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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을 통한 P2P 소셜대출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 불이행의 위험요소

를 줄이기 위하여 대출자의 채무 이행 여부를 예측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2P 소셜대출에서 대출자의 채무이행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C-LSTM 신경망 구조

를 제안한다. C-LSTM 신경망은 컨볼루션 신경망(CNN)과 Long Short-Term Memory(LSTM)을 결합

한 구조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지역적 특징을 추출하고 LSTM을 통해 속성간 순차적 모델링

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기계학습 방법들과 비교하여 77.5%로 가장 높은 성능을 
얻었고 10겹 교차 검증을 수행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1. 서론 
최근 온라인상의 P2P 소셜대출 플랫폼을 이용하여 은

행의 도움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소셜 대출 거래는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 기술로 시중은행 보다 낮은 대출 기준과 좋은 
대출 조건을 제시한다. 또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

자의 신용평가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투자

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
영되기 때문에 투자자 개인이 금융기관 대신 금전적 위
험을 부담해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채무이행 여부를 예측하여 
안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P2P 소셜대출에서 대출자의 채무 이행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 C-LSTM 신경망 구
조를 제안한다. C-LSTM 신경망은 CNN과 LSTM을 통합 
구조로 각 모델의 장점을 활용한다. CNN은 컨볼루션층

에서 가중치를 가진 필터를 사용하여 복잡한 데이터의 
지역적 특징을 추출하고 LSTM은 내부 메모리셀과 게이

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시퀀스 모델링을 수행한다. C-LSTM의 이런 장점을 
활용하여 소셜대출 데이터의 복잡한 속성값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속성간 순서를 모델링하여 소셜대출 채무자 
상환 예측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최근 P2P 플랫폼에서 채무이행을 예측하려는 다양한  

표 1. P2P 소셜대출 관련연구 
저자 적용방법 내용 

X. Lin 로지시틱회귀 신용위험 평가 
C. Serrano-Cinca 의사결정나무 채무이행 예측 

V. Kumar 랜덤포레스트 채무이행 판별 
Malekipirbazari 랜덤포레스트 채무이행 예측 
A. Byanjankar 인공신경망 신용점수 제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X. Lin 등은 중국 P2P 
플랫폼인 Yool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로지스틱 회귀분

석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파악하여 채무 불이행 위험 요소를 탐지하고

자 하였다[1]. Serrano-Cinca 등은 미국 P2P 플랫폼인 
Lending Club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하여 채무이행 여부를 예측하였다[2]. Kumar 
등은 Lending Club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세개의 앙상

블 분류기를 통하여 학습시킨 후 채무 이행 예측을 수
행하였다[3]. Malekipirbazari 등은 랜덤포레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이행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4]. 
Byanjankar 등은 유럽 P2P 플랫폼인 Bondora에서 제공하

는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분류한 후 사용자에

게 신용점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5]. 
 
3. 제안하는 방법 
3.1. 채무 예측 Lending Club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P2P Lending 플랫폼인 Lending Club에서 
제공하는 소셜대출 거래 데이터를 이용한다.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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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관행렬 그래프 
 
2016년까지 약 85만개의 대출 정보가 존재하며 각 데이 
터는 대출 특징을 설명하는 110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성은 채무자 정보와 대출 거래 정보로 구분된다. 
110개 속성 중 예측에 사용할 수 없는 속성을 제외한 
73개 속성의 데이터에 대해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각 속
성 데이터는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로 구분되며 C-
LSTM의 내부 연산을 위해 0과 1사이의 값으로 정규화

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범주형 변수는 이진 변수의 
속성을 갖도록 하였고, 연속형 변수는 1%의 이상치를 
제거한 후 수식 (1)로 전처리 하였다. 그림 1은 데이터 
속성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축은 
데이터의 속성을 나타내며 색이 진할수록 속성간 상관

관계가 높다. 위 그래프를 통해 데이터의 관계가 복잡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채무 이행 예측을 위해서는 복잡

한 데이터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X =   −    −    (1) 

 
3.2. C-LSTM 모델  
 그림 2 는 채무이행 예측을 위한 C-LSTM 신경망의 전
체 구조를 나타낸다. C-LSTM 신경망은 컨볼루션층과 풀
링층 그리고 LSTM 으로 구성되어 Lending Club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한다.  
  컨볼루션층은 입력된 노드에 대해 인접한 영역의 가
중치 곱을 계산하여 출력으로 사용한다. 수식 (2)는 컨
볼루션층에 주어진 입력 벡터의 i 번째 값부터 M개의 값
에 대한 연산 과정을 나타낸다. l은 컨볼루션층의 인덱

스, j는 커널의 인덱스, σ는 활성화함수를 표현하고 는  

 

그림 2. 제안하는 C-LSTM 신경망 구조 
 
바이어스,  는 커널의 값을 의미한다. 풀링층에서는 컨
볼루션층의 연산결과에 대한 특정 영역의 최대값을  

 , =  ( +    , ) (2) 

선택하는 최대-풀링 연산을 적용한다. 수식 (3)은 l번째 
풀링층에서 최댓값을 추출하는 것을 나타낸다. R은 특
정 범위의 풀링 크기를 나타내고 T는 풀링이 이동하는 
거리를 의미한다.  

 , =  ∈×,  (3) 

CNN 은 컨볼루션층과 풀링층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며 데
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마지막 풀링층에서   배열을 
출력하여 다음 층으로 전달한다. 
  LSTM 은 학습 데이터를 기억하는 특성을 갖기에 장기 
의존성을 갖는 순차적 데이터를 모델링하기에 적합하다. 
식 (4)은 LSTM 게이트 입출력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  (  + ℎ +  ∘  +  )  =    + ℎ +  ∘  +    =  ∘  +  ∘ tanh(  +  ℎ +  )  =  (  + ℎ +  ∘  +  ) ℎ =   ∘  ℎ() 

(4) 

메모리 셀인  는 상태 정보를 저장한다. 이 셀은 입력

게이트   와 출력게이트  의 매개변수에 의해 입출력

이 제어된다. 순차적 데이터에서 시간순서에 따라 입력 
값 가 LSTM 에 들어오면 입력 게이트는 이 값을 내부

에 메모리 셀에 축적한다. 이전 셀인 은 망각 게이

트 에 의해 이전 정보를 잊을지 결정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의 출력을 최종 상태인 ℎ  로 전달할지 최종 
결정을 수행한 후 출력 게이트   에 의해 출력이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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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겹 교차검증 정확도 박스플롯 

 

그림 4. 추출된 특징 간의 t-SNE 군집화 
 
4. 실험 및 결과  
  C-LSTM 신경망을 최적화 하기 위해 적절한 매개변수

를 설정해야 한다. CNN 은 4 개의 컨볼루션, 풀링층으로 
구성하였다. 컨볼루션층과 풀링층 모두에서 커널의 크기

를 2 로 설정하였다. 다음 층에서는 128 개의 노드를 갖
는 LSTM 을 연결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완전연결층을 2 개의 층으로 연결하였고 각각 256, 
128 개의 노드로 구성하였다.  

Lending club 데이터에 대한 C-LSTM 모델의 실험 결
과는 그림 3과 같다. C-LSTM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77.55%의 분류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이는 CNN과 비교

하여 약 2%정도 향상된 성능이며 기존 기계학습 방법의 
성능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

하기 위해 10겹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안정적인 분
포를 갖는 가장 높은 성능을 얻었다. 그림 4는 추출된 
특징 간의 t-SNE 군집화 이미지를 나타냈다.  
 

표 2. C-LSTM 혼동행렬 분석 
           Prediction label 
True label 

Charge off Fully paid 

Charge off 664 2501 
Fully padi 708 10,509 

 
C-LSTM을 채무자 상환 예측에 사용할 경우 투자자는 
실제 대출을 갚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를 선택해야 
하므로 높은 Precision이 중요하다. 표 2에서는 C-LSTM 
모델의 혼돈행렬을 나타낸다. 해당 모델의 Precision은 
93.7%로 실제 투자시 대출을 회수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유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소셜대출의 채무예측을 위한 C-LSTM 
신경망 구조를 제안하였다. CNN 과 LSTM 을 결합한 구 
조를 사용하여 소셜대출 거래 데이터의 지역적 특징 뿐 
만 아니라 속성간 순차적 특징을 모델링하였다. 제안하

는 방법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방법과 정확도

를 비교하였고 10 겹 교차 검증 방법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C-LSTM에 의해 발생한 오분류 데이터

를 분석하여 분류기의 정확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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