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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복수의 위험요소를 고려한

최적 헤지비율 분석
-농산물 수입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류승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을 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들은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입 농산물의 가

격이 변동할 때마다 조달비용을 변동시켜 수입업체의 비용구조를

악화시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수입 농산물의 가격뿐만 아니라 수

입시의 환율 또한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

동 또한 조달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가공업

체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위험을 전략적으

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방법은 해외 거래소를 통해 장

내 파생상품인 선물(futures)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물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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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특징은 미래의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 수

입가공업체의 입장에서 아주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가공업체가 선물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헤지를 했을 때의 효과와 최적 헤지비율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옥수수와 밀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업체를 가정하고 이 업체가 갖고 있는 가정된 조달모형을

바탕으로 옥수수 선물, 밀 선물, 원/달러 선물의 최적 헤지비율을 도

출하고, 이를 통해서 평균 조달비용과 변동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조달비용의 표준편차를 도출한다. 이때 최적 헤지비율을 도출하기

위해서 조달모형이 반영된 포트폴리오 이론을 바탕으로 최적 헤지

비율을 도출한다. 또한 이 조달모형에서 헤징방법, 헤징기간을 변화

시켜 헤징 결과를 보고 추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할 헤징방법으로는 무헤징, 1:1헤징과 OLS(ordinary least

squares)방법을 통해서 도출한 OLS 분리헤징과 OLS 복합헤징이 있

고, 분석할 헤징기간으로는 실제 조달시점으로부터 1개월에서 12개

월까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입

되는 옥수수, 밀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 환율과 원/달러 선물의 가

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가공업체의 최적 헤지비율과

헤징성과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무헤징과 1:1헤징의 경우

무헤징일 때 평균 조달비용이 약 640천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변동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조달비용의 표준편차도

역시 무헤징일 때 약 191천원으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1:1 헤징하는 것 보다 오히려 헤징을 하지 않는 것이 평균 조

달비용의 측면과 변동 위험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로 OLS 분리헤징 방법의 경우 옥수수, 환율에 관해서만 헤징했을



때 약 649천원으로 평균 조달비용이 가장 적었고, 조달비용의 표준

편차의 경우에는 OLS 분리헤징의 헤지비율로 밀을 헤지했을 때의

결과가 약 166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셋째로 OLS 복합헤징의 경우

에는 옥수수, 밀, 환율에 대해서 모두 헤징을 시행한 것의 평균 조

달비용이 약 648천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조달비용의 표준편차

또한 약 183천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OLS 분리

헤징과 OLS 복합헤징의 기간별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 방법 모두

헤징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험은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헤징을 했을 경우 조달비용의 변동성도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수입가공하

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농산물 수입

가격 및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헤징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

본 연구는 좀더 정교한 분석 방법인 시간-가변적 분석 기법을 사

용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기존 에너지 자원에 적용되어 있

었던 논의와 대체적으로 해외의 현지 시장 및 가격을 바탕으로 진

행되어온 연구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옥수수와 밀 등의 농산물에

적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농산물

수입가공업체의 전략설정에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농산물 선물, 최적 헤지비율, OLS 분리헤징, OLS 복

합헤징

학 번 : 2014-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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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발간한 ‘2015년도 식품산업 주

요지표’에 따르면 2013년 식품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곡류 및 곡분의

국산원료 사용량 비중은 다음과 같다. 국산 쌀, 쌀가루, 보리가루의

경우에는 전체 원료 사용량(중량기준) 중에 약 70% 내외로 국산원

료가 사용되었고, 메밀의 경우에는 40%, 보리 26.3%, 메밀가루

11.8%, 옥수수가루 10.7% 등의 비중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 외

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산원료의 사용량이 10%가 채 되지 않는 수

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수수와 소맥은 중량기준으로 전체 원료사

용량 중에 국산원료의 비중이 1%, 0.6%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한편 식품제조업 전체에서의 국산원료 사용량(중량기준)은 약

31.2%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곡류 및 곡분의 경우에는 국산원료

사용량이 6.9%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엽근채류 98.6%,

양념채소류 66.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중량 기준이

아닌 금액기준으로 변환한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이와 비슷하다. 금

액기준으로 했을 때 식품제조업 전체에서 국산원료 사용량은 전체

원료 구매금액의 48.1%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곡류 및

곡분의 경우에는 국산원료의 구매비중이 19.2%로 사용량 기준보다

약 10% 포인트 이상 더 컸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

다. 마찬가지로 옥수수와 소맥(밀)의 경우에도 약 4.7%, 약 1.8%로

국산원료의 구매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옥수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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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옥수

수는 2014년 약 2,643.8백만 달러가 수입되어 농림수산식품 중에 가

장 많은 수입액을 기록하였고, 밀은 약 1,224.9백만 달러로 5위를 차

지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옥수수와 밀 등의 국산원료 사용량이 현저히 낮은 이러한 상황에

서 농산물을 가공의 원료로써 수입하는 업체들은 수입 농산물의 가

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 식품가공 품목 중 많은 품목

들이 옥수수와 밀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옥

수수와 밀의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수입업체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비용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환율의 상승 경우에도 수입

업체 입장에서는 수입 원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용

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상

황에서 위험요소들의 불확실성을 줄여 비용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드

는 것이야 말로 기업을 단단하고 영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밑바

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

법들이 강구된다.

시장에서 산재하는 이러한 위험, 즉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수 있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겠지만, 대표적인 방법으

로는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 파생상품은 선도

(forward), 선물(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 등이 그것인데

사용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감소시키기를 원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언급한 여러 파생상품 중

선물(futures)을 이용하여 농산물 수입 가공업체가 시장에서 직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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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위험들을 감소시켜 자신들의 비용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떠한 농산물 수입가공업체

의 조달비용 구조를 가정하고, 이때 그 업체가 선물을 이용하는 헤

저(hedger)로서 헤징(hedging)을 했을 때 헤징방법에 따라서 조달비

용의 평균과 조달비용의 표준편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아가 헤징기간에 따른 변화 또한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농산물 수입가공업체가 원료를 수입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해외 파생상품 시장인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및 우리나라 KRX(Korea Exchange)에서 거

래되고 있는 선물(futures)을 통해 위험을 헤지(hedge)한다고 가정하

고, 이때 발생하는 조달비용의 평균과 분산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수입 원료의 가격변동 위험,

환율 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포지션이 포함된 농산물 수입가공

업체의 조달모형을 제시하고, 이 조달모형을 통해 조달비용을 계측

한다. 이때 조달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헤지비율인데 이는 현물

포지션에 대한 선물포지션의 비율로써 어떠한 헤징방법을 사용하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으로 앞서 제시된 조달모형과 경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최

적 헤지비율을 도출하고, 도출된 최적 헤지비율을 조달모형에 대입

후 조달비용을 계측하여 앞에서 여러 가지 헤징방법을 사용하여 도

출한 조달비용과 비교 분석 한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 농산물 수입

가공업체는 가공의 원료로 옥수수와 밀을 사용하기 위해 각각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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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해외에서 수입한다고 가정한다.

제시된 조달모형에서는 농산물 수입가공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인 옥수수와 밀의 가격 변동위험, 환율 변동위험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시점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수

입가공업자가 시점에 옥수수와 밀을 조달한다고 했을 때 조달 계획

은  시점에 세우는 것으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조달모형을 통해 이 기업의 최적 헤지비율 도

출하고, 다른 방법으로 헤지된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최적 헤지비

율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

의 위험 요소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분리헤

징(separate hedging)과 모든 요소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한 복

합헤징(complex hedging)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권혁수·정창봉·윤

원철, 2007).

본 연구에서 분석할 헤징방법은 크게 4가지인데, 어떠한 헤징도

하지 않는 무헤징, 각각의 위험요소를 완벽하게 헤징하기 위해 보유

현물 양만큼의 선물을 계약하는 1:1헤징, OLS(ordinary least

squares)방법을 통해 도출한 OLS 분리헤징과 OLS 복합헤징이 있

다. 그리고 기간에 따른 헤징성과의 비교에서는 헤징기간을 최소 1

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변화시켰을 때, 매 기간의 OLS분리헤징과

OLS복합헤징의 조달비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헤징 방법에 따른 조달비용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변

화와 헤징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농산물 수입가공

기업 원료 조달 과정에 있어 헤징의 역할에 대한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5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선물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인 주제중의 하나가 최적 헤지

비율을 도출해내는 것인 만큼 해외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Fackler and McNew(1993)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대

두 가공업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품목들을 동시에 고려할 때의 최적

헤지비율과 그 효과를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분석을

통해서 도출해낸 바 있고, Garcia et al.(1995)는 대두(soybean)에 있

어서 시간가변적(time-variant) 최적 헤지비율을 MGARCH

(multivariate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에 들어서는 Haigh and Holt(2000)는 OLS, SUR, MGARCH 모형을

사용하여 각각의 최적 헤지비율을 도출하였고 이것이 곡물 무역에

있어서 가격 불확실성의 감소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

였다. Liu et al.(2001)에서는 대만의 옥수수 수입업자에게 직면한 환

율 위험을 고려하여 Mean-Variance 분석을 통해서 최적 헤지비율

을 도출하고 헤징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로 노재선 외(1998)는 원료 및 생산물과 환율의 변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외 선물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헤지모형을 개

발하였다. 윤원철(2000)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내 정유 및 관련 업체

가 해외 선물 시장을 이용할 때 위험 감소 및 비용절감 효과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권혁수 외(2007)은 복수의 위험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발전용 유연탄의 최적조달 기법을 개발하였고 OLS를 통

하여 복수의 위험요소를 고려한 최적 헤지비율을 추정하였다. 임병

진(2009)은 최소 분산 헤지모형, 시간-가변 이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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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모형 등을 통해서 설탕 선물시장에서의 적정 헤지비율 및 헤지성과

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윤원철(2010)에서는 분리

헤징과 복합헤징의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LNG가격과 환율의 변

통을 고려한 복합헤징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의 최적 헤지비율을

OLS로 추정하였다.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 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과 선행연구에 대해서 검토한다. 제 2장

에서는 분석 모형으로서 조달 모형을 제시하고, 모형을 통한 최적

헤지비율을 도출하는 방법과 더불어 분석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시

한다. 제 3장에서는 헤지방법별 최적 헤지비율을 도출하고, 이것을

통해 평균 조달비용과 조달비용의 표준편차를 도출, 비교한다. 또한

헤징기간별 평균 조달비용 및 조달비용의 표준편차를 도출하고 비

교한다. 논문의 마지막인 제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 7 -

제 2 장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제 1 절 분석 모형

1. 매수헤징으로서의 조달헤징(procurement

hedging)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농산물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자신들의 판매수익이 변동하는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

히, 동일한 생산량을 전제할 때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

이 하락하면 하락하지 않았을 때 보다 적인 판매수익을 거두는 가

격 하락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가격을 고정

시킬 수 있는 농산물 선물(futures)은 미래의 가격 하락위험을 헤지

(hedge)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때 방법은 현물과 선물의

반대포지션을 보유함으로써 헤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산물 생

산자는 가격하락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이용한 매도 헤지를 통해서 가격하락

위험을 제거시킬 수 있다. 반대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을 하

는 업체의 경우에는 가공원료인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자신

들의 비용이 높아진다. 따라서 가격 상승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

에 농산물 선물을 이용한 매수 헤지를 통해서 가격 상승위험을 제

거시킬 수 있다. 즉, 선물을 통해 헤지를 하는 경우 현물 시장에서

포지션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의 가치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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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여 현물 시장의 가치하락을 상쇄시켜주고, 반대로 현물시장의

가치가 상승하면 선물 시장에서의 포지션의 가치가 하락하여 가치

를 고정 시켜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해야 되는 위험은 농산물 수입 가공업체가 직면

한 위험인 옥수수와 밀의 가격상승 위험이다. 따라서 헤징 주체인

농산물 수입 가공업체는 매수헤징으로서 조달헤징(procurement

hedging)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매수헤징의 현금흐름은 다음 <표

2-1>과 같다.

현재시점(  )에서 선물계약을 매입한다면 선물계약의 만료시점

(  )인 거래시점에 계약한 가격인 를 지불하고 현재 가격이 

인 현물을 인도 받게 된다. 결국 농산물 수입가공업체는 자신들이

필요한 원료인 현물을  가격에 구매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현금흐름

현재시점(  ) 거래시점(  )

현물포지션 0 

선물포지션 0 

헤지포지션 0 

출처: 조재호 외(2009)

<표 2-1> 매수헤징의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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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가지 요소를 고려한 헤징포트폴리오 조달모형

Haigh and Holt(2002)는 환율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

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구매하는 유럽 구매자에 대한 조달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차용, 변형하여 조달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공의 원료인 옥수수와 밀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이 때 발생하

는 가격변동위험에 대해서 헤징을 시도하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

기호 설명

 총 수익(1톤 거래 시)

  시점의 옥수수 현물가격

  시점의 밀 현물가격

     시점의 옥수수 선물가격

    시점의 밀 선물가격

     시점의 원/달러 현물가격

    시점의 원/달러 선물가격

  시점의 파생상품 거래비용

 옥수수 선물 헤지비율

 밀 선물 헤지비율

 원/달러 선물 헤지비율

<표 2-2> 변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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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체의 수익 포트폴리오는 식 (1)과 같다. 는 시점에 옥수

수를 구매하여 지불하는 금액, 는 시점에 밀을 구매하여 지불

하는 금액이다.  는  시점에서 이 기업이 옥수수 선물을

매수한 금액, 는 시점에 와서 다시 선물을 매도하여 유동화 시

킨 금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는 옥수수 선물을 통해

헤징하면서 얻는 수익 혹은 손실을 나타낸다. 밀도 마찬가지로

  는  시점에서 이 기업이 밀 선물을 매수한 총 가격, 

는 시점에 와서 다시 선물을 매도하여 받는 금액을 나타낸다. 따라

서  는 밀 선물을 통해 헤징하면서 얻는 수익 혹은 손

실을 나타낸다. 여기에 대한 헤지 비율은 각각 , 로 나타낸다.

 는  시점에 원/달러 선물을 매수하여 시점에 매도하여

얻는 수익을 나타낸다. 는 원/달러 선물 헤지 비율을 나타내고, 

는 선물을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거래 비용을 나

타낸다.

3. 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한 최적 헤지비율 도출

Leuthold et al(1989)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하여 최적 헤지비율

을 도출하였다. 투자자의 효용함수가 음의 지수함수(negative

exponential utility function)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현물 포지션과

선물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한 투자자의 기대효용은 다음과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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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 는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과 분산을 나타내

고, 는 위험회피계수를 나타낸다. 이 투자자가 현물포지션과 선물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소유했다고 가정한다

면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분산은

식 (4)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3)   




(4)   






와 는 각각 현물과 선물 포지션의 크기를 나타내고, ,

는 현물포지션과 선물포지션의 기대수익을 나타낸다. 
는 현

물포지션의 분산, 
는 선물포지션의 분산을 나타내고 는 현물포

지션과 선물포지션의 공분산을 나타낸다. 이 두 식을 (2)식에 대입

하게 되면 식 (5)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5)

  


 









현물포지션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투자자의 기대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최적 선물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는 식 (6)의 1계조건(first

order condition)을 도출하면 (7)와 같이 식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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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x


 
max







 










(7)


 

   

식 (7)을 정리하면 선물의 최적량인 
를 도출할 수 있고, 이는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또한, 
가 이 효용함수에서 효용이 극대화되는 값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효용함수가 오목함수(concave function)임을 보여야 한다.

이는 2계조건(second order condition)이 음(-)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계 조건을 도출하면, 식 (9)와 같이 음(-)이기 때문에 효

용함수가 오목(concave)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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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8)에서 선물가격은 과거의 모든 정보를 반영한 미래의 기댓

값은 현재 값과 같다는 마팅게일 과정(martingle process)

(  )을 따른다고 가정하게 되면 하면 우변의 첫째 항은 0

으로 없어지게 된다. 그 다음으로 양 변에 를 나눠주게 되면 식

(10)과 같이 분산이 최소화 되는 최적 헤지비율을 도출할 수 있다.

(10) 










최적 헤지비율은 현물과 선물의 분산과 공분산의 관계를 갖고 있

기 때문에, 이는 OLS(ordinary least quares) 회귀의 회귀계수와 같

다.

(11)   

예를 들면, 위와 같은 회귀식인 식 (11)에서 회귀계수인 를 도

출하면 




이다. 이는 식 (10)의 


와 마찬가지로 설명변수와 종

속변수의 분산, 공분산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 헤지비율은

위와 같은 OLS 회귀식을 통해서도 도출 할 수 있다. 이때 ,

는 현물과 선물을 가격변화(1차 차분)를 나타내고, 오차항인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하지만 식 (11)은 현재의 시점에

현물을 보유한 경우로써 저장헤징인 매도헤징에 해당되고, 본 연구

에서는 헤징의 주체인 농산물 수입가공 업체가 조달을 계획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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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시점에는 현물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징하는 조달헤징

인 매수헤징을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종속변수인 현물가격은 수

준변수(level variable)를 사용하고 설명변수인 선물가격은 차분변수

(differenced variable)을 사용한다(권혁수·정창봉·윤원철, 2007).

4. 조달 모형을 반영한 포트폴리오의 최적 헤지비

율 도출

1) 복합헤징(complex hedging)의 최적비율 도출

앞서 제시된 조달모형은 최적 헤지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포트폴

리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달모형인 식 (1)을 포트폴

리오에 반영하여, 효용함수를 극대화 하는 헤지비율 , , 을 도

출하기 위한 목적식은 다음과 같다.

(11)

max


 
max


  

 

포트폴리오 이론과 마찬가지로 선물가격은 마팅게일 과정을 따른

다고 하면 조달모형의 기댓값에서는 선물에 관한 항은 모두 0이 되

기 때문에 결국 조달 모형의 분산만이 이 최적 헤지비율인 
, 

,


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여하게 된다(이때 파생상품 거래비용은 미

미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조달 모형의 분산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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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는 
, 

, 
를 도출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 하는 결과가 된

다. 따라서 조달비용의 분산과 분산을 최소화 하는 식은 식 (12),

(13)과 같다.

(12)   
 

 

 


 








여기서    를 나타내고, 이 기업이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 계획하는 시점에서의 옥수수 선물가격과 밀선물의 가격을 나

타낸다. 여기서 최소 분산이 되는 최적 헤지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1

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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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3)~(15)를 정리하면 식 (16)~(18)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

다.

(16) 
     

(17)  
     

(18)   
   

식 (16)~(18)을 각각 
 , 

 , 
로 각각 나누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19) 










 





 





 





 


(20) 



 












 





 





 


(21) 



 





 












 





 


또한 도출된 식 (19)~(21)을 행렬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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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      ,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행렬식이 도출된다.

(22)











 
 
 















































식 (22)에서 
, 

, 
를 도출하기 위해 크레머 법칙(Cramer’s

Rule)을 사용한다면,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23) 
 






























(24) 
 
































- 18 -

(25) 
 





























위와 같은 행렬식을 통해서 도출한 
, 

, 
는 세 가지 위험요소

를 동시에 고려한 복합헤징의 최적 헤지비율을 나타낸다. 결국 복합

헤징의 최적비율은 각각의 위험요소들의 현물과 선물의 분산과 공

분산의 관계를 포함시켜 추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밀과 옥수수 선물의 관계인  




를 추정한다

고 가정하면,       에 대한

회귀를 통해서을 도출할 수 있다.

2) 분리헤징(separate hedging)의 최적 헤지비율

도출

앞에서 본 복합헤징과 다르게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각각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을 활용하여 분리헤징으로 최적 헤지비율을 도

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분리헤징의 최적 헤지비율을 도출할

때에는 현물가격은 수준변수를 사용하고, 선물가격은 차분변수를 사

용하여 도출한다. 따라서 하나의 현물에 대응되는 선물의 가격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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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최적 헤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26)     

(27)     

(28)

        

상기 식(26)~(28)의 회귀식으로부터 도출하는 , , 은 각각의

의 위험요소만을 고려하여 분리헤징 하였을 때의 최적 헤지비율을

나타낸다.

제 2 절 분석자료

최적 헤지비율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는 옥수수와 밀, 환율을 현

물가격과 선물가격이고, 대상 기간은 2005년 1월에서 2015년 12월까

지 총 13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조달 모형에서 설명변수가 되는 옥

수수와 밀의 현물가격은 관세청의 월간 수입중량과 수입금액 자료

를 활용하여 가공한 평균 수입가격(달러/톤)을 사용하였다. 이 가격

은 CIF조건으로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구에서 사용하는 현물가격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현

물가격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의 농산물 수입가공업체가 현실에서 직접 직면하는 가격이기 때문

에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가공업체의 최적 헤지비율에 대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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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현물가격으로 사용된 옥수수의 경우 HS코드가 1005909000인 옥

수수 기타 품목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밀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HS코드가 1001909030으로 분류되어있는 제분용을 가격

자료로 사용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HS코드가 개정되어 HS코드

1001992090인 제분용-기타 품목을 가격자료로 사용하였다. 옥수수와

밀의 선물가격자료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CBOT(Chicago

Board of Trade)의 옥수수와 밀 최근월물 선물가격의 매일의 종가

를 월별 평균한 가격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원/달러 환율을 경우에

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일별 매매기준율 환율을 월별 평균하여

자료로 사용하였고, 원/달러 선물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제공하는 일별 최근월물 선물가격자료를 월별 평균하여 가격자료로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통계량

옥수수
현물
가격
(달러/
톤)

밀
현물
가격
(달러/
톤)

옥수수
선물
가격
(달러/
톤)

밀
선물
가격
(달러/
톤)

원달러
환율

원달러
선물

표본수 132 132 132 132 132 132

평균 259.04 325.1 176.07 217.48 1086.96 1087.347

표준
편차 72.72 87.45 64.35 62.22 110.23 110.4145

최솟값 138.15 198.08 75.98 109.98 915.86 914.19

최댓값 379.27 625.16 316.32 402.82 1461.98 1453.54

왜도 -0.06 0.68 0.42 0.36 0.79 0.77

<표 2-3> 기초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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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성 검정(normality test)은 Bera-Jarque test를 통하여 진행하

였고, 밀 선물가격은 검정통계량이 3.15로 95% 유의수준인 임계치인

5.99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변수의 분포가 정규분포라는 귀무가설

을 기각할 수 없고, 그 외 밀 선물가격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검

정의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를 시계열 그래프로 다음과 같다.

<그림 2-1> 옥수수 현물 및 선물가격 추이

첨도 1.87 3.62 2.14 2.82 4.09 4.07

정규성
검정 27.26 10.18 12.51 3.15** 14.02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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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밀 현물 및 선물가격 추이

<그림 2-3> 월/달러 환율 및 선물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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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결과

제 1 절 헤징형태별 평균 조달비용 및 조달

비용의 표준편차

(1)    
  
   

일반적으로 매수헤징의 기본 모형은 로 정의된다. 이

때 는 현물가격의 변화분, 는 선물가격의 변화분 그리고 는

헤지비율을 나타낸다.  앞의 기호는 (+)일 때 매수, (-)일 때 매도

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조달모형을 식 (1)과 같이 정의했기 때문

에 와 형태와 비교해 본다면 헤지 비율은   (단,

=1, 2, 3)이다. 따라서 추정한 결과가 음(-)으로 도출된다면 헤징주

체가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고, 양(+)으로 도출된다면 매도포지

션을 취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에서는 농산물 수입가공업체가 실제로 농산물이 필요하여 조

달하는 시점을 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의 6개월 후 시점이

라고 가정한다(헤징기간 6개월). 또한 결과에는 옥수수와 밀을 각각

1톤씩 조달할 때 헤징형태에 따른 옥수수 헤지비율(), 밀 헤지비율

(), 외환 헤지비율(), 조달 평균비용과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그 중 OLS분리헤징과 OLS복합헤징의 헤지비율은 조달모형에서 도

출한 최적 헤지비율고 이를 통해 조달 평균비용과 표준편차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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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제2장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에서 고려된 헤징 방식은

위험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헤징, 각 위험요소에 대해서 현물

포지션만큼과 같은 양의 포지션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1:1헤징, 마

지막으로 OLS방법을 통해 도출한 최적(최소분산) 헤지비율을 사용

하는 OLS 헤징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OLS 헤징

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OLS 분리헤징(seperate

Hedging)과 OLS 복합헤징(complex Hedging)이 있다.

1. 무헤징 및 1:1헤징 결과 분석

구분

옥수수
헤지비율
()

밀
헤지비율
()

외환
헤지비율
()

조달비용
평균
(원)

변화율
(%)

무헤징 0 0 0 -639,560.8 0.00

1:1헤징
(옥수수)

-1.0000 0 0 -648,385.1 1.38

1:1 헤징
(밀)

0 -1.0000 0 -648,070.8 1.33

1:1헤징
(옥수수,
밀)

-1.0000 -1.0000 0 -643,918.5 0.68

1:1헤징
(옥수수,
환율)

-1.0000 0 1.0000 -651,142 1.81

<표 3-1> 무헤징 및 1:1헤징 평균 조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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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헤징이라는 것은 헤징을 옥수수, 밀 등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인 옥수수, 밀 현물 가격변동 위험과 환율 변

1:1헤징
(밀, 환율)

0 -1.0000 1.0000 -652,021.8 1.95

1:1헤징
(옥수수,
밀, 환율)

-1.0000 -1.0000 1.0000 -650,626.4 1.73

구분

옥수수
헤지비율
()

밀
헤지비율
()

외환
헤지비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율
(%)

무헤징 0 0 0 191,353.5 0.00

1:1헤징
(옥수수)

-1.0000 0 0 193,575.7 1.16

1:1 헤징
(밀)

0 -1.0000 0 204,761.9 7.01

1:1헤징
(옥수수,
밀)

-1.0000 -1.0000 0 218,224.7 14.04

1:1헤징
(옥수수,
환율)

-1.0000 0 1.0000 203,739.6 6.47

1:1헤징
(밀, 환율)

0 -1.0000 1.0000 218,073.8 13.96

1:1헤징
(옥수수,
밀, 환율)

-1.0000 -1.0000 1.0000 242,231.6 26.59

<표 3-2> 무헤징 및 1:1헤징 조달비용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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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험 등 가격 위험에 대한 헤징을 전혀 하지 않고 원료를 조달

할 때를 일컫는다. 이때의 조달의 평균비용은 약 640천원에 이르고

표준편차는 약 191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헤징(full hedging)은 헤징주체가 위험에 대해 헤징을 행할 때

현물포지션과 동일한 양의 선물포지션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1:1 헤징을 했을 때 취하는 포지션에 따라 헤지비

율은 매수시 –1, 매도시 1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옥수수, 밀을 1톤

씩 수입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옥수수, 밀, 환율에 대해서 각각

옥수수 1톤, 밀 1톤과 그에 해당하는 환율과 같은 크기의 선물포지

션을 매수한다. 따라서 옥수수와 밀의 헤지비율은 -1이 된다. 그러

나 환율의 경우에는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입대금을 달러로 결제

해야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위험이다. 따라서 매도헤지를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환율의 헤

지비율은 1이 된다.

무헤징과 1:1 헤징의 결과는 위 표에서 볼 수 있다. 무헤징의 경

우에는 평균 조달비용이 약 640천원으로 나타났고, 조달비용의 표준

편차는 약 191천원으로 나타났다. 무헤징과 1:1헤징을 비교했을 때

평균 조달비용 측면에서는 헤징 대상이 늘어날수록 조달비용이 대

체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조달 비용의 표준편차의 경우에

도 헤징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체적으로 표준편차가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무헤징일 때 보다 모든 위험을 1:1로 헤징했을 때의

평균 조달비용은 약 1.73%증가하였고, 조달비용의 표준편차는

26.59%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1:1로 헤징을 하

는 것보다는 오히려 헤징을 하지 않는 것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더

욱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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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LS 분리헤징 결과 분석

(26)     

(27)     

(28)

        

앞의 2장 1절에서 논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의 식 (26), (27),

(28)의 회귀식을 통해서 각 위험에 대한 최적 헤지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 회귀식을 통해서 도출된 (옥수수 선물 최적 헤지비율),

(밀 선물 최적 헤지비율), (원/달러 선물 최적 헤지비율)는 각각

–0.2419, -0.4564, 1.4562이다. 즉, 옥수수의 경우 1톤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옥수수 선물을 0.2419톤만큼을 매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밀의 경우 0.4564톤을 매수하고, 환율의 경우 총 구매금액의

1.4362의 비율만큼의 원/달러 선물매도를 통해서 헤징하는 것이 최

적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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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옥수수
헤지비율
()

밀
헤지비율
()

환
헤지비율
()

조달비용
평균
(원)

변화율

(%)

무헤징 0 0 0 -639,560.8 0.00

분리 OLS
(옥수수)

-0.2419 0 0 -653,541.9 2.19

분리 OLS
(옥수수,
환율)

-0.2419 0 1.4562 -649,095.3 1.49

분리
OLS(밀)

0 -0.4564 0 -654,575.8 2.35

분리 OLS
(밀, 환율)

0 -0.4564 1.4562 -654,575.8 2.35

분리 OLS
(옥수수,
밀)

-0.2419 -0.4564 0 -655,580.3 2.50

분리 OLS
(옥수수,
밀, 환율)

-0.2419 -0.4564 1.4562 -651,133.7 1.81

<표 3-3> 헤징대상별 OLS 분리헤징 평균 조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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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도출한 각각의 위험에 대한 OLS 분리헤징의 최적 헤지비

율을 바탕으로 구한 결과는 위 표와 같다. OLS 분리헤징의 방법을

통해서 헤지한 경우, 평균 조달비용이 가장 적게 나타난 헤징방법은

옥수수와 환율에 대한 헤징을 했을 때였다. 이때 평균 조달비용이

약 649천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헤지를 하

지 않았을 때보다 평균 조달비용이 약 1.49% 증가한 수치였다. 반면

구분

옥수수
헤지비율
()

밀
헤지비율
()

환
헤지비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율

(%)

무헤징 0 0 0 191,353.5 0.00

분리 OLS
(옥수수)

-0.2419 0 0 186,091.8 -2.75

분리 OLS
(옥수수,
환율)

-0.2419 0 1.4562 170,091.6 -11.11

분리 OLS
(밀)

0 -0.4564 0 165,731.8 -13.39

분리 OLS
(밀, 환율)

0 -0.4564 1.4562 181,678.2 -5.06

분리 OLS
(옥수수,
밀)

-0.2419 -0.4564 0 165,873.6 -13.32

분리 OLS
(옥수수,
밀, 환율)

-0.2419 -0.4564 1.4562 166,707.9 -12.88

<표 3-4> 헤징대상별 OLS 분리헤징 조달비용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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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변동성의 측면에서는 밀에 대해서 OLS 분

리헤징을 했을 때의 결과가 약 166천원으로 가장 좋았는데, 이는 무

헤징일 때보다 약 13.39%가 줄어든 결과였다.

결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OLS 분리헤징의 방법은 평균 조달비용과 조달비용 표준편

차의 측면에서 어떠한 일정한 추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어

떠한 위험이라도 헤징을 했을 경우 헤징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변

동성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OLS 복합헤징 결과 분석

구분

옥수수
헤지비율
()

밀
헤지비율
()

환
헤지비율
()

조달비용
평균
(원)

변화율

(%)

무헤징 0 0 0 -639,560.8 0.00

복합 OLS
(옥수수)

-1.4480 0 0 -651,689.7 1.90

복합 OLS
(옥수수,
환율)

-1.4480 0 -0.0081 -651,635.3 1.89

복합 OLS
(밀)

0 2.4380 0 -649,206.4 1.51

복합 OLS
(밀, 환율)

0 2.4380 -0.0081 -649,152 1.50

<표 3-5> 헤징대상별 OLS 복합헤징 평균 조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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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OLS
(옥수수,
밀)

-1.4480 2.4380 0 -648,358.7 1.38

복합 OLS
(옥수수,
밀, 환율)

-1.4480 2.4380 -0.0081 -648,304.3 1.37

구분

옥수수
헤지비율
()

밀
헤지비율
()

환
헤지비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율

(%)

무헤징 0 0 0 191,353.5 0.00

복합 OLS
(옥수수)

-1.4480 0 0 204,381 6.81

복합 OLS
(옥수수,
환율)

-1.4480 0 -0.0081 204,210.9 6.72

복합 OLS
(밀)

0 2.4380 0 196,820.2 2.86

복합 OLS
(밀, 환율)

0 2.4380 -0.0081 196,686.5 2.79

복합 OLS
(옥수수,
밀)

-1.4480 2.4380 0 183,188.6 -4.27

복합 OLS
(옥수수,
밀, 환율)

-1.4480 2.4380 -0.0081 183,034.4 -4.35

<표 3-6> 헤징대상별 OLS 복합헤징 조달비용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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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제2장 1절의 방법으로 도출한 OLS 복합헤징의 최적 헤지비

율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는 위 표와 같다. 위 표에서 나타난 OLS

복합헤징의 최적 헤지비율은 다른 헤징방법의 헤지비율과 다르게

각 시점에서 나타난 최적 헤지비율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내었는데,

이는 앞의 식 (23)~(25)에서 알 수 있듯이 OLS 복합헤징의 최적 헤

지비율 
, 

, 
이 각 시점마다 다른   의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시점마다 최적 헤지비율이 달라진다.

OLS 복합헤징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LS 복합헤징의

방법으로 도출한 평균 조달비용은 옥수수, 밀, 환율 모두에 대해서

헤징을 한 경우 약 648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비록 무헤

징인 경우보다는 약 1.37% 높은 수치였지만, 다른 어떠한 OLS 복합

헤징, OLS 분리헤징의 방법보다 낮은 평균 비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OLS 복합헤징 방법으로 세 가지 모든 위험에 대해

헤지한 방법의 표준편차는 약 183천원으로 OLS 복합헤징 방법 가

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무헤징일 때 조달비용의

표준편차보다 약 4.35% 줄어든 결과였다.

제 2 절 헤징기간별 평균 조달비용 및 조달

비용의 표준편차

앞 절에서는 헤징기간을 6개월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헤징형태

별로 결과를 비교했다면, 이번 절에서는 옥수수, 밀, 환율에 대해서

모두 헤지할 때 헤징방법을 OLS 분리헤징과 OLS 복합헤징으로 고

정시키고 헤징시간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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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LS 분리헤징 기간별 결과 분석

헤징기간
(개월)

옥수수
헤지비율
()

밀
헤지비율
()

환
헤지비율
()

조달비용
평균
(원)

변화율
(%)

1 -0.7747 -0.6871 1.5761 -641712.5 0.00

2 -0.5776 -0.6743 1.4264 -644078.4 0.37

3 -0.4997 -0.6864 1.4185 -646339.2 0.72

4 -0.4183 -0.6784 1.4416 -648149.1 1.00

5 -0.3140 -0.6021 1.4515 -649582.4 1.23

6 -0.2419 -0.4564 1.4603 -651133.7 1.47

7 -0.1371 -0.3360 1.4786 -652464.5 1.68

8 -0.0446 -0.2419 1.4784 -653829.1 1.89

9 0.0261 -0.1505 1.4400 -655348.6 2.12

10 0.0951 -0.0487 1.3664 -656744.8 2.34

11 0.1516 0.0494 1.3059 -658086.4 2.55

12 0.1896 0.1344 1.2543 -659504.1 2.77

<표 3-7> 헤징기간별 OLS 분리헤징 평균 조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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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징기간에 따른 OLS 분리헤징의 결과는 위의 <표 3-7>, <표

3-8>과 같다. 헤징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달비용은 점점 증

가하였고 최장 12개월로 가져갔을 때 헤징기간이 1개월일 때보다

조달비용이 약 2.77% 증가하였다. 반면 조달비용의 표준편차는 헤징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헤징기간이 1개월일 때 보다 12개월로 했을 때 표준편차가 약

13%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헤징기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조달비용의 변화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즉 헤징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기업이 가공을 위해 수입

농산물을 조달 시 직면하는 가격위험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

헤징기간
(개월)

옥수수
헤지비율
()

밀
헤지비율
()

환
헤지비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율
(%)

1 -0.7747 -0.6871 1.5761 185051.3 0.00

2 -0.5776 -0.6743 1.4264 179843.2 -2.81

3 -0.4997 -0.6864 1.4185 174202.7 -5.86

4 -0.4183 -0.6784 1.4416 169248.1 -8.54

5 -0.3140 -0.6021 1.4515 167088.3 -9.71

6 -0.2419 -0.4564 1.4603 166707.9 -9.91

7 -0.1371 -0.3360 1.4786 166409.5 -10.07

8 -0.0446 -0.2419 1.4784 165717.9 -10.45

9 0.0261 -0.1505 1.4400 164758.8 -10.97

10 0.0951 -0.0487 1.3664 163814.4 -11.48

11 0.1516 0.0494 1.3059 162401.7 -12.24

12 0.1896 0.1344 1.2543 160507.0 -13.26

<표 3-8> 헤징기간별 OLS 분리헤징 조달비용의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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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각 위험에 대한 헤지비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옥수수 선물의

헤지비율()의 경우에는 헤징기간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매수포

지션이 점점 감소하였고, 헤징기간을 9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시에는

오히려 옥수수 선물을 매수포지션에서 매도포지션으로 바꾸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밀 선물의 헤지비율()에서도 나

타났는데, 그 정도는 옥수수 선물의 헤지비율보다 덜하였다. 밀 선

물의 경우에는 헤지 기간을 1개월부터 10개월까지는 계속 매수포지

션을 취하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고, 11개월 이상 헤징을 하게 된

다면 매수포지션에서 매도포지션으로 바꾸는 것이 최적으로 나타났

다. 원/달러 선물의 경우에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헤징기간을 변

화시키더라도 포지션에는 변함이 없는 매도포지션이었고, 그 비율

()은 헤징기간이 1개월일 때 1.5671, 점점 감소하여 헤징기간이 12

개월일 때 1.2543로 감소하였다.

<그림 3-1> OLS 분리헤징의 평균 조달비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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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OLS 분리헤징의 평균 조달비용의 표준편차 추이

<그림 3-3> OLS 분리헤징의 최적 헤지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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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LS 복합헤징 기간별 결과 분석

헤징기간
(개월)

옥수수
헤지비율
()

밀
헤지비율
()

환
헤지비율
()

조달비용
평균
(원)

변화율
(%)

1 1.1308 1.9835 -0.0186 -641354.8 0.00

2 0.4471 1.9369 -0.0135 -642347.1 0.15

3 -0.3433 2.3332 -0.0122 -642889.2 0.24

4 -1.0115 2.7855 -0.0112 -643578.0 0.35

5 -1.4476 2.8550 -0.0097 -645333.8 0.62

6 -1.4480 2.4381 -0.0081 -648304.3 1.08

7 -1.6188 2.0620 -0.0068 -651068.8 1.51

8 -1.8619 1.8635 -0.0061 -654110.3 1.99

9 -2.0562 1.7674 -0.0056 -657489.0 2.52

10 -2.1927 1.6421 -0.0051 -660979.8 3.06

11 -2.1342 1.3702 -0.0045 -664821.5 3.66

12 -1.9355 1.0350 -0.0040 -668841.4 4.29

<표 3-9> 헤징기간별 OLS 복합헤징 평균 조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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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OLS 복합헤징의 결과는 위의 <표 3-9>, <표 3-10>과

같다. OLS 복합헤징의 결과는 OLS 분리헤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달비용의 평균은 점점 증가한 반면,

조달비용의 표준편차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헤징기간

을 12개월로 가져갔을 때 평균 조달비용의 변화는 헤징기간이 1개

월일 때 보다 약 4% 이상 증가하였고, 조달비용의 표준편차는 헤징

기간을 12개월로 했을 때 헤징기간이 1개월일 때보다 약 7%이상 감

소하였다.

OLS 복합헤징에서 옥수수 선물의 포지션은 헤징기간이 1, 2개월

등 단기일 경우에는 오히려 평균적으로 매수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헤징기간
(개월)

옥수수
헤지비율
()

밀
헤지비율
()

환
헤지비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율
(%)

1 1.1308 1.9835 -0.0186 191391.5 0.00

2 0.4471 1.9369 -0.0135 189911.4 -0.77

3 -0.3433 2.3332 -0.0122 188182.2 -1.68

4 -1.0115 2.7855 -0.0112 188976.4 -1.26

5 -1.4476 2.8550 -0.0097 187093.4 -2.25

6 -1.4480 2.4381 -0.0081 183034.4 -4.37

7 -1.6188 2.0620 -0.0068 178931.6 -6.51

8 -1.8619 1.8635 -0.0061 176746.0 -7.65

9 -2.0562 1.7674 -0.0056 175690.5 -8.20

10 -2.1927 1.6421 -0.0051 174989.4 -8.57

11 -2.1342 1.3702 -0.0045 175896.7 -8.10

12 -1.9355 1.0350 -0.0040 177243.1 -7.39

<표 3-10> 헤징기간별 OLS 복합헤징 조달비용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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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상의 기간에는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것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옥수수 선물의 최적 헤지비율()

은 헤징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헤

징기간이 10개월 이상되면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밀 선

물의 경우에는 헤징기간이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적 헤지비율( )은

옥수수 선물과 마찬가지로 헤징기간에 따라 늘어났다가 헤징기간이

5개월 이상이 되면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원/달러 선물의

경우에는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헤징기간 동안 매수포지션이 최적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옥수수와 밀과 달리 그 최적 헤지비율은 거

의 0에 근접하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OLS 복합헤징의 평균 조달비용 추이



- 40 -

<그림 3-5> OLS 복합헤징의 평균 조달비용의 표준편차 추이

<그림 3-6> OLS 복합헤징의 최적 헤지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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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요약 및 결론

해외에서 농산물을 원료로 수입하여 가공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수입 농산물의 가격 변동 및 환율 변동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이

러한 수입가격과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자신들의 조달비용이 변동

하게 된다. 조달비용의 변동은 기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거래소

에 상장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사용하거나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

는 등 기업의 자체적인 전략에 따라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을 위해 해외에서 옥수수와 밀을 각각 1톤씩

수입하는 업체를 가정하여 이 업체가 직면하는 가격 위험인 옥수수

와 밀의 가격 변동과 환율의 변동을 헤지하기 위해 매수 또는 매도

해야하는 선물의 최적 헤지비율과 그에 따른 평균 조달비용 및 조

달비용의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200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월간 현물 및 선물가격 데이터

를 사용하였고, 이 데이터를 모든 위험이 고려된 조달모형에 적용하

여 위험을 헤지하였을 때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였다.

헤징기간을 6개월로 고정시키고 헤징방법을 변화시켰을 때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무헤징과 1:1헤징일 때의 결과를 살펴보

면 무헤징일 때 평균 조달비용이 약 640천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동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조달비용의 표준편차도

역시 무헤징일 때 약 191천원으로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1:1 헤징하는 것 보다 오히려 헤징을 하지 않는 것이 평균 조

달비용의 측면과 변동 위험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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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OLS 분리헤징의 방법으로 헤지비율을 계측하여 적용한

결과의 경우 평균 조달비용은 옥수수, 환율에 관해서만 헤징했을 때

약 649천원으로 평균 조달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

매수해야 되는 옥수수 선물의 비율은 현물포지션 대비 0.2419이었고

매도해야 되는 원/달러 선물의 비율은 현물포지션 대비 1.4562였다.

또한 조달비용의 표준편차의 경우에는 OLS 분리헤징의 헤지비율로

밀을 헤지했을 때의 결과가 약 166천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로 OLS 복합헤징의 경우에는 옥수수, 밀, 환율에 대해서 모

두 헤징을 시행한 것의 평균 조달비용이 약 648천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고, 조달비용의 표준편차 또한 약 183천원으로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헤징일 때에 비해서 평균조달 비용은 약

1.37%보다 증가하였지만, 조달비용의 표준편차는 약 4.35% 감소한

결과이다. 따라서 OLS 복합헤징의 방법으로 헤징비율을 도출할 때

에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헤지했을 경우가 가장 결과가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헤징기간을 6개월로 고정시킨 모형에서 가장 최적의

헤징 전략은 평균 조달비용이 약 640천원으로 도출된 헤징을 하지

않는 전략이 가장 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변동 위험의 측면에서

는 OLS 분리헤징 방법을 적용하여 밀에 대해 헤징을 시행한 전략

이 약 166천원으로 가장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OLS 분리헤징과 OLS 복합헤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OLS 분리헤징과 OLS 복합헤징 두 가지 전략 모두 헤징기간

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달비용의 표준편차, 즉 위험은 대체적으

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헤징기간을 장기로 하면

할수록 평균 조달비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LS 분리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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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최적 헤징기간은 위험의 측면에서 헤징기간을 12개월로 하

는 전략의 표준편차가 약 161천원으로 가장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

고, OLS 복합헤징의 경우에는 헤징기간을 10개월로 하는 전략이 약

175천원으로 최적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을 바탕으로 도출한

헤징의 결과는 헤징을 했을 경우의 평균 조달비용은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헤징을 했을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인 조달비용의 변동성도 줄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헤징기간이 늘어날 때 대체로 이

러한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농산물을 수

입가공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미래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재무구

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농산물 수

입가격 및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헤징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과 한계점으로

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 헤지비율의 추정에 있어서 시

간-불변의 OLS 분리헤징, OLS 복합헤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나

더욱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계열 모형을 활용한 시간-가변적

분석 기법을 통하여 최적 헤지비율과 헤징결과를 정량적으로 도출

하여 시간-불변과 시간-가변의 최적 헤지비율을 비교해 볼 필요성

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유연탄, 원유 등에

에너지 자원에 적용되어 있었던 논의와 대체적으로 해외의 현지 시

장 및 가격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온 연구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옥

수수와 밀 등의 농산물에 적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단순히 현물만의 가격이 아니라 수입할 때 소요되는

보험료와 운임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선물가격보다 현물가격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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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현상이 나타나는 우리나라 수입

농산물 현물시장의 가격을 반영하여 최적 헤지비율 및 조달비용을

분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나아가 농산물 수입가공업체의 헤징

전략수립에 있어서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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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음은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헤징기간 6개월을 제외한 각 기간

에 따른 헤징대상별, 헤징방법별 평균 조달비용과 조달비용 표준편

차를 나타냈다.

구분
평균
조달비용
(원)

변화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율
(%)

무헤징 -639560.8 0.00 191353.5 0.00

1:1헤징(옥수수) -640825 0.20 192947.7 0.83

1:1 헤징 (밀) -640813.8 0.00 194457.8 0.78

1:1헤징 (옥수수, 밀) -640138.1 -0.11 197371 1.50

1:1헤징 (옥수수, 환율) -641181.5 0.16 194595.4 -1.41

1:1헤징 (밀, 환율) -641298.1 0.02 196638.2 1.05

1:1헤징 (옥수수, 밀, 환율) -640978.9 -0.05 201371.4 2.41

분리 OLS (옥수수) -642024.2 0.16 189938.6 -5.68

분리 OLS (옥수수, 환율) -641240.6 -0.12 185938.5 -2.11

분리 OLS (밀) -641189.1 -0.01 185441.7 -0.27

분리 OLS (밀, 환율) -641972.7 0.12 189411.7 2.14

분리 OLS (옥수수, 밀) -642496.1 0.08 189000.4 -0.22

분리 OLS (옥수수, 밀, 환율) -641712.5 -0.12 185051.3 -2.09

복합 OLS (옥수수) -641994 0.04 190042.9 2.70

복합 OLS (옥수수, 환율) -641978.4 0.00 189976.1 -0.04

복합 OLS (밀) -640877.1 -0.17 190000.7 0.01

복합 OLS (밀, 환율) -640861.5 0.00 189936.7 -0.03

복합 OLS (옥수수, 밀) -641370.4 0.08 191454.3 0.80

복합 OLS (옥수수, 밀, 환율) -641354.8 0.00 191391.5 -0.03

<부표 1> 헤징기간 1개월시 평균 조달비용 및 표준편차



- 48 -

구분
평균
조달비용
(원)

변화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율
(%)

무헤징 -639560.8 0.00 191353.5 0.00

1:1헤징(옥수수) -643662.8 0.64 194942.5 1.88

1:1 헤징 (밀) -643568.1 -0.01 200830 3.02

1:1헤징 (옥수수, 밀) -641534.9 -0.32 209175.5 4.16

<부표 3> 헤징기간 3개월시 평균 조달비용 및 표준편차

구분
평균
조달비용
(원)

변화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율
(%)

무헤징 -639560.8 0.00 191353.5 0.00

1:1헤징(옥수수) -642217 0.42 194136.9 1.45

1:1 헤징 (밀) -642118.6 -0.02 197951.2 1.96

1:1헤징 (옥수수, 밀) -640780.3 -0.21 203727 2.92

1:1헤징 (옥수수, 환율) -642981.3 0.34 197787 -2.92

1:1헤징 (밀, 환율) -643188.5 0.03 202930.7 2.60

1:1헤징 (옥수수, 밀, 환율) -642614.5 -0.09 212698.9 4.81

분리 OLS (옥수수) -644328.4 0.27 189063.4 -11.11

분리 OLS (옥수수, 환율) -643109.6 -0.19 181722.8 -3.88

분리 OLS (밀) -643305.3 0.03 180068.9 -0.91

분리 OLS (밀, 환율) -644524.1 0.19 187284 4.01

분리 OLS (옥수수, 밀) -645297.1 0.12 187060 -0.12

분리 OLS (옥수수, 밀, 환율) -644078.4 -0.19 179843.2 -3.86

복합 OLS (옥수수) -643832.8 -0.04 189332.1 5.28

복합 OLS (옥수수, 환율) -643808.1 0.00 189222.8 -0.06

복합 OLS (밀) -642094.3 -0.27 188700.3 -0.28

복합 OLS (밀, 환율) -642069.6 0.00 188601.6 -0.05

복합 OLS (옥수수, 밀) -642371.9 0.05 190009.4 0.75

복합 OLS (옥수수, 밀, 환율) -642347.1 0.00 189911.4 -0.05

<부표 2> 헤징기간 2개월시 평균 조달비용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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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헤징 (옥수수, 환율) -644866.9 0.52 200741.5 -4.03

1:1헤징 (밀, 환율) -645234.3 0.06 208441 3.84

1:1헤징 (옥수수, 밀, 환율) -644405.2 -0.13 222940.6 6.96

분리 OLS (옥수수) -646712 0.36 188240.4 -15.56

분리 OLS (옥수수, 환율) -644878.6 -0.28 177219.5 -5.85

분리 OLS (밀) -645323.1 0.07 174009.5 -1.81

분리 OLS (밀, 환율) -647156.5 0.28 185041 6.34

분리 OLS (옥수수, 밀) -648172.6 0.16 185176 0.07

분리 OLS (옥수수, 밀, 환율) -646339.2 -0.28 174202.7 -5.93

복합 OLS (옥수수) -645435.6 -0.14 190708.6 9.48

복합 OLS (옥수수, 환율) -645400.5 -0.01 190553.9 -0.08

복합 OLS (밀) -643184.7 -0.34 189843.6 -0.37

복합 OLS (밀, 환율) -643149.6 -0.01 189707 -0.07

복합 OLS (옥수수, 밀) -642924.3 -0.04 188320.7 -0.73

복합 OLS (옥수수, 밀, 환율) -642889.2 -0.01 188182.2 -0.07

구분
평균
조달비용
(원)

변화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율
(%)

무헤징 -639560.8 0.00 191353.5 0.00

1:1헤징(옥수수) -645124.7 0.87 195463.3 2.15

1:1 헤징 (밀) -645003.1 -0.02 203338.6 4.03

1:1헤징 (옥수수, 밀) -642241.1 -0.43 214111 5.30

1:1헤징 (옥수수, 환율) -646876.7 0.72 203191.6 -5.10

1:1헤징 (밀, 환율) -647341.2 0.07 212950.9 4.80

1:1헤징 (옥수수, 밀, 환율) -646331.2 -0.16 231741.7 8.82

분리 OLS (옥수수) -649042 0.42 187485.4 -19.10

분리 OLS (옥수수, 환율) -646192.9 -0.44 173551.1 -7.43

분리 OLS (밀) -646993.8 0.12 168629.5 -2.84

분리 OLS (밀, 환율) -649842.8 0.44 182895.1 8.46

분리 OLS (옥수수, 밀) -650998.1 0.18 183403.5 0.28

<부표 4> 헤징기간 4개월시 평균 조달비용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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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OLS (옥수수, 밀, 환율) -648149.1 -0.44 169248.1 -7.72

복합 OLS (옥수수) -647078.9 -0.17 196963.4 16.38

복합 OLS (옥수수, 환율) -647033.3 -0.01 196780.7 -0.09

복합 OLS (밀) -644431.4 -0.40 195914.5 -0.44

복합 OLS (밀, 환율) -644385.8 -0.01 195757.5 -0.08

복합 OLS (옥수수, 밀) -643623.6 -0.12 189145.4 -3.38

복합 OLS (옥수수, 밀, 환율) -643578 -0.01 188976.4 -0.09

구분
평균
조달비용
(원)

변화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율
(%)

무헤징 -639560.8 0.00 191353.5 0.00

1:1헤징(옥수수) -646822.6 1.14 194859 1.83

1:1 헤징 (밀) -646623.7 -0.03 204306.3 4.85

1:1헤징 (옥수수, 밀) -643248.7 -0.52 216837.2 6.13

1:1헤징 (옥수수, 환율) -649120.5 0.91 204021.3 -5.91

1:1헤징 (밀, 환율) -649733.2 0.09 215679.3 5.71

1:1헤징 (옥수수, 밀, 환율) -648656.1 -0.17 237682.4 10.20

분리 OLS (옥수수) -651257.2 0.40 186836.4 -21.39

분리 OLS (옥수수, 환율) -647430.5 -0.59 171428.9 -8.25

분리 OLS (밀) -648522.7 0.17 166152.2 -3.08

분리 OLS (밀, 환율) -652349.5 0.59 181844.1 9.44

분리 OLS (옥수수, 밀) -653409.2 0.16 182666.8 0.45

분리 OLS (옥수수, 밀, 환율) -649582.4 -0.59 167088.3 -8.53

복합 OLS (옥수수) -649290.1 -0.04 204774.6 22.55

복합 OLS (옥수수, 환율) -649237.6 -0.01 204591.6 -0.09

복합 OLS (밀) -646293.8 -0.45 200922.4 -1.79

복합 OLS (밀, 환율) -646241.2 -0.01 200770.6 -0.08

복합 OLS (옥수수, 밀) -645386.3 -0.13 187267.4 -6.73

복합 OLS (옥수수, 밀, 환율) -645333.8 -0.01 187093.4 -0.09

<부표 5> 헤징기간 5개월시 평균 조달비용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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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조달비용
(원)

변화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율
(%)

무헤징 -639560.8 0.00 191353.5 0.00

1:1헤징(옥수수) -650177.4 1.66 191013.5 -0.18

1:1 헤징 (밀) -649682.8 -0.08 205052.3 7.35

1:1헤징 (옥수수, 밀) -644993.5 -0.72 218394.4 6.51

1:1헤징 (옥수수, 환율) -653287.7 1.29 201925.5 -7.54

1:1헤징 (밀, 환율) -654500.2 0.19 220828.9 9.36

1:1헤징 (옥수수, 밀, 환율) -652921.3 -0.24 246022.4 11.41

분리 OLS (옥수수) -655509.4 0.40 185277 -24.69

분리 OLS (옥수수, 환율) -650722.4 -0.73 168886.8 -8.85

분리 OLS (밀) -651821.7 0.17 165589.3 -1.95

분리 OLS (밀, 환율) -656608.7 0.73 181621.9 9.68

분리 OLS (옥수수, 밀) -657251.4 0.10 182334.7 0.39

분리 OLS (옥수수, 밀, 환율) -652464.5 -0.73 166409.5 -8.73

복합 OLS (옥수수) -654482.7 0.31 206000.8 23.79

복합 OLS (옥수수, 환율) -654428.5 -0.01 205844.5 -0.08

복합 OLS (밀) -651506.9 -0.45 192694.1 -6.39

복합 OLS (밀, 환율) -651452.7 -0.01 192584.4 -0.06

복합 OLS (옥수수, 밀) -651123 -0.05 179060.8 -7.02

복합 OLS (옥수수, 밀, 환율) -651068.8 -0.01 178931.6 -0.07

<부표 6> 헤징기간 7개월시 평균 조달비용 및 표준편차

구분
평균
조달비용
(원)

변화율
(%)

평균
조달비용
(원)

변화율
(%)

무헤징 -639560.8 0.00 191353.5 0.00

1:1헤징(옥수수) -651998.6 1.94 188017.6 -1.74

1:1 헤징 (밀) -651427.5 -0.09 204355.8 8.69

1:1헤징 (옥수수, 밀) -646153.5 -0.81 217679.4 6.52

<부표 7> 헤징기간 8개월시 평균 조달비용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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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헤징 (옥수수, 환율) -655377 1.43 199416.4 -8.39

1:1헤징 (밀, 환율) -656988.6 0.25 222379 11.51

1:1헤징 (옥수수, 밀, 환율) -655093.1 -0.29 248342.4 11.68

분리 OLS (옥수수) -657507.6 0.37 183969.3 -25.92

분리 OLS (옥수수, 환율) -652415.2 -0.77 167444.6 -8.98

분리 OLS (밀) -653593.9 0.18 165360.4 -1.24

분리 OLS (밀, 환율) -658686.3 0.78 181450 9.73

분리 OLS (옥수수, 밀) -658921.5 0.04 181767.4 0.17

분리 OLS (옥수수, 밀, 환율) -653829.1 -0.77 165717.9 -8.83

복합 OLS (옥수수) -657772.4 0.60 210262.6 26.88

복합 OLS (옥수수, 환율) -657718.1 -0.01 210116.5 -0.07

복합 OLS (밀) -653664.8 -0.62 192741.7 -8.27

복합 OLS (밀, 환율) -653610.5 -0.01 192647.2 -0.05

복합 OLS (옥수수, 밀) -654164.6 0.08 176861 -8.19

복합 OLS (옥수수, 밀, 환율) -654110.3 -0.01 176746 -0.07

구분
평균
조달비용
(원)

변화
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
율
(%)

무헤징 -639560.8 0.00 191353.5 0.00

1:1헤징(옥수수) -653816.9 2.23 184776.6 -3.44

1:1 헤징 (밀) -653207.8 -0.09 202688.6 9.69

1:1헤징 (옥수수, 밀) -647260.6 -0.91 216136.4 6.63

1:1헤징 (옥수수, 환율) -657299.1 1.55 196202.6 -9.22

1:1헤징 (밀, 환율) -659257 0.30 221960.3 13.13

1:1헤징 (옥수수, 밀, 환율) -656792 -0.37 248000.7 11.73

분리 OLS (옥수수) -659608.7 0.43 182233.1 -26.52

분리 OLS (옥수수, 환율) -654361.8 -0.80 165820.4 -9.01

분리 OLS (밀) -655504 0.17 165005.5 -0.49

분리 OLS (밀, 환율) -660750.9 0.80 181119.6 9.77

분리 OLS (옥수수, 밀) -660595.4 -0.02 180888.8 -0.13

<부표 8> 헤징기간 9개월시 평균 조달비용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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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OLS (옥수수, 밀, 환율) -655348.6 -0.79 164758.8 -8.92

복합 OLS (옥수수) -661349.5 0.92 213962.1 29.86

복합 OLS (옥수수, 환율) -661295.8 -0.01 213830.3 -0.06

복합 OLS (밀) -655957.4 -0.81 195974.2 -8.35

복합 OLS (밀, 환율) -655903.6 -0.01 195884 -0.05

복합 OLS (옥수수, 밀) -657542.7 0.25 175796.1 -10.25

복합 OLS (옥수수, 밀, 환율) -657489 -0.01 175690.5 -0.06

구분
평균
조달비용
(원)

변화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
율
(%)

무헤징 -639560.8 0.00 191353.5 0.00

1:1헤징(옥수수) -655552.7 2.50 181239.8 -5.29

1:1 헤징 (밀) -654985 -0.09 199949.9 10.32

1:1헤징 (옥수수, 밀) -648294.5 -1.02 213737.4 6.90

1:1헤징 (옥수수, 환율) -659025.2 1.66 192287.8 -10.04

1:1헤징 (밀, 환율) -661465.8 0.37 219949.6 14.39

1:1헤징 (옥수수, 밀, 환율) -658247.7 -0.49 245698.5 11.71

분리 OLS (옥수수) -661607.3 0.51 180173.9 -26.67

분리 OLS (옥수수, 환율) -656391.3 -0.79 164137.4 -8.90

분리 OLS (밀) -657380.8 0.15 164766.5 0.38

분리 OLS (밀, 환율) -662596.7 0.79 180749.7 9.70

분리 OLS (옥수수, 밀) -661960.7 -0.10 179778.9 -0.54

분리 OLS (옥수수, 밀, 환율) -656744.8 -0.79 163814.4 -8.88

복합 OLS (옥수수) -665128.9 1.28 215845.3 31.76

복합 OLS (옥수수, 환율) -665078 -0.01 215737.5 -0.05

복합 OLS (밀) -658145.1 -1.04 200181 -7.21

복합 OLS (밀, 환율) -658094.1 -0.01 200095.4 -0.04

복합 OLS (옥수수, 밀) -661030.8 0.45 175078.9 -12.50

복합 OLS (옥수수, 밀, 환율) -660979.8 -0.01 174989.4 -0.05

<부표 9> 헤징기간 10개월시 평균 조달비용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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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조달비용
(원)

변화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율
(%)

무헤징 -639560.8 0.00 191353.5 0.00

1:1헤징(옥수수) -657293.3 2.77 177910.5 -7.03

1:1 헤징 (밀) -656681.6 -0.09 196027.5 10.18

1:1헤징 (옥수수, 밀) -649218.9 -1.14 210482.3 7.37

1:1헤징 (옥수수, 환율) -660731 1.77 188420.9 -10.48

1:1헤징 (밀, 환율) -663639.5 0.44 216806.9 15.07

1:1헤징 (옥수수, 밀, 환율) -659614.4 -0.61 242502 11.85

분리 OLS (옥수수) -663624.5 0.61 177879.2 -26.65

분리 OLS (옥수수, 환율) -658485.2 -0.77 162145.6 -8.85

분리 OLS (밀) -659217.9 0.11 163888.2 1.07

분리 OLS (밀, 환율) -664357.2 0.78 179863.5 9.75

분리 OLS (옥수수, 밀) -663225.8 -0.17 178206.6 -0.92

분리 OLS (옥수수, 밀, 환율) -658086.4 -0.77 162401.7 -8.87

복합 OLS (옥수수) -668605.5 1.60 212153.7 30.64

복합 OLS (옥수수, 환율) -668558.6 -0.01 212070.6 -0.04

복합 OLS (밀) -661018.9 -1.13 200213.7 -5.59

복합 OLS (밀, 환율) -660972 -0.01 200134.4 -0.04

복합 OLS (옥수수, 밀) -664868.3 0.59 175965.6 -12.08

복합 OLS (옥수수, 밀, 환율) -664821.5 -0.01 175896.7 -0.04

<부표 10> 헤징기간 11개월시 평균 조달비용 및 표준편차

구분
평균
조달비용
(원)

변화율
(%)

조달비용
표준편차
(원)

변화율
(%)

무헤징 -639560.8 0.00 191353.5 0.00

1:1헤징(옥수수) -659112.2 3.06 175061.9 -8.51

1:1 헤징 (밀) -658385.6 -0.11 191965 9.66

1:1헤징 (옥수수, 밀) -650152.5 -1.25 207774.2 8.24

<부표 11> 헤징기간 12개월시 평균 조달비용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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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헤징 (옥수수, 환율) -662501.8 1.90 184878.1 -11.02

1:1헤징 (밀, 환율) -665801.9 0.50 213436.8 15.45

1:1헤징 (옥수수, 밀, 환율) -660958.4 -0.73 239527 12.22

분리 OLS (옥수수) -665784.2 0.73 175494.5 -26.73

분리 OLS (옥수수, 환율) -660708.7 -0.76 160011 -8.82

분리 OLS (밀) -661065.1 0.05 162243.9 1.40

분리 OLS (밀, 환율) -666140.7 0.77 178298 9.90

분리 OLS (옥수수, 밀) -664579.6 -0.23 176184.8 -1.19

분리 OLS (옥수수, 밀, 환율) -659504.1 -0.76 160507 -8.90

복합 OLS (옥수수) -671994.2 1.89 205446.1 28.00

복합 OLS (옥수수, 환율) -671950.5 -0.01 205380.3 -0.03

복합 OLS (밀) -664236.2 -1.15 195916.9 -4.61

복합 OLS (밀, 환율) -664192.5 -0.01 195841.2 -0.04

복합 OLS (옥수수, 밀) -668885.1 0.71 177297.9 -9.47

복합 OLS (옥수수, 밀, 환율) -668841.4 -0.01 177243.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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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optimal hedge ratio 

concerning multiple risk factors 

- in case of importing and processing

agricultural product company of Korea

SeungKwan Ryu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companies that use agricultural products as raw

materials rely mostly on import. In this situation, the importers

are exposed to the risk of volatile cost structure in times of

fluctuating agricultural prices, which have a direct impact on

their procurement costs. The fluctuation in foreign exchange rate,

another factor that affects import prices, can influence

procurement costs. As such, the importers have a need to

strategically reduce such risks using various approaches. Ou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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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y ways to mitigate these type of risks, using futures

traded at an overseas exchange is the most well-known. It acts

as a useful tool for the agricultural importers as it allows them

to fix the price of a product at a future point in tim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numerous

futures hedging strategies and the optimal hedge ratio for a

domestic importer. To elaborate, this paper will build its case on

a domestic importer of wheat, and corn and the assumption of a

certain procurement structure to arrive at the optimal hedge ratio

for corn, wheat, and KRW/USD futures along 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procurement cost, which translates as the

average procurement cost and volatility risk. The portfolio theory

will be used to solve for the optimal hedge ratio. Additionally,

the method and period of the hedge will be modified to analyze

changes and trend in the hedge result.

The hedging methods compared in this study include

non-hedging, 1:1 full hedging, OLS(ordinary least squares)

separate hedging and OLS complex hedging, both of which are

drawn from the OLS method. The hedging period under analysis

will be from one month to twelve months from the point of

procurement. Through these analyses based on spot and futures

price of import corn, wheat and KRW/USD exchange rate,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optimal hedge ratio and its

effectivenes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comparison between non-hedging and 1:1 hedging prov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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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hedging results in a lower cost at approximately 640

thousand won. Volatility risk, or standard deviation, was also

lower in the case of non-hedging at 191 thousand won.

Therefore, not hedging proved to be the better option in terms of

average procurement cost and volatility. Secondly, in the case of

OLS separate hedging method, just hedging against corn price

and exchange rate resulted in the lowest average procurement

cost at 649 thousand won, with the standard deviation lowest at

166 thousand won when using OLS separate hedging method just

for wheat. Lastly, when the complex OLS hedging was used,

average procurement cost was lowest at 648 thousand won when

hedged for all corn, wheat, and exchange rate, with the standard

deviation lowest at 183 thousand won. Analysis also showed that

for both separate and complex OLS hedging methods, the

increase in hedging period led to lower risk levels.

In conclusion, since it could be clearly seen that hedging led

to a decreased volatility in procurement costs, it is important for

an agricultural importer to strategically hedge import prices and

exchange rates with a long-term view.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has not used a more

precise time-variant methodology in its analysis, but nonetheless

has meaning as it expands on previous studies to analyze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corn and wheat being imported to

Korea and furthermor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agricultural im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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