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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식 기반의 포  문서요약은 문장집합의 구성이 요약 결과에 향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은 의미특징에 의한 군집과 문장군집의 응집도를 이용하여 포  문서요약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 방법은 비음수행렬분해에서 유도되는 의미특징을 이용하여 문장을 군집하고, 문서의 내부구조를 잘 표

하는 문장군집들로 문서의 주제 그룹을 분류할 수 있다. 한 문장군집의 응집도와 재군집에 의한 군집의 정재를 

이용하여 요한 문장을 추출함으로써 요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험결과 제안방법은 다른 포  문서요약 

방법에 비하여 좋은 성능을 보인다.

ABSTRACT

The results of inherent knowledge based generic summarization are influenced by the composition of sentence in document set.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this papser propses a new generic document summarization which uses clustering of semantic feature of document and 

coherence of document cluster. The proposed method clusters sentences using semantic feature deriving from NMF(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which it can classify document topic group because inherent structure of document are well represented by the sentence cluster. 

In addition, the method can improve the quality of summarization because the importance sentences are extracted by using coherence of 

sentence cluster and the cluster refinement by re-cluster.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appling the proposed method to generic 

summarization achieves better performance than generic document summariz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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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클라우드 컴퓨 과 정보량의 증가에 의한 빅데이터

의 출 으로 량의 정보에 한 분석기술의 필요성이 

차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에 의해 구성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문자에 의

한 문서들이 가장 요한 정보의 축 수단으로 사용되

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내의 정보를 효율 으로 분석  

리하기 해서는 효율 인 정보요약 기술이 필요하

며, 이 때문에 문서요약기술의 필요성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문서 요약은 문서의 기본 인 내용을 유지하면서 문

서의 량을 이는 작업이다. 문서의 요약은 포  문서

요약(generic document summarization)과 질의 기반의 문

서요약(query-based document summarization)으로 구분

된다. 포  문서요약은 독자가 문서를 다 읽지 않고도 

문서의 내용을 악할 수 있도록 문서를 표할 수 있는 

요한 정보  주제 별로 요약하는 방법이다. 질의 기반

의 문서요약은 문서에 포함된 여러 가지 주제로부터 사

용자의 질의와 련된 내용만을 요약하는 방법이다. 

상 문서를 기 으로 하나의 문서로 부터 요약하는 경우

는  단일문서요약, 하나의 주제가 여러 개의 문서인 신문

기사와 같은 다 문서로 부터 요약하는 경우를 다 문

서요약 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웹상의 사용자 로그나 사

용자의 흥미와 련된 특별한 정보를 기 으로 문서를 

요약하는 개인화 문서요약이 있다[1].  

포  문서요약에 한 최근 연구들은 표 으로 

자연어처리 기반방법, 외부지식 기반방법, 내부지식 기

반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2, 3, 4, 5, 6, 7]. 자연어처리 

기반의 요약방법은 어휘 분석  문법 분석을 이용하여 

포  문서요약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은 높은 요약

성능을 보이나 자연어 처리를 하여 복잡한 단계와 처

리 비용이 많이 든다[2]. 

외부지식 기반의 문서요약 방법은 외부지식인 워드

넷을 이용하여 요약하는 방법으로 외부지식을 이용하

여 련 용어를 확장하여 동음이의어나 유의어를 포함

한 문장을 요약하여 요약 주제의 범 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요약의 범 를 확장하기 해서는 외부지식을 

처리해야하는 비용문제를 가지고 있다[3]. 

내부지식 기반방법은 문서의 내부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특징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쉽게 포  문서요약

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제들을 추출하여 좋은 요약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장집합의 구성 문장들이 유사

한 특성을 보이거나, 극단 으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

면 추출된 의미특징들의 문장집합의 내부 구조를 충분

하게 반 할 수 없으므로 좋은 요약 결과를 얻기 힘들다

[4, 5, 6, 7].

본 논문은 내부지식 기반의 포  문서요약 방법

의 제한 사항을 해결하기 해서 의미특징을 이용한 

문장군집과 군집의 응집도를 이용하여 포  문서요

약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문서의 주제를 나타

내는 의미특징을 이용함으로써 문서에 포함된 각기 

다른 주제를 잘 표 할 수 있다. 한 문장 군집의 응집

도를 이용함으로써 내부지식 기반의 포  문서요약 

방법이 원본문서의 내부구성에 제한받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련연구로 

기존 포  문서요약방법에 해서, 제3장은 제안한 

포  문서요약 방법을, 제4장에서는 실험  평가에 

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

다.

Ⅱ. 관련연구

다음은 재 많이 연구되고 있는 포  문서요약방

법에 한 련연구이다. Moens외 자들은 단일문서

와 다 문서를 해서 자연어처리방법을 이용한 포

 기술에 하여 제안하 다. 이들은 단일  다  문

서의 요약 기술을 해서 복합 인 문서를 사용하 으

며, 처리로 어휘 분석, 가설검정, 문법분석을 이용

하여 문장을 추출하 다. 추출된 문장으로부터 요한 

문장을 선택하기 해서 문장의 주제들과 문서 내의 용

어 분포를 계산하여 계층  주제 트리를 구축하 다. 

이후 자연어 처리의 3단계 문장 압축 방법을 이용하여 

복되는 내용을 탐색하여 문서를 요약한다[2]. 

이들의 방법은 문서요약 평가 회인 DUC(document 

understanding conference)에서 상 의 성능을 보 으

나 여러 단계의 자연어처리 방법과 통계학  방법을 이

용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

Bellare외 자들은 외부지식인 워드넷을 사용한 포

 문서요약 방법을 제안하 다. 이들의 방법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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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넷을 이용하여 문서와 련된 용어를 이용하여 그래

로 만들고, 련용어들을 순 화한다. 이후 문서와 

련된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여 주성분분석을 이용

하여 문서를 요약한다[3]. 이들의 방법 한 외부 사

인 워드넷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Gong과 Liu는 련척도와 잠재의미분석을 이용한 

두 가지 포  문서요약 방법을 제안하 다. 련척도

는 체문장집합과 문장 간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유사

도가 높은 문장을 요문장으로 추출하여 요약하는 방

법을 제안하 으며, 잠재의미분석을 이용한 방법은 문

장집합을 특징값분해하여 문서의 내부구조를 나태나

는 의미 특징값을 이용하여 문서를 요약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4]. 잠재의미분석을 이용한 문서요약방법은 

의미특징인 고유값이 양수와 음수 값을 갖기 때문에 의

미특징을 직 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의미가 은 

문장을 추출할 수 있다[5]. Zha는 문장군집과 상호강화

원리를 이용하여 주제어 추출과 문서요약을 동시에 진

행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들의 방법은 문서를 가  

무방향 그래 와 가  양방향 그래 로 모델링한 후에 

스펙트럼 그래  군집방법을 이용하여 주제 그룹으로 

군집한다. 이후에 문장과 용어(terms)로부터 상호강화

원리를 이용하여 특징 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장들을 주제그룹들로부터 문서를 요약하 다[5]. 이

들의 방법 역시 문서 내부의 특징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

서의 구조에 요약결과가 많은 향을 받는다. 본 논문

의 자들은 이 에 비음수행렬분해를 이용하여 문서

의 의미특징인 비음수 의미특징행렬과 의미가변 행렬

을 이용한 포  문서요약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의미특징의 값은 높으나 체 문서들에서 별로 요하

게 나타나지 않는 문장들이 선택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

고 있다[6, 7].

Ⅲ. 포괄적 문서요약을 위한 

제안 방법

본 장에서는 비음수행렬분해의 의미특징을 이용한 

문장군집과 군집의 응집도를 이용하여 포  문서요

약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제안 포  문서요약 방법
Fig. 1 Proposed generic document summarization 

method

제안 방법은 처리 단계, 후보문장 추출단계, 문서요

약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포

 문서요약의 개요이다.

3.1. 처리 단계

그림1(a)의 처리 단계는 주어진 문서를 문장으로 

분해하여서 용어-문장 빈도행렬을 구축한다. 용어-문

장 행렬을 구축하기 해서는 문장으로 부터 용어들을 

추출한 다음에 문장에서 불필요한 용어를 제거하는 불

용어(stop-word) 작업과 용어들의 의미를 일치시키는 

어근(stemming)추출 작업은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서처리에 국제 으로 많이 사용되는 평가 자료를 이

용하기 때문에 어문서의 처리를 기 으로 설명한

다. 불용어 제거는 Rijsbergen의 불용어 목록[8]을 이용

하여 목록에서 정의하고 있는 무의미한 용어들을 제거

한다. 어근추출은 Porter의 어근추출 알고리즘[8]을 이

용하여 어의 생어들을 가장 심이 되는 용어인 어

근으로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용어가 문장에서 

출 하는 빈도를 이용하여 용어-문장 빈도행렬을 구축

한다. 

본 논문에서 행렬 X의 j번째 열벡터는  X*j로, i번째 행

벡터는  Xi*로, i번째 행과 j번째 열의 원소는 Xij로 표시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문장 빈도행렬은 다

음과 같이 표기된다. 용어-문장 빈도 행렬 A는, j번째 문

장 A*j는 용어빈도 벡터 A*j = [ A1j, A2j, …, Anj ]
T로 표 되

고, 행렬 A의 요소인 Aij는 j번째 문서에서 i번째 용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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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후보문장 추출단계

그림 1(b)의 후보문장 추출단계는 비음수행렬분해, 

문장집합 군집, 군집의 응집도 계산, 요약 후보문장 추출

로 구성된다. 세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문장 

빈도행렬을 식(2)와 식(3)을 이용하여 비음수행렬분해 

하여서 문장집합의 내부특징을 표 하는 의미특징 벡

터를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의미특징벡터를 군집의 

심으로 설정하고, 문장집합에 식(4)의 코사인유사도를 

이용하여 문장집합을 군집한다. 셋째, 각각의 문장군집

에 식(5)를 이용하여 군집의 응집도를 계산한다. 마지막

으로 군집과 군집에 속하는 문장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계산된 유사도가 군집의 응집도 보다 크면 요약후보문

장 집합에 포함시킨다. 

비음수행렬분해는 주어진 0과 양의 행렬로부터 비음

수 인수를 찾아내는 행렬분해 알고리즘이다[9]. 비음수

행렬분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문장집합

이 k개의 군집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할 때, 행렬 X를 식

(2)의 목  함수가 최소 값을 갖도록 식(3)을 반복하여서 

식(1)과 같이 비음수의미특징행렬(NSFM, non-negative 

semantic feature matrix) W와 비음수의미변수행렬

(NSFM, non-negative variable matrix) H로 분해한다.

≈                  (1)





∥∥              (2)

여기서 행렬 X는 m×n개의 원소로 구성되는 행렬이

며, 행렬 W 는 m×k개의 원소로 구성되고, 행렬 H는 k×n

개의 원소로 구성된다. 

←







, ←







  (3)

여기서 H
T
는 H의 치행렬이고, W

T
는 W의 치행렬

이다. 

코사인 유사도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8].

 






 




 ×



 







 



×

   (4)

여기서, A*a와 A*b는 행렬 A의 a번째와 b번째 열벡터로 

문서에 포함된 각각의 문장을 나타낸다. 

문장군집내의 군집의 응집도를 계산하기 하여서 

식(5)를 이용한다. 군집의 응집도는 c(C
n
)는 n번째 문장

군집 C
n
에 포함된 문장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10]. 

  
 


∈



 
∈





    (5)

여기서 |Cn|는 n번재 문장군집 Cn에 포함되어 있는 

체 문장의 개수이며, 군집의 응집도는 식(4)을 이용하여

서 임의의 서로 다른 문장 A*i, A*j의 유사도 csin(A*i, A*j)

의 합을 군집에 포함된 문장의 체 개수로 나  값이다. 

3.3. 문서요약 단계

내부지식 기반의 문서요약 방법은 문서에 포함되는 

문장의 구성에 따라서 추출되는 의미특징들이 문서의 

내부구조를 충분히 반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의미특

징을 반 하여 문장집합을 군집하고, 군집의 응집도를 

이용하여 요약 후보문장집합을 구성한 다음 충분히 문

서의 주제를 반 할 수 있도록 요약후보문장집합을 재

군집하여서 요한 문장을 추출한다. 즉, 문장군집을 재

군집하여 문서의 내부구조를 정재 함으로써 문서의 내

부구조가 의미특징에 편향되게 반 되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림 1(c)의 문서요약 단계는 요약 후보문장집합 군

집, 군집의 표문장 추출 단계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약 후보문장집하에 kmeans 군집방

법[11]을 이용하여 요약문장의 개수만큼 군집한다. 마지

막으로, 각각의 군집과 군집에 포함된 문장 간에 식(4)의 

코사인유사도를 계산하여 유사도가 가장 높은 문장을 

추출하여 문서를 요약한다. 

Ⅳ. 실험 및 평가

본 논문에서 사용된 평가 자료는 Reuters-21578 문서

집합[12]과 야후코리아 뉴스[13]의 기사를 무작 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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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사용하 다. Reuters-21578 문서집합은 본 논문

에서 설명된 처리방법을 사용하 으며, 야후코리아 

뉴스는 한 형태소 분석 도구[14]를 사용하여 용어만 추

출하여 용어-문장 빈도행렬을 구성하 다. 제안방법을 

비교하기 하여서 세 명의 평가자가 수동으로 요약한 

요약문과 포  문서요약 방법들의 요약문에 한 평

가척도를 계산하 다. 다음 표1은 평가 자료에 한 특

성을 나타낸다. 

표 1. 평가자료의 속성
Table. 1 Property of the test data set

문서의 속성 Reuters 야후 코리아

문서 수 500 500

10문장 이상인 문서 수 321 401

문서당 평균 문장 수 12.5 15.4

최소 문장 수 3 5

최  문장 수 50 134

성능 평가척도는 정보검색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확

률(P, precision), 재 율(R, recall), F-measure(F)를 이용하

다[8, 14].

 








∩
 


             (6)

 


 





∩
 


            (7)

 



               (8)

여기서 Sman, Ssum은 각각 평가자와 문서요약 방법에 

의해서 요약된 문장이다.

실험은 그림2와 그림3과 같이 내부지식 기반의 요약

방법들인 KM, RM, LSA, MRP, NMF, SC을 구 하여 요

약결과에 한 성능을 비교 평가하 다. SC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으로 의미특징(semantic feature)과 군집

의 응집도(coherence)를 이용하여 문서를 요약하는 방법

이다. KM은 kmeans 군집방법을 이용하여 문서를 요약

하는 방법이며[11], RM과 LSA은 Gong과 Liu가 제안한 

방법으로 각각 련척도(relevance measure)와 잠재의미

분석(latent semantc analysis)을 이용하여 문서를 요약하

는 방법이다[4]. MRP는 Zha가 제안한 방법으로 문장군

집과 상호강화원리(mutual reinforcement principle)를 이

용하여 문서를 요약하는 방법이다[5]. NMF는 자들의 

이  제안방법으로 비음수행렬분해를 이용하여 문서를 

요약하는 방법이다[6, 7].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Reuters-21578를 이용한 

평가 결과에서는 제안 방법(SC)의 평균 재 율(R), 정

확율(P), F-measure(F)가 KM에 비하여 19%, 21%, 15%

가 높으며, RM에 비해서는 21%, 16%, 19%가 높고, 

LSA에 비해서는 11%, 11%, 12%가 높고, MRP에 비해

서는 9%, 5%, 6%가 높고, NMF에 비해서는 6%, 2%, 3%

가 높다. 

그림 2. Reuters-21578을 이용한 요약결과 비교
Fig. 2 Comparison summarization results using 

Reuters-21578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야후 코리아를 이용한 

평가 결과에서는 제안 방법(SC)의 평균 재 율(R), 정

확율(P), F-measure(F)가 KM에 비하여 19%, 1%, 13%가 

높으며, RM에 비해서는 27%, 13%, 18%가 높고, LSA

에 비해서는 2%, 11%, 14%가 높고, MRP에 비해서는 

14%, 7%, 9%가 높고, NMF에 비해서는 3%, 6%, 7%가 

높다.

Reuters와 야후 코리아의 평균성능평가결과 제안방

법인 SC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며, 그 다음으로 

NMF, MRP, LSA, KM, RM 순으로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문장의 유사도에 의한 KM 방법보다 

군집에 의해 문서의 주제를 추출하는 KM 방법이 더 좋

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한 KM보다 문서의 내부 의미

특징을 나타내는 LSA, NRP, NMF 방법이 더 좋은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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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문서의 내부구조와 내부 의미특

징을 재군집하여서 정재하는 본 논문의 제안방법인 SC

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문서의 속성

에 많은 향을 받는 내부지식을 이용한 요약방법은 문

서의 내부 특성을 정재함으로써 요약을 효율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야후코리아 기사를 이용한 요약결과 비교
Fig. 3 Comparison summarization results using Yahoo 

Korea News

Ⅴ. 결  론

본 논문은 내부지식 기반의 포  문서요약 방법의 

성능을 향상하기 해서 의미특징을 이용한 문장군집

과 군집의 응집도를 이용하여 포  문서요약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방법은 의미특징을 이용하여 문장을 

군집함으로써 문서의 주제를 잘 나타내는 의미 있는 문

장을 추출할 수 있다. 한 문장군집의 응집도를 계산하

여 요약후보문장을 추출하고 재군집합으로서 의미특징

이 원본문서의 내부구성에 제한받는 문제를 완화하여 

문서요약의 성능을 향상 하 다. 실험결과 기존 내부지

식을 이용한 포  문서요약 방법에 비하여 더 좋은 평

가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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