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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뉴스 기반의 실시간 이슈 분석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다중 뉴스 기사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 점
증적으로 군집화 하고, 각 군집별 정보를 자동으로 요약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정적인 데이터 기
반의 군집화와 요약 각각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위한 점증적인 군집화와 요약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대량의 뉴스 기사 집합을 분석하기 위한 점증적이고 계층적인 뉴스 군집화 및 다중 문서 요약 방법을 제
안한다. 평가를 위해서 2016년 10월, 11월 두 달간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 하였으며, 전문 교육을 받은 연

구원들이 Precision at  기반의 정성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동으로 생성된 12개의 군집에서 군

집 성능은 평균 66% (상위계층  : 82%, 하위계층  : 43%), 요약 성능은 평균 92%를 얻었다.

주제어: 이슈 분석, 점증적 군집화, 계층적 군집화, 다중 문서 요약

1. 서론1)

최근 빅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뉴스, 블로그, 소셜 

미디어 등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대량의 정보를 통해 이

슈를 분석하는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구글

의 ‘Google Trends’, EU의 ‘Medisys’ 등과 같이 글

로벌 단체들을 중심으로 웹 기반 빅 데이터를 이용한 이

슈 분석 솔루션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 분석 

기술은 기업의 마케팅, 의사 결정 지원 등 많은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슈 분석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다중 문서

들을 점증적으로 군집화하고, 각 군집별 정보를 자동으

로 요약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동시 다

발적으로 실시간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식별하는 이벤

트 탐지(Event Detection)에 대한 연구가 이슈 분석을 

위해 많이 진행 되어져 왔다[1-2]. 이와 같은 이벤트 탐

지를 위해 군집화 기술이 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1]에서는 실시간 입력되는 문서에 대한 점증적 군집화

를 위해 Daily LDA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2]에서는 싱

글 패스 온라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군집별 이벤트를 

탐지하였다. 그러나 이슈를 단순 키워드로 표시하는 이

벤트 탐지만으로는 실시간 이슈를 사람이 분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이슈 분석을 위

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뉴스 데이터를 이슈 단위로 군

집화하고, 각 군집에 대한 내용을 자동 요약하는 이슈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로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주요사업 과제로 수행한 것입니

다.

군집화 단계와 요약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군집

화 단계에서는 세분화된 이슈 분석을 위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대량의 다중 뉴스 기사 집합에 따라 변경 사항

이 각 군집에 반영되고, 새로운 군집이 생성되는 등 점

증적이면서 계층적인 군집화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

해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군집화를 쉽게 수행할 수 있는 

LDA[3]와 점증적 군집화에 장점이 있는 싱글 패스 온라

인 알고리즘이 결합된 형태의 군집화 방법을 제안한다. 

두 번째, 요약 단계에서는 각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 다

중 뉴스 문서에 대한 요약을 자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합성 피드백의 확률 모델[4]을 기반으로 단

어의 가중치를 추정하고, 그 추정 값을 이용하여 문장의 

스코어를 계산한 뒤 문장을 순위화 하는 방법의 간단하지

만 효과적인 추출기반 다중 문서 요약 기법을 제안한다.

군집 및 요약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2016년 10월, 11

월 두 달간의 실제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군집 및 

요약 결과에 대해서는 Precision at 를 이용하여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원이 정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자동으로 생성된 12개의 군집에서 군집 성능은 평

균 66% (상위계층 : 82%, 하위계층 : 43%), 요약 성

능은 평균 92%를 얻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3장

에서는 군집화 방법을, 4장에서는 다중 문서 요약 방법

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군집 및 요약 대한 결과를 분석 

하고, 마지막 6장에서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군집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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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화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아닌 정형화된 데이터에 적용 되어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LDA, 싱글 패스 온라인 

알고리즘, K-means 등 잘 알려진 군집화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이벤트 탐지, 문서 분류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연구에 활용 되고 있다.

LDA는 토픽별 단어 분포, 문서별 토픽 분포를 학습하

여 문서가 생성되는 과정을 확률 모형으로 모델링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포를 학습하기위해 대량의 

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의 문서 집합을 군집할 때 

많이 사용된다[3]. 반면, 싱글 패스 온라인 알고리즘은 

대량의 문서를 한 번에 군집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에 하나의 문서를 입력으로 받아 점증적으로 군집화를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LDA와 싱

글 패스 온라인 알고리즘의 특징을 살려 계층적 군집 시

에는 LDA를 사용하고, 점증적 군집 시에는 싱글 패스 온

라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결합 방법을 제안한다.
 

2.2. 다중 문서 요약

다중 문서 요약(Multi-Document Summarization)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약될 주제에 대한 문서 집합을 입력으로 

받아 중요 문장을 추출하여 일정 길이의 요약을 생성한

다[5]. 기존 연구에서는 다중 문서 요약을 위해 다중 문

서와 각 문장 간의 유사도를 이용하는 방법과 문장 자체

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6,7]에

서는 요약될 다중 문서의 중심 벡터를 계산하여 하나의 

주제 벡터로 보고, 다중 문서에 존재하는 각각의 문장과 

유사도를 계산하여 문장을 순위화 함으로써 다중 문서 

요약을 하였으며, [8]과 같은 경우에는 문장 자체의 중

요도를 LSA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뒤 순위화하여 다중 

문서 요약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다중 문

서 요약 기법은 입력되는 문서 집합이 하나의 주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뉴스를 자동으

로 군집하여 어느 정도의 에러를 포함하는 결과를 요약

해야하는 시스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다중 문서에 대한 요약을 군집에 대한 요약으로 

보고, 각 군집에 대해 요약하기 위하여 군집 내에 존재

하는 문서 집합을 요약 할 때 군집에 대한 정보도 추가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군집화

이슈 분석을 위해 각 이슈 별 요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대량의 뉴스 데이터를 이슈 

별로 군집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군집화 단계

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으며, 크게 두 단계로 계층적 

다중 군집 단계와 점증적 다중 군집 단계로 나뉜다. 먼

저, 계층적 다중 군집 단계는  시간에만 수행되며, 보

유하고 있는 대량의 뉴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층적 다

중 군집을 수행하여 초기 군집 트리를 생성한다. 다음으

로,  시간부터는 점증적 다중 군집을 수행하여 단위 

시간당 입력되는 뉴스 데이터 집합을 이용하여 군집 트

리를 업데이트 한다.

그림 1. 군집화 단계

3.1. 군집 트리

군집 트리란 이슈 분석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유지하는 

이슈별로 군집된 계층적인 트리를 말한다. 군집 트리의 

예시는 [그림 2]와 같으며, 의 ‘국정농단’ 군집과 

같이 하위 계층의 군집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에는 

‘그 외’ 군집을 포함하는데, 이는 현재까지 입력된 뉴

스 중에 어떠한 군집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그 

외’ 군집에 남겨 두어 추후 재 군집하기 위함이다.

그림 2. 군집 트리

3.2. 계층적 다중 군집

계층적 다중 군집 단계에서는 기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뉴스 문서 집합을 계층적 다중 군집하여 군집 트리를 생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층적 다중 군집을 위한 프

로세스는 [그림 3]과 같다. 먼저, LDA 기반으로 다중 군

집화를 수행하고, [그림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에 

‘그 외’ 군집을 추가한다. 다음으로, 의 각 군집에 

포함하는 문서의 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 [그림 2]의 

‘국정농단’ 군집과 같이 하위 계층으로 재 군집화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각 군집 별로 Top 10 토픽 단어

와 군집의 중심 벡터를 유지한다. Top 10 토픽 단어는 4

장에서 다중 문서 요약 시 군집 정보 반영을 위한 스코

어 계산을 위해 사용되며, 군집의 중심 벡터는 3.3장에

서 점증적 다중 군집 시 유사도 계산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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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계층적 다중 군집 프로세스

3.3. 점증적 다중 군집

점증적 다중 군집 단계에서는 단위 시간당 입력되는 

뉴스 집합을 이용하여 점증적으로 군집하여 군집 트리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4. 점증적 다중 군집 프로세스

점증적 다중 군집의 프로세스는 [그림 4]와 같다. 먼

저, 새로 입력된 뉴스 기사 각각을 유사도 기반으로 각 

군집에 할당한다. 이 때, 할당되는 군집이 없다면, 입력 

뉴스 기사를 ‘그 외’ 군집에 할당하고, ‘그 외’ 군

집이 포함하는 문서 수가 일정 이상이 될 경우 LDA 기반

의 군집화를 수행하여 에 새로운 군집을 추가한다.

4. 다중 문서 요약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뉴스 데이터 집합으로 인해 변경

되는 군집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다중 문서 요약을 

수행하기 위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이슈 기반 단어 

관련성 추정을 사용하는 요약 기법을 제안한다. 전체 구

성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다중 문서 요약

4.1. 이슈 관련 문장 추출

이슈 관련 문장을 추출하기위해 다중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 문장들이 군집에 대한 이슈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스코어로 계산하여 순위화한다. 일반적으로 문

서 요약을 위한 이슈 문장 선택 시 문서의 제목과 문장

의 위치 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

하고, 추가적으로 군집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군집화 단

계에서 각 군집별로 유지하고 있는 Top 10 토픽 단어를 

사용한다. 문서 제목과 문장의 위치 정보, 그리고 토픽 

단어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이슈 관련 문장 스코어를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

             

   은 문장  와 그 문장이 존재하는 뉴

스 문서의 타이틀과의 코사인 유사도를 말하며, 

 는 문장의 위치 정보이고,      는 문

장과 Top 10 토픽 단어 집합과의 코사인 유사도이다. 
이 문장  가 존재하는 뉴스의 전체 문장 수 일 때,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4.2. 단어 관련성 추정

단어 관련성 추정은 각 단어에 대한 이슈 관련 및 비

관련 문장에서의 빈도 계산을 통해 단어의 중요도를 측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어 관련성 스코어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og× 
×

 log


와 는 전체 문장 집합 에서 관련 문장과 비관련 

문장에서 단어 가 나타날 확률을 말하며, 와 는 

전체 문장 집합 에서 관련 문장 수와 비관련 문장의 수

를 나타낸다. 그리고 와 는 전체 문장 집합 에서 

단어 를 포함하고 있는 관련 문장의 수와 비관련 문장

의 수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슈 관련 문장 추출 단

계에서 순위화된 문장 중 상위 10%를 이슈 관련 문장으

로 추출하고, 나머지를 비관련 문장으로 두어 실험을 진

행하였다.

4.3. 문장 스코어 계산

단어 관련성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각 문장의 스코어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단어 관련성 추정 결과는 각 군집의 이슈에 대한 적합

성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값들의 합은 곧 군집 내

에서 그 문장에 대한 적합성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135 -

있다.

4.4. 유사 문장 제거

문장 가중치는 문장이 갖는 정보량의 절대량만을 측정

한다. 하지만 요약문서는 각 문장들에 중복된 정보가 많

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요약문서 전체가 갖는 정보량이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문서 요약에서 MMR[9]을 사용하는데, 

MMR를 위한 각 문장의 스코어는 기본 문장 스코어에 이

미 선택된 요약 문장과의 유사도 점수를 뺀 값으로 계산

된다.

 

∈   


∈  

이 식에서 는 전체 문장 집합을 뜻하고,  는 이미 

요약문장으로 선택된 문장의 집합을 말하며,  는 아

직 선택되지 않은 문장의 집합을 말한다.

5. 군집화 및 요약 실험

5.1. 군집화 실험

군집화 실험을 위해서 2016년 10월, 11월 두 달간의 

실제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먼저, 계층적 다중군집 

단계를 위해 10월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단위 시

간 t를 하루로 정의하여, 11월 데이터에 포함되어있는 

30일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점증적 군집화를 수행하였다.

그림 6. 1일차 군집 결과

[그림 6]은 10월 데이터로 계층적 다중군집을 수행하

고, 11월 1일 하루 데이터로 점증적 군집화를 시행한 1

일차 결과이다. 계층적 다중군집에 의해 6개의 토픽이 

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10일차 군집 결과

[그림 7]은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점증적 군집

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 외’ 군집의 문서가 일정 수 

이상 초과하여 재 군집 후 ‘미국 대선’ 군집이 새로 

추가 되었다.

그림 8. 30일차 군집 결과

[그림 8]은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점증적 군집

을 수행한 결과이다. ‘국정농단’ 군집의 문서가 일정 

수 이상을 초과하여 하위 군집화를 수행하여 새로운 군

집들이 추가 되었다. 

5.2. 요약 실험

요약 실험을 위해서 각 군집에서 상위 10개 문서를 이

용하여 5 문장을 추출 요약하였다.‘백남기 부검’ 군집

의 요약 실험은 다음과 같다.

5.2.1. 토픽 정보 유효성 검증 실험

토픽 정보 유효성 검증 실험에서는 이슈 관련 문장 추

출 시 문서 요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장 위

치 및 타이틀 정보만을 사용한 결과와 군집의 토픽 정보

를 추가로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실제 시

스템에서의 각 군집별 토픽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순서 문장 내용

1 어제 2016 노벨생리의학상 발표 됐죠.

2

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곧 집행 시도 부검영장 시한 이틀 앞두고

오전 10시 투입 경찰 ’부검 영장’ 집행 6차례 협의 요청 백남기 투

쟁본부 ’부검 영장’ 집행 반발 故 백남기 유족 부검 전제 협의 거부

입장

3 < 이 하 생 략 >

표 1. 위치, 타이틀 정보만 사용한 결과

순서 문장 내용

1

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곧 집행 시도 부검영장 시한 이틀 앞두고

오전 10시 투입 경찰 ’부검 영장’ 집행 6차례 협의 요청 백남기 투

쟁본부 ’부검 영장’ 집행 반발 故 백남기 유족 부검 전제 협의 거부

입장

2

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집행 다시 시도 서울대병원 주변 경찰 천

여 명 투입 故 백남기 부검 영장 효력 오늘 만료 충돌 우려해 과도

한 물리력 동원 않을 듯 부검 영장 집행 시도 이틀 만에 다시 찾아

故 백남기 유족 부검 전제 협의 거부 입장

3 < 이 하 생 략 >

표 2. 위치, 타이틀, 토픽 정보를 모두 사용한 결과

[표 1]의 1번 문장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 시스템

에서는 군집 내에 주제에 맞지 않는 문서도 많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위치 및 타이틀 정보만을 사용하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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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지 않는 문장들도 상위에 올라 올 수 있다. 반면, 

군집의 토픽 정보까지 사용한 [표 2]을 보면 주제에 맞

지 않은 문장이 추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2.2. MMR 유효성 검증 실험

MMR 유효성 검증 실험에서는 MMR 기반의 유사 문장 제

거 이전의 최종 요약 결과와 MMR을 사용한 요약 결과를 

비교하여, 실제로 유사한 문장들이 상위로 잘 올라오지 

않는지 실험을 진행한다. 

순서 문장 내용

1

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집행 다시 시도 서울대병원 주변 경

찰 천여 명 투입 故 백남기 부검 영장 효력 오늘 만료 충돌 우

려해 과도한 물리력 동원 않을 듯 부검 영장 집행 시도 이틀 만

에 다시 찾아 故 백남기 유족 부검 전제 협의 거부 입장

2

고 백남기 씨 부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이

부검을 전제로 한 경찰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3

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곧 집행 시도 부검영장 시한 이틀 앞

두고 오전 10시 투입 경찰 ’부검 영장’ 집행 6차례 협의 요청

백남기투쟁본부 ’부검 영장’ 집행 반발 故 백남기 유족 부검 전

제 협의 거부 입장

4 < 이 하 생 략 >

표 3. 유사 문장 제거 이전 요약 결과

순서 문장 내용

1

경찰 故 백남기 부검 영장 집행 다시 시도 서울대병원 주변 경찰 천

여 명 투입 故 백남기 부검 영장 효력 오늘 만료 충돌 우려해 과도

한 물리력 동원 않을 듯 부검 영장 집행 시도 이틀 만에 다시 찾아

故 백남기 유족 부검 전제 협의 거부 입장

2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사망진

단서에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한 것에 대해 자신의 판단으로

소신껏 임했다며 진단서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지난달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 씨의 부검과 관련해 경찰이 유족

측에 재차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4 < 이 하 생 략 >

표 4. 유사 문장 제거 이후 요약 결과

[표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유사 문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1번과 3번 문장과 같은 아주 유사한 문장이 같이 

요약 문장으로 추출 될 수 있다. 반면에, 유사 문장 제

거를 한 결과인 [표 4]를 보면 [표 3]에서의 3번 문장은 

유사 문장 제거 이후에 다시 추출되지 않았고, 전혀 새

로운 2번, 3번 문장이 추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 군집화 및 요약 성능 평가

6.1. 군집화 성능 평가

군집 결과에 대해서 Precision at 를 이용하여 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연구원 3명(A, B, C)이 평가를 진행하

였다. 평가를 위해서 각 군집별 토픽 단어들을 보고, 실

제 군집에 모여 있는 상위 개의 문서 중 적절한 문서는 

몇 문서인지 평가하였다. 군집화 성능 평가를 위해 k는 

100을 이용하였으며, 각 계층별(, )로 평가 하였다. 

그 결과,  계층에서는 평균 82%,  계층에서는 평균 

43%의 성능을 얻었다. 

Topic
평가자별 P@100 Avg

P@100A B C

밥 딜런 노벨상 1.00 1.00 1.00 1.00

백남기 부검 0.96 0.96 0.49 0.80

부산 축제 0.86 0.86 0.84 0.85

갤럭시 노트 0.91 0.94 0.90 0.91

태풍 차바 피해 1.00 1.00 0.70 0.90

국정농단 0.61 0.59 0.55 0.58

미국 대선 0.67 0.99 0.46 0.70

AVG P@100 0.85 0.90 0.70 0.82

표 5.  계층 군집화 성능 평가

Topic
평가자별 P@100 Avg

P@100A B C

시국 선언 0.55 0.61 0.61 0.59

촛불 집회 0.23 0.52 0.48 0.41

박근혜 퇴진 0.42 0.32 0.63 0.45

최순실 측근 0.18 0.33 0.39 0.30

최순실 게이트 0.40 0.26 0.65 0.43

Average P@100 0.35 0.40 0.55 0.43

표 6.  계층 군집화 성능 평가

6.2. 요약 성능 평가

요약 결과 또한 Precision at 를 이용하여 관련 전

문 교육을 받은 연구원 3명(A, B, C)이 평가를 진행하였

다. 요약 성능 평가를 위해 는 5를 이용하였다.

Topic
평가자별 P@5 Avg

P@5A B C

밥 딜런 노벨상 1.00 1.00 0.60 0.86

백남기 부검 0.80 1.00 1.00 0.93

부산 축제 0.80 1.00 0.40 0.73

갤럭시 노트 0.80 1.00 1.00 0.93

태풍 차바 피해 1.00 1.00 1.00 1.00

국정농단 1.00 1.00 1.00 1.00

미국 대선 0.80 1.00 1.00 0.93

시국 선언 1.00 1.00 0.60 0.86

촛불 집회 0.80 1.00 1.00 0.93

박근혜 퇴진 1.00 0.80 1.00 0.93

최순실 측근 0.80 1.00 1.00 0.93

최순실 게이트 1.00 1.00 1.00 1.00

Average P@5 0.90 0.98 0.88 0.92

표 7. 각 군집의 다중 문서 요약 성능 평가

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대량의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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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을 분석하기위한 점증적이고 계층적인 뉴스 군집화 

및 다중 문서 요약 방법을 제안하였다. 군집 단계에서는 

계층적이고 점증적인 군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LDA와 싱

글패스 온라인 알고리즘을 결합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요약에서는 이슈 기반의 단어의 관련성을 추정하고, 추

정 값을 이용하여 문장을 순위화하는 방법의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추출 기반 다중 문서 요약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자동으로 생성된 12개의 군집에서 군집 성능은 

평균 66% (상위계층 : 82%, 하위계층 : 43%), 요약 

성능은 평균 92%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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