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온라인 소셜 대출 거래는 기존 대출에 비해 좋은 조건
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신용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투자자와 채무
자를 연결해주어 은행 없이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는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고 투자자는 은행보다 
높은 이율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채무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채무를 불이행할 위험
이 있으며 주어진 기간 내에 이행할 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는 기존 신경망에
서 발전된 형태로 인접한 노드의 convolution 연산을 이
용하는 신경망이며 최근 영상 처리 등에 주로 사용되어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CNN의 모델이 복잡
해지면 많은 매개변수의 사용으로 학습데이터에 과적합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CNN을 이용하여 
채무 이행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dropout을 통해 
CNN의 과적합을 방지하는 방지할 수 있으며, 더 뛰어난 
채무 예측이 가능함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2. 관련 연구
  Malekipirbazari 등은 Random Forests 기법을 활용하여 
채무 이행 여부를 판별하였다[1]. 채무자의 기본 정보 이
외에 총부채 상환 비율과 수입, 지출의 비율 등의 특징
을 추가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신용 
평가 방법과 비교해 일정 부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
다. Yanghong 등은 instance-based 방법을 사용하여 유
사한 대출을 통해 return과 risk를 측정하고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였다[2].
  Krizhevsky 등은 기존 신경망에서 인접한 노드에 

convolution 연산을 사용한 CNN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인
식하였다[3]. 대용량 데이터의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CNN을 여러 층으로 구성한 모델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켰다.
  CNN은 뛰어난 모델링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델이 
복잡해지면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과적합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신경망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learning rate를 조절하거나 early stopping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데[4], 일반적인 신경망에 비하여 복잡한 CNN에
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계가 있다. Hinton 등은 CNN
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connection을 일정
한 확률로 끊는 방법인 dropout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
해 image classification 분야에서 성능을 향상시켰다[5].

3. 채무자의 상환 예측 방법
3.1. 채무 예측 데이터
  본 논문에서 채무예측을 위하여 사용한 데이터는 미국
의 온라인 소셜 대출 플랫폼 lending club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대출에 대한 데이터이다. 해당 기간
에 약 750,000건의 대출이 진행되었으며 대출에 대한 정
보를 갖고 있는 110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행
중인 대출을 제외하면 약 77퍼센트는 완납한 경우, 23퍼
센트는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된다. 속성은 채무자에 
대한 정보와 대출 거래에 대한 정보로 나누어져 있다. 
표는 데이터의 주요 속성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다.
  110개의 속성 중 채무 예측과 관련 없는 속성을 제외
한 후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예측에 사용하는 변수는 
53개의 연속형 변수와 3개의 범주형 변수로 나누어진다. 
변수는 [0,1]의 범위로 정규화하였으며 전처리된 데이터
를 CNN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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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소셜대출 거래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채무자의 정보들을 토대로 채무 상환을 예측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는 대용량 데이터의 특징을 자동
으로 추출하여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CNN 모델이 복잡해질 경우 과적합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connection을 일정한 확률로 끊는 방법인 dropout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NN에 dropout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성능 향상 효과를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채무 상환 여부
를 판단하였다. 평가를 위하여 미국 Lending Club (http://www.lendingclub.com)에서 제공하는 2015~2016년
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기존 방법에 비하여 성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CNN의 모델의 결과 분석을 
통해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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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
  그림은 채무자의 상황 예측을 위한 CNN의 전체 구조
를 나타낸다. 데이터는 3.1의 과정으로 전처리된 후 CNN 
모델에 입력된다. CNN 모델은 입력과 출력을 연결하는 
몇 가지의 단계로 구성된다.
  Convolution layer는 입력 노드 중 인접한 몇 개의 노
드에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 층으로 출력한다. 이 때, 주
어진 입력 벡터의 I번째 속성부터 M개의 속성에 대한 연
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은 층의 인덱스, 는 커널의 인덱스, 은 활성함수를 

의미하고 는 바이어스 값, 
 는 커널 값을 의미한다. 

Pooling layer는 convolution의 연산 결과에서 특징값을 
추출하여 전체 노드의 수를 줄인다. 입력의 일정 영역에
서 최대값을 선택하는 max-pooling 연산을 적용하였는데, 
연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max∈  ×   

               (2)

은 특정 범위를 의미하는 pooling의 크기를 의미하고 
는 pooling을 이동하는 단계의 크기를 의미한다. CNN
은 convolution과 pooling을 지정한 층의 개수만큼 반복적
으로 실행하여 특징을 찾아내고 마지막 pooling layer에

서     의 배열을 출력한다. Fully connected 

layer는 추출된 특징을 완전히 연결하여 예측을 수행한

다. Softmax classifier는 을 입력으로 하며 CNN의 최종
적인 결과를 출력한다.
  CNN의 fully connected layer는 추출된 특징을 기반으
로 예측을 수행하는데, 모델이 복잡해지고 학습양이 늘

어나면 학습데이터에 대하여 과적합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닉층에서 전체 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은닉 계층의 몇몇 노드들을 임의로 생략하는 
dropout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산 과정은 다음
과 같다.

  ∼                 (3)

    
     

           (4)

 은 각 층에 대한 독립적인 임의의 확률로 생성된 벡

터이며,   을 계산하는 과정에  을 곱하는 방식으
로 노드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특징이 추출된 
이후의 노드가 각각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
였을 때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충분한 전문가만을 선출
하여 균형잡힌 결과를 내는 효과가 있다. dropout은 적용 
확률에 따라 임의로 해당 노드를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
하기 때문에 은닉층 노드 개수에 대하여 exponential한 
양의 모델을 결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4. 실험 및 결론
  CNN의 모델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를 적
절하게 설정해야 한다. 모델의 전체 layer의 개수는 3개
부터 15개까지 조절하였다. convolution layer의 kernel 
size는 모든 층에서 [3,1]로 설정했으며 pooling layer의 
pool size는 모든 층에서 [2,1]로 설정했다. fully 
connected layer는 2개의 층으로 각각 25, 10개의 노드로 
구성했다. CNN의 dropout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dropout을 적용한 모델과 적용하지 않은 모델을 각각 학
습하였다. dropout의 확률은 0.25와 0.5 두 가지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1. 채무 상환 예측 CNN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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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ding club 데이터에 대한 CNN 모델의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다. CNN은 기존 기계학습 방법들과 비교하였
을 때 전반적으로 정확도가 향상하였다. 그 중에서 
dropout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은 82.36%로 MLP에 비하
여 근소한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0.25 확률의 dropout을 
사용한 모델은 86.73%를 나타냈고 0.5 확률의 dropout을 
사용한 모델은 가장 높은 정확도인 87.66%를 나타냈다.
  CNN 모델을 실제 채무 예측에 적용할 경우 투자자가 
대출을 갚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기 때
문에 모델의 높은 precision이 중요하다. 표 2는 dropout 
0.5 모델의 confusion matrix를 나타낸다. 해당 모델의 
precision은 88.57%로 precision이 높은 경우 대출을 갚을 
것으로 예측했을 때 실제 대출을 갚을 확률이 더 높아지
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모델이 된다.
  이는 t-SNE 시각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t-SNE
는 Hinton 등이 은닉층을 시각화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으로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는 방법이다6]. 이 때, 고차원
의 데이터에서 유사한 데이터는 차원이 축소된 뒤에도 
거리가 가깝게 나타난다. Test set을 CNN 모델에 입력한 
후 fully connected layer의 특징값들을 t-SNE를 이용하
여 2차원으로 embedding한 뒤에 좌표평면에 나타낸 결
과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t-SNE 결과를 통해 CNN의 
특징 추출 성능을 확인하며 예측단계 바로 직전의 특징
이기 때문에 오분류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에서 각 색깔은 실제 채무 이행여부를 나타내는데 
붉은색은 완납한 경우, 푸른색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를 나타낸다. 각 군집은 CNN이 분류한 특징별로 분
포되어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주로 대출 기간이 짧고 집 
소유가 대출인 사람의 비중이 높게 분포되어있다. 해당 
군집은 다른 군집에 비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CNN의 
classifier는 해당 군집의 데이터를 bad class로 구분한다. 
비록 해당 군집에 good class가 비슷하게 분포되어있어 
class의 혼동 요소가 되지만 높은 비율의 bad class를 동
시에 포함하고 있어 good class의 높은 precision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향후 연구로는 dropout의 모델 결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dropout에 따른 내부 변수의 변화를 관찰할 것이
며 이를 바탕으로 모델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연구할 계획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대학ICT연구센터육성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7-2015-0-00369)

참고문헌
[1] M. Malekipirbazari and V. Aksakalli, “Risk 

assessment in social lending via random forests,”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vol. 42, no. 10, 
pp. 4621-4631, 2015.

[2] Y. Guo, W. Zhou, C. Luo, C. Liu and H. Xiong, 
“Instance-based credit risk assessment for 
investment decision in P2P lending,”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 249, no. 2, pp. 
417-426, 2016.

[3] A. Karpathy, I. Sutskever and G. E. Hinton,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p. 1097-1105, 2012.

[4] R. Caruana, S. Lawrence and L. Giles, “Overfitting 
in neural nets: Backpropagation, conjugate gradient, 
and early stopping,”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pp. 402-408, 2000.

[5] N, Srivastava, G. E. Hinton, A. Krizhevsky, 
I.Sutskever and R. Salakhutdinov, “Dropout: a 
simple way to prevent neural networks from 
overfitting,”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pp. 1929-1958, 2014.

[6] L. V. D. Maatenh and G. Hinton, “Visualizing data 
using t-SN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pp. 2579-2605, 2008.

그림 2. Dropout 0.5 모델 마지막 층의 t-SNE

방법 정확도
Naïve bayes 64.89%
Random Forests 77.61%
Decision Tree 74.78%
MLP 81.33%
CNN no dropout 82.36%
CNN dropout 0.25 86.73%
CNN dropout 0.5 87.66%

표 1.. 다른 방법과 비교

actual

Bad Good

predicted
Bad 657 3150

Good 380 24419

표 2. Inception 모델의 confus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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