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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似스펙트럼 方法에 依한 옵션價格 計算(1)

徐 i洋 源

옵션 基魔資塵 價格의 動學에 變動性 스마일 (smiles)이나 skews를 반영하기 위해 

둘 혹은 그 이상의 危險要因을 가진 옵션가격 모형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옵션가격-특히， 아메리칸 옵션의 가격-을 數植的드로 計算하 

는 데는 큰 計算費用이 소요된다. 본 논문은 ‘類似스펙트럼 (pseudospectr;따)’ 방법이 

라 불리는 接近法이 이러한 多要因 模型을 적용할 때 등장하는 偏微分 또는 偏積微

分 方程式을 數↑直的으로 푸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방법은 計算의 iE 

確度 및 速度 측면에서 없存의 有限差分 方法(finite-difference methods)에 비해 優越

하였다. 

1. 序 論

옵션 등 派生商品의 價格을 계산하는 대부분의 數f直的 方法은 대체로 有限差分(finite

difference) 방법， lattice 방법， 몬테-카를로 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몬테 카를로 방법은 여 

러 狀態變數를 가진 高次元(high-dimension) 문제에 유용하지만 計算速度가 느리다. 

Lattice와 유한차분 방법은 低次元 문제에서는 速度가 빠르나， 상태변수 수가 증가하면 적 

용하기 어렵게 된다. 옵션가격의 變動性 스마일 (smile)이나 스머크(smirk)를 반영하기 위 

해 최근 들어 여러 多要因 (multifactor) 模型들이 제시되어 왔다. Heston (1993) , 

Scott (1997) 및 여타 確率變動性(stochastic volatility) 모형들은 변동성의 安定的 變動

(persistence)을 나타낼 수 있고 中長期의 滿期를 가진 옵션의 가격에 대한 據測力을 높였 

다. Bates (1996, 2000) , Bakshi et al. (1997) 등은 포아송 確率過程을 이용한 점프(jump) 과 

정을 옵션가격에 도입하면 短期의 滿期를 가진 옵션가격의 모형화에 도움이 됨을 보였 

다. Eraker et al. (2003)는 옵션의 가격뿐만 아니라 변동성에도 점프과정을 도입할 것을 주 

장하였다. 이러한 다요인 모형들에 대한 經驗的 檢證은 주로 마팅게일 방법에 의해 옵션 

가격의 계산이 용이한 유러피언 옵션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메리칸 옵션의 가격 

계산에는 마팅게일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수치적 방법만을 적용해야 하며， 더구나 점프과 

정 이 모형 에 포함되 면 偏微分方程式(p.d.e.: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이 아니 라 더 욱 복잡 

(1) 본 고는 S빼， S.(2005): “Pseudospectral Methods for Pricing Options," Working Paper를 축약한 것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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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1i피해ttl'&分 1i챈l:r\';(p. i.d.e.: partial integro-differential equation)을 수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본 논문은 p.d.e.와 p.i .d.e.의 뼈뼈的 柳.法의 代案的 方法을 옵션가격 계산에 적용해 보 

고자 한다. 類似스펙트럼 (pseudospectral) 방법으로 불리는 이 방법은 物꽤.웰파 工學에서 

는 사용되어 왔으나 옵션가격 계산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다. 껴ï생황分 方法은 解에 

패해 써H分된 格-[-봐ll들 간에 局j也的으로 채젠i꽃i뼈륜 가정하고 있으나， 유사스펙트럼 방법 

은 돼:::)'\元의 直交多떠:r\';의 *짜쟁M*히合으로 全域的 Wf，를 近似한다. 全城的 近似는 많은 문 

제에서 훨씬 有}검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Boyd(2001)는 유사스펙트럼 방법에 대한 상 

세한 셜명과 전통적인 방법파의 비교플 담고 있다. 옵션의 기초자산 기-격이 여러 리스크 

냈~에 의해 변동할 경우 아메리칸 옵션의 ↑t~格닙:t.t?:에서 유사스팩트럽 방법이 유한차분 

방법에 비해 優l밟함이 본 논문에서 보여질 것이다. 아메리칸 옵션 이외의 여타 經路依存

的(path-dependent) 옵션에 대한 유사스펙트럼 방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Suh(2005) 에서 다 

루었다. 

본 논문의 주된 ;죄따와 원Ei폐을 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옵션모형하에서 유 

러피언 및 아떼리칸 옵션의 1~~格 감Hr에 썼似스펙트럼 방법을 i판찌히는 법을 제시하였 

다. 둘째， Quadrature 방법을 휠용하여 p.i .d.e.플 유사스펙트럼 방법에서 다루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Broadie and Detemple (l 996) 이 유사스펙트럼 방법의 셨〔率性올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 

2 블랙-슐즈 模型下에서 옵션價格의 計算

단순한 모형하에서 쨌似스펙트럼 校近法을 설명하기 위해 옵션의 기초자산 가격이 블 

랙-흉즈 땐젠올 따픈다고 11낫定한다[Black and Scholes (l973)]. 흘랙-숍즈 모행에 대해서는 

유리피안 옵션의 m格公式이 알려져 있고， 아떼리칸 옵션에 대해서도 가격의 近似公式이 

알려 져 있으므로 뼈1If(l'I~ '}j핑의 iE짜않 퉁올 비 교할 수 있다. 

블랙-숍즈 모형플 따르는 )I~ft삶'ti: I~t. fi'1格의 !fi))짜 (dyn‘lmics)은 다음파 같이 정의된다. 

dS. 
(2. 1) -ξ-= μdt + O'dW" 

여기서 S(는 tn풍봐ll에서의 기초자산 가격이며 ， {W(} 는 쨌싸 브라운述삐](Brownian motion) 이 

다 . D(S(, T-t)로 표시된 패뼈가 T인 옵션m格은 다옴파 같은 p.d.e.찰 j패ri.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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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_2 

-DT_t + 파q+÷smss-rD=0， 

여기서 r은 無危險 利子率이며， 하첨자는 偏導벼數를 나타낸다. 

2.1. 유러피언 옵션 

p.d.e.의 初期條件은 옵션의 形態에 따라 달라진다. 行事價格이 X인 유러피언 풋옵션의 

初期條件은 다음과 같다. 

(2.3) D(S1' 0) = max(O, X - S센. 

옵션가격이 만족해야 하는 p.d.e.와 초기조건의 解가 直交핍數의 無限 線型結合으로 표현 

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처음 Ns개만큼의 項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近似式을 표현할 

수있다. 

(2.4) 
Ns-l 

D(S, 디 ='= L
A 
b n.tifJn(잉. 

n=v 

여기서 r= T- t이며， {ifJn}은 基底힘數(basis function) 이다. 자주 활용되는 기저함수로는 

Chebyshev, Legendre, Hermite, Laguerre 多項式 등이 었으며， 解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저 

함수를 선택하게 된다. Boyd(2001)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Chebyshev 다항식이 適用範圍

가 넓으며， 여기서도 Chebyshev 多項式을 기저함수로 사용한다. 제 1형태의 Chebyshev 多

項式은 定義域 (-1, 1]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5) Pn(x) = cos[n . arccos(x)] , 

rr ,__ 
::c..'L 

(2.6) Po(x) = 1, P1(x) = X, Pn+1 = 2xPþ) - Pn-Þ)' n ';? l. 

우선 Chebyshev 다항식의 정의역 (-1 , 1)을 옵션의 기초자산 가격의 變動範圍 (S" S2) 

로 다음과 같이 轉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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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x= 
2S-(S) +S2) 

l ‘ e [-1 , 1]. 
S2- S ) 

위와 같이 정의역올 빼換하게 되면 p.d.e.는 다음과 같이 뺏換된다. 

(2.8) 
d- _~. 2 .~ 

-DT.,+rS _ - _ Dy+~S~( _ _ )~Dn-rD=O. 
“ S2- S ) ‘ 2 S2 - S) “ 

그리고 옵션가격의 近似式은 다음과 같다. 

N‘’ 
(2.9) D(x, 끼 =E)b,,,t P싸) 

근사식에서의 係數 {b".，} 는 근사식을 p.d.e.에 代入한 후 Ns개의 collocation points {xn } 에 

서 동 식의 값올 계산하여 얻어진 聯立方않式올 이용해 구하게 된다. Chebyshev 다항식 

에는 두 종류의 collocation points 鎭合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Gauss-Lobato 

col1ocation points 集合올 선택하였다. 즉， 

(2.10) 
πn 

x" = cos( _ _ ), n = 0, …,N‘ -1. 
"Ns-1 y 

連續時間 영역올 有限個의 細分된 시간영역으로 나눈 뒤 H총없올 T- At에서 t=O로 遊

方向으로 이동하면서 각 시점별 옵션가격올 }I떠次的으로 구하여 궁극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융션가격을 계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간영역 (0, η올 구간크기가 At로 통일한 NT개 

의 小klli間으로 구분하면， 각 만기시접별 옵션가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올 만족해야 한다. 

(2.11) 
D [x, (m + 1) At] - D(x, m,1t) n 2 

0=- ‘ + rS .-n DJx, (m + 1) At] 
L1t L1ð' 

+ (12S2_즈:-;;- D.Jx, (m + 1) At] - rD[x, (m + 1) At].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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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S =S2- S，이다. 마지막으로 옵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영역 [S" S2]의 境界↑直에 

서 境界條件을 부여한다. 블랙-숍즈 모형에서 유러피언 풋옵션의 경우 境界條件은 

(2.12) D(S" 끼 =Xexp(-r끼 -S" 

D(S2' 끼 = 0, 't" E [0, η 

이다. 行列式을 도출하기 위해 (NsxNs) 행렬 P=[Pij]ij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13) Pij = Pj_ ,(x,_,), i, j = 1, 2, ... , Ns 

그리고 1계 및 2계 導휩數 행렬 p (l), p(2)도 유사하게 정의된다. 또한， 對角行列 S 및 S2 

는 각각 {So, "', SNS-'} 및 그 自乘값을 對角元素로 가지는 행렬이며， 여기서 

(2.14) 
(S, + S2) + (S2 - S，)κ. 

Sl = t , i = 0, 1, ... , NS - 1 
2 

이다. 시점 t E {O, L1t, ... , (NT - 1) L1t}에서 따개의 S값에서의 옵션 近似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15) 
Ns-' 

[D(Si' 't")]많 =[ 낌ι，tPn떠]펌 프 Pbt 

계산의 效率性을 위해 p.d.e.롤 다음과 같이 行列式으로 표현한다. 

(2.16) 

여기서 

(2.17) 

Rt+At = Qbt’ 

I D(xo , 't" -1l.t) I 
, 1 D(X1' 't" - 1l.t) I 

Rt+At 프 -(L1t)"1 I ‘ l 
I D(xNs -" 't" -1l.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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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 __ ,,, 20'2 _~_，~、
Q 드 - (r + ---)P + ---SFl) + ---『- S2p(2), 

L1t 0 LtS (LtS)‘ 

b, == (bO." ... , bNs- 1•,)' 

이다. 境界條件올 眼課하기 위해서는， 유러피언 풋옵션의 경우， 벡터 R，+ψ의 처음 및 마 

지막 원소를 각각 D(xo, ψ=0， 빛 D(XNS_I' -r) = Xexp(- r-r) - SI으로 代뚫시켜야 한다. 그리 

고 행렬 Q의 처음 및 마지막 행도 행렬 P의 처옴 및 마지막 행과 같아지도록 변경되어 

야 한다. 滿期 바로 직전 시정 t=(NT-I)L\t에서 벡터 RNTði = Rt는 알려져 있으므로 식 

(2.16)올 이용하여 b(Nr-l)ði를 구할 수 있다. 이제 한 시점 뒤로 이동하여 t = (NT - 2)L\t에 

서 R(NT-I)ði = -Pb(NT_I)ψ /L\t를 구한 뒤 R(Nr-l)ði = Qb(NT-2)ði를 이용하여 b(Nr-2)ði를 구하게 

된다. 이러한 過程올 反復하여 bo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NS개의 기초자산 가격 {아}에 

서의 옵션의 近似값인 Pb()를 계산할 수 있다. 시점이 변하더라도 행렬 Q는 변화가 없으 

며 벡터 R，의 마지막 원소만 변경하면 된다. 

유사스펙트럼 방법과 유한차분 방법의 收敬速度를 比較하기 위해 Ns를 30에서 100까지 

I씩 증가시키면서 5가지 옵션(즉， S/X，ε {0.8, 0.9, 1.0, 1.1 , 1.2})에 대해 옵션가격 計算誤

差를 블랙-슐즈 가격공식올 이용하여 구하고 이로부터 平均課差自乘의 平方根(RMSE:

root-mean squared errors)을 산출하였다. 그 밖의 모형 파라미터는 X= 100, r=0.05, T= 

0.5, (j= 0.3, NT = 100이다. 가격계산에서의 課差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두 방법 모 

두에서 많差水따은 NS가 增加함에 따라 減少하였으나， 유사스빽트렴 방법에서의 오차가 

유한차분방법에서의 오차보다 컸으며 NS의 변화에 따른 변동도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에서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유한차분방법에서 近似解는 Ns-2의 

速度로 JI:lc做하나， 유사스펙트럼 방법에서는 幾何級數的으로(exponentiaJJy) 收敏하여 수렴 

속도가 유사스펙트럼에서 더 빠르기 때문이다 (2) 

한 시점에서의 옵션가격올 다음 시점에서의 옵션가격의 線뺏特合으로 나타낼 때의 加

重.↑따 {Wi } 가 〈그립 2)에 제시되었다(3) 그림에서 보이듯이， 유사스팩트럼 방법에서의 가 

중치는 유한차분 방법에서의 가중치에 비해 좀 더 分散되어 있으며， 부호도 꼬리부분에서 

交代되는 모습올 보인다. 이러한 가중치의 특정과 만기시의 표준옵션의 가격함수가 꺾여 

있다(kinked)는 정이 結合되어 유사스빽므렴 방법에 의한 옵션가격 계산결과의 計算誤差

(2) Wilmott et al. (I 993) 또는 Tavel1a and Randal1 (2αlQ) 창조. 
(3) 옵션가격올 계산하는 행펼식으로부터 b, = Qo1R

t+ ß' = -(L\t)' I Qo1Dt+α올 얻올 수 있고， 양변에 행 
렬 P왈 곱하여 (premultiply) D, = - (L\t)'1 PQ.ID，+ψ올 얻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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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類似스펙트럼 및 有限差分 方法에 依한 유러피안 풋옵션의 價格誤差: 블랙-슐즈 模型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Ns가 변화함에 따라 加重↑直와 加重↑直의 位置도 변화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옵션 行事價格(X)을 중심으로 옵션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는 

영역에서 옵션가격에 波動(oscillation)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binomial 방법에 의한 옵션가격 계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런 문 

제점을 援和하기 위해 Broadie and Detemple (1996)은 꺾여진 滿期時의 옵션가격 대신에 

만기에서 한 시점 앞선 시점에서 블랙-숍즈 공식에 의한 부드러운 옵션가격 曲線을 이용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유한차분 방법뿐만 아니라 특히， 유사스펙트럼 방법에도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렴 3)은 각 Ns에서 그 Ns보다 큰 모든 Ns에 
대해 價格計算誤差(RMSE)의 最大↑直를 나타내고 있다. Broadie and Detemple 방법을 적 

용한 결과 이론에서 예상한 대로 유사스펙트럼 방법이 유한차분 방법보다 더 빠른 收敏

速度를나타내었다. 

2.2. 아메리칸 몹션 

유러피언 옵션과는 달리 아메리칸 옵션에 대해서는， 簡單한 블랙-숍즈 모형에서 조차도 

價格公式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블랙-숍즈 모형에 대해서는 近似解를 

구하는 방법이 많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Geske and Johnson(1984) , MacMillan (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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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類似스꽤트럼 및 有限差分 方法에 依한 유러피안 풋옵션 iw.格밝算에서의 加.1i直·

블랙-숍즈樓型 

Broadie and Detemple (1996) , 그리고 Ju (l998) 퉁이 그러한 예이다. 아메리칸 옵션가격의 

數術的 려·被:은 Lattice나 유한차분 방법에서와 같이 유사스펙트럼 방법에서도 특별한 어 

려움올 야기하지는 않는다. 滿期 이전 각 시점에서 옵션가격은 옵션解를 나타내는 벡터 

Pb，와 옵션의 內在價植(intrinsic value) 중 큰 값을 취하는 과정올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아메리칸 옵션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4)는 1 ，아)() time-step의 binomial lattice 방법 

에 의한 아메리칸 옵션가격올 기준으로 유사스펙트럼 방법 및 유한차분 방법에 의한 옵 

션가격 오차의 純對뼈를 Ns의 괴김數로 나타내고 있다. 

3. 確率變動|生 模型에서의 옵션價格 計算

Heston ( 1993 )의 h않잭5變動性(SV: stochastic volatility) 모형은 S，와 q불 狀뺑뺏數로 가지 

는 느핏·因 (two-factor) 模뺏이다. 마탱게일 때IJ度 (measure) Q하에서 기초자산가격의 動學



類似스펙트럼 方法에 依한 옵션價格 計算
q 
니
 

왜
 

0.022 

티
，
‘
‘
，
，

.
μ
 

.. 
，
，
‘
‘F
「
「
l
n
H
n
u
n
U

「
4

。
。

z
。

A
에
 

「
4

1, 

。
。

M 

m 

m 

m 

m 

M 

m 

nu 

nU 

nU 

nU 

nU 

…} 

이
E
 I) 

」
。
』
」
@at·sa 

l==:~~I 

0.006 
” ‘ ‘ . ‘ ‘ ‘ 

、
‘ ‘ ‘ ~ ‘ 

0.004 
~."'-← ••• ------ •• _----←←드 ••"._-.‘------._--._--. 

0.002 
30 40 50 60 70 80 90 100 

Ns 

〈그림 3) 類似스펙트럼 및 有限差分 方法에 의한 유러피안 풋옵션의 價格誤差:

블랙-숍즈 模型， Broadie-Detemple 方法을 適用

(dynamics)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1) dSt/St = rdt + atdW!t, 

da? = (α- ßa?) dt + yat(pdWlt + P2dW:꾀. 

여기서 P2 = (1 - rr)1/2이며，{l끼t; j = 1, 2}는 獨立인 브라운 運動이다. 滿期가 T인 옵션가 

격은 다음과 같은 p.d.e.를 만족하게 된다. 

(3.2) 
2 a.~ 

û=-D,,+ 파Ds+ -2- 이LDSs+(a-π)DO'2 

_2 

+ y2÷Do202 + PY앙StDO'쟁-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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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類似스꽤트럼 및 有限差分 方法에 의한 아메리칸 풋옵션의 1M格誤差:

블랙-숍즈 模型， Broadie-Detemple 方法율 適用

서E界f~111:은 二次元 定짧i야의 네 極端에 대해 ß~쐐된다. S，에 대해서는 블랙-숍즈 모형에 

서와 같다. 풋옵션인 경우 모든 a,2 e [0, 띤2] 빛 r e [0, T]에 대해 D(Sl , q2, η = 
Xexp(-rr) - S" D(S2' a ,z, η=0이다. 變動性에 대한 경계조건은 다소 不分明하다. 變動↑

이 매우 큰 수준에서는 옵션가격이 변동성의 뺏化에 WI~!뾰하다는 점올 반영하여 모든 St e 

lS" S2] 빛 re [0， 71에 대해 Daz(S, σf， 끼 =0이다. 그리고 p.d.e.에 a ,2 =0을 代入함으로써 

나머지 경계조건올 얻올 수 있다. 즉， 

(3.3) 0 = -DT(S" 0, r) + rS,DS(S" 0,1") + aDa2 (S" 0, 끼 - rD(S" 0, 1"). 

~次元 기저함수의 텐서械(tensor product)올 통해 多次元의 ~tm; ~~Î數갚 얻을 수 있다. 

D(S(, π2， 1") = D(x, y, ψ의 ili: 1，以짜는 식 (3.4)와 같이 표현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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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Ns-1 N,,-1 

ε r.~ bnçnαtPnJX)Pn/Y) 三 [P(y) (8l P(x)]br ns=O n,,=O ι.0 

여기서 

(3.5) X::: [2St -(SI + S씨]/(S2 - SI)' 

y::: (2a/- 링)/강， 

P(X)::: [Po(x) ... PNs- 1(X)] , 

P(y)::: [PO(y) ... PN,,-I (y)] 

이며 ， bt는 NsN(j7~의 원소를 가진 벡터이다. 

변수 변환， p.d.e.의 행렬형태로의 표현 및 경계조건의 부과 등은 블랙-숍즈 모형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行列式은 

(3.6) Rt+Llt::: Qbt’ 

이다. 여기서 

D(xO' Yo, t-Llt) 

D(xO' YN(j -1' τ-At) 

(3.7) Rt+Llt=-(Aty1 
D(XNs -1' yo, r-At) 

D(xNs -1' YN(j -1' r-At) 

2r , ____ {1\, 2a2 
Q 三 - (r+ -.-~ -)PXy+ ~ (Py (8l SppJ) + ， ~~τ- (LPy (8l S2pαJ) 

At “‘ AS " "' ' (AS)" “ 

+ 4-[(αμ- ßL)PPJ] (8l Px +-쭈상(LP~2J (8l P x) 
ai a2~ 

+py-ξ 」「 (ZP•I) @ SP&l)), 
M ai 

bt 르 (bO, t' "', bNs- 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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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리고 

(3.8) PXy= Py0 Px' P값l) =PW0P앙)， k, 1 = 0, 1, 2, 

P상) = [셈)(Xí-t)]í. Í' i,j = 1, "', Ns' 

pV)= [안~(Yí-I)]í.j’ i,j = 1, …, NC1, 

ε= diag[(Jo2, "', (J~<1-t1. 

유사스펙트럼 방법파 유한차분 방법의 成果를 비교하기 위해 S(/XE {0.8, 0.9, 1.0, 

1.1, 1. 2}, 0;。 ε {0.1 , 0.2, 0.3}으로 이루어진 15가지 유러피언 풋옵션의 가격공식으로부 

터 계산한 가격을 이용하여 홉용差를 測定하였다 . 'r =T-t=0.5 , X= 100이며， 여타 模型係

數는 S&P 500 指數 資料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Eraker et al. (2003 )에서 引用하여 사 

용하였다. <그림 5)는 유사스펙트럼 방법과 유한차분 방법에 각각 Broadie-Detemple 방법 

을 적용하여 각 방법의 표確度 및 計짧.時뼈올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계산시간은 秋單位

의 cpu 시간올 나타내며， 正.짜度는 해당 계산시간 및 그 이상의 시간올 사용하여 얻게 되 

는 RMSE의 最大값올 나타낸다. 유사스펙트럼 방법에서는 NC1 = 20으로 固定시키고， 유한 
차분 방법 에서 는 NC1 E {20, 30, 40} 에 대해 각각 Ns를 變化시 키 면서 計~:速度 및 lE確度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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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類似스펙트럽 및 有限差分 方法에 依한 유러피안 풋옵션의 !t算時뻐 및 ~格맺훌: 確率앵~J해 

性 模型. Broadie-Detemple 方法올 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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推移를 나타내었다. 비교를 가급적 公正하게 하기 위해 유한차분 방법을 실제 具現하는 

데 가능한 여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중 가장 좋은 결과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 

다 (4) 두 방법 모두에서 계산시간은 블랙-숍즈 모형에서보다 더 많이 걸렸으나， 유사스펙 

트럼 방법이 유한차분 방법보다 더욱 效率的이었다. 유사스펙트럼 방법은 동일한 계산시 

간에 대해 유한차분 방법보다 두세 배 正確한 結果를 산출하였다. 

價格公式이나 效率的인 近似式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아메리칸 옵션의 가격 계산 

에도 유사스펙트럼 방법이 잘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4. 점프를 가진 確率變動性 模型에서의 옵션價格 計算

Merton (1976)은 옵션가격 모형에 처음으로 점프 過程을 導入하였으며， Bates (1996)와 

Scott( 1997)은 점프過程과 確率的 變動性을 結合하였다. 최근들어 Duffie et al. (2000)은 옵 

션의 基魔資塵뿐만 아니라 變動↑生에도 점프過程을 導入한 模型을 제안하였으며， Eraker et 

al.(2003)은 기초자산 가격 및 변동성에서 점프과정이 필요하다는 經驗的 證據를 제시하 

였다. 점프 과정을 도입하게 되면 p.d.e.는 p.i.d.e.로 되어 數↑直的 解를 얻기가 더욱 어려 

워진다. 그러나 유사스펙트럼 방법에서는 비교적 용이하게 이러한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는 Bates의 基魔資塵 價格에만 점프를 가진 確率變動性 模型만을 살펴볼 예 

정이나， 점프 과정이 변동성에도 포함된 경우로 확장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基魔資塵 價格은 마팅게일 측도 Q하에서 다음과 같은 動學을 따른다. 

(4. 1) dSt = (r - Ov)Stdt + ahiWt + St - UdJt. 

여기서 {Wth~o과 {Jth~o는 독립인 위너 (Wiener) 및 포아송(8) 過程이다. 만일 1t >0이면， 

[0，끼통안 基魔資塵 價格에 比例的인， 크기가 {~;j=l， ... ， ι}인 점프가 나타남을 의미한 

다. 확률변수 U는 W 및 J와 獨立이며， log(l + U)~i.i.d.N[log(1 + v) - ξ12， ';2]로 가정한 

다. 마팅게일 測度 Q하에서 {Ð(St, a?, 1:)IMt}O$，t5，T이 마팅게일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식 

(4.2)의 p.i.d.e.를 導出할 수 있다 (5) 

(4) 유한차분 방법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Matlab6.5 및 Fortran95에서 sparse matrix specification 
과 LU decomposition을 사용한 direct method, Fortran95에서 ITPACK, NSPCG, SPARSKlT 등 
여러 package를 이용하여 iterative methods를 적용하였다. 그중 SPARSKlT을 사용한 iterative 
methods가 가장 성과가 우수하여， 그 결과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였다. 

(5) 여기서 M，는 moneyfund의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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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π π 

(4.2) 0= -DT+(r- ØV-~)D‘ + 」」Dι‘ +(α - 야2)D(]2 
2 

_2 

+ f÷D앙하 + pra,z D (]2S - rD 

+ ø (E[D(s,. + u, 이2， r)] - D(s,., a,2, η. 

여 기서 s, = log(S,), u = log(l + U)이 다. 

떠l(}t~쩡뺑폐'1生 ↑껏객’!에서와 깥이 옵션가격 D(St, q2, 끼은 (s" a,z, 끼 E [Sl' S2] X [0, ai]에서 

Chebyshev 多項式으로 近似되어야 하나， p.i.d.e.에서 기뱃값을 포함한 항을 계산하기 위해 

서는 옵션가격 D가 모든 S,E R에서 Æ:義되어야 한다. 옵션가격 함수를 S，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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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 서 X = (2s - Sl - S2)/(S2 - SI)이 며 , y = (2a,2 - al)/al이 다. Gaussian quadrature를 사용하 

면 기뱃값을 포함하는 항올 옵션가격의 加if(유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만일 s,. = Sk이고 그 

에 대 웅하는 colIocation point가 Xk라면 quadrature에 의 한 기 뱃 값항의 近似값은 

(4.4) 좌 WjD(Sk + Uj, a,2, 끼 

N‘-1 Na-I 

= ~ Wj L L bll. lI~.， P', .(Xk + V，)P，，~(y)lþ(Uj) 
je/'’ ”‘=0 lIa=O .. , .. ".. .." 

+ ξ Wj (XεrT 함11얘 (U;) 
lε ‘ l 

=( 일 WjPy @ PX(Xk + V;)tþ(u;))b, 

+EWl(값 rT_ e.\쐐 

르 Q(xk)b, + q,(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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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類似스펙트럼 및 有限差分 方法에 依한 유러피안 풋옵션의 름十算時間 및 價格誤差:
점프 過程을 包含한 確率뺨動性 模型， Broadie-Detemple 方法을 適用

여 기서 v = 2u/(S2 - Sj), cþ(U)는 確率變數 u의 p.d.f., 指數集合 F와 G는 F = {i : Sk + Ui E [Sj , 

S2]}, G = {i : Sk + Ui < 이}로 정의된다. 식 (4.4)에서 行列 Q는 時點에 관계없이 일정하나 

scalar qt는 시점에 따라 변한다는 점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確率變動性 模型에서와 같이 두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15개 유러피안 풋옵션의 가격 

을 價格公式을 이용한 가격과 비교하여 價格誤差와 計算時間을 比較하였다. <그림 6)은 

計算時間과 표確度 간의 trade-off 關係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유사스펙트럼 방 

법은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영역에서 유한차분 방법에 비해 效率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도가 향상되는 程度도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CpU 시간이 15秋、인 경 

우 유사스펙트럼 방법은 유한차분 방법에 비해 두세 배 정확한 결과를 算出하였다 (6) 

(6) 기뱃값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차분 방법은 p.d.e.를 sparse 계수행렬을 가지는 선형 연립방정 
식 체계로 전환하여 근사해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sparse 계수행렬은 여러 효율적인 수치해 
석적 알고리듬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기뱃값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수행렬이 

조밀 (dense)해져서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 때 더 많은 계산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만일 점프 

과정이 기초자산뿐만 아니라 변동성에도 포함되면 계수행렬은 더욱 조밀하게 되고 계산비용 

은 더욱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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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 論

類似스펙트럼 방법은 直交多項式인 4필n칫핍數의 線型結合으로 p.d.e.의 近↑以解를 나타낸 

다. 이 방법은 物理學이나 工學에서는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財務學 분야에서는 아직 널 

리 사용되지 않아 왔다. 이 논문에서는 옵션價格 公式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옵션가격의 

계산 문제에서 유사스펙트럼 방법이 通常的인 옵션가격 計웠:方法에 비해 效率的임을 보 

였다. 옵션의 기초자산 가격이 確잭5행행lIfh性을 기-지거나 접프 過程이 *법合된 경우 載定去

來(arbiσage)가 存在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도출되는 p.d.e 또는 p.i .d.e.를 유사스펙트럼 

접근법내에서 다루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정프 과정이 도입될 때 나타나는 p.i.d.e. 

를 다루기 위해 quadrature 방법을 활용하였다. 有限差分 방법과 같이 유사스펙트럼 방법 

도 아떼리칸 옵션이나 여타 經路依存的인 옵션의 가격계산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계 

산시간과 정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유사스펙트럼 방법이 유한차분 방법보다 효율적임을 

밝혔다. 

계산방법올 선택할 때 計算時뼈파 JE確慶 이외에도 많은 要因올 考慮、할 수 있다. 

Canuto et al. (1988) 와 Boyd(2ool)은 유사스펙트렴 방법에 의한 解의 收敵’l生과 安定性 둥 

이론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실제 具現하는 측면에서 볼 때 프로그래밍 노력은 양 방법 

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Suh(2oo5)는 잘 알려진 여러 異色옵션 (exotic options) 에 대 

해 유사스펙트럼 방법을 적용하여 동 방법이 여러 옵션가격 계산문제에 뺀用될 수 있는 

지를 꾀li檢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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