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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과 조직의 활동기록이 축적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 있어 사용자에게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은 ‘유용한’ 정보의 ‘효율적인’ 획득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
간 이슈 탐지 기술을 활용하여 국방 정보 서비스로의 접목, 디지털 융복합을 시도한다. 국방 분야와 관련된 웹 상에 
공개된 대량의 콘텐츠와 국방 보고서 및 DB를 연계하여 무기체계, 정책 및 훈련, 기관 및 조직 등에 대한 국방 이
슈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특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국방 이슈 탐지 및 그룹핑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국방’ 분야에 특화된 언어자원을 보강하고 이슈
성 지수 자질을 발굴함으로써 도메인 특화 이슈 탐지 방법의 차별화를 꾀한다. 더불어 실제 수집된 웹 뉴스미디어에 
기반한 국방 분야 이슈 탐지 결과와 기존 이슈 탐지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이슈 탐지, 국방 정보 분석, 실시간 탐지, 웹 미디어, 디지털 융복합

Abstract  Because mass of activity record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re accumulated in the digital 
space and amount of information is also increasing exponentially, the most urgent requirements of users is the 
tool for  ‘efficient’ acquisition of ‘useful’ information. This paper try digital convergence to combine a domain 
specific technology with real time issue detection and grouping based on Web media. To derive core 
functionalities, we collect and analyze user requirements of national defense issue detection services. By 
utilizing linguistic resources specialized on national defence area and discovering features for measuring issue 
importance, we try to seek differentiation domain specific issue detection method. Finally we compare our 
detection results based on the development outputs of prototype.

Key Words : Issue Detection, National Defence Information Analysis, Realtime Detection, Web Media,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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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편화와 클라우드 기술의 비약

인 발 으로 인해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과 조직의 활동

기록이 축 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  환경 변화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가장 실한 요구사항은 ‘유용한’ 정’의 ‘효율

인’ 획득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콘텐츠와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다양한 형

태의 데이터 정보를 상으로 한 정보 분석  통합에 

한 요구가 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빅데이터’라는 활한 정보의 바다에서 사용자가 원

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출하기 한 연구는 국내외에

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블로그가 활

성화된 2000년도 이후부터 소셜미디어 등과 같이 웹 상

에 공개되어 있는 량의 콘텐츠로부터 사용자의 니즈

(needs)를 악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 특히 

비즈니스 인텔리 스(Business Intelligence: BI) 분야에

서는 특정 랜드의 모니터링, 사용자의 피드백 감성분

석  네트워크 분석 기반 구  마   의사결정을 지

원하는 제품들이 개발되었다[2]. 나아가 각국에서는 다양

한 웹 콘텐츠로부터 질병과 재해 련 정보를 탐지하거

나, 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등 공익을 목 으로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이

다[3]. 

실시간 정보 분석 분야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연구진은 역시 구 (Google)로,  세계에서 매일 수집되

는 량의 웹 사용자의 검색 로그를 기반으로 한 동향 분

석 서비스[4]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심 주제의 시간상의 변화 찰, 지역별 사용자 심 추이 

찰이 가능하다. 나아가 구 에 입력된 사용자 검색어

가 특정 산업의  경제 활동 상황과 상 계가 있다고 

가정, 다양한 측 모델 제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5].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는 2012년 총선을 기

으로 기존 통 인 여론 조사 방식에서 탈피, 웹 공개 

콘텐츠로부터 실시간 여론을 수렴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한국어 검색서비스 업체들

이 언어분석 기술을 목하여 용량 소셜미디어 분석으

로 방향을 잡고 한국어 분석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

다. 국내에서 언어분석 기반으로 소셜미디어 분석 기능

을 제공하고 있는 표 인 서비스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셜매트릭스[6]는 국내 텍스트마이닝 문 업체인 다

음소 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연어처리 기술과 텍스

트마이닝 기술을 바탕으로 블로그, 트 터 문서를 분석

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용 검색 솔루션 개발

업체인 솔트룩스는 정치인 혹은 정치  심을 받는 인

물들을 상으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추이를 제공하는 

트루스토리 서비스를 제공한다[7]. 한국 자통신연구원

(이하 ETRI) 에서 개발한 소셜미디어 이슈 탐지  모니

터링 랫폼 WISDOM[8]은 소셜미디어(뉴스, 블로그, 트

터) 문서를 수집/ 장하고, 차별화된 심층 언어분석을 

기반으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슈를 탐지하고 모니

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시간 이슈 탐지 기술을 정치, 경

제, 안보, 복지 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 응용하여 활용하

고자 하는 시도들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9년 유

엔에서는 인간의 복지와 련된 다양한 변화와 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에 응하기 해 데이터 분석을 

토 로 한 략을 수립하기 해 UN Global Pulse라는 

기 을 창설하 다[9].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분석을 통

해 사회  개인 안  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거나 8년

간의 뉴스 정보를 분석하여 식품 안정성 련 이머징 이

슈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 싱

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들은 향후 국가  사회의 요

소에 한 효과 인 선제 인 탐색을 해 이슈 스캐닝

(Horizon Scanning)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10].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보의 극 인 개방을 통해 국

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정부 운  패러다임

의 일환으로 정부 3.0이 출범하 다[11]. 이를 통해 공

보건 분야에서는 국의 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염병 

발생과 같은 긴박한 순간에 빠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12], 교통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교통 흐름 모

델링과 측, 최 화 시스템 구 , 교통 신호 체계와 유지

보수 정책에 반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외 으로 ‘국방’ 분야에 한 빅데이터 기반 이

슈 분석에 한 규모 로젝트가 략 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방 고등연구계획국(DARPA)를 비

롯한 6개 연방 부처  기 이 ‘빅데이터 R&D 이니셔티

’ 로젝트에 참여,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지, 지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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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제공하는 자율시스템을 구축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군사 행동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

시 텍스트 데이터에 기반하여 국가안 을 하는 요소

에  한  평가와  주변  환경변화를  탐지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RAHS 로그램을 2004년부터 운 하

고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이슈 탐지 기술을 활용하여 국

방 분야의 뉴스/블로그/트 터 등 웹 상에 공개된 량의 

콘텐츠와 국방 련 보고서  DB를 연계하여 무기체계, 

정책  훈련, 기   조직 등에 한 국방 이슈를 실시

간으로 탐지하는 특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실시간 국방 이슈 탐지  그룹핑 기술에 한  요구

사항을 수렴, 분석하여 핵심 기능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 ‘국방’ 분야에 특화된 언어자원을 보강하고 이슈성 지

수 자질을 발굴함으로써 도메인 특화 이슈 탐지 방법의 

차별화를 꾀한다. 더불어 실제 수집된 웹 뉴스미디어에 

기반한 국방 분야 이슈 탐지 결과와 기존 이슈 탐지 결과

와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국방 분야 이슈 탐지 요구사항 분석

실시간 국방 이슈 탐지  그룹핑 기술은 웹 콘텐츠 

내에서의 정보를 기반으로 국방 련 이슈를 탐지하고 

이슈의 시간에 따른 개 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방

기술 분야에서의 데이터 기반(data-driven) 의사 결정 지

원 체계를 확립하기 한 기반 연구이다. 본 장에서는 이

를 한 세부 기능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실시간 국방 이슈 탐지  그룹핑 시스템은 먼  1) 

량의 웹 미디어로부터 ‘국방’ 련 콘텐츠를 수집  선별

하는 기능과 2) 수집된 콘텐츠로부터 고정  언어분석을 

수행하고, 3) 해당 날짜의 주요 이슈를 악, 련있는 이

슈들끼리 묶어 그룹핑하고 4) 마지막으로 시계열에 기반

하여 해당 이슈들이 어떻게 개되었는지 제시하는 기술

이 필수 이다. 

세부 인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수집 상이 되는 웹 

미디어는 국내외 국방 분야 주요 일간지, 온라인 잡지, 홈

페이지, 블로그, 트윗 등으로 사용기  운 자가 심 사

이트에 한 정보를 등록  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

하다. 특히 국방망 내에서 심 홈페이지, 인가된 정보서

비스, 국방기술정보통합 리 체계(DTiMS, [14]) 내의 사

이트, 자도서  등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수집된 

량의 웹 미디어로부터 양질의 국방 련 콘텐츠를 선별

하기 해서는 콘텐츠의 신뢰도  정보성에 따라 필터

링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한 정보의 유형에 따른 심

정보 필터링 기능이 요구된다. 

수집된 콘텐츠 내에서 주제를 악하여 핵심 이슈를 

악하기 해서는 고정  언어분석 기술이 필수 이다. 

특히 국방 분야 내에서만 사용되는 무기 이름이나 조직

체계, 군사 작  명령어 등 해당 분야 내의 문용어에 

한 이해가 선제되어야 한다. 

해당 날짜별로 주요 이슈를 악, 같은 주제를 같은 이

슈들끼리 묶어 그룹핑하는 기능은 량의 텍스트로부터 

언어분석을 통해 인식된 다양한 주제어  사용자가 

심이 있는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를 들면 국내외 방산 거래, 가격, 산, 신기술 개발, 신무

기체계 개발, 력화 정보 등 추출하거나 국방 키워드 

련 트윗, 블로그, 뉴스에서 이슈 추출  출처별 연 성 

악하는 방법등이 그것이다.

시계열에 기반하여 해당 이슈들이 어떻게 개되었는

지 제시하는 기능을 구 하기 해서는 추출된 이슈들을 

분야별, 주제별, 출처별 등 다양한 에 따라 장하고 

리하는 기술이 수반된다. 한 국방  민간 분야에서 

정의된 온톨로지 정보 리 기능과 사용자의 질의에 해

당하는 키워드에 한 이슈를 탐지하는 기능이 제공되어

야 한다[14]. 특히 외국어 검색시 한국어 키워드를 입력

하면 국방과학기술용어사 의 역어를 찾아 검색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역어가 다수인 경우에는 후보어를 제

시하여 사용자가 선택 후 검색 수행을 수행하는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 사용자 질의에 하여 시간 별

로 정보를 정렬하는 기능과 시 의 흐름에 맞게 그래픽 

등을 통하여 가시화 하는 시각화 기능에 한 요구가 높

았다.

그 밖의 요구사항으로는 사용자 조회 빈도, 자료의 빈

도  양 등을 종합해 이머징 핫키워드 추출하거나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을 이  기간과 비하여 통

계 황을 제시하는 등의 통계정보 제공 기능과 주간, 월

간, 분기, 반기, 연간으로 축약해서 제시하거나 표 혹은 

카 다(calendar) 형태 등의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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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국방 이슈 탐지 및 그룹핑 

   시스템

이번 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된 요구사항을 기반으

로 웹 미디어 기반 실시간 국방 이슈 탐지  그룹핑 시

스템을 구축하기 한 세부 구성 요소에 해 기술하기

로 한다. [Fig.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시간 국방 

이슈 탐지  그룹핑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2012년 6월 

∼ 2012년 12월에 수집된 웹 미디어를 상으로 실제 구

축된 시범서비스 결과를 통해 제안 시스템의 특징을 설

명하고자 한다.

[Fig. 1] System Overview of Realtime Issue
Detection and Grouping

3.1 ‘국방’ 분야 웹 미디어 수집 및 선별

본 논문에서 수집 상으로 삼은 웹 미디어는 국방일

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을 포함한 10  언론사를 

상으로 뉴스기사를 수집하 다. 문서 수집  장 련 

은 ETRI에서 개발한 용량 문서 수집기  장구조[8]

를 활용하 다.

수집된 기사  ‘국방’, ‘안보’ 등과 같이 섹션 정보가 

명시된 경우와 주제 분류기를 통해 ‘국방’ 주제로 인식된 

경우만을 상으로 선별하 다. <Table 1>은 2012년 6

월 한달 동안 수집된 체 뉴스 건수와 ‘국방’ 분야로 선

별된 건수를 비교한 표이다. 체 으로 10  언론사 

상 체 신문기사  ‘국방’ 련 기사는 1/50 수 으로, 

일일 평균 3,500여건  약 70 여건이 수집되었다. 반면 

국방 련 사건이나 정치  이슈가 많았던 날은 1/30 수

으로 수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2012년 6월의 경

우, 6월 18일은 “연평해  10주년”이 되는 날 이 고, 19

일부터 21일 사이에는 이명박 통령이 “G20 회의로 인

한 라질 방문”한 이벤트가 있었던 계로 평소보다 2

∼3배 많은 기사가 수집되었다. 특히 6월 25일을 기 으

로 “6.25 기념 장갑차 훈련”, “한일군사 정”과 련된 이

슈들이 회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Date
# of News of

All domains

# of News of  

‘Defense“ domain

20120601      3,691 67

20120602      2,021 30

20120603      2,312 62

20120604      3,201 67

20120605      3,171 61

20120606      2,072 50

20120607      3,298 58

20120608      3,150 53

20120609      1,941 23

20120610      2,019 38

20120611      3,468 60

20120612      3,257 49

20120613      3,675 52

20120614      2,501 65

20120615      4,722 73

20120616      2,133 20

20120617      2,965 93

20120618      4,964 149

20120619      5,362 147

20120620      5,274 141

20120621      5,298 125

20120622      4,561 61

20120623      2,008 33

20120624      3,069 93

20120625      4,746 141

20120626      5,153 85

20120627      5,234 79

20120628      4,910 81

20120629      4,819 35

20120630      1,984 38

Total 106,979 2,129

Average 3,565.97 70.96

<Table 1> Web Media Collection in June, 2012

3.2 ‘국방’ 분야 고정밀 언어분석

한국어 텍스트에 나타난 다양한 어휘를 분석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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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를 추출, 이슈어를 선별하기 해서는 고정  언어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TRI에서 개발한 

언어분석기[14]를 기반으로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공한 

‘국방’ 분야 특화 언어자원을 보강하여 활용하 다. 국방 

온톨로지[13]는 120만 어휘에 해당하는 국방용어를 포함

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의 실체에 한 속성, 사건, 로

세스, 계들을 분류하여 공통 이고 공유가능한 정보로 

구축하여 정보의 통합과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존 ETRI 개체명 태그[15]

에 ‘국방’분야 문용어 사 을 매핑하는 방식으로 문

용어 사 을 보강하 는데, 상이 되는 개체명은 주로 

군사장비, 군용 운송장비, 조직, 직 , 군사조직, 훈련, 정

책/ 략/작 , 군수품 등이었으며 ‘국방’ 분야 인물, 정책/

훈련, 무기, 기 /조직을 세부 분류하여 매핑하 다. 

<Table 2>는 ‘국방’ 분야 용어 리스트의 이다.

Category Terms Named Entity Tag

Weapon/

Munitions

K11 Rifle AF_WEAPON

Objective Individual 

Combat Weapon
AF_WEAPON

OICW AF_WEAPON

LRF TMI_HW

K-1 AF_TRANSPORT

tank AF_TRANSPORT

BlackPanther AF_TRANSPORT

Military 

operations 

ACTD Project TMI_PROJECT

Eulji Train EV_OTHERS

Aegis combat system 

training
EV_OTHERS

ACMR EV_OTHERS

air combat 

maneuvering range
EV_OTHERS

Military 

organization 

National Defense 

Committee
OGG_POLITICS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OGG_EDUCATION

Transporation 

Movement Office
OGG_MILITARY

POG OGG_MILITARY

psychological 

operations group
OGG_MILITARY

<Table 2> Examples of Domain Specific Terms

3.3 실시간 국방 이슈 탐지 및 그룹핑

기존 웹 콘텐츠 분석서비스들에서는 부분 빈도를 

기반으로 이슈어를 선정하고 있다[6,7]. 따라서 항상 많이 

나타나는 단어나 계 , 이벤트 성으로 정기 으로 출

 빈도가 높아지는 단어에 해서는 진정한 이슈성을 

계산하기 힘들다. ETRI에서 개발한 WISDOM 서비스에

서는 이러한 취약 을 보완하는 이슈 모델링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도와 별도로 이슈성을 반 한 이슈 탐

지 방법론을 용했다[8]. WISDOM에서는 이슈 상어

들의 신규성, 요성, 력, 심도  미디어별 신뢰도 

등을 통합하고 수치화하여 이를 이슈성 지수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더불어 ‘국방’ 분야에 특화된 이슈성 

지수로 콘텐츠의 ‘국방’ 분야 합도와 추출된 용어의 국

방 용어 가 치를 반 하여 이슈성 지수를 계산하도록 

개선하 다.

[Fig. 2]의 상단은 2012년 7월 16일 수집된 뉴스 체

를 상으로 추출된 이슈 탐지결과를 나타낸다. 해당 날

짜를 표하는 이슈로는 “북한의 ‘리 호’ 총참모장 해

임” 사건이 1등으로, “박근혜, 문재인 선 지지율” 련 

이슈, “한국과 미국, 일본 환태평양 경제 정 가입” 련 

주제 등이 추출되었다. 해당 박스는 추출된 이슈어를 기

으로 이슈 요도에 따라 시각화 한 것으로, 같은 주제

를 갖는 뉴스 기사들이 하단에서와 같이 그룹핑되어 제

공된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유사한 주제를 갖는 기사를 

묶어서 살펴 으로써 언론사별 에 따른 차이와 향후 

기사의 개 방향을 악하기 용이하다.

[Fig. 2]의 하단은 같은 날짜에 수집된 뉴스를 상으

로 ‘국방’ 분야에 특정하여 이슈를 추출한 결과이다. “북

한의 ‘리 호’ 총참모장 해임” 이슈는 7월 16일 체 도메

인을 상으로 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1등 이슈로 추출되

었으나 2등 이슈로는 “한미 ‘미사일 지침’ 효력”과 련된 

이슈가 추출되었고, 4등 이슈로는 “신임법제처장 내정” 

등과 같이 청와 의 행보와 련된 이슈가 탐지되었다. 

이는 체 뉴스 에 국가 안보, 방   국정 운 과 

련된 이슈를 자동으로 탐지, 으로 리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Fig. 3]는 2012년 8월 27일 “태풍 볼라벤”이 발생한 

날로 반 인 주요 이슈는 부분 태풍의 이동 경로, 피

해 상황에 련된 기사인 반면, ‘국방’ 분야 이슈 탐지 결

과에서는 “태풍 볼라벤”이 군사 작 에 어떤 향을 끼

쳤는지를 자동으로 분석했다. 이는 도메인에 따라 이슈

성을 단하는 지표를 달리함으로써 도메인 특화 이슈 

추출의 정확도와 유용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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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with General Issues and Domain Specific Issues on July 16, 2012

[Fig. 3] Comparison with General Issues and Domain Specific Issues on August 27, 2012

3.4 국방 이슈 키워드 통계

실시간 국방 이슈 탐지  그룹핑 결과는 기본 으로 

일단 로 제공된다. 특히 지정된 날짜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키워드들의 분야별(인물, 정책/훈련, 무기/군수품, 

조직) 순 를 20 까지 제공한다. 핫키워드 추이를 보면, 

분야별로 날짜별 이슈 키워드를 알 수 있고, 감성분석 결

과와 날 비 등하락 정보도 같이 제공하므로 반

인 여론을 한 에 알 수 있다. 각 화면의 오른쪽 스크롤

을 이용하면 1 에서 20 까지의 순 가 확인 가능하다. 

<Table 3>는 2012년 6월동안 이슈가 되었던 키워드들의 

분야별 순 와 해당 이슈에 한 뉴스 여론의 감성분석 

결과이다. 해당 기간동안 가장 회자된 정책으로는 “4 강

정비사업”으로 부분의 뉴스(약 88%)가 부정 인 여론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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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Rank Keyword Positive Negative +/-

Person

1
Chul-soo 

An
21.30% 78.70% 0

2
Guen-hye 

Park
39.30% 60.70% 1

3
Ji-won 

Park
4.10% 95.90% 48

4
Jae-in 

Moon
28.00% 72.00% 0

5
No-hyun 

Kwak
37.20% 62.80% -3

Public 

Policy

& 

Agreements

1

Four Major 

Rivers 

Project

11.80% 88.20% 8

2 Gift Tax 0.00% 100.00% 3

3
Acquisition 

Tax
75.80% 24.20% 4

4

responsible 

prime 

minister

50.00% 50.00% 33

5
Korea-U.S 

FTA
33.30% 66.70% 11

Weapon/

Munitions

1 MCRC 21.80% 78.20% 6

2 K5 94.70% 5.30% 1

3

Satellite 

Communica

tions 

system 

(SCS)

41.30% 58.70% 121

4 GRR-5K 27.70% 72.30% 340

5
Surveillance 

Radar  (SR)
82.00% 18.00% 44

<Table 3> Issue Keyword Statistics on June, 2012

4. 활용 방안 및 시사점

인터넷의 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이슈분석 

 측분석 랫폼을 웹과 결합하여 개인, 기업 뿐 아니

라 국가 차원에서의 활용에 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

히 국방 분야에 한 이슈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련

된 이슈들을 묶어 그룹핑하여 제공하는 기술은 국가 안

보와 국정 운 과 련된 효율 인 의사결정 지원을 

한 기반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국방 이슈 탐지  그룹핑을 

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세부 

핵심 기능을 도출, 실제 웹 뉴스 미디어를 상으로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 다. 국방 분야에 합한 이슈 탐지를 

해 국방 문 언어자원인 국방용어 통합 DB를 활용하

으며 도메인에 특화된 이슈성 자질을 추가 발굴하 다.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기술은 기존 문가 집단에 의

한 고비용, 효율의 수작업 분석작업을 체가 가능하

다. 특히 주요 온라인 뉴스, 블로그, 트윗터, 문 홈페이

지 등에서 국방 련 이슈를 탐지하고 추 하는 기술을 

활용해 국내외 방산 거래, 가격, 산, 신기술 개발, 무기

체계 개발, 력화 정보 등의 심 정보를 추출하거나 

련 출처별 연 성과 신뢰도에 한 분석이 가능하다.

한 국방 행정, 인사, 동원, 군수, 력, 과학기술, 군

사 분야에 하여 언어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지식정보의 

구축을 통하여 각 분야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

이 기 된다. 나아가 빅데이터 분석 기반 험의 조를 

실시간으로 탐지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기 리  온라

인 여론 동향을 반 한 정치, 경제, 사회 반의 신을 

지원하는 거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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