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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1 년 버너스리(Berners-Lee)가 제시한 웹 기술의 

비전인 시맨틱 웹(Semantic Web)이란, 문서 간의 연결뿐

만 아니라 데이터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

을 웹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1]. 이에 따

라 2006 년 버너스리가 정의한 링크드 데이터(Linked 

Data)는 정의된 웹에 존재하는 구조화된 데이터의 표현

방식을 의미한다[2]. 그리고 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링크드 오픈 데이터

(Linked Open Data)라고 한다. 링크드 오픈 데이터를 만

들기 위한 프로젝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제작 및 운영되

기 때문에, 시맨틱 웹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연결

이 필요하며, 각 프로젝트에서 또한 서로에 대한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연구는 주로 영어권 데이터를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어 데이터에 대해서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존의 여러 

링크드 오픈 데이터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 하나의 통

합된 지식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한국어 통합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기에 앞서, 

온톨로지(ontology)가 정의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엔티

티 (entity) 또는 인스턴스(instance)가 속하는 분류체계 

(taxonomy)에 대한 정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데이터 중심의 지식베이스

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온톨로지의 일부인 분류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분류체계 정립을 위해 고려한 대표적인 링크드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는 디비피디아(DBpedia)[3], 프리베이스 

(Freebase)[16], 위키데이터(Wikidata)[17], YAGO[18] 

등이 있다. 각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

다. 

 

- 디비피디아(DBpedia) : 링크드 오픈 데이터 프로젝

트 중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로, 2007 년 베를린 자

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erlin)와 라이프치히 

대학교(University of Leipzig)에 의해 시작되었다. 

위키피디아(Wikipedia)에 포함된 구조화된 정보들

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만들어진다. 

- 프리베이스(Freebase) : 2007 년 메타웹 테크놀로지

(MetaWeb Technologies, Inc.)에 의해 시작되었고, 

디비피디아와 다르게 사용자들이 직접 편집에 참

여하여 구조화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였다. 2015년 위키미디어(Wikimedia) 

재단과 구글(Google)에 의해 위키데이터(Wikidata)

로 통합되었다. 

- 위키데이터(Wikidata) : 2012년 위키미디어 독일 지

부(Wikimedia Deutschland)에 의해 시작되었고, 프

리베이스처럼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분류체계와 같은 데이터 스키마는 사용자 커뮤니

티의 동의에 기반하여 유지되고 확장해 나간다. 또

한, 사실 정보뿐만 아니라, 사실 정보를 검증할 수 

방향 비순환 그래프의 중심성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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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어 통합 지식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분류체계(taxonomy)를 구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위
키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 후보군을 추출하고, 상하위 관계를 통해 방향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를 구성한 뒤, 국부적 도달 중심성(local reaching centrality)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정제함으로써 

246 개의 분류와 314 개의 상하위 관계를 갖는 분류체계를 생성한다. 워드넷(WordNet), 디비피디아

(DBpedia) 등 기존 링크드 오픈 데이터의 분류체계 대비 깊이 있는 계층 구조를 나타내며, 다중 상위 분

류를 지닐 수 있는 비트리(non-tree) 구조를 지닌다. 또한, 위키데이터 속성에 기반하여 위키데이터 정보
가 있는 인스턴스(instance)에 자동으로 분류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방식으로 실험한 결과 99.83%의 

분류 할당 커버리지(coverage) 및 99.81%의 분류 예측 정확도(accuracy)를 나타냈다. 

 

주제어: 온톨로지(Ontology), 분류체계(Taxonomy),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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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출처 등 부가적인 정보도 저장할 수 있는 구

조로 이루어져 있다. 

- YAGO : 2007 년 막스 플랑크(Max Planck)에 의해 

개발되었고, 위키피디아, 워드넷(WordNet)에서 정

보를 추출하여 데이터가 생성된다. 2020 년 YAGO4 

버전이 출시되었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위키데이터를 중심으로 분류체

계를 구축하였다. 위키데이터는 사이트 링크(sitelink) 정

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위키피디아와 연결이 가능하고, 영

어 데이터뿐만 아니라 한국어 데이터 또한 활발하게 생

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비피디아도 유명한 링크드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이지만, 한국어 데이터의 경우 엔티티 식

별자(Entity Identifier) 표기에 대한 부족한 면이 있다. 또

한, 2014 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멈추었기 때문에 분류체

계 구축 시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본 논문에서 구축한 분

류체계와 비교하는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 링크드 오픈 데이터의 분류체계 중 디비피

디아의 분류체계는 트리(tree)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각 분

류마다 상위 분류가 0개 또는 1개만 존재하며, 엔티티별 

분류 할당을 위한 정보를 수동으로 구축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본 논문에서는 각 분류마다 여러 

상위 분류를 가질 수 있으며, 엔티티별 분류를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생성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기존 연구에서는 분류 체계를 수동으로 구축하거나, 

말뭉치(text corpora) 및 위키피디아 분류 네트워크

(Wikipedia Category Network, WCN) 등을 이용하여 분류

체계를 생성하였다[4]. 

수동으로 구축하는 방식 중 WordNet[5]은 프린스턴 

인지 과학 연구소에서 생성한 영어 대규모 어휘 데이터 

베이스이다. 버전 3.0 기준 147,278 개의 단어로 구성되

어 있으며, 단어 간의 상위어(hypernym) 및 하위어

(hyponym)로 분류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SUMO[6], UMLS[15] 등이 수동으로 구축되었다. 

말뭉치를 통해 구축하는 방법은 세부적으로 규칙 기반 

접근 방식(rule-based approach)과 분포적 접근 방식 

(distributional approach)으로 나뉜다[7]. 규칙 기반 접근 

방식은 상하위 관계를 나타내는 일정 패턴을 정의한 뒤, 

말뭉치에서 해당 패턴을 추출하여 분류체계를 구축한다. 

대표적으로 허스트 패턴(Hearst pattern)을 이용하는 방법

[8]이 있다. 분포적 접근 방식은 분류체계 생성 과정 중 

군집화(clustering) 또는 분류(classification)를 수행한다. 

분류 후보군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해당 후보군을 분류로 사용할지 여부

를 판별한 연구가 존재한다[4]. 

위키피디아 분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은 위키피

디아에 정의되어 있는 분류 구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위키피디아 분류 네트워크에서는 “~이다(is a)”로 상하위 

구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공통 주제에 대해 상하위 구

조를 생성하여 “~에 위치한(is-located-in)”, “~을 다루

는(deals-with)” 등으로도 상하위 구조가 나타내어진다

[14]. 이를 해결하기 위해 WikiTaxonomy[9, 14]에서는 

위키피디아 내 상하위 분류 관계를 “하위 분류를 나타내

는(is subclass of)” 또는 “하위 분류를 나타내지 않는(is 

not subclass of)” 관계로 구별하여 분류체계를 구축한다. 

WiBi(Wikipedia Bitaxonomy)[10]에서는 위키피디아 페이

지의 첫 문장에서 단어 기본형(lemma)을 추출함으로써 

분류체계 후보군을 선별하고, 해당 후보군을 기존 위키피

디아 분류 네트워크와 결합한다. 

앞서 설명한 기존 분류체계 구축 연구는 대부분 영어

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어 중심의 분류체계 연구에

는 ETRI 개체명 사전의 분류체계[12]가 있으며, 국립국

어원에서 수동으로 구축하여 대분류 15 개, 소분류 145

개 및 세분류 7 개로 구성하였다. 또한, 위키피디아 분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분류체계를 구축한 뒤, ETRI 개체명 

사전을 통해 엔트로피(entropy) 계산으로 불필요한 분류

를 제거한 연구가 존재한다[11]. 

 
3. 제안 방법 
 

3.1 분류 후보군 추출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후보군은 위키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된다. 위키데이터는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항목(item)

별 레이블(label), 식별자(item identifier)와 항목에 대한 

속성(property) 및 속성에 해당하는 값(value)이 존재한다. 
 

 
 

그림 1. 위키데이터 구성 요소 

 
위키데이터 속성 중 “category contains(위키데이터 식

별자: P4224)”는 위키미디어 분류에 관한 속성 중 하나로, 

항목별 어떤 인스턴스(instance)인지를 나타낸다. 위키피

디아 분류 네트워크를 적용한 방법론[9, 10, 14]을 고려

함과 동시에 위키데이터의 특성을 이용하고자, 해당 속성

에 대한 값들을 후보군 목록으로 추출한다. 

이후, 표 1 에서와 같이 분류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후보군 목록에서 제거한다. 

 
표 1. 분류체계 후보군 제거 목록 

제거 기준 식별자 예시 

레이블이 “분류:” 및 “틀:”로 시작하는 경우 
Q105078950 

(분류: 한국의 부대) 

레이블이 “위키”로 시작하는 경우 
Q11266439 

(위키미디어 틀) 

레이블이 비어있는 경우 
Q86124034 

(레이블 없음) 

- 583 -



제 33 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21 년) 

 

또한, 3.2 에서 방향성이 있는 분류체계 그래프를 생성

하기 위하여 각 후보군의 최상위 분류를 후보군 목록에 

추가한다. 이를 위해, 위키데이터 내 상위 항목을 나타내

는 “subclass of(위키데이터 식별자: P279)” 속성을 이용

한다. 

 

3.2 분류체계 구축 과정 
 

분류체계 구축 과정은 방향 비순환 그래프(Directed 

Acyclic Graph, DAG)를 통해 진행한다. 그래프의 정점

(node) 및 간선(edge)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국부적 도

달 중심성(local reaching centrality) 계산 등을 통해 그래

프를 가지치기함으로써 분류체계를 생성한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3.2.1 분류체계 그래프 생성 
 

위키데이터 내 “subclass of(위키데이터 식별자: P279)” 

속성을 이용하여 후보군 목록에 대한 상하위 관계를 생

성한다. 해당 상하위 관계를 기반으로, 상위 분류에서 하

위 분류로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방향 비순환 그래프를 

생성한다. 그래프에서 정점은 분류체계 후보군인 분류

(class)를 나타내며, 간선은 상위 분류에서부터 하위 분

류로 향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후 그림 2 와 같이 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으로 향하

는 경로가 겹쳤을 때, 한 가지 경로만 존재하도록 간선을 

제거하는 전이적 축약(transitive reduction)을 수행하여 

그래프를 정제한다. 

 

 
 

그림 2. 전이적 축약 수행 예시 

 

3.2.2 그래프 내 가중치 할당 
 

그래프 내 정점에 대한 가중치(weight)는 각 후보군을 

추출할 때의 등장한 빈도 수를 이용하여 할당한다. 

간선에 대한 가중치 할당은 OntoLearn[7] 분류 체계 

연구에서 간선 가중치를 부여한 방식을 변형하여 진행한

다. 해당 연구에서는 최상위 정점(root node)에서부터 정

점의 가중치들을 누적시켜 간선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러

나 위 방식을 이용하면, 하위 정점이 중요한 분류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상위 정점의 높은 가중치에 의해 간선 가

중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최

상위 정점이 아닌, 최하위 정점(leaf node)에서부터 정점

의 가중치들을 누적시켜 그림 3 과 같이 간선 가중치를 

할당한다. 하위 간선이 여러 개일 경우, 그림 3(c)와 같

이 가중치 값이 가장 큰 간선의 가중치 값을 누적시킨다. 

     
(a)                 (b)                 (c) 

 

그림 3. 간선 가중치 할당 예시 

: 정점 내 숫자는 정점의 가중치를 의미하며,  

(a)부터 (c)까지 정점의 가중치가 상위 간선 가중치로 누적된다. 

 

3.2.3 그래프 가지치기 
 

분류 후보군 전체를 이용하여 분류 체계를 생성한다면, 

분류 개수가 과도하게 많아 중심적인 분류체계가 형성되

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3.2.2 에서 부여한 그래

프 내 간선의 가중치를 기반으로, 가지치기(pruning)을 

통해 불필요한 정점을 제거한다. 제거할 정점 선별 기준

으로 국부적 도달 중심성[13] 값을 이용한다. 국부적 도

달 중심성이란, 한 정점에 대하여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정점의 비율을 나타내며, 계산 방법은 (1)과 같다.  

 

𝐶(𝑖) = !
"#!

∑ ∑ %!
"(')#$%&(!,))

"+,
)$%&(*,')':-.)$%&(*,')./          (1) 

 

𝑖는 중심성을 계산할 정점, 𝑁은 그래프의 크기인 그래

프 정점 개수, 𝑑012(𝑖, 𝑗)는	 𝑖에서부터 𝑗로 향하는 경로 거

리를 나타내며, 𝑤*3(𝑗)는 𝑑012(𝑖, 𝑗)에 해당하는 경로 중 𝑘 
번째 간선에 대한 가중치를 나타낸다. 가지치기는 중심성

이 0 인 정점을 제거함으로써 수행된다. 

 

4. 분류체계 생성 결과 
 

4.1 분류 후보군 추출 
 

위키데이터 중, 한국어 레이블이 존재하는 항목은 총 

1,213,406개이다. 이 중, “category contains(위키데이터 

식별자: P4224)” 속성을 갖는 항목은 307,609 개(25.35%)

이며, 위 속성 값에 해당하는 967 개가 후보군으로 추출

되었다. 

이 중, 표 1 에 정의된 경우에 대해 제거한 뒤, 각 후

보군의 최상위 분류인 “개체(위키데이터 식별자: 

Q35120)”를 추가하여 총 898개의 분류 후보군을 대상으

로 분류체계 구축 과정이 진행되었다. 

 

4.2 분류체계 구축 
 

분류 후보군의 “subclass of(위키데이터 식별자: P279)” 

속성을 이용하여 후보군 목록에 대한 상하위 관계를 생

성한 결과, 그림 4(a)와 같이 총 827개 정점, 1,343개 간

선으로 구성된 그래프가 생성되었다. 분류 후보군 898�

개 중 상하위 관계를 나타내는 “subclass of”가 속성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 71개는 분류에서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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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이적 축약을 수행한 결과, 279 개 간선이 제거

되며 1,064 개 간선이 남아 그림 4(b)와 같은 그래프를 

나타낸다. 

각 정점에 대한 국부적 도달 중심성을 계산한 결과, 

총 581 개(70.3%) 정점의 중심성 값이 0 을 나타냈다. 해

당 정점을 제거한 결과, 최종 246 개의 정점(분류)과 314

개의 간선(상하위 관계)을 구성하는 분류체계가 그림 4(c)

와 같이 형성되었다. 

 

 
(a) 후보 분류군 전체에 대한 그래프  

(정점 827 개, 간선 1,343 개) 

 
(b) 전이적 축약 수행 후의 그래프 

(정점 827 개, 간선 1,064 개) 

 
(c) 중심성을 통해 가지치기 한 최종 그래프 

(정점 246 개, 간선 314 개) 
 

그림 4. 분류체계 구조 그래프 

 
1 http://www.w3.org/2006/03/wn/wn20/rdf/wordnet-hyponym.rdf 

5. 분류체계 분석 및 평가 
 

5.1 분류체계 특성 분석 
 

기존에 연구되었던 분류체계와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의 분류체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 대상은 여러 

링크드 오픈 데이터 중 현재까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

는 워드넷(WordNet)1과 디비피디아(DBpedia)2로 선정하

였다. 특히 디비피디아는 위키피디아를 기반으로 제작되

었기에, 본 논문에서의 분류체계와 같은 위키미디어 프로

젝트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5.1.1 다중 상위 분류를 보유한 비트리(non-tree) 구조  
 

각 분류마다 상위 분류가 1 개인 경우도 있지만, 의미

론적으로 여러 상위 분류를 지녀야 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위키데이터 식별자: Q26540)”은 “기기

(위키데이터 식별자: Q1183543)”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동시에 “천체(위키데이터 식별자: Q6999)”의 하위 분류에 

속하며, “국가(위키데이터 식별자: Q7275)”는 “행정구역

(위키데이터 식별자: Q56061)”과 “단체(위키데이터 식별

자: Q43229)”의 하위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의 분류체계는 상위 분류가 

2 개 이상인 분류도 존재할 수 있는 비트리 구조(non-

tree)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디비피디아의 분류체계는 상위 분류가 

하나만 존재하는 트리(tree)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워드

넷의 분류체계는 대체적으로 여러 상위 분류를 가지는 

인스턴스는 각각 다른 인스턴스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

다. 

그림 5 에서의 예시와 같이, 디비피디아는 “국가

(Country)”의 상위 분류로 “장소(Place)”만을 지니고 있

으며, 워드넷은 “단체(organization)”를 상위어로 지니는 

인스턴스와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을 상위어

로 지니는 인스턴스를 분리해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본 논문의 분류체계에서는 “행정구역(위키데이터 식별자: 

Q56061)”을 상위 분류로 지닐 뿐만 아니라, “단체(위키

데이터 식별자: Q43229)”도 상위 분류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 포함 측면에서 하나의 분류에 대하여 더욱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 DBpedia                      (b) WordNet 

2 http://archivo.dbpedia.org/download?o=http%3A//dbpedia.org/ontology/&f=o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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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해당 논문 분류체계 

 

그림 5. 다중 상위 분류 예시 

 

5.1.2 깊이 있는 계층 구조 
 

본 논문에서의 분류체계가 가지는 분류 개수는 총 246

개로, 디비피디아보다 523 개, 워드넷3보다는 43,009 개 

더 적은, 보다 핵심적인 분류체계(core taxonomy)를 지

녔다고 볼 수 있다. 

각 분류체계의 분류에 대해 최상위 분류로부터의 거리

를 각 분류의 깊이로 정의하고, 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디비피디아는 최상위 분류 “owl:Thing”을 기준

으로 평균 2.41 의 깊이를, 워드넷은 최상위 분류 

“synset-entity-noun-1”을 기준으로 평균 7.21 의 깊이

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최상위 분류 “개체(위키데이터 

식별자: Q35120)”를 기준으로 평균 4.99 의 깊이를 지닌

다. 이를 통해 워드넷보다는 얕은 계층구조(shallow 

hierarchy)를 가지지만, 디비피디아보다는 분류 개수가 

더 적음에도 깊은 계층구조를 구성한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그림 6 에서와 같이, 디비피디아에서는 “기기(Device)”, 

“음식(Food)” 등이 다른 상위 분류 없이, 최상위 분류인 

“owl:Thing”을 상위 분류로 가진다. 이에 비하여, 본 논

문의 분류체계에서는 “제품(위키데이터 식별자: 

Q2424752)”의 하위 분류로 “기기(위키데이터 식별자: 

Q1183543)”, “요리(위키데이터 식별자: Q746549)”, “소프

트웨어(위키데이터 식별자: Q7397)” 등이 존재하여 보다 

깊이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DBpedia  

 
3 워드넷 분류 개수는 최상위 분류가 “synset-entity-noun-1”인 분류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다. 

 
(b) 해당 논문 분류체계 

 

그림 6. 그룹화된 분류체계 예시 
 

5.2 인스턴스별 분류 할당을 통한 분류체계 평가 
 

기존 분류체계의 분류를 인스턴스에 할당하기 위해서

는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수동으로 연결을 위한 규칙을 

생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디비피디아에서는 위키피디아

의 정보 상자(infobox)에서 분류에 대한 속성을 수동으로 

구축하여 인스턴스별로 분류를 할당한다. 이에 비해, 본 

논문의 분류체계는 위키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

문에 위키데이터 특성을 활용하여 위키데이터와 연결된 

정보가 있는 인스턴스에 대해 자동으로 분류를 할당할 

수 있다. 위키데이터의 각 항목에 대하여, 속성 중 

“instance of(위키데이터 식별자: P31)” 및 “subclass 

of(위키데이터 식별자: P279)”에 해당하는 값을 통해 본 

연구에서 생성한 분류를 할당할 수 있다. 위 방식을 기반

으로 정답 데이터의 분류를 할당하여 커버리지(coverage) 

및 정확도(accuracy)를 계산한다. 

디비피디아에 존재하는 데이터(instance) 전체 

4,828,418 개 중, 동일한 데이터임을 나타내는 속성 

“owl:sameAs”의 값에 위키데이터 식별자가 존재하는 데

이터 4는 4,059,999 개(84.1%)이다. 이 중, 각 데이터에 

해당하는 디비피디아 분류가 본 연구에서의 분류체계와 

겹치는 데이터 3,365,936 개(82.9%)를 정답 데이터로 이

용한다. 

분류가 할당된 데이터는 3,360,335 개로, 99.83%의 커

버리지를 지닌다. 인스턴스 중 9,014 개(0.53%)가 다중 

분류로 할당되었으며, 할당된 분류 개수별 데이터 빈도 

수는 표 2 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파스퇴르 연구소

(위키데이터 식별자: Q391083)”는 연구소이자 교육기관 

및 병원인 곳으로, “instance of” 속성 값으로 “연구소(위

키데이터 식별자: Q31855)”, “병원(위키데이터 식별자: 

4 https://databus.dbpedia.org/dbpedia/wikidata/instance-types/2021.06.01/instance-

types_specific.ttl.b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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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85804)”, “교육기관(위키데이터 식별자: Q16917)”을 

갖고 있다. 해당 식별자 모두 분류에 속하므로, 이 인스

턴스에 대한 분류는 총 3개가 할당되었다. 

 
표 2. 할당된 분류 개수별 데이터 빈도 수 

분류 개수 빈도 수 

1 3,351,521 (99.47%) 

2 8667 (0.25%) 

3 142 (0.0042%) 

4 5 (0.00015%) 

 

이를 대상으로, 정답 분류가 할당된 분류에 속하는 경

우는 3,342,695 개로 99.81%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정확

도 평가 시, 정답 분류가 할당된 분류의 상위 분류일 때

는 정답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겨울왕국(위키데이

터 식별자: Q246283)”의 정답 분류는 “영화(위키데이터 

식별자: Q11424)”이지만, 해당 분류체계에서는 “애니메

이션 영화(위키데이터 식별자: Q202866)”으로 분류한 경

우 정답으로 판별했다. 

잘못 예측한 분류는 해당 위키데이터 인스턴스의 속성 

“instance of” 및 “subclass of”에 정답 분류에 대한 값

이 없는 경우 발생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마케팅(위키

데이터 식별자: Q1323528)”의 정답 분류는 “학문(위키데

이터 식별자: Q11862829)”이지만, “instance of” 속성값

인 “프리랜서(위키데이터 식별자: Q215279)”의 

“subclass of” 속성값에 의해 “직업(위키데이터 식별자: 

Q192581)”으로 잘못 분류되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중심의 통합 지식베이스를 구축

하기 위하여, 온톨로지의 필수적인 부분인 분류체계를 생

성하고자 했다. 위키데이터 자원을 기반으로 분류 후보군

을 추출하였으며, 방향 비순환 그래프를 이용하여 상하위 

관계에 대해 정의하고 국부적 도달 중심성을 통해 정제

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246 개의 분류와 314 개

의 상하위 관계를 가지는 비트리 방향 비순환 그래프 구

조의 분류체계가 생성되었다. 

생성된 분류체계는 일부 기존 분류체계와 다르게 하나

의 분류가 다중 상위 분류를 가질 수 있는 비트리 구조

로, 계층 구조 측면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분

류 개수는 기존 분류체계보다 적지만 세부적으로 그룹화

가 되어 있어 보다 깊이 있는 분류체계를 생성하였다. 

또한, 위키데이터의 속성을 기반으로 위키데이터 각 

항목에 대해 자동으로 분류 할당을 할 수 있으며, 수행 

결과 99.83%의 커버리지와 99.81%의 정확도를 보였다. 

할당된 분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정답 데이터로 사용

한 디비피디아보다 세부적인 분류를 정의할 수 있으나, 

위키데이터의 속성에 의존하여 위키데이터 속성값이 잘

못 입력되어 있을 경우 분류 할당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분류별로 정의할 수 있는 

속성 목록을 구축한 뒤 위키피디아의 정보 상자(infobox) 

등을 통해 속성 값을 추출함으로써 지식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지식베이스를 기존 

링크드 오픈 데이터와 연결함으로써 한국어 중심의 거대 

지식베이스를 생성해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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