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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은 주식의 변동성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하지만 기

존 연구에서 제안된 전통적인 통계적 접근법은 상승세 혹은 하락세등 주식 시장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경망을 이용한 강화 학습 기법은 복잡한 주식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olicy Gradient, Actor-Critic을 활용한 강화 학습 기법을 적용하

여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DMI 지표를 이용하여 주식 시장을 하락형, 횡보형, 상승형

으로 분류한 후, 각 패턴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험을 통해 패턴별 특징을 분석하여 제안

하는 강화 학습 기반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의 높은 수익률 및 신뢰성 향상을 입증하였다. 

 

1. 서  론1 

투자자와 금융 분석가들은 주식 트레이딩을 실천하는 스마

트 모델 구축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많

은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문제는 주가에 영향을 주

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웠다.[1] 

주식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비정상성

(Non-stationarity)과 비선형성(Non-linearity)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통계 모델과 같은 기존 분석 방법론들

은 이러한 비정상성과 비선형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

식 트레이딩 문제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SVM으로 적

용했을 때 좋은 수익율을 기록하거나, 전혀 그렇지 못한 결과

를 보였고,[2]Decision-Tree의 경우에도 상승세와 하락세인 

주식의 패턴을 잘 잡아내지 못했다.[3] 딥 러닝은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식이 가지

고 있는 특징도 잘 잡아내기 때문에 주식 트레이딩에 활용한 

결과가 좋았다. [4] 최근 연구에서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을 기반으로 주식 트레이딩을 하는 연구가 많이 진

행되었으며,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강화 

학습으로 주식 트레이딩 문제를 접근해본다. 

주식을 분석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주식의 추세이

며, 이와 관련된 많은 지표가 존재해 주식의 패턴을 찾아내려

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주식의 패턴 정보를 주식 

트레이딩에 사용하는 경우에 더 좋은 수익률과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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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문에서는 주식에 다양한 추세가 있지만 크게 하락형, 

횡보형, 상승형의 형태를 띄고 있는 종목을 각각 하나씩 선정

하였다. 그리고 각 종목에 대해 Policy Gradient와 Actor-

Critic 모델을 적용해 결과를 분석해본다. 

 

2. 관련연구 

강화학습은 정의되어 있는 상태 상에서 에이전트가 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최적의 행동을 배우는 학습법이다. 행

동에 따른 보상을 부여해 더 좋은 행동을 하도록 하며, 이번 

논문에서는 Policy Gradient 기법과 Actor Critic 기법을 사용한

다. 

 

2.1 Policy Gradient (PG) 

Policy Gradient은 널리 사용되는 강화 학습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𝜃에 대해 목적함수를 미분한 ∇𝜃𝐽(𝜋𝜃_
)  방향으

로 파라미터 𝜃를 조절한다.  

State 분포 𝜌𝜋(𝑠)는 Policy의 파라미터에 의존하지만, Policy 

Gradient는 State 분포의 경사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방법론은 이것은 Performance Gradient의 계산을 간단한 

Expectation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

다. 이 알고리즘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Action-value 

 

 

∇𝜃𝐽(𝜋𝜃) = ∫ 𝜌𝜋(𝑠)
𝑆

∫ ∇𝜃𝜋𝜃(𝑎|𝑠)𝑄𝜋(𝑠, 𝑎)𝑑𝑎𝑑𝑠
𝐴

 

= 𝔼𝑠~𝜌𝜋,𝑎~𝜋𝜃
[∇𝜃𝑙𝑜𝑔𝜋𝜃(𝑎|𝑠)𝑄𝜋(𝑠, 𝑎)] 

 



function 𝑄𝜋(𝑠, 𝑎)를 추정하는 것이 있지만, Sample Return 𝑟을 

사용하여 𝑄𝜋(𝑠𝑡, 𝑎𝑡) 와 같이 값을 추정함으로써 해결한다.[6]  

 

2.2 Actor-Critic (AC) 

PG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는 Policy와 Action-value-

function이다. Policy Gradient에서는 Policy만 학습을 했지만, 

Value-function을 학습한다면 더 좋은 policy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수행한 알고리즘이 Actor-Critic이다. 

Actor-Critic은 Actor와 Critic 두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

다.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Action-value-function을 𝑄𝑤(𝑎|𝑠)

라 할 때, Critic은 파라미터 𝑤를 업데이트한다. 또한, 현재의 

Policy를 𝜋𝜃(𝑎|𝑠)라 할 때, Actor는 Critic이 제안한 방향대로 

Policy를 결정할 파라미터 𝜃를 업데이트한다. 즉, Critic은 Q-

function을, Actor는 Policy를 추정한다고 할 수 있다.[7] 

 

2.3 DMI 

상승 추세라면 당일 고가는 전일 고가보다 높을 것이고 하

락 추세라면 당일 저가는 전일 저가보다 낮을 것이다. 이 추

세를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하여 고가의 비교와 

저가의 비교를 통해서 +DM과 -DM값을 구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이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 다음 

3가지 경우 중 가격의 변동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TR(True Range)다.  

+DI는 가격변동 내에서 상승의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가를 측

정하는 선을 의미하고, -DI는 가격변동 내에서 하락의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선을 의미하게 된다. 이동평균은 주로 6일 혹

은 14일의 이동평균을 사용한다. 

+DI선, -DI선을 그었을 때, +DI선이 -DI선보다 위에 존재하면 

상승추세, -DI선이 +DI선보다 위에 존재하면 하락 추세를 의

미한다. 

 

2.4 Portfolio Value (PV) 

PV는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현금 보유량을 의미한다. 이 값이 초기값보다 

커진다면 이득을 본다고 해석한다. 

 

3. 모 델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강화학습 모델은 표1과 같이 정의한

다. 

 상태(State)는 주식의 시가, 고가, 종가, 저가 그리고 거래량 

데이터를 통해서 추세를 알 수 있는 비율 지표 11개와 에이전

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주식 보유 비율, 포트폴리오 가치 비

율 2가지를 더해 총 13개의 상태를 사용했다. 

 Agent가 수행하는 행동(Action)은 산다(BUY), 판다(SELL), 

보류한다(HOLD)가 있다.  

보상은 모델의 모든 행동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

익(손해)이 나면 보상을 준다. 설정한 임계점의 수익을 넘으면 

상승한 포트폴리오 비율만큼 주었으며, 손해를 보면 하락한 

포트폴리오 비율만큼 보상을 부여했다. 

PG의 Network는 LSTM을 3 layer로 쌓아서 구성하였고, 마

지막 layer는 Action을 출력하기 위한 output 차원이 행동의 

개수인 Dense layer를 사용했다. 최종적으로 softmax 함수를 

사용해서 행동을 수행할 확률로 만들었다. 학습 속도

(Learning-rate)는 0.0001으로 하였다. 

AC의 Network는 Actor Network와 Critic Network가 각각 존

재한다. Actor의 경우에는 Policy Gradient의 Policy와 동일하

게 구성하였다. Critic은 LSTM 1개와 output 차원이 1인 

Dense layer를 사용했다. 최종적으로 Value-function 값을 얻

어야 하므로 linear 함수를 사용했다. 학습 속도는 0.00001으

로 하였다. 

 PG와 AC의 Optimizer는 모두 Adam이고, Dropout은 0.5를 

사용했다. 

 

4. 실험 결과 

두 강화학습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DMI 지표를 활용해서 

LG전자(하락형), 팬오션(횡보형)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상

승형)로 주식 세 종목을 선정했다. Train 기간은 2017년 1월부

터 2018년 12월까지 2년으로, Test기간은 2019년 1년으로 설

정했다. 학습을 진행할 보상 임계점 값을 0.02(2%), 0.05(5%), 

0.1(10%)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락형인 LG전자(그림1의 (상))의 실험 결과(표2 (상))를 보면, 

전반적으로 PG가 AC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PG는 

Monte-Carlo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락세인 주가 중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찾을 수 있지만, AC의 같은 경우에

표1. 모델 구성 

구성 내용 

환경 주식 데이터 

Agent Policy Gradient 모델, Actor-Critic 모델 

상태 주식관련지표, Agent 

행동 산다, 판다, 보류한다. 

보상 임계점보다 이득이나 손해 

 Policy 행동을 수행하는 Network 

Critic Actor를 평가하는 Network 

 

+𝐷𝑀 = 당일 고가 −  전일 고가 

−𝐷𝑀 = 전일 저가 −  당일 저가 

𝑇𝑅 = max (당일고가 − 당일저가,  

당일고가 − 전일 종가,당일저가 − 전일 종가) 

+𝐷𝐼 =  
+𝐷𝑀의 이동평균

𝑇𝑅의 이동평균
 , −𝐷𝐼 =

−𝐷𝑀의 이동평균

𝑇𝑅의 이동평균
 

𝑃𝑉 = 주식 보유 수 ×  당일 주가 +  현금 잔고 



는 TD(Time Difference)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부

정 보상으로 update를 해서 수익점을 잡아내지 못했다. 

횡보형인 팬오션(그림1의 (중))의 실험 결과(표2 (중))를 보면 

PG와 AC 둘 다 좋지 못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긍정과 부정 보상이 계속 교차로 나오면서 정책이 잘 수렴

하지 못했다. 

상승형인 삼성바이오로직스(그림1의 (하))의 실험 결과 (표2 

(하))를 보면 PG와 AC 둘 다 수익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

아,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이 상승형일 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주식 트레이딩 문제에서 좋은 성능을 보

이고 있는 강화학습의 두 알고리즘 PG와 AC을 주식의 각 패

턴별로 각각 적용해보았다. 

 두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주식이 하락세 또는 상승세를 계속

해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때 하락세인 경우에는 PG가, 상승세인 

경우에는 AC가 더 좋은 수익률을 얻었다. 이는 각 두 알고리

즘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횡보형인 경우 좋은 수익률을 얻지 못

했으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 연구로, 주가는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외부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진

행된다면 다양한 외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스마트 시티 관

련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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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LG전자(상), 팬오션(중), 삼성바이오로직스(하) 실험 결과 

보상임계점 Policy Gradient Actor-Critic 

0.02 +8.17% +0.48% 

0.05 +1.36% +4.48% 

0.1 +11.6% -5.59% 

 

보상임계점 Policy Gradient Actor-Critic 

0.02 +0.023% -0.163% 

0.05 -0.444% +1.05% 

0.1 -0.617 +0.86% 

 

보상임계점 Policy Gradient Actor-Critic 

0.02 +33.3% +4.7% 

0.05 -10.6% +23.35% 

0.1 +7.15% +13.95% 

 

 

그림1. (상)LG전자, (중)팬오션, (하)삼성바이오로직스 

2017년 1월~ 2018년 12월까지의 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