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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적 근간이루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경영여

건이 불안하다. 정부정책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나 재원의 한계로 효율적인 자본분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랜덤포레스트 모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관한 부실예측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부실징

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함으로써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소상공인(small business), 부실예측(default prediction),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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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우리나라의 사업체는 2019년 기준 3,874개이며 소상공인의 비중은 

3,285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도 약 660만명, 

37%가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대기업보다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정부정책 

지원에 소외되어 왔다.

Fig. 1. Pecentage of Small Business in Korea

Source : KOSTAT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굉장히 영세하고 대출실행 전 신용평가가 부실함으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폐업으로 정책자금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실은 

경제에 부담을 주고 많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사전 및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1] 

과거 신용카트 매출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부실예측을 한 사례

가 있기는 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기 어렵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랜덤포레스트 모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부실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II. Data and Modelling

본 논문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데이터 총 245개이며 이 중 부실사례는 65건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랜덤포레스트모델은 분류 및 회귀문제에 활용

가능한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이다.[2] 결정트리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임의 노드 최적화와 배깅(bagging)을 활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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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Random Forest

또한, 랜덤포레스트기반의 부실예측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부실예측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의 부실예측 성능을 평가할 것이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부실예측모형을 개발함

으로써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부실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예방하

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달성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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