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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ix

머리
옮
긴
이

세상이 온통 ‘자동화’와 ‘지능화’로 물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불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가능

해지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벌써 많은 금융 인력이 프로그램

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책의 1장 앞부분에 나온 말을 그대로 옮

겨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주식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2000년에 600명이라는 최고점에 도달한 후에 지금은 단 두 명으로 줄었다.”

―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이런 때 이런 적절한 책이 국내에 출판되어 금융 거래 자동화와 지능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번역 용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원어가 서로 다르

게 불리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도 생각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체

계적 펀드’로 이미 알려진 이름을 저는 굳이 ‘계통적 펀드’로 번역해야 했는데, 이는 이 책에 나오는 

또 다른 개념과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용어를 제외하면 최대

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추가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알아 두셔야 할 사항을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1.  저자가 제공하는 코드 이용 문제: 이 책에 나오는 코드가 모두 저자의 깃허브 저장소에 있습니다. 

해당 주소는 https://github.com/yhilpisch/py4at(단축 URL: https://bit.ly/py4at)입니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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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가 제공하는 클래스 이용 문제: 코드 중에 보면 import SMAVectorBacktester라는 명

령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클래스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클래스가 수록된 파이

썬 파일이 모두 해당 코드가 나온 장에 해당하는 깃허브 주소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MAVectorBacktester 클래스는 깃허브 주소의 ch04 폴더에 SMAVectorBacktester.py라는 이

름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파일을 독자의 컴퓨터로 내려받아 import 문을 실행하는 코

드와 같은 폴더에 넣어야만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실행됩니다. 

3.  파이썬 기본 문법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하는 문제: 이 책을 먼저 읽으신 분들 중에 위 2번 항에 나온 

내용을 몰라서 거듭 문의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 책의 코드가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프로그

램 작성용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 언어의 기본 문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

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으려면 최소한 파이썬 기본 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 2번 항에 

나온 내용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도서의 일부 내용대로 되지 않는 문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금융 서비스 사이트 중에는 한국에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법역이라고 부르는 문제이며, 특정 법률이 실행되는 국가에

서는 외환 거래나 선물옵션 거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의 문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문제 외에도 이 책을 읽을 때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나, 그

런 사항들은 책의 본문에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번역을 맡겨 주신 제이펍 장성두 대표께, 그리고 편집을 맡아 주신 김정준 부장께 감

사드립니다. 특히 김정준 부장께서는 전문가답게 교정 과정을 아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arigaram@daum.net)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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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번역 용어 대조표
원어 통용어 번역어 번역어 채택 이유

algorithm 
trading

알고리즘 트레이딩, 알고

리즘 매매, 알고리즘 거래

알고리즘 트

레이딩

trading이 따로 쓰일 때는 매매나 거래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말이 정착된 것을 감안했다. 

commodity 원자재, 상품, 1차 상품, 
코모디티

원자재 이 단어의 개념이 정확히 ‘원자재’인 것은 아니고, 그 밖의 것들까지 
아우르는 말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원자재라는 말로 더 자주 사

용되고, 원자재로 표기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여 원자재로 번역했다.

equity 에쿼티, 자본, 지분, 순가
치, 균형, 잔고

에쿼티 직역하면 ‘공평’이란 말이지만, 이에 근거하여 어떤 (대차를 한 후의) 

균형점을 나타내는 기준이란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면 ‘지분’, ‘순 포
지션’, ‘순 가치’, ‘주식평가잔액’ 등이 모두 이의 번역어로 쓸 수 있는 

말이다. 나아가서 ‘지분투자상품’까지도 이 말의 번역어이다. 이 책에 
나온 용어 중에서 이 말만큼 여러 뜻을 지닌 말이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모두 에쿼티로 통일했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른 의미를 지니므로 때때로 그 본래 의미를 병기했다.

exposure 익스포져, 편입비율, 편입
비, (위험)노출액

익스포져 투자 위험에 노출(exposure)된 금액이나 그 비율을 의미한다. 

instrument 증서, 수단, 상품 수단 보통 ‘(금융) 상품’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 책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금융 거래 대상으로 삼은 금융 거래의) 수단’이라는 원래 의미가 드

러나야 하므로 이에 맞춰 번역했다.

long 롱, 매수 롱 일반적인 매수를 의미하는 말인 buy와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 ‘롱’
으로 번역했다. 그리고 보통 ‘롱’이라고 부른다. 

market 
neutral

시장 중립, 마켓 뉴트럴 시장 중립 neutral이 숏이나 롱과 다른 포지션을 의미할 때는 뉴트럴로 번역했

으나, ‘시장 중립’이라는 말이 이미 사전에도 등재된 만큼, 정착된 용
어로 보아 이렇게 번역했다. 

neutral 중립, 뉴트럴 뉴트럴 숏, 롱, 뉴트럴이라고 하는 세 가지 포지션의 관계를 감안할 때 뉴트

럴만 중립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므로 이 단어를 채택했다. 

production 프로덕션, 운용환경, 양산

환경, 배포환경

프로덕션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의 환경을 개발 환경이라고 한다면, 개발한 알

고리즘을 사용하는 환경이 운용 환경이다. 다만, 컴퓨터 과학 분야

에서는 프로덕션이라고 칭한다. 

short 숏, 매도, 주식차입매도, 
주가지수선물매도

숏 일반적인 매도를 의미하는 말인 sell과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 ‘숏’
으로 번역했다. 그리고 보통 ‘숏’이라고 부른다.

systematic 시스템, 체계적 체계적 계통적인 면을 포함해 그보다 더 넓은 외연을 지칭하는 말이 필요할 

때는 체계적이라고 번역했다.

systematic 시스템, 체계적 계통 체계적이라는 말의 내포(즉, 더 좁은 개념 범위)이면서 알고리즘처럼 

순서를 따르는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할 때는 계통(또는 계통

적)으로 번역했다. 

systematic 
fund

시스템 펀드 계통적 펀드 ‘재량 펀드’라는 말과 정확히 대조되는 개념어가 될 수 있도록 채택

했다. 예를 들어, ‘네가 재량껏 해 봐’라는 말에 대조되는 말로는 ‘계
통에 맞춰서(따라서) 해’ 또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해’라는 말의 쓰임 

등을 고려했다. 그리고 ‘체계 펀드’라고 하지 않은 것은 현대 포트폴

리오 이론에서 말하는 체계적 위험 등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다. 전반적으로 체계적이라는 말의 외연이 계통적이라는 말보다 

넓다고 보면 된다. 

trading 트레이딩, 거래, 매매 거래
더 정확한 번역어는 ‘매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거래’로 부른

다는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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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데이터주의(dataism)에 따르면, 우주가 데이터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처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모든 현상이나 실체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데이터주의에 따른다면 

동물[인간도 포함]과 기계 사이의 차별점이 없어지게 되며, 전자적 알고리즘이 결국에 이르러서는  

생화학적 알고리즘을 해독하는 지경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지경까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유발 노아 하라리(Yuval Noah Harari)1

성공하는 거래trading(매매)를 만들어 내기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는다면 금융 시장의 성배를 쥐는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금이 많고 관리할 자산이 많은 기관 투자자만 알고리즘 트

레이딩algorithmic trading(알고리즘 거래, 알고리즘 매매)을 할 역량을 갖췄었다. 최근에 오픈소스(공개 소

스), 오픈데이터(공개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발전하

게 되면서, 소규모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적

인 노트북 컴퓨터나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추고 나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만 있다

면, 이렇게 매력적인 분야에서 누구나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파이썬과 이 파이썬의 강력한 패키지 생태계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위한 기술적인 토

대technology platform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파이썬을 사용하면, 효율적 데이터 분석efficient data analytics을 

할 수 있고(예: 판다스 [http://pandas.pydata.org/] 를 사용),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계학습) 기술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으며(예: 사이킷런 [https://scikit-learn.org/stable/] 을 사용), 구글의 딥러닝deep learning(심층 신경

망 활용 학습) 기술도 활용할 수 있다(예: 텐서플로 [https://www.tensorflow.org/] 를 사용).

1 Yuval Noah Harari. 2015.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London: Harvill Secker.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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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알파 생성 전략alpha generating strategies이라는 맥락에 맞춰,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사용하는 파

이썬을 다룬다(1장을 참고하자). 광활하면서도 흥분을 일으키는 두 분야의 교차점2에 자리 잡은 관련 

주제들을 한 권의 책으로 모두 다루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메타 주제를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

게 다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금융 데이터financial data

금융 데이터는 모든 알고리즘 트레이딩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는 넘파이 또는 

판다스 같은 패키지들을 사용하면 구조화된 모든 금융 데이터 유형, 예를 들면 종가 데이터, 장중 거

래 데이터, 고빈도 거래 데이터 등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백테스트backtesting(사후검정)

전개 대상인 거래 전략을 엄격하게 테스트test(검정)하지 않은 채, 자동화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해

서는 안 된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단순이동평균, 모멘텀, 평균회귀 및 머신러닝/딥러닝 기반 예측에 

기반한 거래 전략을 다룬다.

실시간 데이터real-time data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할 때는 실시간 데이터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알고리즘과 

실시간 시각화가 필요하다. 이 책은 ZeroMQ 및 스트리밍 시각화를 사용하는 소켓 프로그래밍 방

법을 소개한다.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s

거래 플랫폼trading platform(매매 플랫폼)이 없다면 거래를 전혀 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인기 있는 전자 

거래electronic trading(전자적 매매)3 플랫폼 두 가지, 즉 Oanda (https://www1.oanda.com/) 와 FXCM (https://

www.fxcm.com/) 을 다룬다.

자동화automation

거래 작업을 자동화하면 깔끔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려면 몇 가지 도전 과제부터 해

결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파이썬을 클라우드에 배포하는 방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화한 알

고리즘 트레이딩에 적합하게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은 특징들과 이점들로 인해 여러분은 이 책에서 독특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옮긴이  즉, 계산(computing)과 금융(financing)이 결합한 계산금융(computing finance).
3   옮긴이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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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제를 다루는 범위가 넓고 깊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위한 파이썬’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 정도로 넓고 깊게 다루는 

책은 이 책이 유일하다(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것이다).

코드베이스를 제공한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코드를 독립적이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깃 리파지토리Git repository(깃 저장문서함)

에도 저장해 두었다. 리파지토리를 퀀트 플랫폼Quant Platform (https://github.com/yhilpisch/py4at [단축 URL: 

https://bit.ly/py4at]) 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실적인 거래를 목표로 삼았다

서로 다른 온라인 거래 플랫폼 두 가지를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는 종이를 사용해서 하는 거

래 연습paper trading과 실황 거래live trading에 효율적으로 착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독자

에게 관련성 있고 실용적이며 귀중한 배경 지식이 될 내용을 이 책에 실어 두었다.

스스로 해 보게 하고 스스로 주도하게 한다

재료와 코드를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표준 파이썬 패키지만 있으면 되게 하였으므로, 현재 벌어

지는 일이나 코드 예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변경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테스트(사후검정)를 수행하거나 거래 플

랫폼에 연결하기 위해 굳이 타사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따라 하기에 적당한 빠르기로 스스로 해 볼 수 있으며, 그렇게 해 볼 수 있게 하는 코드가 

단 한 줄까지 다 갖춰져 있다. 

사용자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독자가 매끄럽게 따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저자와 파이썬 퀀츠Python Quants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 독자는 퀀트 플랫폼Quant Platform (https://py4at.pqp.io/) 에 있는 사용자 포럼에서 질문하거

나 의견을 낼 수 있다(회원 가입만큼은 무료임).

온라인/동영상 훈련을 받을 수 있다(유료 구독)

파이썬 퀀츠에서는 책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 콘텐츠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금

융 데이터 과학/금융 분야의 인공지능/엑셀 및 데이터베이스용 파이썬/ 추가 파이썬 도구와 기술 

같은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추가 컨텐츠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https://home. 

tpq.io/certificates/)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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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요 내용
각 장에 제시된 주제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 파이썬과 알고리즘 트레이딩

첫 번째 장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즉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금

융상품, 금융증서)4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자동으로 거래하는 일을 소개한다. 이런 맥락과 관련된 근

본 개념을 논의하면서, 무엇보다도 책을 읽기 위해 예상되는 선행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2장, 파이썬 기반구조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 환경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이번 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장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장에서는 주로 콘다를 패키지 관리자 겸 환경 관리자로 사용한

다. 도커 (https://www.docker.com/) 컨테이너 및 클라우드를 통한 파이썬 배포를 보여준다.

3장, 금융 데이터 활용

금융용 시계열 데이터는 모든 알고리즘 트레이딩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공개 

데이터 및 독점 데이터 공급원에서 금융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파이썬으로 금

융 시계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4장, 벡터화 백테스트 숙달

벡터화는 일반적인 수치 계산, 특히 금융 분석에서 강력한 접근 방식이다. 이번 장에서는 넘파이 및 

판다스를 사용해 벡터화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SMA 기반 전략이나 모멘텀 전략 또는 평균회귀 전

략을 백테스트하는 일에 해당 방식을 적용해 본다.

5장, 시장 이동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기술

이번 장에서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접근 방식을 사용해 시장을 예측해 보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주

로 과거 수익을 관측한 내용을 특징으로 삼음으로써, 케라스 (https://keras.io/) 같은 파이썬 패키지를 

텐서플로 (https://www.tensorflow.org/)  나 사이킷런 (https://scikit-learn.org/) 과 함께 사용해 미래 시장 방

향을 예측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6장, 이벤트 기반 백테스트용 클래스 구축

벡터화 백테스트를 하면 코드와 성과가 간결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 전략에 따라서는 특정 

시장의 특징들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면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해 기술

4   옮긴이  금융증서가 원래 뜻으로 보이며, 이 금융증서를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어 거래수단이 되었으므로 금융수단이라고 불렸다

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거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금융상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금융수단과 상품

(products)을 구분하고 있어서, 상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금융수단 또는 수단이라고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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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현한 이벤트 기반 백테스트는 이러한 특징들이 과립처럼(즉, 알갱이처럼) 더 뭉칠 수 있게 

하고, 사실에 더 가까운 모형화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장에서는 장기 거래 전략을 백테스트하기 

위한 클래스와 롱-숏 거래 전략을 백테스트하기 위한 클래스라고 하는, 두 가지 클래스뿐만 아니라 

기저 클래스base class(기본 클래스)를 자세히 제시하고 설명한다.

7장, 실시간 데이터와 소켓 사용

야심에 찬 개인 알고리즘 트레이더일지라도 실시간 데이터나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처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럴 때 선택할 만한 도구가 바로 소켓 프로그래밍이며, 이번 장에서는 가볍고 확장 가능

한 기술인 ZeroMQ (https://zeromq.org/) 를 소개한다. 이번 장에서는 Plotly (https://plotly.com/) 를 사용

해 멋진 대화형 스트리밍 그림들을 만드는 방법도 설명한다.

8장, Oanda를 활용한 CFD 거래

Oanda (https://www1.oanda.com/) 는 외국환 거래 및 차액계약 거래에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외국

환 쌍, 주가 지수, 원자재, 지표채권이라고도 부르는 금리 수단5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처럼, 거래 수

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 래퍼 패키지인 tpqoa (https://github.com/yhilpisch/ 

tpqoa) 를 사용해 자동화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략을 Oanda로 구현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9장, FXCM을 활용한 FX 거래

FXCM (https://www.fxcm.com/uk/) 은 외국환 거래 및 CFD 거래를 위한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현대적

인 RESTful API가 최근에 릴리스되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에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외국환, 주가 지수, 원자재 같은 여러 자산 부류들이 있다. 파이썬 코

드 기반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파이썬 래퍼 패키지 (http:// 

fxcmpy.tpq.io) 도 있다.

10장, 거래 운영 자동화

이번 장에서는 자본관리와 위험분석이나 위험관리는 물론, 알고리즘 트레이딩 운영을 기술적으로 

자동화하는 일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룬다. 예를 들어, 자본 할당 및 레버리지에 

필요한 켈리기준을 자세히 다룬다. 

5   옮긴이  금리 수단(rates intruments)이라는 말에서 instrument(수단)는 본래 ‘증서’라는 뜻이며, 이 증서를 거래에 이용하면 거래 수단

이 되므로 ‘수단’이라고 부르게도 되었으며, 거래 수단을 상품처럼 거래하므로 ‘상품’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전

체에 어울리는 번역어로는 ‘수단’을 택했는데, 이게 개념을 정확히 전달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품들을 지칭하는 product, goods와 서

로 구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리수단’이나 ‘금융수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텐데 이것을 각기 ‘금리상품’이나 ‘금융상품’

으로 여기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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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에서는 주요 장에 제시된 재료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파이썬과 넘파이 및 판

다스라고 하는 주제를 간단히 소개한다. 여러분은 부록을, 업무를 마친 후에 따로 파이썬을 배우고 

싶을 때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P-1을 통해 각 장이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각 장의 핵심 주제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게 정리한 계층을 볼 수 있다. 이 계층은 반드시 파이썬 기반구조(2장)에서 시작되어

야 하고, 금융 데이터(3장), 전략 및 벡터화 백테스트 코드(4장 및 5장)를 보태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5장을 마치기 전까지는 각 데이터셋을 전체 단위로 묶어서 사용하며 다룬다. 그러고 나서 이벤트 기

반 백테스트를 할 때 현업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도달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도입한다(6장). 이 6장

은 소켓 통신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다루는 연결 코드 계층(7장)으로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

다. 또한, 주문을 할 수 있으려면 거래 플랫폼과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가 필요하다(8장과 9

장). 마지막으로 자동화 및 전개6의 중요한 측면을 다룬다(10장).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책의 주요 

장은 그림 P-1에서 볼 수 있는 계층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림 P-1은 다루려고 하는 주제들을 자연

스러운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자동화

거래 코드

연결 코드

백테스트 코드

전략 코드

금융 데이터

기반구조

그림 P-1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위한 파이썬 계층

6   옮긴이  이 책에서는 deployment(전개)라는 말이 ‘(프로그램의) 배포’나 ‘(클라우드에) 배포’라는 의미와 ‘(투자 전략의) 전개’라는 의미

로 모두 쓰였다. 이에 번역할 때는 각기 ‘배포’와 ‘전개’로 번역해 그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는 ‘전개’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왜냐하면 문맥상 의미가 ‘자동화한 전략 코드의 실행을 통한 전략 전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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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대상 독자
이 책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매혹적인 분야에서 파이썬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학생이나 

학자 및 실무자가 보기에 알맞다. 이 책에서는 독자가 적어도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금융 거래에 대

한 배경 지식을 기본적인 수준 정도는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참조하고 검토해 볼 수 있

게 파이썬, 넘파이, 맷플롯립, 판다스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부록에서 따로 소개한다. 다음에 설

명하는 자료들은 이 책에 중요한, 파이썬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려 할 때 참고하기에 좋

은 것들이다. 대부분의 독자는 적어도 Hilpisch (2018)를 참고 교재로 삼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알고

리즘 트레이딩에 적용되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Hilpisch (2020)는 풍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더 많이 제공한다. 금융과 금융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

능에 적용되는 파이썬에 대한 배경 정보를 다음에 나열한 책들에서 찾을 수 있다.

• Yves Hilpisch. 2018. Python for Finance: Mastering Data-Driven Finance. 2nd ed. 

Sebastopol: O’Reilly. 

• ⸻.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in Finance: A Python-Based Guide. Sebastopol:  

O’Reilly.

• Wes McKinney. 2017. Python for Data Analysis: Data Wrangling with Pandas, NumPy, and 

IPython. 2nd ed. Sebastopol: O’Reilly.

• Luciano Ramalho. 2021. Fluent Python: Clear, Concise, and Effective Programming. 2nd 

ed. Sebastopol: O’Reilly.

• Jake VanderPlas. 2016. Python Data Science Handbook: Essential Tools for Working with 

Data. Sebastopol: O’Reilly.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한 배경 정보를 담은 책들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Ernest Chan. 2009. Quantitative Trading: How to Build Your Own Algorithmic Trading 

Business. Hoboken et al: John Wiley & Sons.

• ⸻. 2013. Algorithmic Trading: Winning Strategies and Their Rationale. Hoboken et al: 

John Wiley & Sons.

• Robert Kissel. 2013. The Science of Algorithmic Trading and Portfolio Management. 

Amsterdam et al: Elsevier/Academic Press.

• Rishi Narang. 2013. Inside the Black Box: A Simple Guide to Quantitative and High 

Frequency Trading. Hoboken et al: John Wiley &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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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표기 규칙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출력 규칙이 사용된다.

별색 고딕체

새로운 용어를 나타낸다.

고정폭 서체(constant width)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데 쓸 뿐만 아니라 변수 이름, 함수 이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형식, 환경 변

수, 명령문, 키워드 같은 프로그램 요소들을 단락 내에서 나타낼 때 사용한다.

고정폭 볼드체(고정폭 볼드체(constant width bold))

표시된 문자를 있는 그대로 사용자가 입력해야 하는 명령이나 그 밖의 텍스트를 표시한다.

고정폭 이탤릭체(constant width italic)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값이나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텍스트를 표시한다.

이 요소는 요령(tip)이나 제안 사항(suggestion)을 나타낸다.

 이 요소는 일반적인 참고 사항(note)을 나타낸다.

 이 요소는 경고 사항(warning)이나 주의 사항(caution)을 나타낸다.

 

코드 예제를 사용하기
무료로 등록하기만 하면 되는 퀀트 플랫폼Quant Platform (https://github.com/yhilpisch/py4at[단축 URL: 

https://bit.ly/py4at]) 에서 책에 실린 코드를 받아 실행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돕고자 이 책이 나왔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제공하는 예제 코드를 여러분의 

프로그램과 문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코드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대로 따

서 쓰지 않는 한, 우리에게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이 책에 나오는 코드 부분 중 

대여섯 개 정도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권한을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오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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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펴낸 책에 나오는 예제들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에 응답할 목

적으로 이 책이나 예제 코드를 인용할 때는 따로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이 책의 예제 코드

를 여러분이 만든 제품의 설명서에 첨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자 표시’를 해주면 고맙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저작자 표시에는 일반적으로 제

목, 저자, 발행인 및 ISBN이 포함된다. 

코드 예제가 공정한 사용 범위나 위에 명시한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여겨진다면 permissions@

oreilly.com으로 언제든지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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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검토자인 Hugh Brown, McKlayne Marshall, Ramanathan Ramakrishnamoorthy, Prem 

Jebaseelan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데, 이들 덕분에 책 내용을 크게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넓고 깊은 기술을 사용해 단순해 보이지만 고도로 복잡한 모든 기술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준 Michael Schwed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Delegates of the Certificate Programs in Python for Computational Finance and Algorithmic Trading”(계

산금융 및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위한 파이썬 인증서 프로그램 대리인)도 이 책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었

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낸 의견을 따라 나는 오류와 실수를 걸러 낼 수 있었고, 온라인 교육 수

업들에서 쓰는 코드와 노트북을 다듬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이 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모든 내용을 실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을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오라일리 미디어에 

소속된 전체 팀원들(특히 Michelle Smith, Michele Cronin, Victoria DeRose, Danny Elfanbaum)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물론, 그래도 남은 오류가 있다면 그건 다 내 탓이다.

또한, 금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지원해준 리피니티브Refinitiv 팀, 그중에서도 특히 Jason 

Ramchandani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독자가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주요 데이터 

파일은 리피니티브가 공급하는 데이터 API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가족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우리 가족을 거의 50년에 걸쳐 지원해

주신 아버지, 아돌프에게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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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대하여
이 책의 표지에 실린 동물은 줄무늬 풀뱀(유혈목이 속)이다. 독이 없는 이 뱀은 서유럽의 민물이나 

그 근처에서 발견된다.

풀뱀은 원래 고유종으로 재분류되기 전까지는 유혈목이 종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측면을 따라 독

특한 줄무늬를 띠는 녹회색 몸체를 지니고 있으며 몸길이가 1미터까지 자랄 수 있다. 헤엄치는 데는 

도사이며, 주로 두꺼비와 개구리 같은 양서류를 잡아먹는다. 체온을 항상 조절해야 하는 모든 파충

류와 마찬가지로 풀뱀도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더 안정된 땅속에서 지낸다.

이 뱀의 보존 상태는 현재 ‘관심 대상Least Concern’이며, 영국에서는 “야생 및 교외 지역에 관한 법률

(Wildlife and Countryside Act)”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오라일리 표지에 나오는 많은 동물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모두 세상에 소중한 존재들이다.

표지 그림은 《English Cyclopedia Natural History》에 실린 흑백 판화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는 

호세 마르산Jose Marzan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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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베
타
리
더

김용현(Microsoft MVP)

파이썬 기초가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자동화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을 안내합니

다. 개발환경 구성부터 퀀들이나 아이컨 등 이용 방법, Oanda와 FXCM 활용법 등을 실습하며  

자신만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략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데 충분한 시야와 기본 코드를 제공해 

줍니다. 관련 분야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금융거래 자동화 시스템에 관

심 있는 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 기술 및 플랫폼에 대해 알 수 있고, 관련 필수 기본 지식을 체

계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서적인 것 같습니다.

김태근(연세대학교 대학원)

최근에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다루는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읽어보면 

초보적인 내용이 전부인 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책은 오히려 이론적인 내용은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환경 설정에 꽤나 공을 들이는 등 파격적인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책으로 모든 것을 마스터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 분야에 처음 발을 들이는 사람들에

게는 효과적인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책의 구성과 내용은 아주 괜찮았습니다만 용어들의 번

역이 아쉬웠는데, 표준 용어가 정해지지 않아서 많은 한글 용어들을 병기한 것은 이해는 가지

만 가독성을 해치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훌륭한 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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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조은(오늘코드)

금융 분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브스 힐피쉬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저자의 명성만으로도 눈길이 가는 책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AI로 백테스팅과 

트레이딩을 여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파이썬, 넘파이, 판다스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금융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면 좋은 책입니다. 금

융 데이터 분석에 백테스팅과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직접 파이썬으로 구현하려면 엄청난 코드량과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을 미리 구현해둔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다양한 전

략을 구현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석곤(엔컴)

주식 트레이딩에 관심이 많은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트레이딩 관련 책에 대부분 베타

리딩 참여를 했습니다. 이 책은 금융 관련 용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주식 트레이딩 기법을 

기초적인 방법부터 고급 내용(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트레이딩)까지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최신 딥러닝 자동 알고리즘 주식 매매기법을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

번 베타리딩을 하면서 주식 관련 트레이딩 기법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용진(삼성SDS)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사람, 거기에 해외 주식을 대상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려고 

한다면 도움을 얻을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주제에 맞게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코드와 함께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와 주식 API가 

해외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한국 

주식에도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좋은 책입니다.

정욱재(당근마켓)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시작하면서 보기 좋은 책으로 보입니다. 많은 내용이 잘 설명된 알찬 책이

면서 코드 위주로 설명하여 매우 명확합니다. 실용적인 책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정현준(Agoda)

이 책을 읽는다고 당장 파이썬으로 큰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누가 알까요? 이 책을 

시작으로 퀀트가 될지도... 전반적인 내용은 딱 시기에 적절한 내용(개발자 수요 급증으로 인해 파이

썬 수요 증가 + 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해 주식 등 각종 금융 관련 부분에 관심 급증)으로 보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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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이썬과 알고리즘 트레이딩

C H A P T E R

골드만삭스에서 주식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2000년에 600명이라는  

최고점에 도달한 후에 지금은 단 두 명으로 줄었다.1

―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이번 장에서는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의 배경을 이루는 정보와 이 책의 개요를 살펴본다. 이 책은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금융이 교차하는 지점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선 책에 불과하지만 이 교차점은 

파이썬 기술의 전개, 대화형 금융 분석, 머신러닝 및 딥러닝,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소켓 통신, 스트

리밍 데이터 시각화, 거래 플랫폼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건드려 가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요한 파이썬 주제를 간단히 복습할 수 있도록 먼저 부록부터 읽어 보자.

금융을 위한 파이썬
파이썬Python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1991년에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

2 이 첫 번째 릴

리스를 0.9.0 버전으로 표시해 내놓으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1994년에는 1.0 버전이 나왔다. 그

러나 파이썬이 금융 산업에서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기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을 하기까지는 

1  “Too Squid to Fail.” The Economist, 29. October 2016.
2   옮긴이  그의 출생지인 네덜란드식 발음으로는 ‘히도 판 로쉼’이다. 그리고 자신은 ‘귀도 판 로썸’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

라에서는 이미 ‘귀도 반 로섬’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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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0년이 걸렸다. 물론, 파이썬을 누구보다 앞서서 도입한 곳(주로 헤지펀드들)도 있었지만, 아마도 

2011년경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던 것 같다.

파이썬을 금융 산업에 도입할 때의 주요한 장애물 중에 한 가지는, 씨파이썬CPyth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본 파이썬 버전이 인터프리터 방식 고급 언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수치 알고리즘들, 이 

중에서도 특히 금융 알고리즘은 (중첩된) 루프 구조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경우가 흔하다. 컴파일을 

하는 동안 C 언어나 C++ 언어 같은 저수준 언어는 이러한 루프를 정말 빠르게 처리하지만, 이에 

비해 파이썬은 컴파일을 하지 않고 구문을 해석해서 실행하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루프를 처리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당히 느리다. 결과적으로 순수한 파이썬은, 옵션 가격 책정이나 위험관리

처럼 다양한 금융 실무에 응용하기에는, 너무 느리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파이썬 대 의사 코드

파이썬이 과학 분야나 금융 분야만을 대상으로 삼은 언어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 일하는 여러 사

람들이 파이썬 구문의 아름다움과 간결함을 선호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 알고리즘을 설명

하는 일에서나, 동시에 적절한 기술 구현을 위한 중간 단계로 의사 코드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으

로 좋은 전통으로 간주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파이썬을 사용하면 의사 코드를 제시하는 단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대체로 옳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식 1-1에 보이는 것처럼 기하적 브라운 운동의 오일러 이산화Euler discretization를 생각해 보자.

식 1-1  기하적 브라운 운동의 오일러 이산화

수십 년 동안 레이텍LaTeX이라고 부르는 마크업 언어와 이 언어에 대한 컴파일러는, 수학 공식이 표

기된 과학 문서를 작성할 때의 표준이 되다시피 할 만큼, 가장 좋은 도구였다. 여러 면에서 레이텍 

구문은, 예를 들어, 식 1-1에 나오는 것 같은 방정식을 작성할 때, 의사 코드와 비슷해 보이거나 아

예 의사 코드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특별한 사례를 레이텍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S_T = S_0 \exp((r - 0.5 \sigma 2̂) T + \sigma z \sqrt{T})

파이썬에서 각 변수에 대한 정의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 표기 내용이 그대로 실행 가능 코드로 변

환되며, 이렇게 변환된 코드 또한, 금융 공식이나 레이텍 표현식과 아주 비슷하다.

S_T = S_0 * exp((r - 0.5 * sigma ** 2) * T + sigma * z * sqr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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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여전히 속도 문제가 남아 있다. 각 확률미분방정식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의 수치적 근사치 

역할을 하는 이 미분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파생상품 가격을 책정

하거나 위험분석이나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3 결국, 이러한 과업을 해결하려면 수백만 

번에 걸쳐 시뮬레이션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도 그 결과가 거의 실시간으

로 나오거나, 최소한 계산에 착수한 시간으로부터 근접한 시간에 나와야 한다. 인터프리터 방식의 

고수준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은 계산이 충분히 빨라야 할 만큼 까다로운 작업을 처리할 수 있

도록 설계한 언어가 아니다.

넘파이와 벡터화

2006년에 트래비스 올리펀트Travis Oliphant가 넘파이라고 부르는, 파이썬 패키지의 1.0 버전을 릴리스

했다. 넘파이NumPy(https://numpy.org/)는 numerical Python(수치계산용 파이썬)의 약자로 수치 계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쓰기에 알맞다. 기본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여러 영역에서 가능한 한 범용으로 쓸 

수 있게 한 것인데, 이로 인해 종종 런타임run time(실행 시)에 상당한 오버헤드overhead(부하)를 지게 된

다.4 반면에 넘파이에서는 전문화specialization라고 하는 주된 접근 방식을 사용해 오버헤드를 방지하

면서, 파이썬을 더 좋은 것이 되게 하고, 특정 응용 상황에서 파이썬이 가능한 한 빨라질 수 있게 

하였다.

넘파이의 주요 클래스는 n차원 배열n-dimensional array을 위한 ndarray 객체라고 하는 정칙적인 배열 

객체다. 이 객체는 이뮤터블immutable(불변, 변경 불능)이므로 크기를 변경할 수 없으며 dtype이라는 

단일 데이터 형식만 수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화를 통해 간결하고 빠른 코드를 구현할 수 있

게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한 가지 중심 접근 방식은 벡터화vectorization다. 기본적으로 이 접근 

방식을 따른다면 파이썬이 처리하는 수준에서 루프를 도는 일을 방지하면서, 일반적으로 C 언어로 

특별하게 구현해 둔 넘파이 코드로 루프 처리를 위임delegate함으로써, 루프가 다소 빠르게 처리된다.

순수 파이썬을 사용해 식 1-1에 따라 기말 가격들인 100만 개의 ST를 시뮬레이션하는 일을 생각해 

보자. 다음에 보이는 코드에서는 100만 번이나 반복되는 for 루프가 핵심 부분이다.

In [1]: %%time
        import random
        from math import exp, sqrt
        
        S0 = 100  ❶

3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Hilpisch (2018, ch. 12)를 참고하자.

4  예를 들어, 리스트(list) 객체는 뮤터블(mutable, 가변, 변경 가능)이므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nt나 float이나 tuple 
같은 객체들이나 리스트 객체 그 자체 같은, 거의 모든 종류의 파이썬 객체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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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 0.05  ❷
        T = 1.0  ❸
        sigma = 0.2  ❹

        values = []  ❺

        for _ in range(1000000):  ❻
            ST = S0 * exp((r - 0.5 * sigma ** 2) * T +
                            sigma * random.gauss(0, 1) * sqrt(T))  ❼
            values.append(ST)  ❽

        CPU times: user 1.13 s, sys: 21.7 ms, total: 1.15 s
        Wall time: 1.15 s

❶  초기 지수 수준.

❷  일정한 단기 금리.

❸  일 년이라는 기간을 쪼갠 부분들의 시계time horizon(시간지평).

❹  상수 변동률 계수constant volatility factor.

❺  시뮬레이션된 값들을 모을 수 있게 비워 둔 리스트 객체.

❻  주된 for 루프.

❼  단일한single 기말 가격에 대한 시뮬레이션.5

❽  시뮬레이션된 값을 리스트 객체에 추가한다.

넘파이를 사용하면 벡터화 기술이 적용되므로, 파이썬 수준에서 루프를 처리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 더 간결하고 읽기 쉽고 거의 여덟 배나 빠른 코드가 된다.

In [2]: %%time
        import numpy as np

        S0 = 100
        r = 0.05
        T = 1.0
        sigma = 0.2

        ST = S0 * np.exp((r - 0.5 * sigma ** 2) * T +
                            sigma * np.random.standard_normal(1000000) * 
                            np.sqrt(T))  ❶
        CPU times: user 375 ms, sys: 82.6 ms, total: 458 ms
        Wall time: 160 ms

5  옮긴이  여기에 보이는 공식은 기말 자산 가격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 식에 나오는 각 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더 설명하면 이렇다.  

ST = 기말 가격(들), S0 = 기초 가격, r = 무위험 이자율(risk free interest rate), 0.5 = 배당수익률(dividend yield), sigma = 변동성

(volatility), T = 만기 수익률(yield to maturity), random.gauss(0, 1) = 가우스 분포에 근거하여 0과 1 사이의 난수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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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이 단 한 줄짜리 넘파이 코드가 모든 값을 시뮬레이션해서는, 이 값들을 ndarray 객체에 저장한다. 

벡터화라는 개념은 금융 및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관련된 코드를 간결하고 읽기 쉬우며 유지 관리하기 쉽

게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아주 큰 힘을 발휘한다. 넘파이를 사용해 벡터화를 한 코드는 더 간결해질 뿐

만 아니라, 코드가 실행되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진다(예를 들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약 여덟 배 

더 빠름).

넘파이가 과학 및 금융 분야에서 파이썬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소위 과학적 파이

썬 스택scientific Python stack을 이루는 파이썬 패키지들 중에 인기를 끄는 여러 패키지들은 효율적이고 

성능 좋은 데이터 구조인 넘파이를 채택해 빌드함으로써 수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한다. 실제로 

넘파이는, 과학을 할 때 자주 필요한 기능들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싸이파이SciPy 패키지 프로젝트

를 진행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싸이파이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들은 더욱 강력한 수치 데이터 구조

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뉴메릭Numeric 프로젝트나 넘어

레이NumArray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넘파이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새로 통합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중요한 사용 사례use 

case(유즈 케이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부르는 공간에 들어

간다면 큰 금융 시계열 데이터셋들, 아니 오히려 거대하다고 할 만한 금융 시계열 데이터셋들을 관

리하는 일과 관련된 사용 사례가 아주 중요하다. (장중) 거래 전략에 맞춰 백테스트를 한다거나, 거

래가 이뤄지는 시간에 발생하는 틱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바로 이럴 

때 판다스 데이터 분석 패키지pandas data analysis package(https://pandas.pydata.org/)가 필요하다. 

pandas 클래스와 DataFrame 클래스

대형 헤지펀드인 에이큐알 캐피털 매니지먼트AQR Capital Management는 미국 코네티컷 주 그리니치에서 

운영되던 곳인데, 이곳에서 일했던 웨스 맥키니Wes McKinney가 2008년에 판다스를 개발했다. 다른 헤

지펀드와 마찬가지로 이 펀드에서도 시계열 데이터로 작업하는 게 아주 중요했지만, 그 당시에 있던 

파이썬만을 써서는 이러한 데이터 유형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다. 웨스는 이런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R이라고 하는 통계용 언어(http://r-project.org)의 기능을 모방하는 패키지를 만들어야 하겠다

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주요 클래스인 DataFrame의 이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반영된 점을 알 수 

있는데, 이 클래스에 대응하는 R 언어 부분의 이름이 data.frame이기 때문이다. 웨스가 근무하던 

헤지펀드에서는, 웨스가 진행하던 판다스 프로젝트가 핵심 자금 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고 간주하여 2009년에 소스 코드를 공개했고, 이로 인해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 분석이나 오픈소스 

기반 금융 분석에 성공해 가는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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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은 판다스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과 금융 분석 분야에서 큰 세력을 떨

칠 수 있게 되었다. 파이썬 외의 언어를 사용해 오던 사람들이 파이썬을 써보려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주된 원인으로 판다스를 꼽는다. 판다스를 퀀들Quandl(https://www.quandl.com/) 같은 오픈데이터 공급원

open data source들과 결합하면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어서, 심지어 학생일지라도 정교한 금융 분석

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일반적인 노트북 컴퓨터뿐이다.

어떤 알고리즘 트레이더가 시가 총액이 가장 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일에 관심을 두

고 있다고 해 보자. 그는 제일 먼저 달러(USD)의 과거 환율historical exchange rate(이력 환율, 역사적 환율)

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찾는 일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퀀들 데이터와 판다스를 사용하면 이러

한 일을 1분 만에 마칠 수 있다. 그림 1-1에는(그림 모양을 꾸미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를 일부 생략함), 

다음에 나오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했을 때 그 결과로 나온 그림이 나타나 있다. 판다스가 명시적으

로 가져오기import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퀀들이라고 부르는 파이썬 래퍼 패키지가 100일 

단순이동평균simple moving average, SMA을 추가하고, SMA를 사용해 원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쓸 

DataFrame 객체를 반환한다.

In [3]: %matplotlib inline
        from pylab import mpl, plt  ❶
        plt.style.use('seaborn')  ❶
        mpl.rcParams['savefig.dpi'] = 300  ❶
        mpl.rcParams['font.family'] = 'serif'  ❶

In [4]: import configparser  ❷
        c = configparser.ConfigParser()  ❷
        c.read('../pyalgo.cfg')  ❷
Out[4]: ['../pyalgo.cfg']

In [5]: import quandl as q  ❸
        q.ApiConfig.api_key = c['quandl']['api_key']  ❸
        d = q.get('BCHAIN/MKPRU')  ❹
        d['SMA'] = d['Value'].rolling(100).mean()  ❺
        d.loc['2013-1-1':].plot(title='BTC/USD exchange rate', 
                                figsize=(10, 6));  ❻

❶  그림을 그려 낼 패키지를 가져와 구성한다.

❷  configparser 모듈을 가져와 자격증명credential(크리덴셜) 내용들을 읽는다.6

6  옮긴이  pyalgo.cfg라는 파일을 독자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이때 저자가 작성해 둔 예제를 참고하면 되는데, 이 책의 코드를 담은 깃

허브 사이트(https://github.com/yhilpisch/py4at/blob/master/pyalgo_example.cfg)에서 예제 파일을 제공한다. 예제 파일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YOUR_API_KEY 등의 값 부분을 자신의 API 키로 바꾸는 등 수정해서 써야 한다. 또한 파일 이름도 

pyalgo.cfg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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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퀀들이라고 부르는 파이썬 래퍼 패키지를 가져온 다음에 해당 패키지에 여러분의 API 키를 알려주면 된다.7

❹  API를 사용해 일별 비트코인 환율 데이터를 검색한retrieves(인출한) 다음에, 1개 열로 된 판다스 

DataFrame 객체를 반환한다.

❺  벡터화된 방식으로 100일 단순이동평균을 계산한다.

❻  2013년 1월 1일 데이터부터 선택해 그려 낸다.

분명히 넘파이와 판다스는 금융 분야에서 파이썬이 크게 성공하는 데 기여했다. 게다가 파이썬 생태

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때로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들을 

추가해서 쓸 수 있게 한다. 이 책에서는 데이터 검색 및 저장용 패키지들(예: PyTables, TsTables, SQLite)

과 머신러닝 및 딥러닝용 패키지들(예: 사이킷런, 텐서플로)을 사용하며, 이 두 가지 범주에만 특별히 이

름을 붙인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프로젝트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클래스들과 

모듈들도 구현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용될 만큼 주요한 패키지는 넘파이와 판다스다.

그림 1-1  2013년 초부터 2020년 중반까지의 과거 비트코인 환율(달러)

넘파이에는 숫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다룰 수 있게 하는 기본 데이터 구조가 있고, 한편으로 판다스

를 사용하면 테이블에 강력한 시계열 관리 기능을 보탤 수 있다. 또한, 판다스는 그 밖의 패키지들이 제

공하는 기능들을 사용하기 쉬운 API로 멋지게 둘러싸 주기도 한다. 방금 설명한 비트코인 예제에서는 

DataFrame 객체를 단일 메서드로 호출하기만 하면 두 가지 금융 시계열을 그림으로 그려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넘파이와 마찬가지로 판다스에서도 내부적으로 컴파일된 코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간결하면서도 벡터화된 코드를 허용하여 일반적으로 더 빠르게 실행될 수 있게 한다.

7  옮긴이  import quandl as q라는 명령이 실행되려면 그 전에 먼저 quandl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오류가 발생한다면 pip 

install quandl 명령을 콘솔에서 내려 quandl부터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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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트레이딩
알고리즘 트레이딩algorithmic trading(알고리즘 거래, 알고리즘 매매)이라는 용어는 독특하지도 않고 보편적으

로 정의할 수도 없다. 다소 기본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란, 형식을 중시하는 알

고리즘을 가지고 금융수단들을 거래하는 일을 말한다. 알고리즘이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순서로 수행되는 일련의 작업(수학적이면서도 기술적인 작업)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루빅스 큐

브를 풀어내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들 수 있다.8 이러한 알고리즘은 단계별 절차를 거치면서 당면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사례를 또 들자면, 어떤 방정식의 근(또는 근들)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근(또는 근들)을 찾는 일을 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수학적 알고리즘의 목표

는 명료하게 정해질 때가 있으며, 종종 최적해를 찾아낼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 거래 알고리즘들의 목표라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잠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거래를 하는 동기를 일반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Dorn 등(2008)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금융 시장에서 거래trading(매매)란 중요한 경제 활동이다. 시장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일, 당장 쓸 일

이 없는 현금을 시장에 넣어 두는 일, 돈이 필요할 때는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일에는 거래가 필요

하다. 또한, 시장 내에서 돈을 옮기고, 한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일에도 거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이며, 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처음에 거래를 시작하는 이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돈을 관리하는 사람과 금융 기관이 금융 거래를 하는 동기들 

중에 이 책의 주제에 맞는 것들만 대략적으로 골라서 나열해 보면 이렇다.

베타 거래beta trading

예를 들자면, S&P 500이 보여주는 성과를 모방하는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 펀드)들에 투

자하여 시장위험 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9들을 버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알파 생성alpha generation

예를 들어, S&P 500에 상장된 공매도 주식들이나 S&P 500에 ETF를 매도하여 시장과 무관한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들을 획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8  “The Mathematics of the Rubik’s Cube” 또는 “Algorithms for Solving Rubik’s Cube”를 참고하자.

9  옮긴이  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무위험 수익 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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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헤징static hedging

예를 들어, S&P 500에 대한 외가격 풋옵션out-of-the-money put option을 매수하여 시장위험을 헤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동적 헤징dynamic hedging

예를 들어, S&P 500 기반 선물futures과, 현금, 화폐시장money market(머니마켓), 금리수단rate instruments 

(금리상품)들 중에 적절한 것을 서로 동적으로 거래함으로써 S&P 500 옵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

장위험을 헤징한다.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liability management

예를 들어, 생명보험 약관life insurance policy을 작성하는 일 등으로 인해 생기는 채무 같은, 어떤 원

인에 의해 생기는 채무 같은 것을 감당할 수 있게 S&P 500 주식들이나 ETF들을 거래한다.

시장 조성market making

예를 들어, 다양한 매수호가bid price 및 매도호가ask price로 옵션을 매수buying하거나 매도selling함으

로써 S&P 500 옵션에 유동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거래 유형을 자유재량 방식discretionary approach으로 구현할 수 있고, 인간 트레이더는 주

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인간 트레이더를 지원하는 알고리즘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거

나 아예 알고리즘들로 인간 트레이더를 대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금융 거래financial 

trading(금융 매매)를 전산화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 금융 거래라는 게 처음 시작될 무렵에는 많은 

사람들이 증권거래소 바닥에 서서 서로 큰소리로 외치는 게 거래를 성사시키는 유일한 방법(일명 ‘공

개 (발성) 호가’ 방식) 이었지만, 컴퓨터가 도입되고 인터넷 기술과 웹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 산업 

분야의 거래 방식이 혁신되었다. 이번 장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인용문에는 2000년과 2016년에 골

드만삭스에서 주식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러 사람들이 보여준 장면이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

다. Solomon 및 Corso(1991)가 지적한 것처럼 25년 전에 예견된 경향은 이랬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증권 거래에 혁명이 일어났으며, 현재 주식 시장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래의 시장은 과거 시장과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기술 발전 덕분에 주가 정보를 전 세계로 몇 초 

만에 전송할 수 있다. 지금은 컴퓨터로 주문 경로를 지정하고 중개 회사의 단말기를 거쳐 거래소 

쪽으로 직접 소액 거래를 집행execution할 수 있다.10 이제 컴퓨터는 다양한 주식 거래소를 연결하여 

세계적이면서도 단일한 증권 거래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 향상으로 인

해, 전자 거래 시스템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거래를 집행할 수 있다.

10   옮긴이  이렇게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trading, 매매)를 집행하는 경우를 DMA(direct market access, 직접 시장 접근)라고 하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개인이 증권거래소의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셀 사이드(sell side)인 증권회

사를 거칠지라도 그 거래를 거의 실시간으로 집행해 주기 때문에 직접 거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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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롭게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 하나를 옵션을 대상으로 하는 동적 헤

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Black 및 Scholes(1973)와 Merton(1973)이 유럽 옵션 가격 책정에 관한 

주요 논문을 발표하면서 델타 헤징delta hedging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을, 전산화되어 전자 거래가 시

작되기 훨씬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거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델타 

헤징은 단순하고 완벽하며 연속적인 모형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시장위험을 모두 헤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현실 세계에서는 거래비용이나 이산적인 거래가 있고, 불완전하고 유동적인 시장이나 그 

밖의 마찰 요소(즉, ‘불완전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알고리즘이 

유용하고 견고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이 알고리즘으로 옵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을 완벽하

게 헤지할 수는 없지만, 이상적인 상황에 다가서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금융 산업에서 대규

모로 사용된다.11

이 책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알파 생성 전략alpha generating strategies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중점적

으로 살펴볼 것이다. 알파를 더 정교하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책의 목적에 맞게 이 책에서

는 알파alpha라고 하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 전략에 따른 수익과, 개별 주식이나 주가 지수 

또는 암호 화폐 등의 지표물benchmark이 보여주는 수익 간의 차이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S&P 500

이 2018년에 10%의 수익을 내고 알고리즘 전략에 따라 12%의 수익을 냈다면 알파는 +2% 포인트

가 된다. 전략에 따라 7% 수익을 냈다면 알파는 -3% 포인트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number들

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조정되지 않으며, 최대 낙폭(기간) 같은 그 밖의 위험 특성은 일반적으로 

그 중요도가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 책은 알파 생성 전략이나 시장의 성과와 무관하게 지표물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에서는 알파를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따로 정의할 텐데, 즉 알파란 지표 금융수단

(benchmark financial instrument, 지표물로 여기는 금융 상품)의 성과에 비해서 전략을 따랐을 때 낸 수익

이 더 높을 때의 그 초과 수익이라고 정의한다.

거래 관련 알고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 또 있다. 하나는 고빈도 거래high frequency trading, 

HFT(고주파 거래)
12라고 부르는 공간으로, 이 공간에서 참여자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속도다.13 

HFT를 하는 동기는 다양하지만, 시장 조성market making 및 알파 생성alpha generation이 중요한 동기일 

수 있다. 또 다른 공간을 하나 들자면, 특정 비표준 거래를 최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알고리즘을 전

11  유럽 및 미국 옵션에 대한 델타 헤징 전략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일을 자세히 분석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Hilpisch(2015)를 참고하자.

12   옮긴이  사실 HFT는 고빈도 거래 기법 중의 한 가지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HFT는 ‘고주파 거래’이지만, 국

내 실정상 거의 ‘고빈도 거래’, 즉 ‘고빈도 매매’로 지칭하고 있는 현실을 따라 번역했다. 고빈도 거래는 스캘핑(즉, 초단타 거래) 등을 포

함한 잦은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고주파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거래 내역을 미리 파악하고 그보다 앞서서 미리 거래해버리

는 거래를 말한다. 고주파 거래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 대상이다. 고주파 거래에서는 통신 속도가 무척 중요

하기 때문에, 한동안 더 좋은 통신 회선을 차지하거나 구축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었다.

13  HFT를 기술적인 내용 없이 소개하는 책으로는 Lewis(201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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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 방식인 매매 집행trade execution(거래 집행)이 있다. 이 분야에서는 대량주문을 집행하거나(가능

한 한 최상의 가격으로), 시장의 영향이나 가격의 영향이 가능한 한 적게 주문을 집행하는 게 동기가 

될 수 있다. 여러 다른 거래소에서 주문을 집행함으로써 거래 내용을 감추려고 하는 미묘한 동기가 

있을 수도 있다.

아직 풀지 못한 의문점이 있다. ‘인간의 연구나 경험이나 재량discretion 대신에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득을 안겨 주는가?’라는 의문점 말이다.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대

체로 곤란한 면이 있다. 지표물보다 더 많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안겨 주는 인간 트

레이더와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사람은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다. 반면에, 통계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관련 지표물을 일관

되게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15년도를 되돌아 본 아담 쉘Adam Shell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S&P 500 주가 지수가 배당금을 포함하여 1.4%라고 하는 미미한 총 수익을 기

록했을 때, ‘적극적으로 관리했던’ 대기업 주식 펀드 중에 66%에 해당하는 펀드의 수익이 지수보다 

적은 수익을 기록했고, 최근 5년 동안 대형주 펀드 중에 84%에 이르는 펀드가 S&P 500보다 낮은 

수익을 냈으며, 82%는 지난 10년에 걸쳐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14

2016년 12월에 발표된 실증 연구에서 Harvey 등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재량적 헤지펀드discretionary hedge funds와 계통적 헤지펀드systematic hedge funds의 성과를 분석

하고 서로 대조해 보았다. 계통적 펀드는 인간의 장중 개입을 거의 없게 하거나 전혀 없게 한, 규칙 

기반 전략을 사용한다. 우리는 1996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계통적으로 주식을 관리하

는 관리자가 비조정 수익unadjusted returns, 즉 원래 수익raw returns이라는 측면에서 재량권을 지니고 

재량적으로 주식을 관리하는 관리자보다 실적이 낮다는 점을 발견했지만, 잘 알려진 위험 요인들

에 대한 익스포져exposure(위험 노출액)를 조정한 후의 위험 조정 성과risk-adjusted performance는 비슷

했다. 계통적 매크로 펀드들이 비조정 기준가격unadjusted basis(비수정 기준가격, 비수정 기초액)과 위

험 조정 기준가격risk-adjusted basis(위험 조정 기초가격, 위험 조정 기초액) 모두에서 재량펀드discretionary 

fund(재량자금)들을 능가했다.

다음에 나오는 표는 Harvey 등(2016)이 연구한 주요 정량적quantitative 결과를 재현한 것이다.15 표에 

나오는 요인factor들에는 에쿼티equity(지분)나 본드bond(채권) 같은 전통적인 요인들과, 밸류value(가치)나 

모멘텀momentum(추세) 같은 동적인 요인들과, 등가격 풋옵션이나 콜옵션을 사는 일 같은 변동성이 

14  출처: “66% of Fund Managers Can’t Match S&P Results.” USA Today, March 14, 2016.
15  1996년 6월부터 2014년 12월에 이르기까지, 총 9000개 헤지펀드로 구성된 헤지펀드 카테고리에 대한 연간 성과(단기 이자율 초과) 및 

위험에 대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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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조정수익평가비율adjusted return appraisal ratio은 알파를 조정수익변동률adjusted return volatility로 

나눈 것이다. 자세한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는 원래 연구 내용을 참고하자.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계통적(즉, ‘알고리즘을 사용한’) 매크로 헤지펀드들이 비조정 조건과 위험 

조정 조건에서 모두 카테고리별로 아주 잘 수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펀드들은 연구 기간 

동안 4.85% 포인트에 해당하는 연간 알파를 생성했다. 이러한 매크로 헤지펀드macro hedge fund들은 

일반적으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삼아 여러 종류의 자산을 교차해 운영하므로, 종종 정치적 요인

이나 및 거시 경제 요인을 고려한 전략을 구현한다. 계통적 에쿼티 헤지펀드들은 조정수익평가비율

(0.35 : 0.25)의 기준가격basis 상에서만, 재량권을 발휘하는 상대들을 이긴다.

계통적 매크로  
헤지펀드

재량적 매크로  
헤지펀드

계통적 에쿼티  
헤지펀드

재량적 에쿼티  
헤지펀드

평균 수익 5.01% 2.86% 2.88% 4.09%

요인에 기인한 수익 0.15% 1.28% 1.77% 2.86%

조정수익평균(알파) 4.85% 1.57% 1.11% 1.22%

조정수익변동률 0.93% 5.10% 3.18% 4.79%

조정수익평가비율 0.44 0.31 0.35 0.25

2017년도의 전체 헤지펀드 실적은 S&P 500에 비해 무척 적었다. S&P 500 지수는 21.8%에 해당하

는 수익을 냈지만 헤지펀드는 투자자에게 8.5%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안겨 주었는데, 인베스토피디

아Investopedia에서 이에 대한 기사(https://www.investopedia.com/news/2017-hedge-funds-return-less-half-

sp-500/)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연구와 기술 개발에 쏟아 

부어도 알파를 만들어내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위한 파이썬
금융 산업 분야의 구석구석에서 파이썬Python을 사용하지만, 파이썬은 특히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

고 하는 공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대한 좋은 근거를 몇 가지 대자면 이렇다.

데이터 분석 기능

모든 알고리즘 트레이딩 프로젝트에서는 금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

력이 주로 요구된다. 파이썬을 넘파이나 판다스 같은 패키지와 결합하면, 그 밖의 어떤 프로그래

밍 언어를 사용할 때보다, 알고리즘 트레이더의 삶이 편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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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API 다루기

FXCM(https://www.fxcm.com/uk/)및 Oanda(https://www1.oanda.com/) 같은 최신 온라인 거래 플랫

폼에서는 RESTful API들과 소켓(스트리밍) API들을 제공하므로 과거 데이터historical data(이력 데이

터, 역사적 데이터)나 실황 데이터live data에 액세스할 수 있다. 파이썬은 이러한 API들과 효율적으

로 상호 작용하기에 일반적으로 적합하다.

전용 패키지

표준 데이터 분석 패키지들 외에도 거래 전략을 백테스트하는 데 사용하는 파이알고트레이드

PyAlgoTrade(http://gbeced.github.io/pyalgotrade/) 및 집라인Zipline(https://github.com/quantopian/zipline)과, 포트

폴리오를 수행하고 위험분석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파이폴리오Pyfolio(https://github.com/quantopian/

pyfolio) 같은, 알고리즘 트레이딩 공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가 여러 가지 있다.

공급업체 보증 패키지

점점 더 많은 공급업체가 자사 제품에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려고 파이썬 패키지를 오픈소스 

방식으로 내놓고 있다. 그중에는 완다Oanda 같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블룸버그Bloomberg(https://

bsso.blpprofessional.com/idp/MCOUm/resumeSAML20/idp/SSO.ping) 및 리피니티브Refinitiv(https://

developers.refinitiv.com/en/api-catalog)처럼 선도적인 데이터 제공 업체도 있다.

전용 플랫폼

예를 들어, 퀀토피안Quantopian
16은, 파이썬 언어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 밖의 소셜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하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그 밖의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웹 기반 플랫폼으

로, 표준화된 백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창립 시점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퀀토피안은 사용

자를 30만 명 이상 확보했다.

매수부문buy-side(바이 사이드)과 매도부문sell-side(셀 사이드) 채택

점점 더 많은 기관 참여자들이 거래 부서가 개발을 하는 데 덜 노력해도 되도록 파이썬을 채택

했다. 이는 결론적으로 파이썬에 능숙한 직원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꼴이 되므로, 투자

를 해서라도 파이썬을 학습해 둘 가치가 있게 한다.

교육, 훈련, 서적

기술을 광범위하게 채택한다거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채택하려면, 전문 서적이나 그 밖의 자료와 

결합된 학술과 전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에 파이썬 생태계에서는 이러

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일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을 

16   옮긴이  영문 위키백과(https://en.wikipedia.org/wiki/Quantopian)에 따르면 퀀토피안은 2020년 10월에 문을 닫았다. 해당 위키 페이

지에는 이에 대한 기사 등이 인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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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알고리즘 트

레이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파이썬을 채택하는 추세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요약하면 파이썬이 이미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강력한 추진력을 내재

하고 있어서 파이썬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파이썬은 

야심에 찬 ‘소매retail’ 트레이더에게 좋은 선택지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 트레이딩systematic trading(계통

적 거래)에 종사하는 선도적인 금융 기관에 고용된 전문가가 되어 이 분야에 진입하려는 사람에게도 

좋은 선택지이다.

초점을 맞출 부분과 선행요건
이 책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은 독자가 이

미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파이썬과 그 밖의 인기있는 파이썬 패키지를 써 본적이 있다고 가정한

다. 좋은 입문서로는 Hilpisch(2018), McKinney(2017), VanderPlas(2016) 등이 있는데, 이 책들은 모

두 데이터 분석 및 금융 업무에 쓸 수 있게 파이썬 기반을 구축할 때 참고할 만한 것들이다. 이 책

을 읽을 독자라면 VanderPlas(2016)도 소개한 적이 있는, 파이썬을 사용한 대화형 분석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도구, 즉 아이파이썬IPython도 써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거래 전략 백테스트나 스트리밍 데이터 작업 같은 당면 주제에 적용되는 파이썬 코드를 제

시하고 설명한다. 그 밖의 일에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철두철미하게 이 책에서 다 소

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꼭 드러내야 할 패키지 기능(예: 넘파이를 이용한 벡터화)에 대해서는 힘주

어 설명할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관련된 모든 금융 측면과 운영 측면을 철저하게 소개할 수도 

없고 그 개요를 다 제공할 수도 없다. 대신에 이 접근법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해 자동화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할 때 시스템에 필요한 인프라infrastructure(기반시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물론 

이 책에 사용된 예제 중에 대부분은 알고리즘 트레이딩 공간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모멘텀 전

략이나 평균회귀 전략을 다룰 때 (통계적으로) 검증해 본다거나 복잡한 면을 깊이 있게 논의해 보지 

않은 채로 그저 사용해 보기만 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상술하면서 공개한 문

제들을 언급하고 있는 참고자료 출처들에 대한 주소를 독자들에게 적절한 시점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 책을 쓸 때 나는 파이썬 및 (알고리즘) 거래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책의 독자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러한 독자들에게는 이 책이 파이썬과 그 밖의 추가 패키지를 사용해 자동화

한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실용적으로 안내하는 책으로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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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접근 방식(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패키지(예: 사이킷런)를 많이 사용하

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과 패키지를 알고

리즘 트레이딩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 적용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파이썬을 (금융 분야에서) 

써 본 경험이 아직 없다면 파이썬 입문용 교재부터 보는 게 바람직하다.

거래 전략
이 책에서는 네 가지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략algorithmic trading strategies(알고리즘 사용 매매 전략)을 예로 

든다. 다음 절에서 이 전략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4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 네 가지 거래 

전략을 모두 주로 알파 탐색 전략alpha seeking strategies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의 방향과 무

관하게 시장보다 더 좋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이 전략들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이다. 거래되는 금융

수단들과 관련하여 책 전체에 걸쳐 거론되는 특징적 사례는 주가 지수stock index, 개별 주식single stock, 

(명목 통화로 환산한) 암호 화폐crypto-currency다. 동시에 이 책에서는 여러 금융수단을 포함하는 전략

(예: 페어 트레이딩 전략, 바스켓 기반 전략 등)은 다루지 않는다. 또한, 정형화된 금융 시계열 데이터에

서 거래 신호가 파생되는 전략만 다루며,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공급원(예: 뉴스나,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위한 파이썬에만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앞에서 논의한 접근법)을 따름으로써, 토론이나 파이썬 구현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

는 것이다.17

이번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책에서 사용된 네 가지 거래 전략을 간략하게 요약해 살펴본다. 

단순이동평균

거래 전략 중에 첫 번째 유형은 단순이동평균simple moving average, SMA들에 의존해 거래 신호와 마켓 

포지션을 생성한다. 소위 기술적 분석가chartists(도표분석가, 차티스트)들이 이러한 거래 전략을 대중

화하였다.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장기 SMA보다 단기 SMA의 가격이 더 높다면 이는 시장에 대한 

롱 포지션long position(매수 포지션) 신호를 내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뉴트럴 포지션neutral position(중립 포

지션)이나 시장에 대한 숏 포지션short market position(매도 포지션) 신호를 낸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17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개요는 Kissel(2013)의 책, 모멘텀 및 평균회귀 전략에 대한 심층 토론은 Chan(2013)의 책, 

일반적으로 퀀트 트레이딩(quantitative trading, 정량적 거래)와 고빈도 거래(HFT trading, 고주파 거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Narang(2013)의 책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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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텀

기본적으로 모멘텀momentum(추세 추종) 전략은 금융수단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최근 성과를 반

영한다는 가정에 착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5일 동안 주가 지수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수익

을 보였다면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자는 것이다.

평균회귀

평균회귀mean-reversion(평균귀속, 평균환원) 전략에서 금융수단이 어떤 수준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경우에 어떤 평균 수준, 즉 추세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200일 SMA 수준이 100일 때 10달러를 거래한다고 해 보자. 그러면 주가가 조만간 SMA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는 블랙박스를 사용할 때와 같은 접근 방식으

로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성과 재현성을 위해 이 책에 나오는 예제에서

는 과거 수익historical return에 대한 관측치를 특징으로 삼아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훈련함으

로써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한다.

이 책에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체계적인(systematic)18 방식을 따라 가며 도입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매혹적인 분야에 파이썬을 적용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알고리즘 트레이딩만을 다룬 자료를 참고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들 중에 일부를 이번 장과 

다음 장에서 인용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세계는 비밀스러워서 거의 모

든 승리자들이, 성공의 원천(즉, 알파)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을 공유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꺼린다는 사실

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결론
파이썬은 이미 널리 금융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알고리즘 트레이딩 분야에서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업무에 파이썬을 사용하면 좋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댈 수 있는데, 그중에

서도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최신 API 처리를 할 수 있게 할 만큼 강력한 패

키지들로 이뤄진 생태계를 들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위해 파이썬을 배워야 하는 이유

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들자면, 가장 큰 매수기관과 

18   옮긴이  영어 단어로는 같은 systematic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통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번역한 이유는, 여기서 말

하는 체계적인 방식이란 학습 과정에 이르는 방식을 말하며 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기 힘든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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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기관이 거래 업무를 운영하는 일에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노련한 파이썬 전문가를 지

속적으로 찾는다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거래 전략을 대상으로 삼아 백테스트를 해 보는 일이나,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상호 

작용하게 해 보는 일 같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파이썬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파이썬 그 자체를 자세히 소개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거래 기

술도 소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매혹적인 세계를 체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경쟁이 치열

한 현대의 금융 시장과 암호 화폐 시장에서 알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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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이썬 기반 구조

C H A P T E R

집을 지을 때는 목재를 선택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그러나 목수라면 잘 잘라내는 연장을 갖춘 후에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연장을 연마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Miyamoto Musashi, “The Book of Five Rings”

파이썬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파이썬 배포라는 일이 단순해 보일 수 있다.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를 배포하는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우선 파이썬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파이썬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버전만 해도 씨파이썬CPython, 자이썬Jython, 아이

언파이썬IronPython, 파이파이PyPy 등이 있다. 또한, 같은 파이썬일지라도 2.7 버전과 3.x 버전 간에도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버전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끄는 씨파

이썬과 이것의 3.8 버전에 초점을 맞춘다.

씨파이썬 3.8(이하 ‘파이썬’)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포하기

가 쉽지 않다.

• 인터프리터(표준 씨파이썬을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됨)는 이른바 표준 라이브러리standard library라고 부르

는 것들(예: 일반적 수학용 함수 포함)과 함께 제공된다.

• 선택해서 쓸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들을 파이썬과는 별개로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패키지들이 

수백 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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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성에 따라서 또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다르게 요구되는 조건들로 인해서 이러한 비표준 패키

지들을 직접 컴파일(즉, ‘빌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 이러한 종속성을 고려하면서 시간이 흘러도 각 버전별로 일관성을 갖추게 하는 일이(즉, 유지 관

리를 하는 일이) 지루할 때가 있으며, 이런 일관성 유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쓰인다.

• 특정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거나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이로 인해 그 밖의 여러 패키지를 다시 컴

파일해야 할 수도 있다.

• 패키지 한 개만 변경하거나 교체해도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나중에 파이썬의 버전을 이리저리 바꾸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다행히도 파이썬 배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와 전략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 

배포에 도움이 되는 기술 유형을 다룰 텐데, 이는 다음과 같다.

패키지 관리자package manager

pip(https://pypi.org/project/pip/)나 conda(https://conda.io/en/latest/index.html)라는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하면 파이썬 패키지를 쉽게 설치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패키지 

간의 버전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가상 환경 관리자virtual environment manager

virtualenv(https://pypi.org/project/virtualenv/)나 conda 같은 가상 환경 관리자를 사용하면 여러 가

지 파이썬을 함께 설치해 관리할 수 있다(예: 컴퓨터 한 대 안에 파이썬 2.7 버전과 파이썬 3.8 버전을 모

두 설치할 수도 있고, 특별한 위험을 겪을 일 없이 최신 파이썬 패키지 버전을 시험 삼아 써 볼 수도 있다).1

컨테이너container

도커Docker(https://www.docker.com/)의 컨테이너란 소스 코드, 런타임 코드, 시스템 도구 같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완전한 파일 시스템을 나타

낸다. 예를 들어, 파이썬 3.8이 설치된 우분투 20.04나 맥오에스나 윈도우 10 같은 운영체제를 실

행하는 컴퓨터에서, 호스팅되는 도커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각 파이썬 코드를 따로따로 실행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컨테이너화된 환경을, 나중에라도 따로 크게 변경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도 있다.

클라우드 인스턴스(cloud instance)

금융 애플리케이션용 파이썬 코드를 배포하려면, 해당 코드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보

1  pipenv라는 프로젝트는 최근에 진행된 것인데, 패키지 관리자인 pip의 기능을 가상 환경 관리자인 virtualenv의 기능과 결합한다. 

https://github.com/pypa/pipenv를 참고하자.



패키지 관리자 역할을 맡는 콘다 21

안성·성능이 모두 좋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하려면 전문적인 컴퓨팅/스토리지 인프

라infrastructure(기반시설)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인프라들이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클라우드 인스턴스 형태부터 아주 크고 강력한 클라우드 인스턴스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를 매력적인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장기간 온전히 빌려 써야 하는 전용 서버와 비

교할 때, 클라우드 인스턴스(가상 서버)의 한 가지 장점을 들자면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 시간만큼

에 해당하는 요금만 부과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을 들자면 이러한 클라우드 인스

턴스를 필요에 따라 문자 그대로 1~2분 동안만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민첩하게 개발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한 후에라도 언제든지 쉽게 확장할 수 있다.

이번 장을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아래에 나오는 ‘패키지 관리자 역할을 맡는 콘다’에서는 파이썬용 

패키지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콘다conda를 소개한다. 29쪽에 나오는 ‘가상 환경 관리자 역할을 맡

는 콘다’에서는 가상 환경을 관리하는 콘다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33쪽에 나오는 ‘도커 컨테이너 

사용’에서는 컨테이너화containerization 기술을 구현한 도커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파이썬 3.8이 설치된 

우분투를 기반으로 삼아 컨테이너를 구축해 보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39쪽에 나오는 ‘클라우드 인

스턴스 사용’에서는 파이썬으로  개발해 클라우드에 배포할 때에 쓸 수 있는, 강력한 브라우저 기반 

도구 모음인 주피터 랩Jupyter Lab(https://jupyterlab.readthedocs.io/en/stable/getting_started/overview.html)과 

함께 파이썬을 배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전문 인프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숫자 분석 패키지, 데이터 분석 패키지, 시각화 패키지 등의 필수 

도구를 설치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을 쓰기에 알맞은 파이썬을 설치하는 게 이번 장의 

학습 목표다. 이렇게 서로 알맞은 것들로 조합해 둔 것들이 이후에 나올 여러 장에서 파이썬 코드

(대화형 금융 분석 코드나, 스크립트 형식이나 모듈 형식으로 된 코드)를 구현하고 배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패키지 관리자 역할을 맡는 콘다
콘다conda를 단독으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콘다가 패키지 관리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맡아 하게 하

려면, 패키지 관리자 겸 가상 환경 관리자 역할을 하게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파이썬용 콘

다 배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콘다Miniconda를 사용하면 된다.

미니콘다 설치

미니콘다 페이지(https://conda.io/en/master/miniconda.html)에서 다양한 미니콘다 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에서는, 리눅스나 윈도우 및 맥오에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3.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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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비트 버전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이번 하위 절에서는 64비트용 리눅스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wget을 사용해 내려받은 다음에 미니콘다를 설치하는, 우분투Ubuntu(우분투 리눅스) 기반 도커 컨테

이너 세션을 주요한 사례로 든다. 다음에 보이는 코드는 그 밖의 리눅스 기반 컴퓨터나 맥오에스 기

반 컴퓨터에서도 작동한다(약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2

$ docker run -ti -h pyalgo -p 11111:11111 ubuntu:latest /bin/bash

root@pyalgo:/# apt-get update; apt-get upgrade -y
...
root@pyalgo:/# apt-get install -y gcc wget
...
root@pyalgo:/# cd root 
root@pyalgo:~# wget \
> https://repo.anaconda.com/miniconda/Miniconda3-latest-Linux-x86_64.sh \
> -O miniconda.sh
...
HTTP request sent, awaiting response... 200 OK 
Length: 93052469 (89M) [application/x-sh] 
Saving to: 'miniconda.sh'
miniconda.sh             100%[============>] 88.74M 1.60MB/s         in 2m 15s 
2020-08-25 11:01:54 (3.08 MB/s) - 'miniconda.sh' saved [93052469/93052469]
root@pyalgo:~# bash miniconda.sh 

Welcome to Miniconda3 py38_4.8.3

In order to continue the installation process, please review the license agreement.
Please, press ENTER to continue
>>>

엔터 키를 누르기만 하면 설치 과정이 시작된다. 사용권 계약을 검토한 후에 yes(예)라고 응답하여 

사용권 조항들을 승인하자.

...
Last updated February 25, 2020

Do you accept the license terms? [yes|no] 
[no] >>> yes

Miniconda3 will now be installed into this location:
/root/miniconda3

2  윈도우에서는 도커 컨테이너에서 똑같은 명령을 내려야 실행될 것이다(https://docs.docker.com/docker-for-windows/install/). 윈도우에

서 직접 작업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커 사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Matthias & Kane, Docker: Up 
& Running, 2nd Edition(2018)(편집자 주: 1판은 <<도커: 설치에서 운영까지>>(2016)로 번역된 바 있고, 관련해서 <<15단계로 배우는 도커와 

쿠버네티스>>(2021)도 추천)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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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ss ENTER to confirm the location
  - Press CTRL-C to abort the installation
  - Or specify a different location below

[/root/miniconda3] >>> 
PREFIX=/root/miniconda3 
Unpacking payload ...
Collecting package metadata (current_repodata.json): done 
Solving environment: done

## Package Plan ##

  environment location: /root/miniconda3
...
  python            pkgs/main/linux-64::python-3.8.3-hcff3b4d_0
...
Preparing transaction: done 
Executing transaction: done 
installation finished.

사용권 조항들에 동의한 다음,음음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yes라고 응답함으로써, 미니콘다가

새미니콘다를설치할위치를 PATH라는환경변수앞에추가할수있게허락해주어야한다.다다

Do you wish the installer to initialize Miniconda3 by running conda init? [yes|no]
[no] >>> yes
...
no change      /root/miniconda3/etc/profile.d/conda.csh 
modified       /root/.bashrc

==> For changes to take effect, close and re-open your current shell. <== 

If you'd prefer that conda's base environment not be activated on startup,
   set the auto_activate_base parameter to false:

conda config --set auto_activate_base false

Thank you for installing Miniconda3! 
root@pyalgo:~#

그런 후에 비로소, 미니콘다 설치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콘다 그 자체만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

지않기때문에, 여러분은콘다를업데이트하기를바랄수도있을것이다.다다

root@pyalgo:~# export PATH="/root/miniconda3/bin/:$PATH" 
root@pyalgo:~# conda update -y conda
...
root@pyalgo:~# echo ". /root/miniconda3/etc/profile.d/conda.sh" >> ~/.bash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