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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ance of financial risk management has been highlighted after several recent incidences of global

financial crisis. One of the issues in financial risk management is how to measure the risk; currently, the most

widely used risk measure is the Value at Risk(VaR). We can consider to estimate VaR using extreme value

theory if the financial data have heavy tails as the recent market trend. In this paper, we study estimations of

VaR using Peaks over Threshold(POT), which is a common method of modeling fat-tailed data using extreme

value theory. To use POT, we first estimate parameters of the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GPD). Here,

we compare three different methods of estimating parameters of GPD by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the

estimated VaR based on KOSPI 5 minute-data. In addition, we simulate data from normal inverse Gaussian

distributions and examine two parameter estimation methods of GPD. We find that the recent methods of

parameter estimation of GPD work better than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hen the kurtosis of the

return distribution of KOSPI is very high and the simulation experiment shows simila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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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 일본과 유럽의 연이은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연달
아발생하면서, 리스크관리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이에따라리스크를측정하는가장보편적인지표

인 Value at Risk(VaR)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VaR는 정상적인 시장 여건 하에서, 주

어진 신뢰수준에서 목표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최대손실 금액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금융 자료가 정규성
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금융시장이 점점 정규성 가정을 떠나 극단값들을
포함하게 되면서 정규성 가정으로는 적절한 VaR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제 자료에 보다 잘 적합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극단치 이론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극단치 이론 가운데 Peaks over Threshold(POT)를 이용하여 VaR를 구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POT는 극단치 이론을 사용할 때 극단값에 포함시킬 관측치들을 선택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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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극단치 이론에 따르면 분포의 꼬리가 시작되는 임계치 위쪽에 존재하는 초과분포는 임계치가 커
질 때 일반화 파레토 분포(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GPD)로 수렴하게 된다. 그러므로 POT

방법으로 VaR을 구하기 위해서는 꼬리부분의 분포를 GPD로 적합시킨 다음 이 분포의 누적분포함수

와원래표본의경험적누적분포함수를이용하여전체표본이따르는누적분포함수를추정하고, 이누적

분포함수에서 구하고자 하는 백분위수, 즉 VaR값을 추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임계치의

설정과 GPD적합을 위한 모수추정이다. 임계치의 설정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GPD 분포의모수추정방법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일반화 파레토 분포는 두꺼운 꼬리를 갖는 대표적인 분포로 형상 모수, 척도 모수와 위치 모수의 3가지

모수를 갖는다. 보통 위치 모수를 0으로 조정해주어 형상 모수와 척도 모수를 추정하며 POT 방법에서

도 자료를 통해 이 두 가지 모수를 추정한다.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화 파레토

분포 모수추정 방법은 최대우도추정법(MLE)이라 할 수있다. 최대우도추정법은 계산이 상대적으로 쉽

고 방법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화 파레토 분포의 형상 모수가 1보다 클 때 우도함수가 수렴

하지 않아 모수 값을 추정할 수 없으며, 관측치가 많지 않은 경우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

한 이유로 대체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었는데, 예를 들면, 적률추정법(Method of moments), Hosking과

Wallis (1987)의 확률가중적률법(Method of probability weighted moments), Coles (2001)의 최대적

합도 추정법(method of goodness-of-fit), Coles와 Dixon (1999)의 제한된 최대우도추정법(penalize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Zhang (2007)의 우도적률추정법(likelihood moment estimation),

Juarez와 Schucany (2004)의 최소 밀도함수 멱거리차 추정법(minimum density power divergence es-

timation) 등이있다.

이와 같이 여러 GPD 모수추정 방법들이 연구된 만큼 추정 방법 간 비교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최대우도추정법, 확률가중적률법과 적률추정법을 위주로 비교되어 있다. 예를 들어, Hosking과

Wallis (1987)는 최대우도추정법, 확률가중적률법과 적률추정법을 비교하였고, Singh와 Guo (1995)는

최대우도추정법, 확률가중적률법, 적률추정법 및 엔트로피 추정법을 비교하였다. Juarez와 Schucany

(2004) 는 벌점을 주어 새롭게 우도함수를 정의한 후 최대우도추정값을 계산하는 최소 밀도함수 멱거

리차 추정법과 최대우도추정법, 중앙값을 비교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를 바꾸어 기존의 방법들을 다

시 비교해 보는 방식의 비교 연구에 비해, 기존의 방법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최신 모수추정 방

법들에 대한 비교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기법
들을 위주로 VaR의 성능을 통해 GPD의 모수추정 방법을 보고자 하며, 비교 대상은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최대우도추정법과 최근에 연구된 베이지안적 방법 (Zhang, 2010), 비선형 최

소제곱법 (Song과 Song, 2012)이다. 위의 방법들을 KOSPI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고, 추가적으로

normal inverse Gaussian(NIG) 분포에서의모의실험으로최대우도추정법과비선형최소제곱법의실효

성을 VaR의사후검증을통해살펴보고자한다.

2. Value at Risk와 일반화 파레토 분포의 모수추정법

2.1. Value at Risk와 Peaks over Threshold

2.1.1. Value at Risk Value at Risk(VaR)란 정상적인 시장여건 하에서 주어진 신뢰수준으로 목

표기간동안에발생가능한최대손실금액으로정의될수있는데 (Jorion, 2007), 통계학적으로말하면백

분위수와 같은 개념이 된다. 리스크 측정 지표 중에서 계산과 해석이 간단하고 용이하여 현업에서도 많

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로서 시장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상업은행들은 바

젤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에서의 포지션별로 내부 모형을 토대로 VaR를 항상 계산해야 하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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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값의 어느 정도 이상을 자본금으로 보유해야만 한다. 따라서 VaR의 계산은 금융기관들에게 중요한
과제이며 과대추정도 과소추정도 하지 않도록 적당한 값이 계산되는 모형이 필요하다. 과소추정을 하게

되면사후검증을통해벌짐이부과되며과대추정을하게되면너무과도한자본금을보유해야하기때문

에자금운용에어려움을겪게되므로정확한 VaR의추정이절실하게된다.

관측되는 자료 X가 누적분포함수 FX(x)를 따르고 신뢰수준이 100q%일 때, VaR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FX(VaR) = q와같이쓸수있다. VaR을구하는방법은크게모수적방법과비모수적방법으로구분되
는데, 비모수적 방법은 관측치들의 분포를 따로 가정하지 않는 것으로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이 있다.

과거 자료가 미래의 분포를 설명한다는 가정하에, 과거 자료를 통해 얻어진 경험적 분포로부터 주어진

신뢰수준에 해당하는 분위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모수적 방법은 관측치들의 분포를 특정한 모형으로 가
정하고 분위수를 찾는 것으로, 정규분포 등의 분포를 가정하여 분포함수로부터 백분위수를 추정하는 방
법과 모의실험을 통해 백분위수를 추정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 등이 있다. VaR에 대한 자세

한설명은 Jorion (2007)을참조하면된다.

2.1.2. Peaks over Threshold 극단치 이론은 분포의 중앙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극단적인 자료
를 다루는 이론으로서, 금융 보험 분야 뿐 아니라 공학, 지구과학, 지질학 등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극단값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Block maxima 방법과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POT 방법

이 있는데, 관측치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 그룹의 최대값을 골라 극단값으로 정의하는 Block

maxima 방법과는 다르게, POT 방법은 특정 값을 임계치로 설정하고 임계치보다 큰 관측치들을 극단
값으로 정의한다. 임계치보다 큰 관측치들의 초과분포는 임계치가 커질 때 일반화 파레토 분포로 수렴
함이 알려져 있으며, POT 방법을 사용하여 VaR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이 일반화 파레토 분포를 적합시

킨 다음 그 분포함수로부터 백분위수를 추정하여 VaR로 사용하게 된다. 극단치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Embrechts 등 (1997)을참조할수있다.

형상모수 ξ와척도모수 σ를갖는일반화파레토분포의누적분포함수 Fξ,σ는다음과같다.

Fξ,σ(x) =


1−

(
1 +

ξx

σ

)− 1
ξ

, ξ ̸= 0,

1− exp
(
−x
σ

)
, ξ = 0.

POT는 특정 임계치보다 큰 값들로 GPD를 적합시키게 되므로 임계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임계치

설정 방법으로는 임계치 선택 그림(Threshold choice plot), 평균 잔여 수명 그림(Mean residual life

plot), L-적률그림(L-moments plot), 산포지수그림(Dispersion index plot) 등이있으나, 이논문에서

는 임계치 설정보다는 GPD의 모수추정법의 비교가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료의 90% 백

분위수값을임계치로설정하여사용하였다.

2.2. 모수추정 방법론

이 논문에서 비교할 세 가지 모수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래 방법들에서 주어진 자료는 GPD에서

나온임의표본 X1, . . . , Xn이라하고, X(1), . . . , X(n)은그순서통계량이라하자.

2.2.1. 최대우도추정법(MLE)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모수를 찾는 방법이다. 가장 간단하고 일반

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라 보통 많이 사용된다. 확률분포에 따라서 우도 함수의 계산이 복잡하

거나불가능한경우도많으며표본의수가많아야최대우도추정법의장점인효율성을얻을수있다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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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 그리고 GPD의 경우 형상 모수가 1 이상일 경우 우도 함수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

이있어다른모수추정법들이연구되고있다.

2.2.2. 베이지안 기법(ZHANG) 이 방법은 우도 적률 추정법(Likelihood Moments Estimation;

LME)을 고안한 Zhang과 Stephens (2009)의 연구를 더 발전시킨 Zhang (2010)의 추정법으로 형상 모

수가 −1 이하 일 때 성능이 떨어지던 LME의 단점을 보안하였다. 우선 θ = −ξ/σ라고 새로운 모수를
정의하여 θ와 ξ를추정한후, σ̂ = −ξ̂/θ̂로결정한다. θ, ξ에대한로그우도함수는

l(θ, ξ) = n log

(
−θ
ξ

)
−
(
1

ξ
+ 1

) n∑
i=1

log(1− θXi)

이되고, θ를안다고가정하면 ξ의 MLE는 ξθ = n−1∑n
i=1 log(1− θXi)가될것이다. θ에대한추정량

은 사전분포 π(·)와 프로파일 로그우도함수 l(θ) = lnL(θ) = n[log(−θ/ξθ) − ξθ −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구하게되는데,

θ̂ =

∫
θπ(θ)L(θ)dθ∫
π(θ)L(θ)dθ

,

직접 계산은 복잡하므로 m = 20 + [
√
n], 사전분포의 (j − 0.5)/m 백분위수인 θj와 가중치 wj =

L(θj)/
∑m

t=1 L(θt)를 이용하여 θ̂ =
∑m

j=1 wjθj와 같이 구한다. 여기서 [x]는 x보다 작거나 같은 정

수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Zhang (2010)에서는 Zhang과 Stephens (2009)와는 다른 사전분포를 사용

하였는데, {(n− 1)/(n+ 1)}X−1
(n) − θ가 σ∗, ξ∗를 모수로 갖는 GPD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ξ∗ = 1이고 σ∗ = [2median(σ̂0.3, σ̂0.4, . . . , σ̂0.9)]
−1일 때 가장 효율적임을 보였다.

여기서, x̂α = X(nα+0.5)일때 σ̂p = −ξ̂px̂1−p/(1− p−ξ̂p), ξ̂p = − logp(x̂1−p2/x̂1−p − 1)이다.

2.2.3. 비선형 최소제곱법(NLS) 관측된 경험적 누적분포함수를 일반화 파레토 분포의 누적분포함
수로비선형회귀시켜제곱합을최소화시키는모수를찾는 Song과 Song (2012)의방법이다. 다른모수

추정 방법들에 비해 계산이 느리지 않으면서도 형상 모수가 −0.5 이상일 때 즉, 꼬리가 너무 짧지 않을

때 작은 누적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값을 가지므로, 그 구간에서의 추정력이 좋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형상 모수가 −0.5 미만일 때는 적절한 초기값의 설정이 필요하다. 관측치가 형상 모수 ξ,

척도모수 σ를 갖는 일반화 파레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다음의 4단계 과정을 통해 모수추정값을

얻는다.

1단계: 임계치 u를설정한뒤, u 보다큰관측치들의경험적분포함수(EDF)의값을구한다.

2단계: log(1 − EDF)와 log(1 − GPD의이론적분포함수)를 아래와 같이 각각 반응변수와 설명변수로

설정하여회귀식을세운다. Fn은 EDF이다.

log(1− Fn(x)) = −1

ξ
log

(
1 +

ξx

σ

)
+ error

yi = log(1− Fn(xi))일때,
∑

(yi + (1/ξ) log(1 + ξxi/σ))
2를최소화시키는 ξ와 σ를구한다.

3단계: 단계 2의과정대로 (σ, ξ) = (0.1, 0.01)을초기값으로설정하여비선형최소제곱법을실행한다.

4단계: 3단계에서 추정된 모수값; (σ̂1, ξ̂1)을 가지고 원래의 GPD 분포함수와 EDF로(로그를 취하지
않은)비선형최소제곱법을실행하여모수의추정치를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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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KOSPI 5 minute-data, from Sep. 24, 2008 to Feb. 6th, 2012

3. VaR를 통한 모수추정 방법의 성능 비교

3.1. 자료의 구성

우선, KOSPI 5분 종가 자료를 사용하여 일반화 파레토 분포의 모수추정 방법을 비교하고자 한다. 분

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8년 9월 24일부터 2012년 2월 6일까지의 KOSPI로서, 총 845일에 대하여 장

이 열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당 각 72개의 5분 기준 종가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기간은

2007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촉발된글로벌경제위기와 2011년미국과일본의연이은신용등급하
락으로 인한 KOSPI의 급락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료의 시계열은 Figure 3.1과 같으며, x축의

1은 2008년 9월 24일오전 9시 6분을의미하고 x축의마지막값인 60733은 2012년 2월 6일 15시 1분을

의미한다. VaR를구하기위해자료를로그수익률로변환하였으며, 로그수익률의평균은 4.7929, 표준

편차는 0.0021, 첨도 146.1058, 왜도 2.1416으로 수익률의 분포가 매우 두꺼운 꼬리를 가지며 오른쪽으

로꼬리가조금긴분포임을알수있다. 따라서매우두꺼운꼬리를가진분포에적합한, 극단치이론을
이용한 VaR의계산이유의미함을짐작할수있었다.

3.2. 사후 검증

사후검증은 추정된 VaR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가장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실패

율을이용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것은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 t시점의 VaR와 t시점에서실제발

생한 손실을 비교한 후 실제 발생한 손실이 추정된 VaR보다 클 때를 실패라고 보고, 이 실패율를 기준

으로 모형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0일 동안의 95% 일일 VaR를 각각 추정한 뒤

사후 검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을 때, 실제 발생한 손실이 추정한 VaR보다 큰 경우가 95개, 즉 실패율

이 5%인 것이 이상적이며 이런 경우 VaR이 잘 추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후 검증 방법은 3장과

4장에서 VaR의성능평가를위해사용되고있다.

3.3. 5분 VaR

MLE, NLS, ZHANG의 세 가지 모수 방법을 사용한 POT 방법으로 5분 기준 VaR를 추정하였다. 또

기준값(benchmark)으로 삼기 위해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기본적인 분산-공분산 방식도 함께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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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Number of losses over the estimated 95% VaR: 5 minute-data

MLE NLS ZHANG Normal

100 days 84 86 86 94

200 days 170 176 175 191

500 days 389 408 416 451

1000 days 792 830 829 926

2000 days 1622 1702 1695 1885

5000 days 4150 4359 4307 4784

Table 3.2. Number of losses over the estimated 99% VaR: 5 minute-data

MLE NLS ZHANG Normal

100 days 84 94 93 97

200 days 170 193 190 197

500 days 389 455 462 478

1000 days 792 922 917 969

2000 days 1625 1868 1854 1951

5000 days 4153 4740 4665 4899

Table 3.3. Number of losses over the estimated 99.9% VaR: 5 minute-data

MLE NLS ZHANG Normal

100 days 84 98 98 98

200 days 170 198 198 198

500 days 389 496 496 494

1000 days 792 992 993 986

2000 days 1635 1990 1992 1979

5000 days 4178 4968 4976 4951

다. 분산-공분산 방식은 수익률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적합시켜 평균과 분산을 추정한 다음 정규분포의
백분위수를 구하여 VaR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역시 모수추정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값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는단순히표본평균과표본분산을사용하였다.

100일, 200일, 500일, 1000일, 2000일, 5000일의 VaR를 추정하고 실제 관측된 수익률과 비교하였는
데, 100일, 200일, 500일을추정할때는추정시작전 500개의자료를이용하여모수를추정하고, 이동식

윈도우(moving window)방식을 써서 사용되는 자료의 갯수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1000일, 2000일,

5000일의 VaR를 추정할 때는 모수추정에 사용되는 자료의 갯수를 1000개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사용

하는 자료의 갯수를 달리한 것은, 과거 자료가 너무 많이 포함되거나 너무 적게 포함되면 추정력이 떨어

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계에서 n = 100, 200, 500, 1000, 2000, 5000일 가운데 제대로

VaR를 추정한 날짜수를 세었다. 제대로 VaR를 추정했다는 것은 실제 관측된 수익률의 자료가 VaR에

서 추정한 값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95%, 99%, 그리고 99.9% VaR를 추정한 결과가 Table

3.1, 3.2, 3.3에나타나있다.

Table 3.1, 3.2, 3.3의 결과를 보면 정규분포 가정(Normal), POT 방법 중 MLE, NLS, ZHANG의 모

수추정 방법을 비교할 수 있다. 우선 95%의 신뢰수준에서는 POT보다는 정규분포 가정이 더 나은 결
과를 보였다. 즉, 정규분포를 이용한 경우 VaR가 잘 추정된 날짜수가 전체의 95%에 가장 근접하고 있
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 자료의 첨도가 140을 넘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95%보다는 99%, 99.9%의

신뢰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Table 3.2와 Table 3.3을 보면 POT의 MLE 방법은 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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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99% Expected Shortfall: 5 minute-data

MLE NLS ZHANG Normal

100 days 0.492 0.313 0.342 26.244

200 days 0.318 0.157 0.177 26.244

500 days 0.504 0.254 0.233 90.134

1000 days 0.492 0.134 0.099 18.920

2000 days 0.318 0.067 0.050 18.920

5000 days 0.504 0.068 0.064 51.555

Table 3.5. 99.9% Expected Shortfall: 5 minute-data

MLE NLS ZHANG Normal

100 days 0.492 0.134 0.099 18.920

200 days 0.318 0.067 0.050 18.920

500 days 0.504 0.068 0.064 51.555

1000 days 0.493 0.064 0.057 110.934

2000 days 0.410 0.038 0.029 163.903

5000 days 0.450 0.086 0.059 569.202

히 그 성능이 떨어지고, POT의 NLS와 ZHANG 모수추정 방법과 기본 정규 분포 방법이 비슷하게 좋
은결과를보이고있음을볼수있다.

한편, VaR는 그 값을 넘어가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그 추가손실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
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금융리스크 관리에서는 종종 추가손실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Expected Short-

fall(ES)을사용하여정보를보충하곤한다. 100p% 분위수를 u라하면, 100p% Expected Shortfall은

Expected shortfall = E(X − u|X > u)

와 같이 정의된다. 즉, 100p% Expected shortfall은 추정된 100p% VaR을 넘어가는 추가손실의 평균
치로계산할수있다.

Table 3.4와 Table 3.5에는 5분 기준 자료를 통해 계산한 99%와 99.9% Expected Shortfall이 나타나

있다. 각각의 경우 추정된 VaR보다 크게 나타난 손실을 모아서 평균을 내어 계산하였는데,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방법은 POT 방법에 비해 매우 큰 ES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서의 결과와 종합해 보면,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방법은 VaR를 잘 추정한 날짜의 수는 비교적 잘 맞추지만, VaR를 넘어가는 손실

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위험에 대한 안전한 대

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POT 방법은 ES를 작게 함으로써 위험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응하도

록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꼬리가 두꺼운 분포일 경우에는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방법보다 POT

방법이 더 안전한 결과를 주며, 특히 MLE보다는 NLS나 ZHANG 방법을 이용하여 VaR를 추정하는

것이합리적일것이다.

3.4. 1일 VaR 모의 실험

3.3절에서는 5분 수익률을 이용하여 VaR를 계산함으로써, 5분 후의 손실에 대한 예측을 기준으로 비

교해 보았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손실은 5분 후와 같은 아주 짧은 기간의 손실보다는

좀 더 긴 기간에 대한 손실이며, 실제로 흔히 계산되는 VaR는 1일 또는 10일 기준이다. 즉 5분 간격

의 KOSPI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5분 기준 VaR를 얻는 것보다는 1일 기준 VaR값을 얻는 것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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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Number of losses over the estimated 95% VaR: daily data

100 days 200 days 300 days

MLE NLS ZHANG MLE NLS ZHANG MLE NLS ZHANG

Method1 94 96 96 179 186 187 268 278 274

Method2 66 82 79 130 162 160 201 240 240

Method3 70 83 83 141 165 163 211 246 248

으로 더 의미가 있으며 해석도 용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1일 기준 VaR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5분

KOSPI자료를가지고모의실험으로 1일수익률분포를얻고자하였다. 5분 KOSPI자료로 GPD를적합

시키면 1일 종가를 모의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의실험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

다.

한국 금융시장은 9시부터 15시까지 열리므로 1일은 72번의 5분 자료로 이루어진다. 즉, 모의실험으

로 1일 종가를 얻기 위해서는 랜덤하게 발생된 72개의 5분 수익률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72개의 난수를 0과 1사이 균등분포에서 발생시킨 후, 그 값이 0.9 미만일 때는 관찰된 경험적 누적분
포함수에서 자료를 추출하고 난수의 값이 0.9 이상일 때는 일반화 파레토 분포의 누적분포함수에서 자

료를 추출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일반화 파레토 분포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MLE,

NLS, ZHANG 기법을 각각 사용해 보았다. 그리고 경험적 누적분포함수를 구성하고 일반화 파레토 분
포의 모수추정에 사용되는 자료는 추정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100일치의 5분 KOSPI자료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2011년 9월 13일 종가를 가지고 14일의 종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72개의 난

수를 0과 1사이 균등분포에서 발생시켜, 값이 0.9 미만일 때는 2011년 9월 13일로부터 이전 100일치

의 5분 KOSPI수익률 자료의 경험적 분포함수에서 자료를 추출하고, 0.9 이상인 경우에는 100일치 5분

KOSPI수익률 자료로 일반화 파레토 분포의 모수를 추정한 다음 그 분포에서 자료를 추출한다. 그런다
음 9월 13일 KOSPI 종가를 시작점으로 설정하고 추출된 72개의 수익률 자료를 시작점에 더하여 14일

의 종가를 만들어 낸다. 15일의 종가는 14일의 종가를 시작점으로 하여 같은 단계를 거쳐 생성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자료는 9월 14일로부터 이전 100일치의 5분 자료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MLE, NLS,

ZHANG 기법에대하여 100일, 200일, 300일의 KOSPI종가를생성하였으며, 각경우에대해 1000회씩

모의실험을반복하였다. 따라서모든하루에해당하는종가자료가 1000개씩존재하며, 이 1000개의분

포에서원하는수준의 VaR를추정한뒤실패율을이용하여사후검증하였다. 100일치종가를생성한경

우는 2011년 9월 14일부터 2012년 2월 6일까지의 KOSPI종가를 만들어내어 사후검증하였고, 200일의

경우는 2011년 4월 19일부터 2012년 2월 6일까지의 종가를, 300일의 경우에는 2010년 11월 23일부터

2012년 2월 6일의 종가를 생성하여 사후검증하였다. 사용한 기간의 특성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2010년

후반기와 2011년 전반기의 주가의 큰 움직임, 즉 극단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100일, 200일, 300일로

나누어성능을비교하게되면꼬리분포의차이에따른모수추정방식의성능을파악할수있을것이다.

만들어진 종가자료는 GPD에서 생성된 72개의 5분 자료를 더한 꼴로서, 그 자체가 GPD를 따른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이 논문에서는 GPD 모수추정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자료의 분위
수도 POT 방법으로구해보았다. 자료를생성할때 MLE를쓴경우는분위수추정에도 MLE를사용하

였고, NLS와 ZHANG에대해서도그렇게하였다. 또, 1일종가의분위수를추정하기위해쉽게생각할

수 있는 경험적 분포의 분위수로 VaR를 추정해 보았고, 종가자료가 72개의 5분 자료를 더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중심극한정리에 따라 그 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될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정규분포를 이용하
여 VaR를추정하는방법도사용하였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95% VaR를 추정하여 사후검증한 결과는 Table 3.6과 같다. Method1은 POT를

이용한 추정이고, Method2는 경험적 분위수, Method3은 정규분포의 분위수이며, 각 방법을 M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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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NIG process: A sample path with α = 65, β = −60, δ = 0.5, µ = 1

NLS, ZHANG 방법으로 생성된 자료에 적용시켰다.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NLS와 ZHANG 방법이 MLE보다 나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00일보다는 200일과 300일,

즉 자료 내에 극단값들이 더 포함될 수록 NLS와 ZHANG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VaR의 추정

방식 별로 보자면 Method2와 Method3은 거의 비슷하며, 그보다는 Method1이 더 적합해 보인다. 결

과적으로 어떠한 VaR 추정방식을 사용하든지, NLS와 ZHANG이 MLE보다는 나은 결과를 주고 있으

며 특히 극단치를 포함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NLS와 ZHANG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수있겠다.

4. NIG 모형을 이용한 VaR 모의 실험

지금까지는 실제 금융시장에서 얻은 KOSPI 자료를 통해 VaR를 구함으로써 GPD의 모수추정 방법을

비교하였다.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자료에 잘 적합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NIG 모형 가운데 몇 가

지 다른 추세와 변동성, 첨도를 갖는 자료를 생성하여 이를 통해 비교해보고자 한다. 3장의 결과에서

NLS 방법과 ZHANG 방법의 성능이 많은 경우 비슷하여, 여기에서는 MLE 방법과 NLS 방법을 주로

비교하였다.

NIG 분포는 Barndorff-Nielsen (1997)에 의해 금융자료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꼬리가 두꺼운 금융

시계열자료를잘적합한다는특성을지니고있다. NIG 분포의확률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

f(x) =
δα

π
exp

(
δ
√
α2 − β2 + β(x− µ)

) K1(αg(x− µ))

g(x− µ)
,

여기서 x ∈ R, µ ∈ R, δ > 0, 0 ≤ |β| ≤ α이고, g(x) =
√
δ2 + x2이다. α와 β는각각꼬리의두꺼운정

도와 비대칭성을 결정하는 모수이고 µ는 위치모수이며, δ는 척도모수이다. K1는 제 3종 Bessel 함수이

다.

3.1절에서 보았듯이 KOSPI 5분 자료는 첨도가 매우 높은 성질을 지니며, 이렇게 첨도가 높은 수익률분

포의 백분위수를 추정할 때 POT 방법이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모의실험에 사용하는 NIG자료도

이와 같이 첨도가 높은 경우로 생성해 보기 위해서 모수를 α = 65, β = −60, δ = 0.5, µ = 1로 두었다.

이 경우 첨도는 266.613으로 계산되는데, 3.1절에서 보았던 5분 KOSPI 자료의 첨도 146.1058보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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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Mean no. of losses over the estimated VaR under NIG model with kurtosis 266.613(std. dev. in

parentheses)

95% 99% 99.9%

MLE 36.90(6.64) 21.92(6.97) 13.04(5.68)

NLS 24.83(3.87) 6.34(2.39) 0.44(0.58)

Table 4.2. Mean no. of losses over the estimated VaR under NIG model with kurtosis 61.285(std. dev. in

parentheses)

95% 99% 99.9%

MLE 31.65(4.63) 15.020(4.35) 7.130(3.57)

NLS 26.73(4.10) 7.117(2.49) 0.375(0.54)

큰 값이 된다. 초기주가는 200으로 설정하였고 1년의 거래일을 252일로 가정하여 3년간의 표본경로를

만들었다. 초기 주가를 포함하여 총 757일이며 이러한 경로를 1000개 생성하였다. 그 중 하나의 경로
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 Figure 4.1이다.

생성한 NIG의 경로를 이용하여 POT의 MLE, NLS 방법으로 구한 VaR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여기

서 첫 252일 자료는 모수추정에만 이용하고, 나머지 505일에 대한 VaR를 추정하였다. 추정할 때는 역

시 이동식 윈도우 방식으로 자료를 하나씩 더하고 빼서 매번 직전 252개의 자료를 이용해서 모수추정

하도록 하였다. 505일에 대한 VaR를 추정하여 미리 생성해둔 NIG경로에서 관찰되는 자료와 비교하
여 VaR를 넘어가는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505일의 5%는 25.25일, 1%는 5.05일, 0.1%는

0.505일이 되므로, VaR를 넘는 초과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95% 수준에서 25.25일, 99% 수준에서

5.05일, 99.9% 수준에서 0.505일과 비슷하게 발생하면 VaR의 추정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ble

4.1의 결과를 보면 NLS 방법이 VaR를 확연히 과소추정한 MLE 방법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추

가적으로 첨도가 다소 낮은 NIG 확률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비교해보았다.이때 모수는 α =

65, β = −50, δ = 1, µ = 1를 갖도록 하였고, 이 경우 첨도는 61.285로 계산된다. Table 4.2를 살펴보면

MLE 방법의 성능이 Table 4.1에서보다는 나아졌으나, 이 경우에도 NLS 방법이 MLE 방법에 비해 훨

씬좋은성능을보인다.

5. 논의

이논문에서는 POT 방법의주요논제중하나인 GPD의모수추정방법을금융자료에서계산된 VaR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세 가지 모수추정 방법을 비교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MLE 방법과 최근에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발표된 NLS 방법과 ZHANG 방법이다. KOSPI

5분 자료를 이용하여 MLE 방법, NLS 방법과 ZHANG 방법으로 VaR를 추정함으로써 각 모수추정 방

법을 비교하였다. 또, NIG 확률과정에서의 모의실험을 통해 MLE와 NLS 방법으로 VaR의 성능을 살

펴보기도하였다.

KOSPI 5분 수익률과 같이 꼬리가 매우 두꺼운 분포의 경우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분산-공분산방법보다

POT 방법이 Expected Shortfall과 사후검증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고, POT 방

법 중에서는 NLS와 ZHANG이 MLE보다 나은 모수추정 방식임을 볼 수 있었다. 모의실험을 통해 구
해 본 1일 VaR의 경우, 꼬리가 두껍지 않은 100일의 경우 MLE, NLS, ZHANG 방법이 유사했으나 첨

도가 큰 경우 NLS와 ZHANG이 MLE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 첨도가 높은 NIG 확률과정의 모의실

험에서는 MLE 방법이과소추정의결과를보였고 NLS는이상적인기각횟수에가깝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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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자료를 통해 살펴본 한국 금융시장의 경우, 1일 기준 자료는 첨도가 높지 않으므로 POT를 이

용하게 되면 NLS, MLE, ZHANG 중 어느 모수추정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의

된자료의시간간격이짧아질수록꼬리가두꺼워지는특징을가지므로, 1일미만의시간간격을가지게

되면 POT 방법의 NLS, ZHANG 모수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MLE를 사용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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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금융리스크관
리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는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이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Value at

Risk(VaR)이다. 금융자료가 최근 시장에서처럼 두꺼운 꼬리를 갖는 분포를 보일 때, 우리는 극단치 이론을 이용
하여 VaR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꼬리가 매우 두꺼운 분포를 갖는 자료를 적합시킬 때

많이 사용되는 Peaks over Threshold(POT)를 이용하여 VaR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PO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화 파레토 분포(GPD)의 모수를 추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KOSPI 5분 자료를 이용하

여 추정된 VaR의 성능을 살펴봄으로써 세 가지 다른 모수추정 방법을 비교하였다. 또한, Normal Inverse Gaus-

sian(NIG) 분포에서 자료를 생성하여 두 가지 다른 모수추정 방법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KOSPI 수익률 자료의 첨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최근 제안된 모수추정 방법들이 최대가능도 추정법에 비해 월등히
나은성능을보임을알수있었고, 모의실험자료에서도같은결과를확인하였다.

주요용어: Value at Risk, Peaks over Threshold, 일반화파레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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