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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암호화폐거래소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딥러닝 모형
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고, 투자전략을 통해 비트코인의 수익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비선형성
과 장기기억 특성을 보이는 비트코인 가격 예측모형으로는 LSTM을 활용하며, 예측 가격을 입력변수로 하는 이동평균
선 교차전략의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LSTM 예측 가격을 이용한 비트코인 이동평균선 교차
전략의 투자 성과는 단순 시장가격을 이용한 이동평균선 교차전략과 벤치마크전략 Buy & Hold 보다 각각 5.5%와
46% 이상의 수익률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다. 최근 데이터까지 확장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
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의 비효율성(inefficiency)을 지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딥러닝 모형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실전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딥러닝 모형들의 성과 비교를 통해 최적의 예측모
형을 개발하고 비트코인 투자전략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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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tcoin prices have been soaring recently as investors flock to cryptocurrency ex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Bitcoin price using a deep learning model and analyze whether 
Bitcoin is profitable through investment strategy. LSTM is utilized as Bitcoin prediction model with 
nonlinearity and long-term memory and the profitability of MA cross-over strategy with predicted 
prices as input variables is analyzed. Investment performance of Bitcoin strategy using LSTM forecast 
prices from 2013 to 2021 showed return improvement of 5.5% and 46% more than market price MA 
cross-over strategy and benchmark Buy & Hold strategy,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expanded to recent data, supported the inefficiency of the cryptocurrency market, as did previous 
studies, and showed the feasibility of using the deep learning model for Bitcoin investors.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develop optimal prediction models and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Bitcoin 
investment strategies through performance comparison of various deep learning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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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테슬라가 샀다. 최근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1조 7000
억원을 투자하여 대규모로 비트코인(Bitcoin)을 샀다는 
발표가 나오자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 가격인 6,000
만원을 돌파하였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
여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발된 디지털화폐
(digital currency)이다[1]. 

화폐 자산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
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주식과 비슷한 방법
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2].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선
물(Bitcoin futures)이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하였으
며, 2020년 11월 온라인 결제기업 페이팔(PayPal)이 암
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화폐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암호화폐거래소에
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빗썸거래소
(bithumb)를 비롯한 여러 거래소가 암호화폐 투자자들
을 끌어들이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백 종류의 암
호화폐는 하루 거래금액이 6조원대를 돌파하면서 주식시
장과 맞먹는 크기로 성장하고 있다. 가격이 급등하자 많
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뛰어들고 있으며, 가격
의 급등락으로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도 
나타나면서 사회 문제화되기도 하였다.

암호화폐거래소의 구조는 증권거래소와 비슷하며, 비
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들은 주가보다 더 변동성
이 크고 방향성이 강한 추세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 전략적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방향
성과 변동성 측면에서 전통적인 주식이나 선물상품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가 예측 방법으로는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가의 비선형성, 장기 추세, 순
환 변동이나 무작위 교란 같은 불안정 요인들로 인해 전
통적인 접근 방법들은 예측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점
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계적 접근 방법을 대체하
는 다양한 인공지능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3]. 최근에는 
유닛 사이의 연결이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가와 
같은 시계열 자료 분석에 적합한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딥러닝 모형들이 연구되고 있다. 특
히, 장기기억 처리가 가능한 LSTM(Long Short-Term 
Memory)은 주가나 비트코인 가격처럼 장기기억 특성을 
보이는 시계열자료에서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고 있
다[4-8].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주가 예측모형을 활용
한 암호화폐 가격 예측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전통적 통계모형인 ARIMA, VAR, ECM 모형 등을 
활용한 암호화폐 가격 예측 연구가 대표적이다[9-11]. 
최근에는 불확실성이 큰 주가 예측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다양한 기계학습모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주요 모형에는 SVM, LightGBM, ANN, RNN, LSTM, 
SDAE 등이 포함되며[12-15], 감성분석을 이용한 암호
화폐 가격 예측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6-18].

본 연구의 목적은 LSTM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의 가격
을 예측하고, 예측된 가격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의 투자
전략을 제안하며, 실제 비트코인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통해 제안된 투자전략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주식과는 달리 내
재가치(intrinsic value)의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마치 주식 투자하듯 투기
적 거래에 뛰어들고 있다. 내재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상
황에서는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보다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과 같은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 접근법이 유효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
다. 투자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나 
가격 움직임은 2017년 이후의 구간에서 나타난다[19]. 
본 연구는 최근 데이터까지 확장하여 분석함으로써 
2017년이나 2018년까지의 제한된 데이터에 기반한 기
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역시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하고 있는 빗썸거
래소의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라는 점에서 미국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점
을 보인다. 여러 나라의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동시에 거
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소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rage)가 활발하기 때문에[19,20], 국내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한 연구가 과연 해외 거래소의 가
격을 분석한 연구와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
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 예측뿐
만 아니라 예측된 가격을 투자에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
(economic value)를 얻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연구의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3장에서
는 데이터와 실험 설계를 소개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
과를 분석하며,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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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암호화폐 시장 
Satoshi Nakamoto는 2009년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

코인을 개발하였다[1]. 비트코인은 디지털화폐로서 제안
되었으며 뒤를 이어 이더리움 등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
폐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이나 일본 정부처
럼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
고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투자의 수
단으로 인식하고 비트코인 자체의 거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선물거래소는 비트코인선물을 상장시
켜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더욱 확장하였다. 국내에
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가 여러 거래소를 
통해 주식시장과 같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국내 가
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수도 200
개가 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900조 원을 넘
어서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00조 원보다도 크다.

디지털화폐 성격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에 대
한 연구는 최근 투자 대상 자산으로서의 가격 예측과 투
자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격 예측모형으로는 전통적
인 통계적 모형이나 기계학습 모형 등이 활용되고 있다.

거시경제 변수인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이용한 회
귀모형을 이용한 연구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불확실성 지
수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21]. 2020년까지
의 최근 자료를 포함한 회귀분석 연구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밝히고 주가의 random walk 가설을 기각하고 
있다[22]. 

비트코인 가격의 비선형성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통
계적 방법보다는 기계학습과 같은 인공지능 모형들을 이
용한 가격 예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분류모형
인 SVM(Support Vector Machines)을 이용하여 비트
코인 가격을 예측하고 5일 후의 가격 예측력이 우수함을 
보여주었다[12]. 개별 암호화폐가 아닌 암호화폐 시장 전
체의 가격 하락 추세를 예측할 목적으로 분류모형인 
LightGBM 모형을 적용하여 2018년 자료에서 검증한 
결과 SVM이나 RF(Random Forest)보다 우수한 추세 
예측력을 보여주었다[15]. 비트코인 가격 예측에서 
Logistic Regression이나 Linear Discriminant 
Analysis와 같은 통계모형의 예측력이 RF, XGBoost, 
SVM, LSTM과 같은 복잡한 기계학습모형보다 더 우수
하다고 주장하였다[23]. 2018년까지의 비트코인 5분봉
을 이용하여 다양한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Bayesian regularization 
neural network의 RMSE가 가장 낮음을 보여주었다
[24]. 통계모형과 RNN 모형의 가격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 2016년까지의 비트코인 가격에서 통계모형인 
ARIMA 모형의 예측 성과가 현저히 낮은 반면 LSTM 모
형의 예측 성과가 우수함을 보여주었다[25]. 비트코인 대
신 Dash, Litecoin, Monero를 이용한 암호화폐 가격 
예측에서 ANN 모형이 SVM 보다 예측력이 우수함을 보
여주었다[26].

감성분석을 이용한 가격 예측 연구도 활발하다. Bitcointalk 
사이트에서 20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 관련 포스트 자료
를 수집하고 여기에서 추출한 감성 변수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성은 거의 나타나
지 않지만 변동성이나 거래량과는 상관성이 높음을 밝혔
다[18]. Google Trends 에서 키워드 ‘Bitcoin‘을 투자
자 관심 정보로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다음 날 비트코인
의 투자자 관심(attention)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투자
자 관심(attention)의 가격 예측력은 유의적이지 않음을 
밝혔다[27]. Twitter의 감성분석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락과 긍정적-부정적 감성 사이에는 81.39%의 유
의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17]. 

가격 예측과 더불어 투자 전략으로 확장하여 분석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Momentum, filter rule, 이동평균
선, RSI, 지지-저항선 등 5가지 기술적 지표를 결합하여 
투자 전략을 실증분석한 결과 2018년까지의 비트코인 
투자에서 개별 기술적 지표전략보다 지표들을 결합한 복
합전략의 수익성이 우수함을 보여주었다[28]. ANN과 기
술적 지표인 이동평균선, RSI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가격
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고, 상승으로 예측시 매수포지
션, 하락으로 예측시 매도포지션 투자 전략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분봉 자료에서 비교모형인 
Buy & Hold 전략보다 수익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29].

비트코인의 차익거래 연구도 활발하다. 주식시장과 달
리 암호화폐는 하나의 거래소가 아닌 국내외의 여러 암
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따
라 비트코인의 거래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VAR 
모형을 이용하여 4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
인의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가격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국면
에서 가격 괴리율이 더 증가함을 보여주었다[20]. 전 세
계 19개국 34개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Bitcoin, 
Ethereum, Ripple 등 4종류의 암호화폐에 대하여 거래
소 간 가격 차이를 분석하고 차익거래 가능성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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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거래비용을 고려하여도 유의적인 차익거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밝히고, 암호화폐거래소의 시장 분리
(market segmentation) 문제를 지적하였다[19].

미국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가
격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많은 편이지만 국내에서 거래
되고 있는 비트코인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의 빗썸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
는 비트코인 자료를 2021년까지 확장하여 분석하고 있
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의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확장된 데이터에서도 기존의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2 LSTM 
딥러닝은 인간의 뇌 신경세포 구조를 모방하여 구현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에 기초하는 기
계학습 방법의 한 종류이다. 여기에는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s),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s) 모형 등이 포함된
다.

사람의 신경망 원리와 구조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인공
신경망 모형의 과최적화에 따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심
층신경망은 입력층(input layer)과 출력층(output 
layer)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닉층(hidden layer)을 포함
하는 인공신경망 모형으로 발전하였다. 다층퍼셉트론은 
심층신경망 모형의 하나로서 정방향 인공신경망 모형
(feed-forward deep neural network)이다. 대만 주식
시장에서 다층퍼셉트론 회귀식을 이용하여 주가지수를 
예측하고 예측 성과가 비교 모형들보다 우수함을 보여주
었다[30]. 주가의 캔들차트와 기술적 지표를 입력변수로 
하는 심층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인도 주식시장에서 주
가의 상승과 하락의 분류 학습 결과 인공신경망 모형보
다 분류 예측력이 8% 이상 높음을 보여주었다[31]. 심층
신경망 모형을 응용한 알고리즘으로 합성곱신경망과 순
환신경망 모형들이 등장하였다. 합성곱신경망은 다층의 
feed-forward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로서, 데이터의 특
징을 추출하여 특징들의 패턴을 파악하는 구조로 이루어
져 있으며, convolution과 pooling 층을 통해 학습이 
진행된다. 주로 시각적 영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며 시
계열 자료의 분석은 기술적 지표 등의 이미지 변환 과정
을 통해 분석하게 된다. 15개의 기술적 지표 시계열 자료
를 2차원 이미지로 변환한 후 미국 다우존스 주가지수 
구성 30 종목의 추세 예측을 통해 투자 전략을 분석한 

결과, 단순 Buy & Hold 전략보다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
다[32].

RNN은 데이터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반
적인 신경망 모형과 달리 sequence 개념을 도입하여 내
부적으로 입력변수를 기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거 학
습 결과를 현재 학습에 사용할 수 있어서 음성이나 주가
와 같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시계열 자료의 처리에 적
합한 딥러닝 모형이다. 그러나 데이터의 시차가 길어질
수록 과거의 자료가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학습되지 못
하는 기울기 소실(vanishing gradient) 문제가 발생한
다[4]. 데이터의 시차가 길어지는 주가 분석의 경우 이러
한 장기 의존성 (long-term dependency) 문제는 주가 
예측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LSTM은 이러한 장
기기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화한 RNN 모형으로
서 1997년 소개되면서 주가와 같은 시계열 자료의 분석
에서 그 활용성이 확대되고 있다[33].

Fig. 1은 LSTM의 기본 구조이다.

Fig. 1. LSTM Architecture

  ∙  

  ∙   

   tanh∙  
  ∙  

  tanh 

Fig. 1에서 LSTM layer는 hidden state 와 cell 
state 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 에서의 hidden state 
값은 출력값인 output state를 말한다. LSTM 모형의 가
장 큰 특징은 기본 RNN 모형에 cell state를 추가하였다
는 점이다. Cell state는 gate를 통해 기존의 정보를 어
느 정도로 다음 단계로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
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래전 시점의 정보도 현재 
정보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LSTM의 이러한 강점은 장기기억 속성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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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나 암호화폐 등의 가격 예측에서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LSTM의 핵심인 cell state는 Fig. 1의 수평으로 그어
진 상단 선으로, 마치 컨베이어벨트처럼 순환신경망 전
체 체인을 관통하며 계속 유지되고, 순환신경망에 input 
gate, output gate, forget gate를 추가하여, 어느 시점
에서 데이터 정보를 버리거나 유지할 것인가를 선택적으
로 cell state에 전달할 수 있다. LSTM의 첫 단계는 
 시점의 cell state를 얼마나 유지할지를 sigmoid 
layer에 의해 식 1과 같이 결정하는 forget gate 단계이
다. Input gate는 식 1에 의해 입력 정보를 얼마나 받아
들일지 결정하고, output gate는 식 3에 의해 출력 데이
터의 값을 결정한다. 시점의 cell state에 forget 
gate에서 출력된 값을 곱하여 식 4처럼 cell state 값의 
일정 부분을 망각하고, 입력 정보와  출력값을 처리
한 결과에 input gate의 출력값을 곱하여 새로운 cell 
state를 정한다. 식 5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cell state
에 output gate의 출력값을 곱하여 cell state의 출력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RNN보다 sequence가 
긴 시계열 데이터에서 더 우수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34-36].

본 연구에서 분석한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은 데이터의 
sequence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
문에, 데이터의 순서와 관계없이 학습하는 심층신경망 
모형이나 합성곱신경망 모형보다는 순환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
호화폐 가격에는 long memory 특성이 있음이 밝혀지
고 있다[37,38]. 따라서 순환신경망 모형 중 long 
memory 특성을 잘 반영하는 LSTM 모형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고 비트코인 투자 전략의 수익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데이터와 실험 설계 

3.1 데이터 소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일별 시가, 고가, 저가, 
그리고 종가 데이터를 빗썸거래소의 API를 이용하여 구
하였다. 데이터 분석 기간은 비트코인의 과거 자료 최대 
확보 가능 기간인 2017년 5월 23일부터 2021년 1월 23
일까지의 1,340일이다. 분석 기간의 비트코인 시작 가격
은 3,206,000원, 마지막 거래가격은 35,479,000원으로 

마감하여 짧은 시간 동안 10배 이상의 가격 폭등이 나타
나고 있다. 

다음 Fig. 2는 전체 분석 기간의 비트코인과 코스피
200 주가지수 움직임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Fig. 2. Bitcoin and KOSPI 200 Index

3.2 실험 1단계 : LSTM을 이용한 비트코인 가격 예측
본 연구의 실험 1단계에서는 long memory 특성

[37,38]을 보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을 위해 long 
memory 특징을 잘 반영하는 딥러닝 모형으로 LSTM을 
선택하였다. 비트코인의 가격 정보를 활용하는 LSTM 모
형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고, 실험 2단계
에서는 예측된 비트코인 가격을 이용한 이동평균선 교차
전략의 투자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다음 Fig. 3은 본 연
구의 실험 전체 진행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Experimental Design

연구의 1단계에서 LSTM의 입력변수로는 비트코인의 
일별 시가, 고가, 저가, 종가와 일별 수익률 자료를 이용
한다. 5개의 입력변수를 이용하여 다음 날의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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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7년 5월 23일부
터 2019년 12월 17일까지는 학습용 데이터, 2019년 12
월 18일부터 2021년 1월 23일까지는 검증용 데이터로 
구분하였으며, 학습용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70%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 3.9 환경에서 Tensorflow 
2.4와 Keras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937일의 학습 데이터 구간에서 최적화된 LSTM 모형
을 403일의 검증 데이터 구간에 적용하여 비트코인의 다
음 날 가격을 예측한다. LSTM의 비교 모형으로는 단순 
RNN 모형을 분석한다. 딥러닝 최적화 알고리즘은 오차 
감소 속도가 빠른 Adam optimizer를 이용하였고 활성
화 함수는 hyperbolic tangent를 이용하였고, 지도학습
은 100번의 반복 학습을 시행하였다. 지도학습을 추가적
으로 확대하여도 예측 성과에 큰 차이는 없음을 확인하
였다. 실험 결과의 성과평가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의 예
측값과 실제 값과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계산하는 
RMSE(Root Mean Square Error)이다. 학습과 검증을 
위한 모형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 Table 1과 같다.

Hyperparameter Values
Opitimizer Adam

Activation Function tanh
Dropout Ratio 0.1

Epochs Number 100
Learning Rate 0.01

Sequence Length 5

Table 1. Hyperparameters

3.3 실험 2단계 : 비트코인 투자전략과 성과평가 방법
본 연구의 실험 2단계에서는 실험 1단계에서 예측된 

비트코인 가격을 이용한 비트코인의 투자 전략을 제안하
고 실증분석을 통해 투자 전략의 투자 성과를 분석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주
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거래는 
풍부한 유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
식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전략들은 비트코
인의 투자 전략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적 분석을 통한 주식투자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투
자 전략 중의 하나는 이동평균선 교차전략(moving 
average cross-over strategy)이다. 이 전략은 단기이
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주가의 추
세가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판단하여 매수포지션을 취하
고,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주가의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
여 매수포지션을 청산하는 전략이다. 이동평균선 교차전
략은 주식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추세 추종형
(trend-following) 투자 전략으로서, 주식시장보다 더 
강한 추세를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에서도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하루 6시간 30분 동안만 거래가 이루
어지고 17시간 30분 동안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
는 주가 갭(price gap)으로 인해 이동평균선의 왜곡 현
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식시장과 달리 암호화폐 시장은 
365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가 갭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서는 5일과 20일이 각각 단기와 장기로 활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의 교차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다음 
Fig. 4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
파하면서 비트코인의 추세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상승 추세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ma(5) ma(20)

Fig. 4. 5-20 Moving Average Cross-over

실험의 1단계에서 예측된 비트코인의 가격을 
  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이동평균선 교차전략
은 다음 식 (6)과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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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돌파 시점의 종가( )로 매수포지션을 취한 후 보유하
다가 단기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
면 하향 돌파 시점의 종가( )로 매수포지션을 청산한
다. i번째 거래에 따른 투자 수익률()은 다음 식 (7)과 
같이 계산한다.

 

  for    ⋯
        

 (7)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1년 1월 23일까지의 전
체 검증 기간에서 발생하는 누적수익률()은 다음 식 
(8)과 같이 계산한다.






   (8)

4. 실험 결과 분석 

4.1 1단계 실험 결과 
2017년 5월 23일부터 2019년 12월 17일까지의 학

습 기간과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23일까
지의 검증 기간에서의 딥러닝 제안모형의 실험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Period RNN LSTM

Training Period 0.0219 0.0200

Test Period 0.0227 0.0148

Table 2. Experiment Result

딥러닝의 실험 결과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에서는 
LSTM이 RNN보다 우수한 예측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에서 장기기억 문제가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검증 기간에서 비트코인
의 LSTM 예측 가격과 비트코인 실제 가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비교적 비슷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Fig. 5. Bitcoin Predicted Price for Test Period

4.2 2단계 실험 결과 
실험의 1단계에서 예측된 비트코인의 종가를 이용한 

이동평균선 교차전략은 실험의 검증 기간인 2019년 12
월 18일부터 2021년 1월 23일까지 다음 Table 3과 같
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LSTM MA B&H

Cumulative Return 467.9 443.6 318.9

Average Return 0.67 0.66 0.44

Standard Deviation 3.03 3.01 3.54

Sharpe Ratio 0.22 0.22 0.13

Maximum Draw Down 21.6 21.7 30.3

Time in the Market 68.7 68.0 100.0

MA : Moving average cross-over strategy using actual price.
B&H : Buy & Hold Strategy.
Average return and standard deviation is based on daily data.
Sharpe Ratio is average return divided by standard deviation.

Table 3. Trading Performance on Bitcoin(unit: %)

Table 3에서 LSTM은 딥러닝의 비트코인 예측 가격
을 이용한 이동평균선 교차전략의 성과, MA는 예측 가
격이 아닌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을 이용한 이동평균선 
교차전략의 성과, 그리고 B&H는 거래의 시작 시점에서 
매수포지션을 취한 후 마지막 거래일까지 매수포지션을 
유지하는 Buy & Hold 투자 전략의 성과이다.

본 실험의 검증 기간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8,470,000
원에서 35,479,000원까지 3배 이상 폭등하면서 단순한 
Buy & Hold 전략의 수익률도 318.9%를 나타내고 있
다. 같은 기간 동안 LSTM을 이용한 이동평균선 교차전
략의 누적수익률은 467.9%를 기록하여, 딥러닝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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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트코인 가격 예측의 경제적 가치가 존재함을 보여
주고 있다.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수익률을 위험지표인 표준편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Sharpe Ratio 또한 LSTM 이동평균선 교차전략이 0.22
로 나타나 단순한 B&H의 0.1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Maximum Draw Down(MDD) 역시 LSTM이 21.6%
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MDD는 거래하는 동
안 최고 수익 구간에서 최저 수익 구간까지의 수익 감소 
폭으로 계산한다. 이 값이 크다면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서 실패할 
확률이 커진다. Time in the Market은 전체 투자 기간
에서 비트코인의 매수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시간 비율
로서 투자 위험에 노출된 시간의 비율이다. Buy & Hold
의 100%와 비교하여 이동평균선 교차전략의 매수포지션 
보유 시간 비율은 7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5일의 단기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장기 이동평
균선을 최적화한 결과 19일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하였으며, 5일 이동평균선과 19일 이동평균선 교차전략
의 누적수익률은 534.8%를 기록하였다.

Fig. 6는 데이터의 검증 기간에서 우수한 투자 성과를 
보여준 LSTM 전략과 비교전략인 Buy & Hold 전략의 
수익곡선(Equity Curve)을 보여주고 있다.

Fig. 6. Equity Curve on LSTM and Buy & Hold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

을 끌어들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투자 전략의 성과를 분
석하였다. 딥러닝 LSTM을 이용하여 비선형성과 불안정
성을 보이는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였으며, 비트코인 
예측 가격은 이동평균선 교차전략의 입력변수로 활용하
였다.

LSTM 예측 가격을 이용한 이동평균선 교차전략은 본 
연구의 검증 기간에서 누적수익률 467.9%를 보여, 비교 
투자 전략인 Buy & Hold 전략의 318.9%보다 46% 이
상의 수익률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예측 가격이 아닌 실
제 비트코인 가격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통계적 이동평균
선 교차전략의 수익률 443.6%보다도 5% 이상 수익률이 
개선되었다. 한편, 수익률과 투자 위험도를 동시에 고려
하는 성과 지표인 Sharpe Ratio 역시 LSTM 모형은 
0.22로 나타나 단순 Buy & Hold 전략 0.13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LSTM 수익곡선의 최대 손실폭
(MDD)은 21.6% 수준으로 Buy & Hold 전략의 30.3%
보다 낮아 실제 투자에서 투자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
트코인의 투자 전략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선진국 
암호화폐거래소 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
치하는 투자 분석 결과를 보여주어 비트코인과 같은 암
호화폐의 포트폴리오 편입 투자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비트코인 시장의 평
균 수익을 초과하는 투자 전략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
여 암호화폐 시장의 효율성(market efficiency)을 부정
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에 이
끌려 기준 없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
의 결과는 다양한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정확한 가격 예
측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투자에 참여할 필요성을 보여주
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은 도입 초창기이기 때
문에 다양한 호재와 악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긍정적 뉴스와 부정적 뉴스에 
따라 강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적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에 반영되
어 나타나는 추세를 찾아 추세의 방향으로 거래를 하는 
투자 전략의 성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강한 추세적 특
징을 보이는 비트코인의 거래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
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하면 역
추세전략(anti-trend strategy)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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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예측모형으로 LSTM 모
형 이외의 다양한 기계학습모형들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
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CNN, DNN, MLP, SVM 
등의 다양한 모형을 추가하여 개선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계학습 모형으로 확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하면서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Ethereum, Ripple, Dash 등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전략의 성과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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