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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증권, 자산운용계는 수익률 알파 창출을 위한 대체 데이터 활용이 화두다. 

대체 데이터는 가격, 재무 데이터 및 경제지표 등 전통적 데이터 범주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를 통칭한다. 물류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위성사진 등이 해당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체 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주식 투자 전략을 제안한다. Social 

Media에 녹아있는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관심)를 머신러닝 모델의 input으로 

투입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기술적 지표 외에 포탈 사이트 주식 게시판의 게시물 

로그, 텍스트 데이터에 주목했다.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에는 word2vec기법을 적용해 

상폐라는 급락 시그널을 주는 단어 score를 계산해 모델에 넣었다.  

이 데이터에 Tree계열의 앙상블 모델을 적용해 일주일간 10% 이상 급등하는지를 

예측하도록 했다. 주식 게시판이라는 대체 데이터를 넣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수익률이 개선됐다. Random Forest Classifier를 기준으로 hyperparameter 

tunning을 한 결과, 약 10.5%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5번의 train-test 백테스트 

과정을 통해 본 전략의 수익률이 꾸준하게 유지됨을 보였다. 

 

 

주요어: alternative data, stock price prediction, machine learning, ensemble, word2vec 

학번: 2018-2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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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동기 

금융업에서의 AI use case(task)는 다양하다. Chatbot, Credit Scoring, Fraud Detection, 

Robo Advisors 등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 업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미국 금융안정위원회는 금융 분야에서의 AI use case를 적용되는 세부 

분야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분석하고 있다. 1) 고객 서비스 관련, 2) 백 

오피스 운영, 3) 트레이딩, 4) 규제 및 감독이다. 아래 표 1.1에 각 카테고리 별 Use 

case와 구체적 활용 방안을 정리했다.  

 

Table 1.1: 금융업에서의 다양한 AI use case 

 
카테고리 Use case 구체적 활용 방안 

고객서비스 신용 스코어링 빅데이터/머신러닝 기반 개인 신용 스코어링 고도화 

챗봇 서비스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겨와 업무 자동화 

백오피스 

운영 

모델 리스크 관리 각종 모델 백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등에 사용 

시장 충격 분석 대형 포지션 거래 시의 시장 충격 시뮬레이션 및 분석 

트레이딩 알파 창출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적용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창출 

투자 리서치 자연어 처리 및 데이터 마이닝으로 리서치 영역을 AI로 보조 

가능 

규제 및 

감독 

자금세탁방지 빅데이터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활동 추적 

준법 감시 금융기관의 감독 당국 보고 프로세스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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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관련해서는 업무 효율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챗봇(Chatbot)이다. 은행의 경우 챗봇을 통해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하고 있다. 트레이딩 분야는 매매 

및 리서치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통해 주요 지표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고자 한다. 그 외 백오피스 운영, 규제 및 감독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특이 패턴을 학습하거나 모델 고도화를 통해 효율을 높인다.  

본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트레이딩 카테고리의 알파 창출 부분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크게 새로운 대체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찾거나, 

모델/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우리는 최근 자산운용 분야에서 

전자인 대체 데이터의 탐색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체데이터는 가격, 재무 데이터 및 경제지표 등 전통적 데이터 범주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를 통칭한다. 물류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위성사진 

등을 포함한다. Kolanovic과 Krishnamachari은 이러한 대체 데이터를 source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18]. 1) by individuals, 2) by business processes, 3) by sensors다. 

Social media, news 등이 1에 해당하고, 거래 데이터 및 공공 기관 및 기업 데이터가 

2, 인공위성, CCTV 사진 및 영상 등은 3에 속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존 금융권에서 활용하던 정형화된 정보와 다르게 이미지, 

텍스트, 영상 등 형태가 다양해 전처리가 까다롭다. 또한 공식적인 발표 기관이 

없어 폐쇄적 성격을 띈다. 이러한 폐쇄적 성격 때문에 데이터 자체의 알파 

창출력은 높은 편이다. 

 대체 데이터의 중요성을 반영해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Financial Times 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퀀트 헤지펀드의 자산운용 규모는 2018 년 

기준 1조달러로 추정된다. 전체 AUM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대체 데이터에서 수익률 알파 요소를 추출해 운용 전략화 및 리서치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카드 결제 정보, 영수증 등 Transaction data 를 

활용한 기업 매출 추정,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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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추정,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한 농산물 작황 및 원유 

재고 예측 등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대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트레이딩 

시그널을 제공하는 Ravenpack, Planet Labs, Dataminr 등의 업체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대체 데이터 중 비교적 수집이 용이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에 포커스를 맞췄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은 

게시물과 유저들간의 상호 작용을 수집할 수 있도록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식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게시판 역시 크롤링이 가능하다.  

 

1.2 문제 정의 

주식 시장에서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해당 기업의 이익 등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투자자의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받는다. 수요와 공급은 각각 해당 종목을 사고자/팔고자 하는 투자자의 needs 를 

의미한다. 본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투자자의 수요, 즉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에 답하기 위해 ‘관심 종목에 대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고민했다. 경험적으로, 특정 종목에 관심이 생긴 투자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재무제표, 재무 비율)를 확인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동향을 살피려고 한다. 

인터넷 상에는 이러한 주식 데이터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담은 글을 게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 및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다. 이 게시판에 담겨있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를 계량화해 투자 전략에 활용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종목 정보 및 기술적 지표 데이터에 게시판(Social 

Network)에서 추출한 관심도를 추가한 데이터셋을 구성했다. 이 데이터에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해 종목의 주가 급등 여부를 맞추고, 이 모델 기반으로 

투자했을 때의 평균 수익률을 측정했다. 이 때 비교적 짧은 기간인 5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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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을 계산했다. 투자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overshooting, 주가의 과열 현상)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1.3 논문 구성 및 공헌 

본 논문은 5 장으로 구성된다. 제 2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제 

3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 

4 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동기 및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된 적 

없는 Social Media 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전략 문제를 소개한다. 둘째, 수익률 알파 

창출을 위해 자연어 처리 및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모델을 제안한다. 셋째, 

제안한 모델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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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2.1 Social Media Data에 대한 선행 연구 

대체 데이터, 그 중에서도 Social Media 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종류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1) 트위터, 2) 투자/주식 

커뮤니티다. 트위터는 투자/주식 커뮤니티 대비 길이가 짧고 사용자가 

대중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Lavrenko et al [1]과 Schumaker and Chen [2]는 Social 

Media 를 분석해 시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public sentiment 를 추출할 수 

있었음을 보였다.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주식시장 예측 연구는 후술할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대개 커뮤니티의 글에 녹아있는 투자자들의 Sentiment를 

추출하고 이를 주식 시장 수익률과 연결 시키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Bolllen and Mao는 2010년 연구에서 트위터에 드러난 mood를 6가지 타입으로 

나눠 해당 mood 가 다우산업지수와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익일 다우산업지수 

상승, 하락을 맞추는 task 에서 mood 를 추가했을 때 예측 정확도가 87.6%까지 

높아졌다[3] . 이 연구를 기반으로 Mittal[4]은 twitter 를 활용한 portfolio management 

strategy 를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트위터 data set 을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continuous Dirichlet Process Mixture Model을 사용해 daily topic set을 학습시켰다. 이를 

sentiment time series로 만들어 S&P 100 지수를 예측하는데 사용했다.  

Ruiz et al. [6]는 트위터에 graph based view 를 적용해 트위터에서 추출한 

features 를 두 유형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트위터에서의 overall activity 에 대한 

데이터로 post 수, re-post 수 등이다. 두 번째는 graph 로 표현할 수 있는 

interaction 에 대한 데이터로 트윗, 유저 간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이 데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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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과의 correlation 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데이터가 가격 보다는 거래량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투자/주식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Chen et al. 의 ‘Wisdom of 

Crowds: The Value of Stock Opinions Transmitted Through Social Media’가 있다 [7]. 해당 

논문에서는 미국의 투자/주식 커뮤니티(블로그)인 Seeking Alpha(SA)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로 미래 주가와 earning surprise 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Formula 2.1 를 정의해 종목 i 의 60 영업일간 abnormal 

return을 예측하고자 했다.  

 

𝐴𝑅𝑒𝑡%,'(),'(*+ = 𝑎 + 𝛽0𝑁𝑒𝑔𝑆𝐴%,' + 𝛽4𝑁𝑒𝑔𝑆𝐴 − 𝐶𝑜𝑚𝑚𝑒𝑛𝑡%,' + 𝑋𝛿 + 𝜖%,'      (식 2.1) 

NegSAi,t : t시기에 특정 종목 i에 대한 게시글 중 negative words의 평균 비율 

NegSA-Commenti,t:  t시기에 특정 종목 i에 대한 게시글 코멘트 중 negative words의 평균 비율 

X: 그 외 변수로 변동성, 이전 abnormal return,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상향/하향 등 포함 

 

위의 변수들로 회귀 분석을 통해 Social Network 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가공한 

지표인 NegSAi,t , NegSA-Commenti,t 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수집한 sample 수가 많고, 2005 년부터 2012 년까지로 분석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특징이 있다. 저자는 2000 년대 초반 이후 Social-media 

outlet 이 크게 발달해 보다 많은 수의 의미 있는 게시물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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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머신러닝을 활용한 Stock Price 예측에 대한 연구 

주가 예측의 methodology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 1) Fundamental Analysis: 

기본적 분석, 2) Technical Analysis:기술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은 주식의 가격 그 

자체보다는 회사의 재무제표, 컨센서스 등 회사의 profile 에 초점을 맞춘 

분석법이다. 기술적 분석은 time-series analysis 를 통해 과거 주가의 패턴을 

기반으로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분석법이다.  

Malkiel and Fama 는 Efficient market hypothesis 를 통해 주가는 informationally 

efficient 하기 때문에 과거 거래 데이터를 통해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8]. 이후 주가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 많은 모델과 

techniques을 활용한 연구가 이뤄졌다.  

Huang et al. [10]은 일본 주식시장의 Nikkei225 지수의 등락을 예측하는데 SVM 

모델을 적용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도 있다. 

Kim[11]은 KOSPI 지수의 일간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 12 개의 기술적 지표들을 

input 으로 SVM 모델의 성능을 BPN, case-based reasoning(CBR)과 비교했다. 모델에 

투입한 12개의 기술적 지표와 각 feature의 통계량은 아래 표 2.1을 참고하면 된다. 

머신러닝을 활용한 주가 예측 연구들은 대부분 주가와 거래량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지표들을 input 으로 주가 상승, 하락 여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설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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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Kim[11]이 연구에서 사용한 12개의 기술적 지표 

 

 
 

이후에는 예측 성능 개선을 위해 single 모델이 아닌 여러 모델을 조합하는 

방식이 다수 등장했다. Hassan et al. [9]은 Hidden Markov Model(HMM), Artificial Neural 

network(ANN) , Genetic Algorithm(GA)를 합친 fusion model을 고안했다. ANN 사용해 

일별 주가를 independent 하게 변환한 뒤 이를 HMM 의 input 으로 투입한다. 이때 

HMM 의 parameter 최적화를 위해 GA 을 적용했다. 자세한 모델 구조는 아래의 

그림 2. 1를 참고하면 된다.  

IT 섹터 Apple, IBM, Dell 3종목의 2003년 2월 ~ 2005년 1월 데이터를 수집해 

실험을 진행했다. Single HMM 대비 성능이 우수함을 보였으나, ARIMA와는 비슷한 

정도의 성능에 그쳤다. 실험에 사용한 주식 데이터의 수와 기간이 짧다는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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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Hassan et al [9] 연구의 fusion model 도식화 

 

Ensemble 기법을 활용해 Stock Price 예측하려고 한 시도도 있었다. 머신러닝 

분야의 선행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single classifier 보다 여러 classifier 를 조합한 

ensemble의 성능이 우수함이 알려져 있다. Ensemble을 통해 training data set에 대한 

과적합 문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Tsai et al. [12]은 majority voting, bagging 기법을 통해 여러 분류기를 조합했는데, 

여러 neural network를 조합한 경우는 ‘homogeneous’, neural network와 decision tree 등 

서로 다른 분류기를 조합한 경우는 ‘heterogeneous’ Ensemble 이라고 명명했다. 아래 

그림은 여러 분류기를 조합한 ensemble 모델을 나타낸다. Type 1, 2 error와 return on 

investment(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했다. 실험 결과 single 분류기 

보다는 ensemble 이 성능이 좋았고, homogeneous 와 heterogeneous ensemble 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heterogeneous가 약간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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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Tsai et al. [12] 연구에서 사용한 ensemble 모델의 도식 

 

여러 머신러닝 및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고 각 성능을 비교한 연구도 

있다. Ou and Wang [14]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홍콩 주식시장 항셍 지수(Hang 

Seng index, HSI) 등락을 예측하기 위해 10종류의 데이터 마이닝 테크닉을 사용했다. 

Input 으로는 시가, 고가, 저가, 전일 S&P500 지수 종가, 홍콩/달러 환율을 넣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한 기술적 지표를 투입하지 않고, 미국 지수와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를 넣은 점이 특이하다. 항셍 지수의 등락은 다음과 같은 

formula 2.2로 정의할 수 있다. 

 

𝐷' = 𝑓(𝑂'A0, 𝐻'A0, 𝐿'A0, 𝑆&𝑃500'A0, 𝐹𝑋'A0)           (식 2.2) 

𝐷': 𝑡시기의	𝐻𝑆𝐼	등락, 1 = 𝑢𝑝	&	0 = 𝑑𝑜𝑤𝑛 

𝑂': 𝑡시기의	𝑂𝑝𝑒𝑛𝑖𝑛𝑔	𝑃𝑟𝑖𝑐𝑒(시가) 

𝐻': 𝑡시기의	𝐻𝑖𝑔ℎ	𝑃𝑟𝑖𝑐𝑒(고가) 

𝐿': 𝑡시기의	𝐿𝑜𝑤	𝑃𝑟𝑖𝑐𝑒(저가) 

𝑆&𝑃500': 𝑡시기의	𝑆&𝑃500	𝐸𝑛𝑑	𝑃𝑟𝑖𝑐𝑒(종가) 

𝐹𝑋': 𝑡시기의	홍콩/달러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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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사용한 10가지 모델은 다음과 같다.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 

Quadratic Discriminant Analysis (QDA), K-nearest neighbor classification, Naive Bayes based 

on kernel estimation, Logit model, Tree based classification, neural network, Bayesian 

classification with Gaussian process, Support Vector Machine (SVM) and Least Squares Support 

Vector Machine (LS-SVM)을 적용했으며 모델들의 예측 정확도는 80%를 상회했다. 

그 중에서도 SVM 및 LS-SVM이 각각 86%, 86.4%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 

Patel et al. [13]은 ANN, SVM, random forest, naïve-Bayes 예측 모델을 사용해 인도 

개별 주식(Reliance Industries, Infosys Ltd) 및 지수(CNX Nifty, BSE Sensex)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실험은 2003 년부터 2012 년까지의 데이터를 확보해 

진행했다. 해당 논문은 10 개의 기술적 지표에 대해 추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continuous data)와 상승/하락으로 변환한 경우(trend deterministic data)를 나눠 

모델 성능을 평가했다. 아래 그림 2.3 은 trend deterministic data 에 대한 실험 

architecture이다.  

 

Figure 2.3: Patel et al[13]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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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trend deterministic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4 개의 예측 모델 중 

Random Forest 가 예측 정확도 83.56%로 가장 우수했다. 또한 trend deterministic 

data로 변환한 경우 모든 예측 모델에 대해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했다.  

본 논문에서는 Social Media data 에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해 개별 종목의 주가 

등락을 예측하는 task 를 수행한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bagging, boost 등 

ensemble 기반의 모델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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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하는 방법 
 
 

3.1 Framework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3.1 과 같다. 해당 종목이 이후 

5 영업일간 10% 이상 급등하는 지를 예측하기 위해 기술적 지표나 종목에 대한 

기본 정보 외에 Social Media data를 기반으로 만든 변수를 사용했다.  

모델은 주로 시가총액이 작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의 투자 

기회를 포착했다. 각종 공시 및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 투자에 참고할 정보가 많은 

대형주 대비 정보가 극히 적은 소형주의 경우 Social Network 에서 추출한 

feature 들이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3.1: social media + 머신러닝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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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Input 

앞선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input 으로 Social Network 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한 변수를 추가했다는 점(아래 표 3.1 참고)이다. Social 

Network 지표는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2 장에서 정의 

및 처리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겠다.  

Table 3.1: input으로 투입한 feature 정리 

카테고리 feature 

업종 업종 더미변수 

기술적 지표 EMA, MACD, signal, Bollenger band, RSI 

Social Network 

지표 

관심도(게시판 조회수, 순좋아요수와 이의 변화율) 

상폐 score 

 

 

Social Network 지표 외에 사용한 지표는 업종 변수와 기술적 지표다. 우선, 

업종 더미 변수는 GICS 대/중분류를 조합해서 사용했다. 1차적으로 Decision Tree를 

통해 변수 중요도가 낮다고 나타난 업종 더미변수들은 모델 Input 에서 제외했다 

금융(은행, 증권, 보험), 지주, 정유, 필수소비재(음식료)였는데 이 업종들은 업종 

내 소형주 비중이 타 업종 대비 낮은 편이다.  

기술적 지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주가 예측 모델의 input feature 로 많이 

사용한 EMA, MACD, signal, RSI 등을 사용하였는데, 각 지표의 정의는 아래 표 

3.1 에 정리했다. 지표들을 해석할 때 지표의 절대값 뿐만 아니라 지표의 최근 

추이도 참고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RSI의 변화분인 RSI_delta도 모델에 

input으로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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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input으로 투입한 기술적 지표 

기술적 지표 정의 

EMA 𝐸𝑀𝐴(𝑘)' = 𝐸𝑀𝐴(𝑘)'A0 + 𝛼(𝑃' − 𝐸𝑀𝐴(𝑘)'A0), where 𝛼: smoothing factor( 4
[(0

) 

MACD 12일 EMA – 26일 EMA 

Signal MACD의 9일 이동평균 

Bollenger band 기준선 = 20일 이동평균선,  

상단선 = 20일 이동평균선 + 2*표준편차,  

하단선 =20일 이동평균선 – 2*표준편차 

RSI 
100 −	

100
1 + (∑ 𝑈𝑃'A%/𝑛)/(∑ 𝐷𝑊'A%/𝑛_A0

%`+
_A0
%`+ )

 

5, 20일 EMA 대비 현재 주가, Bollenger band는 상단선, 하단선 대비 현재 주가, RSI는 14일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를 input으로 투입 

 

3.1.2 model 

Decision Tree 는 가장 널리 쓰이는 머신러닝 분류 모델 중 하나다. 본 

논문에서는 Decision Tree 계열 ensemble 모델을 활용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여러 

분류기를 조합한 ensemble 모델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했고, tree 계열의 모델은 

feature-importance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험에 사용한 모델과 

hyperparameter는 아래 표 3.3에 정리했다.  

 

Table 3.3: 실험에 사용한 모델과 parameter 정리 

모델 Parameter 

Random Forest n_estimator: [30, 50], max_features: [0.3, 0.5, 0.7] 

Gradient Boosting n_estimator: [30, 50], learning_rate: [0.01, 0.05, 0.1] 

XGB min_child_weight: [1, 5, 10] max_depth: [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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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Forest[15]는 ensemble 기법 중 bagging 을 활용한 모델 중 하나다. 전체 

데이터로부터 샘플을 복원 추출해 n 개의 tree 를 학습시키고, test data 에 대해서는 

학습시킨 tree를 기준으로 다수결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class로 분류하게 된다. 

여기서 샘플을 추출할 때 중복을 허용하며 이 방식을 Bagging이라고 한다. 

 

Figure 3.2. Random Forest pseudocode 

 

Gradient Boosting Tree [16], XGB[17] 는 모두 boosting 기법을 활용한 모델이다. 

Boosting 은 이전의 분류기를 보완해 나가며 성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Gradient 

Boosting 방식은 이전 분류기와 데이터의 잔차(residual)로 다음 분류기를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XGB 는 extreme gradient boosting 의 약자로 위에서 언급한 

gradient boosting 방식의 속도와 성능을 개선한 방법이다. Boosting 방식으로 n 개의 

분류기를 찾고 기계학습으로 각 분류기의 최적의 비중(weight)을 찾게 된다. 



 

 23 

 
Figure 3.3. Gradient Boosting pseudocode 

 

3.1.3 evaluation 

성능 측정은 accuracy 가 아닌 precision 을 기준으로 했다. Precision 은 아래 

confusion matrix에서 TP/(TP+FP)로 계산된다. 급등 여부를 예측하는 task의 특성 상 

데이터는 class imbalance 문제를 갖고 있다. 전체 데이터 set 에서의 각 class 비중은 

급등이 약 10%, 급등이 아닌 case 가 90%이다. 모델이 naïve 하게 항상 급등이 

아님으로 예측해도 accuracy 가 90%가 되기 때문에 accuracy 보다는 precision 을 

기준으로 모델을 평가했다. 급등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급등한 경우를 

기준으로 성능을 측정하게 된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특성을 고려해도 precision 이 좋은 평가 척도이다. 

급등을 예측을 통해 투자 전략으로 사용할 때에는 모든 실제 급등 case 를 맞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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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recall), 모델이 급등이라고 예측한 case 가 얼마나 맞았는지(precision)가 

중요하다. 

 

 
Figure 3.4. confusion matrix와 precision 

 

투자 전략에 있어 예측 정확도 보다 중요한 것이 실제 투자 수익률이기 

때문에 급등 예측 케이스의 평균 수익률도 확인했다. 모델이 급등으로 분류한 

종목에 매번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고 5 일 보유한 뒤 무조건 매도 한다고 가정한 

값이다. 5 일 수익률을 y 로 두었기 때문에, 이를 연환산하지 않고 표기한다. 거래 

비용 및 슬리피지는 반영하지 않았다. 

 

3.2 Social Network 지표 

Social Network 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숫자인 각 게시물에 대한 조회수, 

좋아요 수, 싫어요 수, 댓글 수 등과 텍스트인 제목, 글 내용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목 관심도, 상폐 score 라는 두 

카테고리의 Social Network 지표를 정의하고 일별, 종목별로 지표를 계산해 

feature화했다.  

 

3.2.1 종목 관심도  

우선 게시물의 조회수, 순좋아요수(좋아요 수- 싫어요 수)를 기반으로 관심도를 

수치화했다. 일별로 조회수, 순좋아요수의 평균, 합산, 최대, 최소를 input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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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었다. 또한 데이터의 절대값 뿐만 아니라 변화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일별 글 수, 조회수, 순좋아요수의 변화율을 계산했다. 특정 이슈로 종목 게시판 

글 수가 급등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직전 5, 10, 20 일 평균 대비 로그 

증가율을 feature로 추가했다. 

Table 3.4: 종목 관심도 지표 정의 

Raw data feature 

조회수 일별 합산, 최소, 최대, 평균 및 이의 과거 평균 대비 변화율 

순좋아요수 일별 합산, 최소, 최대, 평균 및 이의 과거 평균 대비 변화율 

글 수 글 수의 과거 평균 대비 변화율 

 

3.2.2 상폐 score 

텍스트인 제목을 활용해서는 상폐 score 를 계산한다. 상장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 주가가 단기간 급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변동성이 크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소형주일수록 주가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주로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본 모델의 특성 상 상폐 score 추가로 인한 모델 성능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5 영업일간 50% 이상 급락한 ‘한류 AI 센터’의 사례를 보면 

불성실공시법인지정(8/23), 반기보고서 의견 거절(8/30) 등 회사의 펀더멘탈에 크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다. 해당 시기에 종목 토론 게시판에도 ‘상폐’, 

‘거래정지’, ‘불성실’ 등의 단어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와 같은 부실 징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개인이 골라 내기는 어렵다. 본 모델에서는 word2vec을 활용해 

상폐와 유사한 단어를 선별한 뒤 각 단어의 등장 빈도를 기반으로 상폐 score 를 

계산한다. 본 모델에서는 seed 단어를 ‘상폐’ 하나로 고정했지만 data exploration 을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키워드를 선별해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조회수, 순좋아요 수 등으로 계산이 되는 관심도 지표와 다르게 상폐 score 를 

계산하려면 텍스트를 전처리하고 벡터 공간에 임베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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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는 트위터 맨션과 유사한 주식 Social Network 게시물의 성격을 고려해서 

진행했다. 트위터는 40 자 이내의 짧은 길이로 압축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주식과 

관련된 게시물도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게시판의 특성 

상 본문 내용이 없거나 제목에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데이터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1) SNS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타, 은어, 

비속어 등이 많아 기존의 한국어 자연어 전처리 패키지로 처리하기가 까다롭다, 2) 

길이가 짧기 때문에 문장 간의 순서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등장하는 단어와 그 

빈도가 더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게시물 제목 전처리를 위해 Soynlp 패키지의 word extractor 와 

MaxScoreTokenizer 를 사용했다. 해당 패키지는 자연어 처리의 고질적 문제인 

미등록단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Soynlp의 word extractor는 문서 집합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속된 단어열을 단어로 정의하고, 통계 기반으로 단어의 경계를 

학습해 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여러 통계적 방법(cohesion score, branching entropy, 

accessor variety)중 cohesion score 을 기준으로 단어를 추출했다. 이렇게 추출한 

단어를 기준으로 corpus 를 tokenizing 했다. 띄어쓰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은 corpus 

set이기 때문에 Soynlp의 MaxScroeTokenizer를 사용했다.  

종목 토론 게시물 corpus set으로 학습한 word extractor와 tokenizer를 사용했기 

때문에 뽑아낸 단어 리스트에는 일반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용어가 등장한다. 

‘상폐(주식 시장에서의 상장 폐지를 의미)’, ‘유증(유상증자를 의미)’ 등이 관찰됐다.  

tokenized corpus set 을 word2vec 모델에 학습시켜 단어를 벡터 공간에 임베딩 

시켰다. 학습된 모델에서 특정 키워드와 유사한 단어 n 개를 추출해 일별/종목별 

corpus에서 각 단어의 등장 빈도를 기준으로 score(Si,t)를 계산했다.  

Word2vec 을 통해 상폐와 유사한 단어 상위 30 개를 추출한 결과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제되지 않은 게시판 데이터로 학습했기 때문에 상폐의 

오타인 ‘상페’, ‘상패’나 tokenizing 문제로 ‘티슈’(티슈진이라는 종목명에서 파생) 

등의 단어가 등장하지만 대체로 상폐, 부실과 연결된 단어들이 많았다. Word2ve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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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유사 단어를 추출하면 키워드와 관련된 단어를 수작업으로 추리지 않고 

스코어링 할 수 있다. 본 모델에서는 ‘상폐’와 유사한 단어 100 개와 유사도를 

기준으로 아래 그림 3.5 처럼 score를 계산했다.  

Table 3.5: ‘상폐’와 유사한 단어 30개와 유사도 

rank word score rank word score rank word score 

1 상페 0.8515  11 조각 0.5141  21 분식 0.4645  

2 상패 0.7166  12 불성실 0.5127  22 겝니다 0.4617  

3 폐지 0.6234  13 휴지 0.5066  23 면허 0.4601  

4 정지 0.6200  14 자진 0.5005  24 동전 0.4591  

5 감자 0.6053  15 폐업 0.4995  25 벌점 0.4575  

6 페지 0.6038  16 퇴출 0.4987  26 구속 0.4574  

7 정매 0.5646  17 부도 0.4943  27 부결 0.4569  

8 회생 0.5486  18 횡령 0.4931  28 티슈 0.4504  

9 고의 0.5459  19 상장 0.4819  29 적격성 0.4485  

10 잠식 0.5350  20 심사 0.4689  30 유찰 0.4426  

 

 
Figure 3.5: 상폐 score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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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4.1 실험 설계 및 준비 

모델 성능 확인을 위해 크게 두 데이터 셋을 구성했다. Social Network data 의 

당위성을 보이기 위해, 대조군으로 input 중 Social Network 지표를 제외하고 업종 

더미변수, 기술적 지표만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 두 번째 실험은 업종 더미변수, 

기술적 지표와 Social Network 지표인 종목 관심도, 상폐 score 를 모두 모델에 

input으로 투입했다.  

데이터를 수집할 주식 관련 Social Network 로 네이버 금융의 종목 토론 

게시판을 선정했다.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고 글을 쓰는 SNS 일수록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의 생각을 담을 수 있고, 이는 데이터의 신뢰도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를 골랐다. 2017 년 6 월 26 일부터 2019 년 

10월 30일까지의 게시물 11,175,953건을 수집했으며 일간 단위로는 223,092건이다. 

하루 게시물이 5 건 이상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정리했다. 

수집한 일별 데이터 수는 그림 4.1 과 같다. 데이터 수집 방식의 한계 때문에 

과거로 갈수록 수집한 종목 수가 적다. 1 차 실험은 확보한 전체 데이터 셋 중 

마지막 60 영업일을 test 로 이전을 train 으로 사용했다. 다른 기간에 대해서도 

모델이 성능이 robust 하게 좋음을 보이기 위해 아래 그림 4.2 와 같은 5-fold 

실험을 설계했다. 여기서 test set은 20영업일(1개월)로 고정했고 train set은 test 직전 

n영업일을 바꿔가며 실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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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수집한 일별 데이터 수 추이 

 

 

 Figure 4.2: 5-fold train/test data set  

 

 

4.2 실험 결과 

1 차 실험은 5-fold train/test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 중 마지막 

60 영업일의 데이터를 test 로 나머지를 train 으로 나눠 진행했다. Random forest 의 

parameter인 n_estimator, max_features를 tunning해 결과를 확인했다.  

5 일 수익률 기준 10% 이상 상승 여부를 예측하는 task 에서 성능 평가의 

기준인 precision 은 48.5%였다. 급등:비급등 그룹의 비중이 1:9 인 class imbalance 를 

고려할 때 precision 은 baseline 을 크게 상회했다. 수익률 역시 나쁘지 않았다. 

급등이라고 예측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9.25%로 비급등 그룹의 평균 수익률인 

+0.64%를 아웃퍼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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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실험은 Alternative data 의 유무에 따라 두 Data set 을 구성하고, 시기에 

robust 한 성능을 보이기 위해 5-fold train/test 실험을 진행했다. Test 는 20 영업일, 

train은 test 직전 180, 210, 240일로 실험했다.  

앞서 서술했듯 recall보다 precision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Classifier의 분류 

결과를 쓰지 않고, 분류 확률을 output 으로 받아 일정 threshold 를 넘는 경우를 

급등 그룹으로 분류했다. Threshold를 조정한 경우의 모델 수익률을 rtn_1, 조정하지 

않은 경우는 rtn_2 로 수익률을 표시했다. train 기간이 210, 240 일일 때, Dataset 과 

Parameter 에 따른 Model 별 평균 수익률은 아래와 같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threshold 를 조절해 준 rtn_1 의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좋았다. 

종목수가 압축되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1 : random forest classifier 실험 결과(train 240일) 

 
n_estimator max_features SNS rtn_1 #_1 rtn_2 #_2 

30 0.3 1 9.66  128 8.76  184 

30 0.5 1 9.61  129 8.72  178 

30 0.7 1 10.47  153 9.24  206 

50 0.3 1 9.75  120 9.02  171 

50 0.5 1 9.67  129 8.82  170 

50 0.7 1 9.90  151 9.64  187 

30 0.3 0 7.58  146 6.65  192 

30 0.5 0 7.72  153 6.51  225 

30 0.7 0 7.56  158 5.68  232 

50 0.3 0 7.82  140 7.09  185 

50 0.5 0 8.10  153 6.65  212 

50 0.7 0 7.55  143 6.26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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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 random forest classifier 실험 결과(train 210일) 

 
n_estimator max_features SNS rtn_1 #_1 rtn_2 #_2 

30 0.3 1 9.48 148 9.11 208 

30 0.5 1 9.4 159 9.5 208 

30 0.7 1 9.52 177 8.64 221 

50 0.3 1 10.14 139 9.24 193 

50 0.5 1 10.01 155 9.14 198 

50 0.7 1 9.8 166 8.95 211 

30 0.3 0 8.42 142 7.14 210 

30 0.5 0 8.43 156 6.79 236 

30 0.7 0 7.07 169 5.93 251 

50 0.3 0 8.18 139 7.29 184 

50 0.5 0 8.06 149 6.98 209 

50 0.7 0 6.75 157 6.85 229 

 

Table 4.3: XGboost classifier 실험 결과(train 240일) 

 
min_child_weight max_depth SNS rtn_1 #_1 rtn_2 #_2 

1 3 1 9.66  110 8.93  154 

1 6 1 9.89  170 9.49  203 

1 10 1 8.35  175 8.01  216 

5 3 1 9.94  105 9.15  150 

5 6 1 10.33  167 9.94  201 

5 10 1 8.34  183 8.37  231 

10 3 1 9.62  116 9.81  161 

10 6 1 8.44  160 8.47  204 

10 10 1 8.93  169 8.78  216 

1 3 0 7.20  98 7.21  138 

1 6 0 7.50  127 6.28  171 

1 10 0 6.21  179 5.19  211 

5 3 0 6.32  99 6.55  131 

5 6 0 6.63  138 6.62  181 

5 10 0 5.91  167 5.56  206 

10 3 0 6.79  99 6.59  140 

10 6 0 5.70  127 5.93  176 

10 10 0 6.72  148 5.91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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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XGboost classifier 실험 결과(train 210일) 

 
min_child_weight max_depth SNS rtn_1 #_1 rtn_2 #_2 

1 3 1 9.52  151 9.56  201 

1 6 1 8.46  120 8.92  178 

1 10 1 9.13  190 8.52  236 

5 3 1 6.89  174 6.46  210 

5 6 1 9.29  194 8.72  231 

5 10 1 7.44  190 6.77  235 

10 3 1 9.94  150 9.65  197 

10 6 1 8.49  126 9.27  171 

10 10 1 9.31  189 8.97  234 

1 3 0 7.42  168 6.76  202 

1 6 0 9.40  207 9.19  242 

1 10 0 7.23  179 6.28  225 

5 3 0 9.89  157 9.51  205 

5 6 0 8.73  123 8.79  177 

5 10 0 9.45  175 9.28  231 

10 3 0 7.16  154 7.04  194 

10 6 0 8.72  199 8.38  245 

10 10 0 7.74  170 7.25  211 

 

Table 4.5: Gradient Boosting 실험 결과(train 240일) 

 
n_estimator lr SNS rtn_1 #_1 rtn_2 #_2 

30 0.01 1 - 0 - 0 

50 0.01 1 - 0 - 0 

30 0.05 1 11.81  41 9.97  66 

50 0.05 1 9.09  89 10.05  124 

30 0.1 1 9.77  109 9.70  145 

50 0.1 1 10.47  142 10.76  175 

30 0.01 0 - 0 - 0 

50 0.01 0 - 0 - 0 

30 0.05 0 - 0 7.28  51 

50 0.05 0 7.82  79 5.86  115 

30 0.1 0 5.22  86 6.30  124 

50 0.1 0 5.54  102 5.9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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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Gradient Boosting 실험 결과(train 210일) 

 
n_estimator lr SNS rtn_1 #_1 rtn_2 #_2 

30 0.01 1 - 0 - 0 

50 0.01 1 10.84  70 9.47  98 

30 0.05 1 8.73  126 9.12  172 

50 0.05 1 - 0 - 0 

30 0.1 1 9.19  111 9.69  145 

50 0.1 1 9.76  163 10.64  215 

30 0.01 0 - 0 - 0 

50 0.01 0 - 0 8.52  74 

30 0.05 0 8.34  112 7.34  149 

50 0.05 0 - 0 - 0 

30 0.1 0 8.97  90 7.85  133 

50 0.1 0 8.14  121 7.5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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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분석 

4.3.1 Social Media Data 유무에 따른 성능 

대체 데이터인 SNS feature 의 유무에 따른 예측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모델/SNS data 유무에 따른 평균 수익률을 계산했다. 아래 그림 4.3 에서 볼 수 

있듯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XGB Classifier 모두에서 SNS feature 를 

투입했을 때 수익률이 개선됐다. Random Forest +1.68%p, Gradient Boosting +1.07%p, 

XGB +0.62%p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Figure 4.3: SNS 데이터 유무에 따른 모델별 평균 수익률 

 

같은 조건(모델, 데이터, 파라미터) 하에서 SNS feature 투입 여부에 따른 초과 

수익률의 분포도 확인했다. 위의 평균 수익률 개선만 볼 경우 일부 특정 모델, 

파라미터 하에서의 급격한 성능 개선이 전체 평균을 올려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과 수익률 분포 히스토그램 상에서 0 보다 큰 초과 수익률을 기록한 case 

수가 많을 수록 SNS feature가 고르게 모델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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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래 그림 4.4 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각 모델에서 SNS feature 를 투입했는데 

오히려 수익률이 내려간 경우는 전체 case의 15% 미만이다. 평균 수익률의 개선과 

초과수익률 분포를 고려할 때 대체 데이터가 성능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Figure 4.4: SNS 데이터 유무에 따른 모델별 초과 수익률 분포 

 

4.3.2 Model과 hyperparameter에 따른 성능 분석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 XGB Classifier 각 모델의 hyperparameter에 따라 

평균 수익률에 차이가 있었다[표 4.2 참고]. 우선, train 기간에 따라 모델 성능이 

달라졌다. Test 직전 180 일로 학습시킨 경우가 평균 수익률이 가장 낮았고, train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과가 개선됐다.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 질수록 예측 

모델의 성능이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을 기준으로는 Gradient Boosting Classifier 가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나, 

parameter 변화에 따른 수익률의 편차도 가장 컸다. 편차 대비 평균 수익률이 가장 

우수한 Random Forest 모델을 실제 전략 구현 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모델과 train 기간에 따른 평균 수익률을 다음 표 4.4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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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모델별 train 기간에 따른 평균 수익률 

모델 train_days 평균 표준편차 

180 210 240 

RF 3.29  8.77  8.78  6.95  2.96  

XGB 3.23  8.57  7.92  6.57  4.23  

boosting 4.76  9.14  8.53  7.35  5.73  

 

 

가장 안정적으로 성능이 잘 나온 Random Forest 모델을 살펴보자. Randomness를 

조절하는 parameter 인 n_estimator 와 max_features 에 따른 수익률을 아래 표 4.5 에 

차트로 나타냈다. 생성할 트리의 개수를 나타내는 n_estimator는 30, 50을, node에서 

선택할 최대 특성의 수(비율) max_features 는 0.3, 0.5, 0.7 을 기준으로 실험했다. 

일반적으로 트리의 개수 n_estimator 가 클수록 성능이 좋았는데, max_features 를 

0.7로 둔 경우 n_estimator에 따른 성능 개선은 크지 않았다. 

 

Table 4.8: random forest classifier parameter에 따른 평균 수익률 

n_estimator max_features 180일 210일 240일 

30 0.3 1.06 9.48 9.66 

 0.5 2.91 9.4 9.61 

 0.7 7.18 9.52 10.47 

50 0.3 2.02 10.14 9.75 

 0.5 3.84 10.01 9.67 

 0.7 5.76 9.8 9.9 

 

눈 여겨볼 점은 데이터 수가 비교적 적은 180 일로 학습을 한 경우는 

max_features 변화에 따른 성능 변화가 드라마틱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4.5 을 

보면 max_features 가 0.7 로 높아지면서 randomness 가 적어질수록 모델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는 

randomness을 높이는 경우 underfitting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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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random forest classifier parameter에 따른 평균 수익률 변화 

 

Parameter tunning 결과 성능이 가장 좋았던 RF모델(240일 학습, max_features=0.7, 

n_esstimator=30)을 기준으로 수익률의 분포를 확인했다. 급등 예측 모델의 특성 상, 

일부 케이스가 급등해 평균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4.6 은 

모델이 급등이라고 예측한 케이스의 수익률 분포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이다. 

전체 153 건의 급등 케이스가 평균인 10%를 기준으로 고르게 분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도 많지 않았다. 일부 데이터가 

급등해 평균 수익률을 올린 것이 아님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30% 이상 급락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 이는 5 영업일 보유 수익률이 아닌 -10% 이상 급락하는 경우 

손절하는 action 을 추가하는 등 매매 방식을 바꾼다면 성과가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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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모델이 급등이라고 예측한 케이스의 수익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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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체 데이터인 Social Network data 를 활용해 수익률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식 게시판의 게시물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기술적 지표와 함께 주가 급등 여부 예측 모델의 input 으로 투입했다. 

Tree 계열의 앙상블 모델로 실험한 결과, 주식 게시판이라는 대체 데이터를 넣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수익률이 개선됐다. Random Forest Classifier 를 

기준으로 hyperparameter tunning 을 한 결과, 약 10.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5 번의 

train-test 백테스트 과정을 통해 본 전략의 수익률이 꾸준하게 유지됨을 보였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수익률 알파를 위한 새로운 대체 데이터를 

제안했다. 대체 데이터는 수집이 까다롭고, 형태가 다양해 전처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체 데이터 중 비교적 수집이 용이한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선별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가공해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화 했다. 또한,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tree 계열 앙상블 모델을 통해 

전처리 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5.2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모델이 종목을 선정하고,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평균 (단리) 수익률을 계산했다. 향후 투자 비중을 좀더 정교하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델의 confidence, 선정된 

종목의 평균 변동성 등을 고려해 비중을 정할 수 있다.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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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ocial Network 의 게시물 조회수는 글 작성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수집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정 시점에 과거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수집한 data set 에 약간의 look-ahead bias 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후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정기적인(매일 정해진 

시간 혹은 매주 정해진 요일,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모아 분석에 사용하려고 

한다. 

논문에서는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5번의 train-test 백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후 추가로 확보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데이터 처리 > 투자 결정 > 

투자 실행’ 단계를 거치며 real world 투자 수익률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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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ock Investment Strategy 
Using Social Media Data and Machine Learning 

 

Min Choi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ernative data for ‘alpha’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finance industry. Alternative data 

does not belong to traditional data categories such as price, financial data and economic 

indicators. Examples of alternative data include logistics data, social network data, satellite 

imag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tock investment strategy using alternative data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vestors' demand for stocks extracted from social media was put 

into the machine learning model. In addition to the technical indicators used in the previous 

study, attention was paid to posts on the stock bulletin board. The word2vec technique was 

applied to the collected text data, and a ‘delisting’ word score that gave a sharp drop signal was 

calculated and put into the model. 

The tree-based ensemble model was applied to this data to predict whether it would jump more 

than 10% over the week. If you put in alternative data, the stock bulletin board, the average 

return improved. After hyperparameter tunning, the Random Forest Classifier yielded an 

average return of about 10.5%. Five train-test backtests showed that the yield of this strategy 

remained st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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