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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어 처리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 시스템에서 지식베이스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식베이스의 대표적인 예
로 YAGO와 디비피디아 등이 있다. YAGO는 고성능의 지식베이스지만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제
점이 있다. 그리고 디비피디아는 한국어를 지원하지만 트리플의 속성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사용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YAGO와 디비피디아의 트리플을 매칭하여 디비피디아 트리플의 속성을 YAGO에서 사용하
는 관계명으로 변환하고 MEM을 이용해 매칭되지 않은 트리플의 속성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
안한다. 제안한 방식으로 실험한 결과 F1-Measure 79.04%의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기계학습, 언어간 매칭, K-YAGO

1. 서론
자연어 처리를 이용하는 다양한 응용 시스템에서 지식

베이스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지식베이스의 대표적

인 예로 YAGO[1], 디비피디아(DBPedia)[2] 등이 있다. 

YAGO는 IBM 왓슨(Watson)의 질의응답 시스템 등에 이용

된 고성능의 지식베이스이다[3]. 그러나 YAGO는 한국어

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디비피디

아는 한국어를 지원하지만 추출된 지식들의 속성이 세분

화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활용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디비피디아 인포박스 트리플의 속성

(Property)들을 YAGO 관계명으로 변환하고, 변환되지 않

은 디비피디아 인포박스 트리플의 속성을 MEM[4]을 이용

하여 YAGO  형태로 자동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

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

템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방법 및 실험의 성능을 

살펴보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어 

왔다. YAGO는 위키백과, 워드넷 등을 통해 추출된 지식베

이스로 1,000만 개 이상의 개체명과 그 개체명에 대한 1억 

2천만 개 이상의 정보(facts)를 포함하고 있다[1]. 디비피

디아는 위키백과로부터 구조화된 정보를 추출하고, 이 정

보를 웹에 이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커뮤니티로서 온톨로지

를 개발, 유지하고 있다. 디비피디아 온톨로지는 위키백과 

인포박스로부터 규칙 기반 방식을 통해 반자동으로 구축된

다[5].

지식베이스를 확장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6]은 

사전 기반의 번역 및 패턴을 이용하여 영어 지식베이스의 

트리플을 한국어로 변환함으로써 한국어 지식베이스를 확

장하였다.

3. 제안 시스템

YAGO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지식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본 논문에서는 yagoFacts만을 사용한다. yagoFacts는 

트리플의 형태로 정보를 표현한다. 트리플은 정보를 주어-

서술어-목적어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yagoFacts의 개체명을 

한글로 변환한 한국어 yagoFacts와 디비피디아 인포박스 

트리플의 양 개체명을 비교하여 모두 같은 경우 매칭 트

리플을 생성한다. 생성된 매칭 트리플을 MEM을 이용해 

학습하여 관계 분류 모델을 생성하고 매칭되지 않은 디

비피디아 인포박스 트리플(이하 비매칭 트리플이라 함)

을 관계 분류 모델에 적용하여 관계명을 분류한다. 전체 

시스템 구조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3.1 데이터 생성

디비피디아의 interlanguage_links_same_as_ko.ttl에

는 한국어 개체명과 그 개체명에 해당하는 영어 개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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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장되어 있다.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yagoFacts 

트리플의 개체명들을 한글로 변환한다. 변환은 [그림 2]

와 같이 진행된다.

그림 2. 개체명 변환 예

[그림 3]과 같이 한국어 yagoFacts와 디비피디아 인포

박스 트리플의 양쪽 개체명을 비교하여 양쪽 개체명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yagoFacts의 관계명으로 분류된 매

칭 트리플을 생성한다. 개체명 매칭의 결과로 “뉴욕 – 

나라 – 미국”트리플은 isLocatedIn 클래스의 트리플로 

분류된다. 양쪽 개체명이 하나만 일치하거나 모두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엔 비매칭 트리플로 분류된다.

그림 3. 개체명 매칭 예

3.2 관계명 분류

비매칭 트리플을 분류하기 위해 생성된 매칭 트리플로

부터 자질을 추출한 뒤 MEM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학습

에는 [표 1]과 같은 자질을 사용하였고 MEM은 R언어 패

키지인 maxent[7]를 이용하였다.

자질은 디비피디아 인포박스 트리플의 주어 개체명과 

목적어 개체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속성(Property)의 

경우 비슷한 개체를 설명하는 여러 인포박스에서 특정 

속성들이 같은 순서로 나오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트

리플의 속성을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연속된 3개의 속성

을 자질로 사용하였다. 위키백과 카테고리는 해당 개체

명으로 검색된 위키백과 문서가 어떤 범주인지를 나타내

는 정보이다. 카테고리를 통해 개체명에 대한 많은 정보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카테고리는 비

슷한 의미를 가지는 개체명끼리도 ‘1924_태어남’, 

‘1932_태어남’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관계명을 분류하

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태어남’과 같이 

카테고리의 마지막 어절만 추출하여 자질로 사용하였다. 

타입은 개체명들이 온톨로지 내에서 가지는 정보들을 나

타낸다. 주어와 목적어의 온톨로지 타입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관계명이 다르므로 관계명을 분류하는데 많은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자질로 사용하였다.

표 1. 사용 자질 예

사용 자질 예

주어 개체명 하노 코플러

이전 속성 이름

속성 출생지

다음 속성 직업

목적어 개체명 베를린

주어 위키백과 
카테고리

연주자, 배우, 태어남, 사람

목적어 위키백과 
카테고리

주도, 수도, 주, 도시, 베를린

주어 타입 Actor, Artist, Person, Agent

목적어 타입
Settlement, PopulatedPlace, 

Place

4. 실험 및 평가
실험에서는 YAGO2S의 yagoFacts 트리플 데이터 

4,431,523개와 디비피디아 3.9의 인포박스 트리플 데이

터 1,686,742개를 사용하였다. yagoFacts 트리플 중 양

쪽 개체명 모두 한글로 변환된 124,277개의 트리플만을 

실험에 사용하였고, 양쪽 개체명 모두 변환된 yagoFacts 

트리플과 디비피디아 인포박스를 매칭하여 28,409개의 

매칭 트리플을 생성하였다. 

그림 4. 중복된 매칭 트리플 예

한국어 yagoFacts와 디비피디아 인포박스에서 양쪽 개

체명이 같고 관계명, 속성만 다른 트리플들이 존재할 경

우에 [그림 4]와 같은 매칭 트리플 결과가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트리플이 특정 클래스로 분류되지 못하는 애

매성이 있으므로 매칭 트리플 데이터에서 제거하였다

[5].

매칭 트리플에서 빈도수 100 이상인 12개의 관계명으

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매칭 트리플 중 일부(12,997개)

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나머지(1,439개)를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비매칭 데이터는 무작위로 샘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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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매칭 트리플에 수동으로 yagoFacts 관계명을 부착

하여 생성하였다. 선택된 12개의 관계명과 데이터별 빈

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관계명의 데이터별 빈도

관계명
학습 

데이터
실험 

데이터
비매칭 
데이터

isLocatedIn 4,598 525 85

wasBornIn 4,069 442 52

hasChild 716 85 6

isMarriedTo 730 83 6

isAffiliatedTo 675 74 52

diedIn 654 72 10

happenedIn 383 45 2

influences 316 35 0

graduatedFrom 294 29 9

hasCapital 195 21 1

hasWonPrize 244 20 3

created 123 8 3

계 12,997 1,439 229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실험 데이터 

모델은 학습 데이터로 학습하고 실험 데이터로 측정한 

결과이다. 비매칭 데이터 모델은 학습 데이터로 학습하

고 비매칭 데이터로 측정한 결과이다.

성능 측정을 통해 실험 데이터 모델이 96.42%의 

F1-Measure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비매칭 데이터 모

델의 경우 그보다 낮은 79.04%의 F1-Measure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비매칭 데이터 모델에서 

‘isAffiliatedTo’로 분류되어야 할 트리플들이 

‘wasBornIn’으로 분류되었다. 잘못 분류된 20개의 트

리플 중 18개는 목적어 카테고리와 목적어 타입이 존재

하지 않고, 주어 위키백과 카테고리에 ‘태어남’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트리플을 ‘wasBornIn’으로 분

류하였다. 또한 비매칭 데이터에 ‘influences’가 나타

나지 않아서 전체 성능이 낮아졌다.

표 3. 시스템 성능

Accuracy
Macro 

Precision
Macro 
Recall

F1 
Measure

실험 데이터 
모델

0.9708 0.9660 0.9623 0.9642

비매칭 
데이터 모델

0.8734 0.7830 0.7980 0.7904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yagoFacts와 디비피디아 인포박스의 트

리플을 매칭하여 디비피디아 트리플의 세분화된 속성들

을 YAGO 관계명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매칭된 트리플을 

MEM을 통해 학습하여 비매칭 트리플을 YAGO 관계명으로 

자동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으로 실

험한 결과 79.04%의 F1-Measure로 비매칭 트리플의 관계

명을 분류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 실험에 사용한 12개의 관계명들 이외에 

다른 관계명들로 트리플을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여 다양한 관계명이 실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

양한 자질들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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