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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nance-investment industry is currently focusing on research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moving beyond conventional theories of financial engineering. However, the case of equity
optimization portfolio by us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its performance is rarely realized
in practic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rocess improvements in equity selection,
information analysis, and portfolio composition, and lastly an improvement in portfolio returns, with
the case of an equity optimization model based on quantitative research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paper is an empirical study of the portfolio based on a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f “D”
asset management, which is the largest domestic active-quant-fiduciary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is paper. This study will apply artificial intelligence to finance, analyzing
financial and demand-supply information and automating factor-selection and weight of equity
through machine learning based on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Also, the learning the process for the
composition of portfolio optimization and its performance by applying genetic algorithms to models
will be documented. This study posits a model that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can achieve, with
continuous and stable excess performance, low costs and high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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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
능을 활용한 주식투자 결정 및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

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

어가 언급된 이후 자본 시장에서도 금융공학을 넘어선

핀테크와 자산운용, 투자관리,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서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어드바이저 등 정보통

기관투자자의 위탁자금을 인공지능 기반 최적화 모델

신기술(ICT)과 금융 투자기법을 결합한 저비용, 고효율

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구조의 투자 방법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핀

한 연구결과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테크는 영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사례 분석을 기반으

진 금융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정의한 용어로써, 기술

로 인공지능 기반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을 평가하여 시

을 핵심요소로 하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말한다. 구체

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현상에 대한 고찰과 인공지능

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지불결제, 대출, 송금, 모바일 결

기반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

제, 데이터 분석, 개인의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디지

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 방법론인 사례연구를 활용하여

털 화폐, 보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동규·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Baxter and Jack 2008). 구체

성훈 2015). 2014년 액센추어의 “The Boom in Global

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 중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식투

Fintech Investment”에서는 2008년 약 12조원 규모

자 유형 중 퀀트 모델을 활용한 액티브퀀트 주식형에서

에서 2013년 약 37조원으로 5년 사이 3배 성장했고,

가장 큰 큐모의 자금을 위탁 운용하면서, 다양한 기관

2018년에는 65조원에서 90조원 수준으로 투자규모가

투자자를 고객으로 보유한 운용사 중 하나인 D 자산운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Accenture

용사의 인공지능 기반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 구축 사례

2014). 또한,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 개념의 대중화로 인

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관

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산업 연구기

투자자의 주식자금 위탁 운용 시 투자목표는 일반적으

관인 Tractica의 2015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 성과비교 지수인 벤치마크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시장은 연평균 82.9% 수준의 성장을 예상했고, 2015년

달성하고, 비교대상인 Peer Group 대비 상위권 순위를

약 3천억 원, 2020년에 약 5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

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라고 예상했다(Tractica 2015). 실제로 핀테크와 인공

투자목표를 D자산운용사의 인공지능 기반 주식투자

지능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핀테크 산업에서는 인공지

모델 구축으로 달성하는 과정에 관련된 데이터 공급자,

능 모델을 대출 심사와 부도 예측에 주로 활용하고 있

데이터 분석자, 데이터 활용자와 모델 구축 운용자, 자

다. 자산 운용 분야에서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절대

금 집행자, 성과 평가자 등의 인터뷰와 문헌 등 자료들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자산배분 모델과 ETF를 활용하

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는 로보어드바이저 분야가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시장

본 사례 연구에서는 첫째, 인공지능 기반 정량적 리

에 진출하고 있고, 학문적 연구와 함께 국내에서도 실

서치 중심의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 구축 배경과 과정을

제 운용성과가 알려지고 있다(박재연 등 2016).

살펴보기로 하고, 둘째, 구축 모델의 구현 내용과 실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식

기관투자자의 주식 투자 목표에 맞춰 운용했을 때 성과

투자와 관련해 기존의 재무이론이나 통계적 이론 기반

개선 및 프로세스 개선 등 구현 결과를 탐색해 보기로

의 주식투자 모델 및 포트폴리오 구성 연구는 끊임없

한다. 셋째, Fintech 측면에서 구축 과정상 이슈 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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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등을 찾아 성공적인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

리즘이다. 뇌는 신경세포(뉴런)라는 간단한 구조와 기

안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식 위

능을 가진 세포들이 매우 복잡한 구조로 연결되어 지

탁자금을 기존의 경영, 경제의 투자 이론 외에 인공지

능적인 정보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신경세포들

능 모델을 도입해 운용한 성공 사례에 초점을 두고 교

의 연결은 자극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연결 정

훈 및 전략을 도출한 첫 번째 연구로서 학술적 시사점

도가 스스로 조정 되는데, 이는 생물체가 가지는 환경

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인공지

에 대한 적응성과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 능력(러닝)의

능 기반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 구축 전략은 향후 투자

기본이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신경망 중 가

모델 구축에 어려움을 겪거나, 성과의 효과에 의구심을

장 기본 모델은 1957년 코넬 항공연구소의 프랑크 로

갖는 투자자와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구축 방법론을 제

젠 블라크에 의해 고안된 퍼셉트론으로, 가장 간단한

시하고,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 측면에서 통찰력

형태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및 선형 분류기로 나타낼

을 제공해 자산운용업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

수 있다. 그러나, 인공신경망이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에

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으로 분석 데이터를 학습해 목표하는 근사 함수를 만
들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해 주가에 영향을 주는 팩터의

2. 개념적 배경 및 문헌연구

분류와 선정 및 가중치 결정 등에 활용되었다.

2.1 인공지능

2.2 유전자 알고리즘 포트폴리오 최적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정의는 기계로부

유전자 알고리즘이란 1975년 “Adaptation in

터 만들어진 지능을 의미하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지

Natural and Artificial Systems”에 처음으로 소개된

적 능력의 일부나 전부를 기계에 시스템을 적용해 인간

최적화 기법으로 생물의 진화 원리로부터 확률적 탐색

과 같은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정의할

이나 학습 및 최적화를 실행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법

수 있다. 인공지능의 첫 개념은 1956년에 수학자, 과학

이다(Holland 1975). 유전자 알고리즘은 생물의 진화

자 등 약 10명이 모인 다트머스 회의에서 등장했는데,

를 모방한 진화 연산 기법으로 인간의 유전자가 선택

그 당시 인공지능 개념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lection), 교차(cross over), 돌연변이(mutation)의

논리를 기계로 풀어내고자 하는 연산을 가진 컴퓨터

과정을 지나면서, 적합도 함수(fitness function) 를 이

개념에 가까웠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법의 기초가 되는

용해 최적화를 달성할 때까지 반복 수행되는 알고리즘

여러 모델 중 인공신경망 모델은 1943년 워런 맥컬록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투자자의 투자목표를

(Warren McCulloch)과 월터 피츠(Walter Pitts)가 수

달성하는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수행하는데 유전자 알

학과 임계 논리라 불리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구축한

고리즘을 연간, 반기, 분기별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모델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학습 결합해 모델을 구축 하는데 활용하였다. 유전자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론

알고리즘은 부도예측 모형 구축에 활용되기도 하고(홍

은 인간의 뇌 구조와 뇌에서 수행되는 정보처리 방식을

승현 등 1999), 주식 포트폴리오 최적화 투자 전략에도

모방 함으로써 인간이 지능적으로 처리하는 복잡한 정

활용된다(정동헌·오경주 2013).

보처리 능력을 기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학습 알고

2018. 3

99

김홍곤•김소담•김희웅

전통적 주식투자 방식의 정성적 판단을 위한 외부

2.3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스타일
기관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 유형은 금융투자협회

리서치는 <그림 1>과 같이 기업탐방 및 기업설명회 등

기준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나, N연금의 유형 분류

을 통해 종목 정보를 수집하거나, 업종 및 산업 등에 관

기준을 대부분의 연기금, 공제회 등이 활용하고 있다.

해서는 대외 전문가 세미나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며,

N연금 기준 국내 주식투자 유형은 순수주식형, 대형주

매크로 환경과 시장 추세 요인, 경제 산업 환경에 영향

형, 중소형주형, 사회책임 투자형(SRI), 장기 투자형, 배

을 미치는 정보는 인적 Network나 증권사 Sell-side 등

당주형, 가치형, 액티브 퀀트형 등 8개로 분류된다. 그리

의 정보를 주로 활용한다. 외부리서치를 실행하여 산업

고 2008년 처음으로 기존 액티브형의 정성적인 리서치

과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면, <그림 2>와 같이 내부 리

기반이 아닌 정량적인 리서치와 계량 모델을 기반으로

서치는 주로 정기적인 자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

주식을 투자하는 액티브퀀트형 자금이 집행 되었다.

하거나 회람하면서, 회의를 하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

전통적인 액티브형 주식투자 방식은 리서치와 포트

성하거나, 실제 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활용한

폴리오 구성에 조사역과 운용역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다. 즉, 전통적인 방식의 정성적 리서치 기반 주식투자

반영되며, 계량모델을 활용하는 액티브퀀트형은 일반적

스타일은 많은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며, 주관적 판단이

으로 퀀트 기법을 활용해 팩터 모델이나 통계적 기법을

많이 반영된다.

활용하여 운용된다.

<그림 1> 정석적인 외부 리서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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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성적인 내부 리서치 활용

2.4 관련 선행연구

한 역할을 하는데, 자본시장이 균형상태를 이룰 때 모

주가에 영향을 주는 팩터와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든 자본자산이 자본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도

선행 연구는 지속되고 있는데, Markowitz는 현대 포트

록 가격이 형성된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CAPM은

폴리오 이론의 창시자로, 그의 평균 분산 모델은 증권

Markowitz의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대로 투자자들이

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이론이다. 포트폴리오 투자위

투자활동을 하여 시장전체가 균형상태에 있을 때, 주

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 분산투자 방법으로 최

식을 비롯한 자본자산의 균형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

적의 리스크, 수익률 조합을 가진 투자 기회를 결정하

지를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Sharpe 1964).

는 이론으로, 개별 종목의 평균수익률, 분산, 종목간의

Fama는 현대 재무학 이론적 근간이 된 효율적 시장 가

과거 자료만 사용해 분산 투자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을 발표했는데, 금융

Markowitz 이론의 한계는 위험 증권만으로 구성된 포

자본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이미 존재하는 모든 정

트폴리오를 분석대상으로 하여서, 투자자 각자의 선택

보를 반영 하였기 때문에, 과거 기업의 주가나 수익률

원리만을 문제로 한 개인 균형 모형이며, 시장균형 모

관련 기술적 분석으로는 효율적 시장에서는 평균 이상

형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관

의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했다(Eujine Fama

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Markowitz 1952). Sharpe는

1970). Fama-French는 기업의 주가를 이용하여 시장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CAPM)에서 위험과 잠재수익

베타, 장부가치/시장가치, 기업 규모 등의 변수들과 주

이 증권 가격에 반영되는 경로를 밝혔다. CAPM은 위

식 수익률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장부가치 대 시

험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선형관계에 있다는 이론

장가치 비율 (book to market ratio)이 주식의 기대수

으로 위험할수록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것이라

익률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고 했다. 특히, 분산불능위험은 주식 분산화로 인한 포

작은 규모의 기업을 매수하고 큰 규모의 기업을 매도하

트폴리오의 위험 또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관련

는 포트폴리오가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하였다(Fama-

된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위험은 베타계수에 의해 측정

French 1992). Ban 등은 포트폴리오 최적화 시 적용될

된다. 그의 투자이론은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데 중요

데이터의 추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기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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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예상되는 포트폴리오의 위험

지원하여 핀테크 한류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한다(박재

및 수익률을 분산을 제한해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하

석 등 2016). 인공신경망은 금융분야에서 부도예측을

는 연구를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성과를 확인하였다

위한 통합 알고리즘 구성에 활용되기도 하였고(배재권

(Ban et al 2016).

2010), 기업재무 정보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 경영 예

본 연구에서는 재무정보 외에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

측 시스템 구축에 활용되기도 하였다(양진용 2016). 유

구축에 수급 정보를 입력 팩터로 선정하기 위해서 수급

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계층구조 포트폴리오 최적화

상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

에 관한 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종목선정, 가중치 최

자의 투자행태를 분석하였다. 투자 주체별 주식투자 성

적화를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해 인핸스드 인덱스 펀

과 선행연구 문헌을 살펴 보면, 일본 주식시장의 투자

드의 모델을 구축해서 성과를 개선 시킬 수 있음을 밝

자 별 행태를 연구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규

혔다(오경주 2006).

모가 크고 재무적 성과가 좋은 주식을 선호하는 것으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재무정보

로 나타났다(Kang and Stulz 1997). 1997년의 아시아

와 투자 주체별 투자행태에 따른 수급정보 관련 선행연

외환 위기가 외국인에 의해 시작 되었는지 분석한 연구

구들을 살펴 보면, 재무정보와 수급정보를 결합한 포

에 의하면, 아시아 금융 위기 전에는 외국인의 모멘텀

트폴리오 구성이론 및 인공지능을 접목한 포트폴리오

거래가 발견 되지만, 이후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최적화 사례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

고 하였다(Choe et al 1999). 분기별 기관투자자의 군

서 본 연구는 재무정보와 투자행태를 함께 고려한 인

집 거래를 기관의 거래 계좌 비율을 이용해 분석한 연

공지능 주식투자 구축 모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구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상호간 거래를 통해 정보를

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즉, 주가에 영향을 주는

추론함으로 군집 거래가 발생한다고 했다 (Sias 2004).

입력 팩터의 선정 단계에서 기업 실적의 확정치, 잠정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주체의 매매행태 관련 연구

치, 추정치 등 재무정보와 국내 주식 시장 흐름에 큰 영

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 대비 정

향을 주는 투자 주체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보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투자 성과를 올리고 있

투자행태(순매수, 대차잔고, 공매도)를 고려하였다. 재

다고 하였다(고광수·이준행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무정보와 투자행태를 고려한 팩터를 인공지능의 인공

투자주체 중 외국인과 기관은 주로 플러스 성과를 달

신경망으로 분석하여 분류, 선정하고 가중치를 결정하

성하는데 비해 개인은 대부분 마이너스 성과를 보인다

는 과정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재무정보와 수

고 했는데, 이유는 외국인은 대부분 강한 역 추세 추종

급정보가 결합된 최적화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D 자산

거래를 하나 개인은 추세 추종을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운용사의 주식투자 모델 구축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시

하였다(김종희 2013).

사점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위한 전략을 제

핀테크와 인공지능 연구(김원걸 등 2016)에서는 핀

안하고자 한다. 이는 효과적인 퀀트 분석 및 모델링 방

테크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면, 금융서비스 비용이 절감

법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기관투자

되고 금융서비스가 보편화 되며, 금융서비스의 정확성

자와 퀀트 매니저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이 향상된다고 하였고, 결론적으로 핀테크 산업에 필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핀테크 확산
은 메가 트렌드 이기에 국내 ICT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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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론

연구하는 증권사의 퀀트 애널리스트와 액티브퀀트 주
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의 데이터 분석 활

3.1 사례 연구 방법론

용 사례와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주식투자 최적화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 구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실행된 D운용사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산 운용업계에 주식투자의 새로운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 구축과정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

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다. D사의 경우도 2010년 내외의 모델 구축 초기 단계

질적 연구방법의 한 분야인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에서는 재무이론을 바탕으로 퀀트 팩터 분석과 투자를

자 한다. 사례연구(case study)는 하나의 사례나 여러

시작 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공신경망 및 유전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단일한 사례 연

자 알고리즘 포트폴리오 최적화 방법을 도입하면서 모

구는 장기간에 걸쳐 면밀한 탐색이 가능하며, 복잡한

델의 성과와 신뢰도를 한층 성숙 시킨 사례이다.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수행의 초기 준비 단계에

사례 선정은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사례연구 대상의

서 활용되기도 한다.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보원으

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4개에서

로부터 획득한 심화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시간의 경과

10개 사이가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의 대상으

에 따라 하나의 사례 혹은 여러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

로 D사의 단일사례를 선정했으나, 단일사례 관련자들

고, 다양한 정보원은 관찰, 면접, 광고물과 같은 시청각

과의 인터뷰는 D사의 모델 구축에 필요한 A.데이터 공

형태의 자료, 문서와 보고서 등을 의미한다(Creswell

급자, B.데이터 분석자, C.데이터 활용자, D.자금 집행

2007; Padgett 2008). 인공지능 기반 주식투자 최적

자, E.성과 평가자 등 구축 추진과정과 운용 프로세스

화 모델을 구축한 D자산운용사의 단일 사례를 분석한

상 다섯 개를 선정하였다. 또한, 구축 추진 과정 관련자

본 연구에서는 사내 모델 구축 관련자들과 사외 데이

인터뷰 대상을 각 2개씩 선정한 것은 연구의 타당성 측

터 공급자, 분석자, 기관의 자급집행자, 운용성과 평가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례연구 대상자

자 들의 인터뷰 및 구축 과정에서의 회의자료 등 문서

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의 영문 약자와 면담자

와 성과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검토 하였다. 다중 사례

의 직급으로 표시했다(Yin 2003). 본 연구에서는 모델

연구가 단일 사례 연구보다 신뢰성 면에서 인정받기는

구축 단계별로 정보가 풍부할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좋지만, 단일사례 연구는 기존 이론을 검증하거나 전형

선정하여,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 하고자 하

적인 사례, 희귀하고 독특한 사례, 과학적 관찰이 불가

였다. 사례 연구를 위한 인터뷰 정보 요약은 다음의 <

능했던 현상에 새로 접근하는 사례, 시간의 흐름에 따

표 1>과 같다.

라 일정 기간 동안 조사하는 종단적 연구 방법에 이용
되기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주식투자 모델에 활용한

인터뷰 대상은 D사의 모델 구축 사례 연구를 진행

독특한 사례의 의미를 바탕으로 최적화 모델 구축 단

하는데 있어 단계별로 필요한 A.데이터 공급자, B.데이

계별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Creswell

터 분석자, C.데이터 활용자, D.자금 집행자, E.성과 평

2007; Yin 2003).

가자로 구분하여 실제 모델 구축과 기관투자자의 자금
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실제 운용성과 평가를 받는 과

3.2 사례 수집 및 분석방법

정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정보의 팩터를 분석하고 퀀트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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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료의 출처 및 면담 정보 요약
사례 대상
A.데이터 공급자
(공급회사)
B.데이터 분석자
(증권사 퀀트조사역)

사례연구 대상 및 소요 시간
- Q정보공급회사 전략마케팅 본부 전무, 총 2회,약 1시간씩 인터뷰 진행
- F정보공급회사 펀드 마케팅팀 차장, 총 3회, 약 1시간씩 인터뷰 진행
- S 증권사 퀀트 애널리스트 (연구위원), 총 5회, 5년간 약 1시간씩 퀀트 세미나 진행
- H 증권사 퀀트 애널리스트 (연구위원) 총 2회, 2년간 약 3회 퀀트 모델 세미나 진행
- K 자산운용사 퀀트 매니저, 총 3회, 3년간 약 2시간씩 퀀트 모델링 방식 의견교환

C.데이터 활용자
(운용사 퀀트운용역)

– D 자산운용사 퀀트 매니저 3명 (차장,과장,대리), 약 150회, 3년간 1시간씩 인공지능 모델
구축 과정 의견 교환 및 모델 구축과정 문서화, 피드백 반영

D.자금 집행자
(기관 투자자)

- T 연금 수익자, 총 4회, 2년간 약 1시간씩 운용성과 보고

E.성과 평가자
(성과평가기관)

- Z사 연기금투자풀 팀장/컨설팅 팀 팀장 연 1~2회, 5년간 1시간씩 인터뷰 진행

- P 공제회 수익자, 총 10회, 약 2년간 4시간씩 모델성과 및 개선 방향 보고/의견교환

- F사 펀드평가사업본부 팀장, 연 2회, 5년간 1시간씩 인터뷰 진행, 성과보고서 검토

A. 데이터 공급자인 재무정보와 수급정보 등 데이터

성시 팩터 가중치를 결정한 최적화 모델을 만들고는 있

를 공급하는 Q사의 전무와 F사의 모델 구축 담당 차장

지만, 세미나를 하면서 인터뷰 해 본 결과 실제 운용사

의 인터뷰를 정리해 보면 주가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에서 활용할 수준은 아니었다. 즉, 단순 팩터 분석과 동

있는 빅 데이터를 공급회사는 보유하고 제공하지만, 정

일비중 포트폴리오 구성 수준으로는 기관투자자의 다

보를 활용하는 운용사의 모델 구축자가 raw data를 어

양한 투자목표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

떻게 데이터 마이닝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다는 점이다. D사의 경우 초기 팩터 분석 시 증권사 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참조하는 수준에서 검토

모델에 활용하는 운용사의 담당자들 대부분이 이공계

했으나, 모델 구축 과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즉, D사

출신이거나, 국내외 금융공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경력

의 자체 데이터마이닝과 분석 능력이 증권사 퀀트 애널

10년 미만의 운용역으로 팩터의 분석 및 생성 단계부터

리스트 보다 우수하다는 판단에서였다. H사 퀀트 애널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경험적인 가치

리스트는 재무정보의 잠정치를 활용해 주가를 예측하

를 반영한 data mining과 전략을 모델에 반영하지 못

는 연구를 많이 수행 하였는데, 주로 종목을 추천하는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는, 정성적인 리서치 기반

보고서 수준이라 실제 벤치마크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

의 액티브형을 운용하는 상경계 출신 운용역 들은 퀀트

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 연구는 없기

모델링이나 프로그래밍 등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한계

에 D사의 경우는 데이터분석을 직접 진행하여 인공지

를 느끼기에 모델 구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능 기반의 모델 개발을 진행했다.

B. 데이터 분석자인 S증권사 퀀트 애널리스트는 경

C. 데이터 활용자인 운용사 퀀트 매니저들은 국내

력 15년이 이상이고, 주로 재무정보의 확정치를 이용해

에서 퀀트 모델을 구성해 운용에 활용하는 운용사 약

주가에 영향을 주는 입력 팩터 연구와 포트폴리오 구

20여 곳에 재직중인데, N연금의 액티브퀀트 주식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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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로 위탁 운용하는 K 운용사의 매니저와의 인터

마지막으로 E.성과 평가자인 국내 최대의 펀드 성과

뷰를 정리해 보면, 퀀트 모델을 구축한 인력이 퇴사하

평가사 Z사와 F사의 팀장 들과의 연간 상반기, 하반기

고, 다른 인력이 모델의 업데이트를 담당하다 보니 최

의 정례 실사를 통한 면담 결과 D사의 모델 구축 내용

초 퀀트 모델 구축시 반영된 팩터나 가중치 등이 모델

과 실제 운용성과에 대해 정량적인 성과 평가에서 타

을 활용하는 운용역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모델

운용사의 액티브 퀀트 유형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 추구하는 성과가 안정적으로 시현되기 어려움을 토

초과 성과가 달성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또한,

로했다. 또한, 사례 연구 대상으로 지정 되지 않았지만,

정성적으로도 D사의 퀀트 주식형 분야에서의 네임 밸

본 연구자가 면담한 약 20여 국내 자산운용사의 퀀트

류와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더 견고해 지고 있다는 내

운용역은 대부분 이공계 출신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용을 확인하였다.

경력 10년 내외의 주니어 운용역으로 주식시장의 다양
한 움직임과 경제와 금융시장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
다는 공통점을 느꼈다. 즉, D사와 같이 인공지능 모델

4. 최적화 모델 구축: D 운용사 사례

을 활용한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지는 못하더
라고, 약 20년 차 이상 경험 있는 운용역의 시장에 대

4.1 구축 배경

한 전략과 아이디어가 내재된 모델을 구축하는데 한계

2000년 3월 국내 최초로 금융공학형 펀드 운용 전

가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상경계 출신의 퀀트 운용역

문 투자자문사로 설립된 D사는 2008년 제조업 기반

은 팩터의 선정과 활용을 너무 단순하게 활용하기에 본

그룹 계열사로 인수되면서 자산운용사로 전환하였고,

인이 선정한 팩터 들이 시장과 잘 부합하는 장세를 만

2016년 D은행 자회사로 편입되었는데, 2017년 9월말

나야만 양호한 성과를 낸다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었

수탁고 기준 약 9조원 규모의 운용사로 성장하였다. 운

다. 이러한 사실은 펀드매니저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

용사 전환 초기에 D사는 우수한 인력과 조직 확대가

학력, 전공, 석사학위 보유여부, 업계경력 등이 성과지

필요한 시점 이었으나, 금융위기 여파로 주식시장 전반

속성, 운용스타일, 위험 등 운용성과와 연관이 있다는

의 수탁고 축소와 우수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전통적

연구에서 알려진 바 있다(여환영 등 2017).

인 액티브 주식형 운용보다 계량 모델을 활용한 액티브

다음은 D. 자금 집행자와의 인터뷰로써 실제 D사에

퀀트 주식형 운용에 집중 하였다.

위탁자금을 맡겨서 운용하는 자금집행자인 기관투자

주식 운용에 있어 계량 모델 개발에 집중할 수 밖에

자들의 의견이다. D사는 국내 3대 연금과 대부분의 국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국내 액티브 주식형의 성

내 연기금, 공제회, 국가 기관의 주식투자 자금을 위탁

과는 우수 펀드 매니저의 정보 획득과 종목 베팅 등 개

운용하고 있는데, 시장의 주식투자 스타일 구분상 액

인의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 되었기에 중소형 운용사

티브 퀀트형을 위탁 운용하는 T연금과 P공제회 CIO와

는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다. 둘째, 과거에

담당 팀장들은 D사의 운용 방식과 성과에 대해 크게

우수한 Track Record를 보유한 액티브 주식형 펀드매

만족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벤치마크 지수대비 초

니저라도 개인의 투자스타일과 시장이 맞지 않는 경우

과성과를 안정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투

액티브 주식형의 초과성과는 3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

자 방식을 매우 잘 이해하고 투자목표 지침 대로 성과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셋째, 대형사처럼 정성적, 정

를 달성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량적 리서치 인력과 운용역 등 수십 명으로 리서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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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통적인 주식투자 프로세스

부, 주식운용 본부, 패시브(퀀트) 운용 본부 등 세분화

에는 퀀트 주식투자 모델로 기관투자자의 위탁펀드 투

된 조직을 구성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자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2013

<그림 3>처럼 전통적인 주식투자 프로세스는 수많

년 이후 기존의 투자이론을 넘어선 인공지능의 한 분야

은 인력이 리서치, 포트폴리오 구성, 매매, 성과보고에

인 인공신경망과 유전자 알고리즘이 반영된 투자 모델

이르기까지 정성적인 방식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구축으로 발전하였다. 모델구축이 완료된 2015년 말부

있다. 따라서, 소수의 인력으로 산업 및 종목 리서치부

터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외형성

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전 프로세스를 퀀트 모델을

장과 안정적인 초과성과를 달성하면서, 자산 운용업계

구축하여 시간과 인력의 제한을 해결하려 했고, 지속적

에서 차별적인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새로운 퀀트 주식투
자 모델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다.

4.2 구축 추진 경과

2008년 N연금이 액티브퀀트 주식형 스타일을 처음

D사의 인공지능 모델 기반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 구

으로 3군데 운용사에 자금 집행하면서 국내에 퀀트 모

축 과정은 다음과 <그림 4>와 같이 진행되었다. 2013

델을 활용한 주식 투자의 시대가 열렸고, D사는 주요

년 부터 기업의 재무정보 분석과 투자 주체별 주식에

재무 팩터를 활용한 계량모델로 자금을 위탁 운용하기

대한 수급정보 분석 등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가에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주식을 퀀트 모델을 활용하

영향을 주는 팩터를 생성하는 준비 단계, 2014년 부터

여 운용한다는 개념이 자산 운용업계에 일반적이지 않

수많은 분석 팩터 중 모델에 반영할 팩터의 분류 및 선

았고, D사의 경우도 퀀트 모델링과 금융공학을 전공하

정과 가중치 결정을 인공 신경망과 머신러닝으로 자동

지 않은 2명의 인력이 증권사 리서치 부서의 애널리스

화 하는 개발 단계, 2015년 부터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

트가 작성한 데이터 분석자료와 모델을 활용하여 자체

용해 주식투자 스타일별 최적화된 포트폴리오가 자동

퀀트 모델을 만들어 운용에 활용했다. 따라서, 초창기

구성되는 모델 구축 단계로 진행되어 2016년 부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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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기관투자자의 위탁자금 운용에 활용하고 있고,

있는지와 주식투자 이후 초과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좋

2017년 부터는 대내외 성과평가 결과를 반용한 보완

은 팩터와 초과성과를 달성할 수 없는 나쁜 팩터로 분

단계로 2017년 11월 기준 약 4.5조원 규모의 주식형 위

류를 하는 부분에 집중하였다. 또한, 선정된 팩터가 주

탁자금을 운용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어느 수준으로 가중치가
반영되어야 하고, 투자할 주식 종목선정과 기관투자자

4.3 구축 대상 구현 내용

의 투자 목표를 반영해 주식 투자 유형별로 포트폴리

사례연구 대상의 구축과정상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오 내 종목별 비중 결정이 최적화 되면서 자동으로 결

공통적인 이슈는 어떤 팩터를 입력변수로 결정해야 하

정되는 모델을 구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림 5>의 모델

는지의 문제와 결정된 팩터의 가중치를 어느 수준으로

구현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투자의 전 프로세스가 인공

결정해야 하는지 방법론에서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지능을 기반으로 주식투자 모델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산운용사 마다 퀀트 모델의 입

수 있다.

력 팩터와 가중치가 결정되면 누군가 개선을 하거나, 새
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모델의 변수가 상수처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입력 변수인 팩터의 분석, 선정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포트폴리오 최적화는 엑셀의 단

단계에서는 재무정보의 확정치, 잠정치, 추정치 등을 활

순 해 찾기 기능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하지

용해 약 1,000여 개의 팩터를 생성해 분석하였고, 주식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투자 모델에서 거의 활용하지 않았던 투자 주체별 매매

따라서, D사는 주식투자의 근원적 질문인 어떤 팩터
가 어떠한 시장상황에서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행태 (순매수, 대차잔고, 공매도) 등을 약 500여 개 생
성해 팩터화 해서 분석 했다는 점이다.

<그림 4> 구축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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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인공지능 기반 모델 구현 내용
<표 2> 팩터 분석 대상

이는 <표 2>처럼 정보의 내용에 따라 크세 3가지 팩

통해 발생한 표준화 된 가치를 상위 분위 그룹을 매수

터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재무정보 확정치와 잠정치, 재

(Long)하고 하위 분위 그룹을 매도(short)하는 Long/

무정보 추정치, 그리고 투자 주체별 매매행태와 관련된

Short valuation 방식으로 가치를 측정 하였고, 팩터

수급관련 팩터로 분류했고, 이는 세부적으로 3개에서

의 성과는 양호한 성과를 발생시키는 Positive 팩터와

4개의 서브 팩터 스타일로 분석되어 팩터의 성과를 측

부정적 성과를 발생 시키는데 기여하는 Negative 팩

정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

터 순으로 우하향하는 방식으로 팩터 분석 대상 그룹

팩터의 성과는 <그림 6>과 같이 개별 팩터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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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ntal Factor L/S Performance
Positive(+) Alpha 상위 Factor/IR
Neutral (0) Alpha

+2.5
+2.0

+12.5

L/S.IR(누적 ) [R]
L/S.IR(월 ) [L]

+1.5

+7.5

+1.0

[재무활동현금흐름 (E3)(억원 )]
[투자활동현금흐름 (E3)(억원 )]
[판관비 (E3)(억원 )]
[자산 총 계 (E3)]

[CAPEX(E3.Mf)(억원 )(1M%
[CAPEX / Asset(E3, Ma
[PBR(E3.F)]
[PSR]
[PER(E3)]
[PBR(E3)]

[자본금 (E3)]
[BPS(E3)]

[지배주주지분 (E3)]
[발표영업익 ]
[자기자본회전율 (E3)]
[PER(E3.F)]

[NOPLAT(E3)(억원 )]
[순자산 (E3)(억원 )]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E3)]
[자본 총 계 (E3)]
[세전계속사업이익 ]
[DPS(E3)]

[자기자본비율 (E3)]
[지배순이익 ]
[부채비율 (E3)]
[순이익 (E3)]
[(CAPEX-Dep) / Asset(

[세전계속사업이익율 (E3)]
[EPS(E3)]

[현금흐름 (E3)(억원 )]
[EV / Sales(Fwd)]

[부채비율증가율 (E3)]
[EV/EBIT(Fwd)]

[순이익률 (E3)]
[매출액 (E3)]
[EBITDAPS(E3)]
[Payout Ratio (E3)]

[ROA(조정영익 )(E3)]
[SPS(E3)]

[지배순이익 (E3.F)]
[순부채 (E3)(억원 )]
[영업이익 (E3.F)]
[EV / EBITDA(Fwd)]
[EBIT(Fwd)]
[ROA(E3)]

[PCFR(E3)(배 )]
[영업활동현금흐름 (E3)(억원 )]
[이자보상배율 (E3.Mf)(배 )]
[EPS CV (E3.F)]

-2.0

[현금흐름 (E3.F)]
[순이익 (E3.F)]
[조정영업이익률 (E3)]
[지배주주 ROE(E3)]
[발표영업이익률 (E3)]
[조정영업익 ]
[BPS(E3.F)]

-1.5

[매출 총 이익율 (E3)]
[FCF(E3,F)(억원 )]
[CPS(E3)(원 )]
[부채 총 계 (E3)]
[감가상각비 (E3.Mf)(억원 )]
[EBITDA(Fwd)]

-1.0

[순차입금비율 (순부채비율 )(E3.Mf)
[ROE(조정영익 )(E3)]
[EPS증가율 (E3.F)]
[매출액 (E3.F)]
[EPS(E3.F)]

-0.5

+2.5

[총 자산회전율 (E3)]
[조정영업익 (E3.F)]
[ROIC(E3)(%)]

+0.5

Negative(+) Alpha 상위 Factor/IR

-2.5

-2.5

-7.5

-12.5

<그림 6> 팩터 Long/Short Valuation

Information Coefficient, volatility, sharpe ratio,

데이터 베이스를 3개월 단위 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

sortino ratio, winning ratio 외 수많은 분석 결과를

식으로 팩터의 가중치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자동 조

데이터 베이스화 구축하였다.

정되도록 구현하여 가중치 결정의 문제를 해결 하였다.

또한 단순히 재무정보나 수급정보의 변화율을 팩터

또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식투

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가설을 data mining

자 유형, 추적오차 한도, 위험과 초과성과 목표한도, 거

단계에 적용해, 새로운 팩터를 생성하고 기본적인 팩터

래량과 거래대금, 매매 금지 종목 제외 등 가이드라인

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였다<참고:부록-1>. 그리고, 아

을 반영하면 모델에서 투자대상 가능 종목으로만 유니

무리 성과가 양호해 우상향하는 팩터를 생성 하더라

버스가 구성되게 구현하였다. 모델 구축의 궁극적 목표

도 유사한 성과를 보이는 팩터 중에 어떤 팩터를 선정

인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은 인공지능의 유전자 알고리

해야 하는지는 모든 투자자의 고민일 것이다. 팩터 그

즘을 기반으로 앞서 선정된 최적의 팩터와 최적의 가중

룹과 세부 팩터 스타일 분석시 거의 유사한 성과를 발

치가 Information Ratio와 Information Coefficient

생하는 경우 모두 사용한다면 과적합의 문제가 발생하

등과 결합되어 리스크 대비 성과가 극대화되는 최적화

고, 주관적 판단으로 선정한다면 선정시마다 팩터가 변

된 포트폴리오가 자동 구성되도록 모델이 구축되었다

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참고:부록-2>. 이에 D사는 인

<참고:부록-4>. 이는 인공신경망을 통해 주가에 영향

공신경망 모델을 도입해 디시전 트리 모델로 팩터의 분

을 줄 입력변수인 팩터와 가중치를 찾아서 유전자 알고

류와 선정을 도식화 하고, 인공신경망의 다층 퍼셉트론

리즘으로 매월 1년 단위의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을 활용해 트레이닝 세트, 테스트 세트, 밸리데이션 세

학습 후 다음 달 매번 적용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트 등으로 학습 시켜 최종 포트폴리오 구축에 들어갈

가 구성된다.

때 활용될 팩터의 선정과 가중치 결정을 운용역의 주

마지막 구현된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 성과평가와 보

관이 배제된 상황에서 hit ratio가 높은 팩터 들로 선정

완 단계에서는 2016년부터 인공지능 유전자 알고리즘

되도록 구현하였다<참고:부록-3>. 또한, 누적된 팩터의

을 활용해 선정된. D사 모델의 경우 주식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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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와 수급정보의 양과 질이 보장되는 상황이라

한 재무지표상 수익비용 측면을 분석하였다. 모델이 최

면 재무정보의 추정치가 적은 중소형주형을 제외하고

종 구축 전이었던 2014년과 그 이후 최근 3년 간 사람

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유형별 운용펀드에 적용 결

의 주관에 크게 의존하던 정성적 주식형 대신 인공지

과 투자자의 투자목표를 달성하며 운용되는데 무리가

능 모델 기반 정량적 주식형 운용방식이 도입되면서 D

없음도 확인하였다.

사의 수탁고 및 수익 규모는 국내 펀드시장의 지속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년 2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고

4.4 구축 성과

있음을 <표 3>,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델

본 사례연구 대상인 D사의 인공지능 기반 주식투자

을 본격적으로 반영한 2015년부터 D사의 국내 액티브

최적화 모델의 구축 전후 성과 평가를 위해서 기존 기

퀀트 주식형 운용성과는 <표 5>를 통해 확인 할 수 있

업들이 모델이나 시스템 도입 시 성과 평가를 위해 사

다. 2014년 말 매년 운용수익률이 개선되었고, 벤치마

용하였던 지표들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크 지수 대비 초과수익률도 증가하였다. 또한 동일 운

는 모델 구축의 성과 측정에 있어 ERP 시스템 구축 등

용유형 Peer Group 대비 5년간 상대순위는 16%에서

의 유사 선행연구를 감안하고(강다연 등 2009), D사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5%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성

의 기업 특성과 산업 특징을 감안해 정량적, 정성적 평

과의 리스크 대비 리턴 지표인 I.R. 지표도 2014년 말

가를 종합적으로 하였다. 성과의 비교는 2014년 팩터의

1.26에서 2017년 9월말 기준 1.83으로 개선되면서 펀

분석이 완료된 시점과 2015년 이후 유전자 알고리즘으

드의 변동성 대비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

로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델을 구축한 최근 3년간을 비

다. 또한, 개별펀드의 수익률이 시장균형을 가정한 수

교해 보면 D사의 수탁고와 회사의 손익 성과 등 모든

익률 대비 초과 수익을 얼마나 발생시키는지 판단하는

면에서 확연한 성장세를 보인다.

알파 지표는 2014년 말 1.24에서 2017년 9월말 1.76으

우선 정량적 성과 평가를 위하여 2014년 대비 최근

로 개선되었는데 알파가 크다는 것은 종목선정, 자산

3년간 주식 운용규모 변동과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통

배분 효과, 매매 타이밍 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

[표 3] D사의 주식형 펀드 순자산 변동
운용
순자잔
순자산 (억원)

FY2014

[표 5] D사의 액티브 퀀트형 연간 성과평가 추이

FY2015 FY2016 FY17.11

(구축 전) (구축 후) (구축 후) (구축 후)
16,957

성장율(%)

20,011

30,814

45,675

18%

54%

48%

[표 4] D사의 대차대조표 변동현황 (단위:백만원)
대차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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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14

FY2015 FY2016 FY17.09

(구축 전) (구축 후) (구축 후) (구축 후)

운용
성과평가

FY2014

FY2015 FY2016 FY17.09

(구축 전) (구축 후) (구축 후) (구축 후)

운용수익률(%) -7.46%

0.50%

10.10%

25.77%

초과수익률(%)

0.18%

2.01%

1.94%

2.94%

상대순위(%)

16%

15%

8%

5%

I.R.지수

1.26

1.79

1.38

1.83

알파

1.23

1.79

1.33

1.76

- 1.17 - 0.12

1.21

3.70

2.08

2.15

2.19

Shape 지표

자산 (백만원)

14,481

16,593

18,467

32,070

Jensen 지표

0.51

부채 (백만원)

1,169

1,166

1,229

1,175

Treynor 지표 - 9.95 - 1.24

8.64

-

자본 (백만원)

13,312

15,427

17,238

30,895

Sortino 지표 - 2.14 - 0.35

3.03

-

지식경영연구 제19권 제1호

핀테크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
사례 연구:관한
기관투자자
세계기반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구축
및 기업전략에
통합적 대상
연구

다. 또한 위험관리 지표를 통해 펀드 성과개선 사항을

5. 토의 및 시사점

살펴보면 위험 한 단위에 대한 초과수익의 정도를 의
미하는 Shape 지표, 체계적 위험 1 단위에 대한 초과

5.1 분석 결과 토의 및 제안

수익의 정도를 의미하는 Treynor 지표, 베타 위험 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액티브퀀트 주식형 운용을 선도

에서 기대수익률을 초과한 정도인 Jensen 지표, 최저

하는 D사의 인공지능 기반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 구축

요구 수익률을 초과하는 포트폴리오의 투자수익률을

사례를 통해 현재 국내 대부분 운용사가 사용하는 퀀

하방 표준편차로 나누어 위험조정 수익률을 평가하는

트 모델을 한 단계 넘어서는 사례를 탐색하였고, 모델

Sortino 지표 모두 모델 구축전인 2014년 말 대비 개

구축 전후 성과를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나

선됨을 알 수 있다.

누어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 D사는 모델 구축을 통해

정성적인 성과로는 기존의 전통적 주식운용 방식으

수탁고 지표, 수익성 지표, 성과 지표 전반에 걸쳐 국내

로 주식투자를 하려면 기업 탐방과 외부 전문가의 설

주식형 시장에서 단기간에 압도적인 우수한 성과를 달

명회 및 세미나에 의존해 유가증권시장 기준 23개 업

성 하였지만, 투자 모델 구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종, 코스닥 시장 포함 약 2,000여 종목을 분석 해야 하

장애 요인도 발견할 수 있었고 구축 과정상 이슈와 교

기에 조사역, 운용역 등 방대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

훈은 <표 6>과 같다.

지만, D사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 주식투자 최적화 모델

구축과정에서 이슈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성적

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대표적인 8개 주식투자 유형 중

인 평가면에서는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과 수단이 통일

7개를 시간과 비용 감축 및 소수의 인력으로도 안정적

되어 성과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고, 주식 투자 프로세

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

스의 체계화, 표준화 및 조직 부서원내 통합 정보의 공

졌다.

유가 가능해 졌다. 특히, 2014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

또한,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 및 수단이 통일되어 실

역 국가의 연기금, 공제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

질적인 성과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주식 투자 프

의 동향과 업적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금융투자 전문

로세스의 체계화, 표준화 및 조직 부서원내 통합 정보

저널인 Asia Asset Management의 2014년 Best of

의 공유가 가능해 졌다. 반복적인 분석업무에 대한 시

Best Awards 시상식에서 Most Innovative product

간 절약과 시장 상황 별 주가에 영향을 주는 팩터 선정

in Korea 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어 자산운용업계 내부

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였으며, 데이터 정확도 및 표준화

와 기관투자자 들에게서 평판 증대 효과를 불러 일으

로 포트폴리오 성과 관리에 사전적으로 정량적인 투자

켰다. 또한, 2017년 D사의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2018

목표 관리체계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기관투자

년도 Asia Asset Management사가 수여하는 Best of

자의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해 투자결과를 실제 시장상

Best Awards 시상식의 Best Korean Equity Manager

황에 맞게 시뮬레이션 해 줄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투

수상자로 본 논문의 제 1저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펀드

자 스타일에 대한 자금유치와 자산운용업계 내부와 기

매니저로 선정되어 인공지능 기반 주식투자 전문가로

관투자자 들에게서 D사의 평판 증대 효과를 불어 일으

서 업적을 인정받고, 회사 차원의 경영 성과를 지속적

켜 D사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효과도 누

으로 달성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리게 되었다.

그러나, D사 사례의 경우 아직은 국내 자산운용업계
가 시도하지 못한 희귀한 단일 사례이기 때문에 타 기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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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구축과정의 이슈와 평가 및 교훈

구현 과정

팩터
분석
선정

팩터
가중치
결정

문제점/이슈
주가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 최종 선정하는
과정이 어려움.

평가 및 교훈
1.팩터의 대량 분석과 생성 보다 기본적으로 팩터의
질적 가치를 사전적으로 체크하고 진행했어야 함.
2.팩터의 가치를 단순Rank, Z-Scoring Rank,
결합 Rank 방식으로 밸류에이션하는 경우 방식에 따라
팩터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상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연구 필요함.
3.팩터의 성과와 성격이 유사한 경우 인공신경망으로
분류해 선정하고 있으나, 성과 개선시킬 인공지능의
다른 모델 적용 추가연구가 필요함.

과거의 성과와 미래의 추정치를
결합하는 기간 선정의 어려움

2005년부터 축적된 팩터의 누적성과와 최근 1년, 반기,
분기별 성과와 최근 추정치의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학습시 성과가 개선되는 기간 결합의 최적화에 대한
추후적인 연구 필요함.
투자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투자자의
실제 운용시 컴플라이언스 이슈 변경 등은 모델과 회사의
목표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가이드라인 외주 전산시스템이 자동 연동되지 않고 수기 반영되므로
반영
변경 자동반영의 이슈
회사 전산과 운용모델의 전산적 연결 기능이 필요해 보임.
최적화 적합도 함수의 최적화 변수
유전자 알고리즘 활용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델링시
포트폴리오 추가 선정 및 분석 필요
D사는 I.R.과 I.C.를 위주로 성과의 극대화에 주력했으나,
구성
향후 위험지표 및 수익률 지표 등 다양한 다른 지표들의
최적화 모델링을 통해 성과개선을 시도해 볼 필요
성과평가 인공지능 모델 활용시 지속적,
주식시장이 Random Walk를 따른다고 봤을때,재무정보와
보완
안정적 초과성과 달성가능하나
수급정보를 디테일하게 반영한 모델로 대응하더라도
Peer group대비 항상 1위의
향후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에 향후에는 시장을
순위는 아님
예측해 모델에 선반영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관투자자들이 운용 프로세스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는 점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즉, 주식투자 관

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즉, 금융공학과 인공지능 및

련 정성적, 정량적 경험이 있는 임원급 인력이 의지를 갖

경영학을 접목해서 핀테크 기반의 컨텐츠와 모델을 구

고 전통적인 주식투자 방식을 변경 시도해야만 만족할

축할 수 있는 인력이 업계에 양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에 구축하는데 어려운 점이

기존의 정성적 리서치 기반의 액티브 주식형 운용역의

있을 수 있다. 또한, 구축 후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모

경우 모델의 구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자

델의 보완 유지 작업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

동화 되어 나오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어와 조직, 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은 모델 구축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이공계 출

전에 알아둬야 할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의 운용역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마이닝부터 데이
터 분석 및 선정과 활용 자체가 상당한 수준의 이론적

5.2 시사점

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필요하기에, 회사 내에 주식시장

본 연구의 학술적, 실무적 의의를 고찰해 보면 다음

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략을 가진 임원급 인력이 핀테

과 같다.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먼저 사례연구 방법을

크 분야와 인공지능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

통해 주식 투자 모델의 실제 구축 사례를 단계적으로

고, 프로그래밍 구현이 가능한 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분석하고, 경영성과의 결과를 재무 지표 등을 통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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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기존의 주식투자 연
구 들이 투자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 팩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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