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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시장의 이해2: Gamma Risk를 염두에 둔 매매전략 

  금년 1월, 새해 벽두부터 개인투자자의 하소연이 들려왔다. 주변사람의 말을 듣고 

외가격 콜옵션을 매도했다가 손실이 났다는 내용이다. 01년 12월중 조정이 지속되

면서 선물이 80선에서 움직이자 행사가격 90짜리와 92.5짜리 콜옵션을 동시에 매

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성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2월말부

터 지수가 급등세를 보이자 손실폭이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되었던 것이다. 

 

  사실 조정이 지속되던 당시 외가격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크게 이상한 것은 아

니었다. 그러나 외가격 콜옵션을 매도함에 있어서 행사가격이 다른 두종목을 동시

에 매도했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선물의 경우에

는 지수가 1만큼 변할 경우 1만큼 손실이 발생하지만, 옵션의 경우에는 최초에는 

0.5만큼 손실이 발생했다가도 지수가 변함에 따라 손실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이다. 옵션가격의 변동폭이 지수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델타와 감마가 

옵션 가격변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투자자가 옵션의 감마에 대해 

이해했다면 행사가격이 다른 두개의 옵션을 동시에 매도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

을 것이다. 

 

  Delta 와 Gamma의 이해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이자율, 시간 

등이다. 즉, 옵션의 가격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 이자율, 시간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각각의 변수에 대해 옵션가격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델타(Delta), 베가(Vega), 로우(Rho), 세타(Theta)

이다. 이외에도 옵션가격의 변화에 대해 델타값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감마(Gamma)라고 하며, 감마는 델타와 함께 옵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Delta  

 

  델타값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해 옵션가격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

이다. 델타가 +0.5라고 가정하면, 선물가격이 1만큼 상승했을 경우 옵션가격은 

0.5만큼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델타가 (-)인 경우, 선물가격이 상승하면 옵션가

격은 하락하게 되고, 선물가격이 하락하면 옵션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즉, 델타가 

(-)인 옵션은 풋옵션이고, 선물가격의 상승하락에 맞춰 옵션의 가격이 동반하여 

상승하락 하는 -즉, 델타가 (+)인- 옵션은 콜옵션이 된다.  

 

  어떤 옵션의 델타값은 그 옵션이 만기일에 내가격으로 마감될 확률을 의미하기도 

하고, 선물 포지션에 대한 헤지비율을 산출할 때 델타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델타를 이해하는 것은 실제 매매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콜옵션의 델타값이 외가격에서 등가격으로, 그리고 

내가격으로 변할 때마다 확대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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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 외가격 콜옵션을 매도한 이후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손실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수 상승과 함께 감마값에 

영향을 받은 델타값이 급격히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수 변동과 함께 콜옵션의 델타

값이 변하는 현상을 Gamma Risk라 한다. 

   

  2. Gamma 

 

  감마(Gamma)란 기초자산(선물지수)이 1만큼 변할 때 델타값이 얼마나 변화하는

가를 나타낸다. 수학적 개념으로 보면, 델타는 옵션가격의 기울기를 의미하며, 감마

는 옵션가격 변화의 가속도를 의미한다. 즉, 옵션 가격의 2차 미분값이 감마가 된

다. 예를 들어 콜옵션의 델타가 +0.3, 감마가 +0.2인 상태에서 선물 가격이 1p상

승했다면, 옵션가격은 0.3p만큼 상승한다. 반면 델타값은 +0.3에서 +0.5로 확대

되게 된다. 감마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다음날 선물가격이 추가로 1p 상승하

게 될 경우 콜옵션 가격은 0.3p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0.5p 상승하게 된다. 즉, 지

수는 이틀 동안 1p씩 일정하게 상승한 반면 콜옵션의 가격은 첫날은 0.3p 상승한 

이후 다음날은 상승폭이 0.5p에 이르는 등 옵션가격의 변동폭이 확대된다. 이러한 

현상을 콜옵션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콜옵션 매도자는 첫날에는 0.3p의 손실을 보

게 되지만 다음날에는 동일한 지수 상승에 대해 손실폭이 0.2p만큼 늘어나기 때문

에 선물매도 포지션 보유자나 풋옵션 매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이 커진다. 

 

  새로운 옵션가격 = 과거 옵션가격 + ( 델타 x 선물가격 변동폭)  

새로운 옵션델타 = 기존 옵션델타 + ( 감마 x 선물가격 변동폭)  

 

  콜옵션 매수포지션은 델타와 감마가 모두 (+)이다. 반면 풋옵션 매수포지션은 감

마는 (+)이고, 델타는 (-)이다. 앞서 델타와 감마가 옵션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았지만, 델타와 감마에 대한 평면적인 이해를 넘어 

시장의 추세 및 변동성과 감마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감

마값은 등가격일 때 가장 크다. Deep OTM이나 Deep ITM에서는 감마값이 상대

적으로 적은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Deep OTM과 Deep ITM의 감마값

이 확대된다. 실제 옵션시장에서도 지수가 급격히 변동하는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델타값과 감마값이 낮은 외가격 옵션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자주 있다. 이러한 현

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Vega효과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상

적인 지수 등락 폭 이상으로 시장이 움직일 경우 Gamma값이 크게 확대되면서 

Delta값과 옵션가격 자체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변동성과 Gamma Risk 

 

  시장이 박스권 흐름을 지속하는 등 변동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Gamma 값

을 (-)로 유지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의 시간가치 하락(Time Decay)를 이용할 수 

있다. 변동성을 통해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옵션의 장점은 변

동성의 확대-축소 여부의 예측을 통해 Gamma값의 조절해 나갈 경우 변동성 등

락에 따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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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략구성시 염두에 두어야 할 Gamma Risk 

 

  일반적으로 변동성 매매로 알려진 것은 Delta Neutral(Delta Hedging) 전략이다. 

델타중립 전략은 포지션의 델타값을 0으로 맞춤으로써 시장의 방향성에 상관없는 

수익구조을 갖게 된다. Strangle매도(매수), Straddle매도(매수), Ratio Spread, 

Back Spread 등이 대표적인 델타중립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의 수익구조는 지수

의 등락에 비교적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해 델타 

중립이 깨질 경우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Strangle매도나 Straddle매도 등 Short Gamma전략은 Gamma값이 (-)이

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동성 확대로 인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가능한 손

실폭이 무한대라는 점에서 Short Gamma전략 구축시에는 Gamma Risk 노출에 주

의해야 한다. 반면, Strangle(Straddle)매수 전략과 Back Spread 전략 등 Long 

Gamma전략은 Gamma값을 (+)로 가져가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Long Gamma전략은 기대수익은 무한대인 반면 가능한 손실은 제한

적이라는 점에서 Short Gamma전략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Gamma값이 (+)일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theta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Time Decay현상). 즉, Long Gamma 전략의 경우 기대만큼 만기일까지 변동성

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일정수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단점도 있다. 

   
  < 표-1> 방향성과 변동성을 고려한 포지션 성격구분 

  방향성  

횡보 상승 하락 

확대 
Long Gamma 

+Delta Neutral 

Long Gamma 

+Delta Long 

Long Gamma 

+Delta Short 

 

변

동

성 

 
축소 

Short Gamma 

+Delta Neutral 

Short Gamma 

+Delta Long or Neutral 

Short Gamma 

+Delta Short or Neutral 
 

   
  < 표-2> 방향성과 변동성을 고려한 옵션전략 

  방향성  

횡보 상승 하락 

확대 
Strangle매수 

Straddle매수 

Call Back Spread 

Naked Call 매수 

Put Back Spread 

Naked Put 매수 

 

변

동

성 

 
축소 

Strangle매도 

Straddle매도 
Call Ratio Spread Put Ratio Spread 

 
   
   

  2. Gamma Risk와 리스크 관리 

 

  실제 옵션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옵션시장에서 앞서 언급한 델타중립 

전략을 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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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종합주가지수가 490∼630선의 박스권을 지속했던 2001년 3분기까지는 기

관과 외국인이 외가격 옵션의 양매도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911테러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경험했는데, 911테러와 과거 베어링 은행의 

파산의 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옵션 매매에 있어서는 Gamma값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수의 등락에 노출된 포지션의 위험만 가지고 옵션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경우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되지 못한다. 옵션의 경우 델타를 중립으로 유

지해 간다면 이론적으로는 지수 등락에 노출된 위험없이 포지션 규모를 무한정 확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델타중립 전략의 경우 기본적으로 포지션의 델

타값이 0에 맞춰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지수의 등락에 따른 리스크가 거의 없

다. 설사 지수가 조금씩 변동하더라고 한쪽 포지션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쪽 포지

션에서 시간가치 하락으로 유발된 이익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옵션

가격의 시간가치 하락으로 인해 theta 효과가 vega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Vega효과와 함께 Gamma값의 급격한 

상승에 영향을 받아 포지션 델타값이 일시에 (+) 혹은 (-)로 변화하게 되면서 손

실폭이 확대된다. 

 

  델타중립 전략 구축시 Gamma Risk를 헤지하는 방법은 두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지수가 한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지수의 방향에 맞춰 선물포지션을 추가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외가격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한 Strangle매도 포지션을 구

축한 상태에서 지수가 상승세를 보일 경우 포지션의 델타값은 0에서 (-)로 전환

된다. 포지션의 델타값은 최초 Zero였으나 감마값이 (-)였기 때문에 지수 상승시 

델타값이 (-)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수 상승에 따른 델타의 (-)전환에 대해 선물 

매수 포지션을 추가함으로써 델타를 다시 Zero에 맞출 수 있는데 지수가 큰 폭으

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선물매수를 통해 지수 상승에 따른 잠재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둘째, 델타값이 (+)나 (-)로 전환되었을 때, 기존 포지션을 일부 청산함으로써 추

가적인 Gamma Risk를 회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trangle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상태에서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며 포지션의 델타값이 (-)로 전환되었을 경우,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의 일부를 청산함으로써 델타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선물

을 추가하는 헤지 방법은 서로 다른 성질의 상품을 통해 헤지를 하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에 내재된 Gamma Risk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옵션의 포지션

을 축소해 나가는 헤지 방법은 옵션 포지션에 내재된 Gamma Risk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향후 예상치 못한 지수 급등이 있더라도 잠재적인 손실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델타와 감마 이외에도 베가, 로우, 쎄타 등이 있

다. 그러나 델타와 감마가 옵션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옵션매매에 있

어서 두 지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옵션 매매가 방향성 이외에도 변동성

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기 때문에 향후 지수의 추세적 움직임에 대비한 Gamma 

Risk의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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