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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텔 마  측을 한 
이블 와 동 학습의 결합 방법

(A Fusion Method of Co-training and Label Propagation for 

Prediction of Bank Telemarketing)

김 아 름
†
     조 성 배

††

                                  (Aleum Kim)        (Sung-Bae Cho)

요 약 텔 마 은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기업 마  활동의 심축으로 발 하 다. 최근 융 

데이터에 기계학습을 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도학습

법이 부분이어서 많은 양의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텔 마 의 목표 고객을 

선정하는데 클래스가 없는 융 데이터에 자동으로 클래스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도 학습법  

이블 와 의사결정나무 기반의 동 학습으로 클래스가 없는 데이터를 이블링한다.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를 제거한 후 두 방법이 같은 클래스로 측한 데이터만 추출한다. 이를 학습 데이터에 추가한 후 의

사결정나무를 학습하여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해 실제 포르투갈 

은행의 텔 마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비교 실험 결과, 정확도가 83.39%로 1.82% 향상

되고, 정 도가 19.37%로 2.67% 향상되었으며, t-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있음을 입증하 다.

키워드: 텔 마 , 지도 학습법, 이블 , 동 학습, 신뢰도

Abstract Telemarketing has become the center of marketing action of the industry in the 

information society. Recently, machine learning has emerged in many areas, especially, financial 

prediction. Financial data consists of lots of unlabeled data in most parts, and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humans to perform their label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fusion method of semi-supervised 

learning for automatic labeling of unlabeled data to predict telemarketing. Specifically, we integrate 

labeling results of label propagation and co-training with a decision tree. The data with lower 

reliabilities are removed, and the data are extracted that have consistent label from two labeling 

methods. After adding them to the training set, a decision tree is learned with all of them. To confirm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 we conduct the experiments with a real telemarketing dataset 

in a Portugal bank. Accuracy of the proposed method is 83.39%, which is 1.82% high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method, and precision of the proposed method is 19.37%, which is 2.67% high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method. As a result, we have shown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a better 

performance as assessed by the t-test.

Keywords: telemarketing, semi-supervised learning, label propagation, co-training,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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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융 기 에서 활발하게 이루에 지는 텔 마 은 텔

커뮤니 이션과 마 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체계 인 마  활동을 말한다. 목표 고객을 

상으로 수행하는 마 이므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는 것이 요하다[1]. 최근 다양한 분야에 기계학습

을 용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2]. 기존 방법에

서는 지도학습법을 사용하므로 규모 데이터 집합에 수

동으로 클래스를 부여하는 것은 시간  비용 소모가 크

다. 따라서 클래스가 없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도 학

습법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가 없는 융 

데이터에 지도 학습법의 결과를 결합하여 자동으로 

이블을 부여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도 학습방법인 이블 (Label 

Propagation)[3]와 동 학습(Co-training)[4]의 이블

링 결과를 결합하여 새로운 학습 데이터 집합을 생성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블 는 데이터 간 유사 정

도에 따라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분포를 고려하며 이

블링한다. 동학습은 두 분류기를 서로 보완해가며 

이블링하는 방법으로, 각 분류기는 독립 인 에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두 방법으로 이블

링한 데이터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를 제거하고 클래

스가 같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집합에 추가한다.

두 방법의 이블링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클래스가 

없는 데이터 집합에 해 tSNE[5]를 수행한 후 각 방

법이 클래스 1이라고 이블링한 데이터에 해 가우시

안 도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1의 X축은 tSNE 값, 

Y축은 도 값을 나타낸다. 도 분포가 큰 차이를 보

여 두 방법의 이블링 결과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비도 학습 방법의 서로 다른 

이블링 결과를 결합한다.

그림 1 이블 와 동 학습의 측 결과

Fig. 1 Result of training of label propagation and co-training

2. 련 연구

2.1 융 분야에서의 기계학습

Lin[6]은 융 기를 측하는 130편의 논문과 이에 

사용된 19개의 기계학습 방법에 해 조사하 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계학습 방법은 신경망, 유  알고리즘, 

회귀 분석 순이며 모두 지도 학습법만을 용하 다. 표 

1은 융 데이터를 활용한 최신 연구이다. 은행의 융 

상품을 추천[7]  마  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계

학습으로 측하 다[8,9]. 신용 등 을 측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0,11]. 하지만 기존 연구는 지도학습법만

을 이용하기에 학습을 해 클래스를 포함한 규모 데

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모 데이터에 클래스를 수

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래한다.

표 1 융 데이터를 사용한 최신 련 연구

Table 1 Recent related works using financial data

Object Method

[7]
Bank term deposit 

recommendation
Artificial immune network

[8] Bank direct marketing Neuro-fuzzy system

[9] Bank telemarketing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10] Credit scoring Support vector machine

[11] Risk assessment Random forest

2.2 지도 학습법

지도 학습법이란 소규모의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 

집합과 함께 규모의 클래스가 없는 집합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이다. Pavan[12]은 지도 학습법을 용

하는 방법에 따라 매니폴드 추정기반 방법과 클러스터 

추정기반 방법으로 나 고 있다. 매니폴드 추정기반 방

법은 각 데이터를 하나의 노드로 하는 연결 그래 로 

구성하고 노드 간의 유사성에 따라 이블링한다. 클러

스터 추정기반 방법은 클래스가 없는 데이터를 이용하

여 결정 경계를 일반화하는데 사용하며, 데이터가 덜 

집되어 있는 부분에 결정 경계를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

는 매니폴드 추정기반의 이블 와 클러스터 추정

기반 동 학습의 이블링 결과를 결합한다.

3. 이블 와 동 학습의 결합 방법

3.1 체 흐름도

그림 2는 제안하는 방법의 체 흐름도이다. 데이터 

집합에 해 범주형 변수는 식 (1), 숫자형 변수는 식 

(2)에 따라 처리를 수행한다. 는 속성, 는 범주형 

변수의 속성값,  는 데이터 의   속성에 한 값, 

처리 후의 값을 나타낸다. 처리를 수행한 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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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방법의 체 흐름도( :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  : 클래스가 없는 데이터, 
  : 이블 와 

동 학습의 이블)

Fig. 2 Flow chart of the proposed method ( : labeled set,  : unlabeled set,   : labels by label propagation 

and co-training)

데이터 집합을 이용해 이블 와 동 학습을 수행

한다. 학습이 완료된 후 클래스가 없는 데이터에 한 

신뢰도를 얻는다.

     

   if  

 if ≠

(1)

maxmin

min
(2)

   ∈   

′   ∈∩ 
(3)

 if   

 ′   ∈ ′    
(4)

식 (3)을 이용해 이블링 결과를 결합하여 새로운 

분류 데이터 집합을 생성하고 두 방법이 이블링한 데

이터의 개수를 동일하게 반 하기 해 식 (4)를 용한

다.  은 방법 이 이블링한 데이터 집합,  ′은 추

출된 최종 데이터 집합,   은 방법 이 클래스 

에 한 신뢰도, 는 최소 신뢰도를 나타낸다. 방법은 

이블 와 동 학습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각 방법

의 데이터에 한 클래스 측 확률을 이용한다.

3.2 이블 

이블 는 매니폴드 추정기반의 지도 학습법으

로 그래  라 라시안(Graph Laplacian)을 이용하여 

이블링 결과의 일 성을 최 화하는 방법이다. 학습 알

고리즘은 그림 3과 같다.

와 의 행렬곱을 하여 를 갱신하고, 클래스 있는 

데이터에 해 기 값을 유지하는 클램핑(clamping)

를 수행하고 이 과정을 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와 의 기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먼 , 데이

터 각각을 하나의 노드로 서로 모두 연결된 완  연결 

그래 를 생성한다. 각 노드간 엣지의 가 치는 노드간 

거리(유사성)에 반비례하고 편차를 크게 하기 해 식 (5)

Algorithm 1.  이블 

Input: Probability transition matrix,
       Class propbability matrix
Output: argmax

 01. while   converged
 02.          .
 03.      Row-normalize  .

 04.      Clamp  for labeled set.

그림 3 이블 의 학습 알고리즘

Fig. 3 Learning algorithm of label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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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계산한다.

             
 exp









  




 

 



 (5)

는 노드   간 엣지의 가 치, 는 체 데이터 차

원의 개수, 
는 번째 데이터의 번째 차원, 는 사용

자 정의 변수 값을 나타낸다. 는 확률 이 행렬로 가

치를 행별 평 화하여 식 (6)과 같이 계산한다.

                  





  

 





 (6)

 는 행렬 의  번째 값을 나타내며  는 각각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와 클래스가 없는 데이터의 개수

이다. 각 데이터마다 다른 데이터와의 상 인 엣지 값

을 나타낸다.는 클래스 행렬로 데이터마다 각 클래스

에 속할 확률이며 식 (7)과 같이 계산한다.

          











 if   and   




if   and  ≠


 (7)

는 번째 데이터의 클래스 에 한 클래스 확률, 

는 클래스 집합,  는 번째 데이터의 클래스를 나타낸

다. 이블 는 유사성과 클래스 확률 분포를 모두 

고려하는 알고리즘이다.

3.3 동 학습

동 학습은 클러스터 추정기반 학습 방법으로 학습

한 분류기의 이블링 결과를 기반으로 데이터 간 유사

성을 평가하여 클래스를 부여한다. 학습 알고리즘은 그

림 4와 같다.

분류기 2개를 각각의 학습 데이터 집합으로 학습하고, 

클래스가 없는 데이터를 이블링한다. 그  신뢰도가

Algorithm 2. 동 학습

Input: Labeled data , Unlabeled data  ,
       A number  

Output:  

 01. Loop for   iterations

 02.   Use   to train a decision tree   that

considers only   portion of .
 03.   Use   to train a decision tree   that

considers only   portion of .
 04.   Allow   to label   examples from  .
 05.   Allow   to label   examples from  .
 06.   Add these self-labeled examples to .
 07.         Examples from   to  .

 08.         Examples from   to  .

 09.   Remove added examples from  .

그림 4 동 학습 알고리즘

Fig. 4 Algorithm of co-training

가장 높은 개의 데이터를 이블링한 클래스와 함께 

다른 분류기의 학습 데이터에 추가한다. 클래스 부여 방

법은 식 (8), (9)와 같다. 

   ∈  Pr    Pr   Pr   

   ∈  Pr   Pr   Pr   
(8)

            
←  ∪




←  ∪



 (9)

는 각 분류기,  은  가 이블링한 번째 데이터의 

클래스, Pr


는  에 한  의 신뢰도,   는 

의 번째 반복문에서의 학습 데이터 집합, 상수 는 사

용자 정의 값이다. 이블링 결과  신뢰도가   이상

이면서 다른 분류기의 신뢰도보다 큰 개의 데이터를 

상  모델의 학습 데이터 집합에 추가한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융 데이터는 포르투갈 은행에

서 수집된 실제 텔 마  데이터이다[13]. 텔 마  

과정에서  상품을 좋은 조건에 제시하며 가입을 유

도한다. 2008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45,198개

의 데이터와 14개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규모 융 고객 데이터를 고려하여 표 2의 속성을 

사용한다.

표 2 실험에 사용된 속성

Table 2 Attributes used in the experiments

Name Type Number of values

Age Numeric -

Job Categorical 12

Martial Categorical 3

Education Categorical 4

Default Categorical 2

Balance Numeric -

Housing Categorical 2

Loan Categorical 2

4.2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클래스가 없는 데이터

와 클래스가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다양하게 실험을 진

행하 다. 테스트 데이터 개수는 체 데이터의 10%로 

고정하고 학습 데이터  클래스 있는 데이터와 클래스 

없는 데이터의 비율을 변화시켰다. 이블 와 동 

학습을 학습한 뒤, 제안하는 방법으로 클래스 없는 데이

터에 한 두 방법의 이블링 결과를 결합하여 클래스

를 부여한다. 학습 데이터에 이블링된 데이터를 추가

하여 의사결정나무를 학습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하

다. 동 학습의 분류기는 의사결정나무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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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확도 분석

그림 5(a)는 클래스 있는 데이터의 비율을 체 데이

터의 40%로 고정시키고 클래스 없는 데이터를 증가시

켜 학습한 의사결정나무의 테스트 정확도이다. 클래스 

없는 데이터를 추가할수록 정확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b)는 클래스 있는 데이터와 클래스 없

는 데이터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클래스 있는 데이터를 

증가시켜 학습한 의사결정나무의 테스트 정확도이다. 클

래스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정확도가 상

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 클래스 없는 데이터 개수에 따른 정확도

(b) 클래스 있는 데이터 개수에 따른 정확도

그림 5 테스트 정확도 평가 (L: 클래스 있는 데이터의 

비율, U: 클래스 없는 데이터의 비율)

Fig. 5 Test accuracies (L: ratio of the labeled set, U: ratio 

of the unlabeled set)

4.4 비교 평가

표 3과 같이 제안하는 방법과 이블 , 동 학습

을 비교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

이 정확도와 정 도가 모든 경우에서 가장 성능이 좋음

을 입증하 다. 한 t-검증 결과, p값 0.001에서 유의

미한 성능 향상이 있음을 보 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가 없는 데이터가 규모로 발

생하는 융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 학습법

표 3 비교 실험 결과(L: 클래스 있는 데이터의 비율, U: 

클래스 없는 데이터의 비율)

Table 3 Comparison result (L: ratio of the labeled set, 

U: ratio of the unlabeled set)

L

(%)

U

(%)
Method

Accuracy

(%)

Precision

(%)

10 80

Proposed Method 83.39 19.37

Label Propagation 81.57 15.22

Co-training 80.38 16.70

20 70

Proposed Method 83.26 26.03

Label Propagation 80.76 21.61

Co-training 81.40 23.54

30 60

Proposed Method 83.90 27.52

Label Propagation 83.15 24.51

Co-training 81.84 25.00

40 50

Proposed Method 84.10 28.90

Label Propagation 83.21 24.19

Co-training 82.86 26.56

을 용하 으며, 이를 해 이블 와 동 학습의 

이블링 결과를 결합하여 클래스가 없는 데이터에 클

래스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실제 포르투갈 은

행의 텔 마  데이터로 실험을 수행하 고,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 1.42%, 정 도 5.0% 향상

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입증하 다. 향후에는 규

모 데이터에 용하고 다양한 지도 학습법을 여러 방

법으로 결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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