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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의 확대는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를 어렵게 만들면서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비중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 형태의 펀드 중에서도 인덱스펀드를 바탕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다. 유전자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인
덱스펀드 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델을 제안하고, 이렇게 얻은 인덱스펀드의 수익에 초과수
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준지수의 일별 거래대금과 종가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의 제안
모델은 코스피 200의 움직임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전략은 순수 인덱스펀드에 의한 단순
매수 후 보유 전략보다 적절한 개수의 종목을 편입시킨다면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용어: 유전자알고리즘, 인덱스펀드,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 포트폴리오.

1. 머리말
최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가 어려워지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펀드는 크게 인덱스펀드 (index fund)와 성장형펀드 (active fund)로
나눌 수 있는데, 인덱스펀드는 기준지수를 따라가며 시장수익률을 획득하려는 전략으로서, 펀드매니저
의 주관적 판단에서 자유롭고, 경험적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용에 의존적인 성장형펀드보다 수익률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덱스펀드는 목표수익률이 곧 시장수익률로 이어짐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지수추종형 펀드라고 하고, 형식론적 측면에서는 성장형의 반대개념인 수동형 펀드 (passive fund)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운용 전략적 측면에서는 EIF (Enhanced Index Fund), WI (Wealth Index 또는
펀더멘털인덱스), ETF (Exchanged Traded Fund) 등의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러한 순수 인덱스펀드가 발전된 EIF 모델이 대세를 이루며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덱스펀드를 바탕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EIF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에
서 현재 운용되는 대부분의 인덱스펀드는 EIF로서 시장수익률의 획득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
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수익률에다 제한된 범위의 초과수익 획득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EIF는 시장수익률과 함께 현물 (주식)과 선물 (또는 기준지수 (base index)인 KOSPI
200)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통해 초과수익을 획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기준지수의 일별 거래대금과 일별 종가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인덱스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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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는 EIF 모델을 제시한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은 지수 및 가격흐름의 유일한 선행지표로서 가장
핵심적 변수이기에, 거래량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거래대금의 활용은 본 연구의 유용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인덱스펀드에 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론은 전통적인 통계적 기법에 의존하거나, 경영과학 방법론 중
의 하나인 선형계획 (liner programming)이나 비선형계획 (nonlinear programming)을 이용하여 접
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Markowitz, 1959; Gerard와 Reha, 2007). 하지만, 주식시장 자료의 카오
틱한 속성 (chaotic attribute)이나 포트폴리오 구성시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유전자알고리즘 (GA;
Genetic Algorithm)과 같은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덱스펀드 모델의 가중치 결정 문제를 GA를 통해 해결하였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AI 기법들이 전통적인 통계적 방법론이나, 경영과학 기법들보다 성능 측면에서 그 우수성이 지속
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증과정을 통해 AI 기법들은 단기적 성격의 데이터 최적화 및
예측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GA의 도입을 통해 구축된 본 연구 모델 수
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절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했으며, 3절에서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모델을 자세히 기술했으며, 4절에
서는 연구모델의 실증분석을 행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의 유용성과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해 서술하였다.

2. 선행연구
2.1. 기존 포트폴리오 연구의 고찰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 (risk)과 수익 (return)에 관한 상호 교환적 (trade-off) 관계에 관한 연
구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Markowitz (1952, 1959)는 이 분야의 창시자격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의
평균-분산 (mean-variance) 포트폴리오 이론은 평균수익을 나타내는 return (혹은 mean)과 위험을 나
타내는 risk (혹은 variance)들 간의 관계가 한 쪽을 추구하면 다른 한 쪽을 떠안아야 (또는 희생해야)
하는 상호 교환적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전개된다. 비록 그의 포트폴리오 이론이 구성에 있어서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그의 연구는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Mossin, 1969; Fama, 1970;
Hakansson, 1970; Hakansson, 1974; Merton, 1990).
평균-분산 포트폴리오 이론은 이후의 연구자들에게서 잘 조직화되고 잘 개발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1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 인덱스펀드가 기
존의 성장형펀드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Bogle, 1998). 인덱스펀드에 있어서는 대표지수 (S&P 500,
NASDAQ 100, KOSPI 200 등)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차이인 TE (Tracking Error)를 최
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펀드가 관리되는데, TE의 형태는 선형 (linear), 이차형식 (quadratic) 및 비선형
(nonlinear)으로 다양하다 (Clarke와 Krase, 1994; Konno와 Yamazaki, 1991; Sharpe, 1971). 이들 중
이차형식의 TE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Roll, 1992; Hallerbach와 Pouchkarev,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차형식 TE를 모델에 채용하였다.
2.2. 유전자알고리즘 (GA)
GA는 Holland(1975)에 의해 개발된 최적화기법으로서, 인간 유전자의 변천과정을 본뜬 AI 기법이
다. GA는 인간의 유전자가 선택 (selection), 교차 (crossover) 및 돌연변이 (mutation)과정을 거친다
는 것에 착안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적합도함수 (fitness function)를 이용하여 최
적화가 이루어진다 (Goldberg, 1989; Wong과 Tan, 1994). 그림 2.1은 유전자 알고리즘의 프로세스를

Using genetic algorithms to develop volatility index-assisted hierarchical portfolio optimization

1051

보여주고 있다. 기본단위인 유전자 (chromosome)로 구성되는 집단 (population)을 대상으로 하여, 그
곳에 속한 각 유전자 및 이들의 변환된 유전자가 주어진 문제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해 (near-optimal
solution)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각 염색체가 선택, 교차 및 돌연변이 과정을 통해 얻은 각 유전자의
적합도 함수 값이 실험자가 정해놓은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인 학습을 진행한다 (Adeli와 Hung,
1995). 본 연구에서 GA는 개별종목의 베타와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의 TE를 최소화하
도록 최종 선택된 종목의 가중치를 최적화시키기 위해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 내용은 계층적 포트폴리오 구조 (hierarchical portfolio structure)하에서 인덱스펀
드 모형을 기반으로 거래대금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은 EIF 구축에 있다. GA를
활용한 기존의 연구는 단지 주어진 선택된 종목에 대해 GA를 적용해서 가중치를 결정하는 성장형펀드
구축에 대한 내용이 전부였지만, 본 연구는 포트폴리오의 종목선정과 이에 대한 가중치 최적화의 유기적
인 관계를 계층적으로 체계화하도록 GA를 새롭게 적용, 발전시킨 EIF 모델을 구축하려는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림 2.1 유전자 알고리즘의 활용

3. 제안모델
3.1. 모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GA를 활용하여 인덱스펀드 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델을 제안하고, 이렇게
얻은 인덱스펀드의 수익에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준지수의 일별 거래대금과 종가를 활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모델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된다.
제 1단계는 GA를 활용하여 만든 인덱스펀드 모델을 EIF로 만들기 위해 기준지수의 일별 거래대금
(trading amount)과 종가의 시차에 의한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VVI (volume volatility index)를 구축
한다. 1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식시장의 지수 및 가격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선행지수는 거
래량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VVI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거래량을 직접
적으로 잘 나타내는 거래대금을 활용한다. 기준지수의 거래대금과 종가를 통해 만든 VVI 값을 전략적
으로 활용하면서 진입시점을 정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시점을 확정한다.
제 2단계는 계층구조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델 구축단계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기본적 변수라 할 수 있
는 베타 (beta), 거래대금 (trading amount) 및 시가총액 (market capitalization)을 바탕으로 계층적
구조의 인덱스펀드 모형을 구축한다. 계층적 구조의 인덱스펀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먼저 주식시장의
전체 업종에 대해 기준지수를 이용하여, 전술한 세 가지 변수를 근간으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종목을
선택한다. 종목선정이 끝나면 선정된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기준지수의 수익률의 차
이가 최소화되도록 GA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의 가중치를 최적화한다. 이렇게 만들
어진 가중치를 활용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TE를 계산하면서 제안된 모델의 성능이 기준지수의 수익률과
같게 움직이도록 만든다. 2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포트폴리오 종목을 선택하는 과정은 일련의 계층구조
(hierarchy structure)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는 포트폴리오 종목을 바꾸거나 편입된 종목들의 가
중치를 수정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림 3.1은 본 연구의 전반적인 실험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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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VVI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델

VVI에 의해 청산신호가 발생하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보유한 모든 종목을 일괄 매도하고 수익률
을 측정한다. 반복적으로 실증분석 기간 동안 트레이딩을 행한 후, Buy-and-Hold 기법을 통해 얻어진
수익률과 비교한다.
3.2. 모델구축단계
3.2.1.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사용하는 변수
본 연구의 모델 그림 3.1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변수로서 주식시장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세 변수
는 베타 (beta), 거래대금 (trading amount), 시가총액 (market capitalization)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포트폴리오 베타 (βp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βp =

Cov(rp , Im )
V ar(Im )

(3.1)

이때, rp 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며, Im 은 대표지수의 수익률을 나타낸다. 또한 Cov(·)는 공분산을,
V ar(·)는 분산을 나타낸다. 만일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대표지수의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주어진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은 대표지수가 나타내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일 것이기에,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을 나타낸다.
일반성이 유지된다면, 개별 종목의 베타 (βj )도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질 수 있다.
βj =

Cov(rj , Im )
V ar(Im )

(3.2)

이때, rj 는 개별종목의 수익률을 나타낸다. βj 와 βp 는 각각 모형의 첫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에서 사
용한다.
거래대금 (trading amount)은 개별종목의 가격에 거래량의 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종목이 가지
고 있는 회전률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한다. 개별종목의 거래대금은 주식시장에서 다른 기술적 지표들
과는 틀리게 일종의 선형지수 역할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주가가 바닥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종목의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이는 곧 그 종목이 급등할 것임을 나타내는 신호이며,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었다
고 판단될 때 거래대금이 갑자기 증가하면 이는 곧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market capitalization)은 포트폴리오 관련 분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
하면, 대표지수 자체가 시가총액과 기준일 대비 상승폭의 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시가총액은 금
일의 개별종목 주가에 총 주식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개별 종목들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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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제 1단계: VVI 구축
VVI는 기준지수의 거래대금과 종가와의 상관계수를 개선시켜 만든 핵심지표로 인덱스펀드를 EIF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기준지수의 움직임은 거래대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준지수의 거래대금은 기
준지수의 거래량에 종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거래량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고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이 이를 입증하였다. 따라서 이를 시장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q(= t + n − 1)시점에서의 기준지수의 일별 종가와 거래량 사이의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만든 VVI의 지
표 Sq 를 이용하여 거래시점을 결정하였으며, Sq 는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Pt+n−1

1 Pt+n−1
Xi )(Yi −
Yi )
n
n i=t
s
Sq = s
1 Pt+n−1
1 Pt+n−1
Pt+n−1
Pt+n−1
(Xi −
Xi )2
(Yi −
Y i )2
i=t
i=t
i=t
n
n i=t
Pt+n−1
i=t

Xt =

Yt =

X
1 t+n−1
n

(Ai −

i=t

X
1 t+n−2
n i=t−1

(Ai −

(Xi −

X
1 t+n−1
n

i=t

Ai )(Ci −

i=t

X
1 t+n−2
n i=t−1

Ai )(Ci −

X
1 t+n−1
n

(3.3)

Ci )

(3.4)

Ci )

(3.5)

i=t

X
1 t+n−2
n i=t−1

이 때, Ai 와 Ci 는 각각 i시점에서 기준지수의 일별 거래량과 종가를 나타내며, n은 지표 Sq 를 만들기
위해 활용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일종의 기준지수의 거래대금과 종가의 유의적인 영향력 기간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에서 성과를 높이는 반복실험을 통해 10으로 놓았다. 일단 VVI에 의해 진
입신호가 발생하면 제 2단계로 들어간다.
3.2.3. 제 2단계: 계층구조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델 구축단계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호를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모델 구성 시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개념이 된다.
w: 대표지수를 구성하는 개별종목의 수
l: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종목의 수 ( w > l )
ck :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k번째 종목의 종목코드 ( k = 1, 2, . . . , l )
s: 대표지수를 구성하는 업종의 수
P
di : i번째 업종의 수 (
di = w )
βi(j) : i번째 업종의 j번째 종목의 포트폴리오
ri(j) (t): t시점에서의 i번째 업종의 j번째 종목의 수익률
Ai(j) (t): t시점에서의 i번째 업종의 j번째 종목의 거래대금
Mi(j) (t): t시점에서의 i번째 업종의 j번째 종목의 시가총액
Pi(j) : i번째 업종의 j번째 종목의 우선순위
여기서 Φp = {c1 , c2 , . . . , cl }는 구성된 포트폴리오 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Āi(j) = Σt∈S Ai(j) (t)/T 는
출발시점이 a0 , 기간이 T 인 S = {a0 , a0 + 1, . . . , a0 + T − 1} i번째 업종의 j번째 종목의 거래
대금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하고, M̄i(j) = Σt∈S Mi(j) (t)/T 는 출발시점이 a0 , 기간이 T 인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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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 a0 + 1, . . . , a0 + T − 1} i번째 업종의 j번째 종목의 시가총액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하며, 다음
의 식 (3.6)을 정의한다.
Pi(j) = ν1 Bi(j) + ν2 Āi(j) + ν3 M̄i(j)

(3.6)

이때, ν1 , ν2 , ν3 는 펀드매니저가 미리 정하는 양의 값을 갖는 가중치를, Bi(j) 는 βi(j) 의 표준오차를 의미
한다. 즉, Pi(j) 는 i번째 업종의 j번째 종목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정의된 개념과 기호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
저, 각 업종별 초기 시가총액 (mc1(1) , mc2(1) , . . . , mcs(1) )을 구한다.
Step 1: l개의 종목이 선택될 때 까지 다음을 반복한다.
(ⅰ) mcik (k) = maxi=1,2,...,s mci(k) 을 만족하는 업종 ik 를 선택한다.
(ⅱ) 선택된 업종 ik 에 대하여 j = 1, 2, . . . , di(k) 에 대한 우선순위 Pik (j) 를 계산한다.
(ⅲ) 이때, Pik (jk ) = maxj=1,2,...,dik Pik (j) 을 만족하도록 하는 종목 ik (jk )를 구하고, 이를 포트폴
리오 집합에 포함시킨 후, ik (jk )이 속하는 업종에서 종목 ik (jk )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을 차감하면서
(mc1(k+1) , mc2(k+1) , . . . , mcs(k+1) )을 업데이트 한다.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 다시 (ⅰ)로 돌아간다.
Φp = {c1 , c2 , . . . , cl }에 대해, ck ∈ Φp 을 만족하는 종목 ck 의 시가총액을 대표지수에 속하는 전체 시
P m
가총액으로 나눈 값을 wkm (k = 1, 2, . . . , l)으로 놓는다. 이때, 만일 l < n일 때
wk < 1이 된다.
Step 2: 포트폴리오 집합 Φp = {c1 , c2 , . . . , cl }에 대해 GA를 활용하여, 다음의 식 (3.7)을 최소로 하
˘
¯
P p
는 가중치의 집합 wkp :
wk = 1, k = 1, 2, . . . , l 을 구한다.
Q(w1 , w2 , . . . , wl ) =

l
X

(wk − wkm )2 · σp2

(3.7)

k=1

P
이때, γk = βk − βbk (βk 는 개별종목의 베타, βbk 는 βk 의 추정치)일 때 σp2 = (γk − γ̄)2 /l을 의미한다.
Step 1과 Step 2로 구성되는 2단계에서 계층구조 포트폴리오 구성이 완료되면 VVI에 의해 청산시
점이 나올 때까지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인덱스펀드의 기능을 하도록 보유종목의 변경이나 편입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

4.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준지수를 KOSPI 200으로 놓고 다양한 모의
실험을 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의 제안모델을 Vol GA로 표기한다. Vol GA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는 종목의 개수를 20, 40 및 60개로 변경해 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것을 각각 Vol GA 20,
Vol GA 40 및 Vol GA 60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설계된 최적화된 인덱스 포트폴리오 모델을 근간으로
VVI의 Sq 값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을 정하고, Buy-and-Hold 기법을 비교모
델 (Vol Index로 표기)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과 비교, 분석한다. 비교모델로 도입한 Buyand-Hold 기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진입 매수신호가 발생한 7월 1일의 KOSPI200의 지수가 100이
었고, 청산 매도신호가 나온 7월 25일의 KOSPI200의 지수가 110이었다면 이 기간 비교모델의 수익률
은 7월 25일 기준 10포인트 수익발생으로 계산된다. 그림 4.1은 VVI 구축 과정 및 매수, 매도전략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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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지표 Sq 의 값이 0.80 을 뚫고 내려갈 때 매수, 0.68 을 뚫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거래 규칙
을 생성하며, 이에 따라 제안모델과 비교모델의 수익률을 측정하였다. 0.80 과 0.68 은 반복실험을 통해
최적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값을 구해 얻었다. 표 4.1은 실증분석 구간에서 시행된 VVI의 진입/청산 규
칙에 따른 20개의 기간별 거래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 VVI 구축과정

표 4.1 상관계수에 따른 기간별 매수/매도 시점 (yyyy-mm-dd)
진입
2004-01-09
2004-05-06
2004-06-11
2004-07-05
2004-08-05
2004-10-21
2004-11-04

청산
2004-04-22
2004-05-10
2004-06-25
2004-08-04
2004-10-18
2004-10-22
2005-04-13

거래시점
진입
청산
2005-05-12
2005-06-10
2005-06-22
2005-07-06
2005-07-11
2005-09-07
2005-10-12
2005-10-13
2005-10-26
2005-11-09
2005-11-16
2005-12-08
2005-12-21
2005-12-22

진입
2006-01-04
2006-01-26
2006-07-05
2006-09-29
2006-11-13
2006-11-27

청산
2006-01-06
2006-02-23
2006-09-28
2006-11-06
2006-11-15
2006-11-28

실증분석을 위한 트레이딩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KOSPI 200을 활용하였으며 트레이
딩 구간을 고려하면 비교모델인 Vol Index를 각 트레이딩 청산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VVI 지표 Sq 값과
연관지을 수 있다. 트레이딩 기간의 KOSPI 200의 흐름과 이러한 Sq 값을 그려보면 그림 4.2과 같다.
그림 4.2을 통해 구축된 VVI의 지표 Sq 는 동 기간 KOSPI 200 지수의 움직임을 상당히 잘 추종하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은 비교모델 (Vol Index)과 20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GA모델 (Vol GA 20)의 수익률과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Acc Vol Index와 Acc Vol GA 20은 비교모델과 제안모델의 누적수익률을 의
미한다. 이 경우 누적수익률 측면에서는 제안모델이 비교모델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4.4는 비교모델 (Vol Index)과 40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GA모델 (Vol GA 40)의 수익률과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40개의 경우도 20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교모델에 비해 제안모델이 낮은
누적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림 4.5에서 보듯이 6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는 제안모델은 20 및 4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
는 제안모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누적수익률 측면에서 20 및 4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는 제안모델
의 누적수익률 (Acc Vol GA 20, Acc Vol GA 40)은 비교모델의 누적수익률 (Acc Vol Index)에 비해
낮으나 6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는 제안모델의 누적수익률 (Acc Vol GA 60)은 비교모델의 누적수익률
(Acc Vol Index)에 비해 높다. 이는 개체의 크기가 많을수록 전역 최적해 도출 확률이 높아지는 유전자
알고리즘의 특성에 근간한다. 실제로 인덱스펀드 구성 시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종목을 편입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유용성 측면에서 우수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6은 지금까지 보인 제안모델들인 20, 40 및 60개의 개별주식으로 구성된 GA 모델의 수익률

1056

Hyun Woo Byun · Chi Woo Song · Sung Kwon Han · Tae Kyu Lee · Kyong Joo Oh

그림 4.2 2004년 1월 - 2006년 12월의 KOSPI 200 지수와 VVI

그림 4.3 VVI와 GA 20의 수익률과 누적수익률 비교

과 누적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주식의 수량이 증가할수록 수익률이 향상
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 역시 위에 언급한 유전자 알고리즘의 특성에 근간한다.
그림 4.7은 VVI 수익률과 20, 40 및 60개의 개별주식으로 구성된 GA 포트폴리오의 포트폴리오 오차
(P Error)와 포트폴리오 베타 (P Beta)를 나타내고 있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종목의 수량이 증가
할수록 포트폴리오 오차가 확대되고 포트폴리오 베타 값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6과 그림 4.7을
종합하면 편입되는 종목의 수가 클수록 위험 (P error)도 커지고 수익도 커짐을 알 수 있고, 수익이 증가
할 때는 포트폴리오 베타도 같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2.1절에서 설명한 수익이 증가되는 만큼 위
험도 증가하는 수익률과 위험의 상호 교환적 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VVI의 Sq 를 활용한 본 연구의 제안모델은 KOSPI 200의 움직임을 잘 반영하고 있
으며, 이를 활용한 전략은 순수 인덱스펀드에 의한 단순 Buy-and-Hold 전략보다 적절한 개수의 종목을
편입시킨다면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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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VVI와 GA 40의 수익률과 누적수익률 비교

그림 4.5 VVI와 GA 60의 수익률과 누적수익률 비교

5. 결론
EIF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인덱스펀드의 수익보다도 좀
더 나은 초과수익을 얻는 전략이다. 따라서 순수 인덱스펀드와 성장형펀드 사이의 중간형태의 전략이라
고 할 수 있다. EIF의 특징은 위험관리 (risk control)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순수 인덱스
펀드 운용을 기반으로 하되, 투자자산 중 일부만을 가지고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 약간의 위험을 더 부
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단순 성장형펀드에 비해서 용이하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정보비율
(Information Ratio, 추적오차 대비 초과수익의 비율)의 개선을 추구한다. 즉, 순수 인덱스펀드 전략에
대비해 단위위험 당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 투자를 의미하는 대표 지표
인 정보비율 개선을 획득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현대 우리나라에서는 단순 인덱스펀드보다 EIF를 대부분 선호한다. 현재는
크게 두 가지의 EIF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첫 번째로 위험이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종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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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Vol GA 20, Vol GA 40 과 Vol GA 60의 수익률과 누적수익률

그림 4.7 GA 20, GA 40 과 GA 60의 포트폴리오 오차와 베타의 비교

택에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 초과수익을 얻는 전략이 있고, 두 번째로 단순 종목의 선택에 집중하기 보
다는 파생상품 (즉, 선물이나, 옵션, 지수 간 스왑)을 통해 지수 자체의 위험 헤지를 수해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전략이 있다. 본 연구의 GA와 VVI를 활용한 EIF 모델은 전자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변수 선정에 있어 한국의 빠른 금융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VVI의 도입은 다른 EIF와는 차별화
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의 도입이 본 연구의 추후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 금융시장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EIF 모델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기준지수인 KOSPI 200을 대상으로 하는 EIF 뿐만 아니라 지수선물의 거래에서
도 VVI를 이용한 매매타이밍 최적화에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선물과 기
준지수와의 차이인 베이시스를 활용하는 성장형펀드의 파생상품 합성전략에도 매매비율과 시점최적화
에 유용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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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진행된 실험은 실제 인덱스펀드 구성 시 종목 수에 있어서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종목을
편입하는 것까지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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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pansion of volatility in Korean Stock Market made it more difficult for the
individual to invest directly and increased the weight of indirect investment through a
f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the EIF(enhanced index fund) model
achieves an excessive return among several types of fund.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ropose portfolio optimization model to manage an index fund by using GA(genetic
algorithm), and apply the trading amount and the closing price of standard index to
earn an excessive return add to index fund return.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proposed model is well represented the trend of KOSPI
200 and the new investment strategies using this can make higher returns than Buyand-Hold strategy by an index fund, if an appropriate number of stocks included.
Keywords: EIF (enhanced index fund), index fund, genetic algorithm,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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