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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ue at Risk (VaR) is widely used as an important tool for risk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is paper we discuss estimation and back testing for VaR of the portfolio composed of KOSPI, Dow Jones,

Shanghai, Nikkei indexes. The copula functions are adopted to construct the multivariate distributions of

portfolio components from marginal distributions that combine extreme value theory and GARCH models.

Volatility models with t distribution of the error terms using Gaussian, t, Clayton and Frank copula functions

are shown to be more appropriate than the other models, in particular the model using the Frank copula is

shown to be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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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융시장의 손실 위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VaR(Value at Risk)는 금융자산으로 구성된 포트
폴리오의 총 위험을 하나의 수치로 요약한 개념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위험척
도이다. 구체적으로 VaR는 Jorion (200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포트롤리오의 가치변화로 인해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목표 보유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최대손실액을 말한다. 포트폴리

오 VaR의 추정을 위해 편의상 금융자산 수익률의 분포로 정규분포를 흔히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수익
률자료의 분포들은 정규분포에 비해 꼬리부분이 두터우며 비대칭적인 분포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정규분포를 가정한 VaR 모형은 실제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
난 금융사건 들을 볼 때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위험은 심각한 손실을 야기하므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
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VaR를 적절하게 추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극단치이론(extreme value theory;

EVT)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극단치들만 별도로 고려하므로 극단적인 상
황에 대해서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률의 분포에 대해 어떠한 가정없이 VaR를 추정함

으로써 특정한 분포를 가정할 경우에 실제분포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극단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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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이용한 위험측정에 관한 연구들로는 Danielsson과 de Vries (1997, 2000), Login (1996, 2000),

McNeil과 Frey (2001), Yeo (2006a) 등이있다.

한편, 여러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VaR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점은 개별 자산 수익률들의 확률분

포와 함께 이들 간의 의존성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변량의 경우 정규분포를 제외하고 결
합확률분포로부터 직접 개별 확률변수들 간의 의존성 구조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한 Poon 등 (200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흔히 사용되는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는 극단적인 상황
에서의 의존성척도로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코퓰러(copula)를

이용한 모형들이 연구되었다. 즉, Sklar (1959)에 의하면 여러 확률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의존성 구조
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합분포함수를 주변분포함수와 코퓰러함수로 분리하여 나타낼 수 있어서

직접 결합분포함수를 모형화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리한 장점이 있다. 코퓰러 모형을 이용하여 재

무 분야의 위험측정을 연구한 논문들로는 Embrechts 등 (1999), Longin과 Solnik (2001), Ghorbel과

Trabelsi (2009), Huang 등 (2011), Hsu 등 (2011), Yeo (2006b)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미

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 주가지수들인 코스피(KOSPI), 다우존스(Dow Jones), 상하이(Shanghai), 니

케이(Nikkei)지수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해 EVT-GARCH-Copula 방법을 적용하여 VaR를 추정

하고그성과를사후검증을통해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1절의 서론에 이어 제 2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VaR의 개념,

추정방법, 사후분석 방법에 관해 논의하였다. 제 3절에서는 VaR의 추정을 위해 사용한 통계모형들, 예

컨대 GARCH류 모형, 극단치이론, 커널밀도추정, 그리고 코퓰러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하였다. 제

4절에서는 코스피, 다우존스, 상하이 그리고 니케이지수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VaR의 추정과 사후검

증에 관해 실증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함께 추후 연구에 대해 언급하
였다.

2. VaR의 추정과 사후검증

2.1. VaR의 정의

VaR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어떤 보유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의최대손실액을말한다. 즉, VaR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VaRp(X) = F−1(1− p),

여기서 X는손실액, F는 X의분포함수, F−1(1− p)는 F의 (1− p)번째분위수(quantile)를나타낸다.

즉, VaRp(X)는손실액 X의분포에서 (1− p)번째분위수를말한다. 예를들어, 손실액 X의분포가평

균이 µ이고분산이 σ2인정규분포인경우 VaR는다음과같이주어진다.

VaRp(X) = µ+ σΦ−1(1− p),

여기서 Φ는표준정규분포함수, Φ−1(1− p)는 Φ의 (1− p)번째분위수를나타낸다.

2.2. VaR의 추정

본 논문에서는 VaR 추정의 접근방법으로 Dowd (1998)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

lation; MCS) 접근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Dowd (1998)의 MCS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저첫번째단계는관심이있는확률변수를위한모형을선택한다. 두번째단계는확률변수를위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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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로를 구성한다. 세 번째 단계는 모의분포가 실제분포에 가깝다고 확신할 때까지 두 번째 단계를 충

분히많이반복한다. 마지막으로네번째단계는세번째단계에서얻은분포로부터 VaR를추정한다.

2.3. VaR의 사후검증

사후검증은 제시된 모형을 통해 추정된 VaR의 정확성을 검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Kupiec

(1995)과 Christoffersen (1998)이제시한사후검증검정방법을사용한다. 여기에서의논의는 Yeo와 Li

(2015)에서 이미 논의되었지만 편의상 다시 간략히 언급하였다. Kupiec (1995)의 무조건부 커버리지

검정(unconditional coverage test) 방법은 모형에 의해 예측한 VaR를 초과하는 손실이 실제 자료에서

발생하는비율인실패율(failure rate)을이용한방법이다. 가장이상적인경우는, 실패율이선택된신뢰

수준에 근접할 때이다. Kupiec (1995)에 의한 실패율에 기초한 우도비(likelihood ratio; LR) 검정통계

량은다음과같이주어진다.

LRuc = −2 ln

[
pn1(1− p)n0

πn1(1− π)n0

]
, (2.1)

여기서 p는 VaR의 신뢰수준에 따라 주어지며, n1은 실제손실액이 예측된 VaR를 초과한 횟수, n0은

초과하지 않은 횟수, π = n1/(n0 + n1)는 실제 초과비율을 나타낸다. 검정통계량 LRuc는 신뢰수준

1 − p에서 제시된 모형이 VaR 측정에 적합한지 묻는 귀무가설 하에서 근사적으로 자유도 1인 카이제곱

분포를따른다.

Kupiec (1995)의 무조건부 커버리지 검정방법은 간편하지만 검정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

하기위해 Christoffersen (1998)은독립성검정을함께결합하여조건부커버리지검정방법을제시하였

다. 독립성 검정은 실제 손실액이 VaR 측정치보다 큰 상황의 발생이 서로 독립적인지를 검정하는 것이

다. 먼저 지표함수 It를 일별구간 [t, t + 1]동안 포트폴리오의 실제 손실액이 VaR 예측치를 초과하면

It = 1, 아니면 It = 0을 나타낸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독립성검정은 지표함수 It들의 실현값 0과 1이

나타나는 패턴이 서로 독립적인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독립성 검정을 위한 우도비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LRind = −2 ln

[
(1− π)n00+n10πn01+n11

(1− π01)n00πn01
01 (1− π11)n10πn11

11

]
, (2.2)

여기서 πij = nij/
∑
j nij , nij =

∑
I{It = j|It−1 = i} (i, j = 0, 1)이다.

식 (2.2)의 LRind는 It들이서로독립이라는귀무가설하에서근사적으로자유도가 1인카이제곱분포를

따른다. Christoffersen (1998)의 조건부 커버리지 검정은 It들의 실현치로서 0과 1이 나타나는 횟수의

적정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식 (2.1)의 비조건부 검정과 식 (2.2)의 독립성검정을 결합

한것으로서다음의검정통계량을나타낸다.

LRcc = LRuc + LRind,

여기서 LRcc는귀무가설 π = π01 = π11 = p하에서근사적으로자유도가 2인카이제곱분포를따른다.

3. VaR 추정을 위한 모형

3.1. GARCH류 모형

t− 1시점까지의정보집합 Ft−1이주어졌을때금융자산의수익률 rt에대해다음과같이표현하자.

rt = µt + at, at = σtϵ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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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µt = E(rt|Ft−1)와 σ2
t = Var(rt|Ft−1)는 Ft−1이 주어졌을 때 rt의 조건부 평균과 조건부분산

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at는 t시점에서 자산수익률의 충격(shock, innovation)이며, ϵt는 평균 0, 분

산 1인독립이고항등적인확률변수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VaR측정을 위해 σ2
t에 대한 GARCH유형의 모형들로 GARCH 모형, GJR-GARCH 모

형, IGARCH 모형, APARCH 모형, AVGARCH 모형에관해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1) GARCH 모형

GARCH 모형은 Engle (1982)의 ARCH 모형을일반화한것으로서 Bollerslev (1986)에의해제안되었

다. 일반적인 GARCH(p, q)모형은다음과같이주어진다.

σ2
t = α0 +

p∑
i=1

αiϵ
2
t−i +

q∑
j=1

βjσ
2
t−j , (3.1)

여기서 α0 > 0, αi ≥ 0, βj ≥ 0인상수이고또한
∑p
i=1 αi +

∑q
j=1 βj < 1이다.

GARCH(p, q)모형의 식 (3.1)에서 βj가 0이면 과거 변동성 항이 사라져서 ARCH(p)모형으로 축소된

다. 그런데 ARCH(p)모형은 단순한 형태이지만 자산 수익률의 변동성과정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흔

히 높은 차수의 p가 요구되며 이 경우에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ARCH 모

형에 비해 훨씬 적은 차수로서 수익률의 변동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GARCH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보

다효율적이라고할수있다.

(2) TGARCH(또는 GJR-GARCH) 모형

GARCH 모형은 오차항이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절대값이 같으면 동일한 조건부분산을 가지
므로 양의 충격(예: 좋은뉴스)과 음의 충격(예: 나쁜뉴스)에 따른 변동성의 반응이 대칭적이다. 그
런데 Black (1976)은 음의 충격이 양의 충격보다 수익률 변동성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레버리

지 효과를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Glosten 등 (1993)과 Zakoian (1994)은 수익률 변동성의 비대칭

성과 레버리지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threshold GARCH(TGARCH) 모형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TGARCH(p, q) 모형은다음과같이표현된다.

σ2
t = α0 +

p∑
i=1

(αi + γt−i)a
2
t−i +

q∑
j=1

βjσ
2
t−j , (3.2)

여기서 α0 > 0, αi ≥ 0, βj ≥ 0, γi ≥ 0이고 It는지표함수로서 It = I{at < 0}이다.

식 (3.2)에서 오차항이 음수일 때 지시함수 It가 1이 되므로 γi가 양수라면 오차항이 양수일 때보다 변

동성이더크게되어변동성의비대칭성을반영하는레버리지효과가존재한다고볼수있다.

(3) IGARCH 모형

IGARCH 모형은 Engle과 Bollerslev (1986)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GARCH 모형에서 AR다항식 부

분이 단위근을 가질 경우 즉,
∑p
i=1 αi +

∑q
j=1 βj = 1에 해당된다. IGARCH 모형의 주요 특징은

ARIMA 모형의경우와같이제곱된오차항에미치는과거충격의영향이영속적이라는점이다. 예컨대

IGARCH(1, 1) 모형은다음과같이나타내어진다.

σ2
t = α0 + β1σ

2
t−1 + (1− β1)a

2
t−1,

여기서 β1은충격소멸계수(decay factor)로서 0 < β1 <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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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ARCH 모형

Ding 등 (1993)은 모형의 승수값을 포함하는 개수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유형의 ARCH 모형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asymetric power ARCH(APARCH) 모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APARCH(p, q,

d) 모형은다음과같이표현된다.

σdt = α0 +

p∑
i=1

αi(|at−i| − γiat−i)
d +

q∑
j=1

βjσ
d
t−j ,

여기서 d > 0이고 γi는 비대칭적 반응의 계수이다. 특히 d = 2, γi = 0이면 GARCH 모형으로 전환되

고, d = 2이면 TGARCH 모형으로전환된다.

(5) AVGARCH 모형

Absolute value GARCH(AVGARCH) 모형은 Taylor 효과, 즉 수익률의 절대자기상관이 제곱자기상
관보다 크다는 성질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Taylor (1986)에 의해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AVGARCH

(p, q) 모형은다음과같다.

σdt = α0 +

p∑
i=1

αi|at−i|+
q∑
j=1

βjσt−j .

3.2. 극단치 이론

극단적 사건에 대한 확률적 성질을 연구하는 것이 EVT이다. 본 절의 EVT에 관한 내용은 Yeo

(2006a)에서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EVT의 결과로 얻어지

는 확률분포의 모형에는 일반화 극단치분포(generalized extreme value distribution; GEV) 모형과 일

반화 파레토분포(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 GPD) 모형이 있다. GEV는 전체구간을 여러 블록
으로 나누고 각 블록에서 나타나는 최대값(block maxima; BM)을 극단치라고 할 때 구한 극단치들이
GEV에 수렴한다는 이론이고, GPD는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값(peaks over threshold; POT)을 극
단치라고할때구한극단치들이 GPD에수렴한다는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꺼운 꼬리분포를 고려하기 위해 GPD 모형을 이용하여 VaR를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GPD 모형의 경우 모수의 개수가 GEV 모형보다적어 보다 효율적이며 또한 대부분의 금융시계열의 경

우 GEV 모형과 달리 극단치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GPD 모형의 분포함수

는다음과같다.

Gξ,σu(x) =


1−

(
1 +

ξx

σu

)− 1
ξ

, x ≥ 0, 1 +
ξx

σu
> 0, ξ ̸= 0,

1− exp

(
− x

σu

)
, x ≥ 0, ξ = 0,

여기서 σu = σ + ξu이다.

GPD 모형의분포함수에내포된두개의모수중 σu (> 0)는임계치 u에따라변하는척도모수이며 ξ는

임계치 u와 무관한 모수로서 GPD의 형태를 결정짓는 형태모수(shape parameter)또는 꼬리지수(tail

index)라고 부른다. 그런데 ξ > 0이면 Gξ,σu는 파레토 타입분포가 되고, ξ = 0이면 Gξ,σu는 지수분포

가되며 ξ < 0인경우에는 Gξ,σu는제 II 파레토타입분포가된다. 특히 ξ > 0일때 GPD함수 Gξ,σu는

두터운꼬리모양을가지므로금융자료의분석에적합한분포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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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커널밀도추정

커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선 X1, . . . , Xn을 연속밀도함수

f(x)를갖는분포로부터확률표본이라고하자. f(x)의커널밀도추정량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f̂(x;h) =
1

nh

n∑
i=1

K

(
x−Xi
h

)
, (3.3)

여기서K는커널함수(kernel function)라고부르고
∫
K(x)dx = 1을만족하며, h는대역폭(bandwidth)

혹은 윈도우폭(window width)이라고 하며 양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변환된 커널의 형태는 다음과 같
다.

Kh(u) =
1

h
K
(u
h

)
.

예를들어,만약커널이N(0, 1)이라면변환된커널은N(0, h2)이다. 즉,K(u) = (1/
√
2π) exp(−u2/2),

Kh(u) = (1/
√
2πh) exp(−u2/(2h2))이다. 따라서식 (3.3)은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f̂(x;h) =
1

n

n∑
i=1

Kh(x−Xi).

3.4. 코퓰러이론

3.4.1. 코퓰러의 정의 코퓰러란 여러 확률변수들 사이의 복잡한 의존성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
으로서 Sklar (1959)에 의해 제시되었다. 금융자료의 비대칭적이고 뾰족하면서 꼬리가 두꺼운 분포의

꼬리를 다루는 VaR의 경우 의존성구조로 상관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분포의의존성구조는코퓰러를이용하여파악하는것이타당하다고볼수있다. 본절의코퓰러에

관한일부내용은편의상 Yeo (2006b)에서논의한부분을다시언급하였다.

코퓰러는 균등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들의 결합분포함수를 의미한다. 즉, 확률변수들 U1, . . . , Un이 구
간 [0, 1]에서균등분포를따른다면코퓰러함수 C는다음과같이정의되는다변량분포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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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lar 정리에 의하면 확률변수들의 결합분포함수와 주변분포함수를 연결시키는 코퓰러함수가 존재하고

또한 코퓰러함수는 결함분포함수와 주변분포함수의 역함수들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즉, 확률변수들

X1, . . . , Xn의 결합분포함수를 F (x1, . . . , xn)이라 하고, 주변분포함수를 각각 F1(x1), . . . , Fn(xn)이라

하면다음을만족하는함수 C가존재한다.

F (x1, . . . , xn) = C(F1(x1), . . . , Fn(xn)). (3.4)

특히, F1, . . . , Fn이 연속인 경우 코퓰러함수 C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코퓰러함수 C는 다음과

같이주어진다.

C(u1, . . . , un) = F
(
F−1
1 (u1), . . . , F

−1
n (un)

)
,

여기서 ui ∈ [0, 1]이고 F−1
i 는 F의역함수이다.

Sklar 정리로부터 확률변수들의 결합분포함수는 주변분포함수와 코퓰러함수로 분리하여 나타낼 수 있

고, 코퓰러함수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결합분포함수가 얻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코퓰러함수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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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합확률분포를 주변확률분포와 이들 간의 의존성구조로 분리하여 다루는 것은 금융자산 수익률들의
복잡한결합확률분포함수를보다쉽고편리하게구현할수있는장점을갖는다.

한편, 확률변수들의결합확률밀도함수는식 (3.4)로부터다음과같이주어진다.

f(x1, . . . , xn) = c(F1(x1), . . . , Fn(xn))
n∏
i=1

fi(xi),

여기서 fi(xi)는 Xi의 주변확률밀도함수이고, c(u1, . . . , un)는 코퓰러 밀도함수로서 c(u1, . . . , un) =

∂C(u1, . . . , un)/(∂u1, . . . , ∂un)이다. 따라서 다변량 확률밀도함수는 개별 일변량 확률분포와 코퓰러함

수를알면쉽게구할수있다.

3.4.2. 코퓰러의 종류 일반적으로 코퓰러의 종류에는 크게 타원형 코퓰러(elliptical copula), 아르

키메디안 코퓰러 그리고 극단치 코퓰러(extreme value copula) 등이 있다. 여기서는 본 논문의 실증분

석과관련한코퓰러함수들에대해간단히논의한다.

(1) 가우시안(Gaussian) 코퓰러

가우시안 코퓰러는 대표적인 타원형 코퓰러로서 결합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코퓰러이다. 일반

적으로 n변량가우시안코퓰러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CGaρ = P (Φ(X1) ≤ u1, . . . ,Φ(Xn) ≤ un) = Φnρ
(
Φ−1(u1), . . . ,Φ

−1(un)
)
,

여기서 Φ−1은일변량표준정규분포함수의역함수이고, Φnρ은상관행렬 ρ를가진 n변량표준정규분포함
수이다.

(2) 스튜던트(student’s) t 코퓰러

스튜던트 t 코퓰러는 결합확률분포가 스튜던트 t 분포를 따르는 코퓰러이다. 일반적으로 n변량 스튜던

트 t 코퓰러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Ctν,ρ = P (tν(X1) ≤ u1, . . . , tν(Xn) ≤ un) = tnν,ρ
(
t−1
ν (u1), . . . , t

−1
nu(un)

)
,

여기서 t−1
ν 은자유도가 ν인일변량스튜던트 t 분포함수의역함수이고, tnν,ρ은상관행렬 ρ를가진 n변량

스튜던트 t 분포함수이다.

(3) 아르키메디안(Archimedean) 코퓰러

일반적으로 n변량아르키메디안코퓰러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C(u1, . . . , ud) = φ−1(φ(u1 + · · ·+ φ(un)),

여기서 φ(u) ∈ C2는코퓰러의생성기라고하고 φ(1) = 0, φ′(u) < 0이고, 0 ≤ u ≤ 1에서 φ′′(u) > 0이

다. 그리고역함수 φ−1는 [0, 1]에서완전단조함수이다.

(a) 클레이톤(Clayton) 코퓰러

클레이톤코퓰러의생성기는 φ(u) = u−α− 1이다. 즉, φ−1(t) = (t+1)−1/α이고만약 α > 0이면완전

단조이다. n변량클레이톤코퓰러는다음과같다.

C(u1, . . . , un) =

[
n∑
i=1

u−α
i − n+ 1

]− 1
α

, α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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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굼벨(Gumbel) 코퓰러

굼벨 코퓰러의 생성기는 φ(u) = (− lnu)α이다. 즉, φ−1(t) = exp(−t1/α)이고 만약 α > 1이면 완전단

조함수이다. n변량굼벨코퓰러는다음과같다.

C(u1, . . . , un) = exp

−{ n∑
i=1

(− ln(ui)
α)

} 1
α

 , α > 1.

(c) 프랭크(Frank) 코퓰러

프랭크 코퓰러의 생성기는 φ(u) = ln{(e−αu − 1)/(e−α − 1)}이다. 즉, φ−1(t) = −(1/α) ln{(1 +

et)(e−α − 1)}이고만약 α > 0이면완전단조함수이다. n변량프랭크코퓰러는다음과같다.

C(u1, . . . , un) = − 1

α
ln

[
1 +

∏n
i=1(e

−αui − 1)

(e−α − 1)n−1

]
, α > 0, n ≥ 3.

3.4.3. 코퓰러의 추정 코퓰러함수의 모수를 모수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exact maximum likelihood(EML) 방법으로 코퓰러함수의 모수를 주변확률분포의 모수와

함께 추정한다. 두 번째 방법은 inference for margins(IFM) 방법으로 주변확률분포의 모수와 코퓰러

함수의 모수를 분리하여 두 단계에 걸쳐서 추정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canonical maximum

likelihood(CML) 방법으로 IFM과 같은 두 단계 추정법이지만 개별 주변확률분포함수에 대해 특정한

분포함수를 가정하지 않고 경험적 분포함수로 추정한 후에 코퓰러함수의 모수를 추정하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이들세가지방법에의한추정량들은어떤정규성조건(regularity conditions) 하에서일치성과

점근 정규성(asymptotic normality)을 만족한다. 일반적으로 개별 주변확률분포가 특정한 모수적 분포

를 따를 때에는 EML 방법이나 IFM 방법을 이용하고 개별 주변확률분포가 준모수적 분포를 따르거나

모를 경우에는 CML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 특히 추정해야 할 모수들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추정을

위해 많은 계산시간이 소요되므로 EML 방법에 비해 IFM 방법이나 CML 방법이 좀 더 간편하다고 볼

수있다. 본논문에서는 CML 방법을이용하여코퓰러모수들을추정하였다.

위의 코퓰러함수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들과 이들 추정량의 성질에 관한 논의는 Cherubini 등 (2004)

과 Joe (1997) 등에서 언급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CML방법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개

별 주변확률분포함수를 경험적 분포함수로 추정한다. 즉, 표본 데이터를 경험적 분포함수 F̂i(x) (i =

1, . . . n)를 이용하여 균등분포를 따르는 데이터 {F̂1(x1t), . . . F̂n(xnt)}Tt=1로 변환한다. 그 다음에 코퓰
러의모수들, 예컨대 θ을최우추정법으로추정한다. 즉, θ̂ = argmaxθθθ

∑T
t=1 ln c(F̂1(x1t), . . . , F̂n(xnt);

θ)이 CML추정치가된다.

4. 실증분석

4.1. 자료

본 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유형의 모형들 중에서 어떤 모형이 포트폴리오 VaR의 추정에 우수

한 성과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의 코스피, 미국의 다우
존스, 중국의 상하이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들로서 모형설정과 추정을 위하여 2005년 1월 4일부

터 2010년 12월 30일까지의 일별 종가를 로그차분한 수익률자료(총 1,298관측치)를 표본내 기간(in

sample period)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VaR측정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2011년 1월 4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의 일별 종가를 로그차분한 수익률자료(총 861관측치)를 표본외 기간(out of sample pe-

riod)으로사용하여사후검증을실시하였으며, 본논문의실증분석을위해 R을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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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Time series plots of daily log returns for KOSPI, DowJones, Shanghai, Nikkei indexes.

Table 4.1. Basic statistics of daily log returns for KOSPI, DowJones, Shanghai, Nikkei indexes

Statistics KOSPI DowJones Shanghai Nikkei

Mean 0.000150 0.000100 0.000180 0.000080

Standard Deviation 0.006452 0.005505 0.007872 0.007378

Skewness −0.6172 −0.3550 −0.3169 −0.7171

Kurtosis 11.23 14.10 7.25 11.66

Jarque-Bera 6227 11120 1661 6930

(p-value) (0.0000) (0.0000) (0.0000) (0.0000)

Figure 4.1은 코스피, 다우존스, 상하이, 니케이지수들에 대한 일별 로그차분수익률들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들이다. Figure 4.1을 보면 이들 로그차분 수익률자료들이 다 같이 평균적으로 0을 중심으로 변

동성군집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수익률자료들에 대한 Augmented

Dickey-Fuller(ADF) 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이 모두 0.1%이하로 나타나서 이들 그래프는 정상시계열
이라고 볼 수 있다. Table 4.1은 이들 수익률자료에 대한 기본 통계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4.1을

살펴보면 수익률들의 평균은 거의 0에 근사하고 왜도가 0이 아닌 음의 값을 가지므로 비대칭이라고 할

수 있다. 첨도는 3보다 훨씬 큰 값들을 가지므로 정규분포보다 뾰족한 분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Jarque-Bera 검정결과 모두 p-값이 매우 작아 로그 수익률 자료들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없다. 즉, 로그 수익률자료의 분포는 정규분포가 아닌 비대칭적이고 뾰족하면서 꼬리가 두터운 형태의
분포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수익률분포의 이러한 특징은 Figure 4.2의 Q-Q 플롯을 통해서 육안으로도

쉽게확인할수있다.

한편 각 지수들의 로그 수익률에 대해 자기상관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Ljung-Box 검정을 실시한 결

과 대부분의 시차에서 p-값이 1%미만으로 나타나서 각 로그수익률 자료들은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익률자료의 제곱시계열에 대해 Engle (1982)의 Lagrange multiplier(LM) 검

정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시차에서 p-값이 0에 가까운 값을 보여 ARCH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로그수익률들의 조건부 평균 모형에는 차수가 (1, 1)인 자기회귀이동평균 모
형(ARMA(1, 1))을 적합 시키고 조건부분산 모형에는 다양한 GARCH유형의 모형들을 적합 시켰다.

예컨대 Figure 4.3은 각 로그수익률 자료에 대해 ARMA(1, 1)-GARCH(1, 1) 모형을 적합시킨 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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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Q-Q plots of daily log returns for KOSPI, DowJones, Shanghai, Nikkei indexes.

Figure 4.3. Time series plots of standardized residuals of KOSPI, DowJones, Shanghai, Nikkei daily log returns.

표준화잔차 자료들의 시계열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리고 각 표준화 잔차와 표준화잔차의 제곱 시계열들
에 대해 Ljung-Box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시차에서 p-값이 10%보다 훨씬 크게 나와 자기상관관
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RMA(1, 1)-GARCH(1, 1) 모형은 각 지수들의 로그수익률 자료
에 대해 자기상관과 이분산성 효과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각 표준화 잔차들은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표준화 잔차의 분포에는 정규분
포와스튜던트 t-분포를적용하여수익률자료들의특성을비교하였다.

4.2. 주변확률분포와 코퓰러 모수들의 추정

위에서 구한 각 표준화잔차 자료들을 이용하여 각 주변확률분포들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주변확률분포

에 대해 꼬리부분은 GPD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커널밀도함수 추정을 통한 준모수

적 추정분포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GPD 모형의 모수들을 추정하기 위해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

으로 Yeo (2006a)에서와같이 ME 플롯(mean excess plot)방식과 Hill 플롯방식을적용할수있으나편

의상 본 연구에서는 Alexander (200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이 충분이 큰 경우(약 2,0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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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Semiparametric estimates of marginal distributions for KOSPI, Dow Jones, Shanghai, Nikkei indexes.

에 POT 방법에 의해 GPD 모형의 모수를 적절히 추정하기위한 양쪽 꼬리부분에 대한 표본 수로 전체

자료의 10%를 택하였다. 이와 같이 준모수적방법으로 추정된 각 주변확률분포함수의 그래프가 Figure

4.4에나와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지수 로그수익률들의 의존성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코퓰러함수를 설
정하고 그 모수들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각 표준화잔차 자료들을 추정된 각 주변확률분포를 통해 구간
[0, 1]을따르는코퓰러척도로변환시킨후에이를바탕으로코퓰러함수의모수들을추정하였다. 추정된

코퓰러 모수들은 Table 4.2에 나타나 있다. Table 4.2에서 normal error와 t error는 각각 오차항이 정

규분포와 t-분포를따른다고가정하는것을나타낸다.

4.3. VaR의 추정과 사후검증

앞에서구한코스피, 다우존스, 상하이, 니케이지수로그수익률들의결합확률분포를바탕으로이들지수
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VaR를 구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추정된 각 결합확률분포로부터 N(=

1,298)개의 난수행렬 U = (U1, . . . , U4) (Ui = N × 1)벡터, (i = 1, . . . , 4)를 생성한다. 그리고 각
Ui를로그수익률들의역분위수함수를이용해다시각로그수익률의척도로변환한다. 그리고앞에서적
합시킨 ARMA(1, 1)-GARCH(1, 1) 모형의 자기상관성과 이분산성을 이용해서 각 지수들의 추정수익률
Ri를 구한다. 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지수들에 대해 동일 가중치를 사용하였
다. 추정수익률을 이용한 포트폴리오를 추정포트폴리오라고 할 때, t + 1시점에서 추정포트폴리오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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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The estimates of copula parameters

Normal error

GARCH Gaussian t Clayton Frank Gumbel

ρG ρt, 386 1.376 24.77 2.563

ρG =


1 0.8380 0.9202 0.8565

0.8380 1 0.9470 0.8996

0.9202 0.9470 1 0.8717

0.8565 0.8996 0.8717 1

 ρt =


1 0.8370 0.9196 0.8560

0.8370 1 0.9465 0.8996

0.9196 0.9465 1 0.8712

0.8560 0.8996 0.8712 1


GJR-GARCH Gaussian t Clayton Frank Gumbel

ρG ρt, 852.4 1.106 13.28 2.35

ρG =


1 0.9373 0.9489 0.9457

0.9373 1 0.8337 0.7319

0.9489 0.8337 1 0.8087

0.9457 0.7319 0.8087 1

 ρt =


1 0.9368 0.9486 0.9454

0.9368 1 0.8329 0.7311

0.9486 0.8329 1 0.8082

0.9454 0.7311 0.8082 1


IGARCH Gaussian t Clayton Frank Gumbel

ρG ρt, 133.4 1.683 23.22 2.524

ρG =


1 0.7773 0.9124 0.8577

0.7773 1 0.9283 0.9138

0.9124 0.9283 1 0.8685

0.8577 0.9138 0.8685 1

 ρt =


1 0.7688 0.9113 0.8524

0.7688 1 0.927 0.9098

0.9113 0.927 1 0.8666

0.8524 0.9098 0.8666 1


APARCH Gaussian t Clayton Frank Gumbel

ρG ρt, 5.101 1.338 14.94 2.52

ρG =


1 0.8891 0.9269 0.9448

0.8891 1 0.9345 0.823

0.9269 0.9345 1 0.8499

0.9448 0.823 0.8499 1

 ρt =


1 0.3798 0.8266 0.7681

0.3798 1 0.8317 0.5646

0.8266 0.8317 1 0.7364

0.7681 0.5646 0.7364 1


AVGARCH Gaussian t Clayton Frank Gumbel

ρG ρt, 264.2 1.454 53.2 4.047

ρG =


1 0.9244 0.9569 0.9594

0.9244 1 0.9334 0.9759

0.9569 0.9334 1 0.9651

0.9594 0.9759 0.9651 1

 ρt =


1 0.9225 0.9559 0.9587

0.9225 1 0.932 0.9754

0.9559 0.932 1 0.9644

0.9587 0.9754 0.9644 1


t error

GARCH Gaussian t Clayton Frank Gumbel

ρG ρt, 154.2 1.323 23.76 2.538

ρG =


1 0.8294 0.9079 0.8336

0.8294 1 0.9365 0.9272

0.9079 0.9365 1 0.8518

0.8336 0.9272 0.8518 1

 ρt =


1 0.8237 0.9066 0.8296

0.8237 1 0.9346 0.9257

0.9066 0.9346 1 0.85

0.8296 0.9257 0.85 1


GJR-GARCH Gaussian t Clayton Frank Gumbel

ρG ρt, 214.5 1.066 13.64 2.448

ρG =


1 0.9009 0.9508 0.943

0.9009 1 0.8541 0.8441

0.9508 0.8541 1 0.8279

0.943 0.8441 0.8279 1

 ρt =


1 0.8978 0.9495 0.9421

0.8978 1 0.8513 0.8427

0.9495 0.8513 1 0.8264

0.9421 0.8427 0.8264 1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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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ARCH Gaussian t Clayton Frank Gumbel

ρG ρt, 302.9 1.412 23.49 2.371

ρG =


1 0.7862 0.907 0.8231

0.7862 1 0.9413 0.8963

0.907 0.9413 1 0.8498

0.8231 0.8963 0.8498 1

 ρt =


1 0.7836 0.9065 0.8212

0.7836 1 0.9404 0.8956

0.9065 0.9404 1 0.8491

0.8212 0.8956 0.8491 1


APARCH Gaussian t Clayton Frank Gumbel

ρG ρt, 38.28 1.299 15.81 2.709

ρG =


1 0.9051 0.9446 0.9531

0.9051 1 0.9141 0.8627

0.9446 0.9141 1 0.8542

0.9531 0.8627 0.8542 1

 ρt =


1 0.891 0.9397 0.9472

0.891 1 0.9037 0.8548

0.9397 0.9037 1 0.8463

0.9472 0.8548 0.8463 1


AVGARCH Gaussian t Clayton Frank Gumbel

ρG ρt, 195 1.115 33.7 3.558

ρG =


1 0.8736 0.9445 0.9101

0.8736 1 0.9102 0.9868

0.9445 0.9102 1 0.9136

0.9101 0.9868 0.9136 1

 ρt =


1 0.8711 0.9428 0.9093

0.8711 1 0.9083 0.9866

0.9428 0.9083 1 0.9129

0.9093 0.9866 0.9129 1



치는다음과같이주어진다.

Vt+1,j =

4∑
i=1

wiPi,te
Ri,j ,

여기서 Pi,t는시점 t에서각나라의주가지수, wi는가중치, j = 1, . . . , N이다.

이제 시점 t에서 실제 관측된 포트폴리오의 가치 Vt와 시점 t + 1에서 추정포트폴리오의 가치 Vt+1,j의

차이로 나타나는 N개의 포트폴리오 손실값 Lt,j = Vt − Vt+1,j (j = 1, . . . , N)을 생성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일별 VaR를 추정하였다. 여러 GARCH 모형들 하에서 코퓰러함수들을 사용한 VaR 추정치

들의 그래프는 Lee (2016)에 나와 있으며, 참고로 신뢰수준 99%에서 GARCH 모형 하에서 코퓰러함수

들을 사용한 VaR 추정치의 그래프가 Figure 4.5에 나와 있다. Figure 4.5를 살펴보면 VaR 추정치들의

그래프가 대체로 비슷한 모양을 보여 VaR 추정치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리고 각 모형들 하에서 추정된 VaR 값들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Christoffersen (1998)의 조건부 커버

리지검정방법을이용하여사후검증을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VaR의 보수적인 추정과 검증측면에서 신뢰수준 99%에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4.3에 나와 있다. 첫 번째 Table 4.3의 가우시안 코퓰러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뢰수준 99%에서

GJR-GARCH-n와 AVGARCH-n을 제외한 모든 변동성 모형에서 p-값이 유의수준보다 높아 귀무가설
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가우시안 코퓰러에서의 대부분의 변동성 모형들은 유의수준 1%에서 VaR 측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모형 중에서 APARCH-t 모형이 초과횟수가 가장 적어 실패율이 낮

고 p-값이 가장 커서 가우시안 코퓰러에서 변동성 모형 중 VaR 측정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오차항의분포로 t-분포를가정한경우가정규분포를가정한경우보다실패율이낮고 p-값

이크므로금융자료들의두꺼운꼬리특성을더잘반영한다고볼수있다.

두 번째 Table 4.3의 t 코퓰러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뢰수준 99%에서 가우시안 코퓰러 경우와 유사하게

GJR-GARCH-n와 APARCH-n를 제외한 모든 변동성 모형의 실패율이 같고 p-값이 유의수준 1%보다

크므로 t 코퓰러에서 대부분의 변동성 모형들은 유의수준 1%에서 VaR측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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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Portfolio VaR estimates in GARCH model (n: normal, t: 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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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Back testing results of volatility modes using copula functions

Gaussian copula

Models Exceeding no. LRuc LRuc LRuc

GARCH-n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GJR-GARCH-n 20 (0.0232) 11.0900 [0.0009] 0.9525 [0.3291] 12.0400 [0.0024]

IGARCH-n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APARCH-n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AVGARCH-n 19 (0.0221) 9.4250 [0.0021] 0.8586 [0.3541] 10.2800 [0.0058]

GARCH-t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GJR-GARCH-t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IGARCH-t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APARCH-t 17 (0.0197) 6.4330 [0.0112] 0.6857 [0.4076] 7.1180 [0.0285]

AVGARCH-t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t copula

Models Exceeding no. LRuc LRuc LRuc

GARCH-n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GJR-GARCH-n 20 (0.0232) 11.0900 [0.0009] 0.9525 [0.3291] 12.0400 [0.0024]

IGARCH-n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APARCH-n 35 (0.0407) 46.2200 [0.0000] 0.2266 [0.6340] 46.4400 [0.0000]

AVGARCH-n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GARCH-t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GJR-GARCH-t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IGARCH-t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APARCH-t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AVGARCH-t 18 (0.0209) 7.8720 [0.0050] 0.7697 [0.3803] 8.6420 [0.0133]

Clayton Copula

Models Exceeding no. LRuc LRuc LRuc

GARCH-n 17 (0.0197) 6.4330 [0.0112] 0.6857 [0.4076] 7.1180 [0.0285]

GJR-GARCH-n 17 (0.0197) 6.4330 [0.0112] 0.6857 [0.4076] 7.1180 [0.0285]

IGARCH-n 15 (0.0174) 3.9220 [0.0477] 0.5326 [0.4655] 4.4540 [0.1078]

APARCH-n 16 (0.0186) 5.1140 [0.0237] 0.6067 [0.4360] 5.7200 [0.0573]

AVGARCH-n 21 (0.0244) 12.8500 [0.0003] 0.3850 [0.5349] 13.2300 [0.0013]

GARCH-t 15 (0.0174) 3.9220 [0.0477] 0.5326 [0.4655] 4.4540 [0.1078]

GJR-GARCH-t 17 (0.0197) 6.4330 [0.0112] 0.6857 [0.4076] 7.1180 [0.0285]

IGARCH-t 10 (0.0116) 0.2155 [0.6425] 0.2353 [0.6276] 0.4508 [0.7982]

APARCH-t 16 (0.0186) 5.1140 [0.0237] 0.6067 [0.4360] 5.7200 [0.0573]

AVGARCH-t 17 (0.0197) 6.4330 [0.0112] 0.6857 [0.4076] 7.1180 [0.0285]

Frank Copula

Models Exceeding no. LRuc LRuc LRuc

GARCH-n 6 (0.0070) 0.8940 [0.3444] 0.0843 [0.7715] 0.9783 [0.6131]

GJR-GARCH-n 17 (0.0197) 6.4330 [0.0112] 0.6857 [0.4076] 7.1180 [0.0285]

IGARCH-n 2 (0.0023) 7.4320 [0.0064] 0.0093 [0.9231] 7.4410 [0.0242]

APARCH-n 15 (0.0174) 3.9220 [0.0477] 0.5326 [0.4655] 4.4540 [0.1078]

AVGARCH-n 11 (0.0128) 0.6161 [0.4325] 0.2850 [0.5934] 0.9011 [0.6373]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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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CH-t 2 (0.0023) 7.4320 [0.0064] 0.0093 [0.9231] 7.4410 [0.0242]

GJR-GARCH-t 15 (0.0174) 3.9220 [0.0477] 0.5326 [0.4655] 4.4540 [0.1078]

IGARCH-t 2 (0.0023) 7.4320 [0.0064] 0.0093 [0.9231] 7.4410 [0.0242]

APARCH-t 11 (0.0128) 0.6161 [0.4325] 0.2850 [0.5934] 0.9011 [0.6373]

AVGARCH-t 9 (0.0105) 0.0176 [0.8945] 0.1904 [0.6626] 0.2080 [0.9012]

Gumbel Copula

Models Exceeding no. LRuc LRuc LRuc

GARCH-n 36 (0.0418) 49.1100 [0.0000] 1.2790 [0.2581] 50.3900 [0.0000]

GJR-GARCH-n 33 (0.0383) 40.6000 [0.0000] 0.3957 [0.5293] 41.0000 [0.0000]

IGARCH-n 31 (0.0360) 35.2400 [0.0000] 0.6169 [0.4322] 35.8600 [0.0000]

APARCH-n 11 (0.0128) 0.6161 [0.4325] 0.2850 [0.5934] 0.9011 [0.6373]

AVGARCH-n 27 (0.0314) 25.3400 [0.0000] 1.2340 [0.2667] 26.5700 [0.0000]

GARCH-t 31 (0.0360) 35.2400 [0.0000] 0.6169 [0.4322] 35.8600 [0.0000]

GJR-GARCH-t 27 (0.0314) 25.3400 [0.0000] 1.2340 [0.2667] 26.5700 [0.0000]

IGARCH-t 31 (0.0360) 35.2400 [0.0000] 0.6169 [0.4322] 35.8600 [0.0000]

APARCH-t 30 (0.0348) 62.6600 [0.0000] 0.7484 [0.3870] 33.4100 [0.0000]

AVGARCH-t 32 (0.0372) 37.8900 [0.0000] 0.4995 [0.4797] 38.3900 [0.0000]

∗ Numbers in parentheses ( ) and [ ] represent failure rates and p-values, respectively.

그리고 오차항의 분포로 t-분포를 가정한 경우가 정규분포를 가정한 경우보다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세 번째 Table 4.3의 클레이톤 코퓰러의 경우 신뢰수준 99%에서모든 변동성 모형들의 p-값이 유의수준

1%보다 크므로 클레이톤 코퓰러에서 모든 변동성 모형들은 유의수준 1%에서 VaR측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IGARCH 모형이 상대적으로 실패율이 가장 낮고 p-값이 가장 크므로 클레이

톤 코퓰러에서 IGARCH 모형이 다른 모형들보다 VaR측정에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

로 오차항의 분포로 t-분포를 가정한 경우가 정규분포를 가정한 경우보다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네 번째 Table 4.3의 프랭크 코퓰러의 경우 신뢰수준 99%에서 모든 변동성 모형들의 p-값이 유의수준

1%보다 크므로 프랭크 코퓰러에서 모든 변동성 모형들은 유의수준 1%에서 VaR측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GARCH 모형과 IGARCH 모형의 실패율이 매우 낮지만 p-값은 크지 않

은 것을 알 수 있다. 실패율이 목표실패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해당 모형들이 관측 정보를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목표실패율에 가까운 AVGARCH 모형이 가장 높은 p-값을

나타내어 프랭크 코퓰러에서 AVGARCH 모형이 VaR 측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
차항의분포로 t-분포를가정한경우가정규분포를가정한경우보다좀더우수한결과를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Table 4.3의 굼벨 코퓰러의 경우 신뢰수준 99%에서 오직 APARCH-n 모형만이 p-값이 유

의수준 1%보다 커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VaR측정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차항의 분포로 t-분포를 가정한 경우가 정규분포를 가정한 경우보다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코스피, 다우존스, 상하이 그리고 니케이 지수들로 이루어진 동일가중
포트폴리오 VaR의 측정에 적합한 모형들로 신뢰수준 99%에서 가우시안, t, 클레이톤, 프랭크 코퓰러를

이용한 변동성 모형들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가우시안 코퓰러는 APARCH-t 모형이 가장 좋은 성과

를 내었고, t 코퓰러는 모든 변동성 모형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클레이톤 코퓰러는 IGARCH-t 모

형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으며 프랭크 코퓰러는 AVGARCH-t 모형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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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프랭크코퓰러를이용한경우가다른코퓰러모형들을사용한경우에비해가장우수한성과
를나타내었다.

5. 결론

포트폴리오 VaR의 정확한 추정은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이나 분산-공분산 방법과 같은 기존의 방법이 가지는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코퓰러 함수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각 지수 수익률들의 결합확률분포를
구하여포트폴리오 VaR를추정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을 위해 코스피, 다우존스, 상하이, 니케이 지수들의 동일가중치로 구성된 포트포리
오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대상 자료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네 개의 주가지

수들을 각각 로그 수익률로 변환해 본 결과 모두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꼬리가 두껍고 뾰족한 분포
를 보이며 시가변적이며 변동성 군집현상을 보였다. 수익률 분포의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각 지

수 수익률에 대해 ARMA(1, 1)-GARCH(1, 1) 모형을 적합시킨 후 표준화잔차를 구하였다. 얻어진 각

지수 수익률의 표준화잔차 시계열들은 독립이면서 항등적인 분포를 따르는 형태를 보였다. GARCH 모

형과같은조건부이분산성모형들의비교를위해변형된 GARCH 모형들인 GJR-GARCH, IGARCH,

APARCH 그리고 AVGARCH 모형들을함께적용하였다.

실증분석의 다음 단계로 각 지수 수익률의 주변분포함수들을 추정하기 위해 주변분포의 내부와 꼬리부

분에 대해 각각 커널밀도추정과 POT 방법을 적용한 준모수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지수 수익률들

의 결합확률분포를 구축하기위해 코퓰러함수들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코퓰러함수들은 가

우시안, t, 클레이톤, 프랭크, 굼벨코퓰러들이며 CML 방법을이용하여코퓰러함수의모수들을추정하

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포트폴리오 VaR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VaR 추정의 성

과를 비교하기 위해 Christoffersen (1998)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

증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용된 변동성 모형들의 형태에 따라 포트폴리오 VaR의 측정에 적합한 코퓰러함

수들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규, t, 클레이톤, 프랭크 코퓰러를 사용한

t-분포의 변동성 모형들이 포트폴리오 VaR의 측정에 적합한 모형들로 나타났으며, 특히 프랭크 코퓰러

의경우에가장우수한성과를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EVT-GARCH 타입의 일변량분포 모형을 코퓰러를 이용하여 다변량분포 모형으로 확장

하여 포트폴리오 VaR를 추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변량분포의

형태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코퓰러를 사용하지 않고 진정한 형태의 다변량분포를 구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포트폴리오 VaR의 추정과 그의 성과를 일변량의 경우와 비교
하는문제는추후과제로남기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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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현재 VaR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퓰러 함수들을 이

용하여 극단치이론과 GARCH 모형을 결합한 일변량분포로부터 구축한 다변량분포들을 바탕으로 코스피, 다우존

스, 상하이 그리고 니케이 지수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VaR 추정과 그 성과에 관해 논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가우시안, t, 클레이톤, 프랭크 코퓰러를 사용한 t-분포의 오차항을 가진 변동성 모형들이 포트폴리

오 VaR의측정에적합한모형들로나타났으며, 특히프랭크코퓰러의경우에가장우수한성과를나타내었다.

주요용어: Value at Risk, 극단치이론, GARCH 모형, 코퓰러, 사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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