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ercial transactions, one of the pillars of the capitalist economy, are occurring countless times every day,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owev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bound to be the
legal underdogs in contracts for commercial transactions and do not receive legal support for contracts for fair and
legitimate commercial transactions. When subcontracting contracts are concluded amo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58.2% of them do not apply standard contracts and sign contracts that have not undergone legal review.
In order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air and legitimate contract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an be protected from legal threats if they can reduce the risk of signing contracts by analyzing various
risks in the contract and analyzing and informing them of toxic clauses and omitted contracts in advance.

We propose a risk prediction model for the machine reading-based legal contract to minimize legal damage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in the legal blind spots. We have established our own set of legal questions and
answers based on the legal data disclosed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model specialized in legal contracts.
Quantitative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indicators such as EM and F1 Score by applying pine tuning and
hostile learning to pre-learned machine reading models. The highest F1 score was 87.93, with an EM value of 72.41.

Keyword：Machine Reading Comprehension(MRC), Risk Prediction, Legal Contract, Artificial
Intelligence(AI), Machine Learning, Legal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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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전체기업의 99% 이상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국정모니터링지표,

2020). 이러한 중소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10건 중 6건(58.2%)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

고 있으며 원청회사가 요구하는 임의계약서를 사

용하거나 이메일 또는 구두 위탁 등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고 한다(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2017).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94%가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성을 인

지하고 있었으며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

데 가장 높은 비율인 32.1%가 ‘법․제도적 기반 미

흡’을 원인으로 꼽았다(중소기업중앙회, 2017). 표

준계약서를 맺지 않은 하도급 거래는 사후 분쟁에

서 법적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소 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계약서 작성,

검토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해 여전히 법률계약 관련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변호사 수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 비용은 평균 15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검토, 상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략

5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서 이용이 어려

운 실태이다. 이러한 법률 사각지대 발생을 줄이고

자 발주처와의 계약 시 법률적인 요구사항 등에 대

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검토 및 활용 지원 서

비스 운용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 업체 특성상

법률적 지식 및 전문가의 조력 없이도 계약서의 독

소조항 및 누락조항 등의 리스크를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존의 법률계약서 리스크 예측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가 직접 점검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지만 최

근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법률시장의 변화에 따른

경쟁 심화,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효율적인 서비스

활용수요등을이유로리걸테크(Legal Tech) 시장이

발전되고 있다(김미영, 2019).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뜻하는

용어로, 최근 AI와 같은 IT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기술과의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다. 영미권과 독일

등지에서는 이미 리걸테크가 활성화되어 법률데이

터 디지털화를 도와주는 기술(Enabler), 지원 기술

(Support process solution), 변호사를 도와주는 기

술(Substantive Law solution)로 구분되며 서비스

분야가 다양하다(Christian et al., 2016). 미국의 경

우 ‘16년 기준 1,000개 이상의 리걸테크 기업 존재하

며,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활용한 서비스 등이 다

수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률계약서 분석과

관련해서는 전문법률가와 경쟁하여 승리하였을 정

도로 국내의 법률문서 독해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 그 외에도 계약서 자동작성, 증거수집, 승

소ㆍ패소 판결 예측, 손해 배상액 예측등의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Christian, 2016).

본 논문에서는 법률계약서의 리스크 예측을 위한

기계독해 기반 질의응답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률데이터 구축을 위해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한

국법제연구원, 공정위 표준계약서, ETRI에서 공개

한 법률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계독

해 모델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한다. 다른 도메인의

학습데이터와 다르게 법률계약서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 등이 포함되어 충분한 데이

터양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

로 적은 법률계약서 데이터양을 고려해 적대적학습

(Adversarial Training)과 하이퍼파라미터(Hyper-

parameter) 조정을 통한 기계독해 모델 파인튜닝

(fine-tuning)을 수행한다. 파인튜닝이 완료된 기계

독해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F1 점수와 EM

(Exact Match)와 같은 지표를 통해 정량적인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활용해 중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계약서 리스크 예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계

약 체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이

론적 배경, 제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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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독해 기반 법률계약서 리스크 예측모델에 대한

구조와 학습 과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제

5장에서는 제안한 기계독해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한 실험 환경 설정 및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

한 과정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은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버트 :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

sentations for Transformers)

BERT(Devlin et al., 2018)는 Google에서 개발

한 자연어처리 신경망 구조이며 기본구조는 트랜스

포머(transformer)의 인코더(encoder)를 적층시킨

형태이다. 이는 사전훈련 기술에 해당하며 특정 분

야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모든 자연어처리 분야에

서 좋은 성능을 내는 범용 언어모델이다. 대용량의

코퍼스(Corpus, 학습말뭉치)를 통해 사전학습(pre-

training)을 수행하고 질의응답(Question Answe-

ring),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 문장 분류

(Sentence Classification)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이 학습(Transfer Learning)을 수행한다.

[그림 1] 버트 모델의 임베딩 방식

BERT모델은 [그림 1]과 같이 코퍼스 문장의 토

큰들을 임의로 마스킹(Masking)하고 마스킹 된 위

치의 토큰을 예측하는 마스킹 된 언어모델(Masked

Language Model)과 연속하는 두 문장의순서가 적

절한지를 예측하는 NSP(Next Sentence Predic-

tion)을 이용하는 사전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개선

한 RoBERTa는 NSP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NSP 손실(Loss) 값을 제거하였고, 하나 이상의 문

서를 이용하여 최대 토큰 길이에 가깝게 구성하는

FULL-SENTENCES와 같은 개선된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Liu et al., 2019). 또한, 고정된 마스크

위치를 학습하는 BERT와 달리 마스크의 위치를

동적으로 결정하는 동적 마스킹 기법을 통하여 성능

을 개선했다(이영훈 외, 2020).

2.2 기계독해(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기계독해란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가 가

진 한계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

의 정답 추론 기술로 딥러닝 알고리즘이 스스로 문

제를 분석하고 질문에 최적화된 답안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과거 기계독해는 규칙기반(Rule-based)

알고리즘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발전되고 있다.

[그림 2] 버트 모델의 질의응답 문제 학습

기계독해 모델이 해결하는 다양한 태스크(Task,

문제) 중 특히질의응답은기계독해의대표적인활용

이라고할수있다. [그림 2]는 BERT 사전학습모델

에 질의응답 문제를 파인튜닝하는 모습이다. 한국어

기계독해를 위한 학습말뭉치로는 KorQuAD v1.0

(임승영 외, 2018)이 있다. KorQuAD v1.0은 영문

표준질의응답학습말뭉치인 SQUAD v1.0(Rajpurkar

et al., 2016)과 같은 기준으로 구축하여, 이는 한국어

위키피디아문서에대해크라우드소싱(Crowd Sour-

cing)을통해만든 70,000개이상질의응답쌍을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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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학습말뭉치이다. KorQuAD v1.0을 학습한

기계독해모델은다양한 구문, 어휘 변형을이해하고

대상, 인물, 시간, 장소, 방법, 원인등의정답을추론하

는독해능력을보여주고있다. 최근연구에서는사전

학습된 BERT 모델에 Global Attention(Vaswani

et al., 2017)을 적용하여 Multi-level Co-Attention

Fusion을결합한모델을제안하거나(박광현외, 2019),

사전학습된 BERT에 SRU(simple recurrent unit)

와 질의응답에 적합한 자질을 추가한 모델(이동헌

외, 2019)을 제안하거나 사전학습된 BERT모델에

LSTM, GRU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앙상블 기법이

나 여러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통한 한국어 기계독

해 성능개선 연구도 존재한다(이치훈 외, 2020).

본 논문에서는 자체 구축한 법률계약서 질의응답

데이터셋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기계독해 모델을

학습한다. 계약서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점검해

야 할 조항들을 질의(Question)로 정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응답(Answer)을 각각 구축한다. 이를 기

반으로 법률계약서에 대해 특화된 질의응답 모델을

생성한다.

2.3 인라이플(Enliple) 자연어처리 모델

2020년 5월인라이플은 LG CNS와공동으로한국

어 자연어처리 활성화를 위해 1억 개의 문장으로 학

습된 대형 언어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Enliple

Github, 2020). 오픈소스로 공개된 모델을 파인튜닝

하여 자연어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실질적 생산성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는 AI 언어모델이 개발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인공지능신문, 2020). 인라이플

기계독해 모델은 한국어 위키피디아와 뉴스 데이터

를기반으로사전학습된모델이며마스킹기법으로는

RoBERTa의 동적 마스킹과 ALBERT(Lan et al.,

2019)의 n-gram 마스킹, ALBERT의 SOP(Sen-

tence Order Prediction)를 기반으로 모델을 구축하

였다고 공개되어있다(Enliple Github, 2020).

<표 1>은 다양한 한국어 사전학습모델의 Ko-

QuAD1.0의 수행 결과표이다. Enliple Large-v1이

EM = 85.61과 F1 점수=93.89로 질의응답 문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인라이플 깃허브

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가장 최근 모델인 Enliple

Large-v2 모델은 여러 기계독해 문제 중 KorNLI

와 KorSTS 태스크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지

만, 형태소분석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응

답(KorQuAD) 태스크에서 EM 점수가 낮다고 기

재되어 있다(Enliple Github, 2020).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Enliple Large-v1 모델을 기반으로 질의응

답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델 EM/F1

multilingual-BERT(Base Size) 70.42/90.25

ETRI KoBERT(Base Size) 52.81/80.27

KoELECTRA(Base Size) 61.10/89.59

KoELECTRA-v2(Base Size) 84.34/92.58

HanBERT(Base Size) 78.74/92.02

Enliple Small-v1 78.98/88.20

Enliple Large-v1 85.61/93.89

Enliple Large-v2 65.17/91.77

<표 1> 한국어 사전학습모델 수행 결과표

2.4 적대적학습(Adversarial Training)

적대적학습은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레이블

(Label)이 존재하지않는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에 해당한다. 생성 신경망은 노이즈값을

입력받아여러레이어(Layer)를 통과하면서특징맵

(Feature map)을 확장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지막 레이어를 통과해 나오는 특징 맵의 크기는

보통 입력 이미지의 크기, 즉 원하는 이미지의 크기

와 같아지도록만드는기법이다. 판별신경망은반대

로특징맵의크기를줄여나가는기존에많이활용되

는 전통적인구조의인공신경망으로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판별 신경망은 생성 신경망이 만들어낸 이미

지나실제이미지데이터셋의이미지를입력으로받아

서최종적으로진짜이미지인지아니면생성신경망이

만든 가짜 이미지인지 판별한다(조영주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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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적대적학습 예시

생성 신경망과 판별 신경망의 학습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된다. 생성 신경망의 출력은 판별 신경망이

진짜 이미지라고 판별하도록 학습이 진행되고, 판

별 신경망은 반대로 생성 신경망이 만든 결과가 가

짜 이미지라고 판별하도록 학습이 진행된다. [그림

3]과 같이 입력 이미지는 57.7%로 판다(panda)라

고 분류하지만, 우측에 같은 이미지로 보이는 출력

이미지는 99.3%로 긴팔원숭(gibbon)이라고 분류

하고 있다. 적대적학습이 충분히 진행되면 최종적

으로는, 판별 신경망이 생성 신경망이 만든 이미지

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확률이 50%, 즉

절반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생성 신경망이 만든 이

미지는 진짜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이미지가 된다.

이러한 생성ㆍ판별 신경망 구조에서 두 가지의 데

이터셋을 준비하고 하나의 데이터셋을 생성 신경망

의 입력으로 넣어주면 이에 대해 다른 특징을 가지

는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이미지 변환 기능을 하

는 생성 신경망 학습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적대적학습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계독해

모델에 학습시킴으로써 모델이 미묘한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3.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최근 한국어 기계독해 기반의 질의

응답 모델이나 시스템을 제안하는 연구들을 살펴

본다. 특허, 건설 안전, 금융과 같은 다양한 도메인

에 특화된 기계독해 기반 질의응답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다음 세부 절에서 선행 연구의 특징과

성능 및 한계점에 대해 알아본다.

3.1 BERT를 이용한 한국어 특허상담 기계독해

BERT를 이용한 한국어 특허상담 기계독해(민

재옥 외, 2020)의 연구에서는 특허상담에 특화된

기계독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특허(patent) 상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법과 기계독해 학습데이터

를 구축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서는 공개되

어있는 일반상식 분야의 한국어 표준 데이터셋과

해당 연구에서 구축한 기계독해 태스크 결과를 기

준(baseline)으로 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가장 좋

은 성능을 보인 실험은 위키피디아 코퍼스를 사용

하지않고특허관련코퍼스만을 사용해 사전학습한

모델에 ReTE를 적용한 파인튜닝에서 EM 66.5%,

F1 82.45%를 기록하였다.

3.2 안전기준의 검색과 분석을 위한 기계독해

기반 질의응답 시스템

안전기준의 검색과 분석을 위한 기계독해 기반

질의응답 시스템(김민호 외, 2020)의 연구에서는 안

전기준의 통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계독해 기반

안전기준 질의응답 시스템을 제안한다. 해당 연구

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제안

모형은 전체 법령문서에서 안전기준 질문과 관련된

법령문서를 찾은 다음, 해당 법령문서를 조문 단위

로 나눈다. 그리고 해당 조문 중에서 질문의 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큰 조문만 선

별한 다음, BERT 기반의 기계독해 모형을 이용하

여 안전기준과 관련된 질문의 답을 찾아준다. 제안

한 안전기준 질의응답 시스템을 KorQuAD에 적용

했을 때, 개발 데이터에서 EM 40.42%, F1 55.34%

의 성능을 보였다. 해당 논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이 제안한 모델의 성능이 당장 실용화하기에는 무

리가 있으나, 법령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보였고, 향후 성능 개선을

통해 안전기준 관리를 위한 지원도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136 Chi Hoon Lee․Noh Ji Woo․Jae Hoon Jeong․Kyung Sik Joo․Dong Hee Lee

3.3 R-NET 기반 한국어 금융 데이터 질의응답

시스템

R-NET 기반 한국어 금융 데이터 질의응답 시

스템(심경보 외, 2019)에서는 오픈 도메인이 아닌

금융이라는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질의응답 시스템

개발을 목적에 두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뉴스 데

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와 금융 QA 및 보고서

데이터와 같은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데이터

를 구축했다. 자체 구축한 금융 데이터는 질의응답

의 형태이며 총 359개이다. 형태소 분석과 스킵-그

램(skip-gram)기반 단어 임베딩으로 데이터 전처

리를 진행하였다. 이후 질의응답 모델 구축을 위해

Microsoft에서 공개한 R-NET 모델을 사용하였

다. 파인튜닝한 모델의 실험 결과로 답안의 예시를

제시해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예측한 답과

실제 정답의 유사도를 정성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계독해 모델의 정량적인 검증으로

많이 사용되는 EM과 F1 점수와 같은 지표가 아니

라 상대적으로 검증이 어려워 보인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특허, 안전기준, 금

융 도메인의 최근 한국어 기계독해 기반의 질의응

답 모델이나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계독해 기반 법률계약서 리스크

예측 모델은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시 향후 비즈니

스 측면에서의 실용성이 높아보인다. 우선, 서론에

서 언급한 대로 중소상공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사회에서 선행연구사례보다 훨씬 더 광

범위하고 실용적인 범위에서 연구대상을 지정하였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사례에서는 질

의응답 시스템을 상담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조문

단위 내용분석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실용화하기

엔 성능이 미흡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모델은 국내 웹사이트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법률계약서 리스크 분석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다.

향후 중소상공인이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다. 이처럼 실용적 측

면에서 선행연구보다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리고 모델의 성능도 5장의 실험 결과를 통해 성능

측면에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4. 법률계약서 리스크 분석을 위한
기계독해 모델 생성

본 연구에서는 법률 통합 데이터, 변호사의 체

크리스트(Checklist)를 토대로 법률계약서 QA 데

이터셋을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기계독해 모

델을 학습하여 계약서 리스크 추출 태스크에 적용

하였다.

4.1 데이터 수집

먼저 계약서 리스크 분석을 위해 필요한 법률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표 2>에서는 법률 데이터 수

집 대상을 기재하였다. 계약서 상의 리스크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이 될 현행 법령 4,893건, 행정규칙

17,199건, 공개된 판례 50,000건을 수집하였다. 현

행 법령의 경우 추후 리스크 분석 결과의 참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법령의 조-항-호-목의

체계를 따라 분리하여 DB에 적재하였다. 그리고

법률계약서 QA데이터셋의 지문이 될 공정거래위

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167건 및 법무법인

에서 직접 작성한 계약서 샘플 1,033건을 수집하여

텍스트파일 형태로 포맷을 통일해 적재하였다. 더

불어 ETRI에서 제공하는 국제법을 대상으로 한 법

령 질의응답 데이터셋 30,000건을 확보하여 본 연

구의 학습데이터셋 형식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용

도로 활용하였다.

명칭 출처 데이터 건수

현행 법령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4,893

행정규칙 17,199

판례 50,000

법령용어사전 한국법제연구원 6,178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167

엑소브레인 법령
질의응답 데이터셋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30,000

계약서샘플 법무법인 리인 1,033

<표 2> 법률 데이터 수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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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습데이터셋 구축

학습데이터셋 구축에 앞서, 중소상공인이 자주

사용하는 금전, 물건, 부동산, 지식 분야의 계약서

55종을 선정1)하여 각 계약서마다 누락 시 리스크

가 되는 필수조항들을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

에 수집된 법령 통합데이터를 바탕으로 4인의 변호

사가 실제 계약서 검토 시 필수조항 누락 여부를

판별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다. 이 체크리스트

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조항을 지문으로 하고, 필

수조항 누락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의

와 그에 대한 명사구 형식의 답변을 지문에서 추출

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3>은 최종적으로 구축한

법률계약서 QA 데이터셋 정보이다. 변호사, 법학/

정책학 전공자 등 법률 도메인 지식이 있는 제작자

20인의 수작업으로 총 1,315건의 질의응답 쌍을 구

축하였다. 답변의 평균 길이는 20자 내외로 조정하

였다. 55종 중 무작위로 49종은 학습데이터, 6종은

평가 데이터로 나누었다.

구분 질의응답 데이터셋 계약서 개수

학습 셋 1170 49

테스트 셋 145 6

총합 1315 55

<표 3> 법률계약서 질의응답 데이터셋 내역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학습 데이터셋의 크기가 통

상적인 딥러닝 과제의 데이터 크기와 비교하면 현

저히 작은 문제가 있어 데이터 증식(Data Aug-

mentation), 적대적학습 등과 같이 적은 양의 데이

터로도 충분한 학습효과를 나타낼 방안을 적용하였

다. 기계독해 모델 생성 및 성능 비교에 대한 내용

은 5장의 실험 및 결과에서 다룬다.

4.3 기계독해 모델 생성

[그림 4]는 모델 학습 프로세스의 도식화에 해당

1) [부록 1] 참조.

한다. 법률계약서리스크분석이라는본연구의세부목

적달성을 위하여 사전학습된 버트 모델을 기반으로

파인튜닝을 통해 모델을 생성한다. 파인튜닝은 사전

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가중치(Weight), 편향(bias)

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칭하여 전이

학습이라 한다. 전이학습 이전 기존의 학습 방법은

‘한국어자연어처리’라는 같은목적이라하더라도 ‘법

률계약서 리스크분석’이라는 세부목적이 다른 경우

그에 맞는 새롭고, 대용량의 학습데이터셋을 구축하

여 처음부터모델을 학습해야 한다. 그러나사전학습

모델을 파인튜닝 하는 전이학습 방법은 사전학습된

지식을 바탕으로, 비교적 적은 양의 학습데이터만으

로도 비슷한 목적이지만 세부 목적이 다른 태스크에

맞게모델을만들수있어, 투입되는시간이나리소스,

비용을절약할수있다. 따라서이번연구에서는사전

학습모델을 활용하여 전이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림 4] 모델 학습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전학습모델은 KorQuAD

1.0 데이터셋으로 질의응답 태스크를 수행 후 EM/

F1 점수를 측정한 뒤, F1 점수가 93.89로 가장 높은

Enliple Large-v1을 선택하였다. 한국어 위키피디

아 데이터, 뉴스데이터 등 약 15억 개의한국어 문장

을 학습한 것으로, 한국어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모델이다. [그림 4]의 입력(Input)인 질문, 정답, 법

률 문서는 자체 구축한 법률계약서 질의응답 데이터

셋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정적인 법

률 데이터로 더 나은 성능을 내기 위해 적대적학습

(Adversarial Training)을 적용하였다. 본 프로세

스를 통해 최종 질의응답 모델이 생성된다.



138 이치훈․노지우․정재훈․주경식․이동희

5.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의 실험 환경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OS: Linux Ubuntu 18.04 TL

∙Language : Python 3.7

∙Framework : Pytorch 1.4.0

∙Huggingface Transformers

[그림 5] 추론 프로세스

[그림 5]는 추론 프로세스의 도식화에 해당한다.

추론에 사용되는 입력값은 법률 문서인 법률 계약

서 데이터와 법률 전문가에 의해 미리 작성된 체크

리스트 질문이다. 입력값들은 [그림 4]의 프로세스

에 따라 학습된 추론 모델을 거친 후, 최종 답을 출

력하게 된다. 학습데이터셋은 법률계약서 QA데이

터셋 1,315건을사용하였으며사전학습모델은 Enliple

Large-v1 모델로, 기본 설정값은 아래와 같다.

∙max_seq_length=512

∙doc_stride=128

∙max_query_length=64

∙max_answer_length=30

∙batch_size=16

∙learning_rate=5e-5

∙epochs=4

∙adam_epsilon=1e-6

∙warmup_proportion=0.1

전이학습의 기법으로 마지막 레이어를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하이퍼파라미터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중에서도 하이퍼파라미터를

조정할 때, 한 번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시퀀스의 길

이를 조정하는 max_seq_length, doc_stride, max_

query_length, max_answer_length는 QA데이터

셋의 특성상 설정된 범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하이퍼파라미터

조정을 위해 KorQuAD1.0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실

험한 결과, 에폭(epoch) 외 다른 하이퍼파라미터를

조정하였을 때 사전학습모델의 성능이 떨어짐을 확

인하였다. 이는 사전학습모델이 이미 최적화된 상태

이기 때문이라 판단하여, 에폭 변경, 레이어 변경으

로 조정 대상을 한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평가 방법은 EM, F1 점수를 계

산하는 정량적 평가를 채택하였다. 먼저 학습데이

터셋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입력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사람이 보기에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

지만 모델은 기존과 다른 예측을 하게끔 유도하는

적대적학습 기법을 적용하였다. 적대적학습기법은

총 3가지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FGSM(Fast Gra-

dient Sign Method)(Kurakin et al., 2015) 적용,

임베딩 레이어(Embedding Layer)에 가우시안 노

이즈(Gaussian noise)를 추가하는 것, 그리고 데

이터 증식의 일환으로 임베딩 레이어에 노이즈를

추가한 데이터와 추가하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사

용하는 방법이다.

FGSM은 신경망의 기울기(Gradient)를 이용해

적대적 샘플을 생성하는 기법으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손실 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그 손실을

최대화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모델을 공격한다. 가

우시안 노이즈를 입력 임베딩 값에 추가하는 기법

은 모델의 일반화 기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노이

즈를 추가한 데이터로만 학습을 수행하거나, 노이

즈를 추가한 데이터와 원본데이터를 모두 다 학습

에 사용할 수 있다.

<표 4>에서는 각 기법의 적용 결과를 기술하였

다. 결과적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입력 임베딩에

추가하여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실험 3이 F1 점수 87.93으로 가장 성능이 높았다.

기본모델은 에폭이 6일 때 가장 성능이 좋았으나,

가우시안 노이즈를 적용한 모델은 에폭이 5일 때

최고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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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네트워크 적대적 학습 에폭 F1 점수

실험 1 - - 6 86.374

실험 2 - 가우시안 노이즈 6 86.52

실험 3 - 가우시안 노이즈 5 87.93

실험 4 - FGSM 5 86.30

실험 5 - 임베딩 증식 5 85.72

실험 6 LSTM 가우시안 노이즈 6 86.84

실험 7 GRU 가우시안 노이즈 6 86.57

<표 4> 파인튜닝에 따른 성능 비교

FGSM의 성능이 비교적 낮았던 이유로 Label

Leaking Problem(Kurakin et al., 2017)을 이야

기할 수 있다. FGSM의 구조상 가우시안 노이즈

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미 정답 레이블과의 상관

관계를 내포하게 되는데 이를 ‘Label Leaking’이

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모델이 적대

적 공격(Adversarial Attack)에 대해 방어하지 못

하면서 결국 모델의 성능이 떨어진다.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한 데이터와 원본데이터

를 모두 다 학습에 사용한 경우,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한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떨어지게

된 것은 일반적인 데이터 증식 방법과 Adversarial

example(적대적학습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레이블

지식 습득의 차이점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데이

터 증식은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을 만한 것을 만들

어 성능을 올리는데, 이는 데이터를 더 보강하여 성

능을 향상하는 것으로 Adversarial example은 테

스트 데이터셋에서 나타날 확률은 낮지만 테스트

케이스(Test case)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상

의 데이터(Virtual data)로 모델 예측을 힘들게 함

으로써 모델이 섬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

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따라 이를 데이터 증식으로

접근하였을 때, 자연발생 데이터의 구분에 대한 성

능은 좋을지 모르지만 비교적 분포가 낮은 데이터

에 대해서는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이는 앞서 서술한 FGSM의 Label Leaking 문

제와 비슷한 양상이다.

적대적학습 기법 적용 실험을 통해 가우시안 노

이즈를 추가하는 방법이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능을 올리기 위해 가우시

안 노이즈를 추가한 파인튜닝 네트워크에 LSTM,

GRU 레이어를 추가하여 전이학습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 4>의 실험 6, 실험 7 모델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BERT가

feature-based Approach에서도 효과적인 모델이

므로(Devlin et al., 2018) 자연어처리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방법론을 BERT모델에 반영하

여도 비슷하거나 더 낮은 성능을 낸다.

본 연구는 법률계약서 리스크 예측을 위한 기계

독해 모델을 완성하고 모델의 실현 가능성 및 성능

을 검증하였다. 모델 학습에 사용한 법률계약서 종

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수익분

배약정서 등의 총 55종으로 [부록 1]에 첨부된 리

스트와 같이 중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 계

약서들로 구성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

델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 추가 확보한 데이터로 재

학습을 수행할 예정이며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추가

검증도 수행할 예정이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상

공인의 법률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계독해 기반

법률계약서 리스크 예측 모델을 제안한다. 법률계

약서에 특화된 모델 구축을 위해 공개된 법률 데

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법률 질의응답 셋을 구축하

였다. 사전학습된 기계독해 모델에 파인튜닝과 적

대적학습을 적용하였고, EM(Exact Match)와 F1

점수와 같은 지표를 통한 정량적인 검증을 진행하

였다. 실험 결과, 가장 높은 F1 점수는 87.93을 달

성했고, EM값은 72.41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족한 법률데이터를 증식하기

위해 적대적학습을 적용하여 실험을 통해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법률계약서라는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기계독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자체 법

률 질의응답 데이터셋인 체크리스트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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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자체 질의응답 데이터셋을 사용해 학습 후

모델의 성능 비교를 위한 네트워크 추가, 여러 적

대적학습기법 비교 실험을 통해 정량적인 검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에 의의를 보이고자

한다. 또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계약

서 리스크 분석 서비스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실무적 기여에 의의가 있다.

법률계약서 질의응답 데이터셋을 별도로 구축하

고, 법률계약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한

계점이 존재했으나 향후 추가 확보한 법률계약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모델을 재학습해 성능을 고

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법률계약서

라는 도메인의 문서 내부 리스크를 분석하는 방법

에 대해 정량적인 검증을 수행해 실효성이 있음을

증명하였으므로 법률계약서뿐만 아니라 금융, 보

험 분야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향후 제안한 기법

을 활용해 AI변호사와 같은 질의응답 서비스로 확

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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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약서 55종 목록

순서
체크리스트 QA 데이터셋

필수조항 필수조항의 누락 여부 판단 기준 question answer context

1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한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한경우,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한경우, 계약을해지하거나해제할
수있다”는내용의표현이없는경우

계약사의의무이행을
지연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기간이있는가?

갑또는을은상대방이
이계약상의의무이행을

지연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30일 이내의 기간

제11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연하거나 불이행하는 경
우상대방에게 30일 이내의기간을정하
여서면으로그시정을요구할수있고,
상대방이위기간동안시정을하지아니
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청구/손해배상을 청구
등의 표현이 없는 경우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하는 조건이
있는가?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

제12조[손해배상]
갑또는을이이계약의이행을지연하거나
불완전하게이행하는등이계약의내용
을위반하여상대방에게손해가발생하
는 경우,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관할법원
주로 “관할” 또는 “관할법원”,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본건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

제11조[관할법원]
이계약과관련하여의뢰인과중개인간에
분쟁이발생한경우, 본건부동산의소재
지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록 2> 물품 공급계약서 체크리스트와 QA 데이터셋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