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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출주도정책, FTA 체결 및 규제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시장의 규모가 지속
적으로 커졌다. 이에 따라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제시장을 정확하게 분석, 예측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
었다. 경제시장을 표현하는 여러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주식지표의 정확한 분석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시계열자료
의 모델링에 적합한 은닉마아코프모델을 토대로 자료 내에 내재된 예외적인 특징과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변환기법
의 융합모델을 제안하여 모델 추정과 예측 문제에 적용하였으며 그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변환조합을 적용하는 모델추정 기법이 유효한 모델 상태 추정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실제 코스피지
수와 예측의 문제에서도 매우 유사한 운동양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금융, 예측, 시계열, 패턴, 융합

Abstract  Export-led policies, FTA signed and economics of scale through a variety of market-oriented policies, 
such as regulations to improve market grew constantly. Accordingly, the correct decision making accurately 
analyze the economics market for decision, a problem has been an important issue in predicting. For accurate 
analysis and decision-making of the most common indicators of the stock market by proposing a number of 
indicators of economic transformation techniques were applied to the convergence model combining estimation 
and forecasts problem confirmed its effectiveness. Experimental result, gave the model estimation method to 
apply a transform to show the valid combinations proposed model state estimation result was confirmed in a 
very similar exercise aspect of the physical problem and the KOSPI index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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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경제시장의 규모는 1960년  반부터 지속

으로 이어진 수출주도정책  재 여러 나라들과 체

결된 자유무역 정(FTA)과 이를 효과 으로 지원하기 

한 규제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시장지향 인 정책들에 

힘입어 그동안 꾸 히 발 해왔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

들이 경제문제와 매우 요한 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경제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

여 경제시장을 올바르게 분석, 이해  측하는 것은 모

든 구성원들에게 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시장을 정확히 분석, 이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 

해서는 경제 상을 잘 반 하는 경제지표들을 통해 경제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

시장을 반 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경기지표라고 한

다. 경기지표는 주가지수, 환율, 물가지수, 무역  국제

수지지표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   경제

시스템을 표하는 주식지표는 차 주식시장의 규모가 

격하게 팽창하고 있으며,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들과의 

상 계가 해짐에 따라 실물경제 체를 표 한다

고 하여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1].

본 연구에서는 융시장의 다양한 여러 지표  코스

피(KOSPI) 지수를 통해 모델을 추정하고 그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경제시장을 함축 으로 표 하는 코스

피 지수는 융시장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와 

외 인 상황과 같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시시각각 발생되

어 반 된다. 이러한 복잡한 경제, 융시장을 최 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추정하기 하여 아무리 복잡한 

상을 나타내는 자료라도 최소의 자료로서 설명이 가능

하다는 오캄의 면도날(Occam's Razor) 원리처럼 시계열

자료들의 모델링에 합한 은닉마아코 모델과 이를 토

로 시계열자료에 내재된 외 인 특징과 잡음을 제거

하기 한 변환조합 기법을 제안하여 모델을 추정하고 

측문제에 용하여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는 제2장 련연구에서 시계열자료의 분석, 

측을 한 모델 결정 방법론들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 시

계열자료의 모델추정에 가장 효율 인 은닉마아코 모

델을 토 로 자료 내에 내재된 외 인 특징과 잡음을 

제거하기 한 변환기법으로서 정규화 기법과 이동평균 

기법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실제 코스피지수를 통해 

제안하는 모델추정 방법에 한 상태 수 추정과 실제와 

측된 운동양태의 유사도 비율을 확인함으로서 제안하

는 모델추정 방법론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주가지수, 물가지수, 국제수지지표, 환율 등과 같이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동 인 특징들로 표 되는 시계열자료

의 연구 역은 크게 기본  분석과 기술  분석의 연구

역으로 구분된다.

기본  분석은 융자산의 경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의 많은 연구에서는 융자산의 가치가 랜

덤웤을 따른다고 하 다. 하지만 근래의 많은 연구에서

는 일부 융자산 가치가 랜덤웤을 따르지 않는다는 많

은 연구결과들이 입증되었다[2,3].

기술  분석방법은 시계열자료의 각 지표에 내재된 

특징들을 통해 과거의 운동양태가 미래의 운동양태를 

측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  분석방법에

서 시계열자료의 모델링에 합한 모델기반의 방법을 통

해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기회귀모델, 이동평균모

델, 신경망[4], ARMA(ARIMA)[5], 마아코 모델, 은닉

마아코 모델[6,9] 그리고 상호정보[7]를 이용한 방법 등

이 있다[1,3].

자기회귀모델과 이동평균모델은 자료들의 시  사이

의 계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기본 개념은 시계열자료

의 한 에서의 값은 그 시  이 과 이후의 값과 한 

계를 갖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이 방법은 자연계

나 사회  상의 다양한 형태를 모델링하고 측하는데 

자주 사용된다[1,3,8]. 인공신경망은 모델의 구조가 알려

져 있다는 것과 모델의 해석이 어렵다는 으로 일반

인 시계열자료의 모델링에는 유효하지 않다[1,3,4]. ARMA 

모델은 계 성, 비정지성 등 다른 요소에 의해 측에 한

정된 역할을 하게 되는 단 이 있다[1,3,5]. 상호정보를 

포함한 다른 통계  방법도 항상 고도의 기술  제한 조

건  용 가능한 환경에 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경

우 모델링이 매우 제한 이다[1,3,7,11]. 마아코 모델은 

계산이 효율 이며 방향성 그래 로 표 되어 이해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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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쉽다. 하지만 이산 인 시계열자료의 모델링은 

합하고 연속 인 자료에는 합하지 않다는 제약 을 가

지고 있다[1,3,6]. 은닉마아코 모델은 상태들의 확률함

수로 이루어져 연속 인 시계열자료의 모델링에 합하

다. 이유는 각 상태에서 특징들에 한 합한 확률함수

를 사용하여 연속 인 값을 갖는 시간  특징을 갖는 데

이터를 쉽게 처리하며 데이터의 묘사가 쉽기 때문이다

[1,3,5,8].

3. 시계열자료의 변환기법을 이용한 

   모델결정

시계열자료에 한 계산비용 감소와 자료 내에 내포

되어 있는 외 인 특징들과 잡음들을 제거하고 효율

인 모델결정을 하여 시계열자료들에 하여 정규화 과

정과 이동평균 변화를 용하여 변환 후 은닉마아코  

모델링을 통해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13].

3.1 시계열자료에 대한 변환기법 적용

3.1.1 정규화(Normalization) 변환

정규화 변환을 통하여 주어진 시계열자료가 갖는 요

소 값의 인 크기를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정규화 

변환은 요소 값의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변화하는 패턴

이 유사한 시계열자료들을 악하는데 매우 효율 이다.

시계열자료   ≤를 정규화변환한 

시계열자료 는 식(1)처럼 정의할 수 있다[11,19].

′ 








                   (1)  

3.1.2 이동평균(Moving Average)변환

이동평균 변환은 시계열자료의 연속되는 개의 요소 

값들의 평균값들을 순차 으로 나열하는 변환이다. 이동

평균 변환을 통하여 시계열자료에 내포되어 있는 잡음

(Noise)의 향을 제거하여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동평균 변환은 잡음의 향 없이 체 인 변화 경향이 

유사한 시계열자료들을 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동

평균 계수 는 잡음의 향을 이고자 하는 정도에 따

라 하게 선택된다. 이동평균 계수가 커짐에 따라 시

계열자료 내의 잡음의 향은 감소한다[2,11,16]. 시계열

자료   ≤를 이동평균계수 

≤로 이동평균 변환한 시계열자료

는 다음 식(2)과 같이 정의된다[[17,18,20].

     

⋯

       

× 

  

  

                              (2)

3.2 시계열자료에 대한 모델링

은닉마아코 모델은 시계열자료 내에 내포된 은닉상

태를 측하기 하여 실제 인 측을 통해서 변화되는 

특징들의 확률  모델링에 합한 모델이다. 

시계열자료의 내포되어 있는 특징들에 응하는 상태

들에 하여 기상태확률을 나타내는 하나의 벡터, 상

태 이를 나타내는 행렬과 방출확률을 나타내는 행렬로 

구성되는 모델로서 확률추정 문제, 최 상태 순서 결정

문제, 모델의 확률을 최 로 하는 매개변수의 추정문제

를 다룬다. 첫 째, 특정시 에 특정상태가 발생될 확률추

정의 문제는 식(3),(4)를 통해 구할 수 있다[9].

   
 



                          (3)
  

 



                            (4)

두 번째, 주어진 시계열 측 열에 한 응하는 최

의 상태 열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동 로그래  기법 

 하나인 비터비(Viterbi) 알고리즘을 용한다. 세 번

째, 모델의 확률을 최 로 하는 매개변수의 추정문제는 

새로 추정된 모델과 이  모델이 찰 열을 생성하는 확

률의 차이가 특정 값 이상이 될 때까지 새로운 모델을 추

정해나간다. 모델 매개변수의 갱신은 식(5),식(6),식(7)과 

같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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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7)

시계열자료들에 하여 잘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의 결정 시 모델 상태 수 결정은 주어진 시계열자료

가 불완 한 경우에는 정확한 해를 얻는 것은 어렵다. 그

러므로 정확한 결과 값에 수렴하지만 계산비용이 상

으로 큰 단 이 있는 근사기법들을 용한다. 와 같은 

단 을 극복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우도 원리의 

확장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정보기 (Information Criterion)

을 용한다. 이 정보기 은 정확성은 상 으로 정확

한 값에 미치지 못하지만 계산비용을 많이 이는 효율

인 기법이다[11]. 다음 식(8),(9)과 같다.

≈               

                      

 


        (8)

∣≈∣ 

              (9)

식(8),(9)에서 는 모델구성의 매개변수 수, 은 자료

들의 수, 는 모델에 한 한계우도의 매개변수이다. 식

(9)에서 첫 번째 항은 시계열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선호하는 우도(Likelihood)항이며 두 번째 항은 

매개변수의 수를 작게 하여 모델을 일반화시키는 항이다. 

다시 식(10)으로 표 할 수 있다.

    최우도매개변수수∙       (10)

의 식을 통해 모델의 상태 수가 증가할수록 우도값

이 증가하지만 반 로 상태의 수 증가에 따라 계산비용 

한 증가한다. 두 항의 상쇄를 통해 결정되는 종료기

을 갖는 순차  탐색 기 을 통해 가장 높은 기  값을 

갖는 상태 수가 모델의 유효한 상태수를 나타내는 것이

다[3,14,15].

4. 실험

시계열자료의 패턴모델 추정을 한 자료로 실제의 

경제지표 자료  하나인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4년 

3개년의 코스피(KOSPI) 지수를 선정하 다. 

실험은 수집된 코스피 자료를 통해 시계열자료의 특

징을 결정짓는 상태 수 추정하고 추정된 상태 수를 통해 

모델을 결정하고 실제의 자료와 모델을 통한 미래 측 

결과의 유사성 측정을 통해 제안하는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모델의 상태 수 추정과 모델결정은 은닉마아

코 모델, 정보기 을 이용한 은닉마아코 모델 그리고 

변환조합과 정보기 을 이용한 은닉마아코 모델 이

게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

 

4.1 표본 길이에 따른 모델 상태 수 추정

주어진 코스피 지수 자료들에 해 마아코 모델, 정

보기 을 이용한 마아코 모델 그리고 제안하는 변환조

합을 이용한 자료에 한 모델 상태 수와 모델 결정 추정

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보기 의 유효성은 이

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3,10].

2013년 1월2일부터 10주(50일)의 표본길이를 통해 10

일에서 50일까지 10일 구간을 설정하여 자료 내에 내재

된 특징의 상태 수를 추정하 다.

    Length

Model      

10day

(2 W)

20day

(4 W)

30day

(6 W)

40day

(8 W)

50day

(10 W)

HMM 8(7) 7(5) 4(4) 4(4) 4(4)

Infor Criterion 

+ HMM
7(6) 6(5) 4(4) 4(4) 4(4)

Conversion

+ HMM
6(5) 4(4) 4(4) 4(4) 4(4)

<Table 1> State Number Estimation by Sample Size

<Table 1>은 은닉마아코 모델, 정보기 을 이용한 

은닉마아코 모델 그리고 변환조합과 정보기 을 용

한 은닉마아코 모델의 각 모델별로 주어진 시계열자료 

길이에 내포되어 있는 특징의 상태 수 추정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주어진 시계열자료의 길이가 30일에서 50일 

내에서는 모두 정확하게 상태 수를 추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어진 자료의 길이가 충분하다면 자료 내에 

내포되어 있는 규칙성을 충분히 반 할 수 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시계열자료의 길이가 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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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20일 내의 구간에서는 상태 수 추정이 부정확함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주어진 자료의 길이가 상 으로 짧

을 경우 내재되어 있는 규칙성의 횟수를 정확히 반 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13]. 주어진 시계열자료의 매 특정시

에 측되어지는 값마다 특징 으로 보게 되어 상태 

수가 장기간의 자료에서 보다 많게 추정된다. 하지만 

의 결과 에서 자료의 길이가 20일 경우 에서 변환조

합을 이용한 은닉마아코 모델의 경우 정확한 상태 수를 

추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변환조합을 이용하는 은닉마아코 모델의 경우 자료 내

에 내재되어 있는 외 인 특징들과 잡음들을 제거하고 

효율 인 상태 수 추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실제자료와 추정된 모델을 통한 예측된 

운동양태의 비교

[Fig. 1, 2, 3, 4]는 앞의 실험에서 주어진 자료길이에 

따라 추정된 특징들의 상태 수를 통해 모델을 생성한 후 

각 모델별로 향 후 10일을 측하여 모델별로 실제의 주

가 운동양태와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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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0.94

-0.92

-0.9

-0.88

-0.86

-0.84

-0.82

-0.8
1 2 3 4 5 6 7 8 9 10

Norm

Prediction Days

2014.1.2-1.28(20D) Tranning -> 1.29-2.11(10D) Prediction

Real Curve

Conversion + HMM

Info Criterion + HMM

HMM

[Fig. 1] Prediction Pattern by 20 Data Length

[Fig. 1]은 2014년 1월2일에서 1월28일의 20일 짧은 기

간의 훈련자료로 은닉마아코 모델, 정보기 을 용한 

은닉마아코 모델 그리고 제안한 변환조합을 용한 은

닉마아코 모델의 각 세 모델을 생성한 후 각 모델별로 

향 후 10일을 측한 주가의 운동양태이다. 실제 운동양

태는 측 1일차부터 8일차까지 지속 인 하락하는 운동

양태를 보이며 마지막에 2일 동안 상승하는 운동양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은닉마아코 모델과 정보기 을 

용한 마아코 모델은 8일차까지 등락을 반복하며 마지막

에 하락하는 불규칙 인 운동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 으로 모델생성을 한 훈련자료가 상 으로 짧

은 경우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성을 정확히 반 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환조합을 용한 은닉마

아코 모델은 실제운동양태와 비슷한 운동양태를 보이

고 있다. 이는 제안하는 변환조합을 용하는 모델이 정

규화와 이동평균 기법을 통해 자료 내에 섞여있는 외

인 특징과 잡음들을 효과 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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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diction Pattern by 30 Data Length

[Fig. 2]는 2014년 1월 2일에서 2월 11일까지 30일의 

훈련자료로 각 모델을 생성한 후 생성된 모델들을 통해 

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상태 추정 실험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기의 훈련자료보다 상 으로 충분한 

실험 자료의 길이를 통해 측한 운동양태와 실제의 운

동양태는 반 하락, 반 상승과 하락 그리고 마지막 9

일차에 상승하는 유사한 운동야태를 모두 보여주고 있으

나 변환조합을 용한 모델에서 좀 더 유사한 운동양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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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ediction Pattern by 40 Data Length
 

[Fig. 3]은 40일의 훈련자료로 모델 생성과 측한 운

동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운동양태와 측한 운동

양태 모두에서, 1일에서 2일까지는 하락, 3일에서 6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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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여 하락하는 우리 모양의 운동양태를 그리고 6

일에서 10일은 격한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유사한 운

동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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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diction Pattern by 50 Data Length

[Fig. 4]는 50일의 훈련자료로 모델 생성과 측한 운

동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운동양태가 측기간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운동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은

닉마아코 모델과 정보기 을 용한 모델은 상승과 하

락을 반목하는 체 인 운동양태는 유사하지만 시간차

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변환조합을 용한 모델

은 상승과 하락  운동양태의 시간차에서도 유사한 운

동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과 [Fig. 1, 2, 3, 4]을 종합해 보면 상태 수 

결정과 모델결정 후 향후 운동패턴 측 모두 30일, 40일, 

50일의 자료길이에서 실제의 코스피지수의 운동패턴과 

유사한 측 운동양태 결과를 보여 다.

유사도 측정을 해 의 각 실험을 통해 실제 코스피 

지수에서 나타나는 운동양태와 제안하는 모델을 통한 

측 운동양태의 유사도 측정은 두 자료 모두 정규화한 후 

일별차이를 고려하는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 Error)

를 용하여 실제와 측 두 운동양태 수치 간 오차의 크

기로서 확인하 다. 두 자료 사이의 평균치 0.5를 기 으

로 평균치 임계 보다 낮을수록 유사도가 큰 것으로 평

균치 임계 보다 높을수록 비유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낸다.

 

    Length

Model      

20 D-

10 D

30 D-

10 D

40 D-

10 D

50 D-

10 D

HMM
20(13)=

0.65

20(15)=

0.75

20(15)=

0.75

20(14)=

0.70

Infor Criterion

+ HMM

20(12)=

0.60

20(14)=

0.70

20(13)=

0.65

20(13)=

0.65

Conversion

+ HMM

20(15)=

0.75

20(16)=0.8

0

20(16)=

0.80

20(15)=

0.75

<Table 2> Prediction Rate the Similar Pattern by Model

<Table 2>는 은닉마아코 모델, 정보기 을 용하

여 추정한 은닉마아코 모델, 변환조합을 용하여 추정

한 은닉마아코 모델의 각 모델들을 통해 운동양태를 20

회씩 측하여 평균제곱오차를 기 으로 실제 코스피지

수의 운동양태와 각 모델들을 통한 측 운동양태의 유

사패턴을 확인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세 모델 모두에

서 모델추정을 해 사용된 코스피지수의 길이가 30, 40

일에서는 20일, 50일보다 상 으로 높은 유사한 운동

양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일과 50일의 코스

피 자료 길이에서는 운동양태의 유사도가 상 으로 낮

게 나왔다. 이것은 실험에 주어진 자료의 길이가 상

으로 짧은 경우에는 자료 내에 내포된 규칙성을 반 하

기 어렵고 한 자료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

는 불규칙 이고 다양한 외 인 변수들이 많이 반 되

어 주가형성에 내재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변환조합을 용하여 추정한 

모델을 통해 측한 유사도 비율이 은닉마아코 모델과 

정보기 을 용하여 추정한 모델을 용하 을 때 보다 

높은 상  높은 측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을 통

해 단기 측을 한 모델추정에 주어진  코스피 지수에 

내포된 외 인 특징과 잡음을 제거에 용할 수 있는 

유효한 모델로 고려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자료의 모델에 합한 은닉마아

코 모델을 토 로 시계열자료 내에 내재된 외 인 특

징과 잡음을 제거하여 경제지표  가장 큰 축인 주식지

수의 올바른 분석 그리고 의사결정에 용을 한 모델

추정 기법을 제안하 으며 실험을 통해 모델의 추정과 

측의 유효성을 확인하 다. 첫째, 모델추정에 사용된 

자료의 길이가 상 으로 짧거나 긴 경우에는 운동양태

의 유사도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으며 둘째, 기

존의 두 모델보다 제안하는 모델추정 방법이 모든 자료

의 길이에서 운동양태의 유사도 비율이 높게 나왔다.

경제시스템 각 역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시계열자료

의 효율 인 모델추정을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 결정 기법을 용한다면 주어진 각 역의 문제해

결의 목표를 극 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향 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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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분의 일반화된 시계열자료에 용 가능한 연구

를 통하여 일반 이고 유연한 분석, 측모형을 세울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 역의 확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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