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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s of Macroeconomic News
Announcements on Intraday Implied Volatility

(거시경제지표 공표가 옵션가격의 일중 내재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이지은, 류두진(성균관대)

(연구배경)
□ 거시경제지표 공표 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고빈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옵션의 내
재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
*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은 블랙-숄즈 옵션 모형 등 이론적 모형에 실제 옵
션의 가격을 대입하여 도출한 변동성의 값으로 가격과 1:1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종종 호가 단위로도 이용

□ 본고에서는 통화정책 결정사항 및 거시경제지표가 공표되는 시점
전·후에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의 내재변동성이 어떻게 반
응하는지 분석
ㅇ 새로운 공적정보(public information)가 시장에 제공될 때 금융시장의
반응과 움직임을 알아봄으로써 공적정보의 영향과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분석방법)
□ 본 연구는 통화정책(기준금리) 결정사항 및 주요 거시경제지표(GDP,
실업률, 무역수지, 소비자물가지수, 광공업생산지수) 공표가 종합주가지수
(KOSPI200) 옵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2006년 1월~2014년 6월
동안 일중(분단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건연구(event study) 방식으로
분석
ㅇ 옵션의 변동성은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내재변동성 및 콜옵션, 풋
옵션 등 옵션의 유형별 내재변동성을 측정
문의처: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지은(☎ 5470)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
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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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시경제지표가 옵션의 내재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표
전·후 (15분 전, 발표시점, 15분 후, 30분 후)를 대상으로 분석하되, 동 영
향이 옵션유형(콜옵션, 풋옵션) 이나 거시경제지표 종류 등에 의해 달라
지는지에 대해서도 검증
(주요 결과)
□ 거시경제지표 등의 공표 시점에 뉴스효과 등으로 주가지수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며, 특
히 공표시점 15분 전·후에도 내재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거시경제지표 등과 같은 공적정보가 발표되기 직전과 직후에 금융시
장이 반응한다는 점은 동 정보가 시장참가자의 기대형성과정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
ㅇ 예측능력(정보처리능력)이 우수한 정보거래의 기대가 시장 내에 전파
되면서 공표시점 직전(직후)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반영
□ 또한 거시경제지표 등의 공표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다양한
요인(옵션유형, 금융위기 전·후, 거시경제지표 종류, 기준금리 변동 등)에 의해 결
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거시경제지표 등의 공표 시 풋옵션의 내재변동성(공포지수)이 콜옵션의
내재변동성(탐욕지수)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시장참가자들이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6년 1월~2008년 8월)에 비해 위기 시(2008년 9
월~2010년 12월) 및 그 이후(2011년 1월~2014년 6월)에 거시경제지표 등의
공표가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
― 이는 위기 시와 그 이후 전반적인 시장위험이 증대되면서 시장참가
자들이 공적지표에 내재된 정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결과
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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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른 거시경제지표에 비해 통화정책 결정사항 발표 시 옵션의 변동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시 변동성 증가폭이 더
컸음
―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 결정사항에 내재된 정보의 양이 여타 단일
경제지표에 비해 많음을 시사
(시사점)
□ 거시경제지표, 통화정책 결정사항 등 공적정보는 발표시점 전·후로 금
융시장(옵션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특히 거시경제지표에 비해 통화정책 결정사항 공표가 옵션의 변동성
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 수행 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관리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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