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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중복 데이터가 가장 많은 인터넷 뉴스 상에서 중복 뉴스를 제거하는 경우 중복 뉴스로 판

단되는 유사 중복 문서를 제거할 때 정보의 유실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뉴스를 대상으로 유사 

중복 뉴스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정보의 유실을 해결하기 위해 제거 된 뉴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뉴스를 만드

는 중복 뉴스 결합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뉴스의 기본 문장과 탐지된 중복 뉴스의 문장 간의 

관계 유사도를 활용하여 유실 된 정보를 파악하고 파악된 결과를 기본 뉴스에 결합하여 정보의 유실을 최소

화 시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였다. 향후 뉴스분야뿐만 아니라 중복 문서 제거가 필요한 문서를 다루는 모

든 분야에서 정보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키워드: 정보 유실, 거의 중복 뉴스, 중복 뉴스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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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유사중복뉴스(NDN - Near Duplicate News)란 기존 뉴스에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완전 일치하는 뉴스들을 

뜻한다[1]. 이러한 유사중복뉴스는 (1) 여러개의 유사한 뉴스들이 

같이 검색되어 사용자의 정보 선택 시간을 소비하게하고, (2) 뉴스 

수집에 있어 유사한 뉴스를 같이 수집함으로써 불필요한 색인량을 

증가하게 되고, (3) 수집된 뉴스를 저장함으로써 저장장치 공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에서 중복 뉴스로 판단하여 

뉴스들을 제거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뉴스를 

게시하였다 후속 보도로 업데이트 하는 경우, 같은 뉴스 기사라 하더라

도 의미적인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를 제거하는 

경우 정보의 유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1]은 유사 중복 문서의 예이다. 해당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면 

좌측 뉴스에는 우측 기사와 다른 문장이 1문장 존재하며, 우측 기사는 

좌측 기사와 다른 문장이 3문장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 중복 뉴스 시스템

들은[2-4] 두 개의 뉴스 기사를 중복 뉴스로 판단하여 뉴스를 제거하게 

되는데 좌측을 제거하는 경우 문장 1개의 정보가 유실이 되며, 우측의 

뉴스를 제거하는 경우 문장 3개의 정보가 유실이 된다.

Fig. 1. 유사 중복 문서의 예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유사 중복 뉴스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정보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 중복 뉴스들 간 문장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 내는 뉴스 결합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뉴스 결합 시스템의 

전체 흐름도를 설명한다. 3장에서는 뉴스 결합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4장에서 뉴스 결합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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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Proposed System

Fig. 2. 중복 뉴스 결합 시스템의 흐름도

[그림 2]는 중복 뉴스 결합 시스템의 흐름도이다. 수집된 유사 

중복 뉴스들을 시드 뉴스와 비교하여 정확하게 일치하면 유사 중복 

뉴스를 제거하고, 정확 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치 하지 않는 

문장을 추출하여 시드 뉴스의 문장들과 내용 유사도를 측정하여 

가장 유사한 내용의 다음 문장으로 문장을 추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든 유사 중복 문서가 제거될 때 까지 반복하면 하나의 

새로운 뉴스 기사가 생성된다.

III. The Proposed Algorithm

Algorithm 1. New Document Creator for NDN

1: function DocumentCreator(C[])

2:    r = seed news

3:    for all Duplication news s do

4:       for all s∈D[s] do     

5:          sentence ⟵ ""

6:          location ⟵ 0

7:          count ⟵ 0

8:          for all m∈S[r] do

9:             count ⟵ count + 1

10:             if location = 0 then

11:                sentence = m

12:                location ⟵ 1

13:             else if Similarity(s, m) > Similarity(s, 

sentence) then

14:                sim_temp ⟵ Similarity(s, m)

15:                sentence ⟵ m

16:                location ⟵ count

17:             else  

18:                sim_temp ⟵ Similarity(s, sentence) 

19:             end if

20:          endfor 

21:          if sim_temp < ɤ then

22:             r ⟵ d_add(r, location+1, s )

23:             document ⟵ r

24:          end if

25:       endfor

26: endfor

27: return document

28: end function

[알고리즘 1]에서 r은 감지된 중복뉴스 그룹에서 선택된 시드 

뉴스이고 시드 뉴스 r 에 유사 중복 뉴스에서 똑같지 않은 문장을 

추가하여 새로운 뉴스를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IV. Conclusions

뉴스 사이트(newson6)의 6개 카테고리에서 시드 뉴스를 추출하여 

실험하였다. 위의 알고리즘 실행 결과 결합된 문서의 문장 수는 결합되

기 전의 문장의 수보다 증가하였다. 중복 뉴스를 결합하였을 때 각 

분야별 뉴스의 평균 문장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확인해 본 결과 

“Police” 분야는 평균 문장의 수가 25.6개에서 28.3개로 증가하였고, 

“Business” 는 10.6 개에서 12.1개로, “Crime” 은 9.6 개에서 10.3개

로, “Education” 은 9.1에서 9.3개로, “Health” 는 15.6에서 16.4 

개로, “Web-Exclusive” 는 5.7에서 6.1개로 증가하였다. 전체 적으로 

시드 뉴스와 중복 뉴스로 탐지된 뉴스들의 문장 증가 비율을 확인해 

보면 5%에서 14%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탐지된 중복 뉴스의 문장의 변화량이 5%에서 14% 정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유실될 수 있는 정보의 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뉴스 결합 시스템은 뉴스에 한정되어서 

제안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게시되고 있는 모든 문서에 유사 문서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서가 중복 문서로 제거될 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하

게 된다.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는 모든 문서에 대해 유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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