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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장학재단의 2012-2014년간 일반 학자금 대출 자료를 활용하여 부실채권 보유 및

신용유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부실 고위험군 예측모형을 개발했다. 예측모

형 개발은 데이터마이닝 방법 중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패키지는 SAS Enterprise

Miner 13.2를 활용했다. 개발된 모형은 25가지의 그룹으로 세분화 했으며, 부실 위험군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은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수혜유무, 나이, 연체계좌 보유 이력, 대학구분 (학부/대학

원), 전공 계열, 월평균 상환액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실 고위험군 예측모

형은 장기연체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및 신용유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세분화된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

한기초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

주요용어: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 학자금대출.

1. 서론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금 (tuition) 및

생활비 (living expenses)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금에는 입학

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이 포함되며 생활비에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 관련 일체의 비용

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상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하 든

든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세 종류가 있으며, 상품 간에는

대출 대상 및 대출 조건, 상환 방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조성및운영되는 ‘학자금대출계정’에는든든학자금대출과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포함되며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대출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별도로관리하고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2년제 및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재학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

출하고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을 상환하는 융자 상품이다. 졸업 후 일

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만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특징에 착안하여 ‘소득연계대출 (income

contingent loan)’ 상품으로 부르기도 한다. 거치 기간이 경과하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상환의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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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졸업 후 즉시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 가족이 부담하거나 연체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종래 일

반상환학자금대출상품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 2010년에도입되었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소득 8분위이상의학부생과대학원생을대상으로등록금과생활비를대출하

고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는 학자금 대출 상품으로 채무자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상환방식을 미리 선택하고 그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대출 상품이다. 든든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8분위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 속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대출이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전체 대출 (등록금+생활비) 공급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12,544억 원에서 2014년

36,51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출인원 역시 2009년 348천명에서 954천명으로 증가하였고, 따라서,

학자금대출의장기연체로인한부실채권및신용유의자가발생하는사회적문제에대해언론등에서쟁

점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개발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대출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객 세분화 (customer seg-

mentation)를 통하여 장기연체로 인한 부실채권 보유 및 신용유의자 전락 가능성이 큰 부실 고위험군을

분류하는예측및관리모형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Zurada (2002)는 고객이 채무 불이행할지 또는 대출 상환할지를 예측하기 위해 세가지 의사결정나

무 (decision tree) 분석 알고리즘 (카이제곱, 엔트로피, 지니계수)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Barney 등 (1999)의 연구는 주택관리국의 대출을 채무불이행한 농업인과 예정된 상환일정에 따라 상

환하는 농업인을 구분하는데 있어 신경망분석과 회귀분석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Thomas (2000)는 대

출 고객의 재정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기법을 연구했으며, Yang 등 (2001)은 대출 위험도 평가 사전경고

시스템에신경망분석의응용프로그램을시험하였다. 또한 Feldman과 Gross (2005)는모기지연체율을

찾기위해의사결정나무분석을적용하여연구하였다.

Kim과 Kim (2006)은 1994년부터 정부 수준에서 실시되었던 장학지원사업의 하나인 농촌출신 대학

생 학자금 융자 수요 집단의 특성에 대해 의사결정나무 방법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Hong

과 Bang (2008)은 신용평가모형 개발과 적합성 검정 연구에서 부도율분포부터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의

판별력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Kolmogorov-Smirnov 검정통계량을 수정하여 제안하였다.

Jin 등 (2012)의연구에서는신용평점표작성시각특성변수들을몇개의속성들로나눌때기준이되는

절단값을 벌점화 기반으로한 절단값 선택법을 제안하였다. Kim과 Kim (2013)은 국내 여신기관의 실

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출심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모형구축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정확한 예

측을보이는모형을찾기위해데이터마이닝기법등을사용하여다양한모형을구축하고비교하였으며,

Jung과 Min (2013)은 짧은 시간에 가격이 급변하는 외환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외환시장의 수익구조를

의사결정나무와 앙상블기법의 하나인 그래디언트 부스팅 (gradient boosting)으로 비교하여 매수, 매도

거래시수익을만들기위한규칙을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개황, 대출정보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장

기연체로 인한 부실채권 보유 및 신용유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향

후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한 예측모형 개발에 있다. 또한, 예측모형 개발과 동시에 고위험군의 유형을

세분화 하기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데이터마이닝

이란 대용량 자료로부터 의미있는 패턴과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다. 본 연구의 2절에서는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자료의 설명과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3절에서

는개발된예측모형의결과와개발된모형의평가를다루었으며, 4절에서는결론및향후연구방향을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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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모형 개발

본연구에서개발하고자하는학자금대출부실고위험군예측모형 (high risk group predictive mod-

eling)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 (2012-2014년) 중 장기연체로 인한 부실채권을 보유하

거나신용유의자가될가능성이큰고위험군을찾는모형이다.

부실 고위험군 예측모형 개발을 위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의 원천시스템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data

warehouse)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득분위, 학교

및 학과개황, 대출정보 자료, 국가장학금 수혜 정보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 패키지는 SAS Enterprise

Miner 13.2를이용하였다.

2.1. 자료 설명

부실채권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관련 연구자료 및 발표자료 등을 고려하여, 인

구사회학적 특성 (대출 당시의 나이, 성별, 결혼여부),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수혜 유무, 대출실행 당

시의 학교개황 정보로 대학구분 (학부, 대학원), 대학설립 형태 (국공립, 사립), 대학 소재지 (수도권,

비수도권), 학과개황 정보 중 계열정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일반학자금 대출 정보와 관련된 항목으로 2012-2014년간 연체계좌 보유 이력 (1개 이하,

2개 이상)과 월평균 상환액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여기서 월평균 상환액은 대출계좌별로 거치기간

과 대출기간을 최댓값으로 설정하여 총 대출금액을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제외한 개월 수로 나눈 것

을월평균상환액으로산출하였다.

부실 고위험군 예측모형의 종속변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중에서

부실채권 보유 이력이 있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를 부실 (bad)로 정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상

(good)으로 정의하였으며, 부실채권의 범위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의 범위로 대지급금, 대출잔

액, 이자, 지연배상금으로 하며, 신용유의자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로 정의한

다. Table 2.1은본연구에활용된변수들의설명이다.

Table 2.1 Data description in the analysis

Variable Definition

Bad loan (target variable) Loan defaulter or person of bad credit standing (1: Yes, 2: NO)

Sex Male, Female

Age ≤20, 21-23, 24-26, 27-30, ≥30

Marital status Married, Not married

Household income ≤ Class 3, Class 4-5, Class 8-10, etc

National grant No, Yes

Overdue record ≤1, ≥2

School foundation National, Private

Location Metropolitan, Local

Level of schooling Graduate, Undergraduate

Field of study
Humanities, Social Sciences, Education, Engineering,

Natural Sciences, Medical Science & Pharmacy, Art & Physical Education

Monthly repayment Amount of loans / (Loan period - Grace period)

2.2. 예측모형 개발 프로세스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를 중심으로, SAS Enterprise Miner 13.2를 이용하여 부실 고

위험군 예측모형을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도표화하여 관심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그룹으로 분류하거나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방법

이다. 분류 또는 예측의 과정이 나무구조에 의한 추론규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른 계량적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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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쉽게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실 고위험군 예측모형 개발과

동시에고위험군의유형을세분화하기위해의사결정나무를적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의 Interactive method를이용하여일반상환대출자 (2012-2014년)를대상으로부실고

위험군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일반상환 대출자가 부실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결정에 고려한 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수혜 유무, 월평균 상환액, 연체계좌 보유 이력, 대학 설립

구분, 대학지역구분, 대학구분, 전공계열구분으로총 11개변수를사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분리기준 (split criterion)에서 Interval 타겟 기준은 F 통계량의 p값 (ProbF),

Nominal 타겟 기준은 Pearson의 통계량 (ProbChisq), Ordinal 타겟 기준은 엔트로피 지수 (En-

tropy)로설정하였으며, 리프크기 (leaf size)는 25와분리크기 (split size)는 100으로설정하여의사결

정나무를형성하였다.

분석데이터는 크게 분석용 (training data), 평가용 (validation data)으로 구분하였고, 분석용과 평

가용 데이터는 2012-2014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를 기준으로 6 대 4의 비율로 분할하여 생성하였다.

또한, 개발된 예측모형의 성능에 대한 평가는 Roc (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곡선, 향상도 도

표 (lift chart) 및오분류율을이용하였다.

2.3. 주요 요인의 일반적 현황

Table 2.2 Descriptive characteristics for the variables in the analysis

Good Bad
χ2

N % N %

Sex
Male 161,429 50.5 2,895 51.3 1.4452

Female 158,376 49.5 2,750 48.7

Age

≤ 20 58,175 18.2 1,132 20.1 349.7971**

21 - 23 76,127 23.8 1,024 18.1

24 - 26 69,830 21.8 948 16.8

27 - 30 44,064 13.8 769 13.6

≥ 31 71,609 22.4 1,772 31.4

Marital status
Married 50,706 15.9 1,303 23.1 215.7833**

Not married 269,099 84.1 4,342 76.9

Household income

≤ Class 3 46,243 14.5 1,311 23.2 504.5789**

Class 4 - 7 20,203 6.3 503 8.9

Class 8 - 10 154,234 48.2 2,594 46.0

etc 99,125 31.0 1,237 21.9

National grant
No 235,698 73.7 4,660 82.6 225.0149**

Yes 84,107 26.3 985 17.4

Overdue record
≤ 1 192,925 60.3 2,349 41.6 809.4333**

≥ 2 126,880 39.7 3,296 58.4

School foundation
National 49,220 15.4 623 11.0 81.0921**

Private 270,585 84.6 5,022 89.0

Location
Metropolitan 171,910 53.8 2,780 49.2 45.3266**

Local 147,895 46.2 2,865 50.8

Level of schooling
Graduate 110,954 34.7 2,024 35.9 3.2962

Undergraduate 208,851 65.3 3,621 64.1

Field of study

Humanities 50,845 15.9 1,086 19.2 422.5556**

Social Sciences 76,600 24.0 1,440 25.5

Education 20,348 6.4 384 6.8

Engineering 70,254 22.0 910 16.1

Natural Sciences 37,169 11.6 551 9.8

Medical Science & Pharmacy 20,934 6.5 157 2.8

Arts & Physical Education 43,655 13.7 1,117 19.8

Mean Std Mean Std t

Monthly repayment 155,430 178,289 152,063 164,861 1.41

*: p <0.05,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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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4년간대출관련자료에서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연령, 결혼유무),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수혜 유무, 연체계좌 보유 이력, 대학 설립구분, 대학 지역구분, 대학구분, 전공 계열구분의 현황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정상과 부실 그룹간 월평균 상환액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수행

하였다.

정상과부실그룹의성별차이는없었으나, 연령에서는정상그룹의 ‘21-23세’가 23.8% (76,127 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부실 그룹에서는 ‘31세 이상’에서 31.4% (1,772명)로 가장 높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 여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인 소득분위에서는 정상에서는 8-10분위가 가장 높은 비율 (48.2%, 154,234명)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기타 (31.0%, 99,125명)가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부실에서는 8-10 분위 (46.0%, 2,594명)와 3분위 이

하 (23.2%, 1,311명)에서높은비율로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Table 2.2 참조).

2012-2014년간 정상과 부실 그룹별 국가장학금 수혜 유무 비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

였으며, 특히 연체계좌 보유 이력 변수에서는 정상 그룹에서 2개 이상인 비율이 39.7% (126,880명)인

반면 부실 그룹에서는 58.4% (3,296명)으로 부실 그룹에서 2012-2014년간 연체계좌를 2개 이상 보유

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였다.

2012-2014년간 대출관련 자료에서 학교 설립구분, 대학 지역구분, 대학구분, 전공 계열구분 비율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상과 부실 그룹에 따른 설립구분 (국공립/사립)과 지역구분 (수도권/비수도권)의

비율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였으나, 대학구분에서는정상과부실그룹에따른학부와대학

원의비율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전공계열 구분에서는 정상 그룹에서는 사회계열 (24.0%, 76,600명), 공학계열 (22.0%, 70,254명), 인

문계열 (15.9%, 50,845명)이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부실그룹에서는 사회계열 (25.5%, 1,440명), 예체

능계열 (19.8%, 1,117명), 인문계열 (19.2%, 1,086명)순으로나타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

정상 그룹과 부실 그룹간 월평균 상환액의 평균차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정상 그룹의 평균은 약

155,430원, 부실그룹의평균약 152,063원으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평균차이는없었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의사결정나무 예측모형에 대한 평가는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는 Root 평균제곱오

차 (average squared error; ASE), 오분류율, Roc 곡선과향상도에근거하였다. Root ASE 은약 0.13,

오분류율은약 0.02 정도로나타나안정성과정확성이확보된모형이도출되었다 (Table 3.1 참조).

Table 3.1 Root ASE and misclassification rate for the predictive model

Train data: 60% Validation data: 40%

Root ASE Misclassification rate Root ASE Misclassification rate

0.12918 0.01734 0.129117 0.017353

Figure 3.1는 각 등급에서 반응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향상도를 나타낸 것으로 결과를 살펴

보면, 상위 5%에서의 향상도는 약 4.5 값을 나타내, 부실 고위험군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상위 5%에서

관리할 경우 전체 대출자 대비 약 4.5배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3.2는 각 등급에서 목

표범주 즉, 부실의 비율을 나타내는 반응률 (%Response)과 전체 부실 대출자 중에서 각 등급에서의 부

실 대출자 비율로 부실에 속하는 개체들이 각 등급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반응검출률

(%Captured response)을 나타낸 것으로, 상위 10% 반응검출률은 분석용 자료에서는 약 37.7%, 평가

용자료에서약 24.3%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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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Lift chart for the predictive model

Table 3.2 Response and captured response for the predictive model

Train data Validation data

%Captured %Captured

Grade N #Bad %Response response N #Bad %Response response

10 19,527 1,277 6.54 37.71 13,019 821 6.31 24.25

20 19,527 624 3.20 18.43 13,018 401 3.08 11.84

30 19,527 370 1.89 10.93 13,018 235 1.81 6.94

40 19,527 292 1.50 8.62 13,018 220 1.69 6.50

50 19,526 232 1.19 6.85 13,018 180 1.38 5.32

60 19,527 197 1.01 5.82 13,019 123 0.94 3.63

70 19,527 188 0.96 5.55 13,018 115 0.88 3.40

80 19,527 104 0.53 3.07 13,018 93 0.71 2.75

90 19,527 62 0.32 1.83 13,018 46 0.35 1.36

100 19,526 40 0.20 1.18 13,018 25 0.19 0.74

Figure 3.2에서와 같이, Roc 곡선의 아래 면적을 나타내는 Roc 인덱스가 평가용 및 검정용 데이터에

서각각 0.76, 0.75의값을보여모형이상대적으로우수함을나타내주었다.

Figure 3.2 Roc curve for the predictive model

종속변수 (부실채권 및 신용유의)에 대해 성별, 연령, 결혼여부,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수혜 유무, 월

평균상환액, 연체계좌보유이력, 대학설립구분, 대학지역구분, 대학구분, 전공계열구분으로총 11개

변수를고려한의사결정나무분석으로모두 25개그룹으로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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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은 부실 위험군 예측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며, Table 3.3은 의사결정나무 분석으로 분류된

유형별규칙을요약한표이다.

•Bad : 1.74% 

•N : 195,268 

•Bad : 1.22% 

•N : 117,232 

•Bad : 0.96% 

•N : 92,666 

•Bad : 2.20% 

•N : 24,566 

•Bad :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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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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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Result of decision tree

구축된 의사결정모형에서 해당 입력변수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얼마나 예측력이 변하는지를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중요도를 살펴보면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수혜유무, 연령, 연체계좌 보유 이력, 대학구분

(학부/대학원), 전공계열, 월평균상환액순으로나타났다 (Table 3.3 참조).

Figure 3.3에서 살펴보면 연체계좌 보유 이력 요인이 의사결정 나무에서 가장 먼저 분리되며, 연령,

소득분위 순으로 분리되지만, 연체계좌 보유 이력이 2개 이상이면서, 23세 이하인 경우는 소득분위

가 아닌 월평균 상환액이 분리 기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분리되는 월평균 상환액 기준은 약

234,201원으로나타났다.

Figure 3.3과 Table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 1은 ‘23세 이하’이고, ‘연체계좌 보유 이력이 2개

이상’이고, ‘대학원생’이고, 전공이 ‘교육계열’이고, ‘월평균 상환액이 약 234,201원 미만’인 경우로 약

12.99% 예측률을 보이고 있는데 25가지 그룹 중에서 예측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룹 2는

‘소득분위 7분위 이하’이고, ‘국가장학금 미수혜자’이고, ‘20세 이하’이고, ‘연체계좌 보유 이력 1개 이

하’인 경우 약 9.68%의 예측률을 보인다. 그룹 3은 ‘소득분위 3분위 이하 또는 8분위 이상’이고, ‘국

가장학금 미수혜자’이며, ‘31세 이상’이고, ‘연체계좌 보유 이력이 2개 이상’이며, ‘월평균 상환액이 약

118,569원 미만’인 경우 약 9.38% 의 예측률을 보인다. 그룹 4는 ‘소득분위 3분위 이하 또는 8분위 이

상’이고, ‘국가장학금 미수혜자’이며, ‘31세 이상’이고, ‘연체계좌 보유 이력이 2 개 이상’이며, 전공이

‘예체능계열’이고, ‘월평균 상환액이 약 118,569원 이상’인 경우로 약 8.60%의 예측률을 보이며, 그룹

5는 7.01%, 그룹 6은 6.74% 등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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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부실채권 및 신용유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국가장학금 수혜유무에서 수혜자보

다는미수혜자일경우부실위험군예측확률이높아짐을알수있다.

Table 3.3 Summary for the decision tree classification rules

Household National Overdue Level of Field of Monthly

Group %Bad income grant Age record schooling study* repayment

Total 1.74 - - - - - - -

1 12.99 ≤ 23 ≥ 2 Graduate 3 < 234,201

2 9.68 ≤ 7 No ≤ 20 ≤ 1

3 9.38 ≤ 3 or ≥ 8 No ≥ 31 ≥ 2 < 118,569

4 8.60 ≤ 3 or ≥ 8 No ≥ 31 ≥ 2 7 ≥ 118,569

5 7.01 ≥ 8 24-30 ≥ 2 Graduate 1, 2, 3, 7

6 6.74 ≤ 7 No 24-30 ≥ 2 Graduate

7 6.42 ≤ 7 No 24-30 ≥ 2 Undergraduate < 122,489

8 5.73 ≤ 3 or ≥ 8 No ≥ 31 ≥ 2 1, 2, 3, 5 ≥ 118,569

9 4.73 4-7 ≥ 31 ≥ 2

10 4.06 etc ≤ 20 ≤ 1

11 3.76 ≤ 3 or ≥ 8 Yes ≥ 31 ≥ 2

12 2.77 ≤ 23 ≥ 2 Graduate 1, 2, 4, 5, 6, 7 < 234,201

13 2.74 ≤ 23 ≥ 2 ≥ 234,201

14 2.73 ≤ 3 or ≥ 8 No ≥ 31 ≥ 2 4, 6 ≥ 118,569

15 2.40 ≥ 8 24-30 ≥ 2 Graduate 4, 5, 6

16 2.38 ≤ 7 Yes 24-30 ≥ 2

17 2.30 ≤ 7 No 24-30 ≥ 2 Undergraduate ≥ 122,489

18 1.66 etc ≥ 31 ≥ 2

19 1.44 ≥ 8 24-30 ≥ 2 Undergraduate

20 1.38 etc 24-30 ≥ 2

21 1.27 ≥ 21 ≤ 1 Undergraduate

22 1.23 ≤ 23 ≥ 2 Undergraduate < 234,201

23 1.20 ≥ 8 ≤ 20 ≤ 1

24 0.53 ≤ 7 Yes ≤ 20 ≤ 1

25 0.46 ≥ 21 ≤ 1 Graduate

Importance 1.0000 0.7948 0.7058 0.6376 0.6188 0.6060 0.5375

* Field of study: 1.Humanities, 2.Social Sciences, 3.Education, 4.Engineering, 5.Natural Sciences,

6.Medical Science & Pharmacy, 7.Arts & Physical Educatio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여 부실 고위험군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위험군에 미치는

주요요인및 25가지의그룹을구분하였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대출 신청 시 작성하는 개인의 신상, 직장, 자산, 신용, 금융기관 거래

정보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 (credit scoring sys-

tem)이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실 고위험군 예측모형은 대출자 즉, 고객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효율적인사후관리측면에서도움이될것으로사료된다.

현행학자금대출은원칙적으로 ‘요건대출’로일정요건을만족시키는경우별도의신용평가없이미래

의소득발생을전제로대출이실행되는성격을지니고있어담보대출이나일정한소득을가진대출자를

대상으로하는일반적인신용대출에비하여신용위험이높은편이며, 정책금융적성격으로인해채권관

리에있어서도적극적관리에어려움이존재하고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출 이용자에게 맞춤형 신용보호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 이용자의 특성보다는 정상/연체 여부, 연체 개월 수 중심의 표준화된 서비

스가대부분이다. 따라서소득분위, 국가장학금수혜유무, 연체계좌보유이력, 전공계열, 연령등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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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부실고위험군위험요인에대한관리는장기연체로인한부실채권발생및신용유의자발생예방을

위한세분화된관리서비스제공을위한기초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

다만, 연구에 활용된 분석 자료 중에서 소득분위 중에서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기타’의 정의와 대학

구분별 (학부/대학원), 학종별 (4년제/전문대학)로 구분한 모형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정보공시 항목 등을 활용하는 것이 향후 부실 고위험군 예측모형의 고도화에 필요한 요건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객세분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나무분석 기법만을 적용

하였으나, 추후 타 모형 (로지스틱, 생존분석 등)과의 성능비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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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velop the high risk group predictive model for loan default by utilizing the

direct loan data from 2012 to 2014 of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We perform

the decision tree analysis using the data mining methodology and use SAS Enterprise

Miner 13.2. As a result of this model, subject types were classified into 25 types.

This study shows that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for the loan default are household

income, national grant, age, overdue record, level of schooling, field of study, monthly

repayment. The high risk group predictive model in this study will be the basis for

segmented management service for preventing loan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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