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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new classification system with 9 main categories and 56 subcategories for the Open Korean Knowledge 

Dictionary is proposed. The classification system setup is to prepare for the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to be used to 

manage effectively vast of terminologie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Open Korean Knowledge Dictionary and is meant to 

enhance the fifteen-year old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standard korean great dictionary to match up to the trend of the 

modern terminology. The new terminology classification system covering all the academic areas such as humanity, sociology, 

politics, science, medicine, agriculture, engineering, etc, is designed and proposed after investigating several classification 

systems. The classification system setup procedures follow as

 ◦ The classification system is designed and planed by both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academic expert.

 ◦ Classification system design covers all the academic areas follow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after investigating several classification systems such as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Act,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Poll and survey is made to collect comments from total 93 members of several academic areas. 

 ◦ The poll result is reviewed among working group members and utilized to update the new terminology classification 

system.

  Reclassifications are made for the around 200,000 terms in electricity, computer, medicine, pharmacy, biology, and economics 

according to the new terminology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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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는 학문 분야 간의 지속적인 융복합과 신기술 도입에 따

라 끊임없이 새로운 용어가 생기는 시대인데,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대사전용 분류 체계는 1999년 마련된 것으로서 국가과학기

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 체계(2009년 개

정 고시)와 불가피하게 분야분류에서 서로 다른 관점이 있는 실

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전문용어 분류 체

계 설정 및 재분류’ 연구 결과로서 세계 유명 대사전의 분류 체

계, 한국연구재단 분류 체계, 국가과학기술 분류 체계, 지식경제

부 및 다른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분류 체계를 검토하여 인문, 

사회, 정치, 과학, 의학, 농업, 공학 등을 총망라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신 분류 체계를 제시한다.

분류체계 구축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첫째, 사전구축을 위해

서는 분야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등으로 단계화한다. 

둘째, 사전에 표기되어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분야는 중분야로 국

한한다. 셋째, 중분야는 분류담당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수십 

개 이하로 설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한다. 넷째, 사

전에 표기되지 않고 작성 및 관리에만 고려되는 중분야 이하 분

류체계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분류가 이루어지고, 각 분

야에 대한 정의가 첨부되도록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균형은 국

립국어원이 조정, 관리한다. 다섯째,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분류는 사전에 조정하고, 해당분야에서 전체 원칙 아래 세

부사항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각 어휘의 분야배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첫째, 한 어휘는 

사용되는 여러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과거와 같은 한 어휘는 

한 분야라는 원칙은 불필요하고 정확하지도 않다. 그러나 해당어

휘의 원리가 출현한 분야를 우선분야로 설정한다. 둘째,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표기되는 분야는 중분류가 원칙이지만, 여러 중분

류에 포함될 수 있어 대분류가 적용될 수도 있는바 이 경우는 

색깔 등으로 구분 표시한다. 셋째, 단어가 복합된 경우는 보통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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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분야에서 세부분류가 이루어지고 용어가 구축되는 경향이 

있으나, 원리분야에도 배치되어야 한다. 넷째, 적절한 하위분류가 

없는 내용은 큰 분류 밑에 배치한다.

2. 전문용어 분류 방식 및 분류 체계의 구조

학문 분류 체계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원리 중심과 적용 중심

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원리 중심 분류 체계는 성격적인 분류

이자 원리나 기법 측면의 분류라 할 수 있다. 반면 적용 중심은 

원리가 적용되는 대상, 주제, 구체적인 기술 혹은 상품을 중심으

로 한 분류이다. 그러므로 원리 중심은 조금은 추상적이고 적용 

중심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구 활

동에서는 더 포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원리 중심이 적합하고, 

구체적인 기술개발 활동이나 목적형 활동에서는 적용 중심이 적

합하다. 한편 원리 중심은 비교적 간단한 데 비해 적용 중심은 

여러 원리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복잡하다. 

예를 들면, 항공기나 선박과 같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에서는 수

많은 원리와 기법 혹은 기술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리중심은 

새로운 지식의 진보, 즉 원리나 기술이 등장해도 자연스럽게 이

를 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적용 중심은 대상 혹은 상품의 핵심

을 이루는 원리나 기술이 변화되면 그 자체가 소멸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원리 중심은 비교적 오래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적용 중심은 오래 사용하기에 부담스러우나 분류 체계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 때문

에 원리 중심과 적용 중심을 혼합하는 노력이 나타난다. 

2.1 분류체계의 구조

분류 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 중의 하나는 수직구조, 다

시 말해 분류의 계층구조이다. 분류의 계층구조는 보통 대분야 - 

중분야 - 소분야 - 세분야 - 세세분야 - 세세세분야로 구분된

다. 계층구조의 논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내용 표현

의 정확성을 살리기 위한 계층의 깊이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계

층의 깊이는 2단계에서 7단계까지 여러 형태가 사용되고 있다. 

단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용의 정확성이 잘 나타나고, 단계가 

낮을수록 내용의 정확성은 떨어진다. 신태영이 최초로 작성한 기

술분류[2]는 7단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는 4단계까지만 사용

되었다 한다. 그런데 이 분류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기술개

발과 같이 대상을 정의하는 구체성이 불필요하다면 7단계까지 설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체로 새로운 분야는 초기

에는 홀대를 받아 분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새로운 분

야가 내용 자체만으로 자유롭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의 단계를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새로운 분야를 부각하

려면 자연 분류의 깊이를 얕게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계층에 분포되는 항목들 간의 구조인 수평구조는 넓어질 수밖에 

없어서 중분야의 개수가 많아진다. 선진국에서 최근 설정한 분류 

체계는 대체로 이와 같은 형태이다.

2.2 전기전자 용어사전 분류 체계와 매트릭스 분류 체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술위원회(TC) 첫 번째가 바로 용

어 규격이며 용어 선점이 그 기술 분야의 선점을 의미한다. 대표

적인 예가 ‘스마트그리드’이다. 산업통상부에서 스마트그리드 관

련하여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까지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우리나라 용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선택하여 스마트그리드 사업단과 스마트그리드 협회

의 명칭을 각각 지능형 전력망 사업단과 지능형 전력망 협회로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영어는 ‘smart'가 아닌 'intelligent’

로서 전문인들에게는 잘못된 것이라 평가받았다. 

이와 같이 새로운 용어가 매일 쏟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용어

를 공공성 있게 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요즘에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전기고

속철도, 항공우주분야 등 모두가 융합 분야로 현재와 같은 원리

중심 분류 체계로는 다양성과 공공성을 지닌 용어로 국어화할 수 

없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국어 분류 체계를 과학기술표준 분류 체

계와 같이 학문 원리 중심 분류와 적용 중심 분류의 두 가지 축

을 갖는 매트릭스(matrix) 체계가 제안되었다[3]-[8]. 과학기술

표준 분류 체계는 주로 학문적 원리에 따른 체계인데도 적용 분

야를 만들어 다양성과 공공성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용

어 가운데 자동차에 적용되는 계전기를 학문적 원리인 전기에서 

찾는 것보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전기로 찾는 것이 훨씬 찾기에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적용에 대한 매트릭스 분류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용어 검색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

는 위키피디아 사전에서도 원리적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웹 2.0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세 분류로 검색기능을 확장만 할 뿐, 적용 

분야 체계로는 검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전이나 기업체의 계층식 구조의 분류 체계로는 그 개수가 

매우 많이 늘어나며, 분류가 난해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같은 선로라도 전력시스템의 선로일 수도 있고, 통신시스템

의 선로일 수도 있고 또는 전력선통신의 선로일 수도 있다. 따라

서 상위-하위개념을 계층식 구조가 아니라 분류 기준이 상호 연

결될 수 있는 매트릭스 형태의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 단순하게 

분류될 수 없었던 신생용어들을 다양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격검침”이라는 용어를 

매트릭스 분류로 보면 전력 분야 분류에 따라 “측정, 시험”으로, 

통신 요소 중심 분류에 따라 “단말기기”, 통신형태 및 방식 중시 

분류에 따라 “데이터통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전력 정보통

신(power IT) 분야의 용어는 다른 분야들의 축이 교차하는 지점

에 있다. 이는 매트릭스 분류 체계가 기존의 모든 분야를 포함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든 접근 가능한 분류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매트릭스 분류 체계[4]-[5]는 그대로 유지하며, 일반

구분, 적용 분야별, 상세기술별, 전력/IT/전력IT 구분 등으로 분

류 체계를 나누었다. 전력 분야는 전기전자용어사전에서 수립된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IT분야는 전력연구원, 한국통

신, 한전 KDN의 사업 분류를 참고로 재정비하였다. 일반 구분에

서는 기존의 전력 분야 체계에 에너지 분야를 추가하였고, IT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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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보완을 하였다. 기존에는 에너지는 단지 한 개의 분야로만 

있었으나 이에 대해 자세하게 분야를 나누어 수록하였다. 적용 

분야 구분에서는 기존의 전력 분야 체계에 한전의 KDN 사업 분

류 체계를 참조하여 보완하고 각 분류기준에 대한 해설도 추가하

였다. 상세 기술 구분에서는 기존의 전력 분야 체계에 한전전력

연구원의 분류 코드를 참조하여 보완하였으며 각 분류 기준에 대

한 해설도 추가하였다.

그림 1 매트릭스 분류 체계의 개념과 예

Fig. 1 Diagram of concept and case of the matrix classification 

system 

3.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신분류 체계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용 중인 전문용어 

분류 체계는 기존 국어사전 형태의 단선적 체계인 1단계 평면형 

58 대 분류 체계로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나 

융합 학문 분야를 다양하고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 지식정보화 사회와 전문 영역의 발달로 세분화되어 있는 전

문용어 분류 체계를 전자 사전의 정보 처리 체계와 실제 활용 

양상을 고려하여 재편성한다. 

분류 체계 구축 원칙으로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 체계를 분류 

체계 기반으로 한다. 구축용 분류 체계 분야를 대분류-중분류-소

분류-세분류 등으로 단계화한다. 이용자용 분류는 사전에 표기되

어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중분야로 국한한다. 분야 배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중분야를 수십 개 이하로 설정하고, 분야에 대한 정의

를 한다. 대분야와 중분야는 국립국어원이 관리하고, 중분야 이하 

분야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관리한다. 그리고 전체 균형은 국립

국어원에서 조정하는 형식으로 분야 구축 책임을 진다. 또한 사

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분야 분류는 미리 조정하여 분야 

배정을 하도록 한다. 

국립국어원 역할은 대분류와 중분류까지만 관리하고, 그 이하

는 각 분야별 전문기관이나 이용자 집단이 관리하도록 한다. 단, 

전체적인 균형과 관리는 국립국어원이 담당한다. 구축과 운용 원

칙 구분으로서는 일반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중분류까지는 고정

형태로 운용하고, 일반 공개 직전 점검에서 특정 분야의 어휘가 

특히 많을 경우는 해당 분야에서 분리를 점검하도록 한다.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공개한 뒤에는 이

용자 참여에 따라 분야를 더하거나 뺄 수도 있다. 

한 어휘는 쓰이는 여러 분야에 포함할 수 있다. 예로서, 원격

처리는 전자원리이나 전기전자, 기계, 의료 같은 어느 분야에서나 

적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표기되는 분야는 중분류

가 원칙이지만, 여러 중분류에 포함될 수 있어 대분류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는 색깔 등으로 구분 표시한다. 

단어가 복합된 경우는 보통 적용되는 분야에서 세부 분류가 

된 뒤 용어를 구축하는 경향이 있으나, 원리 분야를 기준으로 하

여 원리 분야에 먼저 배치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건설IT는 IT원

리이나 건설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로 구축할 때 원리는 IT에 해

당하나 적용은 건설 분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적

용 분야에서 구축된 용어는 원 분야에도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로서, 건설IT는 IT분야 > 분야별 IT > (건설IT, 전력IT, 

의료IT 등)에 포함되도록 한다. 적절한 세부 분야가 없을 때에는 

큰 분류 밑에 배치한다. 이후 해당 분야 정보가 누적되면 분야 

배정을 새로 설정하도록 한다. 기타 분야와 같이 해당 중분야가 

없으면 상위인 대분류에 포함시키고, 여러 중분야에 포함되는 경

우도 상위인 대분류에 포함시킨다.

3.1 신분류 체계(안) 설계

표 1에 제시한 신분류 체계(안)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 형태의 체계이다. 대분류는 3개국 대표 언어사전(표준국어대

사전, 옥스퍼드 영어 사전,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브리태니카 백

과사전, 위키피디아 사전 분류를 비교 분석한 지적 활동 분야이

고. 중분류 분야는 현행 표준국어대사전 분야를 확장한 분야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분야에서 원리부문과 산업으로 분리하여, 산업

을 모두 신 분류 체계(안)의 산업분류에 배치하였고 표준국어대

사전 분야를 신 분류 체계(안)의 대분류 및 중분류에 부합하도록 

재정리하였다. 위키피디아 분류는 전체 12개인 분류 아래에 대분

류, 중분류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상위 분류인 범주에 참고문

헌, 수학논리통계학, 철학과 사고가 있어서 분야의 크기 배려는 

부족한 편이다.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의 인간과학과 기술 대분

류 전체를 제외하였으며 참고문헌, 문화예술체육, 개인과 생활, 

지리와 지역 대분류를 추가하였다. 신 분류 체계(안)과 기존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분류체계의 가장 큰 차이는 대분야가 존

재한다는 점이다. 

신 분류 체계는 9개 대분류와 56개 중분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총류는 8개 대분야에 분류되지 않는 분야에 해당한

다. 대분류-개인과 생활에서는 인명, 생활 2개 분야로 분류된다, 

생활 분야는 국가 표준분류의 생활 분야 어휘 선정 세부분야를 

따른다. 대분류-지리와 지역에서는 지리, 지명 2개 분야로 분류

된다. 지리는 국가표준분류의 지리/지역/관광 분야를 포함한다. 

관광, 부동산의 산업부문은 산업으로 분류한다. 대분류 -인간에서

는 역사, 역사적사건, 민속, 고적, 철학, 종교, 언어 7개 분야로 분

류된다. 표준국어대사전 분류의 역사/고고학을 역사, 민속, 고적으

로 분류한다. 대분류-사회에서는 사회안전, 군사, 법률, 정치, 행

정, 경제, 산업, 경영, 사회, 심리, 교육, 매체 12개 분야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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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국어대사전 분류에서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 체계에 있

는 ‘미디어’와 ‘문헌정보’를 개방형 지식 대사전에서는 ‘언론’과 

‘출판’이라고 보고 ‘언론’과 ‘출판’을 ‘매체’로 통합한다. 관광은 표

준국어대사전 분류에 따라 지리/지역에 포함시킨다. 산업분류는 

국가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활용하여야 다른 분야와도 호환이 되

도록 한다. 국가표준산업분류는 대-중-소-세로 자세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수준까지 반영하고 있다.

표 1 신분류 체계(안)

Table 1 New classification system(draft)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대분류 

번호
대분류 중분류 분야 분야

1 총류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

책명, 고유명사 

2 
개인과

생활
인명, 생활 인명 

3 
지리와

지역
지리, 지명 지리, 지명 

4 인간

역사, 민속, 고적, 

역사적사건, 철학, 

종교, 언어 

역사, 민속, 고적, 철

학, 논리, 종교, 불교, 

기독교, 가톨릭, 언어 

5 사회

사회안전, 군사, 법, 

정치, 행정, 경제, 

산업, 경영, 사회, 

심리, 교육, 매체 

법률, 행정, 사회, 정

치, 경제, 심리, 교육, 

언론, 국방, 군사 

6 자연
수학, 물리, 천문, 

화학, 지구 

수학, 물리, 천문, 화

학, 해양 

7 생명

생명과학, 농림수산, 

동물, 식물, 공중보

건, 의학, 약학, 한

의 

생물, 동물, 식물, 농

업, 임업, 수산, 의학, 

약학, 한의 

8 인공물

기계, 재료, 전기, 

컴퓨터, 전자/통신, 

자원, 화공, 환경, 

건설, 교통 

전기, 컴퓨터, 통신, 

건설, 공업, 기계, 광

업, 항공, 교통, 환경 

9 

문화

예술 

및 

체육

문학, 미술, 

디자인, 수공, 음악, 

연극, 무용, 영상, 

콘텐츠, 체육 

문학, 패션, 미술, 수

공, 연영, 음악, 출판, 

예술, 운동

 

9개 대분류, 56개 중분류 분야 58개 분야 

대분류-자연에서는 수학, 물리, 천문, 화학, 지구 5개 분야로 

분류된다. 자연 대분류는 표준분류의 자연과학에 대응된다. 기상, 

해양은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으로, 지질은 대분류 3. 지

리와 지역의 중분야인 지리로 배치된다.

대분류-생명에서는 생명과학, 농림수산, 동물, 식물, 공중보건, 

의학, 약학, 한의학 8개 분야로 분류된다. 표준국어대사전 분류에

서 생명과학 분야가 없어서 별도 신설한다. 농림수산식품을 농림

수산, 동물, 식물로 분리한다. 미생물은 어휘 수가 적어 대분야에 

배치한다. 표준국어대사전 분류의 보건의료를 공중보건, 의학, 약

학, 한의로 분리한다. 

대분류-인공물에서는 기계, 재료, 화공, 전기, 컴퓨터, 전자통

신, 자원에너지, 환경, 건설건축, 교통 10개 분야로 분리된다. 과

학기술표준분류의 에너지/자원, 원자력이 자원에너지로 통일된

다. 표준국어대사전 분류의 건설교통이 건설과 교통으로 분리된

다. 인공물 중 군사용은 대분류 5 ‘사회’의 중분류인 군사로 분

리된다.

대분류-문화예술 및 체육에서는 문학, 미술, 디자인, 수공, 음

악, 연극, 무용, 영상, 콘텐츠, 체육 10개 분야로 분류된다. 패션을 

표준국어대사전 분류와 같이 디자인으로 개념 확대한다. 게임을 

표준국어대사전 분류와 같이 콘텐츠로 확대한다.

3.2 신분류 체계(안) 설문 및 의견 수렴 

신분류 체계(안)의 설문문항은 전문용어를 위한 분류 체계 개

정의 필요성, 분류 체계가 국내외 주요 대사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지, 새로운 지식 분야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표준국어대사

전과 잘 부합되는지, 원리적으로 한 분야만으로 설명이 쉽지 않

은 용어는 적용 분야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본 조사의 평가 척도는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은 2013년 8월 31일 부터 9월 9일 기간 동안 온라인과 

방문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은 사전학회, 전기

위원회, 대한전기협회, 지질자원연구원, 빌딩스마트협회, 극단 사

개탐사, 건국대, 광운대, 단국대, 한남대, 전북대, 서울대, 순천향

대, 명지대, 원광대, 경북대, 경희대 소속 총 93명이다.

설문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대분류별로 분포를 보면, 대분류 

8(인공물) 분야에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대분류 5(사회), 9(문화

예술 및 체육), 대분류 4(인간), 대분류 7(생명) 분야 순으로 응답

을 많이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나머지 분야의 응답자 수는 적었

다. 한편 대분류로 구분하기 모호한 응답도 24명이나 되었다.

표 2는 설문 문항별 최대, 최소, 평균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 새로운 분류의 필요성은 4.45로 아주 강조되며, 새로운 분류

의 대분야와 중분야 분류의 연계성도 4.04로 충분하며 지적언어 

중 설명이 쉽지 않으면 중복 표현 가능하다는 원칙도 4.02로 충

분히 지지되고 있다. 또한 융합분야 반영도 3.95로 충분하며, 기

존 사전 분류와 관계도 3.99로 충분하며 기존 표준국어대사전과 

관계는 3.87로 만족할만한 답변임을 알 수 있다.

신 분류 체계(안)의 설문 문항별 응답 결과 및 평가, 지적사항 

및 답변을 반영하여, 신분류 체계(안)의 중분류 분야에서 ‘법’을 

‘법률’으로, ‘전자/통신’을 ‘전자통신’으로, ‘자원’을 ‘자원에너지’로, 

‘건설’을 ‘건설건축’으로 분야 명을 수정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

사전의 신분류 체계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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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타당성 조사 내용 최대 최소 평균

1

개방형 지식 대사전 구축을 위한

전문용어 분류 체계 개정이 필요

하다.

5 2 4.45

2

지적언어를 기반으로 한 신 분류 체

계(안) 분야는 국내외 주요 대사전

(언어 및 지식 대사전) 분야를 잘 포

함하고 있다.

5 2 3.99

3

새로운 분류 체계 안은 새로운 지식

분야와 융합분야를 다양하고 세밀하

게 반영하고 있는가?

5 2 3.95

4
신 분류 체계(안)의 대분류 분야와 

중분류분야의 연관성은 높다.
5 2 4.04

5

신 분류 체계(안)의 중분류 분야와 

표준국어 대사전 분야는 서로 잘 부

합한다.

5 1 3.87

6

지적언어 중 한 분야만으로 설명이 쉽

지 않은 용어는 여러 분야를 겹쳐 설

명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다.

5 2 4.02

표 2 설문 문항별 응답 결과 

Table 2 Results of survey reply for each item

표 3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신분류 체계 

Table 3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Open Korean 

Knowledge Dictionary

새롭게 추가된 분야 (21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바뀐 분야 

- 생활, 역사적 사건

- 사회안전, 산업, 경영, 매체

- 재료, 화공, 전자통신, 

자원에너지, 건설건축

- 지구, 생명과학, 농림수산, 

공중보건

- 디자인, 연극, 무용, 영상, 

콘텐츠

- 체육

- 가톨릭, 기독교, 불교 => 종교

- 고유명사, 책명 => 각 분야로

- 국방 => 군사

- 논리 => 철학 

- 농업, 수산, 공업, 광업, 출판 

=> 산업 

- 생물 => 생명과학, 농림수산

- 언론 => 매체

- 연영 => 연극, 영상

- 예술 => 대분류화

- 패션 => 디자인

- 항공 => 기계

- 해양 => 지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대분

류 

번호

대분류 중분류 분야 분야

1 총류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

책명 고유명사

2 개인과생활 인명 생활 인명 

3 지리와 지역 지리 지명 지리 지명 

4 인간

역사 민속 고적 

역사적사건 철학 

종교 언어 

역사 민속 고적 철학 

논리 종교 불교 기독

교 가톨릭 언어

5 사회

사회안전 군사 

법률 정치 행정 

경제 산업 경영 

사회 심리 교육 

매체 

법률 사회 정치 경제 

심리 교육 언론 군사 

국방 행정

6 자연
수학 물리 천문 

화학 지구 

수학 물리 천문 화학 

해양

7 생명

생명과학 농림수

산 동물 식물 공

중보건 의학 약

학 한의학 

생물 동물 식물 농업 

수산 의학 약학 한의

학 임업 

8 인공물

기계 재료 전기 

컴퓨터 전자통신 

자원에너지 화공 

환경 건설건축 

교통 

전기 컴퓨터 통신 건

설 공업 기계 광업 

항공 교통 환경

9 
문화예술 

및 체육

문학 미술 

디자인 수공 

음악 연극 무용 

영상 콘텐츠 

체육 

문학 패션 미술 수공 

연영 예술 음악 출판 

운동 

9개 대분류, 56개 중분류 분야 58개 분야

4. 신분류 체계 분류 기준 및 재분류

신분류 체계의 분야 분류 기준 및 기존 표준국어대사전 분야

로 부터의 신 분류 체계로의 재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신분류 체계 분류 기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신 분류 체계에서의 분야 분류 기

준은 기존에 원리 중심으로 분류한 표준국어대사전 전문어 영역

별 어휘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원리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

전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 체계, 관련 학회 학술 및 연구회, 

관련 협회, 네이버 지식 백과, 대학교 교과과정 등을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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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작성하였으며 어휘 선정 세부분야 근거자료와 표준국어

대사전 분야와 개방형 지식 대사전 분야의 변환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분야별 어휘 작업 예도 제시하였다. 특히, 원리 중심의 학문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학회 학술 및 연구회 분야는 어휘 선정 

세부분야로서의 분류 기준에 적합하며, 국내 1,000여개 학회 중 

초창기에 설립된 대표적인 학회를 선정하였다. 

다음에 열거하는 31개 중분류 분야 이외의 분류기준은 표준국

어대사전 전문어 영역별 어휘 선정 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

도록 설정하였다.

(가) 사전류: 인명, 생활, 매체, 수공 4개 분야

(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 체계: 산업, 건설건축 2개 분야

(다) 관련 학회 학술 및 연구회: 생명과학, 농림수산, 의학, 약

학, 전기, 컴퓨터, 전자통신, 화공, 환경, 건설건축, 교통, 연극, 영

상 13개 분야

(라) 표준산업분류: 기계, 재료, 자원에너지 3개 분야

(마) 관련 협회: 동물, 식물, 공중보건 3개 분야

(바) 네이버 지식 백과: 민속, 철학, 매체 3개 분야

(사) 대학교 교과과정: 역사, 언어, 문학, 미술, 디자인, 무용, 

체육 7개 분야.

신 분류 체계(안)의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신 분류 체계(안)의 

중분류 분야에서 분야명을 수정한 “전자통신” 분야의 어휘 선정 

세부분야 근거자료 및 분야 변환 과정의 예를 다음에 제시한다. 

설정한 신 분류 체계의 자세한 분류 기준은 연구보고서[1]에 수

록되어 있다.

표 4 표준국어대사전 분야의 신분류 변환과정 예

Table 4 New classification conversion process of the Standard 

Korean Great Dictionary

어휘 뜻풀이
표준국어

대사전
신분류

원격 처 

리

원격 통신 회선을 경유하여 송수

신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 원거리 통신과 데이

터 처리라는 2개의 용어가 합성

된 말로, 두 지점이나 그 이상의 

지점 사이에 있는 장치를 통신 

회선으로 접속해서 데이터의 교

환이나 수집 처리를 한다. 

전기 전자통신

전용 

케이블

사용자가 전기 통신 사업자로부

터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통신 케이블.

국방 전자통신

양방향 

안테나

최대 신호 강도를 두 방향으로 

발사하는 무선 안테나.
항공 전자통신

피에

프엔

레이더 송신 펄스를 만들기 위한 

회로망.
선박 전자통신

대한전자공학회 연구회(www.ieek.or.kr), 한국통신학회 연구회

(www.kics.or.kr), 정보통신용어사전 부문, 스마트그리드 용어사전 

부문를 분석하여 전자 및 통신 분야 전체를 포함하는 세부 분야

의 어휘를 선정한다. 전자 및 통신 분야 대표 학회에 해당되는 

대한전자공학회, 한국통신학회의 연구회 분야와 대표 용어 사전

에 해당되는 정보통신 용어사전, 스마트그리드 용어사전 분류에 

있는 분야 중 전자 및 통신 분야 전체를 포함하는 세부 분야의 

표제어를 선정한다. 전자분야의 세부분야는 반도체, 신호처리, 컴

퓨터 응용, 시스템 및 제어이고, 통신 분야의 세부분야는 통신이

론, 통신시스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융합기술, 전파, 정보보안 

및 콘텐츠 분야이며, 각 세부 분야에 속하는 원리 부문은 [1]에 

제시되어 있다.

4.2 개방형 신 분류 체계로의 재분류

표준국어대사전 62개 분야와 제안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

전 56개 분야 변환표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56개 분야 

일부와 표준국어대사전 62개 분야 일부 변환표는 표 5와 표 6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5 표준국어대사전 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변환표 

Table 5 Conversion table of the Standard Korean Great 

Dictionary vs the Open Korean Knowledge Dictionary 

번호
표준국어대사

전 분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신 분류

1 경제 경제, 경영, 사회안전, 산업, 콘텐츠, 행정

2 음악 음악

3 광업 산업, 자원에너지, 환경

- 교통 교통, 환경, 전자통신, 컴퓨터

- 국방 군사, 사회안전, 전자통신, 컴퓨터

60
건설IT

(우리말샘)
건설건축

61
선박

(우리말샘)
교통, 기계, 재료, 전자통신

62
우주통신

(우리말샘)
교통, 기계, 전자통신, 천문, 지구

표준국어대사전의 개별 분류분야 용어를 개방형 신 분류명에 

따른 자동 변환 가능한 경우는, 동일한 분류명인 경우, 광의의 분

류명으로 자동 변환할 수 있는 경우, 단순 분류명 변경의 3가지

이다[1]. 2013년 용어 분류 작업 현황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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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대 표준국어대사전 변환표 

Table 6 Conversion table of the Open Korean Knowledge 

Dictionary vs the Standard Korean Great Dictionary

번

호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신 분류
표준국어대사전 분야

1 인명 인명

2 생활 농업, 민속, 법률, 수산, 임업, 패션

3 지리 지리

- 지명 지명

- 역사 역사

54 영상 미술, 연영, 예술

55 콘텐츠 경제, 미술, 출판

56 체육 운동

표 7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신 분류 체계 기반용어 분류

Table 7 Term classification for the new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Open Korean Knowledge Dictionary

2013년도 (2013.9. - 2013.12.)

표준국어대사

전 분야
용어 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신 분류

경제 42,107
경제, 경영, 사회안전, 산업, 콘텐츠, 

행정

컴퓨터 40,789 컴퓨터, 전자통신 

의학 69,205 의학, 공중보건, 생명과학

약학 10,781 약학, 공중보건, 생명과학, 의학

생물 8,359 생명과학, 농림수산 

전기 31,338 전기, 전자통신, 컴퓨터 자원에너지

합계 202,579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신분류 체계를 9

개 대분야, 56개 중분야로 제안하였다. 첫째, 국내외 사전류, 국가

기술분류체계 관련 학회 학술 및 연구 분야, 지식 백과, 대학교 교

과과정을 참조하여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신분류 체계를 

설계하였다. 둘째, 제안하는 새로운 분야와 표준국어대사전 분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쉽게 상호 연결을 하여 표로 만들어 이해를 도

왔다. 셋째, 제안한 대분야에 속하는 중분야 이하를 나열하였고 설

명을 부가하여 이해를 도왔으며 분야 분류의 근거자료를 표시하였

다. 그리고 몇 개의 어휘 작업을 예를 들어 이해를 도왔다. 넷째, 

설문조사를 사전학회를 비롯하여 각 대학 및 각 분야 전문가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신분류 체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적용'에 대한 것을 포함하느냐에 대하

여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사전의 주요 이용자는 일반 국

민이고 국민들은 원리는 잘 모르고 적용하는 것은 잘 알기 때문

에 ‘적용’ 원리를 구현해야 사전 이용이 쉽다는 관점이었다. 본 

연구 후 직행되어야 할 항목은 적용 분야의 도입, 대분류 이하에 

대한 학회 참여로 수시로 자체 분류를 수행, 전문용어의 심화도 

분리에 대한 연구이다.

IEC TC57 Glossary 규격 용어와 Glossary 이외 용어, 전력IT 10

대 과제 보고서,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 용어를 포함한 

전기, 통신, 컴퓨터 분야 전문용어 90,000개[9]-[10]를 국립국어원 

‘개방형 한국 지식 대사전’에 등재되었으며, 2016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어휘, 뜻풀이에 대한 일반인 의견수렴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 

용어의 표준화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서 인터넷 기반의 개방형 사전 등재용 스

마트그리드 분야 전문용어 구축이 완료되면, 전문가 포함 일반인

도 참여할 수 있는 쉬운 풀이, 표준어, 새로 등장한 전문용어가 

수록되고, 전문용어 어휘 선정 기준 및 집필 지침이 확보되며, 개

방형 사전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는 전문용어 순화 및 산업체 보

급 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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