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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사 결정을 위한 토론이나 토의의 내용을 객관적 요약하고 분류하는 자동화된 회의록 요약 시스템이 요구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회의록 요약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word2vec 모델을 이용한 
회의록 요약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제안 시스템은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불용어를 제거하고 문서에서 
공통적인 의견을 가진 대표 문장을 추출하기 위해 추가로 word2vec 모델로 학습을 수행한다. 제안 시스템은 
회의 과정에서 수집되는 문서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의견들 중 안건을 대표하는 대표 문장을 
추출한다. 회의 진행자는 제안 시스템을 통해 회의에서 다뤄지는 모든 안건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안 시스템은 대규모 토론이나 토의의 여러 가지 안건을 분석하여 대표 의견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요약하여 빠른 정확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 중심어 :∣회의록 요약∣단어 빈도∣유사도 분석∣word2vec∣의사 결정∣
Abstract

An automated minutes summary system is required to objectively summarize and classify the 
contents of discussions or discussions for decision making. This paper designs and implements a 
minutes summary system using word2vec model to complement the existing minutes summary 
system. The proposed system is further implemented with word2vec model to remove index words 
during morpheme analysis and to extract representative sentences with common opinions from 
documents. The proposed system automatically classifies documents collected during the meeting 
process and extracts representative sentences representing the agenda among various opinions. The 
conference host can quickly identify and manage all the agendas discussed at the meeting through the 
proposal system. The proposed system analyzes various agendas of large-scale debates or discussions 
and summarizes sentences that can be representative opinions to support fast and accurate decision 
making. 

■ keyword :∣Minutes Summary∣Word Frequency∣Similarity Analysis∣Word2vec∣Decision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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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사회에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토론이나 토의를 활용한다
[1][2].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이나 토의에서 제
시된 모든 의견들은 회의록을 만들어 문서화한다. 문서
화된 의견들은 범주화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는 회의 내
용들을 통해 대표적인 의견을 도출한다. 이렇게 정리된 
의견들은 수정 및 보완 단계를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을 도출한다. 결과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
하고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ior)는 수작업으
로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퍼실리테이터 수
는 토론이나 토의 참여자 수에 비례하며 이로 인해 대
규모 토의나 토론일수록 인건비가 증가되고 최종 결론
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토론이나 토의를 문서화한 회의록을 사람이 수작업
으로 수행할 경우 잘못된 형식의 문장들을 포함할 수 
있고 문서의 주제를 객관적으로 판별하지 못할 수 있
다. 따라서 주제에 대해 정확한 표현으로 문서를 요약
하고 분류하는 자동화된 회의록 요약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3][4]. 기존 회의록 요약 방법으로는 문서에서 불
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한 압축된 문장들만을 이용하여 
각 문장에 포함된 단어들의 통계적 정보를 이용한 방법
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문장을 간결하게 만든 후 요
약 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어들이 요약문
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유사 단어를 고려
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로 인해 문장들 간의 
유사도 역시 고려할 수 없어 여러 의견을 유사한 의견
으로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자동 분류하는 방법은 이미 분류
되어 있는 문서들로부터 문서 내에 나타나는 단어의 출
현 횟수나 분포, 확률 등을 이용하는 통계적인 방법[5]
과 자연어 처리를 통하여 문서 내에 있는 문장의 의미
(semantic)나 구문(syntactic)을 분석하는 의미 분석 
방법[6]이 있다. 보다 정확한 문장의 분류를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를 통하여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바
람직 하지만 자연어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문장의 의미 
분석이 매우 어려워 의미 분석 방법은 한정된 영역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7]. 

본 논문에서는 단어빈도 분석 뿐 아니라 단어 간의 
유사도 분석을 통해 문장을 분류하여 더욱 효과적인 회
의록 요약 시스템을 제안한다. 전체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들의 출현 빈도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문장을 분
류한다. 그러나 단어의 출현 빈도만을 고려하는 것은 
여러 문장에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의 성질을 간과한 한
계점을 가진다. 이에 출현 빈도를 고려한 특정 단어를 
선정하고 특정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워드 임베딩을 활용한 접근법을 제안하
며 워드 임베딩 모델 중 대표적인 word2vec 모델을 
사용한다. word2vec 모델을 통해 문서의 각 단어의 벡
터 공간에서 거리를 계산하고 문서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각각의 자질들로 심층적 학습을 수행한다. 학습한 
단어의 벡터 값을 이용해 유사단어를 출력하고 자동으
로 문장을 분류한다.

Ⅱ. 관련연구

1. 문서 분류
기존에 문서 분류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단순히 문서

에 나타나는 단어의 빈도를 이용하여 적합한 범주를 지
정하는 통계적인 분류 방법을 이용하거나[8], 분류에 필
요한 주요 단어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단어들을 기반으
로 K-NN의사결정 트리, 베이지언 네트워크, 인공 신경
망 등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9]. 최근에는 자연어 처리에 딥러닝(deep 
leaning) 알고리즘인 컨볼루션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효과적이라는 것
이 알려지면서, 단어를 벡터(vector)로 표현하는 방법
인 word2vec 모델[9]과 CNN을 이용한 문장 분류 방
법이 제안되었다[10]. 

[11]에서는 신경망 분석에 기반을 둔 비지도 학습 기
법인 word2vec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각 단어
들이 학습 문헌 내에서 가지는 의미를 다차원의 벡터 
값을 통해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렇게 계산된 학습 결과를 다른 기계학습에서 학습 자질
로도 사용하여 성능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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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표현
문서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 모델로 가장 일반적인 것

은 Bag-of-word 모델이다. 이 모델은 한 문서가 포함
하고 있는 모든 단어와 각 단어가 문서 내에서 등장한 
빈도수를 매칭시킨 짝(pair)들의 집합을 해당 문서에 
대한 표현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문서
를 표현하게 되면 문서에 포함된 각각의 어휘는 해당 
문서의 특징(feature)이 되고, 각 어휘에 대한 빈도수는 
특징에 대한 값(feature value)이 된다. Bag-of-Word 
모델에서는 문서 내에 단어가 등장하는 순서에 대한 정
보는 보존 되지 않으며, 정확히 같은 종류의 어휘와 빈
도수 분포를 가지고 있는 두 문서는 동일하게 표현되어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특징이다[12]. 

단어의 순서와 의미를 내포하는 벡터의 형태로 단어
를 표현하는 기법으로 word2vec 모델이 가장 대표적
이다. word2vec 모델은 특정 embedding 공간상에서 
같은 맥락을 갖는 단어들이 가까운 거리를 가진다는 전
제에서 출발한다[13][14]. 단어 사이의 거리를 활용한 
워드 임베딩 방식의 word2vec 모델은 주어진 문장에 
대한 문법적 해석이 가능하며 단어의 거리를 통해 의미
론적 추론도 가능하다. 즉, 주어진 문장을 구성하는 단
어들의 전후 관계를 학습하여 단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벡터 값으로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자질들을 수치
화한다. 이것은 기존의 통계적인 방식을 활용한 연구와
는 다르게 별도의 유사도 계산이나 차원 축소 과정 없
이 변별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벡터 값으로 단어를 
수치화한다.

Ⅲ. 회의자료 분석 시스템 

1. 전체 처리 과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회의록 요약 시스템은 특정 주

제 분야의 텍스트 집단 전체 문장과 회의록 문서 내부
의 모든 텍스트를 분석하여 학습과정을 거친 후, 학습
된 정보를 적용하여 대상 문서 내부에서 필요한 문장을 
찾아낸다. 실험집단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토의를 기반으로 한 회의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은 제안 기법의 전체 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제안 기법은 크게 학습 과정과 요약 과정으로 구분된
다. 학습 과정은 여러 회의록 데이터를 단어로 쪼개는 
자연어 처리,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는 불용어 처리, 
각 단어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word2vec 모델로 구
성된다. 출력 과정은 문서에서 표현된 언급 순으로 단
어의 빈도와 word2vec 모델 학습 결과로 출력된 유사 
단어를 통해 문서에서 요약된 문장 중에서 대표 문장을 
검색하여 선택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전체 처리 과정

2. 자연어 처리
자연 언어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회의록의 경우 국문, 영문 등 인간의 언어인 
자연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기계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컴
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제반기술을 자연어 처리를 통해 수행한다.

형태소는 일정한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문장 내에서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더 이
상 분해하거나 분석하면 뜻이 없어지는 말의 가장 최소 
단위로 추상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자연어 처리 처리단계는 형태소 분석, 동사 분석, 의미 
분석, 화용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소 분석은 텍스
트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출력하는 과정이다. 즉, 
형태소를 비롯하여 어근, 접두사/접미사, 품사
(part-of-speech, POS) 등 다양한 언어적 속성의 구
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근 전산 언어학에서 말뭉치(corpus)의 활용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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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서 형태소 분석과 품사 태깅 등 한국어 정보 처
리를 위한 다양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와 패키지가 공
개되고 있다. 한국어 정보 처리를 위한 오픈 소스 라이
브러리도 이미 1995년부터 KTS를 시작으로 다수 배포
되고 있다. 그 중 대다수는 C/C++, Java 등으로 개발
되어 있으며 형태소 분석기가 중심이다. 2014년에는 
파이썬으로 한국어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패키지인 
KoNLPy(Korean NLP in Python)가 제안되었다. 
KoNLPy는 쉽게 습득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설계 철학에 따라 파이썬을 이용해 한국어 정보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KoNLPy는 꼬꼬마, twitter 등
의 여러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5].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형태소 분석을 위해 
KoNLPy 패키지를 이용하며 twitter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회의록의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다. twitter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한글 문자열로부터 명사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림 2]는 문자열로부터 명사를 추출하는 파이썬 프
로그램의 명령어 이다. 입력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설정
하고, 출력데이터를 확인하였다. 

① 명사 추출 입력 데이터 
   영희와 철수는 백구를 산책시키기 위해 한강에 갔다.  
   한강에 도착해 누렁이를 만났다. 
② 명사 추출 수행결과
   영희, 철수, 백구, 산책, 위해, 한강, 한강, 도착, 누렁이

그림 2. 명사 추출 실행 코드

어떠한 문서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해당 집합 내의 
어떤 문서에서든 보편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단어들 가운데 특히 문서 집합의 성
격과 관계없이 해당 단어가 문장 내에서 가지는 기능으

로 인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
을 불용어(stopword)라고 부른다. 이러한 불용어들은 
대부분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문법적으로는 중
요한 기능을 하는 단어들이다. 영어의 예를 들었을 때, 
전치사(to, for, with, as 등), 접속사(and, but, so 등), 
접속부사(however, therefore 등), 대명사(i, you, 
she, we, it 등), 관사(a, an, the), 관계대명사(which, 
who, that 등) 등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단순히 단어의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문서에 대한 특
정 값으로 삼는 모델의 경우 실제 의미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불용어에 대한 특정 값이 크게 부각될 수 
있어 실제 문서가 가지는 중요한 특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실제 문서에 대한 빈도수 기반의 모델을 구축할 때는 
불용어를 문서에 대한 특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
적이다.

3. 단어 벡터화
word2vec 모델은 단어를 수십~수백 차원의 벡터로 

변환하여 단어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
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비약적인 정밀도 향상을 가능
하게 하였다. word2vec 모델은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
로 둔 방식으로 같은 맥락(context)에 있는 단어는 가
까운 의미를 가진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word2vec 
모델은 텍스트 문서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며 문장 내에 
한 단어와 같이 출현하는 다른 단어들을 관련 단어로써 
인공 신경망에 학습시킨다. 연관된 단어들은 문서상에
서 가까운 곳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습
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단어가 비슷한 두 단
어는 가까운 벡터 공간에 놓이게 된다.

word2vec 모델은 단순하게 한 단어의 앞뒤로 서로 
같은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것이
다. 따라서 아주 추상적인 동사나 형용사는 학습이 명
사에 비해서 학습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보면 동사들이 어떤 목적어를 가지는지 규칙
성을 파악함으로 어느 정도 동사들 간의 의미 관계도 
학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break, 
broken은 서로 비슷한 목적어를 가질 것이므로 두 동
사는 비슷한 의미를 취할 것이라고 학습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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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충분히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break, broken의 벡터 공간에서의 거리가 have와 
had의 벡터 공간에서 거리와 같아 질 수 있다. 이는 과
거의 의미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word2vec 모델
은 심층 신경망(DNN: Deep Neural Network)이 아
니다.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지 않은 은닉층 1개와 
softmax function이 적용된 출력층으로 구성된 인공 
신경망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심층 신경망보다 학습속
도가 굉장히 빨라서 매우 큰 데이터도 손쉽게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word2vec 모델의 알고리
즘은 내부적으로 [그림 3]과 같이 하나의 맥락으로 단
어를 예측하는 CBOW(Continuous Bag Of Words)
와 단어로 맥락을 예측하는 SG(Skip-Gram)라는 두 
개의 신경망 모델을 이용해 문장을 학습하여 비슷한 의
미의 단어들을 가까운 벡터 공간에 표현한다. 

예를 들어, [그림 3]의 skip-gram은 w(t)가 입력 단
어로 주어졌을 때, 입력 단어를 기준으로 지정된 윈도
우 사이즈에 따라 앞, 뒤로 일정한 개수의 다른 단어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신경망을 훈련시킨
다. OUTPUT은 입력 단어 w(t)를 기준으로 주변에 올 
수 있는 단어 w(t-2), w(t-1), w(t+1), w(t+2)를 예측
하는데 계산되는 가중치 값으로써, 가중치 값들이 w(t)
를 나타내는 벡터 값이 된다. 실제로 연구자가 지정한 
윈도우 사이즈로 OUTPUT 단어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word2vec 모델은 입력단어가 주어졌을 때, 출
력단어의 조건부 확률인 softmax function을 사용하
여 결과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식 (1)은 
word2vec 모델의 softmax function이다.  
 은 입력단어 가 주어졌을 때 출력 단어로

가 나올 조건부 확률이다. 이에 따라 word2vec 모
델에서 학습 문서 내 주위 단어의 분포가 가까운 단어
일수록 산출되는 벡터 값이 유사해지며, 산출된 벡터 
값이 비슷한 단어는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exp․
exp․                (1)

Ⅳ. 회의자료 분석 시스템 구현 및 평가

본 논문에서는 회의록 문서를 형태소로 분석하고 이
를 토대로 word2vec 모델 skip-gram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해 회의록 문서에서 대표
의견을 찾아낸다. 실험을 위해 윈도우 10과 리눅스 환
경에서 C 언어 기반으로 개발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
였으며, 파이썬 3.6.6 버전을 사용하였다. 원활한 실험
을 위해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형태소 분석
을 위해서 KoNLPy패키지 twitter 형태소 분석기를 사
용하였고, Gensim 패키지의 word2vec 모델을 사용
하였다[16][17].

시스템에 사용된 데이터는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교
육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충북교육청), 소
통과 협력을 위한 관행문화개선(경기교육청)의 회의록 
데이터 외 14건을 사용했다. 처리 순서는 수집된 문서
를 자연어 처리를 실시하여 형태소 형태로 표현한다. 
이후 최대빈도단어 수집과 불용어 제거 작업까지 진행
하도록 한다. 형태소 분석은 파이썬 환경에서 지원하는 
형태소 분석기 패키지 ‘KoNLPy’를 사용했다. KoNLPy
에서 지원하는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 클래스는 
Hannanum, Kkma, Komoran, Mecab, Twitter 형
태소 분석기를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형태소 
분석기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던 twitter 형태
소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twitter 형태소 분석기를 이
용해 데이터 처리 후 [그림 4]처럼 형태소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word2vec 모델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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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형태소 분석 데이터

회의록 문서 형태소 분석 이후 원활한 word2vec 모
델 학습의 진행과 최종 결과 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불용어 사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한다. 
불용어란 실제 단어는 아니지만 단어처럼 인식되는 요
소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는’, ‘을’, ‘등’, 등과 같은 조
사들을 말한다. 조사가 단어로 인식되어도 크게 관계는 
없지만 본 시스템에서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참조하
여 활용하기 때문에  조사 불용어를 제거하도록 하고 
처리된 데이터는 명사의 집합으로 구성하게 한다. 불용
어를 제거 도구로는 파이썬 프로그램 NLTK 패키지의 
stopword를 사용하였다. NLTK(Natural Language 
Toolkit) 패키지는 교육용으로 개발된 자연어 처리 및 

문서 분석용 파이썬 패키지이다. 간단하게 인간의 언어
인 자연어를 컴퓨터를 통해 처리하고 이용하려는 프로
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NLTK 패기지의 stopword를 
이용해 불용어 처리작업 이후 [그림 5]과 같이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었던 조사와 불용어가 삭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NLTK패키지 stopword사용 불용어 처리

회의록 문서를 자연어 처리하는 과정으로 형태소 분
석과 불용어를 제거한 후 word2vec 모델에서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출현 빈도가 높은 순으로 단어를 정렬 
하여 시각화한 결과이다. [그림 6]은 단어 출연 빈도를 
나타낸다. 토론의 주제가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교육환
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이기 때문에 “아이”, 

그림 6. 단어 출현 빈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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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간”, “놀이”, “활용” 등 주제와 연관성이 있다
고 생각되는 단어들이 높은 순위에 올라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word2vec 모델의 학습 환경 구성을 위해 회의록에
서 언급된 단어 상위 5개를 지정하여 확인했다. [표 1]
은 형태소 분석을 통한 단어 빈도 및 상위 단어를 나타
낸다. 주요 문장을 제안받는 방법으로는 상위 키워드만
을 사용해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형태소 분류를 통해 
언급된 키워드는 문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
리되어 있고 다수의 문장들은 해당 단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 문장을 추출
받기 위해 추가로 word2vec 모델로 학습하여 추출한 
유사 단어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학습 작업
을 진행한다. 

용어 지역 아이 학교 활용 공간
빈도수 167 165 157 110 106
순위 1 2 3 4 5

점유(%) 17.6 17.4 16.5 11.6 11.2

표 1. 형태소 분석을 통한 단어빈도 및 상위단어

문서를 대표하는 문장을 추출하기 위해 word2vec 모
델 패키지를 활용하여 중요 키워드 유사 단어 학습 과정
을 진행한다. word2vec 모델의 알고리즘은 CBOW와 
Skip-gram이라는 2가지 알고리즘으로 나눠진다. 두 알
고리즘 모두 결과적으로 단어를 벡터화한다는 점은 동
일하다. 하지만 예측하는 방법이 각 알고리즘별로 달라 
경우에 따라 필요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된다. 

각 모델의 학습방법의 예를 비교하면 CBOW는 알고
자 하는 주변 단어를 통해 해당 단어를 예측하여 단어
를 벡터화하는 방식이지만 Skip-gram의 경우는 반대
로 중심 단어의 주변에 어떤 단어가 올지 예측하는 방
식이다. CBOW는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 적합하고 
Skip-gram은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적합하다고 알려
져 있다. 하지만  말뭉치의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한 번
의 수행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CBOW에 비해 여러 번 
수행으로 주변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skip-gram의 데
이터의 학습량이 보다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다[8]. 본 
연구에서는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확인하여 주요 문
장을 찾아야하므로 skip-gram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학습한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충북교육청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 교육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란 주제로 진행된 회의록 데이터이다. 자연어 처리과
정을 마친 문서데이터를 이용하여 word2vec 모델에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된 parameter는 [그림 7]과 
같다. word2vec 모델 임베딩 실행 환경을  300차원의 
벡터 공간에서 실시한다. 또한, 문서 내에서 최소 10회 
이상의 출현 횟수를 가진 단어만 추출하여 사용하며 데
이터 학습 횟수는 2,000을 반복하도록 지정했다. 마지
막으로 학습 방법은 skip-gram을 사용하도록 환경을 
구성했다. 

그림 7. word2vec 모델 Parameter 설정화면

word2vec 모델은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 벡터의 내
적이 코사인 유사도가 되도록 단어벡터를 벡터공간에 
임베딩 한다. skip-gram을 이용한 word2vec 모델 학
습 결과 시각화는 [그림 8]과 같다. 문서 내에서 많은 
언급이 되고 중요 키워드끼리 뭉치가 형성되어 있다. 
학습 데이터양이 많지 않지만 학습 반복 횟수를 늘려 
의미가 비슷한 단어끼리 말뭉치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word2vec 모델 학습결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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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요약시스템은 [그림 9]와 같은 
형태를 가진다. 회의록에서 의견을 대표하는 문장을 추
출하는 과정은 형태소 분석 데이터에서 최대빈도 단어
와 word2vec 모델 학습 데이터에서 제안하는 유사 단
어를 조합하여 전체 회의록 문서에서 대표 문장을 검색
하도록 한다. 

그림 9. 키워드 조합을 통한 대표 문장 제시 

문서에서 공통적인 의견을 가진 대표 문장을 검색하
기 위해 상위 키워드와 가장 유사한 단어를 word2vec 
모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한다. 결과 데이터는 [표 2]와 
같다. 상위 키워드로 지정된 단어에 유사 키워드 벡터
값이 높을수록 두 단어간 의미가 비슷하며 의미가 비슷
한 단어를 포함한 문장을 검색해 대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 2. 상위빈도 키워드와 word2vec 모델 학습을 통한 유사 키워드

실험에서 제안하는 데이터의 형태소 분석을 통한 키
워드와 word2vec 모델 학습 후 유사도 분석을 통한 
단어를 조합하여 1개의 대표 키워드와 5개의 유사 단

어를 이용하여 1개의 키워드당 3개의 문장을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추출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인하
기 위해 기존 퍼실리테이터에 의해 수작업으로 분류된 
결과와 본 시스템이 제안하는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표 3]은 제안 기법과 퍼실리테이션에 의한 제안 기법
을 통해 비교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퍼실리
테이터에 의한 결과와 시스템이 제안하는 값이 완벽하
게 일치 하진 않지만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장점은 빠른 시간에 회의록을 요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간을 절약함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순위 퍼실리테이션에 의한 제안 회의록 요약시스템 제안

1 체험중심의 동아리 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인근학교와 연
계한 동아리 활동을 추진하면 좋겠다.

2 아이들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감교육 필요

개인 사업장 활용에 대한 홍보차원의 
기부나 바우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
담을 줄여 활용 할 수 있는 방안검토

3 지역시설(학교, 도서관) 개방 기관 내 놀이공간 확보

4 지역인적자원활용(재능기부등) 방과후 강사등에서 지역인적 자원 활
용재료비등 지원하에 인적자원 활용

5 문제아동에게 관심 갖고 관계기관 
연결해주기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한 과정을 교육
활동으로만 보지 말고 놀이로써 볼 수 
있도록 하자.

6 학부모 동아리 참여 기회 지원 놀이공간 확충

7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사회(도서관)
와 연계하여 운영

학교의 공적 기득권 내려놓고 지역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기.

8 유관기관과학교와의소통 도교육청과 지역청(학교)소통협의체 
부채

9 마을 환경 체험하기

마을지도, 마을교과서 역사나 지리등 
학부모와 협업해서 만들기 교재의 지
역화 학교를 알리고 지역을 알리는 것
이다. 

10 아이들에게안전한놀이공간제공
지역주변에 있는 장소들을 활용을 해
서 체험확대장거리가 아닌 지역체험
을 활용

11 주민및 아이들에게 관심갖고 서로
의 활동지원하기

지역 인적 자원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
로 지원이 가능한 기관에서 도움주기

12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
는 시간과 정보 제공하기

지역과 기관의 자율적 움직임중요, 재
능기부나 가가자 개인의 체험활동비
를 소액으로 책정하여 모든 학생들에
게 부담없이, 또는 무상으로 프로그램
에 참여하도록 한다. 

13 등하교시 안전한 환경만들기 어린이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14 교육청의 컨트롤타워 역할 기관 내 놀이공간 확보

15 올바른 가정교육 경험을 통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열기 

표 3. 시스템 제안결과 비교확인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어빈도 분석 뿐 아니라 단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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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분석을 통해 문장을 분류하여 더욱 효과적인 회
의록 요약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교
육청에서 진행한 토론에서 자유롭게 발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문장을 제안 받는 방
법에 대해 다루었으며 단어들을 수치화하여 벡터로 표
현하는 word2vec 모델을 이용하여 주요 단어의 유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제안 시스템을 토대로 회의록에
서 대표 문장을 추출하는 서비스가 구현 가능하며 실제
로 퍼실리테이터에 의해 수동으로 결정된 문장과 시스
템에서 추출하는 문장의 내용이 약60%의 일치율을 보
였다. 그러나 word2vec 모델로 학습을 진행하는데 있
어 사용한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보다 
효과적인 결과도출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
여 분석 데이터를 늘려 학습 환경을 변경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짧은 문장 위주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연구결
과를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로 대용량의 문서와 긴 문
장 회의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 평가를 수행
할 예정이다. 또한, 결과의 정확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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