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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세 심판에 대한 선결정례는 법원 판례의 경우 유사 심판례를 검색하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심판문에 대한 검색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워드를 통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키워
드의 입력이 필요하며, 키워드를 모르는 경우 필요한 문서를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검색된 문서 중에는 내용
이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심판례의 검색을 위하여 문서를 3차원 공간에 벡터화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거리상 가까운 문서를 검색하는 방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판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
어들의 유사도를 분석한 후, 최빈값을 추출하여 본문의 텍스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문서의 코사인 
유사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을 통하여 조세와 관련된 심판례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신속
하고, 정확한 검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융합, 조세 판례, 유사 문서, 자연어처리, 워드 임베딩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search for and obtain an example of a similar judgment in case of court 
judgment. The existing judge's document search uses a method of searching through key-words entered 
by the user. However, if it is necessary to input an accurate keyword and the keyword is unknown, it 
is impossible to search for the necessary document. In addition, the detected document may have 
different contents. In this paper, we wan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of vectorizing a 
document into a three-dimensional space, calculating cosine similarity, and searching close documents 
in order to search an accurate judge's example. Therefore, after analyzing the similarity of words used 
in the judge's example, a method is provided for extracting the mode and inserting it into the text of 
the text, thereby providing a method for improving the cosine similarity of the document to be 
retrieved. It is hoped that users will be able to provide a fast, accurate search trying to find an example 
of a tax-related judge through the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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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데이터의 중요성에 따라 대량의 문서 데이터가 증가하

고 있으나, 일반 사용자는 해당하는 문서를 이해하기 위
하여 요약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는 단
순한 통계에 의해 생성되고 있어, 의미 있는 문장의 생성
과 문장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
이다[1]. 문서 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키워드 추출과 키워
드 사이의 연결 중심성을 시각화하여 연구 동향 분석방
법을 제시하는 연구[2], 웹 추천기법에서 사용하기 위하
여 Word2Vec 기법과 앙상블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영화 추천 방안에 대한 연구[3]와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키워드인 인공
지능을 산업의 여러 분야에 융합하고자하는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팩토리 효율성 강화 
모델에 관한 연구와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에 대한 연구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4,5].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많은 분야의 기술들이 자체적으로 융합되어 새
로운 형태의 기술과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해석과 적용에 대한 노력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특히 조세 심판에 대한 선결정례가 중요한 
법원의 판례의 경우 사건의 유사 심판례를 찾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기존의 심판문 검색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문서를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은 문서 내에서 등장하는 키워드를 찾아 검
색 결과를 표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해야 
하며, 정확한 키워드를 모르는 경우 원하는 문서를 찾을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 키워드를 포함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도 검색되어 사용자가 정확한 심
판례를 검색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심판례를 검색하기 위하여, 심
판례 문서를 3차원 공간에 벡터화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거리상 가까운 문서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판례에서 사용하는 단어
들의 유사도를 분석한 후, 최빈값을 추출하여 이를 본문
의 텍스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문서의 코사인 유사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을 통하여 조세와 
관련된 심판례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정확한 심
판례의 검색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관련연구
2.1 워드 임베딩 

워드 임베딩은 문장과 문단을 포함하는 각 단어 사이
의 관계를 수치화하여 벡터로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는 
특정한 단어의 의미와 주변 단어 분포가 관계성이 있음
을 가정하며 각 단어 벡터 값의 연산을 통하여 단어 간 
관계를 만든다[6,7].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단어 임베딩 
기반 학습은 NNLM(neural network language model)
이 제안된[8] 이후 분류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9,10]. 

Word2Vec은 단어 임베딩을 활용한 텍스트 및 이미
지 분류, 자연어 처리, 질의응답 시스템 연구에 폭넓게 활
용되고 있다. Word2Vec은 은닉층의 수를 줄임으로 모
델을 단순화시켜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단어 간의 관계
를 추론할 수 있다[11]. 

단어의 의미와 순서를 가지고 있는 벡터의 형태로 단
어를 표현하는 기법인 Word2Vec 모델은 특정한 임베딩
공간상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으며
[12,13], 주어진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전후 관계를 
학습하여 단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벡터 값으로 문
서를 구성하고  있는  자질들을  수치화한다.  이것은  
기존의  통계적인 방식을 활용한 연구[14-16]와는 다르
게 별도의 유사도 계산이나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 없이 
변별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벡터 값으로 단어를 수
치화할 수 있다.

2.2 Doc2Vec
Doc2Vec은 비정형 데이터인 문장이나 혹은 구문, 문

단을 벡터 공간에서 표현하는 알고리즘이며 패러그래프 
벡터와 동일한 개념이다[17]. Word2Vec이 단어를 임베
딩하기 위한 모델로 제안되었듯이, Doc2Vec은 문서 임
베딩 모델을 활용하여 벡터 공간 안에 표현하는 기법으
로 문장이나 문서에 대하여 벡터 값으로 나타내는 비지
도 학습 방법이다[18]. 

Doc2Vec 모델은 두 가지 알고리즘인 Distributed 
Memory(DM)와과 Distributed Bag of Words(DBOW)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DM모델은 다음의 Fig. 1과 같
이 단어를 학습시킬 경우 각각의 학습 단계를 벡터에 기
억하게 하고, 이후 최종 학습된 벡터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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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ed Momory(DM) Model

DBOW 모델은 다음의 Fig. 2와 같이 어떠한 문서가 
주어졌을 경우, 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19].

Fig. 2. Distributed Bag of Words(DBOW) Model
  

2.1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다음의 Fig. 3은 자연어를 처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20].

Fig. 3. Flow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NLP)는 인간이 발화하는 언어인 자연어의 
현상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분석하여 처리
하고,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적 형태로 표현하는 기
술을 의미하고 있다. 자연어처리 방식으로는 전통적으로 
통계기반과 규칙기반의 접근법이 있고, 이 둘의 장점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으며, 딥러닝과 같은 인공신
경망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 딥러닝 방식은 입력 및 
출력 문장을 하나의 쌍으로 하여, 가장 적합한 번역 및 
표현의 결과를 찾는 방식으로 최근 들어 주로 활용하고 
있다[21].

3. 제안 모델
3.1 시스템 구성도

제안 모델은 문장을 벡터로 표현하는 기법인 Doc2Vec 
기법을 활용하여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벡터화 하고 
이를 통해 특정 문서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문서를 찾아
내는 기존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 유사도의 향상을 위하
여 Word2Vec을 활용하여 유사한 단어들의 집합을 찾아
내고 이를 문서에 삽입함으로 문서의 유사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다음의 Fig. 4는 제안 모델의 시스
템 구성도이다. 

Fig. 4. System Configuration

분석하고자 하는 심판례 문서를 수집한 후, 수집된 문
서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문단들을 제거하고, 분석에 사용
될 주요 문단들을 추출하여 이를 정제하는 과정을 진행
한다. 정제 과정은 단어들을 어절 단위로 분리(Token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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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분리된 단어 중에서 분석에 불필
요한 단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형태론 및 정
보 검색 분야에서 어형이 변형된 단어로부터 접사 등을 
제거하고, 단어의 어간을 분리해 내는 어간 추출을 수행
한다. 추출한 단어 중에서 명사이며, 최소 두 글자 이상인 
단어와 10회 이상 등장하는 단어로만 사전을 구축하였
다. 다음의 Table 1은 상위 10개의 단어만 추출한 표로
서, ‘처분’ 라는 단어는 43,268회 등장하여 가장 많이 등
장하였고 다음으로 청구, 청구인, 쟁점, 법인 등의 순으로 
빈도가 추출되었다.

No. Word Count
1 Disposition 43,268
2 Claim 42,302
3 Claimant 33,373
4 Issue 29,774
5 Corporation 25,883
6 Taxation 21,338
7 Request 15,723
8 Relevant 14,043
9 Mistake 13,962
10 Acquisition 12,417

Table 1. Extract the Top 10 Words

3.2 문서 구조 분석
다음의 Fig. 5는 심판문의 구조이다. 심판문은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정형화된 요소를 가
지고 있다.

Fig. 5. Structure of Judgment Document

심판문은 문서번호, 심판문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
는 세목과 심판문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요지
와 심판문 전체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심판 제목과 결정요지, 주문에 있는 내용을 추
출하여 분석하였다.

4. 실험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심판판례는 조세에 관련된 심판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산하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검색 
가능한 2014년~2018년까지의 5년간의 심판례를 수집
하여 분석하였다. 심판례 문서는 반정형 문서로 제목, 결
정요지, 관련법령, 주문, 이유, 결론 등의 문서 형식을 가
지고 있다. 심판례 문서의 문서번호를 레이블로 하고 제
목과 결정요지, 관련 법령을 데이터로 분류한 후, 문서번
호를 제외한 텍스트 문서를 한글 자연어처리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KoNLPy를 통하여 형태소를 분석하
였다. 

두 글자 이상 명사를 추출하고, 일부 불필요한 특수문
자들을 제거한 후 Word2Vec 기법을 활용하여 각 단어
들을 벡터 형태로 나타내었고,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10
회 이상 반복되는 단어만 활용하였다. 다음의 Table 2는 
최빈 단어와 유사도가 가장 높은 단어의 리스트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No Word Count Similarity
1 Check 6,648 Tax(0.9222)
2 Expense 1,882 Necessity(0.8545)
3 Bill 790 Delivery(0.8359), 

Payment- of-Taxes(0.7233)
4 Issue-Farmland 775 Cultivation(0.7112)
5 Agreement 697 Country-of-Origin(0.8235), 

Duty(0.7045), Asean(0.7032)
6 Delivery 600 Bill(0.8359)
7 Constitution 531 Constitutional-Court(0.8540),

Equality0.7012)

8 Constitutional-Court 525
Constitution(0.8540),
Provision(0.7416), 

Unconstitutional(0.7106)
9 Corruption 519 Fraud(0.8180)
10 Country-of-Origin 490 Agreement(0.8235),

Asean(0.7244)

Table 2. Most Words and Highly Similar Word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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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간의 거리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패키지는 

NLP에서 주제 모델링, 문서 인덱싱 및 대형 코퍼스와의 
유사성 검색하는데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파이썬 라이브
러리인 Gensim을 사용하였다. Table 2는 유사단어 테
이블로 출현 빈도수가 높은 n개의 단어에 대하여 유사어
를 추출한 것으로, 단어 간의 벡터 거리가 짧아도 문맥상 
의미가 부족한 단어들은 임의로 제거하였으며, 10회 이
상 등장하는 단어와 유사도가 1에 근접할수록 높다고 할 
때 0.7 이상의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10,469의 
워드리스트에서 520개의 워드리스트로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하였다.

또한 유사도는 1에 근접할수록 높은 유사도를 나타내
고 있다. 계산서는 문서에서 6,648회 등장하며 세금
(0.9222)과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고지서는 문서에서 
790회 등장하며 송달(0.8235), 납세(0.7233) 등의 단어
와 높은 유사도를 보인다. 그러나 일부 단어들은 단어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와 형태소 분석의 오류로 인
한 단어들은 제외하였다. 최빈 단어와 높은 유사도를 가
지는 단어를 해당 문장에 함께 삽입한 후 Doc2Vec기법
을 활용하여 문서 제목으로 문서간의 거리를 계산하고, 
전후 관계를 비교하였다. 단, Doc2Vec의 분석환경 변수
는 변화를 주지 않고, 단순히 유사 단어를 삽입한 것과 
삽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음의 Fig. 6은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고차원  데
이터의 시각화 툴로 벡터 데이터를 3차원으로 시각화한 
것이며, 기준 문서인 조심2015지0619를 기준으로 각 문
서의 거리를 표시하였다. 포인트는 3차원 공간의 원근에 
따라 크기에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는 동일한 크기이다.

FIg. 6. Visualization of Analytical Data

다음의 Table 3은 일부 문서의 코사인 유사도의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와 같이 문서에 유사단어를 
입력한 데이터가 문서 간의 유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Standard 
Document

Similar 
Document

Cosine 
Similarity 1

Cosine 
Similarity 2 Variation

JOSIM2018SE
4254

JOSIM2018SE4
263 0.027 0.015 0.012(-)

JOSIM2018SE4
113 0.125 0.114 0.011(-)

JOSIM2013JI0
740

JOSIM2014JI00
54 0.052 0.047 0.005(-)

JOSIM2013JI09
76 0.052 0.043 0.009(-)

JOSIM2015JI0
619

JOSIM2015JI06
22 0.045 0.041 0.004(-)

JOSIM2015JI06
21 0.047 0.040 0.007(-)

Table 3. Change in Cosine Similarity

기준 문서인 조심2018서4254를 기존의 Doc2Vec의 
기법으로 문서를 분석했을 경우, 조심2018서4263, 조심
2018서4113의 문서가 거리상 가까운 문서로 표시되었
고, 코사인 유사도 1은 각각 0.027, 0.125로 표시되었다. 
다음으로 유사 단어를 입력하고 같은 조건으로 분석한 
경우 조심2018서4263 문서는 코사인 유사도 2와 같이 
0.015로 기준문서와의 거리가 0.012 감소하였고, 조심
2018서4113 문서는 0.114로 거리가 0.011로 감소하여 
기준 문서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안 모델의 실험 결과 심판문을 분석하여 유사단어를 

추출하고, 해당 유사단어들을 심판문에 삽입하는 방법으
로 벡터 공간에서 각 문서들의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작업은 유
사단어를 어떻게 추출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이다. 이에 따라 적절한 단어 군을 삽입한 문서들은 
그 유사도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사도가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질의 
유사 단어의 집합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 최대한 많은 양
의 심판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제약조건을 
통해 집합의 질을 높여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병행
하여 기사 검색, 도서 검색, 특허 혹은 논문 등 의미론적 
검색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연구가 계속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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