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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제원유시장가격의 확률과정적 특성을 분석하고 국제원유시장가격

의 모형화에 있어서의 확률과정의 특성과 기여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메타연구와 실증연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메타연구

에서는 에너지·자원 시장가격을 대상으로 한 확률과정 연구의 발전 경과를 파악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원유시장가격의 확률적 특성이 어떻게 도출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실증연구에서는 특정 확률모형을 선정하여 분석할 

때 분석 자료 특성에 따라 결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지를 확인하여 자료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메타연구에서는 먼저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에서 확률과정을 이용하여 시장가

격을 모형화한 연구들을 모두 수집하고, 주요 연구들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이

후 각 모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사안들을 기준으로 연구 모형들을 분류하였다. 

본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자원시장 분석에 사용되는 확률모형을 크게 

one-factor model, multi-factor model, further extensions로 구분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one factor model은 Geometric Brownian 

Motion, one-factor mean-reversion model, one-factor comparison 

studies로 분류된다. Multi-factor model은 보유편익 모형, 잠재요인 모형, 기간

구조 모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further extensions는 점프/체제변환 

모형, 다중 상품 모형, 확률변동성 모형, 그리고 model comparison studies로 구

분된다.  이러한 모형 분류는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메타연구를 통하여 일반 금융자산의 분석과 달리 에너지·자원 상품의 

분석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조정을 통해 평균회귀 특성을 보인다는 것, 재고 활용

으로 인하여 역조시장이 등장하게 되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보유 편익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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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최근 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수익

률 분포가 정규분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이 이루어

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특성들은 국제원유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다음으로 1986년 1월 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WTI 현물 가격 자료

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메타연구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모형 중 

변동성 예측에 관심을 두고 있는 최신 연구 경향을 반영한 확률변동성 모형을 적

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서 자료 빈도 및 자료 기간이 변동성 추정 결과에 미치

는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특성 선정에 따라 변동성 추정의 결과가 다

르게 나타난다면 결과 일관성(consistency)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결

과 자료 빈도(일별, 주별, 월별)에 따라 추정된 변동성은 절대적인 수치와 변동성 

크기의 순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 반면, 분석기간의 구분 여부는 큰 차이를 발생

시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확률과정을 이용한 국제 에너지·

자원 시장가격 모형화 선행연구들을 종합화 및 체계화하여 국제 에너지·자원, 더 

나아가 국제원유 고유 특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둘째, 자료 빈도 및 자료 기간 등

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의 차이를 최초로 비교함으로써 자료 선정에 유의할 필요

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제자원시장, 특히 국제원유 시장가격의 분석연구를 살

펴볼 때, 일반적인 확률모형보다는 특성을 고려한 확률과정 모형을 개발 및 발전

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확률과정모형을 활용한 국제에너지·자

원시장 가격 연구 시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확률과정의 적용이 요구된다고 하겠

다.

주요어: 확률과정, 에너지·자원시장가격, 국제원유시장가격, 메타연구, 

실증연구, 확률변동성모형

학  번: 2014-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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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국제원유시장의 가격자료와 같은 시계열 자료를 모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

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 분석방법에는 회귀모형, VAR 모형, 확률과정1) 

모형 등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 회귀모형은 밝혀진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적절

한 변수들의 함수로서 단일 혹은 연립방정식을 상정하는 모형으로 경제 예측 부

문에서 1960-70년대에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1973년과 1979년의 1, 2차 

오일 쇼크 발생시 그 예측 능력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Lucas(1976)

은 해당 모형을 이용한 모수 추정은 추정 시점의 정책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VAR(vector auto regressive) 모형은 여러 내생변수들을 자신의 과거 혹은 

시차 값과 모형 내 다른 내생변수들의 시차 값으로 설명한다. 회귀모형과 달리 이 

모형 내에는 외생변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VAR 모형은 모형 내의 변수들 간

의 동태적 상관관계 분석, 한 변수의 충격이 전체 모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수행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VAR 모형은 변수의 선택과 시차의 선택 등에 따라

서 결과가 다르게 추정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확률과정 모형은 확률미분방정식(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의 형태로 

변수를 모형화한다. 이때 윤원철(2005)는 특정 자산 가격 모형화에서 확률과정 

활용의 유용성을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였다. 먼저 확률과정 모형은 확률

1) 본 논문에서 확률과정 모형이라고 함은 이토 과정(Ito process)을 의미한다. 이토 과정은 시

간 t와 위너과정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를 의미한다. 여기서 위너과정은 

연속적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브라운운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균이 0이고 분

산이 1인 확률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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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방정식의 모양을 통해 복잡한 가격의 동태성을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즉, 

확률미분방정식 내의 추세함수(drift function)과 확산함수(diffusion function)

을 통해 조건부 평균(conditional mean)의 변화와 조건부 이분산성(conditioanl 

heteroscedasticity) 등을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확률과정 모형은 

연속적인 시간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미적분(stochastic calculus, 혹은 

Ito calculus)을 활용하여 파생상품의 가격, 적정 기간구조 등 각종 부차적인 모

형 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국제 에너지·자원, 특히 국제원유 시장가격의 모형화

에 확률과정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과 이에 따른 적합한 확률과정 선택의 중요성

을 덧붙여 설명하겠다. 먼저 정확한 확률과정 모형을 이용하여 원유 탐사 및 개발 

주체들은 사업 투자 여부 및 거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원유의 탐

사 및 개발 거래는 높은 가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 주체들은 리스크와 불

확실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Brashear et al.(1999)는 10-20%의 

수익성을 기대한 사업들이 실제 수익률이 약 5%에 불과했음을 지적하며, 지상의 

불확실성(above-ground uncertainty)의 평가를 부적절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다. 산출물 가격을 확률과정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조금 더 정확한 투자 결정에 다가갈 수 있다. 특히 천연자원의 경우 연간 가격 변

동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워 확률 과정의 사용이 더욱 

추천된다(Brennan and Schwartz, 1985). Dempster et al.(2012)는 정확한 경

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상품 시장에 대한 경제적 이해가 결여된 “블랙박스”형의 

가격 예측방법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밝히며 보다 합리적인 확률과정의 선택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적합한 확률과정을 선택함으로써 투자 주체는 효율적인 헷징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Cortazar and Schwartz(2003)은 기업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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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리스크는 기초 자산에 대한 확률과정이 알려져 있다면 성공적으로 헷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적 움직임을 묘사하는 확률과정이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파생

상품의 가치를 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Bernabe et al., 2004). “델타 헷지

(delta hedge)"는 이렇게 책정된 파생상품의 가격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헷지 유형 중 하나이다. Nielsen and Schwartz(2004)는 메탈게젤샤프

트(Metallgesellschaft)2)의 사례를 제시하며 리스크 관리에서 정확한 확률과정

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메타연구 부분과 실증연구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메타연구 

부분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명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은 일반 금융 시계열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2) 국제 원유시장가격은 다른 에너지·자원 시장가격보다 강조되는 특성을 갖

는다.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이 주가, 이자율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금융 시계열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면 금융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들을 그대로 차용하여도 무방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에너지·자원 시장가격의 특성을 고려한 모형을 

개발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원유 시장 가격이 천연가스, 금, 

구리 등 다른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보다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면 모형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 특히 

2) 메탈게젤샤프트(Metallgesellschaft, 이하 MG)는 독일의 비철 금속 구입 및 판매 기업으로 

설립되어 이후 금속의 제련 및 가공 분야에도 진출하여 독일의 거대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1993년 MG의 자회사 메탈게젤정유사(MGRM)은 향후 1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160백만 

배럴에 상당하는 정유제품을 인도하는 장기선도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유 가격 상승

리스크를 헷징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의 원유 선물과 스왑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1993

년 초 약 20달러였던 유가는 그 해 말 14달러로 하락하면서 역조시장이 정상시장으로 변하

였다. 결국 MGRM과 MG는 각각 14억 달러, 19억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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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유시장가격의 효율적인 모형화를 돕기 위하여 상기한 명제들을 확인한다. 

실증연구 부분에서는 메타연구 부분에서 제시한 다양한 확률과정 모형들 중에

서 최근의 연구 경향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확률 변동성 모형을 이용하여 국

제원유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을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다음의 두 가설을 확인하

고자 한다.

(1) 자료의 빈도가 다르면 변동성 추정 결과가 달라진다.

(2)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자료의 기간이 달라질 경우 변동성 추정 결과가 달라

진다. 

자료의 빈도에 따라 변동성 추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분석 결과의 

일관성(consistency) 및 안정성(stability)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확률 

변동성의 연구들은 유의미한 변동성 추정을 위해 자료 선정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자료의 기간을 구분함에 따라 기간을 구분하지 않은 것과 변동성 

추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시계열 내의 구조변화의 존재가능성을 시사

한다. 하지만 기간 구분에 무관하게 추정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적어도 기간

을 구분한 시점에서는 구조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2장과 제3장은 메타연구 부분, 

제4장은 실증연구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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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천연자원가격 확률과정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1985년부터 약 30년간의 확률과정을 이용한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 모형화 선행연구의 발전 과정을 주요 연구(key paper)들을 통해 간략

하게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확률과정을 이용한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 모형화 선행연구

들을 모두 취합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10여개의 주요 학술지를 중심으로 하여 

keyword 검색을 실시하여 연관이 높은 95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이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장 및 제3장에서 이루어지는 체계화 과정은 모두 이들 95개 논문들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 2절에서는 확률과정을 이용한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 모형화의 주요 

연구들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95편의 연구 중 확률과정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11편의 연구들을 다루었다. 각 연구에서 개발되거나 사용된 

확률과정을 제시하고 확률과정 및 해당 연구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집중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의 큰 흐름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연

구를 수록한 순서는 연구 방법의 발전에 따르기 때문에 연도순과 일치하지 않는

다. 제3장에 선행연구의 발전 과정과 구분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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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행연구 개요

본 절에서는 먼저 국제 에너지·자원가격의 확률과정을 다루는 모든 연구를 대

상으로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에너지·자원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천연

자원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에너지·자원을 원유, 천연가스, 금, 구리 

등 4가지 천연자원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 4가지 에너지·자원은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 상품이다. 또한 원유와 천연가스는 에너지원을 대표하고 있으

며, 구리는 산업용 금속, 금은 귀금속을 대표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많은 연구

들이 이 자원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4가지 자원에 대한 연구를 

취합하면 천연자원가격에 대한 연구 경향을 취합할 수 있다. 

천연자원가격의 확률과정을 다루는 모든 연구를 수집하기 위하여 구글

(Google) 학술검색 기능을 이용하였다. 'stochastic process, commodity', 

'stochastic process, energy price', 'stochastic process, natural resource 

price', 'stochastic process, crude oil price' 등과 같이 관련어를 조합하여 검색

하고 주제에 해당되는 논문들을 선정하였다. 이후에는 해당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검색함으로써 논문 수집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총 95개의 논문이 집계되었다. 수

집된 논문들이 게재된 저널과 그 빈도는 [표 1]와 같다. Brennan and 

Schwartz(1985)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천연자원 가격의 확률과정 연구들은 

약 33개 이상의 다양한 저널과 책에서 다루어졌다. [표 1]는 그 중에서 연구 관측

수가 2이상인 저널명만을 표기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전 기간에 걸쳐서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the journal of business, the journal of finance 등 

다양한 금융 저널들에서 폭넓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0년간 총 11개 저널

에서 67개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최근 10년(2006-2016)간의 경향을 보

게 되면 Energy economics, Quantitative finance, The journal of fu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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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s 순으로 논문 게재가 집중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상기된 세 가지 저널에 

총 34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10년간 전체 52개의 연구가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약 65%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를 통해 해당 연구의 성격의 변화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연구가 시작되고 대

략 20년(1985-2005)동안 천연자원 가격의 확률과정 연구는 금융 연구로서 성

격이 짙었다. 이자율, 환율, 주가 지수 등을 다루는 금융 연구에서 다양한 확률과

정 모형들을 먼저 개발하면, 일부 금융 경제학자들이 해당 모형을 에너지 상품

(commodity) 가격에 적용하여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후에 가격 시계열의 특성에 

맞춘 모형이 등장하긴 했으나, 여전히 금융 연구의 일환으로 일반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주로 논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금융 저널에 연구들이 실릴 수 있었다. 하지

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에너지 경제 및 에너지 금융을 다루는 Energy 

economics에 1/3 이상의 연구가 게재되었다. 이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에너지가 

갖는 의미가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의 연구들은 확률 과정

에 에너지·자원 가격의 특성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확률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가격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최초의 연구들에서는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

았던 부분이라는 의의가 있다. 또한 나머지 1/3 이상의 연구가 Quantitative 

finance와 The journal of futures markets에 게재되었다. 이 저널들은 공통적

으로 리스크 관리, 파생상품, 헷징 전략,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을 다룬다. 이 저널

들에서 자원가격의 확률과정 연구는 파생상품 연구로 금융공학의 관점으로 주로 

다루어진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에너지·자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에너지·자원 가격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

니라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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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5년부터 2016년까지 관측된 관련 논문수가 1인 저널들과 책 등을 포함한다.

Journal 1985-2016 2006-2016

Applied mathematical finance 5 (5.3%) 3 (5.8%)

Energy economics 21 (22.1%) 18 (34.6%)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 (2.1%) 2 (3.8%)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2 (2.1%) 0 (0%)

Management science 2 (2.1%) 0 (0%)

Quantitative finance 10 (10.5%) 9 (17.3%)

Review of derivatives research 4 (4.2%) 1 (1.9%)

The energy journal 3 (3.2%) 0 (0%)

The journal of business 2 (2.1%) 0 (0%)

The journal of finance 4 (4.2%) 1 (1.9%)

The journal of futures markets 12 (12.6%) 7 (13.5%)

Working paper/학위논문 7 (7.4%) 4 (7.7%)

기타3) 21 (22.1%) 7 (13.5%)

계 95 (100%) 52 (100%)

[표 1] 천연자원확률과정 연구 저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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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천연자원가격 확률과정 주요연구

1. Brennan and Schwartz(1985)

Brennan and Schwartz(1985)는 기존의 가치 평가 방법이 산출물 가격의 확

률적 특성과 가격 변동에 대한 경영인의 반응을 무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격 

시계열을 확률적 모형으로 표현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합리적인 예

측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가격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천연자원 산업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25~40%로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나의 동질적인(homogeneous) 상품을 생산하는 광구를 가정하고, 광구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현물 가격은 다음과 같은 연속 확률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

한다. 

  

 (1)

: spot price

: local trend in the price

: the instantaneous standard deviation of the spot price

: increment to a standard Gauss-Wiener process

주어진 모형은 Geometric Brownian Motion(이하 GBM)4)이며, Black and 

4) GBM은 19세기말 로버트 브라운이 제시한 최초의 확률과정인 Brownian Motion

( )이 양의 값으로만 표현되는 가격의 확률과정을 묘사하는데 적절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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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es(1973)가 유럽형 옵션의 가격결정모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가정하여 

이후 널리 사용된 모형이다. 이후 가상의 구리 광산을 설정하고 해당 광산 투자 

프로젝트의 순현가를 계산하여 가격 불확실성을 고려한 가치 평가를 수행하였다. 

Brennan and Schwartz(1985)는 천연 자원의 가격을 확률과정으로 표현한 최초

의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았다는 점을 수정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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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xit and Pindyck(1994)

직관적으로 상품(commodity)의 가격이 장기적 평균 또는 균형 가격 수준보다 

높으면, 높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까지 시장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

에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가격을 낮추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

게 될 것이다. 반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높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생산자

들이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상품 공급은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

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Cortazar and Schwartz(1994), Dixit and 

Pindyck(1994), Smith and McCardle(1999) 등 다수의 학자들은 상품 가격이 

일정한 균형으로 회귀하려는 평균 회귀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고, 상품 가격의 

확률과정 표현에서 평균 회귀를 고려하였다. 

평균회귀를 가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확률과정은 Ornstein- Ulhenbeck 과정이

다. Ornstein-Ulhenbeck 과정은  의 형태로, 확률분포가 

음(-)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양(+)의 값만을 갖는 가격 자료를 표현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에 Dixit and Pindyck(1994)는 Ornstein-Ulhenbeck 과정을 

GBM의 형태로 변형한 다음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2)

 : steady-state mean price

: mean-reverting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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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rtazar and Schwartz(1997)

Cortazar and Schwartz(1997)는 미개발 유전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무차익 

모형(no arbitrage model)을 개발하여 투자 시기 결정 옵션을 수행하였다. 

Ross(1995)와 Bassembinder et al.(1995)의 논의에 따라 원유 가격에 대해 평

균으로의 회귀를 가정하였다.  실물 옵션 모형을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에서는 원유 가격에 대해 Gibson and Schwartz(1990) 또는 Cortazar and 

Schwartz(1994)와 같은 2-factor 또는 3-factor 모형이 아닌 1-factor 모형

을 사용하였다. 1-factor 모형으로서 보유 편익과 이자율을 변수로 추가하여 현

물 가격 변동의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3)

: 상수 무위험 이자율

: 평균 보유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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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owman and Wang(2001)

Nowman and Wang(2001)은 Chan et al.(1992)의 방법론을 5개의 금속 가

격(구리, 금, 니켈, 은, 주석) 자료에 적용하여 각 가격에 적합한 확률과정을 발견

하기 위한 one-factor 모형 비교를 수행하였다. Chan et al.(1992)는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를 사용하여 다양한 무위험 단기 이자

율 모형을 비교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단기 이자율 확률과정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8개의 모형을 비교하였다. 각 모형은 [표 2]과 같다. 

     (4)

구분
제약 조건

모형
  

1. Merton 0 0  

2. Vasicek 0   

3. CIR SR 1/2   

4. Dothan 0 0 1   

5. GBM 0 1   

6. Brennan-Schwartz 1   

7. CIR VR 0 0 3/2   

8. CEV 0   

[표 2] Chan et al.(1992)의 1-factor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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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ibson and Schwartz(1990)

Gibson and Schwartz(1990)은 원유 가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들

의 가치 산정을 위한 모형 연구에서 최초로 two-factor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것

은 기존의 one-factor 모형들이 갖는 설명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도

입되었다. 해당 모형은 원유의 현물 가격 뿐만 아니라, 확률적 보유 편익

(stochastic convenience yield)을 두 번째 요소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보유 편

익이란 물리적 상품의 소유주에게 배당되는 순수익률(net dividend yield)의 개

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저장 이론(theory of storage)은 재고 수준과 순 보유 편

익(net convenience yield)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매우 제약적

인 가정 하에서만 보유 편익을 상수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을 보였다

(Brennan, 1986). 또한 Fama and French(1988)과 Gibson and 

Schwartz(1989)는 상품의 현물 가격에서 나타나는 평균 회귀 특성이 보유 편익

의 평균 회귀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밝히며, 원유 결합 증권(oil-linked 

security)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표현을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Gibson and Schwartz(1990)은 (5)-(7) 결합 확산 과정(joint diffusion 

process)을 설정하였다. 이때 원유의 현물 가격이 lognormal-stationary 분포를 

갖는다는 추정 아래 (5)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였다. 식(6)는 보유 편익이 평균회

귀 특성을 갖는다는 Gibson and Schwartz(1989)에 따라 Ornstein-Ulhenbeck 

과정으로 표현한 것이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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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보유 편익(convenience yield)5)

1984년 1월부터 1988년 11월까지 약 5년간의 주별 원유 가격 자료를 사용하

여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모수를 바탕으로 1988년 11월 23일부터 

1989년 5월 5일에 만기인 원유 선물 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정확도를 확

인하였다. 그 결과 총 240개 거래에 대한 MPE(Mean Pricing Error)는 $0.89, 

RMSE(Root Mean Squared Error)는 $1.11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평균 

현물 가격이 $18.50이었음을 고려하면 4.81% 정도 과대 추정되며, 만기가 짧을

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5) 보유 편익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통하여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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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chwartz and Smith(2000)

Schwartz and Smith(2000)은 대다수의 상품들의 가격에 평균으로 회귀하려

는 속성과 어느 가격으로 회귀하는지를 의미하는 균형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이 두 특성을 모두 반영한 2-factor 모형을 제시하

였다. 이 2-factor 모형은 로그 현물 가격이 두 개의 잠재 요인(latent factor)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때 두 잠재 요인으로 장기 균형 가격과 균형으로부터의 단

기 이탈 가격(short-run deviation price from the equilibrium)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안에서는 해당 모형을 단기/장기 모형(short-term/long-term 

model)이라고 일컫는다.

장기 균형 가격은 GBM을 따르고, 단기 가격 편차는 0으로 회귀하는 

Ornstein-Ulhenbeck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단기 이탈 가격

에서의 변화는 급격한 날씨 변화 또는 공급 충격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가격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장기 균형 가격에의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여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된다. 

  ln    (8)

   ′ (9)

   ′ (10)

  ∙  (11)

: short-run deviation from the equilibrium

: long-run equilibrium pri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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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tz and Smith(2000)은 주어진 모형이 Gibson and Schwartz(1990)

처럼 보유 편익(convenience yield)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각 모형에서의 상태 변

수들이(state variables) 다른 모형의 상태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Gibson and Schwartz(1990)의 모형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밝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이 Gibson and Schwartz(1990)의 모형보다 다

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더 우수하다고 밝혔다. 먼저 보유 편익의 정의 혹은 

개념은 규정하기 어렵지만, 균형 가격과 단기 이탈 가격의 아이디어는 매우 직관

적이다. 둘째, 단기/장기 모형의 요인들은 더 orthogonal하여, 분석 결과가 더욱 

명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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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rtazar and Schwartz(1994)

Cortazar and Schwartz(1994)는 Gibson and Schwartz(1990)의 모형과 달

리 선물 가격의 기간 구조(term structure)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또한 가격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요소 수를 외생적으로 정하지 않고, 임의의 k개 요소에 의해 

기간 구조의 움직임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선물 거래 시 차익 거래의 기회

(arbitrage opportunity)를 차단한다. 이 접근법은 단기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다

룬 Heath, Jarrow, and Morton(1992)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 연구들은 해당 

연구의 줄기를 HJM-type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형은 다음과 같다.

  



  (12)

  


 
  (13)

: 만기가 T인 t 시점의 선물 가격

: 순간 운반비용

: 선물 가격의 변동성 함수

: 변동성 모수

1978년부터 1990년까지 COMEX(Commodity Exchange of New York)에서 

거래된 구리 선물 가격 자료를 사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행한 결과, 3요소 모형이 구리 선물 가격의 확률적 움직임

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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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ias and Rocha(1999)

Dias and Rocha(1999)는 석유 경제 연구에서는 최초로 평균 회귀와 점프를 

동시에 고려한 혼합 확률 과정을 시도하였다. 이 혼합 모형은 자산 가격 움직임에 

대한 Merton(1976)의 개념을 따른다. 정상적인 정보는 연속적인 확률과정을 따

르면서 가격에 한계 조정(marginal adjustment)만을 발생시키는 반면, 비정상적

인 정보는 이산적인 푸아송 과정(Poisson process)에 따라 가격 내에 이산 확률

적인 점프를 발생시키게 된다. 여기서 연속적인 확률과정으로 평균회귀 과정을 사

용하였다. 원유 가격에 대해 푸아송 점프를 사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정보의 종류

에 따라 점프의 방향이 양(positive)과 음(negative) 모두 가능하다. Dias and 

Rocha(1999)는 1973/74년(중동 국가 원유 금수조치), 1979/80년(이란 회교 

혁명 및 이란·이라크 전쟁), 1986년(사우디 아라비아 가격 전쟁), 1990년(이라

크, 쿠웨이트 침공), 1991년(걸프전)을 포함한 5번의 원유 가격 급변 시기를 언

급하며, 적어도 3번의 상승하는 점프와 2번 이상의 하락하는 점프가 있었다고 지

적한다. 따라서 평균회귀와 푸아송 점프 과정을 혼합시킨 모형이 현실적으로 타당

하다고 설명하다. 모형은 아래와 같다.

  

 (14)

        
(15)

: Poisson arrival parameter

: 임의의 점프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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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 크기를 의미하는 는 아래 [그림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두 개의 

truncated-정규 분포를 갖는다. [그림 1]에 따르면 상승하는 점프가 발생할 시

에, 가격은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락하는 점프 발생 시에 가격은 절반으

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정확한 점프 크기는 불확실하다. 

[그림 1] 임의 점프 분포

출처: Dias and Rocha(1999)

해당 모형을 통하여 옵션 가치를 산정할 경우에 GBM을 이용하여 계산된 옵션 

가치보다 큰 값이 산출되며, Gibson and Schwartz(1990)과 Schwartz(1997)

에 등장하는 2-factor 모형과 3-factor 모형을 이용한 값과는 비슷한 값이 도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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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rtazar et al.(2008)

Cortazar et al.(2008)은 이전의 연구들이 모두 하나의 독립적인 상품에 대한 

확률과정을 정립하여 사용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Cortazar and 

Schwartz(1994)의 모형을 다양한 상품의 가격 움직임을 설명하는 확률과정으로 

확장시켰다. 다수의 상품을 포함한 모형이라고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확장 

모형을 다중상품 모형(multi-commodity model)이라고 일컫는다. 직관적으로 

서로 관계가 존재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한 상품에 대한 거래 가격 정보는 다른 

상품의 거래 가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만기

기간이 긴 특정 상품의 선물 가격을 이용하여 만기기간이 짧은 다른 관련된 상품

의 선물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WTI와 Brent유의 가격을 표현

하는 모형을 추정한다. 이때 WTI가 Brent유에 비해서 비교적 만기 기간이 더 긴 

거래들이 다수 존재한다.

제안된 다중상품 모형은 상품 가격들에 각 상품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요

인뿐만 아니라, 상품 간에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통 요인이 있다고 가정한

다. 개의 공통요인과 개의 개별 요인을 가진 개의 상품에 대한 모형은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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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ate-variable vector(×) 

: the time dependent matrix (×)

: constant risk premium

개별 상품 모형에서 요인(factor)의 수를 선택하는 데에 주성분 분석이 주로 사

용되었다(Cortazar and Schwartz, 1994 : Tolmasky and Hindanov, 2002). 

다중상품 모형은 공통요인과 개별 요인을 구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분산 공분산 

행렬을 관련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단순한 주성분 분석을 적용하기

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공통주성분분석(partial common principal 

components, CPC(p))를 수행하여 공통 요인 수, 를 도출하였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NYMEX와 Intercontinental Exchange에서 거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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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원유 선물 가격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때 WTI의 가격 자료 중 만기 기간

이 가장 긴 거래는 7년인 반면 Brent유의 경우에는 2.5년일 뿐이었다. 따라서 

WTI 선물 거래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Brent유의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부분공통주성분분석 결과 두 가격 사이에 3개의 공통 요인과 각각 0

개와 1개의 개별 요인 수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3,0,1) WTI-Brent 모형을 각

각 3-factor WTI 모형과 4-factor Brent 모형에 비교하였다. 개별상품 모형은 

7개 요인을 한 번에 고려하는 반면, 다중상품 모형은 4개의 요인만을 고려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예측 및 변동성 예측에 있어서 다중모형 모델이 더 우수하

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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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Yan(2002)

Yan(2001)은 금과 원유 자료를 이용하여 각 상품의 수익률 분포를 확인하였

다. 여기서 그는 상품 수익률에 대한 5가지 중요한 특성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상품 수익률 분포는 급첨적(leptokurtic)6)이다. 두 번째, 상품 수익률 변동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화한다. 세 번째, 가격과 변동성에 급격한 변화

는 동시에 발생한다. 네 번째, 상품 옵션은 변동성 미소(volatility smile)를 보인

다. 마지막으로, 상품 수익 분포는 부적편포(negatively skewed distribution)7)

를 따르지 않고 비대칭적인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 즉, 가격이 내릴 때 변동성은 

더 커진다. 

Yan(2002)는 상기된 수익률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확률적 보유 편익, 확률

적 이자율, 확률적 변동성 그리고 가격과 변동성에 동시에 발생하는 점프를 모두 

고려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모형은 아래와 같다.

  

 

 (19)

     (20)

      (21)

   
 (22)

확률적 변동성, 확률적 보유 편익, 확률적 이자율, 그리고 점프를 모두 고려한 

모형이 선물 및 선물 옵션 가격 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Schwartz(1997)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확률적 변동성과 점프는 

6) 분포의 첨도가 0보다 커 정규분포보다 평균치를 중심으로 더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7) 분포의 꼬리 부분이 음의 방향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분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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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시점의 선물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두 특성은 옵션 가격 산정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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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ostali and Picchetti(2006)

Postali and Picchetti(2006)은 유전 및 가스전의 투자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실물 옵션 연구에서 사용된 몇몇 확률과정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가장 단순한 형

태의 확률과정인 GBM만으로도 원유 가격의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고 주

장하였다. 이들은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단위근 검정의 일종인 PP검정을 수행할 때 100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한 

자료에서만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PSS검정에서는 100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한 자료에서만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두 번의 

구조변화를 고려한 Lee and Strazicich(2003)의 단위근 검정을 수행했을 경우

에도, 100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한 자료에서만 대체적으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결과를 많이 지지하였다. Postali and Picchetti는 이 결과들을 원유 가격 

자료의 평균 회귀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제 평균 회귀 속도 모수가 포함되어 있는 

Ornstein-Ulhenbeck 과정과 Dixit and Pindyck(1994) 모형을 이용하여 각각 

평균회귀 속도 및 반감기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Ornstein-Ulhenbeck 과정을 사

용하였을 때는 반감기가 4.24년으로 추정되었으며, Dixit and Pindyck(1994) 

모형에서는 반감기가 최소 2년부터 최대 13년, 평균 8년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즉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균형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평균 8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ostali and 

Picchetti(2006)은 평균회귀 과정을 사용한다면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겠지

만, 평균회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GBM 추정 역시 유의미하게 큰 오차를 만들

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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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천연자원가격 확률과정 연구의 종합화

본 장은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을 확률과정을 통하여 모형화한 모든 연구

들을 종합하여 체계화하였다.

제1절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이 주제의 연구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지를 소개한다. 본 논문은 확률과정을 통한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 모형화에 

대한 첫 체계화 연구인 탓에, 선행연구를 분류한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의 분석 대

상을 에너지·자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상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2절에서는 확률과정을 통한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 모형화 선행연구의 

발전 경과와 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종합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모형 분류에 따

라 선행연구들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제3절은 원유, 천연가스, 금, 구리 등 다양한 자원을 포괄하고 있는 국제 에너

지·자원 연구에 대한 분류에서 더 나아가 국제원유시장가격 모형화 연구에 집중

하였다. 수집된 95편의 연구를 분석 대상 자원별로 재분류하였을 때 원유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러한 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2절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이 원유연구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제원유시장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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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천연자원가격 확률과정 연구의 기존 분류 정리

본 절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등장한 천연자원 확률과정 연구의 분류 기준과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확률과정명으로 지칭된 것은 연구자의 의도를 

해치지 않기 위하여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Cortazar and Schwartz(2003), Lautier(2005), 그리고 Hughen(2010) 등

은 모형에서 고려되는 요인 수를 기준으로 선행연구들을 분류하였다(각각 [표 

3], [표 4], [표 5]).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구들이 Brennan and 

Schwartz(1985)의 연구를 천연자원 가격 확률과정의 연구의 효시로 가리키고 

있다. Brennan and Schwartz(1985)가 최초로 GBM을 확률과정으로 사용한 이

후에, 평균회귀를 가정한 one-factor 모형 연구가 발전하게 된다. 이후에 Gibson 

and Schwartz(1990)를 통해 2-factor 모형이 발전되고, 최종적으로 확률적 이

자율을 새로운 요인으로 고려한 Schwartz(1997) 등의 3-factor 모형으로까지 

모형이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모형의 요인 수를 기준으

로 구분하는 분류 기준으로는 임의의 N개의 factor로 확장되는 이후의 연구들을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Lautier(2005)([표 4])은 일반 상품 가격에 대한 확률과정 연구들을 정리하였

다. 이때 대체적으로 Cortazar and Schwartz(2003)과 비슷한 구분을 보이는데, 

2-factor 모형을 두 번째 상태 변수에 따라 세분함으로써 분류를 더욱 구체화하

였다. 두 번째 상태 변수로 보유편익을 사용하는 모형과 장기 균형 가격을 사용하

는 모형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두 번째 상태 변수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상품 가격

의 계절성을 추가로 고민한 연구에 대한 분류도 포함되었다. 계절성 연구로 언급

된 Gabillon(1992)와 Richter and Sorensen(2002)은 각각 상태변수로 장기 균

형 가격과 보유 편익을 사용함과 동시에 삼각함수로 표현된 계절성 함수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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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하였다.

Hughen(2010)([표 5])은 요인 수에 대한 모형 분류 이외에 확률 변동성 모형 

분류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변동성을 상수로 취급한 이전의 1-factor, 2-factor, 

3-factor 연구들은 Gaussian dynamics model로 포괄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에 시도된 변동성 연구들을 포함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Carmona and Ludkovski(2005)([표 6])는 Lautier(2005)에서 제시된 

Convenience Yield as the Second State variables와 같이 보유 편익을 두 번

째 요소로 선택한 연구들만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을 두 가지 그룹으로 재분류하

였다. 첫 번째 그룹은 Gibson and Schwartz(1990)의 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현물 모형이며, 두 번째 그룹은 이자율 연구에서 개발된 

Heath-Jarrow-Morton(1992) 모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기간 구조 모형이다. 

즉, 모형의 원형을 기준으로 연구를 분류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분류를 시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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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hastic Process Reference

One-factor Brownian 

motion
Brennan and Schwartz(1985)

One-factor mean 

reverting model

Laughton and Jacoby(1993, 1995), Ross(1997), 

Schwartz(1997), Cortazar and Schwartz(1997)

Two-factor models with 

mean reversion

Gibson and Schwartz(1990), Schwartz(1997), 

Schwartz and Smith(2000)

Three factor model Schwartz(1997), Cortazar and Schwartz(1994)

[표 3] Cortazar and Schwartz(2003)의 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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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hastic Process Reference

One-Factor 

Models

Spot price with 

a Geometric 

Brownian 

Motion

Brennan and Schwartz(1985), Gibson 

and Schwartz(1989, 1990), 

Brennan(1991), Gabillon(1992, 1995)

Mean-reverting 

process

Schwartz(1997), Cortazar and 

Schwartz(1997), Routledge et al.(2000)

Other 

One-Factor 

Models

Brennan(1991)

Two-Factor 

Models

Convenience 

Yield as the 

Second State 

variables

Gibson and Schwartz(1990), 

Schwartz(1997), Schwartz(1998), 

Neuberger(1999), Lautier and 

Galli(2001), Veld-Merkoulova and De 

Roon(2003)

The long-term 

price as a 

second state 

variable

Gabillon(1992), Schwartz and 

Smith(2000)

Seasonality
Gabillon(1992), Richter and 

Sorensen(2002)

Three-Factor Models
Schwartz(1997), Hilliard and Reis(1998), 

Yan(2002), Cortazar and Schwartz(2003)

[표 4] Lautier(2005)의 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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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hastic Process Reference

convenience 

yields 

model

Spot model

Gibson and Schwartz(1990), Hilliard and 

Reis(1998), Casassus and 

Collin-Dufresne(2003)

Term 

structure 

factor model

Miltersen and Schwartz(1998), Bjork and 

Landen(2001)

[표 6] Carmona and Ludkovski(2005)의 연구 분류

Stochastic Process Reference

Gaussian 

dynamics

O n e - f a c t o r 

model

Brennan and Schwartz(1985), Ross(1997), 

Schwartz(1997)

T w o - f a c t o r 

model

Gibson and Schwartz(1990), Gabillon(1995), 

Schwartz and Smith(2000), Korn(2005)

Three-factor 

model

Schwartz(1997), Casassus and 

Collin-Dufresne(2005), Cortazar and 

Naranjo(2006)

Stochastic volatility model

Nielsen and Schwartz(2004), Richter and 

Sorenen(2002), Deng(1999), Trolle and 

Schwartz(2008)

[표 5] Hughen(2010)의 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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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and Prokopczuk(2013)([표 7])은 일반 상품 가격의 확률 과정에 대하

여 가장 많은 수의 선행연구를 가장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이들은 

Lautier(2005), Hughen(2010), Carmona and Ludkovski(2005)에서 활용된 

기준이 모두 적용된 분류를 시도하였다. 먼저 모형의 구성에 대한 측면에서 

Carmona and Ludkovski(2005)([표 6])와 같이 현물 가격 모형과 선물 기간 

구조를 이용한 무차익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Carmona and 

Ludkovski(2005)와 마찬가지로 모형의 원형이 Gibson and Schwartz(1990)인

지 혹은 Heath et al.(1992)인지를 기준으로 연구들을 구분한다. 이때 현물 가격 

모형은 두 가지로 세분되는데, 이때 Lautier(2005)의 분류의 일부가 변형되어 적

용되었다. 현물 가격 모형은 두 번째 factor로 사용된 변수에 따라 보유 편익 모형

과 잠재요인 모형으로 구분된다. 보유 편익 모형은 Gibson and Schwartz(1990)

에 원형을 두면서 보유 편익을 두 번째 요소로 사용한 연구들을 포함한다. 반면 

잠재요인 모형은 상품의 현물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장기 균형 가격과 단기 

이탈 가격 등으로 구분한 모형을 지칭한다. 또한 역시 Lautier(2005)처럼 확률과

정 내에 계절성을 고려하기 위해 시도한 연구들을 계절성 모형으로 따로 분류하

였다. 뿐만 아니라 Hughen(2010)과 같이 변동성을 확률과정 내의 새로운 요인

으로 고려한 확률적 변동성 모형에 대한 분류 역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확률 

과정 내에서 비정상적인 정보로 발생하는 가격 충격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점

프를 고려한 모형들에 대한 분류가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분류로 제시하지는 않았

으나, 가격 충격뿐만 아니라 충격에서 기인한 구조변화를 고려하는 가격 체제변환

(regime shift) 모형과 개별 상품에 대한 모형이 아닌 여러 개의 상품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중상품모형에 관한 연구들을 추후 확장 연구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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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hastic Process Reference

Spot 

price 

models

Convenie

nce yield 

models

Gibson and Schwartz(1990), Schwartz(1997), 

Hilliard and Reis(1998), Yan(2002), Casassus and 

Collin-Dufresne(2005), Liu and Tang(2011), 

Cortazar and Schwartz(2003)

latent 

factor 

models

Schwartz and Smith(2000), Cortazar and 

Naranjo(2006), Paschke and Prokopczuk(2010), 

Lucia and Schwartz(2002), Sorensen(2002)

No-arbitrage models 

of the futures curve

Cortazar and Schwartz(1994), Reisman(1992), 

Miltersen and Schwartz(1998), Miltersen(2003), 

Crosby(2008), Trolle and Schwartz(2009)

Jumps

Hilliard and Reis(1998, 1999), Koekebakker and 

Lien(2004), Yan(2002), Schmitz et al.(2013), Benth 

et al.(2003), Benth et al.(2007), Cartea and 

Figueroa(2005), Cartea et al.(2009), Deng(2000), 

Fanone et al.(2013), Geman and Roncoroni(2006), 

Nomikos and Soldatos(2008), Seifert and 

Uhrig-Homburg(2007)

Seasonality

Sorensen(2002), Manoliu and Tompaidis(2002), 

Todorova(2004), Lucia and Schwartz(2002), 

Mirantes et al.(2012), Borovkova and 

Geman(2006), Back et al.(2013), Cartea and 

Villaplana(2008)

Stochastic volatility

Deng(2000), Yan(2002), Back et al.(2011), Geman 

and Nguyen(2005), Richter and 

Sorensen(2002)Kikspoors and Jaimung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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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인석(2000)은 다양한 확률과정을 시계열의 안정성에 기준하여 분류

하였다. 즉, 안정적 시계열에 대한 확률과정과 불안정적 시계열에 대한 확률과정

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표 8]). 여기서 확률과정명으로 제시된 것은 통용되

는 명칭이 없는 경우 최초로 해당 과정을 소개한 저자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안정

적 시계열에 대한 확률과정으로 소개된 과정들은 모두 평균회귀를 가정한 과정들

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Hughen(2010), Trolle and Schwartz(2009)

Further extensions

Buhler et al.(2004), Fong and See(2002), Vo(2009), 

Nomikos and Soldatos(2008), Ribeiro and 

odges(2005), Paschke and Prokopczuk(2010), 

Nakajima and Ohashi(2012), Dempster et al.(2008)

[표 7] Back and Prokopczuk(2013)의 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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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hastic Process Reference

안정적 

시계열에 

대한 

확률과정

Ornstein-Ulhenbeck Stochastic process

Dixit and Pindyck Mean-reverting 

process

Dixit and 

Pindyck(1994)

Gonzalo Cortazar Process

Schwartz Process
Brennan and 

Schwartz(1985)

불안정 

시계열에 

대한 

확률과정

Brownian Motion with drift

Black-Scholes Diffusion process
Black and 

Scholes(1973)

Gibson-Schwartz Two-factor model Schwartz(1997)

[표 8] 이인석(2000)의 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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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천연자원가격 확률과정 연구의 체계화

1. One-factor models

1.1. Geometric Brownian Motion 

천연자원가격 확률과정의 연구는 Brennan and Schwartz(1985)에서부터 시

작된다. Brennan and Schwartz(1985)는 천연자원 개발 사업의 투자 가치를 평

가할 때 기존의 가치 평가 방법이 산출물 가격의 불확실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며, 확률과정을 에너지·자원 시장 가격 표현에 처음 적용하였

다. 이때 확률과정으로 Black and Scholes(1973)의 GBM을 사용하였다. 이후에 

다수의 연구들이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GBM을 가정한 연구를 활용하였다

(Paddock et al., 1988 : Cortazar and Schwartz,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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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ne-factor Mean-reverting process

GBM을 가정한 연구들은 에너지·자원 가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의 연장선상에서,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 가격은 일반 상품 가격으

로서 평균 회귀 특성을 갖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assembinder et al., 

1995). 특정 천연 자원의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경우, 균형점에서보

다 높은 비용으로 생산을 하는 공급자가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급

자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은 균형 수준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가격은 다시 균

형수준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즉, 에너지·자원 시장 가격 역시 다른 일반 상품

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으로의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하므

로 쇼크가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보이고 다시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다. 

따라서 영속적 쇼크 효과를 가정하는 GBM으로 확률 과정을 표기하는 것은 부적

절하다는 비판이 등장하였다8). 또한 Baker et al.(1998)은 원유 가격에서 현물 

가격의 변동성이 선물 가격의 변동성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선물 수익률의 변동

성이 만기가 길수록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상품 가격의 평균회귀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에너지·자원 시장 가격의 평균회귀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

서 평균 회귀를 가정한 확률 과정 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 

Dixit and Pindyck(1994)가 있다. 이들은 평균회귀를 가정한 확률과정인 

Ornstein-Ulhenbeck 과정이 가격 시계열을 표현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

하며, GBM 형식으로 해당 과정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과정은 

Geometric Ornstein-Ulhenbeck 과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Postali and 

Picchetti, 2006). 이외에도 Cortazar and Schwartz(1997), Salahor(1998), 

Bradley(1998), Smith and McCardle(1999) 등의 연구에서 평균 회귀를 가정

8) 대다수의 경제 시계열이 불안정 시계열임을 증명한 Nelson and Plosser(1982)에 대치되는 

것으로서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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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확률 과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 Cortazar and Schwartz(1997)은 에너

지·자원 가격의 특성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하여 Geometric 

Ornstein-Ulhenbeck 과정 내에 무위험 이자율과 평균 보유 편익 항을 추가하기

도 하였다. 또한 Laughton and Jacoby(1993)와 Smith and McCardle(1999)

은 Ornstein-Ulhenbeck 과정과 GBM을 이용하여 각각 가상의 광구에 대한 순

현가 및 옵션 가치를 산정한 결과 평균 회귀를 가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가치가 매우 낮게 나옴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평균회귀를 따르는 자산의 

가격에 대해서 임의행보를 가정하는 확률과정을 사용할 경우 그 가치가 과대평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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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One factor comparison studies

이때까지 대다수의 연구들은 현물 가격이라는 하나의 요인(factor)으로 가격 

움직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GBM 및 평균회귀 과정 모두 1-factor 모형으로

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 및 실무자들은 다양한 1-factor 

모형 중 에너지·자원 시장가격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기를 희

망하였다. 이때 Chan et al.(1992)가 단기 이자율 모형에서 다양한 1-factor 모

형들을 하나의 도구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자율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 

8개의 1-factor 모형에 대한 비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적률법(Generalized 

Moments of Method, 이하 GMM)을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J-통계량을 비

교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 연구는 2000년에 들어서 Nowman and Wang이 5개 

금속 가격에 대하여 Chan et al.(1992)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모형을 비교함으

로써 에너지·자원 영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었다. 이후 윤원철, 박호정(2005)와 

이유아(2008)은 원유 가격에, 이규현(2008)은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 현물 가

격에 대해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모형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추론 가능한 국

제 에너지·자원 가격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41 -

2. Multi-factor models

2.1. Convenience yield model

1-factor 모형은 예측력 및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

라 Gibson and Schwartz(1990)은 현물 가격 이외에도 보유 편익을 새로운 확

률적 요인으로 포함한 2-factor 모형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보유 편익이

란 특정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즉, 

상품의 가격이나 수요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재고를 활용하여 대응 비용을 최소

화하고 생산 일정을 최대한 유지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다(김수현, 2014). 

보유 편익은 선물가격과 현물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물가격은 현물가격에 보유 비용이 포함되므로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정상시장(contango)라고 한다. 하지만 재고 수준에 

따라 보유 편익의 정도가 달라져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역조시

장(backward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재고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재고 한 단

위당 보유 편익이 낮아 정상시장이 형성되지만, 재고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재고 

한 단위당 보유 편익이 높아져서 역조시장이 발생한다(김수현, 2014). 이와 같이 

저장이론 학자들은 재고 수준과 보유 편익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하

면서, 보유 편익을 상수로 가정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함을 보

였다(Brennan and Schwartz, 1986). 또한 Fama and French(1988)와 

Gibson and Schwartz(1989)는 상품의 현물 가격에서 나타나는 평균 회귀의 특

성이 보유 편익의 평균 회귀 특성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을 보였다9). 따라서 

Gibson and Schwartz(1990)은 GBM을 따르는 현물 가격과 

9) Miltersen and Schwartz(1998)은 보유편익이 평균으로 회귀하고 있으며, 현물가격과 보유 

편익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물가격에서 등장하는 평균회귀의 

특성이 보유 편익에서 기인하였음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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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nstein-Ulhenbeck 과정을 따르는 보유 편익으로 확률과정을 표현하였다. 

Gibson and Schwartz(1990) 이후에 다양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multi-factor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이때 추가적인 요인으로 보유 편익을 고려한 

연구들을 보유 편익 모형 연구라고 지칭하겠다. 보유 편익 모형 연구는 

Schwartz(1997, 1998), Cortazar and Schwartz(2003), Nielson and 

Schwartz(2004), Carmona and Ludkovski(2004), Casassus and 

Collin-Dufresne(2005), Liu and Tang(2011) 등 다양한 연구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중 Schwartz(1997)은 보유 편익 외에도 무위험 이자율 역시 

확률적인 요인으로 추가한 3-factor 모형으로까지 확장하였다. 원유, 구리, 금의 

각각 주별 자료를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각 모형에 대해 기간 구조를 비교한 

결과, 2-factor 및 3-factor 모형이 1-factor 모형에 비하여 기간 구조에 대한 

설명력이 월등히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3-factor가 2-factor에 비하여 

설명력이 항상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Liu and Tang(2011)은 보유편익의 이분산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3-factor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먼저 Breusch-Pagan, Glejser, 

GARCH11 등의 검정 방법을 통하여 원유 및 구리의 보유 편익 내에 이분산성이 

존재함을 보였다. 즉, 보유 편익의 값이 클수록 보유편익의 변동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보유편익의 이분산성은 보유 편익과 재고 수준 사이의 비선형적 관계

(convexity)에서 기인하였으며, 이 설명은 저장이론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이

분산성을 고려한 보유편익, 현물가격 그리고 이자율을 각각 확률적 모형으로 표현

한 3-factor 모형을 제시하였다. 우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를 통하여 해

당 모형이 이분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보다 훌륭히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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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atent factor model

보유편익 모형의 변형으로 잠재요인(latent factor) 모형이 등장한다. 이 모형

은 Schwartz and Smith(2000)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이들은 Gibson and 

Schwartz(1990)의 모형에서 요인으로 제시된 현물 가격과 보유편익이 서로 독

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로그 현물 가격의 잠재요인으로 장기 균형가격

(long-run equilibrium price)과 단기 이탈가격(short-run deviation from the 

equilibrium price)을 제시한다. 이때 장기 균형가격은 가격 충격에 대해서 영속

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아 GBM으로 확률과정을 정립하였다. 반면에 단기 이

탈가격은 가격 충격에 대해 일시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에 Ornstein-Ulhenbeck 

과정을 활용하였다. Schwartz and Smith(2000)은 해당 잠재요인 모형이 선형적 

변형을 통하여 Gibson and Schwartz(1990)의 모형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두 모형이 동일함을 보였다. 하지만 요인간의 독립성이 잠재요인 모

형에서 더 보장되기 때문에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잠재요인 모형이 더 우수하다

고 주장하였다.

한편, Cortazar and Naranjo(2006)은 잠재요인 모형의 일반화를 시도하였다. 

여기서는 장기 균형가격과 단기 이탈가격과 같이 잠재요인을 특정하지 않고 임의

의 n개의 잠재요인을 가정하고 확률과정을 제시하였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일일 원유 선물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을 때 오차 모수가 매우 작

게 추정되었다. 이때 선물 가격을 설명할 때에는 세 개 이상의 잠재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변동성 설명에는 네 개 이상의 잠재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추

정되었다. 이 모형은 동기간의 일일 구리 선물 가격에 대해서도 잘 작동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 일반화 모형은 수학적 관점에서는 훌륭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잠재요인을 특정할 수 없어 가격 움직임에 각 잠재요인이 미치는 영향 

등 경제학적 함의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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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erm structure model

보유 편익 모형에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 역학에 의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되

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관측된 선물가격의 기간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

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구조 모형이 등장하였다. 이 모형은 단

기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다룬 Heath, Jarrow and Morton(1992)에서 도입되었

으며, Cortazar and Schwartz(1994)에서 최초로 에너지·자원 시장 가격 확률

과정에 적용하였다. 이 모형은 선물 가격의 기간구조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며, 기

간구조의 확률적 움직임은 무차익(non-arbitrage) 원리10)에 따라 묘사된다. 또

한 잠재요인 모형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k개의 요인에 의해 기간 구조의 움직임이 

결정다고 가정하고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k를 도출한다. 

Miltersen(2003)은 현물 가격과 보유 편익을 확률적 요인으로 선택한 보유 편

익 모형을 사용하면서 관측된 기간 구조를 고려하게 하여, 보유 편익 모형과 기간 

구조 모형간의 조화를 모색하였다. 이때 관측된 선물 및 선도 가격의 기간구조와 

변동성 구조를 모형에 맞추기 위하여 추정될 모수가 시간에 의존하는 함수의 형

태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였다. 이 아이디어는 단기 이자율을 대상으로 한 Hull and 

White(1993)의 연구에서 차용한 것이다. 

10) 파생상품의 가치 산정에 있어서 위험 중립(risk-neutral)을 가정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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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urther extensions

보유 편익 모형, 잠재 요인 모형, 기간구조 모형은 모두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 

가격을 확률과정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금융 상품 또는 일반 상품으로서의 에너

지·자원을 바라보았다. 많은 연구들이 단기 이자율 연구에서 모형을 착안한 것도 

이것과 일맥상통한다. 이후의 연구들은 기존에 연구된 모형에 기반을 두되 에너

지·자원의 특성을 더욱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런 특성을 담은 최신의 연구 모형

들은 점프/체제변환 모형, 다중상품 모형, 확률 변동성 모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3.1. Jump/regime shift model

먼저 에너지·자원의 시장 가격 내에서 발생하는 쇼크를 반영([그림 2] 참고)

하기 위한 시도로 점프 모형이 시도되었다. Dias and Rocha(1999)는 원유 가격

을 대상으로 평균 회귀를 가정하는 확률과정에 점프 과정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푸아송 분포를 이용하여 점프 과정을 표현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정보는 점프 과정

을 지나며, 정상적인 정보는 평균 회귀 과정을 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Bernabe et al.(2004)는 Dias and Rocha(1999)의 점프 모형을 체제변환 모형

으로 확장시켰다. Bernabe et al.(2004)에서 점프 모형은 원유 공급 및 수요의 

균형 상태간의 변환 순간을 포획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즉, 높은 가격의 균형 상

태와 낮은 가격의 균형 상태를 각각 설정하여 점프 모형을 통한 각 균형 상태로의 

체제변환을 모형으로 구현하였다. 원유 가격 움직임은 드물게 발생하는 점프를 기

점으로 두 가지 평균 가격을 중심으로 확률적으로 진화하는 더욱 동적인 과정으

로 표현되었다. 이외에도, Ribeiro and Hodges(2005)는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의하여 체제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현물 가격의 수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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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체제를 변환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현물가격이 운반비용으로 대표되는 임계 

값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체제를 변환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2] 1970-2011 원유 가격 추이 (2010 달러화 기준)

출처: WTRG Economics(WTRG.com/pric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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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ulti-commodity model

다중상품 모형은 하나의 확률 과정으로 다양한 상품들의 시장 가격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에너지·자원 연구에서 비슷한 성질을 공유

하는 상품 가격간의 동조화 현상 및 공적분 관계는 오랜 관심사였다(Gulen, 

1999 : 김진수 외, 2007 : Wakamatsu and Aruga, 2013). 자연스레 확률과정 

연구자들은 성질이 유사한 상품의 가격이 다른 상품의 가격에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Cortazar et al.(2008)은 만기기간이 

서로 다른 상품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만기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상품이 다른 상품들에게 가격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Cortazar et 

al.(2008)의 모형은 각 상품들이 유사한 성질로 인하여 p개의 요인을 공유하고, 

각자 개의 요인을 개별적으로 보유한다고 설정하였다. 하지만 Pashke and 

Prokoczuk(2009)은 각 상품의 시장 가격 내에 존재하는 잠재요인들이 서로 의

존하는 구조를 구축하여 더 일반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물 및 선물 

가격 사이의 의존성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또한 이들은 상품 가격 간의 공적분 관

계에 집중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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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tochastic volatility model

확률 변동성 모형은 상품 가격의 변동성 파악 및 분석에 집중하는 연구이다. 이

전의 확률과정 연구들은 변동성보다는 가격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상수로 가정하거나 확정적 함수(deterministic 

function)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원유를 포함한 천연 자

원 가격의 특징으로 높은 변동성이 고려되고 있다(Askari and Krichene, 2008). 

Brooks et al.(2013)는 상품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여타 금융 시장에서의 변동성

보다 더 확률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변동성 역시 확률적 요

인으로 파악하고 모형 내에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에너지·자원

의 시장가격에 대한 초기 확률 변동성 모형은 Yan(20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Yan(2002)는 점프를 고려한 3-factor 모형에 확률적 변동성과정을 추가하였다. 

즉, 푸아송 점프를 포함한 현물가격, 현물 이자율, 현물 보유 편익, 그리고 푸아송 

점프를 포함한 변동성을 확률과정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이때 가격과 변동성은 사

이의 점프는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Yan(2002)는 보유 편익 모형에 확률 변

동성을 추가한 연구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 Trolle and Schwartz(2009)는 기

간 구조 모형에 확률 변동성을 추가한 최초의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Larsson and Nossman(2011)은 1989년부터 2009년까지의 WTI 현물 가격에 

대하여 4가지 모형(확률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프 과정(Jump Diffusion), 점

프를 고려하지 않은 변동성 확률과정(Stochastic Volatility), 가격에서의 점프만

을 고려한 변동성 확률과정(Stochastic Volatility with Jump), 가격과 변동성에

서의 점프를 동시에 고려한 변동성 확률과정(Stochastic Volatility with 

Contemporary Jump))을 적용하여 각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확률적 변동

성과 점프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이 그렇지 않은 모형보다 모형 적합도가 우수함

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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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변동성 모형은 추정의 방식에서도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하고 있다. 확률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유편익 모형, 잠재요인 모형, 기간구조 모형 등을 추정

할 때에는 확률 과정 내에 표현된 모수만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Kalman filter11)를 이용하였고, 더 효율적인 추정을 위하여 Kalman filter를 수

정하여 제시하였다(Cortazar and Naranjo, 2006 : Cortazar and Schwartz, 

2003). 하지만 확률 변동성 모형에서는 모수 이외에도 잠재 변수인 변동성 시계

열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확률 변동성 모형은 잠재 변수의 추정을 위하여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방법(Markov Chain Monte Carlo, 이하 MCMC)12)

을 주로 사용한다(Vo, 2009 : Larsson and Nossman, 2011 : Arismendi et 

al., 2016). 

11) Kalman filter는 잡음이 섞여 있는 관측 값을 분석함으로써 일정 시간 후 상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수학적 계산 과정이다.
12) Kalman filter는 선형 가우시안 상태 공간 모형(linear Gaussian state space model)의 

경우에 사용되는 MCMC 알고리즘의 일종이다(Johanes and Pols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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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Model comparison studies

이와 같이 약 30년간 수많은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모형들이 개발되고 발전하

였다. 따라서 다시금 각 모형들을 비교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여기에서는 해당 

연구들을 비교 연구라고 칭하기로 한다. 먼저 Postali and Picchetti(2006)은 원

유 가격에 대하여 Ornstein-Ulhenbeck 과정과 Geometric Ornstein- 

Ulhenbeck 과정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 평균회귀 속도가 매우 느려 GBM 과정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Hahn et al.(2014) 역시 원유 가격을 

대상으로 Schwartz and Smith(2000)의 모형과 GBM을 비교하였을 때 장기 예

측에는 보다 단순한 과정인 GBM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결론지었다. 

Al-Harthy(2007)은 GBM, Geometric Ornstein-Ulhenbeck 과정 그리고 

Dias and Rocha(1999)의 모형을 비교하였다. 이 밖에 Chan and Grant(2016)

은 확률 변동성 모형과 일반화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모형(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GARCH)을 비교하기도 하였

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의 발전 경로 및 연구 분류를 설명하였다. 위의 내용을 간략

하게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3]와 같다. [그림 3]을 통해 연구의 발전 경과를 쉽

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모형들을 제시하고 발전시킨 연구들은 [표 9]

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발전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 다음과 같은 모형을 발

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공적분 관계의 구조변화를 고려한 다중상

품 모형이다. 둘 이상의 자원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는 모든 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 발생이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균형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Wakamatsu and Aruga, 2013 : Brigida, 

2014). 따라서 공적분 관계를 고려한 다중상품 모형은 체제 변환을 고려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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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다음으로 보유편익 등 재고의 영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요소를 포

함한 확률변동성 모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까지 확률변동성 

모형은 평균회귀 특성과 점프 및 체제변환, 그리고 계절성을 고려하는 등 에너

지·자원 가격의 구조적 형태를 다양하게 묘사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 

밖의 에너지·자원의 특성에 대한 고려는 비교적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

지·자원 대상 연구에서 재고가 갖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저장이론에서 기인한 보

유편익 모형이 큰 발전을 이루었듯이 이 점을 확률변동성 모형에 접목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Du et al.(2011)은 원유 재고뿐만 아니라 스캘핑

(scalping)13)과 투기(speculation)가 원유 가격 변동성을 설명함을 보였다. 이것

은 역시 최근의 원유가 금융상품으로서 거래가 활발해져 발생한 변화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모형은 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변수를 고려하여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13) 하루에 수십~수백 번의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초단타 매매기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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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천연자원가격 확률과정 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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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Reference

GBM

Brennan and Schwartz(1985), Slade(1988), 

Paddock, Siegel and Smith(1988), Cortazar and 

Schwartz(1993)

One-

factor 

model

Mean-

reverting 

process

Laughton and Jacoby(1993, 1995), Dixit and 

Pindyck(1994), Ross(1997), Cortazar and 

Schwartz(1997), Salahor(1998), Bradley(1998), 

Smith and McCardle(1999), Tvedt(2002), Jaillet, 

Ronn and Tompaidis(2004)

Model

Comparison

Nowman and Wang(2001), 윤원철, 박호정(2005), 

이규현(2008), 이유아(2008), Oud and 

Goard(2015)

Multi-

factor 

model

Convenience 

yield model

Gibson and Schwartz(1990), Schwartz(1997, 

1998), Hilliard and Reis(1998), Cortazar and 

Schwartz(2003), Nielson and Schwartz(2004), 

Cormona and Ludkovski(2004), Ribeiro and 

Hodges(2004), Casassus and 

Collin-Dufresne(2005), Borovkova and 

Geman(2006), Liu and Tang(2011)

Latent 

factor 

model

Baker, Mayfield and Parsons(1998), Schwartz 

and Smith(2000), Korn(2005), Cortazar and 

Naranjo(2006), Hikspoors and Jaimungal(2007), 

Cartea and Williams(2008), Paschke and 

Prokopczuk(2010), Bhar and Lee(2011), 

Tang(2012), Shiraya and Takahash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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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pster, Medova and Tang(2012), Mirantes, 

Poblacion and Serna(2012a, 2012b, 2013,2015), 

Cortazar, Kovacevic and Schwartz(2015), 

Mirantes, Larraz and Poblacion(2015), Shao, 

Bhar and Colwell(2015)

Term-

structure 

model

Reisman(1992), Cortazar and Schwartz(1994), 

Miltersen and Schwartz(1998), Urich(2000), 

Manoliu and Tompaidis(2002), Bjork and 

Landen(2002), Benth, Ekeland, Hauge and 

Nielsen(2003), Miltersen(2003), Crosby(2008)

Jump/Regime shift 

model

Dias and Rocha(1999), Bernabe, Martina, 

Alvarez-Ramirez and Ibarra-Valdez(2004), 

Ribeiro and Hodges(2005), Aiube, Baidya and 

Tito(2008), Chen and Forsyth(2010), Date, 

Mamon and Tenyakov(2013)

Multi-commodity 

model

Tolmasky and Hindanov(2002), Ohana(2006, 

2010), Benmenzer, Gobet and Jerusalem(2007), 

Cortazar, Milla and Severino(2008), Paschke and 

Prokopczuk(2009), Nakajima and Ohashi(2012), 

Frikha and Lemaire(2013), Benth and 

Koekebakker(2015)

Stochastic volatility 

model

Fleming and Ostdiek(1999), Yan(2002), Askari 

and Krichene(2008), Hikspoors and 

Jaimungal(2008), Trolle and Schwartz(2009), 

Vo(2009), Hughen(2010), Lee, Hu and 

Chiou(2010), Du, Yu and Hayes(2011), Larsson 



- 55 -

and Nossman(2011), Brooks and 

Prokopczuk(2013), Liu, Chng and Xu(2014) 

Chiang, Hughen and Sagi(2015), Arismendi, 

Back, Prokopczuk, Paschke and Rudolf(2016), 

Baum and Zerilli(2016), Liu(2016)

Model Comparison

Studies

Bryant and Haigh(2005), Postali and 

Picchetti(2006), Al-Harthy(2007), Suenaga(2013), 

Hahn, DiLellio and Dyer(2014), Chan and 

Grant(2016), Cortazar, Gutierrez and 

Ortega(2016)

[표 9] 천연자원가격 확률과정 연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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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원유시장가격 확률과정 연구 체계화

95편 연구의 분석 대상 자원 현황은 [그림 4]과 같다. 하나의 연구에서 서로 다

른 자원을 동시에 다룬 경우 각각 집계되어 연구의 총합은 실제 취합한 연구의 수

보다 크다.  

[그림 4] 선행연구 분석 대상 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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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을 보면, 다양한 에너지·자원 중 원유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활

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유 가격이 에너지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초

자산으로서 금융 시장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Larsson and 

Nossman, 2011).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한 에너지 파생상품 시장에서 가장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원유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시장

인 동시에 가장 크고 유동적인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5]

와 같이 원유 시장가격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하여 다시 분류하였다. 이것을 

전체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을 대상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

림 6]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6]에서 검정색 글씨로 표현된 것은 원유 가격을 대

상으로 한 연구를 의미하며, 회색 글씨는 국제에너지·자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원

유 가격은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convenience yield 

model, latent factor model, 그리고 stochastic volatility model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원유 가격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중도 높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하였다. 즉, 다양

한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원유 시장 가격의 특성과 이것이 확률과정 연구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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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원유 대상 선행연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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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제 에너지·자원 및 원유 대상 선행연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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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엘슨 효과(Samuelson effect)와 평균회귀

“Consequently the futures price series is less volatile than the spot price series. This 

lower volatility for the longer maturity futures contract is an important fact suggesting 

that the oil price is reverting and cannot be accurately described as a random walk.” 

(Baker et al., 1998, p. 124)

Samuelson(1965)는 만기도래 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 수렴하므로, 선물 

거래의 만기가 가까울수록 그 가격은 새로운 정보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커진다고 사무엘슨 효과를 설명하였다. Back and Prokopczuk(2013)

와 Baker et al.(1998)은 원유 선물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선물의 변동성 기간구

조를 추정한 결과, 원유에서 사무엘슨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Bassembinder et al.(1996)는 사무엘슨 효과와 평균회귀 특성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사무엘슨 효과가 선물 곡선 기울기의 변화, 즉 보유 편익의 변

화와 현물 가격의 변화 사이에 음의 공변이(negative co-variation)를 나타내는 

시장에서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것은 상품 가격과 보유 편익 사이에 양의 상관

관계를 갖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격의 평균회귀 특성과 연결된다. 따라서 

Bassembinder et al.(1996)은 Bassembinder et al.(1995)에서 평균 회귀 특

성이 강하게 발견된 원유가 사무엘슨 효과 역시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시

에 이들은 금융 시장에서는 평균회귀 특성 및 사무엘슨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슨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평균 회

귀를 고려한 확률과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장봉규 외, 2009). 이것은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평균회귀를 고려한 확률과정을 이용한 점을 설명한다. 그 중

에서도 latent factor model의 경우에는 원유 시장 가격을 장기적 가격/단기적 가

격 등의 잠재요인 항목으로 구분하여 가격을 모형화하였다. 이때 다양한 평균 회

귀 과정들이 고려되어 보다 정확한 원유가격 동태성 묘사를 고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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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고의 활용

“The notion of a convenience yield, viewed as a not "dividend" yield accruing to the 

owner of the physical commodity at the margin, has already proven to drive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s and spot prices of many commodities. (….) Finally, we wish 

to conclude this paper by emphasizing how important the concept of convenience 

yield is for a non-speculative commodity. In the case of crude oil, the is obvious in 

light of the strategic nature of the benefits it provides to its owner and given the large 

fluctuations in crude oil inventories." (Gibson and Schwartz, 1990, p. 959, 975)

상품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된다는 점에서 금융 자산과는 다르다. 이때 생산

량은 항상 소비량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재고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Nielsen and Schwartz, 2004). 재고는 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충

격의 정도를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중요한 생산 투입물로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유 시장에도 적용된

다(Vo, 2009). 원유 재고는 방출에 대한 정보 자체만으로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원유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수현, 2010). 또한 원유

의 경우 주요 에너지원으로 소비는 비탄력적인데 반해, 생산에는 여러 제약이 있

어 공급 및 수요 충격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어려워 재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된다.

Brennan(1958), Working(1949) 등은 상품의 재고와 보유편익 간의 관계에 

집중하여 저장이론(theory of storage)을 형성하였다(김수현 외, 2014). 저장이

론에 따르면, 상품의 재고 수준이 낮은 경우 희소성으로 인하여 현물 가격은 상승

하고 한계보유편익은 높게 나타난다. 또한 선물 가격은 수요 공급 조건 변화에 대

해 현물 가격보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선물 가격의 상승 폭은 현물 가격의 상승 

폭보다 작아 역조시장이 형성된다. 반면 상품의 재고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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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편익이 낮아 정상시장이 발생한다.

저장이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보유편익에 의해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간의 관계

가 결정되는 확률과정인 보유편익 모형을 활용하면서, 이 확률과정은 상품 가격 

모형화의 주요 접근법 중 하나가 되었다(Bhar and Lee, 2011). 이것은 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원유 시장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림 6]을 통해 상당

수의 연구가 보유편익 모형을 이용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63 -

3. 급첨적(leptokurtic)인 수익률 분포

“What is special about commodities? Yan(2001) examines the commodity return 

distributions using gold and crude oil data. Several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commodity returns were uncovered in his study. First, commodity returns are 

leptokurtic. (....) Fourth, commodity options display "volatility smile". Finally, unlike that 

of stock indices, commodity return distributions are not negatively skewed and are not 

characterized by asymmetric volatility. To capture the above mentioned features of 

commodity returns, I propose a model that incorporates stochastic convenience yield, 

stochastic interest rates, stochastic volatility and simultaneous jumps in the spot price 

and volatility." (Yan, 2002, p. 252)

원유 파생상품 시장은 가장 많은 물량이 거래되는 상품 선물 시장이다. 원유는 

2008년 금융위기에 상당한 가격변동을 겪었다. 2008년의 원유 가격 충격은 수요

의 낮은 탄력성과 원유 생산으로 인해 야기되었는데(Hamilton, 2009 : Killian, 

2009), 이 충격은 금융 투기로 인하여 악화되었다(Baum and Zerilli, 2016). 수

익성의 변동성 변화는 가격 수준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로 원유 선물시장의 수익률은 급첨적(leptokurtic)인 분포를 갖게 되었고, 

팻 테일(fat tale),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변동성 군집현상(volatility 

clustering) 등의 특성을 보이게 되었다(Baum and Zerilli, 2016). Yan(2001)

은 원유 자료를 이용하여 상기한 수익률 분포의 특성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또한 

Yan(2001)과 Eydeland and Wolyniec(2003)은 각각 원유 옵션에서 변동성 미

소(volatility smile)14) 현상이 등장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였다. 이 역시 급첨

적인 수익률 분포에서 기인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Duffie and Gray(1995)는 

원유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상품에 대해 실현 변동성(realized volatility)와 내

14) 변동성미소란 Black and Scholes(1973) 모형으로 계산한 옵션의 내재변동성이 옵션의 행

사가격과 만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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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변동성(implied volatility)을 비교한 결과 상수 변동성 가설이 95% 유의수준 

내에서 기각됨을 확인함으로써, 확률 변동성 모형을 사용하기를 권고하였다.

지금까지 메타분석의 과정으로 총 95편의 국제 에너지·자원대상 확률과정 모

형화 선행연구들을 체계화하고 66편의 국제원유시장가격 확률과정 모형화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 확률과정의 특성

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국제원유시장가격의 주요한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메타연구는 기존의 리뷰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먼저 

제3장 제1절에서 제시된 선행연구 체계화 연구들은 단순히 연구 분류에만 집중하

고 있다. 즉, factor 수에 따라 연구를 분류하거나 모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특성

에 따라 연구를 1차원적으로 분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계적인 분

류를 통해 factor 수와 모형 특성에 따른 연구 분류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따라서 

연구 모형에 대해 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의 도

식화([그림 3], [그림 5], [그림 6])를 통하여 시기별 연구의 발전 경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Lautier(2005)와 Back and Prokopczuk(2013) 등 기존의 리뷰 연구는 

모두 일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에너지자원 상품뿐

만 아니라 농산품과 전기 등 특성이 다른 다양한 상품에 대한 연구를 모두 포괄하

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에너지·자원 상품, 그리고 더 나아가 원유상품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만 집중함으로써 이들이 다른 상품들과는 차별되게 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추후 국제원유시장가격을 확률과정으로 모형

화하려는 연구자들에게 모형선택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 장에서는 원유 가격에 대한 확률 변동성 모형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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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확률 변동성 모형 실증분석

본 장은 실증분석 부분으로 실제 원유 시장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 변동성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 기간 동안의 원유의 변동성을 추정한다. 확률 변동성 

모형은 제3장 제2절에서 제시한 다양한 연구 모형 중 하나로, 원유 수익률 분포를 

반영하여 변동성 예측에 관심을 두고 있는 최신 연구 경향을 반영하고 있어 선택

하게 되었다. 이때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확률

변동성 모형이 자료 특성에 따라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이

다. 

(1) 변동성 모형을 추정할 때에 자료의 빈도수가 다르면 변동성 추정 결과가 다

르게 나타나는가?

(2) 변동성 모형을 추정할 때에 구조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자료 기간을 다르게 

하면 변동성 추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제 3장에서 수집된 95편의 선행연구 중 16편의 선행연구가 확률 변동성 모형

을 다루었는데, 이때 사용된 자료의 빈도를 확인해보면 일별 자료와 주별 자료의 

사용이 혼재되어있다. 심지어 Baum and Zerilli(2016)는 10분 간격의 선물 가격 

자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집된 연구들 중에서 각 자료 빈도에 따른 결

과를 비교하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Fleming and Ostdiek(1999)가 유일하게 

일별 자료와 주별 자료를 동시에 이용하여 변동성을 분석하였지만 결과의 대략적

인 일치성만을 확인했을 뿐 결과를 비교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의 

빈도에 따라 추정되는 변동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떻게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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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확률 변동성 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중 전체 분석기간을 둘 이상의 

부표본기간(subsample period)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

다(Trolle and Schwartz, 2009 : Hughen, 2010). 하지만 이것은 모형의 적합

성을 판단하기 위해 표본집단 검정(out-of-sample test)을 위한 것으로 본 연

구에서처럼 구조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각 선행연구들에

서는 기간을 구분한 시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기간 구분에 따른 

변동성의 추정 결과를 비교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기간

을 구분하여 변동성을 추정하는 것과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분석 대상에 대

하여 변동성을 추정하는 것 사이에 결과 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 확인하였다.

본 장은 총 4개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그 기초

통계량을 제시한다. 제2절에서는 본 실증연구에서 사용된 확률 변동성 모형을 소

개한다. 제3절에서는 모형의 모수와 변동성을 추정하는 데에 사용된 마르코프 연

쇄 몬테카를로 추정방법과 분석에서 사용된 사전분포를 기술하였다. 마지막 제4

절에는 추정된 변동성 결과와 그 해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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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1986년 1월 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WTI(West Texas 

Intermediate) 현물 가격 자료(일별, 주별, 월별)를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취득하였다. EIA는 일별 현물 

가격 자료를 기준으로 산술평균(unweighted average)을 취하여 주별, 월별 자료

를 제공한다. 1986년 1월 2일은 EIA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날로

서, 30년의 기간을 온전히 포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설

정하였다. 전체 분석기간에 대한 현물 가격과 로그 수익률은 다음 [그림 7], [그

림 8]와 같다. 로그 수익률은 식 (23)으로 구할 수 있다.

    ln
  (23)

각 자료별 기초통계량은 [표 10]~[표 11]에 제시되었다. 이때 가격에 대한 기

초 통계량([표 10])은 자료 빈도와 무관하게 유사한 기초 통계량을 갖는다. 또한 

왜도와 첨도가 각각 0.97과 2.61 정도로 표준 정규분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

으나15), 근사할 수 있는 범위를 갖췄다. 하지만 수익률([표 11])의 경우에는 자

료 빈도별로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등 통계량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자료에서 왜도가 음의 값을 가져 부적 편포되어 있으며, 

첨도는 모두 3이상의 값으로 분포가 급첨적이다. 따라서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모

형을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확률 변동성 모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15)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 왜도(skewness)는 0, 첨도(kurtosis)는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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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986년-2015년 WTI 현물 가격 추이(단위: $/bbl)

[그림 8] 1986년-2015년 WTI 로그 수익률 추이(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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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I spot price(1986/01/02-2015/12/31)

daily data weekly data monthly data

Obs 7568 1565 362

Mean 42.85 42.88 42.80

Std. Dev. 30.64 30.64 30.53

Skewness 0.97 0.97 0.97

Kurtosis 2.61 2.61 2.60

Min 10.25 11 11.35

Max 145.31 142.52 133.88

[표 10] WTI 현물 가격 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량 

WTI log return(1986/01/02-2015/12/31)

daily data weekly data monthly data

Obs 7567 1564 361

Mean 0.005 0.02 0.08

Std. Dev. 2.53 4.36 8.77

Skewness -0.72 -0.14 -0.44

Kurtosis 17.29 6.42 5.71

Min -40.64 -19.23 -39.42

Max 19.15 25.12 39.22

[표 11] WTI Log return 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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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확률 변동성 모형

여기에서는 Kim et al.(1998), Kastner and Fruhwirth-Schnatter(2014)의 

확률변동성 모형을 사용한다.

   
 (24)

    (25)

: demeaned log return

: time-varying volatility

, : i.i.d. standard normal innovation

확률 변동성 모형을 통하여 우리는 모수 , , 를 추정하고자 한다. 식(25)

에 따라 는 로그 분산의 수준, 는 로그 분산의 지속성, 그리고 는 로그 분산

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모수뿐만 아니라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인  역시 추

정해야 한다. 이때 종속변수인 와 은 (24)-(25)의 관계식에 따라 

(26)-(28)의 분포를 따른다.

∼exp (26)

∼
 (27)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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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마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 추정

확률 변동성 모형에서는 변동성이 변수로 등장한다. 하지만 변동성은 관측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모수뿐만 아니라, 잠재 변수인 변동성도 추정해야 한다. 이것은 

관측된 수익률 자료(종속변수)로부터 변동성(독립변수)과 모수에 대한 정보를 추

출해야 하는 역의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만약 추정해야 하는 모수 집단을 

라고 하고, 잠재 변수를 , 종속 변수를 라고 한다면, 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서는 로 표현되는 확률 분포를 구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론이 마

르코프 연쇄 몬테카를로법(Markov Chain Monte Carlo method, 이하 MCMC)

이다. 

Johannes and Polson(2002)에 따르면 MCMC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다양

한 금융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먼저, MCMC는 모수와 잠재 변수를 동시에 추정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수에 대하여 대리지표(proxy)를 사용하거나 추정 필터

(approximate filter)를 사용하지 않고도 관측 자료로부터 원하는 분포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MCMC는 추정 리스크와 모형 리스크를 구할 수 있다. 연구자가 

잘못된 모형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MCMC는 

조건부 시뮬레이션 방법이기 때문에, 비조건부 시뮬레이션에 비해 계산 속도가 빠

르다. 

MCMC는 대상 분포(target distribution)으로부터 임의 샘플을 형성하는 조건

부 시뮬레이션 방법이다. 베이즈 법칙(Bayes rule)에 따르면, 대상 분포는 다음

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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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자료의 우도 함수(likelihood function)이고, 는 

잠재 변수의 모수에 대한 조건부 사전 분포(prior distribution)를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는 모수의 사전 분포이다. 따라서 모수의 사전분포가 미리 주어져야 

한다. 이때 사전분포는 정보적(informative)하거나 비정보적(noninformative)할 

수 있다. 사후 분포에 대한 연구자의 확신이 있을 경우에 정보적인 분포를 설정하

지만,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비정보적인 사전 분포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균일 분포와 분산이 큰 정규 분포 및 감마 분포는 대표적인 비정보적 사전 분포이

다. 비정보적 사전분포를 설정할 경우에는 MCMC 수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전분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좋은 분포를 찾기 위해 선행연

구를 참조하거나 다양한 사전분포들을 이용한 민감도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전분포 설정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 분포이자 사후 분포(posterior distribution)인 는 닫

힌 형태(closed form)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 시뮬레이션 과정이 MCMC 추정이다. 즉, MCMC는 모수와 잠재 변수의 조건

부 분포의 정보를 이용하여 결합 조건부 분포인 대상 분포를 특정 하는 과정이다. 

초기 값을  , 
라고 한다면,   ∼와 

 ∼ 

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을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마르코프 사슬(Markov Chain)라고 하며, 이 사슬의 분포는 

에 수렴할 것이다. 이 알고리즘을 깁스 표집(Gibbs sampler)라고 한다. 

와 가 닫힌 형태로 주어지고 대상 분포가 조건부 분포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면 깁스 표집은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 

기준(acceptance criterion)에 기초해 제안된 밀도를 채택 혹은 기각할 수 있는 

Metroplis-Hastings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렇게 임의의 샘플들은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하여 모수 및 잠재 변수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모수 

에 대한 점 추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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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 et al.(1998)과 Kastner and Fruhwirth-Schnatter(2014)를 따라, 각 

모수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즉,   를 만족한다.

먼저, ∈인 로그 분산의 수준, 의 사전 분포로 ∼와 같이 정규 

분포를 선택하였다. 또한 비정보적이기 위하여  ,  이다(Kastner, 

2016).

지속성 모수 는  ∼를 따르도록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베타 함수16)이다. 이것은 자기회귀 변동성 과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의 사전 분포는 

다음 식(30)과 같이 결정된다. 이 모수는 자료 관측치가 많지 않을 경우(금융 연

구의 경우, 약 1000개 기준)에 사전분포가 사후분포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의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Kim et al.(1998)과 동일하게, 

 ,  로 정하였다.

   
 

 
 


 



(3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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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만족하는 로그 분산의 변동성 모수 의 사전분포는 

∼×
 

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는 감마 분포

를 표기한 것이다. 이 사전 분포는 ± 가 정규분포 
를 따르도록 한 

것으로, Fruhwirth-Schnatter and Wagner(2010)에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는 변동성의 사전분포로 역감마(inverse-gamma)분포를 사용하여 켤레 사전 확

률(conjugate prior)의 이점을 취한다. 하지만 상기한 감마분포로는 계산상 이점

을 취할 수는 없지만, 사전 분포 모수(hyper-parameter)인 이 너무 작게 설

정되지만 않는다면 그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덜 미친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서

는 
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전분포를 바탕으로 모든 시뮬레이션은 

1,000번의 번인(burn-in) 단계를 거친 후에 10,000번 수행하였다. 또한 프로그

램 R의 stochvol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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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확률 변동성 모형 추정 결과

1. 자료 빈도별 분석 결과

일별, 주별, 월별 자료를 사용했을 때, 추정되는 모수의 결과는 [표 12]~[표 

14]에 각각 나타나 있다. 모든 경우에 로그 분산 수준의 모수는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그 분산 지속성과 로그 분산 변동성의 모수는 모두 양의 값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값들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로그 분산 

수준의 모수는 일별 자료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월별 자료를 이용한 것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추정 변동성의 수준이 월별 자료에서 가장 크게 나타

날 것을 시사한다. 로그 분산 지속성의 모수는 월별 자료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으

며, 일별 자료에서 가장 큰 값을 가졌다. 또한, 로그 분산 변동성 모수는 월별 자

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일별 자료가 가장 작은 값을 보였다. 월별 자료에서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 지속성은 가장 작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9]과 [그림 17], [그림 18]의 trace plot들을 통해 각 MCMC 추정 과정이 

적절하게 수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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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d. dev.

 -7.831 * 0.09929

 0.977 * 0.00402

 0.195 * 0.01442

[표 12] 일별 자료 추정 결과

*: 95% 사후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함.

Mean Std. dev.

 -6.570 * 0.1755

 0.968 * 0.0105

 0.201 * 0.0267

[표 13] 주별 자료 추정 결과

*: 95% 사후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함.

Mean Std. dev.

 -5.155 * 0.1917

 0.852 * 0.0686

 0.392 * 0.0895

[표 14] 월별 자료 추정 결과

*: 95% 사후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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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별 자료 trac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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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모수들의 사후 분포는 [그림 10]와 [그림 19], [그림 20]에 나타나있

다. 이때 회색의 점선은 사전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10]를 보면 선택한 사전 분

포가 의도한대로 매우 비정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사전 분포

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수가 적은 월별 자료의 경우에 다른 자료들

에 비하여 사전 분포가 비교적 정보적이었다. 사후 분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연구

자는 1,000개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기를 권한다. 

모형 적합도는 잔차의 정규성 검정을 통해 평가한다. 잔차는 식 (24)를 바탕으

로 한 식 (31)을 통해 구한다. 그 결과는 [그림 11]~[그림 13]에 나타나 있다. 

  




∼ (31)

우측 상단의 QQ plot을 통하여 세 경우 모두 원 자료에 대해서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제 4장 제 1절의 기초 통계

량 부분에서도 예측했었던 부분이다. 반면에, [그림 11]와 [그림 12]의 우측 하

단의 QQ plot을 보면 모형의 잔차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월별 자료에 대한 QQ plot인 [그림 13]을 보면 비교적 일별 및 주별 자료

보다 적합도가 부족하다.



- 79 -

[그림 10] 일별 자료 density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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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일별 자료 QQ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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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별 자료 QQ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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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월별 자료 QQ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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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MCMC 추정을 이용하여 모수뿐만 아니라 잠재 변수인 변동성도 추

정할 수 있었다. 추정된 변동성에 대한 통계량은 [표 15]-[표 17]에, 변동성 그

래프는 [그림 21]-[그림 23]에 나타나 있다. 

일별 자료를 사용했을 때 추정된 변동성의 평균은 2.21%이다. 그리고 2014년 

6월에 0.78%로 변동성은 최솟값을 보였으며, 1991년 1월 15일에 변동성은 

10.08%로 최댓값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2008년 12월 16일에는 7.36%, 1986

년 3월 17일에는 6.94%로 높은 값을 가졌는데, 이 시기는 각각 Gulf 전쟁, 글로

벌 금융위기, 그리고 사우디 가격전쟁17)의 시점과 일치한다. 

주별 자료를 이용한 추정 변동성의 경우에는 평균은 3.97%이며, 최솟값은 

1.90%로 1992년 8월 14일과 2008년 6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에 해당한다. 

최댓값은 11.20%로, 2008년 12월 19일에 해당하여 이것은 일별 자료의 결과와

도 일치한다. 또한 1986년 1월 24일부터 2월 7일이 9.4%, 1990년 9월 14일이 

9%로 역시 높은 변동성 값을 보였다. 이것은 일별 자료의 시기와는 조금씩 다르

지만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변동성의 평균은 7.99%로 세 자료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최솟값은 5.00%로 1993년 1월부터 2월과 2013년 2

월에 해당된다. 최댓값은 17.90%로 1986년 1월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2008년 

8월이 17.6%를 기록했으며, 1990년 6월이 15.7%로 높았다.

[그림 21]-[그림 23]를 보면 변동성은 일정한 장기 균형값을 중심으로 몇 번

의 점프가 존재하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점프의 크기는 자료별로 다르게 나타

17) 1980년대 들어서 비OPEC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OPEC 회원국들은 시장 

점유율과 가격의 딜레마에 빠졌다. 결국 OPEC 회원국들의 쿼터량 위반과 함께 비OPEC 산

유국들의 원유 증산이 계속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을 잃었다. 여

기에 대응하기 위해 1985년 11월 OPEC 회동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량 조절을 중단

하며 비OPEC 산유국들과의 가격 전쟁을 시작하였다. 1985년 11월에 배럴당 31.75달러에 

달했던 WTI의 가격은 1986년에 배럴당 10달러로 떨어졌다. Daniel Yergin은 본인의 저서 

The prize에서 이 시기를 제 3차 석유파동이라고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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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크기의 순서도 다르지만, 1986년, 1990/91년, 2008년이 모든 자료에서 가

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시기로 등장한다. 이것은 다른 확률 변동성 모형을 이용

하여 추정한 Trolle and Schwartz(2009), Vo(2009), Larsson and 

Nossman(2011)등과도 일치하는 모습이다.

자료 빈도에 따른 변동성 추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1986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0년이라는 긴 기간에 대한 분석임에도 불구

하고 자료의 관측 수가 362개에 불과하여 정규성 검정을 통한 모형 적합도 결과

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들이 확률변동성을 연구했던 선

행연구들이 월별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설명해준다. 또한 가능한 비정보적

인 사전분포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별, 주별 자료에 비교하여 월별 자료

의 사후분포는 사전분포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그림 

19], [그림 20]).

추정된 변동성을 비교하면 일별, 주별, 월별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하게 

드러난다. 1986년, 1990/91년, 2008년, 2014년에 변동성이 가장 높게 추정되었

으며 그 외에도 1991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작은 점프 구간들과 함께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각 시점에서의 변동

성의 절대적인 값과 변동성 크기의 순서가 다르게 나타나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

지는 않았다. 따라서 정확한 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선택 단계에서부

터 연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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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data

mean 2.21%

min 0.78% 2014/06/20

max 10.08% 1991/01/15

[표 15] 일별 자료 변동성 추정 통계량

weekly data

mean 3.97%

min 1.90%
1992/08/14

2008/06/20~08/22

max 11.20% 2008/12/19

[표 16] 주별 자료 변동성 추정 통계량

monthly data

mean 7.99%

min 5.00%
1993/01-02

2013/02

max 17.90% 1986/01

[표 17] 월별 자료 변동성 추정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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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변화를 고려한 기간별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구조변화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1986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별 자료를 구간별로 나누어 확률 변동성 모형을 적용해보았다. 이때 

1986/01/02-1991/01/16을 1구간, 1991/01/17-2008/07/03을 2구간, 

2008/07/07-2015/12/31을 3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각각 걸프전과 글로

벌 금융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분리한 것이다.

구간을 나누어 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18]-[표 20]에 나타나 있다. 로그 

분산 수준과 지속성의 모수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비슷한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이를 통해 변동성 내 장기 균형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 로그 분산의 변

동성 모수는 1구간에서 가장 크게 추정되었다. 이것은 1구간이 1986년 사우디 

가격전쟁과 1990/91 걸프전 등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다른 구간

에 비하여 변동성이 크게 추정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구간별 결과를 전

체 기간에 대한 모수 추정 결과인 [표 15]와 비교해보아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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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d. dev.

 -7.611 * 0.3054

 0.967 * 0.0111

 0.306 * 0.0400

[표 18] 1구간 자료(1986/01/02-1991/01/16) 추정 결과

*: 95% 사후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함.

Mean Std. dev.

 -7.853 * 0.09876

 0.969 * 0.00765

 0.183 * 0.02109

[표 19] 2구간 자료(1991/01/17-2008/07/03) 추정 결과

*: 95% 사후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함.

Mean Std. dev.

 -7.807 * 0.5090

 0.990 * 0.0046

 0.145 * 0.0211

[표 20] 3구간 자료(2008/07/04-2015/12/31) 추정 결과

*: 95% 사후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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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간별 변동성 추정 결과는 [그림 24]-[그림 26]와 같다. 여기에서는 구간

별 변동성 추정 결과와 전 기간에 대한 변동성 추정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림 14]와 같이 구간별 변동성 추정결과를 연결하여 

전기간에 대한 추정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두 결과 값의 차이를 [그림 15]에 

표현하였다. 두 결과 사이의 차이는 91년 1월 7일부터 91년 1월 29일까지의 기

간을 제외하고 모두 ±1%p 이내였다. [그림 16]을 보면 이에 대해 쉽게 알 수 있

다. 90%이상의 기간들이 ±0.1%p내의 차이를 보였다. 즉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기간을 구분한 모형들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에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여기에서 1986년부터 2015년까지의 변동성의 시계열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

다. 1990/91년, 2008년 등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시점들은 수익

률 변동성의 장기 균형이 변한 구조변화 시점보다는 충격(shock) 발생 시점, 특

히 그 효과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1986년부터 

2015년까지의 원유 변동성 시계열은 여러 번의 점프가 발생하였지만 결국은 평

균으로 회귀하는 시계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해당 확률 변동성 모형을 

푸아송 분포 등을 이용하여 점프를 고려하는 모형으로 발전시켜 추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89 -

[그림 14] 구조변화 고려 유무에 따른 변동성 추정 결과 비교

[그림 15] 구조변화 고려 유무에 따른 추정 변동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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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추정 변동성 차이에 대한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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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논문은 국제원유시장가격의 확률과정적 특성을 분석하고 국제원유시장가격

의 모형화에 있어서의 확률과정의 특성과 기여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메타분석과 

실증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 선행연구들을 종합화하고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메타연구에서는 에너지·자원 시장가격을 대상으로 한 확률과정 연구의 

발전 경과를 파악하고 선행연구의 종합화를 위하여 주제에 해당하는 논문들 수집

하고 또한 사용된 확률과정 모형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모형의 

특성을 통하여 연구의 발전 경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확률과정을 통한 국제 에너

지·자원 시장가격 모형화 초기 연구는 금융시장의 연구 모형을 그대로 차용하였

다. 대표적으로 Geometric Brownian motion이 있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자원은 상품으로서 일반적인 금융 자산과는 다른 몇 가지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다. 먼저 상품자산으로서 시장 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균형 값으로 회귀한다. 단기 거래일수록 선물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

나는 사무엘슨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재고로 저장이 가능한 상품으로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게 나타나는 역조 시장을 형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국제 에너지·자원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확률과정 모

형을 개발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평균회귀 모형, 보

유편익 모형, 잠재요인 모형, 기간구조 모형, 점프/체제변환 모형, 다중상품 모형 

그리고 확률변동성 모형까지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

한 모형이 개발되었다. 다양한 국제 에너지·자원 중 가장 많이 연구 대상이 된 

원유 역시 다양한 모형으로 연구가 되었다. 그 중에서 평균회귀 모형, 보유편익 모

형, 확률변동성 모형이 국제원유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 활용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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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국제원유시장이 전반적으로 다른 에너지·자원시장과 유사

한 특성을 보였으나, 그 중 평균회귀 특성, 높은 재고 활용도, 급첨적

(leptokurtic) 수익률 변동성 분포 등의 성질이 다른 에너지·자원시장보다 강하

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증연구에서는 특정 확률모형을 선정하여 분석할 때 분석 자료 특성에 따라 

결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지를 확인하여 자료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

하였다. 국제원유시장가격 모형화 연구의 경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형 중 확률

변동성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자료는 1986년 1월 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

지 WTI 현물가격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자료 빈도에 따른 변동성 추정 변화를 검정하였는데, 모든 자료빈도에 공

통적으로 1986년, 1990/91년, 2008년 등에서 변동성의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있

었다. 1986년은 사우디의 원유 가격전쟁이 발생했던 시기이고, 1990/91년은 미

국-이라크 간 걸프전 발발시기,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유가격에 충격이 

발생했던 시기이다. 가격에 충격이 발생했던 시기에 변동성에도 충격이 발생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외에도 전반적인 흐름이 일별, 주별, 월별 변동성 

추정 결과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절대적인 변동성의 크기와 변동성 

크기의 순서 등이 다르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확률변동성 모형을 이용하여 변동성

을 추정할 때에 자료 빈도 선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조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1986년 1월 2일부터 1991년 1월 16

일, 1991년 1월 17일부터 2008년 7월 3일, 2008년 7월 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으로 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변동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리하

지 않은 변동성 추정결과와 비교하였다. 기간을 분리한 1991년 1월과 2008년 7

월은 각각 걸프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의미한다. 그 결과 기간을 분리한 추정

결과와 분리하지 않은 추정결과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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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가격의 분

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확률과정 모형화 선행 선행연구들을 종합화 및 체계화

하였기에, 향후 해당 분야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특성을 살피거나 이에 따른 모형 적용이 적절

한지를 살펴보지 못하고 일반적인 재화와 확률모형을 전제로 체계화를 진행한 경

우가 많아 에너지·자원 연구들의 특성을 따로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본 논문

에서는 국제 에너지·자원, 특히 국제원유시장 가격의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에 초

점을 맞추고 해당 연구들에서 고려된 확률함수 및 확률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에너

지·자원과 국제원유시장의 경우 원유의 고유 특성을 유추하였으며, 특성에 따른 

결과의 변동도 평가하였다. 

둘째, 국제 에너지·자원시장 분석연구들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융 시계

열에 대한 확률과정과 다른 확률과정을 모형화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국제 에너지·자원, 특히 국제원유 시장이 일반적인 금융재화와 차별되는 차

이점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확률과정을 이용하여 모형화 할 때 금융재화 연구

에서 활용되는 확률모형을 그대로 차용하기 보다는 에너지·자원의 특성을 고려

한 모형을 개발 및 발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연구의 주 흐름이었음을 확인하

였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국제시장을 연구하는 경우 에너지·자원 

특성에 기반을 둔 확률과정을 활용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향후 확률과

정모형을 활용한 국제에너지·자원시장 가격 연구 시 보다 적절한 확률과정의 적

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자료 빈도 및 자료 기간 등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확률 변동성 모형의 활용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자의 분석대상 자료 

선정 차이에 따라 분석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연구자는 자료 선정 단계에서

부터 큰 주의를 기울이고 타당한 선정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분석 결과, 자료 빈

도(일별, 주별, 월별)에 따라 추정된 변동성이 절대적인 수치와 변동성 크기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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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 반면, 분석기간의 구분 여부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즉, 에너지·자원 국제시장을 연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빈도의 선

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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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실증분석 trace plot

[그림 17] 주별 자료 trace plot



- 109 -

[그림 18] 월별 자료 trac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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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증분석 사후분포

[그림 19] 주별 자료 density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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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월별 자료 density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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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실증분석 변동성 추정결과

[그림 21] 일별 자료 변동성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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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별 자료 변동성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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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월별 자료 변동성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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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구간 변동성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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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구간 변동성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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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3구간 변동성 추정 결과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and structuraliz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ime series data from international markets of energy 

resources, especially crude oil. This study performs a meta study of 

academic journal articles as well as an empirical study on international crude 

oil market prices. 

For the meta analysis, 95 journal articles were selected. Previous studies 

which deal with stochastic process modelling of international energy resource 

are collected. Firstly, to grasp the overall studies' flow, the 11 key papers 

are summarized. Then the collected studies are classified based on the 

applied stochastic process models. Specifically, the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international energy resource characteristics which are considered in 

their stochastic process. The models have been classified into 3 main groups; 

one-factor model, multi-factor model, and further extensions. One factor 

models can be classified into Geometric Brownian motion, one-factor 

mean-reversion model, and one-factor comparison studies. In case of 

multi-factor models, they can be classified into convenience yield model, 

latent factor model, and term structure model. Last, the further extensions 

can be classified into jump/regime shift model, multi-commodity model, 

stochastic volatility model, and model comparison studies.

Through the systemization, thre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energy resources have been found. First, unlike most general financial 

assets, market price of international energy resource shows mean-reve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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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because of the adjustment between supply and demand. Second, 

also unlike financial assets, most energy resource commodities can make use 

of inventory. Therefore the concept of convenience yield has important 

meaning as it explains the existence of backward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pot price and futures price. Finally, the returns distribution has 

been deviated from the normal distribution because of the extended trade of 

derivatives. The international market of crude oil also shows the above 3 

characteristics. 

The empiric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with the data of WTI spot price 

from Jan. 2nd, 1986 to Dec. 31st, 2015. Among the various models, the 

stochastic volatility model which reflects the recent research trend has been 

applied. Empirical study has been conducted to confirm how the data 

frequency and span influence the result of estimated volatility. If the result of 

estimated volatility depends on the data frequency or span, the test loses the 

consistency and the researcher should explain the reason of choosing the 

data. As a result, the results of estimated volatility using the daily, weekly 

and monthly data show overall similar trend. However, the absolute value, 

and the order of the volatility are not consistent. In case of data span, 

whether the data span was shortened or not, the result do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Therefore researchers should be careful for choosing 

the data frequency.

This paper has two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tries to systemize 

previous academic studies that deal with stochastic process modelling, but  

not discussing stochastic processes for general financial commodities but 

specifically focusing on those studies on international energy resource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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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the energy resources, it was possible to figure ou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m. Second, this study perform a sensitivity analys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data frequency and data span on the volatility 

estimation result.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among various stochastic 

volatility studies for this purpose. Results confirms that the selestion of data 

frequency can alter results, therefore one needs caution to choose data 

frequency.

In brief, this study finds that time series from energy resource 

commodities such as crude oil price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ose 

of financial commodities. Thus one should focus on those differences when 

developing and utilizing stochastic process model to analyze time series from 

international energy and mineral commodity markets.

Keyword: Stochastic process, Energy resource market price, International 

crude oil market price, Meta study, Empirical study, Stochastic 

volatility model

Student Number: 2014-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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