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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맨틱웹의 구현 도구로써 온톨로지가 있다. 온톨로지는 지식개념의 의미적 연결을 하는데 사용된다. 영
어 위키피디아를 토대로 한 영어 DBpedia 온톨로지는 스키마(owl파일 형태)와 인스턴스 모두 잘 구축이
되어있다. 그리고 영어 DBpedia의 각 Class에 한글은 레이블의 형태로 달려있다. 하지만 한글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어 DBpedia의 Class들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한글 Class들만으로 된 스키마 구축은
의미가 있다. 한글 Class들로 만들어진 스키마가 있다면 두 한글 온톨로지 사이의 클래스 매칭 알고리즘
을 위한 실험이나 한글 온톨로지 자동 증강 알고리즘의 연구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
문에서 구축한 한글 DBpedia 온톨로지 스키마는 영문 DBpedia 온톨로지의 계층구조와 한글 클래스와 영
문 클래스 사이의 매핑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제공되는 한글 DBpedia 온톨로지 클
래스의 영어매핑 정보가 있는 한글 프로퍼티와 영어매핑 정보가 없는 한글 프로퍼티를 모두 한글 클래스
의 프로퍼티로 입력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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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팀 버너스리에 의해 제시된 웹 기술인 시맨틱웹
(Semantic Web)은 기존의 웹을 확장해서 컴퓨터가 이해
할 수 있는 잘 정의된 의미 기반의 웹을 만드는 것이 목
표이다. 이는 다양한 정보자원의 처리를 자동화 하고 데
이터의 통합과 재사용 등을 컴퓨터가 인간의 도움 없이
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인간과 컴퓨터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는 웹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1].
시맨틱웹의 구현 도구로써 온톨로지(Ontology)가 있
다. 온톨로지는 지식개념의 의미적 연결을 하는데 사용
된다. 시맨틱웹은 기존의 웹보다 더 정교한 검색을 요구
했고, 정보 검색 시스템의 지능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웹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 검색의 도구가 필요해졌고 온톨로지가 이러
한 도구로써 각광받게 되었다. 온톨로지는 자연어의 기
계 번역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사용되며 최근 시맨틱웹
과 시맨틱웹 서비스에서 중요한 요소로써 사용되고 있다
[1].
영어 위키피디아[2]를 토대로 한 영어 DBpedia[3] 온
톨로지는 스키마(owl파일 형태)와 인스턴스 모두 잘 구
축이 되어있다. 그리고 영어 DBpedia의 각 Class에 한글
은 레이블의 형태로 달려있다. 하지만 한글 레이블을 가
지고 있지 않은 영어 DBpedia의 Class들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한글 Class들만으로 된 스키마 구축은 의미가 있
다. 한글 Class들로 만들어진 스키마가 있다면 두 한글
온톨로지 사이의 클래스 매칭 알고리즘을 위한 실험이나
한글 온톨로지 자동 증강 알고리즘의 연구 등에 유용하
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글 DBpedia 온톨로지 스키마 구축사
례를 바탕으로 그 스키마를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방법과 구축된 DBpedia 스키마로 어떤 활용을 하였는지
그 사례들을 살펴 볼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온톨로
지 스키마 구축과 관련된 연구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
펴본다. 제 3장에서는 한글 DBpedia 온톨로지 스키마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제 4장에서는 한글
DBpedia 온톨로지 스키마의 활용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
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관련 연구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써 지식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RDFS나 OWL과 같은 여러 가지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 모
델들은 Entity, Entity간의 관계(Relationship), 각
Entity들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등을 나타내는 방법
으로 Subject-Predicate-Object의 형태인 트리플을 이용
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모델들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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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DBpedia, YAGO[4], freebase.com 등 여러 영어 온톨
로지들이 만들어졌다.
Question Answering이나 Information Retrieval과 같
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은 Knowledge를 활용한다. 아쉽
게도,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오직
하나의
Knowledge Source만을 활용하고 있었다. 여러 Knowledge
Source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하나의 Knowledge Source만
을 이용하는 것은 이들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큰 요소 중
에 하나였고, 이들이 여러 Knowledge Source들을 융합한
하나의 거대한 온톨로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들의 성
능을 훨씬 향상시킬 수 있었다. YAGO 온톨로지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등장한 온톨로지로서,
Wikipedia와 WordNet을 융합하였고, 높은 Coverage와
Quality를 제공한다. YAGO 온톨로지는 100만 개 이상의
Entity를 표현하고 있으며(사람, 조직, 도시 등), 각
Entity를 표현하는 500만 개 이상의 Facts와 Is-A 계층
구조, 그리고 Entity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YAGO 온톨로지의 확장인 YAGO2s[5]가 등장하였는데, 이
온톨로지는 YAGO에 GeoNames를 추가로 융합하여 기존에
불충분했던 시·공간상의 정보를 보완하여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1 한글 DBpedia 클래스 ‘NBA 팀 정보’와 영어
DBpedia 클래스 ‘BasketballTeam' 사이의 매핑

YAGO와 YAGO2s 뿐만 아니라 DBpedia, freebase.com 등
풍부한 영어 온톨로지들은 자연어의 기계 번역과 인공지
능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더 정교하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3. 한글 DBpedia 온톨로지 스키마 구축 방법
온톨로지의 스키마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클래스
들 간에 계층구조가 잘 정의되어야 한다. 기존에 한글
DBpedia와 영어 DBpedia 사이의 클래스 매핑정보(그림
1)와 영어 DBpedia 스키마(그림 2)는 제공이 되어있으므
로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한글 DBpedia의 클래스(총 116
개)의 계층구조를 만들어주었다(그림 3). 그리고
Activity, Agent, Athlete 등 한글 매핑이 없는 영어
DBpedia 클래스 중에서 계층구조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어 DBpedia의 클래스들은 영어 클래스를 그대로 넣어
서 계층구조를 만들어주었다.
한글 DBpedia 클래스의 한글 프로퍼티는 영문 매핑이
있는 한글 프로퍼티와 영문 매핑이 없는 한글 프로퍼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한 한글 프로퍼티들은 기존에
구현이 되어 있는 정보이다. 본 한글 DBpedia 온톨로지
스키마에서는 두 종류의 한글 프로퍼티를 모두 한글 클
래스의 프로퍼티로 입력해주었다. 그리고 계층구조상 중
요한 역할을 해서 넣어주었던 영어 DBpedia 클래스의 영
어 프로퍼티들도 넣어주었다.

그림 2 영어 DBpedia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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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스들과 새로 들어온 트리플 셋들을 바탕으로 이 두
알고리즘들은 반복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글 DBpedia 온톨로지를 자동증강 하였다[6].

그림 4 한글 DBpedia 지식베이스 자동증강
원리[6]
본 논문에서 구축한 한글 DBpedia 온톨로지 스키마는
앞서 설명한 알고리즘의 실험에 사용되었다. 지식베이스
의 자동증강 알고리즘의 실험을 위해서는 DBpedia 같이
다양한 클래스, 프로퍼티,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온톨로
지가 필요했고 본 논문에서 구축한 온톨로지는 실험 데
이터셋의 역할에 적합하였다.

4-2 서로 다른 두 온톨로지 사이의 클래스 매핑

그림 3 한글 DBpedia 클래스의 계층구조
4. 한글 DBpedia 온톨로지 스키마 활용 사례
4.1 한글 DBpedia의 자동 스키마 진화
위키피디아를 토대로 만든 온톨로지로 DBpedia가 있
다. 이러한 온톨로지의 자동증강 방법은 웹의 구조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2013년에 시작된 엑소브레인 프
로젝트1)에는 한글 DBpedia를 기반으로 새로운 트리플을
입력 받아서 기존의 온톨로지를 자동 증강시키는 시스템
을 개발하는 것이 있다(그림 4). 이 연구에서 온톨로지
의 스키마를 자동 증강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제안하
는데 두 알고리즘 모두 인스턴스가 지닌 프로퍼티, 즉
rdf-triple 단위에서 진행된다. 이 두 알고리즘들을 사
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별로 입력받은 인
스턴스와 하위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이용하여 확률적 격
상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상위 클래스의 스키마가 정
교해졌다. 둘째, 클래스에 속해있지 않았던 인스턴스들
이 자동 증강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적합한 클래스에 속
하게 되었다. 온톨로지가 정교해지면서 다시 분류된 인

1) http://exobrain.kr/twodintro

서로 다른 두 온톨로지 사이의 클래스 매핑은 온톨로
지의 중요한 연구분야 중 하나이다. 두 온톨로지 사이의
클래스 매핑을 하게 되면 여러 온톨로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Query에 답을 해줄 수 있다. 또한
다른 온톨로지를 활용하여 특정 온톨로지를 개선 할 수
도 있다. 서로 다른 두 온톨로지 사이의 클래스 매핑 알
고리즘을 개발하고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클래스, 프로퍼티, 인스턴스를 가진 규모가 큰 온톨로지
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한글 DBpedia 온톨로
지 스키마는 이러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셋으로 적합하다.

5. 결론
현재 한글로 된 잘 갖춰진 온톨로지 스키마가 없는 실
정에서 본 논문에서 구축한 한글 DBpedia 온톨로지 스키
마는 향후 한글 온톨로지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온톨로지 스키마는 지식베이스 자동 증
강 알고리즘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데이터셋으로 사
용 가능하고 서로 다른 두 온톨로지 사이의 클래스 매핑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에도 사용 가능하다. 본 온톨로지
스키마는 영문 DBpedia 온톨로지의 계층구조와 한글 클
래스와 영문 클래스 사이의 매핑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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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기존에 제공되는 한글 DBpedia 온톨로지
클래스의 영어매핑 정보가 있는 한글 프로퍼티와 없는
한글 프로퍼티를 모두 한글 클래스의 프로퍼티로 입력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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