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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구조 텍스트로부터 지식을 추출하여 온톨로지 기반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연구가 최근 국내외로 다양
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텍스트에서 나타난 지식요소들의 다양한 
속성들을 표현할 수 있는 온톨로지를 필요로 한다. 디비피디아 역시 위키피디아의 지식들을 표현하기 위
하여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는 위키피디아의 인포박스에 기반한 
온톨로지로서, 요약된 정보를 설명하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자연어 텍스트로 표현된 다양한 지식표현을 
충분히 커버하는 것은 보증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텍스트로 쓰여진 지식을 디비피디아 온톨
로지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한 그 불완전성을 프레임넷이 어느정도까지 보완할 수 있
는지를 살핀다. 이를 통해 한국어 텍스트로부터 지식베이스를 자동구축하는 온톨로지 인스턴스 자동생성 
연구의 방향으로서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와 프레임넷의 효용성을 전망한다.

주제어: 디비피디아, 프레임넷, 온톨로지, 지식베이스

1. 서론

최근 시멘틱 웹과 빅데이터 및 질의응답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톨로지 기

반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2]. 그러나 전통적으로 지식은 자연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특히나 몇몇 연구에 의하면 구조화된 데이터베

이스보다 비구조 데이터에서 보다 많은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3][4]. 따라서 기존 지식베이스를 

확장하기 위하여 자연어텍스트인 비구조 데이터로부터 

온톨로지의 인스턴스들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들이 

최근 진행되고 있다.[5][6][7]. 특히, 시멘틱 웹의 관점

에서 웹상의 지식을 구조화된 RDF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식요소들의 다양한 속성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온톨로지를 요구한다[8]. 

시멘틱 웹의 최신 기술인 디비피디아는 지식 코퍼스인 

위키피디아로부터 자동구축된 지식베이스이며[9], 위키

피디아의 지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를 사용한다. 그러나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는 위키피디아

의 인포박스에서 기원한 온톨로지로서, 위키피디아의 요

약된 지식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간주할 수 있

지만, 위키피디아 텍스트상의 모든 지식을 표현할 수 있

는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상의 지식으로부터 온톨로지

의 인스턴스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하여서 디비피디

아 온톨로지가 지식표현을 위해 충분한 것인가를 검토하

고, 지식요소들인 인스턴스 개체들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또다른 언어자원인 프레임넷[10]을 사용하여 디

비피디아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본 논문의 문제를 정의하고, 

3장에서는 실험대상으로서 한국어 위키피디아 텍스트에

서 지식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정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4장과 5장에 걸쳐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와 

프레임의 지식표현 커버리지를 계산하고, 그 실험 결과

를 6장에서 논한다.

2. 문제정의

자연어텍스트로 쓰인 지식을 구조화된 지식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서, 특히 RDF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지식요

소들의 다양한 속성들을 표현할 수 있는 온톨로지 프로

퍼티가 요구된다. 디비피디아는 위키피디아의 지식을 표

현하기 위하여 개체와 클래스, 그리고 프로퍼티로서  

dataproperty 와 objectproperty를 사용한다. 그러나 디

비피디아 온톨로지는 위키피디아의 인포박스에 기반한 

온톨로지로서, 요약된 지식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할 수 

있으나(예: 이름, 직업, 생년월일, 장소, 인구밀도 등) 

위키피디아 텍스트의 모든 지식을 표현하는 것은 보증되

지 않는다(예: 원인, 결과, 감정, 의견, 행동, 문제와 

해결 등). 특히 질의응답의 목적으로서 다음과 같은 질

문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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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세포가 생

성하는 당단백질이다.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식

을 저지하는 작용을 한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대량생산되며, B형 간염이나 헤르페스(포진) 

따위의 바이러스 질병 치료에 쓰인다. 이것은 

무엇인가?

A 인터페론

KS 유형 문장 개수 동사 개수 동사/문장
Subject only 364,899 337,195 0.92

Object only 1,261,259 3,128,629 2.48

Both S&O 502,674 1,022,492 2.03

sum 2,128,832 4,488,316 2.11

표 1. KS셋 결과

이 경우,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는 정답 ‘인터페론’이 

‘당단백질’이라는 type을 RDF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보

다 중요한 정보인 ‘감염된’,‘생성하는’,‘저지하

는’,‘작용을 한다’,‘치료’등을 기술하는 것은 디비

피디아 3.9버전1)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논문 [13]의 방법론을 따라 디비

피디아 온톨로지가 웹 텍스트로부터 지식베이스를 구축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커버리지를 갖는가를 검토하고, 

그 커버리지를 증가하기 위하여 프레임넷을 고려하여 이 

역시 검토한다. [13]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을 3장에서 다

시 설명하고, 이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진행된 작업인 디

비피디아 온톨로지에 대한 어휘화 작업 및 디비피디아와 

프레임넷에 대한 상호검토 작업을 4장 이후에 논한다. 

1)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 지식요소인 개체를 포함하

는 문장셋(KS)을 정의한다.

2)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및 프레임넷이 KS의 동사들을 

커버하는지 계산하기 위하여, 온톨로지를 어휘화

(ontology lexicalization) 한다. 이를 위하여 [11]의 

연구방법을 따른다.

3) KS에 대하여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및 프레임넷의 

커버리지를 계산한다.

4) 이후, 디비피디아 및 프레임넷을 상호 검토하여 프

레임넷의 기여도를 검토한다.

3. 데이터셋 정의

3.1 지식요소인 개체를 포함하는 문장셋

본 논문에서는 위키피디아 전체 텍스트를 고려하지 않

고, 위키피디아 문장 중 디비피디아의 트리플의 Subject

와 Object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들을 평가데이터셋

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디비피디아 온톨로지가 개체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인데 개체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들까지 모두 고려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낮은 커버리

지를 보여, 실험결과를 비교할 경우 잘못된 분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키피디아 텍스트에서 어떤 문장이 개체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특정 문자열

이 ‘링크’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디비피디아의 URI를 

가지므로 개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키피디아

의 대부분의 개체들은 링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

한 링크를 자동으로 리태깅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1) http://blog.dbpedia.org/2014/09/09/dbpedia-version-2014-released/

본 방법은 [12]의 방법을 따라 수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위키피디아(2014년 1월 26일)2)의 

2,862,181 문장에 대하여 502,674개의 KS셋을 추출하였

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Ÿ Subject only: 디비피디아 트리플 중 Subject 개체만

을 포함하는 문장

Ÿ Object only: 디비피디아 트리플 중 Object 개체들만

을 포함하는 문장

Ÿ Both S&O: 디비피디아 트리플 중 Subject와 Object를 

모두 포함하는 문장

표 1에서, Subject only 유형의 KS의 경우, 디비피디

아 트리플 중 Subject에 해당하는 것만이 포함된 문장인

데, 이 경우에는 해당 Subject의 상태만을 기술하는 동

사가 등장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동사가 문장에서 

약 1번정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Object 

only 및 Both S&O 유형의 경우 문장에서 동사가 평균 2

번 이상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문장에서 개체들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동사들이 2개 이

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Object only의 경우에는 주어

가 없거나 대명사인 문장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

호참조문제는 본 논문의 범위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식을 포함하는 문장셋으로서의 KS

를 Subject 와 Object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 즉 

Both S&O 유형의 KS셋 만을 고려하였다.

3.2 문장에서의 한국어 동사 정의

3.1장에서 정의된 KS셋으로부터,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및 프레임넷의 커버리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디비피디

아 온톨로지 및 프레임넷이 해당 KS 문장의 동사를 커버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

팀이 구축한 NLPHub3)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KS 문장에 

대하여 형태소분석 및 품사태깅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고려된 한국어 동사의 품사태그 패턴은 아래와 같다.

1) nc+xsv+‘다’(예:출생+하+다)

2) pv+‘다’(예:들어가+다)

이러한 패턴을 고려한 이유로는, 실제 한국어 텍스트

에서는 ‘출생하다’라는 동사가 ‘출생하는’, ‘출생

하여’, ‘출생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든 동사를 커버하기 위하여, 위의 태그 조합에 대해 

‘다’를 붙임으로서 자연스러운 형태로 변환하였다. 

2) http://dumps.wikimedia.org/kowiki/

3) http://nlphub.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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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장 “반기문은 충청북도에서

태어났다” 의 의존구조의 예

그림 2. 디비피디아 트리플의 예

4.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커버리지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정의된 KS셋의 한국어 동사들에 

대하여 디비피디아 온톨로지가 어느정도의 커버리지를 

갖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영어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를 어휘화(ontology 

lexicalization)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1 온톨로지 어휘화 작업 개요

온톨로지 어휘화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Ÿ 한국어 문장: “반기문은 1944년 6월 13일에 충청북

도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에서 태어났다.”

Ÿ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dbo:birthPlace, dbo:birthDate

위 예시에서,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의 dbo:birthPlace 

및 dbo:birthDate 는 개체 ‘반기문’의 출생지 및 출생 

연도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퍼티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

미는 실제 한국어 문장에서 ‘태어났다’라는 어휘와 의

미를 같이한다. 따라서 온톨로지 어휘화 작업에서 이상

적인 결과로는 dbo:birthPlace 및 dbo:birthDate 의 한

국어 어휘화 결과가 ‘태어났다’ 로서 나타난다. 이를 

위하여 [11]의 연구에서는 영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온톨

로지 어휘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크게 1) 레이블 

기반 방법 및 2) 의존관계 기반 방법 2가지로 나뉜다.

4.2 레이블 기반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어휘화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를 한국어로 어휘화하기 위하여서 

수행한 첫 번째 방법은 레이블 기반 접근방법이다. 이는 

실제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의 프로퍼티를 한국어로 변환

하는 방법인데, 본 논문에서는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이

를 수행하였다.

1) 한국어 디비피디아 프로퍼티 (Korean Label) 사용

- 디비피디아 온톨로지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만, 한국

어 디비피디아에서 사용되는 많은 프로퍼티들이 온톨로

지와 매핑되어 있지 않고, 한국어 위키피디아의 인포박

스의 프로퍼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된다. 예컨대 디

비피디아 온톨로지에서는 영어로 dbo:birthplace 및 

dbo:area, dbo:founder 등으로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한국어 레이블은 prop-ko:출생지, prop-ko:면적, 

prop-ko:창립자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의 프로퍼티가 인포박스에 기반

하여 위키피디아 전체 텍스트의 지식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어 디비피디아 프로퍼티를 모두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총 9,080개의 한국어 프로퍼티를 모두 사용하였다. 

2)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프로퍼티의 번역

-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

문에 이를 한글로 변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으로서 

기계번역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디비피디아 온톨

로지의 2,215개의 모든 프로퍼티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 예: dbo:birthData -> 출생장소, 

dbo:occupation -> 직업, 

dbo:populationDensity -> 인구밀도

4.3 의존관계 기반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어휘화 

의존관계 기반 온톨로지 어휘화 작업은, 두 개체들 사

이의 의미적 관계는 자연어 텍스트 문장에서 가장 가까

운 ‘동사’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다.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Ÿ 한국어 문장: “반기문은 충청북도에서 태어났다.”

이 문장의 경우 두 개의 개체, 즉 ‘반기문’ 과 ‘충

청북도’ 라는 개체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는 동사 ‘태어났다’ 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7] 

연구에서는 영어의 경우 두 개의 명사 사이에 동사가 위

치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동사 및 어휘의 패턴을 사용하였지만, 한국어의 경우에

는 주요 동사가 문장의 맨 뒤에 나타나거나 위치가 특정

하지 않아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는 

영어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11]의 연

구에서도 두 개체 사이의 동사가 아닌, 의존문법 구조에

서의 두 개체와 가장 가까운 동사 노드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동사 노드인 ‘태어났다’ 의 경우, 두 

개체 ‘반기문’ 및 ‘충청북도’ 에 대한 관계를 표현

하고 있다. 따라서 의존관계 기반 온톨로지 어휘화에서

는 만약 ‘반기문’과 ‘충청북도’ 라는 개체가 특정한 

프로퍼티로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 프로퍼티에 대한 어

휘화 결과는 ‘태어났다’ 가 된다. 실제로 디비피디아

에서는 그림 2와 같은 트리플이 존재한다.

이때,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인 dbo:birthPlace 의 경우

에는 한국어 ‘태어났다’로 어휘화 된다. 이러한 방법

으로, 다음과 같이 의존관계 기반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어휘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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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의존관계 기반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어휘화 작업

워크플로우

그림 4.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어휘화 작업결과의 예

방법 n(KS∩DBO) 커버리지

1 한국어 디비피디아 프로퍼티 245,597 48.86%

2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번역 126,398 25.15%

3 레이블 기반 방법 (1+2) 253,553 51.24%

4 의존관계 기반 방법 72,125 14.35%

5 전체 (3+4) 280,455 55.79%

표 2. 한국어 위키피디아 텍스트에 대한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의 커버리지

그림 5 프레임넷 어노테이션의 예

 1) Triple Extraction 모듈: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를 

프로퍼티로 사용한 모든 한국어 디비피디아 트리플 추출

2) Sentence Extraction 모듈: 해당 트리플의 Subject

와 Object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 추출

3) Dependency Parsing 모듈: 2의 결과 문장들을 의존

관계 구문분석 수행

4) Verb Node Extraction: 3의 결과로부터, 두 개체들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사 노드 추출

5) Ontology Lexicalization: 두 개체의 관계를 갖는 

프로퍼티와, 4의 결과로부터 추출된 동사 노드를 매칭하

는 작업을 수행

이러한 레이블 기반 및 의존관계 기반 디비피디아 온

톨로지 어휘화 작업의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4.4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커버리지 계산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의 지식표현으로서의 커버리지를 

계산하기 위하여, 3장에서 지식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정

의된 KS셋의 한국어 동사에 대하여, 온톨로지 어휘화 된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의 프로퍼티들의 커버리지를 계산하

였다. 사용된 수식은 다음과 같다:

 
∩

이때, n(KS)는 전체 KS문장의 개수가 되고, n(KS∩

DBO)는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의 어휘화 결과 리스트를 포

함하고 있는 KS문장의 개수가 된다. 이에 대한 실험 결

과는 표 2와 같다.

5. 프레임넷 커버리지

5.1 프레임넷 개요 

프레임넷이란 실제 문장에서 어휘들이 어떻게 사용되

는가를 시멘틱 프레임(Semantic-Frame)의 형태로 어노테

이션 하여 구축된 언어자원이다[10]. 이에 대한 예시는 

그림 5와 같다.

위 그림에서, 문장 “이러한 주장은 훨씬 더 적게 입

증되었고, 아직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에서, 사용된 

프레임 인덱스는 Scrutiny 이며, 이에 대한 한국어 

LU(Lexical Unit)는 ‘조사되지’이다. 이 때, 프레임 

논항(Frame Argument)으로서, Ground 및 Degree 등을 갖

는데,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휘들은 ‘이러한 주장

은’ 및 ‘충분히’ 이다.  

현재 프레임넷은 1,179개의 프레임 인덱스를 갖고 있

으며(2014년 9월 12일)4), 프레임넷의 커버리지를 계산

하기 위하여 4장에서 수행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프

레임 인덱스에 대한 한글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5.2 프레임넷 한국어 동사화

프레임넷의 프레임 인덱스에 해당하는 어휘들은 LU로

서 이미 어휘화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프레임넷 한국어판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한국어 LU들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종용언사전을 

사용하여, 영어 프레임넷의 LU의 번역에 해당하는 한국

어 동사들로 매핑하였다. 세종용언사전의 경우 21,390개

의 한국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한국어 동사에 대

해서 영어 번역이 쌍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프레임 LU에

서 특정 영어가 사용되었다면, 그에 대한 번역은 세종용

언사전에서의 한국어 동사가 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

여 17,251개의 한국어 동사를 889개의 프레임 인덱스와 

매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4) https://framenet.icsi.berkeley.edu/fndrupal/index.php?q=frame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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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n(KS∩FN.index) 커버리지

1 프레임넷 359,407 73.85%

표 3. 한국어 위키피디아 텍스트에 대한 프레임넷의 커버리지

대상 covered KS.verb 커버리지

1 디비피디아 온톨로지 359,407 42.62%

2 프레임넷 875,743 95.42%

표 4. 위키피디아 텍스트 한국어 동사에 대한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와 프레임넷의 커버리지

유형 # DBO # FN.index
시작, 끝 관련 85 12

장소, 지역, 빌딩 관련 101 11

이름 관련 66 3

사람, 직업, 관계 관련 201 14

주제, 분류 관련 62 6

수, 랭킹, 시간 관련 135 21

조직, 기관 관련 76 6

기타 233 210

계 961 283

표 5 DBO∩FN.index

유형 # DBO # FN.index
항공, 노선, 우주 관련 46 -

ID, Code, 링크 등 관련 121 -

수 (인구수, 비율 등) 143 -

측정 (무게, 높이, 거리 등) 60 -

특정 날짜, 연도 등 84 -

방향, 지역 등 116 -

수상, 경기, 스포츠 관련 78 -

기타 603 -

계 1253 -

표 6 Only DBO

5.3 프레임넷 커버리지 계산

5.2장에서 구축된 한국어 동사 리스트를 사용하여, 

4.4장에서 사용한 커버리지 계산 방법을 사용하였다:

 
∩

이때, n(KS)는 전체 KS문장의 개수가 되고, n(KS∩

FN.index)의 경우는, 프레임 인덱스에 매핑된 세종용언

사전을 포함하는 KS문장의 개수가 된다.이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6. 결과 분석

6.1 위키피디아 텍스트의 한국어 동사에 대한 디비피

디아 온톨로지와 프레임넷 커버리지

표 2와 3에서,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와 프레임넷의 커

버리지는 각각 55.79% 및 73.85%를 보였다. 이 결과는 

한국어 위키피디아에서 지식요소인 디비피디아 개체의 

Subject와 Object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인 KS셋에 

대한 커버리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표 1에서 보인 것처

럼, 각 문장들에는 평균 2개의 동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 동사들에 대한 커버리지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이듯, KS문장셋에서 사용된 동사들에 대한 

커버리지는 디비피디아 온톨로지가 42.62%, 프레임넷이 

95.42%를 보여, 프레임넷은 한국어 동사의 대부분을 커

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어 텍스트에서 나

타난 개체간의 관계인 동사를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는 충

분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프레임넷으로는 충분히 설명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6.2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와 프레임넷 비교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와 프레임넷을 비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 보았다.

1) DBO∩FN.index: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와 프레임넷의 

프레임 인덱스가 유사한 개념인 경우

2) Only DBO: 프레임넷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디비

피디아 온톨로지로는 설명가능한 개념

3) Only FN.index: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프레임넷으로는 설명가능한 개념

이러한 분류를 하기 위하여, 문자열이 일치하는 경우

와,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의 도메인 및 레인지와 프레임 

인덱스의 논항을 고려하여 매핑 작업을 수행하였고, 수

작업에 의해 검증작업 및 그루핑 작업을 거쳤다. 

표 5는 디비피디아 온톨로지와 프레임넷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예컨대 ‘시작’ 관련하여서

는 FN.index에는 Activity_Start 가 존재하며, 디비피디

아 온톨로지에는 dbo:active_Year, dbo:launchDate 등이 

존재한다. 이 결과는, 프레임넷도 위키피디아의 인포박

스에 해당하는 요약된 정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느정

도는 커버리지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은 프레임넷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의미한다. 결과

를 볼 때,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특성상 ‘숫자’에 

관련된 항목이 많으며(예:dbo:population, 

dbo:distance, dbo:electionDate) 또한 스포츠에 관련된 

프로퍼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포츠에 관해서는 

텍스트로 쓰여진 정보의 비중보다는 요약된 통계치나 결

과에 대한 정보가 인포박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

문이라고 보여진다. 

표 7은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프레임넷으로는 표현 가능한 개념이다. 이를 통해 프레

임넷을 사용할 경우,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로 할 수 없는 

특정 개체에 대한 원인 및 결과, 방법, 의견 및 행동, 

상태 등에 대해 기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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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DBO # FN.index
원인, 결과 - 63

직업, 방법 관련 - 51

대회, 감정, 의견, 결정 등 관련 - 65

행동, 경험, 이벤트, 사건 관련 - 47

움직임, 제스쳐 관련 - 177

상태 (동사, 형용사) - 123

기타 일반명사 - 90

기타 - 277

계 - 283

표 7 Only FN.index

즉, 본 논문에서 디비피디아 온톨로지가 위키피디아의 

인포박스에서 기원한 온톨로지이기 때문에 요약된 지식

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표 7의 항목들에 대

해서는 아직 불완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식 항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프레임넷을 통한 커버리

지 증대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2장에서 보여진 질문셋에 경우, ‘생성하다’는 

FN.index:Creating, ‘감염된’의 경우는 

FN.index:Influence_of_event_on_cognizer, ‘저지하

다’의 경우 FN.index:Intercepting, ‘치료하다’의 경

우 FN.index:Cure 등의 프레임넷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7.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팀은 한국어 자연어 텍스트로부터 지식베이스

를 자동구축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온톨로지 인스턴

스 자동생성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링크드 데이터의 중심인 디비피디아 지식베이스

의 온톨로지의 커버리지를 계산하여 충분한 지식을 텍스

트로부터 자동추출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특히나 

질의응답 시스템과 같은 복잡한 응용시스템에 적합한 지

식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의미적 지식이 

요구되는데, 위키피디아 인포박스에 기반한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는 이에 대해 어느정도 한계를 가지며, 이에 대

한 대안으로서 프레임넷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팀은 프레임넷의 한국어버전을 구축하고 이를 기

반으로 한 한국어 프레임 파서를 개발하여, 텍스트마이

닝 및 지식베이스 구축 등의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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