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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말

퀀트 투자 중 팩터에 관한 이론적 내용을 다룬 《SMART BETA(스마트 베타): 감정을 이
기는 퀀트 투자》(김병규, 이현열, 워터베어프레스, 2017) 출간 이후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났고, 공통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손쉽게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일반 투자자들은 퀀트 투자를 하기 위한 데이
터를 구하는 시작점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HenryQuant 패키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HenryQuant 패키지는 투자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크롤링하
여 수집하는 패키지로, 다행히 많은 분이 애용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일반 투자자들도 얼마든지 금융 데이터 수집 및 처리,
퀀트 모델 개발, 포트폴리오 분석 및 자동화 등이 가능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
이 스스로 이러한 퀀트 투자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구성
했습니다. 또한 실제 전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기술들도 포함했으니 책의 내용을 넘
어 더욱 훌륭한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9년 8월
이현열(leebis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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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API와 크롤링을 통한 금융 데이터 수집, 투자 종목 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
백테스트와 성과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HAPTER 1 퀀트 투자의 심장: 데이터와 프로그래밍

퀀트 투자란 무엇인지, 왜 프로그래밍이 필요한지, 여러 언어 중 R을 사용해야 하는 이
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CHAPTER 2 크롤링을 위한 기본 지식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 앞서 인코딩, 웹의 동작 방식, HTML에 대한 기본 정보
와 데이터 처리에 편리한 R 코드를 살펴봅니다.
CHAPTER 3 AP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API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getSymbols() 함수의 사용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CHAPTER 4 크롤링 이해하기

크롤링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며, GET과 POST 방식을 이용한 간단한 예제를 살펴
봅니다.
CHAPTER 5 금융 데이터 수집하기 기본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방법, 섹터의 구성종목을 수집하는 방
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XII

이 책의 구성

CHAPTER 6 금융 데이터 수집하기 심화

퀀트 투자의 핵심 자료인 수정주가, 재무제표 및 가치지표를 크롤링하는 방법을 살펴
봅니다.
CHAPTER 7 데이터 정리하기

앞에서 수집한 주가, 재무제표, 가치지표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CHAPTER 8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하기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dplyr 패키지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및 ggplot2 패키지를 이
용한 데이터 시각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CHAPTER 9 퀀트 전략을 이용한 종목 선정 기본

베타에 대한 이해 및 기본적 팩터인 저변동성, 모멘텀, 밸류, 퀄리티를 이용한 종목 선
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CHAPTER 10 퀀트 전략을 이용한 종목 선정 심화

단순 종목 선정을 넘어 실무에서 사용되는 섹터 중립 포트폴리오 및 이상치 제거와 팩
터 결합 방법, 마법공식 및 멀티팩터에 대해 살펴봅니다.
CHAPTER 11 포트폴리오 구성

최적화 패키지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최소분산 포
트폴리오, 최대분산효과 포트폴리오, 위험균형 포트폴리오를 구현합니다.
CHAPTER 12 포트폴리오 백테스트

Return.portfolio() 함수를 이용한 백테스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HAPTER 13 성과 및 위험 평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성과 및 위험 평가에 사용되는 각종 지표에 대해 알
아보며, 4팩터 회귀분석을 통한 요인 분석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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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
이 책은 R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
용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R과 R Studio 설치,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등의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프로그래밍 기초를 먼저 익히신
후 본 책을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텔레그램 메신저 자동전송, 이메일 자동전송, 전자공시시스템(DART) 크롤링, R
마크다운과 샤이니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수익률 관리 등에 대한 주제는 다루지 않았
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자의 블로그에 이미 업로드되어 있으므로 궁금한 분은 해당 글
들을 참조하길 바라며, 기회가 된다면 추후 개정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프로그램 언어로 R을 이용했기 때문에 Python 혹은 다른 언
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투자에 필요한 금융 데이터 수집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종목 선택을 어
떻게 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이해한 후 본인들
이 사용하는 언어로 구현해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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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될만한 자료들
먼저 팩터 투자와 관련하여 심화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저의 이전 책 및 책에서 인
용된 논문을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R 프로그래밍과 관련하여 기초부터 tidyverse 패키
지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책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SMART BETA(스마트 베타): 감정을 이기는 퀀트 투자》(김병규, 이현열, 워터베어프
레스, 2017)

• 《손에 잡히는 R 프로그래밍》(가렛 그롤먼드, 한빛미디어, 2015)
• 《R Cookbook》(폴 티터, 인사이트, 2012)
• 《R을 활용한 데이터 과학》(해들리 위컴, 개럿 그롤문드, 인사이트, 2019)
• 《Do it!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김영우, 이지스퍼블리싱, 2017)
• 《ggplot2: R로 분석한 데이터를 멋진 그래픽으로》(해들리 위컴, 프리렉, 2017)

이 책의 지원 페이지
이 책은 R의 bookdown 패키지로 작성되어 웹페이지 및 GitHub 저장소에 공유되어 있
습니다. 따라서 책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코드를 웹페이지에 방문하여 얻으실 수 있습
니다.
웹페이지: https://hyunyulhenry.github.io/quant_cookbook

GitHub 저장소: https://github.com/hyunyulhenry/quant_cookbook

크롤링 대상 웹페이지의 구조가 바뀌어 코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반영
할 것이며, 인쇄본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또한

bookdown 패키지를 이용하여 책을 집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
니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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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퀀트 투자 혹은 R을 이용한 투자 활용법 등의 내용은 저자의 블로그에 많은
글들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Henry’s Quantopia: http://henryquant.blogspot.com

종목과 관련된 유의사항
팩터 모델을 이용한 종목 선택과 관련된 CHAPTER에서는 해당 조건으로 선택된 종
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이 아님을 밝히
며, 데이터를 받은 시점의 종목이기에 독자 여러분이 책을 읽는 시점에서 선택된 종목
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다루는 모델을 이용하여 투자를 할 경우, 이로 인한 이익과 손해는 본
인에게 귀속됨을 알립니다.

XVI

이 책에 대하여

CHAP TER

1
퀀트 투자의 심장: 데이터와 프로그래밍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퀀트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우 낯선 영역이었지만, 최
근에는 각종 커뮤니티와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퀀
트 투자에서 ‘퀀트’란 모형을 기반으로 금융상품의 가격을 산정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퀀트(Quant)라는 단어가 ‘계량적’을 의미하는 퀀티터티브
(Quantitative)의 앞 글자를 따왔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산업과 기업을 분석해 가치를 매기는 정성적인 투자법과는 달
리, 퀀트 투자는 수학과 통계를 기반으로 전략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하는 정
량적인 투자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수집·가공한 후 이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고 실행하는 단계는 데이터 과학의 업무 흐름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해들리 위컴

001

(Hadley Wickham)에 따르면1 데이터 과학의 업무 과정은 그림 1-1과 같습니다.

시각화
visualize

불러오기

정리

변형

소통

import

tidy

transform

communicate

모델링
model

탐색
그림 1-1 데이터 과학의 업무 과정

데이터 과학자들은 프로그래밍을 통해 데이터를 불러온 후 이를 정리하고, 원하는 결
과를 찾기 위해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시각화하고 모델링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타인과 소통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퀀트 투자의 단계 역시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투자에 필요한 주가, 재무제표 등의 데
이터를 수집해 정리한 후 필요한 지표를 얻기 위해 가공합니다. 그 후 각종 모형을 이
용해 투자 종목을 선택하거나 백테스트를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투자하고
성과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퀀트 투자는 데이터 과학이 금융에 응용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으며, 퀀트 투자의 중심에는 데이터와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데이터 과학의 업무 단계와 동일하게 데이터 불러오기, 데이터별로 정리하
고 가공하기,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의 특징 파악하기, 퀀트 모델을 이용해 종목 선택
하기, 백테스트를 실시한 후 성과 및 위험 평가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 CHAPTER에서는 퀀트 투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수 있
는지, 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지, 그중에서도 R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
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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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을 활용한 데이터 과학》(해들리 위컴, 개럿 그롤문드, 인사이트, 2019)

CHAPTER 1 퀀트 투자의 심장: 데이터와 프로그래밍

1.1 데이터 구하기
퀀트 투자에 필요한 데이터는 여러 데이터 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데이터 수집에는 블룸버그 혹은 Factset, 국내 데이터 수집에
는 DataGuide가 흔히 사용됩니다. 물론 비용을 더 지불한다면 단순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백테스트 및 성과 평가까지 가능합니다. Factset에서 판매하는 Alpha

Testing 혹은 S&P Global에서 판매하는 ClariFI(그림 1-2)를 사용한다면, 전 세계 주식을
대상으로 원하는 전략의 백테스트 결과를 마우스 몇 번 클릭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 1-2 ClariFI의 백테스트 기능

데이터 제공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의 최대 단점은 바로 비용입니다. 블룸버그 단말기는

1년 사용료가 대리 한 명의 연봉과 비슷해, 흔히 ‘블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내 데
이터 업체의 사용료는 이보다 저렴하기는 하지만, 역시 1년 사용료가 수백만 원 정도
로, 일반 개인 투자자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해외 데이터는 Quandl2이나 tiingo3 등의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대적
으로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 데이터 제공업체에 비해 데
이터의 종류가 적고 기간은 짧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가 사용하기에는 충
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tiingo에서는 전 세계 64,386개 주식의 30년 이상 가
격 정보, 21,352개 주식의 12년 이상 재무정보를 월 $10에 받을 수 있으며, 한정된 종
2

https://www.quandl.com

3

https://www.tiin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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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 용량에 대해서는 무료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API를 통해 프
로그램 내에서 직접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데이터에서 한국 시장의 정보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들이지 않고 국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후 파이낸스4 혹은 국내 금융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크롤링해 데이터를 수
집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네이버 금융에서 제공하는 재무정보

이러한 정보를 잘만 활용한다면 장기간의 주가 및 재무정보를 무료로 수집할 수 있습
니다. 물론 데이터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깔끔한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므로 클렌징 작
업이 필요하고 상장폐지된 기업의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현재 시점에서 투자 종목을 선택할 때는 상장폐지된 기업의 정
보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004

https://financ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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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을 위한 기본 지식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분들도 크롤링은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에 관한 책과 강의가 굉장히 많지만 크롤링을 다루는 자료는 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
다. 크롤링은 기계적인 단계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해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
다. 그러나 복잡한 웹페이지나 데이터 내용을 수집하려면 인코딩, 통신 구조에 대한 지
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CHAPTER에서는 크롤링을 하기 위해 사전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인코딩, 웹
의 동작 방식, HTML과 CS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크롤링 시 유용한
파이프 오퍼레이터와 오류에 대한 예외처리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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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코딩의 이해와 R에서 UTF-8 설정하기
2.1.1 인간과 컴퓨터 간 번역의 시작, ASCII
R에서 스크립트를 한글로 작성해 저장한 후 이를 다시 불러올 때, 혹은 한글로 된 데
이터를 크롤링하면 오류가 뜨거나 읽을 수 없는 문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
다. 이는 한글 인코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러한 현상을 흔히 ‘인코딩이 깨졌
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코딩이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사용하는 0과 1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와 반대의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과 컴퓨터 간의 언어를 번역하기 위해 최초로 사용된 방식이 아스키(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입니다. 0부터 127까지 총 128개 바이

트에 알파벳과 숫자, 자주 사용되는 특수문자 값을 부여하고, 문자가 입력되면 이에
대응되는 바이트가 저장됩니다. 그러나 아스키의 ‘American’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
듯이 이는 영어의 알파벳이 아닌 다른 문자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
기 위한 여러 방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림 2-1 아스키 코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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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한글 인코딩 방식의 종류
인코딩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가며, 크롤링을 위해서는 한글을
인코딩하는 데 쓰이는 EUC-KR과 CP949, UTF-8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만일
‘알’이라는 단어를 인코딩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알’이라는 문자 자체에 해
당하는 코드를 부여해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를 구성하는 모음과 자음
을 나누어 ㅇ, ㅏ, ㄹ 각각에 해당하는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전
자와 같이 완성된 문자 자체로 나타내는 방법을 완성형, 후자와 같이 각 자모로 나타
내는 방법을 조합형이라고 합니다.
한글 인코딩 중 완성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EUC-KR입니다. EUC-KR은 현대
한글에서 많이 쓰이는 문자 2,350개에 번호를 붙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2,350개 문자
로 모든 한글 자모의 조합을 표현하기 부족해, 이를 보완하고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도
입한 방법이 CP949입니다. CP949는 11,720개 한글 문자에 번호를 붙인 방법으로 기존

EUC-KR보다 나타낼 수 있는 한글의 개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윈도우의 경우 기본
인코딩이 CP949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형의 대표적 방법인 UTF-8은 모음과 자음 각각에 코드를 부여한 후 조합해 한글
을 나타냅니다. 조합형은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어 전 세계 웹페이지의 대부분이 UTF-8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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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웹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인코딩 방식의 점유율

2.1 인코딩의 이해와 R에서 UTF-8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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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R에서 UTF-8 설정하기
윈도우에서는 기본 인코딩이 CP949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국내 웹사이트는 EUC-

KR로 인코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R의 여러 함수는 인코딩이 UTF-8로 이루어
져 있어, 인코딩 방식의 차이로 인해 스크립트 작성 및 크롤링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
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CP949 인코딩을 그대로 사용하면 미리 저장되었던 한글 스크립트가 깨져 나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림 2-3과 같이 기본 인코딩을 UTF-8
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R Studio의 [Tools → Global Options] 메뉴에서 [Code
→ Saving] 항목 중 [Default text encodings] 항목을 통해 기본 인코딩을 UTF-8로 변경
합니다.

그림 2-3 R Studio의 인코딩 변경 방법

해당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림 2-4와 같이 [File → Reopen with En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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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이 CHAPTER와 다음 CHAPTER에서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배우
겠습니다. 먼저 API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API 제공자는 본인이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누군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인 API 주소를 가진 사람은
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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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FILE
SERVICES

OTHER
SERVICES

APIS

REST

MOBILE

WEB

OTHER

API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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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는 API 주소만 가지고 있다면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으므
로 접속 속도가 빠르며, 데이터를 가공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해외에는 금융 데
이터를 API의 형태로 제공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매우 손쉽게
퀀트 투자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3.1 API를 이용한 Quandl 데이터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업체 Quandl은 일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며 API를 통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7 이 책에서는 예제로 애플(AAPL)의 주가를 다운로드해보겠습니다. csv 형
식의 API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quandl.com/api/v3/datasets/WIKI/AAPL/data.csv?api_key=xw3NU3xLUZ7vZgrz5QnG

위 주소를 웹 브라우저 주소 창에 직접 입력하면 csv 형식의 파일이 다운로드되며, 파
일을 열어보면 애플의 주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API 주소를 이용해 다운로드한 데이터

그러나 웹 브라우저에 해당 주소를 입력해 csv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csv 파일을 다시 R
에서 불러오는 작업은 무척이나 비효율적입니다. R에서 API 주소를 이용해 직접 데이
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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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https://docs.quandl.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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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aapl = "https://www.quandl.com/api/v3/datasets/WIKI/AAPL/
data.csv?api_key=xw3NU3xLUZ7vZgrz5QnG"
data.aapl = read.csv(url.aapl)
head(data.aapl)
##
##
##
##
##
##
##
##
##
##
##
##
##
##

1
2
3
4
5
6
1
2
3
4
5
6

Date Open High
Low
2018-03-27 173.7 175.2 166.9
2018-03-26 168.1 173.1 166.4
2018-03-23 168.4 169.9 164.9
2018-03-22 170.0 172.7 168.6
2018-03-21 175.0 175.1 171.3
2018-03-20 175.2 176.8 174.9
Adj..Open Adj..High Adj..Low
173.7
175.2
166.9
168.1
173.1
166.4
168.4
169.9
164.9
170.0
172.7
168.6
175.0
175.1
171.3
175.2
176.8
174.9

Close
Volume Ex.Dividend Split.Ratio
168.3 38962839
0
1
172.8 36272617
0
1
164.9 40248954
0
1
168.8 41051076
0
1
171.3 35247358
0
1
175.2 19314039
0
1
Adj..Close Adj..Volume
168.3
38962839
172.8
36272617
164.9
40248954
168.8
41051076
171.3
35247358
175.2
19314039

url에 해당 주소를 입력한 후 read.csv() 함수를 이용해 간단하게 csv 파일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3.2 getSymbols() 함수를 이용한 API 다운로드
이전 예에서 API 주소를 이용하면 매우 간단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을 살펴보
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항목에 대한 API를 일일
이 얻기가 힘듭니다. 또한 Quandl의 경우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제한이 있으며,
다운로드 양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두 종목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
만, 전 종목의 데이터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야후 파이낸스 역시 주가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며, quantmod 패키지의
getSymbols() 함수는 해당 API에 접속해 데이터를 다운로드합니다.

3.2 getSymbols() 함수를 이용한 API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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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주가 다운로드
getSymbols()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괄호 안에 다운로드하려

는 종목의 티커를 입력하면 됩니다.
library(quantmod)
getSymbols('AAPL')
## [1] "AAPL"

head(AAPL)
##
##
##
##
##
##
##
##
##
##
##
##
##
##

2007-01-03
2007-01-04
2007-01-05
2007-01-08
2007-01-09
2007-01-10
2007-01-03
2007-01-04
2007-01-05
2007-01-08
2007-01-09
2007-01-10

AAPL.Open AAPL.High AAPL.Low AAPL.Close AAPL.Volume
12.33
12.37
11.70
11.97
309579900
12.01
12.28
11.97
12.24
211815100
12.25
12.31
12.06
12.15
208685400
12.28
12.36
12.18
12.21
199276700
12.35
13.28
12.16
13.22
837324600
13.54
13.97
13.35
13.86
738220000
AAPL.Adjusted
10.49
10.72
10.64
10.70
11.58
12.14

먼저 getSymbols() 함수 내에 애플의 티커인 AAPL을 입력합니다. 티커와 동일한 변
수인 AAPL이 생성되며, 주가 데이터가 다운로드된 후 xts 형태로 입력됩니다.
다운로드 결과로 총 6개의 열이 생성됩니다. Open은 시가, High는 고가, Low는 저가,
Close는 종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Volume은 거래량을 의미하며, Adjusted는 배당

이 반영된 수정주가를 의미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는 Adjusted, 즉
배당이 반영된 수정주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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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 이해하기

API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매우 쉽게 수집할 수 있지만, 국내 주식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원하는 데이터가 API의 형태로 제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각종 금융 웹사이트에는 주가, 재무정보 등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주식 정보가 제공
되고 있으며, API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크롤링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크롤링 혹은 스크래핑이란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입
니다. 대부분의 금융 웹사이트는 간단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몇 가지 기술만 익히면
어렵지 않게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이 CHAPTER에서는 크롤링에 대한 간단
한 설명과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롤링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쉬지 않고 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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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하는 행위를 무한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무한 크롤링은 해당 웹사이트의 자원을 독
점하게 되어 타인의 사용을 막게 되며 웹사이트에 부하를 주게 됩니다. 일부 웹사이트
에서는 동일한 IP로 쉬지 않고 크롤링을 할 경우 접속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페이지를 크롤링한 후 1~2초 가량 정지하고 다시 다음 페이지를 크롤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4.1 GET과 POST 방식 이해하기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 서버에 파일을 요청하면, 서버는 이에 해당하는 파일을 우리
에게 보내줍니다. 크롬과 같은 웹 브라우저는 이러한 과정을 사람이 수행하기 편하고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인터넷 주소는 서버의 주소를 기억하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크롤링에서
는 주로 GET과 POST 방식을 사용합니다.

Request
Response

웹 브라우저

서버

그림 4-1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요청/응답 과정

4.1.1 GET 방식
GET 방식은 인터넷 주소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나 파일을 요청하는 것입니
다. 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쿼리를 앰퍼샌드(&) 혹은 물음표(?) 형식으로 결합해
서버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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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컨센서스 9에 접속한 후 상단 탭에서 [기업] 탭을 선택하면, 주소 끝부분에
?skinType=business가 추가되며 이에 해당하는 페이지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즉,

해당 페이지는 GET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입력 종류는 skinType, 이에 해당하는

[기업] 탭의 입력값은 business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4-2 한경컨센서스 기업 REPORT 페이지

이번에는 [파생] 탭을 선택해봅니다. 역시나 웹사이트 주소 끝부분이 ?skinType=
derivative로 변경되며, 해당 주소에 맞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 다른 탭들을 클

릭해보면 ?skinType= 뒷부분의 입력값이 변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페이지로 내용
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기업] 탭을 선택한 후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단의 [2]를 클릭합니다. 기
존 주소인 ?skinType=business 뒤에 추가로 sdate와 edate, now_page 쿼리가
추가됩니다. sdate는 검색 기간의 시작시점, edate는 검색 기간의 종료시점, now_
page는 현재 페이지를 의미하며, 원하는 데이터를 수기로 입력해도 이에 해당하는 페

이지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하면 웹페이지 주소
를 수정해 원하는 종류의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9

http://hkconsensus.hankyung.com

4.1 GET과 POST 방식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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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쿼리 추가로 인한 URL의 변경

4.1.2 POST 방식
POST 방식은 사용자가 필요한 값을 추가해서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GET 방식과 달리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쿼리를 body에 넣어서 전송하므로 요청 내역을 직접 볼 수 없
습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10에 접속해 [전체메뉴보기]를 클릭하고 [상장법인상세정보] 중

[상장종목현황]을 선택합니다. 웹페이지 주소가 바뀌며, 상장종목현황이 나타납니다.

그림 4-4 상장공시시스템의 상장종목현황

10 http://kind.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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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데이터 수집하기

기본

API와 크롤링을 이용한다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얼마든지 금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CHAPTER에서는 금융 데이터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식티커를 구하는
방법과 섹터별 구성종목을 크롤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1 한국거래소의 산업별 현황 및 개별지표 크롤링
앞 CHAPTER의 예제를 통해 네이버 금융에서 주식티커를 크롤링하는 방법을 살펴보
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한국거래
소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현황과 개별종목 지표 데이터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하게 주식
티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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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현황: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03030103
• 개별지표: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13020401
해당 데이터들을 크롤링이 아닌 [Excel] 버튼을 클릭해 엑셀 파일로 받을 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 매번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R로 불러오는 작업은 상당히 비효율
적이며, 크롤링을 이용한다면 해당 데이터를 R로 직접 불러올 수 있습니다.

5.1.1 산업별 현황 크롤링
먼저 산업별 현황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발자 도구 화면을 열고 [Excel] 버
튼을 클릭합니다. [Network] 탭에는 GenerateOTP.jspx와 download.jspx 두 가지 항목
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엑셀 데이터를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marketdata.krx.co.kr/contents/COM/GenerateOTP.jspx에 원하는 항목을

쿼리로 발송하면 해당 쿼리에 해당하는 OTP(GenerateOTP.jspx)를 받게 됩니다.
2. 부여받은 OTP를 http://file.krx.co.kr/download.jspx에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download.jspx)를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먼저 1번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5-1 OTP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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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항목의 Request URL의 앞부분이 원하는 항목을 제출할 주소입니다. Query
String Parameters에는 우리가 원하는 항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POST 방식
으로 데이터를 요청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5-2 OTP 제출

General 항목의 Request URL은 OTP를 제출할 주소입니다. Form Data의 OTP는 1번
단계에서 부여받은 OTP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POST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위 과정을 코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library(httr)
library(rvest)
library(readr)
gen_otp_url =
'http://marketdata.krx.co.kr/contents/COM/GenerateOTP.jspx'
gen_otp_data = list(
❷
name = 'fileDown',
filetype = 'csv',
url = 'MKD/03/0303/03030103/mkd03030103',
tp_cd = 'ALL',
date = '20190607',
lang = 'ko',
pagePath = '/contents/MKD/03/0303/03030103/MKD03030103.jsp')
otp = POST(gen_otp_url, query = gen_otp_data) %>%
❸
read_html() %>%
❹
html_text()
❺

❶

5.1 한국거래소의 산업별 현황 및 개별지표 크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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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gen_otp_url에
❷

원하는 항목을 제출할 URL을 입력합니다.

개발자 도구 화면에 나타는 쿼리 내용들을 리스트 형태로 입력합니다. 단,
filetype은 xls이 아닌 csv로 변경하는데, csv 형태로 다운로드하면 데이터를

처리하기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❸ POST()

함수를 통해 해당 URL에 쿼리를 전송하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

게 됩니다.
❹ read_html()

함수를 통해 HTML 내용을 읽어옵니다.

❺ html_text()

함수는 HTML 내에서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 OTP 값만 추출하게 됩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OTP를 제출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
습니다.
down_url = 'http://file.krx.co.kr/download.jspx'
❶
down_sector = POST(down_url, query = list(code = otp),
❷
add_headers(referer = gen_otp_url)) %>%
❸
read_html() %>%
html_text() %>%
❹
read_csv()
❺

❶

OTP를 제출할 URL을 down_url에 입력합니다.

❷ POST()

함수를 통해 위에서 부여받은 OTP 코드를 해당 URL에 제출합니다.

❸ add_headers()

구문을 통해 리퍼러(referer)를 추가해야 합니다. 리퍼러란 링

크를 통해서 각각의 웹사이트로 방문할 때 남는 흔적입니다. 거래소 데이터를 다
운로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URL에서 OTP를 부여받고, 이를 다시 두
번째 URL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의 흔적이 없이 OTP를 바로 두
번째 URL에 제출하면 서버는 이를 로봇으로 인식해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add_headers() 함수를 통해 우리가 거쳐온 과정을 흔적으로 남겨
야 데이터를 반환하게 되며 첫 번째 URL을 리퍼러로 지정해줍니다.
❹ read_html()과 html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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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만 추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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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데이터 수집하기

심화

지난 CHAPTER에서 수집한 주식티커를 바탕으로 이번 CHAPTER에서는 퀀트 투자
의 핵심 자료인 수정주가, 재무제표, 가치지표를 크롤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1 수정주가 크롤링
주가 데이터는 투자를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이며, 인터넷에서 주가를 수집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먼저 AP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에서 살펴본 것과 같
이, getSymbols() 함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후 파이낸스
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 미국 주가는 이상 없이 다운로드되지만, 국내 중소형주는 주
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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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 주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투자에 필요한 수정주가를 구할 수 있
는 방법은 찾기 힘듭니다. 다행히 네이버 금융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모든 종목의
수정주가를 매우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6.1.1 개별종목 주가 크롤링
먼저 네이버 금융에서 특정종목(예: 삼성전자)의 [차트] 탭16을 선택합니다.17 해당 차트는
주가 데이터를 받아 그래프를 그려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가 어디에서 오
는지 알기 위해 개발자 도구 화면을 이용합니다.

그림 6-1 네이버 금융 차트의 통신 기록

화면을 연 상태에서 [일봉] 탭을 선택하면 sise.nhn, schedule.nhn, notice.nhn 총 세 가
지 항목이 생성됩니다. 이 중 sise.nhn 항목의 Request URL이 주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주소입니다. 해당 URL에 접속해보겠습니다.

16 https://finance.naver.com/item/fchart.nhn?code=005930
17

플래시가 차단되어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 주소 창의 왼쪽 상단의 자물쇠 버튼을 클릭한 후 [Flash를 허용]으로 바
꾸고 [새로고침]을 클릭하면 차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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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주가 데이터 페이지

각 날짜별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이 있으며, 주가는 모두 수정주가 기준입니
다. 또한 해당 데이터가 item 태그 내 data 속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URL에서 symbol= 뒤에 6자리 티커만 변경하면 해당 종목의 주가 데이터가 있는 페
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종목의 주가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
습니다.
library(stringr)
KOR_ticker = read.csv('data/KOR_ticker.csv', row.names = 1)
print(KOR_ticker$'종목코드'[1])
## [1] 5930

KOR_ticker$'종목코드' =
str_pad(KOR_ticker$'종목코드', 6, side = c('left'), pad = '0')

먼저 저장해두었던 csv 파일을 불러옵니다. 종목코드를 살펴보면 005930이어야 할 삼
성전자의 티커가 5930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는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0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stringr 패키지의 str_pad() 함수를 사용해

6.1 수정주가 크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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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리가 되지 않는 문자는 왼쪽에 0을 추가해 강제로 6자리로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종목인 삼성전자의 주가를 크롤링한 후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library(xts)
ifelse(dir.exists('data/KOR_price'), FALSE,
dir.create('data/KOR_price'))
❶
## [1] FALSE

i = 1
❷
name = KOR_ticker$'종목코드'[i]

❸

price = xts(NA, order.by = Sys.Date())
print(price)

❹

##
[,1]
## 2019-07-07
NA

❶

data 폴더 내에 KOR_price 폴더를 생성합니다.

❷ i = 1을

입력합니다. 향후 for loop 구문을 통해 i 값만 변경하면 모든 종목

의 주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❸ name에
❹ xts()

해당 티커를 입력합니다.

함수를 이용해 빈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며, 인덱스는 Sys.Date()를 통

해 현재 날짜를 입력합니다.
library(httr)
library(rvest)
url = paste0(
'https://fchart.stock.naver.com/sise.nhn?symbol=',
name,'&timeframe=day&count=500&requestType=0')
data = GET(url)
❷
data_html = read_html(data, encoding = 'EU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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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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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리하기

앞 CHAPTER에서는 API와 크롤링을 통해 주가, 재무제표, 가치지표를 수집하는 방법
을 배웠습니다. 이번 CHAPTER에서는 각각 csv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
친 후 저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7.1 주가 정리하기
주가는 data/KOR_price 폴더 내에 티커_price.csv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해당 파
일들을 불러온 후 데이터를 묶는 작업을 통해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을 알아보겠
습니다.
library(stringr)
library(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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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magrittr)
KOR_ticker = read.csv('data/KOR_ticker.csv', row.names = 1)
KOR_ticker$'종목코드' =
str_pad(KOR_ticker$'종목코드', 6, side = c('left'), pad = '0')
price_list = list()

❶

❷

for (i in 1 : nrow(KOR_ticker)) {
name = KOR_ticker[i, '종목코드']
price_list[[i]] =
read.csv(paste0('data/KOR_price/', name,
'_price.csv'),row.names = 1) %>%
as.xts()
❸
}
price_list = do.call(cbind, price_list) %>% na.locf()
colnames(price_list) = KOR_ticker$'종목코드'
❻

❹❺

head(price_list[, 1:5])
##
##
##
##
##
##
##

2017-06-21
2017-06-22
2017-06-23
2017-06-26
2017-06-27
2017-06-28

005930 000660 005380 068270 051910
47480 64800 160500 112857 280000
47960 65000 161500 110896 287000
47620 65000 164000 111092 283500
48280 67500 164000 111778 282500
48300 69200 160500 112857 283000
47700 67200 160000 111778 280500

❶

티커가 저장된 csv 파일을 불러온 후 티커를 6자리로 맞춰줍니다.

❷

빈 리스트인 price_list를 생성합니다.

❸ for loop

구문을 이용해 종목별 가격 데이터를 불러온 후 as.xts()를 통해 시

계열 형태로 데이터를 변경하고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❹ do.call()
❺

함수를 통해 리스트를 열 형태로 묶습니다.

간혹 결측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na.locf() 함수를 통해 결측치에는 전일 데
이터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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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행 이름을 각 종목의 티커로 변경합니다.

해당 작업을 통해 개별 csv 파일로 흩어져 있던 가격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로 묶이게
됩니다.
write.csv(data.frame(price_list), 'data/KOR_price.csv')

마지막으로 해당 데이터를 data 폴더에 KOR_price.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시계열 형
태 그대로 저장하면 인덱스가 삭제되므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경한 후 저장해야
합니다.

7.2 재무제표 정리하기
재무제표는 data/KOR_fs 폴더 내 티커_fs.csv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하나
의 열로 이루어져 있어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 간단했지만, 재무제표는 각 종목별 재
무 항목이 모두 달라 정리하기 번거롭습니다.
library(stringr)
library(magrittr)
library(dplyr)
KOR_ticker = read.csv('data/KOR_ticker.csv', row.names = 1)
KOR_ticker$'종목코드' =
str_pad(KOR_ticker$'종목코드', 6, side = c('left'), pad = '0')
data_fs = list()
for (i in 1 : nrow(KOR_ticker)){

}

name = KOR_ticker[i, '종목코드']
data_fs[[i]] = read.csv(paste0('data/KOR_fs/', name,
'_fs.csv'), row.names = 1)

7.2 재무제표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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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동일하게 티커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목별 재무제표 데이터를 읽
어온 후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fs_item = data_fs[[1]] %>% rownames()
length(fs_item)
## [1] 236

print(head(fs_item))
## [1] "매출액"
"매출원가"
## [4]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매출총이익"
"유무형자산상각비"

다음으로 재무제표 항목의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항목은 각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면 지나치게 데이터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퀀
트 투자에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항목을 주로 사용하므로 대표적인 재무 항목을 정
해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기준점으로 첫 번째 리스트, 즉 삼성전자의 재무 항목을 선택하며, 총 236개
재무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데이터를 정리하며, 전체 항목
에 대한 정리 이전에 간단한 예시로 첫 번째 항목인 매출액 기준 데이터 정리를 살펴보
겠습니다.
select_fs = lapply(data_fs, function(x) {
# 해당 항목이 있을 시 데이터를 선택
if ( '매출액' %in% rownames(x) ) {
x[which(rownames(x) == '매출액'), ]

#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을 시 NA로 된 데이터 프레임 생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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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
data.fra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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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하기

데이터 수집 및 정리가 끝났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
는지에 대한 분석 및 시각화 과정,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극단치나 결측
치 등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 CHAPTER에서는 dplyr 패키지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과 ggplot 패키지를 이용한 데
이터 시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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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종목정보 데이터 분석
먼저 거래소를 통해 수집한 산업별 현황과 개별지표를 정리한 파일, WICS 기준 섹터
지표를 정리한 파일을 통해 국내 상장종목의 데이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library(stringr)
KOR_ticker = read.csv('data/KOR_ticker.csv', row.names = 1,
stringsAsFactors = FALSE)
KOR_sector = read.csv('data/KOR_sector.csv', row.names = 1,
stringsAsFactors = FALSE)
KOR_ticker$'종목코드' =
str_pad(KOR_ticker$'종목코드', 6,'left', 0)
KOR_sector$'CMP_CD' =
str_pad(KOR_sector$'CMP_CD', 6, 'left', 0)

각 파일을 불러온 후 티커에 해당하는 종목코드와 CMP_CD 열을 6자리 숫자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dplyr 패키지의 여러 함수들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해당 패키지
는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패키지이며, C++로 작성되어 매우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합
니다. 또한 문법이 SQL과 매우 비슷해 함수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1.1 *_ join(): 데이터 합치기
두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_join() 함수를 이용합니다. 해당 함수는 기존에
살펴본 merge() 함수와 동일하며, 합치는 방법은 그림 8-1과 표 8-1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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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_join(x, y)

left_join(x, y)

full_join(x, y)

right_join(x, y)

그림 8-1 *_ join() 함수의 종류

표 8-1 *_ join() 함수의 종류
함수

내용

inner_join()

교집합

full_join()

합집합

left_join()

왼쪽 기준

right_join()

오른쪽 기준

이 중 거래소 티커 기준으로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 left_join() 함수를 사용해 두
데이터를 합치겠습니다.
library(dplyr)
data_market = left_join(KOR_ticker, KOR_sector,
by = c('종목코드' = 'CMP_CD',
'종목명' = 'CMP_KOR'))
head(data_market)
##
##
##
##
##
##
##
##
##

종목명 시장구분 산업분류 현재가.종가. 전일대비
코스피 전기전자
45400
-850
코스피 전기전자
69100
-2300
코스피 운수장비
136000
-1000
코스피
의약품
206000
1000
코스피
화학
355500
7000
코스피 운수장비
229500
-2500
일자 관리여부
종가
EPS
PER
BPS
PBR

종목코드

1
2
3
4
5
6
1

005930 삼성전자
000660 SK하이닉스
005380
현대차
068270 셀트리온
051910
LG화학
012330 현대모비스
2019-07-03

-

45400

6,461

7.03

35,342

1.28

시가총액.원.

2.710e+14
5.030e+13
2.906e+13
2.644e+13
2.510e+13
2.187e+13

주당배당금

1416

8.1 종목정보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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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2019-07-03
2019-07-03
2019-07-03
2019-07-03
2019-07-03

-

69100 22,255
3.1 64,348 1.07
1500
136000 5,632 24.15 245,447 0.55
4000
206000 2,063 99.85 19,766 10.42
0
355500 19,217 18.5 218,227 1.63
6000
229500 19,944 11.51 314,650 0.73
4000
배당수익률 게시물..일련번호 총카운트 IDX_CD
IDX_NM_KOR
3.12
2165
NA
G45
WICS IT
2.17
1885
NA
G45
WICS IT
2.94
2159
NA
G25 WICS 경기관련소비재
0.00
2049
NA
G35
WICS 건강관리
1.69
2041
NA
G15
WICS 소재
1.74
2169
NA
G25 WICS 경기관련소비재
ALL_MKT_VAL
MKT_VAL
WGT S_WGT CAL_WGT SEC_CD SEC_NM_KOR SEQ
376270891 208452867 55.40 55.40
1
G45
IT
1
376270891 35232402 9.36 64.76
1
G45
IT
2
141374708 20042076 14.18 14.18
1
G25 경기관련소비재
1
81157991 16895164 20.82 20.82
1
G35
건강관리
1
71815100 15165000 21.12 43.84
1
G15
소재
2
141374708 14257881 10.09 24.26
1
G25 경기관련소비재
2
TOP60 APT_SHR_CNT
2 4716128215
2
538721750
12
143157685
21
85980477
6
45885023
12
64808552

left_join() 함수를 이용해 KOR_ticker와 KOR_sector 데이터를 합쳐줍니다. by

인자는 데이터를 합치는 기준점을 의미하며, x 데이터(KOR_ticker)의 종목코드와 y 데
이터(KOR_sector)의 CMP_CD는 같음을, x 데이터의 종목명과 y 데이터의 CMP_KOR는
같음을 정의합니다.

8.1.2 glimpse(): 데이터 구조 확인하기
glimpse(data_market)
## Observations: 2,041
## Variables: 30
## $ 종목코드
<chr> "005930", "000660",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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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TER

9
퀀트 전략을 이용한 종목 선정

기본

투자에 필요한 주가, 재무제표, 가치지표 데이터가 준비되었다면 퀀트 전략을 활용해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퀀트 투자는 크게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과
트레이딩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은 과거 주식 시장을 분석
해 좋은 주식의 기준을 찾아낸 후 해당 기준에 만족하는 종목을 매수하거나, 이와 반
대에 있는 나쁜 주식을 공매도하기도 합니다. 투자의 속도가 느리며, 다수의 종목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운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트레이딩 전략은 단기간
에 발생되는 주식의 움직임을 연구한 후 예측해 매수 혹은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투자
의 속도가 빠르며 소수의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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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퀀트 투자 종류의 비교
기준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트레이딩 전략

투자철학

규칙에 기반한 투자

투자목적

좋은 주식을 매수

좋은 시점을 매수

학문적 기반

경제학, 통계학 등

통계학, 공학, 정보처리 등

투자의 속도

느림

빠름

이 중 이 책에서는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운용 전략에 대해 다룹니다. 주식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팩터(Factor)라고 합니다. 즉 팩터의 강도가 양인 종목들로 구성
한 포트폴리오는 향후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팩터의 강도가 음인 종목들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반대로 향후 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팩터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이러
한 논문을 모두 찾아보고 연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 베타라는 이름으로 팩터 투자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
마트 베타 ETF는 팩터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품으로서, 학계나 실무에서
검증된 팩터 전략을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상품들의 웹사이트나 투자설명서에는 종목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
므로 스마트 베타 ETF에 나와 있는 투자 전략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퀀트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산출기관: FnGuide

- 지수개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300위 이내 종목 중, 아래 밸류 팩터 및 퀄리티
팩터 총 8종류의 개별 값을 더하여 산출한 값을 기준으로 상위 50종목으로 지수 구성

- 밸류 팩터: 순자산시가총액, 매출액/시가총액, 현금흐름/시가총액, 배당금/시가총액

- 퀄리티 팩터: 자기자본영업이익률 변동성, 베타, 레버리지 비율, 매출총이익/자산총액
- 산출방식: 동일가중방식

162

CHAPTER 9 퀀트 전략을 이용한 종목 선정 기본

- 정기변경: 연 2회(6월 12일)

- 기준일 및 기준지수: 2001년 1월 2일 기준 1,000 Point
그림 9-1 스마트 베타 ETF 전략 예시

이 CHAPTER에서는 투자에 많이 활용되는 기본적인 팩터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팩터별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9.1 베타 이해하기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베타(Beta)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기본적으
로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개별 주식의 수익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면 같이 떨어지며, 아무리 나쁜 주
식도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면 대부분 같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개별 주식이 전체 주식시장의 변동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 값이 베타입니다. 베타
가 1이라는 뜻은 주식시장과 움직임이 정확히 같다는 뜻으로서 시장 그 자체를 나타
냅니다. 베타가 1.5라는 뜻은 주식시장이 수익률이 +1%일 때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1.5% 움직이며, 반대로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1%일 때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1.5%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반면 베타가 0.5라면 주식시장 수익률의 절반 정도만 움직이게
됩니다.
표 9-2 베타에 따른 개별 주식의 수익률 움직임
베타

주식시장이 +1% 일 경우

주식시장이 -1% 일 경우

0.5

+0.5%

-0.5%

1.0

+1.0%

-1.0%

1.5

+1.5%

-1.5%

9.1 베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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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베타가 큰 주식은 주식시장보다 수익률의 움직임이 크며, 반대로 베타가 낮은
주식은 주식시장보다 수익률의 움직임이 작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승장이 기대
될 때는 베타가 큰 주식에, 하락장이 기대될 때는 베타가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베타는 통계학의 회귀분석모형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베타와 정확히
의미가 같습니다. 회귀분석모형은 y = a + bx 형태로 나타나며, 회귀계수인 b는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의 기울기입니다. 이를 주식에 적용한 모형이 자산가격결정모형
(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이며, 그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귀분석모형:
자산가격결정모형:

먼저 회귀분석모형의 상수항인 a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위험 수익률을 나타내는 Rf입
니다. 독립변수인 x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위험 수익률 대비 주식 시장의 초과 수익률
을 나타내는 시장위험 프리미엄인 Rm − Rf입니다. 종속변수인 y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별 주식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Ri이며, 최종적으로 회귀계수인 b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별 주식의 베타입니다.
표 9-3 회귀분석모형과 자산가격결정모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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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귀분석모형

자산가격결정모형

상수항

a

Rf (무위험 수익률)

독립변수

x

Rm − Rf (시장위험 프리미엄)

종속변수

y

Ri (개별 주식의 수익률)

회귀계수

b

i(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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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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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퀀트 전략을 이용한 종목 선정

심화

지난 CHAPTER에서는 팩터를 이용한 투자 전략의 기본이 되는 저변동성, 모멘텀, 밸
류, 퀄리티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일 팩터를 이용한 투자도 장기
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지만, 여러 팩터를 결합하거나 정밀하게 전략을 만든다면
더욱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 CHAPTER에서는 섹터별 효과를 없앤 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이상치
데이터 제거 및 팩터 결합 방법, 그리고 멀티팩터 구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0.1 섹터 중립 포트폴리오
팩터 전략의 단점 중 하나는 선택된 종목들이 특정 섹터로 쏠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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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특히 과거 수익률을 토대로 종목을 선정하는 모멘텀 전략은 특정 섹터의 호황기
에 동일한 섹터의 모든 종목이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쏠림이 심할 수 있습
니다.
먼저 지난 CHAPTER에서 배운 12개월 모멘텀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library(stringr)
library(xts)
library(PerformanceAnalytics)
library(dplyr)
library(ggplot2)
KOR_price = read.csv('data/KOR_price.csv', row.names = 1,
stringsAsFactors = FALSE) %>% as.xts()
KOR_ticker = read.csv('data/KOR_ticker.csv', row.names = 1,
stringsAsFactors = FALSE)
KOR_ticker$'종목코드' =
str_pad(KOR_ticker$'종목코드', 6, 'left', 0)
ret = Return.calculate(KOR_price) %>% xts::last(252)
ret_12m = ret %>% sapply(., function(x) {
prod(1+x) - 1
})
invest_mom = rank(-ret_12m) <= 30

기존의 코드와 동일하게, 주식 가격 및 티커 데이터를 불러온 후 최근 12개월 수익률
을 구해 상위 30종목을 선택합니다.
KOR_sector = read.csv('data/KOR_sector.csv', row.names = 1,
stringsAsFactors = FALSE)
KOR_sector$'CMP_CD' =
str_pad(KOR_sector$'CMP_CD', 6, 'left', 0)
data_market = left_join(KOR_ticker, KOR_sector,
by = c('종목코드' = 'CMP_CD',
'종목명' = 'CMP_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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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목들의 섹터 정보를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섹터 데이터를 불러온 후 left_
join() 함수를 이용해 티커와 결합해 data_market에 저장합니다.
data_market[invest_mom, ] %>%
select(`SEC_NM_KOR`) %>%
group_by(`SEC_NM_KOR`) %>%
summarize(n = n()) %>%
ggplot(aes(x = reorder(`SEC_NM_KOR`, `n`),
y = `n`, label = n)) +
geom_col() +
geom_text(color = 'black', size = 4, hjust = -0.3) +
xlab(NULL) +
ylab(NULL) +
coord_flip() +
scale_y_continuous(expand = c(0, 0, 0.1, 0)) +
theme_classic()

group_by() 함수를 이용해 12개월 기준 모멘텀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섹터별 종목수

를 계산해준 후 ggplot() 함수를 이용해 이를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섹터에 대부분의 종목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지만, 이를 분해해보면 특정 섹터에 쏠림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 쏠림 현상을 제거한 섹터 중립 포트폴리오

10.1 섹터 중립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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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해보겠습니다.
sector_neutral = data_market %>%
select(`종목코드`, `SEC_NM_KOR`) %>%
❶
mutate(`ret` = ret_12m) %>%
❷
group_by(`SEC_NM_KOR`) %>%
❸
mutate(scale_per_sector = scale(`ret`),
❹
scale_per_sector = ifelse(is.na(`SEC_NM_KOR`),
NA, scale_per_sector))

❶ data_market에서
❷ mutate()

❺

종목코드와 섹터 정보를 선택합니다.

함수를 통해 미리 계산한 12개월 수익률 정보를 새로운 열에 합쳐줍

니다.
❸ group_by()
❹ scale()

함수를 통해 섹터별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함수를 이용해 그룹별 정규화를 해줍니다. 정규화는

로 계산됩

니다.
❺

섹터 정보가 없을 경우 NA로 변경합니다.

위의 정규화 과정을 살펴보면, 전체 종목에서 12개월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각
섹터별로 수익률의 강도를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의 과거 수익률이 전체
종목과 비교해서 높았더라도 해당 섹터 내에서의 순위가 낮다면, 정규화된 값은 낮아
집니다.
따라서 섹터별 정규화 과정을 거친 값으로 비교 분석을 한다면, 섹터 효과가 제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nvest_mom_neutral =
rank(-sector_neutral$scale_per_sector) <= 30
data_market[invest_mom_neutral, ] %>%
select(`SEC_NM_KOR`) %>%
group_by(`SEC_NM_KOR`) %>%
summarize(n = n()) %>%
ggplot(aes(x = reorder(`SEC_NM_KO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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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로 비중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므로, 종목의 선택 못지 않
게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수식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해를 찾습니다. 물론 엑셀의 해 찾기와 같은 기능을 사용해 간단한
형태의 최적화 구현이 가능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다룰 경우에는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지거나 계산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최적화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프로그래밍을 통해 함수를 만들고, 입
력 변수만 변경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관한
좋은 패키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으므로,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실제 구현은 패
키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CHAPTER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최소분산 포트폴리오, 최대분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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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위험균형 포트폴리오를 구현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
해 글로벌 자산을 대표하는 ETF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겠습니다.
library(quantmod)
library(PerformanceAnalytics)
library(magrittr)
symbols = c('SPY', # 미국 주식
'IEV', # 유럽 주식
'EWJ', # 일본 주식
'EEM', # 이머징 주식
'TLT', # 미국 장기채
'IEF', # 미국 중기채
'IYR', # 미국 리츠
'RWX', # 글로벌 리츠
'GLD', # 금
'DBC' # 상품
)
getSymbols(symbols, src = 'yahoo')
##

[1] "SPY" "IEV" "EWJ" "EEM" "TLT" "IEF" "IYR" "RWX" "GLD" "DBC"

prices = do.call(cbind,
lapply(symbols, function(x) Ad(get(x)))) %>%
setNames(symbols)
rets = Return.calculate(prices) %>% na.omit()

getSymbols() 함수를 통해 일반적으로 자산배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식과 채

권, 대체자산에 해당하는 ETF 가격 데이터를 받은 후 lapply()와 Ad(), get() 함
수의 조합을 통해 수정주가만을 선택하고 열의 형태로 묶어줍니다. 그 후 Return.
calculate() 함수를 통해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library(tidyr)
library(dplyr)
library(corr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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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테스트란 현재 생각하는 전략을 과거부터 실행했을 때 어떠한 성과가 발생하는지 테
스트해보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실행하는 퀀트 투자에 있어
서 이는 핵심 단계이기도 합니다. 백테스트 결과를 통해 해당 전략의 손익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을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어떤 구간에서 전략이 좋았는지 혹은 나빴
는지에 대한 이해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퀀트 투자를 지속한다
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쁜 구간에서도 그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으
며, 확신을 가지고 전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테스트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혹은 엄밀하게 진행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결과
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백테스트 수익률만을 보고 투자에 대해
판단하거나, 혹은 동일한 수익률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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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에서 백테스트는 PerformanceAnalytics 패키지의 Return.portfolio() 함수를 사
용해 매우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CHAPTER에서는 해당 함수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예시로서 전통적인 주식 60% & 채권 40% 포트폴리오, 시
점 선택 전략, 동적 자산배분에 대한 백테스트를 실시합니다.

12.1 Return.portfolio() 함수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백테스트할 때 전략이 단순하다면 단 몇 줄만으로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략이 복잡해지거나 적용해야 할 요소가 많아질 경우,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PerformanceAnalytics 패키지의 Return.portfolio() 함수는 백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해당 함수의 가장 큰 장점은 각 자산의 수
익률과 리밸런싱 비중만 있으면 백테스트 수익률, 회전율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리밸런싱 시점과 수익률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즉, 수익률 데이
터는 일간, 리밸런싱 시점은 분기 혹은 연간으로 된 경우에도 매우 쉽게 백테스트를 수
행할 수 있습니다.

12.1.1 인자 목록 살펴보기
먼저 Return.portfolio()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2-1은
인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Return.portfolio(R, weights = NULL, wealth.index = FALSE,
contribution = FALSE, geometric = TRUE,
rebalance_on = c(NA, "years", "quarters",
"months", "weeks", "days"),
value = 1, verbose =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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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Return.portfolio() 함수 내 인자 설명
인자
R
weights

내용

각 자산 수익률 데이터
리밸런싱 시기의 자산별 목표 비중. 미 입력시 동일비중 포트폴리오를 가정해
백테스트가 이루어짐

wealth.index

포트폴리오 시작점이 1인 wealth index에 대한 생성 여부이며, 디폴트는 FALSE로
설정

contribution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산별 성과기여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여부이며, 디폴트는
FALSE로 설정

geometric
rebalance_on
value
verbose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시 복리(기하)수익률 적용 여부이며, 디폴트는 TRUE로서
복리수익률을 계산

weights 값이 미입력 혹은 매번 같은 비중일 경우, 리밸런싱 주기를 선택할 수 있음
초기 포트폴리오 가치를 의미하며, 디폴트는 1
부가적인 결과를 표시할지에 대한 여부. 디폴트인 FALSE를 입력하면 포트폴리오
수익률만이 시계열 형태로 계산되며, TRUE를 입력하면 수익률 외에 자산별 성과기여,
비중, 성과 등이 리스트 형태로 계산됨

이 중 가장 중요한 인자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인 R과 리밸런싱 시기의 자산별 목표 비
중인 weights입니다. 매 리밸런싱 시점마다 적용되는 자산별 비중이 동일할 경우(예:
매월 말 60%대 40% 비중으로 리밸런싱) 상수 형태로 입력해도 되지만, 시점마다 자산별 목

표비중이 다를 경우 weights는 시계열 형태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목표 비중을 시계열 형태로 입력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계열 형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 이름 혹은 인덱스가 날짜 형태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2. 수익률 데이터와 비중 데이터의 열 개수는 동일해야 하며, 각 열에 해당하는 자

산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수익률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 A주식 데이터가 있다
면, 비중 데이터의 첫 번째 열도 A주식의 목표 비중을 입력해야 합니다.
3. 각 시점의 비중의 합은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수익률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12.1 Return.portfolio()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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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s에 값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동일비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하지 않습니다.

12.1.2 출력값 살펴보기
해당 함수는 verbose를 TRUE로 설정하면 다양한 결괏값을 리스트 형태로 반환합니다.
표 12-2 Return.portfolio() 함수의 반환값
결과
returns
contribution

내용

포트폴리오 수익률
일자별 개별 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기여도

BOP.Weight

일자별 개별 자산의 포트폴리오 내 비중(시작시점). 리밸런싱이 없을 시 직전 기간
EOP.Weight와 동일

EOP.Weight

일자별 개별 자산의 포트폴리오 내 비중(종료시점)

BOP.Value

일자별 개별 자산의 가치(시작시점). 리밸런싱이 없을 시 직전 기간 EOP.Value와 동일

EOP.Value

일자별 개별 자산의 가치(종료시점)

12.2 전통적인 60대 40 포트폴리오 백테스트
Return.portfolio() 함수의 가장 간단한 예제로서 전통적인 60대 40 포트폴리오를

백테스트합니다. 해당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와 40%를 투자하며, 특
정 시점마다 해당 비중을 맞춰주기 위해 리밸런싱을 수행합니다. 매해 말 리밸런싱을
가정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library(quantmod)
library(PerformanceAnalytics)
library(magrittr)
ticker = c('SPY', 'TLT')
getSymbols(ticker)

262

CHAPTER 12 포트폴리오 백테스트

CHAP TER

13
성과 및 위험 평가

백테스트를 통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구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각종 성과 및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과가 좋은 전략이라도 위험이 너무 크다면 투자를 하기 부
담스럽습니다. 또한 전략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면 경쟁이 치열해져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전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CHAPTER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예시로 퀄리티 팩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QMJ(Quality Minus Junk) 팩터24의 수익률을 이용하겠습니다. QMJ 팩터란 우량성이 높
은 종목들을 매수하고, 우량성이 낮은 종목들을 공매도하는 전략을 지수의 형태로 나
타낸 것입니다. 해당 팩터의 수익률을 통해 성과 및 위험을 평가해보고, 회귀분석을 통
해 다른 팩터와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24 Asness, C. S., Frazzini, A., & Pedersen, L. H. (2019). Quality minus junk.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24(1), 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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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J 팩터의 수익률은 AQR Capital Management의 Datasets25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
드한 후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작업을 매번 하는 것은 지나치게 번거로우
므로, R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가공하겠습니다.
library(dplyr)
library(readxl)
library(xts)
library(timetk)
url = paste0(
'https://images.aqr.com/-/media/AQR/Documents/Insights/',
'Data-Sets/Quality-Minus-Junk-Factors-Monthly.xlsx')
❶
tf = tempfile(fileext = '.xlsx')
download.file(url, tf, mode = 'wb')
excel_sheets(tf)

❷

❹

## [1] "QMJ Factors"
## [3] "Data Sources"
## [5] "MKT"
## [7] "HML FF"
## [9] "UMD"
## [11] "RF"
## [13] "Disclosures"

❶

❸

"Definition"
"--> Additional Global Factors"
"SMB"
"HML Devil"
"ME(t-1)"
"Sources and Definitions"

해당 데이터의 엑셀 url을 저장합니다.

❷ tempfile()

함수 내 .xlsx 인자를 입력함으로써, 임시로 엑셀 파일을 만들도

록 합니다.
❸ download.file()

함수를 통해 url 파일을 tf 파일명에 저장하며, 엑셀 파일

은 바이너리 파일이므로 wb 인자를 입력합니다.
❹

readxl 패키지의 excel_sheets() 함수를 통해 해당 엑셀의 시트명들을 확인합
니다.

25 https://www.aqr.com/Insights/Datasets/Quality-Minus-Junk-Factors-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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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수익률을 계산할 QMJ Factors, 회귀분석에 필요한 MKT,

SMB, HML Devil, UMD, 무위험 이자율인 RF 시트의 데이터입니다.
df_QMJ = read_xlsx(tf, sheet = 'QMJ Factors', skip = 18) %>%
select(DATE, Global)
df_MKT = read_xlsx(tf, sheet = 'MKT', skip = 18) %>%
select(DATE, Global)
df_SMB = read_xlsx(tf, sheet = 'SMB', skip = 18) %>%
select(DATE, Global)
df_HML_Devil = read_xlsx(tf, sheet = 'HML Devil',
skip = 18) %>%
select(DATE, Global)
df_UMD = read_xlsx(tf, sheet = 'UMD', skip = 18) %>%
select(DATE, Global)
df_RF = read_xlsx(tf, sheet = 'RF', skip = 18)

readxl 패키지의 read_xlsx() 함수를 통해 엑셀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으며, 시트명
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시트 내 18행까지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텍스트이므
로, skip 인자를 통해 해당 부분은 읽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 후 select() 함수를
통해 날짜에 해당하는 DATE와 수익률에 해당하는 Global 열만을 선택합니다.
df = Reduce(function(x, y) inner_join(x, y, by = 'DATE'),
list(df_QMJ, df_MKT, df_SMB,
df_HML_Devil,df_UMD, df_RF)) %>%
setNames(c('DATE','QMJ', 'MKT', 'SMB',
'HML', 'UMD', 'RF')) %>%
❷
na.omit() %>%
❸
mutate(DATE = as.Date(DATE, "%m/%d/%Y"),
❹
R_excess = QMJ - RF,
Mkt_excess = MKT - RF) %>%
tk_xts(date_var = DATE)
❺

❶ inner_join()

❶

함수를 통해 DATE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묶어주어야 합니다. 해

당 함수는 한 번에 두 개 테이블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Reduce() 함수를 통
해 모든 데이터에 inner_join() 함수를 적용합니다.
❷ setNames()

함수를 통해 열 이름을 입력합니다.

11.3 위험균형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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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각 팩터별 시작시점이 다르므로 na.omit() 함수를 통해 NA 데이터를 삭제해줍
니다.

❹ mutate()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변형해줍니다. DATE 열은 mm/dd/yy의 문자열

형식이므로 이를 날짜 형식으로 변경해줍니다. QMJ 팩터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
익률을 차감해 초과수익률을 구해주며, 시장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
해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해줍니다.
❺ tk_xts()

함수를 이용해 티블 형태를 시계열 형태로 변경하며, 인덱스는 DATE

열을 설정합니다. 형태를 변경한 후 해당 열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위 과정을 통해 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과 및 위험을 평가하겠습니다.

13.1 결과 측정 지표
포트폴리오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수익률과 위험입니다. 수익률은 누적수익
률과 연율화 수익률, 연도별 수익률이 주요 지표이며, 위험은 변동성과 낙폭이 주요 지
표입니다.
이 외에도 승률, 롤링 윈도우 값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표를
수식을 이용해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PerformanceAnalytics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3.1.1 수익률 및 변동성
library(PerformanceAnalytics)
chart.CumReturns(df$Q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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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hart.CumReturns() 함수를 이용해 QMJ 팩터의 누적수익률을 그래프로 나
타내봅니다. 1989-07-31부터 2019-05-31까지 장기간 동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rod((1+df$QMJ)) - 1 # 누적수익률
## [1] 4.082

mean(df$QMJ) * 12 # 연율화 수익률(산술)
## [1] 0.05709

(prod((1+df$QMJ)))^(12 / nrow(df$QMJ)) - 1 # 연율화 수익률(기하)
## [1] 0.05585

수익률 중 가장 많이 보는 지표는 누적수익률, 연율화 수익률(산술), 연율화 수익률(기

13.1 결과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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