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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하로 주식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가격은 

시장의 모든 정보들이 반영된 결과로서 주식의 가격 변동을 이용하여 가격 패턴을 찾아낸 후 다양한 분석 

기법으로 주가 지수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주식 시장은 기업의 내·외부 요인들의 상호 

관계가 주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가격 결정 메카니즘으로 인해 주가의 변동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 시장 예측을 위해서는 시장 내부의 변화와 외부 사건들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기사들에 대한 감성 분석과 주가지수의 시계열 데이터를 딥러닝 

예측 모델을 통해 주식 시장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주가지수 예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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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에 따른 금리 인하로 은행 예금을 통한 

목돈 마련이나 노후 대비가 어려워지면서 주식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가격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가 반영된 결과이

며, 주가 변동을 이용하여 가격 패턴을 찾아낸 후 다양한 경제 기법과 

차트 분석으로 주가 지수를 예측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1]. 

그러나 주식 시장은 기업의 내·외부 요인들의 상호관계가 주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가격결정 메카니즘으로 인해 주가 변동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부의 변화와 외부의 사건들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주식 시장은 기술적 지표와 거시경제 지표에 

반응하고 많은 뉴스와 가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주가를 예측하는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뉴스 기사들에 대한 감성 분석과 주가지수의 시계열 

데이터를 딥러닝 예측 모델을 통해 주식 시장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주가지수 예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II. Related works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의 예측 방법은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과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으로 구분할 수 있다[2].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재무 정보에서 나타나는 기업 내·외부의 

가치를 분석하여 현재의 주가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기술적 분석은 주식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을 기초로 

기술적 지표를 도출하여 주식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뉴스와 소셜 미디어 

정보의 이용과 분석이 용이해지면서 비정형 데이터인 뉴스, 트위터, 

주식 포럼의 사용자 게시물들에 대한 감성 분석을 통해 주식시장을 

예측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국내의 

주가 예측 연구 사례들은 Table 1과 같으며, 대부분 기업과 시장에 

대한 뉴스를 크롤링하여 키워드를 추출한 후 감성 정보를 도출하고 

주가지수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주가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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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ata
Feature 

extraction

Euna Jang(2020)

[1]

News articles,

Stock price

LSTM,

BERT

Taeho Hong(2017)

[2]

News articles,

Stock price

SVM, 

SS-SVM

Sungwon Ahn 

(2010)[3]

News articles,

Stock price

Naive Bayes, 

RSI

Table 1. Stock Prediction studies using deep learning 

techniques

III. The Proposed Scheme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주가지수 예측 프로그램은 그림 1과 같이 

웹 애플리케이션, 주가지수 예측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경제 뉴스와 주가지수 데이터를 제공하

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가지수 예측 알고리

즘에서 사용할 데이터 집합(data set)을 구성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주가지수 예측 프로그램은 Fig. 2와 같이 감성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이용한 주가지수 예측 과정을 통해 예측일을 포함한 

일주일(D+0 ~ D+4)의 KOSPI 주가지수를 산출한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Fig. 2. The process of Stock price index prediction

주가지수 예측 프로그램은 세부 동작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식 

시장의 외부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언론사의 경제 뉴스 기사들을 

수집한 후 전처리를 통해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해당 키워드의 

감성 수치를 계산하여 감성 분석(BERT)을 수행한다. 그리고 주가지수 

데이터 제공 사이트에서 주가지수 정보를 수집한 후 시계열 분석

(LSTM과 NeuralProphet) 방법을 활용하여 시계열 예측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감성분석 결과와 시계열 예측 결과를 종합하여 일주일의 

KOSPI 주가지수를 예측한다. 그리고 주가지수 예측 결과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 기존의 예측 모델들(LSTM, NeuralProphet)과 

예측 결과를 비교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경제 뉴스에 대한 감성 분석과 KOSPI 지수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주가 지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

다. 주가지수 예측 프로그램은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의 주가 차트 

분석과 투자의사 결정의 보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제안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구현된 기능들에 대한 유용성을 

검증하면서 주가지수 예측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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