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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nstruct the physical stock market and an indicator for the closing price from the economic
function of the stock price flow. The thermodynamical potential of the Bose-Einstein partition
function of nonlocal free particles near zero temperature shows that a society having motive serves
as the entropy of the potential and states with negative internal energy and participators serve
as the number of particles. By connecting the economic function and the internal energy, we find
a thermal-state space similar to the Hilbert space of information on the stock price flow. The
Hilbert space has a quantum phase operator and a finite number of quantum phase states. Thus,
we define it as the physical stock market. The Berry phase of the states is introduced, and the
correlation function between the Berry phase and the returns of the stock price is calculated. Thus,
the correlation with the current return shows a stable value of about 85% after 5 minutes. The
correlation with the closing return shows about 60% and 70% agreement after 50 and 100 minutes
from the opening. Thus, we see the Berry phase as a good predictor of the closing price.
PACS numbers: 03.65.Vf, 05.30.Jp, 02.50.−r, 05.9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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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주식 시장 모델과 1일 주가 예측 지표 구성
박상업∗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나노신소재학과, 전주 55069, 대한민국
(2019년 9월 26일 받음, 2019년 10월 17일 수정본 받음, 2019년 10월 17일 게재 확정)

하루 주가 흐름에 대한 경제함수로부터 물리적 주식 시장과 종가 예측 지표를 구성하였다. 영도 근처에서
비국소적 자유입자에 대한 보즈-아인슈타인 분배함수의 열역학 퍼텐셜은 엔트로피를 모티브로 갖고, 내부
에너지가 상태를 구성하며, 평균 입자수가 투자자 수가 되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함수와
내부에너지를 연결하여 힐버트 공간과 유사한 열적 상태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 힐버트 공간은 양자 위상
연산자와 유한 양자 위상을 갖으며, 물리적 주식 시장으로 정의하였다. 양자 위상에 대한 베리 위상을
도입하였고, 수익률과 베리 위상 사이의 상관함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약 5분정도의 주가 흐름 후에 약
85%이상으로 안정되게 현재 주가에 대한 수익률과 일치하였다. 또한 주식거래가 시작된 후 약 50분과 100
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베리 위상은 약 60%와 70% 정도로 종가의 수익률과 상관성을 갖는 것을 보였다.
그 결과 베리 위상을 종가 변화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PACS numbers: 03.65.Vf, 05.30.Jp, 02.50.−r, 05.90.+m
Keywords: 물리적 주식시장, 베리 위상, 수익률, 양자위상 힐버트 공간, 상관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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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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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라 거래가 발생하고 주가도 따라서 변하게 된다.
L 번째 거래가 발생했을 때, DFT를 이용하여 경제함수를

하루 동안의 주가 변화를 가공하여 얻은 정보는 멱함수
형태의 경제함수가 된다 [1]. 이 함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먼저 랜덤변수로 성질로 볼 때, 무한분할 가
능성 (infinitely divisible) 을 갖기 때문에 독립적인 특성을
갖은 개인투자가 모여서 투자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랜덤변수가 하나의 변수로 나타내는 안
정된 확률 (stable distribution) 특성은 하나의 투자의도가
투자를 주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투자집단보다는
하나의 주도자가 중심이 된다는 “The Big takes all” 현상을
보여준다 [1,2].
다음 해석은 경제함수의 자기-유사성 (self-similarity) 을
이용하여 분수미분 (fractional derivative) 을 이용한 해석
이다 [3,4]. 해밀토니안을 분수미분으로 확장할 수 있고, 비
국소적(nonlocal) 자유입자 해밀토니안의 해가 경제함수가
되어 정지상태의 입자의 특성임을 보인다. 동일한 비국소적
해밀토니안을 갖는 여러 분수미분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리만-루빌 (Riemann-Liouville) 분수미분은 부분적분을 사
용하며, 부분적분 핵 (kernel) 을 물리적으로 선형가스모델
(linear gas model) 를 이용하여 다시 정의할 수 있고, 투자
의 의도를 물리적 선형가스모델 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선형가스모델은 유한 크기의 정지한 입자들의 모임이므로,
입자의 크기는 주도세력의 의도의 크기로, 입자 개수는 주
도 세력의 수로 그리고 정지한 입자의 모임은 주도 세력의
모임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의 연구들은 주가흐름 주도자의 투자 의도가 반영되
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경제함수가 갖는 주가 흐름의
시장 특성은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제함수가 나타내는 시장 구조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경제함수 패턴을 열역학적으로 유도한다. 다음으로
경제함수와 열역학계를 대응시키고, 열역학적 상태를 확
장한다. 열역학적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양자 위상 공간
과 양자 위상 연산자를 정의하며, 단진동자계의 양자 위상
공간 사이의 비교한다. 양자 위상 공간을 연결하여 물리적
시장 모델을 도입한다. 물리적 시장이 변하는 특성은 베리
위상으로 되며, 베리 위상은 주가 등락 지표로 된다. 이
주가 등락 지표는 약 5분정도에 안정된 지표 역할을 하고,
50분 정도에 종가의 등락을 60%로 예측하는 것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토론을 한다.

구하게 되면, L 개의 경제함수 E(L, le )le = 1, 2, . . . , L 가
나타난다.
E(L, Ie ) = c(L, le )ω −αc (L,le ) + λ(L, le )ω −αλ (L,le )

(1)

앞으로 편의상 L 을 생략하고 다룬다. 여기서 ω 는 어긋남
(detuning) 변수라 부르며, 투자자의 의도 크기를 나타낸다.

III. 멱함수 형태를 갖는 통계 현상
경제함수가 멱함수 형태의 특성을 갖는다. 이 절에서
는 멱함수 특성을 갖는 통계 현상을 유도하여 보자. 먼저
멱급수 형태의 함수를 갖는 랜덤 변수의 특성을 보면, 작
은 랜덤 변수 값 영역에서는 독립적인 랜덤 변수의 합으로
되고, 이는 하나의 상태를 여러 입자가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존 (boson) 인 보스-아인슈타인 통계
(Bose-Einstein) 를 만족한다 [5].
d 차원 큰 틀의 동일한 보스-아인슈타인 통계의 큰 틀 분
배함수 Ξ(β, z)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Ξ=

∏
(1 − ze−βϵ )−1

(2)

ϵ

여기서 푸거시티 z = eβµ 와 화학 퍼텔셜 µ이다. 온도 T 에
대해서 β = 1/T 로 볼쯔만 상수를 1로 선택한다.
열역학 퍼텐셜(thermodynamical potential) q 은 다음과
같다.
q = ln Ξ

(3)

작은 랜덤 변수 영역에서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상호작용하
지 않는 자유입자가 된다. 그렇지만, 큰 랜덤 변수 영역에
서는 모든 값들을 대표해서 가장 큰 값으로 된다. 따라서
비국소적(non-local) 특성이 된다. 자유입자이면서 비국소
적인 에너지 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선택하자.
ϵ=

1 −s
p
m

(4)

여기서 s > 0 는 비국소 변수이다.

II. 멱함수 특성을 갖는 통계 현상
주가 흐름의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는 위상과
진폭에 대해서 서로 다른 멱함수 형태의 특성의 갖는다 [1].

푸거시티가 매우 작은 영역 z = eβµ ≪ 1 에서 열역학
퍼텐셜은 보스-아인슈타인 함수로 표현된다.
1
gν (z) =
Γ(ν)

∫
0

∞

∞
∑
xν−1
zn
=
z −1 ex − 1 n=1 n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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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을 온도와 화학 퍼텐셜로 다시 정리하면, 절대온도가
영 근처에서 화학 퍼텐셜이 음수인 영역이다.
T ∼ 0,

(6)

µ<0

화학 퍼텐셜은 기저 상태 (ground state) 의 에너지이므로,
기저 상태의 에너지가 영보다 작기 때문에 구속 상태(bound

으로 체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화는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등적 변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모든 입자가
동일한 에너지 µ 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며,
경제 함수와 연결하면서 다시 다룬다.
이 입자계의 자유 에너지 F 는
F = U − T S = −(1 + d/s)T q = (1 + s/d)N µ < 0 (13)

state) 가 된다. 또한 절대 온도 영도 근처 현상이므로 물리
적으로 여기 상태가 아닌 구조만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은 기저 상태로 만들어진 구조를 의미한다.
경제함수는 멱함수 형태이므로 보스-아인슈타인 함수가
멱함수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비국소
변수 s 와 공간 차원 d 가 제한된다.
(7)

0 < d/s < 1
그 결과 열역학적 퍼텐셜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된다.
q(d, s, m, µ) = Vd+2

(−mµ)−d/s
sin (πd/s)

으로 음수이다. 입자계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있는 에너지
가 더 이상 없고, 더 깊이 구속되며,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비국소 변수 에 비례하며, 비국소성이 커질수록 더 뽑아낼
에너지가 없게 된다. 비국소성은 작은 랜덤 변수 영역에서
독립적인 랜덤변수들의 합으로 구성되었던 상황이 큰 랜덤
변수 영역에서 큰 랜덤 변수가 모든 상황을 주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비국소성의 크기를 변수 s 가 나타내며,
비국소성이 커지면 각각의 랜덤 변수의 특성을 더 이상 나
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입자계의 엔탈피 (enthalpy) H 를 보면

(8)
H = U + P V = (1 − d/s)T q = −(s/d − 1)N µ > 0 (14)

여기서 Vd+2 는 (d + 2) 차원 구 (sphere) 의 표면적이다.
멱함수 형태는 비국소적 자유입자의 큰 틀 보스-아인슈
타인 통계 시스템이 영도 근처에서 구속된 기저 상태를 중
심으로 구조를 형성하며, 비국소 변수가 공간 차원보다 큰
경우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이 열물리 계의 특성을 보자. 먼저 엔트로피 S 를 보자.
큰 바른틀 통계에 따라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되며, 항상

으로 양수가 된다. 계가 갖은 전체 에너지는 양수가 되
며, 양수가 되는 이유는 압력과 체적의 증가시키는 에너지
P V > 0 가 양수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등적 비열이 음수
이므로 체적을 고정시키는 변화는 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 증가가 체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등압비열 Cp 은
Cp = (1 − d/s)q > 0

양수 값을 갖는다.
S=

PV
=q>0
T

(9)

여기서 P 와 V 는 압력과 체적이다. 평균 입자 수 N 은
N = −d/sT qµ−1 > 0

(10)

(15)

으로 양수가 되어 압력을 유지하면 체적을 변화시키는 변
화가 안정된 변화가 되며, 에너지 유입으로 체적만 증가하
고 입자의 상태는 기저 상태로 구속되어 있게 된다. 매우
특이한 물리 현상이며, 이 현상이 주가 흐름의 시장 구조를
만들게 된다.

으로 양수가 된다. 왜냐하면, 화학 퍼텐셜(µ < 0)이 영보다
작기 때문이다. 계의 평균 내부 에너지 U 를 구하면,
U = N µ = −d/sT q < 0

IV. 경제함수와 열역학계의 대응
(11)

으로 영보다 작다. 내부 에너지의 모양을 보면, 입자들이
화학 퍼텐셜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즉, 모든 입자들이 기저
상태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 상태가 없으며, 내부에너지가
영보다 작다는 것은 구속 상태가 된다. 따라서 주변보다
에너지가 낮은 구속 상태인 체적 V 인 상자 속에 구속된
입자계가 된다. 입자계의 등적비열 Cv 는
Cv = −(d/s)q < 0

(12)

멱함수 형태는 1인 변수값에서 분수미분계의 초기값이 정
의된다. 따라서 경제함수에 대한 초기값을 정리하여 보자.
먼저 경제함수를 정리하자. ω = 1 일 때, 경제함수는 αc
와 αλ 에 무관하게 정의된다.
E(L, le ) = c(L, le ) + λ(L, le ) = Ele eiπϕle
여기서 Ele 과 ϕle 은 진폭과 위상을 나타낸다.
√
Ele = c2le + λ2le , λle /cle = tan (πϕle )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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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le = c(L, le ), λle = λ(L, le ) 로 간단하게 표현한다.
비슷하게 멱함수 형태를 갖는 열물리계의 열역학 퍼텐셜
을 화학퍼텐셜 µ = −1 에서 정의하면,
m−d/s
q(d/s, m) = Vd+2
sin (πd/s)

이는 화학퍼텐셜 µ = −1 와 어긋남 변수 ω = 1 를 동일한
초기 조건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화학퍼텐셜과 어듯남 변수
가 멱함수 형태로 연관되는 것을 보여준다.
µ = −ω a

le = 1, 2, . . . , L

(20)

여기서 e−2πiL = 1이며, 질량 mle 은 서로 다르므로 물리학
적으로 서로 다른 계가 된다.
열역할 퍼텐셜은 위상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d/s

mle
e2πiLd/s
q(d/s, mle ) = Vd+2
sin (πd/s)

(21)

L개의 질량 mle 에 따라 L 개의 상태를 만들게 된다.
다 음 으 로 1/ sin (πd/s) 은 d/s → 0 에 대 해 서
1/ sin (πd/s) → ∞ 가 된다. 반면에 경제함수는 항상 유
한 값이 되므로 열역학 퍼텐셜과 경제 함수를 직접 대응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d/s)/ sin (πd/s) 함수는 유한
한 값을 갖는다. 이런 형태를 갖는 열물리 변수는 내부 에
너지 U 가 된다. 내부에너지는 영보다 작으므로, eiπ = −1
를 고려하고, 0 < d/s < 1 의 조건을 생각하여 경제함수와
대응시키면, d/s는 연속 값을 갖지 못하고 L개의 양자화된
값을 갖는다. 즉, 하나의 ϕle 에 대해서 L 개의 값 sle l 이 존
재한다.
d/sle l =

l + (ϕle − 1)/2
,
L

−d/s

mle le l
sin (πd/sle l )

(24)

따라서 L × L개의 상태가 가능하며, 각 le 에 대해서 L개의
상태가 가능하며, 이 상태는 양자수 l 로 구분된다.

V. 양자 위상 연산자와 양자 위상 공간

(19)

열역학 퍼텐셜이 진폭만의 형태이므로, 경제함수와 대응을
위해서 우리는 복소수 확장이 필요하다. 확장할 수 있는 변
수는 오직 질량만이 가능하므로, 복소수 질량을 생각한다.
질량의 실수 부분은 일반적인 관성 질량의 특성을 갖지만,
허수부는 타키온(tachyon)으로 광속보다 빨리 정보가 전달
되기 때문에 물리적이지 않지만, 투자자들이 주가를 흐름을
예상하여 투자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L 개의 경제함수 (le = 1, 2, . . . , L) 가 존재하므로,
각 경제함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L개의 질량을 도입한다.
m → mle e−2πiL ,

여기서 위상부분은 제거하고 진폭 부분만을 Ule l 로 나타냈
고, 위상을 뺀 열역학 퍼텐셜의 진폭 qle l 은 다음과 같다.
qle l = Vd+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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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1, 2, . . . , L

(22)

따라서 L 개의 경제함수 (le = 1, 2, . . . , L) 에 대해서 L
개의 서로 다른 내부 에너지를 갖는 물리적 상태 (l =
1, 2, . . . , L) 가 존재한다.
Ule l = Nle l = d/sle l T qle l

(23)

경제함수와 열역학계를 대응으로 각 경제함수 le 에 대해
서 L개의 물리적 상태 l 이 가능하다. 이 상태 l = 1, 2, . . . , L
는 양자 위상계(quantum phase space)와 양자 위상 연산자
(quantum phase operator)와 연관된다 [6]. 각 경제함수 le
에 대해서 독립적인 양자 위상계가 정의된다. 잠시 경제함
수 지수 le 를 무시하고, 단순하게 물리적 상태 l 로만 다루자.
양자 상태를 |θle l ⟩ 와 고유값 θle l = 2πd/sle l 를 간단하게
|θl ⟩ 와 고유값 θl = 2πd/sl 라 한다. 우리는 L 개의 상태
|θl ⟩, l = 1, 2, . . . , L 인 힐버트 공간을 생각할 수 있다. 각
상태의 에너지는 Ul = Nl 이 되어 평균입자의 개수가 된다.
평균입자의 수는 정수가 아닌 실수라는 것에 주의하자.
L 의 유한 상태를 갖는 힐버트 공간 위에 정의되는 양자
위상연산자 θ̂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θ̂ |θl ⟩ = θl |θl ⟩

l = 0, 1, 2, . . . , L

(25)

여기서 진공상태 |θ0 ⟩ 와 진공 고유값 θ0 = (1 − ϕle )π 을
확장하여 도입한다.
이 양자 위상 공간은 숫자 (number operator) 연산자 n̂
과 숫자 상태 |n⟩ 과 간단하게 관계를 갖는다.
L
1 ∑ inθl
|θl ⟩ = √
e
|n⟩
L n=0

(26)

여기서
n̂ |n⟩ = n |n⟩ ,

n = 0, 1, 2, . . .

(27)

양자위상은 L → ∞인 경우에 잘 알려진 위상이 되며, 단진
동자와 연결된다.
양자위상연산자 e±iθ̂ 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eiθ̂ |n⟩ = |n ∓ 1⟩

(28)

이 연산자는 생성연산자와 소멸연산자와 다음과 같이 연결
된다.
√
√
â† = N̂ e−iθ̂ , â = eiθ̂ eiθ̂ N̂ , [â, â† ] = 1
(29)
따라서 각 경제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유한 상태를 갖는 힐
버트 공간을 정의할 수 있고, 상태 사이의 전환을 양자위상
연산자 θ̂ 로 되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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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열역학적 물리적 시장 모델의 도입
L 개의 경제함수 (le ) 에 대해서 L 개의 상태 (l) 를 갖는 힐
버트 공간을 정의된다. 따라서 우리는 L 개의 힐버트 공간
집합을 얻게 된다. 힐버트 공간은 L × L 개의 상태가 가
능하지만, 경제함수는 L 개만 허용된다. 따라서 각 힐버트
공간은 독립적인 힐버트 공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공간이
된다.
각 상태 (le , l) 에 대해서 내부에너지 Ule l 를 갖는다. 따
라서 우리는 최소 내부에너지를 만족하는 상태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최소 에너지 곡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질량 mle 이 다른 힐버트
공간은 서로 독립된 힐버트 공간이 된다. 따라서 질량이
다른 힐버트 공간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질량의 특성에 대해서 이 질량의 량이 변하는 힐버트 공간
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즉, 경제함수 (le ) 로 정의된 힐버트
공간은 동일한 질량의 크기가 다른 공간으로, 힐버트 공간의
질량이 변하는 계로 생각할 수 있다. 질량의 크기가 변하는
이 힐버트 공간은 경제함수와 연결되어 정의되기 때문에
물리적 마켓 (physical market) 이라 정의하자. 이 물리적
마켓은 열역학계이므로 엔트로피, 입자수와 내부에너지 등
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열역학적으로 정의되는 엔트로피와
입자수 그리고 내부 에너지에 대한 마켓적 해석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엔트로피는 시장을 정의하는 정보 (information)로 생각할 수 있고, 입자수는 마켓에 참여하는 투자자
(agent) 의 수로, 그리고 내부에너지는 시장을 정의하는 효
용 (utility) 와 연관된 량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물리적 마켓모형을 정의한다.

엔트로피 Sle l

↔

↔

시장 투자자 수 (agent)

에너지 Ule l

↔

시장 효용함수 (utility)

이 진공의 위상 합은 잘 알려진 베리 위상 (Berry phase) 가
된다 [7]. 상수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면,
ϕ(L) =

L
1 ∑
ϕle
L

(31)

le =1

으로 된다. 이 베리 위상 ϕ(L)을 실제 주가 흐름의 이익률과
비교하여 보자. 주식시장이 개장될 때 (9Am) 의 주가를 그
날의 시가 pi 라 하고, 30초 단위로 주가를 살필 때 L 번째
주가를 pL 이라 하고, 주식 시장이 종료할 때 가격을 종가 pf
라 하자. 종가 pf 와 시가 pi 사이의 이익률을 종가 이익률
rf i 라 하고, 현재 L 일 때 주가 PL 사이의 이익률을 현재가
이익률 rLi 라 하자.
현재가 이익률 rLi = pL − fi
종가 이익률 rf i = pf − pi
이 이익률들은 실제 주가의 흐름에서 얻은 량이므로 현실을

시장 정보량

입자 수 Nle l

Fig. 1. (Color onl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erry
phase and the present return.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베리 위상은 이론적으로 구해진
값이 된다. 이 이익률과 베리 위상과의 통계적 상관성을
실제 주가로부터 구해보자.

물리적 마켓의 에너지와 효용함수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Cobb-Douglas utility)로 정의되는 다른 논문에서 다룰 예
정이다.

먼저 현재가 이익률 rLi 과 베리 위상 ϕ(L) 사이의 상관
성을 보면, 그림1과 같다. 이는 베리 위상이 현재 상태를 반
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 결과 약 3-5분 정도이면, 베리
위상은 현재 상태를 80% 이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하게 L 에 따라 베리 위상 ϕ(L) 과 종가 이익률 rf i

VII. 베리 위상과 주가 등락 지표의 도입

사이의 상관성을 보면, 그림2와 같다. 이는 베리 위상이
종가와 관계를 반영하며, 약 50분 정도에 약 60%로 종가와

마지막으로 물리적 시장 모델을 적용하여 주가 등락 지
표를 살펴보자. le 번째 경제함수와 관련된 진공을 |θle 0 ⟩ 라
하자. 이 진공에 대한 위상연산자 θˆle 의 고유값은 θle 0 이
된다.
θle 0 = (1 − ϕle )π

(30)

연관되는 것을 보이며, 약 200분정도에서 약 70%정도 종가
와 연관성을 갖는 것을 보인다.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1과 2를 보면, 베리 위상은 5분 정
도에 충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약 50분정도이면 60%
정도로 하루 종가의 흐름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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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 논문의 결과인 선형가스모델과 유사한 특성을 갖
는다. 열물리계가 모토 (엔트로피) 를 갖는 여럿이 (입자수)
하나로 모여진 (내부에너지) 상황을 나타내며, 사회 형성
규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회가 경제적 특성을 갖기 위해서 경제함수와 내부
에너지를 연결한 결과 경제적 특성은 시간적 변화와 미래를
예상한 행동의 특성을 갖게 된다. 경제활동은 단순하게 과
거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상한 복잡한
행동이라는 것이며, 이 미래를 예상하는 행위는 주가의 예
Fig. 2. (Color onl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erry
phase and the final return.

측 지표가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미래 예상
행위는 현재 행위가 미래 행위와 간섭을 일으켜서 특정한
패턴만을 가능하게 하고, 양자 (quantum) 계를 만든다.

위상을 주가 흐름의 지표 (stock flow indicator) 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예측되지 않는 랜덤 현상으로 변한다
고 생각하여 통계적으로 주가를 분석하는 것이 경제물리학
의 중심적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가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물리적 시장을 정의하고 시장
의 상태를 정의해서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베리 위상으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 양자계는 유한 양자 위상 연산자(quantum phase operator) 와 연결된 양자 위상 상태를 힐버트 공간으로 갖게
된다. 이 힐버트 공간를 열물리계를 우리는 물리적 주식
시장 (physical stock market) 을 정의한다. 엔트로피를 시
장의 정보량으로, 입자수를 시장 참여자로 그리고 내부에
너지를 시장 효용함수와 연관된 무차별곡선으로 해석할 수
있 [8].
양자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베리
위상을 물리적 주식 시장에서 정의하고, 이를 실제주가에

VIII. 결론과 토의

대해 적용한 결과 베리 위상이 주가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베리 위상은 약 5분 내에 정상적인
기능 수준인 80%이상의 현재 주가를 반영하고, 50분 정도

경제함수의 무한 분할 가능성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
서 투자집단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며, 안정된 확률 패턴은
투자집단 속에 주도자가 존재하고 주가 흐름은 주도자의
의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가 흐름은
“The Big takes all” 현상이 된다.
경제함수의 자기-유사성은 분수미분방정식을 만들고, 분
수미분을 갖는 고전적 비국소적 자유입자 해밀토니안을 생
각할 수 있고, 경제함수는 주도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리만루빌 분수미분의 해로 되며, 리만-루빌분수미분의 핵 함수
를 선형가스모델로 물리적 재해석을 할 수 있고, 생각의 크
기와 생각의 개수 그리고 생각의 전체 구조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앞의 결과를 기반으로 비국소적 자유입자 해
밀토니안을 갖는 큰 틀 보존 양자통계 시스템을 다루고,
열역학 포텐셜을 구하고, 관련된 열물리계를 살핀다. 이 열
물리계는 등적비열이 음수가 되어서 체적을 고정한 변화에
대해서 불안정하며, 등압비열은 양수가 되어 체적을 증가시
키는 변화가 안정된 변화가 되는 특수한 특성을 갖게 된다.
엔트로피는 양수가 되어 계에 정보는 있고, 입자수도 양수가
되어 각 입자가 정보를 갖지만, 내부에너지가 영보다 작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로 정지한 특성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에서 60%정도로 종가를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100
분 정도이면 70%이상으로 종가의 등락을 예측하는 것을
보였다.
이 논문의 결과는 하루 주가 예측 지표로 베리 위상을 사
용할 수 있음 보였다. 따라서 2일이나 5일 (일주일) 주가를
예측하는 지표를 비슷한 방식으로 찾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
이며, 또한 외부 변수의 변화에 따른 주가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를 생각할 예정이다. 이런 결과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
소프트웨어의 엔진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에 대한 새로운 물리학적 접근인 사회물리학과 인
문물리학을 구상할 가능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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