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2019. 1)

41

●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한 신용 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해 서술한다. 기계학습 모델은 크게 Canonical 

models, Committee machines, 그리고 Deep learning models로 분류된다. 이러한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 중 일부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Benchmark dataset인 Credit Approval 데이터를 분석하고 성능을 평가한다. 성능 평가에는 k-fold evaluation 

method를 사용하며, k-fold evaluation 결과에 대한 평균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Accuracy, Precision, Recall, 그리고 F1-score

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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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벤치마크(Benchmark; 비교평가)란 본래 컴퓨터의 부품과 같은 

성능을 평가하여 점수를 내거나, 경쟁 기업 대비 자사의 생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1].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벤치마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의 

분류 및 예측 정확도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UCI Benchmark dataset 

를 활용하였다. UCI는 UC Irvine에서 지원하는 기계학습 저장소(UCI 

Machine learning repository)로, 다양한 종류 및 형식의 데이터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UCI 데이터 중에서 

신용 승인 데이터 [2]를 활용하여 각 기계학습 모델별 성능을 측정하고 

비교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Credit Approval Data (CAD)

CAD는 신용카드의 승인 여부에 해당하는 데이터 [2] 로 전체 

690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줄은 16개의 특징 값을 갖는다. 첫 

0~14에 해당하는 특징은 신용카드 사용자의 성별, 나이, 고용기간 

등을 의미하며, 마지막 15에 해당하는 특징은 신용카드의 승인 여부이

다. 여기서 승인여부는 + 또는 -로 구분되는데 +는 Positive, -는 

Negative를 의미한다. 또한 전체 데이터 세트에는 일부 Missing 

value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Missing value는 최대 빈도수 또는 

평균값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신용카드 승인여부는 사용자의 개인적 

또는 금융 환경에 따라 승인되거나 거절된다.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UCI 데이터 세트에 대해 Decision tree, Support 

Vector Machine(SVM), Ada-boost, 그리고 Convolution Neural 

Network(CNN)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 및 Confusion 

matrix를 평가하였다. 아래 그림은 각 기계학습 모델 별 성능 평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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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cision tree

Fig. 2. SVM

Fig. 3. Ada-boost

Fig. 4. CNN

시뮬레이션 결과 Ada-boost 모델의 학습 정확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오답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정답에 대해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오답에 더욱 학습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Benchmark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및 Confusion matrix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으

며, 시뮬레이션 결과 Ada-boost 모델의 학습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오답에 대한 높은 가중치 할당으로 

오차를 줄여 학습을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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