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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주식시장의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신규 투자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개인의 투자자의 경우 기관보다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고 정보의 취득 시점이 늦

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자는 정보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

식매매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페어 트레이딩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주식 매매 시기를 사용자

에게 알려주는 알림 시스템을 제안한다. 주식 매매 시기 알림 시스템을 적용할 때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주식 

매매 시기를 알려주어 투자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빅데이터(big data), 페어트레이딩(pair trading), 주식매매(stock trading), 알림(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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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식 매매란 주식을 사고파는 작업으로 증권 거래소에서 행하는 

거래소 거래와 거래소 밖에서 행하는 시장외 거래로 나뉜다. 현재 

주식매매 상황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작년 3월 주가 시점부터 14개월 동안 주식시장에서 

PER(주가 대비 기업 이익 비율)이 평균 50%가 상승함으로써 기업의 

이익 증가율보다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다는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올해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3월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3천만 계좌를 

돌파하였고 올해 6월까지 약 275만 개의 활동계좌가 늘어나 올해 

가장 많은 신규투자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주식의 매수매도를 결정할 

때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개인은 기관에 비하여 회사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

기 때문에 한정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주식 매수매도

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회사의 향후 가치 또는 호재 뉴스를 

기반으로 A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기관에 비하여 정보의 취득 

시점이 늦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고비용으로 매수해야 하고 A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때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빈번한 신용 

기반 주식 거래는 개인 신용 문제를 야기한다.

관련 연구로는 주식어플 키움증권[2]이 있다 이 어플은 자신의 

매매일지, 주가 현황, 주가 증가 수치등을 나타내고 있다. [3]에서는 

전진 분석 방법과 패턴매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4]에서는 거시지표

와 가중치를 사용하여 딥러닝을 기반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5]는 범주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가 시점을 

결정한다. 

이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주식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인터넷 포탈로부터 사용자 지정 회사의 과거 주가 데이터의 기록을 

읽어 와서 저장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현재 주가 데이터를 검색한 

후에 페어 트레이딩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만약 과거 주가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제한 값을 넘어서거나 

도달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주식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연구를 기술한다. 

3장에서는 페어 트레이딩 기법 기반의 주식 매매 시기 알림 시스템의 

설계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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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2]는 자신의 매매일지 즉 매수, 매도 가격과 매매이유, 수익률 

등을 보여주고 주가가 증가한 수치를 분석하여 알려준다. 그러나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타이밍을 나타내어주지 않고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단점이 있다. [3]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진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과최적화의 

실수를 줄이도록 하였고 패턴매매에서 패턴이 진행 중일 때 보다 

패턴이 완성후에 진입, 청산하는 매매방법을 제안하였다.

[4]에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를 선행지표로 분석하고, 

주가를 딥러닝기반으로 예측한 후 거시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조절하여 

지속적인 반복학습 매매방법을 제안하였다. [5]에서는 범주형 데이터

만을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연속형의 수치값을 계산하여 

나타내는 러프집합 분석을 이용한 매매시점을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하

였다.

Ⅲ. 주식 매매 시기 알림 시스템 설계

Fig. 1. 시스템 개념도

그림 1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식 매매 시기 알림 시스템의 

개념도이다. 사용자가 주가 데이터를 보며 자신이 매도할 주가와 

매수할 주가를 선택한다. 제안 시스템은 선택한 데이터를 인터넷 

포탈로부터 수집하고 페어트레이딩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가공한다. 

이후 과거주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제한 값을 넘거나 

또는 도달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주가를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도록 

알림을 준다.

Fig. 2. stock 시스템 구성도

그림 2는 제안 시스템인 주식 매매시기 알림 시스템인 stock의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준다.

stock 시스템은 6개의 모듈로 구성된다.nowdata 모듈과 pastdata 

모듈은 현재의 주가 데이터와 과거의 주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모듈이

다. pair trading spread 모듈은 전송받은 주가데이터에 페어트레이딩 

기법을 사용한 그래프의 값을 설정하는 모듈이고, trading average은 

주가들의 매매하는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매매 평균을 구하는 

모듈이다.

DB contect 모듈로 과거의 주가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DB에 접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notice모듈로 사용자에게 매매 알림을 보낸다.

Ⅳ. 결론

기존의 주식 어플에서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매수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페어트레이딩 

기법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매수·매도 타이밍을 

알림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제안한 페어

트레이딩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모듈과 주식 매매 시기 알림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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