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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 문서 제목 추출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는 다중 문서에 대한 제목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
로 다중 문서 제목 추출에서는 다중 문서 집합을 단일 문서로 본 다음 키워드를 제목 후보군으로 추출하
고, 추출된 후보를 나열하는 형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다중 문서를 단순히 하나의 문서로 보는 방법은 전체적인 주제를 반영한 제
목을 추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으로, 키워드를 조합하는 형식의 방법은 키워드의 단위를 찾
는 방법에 따라 추출된 제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어 관련성 추정과 Byte Pair Encoding을 이용한 요약 기반의 다중 뉴스 기사 제목 추
출 방법을 제안한다. 평가를 위해서는 자동으로 군집된 총 12개의 주제에 대한 다중 뉴스 기사 집합을 사
용하였으며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원들이 정성평가를 진행하여 5점 만점 기준 평균 3.68점을 얻었다.

주제어: 다중 문서 제목 추출, 요약 기반 제목 추출, 단어 관련성 추정, Byte Pair Encoding, 

1. 서론1)

제목 추출(Title Extraction)이란 하나의 주제를 가지

는 단일 혹은 다중 문서에 대한 제목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의 제목을 추출하는 것은 짧은 텍스트

(Short Text)를 이용하여 핵심 내용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중 뉴스 문서에 대

한 제목 추출을 이용하여 대량의 뉴스를 간단히 표현하

는 것은 이슈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된다.

최근 심층학습 기반 End-to-End 시스템이 높은 성능을 

보여줌에 따라 각 문서의 제목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학

습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단일 문서 제목 추출에 대

한 연구는 생성기반으로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다[1]. 그

러나 학습 데이터 구축이 비교적 어려운 다중 문서 제목 

추출에는 지도학습 기반 기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중 문서를 단일 문서로 보고 제목 후보를 선택한 뒤 

각 후보의 스코어를 계산하여 스코어가 가장 높은 후보

를 제목으로 선택하는 키워드 추출 기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2,3].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한계

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다중 문서를 단순히 단일 문서

로 보기 때문에 각 단어의 스코어 계산 시 추가적인 정

보가 없다면 문서 집합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정

보를 반영하기 어렵다. 두 번째, 제목의 후보들에 대한 

단위를 선택할 때 대부분 N-gram이나 명사와 형용사의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주요사업 과제로 수행한 것입니

다.

조합을 사용하는데, 제목 후보군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 된 제목을 추출할 수 없거나 추출이 되더라도 자

연스럽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중 문서 요약을 통해 추출된 

요약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문서 집합의 전체적인 주

제 정보가 반영된 단어 관련성를 추정하고, Byte Pair 

Encoding (BPE)[4] 기반으로 중요 키워드를 추출 한 뒤 

요약 문장에 적용하여 최종 제목 후보를 추출하는 방법

을 제안하여 두 가지 한계점을 해결한다.

제안 시스템은 크게 다섯 단계로 다중 문서 요약 단

계, 요약 기반 단어 관련성 추정 단계, BPE 기반의 중요 

키워드 선택 단계, 추정된 단어 관련성와 선택된 중요 

키워드를 이용한 제목 추출 단계, 후처리 단계로 나뉜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중 문서 요약 단계는 다루

지 않고 [5]에서 제안한 방법의 다중 문서 요약을 시행

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제목 추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자동으로 군집된 총 12개의 주제에 대한 다중 뉴스 

기사 집합을 사용하였으며,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

원이 다중 문서 집합에 대한 제목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

에서는 단어 관련성 추정과 BPE를 사용한 요약 기반의 

제목 추출 방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추출된 제목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에 대해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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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단일 문서에 대한 제목 추출 연구는 학술 논문, 뉴스 

문서 등과 같이 문서와 제목이 1:1로 존재하는 경우 학

습 데이터 구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도학습 기반의 연

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 하지만 다중 문서 제목 추

출 연구의 경우 학습 데이터 구축이 비교적 어렵다는 한

계점이 있다. 따라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다중 문서 제

목 추출에 대한 연구는 [2,6]와 같이 군집화 기법을 이

용하여 군집된 각 문서 집합에 대한 제목을 추출하기 위 

해 군집 정보를 사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단일 문서에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3,7]과 같은 키워드 추출 연구와 비슷하게 다중 문서 

집합을 하나의 문서로 보고, 제목 후보를 선택한 뒤 각 

후보의 스코어를 계산하여 스코어가 가장 높은 후보를 

제목으로 선택한다. [3,7]에서는 키워드 추출에서 단어

의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웹 페이지의 가중치를 계산

하는 PageRank[8] 알고리즘 기반 방법의 TextRank[3], 

ExpandRank[7]를 제안하였으며, 키워드 후보의 단위를 

명사와 형용사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2]에서는 단어 관련성 계산을 위해 LDA의 토픽 정보를 

이용하고, 복합 명사를 제목으로 추출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연구들은 최종 결과가 단순한 명사의 나열이기 때

문에 추출된 제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

며, [2]와 같이 추가적인 토픽 정보가 없다면 [3,7]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주변 단어와의 관계 정보에만 의존

하는 등 전체 주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제적인 문서 집합에 대한 주

제 정보를 사용하기위해 요약 기반의 단어 관련성 추정 

기법을 제안하고, 자연스러운 제목 추출을 위해 BPE 기

반 키워드 추출 및 요약 기반 제목 후보 선택 방법을 제

안한다.

3. 다중 뉴스 기사 제목 추출

본 논문에서는 주제가 같은 다중 뉴스 기사에 대한 제

목을 추출하기 위해서 다중 문서 요약 기반 제목 추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크게 다섯 단계로 다

중 문서 요약 단계, 요약 기반 단어 관련성 추정 단계, 

BPE 기반의 중요 키워드 선택 단계, 추정된 단어 관련성

과 선택된 중요 키워드를 이용한 제목 추출 단계, 그리

고 후처리 단계로 나뉜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다중 뉴스 기사 제목 추출 시스템 구성도

3.1. 다중 문서 요약

가장 먼저 수행되는 다중 문서 요약 단계에서는 대량

의 뉴스 기사가 입력되면 추출 기반의 다중 문서 요약을 

시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5]에서 제안된 추출 기반 요

약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약의 결과로 사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전체 문장 랭킹과 Top 10 뉴스 헤드라인

이다. 먼저, 전체 문장 랭킹은 추출기반 요약에서 사용

되는 문장 스코어를 통해 전체 문장을 순위화한 것을 말

한다. 이 전체 문장 랭킹을 이용하여 제목 추출을 위한 

단어 관련성를 추정하고, 상위 10% 문장을 이용하여 시

스템 전반적인 단계에서 사용한다. 다음으로, Top 10 뉴

스 헤드라인은 전체 문장 랭킹에서 순위가 높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뉴스 기사에 대한 헤드라인을 순차적으로 

10개를 추출한 것이다. 이 뉴스 헤드라인은 중요 키워드 

집합 추출 단계에서 사용된다.

3.2. 단어 관련성 추정

단어 관련성 추정은 각 단어에 대해 뉴스 집합의 전체

적인 주제와 얼마나 관련 있는지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어에 대한 주제 관련성 추정을 위해 다중 문서 요약 

단계의 결과인 전체 문장 랭킹 상위 30%를 주제 관련 문

장으로 보고, 나머지 하위 70%를 비관련 문장으로 하여 

각 집합에서의 빈도 계산을 통해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

한다. 단어 관련성 스코어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log× 

×
 log



와 는 전체 문장 집합 d에서 주제 관련 문장과 비

관련 문장에서 단어 w가 나타날 확률을 말하며, 와 

는 전체 문장 집합 d에서 주제 관련 문장 수와 비관련 

문장의 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전체 문장 집

합 d에서 단어 w를 포함하고 있는 주제 관련 문장의 수

와 비관련 문장의 수를 말한다.

3.3. 중요 키워드 선택

중요 키워드 선택 단계에서는 다중 문서 요약의 결과

인 전체 문장 랭킹 상위 10% 문장과 Top 10 뉴스 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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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이용하여 Byte Pair Encoding (BPE) 기반으로 제목 

추출에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한다. 중요 키워드 선택 단

계는 총 세 가지 하위 단계로 체언 시퀀스 기반 BPE를 

이용한 중요 키워드 후보 추출 단계, 중요 키워드 후보 

순위화 단계, Top 10 뉴스 헤드라인 기반 중요 키워드 

선택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3.3.1. BPE 기반 중요 키워드 후보 추출

먼저 기본적인 BPE는 [4]에서 단어를 하위 단위로 분

할하는 단어 분할(Word Segmentation) 문제를 위해 [9]

의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제안한 것으로, 적용하고자 하

는 전체 데이터의 모든 단어를 최하위 문자 단위로 나누

어 나열한 다음 가장 빈도가 높은 쌍을 반복적으로 결합

하는 기법이다.

[표 1]은 전체 데이터에서 중복을 포함한 모든 단어 

집합이 [‘low’, ‘low’, ‘lowest’, ‘newest’] 로 

4개 일 때, 3번 반복한 BPE 알고리즘의 각 단계별 예시

이다. 먼저, 초기 단계에서 모든 단어를 최하위 단위로 

모두 나눈 다음 단어 의 끝에 ‘*’ 심볼을 추가한다. 

다음으로, 단계 1에서 ‘l’와 ‘o’ 쌍의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lo’이 새 심볼로 선택 되었으며, 모든 

단어에서 결합되어 표현되었다. 이후 단계에서도 단계 1

과 똑같은 방법이 반복되며 순차적으로 새 심볼이 선택

된다.

단계 전체 단어 집합 새 심볼

초기
‘l o w *’, ‘ l o w *’,

‘l o w e s t *’, ‘n e w e s t *’
-

1
‘lo w *’, ‘ lo w *’,

‘lo w e s t *’, ‘n e w e s t *’
‘lo’

2
‘low *’, ‘ low *’,

‘low e s t *’, ‘n e w e s t *’
‘low’

3
‘low *’, ‘ low *’,

‘low e s t*’, ‘n e w e s t*’
‘t*’

표 1. 단어 분할에서 BPE 알고리즘 예시

위와 같은 BPE 알고리즘을 키워드 추출에 적용하기 위

하여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최하위 단위를 영어의 문자

(Character)에서 한국어의 형태소로 변경하고, 단어 단

위는 영어의 단어(Word)에서 한국어의 체언의 시퀀스로 

변경한다. 체언의 시퀀스는 각 문장 내에서 품사가 체언1) 

계열인 형태소의 최대 시퀀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김

철수 학생의 성적’ 에 대한 형태소 분석 결과가 ‘김철

수/NNP 학생/NNG 의/JKG 성적/NNG’이라면 체언의 시퀀

스 집합은 다음과 같다.2)

Ÿ 원본: ‘김철수 학생의 성적’

Ÿ 형태소 분석: ‘김철수/NNP 학생/NNG 의/JKG 성적

/NNG’

Ÿ 체언의 시퀀스: ‘김철수 학생’, ‘성적’

1) 일반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 수사, 대명사를 포함한다.

따라서, 중요 키워드 선택을 위해 문장 랭킹 상위 10% 

문장에서 중복을 포함하는 체언의 시퀀스 집합을 추출하

고, BPE 알고리즘을 수행한 뒤 새로 생성된 심볼의 집합

을 키워드 후보로 선택한다. 체언의 시퀀스 집합이 [성

적, 김철수 학생 성적, 김영희 학생 성적] 일 때, BPE 

알고리즘의 2 단계까지의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추출

된 키워드 후보 집합은 [(성적), (학생, 성적)] 이다.

단계 전체 단어 집합 새 심볼

초기
‘성적 *’, ‘ 김철수 학생 성적 *’,

‘김영희 학생 성적 *’,
-

1
‘성적*’, ‘ 김철수 학생 성적*’,

‘김영희 학생 성적*’,
‘성적*’

2
‘성적*’, ‘ 김철수 학생성적*’,

‘김영희 학생성적*’,
‘학생성적*’

표 2. BPE를 이용한 키워드 후보 추출 예시

3.3.2. 중요 키워드 후보 순위화

이번 단계에서는 중요 키워드 후보를 순위화하고, 하

위 50%의 후보는 중요 키워드 후보에서 제거한다. 중요 

키워드 후보 순위화를 위한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





  는 총 세 가지 정보를 반영하여 스코어

를 계산한다. 첫 번째로 BPE 알고리즘에서 키워드 후보 

의 선택 단계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 두 

번째로 키워드 후보 내에 존재하는 형태소들의 단어 관

련성 스코어의 조화 평균  , 그리고 마지막

으로 키워드 후보 내의 형태소 개수 정보를 반영한 스코

어 를 이용한다. 위의 수식에서 는 BPE에서 

가 생성된 단계, 은 전체 키워드 후보 개수, 은 

키워드 후보에 포함하고 있는 형태소 개수, 은 전체 

키워드 후보 중 가장 많은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는 키워

드 후보의 형태소의 개수이다.

3.3.3. 헤드라인 기반 중요 키워드 선택

Top 10 뉴스 헤드라인은 전체 뉴스 문서 집합의 주제 

대해 중요하고 간결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목에 

대한 중요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

가 될 수 있다. 이번 단계에서는 추출된 키워드 후보 집

합과 Top 10 뉴스 헤드라인 집합의 패턴 매칭을 통해 최

종 중요 키워드를 선택한다. 즉, 키워드 후보 집합에 존

재하는 키워드 후보 중 Top 10 뉴스 헤드라인에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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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출현 했다면 최종 중요 키워드 집합에 포함시킨다.

3.4. 중요 키워드 기반의 제목 추출

최종 제목 추출 단계에서는 단순한 키워드 나열이 아

닌 자연스러운 제목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약의 결과인 

상위 10%의 문장 집합과 중요 키워드 집합을 매핑하여 

최종 제목 후보를 추출한다. 이때, 매핑된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형태소들의 품사 집합에 조사가 1개 이하라면, 

매핑된 단어 사이의 형태소들을 모두 연결하여 제목 후

보로 추출한다. 예를 들어, 중요 키워드 집합이 [(학생, 

성적), (학생, 과제, 성적), (김영희)] 일 때, 키워드 

매핑 결과와 제목 후보 선택 결과 예시는 [표 3]과 같다. 

번호 요약 결과 문장 선택

1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성적은 조교가 관리한다. O

2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성적은 조교가 관리한다. X

3 김철수 학생의 성적은 좋다. O

4 김영희 학생 성적 또한 좋다. O

표 3. 중요 키워드 기반 제목 추출 예시

예시의 2번 문장에서 매핑된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성적’이 제목으로 선택 되지 않는 이유는 키워드 (학

생, 성적) 사이에 조사가 ‘의’와 ‘에’로 2개 이상이

기 때문이며, 1번 문장에서 매핑된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성적’이 제목으로 선택된 이유는 (학생, 과제, 성

적) 각 사이에 조사가 1개 이하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

로, 추출된 제목 후보 중 최종 제목을 선택하기 위한 스

코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스코어 계산을 위한 과  는 

3.3.2 장에서 사용된 것과 같다.  는 제목 

후보 내에 존재하는 조사들에 대한 스코어를 모두 계산

한 뒤 조화 평균한 것을 말한다. 조사의 스코어는 Top 

10 뉴스 헤드라인에서 어떤 조사들이 많이 출현했는지에 

대한 빈도 정보를 반영한 결과를 사용한다.

3.5. 후처리

후처리 단계는 최종 추출된 제목이 매우 짧은 경우 정

보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요약의 결과인 상위 10%의 

문장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간단하게 추출하여 추출된 제

목에 추가하는 단계이다. 즉, 추출된 제목이 2개 이하의 

명사로만 이루어진 경우 후처리 단계가 시행되며, 이 

때, 상위 10%의 문장에서 추출된 제목의 위치를 찾고, 

그 뒤에 추가적인 명사가 존재하면 최대 길이로 연결한

다. 예를 들어, 표 3에서 선택된 3개의 제목 후보 중 최

종 제목으로 ‘김영희’가 선택 된다면, ‘김영희’뒤에 

존재하는 최대 명사 시퀀스 ‘학생’, ‘성적’을 모두 

연결하여 ‘김영희 학생 성적’으로 제목을 추출한다.

4. 실험 및 평가

제목 추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자동으로 군집된 

총 12개의 주제에 대한 다중 뉴스 기사 집합을 사용하였

으며,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원 5명이 해당 다중 

문서 집합에 대한 제목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성 평가

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정성평가는 1점부터 5점까

지의 점수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평가 결

과는 [표 4]와 같으며, 다중 문서 제목 추출을 위한 제

안 시스템에서 추출된 각 주제별 제목은 [표 5]와 같다.

1: 주제가 완전히 틀린 제목

2: 주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제목

3: 주제는 정확하나 정보량이 거의 없거나 너무 많은 제목

4: 주제는 정확하나 정보량이 부족하거나 조금 많은 제목

5: 주제가 정확하며 정보량이 충분히 많은 제목

Topic #
평가자별 정성 평가 결과

평균
A B C D E

1 3 3 3 3 3 3.00

2 4 5 4 5 5 4.60

3 2 2 2 4 3 2.60

4 5 4 4 5 5 4.60

5 4 5 4 5 4 4.40

6 3 2 3 3 3 2.80

7 3 5 1 4 4 3.40

8 5 4 5 5 4 4.60

9 5 5 4 4 5 4.60

10 3 4 3 4 3 3.40

11 2 4 2 4 3 3.00

12 3 5 1 4 3 3.20

평균 3.50 4.00 3.00 4.16 3.75 3.68

표 4. 각 주제별 다중 문서 제목 추출 정성 평가 결과

Topic # 추출된 다중 문서 제목

1 밥 딜런

2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

3 부산 지하철 2호선 시립 미술관역

4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 이후 삼성전자

5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

6 대통령 탄핵

7 트럼프가 당선

8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9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권 규탄 대규모

촛불 집회

10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

11 최순실 결탁 의혹

12 최순실 관계 입증

표 5. 각 주제별 다중 문서 제목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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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문서 제목 추출에서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단어 관련성 추정과 Byte Pair Encoding을 

통한 요약기반의 제목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요약 기반의 단어 관련성 추정을 통해 단어의 스코어가 

다중 문서 집합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

도록 하였으며, Byte Pair Encoding를 이용하여 중요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고, 요약 문

장 기반의 중요 키워드 매핑을 통해 자연스러운 제목 추

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가를 위해서는 자동으로 군

집된 총 12개의 주제에 대한 다중 뉴스 기사 집합을 사

용하였으며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원들이 정성평가를 진

행하여 5점 만점 기준 평균 3.68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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