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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ue at Risk (VaR) for market risk management is a favorite method used by financial companies;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cannot be explained for the amount of loss when a specific investment fails.

Conditional Tail Expectation (CTE) is an alternative risk measure defined as the conditional expectation

exceeded VaR. Multivariate loss rates are transformed into a univariate distribution in real financial markets

in order to obtain CTE for some portfolio as well as to estimate CTE. We propose multivariate CTEs

using multivariate quantile vectors. A relationship among multivariate CTEs is also derived by extending

univariate CTEs. Multivariate CTEs are obtained from bivariate and trivariate normal distributions; in

addition, relationships among multivariate CTEs are also explored. We then discuss the extensibility to

high dimension as well as illustrate some examples. Multivariate CTEs (using variance-covariance matrix

and multivariate quantile vector) are found to have smaller values than CTEs transformed to univariat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roposed multivariate CTEs provides smaller estimates that represent

less risk than others and that a drastic investment using this CTE is also possible when a diversified

investment strategy includes many companies in a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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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장위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Jorion (2007)은 금리, 주가, 환율 등 기초적 시장가격들에 대해 주어진

신뢰수준 내에서 목표기간 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률을 추정하는 Value at Risk(VaR)를

제안하였다. 손실률의 반대 개념인 이익률 그리고 손실률과 이익률에 초기투자금액을 곱한 손실금액
과 이익금액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본 연구에서는 손실률에 대하여만 논의한다. 유의수준 α에 대응

하는 VaR는 VaRα로 표기하며, 우측꼬리 α ∈ (0,1)에 대응하는 min{z ∣ FX(z) ≥ 1 − α}로 정의한
다 (Sarykalin 등, 2008). 정규분포 가정에서 1 − α의 신뢰수준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임계값은 zα =
(VaRα − µ)/σ이며, 여기서 µ와 σ는 손실률의 모평균과 모표준편차이다. 이를 VaRα에 대해 정리하면

VaRα = µ + zασ이다 (Andersson 등, 2001; Krokhmal 등, 2002; Berkowitz 등, 2011). VaR에관한연
구는 Neftci (2000), Hong과 Kwon (2010), Hong과 Lee (2011a, 2011b), Seo와 Kim (2010), Heo 등

(2012), Kang 등 (2013), Yeo와 Li (2015) 등을참조바란다.

Artzner 등 (1999)는 VaR의한계점에대하여언급하고이를보완할수있는위험측정방법으로서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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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ional Tail Expectation(CTE)를 제안하였다. CTE는 Conditional Value at Risk(CVaR) 혹은 Ex-

pected Shortfall(ES)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위험의 측도로서 VaR는 특정한 투자가 성공하

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예측과 검정을 할 수 없으나, 위험의 대안적인 측도로

CTE는 VaR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을 의미하며 CTEα로 표기

한다 (Rockafellar와 Uryasev, 2000; Andersson 등, 2001; Acerbi와 Tasche, 2002; Krokhmal 등, 2002;

Topaloglou 등, 2002).

CTEα = ∫
∞

VaRα

x dFα
X(x), (1.1)

여기서 Fα
X(x) = {FX(x) − (1 − α)}/α, x ≥ VaRα이다. 그리고 CTE−α와 CTE+α는다음과같이정의하

고 VaRα ≤ CTE+α ≤ CTEα ≤ CTE−α의관계를갖는다.

CTE−α = E[X ∣X > VaRα], CTE+α = E[X ∣X ≥ VaRα].

연속형 분포일 때는 CTE−α와 CTEα 그리고 CTE+α가 모두 동일하지만, 이산형 분포일 때 차이가 생긴

다. 또한 CTEα는식 (1.2)로표현가능하다 (자세한설명은 Sarykalin 등, 2008 참조).

CTE+α = λVaRα + (1 − λ)CTE−α, (1.2)

여기서 λ = {FX(VaRα) − (1 − α)}/α.

Longin (2000, 2001)는 다차원분포에서의 VaR의 추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손실률을 따르는 확률변

수의 벡터 X = (X1, . . .,Xk)T가 다변량 정규분포 N(µ,Σ)를 따를 때, 특정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중

값벡터를 w = (w1, . . . ,wk)T로설정하면 wTX ∼ N(wTµ, wTΣw)이므로 α에대응하는다차원손실률

에 대한 VaR을 VaRα = wTµ + zα
√
wTΣw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CTE(CVaR 또는 ES)를 연구한

많은 논문들은 다변량을 일변량으로 변환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ong 등 (2016)이 제안한 다

변량 분위벡터(quantile vector)를 바탕으로 일변량 CTE를 다변량으로 확장하여 다변량 CTE를 추정

하는 것을 제안한다. 두 종류의 다차원 CTE를 정의하고 이들의 관계식을 일반적인 다차원으로 확장하
여 일차원에서의 관계식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리고 모의실험과 실증예제를 통하여 다변량으로 확장
한 CTE 이론의활용성에대하여살펴보고특징을토론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다변량 분위벡터를 이용하여 다차원에서의 CTE를 정의하고, CTE들 간의 관계식
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이변량과 삼변량 정규분포에서 그리고 다양한 분산-공분산행렬에 관한
CTE에 대해 탐색하고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증예제를 이용하여 기존의 CTE와 다변량 CTE를 구하
여비교분석한다. 마지막 5장은본연구에서제안한방법의장점과활용성에대한결과를유도한다.

2. 다차원에서의 CTE

2.1. 다변량 CTE

기존의 CTEα는 다차원에서의 위험도 기대값을 일차원으로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분위
벡터를 응용한 다변량 CTEα를 제안한다. Hong 등 (2016)이 제안한 다변량 1 − α 분위벡터 zα =
(z1α, . . . , zkα)T는다음두조건을만족해야한다.

● 분위벡터에 속한 모든 점에 대한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는 모두 동

일한값 pα를갖는다.

∀(z1, . . . , zk) ∈ zα, F (z1, . . . , zk) = p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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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α 분위벡터의우상향영역(right and upper region) Rk에대응하는확률은 α이다.

P [(x1, . . . , xk)∈Rk] = ∫ ⋯∫
(x1,...,xk)∈Rk

dF (x1, . . . , xk) = α,

여기서 F (⋅ , . . . , ⋅)는 k변량누적분포함수이다. 1−α분위벡터 zα는주어진 pα∈(0,1)와 i = 1, . . . , k에
대하여 ziα =min{xi∣F (x1, . . ., xk) ≥ pα, ∀xj and j ≠ i}로구할수있다.

임의의 α ∈ (0,1)와 1 − α 분위벡터 zα를이용하여다차원으로확장한것을 VaRα = µ +
√
diag(Σ) zα라

고 제안하였다. VaRα를 통해 CTE를 구하면 벡터 형태의 CTEα라 표현한다. 일변량과 유사하게 α에

대응하는 정확한 CTEα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변량에서 계산이 용이한 CTE+α와 CTE−α를 이용

하고자한다. 우선 α+와 α− 그리고 Fα+(x1, . . . , xk)와 Fα−(x1, . . . , xk)를정의한다.

정의 2.1 Rk+는 VaRα가 포함된 우상향 공간이고, Rk−는 VaRα가 포함되지 않은 우상향 공간으로 정의할 때,

α+와 α−는다음과같이정의한다.

α+ = P [(x1, . . . , xk) ∈ Rk+] , α− = P [(x1, . . . , xk) ∈ Rk−] .

Rk+와 Rk−에대응하는, Fα+(x1, . . . , xk)와 Fα−(x1, . . . , xk)는다음과같이정의한다.

Fα+(x1, . . . , xk) =
F (x1, . . . , xk) − (1 − α+)

α+
, (x1, . . . , xk) ∈ Rk+,

Fα−(x1, . . . , xk) =
F (x1, . . . , xk) − (1 − α−)

α−
, (x1, . . . , xk) ∈ Rk−.

Fα+(x1, . . . , xk)는 VaRα를 포함한 공간 Rk+에 대해서 조건부 누적분포함수이다. 그러므로 CTE+α은

각 변량들의 VaRα를 포함한 값부터 그 이후의 값들의 기대값이고, CTE−α은 VaRα를 포함하지 않은 그
이후의값들의기대값이다.

정의 2.2 CTE+α = (CTE+1,α, . . . ,CTE+k,α)
T와 CTE−α = (CTE−1,α, . . . ,CTE−k,α)

T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모

든 j = 1, . . . , k에대하여,

CTE+j,α = ∫ ⋯∫(x1,...,xk)∈Rk+
xj dF

α+(x1, . . . , xk),

CTE−j,α = ∫ ⋯∫(x1,...,xk)∈Rk−
xj dF

α−(x1, . . . , xk).

확률변수 X와 Y인 이변량에서는 α+ = P [(x, y) ∈ R2+]와 α− = P [(x, y) ∈ R2−]에 대하여, CTE+α =
(CTE+1,α,CTE+2,α)T와 CTE−α = (CTE−1,α,CTE−2,α)T는다음과같이설명한다.

CTE+1,α =
x

(x,y)∈R2+

xdFα+(x, y), CTE+2,α =
x

(x,y)∈R2+

y dFα+(x, y),

CTE−1,α =
x

(x,y)∈R2−

xdFα−(x, y), CTE−2,α =
x

(x,y)∈R2−

y dFα−(x, y).

2.2. 다변량에서의 CTE 관계식

일변량 CTE 관계식 (1.2)를 확장하여 정리 2.1과 같은 다변량에서의 CTE 관계식을 유도한다. 식

(1.2)에서는 CTE+α와 VaRα, CTE
−
α사이의관계이고 λ는 {FX(VaRα)−(1−α)}/α이지만,다변량 CTE

관계식에서는 CTE+α를 CTE−α 그리고 E(VaRα)로 구성되어 있으며, λ를 (α+ − α−)/α+로 정의한 것
이 차이점이다. CTE+α와 CTE−α는 이산형에서 구별되므로, 다음부터는 이산형 분포를 가정하여 ∫대신
∑로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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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1

CTE+α = λE(VaRα) + (1 − λ)CTE−α,

여기서 λ = (α+ − α−)/α+이다.

증명: 모든 j = 1, . . . , k에대하여 CTE+j,α = λ ×E(VaRj,α) + (1 − λ) ×CTE−j,α이며,

CTE+j,α =
∑⋯∑(x1,...,xk)∈Rk+ xjf(x1, . . . , xk)
∑⋯∑(x1,...,xk)∈Rk+ f(x1, . . . , xk)

=
∑⋯∑(x1,...,xk)∈Rk+ xjf(x1, . . . , xk)

α+
,

CTE−j,α =
∑⋯∑(x1,...,xk)∈Rk− xjf(x1, . . . , xk)
∑⋯∑(x1,...,xk)∈Rk− f(x1, . . . , xk)

=
∑⋯∑(x1,...,xk)∈Rk− xjf(x1, . . . , xk)

α−
,

E(VaRj,α) =
∑⋯∑(x1,...,xk)∈Rk+−Rk− xjf(x1, . . . , xk)
∑⋯∑(x1,...,xk)∈Rk+−Rk− f(x1, . . . , xk)

, λ = α+ − α−

α+

이므로

RHS = λE(VaRj,α) + (1 − λ)CTE−j,α

= α+−α−

α+
×
∑⋯∑(x1,...,xk)∈Rk+−Rk− xjf(x1, . . . , xk)

α+ − α−
+ α−

α+
×
∑⋯∑(x1,...,xk)∈Rk− xjf(x1, . . . , xk)

α−

=
∑⋯∑(x1,...,xk)∈Rk+−Rk− xjf(x1, . . . , xk)

α+
+
∑⋯∑(x1,...,xk)∈Rk− xjf(x1, . . . , xk)

α+

=
∑⋯∑(x1,...,xk)∈Rk+ xjf(x1, . . . , xk)

α+
= LHS

이다. �

정리 2.1에서의 관계식을 일변량에서 살펴보면, α− = ∑x∈R− f(x), α+ = ∑x∈R+ f(x)이며 R− = {x ∣
x > VaRα}, R+ = {x ∣ x ≥ VaRα}로 표현된다. CTE+α, CTE−α 그리고 E(VaRα)는 각각 CTE+α =
∑x∈R+ xf(x)/α+, CTE−α = ∑x∈R− xf(x)/α−, E(VaRα) = ∑x∈R+−R− xf(x)/(α+ − α−)이므로

RHS = α+ − α−

α+
× ∑x∈R+−R− xf(x)

α+ − α−
+ (1 − α+ − α−

α+
) ∑x∈R− xf(x)

α−
= ∑

x∈R+

xf(x)
α+

= LHS

일변량에서는 E(VaRα) = ∑x∈R+−R− xf(x)/(α+ − α−) = VaRα × (α+ − α−)/(α+ − α−) = VaRα이다.

일변량의 CTE 관계식에서는 VaRα가사용됐지만, 다변량에서정의된 CTE 관계식에서는 E(VaRα)를
이용하여식이유도된다.

3. 다변량 정규분포에서의 CTE

3.1. 이변량 정규분포에서의 CTE

이변량 정규분포 VaR(X)=( 1 ρ

ρ 1
)로부터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다변량 CTE를 ρ값에 따라서 구해본다.

연속형 정규분포에서 α에 대한 정확한 분위벡터는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α+와 α−를 각

각 0.055와 0.045로 크게 설정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면 α+와 α−에 대응하는 영역이 Rk+와 Rk−의 차

이도 커지며 λ도 따라서 큰 값을 갖는다. ρ는 −0.6부터 0.6까지 0.3 단위로 나누어 구현한다. CTE+α,

CTE−α 그리고 E(VaRα)를각각계산하였으며, 이들의관계식이성립함을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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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TE+α, CTE−α, E(VaRα) when ρ = 0

CTE+α (1.367169, 1.367169)

CTE−α (1.427909, 1.427909)

E(VaRα) (1.110232, 1.110232)

Table 3.2. λ, CTE+α, CTE−α, E(VaRα) with ρ

λ CTE+α CTE−α E(VaRα)
ρ = 0.9 0.1821 (1.9580, 1.9580) (2.0393, 2.0393) (1.5931, 1.5931)

ρ = 0.6 0.1782 (1.7742, 1.7742) (1.8463, 1.8463) (1.4418, 1.4418)

ρ = 0.3 0.1777 (1.5818, 1.5818) (1.6462, 1.6462) (1.2842, 1.2842)

ρ = 0.0 0.1912 (1.3672, 1.3672) (1.4279, 1.4279) (1.1102, 1.1102)

ρ = −0.3 0.1781 (1.1303, 1.1303) (1.1772, 1.1772) (0.9143, 0.9143)

ρ = −0.6 0.1770 (0.8424, 0.8424) (0.8771, 0.8771) (0.6810, 0.6810)

ρ = −0.9 0.1855 (0.4128, 0.4128) (0.4313, 0.4313) (0.3319, 0.3319)

먼저 ρ = 0일 때를 살펴보면 Table 3.1과 같다. α+ = 0.055, α− = 0.045일 때 λ는 0.1912이고, 이를 통

해서 CTE+α는 E(VaRα)와 CTE−α를 0.19 : 0.81의가중값을주어서구할수있다. 즉두변량의값이같

은 직선 위에서 0.81 : 0.19 비율의 내분점으로 나타난다. 또한 94.5%의 위험도(α+ = 0.055)의 기대값은
1.3672이며, 95.5%의 위험도(α− = 0.045)의 기대값은 1.4279이다. 이를 통해서 95%의 위험도 기대값

은 1.3672와 1.4279 사이의 값이 된다. 이때 CTE+α, CTE
−
α, E(VaRα)는 모두 두 변량의 값이 같은 직

선위에있음을파악할수있다.

또한 E(VaRj,α) < CTE+j,α < CTE−j,α의 관계를 따르며, 다변량 CTE들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첫 번째
변수에대하여는다음과같다.

CTE+1,α = λ ×E(VaR1,α) + (1 − λ) ×CTE−1,α,

1.367169 = 0.1912021 × 1.110232 + (1 − 0.1912021) × 1.427909.

추가적으로 ρ값을 0.3 단위로 −0.9부터 0.9까지 변환하며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λ는 0.17–0.19로

ρ값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으며, ρ값이 커짐에 따라 R2+와 R2−의 범위가 점점 작아진다. 또한 각 ρ에

따라 두 변량의 CTE+α, CTE
−
α, E(VaRα) 값들이 항상 같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과를 정리하면 Ta-

ble 3.2와같다.

Table 3.2에서 두 변량에 따른 결과값이 항상 같기 때문에 변수 X에 대해서만 Figure 3.1에 표현하였

다. 이를 살펴보면 ρ 값이 커짐에 따라 E(VaRx,α), CTE+x,α, CTE−x,α들이 커지며, 같은 ρ에서 세 측

도 간의 차이 또한 커진다. 특히 E(VaRx,α)와 CTE+x,α간의 차이가 커지는데, 이는 가중값을 나타내는

λ의변화는미미하지만, CTE+x,α, CTE
−
x,α, E(VaRx,α)들이커지기때문이다.

3.2. 삼변량 정규분포에서의 CTE

삼변량 정규분포의 다음과 같은 분산-공분산행렬에서 k = 0.8,1.0,1.2 그리고 ρ는 −0.6부터 0.6까지 0.3

단위로나누어살펴본다.

VaR(X) =
⎛
⎜⎜
⎝

k2 ρk ρ2k2

ρk 1 ρk

ρ2k2 ρk k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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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CTE+x,α, CTE−x,α, E(VaRx,α) with ρ.

Table 3.3. λ, CTE+α, CTE−α, E(VaRα) when k = 1.0

λ CTE+α CTE−α E(VaRα)
ρ = 0.6 0.0731 (1.6033, 1.7150, 1.6037) (1.6293, 1.7445, 1.6293) (1.2744, 1.3395, 1.2785)

ρ = 0.3 0.0841 (1.3329, 1.4223, 1.3329) (1.3580, 1.4492, 1.3580) (1.0589, 1.1286, 1.0589)

ρ = 0.0 0.0759 (1.1139, 1.1139, 1.1139) (1.1312, 1.1312, 1.1312) (0.9023, 0.9023, 0.9023)

ρ = −0.3 0.0760 (0.9171, 0.8095, 0.9174) (0.9308, 0.8246, 0.9308) (0.7512, 0.6267, 0.7549)

ρ = −0.6 0.0768 (0.7010, 0.5276, 0.7003) (0.7143, 0.5339, 0.7144) (0.5415, 0.4518, 0.5306)

Table 3.4. λ, CTE+α, CTE−α, E(VaRα) when k = 0.8

λ CTE+α CTE−α E(VaRα)
ρ = 0.6 0.0742 (1.3797, 1.6577, 1.3797) (1.4016, 1.6801, 1.4017) (1.1062, 1.3789, 1.1115)

ρ = 0.3 0.0799 (1.1712, 1.3918, 1.1712) (1.1905, 1.4159, 1.1905) (0.9490, 1.1133, 0.9490)

ρ = 0.0 0.0799 (0.9956, 1.1125, 0.9956) (1.0133, 1.1306, 1.0133) (0.7922, 0.9905, 0.7922)

ρ = −0.3 0.0852 (0.8367, 0.8401, 0.8367) (0.8528, 0.8563, 0.8524) (0.6642, 0.6663, 0.6680)

ρ = −0.6 0.0779 (0.6725, 0.5842, 0.6725) (0.6836, 0.5943, 0.6833) (0.5407, 0.4649, 0.5445)

여기서 α+ = 0.052, α− = 0.048로 설정하여 CTE+α, CTE
−
α, E(VaRα)를 계산하고, 이들의 관계식을 확

인해보았다.

k = 1.0이고, ρ = 0일 때, 이전의 이변량 정규분포에서의 CTE와 같이 세 변량의 결과값들이 동

일하다. E(VaRα) < CTE+α < CTE−α의 관계가 성립하며, 가중평균의 의미를 갖는 λ는 0.0759로,

CTE+α를 E(VaRα)와 CTE−α에 0.08 : 0.92의 가중값을 주어 구할 수 있다. 즉 세 변량은 같은 직선 위

의 0.92 : 0.08의 내분점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94.8%의 위험도(α+ = 0.052)의 기대값은 1.1139이

며, 95.2%의 위험도(α− = 0.048)의 기대값은 1.1312이다. 따라서 95%의 위험도 기대값은 각각

1.1139에서 1.1312 사이의 값이다. ρ의 값에 따라 결과를 Table 3.3에 정리하였다. ρ = 0.3일 때는

CTE+α, CTE−α, E(VaRα)들이 두 변량값만 같으며, ρ = 0.6일 때는 크진 않지만 세 변량값 모두 차

이가 보인다. ρ = −0.3부터 차이가 조금씩 더 커지게 된다. Figure 3.2(a)는 k = 1.0일 때, ρ에 따른

CTE+x,α,CTE
+
y,α,CTE

+
z,α 값들을 나타낸 그림인데, ρ가 커질수록 세 변량값들이 커지게 되며, ρ가 0일

때는 CTE+x,α = CTE+y,α = CTE+z,α이지만, ρ가 0보다작은경우에는 CTE+y,α ≤ CTE+x,α ≤ CTE+z,α이며,

ρ가 0보다큰경우에는 CTE+x,α ≤ CTE+z,α ≤ CTE+y,α이다. 또한 ρ = 0을기준으로커지거나작아질수록
CTE+x,α, CTE

+
z,α와 CTE+y,α의차이가커진다.



Multivariate conditional tail expectations 1207

Table 3.5. λ, CTE+α, CTE−α, E(VaRα) when k = 1.2

λ CTE+α CTE−α E(VaRα)
ρ = 0.6 0.0782 (1.8199, 1.7681, 1.8203) (1.8498, 1.7949, 1.8498) (1.4676, 1.4520, 1.4721)

ρ = 0.3 0.0757 (1.4894, 1.4550, 1.4894) (1.5131, 1.4765, 1.5131) (1.2003, 1.1925, 1.2003)

ρ = 0.0 0.0808 (1.2176, 1.1133, 1.2176) (1.2396, 1.1321, 1.2396) (0.9672, 0.8993, 0.9672)

ρ = −0.3 0.0775 (0.9838, 0.7807, 0.9838) (0.9995, 0.7947, 0.9995) (0.7965, 0.6156, 0.7967)

ρ = −0.6 0.0705 (0.7137, 0.4750, 0.7137) (0.7257, 0.4805, 0.7258) (0.5561, 0.4023, 0.5586)

(a) k = 1.0 (b) k = 0.8 (c) k = 1.2

Figure 3.2. CTE+α with ρ.

k = 0.8의 ρ = 0일 때, E(VaRα) < CTE+α < CTE−α이며, λ는 0.0799로, CTE+α를 E(VaRα)와 CTE−α에

0.08 : 0.92의 가중값을 통해 구해진다. ρ의 값에 따라 계산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3.4와 같다. CTE+α,

CTE−α, E(VaRα)는 ρ = 0과 0.3에서두변량값만같아진다. ρ = 0.6일때 CTE+α는두변량이같은값을

보이지만, E(VaRα)와 CTE−α는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ρ = −0.3,−0.6일 때는 세 변량값 모두 차이
를보인다. Figure 3.2(b)는 k = 0.8일때, ρ에따른 CTE+x,α,CTE

+
y,α,CTE

+
z,α 값들을나타낸그림인데,

k = 1.0과 마찬가지로 ρ가 커짐에 따라 세 변량값 모두 커지며, ρ가 −0.3일 때는 CTE+x,α = CTE+y,α =
CTE+z,α이지만, ρ가 −0.3보다 작은 경우에는 CTE+y,α < CTE+x,α ≤ CTE+z,α이며, ρ가 −0.3보다 큰 경우
에는 CTE+x,α < CTE+z,α < CTE+y,α이다. k = 1.0과 다르게 ρ = −0.3을 기준으로 커지거나 작아질수록
CTE+x,α, CTE

+
z,α와 CTE+y,α의차이가커진다

k = 1.2이며 ρ = 0일때, E(VaRα) < CTE+α < CTE−α이며, λ는 0.0808로, CTE+α를 E(VaRα)와 CTE−α에

0.08 : 0.92의 가중값을 통해 구해진다. ρ의 값에 따라 결과를 Table 3.5에 정리하였다. ρ = 0과 0.3일

때, 두 변량값이 같으며, ρ = 0.6일 때는 CTE−α만 두 변량의이 같지만, E(VaRα)와 CTE+α는 차이가 발

생한다. ρ = −0.3,−0.6일 때는 세 변량값 모두 차이를 보인다. Figure 3.2(c)는 k = 0.8일 때, ρ에 따른

CTE+x,α,CTE
+
y,α,CTE

+
z,α들을 나타낸 그림인데, k = 1.0,0.8과 마찬가지로 ρ가 커짐에 따라 세 변량값

모두 커지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항상 CTE+y,α < CTE+x,α ≤ CTE+z,α이다. ρ = 0.3일 때, 차이가 가장 적

으며 ρ = 0.3을기준으로커지거나작아질수록차이가커진다.

이변량, 삼변량 정규분포에서의 CTE의 모의실험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기반으로 다변량 정규분포로 확
장이가능하다. 이변량정규분포에서는이변량분위벡터가 이차원좌표평면위에서곡선(curve) 형태를

띄며 나타났고, 삼변량 정규분포에서는 삼차원 좌표공간 위에서 곡면(surface) 형태를 띄며 나타났음을

알수있다. 이를통해서고차원의분위벡터는고차원좌표공간위에서곡면이상의고차원적도형의형

태로 확장 가능하다. α가 정확히 0.05인 분위벡터를 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변량, 삼변량 a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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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CTE+α, CTE−α, E(VaRα) of Samsung Electronics and Hyundai Car

CTE+α (0.06497899, 0.06540305)

CTE−α (0.06597049, 0.06639638)

E(VaRα) (0.05243899, 0.05283989)

Table 4.2. Comparison of loss rate(%) by univariate and bivariate

Univariate 94.8% Bivariate 94.8% Univariate 95.2% Bivariate 95.2%

Samsung Electronics 7.84 6.50 7.95 6.60

Hyundai Car 7.88 6.54 8.01 6.64

실험과 마찬가지로 α+와 α−를 0.05 근처의 값으로 설정하여 분위벡터를 구하여 Rk+와 Rk−를 설정한

다. Rk+에서 CTE+α를 Rk−에서 CTE−α를구하고 Rk+ −Rk−에서 E(VaRα)를구하고, α+와 α− 그리고
λ를계산한다. 마지막으로 CTE+α와 CTE−α, E(VaRα)사이의관계식을유도한다.

4. 실증예제와 비교

4.1. 이변량 예제

3절에서 논의한 이변량, 삼변량 정규분포에 대한 CTE 연구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다. 자료는 2002년

도 기업들의 주식포트폴리오의 손실률에 관한 자료이다 (Park과 Jung, 2002). 우선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의 손실률 자료는 Park과 Jung (2002)의 가정과 동일하게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다. 이때 두 주식의 분산-공분산행렬이 매우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각각의 변량에

103/2배를하여삼성전자와현대차의분산-공분산행렬을다음과같이변환한후,

VaR
⎛
⎝
Samsung Electronics

Hyundai Car

⎞
⎠
=
⎛
⎝
1.487 0.682

0.682 1.487

⎞
⎠
,

CTE+α, CTE−α, E(VaRα)를 계산하고 10−3/2배를 함으로써 기존의 단위로 환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상관계수는 0.455이며, 이때 α+ = 0.052, α− = 0.048에 따라 λ는 0.0733이고, CTE+α는 E(VaRα)와
CTE−α를 0.07 : 0.93의가중값을주어서 Table 4.1에구하였다.

94.8%의위험도(α+ = 0.052)로삼성전자의손실률기대값은 6.50%,현대차의손실률기대값은 6.54%이

고, 95.2%의 위험도(α− = 0.048)로 삼성전자의 손실률 기대값은 6.60%, 현대차의 손실률 기대값은

6.64%이다. 따라서 95%의 위험도로 삼성전자는 6.50%에서 6.60%의 손실률이 예상되며, 현대차는

6.54%에서 6.64%의 손실률이 예상된다. 기존의 일변량에서 정의된 CTE의 계산 결과는 Table 4.2에

서와 같이 94.8%의 위험도(α+ = 0.052)로 삼성전자는 7.84%, 현대차는 7.88%의 손실률이 기대되

며, 95.2%의 위험도(α− = 0.048)로 삼성전자는 7.95%, 현대차는 8.01%의 손실률이 기대된다. 기존의

CTE를 이용하면, 이변량 CTE를 통해 구한 계산 결과보다 큰 값을 얻는다. 일변량으로 추정한 삼성전

자와 현대차 각각의 CTE보다 이변량 CTE 벡터 각각의 값이 크므로, 두 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투자

전략을 설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축소된 위험정도의 기대값
을제시해준다.

4.2. 삼변량 예제

삼변량 실증예제로 4.1절에서 사용한 자료 (Park과 Jung, 2002) 중에서 SK텔레콤, 포스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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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CTE+α, CTE−α, E(VaRα) of SK Telecom, POSCO and KT

CTE+α (0.05195977, 0.04680776, 0.04548988)

CTE−α (0.05270555, 0.04765420, 0.04621879)

E(VaRα) (0.04290235, 0.03652781, 0.03663729)

Table 4.4. Comparison of loss rate(%) by univariate and trivariate

Univariate 94.8% Trivariate 94.8% Univariate 95.2% Trivariate 95.2%

SK Telecom 6.50 5.20 6.58 5.27

POSCO 5.99 4.68 6.07 4.77

KT 5.63 4.55 5.55 4.62

KT의 주식의 CTE에 대하여 계산해본다. SK텔레콤, 포스코, 그리고 KT의 손실률 자료도 4.1절과

유사하게 삼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4.1절에서와 같은 방법을 통해 변환된 SK텔레콤, 포

스코 그리고 KT의 분산-공분산행렬은 다음과 같으며 SK텔레콤과 포스코, 포스코와 KT, 그리고 SK텔

레콤과 KT의 상관계수는 각각 0.418, 0.501, 그리고 0.603이다. 이때 α+ = 0.052, α− = 0.048에 따

라 λ는 0.0761이고, 이를 통해서 CTE+α는 E(VaRα)와 CTE−α를 0.08 : 0.92의 가중값을 주어서 구하고
Table 4.3에정리하였다.

VaR

⎛
⎜⎜
⎝

SK Telecom

POSCO

KT

⎞
⎟⎟
⎠
=
⎛
⎜⎜
⎝

1.006 0.387 0.542

0.387 0.854 0.397

0.542 0.397 0.735

⎞
⎟⎟
⎠
.

94.8%의 위험도(α+ = 0.052)로 SK텔레콤, 포스코, KT의 손실률 기대값은 각각 5.20%, 4.68%,

4.55%로해석할수있고, 95.2%의위험도(α− = 0.048)로 5.27%, 4.77%, 4.62%임을파악할수있다. 따

라서 95%의 위험도로 SK텔레콤의 손실률은 5.20%에서 5.27%, 포스코의 손실률은 4.68%에서 4.77%,

KT의 손실률은 4.55%에서 4.62%의 손실률이 예상된다. 일변량에서 정의된 CTE는 Table 4.4에서와

같이 94.8%의위험도(α+ = 0.052)로 SK텔레콤은 6.50%, 포스코는 5.99%, KT는 5.63%의손실률이기

대되며, 95.2%의위험도(α− = 0.048)로 SK텔레콤은 6.58%, 포스코는 6.07%, KT는 5.55%의손실률이

기대된다. SK텔리콤, 포스코 그리고 KT에 대응하는 삼변량 CTE 벡터 각각의 값이 일변량으로 추정

한 각각의 CTE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므로, 세 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투자 전략을 설정하여 포트폴

리오를 구성함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적은 위험정도의 기대값을 제공한다. 또한 4.1절과

4.2절에서얻은 CTE들의관계식도성립함을확인할수있다.

5. 결론

시장위험 관리수단으로서의 VaR는 개념 이해의 용이성, 비선형적 움직임을 갖는 자산의 경우에 보다

정확한 위험 측정이 가능한 측면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법 중의 하나이지만, 투자

의실패가발생한경우의손실금액에대하여는어떠한예측과검정이가능하지않는다는한계점이있다.

VaR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으로 정의되는 CTE는 VaR가 고려하지 못하는 신뢰수준을

벗어난 극단값까지도 고려하며 CTE가 위험측정 도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최
근연구는 VaR가갖는한계를보완하는적절하고대안적인위험측정도구로 CTE를평가하고있다.

현재사회에서는 특정한 한 기업(일변량 분포)의 CTE를 추정하기보다는 그 기업이 포함된 여러 기업들
내지는 국내 전체의 산업(다변량 분포)에 대하여 CTE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CTE는 손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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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르는 다변량 변수를 일변량 분포로 변환하여 VaR을 추정하고 CTE를 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Hong 등 (2016)이 정의한 다차원 분위벡터를 바탕으로 다차원 공간에서 정의되는 다변량 CTE를 제

안하였다. 또한 CTE들의 관계식을 확장하여 다변량 CTE들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다양한 분산공분산

행렬을 갖는 다변량의 정규분포로부터 다변량 CTE들과 CTE들의 관계식을 구현하면서 다변량 분포로
의확장가능성을설명하였다.

이변량과삼변량의실증예제를통해본연구에서제안한이론을분석하고확인하였으며, 기존의 CTE와

비교하였다. 기존의 다변량 자료에 대한 CTE는 가중값을 이용하여 일변량으로 변환하여 추정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변량 CTE는 변수들의 상관관계 정도가 포함된 다변량 분위벡터를 사용하였
기 때문에 보다 작은 CTE 추정값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현상은 Hong 등 (2016)이 제안

한 대안적인 VaR(AVaR)보다 일변량으로 변화하여 추정한 VaR이 작은 값은 갖는 것과 일치한다. 그
러므로 다변량 분위벡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변량 CTE의 추정량은 기존 방법을 사용한

CTE보다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위험성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포트폴리오를 구
성하는 여러 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산 투자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면 위험
정도를적게추정하고따라서긍정적이고적극적인투자전략을세울수있는장점이있다.

본 연구는 다변량 정규분포 하에서만 연구하였는데 현실 실제자료는 좌우 대칭에서 많이 벗어난 분포의
형태를 따른다 (Zangari, 1996; Li, 1999; Hong과 Kwon, 2010).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변수로 구
성된 전체 포트폴리오의 통합적인 다변량 CTE 벡터를 추정하였는데 실제로는 개별주식들의 특정한 가

중값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에 대한 CTE 추정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정규분포가 아닌 다변량 분
포를 고려하고, 나아가 여러 기업에 대한 분산 투자 전략을 설정하기 위하여 특정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이설정된경우에대한 CTE 추정에관한연구는향후연구과제로남기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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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장위험 관리를 위한 Value at Risk(VaR)는 금융기관들이 선호하는 기법이지만, 투자가 실패한 경우에 손실금액

에 대하여는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VaR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인 위험측정도구인 Conditional Tail

Expectation(CTE)는 VaR를 초과하는 조건부 기대값으로 정의된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CTE를 추정하는 실제금

융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다변량 손실률을 일변량 분포로 변환하여 VaR을 추정하고 CTE를 구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다차원 분위벡터를 이용하여 다변량 CTE들을 제안한다. 그리고 일변량 CTE들의 관계를 확장하여 다
변량 CTE들의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다양한 분산-공분산행렬을 갖는 이변량과 삼변량의 정규분포로부터 다변량
CTE들을 구하고 CTE들의 관계식을 구현하면서 고차원 분포로의 확장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이변량과 삼변량의

실증 예제를 통해 제안한 이론을 탐색하고, 기존의 CTE와 비교하였다. 다변량 변수들의 분산-공분산행렬과 다변량

분위벡터를 사용한 다변량 CTE가 일변량으로 변환하여 구한 CTE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변량 CTE는 보다 적은 위험성을 나타내는 추정량이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여러 기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경우에 이런 다변량 CTE를 사용하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
이있다.

주요용어: 분위수, 손실, 포트폴리오, 위험,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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