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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이론과 SVM 결합을 통한 기업부도예측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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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업부도예측은 재무 분야에 있어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로 196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연구되어져 왔다.

국내의 경우, IMF 사태 이후 기업부도예측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기업부
도예측을 위해 높은 예측력과 동시에 과적합화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알려진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기반으
로 퍼지이론(fuzzy theory)을 활용해 입력변수를 확장하고, 유전자 알고리즘(GA,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해 유사 
혹은 유사최적의 입력변수집합과 파라미터를 탐색하는 새로운 융합모형을 제시한다. 제안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H은행의 비외감 중공업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비교모형으로는 로짓분석, 판별분석,

의사결정나무, 사례기반추론, 인공신경망, SVM을 선정하였다. 실험결과, 제안모형이 모든 비교모형들에 비해 우수한 
예측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수한 예측 성능을 가진 다기법 융합 모형을 새롭게 제안하여, 부도
예측 분야에 학술적, 실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부도예측, 서포트 벡터 머신, 퍼지이론, 유전자 알고리즘, 융합모형
Abstract  Bankruptcy prediction has been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topics in finance since 1960s. In 
Korea, it has gotten attention from researchers since IMF crisis in 1998.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a novel 
model for better bankruptcy prediction by converging three techniques – support vector machine(SVM), fuzzy 
theory, and genetic algorithm(GA). Our convergence model is basically based on SVM, a classification 
algorithm enables to predict accurately and to avoid overfitting. It also incorporates fuzzy theory to extend the 
dimensions of the input variables, and GA to optimize the controlling parameters and feature subset selection. 
To validate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odel, we applied it to H Bank’s non-external auditing companies’ 
data. We also experimented six comparative models to validate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model. As a 
result, our model was found to show the best prediction accuracy among the models. Our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levant literature and practitioners on bankruptcy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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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업경영에는 데이터 분류분석을 필요로 하는 많은

경영학적의사결정문제들이존재한다. 사람들은데이터

분류분석을 통해 전문가의 판단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

를얻을수 있다. 특히, 기업부도예측의 경우, 주주, 채권

단, 협력업체, 노동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

가능한손실을최소화할수있는정보를제공한다는점

에서 의미를 가진다[1].

기업의 부도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한

다. 일반적으로기업의경제적가치는자산가치외에서

비스가치, 인적가치, 상징적가치등이포함되어측정된

다. 그러나부도가발생할경우, 기업의물적자산가치만

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의 감소는 채권자 및

주주의부의감소로이어진다. 또한, 기업의부도는관련

업체및협력업체등의실적저하로연계되어산업생산

력을저하시키고실업자를발생시킨다. 부도기업이해외

에 인수될 경우에는 핵심기술이 유출되어 국가 산업 경

쟁력을약화시킬수있다. 따라서이같은문제를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부도예측을 필요

로 한다[2].

국내의경우, 1997년 IMF를겪으면서기업부도예측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MF가 발생하

면서한국경제는대기업들의부도와경영환경의급변을

맞이하였다. 한보와 기아의 부도를 시작으로 대우, 현대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쳐온 기업

들이 부도 혹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기

업부도는 기업을 시작으로 채권자, 주주 등의 기업관계

자부터은행에이르기까지연쇄적으로영향을미치며경

제에 역효과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들은

상당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

에서 일부 금융기관은 합병이나 퇴출 등으로 사라졌다.

이후, 기업의 부도에 대한 사전 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

었으며, 정확한 기업부도예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기업부도예측을 위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부도예측연구는 초기에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 DA), 로짓분석(logistic regression,

LOGIT), 프로빗분석(probit analysis) 등과 같은 통계적

기법이 주를 이뤘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사례기반추론(case

based reasoning, CBR),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DT) 등과 같은 인공지능기법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예측력을 가진다고 알려진 인

공신경망이 부도예측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인공신경망은입력패턴의분포를추정하기위해많은양

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

적합화(overfitting)의 문제로인해예측결과를일반화하

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최소값을

피하기위해연구자의경험이나지식에의존하여초기화

작업이 진행되고,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한

계로 지적되어 왔다[3].

본연구에서는이러한인공신경망의문제를해결하기

위해분류문제에서각광받는기법중하나인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기업부도예측연구를 진행

하였다. 또한 예측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자 한다. 기존에도 다양한

모형을결합하는연구가존재해왔지만이러한연구들은

대체로 단일모형들의 결과에 대하여 가중치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의 제안 모형은

SVM에 퍼지이론(fuzzy theory)과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GA)을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하기

전 입력변수를 퍼지화하고,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 혹은 유사최적의 입력변수집합과 π-fuzzy함수 및

SVM의 파라미터를 찾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안모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기업신용평가에서 사용되는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비교모형으로는 판별분석, 로짓분석,

의사결정나무, 사례기반추론, 인공신경망, SVM으로 총

6개의 단일모형을 이용하였다.

본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2장에서는부도예측

에 대한 선행연구와 제안 모형에 사용되는 기법들에 대

하여소개한다. 3장에서는본연구에서제안하는 SVM과

퍼지 이론을 결합하여 파라미터와 입력변수집합을 최적

화하는모형의과정과각각의비교모형에대하여설명한

다. 4장에서앞에서제시한모형의유용성을검증하기위

한실험의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시사

점및한계점과함께향후연구의발전방향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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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부도예측에 관한 선행연구
기업부도예측에관한연구는 1960년대부터꾸준히이

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 까지는

판별분석, 회귀분석, 로짓분석 등과 같은 통계적 기법이

주를이뤘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재무데이터의복잡한

특성을모형에보다잘반영할수있다고알려진인공지

능기법을이용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예측능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인공신경망

을 활용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

통계적기법을사용하여기업부도를예측하는연구는

Beaver의 연구[4]를 시초로한다. Beaver[4]는 단변량분

석을 이용하여 수익성, 유동성 등과 관련된 재무비율의

평균값의 차이를 통해 기업채무상환 위험도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재무비율의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한지에 대해서 통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부도예측 시 오직 하나의 변수만을 고려

하고 다른 변수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

점을지닌다. 이러한단일변량분석의한계점을극복하기

위해 Altman[5]은 여러 개의 변수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다중판별분석을사용한기업부도예측연구를수행하였다.

Altman은 22개의 재무비율 중가장예측정확도가 높은

5개의변수를추출하여이를가중평균하는판별식을제

안하였다. 이는개별적으로관찰되던변수들을통합하고

단순화하여 명확한형태의부도예측을가능하게하였다.

그러나 변수의 분포가 다변량 정규분포여야 하고, 분석

을수행하기위해각집단의분산및공분산구조가동일

하다는 기본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확률판별함수

(probability discriminant function)가 제안되었다. 확률

판별함수는 기업의 부도확률 또는 비부도확률을 퍼센트

(percentage)로 제시함으로써 0과 1의 이분적 의사결정

(dichotomous decision)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적중률을

높일 수 있다. 확률모형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Ohlson[6]의 로짓분석을 이용한 기업부도예측연구를 들

수 있다. Ohlson은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를 로짓분

석 모형에 도입하여 기업부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로

짓분석은판별분석과비교했을때, 0과 1 사이의값을산

출하여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판별점의위치를어디로정하느냐에따라예측력이변동

되며, 실제의 기업부도예측에서는 판별점을 비교 및 선

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측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프로빗분석[7], 다중회귀분석[8]과 같은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후반부터는인공신경망, 사례기반추론, 유전

자알고리즘등과같은인공지능기법들을기업부도예측

연구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Odom and Sharda[9]의 연구는 신경망을 부도예측에 적

용한 초기의 연구로 꼽힌다. 이들은 판별분석과 인공 신

경망을 사용하여 재무비율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 인공 신경망의 예측성과가 판별분석에 비해

더 우수함을 증명하였다. Tam and Kiang[10]은 은행의

부도여부를 인공신경망과 의사결정나무(ID3방법)를 이

용한 2가지의인공지능기법과판별분석, 로짓분석, k-최

근접이웃방법(k-Nearest Neighbor, k-NN)를 이용한 3

가지의 통계적 기법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 신경망이 다른 기법들에 비해 우수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건창[11]은판별분석, ACLS(Analog Concept

Learning System), 인공신경망을이용하여기법들간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신경망의 변수를 판별분

석과귀납적학습방법학습방법을통해선정하였다. 예측

결과, 귀납적 학습방법에 의해 선정된 변수로 구축된 인

공 신경망이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이러한 부도예

측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신경망의 우수한 예

측 정확도는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

다[12,13].

그러나 초기 인공신경망은 주로 역전파 신경망

(backpropagation network)의 형태를 가졌다. 역전파 신

경망은 예측결과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고, 신경망을

구축함에 있어 과적합화의 문제와 설계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 중반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신경망을 기업부도

예측에 활용하였다. Serrano-Cinca[14]는 재무분야에서

자기조직화신경망(Self Organizing Feature Maps)의 적

용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Yang and Honavar[15]

의 연구는 PNN(Probabilistic Neural Networks)를 부도

예측에적용하고이를판별분석과역전파신경망과비교

하여 더욱 우수한 예측성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 밖

에도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도규칙을 찾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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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도예측을 위한 방법론으로 SVM을 적용해 보고,

그 성능을다각도에서검증한연구[17], 최적화된사례기

반추론을 통해 부도예측의 성능을 높이고자 한 연구[18]

등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부도예측 연구가 진

행되었다.

2.2 퍼지이론
퍼지이론은현상의불확실한상태를그대로표현해주

는방법으로 Zadeh[19]에 의해 1965년처음소개되었다.

복잡한 현상에 대한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고자 할 때,

컴퓨터는정확히표현하기어려운애매한부분들을단순

화하여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보의 손실

이 발생한다. 퍼지이론은 이러게 모호하게 표현된 데이

터에서의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보다 유용

하게 만들기 위해 퍼지집합(fuzzy set), 퍼지논리(fuzzy

logic), 퍼지숫자(fuzzy number)들의개념을포함하고있

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수학적인 계산방법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퍼지이론은 현실세계에서 수학적 모형

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문제에 적용하기 적합하다[20,21].

퍼지이론은 소개된 이후로 많은 응용 분야에서 다양한

기법들과의 결합을 통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퍼지집합은 데이터의 소속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의

집합을정의한다. ‘두어개’라는표현을예로들어설명해

보자. 보통집합(crisp set)은 각각의 집합에 대한 소속여

부를 {(2, 1.0), (3, 1.0)}와 같이 표현하는 반면, 퍼지집합

은각각의 집합에 속하는 정도를 {(2, 1.0), (3, 0.5)}로표

현한다. 이처럼 퍼지집합은 근사추론을 통해 집단의 소

속여부가 아닌 허용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퍼지집합은

소속도(membership degree), 퍼지집합, 소속함수(membership

function)로 구성된다. 소속도는전체집합내의원소들이

각각의 퍼지 부분집합에 속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퍼지

집합은 동일한 퍼지 부분집합에 대한 소속도를 가지는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을 의미한다. 소속함수는 각각의

퍼지부분집합에대한원소들의소속도를합리적으로계

산해 주는 함수를 말한다.

본논문에서는입력변수를퍼지화하기위한소속함수

로 김명종의 연구[22]에서 사용된 π-fuzzy 함수를 사용

하였다. 이는 Pal and Pramanik[23]이 제안한 소속함수

로 low, med, high라는세개의퍼지집합에대하여 0부터

1사이의 퍼지값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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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함수식에서 는 n차원에서의 j번째투입값이고,

는 c를중심점으로하는 π-fuzzy 함수의반경을나타낸

다. 가 중심점 c에 위치하면 이고 소속값

은 최대가 된다. 즉, π-fuzzy는 1값을 가진다. 반대로 소

속값이감소하면중심점 c로부터멀어지므로 의

값이 증가한다. 면 소속값은 0.5이 되며

이를 교차점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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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소 및 최대의 범위는 위의 식과 같이 정의된

다. denom은 매개변수로 퍼지집합의 중복(overlapping)

의 규모를 통제하는 변수이다. π-fuzzy 함수에 따른 

의 중복 구조를 그래프로 그리면 [Fig. 1]과 같다. [Fig.

1]은 Low, Medium, High라는 3차원에서의 범위를 표현

하고있으며 denom의값이작아질수록그래프의기울기

도 완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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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lapping structure of the π-functions



Optimized Bankruptcy Prediction through Combining SVM with Fuzzy Theor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2.3 Support Vector Machine
SVM은 러시아의 통계학자인 Vapnik[24]이 제안한

학습이론으로분류문제를해결하기위해최적의분리초

평면(hyperplane)을 제공한다. 이는 입력공간과 관련된

비선형문제를 고차원의 분리 초평면에서의 선형문제로

대응시켜 나타내기 때문에 수학적인 분석이 수월하다

[25]. SVM은 분류문제에 대해서 우수한 예측정확도를

보인다는점에서인공신경망과같지만, 상대적으로여러

측면에서 이점을 갖고 있다. 먼저 SVM은 ‘경험적 위험

최소화(empirical risk minimization)’를 추구하는 인공신

경망과는 달리 ‘구조적 위험 최소화(structural risk

minimization)’를 추구함으로써, 과적합화의 문제로부터

벗어날수있다. 다음으로, 인공신경망은추정해야할가

중치의수가많아학습시많은양의데이터를필요로하

는 반면에, SVM은 서포트 벡터(support vector)라 불리

는소수의데이터만을이용하여학습에사용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적은양의학습데이터만으로도우수한예측

성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SVM은 인공신경망에 비

해 조정해야하는 파라미터의 수가 많지 않아 학습에 영

향을미치는요소를규명하는것이비교적간단하다[26].

SVM은 두 가지 기본 아이디어를 가진다. 첫 번째 아

이디어는 ‘최대마진분류(maximummargin classification)’

이다. SVM은 각 그룹(class)들의 경계에 위치한 서포트

벡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분류기(classifier)를

찾도록 설계된다[24,27].

두 번째 아이디어는 ‘고차원 공간으로의 데이터 위치

사상(mapping)’이다. 이는 선형 분류기로 분류되지 않는

비선형 문제나 저차원 공간에서의 문제를 보다 높은 차

원의공간(feature space)으로이동시킴으로써선형분류

기로도 분류가 가능하다[24,27]. 이 때, 고차원으로의 사

상을수행해주는함수를커널함수(kernel function)라 한

다. 커널함수는 원래 데이터를 고차원 공간으로 이동시

킴으로써 특징공간 내에 선형으로 분리 가능한 입력 데

이터셋을만든다. 이때사용될수있는커널함수는여러

가지가 존재하며 어떤 커널함수를 사용하는지는 문제에

따라 상이하다. 커널함수의 선택은 SVM을 적용하는데

있어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로일반적으로많이사용

되는 커널함수로는 선형함수(linear function), 다항식함

수(polynomial function), 그리고 가우시안 RBF 함수

(Gaussian radial basis function)을 들 수 있다. 각각의

함수식은 아래와 같다.

선형   

다항식   

가우시안RBF   exp

 

여기서 는 다항식 함수의 차수이고, 은 가우시안

RBF 함수의 대역폭이다[28].

2.4 유전자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은 확률적인 탐색이나 학습 및 최적

화를 위한 기법 중 하나로, 자연에 잘 적응하는 객체는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객체는 도태된다는 찰스 다윈

(Charles Darwin)의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의

원리와 자손의 형질은 부모의 유전자로부터 유전된다는

멘델(Mendel)의 유전법칙을 바탕으로 한다[29]. 유전자

알고리즘은 점이 아닌 개체들이 모여 이룬 개체군에 의

해 병렬적 탐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최적화

알고리즘과 차별화 된다. 또한 탐색의 방향이나 영역이

초기 설정된 값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세대에 따라

확률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전역 최적화가 가능하다

는 장점을 가진다[27,30].

유전자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 작

동된다. 먼저,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최적의 해(solution)

을찾기위해서주어진문제의해가될가능성을가지는

개체 집단을 생성하는데, 이를 초기 모집단(initial

population)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 모집단은 해

집단내에서무작위로선택되거나경험적방법으로선택

된다. 초기개체집단의생성이끝나면, 다음으로생성된

개체 집단이 문제해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이 때 적합도 함수(fitness function)라는 평가기준을 이

용하여 각 개체(염색체)를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각 개

체의 적합도가 평가되고 나면, 유전자 알고리즘은 평가

된개체집단을확률적으로선택(selection)하게된다. 개

체들은 적합도 평가에 기초하여 도태 및 증식의 과정을

거친다. 선택된 개체들은 교배(crossover) 및 돌연변이

(mutation)의 유전자 조작 과정을 통해 이전 세대

(generation)와는다른새로운개체들로이루어지는세대

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세대의 개채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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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 적합도 수준에 도달하거나 사전에 정해진 최

대 진화 세대수에 도달할 때까지, 즉 정지조건을 만족할

때까지선택, 교배및돌연변이과정을반복하게된다. 이

러한과정을거쳐전체생성된세대중가장최적의적합

도를 나타낸 개체 집단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그 결과

를 최적 혹은 유사 최적의 해로 도출한다.

3. 실증연구
3.1 수집 및 데이터 구성
본 연구는 국내 H은행의 비외감 중공업 기업 데이터

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표본 기업은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 70억 이하인 기업이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수집된데이터를사용하였다. 분석에사용된

데이터는 총 1,548건으로, 학습용(training)과 검증용

(validation) 데이터의 비율은 8:2로 하였다. 종속변수값

은 건전과 부실로 구분되며, 여기서 부실은 부도기업 및

3개월 이상 연체기업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는 총 164개

재무비율 중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유의한 변수를 찾

아낸 뒤, 여기에 로짓분석의 단계적 변수선정방법을 통

해 1차후보변수를 선정하였다. 여기에 전문가추천변수

를추가해 <Table 1>과같이총 9개변수를선정하였다.

Variable Category
Selection

by LOGIT

Selection

by experts

Coefficient of sales

volatility
Growth O O

Financial costs to

sales
Profitability O O

Accumulated

earnings to total

assets

Stability O O

Total borrowings

and bonds payable to

total assets

Stability - O

Cash to current

liabilities
Stability O O

Volatility of working

capital to sales
Activity O O

Borrowings to

EBITDA
Stability O -

Trade payable

turnover period
Activity O -

Cashflow to debts Cashflow O O

<Table 1> Selected input variables

3.2 실험설계 및 분석절차
본 연구는 SVM을 개선시키기 위해 입력변수를 퍼지

화하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π-fuzzy 함수의

denom파라미터와입력변수집합그리고 SVM의커널파

라미터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모형을 제안한다. 유전자

알고리즘탐색을위한제어파라미터는해집단의규모는

100개체(organisms), 교배율과 돌연변이율은 각각 50%

와 10%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지시점(stopping

condition)은 50세대로 설정하여 총 5,000번을 반복하도

록하였다. π-fuzzy 함수의 denom의탐색범위는사전실

험을 통해 중복의 규모를 고려하여 ≤ denom ≤

로 설정하였다. SVM의 커널 파라미터 탐색범위는 Tay

and Cao[31]의 연구를 참고하여 는 ≤≤ ,

은 ≤ ≤의 값을 탐색하도록 범위를 설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해 제안모형을 GA Fuzzy

SVM(Genetic Algorithm-based Fuzzy Support Vector

Machine)라 칭하기로 한다. 분석절차는 [Fig. 2]와 같이

크게 4단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PHASE 1. Initiation

PHASE 2. SVM Training and Evaluation

PHASE 3. Evolution by Genetic Operators

PHASE 4. Generalizability Check

Satisfy
the stop 
criteria?

No

Yes

[Fig. 2] GA Fuzzy SVM process

1단계. 1단계는초기화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입력

변수를 퍼지화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 π-fuzzy 함수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9개였던 입력변수집합이 high,

med, low의 3개의 퍼지집합으로 세분화 되면서 총 27개

의입력변수집합으로증가한다. 다음으로최적화탐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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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요인으로 SVM 커널 파라미터, π-fuzzy의

denom 파라미터, 그리고 입력변수집합을 선택하여 염색

체(chromosome) 구조의 형태로 적절히 반영한다. 기본

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GA Fuzzy SVM 모형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커널함수인 가우시안

RBF 함수를기반으로 한다. 이 같은염색체 설계과정이

끝나면, 임의의 난수를 발생시켜 초기 모집단을 생성하

는 초기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2단계. 초기화작업이끝나고나면, 생성된초기모집

단의요인값을 실제로이분류 SVM모형에적용하여학

습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염색체의 값이 얼마

나목적에부합하는지를평가하는적합도함수값을산출

한다. GA Fuzzy SVM 모형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용

하면서도정확한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도록설계되어

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목적함수와 유전자 알고리즘의 적합도함수를 일

치시키고 유전자 알고리즘이 적합도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탐색할 공간을 전체 원 데이터로 설정함으로써 구

현할수있다. 이에따라, 유전자알고리즘의적합도함수

는 학습용 데이터셋에 대한 분류 정확도(classification

accuracy)로설정하였으며, 학습용데이터셋을대상으로

유전자알고리즘이최적혹은유사최적의 SVM커널파

라미터, π-fuzzy의 denom 파라미터, 그리고 입력변수집

합의 선택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3단계. 모집단에소속된모든염색체들에대한적합도

평가가 끝나면 보다 우수한 염색체를 가진 모집단을 찾

기위해유전자연산을적용한다. 먼저, 초기모집단에서

우성인 염색체들을 선택하여 교배하고, 일정한 수준의

돌연변이를만들어새로운모집단을생성한다. 돌연변이

를 통해 우연히 부모세대보다 더 우수한 염색체가 발생

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돌연변이를 생성할 경우 최적

해로의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돌연변

이율 설정에 유의해야한다. 이렇게 새로운 모집단의 요

인값을 가지고 새로운 학습이 수행된다. 이러한 과정은

모형설계자가초기에설정한정지시점을만족할때까지

계속 반복됨으로써, 수십세대에 걸쳐 진화가 진행되고,

이를 통해각요인들에대한최적혹은유사최적의값을

찾게 된다.

4단계. 정지조건을만족하여진화가종료되면, 검증용

데이터셋을 최종적으로 선정된 요인값을 기반으로 하는

GA Fuzzy SVM 모형에 적용하여 예측성과를 점검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제안모형의 실제로도

우수한 예측력을 보이는지 확인함으로써, 제안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

GA Fuzzy SVM 모형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공개 소프트웨어인 LIBSVM version 2.8[32]과 상용 프

로그램인 Evolver 5.5를 사용하였으며, 이 2가지 프로그

램을결합시키기위해Microsoft Excel VBA를활용하여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3 비교모형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GA Fuzzy SVM 모형의 예측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부도예측연구에서 사용된

로짓분석, 다중판별분석,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사

례기반추론, SVM의총 6개의비교모형1)을설정하고예

측정확도를 비교해 보았다. 변수는앞에서선정된 9개의

변수를 가지고 수행하였으며, 데이터는 학습용 데이터

80%, 검증용 데이터 20%로 하였다. 인공신경망의 경우,

최적의 학습 정지시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 추가되기 때

문에, 학습용데이터 60%, 평가용데이터(test data) 20%,

검증용 데이터 20%로 나누었다.

로짓분석과 다중판별분석, 의사결정나무, 사례기반추

론모형의경우, SPSS 20 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분석하

였다. 로짓분석에서의 판별점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의사결정나무의경우,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모형을 활용하였고, 불순도지수는 지니 지수로

측정하였다. 사례기반추론의 경우, k-NN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k의 범위는 1～10까지로 설정하였다.

인공신경망의경우, 은닉층이하나인 3층퍼셉트론을

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인공신경망모형구축을위해

Neuroshell2 R4.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때 은

닉층에 포함된 노드의 수는 18개로 설정하였고, 학습률

(learning rate)과 가속률(momentum rate)은 모두 0.1로

하였다. 또한 모형학습용 데이터에 과적합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데이터의평균오차가최소값을기록한후

1) 비교모형으로 사용된 6가지 분류 기법들에 관한 이론적 배
경과 원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전치혁[33]의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SVM 결합을 통한 기업부도예측 최적화

16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Mar; 13(3): 155-165

Model Training Test Validation Settings

LOGIT 71.00% 71.29% Enter Method

MDA 71.16% 71.94% Enter Method

DT 71.24% 68.06% CART (Gini) Method

ANN 71.34% 67.42% 72.58% # of the nodes in the hidden laye r= 18

CBR (k-NN) 71.34% 68.06% k = 6

SVM 71.65% 72.26% Polynomial kernel, C=1, d=1

GA Fuzzy SVM 73.00% 75.48% No. of selected features=21, denom=1.45, RBF kernel, C=99.50, 
=34.09

<Table 2> Prediction accuracy of the models

MDA DT ANN CBR SVM GA Fuzzy SVM

LOGIT 0.21 0.09
*

0.18 0.09
*

0.19 0.05
**

MDA 0.07* 0.21 0.07* 0.23 0.07*

DT 0.05
**

0.25 0.06
*

0.01
***

ANN 0.05** 0.23 0.10*

CBR(k-NN) 0.06* 0.01***

SVM 0.09*

* statistical significant at 10%, ** statistical significant at 5%, *** statistical significant at 1%

<Table 3> The results from the two-sample test for proportions

50,000회가 지나면 학습이 정지되도록 하였다. 한편

SVM의 경우, 선형과 다항식, 그리고 가우시안 RBF 커

널 함수를 사용하였다. SVM의 성능에 있어서는 커널함

수의상한 와커널파라미터  가중요한역할을한

다고 알려져 있다[31]. 이에 본 연구는 모형의 탐색범위

를 각각 ≤≤, ≤ ≤, ≤ ≤ 로

설정하였다. SVM 실험에는 LIBSVM[32]이 사용되었다.

4. 실험결과
앞에서작성한실험설계를바탕으로모형별기업부도

예측실험을 수행하였다. 아래의 <Table 2>는 제안모형

인 GA Fuzzy SVM과로짓분석, 다중판별분석, 의사결정

나무, 인공신경망, 사례기반추론, SVM의 총 6개의 비교

모형의 실험결과를 종합한 표이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제안모형의 예측정확도가 75.48%로기존기법들에 비해

가장우수한예측정확도를보이는것을알수있다. 또한

학습용모형과검증용모형간의예측정확도차이도적어

상당히 안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퍼지이

론의 결합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한 파라미터 및 입력

변수집합 선정이 기업부도예측모형 구축에 있어 효과적

임을 증명하였다.

이어 제안모형과비교모형들간의예측정확도의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2 Sample

Test for Proportion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3>와 같다. <Table 3>의 결과에 의하면제안모

형이 다중판별분석, 인공신경망, 그리고 SVM의 결과와

90%, 로짓분석의결과와 95%, 의사결정나무와사례기반

추론의결과와는 99%신뢰수준하에서통계적으로유의

한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비교모형들간의예측정

확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영학적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부도로 인

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보다높은예측정확도를가지는새로운기업부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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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제안하였다. GA Fuzzy SVM으로 명명된 본 연

구의제안모형은설명력과일반화성능이우수하다고알

려진 SVM과퍼지이론을결합하여입력변수집합을확장

하고, 유전자알고리즘을이용해파라미터와입력변수집

합을최적화하고자하였다. 제안모형의기업부도예측적

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실제 데이터에 로짓분석, 다중

판별분석,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사례기반추론,

SVM과 같은 비교모형과 제안모형을 동시에 적용해 본

결과, 제안모형이 기징 우수한 예측정확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연구의대상이되고있는비외감기업의경우, 공인

회계사로부터감사를받지않기때문에이들이발표하는

회계정보에대한신뢰성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 따라서

비외감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로부터 산출된 재무비율

정보를 이용해 정확하게 기업의 부도를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 현장

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퍼지이론과 SVM,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 간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해법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본연구는다음과같은몇가지한계점을지닌

다. 첫번째로본연구의제안모형은최적화의영역이상

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가진다. 제안모형인 GA

Fuzzy SVM은커널함수를가우시안 RBF 함수로고정하

고 커널 파라미터만 최적화 하고 있다. 그러나 앞 절의

설명에 따르면 커널 파라미터와 커널 함수도 함께 최적

화를 수행할 때 예측성과를 더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

다. 따라서 유전자 알고리즘의 염색체 설계를 커널함수

를 포함하는 형태로 재설계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제안모형은 입력변수의 최적화

만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적절한학습표본의선정도이분류 SVM의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영향을미친다. 그러므로향후연구에서는

입력변수집합 뿐만 아니라 학습표본집합도 함께 최적화

하는 SVM모형에대해실험해보고, 예측성과가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개선이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로본연구에서실증분석에사용된기업부도예측

데이터가 2000년대 초반에 수집된 데이터라는 점 역시

또 다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수행될 연구에서는

보다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제안모형이

현 시점의 기업부도예측에서도 유효한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안모형은 기업부도예측이라

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

반성이충분히검증되지못하였다. 따라서주가시장예측

이나 고객 분류와 같은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안모형의일반성을검증하는것이향후연구과제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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