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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온라인 뉴스는 대중의 관심사 및 트렌드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기사들이 작성된다. 이러한 관심
사 및 트렌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한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뉴스의 기사 제목을 이용하여 시
간에 따라 변하는 관심사 및 트렌드와 관련된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정 기간 별 출현하는 
뉴스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가정하고 자질 선택 방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하여 각 
카테고리의 주요 단어를 추출한다. 실험 결과 특정 기간 별 관심사 및 트렌드와 관련된 단어들이 출현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카이제곱 통계량, 이슈 추출, 자연어처리

1. 서론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대중의 관

심사 및 트렌드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의 관심사 및 트렌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온라인 뉴스기사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관심사 및 트렌드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관

찰해야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시간 비용적인 문제점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

간의 흐름에 따른 이슈와 관련된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슈 단어를 추출

하기 위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한 후 실험 및 결과를 

통해 결론 및 향후 연구를 기술하도록 한다.

2. 관련 연구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

에 따라 이슈 추출 및 추적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2][3].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트위터와 

같은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이

슈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체 흐름

에 대한 이슈 단어 추출이 아닌 주어진 이슈에 대한 흐

름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하여 특정 이슈와 

관련된 단어가 아닌 특정 기간과 관련된 이슈 관련 단어

를 뽑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전체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이슈 단어 추출 알고리즘 순서도

먼저 뉴스 기사를 특정 기간 n개로 분류하고 분류된 
각 기간은 카테고리로 가정한다. 이어서 분류된 각 카테
고리(기간) 별 주요 단어를 추출한다. 단어 추출은 자질 
선택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한
다. 단순 단어의 빈도수로 단어를 추출하게 되면 “정
부”, “IT", "사회”등과 같이 카테고리(기간)와 독립
적으로 자주 출현하는 단어가 추출된다. 그러므로 전체 
카테고리의 정보를 이용하여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한다. 각 카이제곱 통계량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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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식은 식 (1)과 같다. 

  
 × ××
 ×

 (1)

위의 식 (1)에서 A는 카테고리 t에 속해 있는 문서 중 
단어 w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수이고, B는 카테고리 t 
외의 범주에 속한 문서 중 단어 w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의 수이다. C는 카테고리 t에 속해 있는 문서 중 단어 w
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문서의 수이며, D는 카테고리 t
에 속하지 않은 문서 중 단어 w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문서의 수이다. 

4.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슈 관련 단어 추출 방법을 평가

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 기사 중 경제, IT, 정치 카테고

리에서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각 데이터는 표 2와 같이 경제 관련 약 20만 문서 , IT 

관련 약 7만 5천 문서, 정치 관련 약 15만 문서가 이용

되었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문서 수

카테고리 뉴스 문서 수

경제 200,720

IT 75,034

정치 150,121

각 문서의 기사 제목을 추출하여 형태소 분석기를 이
용해 체언을 추출하였다. 형태소 분석기는 KOMORAN 2.0
을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위키피디아의 제목을 사용
자 사전에 등록하였다[4].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각 
카테고리(기간)별로 상위 2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이 중 
의미가 분명한 단어를 선별하였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추출된 1월부터 6월까지의 이슈 관련 단어는 아래 표 2
와 같다. 

표 2. 경제 관련 이슈 관련 단어

기간 이슈 련 어휘

2014년 1월
설, 신년, 새해, 신년사,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014년 2월
콜릿, 발 타인데이,
소치, 올림픽,

폴 볼커, 테이퍼링,

2014년 3월
화이트데이,
우크라이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여객선, 참사, 
청해진해운, 진도, 노란리본, 

세월호 참사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서울병원,

카카오, 다음,
유병언

2014년 6월
월드컵, 최경환, 문창극, 

삼성에버랜드

1월에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

으며 2월에는 소치 올림픽 및 테이퍼링과 같은 경제 정

책 관련 이슈가 있었다. 이 외에도 4월 세월호 관련, 5

월 이건희 회장 입원, 카카오 다음 합병 등과 관련된 단

어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아래 표 3은 IT에서 추출된 

이슈 관련 단어의 결과이다. 

표 3. IT 관련 이슈 관련 단어

기간 이슈 련 어휘

2014년 1월 애 스토어, 모나미, 황창규

2014년 2월
소치, 올림픽

란,
왓츠앱

2014년 3월
SK텔 콤, 장애, 보상

업정지,
리니지

2014년 4월
도우 XP, 종료, 보호나라,
최성 , 세월호 침몰

2014년 5월

카카오, 다음, 합병, 김범수
카카오스토리,

LG G3, 베가 아이언, 크롬캐스트,
이건희

2014년 6월
월드컵, LTE-A,

갤럭시 W, 컴퓨텍스

1월에는 황창규 KT 회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으며, 3

월에는 SK 텔레콤 장애로 인한 보상 관련 이슈가 발생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월에는 윈도우 XP 종료에 따

라 업데이트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으며, 5월에는 카카

오, 다음 합병 이슈 및 핸드폰 신제품 출시, 6월에는 월

드컵과 전시회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아래 표 4는 정치 관련 이슈 단어를 추출한 결과이

다. 

표 4. 정치 관련 이슈 관련 단어

기간 이슈 련 어휘

2014년 1월
신년, 통령, 신년사,

한석우, 피랍, 인도

2014년 2월
남북, 이산가족, 상 , 강산, 

이석기, 무라야마

2014년 3월
창당, 통합신당, 천안함,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경선

2014년 4월

무인기, 무인항공기

여객선, 침몰, 세월호 침몰, 

진도, 새정치연합, 정청래

2014년 5월

안 희, 박원순, 정몽 , 

사 투표, 세월호, 선출

해경, 해체, 국정조사

2014년 6월

당선, 투표, 출구조사, 고승덕,

병장, 총기, 난사,

김무성, 이병기,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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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다른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새해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으며, 2월에는 남북 이산가족, 3월에는 신당 

창당, 4월에는 세월호 참사, 5월과 6월에는 선거 관련 

이슈 및 군부대 총기 사건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이슈 관련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특정 기간 별로 문서를 할당한 후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

용하였다. 실험 결과 각 기간 별로 이슈와 관련된 단어

들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단

어의 나열만으로는 정확한 이슈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

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아래와 같

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어 간의 공기 정보를 활용한 단어 간의 군집화를 통

해 주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

정이다. 또한 이슈와 관련된 날짜, 개체, 댓글 반응 등

과 같은 메타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

행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김제성, 조효근, 김동성, 김병만, 이현아, “트위터

를 이용한 질의어 관련 이슈 탐지를 위한 인접도 행

렬 기반 연관 어휘 추출”,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

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제3권, 제1호, pp.31-36, 

2014.

[2] 배정환, 한남기, 송민,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이

슈 트래킹 시스템”,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지능

정보연구, 제20권, 제2호, pp.109-122, 2014.

[3] 허정, 류법모, 최윤재, 김현기, 옥철영,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이슈이벤트 검색시스템: 

소셜위즈덤”, 한국정보과학회,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40권, 제7호, pp.381-394, 

2014.

[4] KOMORAN 2.0, 

http://shineware.tistory.com/entry/KOMORAN-ver-22

- 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