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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rporate credit rating represents an assessment of the relative level of risk associated with 

the timely payments required by the debt obligation. In this study, the corporate credit rating model 

employs artificial intelligence methods including Neural Network (NN) and Case-Based Reasoning 

(CBR). At first, we suggest three classification models, as partitioned neural networks, all of which 

convert multi-group classification problems into two group classification ones: Ordinal Pairwise 

Partitioning (OPP) model, binary classification model and simple classification model.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artitioned NN outperformed the conventional NN. In addition, we put to use CBR 

that is widely used recently as a problem-solving and learning tool both in academic and business 

areas. With an advantage of the easiness in model design compared to a NN model, the CBR model 

proves itself to have good classification capability through the highest hit ratio in the corporate credit 

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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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업의 신용평가는 기업의 험도를 측정하

여 어음, 사채  출  등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신용평가 결과

는 해당 기업의 채권 수익률이나 주가 등에 

향을 미치고, 한 융기 , 투자자  거래처 

등이 출 결정, 투자 결정, 신용 매 등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향을 미친다. 재 우리나라

에서는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그

리고, 한국기업평가(주) 등의 회사가 기업의 신

용 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객 이고 합리

인 기업신용평가 결과를 해당 투자자들에게 공

개하는 것은 융시장의 건 한 발 을 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 사회가 고

도화 될수록 그 요성은 증가하게 된다.

기업 신용 평가의 정확성  객 성을 높이기 

해서는 과학 인 평가 모형  기법들을 개

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용 등  결정에서는 

정량 인 분석과 정성 인 분석을 모두 사용하

여 단한다. 그러나, 기업의 산업 험, 회계 

품질(accounting quality), 작업의 효율성(opera-

ting efficiency), 재무  융통성(financial flexi-

bility), 시장에서의 치(market position) 등 정

성 인 면들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신

용 등 을 결정하는 실증 인 연구에서는 재무 

변수를 사용하는 정량 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

고 있다. 

신용 평가는 기업 도산 측이나 출 승인 

결정 등과 같은 이집단 분류 문제와 달리 등

간에 서수  특성이 있는 다집단(multi-group) 

분류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수리

인 식을 통해 각 등 을 한번에 분류하는 모

형들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Kwon[1997]에 

의해 OPP모형이 제시되면서 다집단 분류 문제

를 이집단 분류 문제화 하여 여러 모형을 만들

고 순차 으로 용하여 등 을 결정하는 방법

이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을 사용한 방법보

다 학습에 있어서 보다 효과 이며 보다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먼  OPP 모형과 같이 자료

를 조작 으로 분류하여 다집단 분류 문제를 이

집단 분류 문제화 하는 새로운 모형인 이진 분

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경회로

망을 분리시킨 단순 분리 모형을 제시하여 기존

의 일반 인 신경회로망과 비교함으로써 신경

회로망을 분리시켜 학습을 단순화 시키는 방법

이 보다 효과 임을 보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문제 해결 기법과 학습의 

도구로 리 사용되고 있는 사례 기반 추론 방

법을 용한 새로운 기업 신용 평가 모형을 설

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 기반 추

론 방법을 사용한 모형의 결과를 다른 모형들과 

비교함으로 사례 기반 추론 방법이 기업 신용 

평가 문제에 잘 용될 수 있는 모형인가를 알

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간

의 신용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실증 으

로 분석한다.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한 

변수를 기존에 이미 있는 모형과 새롭게 제시된 

모형에 용하여 신용 평가를 해보고, 이를 비

교 평가 한다. 

2. 문헌 연구

2.1  통계  방법을 이용한 분류

Beaver[1966]는 재무 비율을 이용해서 단변

량(univariate) 분석 인 근 방법을 통해 기업 

도산을 측하 고, 그로부터 2년 후 Altman 

[1968]은 다변량 별 분석 방법의 하나인 선형 

별 분석(Linear Discriminant Analysis : 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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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여 기업 도산을 측하 으며, 그 

결과 Beaver의 단변량 근 방법보다 측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Kaplan and Urwitz[1979]는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채권 등  결정(bond rating)을 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재무비율  계수와 같은 

주가에 한 자료를 독립 변수로 사용하 으며, 

채권 등  결정을 한 통계  방법으로는 OLS 

(Ordinary Least Squares) 회귀식과 로빗

(probit) 방법을 사용하 다. 두 방법을 비교 평

가한 결과, 로빗보다 OLS 회귀식의 측력이 

더 좋게 나타났다. 

Srinivasan and Kim[1987]은 기업의 신용이 큰 

험 상태인가 아닌가를 단하는 이집단 분류 

문제인 기업의 신용 승인(corporate credit gran-

ting) 문제에 별 분석, 로짓, 목표 계획법(goal 

programming), RPA(Recursive Partitioning Al-

gorithm)등 4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 실험하

다. 그 결과 RPA의 성과가 가장 좋게 나타

났다.

2.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방법을 이

용한 분류

Messier and Hansen[1988]은 귀납  학습, 

별 분석, 개인 단(individual judgments), 집단 

단(group judgments) 등의 방법을 기업의 도

산 측에 용하여 그 성과를 비교 평가 하

다. 이 연구의 결과 귀납  학습 방법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지원철[1989]은 채권 등  결정에 있어서 통

계  기법과 신경회로망 기법을 용하 고, 재

무제표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실험하 다. 실

험의 결과, 신경회로망이 다변량 별 분석 방

법보다 우수한 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채권 등  결정 문제가 단순한 선형 함수

에 의해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Surkan and Singleton[1990]은 독립 변수로 7

개의 재무 비율을 사용하 고, 인공신경망 방법

을 용하여 채권 등  결정(bond rating)에 

한 연구를 하 다. 인공신경망 모형으로 하나의 

은닉층을 사용하는 모형과 두 개의 은닉층을 사

용하는 모형을 사용하여 실험하 으며, 그 결과

를 다변량 별 분석 방법과 비교 하 다. 실험 

결과 신경회로망 방법이 다변량 별 분석 방법

보다 측력에 있어서 높게 나타났으며, 신경회

로망 모형 에서 두 개의 은닉층을 사용한 모

형이 하나의 은닉층을 사용한 모형 보다 더 좋

은 측력을 나타냈다.

Odom and Sharda[1990]는 재무 비율을 독립 

변수로 하여 인공신경망 방법을 용하여 기업 

도산 측에 한 연구를 하 다. 인공신경망 

모형으로 하나의 은닉층을 갖는 모형을 사용하

으며, 실험 결과 인공신경망 방법이 별 분

석 방법보다 우수한 측력을 보 다. 이 밖에

도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부도 측을 해 인공

신경망과 기존의 통계분석을 비교하 는데 인

공신경망 방법이 우수한 측력을 보 다 [Coates 

and Fan, 1993; Desai 외 2인, 1996; Wilson and 

Sharda, 1994].

이건창 등[1994]은 기업부도 측을 해 인공

신경망의 처리기로 귀납  학습방법을 사용

하 다. 실험결과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독립

인 통계  기법이나 인공신경망 기법보다 우수

한 측력을 보 다.

한인구 등[1995]은 우리나라 신용평가 기 인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의 3개 회사가 1991년～1993년에 수행한 기업 

신용 평가 자료를 사용하 고, 24개의 재무 비

율을 독립 변수로 사용하고 신용평가 모형으로 

별 분석, 신경회로망 모형을 사용하여 실험을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자료의 선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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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체 자료, 유크리디언 거리, 마하라노비

스 거리, 학습 자료의 복, 자료의 정규화 등의 

방법을 사용하 다. 실험 결과 유크리디언 거리

나 마하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한 학습 자료의 추

출 방법은 체 자료를 표하지 못함을 제시하

으며, 체 으로 별 분석 방법보다 신경회

로망 방법이 우수한 측력을 가짐을 보 다. 

Kwon[1997]은 한국신용정보의 1991～1993년 

자료를 사용하 고, 독립 변수로 24개의 재무 

변수에 산업 코드, 그룹 코드 변수를 추가하여 

선정하 다. 이 연구에서는 신경회로망 모형으

로 새롭게 OPP(Ordinal Pairwise Partitioning) 

방법을 용하 으며, 실험 결과 OPP방법이 기

존의 신경회로망 모형보다 높은 측력이 있음

을 제시하 다.

박정민 등[2005]은 국내 비외감 공업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 고, 독립변수로 15개의 재무

변수를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Support Vector 

Machine을 기업부도 측에 용하 고, 실험결

과 기존의 통계모형보다 Support Vector Machine 

방법이 더 우수한 측력을 보 다.

3. 실험의 준비

3.1 자료의 선정

본 연구에서 실험에 사용된 자료는 우리나라

의 표 인 기업 신용 평가 기 인 한국 신용 

정보(주)에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간 수

행한 신용 평가 자료를 활용하 다. 신용 평가

란 주로 기업 어음(CP)의 상환 능력에 해 등

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A1, A2, A3, 

B, C, D의 6개 등 으로 결정된다. 각 등 에 

한 정의는 신용평가 회사에 따라 약간씩의 차

이가 있는데, 한국 신용 정보(주)에서 내린 각 

등 에 한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신용등 의 정의

등 정   의

A1

기 상환 능력이 최고 수 으로 투자 험도

가 극히 낮으며,  단계에서 합리 으로 측 

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 인 등 . 

A2

기 상환 능력이 우수하여 투자 험도가 매

우 낮지만 A1등 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는 등 .

A3

기 상환 능력이 양호하며, 투자 험도는 낮

은 수 이지만 장래 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

B
기 상환 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등 .

C 기 상환 능력이 의문시되는 등 .

D 지  불능 상태에 있는 등

여기서 D등 의 경우 사례가 무한 상태이

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용등 은 A1, A2, 

A3, B, C의 5개 등 만을 사용하 으며, 각각의 

등 은 1, 2, 3, 4, 5등 으로 표  하 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신용 평가 자료는 <표 2>와 같다.

<표 2> 한국 신용 정보의 신용평가 통계

연도

등
1993 1994 1993 + 1994 1995

1(A1) 52 6.25% 53 6.48% 105 6.36% 47 9.29%

2(A2) 157 18.87% 186 22.74% 343 20.79% 112 22.13%

3(A3) 283  34.01% 261 31.91% 544 32.97% 183 36.17%

4(B) 336 40.38% 295 36.06% 631 38.24% 159 31.42%

5(C) 4 0.48% 23 2.81% 27 1.64% 5 0.99%

합 계 832 100.00% 818 100.00% 1650 100.00% 506 100.00%

다변량 별분석 방법이나 사례 기반 추론 방

법에 있어서는 실험에 사용한 의 자료를 크게 

두 가지의 집단, 즉 훈련 집단(training set)과 

검증 집단(validation set)으로 나 었다. 체

으로 자료의 총수는 2156개이며, 이  훈련 집

단은 1993, 1994년 자료로 1등 이 105개,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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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43개, 3등 이 544개, 4등 이 631개, 그리

고 5등 이 27개로 총 1650개의 자료로 구성되

어있다. 검증 집단은 1995년 자료를 이용하 으

며, 이는 1등 이 47개, 2등 이 112개, 3등 이 

183개, 4등 이 159개, 그리고 5등 이 5 개로 

총 506개의 자료로 구성되어있다.

다변량 별분석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훈련 

집단을 이용하여 별식을 세우고 검증 집단으

로 모형의 성과를 측정 하 다. 사례 기반 추론

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훈련 집단으로 사례 베이

스(case base)를 구성하 으며, 검증 집단의 사

례(case)와 비슷한 사례를 사례 베이스로부터 추

출하여 등 을 추론하 다.

신경회로망 방법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훈련 

집단(training set) 에서 일부를 검사 집단(test 

set)으로 추출하 다. 신경회로망 방법을 사용

한 실험에서 훈련 집단은 신경회로망 모형을 훈

련(training)하는데 사용되고, 검사 집단은 모형

의 “overfitting”문제의 발생을 피하기 해서 

사용되며, 검증 집단은 모형의 성과를 측정하기 

해서 사용된다. 여기서 “overfitting”이란 모형

이 훈련 자료(training data)에 해서는 좋은 

성과를 보이지만, 훈련 자료가 아닌 새로운 자

료에 해서는 일반화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

한다.

3.2 변수의 선정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변

수에는 정성 인 변수와 정량 인 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 인 변수로 재무재표상의 재무 

상황(financial statement)과 재무 비율(financial 

ratio) 등의 재무 변수를 주로 사용하 으며, 여

기에 정성 인 비 재무 변수로 그룹코드, 기업

형태, 감사의견, 감사법인, 산업 분류 등을 포

함 시켜 사용하 다. 체 으로 총 168개의 변

수를 기 변수로 선정하 다.

이 많은 변수 에서 어떤 변수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가는 요한 문제이다. 한 변수

의 선택은 신용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게 될 것이

다. 변수 선정 시에는 정확성뿐만 아니라 일부 

재무변수간의 다 공선성(multicolinearity) 문제

도 고려해야 한다. 상 계가 매우 높은 두개 

이상의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향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신용평가 모

형은 기업의 신용도의 상이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수 

선정에 있어서 각 선정된 변수들은 기업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많은 변수로부터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하기 

한 요 변수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다

 별분석의 단계  기법과 요인분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락 분석(data missing 

analysis), 일원 분산 분석(One-Way ANOVA), 

상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  별분석

의 단계  기법(stepwise MDA),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등을 순차 으로 사용하 으며, 이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8개변수

Data Missing Analysis

150개변수

115개 변수 120개 변수

One-Way ANOVA Correlation

111개변수

Intersection

Stepwise MDA

Factor Analysis

50개 변수

25개 변수

<그림 1> 변수의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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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선정 과정에서 통계 인 분석은 Window

용 SPSS를 이용하 으며 최종 으로 선정된 

독립 변수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선정된 25

개의 변수를 살펴보면, 비 재무 변수 에서 4

개의 변수가 채택되었고, 재무 변수 에서 21

개가 선정되었다. 비 재무  변수인 그룹코드

(X01), 기업형태(X02), 감사의견(X03), 감사법인

(X04) 등 4개의 정성 인 변수는 실험에 사용하

기 해서 수치를 가지는 값으로 변환(encoding)

하여 사용하 다.

<표 3> 선정된 독립 변수

변수 변 수 명 변수 변 수 명

X01 그룹코드 X14 감가상각 총비용비율

X02 기업형태 X15 자기자본비율

X03 감사의견 X16 순자기자본비율

X04 감사법인 X17 재고자산 유동자산비율

X05 유형고정자산 X18 단기차입 /총차입

X06 자기자본 X19 부채총계 매출액비율

X07 업력 X20 1인당매출액

X08 총자본경상이익률 X21 공헌이익율

X09 기업경상이익률 X22 2년  경상이익

X10 유보액/총자산 X23 결산년도 순 흐름

X11 경상수지비율 X24 경상손실시 년도추이

X12 업비비율 X25 순 흐름 비총자산

X13 융비용 부채비율

4. 실험 방법

4.1 다변량 별분석

다변량 별분석(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 : MDA) 방법은 분류 문제에 있어서 

통 으로 많이 쓰인 방법이다. 다변량 별 

분석과정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각 

별 함수를 도출하기 해서 각 변수에 한 

계수(coefficent)를 추정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 

단계는 도출된 별 함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자

료에 한 별 수(discriminant score)를 계

산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각 자료에 한 종속변수를 분류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별 분석 과정에서 사용되는 별 함수

는 별에 사용되는 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

로 이루어지며, 각 집단 내의 분산은 최소가 되

고 집단 사이의 분산은 최 가 되도록 유도되는 

함수이다. 

다변량 별 분석을 이용한 실험을 해 1993

년과 1994년 자료를 훈련 자료(training data)로 

하여 별 분석 모형을 도출하 고, 1995년 자

료를 검증 자료(validation data)로 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측정하 다. 다변량 별 분석 실험은 

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상용 소 트웨어의 하나

인 SPSS를 이용하 으며, 실험 결과는 다음의 

<표 4>과 같다. 

<표 4> 다변량 별 분석 실험 결과

신용등
훈련 자료 검증 자료

자료수 률 자료수 률

1 105  47 44.8%  47  26 55.3%

2 343 197 57.4% 112  57 50.9%

3 544 325 59.7% 183 107 58.5%

4 631 494 78.3% 159 128 80.5%

5  27   9 33.3%   5   1 20.0%

Total 1650 1072 65.0% 506 319 63.0%

4.2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에서는 다집단 분

류 문제의 경우, 각 집단에 해 각각의 출력 

노드를 갖게 하여, 각 출력 노드의 값을 1 는 

0을 주어 신경회로망을 훈련시키게 된다. 본 연

구에서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을 이용한 실

험에 사용된 자료는 별분석을 이용한 실험에



제14권 제2호 신경망 분리모형과 사례기반추론을 이용한 기업 신용 평가 157

서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 다. 

그러나, 별분석과 다르게 신경회로망에서의 

overfitting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1993, 1994년 

자료 에서 80%에 해당하는 1322개의 자료를 

훈련 자료(training data)로 사용하 고, 20%에 

해당하는 328개의 자료를 검사 자료(test data)

로 사용하 다. 그리고, 별분석 실험과 마찬

가지로 1995년도의 506개 자료를 모형의 성과

를 알아보기 한 검증 자료(validation data)로 

사용하 다.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실험에서 입력으로 들

어가는 독립변수는 21개의 재무 변수와 4개의 

정성 인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경회로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

로 구성된 세 개의 층을 가지는 모형을 기본

인 구조로 가지도록 하 다. 그리고 입력 노드

의 수는 독립 변수의 수와 같은 25개이고, 은닉

층에 포함되는 노드의 수는 5, 10, 15, 25, 30, 

40, 51개 등 다양하게 선정되었으며, 출력 노드

의 수는 신용평가 결과인 1등 부터 5등 까지

를 나타내도록 5개로 하여 일반 인 신경회로

망 모형을 구성하 다.

신경회로망을 학습하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가장 리 사용되는 감독 학습 알고리즘(super-

vised learning algorithm)인 역 (backprop-

agation)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신경회로망 실험의 도구로 Word System Group 

회사에서 개발된 NeuroShell 2 소 트웨어를 사

용하 다.

4.3 신경회로망의 분리 모형

기업 신용 평가는 기업의 신용 상황에 따라 1

등 부터 6등 까지의 등 을 부여하는 다집단

(multi-group) 분류 문제이며, 본 연구에서는 1

등 부터 5등 까지의 다섯 등 으로 분류 하

다. 본 장에서는 신경회로망 모형에 있어서 

다집단 분류를 이집단 분류화 하여 실험하는 신

경회로망의 분리 모형에 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 인 신경

회로망 모형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다집단 분류 문제에서 이와 같은 일반 인 신

경회로망 모형의 경우 출력층과 은닉층 사이에 

연결된 가 치는 각 출력노드 별로 유일하게 설

정되어 있다. 그러나,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에 

연결된 가 치에 해서는 각 출력노드가 가

치를 서로 공유하게 되어, 5개의 출력 노드에 

해 체 인 오차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일반 인 가 치가 설정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그림 

3>와 같이 5개의 출력 노드를 가지는 일반 인 

신경회로망을 1개의 출력 노드만 가지는 신경

회로망 5개로 분리하여 모형을 세우고자 한다. 

O1 O2 O3 O4 O5

I1 I2 I3 I4 In

<그림 2>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

이와 같이 분리된 신경회로망 모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보다 

학습이 보다 효과 으로 이루어지며 성과도 좋

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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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경회로망의 분리

첫째, 분리된 신경회로망은 각 출력 노드 별

로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에 유일한 가 치를 가

지게 되므로 일반 인 신경회로망에서 공유되

는 가 치에 의한 정보의 손실을 여 학습을 

보다 정 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신경회로망을 분리시키면 출력 노드에

서 발생하는 출력값과 목표값 사이에 오차를 

여주어 신경회로망의 별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신경회로망의 분리 모형으로 기존의 

OPP모형과 함께 새로운 모형으로 이진 분류 

모형과 단순 분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OPP(Ordinal Pairwise Partitioning) 모형

OPP모형은 Kwon[1997]에 의해 제시된 기업 

신용 평가 모형으로 다집단 분류의 어려움을 개

선하기 해 사용되는 새로운 학습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각 등 의 서수 인 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모형을 세워 순차 으로 각 모

형을 용하여 등 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향

 방법(forward method)과 후향  방법(back-

ward method)이 있다. 

OPP방법  향  방법은 기업 신용 평가 

결과가 신용 등  별로 5개의 등 을 가지는 다

집단을 1등 과 기타등 (2, 3, 4, 5 등 ), 2등

과 기타등 (3, 4, 5), 3등 과 기타등 (4, 5 

등 ), 4등 과 5등 의 양등 으로 이분류화해

서 학습을 시켜 모형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4

단계 차를 통해 등 을 결정한다.

1. 1등 과 기타등  분류에서 1등 으로 분류

된 자료는 1등 으로 결정하고, 기타 등 으

로 분류된 자료는 다음 단계로 넘긴다.

2. 1단계에서 넘어온 자료가 2등 과 기타등  

분류에서 2등 으로 분류되면 2등 으로 결

정하고, 기타등 으로 분류되면 다음 단계로 

넘긴다.

3. 2단계에서 넘어온 자료가 3등 과 기타등  

분류에서 3등 으로 분류되면 3등 으로 결

정하고, 기타등 으로 분류되면 다음 단계로 

넘긴다.

4. 3단계에서 넘어온 자료가 4등 과 5등  분류

에서 4등 으로 분류되면 4등 으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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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등 으로 분류되면 5등 으로 결정한다.

반면에 후향  방법은 향  방법에서 사용

되는 이집단 분류 방법을 5등 부터 용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체 등 을 5등

과 기타등 , 4등 과 기타등 , 3등 과 기타

등 , 2등 과 1등 으로 구분하여 순차 으로 

용하게 된다. 

(2) 이진 분류 모형과 단순 분류 모형

이번 에서는 다집단 분류를 이집단 분류화

시킨 신경회로망의 분리 모형으로 새롭게 이진 

분류 모형과 단순 분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진 분류 모형(Binary Classification Model)

이진 분류 모형은 OPP 모형과 같이 각 등

의 서수 인 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분류된 자료로 신경회로망을 훈련 시켜 구성한 

모형이다. 그러나, 이진 분류 방법은 OPP방법

과 달리 자료를 간 등 에서부터 나 어 모형

을 세운다.

OPP방법의 향  방법이나 후향  방법은 

서수 인 계에서 양 끝 등 ( 향  OPP : 1

등 , 후향  OPP : 5등 )부터 시작하여 분류

하기 때문에 이집단 분류에 있어서 각 집단별

(해당등 과 기타등 ) 자료의 수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자료가 많은 쪽으로 합화(fitting)되

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이진 

분류 모형의 경우 자료를 비슷한 수의 두집단으

로 나 기 해 간 등 에서부터 나 어 모형

(1, 2, 3, & 4, 5) (4 & 5) 4, 5 등  분류

(1, 2 & 3) (1 & 2)

<그림 4> 이진 분류 모형의 등  결정과정

을 구성한다. 즉 자료를 (1, 2, 3 & 4, 5), (4 & 

5), (1, 2 & 3), (1 & 2)로 나 어 신경회로망 모

형을 구성한 뒤 의 <그림 4>와 같은 차에 

의해서 각 등 을 결정하게 된다.

2) 단순 분류 모형(Simple Classification Model)

OPP 모형이나 단순 분류 모형은 자료의 서

수 인 계를 이용한 것으로 신경회로망을 조

작 으로 분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

업 신용 평가 모형에 있어서 일반 인 신경회로

망 모형과 이러한 모형을 비교하여 분리된 모형

의 성과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본 에서는 5개의 출력노드를 가지는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을 하나의 출력노드를 가

지는 5개의 신경회로망으로 분리하여 실험하는 

단순 분류 모형을 제시하여 두 실험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자료의 서수  특성과 같은 

자료의 특징을 이용하지 않고 신경회로망을 단

순히 분리시켜 만든 단순 분류 모형과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이 다

집단 분류 문제를 이집단 분류화 하는 분리모형

의 우수함을 입증하는데 더욱 타당할 것이다. 

단순 분리 모형을 이용하여 각 등 을 결정하

는 차는 다음과 같다.

1. 훈련 자료와 검사 자료를 (1 & 2, 3, 4, 5), (2 

& 1, 3, 4, 5), (3 & 1, 2, 4, 5),  (4 & 1, 2, 3, 

5), (5 & 1, 2, 3, 4 )로 분류하여 5개의 신경

회로망을 구성하여 각각의 모형을 결정한다.

2. 검증 자료의 한 자료에 해 5개의 모형을 

각각 용하고, ( i & 기타)로 구성된 신경회

로망의 출력값을 Oi (i = 1, 2, 3, 4, 5)라 하자.

3. MAX{O1 , O2 , O3 , O4 , O5 } = Or (r = 1, 2, 

3, 4, 5)이면 r등 으로 결정한다.

4. 검증 자료의 모든 자료에 해 의 2와 3단

계를 반복한다.

3 등
분류

1, 2 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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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 결과 비교 (%)

신용

등

훈련 자료 검사 자료 검증자료

CNN FOPP BOPP BCM SCM CNN FOPP BOPP BCM SCM CNN FOPP BOPP BCM SCM

1 57.6 62.4 100 100 58.8 65.0 65.0 85.0 85.0 65.0 51.1 53.2 72.3 72.3 61.7

2 69.1 78.5 100 100 66.9 52.9 66.2 97.1 97.1 50.0 55.4 57.1 51.8 51.8 52.7

3 66.4 84.8 95.2 95.2 68.5 60.6 80.7 86.2 86.2 63.3 59.0 73.8 66.1 66.1 67.8

4 85.0 100 83.2 100 85.0 83.3 100 84.1 100 84.1 87.4 81.8 82.4 84.3 87.4

5  0.0 13.6 13.6 22.7  4.5  0.0 20.0 20.0 20.0  0.0  0.0 20.0 20.0 20.0 20.0

합 계 72.4 86.7 90.5 97.1 72.8 67.1 83.2 86.6 92.7 67.7 65.8 70.2 68.2 68.8 69.6

<표 5>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한 실

험 결과를 보여 다. 표에서 CNN은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 FOPP는 향  OPP 모형, 

BOPP는 후향  OPP 모형, BCM은 이진 분류 

모형, SCM은 단순 분류 모형을 나타낸다.

OPP방법을 이용한 신경회로망 실험 결과, 검

증 자료에 한 향  방법을 사용한 모형의 

률은 70.2%, 후향  방법을 사용한 모형의 

률은 68.2%로 앞서 실험한 다변량 별 분

석 모형(63.0%)이나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

(65.8%)보다 좋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과 OPP 모형의 결

과에서 검증 자료에 한 률을 각 등 별로 

살펴보면 률의 차이는 주로 3등 과 4등

의 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일

반 인 신경회로망의 경우 4등 의 률이 

87.4%로 향  방법(81.8%)과 후향  방법

(82.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3등 의 

경우에는 59.0%로 향  방법(73.8%)과 후향

 방법(66.1%)보다 낮게 나타나며 률의 차

이가 4등 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과 으로 체 인 률이 향  

방법이 가장 높고 후향  방법이 그 다음으로 

높으며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이 낮게 나타

나는 것이다. 이는 각 등 별로 자료의 수가 많

이 차이가 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며, 일

반 인 신경회로망의 경우 훈련 자료에서 4등

이 가장 많아 신경회로망이 4등 으로 합

화(fitting)되어 검증자료에 해 결과를 4등

으로 많이 분류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OPP방법의 경우 이러한 합화를 여주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

에 고유한 가 치를 가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

게 분류시켜 보다 높은 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단순 분류 모형의 검증 자료에 한 률은 

69.6%로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의 65.8%의 

률보다 높은 성과를 보 다. 이는 기업 신

용 평가와 같은 다집단 분류 문제에 있어서 신

경회로망을 분리하여 이집단 분류 문제로 환

시켜 세운 모형이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 보

다 더 좋은 학습을 하여 분류의 별력을 높인

다는 것을 입증한다. 

신경회로망의 분리 모형의 성과가 좋은 이유

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에 가 치를 유일하게 갖게 되어 출력값의 

오차를 감소시킨다는 것과 함께 모형의 가 치 

수의 감소에 따른 률 증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모형의 가 치 수와 률의 

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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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가 치 수와 률 계

모형 가 치 수 률

일반 인 모형 1875 65.8%

향  OPP 884 70.2%

후향  OPP 520 68.2%

이진 분류 모형 520 68.8%

단순 분류 모형 603 69.6%

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경회로망의 분

리 모형의 경우 평균 인 가 치의 수는 520～

884개로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의 1875개 보

다 반 이하의 가 치를 가지게 되고, 률

은 가 치의 수가 은 분리 모형이 성과가 좋

음을 알 수 있다.

4.4 사례 기반 추론을 이용한 실험

사례 기반 추론 방법은 최근 문제 해결 기법

이나 학습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사례 기반 추론이 다른 통계  기법이나 인공지

능 기법보다 우수한 으로는 결과에 한 설명

력이 있다는 것과 실험에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

할 때 비교  쉽게 모형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다. 한 Buta[1994]에 의하면 채권 등

 결정과 같은 분류 문제에서 사례 기반 추론 

방법의 률이 다른 통계  기법이나 인공지

능 기법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용되는 기업 신용 평가에 한 

사례 기반 추론 모형의 차를 도식화 하여 나

타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사례 기반 추론 방법에서 사례 베이스에 들어 

있는 사례와 새사례 사이의 유사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사

례는 특성(feature) 표  방법을 사용하여 주로 

재무 비율로 구성된 25개의 독립 변수의 집합으

로 표  된다. 재무 비율과 같은 연속 인 값을 

특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례간 유사성의 

척도로 보통 두 사례간 거리를 이용한다. 두 사

례 a, b간의 거리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이 식에서 n은 특성, 즉 독립 변수의 수이며 

는 사례 a의 i번째 독립 변수의 값을 나타내

고, 는 i번째 변수의 요도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는 r = 2인 유크리디안 거리를 이

용하며, 새 사례와 사례 베이스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사례 추출

새 사례

유사 사례

새 사례

사례 적용

사례

베이스

신용등급

<그림 5> 사례 기반 추론 실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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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례 :    ⋯  

∙ 사례 베이스 :     ⋯ 

  ⋯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사례 기반 추론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신용 등 을 결정하는 차는 

다음과 같다.

∙ 사례 추출 : 새사례와 유크리디안 거리가 작

은 사례를 추출한다.

1. 사례 베이스에 있는 사례 와 새사례 

사이의 유크리디안 거리 를 구한다. 

 







⋅


2. 사례 베이스에 있는 1650개의 사례  거

리가 가장 작은 K개의 Neighbor를 구한다. 

이 때 구해진 사례와의 각 거리를    

⋯라 하자.

∙ 사례 용 : 거리가 작은 사례가 새사례와 

더 유사한 사례이므로 거리에 

반 비례하게 가 치를 주어 

용한다.

1. K개 거리의 합을 구한다. 

 






2. j번째 Neighbor의 상 인 가 치 를 

구한다. 

 
 

 
3. 다음 식을 만족하는 R을 결정한다.


 

         

4. 새사례에 한 신용 등 를 R등 으로 

결정한다.

의 사례 기반 차를 이용한 본 실험에 있

어서 사례 간의 유사성 척도로 사용되는 거리를 

구할 때, 사례를 표 하는 특징(feature)을 나타

내는 각 독립변수들은 평균이 0, 분산이 1인 값

으로 정규화 시켰다. 정규화 시키지 않을 경우 

유사성 측정에서 큰 값을 가지는 변수가 작은 

값을 가지는 변수보다 거리를 구하는데 향을 

더 크게 미쳐 요한 변수로 인식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각 변수들을 정규화 시킴으로써 거

리에 한 각 변수의 향을 일정하게 할 수 있다.

거리에 한 각 변수의 향력은 식에서 사용

되는 가 치 에 의해 결정이 된다. 실험에서 

의 값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

∙ 모든 변수에 해  로 고정 시켜 거리

를 구함

∙ 단계  별 분석에서 구해진 각 변수에 

한 별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F값을 사용하

여 다음 식과 같이 를 구하여 거리를 구함.





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 모형에 

해 Nearest Neighbor의 수를 1, 3, 5, 7개로 변

화시켜 가며 실험을 하 으며, 그 결과 검증 자

료에 한 률은 다음과 같다. 표에서 두 번

째 행의 값은 Nearest Neighbor수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를 보면, Neighbor의 수가 7개인 경우

가 가장 낮은 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Neigh-

bor의 수가 증가할수록 1, 2, 3등  자료에 한 

률이 떨어지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Neighbor의 수가 증가하면 자료의 수가 많은 

등 으로 합화(fitting)되기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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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례 기반 추론을 이용한 실험 결과

신용등
단순 유크리디안 거리 가  유크리디안 거리

1 3 5 7 1 3 5 7

1 66.0% 61.7% 57.4% 46.8% 63.8% 59.6% 59.6% 48.9%

2 69.6% 65.2% 69.6% 62.5% 71.4% 71.4% 62.5% 64.3%

3 68.3% 62.3% 65.0% 57.4% 67.2% 68.9% 63.4% 60.7%

4 84.3% 87.4% 84.3% 86.2% 82.4% 83.0% 84.3% 83.6%

5 20.0% 0.0% 20.0% 20.0% 20.0% 0.0% 0.0% 0.0%

합계 72.9% 70.2% 70.9% 66.2% 72.1% 72.3% 68.8% 67.0%

체 인 률은 거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가 치를 일정하게 한 단순 유크리디안 거리를 

사용한 사례 기반 추론 모형은 Neighbor수가 1

개일 때 72.9%로 가장 좋았으며, 단계  별 

분석의 F값을 가 치로 이용한 가  유크리디

안 거리를 사용한 모형은 Neighbor의 수가 3개

일 때 72.3%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사

례 기반 추론 방법을 이용한 두 모형의 률

은 서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비슷한 

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변량 별 분석방법, 일

반 인 신경회로망 방법, OPP 모형, 분리 모형

을 사용한 실험 결과보다 높은 률을 나타내

고 있다.

5. 모형별 실험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같은 변수를 사

용하고, 같은 훈련 자료를 모형 구성에 사용하

으며 같은 검증 자료를 모형을 검증하는데 사

용하는 방법으로 되도록 같은 실험 조건하에서 

각 모형을 실험하 다.

먼  각 모형별 검증 자료에 한 률을 

그래 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여기서 MDA는 다변량 별 분석 모형, CNN은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 FOPP는 향  OPP 

모형, BOPP는 후향  OPP 모형, BCM은 이진 

분류 모형, SCM은 단순 분류 모형, CBR은 단

순 유크리디안 거리를 사용한 사례 기반 추론 

모형, 그리고 WCBR은 가  유크리디안 거리를 

사용한 사례 기반 추론 모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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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형별 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례 기반 추론을 

이용한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높은 률을 나

타내고 있으며, 이진 분류 모형과 단순 분류 모

형은 기존의 OPP 모형과 비슷한 률을 나

타내고 다변량 별 분석 모형과 일반 인 신경

회로망 모형보다 높은 률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신용평가 모형으로 사용된 여러가지 모

형 에서 기존의 다변량 별분석 방법과 일반

인 신경회로망, OPP모형  성과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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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형별, 등 별 률

향  방법, 두가지 분류모형  률이 높은 

단순분류모형, 사례 기반 추론 모형  단순 유

크리디안 거리를 사용한 모형에 해서 각 등

별 률을 그래 로 표시하면 의 <그림 7>

과 같다. 여기서 5등  자료에 한 률은 

값이 작아 그림에서 제외시켰다. 

등 별로 률을 보면 사례 기반 추론 방법

은 자료의 수가 상 으로 은 1등 과 2등  

자료에 해서 다른 모형 보다 높은 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3등  자료에 해서는 향

 OPP모형의 률이 가장 높고, 4등  자료

에 해서는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과 단순 

분류 모형이 가장 높은 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사례  비슷한 사례를 찾아 

새사례에 한 해답을 찾는 사례 기반 추론 방

법은 등 별 자료수가 많이 차이 나는 기업 신

용 평가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자료의 수에 의

해 특정 등 으로의 합화 상이 다른 모형보

다 게 나타난다. 한 체 인 률도 다

른 모형들보다 높아 기업 신용 평가에 있어서 

사례 기반 추론 방법의 용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모형별로 구한 검증 자료에 

한 률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가를 검증하기 하여 비모수 검정방법 의 

하나인 카크란 Q(Cochran’s Q)통계량을 사용하

다. 카크란의 Q검정은 자료의 값이 2분형

(dichotomous)일 때 같은 자료에 해서 여러가

지 방법을 사용한 효과가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

해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검정 자료 506개에 

한 결과에 해 등  별을 올바르게 했으면 

“1”, 틀리게 했으면 “0”의 값을 각각 주어 두 모

형 사이의 분류 효과의 차이를 검정하여 률

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카크란 Q검정의 결

과는 <표 8>과 같으며 각 칸의 값은 통계  유

의도를 나타낸다.

결과표에서 검게 색칠된 부분은 0.0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신경회로망 모형의 률이 다변량 별분

석 모형의 률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실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의 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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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 모형별 률 비교를 한 카크란 Q 통계량

CNN FOPP BOPP BCM SCM CBR WCBR

H-R 65.8 70.2 68.2 68.8 69.6 72.9 72.3

MDA 63.0 0.1311 0.0003 0.0140 0.0064 0.0001 0.0000 0.0001

CNN 65.8 0.0105 0.1957 0.0997 0.0038 0.0027 0.0069

FOPP 70.2 0.1790 0.3320 0.7218 0.3105 0.4171

BOPP 68.2 0.2568 0.4189 0.0425 0.0770

BCM 68.8 0.6374 0.0707 0.1200

SCM 69.6 0.1551 0.2466

CBR 72.9 0.7389

변량 별분석 모형의 률보다 높게 나오기

는 했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

하 다. 이는 변수를 통계  방법만을 사용하여 

선정하 기 때문에 상 으로 다변량 별분

석 모형의 결과가 좋게 나온 것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모형 에서 이진 

분류 모형의 경우 다변량 별 분석 방법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률의 차이를 보 으나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순 분류 모형의 경우에는 

별 분석과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보다 유의

한 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집단 분

류를 이집단 분류화 시켜 용한 신경회로망 모

형들(OPP 모형, 이진 분류 모형, 단순 분류 모

형) 사이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률의 차

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사례 기반 추론을 용

한 두 가지 모형은 별 분석  일반 인 신경

회로망 모형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률의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단순 유크리디안 거리를 

사용한 사례 기반 추론 모형의 경우 후향  

OPP모형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높은 률

을 나타내고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 신용 평가 모형으로 기존

에 사용되었던 다변량 별 분석 모형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과 OPP모형을 사용하여 

실험하 다. 그리고 새로운 신경회로망 모형으

로 이진 분류 모형과 단순 분류 모형을 제시하

으며 마지막으로 사례 기반 추론 모형을 제시

하여 기업 신용 평가 문제에 용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 실험의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회로망 모형  OPP 모형이나 이

진 분류 모형과 같이 각 등 의 서수 인 계

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작 으로 분류하여 신경

회로망을 훈련시키고 검증 자료를 순차 으로 

용하여 실험한 모형의 결과, 기존의 일반 인 

신경회로망 모형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률의 차이를 보 다. 이는 기업 신용 평가와 같

은 다집단 분류 문제를 이집단 분류 문제화 하

여 실험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보임을 나타낸다.

둘째, 일반 인 신경회로망을 하나의 출력 노

드만을 갖도록 여러개의 신경회로망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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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훈련시키는 단순 분류 모형을 제시하 다. 

실험 결과, 단순 분류 모형은 일반 인 신경회

로망 모형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률의 차

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다집단 분

류 문제에서 신경회로망을 분리시켜 훈련시키

는 것이 보다 효과 이며 좋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째,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례 기반 추론 방법을 기업 신용 평가에 용

하 다. 신경회로망 모형은 한 신경망 구조

를 찾기 해 많은 실험을 해야 하는 단 이 있

으나, 사례 기반 추론의 경우 비교  간단하게 

모형을 구성하여 실험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사

례 기반 추론 방법을 용한 결과가 다변량 

별 분석  일반 인 신경회로망과 후향  OPP

방법을 용한 결과보다 통계 으로 유의한 

률의 차이를 보 으며, 다른 모든 모형들보다 

높은 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사례 기

반 추론 방법을 이용한 모형은 기업 신용 평가

에 있어서 기존의 모형보다 더 간편하면서 

률의 향상을 이루는 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서론에서 설명하 듯이 우리나라에서 

기업 신용 평가의 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사례 기반 추론 모형과 같이 보다 

률이 높은 정확한 신용 평가 모형을 개발하

는 것은 실무 으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이 노출되

었다.

첫째, 변수 선정의 단일성이다. 이는 실험에

서 사용된 모든 모형에 해서 통계  방법으로 

선정한 일정한 변수를 사용하 다는 것을 말한

다.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한 변수가 통

계  실험 방법인 다변량 별분석 모형에서는 

높은 률을 나타내게 하지만, 이 변수들이 

신경회로망이나 사례 기반 추론을 이용한 모형

에서 반드시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다. 

둘째, 신경회로망 실험에서의 실험 자료에 

한 합화(overfitting) 문제의 발생이다. 앞에서

도 설명하 듯이 합화 문제를 이기 해 검

사 자료를 사용하 으나, 실험 자체에 사용되는 

입력 변수의 수가 많고 신경망 구조를 일정화 

시켜 은닉 노드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가 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합화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 

셋째, 유사성 척도의 단순성이다. 이는 사례 

기반 추론 모형에 있어서 사례 간의 유사성의 

척도로 유크리디안 거리만을 이용하 다는 것

을 의미한다. 재무 비율과 같은 연속 인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유크리디안 거리를 많이 사용

하지만 비 재무 인 요소에서는 유사성의 척도

를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실험의 편의상 모든 변수에 해

서 동일하게 유크리디안 거리만을 용하 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인 방법 이외에 신경회로망이나, 귀납  학

습, 유 자 알고리즘 등의 인공지능 방법을 변

수 선정 방법으로 사용한 선정 방법의 다양화

이다.

한 복합 모형의 개발이다. 기업 신용 평가

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모형 에서 단순히 한가

지 모형만을 사용하는 것은 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형별로 나온 결과를 가

 평균하여 최종 결과를 구하는 방식과 같은 

후처리 복합 모형이나, 사례 기반 추론 과정에

서 각 차에 통계  기법이나 다른 인공지능 

기법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결합 모

형을 사용하여 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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