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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기존 신문이나 티브이가 아닌 온라인과 모바일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포털 사이트 뉴스난에 다른 언론사의 기사

보다 더 많이 노출되기 위한 경쟁의 심화로 뉴스 어뷰징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본 논문은 온라인상에서 생성, 

유통되는 많은 뉴스 중에서 이용자의 시간을 낭비하고 양질의 정보를 찾기 힘들게 하는 뉴스 어뷰징을 판단하는 모델을 제안한

다. 제안된 모델은 크롤링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의 제목과 내용을 가져온 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유사도 검사로 기사의 어

뷰징 여부를 판단하여 양질의 뉴스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키워드: 어뷰징(abusing), 웹크롤링(web crawling), 뉴스(NEWS), DOM(Document Object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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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매일매일 새로운 많은 뉴스가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데 국내에

는 약 6천여 개의 인터넷 신문사가 있고 그중에 100개 정도만이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여러 신문사가 실시간으로 내용이 대동소이한 뉴스로 포털 사이트 

뉴스난에 노출되기 위해 경쟁한다. 이런 많은 뉴스 중에는 광고료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클릭 수와 높은 트래픽 확보를 위해 다소 선정적인 

머리기사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어뷰징 기사도 많아 사용자 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뉴스 본문이 광고 배너들로 도배되어 정작 

뉴스는 알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은 뉴스의 어뷰징을 판단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웹 크롤링을 활용하여 뉴스의 어뷰징 여부를 판단하며, 사용자

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II. Related works

1. 뉴스 어뷰징(NEWS Abusing)

‘남용·오용’이 사전적 의미인 어뷰징(Abusing)은 인터넷에서 기사

의 수정과 업데이트가 쉽게 이루어지고, 기사 제목을 클릭하기 전에는 

기사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일어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은 어뷰징을 “같은 내용의 뉴스 기사 반복 전송”이라고 전제하

고 “뉴스 기사 검색 횟수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늘리기 위해 

실질적으로 같은 뉴스를 작위적 제목 변경 또는 일부 내용 변경한 

뉴스 기사 재송신 행위”로 정의했다.[2]

2. 웹 크롤링(Web Crawling)

웹 크롤링이란 웹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

다. 웹은 기본적으로 HTML 형태로 되어 있다. 소스는 개발자가 

정형화된 형태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이러한 

규칙을 분석해서 원하는 정보들만 뽑아오는 것이 웹 크롤링 작업이

다.[3]

3. HTML DOM

DOM은 웹 페이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구조 정의다. 화면에 

보이는 요소 내부 구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의해 놓은 것이며 

비동기식으로 처리한 데이터를 DOM을 사용해 동적으로 화면에 

접근시킬 수 있어 비동기식 자바스크립트에 매우 중요하다. DOM을 

사용하면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고 해당 페이지에 접근, 조작할 수 

있다.[4] DOM은 HTML에 있는 스타일, 값 등을 객체로 통합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화면에 보이는 모든 내용과 해당 객체의 값을 

조작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을 담고 있는 모델을 DOM TREE라고 

한다. DOM NODE는 트리 구조 중 하나의 요소로 DOM TREE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나타낸다.[5]

I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은 크롤링 기술을 이용하여 뉴스의 제목과 내용을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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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뷰징 뉴스를 판단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Fig. 1.>은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뷰징 뉴스를 판단하기 위한 

크롤링 시스템 구성도이다.

Fig. 1. Configuration

제안된 모델은 4개의 매니저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News Manager는 멀티로 크롤링을 처리하기 위해 뉴스의 

제목과 내용만을 수집한다.

두 번째, WEB Manager는 크롤링하는 웹사이트를 방문해 HTML 

DOM Resource를 가져온다.

세 번째, Similarity Manager는 수집한 제목과 내용으로 유사도를 

검사한다.

네 번째, Deduction Manager는 유사도 검사 결과로 뉴스 어뷰징 

여부를 추론한다.

IV. Conclusions

포털 사이트에서 더 많이 노출되기 위한 경쟁 속에 뉴스에 다소 

선정적인 머리기사가 생성되고 있다. 뉴스 어뷰징은 온라인 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과도한 뉴스 어뷰징은 하는 

언론사의 뉴스는 사람들이 점점 피하게 되어 결국 어뷰징을 하는 

언론사의 손해로 되돌아올 것이다. 

본 논문은 크롤링을 활용하여 뉴스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유사도 검사로 어뷰징을 판단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향후 논문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구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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