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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옵션시장에서의 변동성 회귀특성과 러프집합 알고리즘을 이용한 옵션전략을 개발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제까지 주식, 선물 시장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 왔지만, 옵션시장에 대

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특히 고빈도 자료를 이용한 옵션 트레이딩 전략은 미미한 수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내재변동성 고평가, 저평가 상태를 측정하여 괴리가 발생

했을 때 이익을 향유하는 변동성 회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옵션트레이딩전략에 러프집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부정확한 진입신호를 필터링하여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논문

의 요점은 옵션시장이 기초자산, 변동성, 이자율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을

제외한 요인 (기초자산의 방향성)을 선물로 헤지하면서, 변동성괴리에 따른 이익만을 향유하는 것이

다.

주요용어: 러프집합알고리즘, 변동성회귀, 코스피 200.

1. 서론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시장은 1997년 7월에 개설된 이후, 옵션시장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커지면

서, 단기간에 전 세계 3위의 파생시장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또한 선물, 옵션시장의 거래규모가 현물시

장을 크게 상회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옵션시장의 투기성거래로

인해 옵션의 고평가, 저평가현상이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변동성 괴리로 인한

초과수익을 얻기 위해 변동성 예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선행되었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변동성은 평균

값에 회귀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ouque 등, 2000).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옵션시장에서 변동성 전략을 사용해서 변동성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고 한다. 특히 변동성 전략은 다

른 옵션전략보다 내재변동성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화분인 베가가 큰 값을 차지하기 때문에 변동성괴리

가발생하면변동성전략을통한차익거래를하게된다 (Scott, 2005).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하면 변동성 전략을 구축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없어서 변동성 회귀 특성을 이용하기 보다는 델타 헤지를 통한 변동성 전략을 구사한다. 즉 적정한

회귀점에 따른 진입, 청산보다는 만기까지 델타 헤지를 통해 방향성 위험을 제거하면서 변동성 괴리 축

소에따른이익을얻는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변동성의 고평가, 저평가 상태를 측정하여 내재변동성의 괴리가 발생했을 때 포지

션을 진입, 청산하는 변동성 회귀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대표 변동성 전략에는 스트래들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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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랭글매수/매도, 콜레이쇼매수/매도 3가지가있는데전략의구성방법은다음과같다. 스트래들매

수/매도는 동일한 만기와 행사가격을 가지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결합하는 것이고, 스트랭글은 동일한

만기와 다른 행사가격을 가지는 콜옵션, 풋옵션을 결합하는 것이다. 콜레이쇼 매수/매도는 동일한 만기

의 콜옵션에 서로 다른 행사가격을 매수/매도하는 전략이다. 모델 구축을 위해서 기존의 변동성 전략중

에그릭스분석을통해변동성회귀특성을극대화시킬수있는전략을선택한다.

그리고 선택된 전략의 포지션들의 평균변동성을 계산하고, 내재변동성의 추이를 분석한다. 내재변동

성이잔존만기가짧아짐에따라급등락폭이커지면서추세를갖고움직이는경향을가지고있기때문에

평균추세와변동성을동시에고려할수있는기술적지표인볼린저밴드를사용하여회귀점에따른진입,

청산기준을정하였다.

옵션시장 분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최적의 매매타이밍이 언제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매매

타이밍 분석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알고리즘 중에 현실세계에 존재하

는 불확실한 데이터를 다루는데 유용한 러프집합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러프집합 알고리즘은 불필요한

신호를 줄이고, 데이터간의 의존성을 높이면서 트레이딩 룰을 추출하는데 유용한 알고리즘이라고 선행

연구된 바 있다 (Heo 등, 2010). 러프집합 알고리즘을 사용해 옵션시장에서 변동성회귀 전략을 통해 거

래할 때에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알아 보고, 변동성 회귀 전략에 이용할시 기존전략의 수익률보다 어느

정도우수한성과를내는지테스트를통해확인해보고자한다.

본연구의전체구성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2절 선행연구에서는 변동성 회귀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릭스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릭스간

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알아본다. 또한 전략의 수익 요인인 내재변동성을 산출하고, 변동성 회귀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대표적인 변동성 전략인 스트랭글 매수 / 매도, 콜 레이쇼 매수 / 매도의 구성

방법과만기손익구조를보일것이며, 기존의변동성회귀전략의수익을향상시키기위한인공지능분야

의러프집합알고리즘의개념을소개할것이다.

3절 제안모델에서는 기본적인 그릭스를 가공하여 환산 그릭스 개념을 도입하고, 그릭스별 옵션 환산

이익을구하는방법을소개한다. 평균변동성특성에따라나타나는진입, 청산문제점을보안하기위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진입시점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러프집합을 어떤식으

로사용하는지보여준다.

4절 실증분석에서는 시나리오별 테스팅을 통해 기존 변동성 전략에 그릭스 분석을 시행해서 최적의

변동성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실험구간에서는 학습구간에서 구한 최적 파라미터와 러프집

합룰셋을이용해서시뮬레이션하여변동성회귀전략과러프집합적용수익률을비교한다.

2. 선행연구

2.1. 그릭스

옵션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기초자산의 등락, 등락속도, 변동성, 시간가치, 이자율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요소들이 옵션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시장은 Black -Scholes 모형을 이용한 민

감도계수를 사용한다. 민감도계수는 옵션가격을 기초자산, 델타, 내재변동성, 시간, 이자율 등 어떤 요

소로미분하는가에따라서델타, 감마, 베가, 세타, 로우로구성된다.

옵션 가격은 Black-Scholes 모형에 의해 f = SN(d1) − Xe−r(T−t)N(d2)와 같이 정의되는데 기초

자산, 델타, 변동성, 시간가치, 이자율로 미분하면 델타 (∆ = ∂f/∂S), 감마 (Γ = ∂2f/∂S2), 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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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υ = ∂f/∂σ), 세타 (Θ = ∂f/∂t), 로우 (ρ = ∂f/∂r)가 나오게 된다. 미분하는 요소에 따른 상수항들

을 소거하게 되면 Table 2.1과 같은 그릭스 수식이 도출된다. 그릭스 각각 델타는 기초자산의 변화량,

감마는 델타 변화분, 베가는 변동성변화분, 세타는 시간변화분, 로우는 이자율변화분에 따른 옵션가격

변화분을의미한다.

Table 2.1 Greeks equation

Call option Put option

Delta (∆) N(d1) −N(−d1)

Gamma (Γ)
N

′
(d1)

Sσ
√
τ

N
′
(d1)

Sσ
√
τ

Vega (υ) S
√
τN ′(d1) S

√
τN ′(d1)

Theta (Θ) −
SN

′
(d1)σ

2
√
τ

− rKe−rτN(d2) −
SN

′
(d1)σ

2
√
τ

+ rKe−rτN(−d2)

Rho (ρ) Kτ−rτN(d2) −Kτ−rτN(−d2)

식 (2.1), (2.2), (2.3)은이자율이 0을가정했을경우, 세타, 감마, 베가의등가식이다. Black -Scholes

모형 미분 방정식은 (∂f/∂t) + rS(∂f/∂S) + (1/2)(σ2S2∂2f)/∂S2 = rf와 같다. 여기서 S는 옵션과

연계된기초자산의가치를의미하고, f는옵션의가치를기초자산 (S)와시간 (t)에의존하는함수로표

현한 것이다. f는 옵션 가격 델타, 감마, 세타는 ∆ = ∂f/∂S, Γ = ∂2f/∂S2, Θ = ∂f/∂t와 같이 정

의되므로 대입할 경우 Θ + rS∆ + (1/2)σ2S2Γ = rf와 같이 정리되어 식 (2.1)이 도출되게 된다. 좌

변의 첫 번째 항은 세타, 두 번째 항은 감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항의 합이 0이 나온다는 것은 감

마와 세타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간가치에 대한 이익의 감소는 기초

자산 변화속도 (델타)에 따른 이익을 향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식 (2.1)에 그릭스 정의인 감마

(Γ = ∂2f/∂S2), 베가 (υ = S
√
τN ′(d1))를 대입하면 식 (2.2)이 도출되는데 이는 세타와 베가와의 관

계가 음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옵션은 변동성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경우, 시간가치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감마 (Γ = N
′
(d1)/Sσ

√
τ)에 베가 (υ = S

√
τN ′(d1))를

N ′(d1) = υ/S2στ로 이항시켜서 대입하면 식 (2.3)이 도출된다. 감마와 베가는 둘 다 같은 부호를 가지

게 되므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결국, 기초자산 변동 속도가 빠를수록 수익을 얻으면서, 변동성

확대에따른이익또한얻을수있게된다.

Θ +
σ2

2
S2Γ = 0 (2.1)

Θ +
σ

2τ
υ = 0 (2.2)

στS2Γ = υ (2.3)

2.2. 내재변동성

내재변동성은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 값이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주어진 모델로

옵션의 시장가격에 내재된 변동성 값을 추정하는 것이다 (Han, 2000). 내재변동성의 측정은 시행착오

법을 통해 실제 관찰치와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까지 과정을 되풀이 해야 하는데 뉴튼랩슨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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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Moon, 2001).

옵션가격 = SN(d1)−Xe−r(T−t)N(d2) (2.4)

d1 =
ln

(
S
X

)
+

(
r + σ

2

)2
τ

σ
√
τ

τ :만기까지잔존기간

r :무위험이자율

N() :표준누적정규분포함수

식 (2.2)는 Black-Scholes 모형을통한옵션가격산출과정인데옵션가격을이루는요소가변동성으로구

성된다. 즉 옵션가격의 고평가가 내재변동성의 고평가를 의미하고, 옵션가격의 저평가가 내재변동성의

저평가를의미하게된다.

장, 단기시간척도에 따른 확률 변동성 분석결과 변동성은 빠른속도로 평균회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

다 (Choi, 2007). 이에 따라 내재변동성이 평균보다 높게 올라간 경우, 평균으로 하락하고, 평균보다 낮

게내려간경우평균으로상승하게된다.

2.3. 변동성 거래

변동성거래란기초자산의가격변화에대한위험을헤징하면서기초자산의변동성을이용하여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Kim과 Kim, 2003). 변동성 전략 중에서 스트래들 매수/매도는 동일한 만기와

행사가격을 가지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결합하는 것이고, 스트래들은 동일한 만기와 다른 행사가격을 가

지는 콜옵션, 풋옵션을 결합하는 것이다. 콜레이쇼 매수/매도는 동일한 만기의 콜옵션에 서로 다른 행

사가격을매수/매도하는전략이다.

Figure 2.1은 변동성 전략들의 만기 손익 그래프이다.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스트랭글 매수의 경우

지수의 등락폭이 크지 않고 일정 범위에서 움직일 경우 손실을 보게 되고, 지수가 급락하거나 급등하게

되면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이다. 반대로 스트랭글 매도는 지수의 등락이 없는 범위에서는 이익을 얻고,

지수가 만기에 큰 폭으로 움직이게 되면 손실이 나게 된다. 콜옵션 매수시 델타가 +이고, 풋옵션 매수

시 델타가 −이므로 스트랭글 매수, 매도는 델타중립에 가까워진다. 즉 기초자산 방향성이 미치는 영향

이 크지 않고, 그 외 그릭스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단 그릭스가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급등, 급락시에는 델타 변화로 인해 기초자산 변화에 민감하게 손익이 변한다. 콜 레이쇼 매수

는 지수가 해당 범위에서 완만히 상승할 경우, 이익을 얻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상승할 경우 손실을 보

게 되는 구조이다. 옵션 구성은 등가격 콜옵션 매수, 외가격 콜옵션을 매도로 이루어지는데, 등가격 콜

옵션의 델타값이 상대적으로 외가격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 반대로 콜 레

이쇼 매도는 지수가 완만하게 움직일 경우는 손실을 보게 되고, 급등할 경우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이

와 같은 기존의 변동성 전략들은 기초자산, 변동성의 방향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예측하면서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고 위험이 크다. 옵션시장에서 선행된 다양한 연구에서

내재변동성이회귀한다는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변동성회귀특성을이용해서진입, 청산시점을포

착할수있다면예측없이도정해진신호에따라안정적인수익실현이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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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le buy Strangle sell

Call ratio buy Call ratio sell

Figure 2.1 Volatility strategy maturity payoff

2.4. 러프집합

러프집합 이론 (rough set theory)은 1980년대 초에 Zdzislaw Pawlak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지식의

모호함, 부정확성, 학습, 귀납 등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수학적 접근 방법이다. 수학적으로 매우 간단

하고 쉽게 이해 될 수 있으며 현실세계에 존재 하는 불확실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용 분야 또한 대단히 넓다 (Seo, 2004). 러프집합을 응용한 예로는 패턴

인식, 중요한 속성과 필요 없는 속성을 골라 내는 변수선택, 자료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정확성 척도 등

이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경제예측, 금융시 계열 분석, 매매시점 포착, 부도사업 예측 등 다양한 연구분

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접목시켰을 때 불필요한 진입, 청산 신호를 줄이고,

데이터 간의 의존성을 높이면서 트레이딩룰을 추출하는데 유용한 알고리즘이라고 선행연구된 바 있다

(Heo 등, 2010).

본연구에서는옵션그릭스와수익, 손실신호와의관계를러프집합알고리즘을통해상관도가높은요

소들을집합화하여변동성회귀전략의진입시점의필터링정확도를높이고자한다.

3. 제안모델

3.1. 모델의 구성

본 절에서는 제안 모델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제안 모델은 총 3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

안 모델의 1 단계에서는 변동성 회귀 모델을 어떤 변동성 전략과 구축해야 수익이 극대화하는지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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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그릭스 분석을 시행한다. 2002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대표적인 상승장, 보합장, 하락장

을 뽑아서 그릭스에 따른 손익을 옵션가격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고, 각 시장에서 베가에 대한 요인과 다

른그릭스에대한요인을비교하여우수한성과를내는전략을채택한다.

2 단계에서는 채택된 변동성 전략의 내재변동성의 추이를 분석하고, 내재변동성의 회귀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회귀점을 정해서 진입, 청산시점을 정한다. 분석결과 내재변동성은 잔존만기에 따라 회귀성과

추세성을동시에갖기때문에회귀점을일관된값으로설정할수가없게된다. 이에대한대책으로는평

균추세와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술적 지표인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여 평균추세와 변동성이

변함에따라회귀점이변하게되는문제를상한, 하한밴드를만들어적절한진입, 청산기준을정한다.

3단계에서는 변동성 회귀 전략의 최적 진입시점을 포착하기 위해 러프집합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변

동성 회귀 전략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출한 수익신호와 그릭스값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입력변수

(그릭스와 내재변동성)을 한 개씩 가공하여 룰셋을 생성한다. 각각의 입력변수에서 추출된 룰셋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보고, 판별적중률이 높은 상위 5개의 변수를 추출한다. 최종적으로 변동성 회귀 전략에

적용할최종룰셋을이전에추출된 5개의변수를이용해 3개의조합 (5C3)으로가공한다.

3.2. 모델구축단계

3.2.1. 그릭스 분석을 통한 변동성 전략 선택

변동성 회귀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변동성 전략 중에 변동성 회귀 전략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한다. 즉, 변동성 회귀 특성을 적용했을 때 베가요인으로 인한 효과가 총 수익에 끼치

는 영향이 가장 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변동성 회귀 전략은 내재변동성의 변화에 따른

옵션수익을 창출하므로 그릭스 중 베가의 영향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옵션이라는 금융상품

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시간가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세타 효과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각 옵션

그릭스는 기초자산, 변동성, 이자율, 시간가치등 다양한 요소로 미분하기 때문에 일정한 단위가 존재하

지 않으므로 직관적으로 총 수익에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알기 어렵다. 이에 따른 해결책은 서로 다른

단위의 값을 사용하는 옵션 그릭스 값을 이용해 그릭스별로 옵션가격 환산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즉 그

릭스에 따라 옵션가격으로 환산한 손익이 있어야 어떠한 그릭스 요인으로 인해 옵션가격이 크게 변하는

지를알수있게된다.

그릭스별 환산손익은 기초자산의 변화, 기초자산의 변화속도, 시간가치, 내재변동성 등 각각의 요인

들이 옵션가격에 미치는 영향도를 의미한다. Table 3.1은 각 그릭스별로 환산 손익을 구하는 과정이다.

델타 = (옵션가격의변화 / 기초자산의변화)인데기초자산의변화를이항시켜기초자산의변화 * 델타

로 옵션가격을 산출한다. 이렇게 식을 변형함으로써 델타 변화분에 따른 옵션가격을 산출할 수가 있다.

감마 = (옵션가격의 변화 / 델타의 변화)인데 이 부분 또한 정리하면 (델타의 변화 * 감마)로 옵션가격

을산출할수가있다. 이런식으로베가, 세타도이항하여정리해서구하면변동성, 시간가치에따른옵

션가격의변화분을구할수있다.

Table 3.1 Greeks converted profit and loss

Greeks Converted profit and loss

Delta (δ) ∆U ∗ δ

Gamma (Γ)
∆U2

2
∗ Γ

Vega (υ) ∆V ∗ υ

Theta (Θ) ∆T ∗ Θ

∆ U : asset change ∆T : time value change ∆V : implied volatilit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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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장, 하락장, 보합장에서 그릭스 분석을 시행하고, 베가로 인한 환산 손익이 가장 크고, 세타로 인

한손실로상쇄되는부분이적은변동성전략을선택한다.

3.2.2. 평균 내재변동성과 볼린저 밴드를 사용한 진입, 청산 시점 결정

식 (3.1) 평균변동성은포지션을구성하고있는콜옵션, 풋옵션의내재변동성을단순평균해서구한값

이다. 변동성 회귀 전략은 내재변동성이라는 요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내재변

동성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직관적으로 두 내재변동성의 합이 합성옵션전략 포지션

의 내재변동성을 의미하므로, 평균변동성 추이를 분석하여 적정한 진입, 청산시점을 정하는데 사용하였

다. 여기서 청산시점을 정할 회귀점을 찾아야 하는데 내재변동성은 잔존만기가 길 때는 일정한 상수로

회귀하게 되지만, 잔존만기가 짧게 되면 등락폭이 커지며, 추세를 갖고 움직이게 된다. 결국, 평균추세

와 변동성에 따라 회귀점이 계속 변하므로 회귀점 또한 추세성을 반영하며 변경해주어야 한다. 이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시점까지의 가격의 평균추세와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술적 지표인

볼린저밴드를사용하였다 (Williams, 2006; Lento, 2007; Yoo, 2007; Su, 2010). 식 (3.2)는평균변동

성과평균변동성표준편차, 밴드폭을사용하여상한, 하한밴드를구하는식이다. 볼린저밴드와변동성

전략을접목할시변동성의괴리가일정수준으로벌어져서상한선에도달했을때진입, 다시하한밴드로

회귀할 때 청산하는 변동성 회귀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Figure 3.1은 내재 변동성이 만기부근에

서 추세를 형성 할 때 볼린저밴드를 사용하여 포지션 진입, 청산하는 시점을 이용해 포착하는 것을 보여

준다.

평균변동성 =
(콜옵션내재변동성+풋옵션내재변동성)

2
(3.1)

상한선 = µ+ (d ∗ σ) (3.2)

하한선 = µ− (d ∗ σ)

µ = n일평균변동성

σ = n일평균변동성표준편차

d =밴드폭

Figure 3.1 Using Bollinger bands, point of entry and liquidation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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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러프집합을 사용한 룰셋 생성

변동성 회귀 전략의 최적 진입시점을 포착하기 위해 옵션 가격의 설명력이 높은 그릭스와 내재 변동

성을 러프집합 초기 입력변수로 사용한다. 여기서 이자율 변화는 옵션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로우를 제외한 델타, 감마, 베가, 세타만을 사용한다 (Smith, 1996). 러프집합는 범주형 데이터를 초기

입력변수로 사용하므로 연속형 변수인 입력변수들의 이산화를 필요로 한다. 이산화 과정은 결과값이나

변수값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범주화 시키는 등분위 이산화 방법을 적용한다 (Noh, 2005). 변동성

전략은 최소 2개의 포지션으로 구성되므로, 그릭스 (4개)와 내재변동성 (1개)를 포함한 총 10개가 입력

변수로 사용하는데, 거래 시뮬레이션을 통해 판별적중률이 높은 상위 5개의 입력변수를 선출한다. 판별

적중률은 진입 했을 때 수익을 얻은 신호의 수를 진입한 신호의 수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판별적중률

이높다는의미는해당변수를사용하여포지션을진입할때수익을내는데성공하는것을말한다. 즉입

력변수를모델에적용했을시진입시점의필터링정확도를높여주는변수들만뽑아다시한번가공하면

이전보다 전략 성과를 향상시킬수 있다. 추출된 5개의 변수를 3개의 조합으로 재가공하여 최종 시뮬레

이션에사용한다.

Figure 3.2 Rule set generation

4. 실증분석

4.1. 데이터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증권거래소의 틱 데이터 (2002년 2월∼2007년 2월)를 사용하여 1분봉으

로 가공했다. 틱 데이터의 약정지수, 약정수량을 사용해서 종가, 거래량을 생성하고, 종가를 사용하여

뉴튼랩슨 방식으로 내재변동성을 계산했다. 뉴튼랩슨방식은 초기값 설정을 잘못 설정 했을 경우, 해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게 된다. 해가 발산하지 않게 하는 초기값을 찾기 위해 여러 번 실험한 결과 초기

값을 0.01∼0.7사이로 지정할 경우 발산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산출된 내재변동성을 통해 옵션

그릭스 (델타, 감마, 베가, 세타)를가공하였다.

변동성 회귀 전략은 변동성 회귀에 따른 이익만을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초자산 방향성을 헤지하기

위하여 KOSPI200 선물데이터를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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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그릭스 분석을 통한 옵션 전략 선택

변동성 회귀전략 구축을 위한 변동성 전략을 선택하기 위해 그릭스 분석을 시행했다. 그릭스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VBA를 사용하여 그릭스를 옵션가격으로 환산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옵션그릭스

분석결과 스트랭글 매수, 콜레이쇼 매도 두 전략 다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전략인데, 변

동성 확대에 따른 베가요인이 시간가치 손실을 상회할 수 없어서 손실이 났다. 즉, 시간가치 소멸로 인

해 변동성확대에 따른 이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 축소에 따른 변동성 전략인 스트랭글 매도, 콜

레이쇼 매수를 그릭스 분석하여 어떠한 전략이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지 테스팅하였다. 옵션 그릭스

환산지수는 변동성 전략인 스트랭글 매도와 콜레이쇼 매수를 상승구간, 하락구간, 보합구간별로 산출하

였다.

ATM은 기초자산인 KOSPI200 지수 값과 행사가격이 동일한 옵션을 의미하는데. 옵션 행사가는

2.5pt간격으로 이루어지므로 ATM기준 1외가격은 ATM에서 2.5만큼 떨어져 있는 상품을 말한다. 즉

ATM기준 3외가격은 ATM에서 (2.5 * 3)인 7.5만큼 차이가 나는 외가격을 의미한다. 기초자산이 변함

에 따라 등가격 (ATM)이 변하는 문제 때문에 ATM기준 3외가격으로 1일마다 포지션을 재구축하였다.

스트랭글 매도는 콜옵션 3외가격, 풋옵션 3외가격 매도로 포지션을 구성하고, 콜레이쇼 매수는 콜옵션

등가격 매수, 3외가격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였으며, 당일 마감 시점에 델타헤지를 수행하여 실험했다.

델타헤지는 변동성 전략에서 기초자산 방향성에 따른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선물을 이용하여 일정 시

점마다 델타를 0으로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향성에 따른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베가, 세타

와 같은 다른 그릭스 요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의 제안된 모델에서 언급했듯이,

변동성 전략 중 베가, 세타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을 택하는데, 상승장, 하락장, 보합장별로 그릭스

분석을하여시간가치를고려한변동성환산손익이총손익에미치는정도를실험하였다.

시간가치를 고려한 변동성 환산 손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릭스 환산 손익 중 변동성에 따른 옵션 손

익을 의미하는 베가 환산 손익과 시간가치에 따른 옵션 손익을 나타내는 세타 환산 손익을 합해야 한다.

Figure 4.1에서 스트랭글 매도 포지션의 총 손익과 베가 + 세타 환산손익 그래프를 보게 되면 총 손익

과시간가치를고려한변동성환산손익이유사하다는것을볼수있다. 만기를제외한기초자산과내재

변동성은 역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내재변동성은 축소되게 된다. 즉 지수 상승시

스트랭글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게 되면. 변동성축소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수 있다. 지수 하락시에는 내

재변동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내재변동성이 축소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스트랭글 매도 포지션에서는 베

가 환산손익이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만기로 갈수록 세타는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가치측면

에서는이익이상회하므로총수익은 (+)가나오게된다. 지수가보합일경우에는기초자산변동에따른

델타리스크가적기때문에순수하게시간가치에대한프리미엄을향유함을볼수있다.

Figure 4.2에서 보면 콜 레이쇼 매수 포지션은 베가 + 세타 환산손익이 총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

미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콜레이쇼 매수는 지수 상승시 기초 자산 상승에 따른 델타 환산 손익, 변동

성 축소로 인한 베가 환산 손익, 시간가치 소멸에 따른 세타 환산 손익을 모두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모델에서 델타 리스크를 선물로 헤지하기 때문에 델타에 따른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없다. 베가

로 인한 이익 또한 매수, 매도 포지션의 조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매도 포지션으로만 구축한 스트랭

글 매도 포지션 보다 적은 베가 환산 이익을 얻게 된다. 지수 하락시에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이 커

지고, 지수급락으로인한세타또한변하기때문에처음과같은시간가치를얻을수없게된다. 지수보

합시에는 델타 환산 손익보다 세타, 베가로 인한 손익이 커지므로, 변동성 축소, 확대에 따른 전략이 유

효할수있지만상대적으로스트랭글매도의세타, 베가로인한이익을하회하게된다.

그릭스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스트랭글 매도 포지션은 시장의 방향성에 관계없이 베가, 세타로 인

한 손익이 총 손익 기여도가 큰 반면, 콜레이쇼 매수는 방향성 요소 없이 변동성 괴리만으로는 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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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추구하기어려운것을검증하였다.

Strangle sell Greeks converted profit and loss

KOSPI200 rises (2005/6)

KOSPI200 falls (2003/1)

KOSPI200 flats (2004/8)

Figure 4.1 Strangle sell (Greeks converted profit and loss)

Call ratio buy Greeks converted profit and loss

KOSPI200 rises (2005/6)

KOSPI200 falls (2003/1)

KOSPI200 flats (2004/8)

Figure 4.2 Call ratio buy (Greeks converted profit and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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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TM, 볼린저 밴드폭, 계산기간 설정

변동성 회귀 전략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할 지표를 포지션의 평균 내재변동성으로 설정하였고 포지

션의 진입, 청산시점을 볼린저밴드의 상단, 하한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시뮬레이션 기간은 2002년 2월

부터 2007. 2월까지 30분봉으로실험하였다.

Table 4.1에서 보면 ATM에서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ATM이 만기에 다가올수

록 감마가 급등하기 때문에 방향성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ATM기준 3외가격이 될 경우 수

익은 ATM기준 1외가격, 2외가격에 비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외가격으로 갈수록 처음

에 구성하는 포지션의 옵션가격이 작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익폭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밴드폭은

1.8일 때가 가장 우수한 수익을 주었는데, 이것은 밴드폭이 커지면서 무분별한 진입, 청산신호를 제거하

면서거래세와슬리피지를줄일수있기때문이다.

밴드계산기간도 역시 높을수록 좋은 수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평균변동성을 계산하는 일수가 늘어

나서 상한, 하한 밴드가 변동성의 괴리정도를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변동성의 괴리

는 단기간에 회귀하기 보다 장기간에 걸쳐 회귀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실험으로 포지션

구축시 ATM 기준 외가격을 선택하지만 ATM기준 1외가격, 2외가격수준을 선호하는 것이 좋고, 밴드

폭과밴드계산기간은크게하여무분별한진입, 청산신호를제거하면서변동성의괴리를충분히반영할

수있는밴드로기준을잡아야하는것이다.

실제 시뮬레이션 시에는 학습구간에서의 ATM, 밴드폭, 밴드계산일수를 설정하여서 최적의 볼린저

밴드파라미터를실험구간에적용하여시뮬레이션하였다.

Table 4.1 ATM, bandwidth, band calculation period, total profit and loss

ATM Bandwidth Band calculation period Total profit and loss (pt)

2 1.8 3 18.12

1 1.8 3 15.06

2 1.8 2.5 14.78

3 1.8 3 13.66

1 1.8 2.5 11.13

3 1.8 2.5 10.59

2 1.8 1.5 9.79

1 1.8 2 9.66

1 1.6 1 9.59

2 1.4 2 9.57

2 1.8 2 9.23

2 1.8 2 9.23

1 1.4 1.5 9.23

1 1.4 2 9.18

3 1.8 2 8.62

3 1.8 2 8.62

2 1.6 2 8.44

0 1.8 3 7.85

1 1.2 2 7.4

0 1.8 2.5 7.12

1 1.6 2 7.05

1 1.8 1.5 6.21

2 1.6 1.5 6.09

2 1.2 2 5.97

1 1.6 1.5 5.77

0 1.8 2 5.71

3 1.6 2 5.25

1 1 2 5.23

1 1.8 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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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러프집합을 이용하여 그릭스와 손익관계를 통한 룰셋 생성

콜, 풋옵션의로우를제외한옵션그릭스 (델타, 감마, 베가, 세타)와내재변동성을한개씩입력변수로

하여러프집합룰생성기로가공을하였다.

Figure 4.3 Using Greeks, implied volatility, rule set generation

가공된 10개의 룰셋 중 어떤 입력변수가 진입시점을 필터링하는 정확도가 높은지 한 개씩 변동성 회

귀전략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다. 필터링 정확도를 구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하였을 때 판별적중률

를 산출하였고, 판별적중률이 높은 상위 5개의 입력변수를 사용한다. Figure 4.4에서 보면 콜옵션의 내

재변동성을 이용하여 진입시점을 필터링했을 때 84%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콜 델타, 풋 베가, 콜

감마, 풋 내재변동성 요소 또한 70%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상위 5개의 판별적중률을 보인 변수들을

3개의조합 (5C3)으로최종룰셋을생성한다 (Kim, 2011).

Figure 4.4 Select top five variables (high hit-ratio)

4.5. 러프집합을 활용한 변동성 회귀 전략

이전 단계에서 가공된 러프집합 룰셋과 변동성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백테스팅하였다. 수익률은 증거

금 대비 측정하였으며, 데이터 구간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2월 중 무작위로 10개를 선택하였다. 변

동성 회귀 전략의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신호 갯수를 추출하기 위해 학습구간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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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였고, 실험구간은 3개월로 적용하였다. 학습구간에서 ATM과 밴드폭, 밴드계산기간을 구하기

위한시뮬레이션을시행하였다. Table 4.2에서보듯이옵션행사가는전구간에서 ATM기준 1외가격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대부분의 구간에서 밴드폭은 1.6, 밴드계산기간은 3일이 좋은 수익을 기록

하였다.

Table 4.2 ATM, band width, band calculation period in training period

Training period ATM bandwidth calculation period

Case 1 2003.01∼2005.12 1 1.6 3

Case 2 2003.09∼2005.08 1 1.6 3

Case 3 2004.07∼2006.06 1 1.2 2

Case 4 2004.10∼2006.09 1 1.6 1

Case 5 2004.04∼2006.03 1 1.6 1

Case 6 2002.10∼2004.09 1 1.6 3

Case 7 2004.12∼2006.11 1 1.6 1

Case 8 2003.07∼2005.06 1 1.4 3

Case 9 2003.03∼2005.02 1 1.6 3

Case 10 2002.09 ∼2004.08 1 1.6 3

위에서 선택된 수치를 사용하여 실험구간에 적용해서 변동성 회귀 모델의 수익률을 구하고, 러프집합

을 적용했을 때 수익률을 비교하였다. Table 4.3에 시장별 수익률을 보면 러프집합을 적용했을 때 보

합장, 상승장에서의 이익은 극대화시키고, 하락장에서의 손실을 줄여주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Table

4.4에 보듯이 러프집합을 적용후 연 평균 수익은 7.7%로 변동성 회귀모델의 3.34%룰 2배 이상 상회하

였다. 성과를측정하는지표인위험대비수익률또한 3배가까운결과치를보여주었다.

Table 4.3 By scenario, volatility reversion model and rough set return rate

Training period Test Period Market Volatilityreversion model Roughset

Case 1 2003.01∼2005.12 2006.01∼2006.03 Flat 6.68% 11.32%

Case 2 2002.03∼2004.02 2004.03∼2004.05 Bear -11.78% -5.68%

Case 3 2004.07∼2006.06 2006.07∼2006.09 Bull -2.70% 7.49%

Case 4 2004.10∼2006.09 2006.10∼2006.12 Bull -4.38% 5.70%

Case 5 2003.02∼2006.01 2006.02∼2006.04 Bull 8.17% 8.74%

Case 6 2002.10∼2004.09 2004.10∼2004.12 Flat 3.09% 9.73%

Case 7 2004.12∼2006.11 2006.12∼2007.02 Flat 9.45% 9.51%

Case 8 2003.07∼2005.06 2005.07∼2005.09 Bull 5.25% 8.12%

Case 9 2003.03∼2005.02 2005.03∼2005.05 Flat 5.21% 8.28%

Case 10 2003.11∼2005.10 2005.11∼2006.01 Bull 14.46% 13.78%

17
Volatility reversion model

Rough set

Figure 4.5 By scenario, profit and loss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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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Volatility reversion model and rough set of average annual return rate,

standard deviation, return per unit of deviation

Volatility reversion model Rough set

Average annual return rate 3.34% 7.70%

Average annual standard deviation 7.66% 5.19%

Return per unit of deviation 0.44 1.48

5. 결론

KOSPI200 선물, 옵션시장은 거래량, 거래대금 측면에서 세계수준으로 성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파

생시장은양적, 질적성장을하게되었지만많은투자자금유입으로투기성거래가만연하게되었다. 또

한 파생시장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을 크게 상회하면서 왝더독 (wag the dog)현상으로 인한 변동성 등

락폭이커지게됨에따라우리나라옵션시장에서는변동성과대, 과소평가에따른초과수익기회가생기

게되었다.

본 연구는 옵션시장에서 발생하는 변동성 괴리에 따라 수익을 향유하는 변동성 회귀 전략을 구축하였

다. 그릭스 분석을 이용하여 변동성전략을 선택하고, 평균 내재변동성에 볼린저밴드를 적용하여 진입,

청산을 결정하였다. 또한 옵션시장 연구분야로써 미진한 러프집합 알고리즘을 접목시켜서 고빈도 데이

터인옵션상품에서의유용성을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옵션 30분 데이터를 사용하여 변동성 회귀 전략을 백테스팅하였고, 변동성 회귀 전략

과 러프집합을 적용하였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체결위험을 반영하

기 위해 슬리피지를 반영하였다. 그 결과 러프집합을 적용했을 때 연평균 7.7%로 변동성 회귀 전략을

사용했을때보다 2배이상높았고, 위험대비수익률또한 3배이상상회하면서안정적으로고수익을추

구하는것을보였다.

그러나 데이터에서는 폭락장이 일어나는 구간이 적었기 때문에 폭락장에서의 시뮬레이션이 부족하다

고 생각한다. 옵션이라는 상품 특성상 취약한 급락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

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폭락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폭락장을 대비하기 위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지수하락, 내재변동성 상승을 예측하여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투자전략이

나오길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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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novel option strategy by using characteristic of volatility

reversion and rough set algorithm in options market. Until now, variou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stock and future markets, but minimal research has been done

in options market. Particularly, research on the option trading strategy using high

frequency data is limited. This study consists of two purposes. The first is to enjoy

a profit using volatility reversion model when volatility gap is occurred. The second

is to pursue a more stable profit by filtering inaccurate entry point through rough set

algorithm. Since options market is affected by various elements like underlying assets,

volatility and interest rate, the point of this study is to hedge elements except volatility

and enjoy the profit following the volatility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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