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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finds the best option pricing model for KOSPI 200 weekly options. It examines 
the in-sample pricing, out-of-sample pricing and hedging performances of the short-term op-
tions with a maximum maturity of seven days or less, which have not been analyzed in pre-
vious studies. The Black and Scholes (1973) model, Ad Hoc Black-Scholes model, and sto-
chastic volatility and jumps models are compared. As a result, one of the Ad Hoc Black-
Scholes models, the absolute smile model using the strike price as an independent variable 
shows the best performance. However, its performance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Black and Scholes (1973) model. In the early days of the KOSPI 200 weekly op-
tions market, it is confirmed that the Black and Scholes (1973) model continues to show the 
excellent performance in pricing and hedging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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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KOSPI 200 위클리 옵션을 대상으로 최적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찾는다. 기존 연구들에서 

분석하지 않은 최대 만기 7일 이하의 초단기 옵션의 내표본 및 외표본 가격결정 및 헤징 성과를 분석

한다. 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는 Black and Scholes(1973) 모형, Ad Hoc Black-Scholes 모형, 확률 

변동성(stochastic volatility)과 점프(jumps)를 고려한 모형을 비교한다. 연구 결과 Ad Hoc Black-

Scholes 모형 중 행사가격을 독립변수로 하는 absolute smile 모형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Black and Scholes(1973) 모형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개설 초기인 위클리 옵션 시장은 Black 

and Scholes(1973) 모형이 여전히 가격 예측과 헤징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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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옵션의 가격결정(pricing)과 헤징(hedging)에 활용하기 위한 Black and Scholes(1973)(BS) 

옵션가격결정모형 이후 해당 모형의 단점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등장

하였다. BS 모형은 폐쇄해(closed-form solution)의 장점을 지니나 기초자산의 변동성

(volatility), 무위험이자율 등이 만기시점까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옵션 가격으로부터 도출된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이 

옵션의 행사가격(strike price)과 잔존만기(time-to-maturity)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는 변동성 

미소(volatility smile) 또는 변동성 표면(volatility surface) 현상은 BS 모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기존 연구들은 BS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들에 현실을 추가로 반영하여 옵션가격결정모형의 

유용성 제고와 변동성 미소 및 변동성 표면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확률 이자율(stochastic 

interest rate) 모형(Amin and Jarrow, 1991, 1992; Rindell, 1995; Ho et al., 1997), 확률 

변동성(stochastic volatility) 모형(Heston, 1993; Hull and White, 1987; Johnson and Shanno, 

1987; Melino and Turnbull, 1990; Scott, 1987; Stein and Stein, 1991), Wiggins(1987), 

기초 자산의 점프 확산(jump diffusion) 모형(Merton, 1976; Naik, 1993), 변동성 감마

(variance gamma) 모형(Madan et al., 1998), 변동성의 급격한 점프를 가정하는 국면 전환

(regime switching) 모형(Naik and Lee, 1990; Kou, 2002; Kou and Wang, 2004), 기초 

자산 프로세스로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를 

가정하는 모형(Duan, 1995; Heston and Nandi, 2000; Duan and Zhang, 2001; Hsieh and 

Ritchken, 2005) 등이 그 예이다. 이와 별개로 옵션 시장의 실무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BS 

모형의 내재변동성 추정에 회귀분석 방법론을 활용하는 Ad-Hoc Black Scholes(AHBS) 모형도 

있다.  

이 중에서 옵션의 가격결정 및 헤징에 가장 유용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Bakshi et al.(1997, 2000), Bates(2003), Kim and Kim(2004, 2005) 등은 여러 다양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의 실증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 확률 변동성 모형이 BS 모형의 단점을 

가장 크게 개선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최근 연구들(Dumas et al., 1998; Jackwerth and 

Rubinstein, 2012; Li and Pearson, 2008a, 2008b; Kim, 2009, 2014a, 2017; Choi and Ok, 

2011; Choi et al., 2012; Dixit and Singh, 2018)에서는 확률 변동성 모형 등의 수학적으로 

정교한 모형들보다 AHBS 모형의 가격결정 및 헤징 성과가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결국, 

AHBS 모형은 구현이 단순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가격 결정 및 헤징 성과가 가장 우수한 

옵션가격결정모형 임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옵션가격결정에 대한 연구들이 잘 진행되었는데 왜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기존 옵션가격결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잔존만기가 7일 이하인 옵션은 차기

월물로의 만기이동(roll-over)으로 인한 거래량 급감의 유동성 위험을 이유로 연구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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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Bakshi et al.(1997), Kim and Kim(2004, 2005) 연구에서는 6일 

미만, Choi and Ok(2011), Choi et al.(2012), Kim(2009, 2014a, 2017), Kim and Song(2021) 

에서는 7일 미만, Li and Pearson(2008a, 2008b)는 10일 이하의 잔존만기를 지닌 옵션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즉, 초 단기 옵션에 대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진행된 적이 없다. 2019년 9월 23일에 시작된 KOSPI 200 위클리 옵션은 매주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으로 최대 잔존만기가 7일 이하이므로 만기이동으로 인한 문제가 

크지 않아서 초 단기 옵션 시장의 행태 연구에 최적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KOSPI 200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 최적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의 탐색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잔존만기 7일 이하인 옵션의 가격 예측과 헤징 성과가 가장 우수한 모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에서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상품인 

KOSPI 200 위클리 옵션 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격 결정 

및 헤징 성과 비교를 위하여 BS 모형, 확률 변동성 모형, 확률 변동성과 점프를 함께 고려한 

모형, 실무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AHBS 모형이 선정되었다. 

기존 연구들에 대한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OSPI 200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 

최적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찾는 첫 번째 연구이다. KOSPI 200 위클리 옵션은 일반적인 

KOSPI 200 옵션과 동일한 특징을 갖는 상품이긴 하나 만기가 짧음으로 인해 시장참여자의 

특성이나 거래 목적이 상이할 수 있다. Nam(2019)에 따르면 미국 위클리 옵션 시장은 단기 

이벤트 대응 목적의 거래나 고유의 트레이딩 전략의 거래가 중심이 되면서 정규 옵션과는 

구분되는(segmented) 시장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대만은 기존의 정규 옵션 시장에서 단기 

옵션의 수요가 이동하여 위클리 옵션 시장을 형성하면서 성장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잔존

만기 7일 이하인 옵션 시장에 대한 최적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찾는 첫 번째 연구이다. 

기존 연구들은 연구 결과의 오류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잔존만기가 7일 이하인 옵션은 

표본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옵션 시장의 만기 이동에 따른 유동성 감소로 인한 가격 왜곡 

뿐 아니라 파생상품 만기일에 기초 자산이나 파생상품의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만기일 효과

까지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초 단기 옵션에 가장 적절한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설된 지 만 2년이 되지 않은 신규 시장인 KOSPI 200 위클리 옵션 시장은 기존 

KOSPI 200 옵션 시장과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 KOSPI 200 옵션 시장에서도 초기에는 

전통적인 BS 모형의 성과가 우수했으나 이후 다른 모형들의 성과가 점점 나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위클리 옵션의 경우에도 시장이 개설된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지 않은 초창기 

이므로 전통적인 BS 모형의 성과가 좋을까? 아니면 기존의 KOSPI 200 옵션 시장과 참여

자들이 비슷하기에 외가격 옵션에 대한 과도한 수요 등으로 인해 BS 모형 보다 확률 변동

성이나 점프를 고려한 모형 또는 AHBS 모형의 성과가 더 좋을까?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HBS 모형 중 옵션의 행사가격을 독립변수로 하는 “absolute 

smile” 모형이 다른 모형들보다 나은 성과를 보였으나 Black and Scholes(1973) 모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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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개설 초기인 위클리 옵션 시장은 BS 모형이 여전히 가격 예측과 

헤징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위클리 옵션의 가격결정과 헤징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여러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소개한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자료로 활용하는 위클리 

옵션 시장을 소개하고 제 4장에서는 여러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과 헤징 성과를 

비교한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한다. 

2. 옵션가격결정 모형 

2.1 Ad Hoc Black-Scholes 모형 

옵션시장에서 내재변동성의 변동성 미소 또는 변동성 조소 현상이 관찰되는 점이나 BS 

모형의 미래 옵션 가격 예측 및 헤징 성과의 부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BS 모형은 여전히 

여러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BS 모형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시장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한다. 옵션 시장의 변동성 미소 현상을 반영하여, 내재

변동성이 행사가격 및 잔존만기에 따라 다르다고 가정하는 Ad Hoc Black-Scholes(AHBS) 

모형을 이용한다. Dumas, Fleming and Whaley(1998)은 AHBS 모형이 변동성이 늘 일정

하다고 가정한 BS 모형과 관련된 문제점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HBS 모형은 

각 옵션의 내재변동성이 행사가격과 잔존만기의 함수라고 가정한다. 

AHBS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relative smile” 모형은 옵션의 

‘상대적인’ 가격도(moneyness)와 잔존만기를 독립변수로 옵션의 내재변동성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한다. 이 방법은 “sticky volatility” 모형이라 한다. 둘째, “absolute smile” 모형은 

옵션의 ‘절대적인’ 행사가격(strike price)과 잔존만기를 독립변수로 옵션의 내재변동성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한다. 이 모형은 “sticky delta” 모형이라고 한다. AHBS 모형의 우수한 

성과를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은 “absolute smile” 모형을 사용했고 반면 AHBS 모형의 

열위한 성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relative smile” 모형을 사용했다. 즉, AHBS 모형 가운

데는 기존 연구들과 일관되게 “absolute smile” 모형의 성과가 “relative smile” 모형보다 

더 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잔존만기가 단일한 위클리 옵션을 대상으로 하므로 잔존만기 항을 제외

하고 행사가격만을 고려한 AHBS 모형을 아래와 같은 4가지의 형태로 가정한다. 

 A1: 1 2i iKσ β β= +  (1)

 A2: 2
1 2 3i i iK Kσ β β β= + +  (2)

 R1: ( )1 2 /i iS Kσ β β= +  (3)

 R2: ( ) ( )2
1 2 3/ /i i iS K S Kσ β β β=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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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σ 는 행사가격 iK 인 i번째 옵션의 내재변동성이다. 기초자산 즉 KOSPI 200 지수는 

S 이다. 행사가격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첫 두 모형(A1, A2)은 “absolute smile” 모형이고 

가격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나머지 두 모형(R1, R2)은 “relative smile” 모형이다. A1 모형은 

절편, 행사가격을 A2 모형은 절편, 행사가격, 행사가격의 제곱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R1 모형은 절편, 가격도를 R2 모형은 절편, 가격도, 가격도의 제곱을 고려한다. 행사가격 

및 가격도의 삼제곱, 사제곱 등 더 복잡한 모형을 활용할 수 있으나 실증분석 결과 추가

적인 독립변수의 증가는 기존 모형들의 결과를 유의하게 개선 시키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AHBS 모형의 독립변수로 행사가격 또는 가격도의 제곱항까지를 고려한다.  

AHBS 모형은 다음 네 단계에 따라 실행된다. 첫째, 각 옵션으로부터 BS 모형의 내재

변동성을 추정한다. 둘째, 행사가격 또는 가격도를 독립변수로 내재변동성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일별 회귀 계수들, 1,2 ),3(i iβ = 을 추정한다. 셋째, 식 (1)-(4)의 AHBS의 

각 모형에 두 번째 단계에서 추정한 회귀 계수들과 목표 예측 기간에 따라 1일 후의 실제 

옵션들의 행사가격 또는 가격도를 대입하여 종속변수인 내재 변동성을 구한다. 마지막

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계산된 내재변동성을 BS 모형에 대입하여 해당 옵션의 이론 가격을 

도출한다. 

 ( ) ( ) ( )1 2, ; r
tC t K S N d Ke N dττ −= −

 
(5)

 ( ) ( ) ( )2 1, ; r
tP t K Ke N d S N dττ −= − − − (6)

 
( ) ( )2

1 2 1
/ / 2

,
tln S K r

d d d
σ τ

σ τ
σ τ

+ +
= = −

 
(7)

여기서, ( , ; )C t Kτ , ( , ; )P t Kτ 는 시점 t 의 행사가격 K , 잔존만기 τ 를 지닌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이다. tS 는 시점 t 의 주가, r 은 무위험수익률, σ 는 주식수익률의 연간 변동성, ( )N C 는 

정규분포의 누적확률함수이다. AHBS 모형은 실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수학적으로 

정교한 여러 옵션가격결정모형들의 우수한 대안이 되어왔기에 본 연구에서도 비교 대상 

모형으로 고려한다. 

2.2 확률 변동성과 점프를 가정한 옵션가격결정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성과 비교를 위하여 연속 시간(continuous time) 가정 하에서의 확률 

변동성과 점프를 함께 고려하는 폐쇄해를 지닌 Bakshi et al.(1997) 모형을 고려한다. 첫째, 

변동성이 평균 회귀 성향을 보이며 기초자산의 가격과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가정한 확률 

변동성 모형이 옵션 시장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점을 보인 Bakshi et al.(1997, 2000), 

Kim and Kim(2004, 2005)의 결과에 따라 확률 변동성을 고려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인 

KOSPI 200 위클리 옵션과 같은 단기 옵션에서 점프항의 추가적인 개선 효과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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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shi et al.(1997), Kim and Kim(2005)의 결과에 따라 점프항도 함께 고려한다. 본 모형은 

폐쇄해를 지닌다는 장점과 함께 국내외 여러 옵션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및 헤징 성과가 

우수하였기에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다.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초자산과 변동성에 대한 

위험중립확률(risk-neutral probability) 하에서 확산 프로세스(diffusion proces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t J t t s t t tdS r S dt dW J dqλμ ν= − + +  
(8)

 ( ) ,t t t tdv dt dWν ν ν νθ κ ν σ υ= − + (9)

 ( ) ( ) 2 21ln 1 ~ ln 1 ,
2t J J JJ N μ σ σ

⎡ ⎤
+ + −⎢ ⎥

⎢ ⎥⎣ ⎦

 
(10)

여기서, ,s tdW 와 ,tdWν 는 ρ 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위너 과정(Wiener process)이다.  tν 는 

순간 분산(instantaneous variance), νκ 는 장기 평균(long-run mean)인 /θ κ 로 회귀하는 

속도(speed of adjustment), νσ 는 분산의 변동성(volatility of variance)이다. tJ 는 시간에 

대해서 독립 항등(independent and identically)이고 비조건부 평균이 Jμ 인 대수정규분포

(log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는 점프가 발생할 때의 퍼센트 점프의 크기이다. ln(1 )JJ+ 의 

표준편차는 Jσ 이다. tq 는 점프가 일어날 횟수에 대한 기대값을 λ 로 갖는 포아송(Poisson) 

분포를 따른다. tq 와 tJ 는 서로 독립이다. 

기초자산, 변동성, 점프에 대한 확산 프로세스(diffusion process)를 식 (8)~(10)과 같

이 가정하면 잔존만기 τ 를 가진 유럽형 콜옵션 가치는 다음과 같다. 

 ( ) 1 2, ; r
tC t K S P Ke Pττ −= −

 
(11)

 
( )

( )
( )

ln

0

, , ;1 1, , 1,2
2

i K
j t t

j t t
e f S

P S Re d j
i

φ υ τ φ
υ τ φ

π φ

−∞ ⎡ ⎤
⎢ ⎥= + =⎢ ⎥
⎢ ⎥⎣ ⎦

∫ (12)

여기서, [ ]Re C 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 i 는 허수, , , ;( )j t tf S υ τ φ 는 특성 함수(characteristic 

function)이다(Bakshi et al., 1997 참조). 풋옵션의 가치는 풋-콜 패러티(put-call parity)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다. 식 (11)의 옵션평가모형은 기존의 옵션평가모형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0λ= , ν νθ κ= 0νσ= = 를 가정하면 BS 모형, 0λ= 을 가정하면 점프항을 제외하고 확률 

변동성 만을 고려한 SV(stochastic volatility) 모형이 된다. 

식 (11)의 옵션가격결정모형 활용을 위하여 변동성과 구조화 모수들(structural para-

meters)의 추정이 필요하다. 폐쇄형이 존재하는 옵션평가모형들의 모수를 추정하는 일반

적인 방법은 모형(이론)가격과 옵션의 실제 시장가격 사이의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비선형 최소 자승법(non-linear least square)이다. 옵션 자료를 활용하는 추정의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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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옵션 가격에 담긴 미래 지향적(forward-looking)인 특성의 활용에 있다. 또한 옵션 

자료를 활용하면 다른 모수들과 함께 위험 요인들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을 함께 

추정할 수 있다. 기초자산의 과거 시계열 자료로부터 구조화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도 대안

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기초자산의 과거 시계열 자료는 오직 과거만을 반영할 뿐 미래에 

대한 좋은 예측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아래 식 (13)과 같이 모형(이론)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여 

각 옵션가격결정모형의 모수들을 추정한다. 

 ( )
2*

, ,1
1,min ,t

t

N
i t i ti
O O t Tϕ =
⎡ ⎤− =⎢ ⎥⎣ ⎦∑

 
(13)

여기서, ,i tO 는 t 시점 옵션 i 의 시장가격, *
,i tO 는 t 시점 옵션 i 의 모형가격, tN 는 t 시점에 

거래된 옵션의 수이고 T 는 표본에 포함된 총 거래일이다. 

3. 자료 

KOSPI 200 위클리 옵션은 2019년 9월 23일에 거래가 시작된 이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였다. 본 연구는 KOSPI 200 위클리 옵션 일별 자료를 

활용하여 초단기 위클리 옵션에 맞는 최적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찾고자 한다. 위클리 옵션의 

1분 간격 체결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별로 옵션 가격을 추출한다. 옵션가격결정모형의 성과 

검증을 위해 필요한 KOSPI 200 현물가격, 위클리 옵션 가격 등의 데이터는 한국증권거래소로

부터 구입하였다. 

위클리 옵션은 만기가 1주일인 단기 옵션으로 미국에서 2005년에 S&P500 지수를 기초자산

으로 시작되었다. 위클리 옵션은 단기 이벤트 대응을 위한 거래나 상품 고유의 전략에 의한 

거래가 중심이 되어 정규 옵션과는 구분되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KOSPI 200 지수연동 ELS 헤지 운용의 활용 측면이나 정규 옵션 거래가 분산되어 만기

일 효과의 완화도 기대되었다.  

<표 1>은 본 연구의 KOSPI 200 위클리 옵션의 상품 명세이다. 기초자산, 거래승수, 호가

가격단위, 거래시간 등은 일반적인 KOSPI 200 옵션과 동일하다. 단, 행사가격은 여러 만기를 

지닌 KOSPI 200 옵션과 달리 단일한 만기에 대해서만 설정되며 두 번째 목요일을 제외한 

기간의 매주 목요일이 최종거래일이다. 즉, 일반적인 KOSPI 200 옵션의 만기 주를 제외

하고 상장되어 1주일 안에 만기가 도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KOSPI 200 지수와 옵션 가격 간의 비동시적 거래(nonsynchronous 

trading) 문제를 고려하여 가격 자료를 추출한다. 주식시장은 오후 3시 30분에 장이 마감

되고 KOSPI 200 옵션시장은 추가로 15분간의 거래시간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15분은 기초자산인 주식의 거래는 배제된 채 옵션만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또한 주식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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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감 10분전부터 동시호가를 위한 거래가 진행되므로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의 거래 또한 옵션과 주식은 동시에 거래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과 옵션 

시장의 마감시간의 불일치로부터 발생하는 거래 시간의 괴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별 

종가 대신에 오후 3시 20분의 KOSPI 200 지수와 옵션 체결 가격을 추출하되 3시 20분에 

거래가 없는 옵션에 대해서는 3시 19분, 3시 18분, 3시 17분 등으로 1분씩 거래자료를 

확인하여 거래가 있는 경우의 KOSPI 200 지수와 옵션 가격을 최종 추출하여 이를 일별 

가격으로 활용한다. 

<표 1> 위클리 옵션 상품명세 

항목 특징 

기초자산 KOSPI 200 지수 

거래승수 25만원 

상장결제종목 연속 1주(매주 목요일에 다음주 목요일 만기옵션 상장) 

행사가격의 결정 신규 결제주 상장 시 행사가격 설정방법 

- ATM, ATM±40포인트 및 2.5 포인트 간격 

지수 변동에 따라 ATM 기준으로 아래 행사가격 범위 이내에서 해당 

간격이 유지되도록 추가 설정 

- ATM±40포인트 및 2.5포인트 간격 

호가가격단위 프리미엄 10 포인트 미만: 0.01포인트 

프리미엄 10 포인트 이상: 0.05포인트 

거래시간 09:00~15:45(최종거래일 09:00~15:20) 

최종거래일 두 번째 목요일을 제외한 매주 목요일 

여러 가격도의 옵션들 중 외가격(out-of-the-money) 옵션만을 이용한다. 외가격 옵션에 

옵션시장의 대부분의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행사가격을 지닌 내가격(외가격) 

콜옵션과 외가격(내가격) 풋옵션은 풋-콜 패러티(put-call parity) 관계에 의해 동일한 옵션

이라고 가정하여 중복자료의 이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더 많은 외가격 옵션만을 

이용한다. 가격의 이산성(discrete)을 통제하기 위해서 옵션 프리미엄이 0.03보다 작은 옵션의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무차익거래조건(no-arbitrage condition)
1)
에 해당되지 않는 

옵션을 제외하였다. 시장 개설 초기의 거래량이 작은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일별 누적 

거래량이 100계약 이하인 옵션은 제외한다. 확률 변동성과 점프를 고려한 SVJ(stochastic 

volatility with jumps) 모형의 경우 8개의 모수를 추정해야 하므로 일별로 추출된 외가격 

콜옵션과 풋옵션의 합이 8개 미만인 경우도 표본에서 제외한다. 단기 금리로는 은행간 단기

자금을 대표하고 파생금융상품 거래 시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KORIBOR 3개월 

금리를 이용한다(Hwang et al., 2013 참조). 

본 연구는 위클리 옵션의 거래가 시작된 2019년 9월 23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표 2>는 해당 기간의 투자자 별 거래 실적을 요약하고 있다. 

                                            
1) 옵션 가격의 이론적인 상/하한 범위를 만족시키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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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200 옵션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외국인, 개인이 주요 거래자이며 

개인은 매수, 금융투자회사는 매도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표 3>은 가격도에 따른 옵션 

가격의 평균과 옵션의 수이다. 표본은 1,894개의 콜옵션과 2,139개의 풋옵션으로 구성된다. 

콜가격과 풋가격 모두 등가격 근처 옵션(near-the-money)이 전체 표본의 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옵션가격결정 모형의 모수 추정을 위해 일별로 옵션가격은 평균 

15개(최대 25개, 최소 8개)가 사용된다. <그림 1>은 표본 기간의 가격도별 내재 변동성 

평균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각 가격도에 해당하는 내재변동성들의 평균 값이다. 등가격과 

가까운 외가격 옵션의 내재변동성이 가장 낮고 등가격에서 멀어질수록 내재변동성 값이 

증가한다. 본 연구는 외가격 옵션만을 표본에서 사용하므로 가격도(S/K)가 1보다 작은 

옵션은 외가격 콜옵션의 내재변동성이고 가격도가 1보다 큰 옵션은 외가격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다. <그림 1>은 외가격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외가격 콜옵션보다 큰 비대칭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는 변동성과 기초 자산의 변화가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인 변동성 조소(volatility sneer) 현상과 일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 위클리 옵션 투자자 

본 표는 표본 기간 동안의 투자자 별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나타낸다. 표본의 기간은 2019년 9월 

23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이다. 단위는 거래량은 계약, 거래금액은 백만 원이다. 

투자자구분 
거래량 

매도 

거래량 

매수 

거래량 

순매수 

거래대금 

매도 

거래대금 

매수 

거래대금 

순매수 

금융투자 34,888,024 29,983,002 -4,905,022 1,112,033 1,108,505 -3,528 

보험 0 0 0 0 0 0 

투신 927,556 831,754 -95,802 64,755 61,029 -3,726 

은행 39,438 18,285 -21,153 1,399 1,019 -379 

기타금융 379 569 190 48 53 4 

연기금 등 0 0 0 0 0 0 

기관합계 35,855,397 30,833,610 -5,021,787 1,178,235 1,170,606 -7,629 

기타법인 2,390,820 2,442,121 51,301 248,100 253,775 5,675 

개인 64,723,804 68,405,075 3,681,271 9,065,081 9,166,968 101,887 

외국인 97,586,060 98,875,275 1,289,215 17,406,345 17,306,413 -99,933 

합계 200,556,081 200,556,081 0 27,897,762 27,897,762 0 

<표 3> 자료 

본 표는 가격도와 옵션 종류별로 옵션 가격 평균과 표본의 개수를 나타낸다. 표본의 기간은 2019년 

9월 23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이다. 오후 3시 20분 이전에 마지막 체결 자료가 일별 자료로 

이용되었다. KOSPI 200 주가지수를 옵션의 행사가격으로 나눈 S/K가 가격도로 정의된다. 

콜옵션 풋옵션 

가격도 가격 개수 가격도 가격 개수 

<0.94 0.2914 162  1.00-1.03 1.6157 1,023 

0.94-0.96 0.3424 628  1.03-1.06 0.5033 795 

0.96-1.00 1.3763 1,104  >1.06 0.3422 321 

총합 0.9407 1,894  총합 1.01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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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내재변동성 미소 

본 그래프는 각 가격도 구간에 해당하는 Black-Scholes 모형의 내재변동성을 나타낸다. 전체 표본의 

각 가격도와 만기에 해당하는 옵션의 내재변동성의 평균을 계산한다. KOSPI 200 주가지수를 옵션의 

행사가격으로 나눈 S/K가 가격도로 정의된다.  

 

4. 실증분석 

본 연구는 KOSPIO 200 위클리 옵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여러 옵션가격결정모형들의 

성과를 내표본 가격 결정(in-sample pricing), 외표본 가격 결정(out-of-sample pricing), 

헤징(hedging) 성과로 나누어 비교한다. 가격 결정과 헤징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와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d error, MSE)를 활용한다. 

 *
, ,

1 1

1 1 tNT

i t i t
tt i

MAE O O
T N

= =

= −∑ ∑
 

(14)

 ( )2*
,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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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tO 는 t 시점 옵션 i 의 시장가격, *
,i tO 는 t 시점 옵션 i 의 모형가격, tN 는 t 시점에 

거래된 옵션의 수이고 T 는 표본에 포함된 총 거래일수이다. MAE는 옵션가격결정 모형의 

가격 결정 및 헤징 오차 절대값의 평균을 측정하고 MSE는 각 모형의 가격결정 및 헤징 

오차들의 변동성을 측정한다. 두 측정치 모두에서 낮은 값을 보이는 모형이 KOSPI 200 

위클리 옵션 시장을 위한 최적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이 된다. 

4.1 내표본 가격결정 성과 

<표 4>의 <가>는 AHBS 모형들의 회귀 계수 추정치의 일별 평균값과 표준오차(standard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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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 값이다. 각 모수들은 옵션의 행사가격 또는 가격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옵션 가격으로

부터 추정한 내재변동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다. <그림 1>의 

결과에서 예상되었던 것처럼 A1 모형의 행사가격 계수는 음수를, R1 모형의 가격도 계수는 

양수로 추정되며 가격도에 따라 비대칭적인 변동성 조소 현상과 일관된 추정결과를 보인다. 

모형의 값은 독립변수가 많은 A2, R2 모형이 A1, R1 모형보다 크게 추정된다. <표 4>의 

<나>는 BS, SV, SVJ 모형의 모수들의 추정치와 표준오차이다.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SV와 SVJ 모형에서 기초자산 수익률과 변동성의 상관계수는 각각 평균적으로 -0.3711, 

-0.5296의 음수로 추정된다. 이는 <그림 1>의 변동성 조소 현상과 일관된 결과가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에는 COVID-19 위기가 포함되어 있어 점프항의 빈도가 크게 추정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적인 점프의 크기인 Jμ 는 음수로 추정되며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점프는 평균적으로 하락의 방향성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변동성 

조소와 일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 모수 

본 표는 각 모형의 일별 모수 추정치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BS는 Black and Scholes(1973) 

모형, A1 모형은 절편, 행사가격을 고려하고 A2 모형은 절편, 행사가격, 행사가격의 제곱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R1 모형은 절편, 가격도를 R2 모형은 절편, 가격도, 가격도의 제곱을 고려한다. SV와 SVJ는 

각각 Bakshi, Cao and Chen(1997)의 확률 변동성 모형과 확률 변동성과 점프를 함께 고려한 모형을 

의미한다. BS, SV, SVJ 모형은 옵션 시장 가격과 모형 가격의 제곱 오차의 합을 최소화 하는 모수들을 

추정한다. AHBS 모형의 모수들은 일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추정된다. R2 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가> AHBS 모형 

 절편 K (or S/K) K2 (or (S/K)2) R2 

A1 1.2442

(0.0423)

-0.0032

(0.0001)

0.6839

(0.2414)

A2 17.2647

(0.8271)

-0.0982

(0.0046)

0.0001

(0.0000)

0.9195

(0.1283)

R1 -0.7028

(0.0333)

0.9702

(0.0364)

0.7008

(0.2397)

R2 14.1613

(0.8418)

-28.6328

(1.6712)

14.7273

(0.8275)

0.9172

(0.1267)

<나> 기존 옵션 모형들 

 σ        

BS 0.2575

(0.0085)

       

 κ θ σν ρ    νt 

SV 0.0058

(0.0045)

5.6697

(0.9238)

3.7990

(0.1597)

-0.3711

(0.0199)

0.0707

(0.0090)

SVJ 0.2103

(0.0291)

0.7419

(0.1842)

1.9047

(0.2694)

-0.5296

(0.0416)

49.1897

(7.7931)

-0.0231

(0.0561)

0.7480

(0.3017)

0.0585

(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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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표본 가격결정 성과는 각 옵션가격결정모형에 필요한 모수를 당일의 옵션 가격으로 

추정한 후 해당 모형에 대입하여 이론적인 옵션 가격을 구한 후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비교

한다. <표 5>는 각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도 별 내표본 가격결정 오차이다. 우선 변동성

이라는 1개의 모수를 지닌 BS 모형이 가장 큰 오차를 보인다. AHBS 모형의 내표본 가격

결정 오차는 <표 4>에 제시된  값의 크기 순서와 일치한다. 예상대로 많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추정된 높은  값을 지니는 모형들의 내표본 가격 오차가 더 작다. AHBS 모형 

가운데는 모수가 3개인 A2 모형과 R2 모형이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역시나 예상대로 모수가 

8개로 가장 많은 SVJ 모형이 MAE와 MSE에서 모두 가장 낮은 오차를 보이며 내표본 가격

결정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모형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내표본 가격 결정 오차는 

등가격과 가까운 가격도를 지닌 옵션들의 오차가 가장 크고 등가격에서 멀어질수록 MAE와 

MSE로 측정되는 오차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등가격 근처의 옵션 가격이 외가격 

옵션들보다 절대적으로 더 크기에 당연한 결과이다.  

<표 5> 내표본 가격결정 성과 

본 표는 각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도별 내표본 가격결정 오차를 나타낸다. KOSPI 200 주가지수를 

옵션의 행사가격으로 나눈 S/K가 가격도로 정의된다. 각 모형은 일별로 추정되고 일별로 추정된 모수

들을 사용하여 해당 일자의 옵션들을 다시 평가한 오차가 내표본 가격결정 오차이다. MAE는 평균 

절대 오차를 MSE는 평균 오차 제곱을 나타낸다. BS는 Black and Scholes(1973) 모형, A1 모형은 

절편, 행사가격을 고려하고 A2 모형은 절편, 행사가격, 행사가격의 제곱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R1 

모형은 절편, 가격도를 R2 모형은 절편, 가격도, 가격도의 제곱을 고려한다. SV와 SVJ는 각각 

Bakshi, Cao, and Chen(1997)의 확률 변동성 모형과 확률 변동성과 점프를 함께 고려한 모형을 

의미한다. 

<가> MAE 

S/K <0.94 0.94~0.96 0.96~1.00 1.00~1.03 1.03~1.06 >1.06 Total 

BS 0.1987 0.1078 0.1735 0.1925 0.2057 0.1972 0.1773 

A1 0.0407 0.0499 0.1779 0.1424 0.0452 0.0331 0.1058 

A2 0.0174 0.0187 0.0981 0.0956 0.0242 0.0159 0.0608 

R1 0.0352 0.0480 0.1714 0.1389 0.0425 0.0290 0.1017 

R2 0.0189 0.0205 0.1021 0.0964 0.0262 0.0164 0.0628 

SV 0.0279 0.0245 0.0644 0.0785 0.0364 0.0360 0.0525 

SVJ 0.0676 0.0271 0.0558 0.0719 0.0313 0.0287 0.0489 

<나> MSE 

S/K <0.94 0.94~0.96 0.96~1.00 1.00~1.03 1.03~1.06 >1.06 Total 

BS 0.0962 0.0370 0.0734 0.0905 0.0822 0.0819 0.0754 

A1 0.0032 0.0059 0.0793 0.0575 0.0065 0.0022 0.0388 

A2 0.0011 0.0017 0.0408 0.0427 0.0033 0.0009 0.0231 

R1 0.0022 0.0052 0.0749 0.0568 0.0059 0.0017 0.0371 

R2 0.0012 0.0019 0.0422 0.0426 0.0034 0.0010 0.0235 

SV 0.0017 0.0020 0.0200 0.0380 0.0052 0.0043 0.0169 

SVJ 0.0182 0.0041 0.0185 0.0330 0.0059 0.0048 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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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내표본 가격결정 성과는 모수의 수가 많은 수학적으로 정교한 옵션가격결정 

모형인 SVJ 모형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AHBS 모형들 중에서는 독립변수의 수가 

많은 A2, R2 모형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 내표본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SVJ 

모형은 과적합(over-fitting)의 문제를 극복하고 내표본 가격결정의 우수한 성과를 외표본 

가격결정과 헤징 성과에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4.2 외표본 가격결정 성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의 모수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내표본 가격 결정 성과가 개선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는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값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과도한 모수의 증가는 과적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현재 

주어진 정보로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외표본 가격 결정 성과는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한다. 

본 연구는 당일의 옵션가격으로부터 추정된 모수를 옵션가격결정모형에 입력하여 1일 후의 

옵션가격을 예측하는 외표본 가격 결정 성과를 고려한다.
2)
 외가격 가격결정 성과 분석을 

통하여 옵션가격결정모형에 활용되는 모수들의 안정성(stability)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은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도 별 1일 외표본 가격결정 오차이다. 첫째, A1 모형이 

MAE와 MSE에서 모두 가장 낮은 오차를 보이며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 제일 우수한 옵션

평가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KOSPI 200 옵션 자료를 이용한 Kim(2009, 2014a, 

2014b, 2015, 2017)의 결과에서 AHBS 모형이 확률 변동성 모형 중 하나인 Heston(1993) 

모형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BS 모형의 성과가 타 모형들에 

비하여 그다지 열위에 있지 않다. 이는 기존 KOSPI 200 옵션 시장에서 옵션가격결정모형의 

성과를 분석한 다른 연구 결과들과는 다르다. 위클리 옵션 시장이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시장 참여자들이 BS 모형에 기반하여 평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내표본 가격결정 성과에서 가장 우수했던 모수의 개수가 많은 SV와 SVJ 모형이 

BS 모형에 대한 개선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모형의 많은 모수가 과적합의 문제를 

야기시킨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많은 모수의 모형이 현재의 옵션 시장은 잘 설명하나 옵션 

가격의 예측에서는 좋지 못한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AHBS 모형들 중에서는 

독립변수의 개수와 종류가 동일한 모형들의 경우 “absolute smile” 모형이 “relative smile” 

모형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이는 Jackwerth and Rubinstein(2012), Li and Pearson 

(2008b), Kim(2009, 2014a, 2014b, 2015, 2017), Choi and Ok(2011)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행사가격과 가격도의 제곱을 고려한 모형들이 일차항 만을 고려한 모형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Kim(2009)의 행사가격과 가격도의 일차항만을 고려한 

                                            
2) 일반적으로 옵션가격결정모형 연구에서는 외표본 가격결정 성과 측정을 위해서 1일 후의 옵션 

가격 예측 성과뿐 아니라 1주일 후의 옵션 가격 예측 성과도 함께 검증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잔존만기가 최대 1주일인 위클리 옵션을 대상으로 하므로 1주일 후의 옵션 가격 예측 성과는 분

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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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 더 나은 성과를 보였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표본 가격결정 

성과에서는 가장 우수한 모형과 열악한 모형의 차이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내표본 

가격결정 성과에서 오차가 가장 작은 SVJ 모형과 오차가 가장 큰 모형인 BS 모형의 

MAE 측정치는 3.63배 차이를 보이나 1일 외표본 가격결정 성과에서는 가장 우수한 모형인 

A1 모형과 BS 모형 간의 차이가 1.04배로 감소하며 예측에서 과적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외표본 가격결정 성과 

본 표는 각 옵션가격결정모형의 1일 외표본 가격결정 오차를 나타낸다. KOSPI 200 주가지수를 옵

션의 행사가격으로 나눈 S/K가 가격도로 정의된다. 각 모형은 일별로 추정되고 일별로 추정된 모수

들을 사용하여 익일의 옵션들을 평가한 오차가 1일 외표본 가격결정 오차이다. MAE는 평균 절대 

오차를 MSE는 평균 오차 제곱을 나타낸다. BS는 Black and Scholes(1973) 모형, A1 모형은 절편, 

행사가격을 고려하고 A2 모형은 절편, 행사가격, 행사가격의 제곱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R1 모형은 

절편, 가격도를 R2 모형은 절편, 가격도, 가격도의 제곱을 고려한다. SV와 SVJ는 각각 Bakshi, Cao 

and Chen(1997)의 확률 변동성 모형과 확률 변동성과 점프를 함께 고려한 모형을 의미한다. 

<가> MAE 

S/K <0.94 0.94~0.96 0.96~1.00 1.00~1.03 1.03~1.06 >1.06 Total 

BS 0.2388 0.1973 0.3582 0.3570 0.2311 0.1713 0.2886 

A1 0.1746 0.1404 0.3333 0.3669 0.2293 0.2389 0.2782 

A2 0.2118 0.2098 0.3225 0.3485 0.2652 0.3354 0.2974 

R1 0.1994 0.1605 0.3515 0.3835 0.2498 0.2817 0.2989 

R2 0.2715 0.2224 0.3414 0.3649 0.2999 0.4588 0.3278 

SV 0.1743 0.2045 0.4112 0.4477 0.2465 0.2683 0.3357 

SVJ 0.2189 0.1822 0.3568 0.3574 0.2017 0.2501 0.2858 

<나> MSE 

S/K <0.94 0.94~0.96 0.96~1.00 1.00~1.03 1.03~1.06 >1.06 Total 

BS 0.2645 0.1701 0.3324 0.3186 0.1813 0.1063 0.2536 

A1 0.1065 0.0793 0.2625 0.3177 0.1826 0.2430 0.2253 

A2 0.1331 0.1753 0.2680 0.3001 0.2485 0.6373 0.2825 

R1 0.1272 0.1083 0.3090 0.3469 0.2190 0.3041 0.2628 

R2 0.2343 0.1804 0.2988 0.3213 0.3206 1.0217 0.3464 

SV 0.1041 0.1433 0.3893 0.4374 0.1736 0.2273 0.2973 

SVJ 0.2385 0.1583 0.3408 0.2978 0.1494 0.2651 0.2542 

결론적으로 외표본 가격결정 성과 검증에서 독립변수가 적은 “absolute smile”의 A1 

모형이 가장 나은 성과를 보인다. 다만, BS 모형 대비 개선 효과는 크지 않으며 KOSPI 

200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는 BS 모형이 옵션 가격 예측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헤징 성과 

헤징 성과는 옵션 가격의 변동성 예측력을 평가한다. 가격결정이 옵션 가격의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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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낮이를 예측하는 것이라면 헤징은 옵션 가격의 변화를 예측한다. 최적의 옵션가격결정

모형은 가격결정과 함께 헤징에서도 함께 우수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옵션 거래자들은 

기초자산의 변화를 위험요인으로 가정한 델타 헤징을 활용한다. BS, AHBS 모형의 경우 

델타 헤징을 헤징 성과 비교에 활용할 수 있으나 변동성 및 점프 등의 내재된 위험 요인이 

추가로 존재 하는 SV와 SVJ 모형의 경우 델타 헤징 만으로 헤징 성과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Alexander and Nogueira(2007)는 SV와 SVJ 모형의 델타 헤지 비율이 이론적으로 

동일하여 성과를 비교할 필요가 없음을 보였다. SV와 SVJ 모형의 경우 여러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에 헤징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산의 가격 변화 

위험뿐 아니라 변동성 및 점프 위험을 함께 헤징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헤징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Dumas, Fleming, and Whaley(1998), Gemmill 

and Saflekos(2000), Kim(2009, 2017, 2021) 등이 제안한 식 (16)의 헤징 오차를 사용한다. 

 *
, ,Δ Δt i t i tO Oε = −

 
(16)

여기서, ,Δ i tO 는 시점 t 에서 1일 후의 옵션 시장 가격의 변화를 의미하고, *
,Δ i tO 는 시점 t 에서 

1일 후의 옵션 이론 가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표 7>은 각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도 별 헤징 성과이다. 첫째, 헤징 성과에서 MAE

에서는 A2 모형이 MSE에서는 BS 모형이 모두 가장 작은 오차를 보인다. A1 모형과 BS 

모형 간의 성과 차이는 크지 않았다. 둘째, 내표본 가격결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던 

SV, SVJ 모형은 가장 좋지 않은 헤징 성과를 보이며 BS 모형보다 열위한 성과를 보였다. 

외표본 가격 결정 모형에서도 나타난 과적합의 문제가 헤징 성과 검증에서도 동일하게 등장

<표 7> 헤징 성과 

본 표는 각 옵션가격결정모형의 1일 헤징 오차를 나타낸다. KOSPI 200 주가지수를 옵션의 행사가격으로 

나눈 S/K가 가격도로 정의된다. 각 모형은 일별로 추정되고 일별로 추정된 모수들을 사용하여 시장 

가격의 변화와 이론 가격의 변화와의 차이를 헤징 오차로 정의한다. MAE는 평균 절대 오차를 MSE는 

평균 오차 제곱을 나타낸다. BS는 Black and Scholes(1973) 모형, A1 모형은 절편, 행사가격을 고려하고 

A2 모형은 절편, 행사가격, 행사가격의 제곱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R1 모형은 절편, 가격도를 R2 

모형은 절편, 가격도, 가격도의 제곱을 고려한다. SV와 SVJ는 각각 Bakshi, Cao, and Chen(1997)의 

확률 변동성 모형과 확률 변동성과 점프를 함께 고려한 모형을 의미한다. 

<가> MAE 

S/K <0.94 0.94~0.96 0.96~1.00 1.00~1.03 1.03~1.06 >1.06 Total 

BS 0.4625 0.2326 0.3168 0.3084 0.1801 0.2210 0.2719 

A1 0.2461 0.1880 0.3095 0.3701 0.2038 0.1915 0.2735 

A2 0.2202 0.1764 0.2947 0.3479 0.1957 0.2060 0.2605 

R1 0.2747 0.2061 0.3255 0.3769 0.2261 0.2328 0.2912 

R2 0.2450 0.2016 0.3028 0.3671 0.2493 0.2815 0.2892 

SV 0.1769 0.2103 0.3741 0.4486 0.2264 0.2434 0.3206 

SVJ 0.2863 0.2211 0.5604 0.4777 0.1807 0.2266 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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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짧은 만기의 KOSPI 200 옵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Kim(2009)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셋째, BS 모형의 성과가 외표본 가격 결정 성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형들에 비하여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 제일 우수한 성과를 보인 A1 모형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헤징 성과는 A1 모형과 BS 모형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두 모형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역시 KOSPI 200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 BS 모형은 헤징 성과

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4.4 강건성 검증 

 지금까지 KOSPI 200 위클리 옵션에 대한 여러 옵션평가모형들의 내표본 및 외표본 

가격결정과 헤징성과 비교를 통하여 모형의 우열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옵션가격

결정 모형들의 성과 차이를 두 가지 각도로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한다. 첫째, 

<표 8>은 각 모형의 외표본 가격결정 및 헤징 성과를 1개월 단위의 세부 기간으로 나누어 

MAE 평균을 계산한다. 이를 통해 전체 기간에서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된 모형이 세부 

기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다른 모형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이는지 확인한다. 

<표 8>에서 1위에 표시되어있는 모형이 해당 월에서 가장 낮은 MAE 오차를 보이는 모형

이다. 시장 상황 확인을 위하여 KOSPI 200의 월별 수익률, VKOSPI의 월별 평균값을 함께 

살펴본다.
3)
 세부 기간에는 기초자산 및 변동성의 크고 작은 상승과 하락 기간이 모두 포함

되어 있어 강건성 검증으로서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된다. 우선 외표본 가격결정오차에서는 

특정한 모형이 모든 세부 기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A1 모형이 총 21개월 중 

8개월에서 가장 낮은 오차를 보이며 가장 1위를 많이 차지한 모형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bsolute smile” 모형의 성과가 “relative smile” 모형의 성과보다 3개월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부 기간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3) 단, 201909의 경우 본 연구의 표본인 2019년 9월 23일부터 말일까지의 KOSPI 200 수익률과 

VKOSPI 평균값이다. 

<표 7> 헤징 성과(계속) 

<나> MSE 

S/K <0.94 0.94~0.96 0.96~1.00 1.00~1.03 1.03~1.06 >1.06 Total 

BS 0.4250 0.1960 0.2554 0.2166 0.0780 0.1130 0.1954 

A1 0.1835 0.1528 0.2306 0.3050 0.1379 0.1799 0.2129 

A2 0.1552 0.1391 0.2243 0.2890 0.1397 0.1931 0.2054 

R1 0.2072 0.1901 0.2586 0.3188 0.1726 0.2331 0.2418 

R2 0.1871 0.1804 0.2316 0.3149 0.2405 0.3608 0.2549 

SV 0.1009 0.1801 0.3260 0.4480 0.1408 0.1767 0.2768 

SVJ 0.3069 0.2196 0.6717 0.4761 0.0913 0.1981 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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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평균적인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표본 가격결정 성과에서는 “absolute smile”의 A1 

모형이 다른 모형들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는 세부 기간이 가장 많이 관찰되나 일관되게 다른 

모형을 지배하지는 못하였다. COVID-19 상황으로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한 2020년 2, 3, 

4월에는 옵션 가격결정 모형과 관계없이 오차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헤징 

성과에서도 특정한 모형이 모든 세부 기간에서 일관된 우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A2 모형이 총 21개월 중 9개월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며 1위를 많이 차지한 모형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bsolute smile” 모형의 성과가 “relative smile” 모형의 성과

보다 4개월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더 나은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기간의 평균적인 결과와 마찬가지로 헤징 성과에서도 A2 모형이 다른 모형들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는 세부 기간이 가장 많이 관찰되나 일관되게 다른 모형을 지배하지 못하였다. 

외표본 가격결정과 마찬가지로 2020년 2, 3, 4 월에는 옵션 가격결정 모형과 관계없이 헤징 

오차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기간별 분석 

본 표는 각 옵션가격결정모형의 외표본 가격결정 MAE 값의 1개월 단위의 세부 구간 별 평균값을 
나타낸다. 시장 상황 확인을 위하여 KOSPI 200의 월별 수익률, VKOSPI의 월별 평균값을 함께 나타낸다. 
단, 201909의 경우 본 연구의 표본인 2019년 9월 23일부터 말일까지의 KOSPI 200 수익률과 
VKOSPI 평균값이다. 1위에 해당하는 모형이 해당 세부 구간에서 가장 작은 오차를 지닌 모형이다. 
BS는 Black and Scholes(1973) 모형, A1 모형은 절편, 행사가격을 고려하고 A2 모형은 절편, 행사
가격, 행사가격의 제곱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R1 모형은 절편, 가격도를 R2 모형은 절편, 가격도, 
가격도의 제곱을 고려한다. SV와 SVJ는 각각 Bakshi, Cao and Chen(1997)의 확률 변동성 모형과 
확률 변동성과 점프를 함께 고려한 모형을 의미한다. 

<가> 외표본 가격결정 오차 

월 KOSPI200 VKOSPI 1위 BS A1 A2 R1 R2 SV SVJ 

201909 -1.13% 15.01 BS 0.0426 0.2032 0.1489 0.1012 0.0559 0.1503 0.1720 

201910 0.51% 14.24 A2 0.0772 0.0940 0.0720 0.0910 0.0761 0.1264 0.1011 

201911 -0.59% 13.75 R1 0.1069 0.1194 0.1383 0.1000 0.1021 0.1406 0.1460 

201912 5.72% 9.28 A1 0.2080 0.1849 0.2044 0.2019 0.2164 0.2102 0.2258 

202001 -2.02% 15.12 R1 0.2249 0.2298 0.2364 0.2160 0.2245 0.2246 0.2512 

202002 -6.16% 20.10 A1 0.3062 0.2594 0.2736 0.2948 0.3213 0.2792 0.3327 

202003 -13.25% 32.95 A1 0.7733 0.6908 0.7511 0.7864 0.8605 0.7159 0.8095 

202004 13.15% 37.35 SVJ 0.3558 0.2965 0.2913 0.3689 0.3675 0.4015 0.2763 

202005 6.83% 18.55 A1 0.2174 0.1711 0.1734 0.1962 0.1952 0.2705 0.1863 

202006 2.49% 30.67 SVJ 0.3116 0.2780 0.2889 0.2757 0.3111 0.4311 0.2473 

202007 6.58% 23.71 BS 0.1859 0.2181 0.2438 0.2028 0.2393 0.2021 0.1888 

202008 2.53% 24.38 BS 0.1987 0.2536 0.2589 0.2050 0.2360 0.2656 0.2249 

202009 -0.12% 24.20 R2 0.1783 0.2225 0.2161 0.1863 0.1699 0.3972 0.1706 

202010 -3.87% 22.77 A1 0.2248 0.2031 0.2231 0.2080 0.2177 0.2116 0.2285 

202011 12.32% 21.24 SVJ 0.2158 0.2194 0.2556 0.2203 0.2580 0.2434 0.1886 

202012 9.96% 20.91 A1 0.3304 0.3012 0.3629 0.3675 0.4248 0.3305 0.3221 

202101 1.16% 30.81 A2 0.4146 0.3966 0.3865 0.4329 0.4563 0.4280 0.4523 

202102 -1.34% 19.32 A1 0.2662 0.2561 0.2650 0.3207 0.3997 0.4322 0.2752 

202103 0.06% 16.80 SVJ 0.2678 0.2722 0.2861 0.3039 0.3098 0.3394 0.2570 

202104 0.70% 12.13 SVJ 0.1736 0.2119 0.2859 0.2029 0.2698 0.2577 0.1713 

202105 1.78% 18.78 A1 0.2170 0.1949 0.1958 0.2144 0.2156 0.2124 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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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간별 분석(계속) 

<나> 헤징 오차 

월 KOSPI200 VKOSPI 1위 BS A1 A2 R1 R2 SV SVJ 

201909 -1.13% 15.01 SV 0.1782 0.2828 0.2604 0.2366 0.1816 0.1277 0.1309 

201910 0.51% 14.24 R1 0.0854 0.0935 0.0853 0.0809 0.0860 0.1134 0.1084 

201911 -0.59% 13.75 R2 0.1272 0.1317 0.1267 0.1192 0.1161 0.1306 0.1548 

201912 5.72% 9.28 A2 0.2647 0.2514 0.2431 0.2625 0.2456 0.2585 0.2526 

202001 -2.02% 15.12 R1 0.2073 0.2080 0.2058 0.2034 0.2068 0.2092 0.2349 

202002 -6.16% 20.10 SV 0.2828 0.2702 0.2615 0.2872 0.2973 0.2519 0.3094 

202003 -13.25% 32.95 A2 0.7799 0.6588 0.6455 0.7489 0.7404 0.6834 0.7601 

202004 13.15% 37.35 SVJ 0.3072 0.3082 0.3009 0.3768 0.3756 0.4180 0.2742 

202005 6.83% 18.55 A2 0.2170 0.1778 0.1664 0.2004 0.2035 0.2797 0.1819 

202006 2.49% 30.67 A2 0.2937 0.3101 0.2825 0.3096 0.3017 0.4116 0.3822 

202007 6.58% 23.71 BS 0.1933 0.2498 0.2244 0.2372 0.2238 0.2041 0.3916 

202008 2.53% 24.38 BS 0.2138 0.2488 0.2359 0.2340 0.2237 0.2680 0.3124 

202009 -0.12% 24.20 R2 0.1943 0.1949 0.1893 0.1796 0.1757 0.3688 0.3496 

202010 -3.87% 22.77 A2 0.1912 0.1891 0.1822 0.1968 0.1923 0.1947 0.3843 

202011 12.32% 21.24 BS 0.1666 0.1961 0.1799 0.1909 0.1827 0.2287 0.3177 

202012 9.96% 20.91 BS 0.2792 0.3010 0.2846 0.3364 0.3355 0.2965 0.3753 

202101 1.16% 30.81 A2 0.4124 0.4009 0.3798 0.4349 0.4417 0.4073 0.5569 

202102 -1.34% 19.32 A2 0.2194 0.2159 0.2062 0.2504 0.2982 0.4148 0.3948 

202103 0.06% 16.80 A2 0.2742 0.2784 0.2712 0.3047 0.3006 0.3322 0.3878 

202104 0.70% 12.13 BS 0.1590 0.1946 0.1864 0.1918 0.1747 0.2585 0.3585 

202105 1.78% 18.78 A2 0.1951 0.1948 0.1802 0.2105 0.1969 0.1974 0.3724 

둘째, <표 9>는 t 검정을 통해서 각 모형들간 오차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한다. <표 9>의 각 셀의 값은 횡측 모형의 MAE와 종측 모형의 MAE의 차이에 대한 t 통계량 

값이다. 즉 셀의 값이 유의한 양수이면 종측 모형이 횡측 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오차가 낮은 모형이다. <가>의 외표본 가격결정 오차는 A1 모형과 SVJ 모형이 BS 모형

<표 9> 유의성 검증 

본 표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의 MAE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는 t 검정 통계량 값이다. 

귀무가설은 ‘두 옵션가격결정모형의 MAE 사이에 차이가 없다.’이다. 각 셀의 값은 횡축에 위치한 

모형의 MAE와 종축에 있는 모형의 MAE의 차이에 대한 t 통계량 값이다. **, *는 각각 1%,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BS는 Black and Scholes(1973) 모형, A1 모형은 절편, 행사가격을 고려

하고 A2 모형은 절편, 행사가격, 행사가격의 제곱을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R1 모형은 절편, 가격도를 

R2 모형은 절편, 가격도, 가격도의 제곱을 고려한다. SV와 SVJ는 각각 Bakshi, Cao and Chen(1997)의 

확률 변동성 모형과 확률 변동성과 점프를 함께 고려한 모형을 의미한다. 

<가> 외표본 가격결정 오차 

 BS A1 A2 R1 R2 SV 

A1 1.1329       

A2 -0.8821 -2.0032*      

R1 -1.0704 -2.2343* -0.1568     

R2 -3.7339** -4.8679** -2.8206** -2.7423**    

SV -4.8220** -6.0898** -3.8026** -3.7519** -0.7439   

SVJ 0.2992 -0.8194 1.1687 1.3647 3.9968 ** 5.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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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A1 모형은 SVJ 모형을 제외한 다른 

모형들보다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은 성과를 보인다. SVJ 모형은 SV 보다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이며 점프항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외표본 가격결정 성과

에서는 BS 모형과 A1 모형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두 모형 간의 성과 차이는 유의

하지 않았다. <나>의 헤징 오차는 A2 모형이 BS 모형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2 모형은 BS 모형 및 A1 모형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V와 SVJ 모형은 역시나 BS 모형, AHBS 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지 않은 헤징 성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BS 모형과 A2 모형이 가장 우수한 

헤징 성과를 보였고 두 모형 간의 성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KOSPI 200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의 최적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가격 결정 및 헤징 성과 비교를 위하여 BS 모형, 확률 변동성과 점프를 고려한 모형, BS 모형을 

간단히 변형시킨 AHBS 모형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AHBS 모형 중 행사가격을 독립변수로 

하는 “absolute smile” 모형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BS 모형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내표본 가격결정 성과에서는 모수의 개수가 많은 확률 변동성과 점프를 고려한 모형이 

BS 모형 대비 좋은 성과 개선을 보였으나 외표본 가격결정과 헤징에서는 AHBS 모형과 BS 

모형보다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 개설 초기인 KOSPI 200 위클리 옵션 시장은 BS 모형이 

여전히 가격 예측과 헤징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표본에는 2020년부터 전 세계 자본시장에 영향을 준 

COVID-19 기간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옵션 상품이 본질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투자 

대상이므로 KOSPI 200 위클리 옵션 시장의 거래량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과도한 변동성이 가격 결정 과정에 왜곡을 줬을 수 있다. 또한 위클리 옵션 시장 개설 후 

2년도 되지 않은 표본 기간을 대상으로 한 초기 단계의 연구라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추후 

장기간의 위클리 옵션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9> 유의성 검증(계속) 

<나> 헤징 오차 

 BS A1 A2 R1 R2 SV 

A1 -0.1707         

A2 1.2052  1.3337       

R1 -1.9669 * -1.7505  -3.0424**     

R2 -1.7138  -1.5107  -2.7720** 0.1929    

SV -4.8169 ** -4.5307 ** -5.7896** -2.7466** -2.8770 **  

SVJ -9.1209 ** -8.7792 ** -9.9190** -7.0690** -7.1172 ** -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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