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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자보험계약자

계약체결

보험료 보험금

보증서비스 사고시 청구

보증보험 개요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연 구 배 경

법인계약자의 보험사고 원인

법인평가의 핵심은 부도 예측

∙ 사고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계약불이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부도

∙ 보증보험 Underwrting에서 법인계약자에 대한 부도

여부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 기업심사부문에서 차별적 경쟁우위 확보 필요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연 구 목 적

분류분석을 활용한 부도예측모델 개발

모델 성능 평가 및 실제 업무활용 가능성

∙ 법인의 속성관련 자료와 재무비율을 기반으로 하고

기존 방법(Logistic, 회귀분석 등)을 탈피한 부도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자 함

∙ R을 활용하여 분류분석방법중 의사결정나무모델 이용

∙ 개발된 모델의 성능 평가 및 향상

∙ 개발된 모델의 실제 업무활용 가능성 여부 파악



Ⅱ. 데이터 이해 및 준비

데이터 이해

3개년 이상 재무제표를 보유한 법인정보

∙ 전체 개수 : 127천여개

∙ 재무정보 : 2016년 12월말 이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산, 매출액, 자본 및 182개 재무비율

∙ 기타정보 : 법인규모, 형태, 상장여부, 사채등급, 

회사 우대등급/CRS(기업신용평가)등급

업종, 감사의견 등

다수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실제 분석에 활용되는

비율 지표가 충분하므로 분류분석으로 유효성있는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판단



재무정보 기타정보

수 자산, 매출액, 자본 법인형태 주식, 합자, 유한, 공공기관, 조합 등

비
율

활동성
(Activity)

23개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매입채무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순운전자본/매출액 상장여부 코스피, 코스닥, 외감, 일반 등

안정성Ⅰ
(Leverage)

42개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비율, 유동부채비율

부실화가능유동자산/매출액비율

사채등급 AAA ~ A-, BBB+ ~ B, CCC ~ D 
안정성Ⅱ

(RetainedEarning)
13개

배당성향, 적립금비율, 유형자산/차입금비율
'이익잉여금/유동자산비율

어음등급
A1, A2+, A2, A2-, A3+, A3, A3-, 

B+, B, B-, C, D 유동성
(Liquidity)

14개
현금비율, 단기유동성비율, 당좌비율

순운전자본/총자본비율

우대등급 S1~2, A1~3, W1~5, J1~5수익성
(Profitability)

39개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본순이익율
매출원가율, 영업활동후현금흐름

CRS등급 1 ~ 13등급, D등급부채상환능력
(DebtCoverage)

47개
이자보상비율, EBITDA/총차입금비율

EBITDA대금융비용

업종 건설업, 경공업, 중공업, 도소매업 등성장성
(Growth)

4개
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정보의 변수별 세부내용

Ⅱ. 데이터 이해 및 준비

데이터 이해



R을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할 변수 이해

Ⅱ. 데이터 이해 및 준비

데이터 이해

∙ 법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 업종별 분포

# 회사 CRS등급별 분포

∙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

# 업력

# 부채비율



Ⅱ. 데이터 이해 및 준비

데이터 준비

데이터 클린징 및 Pre-processing

∙ 변수를 Factor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 CSV파일이 아닌 XLSX파일 로드시 변수를 ‘chr’로 인식하고

단순히 데이터가 없는 것을 ‘n/a’로 인식하는 문제

- as.factor함수사용 : crs$INDUSTRY <- as.factor(crs$INDUSTRY) 

∙ 변수의 변경

- 법인 설립일자 및 부도일자를 기준으로 업력(gc_year) 산출

- 업력, 자산, 매출액 및 자본을 일정금액 단위로 구간화

∙ 기타 특이치 및 결측치 정리

- 업력(1300년대), 재무제표 비율누락 및 기부도업체 등 삭제



Ⅱ. 데이터 이해 및 준비

데이터 준비

분류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성

∙ 최종적으로 127,024개의 법인정보로 기본 DB구성

- 198개의 변수(Variables)와 목적변수(Ddfault)로 구성

∙ 80% Training Set and 20% Testing Set

- 수업시간에 사용했던 코드 활용



Ⅲ. 분류분석 모델 수립과 결과

분류분석 모델 구성

목적변수 Class Attribute (Target Variable)
∙ Default(부도) : 가변수 Yes or NO

Predictors / Attributes

∙ 재무정보(185개) 및 기타정보(18개)

- 기타정보에 업력, 자산, 매출액 및 자본에 대한 구간변수 4개 추가

훈련 데이터를 통한 모델 훈련

∙ rpart를 활용하여 모델을 훈련시키고 partykit을 통해

의사결정 나무 도식화



Ⅲ. 분류분석 모델 수립과 결과

분류분석 모델 결과(1차)



Ⅲ. 분류분석 모델 수립과 결과

분류분석 모델 결과(1차)

문제점 인식

∙ Rare Events

- 컴퓨터가 전체 사건들중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건(Default)에

대한 독특한 특징을 찾지 못하는 현상

- 전체 부도율(약 4.5%)이 낮아 Default한 법인에 대한 특징을 파악해서

Non-default 법인과 다른 점들을 찾는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

- 주로 지진, 쓰나미, 허리케인,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처럼 굉장히

낮은 빈도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포함

- R에서 rpart함수를 분류분석에 사용하면 Rare Events 문제에 취약

rpart 대신에 ctree 함수를 활용(단, 가지치기 불가)



Ⅲ. 분류분석 모델 수립과 결과

분류분석 모델 결과(2차)

연번 변경 내용 개수

1 - 최초 데이터 다시 활용 127,024 

2

-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주요 18개 지표만 남기고 삭제하고 Ctree 함수사용

- FR048 에러요인으로 파악되어 삭제(n/a를 chr로 인식)

- 기타 빈곳이 있는 값을 전부 'none'로 수정

127,024 

3

- 2번 작업데이터 활용

- 부도율을 높이기 위하여 9~13등급 및 건설업만 돌리기(부도율 10.25%)

- 그룹코드와 산업코드가 1개밖에 없어 변별력이 없으므로 삭제

- 자산, 자본, 매출액없는 미분류 92개 삭제

7,928 

4
- 난수로 전체 데이터중에서 5만개 추출하여 CSV파일로 로드

- 재무정보중에서 재무비율관련 속성 182개 모두 제거
50,000 

5
- 최초 데이터에서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동성 및 안정성 지표만 남기로 나머지 속성은 삭제

- 자산, 자본, 매출액없는 SEGMENT 미분류 996개 삭제
126,028 

Ctree를 활용하여 부도예측률을 높이기위한 다양한 시도



Ⅲ. 분류분석 모델 수립과 결과

분류분석 모델 결과(2차-1) : 최초 데이터

> confusionMatrix(credit_pred, Crs_Test$DEFAULT, positive 
= "yes") # Confusion Matrix 출력

Confusion Matrix and Statistics

Reference

Prediction    no   yes

no  24383   988

yes     1    33

Accuracy : 0.9611          

95% CI : (0.9586, 0.9634)

No Information Rate : 0.9598          

P-Value [Acc > NIR] : 0.1571          

Kappa : 0.0601          

Mcnemar's Test P-Value : <2e-16          

Sensitivity : 0.032321        

Specificity : 0.999959        

Pos Pred Value : 0.970588        

Neg Pred Value : 0.961058        

Prevalence : 0.040189        

Detection Rate : 0.001299        

Detection Prevalence : 0.001338        

Balanced Accuracy : 0.516140        

'Positive' Class : yes             

a b
c d



Ⅲ. 분류분석 모델 수립과 결과

분류분석 모델 결과(2차-2) : 재무비율 18개만

> confusionMatrix(credit_pred, Crs_Test$DEFAULT, positive = "yes") 
# Confusion Matrix 출력

Confusion Matrix and Statistics

Reference

Prediction    no   yes

no  24282  1079

yes     8    36

Accuracy : 0.9572          

95% CI : (0.9547, 0.9597)

No Information Rate : 0.9561          

P-Value [Acc > NIR] : 0.2002          

Kappa : 0.059           

Mcnemar's Test P-Value : <2e-16          

Sensitivity : 0.032287        

Specificity : 0.999671        

Pos Pred Value : 0.818182        

Neg Pred Value : 0.957454        

Prevalence : 0.043889        

Detection Rate : 0.001417        

Detection Prevalence : 0.001732        

Balanced Accuracy : 0.515979        

'Positive' Class : yes             



Ⅲ. 분류분석 모델 수립과 결과

분류분석 모델 결과(2차-3) : 부도율 up, 개체수 down

> confusionMatrix(credit_pred, Crs_Test$DEFAULT, positive = "yes") # Confusion Matrix 출력

Confusion Matrix and Statistics

Reference
Prediction   no  yes

no  1433  130
yes    4    1

Accuracy : 0.9145          

95% CI : (0.8996, 0.9279)

No Information Rate : 0.9165          

P-Value [Acc > NIR] : 0.6296          

Kappa : 0.0086          

Mcnemar's Test P-Value : <2e-16          

Sensitivity : 0.0076336       

Specificity : 0.9972164       

Pos Pred Value : 0.2000000       

Neg Pred Value : 0.9168266       

Prevalence : 0.0835459       

Detection Rate : 0.0006378       

Detection Prevalence : 0.0031888       

Balanced Accuracy : 0.5024250       

'Positive' Class : yes 

FR018 : 현금비율
FR024 : (현금및현금등가물+유가증권+단기투자일임

계약자산+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비율
FR152 : 당기총자본투자효율
FR184 : 재고자산회전율



Ⅲ. 분류분석 모델 수립과 결과

분류분석 모델 결과(2차-4) : 재무비율 모두삭제

> confusionMatrix(credit_pred, Crs_Test$DEFAULT, positive = "yes") # Confusion Matrix 출력

Confusion Matrix and Statistics

Reference

Prediction   no  yes

no  9560  387

yes   22   31

Accuracy : 0.9591         

95% CI : (0.955, 0.9629)

No Information Rate : 0.9582         

P-Value [Acc > NIR] : 0.3378         

Kappa : 0.1234         

Mcnemar's Test P-Value : <2e-16         

Sensitivity : 0.07416        

Specificity : 0.99770        

Pos Pred Value : 0.58491        

Neg Pred Value : 0.96109        

Prevalence : 0.04180        

Detection Rate : 0.00310        

Detection Prevalence : 0.00530        

Balanced Accuracy : 0.53593        

'Positive' Class : yes            



Ⅲ. 분류분석 모델 수립과 결과

분류분석 모델 결과(2차-5) : 유동성 및 안정성

> confusionMatrix(credit_pred, Crs_Test$DEFAULT, positive = "yes") # Confusion Matrix 출력

Confusion Matrix and Statistics

Reference

Prediction    no   yes

no  24156   991

yes    13    46

Accuracy : 0.9602          

95% CI : (0.9577, 0.9625)

No Information Rate : 0.9589          

P-Value [Acc > NIR] : 0.1513          

Kappa : 0.0799          

Mcnemar's Test P-Value : <2e-16          

Sensitivity : 0.044359        

Specificity : 0.999462        

Pos Pred Value : 0.779661        

Neg Pred Value : 0.960592        

Prevalence : 0.041141        

Detection Rate : 0.001825        

Detection Prevalence : 0.002341        

Balanced Accuracy : 0.521910        

'Positive' 
Class : yes   



Ⅳ. 결론 및 시사점

모델 구성의 어려움, 그리고 그 의미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적합한 모델을 찾고자 했으나,

∙ 초기에 인식되었던 Rare Events 문제의 미해결로

유효성 있는 모델 개발 불가능

∙ 다만, 실제모델에서도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유동성지표, 업력 등이 주요 Node로 활용됨을 확인

기업의 부도는 다양한 요인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

∙ 여기서 다루지 않은 비재무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추가하고 Resampling 등을 활용하여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