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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건설물, 설

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자 수는 2016년 

기준 82,780명으로, 매년 비슷한 수의 산업재해가 발생 

한다1).

재해 분석은 과거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과

정이다2). 즉, 재해 분석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재

해를 분석하였다. 김정민 등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를 작업 유형과 작업자

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3). 정옥

남 등은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관련 사고의 발생 원

인을 이용자 과실, 관리 부실, 제조불량 등으로 구분하

여, 원인별로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하였다4). 윤유성과 

권오헌은 제조업종에서 평균 재해율이 높은 재해를 분

석하여, 자주 발생하는 재해 형태가 끼임(33.1%), 넘어

짐(11.5%), 업무상질병(10.7%), 부딪힘(10.0%)이라는 사

실을 파악하였다5).

산업재해를 분석한 기존 연구 대다수는 설문 데이터

와 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사망자 수, 사고 원인, 기인

물 등을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그쳤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는 주로 어떤 유형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 사망자를 많이 내는 사고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

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각각의 재해를 

더욱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므로, 설문 데

이터나 사고 통계는 분석 대상으로 부적합하다. 본 연

구에서는 다방면에서 사고 상황을 분석해놓은 자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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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생성한다. 하지만 설문 데이터나 사고 통계와는 

다르게, 사고 보고서에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려면 

보고서 내용 대부분을 직접 읽고 정리해야 한다. 더욱

이, 보고서를 읽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주관

이나 실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바탕으로 사고 

보고서의 개요에서 작업 유형, 기인물(original cause 

materials), 사고 유형, 사망자 수를 자동으로 획득하는 

사고 분류 모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형은 사고 보

고서의 개요가 단어 가방 형태(bag-of-words)로 입력되

었을 때, 작업 유형, 기인물, 사고 유형, 사망자 수를 

출력하는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이다. 더 나아가, 사고 분류 모형을 바탕으로 획

득한 작업 유형, 기인물, 사고 유형, 사망자 수를 효과

적으로 저장하고 표현하는 온톨로지를 개발한다.

온톨로지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인식하는 객체

(entity) 간 관계를 명시하는 일종의 지식 명세서로6),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예를 들어, Yang 등은 제품 

구성 지식(production configuration knowledge)을 표현하

는 온톨로지를 개발하였다7). 이 온톨로지는 부품과 제

품의 관계, 부품 간 관계, 부품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다른 예로, García-Peñalvo 등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

젝트를 온톨로지로 모델링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

젝트 이해 관계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8).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고 분류 온톨로지를 소개한다. 제3

장에서는 산업재해 분석에 사용한 사고보고서 데이터

와 그 활용 방안을 자세히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사고 

분류 온톨로지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분류 

모형을 수립하고 평가한다. 제5장에서는 개발한 온톨

로지와 사고 분류 모형을 이용하여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을 정

리한다.

2. 사고 분류 온톨로지

사고 분류 온톨로지를 구성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에서 사용하는 사고 분류 기준을 참고하였다1). Table 1

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계층 온톨로지에 포함되는 요

소를 보여준다. 안전보건공단이 사고 보고서를 산업 

분야 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기에, 산업 분야는 분류 모

형을 사용하여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고 가정

한다. 

Table 1. Elements of the proposed ontology

Class Elements

Industry fields (S)

Machinery industry (S)
Electrical industry (S)
Chemical industry (S)
Construction industry (S)
Shipbuilding industry (S)

Task type (T)

Handling, processing of an object (T)
Connection/assembly/establishment/demolition of the 

object (T)
Transportation, cargo handling and operating activities 

(T)
Maintenance/installation of equipment and machines (T)
Cleaning operations and additional work (T)
Other work (T)

Original cause 
material (O)

Machine equipment (O )
Components and materials, parts (O )
Building structures and surfaces (O )
Chemicals (O )
Transport (O )
Humans, animals and plants (O )
Working environment, air conditions, natural phenomena 

(O )
Others (O )
Nit (O )

Type of accident 
(A)

Spill (A )
Fall beneath (A )
Bumped/striking (A )
Hit (A )
Trap (A )
Collapse (A )
Pressure, shock (A )
Exposure for harmful and hazardous materials and 

environment (A )
Explosion/Fire (A )
Electrical shock (A )
Others (A )

The death toll (D)

No deaths (D )
1 death (D )
2 or more deaths (D )

Fig. 1은 Table 1에 제시된 요소를 바탕으로 개발한 

사고 분류 온톨로지의 구조를 보여준다. Fig. 1에서 보

듯이, 이 온톨로지는 사고가 일어난 산업 분야가 무엇

인지, 사고자가 하고 있던 작업이 무엇이었는지, 사고

를 일으킨 기인물이 무엇이었는지, 그 사고로 인해 몇 

명이 사망하였는지를 저장한다. 개발한 온톨로지는 5

장에서 사고를 분석하는 토대가 된다. 예를 들어, 기계 

분야에서 물체의 가공, 취급 작업을 하다가 설비나 기

계에 부딪혀 두 명 이상 사망한 사고가 몇 건 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이 구조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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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보고서 데이터

2007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안전보건공단에 등

록된 1,655건의 국내 재해사례 개요 문서를 수집하였

다9). Table 2는 수집한 문서의 산업 분야 별 분포와 그 

예시를 보여준다. 

수집한 사고 보고서 데이터는 사고 분류 모형을 학습

하고 평가하여, 산업재해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한다. 데

이터의 구체적인 활용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655개 문서 집합을 각각 1 000개와 

655개의 문서 집합으로 나눈다. 여기서 1,000개 문서 집

합에 포함된 모든 문서는 모형 학습과 평가에 사용하기 

위해, 여러 기술 문서를 참고하여 작업 유형, 사고 유형, 

사망자 수를 수작업으로 라벨링(labeling)한다. Table 3은 

라벨링한 예시 문서를 보여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라

벨링한 1,000개 문서로 SVM 모형을 학습하고 평가한다. 

Fig. 1. Structure of the proposed accident ontology.

Industry 
Sector

Number of 
accidents

Example document (in Korean) Example document (in English)

S 448

17년 2월 충북 음성군 소재 롤러 생산 작업장에서 범용 선반에 
환봉을 장착하여 구동시킨 후, 사포의 양끝을 손으로 잡고 환봉의 
표면을 연마 하던 중, 면장갑이 환봉 표면에 감기면서 선반의 
척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

In Feb. 2017, a person mounted a round bar on a universal shelf 
and drove it in a roller production workshop located in Eumseong, 
Chungcheongbuk-do Province. After that, the victim was hit by the 
lathe chuck and dead, while polishing the surface of the round bar 
by holding both ends of the sandpaper by hand.

S 41
진공교반기를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하던 중 누전된 고압
세척기 세척건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함

While the vacuum stirrer was being cleaned using a high-pressure 
washer, it was contacted with a short-circuited high-pressure 
washer-cleaning gun, resulting in an electric shock.

S 54
승합차 해체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자동차에서 분리된 폐부품을 
담을 용기를 만들기 위해 산소절단기로 폐드럼을 용단하던 중 
드럼 내 잔류되어 있던 인화성물질이 폭발하여 사망

At the dismantling of the van, the victim was burning the waste drum 
with an oxygen cutter to make a container for the waste parts separated 
from the car. The remaining flammaable material in the drum exploded 
and the victim died.

S 911
건물 지붕 보수 작업 중, 지붕재로 사용된 선라이트(sunlight)가 
파손되면서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높이 약 7미터)하
여 2명 사망, 1명 부상.

During the repair work on the building roof, the sunlight used as 
the roofing material was broken, and the building crashed to the first 
floor concrete floor (about 7 meters high), resulting in two deaths 
and one injury.

S 201
데크 상부에서 재해자가 탑재된 블록 용접용 작업발판을 설치하
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11.7m 하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한 사고임

In the process of installing a work platform for block welding with 
a disaster on the top of the deck, the victim lost his or her balance 
and fell to the bottom of 11.7m and died.

Table 2. Distribution and example of the collecte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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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5겹 교차 검증(5-fold cross 

validation)을 활용한다. 즉, 1,000개 문서 집합을 다섯 개 

묶음으로 나누어 네 개 묶음으로 모형을 학습하고 나머

지 한 개 묶음으로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을 다섯 번 반복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된 모형을 바탕으로 나머

지 655개 문서의 작업 유형, 사고 유형, 사망자 수를 추론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작업 유형, 사고 유형, 사망자 

수를 추론한 655개 문서와 미리 라벨링한 1,000개 문서를 

합하여 사고 분석을 수행한다. 

4. 사고 분류 모형 개발

제안하는 사고 분류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은 크게 특

징 추출, 특징 선택, SVM 학습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한

다. 특징 추출 단계에서는 사고 보고서에 출현한 모든 

단어를 추출하여, 단어의 출현 여부를 특징으로 생성한

다. 단어의 출현 여부는 텍스트를 분류하는 데에 효과적

이고 계산량이 적다10). 사고 보고서에 등장한 단어를 추

출하기 위해, 파이썬(python) 기반의 한국어 형태소 분석

기인 KoNLPy11)를 사용한다. 중복을 제외하고, 모든 사고 

보고서에서 추출한 단어 개수는 1,856개다. 

특징 추출 단계에서 추출한 모든 특징이 사고를 분

류하는데 효과적이지는 않다. 심지어 몇몇 특징을 투

입하면 분류 성능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추출한 

특징 중 사고 분류에 효과적인 특징을 선택해야 한다. 

특징 선택 단계에서는 상호 정보량(mutual information)

을 이용하여 사고 분류에 효과적인 특징을 선택한다. 상호 

정보량은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Pr × logPr ×Pr
Pr 

 (1)

여기서 는 단어 를, Pr은 가 임의의 문서에 출

현할 확률을 나타낸다. 는 클래스 를, 은 클래스 개

수를 나타낸다. 상호 정보량이 클수록 클래스를 분류하

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상호 정보량이 높은 특징을 선

택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단어의 출현 여부만으로는 사

고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 예를 들어, “옥상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시스템동바리가 붕괴되면서 콘

크리트 타설 작업자 4명이 추락하여 사망1명, 부상 3명.”

이라는 사고 개요가 있다. 여기에서 사고 유형을 “붕괴”

와 “추락”이라는 단어의 출현 여부만 가지고 분류한다고 

하자. 주로 “붕괴”가 출현하면 사고 유형은 A(넘어짐/깔

림)로, “추락”이 출현하면 A(떨어짐)으로 분류한다. 그

러나 이와 같이 두 단어가 동시에 출현하면, “붕괴”가 

출현할 확률, “추락”이 출현할 확률, “붕괴”가 출현했을 

때 실제 사고 라벨이 A인 확률 등을 고려하여 사고 유형

을 분류한다. 즉, 대부분 분류기는 이들 확률을 독립적으

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독립적이지 않다. 즉, “붕괴”

가 출현했을 때 사고 라벨이 A일 확률은 높지만, “붕괴”

와 “추락”이 동시 출현했을 때 사고 라벨이 A일 확률은 

높지 않다. 다시 말해, “붕괴”만 등장한 사고 보고서는 

주로 깔리는 사고와 관련이 있으나, “붕괴”와 “추락”이 

동시에 등장한 사고 보고서는 다리나 지반 등이 붕괴하

여 추락하는 사고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단어의 출현 여부를 나타내

는 특징 뿐 아니라 두 단어의 동시 출현 여부를 나타내

는 특징도 고려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려하는 클

래스 별 특징 개수와 예시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예시에서, &로 엮인 두 단어는, 두 단어가 동시에 출현

하는 지 여부를 고려하는 특징이다. 예를 들어, “덤프트

럭&점검” 특징은 한 문서에 “덤프트럭”과 “점검”이 동

시에 출현했는지를 나타내는 특징이다. 클래스 별로 고

려하는 모든 후보 특징의 상호 정보량을 계산하여, 상

호 정보량이 높은 순서대로 특징을 선택한다.

Table 4. The number of candidate features to classify each 
class

Class Number of features Examples

T 71840 dump truck&heck, drive

O 71944 vibration&furniture, timber&conveyor, shore

A 72655 explosion, accident&argon, chock&line

D 72812 one person&death, one person&fall

Example document (in Korean) Example document (in English) T-Label O-Label A-Label D-Label

합성수지 제조업 공장에서 원재료 창고에 적재되어 
있던 톤백이 무너지면서 아래에 있던 재해자가 깔려 
사망

In the synthetic resin manufacturing factory, the back bag 
that was loaded in the raw material warehouse collapsed, 
and the victor under the back bag was crushed to death

T O  A  D 

건물 지붕 보수 작업 중, 지붕재로 사용된 선라이트
(sunlight)가 파손되면서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
로 추락(높이 약 7미터)하여 2명 사망, 1명 부상.

During the repair work on the building roof, the sunlight 
used as the roofing material was broken, and the building 
crashed to the first floor concrete floor (about 7 meters high), 
resulting in two deaths and one injury.

T O  A  D 

Table 3. Example labele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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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M 학습 단계에서는 앞서 선택한 특징을 바탕으

로 안정적이고 우수한 예측력을 보인다고 알려진 SVM

을 학습한다. 커널(kernel)은 텍스트 분류에 효과적인12) 

선형 커널(linear kernel)을 사용한다.

거시적 정확도(macro-accuracy)와 정밀도(macro-precision)

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문제와 같이 클래스가 세 개 이상

이고 클래스 간 데이터 불균형이 심하지 않을 때 적합한 

성능 척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2 -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시적 정확도와 정밀도를 이용하여 특징 개

수에 따른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징은 상호 정보량이 

높은 순서대로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작업 유형을 분

류하는 데 500개의 특징을 사용하였다면, 전체 후보 특

징 71840개 중 상호 정보량 기준 상위 500개를 사용하

였다는 뜻이다. 거시적 정확도와 정밀도는 5-겹 교차 

검증을 했을 때의 평균을 사용하며, 거시적 분류 정확

도와 정밀도는 각각 식 (2)와 (3)과 같이 계산한다. 

  
 






  , (2)

  
 






 , (3)

여기서 , , , 는 각각 클래스 에 대한 참 

긍정(true positive), 참 부정(true negative), 거짓 긍정

(false positive), 거짓 부정(false negative)을 나타낸다. 

(a) Macro-accuracy (b) Macro-precision

Fig. 2. Macro-accuracy and precision of SVM for work type 
(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features. 

(a) Macro-accuracy (b) Macro-precision

Fig. 3. Macro-accuracy and precision of SVM for original cause 
materials (O)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features.

(a) Macro-accuracy (b) Macro-precision

Fig. 4. Macro-accuracy and precision of SVM for accident 
type (A)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features. 

(a) Macro-accuracy (b) Macro-precision

Fig. 5. Macro-accuracy and precision of SVM for the number 
of deaths (D)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features. 

위 그림에서 x축은 특징 개수를, y축은 정확도(정밀도)

를 나타낸다. 또한, 점선은 한 단어의 출현 여부를 나

타내는 후보 특징 집합에서 상호 정보량이 높은 특징

을 선택하여 분류했을 때 성능을 나타낸다. 모든 그림

에서 두 단어가 동시 출현하는 특징을 고려한 방법이 

한 단어의 출현 여부만 고려하는 기존 방법보다 사고 

분류를 할 때 우수함을 보였다. 특히, 제안하는 방법은 

특징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도와 정밀도 모두 1에 

수렴하였다. 이는 제안하는 사고 분류 모형이 정확한 

산업재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 사고 분류 모형을 이용한 산업재해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사고 분류 모형을 이용하여 산

업재해를 분석한다. 우선, 제안하는 사고 분류 모형을 바

탕으로 라벨링하지 않은 655개 문서를 라벨링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안하는 모형은 특징 개수가 일정 

수를 넘어서면 사고 개요를 정확히 라벨링한다. 또한, 특

Table 5. The number of features when the accuracy is 1 for 
the first time 

Class Number of features

T 1087

O 2872

A 2801

D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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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개수가 많아지면 사고 개요를 분류하는 시간 역시 증

가한다. 따라서 655개 문서를 정확히 라벨링하면서 분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Fig. 2 - 5에서 분류 정확도가 

처음으로 1이 되는 특징 개수를 사용한다. 클래스 별로 

분류 정확도가 처음으로 1이 되는 특징 개수는 Table 5와 

같다. 

개발한 사고 분류 모형으로 655개 문서를 라벨링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Fig. 7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 모형과 사고 온톨

로지를 바탕으로 1,655건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의 일

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전체 사고 중 911건이 건설업(S)에서 발생했고, 그 중 

Table 6. Classification result for 655 accident documents

Class Classification result

T T(116), T(136), T(113), T(136), T(49), T(105)

O
O (310), O (45), O (206), O (6), O (29), O (6), 
O (2) O (50), O (1)

A
A (288), A (88), A (30), A (93), A (73), A (4), A (2), A (7), 
A (19), A (24), A (22)

D D (4), D (609), D (42)

207건이 물체를 연결/조립/설치/해체(T)하던 중에 발

생했다. 다시 207건 중 97건의 기인물이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이며, 97건 중 31건이 넘어지거나 깔리는 사고

였다. 마지막으로 31건 중 28건에서 한 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3건에서 두 명 이상이 사망했다. 분석 경로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에서 

D로 가는 화살표가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는 31건의 

사고 중 사망자가 없는 사고가 없음을 의미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정밀한 재해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반의 사고 분류 모형

과 온톨로지를 개발하였다. 사고 분류 모형은 사고 보

고서의 개요를 단어 가방 형태로 입력받아, 작업 유형, 

기인물, 사고 유형, 사망자 수를 판단한다. 특징으로 사

용된 단어는 상호 정보량을 바탕으로 선택하며, 다른 

연구와 차별되는 점은 사고 보고서라는 특성을 고려하

여 두 단어의 조합까지 특징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Fig. 7. Analysis result of the 1,655 accidents with the classification model and the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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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분류 모형을 1,000개의 실제 사고 보고서 개요를 

이용하여 학습한 결과, 정확도와 정밀도 모두 100%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온톨로지는 사고 분류 

모형을 통해 나온 예측 결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제안한 사고 분류 모형과 온톨로지는 효과적으로 재해

를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문가의 도움 없이 여러 기술 문서만 참고하여 라벨

링하고 데이터를 구성하였기에 학습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사

고에 대해 한 종류의 라벨만 부착하였다. 즉, 한 사고

에 대해서는 하나의 작업 유형, 기인물, 사고 유형, 사

망자 수만 라벨링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개 이상

의 작업 유형, 사고 유형, 기인물이 존재할 수 있다. 따

라서 현실적인 모형 수립을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라

벨을 부착해야 한다. 둘째, 5겹 교차 검증을 바탕으로 

모형을 학습하였지만, 많은 특징이 사용되었기에 과적

합(overfitting)이 발생했을 수 있어, 특징 선택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사

고 분류 체계에 의존하여 분류 모형과 온톨로지를 구

성하였으므로, 다양한 사고 보고서에 적용 가능한 지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특정 분야(예: 

건설업)에 최적화된 분류 모형과 온톨로지를 개발하고 

다양한 출처의 사고 보고서를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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