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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점결정은 금융시장에서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투자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매매시점 결정은 거래를 
통한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 언제 매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러프집합분석이 매매시
점결정에 적합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분석방법이 통제함수를 이용하여 시장의 패턴이 불확실할 때
에는 거래를 위한 신호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러프집합은 분석을 위해 범주형 데이터만을 이용하므로,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연속형의 수치값을 이산화하여야 한다. 이산화란 연속형 수치값의 범주화 구간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경계값”을 찾는 것이다. 각각의 구간 내에서의 모든 값은 같은 값으로 변환된다. 일반적으로, 러프집합
분석에서의 데이터 이산화 방법은 등분위 이산화, 전문가 지식에 의한 이산화, 최소 엔트로피 기준 이산화, Naïve and 
Boolean reasoning 이산화 등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등분위 이산화는 구간의 수를 고정하고 각 변수의 히스토그램을 
확인한 후, 각각의 구간에 같은 숫자의 표본이 배정되도록 경계값을 결정한다. 전문가 지식에 의한 이산화는 전문가
와의 인터뷰 또는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얻어진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경계값을 정한다. 최소 엔트로피 기
준 이산화는 각 범주의 엔트로피 측정값이 최적화 되도록 각 변수의 값을 재귀분할 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진행한

다. Naïve and Boolean reasoning 이산화는 Naïve scaling 후에 그로 인해 분할된 범주값을 Boolean reasoning 방법으

로 종속변수 값에 대해 최적화된 이산화 경계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비록 러프집합분석이 매매시점결정에 유망할 것
으로 판단되지만, 러프집합분석을 이용한 거래를 통한 성과에 미치는 여러 이산화 방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러프집합분석을 이용한 주식시장 매매시점결정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
산화 방법론을 비교할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1996년 5월부터 1998년 10월까지의 KOSPI 200데이터이다. 
KOSPI 200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최초의 파생상품인 KOSPI 200 선물의 기저 지수이다. KOSPI 200은 제조업, 건설업, 
통신업, 전기와 가스업, 유통과 서비스업, 금융업 등에서 유동성과 해당 산업 내의 위상 등을 기준으로 선택된 200개 
주식으로 구성된 시장가치 가중지수이다. 표본의 총 개수는 660거래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명한 기술적 지표
를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실험 결과, 학습용 표본에서는 Naïve and Boolean reasoning 이산화 방법이 가장 수익성이 
높았으나, 검증용 표본에서는 전문가 지식에 의한 이산화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방법이었다. 또한, 전문가 지식에 의
한 이산화가 학습용과 검증용 데이터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러프집합분석과 의사결정
나무분석의 비교도 수행하였으며, 의사결정나무분석은 C4.5를 이용하였다. 실험결과, 전문가 지식에 의한 이산화를 이
용한 러프집합분석이 C4.5보다 수익성이 높은 매매규칙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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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데이터마이닝 기술의 한 부류인 러 집합은 Pawlak

(1982)에 의해 제안된 이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론  발 을 이루어 왔다. 러 집합은 데이터로

부터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규칙을 비교  용이하

게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 을 이용하여 경 학 분야에서



허진영․김경재․한인구

78  지능정보연구 제16권 제3호 2010년 9월

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러 집합을 이용하 다. 러

집합을 응용한 표 인 경 학 분야로는 기업부

실 측과 주가지수 측 등이 있다(Tay and Shen, 

2002).

러 집합은 많은 장 을 지닌 데이터마이닝 방법

의 하나이지만 실제 러 집합을 이용하여 응용연구

를 수행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다. 표 인 어려움으로는 러 집합에서 생성된 

정보 테이블(information table)로부터 의사결정규

칙을 추출할 때, 의사결정에 유의한 의사결정규칙

만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하나의 정

보테이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규칙은 매우 

많으나 일반화된 의사결정규칙만을 도출하기 해

서는 얻어진 의사결정 규칙 에서 유의한 것만을 

추출해 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문제에 한 해결방법

은 Grzymala-Busse(1992), Skowron(1993), Slowinski 

and Stefanowski(1994) 등에 의해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한편, 주식시장 자료와 같은 재무자료에 해 

러 집합분석을 응용할 때에는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연속형 자료의 이산화(discretization)

에 련된 문제이다. 러 집합분석은 일반 으로 

일정한 구간으로 나 어진 속성값을 갖는 이산화 

된 자료를 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주식시

장 자료와 같은 재무자료는 일반 으로 자료형태

가 연속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형

태로는 러 집합이 의사결정규칙을 생성할 수 없

으므로 연속형 자료를 이산형의 자료로 변환시켜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산화 과정을 수

행하는 방법에 해서는 일반 으로 인정된 원칙

이나 방법이 없다. 한 이에 한 선행연구도 거

의 없다. 그러나 어떠한 이산화 방법을 사용하느냐

에 따라 분석의 결과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이산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장 자료와 같이 연속형 자

료를 다수 포함한 자료를 러 집합을 이용하여 분

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산화 방법들

을 제시하고 각 방법의 성과를 비교하여 러 집합

을 이용한 재무자료 분석에 합한 이산화 방법론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

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러 집합이론의 

기본 개념과 이를 경 문제에 응용한 연구들을 살

펴본다. 제 3장에서는 러 집합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실험설계에 해 설명하고, 제 4장에서는 주

식시장에서의 매매시  결정에 사용될 규칙을 추

출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고 실험에 사용될 자료

와 실험방법을 기술한다. 제 5장에서는 주식시장

에서의 거래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제 6장에

서는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한다.

2. 연구배경

2.1 러 집합

러 집합은 Pawlak(1982)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

다. 이 이론은 불확실한 자료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에서 확률이론, 증거이론, 그리고 퍼지이

론과 유사성을 가진다. 기본 으로 러 집합은 세

상의 모든 개체들이 그들이 가진 특정한 정보로써 

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시작된다. 동일

한 정보의 외연을 가진 개체들은 동일한 것으로 취

되며, 이러한 동질성 계(indiscernibility relationship)

가 러 집합이론의 기 가 된다. 동질성을 가진 집합

을 러 집합이론에서는 기본집합(elementary set)이

라 하고 이들이 하나의 체집합에 한 지식의 기

본 단 를 이룬다. 한, 특정 기본집합의 합집합이 

되는 집합을 일반집합(crisp set)이라 하고 그 지 



러프집합분석을 이용한 매매시점 결정

지능정보연구 제16권 제3호 2010년 9월  79

않은 경우를 러 집합(rough set)이라 한다. 

일반 으로 러 집합은 하 근사(lower approximation)

와 상 근사(upper approximation)로 불리는 일반

집합들로 표 될 수 있다. 자는 어떤 개체가 소속

하고자 하는 집합에 확실성을 가지고 소속되는 경

우이고, 후자는 소속하고자 하는 집합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러 집합에서 개체들의 정보는 정보테이블의 

형태로 표 된다. 정보테이블은 기본 으로 행과 

열로 구성되는데, 각 행은 하나의 개체를 표 하

며, 열은 그 개체들에 한 속성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들이 교차하는 셀 부분이 개체들의 속성 

값으로 채워져 있는 테이블 형태로 나타낼 수 있

다. 정보테이블 를 수식의 형태로 표 하면 식 

(1)과 같다(Pawlak, 1997).

      (1)

  : 정보테이블

  : 개체집합(a finite sets of universe)

 : 속성집합(a finite sets of attributes)

  
∈


  속성의 값의 집합

  × →

정보테이블 에서 체 속성집합 Q의 부분집

합 ⊆를 정의하고, 임의의 개체  ∈가 
존재할 때, ∀∈     의 조건을 만족
하면  는 어떤 속성집합 P에 하여 동질성 

계를 가진다고 말한다. 집합  ⊆가 체 개체

집합에 해서 방의 동질성 계를 형성시킬 때 

이를 ‘P에 한 동질성 계(P-Indiscernibility 

relationship)’라 하고 IP로 표 한다. 한 체 속

성집합 Q 에서 부분집합  ⊆를 뽑고, 체 

개체집합 U 에서 부분집합 ⊆를 선택하

고, 집합 P에 한 하  근사와 상 근사를 각각 


와 로 표 하면 이들을 다음 식 (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Slowinski and Zopounidis, 1995).

{ , ( ) },  ( ) P P
x Y

PY x Y I x Y PY I x
∈

= ∈ ⊆ =U
 (2)

 다른 개념으로서 집합 Y의 집합 P에 한 

경계부분(P-Boundary of set Y)이라는 개념이 있

는데, 이는 상  근사집합에서 하  근사집합에 속

하지 못하는, 즉 확실성이 없는 부분을 의미하며, 

이를 로 나타내고 그 의미는 아래 식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즉, 하 근사집합 

는 P라는 속성집합에 의

해 확실성 있게 Y집합에 속할 수 있는 체 개체

집합 U의 모든 원소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고, 상

근사집합 는 P라는 속성집합에 의해 Y집합

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상  근사집합 와 하  근사집합 

의 차

이인 는 확실성을 가지고 Y집합에 속할 

수 없는 집합, 즉 Y집합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집

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체 개체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

에서 어떤 속성집합 P를 이용하여 ‘정확도(accu-

racy of approximation)’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고, 

이는 식 (4)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4)

 
  에해당하는개체의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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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확도는 상 근사집합에 속하는 개체의 개

수에 한 하 근사집합에 속하는 개체의 개수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쉽게 표 하면, 

집합 Y에 확실하게 소속될 수 있는 개체의 개수와 

집합 Y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개체 개수의 비율이

라고 할 수 있다.

한, 특정 정보테이블 에서 체 속성집합 Q

의 어떤 부분집합  ⊆와 체집합을 분할한 

집합 1 2{ , , , } nY Y Y= LY 를 가정한다. 이를 통해 속

성집합 P에 의해 정의되는 집합 Y 에 한 ‘근사

정도(quality of approximation)’라는 개념을 식 

(5)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 )
( )  

( )

n

i
i

P

Cardinality PY

Cardinality U
γ ==

∑
Y

 (5)

이는 정보테이블 내에서 속성집합 P가 의사결

정 속성 클래스를 얼마나 잘 구분하는가를 나타내

는 지표이다. 이 지표를 기 으로 유의한 속성군을 

선택할 수 있다. 어든 속성군  ⊆가 체속

성군 Q가 가질 수 있는 분류와 같은 정도의 근사

정도를 제공할 수 있다면 효율 인 분석을 해 속

성군의 수를 여 갈 수 있다. 여기서 같은 정도의 

근사정도를 보장하면서, 가장 은 속성의 수를 가

진 속성군  ⊆⊆을 ‘속성군 P의 Y–Reduct’, 

는 ‘reduct’라 하고, 이를 ‘ ( ) RED PY ’로 표 한다. 

일반 으로 하나의 정보테이블은 하나 이상의 

reduct를 가진다. 한, 하나의 정보테이블에 여러 

개의 reduct가 존재할 때, 모든 reduct의 교집합이 

되는 속성들의 집합을 ‘속성군 P의  Y - Core’, 는 

‘core’라 하고, 이를 ‘ ( )CORE PY ’라고 표 한다.

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가진 분석자

료에 여러 개의 속성이 있고, 이 에서 선택된 소

수의 속성만으로도 체 속성을 사용하여 분석한 

정도의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분석의 효율성

을 해 선택된 소수의 속성만을 이용하여 분석하

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선택된 소수의 속성군을 

reduct라 표 하고, 이런 reduct가 여러 개 있을 때, 

각 reduct에 속한 속성들  공통 인 속성들을 

core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차에 따라 러 집합분석을 용하면 

정보테이블에서 의사결정규칙을 생성시킬 수 있다. 

의사결정규칙을 생성해내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Grzymala-Busse, 1992; Skowron, 

1993). 

(a) 정보 테이블의 모든 개체를 포 할 수 있는 

가장 은 수의 규칙을 생성

(b) 정보 테이블을 한 모든 가능한 규칙을 생성

(c) 정보 테이블의 모든 개체를 모두 다 포 하

지 않고 다수의 개체만을 포 하지만 지지

도가 높은 규칙을 생성

상기의 방법들에 따라 여러 개의 의사결정규칙

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의사결정규칙을 무한히 

허용하게 되면 체개체 수만큼의 의사결정규칙

이 생성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일

반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생성

된 의사결정규칙들 에서 최종 으로 사용할 소

수의 의사결정규칙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선택

의 기 으로는 지지도(support 는 strength)와 

별력(level of discrimination)을 사용한다(Dimitras 

et al., 1999). 지지도는 체 개체 에서 특정한 규

칙을 지원하는 개체의 수를 의미하고, 별력은 특

정한 규칙에 의해 분류된 개체에 한 클래스 분

포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지지도는 특정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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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칙이 용될 수 있는 개체의 수를 의미하고, 

별력은 특정 의사결정규칙이 용된 사례에서

의 분류정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의사결정규칙은 다수개가 생성되며 

생성된 의사결정규칙을 새로운 개체에 용할 때에

는 특정 개체와 특정 규칙 간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상황

이 발생할 수 있다(Slowinski and Stefanowski, 1994).

(a) 새로운 개체가 하나의 규칙에 정확하게 일

치하는 경우

(b) 새로운 개체에 하나 이상의 규칙을 용할 

수 있는데, 그 규칙들의 결과 값이 모두 동

일한 경우

(c) 새로운 개체에 하나 이상의 규칙을 용할 

수 있는데, 그 규칙들의 결과 값이 상이한 

경우

(d) 새로운 개체에 용할 수 있는 규칙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에서 (a), (b)의 경우에는 하나 는 여러 개

의 의사결정규칙의 결과 값이 동일하므로 규칙을 

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따

라서 해당 규칙을 용하고 규칙의 결과 값을 산

출하면 된다. 그러나 (c)의 경우에는 용 가능한 

각 규칙의 결과 값이 상이하므로 용 가능한 규

칙 에서 개체에 용할 규칙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서 Dimitras et 

al.(1999)은 각 규칙의 지지도를 이용하여 용우

선순 를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d)의 경우

에는 특정 개체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규칙을 

용하거나, 는 특정 개체에 해서 규칙을 용

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특정 사례

와 유사한 다른 사례에 용되는 규칙을 용하

여 이용하거나 아  의사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d)의 경우에 있어서, 분석에 이용되는 모든 개

체에 해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분야의 문제, 

를 들면 기업신용평가와 같이 모든 기업에 해 

신용평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서 

새로운 개체에 합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개체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규칙을 용하

는 자의 방법을 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개체에 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의 

문제, 를 들면 주식시장분석에서의 매매시  결

정과 같이 모든 개체(거래일)에 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는 용할 규칙이 당

하지 않은 (d)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유보하는 

방법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주식거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등

의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특정 개체, 즉 특정 거

래일에 한 투자의사결정을 유보하는 방법을 이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 집합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가

지수 선물시장에서 매매시  포착을 한 거래규

칙을 찾아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첫째, 러 집합

분석은 의사결정규칙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reduct

와 core 등의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분석자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의 통제가 용이하고 측과정

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매매시  포착을 

한 수익성 있는 거래 규칙을 발생시켜  수 있

다(Ruggiero, 1997). 둘째, 러 집합분석은 지지도

와 별력의 개념을 이용하여 측이 불확실한 시

장의 패턴에 해서는 매매신호를 발생시키지 않

도록 통제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셋째, 러 집합

분석은 자료의 분포에 한 특별한 가정을 요구하

지 않기에 활용이 용이하다.

그런데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연속형 자료

에 러 집합을 용하는 경우에는 연속형 자료를 

규칙이 생성될 수 있는 이산형 자료로 변환시켜 



허진영․김경재․한인구

82  지능정보연구 제16권 제3호 2010년 9월

러프 집합 분석

원 데이타

변수 이산화변수 이산화

이산화 데이타

최종규칙
생성Reduct 생성

Reduct 선택

Reduct별로
규칙생성

규칙 선택

Momentum

MOMENTUM

N
o 

of
 o

bs

0
12
24
36
48
60
72
84
96

108
120
132
144
156
168
180

<= -12
(-12,-10]

(-10,-8]
(-8,-6]

(-6,-4]
(-4,-2]

(-2,0]
(0,2]

(2,4]
(4,6]

(6,8]
(8,10]

(10,12]
> 12

Momemtum-Discretized

Momemtum

N
o 

of
 o

bs

0
27

54
81

108
135

162
189

216
243

270
297

324

351
378

405

0 1 2 3

<그림 1> 러 집합분석 용 과정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인 러 집합 

분석에서는 알고리듬 자체에 이산화를 수행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

구에서도 이에 한 일반화된 방법이 제시되지 못

하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산화 방법이 분류성

과에 크게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에 재무자료

와 같이 연속형 자료가 부분인 연구분야에서는 

한 이산화 방법의 개발이 단히 요한 문제

이다. 따라서 러 집합분석에서 일반 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이산화 방법에 한 검토가 반드시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차에 따른 러 집합분석 용의 일반

인 차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 제시된 일반 인 

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의 매매시  결정을 한 

의사결정규칙 생성에 러 집합분석을 용하며, 여

러 가지 이산화 방법의 효과를 검토할 것이다.

2.2 러 집합분석의 경 학 응용연구

비교  최근에 경 학 분야에 용된 러 집합 

응용연구는 다음과 같다.

Slowinski and Zopounidis(1995)는 기업신용평

가에 러 집합분석을 이용하 고, Slowinski et 

al.(1997)은 기업인수 가능성 평가에 러 집합분석

을 응용하고 이의 성과를 다변량 별분석과 비교

하 다. 그리고 Dimitras et al.(1999)은 기업부실

측에 러 집합분석을 이용하고 그 결과를 로짓

모형과 비교하 다. 이외에 다른 인공지능기법과 

통합 으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 한 있

었는데 Hashemi et al.(1998)은 은행의 지배구조 

측문제에서 인공신경망의 처리 과정으로써 러

집합분석을 이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2차원 

감축(2-Dimensional reduction)’을 통해 최  샘

과 속성으로 정보 테이블을 구성한 후 인공신경망

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김창연 등(1999)과 Ahn 

et al.(2000)은 Hashemi et al.(1998)과 유사한 방법

론을 기업부실 측에 용하 으며, 박기남 등(2000) 

은 채권등 평가 문제에 있어서 별분석과 인공

신경망의 결과값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러 집합

을 이용하 다. Kim and Han(2001)은 러 집합분

석을 이용한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규칙 생성방법

을 제안하 으며, 정석훈, 서용무(2008)는 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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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분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연체자를 분류하는 

모형을 제안하 다. 이 연구에서는 러 집합분석

의 성능이 입렵 변수의 수와 변수 범주화 방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eh et 

al.(2010)은 기업의 부실을 측하기 한 도구로써 

SVM을 사용하 는데, 이의 입력변수 선정과정에 

러 집합분석을 활용하여 정보손실 없이 입력변수

를 최 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러 집합을 경 학 문제에 용한 기존 연구는 

술한 바와 같이 주로 신용평가 등 기업평가와 

련된 분야에 집 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평가 

분야는 모든 새로운 개체(개별 기업)에 하여 신

용평가결정을 내려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 러

집합분석을 용하면 분석 후 산출되는 의사결

정규칙이 과다하여 의사결정의 결과가 일반화되

기 어려운 단 이 있다. 따라서 러 집합의 경우에

는 모든 개체에 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분야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러

집합에서 발생되는 의사결정규칙 에서 지지도

와 별력 등의 기 을 이용하여 분류확실성이 높

은 규칙만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기남 등(2000)의 연구에서는 별분석

과 인공신경망의 결과값, 즉 이산화된 채권등  값

을 이용하 으므로 러 집합을 실행하는데 있어

서 별도의 이산화과정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의 경우에는 부분이 연속형으로 구성되

어 있는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므로 이

산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 다. 선행 연구들은 

부분 재무분야의 문가의 의견을 반 하여 이산

화의 기 을 정하고 이를 사용하여 연속형 자료를 

이산화하여 사용하 다. 문가의 의견을 이용하

는 방법은 문가의 지식을 분석과정에 반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기 설정과정이 주 이

기 때문에 어떤 문가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 이 있다. 한, 최근의 연

구에서는 문가의 지식 외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한 이산화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주 인 

방법 이외에 객 으로 이산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재무분야에 러 집합을 용할 때 

합한 이산화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3 변수 이산화방법론

변수 이산화 방법은 연속형 값을 갖는 자료를 이

산형 값을 갖는 자료로 변환해 주는 방법을 의미하

며 변수 변환의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하나

이다. 이산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을 고려한다.

(a) 각각의 변수의 값들이 독립 이라고 생각하

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 한 고려 없이 

이산화 시키는 방법(  : equal frequency 

scaling, 문가 지식을 이용하는 방법)

(b) 종속변수 값과의 계를 고려하여 독립변수

를 하나씩 이산화하는 방법(  : minimum 

entropy scaling)

(c) 이산화 과정에서 종속변수의 값을 고려하여 

모든 독립변수를 동시에 이산화 하는 방법(  : 

naïve and Boolean reasoning-based dis-

cretization)

(a)의 경우에는 두 가지 세부 방법이 있으므로 

크게 4가지의 방법들을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3.1 등분  이산화(equal frequency scaling)

이 방법은 변환이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연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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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각 독립변수 별 값의 크기순으로 정렬한 

후, 이산화 된 후의 각각의 범주에 속한 개체의 개

수가 거의 동일하도록 이산화를 해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종속변수 값에 한 고려가 없이 독립

변수들을 이산화 시키는 방법이다.

2.3.2 문가 지식에 의한 이산화

해당 분야의 문가들에 한 설문이나 인터뷰, 

문헌분석 등에 의해서 경계값을 얻는 방법이다. 이 

방법 역시 종속변수 값에 한 고려가 없이 독립

변수들을 이산화 시키는 방법이다.

2.3.3 최소 엔트로피 기  이산화

(minimum entropy scaling)

이 방법은 Dougherty et al.(1995)에 의해 제안

된 방법으로 이산화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범주의 

엔트로피(entropy) 값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재귀 분할(recursive partitioning)을 이용하는 방

법이다. 만일 표본집단 S가    의 집합으

로 나 어지고, 각각이    의 확률값을 가

진다면 집단 S의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2
1

( ) log
k

i i
i

Entropy S p p
=

= −∑

2.3.4 Naïve and Boolean reasoning 이산화

이는 Naïve scaling 후에 그로 인해 분할된 범주

값을 불리안 추론(Boolean reasoning) 방법으로 종

속변수 값에 해 최 화된 이산화 경계값을 구하

는 방법이다(Nguyen and Skowron, 1995). Naïve 

scaling에 의한 이산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독립변수 값을 각각 크기순으로 정렬한다. 독립변

수  한 변수에 하여 다시 정렬한 후 그에 하

여 종속변수 값을 고려하여 종속변수 값이 변하는 

부분의 두 개체의 독립변수 값을 평균한 것들을 

한 독립변수의 경계값으로 삼는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조건속성∈속성에대해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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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사결정속성값
이로 인해 얻어진 경계값을 그 로 수용한 후 

체 속성과의 연  하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경계값들의 집합을 구하기 해 불

리안 추론 방법을 이용한다. 불리안 POSITIVE 식은 

“ 



  ∈      ”

로 사용한다.

의 식을 만족하는 범 의 최소한의 경계값을 

필요로 하는 경계값 집합을 구한다. 이에 한 알

고리즘은 Nguyen and Skowron(1995)에 나와 있

다. 이 알고리즘은 2단계 이산화 방법론으로 1단계

에서는 단일속성(하나의 독립변수)과 의사결정속

성(종속변수)에서 구간경계 값을 구한 후, 2단계에

서 체 최 인 경계값 집합을 구하는 것이다.

3.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술한 바와 같이 주식시장 분석

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러 집합분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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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물지수에 한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장 분석에 러 집합분석을 

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최  변수 이산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술한 4

가지 변수 이산화 방법에 따라 각 방법의 성과들

을 비교해 볼 것이다.

러 집합분석을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실험조건에 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

험조건에 따라 실험의 성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었던 

여러 기 들을 기 으로 하여 본 연구의 실험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러 집합분석을 수행한 후 얻어

진 Reduct들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규칙을 생성하

고 이 에서 지지도가 높은 규칙들을 우선 인 

규칙집단으로 생성한다. 러 집합분석에서 규칙 

내의 변수 선택 방법은 경제성에 기반한다. 즉, 

체 설명변수를 용하 을 때 근사의 확실도가 거

의 동일한 변수군 집합을 구한다. 설명변수가 많아

질수록 규칙의 수가 많아지고 그에 비례하여 그 

규칙이 용될 수 있는 사례가 어져서 각 규칙

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일반화되기 어렵다. 따

라서 설명변수의 수를 이는 것이 결과의 일반화

와 간결성을 해서 요하다.

러 집합분석을 통하여 일단의 Reduct를 구한 

후 그  지지도가 가장 큰 것을 실험 상 속성집

합으로 삼는다. 이는 주식시장 자료와 같이 잡음이 

심한 자료의 경우에는 체자료를 완 하게 설명

할 수 있는 결정 인 규칙과 Reduct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educt 

approximation이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완

한 동질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집합을 찾는 것이 아니

라 동질  계를 거의 보장해  수 있는 Reduct

를 구하는 방법이다. 다음 단계로는 얻어진 Reduct

들로부터 의사결정규칙을 생성해 낸다. 규칙을 생

성하는 기 은 지지도가 20이 넘는 것과 규칙의 

별력이 50%를 넘는 것으로 한다. 지지도의 기 으

로 20이란 값을 이용한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될 

검증용 자료의 빈도수인 200여 개의 10% 수 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한 하나의 규칙이 최소한 체 

검증용 자료의 10% 이상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검증용 자료의 10% 수 을 설

명할 수 있는 규칙들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한, 

별력의 값을 50%로 한 것은 최소한 50% 이상의 

별 확실성을 가져야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악

하는데 유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 은 러 집

합 자체에서는 자동으로 설정해 주지 못하기에 설

계자의 주 인 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4. 거래 모의 실험

4.1 연구자료

주식시장에서 매매시  결정은 과수익을 얻

기 해 사용되는 투자 략의 하나이다. 통 으

로 과수익은 주식시장에서의 주요한 환시

을 기 하는 자산 구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

이다(Waksman et al., 1997). 본 연구에서의 매매

시  포착이란 거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과수익

을 얻기 해 매수 는 매도의 시 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측기법이 매매시  

포착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하기 해서

는 통상 사용되던 통계  검증방법과는 다른 방법

이 요구되는데 Merton(1981)은 측기법이 매매

시  포착의 능력을 갖기 한 이론  근거를 제

시하 고, Henriksson and Merton(1981)은 이 이

론에 한 검증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통계 인 검증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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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기호(변수명) 최 값 최소값 평 균 표  편차

A1(Stochastic %K) 151.02 0.00 43.69 33.77

A2(Stochastic %D) 118.57 0.00 43.65 28.70

A3(RSI) 100.00 0.00 43.58 29.21

A4(Momemtum) 10.90 -11.35 -0.44 3.24

A5(ROC) 129.14 81.51 99.55 5.86

A6(A/D Oscillator) 1.71 -0.10 0.48 0.32

A7(CCI) 229.14 -212.14 -12.89 81.59

A8(Price oscillator) 8.14 -9.00 -0.39 9.72

A9(Disparity 5days) 114.72 87.25 99.72 3.16

<표 2> 기본 변수 군과 기술통계량

후보유 략(buy and hold strategy)에 의한 기간

수익률과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기간수익률을 비

교함으로써 용이하게 시스템의 매매시  포착능

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자료

를 이용하여 러 집합이론의 용 가능성을 검증

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해 사용된 데이터는 한

국 주가지수선물(KOSPI 200 stock index futures) 

가격 자료이다. 이 시장은 1996년 5월 3일에 개장

하 는데, 사용된 자료의 기간은 1996년 5월 14일

부터 1998년 10월 14일까지의 660거래일의 일별 

자료이다. 그  1998년 자료는 시스템의 일반화 

능력 검증을 해 사용한다. 실험을 한 자료의 

구성내용은 <표 1>과 같다.

학습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

기간
1996년 5월～

1997년 11월(428일)
1998년 1월～

1998년 10월(282일)

<표 1> 실험 자료 구성

선물가격자료는 일반 으로 동일시 에서 4개

의 만기일 별로 4개의 가격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

떤 가격자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자료의 구성

이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월물자료 

연속사용법(장재건 등, 1996)을 이용하여 선물가

격자료를 수집하 다. 이 방법은 가장 최근에 도래

하는 만기일에 해당하는 선물가격자료를 이용하

는 방법으로 일반 으로 선물시장분석에 많이 이

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 매일의 매매

시  여부이므로 단기 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술한 선물가격자료를 

이용하여 단기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기술  

지표를 생성시켰다. 러 집합에 한 이론연구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러 집합을 이용하면 유의한 변

수군을 러 집합이 선정해 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9개의 기술  지

표를 기본 변수군으로 사용하 다. 각 기술  지표

의 명칭과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러 집합분석은 <표 2>에서 제시된 기술  지표 

에서 분석에 유용한 변수군을 다시 선정하는 과

정을 거치게 된다. 술한 바와 같이 러 집합분석

은 변수 이산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분석을 수행

하게 되므로 먼  변수 이산화 과정을 언 하여야 

하나, 이는 본 연구에서 가장 심을 갖고 연구할 내

용이기에 다음 에서 상술하도록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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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러 집합분석과 이산화 방법

술한 바와 같이 러 집합분석을 해서는 실

험에 사용할 기술 인 지표들을 이산화하여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의 

기존 이산화 방법을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이산화

를 해 사용한 4가지 방법으로는 비지도  방법

(unsupervised method)인 등분  이산화 방법과 

문가 지식 기반 이산화 방법이 있으며, 지도  방

법(supervised method)인 최소 엔트로피 기  이산

화 방법과 Naïve and Boolean reasoning 이산화 방

법으로 나  수 있다. 이  문가 지식에 의한 방

법이 기존의 러 집합분석에서 주로 이용하던 방

법이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이산화 방법을 본 연구

의 실험데이터에 용하여 러 집합분석을 수행

했을 때의 성과를 정리한다.

4.2.1 등분  이산화 방법을 이용한 분석결과

등분  이산화 방법에서는 각각의 기술 인 지

표들을 3개의 동일한 원소수의 집합으로 만든다. 

집단을 3분 수를 기 으로 나 어 한 변수 당 3개

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변수를 변환한다. 그 결과 

나타난 각 변수의 범주값의 범 는 <표 3>과 같다.

변 수
범주

1 2 3

A1(Stochastic %K) ～18.0526 ～58.4524 58.4524～

A2(Stochastic %D) ～20.2209 ～57.1205 57.1205～

A3(RSI) ～22.7553 ～56.5942 56.5942～

A4(Momemtum) ～-2.0250 ～0.5750 0.5750～

A5(ROC) ～97.5328 ～100.7610 100.7610～

A6(A/D Oscillator) ～0.2450 ～0.6508 0.6508～

A7(CCI) ～-60.6931 ～12.5319 12.5319～

A8(OSCP) ～-1.1254 ～0.1920 0.1920～

A9(Disparity 5days) ～98.8529 ～100.2320 100.2320～

<표 3> 등분  이산화 결과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이산형 자료를 가지고 418

개의 Reduct를 구하 고, 이  최  지지도를 가

지는 Reduct 규칙 군의 규칙들은 <표 4>와 같다.

규 칙
조건 의사결정

A5 A6 A8 측 Strength

#1 1 1 1 UP 45

#2 3 3 3 UP 43

#3 3 2 3 UP 36

#4 1 2 1 DOWN 25

#5 2 2 2 DOWN 24

#6 2 1 2 DOWN 23

#7 1 1 2 DOWN 22

<표 4> 등분  이산화에 의해 도출된 거래 규칙

한편, 러 집합분석에 의해 생성된 규칙을 평가

하기 해서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에 이용하기 

한 거래 략에 용하여야 한다. 러 집합분석을 

통해 생성되는 의사결정규칙은 “강세장”과 “약세

장”의 두 가지 신호를 출력하거나 패턴이 불확실

한 개체(거래일)에 해서는 아무런 신호를 출력

하지 않지만, 투자자는 이미 매수하고 있거나 매수

하지 않은 상태인 두 가지의 상황이 존재할 수 있

으므로 각각의 상황과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신호

를 실제 거래에 이용하기 해서는 합리 인 거래 

략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거래

략은 <그림 2>와 같다. 

IF 당일의 시스템 생성신호 = “강세장”(익일기 )
And if 일의 의사결정 = “매수”;

Then “매도”;
Else “매수”;

IF 당일의 시스템 생성신호 = “ ”( 응하는 규칙이 존재하
지 않는 경우)

Or if 당일의 시스템 생성신호 = “약세장”(익일기 )
And if 일의 의사결정 = “매수”
Then “매도”;

Else 투자 보류

<그림 2> 거래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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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규칙 #1의 경우, 변수 A5, A6, A8

이 각각 “1”의 값을 가질 때 용되는 규칙이며, 

그 결과값은 생성신호로 나타나는데 익일 기 으

로 “강세장(UP)”임을 나타내고, 이 규칙을 용 

받는 학습용 자료의 개수가 45개임을 나타낸다. 

<표 4>에 제시된 규칙들을 <그림 3>의 거래 략

에 용하여 학습용 자료와 검증용 자료에 용한 

결과와 “매수 후 보유 (Buy and hold)” 략에 의

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Reduct
학습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

잔액 수익률 샤 지수 잔액 수익률 샤 지수

{A5, A6, 
A8}

12,035 20.35% 0.0556 11,725 17.25% 0.0462

Buy and 
Hold

4,373 -56.27% -0.0975 9,663 -3.37% 0.0164

<표 5> 등분  이산화에 의한 거래 결과

4.2.2 문가 지식 기반의 이산화 방법의 

분석결과

문가 지식에 의한 이산화 방법은 술한 바와 

같이 해당 분야 문가의 지식을 활용하여 이산화

의 기 으로 삼는 것이다. 주식시장 문가의 지식

을 얻는 방법은 주식거래를 직  하는 투자 문가

의 의견을 이용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 분석에 련

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술  지표들은 경험  연구의 

결과로 이미 선행연구에 문가의 해석기 이 충분

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이용하여 문가의 지식을 얻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Murphy(1986), Achelis 

(1995), Gifford(1995), 장재건 등(1996), Edwards 

and Magee(1997) 등을 활용하여 이산화의 경계값

을 생성하 다. 이 방법에 의해 얻어진 경계값의 

범 는 <표 6>에 정리된 것과 같다.

변 수
범주

1 2 3

A1(Stochastic %K) ～25 ～75 75～

A2(Stochastic %D) ～25 ～75 75～

A3(RSI) ～30 ～70 70～

A4(Momemtum) ～0 0～

A5(ROC) ～100 100～

A6(A/D Oscillator) ～0.5 0.5～

A7(CCI) ～0 0～

A8(OSCP) ～0 0～

A9(Disparity 5days) ～100 100～

<표 6> 문가 지식에 의한 이산화 결과

이 과정을 통해 이산화 된 자료를 이용하여 280

개의 Reduct를 구하 고, 이  지지도가 20이상

인 것들  별력이 50% 이상인 규칙을 가진 규

칙 군만을 선별하여 규칙을 생성한다. 이에 따라 

생성된 의사 결정 규칙은 <표 7>과 같다.

 규 칙
조건 의사 결정

A1 A3 A6 A8 측 Strength

#1 2 2 2 1 Up 29

#2 2 2 1 1 Down 21

#3 3 3 2 2 Up 47

#4 2 2 1 2 Down 21

#5 1 1 2 1 Down 21

#6 2 1 2 1 Down 33

#7 1 1 1 1 Down 104

<표 7> 문가 지식 기반 이산화에 의한 거래 규칙

한편, 생성된 규칙에 의한 투자성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성과가 

좋은 규칙 군은{A1, A3, A6, A8}으로 “Buy and 

Hold(매수 후 보유)” 략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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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범주

1 2 3 4 5 6 7

A1(Stochastic %K) ～2.5645 ～22.6111 ～58.6336 ～69.0933 ～91.9373 ～96.7342 96.7342～

A2(Stochastic %D) ～8.5176 ～19.1029 ～33.3168 ～49.4679 ～85.9901 85.9901～

A3(RSI) ～7.1180 7.1180～

A4(Momemtum) ～-2.9250 ～-0.9750 ～0.0000 ～2.6500 2.6500～

A5(ROC) ～95.3582 ～96.4081 96.4081～

A6(A/D Oscillator) ～0.1699 ～0.4298 ～0.7244 ～0.9075 0.9075～

A7(CCI) ～-52.6728 ～-26.2145 ～50.1580 ～93.5171 93.5171～

A8(OSCP) ～-1.4078 ～-0.5346 ～0.1229 ～0.6543 0.6543～

A9(Disparity 5days) ～102.0040 102.0040～ 　

<표 10> Naïve and Boolean Reasoning에 의한 이산화 결과

Reduct
학습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

잔액 수익률 샤 지수 잔액 수익률 샤 지수

{A1, A3, 
A6, A8}

10,830 8.30% 0.0310 13,727 37.27% 0.0868 

Buy and 
Hold

4,373 -56.27% -0.0975 9,663 -3.37% 0.0164 

<표 8> 문가 지식 기반 이산화에 의한 거래 결과

4.2.3 최소 엔트로피 기  이산화 방법의 

분석결과

이 방법에 의해서는 본 연구의 자료에 한 이

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주식시장 자

료 자체가 잡음이 무 심하여 최소 엔트로피에 의

한 경계값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분석의 결과와 그 성과는 <표 9>와 같다.

Reduct
학습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

잔액 수익률 샤 지수 잔액 수익률 샤 지수

{A3} 9,833 -1.67% -0.0093 9,857 -1.43% -0.0658

Buy and 
Hold

4,373 -56.27% -0.0975 9,663 -3.37% 0.0164 

<표 9> 최소 엔트로피 기  이산화에 의한 거래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A3}만이 유의한 

것으로 생성되었으며, 이를 통한 거래로는 양의 수

익을 얻을 수 없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최소 엔

트로피 기 의 이산화 방법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이는 잡음이 심한 주식시장 데이터의 특

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2.4 Naïve and Boolean reasoning 

이산화 방법의 분석결과

이 방법은 두 단계의 이산화 과정을 거친다. 즉, 

기 이산화 후 이를 다시 체 으로 최 화(경

계  집합의 수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방법에 의한 경계값의 범 는 <표 10>과 같다.

<표 10>의 기 에 의한 이산화 후, 러 집합분

석에 의해 얻어진 규칙들은 <표 11>과 같다.

규칙
조건 의사결정

A4 A6 A9 측 Strength

#1 2 1 1 DOWN 37

#2 1 2 1 DOWN 22

#3 1 1 1 DOWN 35

#4 2 3 1 UP 32

#5 2 2 1 DOWN 34

#6 4 3 1 UP 23

#7 4 2 1 UP 31

<표 11> Naïve and Boolean Reasoning 이산화에
의한 거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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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 방법
학습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

잔액 수익률 샤  지수 잔액 수익률 샤  지수

문가지식 10,830 8.30% 0.0310 13,727 37.27% 0.0868 

등분  분할 12,035 20.35% 0.0556 11,725 17.25% 0.0462 

최소 엔트로피 기 9,833 -1.67% -0.0093 9,857 -1.43% -0.0658

Naïve and Boolean Reasoning 13,615 36.15% 0.0956 9,483 -5.17% -0.0084

Buy and Hold 4,373 -56.27% -0.0975 9,663 -3.37% 0.0164 

<표 13> 이산화 방법에 따른 성과 비교

한편, <표 11>에 나타난 규칙 군을 이용한 모의 

거래 결과는 <표 12>와 같다.

Reduct
학습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

잔액 수익률 샤 지수 잔액 수익률 샤 지수

{A4, A6, 
A9}

13,615 36.15% 0.0956 9,483 -5.17% -0.0084

Buy and 
Hold

4,373 -56.27% -0.0975 9,663 -3.37% 0.0164 

<표 12> Naïve and Boolean Reasoning 이산화에 
의한 거래 결과

<표 12>의 결과를 보면, 이 방법의 경우에는 학

습용 자료에서는 이익이 발생하 으나, 검증용 자

료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실험결과의 종합분석

5.1 러 집합분석의 효과와 변수 이산화 

방법 간의 종합비교

실험 결과, 일반 인 러 집합분석에 의해 생성

한 규칙에 의한 거래가 ‘Buy and Hold’ 략보다

는 우월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이산화 방법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 을 보 다. 학습용 자

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규칙 군을 각

각의 이산화 방법들에서 하나씩 선택하여 그들을 

비교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한 각 이산화 방법의 학습용 자료와 검증용 자

료에서의 성과 추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표 13>과 <그림 3>을 통해서 검증용 자료에

서는 문가 지식에 의한 변수 이산화 방법의 성

과가 가장 좋음을 알 수 있다. Naïve and Boolean 

Reasoning에 의한 이산화 방법의 경우에는 학습

용 자료에서는 성과가 좋으나, 검증용 자료에서는 

성과가 좋지 않아서 일반화된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하 다. 최소 엔트로피 기  이산화 방법의 경우

에는 생성된 결과로 보아 잡음이 심한 주식시장 

자료에서는 이산화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지 못

한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학습용과 검증용 자료에

서의 성과의 유사성을 기 으로 안정성을 단할 

때, 안정성을 가진 이산화 방법으로 생각되는 것은 

등분  분할 이산화 방법과 문가 지식에 의한 

이산화 방법으로 단된다.

따라서, 학습용 자료와 검증용 자료에서의 성과

와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생각해 볼 때, 기존의 러

집합분석에서 이산화 방법으로 주로 쓰이던 

문가 지식에 의한 분할의 방법이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방법을 해서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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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산화 방법들의 성과비교

가의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문가의 지식을 추출

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이에 한 차선의 방법으로는 안정

이고 성과가 좋은 등분  분할 이산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한 처리과정의 논리 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에서 문제가 있다. 

5.2 러 집합분석과 다른 규칙 생성 방법과의 

비교

추가 인 검증단계로 기존 규칙 생성 방법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의사결정나무분석

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본 분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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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

잔액 수익률 샤 지수 잔액 수익률 샤 지수

문가 지식 분할 후 러  집합 분석 10,830 8.30% 0.0310 13,727 37.27% 0.0868 

문가 지식 분할 후 C 4.5분석 9430 -5.70% -0.0274 13074 30.74% 0.1193

Buy and Hold 4,373 -56.27% -0.0975 9,663 -3.37% 0.0164 

<표 14> 러 집합분석과 의사결정나무분석(C4.5)을 이용한 거래결과 비교

는 러 집합분석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문

가 지식을 이용한 이산화 방법의 범주 범 를 의

사결정나무분석의 하나인 C4.5(Quinlan, 1993)에 

용하여 규칙을 생성하 다. 러 집합분석에 의

해 도출된 규칙에 의한 거래와 의사결정나무분석

에 의해 도출된 규칙을 이용한 거래를 모의 실험

해 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를 통해 검증용 자료에서 러 집합분석

의 성과가 C4.5의 성과보다 좀 더 우수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

이 기존의 규칙 생성 방법에 비해서도 성과가 나

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의 

매매시 을 결정하기 해 러 집합분석을 이용

하 고, 러 집합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 이산화 

방법들의 투자성과차이를 확인하 다. 러 집합분

석의 성과는 체로 “매수 후 보유” 략의 성과보

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러 집합분석

이 자료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과 불확실한 패

턴을 제거하고, 확실한 패턴에 해 과거 자료에 

기반한 결과를 제시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

다. 이는 러 집합분석이 지지도와 별력 등의 자

체 통제기능을 이용하여 유의한 패턴을 찾아 주기

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C4.5의 성과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러 집합분석의 주식시장 분석 가능

성 확인 이외에, 러 집합분석에서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하는 연속형 자료의 이산화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산화 방법들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일반 으로 이용되는 4가

지 이산화 방법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문가 

지식을 이용한 이산화 방법의 성과가 가장 우수하

고 성과의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방법들은 문가 지식을 이용한 이산화 방법보다 

일반화의 정도도 낮고, 성과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주식

시장의 매매시 을 한 러 집합분석에서는 

문가 지식을 활용한 이산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문가 지식이 존

재하지 않거나 쉽게 추출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등분  분할 이산화 방법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 방법은 성과 면에서 문가 지식

을 이용한 방법보다 좋지 못하 으나 일반화의 가

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 지

만 많은 한계 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

나, 러 집합분석은 모든 거래일에 해 매매신호

를 생성하지 않고 확실한 패턴을 가진 거래일에만 

매매신호를 생성해 주므로 다른 방법에 비해 거래

비용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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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자료의 수가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는 러 집합분석이 실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분석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석

도 복잡해지는 실 인 한계에 기인한 것이나 향

후 연구에서는 보다 충분한 실험자료의 확보를 통

해 더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투자성과를 계산하기 한 거래 략이 

주 이다. 연구과정의 단순화를 하여 거래

략을 구성하 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거래 략 이외에도 다양한 략에 의한 

결과가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연구

데이터에 한 실험을 통한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

하지 못하 다. 본 연구의 주제가 주식시장의 매매

시 을 결정하기 한 분석이므로, 주식시장의 데

이터를 활용하 으나, 보다 다양한 재무 시계열 데

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면 연구 결과의 일반

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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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ugh Set Analysis for Stock Market Timing

Jin-nyung Huh․Kyoung-jae Kim․Ingoo Han

Market timing is an investment strategy which is used for obtaining excessive return from 
financial market. In general, detection ofmarket timing means determining when to buy and sell to 
get excess return from trading. In many market timing systems, trading rules have been used as an 
engine to generate signals for trade. On the other hand, some researchers proposed the rough set 
analysis as a proper tool for market timing because it does not generate a signal for trade when the 
pattern of the market is uncertain by using the control function. The data for the rough set analysis 
should be discretized of numeric value because the rough set only accepts categorical data for 
analysis. Discretization searches for proper “cuts” for numeric data that determine intervals. All values 
that lie within each interval are transformed into same value. In general, there are four methods for 
data discretization in rough set analysis including equal frequency scaling, expert’s knowledge-based 
discretization, minimum entropy scaling, and naïve and Boolean reasoning-based discretization. Equal 
frequency scaling fixes a number of intervals and examines the histogram of each variable, then 
determines cuts so that approximately the same number of samples fall into each of the intervals. 
Expert’s knowledge-based discretization determines cuts according to knowledgeof domain experts 
through literature review or interview with experts. Minimum entropy scaling implements the algor-
ithm based on recursively partitioning the value set of each variable so that a local measure of entropy 
is optimized. Naïve and Booleanreasoning-based discretization searches categorical values by using 
Naïve scaling the data, then finds the optimized dicretization thresholds through Boolean reasoning. 
Although the rough set analysis is promising for market timing, there is littleresearch on the impact 
of the various data discretization methods on performance from trading using the rough set analysis. 
In this study, we compare stock market timing models using rough set analysis with various data 
discretization methods. The research data used in this study are the KOSPI 200 from May 1996 to 
October 1998. KOSPI 200 is the underlying index of the KOSPI 200 futures which is the first 
derivative instrument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e KOSPI 200 is a market value weighted index 
which consists of 200 stocks selected by criteria on liquidity and their status in corresponding industry 
includ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communication, electricity and gas, distribution and services, 
and financing. The total number of samples is 660 trading days. In addition, this study uses pop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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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indica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most profitable 
method for the training sample is the naïve and Boolean reasoning but the expert’s knowledge-based 
discretization is the most profitable method for the validation sample. In addition, the expert’s 
knowledge-based discretization produced robust performance for both of training and validation sample. 
We also compared rough set analysis and decision tree. This study experimented C4.5 for the 
comparison purpose. The results show that rough set analysis with expert’s knowledge-based 
discretization produced more profitable rules than C4.5.

Key Words : Rough Set, Market Timing, Discretization, Expert’s Knowledge,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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