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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uses a new nonparametric realized volatility model by
summing intraday squared returns to explain the discrete jumps and then esti-
mates whether the jumps are significant or not according to derived jump statis-
tics. In particular, this paper includes the periodicity filters of volatility and
then analyzes and compares the recent realized discrete jump volatility of US
SPC500 returns using the ultra-high frequency five minute returns spanning the
period from January 2000 through September 2010 during which volatility was
extremely large after year 2009.

In the application to the US SPC500 stock price, the empirical estimates
show that when we do not include the periodicity filters of volatility such as
MAD, Short Half Scale and WSD using ROWV and ROWQ, the five minute
returns have the jump probability that there is at least one significant jump per
two or three days. When we consider the periodicity filters of volatility, the five
minute returns of US SPC500 stock have a little bit smaller jump probabilities.
When we include Max outlyingness in the jumps but do not include the filters
such as MAD, Short Half Scale and WSD, the five minute returns of US SPC500
stock have the discrete jumps in five or six days. But when we include the volatil-
ity filters such as MAD, Short Half Scale and WSD they have the discrete jumps
in nine or ten days during this the period from January 2000 through Sept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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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변동성과불연속적인일중점프및일간

점프의주기성에대한비모수적추정∗

이재득†

Abstract 본연구는비모수적실현변동성추정방법을사용하여 2000년
대미국의 SPC500주가지수의불연속적인점프의존재와그점프의유의
성을추정하였다.특히본연구는하루 5분간격의고빈도자료를이용하여
효율적인추정량을얻기위하여 ROWV와 ROWQ를도입하고여러가지변
동성의 주기성 필터를 사용에 따른 점프 확률을 추정하고 비교하였다. 실
증분석결과 변동성의 주기성 필터들인 MAD, Short Half Scale, WSD 들을
점프통계량에고려하지아니하였을때는 5분간의 SPC500의주가수익률
은적어도 2일혹은 3일만에한번씩유의한점프가발생하였다.그러나변
동성의주기성필터들인MAD, Short Half Scale, WSD들을점프통계량에
고려하였을 때는 5분간의 SPC500의 주가수익률은 변동성의 주기성을 도
입하지않았을때보다좀더작은점프확률이나타났다.점프추정에있어
Max outlyingness를 도입하였지만 MAD, Short Half Scale, WSD 등의 변동
성필터들을고려하지않았을때는 5일내지 6일만에한번씩불연속적인
점프가발생하였다.그러나Max outlyingness를도입하고변동성필터들을
고려하였을때는 9일내지 10일만에한번씩유의적인불연속적인점프가
발생하였다.

Keywords 실현된 불연속 점프, 변동성의 주기성, 주기성 필터, 점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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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10년간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문제와세계와 EU금융위기등
에서알수있듯이,금융자산시장의수익률및가격변동성은가장중요한
금융경제의 연구분야로 되어 왔다. 2000년대 초까지 많은 경제금융학자
들이 이러한 금융변수들의 변동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ARCH모델과 확률
적 변동성(stochastic volatility) 모형같은 모수추정(parametric estimation)방
법을 선택해왔는데, 모수적 변동성 접근법(Parametric Volatility Approach)
은주로순간적인(instantaneous)변동성에대해명시적인함수형태를기초
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산적인 시간의 ARCH형 변동성 모형에서는 기
대를 직접적인 관측변수(obserable variable)로 두고 있는 반면, 이산적 및
연속적확률적변동성(stochastic volatility)모형에서는모두잠재적상태변
수(latent state variable)들을사용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금융자산가격의모수적추정방법은현실에서시장의미

시적교란과변동성의불연속적인점프의존재등으로인해 1990년대이래
대표적인모수적추정방법인GARCH모형과확률적변동성모형은근본적
으로 모델설정의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더구나 금융시장에서 주가는 가
우시안분포(Gaussian distribution)를하지않고비대칭성과심한불규칙한
변동성을보이고있다.

또한현실의금융자산시장에서는모수적추정방법으로해결할수없는

고빈도 표본자료에서 금융자산가격에 불규칙적이고 빈번한 점프가 존재

한다. 그리하여 거시경제뉴스의 발표와 기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뉴스
등은 금융자산시장에서 불규칙적이고 불연속적인 점프를 발생시키지만,
기존의저빈도자료를이용한기존의모수적변동성접근법으로는이러한

불연속적인점프변동성분석이불가능하다.

특히최근에는이러한고빈도자료의금융자산의불연속적인빈번한점

프에대한주기성을고려하고있는데,저빈도자료를사용하는모수적접근
방법으로는변동성의주기성(volatility periodicity)을감안하여변동성점프
를분석하기힘들다.

그리하여최근에초고빈도자료의수집에의한실현된변동성이론의개

발에 힘입어 Andersen, Bollerslev, Diebold 그리고 Labys (2001, 2003), An-
dersen, Bollerslev, Diebold (2002, 2004), Barndorff-Nielsen과 Shephard (2001,
2004a, 2004b, 2005a, 2005b, 2006)등이빈번한주기의표본의자승수익률을
합함으로써사후적인자산변동을측정하여실현된변동성(realized volatil-
ity)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모수적 변동성추정방법에 대한 대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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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구접근방법으로서 비모수적 변동성추정 연구접근법을 창안하

였는데 현재 극소수의 외국학자들 사이에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
한 비모수적인(nonparametric) 변동성 추정방법은 초고빈도자료들을 변동
성측도에 효율적으로 도임함으로써, 기존의 아주 복잡한 함수에 기인한
모수적인(parametric)변동성추정방법이못하는변동성점프분석을보다
엄밀하게할수있다.

이와 같이 최근 금융자산의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한 비모수적

방법론은 해외에서는 급속히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연구는 거의 없다. 다
만 국내 논문으로는 정재식(2006)이 서울 외환시장에 실현변동성을 도입
하였고, 최근에는 이재득 (2011a, 2011b)는 실현변동성뿐만 아니라 이를
확장한 실현 파워변동성 접근법을 통해 미국 주가지수와 달러/유로화 환
율에 실현변동성과 점프확률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증적으로 연구

하였다.그러나정재식(2006)의연구는점프확률에대한연구가아니며이
재득(2011a, 2011b) 연구 역시 최근 개발된 변동성의 주기성(volatility pe-
riodicity)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좀 더 효율적인 점프추정량을 얻을 수도
있는 Realized Outlyingness Weighted Variance (ROWV)와 Realized Outlying
Weighted Quarticity (ROWQ) 등을 점프통계량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리
하여 현재 금융자산의 변동성 주기와 주기성 필터(periodicity filter) 등을
도입하여금융자산의비모수적변동성점프와점프확률을추정한실증연

구는국내에없는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중요한 주가지수의 하나인 미국 SPC500 주가지
수에 대해 세계적으로 볼 때,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한 변동성의 주기성
(volatility periodicity)을 고려하여 실현 변동성을 사용하여 주기성 필터와
파워 변동성 점프, 그리고 변동성 점프가 불연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을 초
고빈도유상자료를이용하여비모수적변동성추정분석을하며다음과같

은연구목적과범위를가지고있다.

첫째,주식시장에서일반적인연속적변동성개념으로잘분석할수없
는 불규칙하고 급격한 변동, 즉 변동성에 불연속적인 점프가 존재하는데,
기존의모수추정접근법인GARCH,블랙-숄즈모형,확률적변동성(stochas-
tic volatility) 등의 연구접근법들은 불규칙 점프가 있는 경우를 분석하고
규명하기는매우힘들다.

둘째,기존의저빈도자료에의한분석은일중매일매일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주식시장에서 자산가격과 수익률의 변동성을 규명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일중의 초고빈도 주가지수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실현변동성을 사용하여 가장 중요한 주가지수의 하나인 미국SPC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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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에 대해 최근 2001년-2010년 동안의 5분 간격의 초고빈도 자료
(ultra-high frequency data)총 208,054개에달하는 SPC500주가지수관측치
를사용하여변동성을분석할것이다.
셋째, 최근까지 극소수의 외국학자들이 초고빈도자료를 이용한 금융

자산변동성과점프를연구하고있고현재도연구가초기단계에서진행중

이지만,이재득(2011a, 2011b)등의연구를제외하고는거의없다.그리하여
본연구는현재개발되기시작한실현변동성과 Bipower변동성, Tri-power
Quarticity 변동성 등의 multi-power 변동성 등을 이용하여 SPC500 주가지
수에대한변동성과불연속적점프에대한실증적연구를하려고한다.
넷째, 현실시장에서 나타나는 금융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주기성요소

(periodicity factor)를고려하여좀더효율적인추정량을얻기위하여, Real-
ized Outlyingness Weighted Variance (ROWV)을도입하고 Realized Outlying
Weighted Quarticity (ROWQ)를사용한다.
다섯째, 최근 Boudt, Croux 그리고 Laurent (2008b) 등이 개발한 MAD

(median absolute deviation), Short Half Scale,그리고Weighted Standard Devi-
ation (WSD)등의변동성의주기성필터를원용하여각각의추정량을사용
하여여러가지추정방법으로 SPC500주가지수의변동성의점프통계량과
점프확률을추정하고비교한다.

2. 연구배경과선행연구

금융모형연구의최대관심사는금융자산가격특히주식가격이연속적

인(continuous) 변동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불연속적인(discontinuous)
변동과정즉점프(jumps)를가지고있는지하는점이다.금융시장의변동성
을분석하기위해 1990년대와 2000년대초까지는주로 Andersen과 Boller-
slev (1998a, 1998b), Andersen, Bollerslev, Diebold그리고 Vega (2003), Cher-
nov, Gallant, Ghysels and Tauchen (2003), Eraker (2004), Eraker, Jahannes and
Polsonl (2003). Pan (2002),그리고 Johannes (2004)등은특정한함수적모형
을설정하여모수적추정방법을사용하여분석을하였다.
그러나GARCH혹은확률적변동성모델같은모수(paramertric)추정적

인 연구접근법은 연속적인 시간모델을 사용하는데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점프발산(jump diffusion)모델을추정하기가매우어렵다.저빈도자료에의
한 모수추정모형은 금융자산시장의 미시적구조의 복잡성들을 그 모형에

적절하게 통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더구나 금융자산시장의 변수들이
일중에도 종종 많은 불연속적인 변동 혹은 점프들을 보이고 있는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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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수추정적인변동성모형들은고빈도자료들을사용하여그점프들을

직접추정해내고계산하는것이매우어렵고복잡하다.
그리하여최근 2000년대초부터는저빈도자료를사용하는모수적인추

정모형을사용하는대신에초고빈도자료를사용하는일중및일간초고빈

도자료를사용하여비모수추정적인(nonparamertric)연구접근법을시도하
고있다. Andersen과 Bollerslev (1998b), Andersen, Bollersle, Diebold (2007),
Barndorff-Nielsen과 Shephard (2004a, 2004b, 2005a, 2005b, 2006)등이 고빈
도자료를사용하여실현된변동성을사용하는비모수적추정방법을사용

하고있다.
특히 Comte와 Renault (1998), Andersen과 Bollerslev (1998a), Andersen,

Bollerslev, Diebold그리고 Labys (2001b), Barndorfff-Nielsen과 Shephard (2004a,
2004b, 2005a, 2005b, 2006), Huang과 Tauchen (2005), Andersen, Bollerslev,
Dobrev (2007) 그리고 Andersen, Bollerslev, Diebold (2004, 2007) 등이 실현
된 bipower변동(variation)이란개념을최초로고안하여실현된(realized)변
동에의한비모수적인추정방법에의해금융자산가격의총변동분을연속

적인 변동과 불연속적인 변동인 점프부분 2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비모수 추정방법에 의해 실현된 변동성을 표준적
인이산적인시간의시계열과정에의해 Andersen, Bollerslev, Diebold (2004,
2007), Deo, Hurvich, Lu (2005), Martens (2002), Martens and Dijk (2007)등이
축약형변동성예측모형을개발하는데기여하고있다.
변동성과정에 있어 점프는 개념적으로 새로운 이론적인 이슈는 아니

다. Levy 프로세스는 반 마팅게일(semi-martingale)이고, 위에서 논의한 발
산과정의일반적장치로서보며, Gallent, Hsu, Tauchen (1999)은변동성발
산을적분변동성을사용하여측정하고있다.또다른최근의논의는Barndorfff-
Nielsen과 Shephard (2005a, 2005b)의 연구로서 자산수익률이 연속적인 표
본발산과정을유지하지만,변동성과정을순수한상향식의 Levy점프에의
해인도되는비가우시안Ornstein-Uhlenbeck과정을가지는지연구하고있다.
모수적 ARCH 모형은 기대 변동성을 이산적으로 관측된 수익률의 명

시적인함수,즉모수화된조건부기대치의함수로고안된모형이지만,비
모수적(Nonparametric)변동성측정은어떤특정한함수에대한가정없이
직접사후적으로실증적인평가를하고있다. Nelson (1996a, 1996b), Fornari
와Mele (2001), Mele와 Fornari (2000)등은잠재적순간적인변동성정보를
추출하기위하여고안된필터들로비모수적모형을다루고있다.
또한 자산시장의 미시구조적인 편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대안적

인 실현된 변동성 측도 개발이 촉진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고빈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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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익률에있어매입-매도간격(bid-ask bounce)과비동시적거래및호가
등에야기될수있는시계열상관에대한교정으로MA(1)류의필터를취하
고있는Andersen과 Bollerslev, Diebold, Ebens (2001), Corsi, Zambach, Muller
와 Dacorogna (2003)등의연구가있으며, Bandi와 Russell (2005a, 2005b)등
은 변동성에 대한 미시적인 구조 연구를 하였으며, 시장의 미시구조적인
마찰을 극복하기 위하여 Andersen과 Bollerslev(1998b), Andersen과 Boller-
slev, Lange (1999), Andreou와 Ghysels (2002), Barndorfff-Nielsen과 Shephard
(2004a, 2004b, 2006), Barucci와 Reno (2002), Bollerslev와 Zhou (2002, 2006)
등이 실현 변동성을 도입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Fleming, Kirby와 Ostdiek (2003)은 전통적인 변동성측도보다 실현된 변동
성 모형 접근법이 특히 실제적인 포트폴리오 선택과 배분, 좀 더 정확한
옵션가격계산등의금융재무결정에중요한진전을가져왔다는연구를하

였다.

마지막으로 Barndorfff-Nielsen과 Shephard (2004a, 2004b, 2006)등이개
발한실현변동성측정치의단점을극복하여,점프가두개혹은그이상의
인접한수익률에영향을미치는 Tri-Power Quarticity (TPt)측정치와 Quad-
Power Quarticity (QPt)측정치는 3개혹은 4개의연속적인절대치의수익률
을사용하기때문에유한표본일때, Bipower변동의측정치(BVt)에서보다
더하향편의가크게발생할수있다.이러한 Bipower변동의측정치(BV)의
단점을극복하여,점프가두개혹은그이상의인접한수익률에영향을미
치는것에건전하고(robust)또한좀더효율적인추정량으로서최근 Boudt,
Croux와 Laurent (2008a)는 ROWV (Realized Outlyingness Weighted Variance)
을도입하여점프통계량에서 Bipower변동의측정치(BV)대신에 ROWV로
대체하고 ROWQ (Realized Outlying Weighted Quarticity)를 사용하여 좀 더
효율적인추정량을구하였고,또한변동성의주기성요수를고려하여변동
성의주기성필터를도입하여변동성점프추정량을구하고있다.

3. 실현된파워변동성과주기성필터와점프모형

3.1. 실현된파워변동성(realized powered volatility)과변동성점프
(Jump)

본 연구에서는 주가지수의 실현변동성과 점프모형을 도입하기 위해,
Bandorff-Nielsen과 Shephard(2004a, 2004b) 등이 도입한 모형을 원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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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다1.순간적인정보메커니즘을가진연속적호가와거래를하는주
식시장에서의 자산가격의 로그 가격을 p(t)라고 가정하고, 일중의 주가수
익률(intraday return)을다음과정의한다.

dP(t) = µ(t)dt +σ(t)dW (t)+κ(t)dq(t), 0≤ t ≤ T (1)

rt, j = p(t−1+
j

M
)− p(t−1+

j−1
M

), j = 1,2, ...,M. (2)

(1)식에서 μ(t)는국지적으로연속적인한계가있는변동과정, σ(t)는순
간적인 변동성, W(t)는 표준적인 브라니언 모션(Brownian Motion), κ(t)는
τ기의 점프 혹은 점프변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순수한 점프 Levy
과정(process)을 γJ로 나타낼 때, γJ(t)-γJ(s)=∑τκ(τ), s≤τ≤t가 성립한다. 점
프가 일어나는 회수를 나타내는 과정을 dq(t)로 표시하고 t기에 점프가 발
생하면 1,발생하지않으면 0으로나타낸다. (2)식에서는시간단위는일간
(daily)단위를상정하며,정수 t에대하여일중의수익률을나타내면, M은
관측된일중표본의주기(sampling frequency)를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일중의 실현된 주식 수익률의 변동성 측정치를 분석하

기위해 Barndorff-Nielsen과 Shephard (2004a, 2005, 2006)등의연구에서와
같이, 일중의 수익률의 자승의 합(intraday squared returns)을 이용하여 실
현된자승변동(realized quadratic variation)을도출하여이것을실현된변동
(realized variation)혹은실현된변동성(realized volatility)으로정의하여, t일
의실현된변동의측정치는다음과같이 RVt로나타난다.따라서일중의수
익률표본을매우빈번하게구하여더함으로써실현된변동성을내재하는

적분된 변동성(integrated volatility)으로 나타나므로 변동성척도로 사용할
수있다.

RVt =
M

∑
j=1

r2
t, j, j = 1,2, ...,M. (3)

특히 실현된 변동은 일반적으로 표본의 주기 M이 클 때, Andersen과
Bollerslev (1998b), Andersen et al. (2001a, 2001b), Bandorf-Nielsen과 Shep-
hard (2004a, 2004b)의연구와같이적분된변동(integrated variance)의크기
를나타내는연속적인

∫ t
t−1 σ2(s)ds와불연속적인점프부분을포함한총수

익률 변동의 사후적인 측정치의 합으로써, 불연속적인 점프가 존재할 때

1Outlying Weighted Quarticity와주기성필터를고려하지않은실현변동성과점프모형
은이재득(2011a, 2011b)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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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으로다음과같이점근해간다.

lim
M→∞

RVt =
∫ t

t−1
σ

2(s)ds+
Nt

∑
j=1

κ
2
t, j. (4)

(4)식에서 Nt는 어느 특정한 t일의 수익률 점프변동의 수를 나타내고
κt, j는 t일의 점프변동의 크기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연속적인 변동분
과 점프 변동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Barndorff-Nielsen과 Shephard (2004a,
2004b, 2005, 2006)가도출한Bipower변동의측정치(BVt)를원용하여Bipower
변동을다음과같이정의하며, Bipower변동은표본의주기를아주많이세
분하여 M의 크기를 크게 증가시키면, 다음과 같이 적분된 변동치로 확률
적으로점근해간다.

BVt = µ
−2
1 (

M
M−1

)
M

∑
j=2
|rt, j−1||rt, j|=

π

2
(

M
M−1

)
M

∑
j=2
|rt, j−1||rt, j|,

lim
M→∞

BVt =
∫ t

t−1
σ

2(s)ds, µ1 =

√
2
π
= E(Z), Z ∼ N(0,1). (5)

한편, 변동성 점프에서 주식 수익률의 Bipower 변동(BVt)은 점프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적분된 변동의 일치추정량이 되므로 (RVt-BVt)는 순수
한점프변동분의일치추정량이되며,실현된총변동과실현된 Bipower변
동의 차이분은 총가격 변동분에 대해 점프부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

있는지비모수적추정량으로사용할수있다.이재득(20011a, 2011b)의연
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에서도 실현된 점프(RJ)의 크기를 측정하거나
점프의 공헌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현된 점프를 실현된 변동과 적분된

변동(integrated variation)의추정치의차이로서다음과같이표시한다.

RJt(4)≡ RVt(4)− ˆIVt(4)→
t

∑
t−1

κ
2(s). (6)

위식에서Barndorff-Nielsen과 Shephard (2006)의연구에서와같이 ˆIVt(4)

는적분된변동(integrated variation)의추정치로 Bipower실현변동의측정
치(BVt)혹은임의의일치추정량이될수있으므로,금융자산가격에변동
성점프가없고표본주기 M이무한대로갈때,실현변동성(RVt)과실현된
Bipower변동성(BVt)의두변동성의결합점근분포는다음과같이도출된
다.

M
1
2

(∫ t

t−1
σ

4(s)ds
)− 1

2
(

RVt −
∫ t

t−1 σ2(s)ds
BVt −

∫ t
t−1 σ2(s)ds

)
→ N(0,

(
vqq vqb

vqb vbb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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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vqq vqb

vqb vbb

)
=

(
µ4−µ2

2 2(µ3µ−1−µ2)

2(µ3µ−1−µ2) (µ−4
1 −1)+2(µ−2

1 −1)

)
, µ1 =

√
2
π

,

µ2 = 1, µ3 = 2
√

2
π

, µ4 = 3, vqq = 2, vqb = 2, vbb = ( 2
π
)2 +π−3,

점근적으로 vqb = vqq의 경우는 가우시안 오차항의 경우이며, RJt는 통
합변동

∫ t
t−1 σ2(s)ds의가장효율적인추정량이된다.따라서 Bipower변동

은점프가없을때는덜효율적인추정량이된다.
본연구에서 (RVt-BVt)로변동성의점프에대한조건부표준편차의크

기를 결정할 때는 Andersen과 Bollerslev, 그리고 Diebold (2004), Barndorff-
Nielsen과 Shephard (2004a, 2004b) 등이 맨 처음으로 고안한 실현된 Tri-
Power Quarticity (TPt)통계량을사용한다.

T Pt = Mµ
−3
4/3(

M
M−2

)
M

∑
j=3
|rt, j−2|4/3|rt, j−1|4/3|rt, j|4/3, (8)

µ4/3 ≡ 22/3
Γ(7/6)Γ(1/2)−1 = E(|Z|4/3).

그리고이때는점프가있을지라도 T Pt =
∫ t

t−1 σ4(s)ds가된다.표본이 T
일일때는그에해당하는전표본(full sample)의 TP의통계량은다음과같
이도출한다.

T PT =
T

∑
t=1

T Pt . (9)

3.2. 변동성주기성을고려하지않은점프통계량추정

본 연구에서는 주가수익률에 비정상적인 변동 즉 점프 발생여부를 측

정하기 위하여 Barndorff-Nielsen과 Shephard (2006) 연구를 원용하여 실현
된변동과 bipower변동을사용하여다음과같이일간점프통계량을사용
한다.

Zt =
RVt −BVt√

(vbb− vqq)
1
M IQt

(10)

위식에서 IQt ≡
∫ t

t−1 σ4(s)ds로정의된다. Andersen과 Bollerslev,그리고
Diebold(2007)의 연구와 같이 IQt를 추정하기 위하여 앞에서 정의한 Tri-
Power Quarticity (TPt)측정치를사용하여다음과같은일간점프(daily jump)
를측정하는검정통계량을사용한다.

ZT P,t =
RVt −BVt√

(vbb− vqq)
1
M T P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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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무한대로갈때,점프가없다면각 t일에있어 ZT P,t → N(0,1)이되
며시계열 {ZPT,t}T

t=1는자산가격변동에있어일간점프의발생을나타내준

다. 그러나 (11)식에 의해 정의된 점프통계량은 큰 임계수준(critical value)
에서점프가없다는귀무가설을조금과도하게기각하는경향을가진단점

이있으므로, Andersen, Bollerslev, Diebold와 Labys(2001, 2003a), Andersen,
Bollerslev, Diebold (2004), Barndorff-Nielsen과 Shephard(2005a, 2005b)연구
에서와 같이 유한표본(finite sample)의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 로그 변동을
이용하여다음과같이로그점프통계량을구한다.

ZLT P,t =
log(RVt)− log(BVt)√

(vbb− vqq)
1
M

T Pt
BV 2

t

(12)

마지막으로 Barndorff-Nielsen과 Shephard (2005a, 2006)가 주장하는 바
와같이다시최대로조정된로그(maximum log)점프통계량을사용함으로
써더욱더표준정규분포에근접하는로그점프통계량을구하여분석한다.

ZMT P,t =
log(RVt)− log(BVt)√

(vbb− vqq)
1
M max(1, T Pt

BV 2
t
)
, (13a)

혹은

maxlogZt =
log(RVt)− log(BVt)√

(vbb− vqq)
1
M max(1,

∫ t
t−1 σ4(s)ds

BV 2
t

)

(13b)

t일에 있어 점프가 없다는 귀무가설하에서 M이 무한대 혹은 ∆→ 0으
로수렴해가는초고빈도자료에서는위의모든점프통계량은점근적으로

표준화된정규분포로접근해간다.
이제여러점프중에서어떤점프가통계적으로유의한점프(significant

jump)인지 결정하기 위해 위의 각종 점프의 통계량(Zt(4))이 특정 임계치
(critical value)를초과하는점프를유의한점프라고다음과같이규정한다.

Jt,α(4)≡ I[Zt(4)> Φα ][RVt(4)− ˆIVt(4)]. (14)

위식에서 I[Zt(4)> Φα ]는인디케이터함수(indicator function)로서 t일
에 있어 α(예를 들면 α=0.999)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에서 점프가 탐
지된다면 1이되고그렇지않으면 0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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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Outlying Weighted Quarticity와주기성필터

앞에서실현된 Bipower변동의측정치(BVt)는점프통계량을추정할때
사용이가능하지만,일반적으로 Tri-Power Quarticity (TPt)측정치와마찬가
지로수익률이 0으로나타나는경우에하향편의(downward bias)가생기는
단점이생긴다.더구나 Tri-Power Quarticity(TPt)측정치는 3개의연속적인
절대치의수익률을사용하기때문에유한표본일때, Bipower변동의측정
치(BVt)에서보다더하향편의가크게발생할수있다.또한Bipower변동의
측정치(BVt)에대한점프의충격을무시하기위해서는,초초고빈도(∆→ 0)
의수익률을관측할때는,점프가두개의인접한수익률을피하게하고점
프의 효과가 이러한 단기 시간간격에 대해 가격 프로세스에서 스며들지

않도록해야한다.보통 5분이나 15분이상의시간간격에대한수익률은이
러한조건을위반할가능성이많다.

Boudt, Croux와 Laurent (2008a)는 이러한 Bipower 변동의 측정치(BVt)
의 단점을 극복하여, 점프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인접한 수익률에 영향
을 미치는 것에 건전하고(robust) 또한 좀 더 효율적인 추정량으로서 다음
과 같은 ROWV (Realized Outlyingness Weighted Variance)을 도입하여 앞
에서 살펴본 점프통계량의 분자에서 Bipower 변동의 측정치(BVt) 대신에
ROWV로대체하고 IQ의측정치(TPt)대신에다음과같은 Realized Outlying
Weighted Quarticity(ROWQ)를제안하였다.

ROWVt = cw
∑

M
i=1 w(dt,i)r2

t,i
1
M ∑

M
i=1 w(dt,i)

, ROWQt = dw
∑

M
i=1 w(dt,i)r4

t,i

∑
M
i=1 w(dt,i)

. (15)

여기서 w(·)은기각가중치(rejection weight)함수이며, dt,i는수익률 rt,i
의이상치정도(outlyingness)를측정하며, cw와 dw는교정요소(correction fac-
tor)이다. σ는즉시적인변동성(instantaneous volatility)을나타낸다.그리하
여위의 ROWV와 ROWQ를사용하여앞에서도출한세가지점프통계량을
원용하여도출하면다음과같다.

ZR,t =
RVt −ROWVt√

(vbb− vqq)
1
M ROWQt

, (11′)

ZLR,t =
log(RVt)− log(ROWVt)√

(vbb− vqq)
1
M

ROWQt
(ROWVt)2

, (12′)

ZMLR,t =
log(RVt)− log(ROWVt)√

(vbb− vqq)
1
M max(1, ROWQt

(ROWVt)2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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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동성의주기성필터

주식시장에 있어 개장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폐장시간 때문에 고빈도
주가의 수익률의 분산은 주기성이 있는 성분 f 2

t,i을 가진다. 이런 경우 An-
dersen과 Bollerslev, 그리고 Dobrev(2007)의 연구를 따라 다음과 같은 윈도
우를사용한다.

s2
t,i
=

σ2
t,i

f 2
t,i

(16)

여기서어느특정일 t의평균분산에대한주기성요소(periodicity factor)
인 f 2

t,i같은윈도우를확인하기위해서는주기성요소의자승은로컬윈도우

(local window)에대하평균이 0이라는것을전제해야된다.이러한조건하
에서주기성요소는비모수적이거나모수적으로추정되어야하며점프에

대해건정성(robustness)이있어야한다.
비모수적 주기성 추정량(nonparametric estimator of periodicity)은 동일

한주기성요소(factor)를공유하는표준화된수익률의스케일추정치(scale
estimate)에의해기초하고있다. rt,i = rt,i/ ˆst,i .여기서 ˆst,i =

√
1

M−1 BVt 로서

정규화된실현된 BV의자승근으로정의된다.이제 r j;t,i를 rt,i와동일한주

기성요소를가지는 nt,i개수익률의집합이라표시했을때,주기성요소의
추정이단지캘린더효과(calendar effects)에만한정할때, r j;t,i는일중동일

한 시각에 관찰되는 수익률들이다. 고전적의미의 주기성 추정량(classical
periodicity estimator)은다음과같은표준편차에기초를두고있다.

f SD
t,i =

SDt,i√
1
M ∑

M
j=1 SD2

t, j

,SDt,i =

√√√√ 1
nt,i

nt,i

∑
j=1

r2
j;t,i. (17)

이러한추정은 Taylor과 Xu(1997)의자승수익률의평균에기초한주기
성 추정량(periodicity estimator)와 비슷한데 이 추정량은 표준화된 수익률
이 정규분포할 때만 표준편차가 효율적인 추정량이 된다. 그러나 점프가
있을 때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점프에 의해 주기성 추정
치를 자의적으로 크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표본의 관측치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점프가 있을 때에는 위의 추정치가 건전성(robustness)을 상

실하기 때문에, Boudt, Croux 그리고 Laurent(2008b)의 연구에서처럼 다음
과 같이 건전한 비모수적 추정량에 의해 표준편차를 구해야 한다. 첫 번
째는 소위 중간 절대 편차(median absolute deviation:MAD)를 사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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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치 y1,. . . ,yn의 MAD는 1.486mediani|yi−median jy j|으로정의된다.여
기서 1.486은MAD를정규분포에서의일치스케일추정량(a consistent scale
estimator)으로만들어주는교정요소이다.그리하여금융자산의수익률 rt,i

의주기성요소(periodicity factor)의MAD추정량은다음과같이된다.

̂f MAD
t,i =

MADt,i√
1
M ∑

M
j=1 MAD2

t, j.
(18)

두번째는 Shortest Half Scale추정량인데,자료들이점프에의해극소의
오염(infinitesimal contamination)이 있는 경우 일치추정량이 되는데, 많은
스케일추정량중에서이점프추정량은가장작은최대편의(bias)를가지
는데, 정규성 가정하에 MAD와 같은 효율성을 가진다. Shortest Half Scale
(Short H)는모든반쪽(halves, ht,i =

⌊nt,i
2

⌋
+1)의가장짧은길이를표시한다.

ˆf ShortH
t,i =

ShortHt,i√
1
M ∑

M
j=1 ShortH2

t, j

, (19)

ShortHt,i = 0.741min{r(ht,i);t,i− r(1);t,i, ...,r(nt,i);t,i− r(ht,i+1);t,i}.

위의 Shortest Half Scale 추정량은 점프에 대해서는 매우 건전하지만
(robust), rt,i들의정규성가정하에서 Boudt, Croux그리고 Laurent (2008b)의
연구에의하면효율성이낮다.따라서표준편차의효율성과점프에대한건
정성의상충관계속에서 Boudt, Croux그리고 Laurent (2008)의연구를원용
하여다음과같은 ShortH추정치하에서그들의특이성(outlyingness)의함수
에 수익률 가중치를 적용한 다음과 같은 가중표준편차(Weighted Standard
Devition: WSD)의추정량을도입하여분석한다.

ˆf WSD
t,i =

WSDt,i√
1
M ∑

M
j=1WSD2

t, j

, WSDt, j =

√√√√1.081∑
nt, j
l=1 w[(rl:t, j/

ˆf SHortH
t, j )2]r2

l:t, j

∑
nt, j
l=1 w[(rl:t, j/

ˆf SHortH
t, j )2]

.

(20)

3.5. 주기성필터와점프통계량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Boudt, Croux와 Laurent (2008)의 연구를 따라
변동성의강한일중주기성을감안하여보통의수익률 r이아니라주기성
의 필터의 예측치( f̂ )를 사용한 수익률, 즉 ˜rt,i =

rt,i

f̂t,i
를 계산하였고, 여기서

이러한주기성의필터들은앞에서살펴본MAD, ShortH,그리고WSD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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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주기성을 고려한 수익률을 앞에서 살펴본 각종 점프통계량의
RV계산에사용하기위하여다음식들에있어 R̃V로표시하여나타내었다.
그리하여 주기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점프통계량들인 (10)식, (12)식
그리고 (13)식에 대비하여, 수익률의 일중 주기성을 고려한 수정된 점프
통계량은 RV 대신에 MAD, ShortH, 그리고 WSD 주기성을 고려한 수익률
( ˜rt,i =

rt,i
ˆft,i

)로부터 계산한 주기성을 고려한 3 가지의 수익률인 R̃V로 설정

하고, BV 대신에 ROWV, 그리고 IQ 대신에 ROWQ을 사용하여 변동성의
주기성을고려한점프통계량을다음과같이구한다.

PZR,t =
˜RVt −ROWVt√

(vbb− vqq)
1
M ROWQt

. (21)

위의주기성을고려한수익률(R̃V )대신에각각의주기성필터인MAD,
ShortH,그리고WSD고려한면점프통계량은다음과같이각각구해진다.

PZMAD
R,t =

RV
ˆf MAD
−ROWVt√

(vbb− vqq)
1
M ROWQt

, (22a)

PZShortH
R,t =

RV
ˆf ShortH
−ROWVt√

(vbb− vqq)
1
M ROWQt

, (22b)

PZWSD
R,t =

RV
ˆfWSD
−ROWVt√

(vbb− vqq)
1
M ROWQt

. (22c)

그리하여 다음에 나타난 (23a), (23b), (23c)식의 로그 점프통계량을 구
할수있다.

LogPZMAD
LR,t =

log( RV
f ˆMAD )− log(ROWVt)√

(vbb− vqq)
1
M ( ROWQt

ROWV 2
t
)
, (23a)

LogPZShortH
LR,t =

log( RV
f ˆShortH )− log(ROWVt)√
(vbb− vqq)

1
M ( ROWQt

ROWV 2
t
)

, (23b)

LogPZWSD
LR,t =

log( RV
f ˆWSD )− log(ROWVt)√

(vbb− vqq)
1
M ( ROWQt

ROWV 2
t
)

(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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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24a), (24b), (24c)식들과 같이 최대로 조정한 로그 점프통
계량들은다음과같이구해진다.

maxLogPZMAD
LR,t =

log( RV
ˆf MAD

)− log(ROWVt)√
(vbb− vqq)

1
M max(1, ROWQt

ROWV 2
t
)
. (24a)

maxLogPZShortH
LR,t =

log( RV
ˆf ShortH

)− log(ROWVt)√
(vbb− vqq)

1
M max(1, ROWQt

ROWV 2
t
)
, (24b)

maxLogPZWSD
LR,t =

log( RV
ˆfWSD

)− log(ROWVt)√
(vbb− vqq)

1
M max(1, ROWQt

ROWV 2
t
)
. (24c)

3.6. 로컬이상치(local outlyingness)와주기성을도입한점프통계량

본절에서는앞에서살펴본주기성을극복하기위해여러주기성필터

들을 사용하고, Boudt, Croux, 그리고 Laurent (2008a) 등이 개발한 ROWV
와 ROWQ을사용하여다음과같은로컬이상치정도(local outlyingness)를
도입한다.

dt,i = (
rt,i

σ̂t,i
)2 (23)

여기서 σ̂는순간적인변동성의건전한추정량(robust estimator)이지만,
주식시장의강한일중주기성때문에로컬윈도우길이 M을 1일로사용한
다.이상치정도를나타내는 dt,i는일간(daily)점프를찾아내는통계량으로
사용된다.위에서 dt,i ∼ χ2(1),∀i = 1,2, ...,M.특히 α(예를들면 α = 0.999)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에서 t일에 점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다음과
같은조건을만족할때,기각한다.

Maxi=1,2,...,M
√

dt,i > G−1(1−α)Sn +Cn, (24)

Cn = (2logn)0.5− log(π)+ log(logn)
2(2logn)0.5 ,Sn =

1
(2logn)0.5 .

여기서 G−1(1− α)는 표준 Gumble 분포의 (1− α) 분위함수(quantile
function)이며, n =M혹은 n = MT일때,가상적으로예상되어탐색되는점
프의개수는 αT 혹은 α개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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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성필터가없을때

이럴 때, 주기성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주기성 필터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극대이상치(max outlying)점프통계량을사용한다.

maxDJt = Maxi=1,2,...,M
√

dt,i = Maxi=1,2,...,M

√
rt,i

σ̂t,i
(25)

(2)주기성필터가있을때

이제 변동성의 주기성을 고려하여 위의 3가지 주기성 필터인 MAD,
Short H,그리고 WSD를사용한극대이상치(max outlying)에대한점프통
계량은다음 3가지로도출된다.

maxDJMAD,t = Maxi=1,2,...,M

√
rt,i

ˆf MAD
, (28a)

maxDJShortH,t = Maxi=1,2,...,M

√
rt,i

ˆf ShortH
, (28b)

maxDJWSD = Maxi=1,2,...,M

√
rt,i

ˆf WSD
. (28c)

4. 통계자료와실증분석결과

4.1. 표본과통계자료

고빈도 금융자료를 사용하는 통계분석도 어렵지만 비싼 고빈도 자료

를 구입하고 자료를 연구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분석 그 자체 만큼

번거롭다.고빈도금융통계자료는최근에 Olsen and Associates에서주요국
주가지수수익률에대한초고빈도자료를유상으로제공하고있으므로,본
연구에서사용한주가통계자료들도스위스쮜리히의 Olsen and Associates
에서제공하는비싼유상자료를구입하여초고빈도주가지수중대표적인

주가지수인미국의 SPC500주가지수를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주로주식가격의변동성과주기성요소를고려한점프변

동성을분석하기위해 2000년초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와미국과
세계의금융위기가다가왔던기간들을포함하는 2000년 1월 3일부터 2010
년 9월 30일까지의 SPC500 주가지수의 초고빈도 자료인 일중(withi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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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분자료 (하루에 77개의 5분자료,즉 M =77, ∆ = 1/77)를사용하였고,
일중 5분간의주가지수수익률을로그주가지수의차이로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기간 가운데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오류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들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일반적인주가자료분석에서와마찬가지로특정공휴일기간들

인 크리스마스(12월 24일-26일), 새해 연휴(12월 31일-1월 2일), 미국의 독
립기념일인 7월 4일,부활절월요일,현충일,노동절,추수감사절휴일등을
제외하여총관측일수는 2,702일을채택하였다. SPC500주가지수의 5분간
의 수익률은 rt+4,4, t = 4,24,34, · · · ,2702로 표시되며 5분간의 누적 수
익률로이루어진일간 SPC500주가지수수익률은 rt+1 ≡ rt+1,1 ≡ rt+4,4+

rt+24,4+ · · ·+ rt+1,4, t= 1, 2,· · · , 2,702.따라서본연구에서약 10년간 2,702
일에대해하루중 5분간격의미국 SPC500지수를사용하였는데,주가지
수의변동성과점프분석을위해표본의총관측치개수가 2,702(일)×77(일
중 5분간 자료개수)= 208,054개에 달하는 5분간의 고빈도 미국의 SPC500
주가지수관측치를사용하였다.

4.2. 실증분석결과

1)주기성필터와변동성점프발생확률

(1)주기성필터가없을때점프

Bipower변동의측정치(BVt)의단점을극복하고점프에대해좀더건
전하고또한좀더효율적인추정량을구하기위해앞에서도출한 ROWV
(Realized Outlyingness Weighted Variance)와ROWQ (Realized Outlying Weighted
Quarticity)을도입하여금융자산시장에서발생하는변동성의주기성을먼
저고려하지않은경우를살펴보고난후다음에는변동성필터를고려한

더 효율적인 점프통계량을 구해 2000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2,702
일중에서미국 SPC500주가지수에대한실현된수익률의변동성의점프
발생확률을분석한다.
그리하여 먼저 표1에서는 일중 기간의 관측치를 사용하여 ROWQ와

ROWV를사용하였지만,주기성의윈도우필터를고려하지않은점프발생
확률을분석한다.가장일반적인유의수준인 α=0.999인경우를우선살펴
본다. (11′)식으로부터구한 Z점프통계량에의해미국의 SPC500주가지수
에 대한 실현된 수익률의 점프 횟수는 1,092번 나타났고 점프 발생확률은
40.4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2-3일 만에 한 번씩 점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식을이용하여로그 Z점프를사용점프통계량에의하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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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주기성필터를사용하지않았을때점프확률

a. (α =0.999)
Z점프
통계량

log Z점프
통계량

max log Z
점프통계량

임계치(critical value) 3.0902 3.0902 3.0902
기대점프개수 2.702 2.702 2.7202
발견된점프개수 1,092 1,035 869
점프확률 0.4041 0.3830 0.3216

b. (α =0.995)
Z점프
통계량

log Z점프
통계량

max log Z
점프통계량

임계치(critical value) 2.5758 2.5758 2.5758
기대점프개수 13.51 13.51 13.51
발견된점프개수 1,217 1,166 1,033
점프확률 0.4504 0.4315 0.3823

2,702일중에서미국 SPC500주가지수는 1,035번점프가발생하여 38.30%
의점프확률을기록하였다. (13′)식을이용하여구한최대로그 Z점프통계
량에 의하면 총 2,702일 중에서 869번 점프가 발생하여 32.16%의 점프 발
생확률을 기록하여 평균 3일 만에 한 번씩 미국 SPC500 주가지수는 2000
년대들어점프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α=0.995일때는 (11)’식으로부터구한 Z점프통계량에의하면점

프횟수는 1,217번나타났고점프발생확률은 45.04%로 α=0.999일때보다
좀더높게나타났다.그외에도 (12)’식로그 Z점프통계량이나 (12)’식최
대로그 Z점프통계량에서도 ¡표1¿에나와있듯이발생빈도가총 2,702일
중에서각각 1,166과 1,033번점프가발생하였으며,점프발생확률도각각
43.15%와 38.23%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주기성 필터를 고려하지
않았을때, 2일혹은 3일내에한번씩점프가발생하였던것을알수있다.

(2)주기성필터를사용할때점프

먼저 표2에서는 점프 주기성의 윈도우 필터로서 앞에서 도출한 MAD
필터를고려하여 α=0.999일때일간기간의관측치를사용하여구한점프
발생확률을분석한다.먼저 α=0.999일때 (22a)식으로부터구한점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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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AD주기성필터를사용했을때점프확률

a. (α =0.999)
Z점프
통계량

log Z점프
통계량

max log Z
점프통계량

임계치(critical value) 3.0902 3.0902 3.0902
기대점프개수 2.702 2.702 2.7202
발견된점프개수 645 590 521
점프확률 0.2387 0.2184 0.1928

b.( α =0.995)
Z점프
통계량

log Z점프
통계량

max log Z
점프통계량

임계치(critical value) 2.5758 2.5758 2.5758
기대점프개수 13.51 13.51 13.51
발견된점프개수 750 698 639
점프확률 0.2776 0.2583 0.2365

량에의하면총 2,702일중에서점프가 645번발생하여점프확률이 23.87%
로나타났고, (23a)식의로그점프통계량을이용하여구한통계량에의하면
점프가 590번 발생하였고 점프 발생확률이 21.84%로 나타나 평균 4일 혹
은 5일만에한번씩점프가발생하였다. (24a)식의max로그점프통계량에
의하면 521번점프가발생하여점프발생확률이 19.28%로나타났다.
주기성필터로써 MAD필터를사용하였을때역시 α=0.995일때점프

발생빈도와점프발생확률이약간씩모두높게나왔다. Z점프통계량에의
하면 점프 횟수는 750번 나타났고 점프 발생확률은 27.76%, 로그 Z 점프
통계량에의하면점프횟수는 698번,점프발생확률은 25.83%로나타났고,
최대 로그 Z 점프 통계량에서는 발생빈도가 총 2,702일 중에서 639번 점
프가 발생하였으며, 점프 발생확률은 23.65%로 나타났다. 각각 43.15%와
38.23%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둘째,표3에서는점프주기성의윈도우필터로서앞에서도출한 Short-

est Half Scale필터를 α=0.999일때 (22b)식으로부터일중기간의관측치를
사용하여구하였다. α=0.999일때이러한필터를사용하여구한점프발생
확률을보면, (22b)식으로부터구한점프통계량에의하면총 2,702일중에
서점프가 630번발생하여점프확률이 23.32%로나타났다. (23b)식의로그
점프통계량을 이용하여 구한 통계량에 의하면 점프가 584번 발생하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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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hortest Half Scale주기성필터를사용했을때점프확률

a.(α =0.999)
Z점프
통계량

log Z점프
통계량

max log Z
점프통계량

임계치(critical value) 3.0902 3.0902 3.0902
기대점프개수 2.702 2.702 2.7202
발견된점프개수 630 584 520
점프확률 0.2332 0.2161 0.1925

b.(α =0.995)
Z점프
통계량

log Z점프
통계량

max log Z
점프통계량

임계치(critical value) 2.5758 2.5758 2.5758
기대점프개수 13.51 13.51 13.51
발견된점프개수 753 693 634
점프확률 0.2787 0.2565 0.2346

프 발생확률은 21.61%로 나타났다. (24b)식의 max 로그 점프 통계량에 의
하면 520번점프가발생하여점프발생확률이 19.25%로나타나위의MAD
필터를사용하여점프확률을구하였을때보다확률이아주조금낮았으나

정성적으로별차이는없다.

α=0.995일때 Shortest Half Scale필터를MAD필터를사용하였을때도
점프 발생빈도와 점프 발생확률이 약간씩 모두 높게 나왔다. (22b)식으로
부터구한 Z점프통계량에의하면점프횟수는 753번나타났고점프발생
확률은 27.87%, (23b)의 로그 Z 점프 통계량에 의하면 점프 횟수는 693번,
점프발생확률은 25.65%로나타났고, (24b)최대로그 Z점프통계량에서는
발생빈도가총 2,702일중에서 634번점프가발생하였으며,점프발생확률
은 23.46%로 나타나 MAD 필터를 사용하였을 때 약간 높거나 낮았지만
거의비슷하게나타났다.

셋째, 표4에서는 점프 주기성의 윈도우 필터로서 WSD 필터를 고려하
여일중기간의관측치를사용하여점프확률을구하였다.먼저 α=0.999일
때 (22c)식을이용하여구한점프통계량에의하면총 2,702일중에서점프
가 646번발생하여점프확률이 23.91%로나타났다. (23c)식의로그점프통
계량을 이용하여 구한 통계량에 의하면 점프가 587번 발생하여 점프확률
이 21.72%로 나타났다. (24c)식의 max 로그 점프 통계량에 의하면 5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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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WSD주기성필터를사용했을때점프확률

a.(α =0.999)
Z점프
통계량

log Z점프
통계량

max log Z
점프통계량

임계치(critical value) 3.0902 3.0902 3.0902
기대점프개수 2.702 2.702 2.72
발견된점프개수 646 587 508
점프확률 0.2391 0.2172 0.1880

b.( α =0.995)
Z점프
통계량

log Z점프
통계량

max log Z
점프통계량

임계치(critical value) 2.5758 2.5758 2.5758
기대점프개수 13.51 13.51 13.51
발견된점프개수 753 692 636
점프확률 0.2787 0.2561 0.2354

점프가발생하여점프발생확률이 18.80%로나타나위의 MAD필터혹은
Shortest Half Scale 필터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아주 조금 점프빈도와 점프
확률이다르게나타났지만역시큰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점프 주기성의 윈도우 필터로서 WSD 필터를 고려하였을 때, α=0.995

이면 Z점프통계량에의하면점프횟수는 753번나타났고점프발생확률은
27.87%로위의 Shortest Half Scale필터를사용하였을때와동일하게나타
났다. 로그 Z 점프 통계량에 의하면 점프 횟수는 692번, 점프 발생확률은
25.61%로 나타났고 최대 로그 Z 점프 통계량에서는 636번 점프가 발생하
였으며,점프발생확률은 23.54%로나타나 Shortest Half Scale필터를사용
하였을때와거의비슷하게나타났다.

2) Max Outlying점프발생확률

(1)전일중관측치경우(intra-day observation case)

본 절에서는 ROWV와 ROWQ는 물론이고 앞 절과 달리 최대 이상치
(max outlyingness)를도입한후MAD, Short H, WSD등의주기성필터를고
려한점프통계량을계산하기위해전표본기간즉 2000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먼저전일중날짜의관측치(intra-day observation)모두를 (n=20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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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사용하여 표5에서와 같이 점프통계량을 구하여 α=0.900, α=0.995,
그리고 α=0.999세가지경우를구하여분석한다.
표5에서는 가장 점프의 일반적인 경우인 α=0.999 일 때 최대 이상치

(max outlyingness)를사용하여,첫째,주기성의윈도우필터를고려하지않
은수익률의점프발생확률을보면,일중날짜의관측치(intra-day observa-
tion)를사용했을때 2,702일중에서 204번점프가발생하였고점프발생확
률은 7.55%로나타나났다.
둘째,가장일반적인수준인 α=0.999일때일중기간의관측치를사용

하여점프주기성의윈도우필터로서앞에서도출한 MAD필터를고려하
여 구한 점프 발생확률을 보면, 미국 SPC500 주가지수는 2,702일 중에서
137번점프가발생하여 5.07%의점프확률을기록하였다.
셋째, α=0.999일때일중기간의관측치를사용하여점프주기성의윈

도우 필터로서 앞에서 도출한 Shortest Half Scale 필터를 고려하였을 때,
미국 SPC500주가지수는 2,702일중에서 134번점프가발생하여 4.96%의
점프확률을 기록하여 위의 MAD 필터를 사용하여 점프확률을 구하였을
때보다아주조금점프발생빈도와점프확률이낮게나타났다.
넷째, α=0.999 일 때 일중 기간의 관측치를 사용하여 점프 주기성의

윈도우 필터로서 WSD 필터를 고려하였을 때 미국 SPC500 주가지수는
2,702일중에서 129번점프가발생하여 4.77%의점프확률을기록하여위의
MAD필터혹은 Shortest Half Scale필터를사용하였을때보다점프발생빈
도와점프확률이아주조금낮게나타났다.
한편, α=0.900과 α=0.995일때주기성필터를사용하지않았을때는점

프와 점프 발생 확률이 각각 392번과 14.40%, 246번과 9.10%로 나타났다.
주기성필터로서 MAD를사용하였을때는점프와점프발생확률이각각
255번과 9.44%, 167번과 6.18%로 나타났다. Shortest Half Scale 필터를 사
용하였을때는 α=0.900과 α=0.995일때점프와점프발생확률이각각 246
번과 9.10%, 167번과 6.18%로 MAD를 필터로 사용하였을 때와 비슷하게
나타났다.주기성필터로서WSD를사용하였을때는점프와점프발생확
률이각각 244번과 9.03%, 155번과 5.74%로나타났다.

(b)일중내기간관측치사용경우 (intraday period case)

이제 앞의 분석과는 달리 일중 날짜의 기간(intra-day period) 즉 일중
관측치(n=77개)를사용하여미국 SPC500주가지수는 2,702일의점프통계
량을구하여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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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Max Outlying을사용하고일중날짜의관측치를사용했을때의점프
확률

Filter No filter MAD Short WSD
a. (α =0.900)
임계치(critical value) 5.0348 5.0348 5.0348 5.0348
기대점프개수 0.1 0.1 0.1 0.1
발견된점프개수 392 255 246 244
점프확률 0.1450 0.0944 0.0910 0.0903

b. (α =0.995)
임계치(critical value) 5.6502 5.6502 5.6502 5.6502
기대점프개수 0.005 0.005 0.005 0.005
발견된점프개수 246 167 167 155
점프확률 0.0910 0.0618 0.0618 0.0574

c. (α =0.999)
임계치(critical value) 5.9758 5.9758 5.9758 5.9758
기대점프개수 0.001 0.001 0.001 0.001
발견된점프개수 204 137 134 129
점프확률 0.0755 0.0507 0.0496 0.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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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에서나타나있듯이 α=0.999일때일중기간의관측치를사용하여
max outlying을사용하여구한점프통계량으로부터,먼저주기성에대한필
터가없는경우에는미국 SPC500주가지수는 2,702일중에서 455번점프가
발생하여 16.84%의점프확률이나타나 5일혹은 6일만에한번씩점프가
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주기성의필터를MAD를사용하고max outlying을사용했을때에

는미국 SPC500주가지수는 2,702일중에서 281번점프가발생하여 10.40%
의점프확률을기록하였다.
셋째, α=0.999일 때 일중 기간의 관측치를 사용하여 점프 주기성의 윈

도우 필터로서 앞에서 도출한 Shortest Half Scale 필터를 고려하였을 때,
max outlying을사용했을때에는미국 SPC500주가지수는 2,702일중에서
289번점프가발생하여 10.70%의점프확률을기록하여위의MAD필터를
사용하여 점프확률을 구하였을 때보다 아주 조금 점프 발생빈도와 점프

확률이높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 α=0.999 일 때 일중 기간의 관측치를 사용하여 점프 주기

성의윈도우필터로서WSD필터를고려하였을때미국 SPC500주가지수
는 2,702일중에서 294번점프가발생하여 10.88%의점프확률을기록하여
위의 MAD 필터 혹은 Shortest Half Scale 필터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점프
발생빈도와점프확률이아주조금높게나타났다.
한편, α=0.900과 α=0.995일때주기성필터를사용하지않았을때는점

프와 점프 발생 확률이 각각 1,581번과 58.51%, 710번과 26.27%로 나타났
다. 주기성 필터로서 MAD를 사용하였을 때는 점프와 점프 발생 확률이
각각 1,306번과 48.33%, 487번과 18.02%로나타났다. Shortest Half Scale필
터를 사용하였을 때는 α=0.900과 α=0.995일 때 점프와 점프 발생 확률이
각각 1,297번과 48.00%, 289번과 10.7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기성
필터로서 WSD를 사용하였을 때는 점프와 점프 발생 확률이 각각 1,275
번과 47.18%, 477번과 17.65%로나타났다.

5. 결론

2000년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세계의 금융위기 등으로 금융
자산가격의변동성이크게증가하였고이러한금융자산의변동성에대한

연구는아주중요한이슈중의하나이다. 2000년대들어변동성에대한새
로운 연구방법으로 세계적으로 금융자산가격의 실현변동성과 점프의 불

연속성등에대한비모수적추정연구가시작되기시작하였지만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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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Max Outlying을 사용하고 일중 기간 관측치를 사용했을 때의 점프
확률

Filter No filter MAD Short WSD

a. (α =0.900)
임계치(critical value) 3.2676 3.2676 3.2676 3.2676
기대점프개수 270.2 270.2 270.2 270.2
발견된점프개수 1,581 1,306 1,297 1,275
점프확률 0.5851 0.4833 0.4800 0.4718
b.(α =0.995)
임계치(critical value) 4.301 4.301 4.301 4.301
기대점프개수 13.51 13.51 13.51 13.51
발견된점프개수 710 487 483 477
점프확률 0.2627 0.1802 0.1788 0.1765

c. (α =0.999)
임계치(critical value) 3.0902 3.0902 3.0902 3.0902
기대점프개수 2.72 2.72 2.72 2.72
발견된점프개수 455 281 289 294
점프확률 0.1684 0.1040 0.1070 0.1088



52 변동성점프주기성의비모수추정

국내에는변동성의비모수적방법에의한실증분석이거의없는실정이다.
더구나 극히 최근 해외에서는 이러한 금융자산의 불연속 점프에 대한

비모수적추정방법에변동성의주기성(volatility periodicity)을고려하여여
러 가지 주기성 필터를 도입하여 새롭게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자산가격의변동성점프의주기성을고려하여주기성필터를사

용하여효율적인점프통계량과점프발생확률에대한비모수적인실증연

구는아직까지국내에는없다.
본연구는 2001년-2010년동안미국의 SPC500주가지수의하루 5분간

격의초고빈도자료(총 208,054개관측치)를사용하여비모수적실현된파
워변동성 이론과 특히 변동성의 주기성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점프 통계

량을 도입하여 불연속 점프 발생빈도와 점프 발생확률에 대한 추정과 실

증분석을하고있다.특히본연구는 Bipower변동의측정치(BVt)의단점을
극복하여좀더건전하고(robust)또한좀더효율적인점프추정량을구하
기위하여,극히최근에개발된 ROWV와 ROWQ,그리고최대이상치(Max
outlying)을도입하고변동성의여러가지주기성필터들인MAD, Short Half
Scale,그리고 WSD등을도입하여점프통계량과점프발생확률을구하여
국내에서처음으로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유의수준(α=0.999)을 기준으로 하여 점프 발생

빈도에 대한 중요한 결과와 공헌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SPC500주가지수수익률은변동성주기필터를사용하지않았을때는대
체로 2-3일만에한번씩변동성에점프가불규칙하게발생하였다.
둘째, 최근 개발된 변동성의 주기성을 고려하여 주기성 필터인 MAD,

Short Half Scale,그리고WSD등을사용하여비모수적추정방법으로미국
SPC500의변동성의점프확률을여러가지점프통계량으로분석해본결
과, ROWV와 ROWQ을 도입하고 주기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2000
년이래약 10년동안미국 SPC500주가지수는불연속적이고장기적으로
예측이 힘든 점프가 발생할 확률이 약간 작았지만, 여전히 불연속적인 점
프가 4일내지 5일만에점프가발생하였던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먼저 전 일중 날짜의 관측치(intra-day observation)를 사용하였을

때, ROWV와 ROWQ뿐만아니라최대이상치(Max outlying)를도입하였지
만,주기성필터를고려하지않았을때는 SPC500주가지수수익률의일중
관측치는 7.55%의점프발생확률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ROWV와ROWQ와최대이상치(Max outlying),그리고MAD, Short

Half Scale,그리고WSD등의주기성필터를고려하였을때는 MAD, Short
Half Scale,그리고WSD의순으로점프발생빈도가조금씩더낮게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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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대체로주기성필터를고려하지않았을때보다미국 SPC500주가지
수는점프발생빈도와점프발생확률이아주조금씩더낮게나타났다.
다섯째,전일중날짜의관측치(intra-day observation)를사용하고, ROWV

와 ROWQ,최대이상치(Max outlying)를도입하여주기성필터를고려하지
않았을때는 SPC500주가지수수익률은 16.84%의점프확률이나타나 5일
혹은 6일만에한번씩점프가발생하였다.
여섯째, ROWV와 ROWQ와 최대 이상치(Max outlying), 그리고 MAD,

Short Half Scale,그리고WSD등의주기성필터를고려하였을때는 MAD,
Short Half Scale, 그리고 WSD의 순으로 점프 발생빈도가 아주 조금씩 더
높게나타났는데,각각 9.61일, 9.34일혹은 9.19일만에한번씩점프가발
생하였다.
본연구는최근에개발되기시작한비모수적실현된파워변동성을이

용하고변동성주기성을고려하여미국 SPC 500주가지수의변동성의점
프 확률을 5분간의 초고빈도 유상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모수적
파워변동성과 불연속 점프 통계량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최근 개발된

여러 가지 변동성의 주기성 필터를 도입하여 불연속적인 주가지수의 변

동성과 점프확률을 비모수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주가지수뿐만아니라,여타세계의다른중요한주가지수들에
대한초고빈도자료가매우비싸고여러자료의변환등의기술적어려움

들이 많이 있지만, 여건이 허용된다면 보다 많은 초고빈도 자료를 수집할
수있다면좀더엄밀하게변동성점프에대한비교분석을할수있겠지만,
향후과제로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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