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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Markowitz의 평균-분산 framework을 기초로 하는 기존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펀드 작성시의 목적함수는 위험의 최소화

이며, 제약 조건은 일정 수준의 목표 수익이 되며, 펀드에 편입되는 종목은 사전에 주어져 있고, 각 종목의 편입 비율만 결정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종목 선택의 관점에서 펀드 작성은 조합 최적화 문제로 귀착된다. 즉, 조합 최적화 문제에서는 모든 해를 열거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인 해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실제로는 문제의 규모와 함께 조사하여야 하는 해의 개수가 급격

히 증가하므로, 계산기로는 엄밀한 최적해를 발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펀드 작성은 조합 최적화 문제이며 그 최적해를 탐

색하는 방법으로 유전적 알고리듬을 사용한다. 유전적 알고리듬은 자연계의 교차, 도태, 돌연변이를 컴퓨터로 실행하는 것으로 

최적화 문제 중에서도 조합 최적화 문제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다목적 최적화는 목적함수의 1차원화와 단

목적 최적화의 반복에 의하여 해를 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전적 알고리듬이 복수의 해 후보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이용하

여 파레토 최적해 집단을 직접 찾는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유전적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기존 펀드의 재조정도 가능하다. 더 나

아가 평가 함수의 변경이나 재조정 방법을 개량하면 좀더 발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In the traditional portfolio theory based on H.Markowitz's mean-variance framework, the objective function in fund structuring is the 
minimization of risk, the constraints become the target return at a certain level, the stocks incorporated into the fund are given in 
advance, and only the proportion of stocks' inclusion is determined. However, in terms of stock selection, the fund structuring comes 
down to the 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 In other words, it is ideal to choose the optimal solution by enumerating all solutions 
in the 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 In reality, with the scale of the problem, the number of solutions to be investigated 
increases dramatically, so it is impossible for calculators to find a rigorous optimal solution. Fund structuring is a 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 and genetic algorithms are used as a way to search for the optimal solution. The genetic algorithm is an effective 
method for 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 among the optimization problems by executing the crossover, selection and mutation 
of the natural systems by computer operations. Many conventional multi-objective optimization techniques have solved the problem 
by one-dimensional optimization of the objective function and repetition of the single-objective optimization. In this study, however, 
the pareto optimal solution group is directly obtained by using the genetic algorithm constituting a plurality of solution candidate 
groups is different. It is also possible to rebalancing existing funds using genetic algorithms. Furthermore, by improving the method of 
changing or re-adjusting the evaluation function, more advanced results can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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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유전적�알고리듬을�통한�최적�인덱스�펀드의�구축

본연구의 목적은 유전적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최적의 인덱스 펀드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덱스 펀드의 구축

은 KOSPI지수 등의 인덱스와 연동하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자본시장에서 risk 회피가 중요해지고 있

다. risk 회피의 수단 중의 하나로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이용한 헤지 거래가 있다. 이는 선물시장에서 현물시장과 반대 포지션

을 취하여 현물 펀드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소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이다. 헤지 거래를 행할 때에 현물 펀드와 대상 주가지

수와의 연동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헤지 효과는 크게 된다. 또한 어떤 펀드가 존재할 때에 그 펀드와 연동성이 높은 펀드를 신용거

래로 매도하여도 헤지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가지수나 특정 펀드에 연동하는 펀드를 작성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일반적

으로 인덱스의 return과 포트폴리오 return간의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데 이는 기존의 2차 계획법(quadratic programming)에 

의해 정식화가 가능하다. 2차 계획법에 관해서는 고속 해법이 확립되어 있어 해를 구하는 속도상의 문제는 없다. 연속치 그대로 

계산한 후에 주식 수를 통상의 거래 단위로 환산할 때 오차가 생긴다는 점과 해의 탐색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결점으로 남는

다.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는 본래 return의 최대화 및 risk의 최소화라는 다목적 최적화 문제이고 그 해는 파레토 최적해로서 특징

지워진다.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에서는 파레토 최적해 집합을 efficient frontier라고 부르고 있다. 유전적 알고리듬은 efficient 

frontier를 매우 자연스러운 틀로서 구할 수 있다. 현재 세대의 집합중에서 비파레토 최적인 집합을 도태시키는 전략에 따라 세대 

교체를 행하면 efficient frontier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 종래의 많은 다목적 최적화는 목적함수의 1차원화와 단목적 최적화의 

반복에 의하여 해를 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전적 알고리듬이 복수의 해 후보 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이용하여 파레토 최적

해 집단을 직접 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1.2�유전적�algorithm의�설계

유전적 algorithm (Genetic Algorithm; GA)을 설계할 때 GA parameter라고 부르는 설계 변수가 존재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parameter를 적절히 설정할 것이 요구된다.

(1) 개체군 중의 개체수, 즉 개체군 size 

(2) 교차확률 

(3) 돌연변이확률   

(4) 세대 gap 

(5) 세대 교대 회수 등의 종료조건

여기서, 로는 통상 0.6~1.0 정도의 값이 사용된다. 은 [0,1] 문자열에 의한 코드화의 경우에는 0→1 또는 1→0으로 값이 

변화하는 확률로 정의되는데, 통상 0.001~0.010 정도의 값이 쓰인다. GA의 parameter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 위에 GA를 쓴다

고 하는 메타 level의 GA도 Grefenstette(1986)[1]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GA를 사용할 때 마다 그 parameter가 필요하거나 결정적

인 수단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설계 parameter는 학습형의 문제 해결 기법에는 반드시 따라 다니는 것이다. 예컨대 계

층형 neural net의 hidden layer의 수나 unit수 등의 결정도 똑 같이 설계자의 감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고, fuzzy변수의 

membership 함수의 identification에도 같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 

또한 roulette 선택에 의한 SGA (Simple Genetic Algorithm)의 문제점으로서 초기 세대의 개체군 중에 대단히 높은 적합도를 갖

는 돌출 개체 즉, 초개체(super-individual)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의 초기 단계에서 그 개체만이 살아 남고 다른 개체는 

거의 전부 사멸하여, 개체군 속의 개체의 다용성이 상실되어 버리는 초기수렴(premature convergence)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GA



김길주 · 안창호 /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한 최적 인덱스 펀드 구축 방안의 모색 ∙ 27

의 탐색공간의 넓이는 개체의 다용성에 의존하기때문에, 이러한 초기수속을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의 값을 크게 잡거나 초

기 단계에서 의 값을 크게 하거나, roulette 선택 이외의 다른 선택 규칙을 쓰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각개

체의 근방을 적당히 정의하여, 선택이나 교차를 그 근방만으로 실행시키면, 돌출 개체의 영향은 근방 밖에 미치지 못하므로, 일거

에 다양성이 상실될 위험이 없고, 이웃이 되는 근방 간의 중복을 통해서 완만히 개체군 전체에 다양성을 파급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근방 모형(neighborhood model)[2]이라는 제안도 있다. 

SGA에서는 개체군의 size N이 충분히 크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적합도에 비례한 확률로 살아 남는 개체의 수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의 무작위성이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개체군 size가 작으면, 반드시 random하게는 되지 않고, 확률적인 변동에 의

해 적합도가 높은 개체가 사멸하는 경우도 있어 개체군이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소위, 유전적 부동(genetic drift) 현상[3]도 지

적되고 있다.

2.�최적화와�유전적�algorithm

2.1�최적화�문제

유전적 algorithm(Genetic Algorithm; GA)이 대규모의 다봉성을 갖고, 더구나 이산 변수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될 수 있

는 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algorithm 상에는 없는 특징을 갖고 있고, 더구나 평이하고 적용하기 쉽기 때

문에 금후의 발전이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최적화 문제(optimization problem)는 목적함수⋯ 을 제약조건 ⋯ ∈ ⊂   하에서 

최적해를 구하는 것으로 정식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목적함수는 기본 공간 X의 변수  ⋯ ∈의 모든 유한한 값

에 대하여 정의되는 실수치 함수이다. 또한, S는 결정변수 에 대한 기본 공간 X의 부분집합으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의 집합

을 나타내며 실행 가능 영역이다. 모든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가 실행가능해이고, 목적함수를 최소로 하는 실행가능해가 최적

해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내기로 한다.

minimize 
subj ect to ∈ ⊂ 

최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목적함수에 (-1)을 곱하여 최소화 문제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 기법으로 최소화 문제만을 

취급하는 것도 일반성이 손상되지는 않는다. X=Rn(n차원 실수 공간)에서 목적함수 f(x)와 제약조건이 전부 x에 관하여 선형함수

일 때, 선형 계획 문제가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선형 계획 문제이다. 비선형 계획 문제가 특별한 경우로서, 목

적함수 f(x)가 2차 함수로 제약조건이 전부 선형일 때는 2차 계획법(quadratic programming)이고, 유한회의 탐색에 의해 최적해를 

구하는 계산 방법이 존재한다. 또한 목적함수 f(x)가 볼록형 함수로 실행 가능 영역이 볼록형 집합일 때는 볼록 계획법(convex 

programming)으로 대역적인 논의가 가능해져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 등의 가정을 기초로 승수법, 준뉴튼법, 일반축소구배법

(generalized reduced gradient method) 등의 다양한 해법이 있다.[4] 최적화 문제에서 이러한 수학적 취급이 쉬운 성질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형계획법, 2차계획법, 볼록형계획법 등 수많은 우수한 최적화 기법이 제안되어 있으므로, 많은 계산량을 필요

로 하는 유전적 algorithm보다는 오히려 기존 방법들을 적용함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f(x)나 실행가능영역 S의 볼록성이 만족되

지 않는 비볼록형계획 문제, 함수의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이 만족되지 않는 일반적 최적화 문제에 대한 유효한 최적화 기법은 

유감이지만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랜덤 탐색을 통한 방법이 유력시되어 왔다. 이것에 대하여, X 또는 S가 이산집합같은 조합적 

구조를 하고 있을 때의 최적화문제가 조합 최적화 문제(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인데, 엄밀한 최적해를 구하기가 어

려워 근사적 algorithm의 출현이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최적화 기법으로서의 GA의 유용성은 최적화 문제가 대규모이고 다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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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경우나 실행 가능 영역이 이산 집합인 경우에 대안적 방법(고속 근사 해법)을 제시한다는 데에 있다. 

조합 최적화 문제[5]에 대하여 원리적으로는 분지한정법이나 동적계획법에 의해 최적해가 구해진다. 그러나, 현실의 다양한 조

합 최적화 문제에 이들 기법을 적용하더라도 조합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엄밀한 최적해를 구하는 것은 계산상 불

가능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인 타협책으로서 근사 algorithm에 의한 준최적해의 효율적인 

도출이 제안되었다.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해결책으로서 휴리스틱법, 랜덤법 등이 있다. 휴리스틱법은 문제 고유의 구조와 성질

을 충분히 활용하여 고도의 근사 algorithm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대표적인 방법으로서는 목적 함수치의 우량함을 표시하는 국

소적인 평가에 따라서 직접 실행 가능해를 구성한다는 greedy method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휴리스틱법은 통상, 시행 착오를 포함

하지 않는 algorithm으로 반드시 실행가능해를 얻을 수 있다. 단지 얻어진 해가 최적해라는 보증은 할 수 없지만, 대상으로 하는 

문제의 구조를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비교적 좋은 해가 얻어지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랜덤법은 문제의 성질을 전혀 고

려하지 않고, 기본 공간 X에서 해 x를 무작위로 다수개를 골라 내어 이것들의 해의 실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실행가능해(x∈S) 중

에서 목적함수치를 최소로 하는 것을 준최적해로 하는 사고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이 랜덤법의 algorithm은 간단 명료하

기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당수의 실행 가능해를 조사할 수 있으면 바람직한 준최적해가 얻어질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도 탐색회수를 무한대로 하면 확률 1로 global한 최적해가 얻어짐은 자명하다. 조합 최적화 문제에 대한 기존의 방법들에 대하여, 

GA는 휴리스틱법과 랜덤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GA는 algorithm 중에 무작위성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해의 

구성법이나 연산 절차에 문제 고유의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GA는 이들 양자의 바람직한 특성을 잘 

조합하여 글로벌하고 바람직한 해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2.2�sharing

GA가 랜덤 서치와 다른 것은 다점 병렬 탐색을 하는 점이다. 따라서, 단지 최적점을 찾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가지의 국

소해를 탐색하는 것에도 응용 가능하다. 함수의 다봉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몇 가지가 있어 왔다. 교차로 생긴 자손의 적합도가 

두 부모 보다도 좋으면 그것과 교체하는 조작인 전선택(preselection)을 비롯하여, De Jong[6]의 crowding은 가능한 개체를 새롭게 

다른 것과 교체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부모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code로서 가장 닮은 것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어느 것

이나 국소적인 개체간의 교체로 전체의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이들 조작과 비교하여, 다봉성 함수의 최적화를 위해 

1987년에 Goldberg와 Richardson[7]에 의해서 도입된 sharing의 개념은 간단하고 효과적이다. sharing은 많은 점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함수치에는 비교적 작은 가중치를 주고, 고립되어 있는 점의 함수치에는 상대적으로 큰 가중치를 부여함에 따라, 함

수치 분포의 상대적인 균일화를 이루는 조작이다. 수학적으로는 코드화된 문자열  간의 거리   를 고려하는 것

에 의해, (1) 0≤sh(d)≤1, ∀d∈[0,∞), (2) sh(0)=1, (3)lim
→∞

    을 만족하는 함수 sh(․)를 sharing 함수라고 한다. 물론 다양

한 sharing함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Goldberg와 Richardson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멱승 sharing 함수가 편리하다고 제안하였다. 

 











 


   

 기타
일 때, 여기서  는 정수이다.

개체의 적합도 함수를 , 개체군 size를 N으로 하여 거리와 sharing 함수가 선정되면 sharing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적합도

를 수정한다. 

  ≔

 ,   
  



  여기서는 코드화된 문자열    간의 거리이지만, 디코드화된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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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의 거리   에 대한 sharing도 고려된다. 

는 각 i 마다 N개의 점과의 거리를 구할 필요가 있어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Yin 과 Germay(1993)[8]는 clustering을 하여 

cluster 마다 그 안에서만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요컨대, sharing은 (1) 최적화 문제에 있어서의 초기 수렴의 방지, (2) 분류 시스템에서의 다양성 유지, (3) 국소해 분포의 검출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3.�유전적�알고리듬을�이용한�인덱스�펀드�구축�과정의�설계

H.Markowitz의 평균-분산 framework을 기초로 하는 기존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펀드 작성시의 목적함수는 위험의 최소

화이며 제약 조건은 일정 수준의 목표 수익이 되며 펀드에 편입되는 종목은 사전에 주어져 있고 각 종목의 편입 비율만 결정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종목 선택의 관점에서 펀드 작성은 조합 최적화 문제로 귀착된다. 즉, 조합 최적화 문제에서는 모든 해를 열거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인 해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실제로는 문제의 규모와 함께 조사하여야 하는 해의 개수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계산기로는 엄밀한 최적해를 발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펀드 작성은 조합 최적화 문제이며 그 최적해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유전적 알고리듬을 사용한다. 유전적 알고리듬은 자연계의 교차, 도태, 돌연변이를 컴퓨터로 실행하는 것으로 최적화 

문제 중에서도 조합 최적화 문제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유전적 알고리듬에 의한 펀드 작성 방법 및 재조정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3.1�수익률�자료의�구성

먼저, 주식 집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주식 i의 j번째 가격     를 다음과 같은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낸다.

   ln    

 
 : 연속형 수익률,       

  
  : 이산형 수익률

주식 i의 수익률을 다음과 같은 열 벡터로 나타낸다.      ․․․   , 주식 i의 평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R i를  ⋅  로 정의하면 분산은 다음과 같은 벡터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를 n×n의 공분산행렬이라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따라서 t시점을 기준으로 m개의 시

계열 자료를 갖는 주식 집합는 평균 열 벡터와 공분산 행렬을 고유 특성 값으로 갖는다. 

  , 여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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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포트폴리오�집합과�지수

i주식의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을  라고 하면, t시점의 편입 비중 베타 와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   

⋅

포트폴리오 P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효율적 포트폴리오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 첫째, 동일한 평균을 갖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분산이 작거나 같다.

   ․ 둘째, 동일한 분산을 갖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평균이 크거나 같다. 

지수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이며    는 지수의 가격을 나타낸다. 지수를 수익률의 형태로 변환하여  를 얻는다. 지수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C *를 (n+1)×(n+1)의 확장된 공분산행렬이라 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f or     ․․․

t시점에 주식집합의 평균열벡터와 공분산행렬을 다음과 같이 확장된 형태로 나타낸다.


     , 여기서     ․․․      .

3.3�단순�유전적�알고리듬�(Simple�Genetic�Algorithm�;�SGA)

입력자료로서 N개 주식과 지수에 대한 확장된 형태의 평균열벡터와 공분산행렬을 사용하며, 염색체(Chromosome)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N개의 유전자(Gene)로 구성된 염색체(Chromosome) 모집단의 크기를 설정한다. 

   

       

      

     ․․․  
 , where   .

세대(Generation, 즉 Iteration)의 수를 미리 결정한다.    ․․․  
 , 여기서NI=100.

이어서 염색체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평가함수를 결정한다.    

평가함수는 지수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결정계수( )로 정의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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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과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재생과정은 재생확률  에 기초한 룰렛과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0,1)구간에서 일양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를 개 생성하여 소속구간      을 결정한 후 해당 소속 구간의  를 

 로 결정한다. 따라서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교차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교차는 일점교차를 행하며 교차점은 (0, N-1)사이의 정

수를 발생시켜 결정한다. 교차대상은 랜덤샘플링으로 선정된 1쌍의 염색체를 이용한다. 교차는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25%를 시

행한다. 

돌연변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일으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 돌연변이는 각각의 염색체를 대상으로 Gene마다 수행

한다.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값에 따라 해당 Gene을 대립유전자로 변환한다. 돌연변이 확률은 대략 5% 정도로 가정

한다. 

종료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or  . 종료 조건은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True값을 갖는다. 첫째, Iteration이 보다 큰 경우, 둘째, 최근 3번의 Iteration에서 평가함수값의 합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이다.

4�.�결�론

본연구에서는 유전적 알고리듬을 이용한 인덱스펀드의 구축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외국의 예를 보면 유전적 알고리듬에 

의한 펀드 작성에서는 주가지수와 연동하는 펀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유전적 알고리듬의 조합 최적화 기법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9][10][11]. 덧붙여, 유전적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기존 펀드의 재조정도 가능하다. 즉, 기존 펀드의 결정

계수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주식 보유 risk를 경감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평가 함수의 변경이나 재조정 방법

을 개량하면 좀더 발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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