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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자연어로 기술된 기업 업무문서를 제한된 자연어로 변환하는 실험에 해 기술하고 변환 

과정에서의 문제 과 이를 해결하기 한 여러 방법을 제시한다. 제한된 자연어는 어휘  문법의 제

약을 가지는 자연어로 그 제약으로 인해 보다 정형 인 표 과 기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에서 기계

와 인간 사이의 고차원 인 인터페이스로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업무 문서를 상으로 한 본 실

험의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오늘날 기업의 업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려나게 

된다. 기업은 경  환경의 변화를 극 이고 유연하게 수

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근본 이고 요한 문제는 기

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 략의 수립과 이를 

실 하기 한 업무 로세스의 신이다. 업무 로세스

의 신을 이루어내기 해서는 지속 으로 업무 로세

스를 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공 인 로세스 리를 해서는 업무 로세스의 

정확한 정의  분석이 요구된다. 재 로세스 정의  

모델링을 도와주는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해서는 먼  업무에 한 철 한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해서 업무 분석 문가들이 기업 내

의 수많은 업무 문서와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업무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업무 분석 담당자가 수

작업으로 수행함으로써 로세스가 락될 우려가 있다. 

한,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업무 문서는 종류도 다양하고 

그 양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업무 문서를 자동 는 

반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은 업무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일 수 있을 것이다[1]. 

업무 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하기 해 여러 가지 도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자연

어를 이용하여 업무 문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

한된 자연어는 어휘와 문법 면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일반

인 자연어를 분석하는 도구에 비해서 더욱 정형 인 분

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정형화된 표 은 기계가 이

해하고 처리하기 용이하고 결과 으로 분석과정을 자동으

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에 앞서 우

선, 자연어로 표 된 기업 업무문서를 제한된 자연어로 변

환하고자 한다. 한, 제한된 자연어가 가지는 제약으로 

인해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 을 악하고 이

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 련

연구에서는 제한된 자연어  그  하나인 

ACE(Attempto Controlled English)에 하여 소개한다. 3

장에서는 자연어를 ACE로 변환하는 실험에 하여 서술

한다. 4장에서는 변환 과정에서의 문제 과 이에 한 해

결책에 해 살펴보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2. 련연구

본 장에서는 제한된 자연어  본 논문에서 사용한 

ACE에 해 소개하고 업무 문서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담

화표 구조에 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2.1 제한된 자연어

제한된 자연어(Controlled Natural Languages: CNL)는 

자연어가 가지는 모호성과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해 문

법과 어휘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연어의 부분

집합이다[2]. 

제한된 자연어는 이런 제약으로 인해 일반 으로 구성

측면에서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한 해석을 하기 

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제한된 자연어는 지식의 획득 

 지식의 표 과 같은 특수한 목 을 해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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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런 특징들로 인해 시멘틱 웹을 한 인터페이스 언

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한,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에서 기계와 인간 사이의 고차원 인 인터페이

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3]. 

재까지 제한된 자연어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로 Attempto Controlled English(ACE), 

PENG Processable English, Common Logic Controlled 

English, Boeing’s Computer-Processable Language 등이 

개발되었다.  

2.2 Attempto Controlled English(ACE)

Attempto Controlled English(ACE)는 취리히 학의 

리서치 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제한된 자연어이다. 즉, 

문법과 어휘 면에서 제약을 가지는 표  어의 서 셋이

다[4]. 

ACE는 ACE 문서를 일차논리로 변환해주는 싱 엔

진(Attempto Parsing Engine: APE)  사용자들이 ACE

를 배우지 않아도 올바른 ACE 문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CE 편집기, ACE를 사용하는 시멘틱 키인 

AceWiki 등 다양한 도구들을 지원한다. ACE와 여러 가

지 도구들은 정형 인 표 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 쪽 분

야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해 고안되었다. ACE는 

내부 언어로 담화표 구조(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 DRS)를 사용한다. ACE 텍스트 분석을 통해 

나온 DRS는 FOL, PQL, FLUX, RuleML 등과 같은 다양

한 다른 지식 표  언어로 번역가능하다[4].

2.3 담화표 구조(DRS)

담화표 구조는 담화상황을 표 하기 한 언어이다. 

이러한 담화표 구조는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계

항들의 집합과 상태 혹은 조건들의 집합. 여기서 계항은 

상황에서 소개되는 실체들이고 상태는 이런 실체들이 유

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술어이다[5].    

ACE에서는 ACE를 한 DRS를 따로 정의하고 있다. 

ACE 구문분석기는 ACE 문장을 DRS 표 으로 명확하게 

번역하여 다. ACE 문장에서 추출된 DRS는 

drs(Domain, Condition)  형식으로 반환된다. 여기서 

Domain은 담화 계항들의 목록이고 Condition은 계항

들의 단순하거나 복잡한 상태들의 목록이다. drs는 논리

인 아톰들에 해 구체화된 표기법을 사용하여 표 한다. 

를 들어, 명사로 소개되는 객체들을 나타내기 해서는 

object(Ref, Noun, Quant, unit, Op, Count)와 같은 표기

법을 사용한다[6]. 

3. 업무 문서를 ACE로 변환

본 장에서는 Delftown 도서 에서 회원 신청  도서

의 출과 반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연어로 설명하고 

있는 업무 문서를 ACE로 변환하는 실험에 해 기술한다. 

3.1 ACE 문장으로 변환

ACE의 어휘는 11개의 품사로 구성되어 있다: 부사, 

자동 인 형용사, 타동 인 형용사,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측정명사, 고유명사, 자동사, 타동사, 수여동사, 치사. 

두 단어 이상의 복합어는 공백의 사용이 안되기 때문

에  신 하이 으로 단어를 연결해서 표 한다. 

registration form -> registration-form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의 경우, 를 들어 고유명

사 같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 로 묶어서 표 된다[7]. 

University of Ulsan -> 'University-of-Ulsan'

도서  업무문서를 ACE로 변환하기 해 다음과 같

은 사항들을 고려하 다.

1) 용어 처리

처음 나오는 명사의 경우에는 a/an으로 변경해야 한

다.

원문) The information desk also serves as the 

registration desk. 

ACE) An n:information-desk serves as a 

n:registration-desk.

2) 새로운 어휘의 처리

새로운 어휘 앞에 문장성분에 따른 두어를 사용한다

(동사: v, 명사: n, 형용사/부사: a, 고유한 이름: p).

원문) She writes the data needed on a registration 

form.

ACE) p:Lisa writes the data a:needed on a 

n:registration-form.

3) 주어가 and, or로 연결된 문장의 처리

주어가 and 혹은 or로 연결된 문장은 주어를 분리하여 

각각을 하나의 완 한 문장으로 표 한다.

원문) Tim or Kris will then scan the bar code on 

the membership card, as well as the bar code on the 

book.

ACE) p:Tim scans the n:bar-code on the 

n:membership-card and the n:bar-code on the book or 

p:Kris scans the n:bar-code on the n:membership-card 

and the n:bar-code on the book.

4) 문두의 부사구, 치사구, 분사구문 등의 처리

문두에 부사구, 치사구, 분사구문 등이 나타나는 경

우, 이를 문장의 마지막이나 한 치로 이동한다.

원문) About every hour, Lisa collects the pile and 

puts the books back in the shelves. 

ACE) p:Lisa collects the pile and v:puts the books 

a:back in the shelves about every hour.

5) 속사 처리

 ACE는 어휘에 제한이 있어 다양한 속사 처리가 

어렵다. 이러한 속사는 if～then 구문 등으로 문장을 변

환하거나 문장을 분리한다.

원문) As son as he gets the decision of the board, 

he writes a corresponding note and sends it by 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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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 to the applicant.

ACE) If p:Tim gets the decision of the board then 

p:Tim writes a n:corresponding-note and sends it by 

the a:postal mail to the applicant instantly.

6) 치사 처리

ACE는 다양한 치사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새로

운 어휘를 처리하기 해 두어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4개의 품사에만 해당되고 속사나 치사에는 

두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체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계 명사로 연

결한다. 

원문) Exceptions may be made for people without 

means.

ACE) An n:exceptions may be made for the people 

which does not have the n:means.

7) 재분사, 과거분사 처리

문장 간의 재분사 는 과거분사는 문장을 분리하

거나 계 명사로 연결한다.

원문) Membership cards have a bar code on them 

representing the membership number.

ACE) The n:Membership-cards have a n:bar-code 

on the card. The n:bar-code represents the 

n:membership-number.

3.2 ACE 변환에 한 검증

APE는 ACE의 문법에 어 나는 문장에 해서는 구

문분석을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CE로 

변환된 문장에 해 APE를 이용하여 구문분석을 함으로

써 변환이 제 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 다. APE는 구

문분석의 결과를 DRS, FOL, OWL RDF 등 다양한 형태

로 표 해주지만 본 연구에서는 DRS 구조로 표 하 다. 

다음은 구문분석을 통해 ACE로 변환된 문장에 한 

검증을 실시한 이다. 

원문) As son as he gets the decision of the board, 

he writes a corresponding note and sends it by postal 

mail to the applicant.

ACE) If p:Tim gets the decision of the board then 

p:Tim writes a n:corresponding-note and sends it by 

the a:postal mail to the applicant instantly.

DRS 구조)

4. 문제   해결방안

ACE는 어휘와 문법 면에서 제한을 가지고 있는 언어

이다. 자연어의 ACE 변환 실험 과정에서 이러한 제한으

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먼 , ACE는 어휘의 수가 제한 이어서 원문에서 사

용한 단어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단어로 체

하거나 새로운 어휘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ACE에서는 새로운 어휘에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새

로운 어휘 앞에 문장성분에 따른 두어(prefix)를 사용하

는 방법과 사용자 어휘 일에 새로운 어휘를 직  추가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어를 붙이는 방

법을 사용하 다. 그러나 모든 품사에 한 두어가 제공

되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속사와 치사의 처리에 어

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문장을 분리

하거나 다른 문장으로 변환하거나 계 명사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사용하 다. 

한 문법 인 제약으로 인한 문제도 나타났다. 를 

들어, then의 경우에는 반드시 if와 함께 쓰여야 한다든지 

쉼표(,)의 경우는 and나 or로 문장을 연결할 때만 쓰일 수 

있다. 

다음 표 1은 ACE 문장으로 변환 과정에서 자주 발생

했던 문제   해결방안을 요약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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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CE 변환과정에서의 문제   해결방안

문제 발생 해결 방안

문두의 부사구, 

치사구

문장의 다른 치로 이동

(주로 문미로 이동)

분사구문 문장 변환, 계 명사로 연결

치사와 함께하는

계 명사
문장의 분리

속사 문장 변환(주로 if~then 구문)

문장 간의 쉼표 문장의 분리, and로 연결

수동 표 의 복 문장 변환

단어의 의성 다른 단어로 체
 

5. 결론

경쟁 이고 변하는 경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해 기업은 업무 로세스의 지속 이고 자동

인 리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기업 내 업무 

로세스의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는데 기업의 업무 로

세스는 기업 내의 다양한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정형 인 자연어로 기술된 업무 문서에서 

자동 으로 업무 로세스를 분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어로 기술된 기업 업무문서를 제한

된 자연어인 ACE로 변환하고 변환 과정에서 제한된 자연

어가 가지는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 과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 다. 한, 변환된 문장에 

한 구문분석을 통해 변환이 제 로 수행되었는지를 검

증하 다. 제한된 자연어는 정형  표 이 가능하고 기계

가 처리가능하다는 에서 기계와 인간 사이의 고차원

인 인터페이스로서 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본 실험의 

결과는 기업 업무문서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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