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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버뮤다 옵션의 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시장가격에 가장 근사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방법은 아직 없다. 버뮤

다옵션의 가격결정은 동적 프로그래밍 원칙을 해결하는 것과 같으며, 특히 큰 차원에 있어서 주된 어려움은 지속 가치와 관련된 조건

부 기대치들의 계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조건부 기대치들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상에서 전형적인 회귀 기법에 의해 계산된다. 본 연

구에서는 조건부 기대치들의 신경망근사치를 연구한다. 또한 표준 최소자승회귀분석을 신경망 근사치로 대체함으로써 잘 알려진 

Longstaff-Schwartz 알고리듬과 합치됨을 보인다.

There is no consensus on Bermuda option pricing, more precisely, the closest approximation to market prices. The pricing of Bermuda 

options is like solving dynamic programming principles, and the main difficulty, especially on a larger scale, comes from the 

calculation of conditional expectations related to continuation value. These conditional expectations are computed by a typical regression

technique on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s. In this study, we study the neural network approximation of conditional expectations. It 

is also shown that it replaces the standard least squares regression with a neural network approximation,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well-known Longstaff-Schwartz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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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버뮤다 옵션은 옵션 만기까지의 기간 중 정해진 특정기간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다. 이자지급 날짜에만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채권 옵션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 버뮤다라는 섬 이름을 따서 명명

하였다. 버뮤다옵션이 내재된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Linked Securities)의 가상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만기 2년, 총 중도 상

환 기수 4 (만기이전에 설정된 총 중도 상환일자의 개수로 옵션 만기까지 포함), 중도상환 간격 6개월(중도 상환일이 설정되어 있

는 개월 수), 중도 상환시 수익률 4.8%*N (매 중도상환기수(N=1,2,,,n)에 적용되는 수익률), KOPSI200지수 연계, 기준지수 

104.45. 이 증권의 경우는 2년 동안 6개월 마다 만기 이전까지 4번의 중도 상환 기회가 존재하며, 첫 번째 중도 상환시(N=1), 원금

에 더하여 4.8%의 수익을 받게 되고, 옵션 만기 즉, N=4인 경우는 4.8%*4=19.2%의 수익을 받게 된다. 중도 상환은 디지털 옵션 

payoff의 특징을 갖고 있어 해당 중도 상환일에 연계지수가격이 기준지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수익을 받게 된다. 만기까지 

중도 상환이 발생하지 않아 옵션 만기에 상환하게 되는 경우,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이하로 내려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률이 크다

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버뮤다옵션의 가격 결정 문제는 옵션의 행사가 1일 단위의 이산 시간이기 때문에, 해석

적으로 푸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수치적인 해법이 사용된다.

버뮤다옵션의 가격결정론은 임의의 이산 시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아메리칸 옵션의 연구와 그 궤적을 함

께 해 왔다. 아메리칸 옵션 가격에 대한 대표적인 수치 계산 방법으로 Longstaff-Schwartz (2001)[1]의 최소자승몬테카를로법이 있

다. 이 접근방법은 버뮤다 옵션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또 다른 가격 결정 방법으로 최적 행사 경계에 주목하는 방법

(Ibanez, 2004)[2]이 있다. 권리행사가 여러 번 가능한 조건부 아메리칸 옵션의 최적행사 경계 구간을 분석하여 일의성, 단조성을 

갖는 최적행사 경계치를 계산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가격은 대부분 참 가격(시장가격)에 대

한 하향 편의(bias)가 발견된다. 즉, 계산된 이론 가격은 참 가격의 하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참 가격에 대한 이론가격의 

상한을 측정하는 방법들(Rogers, 2002[3]; Haugh and Kogan, 2004[4])이 제안되고 있다. 

버뮤다옵션의 가격결정은 동적 프로그래밍 원칙을 해결하는 것과 같으며, 특히 큰 차원에 있어서 주된 어려움은 지속 가치와 

관련된 조건부 기대치들의 계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조건부 기대치들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상에서 전형적인 회귀 기법에 의

해 계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기대치들의 신경망근사치를 연구한다. 또한 표준 최소자승회귀분석을 신경망 근사치로 대

체함으로써 잘 알려진 Longstaff-Schwartz 알고리듬과 합치됨을 보인다.

2. Modelling

행사기간 시작 시점 T>0, 여과확률공간 (  ≤  ≤ 
, ), 는 위험측정치이다. 단기금리  ≤  ≤ 

 (in +)는 순응과

정(adapted process)에 의해 모형화된다고 가정한다. 버뮤다 옵션의 행사일들을    ≤    ⋯ 

  , 


에 행

사시 할인된 payoff를 


으로 한다. 0(zero)과 T를 포함한 것은 모형 표기를 단순하게 하고, 버뮤다옵션에 포함된 순수 유러피안

옵션 부분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이산시간 할인 payoff과정 

 ≤  ≤ 

은 전순서집합(filtration) 

 ≤  ≤ 

에 

순응하고, �[max ≤  ≤ 
]<∞로 가정한다.

무차익거래조건에 따라 버뮤다옵션의 (Tn)0≤n에서의 할인 가치 (Vn)0≤n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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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ell envelope 이론에 따라 수열 V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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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적계획법의 원리로 알려진 역진재귀(Backward recursion) 식 (1)의 해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근사해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실제 어려움은 재귀의 각 시간단계에서 조건부 기대치 �




을 계산하는 데에 있다. 접근 

방식들을 분류해보면 회귀기반접근법으로 Tilley (1993)[5], Carriere (1996)[6], Tsitsiklis와 Roy (2001)[7], Broadie와 Glasserman 

(2004)[8]을 들 수 있으며, 정량화접근법으로는 Bally와 Pages (2003)[9], Bronstein 등 (2013)[10]이 있다. 이외의 버뮤다옵션 가격 결

정 방법에 대해서는 Bouchard와 Warin (2012)[11], Pagès (2018)[12]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의 계산에 동적계획법을 이용하는 많은 알고리듬 중 실무 측면에서는 Longstaff와 Schwartz (2001)[1]의 알고리듬이 가장 많

이 사용된다. 이 알고리듬은 반복적으로 최적 정책(optimal policy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을 시간   이후의 최소 최적 정

책이라고 하면 즉, 식 (2)에서 최소상계(supremum)에 도달하는 (옵션보유) 최소중지시간이라고 하면 다음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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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 할인가치의 반복 - 또는 식 (3) - 정책의 반복 탐색 - 과 같은 동적계획법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전체 과거를 

알고 있는 조건부 기대치를 마르코프과정의 현재 값만 알고 있는 조건부 기대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Markovian 설정을 구현해야 

한다. 할인 payoff 과정을 


  
,  ≤ ≤ 로 하고,   ≤  ≤ 

를 순응 마르코프 과정(in r)으로 가정하면, 식 

(3)의 조건부 기대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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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표준 최소자승회귀분석법으로 근사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국소변동성모형(local volatility model)에서 X의 과정을     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는 자산 가격, 는 순

간이자율이다. 물론 이자율이 결정적이면    이다. 확률변동성모형(stochastic volatility model)의 경우에는 X가 변동성 

과정 를 포함하므로       가 된다. 일부 경로 의존형 옵션들은 과정 X의 크기를 증가시킬 경우, 이 프레임워크의 사

용이 적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ay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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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시안옵션(행사기간중 해당 상품가격의 특정기

간 “평균치”와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의 경우 X를      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안

옵션은 2차원이지만 거래 불가능 자산  에 대한 바닐라옵션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마르코프과정 X가 규명되면, 조건부 기대치는 다음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4)

여기에서 으로 다음과 같은 최소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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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적인 어려움은 공간  

을 유한 차수 공간만큼 적절하게 근사시키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다항식 또는 Local 

base를 쓰지만 (안창호(2016)[13], Gobet 등(2005)[14], Bouchard와 Warin (2012))[11], 어찌 되었든 항상 선형회귀분석이다. 본 연구

에서는 식 (4)의 의 근사치를 구하기 위하여 신경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신경망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귀분석의 주된 

차이점은 신경망의 비선형성에 있으며, 이 점이 장점이 되는 것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고정된 수의 레이어와 뉴런을 갖는 신경망 

집합은 분명 벡터 공간이 아니며, 볼록하지도 않다(non-convexity).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을 사용하여 Longstaff-Schwartz 알고리

듬에서 조건부 기대치의 비선형 근사 사용 효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 앞서 이미 Kohler 등(2010)[15]이 신경망을 사용하여 아메리칸옵션 가격 결정의 근사해법을 제시하였지만 식 (3)이 

아닌 방정식 (1)의 Tsitsiklis와 Roy (2001)[7] 타입의 알고리듬을 사용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모형의 수렴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시간 단계 에서 기초과정 의 전경로에 신규 표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Longstaff-Schwartz 알고리듬의 신경

망 수정법을 사용하고 초기에 




 ⋯ 




의 분포로부터 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각 시간 단계 마다 이 표본들을 사

용한다. 따라서 각 시간 단계에서의 반복시뮬레이션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과 계산 시간을 절약하는 모형상의 이점이 있다. 참고

로 Becker 등(2018)[16]도 최적정책을 매개모수화하는 최적정지조건을 구하기 위하여 딥러닝을 사용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신경망에 관한 몇 가지 고려사항과 보편적인 근사이론을 정리한 후, 본 연구 고유의 알고리듬을 제시한다. 

3. 심층신경망의 고려 사항과 근사이론

심층신경망(DNN ; Deep Neural Networks)은 유한차원 공간에 정의된 근사(복합 비선형)함수의 구축을 목표로 하며, 다항식

과 같은 기본함수를 통해 구축된 일반적인 부가근사이론과는 달리 간단한 함수의 레이어 구성에 의존한다. 신경망의 관련성은 

보편적 근사 정리와 Kolmogorov-Arnold표현정리(Arnold, 2009[17]; Hornik, 1991[18]; Cybenko, 1989[19]; Kolmogorov, 1956[20])에

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수 많은 응용 사례들이 있다. 

각 시간 단계에서 연속값의 근사를 위하여 다층퍼셉트론(소위,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을 고려, 비선형함수의 형태로 

DNN을 모델링하면 ∈ ⊂
r↦  ∈. 여기에서 는 전형적인 함수구성(function compositions)이다. ≥ 인 정수

라 하면, 

   ∘∘   ∘⋯∘∘  (5)

여기에서     
 → 는 아핀함수(affine functions)들이다. 

     , ∈
 , ∈

×  , ∈
, 여기에서   ,   로 놓는다. 함수 는 활성화함수이며 

구성요소별로 적용된다. 행렬 의 행의 수 는 레이어 의 뉴런의 수이다. 모수 는 모든 레이어들의 모수를 포함하며 

        ∈
 ,   

  



    로 놓는다.   으로 고정하고 상기 형태의 모든 DNN의 집합 ∞

를 도입하고, 레이어당 뉴런의 최대숫자를 결정한다. ∈,    , 를 레이어당 개의 뉴런,  개의 레이어와 경계모

수들을 갖는 신경망으로 정의한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lim
→∞

 ∞  을 충족하는 정(正)의 실수의 증가수열 을 취한다.

  ∈×
q×(q×

q×q)K-2×
q×

q×q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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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 (6)을 도입하면,    ∙    ∈로 정의할 수 있으며, ∞  ∈가 된다. 의 원소는 

∈와 함께  ∙  로 표시된다. 다만, 공간 는 벡터공간이 아니므로 주어진 함수에 가장 근접한  원소를 찾는 

것은 직교투영(orthogonal projection)으로 간단히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함수근사법으로 DNN을 사

용하는 것은 Hornik (1991)[18]에 의해 제시된바 있음을 밝힌다.

 

4. 알고리듬

본 연구에서는 최적 정책에 대한 다음 식 (7)의 동적 프로그래밍 방정식을 해결하고자 한다.

   

   



≥ E  






     



 E  






  for  ≤ ≤    (7)

시점 0(Zero)에서의 버뮤다옵션 가격은 다음과 같다.

  max  �
)  

식 (7)의 동적 프로그래밍 방정식을 해결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은 각 시점별로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하는 데에 있다. 

Longstaff-Schwartz (2001)가 제안한 방법은 잘 선택된 함수 집합에 대한 회귀분석으로 조건부 기대값의 근사치를 구하는 것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DNN을 사용하여 근사치를 구한다. 












  





   




≥ 
q






      




 
q






   for  ≤ ≤  

 (8)

여기에서 
 는 다음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한다.

∈


�

  
    (9)

조건부 기대 연산자는 직교 투영이므로 다음의 식을 얻게 된다.

�
  

  �
 �[

 

 �

 �
 


 

따라서 식 (9)의 모든 최소치는 다음 최소화 문제의 해가 된다. 

∈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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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인 접근 방법은 해당 payoff 경로 

  

    


  for    과 함께 

 

   


 
의 여러 

경로를 샘플링하는 것이다. 각 경로 을 계산하려면 조건부 기대치 �



 for    을 계산해야 한다. 마

지막으로 역진 반복 정책(backward iteration policy) 근사법을 도입,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절단 전개(truncated expansion) 

부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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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 ≤  

여기에서 


은 다음 최적화 문제의 해가 된다.

∈







  





   

    (11)

이 후에 최종적으로 시점 0 (Zero)에서의 식 (12)과 같은 옵션가격의 근사치를 구하게 된다.


 max 






  




 

 
    (12)

5. 결  론

버뮤다 옵션의 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시장가격에 가장 근사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는 방법은 아직 없

다. 버뮤다옵션, 아시안옵션, 스윙옵션 등 권리 행사 시점을 투자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옵션들의 가격결정 난제이다. 본 연구에

서는 버뮤다옵션 가격 결정을 위하여 딥러닝을 활용한 알고리듬을 제시하였다. 버뮤다옵션의 발행자 입장에서 시장가격(참가

격)과의 괴리를 줄이고, 투자자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또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알고

리듬을 사용한 가격 범위의 수렴성 증명과 실증을 통한 알고리듬의 추가적인 개선, 발전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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