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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군사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존 영상융합체계는 영상에서 미확인 개체를 식별하는 Activity-Based 

Intelligence(ABI) 기술과 객체들에 대한 지식정보를 관리하는 Structured Observation Management(SOM) 

기술을 연동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맥락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주변 

맥락 정보를 분석하는 딥러닝 모델 적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모델 기반 영상 판독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설계하였다. pyhw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영상 정보 판독 

데이터를 파싱 및 전처리를 진행하여 데이터 구축을 진행하였다. 

 

1. 서론 

군사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존 영상융합체계는 영상

에서 미확인 개체를 식별하는 Activity-Based 

Intelligence(ABI) 기술과 객체들에 대한 지식정보를 관

리하는 Structured Observation Management(SOM) 기술을 

연동하여 영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

다. 이러한 기존 기술은 영상에서 개체의 형태, 종류 

등의 정적인 정보를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체들 

간의 관계 및 개체가 앞으로 할 행위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개체들 간의 관계 및 개체의 미

래를 추론하기 위해 주변 맥락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변 맥락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의 딥러닝 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 본 논

문에서는 딥러닝 모델 구축을 위해 영상 정보 판독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처리하여 딥러닝 모델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구축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2. 데이터 전처리 

2.1 영상 정보 판독 업무 및 문제점 

기존 영상정보 판독 업무 및 문제점의 경우 영상정

보 판독관의 작성한 내용이 구조화된 형태로 관리되

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영상융합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구조화된 형태로 

전처리할 필요가 있다. 

 

2.2 hwp to txt 

영상 판독 설계 보고서의 경우 한글파일(.hwp)로 작

성되어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쉽게 구조화하기 위해

서는 한글 파일을 txt 파일 등으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yhw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2.2.1 pyhwp 

pyhwp 란 HWP 문서 버전 5 파일의 내부 스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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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분리할 수 있고, 이를 Open Document format(.odt)

나 일반 텍스트 문서로 변환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

이브러리이다. 그러나 pyhwp 라이브러리는 텍스트 데

이터만을 파싱 하기 때문에 글 상자, 표 형식 등의 

데이터는 가져오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따라

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브러리의 변환 규

칙에 대한 명세(xsl)를 수정하여 해결하였다. 

그림 1 은 hwp 파일을 txt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pyhwp 를 활용한 hwp-to-txt 과정 

 

2.2.2 hwp to txt 데이터 클리닝 

한글 파일을 txt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 중 파일 깨

짐 등의 현상으로 열리지 않는 파일, 암호설정으로 

인한 접근 제한, 메인 데이터가 없는 경우 등의 결측

치 및 이상치가 존재하는 파일은 파싱을 진행하지 않

고, 삭제하였다. 

 

2.3 데이터 클리닝 

영상 판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정한 포맷이 존

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판독관이 영상 판

독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판독관마다 문서 작

성 방식이 다르고 오타와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이

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 선행과정으로 데이터의 

특수 문자들을 제거하는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진행

하였다. 

2.3.1 불일치 해결 

임무현황[그림 2]의 수집자산과 수집자산 세부 식별

내용[그림 3]의 수집자산이 서로 매칭된다는 것을 확

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수집 자산 세부 식별 내용

의 데이터에 임무현황의 촬영지역, 촬영시간을 추가

하였다. 

몇몇 보고서에서 임무현황에 수집자산이 존재하지

만 세부 식별내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복되

는 입수자산이 있는 경우, 순서가 바뀐 경우의 불일

치가 존재하였다. 앞의 두 가지 경우는 임무현황의 

데이터를 제거하였고, 마지막의 경우는 입수자산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매칭시켰다. 

2.3.2 결측치 대체 

세부 식별 내용에서 순서는 지상군, 해군, 공군, 전

략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식별사항이 없는 데이터는 

삭제하였다. 

 

2.4 데이터 분할 

세부 식별 내용중 식별사항, 시설변화 및 장비활동 

미 식별 표적, 구름 차폐로 식별 불가 표적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식별사항, 미 식별 표적, 그 외 

식별 불가 표적으로 나누어 저장하였다. 

 

아래의 그림 2, 그림 3 의 경우 본 연구에서 분석하

는 영상 판독 보고서의 포맷 형태이다. 

 

 

(그림 2) 임무현황 

 

(그림 3) 수집 자산 세부 식별 내용 

 

3. 파싱 결과 

파일 이름에서 날짜, 임무현황에서 수집자산별로 촬

영 시간, 촬영지역, 수집자산 세부 식별내용에서 자세

한 좌표와 핵심이 되는 데이터를 매칭시켜 결과물을 

tsv 파일로 변환하였다. tsv 를 사용한 이유는 촬영지역, 

시간, 데이터 등에서 데이터가 여러 개일 경우 csv 의 

구분 단위인 쉼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 4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공데이터를 

파싱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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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sv 결과 파일 

4. 형태소 분석 

본 연구에서 tsv 파일로 전처리한 데이터를 이용하

여 RNN 모델 및 온톨로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각 문장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 의

미적 형태를 띄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 텍스트는 

교착어로서 구문적 복잡성을 내재하고 있고, 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영어 자연어처리 모델을 그대로 적

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를 분석

하여 각 어휘에서 의미적 부분이 아닌 것들을 제거한 

후 명사와 동사를 분류하였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하기위해 꼬꼬마 형태소 분석기 라이브러리[1]를 사용

하였다.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될 경우 그림 5 처럼 일

반명사 NNG, 동사 VV 로 분류가 된다. 

 
(그림 5) 형태소 분석 예시 

 

5. 향후 계획 

RNN 모델 구축 및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데이터

를 수집하기 위해 hwp 문서를 pyhw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tsv 형태로 파싱하였다. 이후, 형태소 분석기

를 이용하여 단어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계획으로

는 온톨로지 구축을 진행하고, RNN 모델을 적용한  

Sequence-To-Sequence[2] 모델과 Attention[3] 기법을 이

용하여 추천 문장 생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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