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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프황스 군사용어의 통사‘으|미 속성을 밝히고， 대상부류 

classes d'objcl'S를 구축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전문어인 군대 

어는 일반어와 통일한 방식으로 문장 층위 내에서 연구되고 기술되 

어야 합을 보이고자 한다. 여기서 군대어는 ‘군인 집단이 사용하는 

* 관 논분은 육문사관한.ùt. 화방대연구쇼의 2013년도 떤구 안돔씨 '(1윈용 ’망이 연구 
도|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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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어’로1 군사용어는 ‘군인 집단이 군사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정의된다. 그리고 대상부류는 ‘통사 기준에 의해 설정되는 

의미적으로 균질한 어휘들의 부류 체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군사용어 관련 선행 연구틀은 군사용어의 정립 

과 통일， 용어의 백과사전식 설명에 중점을 둔 전문용어학적 연구， 

목록집 형태로 다국어 군사용어 대응어를 벼교한 번역학적 연구， 군 

인들의 담화에 나타난 군대사회와 군사용어 사이의 추상적이고 개 

념적 관계를 설명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군사교육기관 내 효과적인 

군사용어 교육 방법론을 제시한 교육학적 연구 퉁으보 구분된다. 하 

지반 이들은 군사용어갈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의미의 인어학적 연구 

가 아니기 때문에， 군사용어가 군사 분야 텍스트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흐룹 속에서， 한-불 군사협력과 해외 파병， 

군 어학교육 기관 내 군사프랑스어 교육， 프링스이 군사 텍스트 자 

동 번역 및 전산처리， 불·한 / 한·불 군사용어 전자사진 새말 등의 

이유로 군사용어 연구의 핀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 

리는 군사용어의 언어학적 분석을 토대로， 문장 층위 내 봉사， 의미， 

행태 속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 

로 군사용어의 문장 내 쓰임에 대한 연구로， 정확한 운상의 인식과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산처리를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 연구괄 용해 프랑스어 군시용어가 푼장 내에서 

주변 용어들과 결합관셰듭 밝혀 통사 행태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군사용어룹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쟁전윤 정래하고，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군시용어를 언어 

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대상부류 이론을 제시 

하여， 이 언어기술 모델이 우리의 목적인 군시‘용어 전자사진 구축과 

군대어 자동처리에 부합하는 것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대상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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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근거하여 <véhiαles rnilitaires> 부류를 설정하겠다. 마지막 

으로 이 부류에 속하는 구체물 명사틀의 통사 · 의미 속성을 근거로 

보다 세분된 하위부류들을 구축함으로써， 각 부류 영사들의 고유한 

어휘 결합 속성들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다. 

1I. 예비적 고찰 

1. 군사용이의 게념과 특정 

군사용어를 정의하기에 앞서， 상위 개념인 군대아를 먼저 얄펴보 

자. ‘군인 집단이 사용하는 전문어’로 정의되는 군대어는 용어， 기호 

(군대부호)， 서식(명령하달)， 도식(전투지경선， 출발선， 공격 목표 등) 

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군인 집단이 군사 활동을 위해 시용하는 전문 

용어’로 정의되는 군사용어는 약어(DZ=drop zonc I MP=military 

police), 두분자어(CAS=close air support I HEA T=hjgh explosive 

anti-ta따)， 합성어(army nurse) 둥으로 구성된다 1) 이와 같은 군사 

용어는 ro 간딘·병료한 표현과 정형화펀 형식，(2) 대문자 약호! 두문 
자어， 약어 등 사용.CD 규약된 기호와 상징 시용.<-f 다수의 영어 

차용어 λF용의 특징을 보인다.2) 

이를 통해 우리는 전투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군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특수화된 언어가 바로 군대어라는 사 

실을확인할 수 있다. 

1) ‘군대어’ 정의논 이한휩1999: 5잉과 이용성(2013: 127-128)용균사용이’ 생의뉴 
윤~II권(1999: 70). 이순혁(2아>3: 237), 겁규철( 1977: 6η ;앙부익(1973: 49)읍 합죠. 

2) 얀어빙 암시용어의 언어학적 득성픈 나음의 논문융 참죠항 갓. ~}국어논 장무~I 
(1973: 87.88). 이녕옥i{2003' 11.12). 녹언어는 이한흉(1999: 56), 영이는 끼‘OU!LLON 
(2006: 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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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용어 대상 선행 연구 분석 

군사용어를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를 분석해보면， 아패의 네 

가지 방법론이 적용되었음펼 확인할 수 있다. 

• 전문용어학적 접근법 

- 번역학적 접근법 

- 사회언어학적 접근법 

- 쿄육학적 접근법 

각 접근법을 적용한 선행 연구플 구체적으로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문용어학적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들은 군인 상호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용어 정립과 통일에 목적올 둔다，3) 이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플은 성공적인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군사용어 의 조화 harmOOlsanon와 표준화 slanda띠isarion쉰 도북하고， 

군사용어 사용자의 이해가농성 co뼈réhensibilìlé을 제고할 것윤 주장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군시‘용어를 체계적으로 판리환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창설하자고 제안하는 연구가 있었다，4) 이틀은 육 • 

해 · 공 3군이 동일한 용어릎 상이한 의미로 사용하는 현실융 비판 

하며， 이런 용어는 합동 작전을 수행할 때 의사소통의 혼동을 야기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소풍을 위해 통일된 군사용어 사용이 절실 

하다고 강조하였다，5) 

3) MÈKACHERA (2α)5)는 NATO 시휘 시능 내 용어 싱띤 선사의 '?l~}싱.4 표준화 
과정에 판심플 I~셨;，1" GARDERES (2007)는 연합 빛 한동 λl입에시 ，1~<?! 상호 
신 명요한 의사소양3 깅 ￡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íntcropérabllíté’에 승섭용 순 
난사용어의 정의 몽언한 수상언 ,,) 었다 

4) 윤세권(1999)과 이순찌(2003)f 연함 빚 합동작전블 윈흉l15) 수햇전 우|혜， 함동참요 

、보부 예하어l시 문사용어퓨 새깨젝으로 관리하는 공사석인 상산시구 앙선용 쩌안 

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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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번역학적 관집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는 이세어 휴은 다 

국어 군사용어를 목록집 형태로 제시하고， 외국어로 번역된 형태와 

의띠를 비교 분석한다.6) 이 t상법론을 적용하여 수행된 연구뜰은 정 

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어휘적 측면에서 단어(단일어 흥「은 쪽합어) 

수준의 군사용어 외국어 대용어 équivalent를 모색한다. 또한 이틀은 

연합작전 수행 중 외국 군인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윌- 위해， 동일한 

새념의 군시용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울 

해견하고자 한다는 죄에서 신운용어학적 연구와 유사성윤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픈은 연후f국 군인들 사이의 동일한 새넘으로 

이깨어 혹은 다국어 대응어갚 조화 및 통일시키는 데 주안선윤 두었 

다고볼수있다기 

세 번째， 사회언어학적 관선이 적용된 연구들은 군대 담화dlscours 

mili(aiπ에 나타난 군사용어와 군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개념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충접올 둔다. 이들은 군인틀의 언어생활 

읍 관찰하여， 군대 고유의 묶:문화를 설명하거나 군 정세성 Idcntit강 

militaire, 군성 militariré 둥 끌인들의 가치 처l계를 분식한다. 이틀 연 

구는 군대어와 군사용어에 니 l斗난 사회학적 요소룹 판단해 군의 가 

치 빛 정제성을 다루었다는 집에시 군대심리학， 군대사회학 등의 분 

5) 01휴혀(2003:243)은 ·산부 ‘잉 팍샤!ε엘 내이작전’융 애로 fi-“1. 욕if븐 이픔 ·애심 
!F작선·으로， 애 · 공낚은 ‘콰시~.“，t! 내 ul 삭선·으로 서로 다븐 용이와 의‘’15'， 사용 

한다고 지 석하였다 또~! 해냉【H’ε 원 • 혜 · 공군이 사용하시 않는 4!수휘 용어꽉 사 
용하는데. ‘주계'(식당)， '수에냉’Ul 샤냉}， ‘조멸과엉'(안소심호)， ‘신괜’l 엄'(이난)， 
‘새스트’(관불대)， '긴산’(생한깐) 능이 대표적인 예이다{‘해냉대， 낀십 , í~ >fl ’g 등· 
끽녁용어 ·여I^l키로 연~I뉴 ‘, 20 12. 1 22. 시사 산조). 

6) Général PERROT ( 1972), SIERRA SORIANQ (2000), 이안정(2뻐3) 산'é. 

7) 동인한 새년의 군사용어샤 l，l~l.시 '?Itll ，?l로 외국어로 때옹호l뉴 섯F 이니1.:1 여|삼 

간어 한국에는 존써하시 '.'l쓴 세I ;T인 aspirant은 한국어!J_ I상괴 V.Y. 생’ 혹쑤 
‘소우l 후보생·으로 't!억엔니， ~~~! ‘까사용어환 번역하시 위해시는 각감 언어의 

lr수성4- 상이한 샤 문 -.a사 l씨 신히 셰깨릎 고려혜야 한다 。n:; ii이. 이한흉 

(2003. 207)이 시석한 u~와 강이， 한국이 ‘전투·는 독일어~3써의 대용이븐 갖는 

tJl(kampf. gefecht, o;chlacht), 이는 선푸 수쩡 냉대의 규요애 따려 구분'r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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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도 연계된다고 블 수 있다. 이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군인의 정체성과 가치 체계가 발현펀 

담화의 특성을 분석한 프랑스의 연구와 군대 문화 잔재플 제거하고 

자 비속어， 욕설， 은어 동의 군사용어 정화촬 주장한 한국의 연구틀 

이 대표적이다 8) 

네 번째， 교육학적 판점에서 수행된 연구틀은 군사 교육기관에서 

장병과 생도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군대어 교육을 위해 유용한 교 

수법을 제시한마. 이판은 군의 어학 교육 현실읍 반영한 옹용언어학 

작 접근법의 실증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프랑스와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특히 교육생들의 군사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시 위한 방법 모색에 중집올 둔다. 이플 위해 연구자틀은 

영화I TV 시려즈， 소연 등 전쟁과 판련된 다%댁f 텍스트닫 코퍼스로 

환용하여 군사용어의 특수한 용법을 찾거나 외국군 문화플 이해하 

고자 하였다.9) 

지금까지 쇄한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점토하여， 이륜 연구에서 

드러난 한세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8) 프랑스에서 수행된 연구냐 산펴보센!. 우션 PAVEAU (1994)쓴 itrH에셔 만간동! 

에스프삼 꽉석하여， 앤l 간'?!피 우연~I{= .~，?I 의 가지 써깨언 군성의 성91와 특녕윈 

다부었나. -t닙|고 SAßER (2α)6)는 nl꽉 꾼I~와 속어 잔에 애자l된 ,trH 문화올 푼~I 

하여， 성새생용 구싱*‘: 시 시 제셰{~. 상생 t，:.구로 샌맹하였다. 또한 TROUILLON 
(1998)f r’|안괴 영놔념91 단사 상비 '~냉법응 유형흥l하여， 각 놔/~‘'.'1 ;t인 정재싱잔 

밝힌 11I 었다. 반연 ~.l-i‘에서 수행된 ?!구갚 살펴보띤. 양삼석(1996)유 일반어에 
만언되어 }，ι분별하게 나용되는 난사용어 사용 설태깐 지 선하연시， ~I이 휴화 운똥f 

전새ì)~~~자 강i하였.，!. ?!새홍{ 1994) :' ‘f인듭의 인어생싼윤 분석바여 권위적이-ι 
상압셔 '?I 11.헨요로 사f 싱헨되는 욕선. 싱 ’딛 직 이.ql 굉 씌 사셰바시 ':'l 수상하였다. 

9) 이호댄 · 선성사 · 이장δ(2012)는 전생영화와 TV 시 él스 선쟁뀔의 자박P후부미 

구축된 :.r이 사료'11 샤 '1.ε 교법 지만!?I 꽉군사관학ii ‘까사영어 .1l 새→힌다 더 유g 
하세 사용~I 'r 있는 야깐 요죠애임유 .0，'.였다. 반띤 SAßER (2004)쓴 "1래 프땅‘ 
해문 상j'l'_ 간의 군사잉어 능허쌍싱유 우|에， 전쟁 t시 f'l스트한 프‘씨스 해관사까 

회교의 iμ|영어 j&1욕 .... 3，재보 합용히 수 있다고 상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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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용어학적 접근뱀: 군사용어의 언어외적 정보 제공과 의미적 

직관에 의한 용어 판셰(상위/하위) 설명에 그칩 

- 번역학적 접근법: 단어 충위의 어휘 수준의 기숭과 대용어 모 

색에 한정， 명사칠- 제외한 다른 문법 범주플 다루지 풋함 

· 사회언어학적 집근법: 군인들의 언어생활에 대한 인어외적 고 

찰로 용어와 사회적 요소 사이의 개념적 관셰 분식에 한정 

- 교육학적 접근법: 순수한 언어학적 접근법이 아닌 응용언어학적 

접근법으로 효과적인 교수법 제시 

군사용어를 대상으로 수행된 상기 선행 연구틀올 종합해 보떤， 이 

틀은 순수한 의미의 언어학칙인 연구가 아니었다. 따마서 군사용어 

가 문장 내에서 보이는 봉사 행태는 물론 형태-의111롤직 성보를 충 

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룹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리는 몽사적 관점과 의띠직 관션을 동시에 고 

려하는 통합적 관정에시 프량스이 군사용어를 기술할 수 있는 방법 

폼을 도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군사용어가 운장 춤위에서 보 

이는 어휘 결합관계한 분석하고， 그 통사-의미 속싱을 완벽히 드러 

낼 수 있는 언어 기술 모델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 

리는 본 연구의 목적인 군사용어의 전산처리 traucmcnl aUlomatique 

des langues와 자동번역 traducuon auromatique을 위한 새보운 방법론 

으로 대상부류 이론플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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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 대상부류 이론과 적용 

1. 대상부류 이론 소개와 군대어 적용 

대상부류 이론은 HARRIS (1976)의 ‘ 변형문법 grammaire πans

form때onnelle’과 LADLl O)의 ‘어휘-문법 Lexique-Grammaire’의 계보 

를 잇는 언어 형식화forma I isa tioo 모댈로， 언어의 전산처리와 자동 

번역을 위해 파리 13대학의 Gaston Gross 교수와 그 연구진에 의해 

서 고안되었다 11) 이 언어기술 모텔은 언어 기능 fonctionnemeot을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고자 형태， 통사， 의미의 제 충위 분석 

을 통합하여 자연어의 엄밀하고 형식적인 언어 기술올 가능케 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상부류 이론은 통사적 구성과 

어휘 결합 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이중적 접근법을 채택하기에， 각 

단어의 모든 용법 emploi (2)을 정확히 인식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어 일반어 어휘를 체계적이고 엄밀히 기술하기 위해 고안 

된 대상부류 이론은， 다른 일반어(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아랍어， 일본어， 한국어 등)로 점차 확장 적용되었다. 또한 이 언어 

기술 모댈은 전문어 langue spécialisée 기술까지 확대되어，(3) 전문용어 

를 어휘 수준이 아닌 문장 충위에서 통사와 의미라는 두 측면을 통 

합하여 기술하였다.(4) 대상부류 이론을 적용하여 전문어를 기술한 

선행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 이론이 전문어 용어의 통사적， 의미적 

속성을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기술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 

(0) LaboraIOI!<? d.Amomatique Documemaire c[ Linguistique. 
(1) GROSS (1994 ‘ 20(2) 상조 
(2) ，용입·의 정의는 GROSS & MA까flEU-COLAS (2001 : 70) 상소 

13) 범， 측구， 의학， 축산회， 1’ | 용， 'U따인 스키 등"'1‘ 같은 신갚용-이외 용사-의씨 손성 

이 대싱JlL류 시판옴 직용하여 시술원 Ur 있다. LEE (2012: 36-38) 상iξ. 

(4) GROSS & MATHTEU.COLAS (2001), GROSS & GUEN까파ER (2002) 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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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돈이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론은 우리에게 군사 

용어의 언어학적 기술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와 중요한 성괴를 보여 

줄 수 있을 껏이다. 15)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방법곤을 재택하여， 지상작진 영역 군사용 

어의 통사i의 ul 속성을 밝히고자 대상부류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플 

위해 우선 프랑스어를 대상으로 대상부류 구축과정올 살펴보겠다. 

2. 대상부류 구축과정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대상부「루는 언어 속성 체계릎 구축하는 어휘 

기술 방법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미부류 체계로서의 ‘의미자질 

trairs Sémanliqucs'과 그 하위듀람인 ‘대상부류c1asscs d’띠C앙’를 지칭 

하기도 한다 16) 자의적이고 직핀적으로 기술되었던 기촌의 자짚을 

통사적 기준에 의해 재정의된 의미자질은 다시 형식석 기준에 따라 

보다 세밀한 의미영역으로 분한되어 하위부류인 대상부류가 된다. 

따라서 의며자섣과 대상부류는 숭층적 관계를 갖고， 위계화된 구초로 

구성된다. 

의미자진과 대상부류는 모두 어휘 결합 관계， 즉 통사적 근거에 

따라 정의펀 의미영역올 표상한 괜 아니라， 그 의띠영역을 공유하는 

명사 어휘릎응 포함한다. 여l룹 틀어 [concret] 의ul자질의 영사들은 

15) 임혜파 11은영(2이 1)은 대상쉬; 이산전· 서용하여 프랑스어 해파 꽃사용어릅 똥샤· 
의미 속싱-5 분석하고 회，"이 cfl생부눠{;~ 구축하였디 

16) 어휘뷰 ?써싱이 없뉴 논항 의미 시 ~l Ihumains argun~>J1liluxl . lanimaux) , [얘활tauxl. 
Iconcrclsl. [Iocaúfsl. [ternpsl 의 6 / lJ 잉약으로. 술어 71능깐 깐당사þ 송어 의lJ l 

사 il;O. Ihumains p뼈때젠. [a이onsl， It!vénementsl. lélalsJ 21 4 새 영역으퍼 듀넨
펀c~ 예，~: {~I 슷어영.1.1수; 의l’l유생에 It~랴 가능동사에 의새 다쉰 O.}상으로 현동$01 

acrualh‘1l!()n되는ril. [a띠onsJ쓴 falrc. Ictarsl는 avoir, èlre Prep. [evènemenlS) 
은 tl Y a, oIVOIf lieu의 일반기능~_사애 의혜 외적 현동화의 대앙이 된다. 그리i 

대상부4} 이온에서 의미자섣은 ‘[ J'호. 그러고 대상부듀i-'< >’￡ 표"1원다는 
집윤 또힌 띠 '-'1 ’짜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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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NO) 위치에서 peser nbr l7) kilo(s) , mcsurcr nbr m, être de 

couleur <couleur : rouge, blanc>, être de nbr dimensions, 그리고 

목적어(Nl) 위치에서 voir, apcrcevoir, toucher 통사와 결합한다. 

대상부류도 동일한 땅법으로 형식직 통사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예 

컨대 <vêtements> 부류는 aUcr bien à, se déchirer, boulochcr 풍의 

주어와 mettre, porter, e띠evcr， ∞udrc， retoucher 둥의 목적어 위치에 

놓이 서 나I à la mode, 예usté， scyant, fripé , sanglé, accoutré 둥의 

형용사와 결합하는 의미영역을 표상하는 부류로 정의되고， 이 어휘 

릎과 걸합이 가능한 pantalon, chapeau, jupc, cravate, ganrs 동의 

명사들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의미자질과 대상부류는 각 영역에 

고유한 술어 어후l틀과 특정직인 결합관계를 보이는데， 이들이 각각 

일빈숨어 prédicats généraux와 적정숨어 prédicats approp끼és이다. 

대상부류 이론윤 콩해 우래는 동일한 통사 · 의미 속성을 공유하는 

의미부류 체계괄 구축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실정 

된다 18) 

(1) 구축해야 한 부류 설정 

li ‘ 설정 대상 부류의 의미영역옴 특징짓는 의미요소 추홉 

3 이 요소플이 실현되어 있는 어휘표현-직정술어 설정 

“) 적정솔어와의 결합 가놓성에 따라 해당명사 추출 
위의 과정올 적용하여 구축한 <moyens de πansport> 19) 의띠 부 

류갚 좀 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감은 하위부류쉰 얻을 수 있고， 각 

17) 수사 numéral. 

18) 이싱연(2006. 295) 산jL 

19) 이 의미영역은 주0-1 후|시애샤 par1lr. arnver. se d강plaα!r. S‘arrèter 동，+와. ;L i:! 1파 

녁서이 위시에사{ prcndre. êtn: cn. voyagcr cn 동의 동사와 검안힘 수 있늪 냉시 
간펴 생。|펀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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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류의 적정술어는 다음과 같다，20) 

<moyens de transpOJ't aériens: aéronef, avion>: 

atterrir, décoller, s’envoler 

<moyens de σansport maritimes: barque, bateau>: 

없디ver au port, être / demeUl'er à 1’ancre 

<moyens de transport ferroviaires: tr없n ， méπ0>: 

dérailler, être à quai, entrer en gare de, rater 

<moyens de transport terrestrcs en commun: autobus, raxi>: 

emplUnter, voyager en, desservir 

<moyens de transport terresσes individuels: auto, voiture>: 

garer au par넙ng / SUl' le bas-côté 

<moyens de transport terresrres individuels - deux-roues à moteur: 

moto, bicyclette>: 

enfourcher, faire une cbute de, êσe à 

이와 같이 ‘통사’라는 형식적인 기준으로 설정된 의미자질과 대상 

부류라는 중층적 위계구조를 통해， 포팔적인 상위 의미영역은 물론 

세밀한 하위 의미영역까지 의미영역 표상이 가능해진다. 또한 각 의 

미영역의 어휘들과 이들이 문장에서 보이는 어휘결합 관계를 체계 

적이고 영시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상부류를 구축 

하는 과정을 통해 각 부류에 속하는 어휘들의 통사 · 의미 속성을 기 

술활 수 있다21) 

20) 죄헤숙{2α13: 44-53) 참쇼 

21) 이성헌(2010: 365-366) 상요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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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 <v뻐cules militaires> 의 대상부류 구축 

우리는 <moyens dc tra따port> 부류 구축에 적용된 대상부류 구축 

과정을 <vébicules militaircs> 부류 구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왜냐하띤 이 과정은 어휘의 동사 · 의미 속성 기술쏠 위해 일반어 

뿐만 아니라 전문어인 군데어에도 적용이 가능할 뿐딴 아니라 통사 

기준에 의해 세밀히 분류된 대상부류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각 대상부류에 속한 명사들이 군사 돼스트에서 보이는 특 

수한 어휘 결합관계룹 쩨l껴l 직이고 영시적으로 표상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véhiαles militaires>은 ‘육 · 해 · 공군 3군이 시상， 해상， 

공중에서 전시 및 작전 중에 사용하는 이동 및 공격 수단’으로 정의 

되고， 병력 수송， 공격， 직 기동 방해， 수색， 보급， 해상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비들로 구성된다. 이 부류는 bâriment de gucrre, 

bhndé, bombardicr, camion, char, inrercepteur, sous-marin 등의 

구체불 명사를 포함한다. 

<v강hicules militaircs> 부퓨 명사들은 무께， 작전 반경， 속도， 기 

동력， 조작성， 무장， 화려， 보호 능력 동의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moyens de σansport> 부듀 영시들과 구별된다. 군용 차량22)은 병 

력 및 장비의 이송 수단으로시 일보써의 교통수단과 일부 적성 술어를 

공유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동d앙placement과 

관연된 동사들과 결합관셰갈 확인해 보면， 일반어의 교풍수단은 se 

déplacer cn, voyager cn쓸 모두 허용하지만， 군대어의 군용 차량은 

전자만을 허용한다. 

22) 'vélucules rrub때res'← :f용 ).~양， 함생. 항공시쉰 R함~! !I.-:'’i식 에\'1으보. 본 

논문얘샤는 'of용 사i상’ 으파 l건억하고 사용한다. 



프링스어 문.t，\용이 기혼과 대상부류 385 

( 1) Les troupes sc déplacent en (avion de σansport + bãtiment de 

transpoπ + VAB). 

’Lc gro때e voyage en (avion de σansport + bâtíment de trans. 

pOlt + VAB). 

그리고 인원의 승 · 하차와 관련해서도， 일반어(monter dans, prendre, 

descendle d앙와 군대어(embarquer， dé떠qu찌 λ에의 어휘 결합관계 

에서도 차이를 보인다.23) 

(2) Les unités mécanìsécs (embarquent sur + ?moDtem dans) les 

véhicules de combat. 

Les groupes (débarquent + ?descendent) des hélicoptéres. 

또한 차량들의 조종과 관련해서도， 군대어는 동사 conduire가 아 

닌 piloter가 사용된다. 

(3) Un sous.officíer (pilote + ?conduit) à vue 1c char Leclerc. 

마지막으로 군대어와 일반어는 한정사와 결합관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4) une divisìon de chars 

unc flotte de bãtimcnrs 

une escadriUe d ’avions de chasse 

일반어의 교통수단과 따창가지로 군용 차량 또한 임무를 수행하 

23) <moycns de transport> 부휴 냉싸승노 embarquer. débarquer 동A때 션함활 수 

있다. 하시 K’，} .~~데이의 <vélùculcs mititaircs> 부류 냉샤틀유 군사 텍스트에시 
일반어외 달<'1 embarqucr. débarquer 동사외 특싱적으파 싣힘하는 한생석 。|후l 
쉰힘판111플 보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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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전 영역(지상， 해상， 공중)에 따라 서로 다른 적성 쏠어릎 요구 

한다. 즉 육군 차량은 avanccr, progrcsser, 해군 함정은 accoster, 

amarrer, couJer, s’immerger, 공군 항공기는 atterrir, déc이Icr， se 

poser 둥과 같은 동사와 철합한다. 또한 각 군 군용 자량은 임무에 

부합한 다O.}한 기능윌- 보유히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언어외적 정보는 

언어학적 통사 정보와 직접 연관된다. 

<v빠cu1es terresπcs> 부류부터 살펴보자. 

1. <v강hiαles tencstrcs> 

‘차륜형 혹은 궤도형 차량으로 지상의 다OJ=한 지형에서 작전 수행 

이 가능한 육군의 차량들’로 정의되는 <véhicuJcs tcrresσes> 부류 

는 육군에서 운용하는 AMX30D, camion tactique, char de combat, 

cngin bl띠dé ， véhiculc de 1’avant blind강， véhiαIc dc transport와 

감은 명사를 포함한다. 

이 부류 명사들은 일반어의 <moyens de πansport {crrcstres> 부 

류 명사들과 마찬기·지로， 전진， 후진， 주차 동의 이통 관련 동시들 

(progresser, reculcr, roulcr, stationner)과 결합 관셰관 공유한다. 

(5) Sur le rerraÎn, les deux VTT progressenr, se posrent, aux ordres 

de 1’adJudam. 

L’enfouisseur recule de 200 m de la zone mméc. 
L’ERC 90 SAGAIE peut rouler à la viresse dc 60 km/h. 

하지만 이들 명시들은 추월， 동과， 전개， 우회 둥과 실은 전술적 

부대 기동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뾰passer， déployer, franchir, 

traverser와 같은 동사들과 션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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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es véhicuLes sanitaires du groupement ne dépassent pas le 
poste de sccours. 

En 1976, les chars d’Hafez el-Assad franchissaient la rrontière 

Des véhicules de combat d’infanterie sont déployés dans des 

positions de tir. 

L‘~ camionnettes tactiques σaversenl une rivière sur des 
pontons. 

그리고 지상 차량은 병력 수송 및 부상자 후송에도 활용된다 

(évaαer， transporteη. 

(7) Le véhicule sanitaire évacue des soldatS blessés sur le champ de 

bataillc. 

L’AMXlOP peut σansporter un groupe dc cornbal de 9 hommes. 

게다가 군사작전 수행 중에 지상 차량은 적의 공중 및 지상 관측 

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을 할 수 있다{dissímuler， camoufler). 

(8) Lc chcf d’강quipe dissimule son vébicule lors des a.rrëtS longs. 

Lc gro때c camouflc 50n camion peodant les opérations de 
rcchargemenl. 

하지딴 <véhicules teπestres> 부류도 육군 작전 중 수행하는 임 

무에 따라 <véhic비es terresσcs d ’attaque>와 <véhicules teπestres 

de σansport> 부류로 의미영역이 세분될 수 있다. 이를 구분하는 

통사적 기춘은 아혜 예와 같이 <attaque: aπaquer， détn따C， neutr때ser> 

와 <approvisionnemen t: charger, décharger, transρ。rter> 동사와의 

결협-가능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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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e (char + *camion) (attaque + détruit + neutralisc) dcs v이1-

cules ennemis. 

Le (*char + camion) (charge + décha.rge + rransportc) des 

marenau)(. 

따라서 우리는 지상 차량 부류를 좀 더 세분화하고， 그 통사‘의미 

속성을 구체적으로 기솔하고자 한다. 

가. <véhicules rcrrestrcs d ’attaque> 

지상전에 직접 투입되는 진투용 자량들로 구성된 이 부류는 A.MX, 

blindé, dlar, Lederc, V AB 등의 명시를 포함한다. 이 군용 차량들은 

전투에 직접 참가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다룰 수송용 차량에 벼해 

기동력， 화력， 장비 및 무장 농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이 자량틀은 

보통 공용화기로 무장되어 있고， 장갑으로 보호되는 뜩정왈 보인다. 

우선 이 부류를 구성하는 자량들은 다OJ'한 지상 환정폴 극복활 

수 있는 기동력올 가졌기 때운에， 야지 기동은 불환 도성 빛 도하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격용 지상 차량들은 문장 내에시 이런 능력을 

표상하는 franchir le gu강， s ’affranchir [Ioc] , pénéσcr dans [loc) 동 

사를 적정 술어로 선돼한다. 

(10) Le véhicule dc combat de 1’infanteric AMX IOP peut s’af

rranchir dcs obstacles. 

Le V Aß de reconnaissance NBC-ROT A pénètrc dans la zone 

de danger. 

그리고 이들은 적을 제암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무장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주어 위치에서 동사 être armé dc <armes à 

fcu collectives>와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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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Le char LecLerc est armé d’un canon de 120 mm à ãme lisse 

et ‘j'une mitrailleuse dc 12,7 mm coaxiale. 

Le V AB peut être armé de missi1es antichars HOT d’une port

강e de 4 km. 

또한 공격 작전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장비를 장착할 수 있기에， 

동사 disp앓rde/ ξtre 때i야 de / dotlσ de<어버￠뾰nts: ínstrumenr 

de pilotage de nuir à intensification de Jumière, rélémètre lascr, 

viseur panoramique gyrostabilis강， etc.>와 문장에서 함께 출현할 수 

있다. 

(12) L’AMX30 dispose de dispositifs d’observation et de conduite 

de tir de nuir à inrrarouge, Înrensification de lumière. 

Le VAB est doté de brouillcurs a1\다.-EEC/fED 

게다가 이 부류의 탱사들은 전장에서 적의 공격에 대비한 보호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être protégé conσe <때nes à feu>, êσ'e renforcé 

par <équípements>). 

(13) L’AMX I OP csr protégé contre les armes à moyen calibrc. 

Lc char Lcclerc est rcnforcé par pressurisation et filσation de 

l’air pour sa proteαion contrc les armes NBC. 

위에서 언급한 전투능력을 바탕으로， 보병 및 기갑 부대에서 운용 

하는 지상 전투 차량은 공격， 정찰， 지원 둥의 입무를 수행할 수 있 

c}{appuyer / aηaquer / détruire / reconnaltre <ennemis>). 

(14) Des chars M I Abrams el certains Brad1ey ont attaqué de.~ 

combattants iraki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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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chars d’assaut neuσalisent Ies vêhicules cnnemis par des 

tirs de 띠000. 

마지막으로 <véhi미les tcrresσes d ’attaque> 부류 명사들은 다음 

과 같이 기동력， 보호력， 화력과 관련된 적정 형용사와 결합하는 특 

정을보인다. 

(15) mobiliré: aξrotransportable， amphibie, chenillé (å chenille), å 

roues, bybride 

protection: blindè, prcssurisé 

puissance de feu: d’assaut 

나. <vébicules terrestres de transport> 

상술한 공격용 군용 차량과 달리， 이 부류의 영사들은 ‘병참 업무 

를 수행하는 군용 장비들’로， 전투 부대의 전투지속능력을 유지시 

키기 위해 병력 및 장비(물자， 탄약， 식량， 의복， 수리부속 둥)를 적제 

적소에 위치시킬 수 있는 수송 차량들이다.c없띠。n， camionnettc, 

camion-citeme, v강hicule de σansport logistique, VTL, VTLR 등으 

로 구성된 이 부류의 명사들은 수송과 보급 입무를 담당하기 때문 

에， 부피가 큰 반띤 공격 및 방어 능력은 없는 것이 특정이다. 반연 

이들은 수송과 관련된 물자의 적재와 하역(charger， décharger, 

σacter， évacuer), 그리고 보급 및 수송{approvisionner ， ravitailler, 

πansporter)과 관련된 통사와 결합하는 특정을 보인다. 

(16) Une par디e des rechaoges cst chargéc dans les camions. 

L’équipe décharge un camion-citernc de carburant dans un rés

ervoir souple. 
Le camion logistique approvisionne le régiment d’artillcri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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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ériaux et de mun.itions. 
Des rnis5iles HA WK peuvcnt εσc transpOltés 5UI VTL pOUI 
Un acheminement logistique. 

지금까지 우리는 공격 및 수송을 담당하는 지상 차량 명사틀을 

지상작전 중 부여된 임무와 이에 따른 잔투농력 보유 여부에 따라 

<V<강hicu1es terrεstres d’attaque>와 <V<뻐cules terrestres de σansp。π〉

부류로 분류하고， 각 대상부류의 통사-의 01 속성올 밝혔다. 

이어서 해군이 운용하는 해상 함정 및 잠수함을 살펴보겠다. 

2. <bâtiments> 

해군이 해상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보유한 av업0， bâ디ment de 

guerre, chasscur, porte-avions, SNLE, sous-ma따1과 같은 수상합들 

이 이 부류를 구성하는 명사들이 된다. 이들은 위에서 다룬 지상 차 

량과 달리， 건조 consσuction ， 진수 lancement， 해상 기동navigatioD ， 

정박ancrage ， 해상 작전 opération maritime, 칩몰submersion 등과 

관련된 술어와 결합하는 특정을 보인다. 함정 명사들은 작전 영역에 

따라 <bâtiments de guerre>와 <sous-marins> 부류로 세분화될 수 

있다 

가. <bâtiments de guerre> 

해군이 ’지상 병력 투사 몇 함대의 해상 전개 / 감시 / 구조와 

같은 해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들’로 정의되는 <bâtiments de 

guelre> 부류는 전투함{chasseur de mines, frégate an디-sous-m값피， 

patrouilleur, poπe-a에ons)과 수송헨bâtiment de commandement 

et dc ravitaillement. bâtiment de soutien à la plongée, pétr<이 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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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itailleur)을 포함한다24} 

이 부류 명사들은 일반어의 해상 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건조， 진 

수， 정박， 항해와 관련된 동시를 꽁유한다. 

(17) La France a consrruit des bâtirnents côtiers de quelqucs cen

taincs dc tonncs. 

Le porte-avions Charles-de-GauUc a été lancé le 7 mai 1994. 

L’aviso Comrnandant Blaison 뻐α'C dans le port miLitairc. 

La frégate Ventôse navigue en haute mer. 

하지만 이들은 해상 작전 수행을 위해 건조된 해군 함정으로， 특 

히 어뢰 발사， 침몰， 기회 부설 및 제거 등과 같은 해상 작전과 관련 

된 동사들과 적정 결합한다{torp피er I co띠er I sombrer <bâtiments>, 

mouiller I draguer <mine rnaritime>). 

(18) L’AlLemagnc a torp iUé des navircs aJ liés hospitaliers pendant la 

Prcmière Guerre mondiaJe. 

Lc croiseur argenrin Bclgrano a été couLé par un sous-marin 

britannique en L982. 

Le chasseur de mincs Lyre a dra망Jé un détroit miné pa없 f 

l'’ennπlOemi. 

프랑스어 함정 명사들은 추진 방식， 함정 유형， 배수량， 해상 사고 

와 관련하여， 다음의 적정 형용사와 결합하는 특정을 보인다. 

(19) type de prop비sion: å propulsion (nucJéaire + classique + diesc1) 

type de bâtirnent: de type alphabet ct chiffre (A69, P400, F67) 

24) <전투함?과 〈수송함:> ，부류 또한 지상 차량파 동일하게 ..g.씩 및 수송 임부에 II~랴 
세분화된 수 있다. 분 연구에시는 〈전투한〉 위주로 전합의 동샤의nl 속성을 시·숨 

하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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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placemenr: de rype Npr2Sl αa Faycne, Durance, Albatros) 

accidenr en mer: naufragé, en détresse 

지금까지 <bâtirnent de guelTe> 부류 명사들의 통사 속성을 기술 

하였다. 이어서 <sous-ma디n> 부류 명사들을 살펴보겠다. 

나 <sous-marins> 

sous-marm, sous-marin d ’attaque, SNLE, SNA, Le Rubis 둥의 

구제물 영사를 포함하는 잠수합 부류 명사들은 ‘수중을 잠항할 수 

있는 군합’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임무와 추진 방식에 의해 구분되 

는데， 우선 임무에 따라 전략적인 핵 억지 수단인 핵미사일을 딸사 

할 수 있는 전략 잠수함sous-marins sπaté밍ques과 대함정， 대잠수함 

공격 능력을 가진 작전적 수준의 공격 잠수함 sous-marms d’attaque 

으로 구분된다. 또한 추진 방식에 따른 구분법을 적용하면， 장수함 

은 핵추진과 재래식 잠수함sous-marins à propulsion nucléaire ou 

diesd으로 나쉰다. 

<sous-marins> 부류의 명사들은 ‘해상이라는 작전 영역을 <bâ 

tirnents de guerre> 부류의 명사들과 공유하므로， 건조1 진수， 해상 

기동， 정박， 해상 작전， 칩몰 등과 술어와 자연스럽게 결합한다， 

(20) La Grande-Bretagne a coostruìt un 5NA d’une nouvelle série 
rype Trafalgar. 

Le sous-marin aJlemand 5183 a accost강 hier au port d ’Alger. 

Lcs dcux sous-marins américains sont amarrés dans Le port dc 

Guam. 

Le 5NA Emeraude (5 604) peur naviguer 220 jours par an. 

25) 고유밍 샤 nom p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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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함과 마찬가지로 해상 작전 중 공격과 관련된 동사 couler, 

sombreT, torpillcr <bâtimcms, sous-marins>, mouillcr <mines 

maritimes>와 적 정 결합한다. 

(21) Le sous-marin sovlétJquc K-19 a coulé au large dc la Norvège 

le 4jUlLlel 1961 . 

Le Rubls a moulllé près dc 700 mines durant tOUl le conflit. 

Le 27 Avril 1915, le sous-marin autrichien U-5 torpilla“ le 

Léon Gambctta. 

이와 같은 공통짐 이외에도 장수합은 해상 및 수중 기동 능력올 

보유하고 있기에， 잠수， 상항， 부상， 착저 등과 관련된 적정술어와 

결합하는 특징을 보인다(plonger， êtrc en plongéc, émcrgcr, 뻐re 

surface, remonter, poscr Sur le fond). 

(22) ces SOll‘-marins OnL plongé dans les grands fonds arcuques. 
En 2004, un sous-marin chiηois de type Han avait fait surface 

dans les eallx tcrritorialcs japonaises. 
Hicr soir, UI1 sous.marin a émcrgé de sous la glacc. 

Lc sous.mann rcmontc à la surface, grãce à des ballasts. 

Le SNA Pcrle S'CSt posé‘ 5ur le fond. 

지금까지 우리는 해상 작선올 수행하는 전함과 장수합 명사들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공꾼이 수로 푼용하는 항공기 영사들의 홍사적 

속성을살펴보겠다. 

3. <aéronefs> 

‘공군이 영공 동제 및 공송 작전을 수행하는 군용기’로 정의되는 

<aéronefs> 부류는 avion dc chasse, avion de σansport， A W A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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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bardier, C-1 30, Miragc, Rafalc 퉁과 같은 명샤딛완 포함한다. 

이 부류의 명사들은 기관포， 공대공 / 공대지 미사일 풍의 각종 무 

기플 탑재하고， 고고도에시 빠른 속도로 기통이 가농한 고정익 항공 

기이다.찌 

<aéronefs> 부류의 영사룹은 일반어의 항공기 영사릎과 동일하게 

공중 기동과 관련된 (sur)voler, décoller, atterrir 동사괄 공유하지만， 

꽁군 군용기는 초음속 비행(volcr å Mach, attcindre Mach)이 가능 

하고， 곡예비행과 같은 고급 기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시 민간 항공기 

와 구분된다{volcr sur Ic dos / en rase-mottcs / en piqué / cn 

cabré / en vrille, cxécutcr des loopin~햇). 

(23) Lc F-16 peut attclOdrc Mach 2. 

Un Míragc FI fall un vol en rase-moncs. 

Un Super Puma a CXl'Cutc dcs loopin양· 

그러고 이들은 짚투 및 성삼 임무를 수행하기 때운에， 슐어영사 

sα디c와 결합한대f떠rc / ctfcctuer une sortic). 

(24) Le C-130 Ilerculcs a fatt des sortics pour 1’èvacuauon dcs 

rcssoπlSsants. 

Lcs trOlS Rafale 0 0[ cffccrué 224 sortics eo appul dl'S trou없 

de la coaliùon. 

이와 같은 군용기플은 공중에서 면대를 구싱하거나， 항속서리를 

는리기 위해 공중급유갚 받으며 u]행할 수 있다. 

(25) Des chasscurs ont ctfcCtué le vol (en échclons + cn cscadrille 

26) 9, ~I-+애서는 ~I 씬91 항캉 '1인 <hèlicoplèrcs> 부류는 아직，"'1.1 않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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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rmation scrrée + en V) d뻐s I'cspace aénen. 
L’avion.cirerne KCI35 ravirailJe le chasseur F-15K en vol. 

또한 군용기는 공중 공격， 폭격 둥의 임무 수행플 위해 무장을 하고 

(êσe anné / 강quipé de <anncs>), 적기. 지상 병 력， 지상 목표 등을 

공격할 수 있대lar맑er des bombes Prép [loc]. attaquer / interceprer 

/ abattrc <aéronefs>). 

(26) Lc Mlrage 2000N cst armé du missi1c dc croisière nucléairc 

ASMP-A. 

Des bombardiers la땅UCnl des bombes sur une vi1le ennem.ic. 

Un chasseur américam a intercepté dcs aVlons ennemis. 

게다기 이 부류 명시들은 인원 및 장비 수송하거내( aéro)transportcr 

<matériaux> ), 이를 공중 투하할 수 있다((aéro)la멍uer / parachurcr 

<humains milir없res>). 

(27) Le CN2351200 σansporte 3 ronnes de marériel ou 40 

passagers. 
Lc C-160 Transall aérotransporte 4 tonncs dc matériel ou 89 

passagers á 4400 km. 

Les C-130 largucnl une division parachutiste sur une zonc 

d'。이ecrif. 

마지막으로 <aéronefs> 부츄의 명사들은 항속꺼 리(à grand(courr) 

rayon d ’action), 속도(supersonique). 방어 기월fuπif)， 조종사 및 

엔진 수(monoplace / biplacc, à un / deux réaαeur(s)) 등과 관련 

된 적정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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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일반어의 <moyens de σansport>와 대비되는 

<véhicuJes militaires> 부류를 기동력， 무장력， 공격 력， 방호력 등의 

기계적 능력이라는 기준에 의해 <véhiαles terrestres>, <bâtiments>. 

<aéronefs>의 하위부류로 세분화하고， 각 부류의 통λF의미 속성을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군사 분야 군용 차량들이 문장 내에서 보 

이는 어휘 결합관계를 분석하여， 작 대상부류에 고유한 통사적 행태 

를 기술할수 있었다. 

V. 결론 및 전망 

지금까지 우리는 군사용어의 통사‘의미 속성을 밝히고， 대상부류 

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통사와 의미른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의 이 언어기술 모델이 프랑스어 군시용어 기술에 적합하고 유 

효한 이론임을 보였다. 즉 이 이론은 선행 연구에서 주로 의미적으 

로 분류되거나 군사 텍스트에서 백과사전식으로 설명된 군사용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장 총위 내에서 군사용어의 통사적 행태를 총체 

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법론보다 우월하다고 활 

수있다‘ 

우리는 우선 군사용어를 대상으로 다원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 

행된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직 

관적 혹은 개념적인 방법으로 군사용어의 정의를 설명하거나， 단어 

층위의 외국어 대응어를 모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용어학적， 번역학적 연구들은 실제로 군사용어가 문장 내에서 

다른 용어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문맥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장 층위에서 어휘와 결합관계를 기술하는 대상부류 이론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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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우리는 이 언어지술 모델올 군대어에 적용한 결과， 일반어 

분석과 기숍을 위해 고안된 이 이론이 전문어 기술에도 적합하다는 

사실올 확인했다. 

우퍼는 대상부류 구축 방법용 적용하여， 일반어의 <moyens de 

rransport>와 대비되는 군대어의 <véhicules mjlicaires> 부류의 명 

사들을 하위 분류화하고 각 부류에 특징적인 어휘 결합관계를 상세 

하게 밝혔다. 이런 과정을 똥해 우리는 이 부류 영사들의 통사‘의미 

속성윤 엄빌하고 체계적으로 시순한 수 있었을 뿐 아니 라， 그 결괴 

를 군대어의 자동처리에 환용된 수 있도록 냉시적이고 형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었다. 

우펴의 연구는 전문어 영억인 군사 분야 프랑스어 논항 명사괄 

대상으로，_l 통)+-의미 속성윤 성확하게 밝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망안플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는 군시 분야의 다른 논항 및 송어 명사 기슬까시 그 연구대상이 확 

장될 수 있읍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장차 한국군 

내 불-한 / 한·불 군사용어 시전 면찬과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교육 

기관에서의 군사프랑스어 교육， 군사 텍스트의 자동 번역 등에 활용 

될 수 있윷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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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Description des termes militaires en fi'ançais 

et classes d ’objets 

LEE Kangh。

(Académie militaire de Corée) 

Notrc étude a pour but d’élaborer les c1asscs d’objets des 

termes milit킹rcs français pour mettre en évidence Ics propriétés 

syntactico-sémantiques de ces noffiS. Et nous monrrons que la 

langue militaire doit êtrc érudiée et décrire de 1a mêmc m뻐ière 

quc la langue généralc ct, dans ce sens, la théoric dcs 다asses 

d’objcts est un modèlc Iinguistique efficace et pcrformant dans la 

description linguistique des tcrmes militaires. 

Pour cela, nous commencerons par soulever les problématiqucs 

dans des 삐dcs précédenres etfecruées selon plusieurs mérh여d앵es. 

EUes restent souvem dans la préseotation des définitions de termes 

militaires de façon intuitive et conceptu히le ou dans la recherche 

de leurs équivalems dans di땀renres langues. Ces rés비tats nous 

montrcnt que les étudcs basées sur la méthodolo밍e tcm피nologique 

et traductive 0 ’expliquem pas suftisamment le fonctionnement 

synt값ique des termes militaires dans le cadre de la phrasc. 

Afin de résoudre ccs problèmes, nous avons adopté la théorie 

des dasses d’objets qui permet 1a descriprion de la combinat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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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xicale des mots dans Ic cadre de la phrase. Dans 1’application 

dc ce modèle linguistiquc à la languc m피taire ， nous aVQns confirmé 

quc cctte rhéorie peut scπir à la dcscription syntactico-sémanrique 

dc la lanl잊e sp강ciallsée dc la même manière quc ccllc dc la 

languc générale. 

En procédant par étapes dans 1’élaboration dcs c1asscs d’。이cts ， 

nous avons sous-catégorisé la c1assc <v강hicules mHitaircs> qui 

fait contraste avec la c1assc <moyens de tr，값lSpOπ> dc la languc 

généralc ct nous avons mis cn évidcnce ses propriétés syntaxiques 

ct sémantiques. n nous a ainsi été possiblc de décrire Ics tcrmes 

militaircs de façon systématiquc ct rigoureuse afio d ’cn faciliccr Ie 

traitement auromatique qui rcquicrt une dcscription CXplaCltc et 

formelle . 

Pour fioir, notre lravail a porté sur les tcrmcs militaircs 

dc valeur argumentalc ct a mis en évidence leurs propriétés 

syntactico-sémantiques à J’a ide des c1asses d ’objets. Lcs résultats 

dc nOtre étude ont débouché sur de nouveLles pistes dc rcchcrchc 

pour la description linguisriquc dc la langue spé디aliséc cn français. 

IJs peuvent être élar양s à la dcscription d’autres argumcnts er 

prédicats. De plus, la basc dc données élaborée dans ce trava iJ est 

d ’ un grand iotérêt pour la rédaction d ’un dictionnairc dcs tcrmes 

milit띠res français-coréen, Ja traductioo automatiquc, I’intcrprétation 

ct I’enseigoement du 떠nçais militaire dans les académies milit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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