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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책적으로 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유사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문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작성 및 

수집하는 것이 의무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 문서 

자료는 사고 발생 시 현장 관리자가 재해개요를 보고

하고, 재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실제

로 안전보건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재해조사보

고서를 활용하여 규모별,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재

해발생 시기별 등의 일반사업현황과 발생형태별, 기인

물별, 직접 원인별 등의 사망재해개요를 작성하고, 원

인분석을 실시하고 있다1). 

사고개요는 본질적으로 사고의 장소와 발생 시기, 

사고발생원인, 기인물 등 사고 발생 프로세스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

트 데이터이다2). 그러나 사고 문서의 분석은 텍스트로 

이루어진 사고개요에서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해석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무에서 텍스트 정보를 이용

한 정량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

부분 현장에서는,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사

고 요인들의 빈도 또는 평균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을 뿐,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고 발생 요인의 

관계를 도출하거나 표현하는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3). 이는 사고 문서를 작성함에도 불구하

고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점은 물론,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4). 따라서 

재해조사보고서의 텍스트 정보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

요 위험요인을 정량적으로 추출하고, 각 사고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화 방법

론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고사망 문서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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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주요 텍스트 키워드를 도출하고, 키워드 간의 관

계를 분석 및 시각화하는 위험요인지도(risk factor 

map)를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마이닝(textmining)

과 자기조직화지도(SOM: Self-Organizing Map)를 활용

한다. 우선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문서형태의 사고개요

에서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하고, 문서에 포함된 주

요 사고원인 키워드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신경망에 

기반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인 SOM을 이용하여5), 주요 

키워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유사한 문서들을 군집화

하는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위험요인지도로 표현(data 

representation or visualization)한다. 이처럼 지도형태로 

시각화된 위험요인지도는 각 사고문서의 주요 키워드

들의 유사도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사고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이 결과들은 현재

의 사고유형 뿐만 아니라 유사재해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 활용 가능하

다. 사례분석으로, 국내 업종 중 가장 많은 사고사망이 

나타난 건설업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지도를 개발하여 

주요 사고요인과 그 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와 

같이 텍스트마이닝과 SOM을 이용하여 개발된 위험요

인지도는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에게 사고의 주요 

요인 관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2. 기존 연구

2.1 텍스트마이닝

텍스트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에 기반하여 유

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를 가공하는 방법론이다.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지식을 추출하고, 

각 정보간의 관계를 도출하는 분석 기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Text Mining Process는 3단계

로 제시한다. 먼저, 텍스트를 컴퓨터가 입력값으로 받

아들일 수 있는 말뭉치(Corpus) 단위로 변환한 후, 각 

문서에서 기록된 말뭉치의 각 키워드에 따라 문서-키

워드 행렬(DTM: Document-Term Matrix)을 구축한다. 

즉, DTM은 행에서 문서를, 열에서 키워드를 나타내는 

매트릭스를 말한다. 이와 같이 생성된 데이터 매트릭

스를 입력정보(input)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도출한다6,7). 이와 같은 비정형 

분석 알고리즘은 특허분석, 고객요구분석, 감성분석과 

같은 사회과학분야 등에서 텍스트 자료의 정량적인 분

석을 위해 자주 활용되고 있다8).

따라서 재해조사보고서와 같은 대량의 사고 텍스트

정보 역시도 텍스트마이닝과 같은 데이터 처리 알고리

즘을 활용하여 문서에서 가중치가 큰 텍스트 정보와 

요인 간의 유사도 등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사용이 용이하다.

2.2 Self-Organizing Map
데이터마이닝은 많은 데이터에 포함된 유용한 정보

를 추출하기 위해 통계와 컴퓨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법을 결합하는 분석방법론이다. SOM은 Fig. 1과 같

이 투입되는 데이터들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인공 신경

망에 기초한 기계학습의 유형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

트되는 데이터들을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방법으로 군집화하는 방법론이다. SOM은 입력층과 경

쟁층으로 구분되며, 입력되는 자료의 수에 따라 경쟁

층의 노드 수가 결정되고, 각 노드에는 임의의 가중치 

값이 설정된다. 입력된 데이터는 근사값을 가진 각 노

드로 배정되며, 앞의 과정을 반복하여 가중치의 변동

이 없을 경우 종료되며 군집결과를 산출하게 된다9).

SOM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Quantization error와 가 

Topographic error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Quantization 

error는 각 데이터 벡터와 가장 유사한 노드(BMU : Best 

Matching Unit)사이의 평균거리를 나타내며 지도의 해상

도에 따라 측정되는 오류값이다. 그리고 Topographic 

error는 지형적 오차로 첫 번째와 두 번째 BMU가 인접 

단위가 아닌 모든 데이터 벡터의 비율을 나타내며 위상

Fig. 1. Conceptual scheme of self-organizing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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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측정되는 오류값을 나타낸다. 또한 샘플의 크기

나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전문가의 재량에 따라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유효

한 정보를 표현하는 매트릭스를 선정한다10,11).

SOM은 다차원의 자료를 2차원의 지도에 맵핑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군집개수에 따른 검증 방법인 Davies- 

Bouldin index(DBI)를 내장하고 있어 군집 개수의 객관

적인 산출에 신뢰도가 높다. 또한 유사한 데이터들이 군

집화 되어 가중치가 가장 큰 키워드를 가진 문서와 그 

주변의 문서들의 유사성을 지도로 표현하여 거리에 따

라 나타내며, 이를 통해 문서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도출

한다12).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절차는 Fig. 2와 같이 사고보고문서에서 

텍스트 정보를 추출해 위험요인지도를 개발하는 방향

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사고보고문서의 사고개요로부터 텍스트 정보를 추출

하고, 텍스트로 구성된 문서-키워드 매트릭스 정보를 

군집화하고 이미지로 시각화하기 위해 SOM 알고리즘

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분석으로 건설업 사고

정보를 이용하여 위험요인지도를 개발하고, 사고정보

의 특징을 해석한다. 

먼저, 사고 문서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년 동안의 사고사망 데이터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협회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사고사망이 

Fig. 2. Flowchart for the methodology.

Fig. 3. Number of accident documents.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업종인 건설업에 대하여 Fig. 3과 

같이 2,448개의 사고사망 문서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사고 문서는 재해 일자와 발생형태, 업종, 연령, 재해개

요 등이 포함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간의 유사

함을 보기 위해 사고 상황이 기술 되어있는 재해개요

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재해개요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문서의 

번호(label)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11202” → 11 : Years(2011), 202 : Document number

이와 같은 레이블링 후, 프로그램 R의 tm package와 

한글 분석을 위한 KoNLP package로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하였다. 명사와 동사 위주의 분석에 용이한 글자 

수 2~4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Fig. 4와 같이 워드클라

우드로 나타내어, 전체적인 키워드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워드클라우드에서 보듯이, 알고리즘의 불확실

성으로 인해, 데이터 분석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불

완전한 데이터와 분석에 부적절한 단어, 조사, 기호 등

과 같은 불용어(stopwords)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Fig. 4. Word cloud of acciden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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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거하는 데이터 전처리를 R을 통해 추가적으로 수

행하고, 정성적으로 스크리닝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

으로 전처리된 비정형데이터에서 문서와 키워드로 이

루어진 정형데이터로서 DTM을 추출하였다. 이 DTM

을 이용하여, 위험요인지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

해 사고 문서의 유사도를 분석하고, 유사사고를 분류 

및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요인지도를 개발한다. 

앞서 말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의 신경망에 

기반한 SOM을 활용하였으며, MATLAB의 Kohonen 

SOM toolbox를 사용하여, SOM을 구현하였다. 마지막

으로 작성된 위험요인지도의 해석은 군집화한 문서에

서 나타나는 키워드 빈도에 따라서 도출된 상위 10개

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키워드는 사

고 원인 키워드와 작업 키워드, 사고 형태 키워드로 분

류하고 해당 키워드는 부록의 한-영 키워드 변환표에 

따라 작성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위험요인지도 작성

4.1.1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각 문서의 비정형 데이터인 재해개요를 분석하기 위

하여 전체 문서에 대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하였다. 

DTM은 명사와 동사 위주로 10개 이상의 키워드를 가

진 문서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781개의 위험요인

(키워드)과 2,173개의 사고 문서로 Fig. 5와 같은 매트

릭스로 도출하였다. 매트릭스의 행은 레이블링한 문서

의 번호를 나타내며, 열은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 순

으로 위험요인을 나열하였다. 또한 숫자로 각 문서에 

포함된 키워드의 개수를 표시하였다. 

4.1.2 SOM 분석 결과

SOM은 셀의 개수가 적을 경우 군집화가 과도하게 

발생하며, 많을 경우 문서를 포함하지 않은 셀이 발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셀마다 평균적으

Fig. 5. Result of Document-Term matrix.

Fig. 6. SOM-based risk factor map.

로 약 30개 정도의 문서가 군집화되도록, 80개의 셀을 

위험요인지도의 크기를 선정하여 시험분석하였다. 이

에 따라, Quantization error가 2.229, Topographic error가 

0.031로 낮은 수치의 오류값을 나타낸 10 × 8 매트릭스

로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Fig. 6과 같이 사고 문서에 

대하여 10 × 8 매트릭스 지도에 군집화하여 위험요인

지도를 도출하였다. 표시된 문서 번호는 각 셀에서 가

중치가 가장 큰 키워드를 가진 문서를 나타내는 대표

문서(vote)이다. SOM에서 셀 간의 거리는 색으로 정의

되며, 파란색일수록 서로 가까우며(즉, 유사도가 높음), 

노란색일수록 서로 멀리 있음(즉, 유사도가 낮음)을 나

타낸다. 

4.2 위험요인지도 해석

4.2.1 주요 셀 분석

Table 1과 같이 가장 많은 사고 문서를 포함하고 있

는 주요 셀은 대푯값이 문서번호 12421인 셀로 89개의 

문서가 군집화 하였으며 발생 키워드로는 굴착기(125

회), 굴착(46회), 토사(26회), 운전(16회) 순으로 나타났

으며 사고 원인 키워드로는 굴착기, 토사, 바다, 바퀴, 

바지선이 나타났다. 또한 굴착작업과 운전이 작업분류 

키워드로 도출되었고, 사고 형태 키워드는 매몰, 붕괴, 

전복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사고 문서를 포함

하고 있는 셀은 대푯값이 문서번호 11048인 셀로 86개

의 문서가 군집화 하였으며 발생키워드로는 감전(9회), 

전기(8회), 화재(8회), 외벽(7회)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 키워드로는 전기, 계단, 지하, 탱크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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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업 분류 키워드로는 외벽과 교체, 철거, 도장이 

나타났으며, 사고 형태 키워드는 감전과 화재로 나타

났다. 세 번째로 많은 사고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셀은 

대푯값이 문서번호 11202인 셀로 81개의 문서가 도출

되었으며 발생키워드로는 지붕(185회), 추락(70회), 바

닥(49회), 설치(30회)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키워

드로는 지붕, 바닥, 철근, 콘크리트, 판넬이 나타났으

며, 작업 분류 키워드로는 설치, 수리가 나타났다. 주요 

사고 형태 키워드로는 추락이 도출되었다.

4.2.2 셀 군집 분석

셀 군집(cluster) 분석은 앞서 분석한 주요 셀을 포함

하여 유사한 키워드를 가진 셀을 군집화한 보다 거시

적인 전체지도 분석과정이다. 셀 간의 거리가 중간값

인 0.586을 기준으로 Fig. 7과 같이 5개의 군집으로 분

류하였으며, 각 군집별(Cluster1~5)로 416개, 355개, 778

개, 280개, 344개의 입력벡터가 할당되었다. 결과적으

로 Table 2와 같이 각 군집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Fig. 7. Major clusters of accidents.

클러스터 1의 경우, 사고 수는 416건으로 나타났으

며 바닥과 추락, 지붕, 콘크리트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

었고, 콘크리트나 철골로의 추락과 지붕에서의 고소작

업과 설치작업, 작업 시 이동의 작업 유형이 나타났다.

클러스터 2는 355건의 사고 문서에서 추락, 사다리, 

로프, 상부, 아파트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며, 사고 

원인 키워드는 사다리, 로프, 콘크리트로 나타났고, 작

업 키워드는 외벽작업과 배관작업이, 사고 형태 키워

드는 추락으로 나타났다.

클러스터 3는 778건(35.80%)으로 가장 많은 사고 문

서가 할당되었으며, 굴착기와 차량, 머리, 굴착, 콘크리

트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그 중 사고 원인 키워드

는 굴착기와 차량, 토사로 나타났으며, 작업 키워드는 

굴착작업, 운전이, 작업형태로는 붕괴와 매몰이 도출되

었다. 또한 다른 클러스터들과는 다른 사고 형태를 나

타내고 있다.

클러스터 4는 280건의 사고 문서가 할당되었으며, 

추락, 설치, 비계, 발판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사

고 원인 키워드는 비계와 발판, 작업 키워드는 설치작

업, 해체작업, 이동이 나타났으며, 사고 형태 키워드는 

추락이 도출되었다.

클러스터 5는 344건의 사고 문서에서 크레인, 설치, 

추락, 거푸집, 작업대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사고 원

인 키워드는 크레인, 거푸집, 작업대가, 작업 키워드는 

설치․해체작업으로, 사고 형태 키워드는 추락으로 나

타났다. 이 클러스터에서는 최근 중대사고로 자주 발

생한 크레인과 관련한 문서가 많이 포함되었으며, 이

와 관련한 주요 요인들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사고 형태인 추락이 위험요인지도에서 전

체적으로 분포되어있으며, 클러스터 3의 경우에만 무너

짐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클러스터 1과 

2의 경우 유사한 사고 원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나 작

업 키워드에서 설치작업과 이동작업, 외벽작업과 파이

프작업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클러스터 4와 5의 경우 

유사한 작업 키워드가 도출되었지만, 사고 원인 키워드

에서 클러스터 4에서는 비계, 발판과 같은 가시설물과 

클러스터 5에서 크레인, 거푸집, 작업대로 나타났다.

Vote accident 
number

Cases of 
accident Keyword(count) Main cause of 

accident Main work type Main accident 
form

12421 89 excavator(125), excavation(46), soil(26), drive(16), bury(15), 
collapse(14), sea(13), rollover(13), tire(12), barge(12)

excavator, soil, sea, 
tire, barge

excavation, drive bury, collapse, 
rollover

11048 86 electric(9), electricity(8), fire(8), external(7), stair(7), 
basement(7), tank(6), change(5), removal(4), paint(4)

electricity, stair, 
basement, tank, 

external, change, 
removal, paint

electric, fire

11202 81
roof(185), fall(70), floor(49), install(30), steel(21), upper(17), 
balance(17), concrete(16), repair(15), panel(14)

roof, floor, steel, 
concrete, panel install, repair fall

Table 1. Analysis of larg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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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클러스터 동적 분석

전체 분석에서 군집화된 클러스터에 대하여 사고 건

수와 상위 도출 키워드, 사고 원인 키워드, 작업 키워

드, 사고 형태 키워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

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클러스터별 연도별 추

이를 살펴보면, 클러스터 1의 경우, 2009년 82개의 사

고에서, 2010년 85개, 2011년 100개, 2012년 56개, 2013

년 93개의 사고 문서가 나타났으며, 2011년까지 증가

하다 2012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

러스터 2의 경우, 2009년에 73개의 사고 문서가 도출되

었으며, 2010년 73개, 2011년 77개, 2012년 72개, 2013

년 60개의 사고 문서가 나타났으며, 2011년에 가장 많

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 클러스터 3

의 경우, 가장 많은 사고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클러스

터로 2009년에 155개, 2010년 152개, 2011년 146개, 

2012년 152개, 2013년 173개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 

가장 많은 사고 문서가 도출되었다. 클러스터 4의 경

우, 2009년 55개, 2010년 156개, 2011년 59개, 2012년 

55개, 2013년 49개의 사고 문서가 도출되었으며, 2010

년에 가시설물의 설치 및 이동 작업에 대한 사고 문서

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클러스터 5의 경우, 사고 문서

가 2009년 69개, 2010년 62개, 2011년 60개, 2012년 76

개, 2013년 77개로 2011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다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 클러스터의 연도별 키워드분석을 정리

하면, Fig. 8과 같이 상위 도출 키워드 5개에 대하여 연

도별로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클러스터 1의 

경우, 2012년에 키워드 바닥과 추락이, 지붕과 콘크리

트의 빈도순서가 변하였으며, 2013년에 키워드 철근과 

상부가 도출되었다. 클러스터 2의 경우, 추락과 사다리

Fig. 8. Dynamic analysis for keyword change in each cluster.

Cluster 
number

Cases of 
accident Keyword(count) Main cause of 

accident Main work type Main accident 
form

1 416
(19.14%)

floor(415), fall(386), roof(251), concrete(117), steel(93), balance(82), 
install(63), rooftop(59), upper(54), move(40) 

concrete, steel
roof

install, move fall

2 355
(16.33%)

fall(352), ladder(116), rope(41), upper(35), apartment(33), 
balance(32), rooftop(32), external(30), piping(29), concrete(28)

ladder, rope, 
concrete

external
piping

fall

3
778

(35.80%)
excavator(163), vehicle(145), head(87), excavation(83), concrete(74), 
drive(74), soil(70), collapse(65), bury(65), reverse(60)

excavator, 
vehicle, soil

excavation
drive

collapse
bury

4 280
(12.89%)

fall(266), install(227), scaffold(205), foothold(193), floor(142), 
outside(53), move(65), balance(60), upper(53), disjoint(53)

scaffold, 
foothold

install
disjoint
move

fall

5
344

(15.83%)
crane(250), install(184), fall(147), mold(129), workbench(126), 
floor(92), upper(89), move(71), connect(67), disjoint(65)

crane, mold, 
workbench

install
disjoint fall

Table 2. Analysis of major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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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속해서 나타났으며, 2009년에는 아파트와 레버, 

옥상이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상부와 외벽작업이 도

출되어 다양한 사고 키워드가 나타났다. 클러스터 3의 

경우 차량, 머리, 굴착기, 굴착, 토사의 순서였던 키워

드가 도출되었다. 굴착기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2011

년에 감소하였던 차량이 2012년, 2013년에 증가하였다. 

클러스터 4는 설치작업과 추락, 비계, 발판이 계속해서 

도출되었으며, 가시설물의 설치작업의 사고에 대하여 

군집하였다. 또한 클러스터 5의 경우에도, 크레인과 설

치, 추락, 거푸집이 계속해서 도출되었으며 2010년에 

키워드 작업대가 도출되어 2012년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추락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토 의

전체적으로, 클러스터의 연관성을 정리하면, 주요사

고형태에 따라서 클러스터 1, 2, 4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과 관련된 사고사망으로 군집화 되었다. 

또한, 주요작업형태에 따라서는 클러스터 1과 4의 경

우, 설치 및 이동작업 시 발생한 사고로 각 클러스터의 

연관성이 나타났으며, 클러스터 3과 5의 경우, 주요 사

고 원인은 작업 기계에 해당하는 굴착기나 크레인과 

같은 작업형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클러스터의 유형을 키워드의 분포에 

따라 정리하면, 클러스터 1의 경우, 철근과 콘크리트와 

같은 자재와 부속물로 인한 추락사고가 군집화 되었으

며 클러스터 2는 사다리나 로프를 이용하여 고소작업 

시 오르내리는 등 이동 중 추락으로 인한 사고사망이 

군집화 되었다. 클러스터 3은 굴착작업 시 굴착기로 인

한 사고나 토사의 붕괴 및 매몰로 인한 사고들이 군집

화 되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4는 작업대, 발판, 비계 

등 가시설물의 설치․해체 작업 시 추락으로 인한 사

고가 군집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5는 크레인

의 붕괴나 설치작업 시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군집화 

되었다.

종합적으로, 각 클러스터마다의 사고사망 형태와 기

인물들을 비교함에 따라 클러스터 1, 2, 4와 클러스터 

3, 5를 동시에 관리할 필요성을 볼 수 있다. 또한, 각각

클러스터마다 유사한 떨어짐 사고사망 형태라 하더라

도, 기인물에 따라 자재(철근, 콘크리트), 안전장비(사

다리, 로프 등), 가시설물(비계)을 이용하는 경우의 차

별화된 안전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굴착 및 토사 

작업 시와 크레인 작업 시에는 작업기계를 설치할 때 

붕괴와 관련된 사항을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요구

됨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일반적인 통계방법으로 분

석한 재해통계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분석방

법의 경우, 발생형태와 기인물, 업종명 등 정해진 분류 

내에서 분석하여 세부적인 사고의 키워드나 새로운 산

업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다. 또한 

기술통계로 분석된 자료는 얻고자 하는 사고의 정보를 

찾아 비교분석 하는 어려움을 텍스트마이닝과 SOM을

통해 보다 쉽게 시각적으로 분석가능하다고 고려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고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

업에 대하여 사고사망의 재해개요를 분석하여 위험요

인지도를 작성하였다. 텍스트마이닝 활용하여 재해개

요에 포함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SOM으로 군집화

하였다. 이를 통해 사고의 주요 원인 키워드와 주요 작

업 분류 키워드, 주요 사고 형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에서 철

근과 콘크리트와 같은 기인물로 인한 추락, 사다리와 

로프로 인한 고소작업 시 추락, 비계와 발판 등 가시설

물로 인한 추락으로 군집화 되었으며, 굴착작업 시 발

생하는 사고와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로 크게 5가지로 

군집화 되었다. 굴착기로 인한 사고와 가시설물의 설

치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차

량으로 인한 사고와 작업대와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텍스

트마이닝과 SOM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람이 해석하기 

힘든 텍스트에서 키워드를 추출․분석하고 사고요인지

도로 시각화하여 위험요인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도

출하였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사고의 주요 요인의 유

형과 키워드를 제시하여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들

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향후 더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있

다. 우선, 건설업과 사고사망에 대한 분석을 과거의 데

이터로 한정되어 실시하였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에 대한 사고 키워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서

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고사망 외에 부

상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의 

강도는 낮지만 빈도가 높은 사고에 대한 주요 요인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안전관리기관

인 안전보건공단과의 협조로 더욱 내실있는 연구를 진

행할 수 있다. 둘째, 위험요인지도의 크기에 대한 검증

을 위해 다른 군집화 방법이 동시에 수행되어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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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대표적으로 k-means 클러스터링과 같은 데이

터마이닝 군집화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과

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고 요인 키워드의 유형

화, 즉, 사고장소, 기인물, 상해부위와 같은 유형설명이 

부족하였다. 이는 사고문서 내에서 키워드들을 구체적

으로 유형화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따

라서, 키워드를 유형화한 키워드 사전(dictionary)을 미

리 구축하여, 클러스터 간 키워드의 유형의 차이와 키

워드 유형 간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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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한글 키워드의 영어 변환표

영문 한글 영문 한글

apartment 아파트 move 이동

balance 중심 narrow 협착

basement 지하 outside 외부

board 탑승 paint 도장

bury 매몰 panel 판넬

check 확인 pillar 기둥

collapse 붕괴 pipe 파이프

concrete 콘크리트 piping 배관

connect 연결 rebar 철근

crain 크레인 removal 철거

disjoint 해체 repair 보수

drive 운전 reverse 후진

electric 감전 rollover 전복

equipment 장비 roof 지붕

excavation 굴착 rooftop 옥상

excavator 굴삭기 rope 로프

external 외벽 salvage 인양

fall 추락 scaffold 비계

fix 고정 soil 토사

floor 바닥 steel 철골

foothold 발판 tower 타워

forkcrane 포크레인 transport 운반

fracture 골절 tree 나무

glass 유리 tunnel 터널

head 머리 upper 상부

height 고소 vehicle 차량

install 설치 volt 볼트

ladder 사다리 weld 용접

materials 자재 wire 와이어

miss 실족 workbench 작업대

mold 거푸집 sea 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