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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퍼지와 의미특징을 이용한 새로운 스니핏 추출의 성능향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문장집합의 

의미특징을 이용하여 표문장을 생성하고, 표문장과 문장집합의 퍼지 계를 이용함으로써 질의를 잘 나타내는 

스니핏을 추출한다. 한 의사연  피드백을 이용하여 질의를 확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가 의미 으로 더 잘 포

함되는 스니핏을 추출할 수 있다. 실험결과 제안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스니핏 추출에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enhancing snippet extraction method using fuzzy and semantic features. The proposed method creates a delegate 

of sentence by using semantic features. It extracts snippet using fuzzy association between a delegate sentence and sentence set which well 

represents query. In addition, the method uses pseudo relevance feedback to expand query which extracts snippet to be well reflected semantic 

user's inten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e proposed method can achieve better snippet extraction performance than the 

previous methods.

키워드

스니핏, 의미특징, 비음수행렬분해, 의사연 피드백, 퍼지 계

Key word

snippet, semantic features, NMF(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pseudo relevance feedback, fuzzy association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2.16.11.237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퍼지와 의미특징을 이용한 스니핏 추출 향상 방법

2375

Ⅰ. 서  론

 

모바일 통신의 발   사용의 증가는 사용자로 하여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을 

증가 시키고 있다. 정보나 사이트의 요약 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다. 이와 같

이 검색엔진에서 보여주는 사이트 페이지의 요약 을 

스니핏(snippet)이라한다. 즉, 스니핏이란 웹 페이지가 

나타내는 체 인 내용을 포함하여서 표할 수 있는 

요약문을 의미한다. 모바일 통신환경의 발 과 개인의 

정보 근이 증가하면서 효율 인 스니핏 추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다음은 이 의 스니핏 추출에 한 연구이다. Ko등

[2]은 통계기반의 가 치와 의사연 피드백의 질의확

장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입 없이 스니핏 추출방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이들의 방법은 질의가 편향될 때에 

사용자의 의도와는 계가 은 스니핏을 추출할 수 있

다. Li와 Chen[3]은 은닉 마르코  모델과 확률 기반의 

단어의 후 계 를 이용하여서 스니핏을 추출하는 방

법을 제안하 다. Penin등[4]은 이들이 이 에 제안한 온

톨로지 요약 방법을 온톨로지 스니핏을 생성할 수 있도

록 확장하 다. 이 방법은 자원 서술구조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본 자료의 

구조에 제약을 받는다. Huang등[5]은 XML검색을 한 

스니핏 추출 시스템을 제안하 으나, 이 방법 역시 원본

자료의 구조에 많은 향을 받는다. Turpin등[6]은 질의 

기반의 스니핏을 빠르게  효율 으로 생성할 수 있는  새

로운 알고리즘  단일 일 구조의 압축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의 자들은 이 에 퍼지함의 연산자와 연

피드백을 이용한 스니핏 추출방법[7]과 의사연 피

드백과 퍼지연 을 이용한 스니핏 추출방법[8]을 제안

하 다. [7]방법은 문장을 포함하는 질의와 질의간의 

퍼지함의 계를 이용하여 스니핏을 추출하며, [8]방

법은 질의와 문장 간의 포함 계를 퍼지 연 을 이용

하여 스니핏을 추출한다. 이 방법들은 질의와 문장 간

의 포함 계를 잘 나타낼 수 는 있으나, 실제 문장이 내

포하고 있는 내부의 구조와 질의 간의 련성은 잘 나

타낼 수 없다. 

Huang[5]은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스니핏에 하

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 다. 사용자가 은 노력으로 스

니핏을 잘 구별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사용자가 스니핏

으로 부터 요 을 악할 수 있도록 질의를 잘 표 해야

한다.

본 논문은 Huang이 정의한 좋은 스니핏의 목 을 만

족하면서 이 연구 보다 좋은 성능의 스니핏을 추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비음수행

렬분해를 이용하여 의미특징을 계산하여 표문장을 

생성하고, 표문장과 문장집합의 퍼지 계를 계산하

여 후보스니핏을 추출한다. 사용자가 후보스닛핏을 만

족하지 못하면 질의를 확장하여 다시 스니핏을 추출한

다. 제안방법은 문장집합의 내부구조를 나타내는 의미

특징과 질의 간의 퍼지 계를 반 하여 사용자의 질의

에 부합되어 더 의미 있는 스니핏을 추출할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비음수행렬분해(NMF,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는 Lee가 제안한 방법으로 비음수로 구성된 원본 행렬

을 두 개의 비음수 행렬로 분해하는 알고리즘이다[9]. 

퍼지 계(fuzzy association)는 퍼지집합 이론을 사용하

여 정보검색 과정의 모호성을 정형화하는 방법으로, 문

장과 문장에 포함된 용어 간의 의미  계를 나타낼 수 

있다[10, 11]. 연 피드백은 질의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직  개입하는 연 피드백과,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질의를 확장하는 의사연 피드백이 있

다[12, 13].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

로 비음수행렬분해, 퍼지이론, 연 피드백에 하여 알

아본다. 3장은 제안방법으로 의미특징과 퍼지 계를 이

용하여 스니핏을 추출하는 방법에 하여 설명하다. 4장

에서는 실험  분석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Ⅱ. 관련연구

2.1. 비음수행렬 분해

본 논문에서는 비음수행렬분해로 문서집합으로 부

터 의미특징을 계산하고, 계산된 의미특징을 이용하여 

문서집합에서 요한 문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문

장을 추출하는데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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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비음수행렬분해 알고리즘은 

식(1)의 거리 기반 목표함수 J 가 0에 가깝게 수렴 할 때

까지 식(2)를 이용하여 행렬 W와 H의 값을 동시에 갱신

하여서 용어문장 빈도행렬 S를 두개의 W와 H행렬로 분

해한다[9]. [9]에서 분해되는 두개의 행렬에 한 이름으

로 W행렬은 의미특징행렬로, H행렬을 의미변수행렬로 

이름을 각각 정의하 다[9]. 

      (1)

식(1)의 목 은 비음수 행렬 S에 하여서 비음수 의

미특징행렬 W와 비음수 의미변수행렬 H의 곱의 차가 

최소가 될 때까지 식(2)를 반복 으로 계산하여 원본행

렬을 분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S는 m개의 용어와 n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m×n빈도행렬이고, W은 m×r행렬이

며,  H는 r×n행렬이다. r은 의미특징의 개수로 일반 으

로 행의 수보다 작게 설정하며, 본 논문에서는 문서의 개

수로 설정한다.

←







 , ←





  (2)

즉, 두개로 분해되는 의미특징 행렬 W와 의미변수행

렬 H의 선형조합(두 행렬의 선형 곱)으로 원본행렬 S에 

한 근사 값을 갖는 행렬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의

미특징행렬의 선형조합으로 구성되는 특성으로 의미특

징 행렬 W는 원본행렬의 내부 구조의 특징(inherent 

feature)을 잘 표 할 수 있으며, 의미 변수 행렬 H는 의미

특징의 가 치를 나타낸다. 비음수행렬분해를 이용하

여 문장집합을 두개의 의미특징행렬로 분해하면 다음

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의미특징 W행렬에 의해 문장집

합에 포함되어 있는 주제(topics)들을 쉽게 추출할 수 있

으며, 의미변수 H행렬에 의해 문장집합에 포함된 주제

의 요도를 알 수 있다.   

2.2. 퍼지 이론

이 장에서는 표문장 생성에 사용되는 퍼지 이론에 

하여 알아본다. 퍼지 이론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10, 11]. 

(정의 1) 두 유한 집한 X = {x1, ..., xu}와 Y = { y1, ..., yv} 사이

의 퍼지 계는 이진 퍼지 계 f:X×Y→[1,0]으로 정의

된다. 여기서 u와 v는 X와 Y 각각의 원소의 수이다. 

(정의 2) 질의의 용어 집합 T = {t1, ..., tu}와 문장 집합 S = 

{s1, ..., sv}가 주어질 때, ti는 문장의 퍼지 집한 h(ti)에 

의해 표 된다. 즉, h(ti) = { F(ti, sj) | ∀si∈S }이다. 여

기서 F(ti, sj)는 문장 sj에서 질의의 용어 ti의 요도의 

정도를 나타낸다.

(정의 3) 퍼지 련 용어 계 (fuzzy related terms relation)

는 문장집합 S에서 용어 ti와 tj가 동시 나타남을 기반

으로 하여서 다음 식과 같이 정의 된다.  

 





max




min

   (3)

2.3. 연 피드백

연 피드백의 기본이 되는 방법은 Rocchio의 방법으

로, 원래의 질의 벡터 에 연 된 문장에 응하는 벡터

의 가 치 합을 단순히 더하고, 비연  문장의 가 치 합

을 빼는 방법으로 식(4)와 같다[12, 13]. 


 

∀∈

 
∀∈

       (4)

여기서, 

는 새롭게 확장된 질의이고,  ,  , 는 

조정이 가능한 매개변수들로 일반 으로  ===1로 

고정하여 사용하며, 는 j번째 문장의 벡터이다. S+와 

S-는 질의에 한 각각 연  문장  비연  문장 집합으

로서, 사용자에 의서 수동으로 선택되면 연 피드백이

라 하고,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선택되면 의사연

피드백이라 한다.

Ⅲ. 제안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니핏 추출방법은 다음 그림1

과 같이 처리, 표문장 생성, 후보스니핏 추출, 사용

자 확인, 질의 확장 단계로 구성된다. 처리단계에서

는 검색된 문서를 용어문장빈도행렬로 구성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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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생성단계에서는 의미특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질의에 가장 잘 부합되는 문장을 생성한다. 후보스니핏 

추출단계에서는 표문장과 문장집합 간의 퍼지 계

를 계산하여서 표문장에 가장 계가 높은 문장을 추

출하여서 후보스니핏을 추출한다. 사용자 확인단계에

서는 후보스니핏을 사용자가 만족하면 스니핏을 확정

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인 질의 확장단계로 넘

어간다. 질의확장단계에서는 의사연과피드백을 이용

하여 질의를 확장하고, 표문장 생성단계부터 다시 수

행한다.

 

그림 1. 퍼지 계와 의미특징을 이용한 스니핏 추출
Fig. 1 Snippet extraction using semantic features and 

fuzzy relationship

3.1. 처리

본 논문에서는 처리는 문 문서[13]를 기 으로 

설명하며, 한  문서는 처리 단계  용어추출에서만 

한  형태소분석 도구[14]를 사용하여 용어를 추출한다. 

그림1(a)의 처리 단계로 문서집합을 문장집합으로 

분류하고, 불용어 제거와 어근을 추출한 다음 용어문장 

빈도행렬을 생성한다[12, 13]. 불용어 제거는 Rijsbergen

의 불용어 목록[13]을 이용하여서 무의미한 용어들을 제

거하고, 어근추출은 Porter의 어근추출 알고리즘[13]을 

이용하여서 심이 되는 용어인 어근으로 변환한다. 이

후 용어문장 빈도행렬을 생성한다. 

생성된 용어문장 빈도행렬 sj는 [ t1j, t2j, … , tnj ]
T
로 j번

째 문장의 용어빈도이다. 여기서 요소 tij는 j번째 문장에

서 출 한 i번째 용어의 빈도이고, T는 치행렬을 나타

낸다[12, 13].

3.2. 표문장 생성

문장집합을 비음수행렬분해 하여서 추출한 의미특

징은 원본 문서집합의 요정보를 나타내는 두개의 의

미특징행렬에 의해서 부분정보를 나타낼 수 있고, 다시 

이러한 부분정보의 조합으로 원본자료를 표시할 수 있

다. 즉, 이러한 특성을 갖는 의미특징을 이용하면 문서

를 구성하는 문장집합의 특성을 몇몇 특정 의미특징과 

응되는 용어들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정보 손실을 최

소화하면서 소수의 몇 개의 표 용어로 구성되어 문서

집합을 표할 수 있는 요한 표문장으로 표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그림1(b)의 표문장을 생

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문장빈도행렬 S

를 비음수분해하여 의미특징행렬 W와 의미변수행렬 H

를 계산한다. 둘째, 질의 벡터 와 의미특징벡터 W*j 사

이에 식(5)의 코사인유사도[12]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 의미특징 벡터를 선택한다. 마지막으

로 식(6)을 이용하여 의미특징행렬의 평균보다 큰 의미

특징 값과 응되는 용어를 추출하여 표문장을 생성

한다.

 
 






  



×



  






  



×
       (5)

여기서 W*j는 j번째 의미특징 벡터를 나타내고, 는 

질의 벡터를 나타내며, n은 용어의 수를 나타낸다. 

i f ≥



  





   (6)

여기서 Wij는 j번째 의미특징 벡터의 i번째 행의 의미

특징 값, ti는 i번째 의미특징 값 Wij에 응하는 i번째 용

어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특징 값의 평균보다 큰 값을 가지

는 의미특징에 응되는 용어의 집합으로 표용어를 

생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음수행렬분해 되는 의

미특징은 부분 희소(sparse)행렬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의미특징 값의 부분은 0으로 구성되다. 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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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평균값 이상의 값을 가지는 의미특징과 응되는 용

어는 은 수로 구성되어 질의가 포함하는 의미를 무 

포 으로 유효범 를 갖는 것을 피할 수 있다.

3.3. 후보스니핏 추출

그림1(c)의 후보스니핏 추출단계는 표문장과 문장 

집합 사이에 식(3)의 퍼지 련 용어 계를 이용하여서 

퍼지 값을 계산한다. 이후에 식(8)의 퍼지 계를 계산하

여 표문장을 가장 높게 포함한 문장을 추출하여 후보

스니핏을 생성한다. 즉, 표문장 sj와 문장집합의 문장 

si의 퍼지 계 μi,j가 최고 값을 가지면, si 문장을 j번째 문

서의 스니핏 SPj 에 할당한다. 각각의 문장들이 각각의 

스니핏 집합에 포함되는 정도인 퍼지 포함 계[4, 5] μi,j

는 다음 식(8)과 같이 정의 된다. 

2.2 의 식(3)의 퍼지 련 용어 계는 동시에 존재

하는 용어들에 이용하여 다음 식(7)과 같이 단순화 시킬 

수 있다[10, 11].

  
 


    (7)

여기서, ri,j는 용어 i와 j 사이의 퍼지 련 용어 계

이다. ni,j는 i번째 용어와 j번째 용어를 동시에 포함하

는 문장들의 개수이며, ni는 i번째 용어를 포함하는 문

장의 개수이고, nj는 j번째 문서를 포함하는 문서의 개

수이다. 

  
∀∈



 

∀∈



 (8)

여기서, μi,j는 j번째 표문장 sj에 i번째 문장 si가 속하

는 정도이며, ta는 a번째 용어를 tb는 b번째 용어를 나타

낸다. ra,b는 용어 ta∈sj와 용어 tb∈sj 사이의 퍼지 련 용

어 계이다. 

3.4. 사용자 확인

그림1(d)의 사용자 확인단계에서는 생성된 후보 스니

핏을 사용자가 확인하여 사용자의 질의에 부합되면 후

보스니핏을 스니핏으로 확정하고, 그 지 않으면 그림

1(e) 단계에서 사용자의 질의를 확장한 다음에 사용자가 

만족하는 스니핏을 생성할 때까지  그림1(b)단계에서 그

림1(e)단계를 반복한다.

3.5. 질의 확장

그림1(e)의 질의 확장단계는 연 피드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질의가 스니핏에 충분히 반 할 수 있도록 질

의를 확장하여 질의 집합을 재구성한다. 본 논문에서 사

용자의 간섭을 최소화시키기 해서 다음과 같이 의사

연 피드백을 사용한다. 질의와 문장집합 사이의 유사

도를 계산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  3개의 문장을 

이용하여 질의를 확장한다. 본 논문에서 문장의 개수를 

3개로 제한 이유로 문장의 개수가 무 많으면 확장된 

질의가 사용자가 원한는 주제를 무 포 으로 포함

함으로써 스니핏의 요약내용이 모호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한, 문장의 개수가 무 으면 사용자의 의

도에 무 게 반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스니핏을 찾

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반 으로 의사연 피드

백은 사용자가 연 문서를 단하지 않기 때문에 비연

 문서를 단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일

반 인 의사연 피드백에 많이 사용하는 식(9)와 같은 

양의 연과 피드백(positive relevance feedback)을 사용한

다[12, 13]. 


  

∀∈

             (9)

여기서, 

는 의사연 피드백을 이용하여 새롭

게 확장된 질의 벡터이고, 는 사용자 질의 벡터이다. 

s*l는 식(5)의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질의와 유사

도가 가장 높은 문장 벡터의 집합을 나타내며, l=1,...,3

이다.

Ⅳ.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는 야후코리아[15]로부터 20건의 질의

에 하여 각각 100건의 기사를 검색하여 총 2,000건의 

기사를 평가 자료로 사용하 다. 평가방법으로 수동으

로 요약한 요약문과 스니핏 추출 방법으로 추출된 스니

핏문장 간의 평가척도를 비교 하 다. 이를 해서 세 

명의 평가자가 2,000건의 기사를 수동으로 요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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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평가척도는 문서요약에서 주

로 사용되는 식(10)의 정확률(P, precision), 재 율(R, 

recall), F-measure(F)를 이용하 다[12, 13].

 


∩
  


∩
 
 

 (10)

여기서 Sman, Ssnippet은 각각 사람과 스니핏 추출 방법에 

의하여 선택된 문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표1과 같이 7가지 스니핏 추출방법에 

한 평가 도의 결과를 비교하 다. 표1에서,  FSF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퍼지 계와 의미특징을 

이용하 다. TFIDF [12, 13]는 정보검색  문서요약에

서 많이 사용하는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방법이다. 

PRF는 의사연 피드백을 사용한 방법[12, 13]이며, 

TPRF는 의사연 피드백의 기 질의를 문서의 제목을 

이용한 방법[2]이고, KPRF는 Ko[2]가 제안한 방법으로 

후보 문장의 요도 수에 기반을 둔 의사연 피드백

을 사용한 방법이다. FA와 FIO는 이  본논문의 자들

이 제안한 방법으로, FA는 의산연 피드백과 퍼지연

을 이용한 방법이며[8], FIO는 연 피드백과 퍼지 함의 

연산자를 이용한 방법[7]이다. 

표1에서 각 방법들에 한 평가척도 결과에 한 평

균값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인 

FSF의 평균 재 율, 정확률, F-measure가 TFIDF에 비

하여 15.70%, 35.20%, 28.93%가, PRF에 비해서는 

13.60%, 16.50%, 15.34%가, TPRF에 비해서는 9.30%, 

12.90%, 11.42%가, KPRF에 비해서는 8.50%, 6.70%, 

7.53%가, FA에 비해서는 6.80%, 4.80%, 5.71%가, FIO

에 비해서는 3.20%, 1.80%, 2.44%가 더 높다. 성능 평가 

결과 제안방법인 FSF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며, 

다음으로 FIO, FA, KPRF, TPRF, PRF, TFIDF 순으로 평

가 되었다.

표 1.평가방법에 한 성능비교 결과
Table. 1 Evaluations results of performance 

comparison

구분 TFIDF PRF TPRF KPRF FA FIO FSF

정확률 0.672 0.693 0.736 0.744 0.761 0.797 0.829

재 율 0.391 0.578 0.614 0.676 0.695 0.725 0.743

F-measure 0.494  0.630  0.669  0.708  0.727  0.759  0.784  

특히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인 FSF방법은 본 자들이 

이 에 제안한 FA방법이나 FIO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다. 즉 문장 간의 포함 계를 반 하는 

FA방법이나 질의와 확장된 질의들 간의 포함 계를 반

하는 FIO방법보다 제안방법인 FSF방법이 더 좋은 성

능을 보인다. 이 것은 문장집합에 내부구조를 나타내는 

의미특징과 질의 간의 퍼지 계를 반 하는 제안방법

이 사용자의 질의에 부합되어 더 의미 있는 스니핏을 추

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미특징과 퍼지 계를 이용한 새로

운 스니핏 추출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방법은 의미특

징을 사용함으로써 문장집합의 내부구조를 잘 반 하

는 후보문장집합을 추출할 수 있으며, 후보문장집합과 

질의 간의 퍼지 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의도가 잘 반

된 스니핏을 추출할 수 있다. 한 추출된 스니핏을 

사용자가 만족하지 못하며 의사연 피드백을 이용하

여 질의를 확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를 더 잘 반 하

도록 하 다. 실험 결과 제안방법이 정보검색에 많이 

사용하는 유사도 기반의 방법이나 연 피드백을 이용

한 방법, 퍼지 기반의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 향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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