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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대출은 온라인 상에서 개인 간 이루어지며 많은 데이터의 클래스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레이블링하여 추가적인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다면 예측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준지도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래프기반 레이블 전파와 SVM기반 TSVM으로 클래스 없는 데이

터를 레이블링하여 데이터를 생성한 후, 의사결정나무로 학습하고 평가한다. 미국 최대

의 소셜대출 사이트인 Lending Club에서 공개한 데이터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

과,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예측 정확도 약 5%, F1 점수 약 3% 향상되었다. 

1. 서론 

소셜 대출 또는 P2P 대출은 온라인 상에서 개인 간 

이루어지는 대출이다. 투자자에게 대출자가 상환 성공 

혹은 실패할지를 예측하는 것을 채무 예측 문제라고 

하며 기계 학습 분야에서 이진 분류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소셜 대출에서의 채무 예측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대출자의 채무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 기관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1]. 

소셜대출 데이터는 대부분이 상환 진행 중으로 

클래스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레이블링하여 

추가적인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다면 예측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준지도학습 

과정 중 레이블링 결과를 이용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래프기반 레이블 전파와 SVM기반 

TSVM으로 클래스 없는 데이터를 레이블링하여 

데이터를 생성한 후 의사결정나무로 학습하고 평가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의 소셜 

대출 사이트인 Lending Club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2].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예측 정확도 약 5%, F1 점수 약 3%가 

향상되었다. 

 

2. 관련 연구 

2.1 소셜대출의 채무예측 

표 1은 소셜대출 데이터에 기계 학습을 적용하여 

채무 예측을 수행한 연구이다[3]. 미국의 Lending 

Club과 Prosper, 영국의 Bondora, 중국의 

Wangdaizhijia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기계 학습 방법들이 사용되었지만 클래스 없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래스 없는 데이터를 레이블링하여 학습 데이터 양을 

늘리고 지도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킨다. 

표 1. 소셜대출 관련 연구 

연도 저자 데이터 기계학습 

201

4 
R. Emekter Lending Club 회귀 함수 

201

4 
Z. Zhang Prosper 회귀 함수 

201

5 

A. 

Byanjankar 
Bondora 

인공 

신경망 

201

6 
M. Wang Wangdaizhijia 

퍼지 

SVM 

201

6 
V. Kumar Lending Club 

랜덤 

포레스트 

 

2.2 준지도학습 방법 

전통적인 분류기는 클래스 있는 데이터만을 이용해 

학습을 수행한다. 하지만 클래스 있는 데이터는 얻기 

힘들고 클래스 없는 데이터를 레이블링 하기 위해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클래스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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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얻기 쉽다. 준지도 학습 방법은 

많은 양의 클래스 없는 데이터와 적은 양의 클래스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좋은 분류기를 구축한다. 

대부분의 준지도 학습 과정은 처음에 클래스 있는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뒤 클래스 없는 데이터를 

점차적으로 레이블링해 나가며 클래스 있는 데이터와 

클래스 없는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이 완료된 준지도 학습 방법의 레이블링 결과만을 

활용하여 클래스 있는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린다. 

 

3. 준지도학습 기반 데이터 생성 방법 

3.1 전체 흐름도 

그림 1. 전체 흐름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준지도학습 방법인 레이블 전파와 

TSVM(Transductive SVM)의 학습 과정 중 레이블링 

결과만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한다. 학습 데이터에 

이를 추가하여 의사결정나무로 학습한 뒤 평가한다. 

3.2 레이블 전파 

레이블 전파는 그래프 기반의 준지도 학습 방법으로,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이용해 예측의 일관성을 

최대화하도록 학습한다[4]. 먼저 각 데이터를 하나의 

노드로 하여 완전 연결 그래프를 생성한다. 두 데이터 

간 엣지의 가중치는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𝑤𝑖𝑗  =   exp (−
∑ (𝐷

𝑑=1 𝑥𝑖 
𝑑 − 𝑥𝑗 

𝑑)2

𝜎2
) (1) 

𝑤𝑖𝑗  는 노드 𝑖 와 𝑗   간 엣지의 가중치이며, 𝑥𝑖 
𝑑 는 노드 

𝑖의 𝑑번째 속성 값, 𝜎는 사용자 정의 값이다 전이 행렬 

𝑇는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𝑇𝑖𝑗 는 𝑇의 𝑖번째 행, 𝑗번째 열에 대한 값을 나타낸다. 

클래스 확률 𝑌는 클래스 있는 데이터는 해당 클래스에 

1,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하고 클래스 없는 데이터는 

랜덤으로 한다. 학습 과정은 𝑌 와 𝑇 의 행렬 곱 연산 

결과로 𝑌 를 업데이트하고, 계산된  𝑌  중 클래스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값은 고정하는 과정을 𝑌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학습 완료 후, 𝑌를 기반으로 데이터 

마다 해당 데이터와 유사성이 높은 𝑘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 레이블링한다. 

3.3 TSVM 

TSVM[5]은 SVM을 이용한 준지도 학습 방법으로 

클래스 없는 데이터를 이용해 결정 경계의 마진이 

커지도록 학습한다. 먼저 클래스 있는 데이터만을 

이용해 SVM을 학습 하고 클래스 없는 데이터를 

레이블링한다. 레이블링 데이터 중 클래스를 교환하여 

슬랙 값이 작아질 경우, 두 데이터의 클래스를 교환한다. 

레이블 전파와 달리 레이블링을 수행하면서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레이블링 결과를 이용한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데이터 

표 2. 실험에 사용된 속성 

 Lending Club의 2015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전체 데이터는 310,752개이며, 이 중 클래스 

있는 110,351개, 클래스 없는 데이터는 

200,401개이다. 클래스 있는 데이터 중 10%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한다. 숫자형 속성은 표준화, 범주형 

속성은 이진화하고 정보 이득(Information Gain) 값이 

0.005 이상 표 2의 속성을 이용한다. 클래스는 상환 

성공인 경우 1, 실패인 경우 0이다. 

4.2 레이블링 정확도 실험 

부정확하게 레이블링한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경우 

예측성능을 향상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레이블링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클래스 있는 데이터 중 

𝑇𝑖𝑗 =
𝑤𝑖𝑗

∑ 𝑤𝑘𝑗
𝑙+𝑢
𝑘=1

 (2) 

 속성 이름 

숫자형 

DTI 
Bankcard 

utilization 

Ration of 

bankcard high 

credit 

Loan amount 

Total open 
Bankcard 

percentage 

Average balance Total balance 

Ratio of total high 

credit 
Annual Income 

Mortgage account 
Revolving 

utilization 

Installment  

이진형 

Term 
Home ownership 

mortgage 

Home ownership 

rent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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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클래스를 제거하여 가상의 클래스 없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실제 클래스와 비교한다.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다. 레이블 전파는 클래스 1, TSVM은 

클래스 0을 더 정확하게 분류한다. 

표 3. 레이블링 결과의 혼동 행렬 

4.3 검증 실험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클래스 

있는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모델과 비교실험을 수행한다. 

지도 학습 모델은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고 각 

데이터로 학습 후 평가한다. 실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레이블링하여 데이터를 추가했을 경우가 추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정확도 약 5%, F1 점수 약 3% 

상승하였다. 또한 t-test 결과 레이블 전파와 TSVM 

모두 p 값 0.0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보였다. 

 
그림 2. 검증 실험 결과 

4.4 레이블링 데이터 분석 

레이블 전파와 TSVM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레이블링한 데이터의 클래스별 분석을 수행한다. 클래스 

없는 데이터에 t-SNE를 수행하고 클래스별 커널 밀도 

추정법을 사용해 두 방법이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다. 실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클래스 1에 

대해서는 각 방법이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클래스 0은 차이가 큰 것을 보아 클래스 0 에 대해 

다른 피쳐를 기반으로 모델링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셜 대출의 채무 예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래스 없는 데이터를 레이블링하여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레이블 

전파와 TSVM의 학습 과정 중에서 레이블링 결과만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 5%, F1 점수 3% 향상되었다. 

향후에는 레이블링 결과를 결합하여 레이블링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학습하므로 지도 학습 모델을 의사결정나무가 

아닌 딥러닝 기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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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전파 TSVM 

예측 클래스 

1 0 1 0 

실제 

클래스 

1 39,048 2,447 36,519 4,976 

0 11,721 1,956 11,189 2,488 

(b) 클래스 0 데이터 

그림 3. 클래스별 레이블링 데이터의 특성 

(a) 클래스 1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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