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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6년 국내의 뉴스 이용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이용자는 약 70%이고, 이 중에서
76%는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률
은 70.6%를 기록했다. 이렇게 뉴스를 접할 방법은 다양해졌으나 인터넷 상에서 뉴스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는 헤드라인, 언론사와 본문 첫 1~2 문장이 전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최근 검색 포털에
서 검색 순위에 나타나는 검색어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
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또 다른 정보로 해당 기사와 기사가 다루고 있는 이슈의 키워드를 선정했
다. 또한 기사의 키워드와 이슈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TF-IDF와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하여 추
출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사회, 정치, 경제면의 조회수 1위 기사와 이와 유사한 복수의 기사들을 연구
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각 키워드를 추출한다. 향후 본 연구는 관련 이슈를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텍스트 마이닝, 키워드 추출, TF-IDF, 문서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Abstract
According to research on Koean news usage in 2016, Internet news users account for about 70 percent
and 76 percent people of them read news articles on portal sites. Also, the news service rate via mobile
Internet recorded 70.6 percent. Even though there are various ways to view the news, users are provided
the information which is only headline, press and first one or two sentences of an article. For this, this
paper choose keywords to provide to users. Because it is judged that it is convenient for users to provide
search terms in the search ranking in the recent search portal. And this paper extracts the issue-keywords
and keywords of articles using by cosine similarity and TF-IDF methods of Text-min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articles ranked first in each categories(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ages) from portal site.
and related articles with high cosine similarity to them. And this research is able to be used as a stud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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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 sentences the relevant issues.
Keywords : Text-Mining, Keyword Extraction, TF-IDF, Document Similarity, Cosine Similarity

1. 서론
오늘날 소비되는 뉴스는 종이 신문보다 인터넷 온라인 뉴스의 형태로 더 많이 소비 되고 있고,

2016년 한국언론재단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26개국을 조사한 결과
‘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28%로 5위를 기록하였는데, 이 수치는 전통
플랫폼(종이 신문 등)을 통한 비율(23%)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복수의 기관에서 조사,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이용자는 69.7%로 조사되었는데(2015년 기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88%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용하고 그 중 86%는 포털 사이
트에서 자체적으로 큐레이션한 뉴스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2014년 7월 기
준). 이와 함께 포털 사이트에서는 기사별 순위를 매겨 ‘랭킹뉴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
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과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뉴스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접근 방법 역
시 다양해졌다[1]. 이와 함께 이용자들의 사용 목적도 자투리 시간 활용, 이슈 검색, 댓글 서비스를
통한 의견 공유 등으로 다양해진 것이 사실이다[1]. 하지만 이용자가 포털 사이트에서 다양한 목적
에 따라 읽을 기사를 선택하기 위해 볼 수 있는 정보는 제목, 언론사와 기사 원문의 처음 1~2문장
정도가 전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 페이지의 공간 소비,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에게 기사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로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또한 하나의 기사가 대상이 아니라 기사가 다루고 있는
이슈의 키워드 추출을 목표로 진행한다. 이슈 키워드를 추출할 대상 기사는 포털 사이트의 기사
순위 서비스에서 1위로 집계되어 있는 기사를 대상으로 이슈의 키워드 추출은 해당 기사의 관련
기사들을 활용하여 추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이때 관련 기사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는 문서유
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여 유사도가 높은 상위 3개의 기사를 선정한다.
대상 기사와 선정된 3개의 관련 기사들로 단어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TF-IDF 값으로 키워드를 추
출한다[2][3].

2. 관련 연구
2.1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는 문서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산의 복잡성이 낮고 단어의 출
현 빈도가 핵심이 되어 문서 검색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4][5]. 또한 문서검색에 많이 이용되고 단
어의 출현 빈도가 특징이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 문서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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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였다.
아래 수식 (1)은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는 수식으로, 텍스트 매칭에 사용될 경우 A, B의 벡터
는 문서의 단어 빈도가 사용된다[7]. 벡터화 되어 있는 문서에서 두 문서의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
간 상관관계로 연관되어 있다[2]. 즉, 벡터 간 코사인 각도로 수치화되어 있고 이 값은 문서의 유
사도 측정에 활용한다[2]. 이 값은 –1 ~ 1의 값을 갖고 –1은 정반대, 1은 완전히 동일한 경우를
나타낸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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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F-IDF
TF-IDF는 텍스트 마이닝에서 단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로 핵심단어를 추출하는 용도로
활용된다[8].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문서 군에서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의미하는 통계적 수치이다. TF(Term Frequency)는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
지를 나타내는 빈도 값이고 DF(Document Frequency)은 문서 군 내에서 특정 단어를 포함하고 있
는 문서의 빈도를 의미하며, 이 값의 역수를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와 TF를 곱한
값이 TF-IDF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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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 (3)은 TF-IDF 값을 구하는 수식이다. TF-IDF값 중 TF(w, d)는 해당 단어의 빈도수를
의미하고 IDF(w)는 역문서 빈도로 한 단어가 문서 집합 전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
를 수치화 한 값으로, 전체 문서의 수를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수로 나눈 뒤 로그를 취해 구한다

[9]. 이때 분모에 1을 더해준 이유는 단어 w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가 없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를 방지하기 위함이다[9]. TF-IDF 값은 0 ~ 1의 값을 갖게 되며 1에 가까울수록 해당 단어가 중요
함을 나타낸다.

3. 문서 유사도 측정 및 키워드 추출
3.1 연구 방법
연구에 쓰일 기사는 2017년 3월 9일 기준 네이버 랭킹뉴스 서비스에서 정치, 사회, 경제 3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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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리의 각 1위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네이버 각 3개의 카테고리의 1위 뉴스로 뉴스검색 시 검
색 결과로 나타나는 관련 기사들과 1위 기사 간의 유사도를 산출하여 상위 3개를 선정하여 해당
이슈의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림 1] 연구 순서도
[Fig. 1] Research Flowchart

3.2 코사인 유사도 측정
각 정치, 경제, 사회 카테고리의 1위 기사는 정치, 경제, 사회 순으로 “朴대통령 침묵 속 기다림..

'자진사퇴설, ''사저 이전설' 靑 모두 부인”, “[브레이크 없는 중국의 사드 보복] 中 롯데마트 절반
이상 영업정지에... 늘어나는 국내 기업 피해”, “[양성평등 실태조사]女 ‘집안일에 힘 보태라’ VS 男

‘언론 성차별 개선부터’”이다. 또 정치, 경제, 사회 순서로 5개, 8개, 10개의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아래 [그림 2]는 코사인 유사도 측정을 위한 파이썬 소스코드로 각 문서의 TF-IDF값을 가진 딕
셔너리를 벡터로 간주하여 구현했다. TF-IDF가 높은 단어들은 문서의 정체성을 더 높게 반영한다
는 의미로 문서 내의 단어와 단어의 TF-IDF값을 통해 문서의 유사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그림 2]
는 위 수식(1)에서는 분자에는 딕셔너리 벡터의 내적 값이, 분모에는 딕셔너리 벡터들의 크기가 들
어가 측정하는 코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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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코사인 유사도 측정 파이썬 소스코드
[Fig. 2] Python Source Code for Cosine similarity
[표 1] 코사인 유사도 측정 결과
[Table. 1] Cosine similarity measurement result

정치 관련기사
번호

코사인
유사도

경제 관련기사
번호

코사인
유사도

사회 관련기사
번호

코사인
유사도

1

0.1485

1

0.1145

1

0.0496

2

0.3726

2

0.0346

2

0.0349

3

0.1625

3

0.3162

3

0.4981

4

0.2058

4

0.2140

4

0.2367

5

0.1473

5

0.0370

5

0.2961

6

0.1540

6

0.0348

7

0.3960

7

0.6070

8

0.1682

8

0.2284

9

0.1236

10

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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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은 각 카테고리의 1위 기사와 관련 기사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한 것이다. 각 카테
고리별 관련 기사들은 평균 0.2068, 0.1793, 0.2256의 코사인 유사도를 가졌으며 모두 약 20%내외의
유사도를 가졌다. 이들 중 코사인 유사도 값이 높은 상위 3개의 기사들의 평균 코사인 유사도는

0.2470, 0.3087, 0.4671의 값을 갖는다.

3.3 키워드 추출 결과
토큰화 과정에선 띄어쓰기 기준으로 즉, 어절단위로 나누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후에 어휘 전처
리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표 2]에서 볼 수 있는 사회 기사의 ‘양성 평등’과 같은 경우 음절 단위
로 나누게 되면 ‘양성’과 ‘평등’의 두 단어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한단어로 만드는 등의 처리
를 의미한다. 형태소 분석은 키워드 추출 전 각 단어의 품사를 구분하는 과정이다. 형태소 분석에
는 Konlpy 라이브러리[11]을 활용하였다. 마지막 전처리 단계는 불용어 처리로 전체 카테고리에서
는 공통적으로 품사 중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는 불용어로 처리하였다. 또한 각 카테고리의
기사 중에서 큰 의미가 없는 단어 예를 들어 사회 기사에서는 ‘남성’, ‘여성’, ‘조사’ 등, 경제 기사
에서는 ‘중국’, ‘한국’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3] 전처리 과정
[Fig. 3] Preprocessing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쳐 TF-IDF값을 측정하며 아래의 [그림 4]는 TF_IDF를 측정하는 파이썬
소스 코드이다. 위의 [그림 4]의 tf_value와 idf_value 함수는 각각 TF와 IDF값을 구하고,

tf_analyze와 idf-analyze 함수는 각각의 값을 딕셔너리 타입의 클래스로 정렬하여 반환한다. 마지
막으로 tfidf_analyze에서는 tf_analyze와 idf-analyze 함수에서 반환된 각 단어별 TF값과 IDF값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TF-IDF값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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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F-IDF 측정 파이썬 소스 코드
[Fig. 4] Python Source Code for TF=IDF

아래의 [표 2]는 코사인 유사도 측정 결과에 따른 각 카테고리별 1위 기사와 관련기사들을 활용
하여 TF-IDF를 측정한 이슈 키워드와 1위 기사만으로 TF-IDF를 추출한 결과이다. 정치, 경제 기사
에서는 보다 상세한 키워드들이 추출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 키워드 추출 결과
[Table. 2] Result of Keyword Extraction

정치

경제

사회

순위

이슈
키워드

기사
키워드

순위

이슈
키워드

기사
키워드

순위

이슈
키워드

기사
키워드

1

대통령

대통령

1

롯데

롯데

1

양성 평등

양성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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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진사퇴설

탄핵

2

영업정지

영업정지

2

육아

조사

3

삼성동

청와대

3

사드

매장

3

가사

가사

4

청와대

선고

4

보복

마트

4

인식

성별

5

부인

심판

5

공장

법인

5

임금

참여

4. 결론
본 논문은 인터넷 뉴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이용자들 중 대부분이 모바일 기기나 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실에 맞추어 이용자들의 뉴스 선택
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로 이슈 키워드를 추출했다. 문서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많이 보는 기사를 대상으로 관련 이슈를 담고 있는 기사들
을 찾고 관련 기사와 1위 기사에서 사회 이슈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각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의미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추출요약에 활용한다면 보다
발전된 이슈 요약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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