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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implement "structural changes detection procedure" in pairs trading algorithm and to show that 

the proposed approach outperforms the extant pair trading algorithm.Structural changes in pairs trading are defined 

in terms of changes in cointegrating factors and broken cointegration relationship. These changes are designed to 

test extant structural changes and unit root test methodologies. 

The simulation finds that expanding the changes in structure, increasing the mean reverting process of spread, 

and extending the consecutive days of broken cointegration will increase the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algorithm. 

Empirical study results are also consistent those ofthe simulation studies. The proposed algorithm outperforms the 

extant algorithm relative to risk and return given that the cumulative profit/loss has a significant upward-slope with 

minimal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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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페어트 이딩(Pairs trading)은 가격이 하락한 자

산을 매수하고,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매도하는 역

투자 략(Contrarian investment strategy)  하

나로서, 매수(Long)와 동시에 매도(Short)하는 

략이기 때문에 롱 략(Long/Short strategy)으

로 불리운다. 페어트 이딩은 가격을 측하여 가격 

자체의 움직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자산 가

격 사이의 차이의 움직임에 투자하는 략으로서 상

가격 차익(Relative value arbitrage) 략으로 

분류된다. 한 페어트 이딩은 소  말하는 트

(Quant) 략  하나로서, 정성  분석(Qualita-

tive analysis)을 최 한 배제한 상태에서 미리 정

해진 알고리듬(Algorithm)에 의해서 자동화 매매

(Automated trading)를 한다는 에서 다른 역투

자 략들과는 구분된다. 

1.2 련 연구 동향

페어트 이딩에 한 연구분야는 크게 두 가지

로 나 어진다. 첫 번째 페어트 이딩의 연구 분야

는 다양한 자산의 페어 구성을 통해 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으로 보이는 것이다. 

Gatev, Goetzmann과 Rouwenhorst[6]는 40여 년 

동안의 미국 주식 시장 데이터를 이용해서 페어트

이딩 알고리듬을 용해 본 결과, 연 11% 이상

의 과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보 고, Kanamura, 

Ratchev와 Fabozzi[17]는 페어트 이딩 알고리듬

을 에 지 선물 시장에 용하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 다. Dempster, Medova와 Ke 

Tang[4]은 상품선물 시장에 있는 자산들을 이용하

여 페어를 구성했는데, 상품선물에 자주 발생하는 

격한 가격변화를 모형화하여 보다 정교한 페어트

이딩 모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음을 보

다. 국내 연구로는 해외선물시장을 상으로 한 연

구[1, 5]와 국내 주가지수 선물 시장[2, 3, 4]을 

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며 페어트 이딩을 통해 수

익을 산출할 수 있음을 보 다.  

두 번째 페어트 이딩 연구 분야는 페어트 이딩

을 통한 투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유의미한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Hansell[14]과 Jegadeesh와 Titman[15]는 투자자

들이 시장의 정보에 해서 과잉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의 변동성이 실제 움직여야 하는 범 를 

벗어나게 되고 이것이 가격의 평균회귀를 발생시킨다

고 설명한다. Gatev, Goetzmann과 Rouwenhorst 

[13]는 공매도에 한 일반투자자들의 근성이 떨어지

기 때문에 주식들의 가격이 합하게 결정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Kamamura, Ratchev와 Fabozzi[17]는 

상품 선물에서 편의 수익(Convenience yield)  계

 요인(Seasonality) 등의 요인에 의해서 페어트

이딩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1.3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페어를 구성하는 자산들 사이의 

구성 비율, 즉 공 분 인자(Cointegrating Factor)

에 발생하는 구조  변화를 찾아 페어트 이딩의 성

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페어트 이딩에 한 많은 

연구들에서 간과하는 것이 페어를 구성하는 비율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논문들에서는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을 이용해서 페어를 구성할 때, 

A자산 한 개와 응되는 B자산의 수량이 일정하다

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

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

라서 A자산과 B자산의 계에 발생하는 구조  변

화를 반 하는 과정을 페어트 이딩 알고리듬에 포

함하면 보다 나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 된다. 

공 분 계가 지속 으로 유지되는지를 주기

으로 확인하여, 단 된 것이 확인되면 거래를 종료

시키는 과정을 페어트 이딩 알고리듬에 용하여 

성과를 향상시킨다. 페어트 이딩은 스 드가 평

균으로 회귀한다는 것에 투자하는 략이다. 만약 

자산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 분 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평균회귀를 가정할 수 없으므로, 페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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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딩을 수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 공 분 

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지션을 

유지한다면 투자의 험이 커지게 되고, 큰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거래를 진행하는 

매 시 마다 공 분 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

여, 단 된 경우에는 거래를 종료시키는 과정을 알

고리듬에 포함하면 페어트 이딩으로 인한 손실을 

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시뮬 이션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본 연

구에서 제안한 알고리듬이 기존 알고리듬 비하여 

어떠한 성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농산물 

선물(Agricultural commodity futures)시장에 

용하여 시뮬 이션에서 나타난 성과를 검증한다. 

2. 모형 제안

2.1 페어트 이딩 모형

페어트 이딩(Pairs Trading)은 각 자산의 

 가격(Absolute Pricing)의 움직임을 측하고 

투자를 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차

이(Relative Pricing)에 한 측을 기반으로 투자

하는 모형이다. 미리 정해놓은 알고리듬에 따라서 

분석기간(Formation Period)을 정하고, 분석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두 가격,  , 사이에 공

분 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12], 이를 

토 로 스 드( , Spread)를 정의한다. 

   ～, ～, [1-]










～I(0) (1)

   
 

 (2)

식 (1)은 공 분 계식을 의미하며, 는 분 

차수(Order of Integration)가 란 의미로서 안정

(stationary)인 시계열을 확보하기 해서는 해당 시

계열을 최소 번 차분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란 차분하지 않고서도 안정 인 시계열을 의미

하고, 이는 평균회귀(Mean Reversion)를 하는 시계

열을 의미한다. 식 (2)는 스 드 가  , 의 공

분 계로 인하여   시계열임을 의미한다. 만약 

분석 기간 동안의 스 드가 평균회귀하는 시계열

이면 이후에도 동일한 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스 드가 평균값으로 회귀한다는 것에 투자

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스 드의 안정성

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략이 페어트 이딩이다.

평균회귀를 하는 스 드 모형은 Vasicek[20]

의 단기이자율 확률  과정 모형을 따라 다음과 같

이 수립한다.  


 

      (3)

식 (3)은 이자율 모형 외에도 평균회귀를 하는 안

정  시계열을 모형화할 때 자주 쓰이는 모형으로, 

Jurek과 Yang[11]의 연구 에서 평균회귀를 하

는 차익거래 모형에서 동일한 식을 사용했고, 한 

Dempster, Medova와 Tang[10]이 장기 으로 공

분 계가 성립한다고 단되는 상품 가격 스

드에 한 옵션 가치평가를 해 이용한 모형에서도 

이용되었다.

식 (3)에서 는 평균회귀의 속도를 나타내고, 

가 안정 인 경우에 항상 양수이다. 값이 1에 가

까울수록 평균회귀의 속도가 빠른 것이고, 작은 

값으로 0에 가까워질수록 평균회귀의 속도가 느리

게 된다. 는 의 장기균형 값이고, 는 스 드

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의 는 일반 인 

과정(Wiener process)을 나타내며,  과정의 변

화량 는 기 값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

를 따른다. 

식 (3)을 이산 (Discrete)인 형태로 바꾸고 지난 

기까지 정보()가 있다고 가정하면 식 (4)와 같

은 형태로 표 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AR(1)형

태의 식 (5)가 된다.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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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 분 계를 추정한 후에, 계산된 스

드가 백색잡음(White noise) 혹은 AR(1)을 따

르는 경우에는 스 드가 식 (5)와 같은 과정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2.2 구조  변화 감지 방법

두 가격,  , 사이에 공 분 계가 성립하며 

구조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스 드가 white 

noise를 따르는 경우의 공 분 계식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 

      ⋯ 

구조변화 통계량을 설명하기 해 오차는 가장 단

순한 형태로 white noise를 가정하되, 이후 AR(1) 

형태의 계열상 (Autocorrelation)을 가정하여 GLS

를 이용하여 보다 일반 인 식으로 유도한다. 

구조변화가 발생한 시 을 로 정의하며, 구조

변화 후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

      (7) 

여기서, 
～       ⋯   는 구조변화 

시 (Known or Unknown). 

먼  식 (6)에서의 와 에 나타난 구조  변화

는 
의 잔차를  , 의 잔차, 로 정의할 경우, 다

음    통계량 식 (8)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 

 ∑  
 



∑  
 

  ∑  
  


～     (8)

여기서, 는 제약된 모수의 개수.  

구조  변화가 생긴 시 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Chow[8]의 연구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 구조  변

화가 발생한 시 을 모르는 경우에는 Chow 테스트

를 수정한 Quandt[19]의 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Andrews[6]는 Quandt[19]의   통계량에 한 

분포를, 그리고 Andrews와 Ploberger[7]은 와 

의 근분포(Asymptotic distribution)를 분

석 으로(Analytical) 유도하여 가설검정을 할 수 있

도록 정리하 다. 이외에도 Nyblom[18]이 고안한   

통계량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안정 으로 구

조  변화를 찾아내는 다음 식 (9)의 를 이용

하도록 한다. 

  ∑



 


 ,   (9)

는 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식 (9)에서 

는 시 에 구조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식 (8)의 

값을 의미하며, 과 는 모수 추정에 필요한 최

소 데이터를 고려한 구조변화로 인식 가능한 시작 

시 과 마지막 시 을 의미한다. 

식 (5)에서처럼 스 드가 AR(1)을 따른다고 가

정하는 경우에는 와 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남은 

오차가 백색잡음이 아니라 AR(1)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 회귀 분석(GLS, Generalized Least Square)

을 용하여 식을 변형시켜 문제를 해결한다. 이 경

우에는 다음 식 (10)에서와 같이 오차가 자기상

계(Autocorrelation)를 갖게 된다. 

             
 

 (10)

                  

식 (10)을 앞에서 언 한 식 (5)와 비교해 보면, 

  ,   , 그리고 
 임을 알 수 있다. 다

음 식 (11)처럼 의 식을 변형시킨다면 단순 회귀 

분석으로 와 를 추정할 수 있다.    

(11)
  

 


  
  



         

 
  




 

구조  변화가 시 에 발생했다는 것이 발견되

면, 시  이 의 데이터는 제외하고, 이후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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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만 분석에 이용한다. 공 분 계가 성립하지 않

으면 페어트 이딩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 분 

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도 구조  변화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 시 마다 단 근 검

정(Unit root test, Dickey와 Fuller[11])을 수행해

서, 안정 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공 분 

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단한다.

3. 페어트 이딩 방법론

3.1 거래 과정

일반 으로 기존의 페어트 이딩(Pairs trading)

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페어

(Pair)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페어는 공 분 계가 

있는 자산 두 개로 구성된다. 두 개 이상의 페어를 

이용해서 구성하여 페어트 이딩을 수행할 수도 있

지만, 일반 으로는 두 개의 자산으로 페어가 구성

되고, 본 연구에서도 두 개의 자산으로만 페어를 

구성하도록 한다. 두 자산의 과거 가격 정보를 이

용해서 두 자산 사이에 공 분 계가 있는지를 확

인하여 공 분 계가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

로 넘어가지만, 그 지 않은 경우에는 공 분 계

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으

로 실제로 투자를 하며 이윤과 손실을 발생시키는 

과정이다. 청산 스 드보다 작아지는 경우에 거래

를 종료하고 수익을 실 하게 되는데, 도 에 강제 

청산 조건(Loss cut)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

지의 수익/손실을 실 시키고 거래를 단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사

이에 구조  변화를 찾아내는 과정을 추가하여 총 

세 단계로 구성된다. 구조  변화를 단하는 과정

에서는 (1) 공 분 인자인 와 의 값이 유의하게 

바 었는지 여부와 (2) 공 분 계의 단  여부를 

단하게 된다. 만약에 (1)과 (2), 두 가지 에서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  변화가 발생한 

시  를 추정하여, 그 시 부터의 데이터만을 이

용하여 다시 첫 번째 단계부터 진행한다. 만일 (1)

과 (2)에 모두 변화가 없다면 세 번째 단계인 거래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3.2 페어 구성

두 자산의 가격 데이터를 이용하여 페어를 구성

하되,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거래에 제약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에 유의하여 페어를 구성하도록 한다. 

즉, 알고리듬에 따라서 페어에 속한 각 자산을 사

고팔아야 하는 시 에 아무런 문제없이 사고 는 

행 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매일같이 거래

가 발생하며, 일일 거래량이 충분히 많은 자산을 

이용해서 페어를 구성한다.

3.3 구조  변화 감지

제 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회귀분석 식으로 

식의 형태를 바꿔서 오차를 백색잡음으로 만든 후

에, Andrews와 Ploberger[7]의 를 용하여 

공 분 인자인 와 의 구조  변화를 찾아낸다. 

공 분 계가 계속 유지되지는 여부는 스 드

(   )가 안정 인지를 확인해서 알 수 있

다. 안정 이던 스 드가 단 근 검정(Unit root 

test)을 통해서 안정 이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공 분 계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토 로 공 분 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는 결과가 나오면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에 

거래 이었다면, 이러한 결과는 강제청산조건이 되

므로, 거래를 단시키고 수익/손실을 실 하도록 

한다.

3.4 강제청산 기

정해진 청산 조건(스 드가 청산 스 드보다 

작은 경우)을 만족하기 에 거래를 일단 단시키

고, 수익 혹은 손실을 실 시키게 하는 조건을 강제 

청산 조건(Loss Cut)이라 한다. 구조  변화를 고려

치 않은 기존의 방법에서는 최  거래기간(M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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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 trading period)을 설정해서, 거래가 시작된 

후에 최  거래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산 조건을 만

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로 거래를 청산시킨

다. 이는 거래 도 에 혹시 발생했을지 모르는 구조

 변화를 비해서 손실을 제한시키기 한 조치

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임의로 정하는 조건이 무 

많기 때문에 이론  근거가 부족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몇몇 연구와 실제 거래에서는 스 드가 일

정 수 보다 커진 경우에 거래를 단시키는 형식

의 강제청산 기 을 용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 역

시 스 드가 커진 원인이 공 분 계에 구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지, 스 드가 랜덤워크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상 값인지 등 근거

가 없는 상태에서 이상 값이 아니라고 믿고 거래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  근거가 부족하다

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구조  변화를 고려한 페어트 이딩 알

고리듬에서는 구조  변화가 확인되면 거래를 단

시키고, 포지션을 청산한다. 이는 불확실한 상태로 

거래를 지속하지 않음으로써 험을 경감시키는 효

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를 강제로 단시켜야 

하는 통계  근거가 명확하다. 본 연구의 방법을 

통한 성과가 기존 방법의 성과에 비해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으며, 거래의 변동성도 감소할 것으

로 기 할 수 있다.

4. 시뮬 이션

4.1 시뮬 이션 설계

서로 공 분 계를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를 생

성하여 기존의 페어트 이딩 알고리듬과 구조  변

화를 고려한 알고리듬의 성과를 비교한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구조  변화를 고려하는지 여부와 

공 분 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을 언제 

인식할 수 있는가에 있다. 기울기에 구조  변화가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구조  변화의 횟수와 크기

에 따라서 여러 개를 만들고, 한 공 분 계가 

간에 단 된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하여 각 방법

을 용하여 수익/손실을 비교한다. 한 페어트

이딩의 성공여부는 평균회귀의 속도와 긴 한 연

이 있으므로 평균회귀의 속도를 각기 다르게 설정

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페어트 이딩 알고리듬의 성

과를 비교한다.

총 1,100개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100개는 분석기

간으로 이용하고, 1,000개의 데이터는 페어트 이

딩 거래를 하는 것에 이용한다. 구조  변화의 횟수

에 따라서는 0회, 5회  20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크기에 따라서는 의 구조

변화 크기를 감안하여, 가  을 따르는 경

우와  을 따르는 경우로 구분하여 생성한

다. 이와 별개로 공 분 계가 단 된 경우에 페어

트 이딩의 성과를 확인하기 해서 부분 인 공

분 계(Piecewise Cointegration)가 있는 데이터

를 임의로 생성하여 시뮬 이션 결과를 확인한다. 

한 평균회귀 속도에 따라서 두 방법의 성과를 분

석하기 해서 의 속도에 따라서 다른 시계열을 

생성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 제 3장에서 설명

한 모형을 용한 시뮬 이션 수행을 해서, 다음 

식 (12)와 같이 페어  하나는 ARIMA(0, 1, 0)을 

따르고, 스 드는 AR(1)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12)


    


 ～ 

 

여기서, 
 



나머지 페어의 시계열은 는 식 (13)으로 표

될 수 있다.

            (13)

식 (12)와 식 (13)을 활용하여 <표 1>과 같이 

21개 경우로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 개별 Case별

로는 100번씩 시뮬 이션을 수행하며, 거래 시작조

건은 스 드의 평균인 로부터   이상 혹은 이

하로 하고 스 드가 평균수 으로 회귀할 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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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화 횟수 구조변화 크기      공 분 단  횟수 단  기간 길이

Case 1 0 n.a. 0.2 0 n.a.

Case 2 5 (2, 4) 0.2 0 n.a.

Case 3 5 (0, 6) 0.2 0 n.a.

Case 4 20 (2, 4) 0.2 0 n.a.

Case 5 20 (0, 6) 0.2 0 n.a.

Case 6 0 n.a. 0.5 0 n.a.

Case 7 5 (2, 4) 0.5 0 n.a.

Case 8 5 (0, 6) 0.5 0 n.a.

Case 9 20 (2, 4) 0.5 0 n.a.

Case 10 20 (0, 6) 0.5 0 n.a.

Case 11 0 n.a. 0.8 0 n.a.

Case 12 5 (2, 4) 0.8 0 n.a.

Case 13 5 (0, 6) 0.8 0 n.a.

Case 14 20 (2, 4) 0.8 0 n.a.

Case 15 20 (0, 6) 0.8 0 n.a.

Case 16 0 n.a. 0.2 4 50

Case 17 0 n.a. 0.2 4 100

Case 18 0 n.a. 0.5 4 50

Case 19 0 n.a. 0.5 4 100

Case 20 0 n.a. 0.8 4 50

Case 21 0 n.a. 0.8 4 100

<표 1> 시뮬 이션 분류

데이터 생성 로세스 :       ～ 
 

     ∇            

          where ～  
 ,

          where ～  
 ,


   

           

산하는 것으로 한다. 기존 알고리듬의 경우에는 강

제 청산 조건에 최  거래기간을 부가하 으며, 50 

데이터 포인트(약 2개월)로 둔다. 

4.2 시뮬 이션 결과

서로 공 분 계를 갖는 시계열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Random generation)하여 기존의 페어트 이

딩 알고리듬을 이용한 성과와 구조  변화를 고려한 

경우의 페어트 이딩 성과를 비교 분석하 다. 페어

트 이딩의 성과에 향을 끼치는 요소들은 매우 많

다. 다양한 요소들 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뮬

이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조  변화의 빈도와 페어트 이딩 성과 사이

의 계

(2) 구조  변화의 크기가 페어트 이딩 성과 사이

의 계

(3) 공 분 계가 부분 으로 있는 경우에 페어트

이딩의 성과 분석

그리고 의 결과와 동시에 평균회귀속도의 변

화에 의한 페어트 이딩의 성과도 함께 확인한다. 

평균회귀속도의 정의에 따라서 평균회귀속도가 빠

를수록 스 드가 백색잡음의 성향을 갖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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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조  변화 빈도에 따른 수익성 비교

구조  변화 : 0회 구조  변화 : 5회 구조  변화 : 20회

 단  : 10
-3

기존 제안 기존 제안 기존 제안

평균 
회귀속도

0.2 평균수익 1.322 0.377 0.585 0.456 1.003 3.049

0.5 평균수익 1.653 1.002 0.482 0.774 -0.616 2.391

0.8 평균수익 1.568 1.417 0.854 1.396 0.122 2.649

<표 3> 구조  변화 빈도에 따른 험 비교

구조  변화 : 0회 구조  변화 : 5회 구조  변화 : 20회

 단  : 10-3 기존 제안 기존 제안 기존 제안

평균 
회귀속도

0.2 표 편차 55.247 4.596 151.310 32.981 175.089 89.875

0.5 표 편차 30.788 10.623 120.502 35.648 180.671 79.079

0.8 표 편차 21.420 20.342 117.712 43.223 158.562 83.591

반 의 경우에는 랜덤워크와 비슷해진다.

페어트 이딩의 성과는 수익성의 측면과 험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수익성은 동일한 기간 

사이에 발생한 총수익과 거래당 발생한 평균수익에 

의해서 알 수 있다. 험은 수익의 표 편차나 최

손실액을 통해서 알 수 있다.  

4.2.1 구조  변화의 빈도와 페어트 이딩 성

과의 계

<표 2>는 구조  변화 빈도에 따른 두 페어트

이딩 방법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평균수

익은 총수익을 거래건수로 나  값을 의미한다.  

시계열에 구조  변화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기존의 알고리듬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

지만, 구조  변화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제안된 알

고리듬을 통한 투자가 더 큰 수익을 낸다는 결과가 

나왔다. 총 기간 1,000일 에 내재된 구조  변화

가 20회 있는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

이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구조  변화가 

5회만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회귀 속도가 빠

른 경우에만 기존의 방식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즉, 평균으로 얼마나 빨리 회귀하는지에 

따라서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가 큰 향을 받는데, 평균으로 회귀하는 속

도가 느린 경우( )보다는 평균회귀속도가 빠

를수록 기존 방식에 비해서 제안된 방식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구조  변화 빈도에 따라서 험을 

비교한 것이다. 일단 구조  변화가 많을수록 험

이 커지지만,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제안된 방식의 

험도는 체 으로 매우 낮다. 공 분 계에 변

화가 발생하자마자 거래를 단시켜버리기 때문에 

표 편차도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된 방

법이 두 배 이상 작다. 표 편차가 유사한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에 구조  변화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평균회귀속도가 매우 커서 백색잡음과 비슷한 형태

의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로, 이 경우는 구조  변

화가 거의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알고리듬

이 거의 같은 형태의 표 편차를 보인다. 

실질 으로 구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제안된 

방법이 기존 방식에 비해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회귀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기존 방식보다 험 측면에서는 압도 인 

성과를 보이는데, 이는 평균회귀속도가 느림으로 

인해 기존 방식의 경우 강제 청산이 될 수 있는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의 경우에는 스

드가 평균으로 회귀하는 시 이 강제 청산 시  

이 인 경우는 큰 수익이 실 되지만, 이후인 경우

는 큰 손실이 실  되므로 표 편차가 커지게 된다. 

반면에 제안된 알고리듬의 경우에는 구조변화 계

의 변화 혹은 단 로 인식하여 조기에 거래를 청산

하므로 큰 수익도 나지 않지만, 큰 손실도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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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조  변화 크기에 따른 수익성 비교

구조  변화 : 없음 구조  변화 : 작음 구조  변화 : 큼

 단  : 10-3 기존 제안 기존 제안 기존 제안

평균 
회귀속도

0.2 평균수익 1.322 0.377 0.626 0.443 0.585 0.456

0.5 평균수익 1.653 1.002 1.305 1.002 0.482 0.774

0.8 평균수익 1.568 1.417 1.220 1.286 0.854 1.396

<표 5> 구조  변화 크기에 따른 험 비교

구조  변화 : 없음 구조  변화 : 작음 구조  변화 : 큼

 단  : 10
-3

기존 제안 기존 제안 기존 제안

평균 
회귀속도

0.2 표 편차 55.247 4.596 67.709 9.566 151.310 32.981

0.5 표 편차 30.788 10.623 61.712 16.185 120.502 35.648

0.8 표 편차 21.420 20.342 59.058 21.906 117.712 43.223

<표 6> 공 분 계가 단 된 경우에 따른 수익성 비교

공 분 단  : 없음 공 분 단  : 50일 공 분 단  : 100일

 단  : 10
-3

기존 제안 기존 제안 기존 제안

평균 
회귀속도

0.2 평균수익 1.322 0.377 0.783 0.308 -0.055 0.256

0.5 평균수익 1.653 1.002 1.182 0.761 0.389 0.731

0.8 평균수익 1.568 1.417 0.965 1.192 0.713 1.054

<표 7> 공 분 계가 단 된 경우에 따른 험 비교

공 분 단  : 없음 공 분 단  : 50일 공 분 단  : 100일

 단  : 10-3 기존 제안 기존 제안 기존 제안

평균 
회귀속도

0.2 표 편차 55.247 4,596 55.772 4.688 48.882 4.434

0.5 표 편차 30.788 10.623 50.218 9.752 42.954 7.179

0.8 표 편차 21.420 20.342 37.241 13.318 41.599 12.407

않는다. 이로 인해 기존 방법보다 제안된 방법이 구

조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평균회귀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표 편차가 더 작아지게 된다. 

4.2.2 구조  변화의 크기와 페어트 이딩 성

과의 계

구조  변화의 크기의 경우도 구조  변화의 빈

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구조  변화의 크기가 

클수록 제안된 방법의 성과와 기존 방법의 성과 사

이의 차이가 커진다. 평균회귀 속도가 느려질수록 

수익성 측면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성과가 기존 방

법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결과를 보이지만, 

험 측면에서는 개선된 경향성을 보인다. 

4.2.3 공 분 계가 단 된 경우와 페어트

이딩 성과의 계

기존 알고리듬과 제안된 알고리듬 모두 공 분 

계가 단 된 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단기에 비해

서 성과가 좋지 않다. 하지만 기존 방식을 통한 성

과가 공 분 계가 단 된 기간에 해서 더 민감

하기 때문에 공 분 계가 단 된 기간이 길수록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의 이 이 더 커진다. 

이 경우도 평균회귀 속도가 빠를수록 수익성 측면

에서 제안된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해서 상 으

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며, 험 측면에서는 제안된 

알고리듬을 따르는 경우가 기존 알고리듬을 따르는 

경우에 비해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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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농산물 상품 선물의 기술통계량

Corn Wheat Soybean SO SM Rough rice

평균 302.02 443.31 748.23 28.64 223.17 9.19

간값 243.75 374.00 627.25 24.70 191.40 8.28

최 값 761.00 1282.50 1649.00 70.82 429.00 24.82

최소값 174.75 241.25 418.25 14.41 142.80 3.54

표 편차 114.74 190.18 271.84 12.14 67.27 4.14

왜도 1.336 1.396 0.897 1.104 0.800 0.842

첨도 4.332 4.472 2.918 3.764 2.436 3.342

주) 1. SO : Soybean oil, SM: Soybean meal.

2. 출처 : Bloomberg.

<표 9> 농산물 상품 선물의 페어 트 이딩으로 인한 순수익 평균/표 편차

Corn Wheat Soybean SO SM Rough rice

Corn 0.109 0.084 0.068 0.369 0.164 0.355 0.084 0.440 -0.129 0.168

Wheat 0.114 0.165 0.070 -0.013 0.181 0.043 -0.153 -0.086

Soybean 0.268 0.153 0.555 0.285 -0.242 0.188

SO 0.167 0.044 -0.225 0.049

SM -0.105 0.090

Rough rice

주) 좌측 : 기존 방법, 우측 : 제안 방법.

5. 실증 분석

5.1 데이터 설명 

본 연구에서는 CBOT(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6개의 농산물 상품 선물의 종가(Closing 

price)를 이용해서 실증 분석을 한다. 여기서 이용

된 각 선물은 거래일 기 으로 매일 거래가 발생하

고, 일일 거래량도 충분히 많아서 유동성으로 인

한 험은 없다고 단된다. 1989년 1월 2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최

근월물 가격 기 으로 만기일이 도래하는 달에 차

근월물로 롤오버(Roll over)하는 방식으로 연결가

격을 만들었다. <표 8>에 각 선물에 한 기술통

계량이 나타나 있다.

5.2 결과 해석

수익성 측면에서 험을 나타내는 표 편차 비 

순수익1) 평균을 기 으로 비교해 보면 제안 방법의 

경우, Corn이나 Rough Rice가 포함된 경우에 기존 

방법보다 개선된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9> 참조). 

특별히, Rough Rice의 경우에 기존 알고리듬의 경

우에는 모두 -임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새로운 방법

에서는 부분 페어에서 +로 나타나는데, 이는 시뮬

이션 Case 9, 10, 17과 같이 평균회귀속도를 나타

내는 계수 가 0.2에서 0.5사이이고, 구조변화의 

계 변화와 단 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모

든 페어 거래 체의 순수익평균/표 편차에 해서

는 기존방법의 경우 0.016이고, 제안방법의 경우는 

0.134로서 더 높은 성과를 보 다.

1) 수익률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0으로 가정하고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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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순수익시계열

 순수익의 시계열  패턴인 [그림 1]을 보면 

제안된 방법이 변동성이 상 으로 큰 기존방법과

는 다르게 비교  지속 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IMF 외환 기 이후로

서 1999년 이후는 1999년 이 과 다르게 수익보다

는 험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체 으

로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불안정  시계열인 자산 가격 사이의 

계에서 발생하는 구조  변화를 감지하는 알고리

듬을 페어트 이딩에 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시뮬 이션과 농산물 선물 시장에 용하여 

그 성과를 분석하 다. 

시뮬 이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안된 알고리

듬에서는 구조  변화를 감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변화가 자주 발생하고, 강도가 

크고, 공 분 계의 단 된 기간이 길며, 그리고 

평균회귀 기간이 짧을수록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BOT에 상장된 유동성이 높은 6개의 선물을 이

용하여 기존 페어트 이딩과 구조  변화를 감지하

는 과정이 포함된 페어트 이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수익성과 험 측면 모두에서 더 좋

은 성과를 보 다. 페어트 이딩은 기본 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략이다. 따라서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지표 등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수익을 얼마나 발생시키는 지와 손실을 보는 

경우가 확률 으로 얼마나 많은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제안된 알고리듬이 기존 알고

리듬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 드가 AR(1) 과정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진행되었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 스

드가 임의의 ARMA(p, q)를 따르는 형태로 연구

를 진행한다면 모든 종류의 공 분 계에 있는 두 

자산의 스 드에 해서 페어트 이딩 상 수익

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페어를 두 개의 

자산으로만 구성했다는 도 본 연구의 한계 이

다. 이론 으로 여러 개의 자산을 이용해서 페어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을 이용한다

면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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