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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점자 규정 해설

발간사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는 세상과 소통하는 눈이자 세상의 정보를 습득하는 도구입
니다. 점자는 시각 장애인이 다양한 학문, 기술, 예술 분야의 새로운 개념과 기호를
습득하고 익히는 통로라는 점에서 통일된 점자 표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체계화하여 1926년 ‘훈맹정음’을 발표한 이후에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자 표기의 표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
가 이어졌고, 시각 장애인과 점자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1997년 한국 점자 규정이 최
초로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 1차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7년 10여 년 만에
또 한번의 새로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은 2016년 초 한글,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 각 분
야 전문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6년 5월 점자규범정비위원회
의 심의와 2016년 11월 국어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3월 28일 고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음악 점자를 ‘한국 음악 점자’와 ‘서양 음악 점자’로 나누어
기존의 5개 점자 규정 분야를 6개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된 글자나 기호의 점
형을 구분하여 점자 표기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점자 표기와 묵자 표기 간의
일치성을 높이고 예시를 보완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개정된 점자 규정에 대해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서 발간을
계획하여 2018년 한글과 수학 분야의 규정 해설서를 발간하였고, 올해 과학과 서양
음악 분야의 점자 규정 해설서를 이어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점자를 배우고 싶어도
교육 자료가 부족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점자 규정이 개정되었음에
도 현장의 교육 자료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해설서가 점자
교육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해설서가 토대가 되어
앞으로 다양한 점자 관련 학습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학 점자 규정 해설, 음악 점자 규정 해설이 점자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해설서를 펴내기까지 관심과 정성을 쏟아 주신 위원들과 관계자들
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9년 3월
국립국어원장 소강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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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셋째, 과학 점자의 확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은 다른 학문 영역보다 그 진화
속도가 빠르다. 그러므로 진화된 속도만큼 기호의 유입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유니코드 체계의 기호 문자들을 점자로 제정하여 필요할

우리나라 과학 점자 연구의 시작은 1967년 7월 26일~28일 서울맹학교가 주축이 되

때 가져다 쓰는 방안도 고민할 단계라고 본다.

어 전국 맹학교 대표자들이 모여 ‘한글점자연구위원회’를 발족하면서부터이다. 이 위
원회에서 한문제 교사가 수정·보완한 수학 점자를 채택하였고 한글 점자 약자와 문장

이 해설서는 위에서 제안한 과학 점자의 향후 연구 방안에 대해 규정의 해설과 함
께 검토할 점, 수정·보완할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들이 이 해

부호 및 과학 기호를 제자하였다.
이후 김천년 교사는 광복 이후에 산발적으로 제자하여 사용해 오던 과학 점자 기호

설서를 통해 과학 점자의 규정을 이해하는 데 충분히 만족하기를 기대해 본다.

를 체계화하여 1973년 12월 24일에 ‘점자 이과 기호’라는 이름으로 과학 점자 표기
법을 발표하여 과학 점자 기호 보급의 길을 열었으며, 1979년 10월 25일에는 맹교육
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이과 기호 점자를 발표하였다.
한편 1979년 9월 18일 문교부는 대학 예비고사 문제지 점역을 위해 전국 맹학교
고등부 대표자 회의를 서울맹학교에서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 수학 점자 기호 30개
를 추가로 제자하였으며, 그동안 사용해 오던 과학 점자 기호를 재검토하여 통일안으
로 확정하였다.
1979년 최초로 대학 예비고사 문제지 점역을 마친 후 지방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
하는 점자를 통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82년 단국대학교 김승국 교수는 문교부
‘교육 정책 과제 연구비’로 각 영역의 전문가들 10명과 함께 「한국점자통일안」을 연
2019년 3월

구하여 이듬해인 1983년 3월 20일에 발표하였다.
과학 점자는 이 시점부터 교육과정을 반영한 연구 방향으로 초점화되었고 1997년

점자규범정비위원회 수학‧과학‧컴퓨터분과

12월 17일 「한국 점자 규정」, 2006년 6월 9일 「개정 한국 점자 규정」, 2017년 3월

이인학

28일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의 이름으로 정부 고시를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과학 점자는 학교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으나 이
후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구 환경에 직면하고 있
다. 과학 점자만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직면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과학 영역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과학 점자 연구의 필요성 또한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과학 점자를 어떤 방향으로 연구할 것인가는 과학 점자 발전에 중
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 점자 연구의 방향을 제안해 본다.
첫째, 규정의 내용이 교육과정과 동떨어져 있거나 그림으로 표현되는 기호들은 삭
제나 수정이 필요하다. 생물의 치식(齒式), 화식(花式), 물리의 전기 회로, 지구 과학
의 일기도 등은 이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과학 영역의 재배치, 최신 용어의 도
입 등도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글 점자 규정과 수학 점자 규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과
학 점자 규정은 한글 점자 규정과 수학 점자 규정을 기초로 하여 과학 점자 규정으로
확대 적용해 가는 보완적 성격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두 규정 사이의 충돌 요소를 최
소화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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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해설서의 본문은 과학 점자 규정의 본문과 그에 대한 해설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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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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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에서는 조항의 근거가 되는 한글 점자 규정과 수학

점자 규정을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5. 이 해설서는 점자 규정의 원리를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의
첫머리에 해당 내용의 과학적 기본 개념을 용어 설명의 형식으로 짧게 제시하
였다.
6. 이 해설서의 부록은 과학 점자 규정의 심화 예제와 2017년 과학 점자 규정
신구 대조표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 점자 규정 심화 예제에서는 과학적 지식
에 기초한 내용을 중심으로 과학 점자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4개 과학 영역
을 고르게 다루었다.

참고 문헌 ····················································································································· 73

7. 이 해설서는 한글 점자 규정과 수학 점자 규정 사이의 표기상 충돌 문제와
과학 점자 규정에서 보완할 점을 함께 기술하여 향후 규정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 1] 2017년 과학 점자 규정 점역 예제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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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해설서는 한글 점자 규정, 수학 점자 규정, 과학 점자 규정 및 이전 규정
과 현 규정 사이의 비교 설명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포괄적
인 이해를 도왔다.
9. 이 해설서의 점자본에서는 묵자본의 점 번호가 아닌 모양 그대로 제시된 점
형 앞에 온표(=)를 적어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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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학 점자 일반
○ 과학 영역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그리스 문자는 단일 알파벳 문자로 로마자와 같이

제1절 문자·단위·수식·첨자

대·소문자로 표기한다. 이때 소문자는 @을, 대문자는 .을 해당 철자 앞에 적어 나타
낸다.

수학에서 소문자 시그마()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쓰이고 대문자

제1항

시그마()는 총합에 관한 기호로 쓰인다.
제1항 문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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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문자를 적을 때에는 ‘한글 점자’ 제4장 제10절 제30항 규정에 따른다.


0@A

췌장 β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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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점자 규정 해설서(제30항)에서는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라 그리스 문자를
표기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학 점자 규정(제13항)에서는 이전 그리스 문자 표

해설
○ 한글 문장 안에 그리스 문자가 나올 때에는 한글 문장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그리
스 문자 앞에 로마자 표 0을 적어 그리스 문자가 시작되었음을 알려 주고, 그리스
문자 뒤에 로마자 종료표 4을 적어 그리스 문자가 끝났음을 알려 준다.

기법을 따르므로 과학 점자 규정에서도 수학 점자 규정에 준하여 표기하였다. 결과적
으로 그리스 문자는 영역 간 이중 표기를 하게 되므로 향후 표기의 통일성이 요구된
다.

참고
그리스 문자의 첫 철자는 이고 마지막 철자는 이다.

@["O,[ EG.<W ;S' ;T.CZ 0@A4O@U E.OEA ;T.CZ
0@W4OI4
○ 묵자에서 그리스 문자 뒤에 마침표가 있을 때에는 마침표 4과 로마자 종료표 4
을 이어 적지 않고 4을 한 번만 적어 나타낸다.

구분

근거 조항

한글 점자

동 규정 제30항

수학·과학
점자

수학 점자 규정
제13항

표기법

예시

해당 철자 앞에 그리스 문자표



0.G

.을 전치



0,.G

해당 철자 앞에 소문자는 @을,



0@G

대문자는 .을 전치



0.G

Hz는 주파수의 단위로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독일의 물리학자 H.
R. 헤르츠에서 따온 말이다.

0,HZ4CZ .MD,MW I3MR"U .).@OD<W .(.R"!

제2항
제2항 단위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O1JS5.?["U .[7E]J3 IXO1W E&"OJA.
0,H4 ,R4 JN"[;[N,S ,I<( E1O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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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자로 적지 않은 단위 표(비로마자 단위 표)를 적을 때에는 ‘한글 점자’ 제

- 2 -

31항 규정에 따른다.
 min의 분의 은  s이다.
#A0M94W #FJ^GW #AZ #A0S4OI4

단위명

기호

점형

단위명

기호

점형

퍼센트



0P

천분율

‰

0PM

도

°

0D

분

′

0-

#A0IN4CZ #B4ED0CM4OI4

초

″

0--

옹스트롬

Å

0*

일사량 단위에는 calcm min이 있다.

 in는  cm이다.

O1L">7 I3MRNCZ 0CAL_/CM^#B_/M94O O/I4
묵자책  p 분량은 점자책  p 분량으로 거의 를 차지한다.
EMA.;RA #CJJ0P4 ^G">7Z .S5.;RA #FJJ0P4 ^G">7["U

4. 로마자로 된 단위에 포함된 숫자가 단위 끝에 올 때에는 ‘한글 점자’ 제35항 규정
에 따라 적는다.

@SW #BJJ0P "! ;<.OJ3I4

각도 는 ′이고 ′은 ′′이다.

MJm 는 일사량의 단위이다.

$AIU #A0D CZ #FJ0- O@U #A0- Z #FJ0-- OI4

0,,MJ_/M^#B CZ O1L">7W I3MROI4

북위 ′

^MAMR #CH0D#B0-

‰은 분의 이다.
Å은   m이다.

일사량 평년값은  MJm 이다.

#A0PM Z #A1JJJ^GW #AOI4

O1L">7 D]C*$B'Z #DFCA0,,MJ_/M^#BOI4

#A0* Z #AJ^9#AJ0M4OI4

목포의 일사량은  MJm 이상이다.
EXDUW O1L">7Z #DFCA0,,MJ_/M^#B OL7OI4

2. 로마자가 포함된 비로마자 단위를 적을 때에는 ‘한글 점자’ 제31항 규정에 따른다.
5. 그리스 문자로 된 단위는 로마자 단위 표기법과 동일하게 적는다.
의 설탕물  g을 분간 가열하였더니 의 설탕물이 되었다. 이때
가열 전후의 농도차는 몇 p인가?

Ω

#BJ0P W ,TH7E& #AJJ0G4! #AJ^G$3 $\J<:/ISCO #DJ0P W

#E0.W

 mm는   m이다.

#A0MM4CZ #A1JJJ0@MM4OI4

,TH7E&O IYS/I4 O,IR $\ .)JMW C=IU;<CZ E:2 0PP Q$8
어는점(℃)은 ℉이고 끓는점(℃)은 ℉이다.

6. 화학식이 단위로 쓰일 경우 화학식 표기 방법에 따르고, 단위 다음에 한글이 나

SCZ.S58'#J0D,C,0Z #CB0D,F O@U

올 경우 한 칸을 띈다.

,@!0CZ.S58'#AJJ0D,C,0Z #BAB0D,F OI4
 mH O

3. 로마자로 된 단위는 영어 약자 표기 방법에 따라 적는다.

#B0M,H;#B,O

공기의 산소 분압(PO  )과 이산화탄소 분압(PCO  )의 차이

단위명

기호

점형

단위명

기호

점형

@=@OW L3,U ^G<B8'0,P,O;#B,0@V

분

min

0M9

에르그(일률)

erg

0]G

OL3JVH3,U ^G<B8'0,P,C,O;#B,0W ;<O

인치

in

0IN

바

bar

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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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J%IR .)JVCZ #B0,G4 ^MHS #E0,G4,$.O

○ 『개정 한국 점자 규정』(2006)(이하 이전 규정이라 함)에서 외국 문자로 된 단위를
이전 규정

표기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단위 부호 앞에 쓰인 0은 단위를 나타내는 로마자 표로 보았다.

J>7L7IY3 ^3E*" EM@NCZ #BJJ0G CR"U ISIQ
@]">7JV ;M,NOI4

- 로마자 단위와 비로마자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부호가 단위로 쓰였는지가 표

J%IR .)JVCZ #B0,G4^MHS #E0,G4,$.O

기의 중점이었다.
- 단위의 해당 부호가 단위로 쓰였을 경우 로마자 종료표 4을 적지 않고 한 칸 띄어

,XIU$ 0K,BPS N,S 0,G,BPS "U @[B,XJ@N

현 규정

적었다.

.QJVN ,I"< ,XIUCZ 0K,BPS4N,S
0,G,BPS4"U S5;]C@N .[7$J3 ^3E*" EM@NCZ
#BJJ0G4 CR"U ISIQ @]">7JV ;M,NOI4

○ 이전 규정에서 단위의 표기 방식에 대해 지적을 받은 부분은 묵자 원본을 점역할
때 점역자가 원본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점역하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 g’라는 단

예문 3
이전 규정

어가 있을 경우 이를 4세대로 해석할지, 4그램으로 해석할지는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또 이러한 표기 방식으로 인해 점자를 읽는 독자가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현 규정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AE0P을  로 읽을지,  p로 읽을지 역시 문맥을 보고

Å은 수소 원자 개의 지름으로,   m, 또는  nm와 같다.

#A0* Z ,M,U P3. #A@RW .O"[5["U"
#AJ^9#AJ0M" ,IU@Z #J'A0NM V $8I4
#A0* Z ,M,U P3. #A@RW .O"[5["U"
#AJ^9#AJ0M" ,IU@Z #J4A0NM4V $8I4

판단해야 한다.
○ 한글 점자 규정 제35항에 따르면 로마자와 숫자가 이어 나올 경우 로마자 종료표
○ 『개정 한국 점자 규정』(2017)(이하 현 규정이라 함)에서 외국 문자로 된 단위 부호

를 적지 않는다. 이 규정을 로마자 단위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즉, 로마자로 된
단위에 포함된 숫자가 단위 끝에 올 경우 로마자와 숫자 사이 또는 숫자 다음에 로마

를 적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로마자로 쓰인 부호는 단위 기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로마자 표기법에 준하여 적는다.
- 비로마자 부호는 단위로 쓰인 경우에 한하여 로마자 종료표를 적지 않고 한 칸 띈다.

자 종료표를 적지 않는다. 그리고 숫자 뒤에 한글이 이어 나올 때에는 ‘한글 점자 규
정’ 제38항에 따라 적는다.

- 로마자를 포함한 비로마자 단위도 비로마자 단위의 표기법과 동일하다.
℃의 1기압에서 물  m 의 질량은  t이다.
예문 1
이전 규정

현 규정

예문 2

M사에서 제조한  cm 넓이의 테이프가 있나요?

#C0,M4LN,S .N.UJ3 #C0CM CTBOW HNOD[$

#D0D,C W #A@O<BN,S E& #A0M^#CW .O1">7Z
#A0T4OI4

O/C<+8
#C0,M4LN,S .N.UJ3 #C0CM4 CTBOW HNOD[$

참고
○ 단위 표기와 관련된 한글 점자 규정

O/C<+8
휴대 전화는  G 부터  G 까지 속도가 kBps에서 GBps로 급속하게 향
상된 반면, 무게는  g 내로 더딘 경량화 추세이다.

- 5 -

구분
한글 점자

근거 조항
제31항

내용
로마자가 아닌 단위 부호를 적을 때에는, 그 앞에는
단위 표 0을 적고 그 뒤에는 한 칸 띄어 쓴다.

- 6 -

제35항

로마자와 숫자가 이어 나올 때에는 로마자 종료표를

,V33(#H"@:",L)/(@PR^#D.D,P)

적지 않는다.
[다만] 숫자와 혼동되는 ‘ㄴ, ㄷ, ㅁ, ㅋ, ㅌ, ㅍ, ㅎ’의

제38항

[붙임 1] 화학 반응식이거나 한글이 포함된 수식일 때에는 기호(+, -, =, ∝,

첫소리 글자와 ‘운’의 약자가 숫자 다음에 이어 나올

→ 등)의 앞뒤를 한 칸씩 띈다.

때에는 숫자와 한글을 띄어 쓴다.
표준 체중(kg) = (신장  ) × 

○ 비로마자 단위 부호

D+.G ;N.M78'0KG,0 33 8,Q.7 9 #AJJ0 * #J4I

비로마자

%(퍼센트)

0P

N + H  → NH

사용 예

단위 부호

,,,N;#B 5 #C;H;#B 3O #BNH;#C,'
서울의 면적은  km 로서, 대한민국 국토의  에 해당한다.

,S&W E*.?Z #FJE0KM^#B"U,S" IRJ3EQ@MA

[붙임 2] 한 수식이 두 줄 이상으로 표기될 때에는 가급적 사칙 연산 기호 다

@MAHUW #J4F0P N JRI7J3I4

음에서 줄을 바꾸어 쓰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을 적고 줄을 바꾼다.

해수의 평균 염분은  ‰이며,  psu로 나타낼 수도 있다.
‰(천분율)

0PM
°(도)

0D
′(분)

0″(초)

0--

0*

,G338#F4FGJ59#J4JJE0*

#CE0PSU4"U CHCR1 ,MIU O/I4

#AJ^9#H0CM^#C"G^9#ASEC^9#B"33

남산의 N서울타워는 북위 ′ ′′, 동경 ′ ′′에 위치

#F4FGJ*#AJ^9#H,

한다.

0DYN"CM^#B_/G^#B

C5L3W 0,N4,S&H<PCZ ^MAMR
#CG0D#CC0-#E4AC0--" I=@]

해설

#ABF0D#EI0-#AF4H0-- N MR;OJ3I4

○ 주목할 관련 규정은 한글 점자 규정 제73항 한글 사이의 연산 기호 및 수학 점자
규정 제6항 묶음 괄호, 제12항 다만(곱셈 기호가 생략된 수식), 제19항 위 첨자, 제86

Å은  nm이거나  m와 같다.
Å(옹스트롬)

   ±  ×  cmg sec  ≒  ×  dyn·cmg

JR,MW D]@%3 :5^GZ #CE0PM OE:"

항 식의 연결 기호 등이다.

#CJJJ0* Z #CJJ0NM4O@SC
#J4C0@MM4V $8I4

○ 한글이 포함된 수식 표기에서 영역 간 표기 규정이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 한글 점자와 과학 점자 규정 간 불일치
한글이 포함된 수식에서는 연산 기호 앞뒤를 한 칸씩 띄어 적는다. 이 규정은 한글

제3항
제3항 수식은 ‘수학 점자’ 기호에 준하여 적는다.

점자 규정 제73항과 과학 점자 규정 제3항이 일치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한글
점자 규정 제73항은 한글 사이에 연산 기호(사칙 연산)가 있을 때 표기 방법에 관한
것이고 과학 점자 제3항은 한글이 포함된 수식일 때 표기 방법으로 연산 기호의 앞이

 

․․

나 뒤에 한글이 있을 경우이다. 즉 아래 예문을 두 영역의 규정대로 표기하면 다음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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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같다.
예문

보통 체중=신장-

한글 점자 규정 적용

^UH= ;N.M7 33 ,Q.7 9#AJJ

과학 점자 규정 적용

^UH= ;N.M7 33 ,Q.7 9 #AJJ

 

#AJ^9#H

CO 

,C,O;#B

F

,F;#A

B 

,B;#AB

C H

,C;N,H;(#BN)

- 수학 점자 규정 해석과 한글 및 과학 점자 규정 간 불일치
수학 점자 제6항에 대한 해석에서 수식에 한글이 포함될 때 항 구분을 확실히 하고
자 한글 부분을 묶음 괄호로 묶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수학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단
항 또는 다항의 수식은 띄어 적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나온 해석이다.
한글 점자 규정 제73항에서는 한글 요소 사이에 사칙 연산 기호가 올 경우에만 앞

해설
○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위·아래 첨자 표기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이전 규정

현 규정

뒤를 띄어 적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이외의 숫자나 문자가 올 경우에는 사칙

- 위 첨자가 지수로 쓰인 경우 제곱, 세

연산 기호와 붙여 적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학 점자 규정 제3항에서는 수식에

제곱, -1제곱을 각각 <, %, :으로

한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호의 앞뒤를 띄어 적도록 하고 있어, 기호의 앞뒤가 한

표기하였다.

글 이외의 숫자나 문자가 올 경우에도 띄어 적는다.

○ 한글이 포함된 수식 표기의 영역 간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
다.
영역
한글 점자
수학 점자

래 첨자 기호를 ;으로 통

인 경우 아래 첨자 기호를 적지 않고

일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 다만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
첨자 기호를 ,으로 적었다.

방안

- 아래 첨자 내용이 문자인 경우 아래

한글 요소가 포함된 수식의 표기 방안 검토

첨자 기호를 ;으로 적었다.

한글 요소가 포함된 수식의 표기를 규정에 포함하여 다루는 방안 검

첨자의 유효 범위를 명확
히 하였다.
- 첨자가 좌측에 있을 경우
모든 첨자 내용은 묶음 괄
호 안에 표기하였다.

루어졌을 경우 소괄호를 사용하였다.

수학 점자 규정을, 한글 중심의 문장으로 접근하는 경우 한글 점자

공통점

첨자를 먼저 표기하고 이어서 첨자에 포함될 내용을 표기한다.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제4항
제4항 위 첨자와 아래 첨자는 ‘수학 점자’ 제19항 및 제20항 규정에 준하여 적는
다.



- 묶음 괄호와 어울려 쓰여

- 첨자 내용이 곱, 분수, 다항식으로 이

토
한글이 포함된 단항 또는 다항식을 수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

과학 점자

- 아래 첨자의 내용이 숫자, 분수, 소수

수표 없는 숫자를 한 단 내려 적었다.
차이점

- 위 첨자 기호를 ^으로, 아

#AJ^#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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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소와 소립자

개정 전과 개정 후
묵자
  
 
 



이전 규정

현 규정

A<5B%

A^#B5B^#C

X:

X^9#A

X^8#G5#I0

X^(#G5#I)

제5항
제5항 원소 기호와 화학식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원소 기호를 표기할 때에는 로마자 표를 적고, 로마자 종료표는 적지 않는다.
       A,3 5 A;N5A;8N5#C0

C H O 
H

0,,DNA;8C5H10O40
0,H'5

A;#C5A;N5A;(N5#C)

O

0,O

NHCl

0,N,H;#D,CL

0,,DNA;(,,,C;#E
;H;#AJO;#D,')

2. 한 문단의 내용이 모두 원소 기호 또는 화학식일 때에는 로마자 표를 적지 않
는다. 다만, 한글 문장 중 쉼표와 함께 연이어 나올 때에는 각 원소 기호 앞에

0,H^5

로마자 표를 적고 쉼표는 "으로 적는다.
할로겐족의 원소는 다음과 같다.
F, Cl, Br, I
J1"U@N3.XW P3,UCZ I<[5@V $8I4
,F1 ,CL1 ,BR1 ,I
할로겐족의 원소는 F, Cl, Br, I이다.
J1"U@N3.XW P3,UCZ 0,F" 0,CL"
0,BR" 0,I OI4
3. 원소 기호 다음의 한글은 한 칸 띄어 적는다.

수소의 원소 기호는 H이다.
,M,UW P3,U @OJUCZ 0,H OI4

해설
○ 원소 기호를 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표기 환경이 요구되므로 점자로 옮겨 적을
때 표기 환경을 고려한 몇 가지 표기법을 규정으로 제시하였다.
- 모든 원소 기호는 로마자이다.
- 하나 또는 두 개의 철자로 이루어졌다.
- 두 글자의 원소 기호는 첫 글자만 대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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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홑원소로 표기될 때보다 여러 가지 화학식으로 표기될 때가 많다.
이전 규정은 원소 기호와 화학식을 로마 문자로 접근하여 원문 그대로 표기하지

- 첨자가 자주 붙는다.

않고 별도의 표기 규정을 두어 표기하도록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표기 환경을 고려하여 현 규정에서 강조한 내용을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한글 문장 중 원소 기호나 화학식이 쉼표를 사이에 두고 연이어 나올 때, 각 원소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전 규정

추가 설명 또는 관련

현 규정

규정/지침

기호 또는 화학식 앞에 로마자 표 0을 적고 쉼표를 "으로 적도록 한 것은 한글 점
자 규정 제32항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로마자 종료표를 쓰지 않기 원소 기호를 로마자로 접근
위해 0,을 로마자 표와 하여 점자 부호 0을 로마

금속 원소에는 Fe, Al, Cu, Na 등이 있다.

대문자 표라는 언급을 하 자 표로, ,을 대문자 표로

@[5,X P3,UNCZ 0,FE" 0,AL" 0,CU"

지 않고 원소 기호에만 붙 명시하였고 로마자 종료표를
는 별도의 점자 부호표로 적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
접근하였다.

0,NA I[7O O/I4

써 원소 기호가 로마자임
을 분명히 밝혔다.

한글 문장 중에 원소 기호 원소 기호 다음의 한글은
나 화학식이 올 경우 로마 한 칸 띈다.
자 종료표를 쓰지 않는다

로마자 표나 로마자 종료
표를 적지 않는다는 규정

가 너무 잦아 가독성에 방해가 된다는 점자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통일 영어 점자

은 『점자 도서 점역 및 출

규정』(국립국어원, 2015)의 대문자 구절 표 표기법을 따랐다. 그러나 CH나 OH 등 한

판

글자로 이루어진 원소 기호가 2개 결합된 화학식에서는 대문자 단어표를 사용하지 않

지침』(국립장애인도서

관, 2018)의 “제2장 제4절

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

1.”에 제시되어 있다.

만 내용상 로마자 종료표
를 쓰지 않고 한 칸 띈다.

0,C,H;#D N,S ,M,U #A@R"! .NYJE* 0,C,H;#C .[A"

기호나 화학식으로만 이루 기호나 화학식으로만 이루

ENHO1@O$ IY3I4

어져 있을 경우 0,을 표 어져 있을 경우 0을 표기

원소나

화학식이

고 각 원소 기호에 대문자 표 ,을 앞세워 적어야 한다.

 에서 수소 1개를 제외하면  즉, 메틸기가 된다.

문단의 전체 내용이 원소 문단의 전체 내용이 원소

기하지 않는다.

○ 화학식을 로마자로 접근하여 원문 그대로 표기할 경우 로마자 표 ,의 출현 빈도

하지 않는다.
쉼표를 한글 문장 중 원소 기호나 - 한글 점자 규정 제32항

사이에 두고 연이어 나올 화학식이 쉼표와 함께 연 을 따르지 않았다.

제6항

때 쉼표를 적지 않고 두 이어 나올 때에는 각 원소 - 『점자 도서 점역 및 출

제6항 원소의 원자 번호와 질량을 표시할 경우, 원소 기호를 먼저 적고, 원자 번

칸을 띈다.

호는 아래 첨자로, 질량수는 위 첨자로 적는다.

기호 앞에 로마자 표를 적 판
고 쉼표는 "으로 적는다.

지침』(국립장애인도서

관, 2018)의 “제2장 제3절
4. 1) (1)”에 제시되어 있
는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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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0,U;#IB^#BCE

O



0,LI^#G

Zn

Li

0,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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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ZN;A^M

해설

제7항

○ 현 규정의 개정 방향 중 하나는 점자 표기상 충돌이 없을 때 가급적 묵자 표기대

제7항 소립자와 이온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로 점자를 표기하는 것이다. ‘묵자 표기대로 점자를 표기하는 것’은 실제 표기에서 그
방식이 다양하다. 현 규정에서 묵자 표기에 맞게 점자 표기 방식을 반영한 예를 들면

1. 소립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다음과 같다.

점자 표기

묵자 표기

이전 규정

현 규정



0E^5






0N;#J^#A

0E^9

표기 방식
2. 이온은 위 첨자 기호 ^ 다음에 양이온은 5, 음이온은 9을 적는다. 이때 이온

㉠. 삼국시대

=A L5@MA,OIR =A4 L5@MA,OIR 생략하지 않음

의 수가 하나일 때에는 이온 표시만 적고,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온 숫자 뒤에
이온 표시를 적는다.

동일 기능의 부호
글쎄 ‥‥‥.
“......”

@!,,N ,,,4

@!,,N ,,,4

라도 모양이나 위

8,,,0

84440

치가 다를 경우
구별

 m

#B0<M

#B0M^#B




0N#1J

0N;#A^#J

위치와 순서,

0,H^5

SO  

0,S,O;#D^#B9

PO  

0,P,O;#D^#C9

Mn  

0,MN^#G5

FeCN   

내용에 일치

○ 묵자 표기에서 원자 번호는 아래 첨자로, 질량수는 위 첨자로 표기하며 이들은 원

H

(',FE8,C,N0;#F,)^#D9

해설
○ 소립자는 원자보다 작은 입자로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을 말하며, 이온은 중성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말한다.

소의 왼쪽에 또는 양쪽에 위치한다.
하지만 점자 표기에서 원자 번호와 질량수의 상하 배치 표기 방식(아래 첨자 표기
후 위 첨자 표기)은 묵자대로 따랐지만 왼쪽이나 양쪽 배치 표기는 모두 해당 원자의

○ 소립자와 이온은 묵자에서 해당 기호에 위 첨자로  또는 로 적으며 이를 점자
로 나타낼 때에는 위 첨자를 나타내는 ^ 다음에 5이나 9을 적어 나타낸다.

우측에 표기하고 있다.
묵자 표기 방식을 그대로 따라 표기하는 것이 위에서 말한 ‘묵자 표기대로 점자를
표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가독성을 고려할 때 왼쪽 배치나 양쪽 배치 그

○ 소립자에 원자 번호나 질량수가 포함된 경우 원소 기호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 표

대로 표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이는 마치 수학 점자에서 분수를 적을

기법과 동일하게 적어 나타낸다.

때 분모를 먼저 적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점자 표기에서 상하나 좌우 배치를
반영하는 표기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가독성과 일치성의 두 관점에서 검토해 볼 여지

○ 묵자에서 이온은 위 첨자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전 규정에서는 별도의 이온 표시

가 있다.

기호인 '을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묵자와 점자 간 표기의 일관성이 결여되
었다. 현 규정에서는 묵자대로 위 첨자 기호인 ^을 사용하도록 하여 묵자와 점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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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역별 점자

표기의 일관성을 높였다.
한편 원자가 위 첨자와 아래 첨자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원소 기호 다음에 아

제3절 화학

래 첨자를 먼저 적고 이어서 위 첨자를 적는다.


O

→


N

   

,O;#H^#AE 3O ,N;#G^#AE 5 E^5 5 @G

제8항
제8항 화학식은 원소 기호 앞에 대문자 기호를 각각 적는다.

 H → He      MeV

#D,H;#A^#A 3O ,HE;#B^#D 5 #B;E^5 5 #BF0,ME,V
HO 와 O  및 NaCl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0,H;#B,O V 0,O;#B EO2 0,NA,CL Z $.7 JZJ.OE3 $.7
.M7+J3 E&.O1OI4

[다만] 로마자 하나로 된 원소 기호가 개 이상 연이어 나올 때에는 대문자 구
절 표(통일 영어 점자 참조) 표기법을 적용하여 표기한다. 이 경우 전자식에서
도 적용한다.

아세트산의 화학식은 CH COOH이다.
<,NH[L3W JVJA,OAZ 0,,,CH;#C;COOH,' OI4
HNCO + ROH → NH  ·CO ·OR → NH CO ·NH·CO R
,,,HNCO 5 ROH 3O NH;#B"CO"OR 3O
NH;#B;CO"NH"CO;#BR,'
[붙임 1] 이때 맨 처음에 나오는 원소 기호 앞에 다른 기호나 문자가 놓일 경
우 대문자 구절 표를 쓰지 못한다.

H + O  → HO
#B,H;#B 5 ,,,O;#B 3O #B;H;#BO,'
[붙임 2] 대문자 종료표 ,'은 로마자 하나로 된 원소 기호열의 맨 마지막 원
소 기호 다음에 표기한다. 이때 원소 기호와 함께 위 첨자나 아래 첨자, 이온
기호가 올 경우 그 다음에 대문자 종료표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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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COONa + HCl → CHCOOH + NaCl

○ 원소 기호 H, B, C, F, I의 점형은 아라비아 숫자 8, 2, 3, 6, 9의 점형과 같다.

,,,CH;#C;COO,',NA 5 ,H,CL 3O ,,,CH;#C;COOH,' 5

그래서 대문자 구절 표의 유효 범위 안에서 원소 기호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올 경우

,NA,CL

에는 숫자와 원소 기호를 구별하기 위해 원소 기호 앞에 1급 점자 기호표를 적는다.

탄당은 C HO  이다.

이 경우 1급 점자 기호표와 아래 첨자 기호가

#F H3I7Z 0,,,C;#F;H;#ABO;#F,' OI4

할 수 있으나, 아래 첨자로 쓰인 숫자에 연속하여 아래 첨자가 쓰이는 경우는 없으므

;으로 동일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로 혼동되지 않는다고 본다.
[붙임 3] 대문자 구절 표의 유효 범위 안에 있는 원소 기호 중 H , B , C , F, I
의 원소 기호 앞에 숫자가 올 경우 철자 기호 ;을 사용한다.
참고
CHCOOH

○ 대문자 구절은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서 나오는 용어로 개 이상의 대문자 기호

,,,CH;#C;COOH,'

열이 나올 때 시작과 끝을 각각 대문자 구절 표 ,,,과 대문자 종료표 ,'으로 묶
해설

어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 현 규정에서는 묵자 원본 표기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그동안 생략했던
화학식의 대문자 표를 표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 과학 점자에서는 로마자 한 글자인 원소 기호가 개 이상 연이어 나올 때에는 ‘통
일 영어 점자 규정’의 ‘대문자 구절 표’를 사용한다.

○ 화학식에서 원소 기호를 표기할 때에는 묵자의 모양대로 원소의 첫 글자마다 대문
자 표를 적는다.

○ 대문자 구절 표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문자 구절 표는 로마자 한 글자로 이루어진 원소가 개 이상 연이어 표기될 때

HCl
AgNO 

,H,CL

사용한다. 그러나 대문자 구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원소 앞에 숫자나 문자 등 다른

,AG,N,O;#C

표기가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화학식에 한글 조사가 이어 나올 경우에 제5항에서 언급한 대로 화학식을 적은 후

- 대문자 구절의 시작은 ,,,이고, 종료표는 ,'으로, 시작되는 원소 앞에 대문자
구절 표를 적고, 마지막 원소 다음에 대문자 종료표를 적는다. 따라서 대문자 구절

로마자 종료표 없이 한 칸 띄어 한글을 적는다.

표는 괄호와 같은 역할로 기호가 시작되면 종료표가 나올 때까지 그 범위 내 로마
자는 모두 대문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HCl은 대표적인 강산 물질이다.

- 대문자 구절 표는 식의 일부분에서도 대문자 구절의 조건이 충족되면 적용한다.

0,H,CL Z IRD+.?Q $7L3 E&.O1OI4

단, 대문자 구절 표의 사용으로 식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동을 주는 경우에는 사
○ 점자 규정 개정에 의해 대문자 표기를 하게 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식의 정보를 얻
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소 기호가 많은 식의 경우 대문자 표로 인해 식
을 파악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 규정에서는
구절 표’를 사용하여 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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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자

용하지 않는다.
- 대문자 구절 표는 화학식, 이온, 전자 점식, 화학 반응식 등 원소 기호가 표기되는
모든 식에 적용한다.
- 대문자 종료표는 대문자 열의 맨 마지막 원소 기호 다음에 표기하는데, 원소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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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분리될 수 없는 첨자, 이온 기호 등이 올 경우 그 기호 다음에 대문자 종료표를

C H OH

#B,C;#B,H;#E,O,H

적는다.
- 대문자 구절 표는 과학 기호(화살표, 연산 기호, 전자 기호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문자 종료표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  C HOH는 식 앞에 계수 이 표기되어 대문자 구절 표를 사용할 수 없는 예이
다.

○ KOH(수산화칼륨)은 K(칼륨), O (산소), H(수소)의 결합으로 로마자 한 글자로 된

 C H OH

N,C;#B,H;#E,O,H

원소 개가 연이어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원소 기호 앞에 대문자 표를 각각 적지 않
고, 첫 번째 원소인 K앞에 대문자 구절 표의 시작 기호 ,,,을 적은 후, O 와 H는
대문자 표 없이 적는다. 그리고 마지막 원소인 H 뒤에 대문자 종료표 ,'을 적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수 의 표기이다. 이전 규정에서는 계수가 문자일 경우 계수
에 해당하는 문자와 그 뒤에 오는 원소 기호가 소문자로 표기되어 계수와 원소 기호
의 파악이 불명확하여 계수 앞에는 급 점자 기호표 ;을 적었다. 그러나 현 규정에

KOH

,,,KOH,'

서는 원소 기호에 대문자 표기를 함으로써 문자 계수 앞에 급 점자 기호표를 하지
않는다.

○ C H OH는 C  의 아래 첨자  다음에 오는 원소 기호가 H이므로 H 앞에 급 점
자 기호표 ;을 적는다.

○ 식이나 단락의 일부분에 대문자 구절 표를 사용할 수 있다.
- CH COONa(아세트산나트륨)은 한 글자로 된 원소가 개 연이어 나온 후 두 글자

C  HOH

,,,C;#B;H;#EOH,'

로 된 원소 Na가 마지막에 표기되어 있다. 대문자 구절 표 사용이 가능하므로 첫
번째 원소 C 앞에 대문자 구절 표를 적고 마지막 한 글자 원소 O 를 적은 후 두 글
자로 된 Na 바로 앞에서 대문자 종료표를 적는다.

○ 대문자 구절 표는 이온의 표기에서도 적용된다. CHCOO  과 HSO  는 모두 한 글
자로 된 원소로 대문자 구절 표를 사용하였으며, 대문자 종료표는 이온 표기 뒤에 적

CH COONa

는다.

CH COO 

,,,CH;#C;COO^9,'

HSO 

,,,HSO;#D^9,'

-

,,,CH;#C;COO,',NA

CH COONa(아세트산나트륨)과

HCl(염산)의 화학 반응식에서는

CH COOH에만 대문자 구절 표를 사용하고, HCl과 NaCl은 대문자 앞에 대문자
표를 각각 적는다.

○ 대문자 구절 표는 원소 기호 앞에 계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등 다른 기호가
CH COONa  HCl → CH COOH  NaCl

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CH;#C;COO,',NA 5 ,H,CL 3O
KOH

,,,CH;#C;COOH,' 5 ,NA,CL

#B,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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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COON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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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 H 와 O  의 화학 반응식에 표기된 원소 기호는 H, O , H , O 로 모두 로마자 한 글
자이나 첫 번째 원소 기호인 수소 분자에 분자 수를 의미하는 계수 가 있어 대문

제9항 화학식과 전자 점식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자 구절 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응식의 중간인 O  (산소)부터
1. 분자식의 아래 첨자는 ‘수학 점자’ 제20항에 준하여 적는다.

는 대문자 구절 표를 사용할 수 있다.

#B,H;#B 5 ,,,O;#B 3O #B;H;#BO,'

H + O  → H O

○ 대문자 구절 표는 식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즉,

O

,O;#B

C HOH

,,,C;#B;H;#EOH,'

2. 화학식에서 괄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대문자 구절 표의 사용으로 분자식이나 반응기가 분리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CuNH  OH 

(',CU8,N,H;#C0;#D,)8,O,H0;#B

C H OH

#B,C;#B,H;#E,O,H

CaOH

,CA8,O,H0;#B

CuNH   OH

(',CU8,N,H;#C0;#D,)8,O,H0;#B

3. 전자 점식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B,C;#B,,,H;#EOH,' (X)

가. 전자는 9으로 적는다. 이때 전자의 위치가 위쪽 방향은 +으로 적고 아래쪽
방향은 %으로 적는다. 다만, 측쇄의 측쇄가 있을 때에는 왼쪽 방향은 [으로 적고

개정 전과 개정 후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표기하지 않음

묵자의 표기대로 대문자 표기함

화학식의 대문자
C

C

Ca

CA

C

,C

Ca

,CA

없음

신설

-

KOH

적지 않음

급 점자 기호표 ; 적음

대문자 구절 표

아래 첨자 뒤
원소 기호 표기

분자식의 문자
계수

C HOH C2H5OH
급 점자 기호표 ; 적음
H O

;NH2O

C H OH

,,,C;#B;H;#EOH,'

:N⋮⋮N:
H
‥
H：C：H
‥
H

99,N999 999,N99

,,,H99C+99H%99H99H,'

나. 위 또는 아래 방향의 전자 표기 후 오른쪽 전자를 표기할 때에는 붙임표 -을 그
사이에 적어 구분한다.

적지 않음
HO

- 23 -

,,,KOH,'

오른쪽 방향은 O으로 적는다.

N,H;#B,O

:O:
‥
:O: :C: :O:
‥
‥

99,O%99-99
99,O%99-99 99,C99 99,O%99-99

- 24 -

해설

○ 수학과 과학에서 같은 모양의 묵자 괄호에 대해 이전 규정에서는 서로 다르게 표

○ 과학 점자에서 대문자 표기의 변경은 화학 점자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표

기하여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 규정에서는 아래 첨자 표기법이 변경됨에 따라 수

기법을 염두에 두고 화학 관련 점자 규정의 각 조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학 점자와 과학 점자의 괄호를 동일하게 표기하게 되었다. 또한 수학 점자에서 대괄
호로 사용하던 ( )은 점자 표기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묶음 괄호로 사용하게 되어

○ 아래 첨자는 수학 점자 규정에 따라 아래 첨자 기호 ;을 적은 후, 첨자에 해당하

큰대괄호 (' ,)이 대괄호로 변경되었다.

는 내용을 적는다.
개정 전과 개정 후
CO 

,C,O;#B

CaCO 

,CA,C,O;#C

NHCl

,N,H;#D,CL

구분

개정 후

소괄호 < >

소괄호 8 0

대괄호 ( )
분자식 괄호

,,,CH;#COH,'

CH OH

개정 전

FeCN 

대괄호 (' ,)



FeCN  

(FE<CN>6)'#D9

○ 대문자 구절 표의 효력 범위 내에서 아래 첨자가 숫자이고 그 뒤에 나오는 원소



(',FE8,C,N0;#F,)^#D9

○ 전자 점식은 원소 기호 둘레에 위치하는 원자가전자를 나타낸 것으로 결합에 참여

기호가 ~로 시작하는 원소일 때 원소 기호 앞에 급 점자 기호표 ;을 적는 것은

한 전자와 참여하지 않은 전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식이다. 묵자에

숫자와 원소 기호를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서는 원자 주위의 상하좌우에 위치한 원자가전자를 점으로 나타내어 표현한다. 또한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에 참여한 경우에는 한 원자를 중심으로 상하좌우 결합뿐 아니

○ C HO  에서 아래 첨자 기호 ;과 급 점자 기호표 ;을 잘 이해하도록 한다.

라 거기서 위아래로 더 확장된 형태도 있다.

C  HOH

,,,C;#B;H;#EOH,'

○ 전자 점식을 점자로 표기할 때에는 묵자의 모양을 기준으로 배치 순서에 따라 왼

C  HO 

,,,C;#F;H;#ABO;#F,'

쪽에서 오른쪽으로 풀어쓰기 방식으로 적는다. 그런데 현 규정에서 표기 가능한 수준
은 임의의 원자를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결합된 경우까지만 점자 표기가 가능하다.

○ 원자단을 나타내는 소괄호 ( )는 8 0으로 적으며, 소괄호를 포함한 분자의 일부
분을 묶음으로 나타내는 대괄호 [ ]는 (' ,)으로 적는다.

CaOH
FeCN  



NaAuCN  

○ 위의 경우보다 더 복잡한 전자 점식은 시각 자료 표기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
과적일 수 있다.

,CA8,O,H0;#B

○ 과학에서는 시각적 자료(그림, 도식, 전자 점식, 구조식 등)와 기호로 내용을 함축

(',FE8,C,N0;#F,)^#D9

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에는 현실적

,NA(',AU8,C,N0;#B,)

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점역자 주로 설명하는 것이 이해를
돕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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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으로 표기하는 원자가전자는 9으로 적는다.

○ 전자가 원자의 상하좌우에 있으면, ‘왼쪽에 위치한 전자 → 원소 기호 → 위쪽 방
향 기호 + → 위에 위치한 전자 → 아래쪽 방향 기호 % → 아래에 위치한 전자 →

○ 원자의 좌우에 전자가 위치해 있을 때에는 원소 기호에 붙여 전자를 적되, 묵자의
표기 순서대로 적는다.

붙임표 - → 오른쪽에 위치한 전자’의 순으로 적는다.

‥
： Ar ：
‥

· Mg·

99,AR+99%99-99

9,MG9
○ 아래 방향에 위치한 전자를 표기한 후 오른쪽에 위치한 전자를 표기할 때에는 아래쪽
○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표기해 나가는데,

전자와 오른쪽 전자의 구별을 위하여 두 전자 사이에 붙임표 -을 적어 전자의 위치를

다른 원자의 전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두 원소 사이를 한 칸 띄어 적는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N ⋮⋮N :
:O :
‥

99,N999 999,N99

99,O%99-99
○ 전자가 원자의 위쪽 방향에 있으면 +, 아래쪽 방향에 있으면 %을 적고, 해당하는 전
자의 수만큼 9을 적으며, 왼쪽에서부터 순서에 따라 적는다.

○ CH (메테인)의 전자 점식은 한 글자로 된 원소 기호가 개 이상이므로 대문자 구
절 표의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식의 앞에 대문자 구절 표를 적은 후, H, 전자 
개, C, 위쪽 방향 기호, 전자 개, H, 아래쪽 방향 기호, 전자 개, H, 전자 개, H,
대문자 종료표의 순으로 적는다.

위의 예는 O 의 왼쪽, 아래쪽, 오른쪽에 전자쌍이 쌍씩 있는 경우로 왼쪽 전자 개를
먼저 적고, O , 아래쪽 방향 기호, 전자 개, 붙임표, 전자 개를 적는다.

○ 아래의 전자 점식은 보다 복잡한 예로, 이 전자 점식의 표기 순서는 ‘왼쪽의 O →
중심의 P → 위쪽의 O → 아래쪽의 O → 오른쪽의 O’의 순서로 앞에서 살펴본 예와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각 원자에 해당하는 전자가 네 방향에 모두 있어 함께 적어가
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구분을 위한 붙임표 -의 사용이 많아지는 점과 위아래
에 위치한 원자의 왼쪽에 있는 전자를 표기할 때에는 제11항에서 배울 측쇄에 측쇄가 있

H

을 때의 왼쪽 방향 [을 적고 전자를 적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

H ：C ： H

‥

H

,,,H99C+99H%99H9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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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O：
‥ ‥ ‥
：O： P ：O：
‥ ‥ ‥

○ 화학에서는 결합의 한 형태로 개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방출하여 전자쌍을 형성
하고 이의 공유 결과로 발생하는 결합을 원자 사이에 선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 선

: O :

‥

을 결합선 또는 결합팔이라고 한다.

99,O+99%99-99,P+99,O[99+99O99%99,O[99%99O99-99,O+99%99-99

○ 두 원자 사이에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으
로 구분한다. 결합선이 개인 단일 결합은 @, 결합선이 개인 이중 결합은 ^, 결합

○ CO  의 전자 점식은 한 글자 원소 기호가 개인 경우로 자칫 대문자 구절 표를 사

선이 개인 삼중 결합은 _으로 적는다.

용하기 쉬우나, 원소 기호 왼쪽에 위치한 전자를 먼저 적어야 하므로 대문자 구절 표
를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각 원소 기호마다 대문자 표를 적어야 한다.

:O : :C : :O :
‥
‥

단일 결합



@

이중 결합



^

삼중 결합

≡

_

99,O%99-99 99,C99 99,O%99-99
○ 공유 결합을 표기할 때에는 전자 점식과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풀어
쓰기 방식으로 적는다.
제10항
제10항 공유 결합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 공유 결합의 구조식에서 한 글자로 이루어진 원소 기호가 개 이상 연이어 나오면 대문자
구절 표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1. 단일 결합은 @으로 적는다.
HO H

,,,H@O@H,'

H O (물)
HOH

,,,H@O@H,'

2. 이중 결합은 ^으로 적는다.
OCO

,,,O^C^O,'

로 된 원소 기호가 개 연이어 나오므로 대문자 구절 표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문
자 구절 표를 먼저 적은 후 H, 단일 결합선 @, O , 단일 결합선 @, H, 대문자 종료표

3. 삼중 결합은 _으로 적는다.
H C≡C H

- HO (물)의 구조식을 살펴보면 H, O , H 사이의 결합선이 개인 단일 결합으로, 한 글자

,,,H@C_C@H,'

,'을 순서대로 적는다.

CO  (이산화탄소)
O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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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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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  (이산화탄소)의 구조식은 O , C , O 가 이중 결합으로 표기되어 있어 위의 H O (물)와
마찬가지로 대문자 구절 표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문자 구절 표를 적은 후 원소와
이중 결합선 ^, 대문자 종료표를 순서대로 적는다.

HCOOH

O
∥
H C
∣
O  H

,,,H@C+^O%@OO@H,'

N  (질소)
N ≡N

,N_,N

[붙임] 다음과 같은 측쇄 화합물은 점역자 주로 처리한다.

- N  (질소)의 구조식은 N , N 사이의 결합이 삼중 결합이므로 _을 적는다. 이 경우는 원소

CH  CH  CH 
O
,,,CH;#B@CH;#B@CH;#B#A@O@#C,'

가 2개이므로 대문자 표를 각각 적는다.

,'. S 5 : A. . M "1 ;S',.RV ,N',.R
H3,UN 0,O $ I3O1 @\JBJ3 J]HRO54,'
제11항
제11항 구조식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2. 환식 화합물은 다음과 같이 문자식대로 적는다.

1. 쇄식 화합물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 위로 향한 측쇄는 +으로 적는다.
HSO 

가. 육각 환핵의 모양이 세로 방향( )은 &[OY, 가로 방향(
&O[Y으로 적는다.
나. 오각 환핵은 &[KY으로 적는다.
다. 사각 환핵은 &.KY으로 적는다.

O
∥
O  S  OH
∣
OH

라. 삼각 환핵은 &+Y으로 적는다.
마. 벤젠(Benzen) C  H 환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O^S+^O%@OH@OH,'

&[OY#A--#F@,H

나. 아래로 향한 측쇄는 %으로 적는다.
&[OY#A#C@,C,H;#C
C H

CH   CH  CH
∣
CH

,,,CH;#C@CH%@CH;#C@CH;#C,'
다. 위아래로 향한 측쇄에 또 측쇄가 있을 때에는 오른쪽 방향은 O, 왼쪽 방향은
[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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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A@,O,H

바. 나프탈렌(Naphthalen) C H 환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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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에는

나. 육각 환핵의 위아래에 또 다른 육각 환핵이 붙을 경우에는 -을 적어 방향

&[OY&[OY

을 전환한다.

사. 안트라센(Anthracene) C  H 환 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OY+&[OY-%&[OY
&[OY&[OY&[OY

아. 사이클로 뷰테인(Cyclo Butane)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OY%&[OY-+&[OY

HC  CH
∣
∣
HC  CH

다. 여러 개의 육각 환핵이 결합하여 다시 큰 육각 환핵을 이룰 때에는 다음과 같

&.KY#A--#D@,H;#B

이 적는다.

자. 헥사클로로벤젠(HCB)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OY6Y
&[OY#A--#F@,H#A--#F@,CL
3. 축합 다환식 화합물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해설
가. 축합 다환식 화합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적는다. 이때 위에 붙는
핵에는 +, 아래에 붙는 핵에는 %을 적는다.

○1 쇄식 화합물은 묵자에서 원자를 중심으로 여러 각도로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와 방
○
향을 결합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골격을 이루고 있는 주사슬과 가지처럼 갈라져 나간
쇄식
측쇄(곁사슬)가
선으로 표기되어 길게 늘어진 유기 화합물의 구조식이다.
자
를
으로

&[OY+&[OY%&[OY

여러
○
쇄식 화합물은 앞에서 설명한 전자 점식, 공유 결합의 표기와 마찬가지로 결합선
각도
의 형태를 파악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어쓰기 방식으로 적는다.
측로

&O[Y+&O[Y%&O[Y

공유
하는
○
측쇄를 표기할 때에는 측쇄의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를 먼저 적고, 결합선의 형태

&[OY&[OY+&[OY&[OY

전자
를 이어 적는다. 즉, 위쪽으로 향한 측쇄는 +을 적고, 아래쪽으로 향한 측쇄는 %을
쌍의
적은
수 와 후 결합선과 결합된 원자를 적는다.
방향
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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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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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이 상하좌우 방향에 모두 있을 때에는 ‘왼쪽의 원자 → 결합선 → 중심 원자

NH (암모니아)

→ 위쪽 방향(+) → 결합선 → 위쪽 원자 → 아래쪽 방향(%) → 결합선 → 아래쪽 원

H  N  H
∣
H

자 → 결합선 → 오른쪽 원자’의 순서로 적는다.

○ H SO  (황산)의 구조식을 살펴보면, S가 중심 원자이고 S의 왼쪽과 위쪽에 O가 이

,,,H@N%@H@H,'

중 결합으로 있으며, 오른쪽과 아래쪽에 OH가 단일 결합으로 있다. 이를 점자로 표기
하면, 대문자 구절 표 ,,, → O → 이중 결합선 ^ → S → 위쪽 방향 측쇄 +

→ 이중 결합선 ^ → O → 아래쪽 방향 측쇄 % → 단일 결합선 @ → OH → 단
일 결합선 @ → OH → 대문자 종료표 ,'이 된다.

○ 위아래로 향한 측쇄에 다시 측쇄가 있을 때, 오른쪽 방향은 O, 왼쪽 방향은 [을
적은 후 결합선을 적는다.

○ HCOOH(포름산)의 구조식을 살펴보면, C가 중심 원자이고 왼쪽에 단일 결합으로
H, 위쪽에 이중 결합으로 O, 아래쪽에 단일 결합으로 O가 있고, 그 O의 오른쪽 방향

HSO 

에 H가 단일 결합으로 있다. 이를 점자로 표기하면, 대문자 구절 표 ,,, → H →

O
∥
O  S  OH
∣
OH

단일 결합선 @ → C → 위쪽 방향 측쇄 + → 이중 결합선 ^ → O → 아래쪽 방
향 측쇄 % → 단일 결합선 @ → O → 측쇄의 오른쪽 측쇄 O → 단일 결합선 @
→ H → 대문자 종료표 ,' 이다.

,,,O^S+^O%@OH@OH,'
HCOOH(포름산)
○ 이전 규정에서는 중심 원자의 위나 아래에 결합된 원자를 적은 후 다시 중심 원자
의 오른쪽에 결합된 원자를 적을 때 결합선 앞에 붙임표 -을 적었다. 그러나 이는
다음에 설명할 측쇄의 측쇄 결합 기호 O, [을 사용하면 결합의 위치를 혼동할 우려
가 없으므로 현 규정에서는 붙임표를 삭제하였다.

CH (메테인)

O
∥
H  C
∣
O  H

,,,H@C+^O%@OO@H,'
○ C HO  (에틸렌글리콜)의 구조식을 살펴보면, 첫 번째 C가 중심 원자이고 왼쪽에 단일

H
∣
H C H
∣
H

결합으로 H, 위쪽에 단일 결합으로 O, 그 O의 오른쪽 방향에 단일 결합으로 H, 첫
번째 C의 아래쪽에 단일 결합으로 H가 있고, 첫 번째 C와 단일 결합된 두 번째 C를
중심으로 위쪽에 단일 결합으로 H, 아래쪽에 단일 결합으로 O가 있고, 그 O의 오른
쪽 방향에 단일 결합으로 H, 두 번째 C의 오른쪽에 H가 단일 결합으로 있다. 이를
점자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H@C+@H%@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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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99%99@P+^O[99O99%,

C HO  (에틸렌글리콜)
O  H
∣
H  C
∣
H

H
∣
C H
∣
O  H

@O[99O99%@H-@O+99%99@P+,
^O[99O99%@O[99O99%@H-@O+99%99,
@H 5 H;#BO,'
,'.S5:A. .M"1 .). .S5,OAO

,,,H@C+@OO@H%@H@C+@H%@OO@H@H,'
○ 쇄식 화합물도 전자 점식과 마찬가지로 결합 방향이 다양할 경우 결합선의 모양을
점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점자 규정에서 제시한 표기 방법을 최
대한 활용하여 점역하고, 추가 사항은 ‘점역자 주’를 통해 보완한다.

DUJ5IY3 @M.U,OAN 0,H;#B,O $
^3[7JCZ ,OAOI4 ;[A,VRW ;[A,VRN,S
.M L,!"U IU1<U1 ,IRNCZ OJR"!
IUB@O MRJR ^M8O5D+ =- ! L+7J54,'

,'@["O5 ,TE]"1 .M L,!Z

CH   CH  CH

0,,,H@O@P@O@P@O@H,' OI4 .M
L,! $A 0,P W MRNCZ O.M7 @\JB["U 0,O

O

$" <"RNCZ I3O1 @\JB["U 0,O $
,,,CH;#B@CH;#B@CH;#B#A@O@#C,'
,'. S 5 : A . . M "1 ;S'^),.R 0,C V

O/I4 .M L,! $A 0,P <"RN I3O1
@\JBJ3 0,O W <"RNCZ I,O 0,H $

,N^),.R 0,C N 0,O $ L,)["U I3O1

I3O1 @\JBJ@U O/I4 EUIZ 0,O NCZ

@\JBJ3 EU>7,'

.).$ #B,L7,,OA O/CZIN .M L,!W
0,O NCZ MR<"R"U" ;[A,VRW 0,O NCZ

○ 다음과 같이 복잡한 구조식은 구조식의 표기법 또는 그림 설명의 방법으로 표현

.VM"U ^R\IYS O/I4,'

할 수 있다. 점역자는 두 가지 방법 중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 환식 화합물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결합이 고리 모양의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말한다. 고리 모양의 탄소 화합물을 표기할 때에는 환식 기호 & Y 안에 화합물의
모양에 해당하는 도형 기호를 수학 점자에 준하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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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모양

점형

육각 환핵

세로 방향

&[OY

(벤젠핵)

가로 방향

&O[Y

오각 환핵

⌂

&[KY

사각 환핵

□

&.KY

삼각 환핵

△

&+Y

○ 고리 모양의 탄소 화합물 중 가장 대표적인 육각 환핵은 세로 방향 모양과 가로

○ 벤젠은 세로 방향 육각 환핵의 모든 꼭짓점에 탄소가 있고 이 탄소의 육각형 바깥
쪽에 단일 결합으로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모양이다. 따라서 벤젠을 표기할 때에는

&[OY#A--#F@,H으로 적는다.

&[OY#A--#F@,H

○ 벤젠은 방향족 화합물 생성을 위한 결합의 기본 단위이다. 벤젠 기호는

이고,

방향 모양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점자 표기에 유의한다.

이를 점자로 표기할 때에는 &[OY으로 적는다.

○ 삼각 환핵의 점형은 수학 점자 기하학의 삼각형 점형 +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

○ 벤젠 고리 꼭짓점의 일부에 임의의 물질이 결합할 경우, 점자에서는 벤젠 고리의

으로 변경하였다.

꼭짓점을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번에서 번까지 번호를 매겨 결합 상태를 표기
한다.

개정 전과 개정 후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삼각 환핵

&"KY

&+Y

&[OY#A@,O,H

위의 예는 벤젠 고리의 번 꼭짓점에 단일 결합으로 OH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점자

참고

로 나타낸 것이다.
구분

수학 점자

근거 조항

제4장 기하

표기법
제45항 삼각형 _+

○ 벤젠 고리가 개 나란히 결합되면 나프탈렌(Naphthalen), 개 결합되면 안트라센

제51항 사각형 _.K

(Anthracene)이다. 점자에서도 묵자와 같이 벤젠 고리 점형 &[OY을 결합된 개수

제52항 오각형 _[K

만큼 나란히 적어 나타낸다.

제52항 육각형 _[O
○ 벤젠은 고리 모양의 탄소 화합물의 일종으로 흔히 ‘벤젠 고리’라고 한다. 벤젠은
방향족 화합물 중 가장 간단한 분자이며 벤젠 고리의 결합수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화합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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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합 다환식이란 개 이상의 고리 화합물이 결합하여 많은 고리로 이루어진 큰 고
나프탈렌

리 화합물의 식을 말한다.

&[OY&[OY
○ 묵자에서는 축합 다환식의 결합 순서를 각 환핵 안에 주로 로마 숫자로 표기한다.
이를 점자로 나타낼 때에는 쇄식의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결합 순서에 따라 위쪽 방향

안트라센

&[OY&[OY&[OY

기호 +과 아래쪽 방향 기호 %을 활용하여 적는다. 환핵 안에 로마 숫자는 결합의 순
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자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다.

○ 사이클로 뷰테인(Cyclo Butane)은 사각 환핵 모양으로 모든 꼭짓점에 H 가 단일
결합한 것이다. 이를 점자로 나타내면 사각 환핵 &.KY에 번에서 번의 꼭짓점

&[OY&[OY+&[OY&[OY

#A--#D, 단일 결합 H @,H;#B으로 적는다.
○ 육각 환핵의 결합이 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처음 환핵으로 돌아가 방향을 바꾸어

HC  CH 
∣
∣
H C  CH

결합할 때에는 -을 적어 방향 전환을 나타낸다.

&.KY#A--#D@,H;#B
○ 헥사클로로벤젠(HCB )은 벤젠 고리의 모든 변이 육각형의 바깥쪽에서 각 변의 연

&[OY+&[OY-%&[OY

장선과 만나는 모양이다. 이 꼭짓점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연장된 선의 끝에는 Cl이,
오른쪽으로 연장된 선의 끝에는 H가 결합되어 있다. 이를 점자로 나타내면 &[OY
에 각 꼭짓점에서 오른쪽으로 뻗은 모든 연장선 #A--#F, 이 연장선 끝의 단일 결
합 H @,H, 각 꼭짓점에서 왼쪽으로 뻗은 모든 연장선 #A--#F, 이 연장선 끝의

○ 다음의 환핵 모양은 중심에 육각 환핵이 있고, 이 육각 환핵의 6개의 변에 육각
환핵이 결합한 큰 환핵이다. 이를 점자로 표기할 때에는 육각 환핵 기호 &[OY과
숫자 6을 한 단 내린 =6을 적은 후 전체를 환핵 기호 =& Y으로 감싸 나타낸다.

단일 결합 Cl @,CL으로 적는다.

&&[OY6Y
&[OY#A--#F@,H#A--#F@,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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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

,,,N;#B 5 #C;H;#B [3O #BNH;#C,' 8'3O @U<B [3 .S<B,0

제12항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5. 화학식 안에서 강조된 문자는 해당 문자 앞에 .을 적는다.
1.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에는 줄을 바꾸어 적는다. 이때 반응식에 쓰이는 기호
는 앞뒤를 한 칸씩 띈다.



5

→ 3O

CH  H OH COOH
←

[3

⇄

[3O

H  O  → H O

,,,CH;#C.CH8OH0COOH,'

해설
111화학 반응식은 물질의 변화를 나타내는 식으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반응물,
○

#B,H;#B 5 ,,,O;#B 3O #B;H;#BO,'
NH  HO ⇄ NH  OH 

오른쪽에 생성물을 적는다.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 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어 이 경우
에는 기호로 연결하여 표기한다.

,,,NH;#C 5 H;#BO [3O NH;#D^5 5 OH^9,'
2. 기체의 발생 기호 ;3O과 침전 기호 ^3O은 분자식에 붙여 적는다.

○ 화학 반응식은 +, →, ← 등의 기호와 반응 물질 등 식의 구성 요소가 다양하고,
때로는 문장 중에 표기되기도 한다. 이를 점자로 표기할 때에는 각 요소의 앞뒤를 한

HSO   Zn → ZnSO   H  ↑

칸씩 띄우고 화학 반응식은 문장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새로운 줄에 적는다.

,,,H;#BSO;#D,' 5 ,ZN 3O
<화학 반응식에 사용되는 기호>

,ZN,S,O;#D 5 ,H;#B;3O
3. 화학 반응식에 포함된 괄호 안의 문자가 설명의 의미일 때에는 한글 소괄호 8'
,0을 사용한다.
S    O   → SO  
#B,S8'0S,0 5 #C,O;#B8'0G,0 3O
#B,S,O;#C8'0G,0

기호

점형



5



9

↑
↓

;3O

기호

점형

→
←

3O
[3

⇄

[3O

^3O

한글 소괄호( )

8' ,0

○ 화학 반응식에서는 분자식의 대문자 표기에 주의하며, 식이 길어 한 줄에 들어가
4. 반응식에서 화살표의 위아래의 문자는 식이 끝난 다음, 한글 소괄호로 묶어

지 못할 때에는 위의 기호 다음에 줄을 바꾼다.

나타낸다.
NaCl  AgNO  → AgCl  NaNO 

고압

,NA,CL 5 ,AG,N,O;#C 3O

N   H ⇄ NH

,AG,CL 5 ,NA,N,O;#C

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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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반응식에서는 대문자 구절 표를 사용하며, 식의 일부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

P  S + O  → P O  + SO  ↑

다. 아래의 첫 번째 반응식은 대문자 구절 표를 사용한 예이며, 두 번째 반응식은

,,,P;#DS;#C 5 #HO;#B 3O

수소 분자(H  ) 앞에 계수 가 있어 대문자 구절 표를 산소 분자(O  )부터 사용한 예이

#BP;#BO;#E 5 #CSO;#B,';3O

다.
참고

CH   O  → CO   H O

,,,CH;#D 5 #BO;#B 3O CO;#B 5 #B;H;#BO,'

구분

근거 조항

표기법
밑으로 향한 화살표( ↓ ) ^3O

수학 점자

H  O  → H O

제10항

위로 향한 화살표( ↑ )

;3O

[붙임] 화살표의 앞뒤를 한 칸씩 띄어 적는다.

#B,H;#B 5 ,,,O;#B 3O
#B;H;#BO,'

○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의 옆에 괄호로 묶어 나타내는 로마자 , , , 는 물질의
○ 화학 반응식에서 생성물 바로 옆에 위로 향한 화살표(기체의 발생 기호)와 밑으로
향한 화살표(앙금 기호)는 수학 점자 규정에 준하여 각각 ;3O으로, ^3O으로 표기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기체(gas), 고체(solid), 액체(liquid), 수용액(aqueous
solution)의 첫머리 글자이다. 이를 점자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 소괄호 8' ,0 속
에 로마자 표와 함께 적는다.
하며 분자식 옆에 붙여 적는다.

CaCO   HCl → CaCl  H O  CO  ↑

,CA,C,O;#C 5 #B,H,CL 3O
,CA,CL;#B 5 ,,,H;#BO 5
CO;#B,';3O

Mg ( )  O  () → MgO ()

#B,MG8'0S,0 5 ,O;#B8'0G,0 3O
#B,MG,O8'0S,0

CH  ()  O  () → CO  ()  H O ()

○ 대문자 구절 표가 적용된 화학 반응식에서 발생 기호와 앙금 기호(침전 기호) 등
이 나올 경우에는 이 기호 앞에서 대문자 종료표를 적는다.

,,,CH;#D8'0G,0 5 #BO;#B8'0G,0
3O CO;#B8'0G,0 5 #B;H;#BO,'8'0L,0

Ag ()  Cl () → AgCl ()↓
CaCl  NaCO  → NaCl  CaCO  ↓

,AG^58'0AQ,0 5 ,CL^98'0AQ,0 3O

,CA,CL;#B 5 ,NA;#B,C,O;#C 3O

,AG,CL8'0S,0^3O

#B,NA,CL 5 ,CA,C,O;#C^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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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반응식에서 경우에 따라 화살표의 위 또는 아래에 반응의 조건이나 설명이

_< >L

글자 강조

.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데, 점자의 특성상 한꺼번에 표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식
의 주된 내용인 반응물, 생성물을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 식만 적은 후, 화살표
위아래의 반응 조건이나 설명은 식의 뒤에 한글 소괄호 8' ,0으로 묶어 적는다.

제13항
제13항 그 밖의 것

저온

HCl  NH ⇄ NHCl
1. 오비탈 기호는 주양자수  의 값에 대응하는 숫자와 방위 양자수 기호 사이에

고온

,H,CL 5 ,N,H;#C [3O ,N,H;#D,CL

혼동이 있을 경우에만 ;을 적는다.

8'3O .S( [3 @U(,0
    


#AS^#B#BS^#B#BP^#B

       
HO  ()

MnO 

→





#AS^#B#BS^#B#BP^#F#CS^#B,

H O ()  O  ()

#CP^#F#DS^#A#C;D^#E

#B,H;#B,O;#B8'0AQ,0 3O
2. 전지의 구조를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 전극 표시는 _으로, 염다리 표시는 _L

#B,H;#B,O8'0L,0 5 ,O;#B8'0G,0

으로 적고,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설명의 의미로 쓰인 용어가 있을 때에는

8'3O ,MN,O;#B,0

한글 소괄호로 묶는다.

○ 화학식 안에서 글자체나 색을 달리하여 강조하는 원소 기호는 해당 문자 앞에 .

Cu ∣CuSO  ∥ZnSO  ∣Zn

을 적어 나타낸다. 이것은 개정 전의 미국식 영어 점자 규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CU _ ,CU,S,O;#D 8'0AQ,0 _L
,ZN,S,O;#D 8'0AQ,0 _ ,ZN

다. 현 영어 점자는 『통일 영어 점자』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학 점자에서도 적용을

(  ) Zn∣NH Cl 포화용액∥MnO  ∣C (  )

검토해야 할 것이다.

890 ,ZN _ ,N,H;#D,CL
CH COO 


,,,CH;#C;COO.H,'

C  H OH


,,,C;#B;H;#E.O.H,'

8'DUJV+7RA,0 _L ,MN,O;#B _
,C 850

해설
○ 오비탈은 원자 내 전자의 위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맨 앞에 주양자수를 적고, 그

개정 전과 개정 후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발생 기호

#

;3O

침전(앙금) 기호

?

^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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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오비탈의 종류(방위 양자수 기호) , , ,  를 적으며, 그 오비탈에 들어 있
는 전자 수를 위 첨자로 적는다.

- 48 -

○ 오비탈을 점자로 표기할 때에는 묵자의 모양대로 ‘수학 점자 규정’에 준하여 적는

○ 염다리란 전기 화학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과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

데, 주양자수인 숫자 뒤에 방위 양자수 나 f 가 올 경우에는 급 점자 기호표를 적는

을 연결할 때 쓰이는 실험 장치이다.

다.
○ 분자와 용액 사이에 세로 직선(바)을 적어 전지 전극을 표기하는데, 전극(∣)은 세
   

로 직선 개, 염다리(∥)는 세로 직선 개로 표기한다.

#AS^#B#BS^#B#BP^#D

        
○ 묵자의 모양을 따라 전극(∣)은 _으로, 염다리(∥)는 _L으로 표기하며, 각 물질과

#AS^#B#BS^#B#BP^#F#CS^#B,

기호 사이는 한 칸씩 띄어 적는다.

#CP^#F#DS^#A#C;D^#E

○ 오비탈이 한 줄에 들어가지 못해 줄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수학 점자’의 식의 연

○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내용은 한글 소괄호 8' ,0으로 묶어 적는다.

결 기호 ,을 적은 후, 다음 줄에 내용을 이어 적는다.
Pb () ∣HSO  () ∣PbO  ( )
○ 개정 전에는 오비탈을 임의로 줄여서 표기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묵자 모양을 준

,PB8'0S,0 _ ,H;#B,S,O;#D

수한 표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별도로 점자 규정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없게

8'0AQ,0 _ ,PB,O;#B8'S,0

되었다.
Zn () ∣ Zn   () ∥ Cu  ∣ Cu ()
참고

,ZN8'0S,0 _ ,ZN^#B58'0AQ,0 _L

구분

근거 조항

표기법

,CU^#B5 _ ,CU8'0S,0

한 수식이 두 줄 이상으로 연속될 때 사칙 연산,
수학 점자

제86항

등호, 분수 표가 아닌 점자가 줄 끝에 놓일 경우
에는 식의 연결 기호 ,을 적는다.

개정 전과 개정 후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전자 수는 수표 없는 지수로 적고,
주양자 수와 방위 양자수 기호 사이
오비탈
표기

붙임표를 적음.
    

위 첨자 규정을 반영하여 묵자 모
양대로 적음.
    

#A-S^B#B-S^B#B-P^B #AS^#B#BS^#B#BP^#B

- 49 -

- 50 -

제4절 물리학

제15항
제15항 전기 회로는 묵자 기호와 같이 그림으로 그리되, 복잡한 전기 회로는 다음

제14항

과 같이 적는다.

제14항 식은 문자대로 적되 이탤릭체와 고딕체는 반영하지 않는다.
1. 일반 회로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sin  



sin 
 


기호

점형

전류의 흐름

6SR/6SI33N;#A/N;#B33V;#B/V;#A

기호

점형

교류 전원

[ AC ]

333O33333
&,ACY

333333333
333O

해설
○ 식에 포함된 문자나 기호가 이탤릭체나 고딕체 등 글자체 정보를 담고 있을 때 최

접 선

근 영어권 국가에서는 『통일 영어 점자 규정』을 채택하여 원본대로 점역하는 추세이
다.

L
333W=333
L

분 기

접

지

&,EY
저

항

L
333W=3333

○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글자체는 이탤릭체, 굵은 글자체, 필기

[ E ]

[ R ]
&,RY

체이다. 이 세 종류의 글자체로 원본의 모든 글자체 정보를 점자로 옮겨 적을 수는
없으며 또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서는 글

교차(접속되지 않음)

가변 저항
_
333W333
_

자체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때 등 글자체를 표기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한국 점자 규정』(국립국어원, 2017)에서는 “외국어 점자는 해당 국가의

[ VR ]
&,VRY

점자 규정에 따라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자

코

일

[ L ]

333X333
○ 위의 두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식에 포함된 문자나 기호가 유의미한 글자체

&,LY

333X

정보를 담고 있을 때에는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라 글자체를 표기할 필요가 있
전 지

다.



[ +B- ]
&5,B9Y



         =         



콘덴서

가변 코일

[ C ]

,P;#A5@RGH;#A5#B/#A@RV;#A^#B33
,P;#B5@RGH;#B5#B/#A@RV;#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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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L ]
&,VLY

&,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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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콘덴서

트랜스

[ VC ]

&,TY

&,VCY
전력계

전압계

[ W ]

오실로스코프

[ GA ]

램 프

발전기

[ LP ]

기호

점형

기호

점형

정류기(다이오드)

[ D ]

서미스터

[ THR ]

&,DY
포토다이오드

광전지

발광 다이오드

[ LED ]

[ SPD ]
&,SPDY

피엔피(PNP)형 트랜지스터

[ PNP ]

[ G ]
&,LEDY

정전압 다이오드
증폭기

[ M ]

&,PNPY

[ ZD ]

피(P)궤도 서미스터

[ SCR ]

[ AMP ]
&,ZDY

&,AMPY

&,MY

엔피엔(NPN)형 다이오드

전류계

[ PD ]

&,GY

&,LPY
전동기(모터)

&,THRY

&,PDY

[ OSC ]
&,OSCY

&,GAY

2. 반도체 소자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 V ]
&,VY

&,WY
검류계

[ T ]

[ NPN ]

&,SCRY
엔피엔(NPN)형 포토트랜지스터

[ PHT ]

직류 전류계

[ A ]

&,NPNY

&D,AY

&,PHTY

&,AY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교류 전류계

[ FET ]

엔피엔(NPN)형 트랜지스터

[ NPN ]

직류 전압계
&,FETY

&D,VY

&,NPNY

&A,AY
교류 전압계
3. 전자관과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A,VY

기호

점형

기호

점형

네온전구

[ NET ]

광전관

[ PHTU ]

&,N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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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T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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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로도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4. 회로 요소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기호

점형

기호

점형

안테나

[ A ]

수화기

[ RCV ]

&,AY

퓨 즈

&,RCVY

[ F ]

스피커

[ SP ]

6333&,VY3334
&,FY

전원 플러그

[ BP ]

&,SPY

가동 코일형 스피커

&,BPY

[ CSP ]
&,CSPY

L

_

L

_

L

_

633W=3333&,RY33=R333&,AY3334
L

_

L

_

L

_

L
L

,I
,I

H33&9,B5Y333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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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X333333333J

○ 첫째, 일반 회로 관련 기호 중 전류의 흐름, 접선, 분기, 교차, 단자 등 그림 문자

6. 트랜지스터 회로도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를 표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이공학 관련 기호에 대응하는 점자 기호가 제자되
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여러 개의 점형을 조합하여 마치 점자로 그림을 그리듯 표
기법을 규정에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현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 점
자 표기의 기본 원칙 제6항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기 방식의 일반화에도 제
한이 따른다.
따라서 위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점자 기호를 제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이공학 관련 기호가 유니코드 문자 영역 안에 있는 것인지, 있다면 사용 빈도 즉, 일
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언급되는지 등을 충분히 살

63333333=R33=R33&,RY33X

펴본 후 제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L

_

L

_

○ 둘째, 그 밖에 제시된 그림 문자들의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의 표기 방식을

L

_

살펴보면 & Y 안에 해당 문자를 대표하는 로마자를 조합하여 표기함으로써 해당 기

X33&,RY33&,NPNY

&,LY

호의 점형을 통해 그림 문자의 연상가를 높여주었다. 이렇게만 보면 나름 편리하게

L

_

잘 제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그림 문자가 유니코드 영역에 포함된다면

L

_

유니코드 문자를 점자로 표기할 때의 규칙성을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L

=R33&,AY333X

&,RY

_

L

_5

L

&,CY

L

_

L

_

L

_

&,EY

&,EY

○ 셋째, 회로도와 트랜지스터 회로도를 표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 회로도는 전
기 회로와 관련 있는 그림 문자들이 선과 조합되어 일정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도
식이다. 그러므로 회로도를 점자로 표기하기란 쉽지 않다. 점자로 그림을 그리는 수준
으로 표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표기법을 규정에 담기는 어렵다.

○ 결론적으로 전기 회로와 관련 있는 복잡한 기호의 표기는 점자 기호를 제자할 것
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림 문자의 경우 유니코드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면 유니코드 문

해설

자의 표기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그림 수준의 도식화된 기호들은 점역자 주

○ 과학 점자 제15항 전기 회로에 관한 점자 표기법은 이전 규정의 과학 점자 제13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 표기법을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채택한 것은 그
림으로 나타낸 기호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을
위한 제안점과 이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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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생물학
aA

A,A

aa

AA

2. 가족의 계통을 나타내는 도식에서 곱하기 기호의 앞과 뒤는 한 칸을 띄우고,
제16항

동일 세대는 묶음 괄호 ( ) 안에 적는다.

제16항 암수 기호 중 ♀(Feminine, F)는 ,F으로, ♂(Masculine, M)은 ,M으로
적는다.

P
F

해설
○ ♀ 기호와 ♂ 기호는 유니코드 문자표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 문자이다. 그런데 제

F

15항에서는 & Y 안에 해당 문자를 대표하는 로마자를 조합하여 표기하였는데, 여기
서는 & Y 없이 해당 문자를 대표하는 로마자를 사용하였다.

AA × aa
｜
Aa
｜
┌──┬──┬──┐
AA Aa Aa
aa

,P ,A,A * AA 3O
,F;#A ,AA 3O

이처럼 동질 그룹으로 영역화할 수 있는 문자의 표기 방식이 제각각 다를 경우 점

,F;#B (,A,A ,AA ,AA AA)

자 표기의 일반화와 확장성이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전항의 해설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아직 점자 기호가 없는 그림 문자로 된
유니코드 문자의 경우 먼저 제자 여부를 판단하고 제자할 필요가 있다면 그림 문자의

해설
○ 일반적으로 유전자를 표시하는 방식이 알파벳 대·소문자를 사용하므로 『통일 영어

점자 표기 방식을 정하여 표기해야 한다.

점자 규정』에 따라 적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 통일 영어 점자와 현 조항이 충돌
꿩은 수컷(♂)과 암컷(♀)의 이름이 달라서 수컷은 장끼, 암컷은 까투리라 불린다.

,@P7Z ,MFS'8'0,M,0@V <5FS'8'0,F,0W O"[5O
I1"<,S ,MFS'Z .7,@O" <5FS'Z ,$HM"O"< ^&"QI4

하는 부분은 AA 유전자를 적을 때 통일 영어 점자는 대문자 단어표를 써서 ,,AA
로 표기하지만, 현 조항에서는 ,A,A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현 조항이 대문자 단어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유전자 표기의 문자 각각이 유전
형질을 대표하는 기호라는 특별한 표기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aA나 Aa처럼 유전자
기호가 나열될 때 대문자 표와 해당 알파벳을 하나의 단위로 쉽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할지라도 『통일 영어 점자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표기하기에는 무리가

제17항
제17항 유전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적는다.

따르므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유전자를 표시하는 대문자 앞에는 ,을 각각 적어 나타내고, 소문자 앞에는 별
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AA

,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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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YY × rryy
｜
RrYy
｜
┌──┬──┬──┐
RY Ry
rY
ry

P
F

F

,P

,R,R,Y,Y * RRYY 3O

이름

묵자 기호

점형

방사 상칭

rs

0RS

좌우 상칭

bs

0BS

꽃받침

K

,K

화관, 화판

C

,C

화피, 화개

P

,P

,F;#A

,RR,YY 3O

수술

A

,A

,F;#B

(,R,Y ,RY R,Y RY)

암술

G

추가 점형

☆
↓

99
^3O

,G

1. 합착의 괄호는 ‘수학 점자’에 준하여 적는다.
G  ,G8#C,-0

튤립 rs P   A  G (3)

제18항
제18항 치식은 ‘수학 점자’ 제7항에 준하여 적는다.

H%1"OB 0RS
,P;(#C5#C),A;(#C5#C),G8;#C,-0

···

···

제비꽃 bs K C A G (5)
.N^O,@U2 0BS ,K;#E,C;#E,A;#E,G8;#E,-0

(#B"2A"2B"2C)/(#B"2A"2C"2C)

2. 암술 수의 밑선(상부 씨방)은 ,-으로 적고, 윗선(하위 씨방)은 @C으로 적는다.

해설

AG ( )

AG ( )

○ 치식에서 윗니와 아랫니의 유효 범위를 표기할 때 이전 규정에서는 수학 점자의
소괄호로 묶었지만 현 규정에서는 묶음 괄호를 사용한다는 점이 이전 규정과 현 규정

,A;#E,G8#G,-0
,A;#C,G8#E@C0

의 차이이다.
또 이전 규정에서는 치식의 숫자 사이에 있는 가운뎃점을 생략한 대신에 각 숫자에

해설

수표를 전치하여 나타냈지만, 현 규정에서는 한글 점자 규정 제48항에 따라 가운뎃점

○ 현 규정이 이전 규정과 다른 부분은 좌우 상칭의 또 다른 기호인 ‘↓’를 이전 규정

을 생략하지 않고 표기한다.

에서는 ?으로 표기하였는데 현 규정에서는 수학 점자 규정 제10항에 따라 ^3O으
로 표기한 것이다.

제19항

○ 합착의 기호로 쓰이는 괄호를 이전 규정에서 7 7으로 표기한 것을 현 규정에서

제19항 화식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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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학 점자 규정에 맞게 8 0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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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선 ,-의 표기는 수학 점자 제18항 밑줄 표기를 따랐고 윗선 @C의 표기는 수
학 점자 규정 제84항 평균값 표기를 따랐다.

제21항
제21항 생물학과 관련된 그 밖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 묵자의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여 암술 수의 밑선(씨방 하부)을 밑선(상부 씨방)으로,

고에너지 인산 결합 ADP～ⓟ 0,,ADP"-<,P>

윗선(씨방 상부)을 윗선(하위 씨방)으로 수정하였다.
해설
○ 향후 개정을 위해서 화식과 관련된 용어들은 합착, 밑선, 윗선 등 주로 부호 위주
로 점자 표기를 규정하고 나머지는 문자이므로 용례만 밝히면 될 것이다.

○ "-으로 표기하는 ~ 기호는 수학 점자 규정 제23항에서 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쓰
인다.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표기할 때 ADP는 ATP에서 무기인산염이 하나 떨어져
나간 상태이므로 ~ 부호의 의미도 수학 점자 규정 제23항의 차와 동일한 것으로 볼

벚꽃 KC A∞G 

수 있다.

^SK,@U2 ,K;8#E0,C;#E,A;=,G;#A
ATP → ADP  P   에너지

,,ATP 3O ,,ADP 5 ,P;I 5 NCS.O
제20항
제20항 호흡량은 ‘수학 점자’ 제20항에 준하여 적는다.

O 

,Q;(,O;#B)

CO 

,Q;(,C,O;#B)

○ 현 규정의 한글 점자나 수학 점자에는 알파벳 원문자의 표기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규정 과학 점자 제8항의 괄호 표기법 즉, 소괄호가 화학식
과 어울려 쓰일 때에는 < >으로 표기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가져왔다.

해설
○ 호흡량은 호흡과 관련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요구량(quantity, Q)이므로 화학식
의 표기법과 아래 첨자의 표기법을 준수하여 적는다. 이미 수학 점자 규정 제20항에
서는 아래 첨자 표기법을, 과학 점자 규정 제9항에서는 화학식의 표기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별도의 표기법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광합성량 = 순광합성량(  CO  흡수량) + 호흡량(  CO  방출량)

;=@V7JB,]">7 33 ,G@V7JB,]">78',Q;(,C,O;#B)
J[B,M">7,0 5 JUJ[B">78',Q;(,C,O;#B)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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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풍의 진행 방향은 북북서(NNW), 진행 속도는  kmh이다.

제6절 지구 과학

J*.R HRDM7W .QJR7^7J>7Z ^MA^MA,S8'0,,NNW,0"
.QJR7,XIUCZ #BA4J0KM_/H4OI4
제22항
제22항 방위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이번 지진의 규모는 이고 발생 위치는 ° N, ° E 이다.

O^) .O.QW @%EUCZ #B4EO@U ^1,R7MR;OCZ
이름

묵자 기호

점형

동

E

,E

서

W

,W

남

S

,S

북

N

,N

#CG4JJ0D,N" #ABI4CB0D,E4OI4

제23항
제23항 일기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파리 방위

° ′ ″ N

페루 방위

° ′ ″ S

북북서 NNW

#DE0D#J0-#AD0--,N
#A0D#CA0-#J0--,S

1. 구름과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0,,NNW

해설
○ 방위와 관련된 기호를 적을 때에는 문자 그대로 적는다. 도, 분, 초를 숫자와 어울
러 적을 때 이전 규정에서는 단위 표를 맨 처음 만나는 방위 기호에만 적고 연속되는
나머지 방위에는 적지 않았다. 현 규정에서는 각 숫자마다 해당 방위 앞에 단위 표를
적어 줌으로써 단위 표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 방위를 나타내는 로마자 기호가 2개 이상 연속으로 나열될 때, 개정 전에는 로마
자 앞에 각각 대문자표를 적어 나타냈으나, 개정 후에는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 따라
대문자 단어표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이 름

묵자 기호

점형

권운

Ci

,CI

권적운

Cc

,CC

권층운

Cs

,CS

고적운

Ac

,AC

고층운

As

,AS

층적운

Sc

,SC

층운

St

,ST

난층운

Nb

,NB

적운

Cu

,CU

적란운

Cb

,CB

서울특별시의 위도는 ° ′ ″ N이고 경도는 ° ′ ″ E 이다.

,S&H[A^\,OW MRIUCZ #CG0D#CD0-#JJ0--,N4O@U

2. 일기도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IUCZ #ABF0D#EH0-#DA0--,E4OI4
가. 안개, 비, 소나기 등 일기 현상은 7 기호를 앞세워 다음과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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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묵자 기호

점형

한랭 전선

#-#-#-#-

이 름

묵자 기호

점형

온난 전선

7-7-7-7-

안개

≡

77

폐색 전선

7#7#7#7#

소나기

∇
˙

7%

정체 전선

G4G4G4G4

뇌우

☈

7R

비

●

7-

라. 별과 스펙트럼(별의 밝기)에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79

눈

오리온 Ori (O Ib B)
나. 운량은 일기 현상을 나타내는 기호 7을 적은 후, 그 뒤에 운량의 정도를

U"O( 0,ORI @Z8,O#I4E ,IB5,B#C0
카시오페이아 

나타내는 숫자를 수표 없이 적는다.

Cas (K II  III)

F,OUDNO< 0@A 0,CAS @A8,K#J ,,II-,,III0
운량정도

묵자 기호

점형

0

7J

1

7A

2

7B

3

7C

4

7D

5

7E

6

7F

7

7G

8

7H

9

7I

10

7AJ

다. 전선과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되, 묵자의 길이와 상관없이 기호를
4쌍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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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단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이 름

묵자 기호

점형

시베리아 기단

cP

C,P

오호츠크 해 기단

mP

M,P

북태평양 기단

mT

M,T

양쯔강 기단

cT

C,T

바. 일기와 관련된 그 밖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이 름

묵자 기호

점형

고기압

H

,H

저기압

L

,L

태풍

7T

열대성 저기압

7\

- 68 -

해설

○ 다만 이 경우 주의할 것은 고적운(Ac)과 고층운(As), 층운(St) 부호를 표기할 때

○ 구름을 나타내는 기호는 구름의 종류를 가리키는 영어 명칭을 약자로 표현한 것이

Ac는 앞에 1급 점자 기호표를 전치하여야 하고 고층운과 층운은 알파벳 단어 약자를

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글 명칭

기호

한글 명칭

영어 명칭

기호

Cirrus

Ci

층적운

stratocumulus

Sc

권적운

cirrocumulus

Cc

층운

stratus

St

@U.?G8'0;,AC,0Z M"OE1"U CU4;[7@M"[5"

권층운

cirrostratus

Cs

난층운

nimbostratus

Nb

>7,IN@M"[5O"<@UIU J3I4

고적운

altocumulus

Ac

적운

cumulus

Cu

고층운

altostratus

As

적란운

cumulonimbus

Cb

권운

영어 명칭

고적운(Ac)은 우리말로 높층구름, 양떼구름이라고도 한다.

층운형 구름은 높이  km를 기준으로 높은 것은 고층운(As), 낮은 것은 층운(St)으
로 구분한다.

○ 구름을 기호로 나타낼 때에는 위 표에서처럼 글자 부호로도 나타내지만 아래와 같

;[7GJ] @M"[5Z CU4O #B0KM4"! @O.G["U CU4Z _SZ

이 그림 부호로도 나타낸다.

@U;[7G8'0,AS,0" CKZ _SZ ;[7G8'0,ST,0["U

기호

명칭

기호

명칭

권운

권층운

권적운

고층운

고적운

층적운

적운

적란운

층운

난층운

@M^GJ3I4

○ 원문에 구름을 나타내는 글자 부호는 없고 그림 부호만 있을 경우 해당 구름의 한
글 명칭과 함께 글자 부호를 적어 나타낸다. 이때 글자 부호는 한글 명칭 다음에 소
괄호로 묶어 적는다.

○ 운형의 복잡한 표현 방식은 다음과 같다.

두꺼운 고층운(As)
○ 따라서 묵자의 경우 구름의 종류를 나타낼 때에는 구름의 명칭과 함께 영어 약자
부호를 혼합한 방식, 구름 명칭과 그림 부호를 혼합한 방식, 서로 다른 기호를 조합
하여 나타내는 방식, 선을 하나 더 추가하여 복잡하게 나타내는 방식 등 다양한 표현

IM,@SG @U;[7G8'0,AS,0
뚜렷하게 발달한 적운(Cu)

,IM":'J@N ^1I1J3 .?G8'0,CU,0

방식이 있다.

○ 묵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나타내지만 이를 점자로 적을 때에는 한
글 명칭과 함께 글자 부호를 적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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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그림 부호와 글자 부호가 함께 있을 경우 글자 부호가 그림 부호를 대신하

를 회 반복하여 적어 나타낸다.

여 표기되므로 그림 부호를 생략하여 표기한다.
○ 한랭 전선의 모양은 삼각형으로 점형은 #이고, 온난 전선의 모양은 반원으로 점
이 경우 높은 곳에는 고적운(Ac)이, 낮은 곳에는
층적운(Sc)이 분포하고 있다.

O @]M CU4Z @U'NCZ @U.?G8'0;,AC,0O" CKZ
@U'NCZ ;[7.?G8'0,SC,0O ^GDUJ@U O/I4
,'.S5:A. .M"1 @["O5 ^MJUCZ ,R7">AJ5,'

형은 7이다. 이는 묵자 모양을 반영한 표기법이다. 폐색 전선은 온난 전선과 한랭 전
선이 교대로 표기된 모양으로 7#이다. 정체 전선은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양쪽에
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경우 온난 전선은 G, 한랭 전선은 4으로 적어
나타낸다.

○ 별의 밝기와 관련된 기호에는 그리스 문자와 로마 숫자가 자주 쓰인다. 이러한 표
기법은 년 바이어 목록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Ori 는 오리온자리에서 여섯 번째

○ 안개, 비, 소나기 등 일기 현상과 관련된 기호가 일기도에서 표현될 때에는 그림

로 밝은 별이라는 뜻이다.  Ori라는 식으로 그리스 문자를 앞에 쓰는 경우도 많다.

부호로만 나타낸다. 이 경우 일기 현상을 나타내는 점자 부호 7을 먼저 적고 이어서

별의 밝기 순서가 를 넘으면 그다음에는 숫자를 부여한다.
Ib B은 별을 분류하는 표기 방법이다. Ib는 여키스 분류법에 의한 것인데, 밝기가

해당 점형을 적는다.

덜한 초거성이라는 뜻이고  B은 그것을 또 더 세분하는 기호이다.
○ 운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팔분법과 십분법 두 가지가 있다. 현 규정은 십
분법을 다루고 있으므로 십분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십분법에서 나타내는 그림 부호를 살펴보면, 색칠하지 않은 빈 동그라미를 (운량
이 없는 상태)으로, 빈 동그라미 안에 세로줄이 하나 있는 것을 , 사분면만 채워진
것을 ·, ·단계의 동그라미에서 세로줄이 그어진 것을 , 단계에서 사분면까지
채워진 것을 , 단계에서 가로줄이 그어진 것을 , 단계에서 사분면까지 채워진

이처럼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기호에는 그리스 문자와 로마 숫자가 자주 등장하므
로 이를 점자로 표기할 때에는 원문대로 표기하면 된다. 하지만 과학 점자 제1항의
해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리스 문자의 표기 방법이 한글 점자와 수학 점자가 각
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현 규정에서는 과학 점자가 수학 점자 규정에 준하여 적용되고 있으므로 그리스 문
자와 소괄호를 수학 점자에 따라 적는다.

것을 ·, 세로의 빈 줄 좌우가 모두 채워진 것을 , 동그라미 전체가 채워진 것을
사자 

(운량의 최고 상태)으로 본다.

 Leo(B Ⅳn)

팔분법은 십분법의 ·단계를 로, ·단계를 으로 나타낸 것이다.

L. 0@A

운량을 나타내는 기호 역시 일기도에서는 그림 부호로만 쓰인다. 운량을 표기할 때

거문고 α α Lyr(A Ⅴa)

도 일기 현상을 나타내는 점자 부호 7을 먼저 적고 이어서 운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0@A ,LEO8,B#H ,,IV,'N0

@SEG@U 0@A

0@A ,LYR8,A#J ,VA0

숫자를 수표 없이 적는다.

○ 전선 관련 기호가 일기도에서 쓰일 때에는 그림 부호로만 쓰인다. 따라서 이를 점
자로 표기할 때에는 묵자 부호의 길이와 상관없이 칸 점형을 기본 점형으로 하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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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섭씨온도(℃)는 기압에서 물이 어는 온도를  ℃로 하고 물이 끓는 온도를
 ℃로 하여, 그 사이를 등분한 눈금을  ℃로 하였다.
절대 온도(T)는 이상 기체의 부피가 일 때의 온도를  K로 하고, 이상 기체는

 ℃ 변할 때마다 부피의  씩 변하며,  ℃   K 이다.

화씨온도(℉)는 물이 어는 온도를  ℉, 물이 끓는 온도를  ℉로 하여 그 사
이를 등분한 눈금을  ℉로 하였다.
세 가지 온도 체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과학 점자 규정 점역 심화 예제

     ,

    

,SB,,O(IU8'0D,C,0CZ #A@O<BN,S
E&O SCZ (IU"! #J0D,C "U J@U E&O
,@!0CZ (IU"! #AJJ0D,C "U J<:" @[
LO"! #AJJ I[7^GJ3 CG@[5! #A0D,C
"U J<:/I4
.TIR (IU8'0,T,0CZ OL7 @O;NW
^MDO$ #JO1 ,IRW (IU"! #J0,K4"U
J@U" OL7 @O;NCZ #A0D,C ^*J1
,IREI ^MDOW #BGC/#A,,OA ^*JE:"
#J0D,C33#BGC0,K

OI4

JV,,O (IU8'0D,F,0CZ E&O SCZ
(IU"! #CB0D,F" E&O ,@!0CZ (IU"!
#BAB0D,F "U J<: @[ LO"! #AHJ
I[7^GJ3 CG@[5! #A0D,F "U J<:/I4
,N $.O (IU ;N@/W @V3@/CZ I<[5
@V $8I4
,F33#E/#I,C5#CB1
,T33#I/#E,F5#BEE1 ,T33,C5#B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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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밀(permill)은 천분율의 단위로, 해수  kg 중에 염분  g을 포함하는 것을
표준 해수라 칭하며  ‰이라고 표현한다.

E<OF["UEOHS8']@MA ]S"1
0MICROMETRE" EO@MA ]S"1
0MICROMET]" I3MR"1 0@MM,0CZ EOHS

DSEO18'0P]MILL,0Z ;)^G%1W

W ^RAE3^GW O1N JRI7JCZ @O1OW I3

I3MR"U" JR,M #A0KG4 .M7N :5^G

MROI4 EOF["(8'0MICRON" I3MR"1

#CE4J0G4! DUJ5JCZ _S! D+.G

0@M,0O"<@UIU JE:" @VJA.? D+@O^SB

JR,M"< ;O7JE: #CE4JJJ0PM O"<@U

["UCZ

#A*#AJ^9#F0M

"< .?CZI4

#A0@MM4CZ #J4JJJJJA0M4OE:

D+J*J3I4

#J4JJA0MM4OI4
천문단위(AU)는 Astronomical Unit의 약자로, 천문단위 거리 또는 태양 거리라
고도 한다.

 AU ≒  ×  m로 하며, 주로 태양계 내의 천체 등의 거리를 측

옹스트롬(angstron, Ångstrom): 빛의 파장을 나타내는 데 이용되는 길이의 단
위. 기호 A 또는 Å.

정하는 단위로 쓰인다.

표준 대기압, 온도  ℃, 최적으로서  의 일산화탄소를 함유하는 건조 공
기 속에 있는 카드뮴 적색선 파장을 Å이라고 한다.

;)EGI3MR8'0,,AU,0CZ

Å   m   nm

0,A/RONOMICAL ,UNIT4W >A."U"
;)EGI3MR @S"O ,IUCZ HR>7 @S"O

=,[H["U58'0ANG/RON1

"<@UIU J3I4 #A0,,AU"33#A4DIF*

,^$ANG/ROM,0"1 ^O2W D.7! CHCRCZ

#AJ^#AA0M "U JE:" .M"U HR>7@/

IN O+7IYCZ @O1OW I3MR4 @OJU 0,A4

CRW ;);N I[7W @S"O"! ;[A.]JCZ

,IUCZ 0*4

I3MR"U ,,[QI4

D+.G IR@O<B" (IU #AE0D,C" ;Y.?
["U,S #J4JC0P W O1L3JVH3,U"! J5%

마이크로미터(영국 영어: micrometre, 미국 영어: micrometer, 단위: m)는
미터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길이의 단위이다. 미크론(micron, 단위: )이라고
도 하며, 과학적 표기법으로는



 × 

m라 적는다.

 mm이다.

 m는

 m이며

JCZ @).U @=@O ,XN O/CZ FI[E%5 .?
,RA,) D.7! #FDCH4DFIF0* O"<@U J3
I4
#A0*33#AJ^9#AJ0M33#J4A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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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좌표계에서 별의 좌푯값은 관측자의 시간이나 위치와 관계없이 일정하지

일사량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에 닿는 양을 말한다. 태

만,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뱀주인자리의 바너드별은

양광선에 직각으로 놓은  cm  넓이에 분 동안 복사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여

년 현재 적경 시 분 초, 적위  ° ′ ″에 위치하고 있으나, 년

알 수 있다. 일사량은 태양 광선이 대기를 통과하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하짓

에는 적경 시 분 초, 적위  ° ′ ″에 위치하였다. 이 효과는 태양과 별

날

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유 운동이라고 한다. 바너드별의

 calcm  ‧ min, 또는  Wm  이다. 이 값을 태양 상수라고 한다.

정오에

최대가

된다.

지구

대기

밖에서

측정할

경우,

그

값은

대략

고유 운동은 매년 ″이다. 바너드별은 천구상에서 보름달의 지름에 해당하는 각
도를 이동하는 데 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

.?IU .VD+@/N,S ^\W .VD+'$B'Z
@V3;[A.<W ,O$3OC MR;OV @V3@/SB'O
O1.]J.OE3" .7@O$3N @T;: .U@[5
,,OA ^*J1 ,M O/I4 /"! I!S" ^R5.M
Q."OW ^CSI[^\Z #BJAH C* J*.R
.?@] #AG,O #EH^G #DD;U" .?MR
5#JD0D#DD0-#EA0 N MR;OJ@U O/
[C" #BJJJ C*NCZ .?@] #AG,O #EG^G
#EB;U" .?MR 5#D0D#DA0-#BF0-- N
MR;OJ<:/I4 O J+@VCZ HR>7@V ^\W
L7IR.?Q GI=N WJR CHCCZ J*L7["U"
@U% GI=O"<@U J3I4 ^CSI[^\W @U%

O1L">7Z HR>7["U^MHS UCZ HR>7
^XL NCS.O$ .OD+N I0CZ >7! E1J3I4
HR>7 @V7,)N .OA$A["U CU0Z
#A0CM^#B CTBON #A^G I=<3 ^XLIYCZ
NCS.OW >7! ;[A.]J<: <1 ,M O/I4
O1L">7Z HR>7 @V7,)O IR@O"! H=@V
JCZ @S"ON ,I"< I1"<.OCZIN" J.O'
C1 .]UN ;YIR$ IY3I4 .O@M IR@O
^AAN,S ;[A.]J1 @]M" @[ $B'Z IR
">A #B0CAL_/CM^#B"M9" ,IUCZ
#A1CGJ0,W_/M^#BOI4 O $B'!
HR>7 L7,M"<@U J3I4

온대 저기압의 앞면에서 온난 전선이 접근함에 따라 구름이 순서대로 나타난다.

GI=Z ERC* #AJ4C0-- OI4 ^CSI[^\Z

접근하는 온난 전선의 첫 번째 신호는 권운(Ci)이며, 전선 앞  km 이상 떨어

;)@ML7N,S ^U"[5I1W .O"[5N JRI7J

진 곳에서 형성된다. 접선이 접근하면 권운은 권층운(Cs)으로 변하고, 전선 앞

CZ $AIU"! OI=JCZ IN #BJJ C*O ;R

 km 거리에서는 두꺼운 층운(St)과 난층운(Ns)이 나타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다. 온난 전선 앞면의 기단이 차고 건조한 대륙성 한대 기단(cP)이고, 후면의 기단

@T"O.O <30CZI4

이 따뜻하고 습한 해양성 열대 기단(mT)인 경우, 대기는 불안정하고, 공기가 충분
히 상승하게 된다면 적란운(Cb)과 뇌우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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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S@O<BW <4E*N,S (C3 .),)O
.SB@ZJ5N ,I"< @M"[5O ,G,SIR"U

0@G4,)W ^1,R7
0,CO $ 0,NI "U ^*JV3IYCZ @V.]

CHC3I4 .SB@ZJCZ (C3 .),)W ;S'

N,S 0@G4$ ^7;&IY3I4 0,CO CZ ;S[5N

^),.R ,QJUCZ @P3G8'0,CI,0OE:"

0@B4^M7@Y"! J<: ^&<3.]J3 L7HRQ

.),) <4 #A1JJJ0KM4 OL7 ,ITS.Q

0,NI^< "U ^*JV3IYE:" OJM <3.]JV

@U'N,S J],]IY3I4 .SB,)O .SB@ZJE*

IYCZ L7HRN,S 0@G4$ ^7;&IY3I4

@P3GZ @P3;[7G8'0,CS,0["U ^*J@U"
.),) <4 #CJJ0KM4 @S"ON,SCZ IM
,@SG ;[7G8'0,ST,0@V C3;[7G

,CO^#FJ 3O ,NI^<^#FJ 5 0@B4,)
5 .M7,]EO.
,NI^<^#FJ 3O ,NI^#FJ 5 0@G4,)

8'0,NS,0O CHC@U ^O$ CR"O@O ,O.A
J3I4 (C3 .),) <4E*W @OI3O ;<@U

비활성 기체에는 He, Ne, Ar, Kr, Xe 등이 있다.

@).UJ3 IR"%A,] J3IR @OI3
8'0C,P,0O@U" JME*W @OI3O ,I,I['
J@U ,[BJ3 JR>7,] \IR @OI3

^OJV1,] @O;NNCZ 0,HE" 0,NE"
0,AR" 0,KR" 0,XE I[7O O/I4

8'0M,T,0Q @]M" IR@OCZ ^&<3.]J@U"
@=@O$ ;M7^GJO L7,[7J@N IY3IE*
.?"<3G8'0,CB,0@V CYM"! E3I! ,M

자연계에는 원자량이 인 탄소 원자(  C)가  , 원자량이 인 탄소
원자(  C )가   존재한다.

O/I4
.<*@/NCZ P3.">7O #AB4JJQ H3,U P3.
선의 발생

8'0,C;#F^#AB,0$ #IH4IJ0P"

Co가 N i 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가 방출된다. Co는 처음에 붕괴를 하여 불안
정한 상태인 N i  로 변환되며, 이후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가 방출된다.


Co →

P3.">7O #AC4JJQ H3,U P3.
8'0,C;#F^#AC,0$ #A4AJ0P .(.RJ3I4



N i   선  중성미자

↳



Ni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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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B^#BCE 5 N;#J^#A 3O
핵분열과 핵융합

,U;#IB^#BCF 3O ,XE;#ED^#ADJ 5

저속의 중성자를


 U 핵에

충돌시키면 핵분열이 일어나며 ~개의 중성자를 내

놓는데 이 중성자들은 감속재에 의해 저속의 중성자가 되어 다른


 U

하여 분열시킨다. 핵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JRA%7JB JRA^3[7,OAZ I<[5@V


 U

  n →


 U

→


 Kr


 U

  n →


 U

→


 X e





 Ba

 3  n  에너지


 Sr

 2  n  에너지


H

 Li


 He

H

     MeV

→


 He

  MeV

  H →


 He

  MeV



$8I4
#D,H;#A^#A 3O ,HE;#B^#D 5
#B;E^5 5 #BF,ME,V
,H;#A^#B 5 ,H;#A^#B 3O

핵융합 핵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H →

,SR;#CH^#ID 5 #BN;#J^#A 5 NCS.O

핵을 계속

,HE;#B^#D 5 #BD,ME,V
,LI;#C^#F 5 ,H;#A^#B 3O
,HE;#B^#D 5 #BD,ME,V

C H ()   O  () →  CO  ()  H O ()

JRA^G\@V JRA%7JB
.S,XW .M7,]."! 0,U;#IB^#BCE
JRAN ;M7IU1,OFOE* JRA^G\O O1SCE:
#B--#C@RW .M7,]."! CRCU0CZIN O
.M7,].I!Z $5,X.RN WJR .S,XW .M7
,].$ IYS I"Z 0,U;#IB^#BCE JRA!
@/,XJ<: ^G\,OFQI4 JRA^3[7,OAZ
I<[5@V $8I4

다음은 아황산(HSO  )과 아이오딘(I )의 산화·환원 반응식이다.
HSO  ()  I ()  H O () → H SO  ()  () 

,,,C;#C;H;#H8'0G,0 5
#EO;#B8'0G,0 3O #C;CO;#B8'0G,0 5
#D;H;#BO,'8'0G,0
I<[5Z <JV7L3
8'0,,,H;#BSO;#C,',0@V <OUIQ
8'0,I;#B,0W L3JV"2JV3P3 ^3[7,OA

,U;#IB^#BCE 5 N;#J^#A 3O
,U;#IB^#BCF 3O ,KR;#CF^#IB 5
,BA;#EF^#ADA 5 #CN;#J^#A 5 N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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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4
,,,H;#BSO;#C8'0AQ,0 5
I;#B8'0S,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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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BO8'0L,0 3O H;#BSO;#D,'8'0AQ,0
5 #B.G8'0AQ,0 5 88'$,00

CoH O  NH  Cl

염화테트라암민다이아콰코발트(Ⅲ)

(',CO8,H;#B,O0;#B,

메탄올(CH OH)

8,N,H;#C0;#D,),CL;#F
H
‥
H：C：O：H
‥
H

:5JVHNH["<<5EQI<O<FVFU^1H[
8'0,,III,0

ENH3U18'0,,,CH;#COH,',0

포도당(C HO  )은 C , H, O 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H99C+99H%99H99O99H,'
DUIUI78'0,,,C;#F;H;#ABO;#F,',0
분자의 형성 과정을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Z 0,C" 0,H" 0,O "U O"MS.Q JVJBE&
OI4

‥
‥
‥ ‥
: Cl ·  · Cl : → : Cl : Cl :
‥
‥
‥ ‥

필름의 현상

^G.<W J],] @V.]! "MO,[ .).
.S5,OA["U CHCRE* I<[5@V $8I4
99,CL+99%99-9 5 9,CL+99%99-99

흑백 사진에 사용하는 필름은 브로민화은(AgBr)으로 코팅되어 있어, 셔터를 누
르면 빛에 은 이온이 노출되어 은 이온은 현상 과정에서 현상제에 들어 있는 하이
드로퀴논(환원제)과 반응하여 금속 은으로 환원된다.

3O 99,CL+99%99-99,CL+99%99-99
C H OH   Ag → C H O   Ag  H 
P H 분자의 모양

DO1"[5W J*L7

‥
HP H
∣
H

J[A^RA L.QN L+7JCZ DO1"[5Z
^["UEQJVZ8'0,AG,BR,0["U FUHO7IYS
O/S" ,:HS"! CM"[E* ^O2N Z O(O

0,P,H;#C ^G.<W EU>7

CU;&IYS Z O(Z J*L7 @V.]N,S

,,,H@P+99%@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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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7.NN I!S O/CZ J<OI["UFMRC(

Fe  ()  MnO  ()  H  () →

8'JV3P3.N,0@V ^3[7J<: @[5,X Z["U

Fe  ()  Mn  ()  H O ()(산성)

JV3P3IY3I4
,,,C;#F;H;#D8OH0;#B,' 5 ,AG^5

#E,FE^#B58'0AQ,0 5

3O ,,,C;#F;H;#DO;#B,' 5 #B,AG 5

,MN,O;#D^98'0AQ,0 5

#B,H^5

#H,H^58'0AQ,0 3O
#E,FE^#C58'0AQ,0 5
,MN^#B58'0AQ,0 5 #D,H;#B,O8'0L,0

포도당(C HO  ())의 생성 반응은
C ()  H  ()  O  () → C H O  ()

8'L3,],0

으로 성분 원소인 탄소, 수소, 산소가 반응하여 C H O  () 몰을 생성할 때
 kJ의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C  HO  ( )의 생성열( )은   kJmol이다.

DUIUI78'0,,,C;#F;H;#ABO;#F,'
8'0S,0,0W ,R7,] ^3[7Z

에탄올(C HOH())의 생성 반응식은

C ()  H ()   O  () → C HOH()

이다.
주어진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반응은

#F,C8'0S,0 5 #F,H;#B8'0G,0 5

C( )  H  ()  O  () → C H O  ()

#C,O;#B8'0G,0 3O

C H O  () → C HOH()  CO  ()

,,,C;#F;H;#ABO;#F,'8'0S,0

이므로 두 반응식을 더하거나 빼도 C HOH()의 생성 반응식을 얻을 수 없다.

["U ,]^G P3,UQ H3,U" ,M,U" L3,U$
^3[7J<: 0,,,C;#F;H;#ABO;#F,'
8'0S,0 #A EU1! ,R7,]J1 ,IR
#ABFJ0K,J4W NCS.O"! ^7;&JE["U

NH3U18'0,,,C;#B;H;#EOH,'
8'0L,0,0W ,R7,] ^3[7,OAZ
#B,C8'0S,0 5 #C,H;#B8'0G,0 5

0,,,C;#F;H;#ABO;#F,'8'0S,0 W

#B/#A,O;#B8'0G,0 3O

,R7,]\8'0.D,H,0Z

,,,C;#B;H;#EOH,'8'0L,0

9#ABFJ0K,J_/MOL4OI4

O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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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Q ."+"U^MHS <1 ,M O/CZ

,H;#B,O
8'9,0@[A"1 ,ZN 3O ,ZN^#B5 5

^3[7Z
#F,C8'0S,0 5 #F,H;#B8'0G,0 5

#B;E^9

#C,O;#B8'0G,0 3O
,,,C;#F;H;#ABO;#F,'8'0S,0

운동 방정식
처음 속도가  이고 일정한 가속도 로 시간  동안 운동한 후의 속도 는

,,,C;#F;H;#ABO;#F,'8'0S,0 3O
#B,C;#B;H;#EOH8'0L,0 5

    
이다. 이 시간 동안 물체의 변위 는

#B,C,O;#B8'0G,0


      


OE["U IM ^3[7,OA! ISJ@SC ,^RIU
0,,,C;#B;H;#EOH,'8'0L,0 W ,R7,]

이다. 위의 두 식을 정리하면 가속도, 변위, 속도 사이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
      

^3[7,OA! S9! ,M SB'I4
GI= ^7.],OA

건전지의 원리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지는 산화·환원 반응에서 일어나는 전자의 흐름

$,XIU 0A "U ,O$3 0T I=<3 GI=J3

을 이용한 것이다.
(  )극: MnO  
(  )극: Zn → Zn

;S[5 ,XIU$ 0V;#J O@U O1.]J3

NH 


 

 



→ MnO   NH   H O



JMW ,XIU 0V CZ
V33V;#J5AT
OI4 O ,O$3 I=<3 E&;NW ^*MR 0S CZ

@).).OW P3"O

S33V;#JT5#B/#A"AT^#B

M"O ,R7JV1N,S CT"O L+7IYCZ
.).OCZ L3JV"2JV3P3 ^3[7N,S
O1SCCZ .).<W J["[5! O+7J3 _SOI4
8'5,0@[A"1 #B,MN,O;#B 5
#B,N,H;#D^5 5 #B;E^9 3O

OI4 MRW IM ,OA! .]"OJE* $,XIU"
^*MR" ,XIU LOW @V3@/$ I<[5@V
$8I4
#B"AS33V^#B9V;#J^#B

,MN;#B,O;#C 5 #B,N,H;#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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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색맹 유전자는 성 염색체인 X 염색체상에 존재하는데, 색맹 유전자는 X ′,

베르누이 법칙
밀도가 인 이상 유체가 위치 (압력  , 단면적   , 속력  , 높이  )에서 관
을 따라 위치 (압력  , 단면적  , 속력  , 높이  )로 흐른다면 다음과 같은

정상 유전자는 X 로 표시한다. 아들의 X 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므로
어머니가 색맹일 경우(X ′X ′), 아들은 의 확률로 색맹이 된다(X ′Y ).

베르누이 법칙이 성립된다.




       =       



I<[5Z L"<5W ,RAER7 %.)W $@/IU
/OI4

^N"[CMO ^SB;OA
EO1IU$ 0@R Q OL7 %;N$ MR;O
#A8'<B":A ,P;#A" I3E*.? ,A;#A"
,X":A 0V;#A" CU4O 0H;#A,0N,S

,P

,X,Y * ,X-,X 3O

,F;#A

,X-,X * ,X-,Y 3O

,F;#B

(,X-,X- ,X,Y)

@V3! ,I"< MR;O #B8'<B":A ,P;#B"
I3E*.? ,A;#B" ,X":A 0V;#B" CU4O
0H;#B,0"U J["ZIE* I<[5@V $8Z
^N"[CMO ^SB;OAO ,]"OBIY3I4
,P;#A5@RGH;#A5#B/#A@RV;#A^#B33
,P;#B5@RGH;#B5#B/#A@RV;#B^#B
다음은 사람의 색맹 유전의 가계도 예이다.

8'$@/IU ,TE],0 .]L7Q C5.
8'0,X,Y,0V .]L7O.OE3 ^UQ.<Q :.
8'0,X-,X,0$ @\J(J<:
,I18'0,X-,X,0! JC C0</I4 O ,I1O
,RAER7Q C5.8'0,X-,Y,0V @\J(J<:
;S',.R"U ,RAER7Q ,I18'0,X-,X-,0!
C0@U IM ^),.R"U .]L7Q <I!
8'0,X,Y,0! C0</I4

P
F

F

X Y - X ′X
｜
X ′X - X ′Y
｜
┌─────┐
X ′X ′
XY

(가계도 설명) 정상인 남자(X Y )와 정상이지만 보인자인 여자(X ′X )가 결혼하여
딸(X ′X )을 하나 낳았다. 이 딸이 색맹인 남자(X ′Y )와 결혼하여 첫째로 색맹인 딸
(X ′X ′)을 낳고 두 번째로 정상인 아들(X Y )을 낳았다.

8';<5@U,0 ,RAER7 %.).CZ ,] :5
,RA;NQ 0,X4:5,RA;NL7N .(.RJCZIN"
,RAER7 %.).CZ 0,X-" .]L7 %.).CZ
0,X4"U D+,OJ3I4 <I!W 0,X4:5,RA;N
CZ SESCO"U^MHS E&":^9Z _SOE["U S
ESCO$ ,RAER7O1 @]M8'0,X-,X-,0"
<I!Z #AJJ0P W JVA"%1"U ,RAER7O
IY3I8'0,X-,Y,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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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유류의 기본형은   이다.
···
사람의 치아는 개로 되어 있고, 앞니 개, 송곳니 개, 앞어금니 개, 뒤어금
···
니 개이며, 따라서 치식은   이다.
···

DU%"%W @O^(J]Z

E3>A ,G;#A ;S"S5 EO8,)O O/[E*
,,O^7O ,@U2^9;O5W MR,.XN O/CZ
L7^M ,,O^7" MR',)O O/IE* J<MR
,,O^7O"<CZ ,I['OI4

(#C"2A"2D"2C)/

(#C"2A"2D"2C)33#DD OI4
L"<5W ;O<CZ #CB@R"U IYS O/@U"
<4CO #B@R" ,=@U'CO #A@R" <4S@[5
CO #B@R" IMRS@[5CO #C@ROE:" ,I"<
,S ;O,OAZ

(#B"2A"2B"2C)/

(#B"2A"2B"2C)33#CB OI4
벚꽃의 화식은 수식 ＫＣＡ∞Ｇ 과 같다. Ｋ 는 꽃받침 장이 서로 붙어 있
고, C  는 꽃잎 장이 따로따로 떨어진 갈래꽃이며, A∞ 는 수술이 무수히 많다는
뜻이다. 그리고 G  는 씨방에는 밑씨가 하나인데 밑줄이나 윗줄이 없으므로 씨방
중위라는 뜻이다. 만약 G  처럼 밑선이 있으면 씨방이 꽃받침의 위쪽에 있는 상부
씨방, 윗선이 있다면 하위 씨방이라는 뜻이다.

^SK,@U2W JV,OAZ ,M,OA
,K;8#E0,C;#E,A;=,G;#A @V $8I4
,K;8#E0 CZ ,@U2^9;O5 #E.7O ,S"U
^M8S O/@U" ,C;#E CZ ,@U2O4 #E.7O
,I"U,I"U ,ITS.Q $1"R,@U2OE:"
0,A;= CZ ,M,&O EM,MJO E30ICZ
,I['OI4 AU ,G;#A CZ ,,O^7NCZ
EO8,,O$ JC<QIN EO8.&OC MR'.&O
SB'[E["U ,,O^7 .M7MR"<CZ ,I['O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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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17년 과학 점자 규정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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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제1항 (중략)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1‰은 1,000분의 1이다.

제1항 (중략)

1. 문장 안에서 쓰인 로마자 대․소문 그리스 문자를 적을 때에는 ‘한글 점자 제4장
자의 표기는 ‘한글 점자’ 제4장 제10 제10절 제30항’ 규정에 따른다.

#A0PM Z #A1JJJ^GW #AOI4

절 국어 문장 안의 로마자 표기법에

#A0* Z #AJ^9#AJ0M4OI4
α

따른다.
a

0A

0@A

A 0,A

αβ항체

DNA 0,,DNA

0.A

Α

췌장 β세포

;PR.7 0@B4,NDU

0@A@B4J7;N

농도차는 몇 %p인가?
0M
#BJ0P W ,TH7E& #AJJ0G4!
cm(센티미터) 0CM mm(밀리미터) 0MM
#AJ^G$3 $\J<:/ISCO #DJ0P W
μm(마이크로미터) 0@MM nｍ(나노미터) 0NM
,TH7E&O IYS/I4 O ,IR $\ .)JMW

적되, 로마자종료표 4(2-5-6점)은 쓰
지 않는다. 단, 한글과 혼동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한 칸을 띄어 쓴다.
A 0.A
제2항(중략)

1. 한글이나 숫자 다음에 쓰인 외국 문 1. 로마자로 적지 않은 단위 표(비로마자 단위
자로 된 단위 앞에는 로마자 표를 적고 표)를 적을 때에는 ‘한글 점자’ 제31항 규정에
로마자종료표는 쓰지 않는다.

20%의 설탕물 100g을 10분간 가열하였더니
40%의 설탕물이 되었다. 이 때 가열 전후의

같이 적는다.
(삭제)

@(4점), 대문자 앞에는 .(4-6점)을

a 0@A
제2항 (중략)

2. 로마자로 된 단위는 영어 약자 표 2. 로마자가 포함된 비로마자 단위를 적을 때에
기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는다. 는 ‘한글 점자’ 제31항 규정에 따른다.
1) 길이와 관련된 단위들은 다음과

2. 그리스 문자 표기는 로마자 표
0(3-5-6점)을 쓰고 소문자 앞에는

1Å은 10-10m이다.

따른다.

km(킬로미터)

0KM

m(미터)

in(인치)

0IN

mile(마일)

yard(야드)

0Y>D ft(피트)

단, Å(옹스트롬)은 0*(3-5-6점, 1-6 212℉이다.
SCZ.S58'#J0D,C,0Z #CB0D,F O@U
점)으로 적는다.
,@!0CZ.S58'#AJJ0D,C,0Z
2) 질량, 무게(힘)와 관련된 단위들
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A)이다.
.)"%W I3MRCZ

단위명

기호

점형

단위명

기호

점형

<5DNS-0,A-OI4

퍼센트

%

0P

천분율

‰

0PM

100cm는 1m이다.

도

°

0D

분

′

0-

#AJJ0CM CZ #A0M OI4

초

″

0--

옹스트롬

Å

0*

묵자책 300p 분량은 점자책 600p 분량으로
거의 200%를 차지한다.

0MILE
C=IU;<CZ E:2 0PP Q$8
0FT
어는점(0℃)은 32℉이고 끓는점(100℃)은

g(그램) 0G

kg(킬로그램) 0KG

t, ton(톤) 0T, 0TON
mol(몰)

#BAB0D,F OI4
3. 로마자로 된 단위는 영어 약자 표기 방법에
따라 적는다.

0MOL

lb(파운드) 0LB
oz(온스) 0OZ
ct(캐럿) 0CT
kg중(킬로그램중) 0KG-.M7-

단위명

기호

점형

분

min

0M9

인치

in

0IN

단위명

기호

점형

erg

0]G

bar

0B>

에르그(
일률)
바

1min의 60분의 1은 1s이다.

EMA.;RA #CJJ0P4 ^G">7Z

N(뉴턴) 0,N

.S5.;RA #FJJ0P4 ^G">7["U @SW

dyn, dyne(다인) 0DYN, 0DYNE

#BJJ0P "! ;<.OJ3I4

kgf(킬로그램힘) 0KGF

#A0M94W #FJ^GW #AZ #A0S4OI4
1in는 2.54cm이다.
#A0IN4CZ #B4ED0CM4OI4

각도 1°는 60′이고 1′은 60″이다.
$AIU #A0D CZ #FJ0- O@U #A0- Z
#FJ0-- OI4
북위 38°2′ ^MAMR #CH0D#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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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과 관련된 단위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sec, s(초)

일사량 단위에는 cal/cm²/min이 있다.
O1L">7 I3MRNCZ

0SEC, 0S

0CAL_/CM^#B_/M94O O/I4

- 98 -

개정 전

개정 후

min, m(분) 0MIN, 0M
hr, h(시)

0HR,

0H

개정 전

4. 로마자로 된 단위에 포함된 숫자가 단위 끝

4) 온도와 관련된 단위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MJ/m²는 일사량의 단위이다.

o

C(섭씨 온도) 0D,C

일사량 평년값은 4631MJ/m²이다.

o

F(화씨 온도) 0D,F

O1L">7 D]C*$B'Z

o

#DFCA0,,MJ_/M^#BOI4

o

목포의 일사량은 4631MJ/m² 이상이다.

5) 넓이, 부피와 관련된 단위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2

m (제곱미터) 0<M
ha(헥타르)

O1L">7Z

#DFCA0,,MJ_/M^#B OL7OI4
5. 그리스 문자로 된 단위는 로마자 단위 표기

a(아르) 0A

0HA

(도) 0D

rad(라디안)

'(분)- ″(초) -0RAD

sr(스테라디안) SR

K(절대 온도) 0,K

EXDUW

7) 각도, 입체각과 관련된 단위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0,,MJ_/M^#B CZ O1L">7W I3MROI4

R(랭킹 온도) 0D,R

mmHg(수은주밀리미터) 0MM,HG

에 올 때에는 ‘한글 점자 제35항’ 규정에 따라
적는다.

개정 후

법과 동일하게 적는다.
5Ω #E0.W

cm3(세제곱센티미터) 0%CM

1mm는 1,000μm이다.

cc(시시) 0CC

#A0MM4CZ #A1JJJ0@MM4OI4

L(리터) 0,L

8) 속력(속도)과 관련된 단위들은 다
음과 같이 적는다.
m/s, m/sec(미터 퍼 세크)
0M_/S, 0M_/SEC
kn(노트) 0KN
rpm(알피엠) 0RPM
rph(알피에이치) 0RPH
9) 각속도, 가속도, 각가속도와 관련
된 단위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mL(밀리리터) 0M,L

6. 화학식이 단위로 쓰일 경우 화학식 표기 방

bbl(배럴) 0BBL

rad/s(라디안 퍼 세크) 0RAD_/S

법에 따르고, 단위 다음에 한글이 나올 경우 한

m/sec2(미터 퍼 세크 제곱)

gal(갤런) 0GAL

칸을 띈다.

0M_/<SEC

2mH₂O #B0M,H;#B,O

rad/s2(라디안 퍼 세크 제곱)

6) 압력과 관련된 단위들은 다음과 공기의 산소 분압(PO₂)와 PCO₂의 차이
@=@OW L3,U ^G<B8'0,P,O;#B,0V
같이 적는다.
0,P,C,O;#B W ;<O
2
kgf/m (킬로그램힘 퍼 제곱미터)

0RAD_/<S
Gal(갈) 0,GAL
10) 밀도와 관련된 단위들은 다음과

0KGF_/<M
mH2O(수주미터) 0MH2O

같이 적는다.

bar(바) 0B>

kg/m3(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atm(아틈, 기압) 0ATM

0KG_/%M

torr(토르) 0TORR

g/L(그램 퍼 리터)

0G_/,L

hPa(헥토파스칼) 0H,PA
N/㎡(뉴턴 퍼 제곱미터)

0,N_/<M

11) 에너지, 일률과 관련된 단위들

Pa(파스칼) 0,PA

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mb(밀리바) 0MB

J(줄) 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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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와트시) 0,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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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cal(칼로리)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0PPS

0CAL

kcal, Cal(킬로칼로리)
15) 방사능과 관련된 단위들은 다음

0KCAL, 0,CAL
Btu(비티유)

과 같이 적는다.

0,BTU

Ci(퀴리) 0,CI

erg(에르그) 0]G

rad(래드) 0RAD

kgfm(킬로그램힘 미터)

0KGFM

rem(렘) 0REM

HP(마력) 0,H,P

Bq(베크렐) 0,BQ

kgfm/s(킬로그램힘 미터 퍼 세크)

n/s(뉴트럴 퍼 세크)

0N_/S

0KGFM_/S
16) 천문과 관련된 단위들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2) 광도, 조도와 관련된 단위들은

ly(광년)

다음과 같이 적는다.
cd(칸델라) 0CD

0LY

AU(에이유, 천문 단위) 0,A,U

lx(럭스) 0LX

pc(파섹)

13) 전기, 자기와 관련된 단위들은

0PC

17) 농도와 관련된 단위들은 다음과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같이 적는다.

A(암페어) 0,A

V(볼트)

0,V

pH(피에이치)

Ω(옴)

0.W

W(와트)

0,W

C(쿨롬)

0,C

pOH(피오에이치) 0P,O,H

F(패럿)

0,F

0,H

Wb(웨버)

0,WB

0,T

V/m( 볼트 0,V_/M

H(헨리)
T(테슬라)
A/m(암페어
퍼미터)

0P,H

ppm(피피엠) 0PPM

0,A_/M 퍼 미터)
0,OE
0E,V
Oe(에르스텟)

ppb(피피비) 0PPB
M(몰농도) 0,M
단,

%(퍼센트)는

0P(3-5-6점,

eV(전자

1-2-3-4점), ‰(퍼밀)은 0PM(3-5-6

볼트)

점, 1-2-3-4점, 1-3-4점)으로 적는
다.

14) 소리, 주파수와 관련된 단위들
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8) 그 밖의 단위들은 다음과 같이

dB(데시벨) 0D,B

적는다.

Hz(헤르츠) 0,HZ

일사량 cal/cm2/min 혹은 cal/cm2․

cps(사이클 퍼 세크, 시피에스)

min 0CAL_/<CM_/M9

0CPS

지각열류량 cal/cm2/s

pps(펄스 퍼 세크, 피피에스)

0CAL_/<CM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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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제3항 수식은 ‘수학 점자’ 기호에 준
하여 적는다.

제3항 수식은 수학 점자 기호에 준하여 적는
다.

V=

(신설)



  

․․

,V33(#H"@:",L)/
[붙임 1] 수식이 복잡할 때에는 연산 기호
(예: +, -), 관계 기호(예: ∝) 앞뒤를 한

(@PR^#D.D,P)
[붙임 1] 화학 반응식이거나 한글이 포함된 복
잡한 수식일 때에는 기호(+, -, =, ∝, → 등)

칸씩 띈다.

의 앞뒤를 한 칸씩 띈다.
표준 체중(kg) = (신장 – 100) × 0.9

(신설)

≒6.670×10 dyn.cm /g

G=(6.670 ±0.005)×10-8cm3g-1sec-2
≒6.670×10-8dyn.cm2/g2

*#AJ^9#H0%CMG,

#AJ^9#H0CM^#C"G^9#ASEC^9#B

1. 서픽스가 숫자인 경우에는 본수
다음에 수표 없이 숫자를 내려 적는
다.

CO2

0CO2

[다만] 앞뒤 관계에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6점)을 적고 수표 없이
숫자를 내려 적는다.

F1

3. 지수는 ^(4-5점)을 적은 다음에
수표를 적고 그 뒤에 숫자를 적어 표
시한다.

1012
10-8

#AJ^#AB
#AJ^9#H

[다만] 제곱은 <(1-2-6점)으로, 세제곱

자’ 제20항 참조).

,G338#F'FGJ59#J'JJE0*

제4항 서픽스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an

:(1-5-6점)으로 각각 적는다(‘수학 점

,G338#F'FGJ59#J'JJE0,

#AJ^9#H0DYN"<CM_/<G

0,A;8#BN0

0A;N

N2 + 3H2 → 2NH3

2

:SEC^9#B"3#F'FGJ*,

0A;8N9#A0

은 %(1-4-6점)으로, 역수(-1 승)는

바꾼다.
2

an-1
A2n

#AJJ0 * #J4I

꾸어 쓰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을 적고 줄을

-8

개정 후

D+.G ;N.M7;'0KG,2 33 8,Q.7 9

[붙임 2] 한 수식이 두 줄 이상으로 연 ,,,N;#B 5 #C;H;#B 3O #BNH;#C,'
결될 때에는 ,(6점)을 적고 줄을 바꾸어 [붙임 2] 한 수식이 두 줄 이상으로 표기될 때
적는다.
에는 가급적 사칙 연산 기호 다음에서 줄을 바

G=(6.670 ±0.005)×10-8cm3g-1sec-2

개정 전
다음에 ;(5-6점)을 적는다.

"33#F'FGJ*#AJ^9#H,
0DYN"CM^#B_/G^#B
제4항 위 첨자와 아래 첨자는 ‘수학 점자’ 제
19항 및 제20항 규정에 준하여 적는다.
1012

#AJ^#AB

10-8

#AJ^9#H

CO2

,C,O;#B

F1

,F;#A

B12
CnH2n

,B;#AB
,C;N,H;(#BN)

0,F,1

(,

[붙임] 서픽스 기호 ; 5-6점)와 지수

(

기호 ^, 4-5점)의 유효 범위는 그 기
호 다음에 오는 하나의 문자 또는 숫
자와 괄호 속의 내용으로 한다(‘수학
점자’ 제21항 참조).
4. 지수와 관련된 단위는 다음과 같
이 적는다.
지수 기호 명명 점 자 지수 기호 명명
1024 Y
yotta 0,Y 1021 Z
zetta
1018 E
exa 0,E 1015
P
peta
12
9
10
T
tera 0,T 10
G
giga
6
3
10
M mega 0,M 10
k
kilo
102
h hecto 0H 101 da deca
10-1 d
deci
0D 10-2
c
centi
10-3 m
milli 0M 10-6
μ micro
10-9 n nano 0N 10-12 p
pico
10-15 f
femto 0F 10-18 a
atto
-21
-24
10
z
zepto 0Z 10
y yocto

제5항 원소 기호의 앞에는 로마자 표 제5항 원소 기호와 화학식은 다음과 같이 적는
기법에 따라 0,(3-5-6점, 6점)을 적 다.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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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소 기호를 표기할 때에는 로마자 표를 적
고, 로마자 종료표는 적지 않는다.

O 0,O NH4Cl 0,N,H;#D,CL

O 0,O Na 0,NA

2. 서픽스가 문자인 경우에는 본수

점자
0,Z
0,P
0,G
0K
0DA
0C
0@M
0P
0A
0Y

2. 한 문단의 내용이 모두 원소 기호 또는 화
학식 일 때에는 로마자 표를 적지 않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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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다만 1] 첫 행을 이은 새로운 행이

개정 전

하나일 때에는 이온 표시만 적고,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온 숫자 뒤에 이온 표시를 적는다.
H+ 0,H^5 SO42- 0,S,O;#D^#B9

모두 원소 기호나 화학식일 경우에는
0,(3-5-6점, 6점)을 적지 않고 두 만, 한글 문장 중 쉼표와 함께 연이어 나올 때
에는 각 원소 기호 앞에 로마자 표를 적고 쉼
칸씩 띄어 적는다. 이 때 각 원소 사
표는 " 으로 적는다.
이의 콤마는 빈칸으로 한다.
할로겐족의 원소는 다음과 같다.
F, Cl, Br, I
J1"U@N3.XW P3,UCZ
I<[5@V $8I4

PO43- 0,P,O;#D^#C9
Mn7+ 0,MN^#G5
[Fe(CN)6]4- (',FE8,C,N0;#F,)^#D9

할로겐족의 원소는 다음과 같다.
F, Cl, Br, I
J1"U@N3.XW P3,UCZ I<[5@V $8I4

개정 후

제2장 영역별 기호
제3절 화학 기호

,F1 ,CL1 ,BR1 ,I

F CL BR I

제2장 영역별 점자
제3절 화학
제8항 화학식은 원소 기호 앞에 대문자 기호를

할로겐족의 원소는 F, Cl, Br, I이다.
[다만 2] 화학식을 표기하는 경우에 J1"U@N3.XW P3,UCZ 0,F" 0,CL"
는 ,(6점)을 적지 아니한다.
0,BR" 0,I OI4

각각 적는다.

Fe + S → FeS
3. 원소 기호 다음의 한글은 한 칸 띄어 적는
FE 5 S 3O FES
다.
소금(NaCl)은 Na 원자와 Cl 원자의
수소의 원소 기호는 H이다.
화합물이다.
,M,UW P3,U @OJUCZ 0,H OI4
,U@[5-0NACL-Z 0,NA

0,H;#B,O V 0,O;#B EO2 0,NA,CL

P3.<V 0,CL P3.<W
JVJBE&OI4
제6항 원소의 원자 번호와 질량을 표
시할 경우, 원자 번호는 원소 기호 제6항 원소의 원자 번호와 질량을 표시할 경
다음에 수표를 적고 그 뒤에 숫자를 우, 원소 기호를 먼저 적고, 원자 번호는 아래
내려 적으며, 질량수는 올려 적는다.

92235U U#92BCE 8O
7Li LI#G

O#8

첨자로, 질량수는 위 첨자로 적는다.

92235U 0,U;#IB^#BCE 8O 0,O;#H
7Li 0,LI^#G aZnm 0,ZN;A^M

e

E&.O1OI4
제8항 분자식과 시성식은 다음과 같
[다만] 로마자 하나로 된 원소 기호가 3개 이
이 적는다.
상 연이어 나올 때에는 대문자 구절 표(통일
1)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수
는 해당 원소 기호 다음에 수표 없는
숫자를 내려 적는다.
O2 O2
2) 유기화합물 일반식의 원자 수인 n
등은 서픽스 기호로 적는다.
n 2n+2 C;NH;8#BN5#B0

CH

영어 점자 참조) 표기법을 적용하여 표기한다.
이 경우 전자식에서도 적용한다.
아세트산의 화학식은 CH3COOH이다.
<,NH[L3W JVJA,OAZ
0,,,CH;#C;COOH,' OI4
HNCO

+

ROH

→

NH₂·CO·OR

→

NH₂

CO·NH·CO₂R
,,,HNCO 5 ROH 3O NH;#B"CO"OR
[붙임 1] 이때 맨 처음에 나오는 원소 기호 앞

ZN;A^M

제7항 소립자 기호는 문자 그대로 적 제7항 소립자와 이온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는다.
1. 소립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 0E'5 - 0E'9
+ 0E^5
- 0E^9
1
1
0 0N#0A P 0P
0 0N;#J^#A

n

Z $.7 JZJ.OE3 $.7 .M7+J3

3O NH;#B;CO"NH"CO;#BR,'

할 때에는 각각 서픽스와 지수로 적는다.

e

요한 물질이다.

(하략)

[붙임]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문자로 표시

aZnm

H2O와 O₂ 및 NaCl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중

e

n

e

에 다른 기호나 문자가 놓일 경우 대문자 구절
표를 쓰지 못한다.
2H2 + O2 → 2H2O
#B,H;#B 5 ,,,O;#B 3O
#B;H;#BO,'

(신설)

2. 이온은 위 첨자 기호 ^ 다음에 양이온은
5, 음이온은 9을 적는다. 이때 이온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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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대문자 종료표 ,'는 로마자 하나로
된 원소 기호열의 맨 마지막 원소 기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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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표기한다. 이때 원소 기호와 함께 위 첨자나

H
‥
H：C：H
‥
H

아래 첨자, 이온 기호가 올 경우 그 다음에 대
문자 종료표를 적는다.

,,,H99C+99H%99H99H,'

CH₃COONa + HCl → CH₃COOH + NaCl
,,,CH;#C;COO,',NA 5 ,H,CL 3O

나. 위 또는 아래 방향의 전자 표기 후 오른쪽 전자

,,,CH;#C;COOH,' 5 ,NA,CL

를 표기할 때에는 붙임표 -를 그 사이에 적어 구

6탄당은 C₆H12O₆이다.

분한다.

#F H3I7Z 0,,,C;#F;H;#ABO;#F,'

:O:
‥

OI4
[붙임 3] 대문자 구절 표의 유효 범위 안에 있

:O: :C: :O:
‥
‥

는 원소 기호 중 H, B, C, F, I의 원소 기호
앞에 숫자가 올 경우 아래 첨자 기호 ;을 사

(신설)

99,O%99-99

99,O%99-99 99,C99 99,O%99-99

용한다.

제9항 구조식은 다음과 같이 적되 같 제11항 구조식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CH3COOH ,,,CH;#C;COOH,'
제9항 화학식과 전자 점식은 다음과 같이 적는

은 원자에 속한 측쇄 방향 표시가 필

다.
1. 분자식의 아래 첨자는 ‘수학 점자’ 제20항

요할 경우에는 붙임표를 적는다.
1. 쇄식 화합물은 다음과 같이 적는 1. 쇄식 화합물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 위로 향한 측쇄는 +으로 적는다.

다.

에 준하여 적는다.

1) 위로 향한 측쇄는 +(3-4-6점)으
O2 ,O;#B
C2H5OH ,,,C;#B;H;#EOH,'
2. 화학식에서 괄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Ca(OH)2

[Cu(NH3)4](OH)2

H2SO4

,CA8,O,H0;#B

(',CU8,N,H;#C0;#D,)8,O,H0;#B
3. 전자 점식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 전자는 9으로 적는다. 이때 전자의 위치가
위쪽 방향은 +으로 적고 아래쪽 방향은 %으로
적는다. 다만, 측쇄의 측쇄가 있을 때에는 왼쪽
방향은 [으로 적고 오른쪽 방향은 O으로 적는다.
:N⋮⋮N:
99,N999 999,N99

H2SO4

로 적는다.

O
∥
O = S - OH

OH

,,,O^S+^O%@OH@OH,'
나. 아래로 향한 측쇄는 %으로 적는다.

O^S+^O%@OH-@OH

C4H10

2) 아래로 향한 측쇄는 %(1-4-6점)
으로 적는다.
C4H10

C H 3 - CH - CH3

C H3

C H 3 - CH - CH3

C H3

,,,CH;#C@CH%@CH;#C@CH;#C,'
다. 위아래로 향한 측쇄에 또 측쇄가 있을 때에는
오른쪽 방향은 O, 왼쪽 방향은 [으로 적는다.

CH3@CH%@CH3-@CH3
3) 위아래로 향한 측쇄에 또 측쇄가
있을 때에는 오른쪽 방향은 O(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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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S -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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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

개정 후

적는다

점)으로, 왼쪽 방향은 [(2-4-6점)으로
적는다.

&[OY#A--#F@,H

HCOOH

O
∥
H - C
O-H

HCOOH

O
∥
H – C

&[OY#A--#F@H
&[OY#A#C@,C,H;#C


O - H
&[OY#A#C@CH3

,,,H@C+^O%@OO@H,'
H@C+^O%@OO@H

&[OY#A@,O,H

[붙임 1] 다음과 같은 측쇄 화합물은

&[OY#A@OH

[붙임] 다음과 같은 측쇄 화합물은 점역자 주로
처리한다.

점역자주로 처리한다.

CH2 – C H2 – CH2

CH2 - CH2 - CH2
O

(삭제)

[다만] 벤젠환은 약식으로 다음과 같
이 적을 수 있다.

O

&[OY

CH2@CH2@CH2 -;S',.RV

,,,CH;#B@CH;#B@CH;#B#A@O@#C,'

,N',.R H3,UN 0,O $ I3O1

,'. S 5: A . . M "1 ;S',.RV ,N',.R

@\JBJ3 J]HR-

H3,UN 0,O $ I3O1 @\JBJ3
J]HRO54,'

6) Naphthalen(C10H8)환은 다음과 바. 나프탈렌(Naphthalen) C10H8환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같이 적는다.

2. 환식 화합물은 다음과 같이 문자식대로 적
는다.
2. 환식 화합물은 다음과 같이 문자
식대로 적는다.
1) 육각 환핵의 모양이 세로
방향(

)은 &[OY으로, 가로

방향(

)일 때에는 &O[Y 적는다.

2) 오각 환핵은 &[KY으로 적는다.
3) 사각 환핵은 &.KY으로 적는다.

가. 육각 환핵의 모양이 세로 방향(
&[OY, 가로 방향(

)은

)일 때에는 &O[Y으로

&[OY&[OY

&[OY&[OY

C14H10)환 은

7) 안트라센(
이 적는다.

다음과 같

사. 안트라센(Anthracene) C14H10환 은 다음
과 같이 적는다.

적는다.
나. 오각 환핵은 &[KY으로 적는다.
다. 사각 환핵은 &.KY으로 적는다.
라. 삼각 환핵은 &+Y으로 적는다.
마. 벤젠(Benzen) C6H6환은 다음과 같이 적
는다.

&[OY&[OY&[OY
8) 사이크로 부탄은
적는다.

다음과 같이

아. 사이크로 부탄(Cyclo Butane)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4) 삼각 환핵은 &"KY으로 적는다.

5) Benzen(C6H6)환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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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OY&[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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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H2C - CH2
│

개정 전

H2C - CH2
│
│
H2C - CH2

│

H2C - CH2

개정 후

&[OY+&[OY-%&[OY

a) &[OY+&[OY-%&[OY

&.KY#A--#D@,H;#B

b) &[OY%&[OY-+&[OY

자. 헥사클로로벤젠(HCB)은 다음과 같이 적

&.KY#A--#D@H2

&[OY%&[OY-+&[OY

는다.
3) 여러 개의 육각 환핵이 결합하여

9) B.H.C(헥사클로로벤젠)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다시 큰 육각 환핵을 이룰 때에는 다
음과 같이 적는다.
&[OY#A--#F@,H#A--#F@,CL

&[OY#A--#F@H#A--#F@CL
3. 축합 다환식 화합물은 다음과 같
이 적는다.

다. 여러 개의 육각 환핵이 결합하여 다시 큰
육각 환핵을 이룰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OY6Y
&&[OY6Y

3. 축합 다환식 화합물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가. 축합 다환식 화합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설)

제10항 공유 결합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단일 결합은 @으로 적는다.

차례대로 적는다. 이때 위에 붙는 핵에는 +, 아래

H-O-H ,,,H@O@H,'

1) 축합 다환식 화합물은 왼쪽에서 에 붙는 핵에는 %을 적는다.

2. 이중 결합은 ^으로 적는다.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적는다. 이때 위에

O=C=O ,,,O^C^O,'

붙는 핵에는 +(3-4-6점), 아래에 붙는

&[OY+&[OY%&[OY

3. 삼중 결합은 _으로 적는다.

핵에는 %(1-4-6점)을 적는다.

,,,H@C_C@H,'

H-C≡C-H

제10항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제12항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OY+&[OY%&[OY
&O[Y+&O[Y%&O[Y

적는다.

1.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에는 줄을 바꾸어 적

1.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에는 줄을 는다. 이때 반응식에 쓰이는 기호는 앞뒤를 한
바꾸어 적는다. 이때 반응식에 쓰이 칸씩 띈다.

&O[Y+&O[Y%&O[Y

는 기호는 앞뒤를 한 칸씩 띈다.
&[OY&[OY+&[OY+&[OY

&[OY&[OY+&[OY&[OY

2) 육각 환핵의 위아래에 또 다른 육 나. 육각 환핵의 위아래에 또 다른 육각 환핵
각 환핵이 붙을 경우에는 -(3-6점)을 이 붙을 경우에는 -을 적어 방향을 전환한다.
적어 방향을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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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O ← [3

+

5

→ 3O ←

[3

⇄ [3O

#B,H;#B 5 ,,,O;#B 3O

2H2 + O2 → 2H2O

#B;H;#BO,'

#B"H2 5 O2 3O #B"H2O

NH3 + H2O ⇄ NH4+ + OH-

NH3 + H2O ⇄ NH4+ + OHNH3 5

H2O

[3O NH4'5

⇄

[3O

2H2 + O2 → 2H2O

,,,NH;#C 5 H;#BO [3O NH;#D^5 5
5 OH^9,'

O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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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2. 전지의 구조를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 전극 표시는 _(4-5-6점)으로, 염

2. 기체의 발생 기호(↑)
#(3-4-5-6점)과 침전 기호(↓)

2. 기체의 발생 기호 ;3O과 침전 기호 ^3O

?(1-4-5-6점)은 분자식에 붙여 적
는다.

은 분자식에 붙여 적는다.
H2SO4 + Zn → ZnSO4 + H2↑

H2SO4 + Zn → ZnSO4 + H2↑

,,,H;#BSO;#D,' 5 ,ZN 3O

H2SO4 5 ZN 3O ZNSO4 5

,ZN,S,O;#D 5 ,H;#B;3O

H2#

3. 화학 반응식에 포함된 괄호 안의 문자가 설명의
(신설)
의미일 때에는 한글 소괄호 8' ,0을 사용한다.
→
2
3
#B,S8'0S,0
5 #C,O;#B8'0G,0 3O
3. 반응식에서 화살표의 위아래에 문
자를 넣을 때에는 식이 끝난 다음 설 #B,S,O;#C8'0G,0
4. 반응식에서 화살표의 위아래의 문자는 식이
명을 덧붙인다.
끝난 다음, 한글 소괄호로 묶어 나타낸다.
고압
N2 + 3H2 ⇄ 2NH3
고압
저압
N2 + 3H2 ⇄ 2NH3
N2 5 #C"H2 [3O #B"NH3
저압
,,,N;#B 5 #C;H;#B [3O
83O @U<B [3 .S<B0
#BNH;#C,' 8'3O @U<B [3 .S<B,0

2S(s) + 3O (g) 2SO (g)

4. 화학식 안에서 글자체를 달리하여

(

강조하는 내용은 강조의 소괄호 _<
>L, 4-5-6점, 1-2-6점, 3-4-5점,
1-2-3점)로 묶는다.
CH3CH(OH)COOH

다리 표시는 _L(4-5-6점, 1-2-3점)

.

으로 적고,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Cu ∣CuSO4aq∥ZnSO4aq∣Zn
CU _ CUSO4 0AQ,
_L ZNSO4 0AQ _ ZN

(-) Zn∣NH4Cl 포화용액∥MnO2∣C
(+)
890 ZN _ NH4CL
8DUJV+7RA0,
_L MNO2 _ C 850
제4절 물리학 기호
와 고딕체는 반영하지 않는다.

5. 화학식 안에서 강조된 문자는 해당 문자 앞
에 .을 적는다.

이 그림으로 그린다. 다만, 복잡한

CH3CH(OH)COOH

전기 회로는 다음과 같은 점자 기호

,,,CH;#C.CH8OH0COOH,'

로 이용하여 나타낸다.

제13항 그 밖의 것
1. 오비탈 기호의 전자 수는 수표 없 1. 오비탈 기호는 주양자수 n의 값에 대응하는
는 지수 형식으로 표시하고, 주양자 수 숫자와 방위 양자수 기호 사이에 혼동이 있을
n의 값에 대응하는 숫자와 방위 양자수 경우에만 ;을 적는다.
2
2
2
기호 사이에는 붙임표(-, 3-6점)를 적 1s 2s 2p #AS^#B#BS^#B#BP^#B

그 앞뒤를 한 칸씩 띈다. 설명의 의미로 쓰인
용어가 있을 때에는 한글 소괄호로 묶는다.

Cu ∣CuSO4 aq∥ZnSO4 aq∣Zn

,CU _ ,CU,S,O;#D 8'0AQ,0,
_L ,ZN,S,O;#D 8'0AQ,0 _ ,ZN

(-) Zn∣NH4Cl 포화용액∥MnO2∣C (+)
890 ,ZN _ ,N,H;#D,CL
8'DUJV+7RA,0,
_L ,MN,O;#B _ ,C 850
제4절 물리학
는 반영하지 않는다.

sin i
n2
v1
─── = ─ = ─
sin r
n1
v2
6SR/6SI33N1/N233V2/V1

제11항 그 밖의 것

표시는 _으로, 염다리 표시는 _L으로 적고,

제12항 식은 문자대로 적되 이탤릭체 제14항 식은 문자대로 적되 이탤릭체와 고딕체

제13항 전기 회로는 묵자 기호와 같

CH3_<C>LH<OH>COOH

2. 전지의 구조를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 전극

sin i
n2
v1
─── = ─ = ─
sin r
n1
v2
6SR/6SI33N;#A/N;#B33V;#B/V;#A
제15항 전기 회로는 묵자 기호와 같이 그림으
로 그리되, 복잡한 전기 회로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일반 회로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1. 일반 회로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
적는다.
과 같이 적는다.
(중략)
(중략)
직류 전류계
직류전류계
교류 전류계
교류전류계
직류 전압계
직류전압계
교류 전압계
교류전압계
제5절 생물학 기호

는다.

1s²2s²2p⁶3s²3p⁶4s¹3d⁵

제14항 자웅 중 ♀(Feminine, F)는

1s22s22p2

#AS^#B#BS^#B#BP^#F#CS^#B,

,F(6점, 1-2-4점)으로, ♂

#A-S^B#B-S^B#B-P^B

#CP^#F#DS^#A#C;D^#E

(Masculine, M)은 ,M(6점, 1-3-4

제5절 생물학
제16항 자웅 중 ♀(Feminine, F)는 ,F으로,
♂(Masculine, M)은 ,M으로 적는다.

점)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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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제17항

제15항

이름

(중략)

(중략)

1. 유전자를 표시하는 대문자 앞에는 ,을 적

1. 유전자를 표시하는 대문자 앞에
는 ,(6점)을 적어 나타내고, 소문자
앞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중략)

어 나타내고, 소문자 앞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
지 않는다.
(중략)

(

,P ,A,A*AA 3O

P
AA ｜× aa
F1
Aa
｜
┌──┬──┬──┐
F2 AA Aa Aa aa
,P ,A,A * AA 3O

,F1 ,AA 3O
,F2 (,A,A ,AA ,AA AA)

↓ ^3O

A

,A

꽃받침

K

,K

,G

화관, 화판

C

,C

화피, 화개

P

,P

수술

A

,A

G

암술
제17항

제19항

(중략)

(중략)

1.

(

)합착은

7

7(2-3-5-6점,

2-3-5-6점)으로 묶는다.
G(3)

,G7#C,-7

튤립 rs P3+3A3+3G(3)

묶는다.

2.1.2.3
(#B"2A"2B"2C)/(#B"2A"2C"2C)

2.1.2.3

2. 암술 수의 밑선(씨방 하부)은 ,-(6
점, 3-6점)으로 적고, 윗선(씨방 상부)
은 @C(4점, 1-4점)으로 적는다.
A5G(7) ,A#E,G7#G,-7

제17항 화식과 관련된 다음의 용어

3. 화학식과 관련된 숫자는 묵자에 준

들은 아래와 같이 적는다.

하여 수표와 함께 적는다.
A5 ,A#E

0RS 또는

99

제19항 화식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적

제비꽃 bs K5C5A5G(5)

는다.

0BS,K#E,C#E,A#E,G7#E,-7

bs

0BS 또는

꽃받침

K

,K

에는 =(1-2-3-4-5-6점)으로 적는다.

화관, 화판

C

,C

,A=,G=

?

합착의 괄호는 ‘수학 점자’에 준하여 적는

G(3) ,G7#C,-7
튤립 rs P3+3A3+3G(3)
,P;(#C5#C),A;(#C5#C),G8;#C,-0
.N^O,@U2 0BS
,K;#E,C;#E,A;#E,G8;#E,-0
2. 암술 수의 밑선(상부 씨방)은 ,-으로 적고, 윗
선(하위 씨방)은 @c 으로 적는다.

A5G(7)
A3G(5)
(삭제)

4. 암술 등의 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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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제비꽃 bs K5C5A5G(5)
(신설)

A3G(5) ,A#C,G7#E@C7

8#B#A#B#C0/8#B#A#C#C0

G

다.

7#C,-7

2.1.3.3

2.1.3.3

1.

,F;#B (,A,A ,AA ,AA AA)

(

↓

0BS

0RS,P8#C5#C0,A8#C5#C0,G H%1"OB 0RS

소괄호 8 0, 2-3-6점, 3-5-6점)로

좌우 상칭

bs

수술

[붙임] 분자나 분모의 숫자는 각각

☆

좌우 상칭

,F;#A ,AA 3O

윗니는 분자 자리에, 아랫니는 분모 제18항 치식은 ‘수학 점자’ 제7항에 준하여 적
는다.
자리에 적는다.

rs

점형
☆ 99

,P

제16항 치식은 분수 형식으로 적되,

방사 상칭

0RS

P

암술

추가

방사 상칭

,

P
AA ｜× aa
F1
Aa
｜
┌──┬──┬──┐
F2 AA Aa Aa aa

점형

기호
rs

화피, 화개

2. 가족의 계통을 나타내는 도식에서 곱하기

2. 가족의 계통을 나타내는 도식에서 기호의 앞과 뒤는 한 칸을 띄우고, 동일 세대
동일 세대는 대괄호 ( ) 1-2-3-5-6
는 묶음 괄호(( ))로 묶어 적는다.
점, 2-3-4-5-6점)로 묶어 한 줄에 적는다.

묵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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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G8#G,-0
,A;#C,G8#E@C0

개정 전
제18항

호흡량은

O2, CO2를

개정 후
<

>(1-2-6점, 3-4-5점)으로 묶어 서픽
스로 적는다.
QO2

,Q;<O2>

개정 전

제20항 호흡량은 ‘수학 점자’ 제20항에 준하여
적는다.
QO2 ,Q;(,O;#B)
Qco2 ,Q;(,C,O;#B)

(신설)
제19항 생물학과 관련된 그 밖의 용 제21항 생물학과 관련된 그 밖의 용어는 다음
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과 같이 적는다.
ADP～ⓟ(고에너지 인산 결합)
고에너지 인산 결합 ADP～ⓟ
0,,ADP"-<,P>
,,ADP"-<,P>
암컷 ￥(생식 능력을 잃은 개체)
(삭제)
0,F비타민 B12
0,B12
(삭제)
RNA
0,,RNA
(삭제)
acetyl CoA(아세틸 보조 효소)
(삭제)
0ACETYL ,CO,A
(삭제)
αβ항체 0@A@B J7;N
(삭제)
mRNA 0M,,RNA
(삭제)
Rh(±) 0,RH'59
제6절 지구 과학 기호
제6절 지구 과학
제20항 지구 과학 기호는 일반 화학
(삭제)
기호에 준하여 적는다.
제21항 방위, 일기와 관련된 기호는
제22항 방위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방위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동 E
남 S

,E
,S

서 W ,W
북 N ,N

파리 45° 0′14″N
D"O #DE0D#J-#AD--,N
페루 1° 31′0″ S
DN"M #A0D#CA-#J--,S

는다.

권운
권층운
고층운
층운
적운

Ci
Cs
As
St
Cu

,CI
,CS
,AS
,ST
,CU

개정 후
권적운
고적운
층적운
난층운
적란운

Cc
Ac
Sc
Nb
Cb

2) 결정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x:-y': z

X"19Y-"1Z

∞a:b:mc

=A"1B"1MC

3) 일기도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

이 름
권운
권적운
권층운
고적운
고층운
층적운
층운
난층운
적운
적란운

이 적는다.
1) 구름과 관련된 용어들은 아래와
같이 적는다.

Ci
Cc
Cs
Ac
As
Sc

St
Nb
Cu
Cb

점형
,CI
,CC
,CS
,AC
,AS
,SC
,ST
,NB
,CU
,CB

(삭제)

2. 일기도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

① 일기 현상과 관련된 용어들은 아

를 전치하여 다음과 같이 적는다.

래와 같이 적는다.
77
7%
7R

∇
˙
☈

가. 안개, 비, 소나기 등 일기 현상은 7 기호

비
눈

●

이 름
안개
소나기
뇌우
비
눈

묵자 기호
≡
∇
˙
☈
●

점형
77
7%
7R
779

이름

묵자 기호

점형

동

E

,E

② 운량과 관련된 기호는 아래와 같 나. 운량은 일기 현상을 나타내는 기호 7를 적

서

W

,W

이 적는다.

남

S

,S

북

N

,N

파리 방위

45°0′14″N

#DE0D#J0-#AD0--,N

페루 방위
북북서

1°31′0″S
NNW

#A0D#CA0-#J0--,S
,,NNW

◯

0

맑음 7J

◑ 4 갬
◕

6

은 후, 그 뒤에 운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7D

를 수표 없이 적는다.
운량정도

0
1
2
3
4
5
6
7
8
9

구름 많음 7F

● 8 흐림

7H

NNW ,N,N,W
2. 일기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

묵자 기호

다.

이 적는다.

안개
소나기
뇌우

,CC
,AC
,SC
,NB
,CB

제23항 일기와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
는다.
1. 구름과 관련된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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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 기호

점형

7J
7A
7B
7C
7D
7E
7F
7G
7H
7I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7AJ

10

③ 전선과 관련된 기호는 아래와 같 다. 전선과 관련된 기호는 아래와 같이 적되,
이 적되, 묵자와 상관없이 기호를 4 묵자의 길이와 상관없이 기호를 4쌍 적는다.
이 름

개만 적는다.

묵자 기호

#-#-#-#-

한랭 전선

#-#-#-#-

온난 전선

7-7-7-7-

온난 전선

7-7-7-7-

폐색 전선

7#7#7#7#

폐색 전선

7#7#7#7#

정체 전선

G4G4G4G4

정체 전선

G4G4G4G4

④ 별과 스펙트럼(별의 밝기)에 관련
된 기호는 아래와 같이 적는다.
0,ORI@Z8,O#I'E,I;B5,B#C0

카시오페이아 α Cas α(K0Ⅱ-Ⅲ)
0,CAS@A8,K#J,II-,III0

자를 구별하여 적되, 로마자․그리스
문자․숫자를 그대로 적는다.
⑤ 기단과 관련된 용어들은 아래와

다음과 같이 적는다.
U"O( 0,ORI @Z8,O#I4E
,IB5,B#C0
카시오페이아 α Cas α(K0 Ⅱ-Ⅲ)
F,OUDNO< 0@A 0,CAS @A8,K#J

(삭제)
마. 기단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
다.
이 름

묵자 기호

점형

시베리아 기단

cP

C,P

시베리아 기단

cP 0C,P

오호츠크해 기단 mP 0M,P

오호츠크 해 기단

mP

M,P

북태평양 기단

mT 0M,T

북태평양 기단

mT

M,T

양쯔강 기단

cT 0C,T

양쯔강 기단

cT

C,T

⑥ 일기와 관련된 그 밖의 용어들은
아래와 같이 적는다.
고기압
태풍

H @@H
7T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

바. 일기와 관련된 그 밖의 기호는 다음과 같
L @@L 이 적는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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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7\

라. 별과 스펙트럼(별의 밝기)에 관련된 기호는

같이 적는다.

,H

저기압

7T

,,II-,,III0

[붙임] 별자리 이름은 대문자와 소문

점형

H

태풍

오리온 Ori ζ(O9.5 Ib+B3)

오리온 Ori ζ(O9.5 Ib+B3)

묵자 기호

열대성 저기압

점형

한랭 전선

이 름
고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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