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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용어의 비통일성과 문서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분야 전문가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on-Talky를 제안한다. Con-Talky는 자연언어처리의 대표적인 기술인 형태소분석, 의존구문분석, 의미역 결정 기술

을 융합하여 건설분야의 ”설계기준문서”를 시각화하고 핵심 정보추출을 자동으로 해주는 플랫폼이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여 토목분야 전문가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용어의 비통일성 및 표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은 국내 건설 및 토목분야에 최초로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적용한 논문이다. 해당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건설분야에 특화된 단일 말뭉치와 트리플 데이터를 자체 제작함과 동시에 전면 공개하였다.

주제어: 건설, 토목, 설계문서, 전문용어사전, 의존분석, 의미역결정

1. 서론

도메인에 특화된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은 비즈

니스및연구적측면에서매우필요하며중요한연구이다.이를

위해서도메인에특화되면서도특정태스크에적합한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메인 특화된

자연언어처리 모델을 만들어야한다.

현재건설및토목분야의문서는종류가매우다양하고건설

분야의전문용어가어려워해당분야의전문가들끼리도소통의

한계가 존재한다. 즉 건축, 토목분야와 같은 건설 프로젝트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진행된다. 이처럼 기관 간에

효율적인 정보 공유가 중요하나 건설 분야에서의 정보는 보

고서, 지침, 도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모든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형화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해 최근 해외에서는 규칙을 기반으로 정합성을 검토[1]

하거나, 문장 내의 엔티티를 인식[2]하는 등 자연어처리 기술

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분야에서의

자연어처리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연구를 위해

공개된 한국어 건설 분야 데이터셋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

처럼 건설 분야의 다양한 문서를 정형화하는 것이 요구되나,

이를 위한 자동화된 툴 또는 자연언어처리 연구는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 이는 건설분야에 특화된 자연언어처리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한국어 건설분

야에 특화된 단일 말뭉치와 트리플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이

를 기반으로 건설분야에 특화된 형태소분석, 의존분석, 의미역

0∗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결정을 결합한 Con-Talky플랫폼을 개발하였다.

Con-Talky란 건설 분야 전문가들끼리의 의사소통을 목적으

로 개발한 플랫폼이다. 해당 툴을 바탕으로 토목분야 전문가들

끼리의 의사소통 부재 및 용어의 비통일성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있다.또한용어가어렵고문장구조가복잡하여일반인에게

난해하게 느껴지는 건설기준 문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설계기준문서를 자동으로 분석 및 시각화 해주는 툴이다.

Con-Talky를개발하기위하여건설기준서문장으로원천데

이터셋을 자체 구축하였으며 전문용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건설및토목분야문서의특성을고려한전문용어사전을구축

하였다1.이후구축한데이터셋을바탕으로건설분야에특화된

형태소 분석, 의존 분석, 의미역 결정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

로 정보의 시각화와 정보추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즉 비정형화

문서에 대하여 정형화 데이터로 변환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2. 관련 연구

현재자연어처리에서는비정형문서를정형화하는연구가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서로부터 정보를 추출하

여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정보 추출[3], 문장 내 주체(subject),

객체(object), 관계(relation)을 파악하여 정형화하는 관계 추

출[4, 5] 등의 연구가 존재한다. 웹상에 지속적으로 비정형화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있고, 딥러닝 성능 향상에 핵심 요인 중

하나가 고품질의 데이터임을 고려하면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화 시키는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1https://github.com/midannii/ConTal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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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축된 데이터의 각 문장의 토큰 개수의 히스토그램

최근 이러한 데이터 정형화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도메인 특화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의학[6], 음악[7], 과학[8]뿐야에

서 정보 추출 및 지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생물

학[9, 9], 체육[10], 의학[11]과 같은 다양한 도메인에서 이러한

방법을 접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건설 및 토목 분

야의 적용된 연구는 1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3. Con-Talky란?

3.1 Con-Talky를 위한 건설분야 원천 데이터 구축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현재 건설분야의 자연어처리를 위해

공개된 문장 및 용어사전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건축물의 통일된 건설 기준을 제공하는 국가건설기준

웹페이지2에서 제공하는 구조 설계기준 문서 중 콘크리트 설

계기준 문서(KDS 14 20) 20개와 강구조설계 (KDS 14 30 00,

KDS 14 31 00) 12개를 사용한다. hwp 형식의 파일을 txt로

변환한후표,수식,그림을모두삭제한다.이과정에서수식이

명사로쓰인경우에는주어와목적어등이사라져, “와 는 다음

식 (3.1-19)에서 식 (3.1-22)까지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와

같이 문장의 정보 손실이 일어난다. 이러한 문장은 모두 삭제

하여 온전한 문장만 남기도록 한다. 사용한 데이터의 종류와

생성된 문장의 개수는 표 5과 같다. 중복을 제거한 총 문장의

개수는 5023개이다. 각 문장이 (subject, object, predicate)의

트리플 존재 유무와, 존재할 경우의 트리플을 문장과 함께 데

이터로 정리한다. 구축된 문장의 token의 개수 및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전문용어 사전 구축 건설분야의 문서에는 해당 도메인의 특

성을 반영하는 전문용어와 건설 문서의 코드 이름, 단위 등이

2https://www.kcsc.re.kr/Search/ListCodes/101014

다량 존재한다. 이는 형태소 분석, 의존분석, 의미역 결정 등의

대부분의 자연어 처리에서 미등록어로 처리되어 글의 분석에

어려움을준다.이를해결하기위해본논문에서는전문용어사

전을 구축하여 모델에 적용함으로서 건설분야의 문서를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한다.

전문용어 사전을 구축하기 위해 첫번째로 기존에 존재하는

콘크리트학회 전문용어사전과 KCSC 국가건설기준용어집의

용어를 크롤링한다. 중복을 제거하면 수집된 용어는 총 5225

개 이다. 건설 분야에 존재하는 문서 코드와 단어들은 한글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을 전문용어에 추가하기

위해 두번째로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연속으로 나타나는 영어,

숫자와 숫자, 영어의 단어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전문용어 사

전의 단어는 총 5247개 이다.

3.2 Con-Talky의 구성 모듈

3.2.1 형태소 분석기

형태소는 한국어에서 어휘적, 문법적 의미를 갖는 말의 최

소 단위를 의미하며 형태소 분석이란 단어, 어절, 문장과 같이

형태소보다 큰 언어 단위의 글을 형태소로 분절하는 과정이다.

형태소 분석은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로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론적 특성에 비추어 한국어를 이해하는 분석법이다.

현재 꼬꼬마3, komoran[12], mecab4, 한나눔5 등 다양한 형

태소분석기를오픈소스파이썬라이브러리로이용할수있다.

Con-Talky에서는 사용자가 형태소 사전에 미등록어를 추가

하여사용할수있는 mecab을사용한다.이러한특징을바탕으

로 본 논문은 건설 분야에 특화된 형태소분석기 제작을 위하여

mecab 사전을 확장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사전확장을 본

논문에서 구축한 전문 용어 사전 어휘들을 고유명사로 추가하

였다.

3.2.2 의존 구문 분석

의존구문분석(dependency parsing)이란구문분석의한갈

래로,문장내단어사이의의존관계를파악하는분석방법이다.

파이썬 라이브러리의 koalanlp6에서 꼬꼬마(KKMA), 한나눔

(HNN)의 api를 사용한 의존 구문 분석기를 제공하고 있다.

Con-Talky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의존 구문 분석을 진행한다.

이 때, 전문용어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도록 하여 건설기준

문서의 명확한 이해를 돕는다. 이를 통해 건설 분야 용어들을

보다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3http://kkma.snu.ac.kr/
4https://bitbucket.org/eunjeon/mecab-ko-dic/
5http://semanticweb.kaist.ac.kr/hannanum/
6https://github.com/koalanlp/koalan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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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의미역 결정

의미역 결정 (Semantic Role Labeling)은 문장 내의 서술어

와, 서술어의 원인, 대상, 시작점 등 논항간의 의미관계를 인식

및 분류하는 분석을 의미한다. 문장의 구조가 바뀌더라도 서술

어와의 의미 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의미역 결정은 어순이 자

유로운 한국어의 특성에 비추어 한국어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최근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의 발달에 따라 Support Vec-

tor Machine과 같은 머신러닝 모델과 BERT 및 RoBERTa

와 같은 언어모델을 사용한 의미역 결정 연구가 [13, 14] 이

루어졌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의미역 결정 모델은

pororo[15]와 BERT 기반의 의미역 결정 모델7이 있다. 의존

구문분석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건설 분야의 전

문용어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한 후 의미역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전문용어를 고려한 건설 분야 문장의 의미적 구조를 분석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같이 Con-Talky는데이터정형화의기반기술인형태소

분석, 의존 분석, 의미역 결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건설 기준문

서에 특화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3.2.4 Con-Talky 플랫폼 배포

Con-Talky는 건설, 토목 도메인의 문장을 입력받아, 문장에

포함된 전문용어의 종류를 제공한다. 형태소 분석 및 의존분석

을 통해 문장의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트리플렛을 제공한다.

또한 의존분석과 의미역 결정을 통해 분석한 문장의 구조를

시각화한다. 시각화 웹페이지에는 파이썬 오픈 소스 라이브러

리인 streamlit8와, streamlit의모듈인 streamlit-agraph9를사

용한다. 웹페이지10에서 그림 2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4. Con-Talky 검증

Con-Talky는 건설, 토목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를 효과적

으로다루기위해전문용어를고려한분석을한다.이를검증하

기 위해 형태소 분석, 의존 구문 분석, 의미역 결정의 전문용어

적용 유무를 비교하여 검증한다.

4.1 형태소 분석 검증

형태 분석 검증 결과 전문용어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결과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가장 큰 5가지의

형태소와 태깅 횟수 차이는 표 1와 같다.

NNP(고유명사)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데이터셋 내의 전문

용어를 모두 NNP로 태깅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건설기

준문서 내에 약 8천여개의 전문용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7https://github.com/machinereading/BERT_for_Korean_

SRL
8https://streamlit.io/
9https://github.com/ChrisChross/streamlit-agraph

10http://nlplab.iptime.org:32245/

표 1. 전문용어 적용 전(before)과 후(after)의 품사 태깅 결과

중 가장 전후 차이가 큰 5가지 형태소와 태깅 개수

tag NNP NNG SN SL VV

before(b) 1294 59852 9760 1500 3296

after(a) 9174 52522 8682 1125 3600

(b)-(a) -7880 7330 1078 375 -304

있다. 또한 NNG(일반명사)의 변화량이 두번째로 크다는 것을

통해 구축된 전문용어 중 일부는 일반명사로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SN(숫자), SL(영어)의 태깅 결과가 감소하

였으며,이는영어와숫자의조합으로이루어져있는건설분야

의코드및이름이모두전문용어로태깅되었기때문임을알수

있다. 이 외에도 전문용어 적용 전에 비해 VV(동사), XSN(접

미사), MM(관형사)의 태깅이 증가하였으며, 건설 전문용어가

해당 형태소로 잘못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KKMA api와 HNN api를사용한설계기준문서데이터의

의존 구문 분석 결과. (1)은 전문용어 적용 전, (2)는 전문용어

적용 후를 나타낸다.

API Accuracy F1-score Precision Recall

KKMA(1) 75.07 12.44 50.86 7.09

KKMA(2) 75.40 14.76 54.87 8.53

HNN(1) 77.48 59.87 53.96 67.25

HNN(2) 78.26 61.6 55.12 69.8

표 3. Triplet 존재 유무에 따른 데이터 개수

Triplet 유무 문장 개수

o 1255

x 3768

4.2 의존 구문 분석 검증

의존분석의결과는구축한데이터셋의트리플렛정보를바탕

으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전문용어 적용 유무에 따른 의존분석

결과는 표 2과 같다. KKMA api에서의 precision, HNN api에

서의 accuracy를 비롯해 모든 결과에서 동일한 api를 사용했을

때 전문용어 적용에 따라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형태소 분석 결과에서 고유명사로 인식하지 않던 단어들을 바

르게인식함으로서나타난결과이다.특이한점은두 api에서의

F1 score와 recall 점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인데, 이는 표 3에서

와 같이 구축된 데이터셋에서 트리플렛 존재 유무의 불균형이

크기때문이다.트리플렛을가지지못한문장이가진문장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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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n-Talky 웹 페이지 데모

표 4. 전문용어를 적용 후에 의미역 결정이 가능해진 문장

문장 서술어 의미역

압연거더에 설치되는

다이아프램이나

수직가새의 높이는

거더 높이의 1/2

이상으로 하고,

플레이트거더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높게 한다.

설치되는 압연거더에

이 추가적인 횡방향

철근에 대하여 피복

두께는 100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간격은 300m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하

철근에,

이하가,

한다

3배이다. 이는 건설기준 문서가 주어, 목적어보다는 ’에게’, ’에

서’와 같이 부사격 조사나 주사격 조사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4.3 의미역 결정 검증

의미역은 서술어와의 서술 관계 및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전문용어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

타나지는 않았다. 표 4과 같은 분석 예시에서, ’압연거더’, ’철

근’ 이라는 전문용어를 고유명사로 인식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초로 건설분야에 특화된 단일 말뭉치와 트

리플 데이터, 전문용어 사전을 구축하였으며, 건설 및 토목 분

야에자연언어처리기술을적용하였다.또한형태소분석,의존

구문 분석, 의미역 결정 기술을 융합한 플랫폼인 Con-Talky를

개발함으로서 용어 어려움과 문서의 다양한 종류에 의해 제

약을 받던 토목 분야 전문가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에 제약을

해소하고자하였다. Con-Talky는일반인에게복잡하고난해한

건설 도메인의 문장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시각화를 제공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구축한 데이터를 바탕으

로 건설 분야 문장의 개체명 인식, 건설 분야의 관계 추출과

같은 다양한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

물학분야의 BioNLP와같이건설도메인에특화된자연어처리

기술을 연구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통해 5000여

개의 문장으로 더 큰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으며, 큰 말뭉치를

사용한 딥러닝 기반의 연구로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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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용된 건설기준 문서의 종류와 개수

분류 코드 문서이름 문장(개) 코드 문서이름 문장(개)

KDS

14

20

0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

(강도설계법) 일반사항
1029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447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222 60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
411

20
콘크리트구조 휨 및

압축 설계기준
366 6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243

22
콘크리트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기준
513 6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213

24
콘크리트구조

스트럿-타이모델 기준
108 66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설계기준
159

26
콘크리트구조

피로 설계기준
30 70 합성콘크리트 설계기준 624

30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
168 72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초판 설계기준
138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282 74 콘크리트 벽체 설계기준 369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420 80 기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777

52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462 90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330

KDS

14

30

00

05
강구조설계일반사항

(허용응력설계법)
64 25

강구조 연결 설계기준

(허용응력설계법)
69

10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

(허용응력설계법)
598 50

강구조 사용성 설계

(허용응력설계법)
17

20
강구조 피로 및 파단

설계기준 (허용응력설계법)
28

KDS

14

31

00

05
강구조설계 일반사항

(하중저항계수설계법)
64 25

강구조 연결 설계기준

(하중저항계수설계법)
242

10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

(하중저항계수설계법)
908 50

강구조 물고임 및 내화

설계기준 (하중저항계수설계법)
37

15
강구조 골조의 안정성 설계 기준

(하중저항계수설계법)
93 60

강구조 내진 설계기준

(하중저항계수설계법)
555

20
강구조 피로 및 파단 설계기준

(하중저항계수설계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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