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역

쉽고 바른 국어로
하나 되는 우리
오시는 길

방화 3동
주민센터
➌

방화역
➍

5

➋
➊

5
개화산역

지하철 5호선 방화역 2번 출구
버 스 방화 3동 주민센터·국립국어원 앞에서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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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나들
신월

김포공항

- 파란색 654번, 651번, 672번
- 녹 색 6629번, 6648번, 6712번

→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775 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소개

우리말과 우리글을
기획연수부

어문연구실

올바르고 품위 있게 쓸 수 있도록
기획
운영과

공공
언어과

교육
연수과

어문
연구과

언어
정보과

한국어
진흥과

특수언어
진흥과

연구하고 안내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말을 쉽고 바르게
배우도록 이끌고,
수어와 점자를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 일을 합니다.

•발자취
1984. 5.
1990. 1.
1991. 1.
1999. 11.
2000. 8.
2004. 11.
2005. 1.
2006. 12.
2011. 12.
2016. 2.
2016. 5.
2016. 10.
		
		
2016. 12.

국어연구소 개소(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문화부로 소속 변경
국립국어연구원 개원(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표준국어대사전》(상·중·하 3권) 완간
청사 이전(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국립국어원으로 명칭 변경
국어기본법 제정 및 공포(법률 제7368호)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 수립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12~2016) 수립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및 공포(법률 제13978호)
점자법 제정 및 공포(법률 제14205호)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우리말샘》 개통
《한국어기초사전》 개통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개통
제3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17~2021)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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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진흥과·특수언어진흥과

원장

언어정보과·교육연수과

국립국어원은

1부 1실 7과

어문연구과·공공언어과

조직·업무 / 발자취

•조직·업무

국립국어원이 하는 일

국어 사용 실태와 정책 자료 조사

어문 규범 현실화와 편의성 증진

- 국
 어 사용 실태와 국내외 언어 정책 자료를 조사하여

- 언
 어 현실에 맞게 어문 규범을 개선하고 국어 생활 종합 상담으로 편리한

쉽고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환경을 마련합니다.

언어생활을 돕습니다.

어문 규범 안내 http://www.korean.go.kr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어문 규범의 내용과 해설, 외래어 표기 용례와 로마자 표기 용례를
찾아볼 수 있게 안내합니다.
가나다전화 1599-9979(국어친구)

3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 남
 북 언어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민족 언어 통합을 위한 바탕을 마련합니다.

•국민의 국어 생활을 지원하고, 국어 관련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용 시간: 평일 9시~18시
온라인가나다 http://www.korean.go.kr/ganada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질문에 답을
합니다.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카카오톡에서 국어 관련 질문에 답을 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우리말365’로 검색하여 친구 맺기를 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4
방언의 보존 · 활용 지원
- 지
 역어 보존을 위한 지역어 조사와 다양한 사회적 변인에
따른 사회 방언 조사, 방언 정보 활용 체계 구축·운영으로
국어와 국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한국어진흥과·특수언어진흥과

2

1

언어정보과·교육연수과

어문연구과·공공언어과

우리말 튼튼하게
어문연구과

국립국어원이 하는 일

매체 언어와 청소년 언어의 개선
- 신
 문·방송·인터넷 언어 등 매체 언어의 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1

- 청
 소년의 언어문화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감수와 권고
우리말 꿈터 http://www.korean.go.kr/kkum

- 공
 문서나 보도 자료에 쉽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감수하고 개선을
권고합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에 관련된 여러 주제를 활동 중심으로
구성한 청소년 체험 공간입니다.

- 교
 과서가 바른 언어의 모범이 되도록 교과서의 표현과 표기를 감수합니다.

•자유 학기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친근하고
즐겁게 우리말을 접할 수 있게 합니다.

2

국어 정보지 발간 http://news.korean.go.kr

전문용어 표준화와 정비, 공공용어 번역 지원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의 중요한 전문 주제를 쉽게 소개하는 계간지입니다.
•『쉼표, 마침표』: 국어 생활의 다양한 교양 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소식지입니다.

-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정비하여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

2017년 제27권 제2호·여름

- 공
 공용어의 올바른 번역을 지원하고, 표준 번역안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2
0
1
7
년
제
27
권
제
2
호
·
여
름
특[집 특
] 수언어 정책

공공언어 통합 지원 http://publang.korean.go.kr
•공 공언어 지원: 문화재 안내문, 전시 안내문, 법령문, 정책 용어 등
공공언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바꾸는 일을 지원합니다.
•공공용어 번역: 공공 분야에 쓰이는 우리 문화 용어(예: 역명, 음식명,
도로명, 문화재명 등)의 번역을 표준화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합니다.
•우리말 다듬기: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어려운 한자어, 낯선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고 알립니다.

4

[특집] 특수언어 정책
특수언어 정책의 현황과 의의 황용주
「한국수화언어법」제정의 의의와 실제 이운영
우리나라 수어 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원성옥
한국수어 정비 사업: 한국수어사전(한국수어의 기록) 이현화
「점자법」
의 제정과 시행 김호식
세상을‘보게 하는’점자 교육 김영일
점자 규격 표준화 사업의 필요성 강완식

지금 이 사람

말과 글은 문화의 뿌리
-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이경우

문학 속 우리말 사투리에서 키니시즘까지: 소설 속 사투리에 대한 두 가지 단상 구자황
세계의 언어 정책 사회 언어학적 시각으로 보는 카자흐스탄 언어 정책 구은조
삶과 우리말 한글이 주는 행복 정재환
배움터 풍경 국어 시간의 영웅들, 그리운 이름을 하나씩 불러 봅니다 최진아

국립국어원 소식
[부록]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내용
「외래어 표기법」일부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변경 내용

ISSN 1225-7168

청소년 공부방 운영
•초·중·고등학생과 그 나이 또래의 청소년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용 시간: 화~금 16시~22시, 토·일 9시~22시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문의 전화: 02-2669-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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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진흥과·특수언어진흥과

3

언어정보과·교육연수과

어문연구과·공공언어과

우리말 가꾸고 다듬기
공공언어과

국립국어원이 하는 일

1
국어 사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국어대사전》 운영
http://stdweb2.korean.go.kr
- 올바른 표기와 띄어쓰기, 낱말의 표준적인 쓰임을 안내해 주는
사전입니다.

2
국민 참여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우리말샘》 운영
http://opendict.korean.go.kr
- 국
 민이 참여하여 신어, 생활 용어, 전문용어 등 국어 어휘를
한곳에 모을 수 있는 한국어 지식 대사전입니다.

3
《한국어기초사전》과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운영
- 한국어 학습자와 교육자를 위한 5만 단어 규모의 사전입니다.

한국어기초사전 http://krdict.korea.go.kr
•외
 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기초 사전입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http://krdict.korean.go.kr/언어명
•《한국어기초사전》의 표제어와 뜻풀이가 한국어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의 언어(1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언
 어명
러시아어: rus, 몽골어: mon, 베트남어: vie, 스페인어: spa, 아랍어: ara,
영어: eng, 인도네시아어: ind, 일본어: jpn, 타이어: tha, 프랑스어: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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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진흥과·특수언어진흥과

언어정보과·교육연수과

우리말 나누기
언어정보과

국립국어원이 하는 일

- 지
 역 아동 센터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국어 교육 및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쏙쏙! 국어 교실
http://edu.korean.go.kr

1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초 국어 능력 향상을

다양한 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하여 지역 아동 센터와 연계하여 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어 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합니다..

- 국
 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어문화학교에서는 원내 정규

•3월~11월 중 상시 운영

교육과정인 '국어 전문 교육과정', 전국 각지를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 문화학교’,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등을 운영합니다.

국어문화학교 http://edu.korean.go.kr
02-2669-9752, 9729, 9662

•국어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교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종합적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 전문 교육과정’
- 공공언어, 화법, 독서, 작문 등의 분야별 ‘특별 과정’
- 전국 각지를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누리망(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국어
문화학교’

3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 국
 어 교육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며,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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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진흥과·특수언어진흥과

언어 소외 계층 교육 지원

언어정보과·교육연수과

2

함께 배워요, 우리말
교육연수과

국립국어원이 하는 일

한국어진흥과·특수언어진흥과

한국어, 세계로
한국어진흥과

2
언제, 어디서든 한국어 교원을 위한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운영
- 한
 국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자료, 한국어 교원을 위한 온라인
연수를 제공합니다.

한국어교수학습샘터 http://kcenter.korean.go.kr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문법·표현 교육 내용, 어휘 교육

1

내용을 비롯하여 다양한 교수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발음 교수법, 문법 교수법 등 한국어 교원을 위한 온라인 연수 과정을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소식을 전합니다.

- 다
 문화 가족, 이주 노동자, 재외 동포, 국외 한국어 학습자 등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합니다.

3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과 교원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교원 자격’을 심사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고, 국내외 다양한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http://kteacher.korean.go.kr
전화: 02-2669-9671~4 / 전송: 02-2669-9747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에 관한 정보와 한국어 교원 교육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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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이 하는 일

한국어진흥과·특수언어진흥과

2
편리한 점자 사용 환경 조성

또 하나의 우리 말글,
한국수어와 점자
특수언어진흥과

- 한국점자규정을 정비하고 보급합니다.
-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자 교육과정을 개발합니다.

3
한국수어 기초 자료 구축과 수어 사전 정비
- 한
 국수어 기초 연구를 위해 말뭉치*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수어 사전을

1
한국수어로 소통하는 환경 조성

정비·보완합니다.
* 말뭉치: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모아 놓은 언어 자료

- 맞
 춤형 한국수어(수화 언어) 교육과정, 농인(청각 장애인)의 농문화 향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합니다.
- 박
 물관 등의 문화 정보를 수어로 해설하는 영상을 구축하고 보급합니다.

한국수어사전 http://sldict.korean.go.kr
•일상생활 수어, 전문용어 수어, 문화 정보 수어를 제공합니다.
•수어 정보(수어 동영상, 수형 사진, 수형 설명, 원어 정보 등)와 한국어 정보(표제어,
품사, 뜻풀이, 용례)를 함께 제공합니다.
•‘한국어 찾기’와 ‘수형으로 찾기’ 두 가지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수어 상담 영상 전화 070-7947-7103
•한국수어(수화 언어) 관련 상담을 하고 한국수어 정책에 관해 의견을 받습니다.
•이용 시간: 평일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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