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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검증 방법 연구†

김현중1), 김우환2), 이상철3), 임종호4), 조상희5), 김아현6)

요 약

본 논문은 금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운영리스크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검증
방법 중 안정성 검증에 관한 것이다. 신용리스크와는 달리 운영리스크는 손실자료

의 특징, 과거 자료의 부족 그리고 적합성검증을 위한 이론적 도구의 부족 등으로 인
해 현재 적절한 적합성검증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영리스크

VaR(Value at Risk) 추정값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적합성검증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제안된 방법에 대한 실제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붓스트랩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리스크 VaR의 신뢰구간
을 생성함으로써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의 구성 변화 및 극단치에 따른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

과, 분포의적합에따른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안정성을측정하는방안도제시하였

다.

주요용어: 손실분포 접근법; 적합성검증; 운영리스크 VaR; 붓스트랩; 사후검증.

1. 서론

운영리스크는 잘못된 내부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
실을 초래하는 리스크로 정의된다 (금융감독원, 2006; 조하현 등, 2004).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는 최근 금융거래량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 등장, IT 의존도 심화, 소송사건
증가, 그리고 부적절한 운영리스크 관리로 인한 일련의 금융 사고를 계기로 운영리스크
를 별도의 리스크로서 자기자본 규제대상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005). 바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운영리스크 필요 자기자본(이하 운영리스
크 VaR)을 산출하는 방법은 총이익에 대한 일정비율(15%)의 자기자본을 반영하는 기초
지표법(Basic Indicator Approach), 8개 영업영역별(business line) 자기자본 비율(12%–
18%)을 다르게 적용하는 운영표준방법(Standard Approach) 그리고 과거 손실 자료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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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 내부 측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급측정법(Advanced Measurement Approaches) 등
이있다.
운영리스크 적합성검증이란 운영리스크 VaR 측정모형이 신뢰성 있는 타당한 방법과

일관적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운영리스크 관
리에 있어 궁극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운영리스크 VaR
값이다. 하지만 이 값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직접적으로 관측될 수 없는 대상이기 때
문에 적합성검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운영리스크의 경우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행의 자율성이 폭넓게 허용되기에 더욱 엄격한 적합성검

증방안이필요하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운영리스크 측정 모형의 적합성검증은 일반적으로 질적 검증과 양적 검증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 2005). 본 논문은 양적 검증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적 분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
고자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 검증 방안은 붓스트랩을 활

용하여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확률분포를 생성함으로써 운영리스크 VaR에 대한 신뢰
구간을구축하여활용하는방법이다.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안정성검증은손실자료의
변동과 적합된 손실분포의 변동으로 인한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변동을 분석하여 검
증기준을확립하고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와 함께 운영리스크 VaR 측정모형의 적합성검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장에서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안정성검증 방법론을 소개할 것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모 금융기관의
운영리스크 손실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정성 검증 방안에

대한 실제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2.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 및 적합성 검증

2.1. 손실분포접근법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은 손실분포접근법(Loss Distribution Approach), 시나리오 활
용법(Scenario-based AMA) 그리고스코어카드방법으로구성되어있으며금융기관은운
영리스크 관리 능력의 제고 그리고 운영리스크 VaR의 감소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고급측
정법을 활용하는 추세이다. 현재 고급측정법을 지향하는 금융기관의 대부분은 손실분포접
근법을활용하여운영리스크를측정관리하고있다.
손실분포접근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먼저 과거 경험한 운영 손실 사건의 연간 발생빈

도와 손실액(severity) 자료를 일정 기간 이상(현행 바젤위원회의 기준은 5년 이상) 수집
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여 손실사건의 발생 빈도분포와 손실액에 대한 심도분포를 적합하

여야 한다. 그리고 빈도분포와 심도분포를 활용하여 분포통합(convolution)에 의한 총 손
실분포(aggregate loss distribution)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De Fontnouvelle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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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nobai et al., 2004; Cruz, 2004; 선우석호와 전은영, 2006 등 참조). 분포통합 방법
으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적합된빈도분포와심도분포를활용하여난수를생성하고생성된난수를총손실액

으로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여(예를 들어 100,000번) 총 손실분포의 난수를 구해
내는 방법이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총 손실분포의 99.9% 분위수가 운
영리스크 VaR 추정값을의미하고총손실분포의기대값은운영리스크예상손실이된다.
손실사건의 발생빈도는 포아송분포, 이항분포 그리고 음이항분포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손실액의경우대수정규분포, 지수분포, 감마분포, 와이블분포, Burr(Type VII) 분포그리
고파레토분포등을활용할수있다. 고급측정법을활용하고자하는우리나라금융기관중
상당수는 포아송분포와 대수정규분포를 빈도분포와 심도분포로 활용하고 있다. 빈도분포
의경우일년단위로관찰된과거자료의수가 5개년도정도에불과하기때문에, 추정해야
하는 모수가 1개라는 활용상의 장점이 있는 포아송분포가 주로 선택된다. 심도분포의 경
우 대수정규분포가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데 이는 분포적합성검증 결과 대수정규분포를 따
른다고판단되는경우가많고아울러대수정규분포의활용상의장점도작용하는것으로판
단된다 (조하현과김현중, 2006).

2.2. 운영리스크 적합성검증의 이해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은 과거 발생한 손실사건 위주로 측정되므로 미래 지향적 운영
리스크측정에한계가존재하여운영리스크적합성검증은더욱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일
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대상이 일정 시간 경과 후 직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경우 적합성검증
은비교적쉽게이해되고구체화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모형의예측값과실제값의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하여 평균제곱오차값이 적절한 범위내에서 유
지되고있는지확인하면된다. 하지만운영리스크측정모형의경우, 발생한손실이운영리
스크로 인식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운영리스크 VaR는 해당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상한값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계적 도구로 적합성 검증
을하는것에는한계점이존재한다.
운영리스크적합성검증은운영리스크 VaR 측정시신뢰성있는타당한방법에의해일

관되게적용하는지여부를평가하는절차로, 크게질적검증과양적검증의두가지로구성
되어 있다. 질적 검증은 측정 모형의 구조 및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으로 금융기관의
내부 프로세스 및 문서화 그리고 경영에의 활용 등을 고려한 일련의 검증 과정이다. 양적
검증은측정모형의논리적타당성및일관성등을검증하는것으로, 보다구체적인운영리
스크고급측정법적합성검증체계및내용은그림 2.1에요약되어있다.
운영리스크 적합성검증은 적절성, 일관성 그리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

이다. 적합성검증의세가지평가기준을구체적으로설명하면아래와같다.

• 적절성: 4대 투입요소(내부 손실자료, 외부 손실자료, 시나리오 평가자료, 영업환경
및내부통제요인)의적절성평가

• 일관성: 측정논리의일관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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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 적합성검증 체계 및 내용

• 안정성: 산출결과의안정성평가

3.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검증에 대한 제안

3.1.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검증 방법 제안동기

운영리스크 적합성검증 방법은 아직 확고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운영리스크
적합성검증 방법에 대한 통계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내용으로, 본 논문은 적
합성검증의 평가 기준 중 세 번째 기준인 산출결과의 안정성 평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

다. 특별히본논문은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안정성을평가하는검증방법에주안점을
두고있다. 추정된 손실분포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나 (선우석호와 전은영, 2006),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에 관한 사전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논문을 통해 이
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기를기대한다.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이란 운영리스크 손실데이터로부터 구한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이 동일 모집단에서 나온 손실데이터의 변화 혹은 추가에 의해 큰 변동을 유
발하지 않는 성질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 검증은 표
3.1과 같이 손실데이터의 변동과 분포적합결과의 변화에 대한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변동을파악하여검증하는방법을제안한다.

3.2.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검증 방안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운영리스크 VaR의
신뢰구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운영리스크 VaR의 신뢰구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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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검증 구성 내용

VaR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내용

데이터의 변동
데이터 구성 변화 및 극단 손실값에 따른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 검증

분포 적합 결과 변화
분포 적합 결과 변화에 따른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 검증

는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표본분포를 먼저 생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붓스트랩
(Shao와 Tu, 1995)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표본분포를 생성한 후 그
에 따른 신뢰구간을 구축하고, 새롭게 계산된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이 신뢰구간 안에 안
정적으로포함되는지여부를판단하는방안을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3.1의 변인에 따라 운영리스크 VaR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r회 반복

하여 r개의새로계산된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이신뢰구간에포함되는비율이사전에정
한 수준(예를 들어 80%) 이상이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방식은 안정성을 신뢰
구간포함비율로계량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운영리스크 VaR의신뢰구간을생성하는방안은아래와같은두가지방법이활용가능

하다.

1. Quantile Method(QM): 붓스트랩 표본으로부터 구성된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 분
포의표본분위수를이용하여신뢰수준 1− α의신뢰구간을결정하는방안이다.

(a) 추정된 총 손실분포의 모수값을 이용하여 구한 m개의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
에서 신뢰수준 1 − α에 해당되는 분위수 값을 좌우 꼬리부분에서 계산하여 이

것을신뢰구간의하한값과상한값으로결정한다.

(b) 표 3.1과 같이 데이터의 변동 및 분포 적합 결과의 변동에 따른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이 (a)에서구한신뢰구간안에포함되는지여부를판단한다.

2. Distribution-based Method(DM): 표본 분위수의 극한분포는 정규분포라는 이론

(Walker, 1968)에 근거하여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정된 정규분포의 분위수를 활용하여 신뢰구간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a) 추정된 총 손실분포의 모수값을 바탕으로 붓스트랩에 의한 m개의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을이용하여평균과분산을새롭게추정하고, 이값들을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으로 사용한다. 추정된 정규분포를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 분포로
가정한 후에 신뢰수준 1 − α에 해당되는 분위수 값을 좌우 꼬리부분에서 계산

하여이것을신뢰구간의하한값과상한값으로결정한다.

(b) 표 3.1과 같이 데이터의 변동 및 분포 적합 결과의 변동에 따른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이 (a)에서 구한 신뢰구간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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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손실액의 기초통계량(단위: 천원)

개수 최소값 Q1 평균 중앙값 Q3 최대값

5942 1000 1596 3869 2572 4499 696335

그림 4.1: 손실액의 히스토그램 및 추정 확률밀도함수

4.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 검증방안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을 수행하였다. 3장에서 제시된 방안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행하였으며, 제안된 방안이
안정성을 잘 검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의 변동에 따른 안정성과 심도분포 변동에

따른안정성을분석하였다.

4.1. 실증자료의 선택

운영리스크 데이터는 8개의 업무영역과 7개의 손실유형의 조합인 56개 손실영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금융기관의 8대 영업영역은 투자금융, 트레이딩과 매매, 지급과 결제,
소매금융, 대행서비스, 기업금융, 자산관리 그리고 소매중개 등으로 구분되며, 7대 손실유
형은 내부사취, 외부사취, 고용 및 사업장안전, 고객 상품 및 영업실무, 유형자산손실, 영
업부진및시스템실패그리고집행전달및절차의관리등으로구분된다.
실제우리나라금융기관에서운영리스크자료를취합하기시작한시점이 3–4년에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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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운영리스크 VaR의 신뢰구간(단위: 천원)

신뢰수준
QM 방법 DM 방법

하한값 상한값 구간의 길이 하한값 상한값 구간의 길이
95.0% 4,868,698 4,975,269 106,571 4,861,911 4,971,501 109,590

99.0% 4,856,284 5,001,529 145,245 4,844,693 4,988,719 144,026

99.9% 4,844,538 5,038,290 193,752 4,824,712 5,008,700 183,988

그림 4.2: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표본분포(QM 방법)

하며 특정 손실영역의 운영리스크 발생 빈도는 매우 낮으므로, 56개의 셀 중 통계적 분석
이 가능할 정도의 자료를 확보한 셀(예를 들어 자료수 20개 이상)은 소수에 불과하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우리나라 모 금융기관의 2007년 2분기까지의 운영리스크 손실 자료 중
손실유형과영업영역의 56개셀중데이터의수가가장많은소매금융-외부사취셀(자료수
5942개)을 선택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포적합에 필요한 통계적 분석은 Kolmogorov-
Smirnov 검정, Anderson-Darling 검정, Cramer von Mises 검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으
며 분포 적합성 검증 결과, 심도분포는 Burr 분포(shape모수1=2.546, shape모수2=1.247,
scale모수=4385025.997)가 가장 적합한 분포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빈도분포는 운영리
스크 손실자료를 취합한 기간이 4년이 약간 안되므로 분포 적합성검정 대신 포아송분포를
가정하고 모수는 1년 평균빈도인 1,582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활용된 운영리스크 손
실데이터의 기술통계량과 히스토그램 및 추정 확률밀도함수는 표 4.1과 그림 4.1에 주어져
있다.

4.2. 운영리스크 VaR의 신뢰구간 추정

운영리스크 VaR의 신뢰구간을 생성하기 위해 3장에서 제안된 두가지 방법(QM 방법,
DM 방법)을 활용한 신뢰수준 별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그리고 구간의 길이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4.2은 QM방법을 이용하여 생성된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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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분포이다.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표본분포는완벽한정규분포의모양은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규분포와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QM 방법과 DM 방법은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를 보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m = 1000과 r = 100을 사용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1개의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을 구하기 위해 100,000개의 난
수를총손실분포로부터생성하였다.

4.3. 데이터 변동에 따른 안정성검증

앞에서 언급되었듯,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이란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이
데이터의 변화 혹은 추가에 의해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추가되
는 손실데이터가 매우 극단값이라면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은 이를 반영하여 변동을 보
여야할것이다. 따라서데이터변동에따른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안정성검증은다음
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다음 분기 추가될 가상데이터를
현행내부자료의분포와동일한확률분포에서 5%, 10%를추가로추출하여자료추가에따
른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변동을 살펴보았다. 참고로 본 실험에서 5% 추가는 297개,
10% 추가는 594개의 운영리스크 손실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운영리스크 데이터가
2000년대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분기에 새롭게 생성될 수 있
는 손실의 수는 대략 축적된 데이터의 5%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운영리스크의
VaR 추정값이 반기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10% 정도의 추가 데이터생성을 가정하는 것
역시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두 번째로 다음 분기 추가될 가상데이터가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가정하였다.

즉, 동일분포의 꼬리 부분에서 0.1% 그리고 1% 추가로 추출하여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
의 변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로 본 실험에서 0.1% 추가는 6개, 1% 추가는 59개의 운
영리스크손실이추가되는것을의미한다. 추가되는극단적데이터의개수가매우적은경
우에는 안정성이 유지되지만, 많은 수의 극단값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안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극단적 운영리스크 손실이 1% 정도 추가된다면 새
로이 계산된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은 이들을 반영하여 당연히 상승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
표 4.3은 다음 분기 추가될 가상 데이터를 현행 내부자료의 분포와 동일한 확률분포에

서운영리스크손실데이터수의 5% 그리고 10% 추가하면서계산한운영리스크 VaR 추정
값이 4.2에서구한운영리스크 VaR 신뢰구간에포함되는비율을나타내고있다. 데이터를
5% 추가한 경우의 안정성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10% 추가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
정성은충족된다고판단할수있다. 또한 QM 방법보다는 DM 방법이더보수적인결과를
보임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제안한안정성검증방안은이경우좋은결과
를보이고있다.
표 4.4는 극단값 생성 영역(80%, 90% 분위수 이상)을 두 가지로 변화시켜 가면서, 다

음 분기 추가될 가상데이터를 동일분포의 극단값 생성 영역에서 0.1% 그리고 1% 씩 자료
를 추가로 생성한 결과이다. 매우 큰 손실값들이 추가된 자료를 이용하여 구해진 운영리
스크 VaR 추정값들이 QM과 DM 방법으로 구해진 신뢰구간에 포함되는 비율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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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가상데이터 추가시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 비교

신뢰수준 방법 5% 추가 10% 추가

95.0%
QM 92 78

DM 90 80

99.0%
QM 94 86

DM 98 94

99.9%
QM 98 95

DM 100 98

표 4.4: 극단값 추가시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 비교

극단값 생성영역
신뢰수준 방법 80% 분위수 이상 90% 분위수 이상

0.1% 추가 1% 추가 0.1% 추가 1% 추가

95.0%
QM 94 24 89 16

DM 95 18 91 12

99.0%
QM 98 56 98 50

DM 96 37 97 36

99.9%
QM 100 96 100 89

DM 98 68 100 58

있다. 위표에서알수있듯이, 꼬리부분의변동에따라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안정성
은현저히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다. 먼저극단값이 0.1% 추가된경우,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추가된 운영리스크 손실데이터
의 개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극단값이 1% 추가된 경우 새로이 구한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이 상승하
면서신뢰구간을벗어나는경우가매우많아졌다. 가장극단적인경우의예로 90% 분위수
이상의 영역에서 자료를 1% 추가한 경우 신뢰수준 95%에서 신뢰구간에 포함되는 비율이
16%(QM) 혹은 12%(DM)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방법이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을 비교적 정확히 검증하고 있음을 증명하
고있다.

4.4. 심도분포 변화에 따른 안정성검증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및 거시적 경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운영리스크 손실데이터의
속성이 변할 수도 있다. 이는 과거의 자료에 잘 적합되었던 총 손실분포가 미래의 자료
에는 잘 적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손실자료는
과거의 손실분포와는 다른 분포에서 발생한다는 가정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셀의 최적분포는 Burr분포이나 미래 관찰치가 대수정규분포 혹은 파
레토분포에서관찰된다는것을가정하여두가지실험을수행하였다.
표 4.5은 미래 관찰되는 자료가 현재 운영리스크 손실자료의 분포인 Burr 분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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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심도분포 변동에 따른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의 안정성 비교

신뢰수준 방법
대수정수분포에서 추가 파테토분포에서 추가

5% 추가 10% 추가 5% 추가 10% 추가

95.0%
QM 67 30 70 52

DM 79 41 77 57

99.0%
QM 84 43 83 63

DM 90 56 94 75

99.9%
QM 90 57 94 75

DM 97 71 97 86

대수정규분포와 파레토분포로부터 5% 그리고 10% 추가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난수발생에 필요한 대수정규분포와 파레토분포의 모수들은 현재의 손실
자료로 부터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분석 결과 자료가 5% 추가되는 경우는
99% 이상 신뢰수준에서 안정성을 만족하지만 10% 추가되는 경우는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성이 다른 운영리스크 자료의 수가 10% 이상 추가되는 경우에는 과거
에 구한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연
구의안정성검증방안은잘작동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5. 결론

본논문은운영리스크고급측정법적합성검증의구성요소중하나인필요자기자본(운
영리스크 VaR) 산출 방법의 안정성 검증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한 방법이 타당한지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붓스트랩 방법에 의한 운영리스크 VaR의 신뢰구간을 계산하고, 데이터의 변동이
나 심도 분포에 대한 적합 결과의 변동에 따른 새로운 운영리스크 VaR 추정값이 신뢰구
간에 포함되는 비율로 안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안정하다는 평가의 기준으로
는 신뢰구간에 포함되는 비율이 80% 혹은 90% 수준 이상일 때로 정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본 논문이 제안한 방안은 운영리스크 VaR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안정성이 미
흡하다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운영리스크 VaR의 변동성이 미
미한경우에는안정성이만족된다는결과를제시하므로본논문이제안하는방법은안정성

검증방안으로서의역할을잘수행한다고결론내릴수있다.
금융기관에서활용할수있는운영리스크적합성검증에관한구체적통계적방안은현

재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본 논문은 운영리스크 적합성 검증 기준 중 운영리스크 VaR 추정
값의 안정성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제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안정
성 검증을 위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최초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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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VaR Stability for Operational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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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erational risk is defined as the risk of loss resulting from inadequate or failed

internal processes, people and systems, or external events. The advanced measure-

ment approach proposed by Basel committee uses loss distribution approach(LDA)

which quantifies operational loss based on bank’s own historical data and measure-

ment system. LDA involves two distribution fittings(frequency and severity) and

then generates aggregate loss distribution by employing mathematical convolution.

An objective validation for the operational risk measurement is essential because

the operational risk measurement allows flexibility and subjective judgement to cal-

culate regulatory capital. However, the methodology to verify the soundness of the

operational risk measurement was not fully developed because the internal opera-

tional loss data had been extremely sparse and the modeling of extreme tail was

very difficul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ology for the validation of op-

erational risk measurement based on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s of operational

VaR(value at risk). We derived two methods to generate confidence intervals of

operational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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