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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ue at Risk(VaR) has been proven useful in finance literature as a 
tool of risk management(cf. Jorion(2001)).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introducing VaR to various Korean financial time series. Five daily data 
sets with sample period ranging from 2000 and 2004 such as KOSPI, 
KOSPI 200, KOSDAQ, KOSDAQ 50 and won-dollar exchange rate are 
analyzed using GARCH modeling and in turn VaR is obtained for eac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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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7년 IMF 이후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험관리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

라 금융시계열의 변동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한,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VaR(Value at Risk)가 제시되었고,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등의 금융 

감독 기관들도 이 방법론을 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국내

의 대표적인 금융 시계열 자료에 대해 위험관리 지표인 VaR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

여 각각의 모형 적합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Value at Risk(VaR)의 소개

VaR(Value at Risk)은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및 확률분포를 전제로 할 때, 특

정 목표보유기간(target holding period) 동안에 정상적인 시장 조건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최대손실예상액 추정수치를 말한다. 먼저, VaR 의 기본 개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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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Jorion(2001), 오세경 et al.(2003), 김명직, 장국현(1998), 박형우(2003), 김명규

(2002)를  참고하기 바라며 본 절에서는 김명규(2002)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n개

의 포지션으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할 때 t시점에서의 포트폴리오의 가치 

St    는 다음과 같다.

S t= ∑
n

j= 1
S j, t Φ j ( F 1, t, F 2, t, …, F m, t )                  (2.1)

여기서, S j, t는 t시점에서 j번째 자산의 투자단위이고, F 1, t, F 2, t, …, F m, t
는 

자산 S j, t의 가치변동에 향을 주는 m개의 기초적 시장가격 또는 기타 위험요인이

며, Φ j
는 j번째 자산 1단위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함수이다. 포트폴리오의 가치변

동을 ΔS  할 때 확률적으로 정의되는 Va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 [ΔS > -ν ] = 1 - α                            (2.2)

즉, 포트폴리오의 가치변동이 -ν보다 클 확률이 (1-α)인 경우를 신뢰수준 

100× (1-α)%에서의 VaR라고 정의한다.
VaR는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목표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최대 손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때 신뢰수준 및 목표보유기간의 선정은 다소 임의적이며 위험관리목적에 

비추어 다양하게 설정가능하다.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은 산출시점 이후의 실제거

래에서 발생하는 손실금액이 VaR를 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그 선택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험회피성향이 강하거나 VaR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경우 이에 따

른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조직에서는 높은 신뢰수준을 선택하여야 한다.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VaR수치는 크게 계산되므로 자기자본 요구량 등이 증가하여 금융기관의 안

정성은 개선되기 때문이다. 바젤위원회는 99%신뢰수준을 권고하고 있으나. 각 기관들

은 상이한 신뢰수준을 이용하고 있다. 목표보유기간(target holding period)의 선정도 

뚜렷한 규정은 없으나 포지션을 청산(liquidation)하는 데 소요되는 최장시간으로 설정

하는 것이 좋다.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일정한 경우 목표보유기간이 길수록 커다란 가

격변동이 일어날 확률이 커지므로 위험도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목표보유기

간은 포트폴리오의 성격과 VaR의 사용 목적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cf.김명규

(2002)).

VaR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가치의 미래 변동성으로 위험을 측정한다. 포트폴리

오가치의 변동은 이를 구성하는 개별 포지션과 관련된 시장가격변화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은 시장가격들의 미래 변화로부터 나타난다. 따라서 금융상품들의 

시장가격의 통계적 특성은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첫 번째는 금융상품들 시

장가격의 기초가 되는 금리나 환율 등 기초적 시장가격이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는가의 여부이다. 정규분포는 통계적으로 평균과 분산만 있으면 

분포적 특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정규분

포를 따른다면 분산추정을 통해 위험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

는다면 분산계산만으로 분포의 통계적 특성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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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이때는 시뮬레이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로는 포지션의 

가치가 기초적 시장가격변화에 대해 선형적으로 변하는가도 관심의 대상이다. 포지션

가치와 기초적 시장가격의 관계가 선형이라면 포지션 가치의 시장가격변화는 가격변

화에 대한 포지션의 민감도(delta)에 의해 결정된다. 포지션가치와 시장가격의 관계가 

비선형인 경우는 주로 옵션관련 상품에 해당된다. 이 때 포지션의 가치변화는 시뮬레

이션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VaR의 측정방법은 이상 두 가지 기준에 따

라 델타-노말 평가법(delta-normal valuation method)과 완전가치평가법(full valuation 

method)으로 양분된다. 델타-노말 방법, 완전가치평가법의 두 가지 산출 방법인 역사

적 시뮬레이션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법의 계산절차에 대해서는 Jorion(2001), 박형

우(2003), 김명규(2002)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

이션방법은 위험요인의 변동에 대한 자료를 얻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나 위험요인의 

변동에 대한 자료만 얻어지면 역사적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의 가치변

동을 계산할 수 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방법에서는 위험요인들의 상관관계를 포

함한 시계열패턴과 확률분포에 대해 가정을 해야 하며 그러한 가정 하에 위험요인의 

변동에 관한 자료를 도출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위험요인의 분포로는 정규분포를 가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방법에서는 어떠한 분포를 가정하든

지 분석이 가능하다. 일단 분포를 가정하면 모수를 추정해야 한다. 가령, 정규분포의 

가정 하에서 평균 및 분산-공분산 등의 모수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과거의 자

료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이 분포로부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방법을 통하

여 원하는 개수만큼의 위험요인의 변동에 대한 가상수치를 얻을 수 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방법은 가장 효과적으로 VaR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선형성, 변동

성의 변화, 두터운 꼬리, 극단적인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VaR모형의 사후검증을 위해 Kupiec(1995)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소개하 다. (1) 

최초의 모형실패에 의한 방법(Time until First Failure) : 예측한 VaR를 초과하는 손

실이 실제 데이터에서 최초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2) 실패율 

(Proportion of Failure) :  예측한 VaR를 초과하는 손실이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비

율에 의한 방법이다. (3) 역사적 시뮬레이션에 의한 방법 : 이 방법은 매일의 실제 포

트폴리오 수익을 산출하여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고, 신뢰구간을 정하여 하위 1% 또는 

5%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결정하여 실제 상황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간편하게 VaR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2)의 방법인데, 이 방법은 실제 자산의 

수익률이 예측된 VaR를 초과하는 실패율을 측정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특정한 날( t)

에 측정된 손실이 예측된 VaR보다 크면 x( t)= 1  이고, VaR보다 작으면 x( t)= 0  

인 확률변수 x( t)는 다음과 같다.

f(x( t) |p )= p
x( t)
(1-p)

1- x ( t)
, x( t)= 0, 1         (2.3)

위 식에서 (1-p)의 값이 VaR의 신뢰수준이다. 확률변수 x( t)는 평균이 p인 베르

누이 분포를 따른다. T  일 동안 VaR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총 실패횟수 X t
 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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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T= ∑
T

t=1
x(t)                            (2.4)

XT의 기대값은 T  일 동안 기대되는 VaR를 초과하는 손실의 횟수로 T× p로 계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신뢰수준을 95%로 설정할 경우 

VaR모형이 정확하다면 T- 1 ∑
T

t=1
x( t) = 0.05  가 되어야 한다. 0.05를 초과하게 된다

면 VaR모형의 예측력은 떨어지는 것이고, 0.05보다 작으면 VaR모형이 보수적으로 설

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VaR 측정 및 검증 : 사례분석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시계열 자료 다섯 가지(종합주가지수, 

KOSPI200, KOSDAQ, KOSDAQ50, 대미 환율)자료에 대해서 조건부 이분산 모형인 

AR(1)-ARCH(1)모형과 AR(1)-GARCH(1,1)모형을 적합시켜 보고, 각 모형-자료에 대

한 VaR를 측정하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유사한 연구로는 박형

우(2003)와 김명규(2002)를 참고하기 바란다. 각 자료의 수익률로 모형에 적합 시키기 

위하여 자료를 로그 차분한(이를 νt  로 표현하기로 하자)후 분석에 이용하 다. 분석

에 이용된 자료의 모형별 적합은 SAS/ETS를 이용하 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i) 종합주가지수 (2000. 1. 1 - 2004. 7. 31)

AR-ARCH(1) : 

ν t=0.02 ν t- 1+ε t  ,  h t= 0.000412 + 0.1121ε
2
t-1

AR-GARCH(1,1) : 

ν t=0.024 ν t- 1+ε t  , h t = 0.000009 + 0.081ε
2
t-1 +0.9035h t- 1

(ii) KOSPI200 (2000. 1. 1 - 2004. 8. 31)

AR-ARCH(1) :  

ν t=0.0149 ν t- 1+ε t  , h t= 0.000443 + 0.1083ε
2
t-1
  

AR-GARCH(1,1) : 

ν t=0.0154 ν t- 1+ε t  ,  h t = 0.00001 + 0.079ε
2
t-1 +0.905h t- 1

(iii) KOSDAQ지수 (2000. 1. 1 - 2004. 8. 31)

AR-ARCH(1) :

ν t=0.1346 ν t- 1+ε t  ,  h t= 0.000527 + 0.2691ε
2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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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ARCH(1,1) :

ν t=0.0932 ν t- 1+ε t  , h t= 0.0000142 + 0.1399ε
2
t-1 +0.8469h t- 1    

(iv) KOSDAQ50 (2000. 1. 1 - 2004. 8. 31)

AR-ARCH(1) : 

ν t=0.1196 ν t- 1+ε t  , h t= 0.000570 + 0.3047ε
2
t-1
 

AR-GARCH(1,1) :                                        

ν t=0.0746 ν t- 1+ε t  ,  h t= 0.0000273 + 0.1246ε
2
t-1 +0.8424h t- 1

(v) 대미 환율 ( 2000. 1. 1 - 2004. 7. 31 )

AR-ARCH(1) : 

ν t=0.1112 ν t- 1+ε t  ,  h t= 0.0000115 + 0.2656ε
2
t-1
 

AR-GARCH(1,1) :

ν t=0.0943 ν t- 1+ε t  , h t= 0.0000349 + 0.127ε
2
t-1 +0.858h t- 1  

앞서 추정한 두 모형 AR(1)-ARCH(1), AR(1)-GARCH(1,1)모형에 대해서 VaR값을 

측정해 보자. VaR의 측정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시뮬

레이션 횟수는 1만번으로 하 다. 예제 데이터들이 모두 일별 자료임을 감안하여 각 

자산의 목표보유기간은 1일로 하고 95% 신뢰수준에서 VaR 를 측정하 다. 몬테카를

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가상적인 가격변화를 모든 변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다. 주

어진 목표보유기간 동안 포트폴리오의 시장가치는 완전가치평가모형에 의해 계산된

다. 이렇게 구한 가상적인 가격을 이용하여 수익률분포를 구한 후 이 분포로부터 

VaR를 직접 계산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을 AR(1)-ARCH(1)모형

과 AR(1)-GARCH(1,1)모형에 적합시켜 얻은 추정치로 초기값을 정해준 다음 이에 대

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얻은 수익률 분포로부터 VaR값을 계산했다. 

여러 VaR 모형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정확한 VaR를 계산하는 모형

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이 때 모형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단순한 방법은 주어진 실제 

포트폴리오의 손해액이 사전에 정해진 VaR를 초과하는 회수의 비율, 즉 VaR의 실패

율(Proportion of Failure)을 비교하는 것이다. VaR 추정결과와 (실패율)사후검정 결과

는 각각 아래에 정리하 으며, 이를 통해 종합주가지수의 경우, AR-ARCH모형이 

AR-GARCH 모형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AR-GARCH

모형은 실패율이 유의수준인 0.05 보다 크기 때문에 VaR모형은 손실확률을 과소평가

하고 있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합주가지수 데이터의 경우 AR-ARCH모형 

보다는 AR-GARCH모형이 높은 예측력을 보인다. KOSPI200 데이터의 경우, 5% 유

의수준에서 AR-GARCH모형을 채택할 수 있다. KOSDAQ 데이터와 KOSDAQ50 데

이터의 경우는 두 모형에 대해 같은 실패율을 보임으로써 어느 모형이 더 높은 예측

력을 보여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미 환율의 경우는 KOSPI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AR-ARCH모형보다 AR-GARCH모형이 더 큰 예측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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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모형별 VaR

AR-ARCH AR-GARCH

 mean 하위5%
percentile     VaR mean 하위5%

percentile VaR

종합주가지수 -0.0003 -0.00343 0.034 -2.0E-05 -0.0382 0.03818

KOSPI200 -0.0004 -0.0356 0.0352 -0.0002 -0.0383 0.0381

KOSDAQ -0.0003 -0.0422 0.0419 0.0004 -0.0418 0.0422

KOSDAQ50 -0.0003 -0.0450 0.0447 -7.0E-05 -0.0431 0.04317

대미환율 -9.0E-05 -0.0063 0.00621 -5.0E-05 -0.0071 0.00715

 

<표 2> 모형별 사후검증 결과 

총

관측치

이론값 AR-ARCH AR-GARCH

초과회수 초과비율 초과회수 초과비율 초과회수 초과비율

종합주가지수 1121 56 0.05 55 0.049 66 0.059

KOSPI200 1143 57 0.05 55 0.048 52 0.045

KOSDAQ 1121 56 0.05 48 0.043 48 0.043

KOSDAQ50 1143 57 0.05 55 0.048 55 0.048

대미 환율 1255 63 0.05 58 0.046 4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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