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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주식시장은 무질서하게 변동하며, 개별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복잡계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복잡계 연구 

방법론 중에는 네트워크 분석이 있다. 네트워크 분석 시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가 사용된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주가 만을 고려한 단 

변량(univariate) 시계열 자료를 통해 상관계수를 정의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다른 정보들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스피 주식들의 다차원 거래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 대신 수정 RV 계수(Modified RV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코스피에 포함된 297개의 주식 종목을 

대상으로 수정 RV 계수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피어슨 

상관계수와 RV 계수로 구축한 네트워크들과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을 척도로 

네트워크들을 비교 분석하였고 네트워크별 노드의 영향력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네트워크의 노드간 최단거리를 이용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수행하고 군집화 된 기업들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차원 거래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의 군집화 

결과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구축한 네트워크의 군집화 결과 및 

KSIC-9 산업분류 기준과 다른 양상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들에 대한 응용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정 RV 계수를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의 유용성이 

포트폴리오 수익률 측면에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네트워크 분석, 수정 RV 계수, 다변량 데이터 분석, 

계층적 군집분석, 포트폴리오 

학  번 : 2016-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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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주식시장은 무질서하게 변동하며, 개별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복잡계(Complex system)이다. 따라서 주식시장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선 금융자산 간 상호작용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복잡계 연구 방법론 중에는 

네트워크 분석이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금융 시장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 주로 사용되며, 많은 연구들의 기초가 되는 

Mantegna (1999)의 연구는 주식들의 상관계수 행렬과 최소 신장 

나무(Minimum spanning tree)를 통해 주식들의 경제적인 분류체계 

및 시장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Mantegna의 연구를 

계기로 최소 신장 나무는 주식들 간 상관계수 행렬의 복잡한 

구조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들 중 중요한 정보를 걸러내는데 

필수적인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 (Djauhari et al., 2012)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소 신장 나무는 금융 위기 구간 동안 

주식 시장, 외환 시장 등 여러 시장의 분석에 이용되었고 (Eom et 

al., 2009; Jang et al., 2011; J. Dias, 2012; Majapa et al., 2016) 

또한 주식 포트폴리오 구축에도 적용되었다. (Peralta et al., 2016; 

Eom et al., 2017; 이윤정 외, 2013) 

위의 연구들에서 상관계수 행렬은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이하 PCC)가 사용된다. 

네트워크 분석에 PCC를 사용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주가 만을 

고려한 단 변량(univariate) 시계열 자료를 통해 상관계수를 

정의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다른 정보들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 

(Kazemilari et al., 2015) 또한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PCC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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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드러난 주식 간 관계가 실증적으로 항상 관찰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Donnat et al., 2016; Tumminello et al., 

2010; Tumminello et al., 2007) 

이러한 점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주식 간 상관관계 행렬을 

정의하는데 PCC 대신 다른 상관관계 행렬을 활용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Billion et al., 2012; Kenett et al., 2010; Kazemilari 

et al., 2015) 그 중 Kazemilari et al. (2015)는 주식 시장의 상관 

분석에 단 변량(univariate)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PCC 대신 다 

변량(multivariate)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고자 RV 계수(RV 

coefficient, 이하 RV)를 사용했다. RV는 행렬 사이의 근접성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착안된 상관 계수로 PCC가 다 변량 일반화 된 

것이며 다 변량 자료 분석에 이용된다. (Escoufier, 1973; Robert et 

al., 1976)  

Kazemilari (2015)는 다우 존스(Dow-Jones)에 포함된 

30개의 주식 간 네트워크 분석에 종목의 종가, 시가, 고가, 저가 

자료와 RV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PCC로 표현한 네트워크 대비 

RV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Smilde et al. (2009)의 연구에 

따르면 RV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표본의 수가 

작을 경우 임의 생성된 행렬 사이에도 높은 RV 값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Smilde et al. (2009)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수정 

RV(Modified RV coefficient, 이하 MRV)를 도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milde et al. (2009)의 MRV를 통해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 한다. 코스피에 포함된 

297개 주식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의 

유용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으론 주식 종목 별 다차원 

데이터 구성 시 수정주가, 고가, 저가와 같은 주가에 대한 데이터 

외에 추가적으로 거래와 관련된 거래량, 외국인 보유율, 거래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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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려한다. 구성 된 다차원 거래 데이터와 MRV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RV, PCC로 구축한 네트워크와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은 크게 네 부분으로 첫 번째, 네트워크 도식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들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 지표를 기준으로 

네트워크들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이때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로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인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상 최단거리를 이용하여 주식들을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 한 후 네트워크 별 군집화된 

주식들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다차원 

데이터로 구축된 네트워크에 대한 응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수익률, 위험 그리고 수익률-위험 비율을 비교 분석하고 통계적 

검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연구 방법론으로 

피어슨 상관계수와 수정 RV 계수, 최소신장나무, 네트워크 중심성, 

계층적 군집분석, 포트폴리오 구축 알고리듬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연구에 사용할 데이터와 변수 선택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제4장에서 연구 방법론에 따라 실험한 결과를 

분석하고, 제5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 및 추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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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론 
 

 

제 1 절 금융 시계열의 상관분석 

 

2.1.1.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은 통계학과 확률론에서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금융자산들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상관분석은 금융자산들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선택에 관한 이론의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Mantegna et. al., 2000) 이러한 

상관관계를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이하 PCC)가 사용된다.  

PCC는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를 분석하는 간단한 형태의 

상관계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𝜌𝑖𝑗 =

< 𝑟𝑖𝑟𝑗 >  − < 𝑟𝑖 >< 𝑟𝑗 >

√< 𝑟𝑖−< 𝑟𝑖 >2>< 𝑟𝑗−< 𝑟𝑗 >2>

 
(1) 

 

식 (1)에서 < 𝑟𝑖 > 은 해당 기간 동안 변수 𝑟𝑖 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선 𝑟𝑖 는 주식 𝑖 의 시점 𝑡 에서의 일별 로그 

수익률로 𝑆𝑖(𝑡)가 주식 𝑖의 시점 𝑡에서의 일별 수정주가 일 때 𝑟𝑖 ≡

𝑙𝑛𝑆𝑖(𝑡) − 𝑙𝑛𝑆𝑖(𝑡 − 1)로 정의한다.   

상관계수 𝜌𝑖𝑗는 −1 부터 1 사이에 분포하고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𝜌𝑖𝑗 = 1은 주식 𝑖, 𝑗의 로그 수익률 사이에 완전한 양의 선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𝜌𝑖𝑗 = −1 은 완전한 음의 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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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𝜌𝑖𝑗 = 0 은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뜻한다.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KOSPI에 상장된 297개의 주식 중 

시가 총액 기준 상위 50개 주식들에 대하여 2016년 8월 16일부터 

2017년 8월 16일 동안 일별 수정주가를 이용한 PCC 

히트맵(Heat-map)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개 주식의 PCC 히트맵 

[그림 1]은 상관계수의 크기를 색으로 시각화한 히트맵(Heat-

map)으로 주식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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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수정 RV 계수(Modified RV coefficient) 

 

PCC 분석은 간단한 분석엔 유용하지만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단 변량(univariate) 시계열 자료만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주식으로 예를 들면 주식들 간 상관분석 시 

주식에 대한 여러 변수 중 주가 만을 사용하여 분석함을 뜻하고 이 

경우 정보 손실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요소 

분석(Factor analysis),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그리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등 다 변량(multivariate) 통계 

분석이 금융 분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Kazemilari et al., 2015)  

Kazemilari et al. (2015)는 주식 시장의 상관분석에 주식의 

종가뿐만 아니라 시가, 고가, 저가로 이루어진 다 변량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고자 RV 계수(RV coefficient, 이하 RV)를 

사용하였다. Escoufier (1973)이 정의한 RV는 행렬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착안된 상관계수로 𝐼(𝑇 × 𝑄), 𝐽(𝑇 ×

𝑄)를 𝑇개의 행과 𝑄개의 열로 구성 된 행렬이라 할 때 RV 계수는 

다음과 같다.  

 

 𝑅𝑉𝐼𝐽 =  
𝑇𝑟(𝐼𝐼′𝐽𝐽′)

√𝑇𝑟(𝐼𝐼′𝐼𝐼′)𝑇𝑟(𝐽𝐽′𝐽𝐽′)
 (2) 

 

식 (2)에서 𝑇𝑟(∗) 은 행렬의 트레이스(Trace) 연산으로 

정사각행렬의 대각 원소들의 합이다. 𝑅𝑉𝐼𝐽 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0은 𝐼의 각 열들이 𝐽의 열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하며, 1은 

𝐼와 𝐽의 배열(Configuration)이 동조적(Homothetic)인 것을 뜻한다.  

RV는 PCC가 다변량으로 확장된 것으로 앞서 2.1.1절에서 

살펴본 PCC가 수정주가로 표현된 주식들 사이의 선형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면 RV는 다변량 정보들로 표현된 주식들 사이의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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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나타낸다. (Kazemilari et al., 2015) 이러한 특성에 따라 

RV를 이용해 주식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수 있으며 

2.1.1절과 동일한 주식들의 수정주가와 거래량을 이용한 RV 

히트맵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개 주식의 RV 히트맵 

[그림 1]과 마찬가지로 주식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정주가에 거래량을 더해 다차원 거래 

데이터를 이용한 주식들 간 상관관계는 수정주가로 표현한 

상관관계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Kazemilari et al. (2015)는 30개의 다우존스(Dow-J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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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간 네트워크 연구에 RV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PCC로 

표현한 네트워크 대비 RV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Smilde 

et al. (2009)의 연구에 따르면 Escoufier (1973)의 RV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표본의 수가 

작을 경우 임의 생성된 행렬 사이에도 높은 RV 값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Smilde et al. (2009)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수정 RV(Modified RV coefficient, 이하 MRV)를 

도출하였고 MRV는 다음과 같다. 

 

 
𝑀𝑅𝑉𝐼𝐽 =  

𝑇𝑟(𝐼𝐼′̃𝐽𝐽′̃)

√𝑇𝑟(𝐼𝐼′̃𝐼𝐼′̃)𝑇𝑟(𝐽𝐽′̃𝐽𝐽′̃)

   
(3) 

 

    식 (3)에서 𝐼𝐼′̃ = [𝐼𝐼′ − 𝑑𝑖𝑎𝑔(𝐼𝐼′)] 로 기존의 행렬에서 

대각행렬을 제거해준 것과 같다. MRV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 

RV와 달리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특성이 있고 음의 부호는 

PCC의 경우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Smilde et al., 2009)   

MRV를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은 방법으로 상관관계를 

시각화한 MRV 히트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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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개 주식의 MRV 히트맵 

MRV 히트맵의 경우도 RV와 마찬가지로 PCC의 히트맵과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RV와 MRV의 차이를 

히트맵으로 시각화 한 것으로 RV와 MRV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어떤 상관계수로 주식 시장에 

대한 상관분석을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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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V와 MRV차이에 대한 히트맵 

본 논문에서는 표본의 수에 따른 영향력을 줄이고자 MRV에 

초점을 맞추어 주식 시장의 상관분석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PCC, 

RV의 상관분석 결과와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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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네트워크 분석 

 

2.2.1. 주식 시장 네트워크 

 

주식시장은 무질서하게 변동하며, 개별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복잡계(Complex system)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복잡계 연구 방법론 중에는 네트워크 분석이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금융 시장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 주로 사용되며, 많은 

연구들의 기초가 되는 Mantegna (1999)의 연구는 주식들의 

상관계수 행렬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분류체계 및 시장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 외에도 Eom et al. (2017)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금융시장의 공통 요인(Common factor)이 

주식 시장 네트워크와 포트폴리오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고 

Xiao-Qian Sun et al. (2017)은 다중 조각 거래 네트워크(Multi-

slice trading network)를 구성해 주식 트레이더의 투자 행태를 

확인했다. 

본 논문에선 Mantegna (1999)의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앞서 1절에서 살펴 본 세 가지 상관계수(PCC, RV, 

MRV)와 최소 신장 나무(Minimum spanning tree)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을 

이용하여 주식 시장 네트워크를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노드 간 최단거리를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Hierachical 

clustering)을 통해 주식들을 군집화하고 기존의 산업 분류와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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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최소 신장 나무(Minimum spanning tree) 

 

최소 신장 나무(Minimum spanning tree, 이하 MST)는 그래프 

내의 모든 노드(Node)들이 고리(Loop) 없이 연결됨과 동시에 

모서리(Edge)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래프로 𝑁개의 점과 𝑁 − 1개의 

모서리로 구성 된이다다. 즉 MST는 전체 
𝑁(𝑁−1)

2
개의 모서리 가운데    

의미 있는 𝑁 − 1개의 모서리만을 추출함으로써 주식 시장 네트워크 

분석 시 상관계수 행렬의 차원 축소 및 시각화 그리고 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된다.  

MST 구축 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리(Axiom)를 만족하는 

거리 체계(Distance metric)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𝑑(𝑟𝑖, 𝑟𝑗) = 0 𝑖𝑓 𝑜𝑛𝑙𝑦 𝑖𝑓 𝑖 = 𝑗 

𝑑(𝑟𝑖, 𝑟𝑗) = 𝑑(𝑟𝑗, 𝑟𝑖) 

𝑑(𝑟𝑖, 𝑟𝑗) ≤ 𝑑(𝑟𝑖, 𝑟𝑘) + 𝑑(𝑟𝑘 , 𝑟𝑗)    

(4) 

 

하지만 상관계수는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Mantegna (1999)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상관계수를 거리 

체계로 변환하여 MST를 구축했다. 

     

 𝑑(𝑟𝑖, 𝑟𝑗) = √2(1 − 𝜌𝑖𝑗)  (5) 

 

본 논문은 식 (5)를 통해 세 가지 상관계수(PCC, RV, MRV)를 

거리 체계으로 변환시키고, 변환시킨 거리 체계과 MST 구축 

알고리듬(Algorithm) 중 하나인 크루스칼 알고리듬(Kruskal’s 

algorithm)을 사용하여 주식 시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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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𝐺 = (𝑁, 𝐸) 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𝑁는 노드들의 집합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점들의 집합이고 𝐸는 

점과 점을 잇는 모서리들의 집합이다. 주식 간 상관관계를 

네트워크로 표현하면 𝑁은 주식들의 집합이고 𝐸는 주식 간 거리의 

집합이 되며 식 (5)를 통해 상관관계를 노드간 거리로 변환 시켰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네트워크의 

형태로 상관관계를 표현하면 다양한 이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 계산이다.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어떤 노드가 중요한지를 살피는 척도로 대표적으로 

[표 1]과 같은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있다. 연결 중심성은 가장 간단한 중심성 척도다. 한 

노드에 연결된 모든 모서리의 개수를 전체 모서리의 개수로 나눈 

값으로 노드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인접 중심성은 중심이 

되는 노드일수록 다른 노드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짧을 것이라는 

관점의 중심성으로 정보 전파의 관점에서 노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매개 중심성은 해당 노드가 노드들 간 최단 

경로에 포함되는 정도로 측정한 중심성이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일수록 더 많은 정보가 해당 노드를 통과하기 때문에 매개 

중심성이 높은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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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네트워크 중심성  

Degree Centrality 𝑐𝐷(𝑖) =
𝑑𝑒𝑔(𝑖)

𝑁 − 1
 

Closeness Centrality 𝑐𝑐(𝑖) =
𝑁 − 1

∑ 𝑑(𝑖, 𝑗)𝑁
𝑗=1

 

Betweenness Centrality 𝑐𝐵(𝑖) =
2

(𝑁 − 1)(𝑁 − 2)
∑

𝑑𝑗,𝑘(𝑖)

𝑑𝑗,𝑘

𝑁

𝑗,𝑘=1

 

  

[표 1]에서 𝑑𝑒𝑔(𝑖)은 노드 𝑖에 연결된 노드의 수, 𝑑(𝑖, 𝑗)은 노드 

𝑖와 𝑗 사이의 네트워크 상 거리를 뜻하고 𝑑𝑗,𝑘은 노드 𝑗와 𝑘 사이에 

존재하는 최단경로의 수, 𝑑𝑗,𝑘(𝑖)는 그 중 𝑖 가 포함된 최단경로의 

수를 뜻한다.  

Hein et al. (2012)은 주식 시장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높은 

주식일수록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Peralta et al. (2016)은 주식들의 중심성과 

마코위츠(Markowitz) 최적 포트폴리오의 비중들(Weights) 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듯 주식 시장 네트워크에서 

각 주식의 중심성과 주식의 특성 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심성을 척도로 네트워크 내 노드들의 특성 

분석 및 각 상관계수 별 중심성이 높은 주식들의 차이를 분석한다.  

 

2.2.4.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은 각 대상을 하나의 

군집으로 인식하고 대상 간 거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군집이 형성될 

때까지 가장 인접한 두 개의 군집들을 단계적으로 합쳐 나가는 

방법이다. 계층적 군집화 과정을 요약하여 시각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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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그램(Dendrogram)은 금융 분야에서 시장의 구조를 

시각화하고 연구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Mantegna (1999)는 

다우존스주가평균(Dow Jones average)에 포함된 주식들에 대한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산업 군에 따라 군집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Jung and Chang (2016)은 코스피 종목 간 부분 

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종목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항상 산업 군별로 군집을 형성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내 노드 간 최단거리 행렬을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화를 수행한다. 각 상관계수 별 계층적 군집화의 결과를 

비교하고 덴드로그램을 통해 이를 시각화한다. 또한 군집의 개수를 

KSIC-9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비슷한 수로 나누어 KSIC-9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군집화의 결과를 

비교하고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시한다. [표 2]는 KSIC-9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나타낸다. 

 

[표 2] KSIC-9 한국표준산업분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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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포트폴리오 분석 

 

2.3.1. 네트워크와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주식 투자에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한 곳에 투자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 동일한 산업 군에 있는 

기업들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서로 연관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분산 투자를 위해선 서로 다른 산업 군에 존재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Jung 

and Chang (2016)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의 산업 군으로 군집을 

나누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산업 군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같은 산업 군에 존재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낮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산업 군으로 

기업들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닌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시장의 구조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라 볼 수 있다.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 방법론은 시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어떤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구조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윤정 

외 (2013)의 연구와 같이 주식 시장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이미 진행되었지만 PCC를 

이용한 네트워크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 거래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에 대한 응용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 후 수익률, 

리스크 비교 분석 및 통계적 가설검정을 통해 포트폴리오 구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및 구성 방법을 판별하여 다차원 거래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의 유용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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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포트폴리오 구축 알고리즘 

본 논문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사용된 포트폴리오는 [그림 5]와 

같고 각 포트폴리오 구축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의사코드(Pseudocode)는 [표 3-5]과 같다.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1월 2일부터 

2017년 8월 16일에 대해 전체 창(Window)의 크기는 504 거래일, 

이동(Roll) 크기는 63 거래일로 설정한 이동창(Moving window) 

기법으로 총 37개의 구간을 정의한다. 37개의 구간 중 임의의 

구간을 예로 들면 해당 구간 동안 수정주가 및 거래량이 연속된 

주식 만을 선별한다. 이때 주식의 개수를 𝑁개라 하면 𝑁개의 주식과 

거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2.1절 및 2.3절에 따라 PCC, RV, MRV 

상관계수 행렬을 정의하고 각 상관계수 행렬을 이용하여 PCC, RV, 

MRV에 해당하는 세 가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네트워크 구축 후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첫 번째로 

계층적 군집화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계층적 군집화를 통해 주식들을 군집화 하고, 

군집의 수는 모듈성(Modularity)이 가장 높은 군집의 수를 

선택한다. 모듈성은 네트워크의 군집간 분할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다음과 같다.  

 

  𝑀 = ∑ (𝑒𝑘𝑘 − 𝑎𝑘
2)

𝑘
  (6) 

 

식 (6)에서 𝑒𝑘𝑘는 네트워크 내의 전체 모서리 중 모서리의 양 

끝이 모두 𝑘번째 군집에 포함된 모서리의 비율을 뜻하며, 𝑎𝑘는 전체 

모서리 중 적어도 한 쪽 끝이 𝑘 번째 군집에 포함된 모서리의 

비율을 뜻한다. 군집화 후 포트폴리오는 군집별로 임의로 한 개씩 

선정하여 구축하고 포트폴리오 내 주식 간 자산 배분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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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설정한다. 첫 번째 기준에 따라 [그림 5]의 좌측 하단에 

위치한 총 3가지 포트폴리오가 구축된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 

중심성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각 네트워크 별 연결 

중심성과 인접 중심성에 대하여 중심성이 낮은(높은) 주식들이 

구성 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포트폴리오 구축 시 해당 중심성에 

대하여 20개 종목을 선정 후 16개를 임의 선택한다. 예를 들어 

인접 중심성이 낮은(높은) 주식들로 구성 된 포트폴리오의 경우 

인접 중심성 기준 하위(상위) 20개 종목을 선정 후 16개를 임의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포트폴리오 내 주식 간 자산 배분 

비중은 중심성에 반비례(비례)하게 설정한다. 두 번째 기준에 따라 

[그림 5]의 중앙 하단에 위치한 총 12개의 포트폴리오가 구축된다. 

마지막으로 계층적 군집화 후 네트워크 중심성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첫 번째 기준에 따라 네트워크 별 주식들을 

계층적 군집화 한 후 연결 중심성과 인접 중심성에 대하여 

군집별로 군집 내에서 중심성이 가장 낮은(높은) 주식들 중 하나를 

임의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포트폴리오 내 주식 간 자산 

배분 비중은 중심성에 반비례(비례)하게 설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그림 5]의 우측 하단에 위치한 총 12개의 포트폴리오가 

구축된다.  

벤치마크(Benchmark)로 코스피 지수, 임의 

포트폴리오(Random), 산업 군 포트폴리오(Sector random) 

마지막으로 마코위츠(Markowitz)의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MVP)까지 총 네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사용한다. 

여기서 ‘임의 포트폴리오’는 𝑁개의 주식 중 임의로 16개의 주식을 

선정하고 동일한 자산 배분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며 

산업 군 포트폴리오는 산업 군 별로 임의로 주식을 선정하여 

동일한 자산 배분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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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위츠(Markowitz)의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는 Markowitz 

(1952)의 연구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이다. 종합하면 벤치마크 

포함 총 31개의 포트폴리오가 평가, 비교 대상이며 포트폴리오 

평가 지표로는 포트폴리오 구축 후 63 거래일 동안의 수익률, 위험, 

수익률-위험 비율을 사용하고 [표 6]과 같다.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를 위해 각 구간별로 위와 같은 

과정을 1000회 반복한 후 평균값을 비교하며 단측 독립 표본 T 

검정을 통해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다. 

 

 

[그림 5] 분석에 이용한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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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층적 군집화를 활용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사코드 

알고리듬(Algorithm )1 : 계층적 군집화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축 

1: (RV/MRV/PCC)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구축 

2: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Modularity가 가장 높은 수로 계층적 군집화 수행 

3 포트폴리오 종목의 수 ← 마지막 클러스터 번호의 배수 

4: 𝑖 ← 0 

5: while 현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종목의 수 < 포트폴리오 종목의 수 do 

6:     if 𝑖 = 마지막 클러스터 번호  then 

7:         𝑖 ← 1 

8:     else 

9:         𝑖 ← 𝑖 + 1 

10:     if 𝑖번째 클러스터가 비어 있다면 then 

11:         continue 

12:     𝑖번째 클러스터에서 1개의 주식 종목을 임의 선택 

13:     선택 된 주식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포함 

14:     선택 된 주식 종목을 𝑖번째 클러스터에서 제거 

 

[표 4] 네트워크 중심성을 활용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사코드 

알고리듬(Algorithm ) 2 : 네트워크 중심성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축 

1: (RV/MRV/PCC)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구축 

2: 주식 종목을 개별 주식 종목의 네트워크 (연결/인접)중심성을 기준으로 나열 

3: (연결/인접)중심성 기준 (상위/하위) 20개 종목 중 임의의 16개 종목을 선택 

4: 선택 된 주식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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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층적 군집화와 중심성을 활용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사코드 

알고리듬(Algorithm )3 : 계층적 군집화와 네트워크 중심성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축 

1: (RV/MRV/PCC)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구축 

2: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Modularity가 가장 높은 수로 계층적 군집화 수행 

3: 포트폴리오 종목의 수 ← 마지막 클러스터 번호의 배수 

4 𝑖 ← 0 

5: while 현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종목의 수 < 포트폴리오 종목의 수 do 

6:     if 𝑖 = 마지막 클러스터 번호  then 

7:         𝑖 ← 1 

8:     else 

9:         𝑖 ← 𝑖 + 1 

10:     if 𝑖번째 클러스터가 비어 있다면 then 

11:         continue 

12: 
    𝑖 번째 클러스터에 포함된 주식 종목들을 네트워크 (연결/인접) 중심성 

기준으로 나열 

13: 
    나열된 종목들 중 네트워크 (연결/인접) 중심성이 가장 (높은/낮은) 주식 

1개를 임의 선택 

14:     선택 된 주식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포함 

15:     선택 된 주식 종목을 𝑖번째 클러스터에서 제거 

 

[표 6] 포트폴리오 평가 지표 

수익률 𝑟𝑝 =  ∑ 𝑤𝑖𝑟𝑖 

위험 𝜎𝑝 =  √∑ 𝑤𝑖
2𝜎𝑖

2 +  ∑ ∑ 𝑤𝑖 𝑤𝑗𝐶𝑜𝑣𝑖𝑗 

수익률-위험 비율 

𝑟𝑝

𝜎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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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데이터 
 

 

제 1 절 다차원 거래 데이터 

 

코스피(KOSPI) 혹은 코스닥(KOSDAQ)에 상장되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는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개별 

주식의 수정주가는 해당 주식의 균등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의 

사건이 발생할 시 주가 변동을 수정하여 영속성을 갖게 한 주가 

정보이고 고가(저가)는 해당 주식의 일중 고가(저가) 정보로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으로 인한 변동을 수정하여 반영한 

데이터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매매된 주식의 수량을 나타낸 

거래량이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표시한 거래대금 데이터가 있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주식시장의 장세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가지수와 함께 주식시장의 경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주식의 외국인 보유 정도를 나타내는 

외국인 보유율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하여 

다양한 거래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RV 계수 산출을 위해 개별 주식 종목 별 다차원 거래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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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별 주식에 대한 다차원 거래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2017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코스피(KOSPI)에 상장된 297개의 주식 종목에 대하여 2006년 

1월 2일부터 2017년 8월 16일까지의 2881개의 일별 수정주가, 

고가, 저가, 거래대금, 거래량, 외국인 보유율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자료는 KISVALUE를 통해 얻었으며, 다차원 거래 

데이터 구성 시 네트워크 분석 기간 동안 2 거래일을 초과하여 

공백이 있는 주식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 거래일 이하로 

공백이 있는 주식은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공백을 보정하였다. 

 

제 2 절 변수 선택 

 

    RV(MRV) 계수는 행렬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변수가 많아짐에 따라 연산의 복잡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연산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RV(MRV) 계수의 한 가지 특징이 이용된다. 

𝑌를 𝑁개의 𝑋의 변수 중 𝑟개의 변수들로 구성 된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𝑅𝑉(𝑀𝑅𝑉)𝑋𝑌는 𝑟개의 변수가 전체 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을 



 

 24 

뜻한다. (Escoufier, 1973) Schlich et al. (1989) 는 RV계수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변수 선택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𝑋 를 전체 변수 집합, 𝑌 를 𝑋 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𝑅𝑉(𝑀𝑅𝑉)𝑋𝑌 가 충분히 1에 가깝다면 부분집합으로 전체를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수 전체가 아닌 부분집합에 

포함된 변수들을 분석에 사용하여 연산의 복잡도를 줄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변수 선택 과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변수 선택을 위한 RV 계수 값 

 

 

    수정주가에 거래량 혹은 거래대금을 추가했을 때 RV 계수가 

0.0021에서 0.998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1절에서 살펴 

본 다차원 거래 데이터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 변수만 

사용해도 전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력을 갖는 것을 뜻한다.  

거래대금은 주가와 거래량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정주가와 거래량을 최종 변수로 선택하여 연구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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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한국 주식시장 네트워크 분석 결과 

 

4.1.1. 네트워크 구축 결과 

 

2016년 8월 16일부터 2017년 8월 16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데이터에 3 거래일 이상의 공백이 없는 285개의 주식 종목의 

수정주가와 거래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식 종목 별 다차원 거래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식 (1), (2), (3)을 이용하여 RV, MRV, PCC 

상관계수 행렬을 도출하였고, 도출 된 상관계수 행렬을 식 (5)와 

크루스칼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각 상관계수 행렬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시가 총액 기준 상위 5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7-9]와 같고 

각 네트워크로 표현된 시장의 구조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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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CC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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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V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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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RV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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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네트워크별 중심성 분석 결과 

 

구축된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의 중요도를 비교하기 위해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주식은 RV, MRV, PCC 네트워크 순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일양약품㈜으로 다차원 데이터로 구축한 

RV, MRV 네트워크에서는 삼성전자㈜가 다른 노드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었음을 뜻하고 수정주가만을 이용한 PCC 네트워크에선 

일양약품㈜이 다른 노드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었음을 뜻한다.  

이 외에도 RV, MRV 네트워크의 경우 ㈜GS, 세방전지㈜, 

㈜BNK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회사이 연결중심성에서 상위에 

위치한 반면 PCC 네트워크에선 롯데케미칼㈜, 엔에이치투자증권㈜, 

한솔테크닉스㈜, 삼성증권㈜가 상위에 위치하며 RV, MRV 

네트워크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매개 중심성의 경우에는 RV 네트워크에선 중소기업은행이, MRV 

네트워크에선 ㈜BNK금융지주가 PCC 네트워크에선 일양약품㈜이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주식이었다. 이는 각 네트워크에서 

중소기업은행, ㈜BNK금융지주, 일양약품㈜이 네트워크 상에서 

노드와 노드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가장 많이 함을 뜻한다. 

연결중심성과는 달리 RV와 MRV 네트워크에서 매개 중심성 상위에 

위치한 주식 종목간 차이가 존재했다. RV 네트워크의 경우 매개 

중심성 상위 5개 종목에 중소기업은행, 신도리코, 삼성전자㈜, 

㈜BNK금융지주, ㈜LG가 위치한 반면 MRV 네트워크의 경우 

㈜BNK금융지주, ㈜신도리코, ㈜신한금융지주회사, ㈜LG, 

중소기업은행이 위치했다. PCC 네트워크는 일양약품㈜, 

엔에이치투자증권㈜, SK케미칼㈜, ㈜다우기술, 키움증권㈜ 순으로 

매개중심성이 높았다. 매개 중심성에서도 RV, MRV 네트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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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C 네트워크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고 특히 RV와 MRV 

네트워크 사이에서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접 중심성의 경우 RV, MRV 네트워크 상에서 

인접중심성이 가장 높은 주식엔 ㈜BNK금융지주가 위치했고 상위, 

5개 종목 사이엔 차이가 없었다. PCC 네트워크는 SK케미칼㈜, 

㈜다우기술, 일양약품㈜, 키움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인접 

중심성 상위 5개 종목에 위치했다. 즉 RV, MRV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들과 네트워크 거리상 가장 가까운 주식으로써 정보 전파의 

관점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주식은 ㈜BNK금융지주이며 PCC 

네트워크 상에선 SK케미칼㈜임을 뜻한다. [표 8-10]에 위에서 

살펴본 각 네트워크 별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에 

대한 상위, 하위 5개 종목과 중심성 값을 나타내었고, [그림 10]는 

각 네트워크 별 중심성에 대한 분포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그림 10]를 통해 네트워크 별 중심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RV, MRV 네트워크와 PCC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포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RV 네트워크와 MRV 네트워크의 경우 상위 

5개 종목과 하위 5개 종목 간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분포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심성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은 

네트워크의 구조가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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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각 네트워크별 연결 중심성 상·하위 5개 주식 비교  

RV MRV PCC 

Company Industry value company Industry value company Industry value 

삼성전자(주) 제조업 0.038 삼성전자(주) 제조업 0.038 일양약품(주) 제조업 0.055 

(주)GS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38 (주)GS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38 롯데케미칼(주) 제조업 0.024 

세방전지(주) 제조업 0.027 세방전지(주) 제조업 0.027 
엔에이치 

투자증권(주) 
금융 및 보험업 0.024 

(주)BNK 금융지

주 

금융 및  

보험업 
0.024 

(주)BNK 금융지

주 
금융 및 보험업 0.024 

한솔 

테크닉스(주) 
제조업 0.024 

(주)신한금융지

주회사 

금융 및  

보험업 
0.024 

(주)신한금융지주

회사 
금융 및 보험업 0.024 삼성증권(주) 금융 및 보험업 0.021 

︙ ︙ ︙ ︙ ︙ ︙ ︙ ︙ ︙ 

(주)아이마켓코

리아 

도매 및  

소매업 
0.003 

(주)아이마켓 

코리아 
도매 및 소매업 0.003 삼양식품(주) 제조업 0.003 

현대상선(주) 운수업 0.003 엘지이노텍(주) 제조업 0.003 현대시멘트(주) 제조업 0.003 

대한해운(주) 운수업 0.003 한전 KPS(주) 건설업 0.003 (주)신성이엔지 제조업 0.003 

한전 KPS(주) 건설업 0.003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금융 및 보험업 0.003 동부제철(주) 제조업 0.003 

(주)현대백화점 
도매 및  

소매업 
0.003 (주)현대백화점 도매 및 소매업 0.003 해태제과식품(주) 제조업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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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각 네트워크별 매개 중심성 상·하위 5개 주식 비교 

RV MRV PCC 

Company Industry value company Industry value company Industry value 

중소기업은행 
금융 및  

보험업  
0.582  

(주)BNK 금융지

주 
금융 및 보험업  0.538  일양약품(주) 제조업  0.640  

(주)신도리코 제조업  0.564  (주)신도리코 제조업  0.537  
엔에이치 

투자증권(주) 
금융 및 보험업  0.619  

삼성전자(주) 제조업  0.553  
(주)신한금융지주

회사 
금융 및 보험업  0.534  SK 케미칼(주) 제조업  0.569  

(주)BNK 

금융지주 

금융 및  

보험업  
0.535  (주)LG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533  (주)다우기술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0.506  

(주)LG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534  중소기업은행 금융 및 보험업  0.527  키움증권(주) 금융 및 보험업  0.498  

︙ ︙ ︙ ︙ ︙ ︙ ︙ ︙ ︙ 

(주)아이마켓 

코리아 

도매 및  

소매업 
0 

(주)아이마켓 

코리아 
도매 및 소매업 0 (주)SBS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0 

현대상선(주) 운수업 0 엘지이노텍(주) 제조업  0 미원홀딩스(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 

대한해운(주) 운수업 0 한전 KPS(주) 건설업  0 
(주)메리츠 

금융지주 
금융 및 보험업  0 

한전 KPS(주) 건설업  0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금융 및 보험업  0 (주)LG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 

(주)현대백화점 
도매 및  

소매업 
0 (주)현대백화점 도매 및 소매업 0 한일시멘트(주) 제조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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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각 네트워크별 인접 중심성 상·하위 5개 주식 비교 

RV MRV PCC 

Company Industry value company Industry value company Industry value 

(주)BNK 

금융지주 

금융 및  

보험업  
0.130  

(주)BNK 

금융지주 
금융 및 보험업  0.119  SK 케미칼(주) 제조업  0.137  

(주)강원랜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30  (주)강원랜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19  (주)다우기술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136  

(주)LG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130  (주)LG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118  일양약품(주) 제조업  0.135  

중소기업은행 
금융 및  

보험업  
0.129  중소기업은행 금융 및 보험업  0.118  키움증권(주) 금융 및 보험업  0.134  

태광산업(주) 제조업  0.128  태광산업(주) 제조업  0.117  
엔에이치 

투자증권(주) 
금융 및 보험업  0.133  

︙ ︙ ︙ ︙ ︙ ︙ ︙ ︙ ︙ 

현대상선(주) 운수업 0.054  
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주)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49  (주)동양 제조업  0.052  

대한해운(주) 운수업 0.054  (주)신세계 도매 및 소매업 0.049  LG 전자(주) 제조업  0.052  

한전 KPS(주) 건설업  0.052  한전 KPS(주) 건설업  0.048  쌍용양회공업(주) 제조업  0.050  

(주)신세계 
도매 및  

소매업 
0.051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금융 및 보험업  0.047  (주)LG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50  

(주)현대백화점 
도매 및  

소매업 
0.049  (주)현대백화점 도매 및 소매업 0.047  한일시멘트(주) 제조업  0.047  



 

 34 

 

[그림 10] 각 네트워크 별 중심성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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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  

 

시가 총액 기준 상위 50개 종목에 대해 각 네트워크 별 노드 

간 최단거리를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 수행하였다. [그림 11-

13]은 각 네트워크의 종목 간 계층적 구조를 덴드로그램으로 

도식화 한 것이다. PCC 네트워크 덴드로그램을 살펴보면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등 자동차 제조업에 

관련된 주식들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려아연㈜, 

현대제철㈜과 같이 유사한 업종을 가진 기업들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유 등 종합에너지와 관련된 

SK이노베이션㈜과 S-OIL㈜이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 군 또는 기업의 업종이 유사한 주식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상관관계가 높음을 뜻한다. RV, MRV 네트워크에 상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RV, MRV 네트워크 덴드로그램에 의하면 

SK이노베이션㈜과 S-OIL㈜는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한샘과 가깝게 위치해 있고, 

현대모비스㈜는 ㈜아모레퍼시픽과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PCC 네트워크 덴드로그램과 다른 결과이다. 이 

외에도 각 네트워크의 덴드로그램의 구조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는 어떤 상관계수를 통해 주식들 간 상관관계를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13]은 분석 대상을 전체 주식으로 확장한 계층적 

군집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기존 KSIC-9 산업 분류를 비교한 

결과 KSIC-9 산업 군 분류 체계대로 주식 종목들이 군집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특정 산업에 있어서 PCC 

네트워크 보다 RV, MRV 네트워크 상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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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제조업 산업의 경우 PCC 네트워크 상에는 제조업 

종목이 포함되지 않는 군집이 존재했지만, RV, MRV 네트워크 

상에는 모든 군집에 제조업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번째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산업의 경우 PCC 네트워크 상에서 

크게 3개의 군집에 포함되었지만 RV, MRV 네트워크의 경우 모두 

각기 다른 군집에 할당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PCC 네트워크 상에선 크게 5개의 군집으로 

나뉘었지만 RV, MRV 네트워크 상에선 8개의 군집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네트워크를 활용한 계층적 군집화의 결과 

KSIC-9 산업 분류에 상응하여 군집이 형성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양한 여러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복잡계에서 단순히 업종만으로 산업을 분류하는 것엔 한계가 

존재하고 기존의 산업 분류 체계 대신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7 

 

[그림 11] 시가총액 상위 50개 주식에 대한 PCC 네트워크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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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가총액 상위 50개 주식에 대한 RV 네트워크 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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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가총액 상위 50개 주식에 대한 MRV 네트워크 덴드로그램 

 

 



 

 40 

[표 11] PCC 네트워크의 계층적 군집화 결과 

Clust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제조업 20   5 5  35 9 16 5 9 17 2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1 2  

도매 및 소매업 2    5  6 4 1 2 2 2 1 

금융 및 보험업  6 13    1  1 1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2  1 6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1 2 1 9 2  2 2 4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운수업      4   1   3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건설업          2 1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1  1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교육 서비스업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숙박 및 음식점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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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RV 네트워크의 계층적 군집화 결과 

Clust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제조업 6 7 4 8 10 11 4 20 7 4 21 8 13 2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2  1 1  1    

도매 및 소매업    3 2 6 1 3 5  1   4 

금융 및 보험업    14  3 4 2  1 2 1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5 1 1 1  3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2 3 3  3 4 1 9 1 3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운수업     1 1   3 3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건설업 2   1    3    1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1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교육 서비스업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숙박 및 음식점업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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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MRV 네트워크의 계층적 군집화 결과 

Clust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제조업 7 1 24 1 8 31 8 7 8 4 13 10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1      1   2 1 

도매 및 소매업 5  1   4   3  3 6 3 

금융 및 보험업 1  1  1 10   15  4 3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1 1     2  6 1 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1 9 2 1 7 2  1 1 3 3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운수업 3 2 1   1     1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건설업     1 2 2  1    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1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교육 서비스업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숙박 및 음식점업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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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다차원 거래 데이터로 구축한 네트워크에 대한 응용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4-21] 포트폴리오 성과와 

가설검정 결과를 나타낸 표이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임의 포트폴리오와 네트워크 구축 후 계층적 군집화로 

군집을 나누어 군집 내에서 임의로 한 종목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RV cluster random, MRV cluster random, 

PCC cluster random을 비교 분석한 결과, 무작위 포트폴리오인 

Random은 63거래일 동안 평균적으로 3.1%의 수익률과 0.094의 

위험으로 수익률-위험 비율은 0.329인 반면 MRV cluster 

random은 3.5%의 수익률, 0.093의 위험과 0.372의 수익률-위험 

비율로 MRV cluster random이 Random 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4.1.3절의 RV, MRV 네트워크의 계층적 

군집화 결과 산업 군에 상응하여 군집을 형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어떤 관점으로 주식들을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Sector random과의 비교 분석도 

수행하였다. Sector random은 평균 2.3%의 수익률과 0.082의 위험 

그리고 0.285의 수익률-위험 비율을 기록했다. 수익률과, 수익률-

위험 비율 관점에서 MRV cluster random이 Sector random보다 

우월한 것을 확인했다. 종합하면 비교 대상 중 MRV Cluster 

random은 가장 높은 수익률-위험 비율을 기록했는데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각 구간 별 1000개의 수익률 표본을 

이용하여 단측 독립 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다. 검정에 사용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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𝐻0 ∶  𝜇1 =  𝜇2 
𝐻1 ∶  𝜇1 >  𝜇2 

(7) 

 

𝜇 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평균을 뜻하고,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가설검정 결과 37개의 구간 중 16개의 구간(약 43%)에서 

MRV cluster random의 수익률이 Random 보다 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MRV cluster random은 

PCC cluster random과 검정 시 수익률의 차이가 19개의 구간(약 

5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Sector random과의 

검정 시 23개의 구간(약 6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반면 

MRV cluster random의 수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작은 

구간은 Random, PCC cluster random, Sector random 각각 전체의 

24%, 22%, 29%에 불과했다. 즉 포트폴리오 구성 시 임의 

포트폴리오 혹은 산업 군을 바탕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MRV 

네트워크를 통해 군집을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수익률-위험 비율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 상 연결 중심성이 낮은 주식들로 구성한 

RV min degree, MRV min degree, PCC min degree와 높은 

주식들로 구성한 RV max degree, MRV max degree, PCC max 

degree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위험 비율은 RV min degree가 4.4%와 0.533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연결 중심성이 높은 주식들로 구성 된 포트폴리오 보다 10배 

이상 높은 값이다. 같은 방법으로 단측 독립 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 26개의 구간(약 70%)에서 RV min degree의 수익률이 RV 

max degree의 수익률 보다 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19개의 구간(약 51%)에서 RV min degree의 수익률이 PCC 

min degree보다 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반대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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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구간(약 40%)이었다.  

네트워크 상 인접 중심성이 낮은 주식들로 구성하여 같은 

과정을 반복한 결과, 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위험 비율은 RV min 

closeness가 4.9 %와 0.51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인접 중심성이 

높은 주식보다 약 3배 높은 결과이다. 연결 중심성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RV min closeness와 RV max closeness의 수익률 차이에 

대한 단측 독립 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 각각 23개(약 62%)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RV min closeness와 PCC min 

closeness의 수익률 차이에 대한 단측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21개 

구간(약 5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고 반대의 경우는 

15개 구간(약 40%)이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중심성의 경우 중심성이 낮은 

주식들로 구성하고 PCC 네트워크 대신 RV, MRV 네트워크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수익률과 수익률-위험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군집을 나눈 후 군집 내에서 중심성이 가장 작은 

주식들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와 앞서 다룬 포트폴리오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MRV cluster min closeness가 평균 수익률 

6.2%와 수익률-위험 비율 0.621을 기록했다. 비록 

최소분산포트폴리오(MVP)의 수익률-위험 비율은 0.660이지만 

수익률이 3%인 것으로 미루어볼 때 MRV cluster min closeness가 

수익률 측면에서 우월한 포트폴리오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위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군집을 나누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니 

MRV min closeness 보다 위험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MRV cluster min closeness와 다른 포트폴리오들과의 수익률 

차이에 대해 단측 독립 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 PCC cluster 

closeness의 경우 22개 구간(약 5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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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V min closeness와는 20개 구간(약 5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MVP와는 23개 구간(약 62%)에서 수익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 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군집을 나누고 중심성이 낮은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측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MRV 네트워크 상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수정주가만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다차원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들 간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14-15]은 분석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의 구간 별 수익률과 누적 수익률을 도식화 한 

것으로 MRV cluster min closeness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우월함을 알 수 있다.  

포트폴리오의 평가 지표 외적인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각 포트폴리오에 속한 주식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22]는 MRV cluster min 

closeness를 기준으로 37개 구간 동안의 평균적인 피어슨 

상관계수를 기록한 것으로 군집화를 수행하고 중심성이 낮은 

주식들로 구성하니 주식들 사이 평균적인 상관관계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주식들을 가려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RV와 MRV 네트워크의 경우 연결 중심성이 낮은 주식들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와 인접 중심성이 낮은 주식들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사이에 수익률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서 체계적 

위험으로 정의하는 베타(β)는 분산투자에 의해 제거될 수 없는 

위험으로 투자자가 무위험 이자율보다 높은 기대수익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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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유일한 위험을 뜻한다. (Fama Eugene, 1976) 또한 베타는 

금융적 탄력성으로 시장의 수익률에 대한 자산 수익률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3]은 전체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의 평균적인 베타를 

나타낸 것으로, 연결 중심성이 낮은 주식들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베타보다 인접 중심성이 낮은 주식들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인접 중심성이 낮은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연결 중심성이 낮은 주식으로 구성 

된 포트폴리오 보다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민감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심성에 따른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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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계층적 군집화 기준에 따른 포트폴리오 성과 비교 

 RV random MRV random PCC random Sector random Random 

Return 0.033 0.035 0.031 0.023 0.031 

Std 0.093 0.093 0.092 0.082 0.094 

Ratio 0.356 0.372 0.334 0.286 0.329 

 
[표 15] 연결 중심성 기준에 따른 포트폴리오 성과 비교 

 RV  

min degree 

MRV  

min degree 

PCC  

min degree 

RV  

max degree 

MRV  

max degree 

PCC  

max degree 

Return 0.048 0.046 0.039 0.005 0.015 0.024 

Std 0.091 0.091 0.087 0.110 0.108 0.117 

Ratio 0.533 0.502 0.440 0.045 0.140 0.203 

 

[표 16] 인접 중심성 기준에 따른 포트폴리오 성과 비교 

 RV  

min closeness 

MRV  

min closeness 

PCC  

min closeness 

RV  

max closeness 

MRV  

max closeness 

PCC  

max closeness 

Return 0.049 0.048 0.033 0.017 0.015 0.018 

Std 0.096 0.095 0.088 0.094 0.094 0.122 

Ratio 0.511 0.504 0.374 0.177 0.164 0.146 



 

 49 

 [표 17] 혼합 기준에 따른 포트폴리오 성과 비교 

 

RV 

cluster 

min 

degree 

MRV 

cluster 

min 

degree 

PCC 

cluster 

min 

degree 

RV cluster 

min 

closeness 

MRV 

cluster 

min 

closeness 

PCC 

cluster 

min 

closeness 

RV  

min 

closeness 

MRV  

min 

closeness 

PCC  

min 

closeness 

MVP Kospi 

Return 0.037 0.039 0.037 0.046 0.057 0.038 0.049 0.048 0.033 0.030 0.014 

Std 0.090 0.089 0.086 0.091 0.092 0.079 0.096 0.095 0.088 0.046 0.087 

Ratio 0.413 0.437 0.435 0.501 0.621 0.477 0.511 0.504 0.374 0.660 0.311 

 

[표 18] (계층적 군집화) 전체 37개 구간 중 귀무가설이 기각된 비율 

𝐻𝑜 RV random PCC random Sector random Random 

MRV random (>) 0.27 0.52 0.62 0.43 

MRV random (<) 0.18 0.22 0.29 0.24 

 
[표 19] (연결 중심성) 전체 37개 구간 중 귀무가설이 기각된 비율 

𝐻𝑜 
MRV 

min degree 

PCC 

min degree 

RV 

max degree 

MRV 

max degree 

PCC 

max degree 

RV min degree (>) 0.46 0.51 0.70 0.62 0.60 

RV min degree (<) 0.30 0.40 0.30 0.38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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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인접 중심성) 전체 37개 구간 중 귀무가설이 기각된 비율 

𝐻𝑜 
MRV 

min closeness 

PCC 

min closeness 

RV 

max closeness 

MRV 

max closeness 

PCC 

max closeness 

RV min closeness 

(>) 
0.46 0.57 0.62 0.65 0.68 

RV min closeness 

(<) 
0.35 0.40 0.38 0.32 0.32 

 
[표 21] (혼합) 전체 37개 구간 중 귀무가설이 기각된 비율 

𝐻𝑜 

RV 

cluster 

min 

degree 

MRV 

cluster 

min  

degree 

PCC 

cluster 

min 

degree 

RV  

cluster 

min  

closeness 

PCC 

cluster 

min 

closeness 

RV  

min  

closeness 

MRV  

min  

closeness 

PCC  

min  

closeness 

MVP Kospi 

MRV 

cluster 

closeness 

(>) 

0.62 0.62 0.65 0.51 0.59 0.51 0.60 0.70 0.62 0.65 

MRV 

cluster 

closeness 

(<) 

0.32 0.32 0.32 0.35 0.41 0.49 0.40 0.30 0.35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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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포트폴리오별 63거래일 수익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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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포트폴리오별 누적 수익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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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포트폴리오에 속한 주식들 간 상관관계 

 MRV cluster min 

closeness 

MRV min  

closeness 

MRV max  

closeness 
MRV random Random 

Mean 0.133 0.148 0.235 0.154 0.159 

Absolute mean 0.170 0.181 0.254 0.188 0.192 

Std 0.143 0.152 0.182 0.155 0.158 

Max 0.552 0.635 0.768 0.787 0.843 

Min -0.261 -0.243 -0.192 -0.415 -0.427 

 

[표 23] 포트폴리오의 베타 

 RV cluster 

degree 

MRV cluster 

degree 

PCC cluster 

degree 

RV cluster 

closeness 

MRV cluster 

closeness 

PCC cluster 

closeness 

Beta 0.727 0.729 0.729 0.675 0.677 0.569 

 RV random MRV random PCC random Random Sector random MVP 

Beta 0.822 0.821 0.818 0.838 0.70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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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은 주식 시장을 복잡계로 인식하는 연구 방법론인 

네트워크 모형에서 상관계수 계산 시 단 변량 시계열 자료 사용에 

대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Smilde (2009)의 수정 RV 계수를 

바탕으로 다차원 거래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의 네트워크와 비교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코스피에 상장된 297개의 주식의 2006년 1월 2일부터 

2017년 8월 16일까지의 수정 주가와 거래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RV 계수, 수정 RV 계수, 피어슨 상관 계수를 정의했다. RV 계수는 

표본의 개수에 영향을 받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수정 RV 계수를 사용하였고, 이렇게 정의한 

상관계수들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네트워크를 도식화한 결과 세 가지 상관 계수로 구축한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네트워크 

중심성을 이용하여 위상적으로 세 가지 네트워크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동안 연결 중심성의 경우 RV 네트워크와 

MRV 네트워크에선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갖는 

주식이었으나 PCC 네트워크 상에선 일양약품㈜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갖는 주식이었다. 인접 중심성의 경우 RV 네트워크와 

MRV 네트워크 상에선 ㈜BNK금융지주가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갖는 

주식임을 확인했고, PCC 네트워크 상에선 SK 케미칼㈜ 임을 

확인했다. 매개 중심성의 경우 RV 네트워크에선 중소기업은행이, 

MRV 네트워크에선 ㈜BNK 금융지주가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갖는 

주식이었으나 PCC 네트워크 상에선 일양약품㈜이 가장 높은 

중심성을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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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 네트워크와 MRV 네트워크도 중심성 분포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니 분포가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RV 네트워크와 MRV 

네트워크 간에도 구조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세 

가지 상관계수로 구축한 네트워크가 표현하는 주식 시장의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상 노드 간 최단거리를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화를 

실시하였다. 군집화 결과 KSIC-9 산업 분류 체계 대로 군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특정 산업에서 PCC 

보다 RV, MRV 네트워크 상에서 분명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여러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복잡계에서 단순히 

업종만으로 산업을 분류하는 것엔 한계가 존재하고 기존의 산업 

분류 체계 대신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류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포트폴리오 분석에서는 각 네트워크 별로 동일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을 적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63 거래일 동안의 

수익률, 위험, 수익률-위험 비율을 통한 성과 분석 및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포트폴리오 구성 시 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보다 네트워크를 통해 군집을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성과 측면에서 우월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효과는 

MRV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큰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중심성이 낮은 주식들로 구성하고 PCC 네트워크 대신 RV, MRV 

네트워크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우월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군집을 나누고 중심성이 낮은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성과 측면에서 우월한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이러한 특징은 MRV 네트워크 상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수정주가만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다차원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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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주식들 간 시장의 구조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 내 주식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군집을 나누고 중심성이 낮은 주식들을 

선정하는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이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주식들을 

가려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포트폴리오 구축 시 

네트워크 중심성의 종류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존재했는데 

포트폴리오의 베타 분석을 통해 중심성의 종류에 따라 시장과의 

민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 하나의 주식을 설명하는데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만을 사용함에 따른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주식과 

관련된 데이터로는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 외에도 재무 자료, 뉴스 

등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거래 

데이터들과 같이 일별 데이터로 변환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거래 

외적인 데이터의 부재로 금융 시장의 구조를 표현하는데 있어 

분석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차원 데이터로 표현한 주식 시장 네트워크의 유용성 및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후속 연구 과제로는 다차원 거래 데이터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 및 거래 외적인 데이터 

반영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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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twork Analysis on Korean Stock 

Market using multidimensional 

Trading data 

Choi Sung Yoon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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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ock market, which is a complex system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individual factors, fluctuates chaotically. Network analysis is one of the 

complex system research methodologies focusing on this interaction behavior. 

In network analysis, 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is generally used. Using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mple, but it may cause loss of other 

information about the stock because it defines the correlation through univariate 

time series data considering stock price only.  

In this dissertation, we apply the network analysis to multidimensional 

trading data using the Modified RV-Coefficient instead of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 analyze and compare the indicators of networks which are 

constructed from either our method of the given conventional benchmark 

method. First, we compare the network centrality of each network and we can 

confirm that the influence of nodes in our established network is different. As 

a result of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clustering result of 

network using multidimensional transaction data is different from clustering 

result of network constructed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KSIC-9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Finally, we conducted a portfolio analysis to 

determine the usefulness of the networks and found that the usefulnes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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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constructed through modified RV coefficients exists in terms of 

portfolio returns. 

Keywords : Network analysis, Modified RV coefficient, Multivariate data 

analysis,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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