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통계및시계열분석강좌요강

강좌소개

n 이강좌는금융관련산업에종사하고있는애널리스트, 퀀트, 트레이더, 개발자등현업실무자들에게

필요한 확률 통계 및 통계적 시계열 분석에 관한 지식과 이를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n 이 강좌의 목표는 통계 및 시계열 분석 방법론을 분석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용자(User)로서의 능

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수학적 내용보다 통계 분석의 목적, 사용법 및 한계를

이해하고이를프로그램으로구현하거나이미나와있는통계패키지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n 통계 소프트웨어 R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르칩니다. R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 및 개발 환경으로 현재 유사한 통계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비교적 많은 패키지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점점 사용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n 강좌는초급/중급/고급과정으로나누어집니다. 초급과정에서는기초적인확률및통계개념및회귀

분석, 그리고 R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히고 중급 과정에서는 증권 가치 분석과 시장 분석에 필요한

시계열 분석 및 예측, 칼만 필터링, 히든 마코프 모델링 등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과정에서는

시장 미시구조론과 틱 데이타를 활용한 주문 흐름 분석(order flow analysis), 오더북 모델링(limit

order book modeling) 등을 소개합니다. 강의는 1 주일에 2 회, 각 회당 3 시간씩으로 초급 강의는

8회, 중급과 고급 강의는 10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n 과정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환경 및 틱데이터를 포함한 시장 자료는 웹 베이스로 원격 지원합니

다.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추가적인 프로그램 설치나 데이터 다운로드는 필요없습니다.

n 본 과정은 Stochastic Calculus 기반의 옵션 가치 평가(Exotic Option Pricing)를 다루는 일반적인

금융수학/공학(Financial Mathematics/Engineering) 강좌와는 과정의 목표 및 내용이 다릅니다.

자세한내용은다음페이지의세부강좌시간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세부강좌의내용및시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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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급 강좌 내용및시간표

초급 강좌에서 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간단한 모수 추정 방법 및 가설 검정 방법을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선형 및 비선형 회귀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주가 분석을 위한 팩터 모델링에

응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을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R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급강좌의내용및범위는CFA나 FRM등의금융수험에서다루는통계관련부분과일치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내용

1회

n R과 자료구조(data types)

▶ R과 RStudio 사용법
▶ R의 자료구조: 벡터(vector), 매트릭스(matrix), 리스트(list),
데이터프레임(data.frame)

▶ 데이터셋(dataset)의 사용법

2회

n R 스크립트 프로그래밍과 패키지 사용/제작법

▶ R의 제어문 (flow control)
▶ R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 패키지 설치/사용/제작
▶ 데이터 임포트(import)/익스포트(export)
▶ 금융 관련 패키지의 소개 : quantmod, Quandl, RCurl

3회

n R의 그래픽 기능과 기술(descriptive) 통계

▶ 다양한 챠트 작성
▶ summary 명령 및 테이블 작성

4회

n 랜덤 변수와 분포

▶ 변수의 샘플링(sample) 및 조합(combinatorics)
▶ 랜덤 변수 분포 (distributions of random variables)
▶ 수익률 모형 (retur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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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내용

5회

n 추정 (Estimation)

▶ 모수 추정법 (parameter estimation)
▶ OLS (ordinary least squares)
▶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6회

n 검정 (Testing)

▶ 가설 검정 (hypothesis testing)
▶ 검정 통계량 (test statistics)
▶ 분산 분석 (ANOVA)

7회

n 선형 회귀 분석

▶ 단순 선형 회귀 모형 (simple linear regression model)
▶ 모형 진단 (diagnostic test)
▶ 다변수 선형 회귀 모형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8회

n 일반 선형 모형 (generalized linear model)

▶ 카운트(count) 자료와 포아송 모형 (Poisson model)
▶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

3



2 중급 강좌 내용및시간표

중급 강좌에서는 본격적인 시계열 분석에 들어갑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시계열 회귀분석 방법과

ARIMA 모델, GARCH 모델을 소개한 후 시계열 성분 분석 및 예측을 위한 PCA와 Factor Analysis를

배웁니다. 다음으로베이지안기반의적응신호처리를위한칼만필터링과MCMC필터링방법을익힌후

마지막으로 mixutre 모형 분석이나 regime detection에 자주 사용되는 HMM(Hidden Markov Model)

을 소개합니다.

회차 내용

1회

n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소개

▶ 시계열 분석의 기본 개념 및 이론
▶ 금융 분야 시계열 분석 (financial time series)

2회

n 정상(stationary) 모형 - ARMA (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모형

▶ 시계열 생성 및 시뮬레이션
▶ 정상 모형의 모수 추정 (parameter estimation)
▶ 모형 진단 (model checking)
▶ 시계열 예측 (forecasting)

3회

n 비정상(non-stationary) 모형

▶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
▶ 계절성 (seasonality)
▶ 단위근 검정 (unit root test)

4회

n 변동성 모형 : GARCH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n 장기 기억 모형 (long-memory process models)

5회

n 시계열 회귀분석

▶ 팩터 모형 (factor model)
▶ 주성분 분석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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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내용

6회

n 다변량 분석과 공적분 모형

▶ 다변량 ARIMA 모형 (multi-variate ARIMA model)
▶ 공적분 모형 (cointegrated model)

7회

n 동적 선형 모형 (dynamic linear model)

▶ 베이지안 추정 (Bayesian estimation)
▶ 칼만 필터 (Kalman filter)

8회

n 시뮬레이션 기반 방법론

▶ 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 Metropolis-Hastings 알고리즘
▶ Gibbs Sampling

9회 n 비선형 모형

10회 n 히든 마코프 모델 (HMM: Hidden Markov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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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급 강좌 내용및시간표

고급 강좌에서는 실제 high-frequency market making이나 algorithmic optimal execution 에 응용가

능한 시장 미시구조론 기반의 해석 방법을 다룹니다. 우선 시장 미시구조론과 기초적인 모델들에 대해

소개하고 실제 한국 거래소의 틱데이터를 다루는 법을 익힙니다. 시장 미시구조론의 모형 중 ACD/ACI

등의 order flow 모형, limit order book 모형, market impact model 등이 어떤 식으로 매매에 이용될 수

있는지 배웁니다.

회차 내용

1회

n 시장 미시 구조론 (Market Microstructure Theory) 소개

▶ 금융 상품 시장의 구조
▶ 주문과 체결

2회

n 재고 모형 (Inventory-based models)

▶ Garman 모형
▶ Stoll 모형
▶ Ho & Stoll 모형

3회

n 정보 모형 (Information-based models)

▶ Bagehot 모형
▶ Copeland & Galai 모형
▶ Glosten-Milgrom 모형
▶ Kyle 모형

4회

n 정보 모형 응용

▶ PIN (probability of informed trading)
▶ VPIN (volume synchronized probability of informed trading)

5회

n 거래량 예측 방법론

▶ Multiplicative Addtive Model
▶ Market Compon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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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내용

6회

n 틱 데이터 분석의 기초

▶ 한국거래소 틱데이터 구조
▶ 빅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방법론
▶ NoSql & In-Memory 데이터 베이스

7회

n 주문 흐름 모형 (order flow model)

▶ ACD (autoregressive conditional duration) model
▶ ACI (autoregressive conditional intensity) model
▶ Limit order book model

8회

n 시장 충격 모형 (market impact model)

▶ 거래 비용 분석 (TCA: transaction cost analysis)
▶ 최적 집행 매매 (optimal execution trading)
▶ VWAP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전략, IS (implementation
shortfall) 전략

9회
n Limit order book model

n 마켓 메이킹 (market making) 알고리즘의 분석 및 설계

10회
n 다크풀(dark pool) 매매와 시장 조작

n 최적 주문 회송 (SOR: smart order 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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