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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ecasting exchange rate movements is a challenging task since 
exchange rates impact world economy and determine value of international 
investments. In particular, Korean-U.S. exchange rate behavior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strong Korean and U.S. trading relationship. Neural 
networks models have been used for short-term prediction of exchange 
rate movements. Least squares support vector machine (LS-SVM) is used 
widely in real-world regression tasks. This paper describes the use of 
LS-SVM for short-term and long-term prediction of Korean-U.S. 
exchan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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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환율은 세계경제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고 국제투자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때문

에 환율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 대미의존도

가 특히 높고, 외환시장도 어느 나라 외환시장보다 변동성이 심해 외국의 유수한 펀

드매니저들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도 환율변동이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위험 관리를 위해 한국 원화와 미국 달

러의 환율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환율변화에 향을 주는 변수

가 많고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변

수가 발생할지 몰라 환율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환율예측의 이런 중요성 때문에 외국

의 각국에서는 정확한 환율예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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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기존의 신경망 모형 등을 사용한 단기예측에 치중하고 있으며 장기예측 관련 

연구에는 아직도 부진한 편이다. 단기 예측치로 기업과 국가를 경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환관리를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율의 장기

예측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대학에서 환율예측 관련 강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행히도 정작 

환율예측 연구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기계학습 분야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LS-SVM(least squares support vector machine)을 사용하여 한국 

원화와 미국 달러의 환율의 장단기 예측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단기 환율예측방법

대부분의 시계열 예측방법은 단기예측, 즉 1-step ahead 예측을 위해 개발되었다. 

본 절에서는 간단한 선형방정식을 통해 유일한 해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최

근 분류 및 함수추정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기계학습 분야의 LS-SVM에 기반한 한

국 원화와 미국 달러의 환율을 위한 두 종류의 단기 예측방법을 설명하고자한다. 자

세한 내용을 위해 Suykens 등(2000) 및 Suykens(2001)을 참고하라. 먼저 전방향모형

(feedforward model)

ŷk= f (yk-1,yk-2,…,yk-q,uk-1,uk-2,…,uk-r )

과 순환모형

ŷ k = f ( ŷ k-1, ŷ k-2,…, ŷ k-q, u k-1, u k-2,…, u k-r )

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uk∈R는 외생입력, y k∈R는 출력을 나타

내며 ŷ k∈R은 추정된 출력을 나타낸다. 한편 일반성을 잃음 없이 각 모형에서 uk

를 제거한 간단한 모형을 생각할 수 있다. 순환모형은 추정된 출력 ŷ k의 되부름이 

있기 때문에 동적모형인 반면에 전방향모형은 되부름이 없는 정적모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전방향모형에 함수추정을 위한 LS-SVM을 적용한 일반적 LS-SVM이고 두 

번째 방법은 순환모형에 LS-SVM을 적용한 순환 LS-SVM이다. 한편 순환 LS-SVM

은 시계열 예측을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

2.1 일반적 LS-SVM

훈련자료 { ( x i, y i ) }
n
i= 1 ⊂ X ×R가 주어졌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시계열예측을 

위해서 입력벡터 x i은 과거자료를 나타내며 X는 입력벡터공간 R
d를 나타낸다. 다음

과 같은 비선형 함수를 생각하자.

f ( x) = w' φ( x ) + b                        

여기서 b는 절편항을 나타내고, 특징사상함수(feature mapping function) φ (⋅) : R
d  

→ R
df는 입력공간에서 차원 d f의 고차원공간으로의 사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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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겠다.

                 Minimize 1
2
w' w + 

γ
2 ∑

n

i=1
e 2i   

                 Subject to  y i= w' φ( x i) +b+ei , i=1,…,n

여기서 γ는 벌칙상수를 나타낸다. 위의 최적화 문제의 핵심 이론은 다음의 라그랑즈

(Lagrange) 함수를 만드는 것이다. 

                  L=
1
2
w'w+

γ
2 ∑

n

i=1
e
2
i-∑

n

i=1
αi (w'φ(x i)+b+ei-yi)

여기서 α i는 랑그랑즈 배수(Lagrange multiplier)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최적화를 위

한 조건식은 편미분을 통하여 간단하게 구해지며 다음과 같은 선형방정식으로 정리된

다.

[ ]0 1 '
1 Ω+γ -1 I [ ]b α  = [ ]0 y 

여기서 y=(y 1,…,y n)', 1=(1,…,1)', α =(α 1,…,α n )'이며 Ω ={Ω kl}는 원소 

Ω kl= φ( x k )'φ ( x l ) = K ( x k, x l ), k, l= 1,…,n를 갖는 행렬을 의미한다. 그리

고 K는 커널함수를 나타내며 본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커널함수가 사용된다. 

위의 선형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최적의 절편항 b̂과 라그랑즈 배수 α̂ i가 구해지

며 최적의 비선형 회귀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f̂ ( x ) = ∑
n

i=1
α̂ iK ( x i, x ) + b̂

한편 회귀함수 추정 문제에서 두가지 모수, 즉 벌칙상수 γ  및 커널모수가 결정되어

야 한다. 

2.2 순환 LS-SVM

시계열 예측을 위해 개발된 Suykens 등(2000)의 순환 LS-SVM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성을 잃음 없이 다음 모형  

ŷ k = f ( ŷ k-1, ŷ k-2,…, ŷ k-q)  

을 생각하며, 모수화 기법으로 다음 방법     

ŷ k= w'φ ( ŷ k-1∣k-q) + b 

을 채택한다. 여기서 ŷ k-1∣k-q=( ŷ k-1, ŷ k-2,…, ŷ k-q)'  이다. 따라서 모형은 다음과 

같이 입력과 오차의 모형으로 다시 표현 가능하다.

y k- e k= w' φ ( x k-1∣k-q- ξ k-1∣k-q ) + b             

여기서 ek=yk-ŷ k, x k-1∣k-q=(y k-1,y k-2,…,yk-q)', ξ k-1∣k-q=(ek-1,

ek-2,…, ek-q)'  이다. 따라서 순환 LS-SVM의 최적화 문제는 일반적 LS-SVM 처

럼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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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ize 1
2
w'w + 

γ
2 ∑

n+q

k=q+1
e 2k   

Subject to y k- e k= w' φ ( x k-1∣k-q- ξ k-1∣k-q ) + b , k=q+1,…,n+q

한편 위의 최적화 문제의 해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γ →∞의 경우를 다룬다. 

따라서 최적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다.

     min
α, e, b

 
1
2 ∑

n+q

k=q+1
 e 2k

subject to 

ꀊ

ꀖ

ꀈ
︳︳

︳︳

yk-ek= ∑
n+q

l=q+1
α l-q K(z k-1∣k-q, z l-1∣l-q )-b= 0,

 ∑
n+q

k=q+1
αk-q=0,  k=q+1,…,n+q

여기서 z k-1∣k-q=x k-1∣k-q-ξ k-1∣k-q, K(z k-1∣k-q, z l-1∣l-q)= φ(z k-1∣k-q)'

φ( z l-1∣l-q)  이다. 최종적인 순환모형은 다음과 같다.  

ŷ k= ∑
n+q

l=q+1
αl-q K (z l-1∣l-q, ŷ k-1∣k-q)+b

이때 i= 1, 2,…, q에 대한 초기값은 ŷ i= yi  이다. 여기서 커널모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3. 장기 환율예측방법

대부분의 1-step ahead 예측방법이 장기예측, 즉 p-step ahead 예측에 사용될 때는 

예측을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 LS-SVM과 순환 LS-SVM도 예외가 아

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step ahead 예측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k+p= f (yk,yk-1,…,yk-q+1)

본 절에서는 Duhoux 등(2001)이 제안한 방법에서 신경망 대신 성능이 좋고 간단한 

LS-SVM으로 대체한 두 종류의 장기 예측방법과 p-step ahead를 독립적인 LS-SVM

으로 적용한 장기 예측방법을 사용한다. 신경망 대신 Vapnik(1995)의 SVM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QP 문제를 풀어야 하는 단점이 있고 본 환율자료에는 LS-SVM

이 더 적합하여 이 모형을 사용한다. 첫 번째 방법은 입력변수의 개수가 같은 p개의 

LS-SVM을, 두 번째 방법은 입력변수의 개수가 서로 다른 p개의 LS-SVM을 연쇄하

여(chaining) 사용하는 방법이며, 세 번째 방법은 입력 변수의 개수가 같고 p개의 각

각 독립적으로 LS-SVM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때 벌칙상수 γ  및 커널모수

가 결정되어야 한다. 

3.1 연쇄기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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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기법1은 장기예측, 즉 p-step ahead 예측을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

법으로서 입력변수의 개수 q 는 같지만 입력값은 서로 다른 p개의 동일한 LS-SVM

을 사용한다. 즉, p-step ahead 예측을 위해 각 LS-SVM은 직전단계에서 예측한 값

을 입력값으로 대체하는 sliding 입력 시스템을 사용하여 p회의 1-step ahead 예측을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다. 

{ ŷ k+p= f ( ŷ k+p-1, ŷ k+p-2,…, ŷ k+p-i,yk+p-i-1,…,yk+p-q), if i < q,ŷ k+p= f ( ŷ k+p-1, ŷ k+p-2,…, ŷ k+p-q), if i≥q
 

여기서 q 는 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과거값의 개수이며, i 는 직전단계까지 계산

된 예측치의 개수를 나타낸다. 

3.2 연쇄기법2

연쇄기법2는 p개의 서로 다른 LS-SVM f j, j= 1,…, p을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각 LS-SVM은 과거자료들로 구성된 입력벡터 y k에 전단계의 LS-SVM f j-1…1의 

추정치 ŷ k+j-1를 추가하여 확장된(augment) 입력벡터를 사용하며 1-step ahead 예측

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p-step ahead 예측을 수행한다.

3.3 독립 LS-SVM(일반 LS-SVM)

독립 LS-SVM은 p개의 서로 다른 LS-SVM f j, j= 1,…, p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 각 LS-SVM은 과거자료들로 구성된 입력벡터 y k을 사용하여 1-step ahead 예

측을 하며, p-step ahead 예측 시에도 1-step ahead에서와 동일한 입력벡터 y k을 가

지고 p-step에 해당하는 단독의 LS-SVM을 수행하여 p-step ahead을 예측한다. 전 

단계에서 추정된 값에 전혀 향이 없이 단독으로 수행된다.

4. 실험결과

실험을 위해서 1994년 1월 1일부터 2002년 11월 19일까지의 환율자료를 사용하 으

며, 그중 1994년 1월 1일부터 2000년 9월까지의 2000개의 자료를 훈련자료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1월 19일까지의 자료 634개를 검정자료로 사용하 다. 실험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실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순환 LS-SVM과 일반 LS-SVM를 

가지고 장기예측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 으며, 두 번째는 일반 LS-SVM과 연쇄기법2

를 통하여 장기예측의 성능을 평가하 다.

4.1 순환 LS-SVM과 일반 LS-SVM으로 장기예측

실험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과거 9년간 수집된 환율자료이며, 그중 훈련자료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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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변동에 대한 모형을 훈련시키고 훈련된 모형을 검정자료에 적용하여 환율을 예측하

며, 실제값과 추정값을 비교하여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 다. 예비실험과 환율변화의 

속성을 근거로 과거 50일간의 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p=1,5,10, 즉, 1일, 5일 

및 10일 후의 환율을 예측하 다. 훈련시 입력자료 2000개( 1951× 50 ), 출력자료 1951

개( 1951 × 1 ), 검정시 입력자료 634개( 585 × 50 )이며, 검정자료에 예측을 실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자료를 훈련용 2000개, 검정용 634개로 분할하 으며, 훈련과정을 거

친 후 예측하 다. 

단기예측의 경우, 즉 p=1인 경우는 순환 LS-SVM과 일반 LS-SVM 모두 원자료

의 추세를 거의 정확히 파악하여 예측을 잘하며 성능은 별 차이가 없이 좋았다. 본 

논문의 목적이 장기예측에 있어 지면 관계상 결과를 생략한다. [그림3-1]과 [그림3-2]

에서 순환 LS-SVM보다는 일반 LS-SVM이 장기 예측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그림의 결과로 시계열을 위해 개발된 순환 LS-SVM이 단기 예측의 성능

은 좋으나 장기 예측을 하고자 할 때는 일반 LS-SVM보다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1] p= 5 [그림 3-2] p= 10

4.2 일반 LS-SVM과 연쇄기법2를 통한 장기 예측

앞서 소개한 p-step 예측을 위해 일반 LS-SVM과 연쇄기법2를 가지고 실험을 실

시한다. 실험에 사용된 자료는 3.1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훈련자료에 교차다당

성 기법을 적용하여 LS-SVM 모형의 중요 모수인 벌칙상수 γ = 100, 커널모수 

σ = 1을 구한다. [그림3-3]과 [그림3-4]에서는 일반 LS-SVM과 연쇄기법2 모형으로 

훈련한 후, 이 모형들을 검정자료에 적용한 예측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 5인 경우

의 그림에서 일반 LS-SVM과 연쇄기법2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p= 10인 경우는 일반 LS-SVM의 결과가 연쇄기법2의 결과보다 성능이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P의 차수가 높아져 갈수록 연쇄기법2는 전 단계에서 추정한 값

들이 다음 단계의 입력 변수에 추가가 됨으로 입력변수의 개수는 장기예측으로 갈수

록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하루단위로 민감하게 변화하는 환율데이터를 p=5(1주 단

위)와 p=10(2주 단위)인 장기예측으로 진행하면서 연쇄기법2는 주말과 공휴일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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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는 변이 요인들에 바로 반응하기 보다는 전 단계에서 추정된 값의 추가적

인 정보로 인해 변이 요인들에 대해 반응이 민감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을 통해서 세 모형을 비교분석하면, 일반 LS-SVM이 장기 예측에서 다른 두 

모형에 비해 더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 p=5 [그림 3-4] p=10

  

5. 결론

시계열 예측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이며, 특히 장

기예측은 계속 연구되어지는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예측용으로 개발된 순

환 LS-SVM, 연쇄기법2 및 일반 LS-SVM을 환율의 장기예측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 다. 그 결과, 일반 LS-SVM이 다른 두 모형과 비교하여 환율에 대한 장기 

예측 시에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더 민감하게 변화를 감지하여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미국 달러의 환율은 일본의 엔화 및 중국의 원화의 환율에 의해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두 환율을 고려하여 미국 달러의 환율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연

구로 다변량 시계열 예측기법을 사용한 환율 장기예측을 고려하고 있다.    

참고문헌

1. Duhoux, M., Suykens, J., Vandewalle, J., and De Moor, B.(2001). 

Improved long-term temperature prediction by chaining of neural 

net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Neural Systems, vol. 11, no. 1, 10-16. 

2. Suykens, J., and Vandewalle, J.(2000). Recurrent least squares support 

vector machines,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I, vol. 47, 

no. 7, 1109-1114. 

3. Suykens, J.(2001). Nonlinear modelling and support vector machines, Proc. of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strumentation and Measurement 

Technology, Budapest, Hungary, 287-294.

Recurrent : red (‥‥)

연쇄기법2 : blue (----)

일반LS-SVM : green(-.-.)



Changha Hwang ․ Hyejung Park852

4. Vapnik, V.(1995). The Nature of Statistical Learning Theory, Springer, New 

York. 

[ 2003년 9월 접수, 2003년 10월 채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