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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DBpedia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한국어 DBpedia리소스 접근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손쉬운 SPARQL Endpoint의 이용 방법을 모색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어 

DBpedia의 활용도를 높여 Linked Data 등의 데이터 웹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1. 서  론 

 

DBpedia
1

는 Wikipedia
2

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Wikipedia와 다르게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며 

Semantic web, 지능형 웹을 위한 데이터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지원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웹으로서의 

역할에 적합하다. 그 중에서도 W3
3

에서 제정한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타입의 데이터 

포맷을 활용하는데, 이는LOD(Linked Open Data)
4
로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다른 

데이터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만든다[1]. 

현재 영어, 독일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DBpedia를 구축했으며 이것을 활용한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DBpedia가 

접근하기 쉽고, 비교적 정확하며,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가 축척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에서는 한국어 DBpedia가 존재하지만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한국어 

DBpedia의경우 URL을 이용한 리소스 접근이 

불가능했고, 접근이 된다 하여도 한국어 리소스 정보를 

해석하여 보여줄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LOD를 

위한 기본적인 SPARQL
5

서비스도 제한된 기능만 

가능하여 실질적인 한국어 DBpedia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DBpedia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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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손쉬운 SPARQL Endpoint의 이용 방법을 모색하여 

최종 적으로 한국어 DBpedia의 활용도를 높이고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한국어 DBpedia에 대한 연구는 주로 DBpedia를 

이용한 데이터 확장 쪽으로 에서 진행되었다[2]. 다른 

나라의 경우 기존연구방향의 확장으로 모바일 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3]. 

또한, 최근엔 DBpedia 자체의 데이터검색
6
 서비스가 

아닌 리소스 분석 결과를 활용 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등장하는 추세인데, 이는 데이터를 위한 웹의 

발전과정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DBpedia 

Spotlight가있다[4]. 그림 1은 DBpedia spotlight 에 

“Barack Obama is the president of USA” 문장을 

넣었을 경우 반환되는 정보다. Barack Obama와 

president of USA가 DBpedia 리소스에 링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DBpedia Sotlight 입출력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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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프로그램 스스로 입력 문장과 DBpedia 

리소스의 벡터 값을 이용해 해당 텍스트의 중요 

요소들의 의미를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DBpedia를 

한국어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접근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3. 한국어 DBpedia 언어자원 접근도구 

 

한국어 DBpedia 언어자원은 크게 한국어 

리소스(단어: 그림1의 미국의 대통령), 온톨로지(각 

단어의 property 정보)
 7

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자원 접근 및 가공을 위해 총 세가지 세부 모듈을 

개발하였다. 세가지 세부 모듈은 언어자원 접근을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개별적 사용이 가능하다.  

1) SPARQL쿼리 처리모듈. 

2) 한국어 텍스트 디코딩모듈. 

3) SPARQL결과를 이용한 HTML 페이지 생성모듈. 

 

그림 2는 한국 DBpedia 언어자원 접근도구의 

구조이다. 최초 브라우저를 통한 리소스 접근 시 

3.1장에서 소개할 SPARQL처리 모듈을 통해 XML형태의 

결과를 얻는다. 동시에 3.2장의 한국어 텍스트 

디코딩모듈로 한국어 처리를 하고, 3.3장에서 두 가지 

모듈의 결과와 한국어 DBpedia 온톨로지를 이용해 

HTML형태로 가공한다.  

그림 2. 한국 DBpedia 리소스 접근도구의 구조 

 

3.1 SPARQL쿼리 처리모듈 

 

한국어 및 대부분의 다른 언어 DBpedia는 Virtuoso 

Server[5]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RDF Store와 

SPARQL Endpoint를 제공하여 Client로부터 

SPARQL쿼리 결과를 반환한다. 한국어 DBpedia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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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할 수 있는 오픈소스, API 등이 없어 실질적인 

사용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SPARQL Endpoint쿼리 

처리 모듈이 필요하다. 

SPARQL쿼리 처리를 위해서 Java기반의 Jena 

프레임워크[6]를 사용하였다. Jena는 SPARQL 

Endpoint에 접근 가능하게 해주며 질의 결과를 다양한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그림 3은 Jena를 이용한 

SPARQL쿼리 결과로 가수 “싸이”
8
의 본명검색 결과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가공의 편의를 위해서 SPARQL쿼리 

결과를 XML형태로 반환 받았다. 

그림 3. Jena를 이용한 SPARQL쿼리 결과(싸이) 

 

또한, SPARQL쿼리 처리모듈은 한국어 DBpedia뿐만 

아니라 각국의 모든 DBpedia의 SPARQL쿼리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다. 

 

3.2 한국어 텍스트 디코딩모듈 

 

한국어 DBpedia는 URL을 이용한 SPARQL쿼리 

접근이 불가능 하다. 이것은 한국어 DBpedia의 

활용가치를 떨어뜨린다. 표 1은 영어 DBpedia와 

한국어 DBpedia의 URL을 통한 SPARQL쿼리 동작 

사례이다. 한국어 DBpedia의 경우 2번째줄 예제인 

“서울”이 작동하지 않고, 3번째줄 “015B”
9
의 경우 정상 

작동한다. 이유는 URL을 통해 접근을 할 경우 한국어는 

헥사값
10

으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작동 한다 

하여도 그림 3에서 보듯이 property뒤의 

값(http://.../property/%EB%B)을 헥사값으로 가져온다. 

SPARQL쿼리 작동 

http://dbpedia.org:8890/sparql/?query=select * 

where{<http://dbpedia.org/resource/Seoul> ?o ?p} 
정상 

http://ko.dbpedia.org:8890/sparql/?query=select * 

where{<http://ko.dbpedia.org/resource/서울> ?o ?p} 
오류 

http://ko.dbpedia.org:8890/sparql/?query=select * 

where{<http://ko.dbpedia.org/resource/015B> ?o ?p} 
정상 

표 1. URL을 이용한 SPARQL쿼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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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텍스트를 

가공하는 디코딩모듈을 추가했다. 디코딩모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동작한다.  

1) XML형식의 문서에서 한국어가 사용될 수 있는 

어트리뷰트를 정의한다. (그림 3의 <uri>)  

2) 입력된 텍스트에서 한국어 부분을 찾는다. 

3) 한국어 텍스트의 엔코딩 횟수를 계산해 디코딩 

한다. 

 

3.3 SPARQL결과를 이용한 HTML 생성모듈 

 

영어 DBpedia의 경우 리소스 웹 페이지
11

를 제공한다. 

이 페이지는 웹을 통해 특정 리소스의 정보를 보여주고 

RDF, XML형식의 문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리소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링크하여 데이터를 위한 웹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림 

4는 영어 DBpedia의 리소스 “Seoul” 페이지의 예이다. 

각 리소스는 서로 URL을 통해 연결되어있으며 그림4의 

좌측 (dbpedia-owl:country)과 같이 온톨로지 타입이 

정의되어있다. 

 

그림 4. 영어 DBpedia 리소스 “Seoul” 페이지의 예 

 

현재, 한국어 DBpedia의 경우 리소스 웹페이지가 

없다. 따라서, 3.3장에서는 위와 같은 DBpedia 리소스 

웹 페이지를 동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소개한다.  

그림 4와같은 형태의 구조화된 HTML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DBpedia온톨로지 정보가 

필요하다. 이 경우 영어 DBpedia온톨로지와 한국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온톨로지를 읽어 처리한다. 두 

번째로, SPARQL쿼리의 결과물인 XML파일에서 

Property 값(URI형태)을 DBpedia 온톨로지에 맞도록 

변경하여 링크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위 작업을 통하여 영어와 같은 형태의 HTML 리소스 

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DBpedia는 지능형 웹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한국어 자산이다. 영어나 다른 언어의 경우 이를 활용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초기 

연구자가 양질의 오픈소스와 정돈된 웹 페이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DB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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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서비스 제공과 오픈소스로 틀을 잡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향후 한국어 

DBpedia를 활용한 연구를 가능케 했다. 

향후 연구로는 한국어 DBpedia와 한국어 워드넷인 

CoreNet[7]을 접목하여 두 데이터를 연결하려 한다. 이 

작업은 최종 적으로 한국어 리소스의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듈은 한국어 DBpedia를 

활용한 오픈소스 확산을 위해 추후 DBpedia메인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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