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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aR는 투자목적이나 위험관리수단으로 시장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현실생활에서는 다변량 분포에 대하여 추
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다변량 확률변수들의 분포를 생성하기 위하여 Copula 함수를 사용한다. 확률변수

들의 종속구조를 exchangeable Copula, fully nested Copula, partially nested Copula로 구별하여 토론한다.

국내의 네 종류의 산업체의 수익률 자료를 실증예제로 하여 Clayton, Gumbel, Frank Copula 함수가 포함된

Archimedean Copula 함수의 모수들을 세 종류의 종속구조를 이용하여 구하고, 이 자료에 적합한 Copula 함수

와각함수에대응하는 VaR를추정하고비교탐색한다.

주요용어: 다변량, 수익률, 생성함수, 위험, 종속성.

1. 서론

금융기관들이직면하는위험의정도를파악하기위해고안된 VaR(Value at Risk)는간결하면서도종합

적으로 위험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
세이다. 파생상품(derivative product)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자산가격이 급

격하게 변동함에 따라 시장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에서도 신 BIS 기준을 통해 금융기관
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시장위험을 정확하
게 측정하려는 노력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위험관리수단으로 금융기관들이 가정 선호하는 기법
이 VaR이다.

VaR는 금리, 주가, 환율 등의 기초적 시장가격들에 대한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목표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largest losses amount)을 말한다 (Jorion, 1997). VaR의 큰 장점은 여러 금융자

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최대손실액이라는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므로 해당 금융자산의
위험의 크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 현재까지 VaR를 추정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론과 다양한 기법

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크게 세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과 극단치 이론(extreme value theory)을 이용한 방법, 마지막으로는 미래 현금흐

름(cash flow)의 분포 측면에서 부분가치 평가법(local valuation)과 완전가치 평가법(full valuation)으

로구분한다.

일반적으로 VaR를 측정하기 위해 금융자산 수익률의 확률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평균과 분산만 알면 분포의 특성이 완전히 파악될 수 있으므로 VaR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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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수익률분포는꼬리부분이정규분포에비해훨씬두터운형태를띠고있기때문에정규분포를가
정한 VaR의측정은실제의 VaR를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다 (Zangari, 1996; Li, 1999; 홍종선과권태
완, 2010; 등참조).

지금까지 VaR 추정은 대부분 한 종류 또는 두 종류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현실생활에서는

국내 전체 산업에 대하여나 특정 회사에 포함된 여러개의 산업에 대한 VaR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인 즉

다변량분포에대한 VaR를추정해야할필요성이증가되었다.

대부분의 재무자료의 경우 분포형태가 비대칭적이면서 꼬리부분이 두터운 비정규성의 형태를 가지며 또
한 극단값에 동일한 방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포의 꼬리 부분을 다루는 VaR의

경우에 상관계수에 의해 종속성 구조를 반영하기 보다는 Copula 함수를 사용하여 그 종속성 구조를 파
악하는것이타당하다 (Embretchts 등, 1999).

Sklar (1959)에 의해 제시된 Copula 함수는 여러 확률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종속성(dependency) 구조
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며 개별 밀도함수 사이의 관계와 결합분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확
률변수들의 상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확률 도구로 활용되었다. Copula 함수가 재무금융 분야에서 복

잡한 종속성 구조를 고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많이 활용되며 최근에 활발히 발전되었다 (Umberto와

Walter, 2004; Nelson, 2006;등참조). Copula함수는크게 elliptical Copula와 archimedean Copula로

구분되어진다. elliptical Copula는 Gaussian Copula와 student t Copula로구분되어지며금융재무분
야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으나 수익률분포의 두꺼운 꼬리 부분을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Mashal와 Zeevi, 2002; Dobric와 Schmid, 2005; 등참조). archimedean Copula는 Clayton, Gumbel,

Frank Copula로 구분되며 각 고유의 생성함수(generator)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종속적 구조를
유용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재무금융자료에 대해 어떠한 Copula 함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다르게나올수있으므로 Copula 함수의선택은매우중요하다. Copula 함수를이용한 VaR 추

정 연구로는 Longin (2001), Bae와 Karolyi (2003), Breymann (2003), 홍종선과 이재형 (2011) 등의

연구 외에 한국의 주가수익률에 대한 연구로는 student t Copula를 이용한 김명직과 신성환 (2003)과

Gaussian과 student t Copula 함수를 이용한 황수영 (2005) 등이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은 기존에 연구
된 exchangeable archimedean Copula(EAC)는 n차원의 다변량 분포를 하나의 모수가 포함된 하나의

종속구조로 표현되었지만 이는 결합확률분포의 종속구조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후 개발된 (n −
1)개의 모수를 가지며 다양한 종속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full nested archimedean Copula(FNAC)와

partial nested archimedean Copula(PNAC)에대한 VaR를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수익률 자료에 적합한 세 종류의 archimedean Copula 함수를 추정하고, 추정한

Copula 함수를 이용하여 다변량 자료의 VaR를 추정한다. Copula 함수를 이용해 VaR를 추정하면 여

러 종목을 통합한 산업의 VaR를 측정할 수 있고, 추정된 VaR를 통해 투자자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할수있다.

본 연구의 2절에서는 Copula 함수의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네변량일 때를 가정하여 FNAC의 12가지

종속적 구조 그리고 PNAC의 세가지 종속적 구조에 대해 알아보며 모수적 그리고 비모수적 모수추정
방법에대하여설명한다. 3절에대해서는 Copula 함수를이용한수익률분포의적합과 VaR 추정방법을

제안하는데 n차원의다변량인경우를 4차원인경우로대체하여 Copula 함수의확률난수추출방법과네

변량 분포로부터 VaR를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한국의 주식수익률 자료를 수집한 실증
예제를 통해 다변량 VaR를 추정하여 토론하며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추정한 VaR를 가지고 결론을 유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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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xchangeable archimedean Copula의 종속구조

표 2.1. Archimedean Copula의 생성함수와 모수의 조건

Clayton Copula Frank Copula Gumbel Copula

생성함수 φ(u) u−θ − 1 ln

(
exp(θu)− 1

exp(θ)− 1

)
(− ln(u))θ

역함수 φ−1(t) (t+ 1)−
1
θ −

1

θ
ln{1 + exp(t)(exp(−θ)− 1)} exp

(
−t

1
θ

)
모수 θ의 조건 θ > 0 θ ̸= 0 θ ≥ 0

2. Copula 함수와 모수추정

2.1. Copula 함수

Copula 함수는 다변량 변수들 사이의 종속성 구조를 고려하면서 누적분포함수를 추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Copula 모형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확률변수 X1, . . . , Xn의 주변분포함수를

F1(x1), . . . , Fn(xn)일 때, Sklar (1959)의 정리는 확률변수들의 결합분포함수 F (x1, . . . , xn)에 대하여

n차원의 Copula 함수 C가존재하며다음이성립한다.

F (x1, . . . , xn) = C(F1(x1), . . . , Fn(xn)). (2.1)

Sklar의 정리를 통해서 결합분포함수는 연속적인 주변분포함수와 종속구조로 분리될 수 있고, 종속구조
는 Copula 함수로표현된다는것을알수있다.

Copula 함수는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르는 확률변수들의 결합분포함수로 정의하며 확률

변수 U1, . . . , Un이 구간 [0, 1]에서의 균일분포를 따르고 F1(x), . . . , Fn(x)이 연속형인 경우에 Copula

함수 C는유일하게존재하며 Copula 함수는다음과같이주어진다.

C(u1, . . . , un) = P (U1 ≤ u1, . . . , Un ≤ un) (2.2)

= C
(
F−1
1 (u1), . . . , F

−1
n (un)

)
,

여기서 ui ∈ [0, 1]이고 F−1
i (·)은 Fi(·)의역함수이다 (i = 1, . . . , n).

하나의 모수와 생성함수(generator)로 구성된 EAC 함수는 종속구조가 그림 2.1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McNeil, 2008; Savu와 Trede, 2006).

C(u1, u2, u3, u4) = φ−1[φ(u1) + φ(u2) + φ(u3) + φ(u4)]. (2.3)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의 경우를 네변량으로 가정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 쉽게 확장 가능하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되는 Clayton, Frank, Gumbel Copula의 생성함수와 그의 역함수 그리고 모수의 조건은 표
2.1과 같다. φ(u)는 Copula의 생성함수로 모든 0 ≤ u ≤ 1에 대하여 φ(1) = 0, φ′(u) < 0, 그리고
φ′′(u) > 0를만족하는연속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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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Full Nested archimedean Copula의 종속구조

그림 2.3. Partial Nested archimedean Copula의 종속구조

2.2. Full Nested Archimedean Copula(FNAC)

EAC 경우에는 하나의 종속구조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결합확률분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러

종속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FNAC와 2.3절에 설명할 PNAC가 개발되었다. FNAC의 종속적 구조는 그
림 2.2와같고 (n− 1)개의모수를가지며다음과같이정의된다 (McNeil, 2008; Savu와 Trede, 2006).

C(u1, u2, u3, u4) = C31(C21(C11(u1, u2), u3), u4) (2.4)

= φ−1
31

(
φ31 ◦

(
φ−1

21

(
φ21 ◦ (φ−1

11 (φ11(u1) + φ11(u2))
)
+ φ21(u3)

)
+ φ31(u4)

)
.

식 (2.4)는 [1234]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1243], [1324], . . . , [3421]의 총 12개의 구조로 표현될 수 있
다. 이러한 종속구조에서 C11에서 모수 θ11, C21에서 θ21, C31에서 모수 θ31을 구할 수 있고 추정된 모
수는 θ11 > θ21 > θ31을만족해야한다 (Nelson, 2006).

2.3. Partial Nested Archimedean Copula(PNAC)

PNAC는 EAC와 FNAC를혼합한형태로서 4차원이상에서만존재한다. 그림 2.3과같은종속적구조
를가지는 PNAC는 (n− 1)개의모수를가지며다음과같이정의된다.

C(u1, u2, u3, u4) = C21(C11(u1, u2), C21(u3, u4) (2.5)

= φ−1
21

(
φ21 ◦ φ−1

11 (φ11(u1) + φ11(u2)) + φ21 ◦ φ−1
12 (φ12(u3) + φ12(u4))

)
.

식 (2.5)는 [1234]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1324], [1423] 총 세개의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종속구조에서 C11에서 모수 θ11, C12에서 모수 θ12, C21에서 모수 θ21을 구할 수 있고 추정된 모수는
min{θ11, θ12} > θ21을만족해야한다.

2.4. Copula 함수의 모수추정

Copula 함수의 모수추정은 모수적인 방법,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구분된다. 모수적인 방법으로는 주

변분포함수를 가지고 추정하는 MLE(Maximum Likelihood Method) 방법과 주변확률분포의 모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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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ula 함수의 모수를 분리하여 두 단계에 걸쳐서 추정하는 IFM(Inference Function for Margins

Method) 방법이 있다. 비모수적인 방법으로는 주변분포함수에 대해 모수적 분포함수를 가정하지 않

고 경험적 분포함수로 추정한 후에 Copula 함수의 모수벡터를 추정하는 CML(Canonical Maximum

Likelihood) 방법이 있다 (Joe, 2005). 본 연구에서는 모수추정이 비교적 쉽고 널리 쓰이는 Maximum

Pseudo Likelihood 추정법으로 CML 방법과 유사하지만 경험적 분포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확률변수

X = (X1, . . . , Xn)로부터 유사자료(pseudo data)를 구하여 최우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추정한다 (Shih와 Louis, 1995; Genest 등, 1995).

θ̂ = arg maxL(θ) = arg max

T∑
t=1

ln c
(
ût
1, . . . , û

t
n

)
, (2.6)

여기서 ui = Rank(xi)/T + 1, T =관측치 수이다.

3. Copula 함수를 이용한 다변량분포의 적합과 VaR

3.1. 다변량 Copula 함수의 확률난수 추출방법

Copula 함수를 이용하여 VaR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모수를 포함한 Copula 함수의 난수들을 추

출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확률변수 U = (U1, . . . , Un)의 조건부 분포

함수와그의역함수를사용한다. 네변량의경우확률난수를추출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1. 확률난수 (v1, v2, v3, v4)를균일분포 U(0, 1)로부터독립적으로추출한다.

2. u1 = v1으로둔다.

3. v2 = C(u2|u1) ≡ Pr(U2 ≤ u2|U1 = u1) = ∂C(u1, u2)/∂u1을 만족하므로 u2 = C−1(v2|u1)을 계산

한다.

4. 3번의과정을통하여 u3 = C−1(v3|u2), u4 = C−1(v4|u3)를계산한다.

반복추출한 (u1, u2, u3, u4)는 Copula 함수로부터의네변량자료가된다.

3.2. 다변량 분포의 VaR 추정

네 개의 금융자산 A,B,C,D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고려해보자. W,X, Y, Z는 금융자산 A,B,C,D의

투자기간 동안의 각 수익률을 나타낸다고 하자. 초기 가치를 p0, 투자기간 말의 가치를 p1이라고 하면

다음의관계가성립한다.

p1 = p0
(
w1e

W + w2e
X + w3e

Y + w4e
Z
)
, (3.1)

여기서 p0 = nASA+nBSB +nCSC +nDSD (ni = i자산의수, Si = i초기가격)이며 w1, w2, w3, w4는

금융자산 A,B,C,D의 각 투자비중을 나타낸다. 투자기간 동안에 W,X, Y, Z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여성칠, 2006).

Rp = ln

(
p1
p0

)
= ln

(
w1e

W + w2e
X + w3e

Y + w4e
Z
)
. (3.2)

신뢰수준 100(1 − α)%의 VaR를 네변량 자료의 수익률 분포함수의 경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VaRα = r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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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 = P (Rp ≤ −rα), 즉 rα = −F−1
Rp

(α)이다.

VaRα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분포함수에서 α번째 분위수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개의 금융

자산의 수익률 결합확률밀도함수 f(w, x, y, z) 그리고 FW (w), FX(x), FY (y), FZ(z)는 W,X, Y, Z 각각

의주변분포함수라고할때, 네변량의 Copula함수를이용하여 C(u1, u2, u3, u4) = α를만족하는 α번째

분위수 (u1α, u2α, u3α, u4α)와의관계는다음과같다.

α = C(u1α, u2α, u3α, u4α) = P [U1 ≤ u1α, U2 ≤ u2α, U3 ≤ u3α, U4 ≤ u4α] (3.4)

= P (Rp ≤ −rα)

=

∫∫
{(w,x,y,z):w1eW+w2eX+w3eY +w4eZ≤e−rα}

f(w, x, y, z)dwdxdydz

=

∫∫
{(u1,u2,u3,u4):w1eW+w2eX+w3eY +w4eZ≤e−rα}

c(u1, u2, u3, u4)du1du2du3du4,

여기서 u1 = FW (w), u2 = FX(x), u3 = FY (y), u4 = FZ(z)이다. W,X, Y, Z의 수익률 분포함수에서

rα는다음과같이구해진다.

rα = − ln
(
w1e

F−1
W

(u1α) + w2e
F−1
X

(u2α) + w3e
F−1
Y

(u3α) + w4e
F−1
Z

(u4α)
)
. (3.5)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EAC, FNAC, PNAC 각 구조별로 세 종류의

archimedean Copula 함수를 이용하여 Copula 함수의 모수를 추정하고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하여

0.1%, 1%, 2.5%, 5%의 VaR를산출한다.

4. 실증분석

4.1. 수익률 분포의 기초 통계량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 3월 3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총 772개의 국내 대기업의 일일
주식 시가자료에 대하여 유사한 분포를 갖는 네 기업인 포스코, 현대차, SK, 한화를 선정하여 이 기업의

수익률 자료를 사용한다. 그림 4.1은 각 기업의 일별 로그수익률에 대한 시계열 자료이다. 로그수익률
자료의기초통계량을정리한표 4.1을살펴보면평균이모두 0에가까우며표준편차는적은폭의변화가

있음을보여주고있으며자료의수익률의왜도는 0에가까우며큰값의첨도를갖는다.

4.2. 다변량의 VaR 추정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VaR의 크기가 작아지며 이는 유의수준이 높아진다는 것과 동일하다. 바젤위원회

는 1%의 유의수준을 선택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이용자들은 상이한 유의수준을 이용하고 있고 유의수

준의 차이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VaR의 용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자본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VaR가 직접 이용된다면, 유의수준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VaR의 유의수

준은 기업의 위험회피도(degree of risk aversion)와 VaR를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때의 비용을 반영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위험회피도가 클수록 또는 비용이 많이 들수록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자본요구액
도늘려야하며, 이는곧유의수준을낮추는것으로이어진다.

VaR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종속적 구조와 Copula 함수의 종류에 따라 모수를 추정해야하며 개별주

변분포함수는 정규분포를 가정하였다. EAC는 하나의 모수를 가지므로 고정되어있지만 FNAC는 12개

의 종속구조 중에서 θ11 > θ21 > θ31을 만족하는 구조는 [1342], [3412]인 두 가지이며, 세개의 종속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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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포스코 (b) 현대차

(c) SK (d) 한화

그림 4.1. 수익률 자료의 시계열 도표

표 4.1. 수익률자료의 기초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포스코 0.000005037 0.02904877 0.3117982 12.56953

현대차 0.001510 0.03190863 0.0185189 7.828496

SK −0.00003991 0.03129412 0.7028515 16.46011

한화 −0.0001304 0.04026118 −0.03946698 9.351426

중에서 θ11, θ12 > θ21를 만족해야하는 PNAC는 [1234] 구조가 모수충족조건을 만족하며 표 4.2에 나타

내었다.

표 4.2의 FNAC와 PNAC의 구조 중에서 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구조는 변수들의 종속성 (독립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증예제에서 네 변수의 의존성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상관관계 행렬
을구하고상관계수가큰것부터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r13 = 0.6246 > r34 = 0.5892 > r41 = 0.5288 > r12 = 0.5095 > r42 = 0.4507.

FNAC에서 모수의 조건이 θ11 > θ21 > θ31를 만족해야하므로 상관계수의 관계 중에서 r13 = 0.6246 >

r34 = 0.5892 > r42 = 0.4507에 적합한 표 4.2의 구조 중에서의 [1342] 구조와 r34 = 0.5892 > r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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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Copula 함수의 모수추정값

종속구조 Copula 구조 모수추정값

Clayton 0.6159

Exchangeable Copula Gumbel 1.3560

Frank 2.5128

Clayton
1342 θ11 = 0.8965, θ21 = 0.7785, θ31 = 0.6159

3412 θ11 = 0.8148, θ21 = 0.7785, θ31 = 0.6159

Full Nested Copula Gumbel
1342 θ11 = 1.4913, θ21 = 1.4268, θ31 = 1.3560

3412 θ11 = 1.4671, θ21 = 1.4268, θ31 = 1.3560

Frank
1342 θ11 = 3.3405, θ21 = 2.9369, θ31 = 2.5128

3412 θ11 = 3.1249, θ21 = 2.9369, θ31 = 2.5128

Partial Nested Copula
Gumbel 1234 θ11 = 1.3613, θ12 = 1.4671, θ21 = 1.3560

Frank 1234 θ11 = 2.5427, θ12 = 3.1249, θ21 = 2.5128

표 4.3. 네변량 VaR

종속구조 Copula VaR0.1 VaR1 VaR2.5 VaR5

Clayton 4.6723 2.4572 1.5030 0.7634

Exchangeable Copula Gumbel 4.6712 2.4780 1.5433 0.7493

Frank 3.2955 1.9057 1.2355 0.6483

Clayton 5.0496 2.7781 1.8059 0.9245

Full Nested Copula Gumbel 2.8471 1.6748 1.0920 0.5598

Frank 2.7894 1.6910 1.1183 0.6309

Partial Nested Copula
Gumbel 2.4848 1.3702 0.7521 0.2814

Frank 2.4017 1.3335 0.8518 0.3189

0.5288 > r12 = 0.5095에 적합한 [3412]의 구조가 적절하며 그 외의 구조는 모수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
음을판단할수있다. 그리고 PNAC에서는모수의조건이 θ11, θ12 > θ21를만족해야하므로상관계수가
큰 r13 = 0.6246, r34 = 0.5892에 대하여 우선 변수 [13]과 [34]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24]와 [12]를

그 다음에 적용할 때, r12 = 0.5095, r24 = 0.4507 중에서 큰 계수는 변수 [12]이므로 변수 [34]와 [12]의

구조로 채택되어 표 4.2의 PNAC 구조 중에서 [1234]의 구조가 적절하고 그 외의 구조는 모수의 조건
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상관관계를 바탕으로도 FNAC에서는 두개

의구조와 PNAC에서는하나의구조만이모수의조건을만족한다.

실증예제에서 네 변수의 상관계수를 바탕으로도 종속성의 구조가 복잡함을 알 수 있는데 간단하지 않
은 종속성 구조에서 하나의 종속구조만을 고려하는 고전적인 방법인 단일모수방법(EAC)으로는 충분

하게 자료를 표현할 수 없다. 최근에 연구된 유연하며 다양한 종속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FNAC와 PNAC를 고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정한 모수는 상이하나, EAC에서 Cayton, Gumbel 그
리고 Frank의모수추정값은각각 0.6159, 1.3560 그리고 2.5128은 FNAC의가장상위계층모수 θ31과

PNAC의가장상위계층모수 θ21과같은값으로수렴함을파악할수있다.

VaR를 추정하는 다음단계는 추정된 모수를 바탕으로 표본크기가 772인 확률난수를 생성하여 유의수

준이 0.1%, 1%, 2.5%, 5%일 때 C(u1, u2, u3, u4) = α를 만족하는 (u1α, u2α, u3α, u4α)를 구한다. 그
리고 식 (3.5)를 이용하여 rα값을 계산하여 VaR를 구한다. 이 과정은 확률난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정확한값을구하고자 1,000번을반복시뮬레이션하여평균값을구하였고 FNAC에포함된 Clayton,

Gumbel, Frank Copula는 [1342], [3412] 두 가지 구조를 평균을 내어 VaR를 계산하여 표 4.3과 그림
4.2에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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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네변량 VaR의 비교

만일 연구의 관심이 투자목적으로 최대손실을 알아보는 것과 또는 산업내의 자기자본을 낮게 설정하기
위하여 즉, 최대평가되는 VaR와 최소평가되는 VaR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그림 4.2와 표 4.3을 통하여

최대평가되는 VaR는 유의수준 0.1%일 때 FNAC의 Clayton Copula로 VaR는 5.0496이며, 최소평가

되는 VaR는 유의수준 5%일 때 PNAC의 Gumbel Copula로 VaR는 0.2814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
고각유의수준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이요약된다. 0.1%일때최대평가또는최소평가되는 VaR는각

각 FNAC의 Clayton Copula와 PNAC의 Frank Copula로 5.0496과 2.4017이다. 1%일때최대평가또

는최소평가되는 VaR는 0.1%일때와동일하게 FNAC의 Clayton Copula와 PNAC의 Frank Copula이

며 값은 2.7781과 1.3335이다. 2.5%일 때 최대평가 또는 최소평가되는 VaR는 각각 FNAC의 Clayton

Copula와 PNAC의 Gumbel Copula로 1.8059와 0.7521이다. 그리고 5%일 때 최대평가 또는 최소평

가되는 VaR는 2.5%일 때와 동일하게 FNAC의 Clayton Copula와 PNAC의 Gumbel Copula이며 값

은 0.9245와 0.2814임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의수준에서의 VaR를 계산하였고 이

용자는활용하는목적에따라표 4.3을바탕으로각신뢰수준과 Copula 함수를적용시키면서 VaR를추

정할수있다.

본 연구에서의 VaR는 보유기간 1일의 VaR이다. JP Morgan의 리스크메트릭스(risk matrix)에서는

95%의 신뢰수준과 보유기간 1일의 VaR을 사용하고, 바젤위원회는 99%의 신뢰수준과 보유기간 10일

의 VaR (10 VaR)를사용하도록권장하고있다 (김철중, 2001). 만약 10 VaR는 10VaR = VaR×
√
10를

이용하여 구한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은 다양한 VaR 중에서 원하는 VaR를 가지고 목적

에맞게이용할수있다.

하나의 종속구조로 표현되는 EAC와 다양한 종속구조로 표현되는 PNAC와 FNAC가 Clayton, Gum-

bel, Frank Copula 함수에 따라 VaR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그림 4.3에 나타내었다. Clayton Copula

경우는 EAC가 FNAC에 비해 낮은 VaR가 측정되었으나 Gumbel, Frank Copula 경우는 EAC가

FNAC와 PNAC 보다 큰 VaR가 측정되었다. 특히 Gumbel Copula 경우 유의수준 0.1%일 때 VaR가

매우큰값으로측정되었으며 FNAC는 PNAC보다높은 VaR가추정됨을파악할수있다.

5. 결론

Copula 함수를 이용하여 VaR를 측정한 기존 연구는 하나 또는 두 종류의 금융자산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실생활에서는 어떤 특정한 금융자산의 VaR를 추정하는 것 보다는 국내 전체 산업의 VaR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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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Copula 함수에 따른 VaR의 비교

특정회사에포함된몇개의산업에대한다변량자료를고려한 VaR를측정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재무 금융분야에서 활발히 응용되고 있는 Copula 함수를 이용하여 실증예제의 수

익률분포에 적합시켜 네변량 분포의 VaR를 추정하였다. Copula 함수를 이용한 VaR의 장점은 종속성

이반영된 VaR를산출할수있다. 기존의일반적인구조에서더나아가 FNAC, PNAC 등다양한종속

적 구조와 Clayton, Gumbel, Frank Copula 함수를 포함한 archimedean Copula 함수의 모든 가능한

경우의 VaR를국내대기업중유사한수익률분포를따르는네기업의자료를바탕으로계산하였다.

추정된 VaR를 통하여 다양한 유의수준에서 최대, 최소 평가되는 VaR와 종속적 구조, Copula 함수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동일한 신뢰수준에서 FNAC의 Clayton Copula 함수를 이용하여 구한 VaR는

최대평가되며, 반면에 최소평가되는 VaR는 유의수준이 1% 이하일 때는 PNAC의 Frank Copula 함수

를 이용하는 경우이며 유의수준이 2.5% 이상일 때는 PNAC의 Gumbel Copula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

이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시사점은 Copula 함수의 형태와 종속적 구조에 따른 다양한 VaR를 산출

하여금융자산또는부채를보유한투자자또는금융기관에서활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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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Value at risk) is a measure of market risk management and needs to be estimated for multiple distribu-

tions. In this paper, Copula functions are used to generate distributions of multivariate random variables.

The dependence structure of random variables is classified by the exchangeable Copula, fully nested Cop-

ula, partially nested Copula. For the earning rate data of four Korean industries, the parameters of the

Archimedean Copula functions including Clayton, Gumbel and Frank Copula are estimated by using three

kinds of dependence structure. These Copula functions are then fitted to to the data so that corresponding

VaR are obtained and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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