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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문서의 문장들을 순위화하여 추출하는 일반적인 문서 요약 방법론을 소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주제와 관련되는 동사, 명사, 형용사(VNA) 단어들의 집합을 구하여 각 문장의 주제 관련성 정도

를 결정하며, 두 번째 단계는 단어들의 의존관계를 통해 각 문장의 정보 함유량을 판단한다. 두 개의 방

법은 모두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내포하는 문장에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주제와 

연관성이 높고 정보전달성이 높은 문서요약을 만들기 위함이다. 생성된 문서요약본의 성능평가는 문서요

약의 결과로 추출된 문장들과 설문에 의해 추출된 문장들의 일치율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68%의 일치율

을 보였다.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동사-명사-형용사의 묶음인 VNA 집합을 

이용하여 뉴스기사를 요약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VNA 집합은 

문서 주제에 대한 단어들의 삼항식(triplet) 표현이며 KAIST 

SWRC에서 처음 사용되었다[1]. 이 방법의 장점은 3개 

이하의 단어로 이루어진 VNA 집합의 구성으로 뉴스기사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뉴스기사 요약의 기본 아이디어는 뉴스제목에서 생성된 VNA 

집합들을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각 문장에 존재하는 VNA 집합에 따라 문장에 

점수를 부여한다. 최종적으로 문장들에 부여된 점수의 평균값 

이상의 문장들을 추출하여 뉴스기사의 최종 요약본이 

만들어진다. 다음 절에서는 관련연구와 본 연구를 

비교하겠으며 3절에서는 VNA 집합을 생성하기 위한 

의존문법 트리에 대한 인접행렬 표현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VNA집합들을 생성하는 방법 및 문장 점수부여 방법 그리고 

문서요약 방법을 설명한다. 5절에서는 본 연구의 문서요약 

성능평가 결과를 보이며 결론을 6절에서 다루겠다. 

 

2. 관련 연구 

Goldstein[2]은 각 문장이 문서 요약에 관련이 있는지 

판별하기 위하여 통계적 특성(statistical features)와 언어학적 

특성(linguistic features)에 근거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통계적 

요소에는 코사인 유사도, TF-IDF 가중치 및 문장의 위치 

등이 있고 언어학적 요소에는 인용문, 경어적 표현, 품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정량화 시켜서 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문장 벡터(sentence vector)를 구하였다. 

 

𝑆𝑐𝑜𝑟𝑒 𝒮𝒾 = ⋋  ωs

s∈𝒮

∗  Qs ⋅ 𝒮𝒾 +  1 −⋋ ∗  ωℓ

ℓ∈L

∗ (Lℓ ⋅ 𝒮𝒾) 

 

여기서 Si는 i번째 문장의 문장벡터, Qs는 통계적 요소 

집합을 위한 쿼리 벡터 그리고 Li는 언어학적 요소 벡터이다. 

ws와 지은 쿼리의 종류에 의해 정해진다. ⋋ (lambda) 값은 

통계적 요소와 언어학적 요소의 가중치 조절에 따라 정해진다. 

Hovy[3]는 의미의 다양성이 제한되는 단어들의 쌍(전치사, 

동사 또는 명사)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 하였다. 도메인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단위로 일치하는 빈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의미의 폭이 제한이 되는 최소의미단위 

(minimal semantic units)의 기본요소 단위를 이용해 일치 

빈도를 구함으로서 요약문서에 들어갈 문장의 유효성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했다. 

Metzler[4]는 의존관계에 있는 명사들이나 형용사로 수식이 

되는 명사 등의 독립적인 명사구 단위들을 사용하여 문장의 

단위를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fire engine’에 

대한 문장은 ‘engine’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며 

‘skyscrapers in Seattle’에 대한 문장에서 ‘Seattle’ 또는 

‘skyscrapers’를 따로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존관계에 있는 명사들이나 형용사로 수식이 되는 

명사구 또는 두개 이상의 명사가 의존하는 동사 중심으로 

문장의 단위를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존문법으로 분석된 제목의 구문트리를 

인접행렬(adjacency matrix)을 이용하여 단어 집합의 

주제와의 연관성을 판단한다. 또한 행렬의 정보로부터 

4W(when, where, who, what)와 관련된 의존성을 띄는 

단어가 연관성 판단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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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존문법 트리에 대한 인접행렬 표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의존문법 분석이 트리의 너비우선탐색 

(BFS)으로 되어 온 것을 시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의존문법에 의하여 방향성 트리 그래프(digraph 

tree)로 표현된 문장의 구조를 인접 행렬(adjacency 

matrix)로 표현함으로써 단어간 의존관계를 직관적이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1. 의존문법 

의존문법 구조의 적격성(well-formedness)를 판단하기 위해 

Robinson[5]이 제시한 네 가지 공리는 다음과 같다. 

 

 한 문장 안에서 오직 한 단어(루트)만 독립적이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한 단어(루트)를 제외한 모든 

단어는 다른 단어와 의존관계에 있다. 

 하나 이상의 단어와 의존관계에 있는 단어는 없다. 

 단어 A가 단어 B와 의존관계에 있으면 A와 B 사이에 

있는 단어 C는 A와 B 사이의 단어에 의존하게 된다. 

 

이 공리들을 단어의 집합 W={w1, w2, …, wk-1, wk}와 

이진관계 R로 재정의를 하면, 

 

 R ⊂ W × W 

 ∀w1w2 ⋯ wk−1wk ∈ W:  w1 , w2 ⋯  wk−1, wk ∈ R: w1 ≠ w2 

(Acyclicity) 

 ∃! w1 ∈ W: ∀w2 ∈ W:  w1 , w2 ∉ R (Rootedness) 

 ∀w1w2w3 ∈ W:  w1 , w2 ∈ R ∧  w1 , w3 ∈ R → w2 = w3 

(Single-headedness) 

 

따라서 acyclic, rootedness, single-headedness의 

특성들을 통해 의존문법 파싱트리는 방향성을 갖는다. 

 

3.2. 의존문법 트리의 인접행렬 표현 

하나의 문장을 의존문법으로 파싱을 하면 각 단어의 토큰번호, 

원형, 기본(base)형, 의존함수 및 형태소 정보가 나온다. 

그림1(a)에서 박스 안의 의존함수들을 근거로 파싱트리의 

인접행렬을 구한 그림1(b)에 표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  ai,j n× n
, n 은 제목의 토큰 갯수 

 ai,j = k , 토큰 i가 토큰 j에게 k의 의존성을 갖음 

 토큰 m이 root이면 am,m = ∗ 

 토큰 m이 문장부호 이면 am,m = 문장부호 

 

 
그림 1. 의존문법 트리의 인접행렬 표현 (a) 각 단어의 토큰번호, 원형, 

의존함수, 형태소 정보, (b) 의존함수에 의해 생성된 인접행렬 

(adjacency matrix), (c) 실제 시스템에 저장되는 행렬 

 

행렬의 가로와 세로의 색인은 각 단어의 토큰 값이고 각 

행렬의 (i,j) 위치에 있는 행렬값 n는 “i는 j와 n의 관계”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문장의 첫 토큰인 ‘John’은 ‘loves’에 

subject의 관계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림1(b)의 행렬 

(1,2)위치에 ‘sbj’값이 부여된다. 의존 함수에서 main으로 

지정된 단어가 트리의 루트이며 또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토큰 2번 ‘loves’)이다. 루트는 ‘*’로 인접행렬에 

표시되고 '마침표와 문장의 끝을 알리는 <s>태그는 그대로 

표시를 한다. 

그림(b)의 행렬표현은 본 논문에서 설명을 위해 쓰이고 

실제 시스템에서 인접행렬의 원소들은 그림1(c)와 같이 

루트는 1, 의존관계는 해당 일련번호 그리고 문장부호는 -1로 

표시된다. 

 

4. 뉴스기사 중요 문장 추출 

각 문장의 주제와의 관련성의 정도의 결정은 주제와 관련되는 

단어들의 집합을 구하는 VNA 집합 생성 단계와 문장들의 

4W
1
 정보 함유량을 판단하는 두 단계를 거친다. 

 

4.1 VNA 집합들의 생성 

VNA 집합은 동사, 명사 및 형용사로 이루어진 집합이며 

하나의 뉴스기사에 존재하는 여러 VNA 집합들은 중요도에 

따라 레벨이 나뉘어 진다. 

 

“Samsung produces world’s fastest DRAM” 

 

위의 제목의 핵심 주제는 ‘삼성 DRAM 개발’이다. 개발을 

한 것은 ‘삼성의 빠른 DRAM’이며 그 빠르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다.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VNA 집합들이 

만들어진다. 

                                            
1
 4W: Who, When, Wher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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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VNA 집합 생성과정 (a) 각 단어의 토큰번호, 원형, 의존함수, 

형태소 정보, (b) 의존함수에 의해 생성된 인접행렬(adjacency 

matrix), (c) VNA 집합들의 위상적 표현 

 

VNA집합을 구하기 위해 뉴스 제목을 의존문법 파서로 

분석하여 얻은 의존함수들을 근거로 인접행렬을 생성한다. 

그림 2(a)는 제목의 파싱 결과이며 이를 통해 의존함수들이 

인접행렬로 표현된다 (그림 2(b)). 이 제목의 VNA 집합들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파싱 결과의 의존함수 중 main으로 지정된 단어가 

루트이므로 ‘produces’가 루트가 되며 인접행렬에서 

‘*’로 표시된다. 

 루트로 지정된 단어(그림 2(b)의 토큰번호②)는 

제목문장의 중심 동사이므로 루트에 의존하는 단어들과 

함께 핵심주제를 표현한다. 

 그림 2(b)의 인접행렬에서 루트의 토큰번호 ②번 열에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단어(토큰번호 ①, ⑤)들을 찾으면 

루트와 함께 VNA Level 1이 되며 제목의 주요 내용을 

나타낸다 (‘①Samsung ②produces ⑤DRAM’). 

 뉴스기사의 모든 내용이 핵심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핵심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찾기 위해 루트에 

의존하는 단어들에게 의존하는 단어들을 찾는다. 

 핵심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단어들을 찾기 위해 

①번 열과 ⑤번 열에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단어들의 

토큰번호를 찾는다. 

 제 1열은 행렬의 원소값이 모두 0이므로 토큰번호 

①번(‘Samsung’)에 의존하는 단어는 없다. 

 제 5열에서 의존관계가 존재하는 토큰번호 ④번를 

찾음으로써 토큰번호 ①번 및 ⑤번과 함께 VNA Level 

2를 구성한다 (‘①Samsung ④fastest ⑤DRAM’). 

 다시 토큰번호 ④부터 의존관계가 끝날 때까지 

재귀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찾으면 모든 

VNA집합들을 구하게 된다. (그림 2(c)) 

 

 

따라서 다음과 같은 VNA 집합들을 구하게 된다. 

 

VNA 레벨 1: “produce samsung dram” 

VNA 레벨 2: “dram fast samsung” 

VNA 레벨 3: “fast world” 

VNA 레벨 4: “world” 

 

VNA 집합을 구성하는 단어들은 제목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원형(base form)이므로 시제 및 인칭에 종속되지 않는다. 

VNA 집합을 모두 구한 다음 각 문장마다 주제 관련성 

가중치를 부여한다. VNA Level 1의 단어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문장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레벨 번호가 

증가하면서 점수를 낮추어 가중치를 부여하면 모든 문장의 

중요도를 결정 할 수 있다. 

이로써 뉴스의 주제에 충실한 문장은 복수의 VNA 집합이 

포함되므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주제에 관련된 문장들까지 

점수를 부여하면서 뉴스 요약에 문장들을 추출 할 수 있게 

된다. 

 

4.2 4W 정보의 추출 

뉴스본문의 문장에서 when, where, why, who와 관련된 

의존형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서 해당 점수를 문장의 

주제 연관성의 판단에 반영한다. 뉴스는 시간, 장소, 인물,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또는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 장소, 인물, 사건에 대한 단어가 

많은 문장이 정보 응집력이 크다. 

다음은 어느 뉴스 기사 중 한 부분이다. 

 

“Park plans to complete the development of stem-cell 

technologies by 2011, with the aim of offering therapeutic 

stem cells from 2012.” 

 

Who에 관련된 단어는 Park, what에 관련된 단어는 

complete, development 및 stem-cell 그리고 when에 관련된 

단어는 2011, 2012이다. 위 문장을 의존문법으로 파싱하여 

돌아온 결과는 그림 3(a)와 같다. 결과에서 위 단어들의 

의존관계를 살펴보면 who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subj, what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obj 그리고 when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pcomp의 의존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Korean Herald 1023개 기사의 15432개의 문장에 대한 

실험결과 위 현상은 다른 문장에서도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실험결과 발견된 현상은 그림 3(b)와 같다. 

한 단어가 전치사구(prepositional complement)의 의존성을 

보이면 주체에 대한 보완이 대부분이므로 when, where의 

정보가 따를 확률이 높아진다. 주어(subject)의 의존성을 

보이면 동사에 연관된 주어이므로 who의 정보를, 

목적어(object)의 의존성을 보이는 단어는 타동사와 연관이 

있으므로 what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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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W 정보의 특성 (a) 뉴스 기사 내용 파싱 결과, (b) 4W 형태

별 의존관계 

 

따라서 위의 최소핵심의미 단위를 이용한 문장 가중치 

부여와 4W 정보 추출에 의한 문장 가중치 부여를 통해 뉴스 

기사의 중요 문장이 추출 가능해진다. 

 

5. 실험결과 및 분석  

총 73개의 Korean Herald 기사를 무작위로 11~12개씩 

32명에게 제공하고 제목과 관련이 높은 문장을 선택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각 뉴스 기사는 6~10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었고 문장을 2~4개 선택 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제공된 기사마다 설문참여자가 선택한 각 문장들의 분산을 

다음과 같이 구했다. 

 

σ𝓂
2 =

1

Ν
  𝓍𝓂𝒾 − 𝓍 𝓂 2

Ν

𝒾=1

, m은 기사 번호; i는 문장 번호 

 

설문조사 결과 각 기사마다 문장의 선택 빈도수에 대한 

분산이 각 기사의 평균 빈도수 이상이 되는 기사들을 

선택하여 VNA 집합에 의한 선택문장들을 비교한 결과 평균 

68%의 일치도를 보였다. 임의의 기사에 대해 설문에 의해 

선택된 문장들중 평균 이상인 문장들과 VNA 집합에 의해 

추출된 문장들에 대한 백분율에 의해 평가를 하였다. 

 

추출 문장 일치도(%) =
Η𝓈𝓊𝓇

Η𝓋𝓃𝒶
 

 

관측 결과 VNA 집합에 의한 문장선택 방법은 사람의 중요 

문장 추출 방법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보인다. 발견된 취약 

점은 VNA집합 단어들이 동의어나 축약어 및 머리글자에 

의한 단어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특정 뉴스 기사에서는 낮은 

성능을 보였다. 향후 워드넷을 이용한 VNA 집합들의 

동의어와 및 약어를 찾아냄으로써 VNA 집합을 확장시키면 

더욱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각 문장의 주제와의 관련성의 정도의 결정을 

위해 VNA 집합 생성 및 각 문장 일치 여부 판단 단계와 

문장들의 4W 정보 함유량을 판단하는 두 단계를 거친다. 이 

방법의 특징 및 이점은 다음과 같다 

 

 도메인에 따른 종속 없이 일반적인 뉴스 기사 요약이 

가능하다.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이 높은 문장들을 찾기 때문에 

사람의 문서요약 방법과 비슷하다. 

 기존의 문법트리 탐색보다는 트리에 대한 인접행렬 

분석을 통하여 시간적으로 개선된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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