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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은 생시장에 의해 향을 받고 있으며, 생시장은 지수옵션 상품에 의

해 향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시스템 트 이딩에 한 심이  더해가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컴

퓨터 시스템과 매매 략에 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지수옵션 시장은 만기일을 기 으로 마치 도와 같이 순간순간 살아 움직이고 있다. 옵션에 한 

효과 인 은 투자자에게 확률 높은 매력 인 략을 제공하며 옵션의 움직임을 체 으로 해석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궁극 으로 옵션가의 측을 가능하게 한다.

  행사가와 방향성에 의한 개별 옵션은 함수로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한 입력값에 의해 가격이라는 하

나의 출력값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입력값에는 지수, 시간, 거래량 의 세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진다. 

이  거래량은 측이 가능한데, 개별 옵션이 아닌 앙상불의 경우 출력값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앙상불 옵션에서 개별 옵션가는 경직성을 가지게 되어 상가의 차이에 의한 압력이 발생하

게 된다. 이 압력은 이후의 지수변화에 핵심 인 에 지로 작용할 수 있다.

  압력의 측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뉴로-퍼지 시스템을 이용한 측값 과

의 차이를 측정하여 계산하 다. 일단 학습된 뉴로-퍼지 시스템은 가격을 측하게 되며, 실제 가격과

의 괴리는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키워드: 옵션, ANFIS, 앙상블

1. 서론

한국에서 옵션 시장은 1997년 7월 7일 시작되었다. 이

후 옵션거래 은 격하게 증가하 고, 최근에는 일평균 

거래 이 1조원을 유지하고 있다. 옵션거래 주체는 크게 

외국인, 기 , 그리고 개인이 있으며, 이  외국인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기 은 외가 매도에 개인은 외가 

매수에 치 하는 경향이 있다.

옵션을 함수의 개념으로 보면 다  입력에 한 하나의 

출력인 가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 지수, 시간, 거래

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생시장

은 12개의 외가 행사가와 12개의 내가 행사가를 보장하므

로 등가행사가를 합하여 총 25개, 콜과 풋을 합해서 총 50

개의 옵션상품의 거래를 보장한다. 

이 옵션들은 닮은 꼴로 움직이는데 이를 앙상블이라고 

한다. 옵션 앙상불에서는 개별 옵션의 가격이 함수의 입력

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거래량의 변화는 가

격의 변화를 유발하지만 가격은 앙상블에 의해 통제되므

로 이 괴리는 압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림 1 옵션의 함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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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FIS

ANFIS는 응 뉴로-퍼지 추론 시스템으로 비선형 시

스템의 측에 뛰어난 효능을 보여 다. 뉴로시스템의 특

성인 트 이닝을 통하여 과거 데이터로부터 입출력 계

를 학습하게 한다. 학습된 입출력 계는 퍼지 추론 시스

템을 통하여 출력되며, 이는 개별 옵션의 압력을 구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2는 ANFIS 측값을 일단 로 첩하여 

보여 다. 만기일까지의 잔여일을 하나의 라인으로 주어지

며 장시작과 장마감까지를 0도에서 360도로 표 하 다. 

옵션가격을 시시각각 변화하며  가라앉는다.

 

그림 2  ANFIS 측값

그림 3에서는 멤버쉽함수롤 두 배로 늘인 8개를 사용하

을 경우이다. 측값이 보다 정교해짐을 볼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학습이터 이션을 100으로 늘렸을 경우의 데이터

이다.

그림 3 ANFIS 측값

멤버쉽함수=8

그림 4 ANFIS 측값

학습이터 이션=100

3. 옵션 앙상블

생시장에서는 재 지수를 심으로 12개씩의 내가 

외가 행사가를 보장한다. 따라서 근월물에서만 총 50개의 

개별 옵션상품이 상장되는데, 이 옵션들은 닮은 형태를 띠

게 된다. 이를 앙상블이라 한다. 표 2에서는 옵션 앙상블

을 차트로 표시하 다. 콜 옵션과 풋 옵션이 교차되는 지

이 등가 행사가이며, 콜 옵션에서는 상  지수가 외가 

행사가가 되고 하  지수가 내가 행사가가 된다. 풋 옵션

에서는 상  지수가 내가 행사가가 된다. 

그림 5 Option 앙상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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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결재약정

4. 결론

본 논문은 50개의 옵션 상품이 보장되는 생시장에서

응 뉴로-퍼지 시스템의 비선형 측값을 이용해서 개별

옵션의 압력을 측정한다.

개별 옵션은 가격을 출력으로 하는 함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입력값은 지수, 시간, 거래량의 세 개의 카테고리

로 이루어진다. 

ANFIS에서는 이러한 입력값을 이용해서 측정된 옵션

가를 사용하여 비선형 시스템을 학습시킨다. 학습된 

ANFIS는 입력값을 통하여 옵션가를 측할 수 있다. 

측된 가격은 앙상블 옵션의 가격을 변경시키지는 못하지

만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압력은 장된 에 지이며, 향후 지수 변동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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