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Nakamoto는 2009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

지털화폐(digital currency)인 비트코인(Bitcoin)을 개

발하였다[1]. 화폐 자산으로서의 개념 정립에 대한 논쟁

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도입 이후 암호화폐거래소

에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을 암호화폐 

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2017년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인 미국의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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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코인 선물(Bitcoin Futures)을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은 선물의 만기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사기로(팔기로) 하는 쌍방 

간의 계약(contract) 거래를 말한다. 계약이 만기가 되

면 쌍방은 계약 시점에서 정했던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야(팔아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투자는 매수거래만 가능하므로 가격이 상

승해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비트코인 선물은 매수

거래와 매도거래가 모두 가능한 양방향 거래 상품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이용하면 비트코인 가격

이 하락하여도 선물 매도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비트코인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margin)도 

50% 정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거래보다 두 배 

이상의 베팅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레버리지효과

(leverage effect)와 양방향 거래 특성으로 인해 비트

코인 선물거래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보다 투자 측면에

서 매력적인 상품이다.

비트코인에 연구는 화폐 자산으로서의 성격 규정 연

구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가격 예측이나 투자 전략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 지수, 비트코인 

거래량,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기술적 지표 분석, 구글

이나 트위터의 감성 분석, 인공지능 딥러닝 모형 등을 

활용하여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거나 비트코

인 투자 전략의 수익성을 분석하였다[2-11].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과 투자 전략의 성

과가 우수함을 밝히고 있다. Day et al.(2021)은 비트

코인 선물 차트의 3연속 상승 패턴을 이용한 투자 전략

을 제안하고 수익성을 분석하였다[12]. 특정 패턴을 찾

아내고 최적화 과정을 거쳐 비트코인 선물 투자의 수익

성을 보여준 Day et al.(2021)의 연구를 제외하면 비

트코인 선물의 투자 전략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투자 전략의 실증 

분석을 통해 투자 성과를 분석하고 비트코인 선물 투자 

전략의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비트코인 선물

에 대한 투자 전략은 오래전부터 주식시장에서 활용되

고 있으며, 학술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적 거래 

규칙(technical trading rules)들을 이용한다. 본 연구

는 비트코인 선물 투자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거래 규

칙들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초기의 연구가 될 것

이다.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의하면 자산 가격은 모든 정보를 완전히 반영하면서 움

직이므로 어떠한 투자 전략도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3]. 본 연구의 투자 결과가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평균 수익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

인다면 비트코인 선물의 시장 효율성에 반하는 사례를 

제시하는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 관

점에서는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계산할 수 없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의 접근방법으로 기술

적 거래 규칙들의 유용성을 제안하고, 시장 참여자들에

게 비트코인 투자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2장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며, 3장에서

는 분석자료와 기술적 거래 규칙들을 소개하고, 4장에

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투자 전략

의 수익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

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비트코인 선물

최근 비트코인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에 대한 버

블(price bubble)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Corbet et 

al.(2018)은 가상화폐 중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상

으로 단위근 검증(unit root test)을 통해 가상화폐의 

가격 버블과 투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14]. 배당

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전통적 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내재가치를 구할 수 없다[15].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

고 미국의 CME 거래소는 2017년 12월 18일 세계 최

초로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하였다. 비트코인 선물은 상

장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적인 투자 상품

으로 발전하고 있다. 선물거래 대상인 기초자산은 현물

지수 BRR(Bitcoin Reference Rate)이며, 세계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인 Bitstamp, Coinbase, Gemini, 

itBit, Kraken 등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가

격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고 있다[16]. 비트코인 선물 

1계약의 거래 승수는 비트코인 현물 5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가격변동폭은 비트코인당 5달러이다. 선물 만

기는 1개월 단위로 매달 만기가 돌아오며, 만기일은 만

기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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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 규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그

동안 암호화폐 투자가 금지되어왔던 제도권 기관투자

자들도 이제는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한 비트코인 선

물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의 헤지거래(hedging)나 투기

거래(speculating)에 참여할 수 있다. 비트코인 선물에 

관한 연구는 선물의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

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 도입

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17]. 비

트코인 선물은 비트코인 현물과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헤지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18]. 선물시장의 중요한 경

제적 기능으로서의 가격 발견(price discovery)을 분

석한 결과 비트코인 선물가격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선물시장의 미래 가격 발견기능이 존재

함을 보여주었다[19,20]. 선물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 

유형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헤저(hedger)와 투

기거래자(speculator)는 비트코인 선물의 가격 발견기

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상업적 거래자

(retailer)의 영향력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21]. 시장 

참여자 중 투기거래자의 비율은 79.5%로서 비트코인 선

물거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일반적

인 금융 선물거래와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21]. 

비트코인 현물과 달리 비트코인 선물의 투자 전략과 

관련된 연구는 Day et al.(2021)의 연구를 제외하면 

찾아보기가 어렵다[12]. 비트코인 선물의 1분 봉 차트

에서 3연속으로 종가가 시가보다 크게 나타나면 상승

으로 판단하여 매수하고, 반대로 종가가 시가보다 작은 

음봉 3개가 연속으로 나타나면 매도하는 전략을 분석

한 결과 높은 수익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12].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직은 부족한 비트코인 선물 투자 

전략의 연구 결과물을 채워나갈 것이다.

2.2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주가나 거래량의 분석을 통해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려는 주식 투자의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다. 주가는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면서 추세

(trend)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 거래 규칙의 

핵심은 빨리 추세를 파악하고 추세의 방향으로 포지션

을 취한 후 추세가 반전되는 징후가 나타나면 포지션을 

청산하여 이익을 취하는 데 있다[13]. 이러한 접근방법

은 내재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의 투자에서 유용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주식 투자는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투자 

방법이다. 효율적 시장가설을 지지하는 학계에서는 이

러한 기술적 분석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많은 

편이지만, 일부 연구에서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을 주장

하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효율적 시장가설에 대해서

는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Brock et al.(1992)

는 효율적 시장가설 검증을 위한 기술적 분석의 표준적

인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표준적 거래 규칙을 미국의 

다우존스 주가지수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의 평

균적인 수익을 초과하는 투자 성과를 제시하면서 효율

적 시장가설을 기각하고 있다[22]. 표준적인 기술적 거

래 규칙을 이용하여 아시아의 주요 주식시장을 분석한 

결과,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의 주식시장에서는 유

의적인 수익을 보였지만 일본, 홍콩, 한국 등 상대적으

로 발달한 주식시장에서는 유의적인 수익이 나타나지 

않았다[23].

비트코인 현물의 투자 전략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Corbet et al.(2019)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 거래 규칙의 투자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동평균

선 전략의 수익성이 높음을 밝혔다[4]. Grobys et 

al.(2020)은 11종목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 거래 규

칙들의 투자 성과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10종목의 암호화폐 투자에서 시장의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2]. Detzel et al.(2021)

은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이 높을 수 있는 투자 대상으

로 본질 가치(fundamental value)를 계산하기 어려운 

종목들인 신생기업 주식, 소규모 기업 주식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제안하고 기술적 거래 규칙

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각각 주식시장과 암호

화폐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을 초과하는 투자 성과를 보

여주었다[24]. 

본 연구의 투자 대상인 비트코인 선물은 짧은 역사

를 가진 신생 금융상품으로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생소

한 신생기업처럼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이 클 것으로 판

단된다. 기술적 분석모형의 최적화(over-fitting) 함정

을 피하고 다양한 투자 전략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학술 연구에서 적용되어 온 다양

한 기술적 거래 규칙들을 그대로 비트코인 선물시장에 

적용한다. 표준적인 기술적 거래 규칙들의 투자 성과 

분석을 통해 과연 기술적 거래 규칙들이 비트코인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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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전 투자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3. 분석자료와 기술적 거래 규칙 소개

3.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실험할 대상 상품은 미국의 CME 거래

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이다. 비트

코인 선물이 상장된 2017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3

월 31일까지의 1,200일 동안의 비트코인 선물의 일별 

종가 자료를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을 위해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의 일별 종가, 달러 표시 비트코인 현물

의 일별 종가를 수집하였다. Fig. 1은 자료의 분석 기간

에서 비트코인 선물가격의 장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Bitcoin Futures Price Trend

3.2 기술적 거래 규칙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아무리 잘 고안된 투자 전략도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25]. Fama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기술적 거래 규칙들을 이용한 연구 결과

들은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그동안 시장 효율성 검증을 위해 활용되었던 기술적 거

래 규칙들을 최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적용하여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효율성을 검증

해보고자 시도하였다. 기술적 거래 규칙들은 경제적, 정

치적, 심리적 여러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비트코인의 

가격만 분석하여 투자자들의 방향, 즉 가격 움직임의 

추세를 파악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추세가 확인되면 추

세의 방향으로 포지션을 진입한 후 추세가 반전되는 지

표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고 반대

의 포지션을 진입하여 추세가 반전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이다. 기술적 거래 규칙들은 추세의 방향으로 투자

하는 추세 추종 전략과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역추세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3.2.1 VMA 

VMA(variable length moving average)는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선(moving average; MA)의 돌파를 이

용하여 추세를 파악하고 포지션을 진입하는 전략으로 

대표적인 추세 추종 전략이다.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거

래 규칙 VMA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4,22,23,26].



    if   
 

     if   
 

           

       

  
 



   

  
 



   

   and       

VMA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수하

고,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주식시장에서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적 거래 규칙이다. 단기 이동평균선 

계산을 위한 이동평균선 기간 m은 1, 장기 이동평균선 

계산을 위한 이동평균선 기간 은 50, 100, 150, 200

을 적용하였다.

3.2.2 TRB 

TRB(trading range breakout)는 가격이 저항선

(resistance level)을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가 시작

된다고 판단하여 매수하며, 반대로 가격이 지지선

(support level)을 하향 돌파하면 하락 추세가 시작된

다고 판단하여 매도하는 추세 추종형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오래전부터 자주 활

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다. 지지선과 저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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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일정 기간의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으로 정의하

며, 일정 기간 n은 50, 100, 150, 200일을 적용한다. 

TRB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3,4,22,23,26].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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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FR 

FR(filter rule)은 주가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연구

에서 Alexander가 제안한 거래 규칙으로서, 주식시장

의 효율성 검증을 위한 대표적인 추세 추종형 전략이다

[27]. 이 거래 규칙은 가격이 저점에서 일정 폭 이상 상

승하면 매수하고 반대로 가격이 고점에서 일정 폭 이상 

하락하면 매도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저점과 고점

은 매도포지션 진입과 매수포지션 진입 이후에 형성되

는 저점과 고점으로 정의한다. 포지션 진입은 가격이 

저점에서  상승하면 매수하고, 반대로 가격이 고점

에서  하락하면 매도하는 전략이다. FR 규칙은 다

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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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MACD 

MACD(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는 두 이동평균선의 차이 값을 말하며, 가격 변화를 빨

리 찾아내기 위하여 단순 이동평균선 대신 지수 이동평

균선(exponential moving average)을 사용한다. 추

세 추종형 전략인 MACD의 지수이동평균선 계산을 위

한 기간은 12일과 26일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다음은 

MACD 전략의 정의이다[3,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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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RSI

RSI(relative strength index)는 가격의 상승과 하

락의 상대적인 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14일 동안의 

가격 상승 폭 평균과 가격 하락 폭 평균으로부터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3,26,29]. RSI 지표는 0과 100 사

이의 값을 갖는 오실레이터(oscillator) 지표로서 대표

적인 역추세 전략을 위한 기술적 거래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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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BB

BB(Bollinger Bands)는 1980년대 초반 John 

Bollinger가 개발한 지표로서, 가변적인 주가의 변동성

(volatility)을 반영한 대표적인 역추세 지표이다. 주가

의 변동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주가 표준편차를 이용하

고 있으며, 평균 가격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일정 배

수를 더하여 상단 밴드를 구성하고, 일정 배수를 빼서 

하단 밴드를 구성한다. 평균 가격은 20일 이동평균을 

사용하고, 수익률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범위 계산을 위한 표준편차의 배수는 정규

분포에서 95%의 관찰값을 포함하는 2배수를 이용한다. 

가격이 BB 하단 밴드를 하향 돌파하면 매수하고, 반대

로 가격이 BB 상단 밴드를 상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전

략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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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거래 규칙들은 4개의 추세 추종형 전략과 2

개의 역추세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VMA, TRB, 

FR, MACD는 추세 추종형 전략, RSI, BB는 역추세 전

략의 특징을 갖는다.

3.3 Benchmark and Sortino Ratio

비트코인 선물 투자 전략의 성과 평가를 위한 벤치

마크 전략은 단순히 비트코인 선물을 매수 후 보유하는 

Buy & Hold(B&H) 전략이다[22]. B&H 전략은 효율

적 시장가설에서 최적의 투자 전략이다. 제안된 투자 

전략의 성과가 B&H보다 높다면 시장 비효율성

(inefficiency)의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투자 전략 사이의 성과를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Sharpe Ratio이다[30]. Sharpe Ratio는 초과수익률

을 투자의 위험 지표인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으

로서, 이 비율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위험 대비 수익률

이 높은 우수한 투자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

나 Sharpe Ratio는 손실 거래뿐만 아니라 수익 거래

도 표준편차 계산에 포함하여 위험으로 인식하는 한계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손실에 대해서만 위

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손실 거래만을 위험으로 인식

하는 새로운 투자 성과지표인 Sortino Ratio가 제안되

었다[31]. Sortino Ratio는 하방 위험(downside risk)

만으로 표준편차를 계산한 semi standard deviation

을 투자 위험으로 인식하고 초과 수익을 이 값으로 나

누어 계산한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수익률 미만의 

수익을 하방 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수익률을 0으로 처리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위험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점에서 Sortino 

Ratio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위험의 크기

를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Sortino Ratio는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min  


4. 실증분석 결과

비트코인 현물과 비트코인 선물의 일별 종가를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수익률을 구하였으며, 비트코인 선물

과 현물 수익률의 기초통계량은 Table 1과 같다.

  ln


 ×

      

      

   

Table 1. Summary Statistics on Daily Returns(unit: %)

Statistics Bitcoin Futures Bitcoin

Mean 0.11 0.09

Standard Deviation 4.45 4.19

Skewness -0.35 -1.46

Kurtosis 4.38 18.40

Min -26.77 -49.73

Max 22.67 17.74

Jarque Bera test 835.73


17348.36


1st Autocorrelation -0.02 -0.08


*** significant at p < 0.01

비트코인 현물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트코인 

선물 수익률 모두 정규분포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으며, 

비트코인 현물의 첨도가 비트코인 선물의 첨도보다 큰 

fat-tailed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분포 

특징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밝혀진 현상과 일치한다

[32]. 1차 자기상관계수(autocorrelation coefficient)

는 비트코인 현물의 경우는 –0.08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만 비트코인 선물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보다는 비트코인 선물

의 투자에서 추세 추종형 전략의 유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와 Table 3는 각각 비트코인 선물과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의 기술적 거래 규칙들에 따른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의 기술적 거래 규칙 100

Table 2. Trading Performance on Bitcoin Futures(unit: $)

Strategy Parameter Total Profit Win Ratio MDD

VMA

1-50 57,410 33.3% -3,445

1-100 59,555 50.0% -2,420

1-150 52,965 23.5% -4,140

1-200 45,480 13.3% -7,910

TRB

50 53,545 50.0% -3,510

100 45,522 50.0% -10,370

150 46,190 75.0% -4,610

200 40,910 25.0% -8,525

FR 20-5 46,565 41.7% -7,540

MACD 12-26 57,400 50.0% -5,120

RSI 14-30-70 -48,690 62.5% -52,435

BB 20-2 -48,324 44.4% -54,983

B&H - 40,185 - -15,980

MDD: Maximum Draw Down

Table 3. Trading Performance on KOSPI200 Index 

Futures(unit: points)

Strategy Parameter Total Profit Win Ratio MDD

VMA

1-50 101.80 21.7% -69.95

1-100 178.80 46.2% -15.20

1-150 52.90 12.0% -85.50

1-200 41.80 18.5% -96.60

TRB

50 136.10 50.0% -44.90

100 16.60 33.3% -119.40

150 -10.10 25.0% -123.65

200 -27.50 25.0% -141.05

FR 20-5 134.30 33.3% -74.80

MACD 12-26 5.65 25.7% -119.75

RSI 14-30-70 -166.65 50.0% -200.10

BB 20-2 12.95 59.1% -163.35

B&H - 90.00 - -129.95

MDD: Maximum Draw Down

Table 2의 비트코인 선물 투자 전략의 총수익에서 

VMA, TRB, FR, MACD는 (+)의 수익을, RSI, BB는 손

실을 기록하고 있다. VMA, TRB, FR, MACD는 추세 

추종형 전략, RSI, BB는 역추세 전략이기 때문에, 비트

코인 선물가격은 강한 추세를 띠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추세 전략인 RSI와 BB는 추세를 

거슬러 포지션을 진입함으로써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

하고 있다. Table 3의 추세 추종형 전략과 역추세 전략

별로 혼재된 투자 성과를 보이는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과 비교하여도 비트코인 선물의 추세 추종형 전략

과 역추세 전략의 투자 성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B&H 전략과 비교한 결과, 비트코인 선물의 추세 

추종형 전략 10개 모두 시장의 평균 수익을 나타내는 

B&H 전략의 투자 성과를 초과하고 있지만,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의 추세 추종형 투자 전략은 10개 중 4

개에서만 시장의 평균 수익을 초과하고 있다. 거래 기간

에서 최대 누적 손실 폭을 측정하는 MDD(Maximum 

Draw Down)는 투자의 위험 지표로서, 이 값이 크다면 

투자자가 해당 전략을 믿고 계속 투자하기 어렵다. 이

러한 이유로 MDD는 투자 전략의 스트레스 크기를 표

시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2에서 비트코인 선물의 추

세 추종형 투자 전략들은 모두 비교전략인 B&H 전략

보다 MDD가 작은 편이다.

Table 4는 비트코인 선물과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

물에 대한 기술적 거래 규칙들의 투자 성과를 비교 분

석한 결과이다.

Table 4. Comparison of Performance Evaluation Ratios

Market Bitcoin Futures KOSPI Futures

Strategy Parameter Sharpe Sortino Sharpe Sortino

VMA

1-50 0.41 2.19 0.18 0.36

1-100 0.43 2.43 0.32 0.89

1-150 0.42 2.40 0.10 0.19

1-200 0.38 2.27 0.07 0.13

TRB

50 0.38 2.06 0.24 0.59

100 0.32 1.39 0.03 0.05

150 0.33 1.59 -0.02 -0.03

200 0.29 1.43 -0.05 -0.09

FR 20-5 0.33 1.29 0.24 0.70

MACD 12-26 0.40 1.87 0.02 0.04

RSI 14-30-70 -0.33 -0.37 -0.25 -0.31

BB 20-2 -0.34 -0.37 0.03 0.04

B&H - 0.26 0.85 0.13 0.24

Sharpe: Sharpe Ratio, Sortino: Sortino Ratio

Table 4는 투자 전략의 위험 대비 수익의 상대적 크

기를 측정하는 성과지표인 Sharpe Ratio와 Sortino 

Ratio를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의 추세 추종형 

전략들은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보다 Sharpe 

Ratio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하방 위험을 

투자의 위험으로 측정하는 Sortino Ratio는 비트코인 

선물과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 사이에 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추세 추종형 전

략들의 Sortino Ratio는 Sharpe Ratio보다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추세 추종형 전략의 하

방 위험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선물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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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초기 시장으로서 시장의 비효율성이 크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그동안의 비트

코인 현물의 투자 전략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들과 대

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비트코인 현물시장의 비효율

성에 이어 비트코인 선물도 시장의 효율성 강하게 부정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화폐로서 개발된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비트코인 선물의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 

투자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투자 전략으로는 주식시

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실전 투자에서 이용되

고 있으며, 시장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학술 연구들에

서도 활용하고 있는 기술적 거래 규칙들을 활용하였다. 

분석자료는 미국의 CME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의 2017년 상장 시점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일별 종가 자료이다. 실증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VMA, TRB, FR, MACD 

등의 추세 추종형 거래 규칙들의 투자 성과는 비교 모

형인 B&H 전략보다 높게 나타났고, RSI, BB 등의 역

추세 거래 규칙들의 투자 성과는 비교 모형인 B&H 전

략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비트코인 선물과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의 투자 성과 비교에서는 추세 추종

형 거래 규칙들의 Sharpe Ratio와 Sortino Ratio 모

두 비트코인 선물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 선물을 대상으로 최적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표준적인 기술적 거래 규칙들의 투자 성과

를 실증 분석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비효율성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비트코인 현물시장 연구 결과들과 일치

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선물의 투자 성과는 하방 위

험을 반영하는 Sortino Ratio에서 코스피200 주가지

수 선물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추세 추종형 전략들의 투자 성

과가 비교전략의 투자 성과보다 평균 25.8% 높게 나타

나, 거래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투자 성과의 비교 결과는 

훼손되지 않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트코인 현물의 가

격 예측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 모형이나 

인공지능 모형들을 통해 비트코인 선물 투자 전략의 투

자 성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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