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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보 검색 분야에서 시맨틱 웹 기술에 따른 인터넷 용어사전과 더불어 시소러스의 필요성

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시소러스는 분류와 사전의 결합으로 상위 및 하위개념 사이의 전후관계

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조직, 통제된 색인어의 어휘로 인간의 학습, 탐구활동 등 제반

지식활동의 대상이 되는 개념(용어)간의 관계를 표현한 지식구조의 토픽 맵이다. 하지만 시소러스

가 용어의 통제 및 표준화와 더불어 정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검색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질분야에서 우리말 시소러스가 없는 실정이다. 시소러스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잘 정의된 지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표준화된 지침은 보다 효율

적인 정보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정보 이용자 또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질정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 시소러스 시스템 구축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첫

째, 국내외 지질용어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15개 분야에 대한 지질학적 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에 대한 분류체계(안)를 마련하였다. 셋째, 지질용어 시소러스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지질용

어 시소러스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명세서를 이용하여 인터넷기반 지질용어 시소러

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였다.

주요어 : 지질용어, 시소러스, 지질분류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semantic web technologies in information retrieval area, the

necessity for thesaurus is recently increasing along with internet lexicons. A thesaurus is the

combination of classification and a lexicon, and is the topic map of knowledge structure

expressing relations among concepts(terms) subject to human knowledge activiti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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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and research using formally organized and controlled index terms for clarifying the

context of superordinate and subordinate concepts. However, although thesaurus are regarded

as essential tools for controlling and standardizing terms and search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efficiently, we do not have a Korean thesaurus for geology. To build a thesaurus,

we need standardized and well-defined guidelines. The standardized guidelines enable efficient

information management and help information users use correct information easily and

conveniently.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build a thesaurus system with terms used in geology. For

this, First, we surveyed related works for standardizing geological term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Second, we defined geological topics in 15 areas and prepared a classification

system(draft) for each topic. Third, based on the geological thesaurus classification system, we

created the specification of geological thesaurus. Lastly,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n

internet-based geological thesaurus system using the specification.

KEYWORDS : Geological Term, Thesaurus, Geological Classification

서  론

정보검색시스템은 사용자의 질의를 입력받

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 주는 시스

템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검색시스

템은 단어와 연산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질

의를 입력받아 문서를 검색해 주고 사용자는

그 문서들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다시 찾아내

야 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작업을 줄여 주기

위해서 사용자 질의에 대한 정답만을 찾아 주

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처럼 음성

인식 분야, GIS 등 거의 무한으로 확장되고

있으면서 거짓정보와 진짜정보,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가 뒤섞인 인터넷 환경에서 정

보유통의 효율화를 이루면서, 정보이용의 격차

를 극복하고, 정보이용을 극대화하려면 사용자

가 원하는 정보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공되어야 한다(권혁철, 2006; 김수민, 2000,

조명희 외, 2000).

최근 정보 검색 분야에서 시맨틱 웹(Semantic

Web) 기술에 따른 용어사전과 더불어 시소러

스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시소러

스(thesaurus)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지식의

보고’라는 뜻인데, 로제가 어휘를 내용상으로

분류하여 관련어를 표시한 사전을 만들어 시

소러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래, 그러한 사전을

시소러스라고 일컫게 되었다. 이러한 시소러스

는 분류와 사전의 결합으로 상위 및 하위개념

사이의 전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식

적으로 조직, 통제된 색인어의 어휘로 실물적,

추상적 세계의 개념대상의 대응상징체계인 용

어에 대한 상호간의 관계를 표현한 지식베이

스로써 인간의 학습, 탐구활동 등 제반 지식활

동의 대상이 되는 개념(용어)간의 관계를 표현

한 지식구조 맵이다. 하지만 시소러스가 용어

의 통제 및 표준화와 더불어 정보를 능률적으

로 처리하고 검색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질

분야의 우리말 시소러스가 없는 실정이다. 이

것은 시소러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축에

필요한 많은 인력과 예산 문제 때문에 비롯되

는 듯하다. 시소러스를 만드는 작업은 노동집

약적 업무이며,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필요

로 하는 작업이다. 또한 시소러스 구축은 지속

적인 갱신을 필요로 하는 반복적인 작업이다.

곧 시소러스는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시소러스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표준화되고 잘 정의된 지침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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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표준화된 지침은 보다 효율적인 정

보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정보 이용자

또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최석두, 2002; 류주희,

2004).

지질정보 시소러스 표준화는 지질정보 표준

화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나아가

지질정보화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범위 및

카테고리를 제공하며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지

질자원 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지질 자료는 국토개발, 자원개발,

지질재해 및 환경오염 방지, 교육·연구 등 다

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

만 이들에 대한 전산화 및 표준화는 아직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관리되지 않고

있어 자료로서의 이용가치와 효용성이 떨어지

고 있는 상황이다(지광훈, 2004). 따라서 생산

자 중심의 데이터 포맷으로 제공되는 지질 자

료는 다른 공간정보와의 통합 및 제3의 정보

와 주제도 생성을 통한 IT, ET 분야 등에 지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표준(framework

standard)인 지질용어의 개념도 작성을 통한

지질용어 시소러스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지질정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로 시소러스 시스템 구축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국내외 지질용어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15개 분야에 대한 지질학적

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에 대한 분류체계(안)를

마련하였다. 셋째, 지질용어 시소러스 분류체

계를 바탕으로 지질용어 시소러스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명세서를 이용하여

인터넷기반 지질용어 시소러스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축하였다.

관련 연구

1. 국내의 지질 시소러스 표준화

현재 국내에서 지질자원 용어표준을 수립하

기 위하여, 참고 및 인용할 수 있는 주요 용어

정의 서적들에는 정부부처의 산업표준지침, 지

질자원관련 용어사전 그리고 지질자원 관련

기본 교과서가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서 제공되는 표준 지침인 광산용어(KSE0002)

시추용 기계 및 기구 용어(KSE0003), 석탄 이

용 기술 용어(KSE0006) 표준들이 있으며 현

재 KS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표준들은 광

물분석, 채광, 광산보안, 선광 및 선탄, 운반

및 포장과 관련된 표준들로 지질자원분야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면과 관련된 표준들이다. 이

러한 표준들은 광산 기호와 지질도에서 사용

되는 암석에 대한 표현과 관련된 것들이며, 대

부분 국제 ISO 표준은 국내 표준으로 채택하

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서 널리 쓰이는 사전은 지질학사전 및 대한광

업진흥공사의 인터넷 자원용어사전이 있으며

대학의 주요 기본교재로는 지질학 개론 및 한

국의 지질이 있다(양승영 2001; 대한광업진흥

공사 2000; 정창희 1992)

타 분야에서 개발된 시소러스의 사례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교육

개발연구원(KEDI) 교육시소러스가 있으나 이

것은 미국의 교육연구개발센터(ERIC) 시소러

스를 한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외국의 시소러스를 번역

한 농업경제문헌검색어집도 검색용 도구로 활

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시소

러스 용어의 삽입, 수정, 삭제가 용이한 입력

관리기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커다란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화관광부의 21세기 세종계획 한국어 전자사전

개발분과 2000년 연구결과물은 국어 어휘 전

체를 포괄한 매크로 시소러스의 작성법과 원

칙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한 본격적인

시소러스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류

주희, 2004).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구축 사업을 2001년부터 착수하였으며, 2005년

12월말 현재 구축된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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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총 5만여 단어, 인명·지명·서명·문화재

는 총 1만여 단어가 등록 되어있으며 용어 추

출과 선정은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및 역

사 사전류, 본 위원회에서 전산 입력한 자료,

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구축된 원전(原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또 다른 예로서 철학지식지도 구축 연구는

철학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digital knowledge resources)의 구

축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동서양 및 한국의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하여, 각 철

학 텍스트의 내용을 디지털 지식 자원으로 구

축하기 위한 최신 디지털 컴퓨터 기술인 토픽

맵을 이용하여 다양한 개념지도를 구성하고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철학 지식지도 구축의

작업성과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 차원 높

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토픽맵에 기초

한, 철학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인 분석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인 토픽맵 모델에 기초한 철학문헌에 대한

연구와 철학문헌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디지

털 지식 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최병일 외, 2006; 철학사상연구소, 2007).

2. 국외 지질 시소러스 표준화

2.1 호주의 지질용어 표준화

호주에서 작성한 지질자원 관련용어집으로

GeMPeT(Geoscience, Mineral, Petrology

Thesaurus)가 있다. GeMPeT는 색인정보를

가진 표준화된 지질전문 용어를 지질자원 전

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

화된 지질자원 전문용어의 요구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사용과 더불어 예전보다 그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GeMPeT는 용어에 적

용된 세 가지 형태의 관계들을 갖는다. 첫째,

계층관계는 보다 일반화된 세부적 개념으로

용어를 표현하여 그 관계를 계층적으로 연관

시킨 관계이다. 계층관계는 상위어와 하위어로

구분되는데 상위어(BT, Broader Term)는 우

선어(PT; Preferred Term)의 상위에 속하며

계층에서 바로 위 단계에 속한 용어이며 하위

어(NT, Narrower Term)는 우선어의 하위에

속하며 계층에서 바로 아래 단계에 속한 용어

를 말한다. 둘째, 연관관계는 비계층적인 관계

를 동의어나 유의어에 연결시켜 표현한다. 이

러한 연관관계를 갖는 관련어(RT, Related

Term)는 연관성 관계에 의해 우선어와 연결

되는 것으로 주로 참조(see also)를 사용한다.

셋째, 등치관계는 우선어가 아닌 용어를 우선

어로서 쓰이는 동의어와 연결시킨 관계이다.

우선어가 아닌 용어는 USE로 표현한다. 여기

서 우선어는 승인된 용어나 값, 주제 제목 또

는 설명 등의 모든 관계에 대해 중심이 되는

용어를 말한다. Use(U, Use)는 대부분의 사람

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동의어 및 유의어들

을 말한다. GeMPeT는 이러한 용어간의 관계

를 알파벳 순의 목록화, 계층적 목록화 그리고

키워드에 따른 목록화로 시소러스 명세서를

작성하였다(Jane Edinger and Tracy Barker.

2003).

2.2 미국의 지질용어 표준화

미국의 지질조사소(USGS; United State

Geological Survey)는 암석 단위 등의 수치

지질도 데이터 모델 안, 수치지리도 범례집

안, 암석 분류 및 용어정의 안 그리고 수치지

질도 최소단위분류 안 등의 각종 표준화사업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USGS

는 미국 연방 지공간 자료 위원회(FGDC;

Fedral Geospatial Data Committee)를 통해

미국 전체의 공간정보자원을 인터넷 서비스

하고 있으며 표준과 관련한 공간정보 프레임

워크(framework)를 건설하여 클리어링하우스

(clearinghouse), 메타데이터(metadata) 등에

대한 정보 제공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지질조사소는 인터넷 서비스용 지질 용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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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 GEOLEX(Geologic Names Lexicon)를

구축하여 암상 단위명 및 지질연대 단위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색방법은

빠른 검색과 세부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빠

른 검색은 지질연대, 암석단위명, 인용저자

그리고 공간적범위(주, 영토, 국가)를 검색 기

준으로 이용하였으며 세부검색은 지질연대를

대, 기, 세로 선택, 암상 및 지질연대 단위의

선택, 인용제목, 인용저자, 공간적범위(주, 영

토, 국가)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USGS, 2007a).

2.3 유럽의 지질용어 표준화

영국의 지질조사소(BGS; British Geological

Survey)에서는 암석 분류 계획을 통하여 화성

암, 변성암, 퇴적물 및 퇴적암에 대한 분류체

계 안을 확립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암층서

단위, 암질 단위 및 구분층서 단위명에 대해서

용어사전을 작성하였다. 명명된 암석 단위 용

어는 복잡하고 정교한 관계데이터베이스로 구

축하였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주요

검색기준은 암석단위, 제공된 맵코드, 상태코

드, 암석단위의 최대 연령이며 이들을 이용하

여 지질정보 검색이 가능하다(BGS, 2007a).

유럽연합 지질조사소(EGS; Europe Geological

Surveys)는 기존의 화성암들의 분류법(Streckeisen

1973, Streckeisen 1980), 퇴적암 연대층서분류

(IUGS, 1998)체계 등의 서적을 참고하고 학계

조언 및 가능한 기존의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용어사전을 편찬하였다(EGS, 2006).

지질용어 시소러스 분류(안) 작성 

지질용어 시소러스 DB구축을 위해서 먼저

지질용어 시소러스 분류(안)을 작성하였다. 지

질학 전문 용어는 기존 출판된 지질학 용어집

에서 지질학을 전공한 대학교 4학년 수준의

용어들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수집하고 정리한

후 지질용어 분류 체계화를 위하여 호주의 지

질용어 표준, 미국의 수치지질도 용어 표준 및

우리나라 지질학사전 등을 참조하여 지질용어

에 대한 표준 분류(안)을 작성하고 인터넷 검

색이 가능하도록 한글 용어에 대응하는 영문

용어 및 한문용어 항목을 정리하였다. 이외에

도 지질 용어는 여러 데이터 항목들을 명세서

로 작성하여 용어의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였

다. 이렇게 작성된 지질용어의 분야는 수치지

질도학, 광상학, 지구화학, 고생물학, 지질공학,

지질과정, 현장광산용어, 지구물리학, 구조지질

학, 환경지질학, 광물학, 암석학, 지사학, 수리

지질학, 지질GIS용어로 총 15개 분야이다. 지

질 용어 시소러스 분류(안)은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검수를 통하여 보다 높은 객관성을 확보

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수치지질도 분야는 기

존의 지질도를 분석하여 첫째, 수치지질도에

필요한 각 지질 시대별 개체를 추출, 둘째, 수

치지질도 상에 분포하고 있는 암석의 개체 추

출, 셋째, 호주의 시소러스, 영국암석분류(안),

미국 수치지질도 최소 단위 분류(안)을 참고하

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암석단위를 대분류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부터 미세분류까지 6

단계의 분류 항목으로 작성, 넷째, 분류 항목

에 대한 지질시대 및 암석 개체의 식별자 코

드 부여하는 순으로 정리하여 수치지질도 암

석-시간 단위의 온톨로지(ontology)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수치지질도 암석단위 분류(안)은

지질학 개론, USGS의 디지털 수치지질도 모

델의 암석 단위 분류(Geologic Map Unit

Classification, ver.6.1) 및 호주의 GeMPeT

(Geoscience, Mineral, Petrology Thesaurus)을

참고하였고, 용어 개념은 지질학 사전을 중심

으로 지질학 개론을 이용하였고 인터넷 사이

트는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http://ieg.or.kr)의

전문용어 검색 및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자원용

어 사전을 참조하였으며, 일부는 외래어를 그

대로 사용하였다((Bruce et.al., 2002; 환경지질

연구정보센터, 2006) 또한, 용어의 수준은 공청

회 2회, 대한 지질학회 검수 및 교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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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전문가 리뷰를 통해 대학교 학부 4학년

생 수준으로 우리나라 체계에 맞게 작성하였

다. 수치지질도 분류는 먼저 수치지질도를 공

간단위 및 시간단위로 구분하였다. 공간단위는

지질도를 구성하는 암석단위로 하고 시간단위

는 지질연대단위로 단위화 하여 객체를 추출

하였다.

1. 수치지질도 암석-시간단위 객체 정의

USGS의 경우, 수치지질도 최소암석단위의

분류는 암석학적으로 균질한 최소지도단위로

수치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일용어를

갖는 균질하지 못한 최소지도단위로 분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균질하지 못한 지도단위는

상대적으로 균질한 구성성분으로 나누어 분류

되어야 한다. 균질한 구성성분(최소지도단위)

의 분류가 통계 및 면적 등의 각종 계산과 효

율적인 질의 수행에 대한 근간을 이루기 때문

이다. 따라서 혼합된 쇄설성 퇴적암 단위는 장

석질사암 60%, 역암 30% 그리고 실트암 10%

로 나누어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

류는 과거 종이 지질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수십 개의 혼합된 분류 단위들이 이 분류표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편의성과 보다 정

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가능할 때마다 갱신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암석학’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지 않고 암석최소단위라고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암석단위의 용어는 미고결층

퇴적물은 암석이 아니고 엄격한 관점에서 암

석학적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암

석 단위를 분류한다는 의미이다. 최소단위의

용어는 동일 레벨의 객체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자성을 갖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Geologic Map Unit Classification, ver.6.1).

이 개념을 기반으로 수치지질도 암석-시간

단위 객체의 정의는 우리나라 지질도를 그 연

구대상으로 하며 가장 일반화된 1:50,000수치

지질도를 암석단위에 대한 분석 자료로 선정

하였다. 분석결과, 총 1961개의 암석 객체들이

존재하며, 암석, 층, 암층, 층서, 시대, 지질구

조, 광물, 암석의 화학적·물리적 성질, 지명 등

의 일부가 합쳐져서 암석 객체를 이루고 있다

(지광훈 외, 2003). 이들 암석 객체들을 개념화

하여 암석 객체는 암석 단위로 구분되어 서로

원자성을 가지며, 상위어와 하위어간의 공간적

포함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연

구에서 암석 단위란 수치지질도상에 기재된

지질단위를 암석학적 관점에서 일반화 및 개

념화 과정을 통해서 정제한 공간 객체들이다.

암석 단위를 설정함으로써 수치지질도 상의

식별자들을 뽑아낼 수 있다.

2. 수치지질도 시간단위 분류

수치지질도 시간단위 작성은 한국의 지질,

USGS의 시간 단위 분류(Geologic Map Unit

Classification, ver.6.1) 및 호주의 GeMPeT

(Geoscience, Mineral, Petrology Thesaurus)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수치지질도를 분석하고 학

부 4학년생 수준으로 우리나라 체계에 맞게

작성하였다.

지질시대는 대분류 기준으로 누대(Eon)를,

중분류 기준으로 대(Era)를 그리고 소분류 기

준으로 기(Period)를 사용하였다. 대분류는 은

생 누대 및 현생누대로 구분하고,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중분류를 토대로 세

분류하였다. 지질시대의 구분 식별자는 한국의

지질을 참조하여, 누대 및 대는 알파벳 대문자

4자리수로 기술하고, 기는 2자리수로 기술하였

다. 단, 캄브라이기 및 석탄기는 중복되어서

각각을 CA, CB로 식별자를 부여하였다.

3. 수치지질도 암석단위 분류 

수치지질도 암석단위 분류는 퇴적암 및 미

고결 퇴적물, 변성암, 화성암으로 최초 분류하

고 대, 중, 소, 세, 미 분류하여 분류 트리

(classification tree)를 총 6개의 깊이(depth)로

작성하였다. 그림 1은 우리나라 수치지질도에

서 추출한 기본이 되는 주요 객체들의 토픽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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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ontology map of rock-time unit for digital geological map(Main diagram)

(topic map)이다. 토픽 맵은 주제들의 집합을

모형화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주제, 주제

간의 관계 및 주제에 대한 자원정보를 시소러

스로 만든 것이다. 토픽맵은 분산 환경 하에서

지식 구조를 정의하고 정의된 구조와 지식 자

원을 연계하는데 쓰이는 기술 표준이며 정보

자원의 구성, 추출, 네비게이션에 관련한 새로

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각 박스로 표기된 주제에 따른

용어 객체들은 한글용어, 영문용어, 지질약어

그리고 RGB 색상을 같이 표기하였으며, 하

위분류시 분류식별자를 가지고 있다. 특히,

RGB 색상은 기존 수치지질도의 색상을 기반

으로 USGS의 지질도 심볼화 표현, BGS의

지도심벌 및 암상 장식 표현 등의 표준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BGS, 2007b; USGS,

2007b).

3.1 미고결 퇴적물 분류

미고결퇴적물은 중분류에서 입자 크기에 의

한 분류와 지형요소에 의한 분류로 크게 나누

었다. 입자 크기에 의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입

자의 직경에 따라 점토나 이토, 실트, 모래 및

자갈로 구분하였다. 지형요소에 의한 분류는

붕적층, 충적선상지 퇴적층, 호성퇴적층, 해성

퇴적층, 중력류 퇴적층, 생물학적 퇴적물, 매립

지 및 지질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충적

층으로 나누었으며 각각은 필요성에 따라 세

분한 목록도 있다. 미고결 퇴적물은 지면상 생

략한다.

3.2 퇴적암 분류 

고결 퇴적암은 지질학 개론을 바탕으로 쇄

설성 퇴적암과 비쇄설성 퇴적암으로 양분했다.

쇄설성퇴적암은 입자의 크기 및 모양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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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암, 사암, 역암, 각력암으로 나누었으며, 비

쇄설성 퇴적암은 생성기원에 따라 생물학적,

화학적 퇴적암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소분류는

필요에 따라 세분하였다.

3.3. 화성암 분류

화성암의 분류는 아직까지 아무도 성인적

의미를 담은 통일되고 체계적인 분류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분류는

비교적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IUGS 야외

분류표와 USGS의 분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수치지질도 내용에 맞게 재구성 하였다. 중분

류는 산출 암상에 따라 화산암, 반심성암, 심

성암으로 나누었다. 화산암은 유리질화산암,

화산쇄설암, 결정질 화산암으로 소분류 하였

다. 이들 중 결정질 화산암은 화학성분에 따라

규장질화산암, 중성화산암, 고철질화산암으로

세분류하였다. 또한 반심성암류는 수치지질도

상의 반암으로 표현된 암석을 모두 포함시켰

다. 심성암류는 수치지질도상에 나타나는 암석

을 비교 분석하였고, 현정질 심성암에 대한

IUGS 야외분류를 참고 활용하였다.

3.4 변성암 분류

변성암은 일반적으로 변성상태 및 기원암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우리나

라에 분포하는 변성암의 일부가 그 기원이 아

직 파악 안 된 것들이 있어 이들을 혼용하여

분류하였다. 중분류는 변성상태에 따라 접촉변

성암, 광역변성암, 구조암으로 나누었다. 수치

지질도 상에는 광역변성암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어 보다 많은 세분이 이루어졌다.

지질용어 시소러스 DB구축 및 

시스템 설계

시소러스란 어휘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체계

화한 것으로 검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일한

관계, 계층적 관계, 연관 관계를 구분하는 통

제 어휘집이다. 주요 목적은 동의어 관리이며,

많은 동의어나 그 단어의 유사 형태들은 하나

의 우선어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언어

가 가진 모호성으로 인해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지질정보 시소러스 DB는

웹 서비스를 위해 OTM 툴을 이용하여

MSSQL DB로 최종 구축하였다. 또한 최종사

용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소러스 시

스템의 웹 시안 설계, 기능 설계 등을 통하여

인터넷 기반 지질정보 시소러스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1. 구축 목표

설계서는 지질용어 시소러스 서비스시스템

개발을 위한 것으로 시소러스 관리시스템 개

발 및 웹 검색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시

소러스 관리 시스템은 용어 구축을 안정적으

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

하며 웹 검색 시스템은 용어 항해, 용어 검색,

통합 DB 검색 등으로 구성된다. 시스템 개발

에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였으며 안정성에도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이유는 시소러스 시스템의 특성상 한 가지 요

소의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용자 중심의 안정성

있는 검색기의 개발은 본 시스템 개발의 성공

적 수행의 핵심 요소이며, 관리를 위한 업무

흐름도 작성 역시 개발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성을 해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

한 반영하였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관리기

업그레이드 및 웹 검색기 시스템 개발은 다른

시스템과 비교할 때, 복잡해 보이지만 시소러

스 시스템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만

을 포함한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이는 안

전하고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설계서는 기능 설

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 구조설계로 구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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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설계

이 시스템 기능 설계는 그래픽 폰트, 외부

이미지 링크, DB상의 시소러스 표현, 데이터

베이스 용어 검색, 트리 뷰 등으로 나누어 설

계하였다. 먼저, 그래픽 폰트는 지질 용어에

대한 이미지 삽입이 가능하고 트리의 각 용어

별로 색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에서 지

원하는 색상 및 폰트를 지원하였다. 둘째, 외

부 이미지 연결 기능을 이용하여 지질용어가

링크를 통해 외부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시소러스 표현 기능은 상위어

및 하위어 관계, 관련어 관계를 정교한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여 다양한 방법의 그래픽 화

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그래

픽 설계를 통해 사용자가 지질용어 시소러스

트리 상에서 용어를 선택하게 되면 시소러스

트리, 관련된 용어의 설명 및 관련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트리화면이 동적으로 움직이게 된

다. 넷째, 검색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내의 한

글용어, 영문용어 및 한자를 사용하여 지질용

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질용어 시소러스 DB 및 시스템 설계 

시소러스의 주요 DB항목은 우선어, 유의어,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 USE, 정의역이 있으

며, 15개 분야의 지질용어 시소러스 DB 입력

시 이 항목을 수용하였다. 특히, 수치지질도

분야는 암석단위와 시간단위로 나누어 한글표

준용어, 영문표준용어, 약어, 용어해설, 색상

등의 주요 아이템을 만들고 동의어, 유의어를

연계하고 전체적인 분류체계를 명세서로 작성

했을 뿐만 아니라 분류체계에 따른 암석 및

지질 시대 색상 정의 및 암석 사진 정보 항목

을 추가로 구축하였다.

시소러스 관리기(OTM; Object Thesaurus

Manager) 툴은 구축한 지질용어 시소러스는

DB에 저장되며, 사용자들이 웹상에서 시각적

으로 쉽고 편하게 질의할 수 있는 웹 검색 서

비스 프로그램과 지질용어 DB가 연동될 수

있도록 관리기와 별도의 자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Java API)가 지원된다(케이테크,

2007). 이 API를 이용하여 웹 검색 응용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웹 검색 응용프로그램들은

트리 구조와 그래픽 화면의 연동을 통한 용어

간 항해를 지원하여 현재 사용되어 있는 타

검색 엔진들과 연동되어 시소러스 기반의 지

능형 검색을 지원할 수 있다. 지질용어 시스템

은 먼저 지질자원분야 전문가를 통한 용어 체

계 검수를 통하여 객체지향 시소러스 관리기

를 이용해 용어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렇게 입

력된 DB를 시소러스 연동 API를 통해 웹 기반

으로 업로드한다. 자바 및 자바 서버페이지

(JSP; Java Server Page) 등의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

User Interface)를 구축하고 최종사용자에게

인터넷 상에 서비스하게 된다. 그림 2는 시소

러스 객체 관리기로 구축한 시소러스 DB의

검색 서비스가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스템 설계도이다.

FIGURE 2. The thesaurus system design 
of geologic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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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initial screen of thesaurus system

시스템 구축

지질정보용어 시소러스 구축내역은 2004년도

부터 착수하였으며 2006년도 11월까지 관리되는

총 15개 분야로 용어 개수는 총 2200여 단어로

이루어졌다. 지질 용어는 전문가들의 검수를

통한 용어 표준(안)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1. 시소러스 화면구성

웹 기반 지질용어 시소러스 시스템은 검색

기능을 지능화시킨 검색사전이다. 시소러스는

표준화된 용어를 중심으로 표준어를 달리 검

색할 수 있는 동의어 범주, 표준용어의 상위어

및 하위어, 표준용어의 관련어 웹 시안의 주요

요소로 구성한다. 그림 3과 같이 화면 구성은

좌측에 트리뷰(Tree view)를 구성하여 시소러

스의 개략적인 구조를 디렉토리 형태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좌측은 상단에 트리

의 깊이를 볼 수 있는 화면 및 검색 필드를

설계하고 좌측 하단 메인화면은 트리 뷰와 그

래픽 디스플레이와 연결하여 지질용어 시소러

스 맵, 용어 설명 및 사진 서비스를 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2. 시소러스 초기화면

기존의 정보검색이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의

지식에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지질용어

시소러스 시스템은 정보의 위치 및 그 상호관

계를 그래픽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폭넓은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지식의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지질용어 시소러스 시스템은

본 시스템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질정보 용어 검색 사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질용어 시소러스는 용

어의 15개 분야에 대한 토픽맵(Topic map) 형

태의 주제별 분류를 통해 정확한 지질 용어를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도 접근하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지질용어 시소러스 시스템의 초기화

면이다. 이 시스템은 상단 지질용어 검색란을

통하여 영문, 한문 및 한글의 검색을 지원하며

화면 좌측의 카테고리를 통하여 원하는 용어

를 검색해 나갈 수 있다. 화면 중앙은 용어의

전후관계 파악을 통해 용어의 범주(상위어, 하

위어, 동위 레벨의 용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원하는 용어를 클릭하게 되면 그

용어의 상세 설명, 유의어, 관련사진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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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Web query using geologic thesaurus tree

3. 시소러스의 웹서비스 기능

시소러스 트리를 이용한 검색의 이점은 검

색 하고자 하는 용어를 검색 필드에 기재하지

않고 화면상에서 클릭 함으로서 상위어·하위

어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관련어 및 용어개

념 등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질용어 시소러스 시스템은 초보 사용자들도

화면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질의 능력

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는 시소러스 트리에

서 ‘고생대’ 용어를 클릭한 결과이다. 검색 결

과 좌측의 고생대의 상위어 및 하위어 관계를

볼 수 있고 화면 하단에 동치인 영문 용어와

개념 설명을 살펴볼 수 있다.

지질용어 시소러스 시스템은 용어 검색 필

드에 한자, 영문 및 한글용어로 검색이 가능하

다. 그림 5와 그림 6은 용어 필드에서 ‘안’ 문

자를 검색하여 정렬된 용어 중 안산암을 클릭

하여 검색한 것이다. 화면하단의 이미지를 크

게 보려면 해당 이미지를 클릭함으로써 팝업

되어진다. 그림 6은 안산암에 대한 색상 표현

및 이미지 서비스이다.

결  론

지질용어 시소러스 시스템은 기존의 정보

검색이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의 지식에 한정

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시소러스 검색은

정보의 위치 및 그 상호관계를 그래픽을 통

해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폭넓은 정보

를 제공시킴으로써 정보를 지식의 차원으로

격상 시킨 것이다. 지질정보 시소러스 시스

템은 본 시스템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효

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질정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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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mage service for geologic 
terms

FIGURE 5. Retrieving terms with Korean, 
English and Chninese fields

어 검색 사전 구축을 목표로 구축되었으며

지질분야에서 15개 분야를 추출하고 각 분야

에 대한 주제별 분류를 통해 정확한 지질용

어를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토픽맵 형태로 표현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

질용어 표준화는 지질학분야에서 사실상 널

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적들인 지질학 사

전, 지질학개론, 광물학 개론을 참고하여 약

2200 용어들을 영문, 한자 및 한글용어를 정

립하고 용어 개념설명, 사진, 약어 등을 목록

화 하였다. 둘째, 지질용어 분류는 지질분야

를 최초 15분야로 대분류하고, 그 대분류 각

각에 대하여 중분류, 소분류 및 미분류하여

상위어 및 하위어 분류 체계를 확립하여 지

질 용어 표준(안)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이

명세서는 지질 용어의 효율적인 인터넷 검색

을 위해서, 한글, 영어 그리고 한자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여 지질용어 분류 카테

고리를 통한 카테고리 검색도 가능하다. 셋

째, 지질용어 시소러스는 국내외 표준 검토,

국내 지질학계의 대표서적 검토 및 미국, 영

국 및 호주 등 국외 지질용어집을 검토하여

초안 작성·전문가검수· 공청회개최 등을 통

하여 데이터나 정보가 아닌 지식 차원으로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15개

분야 중 수치지질도 도학분야는 우리나라 지

질도 상에 존재하는 암석 객체 및 지질시대

객체를 추출하고 개념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체가 갖는 고유색까지도 RGB값으로 가시

적으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보

검색이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의 지식에 한정

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지질용어 시소러

스 검색은 정보의 위치 및 그 상호관계를 그

래픽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를 지식의 차원으

로 격상 시킨 것이다. 그러나 지질용어 트리

는 지질분야의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장기적

으로 수렴되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인터넷 접

근이 용이한 지질용어 트리로 최종 확립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지질용어 표준(안) 및 수치지

질도 시소러스 명세서를 작성하고 전문가 검

수를 통한 표준체계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향

후 연구에서는 확립된 수치지질도 시소러스

명세서 및 지질정보 용어에 대한 명세서 배

포 및 웹 서비스 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지

속적인 버전관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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