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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융시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고객정보 관리 미숙 또는 부실한 의사결정, 즉 신용 리스

크 관리 실패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 리스크 관리가 점차 더 중요해지

고, 이런 신용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도구인 신용 평점 모형이 절실히 요구된다. 신용평점 모

형은 주로 이항형 목표변수만 이용하여 개발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순서형 다항 자료 또는 경시

적 이항 자료 같은 다른 형태의 목표 변수를 고려한 신용평점 모형구축 방법을 제시한다. 그 개발된

모형을실제자료와랜덤화한자료에적용하여 Kolmogorov-Smirnov 통계량으로비교분석한다.

주요용어: 경시적이항자료, 순서형다항자료, 신용리스크, 신용평점모형.

1. 머리말

신용 리스크 (credit risk)란 신용과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 위험을 의미

하는데, 신용등급 (Kim과 Ha, 2010)이나 신용 스프레드 (credit spread)의 변화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금융 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장기적인 대출금 연체나 지급불능 상태와 같은 채무불이행 리스크 (default

risk) 또한 이러한 신용 리스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Bielecki와 Tomasz, 2002). 특히 금융시장의

규모 자체가 커짐에 따라 거래 고객에 대한 불충분한 심사나 고객의 신용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손실이 금

융 기관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야기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

보들을 기반으로 개별 고객들의 신용도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데, 이

를 위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그들만의 신용평가시스템 (credit scoring system)을 제작 도입하고

있다. 이 때 개별 고객들의 신용을 예측하고 평점화 (scoring) (Jung, 2010)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신

용평점 모형 (credit scoring model)이 고려되고 활용되는데, 이러한 모형에는 회귀분석 (regression),

신경망 기법 (neural network), 판별분석 (discrimination analysis), 의사결정나무 접근방법 (decision

tree approach) 등이 있고, 그 중 평점표 개발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통계적 방법은 로지스틱 회

귀모형 (logistic regression model)이다 (Kim, 2004). 이는 예측력과 설명력이 뛰어나고 미국 등 선진

국에서이미그효과가검증되었으며또한사람들에게가장친숙한방법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용 평점화 (credit scoring)는 각각의 고객을 두 개의 그룹, 우량과 불량으로 분류하는

문제로 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신용도를 예측하고 알맞은 신용평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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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분류를 위해 신용평점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설명변수를 찾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목표

변수의 형태가 항상 이항형 (binary)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목표변수가 순서형

다항형또는경시적이항형목표변수인경우에사용할신용평점모형방법을제시한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목표변수 형태에 따른 신용평점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

는 신용평점 모형에 따른 평점화 방법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실제사례에 대한 모형적합 결과를 살펴

볼것이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앞의내용들을종합하고결론지어서마무리할것이다.

2. 목표변수 형태에 따른 회귀 모형

이장에서는신용평점모형구축을위해사용할회귀모형을목표변수형태에따라정의한다.

2.1. 로지스틱 회귀모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목표변수 Yi는 신용도가 불량이면 0, 우량이면 1인 이항형 목표변수를 모형의

설명변수 (X1i, · · · , Xpi)들의비선형방정식을통해설명하고또예측하고자하는기법으로, 이때의모

형은다음과같다.

log

(
P (Yi = 1)

1− P (Yi = 1)

)
= β0 + β1X1i + · · ·+ βpXpi, i = 1, · · · , n (2.1)

식 (2.1)은 신용도가 불량인 확률과 우량인 확률의 로그-오즈비를 회귀계수가 β0, β1, · · · , βp인 선형
회귀로 모형화 할 수 있는데, 이는 목표변수인 신용도와 해당 설명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뿐만이

아니라 개별 자료에 대한 추정확률의 계산 또한 가능하여 개별 고객의 신용도를 예측하고 평점화하는데

유용하게이용될수있다.

2.2. 비례오즈모형

비례오즈모형 (proportional odds model)은 목표변수가 세 개 이상의 값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 값에

순서가 있을 경우에 분석에 이용되는 기법으로, 목표변수가 단순히 다항일 때에 주로 이용되는 기준 범

주로지스틱모형 (base-category logistic model)과는차이가있다.

log

(
P (Yi ≤ j)

1− P (Yi ≤ j)

)
= αj + β1X1i + · · ·+ βpXpi, i = 1, · · · , n, j = 1, · · · , J − 1 (2.2)

식 (2.2)는 목표변수의 누적확률을 이용하고 J-1개의 누적모형에 대해서 설명변수들의 효과가 동

일하다고 가정하며 각각의 누적모형의 절편 αj를 갖는다 (Agresti, 2002). 이 모형에서 회귀계수

β0,β1, · · · , βp를 추정하여 목표변수의 범주에 따른 누적확률을 얻을 수 있고, 각 설명변수의 단위 오

즈비 계산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례오즈모형은 순서를 갖는 다항의 신용도와 설명변수들 사이의 관계

에대한분석을통해개별고객의신용을예측하고평가하기위한모형으로적합하다고할수있다.

2.3. Goncalves와 Azzalini 모형

목표변수의형태가이항형이지만시간에따라다른값을갖는경시적이항형 (longitudinal binary)인

자료는 Goncalves와 Azzalini(2008)가 제안한 모형을 사용한다. Yit는 시점 t에서의 신용도 불량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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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고설명변수 Xit도 t시점에서의신용도관련특성변수로제안된모형은다음과같다.

log

(
P (Yit = 1)

1− P (Yit = 1)

)
= β0 + β1X1 + · · ·+ βpXpit, i = 1, · · · , n, t = 1, · · · , T (2.3)

이 방법은 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와 같이 목표변수의 주변 분포 에 대한 모수적 모

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지만, GEE와는 달리 개별 프로필들에 대한 하나의 완전히 명시된 확률모

형을가지기때문에가능도추론 (likelihood inference)이가능하다 (Goncalves 등, 2012).

계열 의존도 (serial dependence)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이행 모형 (transition model)과

마찬가지로 마르코프 연쇄 (Markov chain) 방법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고 가정하는데, 특이한 점은 로

지스틱 모형의 모수들이 그들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모수화 (parameterization)가 적용된

다는 것이다. 이 때의 시차 (lag) 1과 시차 2 의존도 모수 (dependence parameter)들로는 자기 상관

(autocorrelation)보다오즈비 (odds ratio)를선호하고아래와같은형태를갖는다.

OR(Yt, Yt−1) =
P{Yt−1 = 1, Yt = 1}P{Yt−1 = 0, Yt = 0}
P{Yt−1 = 0, Yt = 1}P{Yt−1 = 1, Yt = 0} (2.4)

OR(Yt−1, Yt−2) = ψ1 = OR(Yt−1, Yt) (2.5)

OR(Yt−2, Yt|Yt−1 = 0) = ψ2 = OR(Yt−2, Yt|Yt−1 = 1) (2.6)

λ = (λ1, λ2) = (logψ1, logψ2) (2.7)

위의 식을 통해 성공 확률과 의존도가 독립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모수의 해석이 가우스 확률

과정 (gaussian process)의 부분 자기상관 (partial autocorrelation)에 대한 것과 비슷해지게 된다

(Goncalves와 Azzalini, 2008).

이 방법을 통해 설명변수와 시간변수 그리고 특정 설명변수와 시간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항들에 대한

추정 회귀계수를 얻게 되고, λ를 통해서는 계열 의존도에 대한 두 개의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목표

변수와 설명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시점에서의 성공확률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시간

에따른변화를고려하는모형으로적합하다고할수있다.

3. 신용평점 모형에 따른 평점화 방법

3.1. 신용 평점표를 이용한 평점화 방법

일반적인 신용평점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적합한 신용 평점표 (scorecard)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먼저 각각의 연속형 혹은 이산형 설명변수들은 주로 몇 개의 범주들로 분류 및 재그룹화 되

어분석에이용되는데, 이를통해서몇가지장점들을얻을수있다 (Hand와 Adams, 2000). 이렇게설

명변수의 이산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신용 평점표는 특정 변수의 특이값에 민감하지 않게 하고 예측력을

높게 만든다. 또한 실제 자료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각 변수에서의 결측값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하

기때문에자료의손실문제를해결할수있다. 설명변수를이산화하는방법으로는일반적으로분위수

(quantile)나 일정 간격 (equal interval)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모의 담금질 (simulated annealing)

(Hand와 Adams, 2000),스플라인분류기계 (classification spline machine) (Koo등, 2009)등이있다.

신용 평점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중 PDO (points to double

the odds)는 오즈를 두 배로 만드는 지점의 수치를 이용한 평점표 작성 방법이다. 예를 들어 PDO를

20으로 정했을 경우 이 방법을 통해 520점을 받은 고객은 500점을 받은 고객보다 오즈가 두 배 더 크다



88 Hyun Seok Woo · Seok Hyung Lee · HyungJun Cho

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PDO 과정은 식 (3.1)을 통해 각 변수들의 범주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가

양의값을가지도록만든다.

보정된추정치 =회귀계수추정치−가장작은회귀계수추정치 (3.1)

이후, 적절한 PDO값을 정하여 식 (3.2)와 같이 보정된 회귀계수를 하나의 점수로 선형 변환시킨다

(Kang 등, 2006).

점수 =보정된추정치× [PDO/ log 2] (3.2)

마지막으로 신용평점 (credit score)의 범주가 0점에서 1000점 사이가 되도록 보정과정을 거치면 신

용 평점표가 완성된다. 신용 평점표를 통해, 설명변수에 속한 개인의 값에 따라 신용평점 점수의 증가

여부와, 모든설명변수들에대한신용평점점수의함으로총신용평점을계산할수있다. 이는신용평점

점수에대한해석및이해가쉬워지는장점을갖는다.

3.2.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평점화 방법

일반적인 평점화 방법과 달리 모형의 추정확률을 이용하여 평점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식

(2.1)을 통해 얻어진 추정확률에 1000을 곱하면 0점에서 1000점 사이의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개별

데이터에 대한 신용평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용평점은 모형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직관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이후의 추가적인 보정과정 없고 평점화 과정에

모형의절편이고려된다는점, 그리고본래모형이가지는특성과설명변수와목표변수간의비선형적인

관계를유지한다는점에서기존의방법과차이가있다.

3.3. 비례오즈모형의 평점화 방법

목표변수가 순서형인 경우 비례오즈모형 (proportional odds model)을 통해 얻게 되는 목표변수의

범주에 따른 추정확률을 이용하여 평점화한다. 이는 비례오즈모형이 가지는 목표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관계에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개별 데이터를 평점화 하는데 있어서 각 범주에 따른 정보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하나의 신용평점은 개개인의 신용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

는척도이기때문에모든정보를균등하게고려하기보다는좋은범주일수록상대적으로더높은가중치

를 부여하여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각 범주에서의 추정확률의

가중평균을 이용함으로써 개별 데이터의 신용평점을 계산하게 된다. 목표변수의 범주가 1, 2, · · · , J를
가질때, 신용평점은다음과같다.

신용평점i = 1000×

(
1

w(J) − w(1)

)
×

[(∑
j

wj × π̂ij

)
− w(1)

]
(3.3)

여기서 wj = j/(1 + · · ·+ J)이고, w(1), w(J)는 최소, 최대 가중치를 의미한다. 또한, π̂ij는 목표

변수 j의 i번째 자료의 추정확률을 의미한다. 위의 식은 일반적인 경우, 목표변수가 가지는 값이

{1, 2, · · · , J}와같은경우의것으로, 신용평점은 0점에서 1000점사이의범주를가지게된다.

3.4. Goncalves와 Azzalini모형의 평점화 방법

목표변수가 경시적 이항형인 자료는 동일한 설명변수를 갖는 이항형 목표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자료로, 2.1절의로지스틱회귀모형을적용하기에는시간적특성을고려하지않기때문에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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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2.3절의 Goncalves와 Azzalini모형을 사용하여 시간 특성을 반영한 분석

결과를 통해 평점화 방법을 부여한다. 경시적 이항형 자료를 한 시점에서만 보면 일반적인 이항형 자료

와형태가같다. 따라서, 특정시점에서의평점화방법은분석결과의추정확률을이용한 3.1절의평점화

방법을사용한다.

i번째자료의시점 t에서의추정확률 π̂it =
exp(xTitβ̂)

1 + exp(xTitβ̂)
(3.4)

식 (3.4)를 통해 시점에 따른 목표변수의 추정확률을 얻을 수 있고, 이 추정확률에 1000을 곱하여 얻

은 신용평점은 0점에서 1000점 사이의 범주를 가지게 된다. 또한, 각 시간별로 똑같은 평점화 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개별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신용평점 추이를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현 시점

에서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향후 일정 시간동안의 정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좀 더 합리

적이고효과적인의사결정을내릴수있을것이다.

4. 사례분석

4.1. 평가방법 및 자료소개

일반적으로 이항형 자료의 신용평점은 평점표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다르게 로지스틱 모

형을 사용하여 평점화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이 두 방법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누적분포함수와

Kolmogorov-Smirnov (K-S) 통계량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누적분포함수는 신용평점에 따른 누적 우량

및불량비율분포를나타낸것으로, 제안한모형이적합한신용평점을부여한다면우량고객과불량고객

에대한평점의분포가잘분리되고따라서그래프상에서의두누적분포사이의거리도멀어지게된다.

이때, s를모형으로부터얻은신용평점이라한다면, 경험적확률분포 P (s)는다음과같다.

P (s) =
1

n

n∑
i=1

I(xi ≤ s) (4.1)

G는우량신용자, B는불량신용자라한다면, K-S통계량은다음과같다.

K−S통계량 = max
s

{PG(s)− PB(s)} (4.2)

식 (4.2)는 우량일 때의 평점 분포와 불량일 때의 평점 분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한다

(Thomas 등, 2002). 일반적으로는 신용평점의 범주를 구간화 한 후 각 구간에 따른 누적 백분위 분포

표를 이용하여 구한 K-S 통계량 값이 20∼40의 값을 가질 때 평점 모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40 이

상일 경우에는 좋은 모형으로 간주한다 (Kim, 2004). 여기서 두 방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SAS의

HMEQ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고객자료로 수입 부채비율, 가장 오래된

거래개월수, 부실거래수, 현재자산가치, 주요부실거래수로 5개의설명변수와대출상환여부인이항형

목표변수로구성되었다. 목표변수는 4771명의우량고객과 1189명의불량고객으로구성되어있고, 설명

변수의 이산화는 「고객관계관리 (CRM)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방법론」 제 4장에 제시된 방법을 따랐다

(Kang 등, 2006). 목표변수가 이항형 (binary)일 때에는 위와 같이 누적분포함수와 K-S 통계량이라는

기존의 평가 방법이 있었지만 목표변수가 순서형일 경우 적합한 평가척도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기존 K-S 통계량의 개념을 기초로 한 새로운 평가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식 (4.1)을 이용하여 목

표변수의범주가 i < j인경험적확률을각각 Pi(s), Pj(s)라하면, 최소 K-S 통계량은다음과같다.

최소 K−S 통계량 = min
i,j

max
s

{Pi(s)− Pj(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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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K-S 통계량이라고 부르는 이 척도는 한 쌍의 누적 백분위 분포 사이에서 얻게 되는 K-S 통계량

들 중 가장 작은 값을 대표값으로 결정하는데, 이는 하나의 신용 자료에 대해서 신용평점 모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다른 쌍에서 얻게 되는 K-S 통계량은 적어도 최소 K-S 통계

량보다는큰값을가지게되고, 따라서최소 K-S 통계량이충분히큰값을가진다면신용평점에따른모

든 누적 백분위 분포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멀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변수가 순서형일 때 사용

된 자료는 Card 자료로 국내 특정 카드회사 고객들의 카드사용 내용 자료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당월 일

시불 금액, 당월 카드 이용건수 및 전월 카드이용금액, 카드 최초개설일자로부터의 기간과 총 한도 소진

율, 5개의 설명변수와 하나의 카드 등급 코드인 순서형 목표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카드 등급은 일반은

1, 우량은 2, Platinum은 3으로 관측되었고 총 83007개의 자료가 관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목표변수가

경시적 이항형 (longitudinal binary)도 목표변수가 순서형일 때와 마찬가지로 적합한 평가척도가 없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시적 이항형인 목표변수에 대해서는 Goncalves와 Azzalini모형의 평점화

방법과 식 (4.3)을 사용하였다. 이 때 사용된 자료는 SAS 및 데이터마이닝에서 제공하는 Buytest자료

로 24개월동안 우편(또는 전화)주문으로 60을 초과하여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00명을 무작위 추

출하여 우편 조사한 자료이다. 6개월 단위의 거래회수 여부를 반응변수로 하여 총 3회의 구매여부를 반

응변수로 하였다. 사용된 설명변수는 총 3회의 시간과 연령, 구입총액, 결혼여부, 집의 소유여부, 거주

지, 할인고객여부이다.

4.2. 결과분석

HMEQ자료는 0점에서 1000점 사이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화 한 누적 백분위 분포표를 사

용하였다. 방법1은 PDO를 통한 신용 평점표를 만들어 얻은 결과이고 방법2는 모형의 추정확률을 이용

하여 얻은 결과이다. Figure 4.1에서 볼 수 있듯이 방법2가 오히려 기존의 방법1보다 미세하지만 더 좋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Table 4.1은 두 방법을 이용한 평점화 과정을 독립적으로 100번씩 시

행한 후 그로부터 구해지는 K-S 통계량의 평균값, 표준오차이다. Figure 4.1과 Table 4.1을 통해서 방

법2는 고객들의 신용을 상대평가 할 경우에는 방법1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법1이 갖는 편

리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방법2를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 다른 형태의

목표변수를가지는신용자료를평점화하는데방법2를이용해도무방할것이다.

Figure 4.1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s & K-S statistics for HMEQ data

Table 4.1 K-S statistics for HMEQ data

MethodⅠ MethodⅡ

Avg 67.40 67.78

Std error 0.22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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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자료는 목표변수가 순서형 자료로 비례오즈모형을 통해 얻은 신용평점 점수를 50점 단위로 구

간화 한 누적 백분표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 방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목표변수를 순서를 랜덤하게 바꾸

어 생성한 자료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 신용평점 점수를 구간화하여 비교하였다. 만약 제안한 모형이

타당하다면 목표변수를 랜덤하게 순서를 바꾸어 추출한 자료는 잘못된 자료이기 때문에 제안한 모형의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고 결국 두 방법에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Figure 4.2는 평점화 과정을 한

번 시행했을 때 각 자료에서 얻게 되는 누적분포함수와 최소 K-S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목표변수가

가지는 값들에 상관없이 신용평점에 따른 누적 백분위 분포들이 잘 분리되어 있고 최소 K-S 통계량 또

한 만족할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목표변수가 순서형일 때 제안된 평점화 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4.2를 통해 동일 한 방법을 100번 반복했을 때 구해지는 평균과 표준 오

차의 값을 통하여 실제자료가 목표변수를 임의화 한 자료보다 좋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뒷받침하는결과라할수있다.

Figure 4.2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s & K-S statistics for card data

Table 4.2 K-S statistics for card data

Real Data Random Data

Avg 12.18 0.20

Std error 0.07 0.06

다음으로는 목표변수가 경시적 이항형일 때를 살펴보았다. 본래 자료와 목표변수를 순서를 랜덤하게

바꾸어생성한자료를 Goncalves와 Azzalini의모형을통해얻은신용평점점수를비교하였다. Figure

4.3과 이를 100번 반복한 Table 4.3을 통해 실제자료가 목표변수의 순서를 랜덤하게 추출한 자료보다

모든시점에서잘분류하는것을알수있다. 또한, 이는경시적이항형인자료의신용평점화에있어적

절한척도가됨을뒷받침하는결과라할수있다.

Table 4.3 K-S statistics for buytest data

Time
Real Data Random Data

Avg Std error Avg Std error

T = 1 52.12 0.22 1.23 0.23

T = 2 50.15 0.23 0.88 0.17

T = 3 52.85 0.18 1.07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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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s & K-S statistics for buytest data

5. 결론

지금까지 목표변수의 형태에 따른 신용평점 모형을 검토하고 또 제안해 보았다. 실제 자료들을 이용

하여그에따른평점화결과들을보여주었고이를통해제시된방법들의적합성을살펴보았다.

목표변수가 이항형인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과 새로운 평점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다. 새롭게 제안된

추정확률을 이용한 평점화 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있는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직관적이고 자

연스러운 방법이라 할 수 있고, 정확성에서도 기존의 방법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순서형 자

료의 경우에는 새로운 하나의 평점 모형을 제안하였다. 비례오즈모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로부터 얻어지는 추정 확률들의 가중평균의 형태를 하나의 평점화 방법으로 채택함으로써 자료를 평점

화하였다. 경시적이항형목표변수인경우에는 Goncalves와 Azzalini (2008)가제안한모형을통해자

료를 분석해 보았다. 시작시점에서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시점에 따른 추정확률 값들을 얻을 수 있었

고, 이를 이용한 평점화 방법을 각 시점마다 적용함으로써 자료를 평점화 하였다. 평점화 방법에 대한

평가척도로는 기존 K-S 통계량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 K-S 통계량을 이용하였다. 각 자

료에서 두 가지의 형태의 훈련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원자료와 목표변수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생성한 자

료를 통해 모형의 평가척도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목표변수 형태에 따라 제안한 모형이 적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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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와 목표변수간에 연광성이 있는 자료에서는 좋은 평가척도가 나타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쁜 평가척도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원자료로부터 얻어진 평가척도와 목표변수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명변수와연관성이없는자료에서얻어진평가척도를비교하여제안한모형의타당성을보였다.

금융시장의규모가점차적으로확대됨에따라신용리스크또한증대되고있고, 이에각각의금융기관

들은 예측 가능한 손실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객에 대한 정보관리 및 의사결정 과정 개발에 몰두

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용평점 모형에 대한 개발 및 보완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논문에서다뤘던내용또한그동안다루지않았던목표변수를대상으로신용평점모형을고려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제시한 방법들을 여러 자료들에 실제로 적용시켜봄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검증

받을수있다면, 좀더효율적이고정확한신용평점모형구축할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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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financial market becomes larger, the loss increases due to the failure of the

credit risk managements from the poor management of the customer information or

poor decision-making. Thus, the credit risk management also becomes more important

and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credit scoring model, which is a fundamental tool used to

minimize the credit risk. Credit scoring models have been studied and developed only

for binary target variables. In this paper, we consider other types of target variables

such as ordinal multinomial data or longitudinal binary data and suggest credit scoring

models. We then apply our developed models to real data and random data, and

investigate their performance through Kolmogorov-Smirnov stat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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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y data, ordinal multinom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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