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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블랙숄즈모형에서 옵션가격을 결정하는 변수 중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고, 미래시점에 

실현된 변동성을 사후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옵션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내재

된 변동성을 역으로 산출한 내재변동성은 현재 시점에 구할 수 있다. 내재변동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옵션가격과, 블
랙숄즈 모형의 변동성을 제외한 옵션가격결정변수인 기초자산가격, 무위험이자율, 배당률, 행사가격, 잔존기간이 

필요하다. 블랙숄즈모형의 변동성은 고정된 상수이나, 내재변동성 산출시 행사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다르게 산출되

는 변동성스마일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내재변동성 산출시 옵션 단일 종목이 아닌 시장전반의 변동성을 감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V-KOSPI지수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머신러닝기법 중 지도학습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Linear Regression 계열, Tree 계열, SVR과 KNN 알고리즘 및 딥뉴럴네트워크로 학습 및 예측

하였다. Training성능은 Decision Tree모형이 99.9%로 가장 높았고 Test성능은 Random Forest 알고리즘이 96.9%로 

가장 높았다. 

ABSTRACT

Volatility is one of the variables that the Black-Scholes model requires for option pricing. It is an unknown variable 
at the present time, however, since the option price can be observed in the market, implied volatility can be derived from 
the price of an option at any given point in time and can represent the market's expectation of future volatility. Although 
volatility in the Black-Scholes model is constant, when calculating implied volatility, it is common to observe a volatility 
smile which shows that the implied volatility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strike prices. We implement supervised 
learning to target implied volatility by adding V-KOSPI to ease volatility smile. We examine the estimation performance 
of KOSPI200 index options' implied volatility using various Machine Learning algorithms such as Linear Regression, 
Tree, Support Vector Machine, KNN and Deep Neural Network. The training accuracy was the highest(99.9%) in 
Decision Tree model and test accuracy was the highest(96.9%) in Random Fores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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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은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변동

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척도이다. 옵션 변동성은 현재 시

점부터 옵션의 만기까지 기초자산 일별수익률의 연율

화된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위험관리를 위한 헤징

(Hedging) 및 VaR(Value at Risk) 계산에 쓰이며 보유하

고 있는 파생 계약의 가치 및 증거금을 산출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변동성이 실현된 사후에 실

현변동성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현재 시장참가자가 예상

하는 현재시점부터 만기까지의 변동성과는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현재시점에는 추정이 필연적이다. 옵션 변동

성 추정은 과거 변동성 데이터로부터 구하는 역사적 변

동성 접근법과 관찰 가능한 옵션가격으로부터 역산하

여 변동성을 구하는 내재변동성 접근법이 있다. 내재변

동성의 경우 잔존기간과 행사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다

르게 나오는 변동성스마일(Volatility Smile) 현상을 보

이는데 이는 옵션 상장일부터 만기일까지 변동성이 고

정이라는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정과 배치

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변동성 접근방식으로 구한 변동

성데이터를 이용하되, 변동성스마일현상을 완화하기위

해 시장전반의 변동성이 반영된 변동성지수(V-KOSPI)
를 Feature로 추가하여 머신러닝기법 및 딥러닝을 통해 

지도학습 및 예측을 시도하고자 한다. 

Ⅱ. 선행 연구

[1]연구는 2007년 1월 2일부터 2009년 5월 29일까지 

거래가 발생한 KOSPI200 콜옵션 중 잔존일수가 6일 이

상 260일 이하인 종목을 대상으로 SVM(Support Vector 
Machine), MART(Multiple Additive Regression Tree), 
OLS(Ordinary Least Squares)방법으로 내재변동성 추

정을 하였다. 
[2]연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KOSPI200옵션 가격결정모형에 대해 모수적방법과 비

모수적방법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in-sample과 

out-of-sample에서 모두 비모수적방법의 성능이 우수함

을 밝혔다.
[3]연구는 2014년 1월 2일부터 2014년 12월 29일까

지 KOSPI200선물·옵션의 1분단위 데이터로 선물시장

이 옵션내재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물

은 Put-Call Parity에 의해 옵션시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KOSPI200선물가격이 이론가에 비해 고평가 되면 Call
옵션의 내재변동성은 높아지고 Put옵션의 내재변동성

은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4]연구는 KOSPI200옵션의 대표내재변동성과 V- 

KOSPI를 이용하여 특정 가격대의 옵션에 대한 수요의 

밀집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ODI, Option Demand Index)
를 제시하고 옵션의 수요와 기초자산의 변동성과의 관

계를 그랜저 인과관계검정과 충격반응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연구는 거래량기반 정보거래확률(VPIN, Volume 

Synchronized Probability of Informed Trading)과 V- 
KOSPI를 사용하여 KOSPI200선물과 KOSPI200 옵션

의 KOSPI200 수익률에 대한 정보효과를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KOSPI200, KOSPI200선물, 
V-KOSPI, KOSPI200 선물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 V-KOSPI와 V-KOSPI의 변화는 KOSPI200 수익률

과 동일시차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며 V-KOSPI보
다 V-KOSPI 변화가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짐을 보였다. 
또한 VPIN은 KOSPI200 수익률과 동일시차에 음의 관

계를, VPIN의 변화는 양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6]연구는 KOSPI200의 일별 실현변동성을 산출한 

뒤, 역사적변동성, 내재변동성, V-KOSPI지수 등의 실

현변동성에 대한 예측성과를 비교하였다. 2003년 1월 3
일부터 2007년 6월 29일동안의 데이터로 단순회귀분석

한 결과 V-KOSPI의 실현변동성에 대한 예측성과가 가

장 우수하였다.
[7]연구는 상증50ETF 옵션과 KOSPI200 옵션의 변

동성스마일 형태를 비교하는 연구로 2015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해당 종목의 1분단위 체결자료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옵션의 내재변동성 스마일구조

는 내가격이 외가격보다 더 큰 비대칭적인 형태를 보였

으며 잔존만기가 길어짐에 따라 내재변동성이 작아짐

을 보였다.
[8]연구는 최소 분산 델타모형을 통해 KOSPI200 옵

션의 내재변동성과 기초자산의 수익률사이에 음의 상

관관계가 나타나며 지수 수익률의 구간에 따라 음의 상

관관계가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보였다. 또한 신경망 모

형을 사용하여 내재변동성 변화 예측성과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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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모형의 입력변수로는 잔존만기, 델타, KOSPI200 
수익률이며 타겟변수는 내재변동성의 일일 변화이다. 
또한 내재변동성의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KOSPI200 
옵션의 내재변동성이 자기상관성을 가지는 것을 보였다.

[9]연구는 내재변동성 예측의 시계열 모형에서 내재

변동성 곡면의 정보를 반영한 모형이 그렇지 않은 모형

보다 예측성과가 높은지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

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재변동성 곡

면의 정보를 반영한 모형의 예측성과가 유의적으로 높

았으며 특히 짧은 만기의 변동성 예측력이 더 개선됨을 

보였다. 
[10]연구는 옵션의 내재변동성이 행사가격과 잔존만

기에 따라 달라짐을 반영하여 변동성 표면을 잘 표현하

는 모형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KOSPI200의 1분단

위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행사가격

의 3차항을 반영하고 잔존만기의 2차항을 반영한 결과 

변동성스마일현상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변동성기간구

조를 고려한 것이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11]연구는 행사가격과 잔존만기에 따라 내재변동성

이 상이한 현상을 반영한 모형의 미래변동성 예측성능

을 비교하였다. 2005년 1월 2일부터 2006년 12월 28일
까지의 KOSPI200옵션의 1분단위 일중자료를 사용하

여 분석한 결과, 변동성 스마일현상을 반영한 모형이 

VAR(Vector AutoRegression), AR(1)(AutoRegressive 
(1)) 모형보다 예측성과가 높았다.

[12]연구는 옵션 내재변동성이 KOSPI200지수 초과

수익률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는지에 대해 1997
년 7월 3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의 옵션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 충격반응 검증 그리고 

GARCH 및 EGARCH에 의한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 결과 내재변동성과 지수초과

수익률은 상호 변화의 원인이 되었으며, 충격반응 검증 

결과 옵션시장과 현물시장 사이에는 충격의 상호작용

이 약하나 옵션시장 내의 충격 지속성은 매우 강함을 확

인하였다. 
[13]연구는 KOSPI200옵션의 변동성구조를 역사적 

변동성으로 추정하는 시계열모형으로 분석하여 만기일

과 만기일이 아닌 날의 변동성구조가 유의한 차이가 나

는지 분석하였다. 1997년 7월부터 2004년 7월까지의 데

이터를 분석한 결과 만기일과 만기가 아닌 날 모두 

EGARCH(1,1)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

며, 만기일 마지막 시간대의 EGARCH(1,1)모형의 적합

성이 다른 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

한다는 것을 보였다. 
[14]연구는 KOSPI200 옵션의 정규시장과 미니시장

간의 가격 괴리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2016년 7월 1
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 KOSPI200 정규옵션 및 미

니옵션의 일별 종가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

시장과 미니시장의 유의미한 가격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으며 두 시장의 유동성 차이가 가격의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Ⅲ. 배경 지식

3.1. 옵션가격결정모델(블랙숄즈 모델) 개요

블랙숄즈모형은 만기에만 행사가 되는 유러피안 옵

션가격 결정모형으로 기초자산()이 다음의 확률과정

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1)

는 기초자산의 기대수익률이고 는 기초자산의 변

동성이다. 는 위너확률과정이다. 추가적인 가정은 다

음과 같다. 기초자산은 무한히 세밀하게 분할할 수 있으

며, 거래 또한 연속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 기초자산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하며 옵션 만기까지 무위험이자율

은 고정이다. 차익거래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

은 거래비용이 없는 완전한 자본시장이다. 투자자는 위

험중립적이다. 위의 가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콜옵션, 
풋옵션 의 가격산출식을 도출한 것이 블랙숄즈 모형이

다. 는 콜옵션가격, 는 풋옵션가격, 는 기초자산가

격, 는 행사가격, 은 무위험이자율, 는 배당률, 는 

기초자산의 변동성,는 잔존만기, 는 표준정규분

포의 누적밀도함수이다. 

     (2)

      (3)

 


ln  (4)

 


l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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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내재변동성 산출방법

블랙숄즈모형의 내재변동성은 Closed form으로 나

타낼 수 없기 때문에 기초자산가격, 행사가격, 잔존만

기, 배당률 및 옵션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를 만족하는 변동성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역산출한

다. 고정으로 주어진 변수와 Random한 초기변동성을 

사용하여 옵션가격결정모형에 대입하여 옵션이론가격

을 구하고, 그 가격과 시장에서 관찰되는 옵션시장가격

과의 차이를 줄여가며 해탐색을 반복하며 허용오차보

다 작아지면 해탐색을 종료한다.

3.3. VKOSPI 개요

변동성지수는 옵션가격에 내재된 미래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로 옵션시장 투자자들이 예상하

는 향후 주가변동 가능성을 측정한 시장의 기댓값이라 

할 수 있다. V-KOSPI는 KOSPI200옵션시장에 상장된 

최근월·차근월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결제월물교

체 직후 최근월종목의 잔존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최

근월종목에 대부분의 거래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월종목만을 사용하여 V-KOSPI를 산출한다. 산출

대상옵션은 등가격(ATM) 및 외가격(OTM)옵션이며, 
당해 옵션의 직전체결가를 이용한다. V-KOSPI의 산출

기간은 9시15분부터 15시15분까지이며 산출주기는 30
초다.

Ⅳ. 연구 방법

4.1. 데이터

한국거래소 옵션시장에 상장된 KOSPI200옵션군(미
니, 위클리 포함) 중 2019년 12월 2일부터 2021년 2월 1
일까지 정규거래시간 중 거래가 있는 옵션 종목의 종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종가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장

중 접속시간대(9시10분~3시20분)에는 가격우선·시간

우선원칙에 의해 매수·매도의 두 호가만 관여하여 체결

가격이 형성되는데, 종가시간대(3시20분~3시30분)에
는 다수 투자자의 여러 호가가 참여하여 단일가격으로 

종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장참여자의 기대가 가격에 

잘 반영되기 때문이다. Feature로 사용한 변수는 옵션종

류(콜/풋), 행사가격, 종가, 잔존기간, 무위험이자율, 옵
션배당액지수, KOSPI200지수 종가, 변동성지수(V- 
KOSPI)이다. Target변수는 한국거래소에서 산출한 내

재변동성이다. 옵션종류(콜/풋)는 콜옵션, 풋옵션 여부

이다. 행사가격은 옵션의 행사여부를 결정하는 가격으

로 행사가격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가

격과의 차이가 중요하므로, 기초자산가격을 기준으로 

몇 Point 차이나는지 조정된 행사가격으로 Rescale하여 

분석하였다. 종가는 해당 옵션종목의 단일가격으로 결

정된 종가이다. 잔존기간은 옵션의 만기일까지 남은 거

래일로 Calender day가 아니라 거래일 기준의 일수이다. 
무위험이자율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서 KOSPI200옵션의 이론가격을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만기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의 연 수익률이다. 옵션배

당액지수는 상장회사의 과거 배당을 기준으로 한국거

래소에서 산출하는 지수이다. KOSPI200지수 종가는 당

일 KOSPI200 지수의 최종마감지수이다. 변동성지수는 

현재 시점부터 향후 30일간의 KOSPI200지수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반영한 지수로써, KOSPI200
옵션 최근월 및 차근월 종목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내재

변동성을 내삽하여 산출한다. 분석에는 당일 V-KOSPI 
지수의 최종마감지수이다. 데이터는 총 167,849건으로 

이를 sklearn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머신러닝 모듈 및 

Pytorch로 생성한 DNN(Deep Neural Network)로 학습

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변동성 예측성능을 비교해보고

자 한다.

4.2. 데이터 전처리

지도학습을 위한 변수(Feature)는 옵션종류(콜/풋), 
조정된 행사가격, 종가, 잔존기간, 무위험이자율, 옵션배

당액지수, KOSPI200지수 종가, 변동성지수(V-KOSPI) 
이다. 이 중 옵션 종류(콜/풋)는 Categorical Feature이기 

때문에 더미변수로 처리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Pandas의 get_dummies함수를 이용하여 One-hot-encoding 
하였다. 콜옵션, 풋옵션 두 개의 변수가 생성되며 콜옵

션의 경우 콜옵션 변수 값이 1, 풋옵션 변수값이 0으로 

Encoding되며 풋옵션은 반대이다. Feature들의 분포가 

그림 1과 같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scale 차이가 학습

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sklearn의 StandardScaler
함수를 통해 정규화하였다. Standard Scaler는 sklear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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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하고 있는 정규화모듈 중 하나로 각 변수별로 데

이터에서 평균을 뺀 뒤 표준편차로 나누는 정규화 방법

으로 Feature별로 데이터의 분포를 평균이 0, 표준편차

를 1로 정규화한다. 학습데이터셋과 테스트데이터셋은 

train_test_split 함수를 이용하여 7:3의 비율로 나누었고, 
각각 117,494건, 50,355건이다.

Fig. 1 Distributions of the features

Ⅴ. 제안하는 기법

5.1. 선형회귀모형(OLS, Ridge, Lasso)

Black-Scholes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은 비선형모델이

지만 다른 비선형회귀모형과의 비교를 위한 Base 모델

로써 선형회귀모형으로 학습하였다. Linear Regression 
계열에는 가장 단순한 형태인 Linear Regression모델과 

여기에 규제(Regularization)를 가한 Ridge, Lasso 모델

이 있다. 
sklearn에서는 성능평가를 위한 지표로 모델의 결정

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를 제공한다. 결
정계수는 Target 변수의 변동량 중에 모형의 Feature들
로 설명가능한 부분의 비율을 가리키며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다. 

    


  



  


  



 


(6)

이때 는 Ground Truth Target 값이며, 은 모형이 

예측한 Target 값이며 은 학습한 데이터의 개수이다. 

 는 높을수록 모형의 예측성능이 좋음을 나타내며 가

능한 가장 큰 값은 1이다. 
Ridge와 Lasso는 Linear Regression에 모델의 과적합

(Overfitting)을 막기 위해 선형회귀모형의 계수값에 규

제(Regularization)를 가한 모델로 주요 하이퍼파라미터

는 규제계수인 이다. Ridge모델은 (7)의 식과 같이 

Loss함수를 최소화하는 를 구한다. Lasso모형은 (8)의 

식과같이 Loss함수를 최소화하는 를 구한다.


min  

 
 (7)


min


  

  (8)

이때 는 모형의 Feature이며 는 회귀계수, 는 

Target 값, 는 데이터의 개수이며 는 하이퍼파

라미터인 규제계수이다. 가 낮을수록 회귀계수값이 

커지지 않도록 강한 규제를 가하게 된다. Ridge모형은 

L1-norm을, Lasso모형은 L2-norm을 사용하기 때문에 

L1 Regularization, L2 Regulariza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
sklearn의 GridSearchCV 모듈을 통해 모델의 하이퍼

파리미터를 최적화하였으며 Ridge, Lasso의 경우 를 

각각 10, 0.01로 학습하였다. Linear Regression, Ridge, 
Lasso의 학습결과 Training Accuracy가 41.2%, 41.2%, 
39.8%, Test accuracy가 40.9%, 40.9%, 39.5%가 나왔다. 
다른 모델에 비해 성능이 많이 낮은 이유는 옵션가격결

정모형이 비선형인데 이를 선형모형으로 학습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 2 Estimation accuracy results

5.2. 의사결정트리 및 앙상블

sklearn은 tree계열로 Decision Tree Regressor 및 다

수의 트리를 앙상블한 Random Forest 및 Gradient 
Boosting Regressor, AdaBoost Regressor 모듈을 제공한

다. 의사결정트리모형은 오차제곱합(Residual Sum of 
Squre)을 가장 잘 줄일 수 있는 규칙을 찾아 데이터를 분

할하여 회귀하는 모형으로 트리기반의 규칙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Decision Tree Regressor의 주

요한 하이퍼파라미터는 트리의 최대 깊이인 max_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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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모델이 깊이를 계속 키

우게 되어 과적합될 가능성이 있다. GridSearchCV를 통

해 산출한 max_depth 최적값은 20이다. 
앙상블모형은 여러 개의 모형을 생성하고 각 모형이 

예측값을 결합하는 모형으로 보팅(Voting), 부스팅

(Boosting), 배깅(Bagging) 유형이 있다. 보팅은 다양한 

여러 개의 모형의 결과에 대해 투표를 통해 최종 예측결

과를 결정하고, 배깅은 하나의 모형으로 서로 다른 데이

터 샘플링을 통해 얻은 여러 결과에 대해 투표를 통해 

최종 예측결과를 결정한다. 부스팅은 약한 모형을 순차

적으로 학습하면서 오차가 큰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

하여 오류를 개선해 나가면서 학습한다. 
Random Forest는 배깅 방식으로 여러 개의 의사결정

트리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식으로 샘플링

한 데이터로 학습한 뒤 모든 모델의 결과를 보팅하여 최

종 결과를 예측한다. Random Forest Regressor의 주요 

하이퍼파라미터는 보팅에 사용할 의사결정트리의 개수

인 n_estimators, 각 모형의 최대 깊이인 max_depth, 의
사결정트리 학습 과정의 분기를 위해 사용되는 최대 

Feature 개수인 max_features가 있다. GridSearchCV를 

통해 산출한 최적의 하이퍼파라미터는 각각 100, 20, 6
이다. 

Gradient Boosting Regressor, AdaBoost Regressor는 

부스팅방식으로 여러개의 weak learner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모형이다. Gradient Boosting은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Residual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며, 
AdaBoost는 이전 단계에서 오차가 큰 관측치에 더 집중

하도록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며 학습한다. GridSearchCV
를 통해 산출한 최적의 하이퍼파라미터는 Gradient 
Boosting Regressor는 max_depth가 10, n_estimatos가 

200이고, AdaBoost Regressor는 learning_rate가 0.1, 
n_estimators가 10이다. 

Decision Tree,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Regressor, AdaBoost Regressor의 학습 결과 Training 
accuracy가 99.9%, 99.3%, 98.8%, 55.5%, Test accuracy
가 95.4%, 96.9%, 96.8%, 56.1%가 나왔다. 하나의 트리

모형인 Decision Tree 모델보다 여러 트리를 앙상블한 

Random Forest의 성능이 좋았다. 트리모형의 장점으로

는 설명가능성과 변수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인데 Random Forest의 변수중요도를 보면 그림 3과 같

이 행사가격과 잔존기간이 가장 높았다. 이는 블랙숄즈

모형의 이론과도 부합하며, Gradient Boosting Regressor
의 변수 중요도의 상위 2가지와도 일치하였다.

Fig. 3 Feature importance of Random Forest model 

5.3. Support Vector Regression(SVR)

SVR은 데이터의 분류(Classification)에 사용되는 

Support Vector Machine을 회귀에도 사용하도록 확장

한 모델로,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매핑한 뒤 일정 허용오

차 내에서 Target값을 예측하는 회귀식을 찾는 알고리

즘이다. 저차원에서는 비선형문제였지만 고차원에서는 

선형문제로 변환하도록 데이터를 높은 차원으로 매핑

하는 Kernel 함수는 rbf(Radical Bias Function)를 선택

하였다. SVR의 주요 하이퍼파라미터는 C와 epsilon이
며 C는 L2규제의 계수를 의미하며 클수록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SVR은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다고 가정하며 

Target data에서 적정거리만큼은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

이를 허용하는데 회귀식의 (-epsilon, epsilon)만큼을 허

용한다. GridSearchCV를 통해 산출한 최적의 하이퍼파

라미터는 C가 100, epsilon이 1이며 이때의 학습결과 

Training 및 Test 성능이 69%, 69%였다. 

5.4. K-Nearest Neighbors(KNN)

KNN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가장 가깝게 있는 n개
의 학습데이터를 고른 후 그 데이터 target값의 평균값으

로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 sklearn의 KNN 모듈의 주요 

하이퍼파라미터는 예측시 가장 가까운 주변 몇 개의 

neighbor의 값으로 학습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n_neighbors
와 데이터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인 weights가 있다. 
weights parameter에는 uniform, distance 두 가지가 있는

데 uniform은 거리와 상관없이 각 이웃에 동일한 가중치

를 주며, distance는 가까운 이웃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

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n_neighbors는 GridSearchCV를 

통해 산출한 최적값인 5를 weights는 distance를 사용하

였다. 학습한 결과 Training accuracy는 93.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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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는 90.4%에 달했다. 

5.5. PCA 및 정규화 성능비교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는 데이터의 분

포에 대해 주성분을 분석하는 것이며, 주성분은 데이터

들의 분산이 가장 큰 방향벡터를 의미한다. 9개의 변수

가 있을 경우 9개의 주성분벡터가 존재하나, 원래의 고

차원 데이터와 유사하면서 더 낮은 차원의 데이터를 사

용하기 위해 9개보다 적은 주성분만을 이용하여 차원을 

축소할 수 있다. 9개의 변수에 대해 적은 차원으로도 

Regression 성능이 유지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PCA를 

통해 차원을 3차원으로 축소한 뒤 회귀 학습을 수행하

였다. 이중 PC1(Principal Component 1), PC2, PC3을 

Feature로 사용하여 Linear Regression, Ridge, Lasso, 
Decision Tree Regressor, Random Forest 및 Gradient 
Boost Regressor, AdaBoost Regressor, Bagging(Decision 
Tree), SVR 및 KNN으로 학습을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기존의 9개의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3개의 PC를 사용

한 모델의 경우, Test Accuracy 뿐만 아니라 Training 
Accuracy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적화된 

하이퍼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모델로 학습 및 테

스트하였다. 다만 Random Forest와 Gradient Boosting 
Regressor의 경우 원래의 데이터로 학습한 경우 최적의 

max_features값은 6이었지만 PCA의 경우 PC를 3개 사

용하여 최대 feature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이를 3으로 

조정하였다. 
상관계수(Correlation)는 두 변수의 공분산을 각 변수

의 표준편차로 나우어 표준화한 것으로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다. 두 변수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상

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

직이는 경향이 강하며 -1에 가까울수록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에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더미변수인 콜옵션/풋옵션 여부를 제외한 7개의 수치형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하였으며 시각화한 그림은 

그림5와 같다. 잔존기간과 옵션배당액지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다른 변수간에는 약한 상관관

계가 존재한다. 잔존기간과 옵션배당액지수 사이에 높

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잔존기간이 길수록 옵

션배당액지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변수간에

는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변수 간에는 

서로 독립적이며 다중공선성이 낮기 때문에 Regression
을 사용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C들의 Explained variance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

이 PC1, PC2, PC3을 다 합하여도 전체 변동성의 약 65%
만 나타났으며, 그림 5와 같이 변수간 상관관계가 대체

로 낮으며 원래의 Feature개수가 많지 않다. 이러한 이

유로 차원 축소 후 적은 차원으로 Regression을 할 경우 

표2와 같이 차원축소하지 않은 데이터로 학습한 경우보

다 예측성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KOSPI200
옵션 변동성을 학습할 때에는 차원을 축소한 Feature보
다는 원래 데이터의 Feature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된다. 

Fig. 4 Explained Variance of PCs

Fig. 5 Feature correlation

지금까지의 학습에는 모두 StandardScaler로 정규화

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정규화가 학습성능에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규화 하지 않은 데이터로

도 기존 하이퍼파라미터를 유지한 알고리즘으로 학습

해보았다. 학습결과 표3과 같이 정규화한 데이터를 사

용한 경우보다 KNN모델을 제외하고 학습 및 예측성능

이 낮았다. 따라서 KOSPI200옵션 변동성을 학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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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Feature간의 scale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규화 전처

리 후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6. 딥러닝

Pytorch는 torch.nn 모듈을 통해 딥뉴럴네트워크

(DNN)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입력변수는 머신러닝

에서 사용한 Feature와 마찬가지로 One-hot-encoding한 

옵션종류(콜/풋), 조정된 행사가격, 종가, 잔존기간, 무
위험이자율, 옵션배당액지수, KOSPI200지수 종가, 
V-KOSPI지수 종가이다. 타겟변수는 예측하고자 하는 

내재변동성이다. 
DNN 구조는 입력변수 9개, 출력변수 1개이며 은닉

층을 10개로 구성하였고 각 layer 별 node수는 128개로 

하였다. Learning Rate는 0.001, 은닉층의 활성화함수는 

ReLU(Rectified Linear Unit)를 사용하였다. Regression 
모형이기 때문에 출력층에는 활성화함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Optimizer는 Adam(Adaptive Moment Estimation)
을 사용하였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Weight 
Decay는 0.01로 하였고 빠른 수렴을 위해 은닉층에는 

Batch Normalization을 적용하였다. Loss 함수와 성능평

가는 각각 MSE와  로 하였다. 학습결과 Training 
Accuracy는 97.63%, Test Accuracy는 95.81%였다.

 

Fig. 6 Error curve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무영역에서 중요한 추정변수인 옵

션변동성에 대해 기존방식의 역사적, 내재적 방식이 아

닌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측방법으로 추정해보았다. 특
히 변동성스마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Feature에 

VKOSPI를 추가하여 시장참가자의 전반적인 기대를 반

영하여 보다 안정적인 예측을 시도해보았다는 데 의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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