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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검색용 자연언어 질의어 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웹브라우저
와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시스템내의 웹서버를 통하여 전달된 자연언어 질의어를 추출하고 토큰을 분리
하며, 상품 가격을 나타내는 구간명시형, 구간추략형, 최소최대형의 용어가 존재하는지 조사하여 존재할 
경우 기억장소 배열에 저장한 후 해당 토큰을 제거하고, 각 토큰에서 조사를 제거한 후 불용어 토큰을 제
거하는 검색대상 용어 추출단계와, 추출된 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용어 테이블을 
검색하여 각 용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조회사명, 상품분류명, 상품명, 주요사양에 대하여 동의어/유사
어/외래어를 확장한 후, 질의어에 대한 정규식을 생성하는 단계와, 생성된 정규식을 관계형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의 질의어인 구조적 질의어로 변환하여,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상품 테이블을 검색하여 제조
회사명, 상품분류명, 상품명, 주요사양, 모델번호, 가격, 문서위치와 같은 7가지 상품정보를 가져오고, 
문서위치로부터 홈페이지 문서위치를 추출하여 검색결과에 덮붙인 후 HTML 문서를 동적 생성하여 웹서버
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결과 생성단계로 구성함으로써, 자연언어 질의어에 대한 정확한 상품
정보 추출 및 빠른 처리시간을 통하여 고품질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검색용 자연언어 질의어 처리방법의 처리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구매자 웹브라우저                   20 : 판매자 웹브라우저

30 : 머천트 시스템                       40 : 웹서버

50 : 고성능 웹-데이터베이스 게이트웨이 응용서버

51 : 전자상거래정보 검색 시스템

52 : 전자상거래정보 디렉토리관리 시스템

53 : 전자상거래정보 색인 시스템

60 : 관계형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70 : 전자상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        80 : 검색대상 용어 추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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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질의어 정규식 생성기                91 : 용어 데이터베이스

92 : 동의어 데이터베이스                 100 : 검색결과 생성기

101 : 상품 데이터베이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서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자연언어 질의어로 자
신이 원하는 상품정보에 대한 검색을 요청하면, 이를 관계형데이터베이스(Relational DataBase, 이하 RDB
라 칭함)에서 추출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에는 이 분야의 검색서비스가 인터넷 월드와이드웹(Internet  World-Wide  -Web)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연언어 질의어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자연언어 질의어에 대한 구문 분석의 복잡성으로 인
하여 검색속도의 저하가 수반되므로 자연언어 질의어에 의한 검색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고, ‘하이퍼텍
스트 형성 언어(Hyper Text Markup Language, 이하 HTML라 칭함) 양식 태그(Form Tag)’에 검색하고자 하
는 상품정보를 일일이 구분하여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사용의 불편을 초래하여, 일반 국민이 널리 손쉽게 사
용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사용자가 자연언어를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에 대한 검색을 요청
하면,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언어 질의어에서 상품정보 검색용어를 추출하여 관계형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이하 RDBMS라 칭함)의 질의어인 구조적질의
어(Structured Query Language, 이하 SQL라 칭함)로 변환하여 가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검색대상 용어를 추출하고, 추출된 각각의 용어의 질의어에 대한 
정규식을  생성하며,  생성된  정규식을  관계형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RDBMS)의  질의어인 구조적질의어
(SQL)로 변환하여 검색결과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로서, 구매자 웹브라우저(10), 판매
자 웹브라우저(20), 머천트 시스템(30), 웹서버(40), 전자상거래정보 검색시스템(51), 전자상거래정보 디
렉토리관리 시스템(52), 전자상거래정보 색인 시스템(53)의 3부분으로 구성된 고성능 웹-데이터베이스 게
이트웨이 응용서버(50), 관계형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60), 전자상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70)으로 이루
어져 있다.

상기 도 1은 인터넷 가상상점(Internet virtual stores)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자는 자신
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웹브라우저(10)를 이용하여 자연언어 질의어로 요청하면, 전자상거래
정보  서비스  시스템내의  웹서버인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  데몬(HyperText  Transfer  Protocol 
Daemon, 이하 HTTPd라 칭함)(40)의 빠른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Fast Common Gateway Interface, 이
하 FastCGI라 칭함)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정보 검색시스템(51)에 전달되고, SQL로 변환되어, 관계형데이터
베이스 관리시스템(RDBMS)(60)에 전달 되면 전자상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70)에서 해당 상품정보를 추출
하여,  다시  전자상거래정보  검색시스템(51)에게  전달되어  검색결과를  HTML  문서로  동적변환하여 

HTTPd(40)을 통하여 구매자의 웹브라우저(10)에 전달된다.

인터넷 가상상점을 구축하여 상품을 팔고자 하는 판매자는 자신의 웹브라우저(20)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Home  Page)  문서위치(Uniform  Resource  Locator,  이하  URL라  칭함)와  판매자  정보를  입력하면, 
HTTPd(40)의 FastCGI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정보 디렉토리관리시스템(52)에 전달되고 판매자 인증절차를 통
과하면 SQL이 생성되어, RDBMS(60)에 전달되고 전자상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70)에 판매자의 디렉토리가 
등록되어 다시 등록정보가 전자상거래정보 디렉토리관리시스템(60)에게 전달되어 등록결과를 HTML 문서로 
동적변환하여 HTTPd(40)을 통하여 판매자의 웹브라우저(20)에게 전달된다.

전자상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70)에 등록된 가상상점은 전자상거래정보 색인시스템(53)내의 색인용 웹에
이전트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HTTPd(40)을 통하여 판매자의 머천트시스템(Merchant System)(30)으로 가서 
상품정보가 있는 HTML 문서를 찾아서 다시 HTTPd(40)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정보 색인시스템(53)에 모아지
면 상품정보 색인기에 의하여 상품정보를 추출하여 이에 대한 SQL이 생성되어 RDBMS(60)에 전달되면 전자
상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70)에 해당 상품정보를 등록한다.

다음 표 1, 표 2, 표 3은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검색용 자연언어 질의어 처리방법에서 이용되는 데이터베
이스의 구성도이다.

사용자의 자연언어 질의어로부터 상품정보 검색용 SQL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표 
1의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용어 테이블, 표 2의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동의어 테이블, 그리고 표 3의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상품정보 테이블로 구성된다.

상기 용어 테이블과 동의어 테이블은 전자상거래정보 색인시스템(53)과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시스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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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인 사람의 협동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며, 상품정보 테이블은 전자상거래정보 색인시스템
(53)에 의하여 자동으로 구축된다.

상기 용어 테이블은 용어, 통제필드, 그리고 등록일자를 나타내는 필드로 구성되며, 동의어 테이블은 대
표용어, 동의어, 그리고 등록일자로 구성되며, 상품정보 테이블은 제조회사명, 상품분류명, 주요사양, 상
품명, 모델번호, 가격, 문서 위치, 그리고 등록일자로 구성된다.

[표 1]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용어 테이블

필드(컬럼) 명칭 필드(컬럼) 사양

용어(TERM) variable Character

통제필드(CFIELD) Variable Character

등록일자(RDATE) DATE

[표 2]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동의어 테이블

필드(컬럼) 명칭 필드(컬럼) 사양 

대표용어(RTERM) Variable Character 

동의어(SYNONYM) Variable Character

등록일자(RDATE) DATE

[표 3]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상품정보 테이블

필드(컬럼) 명칭 필드(컬럼) 사양

제조회사명(CIC) Variable Character

상품분류명(PCC) Variable Character

상품명(BN) Variable Character

주요사양(CFC) Variable Character

모델번호(MN) Variable Character

가격(PRICE) Integer

문서위치(URL) Variable Character

등록일자(RDATE) DATE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검색용 자연언어 질의어 처리방법의 처리 흐름도로서, 
인터넷 가상상점(Virtual Stores)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
품의 정보를 웹브라우저(10)를 이용하여 자연언어 질의어로 검색을 요청하면(S1),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시스템내의 웹서버인 HTTPd(40)를 거쳐서(S2) 사용자 자연언어 질의어 추출기에 의하여 질의어가 추출되
어(S3) 기억장소 배열에 저장된다.

저장된 자연언어 질의어는 질의어 토큰(Token) 분리기에 의하여 공백, 쉼표, 마침표, 그리고 기호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절단기호(Delimitors)로 하여 토큰이 분리된다(S4).

분리된 토큰에서 상품가격을 나타내는 용어가 존재하는지 조사하여 존재할 경우 기억장소 배열에 저장한 
후 해당 토큰을 제거하며(S5), 각 토큰에서 조사가 제거된 후(S6) 불용어 토큰이 제거된다(S7).

본 발명에서 처리대상으로 하는 상품가격을 나타내는 용어는 한 예를 들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 
구간명시형, '100만원대'인 구간추략형, '가장 싼 것'인 최소최대형의 3가지이다.

이상의 처리절차가 완료되면 최초의 사용자 자연언어 질의어로부터 검색대상이 되는 용어가 추출된 것이
다(80).

본 발명에서 처리대상으로 하는 질의어에 관한 상품정보는 제조회사명(Company Identification Code, 이
하 CIC라 칭함), 상품분류명(Product Classification Code, 이하 PCC라 칭함), 상품명(Brand Name, 이하 
BN라 칭함), 주요사양(Chief Function Code, 이하 CFC라 칭함) 그리고 가격(PRICE)이다.

구매자는 상기 5가지 상품정보를 조합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용하여 검색을 요청한다.

상기 추출된 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삽입구조적질의어(Embedded SQL, 이하 ESQL라 칭함)을 생성하여 전자
상거래정보 서비스 용어 테이블(91)을 검색하면 통제필드로부터 각 용어의 특성(CIC, PCC, BN, CFC)을 파
악할 수 있다(S8).

상기 5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용어는 처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가격을 제외한 4가지 용어에 대하여 
ESQL을 생성하여,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동의어 테이블(92)을 검색하면 각각에 대한 동의어/유사어/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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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가져올 수 있다(S9).

한 용어에 대하여 검색된 동의어/유사어/외래어는 그 용어에 대한 한 개의 용어집합으로 처리되며, 질의
어에 대한 정규식 생성시에는 고려되지 않는다(S10).

상기 자연언어 질의어 정규식 생성은, 질의어로부터 논리연산자를 선택하는 과정 및 상품가격을 나타내는 
용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 용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이때 상기 질의어로부터 논리연산자를 선택하는 과정으로는, 자연언어 질의어를 논리적 가느 토큰으로 분
리하는 제 1 단계, 불용어 토큰을 제거하여 검색 대상 용어를 추출하는 제 2 단계, 추출된 검색 대상용어
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검색 대상용어에 대한 특성을 이용하여 논리적 연산자로 질
의어를 생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은 각 단계를 거쳐 자연언어 질의어로부터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검색용 질의어가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자연언어 질의어로부터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검색용 질의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가 자연언어로 "삼성의 냉장고를 100만원대에 사고 싶어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용자의 자
연어어로 질의어는 논리적 분리 가능한 "삼성의", "냉장고를", "100만원대에", "사고", "싶어요"라는 토
큰들로 분리되는 상기 제 1 단계와, 논리적으로 분리된 토큰들은 조사사전을 통하여 불용어 토큰들이 분
리되는 상기 제 1 단계와, 논리적으로 분리된 토큰들을 조사사전을 통하여 불용어 토큰드리 제거되어 "삼
성", "냉장고", "100만원대"라는 검색 대상용어를 구함으로써 상기 제 2 단계를 수행하고, 구해진 검색 
대상용어를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검색을 위한 용어정의 사전테이블을 통하여 "삼성" - 제조회사명(ICC), 
"냉장고" - 상품분류명(PCC), "100만원대" - 가격정보(Price)와 같은 특성으로 재 정의된다.

상기와 같이 검색 대상용어에 대한 특성이 구해지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의 질의어인 구조적 질의어(SQL)을 생성하여야 하는데 구해진 검색 대상
용어에 대한 복합질의를 위하여 논리연산자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제 4 단계를 수행한다.

이때 검색 대상용어에 대한 특성을 이용하여 논리적 연산자로 질의어를 생성하는 상시 제 4 단계에 대하
여 좀더 복잡한 자연언어 질의어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삼성와 대우의 TV와 냉장고 100만원대를 사고 
싶어요"에 대한 상기 제 1,2,3 단계를 거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삼성", "대우" - 제조회사명(CIC)

"냉장고", "TV" - 상품분류명(PCC)

"100만원대" - 가격정보(PRICE)

본 발명에서 생성되는 질의어 정규식은 아래 식 1과 같다.

((CIC)) * ((PCC)) * ((BIN)) * ((CFC)) * (PRICE)) ……식(1)

상기 식 1의 '*'는 논리연산자 AND, '(( ))'는 발생가능개수로서 0개 이상을 나타낸다.

한 예를 들어 구매자가 '삼성과 대우의 TV와 냉장고 100만원대를 사고 싶어요'라는 질의어로 검색을 요청
하면, 상기 식 1로부터 생성되는 정규식은 다음과 같다.

(삼성) * (TV) * (100만원대)

(삼성) * (냉장고) * (100만원대)

(대우) * (TV) * (100만원대)

(대우) * (냉장고) * (100만원대)

여기서 상위와 같은 4개의 SQL 적용 대상 정규식이 도출되는 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검색 대상용어들을 OR 관계이고, 다른 특성들끼리는 AND 관계이다.

즉, OR 관계 : (삼성 혹은 대우),

(TV 혹은 냉장고)

AND 관계 ; (삼성 혹은 대우)와 (TV 혹은 냉장고)와 (100만원대)

둘째, SQL 적용대사 정규식의 개수는 OR 관계인 것의 발생빈도를 AND 관계 개수 만큼의 곱으로 계산되는, 
즉 상기 예에서는 CIC가 2개, PCC가 2개, 그리고 Price가 1개 발생하여 2 * 2 * 1 = 4가 된다.

상기 정규식을 가지고 가장 전형적인 SQL을 생성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select * from 상품정보

where : CIC = '삼성' OR : CIC = '대우'

AND   : PCC = 'TV' OR : PCC = '냉장고'

AND   : Price between 1000000 and 1999999;

여기서 "100만원대"는 1000000원에서 1999999원사이로 변환해서 검색할 수 있는 일실시예를 나타낸 것이
다.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의  자연언어  질의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구문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상기 질의어 정규식(식 1)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관심의 대상은 5가지 특성이며, 사용자에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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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아래와 같은 복잡한 자연언
어 질의어의 경우에도 상기 질의어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삼성 TV와 대우 냉장고를 각각 100만원대로 사고 싶어요"

(삼성과 대우의 TV와 냉장고 100만원대를 사고 싶어요")

상기 두 가지 질의어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은 "삼성 냉장고 100만원대"와 "대우 TV 100만원대"를 추
가로 보여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비교를 위한 자료로 제시하게 되는 것
이다.

이와 같이 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정확한 구문분석을 수행할 경우 시스템 응답시간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본 발명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웹상의 검색서비스 환경에 적합하지 않
다는 것이다.

다음 상기 상품가격을 나타내는 용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는, 구간명시형(예를 들
어 50만원에서 100만원사이), 구간추락형(예를 들어 100만원대), 최소최대형(예를 들어 가장 비싼 것, 가
장 싼 것)의 3가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상기 질의어로부터 논리연산자를 선택하는 과정의 1, 2, 3 단계를 
거치는 동안 가격을 나타내는 용어는 전자사전, 즉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용어 테이블'과 '전자 상거래
정보 서비스 동의어 테이블'에 나타낸 바와 같다.

예를  들어  '원,  '만원',  '원대,  '만원대',  '만원정도'  등등은  상기  구간추략형으로,  '원에서', 
'만원에서', '원부터', '원사이', '만원사이' 등등은 상기 구간명시형으로, '비싼', '싼', '저렴한' 등등
은 상기 최소최대형으로 구분하여 등록된 것을 이용하여 가격을 나타내는 검색대상용어임을 파악할 수 있
으며, 동시에 3가지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상기 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검색대상이 되는 용어로부터 질의어 정규식이 생성된 것이다(90).

다음은 생성된 질의어 정규식으로부터 RDBMS의 질의어인 SQL을 생성하는 것이다(S11).

이때 생성되는 SQL은 정적(Static) SQL로서, 질의어 정규식으로 생성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고려
하여 단 1번의 수행으로 관련 정보를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1개의 SQL 문장에 호스트 변수
(Host Variable)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생성된다.

물론 그때그때 생성되는 질의어 정규식에 대응하는 동적(Dynamic) SQL를 생성하여 대응할 수도 있으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월드와이드웹상의 검색서비스 환경에서 동적 SQL를 생성하여 검색하는 것
은 처리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RDBMS의 질의어 최적화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므로 본 발명
에서는 배제시켰다.

생성된 구조적 질의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상품 테이블(101)을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가져
온다(S12).

본 발명에서 처리대상으로 하는 질의어에 관한 상품정보는 CIC, PCC, BN, CFC 그리고 PRICE이지만, 검색
결과로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정보는 이 5가지 정보에 덮붙여서 모델번호,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가
상상점내의 URL, 그리고 URL로부터 추출한 가상상점의 홈 페이지 URL이 부가적으로 제공된다.

상기 8가지 정보에 관한 검색결과는 HTML 문서 형태로 동적으로 생성되어(S13), HTTPd(40)을 통하여 구매
자의 웹브라우저(10)에 전달된다(S14).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언어 질의어로 원하는 상품정보를 요청하
므로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자연언어 질의어에 대한 정확한 상품정보 추출 및 빠른 처리
시간을 통하여 고품질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검색용 자연언어 질의어 처리방법에 있어서,

검색대상 용어를 추출하는 제 1 과정과;

추출된 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질의어 정규식을 생성하는 제 2 과정과;

생성된 정규식을 관계형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RDBMS)의 질의어인 구조적질의어(SQL)로 변환하여 검색결
과를 생성하는 제 3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검색용 자연언어 질의어 
처리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과정은

인터넷 가상상점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자가 상품의 정보를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자연언
어 질의어로 검색을 요청하는 제 1 단계와;

자연언어 질의어로 검색을 요청한 후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시스템내의 웹서버를 거쳐 사용자 자연언어 
질의어 추출기를 통해 질의어를 추출하여 기억장소 배열에 저장하는 제 2 단계와;

저장된 자연언어 질의어를 질의어 토큰 분리기를 통해 공백, 쉼표, 마침표 및 기호와 같은 여러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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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기호로 하여 토큰을 분리시키는 제 3 단계와;

분리된 토큰에서 상품가격 용어가 존재할 경우 기억장소 배열에 저장한 후 해당 토큰을 제거하고, 각 토
큰에서 조사를 제거한 후 불용어 토큰을 제거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상품정보 검색용 자연언어 질의어 처리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과정은

자연언어 질의어를 논리적 가능 토큰으로 분리하고 불용어 토큰을 제거하여 검색 대상용어를 추출하며 추
출된 검색 대상용엉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이용해 논리적 연산자로 질의어를 생성하는 제 1 단계
와;

상기 자연언어 질의어를 구간명시형, 구간추략형, 최소최대형으로 구분하여 상품가격을 나타내는 용어의 
형태를 파악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검색용 자연언어 질의어 
처리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과정은

생성된 정규식을 RDBMS의 질의어인 SQL로 변환하는 제 1 단계와;

전자상거래정보 서비스 상품 테이블을 검색하여 제조회사명(CIC), 상품분류명(PCC), 상품명(BN), 주요사
양(CFC), 모델번호(MN), 가격(PRICE), 문서위치(URL)의 상품정보를 가져오는 제 2 단계와;

상기 URL로부터 홈페이지 URL를 추출하여 검색결과에 덮붙인 후 HTML 문서를 동적 생성하여 웹서버를 통
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검색용 자연언어 
질의어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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