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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인터넷과 컴퓨팅 기술의 발전, 모바일 기기와 센서들의 진화, 소셜 네트워크의 출현 등으로 정보량은 급속

도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의미있는 지식을 추출하기 위한 시스템의 기반 연구가 활발

히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랭크를 사용한 중심 문장 추출을 통한 서비스와 사용자 이미지에 

대한 한국어 OCR, 맞춤법 검사와 문장 생성을 가능케 하는 통합 한국어 처리 서비스 사이트를 구현함으로

써, 신문 기사를 읽는 다수의 경제성을 확보했고, 한국어 처리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키워드: 기사 추출(article extraction), 기사 요약(article abstraction), 한국어 처리(Korean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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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Buckminster이 발표한 '지식 배가 곡선’에 따르면 문명이 발전할수

록 우리가 습득해야 할 지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전적인 지식 습득 방법으로는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을 추출하기 위한 

시스템 기반의 연구 중 자연어 처리를 통한 문서 자동 요약을 중심 

기능으로 한 한국어 처리 서비스 사이트를 구현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했다. 서비스는 Textrank를 통한 문서 자동 요약, OCR

를 이용한 이미지 텍스트 추출, 맞춤법 검사, 문장 생성을 제공하며 

모든 기능을 웹에서 실행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II. The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

1. Sequence Diagram

Fig. 1은 TexRank 기반의 한국어 기사 추출 및 텍스트 처리 시스템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다.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Spring Part, 

기능을 구현하는 Python Part 와 Database로 이루어져 있다.

Spring Part에서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

가 되어 저장이 된다. 사용자가 Extractive Summarization 페이지에 

신문 기사를 입력하면 Python 에 Textrank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파이썬 파일을 통해 기사 원본에 3개의 중심문장을 추출해서 사용자에

게 전달하고 Spell Check 페이지에 문장을 입력하면 hanspell 라이브

러리를 거쳐 한국어 맞춤법에 맞게 수정한 문장을 전달한다.

OCR 페이지에 사용자가 이미지를 전달하면 이미지에 텍스트들을 

추출해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이미지 원본과 추출한 텍스트를 데이터베

이스에 저장한다.

Sentence Generate 페이지에 사용자가 문장을 입력하면 KoGPT 

라이브러리를 통해 문장을 생성해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Fig. 1.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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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traction Summarization

Fig. 2는 문서 요약과 OCR에 전체적인 과정이다. 사용자가 입력한 

기사에 타입에 따라 이미지일 경우 OCR 기술을 통해 추출한 글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텍스트일 경우 

Konlpy의 mecap 라이브러리를 통해 문장의 형태소를 분리하고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품사 태깅과 문장에서 불용어들을 제거한 

다음 TF-IDF 모델로 만들어 각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한 뒤 가중치에 

따른 유사 그래프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기사 원본과 3개의 

중심문장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Fine-tuning할 수 있는 데이터셋

을 수집한다.

Fig. 2. Extraction Summarization Process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중심 문장 추출 서비스와 

이미지에 대한 OCR, 맞춤법 검사와 문장 생성을 가능케 하는 통합 

한국어 처리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Tesseract를 이용하여 이미지로부

터 텍스트 추출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고,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Textrank 기반 모델에 입력값을 전달하여 중심 문장을 뽑아 요약된 

문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py-hanspell 라이브러리로 

한국어 맞춤법 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Kogpt2 라이브러리를 통해 

문장 생성 기능을 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생성된 

모델에 자연어 처리를 적용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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