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은 신용
평가, 채무 불이행 예측 및 이상 거래 탐지와 같은 금융 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특히,대출불량부채에대한높은 수준의신용위험관리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딥러닝 알고리즘은 의사 결정
트리 (Decision Tree), k-NN(k-Nearest Neighbour) 및
랜덤 포레스트 (Random Forest) 등과 같은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비해 수백만 개에서 수조 개의
학습시켜야 할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확도, 재현율 등의
좋은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 문제는 딥러닝 모델이
불투명하여 입력 데이터와 결과값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딥러닝은 ‘블랙박스’ 모델로
간주되며,1) 이 모델이 산출한 최종 결정의 신뢰 수준에 대해
의문이제기되고있다.

Deloitte AI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 내 인공지능 연구자,

개발자, 임원 등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인공지능의 편향성, 책임과 배상 , 의도치 않은 행위 및
알고리즘 설명성의 부족에 대해 평균적으로 약 63% 이상이
신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신기술의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
으로 프로세스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반면, 이
해 관계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면서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최종 예측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블랙박스 모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성(Explainability)에 대한 연구는 학계와 업
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은 규제 산업이라 여겨지며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성은
유럽 및 미국의 경우 규제 대상으로 점차 제도화되고 있다. EU

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2018년 5월부터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자동화
된 의사 결정 및 프로파일링을 모든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규
제하고 있다. 인공지능 및 그 하위 분야를 포함하는 알고리즘
규정은 결과에 대한 개인의 설명 받을 권리(설명권, Right to

Explanation)를 명시하고 있다.3) 이는 주로 개인의 법적 또는
재무적영향을 미치는인공지능의결정과관련된다.예를들어,

개인이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한 경우 인공지능에 의해 거절되
었다면금융회사는정당한사유를고객에게고지해야만한다.

또한 EU, 미국에서는 포괄적으로 인공지능의 편향성, 차별
및 잠재적 위험 등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작년 7월 금융당국은 ‘금융 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을 예고했다. 현재는 법적 규제나
행정지도에 비하여 약한 모범 규준으로서 기업의 자율에 맡기
는 최소한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수준4)이지만 인공지능산업
육성과동시에당국의규제또한점차강화될것으로보인다.

1) Molnar, C. (2019)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 A Guide for Making Black Box Models Explainable. Available at: 
https://christophm.github.io/interpretable-ml-book
2) Deloitte AI Institute (2021) Investing in trustworthy AI. Available at: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consulting/articles/investing-in-ai-trust.html
3) Kaminski, M. E. (2019) 'The Right to Explanation, Explained',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34(1), pp.189-218. doi:10.15779/Z38TD9N83H.
4) KDB미래전략연구소 (2021) 금융분야 AI가이드라인 및 금융권의 대응. Available at: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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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의미인 ‘Trustworthy AI’는
윤리적 인공지능 (Ethical AI),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Responsible 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며,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 및 활용상
공 정 성 (Fairness), 투 명 성 (Transparency),

책임감 (Accountability)을 핵심주제로 다루고 있다 .5)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알고리즘의 연구개발에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과 거버넌스 절차를
결정하는 별도의 사무국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6가지 요소를핵심주제로삼고있다. 6)

• 공정성:인공지능은모든사람을공정하게대우해야한다.

• 포용성: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권한을 갖고
참여할수있어야한다.

• 신뢰성과 안전 : 인공지능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과업을수행해야한다.

• 프라이버시와보안: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보호해야한다.

• 투명성:사람들이인공지능내부를 파악할수있어야한다.

• 책임성:사람들이인공지능에대해 책임을져야한다.

딜로이트는 아래와 같이 공정성, 투명성, 책임감 등 6가지
핵심요소를중심으로인공지능관련 위험관리및신뢰확보를
위한접근의틀을제시한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6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하여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구상에서 설계, 개발, 배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구축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와 규정
준수를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위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며 기술, 프로세스 및 직원 교육 등 변화 관리
전반에 걸쳐 작용한다. 여기에는 위험 평가, 통제 메커니즘 및
관련규정준수를 요구하는것이포함된다.이는기업과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배포에 있어서
윤리적이고신뢰할수있는지확인하는수단이된다.

5) Deloitte AI Institute (2021) Investing in trustworthy AI. Available at: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consulting/articles/investing-in-ai-trust.html
6) Microsoft (2022) Responsible AI principles in practice. Available at: https://www.microsoft.com/en-us/ai/responsible-ai?activetab=pivot1%3aprimaryr6;
한상기 (202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클라우드나인, 서울

7) Deloitte AI Institute (2022) Trustworthy AI. Available at: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deloitte-analytics/solutions/ethics-of-ai-framework.html
8) Ribeiro, M.T., Singh, S., and Guestrin, C. (2016). 'Model-agnostic interpretability of machine learning', arXiv Preprint arXiv:1606.05386, pp.1-5. 

그림 2.

딜로이트 Trustworthy AITM framework7)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논의할 때 해석가능성
(Interpretability)과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이라는 두
용어가 자주 사용되며, 때로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설명가능성은 해석가능성 개념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간주한다 . 해석가능성은 인공지능 전문가와
엔지니어에게 강력한 기술적, 공학적 투명성을 제공하는
개념이며, 설명가능성은 고객, 의사결정자 등 비전문가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논리적 설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을 의미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영향까지고려하여윤리와법적문제까지도다룬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해석가능성은 엔지니어의 논리적
맥락에서 올바른 입력-출력 관계의 투명성을 의미한다.8)

설명가능성은 인간의 자연어를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와 의사
결정자에게설명을 전달할수 있다.즉,해석가능성은인공지능
기반 의사 결정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것이고, 설명가능성은 특정 결정이 내려진 이유에 대한
비기술적인 설명으로 이유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블랙박스 모델의 수동적 또는
능동적 특성에 맞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해석가능성은
수동적 특성을 가진 모델이 인간 전문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델은 특정 아키텍처
계층의 가중치에 따라 의사 결정의 방향이 바뀌는 수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설명가능성은 모델의
능동적인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델이 자연어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자신을
설명하는총체적인능력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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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crosoft.com/en-us/ai/responsible-ai?activetab=pivot1:primaryr6
https://www2.deloitte.com/us/en/pages/deloitte-analytics/solutions/ethics-of-ai-framework.html


모델 설명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의사 결정 트리 및 랜덤 포레스트와 같이 특정 모델에
적용되는 ‘Model-specific’ 방법이있고,다음으로는블랙박스
모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Model-agnostic’ 기법이 있다. 첫 번째 설명 도구는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내부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블랙박스 내부모델을
탐지하거나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입력과 결과물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모델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Model-agnostic 방법은 설명 범위에 따라
‘로컬’ 해석과 ‘글로벌’ 해석으로분류할 수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로컬 해석가능성은 모델 결과물에
대한 개별 데이터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

입력데이터 한 건에 대한 인공지능 모델 결과물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반면 글로벌 해석가능성은 전체 데이터
차원에서 모델에 평균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며, 입력데이터와
모델결과물간의전반적인관계를해석할수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모델 설명성 기법의 비교적 짧은 약
20여 년에 걸친 발전단계에서 2016, 17년도에 개발된 LIME

(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s)과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이 로컬 해석
방법의 대표적 도구로서 특정 결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을
제공하고 , 전통적인 방법인 SA(Sensitivity Analysis)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PDP(Partial Dependency

Plot)는 사용자에게 전체 모델의 동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글로벌 해석 도구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모델
설명성 분석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Model-agnostic

기법의 LIME, SHAP을 적용하여 입력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관계에대해사례를통해설명하고자한다.

9) Kolbasin, V. (2018) 'How to explain predictions of your network?',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actic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Science,                                               
Stream B session presentation, pp.1-59. 
10) Deloitte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redit Risk Management.  Available at: https://www2. deloitte.com/cn/en/pages/risk/articles/artificial-intelligence-
for-credit-risk-management.html 
11) 안재현 (2020)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해부하다. 위키북스, 파주

그림 4.

인공지능모델설명성기법의발전단계10)

LIME은 모델이 현재 데이터의 어떤 영역을 집중해서
분석했고 어떤 영역을 분류 근거로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설명성 도구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처음 개발한 사람은
마르코 툴리오 히베이루(Marco Tulio Ribeiro)와 사미르
싱(Sameer Singh), 카를로스 게스트린(Carlos Guestrin)

이며 지금도 깃허브(GitHub) 등 온라인 공유사이트를 통하여
튜토리얼등을 제공하며활발히활동하고있다.이도구의가장
큰 장점은 모델의 종류나 학습 방법에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결정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 특정 데이터 포인트에서의 결정 경계를
확정 짓는 방식이 비결정적이므로 LIME 알고리즘을 실행시킬
때마다 결과가 매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하나에대해설명을 하기때문에모델전체에대한일관성있는
특징을보여주지못하는단점이있다.11)

그림 3.

모델해석가능성의범위9)



SHAP은 미국의 수학자이며 경제학자인 로이드
샤플리(Lloyd Stowell Shapley)가 정립한 이론을 기반으로
입력데이터의 컬럼(피처) 간 독립성을 근거로 덧셈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다. 샤플리 값(Shapley value)은 전체 성과를
창출하는 데 각 참여자가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개인의 기여도는 전체에서 그 사람의 기여도를
제외했을 때 전체 성과의 변화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찾을 수 있다. LIME과 달리 SHAP는 결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SHAP을 매회 실행시켜 계산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어 해석상 안정성이 있다. 하지만
샤플리 값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컬럼(피처)을 순서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컬럼 갯수와 데이터양이 증가할수록 데이터
수의제곱에비례하여계산량이늘어나는 단점이있다.

Pre-processing & Bias: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결측치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컬럼을 제거하는 등
학습데이터를 정제한 결과 약 88만 건의 데이터를 25만
건으로 감소시켰으며 74개의 컬럼에서 9개의 컬럼으로
축소했다. 또한 전체 대출거래 학습데이터 중 정상데이터가
8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부도데이터가 18% 정도로
한쪽으로 편향되어있어 클래스간 데이터 균형을 잡기 위하여
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여 부도데이터 건수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학습시키면
알고리즘은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다수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어 편향성(Bias)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13) 또한 대출승인과 거절 두 클래스 간 데이터
불균형 문제는 과대적합 (Overfitting) 문제를 발생시켜
모델의정확도성능을현저히떨어뜨릴수있다.

12) Investopedia (2020) LendingClub Review. Available at: https://www.investopedia.com/ lendingclub-review-4585233 
13) Raschka, S. and Mirajalili, V. (2017) Python Machine Learning, Packt Publishing, London

그림 5.

렌딩클럽데이터셋 (shape 887,379 x 74 – 예시적)

Dataset & Problem: 실험을 위해 캐글 (Kaggle)

사이트에서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공개 대출 거래 데이터인
렌딩클럽 (LendingClub) 데이터셋을 사용했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렌딩클럽은 2007년 설립된 이후
미국의 주요 P2P 대출 업체 중 하나가 되었다. 연간 부도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7.09%이다.12) 렌딩클럽
데이터셋은 887,379개의 행과 74개의 열을 테이블 형태로
포함하고 있으며 컬럼에는 범주형(이산형)과 연속형 값이 있다.

대출부도예측 인공지능 모델개발은 부도 위험이 높은 class

1과 대출과 부도 위험이 낮은 대출 승인 class 0을 레이블로
하는 이진 분류 문제유형이다. 이 데이터셋을 학습용으로
사용하여 DNN(Deep Neural Network) 신경망 모델의
분류기(Classifier)를 구현한 다음 LIME과 SHAP 기법을
적용하여 특정 고객의 대출 요청이 인공지능 모델에 의해 왜
승인되었는지또는왜거절되었는지설명하고자한다.

6-a. Loss Curve with Class-Imbalanced dataset

6-b. Loss Curve with Oversampling dataset

그림 6.

대출부도예측 DNN 학습모델의 Validation Curves

Overfitting



Model Tuning & Selection: 튜닝할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Hyper-parameter) 값을 다양하게 변경해 가면서
학습을 반복하여 그림7과 같이 SGD4 모델이 0.9870의
재현율(Recall) 점수와 0.9990의 roc_auc 성능을 보인 최적
모델을 구할 수 있었다.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고객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높은 재현율(Recall)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문제해결의 목적에 따라 성능평가지표는 달라진다 .

최고성능을 보인 모델에 설정된 최적의 파라미터 값은 epoch

300, SGD 이용, 학습률 1e-3, patience 10이다.

먼저 그림 8-a에서는 각 입력데이터의 SHAP value를
산출하여 결과에 기여하는 개별 공헌도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의 빨간 막대는 대출 승인 확률을 높이고 오른쪽의 파란색
막대는 승인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 A의 실적
데이터에서 금리가 높은 큰 금액의 대출(loan_amnt)을
받았지만 대출상환금액 (total_pymnt)이 양호하여 대출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LIME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인 그림 8-b를 보면 SHAP 기법을 적용한 것과 일치하는
예측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출상환이 양호한
고객의실적이대출승인에결정적기여를 한것으로이해될수
있다. 그림 8-c를 보면 Clustering SHAP value 분석을 통한
데이터의 개별 컬럼(피처)의 모델예측 공헌도 결과에서
대출승인 결정에 대출상환액(total_pymnt) 컬럼 값의 영향이
매우지배적임을명확하게파악할수있다.

그림 7.

Hyper-parameter Tuning 모델 성능비교

심층신경망을 이용하여 개발된 대출부도예측 모델에 특정
대출 신청고객 A의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대출 승인 담당자는
인공지능 모델이 어떤 이유로 승인 결정을 산출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를 LIME과 SHAP을 적용하여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8-a, 8-b, 8-c는 각각
SHAP, LIME 기법을 적용하여 입력데이터와 예측 결과와의
관계도식을산출한결과이다.

그림 8-a.

SHAP설명성분석결과 –대출승인 사례

그림 8-b.

LIME 설명성분석결과 – 대출승인사례

그림 8-c.

Clustering SHAP Value분석결과 – ‘total payment’의

영향도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로 고객 B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출
거절된 사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대출부도예측 인공지능
모델은 고객 B의 데이터를 입력 받아 가능성 100%로
승인거절을 결정했다. LIME 분석 결과(그림 9-a)를 살펴보면
고객 B는 대출 신청 금액도 크며, 최근 대출상환액 실적도
미흡하고 신용등급도 낮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이 대출 거절
결정을한것으로설명될수있다.

그림 9-b 처럼 SHAP 의사결정 그래프는 왼쪽의 대출
거절에 영향을 미치는 파란색 영역의 강도가 오른쪽 승인
강도보다 현저하게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대출금액(loan_amnt)의 컬럼(피처)이 대출승인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c도 SHAP

적용결과 대출 거절의 여러 영향도가 지배적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이런 고객 B에게 대출 거절
사유고지를다음과같이할수있을것이다.

“고객님의 대출 신청은 아쉽게도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사유는 대출 신청 금액이 고객님의 신용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신청 금액을 낮추시고 대출상품 중 이자율이 낮은
것을선택하셔서재신청하신다면가능성을높일수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에게 거절 사유도 고지하며 동시에 금융
수요를만족시킬수있는자문도제공할수있다.

그림 9-a.

LIME 설명성분석결과 – 대출거절사례
그림 9-b.

SHAP Decision Plot 설명성분석결과 –대출거절사례

그림 9-c.

SHAP 설명성분석결과 –대출거절사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항상 남아 있는 질문은,

‘심층 신경망 (DNN) 모델 내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다. 또한, 엔지니어들이 신경망 구조 설계 및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최고 성능의 인공지능 모델을
얻었다 해도 이 모델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Trustworthy AI에 기반한 투명성과
설명성 확보, 편향성 제거,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책임소재
명확화 및 리스크 통제 거버넌스 구축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확실한해답을이끌어줄수있는핵심열쇠가될것이다.

영국 , 유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권 (Right to

Explanation)이 제도화되며 기업 내 위험관리 영역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분야가 글로벌하게 관심을 받으며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용하기 쉬우며, 시각적인 다양한 그래프 형태의
분석도구를 제공하는 LIME과 SHAP은 금융, 헬스케어,

제조설비 분야 등에서 연구자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엔지니어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다. 동시에 기술적인 발전 측면
뿐만 아니라 관련 윤리 가이드, 법규제정 노력도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금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이며
Trustworthy AI를통한리스크관리가중요한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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