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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가 발달하면서 법령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다. 법령 내에 존재
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규모 또한 증대되고 있고 전문화되고 있어 안전기준 상호간의 상충이나 중복 등을 최소
화하기 위한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안전기준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 내의 안전기준을 
검색하여 추출하는 기술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시간 및 인력 등의 한계를 고려하여 
몇 가지 특정사례를 기반으로 안전기준 자동검색 지원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연구에
서 분류된 안전기준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이 가진 특성을 분석하고 2018년
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추출한 안전기준을 포함하는 법령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법령을 정제하고 형
태소 분석을 실시하여 안전기준 시소러스를 구축한 후 색인 작업을 거쳐 안전기준 검색도구를 개발하였다. 
향후 안전기준을 찾는데 자동검색도구가 일상적으로 적용된다면 방대하고 복잡한 안전기준의 중복 또는 상충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안전기준∣안전규제∣안전관리∣자동검색∣시스템∣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society, the scale of the statute is not only increasing, but also the content 
is getting complicated. The scale of safety standards existing in the law is also increasing and 
specialized, making it difficult to integrate and manage to minimize conflicts or overlaps among safety 
standard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a technology that searches for and 
extracts safety standards in laws and regulations must first be secured.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ime and manpower, a tool for automatic detection of safety standards is developed based 
on several specific cases. The safety standards classified in the previous studies and the safety 
standard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were analyzed, and also statute information 
which includes safety standards extracted b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in 2018 was 
collected. After the collected laws were refined and morphological analysis was performed, a safety 
standard thesaurus was constructed and indexed to develop a safety standard search tool. When 
automatic search tools are routinely applied to find safety standard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se tools will help to solve overlapping or conflicting problems of complex safe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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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현재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졌다. 하지만 기술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
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다. 예를 
들면, 2015년 독일 카셀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서 로
봇에 잡힌 후 강판에 충돌한 작업자가 사망하였고, 
2016년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오작동으로 운
전자가 사망하였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신종사고가 이
미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응하거나 관련된 안전기준은 
현재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기존에 존
재했던 안전기준이 새로운 기술분야와 산업분야에서 
상충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전기준에서의 문제점(미비/
상충/누락 등) 발생으로 국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령 내에 존재하는 안전기준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
라 새롭게 생산되거나, 기존에 있던 내용이 끊임없이 
수정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체법령을 대상으로 안
전기준을 추출․분석하고 관리하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직접 법령조문을 독해하
여 안전기준을 분류하고 추출하여 분석하는 일은 비효
율적일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기준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안전기준 통합관리 시스
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정 사례에 한정하여 안전기
준 자동검색 지원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안전기준 정의 및 관리현황

안전기준은 사전적으로는 어떤 유해한 환경 조건이 
어느 한계를 넘어야만 안전할 때에 그 한계가 되는 값
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 3조4의 2에서는 안전기준을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를 총 8가지(① 건축시설/② 생활 및 여가/③ 환경 
및 에너지/④ 교통 및 교통시설/⑤ 산업 및 공사장/⑥ 
사이버안전분야를 제외한 정보통신/⑦ 보건·식품/⑧ 그 
밖의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분야‘는 
안전기준심의회에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
한 사항과 관련된 안전기준분야를 말한다. 안전기준심
의회는 안전기준의 주요안건을 검토하고 지원하기 위
한 회의체로서 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
령 제15호)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다[1]. 세부적
으로는 각 부처의 다양한 안전기준을 일괄 조사하여 심
의, 등록함으로써 안전기준 상호간 중복, 상충되는 사항
을 조정하고, 미비한 안전기준은 발굴하여 개선해나가
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 여기서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에 관한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4
조의 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에 명기되어 있으
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
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
을 요청해야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등록요청 받은 안
전기준을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
기관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3], 
[그림 1]. 안전기준심의회는 2015년 11월 4일 제1회를 
시작으로 2019년 9월 기준으로 총 9회까지 개최되었
고, 안전기준심의회를 통해 현재까지 1,328개의 안전
기준이 심의·등록되었다[표 1].

그림 1. 안전기준심의회 운영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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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날짜 내용
1회 ‘15.11.04. - 안전기준심의회 운영방안 보고 및 논의

2회 ‘16.12.06. - 안전기준 등록·심의 추진계획 보고

3회 ‘17.08.29. - 국토부 소관 안전기준 200개 심의·의결

4회 ‘17.12.15. -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243개 심의·의결

5회 ‘18.05.04. - 국토부 등 9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80개 심의·의결

6회 ‘18.06.08.

- 크레인 안전기준 개선방안 심의
①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 검사규정 신설
②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대상 부품 기준 명확화
③ 부처간 상이한 타워크레인 고정부품 기준 통일
④ 타워크레인 지지점 개수 통일

7회 ‘18.08.09. - 국토부 등 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157개 심의·의결

8회 ‘19.04.24.

- 교육부 등 16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430개 심의·의결
- 생활 속 불합리한 안전기준 사례별 개선대책 심의
① 피난 유도등 화재안전기준 개선 방안 
②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기준 강화 
③ 휴대용 부탄캔 사고감축 대책 
④ 체육시설 조명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9회 ‘19.09.18.

- 218개 안전기준 심의 및 의결
- 분아별 안전기준 개선방안 심의
①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
②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③ 신산업 연구개발 관리체계 개선
④ 수입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등 발췌 및 수정

표 1.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현황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안전기준의 규모는 방대하고 
점차 전문화·복잡화되고 있지만 안전기준심의회를 통
해서는 안전기준 중 일부인 1,328개의 안전기준만이 
논의되었다. 이에 전체 안전기준에 대해서 추출하고 분
류하고, 더 나아가 통합관리 하고자 DB구축, 시스템 설
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4].

2. 안전기준 추출 및 분석 사례
안전기준을 추출하고 분류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에 

일부 진행되었는데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는 우선적
으로 안전기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안전기준의 코
드화와 DB구축을 제안하였다[4]. 세부적으로는 안전기
준을 크게 기술적 기준, 관리적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대상이 되는 법령, 조문별로 사람, 물질, 환경, 시설과의 
관계성을 분류하여 설정하고 코드화하였다. 이처럼 안
전기준을 코드화하여 관리하는 방법은 건설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건설기준에 대해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건설기준센터(DB)를 구축하여 제·
개정 이력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법령 내의 안전기준을 추출하고 분석한 대표적 사례

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5]를 들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특정 안전사고 및 이슈(크레인사고, 살충제 
계란파동, 낚시배 사고)를 선정하여 관련된 법령을 연
구진이 직접 읽고, 안전기준을 추출·분석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법령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기 때문에 향후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 활용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람이 직접 수동
으로 독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모든 법령
에 확장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빅데이터 처리 기술들을 안전기준 추출, 분
석에 접목하는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단순 설계에 
그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안전기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사례를 선정하여 실제 안전기준 자동검색을 위한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3. 안전기준 추출 관련 기술
안전기준을 추출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

어처리 기술, 법령문서 이해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인 자
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간 언어의 이해, 생성, 분석을 다루는 인공
지능기술을 의미한다[6]. 특히, 자연어 처리 기술은 우
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글, 네이버 검색 등의 검색서비
스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대화 인터페이
스, 기계 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7]. 본 연구에서 자연어 처리기술은 법령 내 존재하는 
안전기준을 추출, 분류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활용되
었다. 또한 법령내의 안전기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
령문서를 정제, 이해하는 기술도 별도로 필요하다. 법령
문서의 경우, 맞춤법은 비교적 정확하나 소관부처별, 분
야별 법령 간 통일되지 못한 띄어쓰기, 순화용어, 외래
어, 의미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령문서를 정제하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안전기준 자동검색 지원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안전기준 시소러스, 안전기준 온톨로지 개발도 필
요하다. 시소러스(Thesaurus)에 대한 정의는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지만 대표적으로는 로제(P.M. 
Roget)가 Thesaurus of English Wor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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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ases란 책에서 지식의 창고(보고)라고 정의하면서 
널리 소개되었다. 또한 기계에 의한 정보검색을 위하여 
문헌 중의 언어와 디스크립터로 사용한 언어와의 관계
로 구성된 언어를 편집한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8]. 
시소러스는 정보검색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
식베이스로서 색인 작업시에는 적절한 색인 표본의 선
택과 색인어의 통제를 위해 필요하며, 검색 시에는 적
절한 질의어의 선택을 위해 필요하다[9]. 일반적인 시소
러스 구축과정은 크게 6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는 
주제영역을 설정, 두 번째로는 시소러스의 특정성 수준
(색인어가 주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조
합수준 결정(복합개념을 표현하는 복합 용어를 시소러
스에 어느 정도 포함시키는지에 대한 것), 세 번째로는 
시소러스의 형태 결정, 네 번째로는 용어의 수집, 다섯 
번째로는 용어의 표준화, 여섯 번째로는 용어의 상호관
계 결정이다. 

온톨로지(Ontology)는 언어로 표현된 개념간 연관 
관계 지식이 드러나는 망을 의미한다[10]. 일반적으로 
온톨로지는 클래스에 대한 일련의 개별사례를 구성하
며, 클래스는 대부분 온톨로지의 핵심요소로서 대상분
야의 개념을 기술한다. 예를 들면 ‘안전기준’ 클래스는 
모든 안전기준을 대표하며, 특정 안전기준은 이 클래스
의 사례에 해당한다. 

온톨로지 구축과정은 크게 7단계로 구성된다. 가장먼
저 대상분야와 범위를 결정하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온톨로지의 재활용을 검토, 온톨로지의 주요 용어를 선
정 및 열거, 클래스와 클래스 계층의 정의, 클래스의 속
성 정의, 슬롯(각 개념의 속성)의 패싯(facet) 정의, 개
별 사례를 생성하는 순으로 구축된다[9]. 1단계에서는 
온톨로지가 다루는 대상분야와 용도를 명확히 하고 어
떤 유형의 정보질의에 대한 응답을 제공할지, 온톨로지 
이용과 관리자는 누가 되는지에 대해 결정하는 단계이
다. 2단계에서는 기존 온톨로지의 재활용을 고려하는 
단계로 타분야에 기구축된 온톨로지를 조사하고 확장
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3단계에서는 
온톨로지의 주요용어를 분류하고 용어들이 가지고 있
는 속성을 파악한다. 4단계에서는 클래스와 클래스 계
층을 정의하는 방식을 선정한다. 클래스와 클래스계층
을 정의하는 방식에는 하향식, 상향식, 조합식이 있고, 

온톨로지 개발자의 선호도, 구축 대상분야에 따라 방식
이 정해질 수 있으며, 특정 방식이 우수하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5단계에서는 클래스의 속성(슬롯)을 정의한
다. 클래스만으로는 대상분야 및 범위 결정에 있어 적
합성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슬롯의 패싯(facet)을 정
의한다. 슬롯은 값의 유형, 값의 범위, 값의 개수 등 해
당 슬롯이 가질 수 있는 다른 특성을 기술하는 여러 패
싯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품의 무게 슬롯은 숫
자 유형의 값을 갖는 슬롯이다. 

이처럼 안전기준을 자동으로 검색하기 위한 지원도
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
용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언어의 특성과 활용에 관
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안전기준 검색 기술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만, 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시간, 인력, 비용 
등의 물리적 한계가 있으므로, 특정 사고사례를 중심으
로 안전기준 검색시스템을 시범구축 하고자 하였다. 특
정 사고사례는 2018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사람
이 직접 관련 법령을 읽고 안전기준을 분류한 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그림 2]. 첫 번
째는 기존에 타 연구에서 분류된 안전기준과 행정안전
부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을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한다. 
두 번째는 2018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추출한 
안전기준과 관련된 법령데이터를 수집하고, 세 번째는 
수집된 법령데이터를 정제하고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
다. 마지막으로 이미 기존에 개발된 추출모형을 일부 
활용하고, 안전기준 시소러스를 기반으로 자동검색 지
원도구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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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안전기준 특성분석

▼

연구대상 사고사례 관련 
법령 데이터 수집

▼

문서 정제 및 형태소 분석

▼

추출모형 활용, 시소러스 구축 기반 안전기준 
자동검색 지원도구 개발

그림 2. 연구순서

Ⅳ. 연구결과

1. 기존 안전기준 특성분석
법령내 안전기준의 특성은 일부 선행연구에서 언급

된바 있다. 임수정과 박덕근(2019)의 연구[11]에서는 
안전기준의 표현형태, 수록위치와 같은 구조적 속성과 
강제적인 표현, 단위 및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등의 언어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행연
구에서는 언어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어 
본 절에서는 안전기준의 특성을 계량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행정안전부에 기존 등록되어 있는 안전기준
을 포함하고 있는 445개의 법령(27,065개 조문)을 대
상으로 안전기준을 포함한 조문 1,108개와 일반조문 
25,957개의 길이분포, 주요키워드 출현빈도를 계량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조문과 안전기준을 포함한 조문의 길이를 

비교한 결과, 일반조문의 평균길이 417.53자이고, 안전
기준을 포함한 조문의 평균길이는 527.64자로 안전기
준을 포함한 조문이 일반조문에 비하여 길다[표 2]. 하
지만 조문의 길이가 매우 짧거나 긴 특정 조문이 평균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산술평균만을 
가지고 일반조문과 안전기준을 포함한 조문의 길이를 
비교하여 안전기준의 모든 특성을 분석할 수는 없다. 

구분 일반조문 안전기준 조문
최대 길이 10,552 4,170

최소 길이 2 16

평균 길이 417.53 527.64

중간값 295 361

표 2. 일반조문과 안전기준 조문의 길이비교

일반조문과 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의 길이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히스토그램을 통해 그 분포를 표
현하였다[그림 3]. 일반조문과 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있
는 조문의 길이 분포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안전기준
을 포함한 조문은 약 4,000자 이내로 분포하고 있으며, 
일반조문의 경우는 4,000자를 초과하는 조문도 많을뿐
더러 최대 10,000자를 초과하는 조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토그램 상으로는 안전기준을 포함한 조
문의 길이가 일반조문보다 짧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안전기준을 포함한 조문과 
일반조문을 분류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림 3. 일반조문과 안전기준을 포함한 조문의 길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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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을 포함한 조문과 일반조문에서 나타나는 
주요 키워드 파악을 위해 ‘WordRank’를 이용하였다. 
WordRank는 부분문자열로 구성된 그래프를 만든 후, 
그래프 순위화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한다. 주요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여 키워
드 중요도에 따라 20위까지 정리하고,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하였다[표 3][그림 4]. 

순위
일반조문 안전기준을 포함한 조문

키워드 점수 키워드 점수
1 따른 1441.51 따른 138.72

2 또는 845.97 또는 102.89

3 따라 768.49 따라 86.74

4 한다 463.04 한다 79.64

5 경우 360.22 정하는 61.78

6 정하는 277.86 경우 52.46

7 이하 265.39 20 38.06

8 20 264.76 이하 32.49

9 제1 232.79 해당 29.59

10 해당 229.23 개정 28.68

11 관한 222.93 설치 25.58

12 개정 211.72 제1 23.47

13 별지 183.77 있는 22.53

14 제2 153.52 위하여 21.61

15 다음 149.79 다음 19.84

16 위하여 144.03 필요한 19.12

17 필요한 135.42 이상 18.76

18 대한 129.50 다만 17.33

19 받은 128.89 관한 17.19

20 사항 117.25 하는 15.82

표 3. 일반조문과 안전기준을 포함한 조문의 키워드 출현빈도

분석결과, 안전기준을 포함한 조문과 일반조문의 뚜
렷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
편적으로 키워드 출현을 고려하여 안전기준을 분류하
고 추출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으며, 안전기준의 분
류를 위해서는 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조문과 일반
조문을 구분하게 하는 추가적인 특징을 찾고, 이를 활
용한 기계학습 기반의 문서분류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
다. 

2. 연구대상 사고사례 관련 법령 수집
본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3가지(살충제 계란 파동, 크

레인 사고, 낚싯배 사고) 사례에 관한 법령 문서를 국립
재난안전연구원(2018)의 연구[5]를 참고하여 국가법령
정보센터를 통해 수집하였다. 살충제 계란파동 관련 법
령문서는 1,157개, 크레인사고 관련 법령 문서는 
1,105개, 낚싯배 사고 관련 법령 문서는 799개로 총 
3,016개의 법령 문서를 수집하였다. 

3. 법령 문서정제 및 형태소 분석 
본 절에서는 안전기준 자동검색 지원도구를 위한 기

초작업으로 법령 문서를 정제하고, 형태소 분석을 실시
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맞춤법/문법 검사기, 형태소 분
석기, 구문 분석기 등 자연어 처리도구를 활용하고, 필
요시 별도로 수작업도 병행하였다.

가장 먼저, 수집된 법령문서는 한글문서(.hwp)로 작
성된 파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안
전기준 자동검색 지원도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텍스
트문서(.txt)로 변환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한글
과컴퓨터의 기술지원을 통해 텍스트문서(.txt)로 일괄 
변환하였다[그림 5].

또한 안전기준 검색 시스템에서는 검색결과를 법령
을 문서단위로 반환할 뿐만 아니라 법령 문서의 조/호/
항 단위로 반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 법령 
문서를 조/호/항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 메타 테그
(meta tag)를 법령 문서에 부착하였다[그림 6].

수집된 법령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형태
소 분석단계에서는 중의성이 있는 단어(어절)에 대해 
그 어절내의 형태소 분리 위치와 그 형태소들의 품사
(범주)에 따라 가능한 모든 분석 후보를 생성한다[그림 
7].

법령 문서의 정제를 위해 기존의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활용하여 수집한 법령 문서에 대해서 검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수작업을 통해 검토하였다.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는 한국어 문서에 잘못 쓰인 단어나 
표현을 찾아서 대치어와 도움말 등 교정정보를 제공하
는 시스템이다[그림 8]. 검토결과에 따라 미등록어를 형
태소 분석 사전에 추가하고, 맞춤법, 문법 교정 규칙을 
수정하였다. 맞춤법, 문법 검사오류의 유형으로는 철자
오류(띄어쓰기, 오타, 외래어 표기법 위반), 의미 문체 
오류(문맥의존 철자오류, 문장부호 오류 등)가 있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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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조문

(b) 안전기준을 포함한 조문

그림 4. 안전기준과 일반조문에 나타나는 중요 키워드의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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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 전) hwp 파일 (변환 후) txt 파일
그림 5. 파일변환 예시 

그림 6. 메타 테그 부착 예시

그림 7. 형태소 분석(예: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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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적용예시)

규칙수정 전
⇓

규칙수정 후
그림 9. 한국어 품사 태거의 실행결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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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법령 문서의 경우는 띄어쓰기 오류로 판단된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소 분석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사 중의성과 어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품사 태깅을 수행하였다. 기본
적으로 기존에 개발된 한국어 품사 태거(Part of 
speech tagger)를 활용하였고, 고도화를 위해 수집한 
법령 문서에 대하여 자동검사를 수행한 다음 수작업 검
수를 진행하였다. 일부 품사 태깅 오류 중 고유명사나 
전문용어의 미등록 오류는 앞서 실시된 맞춤법 및 문법
검사기의 고도화 과정에서 형태 분석 사전의 보완으로 
해결하였고, 나머지 품사 태깅 오류는 관련 규칙을 수
정하거나 통제정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그림 9]. 품사태거는 향후 법령 문서 검색을 위한 색인
어 추출에 활용될 수 있다.

4. 자동검색 지원도구 개발
4.1 안전기준 추출모형 차용 및 활용
본 연구에서 안전기준을 분류하기 위해 기계독해 기

반으로 안전기준 추출모형을 개발한 김민호 등(2020)
의 연구[11]를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기반 전이학습을 이용하여 안전
기준 분류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듈을 활용하여 1단
계로 전체 법령 문서 중에서 질문과 연관성이 큰 법령
문서 100개를 검색하고, 2단계에서는 질문과 연관성이 
큰 조문들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민호 등
(2020)의 연구[12]에서 구축한 안전기준 검색과 분석 
모듈을 활용하여 안전기준 검색 지원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세부적으로는 안전기준 자동검색 지원도구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법령을 보여줌과 
동시에 조문단위로 표시하며 안전기준 여부를 함께 표
시되게 하는 부분에 활용되었다. 

4.2 안전기준 시소러스 구축
안전기준 검색분석 시스템에서 특정 분야, 대상물과 

관련된 법령 내 안전기준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안전기준 시소러스를 구축해야 한다. 시소러스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을 구성 성분으로 
분해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구조를 결정짓

는 구문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법령에서는 동일한 
대상물에 대해서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에 같은 뜻을 가지는 동의어 집합(synonym set, 이하 
신셋) 간의 관계들로 이루어진 어휘의미망도 필요하다.

가장 먼저, 문장을 구성 성분으로 분해하고 이들 사
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구조 결정을 위해 본 연구진이 
기존에 개발한 구문분석기 ‘KLParser’을 활용하여 구
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문분석기는 문장 성분간 의존
관계 생성 규칙, 통사적 제약 규칙 및 선택제약 규칙을 
통해 의존관계 중의성을 해소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
으로 구문분석은 전처리, 형태적 중의성 제거, 통사적 
중의성제거, 구문분석 트리 후보의 순위화의 순서로 진
행된다[그림 10].

법령내에 존재하는 안전기준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어휘의미망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승강기, 
리프트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
고 있지만, 법령에서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앞서 법령 문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미등록어를 기존에 
개발·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어휘의미망인 한국어 워드
넷(Korean WordNet) KorLex 1.5에 추가하여 안전
기준 어휘의미망을 구축하였다. 한국어 워드넷 
KorLex 1.5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분류사로 구
성되며, 약 13만개의 신셋과 약 15만개의 어의를 포함
하고 있다[그림 11].

4.3 색인 작업 및 안전기준 검색기 개발 
법령 문서의 색인 작업을 위해 원본 문서를 아래와 

같이 색인기의 입력 파일 형식인 ptxt로 변환하였다[그
림 12]. 우선 JavaScript, JQuery, CSS, HTML5를 이
용하여 웹 사이트의 UI를 개발하고, 검색 시스템 등과
의 연동작업을 통해 안전기준 검색을 위한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그림 13]은 안전기준 검색 시스템을 통해 법
령 내 일부 안전기준을 검색한 결과이다. 

안전기준 자동검색 지원도구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학습데이터와 평가데이터가 같은 도메인일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의 성능 차이가 다소 있었다. 평가데이
터를 8:2로 나눠 80%로 학습을 하고 20%로 평가를 하
였을 때, 53%의 정확도와 84%의 재현율을 보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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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구문분석 전체 과정

그림 11. 한국어 워드넷(출처: http://corpus.pusan.ac.kr)

그림 12. ptxt의 tag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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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작화면 

(b) 검색결과

(c) 법령문서 표시

그림 13. 지능형 안전기준 관리도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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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학습데이터를 학습하고 평가데이터 전체로 평가
를 하였을 때는 46%의 정확도와 63%의 재현율을 보였
다[표 4]. 이를 통해 학습데이터가 안전기준 추출 모형
을 일반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추후 학습데이터가 늘어난다면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측정방법 검증방법
달성치

정확도 재현율
학습데이터와 평가데이터를 

같은 도메인인 경우의
정확도/재현율

평가데이터 53% 84%

학습데이터와 평가데이터가
다른 도메인인 경우의 

정확도/재현율
평가데이터 46% 63%

표 4. 안전기준 자동검색 지원도구의 성능

Ⅴ. 결론 및 고찰

현재 법령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분야도 세분
화되어 가고 있어 법령에 포함된 안전기준의 내용도 더
욱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법령 내 안전기준을 추출
하고 관리하는 일은 대규모 예산과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법령은 끊임없이 제·개정을 반복하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법령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추출하고 분석하기보다는 법령의 
제·개정에 맞춰 실시간으로 추출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직접 법령을 읽고 안전기준을 추
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기준을 효율적,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추출하기 위
한 안전기준 자동검색 지원도구를 시범적으로 구축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안전기준 검색을 위한 문서정제 
기술, 형태분석 기술, 구문분석 기술 등을 확보하였다. 
각각의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은 큰 비용이 소모되므
로 기존에 개발되어진 기술을 기반으로 법령문서에 적
용하도록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별도의 안전기준 어휘의미망 구축으로 동일 대상에 대
해서 다르게 표현한 경우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
정 대상물과 관련된 모든 안전기준을 추출할 수 있다. 
기존의 특정분야에서 법령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으로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이 구축
된 사례가 있지만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처럼 법령본
문에 특정 용어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단순검색 기능만
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정보를 다루는 
시스템들은 법령 내에서 동일 대상을 서로 다르게 표현
한 경우는 단순검색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
다. 예를 들면 ‘바나나’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바나나’가 
포함된 문장만 추출이 가능하고 ‘바나나’를 포함하고 있
는 ‘과일’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은 검색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기준 어휘의
미망을 별도로 구축하여 동일대상에 대해서도 다르게 
표현한 경우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대상물과 
관련된 모든 안전기준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
째, 법제도 연구관점에서 특정 사례에 국한된 단편적인 
연구가 아니라 향후 타 분야 및 사례에 적용하여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법제도측면에서의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현안 및 
분야에 국한되어 일회성에 그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13-15].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시범적으로 구축한 안전
기준 자동검색 지원도구는 대상범위를 모든 법령, 행정
규칙으로 확장하여 적용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안전기준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비
용의 절감이 가능하며 향후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한 안
전기준의 중복, 상충, 미비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분석시스템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특히, 안전기준
으로 인한 사고방지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연구대상을 특정 사고사례 관련 법령으로 대상을 제한
하여 우선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모든 법
령 뿐만 아니라 하위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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