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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의 발 은 량의 정보를 양산하 고, 이러한 량의 정보 집합 내에서는 비슷한 정보가 재활

용 되거나 반복되는 정보 복문제를 가지고 있다. 복되는 정보들로부터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요약에 한 필요성은 차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비음수 행

렬 인수분해(NMF,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에 의한 문서의 의미특징을 이용하여 주제기반

의 다 문서를 요약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 문서가 포함하고 있는 문서들 간

의 고유구조를 문서요약에 이용하여서 요약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주제와 문장 간의 유사성과 다양성 

고려하여서 쉽게 과잉정보를 제거하여 문장을 요약할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1. 서론

   최근의 다 문서요약에 한 련연구는 다음과 같다. 

Goldstein외 자들은 MMR(maximal marginal relevance)

를 다 문서 요약에 용한 통계  방법을 제안하 다[1]. 

Hachey외 자들은 량의 문서로부터 질의 지향의 다

문서요약을 하여 MMR과 LSA(Latent Semantic 

Analysis)를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 다[2]. Sakurai와 

Utsumi는 정보검색을 한 질의 기반의 다  문서요약 

방법을 제안하 다. 이들이 제안한 방법은 먼  질의와 가

장 련이 있는 문서로부터 문서요약의 핵심부분을 생성

하고, 나머지 문서들로부터 요약을 보충할 부분을 생성하

여 문서를 요약하 다[8]. 문서의 주제(topic)을 이용한 방

법으로, Nomoto와 Matsumoto는 변형된 k-means를 이용

하여 문서에서 다양한 주제를 찾은 후, 각 주제에 일치하

는 문장을 선택하여 문서를 요약 하 다[6]. Harabagiu와 

Lacatusu는 다 문서요약을 하여 다섯 개의 주제를 이

용한 문서요약방법에 하여 비교 평가하 다[3]. Sassion

은 주제기반의 다 문서요약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은 문장을 제거하여 문서를 요약하는 방법으로 사용

자가 지정한 비율까지 후보문장집합으로부터 문장을 제거

하여 문서를 요약한다[9]

  비음수 행렬 분해(NMF,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는 Lee와 Seung이 제안한 방법으로 인간이 

객체를 인식할 때 객체의 부분정보의 조합으로 인식하는 

것에 착안하여, 객체정보를 기 특질(base feature)과 부호

특질(encoding feature)로 나 어 부분정보(part-base)로 

표 한다. 이러한 부분정보의 조합으로 체 객체를 표

하는 방법은 량의 정보를 효율 으로 표  할 수 있는 

방법이다[5].

 본 논문은 비음수 행렬 분해에 의한 문서의 의미특징을 

이용하여 주제기반의 다 문서를 요약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 을 갖는다. 

첫째, 문서의 고유 구조가 반 된 비음수 의미 특징 행렬

(NSFM, Non-negative Semantic Feature Matrix)을 이용

하여 문장을 추출하기 때문에 요약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다 문서에 포함된 문장 간의 유사성과 다양성을 유

도할 수 있도록 비음수 의미 변수 행렬(NSVM, 

Non-negative Semantic Variable Matrix)을 이용하여 쉽

게 문서를 군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된 문서들로부

터 쉽게 과잉정보(redundancy)를 제거하고, 가장 요한 

문장만을 간소화된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비음수 행렬 분해에 의한 다  문서요약

   본 장에서는 비음수 행렬 분해를 기반으로 문장을 추

출하여 주제기반의 다  문서를 요약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효율 인 다  문서요약을 해서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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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법을 제안하 다. 첫째, 다 문서를  처리하여서 

용어(term)과 문장(sentence)간의 행렬을 생성한다. 둘째, 

비음수 의미 변수 행렬을 이용하여 문장을 군집하 다. 문

장을 군집함으로써 유사한 문장들이 각각의 군집을 구성

하여 복  련 없는 정보를 쉽게 구분 할 수 있으며, 

문장 간의 다양성을 쉽게 보장하 다. 둘째, 주제와 군집

의 비음수 의미 특징 행렬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 다. 각

각의 군집에서 주제와 유사도가 가장 높은 문장을 추출함

으로써 주제와 련된 정보를 최 한 반 하 다. 다음 그

림1은 비음수 행렬 분해를 이용하여 다 문서 요약의 개

요이다. 

다중

문서

요약

1. 전처리
문서 → 문장

불용어 제거 & 어근추출

단어×문장 벡터 A

벡터 A의 가중치 계산

2. NMF에 의한 군집

비음수의미변수행렬(NSVM) HT

HT의 열벡터에서 가장 원소의 값이 큰 
요소의 행위치가 문장이 속하는 cluster

주제

3. NMF를 이용한 문장추출

주제와 W간 
유사도 계산

(1) cluster와 일치하는 문장을 선택하여 An벡터 구성. 
(2) NMF 계산. 
(3) Wn 행벡터와 주제간의 유사도가 가장 높은 r의 위치 검색. 
(4) Wn행렬의 r과 일치하는 Hn 행렬의 열벡터중 문장 관련성이

 가장 높은 원소와 대응대는 문장 추출

(그림1) 비음수 행렬 분해를 이용한 다  문서요약

3. 실험  성능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실험하기 하여 ‘야후 코리

아 뉴스’의 기사를 실험자료로 사용하 다[4]. 28개의 주제

에 하여 280건의 기사를 ‘야후 코리아 뉴스’에서 검색하

다. 성능 평가는 문선요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확률

(Precision), 재 율(Recall), F-measure를 이용하 다[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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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aggion 방법과 제안방법의 비교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Saggion 방법[9]에 제안된 방법을 비교

하 다. 다음 그림2는 실험 방법을 비교 평가한 결과이다. 

실험에서 보듯이 제안된 방법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제안방법이 비음수 값과 부분정보를 이용하는 인간의 인

식과정[5]과 유사한 과정으로 문서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논문은 다  문서 요약을 해서 비음수 의미 특징 

행렬과 비음수 의미 변수 행렬을 이용하여 문장을 추출하

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 을 갖는다. 첫째, 문서의 고유 구조가 반 된 비음수 

의미 특징 행렬을 이용하여 문장을 추출하기 때문에 요약

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다 문서에 포함된 문장 간

의 유사성과 다양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비음수 의미 변

수 행렬을 이용하여 쉽게 문서를 군집할 수 있다. 마지막

으로 군집된 문서들로부터 쉽게 과잉정보를 제거하고, 가

장 요한 문장만을 간소화된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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