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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국방과학기술분야 업무의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서는 국가 인 차원에서 국방 련 기 들이 사용하

고 있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문용어를 범 하게 수집하고 기술 체계를 통일하여 리하는 것이 필요

하다. 각 분야별/기 별로 사용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용어들의 표 화를 통해서 문용어에 한 혼란을 

없애는 것은 물론, 문용어 사 을 오 라인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문용어에 한 근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방과학기술 정보 분석의 기반을 제공하

기 해서 국방과학기술분야를 심으로 문용어의 선정, 기술 기 , 기술 구조를 포함하는 모든 로세

스를 표 화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서비스에 문용어 사 의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표 화된 구축 로세스에 따라 문용어 사 을 시범 구축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생성되는 

문용어 사 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1) 국방과학기술 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어 사 의 발간. 2)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정보 분석. 3) 문용어 다국어 역어를 이용한 외국어 정보 

분석. 4) 정보 처리 용어의 일 성 보증. 5) 문용어를 추출하기 한 언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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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necessary to collect, manage and standardize defense and technology terminologies which 

are used by defense-related agencies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The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dictionary can eliminate confusion about terminology and increase 

accessibility for the terminology by offline and online services. This study focuses on building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terminologies, publishing dictionary including them, and 

improving information analysis in defense area. as well as take advantage of offline and online 

services for easy accessibility for the terminolog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terminology data will be used as follows; 1)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terminology 

databases and its publication. 2) Information analysis in military fields. 3) Multilingual 

information analysis translated terms in the thesauri. 4) Verification on the consistency of 

information processing. 5) Language resources for terminology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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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기술분야의 첨단화, 과학화 추세에 따라 문용

어의 필요성은 차 확 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문용어 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방 

분야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방 련 기 들을 심

으로 극 으로 문용어를 정비하고 있다. 국방과학

연구소의 군사과학기술용어사 (1992), 국방연구원의 

국방시뮬 이션용어사 (2003), 국방부의 군수용어사

(2008),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과학기술용어사

(2008)[1],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용어사 (2010,개정 ) 

등 많은 국방 분야 문용어 사 들이 이미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방 분야 문용어 사 들의 

경우 표 화된 구축 방법론이 부재하기 때문에 각 기

별로 자료 항목이나 기술 구조가 서로 상이하므로, 각 

기 별로 구축된 문용어 사 들을 서로 연계해서 활

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 문용어 사 의 배포

도 오 라인 심의 인쇄형 사 으로 배포되고 있기 때

문에, 온라인 서비스에는 문용어 사 이 효과 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실이다.

최근의 정보산업 기술이 정보산업 선진국인 미국 등

에서 개발된 기술의 한 화에 치우쳐 있어 자생  정보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하여 문개념을 나타

내는 문용어의 우리말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

나 우리나라는 문용어 연구방법  기반기술이 취약

하고, 총 기 이 없고 종합 인 표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각 학회, 기 , 출 사 등이 독자 으로 문용

어를 개발하고 있어서 한국어 정보 처리뿐만 아니라 

련 분야 간의 의사소통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분야 업무의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해

서는 국가 인 차원에서 국방 련 기 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 문용어를 범 하게 수집하고, 

표 화된 기술 체계를 통해 기술하고 리하는 것이 요

구된다. 각 분야별/기 별로 사용되고 있는 국방과학기

술 용어들의 표 화를 통해서 문용어에 한 혼란을 

없애는 것은 물론, 문용어 사 을 오 라인  온라

인 서비스에 활용함으로써 문용어에 한 근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는 국방과학기술분

야를 상으로 문용어의 수집부터 자료 항목, 기술 

구조, 심의  고시 단계를 포함하는 국방과학기술 

문용어 사  구축 표 화 방안과 온라인 서비스를 심

으로 문용어 사 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방안

이 필요하다.

국제표 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ISO704, 860, 1087-1, 10241, 12616, 

12620에서는 문용어의 정의와 문용어 구축 작업의 

원칙, 역어, 활용에 한 다양한 표 을 제시하고 있

다. 하지만 주로 개념 인 수 에서 언 되고 있기 때

문에 표 안을 가지고 실제 문용어의 수집  사 의 

발간에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민간과 국방 분야의 문용어 

구축 사업 조사를 통해서 국방과학기술 문용어 사  

구축을 한 표 화 조직과 차, 문용어 기술 규칙

과 기술 구조 연구를 통한 26개의 자료 항목과  기술 규

칙 표 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문용어 사

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방안으로 시소러스와 온

톨로지를 연계한 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국방과학기술분야 문용어 표 화 연구는 표 화된 

국방과학기술 문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어 사

 발간에 바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문용어 사 은 국

방과학기술분야 정보 분석, 문용어 다국어 역어 데

이터를 외국어 정보 분석, 정보 처리 용어의 일 성을 

보증  문용어를 추출하기 한 언어 자원으로 다양

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II장에서 문용어 표 화를 한 련 연

구, III장에서는 국방과학기술분야 문용어 표 화를 

한 조직과 로세스, IV장에서 문용어 사 의 활용 

방안, V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기술하고 있다.

II. 관련 연구

1. 민간분야 전문용어 연구 및 구축 사업
문용어의 표 화는 일 이 유럽과 일본 등에서 시

작되었다. 유럽은 지정학  특성에 의해 여러 언어가 

인 하는 계로 무역 등의 교류를 한 문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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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일 부터 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편 일본

의 경우는 서구의 문물과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동일한 문용어가 학회나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번역

되어 쓰임으로 인해 학문 인 발 이 해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범학회 인 문용어 표 화 사업에 

착수하 다. 국에서는 국표 화 원회(CSTBS)에

서 문용어 표 화 원칙과 조정에 련된 국가 표 을 

제정하고, 각 부처의 표 화 부서와 기술 원회가 

문용어의 구축  수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랑스는 

용어 원회를 심으로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을 포

함하는 모든 공공 문서에 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

문용어에 한 연구는 주로 비 어권을 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기술이나 시장을 주도하고 있

는 미국이나 유럽의 언어와 자국어의 용어 번역이나 선

진 용어의 수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수단으로 문용어를 리하고 체계화하는 연구

들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WordNet, 

SNOMED, MeSH 등의 용어 사 에 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어 왔다[3-5].

국내의 경우 문용어연구공학센터에서 수행된 21세

기 세종계획의 문용어 정비 사업은 경제, 기 과학, 

응용과학 분야를 상으로 문용어 표 화 방안 연구 

 련 코퍼스 구축을 수행하 다[6]. 한국학술단체연

합회의 학술 문용어 정비  표 화 사업은 학회의 

주도 하에 분야별 문용어 기술 규칙, 표 화 연구  

사  구축 작업이 진행되었다[7]. 한국 자통신연구소

(ETRI)의 특허분야 기계 번역을 한 문용어 사 의 

구축이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어휘 지

능망 연구를 통한 문용어 연구[8]  과학기술분야 

시소러스 구축 연구[9]도 수행되었다.

2. 국방 분야의 전문용어 연구 및 구축 사업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국방 분야 문용어의 표 화

를 해 원회나 별도 기구를 운 하여 체계 인 리

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기술정보센터(DTIC: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를 통해 표 화 

작업  표 용어를 배포하고 있으며, 독일은 국방부 

직속 기 으로 국방언어연구소를 두고 이에 분야별 10

개의 국방 용어 원회를 두어 용어 표 화를 꾀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과 운 방법의 차이가 존재 할 뿐 국

가 차원에서 문용어의  표 화가 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49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 서양조

약을 기 로 미국, 캐나다와 유럽 10개국 등이 발족하

여 재 2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집단방 기구인 

NATO에서는 각 국에서 사용되는 국방 용어를 표 화

하여 NATO에서 출간되는 문건이나 공식 인 내용에 

반드시 용하도록 별도의 조직을 운 하여 규정, 리

하고 있으며, 용어에 한 표 화 정책(NATO Policy 

for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용어 리지침 

(Directive on the NATO Terminology Programme)과 

용어출   개발에 한 가이드(Guidance for the 

Development and Publication of NATO Terminology)

를 정립, 제시함으로써 이를 반드시 수하도록 하고 

있다. NATO의 국방 용어 표 화 사례는 미국, 랑스

를 비롯한 각 국에서 다양한 언어를 커버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IHS Jane's 등 민간 국방 

정보 련사에서도 NATO의 용어 표 화 사업에 참여

함과 동시에 모든 발간물  정보 보고서 작성에 표

으로 삼고 있다.

국내 국방 분야 문용어 구축 연구는 국방부의 군수

용어사 ,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용어사 , 국방기술품질

원의 국방과학기술용어사  구축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방 련 기 들은 독자 인 용어집을 갖고 

있지만 표 화된 기술 체계와 자료 항목을 가지고 있지

는 않다. 문용어 사 의 형태도 오 라인 심의 인

쇄형 책자를 통해 배포되기 때문에 웹 기반 온라인 서

비스에 효과 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의 군수용어사 은 군수용어  정의를 체계

화하고 표 화하기 해서 발간되었지만, 용어의 개념 

정의와 설명의 표 화 미비로 인해서 재개정이 필요하

다. 한 사 의 발간주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감수과정에서 군수분야별 문가를 선정하여 용어에 

한 정의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동참모본부

의 군사용어사 은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에서 심의를 통해 정립된다. 공식 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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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정을 거쳐 군사용어가 정립되는 비교  체계 인 

제도를 갖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과학기술용

어사 은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첨단화, 과학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는 각 분야별·기 별 문용어를 통일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 화하고자 제작되었다. 

의 사  구축 사례들을 살펴보면 문용어 구축 

련 로세스의 수집, 자료 항목  기술 구조에 한 표

화된 로세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문용

어 사 의 상이한 기술 구조 형태로 인해서 각 기 에

서 구축된 문용어 사 들이 상호 연계 활용되지 못하

고 있다. 국방과학기술용어사 을 비롯한 부분의 용

어 사 은 그 용어 사 의 편찬에 국한하 기 때문에 

그 표 화 차가 범용 이지 못하며, 증보 는 확장

에 한 원칙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III. 전문용어 사전 구축 표준화

특정 분야의 문용어 사 을 구축하기 해서는 표

화 차를 수립하고 문용어의 선택 기 , 문용어

의 기술 기 , 그리고 문용어 사 의 기술 구조에 

한 기 을 만들 필요가 있다[10][11]. 문용어의 선택 

기 은 다양한 후보 용어 에서 표 용어를 선택하기 

한 사항이며, 문용어의 기술 기 은 채택된 문용

어의 기술 형식에 한 사항이다. 한 문용어 사

의 기술 구조는 어떤 용어정보를 어떤 구조로 기술할 

것인가에 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상으로 문용어 사  발간을 한 표 화 

차와 문용어의 선택, 기술, 기술 구조에 한 기 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샘  데이터를 구축하 다.

1. 전문용어 사전 구축 표준화 절차
문용어 사  구축 표 화 차는 [그림 1]과 같이 

실제 문용어를 구축하기 한 조직과 조직의 역할  

작업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조직은 연구 책임자, 연구 

총 , 용어 수집 , 용어 선정 , 사  구축 으로 구

성된 직 인 조직과, 자문 원회, 심의 원회, 감수

원회로 구성된 간 인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

인 조직은 각 조직 간에 인  복을 허용한다. 

를 들면, 연구 총 은 연구 책임자와 각 의 선임 연

구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 으로 추가 투입되는 

연구원은 없으며, 용어 수집 은 국방·군수 문가와 

시소러스 문가가 참여하고, 용어 선정 과 사  구축

에는 연구 보조원이 참여할 수 있다. 

그림 1. 전문용어 사전 구축 표준화

연구 책임자는 산과 국방 분야의 용어 문가로 선

정되며, 연구 총 을 지휘하고 구축 진행 상황의 

검  업무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연구 총 은 연구 

책임자와 각 의 간 리자로 구성하며, 사  구축 

상 주제 범   용어수의 결정, 기타 세부 원칙의 결

정, 구축 상 자료  수집 방법의 결정, 용어의 자체 

검증 역할을 수행한다. 용어 수집 은 산, 국방·군수, 

용어 문가로 구성하며, 용어 선정 상에 따라 용어

와 필요한 속성을 추출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용어 선

정 은 국방·군수 문가로 용어 선정 상 목록에서 용

어를 선정하고 필수 용어를 심의하고, 역어나 정의문

을 수집하는 일을 담당한다. 사  구축 은 시소러스 

문가로 구성하며, 분류코드와 용어간 계 설정, 정의

문의 추가 수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체 검증 은 

연구 총 이 역할을 신하며, 용어의 검증  심의/

감수 원회에 감수를 의뢰하는 작업을 한다. 연구 보조

원은 국방·군수 분야를 공한 연구원들로 구성해서 각 

의 활동을 지원한다. 심의/감수 원회는 국방·군수, 

시소러스 문가로 구성되며, 용어의 선정과 정의, 계 

 속성 등의 성을 심의·감수한다. 자문 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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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련기 들의 사  구축 담당자들로 사  구축 

체 과정에 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문용어 사  구축 과정은 용어를 수집하는 단계부

터 심의가 완료되어 유지· 리하는 단계까지 상당히 복

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용어의 수집은 다양한 문헌

군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추출되며, 일단 후보 

용어의 집합이 결정되면, 그 후의 선정, 심의, 고시에 이

르는  과정에서 동일한 용어 집합을 다루게 된다. 

한 이 과정에 참여하는 문가들은 국 각지에서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해서는 언어공학 인 지원시스템인 용어 리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2. 전문용어 선택 기준
문용어 사 의 등록 상이 되는 용어의 범 는 한

로 표기된 용어로서 주제어, 인명, 기   단체명, 문

헌명, 식물명, 동물명, 법률명, 상품명, 기념물명, 사건명 

등을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 형용사  동사를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어의 음차어( : 컴퓨터)와 두문

자어( : Unesco)를 인정한다. 이와 같은 범주 내에서 

상 개념을 표 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때 원칙

으로 어느 용어를 채택할 것인지에 한 다음과 같은 

기 이 필요하다.

∙용어의 길이: 용어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는다.

∙약어  완 형: 1) 완 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

다. 완 형을 채택했을 때는 약어를 동의어로 처리

한다. 2) 약어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거나 약어가 

더 리 알려진 경우에는 완 형 신 약어를 채택

할 수 있다. 약어를 채택했을 때는 완 형을 동의

어로 처리한다.

∙숫자  음: 1) 음의 사용이 례인 것 외에는 모두 

숫자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음을 채택했

을 때에는 숫자를 동의어로 처리하며, 반 로 숫자

를 채택했을 때에는 음을 동의어로 처리한다. 2) 외

국인명에서 세 를 표 하는 로마숫자는 한 로 

표 할 때 숫자 뒤에 “세”를 부기한다.

∙속명, 상품명  학술명: 학술명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명을 채택했을 때에는 속명을 동의어로 

처리한다.

∙두문자어  역어: 1) 역어의 채택을 원칙으로 한

다. 역어를 채택했을 때에는 두문자어를 동의어로 

처리한다. 2) 역어가 없는 경우 혹은 음을 빌려 기

술하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문자어를 그 로 채택한다. 3) 두문자어를 하나의 

단어처럼 읽는 것이 일반 인 경우에는 그 한 음

을 채택한다.

3. 전문용어 기술 기준
이용자가 특정 용어를 이용하기 하여 사 류를 검

색했을 때 가장 먼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의미를 

상징하는 기호로서의 용어이다. 이때 이 용어는 두 가

지의 역할을 가져야 한다. 첫째, 이용자에게 재 한 

용어에 하여 더 상세히 근할 것인지 아닌지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단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색인  검색에서 색인어나 검색어로 사용될 때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기 이 필요하다.

3.1 띄어쓰기
용어는 품사  개념 단 로 띄어쓰기를 한다. 띄어

쓰기는 성분 어휘를 쉽게 악할 수 있어서 이해가 빠

르다( : 조정비→ 조 정비). 한 인 어 탐색 기능

을 사용하면 떨어져 있는 용어도 색인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

3.2 한자 혹은 원어의 부기
한자  원어를 부기함으로써 용어의 개념을 쉽게 

악할 수 있고, 한자  원어를 검색에 이용함으로써 다

의성을 일 수 있다. 한자가 있는 부분에 하여 한자

를 부기한다( : 공해 합동 작 (空海合同作戰)). 한자

가 없는 경우에도 그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를 부기할 

수 있다. 고유어와 한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고유어 

치에 “--”를 넣으며, 고유어의 자수에 상 하지 않

는다( : 공  미사일 방어 이더( 空--missile防

禦radar)). 한자는 있으나 문자 코드의 불비로 입력할 

수 없을 때는 한자의 치에 한 을 기술한다. 음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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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원어를 부기한다( : 아스람(ASRAAM)). 원어를 

부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언어명 기호를 이용하여 

응 외국어를 기술한다. 국어나 일본어를 원음 로 차

용한 경우에는 한자를 부기하며, 한자의 한 음을 동의

어로 기술하고, 언어명 기호를 이용하여 응 외국어를 

기술한다. 이때 표제어와 응 외국어는 간체자나 일본

식 한자로 기술한다. 옳은 한자가 두 가지 이상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용어 뒤에 병기하며, 구분 기호는 (:)

을 사용한다. 다만, 단 명사에만 두 가지 이상의 한자

를 병기하며, 복합명사인 경우에는 한 가지만을 기술한다.

3.3 약어, 구두점, 특수기호
로마자 이니셜로 이루어진 단어  약어의 소문자

는 례 로 기술하며( : adrp(공 투하)[air drop]), 

모호할 경우에는 문자를 사용한다. “·”이나 “-”은 

례 로 기술한다( : 가이거-뮐러 계수 (Geiger- 

Mueller計數管)). 다만, 검색자의 편의를 하여 이들을 

제외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나 이를 삭제한 문자열

을 동등 계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3.4 동형이의어의 식별(일반명사)
우리나라 국어사 에서는 동형이의어를 식별하기 

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어깨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어깨번호는 하나의 사  내에서 어휘를 구별하고 배열

의 순서를 표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경제 이고 효율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깨번호를 붙이

는 기 과 범 가 모든 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어휘 사 을 통합하거나 정보 처리를 시도할 

때, 이들의 구별 기능은 무의미해지거나 매우 불안정해

지게 된다. 한 어깨번호는 개별 사  내에서 동형이

의어의 배열 순서를 표시하는 것 외에 해당 어휘와의 

어떠한 의미  연 성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 의 범 를 넘어서는 순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12]. 이에 한 안으로 한정어의 사용이 있다. 한정

어는 어깨번호와 같이 동형이의어를 구별하는 기능과 

더불어 표제어와 하게 련된 단어를 제시함으로

써 표제어의 의미를 압축 으로 달하는 의미  기능

을 함께 갖고 있어, 사  이용자에게 많은 이 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한정어를 사용한다. 둘째, 한정어는 “( )”로 

묶어 기술한다. 셋째, 용어는 한정어를 포함하여 유일한 

문자열이 된다. 넷째, 두 가지 이상의 한정어를 사용해

야 하는 경우에는 한정어를 “:”으로 구분한다[13]. 

: ACA(공역통제구역)[Airspace Control Area]

   ACA(공역통제권자)[Airspace Control Authority]

   ACA(공역 조지역)[Airspace Coordination Area]

3.5 동형이의어의 식별(고유명사)
인명, 지명, 기 /단체명, 작품명, 동식물명 등 소  

고유명사에 속하는 용어는 상기 각 집합 내, 다른 집합 

 일반 용어와 동형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

서는 보다 세분하여 용할 필요가 있다. 인명의 동형

이의어를 식별하기 한 기술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명이인 혹은 일반용어의 동형이의어가 있는 경

우에는 생몰년을 제1 식별기호로 삼는다. 생몰년은 

“-”로 연결한다( : 한신(1922-1996)[韓信]). 

∙생몰년이 같아 두 가지 이상의 한정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업, 공, 시 , 국가  더 알려

져 있거나 응 동형이의어와 비교하여 더 식별이 

용이한 것을 제2 한정어로 사용하며, 제1, 제2 한정

어는 “:”으로 구분한다( : 김 (1925-2009: 통

령)[金大中]). 

∙생년 혹은/  몰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를 사

용하며,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몰년을 “-”으로 

개방한다. 특히, 생년과 몰년 모두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제2 한정어를 부기한다( : 한신(?-BC196:

한나라무장)[韓信]). 

∙동양인명인 경우에는 한자를, 서양인명인 경우에

는 로마자를 “[ ]”로 묶어 부기한다. 

∙호, 자, 시호, 닉네임, 필명, 본명, 법명, 아명, 속명 

등을 표 할 때는 “호, 자, 시호, 닉네임, 필명, 본명, 

법명, 아명, 속명” 등을 제1 한정어, 표제어로 사용

한 이름을 제2 한정어로 삼는다( : 석(호:최규

하)[玄石]). 

지명의 동형이의어를 식별하기 한 기술 방법은 다

음과 같다. 



국방과학기술 전문용어 사전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표준화 및 활용 방안 253

∙지명의 동형이의어는 그 지명이 속하는 상  지명

을 한정어로 사용한다( : 고성군(강원도)[高城郡], 

고성군(경상남도)[固城郡]). 

∙상  지명으로도 식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 상

 지명을 제2 한정어로 사용한다( : 동해면(고성

군:경남)[東海面], 동해면(남구:포항시)[東海面]). 

기 /단체명의 동형이의어를 식별하기 한 기술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상  기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상  기 /단체를 

한정어로 사용한다( : 국방부(한국)[國防部], 국방

부(미국)[國防部]). 

∙동일한 이름의 기 /단체가 재설립되는 경우에는 

설립년 /혹은 상  기 /단체명으로 식별한다

( : 공보처(1948)[公報處], 공보처(1989)[公報處]). 

∙그 이외에는 업종 /혹은 소재지로 식별한다. 

작품명의 동형이의어는 장르를 제1 한정어로, 자를 

제2 한정어로 기술한다. 다만, 장르가 화인 경우에는 

작품제작연도를 제2 한정어로 삼는다( : 5인의 해병

( 화:1961)[五人--海兵]). 동식물명의 동형이의어는 

類, 門(  아문), 綱(  아강), 目(  아목), 科(  아과), 

屬名이나, 동물  식물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용어

를 제1 한정어로 사용한다.

3.6 배열
일정한 용어 집합을 출력(화면이나 린터)할 때 용

어들을 나열하는 방법에 한 것이다. 용어의 배열은 

숫자, 로마자, 한 , 옛한 , 그리고 특수문자 순으로 한

다. 특히 숫자는 그 음의 치에 배열하지 않는다. 동형

이의어에서는 한정어가 어순을 결정한다. 다만, 한정어

를 제외한 문자열의 치에 배열되어야 한다.

4. 전문용어 기술 구조
사 에서는 특정 용어를 설명하기 한 항목이 필요

하다. 용어에 한 메타데이터 요소에 해당한다. 문

용어 사 의 설명 항목은 일반 국어 사 과는 상당히 

다르며, 분야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술한 국

방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최 한 살릴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구조화하 으며, 지 까지 일반 문용어 사

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용어간의 의미 계는 시소러스 구조에서 가져왔으며 

국방과학기술분야의 문용어 사 을 다목 으로 용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4.1 용어
표 용어 혹은 비표 용어를 불문하고 등재할 수 있

다. 정당한 차를 거쳐 표 용어로 선정된 용어는 다

른 방법으로 비표 용어와 구별한다. 한 로 표기된 용

어  명사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형용사  

동사를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어의 음차어와 두

문자어를 인정한다.

속성 속성명
반복
여부

필수/
선택

설명

용어 용어 O 필수 한자 혹은 원어를 ‘[]’로 묶
어 부기

용어 ID 용어 ID 필수
범주 범주 필수
정의 정의 O 해당시필수
대응 
외국어 언어 코드 O 해당시 필수 1) 상이한 언어 코드의 반복

2) 같은 언어 코드의 반복
분류 분류명 O 필수 1) 상이한 분류명의 반복

2) 같은 분류명 내에서의 반복

의미관
계

동의어 O 선택 시소러스의 UF(보라 참조)
관련어 O 선택 시소러스의 RT(도보라 참조)
상위어
(속관계) O 선택 시소러스의 BT
상위어

(부분관계) O 선택 시소러스의 BTp
하위어
(속관계) O 선택 시소러스의 NT
하위어

(부분관계) O 선택 시소러스의 NTp
이전
용어 O 해당시 필수 시소러스의 PT

이후 용어 O 해당시 필수 시소러스의 LT
북한어 O 선택 시소러스의 NK/SK

출전 출전 O 선택
이미지 이미지 O 선택 동화상 포함, 이미지명 기술
링크 링크 O 선택
등록일 등록일 필수

등록자 필수 개인명 혹인 개인 ID
수정일 수정일 O 해당시 필수

수정자 O 해당시 필수 개인명 혹인 개인 ID
검정일 검정일 해당시 필수

검정자 해당시 필수 개인명 혹인 개인 ID
삭제일 삭제일 해당시 필수

삭제자 해당시 필수 개인명 혹인 개인 ID
비고 비고 선택 text 형식

표 1. 전문용어 사전의 기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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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용어 ID
모든 용어(참조어, 응외국어 포함)는 고유번호를 

가지며 고유번호는 변경하지 않는다. 새로운 용어가 등

록되면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4.3 용어 범주
모든 상 용어에 하여 어떤 부류에 속하는 지를 

기술한다. 범주는 일반 주제어, 인명, 지명, 기 /단체

명, 식물명, 동물명, 작품명, 상품명, 기념물명, 회의명, 

법률명, 사건명의 12 범주로 나 다. 인명/기념물명, 지

명/기념물명, 식물명/기념물명, 동물명/기념물명, 작품

명/기념물명, 동물명/식물명, 일반 주제어/상품명 등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주는 갖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4.4 용어 정의
정의의 길이와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표 정의” 혹

은 “ 표정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동의어를 제외하고 모든 용어는 용어의 정의

를 기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동의

어에도 용어의 정의를 기술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가 

상이하거나 출 이 다른 경우에는 반복하여 기술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정의가 통용되는 분야명이나 출

을 기술할 수 있다. 용어의 이해를 돕기 하여 이미

지를 부기할 수 있다.

4.5 대응 외국어
용어에 응되는 외국어를 기술한다. “표 응어” 

혹은 “ 표 응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표

시할 수 있다. 외국어는 언어명 코드를 앞세워 기술하

며, 특별한 의미를 표 하기 하여 복수형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수형을 사용한다. 두문자어가 표

어인 경우에는 완 명을 응외국어로 기술한다. 언어 

종류  표 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국어  일본

어인 경우에는 간체자나 일본식 한자로 기술한다. 구별

 발음기호, 소유격, 움라우트  아포스트로피 등은 

있는 그 로 사용한다. 다만 이용자의 검색을 한 부

분(색인 등)에서는 구별  발음기호  아포스트로피를 

생략할 수 있으며, 움라우트는 생략하거나 그 신에 ‘e’

를 부기할 수 있다. 비알 벳문자는 알 벳문자로 바꾸

어 기술한다. 필요시에는 응외국어에 비알 벳문자

를 추가로 기술한다.

4.6 용어 분류
용어의 분류는 상이한 분류체계명의 반복과 같은 분

류체계명 내에서의 반복을 허용한다. 용하고 있는 분

류체계명을 분류기호와 함께 기술한다.

4.7 의미 관계
등가 계(동의어, 유사동의어, 어휘  이형, 업워드 

포스  등), 계층 계(屬, 체/부분, 사례, 다 계층 

등), 련 계(동일한 범주, 상이한 범주) 등과 련된

다(ISO 704). 등가 계(USE/UF)는 상이한 철자, 약어

(로마자 이니셜로 이루어진 단어 포함), 방언, 옛말, 비

표 어, 상이한 표 , 오류, 음역어, 존재하지 않는 용어 

등을 표 어로 연결하는 참조(보라 참조: USE)와 역으

로 표 어를 이들과 연결하는 참조(UF)로 구성된다. 필

요에 따라서는 그 유형을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다. 

련 계(RT)는 상 용어와 의미 으로 한 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상 용어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용어로 연결하는 참조(도보라 

참조: RT)를 말한다. 계층 계(BT/NT)는 큰 개념(상

개념: BT)과 작은 개념(하 개념: NT)간의 계를 

말하며, 속 계와 부분 계로 나  수 있다. 부분 계

(BTp/NTp)는 체와 그 체를 이루는 부분과의 계

이며, 컨  어떤 기계 장치와 그 부품과의 계라 할 

수 있다. 부분 계 이외의 계층 계를 속 계로 본다. 

사례 계가 있으나 이를 속 계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4.8 용어의 변천 (이전 용어/이후 용어)
용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 는 것이 있다. 이를 

동의어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 용어로 생산된 정보

는 모두 그 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 용어와 이후용어

의 계를 별도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웃하는 두 용

어의 계만을 각각 기술하면 충분하며, 변천의 횟수 

 부분/ 체 통합에 계없이 체를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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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어, 인명, 기 /단체명, 법률명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4.9 북한어
분명히 재 북한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쓰고 있는 용

어이다. 응되는 우리말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없는 

경우도 있다.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4.10 기타

∙용어의 출 : 용어가 사용된 문헌을 말하며 일반 

서, 사 , 논문 등이 되며 서지사항을 기술

∙이미지: 용어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지  동화상을 말한다. 이블을 붙여 반

복하여 기술할 수 있다.

∙링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용어 련 정보를 

URI로 링크한다. 문헌, 일, 사이트 등이 해당

∙용어 처리일자  처리자: 용어의 등록(등록일, 등

록자), 수정(수정일, 수정사유, 수정자), 삭제(삭제

일, 삭제자) 등의 이력에 한 정보를 기술한다. 이 

정보는 차후의 용어처리에 요한 단서를 제공한

다. 

∙비고: 이 항목에는 용어 리자(혹은 용어 리자 

그룹)가 필요하거나 참조할 사항을 자유롭게 텍스

트형식으로 기술하는 부분이다. 

IV. 전문용어 사전 구축

표 화된 기술 기 에 합한 용어 리 시스템을 개

발하고 지 까지 논한 원칙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과학기술용어사  등재 용어를 이용하여 시험 으

로 용어 사 을 구축하 다. 구축 기간은 2010년 10월

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기 등재된 국방과학기

술용어사   2,247 용어를 상으로 개정 작업이 수

행되었다. 사  구축 과 자체 검증 에는 시소러스 

문가와 국방분야 문가가 투입되었으며, 활용 방안 도

출을 해서 정보 시스템 문가와 온톨로지 문가도 

공동으로 참여하 다. 본 사  구축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들은 문용어 사 의 기술 구조에 반 되었다. 

2,247용어를 상으로 진행된 용어 사  시범 구축은 

확장용어, 동의어, 응외국어를 포함하여 최종 17,413

용어가 구축되었다. 

그림 2.‘가스입자 여과기’입력 예제

[그림 2]는 용어 ‘가스 입자 여과기[gas粒子濾過器]’

의 입력 로서 용어(한자), 범주, 정의, 동의어, 상 개

념어, 하 개념어, 부분 계, 련어, 응외국어, 분류, 

이미지 등을 볼 수 있다. 문용어 리 시스템을 통한  

다음과 같은 장 을 가지고 있다.

∙오자, 탈자 등의 오류를 수정하기 쉽다. 

∙용어의 추가, 삭제가 쉽다.  

∙외국어, 약어, 분류에 의한 검색이 쉽다. 

∙용어의 설명을 길이와 상이한 설명의 수에 계 없

이 기술할 수 있다. 

∙주제어 이외의 용어( : 인명, 지명, 기 /단체명 

등)를 추가할 수 있다.

∙한자를 부기하고 있어서 용어의 의미, 그리고 외국

어의 차음인지 우리말인지를 직 으로 구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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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미지와 링크를 수에 제한 없이 부기할 수 있다. 

∙의미 으로 한 련을 가지고 있는 용어를 쉽

게 악할 수 있다. 

∙용어의 확장기능으로 련 자료의 색인  검색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용어의 메타데이터 작성기능을 용하면 다양한 

측면의 용어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분류  용어의 범주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 을 임

의로 만들 수 있으며, 분야별 라우징이 가능하다.

 

V. 전문용어 사전 활용 방안

정보의 기본 단 인 용어의 사용에 한 일 성이 보

증되면 신뢰성 있는 정보의 유통이 보증된다. 정보의 

정확성을 요시하는 문분야, 특히 고도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정보 분석 측

면에서는 문용어의 일 성은 더욱 요하게 된다

[14]. 이를 한 첫 단계는 동일한 지시를 갖지만 다르

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병존 상을 시정하는 것이

며 문용어의 표 화가 제되어야 한다. 표 화된 

문용어 데이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로 조직화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

내에서 공식 인 표 화 차를 거쳐 고시된 문용어 

표  데이터의 는 없으나,  장에서 논한 원칙과 방

법에 따라 만들어진 문용어 데이터는 정보 처리 기

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정보 처리 용어의 일 성을 보증하기 하여 활용

한다 : 동일한 지시를 갖지만 다르게 사용되고 있

는 용어들의 병존 상을 시정하기 함이다. 이를 

해서는 문용어의 표 화가 제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문분야 정보가 화되는 경향이 높

아 용어사용의 일 성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

다. 다만, 이를 극 으로 보 하고 사용하도록 하

기 해서는 분야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 문용어를 추출하기 한 언어 자원으로 활용한

다 : 문용어는 끊임없이 생성, 추가, 소멸된다. 

문용어를 확장하고 유지 리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방 한 문(全文)데이터를 상으로 한 조사 

 처리가 필요하게 되며, 수동 인 방법으로는 어

려움이 많아 문용어의 자동 처리 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기존의 문용어 데이터는 새로

운 문용어의 식별, 구조, 특성 등을 악하는 데 

요한 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문용어 다국어 역어 데이터로 활용한다 : 부

분의 문용어는 국제 으로 사용되며 여러 가지 

국제표 도 만들어져 있다. 문용어는 국제 으

로도 일 성을 보증하는 것이 국제  정보 교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국어 역어 데이터는 외

국어 데이터의 처리시 가장 요한 기 자원이 된다.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정보 분석을 한 기반 자원

으로 활용한다. 정보 분석에서는 용어의 상호 연  

계를 심으로 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하

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해서 개념의 상하  

계나 련어, 동의어, 반의어 등의 용어 연  정

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정보서비스에 활용해서 정보 근성을 개선하고 

체계화된 정보 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한다. 

교차언어 검색이나 용어 사  심의 검색어 추천 

기능, 련 정보 추천 등에 문용어 사 을 활용

할 수 있다.

∙용어 사 의 경우 시소러스와 온톨로지와 연계하

여 정보서비스의 정보 근성을 개선하고, 유  정

보를 연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즉, 용어간 상하

어와 동의어, 련어 계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검색한 단어를 심으로 유  정보를 제시하거나, 

어휘망과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정보 분석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용어 사 이 사용될 수 있다[15].

VI. 결론

국방과학기술분야의 문용어 표 화는 보유 자원의 

공동 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서비스에 활용함으로

써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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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개선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용어 수

집, 종합, 감수, 심의, 고시 단계를 포함하는 국방과학기

술 문용어 표 화 차 수립, 민간  군수 분야에서

의 문용어 표 화 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   효율

인 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한 언어 자원에 한 체

계 이며 계획 인 국방과학기술분야 활용 체계 수립,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방과학기술 정보 분석에 

기반이 되는 국방과학기술용어의 효율  표 화 방안

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용어의 정의에서부

터, 국내외 민간분야 문용어 구축 황  사례, 국방 

분야 문용어 구축 황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

반으로 국방과학기술분야 문용어 구축 후보 선정  

표제어 기술 방법, 표 화를 한 표 화 조직  구성

원의 역할을 망라하고, 과학기술용어 사 에 수록된 단

어를 심으로 문용어 사 을 시범 구축하 다. 이와 

같은 기 을 용하면 국방과학기술 모든 분야의 용어

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집 성할 수 있으며, 인쇄형 

사 뿐만 아니라 웹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

방과학기술 문용어에 한 근성을 높임으로써 고

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국방과학기술 정보 분석의 기

반을 마련하고 국방 분야의 정보 분석 역량 개선을 제

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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