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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디비피디아의 웹 자원 

근성 개선과 한국어 워드넷 연결을 통한 한국어 디비피디

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디비피디아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상태의 리소스 페이지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어 워드넷인 코어넷과 한국어 

디비피디아와의 연결을 통해 디비피디아로부터 근 가능한 

단어의 범 를 확장하 다. 한국어 디비피디아-코어넷 연동

은 유사도 계산에 의해서 92%의 연결 정확도를 보 고 오

류 분석을 시도하 다.

키워드: 한국어 디비피디아, 한국어 워드넷, 코어넷

Abstract In this paper, we find a way to make good 

use of Korean DBpedia by improving web access to 

Korean DBpedia resources and linking Korean Word Net 

called CoreNet. Current Korean DBpedia can generate a 

human readable resource page. We also increase the 

number of accessible words by linking CoreNet and 

Korean DBpedia. By measuring similarity between 

CoreNet and Korean DBpedia the linking accuracy is up 

to 92% and we analyze remaining errors.

Keywords: Korean DBpedia, Korean WordNet, CoreNet

1. 서 론

디비피디아1)는 키피디아에서 구조화 정보를 크라우

드소싱에 의하여 추출하는 노력의 결과로서 웹에서 정

보 근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디비피디아는 시맨틱

웹, 지능형 웹을 한 데이터 서비스로서 리 알려졌

다. 한, XML, JSON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지원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웹

의 역할에 합하다. 그 에서도 W3C에서 제정한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2)타입의 데이터 포

맷을 활용한다. 이는 LOD(Linked Open Data)로 활용

을 가능하게 하여 “데이터로 하여  다른 데이터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만든다”[1].

재 어, 독일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디비피디

아를 구축했으며 이것을 활용한 오 소스 어 리 이션들

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디비피디아가 URL형태로 

근하기 쉽고, 비교  정확하며,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날

수록 정보가 축척 되어 나가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0월 이 의 한국어 디비피디아의 경우 URL

을 이용한 리소스 근이 불가능했고, 근이 된다 하여

도 한국어 리소스 정보를 해석하여 보여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한, LOD를 한 기본

인 SPARQL3)서비스도 인코딩 문제로 질의처리가 불가

능해 실질 인 한국어 디비피디아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상태의 디비피디아 웹 자원 생성 방법을 

보여주고 일반명사정보가 부족한 한국어 디비피디아를 

확장하기 해 한국어  워드넷인 코어넷[2]과 연동을 

시도하여 최종 으로 한국어 디비피디아의 활용도를 높

이는 방법을 제시한다.

1) http://dbpedia.org

2) http://en.wikipedia.org/wiki/Resource_Description_Framework

3) http://www.w3.org/TR/rdf-sparql-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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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서는 디비피디아에 련된 연구가 간략히 소개

된다. 3 에서는 한국어 디비피디아 언어자원 근 도구

를 한 3가지 모듈을 소개하며, 4 에서는 한국어 디비

피디아 데이터집합 확장을 한 코어넷과의 연동 방법

과 실험을 소개한다.

2. 련 연구

한국어 디비피디아에 한 연구는 주로 디비피디아를 

이용한 키피디아 데이터 확장  한-  간 디비피디

아 동기화에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3-5]. 다른 언어

의 경우에는 크게 두 방향으로 디비피디아 연구가 진행

되었는데 이는 디비피디아와 다른 언어자원과의 연결시

도 그리고 디비피디아를 활용한 어 리 이션 개발로 

나  수 있다. 다른 언어자원과의 연결시도는 키피디

아, 워드넷, 사 ( 셔 리4)) 등과의 연결이 주류를 이

룬다. 어 리 이션 개발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서 디비

피디아 리소스 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 최근엔 디비피디아 데이터집합 분석 

결과를 활용한 어 리 이션이 많이 등장하는 추세인데, 

이는 지능형 웹을 한 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표

인 서비스로 디비피디아 Spotlight5)가 있다[7].

그림 1의 “OUT”은 디비피디아 spotlight에 “Obama 

is the president of USA” 문장을 넣었을 때 반환되는 

정보다. Obama와 president of USA가 디비피디아 데

이터집합에 링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시스템

이 입력 문장으로부터 president of USA가 디비피디아 

표제어 List of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와 같

다고 단한 것이다. 왜냐하면 List of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페이지 안의 로퍼티  하나인 

wikiPageRedirects에서 두 표제어는 같은 표제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단어Obama는 디비피디

아에서 미국의 통령, 일본의 산, 회사, 도로 등으로 해

석될 수 있다. 하지만 단어 president, USA를 통해 미

국의 통령이라는 것을 단할 수 있다.

그림 1 Dbpedia Spotlight의 입출력, 연결의 

Fig. 1 Examples of input and output in dbpedia spotlight

4) http://en.wiktionary.org/

5) http://dbpedia-spotlight.github.com/demo/

3. 한국어 디비피디아 지식베이스 근도구

디비피디아 지식베이스는 크게 나 어 트리  데이터

집합(RDF형식)과 온톨로지로 구성된다. 6) 트리  데이

터집합은 약 365만개 사물(thing)들을 상으로 이루어

진 정보이며, 온톨로지는 사물  183만개를 일 성있게 

분류하고 있다(2011년 9월 기 ). 온톨로지에는 사람, 

장소, 음악앨범, 필름, 비디오게임, 조직, 종자, 병명 등

에 한 것이 있다. 한국어 디비피디아 데이터집합은 사

물의 개수와 트리  데이터집합의 양과 질에서 다. 특

히 한국어 디비피디아 온톨로지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디비피디아 데이터집합에 한 

근 가공을 하여 다음의 총 3가지 세부 모듈을 개발

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각 세부 모듈은 데이터집합에 

근하기 하여 순차 으로 진행하거나 개별  사용이 

가능하다(3.1, 3.2, 3.3 에서 각기 소개함).

1) SPARQL질의 처리모듈

2) 한국어 텍스트 디코딩모듈

3) SPARQL결과를 이용한 HTML 페이지 생성모듈

그림 2는 한국어 디비피디아 데이터집합에 한 근

도구의 구조이다. 라우 를 통한 데이터집합 근 시 

SPARQL질의처리 모듈을 통하여 XML형태의 결과를 

얻는다. 다음에는 한국어 텍스트 디코딩 모듈로 16진수

로 표 된 데이터를 행 한  표 코드로 변환하고, 1), 

2) 번의 두 가지 모듈의 결과를 통해 HTML형태로 가

공하여 일반 라우 에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다음 에서 이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2 한국어 디비피디아 데이터집합 근도구의 구조

Fig. 2 A Structure of Korean DBpedia dataset tool

3.1 SPARQL질의 후처리 모듈

한국어 디비피디아는 Virtuoso Server[8]기반으로 운

용되고 있다. 이는 RDF Store와 SPARQL Endpoint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에 SPARQL질의 결과를 생성하여 

6) http://db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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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다. 한국어 디비피디아의 정보를 활용하려면 SPARQL 

Endpoint에서 한국어 질의어를 입력하고 질의 결과를 

특정 형식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를 들어서, SPARQL 

Endpoint 질의 후처리 모듈이 없다면, 질의 내에 한  

사용이 불가능하며, 질의 처리결과를 따로 XML, JSON

등의 형태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SPARQL

질의 처리를 해서 자바 기반의 Jena 임워크[8]를 

사용하 다. Jena는 SPARQL Endpoint에 근 가능하

게 해주며 질의 결과를 다양한 일 형태로 제공한다.

그림 3은 Jena를 이용한 SPARQL질의 결과로 한국

어 디비피디아 데이터집합의 “한국” 검색 결과이다. 이 

모듈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국어가 들어간 질의는 처리

가 불가능하여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질

의 결과를 얻어도 데이터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XML과 같은 형식으로 가공해야 한다.

그림 3 Jena를 이용한 SPARQL질의 결과

Fig. 3 Results of SPARQL query examples using Jena

본 연구는 텍스트 가공의 편의를 해서 SPARQL질

의 결과를 XML형태로 생성하여 받았다. 한 SPARQL

질의 후처리 모듈은 한국어 디비피디아 뿐만 아니라 각

국의 모든 디비피디아의 다국어 SPARQL질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3.2 한국어 텍스트 디코딩 모듈

그림 3의 아래에서 두 번째 의 자 상자 안에서 

보듯이 특정 값들을 16진법 코드로 가져 오고 있다. 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한국어 16진수코드를 한

국어 표 코드로 변환하는 디코딩 모듈을 추가했다. 디

코딩 모듈은 입력된 텍스트에서 한국어 부분(범 )을 찾

아 한국어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재 한국어 디비피디아는 URI형태로 장되어 있다. 

추후에 이것을 IRI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한국어 

디비피디아의 디코딩 문제는7) 해결될 것이다[9].

3.3 SPARQL결과를 이용한 HTML생성모듈

어 디비피디아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각 사물(thing) 

즉 표제어(entry)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웹 페이지를 

제공한다.

7) 한국어 디비피디아 3.8 버 (2013년 5월 업데이트)에서는 추출하는 

키피디아 데이터를 IRI형식으로 변경하 다.

그림 4 어 디비피디아의 표제어 “Korea”페이지.

Fig. 4 English DBpedia “Korea” resource page

하지만 2012년 10월 이 의 한국어 디비피디아는 이 

페이지가 없어 정보 근  확인이 어려웠다. 그림 4는 

어 디비피디아의 표제어인 “Korea”페이지의 일부분이

다. 이번 에서는 와 같은 디비피디아 표제어에 한 

내용을 웹 페이지 형태로 동  생성하기 하여 고안한 

방법을 소개한다.

그림 4와 같은 형태의 구조화된 HTML페이지를 제공

하기 해서는 첫 번째로, 그림 4의 좌측(areaTotal)과 

같은 로퍼티 정의 정보가 필요하여 어 디비피디아의 

로퍼티 정보를 참고해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 두 번째

로 SPARQL 질의 결과물인 XML 일에서 그림 4의 오

른쪽과 같은 실제 값을 로퍼티 정의 정보와 맞도록 연

결했다. 의 작업을 통하여 어 디비피디아와 같은 구

조의 표제어 페이지를 동 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

4. 코어넷을 이용한 한국어 디비피디아 지식

베이스 확장

코어넷은 한국어 워드넷으로 KAIST Semantic Web 

Research Center에서 개발하 다. 이 리소스는 총 2937

개의 개념체계를 가지며 21401개의 명사, 1758개의 동사 

어휘를 제공한다.8) 한, 다국어 공통의미체계(한국어, 

국어, 일본어) [10]를 지원하는 특징이 있어 확장이 쉽

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양질의 언어자원을 이용하여 한

국어 디비피디아 지식베이스의 확장방법을 소개한다.

4.1 코어넷의 링크드 데이터화를 한 분석

코어넷은 2937개의 개념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코어넷의 개념체계 정보를 토 로 로퍼티 

정보를 다음의 기 으로 나 다: 단어가 가지는 개념, 

부모의 개념, 같은 계층의 개념을 가지는 단어. 한, 이 

경우 각 개념은 국어, 일본어 정보도 포함된다. 아래 

그림 5는 이를 설명하는 시이다.

Concept 테이블의 “kortermnum” 열은 개념번호를 

의미하고 그 우측 열은 언어별 개념명이다. kortermnum

의 자릿수는 계층의 깊이를 알려주며, 마지막 자릿수를 

제거한 번호가 부모의 개념에 해당한다. 를 들어 

Concept 테이블의 “국가”(11125)의 경우 부모 개념으로

8) http://corenet.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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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코어넷 명사와 개념체계구조 시

Fig. 5 Examples of CoreNet Noun and Concept table

“조직”(1112)을 갖는다. 한, Noun 테이블의 명사 “한

국”, “남한”은 개념이 “국가”인 실제 명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림 5를 보듯 특정 단어의 개념, 부모의 개념, 

같은 개념을 가지는 단어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4.2 한국어 디비피디아와 코어넷 연동의 문제

한국어 디비피디아와 코어넷을 연동하려면 디비피디

아 표제어 (혹은 리소스 오 젝트)인 “한국”과 코어넷 

단어 “한국”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지 별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동음이의어로서 다수의 개념에 속할 수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다. 를 들면, 단어 “한국”의 

경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두 가지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에서 “한국”은 “국가”와 “화 ” 

두 가지 개념을 가진다. 본 연구는 데이터 확장을 한 

연구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매우 치명 일 수 있다. 따

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연구가 필요하다.

디비피디아 표제어와 코어넷 단어 간의 의미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3장에서 생성한 디비피디아 리소

스 HTML문서와 코어넷의 개념정보간의 코사인 유사도

를 식 (1)으로서 비교한다. 그림 5의 한국을 로 들자

면 “한국”의 디비피디아 리소스 HTML문서(그림 6의 

디비피디아 정보)는 수식에서 d가 되고 V(q)는 이 문서

의 벡터 값이 된다. 코어넷에서 “한국”은 두 가지 개념

을 가지므로 q가 “국가”일 때, q가 “화  들풀”일 때 각 

V(q) 벡터 값을 구하여 높은 유사도 값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 코사인 유사도를 용한 가장 큰 이유는 

질의확장  실험이 코어넷 데이터집합에 용하기 쉽

기 때문이다. 를 들어 “국가”의 개념을 확장시켜 q값

을 “국가”의 개념을 갖는 단어들(즉, “가맹국”, “경쟁국”, 

“공업국” 등) 형태로 용하거나 코어넷에서 제공하는 

각 단어의 정의 정보를 추가하면 이 한 유사도 측정

에 활용 가능하다.

    Cosine-Similarity
)()(
)()(),(
dVqV
dVqVdq

⋅
⋅

=  (1)

4.3 데이터 수집  실험

본 에서는 4.2 에서 소개한 디비피디아 표제어와 

다 개념을 가지는 코어넷 단어 간의 연결정확도를 실

험한다.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코어넷 명사데이터 

58,983개를 상으로 하 으며 이  47,346 (80%)개의 

단어가 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세 개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28,962개로 체의 49%정도이다.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 표본 수는 두 개 이상의 다

 개념을 가진 단어  50개를 임의 추출해 진행하

으며 다  개념  가장 하  개념을 선택하 을 경우, 

다  개념  가장 상  개념을 선택하 을 경우(그림 5

의 “한국”의 두 가지 개념  Kortermnum이 낮은 

11125선택),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방식 이 게 총 3

가지로 진행하 다.

4.4 실험 결과  오류 분석

최하  개념 선택  최상  개념 선택 시 뚜렷한 특징

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작  선택 방법(약 24%)보다 정

확도가 높았다. 코사인 유사도 측정 방법은 무작  선택

보다 68% 높은 92%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 다(표 1).

본 실험에서 코사인 유사도 방법의 에러의 유형은 크

게 2가지인데 코어넷의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락된 경

우, 개념 단어가 표제어 페이지에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 

경우로 나  수 있다. 단어 “화장”의 경우 “기능인”, “행

자”, “의복”, “장례” 총 네 가지의 개념체계가 있다. 하

지만 “미용”을 뜻하는 “화장”은 락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개념은 존재하나 연결되지 않음). 한, 단어 “정

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의 경우 “어류”, “정무(나라를 

다스리는 일)”, “ 인(색정에 빠진 사람)”, “고정”, “정강

이” 등의 다섯 가지 개념이 존재하나 정답인 “정무”는 

디비피디아 표제어 페이지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정

답을 찾지 못한다. 그 이유로는 디비피디아의 기본이 되

는 키피디아의 정보는 사용자로부터 업데이트되기 때

문에 단어 “정무”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찾기

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 코어넷에

표 1 디비피디아와 코어넷 실험결과

Table 1 Experiments of Korean DBpedia expansion

*(단어자체가 개념인 결과제외 시)

experiment

method

정확도 

Precision
note

최하  개념 선택

Lowest concept 

selection

36%
Number of correct 18

Number of Non-correct 32

최상  개념 선택

Highest concept 

selection

48%
Number of correct 24

Number of Non-correct 26

코사인 유사도 이용

Cosine similarity

92%

(*83.3%)

Number of correct 46

Number of Non-correc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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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코어넷을 포함한 한국어 디비피디아 데이터집합 

페이지(http://ko.dbpedia.org/3.7/resource/한국)

Fig. 6 Korean DBpedia resource page which contain 

CoreNet (http://ko.dbpedia.org/3.7/resource/한국)

서 제공하는 개념 단어의 정의 정보를 (1) 식의 q에 추

가하면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를 들어, q에 “정

무”와 그 정의문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활용한다.

실험 결과를 용한 한국어 디비피디아 데이터집합 

페이지는 그림 6과 같은 모습으로 재 코어넷을 포함

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코어넷 정보는 해당 단어의 부

모의 개념체계, 자신의 개념체계, 같은 계층의 개념체계

를 가지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디비피디아 리소스 활용과 확

장에 한 연구를 소개하 다. 이번 연구는 기존 한국어 

디비피디아에 없던 리소스 페이지를 만들어 사용자가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이 페이지를 활용

해 코어넷과의 연동으로 디비피디아에 58,938개의 새로

운 데이터를 근 가능하게 하 다.

재 한국어 디비피디아는 “문재인과 박근혜가 선 

후보로 출마했다.”와 같은 문장에서 “문재인”, “박근혜”, 

“ 선”, “후보”, “출마”와 같이 문장 내 모든 명사를 찾

을 수 있으며 로퍼티 정보를 통해 정의, 직업, 가족

계, 출신학교 등의 정보에 근할 수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해 추후에는 “제19  통령 선 후보는 구인

가?”와 같은 질문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스

템으로 확장도 가능할 것이다.

디비피디아는 지능형 웹의 기 가 될 수 있는 요한 

한국어 자산이다. 디비피디아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 한 빠른 서비스 제공과 

오 소스로 틀을 잡는 것이 시 하다. 이런 에서 이 

논문의 보고는 향후 한국어 디비피디아를 활용한 연구

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용한 코사인 유사도 방법은 매

우 기본 인 실험으로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추

가할 정이며 성능 측정을 한 평가 데이터 셋도 따

로 구축할 정이다. 이와 같은 안정화를 통해 다음 연

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디비피디아를 활용한 질의응

답 시스템으로 확장을 시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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