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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표목 업무지침

머리말

국립중앙도서관은 1992년 작성된

「주제명 검색요어집」을 바탕으로

2002년 전 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시소러스형 후조합 색인언어

구조로

『국립중앙도서관

』를

주제명표목표

개발하여 표준화된

접근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명표목은 도서관 소장자료는 물론
웹 자원으로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링크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이
본격화 되면서 개방과 공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2013년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개방을 위한 고품질화 연구를

통해

「주제명표목표 업무지침」을 제정하였고, 2016년에는 주제명

표목의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활용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재개정하게 되었다.
본 지침은 서지데이터에 주제명표목을 일관성 있게 부여하게 하고,
체계적인 주제명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제명을 검색하여
적절한 주제명을 선택 부여하는 과정과 주제명표목표의 형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주제명 신설 기준 등을 공유하여 주제명 표목의
품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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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ㅇ 예시
- 예시의 주제명 등은 설명을 위한 것으로, 실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

표목과 소장 서지데이터와는 다를 수 있다.
서지레코드 예
서지
(예 )

서명: 안중근, 하얼빈의 11일

▼a안중근▼0KAC201428997
650 8▼a항일 독립 운동[抗日獨立運動]
651 8▼a하얼빈[哈爾濱]
60018

전거레코드 예

漢江大橋]
서울 용산구(龍山區) 한강로 3가와 동작구
(銅雀區) 노량진(鷺梁津) 사이를 잇는 한강
한강 대교[

전거

우선어

(예 )

범위주기

인도교. 한강 위에 놓인 최초의 인도교

비우선어

제1 한강교

도보라 참조

한강교(상위어)

표목 종류

일반주제명

ㅇ 용어설명
- 우선어 : 서지데이터에 주제명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제명표목이

되는 용어이다.
- 비우선어(UF) :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단어가 가능한 경우, 표목형

으로 채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비우선어로 함으로써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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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보라 참조 : 상위어(BT), 하위어(NT), 관련어(RT), 이전 용어(PT),

이후 용어(LT)로 관련성이 깊은 표목끼리 서로 참조하여
보다 정확한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 표목 종류 : 주제명으로 부여할 수 있는 표목의 종류로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통일표제, 일반주제명, 지명 등이 있다.
- 범위주기(SN) : 중복의미를 가진 표목에 대하여 의미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부가설명으로, 용어의 적용범위를 안내한다.
- 관계지시기호 : 주제명표목표 안에서 용어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관계 유형
등위관계

기호 및 설명
UF (used for 혹은 use for) : 비우선어
USE (use) : 비우선어에서 우선어로의 참조
BT (broader term) : 상위개념어

계층관계

NT (narrower term) : 하위개념어
TT (top term) : 최상위개념

연관관계
이전/이후 관계
기타

RT (related term) : 관련어
PT (prior term) : 바뀌기 전의 용어. LT에 대응
LT (later term) : 바뀐 후의 용어. PT에 대응
SN (scope note) : 범위주기

* 자세한 사항은 본 지침 <2.3 참조관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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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명 부여

1.1

ㅇ
ㅇ
ㅇ

내용 분석
자료의 전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주제명이나, 자료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한 주제명을 선택하여 부여한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해당 자료에서 최소한
20%이상을 다룬 주제만을 주제명으로 채택한다.

자료의 세세한 내용이나 세부 주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주제명을
부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주제명을
부여한다.

ㅇ 내용분석과정에서 제목, 목차, 서문, 각주, 해설문, 표지, 본문, 동일
저자의 다른 저작, 자료의 참고문헌, 참고정보원, 인터넷 참고정보원,
유사 자료에 대한 주제명 부여 현황 정보를 참고한다.

1.2

주제명 부여

1.2.1 대상자료(국립중앙도서관)

ㅇ 2003년 이후 등록된 국내단행본 중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비도서
* 제외자료 : 학습서, 교과서, 아동만화 및 일반만화, 학위논문

ㅇ 2010년 이후 등록된 단행 온라인 자료
1.2.2 부여 원칙

ㅇ 비우선어를 제외한 모든 관계의 용어는 주제명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전거 우선어
정당 개혁 政黨改革
→ 사용○
(예) 비우선어
당 개혁[黨改革]
→ 사용×
도보라 참조
정치 개혁 政治改革 (상위어)
→ 사용○
도보라 참조
정당 政黨 (관련어)
→ 사용○
도보라 참조
정당 구조론 政黨構造論 (관련어)→ 사용○
[

[

]

[

]

]

[

표목 종류

일반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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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자료의 주제명으로 가장 적당한 용어를 찾아 가급적 3개 이내의
주제명을 부여하되,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가 시소러스형
후조합 색인임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주제명을 여러 개 부여할
수 있다.
서지
(예)

서명: 한중일 유교문화담론

▼a유교 문화[儒敎文化]
651 8▼a한국(국명)[韓國]
651 8▼a중국(국명)[中國]
651 8▼a일본(국명)[日本]
650 8

ㅇ 특별히 주제명 부여 수의 제한은 없지만 해당 주제들을 거의 포괄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적절한 주제명이 있다면 그것을 부여한다.

서지
(예 )

서명: 한중일 유교문화담론

▼a유교 문화[儒敎文化]
651 8▼a한중일[韓中日]
650 8

ㅇ 복수의 주제명을 부여하는 경우, 부여 순서는 주요 주제, 부차적인

주제의 순으로 한다. 주요 주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자료에서
다루는 순서에 따른다.

서지
(예 )

서명: 영어, 불어, 일어 회화 연습

▼a영어 회화[英語會話]
650 8▼a프랑스어 회화[--語會話]
650 8▼a일본어 회화[日本語會話]
650 8

ㅇ 해당 자료의 주제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상위어
하위어도 부여할 수 있다. 단 여러 단계 위의 상위어나 여러 단계
밑의 하위어는 주제명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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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절한 주제명이 없는 경우, 본 지침 <2.1 주제명 생성>, <2.2 주제명
선정과 형식>을 참고하여 새로운 주제명을 요청한다.

1.2.3 고려 사항

ㅇ 특정성

- 자료의 내용에 대해 가장 특징이 되는 주제명을 부여한다.

서지
(예 )

서명: 선인장의 수수께끼

▼a선인장[仙人掌] (○)
650 8▼a다육 식물[多肉植物] (×)
650 8

- 가장 적절한 주제명이 존재하지 않고, 신설이 부적당한 경우는

가장 가까운 상위 개념에 해당 주제명을 부여한다.
서지

서명: 청년 복지

(예 )
650 8

▼a사회 복지[社會福祉]

* 주제명 신설 기준은 본 지침 <2.1 주제명 생성>을 참조

- 지역, 시대를 한정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경우, 주제명표목표에

등록된 지리명, 시대명을 확인하고 주제명을 부여한다.
서지
(예 )

서명: 만주와 대한제국

▼a동북 아시아 문제[東北--問題]
650 8▼a대한제국[大韓帝國]
651 8▼a만주[滿洲]
650 8

ㅇ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 일반적으로 상위 개념의 주제명과 하위 개념의 주제명은 동시에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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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예 )

서명: 애완동물 기르기

▼a애완 동물[愛玩動物] (○)
650 8▼a강아지 (×)
650 8▼a고양이[猫] (×)
650 8

- 자료가 상위 개념을 다루면서 특정 하위 개념에 중점을 두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를 서술하면서 특정 사례를 드는 경우, 하위
개념이나 특정 사례에 해당하는 주제명을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서지
(예 )

서명: 다육식물 기르기
* 다육식물 중 선인장에 중점을 둔 비중이 일정 이상인 경우

▼a다육 식물[多肉植物]
650 8▼a선인장[仙人掌]
650 8

서명: 혁명의 경제학 (부제: 쿠바혁명을 중심으로)
* 혁명일반을 설명하면서 특정사례로 쿠바혁명을 다룬 비율이
일정 이상인 경우

▼a혁명[革命]
650 8▼a쿠바 혁명[--革命]
650 8

ㅇ 복합 요소로 구성된 주제
- 자료가 복합 주제를 다루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주제명이 없는

경우, 주제의 개별 측면을 수록한 여러 주제명을 부여한다.
서지
(예 )

서명: 한국근대여성노동운동

▼a여성 노동 운동[女性勞動運動]
650 8▼a한국 근대사[韓國近代史]
65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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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집 및 총서, 다권본
- 원칙적으로 전집과 총서, 다권본은 전체 수준에서의 일반적인

주제명은 부여하지 않고 개별 자료의 내용에 대응하는 주제명만
부여한다.
서지

서명: 행정학총서 (권제: 사회복지정책론)

(예 )
650 8

▼a사회 복지 정책[社會福祉政策]

- 그러나 개별 자료의 내용이 다방면에 걸치는 경우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수준의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명을 부여한다.
서지

서명: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논문집, 1권-4권

(예 )
650 8

1.3

▼a지방 자치[地方自治]

주제명 입력 방법

1.3.1 사용 태그(6

×× 주제명 부출표목)

ㅇ 600 개인명
ㅇ 610 단체명
ㅇ 600, 610, 630 통일표제
ㅇ 650 일반주제명
ㅇ 651 지명
1.3.2 태그별 부여 방법

ㅇ 600 개인명

- 개인 전기, 특정 개인에 관한 자료, 개인의 기념논문집은 그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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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주요 개인명을 국립중앙도서관 인명전거 DB를 활용하여
개인명 주제명(600tag)에 부여한다.
서지

서명: 김소월 시 평론 / 저자명: 김지영

(예 )

▼a김소월▼0KAC201101982 → [인명전거DB]
650 8▼a한국 근대시[韓國近代詩]
→ [주제명표목표]
650 8▼a시 평론[詩評論]
→ [주제명표목표]
- 적당한 표목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개인명」에 따라 신설하여 부여한다.
60018

- 동일인이 복수의 정체성을 가진 경우, 서지레코드에 부여하는 개인명

주제명은 자료에 취급된 명칭을 부여한다.
서지

서명: 비토 다케시론

(예 )
60018

▼a비토 다케시▼0KAC200808201 → [인명전거DB]

ㅇ 610 단체명
- 특정 단체를 다루고 있는 자료는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 단체명을

국립중앙도서관 단체명전거 DB를 활용하여 단체 주제명(610tag)에
부여한다.
서지

서명: 민주평통, 대한민국을

(예 )

和하게 하다

▼a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0KAB201500155
→ [단체명전거DB]
650 8▼a평화 통일 정책[平和統一政策] → [주제명표목표]
- 적당한 표목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단체명」에 따라 신설하여 부여한다.
6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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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

서명: 한 중국 근대적 정치개혁운동

(예 )

(부제: 독립협회개혁운동 중심으로)

▼a독립협회▼0KAB2016××××× → [단체명전거 신설]
650 8▼a정치 개혁 운동[政治改革運動] → [주제명표목표]
650 8▼a변법 자강 운동[變法自彊運動] → [주제명표목표]
610 8

- 원칙적으로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내부 조직까지 기술한다.

서지

서명: 군사편찬연구소 55년사

(예 )
610 8

▼a국방부.▼b군사편찬연구소▼0KAB201400246
→ [단체명전거DB]

- 명칭 및 조직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과 후의 단체명을 별도의

전거DB로 구축하고,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기간의 최근 단체명을
주제명으로 부여한다.
서지
(예 )

서명: 해외문화홍보 30년사 / 저자: 해외문화홍보원
* 조직변경 전의 해외공보관 등의 내용이 있지만,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기간 중 최근 단체명이 해외문화홍보원인 경우

610 8

서지

▼a해외문화홍보원▼0KAB201500516
→ [단체명전거DB]

서명: 소방방재 40년사 / 저자: 국민안전처

(예 )

* 국민안전처로 조직이 변경 되었지만, 자료에서 다룬 기간에는
소방방재청인 경우

610 8

▼a소방방재청▼0KAB201400024 → [단체명전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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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00, 610, 630 통일표제

·

- 통일표제는 문학작품명, 예술작품명, 경전, 잡지 신문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저작을 다루고 있는 자료는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작품의
통일표제를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를 활용하여 600tag,
610tag, 630tag에 부여한다.
- 적절한 주제명이 없는 경우, 본 지침 <2.1 주제명 생성>을 참고하여

새로운 주제명을 요청한다.
- 다만, 자료의 일정 부분 이상이 해당 저작을 다루고 있을 경우에만

서지데이터에 통일표제 주제명을 부여한다.

ㅇ 650 일반주제명

- 개인명, 단체명, 통일표제, 지명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주제를 표현

하고자 할 때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에 있는 용어 중 대상
자료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용어를 선택하여 부여한다.
* 본 지침 <1.2.2 부여 원칙>과 <1.2.3 고려 사항> 참고

- 적절한 주제명이 없는 경우, 본 지침 <2.1 주제명 생성>을 참고하여

새로운 주제명을 요청한다.
- 주제명으로 요청된 신규용어는 당장 반영이 어려우므로 상위어

또는 관련어를 부여하되, 필요한 경우 653tag(비통제 색인어)으로
부여할 수 있다.

ㅇ 651 지명

·

· ·

- 지명은 국가 지역명, 도시명을 포함한 행정단위명, 산 강 호수 등의

자연 지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에 있는
지명 중 가장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여 651tag에 부여한다.
서지
(예 )

서명: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 분석 및 평가

▼a지반 조사[地盤調査]
651 8▼a석촌 호수[石村湖水]
65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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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정리 시점에 해당 지역의 최신 명칭을 지명으로 부여한다.

서지
(예 )

서명: 세계 일류 명품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a도시 건설 사업[都市建設事業]
651 8▼a세종(특별자치시)[世宗]
650 8

- 자료에 다루어지고 있는 행정단위명이 세 개까지인 경우는 개별

지명을 부여하고 더 많은 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명을
부여한다.
서지
(예 )

서명: 강원도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유적 연구

▼a유적 조사[遺蹟調査]
651 8▼a강원도[江原道]
650 8

- 지역의 영역은 변경되지 않고 명칭만 바뀐 경우, 기존 지명을

·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후의 명칭으로 지명을 신설하고, 이전
이후 관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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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명 관리

2.1

주제명 생성

2.1.1 주제명 신설 기준

ㅇ 기존의 주제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 주제명을 신설한다.
전거 우선어
사물 인터넷[事物--]
(예 )

범위주기

스마트폰, PC를 넘어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시계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

비우선어

IoT[internet of things]

ㅇ 주제명 표목으로 신청하는 용어(후보어)는 그 개념을 나타내는 대표
명사류에 한하며, 단일어와 복합어 모두 허용한다.

전거

우선어

(예 )

우선어

賃金]
도시 재생[都市再生] → [도시+재생 복합어]
임금(급여)[

ㅇ 복합어인 경우, 조합된 각 요소의 의미를 참고정보원에서 확인하고,
조합하면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경우 생성 가능하다.

전거
(예 )

우선어

가족 제도[

家族制度] → [가족+제도 복합어]

* 각 용어의 정의 이상의 새로운 의미 생성

ㅇ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에서 후보어가 단행본 표제나 기사색
인으로 10건 이상, 또는 법률명으로 사용되는 경우 신설 가능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제명의 출현 빈도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기존 주제명으로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주제
- 사회적 요구로 자료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제

·

·

- 고유명사 : 국가명, 지명, 민족 인종명, 언어명, 원소 화합물명,

식물명 등
* 인명, 단체명도 출현빈도와 상관없이 신설하여 주제명으로 부여가능하며,
이는 각각의 전거MARC으로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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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후보어의 성격은 (1) 특정 사건이나 행사, (2) 학술 용어 및 이론,

(3) 직업 또는 직종, 관련 자격증 및 자격시험, (4) 시사 상식, 사회

문제, 정치/경제/문화 분야의 용어, (5) 국가 및 국제 표준, (6) 정부
정책, 법령 및 법률, 시행령, (7) 지명, (8) 새로운 문학 형식 등이다.

ㅇ 주제명을 생성할 때는 원칙적으로 참고정보원에서 정의한 개념을
ㅇ

근거로 한다.

대상 신규용어는 용어사전을 포함하여 문헌에 사용된 것으로 일반
명사를 조합한 약어 또는 두문자어는 우선어로 등록하지 않는다.
전거

우선어

TPS(Toyota Producation System)

우선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우선어

위치 측정 시스템[

(예 )

位置測定--]

×

( )

×
(○)

( )

2.1.2 참고정보원

ㅇ 주제명 생성의 근거로 하는 참고정보원은 인쇄본을 우선으로 하고,
ㅇ

인터넷 정보는 한정된 것만 사용 가능하다.

참고정보원에 수록된 단어의 해설이 특정 이용자 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것을 참고한다.

ㅇ 우선어의 정의, 범위 주기 설정, 주제명 형식 및 표기 등은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www.korean.go.kr)을 참고한다.

ㅇ 참조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참고정보원은 아래와 같다
- 국회도서관 용어관계사전(시소러스):

http://www.nanet.go.kr/natinfradata/termDictionalyView.do [전분야]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http://thesaurus.history.go.kr/ [역사]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시소러스: http://www.kossda.or.kr/>자료검색>

시소러스 검색 [사회과학]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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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lri.re.kr/kor/business/bizLawDicKeyword.do [법령]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용어시소러스: http://thesaurus.itkc.or.kr/ [고전용어]

ㅇ 이 외에 주제 분야별 용어사전을 참고한다.

* 본 지침 권말의 <[참고 1]주요 참고정보원> 참고

2.2

주제명 선정과 형식

2.2.1 대상 용어

ㅇ 원칙적으로 명사류를 주제명 신설 대상으로 한다.
ㅇ 주제명표목표에 등록할 복합명사는 조합개념의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복합명사는 용어사전을 포함하여 문헌에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전거
(예 )

우선어

社會科學硏究方法論]

사회 과학 연구 방법론[

ㅇ 고유명사는 지명, 사건, 사상, 이론 등과 관련이 있는 것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등록한다.

전거
(예 )

우선어
우선어

濟州四三事件]
프로이트 정신 분석 이론[--精神分析理論]
제주 4.3 사건[

ㅇ 하나의 개념에 수없이 많은 고유명사가 속할 수 있는 경우, 그 개념을
상위개념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北大西洋條約機構]

전거

우선어

북대서양 조약 기구[

(예 )

참조주기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체
결한 북대서양조약의 수행기구(28개국 가입)

도보라 참조

×

미국(하위어) ( )

×

프랑스(하위어) ( )

ㅇ 고유명사는 용어의 길이에 관계없이 하나의 용어로 취급하며, 법률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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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법률명이 하나의 용어가 된다.

ㅇ

전거

우선어

검은 띠 꼬마 잎벌레

(예 )

범위주기

딱정벌레목 잎벌렛과의 곤충

우선어

중소 기업 근로자 복지 진흥법(법률)[

中小

企業勤勞者福祉振興法]

대상 용어가 개인명/단체명인지 주제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

「

–

」

우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전거통제용 ‘부록C.

판단이

모호한

표목’을 참고하여 선정한다(2019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
- 단체명으로 처리해야 할 표목의 유형: 국립중앙도서관, 경복궁 등
* 본 지침 권말의 <[참고 2]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전거통제용 부록C> 참고

2.2.2 우선어 선정 원칙

ㅇ

모든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완전형’을 우선어로 하고 나머지
이형은 모두 비우선어로 처리한다. 다만, 준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준말을 우선어로 채택할 수 있다.
전거

우선어

(예 )

비우선어
우선어

南北經濟協力]
남북 경협[南北經協]
동량[棟梁]
남북 경제 협력[

범위주기

기둥과 들보를 아울러 이르는 말

비우선어

동량지재[

棟梁之材]

ㅇ 적절한 주제명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명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보라 참조」할 수 있다.
한센병[--病]
나병[癩病]
문둥병[--病]

검색을 위하여 비우선어로
전거

우선어

(예 )

비우선어
비우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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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로마자 두문자어의 경우, 차음어 혹은 번역어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많이 사용되거나 안정된 용어를 우선어로 채택한다. 외래어가
더 넓게 쓰여진다면 이것이 우선어로, 번역어가 잘 제정되어 있으
면 그것이 우선어가 될 수 있다.
전거

우선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예 )

비우선어

SNS

비우선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

우선어

인공 지능[

비우선어

AI

영어

artificial intelligence

人工知能]

ㅇ 로마자 약어나 두문자어가 한글음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어로 삼고, 한글 완전형 그리고 로마자 약어나
두문자어를 비우선어로 처리한다. 단, 로마자 약어나 두문자어에 대한
한글 및 로마자 완전형이 자주 사용되지 않거나 거의 무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로마자 약어나 두문자어를 우선어로 사용할 수
있다.
우선어

메르스[MERS]

전거

비우선어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예 )

비우선어

중동 호흡기 증후군[

우선어

BCG 백신[BCG vaccine]

비우선어

결핵 예방 백신[

비우선어

비시지 백신[BCG vaccine]

中東呼吸器症候群]

結核豫防--]

ㅇ 상이한 언어로부터 용어를 번자하는 경우에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표준, 외래어표기법, 관례 등을 참조한다.

전거

우선어

쿠데타[coup d'Etat]

(예 )

비우선어

구테타[coup d'Etat]

비우선어

군사 혁명[

軍事革命]

- 17 -

→ [외래어표기법]

주제명표목 업무지침

ㅇ

일반명과 상품명이 공존할 때 , 일반명이 보다 정확한 범위를
나타내므로 그 상품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酸

전거

우선어

아세틸살리실산[-- ]

(예 )

비우선어

아스피린[aspirin]

ㅇ 속명과 학술명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학술명을 우선어로 채택한다.
속명이 학술명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될 때에는 속명을
우선어로 사용가능하다.
전거

우선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

(예 )

학명

Australopithecus

우선어

인삼[

학명

Panax ginseng

人蔘]

ㅇ 국명은 공식명을 우선어로 채택한다. 비공식명이 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를 우선어로 삼을 수 있다.

전거
(예 )

우선어

프랑스(국명)[France]
* 정치체제를 나타내는 「공화국」과 같은 표현은 생략

佛蘭西]

비우선어

불란서[

비우선어

프랑스 공화국[--共和國]

우선어

북한(국명)[

비우선어

조선 민주 주의 인민 공화국(국명)[

北韓]

主義人民共和國]

朝鮮民主

ㅇ 지명과 행정구역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명을 우선어로

채택하고 행정구역명을 비우선어로 처리하며, 지명이 바뀌었을 때는
현 지명도 우선어로 신설하고, 이전/이후 용어 관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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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예 )

우선어
비우선어
우선어
도보라 참조
우선어
도보라 참조

木浦]
목포시[木浦市]
목포[

井邑]
정주(전라북도)[井州] (이전 용어)
정주(전라북도)[井州]
정읍(전라북도)[井邑] (이후 용어)
정읍(전라북도)[

ㅇ 지명(국명)과 시대가 결합하여 역사를 한정할 때는 <지명+시대>의
용어를 우선어로 채택한다.

ㅇ

전거

우선어

(예 )

비우선어

韓國近代文學史]
근대 한국 문학사[近代韓國文學史]
한국 근대 문학사[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기술하고 음을 비우선어로
채택하나, 소리나는대로의 표기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음을 우선어로
채택가능하다.
전거

우선어

(예 )

비우선어
우선어
비우선어

二分法]
이분법[二分法]
삼각형[三角形]
2분법[

3각형

ㅇ 우리말과 북한어는 용어관계를 정의할 때 NK와 SK라는 관계지시
기호를 정의하여 명시적으로 구분한다.

直日]

전거

우선어

직일(북한어)[

(예 )

우리말

당직[

우선어
북한어

當直]
건망증[健忘症]
잊음증(북한어)

ㅇ 한자어/외래어와 순우리말(혹은 순우리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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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경쟁적인 관계이거나 순우리말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순우리말을 우선어로 채택한다.
전거

우선어

이어 달리기

(예 )

비우선어

계주[

비우선어

릴레이(경기)[relay]

繼走]

2.2.3 기술규칙

ㅇ 띄어쓰기

- 한글 주제명표목에서 붙여쓰기가 가능한 용어(붙이거나 띄거나

상관없는 용어)까지도 개념단위의 띄어쓰기를 채택한다.
* 고유명사를 포함하여 모든 용어는 개념단위로 띄어 쓰되, 부기하는 한자는
띄어 쓰지 않는다.

전거

우선어

(예 )

우선어

ㅇ 동형이의어

有價證券市場]
정보 검색 시스템[情報檢索--]
유가 증권 시장[

- 동형이의어의 구별을 위해 한글 한정어를 사용하며, 동형이의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용어 모두에 대하여 부기한다.
전거
(예 )

우선어
우선어
우선어

梨]
배(생물학)[胚]
배(신체)[腹]
배(과일)[

- 지명은 그 종류를 설명하기 위하여 한정어를 사용한다. (국명,

행정구역명, 산 이름, 강 이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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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예 )

釜山]

우선어

부산(광역시)[

우선어

탄자니아(국명)[Tanzania]

우선어

한강(강)[

漢江]

* 한정어 기술은 본 지침 <2.2.4 한정어> 참조

ㅇ 한자

- 한자는 각괄호로 묶어 부기한다. 다만 적절한 한자가 없이 로마자

및 한글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글자 수와 관계없이 이중 하이픈(--)으로
대체한다.
전거
(예 )

冊]

우선어

그림책[--

우선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計量--測定--關--法律]

- 한자가 표준코드에 없는 경우, 한글을 생략하지 않고 부기한다.

전거

우선어

(예 )

兒]

영아[영

* 嬰(영)이 표준코드에 없음

- 한글음이 한자음과 다를 때는 변환된 한자의 폰트만을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 동일한 한자를 다른 음으로 읽고 그 음이 표준코드에
없는 경우에는 한글음에 관계없이 해당 한자로 변환시킨다.
전거
(예 )

우선어

모과[

木瓜]

←

木瓜]

목과[

-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용어의 뜻에 해당하는 한자를 부기할 수도

있다.
전거
(예 )

우선어

돌(바위)[

石]

ㅇ 범위 주기
- 범위 주기란 중복 의미를 가진 표목에 대하여 색인어로 사용될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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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부가 설명을 말하며, 색인자와 탐색자에게 용어의 적용 범위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용어의 정의를 포함한다. 이는 동형이의어를
구별하기 위하여 부기하는 한정어와는 다르다.

天體]

전거

우선어

천체[

(예 )

범위주기

천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우주를 형성하고

· 行星)·위성·달·혜성·소행성·항
성·성단(星團)·성운(星雲) 등의 총칭. 이 밖에
운석(隕石)·행성간물질·항성간물질·우주진(宇
宙塵) 등도 천체라 할 수 있다.
있는 태양 행성(

- 범위주기에는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입력한다.

전거

우선어

블랙 홀[black hole]

(예 )

범위주기

A.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에 근거를 둔

것으로, 물질이 극단적인 수축을 일으키면 그

·

안의 중력은 무한대가 되어 그 속에서는 빛 에

· ·

너지 물질 입자의 어느 것도 탈출하지 못한다.
- 용어의 정의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한다.

·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등 : 소재지 및 지정 호수
전거 우선어
성덕 대왕 신종[聖德大王神鐘]
(예 )

범위주기

국보 제29호.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771년
제작.

· 사건, 사적, 유적 및 문화재 : 소재지 및 지정 호수
전거 우선어
보길도 윤선도 유적[甫吉島尹善道遺蹟]
(예 )

범위주기

사적 제368호.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 지명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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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전거

우선어

상하이[

(예 )

범위주기

중국 양쯔강[

揚子江] 하구에 있는 중국 최대
도시. 면적은 6,200㎢, 인구는 1674만 명(2000)
이다. 중국 제1의 대도시이며 행정적으로는

省

直轄市)이다.

성( )과 동격인 중앙정부 직할시(

· 전쟁 : 연도, 국가, 위치, 내용
전거 우선어
중일 전쟁[中日戰爭]
(예 )

범위주기

1937년 7월부터 일본의 침략으로 중국 전

국토에 전개된 전쟁.

· 너무 긴 용어의 완전명 (법률명, 조약명 등)
전거

우선어

(예 )

한국 조폐 공사 노동 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 총장 부인에 대한 ...... 관한 법률

범위주기

완전명: 한국 조폐 공사 노동 조합 파업 유
도 및 전 검찰 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너무 긴 대역어의 완전명
전거

生物毒素武器禁止

우선어

생물 독소 무기 금지 조약[

범위주기

Convention

(예 )

條約]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법률명의 제정 및 폐기일자, 법률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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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換管理法]

전거

우선어

외국환 관리법(법률)[

(예 )

범위주기

1991.12.27. 법률 4447호. 폐기

· 경축일, 기념일의 일자

科學--]

전거

우선어

과학의 날[

(예 )

범위주기

4월 21일. 1967년 과학기술처의 발족일을

기념일로 정함.

· 기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전거 우선어
한글 맞춤법[--法]
(예 )

범위주기

1933년에 최초로 통일안이 만들어 짐.

- 범위주기는 다음의 경우,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 유사한 주제명 간의 구분을 위한 설명
전거 우선어
청약[請約]
(예 )

범위주기

청약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의사표시,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응낙하는 의사표시.

· 주제명의 사용 범위 제한 및 기타 주제명 사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
전거 우선어
경제 개발 5개년 계획[經濟開發五個年計劃]
(예 )

범위주기

1962~1991까지 6차에 걸친 한국의 경제 개

발 5개년 계획에 한함.
- 동의어(UF)에 해당하는 용어에도 별도의 정의와 분류기호를 부기할

수 있다.

→

金星] (우선어)

금성[

전거

비우선어

개밥 바라기

(예 )

범위주기

개가 배가 고파서 저녁밥을 바랄 무렵에

ㅇ 외래어 및 외국어

서쪽 하늘에 뜬다 하여 생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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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의 경우,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별해야 한다.
* 영어와 독일어의 용어 중에는 문자열은 같으나 첫 문자를 대소문자로
구분하는 것이 많고, 일반 용어와 두문자어의 문자열이 같은 경우가 있음

齒科醫師]

전거

우선어

치과 의사[

(예 )

영어

dentist

독일어

Dentist

우선어

지방(기름)[

영어

fat

우선어

파일 배치 정보 일람표[--

영어

FAT(file allocation table)

脂肪]
配置情報一覽表]

- 외국어를 차음한 경우에는 원어를 각괄호로 묶어 부기하고, 해당

외국어 관계지시기호에 반복하여 입력한다.
전거

우선어

컴퓨터 게임[computer game]

(예 )

영어

computer game

- 하나의 한글용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외국어 대응어가 있을 때는

이를 반복하여 기술한다.
전거

우선어

채권(권리)[

(예 )

영어

bond

債權]

claims
obligation
claim-right
contractual right
credit
chose in action
- 국내에서 만들어졌거나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어는 우선어, 비우선어를

막론하고 옳은 원어를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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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우선어

에어컨[air conditioner]

(예 )

비우선어

에어콘
에어 컨디셔너[air conditioner]

ㅇ 인명 및 기관/단체명
-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2.2.4 한정어

ㅇ

한정어는 원칙적으로 주제명표목표에 수록된 우선어를 활용하여
원괄호 안에 기술하며, 주로 다음의 경우 사용한다.

- 동음이의어를 구분하는 경우, 구분 가능한 개념으로 기술한다.

전거

우선어

(예 )

우선어
우선어

雪]
눈(식물)[芽]

눈(기상)[

눈(신체조직)[

眼] → 눈(신체)[眼]

* 「신체 조직」은 「신체」의 비우선어

- 동일한 단어를 여러 학문 또는 주제 분야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문 또는 주제에 해당하는 주제명, 사물의 종류나 범주를 한정어에
기술한다.
전거

우선어

(예 )

우선어

公理主義]
공리 주의(철학)[功利主義]

공리 주의(수학)[

- 2개 이상의 상이한 의미를 갖는 주제명을 구분할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축약하여 기술한다.
전거

우선어

(예 )

우선어
우선어

宣傳]
선전(북한어)[宣傳]
선전(싸움)[善戰]
선전(광고)[

- 다른 지역 혹은 국가에 속한 동일 지리명은 구분할 수 있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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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범위의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는 용어로 기술한다.
전거

우선어

(예 )

우선어

廣州]
광주(광역시)[光州]
광주(발해)[光州]
광주(경기도)[

우선어

2.3

참조 관계

2.3.1 주요 용어 관계지시기호

ㅇ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참조 관계는 등위 관계, 계층 관계,
연관 관계로 구분한다.

ㅇ 관계 지시 기호는 다음의 표와 같다.
관계 유형
등위관계

기호 및 설명
UF (used for 혹은 use for) : 비우선어
USE (use) : 비우선어에서 우선어로의 참조
BT (broader term) : 상위개념어

계층관계

NT (narrower term) : 하위개념어
TT (top term) : 최상위개념

연관관계
이전/이후 관계
기타

RT (related term) : 관련어
PT (prior term) : 바뀌기 전의 용어. LT에 대응
LT (later term) : 바뀐 후의 용어. PT에 대응
SN (scope note) : 범위주기

2.3.2 등위관계(USE, UF)

ㅇ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동의어가 있는 경우, 우선어로 채택하지
ㅇ

않은 용어를 비우선어에 기술하여 검색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등위관계는 (1) 동일한 개념에 대한 다른 표기 형태, (2) 개념에
차이는 있지만 구분하기가 어렵거나 구분의 필요성이 적은 것,
(3) 약어 중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일 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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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우선어(USE)

(예 )

비우선어(UF)
비우선어(UF)

北京]
북경[北京]
베이징[

페킹[Peking]

비우선어(UF)

戰爭]
간과[干戈]
전란[戰亂]

우선어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비우선어(UF)

BSI(business survey index)

비우선어(UF)

종합 경기 실사 지수[

우선어(USE)
비우선어(UF)

전쟁[

企業景氣實査指數]
綜合競技實辭指數]

2.3.3 계층관계(BT, NT)

ㅇ 주제명 간의 계층 구조를 통해 개별 주제명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주제의 확장 및 축소를 통해 관련 정보의 발견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ㅇ 계층 관계의 구축은 원칙적으로 우선어에만 국한되어 설정한다.
ㅇ 동일 카테고리에서 주제명의 가장 가까운 상위어(BT), 하위어(NT)로
설정하고, 최상위 주제를 제외하고는 단일 개념을 지칭하는 주제명은
원칙적으로 한 개의 BT를 설정한다.
* 동일 카테고리란 내재적 속성이 같다는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주제명임

微生物]

전거

우선어

미생물[

(예 )

상위어(BT)

생물[生物]

우선어

식물[

상위어(BT)

植物]
생물[生物]

* 「미생물」과 「식물」은 「생물」이라는 특성을 공유함

ㅇ 계층관계는 (1) 유-종 관계, (2)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생물의 조직
및 기관, 학문·연구 영역, 계층적 사회 구조 및 제고), (3) 국가/지역별,
언어, 시대, 인종 등으로 세분된 관계 등에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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兎

전거

우선어

토끼[ ]

(예 )

상위어(BT)

포유류[哺乳類]

우선어

위(신체)[ ]

상위어(BT)
우선어
상위어(BT)
우선어
상위어(BT)
우선어
상위어(BT)

胃
장기(내장)[臟器]
가족 복지학[家族福祉學]
사회 복지학[社會福祉學]
대가족 제도[大家族制度]
가족 제도[家族制度]
동북 아시아[東北--]
아시아[Asia]

ㅇ 동일 카테고리에서 주제명표목표에 존재하는 가장 가까운 주제명

이외에는 계층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며, 특히 학문과 전문용어의
관계에 주의해야 한다.

蒙古語]

전거

우선어

몽고어[

(예 )

상위어(BT)

알타이어족[--語族] ( )

우선어

알타이어족[--語族]

상위어(BT)

우랄 알타이어족[--

우선어

몽고어[

상위어(BT)

우랄 알타이어족[--

우선어

수론[

상위어(BT)

대수학[代數學] ( )

우선어
상위어(BT)
상위어(BT)

○

蒙古語]

語族] (○)

數論]

語族] (×)

○
정수(자연수)[整數]
대수학[代數學] (×)
수(숫자)[數] (○)

ㅇ 주제명 표목에 하위 개념이 되는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일부) 요소만 상위어에 속하는 경우는 BT를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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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한정어를 사용하여 주제명을 구분하고, 가장 가까운
상위 개념으로 BT로 설정할 수 있다.

音樂]

전거

우선어

댄스 음악[--

(예 )

상위어(BT)

대중 음악[大衆音樂] ( )

×

* 댄스음악의 하위어(NT)인 왈츠, 룸바 등은
대중음악에 속하기 어려우므로 BT로 설정하지 않음

우선어
우선어

音樂]
댄스 음악(대중음악)[--音樂]
댄스 음악(춤곡)[--

ㅇ 두 개 이상의 측면을 포함하는 주제어의 경우, 실제 계층 관계에
속하지 않더라도 의미상 부차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용어를 BT로
설정할 수 있다.

ㅇ

전거

우선어

(예 )

상위어(BT)

公務員試驗]
시험(교육)[試驗]
공무원 시험[

하나의 주제명이 두 개 이상의 계층 관계에 있는 경우, 복수의
BT를 설정하되, 3개가 넘지 않도록 한다.

전거

우선어

(예 )

상위어(BT)
상위어(BT)

視神經]
감각 신경[感覺神經]
뇌신경[腦神經]
시신경[

ㅇ 2개 이상의 학문 또는 주제가 결합된 주제명은 가장 가까운 최적의
주제명이 있으면 모두 BT로 설정한다.

전거

우선어

(예 )

상위어(BT)
상위어(BT)

ㅇ

宗敎心理學]
심리학[心理學]
종교학[宗敎學]
종교 심리학[

KDC도 계층 관계로 되어 있으나, 주제명의 계층 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상위어와 하위어 간의 분류 기호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KDC의 계층 관계를 참고로 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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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의 계층 관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
전거

우선어

(예 )

상위어(BT)
상위어(BT)

社會政策] → [KDC: 334.1]
정책[政策] (○)
→ [KDC: 322, 350]
사회 문제[社會問題] (×) → [KDC: 334]
사회 정책[

2.3.4 연관관계 (RT)

ㅇ 연관관계는 해당 주제명과 관련성이 깊은 주제명 간에 상호 참조를
통해 풍부한 검색을 지원한다.

ㅇ 계층 관계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주제명 간에 강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명시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연관 관계로 설정한다.

ㅇ 연관 관계의 유형에는 해당 주제명이 포함된 용어, ~정책, 인물, 법
률(특정 법률명 포함), ~책(집), 기관, 직업, 유명한 이론 및 개념,
원인, 사건, 시설, 관련 시험, 학문, ~운동(사상), 시험, 시대, (언어인
경우) 음운, 해석, 작문 등이 포함된다.

ㅇ 동일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개념이 계층 관계에 있지 않고, 개념 상
중복이 큰 것, 계층 관계에 가까우나 상하 관계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관계도 관련어(RT)로 설정한다.
전거

우선어

(예 )

관련어(RT)

公休日]
경축일[慶祝日]
공휴일[

* 경축일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RT를 설정함

ㅇ 다른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에도 (1) 학문 분야 및 대상, (2) 사람과

그 사람의 활동 영역, (3) 행위 사건(제도 및 정책, 도구 등)과 그
대상, (4) 사건과 그 성질, (5) 행위, 사건과 그 결과(강한 인과 관계),
(6) 개념과 관련된 대표적 이론, (7) 계층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전체 관계는 관련어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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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예 )

地理學]

우선어

지리학[

관련어(RT)

지리[地理]

우선어

우주 비행사[

관련어(RT)
우선어
관련어(RT)
우선어
관련어(RT)
우선어
관련어(RT)
우선어
관련어(RT)
우선어
관련어(RT)

宇宙飛行士]
우주 비행[宇宙飛行]
노인 문화[老人文化]
노인[老人]
범죄[犯罪]
사회 병리[社會病理]
피임[避妊]
산아 제한[産兒制限]
산업 균형[産業均衡]
칸의 정리[--定理]
해수욕장[海水浴場]
피서지[避署地]

2.3.5 이전/이후 관계(PT, LT)

ㅇ 이전/이후관계는 명칭 변경 전후의 주제명 간에 상호 참조를 통해
ㅇ

기존 주제명을 부여한 서지레코드의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이전/이후관계는 원칙적으로 우선어에만 국한되어 설정하며, (1)
경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명 변경, (2) 자격증 이름 등 시간에
따라 명칭이 변경하는 경우, (3) 동일 개념이 시대 상황에 따라
용어만 변경된 경우 등에 설정한다.
철도 토목 기사[

鐵道土木技士]

전거

우선어

(예 )

이전 용어(PT) 철도 보선 기사[鐵道保線技士]
우선어
이전 용어(PT)
우선어
이전 용어(PT)

井邑]
정주(전라북도)[井州]
사회 복무 요원[社會服務要員]
공익 근무 요원[公益勤務要員]
정읍(전라북도)[

- 32 -

주제명표목 업무지침

ㅇ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이후 용어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圖書館法]

도서관법(법률)[

전거

우선어

(예 )

이전 용어(PT) 도서관 진흥법(법률)[圖書館振興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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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주요 참고정보원

ㅇ 인문과학
- 한국철학사전 / 한국철학사전편찬위원회 저. 서울 : 동방의빛, 2011.
- (교학) 한국사대사전 / 변태섭, 강우철 [외]편찬. 서울 :

敎學社, 2013.

- 동양사 사전 / 동양사 사전편찬위원회 엮음. 서울 : 일월서각, 1989.

ㅇ 사회과학

- 사회학사전 / 고영복 편.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2000.
- (2010)

新경제용어사전 / 이청무 엮음. 개정 12판. 서울 : 더난출판, 2009.

- (2010 키워드) 경제사전 : 경제에 관한 모든 지식 / 곽해선 지음.

개정판 서울 :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 정치학사전 / 정주신 지음. 대전 : 프리마북스, 2008.
- 행정학 용어사전 /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편저. 서울 : 새정보미디어, 2010.
- (알기 쉬운) 행정학 용어사전 / 신영균, 최인규 공저. 인천 : 진영사, 2013.
- (큰글) 형사법전 / 2012 신개정판. 서울 : 법률출판사, 2012.
- 경영학용어사전 / 이상수 책임편집. 서울 : 금문서적, 2003.

新

- ( ) 인적자원관리용어사전 / 지은실

ㅇ 교육학

著.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5.

- 교육학용어사전 /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편. 서울 : 원미사, 2007.
- 교육학용어사전 : 영한.한영 / 권요한 외. 서울: 교육과학사, 2006.
-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 국립특수교육원 편. 서울 :

夏雨, 2009.

- 예술치료용어사전 / 한국예술치료학회 편. 파주 : 양서원, 2010.
- 언어치료학 사전 / 권도하 [편저]. 개정판. 경산 : 물과길, 2011.
-

敎育學 대백과사전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 춘천 : 하우동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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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연과학
- 물리학 용어집 / 한국물리학회 편저. 서울 : 청문각, 1995.
- 생명과학대사전 / 강영희 대표 편집. 서울 : 아카데미서적, 2008.
- 생물학용어집 / 한국생물과학협회 편. 제2판. 서울 : 아카데미서적, 2005.
- 생명과학사전 / 생명과학사전 편찬위원회 편저. 서울 : 아카데미서적, 2003.

ㅇ 기술과학
- 컴퓨터·IT 용어대사전 /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 일진사, 2012.
- 전기총람 = Electronic synthesis guide / 전우문화사 / 電友文化社, 2011.
- 土木用語辭典 / 土木用語 編纂委員會 / 서울 : 建設硏究社, 2010.
- 의학용어집 / 대한의사협회 편저. 제5판. 서울 : 대한의사협회, 2001.
- 지제근 의학용어사전 / 지제근 엮음. 서울 : 아카데미아, 2006.
- 간호학대사전 /

大韓看護學會 編. 서울 : 한국사전연구사, 1995.

- 의약용어사전. 개정판 / 백우현 편저.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의학용어집 / 대한의사협회 편저. 제5판. 서울 : 대한의사협회, 2009.
- 대한민국약전 / 식품의약품안전청 편저. 제10개정. 서울 : 신일북스, 2013.

ㅇ 예술

- 5개 언어 음악용어사전 / 이철웅 [외]편역. 서울 : 예당, 2003.
- 디자인, 공예대사전 / 곽대웅 [외] 공저. 서울 : 미술공론사, 1990.
- 디자인 사전 / 조영제 [외] 기획. 서울 : 안그라픽스, 2000.
- 옥스퍼드 미술사전 / 헤럴드 오즈본 편 ; 한국미술연구소 옮김.

서울 : 시공사, 2002.
- 미술용어집 / 김혜숙 [외]저 ; 한국미술교육학회 [편]. 서울 : 학지사,
2005.

·

- 세계현대미술사전 / 제라르 듀로조이 편저 감독 ; 곽동준 옮김.

부산 : 지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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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전거통제용 부록 C 판단이 모호한 표목

부록 C는 X00,X10,X30필드의 표목을 기술할 경우 판단이 모호한 표목
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판단이 모호한 표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
여 기술한다.

□ 개인명으로 처리해야 할 표목
판단이 모호한 다음과 같은 표목은 개인명(X00)으로 처리한다.

성서에 나오는 인물 이름(Biblical characters, Name)
백작[Earls, Houses of / Counts, Houses of]
씨족[Clans]
공작[Dukes, Houses of]
왕조[Dynasties]
가문[Families]
가족[Houses (Families)]
왕실[Royal houses (Families)]

□ 단체명으로 처리해야 할 표목
판단이 모호한 다음과 같은 표목은 단체명(X10)으로 처리한다.

가게, 소매점[Stores, Retail]
개인건물[Buildings, Private]
경기장[Coliseums]
경기장[Stadi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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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Racetracks]
계획[Plans-Programs]
계획[Programs]
고아원[Orphanages]
골프장[Country clubs]
공관[Official residences]
공동묘지[Cemeteries]
공연장[Auditoriums]
공장[Factories]
공항[Airports]
교구[Ecclesiastica entities that are also names of places, 예: Basel
(Switzerland : Ecclesiastical principality)]

교도소[Prisons]
교육기관[Educational institutions]
교정기관[Correctional institutions]
교회, 성당, 예배당[Chapels]
교회[Churches]
교회종파[Denominations, Religious]
구빈원[Poorhouses]
궁전[Palaces]
극단[Theater companies]
극장건물[Theater buildings]
기금[Funds]
기사단[Orders of Knighthood]
기획단[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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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클럽[Night clubs]
대사관[Embassies]
대성당[Cathedrals]
대수도원[Abbeys]
대통령 관저[Presidential mansions]
대학[Colleges]
대학교[Universities]
도매점[Warehouses]
도서관[Libraries]
동물원[Zoos]
등대[Lighthouses]
모텔[Motels]
무도장[Dance halls
미술관[Galleries]
박물관[Museums]
발전소[Power plants]
방송국[Broadcasting stations]
법인소유건물[Buildings occupied by corporate bodies]
법적인 독립체로서의 부족[Tribes-as legal entities]
법정[Bars]
병기제작소[Armories]
병원[Hospitals]
보호시설[Asylums-자선기관]
본관[Main Buildings]
비행기 이름[Airplanes, N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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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Villas]
사무실용빌딩[Office buildings]
사원[Temples]
사회복귀시설[Halfway houses]
상가건물[Market buildings]
상공회의소[Boards of trade-Chambers of commerce]
성[Castles]
소장품[Collections-공공, 개인]
쇼핑센터[Shopping centers]
수도원[Monasteries]
수도회[Convents]
수목원[Arboretums]
수족관[Aquariums, Public]
스포츠 경기장[Sports arenas]
시 구역명[City sections-시에 속한]
시민회관[Civic centers]
시장[Markets]
시청[City halls]
시체공시소[Morgues]
시체안치소, 영안실[Mortuaries]
시험장[Experiment stations]
식당[Restaurants]
식물표본실[Herbariums]
실험실[Laboratories]
아파트[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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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Nursing homes]
연구실[Studies-사용중, 사용안함]
연주회장[Concert halls]
영화관[Movie theaters]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s]
온천장, 체육센터[Spas]
요양소, 보육원,...[Homes]
원자력발전소[Nuclear power stations]
은행[Banks]
음악회장[Music halls]
의사당[Capitols]
인공위성[Artificial satellites]
장례식장, 영안실[Funeral homes, mortuaries]
장원, 영지[Manors]
장의사[Undertakers]
재벌[Zaibatsu]
저택[Mansions]
전시회장[Exhibition buildings]
정양지[Sanitoriums]
제분소, 제조공장[Mills]
조선소[Shipyards]
조제실, 약국[Dispensaries]
조폐국[Mints]
종파[Religious denominations]
주거단지, 주택단지[Dwel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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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정비소[Service stations]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s]
지역사회센터[Community centers]
집[Houses-건조물]
집회장, 컨벤션센터[Convention centers]
천문대[Observatories]
철도[Railroads]
체육관[Gymnasiums]
클럽하우스[Club houses]
탄광[Coal ash sites]
탑[Pagodas]
통신위성[Communication satellites]
학교[Schools]
학군[School districts]
학원, 대학[Academies]
항만관리위원회[Port authorities]
행사[Events]
호텔[Hotels]
화장터[Crematories]
휴양지[Res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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