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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질의응답 시스템 구현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링크드 데이터를 이용한 질의응답 지식 베

이스 구축 방법을 제시한다. 질의응답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 베이스 구축을 위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형 데이터이며 잘 구성된 온톨로지를 가진 한국어 디비피디아를구축 하였고 QALD 질의응답 코퍼스

에 한국어 정보를 추가하여 질의응답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1. 서론 

 

질의응답 시스템은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로부터 최적

의 해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표적인 예로 IBM의 

왓슨, 애플의 시리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질의

응답 시스템은 광범위한 지식 베이스 구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데이터 그리고 비용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

점을 바탕으로 최근 비교적 손쉽게 구축할 수 있고 비

용이 들지 않는 링크드 오픈 데이터를 이용해 질의응답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는 구조화된 포맷의 데이터

로서 데이터 간 연결, 재사용, 확장을 위한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1]. 이러한 링크드 데이터는 링크 디스커버리

[2,3] 및 개체명 인식, 질의응답 분야[4,5]에 유용하다. 

특히, 링크드 데이터는 질의응답 서비스에 크게 두 가지 

강점을 가진다. 첫 번째로, 링크드 데이터는 W3C에서 

지정한 표준 데이터 포맷인 RDF형태의 구조화된 데이

터이며 잘 구성된 온톨로지를 제공한다. 그 예로 “Who 

designed the Brooklyn Bridge?” 질의문에서 동사 

designed를 예로 들면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는 

designed의 대상으로 사람이 되도록 정의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사람을 해당 정답으로 찾으면 된다. 두 번째로, 

리소스 간의 상호연결을 통해 다양한 언어, 데이터베이

스로 접근할 수 있다. 앞의 예제에서 디비피디아 리소스 

“Brooklyn Bridge”는 한국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로 

각각 “브루클린 교”, “Ponte di Brooklyn”, “Pont de 

Brooklyn”과 owl:sameAs관계를 통해 연결되어있어 언

어별 디비피디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질의응답 시스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링크드 데이터와 온톨로지를 손쉽게 구축하고 

이를 평가하는 평가 데이터 구축 방법론을 제시한다. 질

의응답 시스템에 사용될 잘 구성된 링크드 데이터를 만

드는 것은 많은 시간과 대량의 데이터 그리고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비피디아는 대량의 위키피

디아 데이터로부터 손쉽게 구조화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오픈소스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의 매우 좋은 예가 될 수 있다[6,7]. 

본 연구에선 질의응답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 가장 

최근 버전인 디비피디아를 구축하였으며 영어 디비피디

아 온톨로지와 한국어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매핑을 통

해 51%의 리소스 매핑 결과를 얻었다. 또한, 링크드 데

이터(디비피디아)를 이용한 질의응답 시스템의 평가 데

이터 구축을 위해 QALD (Question Answering over 

Linked Data) 코퍼스에 한국어 질의와 키워드, 디비피디

아 정답 리소스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QALD 코퍼스는 

한국어를 포함한 7개 다른 언어의 질의와 키워드를 사

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관련연구 

 

본 연구에는 크게 두 가지 관련 연구 주제가 있다. 첫 

번째 관련 연구 주제는 디비피디아 구축에 대한 연구이

다. 디비피디아 구축 연구는 크게 정보추출 프레임워크 

개발과 온톨로지 매핑연구로 나뉜다. 디비피디아는 

2007년 처음 위키피디아로부터 구조화된 정보 추출시도

를 시작으로[6] 추출 데이터 수를 늘리고 온톨로지를 

도입하면서[7] 발전하였다. 가장 최근엔 그리스의 디비

피디아 구축 사례를 토대로 디비피디아의 국제화를 위



한 프레임워크 개발이 연구되었다[8]. 두 번째 관련 연

구 주제는 링크드 데이터를 활용한 질의응답 시스템이

다. 최근 QALD그룹의 연구에서는 디비피디아의 Sparql 

질의를 이용해 단답형 질의응답 시스템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4,5]. QALD 질의응답 코퍼스는 

2010년 기획되어 초기 링크드 데이터를 이용한 영어 질

의응답 코퍼스에서 현재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

탈리아어, 등 한 질의당 6가지 언어를 제공하는 다국어 

코퍼스로 발전하였다. 다른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QA4MRE가 있는데 지문을 주고 사지 선다형 정답을 찾

는 형태의 질의응답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3.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 구축 

“브루클린 교를 디자인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핵심 키워드인 

“부르클린 교”와 “디자인”, “사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한국어 

디비피디아에서 각 리소스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http://ko.dbpedia.org/resource/브루클린_교 

  http://dbpedia.org/ontology/Person  

  http://dbpedia.org/ontology/designer 

”브루클린 교”는 디비피디아 리소스로서 온톨로지와 

관련 없이 디비피디아 정보 추출 모듈만으로 처리 

가능하다. Person은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클래스로서 

한국어 “사람”과 매핑해야 질의응답에서 사용 가능하다. 

“designer”의 경우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프로퍼티로서 

“Person” 클래스를 도메인 리소스로 가진다. 이처럼 

정보추출과 온톨로지 매핑을 모두 완료해야 질의응답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질의응답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로 한국어 

디비피디아를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와 한국어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를 

매핑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3.1 한국어 디비피디아 3.8 구축 

한국어 디비피디아는 3.8
1
 버전은 위키피디아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DIEF(DBPedia Information 

Extraction Framework)
2
 을 이용하였다. DIEF 모듈은 

디비피디아 공식 웹 페이지에서 제공되며 추출된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디비피디아 구조에 맞도록 링크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한다. 한국어 디비피디아 3.8 

데이터는 현재 Interlanguage_links(해당 문서의 다국어 

정보), Long_abstracts, 및 page 정보 등 총 33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클래스 및 프로퍼티 정보를 

포함한 3개의 온톨로지 정보를 포함한다. 항목별 세부 

                                            
1 영어의 최근 버전은 3.9버전으로 2013년 9월 업데이트됨. 

2 http://wiki.dbpedia.org/Documentation 

정보는 디비피디아 3.8 웹 페이지에
3

설명되어 있다. 

한국어 디비피디아 3.8은 2,200,000개 RDF 트리플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220,000개인 전체 

위키피디아 아티클 데이터의 89% 정도를 다룬다.  

 

3.2 한국어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매핑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는 359개의 계층 구조 클래스 

정보와 1,775개의 프로퍼티 정보를 정의한 정의정보로 

언어별 위키피디아마다 매핑 사이트를 통해 직접 

연결한다.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매핑 작업은 위키피디아 

템플릿과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연결, 계층관계설정, 

프로퍼티연결로 이루어지며 위키문서 형태로 작성된다. 

예를 들면 그림 1의 1은 영어 위키피디아 템플릿  

Template:Taxobox는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Species”와 

연결되며 매핑사이트에
4

에서 {{TemplateMapping | 

mapClass = Species}}로 표현된다. 

 
그림 1. 한국어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매핑 방식 

 

이때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Species”는 하위 계층

(Animal, Fish 등)으로 분류하기 위한 세부 분류 조건을 

넣을 수 있다. 그림1의 2번 Condition은 Taxobox 템플

릿을 이용하는 문서 중 만약 프로퍼티 “calssis”가 

“Chondrichthyes”(연골어류)라면 3번 처럼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Fish”와 연결한다 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Taxobox에 나온 프로퍼티(name, regnum)등

을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프로퍼티 정보와 연결해주면 

된다.  

 그림1의 4번 한국어 위키피디아 “틀:생물 분류” 문서

에서 보이듯 “틀”(Template)정보는 다른 언어 정보(영

어)와 동의어정보(“틀:Taxobox에서 넘어옴”)를 가질 수 

있다. 이 정보를 통해 한국어(틀:생물 분류) – 영어

                                            
3 http://wiki.dbpedia.org/Downloads38 

4 http://mappings.dbpedia.org/index.php/Mapping_en:Taxobox 



(Template:Taxobox) – 디비피디아 온톨로지(Species) 

형태의 접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6,292개의 틀 정보

를 하나씩 찾아 매핑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된

다. 우리는 이 문제를 디비피디아 Sparql 질의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쉽게 해결 하였다. 그림 1의 5번에서 위키

피디아의 “다른 언어” 항목은 디비피디아에서는 

owl:sameAs의 관계로 표현된다. 따라서, 모든 한국어 

디비피디아의 틀 정보 중 영어 디비피디아와 

owl:sameAs관계가 있는 것을 찾으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wikiPageRedirects 또한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4,098개의 한국어 틀 명 – 영어 Template 명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정보를 이용해 우리는 영어 온톨로

지를 참조하여 쉽게 매핑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 빈도수가 높고 영어 온톨로지와 이질감이 없는 템

플릿 150개를 매핑 하였다. 

 

4. 질의응답 평가 코퍼스 구축 

 
그림 2. QALD 코퍼스 한국어 추가 예제 

 

QALD는 2011년 부터 질의응답 시스템의 성능 평가

를 위해 코퍼스를 제공한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

터로 총 200개의 질의를 제공하며 그림 2와 같이 질문, 

키워드, Sparql, 정답으로 구성된다. 금년도부터 6개국

에서 참여해 각 언어로 질문을 번역해 함께 제공한다. 

이는 링크드 데이터의 특징인 다국어 리소스 접근활용

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구축한 한국어 디비피디

아 지식 베이스를 활용한 질의응답 시스템 평가를 위해 

금년도 QALD 코퍼스에 한국어 정보를 추가하였다. 

금년도 QALD 코퍼스는 디비피디아에 존재하는 리소

스를 기준으로 질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디비피디아를 

활용하기 적합하다. 하지만 코퍼스 제작에 있어 한국어

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 디비피디아에 없는 

리소스를 질의에서 사용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In 

which country is the Limerick Lake?”와 같은 질문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Limerick Lake”

리소스가 한국어 디비피디아에 없다. 이 경우 “리머릭 

호수는 어느 나라에 있는가?” 처럼 한국어로 번역하였

으며 현재 한국어 디비피디아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

다. 하지만 다른 언어 디비피디아에 존재하는 리소스 이

므로 기계 번역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국

어를 포함한 금년도 QALD 코퍼스는 한국어 디비피디아 

홈페이지 http://ko.dbpedia.org에 공개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질의응답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링크

드 데이터와 온톨로지를 손쉽게 구축하고 이를 평가하

는 평가 데이터 구축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구

축한 디비피디아는 링크드 데이터 클라우드의 중심 역

할을 하며 오픈소스로 비용이 들지 않아 매우 유용한 

언어 자원이다. 또한, QALD 코퍼스에 한국어 질의 정보

를 추가하여 질의응답 시스템을 위한 평가 코퍼스를 구

축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어 질의응답 

시스템 개발을 위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개형 지식베

이스와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 

후에는 본 논문에서 구축한 한국어 디비피디아와 한국

어가 포함된 QALD 질의응답 평가 코퍼스를 이용한 질

의응답 알고리즘 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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