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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키워드 추출은 정보검색, 문서 분류, 요약, 주제탐지 등의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용량 자문서로부터 추출된 키워드들은 텍스트 마이닝을 한 요 속성

으로 활용되어 문서 라우징, 주제탐지, 자동분류, 정보검색 시스템 등의 성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는 용량 뉴스문서집합을 상으로 

키워드 추출을 수행하여 분야별 주제를 제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기본 으로 키워드 추출을 해 기존 TF-IDF 모델을 고찰, 이것의 6가지 변형식을 

고안하여 이를 기반으로 각 분야별 후보 키워드를 추출한다. 한 분야별로 추출된 단어들의 

분야간 교차비교분석을 통해 불용어 수 의 의미 없는 단어를 제거함으로써 그 성능을 높인

다. 제안 기법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해 한  뉴스 기사 문서에서 추출한 키워드의 질을 비

교하 으며, 한 주제 변화를 탐지하기 해 시간에 따른 키워드 집합의 변화를 보인다.

ABSTRACT

Keyword extraction is an important and essential technique for text mining applications 

such as information retrieval, text categorization, summarization and topic detection. A set 

of keywords extracted from a large-scale electronic document data are used for significant 

features for text mining algorithms and they contribut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document browsing, topic detection, and automated text classification. This paper presents 

a keyword extraction technique that can be used to detect topics for each news domain 

from a large document collection of internet news portal sites. Basically, we have used 

six variants of traditional TF-IDF weighting model. On top of the TF-IDF model, we 

propose a word filtering technique called ‘cross-domain comparison filtering’. To prove 

effectiveness of our method, we have analyzed usefulness of keywords extracted from Korean 

news articles and have presented changes of the keywords over time of each news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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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07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과반수(58.5%)가 포털 사이트

의 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2]. 이용자가 

많은 포털 사이트  하나인 네이버(www. 

naver.com)에는 하루 10,000개 이상의 뉴스 기

사가 게재되고 있지만, 이러한 용량의 뉴스 

기사를 짧은 시간 내에 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들은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선택 으로 먼  보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 키워드 추출 기술(Keyword 

Extraction)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키워드 추출은 정보검색(Information Re-

trieval), 문서분류(Text Categorization), 주제

탐색(Topic Detection), 문서요약(Document 

Summarization) 등을 포함한 텍스트 마이닝

(Text Mining) 분야의 연구에서 주요 속성

(Feature) 추출을 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일반 으로, 문서 내부에 존재하는 단어의 

요도를 평가하기 해서 재 많은 검색엔진

이 채택하고 있는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가 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6, 7, 8]. TF-IDF모델은 벡터

공간모델(Vector Space Model) 기반 정보검

색을 해서 문서를 표 하는 원리이며, 기본

으로 개별 문서에서 각 단어의 상  

요도를 표 할 수 있어서 개별 문서에 존재

하는 키워드를 추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키워드 추출은 개별 문서 범 가 아

닌 ‘문서 집합 체’ 범 를 가정하기 때문에 

기존 TF-IDF 모델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추

출 범 를 고려한 변형식을 제안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뉴스문서 집합 체 범

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기 해 6가지의 수정

된 TF-IDF 가 치 모델과 이를 통해 얻은 

키워드 집합을 한층 더 개선하기 해 분야

별 후보 키워드 집합을 통계 으로 교차비교

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본 제안 기법에 의해 

추출된 키워드는 뉴스 문서 집합의 요약 정

보를 보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뉴스 기

사의 분류, 효율 인 뉴스 탐색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2. 련 연구

인터넷상의 자문서의 증가와 함께 주제 

탐사를 목 으로 한 키워드 추출 연구가 활

발히 수행되고 있다. 키워드 추출을 해 [4]

에서는 단어들이 동시에 출 하는 통계  정

보를 활용하 으며, [9]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한 색인 생성에 사용되는 PageRank 알고

리즘을 이용하 다. 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원리를 용한 연구가 있으며, [10]

에서는 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을, 

[3]에서는 Neural Network Model 알고리즘

을 이용하 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은 키워드 추출을 한 측모델을 만들

기 해 고품질의 학습데이터를 비해야 하

는데 이에 한 비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정확도가 학습데이터에 의존하므로 

수시로 변화하는 뉴스 문서에 이를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본 으로 키워드 

추출은 실용 인 에서 비감독형 통계기

법이 바람직하며, TF-IDF 가 치 모델은 이

에 하는 효과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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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의 연구는 키워드 추출의 상을 주

로 단일 문서로 한정하는 반면에, 본 논문에

서는 뉴스 문서 체 집합을 상으로 하여 

비교  비용이 게 드는 방법으로 키워드를 

추출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3. 키워드 추출 방법

본 연구의 ‘키워드 추출’ 문제는 뉴스 문서

집합에서 각 분야( 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주요 키워드를 찾는 것으로 정의

한다. 각 분야별로 재 화제가 되고 있는 키

워드를 추출함으로써 뉴스 요약  뉴스 경

향을 악할 수 있는 기 를 만들 수 있다. 

특정 분야의 뉴스 문서집합에서 키워드를 골

라 내기 한 기본 인 아이디어는 각 단어

의 가 치를 계산한 후, 상  당 개수의 가

치를 가지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키워드 추출 기법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로서, 체 문서

집합에 존재하는 단어를 정의된 가 치로 정

렬하여 그 값이 주어진 임계값 보다 큰 ‘후보 

키워드’들을 골라낸다. 그 후보 키워드 집합은 

정 수 의 키워드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TF-IDF의 한계로 인해 불용어(Stopword) 수

의 단어( 를 들면, ‘기자’, ‘신문사’)가 포함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서, 각 분

야에서 얻어진 후보 단어들의 순 를 교차비

교함으로써 각 분야의 표단어로서의 키워

드 집합을 얻게 된다. 본 에서는 키워드 추

출이 근간이 되는 TF-IDF 가 치 모델과 그

것의 6가지 변형, 그리고 키워드의 분야간 교

차비교 기법을 소개한다.

3.1 키워드 추출을 한 TF-IDF 가 치 

모델의 변형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 은 

개별 문서가 아닌 정 문서집합으로부터 주

요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문서집합에서 출  단어의 요도를 측정하

기 해 TF-IDF 가 치를 변형하고자 한다. 

우선 본래의 TF-IDF 가 치 모델을 살펴보

기로 한다.

3.1.1 TF-IDF 가 치 모델

TF-IDF 가 치 모델은 정보검색  텍스

트마이닝을 해서 문서 내부의 단어간 상

 요도를 평가하기 해 문서의 표 방식

으로서 고안된 것이다. 이 TF-IDF가 치로 

표 된 문서는, 정보검색엔진에서 주어진 질

의어와 가장 유사한 문서들의 순 를 결정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유사 문서들의 그룹

( 는 클러스터)을 찾는 문서군집화를 용이

하게 한다. TF-IDF 값이 큰 단어는 그것이 

속한 문서의 주제 는 의미를 결정지을 가

능성이 크며, 따라서 이 측정치를 주요 키워

드를 추출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F-IDF 가

치는 TF(Term Frequency)값과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값을 곱한 것이다. TF 

값은 한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가 출 한 빈

도수를 의미한다. 이 값을 가 치 모델에 포

함시키는 것은, 주어진 단어가 문서 내에서 

많이 출 할수록 상 으로 더 요하다는 

가정을 반 한 것이다. 실제 으로 활용되는 

TF값은 문서 내부의 단어 출  빈도를 모든 

단어의 총 출  회수로 나 어 정규화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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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래의 TF-IDF 가 치 모델

TF값

  


 

 

 ：단어 ti가 문서 dj에서 출 한 회수




 ：문서 dj에서 모든 단어가 출 한 회수

IDF값

   ∈
 

 ：문서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의 수

  ∈：단어 가 등장하는 문서의 수
TF-IDF 가 치      × 

태를 띤다. 이는 문서의 크기에 따른 TF값의 

편  상을 방지하기 해서이다. 그런데 이 

TF값만을 가지고 문서를 표 하기에는 부당

한 측면이 있다. 이는 TF값이 지나치게 큰 

단어가 오히려 불용어 수 의 단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 IDF

인자를 도입한다. 

IDF 값은 문서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 수

를 특정 단어가 나타난 문서의 수(Document 

Frequency)로 나  것이다. 이는 상 으로 

많은 문서에 출 한 단어의 IDF 값은 작게 

되고, 반 로 한쪽으로 편 하여 나타난 단어

의 IDF 값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는 IDF 값

이 작은 단어는 보편 인 단어일 가능성이 

크며, 반 로 IDF 값이 큰 단어는 문서 내에

서 주요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분별하기 

한 의도를 반 한 것이다. [5]에서는 IDF 수

치의 이론  정당성을 보여 다. TF-IDF 

값은 TF인자와 IDF 인자를 곱한 것이며, 이 

TF-IDF 가 치에 입각하여 ‘문서 내부’에서 

많이 출 하고, 체 문서집합에서 출 하는 

문서들의 수가 은 단어가 요한 단어로서 

평가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문서

가 아닌 문서집합 수 에서 키워드를 추출하

고자 하기 때문에, TF-IDF모델의 단어간 상

 요도를 평가하는 범 를 ‘개별 문서’

에서 ‘ 체 문서집합’으로 확장해야 한다.

3.1.2 TF-IDF 가 치 모델의 변형

주어진 문서집합으로부터 키워드 추출을 

한 TF값은 문서 내에서의 특정 단어의 출

 빈도가 아닌 문서집합 내에서의 출 빈도

로 정의한다. 그리고 키워드 추출의 정확도 

향상을 해 두 가지 방식으로 TF값을 정규

화한다(<그림 1>참조). 이때 IDF 인자는 본

래의 형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TF-IDF 값을 

구성할 때 TF값에도 로그를 취하는 정규화 

형태를 추가한다. 결국 6가지의 TF-IDF 변

형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3.1.2.1 TF식의 수정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스 문서

집합으로부터 키워드 추출을 하여 <그림 1>

의 TF 변형 식 세 가지, 즉 BTF, NTF1, NT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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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키워드 추출을 한 TF-IDF 모델의 

수정

을 제안한다. 체 문서집합 범 에서 키워드

를 추출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기본 으로 

체 뉴스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출 한 회수

를 더하여 그 값을 구하는 기본 인 방법을 

사용하며, 이를 BTF(Basic Term Frequency)

라 칭한다. 하지만 이는 각 문서에서의 출  

빈도를 단순히 더한 값이어서 단어간 상  

요도를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두 가지 정규화된 TF식

(Normalized Term Frequency)을 제안하며, 

이를 각각 NTF1과 NTF2라 칭한다. NTF1

은 BTF 값을 문서집합 내에서 출 한 모든 

단어들의 BTF 값  최 값으로 나 어 정

규화한다. 그리고 NTF2는 해당 단어의 문서

에서의 발생빈도를 각 문서의 모든 단어에 

한 발생빈도로 나 어 더한 값으로 정의한

다. 기본 으로 BTF 값이 큰 단어가 요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지만, 뉴스문서 길이가 일정

하지 않은 경우에 공정하지 못하므로, NTF1

과 NTF2와 같이 문서 길이가 달라서 생기는 

가 치의 과도한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3.1.2.2 TF-IDF의 조합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BTF, NTF1, 

NTF2 등의 TF 변형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값과 IDF 식을 이용해 계산한 값을 사용해서 

최종 으로 TF-IDF 변형식을 계산한다. 여

기서 BTF와 NTF2의 식으로 계산한 TF값이 

로그를 내재한 IDF값보다 상 으로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두 인자가 유사한 범 의 

값을 가지도록, TF값에도 로그를 취하여 IDF 

값과 곱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BTF, NTF1, NTF2를 이용해 계산한 값이 1

보다 작을 경우를 고려하여 로그를 취한 값에 

‘1’을 더하여 IDF 값과 곱한다. 이 계산식을 

NTFIDF(Normalized TFIDF)라고 부르기로 

한다.

3.2 분야간 단어 교차비교

각 분야별 뉴스 문서집합은 주어진 뉴스 

문서집합의 한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체 뉴

스 문서집합 체에서 높은 TF-IDF값을 가

지는 단어들이 분야별 뉴스 문서집합에서도 

높은 TF-IDF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

는 그러한 단어들의 일부가 체 뉴스기사를 

표한다기 보다는 불용어에 가까운 의미없는 

단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를 들어, 

뉴스 문서의 작성자인 기자의 이름과 언론사

의 이름은 거의 모든 뉴스 문서의 본문에 포

함되어 있어 높은 가 치를 얻을 수 있다. 이

런 단어들은 각 분야의 뉴스 문서집합에서 

키워드로서 부 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64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4권 제4호

<그림 3> 분야간 교차비교의 

<그림 2> 키워드 추출 시스템  과정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분야간 교차비교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키워드 추출 문

제 문제는 자동문서분류(Text Classification) 

분야에서의 클래스(Class)별 표 속성(Feature)

을 추출하는 문제와 유사하다. 특정 클래스에 

소속된 문서의 주요 속성은 그 클래스의 개

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단어(구)이어

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각 뉴스분야에 출

하는 키워드는 그 분야의 특징을 잘 설명하

고, 한 타 분야와의 구분을 높이는 것이어

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에서 1차 생

성한 후보 키워드들을 비교하여 동일 단어의 

출 을 억제함으로써 키워드 선정의 정확도

를 높이고자 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단계로서, 키워드 추출 모듈이 인터

넷 포털 사이트에 HTML 페이지 형식으로 

게재되어 있는 뉴스 문서를 수집하여 분야별 

후보 키워드집합을 생성한다. 두번째 단계로

서, 분야간 교차비교 모듈이 최종 키워드집합

을 생성하게 된다.

분야간 교차비교는 키워드 순 에 한 표

편차 값을 계산함으로써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단어가 한 분야의 후보 

키워드 집합에서 높은 TF-IDF 가 치를 가

져 상  순 에 있지만, 타 분야에서는 낮은 

가 치를 받아 하  순 에 있는 경우, 그 단

어는 높은 가 치를 가지는 분야에서의 키워

드로 선택된다. 반 로, 각 분야에서 TF-IDF 

가 치가 비슷한 순 를 가지는 단어인 경우, 

해당 분야의 성격을 규정하는 성질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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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키워드 추출 모듈의 내부 구조

고 단하여 삭제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각 분야의 뉴스문서집합으로

부터 얻어진 후보 키워드집합에 하여, 각 

분야별 순 값을 계산한 후, 특정 단어들의 

순 값들의 표 편차가 주어진 임계값 이하

인 경우 키워드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림 

3>은 이러한 계산 과정의 를 보여  것이

다. 표 편차의 임계값을 10이라고 하자. 만

약 ‘기자’ 라는 단어가 각 분야의 후보 키워드 

집합에 모두 등장하고, 각 분야에서 3 , 15

, 7 , 2 의 순 를 얻었다. 이 순 값들의 

표 편차는 임계값 10을 과하지 못하여, 뉴

스 키워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단

하여 삭제하게 된다.

4. 시스템 구

4.1 모듈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림 4>는 키워드 추출 모듈의 내부 구

조를 보여 다. 키워드 추출을 해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는 뉴스문서, 사 , 단어출 사

실, TF-IDF 가 치 등의 테이블을 포함한다. 

수집된 문서는 뉴스문서 테이블에 장하고, 

이 테이블을 조회하여 출  단어를 확인한 

후에 사  테이블과 단어출 사실 테이블에 

련 정보를 입력한다. 여기서 사  테이블은 

출  단어를 복 없이 리하기 한 것이

고, 단어출 사실 테이블은 각 문서에서의 단

어 출  사실을 기록하기 한 것이다. 이 단

어출 사실 테이블을 기반으로 TF-IDF 가

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TF-IDF 가 치 

테이블에 계산 결과를 장한다. 분야별 후보 

키워드집합은 TF-IDF 가 치 테이블의 데이

터를 분야별로 정렬함으로써 얻어지게 된다.

구축된 테이블 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단어출 사실 테이블로서, 이는 데이터 웨어

하우스(Data Warehouse)의 구축에 활용되는 

스타스키마(Star Schema)의 형태를 띤다(<그

림 5> 참조). 심에 치한 사실(Fact) 테이

블은 개별 인 사건의 발생 사실을 시간 순

으로 기록하는 것이므로, 뉴스문서로부터 추

출한 각 단어를 하나의 발생 사실로 간주하

여 단어출 사실 테이블에 하나의 코드로 

삽입된다. 사실 테이블에 장된 출  단어 

정보는 차원테이블로서 정의된 시간 테이블, 

뉴스문서 테이블, 사  테이블을 외래키를 통

해 참조함으로써 특정 날짜에 어떤 단어가 

어떤 문서에 출 하 는지를 알 수 있다. 

4.2 단일 명사의 추출과 복합명사의 생성

한 의 경우, 단일명사는 그 의미가 불확

실한 경우가 많다. 를 들어, ‘여성 비례 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

다.’라는 문장에서 ‘여성’, ‘비례 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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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키워드 추출을 한 스타 스키마(Star Schema)

<표 2> 복합 명사 생성에 사용되는 패턴

1. 조사가 생략된 명사/인 한 명사( ：형태소 분석)

2. 형격 조사 결합 명사/피수식 명사( ：정보의 검색)

3. 목 격, 주격조사 결합 명사/서술형 명사( ：정보를 검색하는)

4. 형화된 서술형 명사/피수식 내포문의 명사(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들’, ‘입법’, ‘활동’, ‘조사’ 등과 같은 단일명사

가 추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어들 에서 

키워드를 선별한다면 그것이 속한 문장 는 

문서의 반  의미를 표 하기 어려울 것이

다. 비교해서, 복합명사로서 ‘여성 비례 표 

의원들’, ‘입법 활동’ 등이 추출된다면 이는 

키워드로서의 의미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명사의 추출을 해 <표 2>

의 복합명사 생성 패턴을 이용한다. 본 실험

에서는 KLT 라이 러리2)를 이용하여 단일

명사 추출과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1]. 단

일명사 추출은 KLT의 색인어 추출 함수를 

이용하 으며, 이는 불용어 사 을 활용하여 

의미 없는 단어를 제거해 다. 형태소 분석 

기능은 단어의 품사 정보, 조사정보, 역할 정

2) KLT 라이 러리는 국민 학교 언어공학, 정보

검색 연구실(http://nlp.kookmin.ac.k)에서 연구용

으로 배포한 것이다.

보 등을 반환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 2>의 4가지 패턴에 매칭함으로써 복합

명사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단일명사로 추출

된 단어가 복합명사 합성에 사용되었다면, 해

당 단일명사의 출  사실은 무시되고, 생성된 

복합명사의 출  사실만을 장한다. 

추출된 단일 명사와 복합 명사에 해 우

선 사  테이블을 검색하여 동일한 명사가 

없는 경우, 이를 사  테이블에 넣고 고유번

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출 한 문서와 날짜의 

고유번호와 사  테이블에 포함된 단어의 고

유번호를 묶어 코드를 생성하여 단어출

사실 테이블에 입력한다.

5.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 TF-IDF 모델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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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뉴스 분야간 교차비교 분석을 이용하여 

뉴스 문서집합에서 각 분야별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이 기법의 실제

 의미를 평가하기 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게재되는 뉴

스 문서를 상으로 하여 키워드 추출 실험

을 수행하 다.3)
 
네이버는 실시간 인터넷기

사를 속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연 , 칼럼, 문, 매거진, 문지 등

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연  등의 네 분야의 뉴스

기사를 실험 상으로 하 다. 평일 하루 동

안에 정치분야에서 약 1,500개, 경제분야에서 

약 6,000개, 사회분야 약 4,000개, 연 분야 

약 1,200개의 뉴스를 수집하여 각 분야별 뉴

스 문서집합을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뉴스 문서 집합에서의 

키워드 추출 방법의 성능을 보이기 해 다

음과 같이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3.1 에서

는 통 인 TF-IDF를 체 문서 집합에 

용하기 한 6가지 변형식에 따른 후보 키워

드 리스트의 결과를 제시하고 비교한다. 3.2

에서는 분야간 교차비교의 성능을 보이기 

해 용 의 후보 키워드 리스트와 용 

후의 키워드 리스트를 보인다. 한 분야간 

교차비교를 할 때 용되는 순 에 한 표

편차값의 임계값에 따른 키워드 리스트의 

변화를 보임으로써 임계값을 히 조 해

야 함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키

워드의 변화를 보여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

3) 실험 구 을 해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으로 

Microsoft SQLServer를 사용하 으며, 개발 언

어  미들웨어 JAVA와 JDBC(Java Database 

Connectivity)를 사용하 다.

고 있는 주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

을 보인다. 

5.1 분야별 후보 키워드 리스트

<표 3>은 ‘정치’ 분야의 뉴스문서집합을 

상으로 6가지의 TF-IDF변형식을 용하

여 얻은 후보 키워드 집합을 보여 다. 여기

서, 기존 TF-IDF 가 치를 이용해 얻은 키워

드는, 문서 내에서 각 단어에 기존 TF-IDF

가 치를 할당한 후, 체 문서 집합에서 순

를 매긴 결과에서 상  10개의 단어들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TF-IDF가

치를 통해 추출한 키워드들은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부분 불용어 수 에 가까운 것이

다. 비교해서, NTF2식을 이용한 2가지 결과

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TF-IDF 조합보다 개

선된 결과를 보여 다. 이는 일반 으로 게재

되는 뉴스 기사의 길이가 짧아서 문서 내 TF

값에 지나치게 향을 받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NTF1과 NTFIDF 변형식

의 조합을 사용한 경우이다. 

6가지 TF-IDF 변형식을 이용한 경우에도, 

‘기자’, ‘무단 재’, ‘재배포 지’ 등의 의미 없

는 단어가 포함되었으며, 더구나 이러한 단어

들이 상  순 에 치하고 있다. 이는 이 단

어가 문서집합 내의 부분의 뉴스문서에서 

출 하여 TF값과 TF-IDF 값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비근한 로서, 뉴스문서의 본문에

는 작성자를 나타내는 ‘OOO 기자’와 같은 문

자열이 포함되어 있어 부분의 뉴스문서에

서 ‘기자’라는 단어가 출 한다. 이러한 단어

는 매우 큰 TF값을 가지게 되고, 이것의 

TF-IDF 값도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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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치 분야의 후보 키워드 리스트

순
기존 

TF-IDF

기존 TF-IDF의 수정

BTF NTF1 NTF2

1 일부 이명박 후보 이명박 후보 서울

2 박수 후보 후보 무단 재

3 력 기자 기자 한국언론뉴스허

4 한나라당 에리카 김 에리카 김 뉴시스통신사

5 서울 무단 재 무단 재 재배포 지

6 표 고 고 모바일연합뉴스

7 오후 서울 서울 재배포 지

8 조성 재배포 지 재배포 지 작권자연합뉴스

9 통합 검찰 검찰 오

10 상 이명박 이명박 오후

수정 TF-IDF에 로그식의 용(Normalized TFIDF)

순 BTF NTF1 NTF2

1 이용득 원장 이명박 후보 백승렬

2 이석행 원장 에리카 김 생각하십

3 이회창 씨 검찰 권주훈 기자

4 민 후보 BBK 패  질문

5 고 장 김경 통합민주신당 정동  선후보

6 망 설치 창원 이명박 이 호기자

7  뉴스앤조이 이 창당 10주년 행사

8 액 조성 기자회견 남강호기자

9 공기 음이온 보충 재배포 지 박주성기자

10  발행 서울 박지호

주) 굵은 씨체의 단어는 불용어 수 의 단어임

5.2 분야간 교차비교의 결과

2007년 11월 25일에 게재된 정치 분야 991개, 

경제 분야 1025개, 연  분야 480개 그리고 

사회 분야의 뉴스 문서 1437개를 상으로 분

야간 교차비교를 실험하 다. 가장 기본 인 

BTF와 TFIDF 식을 사용하여 각 10,000개의 

단어를 가진 후보 키워드를 생성하 고 그 

리스트들을 <표 4>에 제시하 다. 한 이 

키워드들에 분야간 교차비교분석을 용하여 

그 결과인 키워드들을 <표 5>에 제시하 다.

<표 5>의 각 분야 후보 키워드 집합에 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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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각 분야의 후보 키워드

순
뉴스 분야

정치 경제 연 사회

1 이명박 후보 작권자 제28회 청룡 화상 시상식 무단 재

2 김경 무단 재 화 뉴시스통신사

3 검찰 서울 드카펫 재배포 지

4 한국언론 뉴스허 재배포 지 해오름극장 한국언론 뉴스허

5 재배포 지 정 재배포 지 기자

6 뉴시스 통신사 재 청룡 화상 서울

7 오후 무단 재 보도자료 오후

8 작권자 연합뉴스 기자 시상식 작권자 연합뉴스

9 오 내년 작권자 재배포 지

10 재배포 지 리얼타임뉴스 구 모바일 연합뉴스 7070

주) 굵은 씨체의 단어는 불용어 수 의 단어임

<표 5> 분야간 교차비교 후의 키워드 리스트

순
뉴스 분야

정치 경제 연 사회

1 이명박 후보 리얼타임 뉴스 제28회 청룡 화상 시상식 검찰

2 김경 아시아 경제 화 방침

3 검찰 석간 드카펫 지역

4 이명박 배포 지 해오름극장 의

5 이면계약서 멀티미디어 청룡 화상 지역 빛

6 에리카 김 경제뉴스 보도자료 독자희망

7 계약서 기업 시상식 부산일보사

8 신당 외국인 장충동 이명박 후보

9 민주당 주가 국립극장 한나라당

10 김경  씨 증시 포즈 김경

주) 굵은 씨체의 단어는 교차비교를 이용, 불용어 수 의 단어를 제거한 후 상  순 에 오른 단어임

게 표시된 단어인, ‘한국언론 뉴스허 ’, ‘재배

포 지’, ‘뉴시스 통신사’ 등 의미 없는 단어

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분야간 교차비교를 통하여 <표 5>에

서 보는 것처럼 의미 없는 단어가 제거되고 

의미 있는 키워드가 추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차비교 분석을 통해 얻은 경

제, 사회 분야의 키워드에는 몇 가지 불용어 

수 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그 단

어들이 여러 분야에 공통 으로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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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 편차에 따른 분야별 교차비교 결과

순
교차비교를 한 표  편차의 임계값

10 100 1000 10000

1 노 통령 노 통령 노 통령 노 통령

2 당선자 당선자 이명박 당선자 이명박 당선자

3 고 이명박 당선자 인수 인수

4 이명박 당선자 통령 이명박 통령 당선자 노무  통령

5 통령 정부 노무  통령 국회

6 연합뉴스 인수 국회 총선

7 작권자 연합뉴스 이명박 총선 인수 원회

8 정부 표 인수 원회 통령직

9 오 이명박 통령 당선자 통령직 이명박 정부

10 인수 국민 이명박 정부 정책

주) 굵게 표시한 단어는 표 편차 임계값의 증가에 따라 제거되는 단어임

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분야간 교차비교 시 사용되는 표 편차 임

계값에 따른 키워드 리스트의 변화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실험은 2008년 1월 3일

에 게재된 정치 분야 1547개, 경제 분야 3587개, 

연  분야 1,232개, 사회 분야 803개의 뉴스

가 포함된 분야별 문서 집합을 상으로 하

다. 먼  TF-IDF 변형식에 의하여 높은 

가 치를 받은 상  10,000개의 단어들로 분

야별 후보키워드를 구성한다. 이에 해 교차

비교를 수행하여 의미없는 단어를 제거하게 

되며, 이 때 용하는 순 간 표 편차의 임

계값을 10, 100, 1000, 10000으로 설정하 다

(<표 6> 참조). 여기서, 표 편차의 임계값을 

10,000으로 설정한 것은 모든 분야의 후보 키워

드집합에 등장한 단어는 제거됨을 의미한다.

<표 6>을 보면 표 편차의 범 가 커질수

록 제거되는 단어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임계값을 10,000로 높 을 경우 의미 

있는 키워드까지 제거되는 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써 표 편차 임계값에 한 한 

설정을 통하여 키워드 선택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한 뉴스 문

서의 경우 정한 표 편차 값은 100～1000 

범 에 존재한다.

5.3 시간에 따른 키워드 집합의 추이 분석

본 에서는 2008년 6월 14일부터 20일 기

간 동안 정치 분야에 게재된 8,261개의 뉴스 

문서들을 상으로 키워드를 추출하여 시간

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 다. <그림 6>에서는 

상이 되는 7일 동안의 정치분야의 주요 쟁

과 련하여 ‘화물연 ’, ‘이명박 통령’과 

‘등원’의 세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화물연 ’

의 경우, 6월 14일에는 88 에 불과했으나 6

월 16일 이후에는 20  내의 순 를 가졌다. 

그리고 ‘이명박 통령’과 ‘등원’이라는 단어

는 계속 상  순 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7>에서는 ‘쇠고기’를 포함한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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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요 키워드의 시간에 따른 추이

<그림 7> ‘쇠고기’와 련된 키워드의 시간에 

따른 추이

키워드의 순  변화를 찰하 다. ‘쇠고기 

문제’와 같은 단어는 꾸 히 상  순 로 선

정된 반면, ‘쇠고기 재 상’과 같은 단어는 처

음에는 상  순 로 선정되었으나 시간이 지

나면서 순 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그림 7>의 분석을 통해, 시간

의 추이에 따라 키워드 순 가 사회  이슈 

 사건과 동조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  

이슈를 표하는 련 키워드가 상  순 로 

올라오고, 그 지 않은 키워드는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심도가 하되는 상을 악할 

수 있다. 이는 제안 기법이 뉴스문서집합에서 

키워드를 효과 으로 추출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6.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

되는 용량 뉴스기사로부터 요약하여 보여 

 수 있는 방법으로 키워드 추출을 제시하

다. 분야별 뉴스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추출하기 해서, 검색엔진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TF-IDF 가 치 모델을 변형하여, 

체 문서집합에 용할 수 있는 6가지 TF-IDF 

변형식을 제안하 으며, 분야간 교차비교 분

석을 통해 불용어 수 의 키워드를 제거하

다. 제안 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해 국

내의 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되는 뉴스문서에서 추출한 키워드의 품

질을 평가하 으며, 이러한 키워드들이 실제

로 사회  심도의 변화에 따라 그 순 가 

변화하는지를 찰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키워드 추출 기법은 

다른 종류의 문서 집합의 주제 탐색에도 활

용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는 검색엔진의 개

인화와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의 

연구에 활용할 정이다. 검색엔진의 개인화

는 사용자 성향을 반 한 검색어의 확장으로 

구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본 논문의 제안 기

법을 용하여 사용자가 과거 선택한 웹페이

지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 사용자 로 일

을 구성할 수 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상품

평 등의 오피니언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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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견 정보를 추출하는 분야로서, 핵심

인 연구 이슈가 주  의지를 담고 있는 

감정단어와 이에 련된 속성을 찾는 것이다. 

본 제안 기법은 데이터의 특성을 감안한 튜

닝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융합을 통해 오

피니언 속성 추출 기법으로 승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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