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

- 개인명(안)

2 0 1 8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개인명(안)   

- 목   차 -

1. 머리말 ․․․․․․․․․․․․․․․․․․․․․․ 1

1.1. 배경 및 목적 ․․․․․․․․․․․․․․․․․․
1.2. 범위 ․․․․․․․․․․․․․․․․․․․․․․
1.3. 용어정의 ․․․․․․․․․․․․․․․․․․․․
1.4. 관련 표준 ․․․․․․․․․․․․․․․․․․․

1
2
2
3

2. 개인명의 선정 ․․․․․․․․․․․․․․․․․․ 5

2.1. 정보원의 우선순위 ․․․․․․․․․․․․․․․
2.2. 채택표목의 선정 ․․․․․․․․․․․․․․․

5
5

3. 개인명의 기술 ․․․․․․․․․․․․․․․․․․ 14

3.1. 원칙 ․․․․․․․․․․․․․․․․․․․․․․
3.2. 한국인명 ․․․․․․․․․․․․․․․․․․․․
3.3. 중국인명 ․․․․․․․․․․․․․․․․․․․․
3.4. 일본인명 ․․․․․․․․․․․․․․․․․․․․
3.5. 로마자 외국인명 ․․․․․․․․․․․․․․․․
3.6. 기타 외국인명 ․․․․․․․․․․․․․․․․․

14
15
19
21
23
26

4. 개인의 속성 ․․․․․․․․․․․․․․․․․․․․ 29

4.1. 원칙 ․․․․․․․․․․․․․․․․․․․․․․
4.2. 생몰년  ․․․․․․․․․․․․․․․․․․․․
4.3. 이름의 완전형․․․․․․․․․․․․․․․․․․
4.4. 개인의 직위  ․․․․․․․․․․․․․․․․․․
4.5. 개인과 관련된 장소 ․․․․․․․․․․․․․․․
4.6. 활동분야 ․․․․․․․․․․․․․․․․․․․․
4.7. 관련단체 ․․․․․․․․․․․․․․․․․․․․
4.8. 직업 ․․․․․․․․․․․․․․․․․․․․․․
4.9. 개인의 언어  ․․․․․․․․․․․․․․․․․․
4.10. 성별  ․․․․․․․․․․․․․․․․․․․․․
4.11. 전기적 또는 역사적 정보 ․․․․․․․․․․․․

29
29
31
31
33
37
38
39
40
41
41

5. 정보원의 기술 ․․․․․․․․․․․․․․․․․․․ 43

[참고] 전거데이터 예시 ․․․․․․․․․․․․․․․․ 44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개인명(안)   

- 1 -

1. 머리말

1.1. 배경 및 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은「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

목록규칙(이하 KCR) 4판에 의거하여 목록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KCR 4판은 표목 대신 접근점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본표목을 규정

하지 않았고, 표목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정 표목에 대해 하나의 특정 형식을 표준형식으로 고려

하지 않음으로써 통일표목의 개념을 목록에서 배제한 규칙이다.

그러나 목록에 관한 국가 표준의 방침과는 달리 도서관 현장에서는 여

전히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 표준의 부재로 인

해 도서관 간에 기본표목의 취급에 관한 통일성이 없고, 통일표목의 형

식으로 표목을 작성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도 그 형식의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9년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

식-전거통제용」을 제정한 이후 전거데이터를 구축해오고 있는데, 전거

에 관한 국가 표준의 부재로 인해 다른 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전거데

이터 표준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2003년 KCR 4판이 발행된 후 현재까지 국가 표준으로서 전거에 관한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 관

한 내용을 규정한 목록규칙은 1966년 발행된 KCR 2판이 유일한데, 이 

규칙은 발행된 지 40년이 지난 것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목록규칙에 관한 국제 표준의 변화 추이에 따

라 KCR 4판이 개정될 때까지 전거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 과도기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전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12년 4월「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개인명」, 2013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단체명」을 수립하였으며, 국제

적 전거 동향 및 국내 도서관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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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2018년「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개인명」을 

개정하게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개인명」은 「국제목록원칙」,

「전거데이터의 기능 요건」(이하 FRAD), 「자원의 기술과 접근」(이하 

RDA), 「MARC 21 Format for Authority Data」를 수용하였으며, 개

인명 전거데이터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규칙, 즉 개인명의 채택표목과 

참조표목의 선정과 기술, 그리고 개인의 식별을 위한 속성의 기술에 관

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에 따라 구축된 표준화된 개인명 전거데이

터는 서지데이터와 연계되어 기능함으로써, 도서관 목록이 자료의 검색

과 집중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명 전거데이터를 기술하는데 필

요한 규칙, 즉 개인명의 채택표목과 참조표목의 선정과 기술, 그리고 

개인의 식별을 위한 속성의 기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1.2. 범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전거데이터 구축 대상은 저작에 책임표시 또는 

저작의 주제로서 나타나는 개인으로 한정하며, 전거데이터 구축 대상 

자료의 범위는 도서관 정책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데이터 구축 대상 개인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축 대상 : 국내 발간 자료 중 일반서, 아동서

외국 발간 자료 중 일본서, 중국서

–구축 제외 : 국내 발간 자료 중 수험서, 교과서, 학습서, 외국만화 등  

1.3. 용어정의

ㅇ 전거 : 저록에 사용된 서지 개체의 형식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관련 

자료를 목록 상에서 집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전통적으로 특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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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접근점(표목)을 대표 형식으로 규정하고, 이와 다른 형식의 접

근점을 이 대표 형식과 연결하는 방식1)

ㅇ 전거데이터(authority data) : 특정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저작물,

또는 동일 저작의 여러 판을 집중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이 사용한 

제어된 접근점과 기타 정보를 표현한 것으로 제어된 접근점에는 하

나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목록작성자가 확보한 이름의 전거형

식과 그 이형이 포함된다.(출처: FRAD)

ㅇ 저작(箸作, works) : 일반적으로 개인에 의한 지적, 예술적 창조의 

결과로서, 문자나 기호, 도형 등으로 표현되거나 기록되어 구체화된 

것. 표제를 가짐으로써 하나의 실체로 취급된다.(출처: KCR 4판)

ㅇ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 : 전거데이터에 기술되는 개체(개인,

단체, 서명 등)의 이름, 속성, 관계 등의 출처

1.4. 관련 표준

ㅇ 기술규칙

- 국제목록원칙(ICP), 2009.

- 전거데이터의 기능 요건(FRAD), 2009.

- 자원의 기술과 접근(RDA), 2010.

- 한국목록규칙 2판(KCR2), 1966.

-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단체명 표목의 선택․형식기준, 2012. 1.

ㅇ 목록형식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전거통제용(KS X 6006-4) 개정판, 2016.

- MARC 21 Format for Authority Data(1999. ed.), Update 2012. 4.

ㅇ 기타

1)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0),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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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2014. 3. 24.

- 「외래어 표기법」 문교부 고시 제85-11호, 1986. 1. 7.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관광부 고시 제2014-42호, 2014. 12. 5.

-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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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명의 선정

2.1. 정보원의 우선순위

다음 정보원을 우선순위로 하여 채택표목을 선정한다.

① 개인과 관련된 저작의 으뜸정보원

② 개인과 관련된 저작의 기타 공식 기재 사항

③ 기타 정보원(참고도서, 인터넷정보원 등)

2.2. 채택표목의 선정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2)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이름은 개인의 본명이나 필명, 작위, 별명, 머리글자(두문자), 기타 

호칭일 수 있다.

개인과 관련된 저작이나 정보원에 나타났거나 이용자가 검색을 

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이름으로, 채택표목에 선정되지 않은 이름

은 모두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2.2.1. 동일인에게 상이한 형식의 이름이 있는 경우

가. 언어 형식에 의한 차이

개인의 이름이 그 개인과 관련된 저작에서 서로 다른 언어 형식

2) 이 지침에서 이름을 성명(姓名, full name)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름’으로 표기하고, 명(名,
forename)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름(名)’으로 표기한다.

예)
1001 ▼a이외수

1001 ▼a리영희

※ 모든 정보원에서 이영희가 아닌 리영희로 표기

1001 ▼aShakespeare, William

1001 ▼aOrwell, George

※ George Orwell은 필명, 본명은 Eric Arthur Bl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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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언어(문자) 형식을 채택한다.

① 한국인명은 한글 표기 형식을 채택한다.

② 중국인명은 중국음의 한글 표기 형식을 채택하되, 한자의 한글  

음이 일반화된 과거인(신해혁명, 1911년 이전)은 종전의 한글  

음 표기 형식을 채택한다.

③ 일본인명은 일본음의 한글 표기 형식을 채택한다.

④ 로마자로 표기된 서양인명은 로마자 표기 형식을 채택한다.

⑤ 중국인, 일본인을 제외하고 비로마자로 표기된 외국인명은 영어 

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로마자를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나. 이름의 완전성에 의한 차이

개인의 이름이 완전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형식이 있다면, 가   

장 널리 알려진 형식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하나의 주된 형식이 없다면 가장 최근 정보원에 나타난 형식을 

채택하고, 어떤 형식이 최신 형식인지 모호한 경우에는 더 완전한 

형식3)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3) AACR2R에 따르면 완전한 형식이란 요소의 길이가 아니라 이름의 요소의 수에 의해 결정된
다. ‘R. E. A. Palmer’는 ‘Robert Palmer’ 보다 더 완전한 형식의 이름이다.

예) 1001 ▼aKennedy, John F.

4001 ▼aKennedy, John Fitzgerald

※ 널리 알려진 John F. Kennedy를 채택

1001 ▼aRilke, Rainer Maria

예)
1001 ▼a김훈

1001 ▼a마오쩌둥

1001 ▼a포송령

1001 ▼a가와바타 야스나리

1001 ▼aPoe, Edgar Allan

1001 ▼aTolstoy, 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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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동일인이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이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채택표목의 일반적인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과 관련된 저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

② 기타 정보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름

③ 가장 최근에 사용한 이름

가. 필명, 호(號)

개인이 모든 저작에 일관성을 갖고 필명을 사용한 경우, 그 필명을 

채택표목으로 하고 본명은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1001 ▼a박목월,▼g朴木月,▼d1916-1978

4001 ▼a박영종,▼g朴泳鍾,▼d1916-1978

 ※ 박목월은 필명, 박영종은 본명

1001 ▼aAllen, Woody,▼d1935-

4001 ▼aKonigsberg, Allen Stewart,▼d1935-

※ Woody Allen은 필명, Allen Stewart Konigsberg는 본명

개인이 본명을 사용하다가 특정 시기부터 본명 대신 필명을 사용

한 경우, 필명을 채택표목으로 하고 본명은 참조표목으로 기술한

다. 다만, 본명이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본명을 채택표목으로 하

고 필명을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4)

4) 개인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본명 대신 필명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복수의 정체성을 가진 
개인의 경우, 이 지침 2.2.3.의 원칙을 따른다.

4001 ▼aRilke

※ 하나의 주된 형식이 없으므로 더 완전한 형식을 채택

예)

1001 ▼a김송뢰

4001 ▼a김광업

       ※ 김송뢰는 필명(2008년부터 사용), 김광업은 본명(2007년

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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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저작에 본명과 호(號)가 함께 표기된 경우, 본명을 채택표

목으로 하고 호(號)는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개인의 호(號)가 성(姓)과 호(號)의 형태로 널리 알려져 관

용적으로 쓰이는 경우, 호(號)를 포함한 이름을 채택표목으로 하

고 본명은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나. 종교인명5)

종교인명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불

교 종교인의 경우, 법명을 채택표목으로 하고 본명은 참조표목으

로 기술한다. 다만, 본명이나 그 외 다른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

진 경우에는 그 이름을 채택표목으로 한다.

5) 이 지침에서 종교인은 직업 종교인을 의미한다.

예)
1000 ▼a법정,▼g法頂,▼d1932-2010

4001 ▼a박재철,▼d1932-2010

※ 법정은 법명, 박재철은 본명

1001 ▼a한용운,▼g韓龍雲

4001 ▼a한유천,▼g韓裕天

4000 ▼a용운,▼g龍雲

4000 ▼a만해,▼g萬海

※ 용운은 법명, 한유천은 본명, 만해는 법호

1000 ▼aTeresa,▼cMother,▼d1910-1997

예) 1001 ▼a이황,▼g李滉,▼d1501-1570

4000 ▼a퇴계,▼g退溪,▼d1501-1570

※ 이황은 본명, 퇴계는 호

예) 1001 ▼a김소월,▼g金素月,▼d1902-1934

4001 ▼a김정식,▼g金廷湜,▼d1902-1934

※ 소월은 호, 김정식은 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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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종교인이 법명에 ‘석(釋)’6)을 붙여 사용한 이름을 모두 사용

한 경우, 더 널리 알려진 이름을 채택표목으로 하고, 그 외 다른 

이름은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교황은 교황명을 채택표목으로 하고 본명 등 다른 이름은 참조표

목으로 기술한다.

그 외 종교인의 경우, 널리 알려진 이름을 채택표목으로 하고 이

름은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6) 석씨(釋氏) : 불교에 귀의하여 석가모니의 법손(法孫)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가히 위해 쓰는 성씨. 주로 출가한 

수행자들이 법명에 붙여서 쓰는 성씨 <출처 : 고려대장경전 불교용어사전>

4001 ▼aBojaxhiu, Agnes Gonxha,▼d1910-1997

※ Teresa는 종교인명, Mother Teresa로 널리 알려짐

예) 1000 ▼aGiovanni Paolo▼bII

4000 ▼a요한 바오로▼b2세

4000 ▼aIohannes Paulus PP

4000 ▼aJohn Paul▼bII

4000 ▼aJuan Pablo▼bII

4001 ▼aWojtyla, Karol

※ Giovanni Paolo II는 교황명, Karol Wojtyla는 본명

예)
1001 ▼a석원연,▼g釋圓然,▼d1942-

4000 ▼a원연,▼g圓然,▼d1942-

4000 ▼a엔젠,▼d1942-

1000 ▼a일연,▼g一然,▼d1206-1289

4000 ▼a석일연,▼g釋一然,▼d1206-1289

4000 ▼a보각,▼g普覺,▼d1206-1289

1001 ▼a김견명,▼g金見明,▼d1206-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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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왕족명

한국과 중국의 왕족으로 묘호, 시호, 봉호, 추호, 궁호7) 등의 이름

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이름을 채택표목으로 하고 본명 등 다

른 이름은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그 외 왕족의 경우 널리 알려진 이름을 채택표목으로 한다.

7) 묘호 : 임금이 죽은 뒤에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붙인 이름. 임금의 시호
시호 : 제왕이나 재상,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
봉호 : 군을 봉한 이름
추호 : 죽은 뒤에 주는 호나 이름
궁호 : 왕과 왕의 가족들이 거처한 궁의 이름

예) 1000 ▼a세종,▼g世宗,▼c조선 4대왕,▼d1397-1450

4001 ▼a이도,▼g李祹,▼d1397-1450

4000 ▼a충녕대군,▼g忠寧大君,▼d1397-1450

1000 ▼a혜경궁 홍씨,▼g惠慶宮 洪氏,▼d1735-1815

4000 ▼a경의왕후,▼g敬懿王后

예) 1000 ▼aNapole ́on▼bI,▼d1769-1821

4000 ▼a나폴레옹▼b1세,▼d1769-1821

4001 ▼aBonaparte, Napole ́on,▼d1769-1821

예) 1001 ▼a김수환,▼g金壽煥,▼d1922-2009

4001 ▼a김수환 스테파노,▼d1922-2009

4000 ▼a스테파노,▼d1922-2009

※ 김수환은 본명, 스테파노는 세례명

1001 ▼a이해인,▼g李海仁,▼d1945-

4001 ▼a이명숙,▼d1945-

4001 ▼a이명숙 클라우디아,▼d1945-

4000 ▼a클라우디아,▼d1945-

※ 이해인은 필명, 이명숙은 본명, 클라우디아는 세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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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동일인이 복수의 정체성을 가진 경우8)

개인이 복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

각각의 이름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한다. 이때 서로 다른 정체성에 

대한 채택표목은 「~도 보라」참조표목으로 관계를 기술한다.

8) 여러 개의 필명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본명과 여러 개의 필명을 함께 사용하는 개인은 복수의 정체
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1000 ▼aDiana,▼cPrincess of Wales,▼d1961-1997

4000 ▼a스펜서, 다이애나,▼d1961-1997

4001 ▼aSpencer, Diana Frances,▼d1961-1997

예)

1001 ▼a박진수

5000 ▼a우제용,▼g寓諸庸

1000 ▼a우제용,▼g寓諸庸

5001 ▼a박진수

※ 박진수와 우제용은 동일인으로 각각 IT관련 저작과 

         이야기책에 사용한 이름

1001 ▼a기타노 다케시,▼d1947-

5001 ▼a비토 다케시,▼d1947-

1001 ▼a비토 다케시,▼d1947-

5001 ▼a기타노 다케시,▼d1947-

     ※ 기타노 다케시와 비토 타케시는 동일인으로, 

         각각 영화감독과 배우로서 사용한 이름

1001 ▼aCarroll, Lewis,▼d1832-1898

5001 ▼aDodgson, Charles Lutwidge,▼d1832-1898

1001 ▼aDodgson, Charles Lutwidge,▼d1832-1898

5001 ▼aCarroll, Lewis,▼d1832-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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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공동필명9)을 사용하는 경우, 공동필명과 각각의 본명

을 채택표목으로 선정하고 「~도 보라」참조표목으로 관계를 기

술한다. 단, 이름의 속성이 개인명 형식이 아닌 공동필명의 경우 

단체명으로 생성한다.

2.2.4.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름을 개명 등으로 변경한 경우, 최신 이름을 채택표목으로 하고 

이전 이름은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다만, 이름을 변경하고도 이

전 이름을 사용하거나 그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이전 

이름을 채택표목으로 하고 최신 이름을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9) FRAD Entity Definitions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 A Conceptual Model (amended 2013)]

   - Person : Includes personas or identities established or adopted jointly by two or more 

individuals (e.g., Ellery Queen: joint pseudonym of Frederic Dannay and Manfred B. Lee).

   

예)

1001 ▼aQueen, Ellery

5001 ▼aDannay, Frederic

5001 ▼aLee, Manfred B.

1001 ▼aDannay, Frederic

5001 ▼aQueen, Ellery

1001 ▼aLee, Manfred B.

5001 ▼aQueen, Ellery

     ※ Ellery Queen은 Frederic Dannay와 Manfred B. Lee의 공동필명

110 ▼a햇살과나무꾼   ※어린이책 전문 기획팀

110  ▼a그림형제       ※독일의 형제작가

※ Lewis Carroll과 Charles Lutwidge Dodgson은 동일인으로 

         각각 문학작품과 수학․논리학 저작에 사용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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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001 ▼a김연우

4001 ▼a김종원

  ※ 김종원에서 김연우로 개명

1001 ▼aRoughgarden, Joan

4001 ▼aRoughgarden, Jonathan

※ Jonathan Roughgarden에서 Joan Roughgarden으로 개명

1001 ▼aHughes, Dorothy B.

4001 ▼aFlanagan, Dorothy B.
       ※ Flanagan, Dorothy B.는 결혼 전 이름임

1001 ▼aKennedy, Caroline

4001 ▼aSchlossberg, Caroline Kennedy

 ※ Caroline Kennedy는 결혼 전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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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명의 기술 

3.1. 원칙 

한국인명, 중국인명, 일본인명10)의 채택표목은 한글로 기술한다.

다만, 모든 정보원에 로마자 표기만 있는 경우 로마자로 채택표목

을 기술한다.

한국인명, 중국인명, 일본인명 외 모든 개인명의 채택표목은 로마

자11)로 기술한다. 이때, 로마자가 아닌 언어나 문자12)를 모국어로 

하는 개인명의 채택표목은 영어 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로마자로 

기술한다.13)

위 원칙에서 제시한 문자 표기로 된 개인명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저작에 나타난 문자 그대로 채택표목을 기술한다.

개인명의 정서법, 맞춤법, 두문자법 등은 표기 형식의 언어 관습

에 따른다. 또한 개인명에 포함된 강세와 기타 음성 구분기호, 이

름 사이에 있는 붙임표는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기술한다. 성

(姓)이나 이름(名)을 나타내는 머리글자 다음에 오는 온점과 그 뒤

10) 중국인명과 일본인명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11)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12) 그리스문자, 데바나가리문자(힌디어), 아랍문자, 키릴문자(러시아어 등), 티베트문자, 히브리문자 등

13)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서양인명 등은 로마자 표기 형식을 채택표목으
로 하되, 국제목록원칙(ICP) 「6.3.2. 전거형 접근점의 언어와 문자」규정에 근거하여 로마자 중에
서도 국내 이용자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인 영어로 채택표목을 기술한다.

【국제목록원칙】
6.3.2. 전거형 접근점의 언어와 문자
6.3.2.1. 이름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경우, 이름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은 원문

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저작의 구현형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6.3.2.1.1. 그러나 이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해당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전거형 접

근점은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
을 근거로 하여 정할 수 있다.
예) 미국의회도서관: Tolstoy, Leo / 독일국립도서관: Tolstoj, Lev N.

프랑스국립도서관: Tolstoj, Lev Nikolaevič / 스페인국립도서관: Tolstoï, Lev Nikolaev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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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오는 머리글자나 이름 사이의 공백은 그대로 남겨둔다.

3.2. 한국인명

3.2.1. 국내인명

한국인명의 채택표목은 한글로 기술하며 성(姓)과 이름(名)은 붙여 

쓴다.14) 정보원에 이름의 한자 표기가 있는 경우 한글표기 뒤에 

쉼표(,)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개인이 그동안 써 온 로마자 표기가 있거나 저작에 로마자 표기

가 있는 경우, 이를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이때 성(姓), 이름(名)

의 순으로 띄어 쓰고 성(姓)과 이름(名)은 쉼표(,)로 구분한다.

14)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7-12호)에 따른다.

예) 1001 ▼a박완서,▼g朴婉緖,▼d1931-2011

예) 1001 ▼a김대중,▼g金大中,▼d1924-2009

4001 ▼aKim, Dae-Jung,▼d1924-2009
      ※ 김대중도서관에서 Kim Dae-Jung으로 표기

1001 ▼a신경숙,▼g申京淑,▼d1963-

4001 ▼aShin, Kyoung-Sook,▼d1963-

※ 영어 번역서 표제면에 Kyoung-Sook Shin으로 표기

1001 ▼a이문열,▼g李文烈,▼d1948-

4001 ▼aYi, Munyol,▼d1948-

※ 영어 번역서 표제면에 Yi Munyol로 표기

1001 ▼a장하준,▼g張夏準,▼d1964-

4001 ▼aChang, Ha-Joon,▼d1964-

※ 영어 원서 표제면에 Ha-Joon Chang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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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명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5)에 따라 변환한 이름을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이때 성(姓), 이름(名)의 순으로 띄어 쓰고 

성(姓)과 이름(名)은 쉼표(,)로 구분한다.

둘 이상의 성으로 구성된 경우, 그 성을 복합성으로 취급한다.

채택표목 이외 다른 형식의 이름은 모두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15) 문화관광부 고시 제2014-42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제4항에 따르면 인명은 성(姓)과 이름(名)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名)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예) 1001 ▼a김영하,▼g金英夏,▼d1968-

4001 ▼aGim, Yeongha,▼d1968-▼9krm▲
       ※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변환한 이름

예)
1001 ▼a이육사,▼g李陸史,▼d1904-1944

4001 ▼a이원록,▼g李源綠,▼d1904-1944

4001 ▼a이원삼,▼g李源三,▼d1904-1944

4001 ▼aYi, Yuk-sa,▼d1904-1944

4001 ▼aYi, Yuk-sa,▼d1904-1944

1001 ▼a이광수,▼g李光洙,▼d1892-1950

4001 ▼aYi, Gwang-su,▼d1892-1950

4000 ▼a춘원,▼g春園,▼d1892-1950

4000 ▼a장백산인,▼g長白山人,▼d1892-1950

4001 ▼a가야마 미쓰로,▼d1892-1950

4001 ▼a향산광랑,▼g香山光郞,▼d1892-1950

4001 ▼aKayama, Mitsuro,▼d1892-1950

예) 1001 ▼a조한혜정

4001 ▼a조혜정

4001 ▼aJo Han, Hye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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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재외 한국인명

재외 한국인명이 순우리말 또는 한자 형식일 경우, 국내인명과 동

일한 방식으로 채택표목을 기술하고 그 외 다른 형식의 이름은 

모두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재외 한국인의 개인명이 한자 형식이더라도, 주로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한자음 형식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 그 형식을 채택표목으

로 기술한다. 우리나라 한자음 형식의 이름 및 그 외 다른 형식의 

이름은 모두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1001 ▼a이주인 시즈카,▼d1950-

4001 ▼a이집원정,▼g伊集院靜,▼d1950-

4001 ▼aイジュウイン, シズカ,▼d1950-

4001 ▼aIjuin, Shizuka,▼d1950-

예) 1001 ▼a이창래,▼g李昌來,▼d1965-

4001 ▼aLee, Chang Rae,▼d1965-

※ 재미교포 소설가, 프린스턴대학 교수

1001 ▼a강룡범,▼g姜龍范,▼d1960-

4001 ▼a강용범,▼g姜龍范,▼d1960-

4001 ▼a장룽판,▼d1960-

     ※ 조선족 연변대학 교수

1001 ▼a이양지,▼g李良枝,▼d1955-1992

4001 ▼aイ, ヤンジ,▼d1955-1992

4001 ▼aリ, リョウシ,▼d1955-1992

4001 ▼a다나카 요시에,▼d1955-1992

4001 ▼a전중숙지,▼g田中淑枝,▼d1955-1992

4001 ▼aタナカ, ヨシエ,▼d1955-1992

4001 ▼aTanaka, Yoshie,▼d1955-1992

※ 재일교포 소설가, 이양지로 널리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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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한국인의 개인명이 순우리말 또는 한자 형식이 아닐 경우와 

한자 형식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언어 형

식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 채택표목을 로마자로 기술하고 그 외 

다른 형식의 이름은 모두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4001 ▼a이주잉 시즈카,▼d1950-

4001 ▼a서산충래,▼g西山忠來,▼d1950-

4001 ▼aにしやま, ただき,▼d1950-

4001 ▼a조충래,▼g趙忠來,▼d1950-

4001 ▼aチョ, チュンレ,▼d1950-

※ 한국계 소설가, 이주인 시즈카로 널리 알려짐.

예) 1001 ▼aKim, Robert,▼d1940-

4001 ▼a김, 로버트,▼d1940-

4001 ▼a김로버트,▼d1940-

4000 ▼a로버트김,▼d1940-

4001 ▼a김채곤,▼d1940-

4001 ▼aKim, Robert C.,▼d1940-
     ※ 재미교포, Robert Kim으로 널리 알려짐.

1001 ▼aChoi, Susan,▼d1969-

4001 ▼a최, 수잔,▼d1969-

4001 ▼a최수잔,▼d1969-

4000 ▼a수잔최,▼d1969-
     ※ 한국계 소설가

1001 ▼aPak, Mikhail,▼d1918-2009

4001 ▼a박, 미하일,▼d1918-2009

4001 ▼a박미하일,▼d1918-2009

4000 ▼a미하일박,▼d1918-2009

4001 ▼a박준호,▼d1918-2009

4001 ▼aPak, M. N.,▼d191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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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국인명

중국인명은 중국음의 한글 표기16)를 채택표목으로 기술하되, 한자

의 한글음이 일반화된 과거인(신해혁명, 1911년 이전)은 한자의 

한글음을 채택표목으로 기술한다. 이때 성(姓)과 이름(名) 순으로 

기술하고 둘 사이는 붙여 쓴다. 단, 한국을 주요 거주지로 하고 

있는 화교의 경우, 과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자의 한글음을 채

택표목으로 기술한다.

중국인명을 중국음의 한글 표기로 채택표목을 기술한 경우, 한자

를 한글음으로 읽어 참조표목으로 기술하고 한글 표기 뒤에 한자

를 기술한다. 간자체와 번자체가 있는 경우 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대로 기술한다.

16) 외래어 표기법(문교부, 1986)에 따른다.

예) 1001 ▼a위화,▼d1960-

4001 ▼a여화,▼g余華,▼d1960-

4001 ▼aPak, Mikhail Nikolaevich,▼d1918-2009

4001 ▼a박, 미하일 니콜라예비치,▼d1918-2009

4001 ▼aПак, Михаил Николаевич,▼d1918-2009
       ※ 고려인 한국학 교수, Mikhail Pak으로 널리 알려짐.

1001 ▼aKim, Anatoly,▼d1939-

4001 ▼a김, 아나톨리,▼d1939-

4001 ▼a김아나톨리,▼d1939-

4000 ▼a아나톨리김,▼d1939-

4001 ▼aКим, Анатолий,▼d1939-
      ※ 고려인 3세 작가

예) 1001 ▼a쑨위안웨이,▼d1976-

1000 ▼a맹자,▼g孟子,▼dB.C. 372-B.C. 289

1000 ▼a손덕준,▼g孫德俊,▼d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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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명을 한자의 한글음으로 채택표목을 기술한 경우, 한글 표

기 뒤에 한자를 기술한다. 중국음의 한글 표기는 참조표목으로 기

술한다.

중국인명이 로마자 형식으로만 나타난 경우, 채택표목을 로마자로 

기술하고 한글 표기를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채택표목 이외 다른 형식의 이름은 모두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1001 ▼a궁청궈

4001 ▼a공성국,▼g巩成国
※ 표제면에 巩成国으로 표기

예) 1000 ▼a공자,▼g孔子,▼dB.C. 551-B.C. 479

4000 ▼a쿵쯔,▼dB.C. 551-B.C. 479

4000 ▼aConfucius,▼dB.C. 551-B.C. 479

4000 ▼a공부자,▼g孔夫子,▼dB.C. 551-B.C. 479

4001 ▼a공구,▼g孔丘,▼dB.C. 551-B.C. 479

1001 ▼a루쉰,▼d1881-1936

4001 ▼a노신,▼g魯迅,▼d1881-1936

4001 ▼a로신,▼g魯迅,▼d1881-1936

4001 ▼aLu, Xun,▼d1881-1936

4001 ▼aロジン,▼d1881-1936

4001 ▼a저우수런,▼d1881-1936

예) 1001 ▼a나관중,▼g羅貫中,▼d1330?-1400

4001 ▼a뤄관중,▼d1330?-1400

예) 1001 ▼aLiu, Tony Qian

4001 ▼a리우, 토니 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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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본인명

일본인명은 일본음의 한글 표기를 채택표목으로 기술하며, 성(姓)과 

이름(名) 순으로 기술하고 성(姓)과 이름(名) 사이는 띄어 쓴다.17)

일본인명의 한자를 한글음으로 읽어 참조표목으로 기술하고, 한글 

표기 뒤에 한자를 기술한다. 이때 성(姓)과 이름(名)은 붙여 쓴다.

일본인명이 일본문자와 로마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일본문자는 

일본음으로 읽어 한글로 기술하고 로마자는 그대로 기술한다.

17) 외래어 표기법(문교부, 1986)에 따른다.

예) 1001 ▼a무라카미 하루키,▼d1949-

4001 ▼a촌상춘수,▼g村上春樹,▼d1949-

4001 ▼a주수인,▼g周樹人,▼d1881-1936

4001 ▼aZhou, Shuren,▼d1881-1936

4000 ▼a로진,▼d1881-1936

4000 ▼a당사,▼g唐俟,▼d1881-1936

4000 ▼a파인,▼g巴人,▼d1881-1936

1001 ▼a장이머우,▼d1951-

4001 ▼a장예모,▼g張藝謀,▼d1951-

4001 ▼a장이모,▼d1951-

4001 ▼aZhang, Yimou,▼d1951-

1001 ▼a장궈룽,▼d1956-2003

4001 ▼a장국영,▼g張國榮,▼d1956-2003

4001 ▼aCheung, Leslie,▼d1956-2003

예) 1001 ▼a나쓰메 소세키,▼d186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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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명이 로마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로마자로 채택표목

을 기술하고 그 외 다른 형식의 이름은 모두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일본인명의 히라가나, 가타카나, 로마자 표기 등을 알 수 있는 경

우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이때 성(姓)과 이름(名) 순으로 기술하

고 둘 사이는 쉼표(,)로 구분한다. 그 외 다른 형식의 이름은 모두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1000 ▼aLily Franky,▼d1963-

4000 ▼a릴리 프랭키,▼d1963-

4000 ▼aリリー フランキー,▼d1963-

4000 ▼a리리 후란키,▼d1963-

4001 ▼a나카가와 마사야,▼d1963-

4001 ▼a중천아야,▼g中川雅也,▼d1963-

4001 ▼aなかがわ, まさや,▼d1963-
     ※ Lily Franky는 필명으로 본명보다 널리 알려짐

예)
1001 ▼a요시모토 바나나,▼d1964-

4001 ▼a길본바나나,▼g吉本ばなな,▼d1964-

예) 1001 ▼a후지코 F 후지오,▼d1933-1996

4001 ▼a등자F불이웅,▼g藤子F不二雄,▼d1933-1996

4001 ▼aフジコ, F フジオ,▼d1933-1996

4001 ▼a후지코 후지오 F,▼d1933-1996

4001 ▼a등자불이웅F,▼g藤子不二雄F,▼d1933-1996

4001 ▼a후지모토 히로시,▼d1933-1996

4001 ▼a등본홍,▼g藤本弘,▼d1933-1996

1000 ▼aU. G. 사토,▼d1935-

4000 ▼aU. G. サト,▼d1935-

4000 ▼aユ ジ サト,▼d1935-

4000 ▼a유지 사토,▼d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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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로마자 외국인명18)

로마자를 사용하는 개인명은 로마자로 채택표목을 기술하고, 한글 

표기를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이때 채택표목과 참조표목 모두 

성(姓)과 이름(名)의 순으로 기술하고, 성(姓)과 이름(名) 사이는 

쉼표(,)로 구분한다.

개인명이 성(姓)으로만 알려져 있고 정보원에 관련 단어나 구가 

함께 나타나 있는 경우, 이를 이름의 일부분으로 취급하여 성(姓)

과 함께 채택표목으로 기술하고 정보원에 기재된 순서대로 된 이

름을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18)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예) 1001 ▼aJobs, Steve,▼d1955-2011

4001 ▼a잡스, 스티브,▼d1955-2011

4001 ▼aヨシモト, バナナ,▼d1964-

4001 ▼aよしもと, ばなな,▼d1964-

4001 ▼aYoshimoto, Banana,▼d1964-

4001 ▼a요시모토 마호코,▼d1964-

4001 ▼a길본진수자,▼g吉本眞秀子,▼d1964-

4001 ▼aヨシモト, マホコ,▼d1964-

4001 ▼aYoshimoto, Mahoko,▼d1964-

1001 ▼a미우라 아야코,▼d1922-1999

4001 ▼a삼포능자,▼g三浦綾子,▼d1922-1999

4001 ▼a삼포릉자,▼g三浦綾子,▼d1922-1999

4001 ▼aミウラ, アヤコ,▼d1922-1999

4001 ▼aみうら, あやこ,▼d1922-1999

4001 ▼aMiura, Ayako,▼d1922-1999

4001 ▼a미우라 아야꼬,▼d192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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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이 성(姓) 없이 이름(名)만으로 구성된 경우와 단어나 구를 

포함하는 이름(名)으로 구성된 경우, 정보원에 기재된 순서대로 

채택표목을 기술한다.

로마자 외국인명의 채택표목은 그 개인이 사용한 언어나 거주국 

또는 활동국가의 언어 관습에 따라 기술한다.19)

가. 복합성이 있는 개인명의 경우

둘 이상의 성으로 구성된 경우, 그 성을 복합성으로 취급한다. 복

합성은 그 개인의 언어나 거주 국가 및 활동 국가의 참고자료에 

수록된 이름의 부분을 첫 번째 요소로 기록한다.

나. 접두어가 있는 로마자 외국인명의 경우

성이 관사나 전치사 등 하나 이상의 접두사를 포함하는 경우, 가

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첫 번째 요소로 기록한다.

19) 개인이 사용한 언어나 거주국 또는 활동국가의 언어 관습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개인이 거주하거
나 활동하는 국가의 참고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형식에 따라 기술한다.

예) 1000 ▼aHoward

1000 ▼aRam Gopal

1000 ▼aBoy George

예) 1001 ▼aRead, Miss

4000 ▼aMiss Read

1001 ▼aSeuss, Dr.

4000 ▼aDr. Seuss

예) 1001 ▼aVila-Matas, Enrique,▼d1948-

4001 ▼a빌라-마따스, 엔리께,▼d1948-

※ Vila-Matas는 복합성, Enrique는 이름(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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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표목 이외 다른 형식의 이름은 모두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영어】

1001 ▼aDos Passos, John

4001 ▼aPassos, John Dos
     ※ 표제면에 John Dos Passos로 표기

【독일어】

1001 ▼aVom Brocke, Bernhard

4001 ▼aBrocke, Bernhard vom
     ※ 표제면에 Bernhard Vom Brocke로 표기

1001 ▼aHentig, Werner Otto von

4001 ▼aVon Hentig, Werner Otto
     ※ 표제면에 Werner Otto von Hentig로 표기

【프랑스어】

1001 ▼aDes Cars, Guy

4001 ▼aCars, Guy Des
     ※ 표제면에 Guy Des Cars로 표기

1001 ▼aLa Boétie, Étienne de

4001 ▼aBoétie, Étienne de la

4001 ▼aDe La Boe ́tie, Étienne
     ※ 표제면에 Étienne de La Boétie로 표기

1001 ▼aBalzac, Honore ́ de

4001 ▼aDe Balzac, Honore ́
     ※ 표제면에 Honoré de Balzac로 표기

예) 1001 ▼aShakespeare, William,▼d1564-1616

4001 ▼aShakespeare, W.,▼d156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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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타 외국인명20)

로마자 외의 언어를 사용한 외국인명은 영어 정보원에 나타나 있

는 영어 표기를 채택표목으로 기술하고21) 개인이 사용한 언어와 

한글표기를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채택표목과 참조표목 모두 성

(姓), 이름(名)의 순으로 기술하고, 성(姓)과 이름(名) 사이는 쉼표

(,)로 구분한다.

20)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제외한 로마자가 아닌 언어나 문자(그리스문자, 데바나가리문자-힌디어,

아랍문자, 키릴문자-러시아어 등, 티베트문자, 히브리문자 등)를 사용한 외국인

21) 국제목록원칙(ICP) 「6.3.2. 전거형 접근점의 언어와 문자」규정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가장 익숙
한 언어인 영어 표기를 채택표목으로 한다.

4001 ▼a세익스피어, 윌리엄,▼d1564-1616

4001 ▼a세익스피어, 윌리암,▼d1564-1616

4001 ▼a셰익스피어, 윌리엄,▼d1564-1616

4001 ▼a셰익스피어, 윌리암,▼d1564-1616

4001 ▼a섹스피어, 윌리엄,▼d1564-1616

4001 ▼a셰익스피어,▼d1564-1616

4001 ▼a쉑쓰피어,▼d1564-1616

4001 ▼aシェ-クスピア,▼d1564-1616

1001 ▼aGallagher, B. J.,▼d1949-

4001 ▼aGallagher, Barbara J.,▼d1949-

4001 ▼aGallagher, BJ,▼d1949-

4001 ▼a갤러허, B. J.,▼d1949-

4001 ▼a갤러거, B. J.,▼d1949-

4001 ▼a갤러허, 바바라 J.,▼d1949-

4000 ▼aBJ Gallagher,▼d1949-

4001 ▼aHateley, B. J. Gallagher,▼d1949-

4001 ▼aHateley, Barbara J. Gallagher,▼d1949-

4001 ▼a헤이틀리, B. J. 갤러허,▼d1949-

4001 ▼a헤이틀리, B. J. 갤러거,▼d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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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표목 이외 다른 형식의 이름은 모두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예) 1001 ▼aGandhi, Mahatma,▼d1869-1948

4001 ▼aGandhi, Mohandas Karamchand,▼d1869-1948

4001 ▼aGandhi, Mohandas,▼d1869-1948

4001 ▼aगांधी, मोहनदास करमचन्द,▼d1869-1948

4001 ▼a간디, 마하트마,▼d1869-1948

4001 ▼a간디, 모한다스 카람찬드,▼d1869-1948

4001 ▼a간디, 모한다스,▼d1869-1948
       ※ 데바나가리문자(힌디어)를 사용하는 개인

1000 ▼aPadma Sambhava,▼dca. 717-ca. 762

4000 ▼aPadmasambava,▼dca. 717-ca. 762

4000 ▼aPadmasambhava,▼dca. 717-ca. 762

4000 ▼a파드마 삼바바,▼dca. 717-ca. 762

예) 1001 ▼aKazantzakis, Nikos,▼d1883-1957

4001 ▼a카잔차키스, 니코스,▼d1883-1957

4001 ▼aΚαζαντζάκης, Νίκος,▼d1883-1957

※ 그리스문자를 사용한 개인

1000 ▼aShahrukh Husain,▼d1950-

4000 ▼a샤흐루크 후세인,▼d1950-

4000 ▼aشاہ رخ حسین,▼d1950-

※ 아랍문자를 사용한 개인

1001 ▼aSolzhenitsyn, Aleksandr Isaevich,▼d1918-2008

4001 ▼a솔제니친, 알렉산드르 이사에비치,▼d1918-2008

4001 ▼aСолженицын, Александр Исаевич,▼d1918-2008

※ 키릴문자를 사용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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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D. 1400년 이전에 주로 활동한 개인이 그리스어나 라틴어 

형식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을 경우, 영어 정보원에 나타나 있

는 그리스어나 라틴어 형식 이름을 채택표목으로 기술한다. 그 외 

다른 형식의 이름은 모두 참조표목으로 기술한다.

4000 ▼a파드마삼바바,▼dca. 717-ca. 762

4000 ▼a빠드마쌈바와,▼dca. 717-ca. 762

4000 ▼a빠드마삼바바,▼dca. 717-ca. 762

4000 ▼a연화생상사,▼g蓮華生上師,▼dca. 717-ca. 762

4000 ▼a구루 린포체,▼dca. 717-ca. 762

4000 ▼aGuru Rinpoche,▼dca. 717-ca. 762

4000 ▼a로폰 린포체,▼dca. 717-ca. 762

4000 ▼aLopon Rinpoche,▼dca. 717-ca. 762

4000 ▼aパドマサンバヴァ,▼dca. 717-ca. 762
       ※ 산스크리트문자를 사용한 개인

예) 1000 ▼aPlaton

4000 ▼aPlato

4000 ▼aΠλτων

4000 ▼a플라톤

     ※ Platon은 그리스어나 라틴어 형식, Plato는 영어 형식

1000 ▼aAristoteles,▼dB.C. 384-B.C. 322

4000 ▼aAristotle,▼dB.C. 384-B.C. 322

4000 ▼aΑριστοτελη,▼dB.C. 384-B.C. 322

4000 ▼a아리스토텔레스,▼dB.C. 384-B.C. 322
    ※ Aristoteles는 그리스어나 라틴어 형식, Aristotle은 영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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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의 속성

4.1 원칙

개인의 식별을 위한 속성으로 이름의 완전형, 지위, 생몰년, 활동

분야, 직업, 출생지, 관련단체, 전기정보 등을 기술한다.

개인의 속성 중 생몰년, 활동분야, 직업, 출생지는 개인의 식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해당 저작과 다른 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경

우 반드시 기술한다. 핵심 요소 이외의 속성은 저자의 식별에 중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한다.

4.2 생몰년 

생몰년은 개인의 식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저작에 나타난 경우 

‘yyyy’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저작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정보원에서 정보를 입수하여 기술한다.

출생월일 또는 사망월일까지 알 수 있는 경우 ‘yyyymm’,

‘yyyymmdd’의 형식으로 기술한다. 단, 정보원 어디에서도 생몰년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술하지 않는다.

생몰년은 특별한 연도 부호(046) 필드와 채택표목(100 ▼d)의 일

부로 모두 기술한다. 단, 채택표목(100 ▼d)에는 ‘yyyy’ 형식으로 

기술한다.

예) 046 ▼f1936

1001 ▼aSmith, John,▼d1936-

046 ▼f1858▼g1905

1001 ▼aRiegl, Alois,▼d1858-1905

046 ▼f197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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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이전에 출생한 개인의 경우, 생년과 몰년 중 어느 하나만 

있거나 추정되는 생몰년만 정보원에 나타난 경우 한정어(예: b.,

d., ca., fl., ?, or, 또는)22)를 사용하여 생몰년을 기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생몰년을 알 수 없고 시대만 알 수 있는 경우 시대만 

기술한다. 또한 생몰년은 알 수 없으나 활동 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 한정어(예: fl.)를 사용하여 활동 기간을 기술한다.

한정어를 사용한 생몰년과 활동기간은 채택표목(100 ▼d)의 일부

로만 기술한다.

22) ca.(circa의 약자), cent.(century의 약자), fl.(floruit의 약자)

1001 ▼a김소연,▼d1972-

046 ▼f19021216▼g19200928

1001 ▼a유관순,▼d1902-1920

예) 1000 ▼a근초고왕,▼g近肖古王,▼dd. 375
       ※ 사망년도만 정보원에 나타난 경우

1000 ▼aPadma Sambhava,▼dca. 717-ca. 762
       ※ 추정되는 생몰년이 정보원에 나타난 경우

1001 ▼aSmith, John,▼d14 cent.
       ※ 시대만 정보원에 나타난 경우

1001 ▼a양복,▼g楊復,▼dfl. 1228
       ※ 활동 시기가 정보원에 나타난 경우

1000 ▼aArchimedes,▼dB.C. 287?-B.C. 212
       ※ 추정되는 생년과 확실한 몰년이 정보원에 나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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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름의 완전형

이름의 완전형이란 채택된 이름 형식에서 머리글자로만 표시되었

거나, 채택된 이름 형식에 포함되지 않은 이름의 모든 부분을 완

전하게 쓴 것으로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개인들을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채택표목으로 선정된 형식이 머리글자나 약어만

으로 이뤄진 경우 개인명의 완전형을 기술한다. 개인명의 완전형

은 참조표목으로도 기술할 수 있다.

이름의 완전형은 개인명의 완전형(378 ▼q)필드에 기술한다.

4.4 개인의 직위 

직위란 왕족, 귀족, 성직자의 직위를 나타내는 칭호, 한 조직 내에

서의 직위를 나타내는 단어나 구, 종교분야에 종사자에 대한 호칭 

등을 말하며 개인의 식별에 필요한 경우 채택표목과 함께 기술한

다.

예) 1001 ▼aKennedy, John F.,▼d1917-1963

378 ▼qJohn Fitzgerald

4001 ▼aKennedy, John Fitzgerald,▼d1917-1963

4001 ▼a케네디, 존 F.,▼d1917-1963

4001 ▼a케네디, 존 피츠제럴드,▼d1917-1963

1001 ▼aJohnson, A. W.

378 ▼qAlva William

4001 ▼aJohnson, Alva William

1001 ▼aDownton, James V.,▼cJr.

378 ▼qJames Victor

4001 ▼aDownton, James V.,▼cJr.

4001 ▼a다운톤, 제임스,▼c주니어

4001 ▼a다운톤, 제임스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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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직위는 채택표목(100 ▼c)의 일부로 기술한다. 채택표목에 

기술한 직위와 다른 직위를 추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경우, 개

인/단체의 기타속성(368 ▼d)필드에 기술한다.

개인의 직위에서 제공되지 않은 개인의 기타 속성은 개인/단체의 

기타속성(368 ▼c)필드에 기술할 수 있다.

23) 개인명에 포함되어 세계(世系)를 나타내는 숫자를 기술하는 경우, 이름(名)과 함께 쓰인 숫자는 ▼b
에 기술한다.

예) 046 ▼f1725▼g1800

1000 ▼a정조,▼g正祖,▼c조선 22대왕,▼d1725-1800

046 ▼f1922▼g2009

1001 ▼a김수환,▼c추기경,▼d1922-2009

046 ▼f1932▼g2001

1000 ▼aSoraya,▼cPrincess,▼d1932-2001

046 ▼f1920▼g2005

1000 ▼aGiovanni Paolo▼bⅡ23)▼cPapa,▼d1920-2005

046 ▼f1910▼g1997

1000 ▼aTeresa,▼cMother,▼d1910-1997

1001 ▼aHolmes, Sherlock

368 ▼c가공 인물

1001 ▼aBrown, Ann & Jim

368 ▼c공동필명

1000 ▼aAaron,▼cPriest

368 ▼c성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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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개인과 관련된 장소

4.5.1 출생지

출생지란 한 개인이 태어난 지명이나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

의 식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저작에 개인의 출생지 정보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술한다.

저작에 출생지 정보가 없는 경우, 다른 정보원에서 정보를 입수하

여 기술한다. 모든 정보원에서 출생지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기

술하지 않는다.

출생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지역명)을 참고하여 기술

(▼2nlsh)하고, 주제명표목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지명은 일반적

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명을 기술한다. 출생지가 외국 지명인 경

우, 국가명을 기술하고 국가명 외에 세부 지명은 원괄호( )를 사

용하여 기술한다.

개인의 출생지는 관련 장소(370 ▼a)필드에 기술한다.

예) 1001 ▼a신경림,▼g申庚林,▼d1936-

370 ▼a충주▼2nlsh

1001 ▼a박목월,▼g朴木月,▼d1916-1978

370 ▼a경주▼2nlsh

1001 ▼a미야자키 하야오,▼d1941-

370 ▼a일본 (도쿄)▼2nlsh

1001 ▼aEco, Umberto,▼d1932-2016

370 ▼a이탈리아▼2nlsh

1001 ▼aBarnes, Julian,▼d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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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사망지

사망지란 한 개인이 사망한 지명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원으로부터 사망지 정보를 입수하여 기술

한다.

사망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지역명)을 참고하여 기술

(▼2nlsh)하고, 주제명표목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지명은 일반적

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명을 기술한다. 사망지가 외국 지명인 경

우, 국가명을 기술하고 국가명 외에 세부 지명은 원괄호( )를 사

용하여 기술한다.

개인의 사망지는 관련 장소(370 ▼b)필드에 기술한다.

4.5.3 관련 국가

관련 국가는 한 개인의 국적이나 활동 국가 등을 말하며, 출생지

370 ▼a영국▼2nlsh

1001 ▼aBstan 'dzin rgya mtsho,▼cDalai Lama XIV

370 ▼c티베트

예) 1001 ▼a천경자▼d1924-2015

370 ▼a고흥▼b미국 (뉴욕)▼2nlsh
       ※ 화가 천경자는 전남 고흥 태생, 미국(뉴욕)에서 사망

1001 ▼a김대중,▼d1924-2009

370 ▼a신안▼b서울▼2nlsh
       ※ 김대중은 전남 신안 태생, 서울에서 사망

1001 ▼a백남준,▼d1932-2006

370 ▼a서울▼b미국 (마이애미)▼2nlsh
       ※ 백남준은 서울 태생, 미국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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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한다. 국가와 관련된 날짜가 정보원

에 있을 경우 함께 기술하며, 개인이 여러 시간대에 다양한 국가

와 관련이 있을 경우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국가명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지역명)을 참고하여 기술

(▼2nlsh)하고, 주제명표목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일반적

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가명을 기술한다.

관련 국가는 관련 장소(370 ▼c)필드에 기술한다.

4.5.4 거주지

거주지는 개인이 거주하거나 한 때 거주했던 지명이나 국가를 말

하는 것으로, 정보원에 거주지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기술한다.

단, 거주지가 관련 국가와 동일한 경우 거주지는 기술하지 않는

다.

예)
1001 ▼aKundera, Milan,▼d1929-

370 ▼a체코▼2nlsh ← 출생지

370 ▼c프랑스,▼s1981▼2nlsh ← 관련 국가

       ※ 쿤데라는 체코에서 출생, 1981년 프랑스 국적 취득

1001 ▼aOndaatje, Michal,▼d1943-

370 ▼a스리랑카▼2nlsh ← 출생지

370 ▼c캐나다▼s1962▼2nlsh ← 관련 국가

370 ▼e영국▼s1954▼t1962▼2nlsh ← 거주지

※ 마이클 온다치는 스리랑카에서 출생, 1954-1962 영국에서 

거주, 1962년에 캐나다로 이주

1001 ▼aAllende, Isabel,▼d1942-

370 ▼a페루▼c미국▼2nlsh

      ※ 이사벨 아옌데는 페루 출생,  미국 국적 취득 후 미국에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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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지역명)을 참고하여 기술

(▼2nlsh)하고, 주제명표목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지역명은 일반

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기술한다. 거주지가 외국 지명인 

경우, 국가명을 기술하고 국가명 외에 세부 지명은 원괄호( )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거주지와 관련된 날짜가 정보원에 있는 경우 함께 기술하며, 개인

이 여러 시간대에 다양한 장소에 거주한 경우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개인의 거주지는 관련 장소(370 ▼e)필드에 기술한다.

4.5.5 개인의 주소24)

24) 370(개인과 관련된 장소) 필드와 371(개인의 주소) 필드의 구별
370(개인과 관련된 장소) 필드에는 국가, 도시 등의 수준에서 개인과 관련된 장소를 기술한다. 371
(개인의 주소) 필드에는 개인을 찾을 수 있거나, 개인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기  
술한다.

예) 1001 ▼a박경리,▼d1926-2008

370 ▼a통영▼e통영▼e진주▼e원주▼2nlsh
       ※ 저자 박경리는 통영 출생, 통영·진주·원주에 거주하였음

1001 ▼a김수근,▼d1931-1986

370 ▼a함경북도▼b서울▼e부산▼e일본▼2nlsh
       ※ 건축가 김수근은 함경북도 청진 출생하여 서울에서 사망, 

부산·일본에서 거주하였음

1001 ▼a백남준,▼d1932-2006

370 ▼a서울▼b미국 (마이애미)▼2nlsh

370 ▼e홍콩▼s1949▼2nlsh

370 ▼e독일▼s1956▼2nlsh

370 ▼e미국▼e일본▼2nlsh
       ※ 백남준은 서울에서 출생, 마이애미에서 사망한 한국인으로 

홍콩(1949), 독일(1956), 미국, 일본에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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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주소는 개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고용주의 주소,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주소 등을 포괄하며, 정보원에 개인의 주소 정보가 

있는 경우 기술한다. 주소 등이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 반복하여 

기술한다. 주소와 관련된 날짜가 정보원에 있는 경우 함께 기술한다.

개인의 주소 등은 주소(371)필드에 기술한다.

4.6 활동분야25)

활동분야란 개인이 종사하고 있거나, 한때 종사했던 주력 분야나 

전문 영역을 가리키며, 개인의 식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저작에 

개인의 활동분야 정보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술한다.

저작에 활동분야 정보가 없는 경우, 모든 정보원에서 정보를 입수

하여 기술하고 어떤 정보원에서도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의 주제를 고려하여 임의로 기술할 수 있다.

활동분야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분야)를 참고하여 기술

(▼2nlsh)하고, 주제명표목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분야는 일반적

으로 널리 사용되는 분야명을 기술한다.

활동분야와 관련된 날짜가 정보원에 있을 경우 함께 기술하며 개

인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경우에는 필드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25) 활동분야를 기술할 때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협소한 주제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개인의 식별에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KDC의 강목을 기준으로 적절한 분야를 기술한다.

예)
371 ▼a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 ← 주소

371 ▼mkormarc@nl.go.kr ← 전자우편 주소

371 ▼uhttp://www.nl.go.kr/kormarc ← 인터넷 주소

371 ▼a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mkormarc@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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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활동분야는 활동분야(372 ▼a)필드에 기술한다.

4.7 관련 단체

관련 단체란 개인이 고용, 선출, 회원가입, 문화적 정체성 등을 통

해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개인의 식별을 위해 필요

한 경우, 모든 정보원에서 관련 단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기

술한다. 관련 단체에서 개인의 역할은 원괄호( )안에 기술할 수 

있다.

단체에 소속된 날짜가 정보원에 있는 경우 함께 기술하며, 개인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필드를 반복

하여 기술한다.

예) 1001 ▼a박진영

372 ▼a국어국문학▼2nlsh

1001 ▼aKafka, Franz,▼d1883-1924

372  ▼a독일문학▼2nlsh

1001 ▼aCarroll, Lewis,▼d1832-1898

372 ▼a문학▼a수학▼a교육▼a사진▼2nlsh

1001 ▼aEco, Umberto,▼d1932-2016

372  ▼a철학▼a문학▼a역사▼a언어학▼a미술▼2nlsh

1001 ▼a김현성

372 ▼a컴퓨터 (가상현실)▼2nlsh

1001 ▼aJohnson, Eyvind,▼d1900-1976

372 ▼a문학 (스웨덴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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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관련된 단체는 관련단체(373 ▼a)필드에 기술한다. 단, 출신

학교 등의 학력정보는 업무용 일반주기(667 ▼a)필드에 기술한다.

4.8 직업

직업이란 개인이 종사하고 있거나, 한때 종사했던 직무 영역을 가

리키며, 개인의 식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저작에 개인의 직업 정

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술한다.

저작에 직업 정보가 없는 경우, 개인의 식별을 위한 중요한 요소

라면 다른 정보원에서 정보를 입수하여 기술한다. 모든 정보원에

서 직업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술하지 않는다.

직업과 관련된 날짜가 정보원에 있을 경우 함께 기술하며 개인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경우는 반복하여 기술한다.

개인의 직업은 직업(374 ▼a)필드에 기술한다.

예) 1001 ▼a김준엽

373 ▼a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001 ▼a김정운,▼d1962-

373 ▼a베를린 자유대학교 (강사)▼a명지대학교 (교수)

100 ▼a정재승

373 ▼a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 및 뇌공학과 (부교수)▼s2008

1001 ▼a손석희

373 ▼a문화방송 (아나운서)▼s1989▼t2005

373 ▼aJTBC (보도 담당 사장)▼s2013

예) 1001 ▼aModiano, Patrick,▼d1945-

374 ▼a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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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개인의 언어

개인의 언어는 개인이 저술, 창작 등을 위해 사용한 언어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개인의 언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기술한다.

개인의 언어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분야)를 참고하여 기

술(▼2nlsh)하고, 주제명표목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분야는 일반

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분야명을 기술한다.

개인의 언어는 관련 언어(377 ▼l)필드에 기술한다.

예) 1001 ▼a박경리,▼g朴景利,▼d1926-2008

377 ▼l한국어▼2nlsh

1001 ▼a무라카미 하루키,▼d1949-

377 ▼l일본어▼2nlsh

1001 ▼aNabokov, Vladimir,▼d1899-1977

377 ▼l러시아어▼l영어▼2nlsh

1001 ▼a최현각,▼g崔玄覺,▼d1964-

377 ▼l영어▼l한국어▼2nlsh

1001 ▼aJobs, Steve▼d1957-2011

374 ▼a개발자▼a기업가

       ※ Jobs, Steve는 개발자이면서 동시에 기업가였음

1001 ▼aKennedy, Caroline Bouvier ,▼d1957-

374 ▼a변호사▼s1988

374 ▼a대사▼s2013
       ※ Kennedy, Caroline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변호사,

          대사의 직업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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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성별 

성별은 개인을 식별하는 성(性)의 유형으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성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여성”, “남성”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정보원으로부터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술하

지 않는다.

개인의 성별은 성별(375 ▼a)필드에 기술한다.

4.11 전기적 또는 역사적 정보

전기정보란 한 개인의 일생이나 이력에 속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정보원에서 정보를 입수하여 기술

한다.

학력정보 등 개인과 관련된 민감 정보는 업무용 일반주기(667 ▼

a)필드에 기술하고, 그 외 전기정보는 전기적 또는 역사적 정보

(678 ▼a)필드에 기술한다.

예) 1001 ▼a신경숙,▼d1963-

375 ▼a여성

1001 ▼a김연수,▼d1970-

375 ▼a남성

1001 ▼aNabokov, Vladimir,▼d1899-1977

375 ▼a남성

예) 1001 ▼a황선미,▼g黃善美,▼d1963-

374 ▼a동화작가

667 ▼a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 전공

678 ▼a'마음에 심는 꽃' 농민문학상, 아동문학평론 신인  

문학상 수상으로 등단(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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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출신학교를 포함한 학력정보는 업무용 일반주기(667)에 기술하고 학력정보를 제외한 기타 개인의 전기, 역

사, 기타 정보는 전기적 또는 역사적 정보(678)에 기술한다.

1001 ▼a조정래,▼d1943-

374 ▼a소설가

667 ▼a보성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678 ▼a소설 ‘누명'으로 등단 ;▼a조정래의《태백산맥》은  

11년 간 국가보안법 위반 논쟁을 일으켰음26)

1001 ▼a신경숙,▼1963-

374 ▼a소설가

667 ▼a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678 ▼a1985년 문예중앙 소설 ‘겨울우화’로 데뷔 ;▼a제   

43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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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원의 기술

정보원은 개인명 전거데이터 기술의 인용정보 출처로서 해당 저

작, 참고정보원, 타도서관 전거데이터 등이 해당된다. 채택표목이

나 참조표목, 개인의 속성을 기술하는데 출처가 된 정보원은 모두 

기술할 수 있다.

정보원의 출처는 정보원(670, ▼a) 필드에 입력하고  URL, URN

과 같은 URI는 정보원(670, ▼u)에 기술한다.

예) 1001 ▼a장영희,▼g張英姬,▼d1952-2009

4001 ▼aChang, Young Hee,▼d1952-2009

670 ▼a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샘터사), 2009

670 ▼a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uhttp://www.kri.go.kr

1001 ▼a에쿠니 가오리,▼d1964-

4001 ▼a강국향직,▼g江國香織,▼d1964-

4001 ▼aエクニ, カオリ,▼d1964-

4001 ▼aEkuni, Kaori,▼d1964-

670 ▼a냉정과 열정 사이, (소담출판사), 2000

670 ▼a일본국립국회도서관▼uhttp://id.ndl.go.jp/auth/ndla

1001 ▼aToffler, Alvin,▼d1928-

4001 ▼a토플러, 앨빈,▼d1928-

670 ▼a제3의 물결, (범우사), 1992

670 ▼a가상국제전거파일▼uhttp://vi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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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전거데이터 예시

1. 한국인명 예시

예) 046 ▼f1924▼g2009

1001 ▼a김대중,▼g金大中,▼d1924-2009

370 ▼a신안▼b서울▼2nlsh

372 ▼a정치▼2nlsh

374 ▼a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375 ▼a남성

377 ▼l한국어▼2nlsh

예) 046 ▼f1941▼g2007

1001 ▼a오규원,▼g吳圭原,▼d1941-2007

370 ▼a밀양▼c한국▼2nlsh

372 ▼a한국시▼a한국문학▼2nlsh

373 ▼a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374 ▼a시인▼a교수 

375 ▼a남성

377 ▼l한국어▼2nlsh

4001 ▼aO, Gyuwon,▼d1941-2007▼9krm

4001 ▼aOh, Gyuwon,▼d1941-2007

4001 ▼aOh, Kyuwon,▼d1941-2007

4001 ▼a오규옥,▼g吳圭沃,▼d1941-2007

667 ▼a동아대학교 법학과 학사 

670 ▼a(吳圭原 文學選) 길밖의 세상, (나남), 1987

670 ▼a한국문학 작가명 전거 데이터베이스 파일 

670 ▼a네이버인물검색▼uhttp://people.search.naver.com

678 ▼a오규원의 본명은 '오규옥'임 ;▼a1968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a연암문학상(1989), 이산문학상(1995), 대한민국

예술상(2003)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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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aGim, Daejung,▼d1924-2009▼9krm

4001 ▼aKim, Dae-Jung,▼d1924-2009

4001 ▼aKim, Tae-jung,▼d1924-2009

4000 ▼aDJ,▼d1924-2009

4000 ▼a후광,▼g後廣,▼d1924-2009

667 ▼a목포상업학교 졸업

670 ▼a김대중 자서전, (삼인), 2011

670 ▼a김대중도서관▼uhttp://www.kdjlibrary.org

678 ▼a노벨평화상 수상(2000년)

예) 046 ▼f1963

1001 ▼a장하준,▼g張夏準,▼d1963-

370 ▼a서울▼2nlsh

372 ▼a경제학▼2nlsh

373 ▼a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

374 ▼a교수▼a경제학자

375 ▼a남성

377 ▼l한국어▼2nlsh

4001 ▼aJang, Hajun,▼d1963-▼9krm

4001 ▼aChang, Ha-Joon,▼d1963-

670 ▼a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670 ▼a가상국제전거파일▼uhttp://viaf.org

667 ▼a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케임브리지대 석박사

678 ▼a레온티에프상 수상(2005년)

http://www.kdjlibra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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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인명 예시

예)
1001 ▼a마오쩌둥,▼d1893-1976

370 ▼a중국▼2nlsh

372 ▼a정치▼2nlsh

374 ▼a정치가

374 ▼a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s1949▼t1959

375 ▼a남성

377 ▼l중국어▼2nlsh

4001 ▼a모택동,▼g毛澤東,▼d1893-1976

4001 ▼aMao, Zedong,▼d1893-1976

4001 ▼aMao, Tse-tung,▼d1893-1976

4000 ▼a윤지,▼g潤之,▼d1893-1976

4000 ▼a룬즈,▼d1893-1976

670 ▼a마오쩌둥, (웅진씽크빅), 2009

670 ▼a가상국제전거파일▼uhttp://viaf.org

678 ▼a중국의 군인, 투쟁가, 혁명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정치가이자 초대 국가주석, 시인이나 서예가로도 활동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개인명(안)   

- 47 -

3. 일본인명 예시

예)
1001 ▼a가와바타 야스나리,▼d1899-1972

370 ▼a일본 (오사카)▼2nlsh

372 ▼a일본문학▼2nlsh

374 ▼a소설가

375 ▼a남성

377 ▼l일본어▼2nlsh

4001 ▼a천단강성,▼g川端康成,▼d1899-1972

4001 ▼aカワバタ, ヤスナリ,▼d1899-1972

4001 ▼aかわばた, やすなり,▼d1899-1972

4001 ▼aKawabata, Yasunari,▼d1899-1972

4001 ▼a카와바타 야스나리,▼d1899-1972

4001 ▼a가와바다 야스나리,▼d1899-1972

667 ▼a동경제국대학 문학부 국문학과 졸업

670 ▼a설국, (범우사), 2008

670 ▼a일본국립국회도서관▼uhttp://id.ndl.go.jp/auth/ndla

678 ▼a유럽의 허무주의, 미래파,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문학 유파였던 신감각파(新感覺派)의 대표적 작가, 일본인 

최초 노벨상문학상 수상(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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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양인명 예시

예) 1001 ▼aTolstoy, Leo,▼d1828-1910

370 ▼c러시아▼2nlsh

372 ▼a러시아문학▼2nlsh

374 ▼a소설가▼a시인▼a사상가▼a교육자

375 ▼a남성

377 ▼l러시아어▼2nlsh

4001 ▼aTolstoy, Leo Nicolaevich,▼d1828-1910

4001 ▼aTolstoy, Lev,▼d1828-1910

4001 ▼aTolstoy, Lev Nikolayevich,▼d1828-1910

4001 ▼aTolstoi, Lev Nikolaevich,▼d1828-1910

4001 ▼aGraf Tolstoy, Lev Nikolayevich,▼d1828-1910

4001 ▼a톨스토이, 레오,▼d1828-1910

4001 ▼a톨스토이, 레오 니콜라예비치,▼d1828-1910

4001 ▼a톨스토이, 레프,▼d1828-1910

4001 ▼a톨스토이, 레프 니콜라예비치,▼d1828-1910

4001 ▼a똘스또이, 레오 니꼴라예비치,▼d1828-1910

4001 ▼aТолстой, Лев Николаевич,▼d1828-1910

4001 ▼aトルストイ,▼d1828-1910

670 ▼a전쟁과 평화, (신원문화사), 2006

670 ▼a가상국제전거파일▼uhttp://viaf.org

678 ▼a사실주의 문학의 대가

http://vi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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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 한국지명】

서울 가평 서산 강진 사천
부산 양평 논산 해남 김해
대구 강원도 금산 영암 밀양
인천 춘천 부여 무안 거제

광주(광역시) 원주 서천 함평 양산
대전 강릉 청양 영광 의령
울산 동해 홍성 장성 함안
세종 태백 예산 완도 창녕

경기도 속초 태안 진도 고성(경상남도)
수원 삼척 당진 신안 남해
성남 홍천 전라북도 경상북도 하동

의정부 횡성 전주 포항 산청
안양 영월 군산 경주 함양
부천 평창 익산 김천 거창
광명 정선 정읍 안동 합천
평택 철원 남원 구미 제주도

동두천 화천 김제 영주 제주
안산 양구 완주 영천 서귀포
고양 인제 진안 상주 (북한지명)
과천 고성(강원도) 무주 문경 평양
구리 양양 장수 경산 나선

남양주 충청북도 임실 군위 남포
오산 청주 순창 의성 신의주
시흥 충주 고창 청송 금강산
군포 제천 부안 영양 개성
의왕 청원 전라남도 영덕 함경남도
하남 보은 목포 청도 함경북도
용인 옥천 여수 고령 평안남도
파주 영동 순천 성주 평안북도
이천 진천 나주 칠곡 황해남도
안성 괴산 광양 예천 황해북도
김포 음성 담양 봉화 자강도
양주 단양 곡성 울진 양강도
여주 충청남도 구례 울릉 　
화성 천안 고흥 경상남도 　

광주(경기도) 공주 보성 창원 　
연천 보령 화순 진주 　
포천 아산 장흥 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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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 외국지명】

가 루마니아 벨라루스 시에라리온 인도 키프로스

가나 룩셈부르크 벨리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

가봉 르완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 일본 타지키스탄

가이아니 리비아 보츠와나 아랍에미리트 자 탄자니아

감비아 리투아니아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자메이카 태국

과테말라 리히텐슈타인 부룬디 아르헨티나 잠비아 터키

그레나다 마 부르키나파소 아이슬란드 적도 기니 토고

그리스 마다가스카르 부탄 아이티 조지아 통가

기니 마셜제도 북키프로스 아일랜드 중국 투르크메니스
탄

기니비사우 마케도니아 북한 아제르바이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튀니지

나 말라위 불가리아 아콰도르 중화민국 트란스니스트리
아

나고르노카라바
흐 공화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아프가니스탄 지부티 트리니다드 

토바고

나미비아 말리 브루나이 안도라 짐바브웨 파
나우루 멕시코 사 알바니아 차 파나마

나이지리아 모나코 사모아 알제리 차드 파라과이

남수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압하지야 체코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모리셔스 산마리노 앙골라 칠레 파푸아뉴기니

남오세티야 모리타니 상투메 
프린시페 앤티가 바부다 카 팔라우

네덜란드 모잠비크 서사하라 에리트레아 카메룬 팔레스타인

네팔 몬테네그로 세네갈 에스토니아 카보베르데 페루

노르웨이 몰도바 세르비아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포르투갈

뉴질랜드 몰디브 세이셸 엘살바도르 카타르 폴란드

니우에 몰타 세인트루시아 영국 캄보디아 프랑스

니제르 몽골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예멘 캐나다 피지

니카라과 미국 세인트키츠 
네비스 오만 케냐 핀란드

다 미얀마 소말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코모로 필리핀

덴마크 미크로네시아 소말린란드 오스트리아 코소보 공화국 하
도미니카 공화국 바 솔로몬 제도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한국

도미니카 연방 바누아투 수단 요르단 코트디부아르 헝가리

독일 바레인 수리남 우간다 콜롬비아 홍콩

동티모르 바베이도스 스리랑카 우루과이 콩고 공화국

라 바티칸 스와질란드 우즈베키스탄 콩고 민주 
공화국

레소토 벨기에 시리아 이탈리아 키리바시

라오스 바하마 스웨덴 우크라이나 쿠바

라이베리아 방글라데시 스위스 이라크 쿠웨이트

라트비아 베냉 스페인 이란 쿡 제도

러시아 베네수엘라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레바논 베트남 슬로베니아 이집트 키르기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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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 분야】
※하단의 분류기호는 목록 작성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임

001 인문학 189 심리치료 327 금융

001 사전학 190 윤리 328 보험

004 정보통신 200 종교 329 세무

004 컴퓨터 201 종교학 330 사회학

004 IT 219 신화 331 다문화

005 프로그래밍 220 불교 337 여성학

005 데이터베이스 229 라마교 338 사회복지

010 서지학 230 기독교 339 사회단체

011 저작권 230 가톨릭교 340 정치

012 고문서 239 유대교 349 외교

013 출판 240 도교 350 행정

020 문헌정보학 250 천도교 360 법학

069 박물관학 258 동학 361 국제법

070 신문방송 259 단군교 362 헌법

100 철학 259 대종교 363 행정법

140 경학 270 힌두교 364 형법

150 동양철학 270 브라만교 365 민법

151 한국철학 279 자이나교 366 상법

152 중국철학 280 이슬람교 367 소송법

153 일본철학 289 조로아스터교 368 노동법

154 동남아시아철학 300 사회과학 370 교육

155 인도철학 301 사회사상 373 교육방법

156 중앙아시아철학 309 사회문화 374 국어교육

157 시베리아철학 310 사회통계 374 영어교육

158 서남아시아철학 320 경제 374 수학교육

159 아라비아반도철학 321 부동산 374 과학교육

160 서양철학 321 노동경제 374 음악교육

162 미국철학 321 자원경제 374 미술교육

163 북구철학 323 산업경제 374 진로교육

164 영국철학 323 지역경제 375 유아교육

165 독일철학 325 경영학 375 초등교육

165 오스트리아철학 325 광고 376 중등교육

166 프랑스철학 325 재무 377 대학교육

166 네덜란드철학 325 노무 377 전문교육

167 스페인철학 325 회계 377 고등교육

168 이탈리아철학 325 마케팅 377 직업교육

169 러시아철학 326 상업 378 평생교육

170 논리학 326 무역 378 부모교육

180 심리학 326 교통 379 장애인교육

186 심리상담 326 통신 379 영재교육

187 초심리학 326 방송 379 특수교육

188 운명학 326 관광 379 다문화교육

189 명상 326 IT산업 380 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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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문화인류학 512 민간의학 539 도시공학

380 문화재 512 간호학 539 환경공학

390 국방 512 물리치료 539 소방학

390 군사 512 방사선과 540 건축

400 과학/자연과학 512 작업치료학 544 친환경건축

409 과학사 512 가정의학 548 인테리어

410 수학 512 응급의학 550 기계공학

413 통계학 513 내과 553 열역학

414 해석학 513 정신의학 554 유체역학

415 기하학 513 피부과 554 공기역학

420 물리 513 비뇨기과 554 진공학

424 음향 514 외과 555 안경공학

425 광학 514 정형외과 556 자동차공학

428 자기 514 신경외과 558 우주항공

430 화학 514 흉부외과 559 광산

440 천문학 514 성형외과 559 금속

446 측지학 514 마취과 559 원자력

450 지구과학 514 재활의학 559 조선

452 지형학 515 치과 560 전기공학

453 기상 515 이비인후과 561 계측공학

453 기후 515 안과 561 재료공학

454 대기 516 산부인과 563 에너지공학

455 지질 516 소아과 567 통신공학

456 지사학 516 노인의학 568 무선공학

457 고생물 517 건강 569 전자공학

458 광상학 517 예방의학 570 화학공학

459 암석학 518 약학 571 공업화학약품

460 광물학 519 한의학 572 연료공업

469 결정학 520 농업 573 음료기술

470 생명과학 522 농업경제학 574 식품공학

471 인류학 524 작물 575 유지공업

472 생물 525 원예 575 석유공업

472 생화학 525 조경 575 가스공업

474 세포학 526 임업 576 유리공업

475 미생물학 527 축산 577 염색학

477 생물지리학 528 수의학 577 도장공학

480 식물학 529 수산업 578 고분자화학공업

490 동물학 530 공학 579 유기화학공업

500 기술과학 531 토목 580 제조업

510 의학 533 측량 581 금속제조

511 기초의학 534 도로 582 철강

511 해부학 534 교통 584 목공업

511 생리학 535 철도 585 모피공업

511 병리학 536 교량 586 종이공업

511 면역학 537 수리공학 587 섬유공업

511 기생충학 538 항만 588 의류제조

512 임상의학 539 산업공학 590 생활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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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가정생활 727 번역(중국어) 900 고고학
592 패션 730 일본어 909 세계사

593 미용 730 일어일문학 909 역사

594 요리 730 아시아어 911 한국사

594 식품영양학 737 번역(일본어) 912 중국사

595 주택관리 740 영어 913 일본사

595 인테리어 740 영어영문학 914 동남아시아사

597 청소 747 번역(영어) 915 인디언사

598 육아 750 독일어 920 서양사

600 예술 750 독어독문학 920 유럽사

601 미술 757 번역(독일어) 921 그리스사

609 미술사 760 프랑스어 922 로마사

620 조소 760 불어불문학 924 영국사

630 공예 767 번역(프랑스어) 925 독일사

640 서예 770 스페인어 926 프랑스사

650 회화 777 번역(스페인어) 927 스페인사

650 디자인 779 포르투갈어 928 이탈리아사

657 만화 780 이탈리아어 929 러시아사

659 판화 787 번역(이탈리아어) 930 아프리카사

660 사진 789 루마니아어 940 북아메리카사

670 음악 792 인도어 941 캐나다사

679 국악 792 러시아어 942 미국사

680 공연예술 793 아프리카어 943 멕시코사

684 연극 794 인디언어 944 중앙아메리카사

685 무용 800 문학 950 남아메리카사

685 발레 800 아동문학 980 지리

687 방송연예 800 고전문학 980 여행

688 영화 809 문학평론 989 지도

690 레크리에이션 810 한국문학 990 전기

690 게임 810 한문학 999 족보

692 스포츠 811 한국시

693 체조 812 한국희곡

694 육상 813 한국소설

695 구기 814 한국수필

696 수상경기 820 중국문학

696 공중경기 830 일본문학

698 무예 840 영미문학

699 레저스포츠 850 독일문학

700 언어학 860 프랑스문학

700 번역 870 스페인문학

700 통역 870 포르투갈문학

710 한국어 880 이탈리아문학

710 국어국문학 889 루마니아문학

710 한문 892 인도문학

717 번역(한국어) 892 러시아문학

720 중국어 893 아프리카문학

720 중어중문학 900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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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 언어】

가어 로로어 벵골어 아라비아어 

간다어 로망스어 보트어 아라와크어 

갈라어 루마니아어 보프리어 아라우칸어 

게르만어 루바어 북미 인디언어 아라파호어 

게일어,스코트 루이새노어 북부소토어 아람어 

고트어 룬디어 불가리아어 아르메니아어 

곤드어 리투아니아어 브라이어 아바르어 

과라니어 마가히어 브르타뉴어 아베스타어 

교회슬라브어 마노버어 블랙푸트어 아샘어 

구자라트어 마라타어 사마리아아람어 아와디어 

그루지야어 마르와르어 사포텍어 아이마라어 

그리스어 마사이어 산고어 아이슬란드어 

나바호어 마야어 산다웨어 아일랜드어 

나와어 마오리어 산스크리트어 아제르바이잔어 

남미 인디언어 마이틸리어 살리시어 아카드어 

남부 사하라 아프리카어 마케도니아어 샤이엔어 아콜리어 

남부 소토어 만데어 샨어 아타파스카어 

남웨즈어 말라가시어 세레르어 아파치어 

냔자어 말라얄람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아프리칸스어 

네덜란드어 말레이 폴리네시아어 셀크업어 아프리힐리어 

네와르어 말레이어 셈어 알곤킨어 

네팔어 맹크스어 소그드어 알류트어 

노로어 머스코기어 소말리어 알바니아어 

노르웨이어 멘데어 스페인어 알자미아어 

누비아어 모시어 슬라브어 암하라어 

니제르 콩고어 베자어 슬로바키아어 앵글로색슨어 

다코타어 베트남어 시다모어 야오어,반투어 

랑그도크어 벨라쿨라어 시리아어 에스키모어 

러시아어 벰바어 신드어 에스토니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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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페란토 이로쿼이어 카시어 태국어 하이다어 

에티오피아어 이집트어 카자흐어 터키어 한국어 

에피크어 이태리어 카친어 테레노어 함셈어 

엘람어 인도네시아어 카탈로니아어 텔루구어 헝가리어 

영어 인도어 캄바어 템네어 헤레로어 

예웨어 인도유럽어 캄보디아어 투르크멘어 호사어 

오논다가어 일로카노어 캐시므르어 튀르크어 후피어 

오리야어 일본어 케추아어 트위어 히마찰어 

오세이지어 자바어 켁치어 틀링기트어 히브리어 

오세트어 제나가어 켈트어,켈트어족 티그레어 힌두어 

오스만 터키어 주니어 코카시아어 티그리니아어 

오지브와어 줄루어 코탄어 티베트어 

오토미어 중국어 콘월어 파슈토어 

오톰어 중미인디언언어 콥트어 파푸아 호주어

와쇼어 지나티베트어 콩고어 판어 

와카시어 집시어 콩카니어 팔라비어 

왈라모어 체로키어 쿠르드어 팔리어 

요루바어 체첸어 쿠르크어 펀잡어 

우가리크어 체코어 쿠테네이어 페로어 

우루드어 촉토어 크루어 페르시아어

우즈벡어 추바슈어 크리어 포르투갈어

우크라이나어 츠와나어 크리올어피진어 폰어 

움분드어 치누크방언 크펠르어 폴란드어

월로프어 치브차어 키르기즈어 프라크리트어 

웨일스어 침샨어 키쿠유어 프랑스어 

웬드어 카너더어 킨야완더어 프로방스어 

위그루어 카누리어 타갈로그어 프리지아어 

유태아랍어 카도어 타밀어 피노우그리아어 

유태페르시아어 카라칼파크어 타이어 핀란드어 

이디시어 카렌어 타지크어 하와이어 

이란어 카리브어 타타르어 하우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