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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가 예측 모형을 실제 금융 서비스에 도입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주식 

데이터는 일반적인 시계열 데이터와 다르게 예측을 어렵게 하는 복합적인 요소가 존재하며 주식은 

리스크가 큰 자산 상품 중 하나이다. 주가 예측 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성능을 향상 

시키는 것과 함께 모델을 해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해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

은 주가 전망 결정 방법에 따른 예측 결과를 비교하고, 설명 가능성을 부여해 모형 개선했다는 것

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주가 전망을 장기적으로 결정할수록 정확도가 증가하고, XAI 기법을 통

해 모형의 개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모형의 신뢰성

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근래에 투자의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

을 돕기 위해 주가 예측 모형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

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주가 데이터는 시계열 데

이터에 속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계열 데이터와 달

리 비정상성(non-stationarity), 장기 의존성(long-term 

dependency), 비선형성(non-linearity) 등의 특성을 가지

고 있어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  

최근에 시계열 예측이 아닌 기계 학습 기법을 사용

한 주가 등락 예측 모형이 제안되고 있다[2]. 하지만 

정확도, 정밀도 같은 모델 성능 평가 지표 외에 인공

지능 모형을 신뢰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근거

는 부족한 상황이다.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리스크가 큰 금융 상품에 속한다. 투자 위험을 완화

하며 주가 예측 모형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모형에 설명 가능

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설명 가능 인공지능(XAI,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기법 중 SHAP(SHapley Additive 

* 본 연구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받아 진행하는 것입

니다. 

exPlanations) 기법[3]을 활용해 인공지능이 학습한 내

용을 해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고, 모델 개선 근거1

를 마련하였다. 이때, 분류 예측을 위해서 XGBoost[4]

를 사용하였다. 또한, 전망 결정에 참고하는 데이터 

범위를 중·장기적으로 확장하여 주가 전망 결정 방법

에 따른 예측 정확도 차이를 폭넓게 분석하였다. 

첫번째 실험으로 주가 전망 결정 방법에 따른 성능

을 비교하고,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모형의 개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다. 앙상블 알고리즘[5]을 사용하여 윈도우 사이즈

를 1, 7, 30, 90 으로 설정하여 학습한 후 예측 정확도를 

비교했다. 윈도우 사이즈는 주가 전망을 결정하기 위

해 참고한 일수를 말한다. 가격 데이터, 기술 지표 데

이터, 시장 데이터로 특징 벡터를 구성하여 SHAP 기

법으로 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윈도우 사이즈가 커질수록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고, 가격보다 기술 지표와 시장 지수가 전망 

예측에 중요한 요소로 해석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가격 데이터와 시장데이터로부터 추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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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표 변수 조합을 최종 변수로 선정하였다. 최

종 모형 적용 결과 주가 전망을 30 일을 기준으로 결

정했을 때 93.64%의 성능을 보였다. 이것은 설명 가

능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 변수를 선별하여 모델을 개

선하고,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모델을 제안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 2 장에서 

분석 방법을 기술하고 제 3 장에서 실험 결과를 자세

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4 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2. 분석방법 

2.1 실험설계 

본 논문은 2011 년부터 2020 년까지 10 년간의 네이

버 주식 데이터를 사용했다. 사용한 변수는 가격, 기

술 지표, 시장 지수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실험으로 

주가 전망 결정 방법에 따른 예측 정확도 차이를 비

교하고, 주가 전망 예측에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확

인했다. 이 실험의 특징 벡터는 가격 데이터, 기술 지

표 데이터, 시장 지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여 구성

하였다. 기술 지표로 MA5, MA10, MA20, MA60 of close, 

MA20, MA60 of volume, RASD5, RASD10, MACD, CCI14, 

ATR14, Bollinger band ub, middle, lb, MTM1, MTM3, 

ROC60, WPR14, ADX14, ADXR14 를 사용하였다. 기술 

지표 변수 이름 뒤에 추출 시 설정한 기간을 표기하

였다. 예를 들어,  MA5 는 5 일동안의 이동 평균을 뜻

한다. 최종 모형엔 첫번째 실험 결과에 따라 영향력 

있다고 판별된 변수 조합을 사용하였다. 모델 개선과 

해석은 윈도우 사이즈가 30 일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최종 모형에 사용된 특징 벡터는 Table 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은 실험에 사용한 변수들을 나타낸다. 

 

Table 1. 실험에 사용한 변수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네이버 주식 데이터에 대해 결측치를 제거한 후 2360

개의 영업일 데이터를 Min-max scaler 를 사용해 0 과 1

사이로 정규화 하였다. 첫번째 실험엔 Xgboost, 

RandomForest, Adaboost 와 같은 앙상블 분류기를 사용

했으며 이 중 Xgboost 분류기에 설명 가능성을 부여

해 모델을 개선하였다. 성능 평가 지표로는 accuracy

를 사용하였다. 네이버 주식 외에 삼성전자,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LG 화학 주식 데이터를 사용해 네이버 

주식과 유사한 실험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했다. 

Table 2 에서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데이터 수집 기간, 

전처리, 분류 알고리즘, 실험 환경을 요약하였다.  

Stock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LG 화학 

Period 2011.1.03~2020.12.30 (영업일 2360 일) 

Classifier XGBoost, RandomForest, Adaboost 

CPU apple silicon m1 

RAM 8GB 

OS mac 

Table 2. 실험 환경  

본 연구는 다음 수식으로 주가 전망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주가 전망은 기준 값과 대상 값을 비교해 

‘상승’ 과 ‘하락’으로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도 기준 

값과 대상 값을 비교해 전망이 ‘하락’으로 결정될 경

우를  0, ‘상승’으로 결정될 경우를 1 로 설정했다. 

윈도우의 사이즈를 1, 7, 30, 90 으로 설정해 폭넓게 예

측 실험을 했다. 윈도우 내의 추세로 전망을 결정하

기 위해 다음날부터 n일 동안의 평균 종가를 대상 값

으로 사용하였다. 해당 일의 종가를 기준 값으로 다

음 날부터 n 일까지의 평균 종가를 대상 값으로 설정

하면 수식 (1)과 같다.  

𝑡𝑎𝑟𝑔𝑒𝑡 =  {
0        if  𝑐𝑙𝑜𝑠𝑒𝑡  ≥  

∑ 𝑐𝑙𝑜𝑠𝑒𝑡+𝑖
𝑛
𝑖=1

𝑛

1        if  𝑐𝑙𝑜𝑠𝑒𝑡  <  
∑ 𝑐𝑙𝑜𝑠𝑒𝑡+𝑖

𝑛
𝑖=1

𝑛

    (1) 

 

3. 실험 결과 

3.1 주가 전망 결정 방법에 따른 예측 정확도 분석 

Table 3 은 첫번째 실험 결과로 네이버 주식에 대해 

앙상블 분류기로 학습한 모델의 테스트 데이터 셋 분

류 정확도를 보여준다. 

n Xgboost RandomForest Adaboost 

1 55.08% 52.75% 53.18% 

7 80.93% 82.20% 66.31% 

30 91.95% 93.43% 81.14% 

90 97.03% 97.03% 93.22% 

Table 3. 네이버 주가 예측 정확도 

price Open, High, Low, Close, Volume 

Technical 

Indicator 

CCI, MAs of {Close, volume}, RASD, MACD, 

ATR, Bollinger band {ub, middle, lb}, MTM, 

ROC, WPR, ADX, ADXR 

Market S&P500, SOX, VIX, KO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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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포레스트 모형의 성능이 가장 우수했으며, 주가 

전망을 장기적으로 결정해 예측할 수록 성능이 향상

되었다. 실험 기간의 양성 레이블은 n이 1일에서 90

으로 증가할 때 47.97%에서 60.3%로 증가하였고, 랜

덤포레스트 정확도는 52.75%에서 97.03%로 증가하였

다. 다른 분류기도 양성 레이블 비율이 증가한 것에 

비해 예측 정확도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가 전망 결정 방법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며, 전망 결정 방법이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모델 해석 

윈도우 사이즈가 30 인 경우의 XGBoost 모형에 설

명가능성을 부여해 주가 예측에 영향력 있는 변수를 

확인하였다. <Figure 1>는 전체 입력 피처들이 주가 전

망 예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섀플리 값의 절댓값 

순으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X 축은 주가 예측에 부정

적인 요소부터 긍정적인 요소까지 각 요소의 크기를 

표시한다. Y 축엔 변수가 나열 되어있고, 색깔은 해당 

변수의 값이 작아지거나 커질 때의 상황을 표시한 것

이다. 값이 커질수록 붉은 색을 띠며, 작을수록 푸른 

색을 띤다[6]. 코스피 지수는 작을수록 주가 상승 예

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커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반도체 지수와 

ADXR14 는 커질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작을수록 부

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 지수, 

반도체 지수, ADX, ADXR, MA60 등의 시장 지수 데이

터와 기술 지표 데이터가 전망을 예측하는데 영향력 

있는 변수로 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 

 

3.2 모델 개선 실험 

첫번째 실험으로 생성된 모델은 가격 데이터와 시

장 지수 장 마감 가격 데이터가 입력 피처로 사용된

다. 가격 데이터는 주가 예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

지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Figure 1> 결과를 바탕

으로 시장 데이터와 가격 데이터에서 기술 지표를 추

출하였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해석이 가능하도록 모

델을 개선하는 실험을 했다. 특히, 가격으로 표현되지 

않는 기술 지표를 변수로 사용했다. 주식 종가와 시

장 지수 종가로부터 기술 지표를 추출하여 특징 벡터

를 구성하였다. 시장 지수는 모델 해석에서 가장 중

요한 변수로 측정되었던 KOSPI 지수를 사용하였다. 

Table 4 는 새로운 특징 벡터를 사용하고, 하이퍼 파라

미터 튜닝을 진행하여 개선된 모델을 요약한 것이다. 

 

Feature 

vector 

kosADX14, kosADX30, kosADX60, 

kosADX90, CCI30, CCI60, MTM1, MTM3, 

ROC60, ROC90, WPR60, WPR90, ADX14, 

ADX30, ADX60, ADX90, ADXR14, ADXR30, 

ADXR60, ADXR90 

Classifier Xgboost 

Parameter learning_rate 0.3 

max_depth 6 

n_estimators 110 

booster gbtree 

objective binary:logistic 

Table 4. 개선된 모델 

Table 5 는 5 개의 종목에 대해 학습한 최종 모형의 

테스트 데이터 셋 분류 정확도를 보여준다. 네이버 

주식과 비슷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유사

한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주가 예

측 최종 모형으로 30 일 동안의 전망 예측을 실험한 

결과 검증 데이터 셋에 대해 93.6%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가격 데이터를 입력 피처로 사용한 

모델에 비해 개선된 수치이다. 주가 예측에 비효율적

인 변수를 제거하고 모델이 학습한 과정에 해석이 용

이한 변수를 사용하여 모델이 개선된 것이다. 최종 

모형은 윈도우 사이즈가 7, 30 인 경우에 첫번째 실험

의 XGBoost 모델보다 향상된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윈도우 사이즈가 30 인 경우를 기준으로 모형을 개선

할 방향을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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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개선된 모델 예측 실험 결과 

<Figure 2>은 최종 모형에 사용된 피처에 대해 주가 

전망 예측에 주는 영향력을 SHAP value 순으로 시각

화한 것이다. 코스피의 추세 강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계산되었다. KosADX60 은 

커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작을수록 긍정적인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KosADX90 은 커질수록 주

가 상승 예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작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와 주가 추세의 강

도를 나타내는 ADX, ADXR 지표도 영향력 있는 변수

로 계산되었다. 

 
 

<Figure 2> 

 

 <Figure3>은 특정 일의 입력 변수가 예측에 어떤 영

향을 주었는지 시각화한 그림이다. 주가 상승 예측에 

붉은색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 변수이며, 푸른색은 부

정적인 영향을 준 변수이다. 이 그림을 해석하면 주

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변수는 Williams 

percent range, ROC, ADXR, CCI 와 같다. 이 결과는 기술

적 분석을 통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기술 지

표를 선택하고, 모형의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Figure 3>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주가 전망 결정 방법에 따른 예측 정

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된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 주가 

전망 결정 방법에 따라 예측 정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법 중 하

나인 SHAP 기법을 활용하면 예측에 변수가 어떤 영

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어 변수를 선별하고 모델을 

개선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모형의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 전략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연구에

는 기술 지표 변수를 확장하여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전망 결정 방법에 따른 해석 차이를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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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네이버 삼성 

전자 

현대차 아모레

퍼시픽 

LG 

화학 

1 54.24% 52.52% 54.41% 53.47% 51.68% 

7 81.57% 80.88% 83.40% 82.53% 82.35% 

30 93.64% 91.60% 94.12% 92.21% 93.70% 

90 96.19% 96.85% 95.17% 97.26% 97.48% 

ACK 202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권 2호)

- 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