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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상의 소셜 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오 라인에서의 출에서는 
알 수 없던 다양한 정보들을 도입하여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상인식에 주로 사용되는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CNN)은 용량의 데이터의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최근에는 DCNN의 구조를 다양하게 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CNN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기본 정보와 융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환 여
부를 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평가를 하여 미국 Lending Club (http://www.lendingclub.com)에서 제공
하는 2012~2015년도의 데이터를 이용하 으며, 개선된 CNN을 통한 성능 향상을 보 다.

1. 서  론

  최근 은행보다 좋은 조건으로 출이 가능한 온라인상

의 소셜 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소셜 출 거래 사이트 Lending Club의 출 거래 횟수

는 2007년 300여 건에서 2014년은 230,000여 건, 2015년

에는 420,000여 건으로 매년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투자자가 채무자를 직  고르기 때문에 투자

자는 채무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채무

를 이행할 수 있는 채무자를 선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Lending Club에서 제공하는 출 정보

를 토 로 딥러닝 기법인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DCNN)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측

하 다. 한 DCNN에서 단순히 층을 쌓는 방법 이외에 

기존 DCNN를 보완하는 방법인 inception module과 

residual network를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련 연구

  Malekipirbazari 등은 Lending Club의 2012~2014년도의 

데이터를 Random Forests 기법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채

무이행 여부를 별하 다[1]. 기존의 신용 평가 지표 외

에 정규분포를 이루는 특징을 추가하여 학습을 수행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신용평가 방법과 비교해 일정 부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 다. 한 Yanhong Guo등은 소셜 

출 환경에서 Logistic Regression 기법을 이용한 투자 

략을 제시하 다[2].

  CNN은 기존 신경망에서 발 된 형태로 인 한 노드의 

convolution 연산을 이용하는 신경망이다. CNN을 여러 

층으로 구성한 신경망인 DCNN은 많은 층을 통해 큰 데

이터의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용량의 데이터를 기

반으로 사용되고 있다. DCNN의 성능은 일반 으로 층의 

개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층이 많아

질수록 back propagation의 과정에서 원본의 데이터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한 처리가 필요하다. 최근

의 연구에서 inception module[3], residual learning[4] 등

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 채무자의 상환 측을 한 CNN

3.1 데이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미국 P2P Lending 

랫폼을 제공하는 Lending Club에서 진행된 출에 해 

기록된 데이터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840,000개

의 출 정보가 있으며 데이터는 채무 이행 정도와 출

의 특징을 설명하는 110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채무 이행 정도는 약 67퍼센트는 완납한 경우, 33퍼센트

는 그 지 못한 경우로 구분된다. 측을 한 속성은 

출 거래에 한 정보와 채무자에 한 정보로 나 어

져 있다. 출 거래에 한 정보는 출 액  지 액, 

출 기간, 이자율 등을 포함하며 채무자에 한 정보는 

출자의 연 , 신용정보, 집 소유정보 등을 포함한다. 

출자의 우편번호와 같이 측에 사용할 수 없는 정보

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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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방법

  데이터는 CNN 모델에 용하기 하여 처리 과정을 

거친다. 측에 사용하는 속성는 53개의 연속형 변수와 

3개의 범주형 변수로 나 어진다. CNN 내부 계산을 

하여 변수들을 [0, 1]의 범 로 정규화 시켜야하는데. 범

주형 변수는 범주의 개수보다 1개 은 이진형 속성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연속형 변수는 1%의 이상

치를 제거한 후 다음 수식으로 처리했다.

′
max

 min

 min
                (1)

처리된 데이터를 CNN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3.2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개선 모델

  CNN은 몇 개의 convolutional layer와 pooling layer로 

구성되어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한다. convolutional layer

에서는 인 한 몇 개의 노드를 이용하여 다음 노드를 계

산한다. 수식 (1)은 주어진 입력 벡터의 i번째 속성부터 

M개의 속성에 한 연산 결과이다.


     

 
   

            (2)

은 층의 인덱스, 는 커 의 인덱스, 은 활성함수를 

의미하고 는 바이어스 값, 
 는 커  값을 의미한다. 

Pooling layer에서는 convolutional layer의 연산 결과에

서 특징 값을 추출하여 체 노드의 수를 인다. 입력

의 일정 역에서 최 값을 선택하는 max-pooling 연산

을 용하 다.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최 값을 추출한

다.

 
  max∈× 

               (3)

은 특정 범 를 의미하는 pooling의 크기를 의미하고 

는 pooling을 이동하는 단계의 크기를 의미한다.  과

정의 결과로 생성된 feature map들은 fully connected를 

통해 1차원으로 배열하고 softmax classifier를 통해 최

종 으로 측된다. Back propagation을 통해 weight를 

수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CNN의 층의 개수를 늘리는 것은 일반 으로 성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층의 개

수만을 기계 으로 늘린다면 back propagation에서 입력

의 정보를 손실할 가능성이 높아 학습이 진행되지 않기

도 하며 계산량이 증가하여 학습 시간을 지체시키기도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 는데 표 인 방법으로 residual 

learning과 inception module 방법이 있다.

  Residual learning은 층을 쌓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손

실을 이고 최 화하기 한 방법이다. 일반 인 CNN

과의 차이 은 학습과정에서 한 개의 layer를 아래의 수

식으로 체하는 것이다.

                    (4)

의 수식에서   로 convolution의 과정

을 2번 는 그 이상 반복한 것이다. Residual learning

은 pooling을 거치지 않은 몇 단계의 convolution을 거친 

후 출력된 벡터에 입력벡터 더하여 이  특징의 손실을 

인다. Inception module은 한 convolution layer내에서 

커 의 크기를 다양하게 하여 학습하는 방법이다. 기존

의 CNN은 한 층 내에서 커 의 크기를 동일하게 사용하

기 때문에 집된 정보와 퍼진 정보를 동시에 찾아낼 수 

없지만 inception module은 한 층에서 세 가지 크기의 

커 을 동시에 사용하 다.

3.3 제안하는 방법

  그림 1은 제안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시스템은 Nvidia 

GTX 1080 GPU에서 구 하 으며, tensorflow 라이 러

리를 사용하 다. 처리된 신용평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기 하여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하 는데, 각 모

델의 한 layer에서는 그림 2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연산을 진행한다.

  첫 번째 모델은 일반 인 CNN 모델로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를 반복하여 쌓는다. 이  층에서 

출력된 벡터에 convolution 연산을 하여 다음 은닉층으로 

달해나가며 학습을 진행한다. 각 층에서 커 의 크기

는 ×로 설정하 다. 두 번째 모델은 residual 

learning를 용한 모델로 두 단계의 convolution layer

마다 이  단계의 입력벡터를 더하 다. 커 의 크기는 

두 convolution layer에서 모두 × 크기를 사용하 다. 

세 번째 모델은 inception module을 용한 모델로 한 

모듈 내에 세 가지 크기의 커 을 동시에 사용하 다. 

첫 번째 층에서는 커 의 크기는 ×로 하여 입력 특

징을 분리한다. 두 번째 층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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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모델 변수 값

공통

체 층의 개수 2 ~ 18

커 의 이동 단계 1

커 의 개수 8~64

learning rate 0.01 ~ 0.1

최  epoch number 100

Residual residual learning 단 2

Inception inception 내부 커  크기 3 ~ 8

표 2. 모델 별로 사용되는 매개변수 목록

module inception 내부 커  개수 [16,8,4,4]

Model 정확도 (%)

CNN 65.82

Residual 84.48

Inception 84.61

표 3. 각 모델의 test set에 한 정확도

그림 2. 모델 간 비교 (a)CNN (b)Residual (c)Inception

actual

Bad Good

predicted
Bad 20,409 740

Good 15,373 68,190

표 4. Inception 모델의 confusion matrix

을 사용하고 그 외에 첫 번째 층에서의 출력  한 개를 

그 로 사용하는 것과 pooling layer를 추가 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총 네 종류의 특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듈

을 구성하 다.

4. 실험  결론

  CNN의 매개변수는 모델의 복잡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게 설정해야 한다. 표 2는 각각의 모델에서 사용

되는 매개변수를 나타낸다. 체 층의 개수는 2개부터 

18개까지 사용하 으며 커 의 개수는 8~64개로 사용하

다. Residual learning의 단 는 2로 사용하 으며 

inception 내부 커 의 크기는 3x1부터 8x1까지의 크기 

 2개를 사용하 다.

  표 3은 세 가지 모델 각각의  검증데이터 정확도를 나

타낸다. 일반 CNN의 경우 65.82%로 학습이 잘 되지 않

은 반면 개선된 모델인 residual learning과 inception 

module은 비교  높은 정확도를 보 다. 체 정확도  

가장 높은 정확도는 16층의 inception 모델로 84.61%의 

정확도를 가졌으며 residual 모델도 84.48%로 CNN에 비

해 개선된 성능을 보 다.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inception 모델에 한 confusion matrix는 표 4와 같이 

나타나는데, 출을 갚을 것으로 측했을 때 실제로 갚

은 경우가 81.60%로 해당 모델을 사용할 경우 투자자가 

채무자를 선택할 때 실질 으로 험을 낮출 수 있을 것

이다.

  향후 연구로는 측상의 오류를 분석하고 분류기를 혼

합해서 사용하여 정확도를 더 높이고 새로운 데이터에 

추가 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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