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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판례는 재판에 대한 선례로, 법적 결정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핵심 단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 
회수를 예측하는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단서를 추출하기 위해 채권 회수 판례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다. 
먼저 채권 회수 판례에 대한 기초 분석을 위하여, 채권 회수 사례와 비회수 사례를 각 20건씩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후 대법원 및 법률 지식베이스의 채권 관련 판례 12,457건을 수집하고 채권 회수 여부에 
따라 가공하였다. 채권 회수 사례와 비회수 사례를 분류하기 위한 판례 내의 패턴을 분석하여 레이블링하
고, 이를 자동 분류할 수 있는 Bidirectional LSTM 기반 심층학습 모델을 구성하여 학습하였다. 채권 관련 
판례 가공 기준에 따라 네 가지의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으며, 각 데이터셋을 8:2의 비율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검증 데이터에 대하여 F1 점수 89.82%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판례 분석, 텍스트 마이닝, 정보추출, 심층학습

1. 서론

  판례는 재판에 있어서의 선례로서 재판의 참고가 되는[1] 

법적 결정에 대한 핵심 단서 중 하나이다. 채권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2], 채권 회수는 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은 개인 간, 기업 간에 다양하게 발생

하며, 채권에 관련된 판례들은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채권 회수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는 요구가 많은 만큼, 채권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한 

관리 시스템 등이 다양한 방면으로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3]은 채권자의 상황과 정보를 기반으로, 채권 

판례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적용한 관리 시스템이다.

  한편, 채권 관련 판례뿐 아니라 일반적인 판례의 경우

에도 재판을 준비할 때 다양한 판례 중에 현재 재판과 밀

접한 판례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하고 있다. 이에 최근 판례를 자동적으로 찾아 추천해주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들이 연구되거나 공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4]는 LDA 토픽 모델링 기반으로 유사 판례를 분류

하여 검색하는 연구로, 판례들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코사인 

거리 값을 통해 유사 판례를 구분하였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면

서, 심층학습 기술을 적용한 판례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

작했다. [5]는 미국의 심층학습 기반 대화형 법률 변호 서

비스로, 2016년부터 판례 분석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다. 

[6]은 국내 최초로 심층학습 기반 법률 검색 및 판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동향에도 불구하고, 심층학습 기반의 

채권 회수에 대한 특화된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에

는 이에 대한 데이터셋도 구성되어 공개된 것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 회수 판례 내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따

른 승소와 패소 사례를 분류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한다. 또

한, 이를 활용하여 채권 회수에 대한 판례 분석 서비스의 

기본 바탕이 되는 심층학습 기반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을 

구성하고 실험하였다.

   

2. 데이터셋 구축

  본 연구에서는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을 구성하기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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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채권회수 판례 패턴 분석 과정

회수
키워드 TF-IDF Bi-Gram Tri-Gram

1 피고 36.735 기각/NN, 하/XSV 기각/NN, 하/XSV,  ᆫ다/EM

2 원고 25.544 를/JO, 기각/NN ᆫ다/EM, ./SY, 2/SN
3 기각 19.775 ./SY, 소송/NN 를/JO, 기각/NN, 하/XSV

4 주식 16.124 하/XSV,   ᆫ다/EM 원고/NN, 가/JO, 담/NN
5 비율 13.183 은/JO, 원고/NN "/SY, 상고/NN, 를/JO

6 항소 13.183 원고/NN, 의/JO 비용/NN, 은/JO, 고/NN
7 나머지 12.476 비용/NN, 은/JO ./SY, 소송/NN, 비용/NN

8 가집행 10.750 상고/NN, 를/JO ./SY, 상고/NN, 비용/NN
9 부분 10.542 부담/NN, 으로/JO 상고/NN, 를/JO, 기각/NN

10 완제 9.887 가/JO, 부담/NN 취소/NN, 하/XSV, ᆫ다/EM
비회수

키워드 TF-IDF Bi-Gram Tri-Gram
1 기각 24.169 ,/SY, 000/SN 지급/NN, 하/XSV, 라/EM

2 상고 17.917 하/XSV, 라/EM 기각/NN, 하/XSV, ᆫ다/EM
3 피고 15.249 ./SY, 소송/NN 하/XSV, 라/EM, ./SY

4 원고 14.596 기각/NN, 하/XSV 금원/NN, 을/JO, 지급/NN
5 비용 8.109 부분/NN, 은/JO 취소/NN, 하/XSV, ᆫ다/EM

6 항소 5.493 가집행/NN, 하/XSV 가집행/NN, 하/XSV, ᆯ/EM
7 소송 4.394 는/JO, 원고/NN 변경/NN, 하/XSV, ᆫ다/EM

8 원판결 4.394 원고/NN, 의/JO 은/JO, 가집행/NN, 하/XSV
9 부담 3.828 000/SN, 원/NNB ,/SY, 나머지/NN, 는/JO

10 상고비용 3.583 부담/NN, 으로/JO ./SY, 소송/NN, 비용/NN

표 1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키워드, N-Gram 토큰 정보

패턴 비고

회

수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의 

{비율}을 {기간}까지 {지급}하라.
지급 관련 판결 결과

2
{금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

금액 관련 판결에 대한

가집행 가능

비

회

수

1  {원고/상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채권자의 패소

주로, 1~2항

2 {소송비용}은 {원고/상고}가 부담한다. 
원고/채권자의  소송비용 

부담. 주로, 마지막 항

표 2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패턴 정보

그림 2 채권 패턴 분석 및 적용 과정

서, 채권 회수에 대한 성공 여부에 따른 판례 분류 데이

터셋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였다. 본 절에서는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 대하여 패턴 분석, 패턴 기반 데이터셋 구

성 작업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2.1 패턴 분석

   실제적인 데이터셋 구축 이전에, 채권 회수 판례 내

의 실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회수 사례와 

비회수 판례를 각각 20건씩 수집하였다. 대표적인 판례

를 우선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법률 정보 학술 포털인 

로앤비(LAWnB)의 판례 디렉토리[7]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의 판례 디렉토리[8]을 참고하였으며, 실제적인 수집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9]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수집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 1인의 자문을 통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림 1>은 수집한 소규모 데이터의 회수 여부에 따

른 패턴을 분석 과정을 설명한다. 수집한 판례에 대하여 

주요 파트를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문, 전문으로 4가지로 

분리하고, 각각 파트별로 키워드 추출과 패턴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이에 앞서 한국어 품사 태깅을 수행하였다. 

품사 태깅에는 [10]의 모델을 활용하였다. 품사 태깅 이

후, 추출한 명사를 기준으로 TF-IDF를 활용한 키워드 추

출 작업을 수행하였다. TF-IDF 점수를 통하여 랭킹화를 

시키고, 판례의 각 파트별로 회수 여부에 따른 주요 키

워드를 추출하였다. 

   키워드 추출 작업 이후, N-Gram 토큰 정보를 추가적

으로 추출하였다. Bi-Gram과 Tri-Gram을 활용하여 품사 

태깅 결과를 묶고, 각 토큰에 대한 TF-IDF 작업을 재차 

수행하여, 주요 N-Gram 토큰을 각 파트별로 회수 여부

에 따라 추출하였다. 

   이후, <그림 2>와 같이 주요 키워드를 기준으로 하

여, 문장 내의 키워드 외의 값을 패턴으로 구성하는 작

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파트별로 각 

상위 10개의 키워드 및 N-Gram 토큰과 2개 이상의 패

턴 정보를 추출하였다. 추출 결과, 채권 회수 여부에 따

른 키워드나 N-Gram 토큰, 패턴 간의 차이가 극명한 파

트를 파악하였으며, 판례의 판결 결과를 담고 있는 주문 



제30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2018년)

- 375 -

그림 4 입력 자질 벡터 구성 방식

N-Gram Threshold True False Total

Bi-Gram
4 1,494 323 1,817
5 1,221 214 1,435

Tri-Gram
4 1,502 193 1,695
5 1,191 119 1,310

표 3 데이터셋 구축 통계

파트가 채권 회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서

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은 주문 파트에서 추출한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키워드, N-Gram 토큰 정보를 정

리한 것이며, <표 2>는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패턴 정

보를 정리한 것이다.

   2.2 패턴 기반 데이터셋 구성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각 20건의 소규모 데이터 외

의 [8]을 활용하여, 채권 관련 판례 12,457건을 추출하여 

수집하였다. 이에 <그림 2>와 같이 추출된 패턴을 기반

으로 채권 회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자동 분류하여 데이

터셋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매칭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3 패턴 기반 데이터셋 구성 과정

   

   <그림 3>은 구축 과정을 간단히 표현한다. 구축 과정

에서 우선적으로 각 데이터의  전반적인 매칭 과정에서 

실제 채권 회수 여부와 관련이 있는 판례를 우선적으로 

필터링 하였으며, 대상자 사항이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

에 매핑 되는지에 대한 여부,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 파트 정보가 충분히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으로 

추가 필터링하였다. 

   이후 자동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가정을 세웠다. 

판례의 원고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고를 진행한다는 

것이고, 판례의 승패소 여부가 채권의 회수 여부와 직결

된다는 가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집 데이터를 품사 태

깅하고, 2.1을 통하여 추출한 주문의 키워드 및 N-Gram 

토큰 사항을 매핑하여 1차적인 추출을 수행하였다. 이후, 

주문 파트의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패턴 정보를 매핑하

여, 최종적인 데이터셋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데이터셋

은 수작업 검수 작업을 통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다. 

데이터셋은 N-Gram 활용 과정에서, Bi-Gram을 활용하였

는지, Tri-Gram을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나뉘었으며, 이를 

다시 각 토큰의 출현 기준을 4회 이상으로 두었는지, 5

회 이상으로 두었는지에 따라 나누었다. 다음 <표 3>은 

구축된 데이터셋에 대한 통계 정보이다. 

3. 심층학습 기반 채권 회수 분류 모델

  2.를 통해서 구축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판례 내의 

채권 회수 여부를 분류하는 심층학습 모델을 구축하였

다. 본 절에서는 입력 벡터 구성 방법과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을 나누어 설명한다. 

   3.1 입력 벡터 구성

   본 연구에서 구성한 데이터셋은 키워드 및 N-Gram 

매핑을 위하여 품사 태깅을 수행한 상태로 데이터가 존

재한다. 또한, 각 판례 정보는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문, 

이유, 주문의 사항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전문이 판결 당시의 사항과 판

결에 대한 근거로 구성되어 있다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모두 연결하여 본문 자질로 활용하였다. 한편, 

주문의 경우, 2.1의 내용과 같이 채권 회수 여부에 대한 

주요적인 자질로 파악하여, 별개로 나누어 입력 자질을 

구성하였다. 

   <그림 4>는 입력 자질 벡터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각 정보는 모델에 입력될 때, 임베딩을 각각 

나누어 수행한다. 본문 자질과 주문 자질은 각각 무작위

로 초기화된 임베딩을 품사 정보와 형태소 정보에 대해 

각각 동적으로 활용한다. 각 임베딩 결과는 본문 자질과 

주문 자질에 각각 나뉘어 병합하여 활용한다. 

   3.2 채권 회수 분류 모델

   본 연구에서는 심층학습 기반으로 채권 회수 여부를 

분류하는 모델을 구성한다. 채권 회수 여부에 대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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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의 전반적인 구성도
Acc F1 AUC

Bi-4 82.97 78.04 76.11
Bi-5 82.93 78.60 75.35
Tri-4 91.74 87.79 66.64
Tri-5 93.13 89.82 78.53

표 5 각 데이터셋에 대한 채권 회수 분류 실험 결과

Parameter Type Value
Main Morp. Embedding 50
Main POS Embedding 30
LSTM Dims 50
Main FC Dims 100
Output FC Dims 50
Optimizer RMSProp
Learning rate 0.001
Dropout 0.8

표 4 활용한 파라미터의 종류
는 [11], [12]의 분류 모델을 참고하여 Bidirectional LSTM 

기반의 분류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림 5>는 채권 회수 

분류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도이다.  

   먼저 본문 자질과 주문 자질을 나누어 자질 분석을 

수행한다. 본문 자질의 경우, 길이가 매우 길고 부수적인 

자질에 속하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수와 계산 성능을 고

려하여 형태소 임베딩 벡터와 품사 임베딩 벡터를 병합

한 입력 자질에 대해 Fully Connected 층을 통한 일반적

인 자질 추출만을 수행한다.

   한편, 주문 자질은 핵심적인 자질이고, 패턴 및 키워

드가 비교적 명확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자질 분석을 수

행한다. 먼저 Fully-Connected 층을 통하여 일반적인 자

질을 추출하였다. 또한, 주문 자질에 대한 문맥적인 자질

을 추출하기 위하여, 양방향의 연속적 자질 분석을 수행

하는 Bidirectional LSTM 층을 활용하였다. 본문 자질의 

연산 결과와 주문 자질의 각 연산 결과는 병합되어 최종 

가중치 벡터 산출을 위해 Fully-Connected 연산을 수행

한다. 해당 결과는 Sigmoid를 통하여 채권 회수에 대한 

확률로 출력되며 해당 수치를 반올림하여 채권 회수 여

부를 분류한다. 모델의 학습은 해당 예측 값에 대한 Loss

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행한다.

4.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 구성한 각 데이터셋을 8:2의 비율로 나누

어 학습하고 심층학습 기반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의 성능

을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과정에서 모델에 

활용한 파라미터는 다음 <표 4>와 같다.

   실험 성능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정확도(Accuracy)와 

F1 점수, AUC 성능을 활용하였다. 4종의 데이터셋에 대

한 심층학습 기반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 결

과는 <표 5>와 같다.

  실험 결과,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데이터셋은 

Tri-Gram 5 데이터셋이다. F1 점수 기준으로, 89.82%의 

높은 성능을 보였다. 한편,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인 것은 

Bi-Gram 4 데이터셋으로, 78.04%의 F1 점수를 보였다. 

즉, 데이터셋 구성 과정에서의 필터링 기준이 비교적 낮

을수록 대체적인 성능도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셋 구성 과정에서의 필터링 기준이 

높을수록, 일관된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을 위주로 구축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Tri-Gram 4 데이터셋 외의 데이터셋에서 

서비스 가능 척도인 70% 이상의 AUC 성능을 보였으며, 

최저 F1 점수가 78.04%, 최고 F1 점수가 89.82%로 우수

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채권 판례의 승패소를 기준으로 채권 회

수 여부를 가정하여 예측하는 것으로, 해당 결과가 온전

하게 채권 회수 예측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

다. 또한, 단순히 채권 회수 여부만을 예측하는 것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 예측 및 채권 회수 패턴 정보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채권 회수 서비스를 위해 그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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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채권 회수 판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

로 한 심층학습 기반 분류 모델을 구현하였다. 채권 회

수 판례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 40건의 소규모 판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채권 회수 여부에 따른 키워드 및 

N-Gram 토큰, 핵심 패턴 정보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정

보를 활용하여, 대규모 수집한 채권 관련 판례 12,457건

을 통해 채권 회수 판례 데이터셋을 자동 구축하였다. 

구축 과정에서 기준에 따라, 4종의 데이터셋을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이후, 구축한 데이터셋의 특징을 고려하여, 

Bidirectional LSTM과 Fully-Connected 기반의 채권 회수 

분류 모델을 구현하였다. 각 데이터셋을 통하여 학습 및 

실험한 결과, 최대 89.82%의 F1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셋은 채권 회수 여

부만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데이터셋이다. 향후에 보다 

심층적인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채권 회수 여부에 따

른 각 판례의 심층적인 패턴 정보를 분석하여 데이터셋

을 심화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채권 회수 분

류 모델도 데이터셋의 특징에 기반하여 구축한 기초 모

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판례에 대한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채권 회수 판례 내의 심층적

인 패턴 정보를 분석한 심화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그에 

맞는 심층학습 기반 예측 모델을 구현하는 연구를 수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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