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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st useful method for financial market risk management may be Value at Risk (VaR) which estimates

the maximum loss amount statistically. The VaR is used as a risk measure for one industry. Many real cases

estimate VaRs for many industries or nationwide industrie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VaR

for multivariate distributions when a specific portfolio is established. In this paper, the multivariate quantile

vector is proposed to estimate VaR for multivariate distribution, and the Vector at Risk for multivariate

space is defined based on the quantile vector. When a weight vector for a specific portfolio is given, one

point among Vector at Risk could be found as the best VaR which is called as an alternative VaR. The

alternative VaR proposed in this work is compared with the VaR of Morgan with bivariate and trivariate

examples; in addition, some properties of the alternative VaR are also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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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 및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자유화됨에 따라 시장위험을 어떻게 측정하

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에서도 신 BIS 기준(Basel III)을 통해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시장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시장위

험 관리수단으로 금융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법이 Value at Risk(VaR)이다. Morgan (1996)이 제

안한 VaR이란 금리, 주가, 환율 등 기초적 시장가격들에 대해 주어진 신뢰수준 내에서 목표기간 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expected maximum loss)을 통계적인 모형으로 추정한다 (Jorion,

2007). 금융기관들이 직면하는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VaR는 간결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위험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VaR의 큰 장점은 여러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최대손실액이라는 하나의 수
치로 나타내므로 해당 금융자산의 위험의 크기를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 (Barone-Adesi 등, 1999;

Berkowitz 등, 2011; Kupiec, 1995; Lopez, 1998; Rockafellar와 Uryasev, 2000, 2002).

VaR은 최대손실금액에 중점을 두므로 우측꼬리 α ∈ (0, 1)값에 대응하는 min{z|FX(z) ≥ 1 − α}로 정
의하고 VaRα로 표기한다. 정규분포 가정 하의 신뢰수준 1 − α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임계값은 zα =

(vα − µ)/σ라나타낸다. 여기서 vα는신뢰수준 1− α에서의손실률위험값, µ는손실률의모평균, 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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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률의모표준편차이다 (Andersson 등, 2001; Berkowitz 등, 2011; Krokhmal 등, 2002). 이를 vα에

대해 정리하면 VaRα ≡ vα = µ + zασ로 나타낸다. 손실률의 반대 개념인 이익률 그리고 손실률과 이
익률에 초기투자금액을 곱한 손실금액과 이익금액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본 연구에서는 손실률에 대하
여만논의한다.

현실생활에서는 어떤 특정한 회사의 VaR를 추정하기보다는 그 회사가 포함된 여러 산업 내지는 국내
전체의 산업의 VaR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단일분포의 VaR가 아닌 두 개 이상의 다변량분포에

대한 VaR를추정이필요하다. 현실생활에서는국내전체산업에대하여나투자할여러산업들에대하여
포트폴리오가 설정된 경우에 VaR를 추정해야하는 경우인 즉, 다변량분포에 대하여 특정한 포트폴리오

인경우에 VaR를추정할필요성이증가되었다.

다차원분포에서의 VaR를 추정에 대하여 Longin (2000, 2001) 등은 손실률을 따르는 확률변수의 벡터

X = (X1, . . . , Xk)
T가다변량정규분포 N(µ,Σ)를따른다고가정하였다. 여기서 µ는손실률의모평균

벡터 (µ1, . . . , µk)
T이며, Σ는손실률의모분산공분산행렬 Var(X)이다. 특정한포트폴리오에대한가

중값 벡터를 w = (w1, . . . , wk)
T로 설정하면, wTX ∼ N(wTµ, wTΣw)이므로 다변량 산업에 대한 손

실률즉, α에대응하는다차원손실률에대한 VaR는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VaRα = wTµ+ zα
√
wTΣw. (1.1)

금융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VaR를 추정하는 모수적 방법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VaR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금융자산의 수익률분포는 정규분포보다 다른 분포들에 더 적
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Zangari (1996)는 미국의 주식을 이용한 금융자산들에 대한
수익률분포의 경우 꼬리부분이 더 두꺼운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Li (1999)와 Neftci (2000)는 외

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환거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다른

여러가지 분포들 예를 들어 치우친 t(skewed t) 분포와 치우친 라플라스(skewed laplace) 분포, 정

규혼합(normal mixture) 분포 등의 대체분포를 통하여 실제 수익률분포를 설명하려 했다. Hong과

Kwon (2010)은 실제 수익률분포에 정규혼합분포가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다. Hong과

Lee (2011a, 2011b)은 Copula 함수를 이용하여 다변량 손실에 대한 VaR를 연구하였다. VaR에 관한
많은 연구문헌이 있으며 응용통계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있는 최근 논문은 Heo 등

(2012), Kang 등 (2013), Park 등 (2013), Seo와 Kim (2010), Yeo와 Li (2015) 등을참조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분포에 대한 VaR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차원 분위 벡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제
안한다. 다차원 분위 벡터를 이용하여 VaR가 다차원 공간에서 정의되는 Vector at Risk로 정의하고,

다변량 벡터에 특정한 가중값 벡터가 부여될 때 즉, 다변량분포에 대하여 특정한 포트폴리오가 설정된

경우에 Vector at Risk 중의 한 점을 가장 적절한 VaR로 설정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구하는
방법을 토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다변량 분위 벡터(multivariate quantile

vector)와 Vector at Risk를 제안하고 설명한다. 3장에서는 각각의 변수에 가중값이 주어진 경우에 대

안적인 VaR를 구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4장에서는 2차원과 3차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2변량

의실증예제와 3변량의가상예제를통해탐색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결론을유도한다.

2. 다변량 분위 벡터와 Vector at Risk

2변량 분위수에 대하여는 Chen과 Welsh (2002), Yuzhi (2010)는 다변량 분위함수에 대하여 연구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각도로 다변량 분위 벡터(multivariate quantile vector)에 대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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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Bivariate (1 − α)th quantile vector.

우선 이차원 경우의 분위 벡터를 설명한다. 2변량 벡터 zα = (z1α, z2α)
T의 우상향 영역(right and

upper region)을 2차원 평면에서 R2로 표기하고 식 (2.1)을 만족할 때의 벡터 zα를 1 − α 분위 벡

터(bivariate (1 − α)th quantile vector)라고 제안한다. 즉 α는 이변량 1 − α 분위 벡터의 우상향 영역

R2에대응하는확률을의미한다.

α = P
[
(z1, z2) ∈ R2] = ∫∫

(z1,z2)∈R2

dF (z1, z2), (2.1)

여기서 F ( · , ·)는 2변량 분포함수이다. (1 − α) 100% 신뢰수준에서의 1 − α 분위 벡터 zα는 주어진

pα ∈ (0, 1)에대하여다음의두식을동시에만족하여야한다.

z1α = min{x1|F (x1, x2) ≥ pα ∀x2}, z2α = min{x2|F (x1, x2) ≥ pα ∀x1}.

관계식 1 − pα ≥ α이 성립한다. 단 일변량에서는 1 − pα = α이다. 2변량에서는 상관계수 ρ가 주어졌

을때 α가증가하면 pα는감소하며, 고정된 α에대하여 ρ가 −1부터 +1까지증가하면 pα는증가한다.

Figure 2.1은 α와 pα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래프이다. 2변량 1 − α 분위 벡터 zα는 곡선(curve)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벡터의 우상향 영역이 R2이다. 그리고 3변량 분위 벡터는 곡면(surface)으로 표

현되면 이 벡터의 우상향 공간은 R3로 표기할 수 있다. 다차원으로 확장하여 다변량 1 − α 분위 벡터

zα = (z1α, . . . , zkα)
T와 Rk를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정의 2.1 k (≥ 3)차원의 벡터 zα = (z1α, . . . , zkα)
T의 우상향 공간을 k차원 공간에서 Rk로 표기하고 식 (2.2)를

만족할 때, 임의의 α ∈ (0, 1)에 대하여 벡터 zα를 다변량 1 − α 분위 벡터(multivariate (1 − α)th quantile

vector)로정의한다.

α = P
[
(z1, . . . , zk) ∈ Rk

]
=

∫∫
(z1,...,zk)∈Rk

dF (z1, . . . , zk), (2.2)

여기서 F ( · , . . . , · )는 k변량 분포함수며, 주어진 pα와 i = 1, . . . , k에 대하여 ziα = min{xi|F (xi, . . . , xk) ≥
pα ∀xj , j ̸= i}.

일차원 손실률에 대한 VaR를 확장하여 다변량 1 − α 분위 벡터 zα = (z1α, . . . , zkα)
T의 모든 점에서

의 VaR는 손실률의 모평균 벡터 µ와 모분산 공분산 행렬 Σ을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다변량

Vector at Risk라고하며 VaRα로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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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2 k변량인경우의 Vector at Risk는다음과같이정의한다. 임의의 α ∈ (0, 1)에대하여,

VaRα = µ+
√

diag(Σ) zα,

여기서 µ =

(
µ1
.
.
.

µk

)
,
√

diag(Σ) =

(
σ1 0

.
.
.

0 σk

)
이며 zα =

(
z1α

.

.

.
zkα

)
는 k변량 1− α 분위벡터이다.

그리고 이변량인 경우의 Vector at Risk는 VaRα =
(
µ1+z1ασ1
µ2+z2ασ2

)
이다. 모평균 벡터 µ를 영 벡터로 각 변

수의모분산을단위분산인경우에는, Vector at Risk와다변량분위벡터와동일하다 (VaRα = zα).

3. 대안적인 VaR

정의 2.2를통하여구한다변량 Vector at Risk의모든점은각변량을구성하는포르토폴리오의구성에
대응하는 VaR가된다. 즉 Vector at Risk, VaRα의어떤임의의한점은각변량에어떤특정한가중값

벡터 w = (w1, . . . , wk)
T를 부여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VaR, VaRα이다. 다변량 VaRα에서 특정

한가중값을부여하는경우에최적의 VaR를다변량대안적인 VaR라고제안한다.

특정한 가중값에 대응하는 Vector at Risk의 한 점인 최적의 VaR는다음과같이구한다. 다변량 1− α

분위벡터 zα에대하여 wT (µ+
√

diag(Σ) zα)를최소화하는 z∗α = (z∗1α, . . . , z
∗
kα)

T를찾고이에대응하

는 wT (µ+
√

diag(Σ) z∗α)를대안적인최적의 VaR로제안하고정의 3.1에서와같이 VaR∗
α로표기한다.

정의 3.1 대안적인최적의 VaR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임의의 α ∈ (0, 1)에대하여,

VaR∗
α ≡ wTµ+ wT

√
diag(Σ) zα

∗,

여기서 z∗α = (z∗1α, . . . , z
∗
kα)

T는 wT (µ+
√

diag(Σ) zα)를최소화한다.

k차원의대안적인 VaR는다음과같이표현하여사용할수있다.

VaR∗
α =

∑
i

(wi µi) +
∑
i

(wi z
∗
iα σi).

그러므로 Morgan의 VaR인 VaRα = wTµ + zα
√
wTΣw와 본 연구의 정의 3.1에서 제안한 대안적인

VaR인 VaR∗
α = wTµ + wT

√
diag(Σ)z∗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평균벡터에 대한 wTµ에 대하여

는 생략하고, zα
√
wTΣw와 wT

√
diag(Σ)z∗α만을 비교하면서 토론한다. 정의 3.1에서 제안한 대안적인

최적의 VaR에서는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다변량 분위 벡터에 포함되어있는 반면에 Morgan의 VaR는

변수들의상관관계가포함된분산공분산행렬을사용했다는데그차이가존재한다.

4. 예제

4.1. 2차원 실증 예제

Park과 Jung (2002)는 다섯 종목으로 구성된 주식포트폴리오를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α = 0.05인 경우에 두 종목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만을 선정한 주식포트폴리오에 대하여 Var인

VaR0.05와대안적인최적의 VaR인 VaR∗
0.05를구하여보고비교토론한다. Park과 Jung (2002)의 <표

2>인 주식포트폴리오의 분산 공분산 행렬로부터 발췌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분산 공분산 행렬은 다음

과같다.

Var

(
삼성전자

현대차

)
=

(
0.001487 0.000682

0.000682 0.001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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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Bivariate 0.95th quantile vector and Q values

z1 0.05 z2 0.05 Q

0.912 3.282 0.06654396

0.913 2.986 0.06266126

..

.
..
.

..

.

1.243 1.246 0.04808640

1.244 1.245 0.04809865

1.245 1.244 0.04811089

1.246 1.243 0.04812314

..

.
..
.

..

.

1.097 1.449 0.04705085

1.098 1.447 0.04704990 min

1.099 1.446 0.04706214

.

..
.
..

.

..

2.986 0.913 0.08805027

3.282 0.912 0.09557047

Figure 4.1. Bivariate 0.95 quantile vector.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상관계수는 ρ = 0.000682/(0.001487 0.001508) ≈ 0.45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와 현대차의 보유주식금액은 각각 3,475,000,000과 1,780,000,000이므로 가중값은 w1 = 0.66, w2 =

0.34이다. 그러므로 α = 0.05에서식 (1.1)을이용한 VaR는다음과같이구한다.

VaR0.05 = 1.645
√
w2

1σ1
2 + w2

2σ2
2 + 2w1w2ρσ1σ2

= 1.645
√

0.662 · 0.001487 + 0.342 · 0.001508 + 2 · 0.66 · 0.34 · 0.000682 = 0.0553.

그리고 ρ = 0.45인 경우의 이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했을 때의 0.95 분위 벡터 z0.05 = (z1 0.05, z2 0.05)
T

를 구하여 Table 4.1에 나타내고 Figure 4.1에 곡선으로 표현하였다. ρ = 0.45인 경우에 탐색적으로

찾은 p0.05는 0.819이며, 모든 Vector at Risk에 대응하는 Q = w1 z1 0.05 σ1 + w2 z2 0.05 σ2도 구하여
Table 4.1에 같이 정리하였다.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인 Q경우에의 0.95 분위 벡터의 한 점인 z∗0.05 =

(z∗1 0.05, z
∗
2 0.05)

T를 Figure 4.1에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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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제의 2차원분포에대응하는대안적인 VaR를구하면다음과같다.

VaR∗
0.05 = w1 z

∗
1 0.05 σ1 + w2 z

∗
2 0.05 σ2

= 0.66 · 1.098 · 0.001487 + 0.34 · 1.447 · 0.001508 = 0.0471.

그러므로 Morgan의 VaR값 0.055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안적인 최적의 VaR값 0.0471보다 크다.

즉 VaR0.05 > VaR∗
0.05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제 4.1에서의 가중값 백터 (w1, w2)

T = (0.66, 0.34)T

이외의 다양한 가중값 벡터를 고려해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VaRα > VaR∗
α 관계임을 탐색하였다. 그

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유도할 수 있겠다.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포함된 분산공분산행렬을 사용한
Morgan의 VaR값이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2변량 분위 벡터에 포함되어있는 대안적인 VaR값보다 크다

는 것은 정의 3.1에서 제안한 대안적인 VaR이 2변량 변수들의 상관관계 정도와 2변량 분포의 성격을

더욱잘반영하기때문에최대손실금액을과소추정하였다고판단한다.

4.2. 3차원 가상 예제

4.1절의 예제에서는 2변량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4.2절에서는 3변량인 경우를 고려한다. 3변량 변수

에대한분포를다음과같이가정한다. x1

x2

x3

 ∼ N


 µ1

µ2

µ3

 ,Σ =

 σ1
2 ρσ1σ2 ρ

2σ1σ3

ρσ1σ2 σ2
2 ρσ2σ3

ρ2σ1σ3 ρσ2σ3 σ3
2


 .

여기서 σ1 = σ2 = σ3 = 1.0, 그리고 모든 상관계수를 ρ = 0.3로 가정한다. 또한 가중값을 w1 =

0.5, w2 = 0.3, w3 = 0.2로설정한다. 이때에대응하는 α = 0.05에서의 VaR는다음과같이구한다.

VaR0.05 = 1.645
√
w2

1σ
2
1 + w2

2σ
2
2 + w2

3σ
2
3 + 2w1w2ρσ1σ2 + 2w2w3ρσ2σ3 + 2w1w3ρ2σ1σ3

= 1.645
√

0.52 + 0.32 + 0.22 + 2 · 0.5 · 0.3 · 0.3 + 2 · 0.3 · 0.2 · 0.3 + 2 · 0.5 · 0.2 · 0.09 = 1.19.

4.2절에서 가정한 3변량 분포인 경우에 0.95 분위 벡터 z0.05 = (z1 0.05, z2 0.05, z3 0.05)
T와 이에 대응하

는 Q =
∑
i wi zi0.05 σi를 계산하였다. 여기에서 각 변수의 모분산을 단위분산인 경우이므로 3변량 분

위 벡터는 Vector at Risk와 동일하다. 계산하여 구한 Q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0.86이며 이에 대응

하는 0.95 분위 벡터 중의 한 점은 z∗0.05 = (0.7, 0.9, 1.2)T이다. 이를 이용하여 3차원 대안적인 VaR는

다음과같이구한다.

VaR∗
0.05 = w1 z

∗
1 0.05 σ1 + w2 z

∗
2 0.05 σ2 + w3 z

∗
3 0.05 σ3

= 0.5 · 0.7 · 1.0 + 0.3 · 0.9 · 1.0 + 0.2 · 1.2 · 1.0 = 0.86.

예제 4.2에서도 3차원에서 정의한 대안적인 VaR값 (= 0.86)은 Morgan의 VaR값 (= 1.19)보다 작다.

즉 예제 4.1에서와 같이 VaR∗
α < VaRα의 관계를 나타낸다.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3변량 분위 벡터에

포함되어있는 대안적인 VaR값이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포함된 분산공분산행렬을 사용한 VaR값보다 작

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안적인 VaR이 3변량 변수들의 상관관계 정도와 3변량 분포의 성격을

더욱 잘 반영하기 때문에 최대손실금액을 적게 추정하였다. 따라서 2변량 이상의 다변량 분포에 대하여

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안적인 VaR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또한 경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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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시장위험 관리수단으로 금융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법 중의 하나인 VaR를 구할 때에 수익 또는 손
실에 대한 변수를 사용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변수가 손실일 경우를 다루고, 손실률에 자산을 곱한 값이

손실금액이므로 손실률에 대하여만 토론한다. 그리고 손실률의 분포를 가장 일반적인 정규분포로 가정
하였다.

현실생활에서는 특정한 한 회사의 VaR를 추정하기보다는 그 회사가 포함된 여러 산업 내지는 국내 전
체의 산업에 대한 VaR를 추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단일분포에 대한 VaR이 아닌 다변량분포에 대하

여 특정한 포트폴리오가 설정된 경우에 VaR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헌 연구에서는 손실률을
따르는 다변량 변수와 가중값 벡터의 선형결합인 변수를 설정하여 이를 일차원분포로 변환하여 VaR를

추정하였지만, 본연구에서는다변량분포에대한다차원분위벡터를제안하고이분위벡터를바탕으로
다차원 공간에서 정의되는 Vector at Risk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여러 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특정 가
중값 벡터가 부여된 경우에 즉, 다변량분포에 대하여 특정한 포트폴리오가 설정된 경우에 가장 적절한

VaR를 대안적으로 제안하였다. 2차원과 3차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추가하면서 다차원으로 확장하

여대안적인 VaR를토론하였다.

2변량과 3변량의 예제를 통해 대안적인 VaR를 구하면서 Morgan (1996)의 VaR과 비교하였다. 그 결
과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포함된 분산공분산행렬을 사용한 기존의 VaR값이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다변
량 분위 벡터에 포함되어있는 대안적인 VaR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탐색하였으며, 상관관계가 없
으며 포트폴리오의 가중값이 균등한 경우만 두 종류의 VaR값이 일치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VaR이 다변량 변수들의 상관관계 정도와 다변량 분포의 성격을 더욱 잘 반영하기 때문에 최대손실금액
을 과소 추정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변량 분포에 대하여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안적인 VaR 즉,

정의 3.1에서 제안한 VaR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손실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라고 결론내릴

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2변량과 3변량 정규분포의 특정한 분산공분산행렬인 경우만을 고려하였는데 다양한 상
관계수 또는 분산공분산행렬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다양한 가중값 벡터의 조합인 경우를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는 Vector at Risk와 대안적인 VaR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k (> 3)차원의 다

변량 정규분포와 보다 일반적인 분포함수(예를 들면 Copular 함수 등)를 이용하여 다변량분포에 대한

Vector at Risk와대안적인 VaR에대한연구를향후연구과제로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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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융시장 위험관리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의 하나는 Morgan이 제안한 최대손실금액을 추정하는 VaR

(Value at Risk)이다. VaR은 한 산업의 금융위험 측정도구로 사용되어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여러 회사 또는 국
내 전체의 산업의 VaR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할 여러 산업에 대하여 특정한 포트폴리오가 설정된 경

우에 다변량분포에 대한 VaR를 추정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분포에 대한 VaR를 추정하기 위

하여, 다차원 분위 벡터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차원 공간에서의 Vector at Risk를 정의한다. 다변량분포에

대하여 특정한 포트폴리오가 설정된 경우에, Vector at Risk 중에서의 한 점을 가장 적절한 VaR로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대안적인 VaR이라고 정의하고, 다변량 분포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하여 토론한다. 2변량과 3변량의

예제를 통해 본 연구의 대안적인 VaR과 Morgan의 VaR를 각각 구하고, 비교 설명하면서 대안적인 VaR의 특징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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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신저자: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E-mail: cshong@skk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