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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변동성은 상품의 가격 결정과 민감도 

분석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서, 파생금융상품의 발행과 투자는 물론 

헤징(Hedging, 위험회피거래)과 위험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추정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는 변동성의 특성은 이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들의 개발로 이어졌다. 

고전적인 Black-Scholes(1973) 모형은 가격 도출에 있어서의 

편의성(Bias)에도 불구하고 상수 변동성 사용으로 주식 시장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변동성을 왜곡한다고 오랫동안 지적 받아왔다. 이후 시장에 

내재된 변동성을 현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가운데 

Heston(1993) 모형은 확률 과정을 따르는 변동성 모형을 통해 

기존 모형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Heston 모형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추정해야 할 

매개변수의 수가 많아서 모형을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그에 따라 매개변수를 정확히 추정(Calibration)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되었지만, 상황과 목적에 따른 적절한 

Calibration 방법론의 선택 기준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여러 상황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널리 쓰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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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ton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들을 리뷰하고, KOSPI 200 지수 

옵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들의 성능을 실증 분석 및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옵션의 Moneyness에 따라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우월한 방법론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내가격(ITM) 옵션의 Calibration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Simulated Annealing 방법론이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등가격(ATM) 또는 외가격(OTM) 

옵션의 경우에는 Calibration 목적에 따라 우월한 방법론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libration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현재 시장에 내재된 매개변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려면 Genetic Algorithm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반면, 적당한 

수준의 정확성을 보장하면서 빠르게 매개변수를 추정해야 한다면 

Simulated Annealing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Heston 모형, 확률 변동성, Calibration, KOSPI 200 옵션 

학   번 : 2014-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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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변동성은 상품의 가격 결정과 민감도 

분석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서, 파생금융상품의 발행과 투자는 물론 

헤징(Hedging, 위험회피거래)과 위험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추정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는 변동성의 특성은 이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들의 개발로 이어졌다. 

고전적인 Black-Scholes(1973) 모형은 가격 도출에 있어서의 

편의성(Bias)에도 불구하고 상수 변동성 사용으로 주식 시장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변동성을 왜곡한다고 오랫동안 지적 받아왔다. 이후 시장에 

내재된 변동성을 현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가운데 

Heston(1993) 모형은 확률 과정을 따르는 변동성 모형을 통해 

기존 모형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Heston 모형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추정해야 할 

매개변수의 수가 많아서 모형을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그에 따라 매개변수를 정확히 추정(Calibration)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되었지만, 상황과 목적에 따른 적절한 

Calibration 방법론의 선택 기준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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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여러 상황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널리 쓰이고 있는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 추정 방법들을 리뷰하고, KOSPI 200 주가 

지수 옵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들의 성능을 실증 분석 및 

비교하였다.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나머지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Heston 모형과 

Calibration 문제를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먼저 연구의 대상이 되는 Heston 모형과 그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리뷰한다. 그리고 시장 데이터로부터 모형의 

적합한 매개변수를 찾는 과정인 Calibration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할 4가지 Calibration 방법론들을 

리뷰한다. 4장에서는 실험에서 사용될 데이터들을 어떻게 취득하고 

가공하였는지 언급하고, 어떤 과정에 의해 실험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한다. 5장에서는 3장에서 설명된 방법론들과 4장에서 언급한 

데이터와 실험과정을 바탕으로 얻은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의의 및 추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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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 

 

파생금융상품의 가격 평가와 헤징(Hedging,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선구적 연구가 Black-Scholes(1973)의 옵션 가격 결정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파생상품(특히, 유럽형 옵션)의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몇 가지의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유럽형 옵션의 기초자산인 주식의 

수익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두 번째로 주식은 시간에 따라 거래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즉, 주식의 가격 동학(Dynamics)은 점프와 

같은 불연속적인 점이 없는 연속적인 표본 경로를 가진다. 

마지막으로는 모형에서의 무위험이자율로 사용되는 단기 이자율과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모두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한 

상수이다. 

위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한 Black-Scholes 모형의 장점은 

유럽형 옵션 가격에 대한 닫힌 해(Closed-form Solution)를 

제공한다는 점과 동시에 유럽형 옵션의 가격이 상수로 가정한 

변동성의 함수로 나타나 ‘옵션을 거래하는 것은 곧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거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잘 반영한다는 점이다. 1987년 

이전까지의 S&P 500 지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이 옵션의 만기나 

행사가격에 따라 유의할 정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상수로 가정한 Black-Scholes 모형은 시장에서 관찰되는 유럽형 

옵션의 가격을 잘 설명하는 모형이었다. 

하지만 1987년 이후부터는 Black-Scholes 모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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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관찰된 옵션 가격에서 역으로 산출된 변동성(내재 

변동성)이 Black-Scholes 모형의 가정과 다르게 만기와 옵션의 

행사가격에 따라 그 값이 유의할 정도로 다른 현상들이 관찰되어 

왔다; Rubinstein(1985, 1994)에 의해 알려진 변동성 

스마일(Volatility Smile)은 기초자산 가격과 옵션의 행사가격을 

가지고 나타낸 Moneyness에 따라 내재변동성이 체계적인 

편의(Systematic Bias)가 나타남을 주장하였다. 등가격(At-the-

money, 이후부터는 ATM) 옵션을 중심으로 외가격(Out-of-the-

money, 이후부터는 OTM) 옵션과 내가격(In-the-money, 

이후부터는 ITM) 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대칭적 (또는 

비대칭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러 

실증분석에서 기초자산의 내재변동성이 시간에 따라(옵션의 남은 

만기에 따라) 변하고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 즉, 변동성이 이자율과 

마찬가지로 기간 구조(Term-Structure)를 가짐이 널리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내재변동성은 옵션의 만기에 가까울수록 앞에서 

언급한 변동성 스마일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변동성 스마일은 옵션의 기초자산인 주식의 

수익률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Akgiray(1989)에 의하면 주식 가격 수익률의 

왜도(Skewness)가 음의 값을 가지며, 첨도(Kurtosis)는 

정규분포의 첨도 값 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식의 수익률의 분포는 정규분포보다 꼬리부분이 두텁고, 뾰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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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다. 

변동성도 시계열적으로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오르면 변동성이 작아지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극단적인 기대감이나 공포와 같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기인하여 변동성이 한 번 커지면 한동안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 지속된다는 변동성 군집 현상(Volatility 

Clustering)같은 현상들이 실증적으로 입증되면서 Black-Scholes 

모형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어떠한 모형이 시장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잘 

설명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변동성을 왜곡한다는 점이다. Black-Scholes 

모형으로부터 얻은 왜곡된 변동성은 파생상품의 가격 평가와 

헤징(Hedging, 위험회피거래), 그리고 위험관리에 있어서 

편의(Bias)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Black-Scholes 모형이 지니는 

변동성 왜곡을 줄이기 위해 그 이후로 다양한 대안 모형들이 

제안되었다. 

제시된 여러 대안 모형들은 대부분 Black-Scholes 모형에서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완화시켜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한 옵션 가격결정 모형을 만들고자 하였다. 여러 대안 모형들을 

Black-Scholes 모형의 가정들 중에서 완화한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가 수익률 분포를 정규 분포가 아닌 다른 

분포로 완화한 Cox-Ross(1976)의 고정 탄력성 변동성(Constant 

Elasticity of Variance) 모형, 무위험이자율로 사용된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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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주가와 마찬가지로 

확률적으로 변동한다는 확장을 시도한 Merton(1973)과 Amin-

Jarrow(1992)의 확률적 이자율(Stochastic Interest Rate) 모형,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확률적으로 변동한다는 확장을 시도한 Hull-

White(1987), Scott(1987), Wiggins(1987), Stein-Stein(1991), 

Heston(1993), 그리고 Patrick S. Hagan et al. (2002)의 확률적 

변동성(Stochastic Volatility) 모형, 주가의 표본 경로가 

연속적이지 않고, 점프와 같이 비연속적인 점이 발생한다는 확장을 

시도한 Merton(1976), Bates(1991), 그리고 Madan-Carr-

Chang(1998)의 점프-확산(Jump-Diffusion) 모형 등이 있다. 

또한, 변동성과 이자율 모두 확률적으로 변동한다는 확장을 시도한 

Amin-Ng(1993), Bakshi-Chen(1997)의 모형, 확률적 변동성과 

점프를 도입한 Bates(1996), Scott(1997)의 모형 등이 있다. 

Black-Scholes 모형을 확장함에 있어서 주된 요인들은 주가 

수익률의 분포, 확률적 이자율, 확률적 변동성, 그리고 점프의 

유무이다. Bakshi et al.(1997)은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확률적 변동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변동성 모형으로의 확장을 시도한 모형들로 

Calibration 연구의 대상으로 범위를 좁혔다. 

그 중에서도 Heston 모형은 현실을 잘 설명하면서도 다른 

모형들에 비해 비교적‘Robust’한 모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점을 가진다; 1) 유럽형 옵션의 반 닫힌 해 

(Semi-closed Form Solution)를 제공하여 모형의 보다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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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을 가능하게 한다. 2) Fat-tail, High-peak 형태의 주가 

수익률 분포도 설명 가능하다. 3) 변동성이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설명 가능하다. 4) 레버리지 효과를 설명 가능하다. 그리고 

홍상현(2005), 김솔(2008)에 의하면 한국 주식 시장에서 Heston 

모형으로부터 추정한 옵션 내재 변동성이 미래 실현 변동성에 대한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Heston 

모형을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Mikhailov & Nogel(2003)은 Heston 모형에서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옵션 가격이 매개변수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는 매개변수 추정에 많이 

의존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모형 자체뿐만 아니라 Calibration 

방법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모형들의 활용을 위한 Calibration 연구는 

가격결정 연구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흐름에 따라 

Heston 모형의 Calibration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져왔다. 

Nimalin Moodley(2005)는 Heston 모형의 이론을 리뷰하고, 

런던증권거래소(LSE)에 상장된 Anglo American 주식에 대한 콜 

옵션의 2일치(2005.10.11, 2005.10.20)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Calibration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Chen Bin(2007)은 Heston 모형을 사용하여 파생상품의 

가격을 구하고 헤징(Hedging, 위험회피거래)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모형의 Calibration을 위해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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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hastic Approximation Search라는 새로운 Calibration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2월 1일부터 2007년 

9월 17일까지의 Eurostoxx50 지수 옵션에 대하여 Calibration을 

수행하고 있지만, Calibration 방법론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Fiodar Kilin(2007)이나 Rudolf Bauer(2012)는 자국의 

옵션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Heston 모형의 Calibration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치적 기법들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모두 Heston 모형의 Calibration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공정한 조건 하에서 반복적인 수치 실험을 

통해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대균(2010)은 오일러근사법(Euler Approximation Method), 

수정된 국소선형화 방법(NLL; New Local Linearization Method), 

그리고 일반화적률추정법(GMM; Generalized Methods of Moment) 

들의 성질을 살펴보고, 다양한 확산 모형들(Vasicek 모형, CIR 

모형, CEV 모형 등)에 대하여 모수 추정에 대한 모의 실험을 

진행하여 각 추정방법론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도 Heston 모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실제 자료가 

Heston 모형에 의하여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형 오설정으로 

인한 각 추정 방법들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 지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편, SEUNGHO YANG and JAEWOOK LEE(2014)는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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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주가 지수 옵션 자료를 이용하여 Affine Jump-diffusion 모형 

12개에 대한 전역 최적화 방법론으로 Calibration하고 Calibration 

방법론들의 강건성(Robustness)을 살펴보고 있다. 위 연구의 

대상이 된 12개 Affine Jump-diffusion 모형 중에 점프가 없고, 

변동성이 확률적인 과정을 따르는 경우가 Heston 모형이다. 

Calibration 방법론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닌 

Calibration의 매개변수 국소 탐색 전략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에 위 

연구의 초점이 있다. 

이상희(2015)는 KOSPI 200 주가 지수 옵션에 대하여 Black-

Scholes 모형과 Heston 모형의 가격 예측력을 비교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 그 과정에서 Heston 모형의 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Least Square 방법과 Simulated Annealing 방법을 비교하는 통계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옵션의 Moneyness별로 위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Heston 모형의 Calibration을 

수행하는 것이 KOSPI 200 주가 지수 옵션의 가격 예측력이 우월한 

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KOSPI 200 주가 지수 옵션의 거래량이 2013년 

기준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거래가 풍부한 한국 

옵션시장에서 Heston 모형의 Calibration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이 좋은지에 대한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한 기준 하에서 반복적인 수치 실험으로 다양한 Calibration 

방법론들의 특징과 성능을 비교 실험하여 한국 주식 시장에 적합한 

Heston 모형의 Calibration 방법론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10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그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보다 

우월한 Heston 모형의 Calibration 방법론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처럼 옵션 가격예측력만을 고려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인인 Calibration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같이 

고려하여 Calibration 방법론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3. 이론적 배경 

 

3.1. Heston(1993) 모형 

 

 연속 시간 확률 변동성을 가정한 모형이 옵션의 가격결정 

및 헤징(Hedging, 위험회피거래)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임을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연속 

시간 확률 변동성을 가정한 옵션 가격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Calibration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여러 연속 

시간 확률 변동성 모형들 중에서도 기존 문헌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고, 실제 월가에서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모형이 Heston 모형이다. 

첫 번째로 Heston 모형은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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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변동성 또한 확률적인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한 다른 확률 

변동성 모형들 중에 비교적 추정해야 할 모수의 수가 적은 

편이지만, Black-Scholes 모형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변동성 

스마일과 변동성 기간 구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두 번째로 변동성이 평균으로 회귀(Mean Reverting)하는 

성질을 변동성의 확률과정으로 반영한다. 세 번째로 유럽형 옵션의 

가격결정 공식의 닫힌 해(Closed-Form Solution)가 존재한다. 이 

점으로 인해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는 데 다양한 구조를 갖는 

옵션의 시장 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시장 자료들을 

활용해 시장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네 번째로 

주가의 수익률과 변동성이 상관관계를 가짐을 가정함으로서 

실증적으로 관찰된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를 반영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Heston 모형은 주가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비해 왼쪽 꼬리가 두텁게 나타나는 현상과 정규분포에 

비해 뾰족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Heston 모형은 중장기 변동성 국면을 다른 모형들에 비해 가장 잘 

맞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지는 Heston 모형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Heston 모형에서 가정하는 기초 자산과 변동성이 다음의 

확률 과정(Stochastic Process)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d𝑆𝑡 = (r − q)𝑆𝑡𝑑𝑡 + √𝑣𝑡𝑆𝑡𝑑𝑊𝑡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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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𝑣𝑡 = 𝜅(𝜃 − 𝑣𝑡)𝑑𝑡 + 𝜎√𝑣𝑡𝑑𝑊𝑡
2   (2) 

d𝑊𝑡
1𝑑𝑊𝑡

2 = 𝜌𝑑𝑡   (3) 

 

 여기서 {𝑆𝑡}𝑡≥0 와 {𝑣𝑡}𝑡≥0 는 각각 주식의 가격과 변동성의 

Process를 의미한다. 그리고 {𝑊𝑡
1}𝑡≥0 , {𝑊𝑡

2}𝑡≥0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Wiener Process를 의미한다. 식 (2)가 변동성이 따르는 확률 

과정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𝑣𝑡}𝑡≥0 는 평균회귀과정을 따르고 𝑣𝑡 의 

root를 취한 부분을 확산 부분의 계수로 포함시켜 𝑣𝑡가 음의 값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다(Cox, Ingersoll & Ross(1985)). 그리고 

여기서 r은 무위험이자율을 의미하고, q는 주식의 배당락을 

의미한다. 

먼저 𝜌 는 독립적인 두 분포를 따르는 자산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분포의 왜도(Skewness)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𝜌의 존재로 인해 자본 수익률과 변동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음의 상관관계로 레버리지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여기서 레버리지효과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부채의 

가치는 하락하지 않고, 자본(Equity)의 가치가 하락함으로 부채의 

가치가 자본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진다. 자본(Equity)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의 가치(회사의 가치)가 불안해지면서 

변동성도 커지는 현상이다. 즉, 주가가 떨어지면 변동성이 커지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변동성이 작아지는 주가와 변동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𝜅는 변동성의 장기 평균을 의미하는 𝜃로 회귀하는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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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𝑣𝑡 는 실제 관찰되는 양이 아니고,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순간적인 변동성을 의미한다. 

𝜎는 변동성의 변동성으로 확률 변동성 모형에서는 변동성 

또한 어떠한 확률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함으로 변동성 자체도 

얼마나 변동하는지 나타내는 모수 이다. 이 값은 주식 수익률 

분포의 첨도(Kurtosis)에 영향을 미친다. 𝜎 가 0이면 변동성이 

결정적(Deterministic)이므로 주식 수익률의 분포는 대수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𝜎가 증가할수록 분포는 보다 뾰족해지며 

양쪽에 정규분포보다 두꺼운 꼬리 형태를 가지게 된다. 

Heston 모형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 5개의 

매개변수를 추정해야 한다. 𝜅, 𝜃, 𝜎, 𝜌 와 순간 변동성 𝑣𝑡 의 초기 

추정치 𝑣0가 필요하다. 

 

3.1.1. Fast Fourier Transform 

 

 Carr & Madan(1999)이 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해 

옵션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Fast Fourier Transform을 

바로 적용할 수 없어서 내가격(ITM)에서 옵션이 종료될 위험 중립 

확률에 대해서 옵션 가격을 구해가는 대신에, 행사가격(K)에 

로그를 취해 수정한 옵션 가격을 Fourier 변환하여 계산한 다음, 

Fast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하여 옵션 가격을 도출해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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𝐶𝑇(𝑘𝑢) ≈
𝑒−𝛼𝑘𝑢

𝜋
∑ 𝑒−𝑖

2𝜋

𝑁
(𝑗−1)(𝑢−1)𝑒𝑖𝑏𝑣𝑗𝐹𝑐𝑇

(𝑣𝑗)
𝜂

3
(3 + (−1)𝑗 − 𝛿𝑗−1)𝑁

𝑗=1  (4) 

 

 여기서, 

  𝐹𝑐𝑇
(𝜑) =  ∫ 𝑒𝑖𝜑𝑘𝑐𝑇(𝑘)𝑑𝑘

∞

−∞
 

  𝑣𝑗 = 𝜂(𝑗 − 1),   𝜂 =
𝑐

𝑁
,   𝑏 =

𝜋

𝜂
 

  𝑘𝑢 = −𝑏 +
2𝑏

𝑁
(𝑢 − 1), 𝑢 = 1, 2, … , 𝑁 + 1 

  c = 600, N = 4096 

위에서 c와 N은 계산 시간과 정확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Carr & Madan이 제시한 값이다. 

그리고 식 (4)에서 α는 아래의 조건 식 (5)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선택할 것으로 제시하였다(Carr & Madan 

(1999)). 

E[𝑆𝑇
𝛼+1] <  ∞      (5) 

 

 본 연구에서는 α의 값으로 1.25를 사용하여 수치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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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alibration 문제 

 

현실의 현상을 잘 설명하는 모형일수록 추정해야 하는 모형의 

매개변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즉, 모형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며, 그 모형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추정해야 하는 모수의 수가 

Heston 모형의 경우, 총 5개로 5차원 탐색 문제라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금융공학의 모형들을 시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에서 관찰되는 값들에 내재된 사용하고자 하는 모형의 

매개변수를 역으로 계산해내는 것을 Calibration이라 한다. 다시 

말해, 사용하고자 하는 모형에서 얻어지는 이론 가격과 시장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가격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매개변수를 찾는 

일을 ‘모형을 시장에 Calibration 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역문제(Inverse Problem)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재된 구조로부터 

역으로 매개변수를 구해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역문제(Inverse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접근 방법은 시장 가격과 이론 가격의 차이(또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시장에 내재된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통해 모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모형의 오설정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라는 값은 그 자체로 관찰할 수 

없는 값이고, 옵션과 같은 다양한 파생상품의 가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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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시장에서 관측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옵션 가격결정 

모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모수를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금융공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확산 모형의 

Calibration을 진행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모형을 통해 시장에 

내재된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Calibration 문제는 보통 비선형 최적화 문제로 귀결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모형의 매개변수 공간에 대하여 바닐라 

옵션의 시장 가격과 모형의 바닐라 옵션의 이론 가격 간의 차이의 

제곱 합을 최소화하는 매개변수 집합을 찾는 문제이다. 참고로 

여기서 바닐라 옵션이라 함은 일반적인 콜 옵션과 풋 옵션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융공학에서 접하게 되는 Calibration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여기서 𝛺는 매개변수 값들의 벡터를 의미하고, 𝑤𝑖는 i번째 

옵션 가격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𝐶𝑖
𝛺(𝐾𝑖, 𝑇𝑖),  𝐶𝑖

𝑀(𝐾𝑖, 𝑇𝑖) 는 

각각 모형과 시장으로부터 얻은 옵션의 가격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Calibration 방법론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𝑤𝑖를 1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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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alibration 방법론 

 

실제로 시장에서 관찰되는 옵션 가격에 대해 비선형 최적화 

방법론을 이용해 모형의 Calibration을 수행할 때 국소 최솟값 

문제(Local Minima Problem)가 발생한다. 이러한 국소 최솟값 

문제(Local Minima Problem)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시도가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로 효과적인 전역 최적화 

(Global Optimization)기법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방법들로 Genetic Algorithm, Simulated 

Annealing, 그리고 Particle-Swarm Optimization 등이 있다. 

(Floudas-Pardalos (1992), Barhen et al. (1997))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탐색 기법으로는 다양한 

최적화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및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들을 기준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evenberg-Marquardt 방법론과 더불어 효과적인 전역 

최적화 기법들인 Genetic Algorithm, Simulated Annealing, 그리고 

Particle-Swarm Optimization 등 총 네 가지 방법론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3.3.1. Levenberg-Marquardt 

 

 Levenberg-Marquardt 방법론은 1944년 Kenn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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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berg에 의해 제안되고, 1963년에 Donald Marquardt에 의해 

재발견되었다. Gaussian-Newton 알고리즘에 Gradient Descent 

방법을 접목한 것으로 국소 최적화(Local Optimization) 방법론이다. 

해로부터 먼 지역에서는 Gradient Descent라는 기울기 하강 

방법으로 해 근처 지역으로 탐색해가고, 해 근처에 도달하면 

Gaussian-Newton 방법을 이용해 최적 해를 찾아낸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탐색 시작점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무에서는 초기 탐색 

시작점을 여러 개 주고 그로부터 최적 해를 구한다. 최적 해를 

찾아가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𝑃𝑘+1 = 𝑃𝑘 − (𝐽𝑟
𝑇𝐽𝑟 + 𝜇𝑘𝑑𝑖𝑎𝑔(𝐽𝑟

𝑇𝐽𝑟))−1𝐽𝑟
𝑇𝑟(𝑃𝑘) 

 

여기서 P 는 최적 매개변수 후보 벡터를 나타내고, μ 는 

감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서 목적 함수가 감소할 때가지 

μ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𝐽𝑟(𝑃), 𝑟(𝑃)는 다음과 같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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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Genetic Algorithm 

 

 Genetic Algorithm은 대표적인 전역 최적화(Global 

Optimization)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서, ‘어떤 집단에서 약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선택된다’는 자연 선택(Natural Selection)과 

진화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되었다. 최적화 과정에서는 매개변수 

공간에서 개별 변수 마다 ‘적합도 값’을 부여하고 어떤 개인이 

목적 함수를 더 최적화하는지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들을 

2진법으로 구성된 8자리의 숫자(염색체)와 같이 정해진 형태의 

자료구조로 표현한 다음, 이들을 특정한 규칙과 적절한 확률을 

부여하여 점차적으로 변형하는 진화와 점점 더 좋은 해를 찾는 

선택, 그리고 기존의 해를 교배 및 변이 시켜서 보다 최적인 해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3.3.3. Simulated Annealing 

 

 Simulated Annealing은 몬테카를로(Monte-Carlo) 

시뮬레이션 방식의 최적화 방법론으로서 물질을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한 후에 정해진 일정대로 식혀가며 목적한 결과를 성취한다는 

담금질의 개념에서 착안되었다. 알고리즘이 탐색하는 영역을 

조절하는 ‘온도’라는 매개변수(‘온도’가 높으면 해를 탐색하는 

범위가 넓고, ‘온도’가 낮으면 탐색하는 범위가 좁다.)가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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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을 정해진 ‘냉각 스케줄’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 가면서 

최적 해를 개선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각 매개변수마다 ‘냉각 

스케줄’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온도’를 낮춰가며 Step 

Size(새로운 매개변수 값들)를 무작위로 발생시켜 최적 해의 후보 

군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적으로 조작하여 냉각 스케줄을 

찾아내지 않고, 각 변수 마다‘온도’매개변수의 스케줄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냉각하며 최적 해를 찾아간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냉각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𝜃𝑡𝑘+1

(𝑖)
= 𝜃𝑡𝑘

(𝑖)
+ 𝑧𝑡𝑘

(𝑖)
(𝛼(𝑖) − 𝛽(𝑖)) 

 

𝛾𝑡𝑘

(𝑖)
= 𝛾𝑡0

(𝑖)
exp (−𝑐𝑖𝑘

1
𝑁) 

𝐹𝑡
(𝑖)(𝑧) =  𝑢𝑡

(𝑖)
 

𝑤ℎ𝑒𝑟𝑒 𝑢𝑡
(𝑖)

 𝑖𝑠 𝑑𝑖𝑠𝑡𝑟𝑖𝑏𝑢𝑡𝑒𝑑 𝑈𝑛𝑖𝑓𝑜𝑟𝑚 (0, 1) 

 

 여기서 𝛼(𝑖) 는 i번째 최적 해 후보 군의 상위 경계 값을 

의미하고, 𝛽(𝑖)는 i번째 최적 해 후보 군의 하위 경계 값을 의미한다. 

 

3.3.4. Particle-Swarm Optimization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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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ennedy와 R. Eberhart(1995)에 의해 제안된 진화론적 

알고리즘의 일종으로, 무리-개체 방법론(Particle Swarm 

Methodology)을 이용하여 비선형 함수들을 최적화하는 방법론이다. 

본 방법론은 새나 물고기 무리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로부터 

착안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리가 먹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무리 전체가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가설과, 무리(Swarm) 

내부의 각 개체(Particle)들이 지금까지의 자신의 경험과 무리 

전체에 공유되어 있는 정보를 기초로 행동한다는 개념을 최적화 

과정에 도입한 것이다. 즉, 해 집합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추정치를 개선해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방법론이다. 

 

 

 

rand ~ Uniform (0, 1) 

 여기서 𝑣𝑘
𝑖 는 k번째에서의 개별 개체 i의 현재 움직임을 

나타내는 값(속도)을 나타내고, 𝑝𝑖 는 개별 개체 i의 기억에 따른 

값(위치), 𝑝𝑘
𝑔
는 k번째로 무리가 기억하고 있는 값(위치)을 

나타낸다. 𝑥𝑘
𝑖는 k번째의 개별 개체 i의 값(위치)을 나타낸다.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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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4.1.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데이터는 KOSPI 200 주가 지수 콜 

옵션의 가격으로서, 2013년 한 해 동안 거래된 체결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KOSPI 200 주가 지수 콜 옵션 중에서 거래량이 

충분하고, 변동성 및 이자율 기간 구조에 의해 옵션 가격이 

왜곡되는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월물(잔여 만기가 7 ~ 27일과 

같은 만기 1개월 이내의 옵션)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수집하였다. 

근월물의 가격을 수집함에 있어서 내가격(ITM) 1종목, 

등가격(ATM) 1종목, 외가격(OTM) 2종목 등 총 4종목으로 

그룹화하여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옵션 가격은 일별 데이터로 

수집하게 되며, 폐장 동시호가 시간대의 가격 왜곡을 피하기 위하여 

폐장 시점보다 이른 2시 50분 시점의 분봉 종가를 일 종가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2시 50분 시점의 분봉 종가는 매수-

매도 호가의 중간 값을 그 옵션의 대표 가격으로 생각하여 

수집하였다. 

한편, KOSPI 200 주가 지수 옵션의 기초자산인 KOSPI 200 

주가 지수는 실제로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거래가 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KOSPI 200 주가 지수에 대한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초자산인 KOSPI 200 주가 지수의 대용치(Prox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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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리고 대용치(Proxy)의 가격을 KOSPI 200 주가 

지수의 가격으로 사용한다. 

Harvey & Whaley(1991)는 현물의 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현물 대신 선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선물과 

옵션의 장 마감 시간이 같기 때문에 비동시 거래 가격의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선물 가격에 내재된 시장의 기대 배당률이 

대체로 사용되고 있는 사후적 배당을 대신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이일수, 오형식(2001)에 따르면 

옵션 가격과 지수 산정의 시간차로 인한 오차와 배당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KOSPI 200 주가 지수 옵션의 기초자산인 

KOSPI 200 주가 지수의 가격으로 KOSPI 200 주가 지수 선물의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KOSPI 

200 주가 지수 옵션의 기초자산인 KOSPI 200 주가 지수의 

대용치(Proxy)로 KOSPI 200 주가 지수 선물을 사용하며, 이에 

따라 KOSPI 200 주가 지수 선물의 가격으로 KOSPI 200 주가 

지수의 가격을 대신한다. KOSPI 200 주가 지수 선물의 가격도 

위에서 언급한 옵션과 같은 방식으로 일별 종가 형태로 가격을 

수집하였다. 

시간 가치에 따른 할인율로 사용되는 무위험이자율은 CD 

금리 91일물 수익률의 2013년 평균인 2.72%를 활용하며, 

배당락은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2013년 월별 평균 배당률로부터 

계산된 연 평균 배당률인 1.19%를 통해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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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Heston 모형을 통해 시장에서 관찰되는 옵션 

가격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다룬다. 2013년 KOSPI 200 주가 지수 콜 옵션 

가격 자료에 대하여 3장에서 살펴본 Calibration 방법론 네 가지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옵션의 Moneyness별로 각 방법론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각 방법론의 소요 시간과 목적 함수의 값을 

바탕으로 각 방법론의 속도와 정확성을 비교 평가하는 횡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내가격(ITM), 등가격(ATM) 및 외가격(OTM) 

옵션 간의 추정 결과 및 방법론 별 성능 차이의 양상을 살펴보는 

횡적인 분석 외에도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종적인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종적인 분석에서는 2013년 KOSPI 200 주가 지수 콜 옵션의 

224일치 데이터에 대하여 15일치 데이터를 고정 Window로 

움직여가며 각 방법론들의 성능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수치 

실험을 진행한다:  

1) 초기 매개변수 값을 추정한다. 

2) 초기에 추정된 매개변수 값과 Fast-Fourier Transfor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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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옵션의 이론 가격을 계산한다. 

3) 목적(비용) 함수 값(시장 옵션 가격과 옵션 이론 가격 간의 

오차 제곱 합)을 구한다. 

4) 각 방법론의 방법에 따라 개선된 매개변수를 탐색하고 2번, 

3번 과정을 반복하여 목적(비용) 함수 값을 최소화하는 

매개변수를 찾는다. 

5) 목적(비용) 함수 값의 변동폭이 정해진 범위( 10−6 ) 안에 

들어올 때까지 걸린 시간과 최종 목적(비용) 함수 값을 얻는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초기 매개변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얻어졌다; In Joon Kim & Sol Kim(2004)에 따르면 

KOSPI 200 주가 지수 옵션에 대해 사용한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들의 평균 값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KOSPI 200 옵션에 대한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99.1.3 ~ 00.12.26) 

 κ θ σ ρ 𝒗𝟎 

일별 평균 값 9.5723 2.8375 0.5674 -0.0348 0.2856 

표준편차 29.9060 9.8256 0.3040 0.7867 0.3456 

KS Moon, JY Seon, IS Wee, & CS Yoon(2009)에 의하면 

KOSPI 200 주가 지수 옵션에 대해 사용한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들의 평균 값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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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KOSPI 200 옵션에 대한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04.1.2 ~ 06.9.21) 

 κ θ σ ρ 𝒗𝟎 

일별 평균 값 6.9282 0.0698 0.2896 -0.3496 0.0427 

표준편차 0.2765 0.0038 0.0115 0.0246 0.0009 

[표 1]에서의 매개변수에는 0.3의 가중치를 [표 2]에서의 

매개변수에는 0.7의 가중치를 주어 본 연구에서 사용할 초기 

매개변수 추정치를 구하였는데 그 값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KOSPI 200 옵션에 대한 Heston 모형의 초기 매개변수 추정치 

 κ θ σ ρ 𝒗𝟎 

일별 평균 값 7.7214 0.9001 0.3729 -0.2552 0.1156 

단, Levenberg-Marquardt는 다른 세 가지 방법론과 달리 

국소 최적화(Local Optimization) 기법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초기 

매개변수 추정치만으로 성능을 측정하고, 다른 방법론들과 성능을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 비교가 될 수 없다. 또한, 실무에서 

Levenberg-Marquardt를 사용하여 Calibration을 진행할 때는 

여러 개의 초기 매개변수 추정치를 주어 여러 번 Calibration을 

수행한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조합의 초기 매개변수 추정치 

집합을 이용하여 Levenberg-Marquardt의 성능을 측정한다. 

여러 개의 초기 매개변수 추정치 집합을 얻기 위해서 위의 [표 

3]과 같이 구한 초기 매개변수 추정치 각각의 25% 위 아래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구하였는데 그 값들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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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KOSPI 200 옵션에 대한 Heston 모형의 초기 매개변수 추정치(위아래 

25%) 

 κ θ σ ρ 𝒗𝟎 

아래 25% 5.7911 0.6751 0.2797 -0.3189 0.0867 

위 25% 9.6518 1.1251 0.4662 -0.1914 0.1445 

 위의 [표 4]에서 각 매개변수 별로 구한 2개의 값들의 

조합으로 총 32개 조합의 초기 매개변수 추정치 집합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Levenberg-Marquardt의 성능을 측정함에 있어서 

걸린 시간은 알고리즘을 32번 반복할 동안 총 걸린 시간으로 

계산하고, 목적(비용) 함수의 값은 32개의 값들 중에서 가장 

최솟값으로, 최적 매개변수는 목적(비용)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매개변수 값으로 구한다. 

수치 실험을 마친 후, 종합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서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어떤 알고리즘이 보다 좋은지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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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증분석 

 

5.1. 정확성 비교 

 

2013년 KOSPI 200 주가 지수 옵션 224일치 가격 자료에 

대하여 15일치씩 Window를 움직여가며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방법론(Levenberg-Marquardt, Genetic Algorithm, Simulated 

Annealing, Particle-Swarm Optimization)을 이용해 시간 흐름에 

따른 종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치 실험을 통해 얻어진 오차 

제곱 합(즉, 시장 가격과 이론 가격의 차이)을 시계열로 

나타내보았다. [그림 1-1]부터 [그림 1-4]까지 옵션의 

Moneyness 별로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Calibration의 방법론의 정확도만 보면, 옵션의 Moneyness에 

관계없이 Genetic Algorithm이 가장 정확하게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내가격 옵션에서는 

Calibration을 수행하는 Window를 움직임에 따라 Genetic 

Algorithm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가격이나 외가격의 옵션 가격에 대해서는 Genetic 

Algorithm이 Calibration을 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확성을 

보였지만, 내가격 옵션을 Calibration 함에 있어서 Genetic 

Algorithm은 다른 경우에 비해서 정확한 추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Simulated Annealin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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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Swarm Optimization은 거의 비슷한 양상의 정확성을 

보였기에 두 방법론 간의 속도가 두 방법론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Levenberg-Marquardt 방법론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방법론들에 비하여 

정확성이 떨어지며, 무엇보다도 주기적으로 추정한 결과 값을 쓸 수 

없을 만큼 부정확한 결과 값을 주는 경우가 많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Window가 움직임에 따라 어떤 주기성을 

보이고 있는데 근월물인 옵션이 만기에 근접할수록 옵션의 시장 

가격은 이론 가격보다 복잡한 함수 모양으로 생성이 되며, 그에 

따라 국소 최적화 방법론인 Levenberg-Marquardt 방법론은 

다양한 초기 매개변수 추정치 값들로부터 Calibration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을 만큼 부정확한 결과 값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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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속도 비교 

 

5.1절과 마찬가지로 2013년 KOSPI 200 주가 지수 옵션 

224일치 가격 자료에 대하여 15일치씩 Window를 움직여가며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방법론(Levenberg-Marquardt, Genetic 

Algorithm, Simulated Annealing, Particle-Swarm 

Optimization)을 시간 흐름에 따른 종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치 

실험을 통해 얻어진 Calibration을 마치기까지 걸린 총 소요시간을 

시계열로 나타내 보았다. [그림 2-1]부터 [그림 2-4]까지 옵션의 

Moneyness 별로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아래 네 개의 그래프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옵션의 Moneyness나 Calibration을 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할 정도로 Simulated 

Annealing이 다른 세 방법론들에 비해서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직관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 

Simulated Annealing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스타일의 전역 

최적화 방법론이다. 일반적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스타일의 

전역 최적화 방법론은 다른 전역 최적화 방법론에 비하여 느린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증 연구를 통해서 Heston 

모형을 Calibration 함에 있어서 Simulated Annealing이 예상을 

깨고 매우 빠른 속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른 

전역 최적화 방법론에 비해 Simulated Annealing은 알고리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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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해의 후보군이 최적 해 탐색 영역에서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빠르게 목적 함수의 값을 개선해나가는 최적 해 후보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실제 업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Levenberg-

Marquardt 방법론은 국소 최적화 방법론이므로 전역 최적화 

방법론에 비하여 빠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실제 

Levenberg-Marquardt 방법론을 이용해 Calibration을 수행할 

때는 다양한 초기 추정치를 주고 최적 해를 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공정한 비교와 실제 사용하는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해보기 위해 32개 조합의 초기 추정치를 주고 Calibration 

하였다. 그 결과, Levenberg-Marquardt 방법론은 통상적으로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훨씬 느리다고 생각하는 Genetic Algorithm이나 

Particle-Swarm Optimization과 유사한 정도의 속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정확성을 포기하고 빠른 시간 내에 Heston 모형의 

Calibration 수행을 위해 Levenberg-Marquardt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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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성능 비교 

 

 5.3절에서는 앞선 5.1절과 5.2절에서 단편적으로 각 

Calibration 방법론들의 속도와 정확성을 종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반해, Window를 움직여가며 Calibration할 때, 측정된 각 방법론의 

속도와 정확성을 [그림 3-1]부터 [그림 3-4]까지 산포도로 

나타내었다. 

 Calibration 방법론이 정확 할수록 속도는 느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부정확한 속도와 정확성 간에는 상충관계를 보이는 것이 

자명하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했을 때 각 옵션의 

Moneyness별로 Heston 모형의 Calibration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이 보다 우월한 지 수치 실험을 통해 제시하였다. 

x축을 Calibration 소요시간으로, y축은 자연로그로 

스케일링한 오차 제곱 합으로 나타내었다. 정리하자면 아래의 

그래프에서 3사분면에 많이 찍히는 방법론일수록 우월한 

방법론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1사분면에 찍히는 점이 많은 

방법론일수록 한국 시장에서 KOSPI 200 주가 지수 옵션을 Heston 

모형으로 Calibration 함에 있어서 열등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가격(ITM) 옵션의 

Heston 모형 Calibration에 있어서는 속도와 정확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Simulated Annealing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세 가지 방법론은 1사분면에 찍힌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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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도 느리고 정확성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등가격(ATM) 옵션의 

Heston 모형 Calibration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Calibration 수행 

목적에 따라 우월한 방법론이 두 가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보다 정확하고 정교하게 시장의 옵션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를 알고 싶다면, 

Genetic Algorithm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보장하면서 많은 시간을 Calibration에 

투자할 수 없는 트레이더와 같은 입장에서는 Simulated 

Annealing이 다른 방법론들보다도 우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과 [그림 3-4]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가격(OTM) 옵션의 경우, 등가격(ATM) 옵션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가격(OTM)의 경우, 등가격(ATM)과 달리 

특이하게 살펴볼 점이 있다. 등가격(ATM)에 보다 가까운 

외가격(OTM)1의 경우, Levenberg-Marquardt 방법론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할 정도로 열등한 Calibration 방법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다수의 옵션이 

외가격(OTM)1에 속하는 옵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Levenberg-Marquardt 방법론은 매우 

비효율적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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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의 연구 결과, 속도와 정확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Heston 모형의 Calibration에 사용되고 있는 

Levenberg-Marquardt 방법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적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옵션의 Moneyness별로 

우월한 Calibration 방법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격(ITM) 옵션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위험관리를 위한 헤지 

비율(Hedge Ratio)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Simulated Annealing 

방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등가격(ATM)과 외가격(OTM) 옵션의 경우에는 Calibration을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며 우월한 방법론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교한 가격 추정과 헤징(Hedging, 위험회피거래)을 

위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보장하면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Simulated Annealing이 다른 

방법론들보다 좋은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Heston 모형은 미국 월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옵션 평가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김솔 (2008)에 의하면 Heston 

모형으로부터 추정한 한국 시장의 옵션 내재 변동성은 미래 실현 

변동성을 예측함에 있어서 다른 모형들보다 우수한 예측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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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Heston 모형에 관한 

Calibration 성능 비교 연구는 수행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 

시장의 옵션 가격에 대하여 어떤 알고리즘이 한국 시장에서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더 적합한 방법론인지 

수치적인 실험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Calibration의 결과인 매개변수 값들은 이색 옵션의 가격,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장외에서 거래되는 옵션들의 가격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모형 내에서의 헤지 비율을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시장에서 Heston 

모형으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이 금융파생상품을 보다 정교하게 제어하고, 관리하여 

금융 시장참가자들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Heston 모형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각 방법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여러 

상황에 따른 방법론의 추정 성능 차이를 분석하게 되면 연구자들과 

금융 시장참가자들 모두에게 변동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효용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방법론을 활용한 효율적 헤지 거래 방안 등의 

추가 연구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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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alibration Methods on the 

Heston Model 
 

Kwanyoung Le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derivative markets, volatility is a key factor of pricing 

and hedging derivatives. Volatility is, however, unobservable in 

the market. It can only be estimated by models. Then, many 

volatility models have been suggested. 

 The popular Black-Scholes(1973) model that uses 

constant volatility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ncorrectly reflects 

and distorts the volatility which market participants expect. 

Thereafter, more elaborate volatility models have been 

suggested.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odels, 

Heston(1993) model has been considered attractive. 

 Despite of the usefulness of Heston model, it is difficult 

to heuristically determine the parameters of the model. Although 

a various of calibration methodologies have been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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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ly, there is no consensus that which methodology has 

to be used in accordance with conditions and purpose. 

 In this study,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various 

calibration methods. By using the 2013 KOSPI 200 index option 

data, we apply four calibration method to Heston model and 

suggest the appropriate method in the KOSPI 200 index option 

market. 

 Our results show that Simulated Annealing outperforms 

other methods in calibrating in-the-money options. In case of 

at-the-money or out-of-the-money options, superior method 

depends on the purpose of calibration; if more elaborate 

parameters are needed even though it is time-consuming, then 

using Genetic Algorithm is better. Simulated Annealing is, on the 

other hand, superior to others if you need fast calibration of 

Heston model while ensuring its accuracy. 

 

Keywords : Heston Model, Stochastic Volatility, Calibration, 

KOSPI 200 Option 

Student Number : 2014-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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