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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용어 표준화를 위한 뜻풀이 작업 및
온라인 용어 정보시스템 개발

Interpretation Works and Online Terminology Information System for
the Standardization of Smart Grid Termi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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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wer system technologies in the area of smart grid are being converged with communication system  

technologies or information technologies(IT). This interdisciplinary action affects on two parts vigorously so that IT has 

become a essential part of power industry. But terminologies of two parts are confused and it is necessary that these 

are standardized to develop the industry. The interpretation works with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tandard of the smart 

grid terminologies which are IEC TC 57 glossary and non-glossary terminologies are introduc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works of the smart grid terminologies, an online terminology information system for the standardization of 

smart grid terminologies is proposed. The system provides the capability of collection and delivery of academic society 

opinions for the selected and interpreted termi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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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학문 간의 융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은 거의 모든 학문에 

큰 향을 끼치고 있다. 력 분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기술 반에 걸쳐 발 빠르게 신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라는 새로운 분야가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학문의 출 은 매우 다양한 

신생용어의 등장을 가져왔고,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의 의미

도 확장 는 축소되는 등 이러한 신생용어는 산업과 사회 

반에 걸쳐 큰 쟁 을 가져오기도 하 다. 

스마트그리드는 력기술에 첨단 IT를 융합하여 산업 

반에 분포해 있는 기 정보를 최신 통신기술을 이용해 통

합 운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온라인, 실시간  유비쿼터스 형

태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이다.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의 통 인 

기술인 력기술의 자체 발 과 력산업 구조개편과 함께 

많은 신생용어가 등장하 으며, IT 분야가 목되면서 력 

분야에서는 생소한 용어를 많이 하게 되었다. 특히 신재

생에 지, 에 지 장장치(ESS), 기자동차, 지능형검침인

라(AMI)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이를 통합하는 신개념

의 력계통인 스마트그리드 개념이 등장함에 따라 신생용

어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용어의 변화와 새로운 용

어의 등장은 기술 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용어의 한

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외국어를 그 로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최소화하고 신

생용어를 올바로 사용하기 해서는 해당 용어가 어떤 분야

에 속하는지 학문 분야와 연계하여 용어의 분류 체계를 수

립하여 뜻풀이 기 에 합한 뜻풀이 작업이 필요하다

[1]-[3].

한, 신생용어의 탄생과 보 에 빠르게 처하고, 용어의 

순화와 미리 새로운 외국 용어를 한 화하여 보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신생용어가 탄생하면 이를 학술단체에서 검

토하여 의견을 내고, 필요시 조정하고 순화하는 극 인 수

단과 방법이 필요하다. 기술용어는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보 되고 유통되는 것이 부분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용어

의 수집, 처리, 순화, 보  등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용어 뜻풀이 작업 과정을 살펴보

고, 인터넷을 통하여 스마트그리드 용어에 한 뜻풀이, 용

어의 선택, 신생용어 수집, 학술단체의 용어에 한 의견 

달,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 용어 정보 시스템을 개발

한다.

2. 스마트그리드 용어 뜻풀이 작업

국제 기 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icity Committee) 

기술 원회 57(TC57: Technical Committee 57) 구격에서 

용어해설(glossary)이 있는 용어는 문해설이 존재한다. 그

림 1은 TC57 용어 수집 과정을 나타낸다. 수집 용어 2,873

개  복 용어 제거 후 력분야 325개, IT 분야 1,237개, 

력IT 분야 190개, 무  238개를 각각 수집했다. 수집한 용

어의 뜻풀이는 우선 으로 표 국어 사 의 기 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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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학회 기 자용어사 [4]의 기 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뜻풀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특성

을 고려하여 보완하 다. 

그림 1 TC57 용어 수집 과정

Fig. 1 Process of collecting terminology

2.1 문해설이 있는 용어 

표 1은 TC 57 문해설이 있는 용어를 선정한 규격명이

다. 선정한 용어를 먼  직역하되,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에 해 추가로 다른 참

조자료를 찾아 이를 보완한다. 참조사 으로는 크게 문참

조문헌과 국문참조문헌이 있다. 먼  문참조문헌은 IEEE

사 , Wikipedia 사 , Google검 색, 미국 Yahoo검색 순으로 

하되, 이 에서 기본 2개를 찾아 는다. 만약 1개만 있다

면 1개만 수록한다. 만약 체용어가 없는 경우는 어 을 

나 어서 찾되, 단어 에서 단어자체가 일반화된 경우는 넣

지 않는다. 국문참조문헌은 (1) 기 자용어사 , (2) 신생

용어사 , (3) 국어 사 , (4) 네이버용어사 [5], (5-1) 정

보통신기술용어해설, (5-2) 한국정보통신기술 회(TTA) 용

어사 , (5-3) 기타사  순으로 하되 이 에서 기본 2개를 

찾아 는다. 만약 1개만 있다면 1개만 수록한다. 만약 체

용어가 없는 경우는 어 을 나 어서 찾되, 단어 에서 단

어자체가 일반화된 경우는 넣지 않는다. 수록할 때는 반드

시 출처를 해설출처 란에 수록한다.

 

표   1  TC 57 glossary 용어 규격명

Table 1 TC 57 glossary terminology standard

수록된 직역해설, 국문참조문헌, 문참조문헌을 참고로 

이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 뜻풀이를 수록한다. 이는 용어  

제안 항목에 수록하고 이를 다시 자문 에 맡겨 검토를 받

아 최종 으로 용어해설을 수록한다. 그림 2는 스마트그리

드 용어 뜻풀이 작업양식  작업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2 문해설이 있는 용어 뜻풀이 작업양식  작업 결과

Fig. 2 Template and interpretation results of glossary 

terminology

기존 용어 작업 양식[1]-[2]은 분류체계 표시가 / /소

로서 재 스마트그리드용어체계와 맞지 않아 이를 수정하

으며, 기존 양식은 용어사   기타자료 참고 시 이에 

한 출처표기 란이 없어 이를 추가하 고, 자문 원의 내용수

정을 나타내기 하여 자문 원의 항목을 추가하 다. 그리

고 용어사  란을 참고란으로 변경하 고, 분류체계 란에 

력/IT 구분 란을 추가하 다.

용어 작업양식의 주 항목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일련번호 : 용어의 개수 악 

 - ID : 용어의 고유 번호 (IEC 규격 번호에 발췌 순서   

          로 번호를 붙임, G는 용어집, F는 그림, T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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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내용임)

- 표제어 : IEC 규격의 어 용어와 이에 상응하는 국어  

             표

- 일반, 용분야, 상세기술, 력/IT구분, 법률 련: 분류  

코드

- 원문 : IEC규격에서 나온 어원문, 없는 경우는 생략

- 직역 : 원문의 한 번역

- 해설 : 직역내용을 참고로 재정비한 해설 내용

2.2 문해설이 없는 용어

스마트그리드분야는 신생 분야로서 아직까지 교과서나 권

 있는 서 이 출 되지는 않았으며, 주로 각종 학술 회, 

워크샵 등에서 사용되는 자료집들에서 새로운 용어를 수집

할 수 있다. 한편, IEC에서는 기존의 분야에 IT를 목하여 

규격을 개정하고 새롭게 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격을 검

토하여 련 용어를 수집할 수 있다. 한, 재 우리나라에

서는 스마트그리드와 련하여 각종 연구소, 기업체 등에서 

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에서 사용되는 계

획서, 보고서, 발표 자료 등을 입수하여 용어를 수집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검색할 수 있다. 수집한 용어들은 체 으로 통일

되지 않은 상태로서 향후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IEC는 스마트그리드 분야를 별도의 TC를 구성하지 않고 기

존의 TC 에서 스마트그리드 분야와 련이 있는 분야에 

새로운 업무로서 추가하여 련 규격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

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 으로 스마트그리드 분야

에서 가장 먼  표 화를 추진하고 있는 TC57의 규격으로

부터 용어를 수집하 다. 용어의 선정 기 의 우선순 는 

다음과 같다. 

(가) TC57의 규격  Glossary 이외의 규격에서 Term   

and Definition의 용어를 선정한다.   

(나) TC57의 규정  Glossary 이외의 규격에서 제목  

목차(장,  등)에 나온 용어를 선정한다.

(다) TC57의 규정  Glossary 이외의 규격에서 그림  

표에 나온 용어를 선정한다. 

(라) TC57의 규정  Glossary 이외의 규격에서 본문에 

나온 용어를 선정한다.

(마) 력IT 10 과제 보고서에 사용된 용어를 선정한다.

(바) 력IT 인력양성사업  연구과제 련 워크샵  

학술 회 자료집에 사용된 용어를 선정한다.

(사) 력IT  IT 련 웹사이트 Glossary의 용어를 선

정한다.

이 에 (가)∼(사)의 순서에 따라 용어를 선정하면 (마), 

(바), (사)의 자료에서 사용된 용어가 같이 반복하여 나오

게 되므로, TC57을 상으로 한 용어 수집에 주력하 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10 과제에서 연구 수행을 진행하면서 

요청하는 용어표 화의 필요성에 따라 각 과제의 보고서와 

연구 결과를 입수하여 TC57의 용어와 비교함으로써 실제 

장에 사용되는 용어의 표 화가 진행될 수 있다.

해설이 없는 용어의 뜻풀이를 효과 으로 하기 하여  

해설 있는 용어의 작업양식을 그림 3과 같이 수정하 다. 해

설이 있는 용어 작업양식의 “원문”, “직역”란을 각각 해설이 

없는 용어 작업양식의 “표제어 출처”,  “해설”란으로 변경했

으며, 해설이 있는 용어 작업양식의 “참조용어사 ”란은 삭

제하 다. “표제어 출처”와 “해설”은 다음 내용을 수록한다.

- 표제어 출처 : 표제어와 련된 어 는 한   문장 

- 해설 : 표제어 체 는 어 별 (표제어 체가 없는  

           경우)의 국문 해설

ID 용어팀

표제어

자문

팀표

제어

기존

용어

일

반

적용

분야

상세

기술

전력

/IT

구분

법률

구분

62334

-4-61

-F1

network

layer

망계층

　 network

layer

망계층

300 820 702 13 　

표제어

출처

해설 해설

출처

평

가

용어팀

제안

자문

팀

제안

작

업

자

TC57 OSI  기본 참조 

모델의 7계층 

중 제3계층에 

위치하는 계층. 

하나 또는 복수

의 통신망을 통

하여 컴퓨터나 

단말 장치 등의 

시스템 간에 데

이터  전송을 

한다. 

( 4 )네이

버  용

어사전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OSI) 기본 참조 

모델의 7계층 

중 제3계층에 

위치하는 계층. 

하나 또는 복수

의 통신망을 통

하여 컴퓨터나 

단말 장치  등

의 시스템 간에 

데이터 전송을 

한다. 

　 원

그림 3 문해설이 없는 용어 뜻풀이 작업양식  작업 결과

Fig. 3 Template and interpretation results of nonglossary 

terminology

뜻풀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문해설이 있는 용어와 문

해설이 없는 용어 체에 해당하는 8개의 일은 다음과 같

이 분류하 다.

-[1-통합-해설유(자문)-분류완성.xls] : TC57 glossary를  

    용어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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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합-해설무(자문)-분류미완성.xls] : TC57 glossary  

    에 없으나 본문 내용 에서 추출한 용어로서 자문을   

    받은 용어

-[3-통합-해설무(미자문)-분류미완성.xls] : TC5 glossary

 에 없으나 본문 내용 에서 추출한 용어로서 자문을 받  

    지 못한 용어

-[4-통합-해설무-보고서1차-분류미완성.xls] : 2008년 력  

    IT 연구보고서에서 추출된 용어

-[5-통합-해설무-보고서2차-분류미완성.xls] : 2009년 력  

    IT 연구보고서에서 추출된 용어

-[6-통합-해설무-신생용어-분류미완성.xls] : 1부터 5까지  

    일 용어 작업  새롭게 추출되어 제안된 용어

-[7-통합-해설무-일본사 -분류미완성.xls] : 일본 력   

   련 신생용어 사 에서 추출된 력IT 용어

-[8-통합-해설무-SG-분류미완성.xls] : 력IT 연구과제  

    에서 추출되어 제안된 용어

력IT 연구보고서 용어, 신생 추출용어, 스마트그리드 

연구과제 용어는 표제어에서 어와 한 이 모두 갖추어 있

지 않고, 해설은  존재하지 않아 뜻풀이 작업과 표제어

에 한 어 번역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8개 일의 

3,000여 용어를 2011년 발간한 스마트그리드 용어사 [6]에 

수록했다.

3. 온라인 용어정보 시스템 구

그림 4는 스마트그리드 련 용어 표 화를 한 온라인 

용어정보 시스템에 한 개념도를 나타낸다. 용어정보시스

템은 신생용어에 한 수집부터 문가 검토, 순화,  보

까지를 인터넷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용어수집

문가 검토  순화

보

인터넷

그림 4 온라인 용어정보 시스템 개념도

Fig. 4 Concept diagram of online terminology information 

system

스마트그리드 련 신생용어 수집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 스마트그리드 련 국제표  문서인 IEC에 

정의된 용어, 스마트그리드 연구자들이 보고서에서 기술을 

하는데 사용하는 용어, 일반 스마트그리드 련 문도서로

부터 추출된 용어  용어에 심 있는 사용자들로 부터의 

신생용어 제안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정보시스템을 설계한

다. 제안하는 정보시스템에서는 문가들로부터의 수집된 

신생용어에 한 학문 , 체계  검토와 순화 과정이 필요하

며, 문가 집단이 신생용어를 심의하고, 결과를 제안자 

는 필요한 사용자에게 달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검증되고 순화된 신생용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들이 신생용어 존재 여부에 한 

근이 쉬워야 하고, 용어의 뜻풀이에 한 취득이 쉬워야 

할 것이다. 한 신생용어의 뜻풀이에 한 문성을 확보

하기 하여 한 기학회 홈페이지에 배 로 정보시스템을 

연결하여 보 하는 것이 효율 이다. 정보화시스템의 설계 

 구 에 따른 다양한 기능이 부가 으로 발생한다. 

기존의 책으로 된 문용어사 에서는 어려운 다양한 분

류에 의한 용어검색, 용어 뜻풀이 내용에서 해당 용어의 사

용 를 검색할 수도 있다. 정확한 표제어를 모를 경우도 

일부 단어를 통한 유사 표제어 검색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

리한 부가 인 기능 구 은 스마트그리드 용어 표 화를 달

성하는데 좋은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기존의 력 분야 

 스마트그리드 분야 사 의 분류 체계, 국가과학기술표

분류의 스마트그리드 련 분야  IEC의 스마트그리드 

련 분야, 각 분야별로 표 인 기업체의 조직 구성을 검토

한 결과, “ 력 기술용어 시소러스 개발 사업 용어 분류체계 

개발  자문” 과제 수행 시 참조한 한 력연구원에서 작

성한 SPARK 분류코드[7]을 바탕으로 [2]-[3]에서 제시한 

스마트그리드용어의 매트릭스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3.1 스마트그리드 용어 수집 시스템

IEC 문서, 스마트그리드 연구보고서, 제안자, 문도서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된 스마트그리드 신생용어들은 

하나의 표 화된 양식인 통합테이블을 사용하여, 용어 에서 

표제어를 추출하여 입력하고, 어  한  표제어에 한 

합성과 뜻풀이 작업을 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용어

에서 작업한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남기고, 학술  문가

로 구성된 자문 에서는 용어 에서 수행한 표제어와 뜻풀

이를 검토하여 자문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용어 에서는 자문과 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표제어

와 최종 뜻풀이를 완성하여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을 거쳐 온라인 용어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

는 기본 작업이 완성된다. 그림 5는 업로드하기 에 완성된 

신생용어에 한 표제어, 뜻풀이, 자문의견, 최종 표제어, 최

종 뜻풀이 등에 한 를 보여 다.

3.2 문가 검토  순화 시스템

그림 6은 용어정보시스템을 운 하는 문가 그룹이 신생

용어를 수집하고, 순화, 보 하는 일련의 업무를 제어하는 

시스템 화면이다. 제안자로부터의 제안 의견  사용자들로 

부터의 표제어 는 뜻풀이 오류 보고  각종 제안 내용과 

처리 결과를 악할 수 있다. 한 표제어가 어느 정도 사

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한 각종 통계분석의 기능을 추가 

할 수도 있다. 

그림 7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로부터 용어제안을 받을 

수 있는 화면이다. 제안자는 용어사 을 검색하고 검색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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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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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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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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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O 

2382-9]

기 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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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속 국 에 

데이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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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 기본형데이터전송

제어절차에의한데

이터전송에서,하나

이상의종속국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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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되어있어그요

구에응하며데이터

를전송하는국.주국

은종속국에데이터

를전송하는권리를

가지며,어떤임의의

순간에는하나의데

이터링크상에하나

의주국밖에존재하

지않는다. 

4 　 　 　 　 　

용어팀

표 제 어

(E)

용 어

팀

표 제

어(K)

용어

팀

약어

용어팀

해설

용어

팀 

평가

자문팀

표 제 어

(E)

자문팀

표제어

(K)

자문

팀

약어

자문팀

해설

최종

표제어

(E)

최종

표 제 어

(K)

최종

약어

최종

해설

작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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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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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noti

nte lec

ontrols

ense)

주 국  

(일반

적 으

로 , 

원 격

제 어 

의 미

에 서

는 

아님)

　 기본형연

결제어에

서,하나이

상의종속

국에데이

터전송을

보증하도

록하는요

구를수락

한데이터

전송국.  

　 master

station

(gener

al,noti

ntelec

ontrols

ense)

주 국  

( 일 반

적 으

로, 원

격제어 

의미에

서 는 

아님)

　 기 본 형 연

결 제 어 에

서,하나이

상 의 종 속

국 에 데 이

터 전 송 을

보 증 하 도

록 하 는 요

구 를 수 락

한 데 이 터

전송국. 

master

station

(gener

al,noti

ntelec

ontrols

ense)

주 국  

( 일 반 적

으로, 원

격 제 어 

의미에서

는 아님)

　 기본형 연결제어에서,하

나 이상의 종속국에데

이터전송을 보증하도록 

하는 요구를 수락한 데

이터전송국.  주국은 종

속국에 데이터를 전송

하는 권리를 가지며, 어

떤 임의의 순간에는 하

나의   데이터 링크상

에 하나의 주국밖에 존

재하지 않는다. 

황

그림 5 용어수집 완성 

Fig. 5 An example of collecting terminology completion 

그림 6 용어정보시스템 리 화면

Fig. 6 Management display of terminology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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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는 결과를 얻게 되면 검색용어를 용어 에게 양식을 

사용하여 신생용어로 검토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

에는 임의와 공식제안으로 구분된다. 그림 8은 온라인 시스

템의 장 인 표제어의 일부만 기억하여 입력해도 유사한 련 

표제어 체를 제시해 다. 그림 9는 매트릭스 분류체계를 사

용하여 검색한 결과를 보여 다. 검색은 http://eit.kiee.or.kr/,  

http://eit.kiee.or.kr/admin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8].

그림 7 용어제안 화면그림

Fig. 7 Display of terminology suggestion

그림 8 표제어 일부 사용 경우

Fig. 8 Case of title glossary

그림 9 매트릭스 분류체계에 의한 검색

Fig. 9 Serch by matrix classification system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EC TC57 Glossary 규격 용어와 

Glossary 규격 이외 용어, 력IT 10 과제 보고서, 력IT 

인력양성사업 자료,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신생

용어의 최종 선정, 분류  뜻풀이를 수행했다. 신속하고 효

율 으로 스마트 그리드 분야 신생용어를 수집, 순화, 표

화  보 을 한 고려사항들을 검토하여 온라인 용어정보 

시스템을 설계하 으며, 용어 정보시스템에 한 설계 내용 

 검색 결과를 통해 그 효율성을 제시했다.

재, 국립국어원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개방형 한국

어 지식 사  문용어 90,000개 구축 사업에 본 용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들이 

등재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국

립국어원에서 운 하는 검증단을 활용하여 표제어, 뜻풀

이에 한 일반인 의견수렴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 용어

의 표 화 보 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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