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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패턴 기반의 다수의 주가 측 모델에 기반한 지역 투자자의 효율 인 결합을 

통해, 거래 성능을 최 화 할 수 있는 동  자산 할당 기법을 연구하 다. 각 측 모델이 추천한 후보 종

목에 효과 인 거래  비율을 할당하는 메타 정책(meta policy)이라는 자산 할당 정책을 강화 학습 틀 

내에서 정의하 다. 이를 해 각 측 모델의 추천 종목 수와 체 자산 비 주식 자  비율을 동시에 

활용하는 상태 공간을 설계하 다. 한민국 주식 시장에 한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

한 자산 할당 정책은 기존의 고정 자산 할당 방법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제시 하 다. 이는 강

화학습을 통한 지역 투자자의 결합을 통해 의사 결정 문제에서 감독자 학습 기법으로 학습된 측 모델의 

시 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키워드 : 주식 거래, 자산 할당, 강화학습

Abstract Given the local traders with pattern-based multi-predictors of stock prices, we study a 

method of dynamic asset allocation to maximize the trading performance. To optimize the proportion 

of asset allocated to each recommendation of the predictors, we design an asset allocation strategy 

called meta policy in the reinforcement learning framework. We utilize both the information of each 

predictor's recommendations and the ratio of the stock fund over the total asset to efficiently describe 

the state space. The experimental results on Korean stock market show that the trading system with 

the proposed meta policy outperforms other systems with fixed asset allocation methods. This means 

that reinforcement learning can bring synergy effects to the decision making problem through 

exploiting supervised-learned predictors.

Key words : stock trading, asset allocation, reinforcement learning

1. 서 론

최근 수십년 동안, 주식 시장의 문제들을 근하는데, 

여러 기법들이 활용되어 왔다[1]. 그러나 주식 시장을 

모델링 하거나 측하는 시도들은 항구 으로(consis-

tently) 시장을 극복하는데 성공 이지 못했다. 이것이 

유명한 효율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

thesis) 로서, 시장의 모든 가용 정보는 재까지의 시

장 상태에 반 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주가는 

측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3]. 그러나, 항구 인 

조건을 약간 완화 시킨다면, 최근의 경향은 시장이 완벽

하게 측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익을 유도

할만 하다는 것이다[3]. 특별히, 인공지능 분야의 최신 

알고리즘들은 강력한 표 력과 모델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한 가격 측, 험 조 , 포트폴리

오 최 화 응용 들이 보고되고 있다[4].

가격 측 기법에는 문제의 기술면에서 감독자 학습 

기법이 잘 들어맞으며,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

works), 결정 트리(Decision Trees), SVM(Support 

Vector Machines) 등이 용 되어 왔다[5-8]. 험 

리와 포트폴리오 최 화는 강화 학습 기법 내에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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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 되어 왔다[9-12].

우리는 그동안 개별 주식 투자를 한 기계 학습 기

법 연구에 집 해왔다[7,9,12]. 그러나 개별 주식 투자 

문제에서 그동안의 감독자 학습 기법이나 강화학습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감독자 학습에 기반한 주가 측 기법은 험 리나 

포트폴리오 최 화를 고려하지 못하거나 그러기에 합

하지 않다[6-8]. 입력과 지정된 목표값과의 정 인 매핑 

계를 학습하는데 합한 반면, 동 인 결정 과정을 학

습 과정에 포함시키기가 곤란하다. 이들 감독자 학습 기

반 방법들은 근본 으로 자산 할당 기법을 통합하지 못

하고 있다. 강화학습의 축 된 보상을 이용한 시지연 학

습 메카니즘은 험 리나 포트폴리오 최 화 등의 의

사 결정 문제에 합하다. 그러나, [11]의 연구는 강화학

습 틀 내에서 문제가 취  가능하도록 무리한 가정을 

두었다. , [10]에서의 포트폴리오는 간단하여, 오직 두

개의 가격 사이에서 자산을 환하는 것만 가능했다. [9, 

12]의 연구에서는 강화학습 내에서 개별 주식을 거래 

가능하도록 개 했지만, 자산 할당을 고려치 못했다. 

최근에는 감독자 학습 방법을 강화학습 으로 보완하여 

융 문제에 용하는 연구가 태동하고 있다[13].

본 논문의 연구 목표는 주식 선택과 자산 할당 정책

이 통합된 주식 거래 환경의 구 에 있다. 통 인 감

독자 학습과 강화 학습은 이 둘을 동시에 취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를 분할 후 통합하

는 방법을 택하 다. 즉, 자산 할당과 분리하여, 주식 

측  선택을 담당하는 지역 투자자를 감독자 학습으로 

최 화를 먼  행하 다. 자산 할당 정책은 생성된 지역 

투자자를 통합하여 자산을 최 화 할 수 있도록 강화 

학습을 통해 최 화 한다. 본 논문은 이미 구성이 완료

된 지역 투자자를 의사 결정 차원에서 더 활용하여 효

과 인 자산 할당 정책을 구성할 수 있는 강화학습 

개에 을 맞춘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구성 완료된 

지역 투자자에 해 간단히 요약하고, 3장에서는 지역 

투자자를 이용하는 효과 인 자산 할당 정책인 메타 정

책에 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메타 정책을 최 화의 

강화학습 개에 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실험을 통한 

메타 정책의 성능  결과를 분석하고, 6장에서는 토론

을 그리고 7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지역 투자자의 요약

이 장에서는 4장에서 기술할 주식 투자 모형의 기본 

구성 요소인 지역 투자자의 구성에 해서 간단히 요약

한다. 이를 해 그림 1에 지역 투자자(Local Trader)

의 개념을 다시 표 하 다. 지역 투자자 LTe는 특정

그림 1 지역 투자자 개념. 체 주식 데이타  경험상 

의미 있는 패턴 4가지를 선정한 후, 패턴 e이에 

응되는 신경망 기반 측 모델 NNe와 지역 

정책 LPe로 구성된 지역 투자자 LTe를 구성하

다.

주가 패턴 e에 한 측 모델 NNe와 지역 정책 LPe

로 구성된다. 주식 시장은 불확실성이 큰 문제  하나

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주가 패턴을 공략하지 않고, 

의미 있는 몇 개의 패턴에 집 하 다. 표 1은 우리가 

집  연구한 패턴에 한 설명이다. 주가 데이타에 

한 우리의 근법은 그랜빌의 이동평균선간 배열에 따

른 특성들에 기반한 기계학습 기법의 용이다[1,9]. 

은 상승형 패턴 일부를 말하는데, 5, 10, 20, 60, 

120일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순서 로 다른 선들보다 

에 치하는 정배열의 패턴을 의미하며, 는 반 로 

모두 역배열인 것을 의미한다. 는 단기선들과 장기

선들간에 단기선이 장기선을 상승 통하는 골든 크로

스가 특정 기간내에 발생한 패턴을 의미한다. 는 

어떤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  사

건이 특정 기간내에 발생한 패턴을 의미한다.1) 지역 투

자자 생성에 사용2)한 한민국 거래소 데이타  

19.7%, 20.3%, 9.7%, 12%가 각각 ,  ,  , 

에 해당한다. 각 지역 투자자는 2 단계 과정을 거

쳐 완성 되었다. 

첫 번째는 측 모델의 최 화 단계로서 각 주가 패

턴 별로, NNbull, NNbear, NNGC, NNTU의 신경망 기반

1) 패턴들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1]을 참고 바란다.

2) 한민국 거래소 시장에 속한 주식을 상으로 하며, 학습기간은 1998

년 1월부터 2000년 3월로 삼았다. 이  후반부 1/3은 검증기간으로 삼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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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논문에서 사용된 주식 데이타들의 패턴 정보

패턴 측모델 의미

 NNbull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 상태

 NNbear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 상태

 NNGC  이동평균선들간 골든크로스가 발생

 NNTU  이동평균선의 하락에서 상승 반 이 발생

측 모델을 구성하 다. 우선 학습 기간에 해 각 패

턴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타와 검증 데이타 Te, Ve를 모

은다. 

},...,,|{ ||1, Ttee tdaytdaytDSST =∈= , 

},...,,|{ ||1, Vtee vdayvdaytDSSV =∈=

즉, 체 학습 기간의 날짜 수를 |T|라고 할 때, 모든 

날짜 t에 해, 패턴 De,t에 해당하는 주가 데이타 S를 

모아서 측 모델 e에 한 학습 데이타 Te를 구성한

다. 각 S는 입력 SIN, 타겟 SOUT  으로 구성된다. 패

턴 De  에 한 지역 투자자의 신경망 NNe의 최 화는 

다음과 같이 모델 가 치 벡터 we를 찾는 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 }∑
∈

−

e
e TS

OUTeINe ssNN 2);(
2
1minarg w

w  (1)

즉, 학습 데이타 Te에 해, 에러 제곱합을 최소화하

는 we를 찾는 것이다. 신경망은 활성화 함수로 탄젠

트(hypertangent) 함수를 사용하는 뉴런으로 구성된 은

닉층이 2개인 구조로 제한했으며,3) 가 치 갱신은 SCG 

(scaled conjugate gradient) 방법을 사용하 다. 이 때, 

학습은 매 갱신 마다 검증 데이타 Ve에 한 에러 제곱

합의 경향을 찰하여 단 하게 된다. 한 은닉층의 

뉴런 수를 변화 시켜가며 패턴 e  마다 최 의 we를 찾

는 차를 택하 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 정책의 최 화 단계이다. 주가 

시계열은 특성상 많은 잡음을 내재하기 때문에 에러를 

최소화 하는 것과 별도로 측 모델의 활용에 따라 투

자 성능이 크게 변할 수 있다. 즉, 측치가 어느 범

에 있을 때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하는지의 결정에 따라 투자 성

능이 상이할 수 있다. 이를 담당하는 지역 정책을 표 2

에 나타내었다. 지역 정책은 측 모델을 활용하여 다음

과 같은 매수 신호, 매도 신호의 결정을 담당한다.

매수 신호: 종목 S에 한 측치 score(S)가 

bid_thres 보다 클 때

3) 입력 차원은 138차원이며, 실수 피쳐 80, 이산화 피쳐값 58개로 구성되

어 있다.

표 2 지역 정책의 라미터

이름 의미

bid_thres 매수 신호의 임계치

ask_thres 매도 신호의 임계치

hold_due 주식 보유의 만료일

매도 신호: 보유 인 종목(S')에 한 측치 

score(S')가 ask_thres 보다 작거나, 보유기간이 만료

일 hold_due 에 달했을 때

지역 정책의 최 화 수단으로 우리는 시뮬 이션 기

법을 사용하 다. 지역 정책의 최 화는 지역 정책은 시

뮬 이션은 다음과 같은 매수/매도 신호를 통해 이

진다.

N = 0; L = 체 주식 후보의 수;
for i = 1 : L

만일 i번째 후보에 해 매수 신호 발생하면

매도 신호에 따른 매도;
profiti =(aski - bidi - tri) / bidi;
N = N+1;

end for

;   profit1PPT 리턴∑= iN

여기에서 N은 체 거래 수이다. , aski는 매도가, 

bidi는 매수가, tri는 거래세 이다.4) 시뮬 이션은 

측 모델 최 화시 검증기간으로 확보 되었던 집합에 

하여 행하 으며 profiti는 거래세가 반 된 이익률이다. 

PPT(Profit ratio per Trade)는 시뮬 이션의 수로 

거래당 평균 이익률을 의미한다. 시뮬 이션을 반복하여 

최 의 라미터를 찾는 것은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

 할 수 있다.

 )hold_duebid_thres,res,PPT(ask_th
{hold_due}},{bid_thres},{ask_thres

argmax

(2)

여기에서, {ask_thres}, {bid_thres}, {hold_엳}는 라

미터의 가능한 집합이다. 측 모델의 최 화는 입력과 

타겟 사이의 에러를 최소화 하는 식 (1)의 감독자 학습

인 반면, 지역 정책 최 화 식 (2)는 PPT를 최 화 시

키는 지역 정책 라미터를 찾는 것이지만 타겟을 미리 

알 수 없고, 한 미분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측 

성능의 최 화는 감독자 학습으로, 지역 정책 최 화는 

시뮬 이션을 통한 분리된 방법을 택하 다. bid_thres

는 0.25～0.54까지 0.01씩 증가시켜가며 30개, ask_thres

4) 거래세는 매도가 비 0.8%를 고정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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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54～-0.25까지 30개, hold_due는 5일부터 15일까

지 10개로서, 세 라미터의 조합은 9,900 경우의 탐색 

공간으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무차별 입

법(brute-force)으로 최 의 라미터를 찾는 략을 취

했다. 

표 3은 이를 통해 최 화된 지역 투자자의 성능 결과

를 나타낸다. 패턴별 분할 없이 체 주가 데이타를 다

루는 단일 지역 투자자 LTall을 추가하 다. 두 번째 열

은 정확률을 나타낸다. 이는 체 거래  이익의 크기

에 계없이 이익을 산출한 거래의 비율이다. 세 번째 

열은 PPT 이며, 네 번째 열은 최 화된 신경망의 구조

로서, 첫 번째 은닉 층과 두 번째 은닉 층의 뉴런의 수

를 기록하 다. 패턴에 따라 최 화된 신경망의 구조는 

서로 다르다. 다섯 번째 열은 각 패턴에 해당하는 주가 

데이타의 비율이다. 패턴 분할 근에서 각 패턴마다 정

확률은 69% 이상, PPT는 1% 이상의 값을 지닌다. 네

가지 패턴은 체 주가 데이타  약 70% 정도 밖에 

포함하지 못하지만, 이 근법은 단일 지역 투자자에 비

해 그 측  투자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의미

한다.5) 그러나 이는 자산 상황에 무 하게 추천 후보가 

모두 매수 되었을 때의 이상 인 이익률을 의미한다. 실

제 투자는 긴 투자 기간 동안에 한정된 자산을 활용해

야 하므로 복잡한 자산 활용 정책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 이 게 구성된 지역 투자자를 활용하는 효

과 인 자산 활용 정책의 필요성에 해 설명하겠다. 

표 3 지역 투자자의 성능

지역 투자자 정확률(%) PPT(%) 신경망구조 범 (%)

LTall 57.10 0.79 72x16 100.0

LTbear 69.42 1.41 60x15 20.3

LTbull 73.37 1.99 58x18 19.7

LTGC 71.10 1.72 25x14 9.7

LTTU 70.97 1.63 30x10 12.0

3. 메타 정책의 필요성

그림 2는 측 모델 NNbear와 이의 지역 정책을 이용

한 지역 투자자 LTbear의, 성공  추천  실패한 추천

을 바 그래 (Bar Graph)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가로

축은 약 380일의 거래일이며, 세로축은 해당 거래일에 

거래 완료된 주식들의 이익률(profiti)의 합이다. 이 그림

은 LTbear의 추천된 종목들이 모두 거래 되었다고 가정

했을 때의 결과이다. 하락 패턴인 Dbear에 기반한 측

5) 논문에서 사용한 4가지 패턴외 추가 패턴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5% 이

상을 차지하는 유의미한 패턴의 발견이 쉽지 않았다. 한 강화 학습 틀

에서 자산 할당 고려시, 지역 투자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의 복잡도가 크

게 증가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4가지 패턴에만 국한한다.

그림 2 지역 투자자 LTbear의 추천 경향: 가로축은 거래

일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해당 거래일의 추천들

의 이익률의 합을 나타낸다. 쪽 바(bar)는 그

날의 추천들이 이익을 냈음을, 아랫방향 바는 손

실을 의미한다.

모델이 제출한 추천 , 큰 이익을 유도하는 추천은 

체 거래 기간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

정 기간에 집 되어 있는 거래가 체 투자 성능을 좌

우 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거래에서는 한정된 자산을 활용하여 거래가 이

지므로, 추천당 매수 액 PMR(Purchase Money 

per Recommendation)을 달리하여 거래 시뮬 이션을 

실시해보았다. 두가지 거래  40만원과 4,000만원에 

한 실험 결과를 각각 그림 3, 4에 보 다. 기 자산

은 두 경우 2억원으로 출발하 다. 각 그림에서 윗부분

은 체 자산의 변화를 나타내고, 아랫부분은 바 그래

를 나타낸다.

작은 PMR을 이용하면, 160부근이나 340부근 거래일 

같이 추천수가 폭발 으로 증가한 날에도 부분의 추

천된 주식을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다.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거래는 자산 증가에 큰 몫을 하지만, 추천 

수가 많지 않은 보통의 거래일에는 총 자산 비 매우 

작은 비 만이 주식 거래에 활용된다. 총 자산 비 투

자  비율이 무 작으므로, 투자의 결과가 자산의 변동

에 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반 로, 그림 4처럼 큰 PMR의 경우에는, 개별 거래

에 의해 총 자산이 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 

은 수의 매수로도 체 여유 자산이 고갈 될 수 있다. 

만일 그림 2의 160, 340 부근의 폭발 인 추천 수를 보

이는 날에 매수된 소수의 종목이 이익을 주지 못한다면, 

다수의 이익 유발하는 종목을 놓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즉, 추천의 이익률에는 편차가 존재하는데, 손실을 

끼치는 추천에 자산이 의존되어 있을 경우, 자산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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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추천당 매수 액을 40만원인 경우. 윗그림은 

기 자산 2억원일 때 거래일에 따른 자산의 추이

를 나타낸다. 아랫그림은, 모든 추천이 거래 다

는 가정하의 이익률(%)의 합을 나타낸다.

그림 4 추천당 매수 액이 4,000만원인 경우. 윗그림은 

기 자산 2억원일 때 거래일에 따른 자산의 추

이를 나타낸다. 아랫그림은, 모든 추천이 거래

다는 가정하의 이익률(%)의 합을 나타낸다.

요동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효율 인 거래를 해, 상황에 따라 

PMR을 동 으로 변경해  수 있는 략이 필요하다. 

한, 다수의 지역 투자자가 존재하므로, 각 측 모델

의 추천마다 PMR을 효과 으로 조 할 수 있는 복잡

한 자산 할당 기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 우리는 메타 

정책(Meta Policy)를 정의한다.

정의 1: 측 모델의 추천 수 벡터를 N  =(#bear, #bull, 

#GC, #TU)라고 하자. , 총 자산 비 주식 자 의 비율

을 SF(stock fund ratio)라고 하자. 메타 정책 MP 

(meta policy)는 ×↦  인 함수로서, 

  

이다. 여기에서 PMRe는 e번째 지역 투자자의 추천당 

매수 액(Purchase Money per Recommendation)이다.

그림 5는 메타 정책을 이용하는 거래 과정을 나타낸

다. 이는 그림 6의 주식 거래 모형에서의 거래 차로 

생각할 수 있다. 체 거래 기간 T  t번째 거래일에, 

E개의 측 모델들은 각 패턴 De에 한 추천 후보 집

합 {Se}를 검색한다. 메타 정책 MP는 각 측 모델의 

추천당 매수 액을 결정하며 이는 그림 6의 자산 할당 

정책에 해당한다. 이 때, PMR 결정은 측 모델의 추

천 종목 수 #1, ..., #E와 추천당 매수 액 SF를 고려하

여 계산된다. local_trade 함수는 해당 지역 투자자의 거

래를 행한다.

주식 자  비율과 추천 수에 한 정보는 시간에 따

라 변하고 의존 인 계에 있으므로, 강화학습의 철학

에 부합된다. 이에 우리는 표  강화학습인 Q-학습 

하에서 메타 정책을 모델링하고자 한다.

그림 5 메타 정책에 따른 투자 과정. e  번째 지역 투자

자에 하여 retrieve 함수는 매수 신호가 발생

한 주식 후보 집합 {Se}를 검색하고, 후보의 수 

Ne를 리턴한다. MP는 PMR을 정해주는 함수

이다. local_trade는 매수된 종목에 해 지역 

투자 정책을 따라 거래 뒤처리를 행한다.

4. 강화 학습에 의한 자산 할당 모델

4.1 강화 학습

강화학습은 목표 지향  학습  의사 결정 문제를 

자동화하기 한 계산학  근법이다[14]. 강화학습,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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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강화학습으로 표 한 주식 거래 모형. 주식 시장은 환경, 자산 할당 정책은 에이 트에 해당

한다. #e,t는 e번째 지역 투자자가 검색한 투자 후보의 수이다. SFt는 총 자산 비 주식 자

의 비율이다. PMRe,t는 액션에 해당하며 e번째 지역 투자자의 추천당 매수 액이다. 

local_trade는 지역 투자자의 매수, 매도를 행한다. 보상은 식 (3)의 수익률이다.

히 마코  결정 과정(Markov Decision Process)에서는, 

에이 트(agent)와 환경(environment)이 매 시간 t = 

1,2,...,T 마다 상호작용한다. 환경의 상태 st에 하여 에

이 트는 자신의 정책 으로부터 액션 at를 선택한다. 

에이 트의 액션 at에 응하여 환경은 상태를 st+1로 변

경하고, 에이 트에게 액션에 한 보상 rt+1을 제공한다.

에이 트의 목표는 최 의 정책을 학습하는 것이며, 

이는 상태-액션 (s,a)에 한 보상의 기 치를 최 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Q-학습에서는 이 보상의 기 치를 

함수로서 유지하며, s0에서 출발하여 sT에서 종료하는 

주어진 에피소드에 하여, 

    
       

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에서 ≦≦ 은 감쇄 요소

(discount factor)이다. Q-학습에서 최 의 정책 Q
*
는

),(maxarg* asQQ π

π
=

과 같이 정의된다. 최 의 정책을 학습하는 방법으로는 

다이나믹 로그래 과 몬테칼로 방법, 시간차(tem-

poral-difference) 방법이 있다. 다이나믹 로그래 은 

정확한 계산  수렴을 보장하지만, 환경에 한 정확한 

확률 모델이 존재하여야 하고, 몬테칼로 방법은 많은 수

의 에피소드가 필요하다. 시간차 방법은 두 방법의 충

안으로서 n-단계 샘 과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한다[14].

4.2 Q-학습을 이용한 자산 할당 모델

기계 학습 분야에서 바람직한 성능을 거두는 것은 입

력 공간의 표 에 좌우된다. 특히, 강화 학습은 상태와 

보상의 설계의 미학이다[12]. 이 에서는, Q-학습 기법 

내에서 메타 정책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자세히 기술하

겠다.

그림 6은 강화 학습으로 표 한 체 주식 거래 모형

을 나타낸다. 상태 st는 환경이 에이 트에게 제공하는 

시간 t에서의 상태 벡터이다. 우리는 st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 다.

  
 




 

상태 벡터는 두 부분으로 나  수 있는데, 하나는 

측 모델에 한 요약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 자  

비율에 한 정보이다. 측 모델에 한 정보는 


로서, 이는 시간 t에서의 e번째 지역 투자자의 

추천 종목수 
를 이산화된 값으로 표 한다. 추천 종목

수는 상한에 제한이 없는 정수 값이므로, 표 4와 같은 

이산화 방법을 사용하 다. 자연수 값을 10 비트의 직교 

좌표로 표  하 다.

 는 총 자산 비 주식 투자 의 비율을 표

하는 비트 벡터이다. 이 비율은 0%～100%의 값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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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측 모델의 추천에 한 비트 벡터 표

추천 수 비트 벡터

0

1

...

8

9～

0000000001

0000000010

...

0100000000

1000000000

표 5 주식 자  비율의 비트 벡터 표 법

주식 의 비율 비트 벡터

[0,5)

[5,10)

 ...

[90,95)

[95,100)

00000000000000000001

00000000000000000010

...

01000000000000000000

10000000000000000000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표 5와 같이 20 구간으로 나 고 

20 비트의 직교 좌표로 표 했다.

상태 에 한 액션 은 총자산에 한 각 측 모

델의 PMR 비율(%)이다. 실수값의 PMR 할당이 자연스

럽지만, Q-학습 기법 내에서 실수값의 액션을 처리하기

는 쉽지 않다. 따라서 액션 한 이산화 과정을 거쳐 

한 차원의 벡터로 표 하여야 한다. 우리는 PMR 비

율을    하나의 값을 취하도록 제한하

다. 따라서 액션은 다음과 같이, 

  
 






의 벡터 형태로 표 된다. 여기에서 
는 4비트

로서 e번째 지역 투자자의 추천에 배정될 수 있는 4가

지 값  하나를 가리킨다. 결국, 가능한 액션의 수는 

256 이 된다.

이 게 표 된 상태, 액션의 탐색 공간을 테이블로 표

하면, 테이블 엔트리의 크기는 약 ×  개가 된

다. Q-학습에서 테이블의 크기가 무 크면 함수 근사

화 모델을 사용하여 Q-테이블을 모델링 하는 것이 일

반 인 근법이다[15]. 

그림 7은 메타 정책의 Q-학습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충분한 수의 에피소드를 생성하기 해, 하나의 에피소

드는 거래 개시일과 거래 종료일을 체 학습 기간 

에서 균등 추출하여 구성하 다. 에피소드 내에서, 에이

트는 Action 함수로부터 액션을 선택하고, 선택된 액

션에 응하는 PMR에 기반하여 주식을 거래한다. 환경

으로부터 받은 보상으로부터 Q-테이블의 값을 변경한

다.  함수는 거래일 t의 시작 자산 

assett와 액션 at에 기반한 하루 거래를 시뮬 이션 한

다. Trade 함수의 출력은 다음날의 시작 자산으로 사용

된다.

보상 함수로서, 우리는 거래 기간의 기 자산 비

그림 7 메타 정책을 한 Q-학습 알고리즘. Action 함

수는 Q-정책π에 따라 상태 st에 한 액션 at를 

리턴한다. Trade 함수는 하루 거래를 시뮬 이

션 한다.

이익의 비율인 수익률을 선택하 다.

         수익률×




 (3)

에피소드 내의 거래일에는 각 액션의 보상값은 0이며, 

에피소드의 종료시에만 수익률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5. 실 험

이 장에서는, Q-학습에 의해 최 화된 메타 정책 을 

지닌 투자 시스템 MPT(Trader with Meta Policy)의 

성능 비교 실험을 기술한다. 비교를 해 고 인 고정 

정책을 지닌 두가지 투자 시스템을 포함했는데, 표 6에 

각 투자 시스템의 특징을 요약하 다. 각 투자 시스템은 

동일한 지역 투자자를 활용하며, 자산의 운용이 각기 다

르다. 

표 6 투자 시스템의 정책들

이름 의미

trader1

trader2

MPT

고정 정책, 기에 분할된 자산 운용

고정 정책, 통합된 자산 운용

동  정책, 통합된 자산 운용

5.1 각 시스템의 정책  성능

그림 8과 그림 9는 각각 trader1과 trader2의 자산 운

용 방식을 나타낸다. trader1은, 기 자산을 지역 투자

자들 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한 후, 분할된 자산이 배타

으로 해당 지역 투자자만을 해 운용된다. trader1의 

자산 할당 정책은 4개의 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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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rader1의 자산 운용 정책 그림 9 trader2의 자산 운용 정책

 

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 지역 투자자들의 추천에 한 

PMR을 의미한다. 라미터들은 지역 투자자의 학습 기

간과 겹치지 않는 2000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기간에 한 시뮬 이션에 해 최  수익을 낼 수 있도

록 계산되었다. 시뮬 이션은 그림 5의 메타 정책에 따른 

거래 과정과 동일하지만, 차이 은 MP 함수를 신하여 

PMR 배정에 trader1의 라미터  을 

사용한다는데 있다.

trader2는, 기 자산을 분할하지 않고 통합된 형태로 

운용한다. 지역 투자자로부터 추천이 발생할 때마다, 

trader2는 총자산의   비율만큼의 매수를 시도한다. 

은 trader1의 라미터 계산 구간과 동일한 기간에 해

서 시뮬 이션을 통해 최 화 된다. 차이 은 MP 함수 

신 모든 지역 투자자에게 동일한 의 PMR을 배정

하게 된다. 

5.2 MPT 학습

MPT는 4장에서 기술한 Q-학습에 의해 구성되었다. 

학습 기간은 2000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이며, 이

는 trader1과 trader2의 라미터 최 화 구간과 동일하

다. MPT 학습을 해, Q-학습의 세부 라미터는 다

음과 같은 값을 사용하 다. 는 0.9로 하 고, 는 0.02

로 고정하 다.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은 학습 기간에서

의 과학습(overfitting)을 야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MPG 학습을 해, 학습 데이타의 후반 6개월은 검증 

기간으로 확보하여 과학습 정도를 감시하는 방법을 택

했다. 이를 해, 각 에피소드의 경험 후, 학습 기간과 

검증 기간에 하여 그림 5의 투자 과정을 따라 거래 

성능을 측정하여 그림 10과 같은 학습 로그를 얻었다. 

강화학습에서 경험할 에피소드 수는 매우 커서 모두 표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로축에 매 1,000 에피소드 지

만을 표기하 다. 세로축은 이에 응되는 투자 성능

그림 10 Q-학습 경향 분석. 에피소드 경험 후 학습  

검증 기간에 한 시뮬 이션된 거래 결과이

다. 가로축은 측정 시 인 매 1,000 에피소드 

경험을 의미한다. 세로축은 거래 종료시의 수

익률이다. 실선은 학습 기간에 한 수익률, 

선은 검증 기간에 한 수익률이다.

인 이익률을 나타낸다. 실선은 학습 기간에 한 이익률

이고, 선은 검증 기간에 한 이익률이다. 검증 기간

에 한 로그를 살펴보면, 500,000 에피소드 경험 지

에서 약 210% 의 성능에 도달한 후, 차 성능이 하향 

곡선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더 이상의 에피소드 

경험을 통한 Q-테이블 갱신은 학습 데이타에 한 과

학습을 이끌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이상의 학습

을 지하고, 그 지 의 Q-테이블을 MPT로 삼았다.

5.3 거래 성능

그림 11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의 테스트 

기간에 하여 세 거래 시스템을 비교한 것이다. 가로축

은 거래일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체 자산을 나타낸다. 

각 거래 시스템은 2,500만원의 기 자산으로 거래를 시

작하 다. 선은 KOSPI 값을 나타내며, 거래 시스템과

의 비교의 베이스 역할을 한다. 2002년 1월 2일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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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세 투자 시스템의 성능 비교. 2002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의 거래 로그. 기 자산 2,500

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을 때의 자산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선(종합주가지수), 쉬(trader1), 

쉬(trader2), 실선(MPT)

거래일에 2,500만원처럼 보이도록 KOSPI 값을 스 일

링 하 다. 실선은 MPT의 자산 로그, 쉬 선은 

trader1, 쉬선은 trader2의 로그이다.

표 7은 각 거래 시스템이 산출한 성능을 요약한 것이

다. 수익률은 식 3을 이용하 으며, 상  수익률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표 7 각 거래 시스템의 산출된 이익 비교

거래 시스템 수익률(%) 상  수익률(%)

trader1

trader2

MPT

76.92

115.74

241.42

102.49

146.92

290.46

T

TT

t

tt
casset

cassetasset −
×=100  수익률상대적

이 때, 는 최종 거래일의 종합주가 값이다. 즉, 

상  수익률은 종합주가 비 수익률을 의미한다.

MPT는 다른 두 거래 시스템의 성능을 확연하게 뛰

어 넘고 있다. 17개월의 거래 후에, 자산은 약 6,041만

원이 증가하여 약 8,541만원이 되었다. 이는 241.42%의 

수익률에 해당한다. trader1은 거래 시스템  가장 

조한 성능을 보 다. trader1의 경우, 측 모델이 많은 

수의 추천을 제공했으나, 해당 지역 투자자에게 분할된 

자산에 여유가 없어서 그 추천을 모두 매수할 수 없는 

반면, 다른 지역 투자자의 자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trader2의 경우도 제한된 성능을 보 다. 이 경우는, 

측 모델의 출처에 상 없이 추천된 주식의 매수를 시

도하기 때문에 trader1의 악조건을 피할 수 있다. 비록 

부분의 기간에서 trader1의 성능을 상 했지만, 

trader2는 측 모델간의 상  계나, 주식 자  비율

을 고려하지 않는다. 를 들어, 2002년 9월 무렵, 

trader1과 trader2는 자산의 많은 감소를 겪지만, MPT

는 상 으로 이를 잘 견뎌냈다. 상황에 따른 응 인 

자산 할당을 통해 험한 손실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고,  체 자산을 크게 상승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6. 토 론

MPT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해서, 주식 

자 과 추천 정보까지 고려한 종합 인 분석을 그림 12

에 보인다. 그림 15의 윗부분은 자산 로그에 한 그림

이다. 간 부분은 체 자산 비 주식 자 의 비율을 

나타낸다. 아랫부분은 모든 추천 주식이 매수 된다는 가

정하에서 이들의 거래 완료 후의 이익률의 합을 나타낸

다. 2002년 4월 이후, 거래소는 하락장 내에 있었다. 

2002년 6월말부터 2002년 7월 순까지, 거래소에는 가

른 상승을 경험한 종목들이 많이 등장했다. 지역 투자

자 LTbear는 2002년 6월 27일에 많은 수의 추천을 제공

한다. 그 날의 자산 할당 규칙은(5.0, 0.5, 0.5, 1.0) 이었

는데, 5.0은 LTbear의 추천 종목에 한 PMR에 해당한

다. 6월 27일에 주식 자  비율은 약 5% 정도 으므로, 

추천된 종목 부분을 매수할 수 있었다. 이 거래의 결

과로, 6월 28일의 주식 자  비율은 90% 이상으로 상승

하 다.

2002년 12월, 거래소는 계속된 하락장으로 재차 국면 

환을 맞는다. 12월 순 이후 추천 주식 수가 많아졌

고 이는 곧 거래 손실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12월 

20일에, LTbear와 LTbull의 추천수가 동시에 많아졌다. 

그러나, 이들의 지정된 PMR은 모두 0.5 다. 즉, 패턴 

Dbear와 패턴 Dbull의 추천 수가 동시에 증가 하고 주식 

자 의 비 이 클 때는 매수 을 작게 하는게 낫다

고 단한 것이다. 그림 7의 trader1과 trader2를 보면 

이 짧은 기간에 자산의 변화가 심함을 불 수 있고, 손실 

한 컸다. MPT의 경우에는 작은 PMR의 할당으로 인

해 주식 자 의 비율이 그리 커지지 않았으며, 상 으

로 작은 손실로 기를 넘길 수 있었다. 즉, 어느 정도

의 손실은 불가피하더라도,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는 안

정 인 거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trader2가 자산에 심각한 손실을 경험하는 2003년 3월

에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MPT는 trader2가 겪는 큰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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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PT의 투자 성향에 한 상세 분석.  그림

은 투자 기간  자산의 추이를 나타낸다. 가

운데 그림은 투자 기간  총 자산 비 주식 

자 의 비율(%)을 나타낸다. 아래 그림은 4개

의 엔진의 추천들이 부 거래되었을 경우의 

이익의 합(%)을 나타낸다.

물론, MPT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3년 1월에는 잘못된 추천에 큰 PMR로 매수하여 주

식 자  비율이 증가하여 결과 으로 손실을 입었다. 

측 모델 자체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투자를 이끌 수는 없다. 그러나 강화학습을 통해 지역 

투자자와 자산 운용을 보다 상 단계에서 고려하는 효

율 인 자산 할당 정책을 구성할 수 있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감독자 학습 기법으로 구성된 지역 투

자자를 강화학습 기법 내에서 결합하는 동  자산 할당 

기법을 고안하 다. 측 모델의 추천 정보와 체 자산 

비 주식 자 의 정보를 동시에 고려한 강화학습의 상

태 표 을 통해 투자 을 상황에 따라 응 으로 할당

하는 메타 정책을 정의  최 화하 다.

메타 정책을 이용한 거래 시스템은 테스트 기간 동안

의 한민국 주식 시장에 한 시뮬 이션에서, 다른 고

정 자산 할당 방법에 기반한 거래 시스템들에 비해 큰 

이익을 산출했다.

강화학습을 통한 지역 투자자의 결합은, 시간에 따른 

이들의 계 변화로부터 효과 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략을 찾아  뿐 아니라, 주식 거래와 같은 복잡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감독자 학습으로 구성된 측 모

델의 시 지 효과를 이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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