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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연구는 외환 장외 생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바나볼가(VV :

Vanna-Volga)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외환 장외 생시장에 용한 연

구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옵션 시장에서 발견되는 옵션 변동성의 스마일

(Smile) 상을 설명하고,이러한 상을 옵션시장에 용하기 해 국소

변동성모형,확률 변동성모형,그리고 발산모델 등의 많은 이론들이

있었다.기존의 연구들은 상을 설명하기 한 요소 모델링 시장 데

이터와의 맞춤을 한 변동성 모델링에 을 두었다면,바나볼가(VV)

방법은 시장에서 찰 되는 변동성의 무작 성을 헤징을 통해 상쇄시키

는데 필요한 비용의 계산을 통해 옵션 변동성의 상을 설명하는 것에

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 장외 생시장에서 이용되는 옵션 가격 결정 모델

인 바나볼가 방법을 이용하 으며,바나볼가 방법을 옵션복제 방법으로

헷징을 하여 그 결과를 기존의 Black-Scholes방법을 통한 결과와 비교

하여 바나볼가 방법의 우수성에 해서 입증하 다.

주요어 :외환장외 생시장,변동성,바나볼가모형,스큐트 이딩

학번 :2011-2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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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배경 목

외환 시장은 세계에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융시장 하나이다.

2010년 4월 기 ,세계 외환시장의 거래규모는 일평균 4조 달러로 2007

년 4월 기 ,3.3조 달러에 비해 20%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한

국 통화 거래 비 은 1.5%로 세계 11 이다.1)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 에 생상품 한 거래규모가 크

다. 한 바닐라옵션부터 이색옵션까지 많은 종류의 옵션들이 거래 되고

있다.이색옵션 ,복잡한 구조를 가진 옵션들은 폐쇄방정식 해

(Closed-form solution)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가격을 결정하는데 있

어서 어려움이 있다.비록 가장 거래가 활발한 바닐라 형태의 옵션과 단

일 배리어(Single Barrier)형태의 옵션은 Black Scholes 공식(Black,

Scholes;1973)에 의한 폐쇄방정식 해(closed-form solution)가 존재 하지

만,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존재한다.이러한 괴리는 BlackScholes공식이

성립하기 해 필요한 몇 가지 비 실 인 가정들 때문에 야기 된다.특

히 BlackScholes공식에서는 변동성을 상수로 생각하고 이론을 개 하

지만,실제 시장에서 측되는 변동성은 상수가 아니다.1987년 블랙 먼

1) 참고: BIS  계  및 파생상품시  거래규  (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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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1998년 LTCM(Long-Term CapitalManagement)의 산 사태 이

후 측 되는 소 ‘스마일(Smile)’ 상으로 인해,시장 참여자들이 생각

하는 옵션의 가격은 BlackScholes공식의 가격과의 괴리가 생겨나기 시

작하 다.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 곡선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곡선 보다

더욱 변화와 곡률이 심해서,그 가격의 괴리가 더 크다.

이와 더불어 시장에서 기 자산의 움직임이 변동성에 향을 주는 상

이 측 되었다. 를 들어,기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변동성이

상승하는 상이다.이러한 상은 기 자산의 움직임과 변동성,두 가지

의 요소에 큰 향을 받는 생상품의 가격에 큰 향을 주게 된다.과

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두 가지의 요소가 동시에 향을 미칠

때 나타 날수 있는 효과가 측 되었다.옵션 이론에서 말하는 바나

(Vanna)효과가 이것이다.바나(Vanna)는 기 자산과 변동성이 움직일

때 변화하는 옵션의 가격을 의미한다.이러한 바나(Vanna)를 옵션 헤징

시 고려하지 않는다면,특히 시장이 폭락할 때 측하지 못한 옵션 가격

의 변화를 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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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논문의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목 ,그리고 논문의 구성에

하여 설명하 다.2장 선행연구에서는 바나볼가 이론에 하여 기존에

발표된 논문 연구에 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3장 배경이론에서는 바나볼가 모델을 설명하기 해 필요한 시장 례

이론에 해서 소개 한다.특히,바나볼가 모델의 기 자산이 되는 외

환 시장의 시장 례와 바나볼가 모델의 이론 배경에 해서 소개한

다.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한국 외환 시장의 자료에 해서 설

명하고,연구방법론을 제시한다.5장에서는 한국 외환 시장의 자료를 바

나볼가 모델에 용한 연구 결과에 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정리하고,연구의 결론 한계

,그리고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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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선행연구

옵션 시장에서 스마일 상이 발견된 이후로 생상품의 가격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어 온 Black-Scholes공식이 시장

을 100% 반 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특히,변동성에 한 연구를 통해 기존 Black-Scholes공식을 보완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다.

특히 Merton(1976)은 발산모델(JumpDiffusionModels)을 통해

옵션가격 결정이론을 설명하 고,Heston(1993)은 확률 변동성모형

(StochasticVolatility Models)을 이용하여 변동성을 설명하 다. 한

Derman(1994)는 국소 변동성모형(LocalVolatilityModels)을 이용하여

옵션시장의 스마일 상을 설명하 다.

변동성 스마일 상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 하나인 바나볼가 방법에

해서는 Wysup(2003)이 처음 제시하 고,2008년에 논문형태로 발간되

었으며,Castagna,Mercurio(2007)와 Shkolniko(2009)에 의해 수학 으로

정리되었고,F.Bossens(2010)에 의해 정리되었다. 재 한국에는 바나볼

가 방법과 련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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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배경이론

제 1 외환 시장의 시장 례

일반 으로 Black Scholes공식에서 유도된 내재 변동성(Implied

Volatility)은 기 자산의 변동성을 정확히 반 하고 있지 않다.이는

BlackScholes의 비 실 인 가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상이다.그럼에

도 불구하고 BlackScholes공식에서 유도된 내재변동성을 시장 참여자들

이 이용하는 이유는 BlackScholes공식의 간편성과 유용함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한 역설 이게도,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내재

변동성을 사용하기 때문에,비록 정확히 기 자산의 변동성을 반 하고

있지 않더라도,옵션 이론에서 매우 요한 변수이다.

외환시장의 옵션 시장 례는 주식시장의 옵션 시장 례와 차이 을

가지고 있다. 를 들어,한국의 KOSPI200지수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바닐라옵션의 가치는 행사가 별로 가격을 통해서 공시되고 있다.이에

반해,외환 시장은 ATM,Strangle( 는 Butterfly),RR이라는 합성 옵

션의 변동성을 각각 정의해서 델타(delta)기 으로 공시하고 있다.이런

시장 례를 이해하기 해,델타기 으로 표 된 행사가를 환율 기 으

로 변환해야 하고,정의된 변동성들을 알맞은 방법으로 재해석 하는 과



- 6 -

정이 필요하다.

외환 시장에서의 가격 시장 례,델타 시장 례,그리고 변동성 시장

례는 Iain(2010)을 참고 하 다.

1.외환 옵션 가격 시장 례

외환 시장에는 주식시장과 달리,국내(Domestic),국외(Foreign)시장,

모두의 향을 받는 상품들로 구성 되어 있다.그 기 때문에,어느 쪽

통화를 통해서 가격을 표 하느냐에 다라 시장가격의 표 방법이 달라

진다.통계학에서의 측도(Measure) 에서 이야기 한다면,옵션 가격은

국내 무 험 측도(DomesticRiskNeutralMeasure) 는 국외 무 험

측도(ForeignRiskNeutralMeasure)를 이용하여 표 할 수 있다.특히

국외 무 험 측도(ForeignRiskNeutralMeasure)를 통한 옵션가격을

리미엄 조정(Premium-adjusted)가격이라 한다.

앞으로 통화에 한 표 은 ccy2/ccy1의 형태로 표 할 것이다.ccy2

는 외국 통화를 의미하고 ccy1은 국내 통화를 의미한다. 한,ccy2/ccy1

은 ccy2통화의 기 단 당 ccy1의 변환 비율을 의미 한다. 를 들어,

USD/KRW가 1000이라면,1달러를 구입하거나 는데 필요한 원하는

1000원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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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시장에서 옵션 가격에 한 시장의 례는 [표 3-1]과 같이 네

가지로 정의 할 수 있다.

[표 3-1]외환 시장의 옵션 가격 시장 례

종류 표 의미

ccy2/ccy1가격  외국가치를 기 으로 국내가치를 표

ccy1/ccy1가격  외국가치를 %를 통해 표

ccy2/ccy2가격  국내가치를%를통해표

ccy1/ccy2가격  국내가치를 기 으로 외국가치를 표

이와 같이 외환 시장의 가격은 그 기 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 이

가능 하다. 와 같이 여러 형태로 표 되는 이유는,시장 참여자들이

국내,국외의 두 종류이고,가격을 볼 때 인 값과 상 인 값을

보기 함이다.

각 례에 맞는 Black-Scholes옵션 가격은 다음과 같다.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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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

  i f
 i f

 :국내 이자율

 :해외 이자율

 :행사가

 :기 자산의 재 가격

 


ln± 




 :T시 에 만기인 선물의 0시 에서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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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델타 시장 례

외환시장에서는 델타에 한 시장 례 한 많은 종류가 있다.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델타 시장 례의 종류가 나 어지는 이유를 설

명 할 수 있다.첫 번째,외환 옵션의 가치를 국내 통화 기 으로 표

할 것인지 외국 통화 기 으로 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두 번

째,기 자산의 재가격(Spot)을 기 으로 표 할 것인지,기 자산의

선도(Forward)가격을 기 으로 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PipsSpotDelta

PipsSpotDelta는 기 자산의 재(Spot)가격의 값이 변화 했을

때,국내 통화를 기 으로한 옵션가격의 가치 변화를 의미한다.

∆  

 
 

 
(3-5)

2)PercentageSpotDelta

PercentageSpotDelta는 기 자산의 재(Spot)가격이 %변화 했을

때,외국 통화를 기 으로한 옵션가격의 가치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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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 

(3-6)

3)PipsForwardDelta

PipsForwardDelta는 기 자산의 선도(Forward)가격의 값이 변

화 했을 때,국내 통화를 기 으로한 옵션가격의 가치 변화를 의미한다.

∆  

  
  (3-7)

4)PercentageForwardDelta

PercentageForwardDelta는 기 자산의 선도(Forward)가격이 %변

화 했을 때,외국 통화를 기 으로한 옵션가격의 가치 변화를 의미한다.

∆ ln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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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동성 시장 례

기 자산의 확률과정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가정을 내포하는 Black

Scholes공식이 실제 시장가격과의 괴리가 생기는 이유 하나는 변동성

이 일정하다는 가정 때문이다.실제 시장의 변동성을 살펴보면,행사가

별로,그리고 만기별로 서로 다른 변동성을 가지는 것을 찰 할 수 있

다.행사가 별로 서로 다른 변동성을 가지는 것의 의미는,실제 시장 참

여자들은 기 자산의 확률과정 분포가 정규분포 보다 꼬리가 두껍고(Fat

Tail)왜곡(Skew)된 분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이러한 상은

비단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외환,이자율,원자재 시장등 거의 모든 시장

에서 찰 된다.

그 다면 행사가 별,만기별로 서로 다른 변동성을 어떻게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을까?외환 시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표 하기

해, RR(Risk Reversial), Strangle( 는 Butterfly), 그리고

ATM(At-the-moneyStraddle)으로 각각을 정의하여,세가지 요소에

한 값을 공시하고 있다.구체 으로 RR은 변동성 곡선의 비 칭성을,

Strangle은 외가격 옵션에 한 변동성 리미엄을,그리고 ATM은

체 인 변동성 곡선의 기 을 제시 하고 있다.[그림 3-1]에서는 실제

외환 시장 변동성 공시가 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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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Bloomberg USD/KRW 시  변동  공시

1)At-The-MoneyStraddle(ATM)변동성

Straddle은 [그림 3-2]와 같이 같은 행사가를 가지는 콜옵션 매수 포

지션과 풋옵션 매수 포지션의 합성 포지션이다.특히 ATM Straddle은

델타가 50인 행사가를 가지는 Straddle을 의미한다. 한,Straddle의 델

타는 립(DeltaNeutral)이다.이 특징을 이용해서 ATM Straddle의 행

사가를 아래의 식을 통해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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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옵 종류′행사가변동  :델타

 :ATM 행사가

 :ATM 변동성

외환시장에서 공시되는 ATM 변동성은 외환 변동성 곡선의 체 인

기 을 제시해 다.

[그림3-2] ATM Straddle  수  조

2)MarketStrangle(MS)변동성

Strangle은 [그림3-3]과 같은 수익구조를 가지는 합성 포지션으로서,

외가격(Out-Of-Money)행사가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과 외가격 행사가

의 풋옵션 매수 포지션으로 구성 된다.외환 시장에서는 10-Delta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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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Delta로 Strangle의 콜옵션과 풋옵션의 행사가를 표 하고 있다.

MarketStrangle이란 외환 시장에서 공시되는 Strangle의 변동성을 의미

한다. 를 들어,25-DeltaMarketStrangle변동성을 라 하면,

아래의 식으로 표 가능하다.

  ′′     

′′  
(3-10)

∆′′     

∆′′      

 :25DeltaMarketStrangle가격

′옵 종류′행사가변동  :옵션의 가격

MarketStrangle변동성은 외가격(OTM) 리미엄을 반 하는 변동성

지표이다.Strangle의 페이오 (Payoff)구조를 살펴보면,등가격(ATM)주

변에서는 페이오 (Payoff)가 0이고 외가격 주변에서만 페이오 (Payoff)

가 존재한다.이는 시장이 외가격에 부여하는 리미엄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이론 인 근거가 된다.하지만 MarketStrangle변동성은 공시

되는 지표일 뿐,실제 변동성 곡선은 아니다.

MarketStrangle변동성은 실제 시장의 변동성 곡선을 추정 할 때,추

정된 변동성 곡선의 외가격 리미엄이 시장의 상황을 잘 반 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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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는 기 을 제시 해 다.실제 시장의 변동성 곡선(왜도

(Skewness)를 반 한 곡선)하에서 계산된 Strangle의 가격은 Market

Strangle변동성에 ATM 변동성을 더한 변동성(왜도를 반 하지 않은

변동성)을 이용하여 계산된 Strangle의 가격과 같아야 한다.어떤 형태의

변동성 곡선을 가정하던지 그 변동성 곡선으로 계산한 Strangle의 가격

이,공시된 MarketStrangle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계산한 Strangle의 가

격과 같을 때,시장의 외가격 리미엄을 정확히 반 한 변동성 곡선이

라고 말 할 수 있다.

  ′′   

′′    
(3-11)

의 식에서,좌변은 실제 시장 변동성 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한

Strangle가격이고,우변은 시장에 공시된 MarketStrangle변동성을 이

용하여 계산한 Strangle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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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25-Delta Strangle  수  조

3)RiskReversal(RR)변동성

RiskReversal은 [그림3-4]와 같은 수익구조를 가지는 합성 포지션으

로서,외가격 콜옵션의 매수 포지션과 외가격 풋옵션의 매도 포지션으로

구성된다.외환 시장에서 공시되는 RiskReversal변동성은 실제 변동성

곡선 하에서 콜옵션 변동성과 풋옵션 변동성의 차이를 의미한다.

     (3-12)

s.t.∆′′      

∆′′     

 행사가:실제 변동성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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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은 변동성 곡선의 비 칭성을 의미한다.25-DeltaRR이 커진다면

25-Delta콜옵션의 변동성( )과 25-Delta풋옵션의 변동

성()의 차이가 커짐을 의미한다.즉,RR은 기 자산 확률

과정분포의 왜도(Skewness)를 의미한다.

[그림3-4] 25-Delta Risk Reversal  수  조

4)SmileStrangle(SS)변동성

SmileStrangle변동성은 실제 변동성 하에서 25-Delta( 는 10-Delta)

를 만족하는 행사가에서 콜옵션의 변동성과 풋옵션의 변동성의 평균과

ATM 변동성의 차이를 의미한다.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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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외환 시장 변동성 시장 례

[그림3-5]은 앞서 설명한 외환 시장 변동성 시장 례들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그림3-5]을 살펴보면,ATM 변동성은 변동성 곡선의 기

크기,RR변동성은 25-Delta풋옵션 변동성과 25-Delta콜옵션 변동

성의 차이,그리고 SmileStrangle은 변동성 곡선의 곡률 정도를 의미한

다. 한 Smile Strangle을 통해서,기 자산 확률과정분포의 첨도

(Kurtosis)를 추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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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환시장의 변동성 곡선 생성 방법

1.행사가 별 변동성 곡선 생성

주어진 외환 변동성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행사가 별 변동성 곡선을

생성하기 해서는 캘리 이션(Calibration)하려는 변동성 곡선의 함수

를 결정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IainClark(2010)이 제시한 변동성 곡

선의 함수를 이용 하 다.변동성 곡선 함수는 식 (3-14)와 같다.

   expln                           (3-14)

s.t.    


   

  exp 

   

식 (3-14)에서 정의한 변동성 함수를 이용하여 변동성 곡선을 생성하

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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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변동성 곡선 생성 알고리즘

가)변동성 곡선의 함수()를 결정한다.

나)식 (3-9)을 이용하여 ATMStraddle의 행사가()를 찾는다.

다)식 (3-10)을 이용하여 MarketStrangle의 콜옵션과 풋옵션의 행사가

( ,)를 찾는다.

라)SmileStrangle변동성을 MarketStrangle변동성과 같다고 가정한

다.  

마)알고리즘의 가)에서 라)를 통해 찾은 값들을 이용하여,

   

   

 

  

 

으로 표 할 수 있다.

바)마)의 세 가지 값을 이용하여,최소 자승 최 화(LeastSquare

Optimization)2)을 통해, 함수의 매개 변수들()을 찾는

다.

사)찾은   을 통해 MarketStrangle의 가격()을 도출한

다.

아) 을 통해 계산된 MarketStrangle의 가격()과 시장

2) 를 들어 Levenberg-Marquardt algorithm 등  다.



- 21 -

에서 결정된 MarketStrangle의 가격이 비슷하다면,우리가 찾은

는 올바른 변동성 곡선이고,만약 크거나 작다면,의

값을 낮추거나 올려서 마)에서 아)의 과정을 반복한다.

[표 3-2]1년 만기 USD/KRW 행사가 변동성

25MS P 25P ATM 25MS C 25C
행사가 1034.7 1062.5 1145.5 1304.6 1369.8

변동 14.31% 14.78% 16.34% 19.75% 21.25%

[그림 3-6]1년 만기 USD/KRW 변동성 곡선

[그림3-6]과 [표3-2]는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이용해,1년 만기의

USD/KRW 행사가 와 변동성을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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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잔존만기 별 변동성 곡선 생성

시장에는 다양한 만기의 상품들이 거래가 된다.시장에서 거래되는 상

품을 다루기 해서는 시장에서 공시되는 만기별 변동성곡선 뿐만 아니

라,공시되는 만기사이의 변동성 곡선도 알아야 한다.시 과 시 의

변동성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할 때,   
  시 의 변동성을

구하는 방법에 해서 알아보자.

시 의 변동성을 ,시 의 변동성을 라 하면,분산의

특성을 통해 아래의 식이 만족한다.

  


  (3-13)

여기에서 는 시 과 시 의 선도 변동성(Forward

Volatility)이다.만약  →으로 가정한다면,우리는  으로

순간 선도 변동성(instantaneousforwardvolatility)을 정의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4)

선도 변동성(ForwardVolatility)에 한 다른 추측이나 가정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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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 과 시 사이의 선도변동성(ForwardVolatility)이 일정하

다고 가정을 하자.

  ∀∈ (3-15)

우리가 알고 싶은 시 의 변동성은,아래의 식과 같다.

    


  (3-16)

의 가정을 통해,시 과 시 사이의 임의의 시 에서의 변동

성을 구하는 방법을 FlatForwardVolatilityInterpolation이라 한다.

[표 3-3]계산된 25P,ATM,25C의 6M,1Y의 변동성

25P ATM 25C
6M 14.79% 16.51% 21.12%

1Y 14.78% 16.34% 21.25%

[표 3-4]FlatForwardVolatility을 통해 계산한 9M의 변동성

25P ATM 25C

6M 14.79% 16.51% 21.12%
9M 14.78% 16.39% 21.21%

1Y 14.78% 16.3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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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은 만기가 6개월과 12개월인 25-Delta풋옵션,25-Delta

콜옵션,그리고 ATM에서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표3-4]는 Flat

ForwardVolatility방법을 통해 만기가 9개월인 변동성 곡선을 도출한

결과이다.

3.외환 시장의 변동성 평면 생성

FlatForwardVolatilityInterpolation은 하나의 행사가에서 각 만기별

자료를 통해,각 만기의 간 시 의 변동성을 구하는 방법이 다.이 방

법을 통해 간시    
  의 변동성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에

해서 설명하겠다.

2.잔존만기 별 변동성 곡선 생성 방법에서 언 한 알고리즘을 통해 

시 과 시 의 변동성 곡선을 알고 있다고 가정 하자.그러면 Flat

ForwardVolatilityInterpolation을 통해,ATM,25-Delta콜옵션,그리고

25-Delta풋옵션의 시 변동성을 구할 수 있다.구해진 변동성을 이

용하여,3장 2 에서 소개한 알고리즘을 용하여 시 의 변동성 곡선

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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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바나볼가 모델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우리가 간과 할 수 없는 리스크

하나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리크스 요소가 동시에 움직일 때 생기는

리스크이다. 를 들면,Vanna(변동성과 기 자산의 움직임이 동시에 발

생할 때 변화하는 옵션의 가격변화량)등이 있다.바나볼가 모델에서

을 맞춘 부분은 시장에서 찰되는 변동성 스마일이 변동성과 기 자

산이 동시에 움직일 때 생길 수 있는 시장의 왜도(Skew)효과를 옵션의

가격에 반 함으로써 더 합리 인 가격을 도출 하는 것에 있다.

바나볼가 방법은 기존의 방법들과 달리 헷징에 좀 더 심을 두고,옵

션의 정 가격은 BlackScholes의 가격과 변동성의 불확실성을 상쇄시

키는데 필요한 비용의 합이라는 생각에서 출발 하 다. 에서 말한 변

동성 헷징의 목표는,장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옵션들(콜,풋 옵션)을

이용하여 가격을 계산하고자 하는 옵션의 변동성에 한 리스크가 상쇄

가 되게 하는 것이다.

1.복제 포트폴리오 생성

바나볼가 방법에 한 수학 해석은 Castagna,Mercurio(2007)과

Shkolnikov(2009)가 정리 하 다.가격을 결정하고 싶은 임의의 옵션()

를 계산하기 해 기 자산()과 거래가 활발한 콜(풋)옵션 3개

( for   )를 이용하여 델타(delta),베가(vega),바나(vanna),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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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volga)를 헷징하는 복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그 포트폴리오를

자기 융(self-financing)을 이용해 옵션의 바나볼가 가격( )을 도출

하 다.

외환시장에서 잔존만기가 T인 3개의 기본 옵션 (25-delta Call,

25-deltaPut,ATM)의 시장가격 

이 주어졌다고 하자.각 옵션에

응하는 행사가와 변동성을 각각 , for   이라 하자.우리

가 가격을 결정하려는 잔존만기가 T인 임의의 옵션을  라고 하고 이

옵션의 시장 가격을 이라 하고,내재 변동성을 이용한 Black

Scholes옵션 가격을  라 하자.잘 알려진 BlackScholes모델에서는

기 자산의 움직임을 기하학 라운 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으로 가정하고 변동성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그에 맞는 외환

시장의 옵션가격( )은 다음과 같다.

 
  

 
 

  (3-17)

하지만 실제 융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확률 (Stochastic)이여서 변동

성에 의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변동성이 행사가에 해서는 일정하지만

시간에 해서만 변한다고 가정한다면,BlackScholes공식에 의한 옵션

가격은 어느정도 신뢰 할 수 있다. 한 앞에서 말한 3개의 기본 옵션을

통해 임의의 옵션 의 변동성에 한 1차,2차 편미분 항을 상쇄 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할 수 있다.를 복제하기 해 가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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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를 하나의 와 ∆개의 와 개의 기본 옵션 로

구성한다.

    ∆


  






(3-18)

간격의 시간이 지났을 때,포트폴리오의 변화량 는 Ito의 보조정

리(Ito’sLemma)에 의해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3-19)

 


∆

 














 











 

 
 


 




 
 









 















 

 







 







 

 





 




변동성과 련이 있는 마지막 세 개의 항(베가,볼가,바나)을 0으로

만들어 주는   를 선택하고,그에 맞게 기 자산의 움직임과

련이 있는 첫 번째 항(delta)을 0으로 만들어 주는 ∆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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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기 자산의 움직임과 변동성에 한 가치 립 포트폴리오를 만들

어 주면,포트폴리오는  항에만 의존하게 된다.즉,이러한 포트폴리오

는 자기 융(self-financing)에 의해  를 만족하게 된다.

에서 말한 를 결정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3-20)

의 식에서 베가,바나,그리고 볼가는 ATM의 변동성을 넣어서

BlackScholes식을 통해 구한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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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바나볼가 가격

[정리]기 자산 가격 는 확률 (Stochastic)이고 행사가에 독립

(Strike-independent)인 내재 변동성을 가지는 기하학 라운 운동

(GeometricBrownianMotion)을 따른다고 가정하면,시장 포트폴리오

 ∆


 




 (3-21)

는 재 시 부터 만기 T까지 모든 시 에서  를 만

족하는 유일한 자기 융(self-financing)포트폴리오가 존재한다.3)

[정리]에 의해,바나볼가 방법에 의한 시장 가격은

   
 






 (3-22)

로 정의 되고, 의 식에서 마지막 항

 
 






 (3-23)

을 바나볼가 수정값(Vanna-VolgaCorrection)이라 한다.

3) 자세한 증명은 Shkolnikov,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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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상 자료 분석 연구 방법론

제 1 상 자료 분석

외환시장 데이터는 블룸버그의 2010년 1월 5일부터 2012년 4월 13일

까지의 571일간 USD/KRW 외환 변동성 곡면 자료를 이용 하 다.각

날짜별 외환 변동성 곡면 자료에는 10D RR,10D FLY,25D RR,25D

FLY,그리고 ATM의 변동성이 공시되어 있고,만기는 1D,1W,2W,

3W,1M,2M,3M,6M,1Y,18M,2Y,3Y,그리고 5Y가 있다.모든 변동

성 자료는 매수가와 매도가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USD 리는 1년 미

만 만기물 상품에는 각 만기에 맞는 USDLIBOR를 사용하 고,1년 이

상 만기물 상품에는 만기에 맞는 USDIRS(InterestRateSwap) 리를

사용하 다.KRW 리는 각 만기에 맞는 USDKRW CRS(CrossRate

Swap) 리를 사용하 다.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10DRR,10DFLY상품의 데이터와 만

기가 1D,1W,2W,3W,2Y,3Y,그리고 5Y인 상품은 연구에 사용하지

않았다.10D 상품의 경우,거래량이 고,만기가 가까운 상품의 경우에

는 차익거래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외하 다. 한 2Y,3Y,그

리고 5Y 상품의 경우,거래량이 어서 공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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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방법론

1.헤징 검정 방법

1)바나볼가 헤징 포트폴리오 (VV)

바나볼가 방법에서 임의의 시 시 ( )에서의 헤징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다.

    
  




 



∆
  

  




 



(4-1)

ATM의 변동성을 입하여 얻은 delta(∆
)개의 기 자산과  

만큼의 채권,그리고 바나볼가 방법을 통해 구한 개의 기본옵션 수

량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1일 는 1주일,정해진 기간 이후 포지

션을 청산한다.청산시 에서의 복제 포트폴리오와 옵션가격과의 차이를

바나볼가 헤징 에러(
)라 한다.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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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시 의 만기가 인 옵션의 시장가격

2)내재 변동성 곡선을 이용한 헤징 포트폴리오 (BS-IMP)

내재 변동성 곡선을 이용한 시 ( )에서 헤징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다.

     

 ∆
    

(4-3)

내재 변동성 곡선을 입하여 얻은 delta(∆
)개의 기 자산과

  만큼의 채권을 이용하여 헤징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바나볼

가와 같은 날짜에 청산을 하고,청산시 에서의 복제 포트폴리오와 옵션

가격과의 차이를 내재 변동성 곡선을 이용한 헤징 에러(
 )라 한다.


 ∆





(4-4)

3)ATM 변동성을 이용한 헤징 포트폴리오 (BS-ATM)

ATM 변동성 하나만을 이용한 시 ( )에서 헤징 포트폴리오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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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ATM 변동성을 입하여 얻은 delta(∆
)개의 기 자산과

 만큼의 채권을 이용하여 헤징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바나볼

가와 같은 날짜에 청산을 하고,청산시 에서의 복제 포트폴리오와 옵션

가격과의 차이를 ATM변동성을 이용한 헤징 에러(
)라 한다.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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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헤징 검정 기

헤징 검정은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s)와

MSPE(MeanSquaredPercentageErrors)를 이용하여 비교한다.

  



 







 




  (4-7)

  



 







 







 (4-8)

MAPE는 헤징 오차의 인 크기를 측정하고,MSPE는 헤징 오차

의 변동성을 측정한다.MAPE를 통해 오차들과 0과의 평균 인 거리를

측정 할 수 있고,MSPE를 통해 오차들간의 편차를 측정 할 수 있다.두

측정치 모두에서 0과 가까울수록 우수한 모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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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행사가 35D Call 35D Put 25D Call

Call/Put Call Put Call

4 5 6

행사가 25D Put ATM ATM

Call/Put Put Call Put

제 5장 연구 결과

제 1 연구에 사용한 옵션

행사가에 따라 헤징 퍼포먼스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종류의 행사가를 가지는 바닐라 콜,풋 옵션을 사용하 다.

연구에 사용된 옵션에 한 자세한 내용은 [표 5-1]에 표기 하 다.만

기는 외환 시장에서 거래가 제일 활발한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옵션(3개

월,6개월,9개월)을 사용하 다.헤징 검정 간격은 1일간격 과 7일 간격

으로 하 다.4)

[표 5-1] 연 에 사  

4)  보 간 중에 시 에  공시 는 변동  곡  행사가 범 (10delta Put  

10delta Call 지)바 에 보   행사가가 치하는 경우, 그 에 해당하는 

행사가  변동  공시 지 않  문에 시 가격  알 수 없다. 러한 경우는 헷

징 차 계산에  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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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헤징 결과

첫 번째로,BS-ATM방법과 VV방법의 결과를 비교해 보자.모든 결과

에서,BS-ATM방법의 MAPE와 MSPE의 평균은 각각 0.1878,0.0932으

로 VV방법의 MAPE,MSPE인 0.0676,0.0312에 비해 각각 277%,298%

크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세부 인 결과를 살펴보면,1일 간격과 7일

간격,그리고 옵션별로 모든 결과에서 BS-ATM의 MAPE와 MSPE가

VV방법의 MAPE와 MSPE보다 크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두 번째로,BS-IMP방법과 VV방법의 결과를 비교해 보자.모든 결과

에서,BS-IMP방법의 MAPE와 MSPE의 평균은 각각 0.0661,0.0278이

고,VV방법의 MAPE와 MSPE의 평균은 각각 0.0676,0.0312으로써,

VV방법의 결과가 BS-IMP방법에 비해 MAPE와 MSPE에서 각각 97%,

89%의 성과가 도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인 결과를 살펴보면,BS-IMP방법의 7일 간격으로 헤징을 한

결과는 만기 90일 180일에서 VV방법과 비교해 봤을 때,MAPE오차평

균 1.8%,MSPE오차평균 6%가 도출 되었다.하지만 만기 270일 옵션의

MAPE에서 11.5%의 오차,MSPE에서 24%의 오차가 발견되었다.그러

나 옵션 3을 제외하면 MAPE는 5%까지,MSPE는 13%까지 오차가

어드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한,1일 간격으로 헤징을 한 결과는 모

든 만기에서 25Delta Call옵션을 제외하면 MAPE 오차평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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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벗어난 행사가에 한 

MSPE오차평균 3.2%의 결과가 도출 되었다. 체 인 결과와 비교 했

을 때,특정 옵션(만기가 길수록,25-Delta콜 옵션)을 제외한 결과를 살

펴보면,BS-IMP방법과 VV방법의 MAPE와 MSPE결과의 차이가 작아

짐을 확인 할 수 있다.

만기가 긴 25DeltaCall옵션에 해당하는 행사가를 가지는 옵션의 헤

징 오차가 큰 이유는,외환 시장은 주식 생시장과는 달리 기 자산의

변동에 따라,기존에 존재했지만 기 자산의 재가격과 멀리 떨어진 행

사가에서의 옵션가격이 시장에 공시되지 않는다.즉,외환 시장에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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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가격을 심으로 변동성이 공시된다.보유 인 옵션의 행사가

가 기 자산의 가격과 멀어진다면,그 옵션의 가격을 알 수가 없다. 한

투기보다는 헤징의 목 이 강한 외환시장의 특성 때문에 옵션거래 시,

옵션 포지션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이유로 긴 만기

의 옵션을 헤징 할 때 그 옵션의 행사가가 시장에서 공시되는 변동성의

범 에서 벗어날 경우,헤징 에러가 커질 수 있다.

[그림5-1]과 같이 시 에서 옵션 가격이 공시 되어 있을 때,

25-Delta의 행사가가 빨간색으로 표 되었다고 한다면,시간이 지나 

시 이 되었을 때,25-Delta의 행사가에 해당하는 옵션가격은 공시가 되

지 않을 수도 있다.이러한 경우,앞의 설명과 같은 상이 일어 날 수

있다.

[표 5-2]와 [표 5-3]은 VV방법과 BS-ATM방법,그리고 BS-IMP방

법을 만기별,헤징 간격 별,그리고 옵션 종류 별로 도출된 헤징 퍼포먼

스 결과를 MAPE와 MSPE로 정리한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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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기,1일 간격
옵션

종류

MAPE MSPE

VV BSIMP BSATM VV BS-IMP BSATM

1 0.0281 0.0260 0.2538 0.0020 0.0014 0.0952

2 0.0344 0.0358 0.1014 0.0057 0.0062 0.0377

3 . . . . . .

4 0.0434 0.0447 0.2083 0.0069 0.0069 0.0687

5 0.0162 0.0160 0.0504 0.0006 0.0006 0.0044

6 0.0284 0.0286 0.1048 0.0037 0.0038 0.0431

total 0.0301 0.0302 0.1437 0.0038 0.0038 0.0498

12개월 만기,1일 간격
옵션

종류

MAPE MSPE

VV BSIMP BSATM VV BSIMP BSATM

1 0.0434 0.0276 0.3461 0.0050 0.0018 0.1581

2 0.0298 0.0301 0.0940 0.0038 0.0039 0.0373

3 . . . . . .

4 0.0377 0.0381 0.1322 0.0057 0.0054 0.0252

5 0.0182 0.0179 0.0746 0.0008 0.0008 0.0121

6 0.0204 0.0201 0.0537 0.0018 0.0019 0.0093

total

(1제외)
0.0299 0.0268 0.1401 0.0034 0.0027 0.0484

total(1,3

제외)
0.0265 0.0266 0.0886 0.0030 0.0030 0.0210

3개월 만기,1일 간격
옵션

종류

MAPE MSPE

VV BSIMP BSATM VV BSIMP BSATM

1 0.0454 0.0353 0.2832 0.0048 0.0026 0.1221

2 0.0397 0.0399 0.0914 0.0079 0.0077 0.0175

3 . . . . . .

4 0.0571 0.0581 0.1929 0.0134 0.0134 0.0629

5 0.0256 0.0256 0.0807 0.0015 0.0015 0.0133

6 0.0304 0.0308 0.0601 0.0064 0.0064 0.0202

total 0.0396 0.0379 0.1417 0.0068 0.0063 0.0472

[표 5-2] 1  간격 헤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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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기,7일 간격
옵션

종류

MAPE MSPE

VV BSIMP BSATM VV BSIMP BSATM

1 0.0923 0.0971 0.2529 0.0138 0.0150 0.0874

2 0.0980 0.0956 0.1426 0.0323 0.0299 0.0407

3 0.1039 0.1117 0.4934 0.0199 0.0197 0.2688

4 0.1488 0.1419 0.2966 0.0673 0.0583 0.1448

5 0.0649 0.0635 0.0675 0.0071 0.0069 0.0080

6 0.0738 0.0709 0.0890 0.0247 0.0209 0.0457

total 0.0969 0.0968 0.2237 0.0275 0.0251 0.0992

12개월 만기,7일 간격
옵션

종류

MAPE MSPE

VV BSIMP BSATM VV BSIMP BSATM

1 0.0717 0.0669 0.2857 0.0096 0.0084 0.1286

2 0.1015 0.0965 0.2294 0.0464 0.0412 0.1907

3 0.1228 0.0821 0.4945 0.0295 0.0123 0.3118

4 0.1156 0.1095 0.1897 0.0597 0.0522 0.0679

5 0.0438 0.0434 0.0803 0.0039 0.0037 0.0120

6 0.0766 0.0729 0.1555 0.0237 0.0211 0.0736

total 0.0887 0.0785 0.2392 0.0288 0.0231 0.1307

total

(3제외)
0.0818 0.0778 0.1881 0.0287 0.0253 0.0945

3개월 만기,7일 간격
옵션

종류

MAPE MSPE

VV BSIMP BSATM VV BSIMP BSATM

1 0.1009 0.1123 0.2389 0.0171 0.0209 0.0896

2 0.1253 0.1243 0.1722 0.1192 0.1220 0.1248

3 0.1192 0.1437 0.4340 0.0247 0.0352 0.2288

4 0.1296 0.1254 0.2861 0.0306 0.0275 0.1381

5 0.0800 0.0801 0.0847 0.0974 0.0099 0.0118

6 0.1679 0.1724 0.2151 0.4131 0.4195 0.5099

total 0.1205 0.1264 0.2385 0.1024 0.1058 0.1839

[표 5-3] 7  간격 헤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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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추후 연구 과제

제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바나볼가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외환 시장의 생옵션

의 가격결정력에 해서 살펴보았다.바나볼가 방법을 통한 가격 결정력

과 BlackScholes공식을 이용한 가격결정력을 비교하기 해,동 헤징

(DynamicHedging)을 통해 가격결정력을 비교 하 다.

외환 시장에서 생성되는 변동성 곡선의 왜도와 첨도의 변화는 주식시

장에서 생성되는 변동성 곡선의 왜도와 첨도의 변화보다 크다.즉,외환

옵션은 변동성에 의한 리스크가 주식 옵션의 변동성에 의한 리스크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주식시장에서는 기존의 BlackScholes공식을 이

용한 옵션가격 결정이론으로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변동

성의 변화가 큰 외환 옵션 시장에서는 변동성에 의한 옵션가격 변동을

반 하여 옵션 정가격을 결정하는 바나볼가 방법을 이용하면 더욱 좋

은 결과를 낼 수 있다.실제로,외환 옵션시장을 연구하는 논문들과 외환

옵션 딜러들은 바나볼가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하지만 지 까지

찾아본 한국 논문에서는 바나볼가 방법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의 례에

한 연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바나볼가 방법을 이용한 헤징 결과는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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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es공식에 ATM 변동성을 사용한 방법(BS-ATM)보다 좋은 결과

를 내었다.하지만,바나볼가 방법(VV)이 BlackScholes공식에 내재변

동성을 사용한 방법(BS-IMP)을 통한 헤징 결과를 넘어서지는 못하 다.

그러나 두 방법 간의 MAPE와 MSPE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두

방법간의 헤징 성과는 비슷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BS-IMP방법을 이용하여 외환 시장에서 옵션을 헤징하기 해서는 내

재변동성 곡선의 도출이 필수 이라는 을 알 수 있다.그러나 내재 변

동성 곡선을 도출하기 해서는 비교 복잡한 최 화 기법을 이용하여

야 한다는 문제 이 있다.특히,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가 오가는 옵션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BS-IMP방법은 문제 이 생길 수 있다.특

히,1 단 가 아닌 1 Micro Second 단 로 거래를 하는 High

FrequencyTrading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커다란 결과를 래할 수 있

다.

반면,바나볼가 방법은 내재변동성 곡선의 도출이 없이도 ATM 변동

성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 3개의 시장가격만 존재한다면 옵션의 공정

가격을 구할 수 있다.계산 과정에서 3차 정방행렬의 역행렬 계산으로

바나볼가 방법에서 이야기하는 옵션 공정가격을 계산 할 수 있기 때문

에,계산 속도에서 BS-IMP방법보다 더욱 빠르다.

외환시장은 주식시장과 다른 시장 례와 변동성의 변화로 인해,기존

의 BlackScholes방식을 통한 옵션의 공정가격 계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외환시장의 시장 례에 해서 분석하고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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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리 사용 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바나볼가 방법을

한국 외환 장외 생시장에 용함으로써,본 연구가 시장 참여자들의 외

환 시장에 한 정확한 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제 2 추후 연구 과제

에서 언 한 논문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한계와 향후

추가 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바나볼가 방법은 바닐라 형태의 옵션보다 바나,베가,볼가의

움직임이 더욱 역동 인 이색옵션에서 더욱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바나볼가

를 다룬 여러 논문에서도 배리어 옵션(BarrierOption)에 해서 많은 언

을 하 다.하지만 이색옵션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서 시장가격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두 번째로,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던 주식 시장의 움직임과 달

리,외환 시장의 속성에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외환 시장을 분

석하는 방법들은 부분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연구했던 방법들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고 있다.외환 시장의 분석에 특히 알맞은 바나볼가 방법을 통한

외환 시장의 분석을 통해,외환에 한 더욱 체계 인 연구를 발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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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ofPriceSelectionforDerivativesin

theOver-The-CountMarket

-applicationtoKoreanForeignExchangeOTC

Market-

Lee,Ji-Hoon

Industri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researchdealswithVanna-VolgaMethod,whichispopular

methodtopricederivativesofforeignexchangemarket.toapplying

KoreanForeignExchangeOver-The-CountMarket.

Therehavebeenseveraltheoriestoexplaina“smile”effectwhich

isahard-to-explainphenomenonofvolatilityofderivativesmarket,

suchasLocalVolatilityModels(Dupire,1993),SthochasticVolatility

Models,andJumpDiffusionModels.Thosetheoriesfocusonhow to

modela volatility structurein orderto match with market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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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Vanna-Volga Method concentrates on how to offset

uncertaintyofvolatilitybyhedgingsothathedgingcostisableto

explaina“smile”effect.

InVanna-Volgamethod,fairpriceofderivativesisanadditionof

Black-Scholespriceandcostofoffsettinguncertaintyofvolatility.In

thisstudy,afairpriceusingVanna-Volgamethodhasbetterhedging

performanceandeasinessofimplementthanexisitingtheories.

Wystup(2003)introducedVanna-VolgaMethodforthefirsttime.In

thisstudy,Iderivetheresultofoptionhedgingperformancebyusing

replication method of Vanna-Volga Method to compare with

Black-Scholeshedgingperformanceresult.

KoreaisaimportandexportcentralizedcountrysothatKoreahas

ahugeexposureofForeignExchange.Inordertoeffectivelyhedge

ForeignExchangerisk,ananalysisofForeignexchangemarketis

necessary.By thisstudy,Iexpectthattherewould beafurther

studyofmoreeffectivehedgingmethodofforeignexchange.

Keyword:ForeignExchangeOver-The-CountMarket,Vanna-VolgaModel,

SkewTrading

StudentNumber:2011-21185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논문의 구성 

	제 2 장 선행연구 
	제 3 장 배경이론 
	제 1 절 외환 시장의 시장 관례 
	1. 외환 옵션 가격 시장 관례 
	2. 델타 시장 관례 
	3. 변동성 시장 관례 

	제 2 절 외환 시장의 변동성 곡선 생성 방법 
	1. 행사가 별 변동성 곡선 생성 
	2. 잔존만기 별 변동성 곡선 생성 
	3. 외환 시장의 변동성 평면 생성 

	제 3 절 바나볼가 모델 
	1. 복제 포트폴리오 생성 
	2. 바나볼가 가격 


	제 4 장 대상 자료 분석 및 연구방법론 
	제 1 절 대상 자료 분석 
	제 2 절 연구방법론 
	1. 헤징 검정 방법 
	2. 헤징 검정 기준 


	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에 사용한 옵션
	제 2 절 헤징 결과 

	제 6 장 결론 및 추후 연구 과제 
	제 1 절 결론 
	제 2 절 추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