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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 본 프로젝트에서는 과거의 주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과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광범위한 주식 

종목들을 한가지 학습 방법으로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가를 예측하는 주 학습 방법으로는 딥 러닝을 선택하였고,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로지

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그리고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보조 지표로 활용한다.  

- 사용자 편의에 맞추어 예측 결과를 웹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사용자

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측 결과를 종목별로 차트와 그래프를 이용하여 제공한다. 

 

2 수행 내용 및 중간 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Deep learning & Tensor Flow 

- 과거 단층 구조의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을 다층 구조로 만들어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최근 컴퓨터 비전, 음성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계 

학습 방법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있는 만큼 주가 예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딥 러닝(Deep learning)의 경우, 데이터를 학습에 용이한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벡터 형태의 데이터는 학습에 가장 용이한 데이터 형태 

중 하나이다. 그래서 스칼라(Scalar) 형태의 주가를 효과적으로 벡터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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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 

- 본 프로젝트에서는 기계학습 기법 중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그리고 SVM(Support Vector Machine) 세 가지의 분류 알고리즘 

기법을 사용하여 주가의 상승/하락을 예측한다. 해당 예측 정보는 더욱더 정확한 주가 

예측을 위한 보조 지표로 이용한다. 기계 학습 부분의 개발은 파이썬(Python)에 내장되어 

있는 Sklearn 모듈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 주식 예측의 경우, 모든 input 데이터마다 목푯값이 정확히 존재한다. 따라서 지도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학습시키도록 구현하였다. 

  

2.2 수행 내용 

2.2.1  주식 데이터 학습 

- 주식 데이터 학습에는 주식 종목 선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주식이 상장된 지 5 년 

이상이고, 선물 및 채권 주식을 제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주식을 선정하였다. 

- 현재 주식 데이터 가공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 주식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해 

(Value − MinValue)/(𝑀𝑎𝑥𝑉𝑎𝑙𝑢𝑒 − 𝑀𝑖𝑛𝑉𝑎𝑙𝑢𝑒 + 1𝑒 − 7) 식을 사용하는 방법 

(2)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Value − MeanValue)/

StdValue 식을 사용하는 방법 

(3) 하루치 데이터를 사용할 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3 일치 데이터의 

평균으로 위에 서술된 (1), (2) 방법으로 학습을 시킨 방법 

- 주식 데이터를 학습시킨 모델에는 RNN(Recurrent Neural Network)의 변형인 LSTM(Long 

short-term memory)을 사용한다. LSTM 을 사용하는 이유는 RNN 을 사용하게 되면 긴 

시퀀스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들 사이에 여러 시간이 지났다면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는 보통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까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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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들이 원하는 결과값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LSTM 에서는 이러한 단점이 보완되기 때문에 사용한다. 

- 현재 계획서에서 제시한 계획대로 주가 예측을 위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2.2.2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서버를 통해 주식 데이터를 직접 받아올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키움 증권 API 를 이용하여 얻은 CSV 파일 형식의 주식 데이터를 기계학습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 초기 알고리즘은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Dataframe)형으로 불러와서 그 중 70%를 

무작위 순으로 선택하여 기계학습(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SVM)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테스트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예측률을 계산하였다. 주가의 

상승/하락은 1 과 -1 로 분류하여 전체 테스트 케이스 중 예측 값과 실제 값이 동일한 

경우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결과적으로는 46%의 예측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 주식 종목별 예측 정확도와 전체 평균 예측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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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로 원래 데이터 값을 조정한 

후, 같은 알고리즘에 적용시켜보았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키움 증권 API 로 얻은 주식 

데이터를 학습에 적합한 값들로 조정하는 과정으로, 전체 주가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원래 주가 데이터) – (평균) / (표준편차)의 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가공했다. 그 

후 가공된 데이터를 위 알고리즘에 적용시켜보니 약 47%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따라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원인에 데이터가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그림 2> 가공한 데이터에 대한 종목별 예측 정확도, 전체 평균 예측 정확도 

-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K-fold Validation 알고리즘이다. 기존 

알고리즘에 K-fold Validation 을 적용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데이터들이 고르게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세 가지 모델의 기계 

학습을 진행한 결과, 이전 결과값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측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47%에서 62%까지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 K-fold cross valid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한 종목별 예측 정확도와 평균 예측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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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백테스팅(Backtesting) 

- 수행계획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하기로 계획했던 Zipline 모듈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찾아 주식 데이터가 저장된 CSV 파일의 데이터에 적용해보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다. Zipline 모듈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5 일, 20 일치의 이동 평균을 비교한다. 

만약 5 일치의 이동 평균 값이 20 일 치 이동 평균 값보다 높다면 100 주를 매수하고, 낮은 

경우에는 100 주를 매도한다. 최종 결과물로 두개의 이동 평균선과 매수/매도 기록을 

이미지로 제공한다. 

- 본 프로젝트에서는 위와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가의 상승/하락을 예측했을 경우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금 수정하였다.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유지했으나 

이동 평균값을 비교하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을 주가의 상승/하락을 예측하는 

과정으로 수정하였다. 그 결과, 48%의 정확도를 구할 수 있었다. 

 

2.2.4  웹 사이트 구현 

<그림 4> 메인 페이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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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코스피와 코스닥, (정확도 기준)상승/하락세 예측 Top3 종목 제공 

 

<그림 6> 종목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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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데이터베이스 

 

  
Stock  Users 

_id 회사 고유 ID  _id 유저 고유 ID 

Name 회사 이름  AUTHOR_id 연동되는 구글 유저 ID 

Forecase 예측 종가  Name 유저 이름 

PastForecast 과거 예측 결과  Bookmark 관심 종목 리스트 배열 

PastPrice 과거 실제 값    

Accuracy 정확도    

ImgPath 해당 회사 이미지 경로    

Description 요약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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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평균 회귀 모델 선정 및 해당 모델의 데이터 예측 

- 본래 기계학습에서 학습의 주 목적은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SVM 등의 분류 

알고리즘에 적합한 주식 데이터를 가진 ‘평균 회귀 모델’ 주식 종목을 선별하여 해당 

종목의 예측률을 높이는 데에 있었다.  

- 먼저 ‘평균 회귀 모델’에 해당하는 주식 종목을 찾기 위해, 모든 주식 종목에 대해 ADF 

Test, Hurst 지수, Halt Life 의 세 가지 지수들을 측정하고 세 가지 테스트의 기준점을 모두 

통과하는 주식 종목들을 ‘평균 회귀 모델’로 분류하였다. 

<그림 7> 코스닥 주식 종목에 대해 평균 회귀 모델을 분류한 결과 

- ‘평균 회귀 모델’은 주가가 이동평균으로 회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주식 

종목들에 비해 로지스틱 회귀, 랜덤 포레스트, SVM 학습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모든 주식 종목에 대해 기계 학습을 시킨 뒤, 일반 주가 종목과 평균 

회귀 모델 종목의 예측 정확도를 비교하여 보니 두 그룹의 예측 정확도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이유로 평균 회귀 모델을 계산하는 부분의 알고리즘을 아예 제거하고 

모든 주식 종목에 기계 학습 기법을 적용시켜 주가의 상승 혹은 하락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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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학습데이터를 다양하게 가공하여 사용 

- 현재 선별된 주식의 등락 예측의 정확도가 57% 정도 된다. 우선 등락률을 65~70%으로 향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 모델

의 학습률(Learning Rate) 값과 은닉 차원(Hidden Dimension)의 개수를 다양하게 시도해볼 

계획이다. 현재는 학습률은 0.01, Hidden Dimension은 10개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뿐 아니라 어제 가격 대비 변동률인 가격 변동률, 

당일의 가격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일반 가격(Typical price), 가격 상승/하락 간의 상대적 강

도인 RSI, 자금 유입/유출을 측정하는 모멘텀(Momentum) 지표인 MFI, 시장의 과열/침체 

지표인 투자심리도 등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학습에 보조적인 지표로 사용할 계획이

다.  

이동 평균 5, 10, 20, 60, 120일간의 종가의 평균 

가격 변동률 어제 가격대비 변동률 

가격 추세 5, 10, 20일 간의 가격상승/하락 여부 

이동평균선 추세 이동평균선의 상승/하락 여부, 추세전환 여부, 정/역 배열 여부 

Typical price 당일의 가격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고가+저가+종가)/3 

RSI 가격 상승/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 강도 - 9일, 14~15일, 25~28일 

(보조적인 지표) 

- 가격이 전일 가격보다 상승한 날의 상승 분은 U(up) 값이라고 하고, 가격이 전일 

가격보다 하락한 날의 하락 분은 D(down) 값이라고 한다. U 값과 D 값의 평균값을 

구하여 그것을 각각 AU(Average Ups)와 AD(Average Downs)라 한다. AU 를 

AD 값으로 나눈 것을 RS(Relative Strength) 값이라고 한다. RS 값이 크다는 것은 

일정 기간 하락한 폭보다 상승한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RSI 값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웰레스 윌더(Welles Wilder)는 70% 이상을 

초과 매수 국면으로, 30% 이하를 초과 매도 국면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RSI 가 70%를 

넘어서면 매도 포지션(Position)을, 30%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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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부분의 오실레이터(Oscillator)형 지표가 그렇듯 초과 

매수, 초과 매도 국면에서 오래 머물며 추세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전략만으로는 이익을 내기 힘들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RSI 가 70%를 넘어선 후 머물러 있다가 다시 70%를 내려오면 매도를, 

RSI 가 30% 밑으로 내려가 머물러 있다가 다시 30% 이상으로 올라오면 매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RSI 가 50%를 상향 돌파하면 매수, RSI 가 

50%를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식의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다. 

-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RSI 는 하강하는 식으로, RSI 가 가격 변동과 역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천정에 다다랐을 때는 추세가 꺾이기 쉽다. 주가 하락 시 RSI 가 

상승하는 반대의 경우는 추세가 반등하기 쉽다. 

- RSI 는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 시에 과매수와 과매도 신호를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가지 신호만 고려하는 것이 좋다. 즉, 상승추세에서는 과매수권 진입이 자주 

나타나므로 과매도권 진입 시에만 매도시점으로 활용하고, 하락추세에서는 과매도권 

진입이 자주 나타나므로 과매수권 진입 시에만 매수시점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 RSI 는 천정과 바닥을 찾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천정과 바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시장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가격이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하는 

상황에서는 RSI 는 50% 를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만 거듭하게 되므로 투자 지표로 

활용하기가 곤란해진다. 

- RSI 가 70% 이상으로 높아지면 과매수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많이 올랐으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을 가정하는 것인데, 실제 상황이 이와 같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호재에 의해 강한 상승을 하는 상황이라면 RSI 값이 70% 이상이어도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보조적인 판단 근거로 사용하곤 한다. 예를 들면, 오른다는 확신이 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RSI 값이 70% 이상으로 진입할 경우 과매수 상태에서 단기 하락이 

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다. 

 

- MFI: 자금 유입/유출을 측정하는 모멘텀(Momentum) 지표 – 14일, 28일 등을 적용 

(1) Typical price 계산: (고가 + 저가 + 종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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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ey flow 계산: Typical price ∗ 거래량 

(3) Money ratio 계산: Positive Money flow / Negative Money flow 

 (전일보다 당일의 Typical price가 높으면 positive, 낮으면 negative) 

(4) 4. MFI 계산: 100– {100/(1 + Money ratio)} 

- 과열권은 70~80이상, 침체권은 20~30이하인 영역을 뜻한다. 과열권에 진입한 후 하향 이

탈하면 상승추세가 마무리된 것으로, 침체권에 진입한 후 상향 이탈하면 하락추세가 마무

리 된 것으로 판단한다. 주가가 침체권에 진입한 뒤 이 영역을 상향 이탈하고 50선을 상

향 돌파하면 매수시점으로 정한다. 과열권에 진입한 뒤 이 영역을 하향 이탈하고 50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시점으로 정한다. 또, 다른 지표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MFI 지표

만 상승으로 전환 되는 경우는 매수시점으로 정한다. 

- 투자심리도(%) = (최근 12일 중 주가상승일수/12) ∗ 100 

투자심리도는 시장의 과열/침체 지표를 뜻한다. 75% 이상이라면 과열 상태이며 경계지대

라고 하고 매도시점으로 분석, 25%이하이면 침체상태로 보아 안전지대라고 하고 매수 시

점으로 분석, 25~75%는 중립지대라고 한다. 

 

4.1.2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학습 데이터 교체 

- 현재 기계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키움 증권 API 를 통해 받아온 csv 파일 형식의 

주식 데이터로서 2017 년 2 월 28 일까지의 주가만이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구현된 

알고리즘에서는 2017 년 2 월 28 일까지의 주가 중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주가를 모두 

테스트에 사용한 뒤, 예측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하여 예측 정확도를 계산하고 있다. 

- 그러나 본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예측률이란 다음날의 종가를 예측했을 때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한 의미로, 현재의 예측 정확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머신 러닝 알고리즘에서 학습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시키되 

당일의 주가를 테스트 데이터로 입력하고 다음 날의 주가의 상승 혹은 하락을 예측하여 

모든 주식 종목에 대해 예측이 맞은 주식 종목의 비율을 예측률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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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후에 DB 와 서버가 구축되면 DB 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계 학습을 시킨 

뒤, 수정된 알고리즘으로 정확도를 다시 측정할 것이다. 

 

4.1.3  백테스팅(Backtesting)의 효율적인 적용 

-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백테스팅 과정은 주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래의 계획은 개발된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백테스팅 알고리즘을 

조합하여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었으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백테스팅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높지 않아 반복적인 백테스팅 알고리즘 수정을 통해 높은 

예측율을 가지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에 백테스팅 

알고리즘을 적용시켰을 때의 최종 예측 정확도도 같이 측정해보면서 최종적으로 75% 

정도의 예측율을 가지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계획이다. 

 

4.1.4  웹 사이트 구현 

- 코스피와 코스닥 별 전체 종목을 보여주는 부분, 구글 API 를 이용한 로그인 및 회원 정보 

관리, 회원 별 관심종목 관리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치는 대로 향후 

서버와 연동시키고 많은 테스트를 진행해 볼 계획이다.  

 

5 고충 및 건의사항 

- 학습 결과가 60%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에 비해 낮은 결과가 나왔다.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중간 발표 이후 학습 모델에 

다양한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여 구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