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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C 정보

RUTC 정보
RUTC(Rotman-UNIST Trading Competition)는 이틀 간 전국 대학 팀들이 모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색 행사입니다. 매년 전 세계 52개 학교가 토론토에 모여 모의 시장 시나리오에 대해
겨루는 성공적인 RITC(Rotman International Trading Competition)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 대회는 주로 Rotman Interactive Trader Market Simulator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이
플랫폼은 거래 케이스가 운영되는 주문형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매칭하는 전자
거래소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나타내며 참가자들이
다양한 시장 환경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합니다.
현재 코로나 대유행 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올해 RUTC를 원래의 대면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성과 경쟁의 정신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한 해 동안 소중한
참가자들에게 경진 대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상으로 하루 동안 대회가 개최됩니다. 비록 온라인 상에서 원격으로 모이겠지만,
RUTC는 과거의 RUTC 행사를 연상시키는 스킬 향상과 경쟁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사람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사례 패키지는 RUTC 2021의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각 의사결정 사례는 대학교 수준의
수업과 실제 거래 상황에서 주제를 다루도록 특별히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RUTC에서의
경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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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중요정보
연습 서버
사례들은 연습 서버에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는 RUTC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패키지의 날짜 및 시간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 표준시(KST)로 지정됩니다.
연습 서버는 8월 18일 수요일 오후 11시까지 주 7일 24시간 운영됩니다. RIT v2.0 Client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에 대한 정보는 RUT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연습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버 주소와 포트를 보여줍니다.
사례 이름

서버 주소

포트

알고리즘 통계 차익 거래 사례

flserver.rotman.utoronto.ca

16605

알고리즘 ETF 트레이딩 사례 서버 1

flserver.rotman.utoronto.ca

16610

알고리즘 ETF 트레이딩 사례 서버 2

flserver.rotman.utoronto.ca

16615

원유 거래 사례

flserver.rotman.utoronto.ca

16620

전력 거래 사례

flserver.rotman.utoronto.ca

16625

두 알고리즘 사례의 경우, 연습 서버 포트에 로그인하려면 RIT 클라이언트에서 트레이더 ID 및
암호를 입력하면 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암호를 잊어버렸거나 트레이더
ID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면 새 트레이더 ID와 암호를 선택하여 새 계정을 만드십시오. 원유 거래
및 전력 거래 사례의 경우, 각 팀당 역할에 따라 주어진 연습 서버 로그인 트레이더 ID와 암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알고리즘 ETF 트레이딩 사례에는 여러 개의 서버 포트가 제공되어 팀이 채워지거나 채워지지
않은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고 몇 가지 다른
알고리즘이 실행 중인 경우 거래가 적은 다른 포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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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가격 움직임의 패턴은 다를 것입니다. 또한 80명 이상의 라이브 트레이더를 더 잘 적용하기
위해 대회 기간 동안의 시장 매개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알고리즘 거래 사례 모두 연습 서버에서 실행될 때마다 다른 임의의 경로 세트를 갖게 됩니다.
원유 거래 사례와 전력 거래 사례는 연습 서버에서 뉴스 및 가격 경로가 실행되는 시나리오가
3가지로 나뉘어 실행 서버에서 실행될 때마다 무작위로 로드됩니다.
우리는 이 사례들에 대해 세 번의 "특별한" 연습 세션을 운영할 것입니다.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에 원유 거래 건과 전력 거래 건을 각각 한 번씩 반복해서 진행하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8월 12일 오후 10시 30분, 8월 16일 오후 11시에 모든 대회 사례에 대한 연습 세션을 진행하므로
각 연습 사례에서 결과가 공개되는 것과 동시에 모든 팀이 초청되어 연결되도록 유도합니다.
연습 세션에 연결하기 위한 지침은 연습 세션에 앞서 로그인 자격 증명과 함께 참가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추가 지원 파일
다음 지원 파일은 RUTC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

알고리즘 거래 사례 및 기타 관련 지원을 위한 기본 알고리즘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서가 게시될 수 있으며, 게시된 경우 참가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채점 및 순위 방법
채점 및 순위 방법은 이 사례 패키지의 끝에 나와 있습니다.

팀 구성원 역할
참가자는 여러 역할이 있으므로 8월 11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원유 거래 케이스 및 전력
거래 케이스에 대해 팀 구성원 역할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역할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날짜 이후의 대체는 극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팀 구성원
역할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은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각 팀이 이 마감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회 진행요원이 무작위로 역할을 배정합니다.

질문
모든 사례 관련 질문은 trading@unist.ac.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공정한 배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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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시장 움직임은 연습 사례와 대회 사례에서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하지만 대회 기간

사례요약

사례요약
ALGORITHMIC STATISTICAL ARBITRAGE CASE
Algorithmic Statistical Arbitrage Case는 거래 전략을 자동화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RIT API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참가자의 프로그래밍 기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사례 전체에 걸쳐, 이러한 알고리즘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통계적
차익거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주문을 제출합니다. 사례의 거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참가자는
시장 역학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도록 권장됩니다.

ALGORITHMIC ETF TRADING CASE
Algorithmic ETF Trading Case는 거래 전략을 자동화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RIT
API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참가자의 프로그래밍 능력에 도전하도록 고안됐습니다. 사례
전체에 걸쳐, 이러한 알고리즘은 비공개 제안 및 차익 거래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주문을
제출합니다. 사례의 거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참가자는 선택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시장
역학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CRUDE OIL TRADING CASE
Crude Oil Trading Case는 참가자가 원유 수요와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원유 생산과 소비는 참가국들이 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정교한 시장 역학을 이해하고 팀워크와 의사 소통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최적으로 수행하는 각 참가자의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이 사례에는
원유 생산, 정제, 저장 외에도 합성 물리적 제품의 판매도 포함될 것입니다.

ELECTRICITY TRADING CASE
Electricity Trading Case는 참가자들이 엄격한 규제정책에 의해 통제되는 전력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 기반의 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시장
판도에 대응하면서 전력 수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각 팀은 발전소
자산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분배하여 폐쇄된 전력 수급 시장에 참여하고 선도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력 시장의 전체 주기를 통해 참가자들은 역할 기반 전략을
동적으로 수립하고 거래 실행을 최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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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ic Stat Arb Case

Algorithmic Statistical Arbitrage
Case

‘Algorithmic Statistical Arbitrage Case’, Copyright © Rotman Finance Research and Trading Lab, 판권 소유.
이 사례는 RIT Market Simulator 플랫폼용으로 개발된 'RIT - ALGO5 - Algorithmic Statistical Arbitrage Decision
Case'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rit.rotman.utoronto.ca/cases.as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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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Algorithmic Statistical Arbitrage Case는 MATLAB, Excel VBA 또는 Python을 사용하여 거래
전략을 자동화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참여자들의
프로그래밍 기술에 도전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사례 전체에 걸쳐, 이러한 알고리즘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통계적 차익 거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주문을 제출합니다. 사례의 거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참가자는 시장 역학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도록
권장됩니다.

설명
알고리즘 통계 차익거래 사례는 각 팀 1명이 각 회전에 출전하는 10개의 5분 개별히트로
구성됩니다. 모든 팀 구성원은 하나 또는 모든 히트에서 팀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각 히트는
3개월의 거래를 나타냅니다.
매개변수

가치

히트거래 수

10

히트 당 거래 시간

300초(5분)

히트 당 캘린더 시간

거래기간 3개월

RIT API를 사용한 주문 제출이 활성화됩니다. 실시간 데이터(RTD) 링크 및 RIT API를 통한 데이터
검색도 활성화됩니다. 모든 거래는 거래 알고리즘에 의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는 히트가
시작되면 RIT 클라이언트를 통해 수동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시장 상황과 다른 팀의
알고리즘과의 경쟁에 따라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 히트 사이에 알고리즘을 다시
로드할 수 있는 2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가자에게 기본 템플릿 알고리즘이 제공 1되며 경기에
사용하기 위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만들도록
권장됩니다.

시장 역학
이 경우 참가자는 동일한 지수에 포함된 동일한 산업의 3개 주식을 거래하게 됩니다. 이 지수는
1,000개의 상장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주식종목도 지수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4개의 유가 증권이 있으며 그 중 세부 정보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1

"Base Algorithm"은 RUTC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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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ic Stat Arb Case

Algorithmic Statistical Arbitrage Case

NGN

WHEL

GEAR

RSM1000

수수료/주 (시장가 주문)

$0.01

$0.01

$0.01

N/A

최대 주문 크기

10,000

10,000

10,000

N/A

유형

주식

주식

주식

거래불가 지수

각 히트가 시작될 때, RIT 클라이언트에서 참가자들에게 과거 데이터(거래 기간 3개월을
나타냄)가 제공됩니다. 각 히트가 시작될 때 참가자들은 아래의 "통계 공식" 절에서 제공하는
공식에 따라 과거 변동성, 상관 관계 및 기타 관련 통계 조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 값에서
생성된 이러한 통계적 측정치는 이러한 측정치의 기대값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 히트에서 실현된 상관 관계는 과거 값에 매우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NGN과 RSM1000
지수(과거 데이터를 사용하여 히트에서 시작될 때 계산됨) 간의 역사적 상관 관계가 0.5인 경우
참가자는 열이 끝날 때 주식 NGN과 RSM1000 사이의 실현된 상관 관계를 예상해야 하며(틱
0에서 틱 300까지의 전체 열에 대해 계산됨) 0.5에 매우 가까워야 합니다 2.
참여자들은 실현된 통계적 측정의 단기적 편차를 그들의 기대값에서 식별하고 사례 전체에 걸쳐
통계적 차익거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300틱 거래 기간
동안 시장은 매우 유동적이 될 것이며, 참가자들은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자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통계 공식
1.

Tick 𝑡𝑡 − 1과 𝑡𝑡 기간 동안의 증권 수익률 𝑥𝑥 ( 𝑡𝑡 시점 기준)
𝑟𝑟𝑥𝑥,𝑡𝑡 =

2.

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𝑥𝑥,𝑡𝑡
−1
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𝑥𝑥,𝑡𝑡−1

𝑁𝑁개 관측치에 대한 증권 𝑥𝑥 의 평균 수익률. 틱당 관측치는 1개이며, 이 평균 수익률을
"평균 틱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𝜇𝜇𝑥𝑥 =

3.

𝑁𝑁개 관측치에 대한 증권 𝑥𝑥 의 틱 분산
𝜎𝜎𝑥𝑥2

2

∑𝑁𝑁
𝑖𝑖=1 𝑟𝑟𝑥𝑥,𝑖𝑖
𝑁𝑁

∑𝑁𝑁
𝑖𝑖=1�𝑟𝑟𝑥𝑥,𝑖𝑖 − 𝜇𝜇𝑥𝑥 �
=
𝑁𝑁 − 1

2

시장에서 참가자 알고리즘의 예측할 수 없는 동작으로 인해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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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시세 표시기

Algorithmic Stat Arb Case

4.

𝑁𝑁개 관측치에 대한 증권 𝑥𝑥의 틱 표준 편차(틱 변동성)
𝜎𝜎𝑥𝑥 = �𝜎𝜎𝑥𝑥2

5.

𝑁𝑁개 관측치에 대한 증권 𝑥𝑥와 𝑦𝑦의 공분산
𝜎𝜎𝑥𝑥𝑥𝑥 =

6.

∑𝑁𝑁
𝑖𝑖=1�𝑟𝑟𝑥𝑥,𝑖𝑖 − 𝜇𝜇𝑥𝑥 ��𝑟𝑟𝑦𝑦,𝑖𝑖 − 𝜇𝜇𝑦𝑦 �
𝑁𝑁 − 1

𝑁𝑁개 관측치에 대한 증권 𝑥𝑥와 𝑦𝑦의 상관 계수
𝜌𝜌𝑥𝑥𝑥𝑥 =

7.

𝜎𝜎𝑥𝑥𝑥𝑥
𝜎𝜎𝑥𝑥 𝜎𝜎𝑦𝑦

변동성 변환 (300틱은 3개월간의 거래를 나타냄)
𝜎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 = 𝜎𝜎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 ∗ √4 = 𝜎𝜎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 √4 ∗ 300

8.

여기서 𝜎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 는 연간 변동성, 𝜎𝜎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𝑞 는 분기별 변동성, 𝜎𝜎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은 틱 변동성입니다.

단일 주식(증권 𝑥𝑥)과 지수(𝑅𝑅𝑅𝑅𝑅𝑅1000) 간의 베타(𝛽𝛽𝑥𝑥 ) 계산
𝛽𝛽𝑥𝑥 = 𝜌𝜌𝑥𝑥,𝑅𝑅𝑅𝑅𝑅𝑅1000 ∗

𝜎𝜎𝑥𝑥
𝜎𝜎𝑅𝑅𝑅𝑅𝑅𝑅1000

여기서 𝜌𝜌𝑥𝑥,𝑅𝑅𝑅𝑅𝑅𝑅1000 은 증권 𝑥𝑥 와 𝑅𝑅𝑅𝑅𝑅𝑅1000 수익률 간의 상관 계수입니다.
9.

주식 포트폴리오의 베타(𝛽𝛽𝑃𝑃𝑜𝑜𝑜𝑜𝑜𝑜 )

𝑁𝑁

𝛽𝛽𝑃𝑃𝑜𝑜𝑜𝑜𝑜𝑜 = � 𝑤𝑤𝑖𝑖 𝛽𝛽𝑖𝑖
𝑖𝑖=1

여기서 𝑤𝑤𝑖𝑖 는 포트폴리오의 주식 𝑖𝑖의 가중치입니다.

통계적 차익거래의 예
히트가 시작될 때 제공된 과거 데이터와 "통계 공식" 섹션에 제공된 공식을 사용하여 다음 통계가
계산되었습니다.
관측된 과거 변동성
RSM1000

NGN

WHEL

0.0220

0.0197

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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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M1000

NGN

WHEL

RSM1000

1

0.5360

0.6462

NGN

−

1

0.3278

WHEL

−

−

1

과거 베타
NGN

WHEL

0.4810

0.5659

다음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𝑃𝑃𝑃𝑃𝑃𝑃 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𝑖𝑖,𝑡𝑡 =

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𝑡𝑡=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1
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𝑡𝑡=1

𝑃𝑃𝑃𝑃𝑃𝑃 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은 주식 𝑖𝑖에 대한 히트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 𝑡𝑡의 기간 누계 (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 𝑡𝑡𝑡𝑡 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
수익입니다.

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 𝑃𝑃𝑃𝑃𝑃𝑃 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𝑖𝑖,𝑡𝑡 = 𝑃𝑃𝑃𝑃𝑃𝑃 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1000,𝑡𝑡 ∗ 𝛽𝛽𝑖𝑖

여기서 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 𝑃𝑃𝑃𝑃𝑃𝑃 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𝑖𝑖,𝑡𝑡 는 주식 𝑖𝑖의 시작 시점부터 시간 𝑡𝑡의 예상 기간 누계 수익률이고,

𝑃𝑃𝑃𝑃𝑃𝑃 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1000,𝑡𝑡 는 𝑅𝑅𝑅𝑅𝑅𝑅1000의 시작부터 시간 𝑡𝑡의 기간 누계 수익률이고 𝛽𝛽𝑖𝑖 는 주식 𝑖𝑖 와
인덱스(𝑅𝑅𝑅𝑅𝑅𝑅1000) 사이의 베타입니다.

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𝑖𝑖,𝑡𝑡 = 𝑃𝑃𝑃𝑃𝑃𝑃 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𝑖𝑖,𝑡𝑡 − 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 𝑃𝑃𝑃𝑃𝑃𝑃 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𝑖𝑖,𝑡𝑡

여기서 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𝐷𝑖𝑖,𝑡𝑡 는 주식 𝑖𝑖의 시점 𝑡𝑡에서의 다이버전스입니다. 우리는 주식 𝑖𝑖의 시점 𝑡𝑡에서의
다이버전스를 실제 𝑃𝑃𝑃𝑃𝑃𝑃 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과 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 𝑃𝑃𝑃𝑃𝑃𝑃 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의 차이로 정의합니다.

아래 표에서 NGN은 거래가 시작된 후 분기(diverge)하기 시작하며, 틱 46에서는 다이버전스는
+8.00%입니다. 동시에, WHEL은 약한 양의 다이버전스를 보입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NGN을
공매도하고 WHEL을 매수하여 베타 측면에서 시장 중립적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가능한 0에 가깝게 함) 두 주식의 베타( 𝛽𝛽𝑁𝑁𝑁𝑁𝑁𝑁 = 0.4810 및 𝛽𝛽𝑊𝑊𝑊𝑊𝑊𝑊𝑊𝑊 =
0.5659)가 다르기 때문에 $10,000 상당의 NGN 주식(약 338주)을 공매도하고 $8,500 상당의

WHEL 주식(285주)을 매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포트폴리오의 베타(𝛽𝛽𝑃𝑃𝑃𝑃𝑃𝑃𝑃𝑃 )는 그
비율이 대략 다음과 같으므로 0에 매우 가까울 것입니다.

|($𝑣𝑣𝑣𝑣𝑣𝑣𝑣𝑣𝑣𝑣 𝑜𝑜𝑜𝑜 𝑁𝑁𝑁𝑁𝑁𝑁 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 𝑣𝑣𝑣𝑣𝑣𝑣𝑣𝑣𝑣𝑣 𝑜𝑜𝑜𝑜 𝑊𝑊𝑊𝑊𝑊𝑊𝑊𝑊 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 = | 𝛽𝛽𝑊𝑊𝑊𝑊𝑊𝑊𝑊𝑊 / 𝛽𝛽𝑁𝑁𝑁𝑁𝑁𝑁 |

Copyright © 2021 Rotman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Toronto

Rotman-UNIST Trading Competition 2021 | 11

Algorithmic Stat Arb Case

관측된 과거 상관 계수

RSM
1000

𝑷𝑷𝑷𝑷𝑷𝑷 𝑹𝑹𝑹𝑹𝑹𝑹𝑹𝑹𝑹𝑹𝑹𝑹𝒊𝒊,𝒕𝒕

NGN

WHEL

RSM10
00

NGN

WHEL

𝑬𝑬𝑬𝑬𝑬𝑬𝑬𝑬𝑬𝑬𝑬𝑬𝑬𝑬𝑬𝑬 𝑷𝑷𝑷𝑷𝑷𝑷
𝑹𝑹𝑹𝑹𝑹𝑹𝑹𝑹𝑹𝑹𝑹𝑹𝒊𝒊,𝒕𝒕

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𝑫𝒊𝒊,𝒕𝒕

NGN

WHEL

NGN

WHEL

1

35.96

27.04

29.31

−

−

−

−

−

−

−

…

…

…

…

…

…

…

…

…

…

…

46

36.78

29.50

29.77

0.0228

0.0910

0.0157

0.011

0.012

0

9

0.080

0.0028

…

…

…

…

…

…

…

…

…

…

…

59

36.18

26.84

29.36

0.0061

-0.0074

0.0017

0.002

0.003

9

5

-0.0103

-0.0018

다이버전스가 틱 59에서 0으로 수렴될 때, 포지션을 청산 할 수 있으며, 통계적 차익거래에서
실현된 이익은 차익 스프레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29.50 – $26.84) * 338 + ($29.36 – $29.77) * 285 – (338 + 285) * $0.01 * 2 = $769.77

거래 한도 및 거래 비용
히트시간

총/순

1 ~ 299

500,000/100,000

300

0/0

각 트레이더는 각 히트에서 거래하는 동안 총 거래 한도와 순 거래 한도를 받게 됩니다. 총거래
한도는 모든 유가증권에 걸쳐 매수 포지션(long position)과 매도 포지션(shot position)의
절대값의 합계를 반영하며, 순거래 한도는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의 합계를 반영합니다. (즉,
매도 포지션이 많으면 매수 포지션을 늘릴 수 있음) 거래 제한은 엄격히 시행되며, 참가자는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주식 포지션은 1의 승수로 거래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즉, 어떤
주식의 100주를 매수하면 총거래 한도와 순거래 한도가 100씩 증가합니다).
최대 거래규모는 주문 당 1만주가 될 것입니다. 거래 수수료는 모든 시장가 주문 및 지정가
주문에 대해 주당 0.01달러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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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ic Stat Arb Case

Tick

𝑷𝑷𝒓𝒓𝒊𝒊𝒊𝒊𝒊𝒊

시장 충격으로 주가 변동이 있을 경우 0이 아닌 모든 포지션은 마지막 거래 가격이나 정가로
마감됩니다. 따라서, 참가자는 히트가 종료될 때 통계적 차익거래 포지션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 목표
목표 1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모델을 생성하여 3개의 주식과 거래 불가능한 지수 간의 관련 통계
측정값을 계산합니다.
목표 2
거래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거래 매개변수를 최적화하여 알고리즘이 통계적 차익 거래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위험 노출 및 주문 흐름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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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마감

Algorithmic ETF Trading Case

Algorithmic ETF Trading Case

‘Algorithmic ETF Trading Case', Copyright © Rotman Finance Research and Trading Lab, 판권 소유.
이 사례는 RIT Market Simulator 플랫폼용으로 개발된 'ALGO4 - Algorithmic ETF Trading Decision Case'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rit.rotman.utoronto.ca/cases.as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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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Algorithmic ETF Trading Case는 RIT API를 사용하여 거래 전략을 자동화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참가자의

프로그래밍

기술에

도전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사례 전체에 걸쳐, 이러한 알고리즘은 차익 거래 기회와 비공개 입찰 제안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주문을 제출할 것입니다. 사례의 거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참가자는
선택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시장 역학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알고리즘 ETF 트레이딩 케이스는 각 팀별로 한 명씩 5분씩 10차례의 개별 히트로 구성됩니다.
모든 팀 구성원은 하나 또는 모든 히트에서 팀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각 히트는 3개월의 거래를
나타냅니다.
매개변수

가치

히트거래 수

10

히트 당 거래 시간

300초(5분)

히트 당 캘린더 시간

거래기간 3개월

RIT API를 사용한 주문 제출이 활성화됩니다. 실시간 데이터(RTD) 링크 및 RIT API를 통한 데이터
검색도 활성화됩니다. 모든 거래는 거래 알고리즘에 의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일단 히트가
시작되면 참가자들은 수동으로 RIT 클라이언트를 통해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동으로
RIT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컨버터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아래의 "시장 역학"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가자는 시장 상황과 다른 팀의 알고리즘과의 경쟁에 따라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 히트 사이에 알고리즘을 다시 로드할 수 있는 2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가자에게 기본 템플릿 알고리즘이 제공 3되며 경기에 사용하기 위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만들도록 권장됩니다.

3

"Base Algorithm"은 RUTC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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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가진 5개의 증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증권 시세 표시기

CAD

USD

BULL

BEAR

RUTC

증권 유형

통화

통화

주식

주식

ETF

기준 통화

CAD

CAD

CAD

CAD

USD

시작 가격

n/a

n/a

$10

$15

$25

수수료/주 (시장가 주문)

n/a

n/a

$0.02

$0.02

$0.02

n/a

n/a

$0.01

$0.01

$0.01

2,500,000

2,500,000

5,000

5,000

10,000

리베이트/주 (지정가/수동
주문)
최대 주문 크기

이 경우 기준 통화는 CAD입니다. 따라서 USD는 1USD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CAD 수로 직접
환율로 표시될 것입니다.
참가자는 CAD로 표시된 2개 종목과 USD로 표시된 1개 ETF를 변동성 및 유동성 수준에 따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학은 참가자들을 알고리즘 거래의 맥락에서 시장 미시 구조의
기초에 노출시킵니다. 균형 상태에서 ETF 가격은 두 거래 주식의 다음 합계를 반영하며 가격에는
주기적인 충격이 주어집니다.
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𝑈𝑈𝑈𝑈𝑈𝑈 ∗ 𝑈𝑈𝑈𝑈𝑈𝑈 = 𝐵𝐵𝐵𝐵𝐵𝐵𝐵𝐵𝐶𝐶𝐶𝐶𝐶𝐶 + 𝐵𝐵𝐵𝐵𝐵𝐵𝐵𝐵𝐶𝐶𝐶𝐶𝐶𝐶

참가자들은 또한 RIT 클라이언트에서 ETF에 대한 비공개 입찰 제안을 받게 됩니다. ETF의 결정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입찰 제안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단 입찰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참여자의
알고리즘도 거래의 시장 가격 영향을 관리하면서 이익으로 포지션을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주식과 ETF 간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전환기 4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TF-생성 및 ETF-환원 변환기. 참가자는 시장에 직접 주문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 방식으로 이러한 변환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환기는 인간 트레이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래 중에 RIT
클라이언트에서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알고리즘은 API를 통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두 변환기는 RIT 클라이언트의 "자산" 탭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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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역학

ETF 생성

ETF 상환

설명

어디서부터의 변환

기초 주식의 ETF

BULL 주식 10,000개 및

생성

BEAR 주식 10,000개

기초 주식에 대한
ETF 환매

RUTC 10,000단위

어디에게로 변환
RUTC 10,000단위

비용
$1,500
USD/사용

BULL 주식 10,000개 및

$1,500

BEAR 주식 10,000개

USD/사용

거래/포지션 제한 및 거래 비용
각 트레이더는 각 히트에서 거래하는 동안 총 거래량 및 순 거래량/포지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총거래 한도는 모든 유가증권에 걸쳐 매수 포지션(long position)과 매도 포지션(short
position)의 절대값의 합계를 반영하며, 순거래 한도는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의 합계를
반영합니다. (즉, 매도 포지션이 많으면 매수 포지션을 늘릴 수 있음) 거래/포지션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며 참가자는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의 각 포지션는 1의 승수로 거래/포지션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ETF의 각 포지션은 2의 승수로 계산됩니다(즉, 주식 100주를 길게
늘리면 총액 및 순 한도가 100만큼 증가합니다). RUTC의 100개 포지션을 매수하면 총 한도 및
순 한도가 200개 증가합니다(100개 포지션 * 2의 승수).
최대 거래 규모는 주식의 경우 주문당 5,000주, ETF의 경우 주문당 10,000주입니다. 거래
수수료는 완료된 모든 시장 주문에 대해 각 주식과 ETF에 대해 주당 $0.02로 설정됩니다. 이후
제출된 모든 시장가 주문 및 지정가 주문에 대해 각 주식 및 ETF에 대해 주당 0.01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포지션 마감
0이 아닌 모든 주식 포지션은 마지막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 종료 시 청산되며, ETF는 CAD로
변환된 두 주식의 합계의 적정 가치로 청산됩니다.

주요 목표
목표 1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모델을 만들어 민간 입찰 제안의 수익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유동성
위험과 시장 위험을 관리하면서 거래를 수행합니다. 민간 입찰 제안을 할 때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 접근법으로 IT 고객에게 제공된 ETF-Creation 및 ETF-Redemption
Converters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목표 2
기초 주식과 ETF 간의 차익거래 기회를 식별하는 거래 알고리즘을 구축합니다. 환노출을
회피하기 위해 CAD와 USD를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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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Oil Trading Case

Crude Oil Trading Case

‘Crude Oil Trading Case', Copyright © Rotman Finance Research and Trading Lab, 판권 소유.
이 사례는 RIT Market Simulator 플랫폼용으로 개발된 'RIT - COM5 - Commodities Capstone Decision Case'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rit.rotman.utoronto.ca/cases.as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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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Crude Oil Trading Case는 참가자가 원유 수요와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원유 생산과 소비는 참가국들이 서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정교한 시장 역학을 이해하고 팀워크와 의사 소통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최적으로 수행하는 각 참가자의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이 사례에는
원유 생산, 정제, 저장 외에도 합성 물리적 제품의 판매도 포함될 것입니다.

설명
원유 거래 케이스는 4명의 팀원이 함께 경쟁하는 2개월 또는 40거래일을 나타내는 4개의 16분
독립 히트로 구성됩니다. 각 히트에는 6개의 거래 가능 증권과 5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RIT
API를 사용한 주문 제출이 비활성화됩니다. 실시간 데이터(RTD) 링크 및 RIT API를 통한 데이터
검색이 활성화됩니다.
매개변수

값

히트거래 수

4

히트 당 거래 시간

16분(960초)

히트 당 캘린더 시간

2개월(40거래일)

최대 주문 크기

계약 5건

시장별 표시 빈도

매일(24초)

팀역할
이 경우, 각 팀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정 역할 중 하나를 갖게 됩니다.
1.

생산자(팀당 1명)

2.

정유사(팀당 1명)

3.

트레이더(팀당 2명)

각 팀에는 생산자 1명, 정유사 1명, 트레이더 2명이 배치됩니다. 팀은 각 멤버의 역할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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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ROTMAN은 트레이더-ID 4개(ROTMAN-1, ROTMAN-2, ROTMAN-3, ROTMAN-4)를 보유하게
되며, 아래 목록에 따라 역할이 배정됩니다.
트레이더 아이디

역할

ROTMAN-1

생산자

ROTMAN-2

정유사

ROTMAN-3, ROTMAN-4

트레이더

위의 "중요 정보" 섹션에 명시된 대로 8월 11일 수요일까지 팀 일정에서 각 구성원의 역할을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각 팀이 이 마감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기 스태프가 무작위로
역할을 배정합니다.
생산자
생산업체는 경질유와 중질유를 모두 생산하는 석유 굴착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 종류의 석유에
대한 저장 시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유 종류별 평균 생산량은 하루 2000배럴, 즉 주당
1만배럴(주말 제외) 정도입니다. 석유는 경질유는 배럴당 35달러, 중질유는 배럴당 30달러의
기본원가로 생산됩니다. 경질유와 중질유 모두 외부 요인 때문에 원가 및 수량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매주 초 경질유와 중질유의 주간 생산량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입고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배송 지연, 생산 수량 차이
및 생산 비용 충격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받게 됩니다.
생산업체들은 두 종류의 원유를 기증으로 시작해 경질유는 2만 배럴, 중질유는 2만 배럴의 총
저장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생산자는 저장 탱크에서 경유와 중유를 혼합할 수 없습니다. 각 저장
탱크는 지정된 유형의 원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는 석유 굴착 장치의 생산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생산자가 저장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고가의 distressed된 저장비용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나머지 기간 동안 추가 저장소를 임대해야 합니다. 중유 저장 탱크와 경유 저장
탱크 모두 distressed 저장 비용은 동일하지만, 두 종류의 원유를 별도로 저장하기 때문에
distressed 저장 비용은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정유사
각 정유사는 경질유만 정제하는 정유소, 중질유만 정제하는 정유소, 경질유와 중질유를 동시에
정제하는 정유소 등 3개 시설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질유 5배럴당 경질유(LRefinery)는 생산원가 25달러에 RBOB 가솔린 3배럴과 난방유 2배럴(5-3-2)을 생산합니다.
중유(H-Refinery)는 중유 5배럴당 생산원가로 RBOB 가솔린 2배럴과 난방유 3배럴(5-2-3)을
생산합니다. 경질유 1배럴과 중질유 1배럴에 대해 경질유(L/H 정유)는 RBOB 가솔린 1배럴과
난방유 2배럴(2-1-1) 1배럴을 생산하며 생산원가는 배럴당 30달러입니다. RBOB 가솔린과
난방유는 갤런 단위로 거래되며, 1배럴은 42갤런과 같습니다. 3개 정제소 모두 정제시간이
108초, 정제소 임대시간이 120초입니다. 단, 히트의 남은 시간이 108초 미만일 경우 임대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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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Oil
OilTrading
TradingCase
Case
Crude

예시

정유사들은 향후 RBOB 휘발유와 난방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접하게 되며, 이들 뉴스의
영향을 평가해 어떤 정유소가 가동에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RBOB 휘발유 가격은 주로 시장 수요와 관련된 뉴스 항목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 뉴스는 향후
RBOB 휘발유 가격 변동과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정유사들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난방유 가격의 주요 동인은 예상 기온이 떨어지면 난방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온의
변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온도변화에 따른 가격영향은 아래의 단순방정식에 기초하여 추정할
것입니다.

𝑃𝑃𝐻𝐻𝐻𝐻 = 𝐸𝐸𝐻𝐻𝐻𝐻 +
여기서

∆𝐻𝐻𝐻𝐻
𝜎𝜎𝐻𝐻𝐻𝐻

𝑃𝑃𝐻𝐻𝐻𝐻 는 난방유의 최종 마감 가격입니다.

𝐸𝐸𝐻𝐻𝐻𝐻 는 난방유의 예상 가격입니다.

∆𝐻𝐻𝐻𝐻 는 예상되는 주간 온도 변화입니다.

𝜎𝜎𝐻𝐻𝐻𝐻 는 온도변화에 대한 표준편차입니다.

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 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 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𝑐𝑐ℎ𝑎𝑎𝑎𝑎𝑎𝑎𝑎𝑎
= 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 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 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 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𝑅 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𝑤 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난방유의 예상 가격은 갤런당 $2.50부터 시작합니다. 날씨 정보는 뉴스 기사를 통해 매주 공개될
것입니다. 나아가 난방유가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정유사에서 평가하여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난방유 가격을
예측해야 합니다.
정유사들은 향후 생산량(가열유·RBOB 가솔린)뿐만 아니라 투입물(경유·중유) 가격도 평가해
정유소 운영의 수익성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유사들은 경질유 5000배럴과 중질유 5000배럴의 기증로 시작해 각 정유종별로 총 2만배럴의
저장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난방유와 RBOB 가솔린은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레이더
트레이더는 경질유와 중질유 시장뿐만 아니라 난방유와 RBOB 가솔린 미래 시장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기간 동안 트레이더는 경질 및 중질 원유를 사고파는 해외 고객으로부터 기관
주문을 받습니다. 트레이더는 시장의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원유 가격이 매우
낮을 때는 저장 탱크를 자연스럽게 채우고, 원유 종류별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는 시장에
되팔아 시장의 평형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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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화됩니다.

생산자, 트레이더, 정유사는 아래 표에 따라 유가증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상품
주식

설명

계약규모

접근성

공매도
여부

생산자,
CL-L

경질유 스폿

1,000 배럴

정유사,

불가능

트레이더
생산자,
CL-H

중질유 스폿

1,000 배럴

정유사,

불가능

트레이더
HO-2F

2개월 HO 미래 계약

42,000 갤런

트레이더

가능

RB-2F

2개월 RB 미래 계약

42,000 갤런

트레이더

가능

RB

RBOB 휘발유

42,000 갤런

정유사

불가능

HO

난방유

42,000 갤런

정유사

불가능

참가자들은 물리적 원유 제품을 저장하고 정제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CL-L
STORAGE
CL-H
STORAGE
L-정유소

H-정유소

L/H-정유소

설명

용량
(배럴)

비용

변환 기간

경질유 보관소

10,000

무료*

N/A

중질유 저장소

10,000

무료*

N/A

경질유만 가공하도록 설계된
정유소
중질유만 가공하도록 설계된
정유소
경질유와 중질유의 조합을
가공하도록 설계된 정유소

10,000

10,000

10,000

5거래일 당
$250,000
5거래일 당
$350,000
5거래일 당
$300,000

4.5거래일

4.5거래일

4.5거래일

시작 시에 주어진 모든 저장소는 무료입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임대된 후속 저장소는 저장소
단위당 $500,000의 임대 가격으로 청구되며 최대 10,000배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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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역학

Crude Oil Trading Case

참가자들의 역할에 따라 산업별 뉴스가 공개됩니다. 생산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변경될 수
있는) 석유 굴착 장치에 대한 예상 생산 보고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 생산은 예상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자는 다음 예상 생산 보고서에서 수량 쇼크를 통보 받게 됩니다. 생산자는
또한 원유 생산 가격과 생산 납품 시간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정유사는 RBOB 가솔린·난방유
시장의 하락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향후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트레이더는 예상되는 기관 주문 활동을 설명하는 "국제 입찰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수익 극대화 목표를 포함하여 각 팀 내에서 서로 다른 시장 참여자(생산자, 정유사, 트레이더)
간의 상호작용은 각 팀의 전체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참가자는 각 역할의
역동성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례의 단순화된 예입니다.
RBOB와 HO가 각각 갤런당 2.10달러와 갤런당 1.8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러한 생산물은 경정유소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갤런당 $2.00(정제 후)의 경질유를
제공합니다. 이 값을 배럴로 변환하는 경우: 42,000 * $2/갤런 = 1,000 배럴 당 $84,000 또는
$84/배럴. 정유사는 생산자들로부터 경질유 5,000배럴과 트레이더로부터 경질유 5,000배럴을
배럴당 60달러에 매입하기로 합의하면서 10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정유사들은

경질유를

위한

정유소만을

운영하기로

선택합니다.

트레이더는

처음에

생산자로부터 배럴당 45달러의 현물가격에 경질유를 샀습니다.
각 팀 구성원이 창출한 이익 (배럴당):
•

생산자: 계약 당 가격 - 배럴당 석유 생산 비용 = 60달러 - 35달러 = 25달러

•

정유사: 정유 가치 - 석유 구입 및 정유 비용 = $84.00 - (60 + $25) = - $1.00

•

트레이더: 계약 판매 가격 - 현물 가격 = 60달러 - 45달러 = 15달러

생산 비용: $35/배럴

생산자

정유비용 $25/배럴
배럴당 60 달러에
계약 판매

RBOB

정유사
HO

배럴당
45 달러에

트레이터

계약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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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참가자는 거래/포지션 제한을 받습니다. 경질유(CRUDE)와 RBOB/HO 제품(PRODUCT)은
별도의 제한이 유지됩니다. 거래 한도가 엄격히 시행되며, 참가자는 거래로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 및 정제 자산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한도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당 총액 한도와 순 한도에 대해 25,000달러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거래 규모는 5개 계약으로 거래당 거래량을 5개로 제한합니다.

포지션 마감
모든 미래 포지션은 24초마다 시장별로 표시되며, 모든 손익은 시장별 영업에 의해 트레이더의
현금 잔액에 반영됩니다.
경질유를 제외한 각 주식포지션은 마지막 거래 가격으로 마감됩니다. 경질유는 배럴당 50달러에
마감되고 중질유는 시세와 상관없이 배럴당 40달러에 마감됩니다.

주요 목표
목표 1
뉴스 보도가 원유, 난방유, RBOB 가솔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 위한 모델을
설계합니다. 뉴스 보도 및 거래 데이터에서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전반에 걸쳐
석유 수급 상황을 추적하여 최적의 스토리지 사용 및 거래 전략을 결정합니다.
목표 2
비공개 뉴스 정보를 서로 소통하여 생산자, 정유사, 트레이더의 팀으로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Note: 본 시뮬레이션은 수급확정을 위해 많은 참여자가 필요하므로, 본 사례에 대한 실습 세션은
정해진 시간에 진행됩니다. 위의 "중요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조직화된 연습 세션이 완료된
후 사례는 모델 보정 목적을 위해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온라인 사용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숙련된 거래"를 연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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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포지션 제한 및 거래 비용

Electricity Trading Case

Electricity Trading Case

‘Electricity Trading Case', Copyright © Rotman Finance Research and Trading Lab, 판권 소유.
이 사례는 RIT Market Simulator 플랫폼용으로 개발된 'RIT - COM7 - 전기 의사결정 사례'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rit.rotman.utoronto.ca/cases.as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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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lectricity Trading Case는 참가자들이 엄격한 규제정책에 의해 통제되는 전력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 기반의 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는 전력 수급
예측, 시장 판도에 대응하면서 그에 따른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각 팀은 발전소 자산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분배하여 폐쇄된 전력 수급 시장에 참여하고 선도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력 시장의 전체 주기를 통해 참가자들은 역할 기반 전략을 동적으로
수립하고 거래 실행을 최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설명
Electricity Trading Case는 총 4개의 히트로 구성되어 있고 4명의 팀원이 함께 경쟁하게 됩니다.
각 히트는 독립되어 있으며 15분 동안 5 거래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IT API를 사용한 주문
제출이 비활성화됩니다. 실시간 데이터(RTD) 링크 및 RIT API를 통한 데이터 검색이
활성화됩니다.
매개변수

값

거래 히트 수

4

히트당 거래 시간

15분(900초)

히트당 캘린더 시간

8월 첫째 주 5거래일

팀역할
이 경우, 각 참가자는 다음 3가지 특정 역할 중 하나를 갖게 됩니다.
•

생산자(팀당 1명)

•

유통업자(팀당 1명)

•

트레이더(팀당 2명)

예시:
팀 ROTMAN은 트레이더-ID 4개(ROTMAN-1, ROTMAN-2, ROTMAN-3, ROTMAN-4)를 보유하게
되며, 아래 목록에 따라 역할이 배정됩니다.
트레이더 아이디

역할

ROTMAN-1

생산자

ROTMAN-2

유통업자

ROTMAN-3, ROTMAN-4

트레이더

팀은 각 멤버의 역할을 결정합니다. 상기 "중요 정보" 섹션에 명시된 대로 8월 11일 수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팀 일정에서 각 구성원의 역할을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각 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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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생산자들은 태양열 발전소와 천연가스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생산자는 다음날
생산할 전력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3일차는 분 6:01(시뮬레이션에서 6분 1초)에
시작됩니다. 생산자는 3일차가 끝날 때까지(시뮬레이션에서 분 9:00) 4일차 동안 생산할
전력량을 결정해야 합니다(시뮬레이션에서 분 9:01). 결정은 3일에 내려지고, 전력은 다음 날(4일)
생산되어 전달될 것입니다.
생산자는 전력 선도 및 현물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각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선도
시장에서 ELEC-F, 현물 시장에서 ELEC-DayX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ELEC-F는 일반상품 ELECdayX에 작성된 선도계약으로 계약 규모는 500 MWh 5이며 다음날(X일)에 걸쳐 납품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가 오늘(1일차) ELEC-F 1계약을 판매하는 경우 생산자는 다음날(2일차) 상대방에게
500MWh의 전력(ELEC-일2)을 제공해야 합니다. ELEC-dayX는 전력 스팟이며, 여기서 "X"는
시뮬레이션의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ELEC-day2는 2일차의 전력 스폿, ELEC-day3는 3일차의
전력 스폿, ELEC-dayX는 각 날짜에 현물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ELEC-dayX의 1 계약은
100MWh와 같습니다.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하고, 공급되지 않을 경우 폐기 6해야 하므로 생산자는 생산일말까지 전날의
판매선도계약이나 생산 당일 현물시장에서 판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가 1일차에 ELECday2 2,000 MWh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생산자는 2일차에 2,000 MWh의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들은 1일차에 3계약의 전력을 선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어서, 2일차에 1,500 MWh의
ELEC-F 계약 크기를 각각 500 MWh로 회수하게 됩니다. 둘째 날 생산자는 또한 500 MWh의
ELEC-day2 스팟(ELEC-day2의 5 계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선도 계약을 통해 전달된
1,500MWh와 거래된 500MWh를 결합하여 생산자는 처분해야 할 초과 MWh의 전력이 없도록
했습니다. 선도 시장에서 1,500MWh의 전력만 판매할 수 있고 현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 생산자는 판매한 것보다 500MWh를 더 생산하게 되며 초과 전력 스팟을 2일째에 처리해야
합니다. (ELEC-day2) 500MWh.
태양광 발전소는 하루 일조 시간에 따라 매일 전력을 생산합니다. 즉, 구름이 없을 때 태양열
발전소를 이용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은 태양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양을 일조 시간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여기서

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 = 6 × 𝐻𝐻𝑑𝑑𝑑𝑑𝑑𝑑

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𝑠 은 태양열 발전소에서 하루 동안 생산되는 전력의 계약 수이고, 𝐻𝐻𝑑𝑑𝑎𝑎𝑦𝑦 는 하루 동안의
5

MWh(시속 메가와트)는 전력 측정 단위

6

전력을 폐기한다는 것은 생산자가 강제로 전력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날까지 전력을 이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력을 0 달러에 파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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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기 스태프가 팀 구성원 간에 역할을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생산자들은 태양열 발전소를 폐쇄할 수는 없지만, 다음날 몇 시간 동안 햇볕이 쨍쨍 내리쬐게
될지에 대한 일기예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일차 기상예보는 2일차 기상정보를 제공합니다. 매일 시작 시에 초기
보고서가 작성되고 매일 오후 12시에 업데이트(시뮬레이션에서 하루 시작 1분 30초 후)가
완료되며, 저녁에는 최종 업데이트(시뮬레이션에서 하루 종료 30초 전)가 수행됩니다. 최종
업데이트는 생산자에게 다음날 일조 시간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녁에는 생산자들이 다음 날 몇 시간 동안 햇볕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자들은 예상되는 태양 생산량과 예상되는 전력 수요를 토대로 천연가스 발전소의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력 수요가 많을 경우 생산자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활용해 전력을 ELEC-F나 ELEC-DayX 현물시장에서 판매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천연가스 스폿(NG)을 구입한 뒤
천연가스 발전소를 이용해 전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NG 계약은 100MMBtu(영국 열량 100만
대)입니다. 천연 가스 발전소는 800 MMBtu를 100 MWh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즉, NG의 8
계약을 ELEC-dayX의 1 계약으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X는 익일). 예를 들어 생산자는 첫날 NG
8계약(800MMBtu)을 구입한 뒤 첫날 천연가스 발전소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ELEC-day2 계약 1건(100MWh)을 받게 됩니다. 생산자가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생산자들은 오늘 천연가스 발전소를 가동하기로 결정하지만 천연가스를 전력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모레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생산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였습니다. 실제로 X일까지 배달되지 않고 폐기해야 하는 각 전력 계약(ELEC-dayX)에 대해
환경부는 $20,00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매일 오후 환경부에서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1일차에 생산자가 20계약(2,000MWh)의 ELEC-day2(태양열 및 천연가스 발전소 생산을
결합하여)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지만 ELEC-F의 3개 계약(1,500MWh)만 판매된 경우 1일차이고
2일차 동안 ELEC-일2 현물이 판매되지 않은 경우 ELEC-일2의 5계약(500MWh)을 초과하고
MECC는 2일 동안 $100,000(=5 계약 x $20,000/계약)을 청구합니다.
유통업자
유통업자들은 전력을 생산자로부터 고객(개별 소비자 및 가족)에게 전달합니다. 유통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전력을 70MWh에 판매할 수 있지만 선도시장이나 현물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해야
합니다.
유통업자들은 역사적으로 8월 한 달 동안 고객의 전력 수요가 온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에어컨 수요가 높아져 에어컨 시스템을 장시간 켜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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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시간 수입니다.

낮습니다.
유통업자들은 하루 평균 기온을 기반으로 고객의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기 위해 다음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𝐸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200 − 15 × 𝐴𝐴𝐴𝐴 + 0.8 × 𝐴𝐴𝐴𝐴 2 − 0.01 × 𝐴𝐴𝐴𝐴 3

여기서

𝐸𝐸𝐸𝐸𝐸𝐸𝐶𝐶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은 총판의 고객이 요구하는 전력 계약 수입니다.

𝐴𝐴𝐴𝐴는 다음 날 예상되는 평균 온도(섭씨 단위)입니다.

𝐴𝐴𝐴𝐴 2 는 𝐴𝐴𝐴𝐴2의 거듭제곱이고 𝐴𝐴𝐴𝐴 3 는 𝐴𝐴𝐴𝐴3의 거듭제곱입니다.

유통업자들은 사례 진행 중에 뉴스를 받게 됩니다. 이 뉴스는 일기 예보를 담고 있으며, 다음 날
예상되는 평균 기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1일차 기상예보는 2일차 기상정보를
제공합니다. 매일 시작 시에 초기 보고서가 작성되고 매일 오후 12시에 업데이트(시뮬레이션에서
하루 시작 1분 30초 후)가 완료되며, 저녁에는 최종 업데이트(시뮬레이션에서 하루 종료 30초
전)가 수행됩니다. 최종 업데이트에서는 유통업자들에게 다음 날의 평균 기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즉, 저녁 시간에 유통업자들은 다음 날 평균 기온이 얼마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들은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ELEC-F 또는 ELEC-dayX 시장에서 전력을
구입해야 합니다. 유통업자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구매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해야

하는

초과

전력

계약마다

환경기후변화부(MECC)에서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유통업자들 간의 계약상 계약서에는 유통업자들이 고객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통업자들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요구하는 총
전력이 3,000 MWh(30 계약)이고, 유통업자들이 ELEC-F 및 ELEC-dayX 시장으로부터 2,500
MWh(25 계약)만 구입할 수 있다면, 500 MWh(5 계약)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매일 종료 시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여기서

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𝑝 = $20,000 ∗ 𝐸𝐸𝐸𝐸 = $20,000 ∗ 5 = $100,000

𝐸𝐸𝐸𝐸는 초과 수요(계약 수로 표시)로, 고객으로부터의 전력 수요와 총판이 ELEC-F 및 ELEC-dayX
시장에서 구입한 전력 간의 차이입니다.

트레이더
거래기간 동안 트레이더는 다음날 대량의 전력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일부
고객으로부터 기관 주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고객은 전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유통업자보다 트레이더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대규모 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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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전력 소비량도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온이 평균보다 낮을 때, 전력 소비량도 평균보다

평형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트레이더들은 ELEC-F와 ELEC-dayX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News를 통해 예상되는 기관 주문 활동을 설명하는 "The Factory Tender Report"를
받게 됩니다.
이익 극대화 목표와 팀워크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 참가자 간의 상호 작용은 각 팀의 전체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참가자는 각 역할의 역동성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아래 차트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역할을 요약합니다.

공장

트레이더들은 공장의 입찰 제안을 채우기
위해 선도 시장에서 전력을 사고 팔고

천연 가스

트레이더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전력을

ELEC-F

생산하기 위해
천연가스와 태양열

생산자

발전소를

시장

유통업자

가족 및 개인

(선도시장)

사용합니다.

태양열

생산자는 선도 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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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해 고객 (개별 소비자 및 가족)에게
유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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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는 시장의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시장이

생산자, 유통업자 및 트레이더는 아래 표에 따라 증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

설명

계약규모

접근성

공매도 여부

생산자,
ELEC-dayX

X 요일의 전력 스폿

100 MWh

유통업자 및

가능

트레이더
다음 날 전력

ELEC-F

납품을 위해 출고

NG

천연가스 스폿

생산자,
500 MWh

유통업자 및

가능

트레이더
100 MMBtu

생산자

불가능

생산자는 다음 자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산

천연가스발전소

태양열발전소 7

설명
천연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용 발전소
전력 생산을 위한 태양열
패널

비율

변환 기간

800
MMBtu에서

거래일 종료

100 MWh까지
6 × 𝐻𝐻𝑑𝑑𝑑𝑑𝑑𝑑

거래일 종료

생산자는 한 번에 10개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최대 80계약의 NG를 10계약의 ELEC-dayX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80개 미만의 NG
계약을 ELEC-dayX로 전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력 현물 시장
전력 현물시장은 전력규제청(RAE)이 가격을 통제하는 시장입니다. RAE는 전력시장을 규제, 통제,
감시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전력은 저장될 수 없고 즉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RAE는 전력
가격을 설정하고 모든 시장 참가자는 당국이 부과하는 가격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RAE는 전력 시스템의 예상 상태, 생산자의 제안, 유통업자 및 트레이더의 수요를 사용하여
계산된 다음 날의 예상 가격이 포함된 "가격 및 거래량 게시판"을 매일 발행합니다. RAE는 다음
날 이용 가능한 전력량 정보도 확보해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격 및 거래량
게시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7

태양광 발전소는 매일 전력을 생산하며 RIT Client 의 생산자에게 기증으로 분배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생산자가 제어할 수 없으며 "자산" 모듈의 RIT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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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역학

25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체 ELEC 시장에서 200건, 매입 100건, 매도 100건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시장에는 총 28명의
생산자, 28명의 유통업자, 56명의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RAE는 1센트의 입찰요청 스프레드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RAE는 하루에 2개의 게시판을 발행합니다. RAE가 정오에 수요와 공급을 평가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은 전자보다 더 정확할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현물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계약은 100계약, 매도할 수 있는 계약은
100계약뿐입니다. 참가자가 ELEC-dayX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계약을 구입/판매한 후에는
ELEC-dayX 포지션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위에서 설명한 벌금과 아래의 "포지션 마감"
섹션에 따라 ELEC-dayX의 공개 위치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증권 ELEC-F를 거래하여 선도 시장에서 전력을 사고파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ELEC-dayX를 거래하기 위해 다음날까지 기다리는 것은 매수/매도 가능한 거래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참가자가 오늘까지 계정에 과도한 전력이 있으면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1일차에 배송을 위한 전력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2~5일 동안만 ELEC-dayX 현물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일차에는 6일차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6일차에는
전력 공급을 위해 ELEC-F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ELEC-day6의 미결 포지션의 정산은 아래의
"포지션 마감" 섹션에서 논의됩니다.
다음은 사례의 단순화된 예입니다.
1일차 생산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사용하여 2일차 전력 생산(15계약)을 1,500MWh(15계약)를
알고 천연가스 발전소를 사용하여 $14.875/MWh의 비용으로 2000MWh(20계약)의 전력을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생산되는 3,500 MWh(35 계약)의 평균 전력 비용은
$8.5/MWh입니다. [=(1,500)MWh x $0 + 2,000 MWh x $14.875)/(1,500 MWh + 2,000 MWh)].
1일차에 유통업자는 생산자로부터 ELEC-F 계약 2건(1,000MWh)과 트레이더로부터 ELEC-F 계약
5건(2,500MWh)을 40/MWh의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트레이더는 처음에 생산자로부터 5건의
ELEC-F 계약(2,500MWh)을 MWh/25달러에 구입했습니다.
각 구성원이 창출한 이익(MWh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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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예상 공급과 수요를 감안할 때, 전력 규제 위원회는 내일의 가격이 10달러에서

Electricity Trading Case

생산자
MWh당 평균 판매 가격 =

1000MWh × $40 + 2500MWh ×$25
3500MWh

≈ $29.286

이익 = MWh당 평균 판매 가격 - MWh당 평균 비용 = $29.286 − $8.50 = $20.786
유통업자
수익 = 고객에게 판매 가격 - 전력 구입 비용 = $70 − $40 = $30
트레이더
수익 = 총판에 판매 가격 - 전력 구입 비용 = $40 − $25 = $15

MWh당 $25로
2500MWh
천연 가스

태양열

MWh당 $14.875로
2000MWh
MWh당 $0로
1500MWh

MWh당 $40로

트레이더

생산자

2500MWh

유통업자

고객

MWh당 $40로 1000MWh

MWh당 $70로
3500MWh

위의 예에서 참가자들은 선도 시장에서만 전력을 거래할 수 있었고 현물 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라도 2일차 시작 시점에 ELEC-day2의 오픈 포지션이 있었다면,
포지션을 닫기 위해 ELEC-day2 현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은
위에서 설명한 전력 규제 당국에 의해 부과될 것입니다.
다음은 현물 거래의 예입니다.
1일차에 생산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사용하여 2일차에 1,500MWh(15계약)의 전력을 생산할
것임을

알고(태양광

발전소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이

없음)

2,000MWh

($14.875/MWh의 비용으로 천연 가스 발전소를 사용하는 전력의 20 계약). 생산된 3,500MW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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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MWh)]입니다.
1일차, 총판은 생산자로부터 ELEC-F 계약 2건(각 계약당 500MWh이므로 총판은 생산자로부터
$40/MWh의 가격에 1,000 MWh의 전력을 구입했다)을 구입했습니다. 트레이더는 ELEC-F
계약을 사거나 팔지 않았습니다.
1일차 종료 시, 생산자는 2,500MWh의 미판매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3,500MWh 생산 - 총판에
판매된 1,000MWh). 2일이 시작될 때 전력 규제 당국은 ELEC-day2의 가격이 $20/MWh가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생산자는 ELEC-day2의 나머지 2500MWh를
$20/MWh의 현물 가격에 판매합니다.
각 구성원이 창출한 이익(MWh당).
생산자
MWh당 평균 판매 가격 =

1000MWh × $40 + 2500MWh ×$20
3500MWh

≈ $25.71

이익 = MWh당 평균 판매 가격 - MWh당 평균 비용 = $25.71 − $8.50 = $17.21
유통업자
수익 = 고객에게 판매 가격 - 전력 구입 비용 = $70 − $40 = $30
트레이더들의 이익은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거래 한도 및 거래 비용
최대 거래 규모는 증권 ELEC-F의 경우 계약 10건, 증권 NG의 경우 계약 80건입니다. 생산자,
유통업자 및 트레이더는 최대 300건의 ELEC-dayX 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최대
80개의 순계약 NG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유통업자 및 트레이더는 최대 60개의 ELEC-F
순 계약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LEC-F와 NG는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ELEC-F 시장에서는 참가자들이 반올림된 정수로만
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마감
ELEC-day2부터 ELEC-day5까지의 각 미결 지위는 2일에서 5일 사이에 각각 0달러의 distressed
가격으로 마감됩니다. 환경부의 계약당 수수료 2만 달러는 2~5일 말까지의 모든 매수 포지션에
각각 적용됩니다. 계약당 $20,000의 벌금이 2일에서 5일까지의 ELEC-day2에서 ELECday5까지의 모든 매도 포지션에 각각 적용됩니다.
사례가 종료되면(5일차 종료) ELEC-day6의 모든 미결 포지션은 5일차에 발표된 최종 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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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에 대한 평균 비용은 $8.5/MWh[=(1,500MWh x $0 + 2,000MWh x $14.875)/(1,500MWh +

주요 목표
목표 1
뉴스 보도가 전력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모델을 설계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전력 생산의 최적 수준(생산자 역할), 고객에게 전달할 최적의 수량(유통업자 역할),
공장(거래자 역할)의 입찰 제의를 채우기 위한 최적의 트레이더 활동 등을 결정합니다.
목표 2
비공개 뉴스 정보를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여 생산자, 유통업자, 트레이더로 구성된 팀으로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Note: 본 시뮬레이션은 수급확정을 위해 많은 참여자가 필요하므로, 본 사례에 대한 실습 세션은
정해진 시간에 진행됩니다. 위의 "중요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조직화된 연습 세션이 완료된
후 사례는 모델 보정 목적을 위해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온라인 사용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숙련된 거래"를 연습할 수 없음).

Copyright © 2021 Rotman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Toronto

Rotman-UNIST Trading Competition 2021 | 35

Electricity Trading Case

가격으로 마감됩니다. ELEC-day6의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채점방법

채점방법
개요
채점방법은 순위 시스템을 사용하여 절대 성과를 상대 성과로 변환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랭킹제는 참가자가 한 번의 히트에서 '집 내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전체 대회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큰 절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 각 히트에서 참가자의 절대적인
성과는 일련의 순위로 변환되며 이후에 최종 사례 순위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사례 순위는 사례
점수에 매핑된 후 다음과 같은 가중치로 통합됩니다.
사례

무게

알고리즘 통계 차익 거래 사례

25%

알고리즘 ETF 거래 사례

25%

원유 거래 사례

25%

전력 거래 사례

25%

채점 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래 대회 기간 내내 100개가 넘는 개별 거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최종 랭킹과 점수를 계산하려면 이러한 결과를 평균을 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해당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스템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상하는 것입니다(예: 8위, 5위 및 10위를 기록한 팀은
1위, 10위 및 35위를 한 팀보다 최종 점수가 더 높음).

점수 계산 방법
모든 경우의 각 히트에 대해 팀의 모든 구성원의 최종 손익(P&L)이 합산되어 팀 P&L 8의 달러
가치를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 팀은 팀 P&L의 달러 가치에 따라 각 히트에 대해 순위가 매겨지며
가장 높은 달러 가치를 가진 팀이 1등을 차지합니다. 동점일 경우 동점을 이룬 팀에게 같은 순위가
부여됩니다. 동점 이하 팀에는 자신보다 득점이 높은 팀 수를 기준으로 순위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3개 팀이 공동 2위를 차지할 경우 상위 5개 팀의 순위는 1위, 2위, 2위, 2위, 5위가 됩니다.
그런 다음 각 팀의 히트 순위를 평균화합니다. 그런 다음 평균 히트 순위를 기준으로 팀 순위를
매겨 전체 순위를 결정합니다. 평균이 가장 낮은 팀이 1위에 오릅니다.
그런 다음 이 사례 순위는 가장 낮은 순위(최고 점수)에 n+1의 점수가 주어지는 포인트 점수에
매핑됩니다. 25개 팀 중 25개 팀은 25점, 최하위 팀은 1점을 얻습니다. 위의 예를 계속하기 위해
다른 두 팀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을 경우 24점을 받게 됩니다.
8

알고리즘 통계적 차익거래 건과 알고리즘 ETF 트레이딩 건은 팀당 1 명만 승부를 겨루는 만큼 팀 P&L 이

개인 P&L 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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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최종 사례 점수에 사례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가중 점수를 구성합니다. 이 최종 가중
점수는 가장 높은 점수가 가장 높은 팀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됩니다. 두 개 이상의 팀이 최종
가중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팀은 최종 사례 점수의 분산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분산이 가장
낮은 팀이 다른 팀보다 우선 순위가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상위 3개 팀이 다음과 같은 점수를
획득한 경우:
최종 사례 점수
알고리즘 통계

알고리즘 ETF

차익 거래 사례

거래 사례

팀1

10

팀2
팀3

팀

최종 가중

원유 거래 사례

전력 거래 사례

23

23

23

19.75

6

20

20

24

17.5

15

18

12

25

17.5

점수

가중치가 가장 높은 팀 1위가 됩니다. 팀 2와 팀 3은 최종 가중 점수가 같으며 사례 점수의 분산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팀 2의 분산은 46.75이고 팀 3의 분산은 23.25이므로 팀 3은 2위, 팀 2는
3위가 됩니다.
팀

최종 순위

팀1

1

팀2

2

팀3

3

점수가 같고 분산이 같은 두 팀 이상이 동점입니다. 동점일 경우 동점을 이룬 팀에게 같은 순위가
부여됩니다. 동점 이하 팀에는 자신보다 득점이 높은 팀 수를 기준으로 순위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3개 팀이 2위를 차지할 경우 1위, 2위, 2위, 2위, 5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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