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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판례는 일반인 또는 법률 전문가가 사건에 참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참고할 수 있는 재판의 선례이다. 하
지만 이러한 판례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 대법원 판례 검색 시스템은 판례 검색에 용이하지 않다. 왜
냐하면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검색 결과를 정확히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률 전문가는 검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유사 케이스 매
칭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일반인과 전문가로 하여금 유사 판례 검색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자연
어 처리 태스크에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법률 AI와 관련하여 오직 법률과 관련한 세부 태스
크 수행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으며, 리소스로서의 유사 케이스 매칭 데이터셋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리소스로서의 판례 데이터셋을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 중 문서의 의미를 반영할 수 있
는 Doc2Vec 임베딩 모델과 SBERT 임베딩 모델을 적용하여 판례 문서 간 유사도를 측정·비교하였다. 그 
결과 SBERT 모델을 통해 도출된 유사 판례가 문서 간 내용적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SBERT 모델을 이용하여 유사 판례 매칭 기초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주제어: 판례, 문서 유사도, 유사 판례 데이터셋 

1. 서론

 법률 전문 지식이 온라인상에 공개됨에 따라 법조인은 

물론 법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일반인 역시 다양한 

법률 문서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많

은 연구자들이 법률 도메인에 관심을 가지고 ‘법률 

AI’라는 법률 관련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연구하고 있

다. [1]에서는 법률 도메인에 있는 많은 태스크들이 법

률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다양한 법률 문서의 이해가 필

요하다고 하며, 법률 AI가 법률 시장에서 법조인들의 반

복적인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였다. 또한 법률 AI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셋이 

구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판결 예

측, 법률 문서 생성, 법률 문서 내 엔티티 추출, 문서 

분류, Q&A, 법률 문서 요약 등 다양한 태스크가 생겨나

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법률 AI를 통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일반인들

은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기도 하며, 법률 전문가들은 법

률 지식을 검색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

다. 특히 판례는 자신의 소송을 준비하는 일반인에게 비

슷한 재판 결과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정보이다.

 하지만 현 대법원 판례 검색 시스템은 단순히 해당 키

워드가 포함되었거나 혹은 판례 본문 내 등장하는 키워

드의 빈도 순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법률 전

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결

과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하나의 판례는 여러 법률적 

사실 관계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일반인들이 이를 이해

하기 어려울 뿐더러 법률 전문가가 대법원 시스템에서 

유사 판례를 검색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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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문제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사 케이

스 매칭 데이터셋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국

내에서는 법률 도메인 내 유사 판례 데이터셋이 존재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태스크 해결에만 중점을 둔 

연구가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 

역시도 법률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문서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 유사 판례 데이터셋’구축 방법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구축된 유사 판례 데이터셋

은 리소스로서 문서 분류, Q&A 등 다양한 법률 태스크에

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현 대법원 판례 검색 시스템

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참조 판례에서 더 나아

가 실제 판례의 내용적 유사성이 높은 유사 판례까지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사 판례를 도출하기 위해 

Doc2vec과 SBERT(Sentence-Bert) 모델을 사용하여 문서

를 임베딩한 후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각 모델에

서 도출된 유사도를 바탕으로 의미를 기반으로 한 유사 

판례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2. 관련 연구

 2. 1. Legal AI 

 ‘법률 AI’는 판결 예측, 유사 케이스 매칭, 법률 Q&A 

등의 법률 태스크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위한 연구이다. [1]은 자연어 처리가 어떻게 법률 시스템

을 개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여러 법률 세부 태스크에서

의 연구를 언급하였다. 판결 예측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

해 [2]에서는 이혼, 노동, 대출의 서로 다른 케이스에서 

법률적 요소를 추출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멀티 라벨 분류 문제를 수행하였다. [3]에서는 

대규모 중국어 판결 예측 데이터셋 C-LJP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중국어 판결 예측의 밴치마크 데이터셋이 되었다. 또

한 유사 케이스 매칭 태스크는 전통적인 단어 대 단어 매

칭뿐만 아니라 문서의 메타 정보를 활용한 의미론적 유사

도를 계산하려 하였으며 다양한 딥러닝 기법들이 활용되어 

법률 IR(Information Retrieve)에 도움을 주고 있다. [4]

는 법률 전문가가 비슷한 판결문을 찾고 판결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유사 케이스 매칭 데

이터셋인 CAIL2019-SCM을 구축하였다. [4]에서의 유사 케

이스 매칭 데이터셋은 하나의 triplet에 세 개의 케이스를 

두고 tf-idf 유사도를 측정하여 문서 간 유사도를 나타내

도록 주석하였으며, 주석된 triplet은 최소 세 명의 법률 

전문가가 검수하도록 하였다. 한편, [5]와 [6]에서는 CJRC 

와 COLIEE 같은 법률 MRC 데이터셋 등에 딥러닝 기법을 적

용하여 법률 Q&A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 2. 문서 임베딩 기반 유사도 측정 모델

  단어나 문서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특정 언어 

단위를 벡터로 표현하는 임베딩 과정을 거쳐야 한다. 

Doc2Vec은 Word2Vec 모델[7]의 방식을 확장하여 문서 층

위에서 문장, 단락, 문서 등을 벡터로 표현하며, 이를 통

해 문서 간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문서 분류의 

성능을 높인다[8]. Doc2Vec의 훈련 방식은 Word2Vec의 

CBOW 와 Skip-gram 훈련 방식과 유사한 PV-DM과 PVDBOW가 

있다. PV-DM은 문서 벡터와 단어 벡터를 모두 이용하여 다

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것으로, 정해진 사이즈의 단어

들을 문맥정보로 사용한다. 반면, PVDBOW는 문맥 정보의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문서 벡터만으로 문서에 나오는 

단어를 임의로 뽑아내어 예측하는 방식이다. 

 BERT는 Google AI팀에서 개발한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

델로, 문장 단위 임베딩 및 문맥 기반 임베딩 모델이다. 

BERT는 대규모의 Wikipedia와 BooksCorpus 단어를 학습한 

모델로, 미세 조정 고정을 거쳐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재 자연어 처리 모델 중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BERT를 한국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BERT-multilingual 모델 또는 SKTBrain의 Kobert 등을 사

용할 수 있다. 

 SBert(Sentence-Bert)는 BERT 네트워크에 siamese, 

triplet 구조를 적용한 것으로 기존의 BERT에서는 수행하

기 어려웠던 대규모의 유사도 비교, 클러스터링, 정보 검

색 등을 가능하게 한다. SBERT는 STS(Semantic Textual 

Similarity) 태스크를 통해 성능이 평가되며, 두 문장의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BERT로 STS를 하였을 때보다 SBERT의 성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장 혹은 문서 임베딩을 통해 의미적 유사도

를 평가할 때 BERT보다 적절한 모델임이 확인되었다[10].

 

3. 유사 판례 매칭 데이터셋 구축

 본 논문에서는 Doc2Vec, SBERT 문서 임베딩 모델을 사

용하여 유사 판례를 도출하였다. 판례는 법률종합정보 

사이트1)에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법

과 관련된 판례 총 2,264건을 수집하였다. 각 모델에 수

집한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문서 임베딩을 진행하였으

며 유사도를 측정한 후 두 모델 중 더 높은 값을 보이는 

유사도를 바탕으로 유사 판례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사고법과 관련한 판례를 대상으로 작

은 크기의 데이터셋을 실험 구축하였다. 

1)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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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손해배상(자)][공2010상,29]

Model 유사 판례
Cosine 

similarity

Doc2Vec

서울고등법원 1992. 7. 7. 선

고 91구28537 판결[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판례집

불게재]

0.91

SBERT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

결[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

항 제2호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

부(소극) 및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

한 바에 따라 산출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9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

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

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90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구상금][미간행]【판시사항】[1] 교

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0.88

표 2 모델별 유사 판례 제안 결과 및 유사도

 3. 1. 판례 문서 임베딩

 

 수집한 판례 데이터를 임베딩하기 위해 정제

(cleaning), 토큰화(tokenization)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위해 특수문자를 비롯한 불필요한 문자를 

제거하고 NLTK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먼저, Doc2Vec 임

베딩을 위해 Doc2Vec 훈련 알고리즘 중 문서 벡터와 단

어 벡터를 모두 사용하는 PV-DM(Distributed Memory)을 

적용하여 모델을 생성하였다. 모델의 파라미터는 다음 

표1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scikit-learn 패키지와 gensim 

임베딩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에 등장하는 단어의 

최소빈도는 10으로 설정하였으며, 훈련 횟수는 100으로 

하였다. 

 또한, SBERT 모델은 HuggingFace의 문장 임베딩 모델

‘distiluse-base-multilingual-cased-v1’을 사용하였

으며, [10]에서 고안한 문장 혹은 텍스트의 임베딩을 산

출해낼 수 있는 sentence-transformers 라이브러리를 이

용하였다. 해당 모델은 문장 및 단락을 512차원의 밀집 

벡터 공간에 매핑(mapping)할 수 있으며, 의미 검색 등 

의미를 기반으로 한 유사도 측정에 용이하게 사용되기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각 두 모델을 이용하여 판례 문서를 임베딩

하여 벡터화하였다.

Option Value

DM 1

Vec_size 100

alpha 0.025

min_alpha 0.0025

min_count 10

epoch 100

window 10

표 1 Doc2Vec 모델 parameter

3. 2. 유사도 측정 및 모델 선정

 3.1절에서 임베딩을 진행한 문서 벡터값을 이용하여 문

서 간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유사도는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판례

와 해당 문서 간 유사도 값을 함께 나타내었다. 이때, 

하나의 판례는 둘 이상의 법률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주

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판례가 최

대 유사도 상위 5개까지의 유사 판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표는 Doc2Vec과 SBERT 모델에서 특정 판례

에 매칭되는 유사 판례 및 코사인 유사도 값의 예이다. 

Doc2Vec 모델에서는 상위 1개의 유사 판례 외 의미적으

로 유사한 판례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SBERT 모델의 경

우 상위 3개의 유의미한 유사 판례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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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정 하나의 판례에 해당하

는 유사 판례가 Doc2Vec과 SBERT모델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코사인 유사도 값은 SBERT 모델에서 더 높

게 나타나거나 두 모델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에 실

제 도출된 유사 판례의 내용을 확인하여 문서 간 의미적 

유사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를 확인한 결

과 SBERT 모델로 도출된 판례들의 내용이 의미적 측면에

서 더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최종 유사 

판례 데이터셋은 SBERT 모델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3. 3. 유사 판례 매칭 데이터셋 구축

 유사 판례 데이터셋은 교통사고법과 관련한 판례 총 

2,264건에 SBERT 모델을 적용하여 구축하였으며, 판례 

하나당 유사도를 기반으로 최대 5개의 유사 판례를 도출

해내어 이를 한 세트로 묶어 주었다. 또한, 각각의 판례

가 서로를 동일하게 유사 판례로 가질 때에는 향후 데이

터셋을 활용할 세부 태스크에서 각각의 판례가 링킹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복된 판례를 제외하지 않았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피상적인 법률 AI 태스크 수행을 넘어 

법률 데이터를 활용한 자연어 처리 등에 근본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유사 판례 매칭 데이터셋을 모의 구축하였

다. 이를 위해 개별 단어가 아닌 문서의 문맥적인 측면

을 고려하는 문서 임베딩을 기법을 적용하였고, 임베딩

을 얻기 위해 Doc2Vec과 SBERT 모델을 사용하였다.임베

딩을 얻은 이후에는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하여 판례 간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유사도 측정 결과 Doc2Vec에서보

다 SBERT에서 더 높은 의미적 유사성을 보였으며, 더 높

은 유사도를 보이는 SBERT를 바탕으로 판례 하나당 최대 

5개까지의 유사 판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사 판례 데이

터셋을 구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실제 사용자에게는 정보 검색에 

있어 편리함을 제공하고, 법률 태스크에서는 리소스로 

활용될 수 있는 국내 유사 판례 데이터셋의 중요성을 인

지하고, 국지적인 쓰임을 넘어 태스크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유사 판례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법률 

주제와 도메인에서 대규모의 유사 판례 데이터셋을 구축

한다면 실제 법률 AI 어플리케이션 및 법률 지식이 부족

한 사람들의 법률 정보 접근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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