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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식 가격 예측은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지만 주식 가격은 시계열 데이터로서 변동성이 크며 무작위적인 

특성이 강하여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난제에 속한다. 주가 예측에 관한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정확

한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 최근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해졌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암호화폐들의 가격을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 대한 탐사적 데이터 분석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화화폐

들에 대한 탐사적 데이터 분석은 전무하다. 암호화폐는 주가 데이터와 유사한 특성을 갖지만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빗썸 API를 통하여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총 12

개의 암호화폐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한 후 이에 대한 암호화폐쌍별 상관관계분석 및 전통적인 주가 예측 기

법 모델인 회귀 모델을 적용하기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균회귀테스트를 수행하여 적합성 여부를 살

피고 그 결과에 대하여 논한다.

키워드: 암호화폐, 가격 예측, 평균회귀테스트, 상관관계분석

Abstract
The stock price prediction has been tried many times, but stock price is a time series data, so it is 

difficult to predict its price. There are many methodology related to stock price prediction but predicting 
exact price of stock is impossible. Starting with Bitcoin, the market for cryptocurrency is getting 
more active now, and efforts to predict cryptocurrency prices are being made. Cryptocurrency has 
characteristics that are similar to stock price data, but it is more volatile and random. We collect a 12 
cryptocurrency data through the Bithumb API, and pre-process it. Finally, we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cryptocurrency pairs to check to apply the regression model, which is a conventional theory-
driven stock price prediction model. From this analysis, we argue that the theory-driven model is not 
proper to predict the cryptocurrency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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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암호화폐들에 대한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다

양한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

인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예측 기법들을 적용하려는 

시도부터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적용하려는 시도까

지 다양하다 [1][2].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사람

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알고리즘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이후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트

레이딩 방식으로 암호화폐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서는 먼저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의 특성에 대한 고찰

이 필요하다. 기존의 주가 분석과 비교할 때 암호화

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 본질적으로 주가 데이터와 암호화

폐 가격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로서 무작위적인 특

성을 갖고 있으나,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가 더욱 변

동성이 크며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에 의하여 다른 암

호화폐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 기간에 대하여 수집된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에 대한 탐사적 데이터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암호화폐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또

한 기존의 주가 분석 기법으로 종종 쓰이는 회귀 모

델을 적용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평균회귀테스트를 

수행한 결과를 살펴본다.

Ⅱ.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수집한 데이터는 빗썸 거래소 [6]가 제공하는  API

를 이용하였으며, { UNIX Timestamp, 날짜 문자

열(한국시), Opening Price, Closing Price, High 

Price, Low Price, Volume }을 feature로 갖는 10

분봉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의 대상이 된 암호

화폐들은 빗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2개의 암호

화폐인 BTC, ETH, XRP, BCH, LTC, EOS, DASH, 

XMR, ETC, QTUM, BTG, ZEC이다.

수집된 암호화폐들의 기간은 BCH, EOS, XMR, 

QTUM, BTG, ZEC의 경우, 빗썸 거래소에 상장된 

날짜에 따라 각각 다르며, 나머지 암호화폐들의 경

우, 시작된 날짜가 동일하게 2017년 6월 9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빗썸 거래소 API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점에서부터 최대한의 과거이며, 이보다 

더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없었다. 표1에 12

개의 암호화폐 각각의 기간을 나타내었다.

표 1. 수집된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 기간

코인 기간 데이터 개수

BTC
2017-06-09 08:50:00 ~ 
2018-02-21 08:40:00

37008

ETH
2017-06-09 09:00:00 ~ 
2018-02-21 08:40:00

37007

XRP
2017-06-09 09:00:00 ~ 
2018-02-21 08:50:00

37008

BCH
2017-08-04 21:40:00 ~ 
2018-02-21 08:40:00

28867

LTC
2017-06-09 09:00:00 ~ 
2018-02-21 08:50:00

37008

EOS
2017-12-13 20:50:00 ~ 
2018-02-21 08:50:00

10009

DASH
2017-06-09 09:00:00 ~ 
2018-02-21 08:50:00

37008

XMR
2017-08-28 14:40:00 ~ 
2018-02-21 08:50:00

25454

ETC
2017-06-09 09:00:00 ~ 
2018-02-21 08:50:00

37008

QTUM
2017-10-20 18:10:00 ~ 
2018-02-21 08:50:00

17801

BTG
2017-11-24 14:10:00 ~ 
2018-02-21 08:50:00

12785

ZEC
2017-09-28 18:10:00 ~ 
2018-02-21 08:50:00

20969

표 2는 수집된 데이터의 일부분을 예로 든 모습이

다. 데이터의 내부에는 정상 데이터, 값이 0인 데이

터, 600,000 UNIX Timestamp에 정확히 맞춰지지 

않은 채 수집된 데이터가 보이며, 데이터 자체가 존

재하지 않는 missing data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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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이러한 이상치 데이터들을 처리한 모습이

다. 이상치 값은 직전의 정상 데이터가 있는 행의 해

당 열 데이터를 각각 복사한 값으로 채워 넣었다. 

Ⅲ. 분석 및 평가 

3.1. 상관관계분석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들은 서로 

독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격은 독립

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가장 잘 알려진 암호화폐

인 비트코인은 현재까지도 지배적인 암호화폐로서, 

다른 암호화폐들의 거래에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가격대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두 암호화

폐를 하나의 쌍으로 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

써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이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살피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

하였다. 그림 1은 이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데이터 전처리 및 금융 분석에 쓰이는 대표적인 라

이브러리인 pandas를 이용하여 두 암호화폐를 하

나의 쌍으로 직교좌표계에 12 by 12 산점도 행렬

(scatter plot) [4]로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을 보면 

모든 암호화폐들이 우상향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점도 행렬 그림을 살펴보는 것으로는 암호

화폐별로 상관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들

다. 따라서 상관계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표 2. 수집된 데이터 내부 모습의 예시

UNIX Timestamp 날짜 문자열
(한국시)

Opening
Price

Closing
Price

High
price

Low
Price Volume

1.49636E+12 2017.6.1 23:20 3094000 3118000 3127000 3094000 191.580257

1.49636E+12 2017.6.1 23:30 3116000 3119000 3124000 3116000 52.9553695

1.49636E+12 2017.6.1 23:39 3119000 3116000 3119000 3116000 63.8428308

1.49636E+12 2017.6.1 23:50 0 0 0 0 0

1.49636E+12 2017.6.2 0:19 0 0 0 0 0

1.49636E+12 2017.6.2 0:30 3100000 3080000 3124000 3078000 230.057336

1.49636E+12 2017.6.2 0:40 3081000 3090000 3100000 3081000 131.933399

표 3. 이상치 데이터가 처리된 모습

UNIX 
Timestamp

날짜 문자열
(한국시)

Opening
Price Closing High

price
Low
Price Volume

Price High 3094000 3118000 3127000 3094000 191.580257

price Low 3116000 3119000 3124000 3116000 52.9553695

Price Volume 3119000 3116000 3119000 3116000 63.8428308

1496359200000 2017.6.1 23:20 3094000 3118000 3127000 3094000 191.580257

1496359800000 2017.6.1 23:30 3116000 3119000 3124000 3116000 52.9553695

1496360400000 2017.6.1 23:40 3119000 3116000 3119000 3116000 63.8428308

1496361000000 2017.6.1 23:50 3119000 3116000 3119000 3116000 63.8428308

1496361600000 2017.6.2 0:00 3119000 3116000 3119000 3116000 63.8428308

1496362200000 2017.6.2 0:10 3119000 3116000 3119000 3116000 63.8428308

1496362740000 2017.6.2 0:20 3119000 3116000 3119000 3116000 63.8428308

1496363400000 2017.6.2 0:30 3100000 3080000 3124000 3078000 230.057336

1496364000000 2017.6.2 0:40 3081000 3090000 3100000 3081000 131.93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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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를 살필 때 각 암호화폐의 가격이 다르므

로 0과 1 사이로 정규화한 값을 사용하며, 암호화폐

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예외적으로 모든 암호화폐의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데이터의 개수가 가

장 적은 EOS를 기준으로  2017년 12월 13일 8시 

50분부터 2018년 2월 21일 8시 50분까지의 기간

그림 1. 12개 암호화폐에 대한 산점도 행렬

표 4. 정규화하기 전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의 모습

BTC ETH XRP BCH LTC EOS DASH XMR ETC QTUM BTG ZEC
16.748 13.532 6.209 14.376 12.785 8.923 13.798 12.75 10.413 9.871 12.62 12.981
16.746 13.524 6.221 14.377 12.798 8.923 13.801 12.754 10.415 9.867 12.615 12.983
16.744 13.525 6.265 14.377 12.781 8.923 13.798 12.771 10.425 9.862 12.606 12.992
16.743 13.531 6.258 14.38 12.786 8.903 13.797 12.771 10.411 9.868 12.61 13.004
16.744 13.537 6.246 14.388 12.78 8.908 13.801 12.778 10.413 9.886 12.613 12.998

표 5. 정규화를 거친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의 모습

BTC ETH XRP BCH LTC EOS DASH XMR ETC QTUM BTG ZEC
0 0.009 0.004 0.007 -0.04 -0.01 -0.001 -0.002 0.002 0.013 0.009 -0.003

-0.002 -0.008 0.012 0.001 0.012 0.001 0.003 0.005 0.002 -0.004 -0.004 0.001
-0.002 0.002 0.045 0 -0.016 -0.001 -0.003 0.017 0 -0.005 -0.009 0.01
-0.001 0.005 -0.008 0.003 0.004 -0.02 -0.001 0 -0.003 0.006 0.004 0.011
0.002 0.007 -0.012 0.009 -0.006 0.005 0.004 0.008 0.001 0.018 0.0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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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통된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정규화를 수행하기 

전과 수행한 후의 예시는 표 4와 표 5에 나타내었다.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에 따라 두 암호화폐의 상관 정

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표 6에 의하면 모든 암호화

폐가 최소한 절대값 0.3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므로 뚜렷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파악할 수 있

다. 0.7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일 경우는 강한 상관관

계를 갖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BTC와 EOS,  BTC

와 ETH과의 상관계수는 BTC와 다른 암호화폐들

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0.3 이상의 상관계수값을 가지므로 상관관계가 전

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각 암호화폐별 상관계수의 평균을 구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맨 왼쪽부터 순서대로 상관계수의 평균

값이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 BTC는 통념상 가장 지

배적인 암호화폐인 것에 비해 해당 기간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계수의 평균값을 가졌으며, XMR이 가

장 높은 상관계수의 평균값을, EOS가 가장 낮은 값

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EOS는 12개 암호화폐들 

중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독립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XMR의 가격은 다른 암호화폐들의 가격

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2. 자기상관관계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은 일정 시간 이후에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자기상관을 통

해 시계열 데이터의 무작위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0보다 큰 값이 나올 경우 자기상관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시계열 데이터가 일정

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는 12개 각각의 암호화폐별로 종가 그래프

와 자기 상관 그래프를 표현한 그래프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암호화폐의 자기상관이 0에 가까

워지므로 무작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떤 데이터에 자기상관성이 보인다면 패턴이 있

다고 할 수 있는데, 12개의 암호화폐 모두 표 1에 해

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

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상관성이 모두 0에 

수렴하므로, 12개의 암호화폐들 모두 해당 기간에

는 무작위성을 띈다.

3.3. 평균회귀테스트

주가 데이터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가 회귀 경향을 

따른다는 단순한 가정을 세운다면 우리는 손쉽게 회

귀 모델을 통해 주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표 6. 12개 암호화폐에 대한 암호화폐별 상관계수

BCH BTC BTG DASH EOS ETC ETH LTC QTUM XMR XRP ZEC
BCH 1 0.87 0.888 0.978 0.424 0.786 0.478 0.884 0.902 0.934 0.641 0.885
BTC 0.87 1 0.913 0.928 0.325 0.785 0.39 0.957 0.791 0.88 0.611 0.809
BTG 0.888 0.913 1 0.91 0.377 0.743 0.279 0.914 0.74 0.841 0.416 0.744

DASH 0.978 0.928 0.91 1 0.401 0.804 0.456 0.931 0.899 0.944 0.665 0.887
EOS 0.424 0.325 0.377 0.401 1 0.609 0.766 0.272 0.564 0.592 0.428 0.562
ETC 0.786 0.785 0.743 0.804 0.609 1 0.716 0.809 0.802 0.9 0.653 0.9
ETH 0.478 0.39 0.279 0.456 0.766 0.716 1 0.32 0.655 0.679 0.711 0.742
LTC 0.884 0.957 0.914 0.931 0.272 0.809 0.32 1 0.768 0.863 0.515 0.811

QTUM 0.902 0.791 0.74 0.899 0.564 0.802 0.655 0.768 1 0.922 0.788 0.895
XMR 0.934 0.88 0.841 0.944 0.592 0.9 0.679 0.863 0.922 1 0.74 0.952
XRP 0.641 0.611 0.416 0.665 0.428 0.653 0.711 0.515 0.788 0.74 1 0.75
ZEC 0.885 0.809 0.744 0.887 0.562 0.9 0.742 0.811 0.895 0.952 0.75 1

표 7. 상관계수의 평균

코인 XMR ZEC DASH QTUM BCH ETC BTC LTC BTG XRP ETH EOS
상관계수
(평균)

0.854 0.828 0.817 0.81 0.806 0.792 0.772 0.754 0.731 0.66 0.59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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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해당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며, 

앞으로 나올 값들이 평균에 회귀하는 방향으로 발생

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에 어떤 

값이 발생할지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회귀 모델을 적용하기 적합한 데이터인지를 판단

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각 사건이 자신의 이전 사건

에 영향을 받는, 비독립적인 사건인지를 살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Augmented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 Hurst Coefficient, Regression half life를 계

산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본다.

Augmented Dickey-Fuller(ADF) 단위근 검정

ADF 단위근 검정은 Dickey-Fuller 검정에서 발전

했다 [5]. ADF 단위근 검정은 식 (1)의 모델로 표현

되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t시점의 데이터가 t-1시점

의 데이터와는 독립적이라는 가설을 기각하는지를 

테스트한다.

∆yt=α+βt+γyt-1+δ1 ∆yt-1+ ··· +εt          (1)

표 1의 기간에 대한 ADF 검정을 수행한 결과, 

BTC의 경우 검정 통계량값이 -1.1268로 나왔으며, 

가설을 기각하기 위한 1% 기각값은 -3.4305, 5% 

기각값은 -2.861, 10% 기각값은 -2.5668로 나왔

다. 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검정 통계량값이 1% 

기각값, 5% 기각값, 10% 기각값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나 BTC의 검정 통계량 값은 세 기각값 중 어느 

그림 2. 12개 암호화폐별 자기상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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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보다도 작지 않으므로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EOS를 제외하고 BTC를 포함한 10

개의 암호화폐 모두에서 같으며, EOS의 경우엔 예

외적으로 5% 기각값과 10% 기각값보다 검정 통계

량 값이 더 작게 나왔다. 따라서 EOS를 제외한 11개

의 암호화폐 모두 회귀 모델을 적용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험 결과는 표 8과 같다.

Hurst Coefficient

Hurst Coefficient는 어떤 시계열 데이터의 확산 

속도를 H라는 표기로 나타내어 무작위성을 살펴봄

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데이터인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회귀하는 성질이 있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높은 

변동성을 띄는 데이터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Hurst 

Coefficient값이 0.5보다 작을 경우 평균에 회귀하

는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0.5보다 크면 확산 

속도가 빨라 예측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0에 가

까운 값이면 회귀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는 

Hurst Coefficient를 구한 결과이다. 12개의 암호화

폐에서 모두 0.5보다 작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

다. DASH, XMR, ZEC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보였지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대부

분의 암호화폐에서 0.5에 가까운 값을 보이지만 뚜

렷한 회귀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Regression half life

Regression half life는 시계열 데이터의 평균으로

의 회귀 주기를 찾는 방법이며 표 1의 기간에 대하

여 구한 결과가 표 9에 포함 되어있다. 결과에 의하

면 EOS나 BTG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귀 주기가 짧

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회귀 모델 적용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 그러나 BTC, ETH, XRP 등 다른 암

호화폐들의 경우, 회귀 모델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

로 주기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2017년 6월 9일 8시 50분에서 

2018년 2월 21일 8시 40분까지의 기간(BTC기준)

에 대한 12개의 암호화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

리 과정을 거친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암호화폐에 대

한 탐사적 데이터 분석 과정을 통해 암호화폐끼리의 

상관관계와 자기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회귀 모델

에 적용하기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ADF 단위근 

검정, Hurst Coefficient, Regression half life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통적인 주식 시장에서 쓰이

는 기법인 평균회귀모델을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표 8. 12개의 암호화폐에 대한 ADF 검정 테스트 결과

코인 XMR ZEC DASH QTUM BCH ETC BTC LTC BTG XRP ETH EOS
검정

통계량
-1.158 -1.393 -1.29 -1.574 -1.45 -1.169 -1.127 -0.907 -2.164 -1.362 -1.145 -2.879

1%
기각값

-3.431 -3.431 -3.431 -3.431 -3.431 -3.431 -3.431 -3.431 -3.431 -3.431 -3.431 -3.431

5%
기각값

-2.862 -2.862 -2.862 -2.862 -2.862 -2.862 -2.862 -2.862 -2.862 -2.862 -2.862 -2.862

10%
기각값

-2.567 -2.567 -2.567 -2.567 -2.567 -2.567 -2.567 -2.567 -2.567 -2.567 -2.567 -2.567

표 9. Hurst Coefficient 결과

코인 BTC ETH XRP BCH LTC EOS DASH XMR ETC QTUM BTG ZEC
Hurst

Coefficient
0.456 0.446 0.465 0.451 0.442 0.444 0.396 0.393 0.444 0.48 0.405 0.394

Regression
half life

7858 5470 5388 2990 5040 349 3760 2215 2370 2219 25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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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암호화폐 데이터는 변동

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학적인 모델이 필요하지 않은 머신러닝, 

더 나아가 딥러닝을 적용하여 암호화폐의 가격을 예

측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와는 별도로 강화학습을 이용하여 암호화폐 가격 예

측 및 자동 매매 시스템을 구축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기간을 한정하여 탐

사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기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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