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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사람들의 대화에 사용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개인마다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단어에는 단

순히 사전의 정의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삶의 시간 또한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의미로 단어를 사용

함에 따라 야기되는 소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어의 일반적 정의뿐 아니라 개개인 각자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오픈사전 앱을 개발하였다. 일반사전에서는 공공 API를 통해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 사전을 사용하며, 오픈사전에서는 웹

서버를 연동하여 MySQL에 사용자가 정의한 단어를 등록한다. 또한 본 앱에서는 해상도별 이미지를 구현하여 다양한 화면에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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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단어의 온도는 조금씩 다르다. 단어에는 

단순히 뜻만이 아닌 단어를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삶의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온도』 중 “‘그냥’이란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문장은[1] 같은 단어라도 사용자가 단어

를 사용하는 맥락과 감성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전의 의미로만 단어를 해석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발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2].

이에 우리는 기존의 사전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자신만의 사전을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였다.

II. Preliminaries

1. 안드로이드와 웹서버 연동

안드로이드에서 MySQL DB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는 

웹서버를 연동하여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처리한다. DB에 데이터

를 저장·조회·추가/수정·삭제할 때 PHP 등의 서버 프로그램을 거쳐 

요청하고 처리된 결과를 단말에 전달한다.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웹서버의 PHP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작업을 요청한 후 DB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받아와 JSON 형식으로 인코딩하여 단말에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 유사 애플리케이션

본 연구에서는 2종의 유사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하였다. 단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여 공유하면 그 의미에 대해 사용자들이 

개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풍부하고도 감성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씀’은 하루 두 개의 단어를 글감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글을 더 쉽게 등록하게끔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2]. 

‘모씨’의 경우에는 해시태그 기능을 이용하여 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댓글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뽑힌다. 

다만 댓글을 통해 비방하는 경우도 많아 순기능으로만 작용하진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앱은 일반사전과 오픈사전을 조회하고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검색 외에 자신이 선호하는 단어를 저장할 수 있는 ‘나만의 단어사

전’이라는 단어장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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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화면 대응 기능 또한 구현하고 있다.

Fig. 1. Application Structure(Search Part)

(1) 일반사전 검색 :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샘 API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API를 통해 제공받는 xml을 파싱하여 인터페이스에 맞게 

단어를 출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단어를 검색할 때 입력한 단어를 

인자로  ‘사전 검색‘ API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ListView로 출력한다. 

각 항목에는 '단어 열기’에 필요한 Key값과 ListView에 간단히 표시될 

단어의 정보를 저장한다. ListView의 항목을 터치 시 ‘단어 열기’ 

API에 Key값을 인자로 하여 상세정보를 출력한다.

(2) 오픈사전 검색 : 사용자들이 직접 단어의 의미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사전으로 본 앱의 핵심기능이다. API를 통해 사전의 데이터

를 빌려오는 일반사전과 달리, 오픈사전은 안드로이드와 웹서버를 

연동하여 MySQL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DB에 저장되는 정보는 단어를 등록하는 회원의 ID와 단어의 

표제어, 뜻풀이, 태그 등이며 이때 등록한 태그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단어를 더욱 쉽게 검색하고 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단어의 의미를 조회할 수 있다.

Fig. 2. Open Dictionary and My Dictionary

(3) 화면 대응 : 여러 종류의 기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콘과 

배경 이미지를 해상도별 폴더로 구성하여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하여 

대응하였다.

IV. Conclusions

본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단어의 의미를 여러 시각에서 고찰할 

수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를 등록하여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며 타인과 자신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로는 현재 유행하는 단어 혹은 신조어를 순위로 표시해주

거나 사용자에게 등록할 가치가 있는 단어를 추천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유용함을 더 높일 수 있고, 개개인 

간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계층 간의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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