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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뉴스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규모 뉴스기사를 소주제로 분류하는 군집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한, 분류된 뉴스기사를 사용자가 빠르게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핵심 문장을 추출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분석 데이터는 포털 사이트 유율 1 인 네이버의 경제 분야 뉴스기사를 

크롤링하여 수집한다. 뉴스기사의 분석을 해  처리를 통해 특수문자, 조사, 어미, 구두  등의 불 

용어 처리를 수행한다. 한, k-mean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용량의 뉴스기사를 주제 별로 분류하는 

것을 진행하며 그것을 토 로 핵심 문장을 추출한다. 추출된 핵심 문장은 분류된 뉴스기사의 주제를 

나타내며 사용자에게 빠르게 정보를 달하기 해 활용한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이 여러 언론사 사

이트에 반 되면 사이트 품질과 사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서론

 1.1 연구배경

 방송매체의 격한 발 과 인터넷  온라인 정보서비

스의 기하 수 인 증가가 정보의 폭발 인 증가를 불러

왔다. 특히, 인터넷 뉴스의 특성 상 다양한 뉴스가 한꺼

번에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뉴스에 근하는 

것이 힘든 실정이다. 한, 기사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효

과 으로 제공하기 해서는, 주제 별로 분류하여, 복

되는 내용을 제거하고 핵심 문장으로 요약하여 이를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연구목표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양질의 정

보들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검색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근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 향상에 목

을 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련된 정보를 탐색하여 제공하기 

해 뉴스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규모 뉴스기사를 

소주제로 분류하는 군집 분석을 진행한다. 한, 분류된 

뉴스기사를 사용자가 빠르게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핵심 문장을 추출한다. 추출된 핵심 문장은 분류된 뉴스

기사의 주제를 나타내며 이는 사용자에게 빠르게 정보

를 달하기 해 활용될 것이다. 

 1.3 overview

   본 연구에선 방 한 양의 뉴스기사를 소주제로 분류하

는 군집 분석 방법을 제안하며 한, 분류된 뉴스기사를 

사용자가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핵심 

문장을 추출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1장에선 연

구배경과 목표에 하여 설명하고 2장에선 본 연구와 

련 있는 선행 연구들에 한 조사를 진행한다. 3장에

선 데이터의 수집  처리 작업을 진행하며 4장에선 구

과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 5장에선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하여 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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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2.1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은 자동화되고 지능을 갖춘 

데이터베이스 분석기법이다. 데이터마이닝은 일반 으로 

데이터 선택, 데이터 정제, 데이터 변환, 데이터마이닝, 패

턴평가, 지식 표 의 6단계로 되어있다. 데이터 패턴을 추

출하기 해서 실제 데이터마이닝 알고리즘이 용되는 

단계는 데이터마이닝  과정  핵심 단계로서 일반 으

로 데이터마이닝이라고 한다. 

2.2 k-means 알고리즘

 k-means 알고리즘은 가장 리 알려진 클러스터링 알고

리즘이다. 비계층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문서와 군집의 

심 값을 나타내는 센트로이드와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문서를 합한 군집에 재배치하는 기법이다. 여기에서 클

러스터 센트로이드( 심)는 클러스터에 속하는 문서들의 

평균 백터 값을 이용한다.  k-Means 알고리즘의 기본 개

념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로스터로 묶는 것이다. 각 

클러스터와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동

작한다. k-means의 장 은 모든 형태의 데이터에 용이 

가능하며 용량에 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다. 먼  

군집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값인 을 잡은 후, 평균값

을 기 으로 데이터를 묶는다. 그 다음 을 계속 변경

시키며 데이터를 묶는 과정을 반복하며 더 이상 이 

변하지 않으면 수행을 지하고 결과를 반환한다. 자세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1, 2].

(그림 1) k-means 알고리즘 과정

2.3 TF-IDF

 TF-IDF는 주로 정보 검색과 텍스트마이닝에서 이용하는 

가 치 지표로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내에서 얼마나 요

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  수치이다. 문서의 핵심어를 

추출하거나,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의 순 를 결정하거

나, 문서들 사이의 비슷한 정도를 구하는 등의 용도로 사

용된다. TF (단어빈도, term frequency)는 특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 등장 빈도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클수록 문서에

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문서 내에서 자주 사

용된다고 하여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오늘’, ‘그리고’ 와 같은 다수의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지

만, 그 의미는 요하지 않는 단어를 처리하기 해서  

IDF (역문서빈도,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사용한

다. IDF 값은 문서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문서 내

에서 단어 빈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체 문서들  그 단

어를 포함한 문서가 을수록 TF-IDF값이 높아진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문서 가 치 값(TF-IDF)은 아래와 같

은 수식으로 표 된다.

 

   ×       (1)

이를 통해, 문서 내에서 사용 빈도가 높으며, 의미를 가지

는 단어를 얻을 수 있다[3].

3.  데이터 수집  처리 

3.1 데이터 수집

 본 논문은 온라인 뉴스에 을 맞춘다.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 역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이다. 

여러 포털사이트  유율 1 1)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의 온라인 뉴스 기사를 연구 데이터로 선정하 으며 이 

에서도 경제 분야의 기사를 상으로 한다. 기사 데이터

는 크롤링 작업을 통해 수집한다. 크롤링을 한 코드는 

R 로그래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네이버 뉴스 기사에 

한 naverNewsParser2) 라이 러리를 활용하여 수집되었

다. 수집된 데이터는 2018년 1월 11일자 네이버 경제 분야

의 기사이며, 총 2,379건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데

이터의 속성은 기사의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

용으로 구성된다[4]. 

3.2 데이터 처리

 수집된 데이터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통한 정제되었다 자연어 처리란 인간의 언

어를 기계 으로 분석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

로 가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해 뉴스기사 내의 특수

문자, 불 용어와 같이 자체 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성분과 정보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불 용어에 포함

되는 품사는 조사, 어미, 구두  등이 있다. 이 작업엔 R 

로그래 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KoNLP) 패

키지를 사용한다. KoNLP에서 지원하는 NIA 사 의 98만

여 개의 단어를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에서 명사만을 추

1) internettrend

2) https://github.com/mrchypark/naverNewsPar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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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그 후, 구두 과 숫자, 단어를 처리한다. 이는 

<표 1>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각각의 뉴스

기사에서 련성이 은 문장을 제거하여 키워드 추출 시 

의미 없는 키워드가 선택되지 않도록 한다. 문장 제거는 

문장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련성이 낮은 문장

을 제거한다. 주요 키워드 추출을 한 방안으론 TF-IDF

를 활용한다[5].  

원본 문장 단어 처리 후 문장

수집한 데이터의 속성은 

기사의 카테고리, 제목, 작

성자, 작성일, 내용이며 핵

심 문장 요약과 세부 분류

는 기사 내용을 분석하여 

수행하 다.

수집 데이터 속성 기사 

카테고리 제목 작성 자 

작성 일 핵심 문장 요약 

세부 분류 기사 내용 분

석 수행 

<표 1> 원본 문장과 단어 처리 후 문장

 

4. 구   결과 분석

4.1 제안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R 로그래 을 사용하

여 구 되었으며, k-means 알고리즘과 TF-IDF 가 치 

모델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다. 제안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k-means 알고리즘을 

용하여 용량 기사를 k개의 군집으로 분류한다. 그리

고 TF-IDF 가 치 모델을 용하여 불필요한 문장을 제

거하고 핵심 문장을 추출한다. 본 연구에선 텍스트마이닝

을 진행하기 한 data.table 라이 러리와 한  형태소 

분석 라이 러리인 KoNLP, rJava 라이 러리를 사용한

다. 이 후, 데이터 분석을 해 arules, tm, proxy 라이

러리를 추가 으로 이용한다. 

4.1.1  k-means 군집 분석

 본 단계에서는 k-means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용량 기

사를 처리하여 소주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군집 분석을 

진행한다. k-means 알고리즘의 효율은 군집의 개수 k에 

따라 결정되며, 가장 은 오차 값을 가지는 k 값을 선정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 의 k값을 정하기 해 

elbow방법을 이용했다. 문서 군집에서 가장 합하다고 

여겨지는 거리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며, 기값으로 20

을 지정한다. (그림 2)에서 군집 내 분산이 격하게 어

들다  완만해지는 경향을 띔을 알 수 있다.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지 이 가장 은 오차 값에 가지는 지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최 의 k값으로 15를 선

정하 다.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총 15개의 군집으로 

나눠졌으며, 각 군집에 속하는 기사들을 군집별로 리스트 

화되어 장된다.

(그림 2) 군집의 개수에 따른 데이터 군집

 

4.1.2 TF-IDF 가 치 모델

 다음으로 TF-IDF를 활용하여 뉴스기사 내에서 불필요한 

문장들을 제거하고 그와 동시에 요한 문장들을 추출한

다. TF-IDF을 이용하여, 각 문장에 속해있는 단어들을 비

교하고 문장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비슷한 공간에 매핑 될 

때를 유사성이 높다고 단하며, 체 문서 집합에서 여러 

문장에 걸쳐서 함께 등장하는 단어 간에는 련성이 있다

고 단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얻어진 문장 유사도와 

단어 간 련성의 평균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문장들을 제

거한다. 문장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 TF-IDF를 이용

해 추출한 단어의 로는 일자리, 가상화폐, 소득, 고용보

험 등이 있으며 이의 분포도는 (그림 3)과 같다[6]. 

0

10

20

30

40

(그림 3) TF-IDF 단어 분포

 그 다음으로, 앞서 구한 빈출 빈도가 높은 단어와 문장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각 군집별로 한 개의 핵심문장을 추출

한다. 다른 문장들과의 유사도 합이 높을수록 문서 내에서 

요한 문장으로 구분된다. 문장 간의 유사도 측정을 통

해, 기사 내에서 해당 문장이 가지는 비 을 구할 수 있

다. 어떤 한 문장이 기사 내에서 큰 비 을 가진다면, 이

는 요한 문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문장을 군집의 핵심 문장이라고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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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안시스템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k-means 알고리즘과 

TF-IDF 가 치 모델을 활용하여 용량의 기사를 소주제

별로 군집화하고 빈출 단어와 문장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핵심 문장을 추출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는 

최  k값을 15로 정하 기 때문에, 기사들은 총 1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군집마다 1개씩의 핵심문장을 

추출하여 <표 2>와 같이 핵심 문장이 추출되었다.  

핵심 문장

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이 11일 오  …

2 박 장 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험한 …

3 11일 이마트 서울 용산 에서 모델들이 '오이스터  …

4 "한재수 삼성 자 메모리사업부 략마  부사…

5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 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 …

6 오는 18일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 은 …

7 세계 최  가 ·I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 …

8 산업부는 회원국 가입을 통해 우리의 10  수출국 …

9 정부, 시장 활성화 방안유명무실한 펀드  …

⁞ 
15 홈 러스 노사는 임 체계 개편 없이 직원들의 실질 …

<표 2> 핵심 문장 추출 데이터

 핵심 문장 추출에 이용되는 문장 간의 유사도는 (그림 4)

와 같이 행렬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가로 축은 기사에 

존재하는 문장의 개수를 의미하며 행렬 값은 유사도로 볼 

수 있다. 같은 문장이 존재한다면 두 문장 사이의 유사도

는 1이며, 문서 내의 다른 문장과의 유사도 합이 높을수록 

요한 문장으로 구분된다. 문장의 요도 순서는 좌측 열

의 순서이며 맨 우측 열인 Total을 기 으로 정렬된 결과

이다. 각 문장에 한 유사도 합이 높을수록 문서 내에서 

요한 문장이라 단되어 핵심 문장 후보 문장이 된다.

 

(그림 4) 문서 내 문장 유사도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기기와 컴퓨터를 

통해 무수히 쏟아지는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사용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규모의 뉴스

기사를 k-means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다시 소주제로 군집

화한다. 그리고 분류된 기사를 TF-IDF 가 치 모델을 이

용하여 각 군집마다 하나의 핵심 문장을 추출한다. 추출된 

핵심 문장은 각 군집내의 문서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

하는 문장이다.

 본 논문은 인터넷 뉴스기사  경제 분야 뉴스기사에 

해서만 연구를 수행하 기 때문에 타 웹문서나 분야에 

한 다른 뉴스기사에 한 검증도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

구의 결과는 사용자가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핵심 문장만

을 읽음으로써 용을 한 에 알아볼 수 있다는 에서 사

용자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것으로 상되기 때문에, 

향후 연구 가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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