lt‘
lp‘
ps

anja

halt‘a
ŭlp‘ŏ
ŏpsŏ

앉아

핥아

읊어

없어

9. 개인명

(a) 이름이나 호, 필명, 법명의 음절은 앞에 성이 올 경우에만 붙임표( - )로 

구분한다. 붙임표( - )의 앞이나 뒤에서 음운 변화를 표시한다.

(b) 이름이나 호, 필명, 법명의 음절은 앞에 성이 오지 않을 경우 붙임표( - ) 

없이 연결한다.

Yulgok Yi I

Sowŏl chŏnjip
율곡 이 이

소월 전집

예외1 : 한글로 ‘리’나 ‘이’로 쓰는 성을 나타내는 李 와 異는 어떤 경우에도 Yi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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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Sŭng-man

Yi Sun-sin

Yi Wŏn-su

리 승만(또는 이 승만)

李 舜臣 
異 園樹 

예외2 : 인명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고 이름 첫 음절이 ㄹ로 시작하는 경우, 이를 

초성 ㄹ이 발음되고자 하는 증거로 간주하고 r로 표기한다.

Kim Ri-na

Ch‘oe Ran

Ha Ri-su

Yi Ryu-hwan

김 리나

최 란

하 리수

이 류환

외래어 이름의 경우, ㄹ의 표기는 아래 규칙 10에 의거, 해당 국가에서 표기하는 

방식을 따라 r 또는 l로 표기한다.

Pak Lillian

Pang Reich‘el
박 릴리안

방 레이첼

예외3 :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이름이 ㄴ이나 ㄹ로 시작하고 그 발음이 로마

자 표기 법칙과 다를 경우, 발음에 맞춰 표기한다. 해당 발음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1991)을 참조한다.

Sin Rip 申 砬
(Sin Ip으로 로마자 표기해야 하나, 역사적으로 “신 입"이 아니라 “신 립"으로 알려져 있다)

Ha Ryun 河 崙
(Ha Yun으로 로마자 표기해야 하나, 역사적으로 “하 윤"이 아니라 “하 륜"으로 알려져 있다)

10. 외래어

외래어를 특별 취급하지 않는다. 매큔-라이샤워 로마자 표기 규칙을 적용하되, 

ㄹ로 시작되는 단어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ㄹ의 표기는 해당 국가에서 표기

하는 방식을 따라 r 또는 l로 표기한다. ㄹ로 시작되는 단어의 첫 ㄹ이 무음일 경우 

이 규칙을 다음 나오는 유음 자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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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jain

Pet‘ŭnam
chero

ninnen 이 아니라 linnen

nadio 가 아니라 radio

nesǔlling 이 아니라 resŭlling

디자인

베트남

제로

린넨

라디오

레슬링

11. 옛한글의 로마자 표기

옛한글의 로마자 표기 시, 가능한 한 자음과 모음의 로마자 표기에 관한 매큔-라

이샤워 규칙 및 표를 단어가 쓰인(written) 형태에 엄격하게 적용하라. 현재의 발음

방식을 따라 옛한글을 로마자 표기 하지 않도록 한다.

Chŏnju 가 아니라 T‘yŏnjyu
Chosŏn 이 아니라 Chosyŏn
sŏmni 가 아니라 syŏmni

yakcho 가 아니라 yaktyo

텬쥬

조션

셥리

약됴

띄어쓰기

기본원칙

1. 각각의 품사는 띄어쓰기해야 한다.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9개의 품사가 있다:

   조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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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사

   주: 접사는 품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2. 문맥상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되게 음절을 묶는다.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합성어는 품사별로 띄어쓰기 한다. 

3.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A) 띄어쓰기에 관한 결정시 이 규칙을 적용한다.

   B)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미국 의회도서관이 띄어쓰기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정한 표준어 사전을 참조한다. [지정 사전 목록은 부록 1을 참조한

다.] 이 사전에서 찾은 단어는 어휘 단위로 간주될 것이다. 사전에서 변형

을 제시하는 경우,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C)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생기거나, 참조한 사전이 서로 다른 내용을 제시하

는 경우에는, 띄어쓰기 한다.

구체적인 규칙

1. 명사, 대명사, 불완전 명사

<지침>

(a) 명사, 대명사, 불완전 명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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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가요 와 대중 문학

대한 민국 의 문화 유적

전기 공학 개론

주식 회사 한국

武林 士官 學校

Taejung kayo wa taejung munhak

Taehan Min’guk ŭi munhwa yujŏk
Chŏn’gi konghak kaeron
Chusik hoesa Han’guk
Murim Sagwan Hakkyo

모란꽃 필 무렵

국어 문장 의 형성 원리 연구

이것 은 책 이다

어디 에 있었는가

우는 것 이

어린이 나름 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조국 어디 로 갈 것 인가

누구를 위한 것 인가

국장 겸 실장

검은 색 자동차

주홍 빛 의 가로등

Morankkot p‘il muryŏp
Kugŏ munjang ŭi hyŏngsŏng wŏlli yŏn’gu
Igŏt ŭn ch‘aek ida
Ŏdi e issŏnnŭn’ga
Unŭn kŏt i
Ŏrini narŭm taero

Hal su ŏmnŭn saramdŭl
I choguk ŏdi ro kal kŏt in’ga
Nugu rŭl wihan kŏt in’ga
Kukchang kyŏm silchang

Kŏmŭm saek chadongch‘a
Chuhong pit ŭi karodŭng

(b) 복합명사는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요소로 만든다.

예외 1 : 복합명사에서 사이 시옷이 첨가되는 경우, 단일 어휘단위로 쓴다. 

보릿고개 (보리 + ㅅ)

옛이야기 (예 + ㅅ)

뱃사공 (배 + ㅅ)

Poritkogae

Yenniyagi

Paetsagong

예외 2 : 복합명사에서 한글의 철자 변화로 음운 변화가 생기는 경우, 단일 어휘

단위로 쓴다.

소나무 (솔 + 나무)

머리카락 (머리 + 가락)

엊저녁 (어제 + 저녁)

Sonamu

Mŏrik‘arak
Ŏtchŏnyŏk

예외 3 : 복합명사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경우, 단일 어휘단위로 쓴다.

오늘날

밤낮

피땀

Onŭllal
Pamnat

P‘it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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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과 韓國人
不動産 評價
大都市 의 理念 과 韓國
韓半島 의 平和 와 安保
經濟 超大國 의 形成
황무지 가 장미꽃 같이

Han’guk kwa Han’gugin
Pudongsan p‘yŏngka
Taedosi ŭi inyŏm kwa Han’guk
Hanbando ŭi p‘yŏnghwa wa anbo

Kyŏngje ch‘odaeguk ŭi hyŏngsŏng
Hwangmuji ka changmikkot kach‘i

예외 4 : 복합명사가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되었을 경우, 단일 어휘단위로 쓴다.

부슬비

마구잡이

누비옷

Pusŭlbi
Magujabi

Nubiot

예외 5 : 두 부분으로 나뉘는 ‘주의(主義)’는 접미사로서 수식어와 붙여쓰기 한다.  

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와 기독교

Minjujuŭi
Marŭk‘usŭjuŭi wa Kidokkyo

예외 6 : 한 글자로 된 수식어, 접사, 또는 명사 상당어구를 붙여 만든 파생어는 

한 단어로 쓴다.

2. 형용사

<지침>

(a) 형용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우리 조상들 은 훌륭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녀 의 웃는 모습 이 아름답다

Uri chosangdŭl ŭn hullyunghaetta
Ch‘akhage sanŭn saramdŭl
Kŭnyŏ ŭi unnŭn mosŭp i arŭmdapta

예외 1 : 복합형용사에서 명사 부분은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띄어

쓰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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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같던 지난 세월

값 싸고 품질 좋은 상품

목 마른 사슴 이

멋 있는 친구 를 만나세요

버릇 없고 심술 궂은 아이 로 키우기

재미 있는 옛이야기

Kkum katt‘ŏn chinan sewŏl
Kap ssago p‘umjil choŭn sangp‘um
Mok marŭn sasŭm i

Mŏt innŭn ch‘in’gu rŭl mannaseyo

Pŏrŭt ŏpko simsul kujŭn ai ro k‘iugi
Chaemi innŭn yenniyagi

그 외에는 복합형용사를 단일 어휘단위로 쓴다.

의지 가 강하고 굳세다

높푸른 가을 하늘

머나먼 쏭바강

Ŭiji ka kanghago kutseda

Nopp‘urŭn kaŭl hanŭl
Mŏnamŏn Ssongbagang

3. 관형사

<지침>

(a) 관형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저 하늘 에도 슬픔 이

어느 사람 이 갔읍니까

모 기관에서 발표 된

모든 국민

갖은 고생을 하다

온갖 말들 이 오갔다

웬 떡 입니까

Chŏ hanŭl edo sŭlpŭm i

Ŏnŭ saram I kassŭmnikka

Mo kigwan esŏ palp’yo toen
Modŭn kungmin

Kajŭn kosaeng ŭl hada
On’gat maldŭl I ogatta
Wen ttŏk imnikka

(b) 순 우리말 관형사인 ‘새’, ‘헌’, ‘뭇’, ‘온’, ‘맨’, 한자음 순(純)과 이들이 수식하

는 단어 간 띄어쓰기 한다. 

새 : 새 책, 새 집 

헌 : 헌 집, 헌 옷 

뭇 : 뭇 백성, 뭇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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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 온 나라 

맨 : 맨 처음, 맨 나중, 맨 끝 

순 (純) : 순 한국어, 순 우리 말, 순 거짓말, 순 엉터리, 순 보리밥 

     주: 어떤 요소는 관형사나 접두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아래 예외를 참조한다.

예외 1 : 복합관형사는 한 단어로 쓴다.

온갖, 몇몇, 긴긴, 몹쓸

예외 2 : 지시관형사인 ‘이’, ‘그’, ‘저’, ‘요’, ‘고’ 등이 다음 명사류를 수식하고 지

시대명사나 관형사로 변화될 때 한 단어로 쓴다. 

것 : 이것, 그것, 저것, 요것, 고것 

이 : 이이, 그이, 저이 

애: 이애, 그애, 저애 

분: 이분, 저분, 그분 

번 : 이번, 요번, 저번 

편 : 이편, 그편, 저편 

쪽 : 이쪽, 저쪽, 그쪽, 요쪽 

즈음 : 요즈음, 이즈음, 그즈음 

(놈, 만큼, 대로, 분, 자, 치, 따위, 만, 등) 

그 외의 경우에는, 관형사와 관형사가 수식하는 단어 간에 띄어쓰기 한다.

그 남자 의 유쾌한 하루

이 땅 에서 학문 하기

저 바다 에선 무슨 일 이 있었나

Kŭ namja ŭi yuk‘waehan haru

I ttang esŏ hangmun hagi

Chŏ pada esŏn musŭn il i issŏnna

예외 3 : ‘각(各)’, ‘전(全)’, ‘본(本)’ 등 단일 음절의 한정사가 단일 음절로 된 단어

를 수식할 때 한 단어로 붙여 쓰고, 그 외에는 띄어쓰기 한다.

각급, 각자, 전교, 전신, 본교,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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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4 : 관형사가 접두사처럼 쓰일 때, 이를 접두사 취급하여 명사와 붙여쓰기 

한다. ‘한’, ‘맨’, ‘첫’, ‘옛’, ‘순’, ‘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가운데, 한겨울, 한밤중, 한복판, 한고비, 등 

맨주먹, 맨잎, 맨손, 등 

순: 순이익, 순두부, 순종, 순금, 순모 

4. 동사

<지침>

(a) 동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나를 찾아서 떠난 거리

마음 으로 이끌어라

교사 는 진실을 가르치는 자유인

아이 의 가슴 에는 부모 가 산다

성공 의 찬스를 잡아라

도도새 는 왜 사라졌나요

Na rŭl ch’ajasŏ ttŏnan kŏri 
Maŏm ŭro ikkŭrŏra
Kyosa nŭn chinsil ŭl karŭch’inŭn 

chayuin

Ai ŭi kasŭm enŭn pumo ka sanda

Sŏnggong ŭi ch’ansŭ rŭl chabara 
Todosae nŭn wae sarajyŏnnayo 

(b) 보조동사와 주동사는 띄어쓰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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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치는 아이들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

마음 의 짐을 내려 놓고

먼지는 무슨 힘 으로 뭉쳐 지나

곶감을 무서워 하는 호랑이

머리 가 좋아 지는 동화

Changnan ch’inŭn aidŭl 
Maju pogo innŭn tu saram 

Maŭm ŭi chim ŭl naeryŏ nok’o 
Mŭnji nŭn musŭn him ŭro 

mungch’yŏ china 
Kotkam ŭl musŏwŏ hanŭn horangi 
Mŏri ka choa chinŭn tonghwa

늙다(본동사)+가다(조동사)

늙어 가다

늙어 가서

늙어 간다

늙어 갔다

늙어 갔었다

늙어 갔으므로

늙어 갔던

늙어 간

Nŭlgŏ kada
Nŭlgŏ kasŏ
Nŭlgŏ kanda
Nŭlgŏ katta
Nŭlgŏ kassŏtta
Nŭlgŏ kassŭmŭro
Nŭlgŏ kattŏn
Nŭlgŏ kan

    보조동사 목록은 부록 2 참조한다.

(c) 복합동사는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품사 별로 띄어쓰기 한다.

 

(d) ‘-하다’, ‘-되다’, ‘-없다’, ‘-삼다’, ‘-나다’, ‘-시키다’, ‘-받다’, ‘-당하다’ 등
의 보조동사 형태 및 어형변화와, 앞에 오는 명사 간 띄어쓰기 한다.

사랑 하다

사랑 한

사랑 해

사랑 하고

사랑 하여

사랑 해도

사랑 했던

사랑 했으므로

사랑 하 으므로

Sarang hada 

Sarang han

Sarang hae

Sarang hago

Sarang hayŏ
Sarang haedo

Sarang haettŏn
Sarang haessŭmŭro
Sarang hayŏssŭmŭro

(e) 연결동사 ‘이다’ 및 어형변화와, 앞에 오는 단어 간 띄어쓰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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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 은 創造者 이다

사랑 이라는 病
어디 까지 입니까

평화적 인 시위

내일 의 지도자 일 우리 아이들

Sin ŭn ch‘angjoja ida
Sarang iranŭn pyŏng
Ŏdi kkaji imnikka

P‘yŏnghwajŏk in siwi

Naeil ŭi chidoja il uri aidŭl

(f) 동명사는 띄어쓰기 한다.

세월 이 빨리 감 을

어는 배우기 가 어렵다

Sewŏl i ppalli kam ŭl
Yongo nun paeugi ka oryopt

예외 1 : 주동사가 축약 또는 생략된 경우 보조동사, 형용사, 부사 및 그 어간을 

모두 한 단어로 붙여 쓴다.

보다: 가보다, 해보다 

내다: 빼내다

넣다: 퍼넣다 

놓다: 터놓다, 내놓다

들이다: 사들이다

매다: 꿰매다

먹다, 먹이다: 퍼먹다, 퍼먹이다 (예외: 애 먹이다)

안다: 껴안다

오르다: 떠오르다, 타오르다

주다, 차다, 치다: 내주다, 내차다, 내치다

5. 부사

<지침>

(a) 부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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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은 매우 독창적 이고 과학적 이다

젊은 사람들 이 자주 찾아  주는 곳

Han’gŭl ŭn maeu tokch‘angjŏk igo 
kwahakchŏk ida

Chŏlmŭn saramdŭl i chaju ch‘aja 
chunŭn kot

예외 1 : 가능한 한 복합부사는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요소로서 띄어 쓴다.

여기 저기

이것 저것

Yŏgi chŏgi
Igŏt chŏgŏt

    그러나: 

요즈음, 한바탕, 어느새 Yojŭŭm, hanbat‘ang, ŏnŭsae

예외 2 : 가능한 한 반복적이거나 운율이 있는 복합부사는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요소로서 띄어 쓴다.

반짝 반짝, 출렁 출렁, 산들 산들, 옹기 종기, 덩실 덩실,  

가만 가만히, 곤드레 만드레, 들락 날락, 울긋 불긋,

차례 차례, 예쁘디 예쁜, 하루 하루, 흐느적 흐느적

6. 조사

<지침>

(a) 조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나 는 내 길 에

老人 과 바다

草原 의 꿈 을 그대 에게

새 야 새 야 파랑새 야

Na nŭn nae kil e
Noin kwa pada

Ch‘owŏn ŭi kkum ŭl kŭdae ege
Sae ya sae ya p‘arangsae ya

(b) 가능하다면 동격이거나 다(多)음절 조사인 경우 두 부분으로 나주어 띄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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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도 달린다

사랑 은 멀리서 하는 것

이번 에 잘만 하면

크게도 짓는다

먹어서는 안된다

그 는 웃기만 한다

괴롭히지는 않겠다

빨리 갑시다요

Ppallido tallida

Sarang ŭn mŏllisŏ hanŭn kŏt
Ibŏn e chalman hamyŏn
K‘ŭgedo chinnŭnda
Mŏgŏsŏnŭn andoenda
Kŭ nŭn utkiman handa

Koerophijinŭn ank‘etta
Ppalli kapsidayo

도록 한다.

나 만도 아니다

韓國 古典 에의 招待
一等 에게는 소 를 상 으로

學文 으로서의 史學
서울역 에서 부터

집 에서 처럼

Na mando anida

Han’guk kojŏn eŭi ch‘odae
Iltŭng egenŭn so rŭl sang ŭro
Hangmun ŭrosŏŭi sahak
Sŏulyŏk esŏ put‘ŏ
Chip esŏ ch‘ŏrŏm

예외 1 : 동사어근, 형용사, 동사의 단순 어형변화에다 조사를 접미사로서 붙여 쓴다.

예외 2 : 축약된 조사는 앞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와 붙여 쓴다.

지금 은 누군가 와서

난 몰라

그건 나 도 몰라

Chigŭm ŭn nugun’ga wasŏ
Nan molla

Kŭgŏn na to molla

7. 감탄사

<지침>

(a) 감탄사는 다른 품사와 띄어쓰기 한다.

아! 신나는 한자 여행

야호, 재미 있는 음악 시간

어라 나 도 고급 어 가 되네

A! Sinnanŭn Hancha yŏhaeng
Yaho, chaemi innŭn ŭmak sigan

Ŏra na to kogŭp Yŏngŏ ka to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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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흔아홉 통 의 행복 찾기

스물다섯 살 의 방황

삼 학년 삼 반

육 층 삼 호실

세 번째

책 네 권

솜 한 근

소 열 마리

Ahŭnahop t‘ong ŭi haengbok ch‘atki
Sŭmuldasŏt sal ŭi panghwang

Sam hangnyŏn sam pan

Yuk ch‘ŭng sam hosil

Se pŏntchae
Ch‘aek ne kwŏn
Som han kŭn
So yŏl mari

8. 수사

<지침>

(a) 숫자는 순 우리말이나 한자로 쓴 경우를 포함하여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숫자

가 100을 넘은 경우, 십, 백, 천 단위 별로 붙임표( - )를 써서 연결한다. 

일천구백구십육

三百六十五
마흔다섯

Ilch‘ŏn-kubaek-kusimyuk

Sambaek-yuksibo

Mahŭndasŏt

(b) 순 우리말이나 한자로 쓴 숫자와 수량사는 띄어쓰기 한다.

(c) 가능하다면, 제(第)와 같은 접두사는 바로 뒤에 오는 숫자와 붙여 두 부분으

로 나누어 만든다.

第1

第一
第3 世界
第三 世界

Che-1

Cheil

Che-3 segye

Chesam segye

그러나, 숫자와 붙임표( - )로 연결되는 접미사나 총칭 (예: 차 次, 회 回, 번 番)

은 붙여 쓰도록 한다. 붙임표( - ) 뒤에서 음운 변화를 표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第)가 숫자 앞에 와도 ‘제’와 숫자 사이에는 띄어쓰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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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백구십육년

1996년

삼백육십오일 의 행복

365일 의 행복

두시 삼십분

2시 30분

六十二年 事業 計劃
62年 事業 計劃
이십일세기 의 한국 경제

21세기 의 한국 경제

Ch‘ŏn-kubaek-kusimyungnyŏn
1996-yŏn
Sambaek-yuksiboil ŭi haengbok
365-il ŭi haengbok
Tusi samsippun

2-si 30-pun

Yuksibinyŏn saŏp kyehoek
62-yŏn saŏp kyehoek
Isibilsegi ŭi Han’guk kyŏngje
21-segi ŭi Han’guk kyŏngje

第 1次
第 一次
第 3輯
第 三輯

Che 1-ch’a
Che ilch’a
Che 3-chip

Che samjip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만들어라.

第一 · 二 共和國
第1 · 2 共和國

Cheil, I Konghwaguk

Che-1, 2 Konghwaguk

예외 1 : 시, 분, 초, 일, 월, 년, 세기 등을 나타내는 시간 단위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예외 2 :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확고하게 굳어진 축약된 수사의 경우, 그대로 쓴다.

四 · 一九 學生 義擧
五 · 一六 軍事 革命
三一 運動

Sa-ilgu Haksaeng Ŭigŏ
O-illyuk Kunsa Hyŏngmyŏng
Samil Undong

예외 3 : 순 우리말 부정수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한둘

두셋

두서너

서넛

예닐곱

여남은

Handul

Tuset

Tusŏnŏ
Sŏnŏt
Yenilgop

Yŏnamŭ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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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경 론

대 예측 총 정리 부동산 세법

맨땅 에 헤딩 하기

신여성들 은 무엇 을 꿈 꾸었는가

참사랑 의 의미 를 깨닫다

세기 의 미술전

거짓말쟁이 의 회고록

Tagukchŏk kiŏp kyŏngyŏngnon
Tae yech‘ŭk ch‘ong chŏngni
pudongsan sepŏp
Maenttang e heding hagi

Sinyŏsŏngdŭl ŭn muŏt ŭl kkum 

kkuŏnnŭn’ga
Ch‘amsarang ŭi ŭimi rŭl kkaedatta
Segi ŭi misulchŏn
Kŏjinmalchaengi ŭi hoegorok

9. 접사

<지침>

(a) 접사와 접사가 수식하는 단어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접두사와 접미사 목록은 부록 4와 5를 참조한다.

예외 1 : 한자어로 된 단일 접두사와 접두사가 수식하는 단어 사이에 다른 단어가 

있는 경우 띄어쓰기 한다.

來週日, 그러나 내 25일 에

大盛況, 그러나 대 올림픽 대회 를

每時間, 그러나 매 회계 년도 에

別天地, 그러나 별 해괴한 소리 를

本會議, 그러나 본 한글 맞춤법 은

純利益, 그러나 순 어머니 의 정성 으로

新學問, 그러나 신 한글 맞춤법 은

全速力, 그러나 전 어린이들 을 동원 하

여

前男便, 그러나 전 어머니회 회장

總動員, 그러나 총 수업 시간 수 는

現世紀, 그러나 현 대학 총장 은

Nae 25-il e

Tae Ollimp‘ik taehoe rŭl
Mae hoegye yŏndo e
Pyŏl haegoehan sori rŭl
Pon Han’gŭl match‘umpŏp ŭn
Sun ŏmŏni ŭi chŏngsŏng ŭro
Sin Han’gŭl match‘umpŏp ŭn
Chŏn ŏrinidŭl ŭl tongwŏn hayŏ
Chŏn ŏmŏnihoe hoejang
Ch‘ong suŏp sigan su nŭn
Hyŏn taehak ch‘ongjang ŭn

10. 줄임말, 약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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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 협력

輸出入 節次
國內外 事情
韓國 書畵家 印譜
청소년 에게 드리는

中高等 學校
中短篇 小說
近現代

Nambuk kyŏngje hyŏmnyŏk 

Such‘urip chŏlch‘a
Kungnaeoe sajŏng
Han’guk sŏhwaga inbo

Ch‘ŏngsonyŏn ege tŭrinŭn
Chunggodŭng hakkyo
Chungdanp‘yŏn sosŏl
Kŭnhyŏndae

<지침>

(a) 두 개의 동격인 문자, 접사, 명사 상당 어구는 붙임표( - ) 없이 한 단어로 붙

여 쓴다.

(b) 축약 또는 생략된 한국이나 외국 관련 고유명사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오늘 의 北韓
全經聯
中共圈 의 將來

Onŭl ŭi Pukhan

Chŏn’gyŏngnyŏn
Chunggongkwŏn ŭi changnae

 

(c) 고유명사가 축약되거나 동격형태로 결합된 경우 붙임표( - )를 쓴다. 붙임표 

( - ) 앞이나 뒤에서 음운 변화를 표시하지 않는다.

남북한 정상 회담

最新 佛韓 辭典
新譯 新舊約 全書
白話本 唐宋 散文選
명청 고사 선역

Nam-Pukhan Chŏngsang Hoedam 

Ch‘oesin Pul-Han sajŏn
Sinyŏk Sin-Kuyak chŏnsŏ
Paekhwabon Tang-Song sanmunsŏn
Myŏng-Ch‘ŏng kosa sŏnyŏk

11. 전문 용어 등

<지침>

(a) 품사 간 띄어쓰기를 하거나 기술용어, 전문용어, 속어, 특수용어에 대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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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 수소

아황산 가스

염화 나트륨

이산화 질소

관상 동맥 경화증

급성 복막염

멀티 미디어 파일

Kwasanhwa suso

Ahwangsan kasŭ
Yŏmhwa nat‘ŭryum
Isanhwa chilso

Kwansang tongmaek kyŏnghwachŭng
Kŭpsŏng pongmagyŏm
Mŏlt‘i midiŏ p‘ail

아드리아해 Adŭriahae

부분으로 나누어 만들 때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지

침을 따른다.

12. 외래어

<지침>

(a) 외래어도 한글, 한자 등과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

금메달

우승컵

노벨상

이온화

잉크병

페인트칠

램프불

Kŭmmedal 

Usŭngk‘ŏp
Nobelsang

Ionhwa

Ingk‘ŭpyŏng
P‘eint‘ŭch‘il
Laemp‘ŭpul

(b) 한글이나 한자로 된 접사를 외래어와 붙여 쓰고, 외래어가 접사로 쓰일 때도 

붙여 쓴다.

朴 木月 代表 에세이集
國際 마아케팅論
문예 창작팀

Pak Mog-wŏl taep‘yo eseijip
Kukche maak‘et‘ingnon
Munye ch‘angjakt‘im

(c) 외래어 고유명사가 지형을 나타내는 총칭과 함께 올 경우 이를 한 단어로 붙

여 쓴다.



 한국어 로마자표기와 띄어쓰기(안) ❙43

타이완섬

아마존강

후지산

T‘aiwansŏm
Amajon’gang
Hujisan

퇴계 와 율곡

만해 사상 연구

T‘oegye wa Yulgok

Manhae sasang yŏn’gu

(d) 한글로 표기된 외래어가 원어로는 한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 때 다음 지침을 따른다.

띄어쓰기가 되어있을 경우, 띄어쓰기 한다.

셰이프 업

테이블 매너

Syeip‘ŭ ŏp
T‘eibŭl maenŏ

띄어쓰기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셰이프업

테이블매너

Syeip‘ŭŏp
T‘eibŭlmaenŏ

13. 인명

<지침>

(a) 성과 이름 간 띄어쓰기 한다.

崔 致遠
이 광수

釋 明正
변 세라 (世羅)

Ch‘oe Ch‘i-wŏn
Yi Kwang-su

Sŏk Myŏng-jŏng
Pyŏn Se-ra

(b) 이름, 호, 필명 앞에 성이 오지 않는 경우, 각 음절을 연결한다. 만일 이름, 호, 

필명 등이 3음절보다 긴 경우,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

으로 나누어 만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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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 홍련 전

붉은 수염

Changhwa Hongnyŏn chŏn 

Pulgŭn Suyŏm

月南  李  商在  翁
강 창호 선생

김 주  군

김 형돈 박사

안 중근 의사

유 관순 양

이 범석 총리

임 갑순 여사

윤 장관

오 선배님

장 도령

Wŏllam Yi Sang-jae Ong

Kang Ch‘ang-ho Sŏnsaeng
Kim Chu-yŏng Kun

Kim Hyŏng-don Paksa

An Chung-gŭn Ŭisa

Yu Kwan-sun Yang

Yi Pŏm-sŏk Ch‘ongni
Im Kap-sun Yŏsa
Yun Changgwan

O Sŏnbaenim
Chang Toryŏng

(c) 순 우리말 이름이나 외국 이름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정 고아라

김 삿갓

김 마리아

변 사라 (Sarah)

이 요셉

심 마르시아스

Chŏng Koara

Kim Satkat

Kim Maria

Pyŏn Sara
Yi Yosep

Sim Marŭsiasŭ

(d) 불교 법명이나 시호(諡號)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一然
忠武公

Iryŏn
Ch‘ungmugong

(e) 두 음절로 된 성(姓)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그러나 남편-아내 또는 어머니-

딸 등 두 개의 다른 성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띄어쓰기 한다.

鮮于 宗源
고은 광순

Sŏnu Chong-wŏn
Koŭn Kwang-sun

그러나:

차 배 옥덕 Ch‘a Pae Ok-tŏk

(f) 인명과 공식 직함, 군(君), 양(讓), 옹(翁) 등 경어 간에는 띄어쓰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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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인명과 ‘씨’ 간에는 띄어쓰기 한다.

홍 길동 씨

김해 김 씨

Hong Kil-tong Ssi

Kimhae Kim Ssi

그러나:

우리 나라 에는 김씨 가 많다 Uri nara enŭn Kimssi ka mant‘a

(h) 연호, 절 이름, 귀족 칭호는 앞의 단어와 띄어쓰기 한다. 만일 칭호나 이름이 

3음절 보다 긴 경우,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

어 만들도록 한다.

太祖
惠慶宮 洪 氏
張 禧嬪
賢愚 行者
興宣 君
孝寧 大君
明成 皇后
정부인

T‘aejo
Hyegyŏnggung Hong Ssi

Chang Hŭibin
Hyŏnu Haengja

Hŭngsŏn Kun

Hyoryŏng Taegun

Myŏngsŏng Hwanghu

Chŏngbuin
그러나: 

정경 부인 Chŏnggyŏng Puin

14. 기관명, 지명, 서명 등

<지침>

(a) 기관명은 가능하다면 두 부분으로 나뉘는 합성어로 취급한다. 學會, 學科, 敎
會 등 일반적인 용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요소로서 띄어쓰기 한다.

韓國史 學會 (Society of Korean 

History)

Han’guksa Hakhoe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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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 사기

대동 여지도

동국 여지 승람

훈민 정음

용비 어천가

Samguk sagi

Taedong yŏjido
Tongguk yŏji sŭngnam
Hunmin chŏngŭm
Yongbi ŏch‘ŏn’ga

韓國 史學會 (World History Society 

of Korea)

라성 한인 장로 교회

國語 國文 學科
勞動 基準 調査局
韓國 휴머니스트會
가톨릭 민주 청년 공동체

만수산 예술단

안동 권 씨 추 공파

安州 郡民會
서울 特別 市立 南山 圖書館
서울 시사 편찬 위원회

Han’guk Sahakhoe
Nasŏng Hanin Changno Kyohoe

Kugŏ Kungmun Hakkwa

Nodong Kijun Chosaguk

Han’guk Hyumŏnisŭt‘ŭhoe
Kat‘ollik Minju Ch‘ŏngnyŏn 

Kongdongch‘e
Masusan Yesultan

Andong Kwŏn Ssi Ch‘umilgongp‘a
Anju Kunminhoe

Sŏul T‘ŭkpyŏl Sirip Namsan 

Tosŏgwan

Sŏul Sisa P‘yŏnch‘an Wiwŏnhoe

(b) 역사적 사건은 가능한 한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요소로서 띄어쓰기 한다.

갑오 경장

임진 왜란

병자 호란

정 중부 난

Kabo Kyŏngjang
Imjin Waeran

Pyŏngja Horan

Chŏng Chung-bu Nan

(c) 역사적 출판물 제목은 가능한 한 원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

분으로 나누어 요소로서 띄어쓰기 한다.

(d) 관할 구역 명의 일부로서 쓰이는 행정 구역 단위는 붙임표( - )로 연결하여 

한 단어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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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市
嘉會洞
울릉도 도동

월봉리

워싱톤시

Taegu-si

Kahoe-dong

Ullŭngdo To-dong

Wŏlbong-ni

Wŏsingt‘on-si

그러나: 

서울 특별시

광주 광역시

濟州 特別 自治道
Sŏul T‘ŭkpyŏlsi
Kwangju Kwangyŏksi
Cheju T‘ŭkpyŏl Chach‘ido

(e) 지형적 특징, 도로, 건축물 등 의 유형에 대한 일반적 용어는 고유명사의 일부

로서 사용 되며 이름과 함께 쓴다. 가능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만들도록 한

다.

漢拏山
洛東江
獨立門
濟州島
유리城
종로

Hallasan

Naktonggang

Tongnimmun

Chejudo

Yurisŏng
Chongno

그러나:

太白 山脈
김해 평야

개마 고원

靈巖 寺址
原州 郡誌

T‘aebaek Sanmaek

Kimhae P‘yŏngya
Kaema Kowŏn
Yŏngam Saji

Wŏnju kunji

(f) 초(抄), 집(集), 지(誌), 선(選), 론(論), 전(傳) 등 과 같은 출판물 유형을 나타

내는 단음절 수식어는 앞에 오는 단어와 붙여 쓴다. 그러나 앞에 오는 단어가 

고유명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亂中 日記抄
현대 한국 시인선

國稅 基本論
의암 선생 항쟁기

토끼전

Nanjung ilgich‘o
Hyŏndae Han’guk siinsŏn
Kukse kibonnon

Ŭiam Sŏnsaeng hangjaenggi
T‘okkijŏ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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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 길동 전

沈 靑 傳
춘향  전

콩쥐 팥쥐 전

배 비장 전

李 光洙 論
龜峯 集
素月 選

Hong Kil-tong chŏn
Sim Ch‘ŏng chŏn
Ch‘unhyang chŏn
K‘ongjwi P‘atchwi chŏn
Pae Pijang chŏn
Yi Kwang-su non

Kwibong chip

Sowŏl sŏn

예외 1 : 수식어인 ‘편(篇)’과 ‘편’이 수식하는 단어 간에는 항상 띄어쓰기 한다.

현대 편

예산 편

문학 편

Hyŏndae p‘yŏn
Yesan p‘yŏn
Munhak p‘yŏn

대문자 사용

<지침>

1. 기관명(조사는 제외) 또는 그 축약형의 경우 띄어쓰기 할 때마다 대문자를 쓴다.

韓國 日報社
大韓 商工 會議所
민주화 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Han’guk Ilbosa
Taehan Sanggong Hoeŭiso
Minjuhwa rŭl Wihan Chŏn’guk 

Kyosu Hyŏbŭihoe
2. 인명에서 띄어쓰기 할 때마다 대문자를 쓴다.

李 光洙
鄭 然喜

Yi Kwang-su

Chŏng Yŏn-hŭi

3. 직위나 호칭어는 대문자를 쓴다.

朴 大統領
조 용기 목사

Pak Taet‘ongnyŏng
Cho Yong-gi Mok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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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명에서 띄어쓰기 할 때마다 대문자를 쓴다. 축약된 지명도 대문자를 쓴다. 

축약된 지명에서 동격 합성어 부분과 그 외 다른 합성어의 앞부분에 대문자를 쓴다.

하회 마을

경북 수필 동인회

Hahoe Maŭl
Kyŏngbuk Sup‘il Tonginhoe

5. 책, 정기간행물, 연속출판물 제목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쓴다.

現代 國際法
실천 문학 의 시집

Hyŏndae kukchepŏp
Silch‘on munhak ŭi sijip

6. 왕조 이름은 대문자를 쓴다.

朝鮮 六百年
明淸 時代

Chosŏn yukpaengnyŏn
Myŏng-Ch‘ŏng sidae

7. 고유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에서 고유 명사가 원래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을 경

우에만 대문자를 쓴다.

陽明學 硏究
현대 와 크리스챤 의 신앙

Yangmyŏnghak yŏn’gu
Hyŏndae wa K‘ŭrisŭch‘yan ŭi sinang

8. 동격으로 결합된 축약 형태는 이 지침이 요구할 경우 대문자를 쓴다.

新舊約 聖書
실용 불한 사전

Sin-Kuyak Sŏngsŏ
Siryong Pul-Han sajŏn

9. 기타 경우에는 부록 1의 공식 지정 참고 사전에 나온 지침을 따른다.

구두법

<지침>

1. 동격 단어를 나타내는 가운뎃점은 적용 가능한 띄어쓰기에 따라 쉼표나 붙임표

( - )로 바뀌거나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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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ㆍ高等 學校
南ㆍ北韓 經濟 協力

chunggodŭng hakkyo
Nam-Pukhan kyŏngje hyŏmnyŏk

어떤 경우는 문맥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四 一九 의 民衆史
張 大郁ㆍ著
一葉ㆍ日堂 詩畵集

Sa-ilgu ŭi minjungsa

Chang Tae-uk chŏ
Iryŏp, Iltang sihwajip

2. 따옴표 방식으로 사용된 괄호는 따옴표로 바꾼다.

[文學 과 知性] 詩人選
[詩 와 解放] 동인 시집

“Munhak kwa chisŏng” siinsŏn
“Si wa haebang” tongin si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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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부호 이름 USMARC 16진수 유니코드

       ’ alif AE 02BC

       ‘ ayn B0 02BB

 • 문자 주식자

       ˘ breve E6 0306

특수부호

부록 1 : 제안 사전

남북한의 현대 사전:

1. 국립 국어 연구원. 표준 국어 대사전. (Online Version) 

     Kungnip Kugŏ Yŏn’guwŏn. P‘yojun Kugŏ taesajŏn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2. 과학 백과 사전 출판사. 조선 말 사전. (평양 : 과학 백과 사전 출판사, 2004)  

     Kwahak Paekkwa Sajŏn Ch‘ulp‘ansa. Chosŏn mal sajŏn (P‘yŏngyang : 
   Kwahak Paekkwa Sajŏn Ch‘ulp‘ansa, 2004)

한자 읽기 및 발음:

1. 張 三植. 大 漢韓 辭典. (서울 특별시 : 성문사, 1964) 

   Chang Sam-sik. Tae Han-Han sajŏn (Sŏul T‘ŭkpyŏlsi : Sŏngmunsa, 

1964)

2. 新 字典. ([Seoul] : 신문관, 1915 : Reprint : [Seoul] : 조 용승, 1973) Sin chajŏn. 
   ([Seoul : Sinmun’gwan, 1915 : Reprint : [Seoul] : Cho Yong-sŭ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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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부록 2: 보조 동사 일람

1. 가다 (진행) 늙어 간다, 되어 간다

2. 가지다 (보유)   알아 가지고, 잡아 가지고

3. 나다 (종결) 살아 나다, 살아 났다, 견뎌 났다

4. 내다 (종결) 이겨 낸다, 참아 냈다

5. 놓다 (보유) 열어 놓다, 적어 놓다

6. 대다 (반복) 떠들어 댄다

7. 두다 (보유) 알아 둔다, 적어 두어라

8. 드리다 (수혜) 읽어 드린다, 도와 드린다

9. 버리다 (종결) 놓쳐 버리다, 끊어 버렸다 

10. 보다 (시행) 뛰어 본다, 먹어 보다,  입어 보다, 들어 보다

11. 쌓다 (반복) 웃어 쌓는다

12. 오다 (진행) 참아 오다, 견뎌 온다, 견뎌 온

13. 있다 (상태) 깨어 있다, 피어 있다, 앉아 있다, 살아 있었다 

14. 주다 (수혜) 도와 주다

15. 지다 (피동) 넓어 지다, 이루어 진다, 예뻐 진다 

부록 3: 수량사 일람

1. Amount :  양,  돈,  푼,  리,  전,  원

2. Animals :  마리,  필,  두,  손

3. Length :  자, 치, 푼, 마, 리, 마장, 발, 뼘  

4. Meals :  끼

5. People :  사람,  분,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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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uantity :  개,  가지,  그루,  포기,  자루,  켤레,  채,  대,  척,  장,  

권,  짐,  쌈,  두름,  돗,  쾌,  손,  바퀴,  단,  다발,  건

7. Time :  시,  분,  초,  일,  월,  년,  세기, 식경,

8. Volume :  섬,  가마니,  푸대,  말,  되,  홉,  통,  동이,  잔,  병,  접시,  

그릇

9. Weight :  양,  돈,  푼,  근,  관

10.  Width :  간,  평,  마지기,  정보

부록 4: 접두사 일람

1. 가 (假) - : 가건물, 가계약

2. 갓-  :  갓스물

3. 강-  :  강추위, 강호령, 강타자, 강행군

4. 개-  :  개꿈, 개죽음, 개나발, 개수작, 개떡, 개망신, 개망나니

5. 고 (古)- :  고가구, 고문서, 고서적, 고시조

6. 고 (高)- :  고기압, 고소득, 고임금

7. 과 (過)- :  과보호, 과소비

8. 구 (舊)- :  구세대, 구시대, 구시가지

9. 군-  :  군말, 군살, 군침, 군식구

10. 난 (難)- :  난공사

11. 날-  :  날강도, 날고기

12. 냉 (冷)- :  냉가슴, 냉커피, 냉국

13. 노 (老)- :  노부부, 노총각, 노처녀

14. 늦-  :  늦더위, 늦장마, 늦둥이, 늦바람

15. 다 (多)- :  다수확, 다목적, 다용도, 다방면

16. 담 (淡)- :  담갈색, 담청색

17. 대 (大)- :  대가족, 대기자 (大記者), 대보름, 대성공, 대선배

18. 덧-  :  덧문,  덧니, 덧버선, 덧붙이다



54 ❙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1호 (2009년 7월)

19. 돌-  :  돌미나리, 돌김, 돌미역

20. 되-  :  되감다, 되돌아가다, 되찾다, 되잡다, 되살리다, 되씹다, 되새기다

21. 뒤-  :  뒤끓다, 뒤덮다, 뒤얽히다, 뒤흔들다

22. 들-  :  들개, 들기름, 들국화, 들새

23. 들이- :  들이마시다, 들이받다, 들이 다, 들이닥치다

24. 막-  :  막국수, 막노동, 막말, 막일, 막벌이, 막차, 막판

25. 맏-  :  맏딸, 맏며느리, 맏아들

26. 말-  :  말벌, 말매미

27. 맞-  :  맞대결, 맞대면, 맞먹다

28. 맨-  :  맨손, 맨바닥, 맨주먹

29. 맹-  :  맹물, 맹탕

30. 맹 (猛)- :  맹공격,  맹활약

31. 명 (名)- :  명가수, 명문장, 명사수, 명배우

32. 몰-  :  몰매, 몰표

33. 몰 (沒)- :  몰상식, 몰염치, 몰인정, 몰지각

34. 무 (無)- :  무감각, 무일푼, 무질서

35. 미 (美)- :  미소녀, 미남자

36. 미 (未)- :  미개척, 미결재, 미성년, 미완성, 미해결

37. 민-  :  민소매, 민머리, 민며느리

38. 반 (反)- :  반비례, 반작용, 반지성적, 반체제

39. 백 (白)- :  백구두, 백여우, 백장미, 백포도주

40. 범 (汎)- :  범국민적, 범세계적, 범태평양

41. 복 (復)- :  복모음

42. 본 (本)- :  본계약, 본줄기, 본회의, 본뜻, 본고장, 본부인

43. 부 (不)- :  부도덕, 부자유, 부정확

44. 부 (副)- :  부반장, 부사장, 부산물, 부수입

45. 불-  :  불호령, 불여우, 불개미

46. 불 (不)- :  불가능, 불규칙, 불균형

47. 비 (非)- :  비공개, 비공식, 비무장, 비민주적, 비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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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빗-  :  빗대다, 빗면, 빗나가다, 빗맞다

49. 살-  :  살얼음

50. 새-  :  새까맣다, 새빨갛다 (색상에 대해서만 적용)

51. 샛-  :  샛노란

52. 생 (生)- :  생고기, 생쌀, 생나무, 생맥주, 생방송, 생트집, 생지옥

53. 선-  :  선무당, 선웃음, 선하품

54. 선 (先)- :  선이자

55. 설-  :  설익다

56. 성 (聖)- :  성만찬, 성주간

57. 소 (小)- :  소강당, 소규모, 소극장, 소문자, 소사전

58. 수-  :  수꿩, 수탉

59. 수 (數)- :  수백, 수천

60. 숫-  :  숫처녀

61. 시-  :  시꺼멓다, 시퍼렇다

62. 시 (媤)- :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63. 신 (新)- :  신기록, 신세대, 신여성, 신제품

64. 실-  :  실개천, 실눈, 실버들, 실핏줄

65. 싯-  :  싯누렇다, 싯뻘겋다

66. 알-  :  알곡, 알몸, 알밤, 알부자, 알거지

67. 양 (洋)- :  양과자, 양담배,  양약

68. 양 (養)- :  양부모, 양아들, 양아버지

69. 엇-  :  엇갈리다, 엇나가다, 엇비슷하다

70. 여 (女)- :  여동생, 여배우, 여사장, 여학생

71. 역 (逆)- :  역방향, 역선전, 역수출, 역효과

72. 연 (延)- :  연건평, 연인원

73. 연 (軟)- :  연노랑, 연분홍 

74. 엿-  :  엿듣다, 엿보다

75. 왕 (王)- :  왕방울, 왕소금, 왕고집

76. 외 (外)- :  외삼촌, 외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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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요 (要)- :  요시찰, 요주의

78. 웃-  :  웃거름, 웃돈, 웃어른

79. 원 (原)- : 원위치, 원자재, 원줄기

80. 잔-  :  잔가지, 잔꾀, 잔일

81. 잡 (雜)- :  잡것, 잡상인, 잡소리, 잡생각

82. 장 (長)- :  장거리, 장기간, 장시일

83. 재 (再)- :  재수술, 재시험, 재작년, 재확인

84. 저 (低)- :  저개발, 저기압, 저학년, 저혈압

85. 조 (助)- :  조감독, 조교수

86. 준 (準)- :  준결승, 준우승, 준회원

87. 중 (重)- :  중공업, 중금속, 중무기, 중과실, 중노동, 중환자

88. 진-  :  진간장, 진국, 진보라 

89. 진 (眞)- :  진면모

90. 짓-  :  짓누르다, 짓뭉개다, 짓밟다, 짓이기다

91. 찰-  :  찰떡, 찰거머리

92. 참-  :  참교육, 참뜻, 참말, 참사랑, 참숯

93. 처-  :  처먹다, 처넣다, 처박다

94. 첫-  :  첫사랑

95. 초 (超)- :  초강대국, 초당파, 초만원, 초자연

96. 총 (總)- :  총감독, 총결산, 총궐기, 총인구, 총파업

97. 최 (最)- :  최고위, 최우수, 최첨단

98. 치-  :  치닫다, 치솟다

99. 친 (親)- :  친부모, 친할머니, 친삼촌, 친정부, 친미 

100. 토 (土)- :  토담, 토방

101. 통-  :  통가죽, 통마늘, 통닭

102. 풋-  :  풋고추, 풋과일, 풋사랑

103. 피 (被)- :  피보험, 피선거권, 피지배

104. 탈 (脫)- :  탈공업화, 탈공해, 탈냉전

105. 한-  :  한걱정, 한시름, 한복판, 한가운데, 한겨울, 한밤중, 한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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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핫-  :  핫바지 

107. 항 (抗)- :  항암제, 항결핵제

108. 해-  :  해맑다

109. 햇-  :  햇감자, 햇곡식, 햇과일

110. 헛-  :  헛소문, 헛걸음, 헛고생, 헛되다, 헛살다, 헛디디다

111. 호 (好)- :  호경기, 호남자, 호시절

112. 호 (胡)- :  호떡, 호주머니, 호콩

113. 홀-  :  홀몸, 홀아비, 홀어미

114. 홑-  :  홑바지, 홑이불

115. 휘-  :  휘감다, 휘날리다, 휘젓다

부록 5: 접미사 일람

1. -가 (哥) :  김가,  이가

2. -가 (家) :  건축가, 소설가, 전술가, 자본가, 대식가, 명문가, 세도가

3. -가 (街) :  금융가, 대학가, 번화가, 주택가

4. -가 (歌) :  애국가, 유행가, 응원가

5. -가 (價) :  감정가, 소매가, 적정가, 최고가

6. -각 (閣) :  임진각, 판문각

7. -간 (間) :  대장간, 뒷간, 마구간, 방앗간, 외양간

8. –개  :  오줌싸개, 날개, 덮개

9. –고 (高) :  생산고, 수출고, 판매고

10. –곡 (曲) :  교향곡, 합창곡, 협주곡

11. –공 (工) :  견습공, 기능공, 숙련공, 인쇄공

12. –공 (公) :  충무공

13. –과 (課) :  인사과, 자재과

14. –관 (官) :  경찰관, 법무관, 하사관

15. –관 (觀) :  가치관, 교육관, 세계관, 인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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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 (館) :  대사관, 도서관, 화관, 국일관

17. –광 (狂) :  낚시광, 독서광, 수집광

18. –광 (鑛) :  금광, 석탄광

19. –구 (口) :  통풍구, 하수구, 비상구, 출입구, 매표구

20. –구 (具) :  문방구, 필기구

21. –국 (局) :  보도국, 총무국

22. –국 (國) :  가맹국, 강대국, 선진국, 중립국

23. –권 (券) :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24. –권 (圈) :  고기압권, 상위권, 수도권

25. –권 (權) :  사법권, 평등권

26. –금 (金) :  격려금, 계약금, 기부금, 장학금, 찬조금

27. –기 (氣) :  기름기, 소금기, 시장기

28. –기 (記) :  방문기, 여행기, 일대기

29. –기 (期) :  유아기, 청년기, 환절기, 회복기

30. –기 (器) :  녹음기, 세면기, 주사기

31. –기 (機) :  경운기, 기중기, 비행기, 탈곡기

32. –까짓 :  이까짓, 그까짓

33. –깔  :  맛깔, 빛깔, 색깔, 성깔

34. –꾸러기 :  심술꾸러기, 욕심꾸러기, 잠꾸러기

35. –꾼  :  사기꾼, 사냥꾼, 구경꾼, 일꾼

36. –내  :  겨우내, 여름내, 끝내, 마침내

37. –네  :  동갑네, 여인네

38. –단 (團) :  방문단, 선수단, 회장단

39. –담 (談) :  경험담, 무용담, 성공담, 여행담

40. –답다 :  남자답다, 너답다, 신사답다, 학생답다

41. –당 (當) :  마리당, 시간당, 평당

42. –당 (堂) :  경로당, 공회당

43. –대 (代) :  도서대, 신문대, 책대

44. –대 (帶) :  녹지대, 공감대, 분리대, 화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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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 (臺) :  억대

46. –도 (度) :  금년도, 작년도, 2000년도

47. –도 (島) :  거제도, 백령도, 울릉도

48. –도 (徒) :  과학도, 문학도

49. –도 (圖) :  산수도, 설계도

50. –동 (洞) :  석회동, 종유동

51. –들  :  나라들, 사람들, 책들

52. –뜨기 :  사팔뜨기, 촌뜨기, 시골뜨기

53. –로 (路) :  교차로, 활주로, 세종로, 종로

54. –로 (爐) :  경수로, 용광로, 원자로

55. –롭다 :  명예롭다, 수고롭다, 신비롭다, 향기롭다

56. –료 (料) :  관람료, 수업료, 원고료, 입장료, 조미료, 향신료

57. –루 (樓) :  경회루, 회 루

58. –류 (流) :  낭만파류

59. –류 (類) :  금속류, 식기류, 야채류

60. –률 (律) :  결합률, 도덕률, 희석률

61. –률 (率) :  경쟁률, 사망률, 입학률, 출생률

62. –리 (裡) :  비 리, 성황리, 암암리

63. –림 (林) :  국유림, 방풍림, 보호림, 휴양림

64. –막  :  내리막, 오르막

65. –매  :  눈매, 몸매, 입매

66. –모 (帽) :  등산모, 방한모, 안전모

67. -문 (文) :  감상문, 기행문, 논설문, 설명문

68. –물 (物) :  농산물, 불순물, 청과물, 해산물

69. –민 (民) :  유목민, 수재민, 실향민, 피난민

70. –발 (發) :  대전발 열차

71. –발  :  끗발, 눈발, 서릿발

72. –뱅이 :  가난뱅이, 게으름뱅이, 주정뱅이

73. -범 (犯) :  살인범, 정치범,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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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법 (法) :  계산법, 교수법, 조리법

75. –별 (別) :  능력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76. –보  :  겁보, 먹보, 심술보, 울보, 웃음보

77. –보 (補) :  차관보

78. –복 (服) :  신사복, 위생복, 체육복

79. –부 (附) :  기한부, 시한부, 조건부

80. –부 (部) :  중심부, 어휘부

81. –분 (分) :  감소분, 증가분, 당분, 양분, 지방분

82. –붙이 :  살붙이, 일가붙이, 피붙이, 금붙이, 쇠붙이

83. –비 (費) :  교통비, 도서비, 생계비, 하숙비

84. –빼기 :  곱빼기

85. –사 (士) :  감정사, 변호사, 세무사

86. –사 (史) :  문학사, 서양사, 정치사, 한국사

87. –사 (寺) :  불국사, 수덕사

88. –사 (事) :  관심사, 세상사, 인간사, 중대사

89. –사 (社) :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90. –사 (師) :  미용사, 사진사, 요리사

91. –사 (詞) :  명사, 동사, 형용사

92. –사 (辭) :  개회사, 기념사, 취임사

93. –상 (上) :  미관상, 사실상, 역사상

94. –상 (狀) :  나선상, 방사상

95. –상 (商) :  건재상, 도매상, 포목상

96. –새  :  걸음새, 꾸밈새, 모양새, 쓰임새, 짜임새

97. –생 (生) :  갑자생, 10월생, 1년생, 견습생, 연구생

98. –석 (席) :  경로석, 관람석, 내빈석, 특별석

99. –선 (船) :  여객선, 유람선, 화물선

100. –선 (腺) :  구강선, 내분비선, 점액선

101. –선 (線) :  경부선, 장항선, 호남선

102. –선 (選) :  걸작선, 명시선, 문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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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설 (說) :  지동설, 진화설

104. –성 (性) :  순수성, 신축성, 인간성, 적극성, 진실성

105. –소 (所) :  강습소, 교습소, 연구소

106. –수 (手) :  소방수, 교환수, 공격수

107. –수 (囚) :  미결수, 양심수, 탈옥수

108. –순 (旬) :  육순, 칠순

109. –순 (順) :  도착순, 선착순, 연령순

110. –술 (術) :  공격술, 사격술, 최면술, 화장술

111. –시 (視) :  등한시, 백안시, 적대시

112. –실 (室) :  기획실, 홍보실, 숙직실, 양호실

113. –아 (兒) :  패륜아, 풍운아, 행운아

114. –아치 :  벼슬아치

115. –암 (庵) :  관음암, 연주암

116. –암 (巖) :  변성암, 석회암, 화강암

117. –애 (愛) :  동포애, 모성애, 조국애

118. –액 (額) :  수입액, 수출액, 예산액, 초과액

119. –양 (孃) :  교환양, 안내양

120. –어 (語) :  중국어, 한국어, 고유어, 외래어

121. –업 (業) :  건설업, 관광업, 수산업

122. –연 (然) :  학자연

123. –옥 (屋) :  강남옥, 춘천옥

124. –왕 (王) :  발명왕, 저축왕

125. –용 (用) :  개인용, 사무용, 업무용, 업용

126. –원 (員) :  공무원, 수행원, 회사원

127. –원 (院) :  감사원, 보육원, 양로원

128. –원 (園) :  유치원, 동물원

129. –율 (律) :  교환율, 반사율

130. –율 (率) :  감소율, 백분율, 이혼율

131. –이  :  길이, 송충이, 재떨이,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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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자 (子) :  미립자, 유전자, 중성자

133. –작 (作) :  당선작, 대표작, 야심작, 처녀작, 이모작, 평년작

134. –잡이 :  고기잡이, 고래잡이, 왼손잡이, 총잡이

135. –장 (丈) :  노인장, 주인장, 춘부장

136. –장 (狀) :  감사장, 임명장, 연하장, 초청장

137. –장 (帳) :  매출장, 출납장, 일기장

138. –장 (張) :  구름장, 얼음장

139. –장 (場) :  경기장, 사격장, 회담장

140. –장이 :  미장이, 유기장이

141. –재 (材) :  가구재, 건축재, 한약재

142. –쟁이 :  거짓말쟁이, 겁쟁이, 게으름쟁이, 고집쟁이

143. –적 (的) :  가급적, 과학적, 세계적, 적극적

144. –전 (展) :  개인전, 미술전, 발명전, 서예전

145. –전 (殿) :  대웅전, 석조전, 무량수전

146. –전 (戰) :  국지전, 세균전, 전면전, 결승전, 후반전

147. –전 (傳) :  자서전, 위인전, 명인전

148. –점 (店) :  백화점, 양복점, 음식점

149. –정 (亭) :  세검정, 팔각정, 우미정

150. –정 (艇) :  경비정, 잠수정

151. –정 (錠) :  당의정

152. –제 (制) :  추첨제, 내각제

153. –제 (祭) :  기우제, 예술제, 위령제, 추모제

154. –제 (製) :  강철제, 금속제, 독일제, 한국제

155. –제 (劑) :  소화제, 진통제

156. –조 (朝) :  세종조, 조선조, 고려조

157. –족 (族) :  만주족, 몽고족, 장발족, 제비족

158. –종 (種) :  개량종, 재래종, 희귀종

159. –주 (主) :  고용주, 세대주, 건물주

160. –주 (酒) :  과일주, 포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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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증 (症) :  결벽증, 빈혈증, 현기증, 궁금증

162. –증 (證) :  신분증, 자격증, 출입증, 학생증

163. –지 (地) :  간척지, 거주지, 목적지, 휴양지

164. –지 (紙) :  포장지, 모조지, 창호지

165. –지 (誌) :  여성지, 월간지, 일간지, 주간지

166. –진 (陣) :  간부진, 보도진, 의료진, 임원진

167. –질  :  가위질, 부채질, 주먹질, 딸꾹질

168. –집 (集) :  논문집, 단편집, 시집, 수필집

169. –짝  :  낯짝, 볼기짝

170. –째  :  그릇째, 뿌리째, 통째

171. –쩍다 :  겸연쩍다, 미심쩍다, 수상쩍다

172. –쯤  :  내일쯤, 어디쯤, 이쯤, 얼마쯤

173. –차  :  사업차, 연구차

174. –창  :  시궁창, 진창

175. –창 (廠) :  기지창, 병기창, 피복창

176. –채  :  바깥채, 사랑채, 행랑채

177. –책 (責) :  선전책, 조직책

178. –책 (策) :  개선책, 보호책, 수습책, 해결책

179. –처 (處) :  접수처, 판매처, 총무처

180. –천 (川) :  중랑천, 청계천

181. –철 (綴) :  서류철, 신문철, 자료철

182. –첩 (帖) :  사진첩, 서화첩

183. –청 (廳) :  검찰청, 관세청, 구청

184. –체 (體) :  유동체, 직육면체, 기업체, 허약체, 고딕체, 구어체

185. –층 (層) :  고객층, 노년층, 상류층, 화강암층, 이온층

186. –치 (値) :  기대치, 평균치

187. –통 (通) :  외교통, 종로통

188. –파 (波) :  전자파, 충격파

189. –판 (版) : 재판, 개정판, 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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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품 (品) :  가공품, 모조품, 화장품

191. –풍 (風) :  도시풍, 복고풍, 민요풍

192. –학 (學) :  경제학, 역사학

193. –항 (港) :  자유항, 무역항, 속초항

194. –해 (海) :  다도해, 지중해

195. –행 (行) :  광주행, 부산행

196. –형 (形) :  계란형, 나선형, 삼각형

197. –형 (型) :  권력형, 비만형, 수재형

198. –호 (號) :  무궁화호, 새마을호

199. –화 (化) :  기계화, 도시화, 민주화

200. –화 (畵) :  동양화, 수채화, 풍경화

201. –히  :  다행히, 무사히, 열심히, 원히

부록 6: 불완전 명사 일람

1. 것

2. 겸

3. 김

4. 깐

5. 나름

6. 나위

7. 나절

8. 녘

9. 노릇

10.  놈

11.  대로

12.  데

13.  둥

14.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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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등

16.  등지

17.  따름

18.  따위

19.  딴

20.  때문

21.  리

22.  마련

23.  만

24.  만큼

25.  무렵

26.  바

27.  바람

28.  분

29.  뻔

30.  뿐

31.  셈

32.  수

33.  십상

34.  양

35.  이

36.  일쑤

37.  자

38.  적

39.  줄

40.  즈음

41.  지 

42.  지경

4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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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위치 로마자 표기규칙 예시

ㄱ

머리글자 (initial) 항상 K 국어 Kugŏ

형태소 중간글자 

(medium)

1. 모음 사이에서나  ㄴ, ㄹ, ㅁ, 

ㅇ 뒤에서 G

2. ㄴ, ㄹ, ㅁ 앞에서 NG

3. 기타 자음 앞이나 뒤에서 K

물건 mulgŏn, 전기 chŏn’gi
국민 kungmin  

합계 hapkye

끝글자 (final) 항상 K 조국 choguk

ㄴ 머리글자 

1. ‘ㅣ’ 앞이나 이중모음 앞에서 로

마자 표기하지 않음

2. 기타 모음 앞에서 N

녀자 yŏja 닐곱 ilgop

농민 nongmin 

형태소 중간글자 1. ㄹ이 뒤나 앞에 오면 L 달님 tallim 한류 Hallyu

44.  참

45.  채

46.  척

47.  체

48.  축

49.  치

50.  터

51.  턱

52.  통

53.  폭

54.  해

부록 7: 한국어 로마자 표기 표

이 표에서는 한국어 로마자 표기 규칙의 일반적 적용에 관해 설명한다. 예외사항

은 위에 있는 한국어 로마자표기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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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에는 N 미나리 minari

끝글자 항상 N 강산 kangsan

ㄷ

머리글자 항상 T 다섯 tasŏt  

형태소 중간글자 

1. ㄴ, ㅁ, ㅇ가 앞에 올 때 모음 

앞에서 D

2. ㄱ, ㅂ, ㄹ, ㅅ 가 앞에 올 때 

모음 앞에서 T

무당 mudang

합동 haptong 숟가락 sutkarak

끝글자 적용 안됨

ㄹ

머리글자 

1. ‘ㅣ’ 이나 이중모음 앞에서 로마

자 표기하지 않음

2. 기타 모음 앞에서 N

력사 yŏksa 리론 iron

론술 nonsul

형태소 중간글자 

1. 모음 사이 나 ㅎ앞에서 R

2. 기타 자음 앞에서 또는 ㄴ과ㄹ
뒤에서 L

3. 기타 자음 뒤에 N

마루 maru 발해 Parhae  

물리학 mullihak

종로 Chongno

끝글자 항상 L 오솔길 osolkil

ㅁ
머리글자  항상 M 목수 moksu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M 나무 namu

끝글자 항상 M 보석함 posŏkham

ㅂ

머리글자 (initial) 항상 P 발표 palp‘yo

형태소 중간글자 

(medial)

1. 모음 사이나 ㄴ, ㄹ, ㅁ, ㅇ 뒤
에 B

2. ㄴ, ㄹ, ㅁ 앞에서 M

3. 기타 자음 앞 또는 뒤에서 P

갈비 kalbi 냄비naembi

섭리 sŏmni 잡무 chammu

접시 chŏpsi
끝글자 (final) 항상 P 헌법 hŏnpŏp

ㅅ
머리글자 

1. ‘ㅟ’ 앞에서 SH

2. 기타 모음 앞에서 S

쉽게 shwipke

상업 sangŏp

형태소 중간글자 

1. ‘ㅟ’ 앞에서 SH

2. 기타 모음 앞에서 S

아쉬운  ashwiun

농산물 nongsanmul 웃음 us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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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나 이중모음 앞에서 종성으로 

쓰일때 NN

4. ㄱ, ㄷ, ㅂ, ㅅ, ㅈ, ㅎ 앞에서 

종성으로 쓰일 때 T

5. 그 외 모든 다른 모음 뒤에서 

접두사의 종성으로 쓰일 때 D

옛일 yennil 숫양 sunnyang

못하다 mothada

웃옷 udot 첫아들 ch‘ŏdadŭl

끝글자 항상 T 삿갓 satkat

ㅇ

머리글자 로마자 표기 안 함 얼굴 ŏlgul

형태소 중간글자 

1. 초성으로 쓰일 때 로마자 표기 

안 함

2. 종성으로 쓰일 때 NG

독일 Togil 금융 kŭmyung

농민 nongmin

끝글자 항상 NG 사랑 sarang

ㅈ

머리글자 항상 CH 진리 chilli

형태소 중간글자 

1. 모음 사이에서 또는 ㄴ, ㅁ, ㅇ
뒤에서 J

2. 그 외 모든 자음뒤에서 CH

도장 tojang 민족 minjok

목장 mokchang

끝글자 적용 안됨

ㅊ
머리글자 항상 CH‘ 차별 ch‘abyŏl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CH‘ 김치 kimch‘i
끝글자 적용 안됨

ㅋ
머리글자 항상 K‘ 코끼리 k‘okkiri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K‘ 단칸방 tank‘anpang 
끝글자 적용 안됨

ㅌ
머리글자 항상 T‘ 태풍 t‘aep‘ung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T‘ 국토 kukt‘o
끝글자 항상 T 햇볕 haetpyŏt

ㅍ 머리글자 (initial) 항상 P‘ 편지p‘yŏnji



 한국어 로마자표기와 띄어쓰기(안) ❙69

형태소 중간글자

(medial) 
항상 P‘ 병풍 pyŏngp‘ung

끝글자 (final) 항상 P 풀잎 p‘ullip

ㅎ
머리글자 항상 H 황금 hwanggŭm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H 학회 hakho

끝글자 적용 안됨

ㄲ

머리글자 항상 KK 까마귀 kkamagwi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KK (ㄱ 뒤에서는 예외)
깔끔 kkalkkŭm 

호박꽃 hobakkot

끝글자 적용 안됨

ㄸ
머리글자 항상 TT 땅 ttang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TT 찰떡 ch‘alttŏk
끝글자 적용 안됨

ㅃ
머리글자 항상 PP 빨래 ppallae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PP 오빠 oppa

끝글자 적용 안됨

ㅆ
머리글자 항상 SS 씨름 ssirŭm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SS 불쌍 pulssang

끝글자 적용 안됨

ㅉ
머리글자 항상 TCH 짜증 tchajŭng
형태소 중간글자 항상 TCH 가짜 katcha

끝글자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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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미시간대학교 도서관의 

대량 디지털화 프로젝트:
구글 도서검색서비스의 개요와 도서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성   윤   아

미시간대학교 한국학사서

1. 서문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상업적인 검색 사이트 이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유되고 있는 정보 중에는 정확한 것도 있지만, 검

증되지 않은 것, 또 한시적으로만 제공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학

술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여러 기관과 

학교에서 도서관 소장 자료 디지털화 작업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런 귀중한 자료들

이 인터넷 사이트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구글(Google)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구글 도서검색(Google Book Search)*

을 구상하게 되었다. 세계 각처에 있는 유수한 도서관 장서를 구글이 직접 디지털화 

하여, 이용자에게 책에서 나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링크를 연결하여 그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소장 도서관이 어디인지도 알려준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

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키워드로 도서 전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이 없거나 소멸된 책은 전체 도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도 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있다. 도서관측에서는 검색 사이트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률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시대를 맞아 책보다는 인터

넷 정보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을 다시 책이 있는 서점이나 도서관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검색 엔진 회사와 서점, 그리고 도서관이 상호 협력하지 않

* Google Book Search: http://book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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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 2004년에 구글 프린트(Google Print)로 시작된 구글 도서검색 서비

스는 실로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목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구글과 미시간 대학교간의 파트너십과 구글 도서검색 프로그램을 통

해 살펴 본 해외에서 발간된 한국학 관련 연구자료, 그리고 한국에서 발간된 자료와 

그 활용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하 다.

2. 구글 도서검색의 배경

2-1. 구글이란?

“전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Organizing the 

world’s information and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는 사업 

취지를 바탕으로, 검색 기술 개발과 정보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온 구글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로 성장하 다.**

1996년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대학원 학생이었던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은 디지털도서관에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백럽(BackRub)이라는 웹크롤러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부터 구글

이 시작되었다.*** 백럽은 이후에 페이지랭크(PageRank)라는 구글의 핵심 검색 기

술로 발전되었고, 연관성이 높은 검색 결과를 짧은 시간 내에 추출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구글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색 엔진으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 미시간 대학교와 디지털도서관

* Peter Hart and Ziming Liu, “Trust in the Preservation of Digital Information”, Communication 

of the ACM 46, no. 6 (2003): 93-97.

** Google, “Google Corporate Information, Company Overview”, http://www.google.com/ 

corporate/(accessed June 6, 2009).

*** History of Google Book Search: http://books.google.com/intl/en/googlebooks/

hi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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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대학교는 자동차의 도시로 불리는 디트로이트시에서 서쪽으로 65km 떨어

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1817년에 설립되어, 현재 56,857명의 학생 (대학생 

38,927명, 대학원생 17,930명)과 3,000명이 넘는 교수진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

고 있다.* 미시간대 도서관 시스템에 속해 있는 20개의 도서관에는 총 820만 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연간 $16,400,000(200억 원) 정도의 도서 구입비로 

12-13만권의 책을 구입하고 있다.**

학술자료 보존, 공유, 그리고 활용의 중대성을 강조해왔던 미시간 대학교는 지난 

수년간 많은 인력과 경비를 들여서 JSTOR***과 Making of America**** 같은 디지털

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미시간 대학교와 구글의 공동 작업은 본교 공과 대학 졸업

생인 래리 페이지가 대학 총장인 메리 수 콜먼(Mary Sue Coleman)을 2002년에 방

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콜먼 총장은 미시간 대학의 자체적인 디지털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1년에 5,000권 가량 스캔하고 있으니 7백만 권의 장서를 스

캔하려면 수백 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의 도서를 검색하여 원하는 도

서를 찾게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실험과 연구 조사를 하던 래리 

페이지는 구상 중이던 “구글 프린트” 도서관 프로젝트(“Google Print” Library 

Project)에 대해 설명한 후, 구글이 참여하면 6년 안에 전체 장서 스캐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2004년에 미시간 대학교는 소장 도서 전체를 디지털화한다는 획기적인 계약

을 구글과 체결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스캐닝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귀중본이나 절판

 * U-M facts and figures: http://mmd.umich.edu/forum/michigan.php

 ** Statistics about the University Library: http://www.lib.umich.edu/libinfo/stats.html

 *** JSTOR: http://www.jstor.org

 **** Making of America:http://quod.lib.umich.edu/m/moagrp/

 ***** History of Google Book Search: 

http://books.google.com/intl/en/googlebooks/history.html

* U.S.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Mass Digitization: 

Implications for Information Policy: Report from “Scholarship and Libraries in 

Transition: A Dialogue about the Impacts of Mass Digitization Projects”, Symposium 

held on March 10-11, 2006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May 9, 

2006 (Washington D.C: NCLIS,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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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또는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외부 서고에서 보관 중이던 책이 디지털화됨으로

써 사용자들이 디지털 카피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라면 언제 어디서나 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미시간대 도서관의 장서를 내부 사용자뿐만 아

니라 전 세계 사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학술자료를 전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도서관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구글이 스캔하여 디지털화한 자료는 하티트러스트 디지털도서관 (Hathi Trust 

Digital Library)**에 구 보관되어 있다. 이 자료는 미시간대 도서관 온라인 목록

인 멀린(Mirlyn)***과 구글도서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고, 저작권 비보호 도서

는 원문 전체가 제공된다.****

2-3. 미시간 대학교의 한국학 컬렉션

미시간대학교가 동아시아 연구에 깊게 참여한 것은 130년 전 제임스 버릴 엔젤 

(James Burrill Angell) 총장 재임 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제 문제 전문가로 명성

이 높았던 3대 총장 엔젤 박사는 총장 임기 중에 중국 대사로 임명되어 1880년과 

1881년 중국에 주재했다. 엔젤 총장의 탁월한 지도력과 학문적 비전에 힘입어서, 일

찍이 동아시아에 문을 열고 학술 교류를 시작하 다.

1947년에는 일본학연구소, 1961년에는 중국학연구소를 정식으로 설립하여 수많

은 동아시아 연구자들을 배출하 고, 일본과 중국을 국제적으로 알리며, 여러 나라

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쏟은 공헌은 남다르다. 이렇게 동아시아학 연구의 

기반이 튼튼한 미시간 대학교에서 한국학 관련 강의가 시작된 것은 채 2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에 한국어 어학코스가 개설되었고, 1995년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제연구소 산하에 한국학 프로그램이 공식

적으로 개설되었다. 한국학 프로그램은 2007년 한국학 연구소로 승격되었다.

한국학 컬렉션은 교내 한국학 프로그램이 성장하자 교수진과 학생들의 연구와 강

*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advancing scholarship and enriching learning: http:// 

www.lib.umich.edu/about/libraryaccomplishments.pdf

** Hathi Trust Digital Library: http://catalog.hathitrust.org/

*** Mirlyn: http://mirlyn.lib.umich.edu

**** Michigan digitization project: http://www.lib.umich.edu/m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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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별도

의 대학교 예산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한국학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부터 다. 특히, 2003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는 ‘북미지역 도서관특화컨

소시엄’에 열 번째 회원으로 참가하여 한국학 연구 자료 수집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

다. 컨소시엄은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특화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인데, 미시간의 특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역사학, 민주화, 한반도 통일 관계, 노

동 운동, 자동차 산업 연구, 일본에서 발행된 한국과 한국인 관련 자료, 디트로이트

와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발행된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자료.

2009년 6월 말 통계에 따르면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을 포함하여 약 32,000권의 

장서와 풍부한 전자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 당국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한국학 학술 장서의 보유량을 늘리며, 더 나은 서비스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국내외 한국학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믿는다.

2-4. 구글 도서검색의 개요

구글 도서검색은 2004년 구글 프린트로 시작해서 여러 단계의 변화와 발전을 거

듭한 결과, 현재는 구글 도서검색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 원리는 구글 웹 검색으

로 웹 사이트를 찾는 것처럼, 구글 도서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와 일치하는 콘텐츠

가 있는 모든 책을 찾는 것이다. 검색에 필요한 디지털 도서 콘텐츠는 도서관 프로

젝트와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 된다.*

2-4-1. 도서관 프로젝트 (Library Project)

도서관 프로젝트는 미시간, 하버드, 뉴욕공공도서관, 옥스포드, 스탠포드 대학 등 

5개의 파트너로 2004년 말에 시작된 후, 지난 4년간 점차적으로 참여도서관을 확충

하여, 현재는 8 개국에 위치해 있는29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게이오대학(Keio University)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참여도서관은 

구글이 각 도서관의 소장도서를 스캔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고 스캔이 끝나면 디지

털 카피를 받게 되며, 구글은 스캔한 디지털자료를 구글 도서검색 사이트에 올려 사

* About Google Book Search: http://books.google.com/intl/en/googlebooks/about.html

** Library partners: http://books.google.com/googlebooks/partn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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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도서관

Belgium Ghent University Library

England Oxford University

France Lyon Municipal Library

Germany Bavarian State Library

Japan Keio University Library

Spain National Library of Catalonia

University Complutense of Madrid

Switzerland University Library of Lausanne

US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Library

Harvard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New York Public Library

Northwestern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Chicago  

용자들이 무료로 책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참여대학마다 구글과 맺은 계약이 조금씩 다른데, 미시간 대학교는 각 자료의 저

작권 여부에 개의치 않고 도서관 전체 장서를 스캔하기로 구글과 계약을 맺었다. 하

버드나 다른 도서관은 주로 저작권 비보호 도서만 스캔하도록 했고, 옥스포드도서

관은 국의 저작권법에 따라서 1885년 이전 출판물에 한해서만 스캔하도록 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며 2004년에 시작되어 적어도 6-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반 비용은 구글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 참여도서관리스트

* Oxford-Google Digitization Programme: http://www.bodley.ox.ac.uk/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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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Illinois

University of Iow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Virginia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사진 1) 구글 스캐닝 작업 중인 미시간대 도서관 서고. 구글은 서가책 전체를 대여하여 

스캐닝을 한 후, 제자리에 다시 정렬해 놓는다.

2-4-2. 파트너 프로그램 (Partner Program)

파트너 프로그램은 구글과 파트너 관계를 맺은 20,000명 이상의 출판사 관계자 

및 저작권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트너들은 디지털 카피나 제본된 책을 구글

에 보내고, 구글은 스캔을 한 후 도서 내용을 색인화 하여 도서 원문 전체를 온라인

상에서 검색이 되도록 한다.* 발행자와 저작권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구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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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사용자들에게 특정 책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는 것이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에

서 책의 일부를 읽은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책 구매가 가능한 

인터넷 서점링크와 소장 도서관 링크가 제공되기에 구매나 대출이 신속하고 간편하

게 이루어진다.

3. 구글 도서검색의 특색과 기능

구글은 도서검색이 보다 효과적으로 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

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3-1. 검색

도서 검색은 구글 도서검색 사이트에서 하는데, 사용자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

력하면 검색어와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 책이 검색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서 일반적

인 웹검색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단지 원문 전체에서 검색어를 찾기 때문에, 검색 결

과 수가 너무 방대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원하는 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상세도서검색(Advanced Book Search)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세검색은 불리언(Boolean)검색, 제목, 저자, 출판사, 미국 의회도서관 주제어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LCSH), 출판일, ISBN등을 제공하며, 언

어, 원문 전체보기 여부, 또 단행본/정기 간행물 여부 등으로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다.*

한국책의 경우 미국 내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국도서관협회-의회도서관 

로마자표기법(ALA-LC Romanization)에 따른 로마자 표기, 한글, 한자 어떤 것으

로도 검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로마자 표기에 익숙하지 않아 검색 시 어려움이 

많았던 이용자들은 더욱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한국책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Information for publishers and authors: http://books.google.com/googlebooks/publishers.html

* Advanced Book Search: http://books.google.com/advanced_book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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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문에서 검색되기에 한글/한자 자동변환 검색은 되지 않는다. 

 

3-2. 4가지 종류의 “보기”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책의 링크를 누르면, ‘도서개요 (Book Overview)’ 페이지로 

이동된다. 이 페이지에는 해당도서를 구글에 제공한 출처와 저작권 여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작권 보호 대상인 책은 ‘발췌문 보기 (Snippet 

View)’ 또는 ‘일부미리보기 (Limited Preview)’로 표시되어 책의 일부 페이지만 볼 

수 있거나, ‘미리보기 없음(No Preview Available)’으로 표시되어 책의 내용을 전

혀 볼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 비보호 도서는 ‘전체 보기 (Full View)’를 할 수 있다.

또 이 ‘도서개요’ 페이지에는 기본적인 정보와 추가 정보가 실려 있는데, 기본적

인 정보로는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원본 출처와 디지털화한 날짜, ISBN같

은 것이다. 또  ‘도서구매와 대출 (Get this book)’와 ‘도서관에서 찾기 (Find in a 

library)’ 링크는 실제 책을 구할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해준다. 

추가 정보는 책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 구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도서에 대한 

여러 관련 내용, 즉 핵심용어와 문구, 관련 도서, 차례, 삽입된 그림, 학술 자료에서 

참조한 부분, 책에 나온 지명을 표시한 구글지도 등이 제공한다. 

한국책 중에는 간단한 서평이 포함된 것이 있는데, 교보문고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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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려져 있다. 이 서평도 색인화가 되기 때문에 구글 도서검색에서 검색어로 찾으

면, 이 서평이 실려 있는 책도 검색결과에 포함된다.

3-2-1. 전체보기 (Full View) 

저작권 비보호 도서인 경우에 제공되며, 사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원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또 PDF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원문 전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인쇄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 저장된 도서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

서도 자유로이 열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는 등 유용

하고 폭 넓게 이용된다. 미국에서 1922년 이전에 출판된 책과 미 정부 간행물은 저

작권 비보호 도서로 간주된다.

한국에 있는 이용자에게는 1900년대 이전에 해외에서 발간된 원문 자료를 아무런 

제약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용자가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해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해외 도서관과 상호대차 협정이 있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자료는 

귀중본 서고에 있거나, 분실이나 손상의 우려로 인해 반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체보기예제: Problems of the Far East By George Nathaniel Curzon Curzon*

한국학 연구 측면에서 살펴 볼 때, 18-19세기 서양인들에 의해 기록된 한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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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은 대부분 원문 전체보기가 가능하다. 이 중에는 여행기, 선교일지를 비롯하여 

각종 정부 간행물, 정책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3-2-2. 일부 미리보기 (Limited Preview)

발행인이나 저작권자가 구글 도서검색의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일부 미리

보기(Limited Preview)’를 표시하도록 허가한 경우는 저작권 보호 대상 책이더라도 

사용자는 제한된 페이지 수만큼의 도서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다. 대개 해당도서의 

20% 이내의 분량을 보여주는데 책을 구입하기 전에 그 책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

도록 하는 서비스다. 한국에서 출판된 도서로는 ‘창작과 비평사’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검색어 “이순신”을 입력했을 때 일부미리보기를 제공하는 책 리스트

* Problems of the Far East By George Nathaniel Curzon Curzon: http://books.google. 
com/books?id=lQNXAAAAMA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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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에서 특정 페이지를 제외한 예제 (Pages 361-362 are not part of this 

book preview)

통일과 여성 By 이화여자대학교 http://books.google.com/books?id=vumeq2dS8PkC

일부 미리보기에서 특정 페이지를 제외한 예제 (Some pages are omitted from this 

book preview)

통일과 여성 By 이화여자대학교   http://books.google.com/books?id=vumeq2dS8P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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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에서 저작권보호 대상인 사진이나 그림을 제외한 예제 (이미지를 백지로 

대신하고Copyrighted Image라고만 표시)

고쳐 쓴 한국 근대사 By 강만길, Man-gil Kang http://books.google.com/books? 

id=3IbraMLg65UC

3-2-3. 발췌문 보기 (Snippet View)

도서관 프로젝트 (Library Project)를 통해 제공되는 것 중에서 1923년 이후에 출

판된 것은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도서 내 검색(Search in 

this book)”에서 검색어 당 3개까지만 발췌문을 볼 수 있다. 검색어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쉽게 눈에 뜨이도록 되어 있고, 발췌문은 그 검색어를 중심으로 위

아래 한두 줄 정도의 책 내용을 보여 준다. 발췌문의 기본적인 크기가 75 픽셀 정도

라서 해당 도서 활자가 크면 더 적은 양의 내용만 볼 수 있다. 

이용자가 한글이나 한자로 구글 도서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발췌문 보기

로 볼 수 있는 한국책의 원본은 미시간 대학교 혹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두 대학교는 저작권 여부에 따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장 도서를 구글에 대여하고 있다. 참고로 저자 “금장태, 琴章泰”로 검색했을 

때 총 78종의 저서가 나오고, 그 중 15종이 미시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도서관 



84 ❙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1호 (2009년 7월)

장서를 구글이 스캔한 것이다. 현재도 계속해서 구글에서 디지털화를 하고 있으니, 

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http://books.google.com/books?id=cg5GAAAAMAAJ&pgis=1

3-2-4. 미리보기 없음 (No Preview Available)

도서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도서관의 소장 자료 중에서 저작권자가 책 내용 표

시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나, 구글이 스캔하지 않은 자료, 또는 출판사나 제 3자를 

통해 입수한 경우는 미리보기 없음으로 표시된다. 검색어로 원문 검색을 할 수도 없

고, 책 내용의 일부라도 볼 수 없는 경우로, 간단한 서지정보만 제공된다.

 

검색어를 “이순신”으로 했을 때의 예제

이순신을 알면 일본을 이긴다 By

노병천, Pyŏng-ch’ŏ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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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이순신”으로 찾았을 때 미리 보기 없음으로 표시되는 책 리스트

3-3. 도서구매와 대출 (Get this book)

“Get this book”이라는 도서구매와 대출 링크를 누르면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서점링크가 5-7개정도 나오고 각 사이트의 판매가격도 표시된다. 발행인이나 

저작권자가 구글 도서검색의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출판사 

링크가 제일 위에 표시되며,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Amazon.com, Barnes&Noble.com, Books-A-Million, Borders, Indie Bound, 

Google Product Search 등의 링크가 표시되어 있다. 특히 출판연도가 좀 오래된 

것은 온라인 중고서적 사이트로도 연결이 되어서 구매의 편의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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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가능 서점과 판매가격을 표시한 예제:

MinYŏng-hwan By Michael Finch   http://books.google.com/books?id=qNqUw-nb4vkC
 
‘창작과 비평사’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제공한 책은 해당 사이트가 제일 위에 표

시된다.

 

 조선 후기 지식인의 일상과 문화(이화 한국학총서 1) By 성기옥

http://books.google.com/books?id=bOe7S6Qx--IC



구글과 미시간대학교 도서관의 대량 디지털화 프로젝트 ❙87

 3-4. 도서관에서 찾기 (Find in a library)

‘도서관에서 찾기 (Find in a library)’을 누르면 소장기관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데, 이 기능은 구글과 OCLC가 서로 자료를 공유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가능하게 되

었다.* 1967년 오하이오주에서 설립된 OCLC는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비 리 단체

로서, 전자목록, 자료공유, 이콘텐츠 (eContent), 보존, 관리, 웹 서비스 등을 112

개국에 퍼져있는 60,000개의 도서관에 제공하고 있다. “세계도서관협력을 통한 지

식전달(To connect people to knowledge through international library 

cooperation)”이라는 취지로 설립된 OCLC는 소속 도서관과 연합하여 월드캣

(WorldCat)을 구축하여 공유하고 있다.**

사용자가 ‘도서관에서 찾기 (Find in a library)’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월드캣으로 

연결되고, 월드캣에서는 소장 기관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사용자거주지 우편번호

(zip code)를 중심으로 가장 근접한 곳부터 나열되도록 되어있다. 이 기능은 구글을 

통해서 각 소장기관 자료에의 접근율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WorldCat site

Zip code

“도서관에서 찾기”를 눌렀을 때 월드캣으로 이동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거주지에서 근

접한 소장도서관부터 나열된 예제 http://www.worldcat.org/oclc/48871076

Min Yŏng-hwan By Michael Finch   http://books.google.com/books?id=qNqUw-nb4vkC
* OCLC, OCLC and Google to exchange data, link digitized books to World Cat, http:// 

www.oclc.org/news/releases/200811.htm (accessed June 6, 2009).

** World Cat at a glance: http://www.oclc.org/worldcat/about/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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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당도서 내 검색 (Search in this book) 

‘해당도서 내 검색’ 기능을 통해 책의 본문 안에서 추가 검색을 할 수 있다. <한국

과 불교> (http://books.google.com/books?id=df3SAAAAMAAJ&pgis=1) 라는 

책에서 검색어 “원효”를 입력하면  “19 pages matching “원효” in this book” 이라

고 검색 결과를 알려준다. 또 그 검색어가 들어 있는 발췌문을 해당 페이지수와 함

께 최대한 3개까지 보여준다.

3-6. 광고

구글은 출판사 프로그램(Publisher Program)중에서 저작권자가 허락한 책에 게

재하는 콘텐츠 타겟팅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즉, 저작권 소유자가 책의 

일부를 표시하는 것과 광고 게재를 허락한 경우에 한해서만 특정책의 검색 결과에 

광고를 싣게 되는데, 출판사 프로그램 파트너가 이 광고에서 이익을 얻을 때만 구글

도 이익을 얻게 된다. 수익은 구글과 저작권자가 서로 배분하지만, 저작권자가 더 

많은 액수를 갖는다. 하지만 도서관 프로젝트로 디지털화한 책에는 광고를 게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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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3-7.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구글은 저작권이 없는 책은 원문 전체를 공개하며, 이 원문은 ‘페이지 이미지

(page image)’ 또는 ‘일반 텍스트(plain text)’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텍스트 

형식으로 표시되는 서적은 화면 낭독기나 점자 정보 단말기(Braille readers)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에 시각 장애인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각장애

인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해 온 구글은 구

글 접근 검색(Google Accessible Search)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페이지 이미지 보기 일반 텍스트 보기

Korea in transition By James Scarth Gale (http://books.google.com/books?id=KdkeAAAAMAAJ)

3-8. 모바일판

구글은 2009년 2월 5일 구글 도서검색 모바일판 사이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

다. 저작권비보호 도서 중에서 약 150만권 정도의 책을 이미지 (화상) 로 표시되는 

* Greater access to public domain works for all users: http://booksearch.blogspot.com/ 

2007/07/greater-access-to-public-domain-works.html

** Google Accessible Search 사이트: http://labs.google.com/accessible/

*** Google모바일: http://books.google.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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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텍스트로 전환하여 아이폰(iPhone)이나 안드로이드 폰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3-9. 기타

이 외에도 삽입되어 있는 그림을 확대경과 축소경을 이용해서 자세히 볼 수 있도

록 하고, 원문에 나오는 지명과 구글지도(Google Map)를 접목하여 지도 위에 지명

과 그 지명이 나오는 페이지수를 표시하여 놓았다. 그리고 “내 서재(My Library)” 
기능이 있어서 구글 도서검색에 있는 책 중에서 보관하고 싶은 것은 “내 서재로 추

가(Add to my library)”를 이용하여 개인서재처럼 수집, 보관할 수 있다. 또 “내 서

재(My Library)”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고 RSS Feed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용법은 “내 서재”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Google Map과 Google Book Search가 접목하여 책에언급된 지명 표기

Problems of the Far EastBy George Nathaniel Curzon Curzon

http://books.google.com/books?id=lQNXAAAAMAAJ

* 1.5 million books in your pocket: http://booksearch.blogspot.com/2009/02/15-million- 

books-in-your-pocket.html

** My library 사이트: http://books.google.com/googlebooks/my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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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사항

구글 도서검색이라는 디지털 도서관사이트는 실로 많은 혜택을 다양한 이용자에

게 제공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라는 법적인 장벽을 넘어야하고, 서비스 면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4.1. 저작권

구글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스캐닝을 하고 있다. 저작

권 관련 법률은 워낙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했을 경우와 

미국 외에서 접근했을 경우 또한 다르기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미시간 대

학교에서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츨판지 출판년도 다른 제약 사항 저작권 여부

미국 제약 없음 미 정부 간행물 비보호

미국 1923 이후 미 정부 간행물 제외 보호

미국 1922 이전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일이 없는 경우 비보호

미국 이외 1923 이후 보호

미국 이외 1908 이전 미국 IP 주소 비보호

미국 이외 1869-1908 미국 국외 IP 주소 보호

미국 이외 1868 이전 미국 국외 IP 주소 비보호

  
4.2. 스캐닝의 질적 문제

자료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스캐닝 과정과 상태는 상당히 중요하다. 대규모

로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캐닝이 제대로 안된 자료들이 품질검증을 받지 않

은 상태에서 디지털화 된다. 현재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스캐너는 이 프로젝트에 적



92 ❙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1호 (2009년 7월)

합하게 구글에서 특별히 제작한 특허품으로, 그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원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즉 활자가 선명하지 않거나, 한 면에 잉크나 

얼룩이 있거나, 페이지 일부가 찢어졌거나, 일부 페이지가 분실되었거나 하면, 기계

가 자동으로 스캐닝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스캐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 또 원본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자료인지도 미리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4.3. 문자인식기 (OCR)

문자인식기의 성능에 따라 색인작업의 성패가 결정되기에, 그 기술 향상을 위해 

구글은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사용중인 문자인식기는 어

와 같은 라틴계 언어는 상당히 정확하게 인식하지만, 그 외의 언어나, 손으로 표기

한 것, 특이한 활자체로 쓰인 것 등은 오식률이 높다*. 특히 한국 서적처럼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있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기를 한 자료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한다. 문자인식기가 제대로 해독하지 못한 부분은 결국 색인에서 제외되기에 원문 

검색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찾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4.4. 검색 기능 보완점

구글 도서검색은 일반적인 도서관 온라인 목록과는 달리, 특정 검색어를 서지정

보에서뿐만 아니라 원문 전체에서 찾기 때문에 검색결과가 방대하다. 상세검색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찾고자 하는 책을 여러 화면을 훑어 본 후에라야 발견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검색결과를 서명, 저자, 발행연도 등으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원문 전체 검색 

기능은 최대한으로 유용하게 쓰일 때에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4.5. 장기적인 안정성

구글은 정보의 극대화를 위해 투자와 경 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해를 거듭 할수

록 성장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상업성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차후에 회사

* Catherine Holahan, “Google seeks Help with Recognition”, Business Week Online, Sept. 7, 

2006,http://www.businessweek.com/technology/content/sep2006/tc20060907_732714.htm

(accessed June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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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떤 변동이 있어서 구글 도서검색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

비하여 디지털도서관 자료를 보다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참여도서관, 공공 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협력하여, 종이로 출판된 자료의 보관과 

보존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료의 보관과 보존에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 

5. 하티 트러스트 (Hathi Trust)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도서관은 구글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하티 트러스트 디지털도서관 (Hathi Trust Digital Library)’이라

는 온라인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구글 도서검

색을 통해서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 디지털 자료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디지털도서관의 목적이다.** 

현재 하티 트러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미시간 대학교를 포함한 12개의 

CIC(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대학교,*** 캘리포니아 디지털도서

관(California Digital Library)과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버지

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Virginia) 도서관이다. 2009년 5월 말 현재 약 290만권

이 소장되어 있고, 그 중 16% 가량이 저작권이 없거나 소멸된 자료다.

하티 트러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각 도서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수진과 연구원

들과 긴 한 관계를 맺으며 연구자료 수집과 보존에 힘써 왔다. 상업적인 목적이 없

는 하티 트러스트 참여도서관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디지털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 Jeffrey R. Young,“In case Google bails out on its Library Project, universities create a 

backup”,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Washington: Oct 24, 2008. Vol. 55, Iss. 

9; pg. A.10

** Hathi Trust Digital Library: http://catalog.hathitrust.org/

*** CIC site: http://www.ci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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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CIC)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Indiana University

   University of Iowa

   University of Michigan

   Michiga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Minnesota

   Northwestern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6. 저작권 위반 제소와 화해안

지난 2005년 미국 저작자 단체인 미국 저작자조합(Authors Guild)과 미국출판사

협회(AAP)는 구글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했었다.  구글 도서관 프로

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도서관으로부터 저작권 보호 내에 있는 책을 대여 받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스캔하고 발췌문을 서비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이다*. 

3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2008년 10월 28일 양측은 소송 종결을 위한 화해안에 합의

하기로 했다.**

이 집단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데, 최종적인 결정사항은 2009년 10월 7일에 열릴 

공청회가 끝난 후에 알게 될 것이다.  합의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사이트에 

나와 있다;

* Trudi Bellardo Hahn, “Mass Digitization: Implications for Preserving the Scholarly 

Record”, Library  Resources &Technical Services. Chicago: Jan 2008. Vol.52, Iss. 1; 

pg. 18, 9 pgs

** Google Book Search Settlement Agreement: http://books.google.com/googlebooks/agreement/



구글과 미시간대학교 도서관의 대량 디지털화 프로젝트 ❙95

ㆍGoogle Book Search Settlement Agreement: http://books.google.com/ 

googlebooks/agreement/

ㆍGoogle Book Settlement: http://www.googlebooksettlement.com/r/home

 
화해안에 양측이 합의하게 되면, 사용자, 저작권자, 그리고 도서관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공동으로 누릴수 있게 된다. 몇 가지 일례를 들면,

 
ㆍ스캐닝: 저작권 보호 도서라도 현재와 같이 스캐닝 가능, 단 저작권자가 제외 

요청을 한 경우는 제외함.

 
ㆍ미리보기: 저작권 보호 도서라도 현재와 같이 미리보기 기능 제공, 단 저작권자

가 제외 요청을 한 경우는 제외함.

ㆍ절판도서: 저작권 보호 도서라도 구글이 스캔한 디지털 카피를 구글 도서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 가능;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지정된 단말기를 통

해 무료로 제공됨, 단 저작권자가 제외 요청을 한 경우는 제외함.

ㆍ사용자: 미리보기 기능으로 책을 살펴본 후, 구글 도서검색 계좌를 통해서 원하

는 책을 구입하고 본인의 전자서고 (Electronic bookshelf) 에 보관함.

 
이 화해안이 공청회를 통해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미시간 대학교는 구글과 맺었

던 계약서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2009년 5월 20일에 공개된 수정안에 따르면, 미

시간 대학교는 화해안이 규정하고 있는 “참가도서관(Participating Library)”의 4가

지카테고리(Fully Participating Libraries, Cooperating Libraries, Public 

Domain Libraries, Other Libraries) 중에서 온전히 참여하는 도서관(Fully 

Participating Library)의 자격으로서, 앞으로도 구글 도서검색을 최대한으로 지원

하기로 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미국 내 22개 도서관이 구글 도서관 프로젝트에 참

* U-M first to sign new digitization agreement with Google: http://books.google.com/ 

googlebooks/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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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프로젝트에 온전히 참여하는 도서관이 되

기로 약정한 것이다. 온전한 참가자로서 가진 권한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

다;

 
ㆍ구글이 스캐닝한 모든 자료(미시간 소장과 다른 도서관 소장 모두 포함)의 디지

털 카피를 보유할수 있다.

 
ㆍ구글이 스캐닝한 자료 중, 저작권 비보호 도서의 디지털 카피는 “비 리적인 목

적”에 한해서,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ㆍ구글 도서검색에 있는 자료가  “기관 구독 (Institutional Subscription)”으로 

제공될 때, 기관이용료 책정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가 산정에 노력한다.

 
ㆍ미시간 소장도서 중에서 구글이 스캔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기관 구독” 사용

료 산정 시 할인혜택을 받는다.

7. 화해(안)과 한국저작권자

앞서 언급한 대로, 미시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미국에서 출판된 서적

뿐만 아니라, 미국 외에서 출판된 저작권 보호 도서를 구글에게 대여하여 스캐닝하

도록 허가했었다. 이 중에는 물론 한국에서 출판된 저작권 보호 도서도 포함되어 있

다. 이번 화해안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고 책이 미국 외

에서 출판된 경우라도 구글이 2009년 5월 5일 이전에 저작권자 동의 없이 디지털화

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ㆍ미국인이 아니지만 화해안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 Google Book Settlement FAQs: http://www.googlebooksettlement.com/help/bin/answer. 

py?answer=118704&hl=en#q8

    Joint public FAQ: http://books.google.com/googlebooks/agreement/faq.html#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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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Book Rights Registry*에 등록하면 2009년 5월 5일 이전에 디지털화된 도서 

당 최저 미화 60불 정도의 현금지불을 받게 된다.

ㆍ이 후에 발생하는 이익금 (구글 도서검색을 통해 이용자들이 읽거나, 구매하거

나, 도서관이 기관 이용료를 지불할 때)을 지속적으로 배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2010년 1월 5일 이전까지 권리요구서 서식(claim 

form)을 사용해 적격성을 갖춘 도서나 삽입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언급한 ‘구글 도서검색 저작권 화해’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

다.

‘구글 도서검색 저작권 화해’ 사이트 

http://www.googlebooksettlement.com/r/home

* Book Rights Registry: http://www.googlebooksettlement.com/

** Cash payment: http://www.googlebooksettlement.com/help/bin/answer.py?answer=118722 

&hlrm=kr#cash_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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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맺음말

현재 구글 도서검색에서 원문 검색이 가능한 도서 수는 700만권 이상이다. 이번 

화해안이 순조롭게 합의점에 이르게 되면, 구글 도서검색은 디지털화에 더욱 매진

하여 그 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언어로 쓰여진 책을 디지털화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계획

을 가지고 있는 구글의 비전에 동참하는 저작권자, 출판사, 그리고 도서관의 숫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저작권 제약으로 인해 구글 도서검색을 미국 내 이

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차후 미국 외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과 정보기

술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세계는 하나가 되고 상호 교류를 통해 급속도로 다원화, 

국제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에 있는 도서관과 출판사들도 구글 도서검색

에 적극 참여한다면 한국 출판물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글 도서검색은 위에 열거한대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또 많은 제약 

사항에 당면해 있다. 하지만 구글이 서적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은 부인할 수 없

다. 원작자 ⇒ 출판사 ⇒ 서점 / 도서관 ⇒ 독자라는 전통적인 서적 유통 경로를 탈

피하여 구글 도서검색이 학술정보 전달과 서적 유통의 구심점이 되었다. 미국 내에

서 도서와 관련된 사업체와 협력 업체 모두가 구글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저작자 

단체(Authors Guild), 미국출판사협회(AAP), 서적유통업체 (Amazon.com; Barnes 

&Noble; Borders; Books-A-Million), 22개의 유수한 대학 도서관, 전 세계 

60,000 도서관이 공유하는 월드캣(WorldCat) 등 이 모든 기관들이 구글과 협력하

여 구글 도서검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구글의 

정보 독점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미시간 대학교를 비롯한 구글 도서검색 

참여기관은 학술 정보의 공유와 보존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구글 

도서검색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

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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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s Mass Digitization Project from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collection: 
Overview of Google Book Search and its impact to librar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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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s the Internet becomes a part of our daily life, more users are turning 

to commercial search engine sites to look for information. Among all the 

freely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ertain information is 

accurate, authentic, and validated. Other information, however, is neither 

accurate nor permanent. Due to this reason, the need to provide more relevant 

and scholarly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as been widely discussed. It is 

well known that many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have been actively 

working on digitization projects over the past decade. Because users have 

to visit a particular site in order to have an access, however, it has not 

been convenient for a user to fully utilize these resources. 

In an effort to minimize these shortfalls, Google initiated the Google 

Book Search.* The main purpose of the Google Book Search is to provide 

users with the information found in the content of books that have been 

digitized and indexed. To provide access to the physical copy of the book to 

users, Google offers various links to online bookstores and nearby holding 

libraries. From a user’s perspective, the ability to search for a certain 

* Google Book Search: http://book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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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from an entire text, the ability to read the book online, and the 

ability to download the book in PDF file is extremely valuable for public 

domain works. From a library’s perspective, Google Book search makes high 

quality information available to users and increases accessibility. In the 

Internet era, it is inevitable to closely work among commercial search 

engine sites, bookstores, and libraries to bring online information seeking 

patrons back to bookstores and libraries.* Google Book Search, which was 

introduced to the public as “Google Print” in 2004, has served a wide range 

of users by making information available free from the limitations of time 

and location.

This paper describes the partnership between Google and the University 

of Michigan, the rich collections of western language resources on Korea in 

Google Book Search, and the availability of books in Korean for Korean 

Studies researchers in the United States. 

2. Background of Google Book Search 

2-1. What is Google?

With the mission of “Organizing the world’s information and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 Google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search engine and continues to develop technology to improve services to 

users.**

In 1996, Sergey Brin and Larry Page, Google’s co-founders, developed a 

web crawler as part of a research project supported by the Stanford Digital 

Library Technologies Project. This web crawler, called BackRub, is the core 

* Peter Hart and Ziming Liu, “Trust in the Preservation of Digital Information”, 
Communication of the ACM 46, no. 6 (2003): 93-97.

** Google, “Google Corporate Information, Company Overview”, http://www.google.com/ 

corporate/(accessed June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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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technology of Google.* BackRub, which later became PageRank, 

provides the basis for all of Google’s web search tools by returning the 

most relevant results within a fraction of a second. Google is the most 

popular internet search engine in U.S., providing a wide range of services 

to users.

2-2. University of Michigan and the Digital Library

Founded in 1817, University of Michigan is located about 65km west of 

Detroit, the city of the automobile. Presently there are 56,857 students, 

including 38,927 undergraduate school students and 17,930 graduate school 

students that are enrolled in various programs under the guidance of more 

than 3,000 faculty members.** The University Library comprises 20 libraries 

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campus, and its print collections number over 

8.2 million volumes. With a generous annual collection budget of 16 million 

dollars, the Library has added 120,000-130,000 volumes to the collection to 

continue to meet the research and instructional needs of University of 

Michigan faculty and students.***

The University of Michigan has been a pioneer since the early 1990s in 

library digitization efforts including JSTOR**** and Making of America,*****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source sharing, preservation, and 

accessibility. The cooperation between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d 

Google resulted from a meeting between Larry Page, a Michigan graduate of 

the School of Engineering, and university president Mary Sue Coleman in 

2002. President Coleman gave Larry Page an overview of the University’s 
* History of Google Book Search: http://books.google.com/intl/en/googlebooks/history. 

html

** U-M facts and figures: http://mmd.umich.edu/forum/michigan.php

*** Statistics about the University Library: http://www.lib.umich.edu/libinfo/stats.html

**** JSTOR: http://www.jstor.org

***** Making of America: http://quod.lib.umich.edu/m/moag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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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ization projects and explained that it would take 1,000 years to scan 

the university library’s seven million volumes at the current scanning scale 

of 5,000 volumes per year. Page explained the “Google Print” Library 

Project and told her that Google can help make it happen in six years.*

In 2004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d Google entered into a ground 

breaking partnership to digitize the entire print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Library. Some compelling reasons for digitization are to provide new ways 

for users to search and access library content, and to open up the library 

collection not only to on campus users, but also to people in the world**. 

Particularly for rare books, out-of-print books, and books housed at an 

off-site storage, a digital copy of the book would give users broad access 

without the limits of time and location. By sharing digital library 

collections broadly and globally, the University of Michigan opens 

opportunities for various research sharing projects and expands library 

services to international users.***

The digitized collection by Google has been deposited at the Hathi Trust 

Digital Library**** and will be preserved permanently. This collection is 

searchable in the library catalog Mirlyn***** as well as in Google Book Search. 

Full texts of works that are out of copyright or in the public domain are 

freely available to anyone.*

 * History of Google Book Search: http://books.google.com/intl/en/googlebooks/history. 

html

** U.S.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Mass Digitization: 

Implications for Information Policy: Report from “Scholarship and Libraries in 

Transition: A Dialogue about the Impacts of Mass Digitization Projects”, Symposium 

held on March 10-11, 2006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May 

9,2006 (Washington D.C: NCLIS, 2006), 11.

***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advancing scholarship and enriching learning: http:// 

www.lib.umich.edu/about/libraryaccomplishments.pdf

**** Hathi Trust Digital Library: http://catalog.hathitrust.org/

***** Mirlyn: http://mirlyn.lib.umich.edu

* Michigan digitization project: http://www.lib.umich.edu/m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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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orean Library Collection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The University’s involvement with East Asian countries can be traced 

back 130 years to the tenure of Dr. James Burrill Angell, third president of 

the University. Recognized for his expertise in international affairs, 

President Angell was called upon to serve as the Ambassador to China and 

lived in Beijing from 1880 to 1881. Under his great leadership and vision, 

the University played a major role in expand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from the Pacific-Rim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er for Japanese Studies in 1947 and the 

Center for Chinese Studies in 1961 has further developed teaching and 

research on East Asia. Michigan eventually became a major center for Asian 

education with the creation of the centers for the study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Korea-related studies at the University have a relatively 

short history of 20 years compared to other East Asian Studies at the 

University. Korean language courses were first offered in 1990 and the 

Korean Studies Program (KSP) was officially founded in 1995 a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with generous financial support from the Korea 

Foundation. The KSP was upgraded to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CKS) 

in 2007. 

To satisfy the instructional and research needs of the rapidly developing 

KSP, the Korean Collections began to collect books and other materials on 

Korea on a large scale in 2000. One epoch-making development is to join 

the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KCCNA) as the 10th 

member in 2003. The Consortium is funded by the Korea Foundation and 

each member library is committed to develop in-depth collections on 

assigned subject areas. Michigan is responsible for further developing the 

following subject areas; Historiography, Democratization, Reunification 

questions, Labor relations, Auto industry,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 published in Japan, Publications on Korea and Korean publish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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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roit and Mid West area. 

As of June 2009, the holdings of the Collections number more than 

32,000 in monographs and periodicals, and a wide range of e-resources. 

There is no doubt that the Korean Collections continue to help facilitate 

groundbreaking scholarship in Korean Studies with the strong commitment 

and support of the University and the Foundation. 

2-4. Overview of Google Book Search 

Google Book Search has continuously evolved from its initial stages as a 

project named Google Print in 2004. Google Book Search works just like 

Google’s web search. Google finds a book with content that contains a 

match for a search term and links the book to search results. Digitized 

contents are supplied by two different sources, the Library Project and the 

Partner Program.*

2-4-1. Library Project  
The Google Library Project was announced in December 2004, made 

possible by partnerships with the University of Michigan, Harvard, the New 

York Public Library, Oxford, and Stanford. Over the past 4 years, more 

partner libraries have joined the Project and its current number of 

participating libraries has reached 29 libraries in 8 different countries. 

Keio University Library in Japan is the only participating library in East 

Asia.** Each participating library loans a book to Google for scanning, in 

exchange, the library receives a digital copy of the book. Google scans the 

book borrowed from the library, indexes the book’s content, loads the 

copies into Google’s own digital library, and allows a user to search a word 

or a phrase in the book free of charge.

* About Google Book Search: http://books.google.com/intl/en/googlebooks/about.html

** Library partners: http://books.google.com/googlebooks/partn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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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Institution

Belgium Ghent University Library

England Oxford University

France Lyon Municipal Library

Germany Bavarian State Library

Japan Keio University Library

Spain National Library of Catalonia

University Complutense of Madrid

Switzerland University Library of Lausanne

US Columbia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Library

Harvard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New York Public Library

Northwestern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Detailed agreements with Google differ among participating libraries, but 

the University of Michigan has committed to allow Googleto digitize its 

entire print collection, regardless of the copyright status of the book. Other 

libraries, including Harvard, are digitizing primarily in public domain 

materials. Oxford University has committed to only a subset of books in the 

public domain which were all published before 1885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Kingdom’s copyright laws.* This Library Project would cost millions 

of dollars and take at least 6-7 years from its first inception in 2004. 

Regarding these expenses, Google has committed to bear almost the entire 

cost of this massive digitization project. 

 
◉ A list of partnerlibraries

* Oxford-Google Digitization Programme: http://www.bodley.ox.ac.uk/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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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University of Iow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Minnesota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niversity of Virginia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A picture of a library book stack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Google staff 

members take books to a scanning facility and later return the books back to 

their corresponding book shelves.

2-4-2. Partner Program

The Google Books Partner Program is for publishers and authors. A 

Partner sends a PDF file or a physical copy of the book to Google so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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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an digitize the book to make each word from the full-text of the 

book a possible result for a search on Google Books.* The book is displayed 

on the Google Book Search site and can be easily discovered by a user from 

around the world through a simple search. It is a great opportunity for a 

Partner to advertise and promote a book online for free. It is also a great 

opportunity for a user to read a preview before getting a copy of the 

physical book. Each book is linked to online book store sites and holding 

library sites.

3. Specific features of Google Book Search 

Google has been developing various features to improve user interfaces 

and to make the site more convenient and comprehensive. 

3-1. Searching

The Google Book Search site is not much different from Google’s web 

search (Google.com) site. A user enters a word or a phrase into a search 

box and Google finds a book containing the search term and provides a 

results list. One drawback is that search results are too broad. Google finds 

a search term not only from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a book, but 

also from the full-text of the book. It is highly advised to use “Advanced 

Book Search” options to locate a book quickly and effectively. In “Advanced 

Book Search”, a user can enter a search term from a title, author, 

publisher,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LCSH), and ISBN, and 

then select following limits to narrow the search; view options, books or 

magazines, language, and dates.**

* Information for publishers and authors: http://books.google.com/googlebooks/publishers.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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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arch for a book written in Korean, users can enter a search term in 

Korean Han’gul or Korean Hancha or Romanized Korean in accordance with 

ALA-LC Romanization rules. Searching a book in Han’gul or Hancha is 

tremendously helpful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Romanization 

rules. Since Google finds a matching term from the full-text, Han’gul to 
Hancha or Hancha to Han’gul conversion is not available. 

 

 
3-2. 4 different types of views

When a user clicks a book link from the search results screen, Google 

takes it to the“Book Overview” page of the book. This page contains a wide 

range of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source of the book and the 

copyright status. For in-copyright books, there are 3 different views 

available; “Snippet View”, “Limited Preview”, and “No Preview Available”. 
For the books in public domain, Google displays a full-text of view, which 

is called “Full View”.  
This “Book Overview” page contains basic bibliographic data of 

** Advanced Book Search: http://books.google.com/advanced_book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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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such as title, author, publisher, publication date, ISBN, source 

of original publication, and digitized date. Each book displays links 

directing a user to online book stores for purchasing and libraries for 

borrowing. 

In addition to basic bibliographic data, some books also contain enhanced 

content, such as key terms and phrases, references to and from other 

books, chapter titles, a list of related books, other editions in the database, 

and a map of places mentioned in the book.

Some Korean books display a short description of the book. The same text 

also can be found at Kyobo Book Center site (http://www.kyobobook.co. 

kr).This description in Korean is also indexed in Google and a user can find 

the book from search results list.

3-2-1. Full View  
For books out-of-copyright, users can read the full text of the book 

online. Users also can download the entire book in a PDF file and print out 

the book. This PDF version of the book can be read when Internet access is 

not available, and also can be sent to other people as an e-mail 

attachment. The public domain works include post-1922 publications and 

U.S. Government publications. 

For users in Korea, it is extremely helpful to have easy access to the 

full-text of materials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the U.S. before the 

1900s. It is nearly impossible for a person in Korea who is not associated 

with an academic institution to loan a book from a library overseas. Even if 

a person has the privilege to loan a book, many books may not be available 

for international inter-library-loans due to its fragile book condition or its 

non-circulating status at a loaning library. 

In terms of Korean Studies research resources, Google Book Search 

contains a large volume of full-text publications on Korea written by 



110 ❙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no. 1 (July 2009)

westerners during the 18th-19th centuries. Most of them can be viewed 

online or can be downloaded to a user’s computer. Relevant material would 

include travel reports, documents compiled by missionaries, government 

documents, and other book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Full View: Problems of the Far East By George Nathaniel Curzon Curzon*

3-2-2. Limited Preview 

For those books submitted to Google from an author or a publisher 

through the Publisher Program, a user can view a limited number of pages 

from a book as a limited preview, even if the book is not in the public 

domain. In general, authors or publishers only allow a user to view less 

than 20 percent of a book as a preview. At present there are two Korean 

publishers participating in the Publisher Program: Changbi Publishers and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Problems of the Far East By George Nathaniel Curzon Curzon:http://books.google.com /

books?id=lQNXAAAAMA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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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esults showing “Limited Preview” available books on “이순신”

 

Specific pages are omitted from the Limited Preview (Pages 361-362 are not part 

of this book preview”

통일과 여성 By 이화여자대학교 http://books.google.com/books?id=vumeq2dS8P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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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pages are omitted from the Limited Preview (Some pages are omitted from 

this book preview)

통일과 여성 By 이화여자대학교http://books.google.com/books?id=vumeq2dS8PkC

Copyrighted image is shown as blank in Limited Preview 

고쳐 쓴 한국근대사 By 강만길, Man-gil Kang http://books.google.com/books?id= 

3IbraMLg65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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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Snippet View

For those books provided by the Library Project partners, Google allows a 

user to view only three snippets from an in-copyright book (published after 

1923) per search. Each snippet displays a search term found in the text of 

a book and 2-3 lines of sentences surrounding the search term. For easier 

view, the search term is highlighted in yellow in the text. Since a standard 

height of each snippet is about 75 pixels, books with larger font can display 

fewer lines of text.

For those Korean books with the Snippet View option,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original book was submitted to Google by either the University of 

Michigan or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y System. As previously mentioned, 

these two university libraries are committed to loan a book to Google regardless 

of its copyright status. For example, Google Book Search retrieves 78 

Korean books written by a Korean author “금장태, 琴章泰”, and 15 out of 78 
books were digitized from the collection of either of these two libraries. 

Since Google continues to digitize books from these libraries, more 

in-copyright Korean books will be digitized by Google and a user will be 

able to discover more Korean language books by searching a specific 

keyword over full-text.

http://books.google.com/books?id=cg5GAAAAMAAJ&pgis=1

Three snippets showing a search 

term “이순신”

이순신을 알면일본을 이긴다By 

노병천, Pyŏng-ch’ŏ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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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No Preview Available

For “No Preview Available” book, a user only can se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book, much like a card catalog. In this case, Google does not 

have a digital copy of a physical book. Google is not allowed to digitize a 

book if a rights-holder asks Google not to digitize his or her books 

submitted by a participating library through the Library Project. Google 

also does not have a digital copy of a physical book if the meta data in 

Google Book Search is contributed by a third party including a publisher or 

OCLC. If a book is marked as “No Preview Available”, keyword searching 

within a book is not available and none of the text can be displayed.

 

“No preview available” books for a search term of “이순신”

 
3-3. Get this book  

Under the “Get this book”, Google displays 5-7 links to online book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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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 physical copy of the book is available, along with price of the 

book. If a book is supplied by a publisher as part of the Partner Program, 

a link to the publisher appears on the top of other bookstores. Google 

provides a link to popular bookstores in the U.S., such as Amazon.com, 

Barnes&Noble.com, Books-A-Million, Borders, IndieBound, and Google 

Product Search. Google also provides a link to used bookstores if a book 

had been published quite a long time ago.

Google displays a link to online bookstore along with price of a book:

Min Yŏng-hwan By Michael Finch  http://books.google.com/books?id=qNqUw-nb4vkC

For those Korean books submitted by Changbi Publishers and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as part of the Partner Program, Google displays a 

link to each publisher on top of other book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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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지식인의 일상과 문화(이화 한국학총서 1) By 성기옥

http://books.google.com/books?id=bOe7S6Qx--IC

 
3-4. Find in a library

The ‘Find in a library’ link takes a user to the WorldCat site which 

displays a list of holding libraries. This has been made possible by an 

agreement between Google and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Founded in 1967 in Ohio, the OCLC is a nonprofit library service organization 

which provides the following services to more than 60,000 libraries in 112 

countries; Electronic Collections Online, Resource Sharing and Delivery, 

eContent, Preservation, Management, and Web Service. OCLC’s mission is 

“To connect people to knowledge through international library cooperation” 
and OCLC and its member libraries cooperatively produce and maintain 

WorldCat, the OCLC online union catalog.**

* OCLC, OCLC and Google to exchange data, link digitized books to WorldCat, http:// 

www.oclc.org/news/releases/200811.htm (accessed June 6, 2009).

** WorldCat at a glance: http://www.oclc.org/worldcat/about/defaul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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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a user clicks “Find in a library” button and enters a zip code in the 
location box in WorldCat, one can see a list of libraries with a physical 

copy of the book. These library locations are listed by proximity to the 

user’s Zip code. This feature greatly increases the accessibility of libraries’ 
collections for patrons.

WorldCat site

Zip code

A list of nearby libraries from a user’s location in WorldCat

http://www.worldcat.org/oclc/48871076

Min Yŏng-hwan By Michael Finch http://books.google.com/books?id=qNqUw-nb4vkC

3-5. Search in this book

‘Search in this book’ allows a user to search for a word or a phrase 

within the book and shows how many pages contain matching words in the 

book. When you enter a key word “원효” in “한국과 불교”(http://books.google 
.com/books?id=df3SAAAAMAAJ&pgis=1), Google displays search results (“19 
pages matching “원효” in this book”) and up to 3 snippets and corresponding 
page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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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dvertisement

Google generates revenue from the sale of targeted advertising on pages 

where previews of scanned books appear. Google advertisement appears on 

a specific book result only if the copyright holder, who participates in the 

Partner Program, allows Google to show ads. Google makes a profit from 

Google Book Search ads when Google’s publishing partners earn profits. For 

those books submitted to Google as part of the Library Project, Google does 

not place ads.

3-7. A Feature for the visually impaired

Google provides a full-text for a public domain work in Google Book 

Search, and this full-text can be viewed in two different types; page 

images and plain text. Since the text layer of plain text can be accessible, 

the text can be read over screen readers and Braille display. This feature 

allows visually impaired users to read those books in the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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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has been developing technologies and tools to provide various 

services to the visually impaired through its Accessible Search Site.*

Page image view Plain text view

Korea in transition By James Scarth Gale (http://books.google.com/books?id=KdkeAAAAMAAJ)

 
3-8. Google Books for Mobile

Google announced the launch of a mobile version of Google Book Search 

in February 5, 2009.** Google has developed the technology to extract the 

text from the page images so that the text can be accessible from an iphone 

or an android phone. At present over 1.5 million mobile edition of public 

domain books are available in the U.S..***

3-9. Other features

In addition to the features shown above, Google also provides several 

other options. One of them is the “Zoom In” and “Zoom Out” option for 

* Greater access to public domain works for all users: http://booksearch.blogspot.com/ 

2007/07/greater-access-to-public-domain-works.html

* Google Accessible Search 사이트:http://labs.google.com/accessible/

** Google모바일: http://books.google.com/m

*** 1.5 million books in your pocket: http://booksearch.blogspot.com/2009/02/15-million- 

books-in-your-pock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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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books with “Full View” and “Limited Preview” options. This allows 

users to magnify page images conveniently. Another feature is “Places 

mentioned in this book”. Google shows a zoom-able map of places listed in 

the book along with corresponding pagination and a couple of lines of text 

surrounding the name of the place. The last feature to mention is “My 

Library”. Google helps a user build his/her own Google Book collection in 

this personalized virtual space in Google. A user can add certain books by 

clicking “Add to my library” buttons that appear on every book in Google 

Book Search. These books can be shared with other people and be removed 

from “My Library” when it is not needed. Detailed information can be found 

at “My Library”.*

Google Map and “Places mentioned in this book”

Problems of the Far East By George Nathaniel Curzon Curzon

http://books.google.com/books?id=lQNXAAAAMAAJ

* My library 사이트: http://books.google.com/googlebooks/my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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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urther enhancement

Google’s digital library collection site, Google Book Search, has been 

providing numerous features to users, but there are several issues Google 

has to deal with.

4.1. Copyright

Google has been working within the constraints of copyright laws. 

Copyright issues associated with digital copy are too complicated to be 

resolved in this paper. In an effort to perform the digitization project 

pursuant to copyright law, the University of Michigan strictly applies the 

following guidelines. 

 
Place of 

publication

Publication 

date
Other condition Copyright status 

US Any date US Govt. Pub Public Domain

US 1923 or later Not US Govt. Pub In-Copyright

US
1922 or 

earlier

Assuming not previously published 

outside US
Public Domain

Outside US 1909 or later   In-Copyright

Outside US
1908 or 

earlier
US IP address

Public Domain in 

US

Outside US 1869-1908 Non-US IP address In-Copyright

Outside US
1868 or 

earlier
Non-US IP address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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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Quality of Scanning

In the perspective of preservation, the scanning process is extremely 

important. Google announced that it uses patented proprietary scanning 

technology to scan a book for the Library Project, and that the quality of 

its scanned pages is excellent. But it is highly recommended to carefully 

inspect the condition of each original print and try to scan manually, 

rather than automatically, if a book’s condition is poor; torn pages, missing 

pages, blurry characters, and smudged pages, etc.

4.3.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Google has been making extra efforts to improve OCR technology which is 

a key factor to determine the quality of indexing. OCR engines, which 

Google currently uses, are quite accurate at reading Latin characters, but 

still have some trouble with non-Latin languages, handwriting, and highly 

stylized fonts.* Accuracy rates decrease sharply for a text written in the 

direction of top to down, which can often be seen in Korean books. If the 

OCR can’t properly decipher words in scanned texts, words in that text 

cannot be searched nor be indexed.

4.4. Searching options

As opposed to general library online catalogs, Google Book Search allows 

users to search a key term not only in bibliographic data, but also in 

full-text of a book. If a search term is not specific enough, Google 

produces too many search results. Even though users are capable of 

constructing more complex search statements on the “Advanced Book 

Search” menu, they need to browse several pages of search results screen to 

* Catherine Holahan, “Google seeks Help with Recognition”, Business Week Online, Sept. 

7, 2006,http://www.businessweek.com/technology/content/sep2006/tc20060907_ 732714.htm 

(accessed June 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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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 most relevant book. Moreover, Google lacks of sorting options which 

allow users to sort the search results by an author, title, or publication 

date. In order to fully take advantage of Google Book Search, users need to 

know how to refine and set limits on each search.

4.5. Long-term stability

Google has been growing rapidly year after year, and continues to develop 

breakthrough technology to provide better search services. However, Google 

is a commercial company pursuing great profits, not a nonprofit organization. 

In an unforeseen future Google might decide not to provide Google Book 

Search.  To ensure continuing access to digital library content in Google 

Book Search for future generations,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serve 

this digital collection. It is highly advised to setup guidelines and policies 

on preserving digital content among participating librarie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a firm commitment to long-term preservation of scholarly 

materials. 

5. Hathi Trust

A group of major universities which are participating in the Google 

Library Project announced in September 2008 the launch of the Hathi Trust 

Digital Library, the collection of books digitized by Google in its 

partnership with these universities.* One of the goals of the Hathi Trust is 

to build a reliable and comprehensive digital archive of library materials, 

which are currently accessible via Google Book Search.** 

* Jeffrey R. Young, “In case Google bails out on its Library Project, universities create a 

backup”,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Washington: Oct 24, 2008. Vol. 55, Iss. 

9; pg. A.10

** Hathi Trust Digital Library: http://catalog.hathitru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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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hi Trust membership currently consists of the member libraries of the 

CIC (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and the University of Virginia. As of May2009, it holds about 2.9 

million volumes and about 16% of the collection is public domain work 

which can be delivered to users in full-text.  
Each participating library of the Hathi Trust has been collecting research 

materials with a close tie with professors and researchers over several 

decades, and making tremendous efforts in preserving these materials. 

These libraries are not aiming for commercial gains and will continue to 

provide digitized research materials to users via the Hathi Trust.  

◉ 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CIC)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Indiana University

   University of Iowa

   University of Michigan

   Michiga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Minnesota

   Northwestern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CIC site: http://www.ci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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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nd the Google Book 

   Settlement

In 2005, the Authors Guild and the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AP) sued Goog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contending that it infringed 

their copyrights to digitize an in-copyright book and to provide snippets of 

text of the book without an explicit permission from a copyright holder.* 

After 3 years of heated debates, these parties have finally negotiated a 

settlement in October 28, 2008.**

This class action lawsuit is currently on going and the court has 

preliminarily approved the settlement. But it will be finalized after the 

final fairness hearing scheduled in October 7, 2009. Details about the 

settlement can be found the sites listed below;

 
ㆍGoogle Book Search Settlement Agreement: http://books.google.com/ 

googlebooks/agreement/

ㆍGoogleBook Settlement: http://www.googlebooksettlement.com/r/home

 
Once approved by the court, this agreement will allow Google, its 

publishing industry partners, and participating libraries to provide even 

more benefits to users and copyright holders. Here’s are some examples;

ㆍScanning a book: In-copyright books can be digitized, unless rightsholders 

request Google not to digitize one or more of their books.

 
ㆍPreview a book: Currently available preview and snippet view options 

* Trudi Bellardo Hahn, “Mass Digitization: Implications for Preserving the Scholarly 

Record”,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Chicago: Jan 2008. Vol. 52, Iss. 1; 

pg. 18, 9 pgs

** Google Book Search Settlement Agreement: http://books.google.com/googlebooks/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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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continued, unless rightholders request Google for any or all 

“Non-Display Uses”.
 
ㆍOut-of Print books: In copyright but out-of-print books that Google 

digitizes will become available online for preview and purchase, unless 

rightsholders request Google not to. These books will be freely available 

from designated terminals at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in the U.S.

ㆍUsers: After browsing a part of the book, users can pay to read an 

entire book via Google Book Search account. This book remains on the 

user’s electronic bookshelf as long as the user wants.  

In May 2009, Google and the University of Michigan signed an expanded 

agreement which allows the University to take advantage of the settlement 

agreement.* The University of Michigan becomes the first Fully 

Participating Library to expand its partnership with Google under the terms 

of Google’s settlement agreement with a broad class of authors and 

publishers. There were 22 participating libraries in U.S. and the settlement 

specifies 4 different categories of the libraries;   Fully Participating Libraries, 
Cooperating Libraries, Public Domain Libraries, and Other Libraries. As a 

Fully Participating Library, University of Michigan will benefit from 

following conditions;

ㆍThe University of Michigan will get a digital copy of every book, 

whether it’s scanned from Michigan or at another library. 

 
ㆍThe University of Michigan will be able to share digital copies of public 

* U-M first to sign new digitization agreement with Google: http://books.google.com/ 

googlebooks/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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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works Google has digitized from its collection with fellow 

academic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for non-commercial purposes.  
 
ㆍThe Michigan and other participating libraries are empowered to review 

the pricing of institutional subscriptions to make sure the rates are 

affordable enough to allow subscribing libraries to take advantage of 

them.  
 
ㆍGoogle will subsidize the cost of Michigan’s subscription based on the 

number of books scanned from Michigan. It means that Google will 

subsidize the entire cost of Michigan’s institutional subscription. 

7. The Settlement and the Rightsholders in Korea

As previously mentioned, University of Michigan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have loaned in-copyright books in their library collections to 

Google to digitize, including books published in U.S. and other countries. 

Among these books, a large number of in-copyright books published in 

Korea are also included. According to the Settlement, non-US citizens also 

can benefit from the Settlement if their books were digitized by Google on 

or before May 5, 2009 without their permission, even though these books 

were not published in the U.S* ;

ㆍNon-US citizens are included in the Settlement.

ㆍIf rightsholders submit a Claim Form at the Book Rights Registry,** 

* Google Book Settlement FAQs: http://www.googlebooksettlement.com/help/bin/answer. 

py?answer=118704&hl=en#q8

    Joint public FAQ: http://books.google.com/googlebooks/agreement/faq.html#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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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ill receive a cash payment for books or inserts digitized by 

Google on or before May 5, 2009 without the rightsholders’ permission. 

The cast payment will be at least $60per Principal Work, $15 per Entire 

Insert, and $5 per Partial Insert.

 
ㆍIf rightsholders claim books, they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future 

revenue from Google’s use of the book. Google will pay rightsholders 

63% of all revenues Google receives from the commercial uses Google 

makes of the books.

 
To claim a Cash Payment for books or inserts, rightsholders must submit 

a Claim form for these books or inserts by January 5, 2010. Detailed 

information can be found at the Google Book Settlement site.* 

 “Google Book Settlement” site http://www.googlebooksettlement.com/r/home

** Book Rights Registry: http://www.googlebooksettlement.com/

* Cash payment: http://www.googlebooksettlement.com/help/bin/answer.py?answer=118722& 

hlrm=kr#cash_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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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clusion

Currently over 7million books in Google Book Search are full-text 

searchable. Once the Google Book Search Settlement Agreement is approved 

by the Court this fall, it is expected that Google will speed up the digitizing 

process and become more influential to library users. The number of 

publishers, authors, and libraries that agree to Google’s mission, “To 

organize the world’s information and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 will be increased. Due to the complexity of copyright laws, the 

agreement currently only applies in the U.S., but it is highly feasible that 

Google will vigorously expand the program to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Owing to the Internet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world has become more diverse and interactive. Itis now 

time for Korean libraries and publishers to take part in Google Book Search 

and share Korean books with other parts of the world.

Even though Google Book Search provides many useful features to users 

as described above, Google faces challenges in regard to copyright issues. 

However, no one will deny that Google has opened up a new book market 

platform. Instead of the traditional publication distribution model, starting 

from an author ⇒ publisher ⇒ book store /library ⇒ to a reader, Google 

now becomes the center of scholarly information resources and publication 

distribution markets. It is noteworthy that a majority of the businesse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book market are strongly supporting Google. The 

Authors Guild and the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AP) are great 

supporters of Google as well as 22 prestigious university libraries, and 

World Cat, which connects 60,000 libraries around the world, and most 

popular bookstores, such as Amazon.com, Barnes &Noble, Borders, and 

Books-A-Million. All of them have already joined the Google Book Search 

program and have been working together to enhance the program.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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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ry that Google would make a monopoly of book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but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d many other participating 

partner libraries will make sure to preserve and share scholarly information 

for next generations. Google Book Search will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the users all around the worl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n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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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사서
(Korean Studies Librarians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도서관연구소 편

◇ 한국학사서 글로벌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 INKSLIB)

국립중앙도서관은 각국 한국학사서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도서관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국학사서 글로벌네트워크’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

며, 추진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주요국 도서관 정책정보에 근접해 있는 현지 사서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호혜적 발전 및 파트너십 구축

  -  각국 한국학사서와의 도서관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세계 주요 도서관 소장 한국자료, 한국자료 담당사서 및 주제명표 현황 파악

이 홈페이지에는 한국학사서들의 인명 DB를 구축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

하고 있는 ‘해외도서관 한국고서 디지털화 사업’, ‘해외 한국학자료실 설치’, ‘해외 

소재 한국관련자료 수집’, ‘해외 도서관 사서 워크숍’ 등 한국학 관련 사업들을 소개

하는 내용이 수록될 것이다. 또한 한국학자료실 담당사서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한국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는 업

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서지정보 관련 국제동향을 실을 예정이다. ‘한국학사서 글

로벌네트워크’ 홈페이지는 2009년 9월에 운 을 개시할 계획이며, 이를 이메일로 

설문응답자, 해외도서관의 한국학사서 및 한국학자료실에 알려 참여를 도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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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서서 글로벌네트워크’ 홈페이지

◇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국립중앙도서관은 주요 선진국 도서관의 한국관련 최신동향 및 정책정보를 수집

하고, 주요국 도서관 정책정보에 근접해 있는 해외 한국학 사서들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호혜적 발전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자 한다. 

이 동향 보고서는 해외 한국학 담당사서들에게 국ㆍ 문으로 원고를 받아 발행되

며 국내ㆍ외 주요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배포될 뿐만 아니라 ‘한국학사서 글

로벌네트워크’ 홈페이지도 올려 각국의 회원들과도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 설문조사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는 해외에 있는 한인사서들과 외국인 한국학 담당 

사서를 파악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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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재미한인사서 문헌정보인회(Korean American Librarians & 

Information Professionals Association, KALIPA) 홈페이지에 있는 회원들의 연

락처를 기초로 하여 실시되었으며, 대부분의 설문응답자는 북미 지역에 거주하는 

사서들이었다. 기타 지역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 파악한 사서들과 미주지역 이외

의 국가에서 한국학과를 개설한 대학 및 한국 교포들이 비교적 많다고 판단된 해외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하 다.

- 조사결과

약 5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포함

한 37개국의 242개 기관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파악된 한인사서는 123명으로 나타

났으며, 외국인 한국학 자료실 담당사서는 6명이었다. 한인사서 123명 중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사서들의 수는 43명으로 국가/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결과 : 43명 (6개국, 25개관)                                   (한인사서수/도서관수)

관종 중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계

국립 1/1 11/2 0/0 1/1 1/1 0/0 14/5

대학 0/0 22/13 2/2 0/0 2/2 1/1 27/18

공공 0/0 2/2 0/0 0/0 0/0 0/0 2/2

계 1/1 34/16 2/2 1/1 3/3 1/1 43/25

국립중앙도서관은 설문에 응답한 한인사서 43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학

사서 글로벌네트워크’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연락처 중심의 간략한 인명 DB를 구축

하고 있다. 

‘해외 한국학사서 글로벌네트워크’가 해외 한국학 담당사서들의 세계적 소통의 장

이 되어 한국학 관련 국내ㆍ외 정보 활용이 제고되고 한국자료와 관련한 다양한 경

험이 널리 공유되어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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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립도서관 대상 설문조사
Questionnaire on Korean collection

1. Staff

  A. How many librarians (staff) work for Korean collection or 

materials on Korea?

      Name:

      E-mail:

      Phone:

      FAX:

  B. Are there Korean librarians in your library?

      Name:

      E-mail:

      Phone:

      FAX:

2. Standards

What kinds of classification schemes, subject headings or thesaurus are 

used for your library collection? (If possible, please describe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including price.)

1) Classification scheme (e.g., DDC, UDC or Your own developed and etc). 

2) Subject heading or thesaurus:

3) What are applied to Korean materials? 

3. Korean Collection

  A. Does your library (country) have Korean collection or have a plan 

to develop Korean collection? 

  B. How many books (materials) are there in Korean collection?

4. If you have any comments and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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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ㆍ공공 도서관 및 유관기관 대상 설문조사

Questionnaire on Korean Librarians and Collections 1

1. Individual Information (This will be treated confidentially.)

   Full Name: 

   Title:

   Division:

   Library Address (Work Place):

   Phone: 

   Cell phone:

   Fax:

   Email:

2. What is your interest?  You can check more than two.

   □ Acquisition

   □ Catalog

   □ Public Service

   □ Digital Library

   □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 Issue of Tok Island 

   □ Others: (                  )

3. Would you like to subscribe to the free webzin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3-1) If yes, please write down your email address to which you would 

like it forwarded.

     (If the email account is the same as above, write S.)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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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on Korean Librarians and Collections 2

1. Staff (This information will be treated confidentially.)

  A. How many librarians (or library assistants including permanent 

and part-time staff) work for the Korean collection or materials 

on Korea?

    Name:

    Position: Librarian, Library assistant, Permanent staff or Part-time staff

    E-mail:

    Phone:

    Fax:

  B. How many native Korean librarians are there in your library?

    Name:

    Position: Librarian, Library assistant, Permanent staff or Part-time staff

    E-mail:

    Phone:

    Fax:

2. Standards

What kinds of classification schemes, subject headings or thesauruses are 

used for your library collection? (If possible, please describe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your library’s standards, including price. We are planning to 

purchase the books of the standards.)

1) Classification scheme (e.g., DDC, UDC or Your own developed and etc). 

2) Subject heading or thesaurus:

3) Which standards are applied to Korean materials? 

3. Korean Collection

  A. Does your library (country) have a Korean collection or have a 

plan to develop Korean collection? 

  B. How many books (materials) are there in your Korean collection?

4. Do you know any other libraries that have a Korean collection in 

your country? If yes, please let me know the information of them.

5. If you have any comments or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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