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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무국 경제사회부는 경제, 사회 및 환경 분야의 글로벌 정책과 이와 관련된 각 국가
의 활동이 교차하는 중요한 접점이다. 경제사회부는 서로 맞물려 있는 다음 세 가지 영역
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ⅰ) 유엔 회원국의 공통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
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넓은 범주의 경제, 사회 및 환경 자료와 정보를 수집, 생산
및 분석한다. (ⅱ)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세계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 간 기구들의 공동행동을 위한 회원국 간의 교섭을 용이하게 한다.
(ⅲ) 유엔 회의와 국가정상회담에서 개발된 정책 틀을 번역하는데 관심이 있는 정부에
대해 번역 방법 및 수단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 그들의 국력향상을 돕는다.

주
이 출판물에 사용된 명칭이나 자료의 표현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국가, 영토, 도시, 지역, 또
는 그 관할 당국의 법적 지위, 또는 그 경계 획정에 관한 유엔 사무국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
는다.
또한 이 출판물에서 사용된 ‘국가’라는 용어는 적절하게 설정된 영토나 지역을 지칭한다.
유엔 문서에 사용되는 심벌은 대문자 표기와 그림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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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표준화를 위한 전문 참고매뉴얼

책머리에
1940년대 후반, 유엔 지도제작서비스(cartographic service)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해 표준
지명 표기 방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려 했었다. 이는 유엔 지도 및 문서에서의 명확
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철자 또는 지명 적용의 모호함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
었다.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과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가

전

세계적으로

지

명표준화 목표를 추구해온지 5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 기간 동안 디지털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한 바뀌어졌지만, 세계 지명표준화
는 여전히 국가 표준화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은 국가 지명 기구의 설립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 기구들을 활
성화하고 이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정 영역에 대한 공통된 고
민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로마자 표기법, 지명 자료 변환 형식 및 표준, 국가명, 지명 용어
그리고 지명교육과정 등의 전문가회의 워킹그룹을 만든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전문가그룹에 그 활동 결과를 보고한 몇몇 워킹그룹들은 해체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워킹그룹들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가까운 미래까지도 이
노력이 지속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몇몇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는데, 예
를 들어 표준 및 구성방안 영역에서는 세계 지명의 관리 또는 사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
고 있다.
2002년 유엔은 지명표준화를 위한 용어사전1을 출간하였고, 이는 지명 용어 워킹그
룹(Working Group on Toponymic Terminology)의 성과이다. 그 이후 같은 해 제8차 유엔지
명표준화회의는 결의 Ⅷ/152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에는 2004-2005년 2년 동안 전문가그룹
과 관련된 두 개의 매뉴얼을 유엔통계국에게 출간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첫 번째가 홍보와 재정 워킹그룹의 후원을 통해 국가지명표준화를 위한 매뉴얼(Manual for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3을 발간하는 것인데, 이 책에는 지명
교육과정 워킹그룹에게 유용한 기초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출판물은 지명 표준화
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 이 참고 매뉴얼이다.
이 매뉴얼의 내용은 주로 로마자 표기법, 국가명, 지명 데이터 파일 및 지명목록집
등 세 개 전문가 워킹그룹의 성과로 구성되어 있다(이와 더불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지
명 자료 표준의 문서화를 목적으로 활동한 지명 데이터 변환 형식 및 표준 워킹그룹의 노력
도 포함된다).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세부사항에 대한 정확성까지 높이려 애쓴 헌신적인 유
엔지명전문가그룹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특별히 해당 전문가들의 노력을 조율하고 매
1 유엔 출판물, Sales No. M.01.XVII.7.
2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베를린, 2002년 8월 27일~9월 5일) 보고서 제3장 참조(유엔 출판물, Sales No.
E.03.I.14).
3 유엔 출판물, Sales No. E.06.XVI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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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의 내용이 출판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증해 준 다음의 실무 그룹의 의장들에게 감사를 표한
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 Peeter Päll (에스토니아) - 로마자 표기법 워킹그룹
• Randall Flynn (미국) - 지명 데이터 파일 및 지명목록집 워킹그룹
• Roger Marsden (영국) - 지명 자료 변환 형식 및 표준 워킹그룹
• Sylvie Lejeune (프랑스)과 Leo Dillon(미국, 최근부터 수행) - 국가명 워킹그룹
또한, Paul Woodman과 Caroline Burgess(영국)는 이 출판물에 중요한 기여를 해 주
었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기술과 통신매체의 지속적인 발달과 함께, 정확한 보도와 지리적 지칭에 사용하고,
지리정보시스템에 포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만한 지명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더 지식을 추구하고, 미디어에 깨어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전문가그룹이 다른 기관들과
함께 전문적인 표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유엔지명전문가 워킹그룹들은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관련위원회 및 유니코드 컨소시엄과의
연락채널을 구성했다. 아이디어와 정보의 교환을 위한 이러한 채널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이다.
우리는 이 전문 참고매뉴얼이 지명과 그 데이터 표준에 대한 많은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믿는다.

Helen Kerfoot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의장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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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지명표준화를 위한 전문 참고매뉴얼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은 사용자들에게 독특한
세 유형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제1부: 지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
비 로마자 쓰기 체계를 로마자 표기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년 간 많은 방법들이
만들어져왔다. 그 표기법들이 비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차치하고도,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표기
법들로 인해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엔지명전문가그룹 산하 로마자 표기법
워킹그룹은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각각의 언어에 대해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하나
의 로마자 표기법을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및 지명전문가들에게 권장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의 제1부에는 유엔에 의해 권고된 28개의 언어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과 아
직 논의가 진행 중인 17개의 로마자 표기법이 제시되고 있다.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
는 다른 언어들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노력 또한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그룹의 로마자 표기법 워킹그룹은 이러한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이트 주소는 http://www.eki.ee/wgrs/ 이다.
제2부: 지명 데이터 변환 표준 및 형식
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쇄된 또는 디지털 형태의 지명사전을 이용한 지명정보
의 보급은 국가 지명표준화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수 요소이다. 데이터 항목의 개발과 이를
유지 관리하는 것과 지명목록집에서 각 데이터의 표기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최근 지명분야에 대한 문자집합의 코드화 및 자료변환 형식 및 표준 문제가 전문가 그룹
에 의해 연구되어왔다.
전문가그룹의 지명 데이터 변환 형식 및 표준 워킹그룹의 보고서(문서 E/CONF.91/
CRP.11)가 1998년 뉴욕에서 개최된 제7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이 매뉴얼의
제2부는 이 보고서에서 발췌한 중요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
로젝트의 개관 및 지명의 처리, 표준화, 홍보 및 변환에 필요한 로마자 총괄 리스트(부록 A),
지명의 글자 코드화 필요조건에 대한 세계조사 결과, 글자표, 그리고 각각의 언어, 표기법, 로
마자 표기법에 대해 코드화된 국제표준화기구/유니코드(부록 B), 지명 데이터 변환 형식 제
안서 초안(부록 C)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문가그룹의 지명 데이터 및 지명목록집 워킹그룹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www.zrc-sazu.si/unge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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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세계 국가명(축약본)
국가명을 어떻게 정확하게 쓸지에 대한 문제는 지명 사용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제이
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표준화 노력이 전문가그룹의 국가명 워킹그룹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국가명 목록”(E/CONF.94/CRP.11)으로 명명된 이 워킹그룹의 가장 최근 종합 문서는
2002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때 만들어졌다. 이 문서에는 각 국가의
공식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표기된 국가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매뉴얼에서는 갱신된 버전의 국가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약된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해당국가의 공식 언어로 쓰여져 있다. 각 국가에 대한 항목은 국가명(영문), 대문자 두
글자로 된 ISO 국가코드, 국가의 언어와 소문자 두 글자로 된 ISO 언어코드, 짧은 형식의 국
가명(흔히 쓰는 이름 또는 속칭)과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 및 표기법으로 쓰여진 공식적인
형태(완전한 국가명)의 국가명을 포함한다.
6개의 유엔 공식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국가명의
공식적인 자료출처는 유엔 다국어 용어 데이터베이스(United Nations Multilingual Terminology
Database, UNTERM)1이고, 웹사이트 http://unterm.un.org 를 통해 이용가능하다.
추가 정보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뉴욕의 유엔본부 유엔 통계국을 통해 제공된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및 전문가그룹 회의(지명표준화에 대한 다른 정보 포함)에 관한 자료는
전문가그룹 웹사이트(http://unstats.un.org/unsd/geoinfo/)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서들에 대
한 질문 또는 기타사항은 전문가그룹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이 문서의 발행 시점에서 자세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UNGEGN secretariat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Two UN Plaza DC2-1644
New York, NY 10017
USA
Tel: 212 963 0445/2052
Fax: 212 963 4659
E-mail: zewoldi@un.org

1 UNTERM 국가명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full-text search”필드를 통해 6개 공식언어 중 하나
를 사용하여 국가의 공식적 이름 전부 또는 일부를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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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지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

***

서론

유엔 권장 언어 및 문자 체계

다른 언어 및 문자

지명표준화를 위한 전문 참고매뉴얼

서 론
이 책의 제1부는 2000년 1월 17일에서 28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제
20차 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지명 표기를 위한 유엔의 로마자표기법: 현 위상에 대한 예비보
고서”(Working Paper No. 34 and Corr.1)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이 부분의 전체적인 목적은
로마자를 사용하지 않는 지명을 로마자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엔 로마자 표기법의 현
위상과 실행의 정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1967년 이래로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채
택한 결의에는 암하라어, 네팔어, 아랍어, 아삼어, 벵골어, 불가리아어, 그리스어, 중국어, 구
자라트어, 히브리어, 힌디어, 칸나다어, 크메르, 마케도니아어 키릴문자, 말라얄람어, 마라타
어, 몽골어 (중국), 오리야어, 페르시아어, 펀잡어, 러시아어, 세르비아어, 타밀어, 텔루구어,
태국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및 우르두어 등 28개 언어 또는 문자에 대한 로마자표기법 권고
안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표기법이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국제 표준화의 일반적 목표 중 하나가 "국제적인 적용을 위하여 각각의 비 로마자 알
파벳 또는 문자를 로마자화하기 위해서 과학적 원칙에 기초한 단일 로마자 표기법에 합의하
는 것”(제1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1 결의 I/9 첫 번째 단락)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합의된 것
이었다. 제4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1982)는 결의 Ⅳ/15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로마자 표
기법의 고려사항 결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2 이 결의는 다음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1. 국제적 사용을 위한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은 그 표기법을 발의한 국가들이 그들이 제
작한 지도에 대해 그 표기법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고려해야 한다.
2. 각 국가들은 국제적 사용을 위해 이전에 채택된 표기법의 개정을 삼가야 한다.
전문가그룹 로마자 표기법 워킹그룹의 보고서 또는 다른 자료에는 유엔이 로마자 표

기법을 채택할 때,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들의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 적절한 자문, 그리고 표기법을 발의한 국가와 워킹그룹 구성원 사이에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의견을 교환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될 것.
2. 특히, 그 로마자 표기법이 소리과학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워킹그룹이 결정
할 것, 그리고 그 표기법의 가역성 정도와 표기법 제안 국가의 지도 제작물(지도와 해
도)에서의 실행 범위를 모두 고려할 것.

1 유엔지명표준화회의, Vol.I, 회의보고서, 제네바, 1967. 9. 4-22(유엔 출판물, Sales No. E.68.I.9); 그리고
document E/CONF.94/INF.4, sect.A.15.
2 제4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Vol.I, 회의보고서, 제네바, 1982. 8. 24-9. 14 (유엔 출판물, Sales No. E.83.I.7);
그리고 document E/CONF.94/INF.4, sect.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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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사용을 위해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을 채택할 때 많은 고려 요소들이 있다.
이 요소들로는 이 표기법 자체의 특징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고려 사항 및 향후 사용 예상 등
이 있다. 로마자 표기법은 다음 기준들을 충족시킬 때 도움이 될 것이다:
1. 로마자 표기법은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로마자 표기법에
기초해서 원래 비 로마자 문자를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2.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글
자표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표에 대한 주석을 통해 로마자 표기법 사용의 모든 양상
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정확한 로마자 지명을 얻기 위해 사전과 다른 출처들에 대
한 자문이 필수적이거나 만약 규칙들이 같은 문자 형태에 대한 다른 로마자의 변형을
허용한다면, 그 로마자 표기법은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3. 로마자 이름의 형태는 가능한 한 읽고, 쓰고, 기억하기 쉬워야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
으로 저장하기 쉬워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발음구별부호 사용과 어렵고 흔하지 않은
문자배열을 되도록 피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발음상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권장된다.
만약 경우에 따라 위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측면은 실용적인 측면이다. 로마자 표기법으로 가역이 가능하지 않거나 사용이 용이하지 않
은 표기법에 대해서는 두 개의 다른 로마자 표기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표기
방식은 폭넓은 사용을 위해 권해진 방식으로, 유엔이 관심을 가지는 지명의 로마자화를 포함
한다. 두 번째 방식은 문자변환 방식으로 서지 정보 등의 영역에서 원 문자 형태를 번역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체계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언
어에 대해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체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태국어는 유엔 체계
(1967/2002)와 ISO 11940: 1998 두 개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안으로 그리스의 예처럼
두 개의 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병합할 수 있다. 그리스어는 두 개 버전의 로마자화를
포함한 유엔 체계(1987, ELOT 743)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
나는 문서화를 위한 것이다(완전한 가역이 가능한 버전). 가역성은 가역이 애매모호한 글자
에 대해서 발음구별부호를 추가함으로써 갖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은 제안하는 국가에 의해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개최
되는 지명표준화회의에 결의 형태로 제출된다. 결의가 채택되면 그 로마자 표기법은 유엔 표
준이 된다.
제1부는 앞서 언급한 각 언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관을 나타내고 있다. 각 언어 부분
은 서론을 포함하고 있다. 서론은 일반적으로 유엔 승인 표기법의 기원을 제시하고, 그 표기
법의 국가적 및 국제적인 실행을 설명하며, 그리고 그 표기법의 적용가능성, 가역의 용이함과
발생가능한 모호성 및 다른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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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법은 그것의 적용을 설명하는 적절한 주석과 함께 발표되고 있다. 한편으
로는 유엔자료로 게재되어있는 원본 표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표기법에 관한 발표들을 조화롭게 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왔다. 가능하다면 모든 비 로마자 문자들을 해당 언어의 관습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
을 작성한다. 이번 요약본에서는 로마자 예시와 발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외되었는데, 이
는 모든 언어의 출처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예시들은 추가적인 주석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로마자 표기법은 주요 로마자 표기법과의 간략한 비교와 함께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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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권장 언어 및 문자 체계
암하라어(Amharic)
유엔 권고체계는 1967년에 승인된 것으로(결의 Ⅰ/17), 왕립 에티오피아 지도·지리 협회(the
Imperial Ethiopian Mapping and Geography Institute)에서 발간한 『암하라어의 로마자 표
기체계(Amharic to English Transliteration System, 2차 개정판, 1962.08.)』에 의거하였다.
그 목록은 회의 보고서1 2권에 게재되어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사용되는 체계는 유엔 체계를 단순화한 것으로, 발음 부호와 아
포스트로피(apostrophes)를 생략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생산되는 지도 제작물들은 대부분
the BGN/PCGN 1967 체계를 사용한다. 이 체계는 유엔 체계와 다른 발음 부호를 쓴다는 것
이 가장 다른 점이다. 주로 같은 철자들은 아무 발음 부호도 없이 사용된다.
암하라어는 에티오피아 음절 문자를 사용하는 데, 이것은 각 음절이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나타낸다. 34개의 기본 철자가 있고, 각 철자들은 기본 철자와 조합을 하는 모음이냐
에 따라 몇몇의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형식(order)이라고 한다. 이 체계는 네 번
째 형식의 음절과 같은 방식으로 발음 되는 첫 번째 음절, 그리고 몇몇의 자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역이 가능하다.

로마자 표기체계

1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pp. 165-168(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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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번째 형식의 모음 (i̱)는 실제 발음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삭제한다.
(예: Menigisiti(X)/Mengist(O))

B

4번째 형식의 형태와 소리가 동일하다.

C

34번째 행과 대부분 W와 Y로 된 자음들의 결합은 원본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암
하라어 음절자들은 미국지명위원회(BGN)/영국지명위원회(PCGN) 1967 표에서 인용한 것
이며, 모음 표시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른 로마자 표기 체계
BGN/PCGN 1967 체계는 모음 발음 부호를 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위의 체계와 매
우 유사하다.

다른 차이점들:
1. BGN/PCGN 체계의 경우, 16번째 행의 모음들이 첫 머리에 오는 경우에는 ā, u, ī, a, ē, i,

o로 표기해야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ʼā, ʼu, ʼī, ʼa, ʼē, ʼi, ʼo로 표기해야 한다.
2. BGN/PCGN 체계의 경우, 20번째 행의 철자들은 ʻā, ʻu, ʻī, ʻa, ʻē, ʻ 또는 ʻi, ʻo로 표기해야 한
다.
3. 유엔 체계의 gwe̱, hwe, kwe, kʼwe는 BGN/PCGN 체계에서 go, ho, ko, kʼo의 음절 변이형
으로 여겨진다.
4. BGN/PCGN 체계의 경우, 문서화를 목적으로 할 때 다음의 자음들은 발음 부호를 붙여 로마
자 표기한다.: ḥ(3행), š(5행), ḫ(13행), ẖ(18행), ʦʼ(3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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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Arabic)
유엔 권고체계는 1972년(결의 Ⅱ/8)에 승인되었으며, 이것은 아랍어 사용 국가의 대표들이
도출해내고 동의한 실질적인 수정안과 함께 1971년 베이루트(Beirut)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
랍어 전문가들에 의해 채택된 체계를 기초로 하였다. 이 표는 회의 보고서 2권에 수록되어
있다.2
유엔 결의에는 “이 체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아랍어 사용 국가의 지명의 로마자
표기를 위해” 권장한다고 특별히 언급되어 있다. 아랍어 사용 국가들이 이 체계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국제 지도의 지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유엔
의 체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3, 아랍에미리트연합,
예멘 등의 국내 지명에 대체로 의존하게 되는데, 이들과 같은 국가는 가끔 발음 기호도 없이
이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지명의 경우 국제 지도는 유엔 체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
작 그 지역에서는 프랑스식 로마자 표기를 선호하고 있다. 또 이집트와 수단에서는 유엔 체
계와 함께 그 나라만의 로마자 표기 방식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알제리, 지부티, 모리타
니, 모로코, 튀니지의 지명은 프랑스 철자법에 근거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표기된다.
제7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1998)의 결의 7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아랍권
국가들은 구조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1972년에 개정된 베이루트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어
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회의를 조직, 지속하며 유엔지명전문가그룹에 최단 시간 내
에 해결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2002)에서 유엔지명전문가그
룹의 아랍어 디비전은 유엔이 지정한 로마자 표기체계의 최종 수정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은 승인을 위해 아랍권 국가에 제출되었다.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는다. 아랍어 문서는 모음 부호와 발음 기호가 누락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랍어의 로마자 표기 통일화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특정 명칭의 철자
를 정확히 구분해 내고 정확한 모음 부호가 포함된 표준 아랍어 철자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또한 방언과 특이성으로 인한 편차를 감안해야만 한다. 이 로마자 표기는 대개의
경우 가역이 가능하지만, 제각각 홑자모들(single letters)이 더해져 아랍어 철자의 조합을 나
타내는 몇몇 모호한 자순(dh, kh, sh, th)이 있다.

2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pp.170.
3 예: 사우디 아라비아 국방부의 지명 전자(Geograhphic Names Transliteration in GDMS), Saudi Arabia).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베를린, 2002. 8. 27-9. 5, Document E/CONF. 94/IN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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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체계
다음 로마자 체계에서 1열은 독립 자음 철자, 2열은 어두형, 3열은 어중형, 4열은 어미형을
나타낸다. 5열은 이를 로마자로 표기한 것이다.

A

어두에서 로마자화 하지 않는다.

B

로마자화 하지 않음, 그러나 모음 체계 표의 알리프( )가 붙은 로마자 표기를 보시오.

C

마침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는 본래의 tāʼ( )를 로 쓴다. 다시 말해, 점 두 개 찍은 hāʼ( )는 tā

ʼ marbūțah로 잘 알려져 있다. 여성형 명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h로 로마자 표기 하지만,
여성형 명사의 경우 t로 표기한다.
모음, 이중모음과 발음 부호 ( 는 자음을 가리킴)

A

모음이 없음을 표시

B

자음이 반복된 것을 표시

주. 정관사 al이 “sun letter”(t, th, d, dh, r, z, s, sh,
, l, n)중의 하나로 시작하는
단어의 앞에 오는 경우, 정관사의 l은 단어의 첫 번째 자음에 의해 흡수된다.:
ash-Shāriq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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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아랍 대표단들에 의해 베를린(2002)4에서 열린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합의된 유엔
체계 변경안(2002)은 다음과 같다.:
1. 철자

는

대신에 dh로 표기한다.

2. 갈고리형 부호(cedilla)가 들어가는 모든 글자는 갈고리형 부호( )를 밑줄 장음 부호
(sub-macron, _)로 대체한다.
BGN/PCGN 1956 체계는 유엔 체계와 동일하다. 단지 관사가 어디에 위치하는 지가 다르다.
본래 로마자 표기 도표(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보고서 제2권에 실림)에 실린 예에는(그러
나 정확한 규칙은 아님) 정관사가 항상 소문자와 하이픈으로 이름을 연결하여 쓴다. 예)
. 그러나 BGN과 PCGN 체계에서는 관사와 이름 사이에 하이픈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의 정관사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예)
I.G.N. 체계 1973(개정된 베이루트 체계의 변이형 B(Variant B of the Amended Beirut
System)라고 부르기도 함.)과 개정된 베이루트 체계(Amended Beirut System)5의 로마자 표
기 대응은 다음과 같다.

A
B
C
D
E
F
G
H

현지 발음에 의거함.
어미에서 a, e, i, o뒤에 오는 경우에 ne로 쓰인다.
e와 i의 앞에 오는 경우에 gu로 쓴다.
모음 사이에 오는 경우 ss가 쓰인다.
몇몇 관용된 명칭에서는 ç가 쓰인다.
이중모음의 두 번째 음인 경우 ï가 쓰인다.
어두나 모음 사이인 경우에 y가 쓰인다.
aa는 레바논에서 쓰이는 특이한 것이다.

음역 ISO 233:1984는 모든 철자와 발음 부호가 독특하게 대응된다. 예를 들어 ISO 표기에서
는 아랍어의 장모음인 ā, ī, ū를 a’, iy, uw로 각각 적는다. 주요하게 대응되는 다른 것들은
다음과 같다.
4 “아랍대표단회의 회의록”,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베를린, 2002. 8. 27-9. 5 [Dr. Abdul Hadi Tazi (아랍
대표단장) 서명.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로마자 표기법 워킹그룹 의장에게 제출된 문건.]
5 Présentation de la variante B du système de translittération de l'arabe “Beyrouth amendé”. 제17차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 뉴욕, 1994. 6. 13-24, WP No.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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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왕립 지리학 센터(RJGC) 체계6는 기본적으로 개정된 베이루트 체계와 일치한다. 밑줄
장음 부호는 갈고리형 부호(cedilla) 대신 사용되었다.

이집트 조사단 체계(SES)의 로마자 표기는 유엔 체계와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괄호안의 변이형들은 발음과 관습에 의거한다. 모든 변이형들이 위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관사는 항상 el-로 쓴다. (

).

알제리에는 현재 공식적인 로마자 표기체계가 없다. 국립 왕실 지리 정보국(CNIG)의 지명
연구 상임 위원회(CPST)에서 체계 설립을 논의할 전망이다.7 레바논에서 사용되는 체계는
I.G.N. 1973 체계와 유사하다. 이것은 ISO 3166-2:1988에 언급되어 있다. (국가명과 구획에
대한 대표 규정. Part 2: 국가 구획 규정): 레바논의 아랍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법칙(레바
논 국방부 1963)
그러나 레바논은 모든 지명을 유엔 체계를 사용해 문서를 제출하였다.8 모리타니의 공식 지도
의 로마자 표기는 1969년부터 I.G.N. 체계를 간략화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9 모로코는 아랍
6 “요르단의 지명 표준화 활동”, 제18차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 제네바, 1996. 8. 12-23, WP.86.
7 Rapport de l'Algérie. Huitième Conférence des Nations Unies sur la normalisation des noms
géographiques“,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베를린, 2002. 8. 27-9. 5, E/CONF.94/INF.37.
8 Rapport sur la toponymie, la normalisation et la romanisation des noms géographiques au Liban. Huitième
Conférence des Nations Unies sur la normalisation des noms géographiques,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베를린, 2002. 8. 27-9. 5, E/CONF.94/INF.7.
9 “개별 비 로마자 표기체계의 단일 로마자 표기체계를 위한 워킹그룹 보고서: 1972. 6. 1~1977. 8. 16 기간의
홛동”.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Ⅱ, 기술 보고서, pp.4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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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표기를 위한 공식적인 로마자 표기체계가 1932년 6월 17일부터라고 되어있지만 곧 바뀔
예정이다.10 튀니지는 1983년 지형 지리 담당 부서에서 개정된 베이루트 체계에 약간의 수정
을 하여 공식 체계로 인정하였다. (예: 표에 g를 추가함.)

아삼어(Assamese)
유엔 권고체계는 1972년(Ⅱ/11)에 승인되었고, D.N. Sharma이 제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1977년(Ⅲ/12) 수정되었다. 도표와 수정 내용들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렸다11.
이 체계가 인도와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된 증거는 없다.
아삼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소음절문자

(alphasyllabic)를 사용한다. 자음 뒤의 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모음과 이중모음은 독립적인 글
자(음절 첫소리에 사용)와 약어,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된다. 로마자 표기의 표에는 모호함이
없지만 원본 표에는 합자(ligature)들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야한다. 이 체계는 대부분
의 경우 가역이 가능하지만 몇몇 모음(독립적인 철자 vs 약어 철자)과 자음(합자 vs 어순)의
로마자 표기에 모호함이 남아있다.

로마자 표기체계
Ⅰ. 독립 모음 철자들

Ⅱ. 축약된 모음 철자들(

A

는 자음을 뜻함.)

는 제외.

B

는 제외.

C

는 제외.

10 Rapport national sur la toponymie(Maroc).Huitième Conférence des Nations Unies sur la normalisation
des noms géographiques,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베를린, 2002. 8. 27-9. 5, E/CONF.94/INF. 76.
11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유엔, 뉴욕 1974, pp. 141-142;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Ⅱ, 기술 보고서, pp.3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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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른 기호들( 는 자음을 뜻함.)
A

모음 없이 발음함. 특별한 형태:

Ⅳ. 자음 철자들

A

점 찍은 변이형 철자들:

Ⅴ. 합자들
벵골어의 로마자 표기 부분을 보시오.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유엔 체계와 ISO 전자법 표준 ISO 15919:2001의 차이점은 힌디어의 로마자 표기 부분을 보시
오.

벵골어(Bengali)
유엔 권고체계는 1972년(Ⅱ/11)에 승인되었고, D.N. Sharma이 제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1977년(Ⅲ/12) 수정되었다. 도표와 수정 내용들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렸다12.
이 체계가 방글라데시나 인도 혹은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된 증거는 없다. 결의 Ⅳ
/17(1982)은 시스템의 향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특히 방글라데시와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
하고 있다.
벵골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소음절문자(alpha
syllabic)를 사용한다. 자음 뒤의 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모음과 이중모음은 독립적인 글자(음
절 첫소리에 사용)와 약어,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된다. 로마자 표기의 표에는 모호함이 없지
만 원본 표에는 합자(ligature)들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야한다. 이 체계는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표기 방법에 적용될 수 있지만 몇몇 모음(독립적인 철자와 약어 철자)과 자음
(합자와 어순)의 로마자 표기에 모호함이 남아있다.

12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유엔, 뉴욕, 1974, pp. 139- 140;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Ⅱ, 기술 보고서, pp. 393 등.

15

지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체계
이 로마자 체계에는 철자의 변이형과 합자표가 추가되어 있다.
Ⅰ. 독립된 모음 철자들

Ⅱ. 축약된 모음 철자들( 는 자음을 뜻함.)

A
B
C

는 제외.
는 제외.
는 제외.

Ⅲ. 다른 기호들( 는 자음을 뜻함.)
A

모음 없이 발음함. 특수한 형태:

Ⅳ. 자음 철자들

A

점 찍은 변이형 철자들:

Ⅴ. 합자들
자음의 우첨자

다른 합자들 (이 목록이 완벽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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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유엔 체계와 ISO 전자법 표준 ISO 15919:2001의 차이점은 힌디어의 로마자 표기 부분을 보시
오.

불가리아어(Bulgarian)
1972년

소피아에서

열린

지명기록과

철자법

위원회(Council

of

Orthography

and

Transcription of Geographical Names)가 만들어 낸 로마자 표기체계는 1977년 유엔에 의해
승인되었다.(결의 Ⅲ/10) 이 표는 결의 부록으로 출간되었다.13 1977년 결의는 1972년 유엔
회의에서 승인된(Ⅱ/5) 두 체계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국제 지도제작에 이 표기체계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다른 체계도 사용
하고 있다. 불가리아 의회는 정부관보를 통해 신분증 상의 성명 로마자 표기 병행에 관한 법
률 61조를 1999년 4월2일 공표한 것이 예이다. 2006년 행정과 행정 개혁부(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는 또 다른 불가리아어 성명의 로마자 표
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불가리아는 키릴 알파벳을 사용한다. 이 로마자 표기체계는 모호함이 없고 적용이 쉽
다. 이 체계는 역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철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로마자 j는 자음
13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Ⅰ, 회의 보고서,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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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사용된다면 b에 해당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키릴어 ǔ가 된다. 예외적으로 j가 a와 u 뒤에
사용된 경우 ja와 ju는 키릴어

과

로 각각 변환된다. 매우 드물게 ǔa와 ǔy순으로 사용된 경

우는 로마자 표기체계 적용에 애매함이 있다.

로마자 표기체계

주. 필기체의 경우 몇몇 글자들은 다른 형태일 수 있다: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불가리아 장관 위원회(Bulgarian Council of Ministers) 체계는 일 음운 일 문자 체계로서
1999년 3월, 여권의 이름을 전환하는 데 적용하였다. 이는 유엔 체계와는 다른 체계이다.
(키릴어 철자 뒤 괄호 안에 유엔 체계에 따른 표기를 함)

BGN/PCGN 1952 체계는 일 음운 일 문자 체계로서 유엔 체계와 다음의 철자들과 다른 표기
법을 제시한다. (키릴어 철자 뒤 괄호 안에 유엔 체계에 따른 표기를 함)

1945년 철자법 개정 이후 폐지된 키릴어의 로마자 표기 방식에 관한 기록도 있다.

중국어(Chinese)
1977년(Ⅲ/8) 유엔 회의에서 중국 음성문자(병음) 지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계획안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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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체계는 국제 지도와 중국에서 거의 예외 없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각각의 글자가 단어나 음절을 나타내는 표의문자를 사용한다. 이 철자와 발음
과의 관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국어 음절의 음성 표기가 이것이 쓰여 진 형태와의
전환이 모호하지 않을 수 없다.

로마자 표기체계
중국어 읽기는 신화자전(Xinhua Zidian)과 같은 권위 있는 현대 사전을 근거로 한다.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이전에는 개정된 웨이드-길식 표기(Modified Wade-Giles transcription, 1892년)가 중국어
음절을 나타내는 체계로 특히 영어권에서는 잘 알려져 있었다. 웨이드-길식(WG) 체계의 음
절을 아래 도표14와 같이 병음 음절로 변환할 수 있지만, 최근의 중국어 철자 요소들을 참고
하지 않고 웨이드-길식 표기를 병음화 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A

i(-ih로 끝나는 경우는 제외)와 ü 앞에 오는 경우

B

어두에 오는 경우

C

p, p’, m, f, w, y의 뒤에 오는 경우

D

t, t’, n, l, ch, ch’, j, ts, ts’, s의 뒤에 오는 경우

E

k, k’, h 와 첫 음절 뒤에 오는 경우

F

n, l 뒤에 오는 경우

병음 표기체계는 몽골, 티베트, 위구르의 소수민족 언어의 로마자 표기에도 적용된다.

14 Klaus Kaden, Die wichtigsten Transkriprionssysteme für die chinesische Sprache, VEB Verlag
Enzvklopädie, Leipzig 1975, S. 145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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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어(Greek)
유엔 권고체계는 1987년 (결의 Ⅳ/19)에 승인되었고, 이는 그리스 표준화 조직의 ELOT 743
번역 체계에 기초하였다. 도표는 결의의 부록으로 발행되었다.15
이 체계는 그리스와 키프로스에서 사용되고 있고 국제 지도제작에도 적용이 증가하
고 있다. 많은 로마자 표기체계들이 이전 그리스의 전사 형식을 적용하였고,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1987년 결의에서는 “체계가 충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과도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로마자 표기체계는 분명하고 사용하기 쉽다. 이 체계에는 상호보완적인 두개의 버전
이 있다. 전사법(transcription)과 전자법(transliteration)이 그것이다. 전자법은 불명확한 특
정 로마자 표기에 밑줄 장음 부호(sub-macron)를 더하는 것이 유일한 차이이다.

로마자 표기체계
아래 도표는 로마자 표기체계의 전사 버전이다. 전자와의 대응을 알고 싶다면 노트 1을 보시오.

A

자음과 모든 모음의 앞에 오는 경우.

B

자음의 앞과 단어의 끝에 오는 경우.

C

단어의 시작과 끝에 오는 경우.

D

단어의 중간에 오는 경우.

주.
1. 가역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글자와

글자의

조합에

밑줄

장음부호를

2. ELOT 743 표의 몇몇 예시들은 괄호안의

덧붙인다.
들은 각각

들과 전환 규정에 따라 서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합들을
포함한다.
3.

의 조합은 Ʋ앞에 모음에 강세가 있는 경우나 Ʋ에 분음 부호표(diaeresis sign)
가 붙는 경우 전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철자를 전환할 수 있다.

15 제5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몬트리올, 1987. 8. 18-31, Vol.Ⅰ. 회의 보고서,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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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스어에서

의 조합에 강세가 있는 경우, 로마자에서는 모음에 강세 표시를 한
.

다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BGN/PCGN 1962 체계는 일 음운 일 문자 로마자 표기체계로서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다. 다
음의 철자들 혹은 철자의 조합들은 유엔의 표기체계와 다르다(괄호 안의 그리스어는 유엔 체
계에 따른 로마자 표기임):

A

,

의 앞에 오는 경우

B

첫 머리에 오는 경우

C

중간에 오는 경우

D

ν와 ρ 사이에 오는 경우

E

두 체계 모두 εϊ는 eϊ와 같음

F

ντζ의 조합인 경우

ELOT 743을 기초로 한, 전자법 ISO 843:1997 체계는 하나의 그리스 철자가 단지 하나의
라틴어와 대응하는데 의거하는 타입 1(그리스 자를 로마자로 음역)의 표를 나타낸다. 다음의
자음들은 유엔 승인 체계와 약간 다르게 로마자 표기되었다:

두 글자 혹은 그 이상의 글자 조합은 각각의 독립된 철자들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전자법을
적용한다. 단, 유일한 제외 사항은 그리스의 이중 모음인 AY, αν, EY, εν, OY, ον의 경우 각
각 AU, au, EU, eu, OU, ou로 변환한다.
이 전자법 체계는 1987년 유엔 회의에서 승인된 것으로서, 전사 전환(reversible
transcription(type 2))의 기준이며, 정보 부록 B(informative Annex B)에 제시되었다.

구자라트어(Gujarati)
유엔 권고체계는 1972년(Ⅱ/11)에 승인되었고, D.N. Sharma이 제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1977년(Ⅲ/12) 수정되었다. 도표와 수정 내용들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렸다16.
16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유엔, 뉴욕, 1974, pp. 134-135;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Ⅱ, 기술 보고서, pp. 3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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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계가 인도 혹은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구자라트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소음절문자
(alpha syllabic)를 사용한다. 자음 뒤의 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모음과 이중모음은 독립적인
글자(첫 음절에 사용) 표기와 축약된 형태의 표기,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된다. 로마자 표기
도표에 모호함은 없지만 사용자들은 많은 합자들이 원본 도표에 제시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
어야 한다. 두 모음 철자들 (e/ě, o/ŏ)는 두 가지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 체계는 대부분의 경우 가역할 수 있지만, 몇몇 모음들(독립적인 철자와 축약된 철자)과
자음들(합자와 어순)에는 모호함이 있다.

로마자 표기체계
아래 로마자 체계에는 합자들이 추가되었다.
Ⅰ. 독립된 모음 철자들

Ⅱ. 축약된 모음 철자들(

A

는 제외

B

는 제외

는 자음을 뜻함.)

Ⅲ. 다른 기호들
(이 기호들은 원본 도표에는 빠뜨렸다.)
A

모음 없이 발음

Ⅳ. 자음 철자들

Ⅴ. 자음 합자들
자음의 우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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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합자들 (이 목록이 완벽하지는 않음)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유엔 체계와 ISO 전자법 표준 ISO 15919:2001의 차이점은 힌디어의 로마자표기 부분을 보시오.

히브리어(Hebrew)
유엔

권고체계는

1977년

승인되었다(결의

Ⅲ/13).

이는

히브리어

언어

아카데미(the

Academy of the Hebrew Language)가 제안하고 이스라엘 조사(the Survey of Israel)에서
사용하는 공인 체계(1957)를 근거로 하였다. 도표는 결의의 부록에 삽입되어 있다.17 1977
결의는 1972년 초기 결의(Ⅱ/9)의 완성판이다.
이 체계는 이스라엘과 대부분의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었다. 최근 이스라엘에는 공
인 체계를 수정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히브리어 아카데미(Hebrew Academy)에서 제안한 개
선안으로 결정하였다.18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히브리어에 관한 로마자 표기 수정안은 모든
텍스트에 표시된 것을 유지하였다. 다시 말해, 모든 모음에는 표시가 되어 있다. 이 표시들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일 때는 생략되지만, 특정 자음 철자(ketίν malé)을 동반한 모음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지명을 번역하는 데에도 점점 그 영역을 늘려가고 있다. 로마자 표기는
완전히 가역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서 t는 두 가지 다른 자음을 뜻하고 모음들
(예: o)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로 쓰인다.
17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Ⅰ, 회의 보고서, pp.29-30, 32-33.
18 N. Kadmon의 “로마자 체계에 대한 고민과 검토 사항-히브리어의 경우” 개요. 제7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뉴욕, 1998. 1. 13-22, 문건 E/CONF.91/L.11. 최근 정보는 2006년 10월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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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체계
로마자 표기 도표에 있는 아래의 다섯 가지 자음들은 콤마 뒤에 주요 철자를 덧붙여 보이는
특수한 최종 형식을 갖는다. 위첨자로 적힌 숫자는 뒷부분 주석(notes)에서 언급한다.

모음 철자들( 는 자음을 뜻함.)

주
1. 자음 철자에 점을 찍은 것(dagesh hazaq)은, 목록에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그 철자가 반복되었고,
각각의 철자가 반복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이중 글자(diagraph) sh는 제외함)
2. ’(alef) 부호는 두 개의 연이은 모음들이나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는 것이다. 단어의 어두에서
는 음역 시에 생략된다.
3. 이름의 앞머리에 올 때는 발생하지 않음.
이런 철자의 이름 시작점에 오거나 음절 첫머리에 오면 점을 찍는다.(

4.

에 악센트가 있으면 é로 음역한다.

5. 만약 지도에서

는 두 종류가 있다.

6.

)

는 음역 시에 생략이 된다. 그리고

는 단어나

음절의 첫머리에서 발생한다.
7. 어미에 오는 h( )는 소리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역 시에 생략한다.
8. ‘(‘ayin) 부호는 두 개의 연이은 모음이나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는 것이다.; 단어의 처음과
끝에도 표시한다.
9. 실제

와

을 사용할 때는 같은 기호로 음역한다.

유엔이 제안한 변경체계는 히브리어 언어 아카데미(the Academy of the Hebrew Language)
에 의해

,

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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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디어(Hindi)
유엔 권고체계는 1972년(Ⅱ/11)에 승인되었고, D.N. Sharma이 제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1977년(Ⅲ/12) 수정되었다. 도표와 수정 내용들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렸다19.
이 체계가 인도 혹은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1987년에 인도에
는 적절한 결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고, 헌터리안(Hunterian) 체계가 여전히 대축척지도에
사용되고 있었다.20
힌디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소음절문자
(alphasyllabic)를 사용한다. 자음 뒤의 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모음과 이중모음은 독립적인 글
자(음절 첫소리에 사용)와 약어,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된다. 로마자 표기의 표에는 모호함이
없지만 원본 표에는 합자(ligature)들이 생략되어 알고 있어야 한다(세 개만 주어졌다). 이
체계는 대부분의 경우 가역이 가능하지만 몇몇 모음(독립적인 철자과 약어 철자)과 자음(합
자와 어순)의 로마자 표기에 모호함이 남아있다.

로마자 표기체계
아래 로마자 체계에는 합자들이 추가되었다.
Ⅰ. 독립된 모음 철자들

Ⅱ. 축약된 모음 철자들(

A

는 자음을 뜻함.)

부호를 덧붙임:

B

는 제외.

Ⅲ. 다른 기호들
A

모음 없이 발음:

19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유엔, 뉴욕, 1974, pp.119-131;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Ⅱ, 기술 보고서, pp.393 등
20 제5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몬트리올, 1987. 8. 18-31, Vol.Ⅰ. 회의 보고서,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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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음 철자들

A

철자들의 점 찍힌 변이형:

Ⅴ. 합자들
우첨자:

다른 합자들 (이 목록이 완벽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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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모음

는 이름의 맨 뒤에 올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로마자 표기하기를 권고한다. 만약

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의 경우, 자음에는 반드시 밑줄 장음부호를 덧붙인다. 하지만 이런 경
(

우는 매우 드물다. 예)

가 아님),

2. 이중 글자 각각의 철자 혹은 삼중 음자의 두 파트가 구분된 독립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하이
픈으로 표시해 주어야 한다. 예) d-h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인도에서 헌터리안(Hunterian) 체계가 국가 공인 로마자 표기체계로 사용되고 있다.

A

단어 끝에 오는 경우.

B

예외인 경우. 예를 들어 i 앞에 오는 경우.

인도 언어의 음역 표준인 ISO 15919:2001는 인도 언어 철자에 대응해서 다른 음역을 제공
한다. 다음과 같다.:

A

불규칙 모음들 선택 사항: 만약 스크립트에 단모음 e, o가 없고 장모음 e, o가 있다면 이것

은 각각 e, o로 음역한다.
B

타밀어에서 사용

C

벵골어에서 사용

D

말라얄람어에서 사용

E

텔루구어에서 사용

F

오리아어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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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다어(Kannada)
유엔 권고체계는 1972년(Ⅱ/11)에 승인되었고, D.N. Sharma이 제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1977년(Ⅲ/12) 수정되었다. 도표와 수정 내용들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렸다21.
이 체계가 인도와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된 증거는 없다.
칸나다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소음절문자
(alpha syllabic)를 사용한다. 자음 뒤의 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모음과 이중모음은 독립적인
글자(음절 첫소리에 사용)와 약어,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된다. 로마자 표기의 표에는 모호함
이 없다. 이 체계는 대부분의 경우 가역이 가능하지만 몇몇 모음(독립적인 철자 vs 약어 철
자)과 자음(합자 vs 어순)의 로마자 표기에 모호함이 남아있다.

로마자 표기체계
Ⅰ. 독립된 모음 철자들

Ⅱ. 축약된 모음 철자들과 다른 기호들( 는 자음을 뜻함.)

A

몇몇 자음들은 발음 부호가 없다. 예)

B

발음 부호의 변이형: 예)

C

발음 부호의 변이형:

D

발음 부호의 변이형:

E

모음 없이 발음:

21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유엔, 뉴욕, 1974, pp.147-148;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Ⅱ, 기술 보고서, pp.3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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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음 철자들

Ⅳ. 하첨자 자음 철자들

A

하첨자 조합들:

B

하첨자 조합:

C

하첨자 조합들:

D

하첨자 조합:

r이 첫머리에 들어가는 단어는 두 번째 자음 뒤에

을 덧붙여 쓴다.:

rga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유엔 체계와 ISO 전자법 표준 ISO 15919:2001의 차이점은 힌디어의 로마자 표기 부분을 보시오.

크메르어(Khmer)
유엔 권고체계는 1972년 승인되었다(결의 Ⅱ/10). 이것은 BGN/PCGN(1972)를 이용한 체계
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크메르 지리 서비스(Service Géographique Khmére, SGK) 1959 체
계의 개정안이다. 도표와 쓰임에 대한 내용들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려 있다.22
이 체계는 많은 국제적인 지도 제작에 사용되었다. 1994-1995년 캄보디아의 지명
사전(the Gazetteer of Cambodia)은 이 체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1995년
캄보디아

도시계획관리

지리부(Geography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Land

Management and Urban Planing of Cambodia)에서는 이후 1996년 캄보디아 지명 사전 개정
판에 사용되었던 새로운 로마자 체계를 개발 중에 있다. 아무 문장 부호도 포함하지 않는 이
22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유엔, 뉴욕, 1974, p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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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체계는 1997년에 더 수정되었다.
크메르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소음절문자
(alpha syllabic)를 사용한다. 자음 뒤의 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모음과 이중모음은 독립적인
글자(음절 첫소리에 사용)와 약어,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된다. 이 로마자 표기체계는 여러
개의 추가 규정을 더하여 완성되었다. 크메르를 쓸 때 단어를 분절하는 것은 대개 표시되지
않고, 크메르어 문장 부호는 자주 생략된다. 이 로마자 표기체계는 일반적으로 본래의 스크립
트 형태와 가역이 안 된다.

로마자 표기체계
Ⅰ. 자음 철자들

A

만일 하첨자와 함께 쓰인다면, 철자의 아래에 있는 요소는 생략된다.:

B

만일 하첨자와 함께 쓰인다면, 로마자 표기는 p가 된다.(주 4를 보시오.)

C

주 5를 보시오.

Ⅱ. 하첨자 자음 철자들 (주 3을 보시오.)
철자의 숫자들은 Ⅰ번 표와 일치한다.

A

와 같은 기본 철자를 사용하는 경우( ), 모든 경우에 아래에 쓰이는 요소는 하첨자로서 사

용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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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독립된 모음 철자들

A

주 10을 보시오.

B

변이형:

Ⅳ. 모음핵(Vocalic nuclei) ( 는 자음을 뜻함.)
로마자 표기에서 줄표(dash)로 나누어진 것은 첫 번째는 â- 시리즈이고, 두 번째는 ô-시리
즈를 나타낸다.

A

철자와 함께 있는 경우, 합자

가 사용된다. (주 4를 보시오.)

Ⅴ. 단음절과 아누스바라(anusvara, 모음을 비음화 함) 혹은 비사르가(visarga, 모음 뒤에 소
리 없는 숨을 내쉼)가 붙은 모음핵
로마자 표기의 변이형들에 줄표(dash)로 분리를 하였는데, 줄표 앞의 것은 â-시리즈이고, 줄
표 뒤의 것은 ô-시리즈이다.

A

만약 k, ng, h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eă, 다른 경우에는 oă.(주 6을 보시오)

주
1. 크메르어 자음은 표에 나온 바와 같이 â- 시리즈와 ô- 시리즈 두 가지가 있다. 모음핵이 딸
린

자음들은

축약된

모음

표에서

보여지듯

로마자

표기를

크메르어에서 음절 말 자음들 중에 모음 표시 혹은
일반적으로 모음 철자 없이 다음과 같이 로마자 표기를 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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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메르어의 발음 부호

혹은

가 â- 시리즈 자음 위에 표시된 경우( 와

보시오.), 이것은 ô- 시리즈로 바뀐다:

경우, 여기에

혹은

가 ô- 시리즈 자음 위에 표시된

. 발음 부호

경우, 이것은 â- 시리즈로 바뀐다:

는 제외.:주 4를

. 만약 이 부호들이 철자 위에 다른 기호와 겹치는

을 대신 쓴다:

.(이 부호들은 크메르어를 쓸 때에는 자주 생

략된다. 특히 인도어에서 온 단어들은 더욱 그렇다.)
3. 크메르어 철자군(graphic cluster)의 두 번째 자음은 일반적으로 바탕자음(base consonant)
에 특별한 형태의 받침(foot)을 붙인다:
과

는 대개

과

보다는 각각

시리즈를

결정한다.

전자의

,

혹은

,

,

.

인 경우가 아니면 받침이 뒤따라오는 모음핵
경우에는

. 음절 끝소리
혹은

에는 받침이 붙지 않는다. 받침

으로 대체된다.:

)이나

비음(
의

과

. 철자

바탕
와

자음이

모음

시리즈를

결정한다.:

에는 가끔 ‘받침’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임의적인 것이며, 이러한 크메르어의 불규

칙 철자법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4.

과 의 조합은
준다.

이다. 는 철자 장치(graphic device)로서,

부호가 붙은

와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

는 ô-시리즈에서 b로 쓰이기보단 â-시리즈에서 p로 표기된다.:

와

. 발음 부호 와 는 철자 위에 다른 문장 부호와 겹쳐질 때 대체되어 쓰이는
부호이다:

. 받침이 붙은

와

는 â-시리즈에서 p로 표기되지만, 크메르어 발음 부호는

대부분 생략 된다:
5. â-시리즈

자음

은

아포스트로피(apostrophe)

(’)의

의미로

로마자

표기한다.:

모음 앞 단어 첫머리에 위치할 때는 ’가 생
략되기도 한다:
6. 크메르어 발음 부호
는

은 두 조합에서만 나타난다.: (예>

의 조합에서만 나타난다. â-시리즈에서

과

)와

은 모두 ă로 로마자 표기 된다.:

는 모두 chăk로 표기된다. ô-시리즈에서 k, ng 혹은 h가 이어지는 경우
eă로

7.

로마자

표기

된다.;

다른

경우에는

조합은 자음 앞에서 r로 로마자 표기 된다.:
기는 모음핵을 축약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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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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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호

가 음절 첫소리에 위치할 경우 로마자 표기에서 무시된다.:

음절 끝

소리에 위치한 경우, 자음이 모음화 된 것을 의미하다. 즉 â-시리즈의 â가 이어지는 경우,

ô-시리즈의 ô가 이어지는 경우:
9. 발음 부호

(철자와 모음화 되지 않은 모음 표시 위에 혹은 둘 중 하나의 위에 나타남)는 로

마자 표기에서 무시된다.
10. 독립자

는 ŏ나 ŭ로 로마자 표기한다. 의심이 나는 곳은 반드시 참조 사항을 참고한다.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캄보디아 도시계획관리부(the Ministry of Land Management and Urban Planning of
Cambodia,

1995년,

1997년

수정안)에서

만든

지리부의

provisional romanization system by the Geography

임시

로마자

Department)23는

표기체계(the

자음의 경우 앞서 언

급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고, 모음은 약간 다르다. 규정에 따라 유엔 체계에서 사용
된 발음 부호들은 생략하였으나, 대응되는 것들은 다르다. (숫자는 유엔 체계의 도표와 철자
의 것을 따랐다. 몇몇 제시된 로마자 표기들은 유엔 체계와 명확하게 대응하지는 않는다.)

로마자 표기에 변이형이 줄표(dash)로 나뉘어 있는 경우, 줄표 앞에 있는 것은 â-시리즈로
쓰임을 나타내고, 줄표 뒤의 것은 ô-시리즈로 쓰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불확실한 로마자 표
기의 경우 물음표로 표시한다.

23 “캄보디아 왕국의 지명”, 캄보디아에 의해 제출됨.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베를린, 2002. 8. 27-9. 5, 문건
E/CONF.94/INF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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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수정안 전에 만들어진 체계에서는 모음 a/ă와의 조합에서

와

(유엔 체계, 표 Ⅳ,

1번째 행, 표 Ⅴ, 2번째와 3번째 행을 보시오.)는 aa로 로마자 표기하고, 모음 é와의 조합(표
Ⅳ, 12번째 행)에서

는 ee로 표기한다.

마케도니아 키릴어(Marcedonian Cyrillic)
UN 권고체계는 1977년 승인되었다.(결의 Ⅲ/11) 이는 오랫동안 유고슬라비아에서 공식적으
로

지명사전과

지도들에

이용되었던

세르보크로아티아어와

마케도니아

키릴문자(Serbo-

Croatian and Macedonian Cyrillic alphabets)의 로마자 표기법을 근거로 하였다. 도표는 결의
의 부록에 삽입되어있다.24
이 체계는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25과 국제 지도제작물에 사용되었다.
키릴 문자가 사용되었다. 로마자 체계 도표는 모호하지 않고 자동으로 적용이 가능하
다. 이 체계는 ŕ과 ḱ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역이 가능하다. 이 둘은 e와 и 앞에서 각각 g와 k
로 표기된다. 그러나 r과 k도 경우에 따라 e와 и 앞에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Makedonija라는 이름을 키릴문자로는 Maḱeдoниja가 아닌 Makeдoниja로 쓴다.

로마자 표기체계

A

두 번째 변이형은 e와 и 앞에서 쓰인다.

주. 몇몇 철자들의 필기체는 다른 형태이기도 하다.:

24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Ⅰ. 회의 보고서, pp.29, 31.
25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보고서”, 제7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뉴욕, 1998. 1. 13-22, 문서
E/CONF.91/CR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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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얄람어(Malayalam)
UN 권고체계는 1972년(Ⅱ/11)에 승인되었고, D.N. Sharma이 제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1977년(Ⅲ/12) 수정되었다. 도표와 수정 내용들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렸다26.
이 체계가 인도 혹은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말라얄람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소음절문자
(alpha syllabic)를 사용한다. 자음 뒤의 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모음과 이중모음은 독립적인
글자(음절 첫소리에 사용) 표기와 축약된 형태의 표기,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된다. 이 로마
자 표기 도표에 모호함은 없지만 시대에 뒤떨어졌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 새로운 철자법이
소개되었고, 많은 철자들의 조합과 합자 사용이 간략화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로마자 표기 도표의 사용자들은 많은 합자들이 원본 도표에 제시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두 모음 철자들 (e/ě, o/ŏ)는 두 가지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 체계는 대부분의 경우 가역할 수 있지만, 몇몇 모음들(독립적인 철자와 축약된 철자)과
자음들(합자와 어순), 그리고 특히 구 철자법의 경우에 모호함이 있다.

로마자 표기체계
아래의 로마자 표기체계는 새로운 철자법에 근거한다. 이전 스펠링에는 주석을 달았다. 합자
표가 추가되었다.
Ⅰ. 독립된 모음 철자들

Ⅱ. 축약된 모음 철자들( 는 자음을 뜻함.)

A

전통적인 철자 형태:

등등. 예전 스펠링에서 제외되는 것들:

B

전통적인 철자 형태:

등등. 예전 스펠링에서 제외되는 것들:

C

자음과 함께 전통적으로 쓰임:

D

예전 스펠링:

,

26 「제2회 유엔지명표준화회의(Seco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ion of Geographical Names)」. 런던,
10-31 May 1972. Vol.Ⅱ. 기술 보고서(Technical Papers). United Nations. 뉴욕 1974, pp. 149-150; 「제3회 UN지명표
준화회의(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ion of Geographical Names)」.아테네, 17 August- 7
September 1977. Vol.Ⅱ. 기술 보고서(Technical Papers), pp. 3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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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른 기호들
A

내재 단모음(the inherent short vowel) [a]의 부재를 가리킨다. 예)

기호와 함께 쓰

이는 자음의 특별한 형태:
Ⅳ. 자음 철자들

A

특수한 합자:

Ⅴ. 합자들
자음의 우첨자,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다른 합자들(이 목록이 완벽하지는 않음)

많은 합자들은, 특히 별표(*)가 붙은 것들은 새로운 철자법이 소개된 이후로 구식으로 여겨져서,
두 자음 철자들의 조합으로 대체되었다. 발음 부호
이지만, 현대 방식은

가 붙은 첫 번째를 예로 들면, 전통 방식은

이다. 그러나 합자의 사용은 다른 유래에 따라 매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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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유엔 체계와 ISO 전자법 표준 ISO 15919:2001의 차이점은 힌디어의 로마자 표기 부분을 보시오.
케랄라 주는 지명을 만들 때 규칙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다음의 대응들
은 유명하다.

마라티어(Marathi)
UN 권고체계는 1972년(Ⅱ/11)에 승인되었고, D.N. Sharma이 제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1977년(Ⅲ/12) 수정되었다. 도표와 수정 내용들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렸다27.
이 체계가 인도 혹은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마라티어는 음소음절문자(alphasyllabic) Devanāgarī를 사용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힌디어 부분을 보시오.

로마자 표기체계
로마자 표기체계는 보고서의 힌디어 부분에 제시되었다. 도표에서 주요하게 제외되는 사항들
은 다음과 같다.
1. 추가된 철자들 (힌디어에는 없음)

2. 다른 형태의 몇몇 철자들과 합자들

27 「제2회 유엔지명표준화회의(Seco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ion of Geographical
Names)」. 런던, 10-31 May 1972. Vol.Ⅱ. 기술 보고서(Technical Papers). United Nations. 뉴욕
1974, pp. 133; 「제3회 유엔지명표준화회의(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ion
of Geographical Names)」.아테네, 17 August- 7 September 1977. Vol.Ⅱ. 기술 보고서(Technical
Papers), pp. 3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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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자들은 r을 첫 요소(component)로 갖는 형태를 갖기도 한다.:
4. 일반적으로 합자는 h로 끝난다.:
5. 다음 독립 철자들은 가끔 쓰인다:

몽골어(중국) (Mongolian(in China))
1997년 UN 결의 Ⅲ/8에는 중국 음성 자모(병음) 방안을 중국의 공식적인 로마자 방안으로
인정하였고 중국 지명의 국제적인 로마자 표기에 이를 권장하였다. 중국 몽골의 지명은 몽골
어를 사용하여 직접 음역한다. 이 방안은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China, 198228에 실려 있다.
이 체계는 중국과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었다.
몽골어는 세로 쓰기(verical script)를 한다. 몽골 이름의 음역은 몽골어와 차하르 토착
어의 표기 형태를 근거로 한 그들의 발음과 대표적인 발음으로 정란(Zhenglan)의 발음을 함께
하여 만들어진다. 철자의 복잡함 때문에 이 로마자 표기 방안은 가역이 불가능하다.

로마자 표기체계

주
1. 몽골어는 장모음과 단모음을 보통 구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명을 발음해 놓은 기록에는 장
모음은 반복해서 표시하였다.
2. 로마자 표기가 두 개가 주어진 것은, 두 번째(괄호 안) 것이 지명 발음 기록을 쓴 것이다. 하
지만 첫 번째 형태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3. 표에는 단어 첫 글자 변이형들만 보여 진다. 단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철자의 많은 변
이형들은 몇몇 합자들처럼 쓰인다. 이러한 형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다.
28 제4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제노바, 1982. 8. 24-9. 14, Vol.Ⅱ. 기술 보고서, pp.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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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어(Nepali)
UN 권고체계는 1972년(Ⅱ/11)에 승인되었고, D.N. Sharma이 제시한 보고서에 근거하였다.
체계에 대한 내용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려 있다.29
이 체계가 네팔 혹은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결의 Ⅳ/17(1982)
은 표기체계의 향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특히 네팔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네팔어는 음소음절문자(alphasyllabic) Devanāgarī를 사용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
고서의 힌디어 부분을 보시오.

로마자 표기체계
로마자 표기체계는 보고서의 힌디어 부분에 제시되었다. 다음 제외 사항들은 반드시 숙지하
여야 한다.
1. 보통 철자 ṙ과 ṙh는 표시를 하지 않고, 대신 점이 없는

로 이 소리들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2. 합자들은 r을 첫 요소(component)로 갖는 형태를 갖기도 한다.: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BGN/PCGN 1964 체계는 네팔의 로마자 표기와는 다른 로마자 표기를 한다.

A

두 번째 변이형은 어중형(word-medial)에 위치할 때 쓰인다.

오리아어(Oriya)
UN 권고체계는 1972년(Ⅱ/11)에 승인되었고, D.N. Sharma이 제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1977년(Ⅲ/12) 수정되었다. 도표와 수정 내용들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렸다30.
이 체계가 인도 혹은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29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유엔, 뉴욕, 1974, p.133
30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유엔, 뉴욕, 1974, pp.143-144;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Ⅱ, 기술 보고서, pp.3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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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아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소음절문자
(alpha syllabic)를 사용한다. 자음 뒤의 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모음과 이중모음은 독립적인
글자(첫 음절에 사용) 표기와 축약된 형태의 표기,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된다. 로마자 표기
도표에 모호함은 없지만 사용자들은 많은 합자들이 원본 도표에 제시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
어야 한다. 두 모음 철자들 (e/ě, o/ŏ)는 두 가지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 체계는 대부분의 경우 가역할 수 있지만, 몇몇 모음들(독립적인 철자와 축약된 철자)과
자음들(합자와 어순)에는 모호함이 있다.

로마자 표기체계
로마자 표기체계에서 아래의 하첨자와 우첨자 자음 철자표와 합자 목록은 추가된 것이다.
Ⅰ. 독립된 모음 철자들

A

철자 7과 8 사이에 있는 철자들은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B

특수한 형태:

(원본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음)

Ⅱ. 축약된 모음 철자들( 는 자음을 뜻함.)

A

변이형:

Ⅲ. 다른 기호들

A

모음 없이 발음:

Ⅳ. 자음 철자들

A

점 찍힌 변이형 철자들:

B

특수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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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하첨자와 우첨자 자음 철자들
철자 숫자는 표 Ⅳ와 대응한다.

Ⅵ. 합자들(목록이 완벽하지 않음)

r을 첫 요소로 갖는 조합은

로 쓰인다. 예)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유엔 체계와 ISO 전자법 표준 ISO 15919:2001의 차이점은 힌디어의 로마자표기 부분을 보시오.

페르시아어(Persian)
UN 권고체계는 1967년(Ⅰ/13)에 승인되었다. 이것은 이란의 공식 체계를 적용하여 근거로
삼았고

이것의

영어버전은

Transliteration

of

Farsi

Geographic

Names

to

Latin

Alphabet(1966년 9월)으로 출판되었다. 로마자 표기체계 도표도 Toponymic Guidelines fo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n 2000의 부록으로 출판되었다.31
이 체계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었다.
페르시아어는 페르시아식 아랍 문자(Perso-Arabic script)를 사용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문서에서 페르시아어의 일관된 로마자 표기가 힘든 대개의 경우 페르시아 문
자의 모음 점들과 발음 부호들을 생략한다. 로마자 표기는 일반적으로 가역이 가능하지만 몇
31『지도와 다른 편집자들을 위한 지명 지침서』-개정판 1998. 이란(Islamic Republic of Iran)에 의해 제출됨.
제20차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 뉴욕, 2000. 1. 17-28, WP. No.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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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의 모호한 문자(kh, sh, th, zh)들이 있다. 이 문자들은 각각 한 글자씩을 더하여 두 페르시
아 철자들의 로마자 변환값을 표현한다.

로마자 표기체계
아래 로마자 표기 도표에 있는 기본형 철자의 어두형, 어중형, 어말형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
의 아랍어 부분을 참조하시오.

A

로마자화 되진 않았지만 알레프(alef, )가 붙은 로마자 표기를 모음표에서 볼 수 있다.

모음 철자들과 발음 부호들( 는 자음을 뜻함.)

A

어두인 경우

B

로마자 표기 되지 않음; 모음이 없다는 표시

C

자음 철자가 반복됨

D

자음 뒤인 경우(-ah도 포함)

E

모음 뒤인 경우(주 2도 보시오)

주
1. 페르시아어에서 아랍어계 형용사 어미인

은 -īyeh로 로마자 표기한다. 정관사를 로마자 표기

할 때에도 똑같은 자음 동화 법칙을 아랍어와 같이 적용한다. 예)
2. 연결 접미사(relational suffix) (eẕāfeh) -e는 페르시아어 필기에서 자음 뒤에 잘 나오지 않
는다. 어말

혹은

의 뒤에서는

와 같이 쓰인다. 예)

어말

과

의 뒤에서

는 철자 위에 hamzeh를 써서 표시 한다:
3. 페르시아 모음의 두 체계를 구분하기 위해 사선(slash)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체계는 페르
시아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랍 전통법이다. 보통 스펠링에서는 모음 표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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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표준 ISO 233-3:199에 있는 페르시아의 간략화된 전자법은 유엔 체계와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주. ISO 표준은 몇몇의 음성학적 오류를 포함한다. 이 오류들은 수정되어서 표 위에 별표로
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유사점들이 아닌 것이 확실하게 고려되지는 않았다.

펀자브어(Punjabi)
유엔 권고체계는 1972년(Ⅱ/11)에 승인되었고, D.N. Sharma이 제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1977년(Ⅲ/12) 수정되었다. 도표와 수정 내용들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렸다32.
이 체계가 인도 혹은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펀자브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소음절문자
(alpha syllabic)(Gurmukhi)를 사용한다. 자음 뒤의 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모음과 이중모음은
독립적인 글자(첫 음절에 사용) 표기와 축약된 형태의 표기,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된다. 로
마자 표기 도표에 모호함은 없다. 이 체계는 대부분 가역이 가능하지만 몇몇 모음들(독립적
인 철자와 축약된 철자)과 자음들(하첨 자음의 조합과 어순)에는 모호함이 있다.

로마자 표기체계

A

이 철자들은 축약된 모음 철자들과의 조합이다.:
예외적인 변이형:

B

점 찍힌 변이형 철자들:

32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유엔, 뉴욕, 1974, pp.136-138;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Ⅱ, 기술 보고서, pp.3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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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된 모음 철자들과 다른 기호들( 는 자음을 뜻함.)

A

B
C

만일 단모음(a, i, u)와 ū에 선행된다면, 독립 모음 철자

를 포함하여 쓰임.

예)
모든 다른 경우에 쓰임. 예)
이어지는 자음이 반복됨을 표시:

하첨 자음 철자
주. 딸림 모음(inherent vowel) (-a)가 없는 것은 하첨자가 붙은 조합과 (adhaka)에 의해 중
복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스펠링에 표시를 하지 않는다.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유엔 체계와 ISO 전자법 표준 ISO 15919:2001의 차이점은 힌디어의 로마자 표기 부분을 보시오.

러시아어(Russian)
유엔 권고체계는 1987년(Ⅴ/8)로 승인되었으며, 이는 전 소비에트 연방의 측지학과 지도 제
작의 주요 행정부의 공식 체계를 근거하였고, 이는 GOST 1983 체계(GOST 16876-71)로도
유명하다. 도표는 결의에 부록으로 발행되었다.33
이 체계는 러시아 연방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 지도제작을 하는데 점점 사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어는 키릴문자 알파벳을 사용한다. 로마자 체계에 모호함이 없고 자동으로 적
용 가능하다. 이 체계는 가역이 가능하지만, 아주 가끔 모호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다케
스탄공화국의 지명 중 Karanajaul은 키릴 문자로

이지,

로마자 표기체계

33 제5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몬트리올, 1987. 8. 18-31, Vol.Ⅰ. 회의 보고서,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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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몇몇 글자의 필기체는 다른 형태를 갖기도 한다.: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BGN/PCGN 1947 체계는 일 음운 일 문자체계로서 다음의 로마자 표기들은 유엔의 체계와
다른 표기를 제시한다(괄호 안의 키릴문자 로마자 표기는 유엔 체계를 따랐다).

A

처음에, 모음자 뒤와 й, ъ, ь의 뒤인 경우

키릴문자의 음역은 ISO 9:1955의 로마자 표기를 단일체계이며, 이는 유엔의 체계와 다르다.

세르비아어(Serbian)
유엔 권고체계는 1977년(Ⅲ/11)에 승인되었고,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유고슬라비아의 공식 지
명사전과 지도들에 공식 표기로 사용되었던 세르보 크로아티아어(Serbo-Croatian) 키릴문자
의 로마자 대응표에 근거하였다. 도표는 결의에 부록으로 발행되었다.34 언어 관련 용어는(세
르보 크로아티아어를 대신한 ‘세르비아어’)의 수정은 2002년(결의 Ⅷ/14)에 이루어졌다.
이 체계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리고 국제 지도제작에 사
용되고 있다.
세르비아어는 키릴 문자 알파벳을 사용한다. 로마자 표기 도표에는 모호함이 없고,
자동으로 적용 가능하다. 이 체계는 가역이 가능하다.

34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Ⅰ. 회의 보고서, pp.2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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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체계

타밀어(Tamil)
유엔 권고체계는 1972년(Ⅱ/11)에 승인되었고, D.N. Sharma이 제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1977년(Ⅲ/12) 수정되었다. 도표와 수정 내용들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렸다35.
이 체계가 인도, 스리랑카 혹은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된 증거는 없다.
타밀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소음절문자
(alphasyllabic)를 사용한다. 자음 뒤의 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모음과 이중모음은 독립적인 글
자(음절 첫소리에 사용)와 약어,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된다. 로마자 표기의 표에는 모호함이
없으며, 이 체계는 전체 다 가역이 가능하다.

로마자 표기체계
Ⅰ. 독립된 모음 철자들

Ⅱ. 축약된 모음 철자들과 다른 기호들( 는 자음을 뜻함.)

A
B
C

고대문(older literature)과 고전 문학에서 예외인 것들:
변이형:
변이형:

35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유엔, 뉴욕, 1974, pp.153-154;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Ⅱ, 기술 보고서, pp.3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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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변이형:

E

변이형:

F

고대문과 고전문학에서 예외인 것들:

G

원본표에서 누락

H

모음 없이 발음:

등등
등등

Ⅲ. 자음 철자들

A

철자들은 그란타 문자(Grantha script)에서 차용하였다.

B

특수한 음절 문자: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유엔 체계와 ISO 전자법 표준 ISO 15919:2001의 차이점은 힌디어의 로마자표기 부분을 보시오.

텔루구어(Telugu)
유엔 권고체계는 1972년(Ⅱ/11)에 승인되었고, D.N. Sharma이 제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1977년(Ⅲ/12) 수정되었다. 도표와 수정 내용들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렸다36.
이 체계가 인도 혹은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텔루구어는 글자 하나가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소음절문자
(alpha syllabic)를 사용한다. 자음 뒤의 모음을 표시하기 위한 모음과 이중모음은 독립적인 글
자(첫 음절에 사용) 표기와 축약된 형태의 표기, 두 가지 방법으로 표기된다. 로마자 표기 도표
에 모호함은 없다. 이 체계는 대부분의 경우 가역할 수 있지만, 몇몇 모음들(독립적인 철자와
축약된 철자)과 자음들(합자와 어순)에는 모호함이 있다.

로마자 표기체계
아래 도표의 로마자 표기체계의 하첨 자음 철자들은 추가된 것이다.

36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유엔, 뉴욕, 1974, pp.145-146;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Ⅱ, 기술 보고서, pp. 39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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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독립된 모음 철자들

Ⅱ. 축약된 모음 철자들과 다른 기호들( 는 자음을 뜻함.)

A

변이형:

B

변이형:
등등
변이형:
변이형:
표시된 역사적 비모음은 오늘날 소멸함.

C
D
E
F

등등

음절말 표시 기호(즉, 모임이 없는 자음):

주. 기술적인 이유로, 철자 위에 표시하는 모음 발음 부호들은 오른편으로 옮겨 놨다. 발음
부호 위치의 예를 들기 위해, 아래 자음 k를 보인다.

Ⅲ. 자음 철자들

A

변이형:

Ⅳ. 하첨 자음 철자들

대부분의 다른 하첨 자음 철자들은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 철자가 수정되었다.
예: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유엔 체계와 ISO 전자법 표준 ISO 15919:2001의 차이점은 힌디어의 로마자표기 부분을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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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Thai)
유엔 권고체계는 1967년(결의 Ⅰ/14)에 처음으로 승인되었으며, 태국 왕립 학술원(Royal
Institute of Thailand)의 수정 체계에 근거하였다. 도표와 응용에 관한 참고 사항은 회의 보
고서 2권에 실려 있다.37 체계의 개혁안은 태국 정부에 의해 2000년에 공인되었다. 이것은
태국이 제출한 문건을 바탕으로, 2002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승인되었다.38
태국은 음소음절문자를 사용한다. 태국어 단어는 대개의 경우 로마자 표기가 복잡하
지 않다. 로마자 표기체계는 이것의 본래 문자 형태와 가역이 불가능하다.

로마자 표기체계
태국어 로마자는 이것들이 음절 첫소리 혹은 음절 끝소리냐에 따라 로마자 표기가 구분된다.
음절 끝소리의 로마자 표기는 괄호 안에 기입하였다.

A
B

의 조합은, 발음이 되는 경우 s로 표기한다.
주 5를 보시오.

모음핵과 특수 철자들( 는 자음을 뜻함.)

37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제네바, 1967. 9. 4-22, Vol.Ⅱ. 회의록과 기술 보고서. pp.122-123.
38 “전사 방식에 의한 태국어 철자의 로마자 표기 원칙”,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베를린, 2002. 8. 27-9. 5,
문서 E/CONF.94/INF.41.

49

지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

A

로마자 표기한 ri와 roe 역시 발음에 의거한다.

주39
1. 다음절 단어(multi-syllable word)에서 선행 음절(preceding syllable)의 마지막 글자와 후
행 음절(succeeding syllable)의 첫 번째 글자를 읽을 때 모호함이 있다. 그러므로 다음 규
칙에 따라 음절을 하이픈(hypen)으로 구분한다.
a. 하이픈은 선행 음절의 마지막 글자가 모음이고 후행 음절의 첫 번째 글자가
일 때 삽입된다. 예)
b. 하이픈은 선행 음절의 마지막 글자가

이고 선행 음절의 첫 번째 글자가 모음

일 때 삽입된다. 예)
c. 하이픈은 후행 음절의 첫 번째 글자가 모음인 경우 삽입된다.
예)
2. maiyamok( )이 붙은 단어는 독음법에 의해 두 번씩 쓴다.
예)

39 주 1-5는 “전사 방식에 의한 태국어 철자의 로마자 표기 원칙”,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베를린, 2002. 8.
27-9. 5, 문서 E/CONF.94/INF.41.에서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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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iyanoi( )가 붙은 단어들은, 잘 알려진 단어나 단어들의 줄임말, 독음법에 의해 전체를 다
써준다. 예)
4. 음성학적으로 성문 폐쇄음[ʔ]으로 발음되는, 모음을 수반한(vowel-bearer) 첫 글자

는 무

시된다.
5. 태국어를 로마자 표기하는 경우 유념해야 할 것은 사용자들의 음역 표기법이다. 그러므로
성조 표시(

)와 묵음 기호( )를 포함한 발음 부호와 모음 축약 부호( )들을 완전히 무

시해 버린다. 태국 단어들을 정확히 전사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읽고 발음하는지 반
드시 알아야 한다. 발음되지 않는 철자나 철자들을 수반한 단어들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 는 묵음),
는

묵음),

( 는 묵음),
(

는

묵음)이

있다.

(
그리고

( 는 묵음, [tha]는 삽입),

는 묵음),

태국어에서는

몇몇

(
단어들이

([ta]는 삽입))처럼 발음을 할 때 임

의대로 모음 [a]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6. 초기 1967년 버전의 태국 공식 로마자 표기체계에 따르면 지명을 로마자 표기할 때, 이전
에는 모음 u와 ue의 구분(u를 두 경우에 다 사용하였다. 이것은 모음핵과 특수 철자들 표
의 철자 9, 10, 11, 30, 31, 46, 54, 55, 56, 57에 적용되었다.)이 없었고, 몇몇 이중모음
들은 다르게 로마자화 되었다.(도표에 있는 철자 48의 iu/지금의 io/, 철자 53의 ieo/지금
의 iao/)가 언급되었다.)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표준 ISO 11940:199840에 따른 태국어 음역은 각 태국 글자들을 로마자와 특이하게 대응하
였다(단일 글자 혹은 음성 기호가 있는 글자의 조합). 태국 글자들은 쓰여 진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음역된다. 자음에 발음 부호가 붙는 경우, 시작하는 경우 위에 부호를 붙이고, 끝날
때에는 아래에 부호를 붙여 음역한다. 음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등등

40 이것은 1992년에 작성된 다음 문서의 수정안이다: “태국어의 로마자 전자법”,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Vol.Ⅱ, 기술 보고서. 유엔, 뉴욕, 1992. 8. 25-9. 3, pp.369-379. 몇몇 자음들은 ISO 기준에 대응하여
수정된 것들이다.

51

지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

티베트어(Tibetan)
1977년에 유엔 결의 Ⅲ/8에는 중국 음성 문자(병음)안을 중국의 공식 로마자 방안으로 인정
하였고, 중국 지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데 있어서 국제 표기체계로 권장하였다. 중국 티베트
지명은 티베트어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전사한다. 이 방안은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China, 198241에 실려 있다.
이 체계는 중국과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티베트어는 음소음절문자를 사용한다. 로마자 표기 방안은 중앙인민방송 티베트 방송
국에서 나오는 티베트어 이름의 발음에 근거한다.(라사(Lhasa)의 발음) 문자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문자와 발음간의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로마자 표기도 본래의 티베트어 형태와 가역
이 불가능하다.

로마자 표기체계
자음 철자들

A

만약 접두사(prefixed character) 혹은 위첨 자음이 붙지 않는 문자인 경우, 유기음으로 발
음하고 첫 번째 로마자 표기를 사용한다.; 다른 경우 무기음으로 발음하고 두 번째 로마자
표기를 사용한다.

음절 초두에 있는 자음 조합들(이 목록이 완벽하지는 않다.)

A

만약 접두사 혹은 위첨 자음이 붙지 않는 조합의 경우, 유기음으로 발음하고 첫 번째 로마

자 표기를 사용한다.; 다른 경우 무기음으로 발음하고 두 번째 로마자 표기를 사용한다.
모음 철자들( 는 자음을 뜻함.)

41 「제4회 유엔지명표준화회의(Fourth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ndardizaion of Geographical
Names)」. 제네바, 24 August - 14 September 1982. Vol.Ⅱ.기술 보고서(Technical Papers), pp.
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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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호들
음절을 나누는 기호. 예)
음절 끝소리들

주
1. 접두 자음

과 위첨 자음

은 대부분 발음하지 않고 로마

자 표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하첨자

는 특정 조합에서만 발음이 된다.(음절 초두에 있는 자음인 경우

도 보시오.)
3. 티베트어에는 다수의 동음이의어(homonym)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기 목록에 전부 싣지는
않았다.
4.

와

은 병음으로 전사할 때는 머리글자(initials)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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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접두사

와

혹은 위첨 자음

이 선행 음절에 와서 비음이 첨부되거나 혹은 모음을

비음화 시키는 경우, 이것은 실제 발음에 따라 표기한다. 비음화 모음 (a), (o), (u)는 병음
체계에서 종성 an, on, un으로 대표된다.
6. 두 로마자 대응이 주어지는 것은, 두 번째(괄호안) 것이 지명의 발음을 기록한 것이고, 첫 번
째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위구르어(Uighur)
1977년 유엔 결의 Ⅲ/8에는 중국 음성 문자(병음)안을 중국의 공식 로마자 방안으로 인정하
였고, 중국 지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체계로 권장하였다. 중국 위구르의
지명은 위구르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전사한다. 이 방안은 Toponymic Guidelines for Map

and Other Editors: China, 198242에 실려 있다.
이 체계는 중국과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위구르어는 페르시아식 아랍 문자(Perso-Arabic script)를 사용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
로 쓴다. 새로운 위구르 문자 방안을 근거로 로마자화 한다. 이 방안의 철자들은 병음 체계와 대
응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는 g, h, k, a(혹은 e), o, y(혹은 j)로 대체된다. 이 방안에

모호함은 없지만, 몇몇 위구르 철자와 일반적인 사용을 위한 형태를 구분하지 않았다.

로마자 표기체계

A

어두에 사용하는 형태

B

e는 단어 뜻이 혼동되는 곳에 사용된다.

C

y는 음절 초미, 그리고 j가 어미에 올 때 사용한다.

42 제4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제노바, 1982. 8. 24-9. 14, Vol.Ⅱ. 기술 보고서, 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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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에 주어진 몇몇 로마자는 다른 형태가 일반적인 이용 임에도 불구하고 지명의 발
음을 기록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우르두어(Urdu)
유엔 권고체계는 1972년(Ⅱ/11)에 승인되었고, D.N. Sharma이 제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1977년(Ⅲ/12) 수정되었다. 도표와 수정 내용들은 회의 보고서 2권에 실렸다43.
이 체계가 파키스탄, 인도 혹은 국제 지도제작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대신 파
키스탄에서는 헌터리안 체계(Hunterian system)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44 이 결의들
Ⅲ/12(1977)와 Ⅳ/17(1982)는 표기체계의 향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특히 파키스탄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우르두어는 페르시아식 아랍 문자(Perso-Arabic script)를 사용하고 오른쪽에서 왼
쪽으로 쓴다. 문서에서 일관된 로마자 표기가 힘든 대개의 경우 모음 점들을 생략한다. 로마
자화 한 것과 몇몇 아랍어 자음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 체계가 완전히 가역을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로마자 표기체계
기본 철자의 초성, 중성, 종성의 로마자 도표는 이 보고서의 아랍어 부분을 보시오.

A
B

만약 단모음 a가 선행된다면,

로 로마자 표기한다. 예)

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가 선행되는 몇몇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단어들의

경우
43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유엔, 뉴욕, 1974, pp.155-161;
제3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아테네, 1977. 8. 17-9. 7, Vol.Ⅱ, 기술 보고서, pp.393 등
44 “파키스탄 지명의 로마자표기”를 보시오. 제18차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 제네바, 1996. 8. 12-23, WP
No.85와 No.85 Ad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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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단모음 뒤 어미인 경우

D

자음의 유기음 기호들

E

는 오직 어미에만 사용된다.

주. 아랍어 는 우르두어에서 두 가지 다른 형태를 갖는다.:

와

. 두 번째 것은 자음 b,

ch, d, ḍ, j, k, p, ṙ, t, ṭ의 뒤에서 유기음을 나타낸다.
모음들

A

는 어미에서 사용된다.

B

로마자화 하지 않는다. 모음 상실을 표시함.

C

자음자가 반복됨.

다른 로마자 표기체계
헌터리안 체계(Hunterian system)의 로마자 표기는 다음의 소리들을 다르게 표시한다.

A

어미인 경우

B

예외의 경우. 예) i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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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언어 및 문자
아르메니아어(Armenian)
유엔지명표준화회의 혹은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에 상정된 아르메니아어의 로마자 표기체
계는 아직 없었다. 아르메니아 측지 및 지도제작 센터(Armenian Centre of Geodesy and
Cartography)은 현재 아르메니아의 로마자 표기체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로마자 표기체계
BGN/PCGN 1981 체계는 다음과 같은 로마자 표기를 제시한다.

A

어두에 있으면서 모음 철자

B

반드시 ov로 로마자 표기해야 하는

C

어두에 있거나, 별개로 모음 철자

o의 뒤에서 ye로 로마자 표기한다.
를 제외하고는, 어두에서 vo로 로마자 표기한다.
o의 뒤에서 yev로 로마자 표기한다.

주.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철자 37은 아래의 형태로만 쓰이며, 위에 제시된 형태는 철자 5와
30의 조합(

)이다. 주.

또한 1997년 알파벳이 수정되면서 철자

가 독립 철자로 재정립되었다. 같은 정보에 의하면, 알파벳의 끝은 다음과 같이 읽는다.(위
도표와 다른 부분부터 시작함.)

전자법 표준 ISO 9985:1996은 일 음운 일 문자 체계로서 다음의 아르메니아 철자와 다른 로
마자 표기를 제시한다.(BGN/PCGN 대응안들은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57

지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

미얀마어(Burmese)
유엔지명표준화회의 혹은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에 상정된 미얀마어의 로마자 표기체계는
아직 없었다. 현재 미얀마어의 공식적인 로마자 표기체계는 없다. 1989년 미얀마 정부는 미
얀마의 몇몇 도시의 이름 철자를 미얀마어 발음에 더 가깝게 바꿨지만 이 발음은 즉흥적인
것이었다.45
유일하게 알려진 미얀마어의 로마자 표기체계는 미얀마의 랑군, 정부 발행, 경찰서에
서 출간한 1907년 버전인 Tables for the Transliteration of Burmese into English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얀마어는 음소음절문자를 사용한다. 로마자 체계는 원어와 가역이 불가능하다.

로마자 표기체계
BGN/PCGN 1970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Ⅰ. 자음 철자들

A

주 1을 보시오.

B

음절 끝소리 변이형 철자:

C

음절 끝소리 변이형 철자:

D

주 3을 보시오.

Ⅱ. 독립된 모음 철자들(주 4도 보시오.)

A

이 철자는 사실 변이형이며, 관형격(genitive)/서술격(declaritive) 표시이다.

B

축약된 모음 철자와 조합하여서도 사용된다.:

45 “미얀마 정부 시달 5/89”.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베를린, 2002. 8. 27-9. 5, 문서 E/CONF.94/INF.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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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축약된 모음 철자들( 는 자음을 뜻함.)

A

다른 철자들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자음 철자

의 뒤

에서 는 으로, 는 으로 대체된다. 예)
의 뒤에서의 용례는 선택적으로 보인다.
B

만약 다른 하첨 기호와 충돌하는 경우, 모음 철자

. 철자
과

와

을 자음 철자 뒤에 윗부분을 길게 늘

여서 쓴다. 예)
Ⅳ. 다른 기호들( 는 자음을 뜻함.)

A

예외적인 로마자 표기:

B

예외적인 로마자 표기:

C

자음 앞에 h를 붙인 경우, 예)

D

선행 음절 끝에 –in을 붙인 경우:
음절 말미 부호(딸림 모음이 없음을 표시)

E

(주 1도 보시오.)
(주 1도 보시오.)
; 예외:

기호 1, 2와 3은 조합되어 사용된다.:
Ⅴ. 음절 끝소리들( 는 어두 자음을 가리킨다.; O가 음절 초미인 것은 다른 로마자 표기 대응안
을 갖으며, 역시 목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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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제 발음에 따라 로마자 표기를 선택한다.

주
1. 특정 자음은 주 5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모음자나 비음성 자음 뒤에 오는 경우
소리를 바꾼다. 이것을 로마자 표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 로마자 표기에서, -a는 독립 모음자 혹은 음절 말미 부호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미얀마어의 자음 철자와 함께 나온다:
3. 어두에 있는 경우, 철자
는 로마자 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음이나 음절 말미 부호를
갖는 자음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인데, 이러한 경우에
경우.:

는 a로 로마자화 한다.:

음절 중간이나 음절 말미의 시작점에 있을 때는

다른

는 반드시 하이픈으로

표시한다.:
4. 독립 모음 철자는 음절의 중간과 말미의 시작점에서 하이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두 자음 철자들 중에 한 철자가 음절 말미 부호 없이 다른 철자 위에 쓰여 진 경우, 위에
있는 철자를 먼저 로마자 표기하고, 아래 있는 것을 로자마화하고, 만약에 있다면 이어서
대체 로마자 표기체

모음과 자음 철자들을 로마자 표기한다.:
계는

주

1에서도

말했듯이

위에

있는

철자에

적용을

하면

안된다.:

6. 음절 말미의 n이 g 혹은 y에 이어져 다음 음절의 시작점에 있는 경우, 두 철자 사이에 반
드시 하이픈을 써야 한다.; 동일하게 그것들이 다른 음절인 경우 t와 h 사이에도 하이픈을
써야 한다.:
7. 성조 표시

(다른 경우

)

와 는 로마자 표기하지 않는다.

벨라루스어(Byelorussian)
유엔지명표준화회의 혹은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에 상정된 벨라루스어의 로마자 표기체계
는 아직 없었다. 벨라루스에는 몇 가지 로마자 표기방안이 있는데 그중 최근까지 가장 알려
진 것은 1992-1993의 방안이며, 이것은 GOST 1983(러시아어를 위한 것)에 근거하고 있고,
국립 지도제작 기구에 의해 벨라루스 지도에 쓰여졌다.
벨라루스어의 새로운 국립 로마자 표기체계는 중앙정부의 자원, 측지 지도 제작 위원
회에 의해 1998년 3월 20일 이전의 체계를 수정하여 2000년 11월 23일 승인되었다.4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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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여전히 GOST 1983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벨라루스어 맞춤법의 특이성을 좀 더 정
확하게 감안하고 있다. 이 체계는 가역이 가능하지만, 몇몇 자음 결합에 모호함이 남아있다.

로마자 표기체계
국립 로마자 표기체계(2000)는 다음과 같다.

A

첫머리에 오는 경우, 모음, 아포스트로피,

B

자음 뒤에 오는 경우.

와

뒤에 오는 경우

주. 몇몇 철자들의 필기체는 다른 형태이기도 하다:

BGN/PCGN 1979 체계는 일 음운 일 문자 체계로서 다음의 벨라루스어 철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로마자 표기를 제시한다.(국립 로마자 표기안은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종카어(Dzongkha)
유엔지명표준화회의 혹은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에 상정된 종카어의 로마자 표기체계는 아
직 없었다.
1991년

종카어의

첫

음성학적인

로마자

표기는

종카

발전위원회(Dzongkha

Development Commission)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것은 로만 종카어(Roman Dzongkha)로 불
려 졌으며, 정확하고 적절하게 생활 언어의 음성을 대표하고, 종카어로 된 이름과 단어들을
국제 매체에 알리는 기준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체계는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 같은 위원회에 의해 창안된 간략화 된 로만 종카어 버전이 나왔다. 부탄의 가정복지
46 국립 법률 행위 등록소, 벨라루스(Nacional'nyj Reestr Pravovyh Aktov Respubliki Belarus'(National Registry
of Legal Acts, Republic of Belarus), No. 3, 200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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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Ministry of Home Affairs)는 1997년 5월 29일 로만 종카어의 시행을 승인하였고, 모든 정
부 기관에 의무적으로 이것을 지명이나 안내서의 로마자 표기에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종카어는 두 가지 주요 형태를 나타내는 음소음절문자(Uchen)를 사용한다. 활자체
혹은 언셜(uncial)체(tshum)는 사실 티베트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부탄어는 손으로 쓰는
필체(정자체 jotshum, 필기체 joyi)가 독특한 것은 종카어인데, 합자어들의 사용을 증대시킨
다. 아래에는 단지 활자체 형태의 철자들만 제시되어 있고, 손으로 쓰는 필체는 반드시 종카
어 메뉴얼47을 참고해야 한다. 철자와 발음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로마자 표기명은 이들의 원
본 철자 형태와 가역이 불가능하다.

로마자 표기체계
공식적인 로마자 표기체계(1997)는 다음과 같다.48

A

하첨 변이형 철자

B

하첨 변이형 철자는

C

위첨 변이형 철자

는 로마자 표기하지 않는다.
이다. 예)

, 로마자 표기는 도표 2를 보시오.

는 로마자 표기하지 않는다.:

하첨 변이형 철자는

이다. 예)

; 로마자 표기는 도표 2를 보시오.
Ⅱ. 음절 초성 자음 결합들
이 목록은 완벽하지 않다. 대부분의 로마자화 된 것은 일반적인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었다.
주 도표의 주석들과 마지막의 주 1을 보시오.

47 Karma Tshering of Gaselô와 협업한 George van Driem의 Dzongkha를 보시오. 라이덴 대학교
조사부(Research School CNWS), 아시아·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원주민 연구부(School of Asian, African and
Amerindian Studies). 라이덴, 네덜란드 1998.
48 “종카와 로마자 종카로 표기된 부탄 지명의 간단한 가이드라인 예시(Samples for Geographical names of
Bhutan in dzongkha and roman dzonkha with brief Guidelines)”에서 인용함. 종카 발전위원회(Dzongkha
Development Commission), 부탄 왕립정부(Royal Government of Bhutan), Jun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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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개 변이형(palatal variant) ch, chh, j는 보통 a, o, u의 앞에서 쓰인다.

B

만약 a가 아닌 다른 모음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하지 않는다.

Ⅲ. 모음 철자들( 는 자음을 뜻함.)

A

접미사

가 이어지는 경우 e 혹은 ay로 로마자 표기한다.:

B

접미사

가 이어지는 경우 ue 혹은 u로 로마자 표기한다.:

C

접미사

가 이어지는 경우 oe 혹은 o로 로마자 표기한다.:

Ⅳ. 음절 끝소리들(접미사들)

주
음절자(graphical

1. 종카 단어들은 음절로 구분되고, 특수 기호로 나뉜다. 예)

syllable)들은 접두어를 포함한 몇몇의 요소들로 구성되어있고, 위첨과 하첨 자음 철자들은
음절 첫소리로 쓰이며, 접미 자음 철자들(한 개나 그 이상)은 음절 끝소리에 쓰인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음이 다른 철자위로 계속 쌓이는 것이다. 예)

(음역하면 skya) 규정에 의하

면, 접두 자음은 로마자화 하지 않는다.:

위첨 자음은

우를 제외하고는 로마자 하지 않는다.:

접미 자음들은 로마자화 하

거나 혹은 현지 발음에 근거해 로마자화 한다. 예)
명),

와 결합하는 경

(구역),

(인

(호랑이) 등등. 두 번째 접미 자음은 로마자화 하지 않지만, 몇 개의 예외는 있다.:
도 있지만,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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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분의

인도

유래된

단어의

추가된

철자들은

다음과

같이

로마자

표기한다.:

3. 종카어의 명칭을 발음할 때는 현지 사용을 매우 중시하며, 현재 로마자 표기 안내에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조지아어(Georgian)
유엔지명표준화회의 혹은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에 상정된 조지아어의 로마자 표기체계는
아직 없었다.
2002년 2월 조지아의 측지학 및 지도제작부 (State Department of Geodesy and
Cartography of Georgia)와 언어 기관인 조지아 과학원 (Georgian Academy of Science)이
함께 이중 글자(diagraph)와 조지아어의 특정 소리를 표현하기 위한 아포스트로피를 사용하
여 로마자 표기체계를 만들었다. 이 체계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곳에 진작부터 사용되어졌
다.(1998)

로마자 표기체계
국립 로마자 표기체계(2002)는 다음과 같다.:

BGN/PCGN 1981 체계는 위에서 제시한 국립 체계와 거의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아포스트
로피의 사용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국립 체계는 아포스트로피로 각각의 유기음에 대한 방출
음(abruptive sound)들을 표기하였고, BGN/PCGN 체계는 유기음에는 아포스트로피를 표시하
고, 방출음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이 차이는 아래와 같다.(국립 체계 대응안은 괄호 안에 표
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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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 표준 ISO 9984:1996은 일 음운 일 문자 체계로서 다음에 나오는 조지아어 철자들과
다른 로마자 표기들을 제시한다.(국립 체계 대응안은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일본어(Japanese)
지명 표준화를 위한 유엔 회의가 승인한 일본어 로마자 표기체계는 아직 없다. 일본어 로마
자 표기체계들은 그동안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에 몇 차례 소개된 적은 있었다.
일본에서는 현재 두 가지 로마자 표기체계가 사용되고 있다. 1954년 12월 쿤레이식
(Kunrei-siki)이라는 공식 로마자 표기체계가 도입되었다.(의회 공고 1호, 도표 1) 다른 체
계는 수정된 헵번식 로마자 표기체계(헤본식, Hebon-siki)로 몇몇 영역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사용이 늘고 있어 이런 변화가 여권에 적용된 경우처럼 국제적 관계성과 관습에 중대한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지도는 헵번식 로마자 표기체계 (헤본식, Hebon-siki)가 아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어는 두 가지 형태로 쓴다. 일본식 중국어 문자인 간지(kanji)와 음절 문자
(Syllabic

Symbols)인

가나(kana)가

그것이다.

가나에는

고딕체

형태로

된

카타카나

(katakana)와 필기체 형태의 히라가나(hiragana) 두 가지가 있다. 카타카나는 주로 외국어를
소리나는 대로 나타내거나 이탤릭체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히라가나는 조어나 접미사를 표
현할 때 사용된다.

로마자 표기체계
아래는 각 일본어 음절에 해당하는 로마자 표기이다. 표의 A행은 카타카나, B행은 히라가나,
C행은 쿤레이식(Kunrei-siki)으로 된 로마자 표기이다. D행은 수정된 헵번식으로 쿤레이식과
다른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했다. 위첨 숫자가 붙은 일본어 음절 문자나 로마자 표기는 뒤의
주석을 주하시오.
조합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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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카나 문자 사이에 소문자 tu/tsu 형태(っ/ッ)는 반복 자음을(쿤레이식 kk, ss, tt, pp;

헵

번식 kk, ss, ssh, tt, tts, tch, pp)나타낸다.
2. ン/ん은 쿤레이식에서 항상 n으로 표기된다. 모음과 y앞에 놓인 경우 n소리를 분리하기 위
해서 아포스트로피를 n뒤에 붙인다. 수정된 헵번 체계에서 y와 모음 글자 앞에 놓인 경우

n'으로 쓰고 이외에는 모두 n으로 쓴다. 이전에는 b, p, m 앞에 m을 사용하기도 했었다.
3. 쿤레이식에서 장모음은 모음 위에 곡절 악센트(circumflex)(ˆ)를 붙이고 헵번식에서는 장음기
호(ˉ)를 붙인다.
4. 괄호 안의 로마자 표기(수정된 헵번식)는 카나 글자의 발음이 제시된 바와 같이 알려진 경우
에만 사용된다.
5. 괄호 안의 중복 문자는 ‘크다, 대단하다’의 경우를 의미한다.

카자흐어(Kazakh)
유엔지명표준화회의 혹은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에 상정된 카자흐어의 로마자 표기체계는
아직 없었다. 카자흐스탄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로마자 표기체계가 아직 없다. 2001년 알마티
의 카자흐 언어원(Kazakh Linguistics Institute in Almaty)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새로운
카자흐어 로마자를 기본으로 한 카자흐어 철자의 필요성에 따라 1998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이 관련 법률을 공포하였고 이의 실천을 위해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과제를 체계적
으로 달성하기 위해 로마자 철자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의 선례를 고려한 몇 가지 카자흐스탄
철자 초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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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체계
BGN/PCGN 1979 체계에 따른 로마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일 음운 일 문자 체계인 음역 기준 ISO 9:1995에 의하면 다음의 카자흐스탄 철자는 다른 로
마자 표기를 지정하고 있다. (BGN/PCGN의 경우는 괄호 안에 표시)

키르기스어(Kirghiz)
유엔지명표준화회의 혹은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에 상정된 키르기스어(Kysgyz) 로마자 표
기체계는 없었다. 키르기스스탄 내에도 국가 공인 로마자 표기체계가 없다.

로마자 표기체계
BGN/PCGN 1979 체계에 따른 로마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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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음운 일 문자 체계인 음역 기준 ISO 9:1995에 의하면 다음의 키르기스스탄 철자는 다른
로마자 표기를 지정하고 있다. (BGN/PCGN의 경우는 괄호 안에 표시)

한국어(Korean)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몇몇 회의에서 한국어 로마자 표기체계가 발표된 적은 있지만 유엔지명
표준화회의가 승인한 한국어 로마자 표기체계는 없다. 회의 참석 전문가들은 대한민국과 북한
이 한국어 지명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해 오고 있다.
북한은 1992년 국가 공인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체계는 1994년 제 17회
유엔지명 전문가그룹 회의에 소개되었다. 그리고 2002년 개정판이 발행되었다.49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는 1984년에 승인한 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한국어 로마자 표기
체계50를

2000년 7월 채택하였다. 새로운 체계로 모든 표기를 시행하는 것이 2005년 말 이

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정했지만, 이미 2002년 3월부터 발행되는 새로운 간행물들은 모두 이
체계를 따르도록 하였다.
국가

체계와는

별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제적

체계는

매큔-라이샤워

(McCune-Reischauer)체계(1939)로서, 미국과 영국 지명위원회는 이 체계를 따르고 있다.51
대한민국과

북한의

ISO

전문가들이

임시적으로

동의한

음역

체계는

ISO

TR

11941:1996에 제시되어 있다(표준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임시 기술보고서임).52
또 언어학에서는 로마자 표기의 예일(Yale) 체계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53
한국어는 한 음절이 한 블록에 담기는 복잡한 모아쓰기(Syllable Blocks)로 이루어진 철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P'anmunjŏm의 지명은 파ㄴㅁㅜ저ㅁ이 아닌 ‘판문점’으로 쓴다.
49 “조선어의 로마자 표기 지침”, 북한 제출 보고서,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베를린, 2002. 8. 27-9. 5, 문서
E/CONF.94/INF.72.
50 “한국어의 새로운 로마자 표기체계” 대한민국 제출 보고서,「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베를린, 2002. 8.
27-9. 5, 문서 E/CONF.94/INF.68.
51 『로마자 표기체계와 로마 철자 스펠링의 관례』, 미국지명위원회 외국지명분과, 미국 국방부 지도제작국
출판. 1994, pp.57-61.
52 http://www.phon.ucl.ac.uk/home/kskim/11941.html 사이트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 것
53 The World's Writing Systems를 보시오. Peter T. Daniels and William Bright 편집본. 뉴욕, 옥스포드:
옥스포드 대학 출판 1996, pp.2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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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체계
아래는 주요 로마자 표기체계의 비교표이다. 철자의 순서는 ISO TR 11941를 따랐고 국내
사용을 위한 변이형이 있다. 각 열의 로마자 표기체계는 다음과 같다: 1-ISO TR 11941,
2-북한

국가

지정

체계(1992),

3-대한민국

체계(2000),

4-맥퀸-라이샤우어

5-예일 로마자 표기체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ㄱ
ㅋ
ㄲ
ㄷ
ㅌ
ㄸ
ㅂ
ㅍ
ㅃ
ㅈ
ㅊ
ㅉ
ㅅ
ㅆ
ㅎ
ㅇ
ㄴ
ㄹ
ㅁ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ㅝ
ㅟ
ㅙ
ㅞ
ㅢ

1
k/g
kh/k
kk/gg
t/d
th/t
tt/dd
p/b
ph/p
pp/bb
c/j
ch/c
cc/jj
s
ss
h
‘A
, -B, ngc
n
l, rD
m
a
eo
o
u
eu
i
ae
e
oe
ya
yeo
yo
yu
yae
ye
wa
weo
wi
wae
we
yi

2
k
kh
kk
t
th
tt
p
ph
pp
j
ch
jj
s
ss
h
-, ngE
n
r
m
a
ŏ
o
u
ŭ
i
ae
e
oe
ya
yŏ
yo
yu
yae
ye
wa
wŏ
wi
wae
we
ŭi

3
g, kF
k
kk
d, tF
t
tt
b, pF
p
pp
j
ch
jj
s
ss
h
-, ngE
n
r, lG
m
a
eo
o
u
eu
i
ae
e
oe
ya
yeo
yo
yu
yae
ye
wa
wo
wi
wae
we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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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
k’
kk
t
t’
tt
p
p’
pp
ch
ch’
tch
s
ss
h
-, ngE
n
r, n, l
m
a
ŏ
o
u
ŭ
i
ae
e
oe
ya
yŏ
yo
yu
yae
ye
wa
wŏ
wi
wae
we
ŭi

5
k
kh
kk
t
th
tt
p
ph
pp
c
ch
cc
s
ss
h
-, ngE
n
l
m
a
e
o
wu
u
i
ay
ey
oy
ya
ye
yo
ywu
yay
yey
wa
we
wuy
way
wey
uy

체계(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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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주 2, 3, 4를 보시오.
어두에 있는 경우
음절 말미에 있는 경우
음절 초두에 있는 경우
ㅇ이 음절 첫소리인 경우 로마자화 하지 않고, 음절 끝소리에서는 ng로 표기한다.
모음 앞에 올 때 첫 번째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고, 두 번째 로마자 표기는 다른 자음이 뒤
이어 오거나 단어의 마지막 발음을 형성할 때 사용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로마자화 하고 자음이 뒤에 오거나 단어의 마지막에 나오면 l로 쓴
다. ㄹㄹ은 ll로 로마자 표기한다.

ISO TR 11941: 1996의 주석
1. 두개의 로마자 표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방법 1이라 부르고 두 번째 것을 방법 2로
부른다.
2.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다음절 단어(polysyllabic word)에서 다음 음절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
내려고 아포스트로피를 붙인다.
3. 방법 1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아포스트로피를 사용한다.
a. 자음 ㅇ이 다음절 단어의 첫 번째 음절이 아닌 음절에 위치한 경우: 꽃이 kkoch'i,
강에 kang'e, 앉아라 anc'ara;
b. 다섯 개의 이중 자음이 다음절 단어의 첫 번째 음절이 아닌 음절에 위치한 경우;
아까 a'kka, 흰떡 hyin'tteok;
c. 네 개의 유기 자음이 다음절 단어의 첫 번째 음절이 아닌 음절에 위치한 경우;
유쾌하다 yu'khwaehata
4. 방법 2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아포스트로피를 사용한다.
a. 자음 ㅇ이 다음절 단어의 첫 번째 음절이 아닌 음절에 위치한 경우;
꽃이 ggoc'i, 강에 gang'e, 앉아라 anj'ara
b. 다섯 개의 이중 자음이 다음절 단어의 첫 번째 음절이 아닌 음절에 위치한 경우;
아까 a'gga, 흰떡 hyin'ddeok;
발음을 기반으로 한국어 음절을 로마자로 변환하는 것은 복잡한 규정이 있고 위 표에 나온
로마자 표기는 가장 대표적인 예일 뿐이다. 자음들은 복합적으로 사용될 때 서로 동화되어
대부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위의 규칙은 다양한 로마자 표기체계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
지면을 줄이기 위해 이 보고서에 그 내용은 수록되지 않는다.

라오스어(Lao)
유엔지명표준화회의가 승인한 라오스어(Laotian) 로마자 표기체계는 없다. 현재에도 라오스에
는 국가가 지정한 로마자 표기체계는 없다. 1996년 BGN과 PCGN이 함께 적용한 로마자 표
기체계는 완벽한 모음표와 보충 설명이 더해진 초기 라오스 지명 국가위원회(Lao Nationale
de Toponymie, CNT) 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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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체계
BGN/PCGN 1996 체계에 따른 로마자 표기이다.54:
자음 철자들
라오스어 철자는 음절 첫소리인가 음절 끝소리인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로마자 표기를
한다. 음절 끝소리의 로마자 표기는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모음이 붙지 않는 몇몇 자음
철자들은 단어 안에서 사용될 경우 하나의 완전한 음절 형태가 된다:

A

철자 변이형

는 음절의 말미

,

의 뒤, 자음 사이에 올 경우

에

쓰인다.
B

하첨 변이형: 예)

C

주 4를 보시오.

D

주 2를 보시오.

E

주 3을 보시오.

모음 핵 (∙은 자음을 나타낸다.)

54 『로마자 표기체계와 로마 철자 스펠링의 관례』, 미국지명위원회 외국지명분과, 미국 국방부 지도제작국
출판. 1994, pp.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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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표시(Reduplication Mark)

주
1. 성조 표시
2. 음절의

는(은) 로마자화 하지 않는다.
초두에,

철자

이

모음이나
바로 앞에

성조
표시와
함께
오지
나타나는 경우는 로마자화

이와 같은 경우 대체로 합자들
3. 어두의

은 로마자화 하지 않음:

않는
경우와
하지 않는다.:

을 사용함

단어에서 음절의 초두는 하이픈을 사용해서 로마자 표

기화 한다.:
4. 4. 음절 초두에
우, 반드시

는 반드시 v로 로마자 표기한다.:

는 O로 표기함:

. 조합의 두 번째 글자인 경
음절 말미에 사용되면 일반적으로 O로 표기

, i 뒤에서는 ou로 로마자 표기한다.

하지만
5. 자음 조합에서 두 번째 철자가

인 경우에는 발음이 되지 않는다 해도 한 글자 한

글자 씩 로마자 표기를 해야 한다.
6. 라오스어 단어 중에는 쓰기에 없는 모음이 발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모음은 반드시 a를
삽입해서 로마자 표기를 해야 한다.:

7. 외국어에서 유래된 몇몇 단어들은 변이형

가 r로 나타난다.:

몰디브어(Maldician)
유엔지명표준화회의가 승인한 몰디브어(Divehi) 로마자 표기체계는 없다.
1987년 몰디브 정부는 몰디브어 로마자 표기체계를 채택했다. 이것을 1988년 BGN
과 PCGN은 승인하였다.
몰디브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모음은 자음철자에 발음 부호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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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체계
공식적인 로마자 표기(1987)는 다음과 같다.:
자음들

A

조동사(auxiliary) 표시와 모음이 없이 사용되면 n'으로 로마자 표기한다.:

B

로마자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 1을 보시오.

C

는 iy로 로마자 표기한다. 예를 들어

aiypulhu.

발음 부호가 붙은 자음들 (주로 아랍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괄호 안에 해당하는 아랍어 철자
와 로마자 표기를 보임)

주. 주석 A와 C에서 이야기한

발음 부호가 붙은 자음 철자의 로마자 변환값과 그 변이형 도

표는 몰디브어(Thaana)의 음역을 위한 ISO 초안에서 가져온 것이다. (Anthony P. Stone,
2000년 6월 26일, http://homepage.ntlworld.com/stone-catend/Tha2.0.pdf)
모음들 (∙은 모든 자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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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구별 부호
(로마자화 하지 않는다.: 모음이 없음을 표시함)
주
1.

는 로마자 표기 하지 않는다. 모음과 함께 사용되면 모음만 로마자 표기한다.:

irugai.
2.

와
와

가 어미에 사용되면 h로 로마자 표기한다. 예:
뒤에 사용된 자음을 반복해서 표시한다.

rah. 다른 경우에는,
batteh.

몽골어(키릴어) (Mongolian(Cyrillic))
유엔지명표준화회의가 승인한 몽골 키릴어 로마자 표기체계는 없다. 몽골에는 어떤한 로마자
표기체계가 보고된 바 없다. 현재의 언어도 전통적인 몽골어 철자로 쓰고 있어 로마자 표기
를 위한 별도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로마자 표기체계
BGN/PCGN 1996 체계에 따른 로마자 표기이다.:

A
B
C
D

는 ,

과

의 처음과 뒤에 나타난다.

는 몽골어 단어의 중간에 나오고 외국어 단어의 첫머리에 나타난다.
는 이중 모음의 두 번째 요소일 때만 나타난다.
와

는 외국어 단어에만 나타난다.

E

는 러시아어에만 나타난다.

F

는 모음자 a, o 혹은 y가 포함된 모음자의 접미사로만 나타난다.

G

단음절에서

는 발음에 따라 yu, yü로 로마자 표기한다.: 복합 음절에서는 a, o 혹은 u

앞에 사용된 경우 yu로 i,e,ö,ü 앞에서는 yü로 로마자 표기한다.

75

지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

파슈토어(Pashto)
유엔지명표준화회의가 승인한 파슈토어(아프카니스탄어)의 로마자 표기체계는 없다.
파슈토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는 페르시아식 아랍어(Perso-Arabic) 알파벳을
사용한다.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처럼, 모음은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사용되고 다른 경우는
생략된다.

로마자 표기체계
BGN/PCGN 1996 체계에 따른 로마자 표기이다.:

A

로마자화 하지 않지만, 모음 도표의

과 함께 사용되면 로마자 표기한다.

모음 철자들과 발음 부호(∙은 모든 자음을 나타낸다.)

A

자음 철자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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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할리어(Sinhalese)
스리랑카가 정부가 지정한 신할리어(Shinhala)의 로마자 표기체계는 없다. 스리랑카 지도의
지명은 신할리어와 타밀어, 영어로 각각 출간된다.
1972년 D. N. Sharma는 인디아 언어권의 다른 언어들과 함께 신할리어 로마자 표기
도표를 작성해 회의보고서 2권에 실었다.

55

신할리어는 각 철자가 하나의 소리보다는 음절을 나타내는 음소음절문자를 사용한다
. 모음과 이중모음은 독립적인 철자(음절 첫소리)와 자음 뒤의 축약된 모음 철자의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된다.

로마자 표기체계
철자 변이와 합자 목록은 D. N. Sharma가 준비한 도표를 보완함.
I. 독립 모음 철자들

A

Shrma가 만든 도표에서

로마자 표기는 없었다.

는 로마자 표기로

였고

는 ai로 표기했었지만,

를 나타내는

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인도 언어권에서는 ai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이들 철자의 로마자 표기는 발음에 기준하였다.
II. 축약된 모음 철자들과 다른 기호들(∙은 모든 자음을 나타낸다.)

A

예외 :

B

예외 :

C

예외 :

D

딸린 모음이 없음을 표시. 특수한 형태:

55 제2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런던, 1972. 5. 10-31, Vol.Ⅱ, 기술 보고서, pp.151-152.

77

지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

III. 자음 철자들

A

이 자음들은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Pali) 외래어(loanwords)에만 사용함

IV. 자음 합자어들

선비강음화음(Prenasalized sound):
다른 합자어들:

타지크어(Tajik)
유엔지명표준화회의 혹은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에 상정된 타지크어 로마자 표기체계는 없
었다. 타지크어에 국가 공인 로마자 표기체계가 있다는 정보를 받은 적도 없다.

로마자 표기체계
BGN/PCGN 1994 체계에 따른 로마자 표기이다.:

위의 도표는 1998년 타지키스탄 정부가 공포한 새로운 타지크 알파벳순을 반영한 것이다. 몇
몇 철자들은 당시에 폐기되었지만 이름(지명) 속에는 아직 사용되고 있고 다음과 같이 로마
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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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인 ISO 9:1995는 일 음운 일 문자 체계로서 다음의 타지크어 철자에 다른 로마자
표기를 한다(괄호 안은 BGN/PCGN에 해당하는 표기).

티그리냐어(Tigrinya)
BGN/PCGN 1994 협약은 암하라어(에티오피아 공용어)와 티그리냐어의 로마자 표기를 BGN/
PCGN 1967 체계로 지정하고 있다.
암하라어와 마찬가지로 티그리냐어는 각 음절이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나타내는 에
디오피아 음절 문자(Ethiopia syllabic script)를 사용한다. 이것은 35개의 기본 철자가 있고,
각 철자들은 기본 철자와 조합을 하는 모음이냐에 따라 몇몇의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것을 형식(order)이라고 한다.

로마자 표기체계
BGN/PCGN 1994 협약은 암하라어(에티오피아 공용어)를 위한 BGN/PCGN 1967 체계를 사
용하고 있고, 티그리냐어의 로마자 표기 역시 그렇다. 그러나 티그리냐어에는 기본 철자가 하
나 더 추가되었고(10열 이하), W의 조합들은 로마자 표기가 다르다(주 E를 보시오).56

56 티그리냐어의 음절 문자 체계는 『티그리냐어 문법(Tigrinya Grammar), John Mason 편집, The Red Sea
Press 출판, Inc., 로렌스빌, 뉴저지, 1996.』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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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섯 번째 형식의 철자들은 발음에 따라 로마자를 표기할 때 i를 써야하기도 하고 쓰지 않
아야 하기도 한다.

B

문서화를 위해 다음의 자음들은 로마자 표기 시에 발음부호를 붙일 수 있다.

C

17열의 모음들은 처음에 오면 ā, u, ī, ē, i, o로 로마자 표기하고, 다른 위치에 오면 ’ā, ’u,

’ī, ’ē, ’i, ’o로 표기한다.
D

티그리냐어 문법(1996, Tigrinya Grammar)에 의하면 최근 들어 철자들은 이전보다 일정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표기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열에서 몇몇 예외적인 모음
발음(hā, ā 등)은 폐기되었고 대신 e를 대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말은 많은 단어에서
가 네 번째 형식의 음절들에 의해 교체되고 있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 이전의

ālo보다는

alo가 선호된다.
E

W가 함께 사용된 경우의 로마자 표기법은 1열에 표시되어 있고 이는 티그리냐어 문법이 지
정한 발음을 따른다. 이들은 암하라어를 위한 BGN/PCGN 로마자 표기체계와 다르다.

우크라이나어(Ukrainian)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에 우크라이나어 지명 로마자 표기에 관한 몇몇 문서가 소개된 적이 있
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어 이름의 로마자 표기화 방안이 1993년 우크라이나에 적용되었다.57
현재 국가가 정한 로마자 표기체계는 1996년 우크라이나 사법부(법률 용어 위원회
의장)에 의해 승인되었다.58 그러나 최종 적용을 위해 이를 국가 표준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
직 진행 중이다. 이 체계는 영어 맞춤법에 기초하고 있고, 대부분 가역이 가능하지만, 특정
철자의 조합들은 모호함이 있고, 몇몇 철자들 (ï)은 로마자 표기가 구분되지 않는다. 또 실제
사용에서 더욱 단순화 시키는 것은 로마자 표기에 모호성을 더 발생시킬 수 있다.
57 “로마자로 재표기한 우크라이나어 철자 임시 규정”.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제17차 유엔지명전문가
그룹 회의, 뉴욕, 1994. 6. 13-24, WP No.73.
58 “우크라이나 지명의 로마자 표기”, 제18차 유엔지명전문가그룹 회의, 제네바, 1996. 8. 12-23, WP No.78.

81

지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체계
국립로마자 표기체계(1996)는 다음과 같다.:

A
B

의 로마자 표기는 gh이다.
어두에서는 두 번째 변이형이 쓰인다.

주. 몇몇 글자들의 필기체는 다른 형태일 수 있다.:

BGN/PCGN 1965 체계는 일 음운 일 문자 체계로서 다음의 우크라이나어 철자들과 다른 로
마자 표기를 제시한다(국립 체계는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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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96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제18차 회의에서는 지명 데이터 변환 형식
및 표준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Toponymic Data Exchange Formats and Standards)을
구성했다. 이 워킹그룹은 국가 표준 지명의 국제적 사용을 위한 지명의 코드화, 가공, 국제 교
환 및 홍보에 필요한 요구사항, 표준 및 형식을 연구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제18차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많은 국가들이 지도와 지명목록집의 생산,
그리고 다른 행정적인 목적의 회의, 지명연구, 국내 및 국제적인 필요로 인해 지명 파일의 기
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 중대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는 지명 데이터의 코드화, 가공 및 변환을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형식과 표준이 없는 상태
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디지털 지명목록집 형식의
도입과 글자집합의 코드화를 위한 국제적 표준 사용이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했다.
워킹그룹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지명 변환을 위한 현재 표준들의 유용성과 완전성
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이는 전 세계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은 국제적
사용을 위한 국가 승인 지명의 기록, 가공, 표준화, 변환 및 홍보에 필요한 주요 문자 체계와
로마자 표기법이었고, 방법은 국가와 언어별로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조사는 각각의 국가, 언어, 문자 체계 및 로마자 표기법이 8비트 ISO 8859 와 16
비트 ISO 10646/유니코드의 코드들을 각각의 글자에, 특히 로마자와 로마자화된 글자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이 코드들이 국제적인 지명 교류와 표준화를 위한 주요 수
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사는 비 로마자를 위한 16비트 ISO10646/유니코드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 코드들이 국가명의 기록과 표준화 목적뿐만 아니라 향후 국
제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의 국제적 문자 표기 표준이 검토되었다 :
(a) ISO/IEC1 8859: 1987. 국제표준화기구. 정보처리-8비트 단일바이트 코드화된
그래픽 문자 집합(Geneva, 1987);
(b) ISO/IEC 10646-1: 1993. 국제표준화기구. 정보기술-국제문자코드계(Universal
Multiple-Octet Coded Character Sets, UCS) (Geneva, 1993); (16비트 코드, 경우에 따라
확장 아스키코드를 따름2);

1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 표준 회의
2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아스키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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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니코드 표준, 2.0 버전: 1996. 유니코드 컨소시엄, 에디슨 웨슬리 개발자 출판
(Addison-Wesley Developers Press), 리딩, 메사추세츠 (http://www.unicode.org).
유니코드의 코드화 표준은 ISO/IEC 10646 표준과 동일하며, 이 둘은 동시에 유지되
고 수정된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단일코드와 ISO/IEC 10646을 하나의 16비트 표준으
로 다룬다.
유니코드 컨소시엄은 표준에 일치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소개와 표준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는 주요 하드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표준은 쓰여진 글자
와 문서를 위한 코드의 폭이 고정된 획일적인 코드화 체계이다. 이 정보처리를 위한 국제 글
자 코드 목록은 세계의 주요 문자(scripts)들을 위한 글자(characters)들을 포함한다. 글자의
코드화는 알파벳 글자들과 표의적인 글자 그리고 코드들을 모두 동일하게 다루는데, 이는 이
들이 어떤 조합으로도 섞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SO 10646/유니코드 표준은
ISO 8859-1 표준 위에 만들어졌지만, 모든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진 문서를 지원하기 위해
16비트 코드화 방법이 사용된다. 확장비트열(escape sequence) 또는 제어코드(control code)
는 어떤 언어의 어떤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다.
워킹그룹의 성과는 1998년 1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발
표되었다(문서 E/CONF.91/CRP.11 참조). 워킹그룹은 조사에 포함된 언어와 문자 체계 그리
고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ISO 10646/유니코드 코드화 표준이 국가적, 국제적 지명 처리와
변환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요건을 갖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부록 A와 B에 포함된 표는 워
킹그룹의 성과와 5.0버전까지 갱신된 유니코드를 반영하고 있다(유니코드 컨소시엄, 유니코드
표준, 버전 5.0(보스턴, 메사추세츠, 에디슨-웨슬리, 2007; ISBN: 0-321-48091-0).
워킹그룹은 지명 데이터와 문서의 코드화 필요조건과 표준의 검토뿐만 아니라 국제
지명 표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변환 가능한 지명 데이터와 자료 형식을
찾아냈다. 워킹그룹은 지명 데이터 자체와 자료의 성공적인 전송, 자료의 이해 및 활용에 필
수적인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위한 형식과 내용들을 고려하였다.
전문 참고매뉴얼의 2장 부록 A는 전 세계적인 조사 결과를 요약한 주요 로마자 글자
들의 목록이다. 이 목록은 알파벳 순서와 발음 구별 부호 순서로 분류되었다.
부록 B의 1절은 국가, 언어 그리고 문자 체계 목록이며, 이는 각각의 국가와 주요 언
어, 문자 체계 그리고 현재 그 국가에서 대부분의 지명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로마자 표기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목록은 완전히 포괄적이진 않다. 아마도 몇몇의 국가를 위한 추
가적인 언어와 문자 체계 및 로마자 표기법은 필요할 것이다. 이 목록은 각각의 국가에 대한
유엔지명 지침서를 참고할 것이다. 부록 B 1절의 마지막 열은 비 로마자 문자 체계를 위한
ISO/유니코드 약호와 부록 B 2절의 글자표 참조 번호를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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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2절은 지명의 처리를 위한 기초 로마자와 확장된 각각의 로마자 알파벳 글자
집합 글자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 표는 언어 코드(ISO 639)에 따라 정렬되어있다. 각각의 표
는 각각의 글자에 대한 글자, 글자 이름(유니코드 표준), ISO 8859 코드 그리고 ISO 10646/
유니코드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지명의 코드화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지에
대한 8비트와 16비트 표준의 완성도는 이 표를 통해 어떤 목적으로든지 쉽게 평가된다.
부록 C는 지명 데이터 변환 표준 초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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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요 로마자 리스트
각 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
Char.(1열) - 글자들은 알파벳순으로 정렬되었으며, 대문자-소문자 순이다. 발음 구별 부호의
순서는 ISO/유니코드 표8 03열(결합한 발음 구별 부호)를 따른다. 합자는 그 합자의 첫 번째
철자의 순서를 따르고, 그 다음으로는 같은 철자와 발음 구별 기호가 함께 쓰여진 것 순이다.
다른 변형 글자는 기초 로마자 글자 중 그들과 가장 비슷한 글자 다음 순서가 주어진다.
결합한 발음 구별 부호의 순서 (오직 표에서 일어난 것들만 표시되었음):
0300 – 억음 부호
0301 – 양음 악센트
0302 – 곡절 악센트
0303 - 철자 위 ~ 표시
0304 - 장음기호
0306 - 단음기호
0307 - 글자 위 점 표시
0308 - 분음 부호표
0309 - 글자 위 갈고리 표시
030A - 글자 위 원 표시
030B - 이중 양음 악센트

030C - 글자 위 ^ 표시
0310 - 글자 위 ̐ 표시
0312 - 글자 위 ʽ 표시
0315 - 글자 우측상단 ̓표시
031B - 글자 위 ̛ 표시
0323 - 글자 아래 점
0324 - 글자 아래 분음 부호표
0326 - 글자 아래 쉼표
0327 - c밑에 붙이는 갈고리표
0328 - 모음 아래 갈고리표
032D - 아래 곡절 악센트

032E - 글자 아래 단음기호
0331 - 아래 장음기호
0335 - 짧은 가로획 겹침
0337 - 짧은 사선 겹침
0338 - 긴 사선 겹침
0340 - 억음 어조 기호
0341 - 양음 어조 기호
035D - 결합 쌍 단음기호
035F - 글자 아래 장음기호

Character Name(2열) - 일반적으로 ISO/유니코드 용어들은 로마자로 라틴어 대체하는 예외와
함께 사용된다. 괄호 안에 쓰여진 이름은 같은 패턴을 따르지만, 이 표준안에서 통일된 형식으로
찾을 수 없는 글자를 의미한다.

ISO/Unic(3열) - 만약 글자가 통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ISO 10646/유니코드의 4자리 코
드가 주어진다. 2개의 코드가 + 기호와 함께 주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 글자의 코드와 결합
발음 구별 부호로 구성된 것이다.

References to Tables of Characters(4열) - 2장 부록 B의 표에 대한 주석번호
주 : 2장 부록 B에 있는 각각의 표에서 글자의 ISO 8859 코드를 얻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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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 4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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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절 국가, 언어 및 문자체계 목록
각 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Entity Name (1열) - 유엔 용어 섹션에 의해 주어진 영문 국가명이다. 유엔 용어 섹션은 유엔
다국어 용어 데이터베이스(또는 UNTERM)를 유지하며, 홈페이지는 http://unterm.un.org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국가명 목록은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국가명 워킹그룹에 의해 준비되었다.

Language (2열) - 언어의 지위와 상관없이, 각 해당국가의 지명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언어
들이 여기에 기재된다. 가능하다면, 각 국가에 의해 발행된 지명 사용 지침서를 참고할 수 있다.
언어는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국가명 워킹그룹에 의해 편집된 국가명 목록에 따라 정리되고, 모
든 다른 언어는 그 뒤를 따른다.

Writing System(s) (3열) - 특정 언어를 위해 사용되는 문자 체계가 여기에 기재된다. 모든 로
마자를 사용하는 언어들은 전부 또는 일부를 2장에 주어진 기초 로마자 알파벳(BR)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발음 구별 부호가 함께 쓰여진 글자와 다른 변형 글자 등 알파벳의 확장형 글
자는 각 언어에 대해 별도의 표가 주어진다. 비 로마자에 대해서는, 각 문자에 대한 ISO 10646/
유니코드를 괄호와 함께 표기했다.

Romanization System(s) (4열) - 비 로마자 지명에 대해 로마자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로마자
표기법을 나열하고 있다. 이 표기법들의 순서는 유엔, 국가, 그리고 기타 순이다. n/a는 해당없음
을 의미한다. 유엔이 승인한 표기법이 있는 경우, 이것이 첫 번째고, 이에 해당하는 회의 결의문
을 괄호와 함께 인용한다. BGN/PCGN은 미국지명위원회와 영국지명위원회가 함께 채택한 체계
를 의미한다. I.G.N.은 프랑스 국립지리학협회를 의미한다.

Table Reference (5열) - 2장에 있는 특정 언어의 글자들이 나열된 표를 의미한다.

표 참고번

호는 ISO 639에 따른 언어명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만약 코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언어의 영
어이름의 앞에 네 글자가 대신 사용된다. 로마자화된 글자가 나열된 표의 참고번호는 추가적으
로 대문자 R과 숫자가 포함된다(단, 여러 로마자 표기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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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확장된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는 Chipewyan, Inuktitut, Kaska, Northern Tutchone, Tlingit를 포함한다. 이들의
목록은 현 조사 시점에서 완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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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아래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기 국가 체계가 인도에 있는 다른 언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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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절 글자표(Table of characters)
각 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Table headings - 표 이름은 ISO 639에 따른 언어의 축약형을 포함한다. 만약 축약형이 없다
면, 언어의 영어 이름 앞 네 자리 글자가 대신 사용된다. 로마자화된 글자에 대한 참고번호는 추
가적으로 대문자 R과 필요한 경우 숫자까지 포함된다. 다양한 언어와 연결된 표는 번호가 매겨
진다. 만약 언어명이 문자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언어이름이 괄호와 함께 추가된다. 아래의
표 주석은 ISO 표준 실행의 현실적인 측면 분석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1. 표 1 또는 기초 로마자로 포괄할 수 있는 언어(오직 하나 또는 서너 개 글자 집합만 표1에
의해 포괄할 수 없는 언어들은 별표로 표시한다; 이러한 언어들은 아래 표에서도 찾을 수 있다)

2. 확장 표로 포괄이 가능한 언어의 축약형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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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의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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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의 주석
주 1. 로마자 표기법이 유엔으로부터 승인 받았으나, 관련된 국가에 의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주 2. 비 로마자 문자체계가 아직 ISO 10646/유니코드 표준에 맞춰지지 않은 경우
주 3. 로마자 글자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 (a) ISO 8859, (b) ISO 10646.
주 4. 글자가 하나의 통일된 글자로 코드화될 수 없고, 오직 결합 발음 구별 부호와 함께만 가
능한 경우.
주 5. 문서작업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과 워킹그룹(WG)에 의해 사용되는 폰트로 그 글자가 화
면에 표시되지 않고 출력할 수 없는 경우. 서식 명령(예, 밑줄) 또는 사본의 추가가 인쇄된 출력
물 형태(hard copy)로만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많은 소프트웨어 생산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ISO10646/유니코드의 채택은 유니코드 폰트의 사용을 더 광범위하게 만들었다. [NB 이 주석은
원 조사에서는 포함되었으나, 더 이상 적용은 불가능하다].
주 6. 다중 코딩. 조사에 의해 확인한 결과 하나의 글자에 대한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ISO10646/유니코드를 가진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7. ISO 8859 코드는 사용가능하지만, 표준의 다른 부분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행이 어려
운 경우.

Char. (1열) - 글자는 알파벳 A부터 Z 순으로, 선 대문자 후 소문자 순으로 정렬되어있다. 발음 부
호의 순서는 유니코드 표 8의 03열(결합 발음 구별 부호, 부록 A 참조)을 따른다. 합자는 그 합자의
첫 번째 철자의 순서를 따르고, 그 다음으로는 같은 철자와 발음 구별 기호 함께 쓰여진 것 순이다.
다른 변형 글자는 기초 로마자 글자 중 그들과 가장 비슷한 글자 다음 순서가 주어진다.

Character name(2열) - 일반적으로 ISO/유니코드 용어들은 로마자로 라틴어 대체하는 예외와
함께 사용된다. 괄호 안에 쓰여진 이름은 같은 패턴을 따르지만, 이 표준안에서 통일된 형식으로
찾을 수 없는 글자를 의미한다.

ISO 8859(3열) - 두 자리 코드는 괄호안의 숫자 일부와 함께 주어진다. 이음표(Dash)는 코드
가 없는 것이다. 몇몇 글자의 다른 코드들은 ISO 8859표준의 다양한 부분에서 가져온 것이다.
현재 ISO 8859는 10개 부문(8859-1 — Latin 1; 8859-2 — Latin 2; 8859-3 — Latin 3;
8859-4 — Latin 4; 8859-5 — Latin/Cyrillic; 8859-6 — Latin/Arabic; 8859-7 —
Latin/Greek; 8859-8 — Latin/Hebrew; 8859-9 — Latin 5; 8859-10 — Latin 6)과, 4개의
초안형태의 부문(marked with an asterisk: 8859-11* — Latin/Thai; 8859-12* — Latin 7
(Celtic); 8859-13* —Latin 8 (Baltic Rim); 8859-14* — Latin 9 (Saami))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개개의 글자를 위해 이 표준의 모든 부문의 코드들이 포함되었고, 주어진 언어에 가장 적합
한 표준의 특정 부문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ISO/Unic.(4열) - 만약 글자가 통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ISO 10646/유니코드의 4자리 코
드가 주어진다. 2개의 코드가 + 기호와 함께 주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 글자의 코드와 결합
발음 구별 부호로 구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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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이 언어들(Chipewyan, Inuktitut, Kaska, Northern Tutchone, Tlingit 등)에 대한 완전한 목록은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현재 이 표는 단지 유콘의 지명에서 발견되는 확장된 로마자 글자(“만들기 어려운
글자들”이라고도 불림)를 수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언어들의 목록은 추가적으로 Latin-1 코드표에서 발음 구별
기호를 가진 “보통의” 글자들 포함할 수도 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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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그리스어의 강세 부호(tonos)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양음부(acute accent)가 상기 표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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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루마니아의 요청에 의해 새로운 ISO 10646 코드가 부여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전에 갈고리 부호
(cedillas)가 붙여 있던 글자에 새로운 글자 이름이 부여되었다(015E, 015F, 0162, 0163가 각각 0218, 0219,
021A, 021B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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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글자에 대한 일반적인 타이핑은 글자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0064+0315)를 010F를 대신하여,
(004C+0315)를 013D를 대신하여, (006C+0315)를 013E를 대신하여, (0074+0315)를 0165를 대신하여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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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어의 음조 부호는 일반적으로 지명에 표기되지는 않으나,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상기 표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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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명 데이터 변환 표준 초안
제1부 데이터 구성요소
다음의 데이터 구성요소는 제1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 결의 4에서 정해진 것으로, 디지털
변환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지명 정보의 최소 세트를 구성한다.
1.0 지명(GEOGRAPHICAL NAME) - 지형을 지칭하는 표준화된 이름의 철자. 변형 지명
의 철자는 표준화된 지명을 따르되 적절한 구분기호와 함께 사용한다. 데이터 세트에 딸린
주석은 지명 표기에 사용되는 모든 관례들을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류순서, 속성 지
명의 전환, 별표 등의 특별한 표시의 의미 등이 그것이다.
Data Type: 텍스트. 데이터 세트에 딸린 주석은 텍스트의 형식과 코드방식을 규정해
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char, ASCII
char, ISO 8859(2)
char, KOI 8
wchar_t, ISO 10646
2.0 지형의 유형(FEATURE

TYPE) - 지명에 의해 표현된 지형 종류의 특성. 데이터 세

트에 딸린 주석은 사용된 특성화의 틀을 규정하여야 한다.
Data Type(자료형식): 텍스트
3.0 위치(LOCATION) - 위도와 경도로 표현된(그리니치 본초자오선 기초) 지명 또는 지
형의 유형과 관련된 위치. 대부분의 지명 자료 세트들에 대해서 선호되는 형식은 도와 분,
소수점 이하 자리수를 이용해 가장 근접한 정수 형식의 분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 형
식은 초 또는 소수점 분을 포함하여 향후 갱신이 가능하다. 자료 세트에 딸린 주석은 가능
하다면 대안적 형식을 명시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소수점 도, 정수 도와 분, 정수 및 소
수점 분 등이다.
3.1 위도(LATITUDE) - 위치(LOCATION)의 위도 값.
Data Type: 정수
영역 : 90 00S<=LATITUDE<=90 00N.
3.2 경도(LONGITUDE) - 위치(LOCATION)의 경도 값.
Data Type: 정수
영역 : 180 00E<=LONGITUDE<=180 00W.
4.0 행정 구역(ADMINISTRATIVE AREA) - 위치(LOCATION)가 지정된 국가 및 행정
구역의 고유번호
Data Type(자료형식): 텍스트
영역 : (영역은 ISO/DIS 3166의 1장 및 2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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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도의 참고번호(MAP SHEET REFERENCE) - 위치(LOCATION)를 포함하고 있는 지도(표
준 국가 지도 시리즈)의 고유번호. 데이터 세트에 딸린 주석은 참고 지도 인용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Data Type(자료형식): 텍스트
제2부 메타데이터1
이 부록 제1부의 주석은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해석하기 위해 데이터 세트
의 이용자들로부터 요구되는 추가적인 정보에 관한 것이다. 이 추가적인 정보는 일반적으로
메타데이터라 불려진다.
메타데이터는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 지리적 위치를 위해 존재하는 데이터 세트는 무엇인가?
⦁ 데이터 세트는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는가?
⦁ 어떻게 데이터 세트가 얻어졌는가?
⦁ 데이터 세트의 처리와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지명 데이터 세트를 특징짓는 메타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부분집합들을 구성할 것이다.
⦁ 식별 정보(Identification Information) - 출판사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기초 정보
⦁

글자 코드 표준 - 데이터 세트의 글자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국가
적, 국제적 또는 사적인 표준의 확인

⦁ 데이터 품질 정보 - 데이터의 품질(정확도, 현재성)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

공간 데이터 구조(가능한 경우) - 데이터 세트의 공간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
된 메커니즘(글, 점, 벡터, 레스터)

⦁ 공간 참고 정보(가능한 경우) - 데이터 세트에 있는 좌표의 참고 방법에 대한 설명
⦁

실체와 속성 정보 - 실체의 정보와 그것의 속성 및 영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세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록의 1장은 객체와 속성 메타데이터로 간주한다)

⦁

소프트웨어 정보 -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 데이터 세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소프트웨어 및 환경설정 등에 대한 정보

⦁ 배포 정보 - 데이터 세트를 얻기 위한 조건과 데이터 세트의 배포에 관한 정보
ISO 15046 제15부는 지리정보에 적용하는 메타데이터 표준의 초안이다. 이 메타데이터 표준은
주로 미 연방 지리데이터위원회가 개발한 메타데이터 표준에 기초하고 있다. 비록 지명 데이터
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유엔지명전문가위원회 지명데이터 변환 형식
및 표준 워킹그룹의 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는 하지만, 디지털 정보의 변환 프로그램의 활
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명데이터 세트 내용의 자세한 서술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고
도 필요한 일이다.
1 여기에 제시된 정보는 디지털 지리공간 메타데이터에 대한 내용 표준, 미 연방 지리자료 위원회, 1997. 4.
(Content Standard for Digital Geospatial Metadata, 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USA), April,
1997)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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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시현
이어지는 내용은 워킹그룹에 의해 권고된 지침을 충실히 따른 디지털 지명데이터 세트 출력물의
요약된 예시이며, 2개의 파일이 구성된다. 첫 번째는 지명데이터이고, 두 번째는 텍스트 파일(관
습적으로 “readme" 파일로 알려져 있음)로 데이터를 받는 사람에게 데이터의 내용과 활용성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파일이다. 이 예시는 오직 설명 목적으로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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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가명 목록

지명표준화를 위한 전문 참고매뉴얼

서 론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은 1992년 8월-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16차 회의에서 국가명의 공식적 형태
제정을 목표로 하는 워킹그룹의 구성을 결정하였다. 국가명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Country
Names)에게는 1986년에 작성된 국가명 목록을 갱신하는 업무가 주어졌다.
이 전문 참고 매뉴얼의 제3부는 “국가명 목록”이라는 제하에서 2002년 8월 27일부터 9
월 5일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8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발표되었던 보고서의 요약 및 갱신
버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목록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193개의 독립 국가의 이름
을 2006년 8월 현재 각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들로 수록하고 있다.

형식
각 국가에 대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 번째 열은 국제표준화기구(ISO) 3166 표준을 통해 만들어진 두 자리 국가코드와 유
엔에 의해 사용되는 영문 국가명을 제공한다. 국가들은 영문 국가명의 알파벳순서를 따라 정렬하
여 수록되어 있다.
“Holy See" 다음에 붙어있는 별표는 이 국가가 유엔 가입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열은 해당국가 언어의 ISO 639표준을 통해 만들어진 두 자리 언어 코드와 그
언어의 영어 이름을 제공하고 있다. ISO 코드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의 가용한 데이터들
로부터 얻어낸 언어의 영어 이름을 제공한다.
두 개 이상의 언어가 하나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언어들은 ISO 639 코드의 알파
벳 순서를 따라 나열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열에는 국가의 짧은 이름(일반적 또는 구어적으로 사용되는 이름)과
공식적 이름(공식적 외교 상황에서 사용되는 전체 이름)이 각 국가의 공식 언어로 나열되어 있다.
로마자 알파벳을 사용하는 국가명은 모든 발음 구별 부호와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정확한
문자 형태로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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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알파벳이 아닌 문자체계를 사용하는 국가의 이름은 유엔이 승인한 체계를 따라
로마자화하였다.1 유엔이 승인한 로마자 표기법이 없는 언어에 대해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국제
적 표기법이 적용되었다.
물음표(?)는 해당 언어로 알려져 있는 규정된 이름이 없는 것을 나타낸다.
전문가그룹의 국가명 워킹그룹은 이 목록의 개선과 갱신을 위한 어떤 의견도 환영한다.

1 이 매뉴얼의 제1부를 참고할 것. 현재 지명을 대한 유엔 로마자 표기법의 위상은 유엔지명전문가그룹 로마자
체계 워킹그룹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www.eki.ee/wg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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