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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精算效果에 관한 實證昭究:

珠뚫훨릅數oc洗物을 뿔f象으로 

尹 鍾

先物去來는 日 日精算으로 인해 先漫去來와 염격히 구분되며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先物去來收益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에 본 연구는 日 日精算이 先物去來收益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쳐 왔는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B 日精算收

益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어도 樣價指數200先物去來가 개시되고 1년이 지난 

97-6月物 이후에는 뚜렷하게 유의한 값을 보여 주었다. 

한편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日 日精算效果의 설명요인을 찾기 위해 잘 알려진 Cox , 

Ingersoll , and Ross (198 1)의 命題를 검정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先物價格과 利子率이 

(-)의 相關關係를가지는金醒先物의 경우 日日精算收益은 (-)의 값을가지게 된다. 하 

지만 이 命題에 대한 검정결과는 그다지 유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시기에 따라 先物價

格과 利子率이 유의한 (-)의 값을 가지지 못하였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또한 回歸分析을 통한 결과에 따르면 利子率의 수준이 높고 利子率의 變動이 작을수 

록， 그리고 妹價指數200의 수준이 높고 決濟日까지 洙價指數00의 상승이 클수록 日 日

精算收益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滿期의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滿期

에 따라 日 日精算收益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관찰되었다. 즉 

98-12月物 이후 日 日精算收益은 그 이전에 비해 더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 . 問題提起

林價指數200先物市場은 96년 5월 證春去來所에 개설된 이후 2000년 9월 현재 日平均 去

來量이 각각 10萬 월約을 상회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한편 韓國先物去來所도 99년 4월 정식 

개장한 이후 2000년 11월에는 日平均 去來量이 2萬 월約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先物市場의 급성장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우리 나라 證卷市場의 특정 중 하나로 흔히 언급 

되고있다. 

先物쫓約은 미래 일정 시점의 자산거래를 현재에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계약방식 

의 특징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日 日精算(daily settlement or mar뼈19 to m"αket)은 先

物쫓約에 존재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先폈월約과의 差異를 설명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사항 

이다 따라서 日 日精算의 방식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시작되었으며 Cox , Ingerso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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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oss (1981) , Richard and Sundaresan(1981), Jarrow and 01dfie1d (1981) 등에 의해 이론적 

인 연구성과가 정리되었다 (1) 이들은 日 日精算效果에 주목하면서 先物價格과 先i度價格의 

差異가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며 또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 셈이다. 

하지만 先物價格과 先波價格의 差異가 경험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것은 아니다. 외환시장 

에 관한 연구에서 Comell and Reinganum ( 1981)은 두 가격의 差異가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Chang andαlang (1990)도 이를 재확인하였다 이들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 연 

구가 많은 편인데 다만 Dezhb빠lsh (1994)이 外換市場에서 유의한 差異를 발견하였을 뿐이 

다 (2) 외환시장 이외에서 先物價格과 先滾價格의 差異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French (1983)가 미국과 영국의 은 및 구리시장에서 두 가 

격의 差異를 발견하고 COX , Ingersoll , and Ross (198 1)의 가설을 검정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日 日精算方式의 理論的 說明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의 有意性 檢定이 어려운 것은 자료의 

부족에도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기존의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시각의 가격자 

료를 이용하거나 혹은 비교를 위해 몇몇 가정에 입각하여 자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경 

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French (1983)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 測定誤差가 초 

래될 수 있기 때문에 日 日精算效果의 검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자료의 문제는 국내에서 

도 마찬가지인데 先物去來와 비교할 만한 先授去來가 없기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는 妹價指數200先物의 日別價格資料를 이용하여 日 日精算效果의 有意性을 

검정하고자 한다. 즉 林價指數200先物을 終價에 매입한 이후 決濟日까지 보유할 때 決濟日

현재 先物投資의 전체 수익 중에서 決濟日價格과 買入價格의 差異를 제외한 것을 日 日精算

에 따른 收益(이하 “日 日精算4성효”으로 약칭)으로 부르고 이 값의 有意性을 검정하는 방법 

이다 (3) 만약 이 日 日精算收益의 有意性이 확인된다면 先物去來에 있어 日 日精算效果는 무 

시하기 어려울것이다. 

이 昭究方法은 事後的으로 日 日精算效果가 유의한지를 검정하는 것인데 자료상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내에 구할 수 없는 先援價格資

料에 의 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거 래가 활발한 妹價指數200先物의 가격자료를 그대로 이 

(1) 이외에 선물가격과 선도가격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채무불이행 (defa버t) 가능성이 지적 

되어 왔다. 이는 선도계약이 장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초래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Jarrow and Turnbull(2000) 1 하지만 본 연구는 주가지수200선불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위험은 논외로 해도 될 것이다. 

(2) 물론 단기계약의 경우 선물가격과 선도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적 연구도 제시 

된 바 있다(F1esakar(1993) 1. 
(3) 여기에서 결제일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이는 선도거래의 수익과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선도수익” 

으로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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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日 日精算效果를 검정하는 것이므로 妹價指數00先物의 日別

價格資料를 이용하는 데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妹價指數00先物의 경우 日 日精算效果가 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한 방 

법과 연구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日 日精算4양益 有意性의 검정결과를 제시하기로 한 

다. 이 때 -次的인 연구과제는 日 日精算收益의 有意性을 검정하는 것이지만 이에 추가하여 

日 日 精算4양益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즉 검 

정가능한 命題를 제시하였던 Cox. Ingersoll. and Ross (1981)로부터 說明變數를 도출하고 이 

를 이용하여 日 日精算收益에 대한 回歸分析을 행함으로써 日 日精算效果에 영향을 미쳐왔던 

제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정하기로 한다. 

2. 昭究方法 및 資料

2.1. 昭究方法

日 日精算의 효과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妹價指數00先物에 투자하였을 때의 수익은 

買入時 先物價格과 賣據時 先物價格의 差異에만 의존하게 된다. 慣務不屬1T ( default) 가능성 

을 논외로 한다면， 이 경 우의 先物去來는 先源去來(forward conσact)와 구분하기 어 려 워진 

다. 하지만 日 日精算效果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先物投資의 收益은 買入-賣週時

先物價格의 差異뿐만 아니라 日 日精算에도 의존하게 된다. 

본 연구는 妹價指數200先物 買入 이후 決濟日까지 보유할 때， 決濟日 現在 先物投資의 전 

체 수익 중에서 決濟日價格과 買入價格의 差異를 제외한 값을 日 日精算收益으로 정의하고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정한다. 즉 F(t)를 先物終價라 하고 r을 利子率.T를 決濟

日이라 할 때 t기의 終價로 매입한 先物을 決濟日까지 보유하였을 때 決濟日 현재의 수익 II 
는다음과같다 (4) 

(2. 1) 
T m 

R=Z(1 +r×」二~)[F(i+ l)-F(i)] , Î=t 365 

T m 

= [F(η -F(이 +L(rx~二f--)[F(i + 1) - F(i)] 
1=1' 365 

(4) 정산차금은 전일 미결제약정수량을 대상으로 한 갱신차금과 당일 거래된 수량을 대상으로 한 

당일차금이 있지만 본 연구는 t기 종가에 매입하여 이를 결제일까지 보유한 경우이므로 당일차 

금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전매나 환매도 없다고 가정하며 일일정산을 위한 증거금도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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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우변은 매입일 이후 日 日精算에 따른 精算差金을 모두 더한 것인데 決濟日 현재가 

치를 구하기 위하여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利子率을 곱하여 합산한 것이므로 決濟B 현재 

先物投資의 收益 전체이다. 한편 두 번째 우변의 첫째 항은 決濟日價格과 買入價格의 差異

로 精算差金 원금의 합과 같으며， 개념적으로는 日 日精算이 없는 先週投資의 收益과 같은 

것이다. 한편 둘째 항은 決濟日 현재 先物投資의 전체 수익 중에서 決濟日價格과 買入價格

의 差異를 제외한 값으로 日 日精算收益으로 정의하며， 精算差金에 대한 決濟日 현재의 利子

收益의 합에 해당된다 

어쨌든 (2. 1)식은 先物投資의 전체 수익이 決濟日價格←買入價格의 差異와 日 日精算收益

으로 분해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만약 둘째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이는 

日 日精算效果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先適去來와의 差異는 없어지게 된다. 따 

라서 日 日精算效果의 검정은 日 日精算收益을 의미하는 둘째 항의 統計的 有意性을 검정하 

는것과같다. 

물론 日 日精算收益 계산에 반영해야 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租脫， 去來

手數料 등의 去來費用과 證據金에 따른 機會費用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이 日 日精算效果

와 관련되어 있을 것은 명확하지만 위의 방법은 이 요소들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요소들을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樣價指數200先物의 日別價格資料를 

이용할 것인데 日~Jj資料를 이용하더라도 위 방법과 같은 日 日精算收益의 有意、性 검정에 있 

어서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日 日精算收益의 有意性 검정과 더불어 이하에서는 日 日精算收益이 어떤 요인에 의존하는 

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ox , Ingεrsoll ， 때d Ross (1981) (이하 CIR로 약칭)가 제시 

한 命題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CIR은 다음과 같은 檢定可能한 假說을 유도하였다. 

우선 F(t)와 f(t)는 각각 先物價格과 先i度價格이며 決濟日은 T로 같으며 P(t)는 決濟日 T에 

1원을 지급하는 價卷의 t기 가격 이다. 한편 PV는 決濟日 인 171 값의 t기 현재가치 라고 하자 

CIR에 따르면 先物-先週價格 差異에 관한 다음의 命題가 유도된다. 

(2.2) 뼈 뼈=PVt.T (화재+ 1)펙)][짧규-배t)) 

(5) 정산가격은 당일의 최종약정가격을 이용한다. 단， 당일의 최종약정가격이 없는 경우는 전일의 

정산가격으로 하고 당일이론가격과 전일정산가격의 차이가 전일정산가격의 5%를 념으면 이론 

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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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t)-fit)=-PVt，T((極)(L빼 + 1)-fi:i)][펙센-1])) 
k=t 슈t L P(j) 

위의 (2.2)식은 先物價#쯤先浚價格이 先物價格과 價卷價格의 共分散과 (-)의 관계를 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金騙先物의 경우 일반적으로 先物價格과 慣卷價格은 (+)의 共分散

을 가질 것이므로 CIR의 命題는 先物價格이 先i度價格보다는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바꾸어 

말하면 先物價格과 利子率이 ←)의 共分散을 가질 경우 先物價格은 先懷價格보다 작아야 할 

것이며 , 日 日精算에 대해 말하면 日 日精算收益이 (→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先物價格과 利子率이 (-)의 共分散을 가지는 金顧先物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이 

해할 수 있다. 즉 先物價格이 상승하면 (+)의 精算差金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利子率이 낮아 

질 것이므로 精算差金에 대한 수익은 그다지 커지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先物價格이 하락 

하면 (-)의 精算差金이 발생하게 되는데 동시에 利子率도 높아질 것이므로 精算差金에 대한 

←)의 수익은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先物價格과 利子率이 (-)의 共分散을 

가지는 경우 (+)의 精算差金에 대해 낮은 利子率이 , ←)의 精算差金에 대해 높은 利子率이 

적용될 것이므로 이를 합산한 決濟日 현재의 日 日精算收益은 ←)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先物價格은 先i度價格보다 낮아지게 된다. 

CIR의 이 첫째 命題는 日 日精算效果에 관한 기본적인 것이며 둘째 命題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둘째 命題인 (2.3)식에 따르면 先物-先週價格 差異의 절 

대값은 先週價格 期待分散의 증가함수이다. 즉 先波價格의 變動性에 대한 예상치가 증가한 

다면 先物-先i度價格 差異의 부호가 어떠하든 간에 그 절대값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命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先物價格이 利子率과 (-)의 相關關係를 가지는 金廳先物

의 경우 先物 先i度價格 差異는 (-)의 값을 지닌다. 그런데 先週價格의 變動이 커지면 先物

先i度價格 差異는 더 커지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先週價格의 變動이 크다는 것은 精算差金의 

變動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金雖先物의 경우 본래 (-)의 값을 가지는 日 터精算效 

果는 그만큼 더 작아지게 되고 따라서 先物價格이 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先物價格。1 利子率과 (+)의 相關關係를 가지는 경우라면 日 日精算效果는 첫째 命

題에 따라 (+)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先週價格의 變動이 클수록 그 값이 더 커질 것이므로 

(+)의 先物(先授價格 差異도 그만름 더 커지게 된다. 결국 先物價格이 利子率과 어떠한 相

關關係를 가지느냐에 따라 日 日精算效果의 부호는 달라지지만 어느 경우든 그 절대값은 先

浚價格의 變動性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CIR의 두 가지 命題는 여러 經驗昭究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왔다. 대표적인 실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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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꼽히는 French ( 1983 ) 등이 그러한데， 방법론적으로는 先物 先源價格의 差異와 先物價

뺨利子率의 共分散， 先i度價格의 事後的 分散을 각각 구하여 平均의 有意l生을 검정하고 부 

호를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본 연구도 첫째 命題를 검정하기 위하여 이들과 같은 방법을 이 

용하기로 한다. 하지만 둘째 命題를 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하기는 어려웠는데， 왜냐하 

면 우리 나라의 경우 妹價指數00先物에 대응하는 先授價格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를 검정하기 위해 回歸分析을 시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French ( 1983 ) 

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種目數가 충분해야 하는데 妹價指數00先物의 경우 種

目數가 18개로 대단히 적었기 때문이다 (6) 따라서 先t度價格 期待分散에 대한 代用變數가 있 

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日 日精算收益을 적절한 代用

變數에 대해 回歸分析 하는 방법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先j홍價格의 期待分散에 대한 代用變數로는 妹價指數00의 條件附 分散을 이용하고자 한 

다. 그 이유는 CIR의 둘째 命題가 결국 精算差金의 變動이 클수록 日 日精算收益의 절대값 

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代用變數로는 精算差金의 變動을 포착할 수 있는 변수가 

좋으리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精算差金의 變動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하는 변수는 先物價格

의 變動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GARCH모형에 의해 條件附分散을 구하였는데 妹價指數

200과 달리 *價指훌)aoo先物의 가격자료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種目이 바뀌기 때 

문에 先物價格의 條件附分散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表 1)에 따르면 妹

價指數00과 妹價指數200先物의 相關係數가 0.998로 대단히 유의하였기 때문에 현물가격이 

기는 하지만 妹價指數200을 이용하는 데 따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 

日 日精算收益에 대한 回歸分析에는 決濟日까지의 滿期와 함께 利子率 및 洙價指數00의 

水準變數 및 決濟日까지의 變化， 그리고 條件附分散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으며 시간에 따 

른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種g에 대해 假變數를 포함시켰다. 條件附分散은 

GARCH모형을 이용하여 利子率과 樣價指數200에 대해 구하였다. 한편 CD收益率 및 콜금 

리와妹價指數00은 모두 비정상(nonstationary )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변화율을 

구하여 각각 G왜CH(2，1)와 GARCH(4，4)을 이용하여 條件附 分散을 구하였다. 

(6) 예를 들면 선도가격 기대분산의 대용변수로 선불가격의 사후적 표준면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 
다. 이 경우 종목별로 선물가격의 표준편차와 일일정산수익의 절대값을 구하여 두 값의 상관계 

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면 된다. 하지만 종목수가 18개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자유도가 너무 적었 

고 결국 선불가격 표준편차와 일일정산수익 절대값의 상관계수는 0.22로 유의하지 못했다. 

(7) 물론 Samuelson7 }설에 따르면 선물가격의 변동성은 만기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불가격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하의 회귀분석에서는 

만기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점은 보완되리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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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標本資料의 說明
先物去來實績 先物終價 Kospi200 Kospi2oo과 

決濟月
平均 平均 先物價格의 相關係數全體 近月物

全體 3007 757 76.72 7650 0 ,998(560,1) 

96 , 6月物 21 19 102 .40 102 05 O,995( 57 ,8) 

96. 9月物 69 47 88.15 88 31 O,912( 19 ,0) 

96 ‘ 12月物 116 47 80 ,99 8011 O,987( 52 .4) 

97 , 3月物 167 39 69.56 70.69 O,949( 24 ,6) 

97 , 6月物 175 41 70.17 71.01 O,979( 40 ,5) 

97. 9月物 154 36 78.93 77. 19 O,983( 46 .4) 

97 ， 12月物 147 29 56 ,31 56 ,99 O,975( 37 ,5) 

98. 3月物 136 31 55.99 5559 O,990( 56 ,7) 

98. 6月物 162 38 48 ,31 48 .49 O,992( 66 ,5) 

98. 9月物 152 40 35 .41 3650 O,961( 29 ,7) 

98 ， 12月物 225 60 44 ,83 44 ,72 0 ,998 (126 ,3) 

99 , 3月物 202 33 65.93 6453 O,969( 28 ,7) 

99 , 6月物 181 48 84 ,25 83 11 0 ,993 ( 67 ,8) 

99. 9月物 232 58 110.52 11L04 O,963( 28 ,3) 

99 ， 12月物 227 51 11L29 110 23 O,996( 91.2) 

00. 3月物 213 44 119,31 117 ,59 O,988( 47.7) 

00 6月物 224 55 99 ,01 9870 O,994( 66 ,3) 

00 , 9月物 204 41 96 ,26 9589 O,994( 71 ,4) 

註 괄호 안은 t값이며 Kospi200과 先物終價의 平均 및 相關係數는 近月物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임 . 

2,2, 資料의 說明

현재 證卷去來所에서 거래되는 珠價指數200先物은 決濟月이 3, 6 , 9 , 12월인 4개 種目이 

며 決濟日은 모두 둘째 목요일이다. 標本期間은 96년 5월 3일부터 2000년 9월 14일까지인 

데， 種팀數는 96년 6月物부터 2000년 9月物까지 총 18개로 각 種目의 日 日終價資料를 이용 

하였다. 

하지만 樣價指數200 先物은 近月物이 주로 거래되기 때문에 滿期가 길 경우 거래실적이 

없어서 日 日終價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제외해야 하는데 가능한 경우는 

총 3，007개였다. 또한 妹價指數200先物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은 最近月物이 되었을 때부 

터이므로 滿期가 90일 이내의 자료를 별도로 이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表 1)에 따르 

면 最近月物 終價資料는 총757개이다 

마지막으로 利子率은 CD 91 日物 및 콜금리 쫓日物의 日 日收益率을 이용하였다 시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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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林價指數 200 및 CD收益率의 推移

〈表 2> 日日精算收益의 種目別 크기(標本全體를 대상으로) 
種담 

96-06-13 

96-09-12 

96-12-12 

97-03-13 

97--D6-12 

97--{)9-1I 

97-12-11 

98-03-12 

98--{)6-11 

98--{)9-1O 

98-12-10 

99-03-11 

99-06-10 

99-09-09 

99-12-09 

00매3-09 

00--D6-08 

00-09-14 

日 日精算收益(A) 先j度~:lt益 (B) (AÆ)의 절대값 

-0.004( -1.23) --D .37 0.012( 2.98) * 

0.079( -6 .18)* -9.36 0.007(10.32)* 

0.022( 1.81) 3.82 0.048( 4.22)* 

-0.030( -1.33) 3.70 0.167( 3.24)* 

0.3oo( -9.09)* -5.98 0.059 (12.77)* 

0.095( -4.08)* 2.17 O.loo( 5.87)* 

0.267( 7.12)* -1 18 0.120( 4 .48)* 

--D .490 ( -14.82) * -19.04 0.021 (1 9 .40)* 

0 .421 ( 12.38) * 2L77 0.019(21.30)* 

--D .344( -7.24)* -8.28 0α.ρ06μ4 (1 0.75) * 

--{).211 ( -6.79) * --D .28 0.162( 5.56)* 

0.091 ( 10.23)* 8.53 0.014(21.63) * 

0 .427( 14.69)* 10.32 0.031 (22.18) * 

0.356( 20.59)* 17.54 0.017(32.53)* 

0 .401( 16 .43)* 6.58 0.050( 7.84)* 

0.169(-12.01)* 14 12 0.013(11.69) * 

0.216( 7.09) * 5 22 0.056( 7.05)* 

--D .239( -13 .33) * -10.96 0.025( 6.15)* 

0.033( 3.94)* 0 ‘ 63 0.058 (1 3.93)* 전체 

註: 모든 값은 개별거래로부터 계산된 값의 單純平均이며 日 日精算4양益을 계산하기 위해 이용된 

利子率은 CD 91 日物 收益率이고， 괄호 안은 t값으로 *는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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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 표본기간 중 妹價指數200 및 ￥Ij子率의 變動。1 큰 편인데 i*價指數200의 추이는 

97년 6월 30일 77.5포인트 이후 급락하여 98년 9월 22일에 33.17포인트까지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 1월 4일 133.66포인트에 이르렀다. CD 收益率도 마찬가지 

인데 97년 11월 초에는 13%대를 유지하였지만 99년 12월말에는 25%까지 급등하였다가 이 

후 꾸준히 하락하여 98년 10월 이후에는 7%대를 넘지 않았다. 

3 日日精算效果의 檢定

우선 事後的으로 日 日精算收益이 유의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先

物投資의 전체수익은 매일의 終價에 先物을 매입하여 最終決濟日에 결제한다고 할 때， 日 日

精算에 따라 발생하는 精算差金의 決濟日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이 때 決濟日價格과 買入價

格의 差異는 日 日精算이 없다고 할 때 先物投資의 수익(이하 “先浚收益”으로 약칭)이며， 先

物投資의 전체수익 중 決濟日 價格과 買入價格의 差異를 제외하면 바로 “日 日精算吹益”이 

된다. 

한편 수익을 계산할 때 CD 91 日物 收益率과 콜금리를 모두 이용하였지만 결과의 差異는 

크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는 CD 91 日物 收益率을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만을 제시한다. <表

2)는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계산된 日 日精算收益， 先i뺑양좀， 그리고 前者를 後者

로 나누어 준 비율의 절대값 각각의 평균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種답 전체의 결과를 보면 

先接收益은 평균 0.63이고 日 日精算收益은 0.033으로 先週收益에 대한 日 B精算收益의 비중 

은 5.8%가 된다. 또한 日 日精算收益과 그 비중은 t값이 3.94와 13.93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種g別로 구분하였을 때의 결과도 제시되어 있는데 日 B 精算收益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편 

이다. 妹價指數200先物去來가 개시된 직후인 97년 초까지는 日 日精算收益이 크지 않았으나 

97-6月物 이후부터는 日 日精算收益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先i度~X:益에 대한 日 日

精算收益의 비율은 모든 種目에서 유의하였다. 물론 種目別 差異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97-3 

月物.97-9月物. 97-12月物. 98-12月物의 경우 日 日精算收益의 비중은 큰 편이고 그 중에서 

도 98-12月物의 경우 16.2%나 되었다. 최근에 거래된 種目의 경우도 日 日精算收益의 비중은 

작은 편이 아닌데 99-12月物과 2000-6月物의 경우 각각 5.0%와 5.6%를 보이고 있다. 

한편 〈表 3)에는 近月物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近月物

이란 決濟日까지 滿期가 90일 이내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日 日精算~X:益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편이었다. 또한 先浚收益에 대한 日 日精算收益의 비율은 모든 種

目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種目別로 비교해 보면 97-3月物， 97-6月物， 98-9月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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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目

96-{)6-13 

96-09-12 

96-12-12 

97-{)3-13 

97-06-12 

97-{)9-11 

97-12-11 

98-{)3-12 

98-{)6-11 

98-09-10 

98-12-10 

99-03-11 

99-{)6-1O 

99-09-09 

99-12-09 

00-03-09 

00-06-08 

00-09-14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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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日日精算收益의 種目別 크기(近月物 대상) 

日 日精算收益(A) 先漢4양益(B) (AIB)의 절대값 

-{).004(-1.23) 

0.035(-4.18)* 

0.018( 3 .40)* 

-0.016(-3.10)* 

0.026( 2.12) * 

0.011( 3.63)* 

0.029(-4.55)* 

0.042( -5.52) * 

0.220( 5.98) * 

0.055(-3.77)* 

0.024( 3.37)* 

0.040( 5 .48)* 

0.01O( 1.60) 

0.037( 6.91)* 

-0.031 (-7.79) * 

-0.019(-4.76)* 

0.022( -3.93) * 

0.060(-6.27)* 

0.004( 1.25) 

-{).37 

-2 .41 

3.68 

2.82 

-2.86 

L96 

-3.31 

8 27 

13.63 

-1. 69 

0.17 

3.69 

-2.81 

1.57 

10.08 

-5.54 

-7.66 

-2.41 

-L61 

0.012( 2.98) * 

0.004( 8.64) * 

0.013( 2 .41)* 

0.032( 2.51) * 

0.042( 3.82)* 

0.008( 6.33)* 

0.009( 4.67)* 

0.005( 8.44)* 

0.013( 8.84)* 

0.043( 3‘ 15)* 

0.034( 3.18)* 

0.008 (12.29) * 

0.010( 4.13)* 

0.010( 6.92) * 

0.003(13.98)* 

0.005( 3.38)* 

0.003( 8.74)* 

O 017( 2.22)* 

0.015( 9 .42)* 

註: 모든 값은 개별거래로부터 계산된 값의 단순평균이며 日 日精算收益을 계산하기 위해 이용된 

利子率은 CD 91 日物 收益率이고， 괄호 안은 t값으로 *는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98-12月物의 경우 日 日精算收益의 비중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滿期에 따라 日 日精算收益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表 4)를 보기로 하 

자. 우선 滿期에 따라 모두 12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르면 B 日精算收益의 크기는 

滿期가 180일 이상 긴 種目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물론 先據收益에 대한 日

日精算4文益의 비율은 모든 滿期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滿期가 90일 이상인 경우 

거래가 부진한 편이기 때문에 주로 近月物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滿期에 따른 패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滿期가 270일 이상으로 긴 種

目의 경우 오히려 日 日精算收益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으므로 주로 

近月物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았을 때， 日 日精算收益은 滿期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징적인 것은 滿期가 60일 이하인 경우 日 日精算~X:益은 (-)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滿

期가 60일 이상인 경우 日 日精算收益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先j度收益에 대한 



f重目

30일 이하 

30일 이상 60일 이하 

60일 이상 90일 이하 

90일 이상 120일 이하 

120일 이 상-150일 이 하 

150일 이상 180일 이하 

180일 이상 210일 이하 

210일 이상 240일 이하 

240일 이상 270일 이하 

270일 이 상-300일 이 하 

300일 이상 330일 이하 

330일 이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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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 日 日精算收益의 滿期別 크기 
日 日精算收益(A) 先1度收益(B)

-0 .003(-2.62)* -1.01 

-0 .007(-2.00)* 231 

0.023( 2.49)* -1.56 

0.069( 4.17)* 0.13 

0.057( 3.22)* 0.13 

0.054( 2.17)* 1.09 

0.032( 1.48) 0.81 

0.062( 2.05)* 2.17 

0.073( 1.94) * 268 

0.012( 0.31) 2.19 

0.013( 0.28) 1‘ 88 

0.012( 0.21) 2.23 

0.033( 3.94)* 0.63 

(AIB)의 절대값 

0.005( 7.73)* 

0.016( 4.62)* 

0.026( 7.55)* 

0.026(11.10) * 

0.041( 7.28)* 

0.040( 7.83)* 

0.077( 3.46)* 

0.071( 7.22)* 

0.133( 3.29)* 

0.106( 9.48)* 

0.095 (10.49)* 

0.072( 6.72)* 

0.058 (13.93) * 

73 

표본수 

269 

251 

252 

270 

255 

222 

273 

261 

226 

243 

234 

228 

2 984 

註. 모든 값은 개별거래로부터 계산된 값의 단순평균이며 日 日精算4:lc益을 계산하기 위해 이용된 

利子率은 CD 91 日物 收益率이고， 괄호 안은 t값으로 *는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냉 . 

日 日精算收益의 비율은 滿期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이 뚜렷한데， 滿期가 30일 이하인 경우 

이 비율이 0.5% 정도였지만 滿期가 30일 이상 60일 이하인 경우 1.6%. 滿期가 60일 이상 

90일 이하인 경우 2.6% 정도 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사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日 B精算의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하여 왔음을 

보여 준다. 近月物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日 日精算收益은 先援~5c:益의 약 1.5% 정도를 차지 

하여 왔으며， 시기벌 변화를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또한 滿期別

패턴도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편인데 滿期가 60일 이하인 경우 ←)의 값을 보이면서 

滿期가 60일 이상인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日 日精算效果가 滿期에 의존하는 것은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외에도 사후적 

日 日精算收益이 어떠한 요인에 의존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日 日精算셔양益이 先

物價格과 利子率의 相關關係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앞에서 설명된 바에 따 

르면 日 日精算收益은 先物價格과 利子率 간의 相關關係와 (+ )의 관계를 가진다. 특히 金顧

先物의 경우 先物價格과 利子率의 相關關係가 (→일 것이므로 日 日精算收益은 ←)의 값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表 5)에는 種目別 日 日精算收益과 함께 先物價格과 CD收益率 및 콜금리의 相關係數가 

제시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先物價格과 CD收益率 및 콜금리의 相關係數가 모든 種目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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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 日日精算收益과 先物價格-利子率의 *目關關係(近月物 대상) 

種目 日日精算收益
先物價格-CD 收益率의 先物價格-콜금리의 

相關係數 相關係數

96개6-13 -0.004 ( -1.23) 0.914(-12.71)* -0.632( • 4.61)* 

96-09-12 0.035(-4.18)* 0.607( -6.58)* 0.347( -3.18)* 

96-12-12 0.018( 3.40)* 0.586( 6.10) * 0.353( 3.18)* 

97-03-13 -0.016(-3.10)* -0.451( -4.14)* -0.373( -3.29)* 

97-06• 12 0.026( 2.12)* -0.913(-18.87)* -0.817(-11.95)* 

97-09-11 0.011( 3.63)* • 0.799( -11.41) * -0.758(-10.01)* 

97-12-11 0.029( -4.55) * -0.655( -7.36)* -0.377( • 3 .46) * 

98-03-12 -0.042(-5.52)* 0.268( 2.26)* -0.162( -1.33) 

98-06-11 0.220( 5.98)* 0.954( 27.14) * 0.954( 27.16)* 

98-09 • 10 -0.055(-3.77)* -0.260( -2.32) * 0.261( -2.33)* 

98-12-10 0.024( 3.37)* 0.806( -1 1.64) * -0.684( -8.00) * 

99-03-11 0.040( 5.48)* 0.280( 2.14)* 0.518( 4 .45) * 

99-06-10 0.01O( 1.60) -0.785 ( -9.89) * 0.820(-11.18)* 

99-09개9 0.037( 6.91)* 0.168( 1.35) 0.100( 0.80) 

99-12-09 0.031 (-7.79) * -0.365( -3.06)* -0.129( -1.01) 

00--03-09 0.019( -4.76) * 0.764( 8.93)* 0.724( -7.92)* 

α:Hl6-08 0.022( -3.93) * -0.862( -12.86) * -0.387( -3.17)* 

α:Hl9-14 0.060( -6.27) * 0.851 ( 12.68) * -0.015( -0 .12) 

전체 0.004( 1.25) -0.543( -22.33) * 0.522( -21.15) * 

註: 先物價格-CD收益率 및 콜금리의 相關係數는 先物이 近月物이 되었던 기간에 대해 구한 것이 

고， 괄호 안은 t값으로 *는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해 항상 H의 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터 日精算收益이 H의 값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데 96-12月物. 98-6月物. 99-3月物의 경우 先物價格과 利子率

이 (+)의 相關關係를 가졌고 이 때 日 日精算收益도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先物價格과 利子率이 (→의 相關關係를 가졌던 96-9月物. 97-3月物. 97-12月物.98-9月

物.99-12月物， 때00-6月物의 경우 日 日精算收益도 ←)의 相關係數를 보여 金붉뽀先物의 일반 

적인 가설을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위의 두 경우는 先物價#쯤-利子率의 相關關係와 日 日精算收益이 (+)의 관계를 가 

진다는 CIR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즉 

97-6月物.97-9月物.98-3月物. 98-12月物.99-3月物. 2000-3月物. 2000-9月物의 경우 先物

價格 利子率의 相關係數와 日 日精算收益이 반대의 부호를 가짐으로써 다R의 가설과는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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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결과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결국 H 日精算4양益에 대한 다R의 첫번째 가설은 經驗的

根據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특히 가설을 지지하는 경우에도 先物價格

과 利子率이 (+)의 相關關係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金顧先物의 경우 예외적인 

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日 日精算收益에 대한 回몽함分析을 통해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을 

찾아 보기로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說明變數로는 滿期， CD收益率 및 妹價指數200

각각의 水準， 先物買入日과 最終決濟R 間의 變化， 條件附 分散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시 

간에 따른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種目에 대해 假變數(dumrny variable)를 說

明變數에 포함시켰다 (8) 

〈表 6)에는 滿期가 90일 이내인 近月物을 대상으로 하여 CD收益率 및 콜금리를 이용한 

경우의 결과가 모두 보고되어 있다 우선 利子率의 종류에 따라 주요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 

계수가 적지 않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滿期의 부호는 利子率에 관계 

없이 (+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表 4)의 결과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滿期

90일 이내의 近月物에서 滿期에 따른 日 日精算收益의 增加現像이 나타난 바 있기 때문이 

다 (9) 즉 거래량이 많은 近月物의 경우， 滿期가 길수록 日 日精算收益은 증가하는데 滿期가 

짧을 경우 ←)의 값을 가지며 滿期가 길 경우 (+ )의 값을 가진다. 

利子率의 효과는 조금 복잡하다 우선 水準變數는 CD收益率 및 콜금리에 관계없이 유의 

한 (+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입일 이후 決濟日까지의 利子率 변화는 

어떤 利子率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CD收益率을 이용한 경우 유의 

한 (+ )의 결과를 보여 주었지만 콜금리를 이용한 경우 유의한 ←4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先物價格과 利子率이 ”의 相關關係를 가진다변 利子率이 상승할 때 先物價格은 하락할 것 

이다. 先物價格의 하락은 (-)의 日 日精算收益을 의미하는데 이 때 利子率도 상승하므로 B 

日精算收益은 더욱 더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매입일 이후 決濟日까지 利子率이 상승한다면 

日 日精算收益이 작아진다는 결과는 이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CD收益率을 이용 

한 경우의 결과는 정반대였으므로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利子率 變化率의 條件附 分散은 두 경우 모두 (-)의 부호를 보여 주었는데 다만 콜 

금리를 이용한 경우의 결과는 유의하지 못했다. 先物價格과 利子率이 (-)의 相關關係를 갖 

(8) 한편 회귀분석결과는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 )을 통제하기 위하여 White covariance matrix를 
이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9) 본문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표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만기의 부호는 
유의한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가 긴 표본의 경우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적 

절한 표본 선택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表 4)의 결과와 부합되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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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 日 日精算收益에 대한 回歸分析結果(近月物 대상) 

CD收益率이용 

Constant -0.233( -3.87) * 

Maturity 0.001( 7.26)* 

Level in the interest rate 0.016( 4.95)* 

Level in the Kospi200 0.001 ( 1.535) 

Change in the interest rate 0.020( 3.53)* 

Change in the Kospi200 0.014 (17.80)* 

Con. Var. o.fthe interest rate 5.564(-3.60)* 

Con. Var. o.fthe Kospi200 7.575( 1.437) 

%-09-12 dummy 0.008( 0.684) 

96-12-12 dummy 0.096( -6.77) * 

97-03-13 dummy -0.086(-7.54)* 

97매6-12 dummy 0.035( 2.87)* 

97-09-11 dummy -0.044 (-4 .65)* 

97-12-11 dummy 0.031(-2.05)* 

98-03-12 dummy -0.099(-3.12)* 

98매6-11 dummy 0.084( -3.31) * 

98-09-10 dummy 0.049( -2.33) * 

98-12-10 dummy 0.096( 3.62)* 

99-03-11 dummy 0.061 ( 2.76) * 

99-06-10 d，ωnmy 0.121( 5.54)* 

99-09-09 dummy 0.062( 4.22)* 

99-12-09 dummy 0.137( 8.02)* 

00꺼3-09 dummy 0.096( 7.12)* 

α)-{)6-O8 dummy 0 .128( 7.04)* 

00-09-14 dummy 0.013( 0.844) 

A이ustedR2 0.804 

F-statistics 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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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 이용 

-0.336(-4.84)* 

O.OOO( 6.93) * 

0.018( 5.89)* 

0.001( 2.86)* 

0.018(-3.34)* 

0.012 (15.20)* 

1.150 ( -0 .956) 

-18.93(-2.73)* 

0.025( 1.98)* 

-0.057(-5.32)* 

0.007( 0.334) 

0.089( 4.54)* 

0.027( 1.644) 

0.046( 2.00)* 

-0 .106(-3.32)* 

0.002( 0.078) 

0.041 ( 1.316) 

0.148( 4.76)* 

0.141( 4.48)* 

0.189( 6.20)* 

0.132( 5 .48)* 

0.224( 7.89)* 

0.166( 7 09) * 

0.219( 7.19)* 

0. 1l7( 4.35)* 

0.768 

105 42 

는 일반적인 경우 日 日精算收益은 H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때 利子率의 變動이 커진 

다는 것은 日 日精算收益이 그만큼 더 작은 「→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t!f:價指數200의 경우 水準變數와 매입일 이후 決濟日까지의 변화가 모두 유의한 (+ ) 

의 推定係數를 보였고 다만 CD收益率을 이용한 경우 水準變數만이 유의하지 못했다. 매입 

일 이후 決濟日까지의 변화가 유의한 (+)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先物價格이 동반 상승하여 (+ )의 精算差金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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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만 妹價指數:200의 條件附 分散은 利子率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 <表 6)에 따르면 CD 

收益率을 이용한 경우 유의하지 않은 (+ )의 부호를， 콜금리를 이용한 경우 유의한 (-)의 부 

호를 보여 주었다. 利子率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다지 강한 해석을 하기 

는 어렵지만 樣價指數200의 條件附 分散이 꺼의 부호를 가진다는 결과는 利子率 변화율의 

條件附 分散에서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先物價格과 利子率이 (→의 相關關係를 갖는 

일반적인 경우 日 日精算收益은 ”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때 林價指數00의 變動。1 커 

진다는 것은 日 日精算收益이 그만름 더 작은 니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 

위의 回歸分析結果로부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時間假變數의 추정 결과이다. 利子率의 

종류에 따라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98-9月物 이전의 경우 假變數는 (-)의 부호를 가지거나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98-12月物 이후의 경우 假變數는 유의한 (+)의 값을 

보여 주었다. 이는 나머지 설명변수에 의해 統制되었을 때 98-9月物 이전과는 달리 98-12月

物 이후에는 日 日精算收益이 (+ )의 값을 가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 

과는 利子率의 종류에 관계가 없었으며 적어도 99년 이후에는 日 日精算收益이 더 커졌다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상의 回歸分析結果 중 유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日 日精算收益은 

利子率이 높을수록， 그리고 利子率의 變動이 작을수록 더 커진다. 또한 妹價指數200의 수준 

이 높을수록， 그리고 決濟日까지 妹價指數200의 상승이 클수록 日 日精算收益은 더 커진다. 

한편 시간에 따른 추이도 중요한데 98년 이전에 비해 99년 이후에는 B 日精算效果가 유의하 

게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 結 든ι‘ 
ilß꺼 

先物去來는 日 日精算으로 인해 先i度去來와 엄격히 구분되며，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先

物去來收益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다만 日 日精算이 先物去來收益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왔는가는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에 본 연구는 96년 5월 3일부터 2000년 9 

월 14일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다루었다- 즉 終價로 先物을 매입한 후 이를 決

濟日까지 보유한다고 할 때 日 日精算으로 언한 수익이 유의한 값을 가졌는가를 검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日 日精算收益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어도 妹價指數200先物去來

가 개시되고 1년이 지난 97-6月物 이후에는 뚜렷하게 유의한 값을 보여 주었다. 특히 先物

去來收益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決濟日價格과 買入價格의 差異에 대한 日 日精算收益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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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日 日精算效果가 全種덤에 걸쳐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비중은 種目에 따라 

差異가 컸지만 표본 전체를 이용하였을 때 평균 5.8%나 되었고 近月物만을 대상으로 하였 

을 때에도 평균 1.5% 정도 되었다. 

한편 日 日精算收益의 크기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R의 이 

론적 성과에 기초한 검정을 시도하였다. 우선 이들에 따르면 先物價格과 利子率이 (-)의 相

關關係를 가지는 일반적인 경우 日 日精算收益은 (→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先物價格 상 

승으로 (+ )의 精算差金이 발생하였을 때 利子率이 하락하고 先物價格 하락으로 (-)의 精算

差金이 발생하였을 때 利子率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더한다변 日 日精算收益은 決

濟日 현재가치로 (-)의 값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命題에 대한 검정결과는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18 

개 種目 중 9개 種目에서 先物價格과 利子率의 相關係數가 日 日精算收益과 같은 부호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던 데에는 先物價格과 利子率이 유의한 (→)의 

값을 가지지 못하였던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18개 種目 중 7개 種目의 기간 

중에 先物價格과 CD收益率은 (+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金顧先物에 대 

한 일반적인 인식에 비추어 특이한 것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日 日精算收益의 크기를 설명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인 回歸分析에서도 명확한 해 

석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 설명변수로는 決濟日까지의 滿期， 種目에 따른 假變數，

利子率 및 樣價指數200의 수준， 매입 이후 決濟日까지의 변화， 條件附 分散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利子率 및 ì*價指數00의 條件附 分散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것은 CIR의 命

題에 따른 것인데 이들에 따르면 精算差金의 變動이 클수록 日 日精算4~益의 절대값은 더 커 

져야 한다. 先j度價格을 설명변수로 이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代用變數로 현물 

가격에 해당하는 珠價指數200을 이용하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日 日精算收益을 좌우할 것 

으로 보이는 利子率의 條件附 分散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回歸分析에서 얻은 성과는 적지 않았다. 우선 日 日精算效果는 、체齊日 

까지의 滿期에 따라 뚜렷한 패턴을 보여 주었는데 滿期가 60일 이하인 경우 유의한 (-)의 

값을 보여 주었고 滿期가 60일을 넘는 경우 증가하여 유의한 (+)의 값을 보여 주었다. 이 러 

한 결과가 日 日精算收益에 대한 回歸分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 滿期의 추정계수 

는 유의한 (+ )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日 日精算效果는 시기적으로도 변화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回歸分析에서 설명 

변수로 種目別 時間假變數를 포함시켰을 때 ， 98-9月物 이전의 경우 假變數가 (-)의 부호를 

가지거나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98-12月物 이후의 경우 假變數는 유의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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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보여 주었다. 이는 98-12月物 이후 日 日精算收益이 그 이전에 비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回歸分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利子率 및 妹價指數200 관련 변수의 영향은 해 

석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우선 利子率로 CD收益率 혹은 콜금리 중 어느 것을 이용하는 

가에 따라 回歸分析結果에 差異가 있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利子率의 水準이 높고 利子率의 變動이 작 

을수록 日 日精算收益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緣價指數00의 수준이 높고 決濟B

까지 妹價指數200의 상승이 클수록 日 H精算收益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先物去來의 중요한 특정인 日 日精算은 先物投資收益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 

님을 알 수 있었다. 특히 日 日精算效果는 妹價指數200先物市場이 개시된 초기에 비해 시간 

이 지나면서 더 안정적인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만 특이한 것은 先物價格과 利子率 간 H의 相關關係가 국지적으로 깨어질 수 있기 때문 

에 日 日精算效果를 예측하는 데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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