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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언어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입력된 자연언어를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문(query)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잘 모르는 일반 사용자도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용 인 분야의 자연언어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설계

하기 한 하나의 틀을 제안한다. 패턴 매칭과 구문 분석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연언어 처리 능력

과 속도를 향상시켰으며, 패턴을 4개 분류로 나 어 의미 처리를 가능하게 하 다.

1. 서론

   자연언어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Natural Language 

Database Interface, 이하 NLDBI) 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

스 기반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자연언어 질의문을 

데이터베이스 질의문(query)으로 바꾸어주는 시스템이다

[6]. 사용자에게 친숙한 자연언어 인터페이스를 가능  하

여,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쉽고, 더 상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다. 

   국외 NLDBI 시스템에 한 연구는 1970년  시작되었

다[1]. 한정된 분야를 상으로 시작된 국외 NLDBI 시스

템은 질의응답 시스템(Question Answering)으로 확 되어 

연구되고 있다[4]. 국내 NLDBI 시스템 연구는 1980년 부

터 시작되어[2], AnyQuestion[7]과 같은 질의응답 시스템

으로 확장되었지만, 기반 기술인 자연언어 구문 분석 기술

의 미흡으로 패턴 매칭 기법에 의존하여[3][5] 아직 만족

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패턴 매칭 기법은 시스

템이 복잡해질수록 필요한 패턴의 수가 매우 늘어나고, 패

턴 간의 충돌도 잦아지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턴 매칭과 간단한 구문 분석 기술을 

이용한 NLDBI 시스템의 틀(framework)을 제시한다. 주어

진 자연언어 질의 문장을 패턴 매칭하여 패턴화된 문장의 

구성요소를 4개의 카테고리(category)로 분류한다. 이 카

테고리를 이용하여 구문 분석을 쉽게 하고, 의미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설명을 쉽게 하고자, [4]의 시스템을 로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학술자료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한 NLDBI 시

스템이다.

2. 체 구조

   제안하는 임워크의 체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임워크의 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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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된 하나의 자연언어 질의는 패턴 인식기에 의해 

여러 개의 패턴으로 분석된다. 패턴 리스트는 구문 분석기

에 의해 구문 분석 구조를 가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데

이터베이스(이하 DB) 질의문을 생성한다.

1) 패턴 인식기

   본 연구에서는, 자연언어 질의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4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 다. 4개의 분류는 <표 1>과 같다.

분류 간략 설명

질의부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것. 최종

으로 생성될 DB 쿼리에서 

SELECT 에 들어갈 DB 필드

(field)에 한 정보를 담고 있음. 

DB schema에 의존함.

조건부

검색 조건. 최종 으로 생성될 DB 

쿼리에서 WHERE 에 들어갈 DB 

필드(field)에 한 정보를 담고 있

음. DB schema에  의존함.

의미부

특수한 처리를 요구하는 자연언어 

질의가 의미부에 해당함. 복잡한 

DB 질의문이 요구됨.

연결부

질의부, 조건부, 의미부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최종 DB 질의문에 

향을 주지 않음.

<표 1> 자연언어 질의 문장 구성 요소의 분류

   

   질의부란, 입력된 자연언어 질의 문장에서, 최종 으로 

사용자가 묻고자 하는 정보를 나타낸 부분이다. [4]의 학

술자료 검색 질의문을 로 들어보자. 표본 DB가 <표 2>

에 있다.

논문명 자 연도 학회

논문A 홍길동 2005 한국정보처리학회

논문B 신사임당 2003 한국정보처리학회

논문C 이순신 1999 한국정보처리학회

<표 2> 표본 DB

(  1) 홍길동이 2005년에 한국정보처리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무엇입니까?

   (  1)과 같은 자연언어 질의에서, 사용자가 최종 으

로 궁 한 것은 논문(논문명)이다. 패턴 인식기는 ‘발표한 

논문은 무엇입니까?’를 ‘질의부_논문명’이라는 패턴으로 묶

는다. 이후, DB 쿼리 생성기에서 ‘질의부_논문명' 패턴을 

만나면 SELECT 의 내용을 선택하게 된다.

   질의부에 속하는 패턴은 DB의 schema에 의존한다. 

즉, DB 필드로 존재하는 정보만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표 2>의 DB에서, 질의부는 ‘질의부_논문명’, ‘질의부_

자’, ‘질의부_연도’, ‘질의부_학회’의 4가지 패턴이 가능하

다. “2005년 정보처리학회에 논문을 발표한 자의 연락처

는 무엇입니까?”와 같은 질의는 답할 수 없다. DB에 해

당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조건부란, 입력된 자연언어 질의 문장에서, 결과를 한

정해주는 조건이 나타난 부분이다. 앞의 (  1)에서, ‘홍길

동’과 ‘2005년’, ‘한국정보처리학회’가 조건부에 해당한다. 

이들은 DB 쿼리에서 WHERE 에 조건으로 들어가게 

된다. 

   조건부 역시, DB schema에 의존한다. 이는 WHERE 

에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를 보자.

(  2) 2005년에 부산에서 발표한 논문은 무엇입니까?

   (  2)에서, ‘부산에서’는 조건부가 될 수 없다. DB에 

용할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표 2>에서 

가능한 조건부는 ‘조건부_논문명’, ‘조건부_ 자’, ‘조건부_

연도’, ‘조건부_학회’가 된다. 

   질의부는 최종 으로 ‘DB의 어떤 필드를 묻는가’만 찾

으면 되지만, 조건부는 ‘어떤 필드의 어떤 값인가’까지 찾

아야 한다. 즉, 앞의 (  1)에서, 질의부는 그  ‘논문명’이

라는 필드명만 찾으면 되지만, 조건부는 ‘ 자=홍길동’, ‘연

도=2005’, ‘학회=한국정보처리학회’임을 찾고, 그 정보를 

구문 분석기에 달해야 한다.

   의미부는 특수 처리가 필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다. 가장 표 인 가 ‘NOT'인데, “홍길동이 발표하지 

않은 논문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의문을 로 들 수 있

다. 이러한 의미부는 각 패턴에 맞춰 후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DB 쿼리로 표 하기 불가능할 때도 있다.

   연결부는 다른 3개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모든 패턴이 

여기에 속한다. 생성 DB 쿼리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패턴 인식기는 먼  주어진 자연언어 질의문을 형태소 

분석하고, 개체명 인식기를 통해 고유 명사, 복합 명사 등

을 인식한다. 각각의 패턴은 여러 개의 유한 오토마타

(finite automata)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자연언어의 여

러 형태가 하나의 패턴으로 묶이기 때문이다. 가령, “논문

은 무엇입니까?”, “논문은 무엇인가?”, “논문은 뭐지?” 등

은 모두 ‘질의부_논문명’으로 바 게 된다.

2) 구문 분석기

   주어진 자연언어 질의가 4가지 분류의 패턴으로 바

므로 구문 분석 규칙이 매우 단순화된다. [4]에서 사용한 

구문 분석 규칙은 의존 문법으로, 핵심 규칙은 ‘질의부’가 

‘조건부’, ‘질의부’, ‘연결부’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

본으로 필요한 경우 패턴마다 외 규칙을 용하 다. 

한, 같은 조건부가 나열되는 경우를 해, 같은 패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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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가 나오면 지배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속 조사 등

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용된다.

3) 질의문 생성기

   구문 분석된 패턴을 분석하여 DB 질의문을 생성한다. 

질의부 패턴이 있고, 질의부 패턴에 지배를 받는 의존소 

패턴들을 찾아서 DB 질의문을 생성한다. 앞의 (  1)에 

한 체  분석 과정이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SQL 

query로 표 하 다. 편의상 FROM 은 생략하도록 한다.

(그림 2) DB 질의문 생성 

   (그림 2)에 나타난 자연언어 질의문은 하나의 질의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만약 질의부 패턴이 2개 이

상 나오면, JOIN 연산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내포

된 질의부에 한 DB 질의문을 먼  생성하고, 그 후에 

바깥의 질의부에 한 DB 질의문을 생성할 때, 가져올 테

이블(FROM )을 내포된 질의부의 DB 질의로 설정하는 

형식이다. 자세한 는 [4]에 나타나있다.

   의미 처리기는 의미부 패턴을 처리하는 부분이다. 용

되는 분야마다, 그리고 패턴마다 다르게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 앞서 나왔던 ‘NOT'의 경우, 아래의 (  3)을 보자.

(  3) 홍길동이 발표하지 않은 논문은 무엇입니까?

(  4) 홍길동이 2005년에 발표하지 않은 논문은 무엇입니까?

   (  3)의 경우, NOT은 조건 에 향을 주게 되는데, 

SQL query로 표 하면 (Query 1)이 될 것이다. (  4)와 

같이, 조건부가 2개 이상인데 NOT이 나타난 경우는 어떻

게 해야 할까? 부분은 (Query 2)처럼, 가장 질의부에서 

가까운 조건부_연도에만 NOT을 용하는 것이 자연스러

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

라 다를 것이다.

(Query 1) SELECT 논문명 WHERE 자 <> ’홍길동‘

(Query 2) SELECT 논문명 WHERE 자 = ’홍길동‘ 

AND 연도 <> 2005

    다른 로, DB에서 제공하는 COUNT() 함수를 이

용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  5) 홍길동이 2005년에 발표한 논문의 개수는 얼마입니

까?

   (  5)와 같은 질의문이 있다면, '개수‘를 ’의미부_개수‘ 

패턴으로 인식한 후, (Query 3)과 같은 DB 질의문을 생성

한 후에, 후처리로 (Query 4)와 같이 COUNT 함수를 

용하도록 한다.

(Query 3) SELECT 논문명 WHERE 자=’홍길동‘ AND 

연도=2005

(Query 4) SELECT COUNT(논문명) WHERE 자=’홍

길동‘ AND 연도=2005 GROUP BY 논문명

   의미부에 한 처리는 우선 어떤 ‘의미’를 처리를 할 

건지 개발자가 설정해야 한다. 상 ‘의미’를 정하고, 그것

을 인식할 패턴을 만들고, 처리 함수를 만드는 것이다. 실

제 사용하는 DB에서의 처리 가능 여부도 악을 해야 한

다. 좋은 의미 처리가 많을수록 사용자가 느끼는 편리함은 

증가할 것이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연언어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시

스템의 일반 인 틀(framework)을 소개하 다. DB 기반 

시스템을 자연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 사용자에게 매

우 큰 편리함을 제공하며, 미래 사회에서 필수 인 기술이

다. 자연언어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시스템은 DB 기반 

시스템의 반부에 있는 처리기로, 폭넓은 처리가 가능

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패턴 매칭만 이용하면 확장성이 매우 떨어지는

데, 이를 피하고자 구문 분석 기법을 도입했으며, 구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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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규칙을 단순하게 하고자 패턴을 4가지로 분류하 으며, 

의미부 패턴을 통해 다양한 의미 처리를 가능하게 하 다. 

각 모듈의 단계를 명확히 하여,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지보

수성을 높 다. 패턴과 구문 분석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속도를 빠르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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