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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는 주어진 질의 문에 대한 잠재적인 답과 답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구
조화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비록 DBpedia, 
Freebase, YAGO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여러 개의 지식 베이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식 베
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웹(Web)상에 존재하는 정보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제
한 정보 추출 기술을 이용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텍스트로부터 트리플(Triple)을 추출하고, 추출된 트리플의 
각 개체 및 관계 어휘를 대상 온톨로지(Ontology) 상의 어휘에 사상시킴으로써 지식 베이스를 확장 시키
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무제한 정보 추출 방법과 명확화(Disambiguation) 기술이 지식 베이스
를 확장시키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어떠한 요소가 전체 시스템의 주된 성능 저하를 일으키며 개선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주제어: 무제한 정보 추출, 명확화(Disambiguation), 지식 베이스 확장 

1. 서론

지식 베이스 기반의 질의응답 시스템은 DBpedia[1], 

YAGO[2], Freebase[3] 등과 같은 지식 베이스의 발전으

로 인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식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웹상에 존재하는 정보의 극히 일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DBpedia는 각 

Wikipedia 페이지 내의 인포박스(Infobox)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존하는 

지식 베이스를 확장시키기 위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BOA[4]는 DBpedia에 존재하지 않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트리플을 추출하기 위해 

DBpedia RDF 트리플과 이 트리플의 개체 쌍을 포함하고 

있는 Wikipedia 문장을 이용하였다. PATTY[5]는 각 

DBpedia 속성(Property) 유형에 대한 자연어 패턴을 구

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 베이스의 확장을 위해 무제한 정

보 추출[6]과 명확화 기술을 사용한다. 무제한 정보 추

출을 통해 비정형 텍스트로부터 트리플을 추출하고 추출

된 트리플의 개체 및 관계 어휘를 대상 온톨로지의 시맨

틱(Semantic) 유형으로 명확화 시킨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무제한 정

보 추출과 명확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기술한다. 3장에

서는 전체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시스템의 각 요소에

서 사용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시스템의 

성능 및 각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 서술한다. 5

장에서는 결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2. 배경 지식

무제한 정보 추출은 주어진 입력 문장으로부터 < 개체

1 ; 관계 ; 개체2 > 형태의 트리플을 추출한다. 개체1과 

개체2는 각각 입력 문장에서 나타나는 명사구 중 하나에 

해당하고, 관계는 이러한 개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이다. 무제한 정보 추출은 미리 정의되지 않은 개체들 

간의 관계를 추출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무제한 정보 추출 시스템은 미리 정의되지 않은 개체

들 간의 관계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취한다. 

TEXTRUNNER[6]는 Naive Bayes 모델 및 어휘화되지 않은

(un-Lexicalized) 품사 태그(Tag), 명사구 청크(Chunk)

정보를 이용하여 트리플을 추출한다. REVERB[7]는 적은 

수의 품사 태그 패턴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관계를 처리

할 수 있음을 보였다. WOEparse[8]와 OLLIE[9]는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훈련 데이터를 자

동으로 구축하고, 이러한 훈련 데이터로부터 의존관계 

트리 구조 패턴을 학습한다. EXEMPLAR[10]는 의존관계 

유형을 분석하여 의존관계 트리 구조 패턴을 수동으로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무제한 정보 추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존관계 트리 구조 패턴을 이용한다.

명확화는 정규화되지 않은 형태로부터 정규화된 표현

으로의 사상이다. 무제한 정보 추출로부터 산출된 트리

플은 자연어 형태의 개체와 관계 어휘로 구성된다. 반면

에 온톨로지 내의 RDF 트리플은 시맨틱 유형으로 정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화는 다대일(Many-to-One) 사상을 

발생시킨다. 온톨로지 내의 개체와 관계의 시맨틱 유형

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명확화를 개체 명

확화, 관계 명확화 두 가지의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수행

한다. 예를 들어 대상 온톨로지가 DBpedia 온톨로지일 

경우 marriage, wedding, wife, husband와 같은 관계 어

휘들은 dbo1):spouse로 사상된다. 개체 어휘의 경우에 

Abraham, Lincoln은 dbr2):Abraham_Lincoln으로 사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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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전체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 입력문장으로부터 대상 온톨로

지의 RDF 트리플을 추출하는 지식 베이스 확장 시스템

(그림 1)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입력 문장에 대해 무

제한 정보 추출을 수행하여 트리플을 추출한다. 추출된 

트리플의 개체 및 관계 어휘는 자연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명확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명확화는 개체 명확

화와 관계 명확화 두 가지 독립된 프로세스를 수반한다. 

시스템의 최종 산출물은 대상 온톨로지의 RDF 트리플이

다. 본 논문에서 대상 온톨로지는 DBpedia 온톨로지를 

따른다. 전체 시스템의 각 요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제안하는 전체 시스템 구조

3.1. 무제한 정보 추출

본 논문에서는 입력 문장의 의존관계 트리를 이용하여 

트리플을 추출한다. 이를 위해 Stanford CoreNLP3)를 이

용하여 입력문장의 의존관계 트리를 추출한 후, 각 의존

관계 트리 구조에 대해 어떻게 트리플이 추출되어야 하

는지를 미리 정의해 놓는데 이것을 추출 템플릿

(Template)이라고 부른다(그림 2). 추출 템플릿은 수동

1) http://dbpedia.org/ontology/

2) http://dbpedia.org/resource/

3) http://nlp.stanford.edu/software/corenlp.shtml

구축[10]과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자동구축[9] 방법 2가

지를 이용한다.

추출 템플릿의 수동 구축은 입력 문장에서 나타나는 

개체들 간의 의존관계 트리 경로를 일일이 분석하여 수

행할 수 있다. 비록 수동 구축방법이 양질의 추출 템플

릿을 생성할 수 있지만 사람의 직접적인 노동력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자동구축 방

법을 결합시킨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자동 구축방법은 Wikipedia 덤프

(dump)로부터 씨드(seed) 트리플을 추출하고, 동일한 덤

프 내에서 각 씨드 트리플의 개체와 관계 어휘가 나타나

는 문장을 모두 검색하여 씨드 트리플-문장의 쌍을 형성

한다. 부트스트래핑의 성능을 위해 각 개체에 고유 명사

만을 포함하고 있는 씨드 트리플만을 고려한다. 그 후에 

각 씨드 트리플-문장의 쌍에서 문장의 의존관계 트리를 

구축하고, 의존관계 트리 상에서 개체와 관계 어휘를 포

함하는 선형 경로를 고려한다. 이 경로와 경로상의 개체 

및 관계 어휘의 위치로부터 추출 템플릿을 생성한다.

 

그림 2. 추출 템플릿의 예.  

3.2. 개체 명확화

개체 명확화는 자연어 형태의 개체를 정규화된 표현을 

가지는 온톨로지 상의 인스턴스(Instance)로 사상시키는

데 개체가 사상될 가능성을 갖는 인스턴스를 후보 인스

턴스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체와 후보 인스턴스들 

간에 가중치 그래프를 형성한 후 가장 밀집한 부분 그래

프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갖는 개체-인스턴스 

사상을 산출한다[11]. 가중치 그래프의 형성은 입력 문

장내의 각 단어를 고려하여 개체와 후보 인스턴스간의 

문맥적 유사도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입력 문장에 

guitar, rock, Led Zeppelin과 같은 단어가 존재할 경우 

개체 Page는 dbr:Jimmy_Page와 가장 높은 문맥적 유사도

를 갖는다. 반면 입력 문장에 Google, search engine, 

computer와 같은 단어가 존재할 경우 개체 Page는 

dbr:Larry_Page와 가장 높은 문맥적 유사도를 갖는다.

3.3. 관계 명확화

입력 문장내의 단어들을 고려했던 개체 명확화와는 다

르게 관계 명확화는 트리플 내의 관계 어휘만을 고려한

다. 관계 명확화를 위해 본 논문은 두 가지 방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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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 번째는 대상 온톨로지 상의 각 정규화된 관계 어휘

에 대한 자연어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전을 사용하

는 것이다[5]. 이 사전을 이용하여 무제한 정보 추출을 

통해 생성된 트리플 내의 관계 어휘가 온톨로지 상의 특

정 정규화된 관계 어휘에 대한 자연어 표현과 일치하는

지 검색한다. 비록 사전에는 많은 자연어 표현이 존재하

지만 무제한 정보 추출로부터 생성되는 트리플의 관계 

어휘의 개수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사전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관계 어휘를 위한 방법이 필요

하다.

두 번째 방법은 유효한 관계 명확화가 일어날 때 서로 

사상되는 두 어휘는 같은 문맥적 의미를 지닌다는 관찰

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찰에 기반 하여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단어를 벡터(Vector)로 나타낸다. 기계학습 방법

을 적용하여 각 단어의 Wikipedia 기반 문맥적 의미를 

가중치 벡터로 나타낸다[12]. 사상되는 어휘간의 문맥적 

유사도는 각 단어에 대한 가중치 벡터끼리의 코사인 유

사도를 계산하여 구한다. 이를 이용하여 트리플내의 관

계 어휘와 온톨로지 상의 모든 정규화된 관계 어휘 간에 

문맥적 의미 유사도를 계산한 후, 이중 가장 높은 유사

도를 갖는 어휘로 사상시킨다.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10개 Wikipedia 페이지 내의 1000여개 

문장에 대해 개체명 태깅(Tagging)을 수행한 후 각 문장

에 대해 RDF 트리플을 추출하였다. 개체명 태깅을 위해

서 본 논문은 Stanford CoreNLP를 사용하였다. XML 형식

의 Wikipedia 덤프로부터 자연어 문장을 분리하는 데에

는 Wikipedia Extractor4)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장을 입

력 받아서 무제한 정보 추출 및 명확화 수행 결과를 보

여주는 간단한 GUI(Graphic User Interface)(그림 3)를 

만들었다. 대상 온톨로지를 DBpedia 온톨로지로 설정하

여 시스템의 최종 산출물은 DBpedia 시맨틱 유형을 따른

다. 이 시스템은 아직 개발단계이며 매우 실험적이다.

4.1. 전체 시스템 성능

본 논문은 시스템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된 모든 

RDF 트리플 중 유효한 것의 개수 및 기존 DBpedia RDF 

트리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의 개수에 초점을 맞춘다. 여

기서‘유효한’의 의미는 RDF 트리플에서 나타내는 두 

개체간의 관계가 입력 문장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

다. 따라서 유효한 트리플의 개수에 대한 성능지표를 위

해 정밀도를 사용한다. 결과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에서 ‘전체’는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RDF 트리플의 개수를 의미하고 ‘유효’는 유효한 트리

플의개수를 의미하며 ‘신규’는 기존 DBpedia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은 트리플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밀

4) http://medialab.di.unipi.it/wiki/Wikipedia_Extractor

그림 3. 시스템 각 구성요소의 결과를 보여주는 GUI.

도’는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RDF 트리플의 개수 

중 유효한 트리플의 개수로 계산된다. 비록 정밀도는 낮

지만 시스템으로부터 산출된 대부분의 RDF 트리플은 기

존의 DBpedia RDF 트리플에 존재하지 않는다. 낮은 정밀

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웹 규모의  천문학적인 수의 

문장들이 고려될 때 기존의 지식 베이스에 존재하지 않

는 새로운 사실들을 추출하여 지식 베이스를 확장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본 논문은 Gephi5)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결과를 그래

프 형식으로 시각화 한다(그림 4). 그림 내의 점들은 각 

개체를 의미하는 노드(Node)이고, 노드간의 간선은 개체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림 4(a))는 10개 Wikipedia 

페이지에 대한 DBpedia RDF 트리플을 나타낸다. 개체간

의 관계는 파란색 간선으로 나타난다. (그림 4(b))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동일한 Wikipedia 페이지로

부터 추출한 RDF 트리플을 나타낸다. 개체간의 관계는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그림 4(c))는 (그림 4(a))와 (그

림 4(b))를 동일한 공간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4(c))

에서 나타나듯이 (그림 4(b))가 (그림 4(a))보다 밀집함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기

존의 지식 베이스에 존재하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유효 신규 정밀도

157 33 21 0.21

표 1. 시스템의 전체 성능

4.2. 시스템 요소별 성능

본 논문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각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요소가 주된 시스템 성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지 알아본다.

본 논문은 F-Score로 무제한 정보 추출 요소의 성능을 

측정하고, 개체 명확화 및 관계 명확화 요소의 성능은 

정밀도로 측정한다. 시스템 요소별 성능 측정을 위해 실

5) http://gephi.githu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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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정밀도 재현율 F-Score

무제한 

정보 추출
0.88 0.35 0.50

개체 

명확화
0.86 0.86 0.86

관계 

명확화
0.21 0.21 0.21

표 2. 시스템 요소별 성능.
험 문장 내에 나타나는 개체명 및 개체명 간의 관계를 

DBpedia 온톨로지 상의 정규화된 표현으로 태깅한다. 만

약 무제한 정보 추출을 통해 생성된 트리플이 개체들 간

의 유효한 관계를 나타내면 정답으로 간주한다. 그 후에 

각 트리플의 개체 및 관계 어휘를 명확화 하여 태깅한 

결과와 비교한다. 만약 명확화 결과가 태깅한 결과와 일

치하면 정답으로 간주한다. 명확화에 대한 정답이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즉 무제한 정보 추출을 통해 생성된 트

리플 내의 개체 및 관계에 대해 적합한 정규화된 표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명확화 결과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체 명확화와 관계 명확화의 

정밀도와 재현율은 동일하다.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무제한 정보 추출 요소는 높은 정밀도를 나타내지만 

그에 비해 낮은 재현율을 보인다. 낮은 재현율은 시스템

이 최종적으로 산출하는 RDF 트리플의 개수에 영향을 미

치는데 Web 규모에서는 천문학적인 입력 문장의 개수로 

인해 그에 따른 최종 산출량이 많아질 것이므로 재현율 

보다는 정밀도를 높여서 유효한 사실을 많이 추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체 명확화 또한 높은 정밀도를 보인다. 이는 

Wikipedia 페이지 내의 문장들이 길이가 길고, 복문인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개체 명확화 알고리즘 특성 상  

개체가 포함된 입력 문장 내에 단어가 많을수록 개체와 

후보 인스턴스간의 문맥적 유사도를 계산하는데 유리하

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입력 문장들은 개

체 명확화의 높은 정밀도에 크게 기여한다. 

관계 명확화는 다른 2개의 요소보다 낮은 성능을 보인

다. 입력 문장의 여러 단어들을 고려하는 개체 명확화와

는 달리 관계 명확화는 트리플 내의 관계 어휘만을 고려

하기 때문에 명확화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단서가 매우 

적다. 관계 명확화의 낮은 정밀도는 전체 시스템의 낮은 

정밀도를 초래한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올리

기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요소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무제한 정보 추출을 이용하여 지식 베

이스를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무

제한 정보 추출로 생성된 트리플의 개체 및 관계 어휘를 

온톨로지 상의 어휘로 사상하기 위해서는 개체 명확화와 

관계 명확화 2개의 독립된 프로세스를 수행하였다. 비록 

본 논문의 시스템이 기존의 지식 베이스에 포함된 정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지만 추출된 정보의 

유효성 또한 중요하다. 이전 장에서 알 수 있듯이 관계 

명확화의 낮은 성능은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관계 명확화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성

능이 높은 개체 명확화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온톨

로지 내의 관계 어휘들은 함께 RDF 트리플을 형성할 수 

있는 개체의 유형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DBpedia 온

톨로지에서 출생지를 나타내는 birthPlace와 RDF 트리플

을 형성할 수 있는 개체1과 개체2의 유형은 Person과 

Place이다. 또한 영화의 감독을 나타내는 director와 

RDF 트리플을 형성할 수 있는 개체1과 개체2의 유형은 

Film과 Person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무제한 정보 추

출로 생성된 트리플의 개체를 먼저 명확화 한 후, 각 개

체들의 유형정보를 이용하여 관계 명확화를 수행할 때 

제약조건을 부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지식 베이스를 확장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기준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그림 4. RDF 트리플의 그래프 형식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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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연구진흥

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10044508, 비기호

적 기법 기반 인간 모사형 자가학습 지능 원천기술 개

발]과 한국연구재단 사업[NRF-2014R1A2A1A01003041, 다

중화자 예측기반 지식강화 자연어 대화 시스템 기술 개

발]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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