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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다변량 분포에서의 VaR (Value at Risk)와 CTE (Conditional Tail Expectation)에 관한 많

은 연구문헌에서는 특정한 포트폴리오 구성비를 이용하여 일변량 분포로 변환하여 추정하였다. 다

변량 분포에서 분위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존재한다. 그러나 분위수가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VaR와 CTE의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분위 벡터를 이용한 대안적인 VaR와

통합적인 다변량 CTE의 연구를 확장하여, 여러 종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다양한 비율 조합에 따

른 가중 CTE 벡터들을 제안한다. 일변량에 대한 CTE 관계식을 다차원의 관계식으로 확장하고, 일

변량의 관계식과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정규분포로부터 추출한 자료와 실증 예제를 통

하여본연구에서제안한가중 CTE를탐색하면서가중 CTE의활용성과장점을유도한다.

주요용어: 가중값, 분위수, 상관계수, 손실, 위험, 포트폴리오, VaR.

1. 서론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 요인의 변화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재무 상태에 손실이 발생할 위험

(risk)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Jorion (1997)은 주어진 신뢰수준 하에서 일정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순자산가치의 최대손실 가능금액을 의미하는 Value at Risk (VaR)를 제안하였다. Sarykalin (2008)은

우측꼬리 α ∈ (0, 1)값에 대응하는 min{z|FX(z) ≥ α}로 정의하고 V aRα로 표기하였다. 이후 VaR은

시장위험 (market risk) 관리수단으로 손실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험의 크기를 한눈에 볼 수 있

어 일반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Kupiec, 1995; Lopez, 1998; Barone-Adesi 등, 1999; Rock-

afellar와 Uryasev, 2000 2002; Hong과 Kwon, 2010; Berkowitz 등, 2011; Ko와 Son, 2015; Park과

Baek, 2014).

급격한 사회변화들로 인해 점점 불안정해지는 금융시장 속에서 VaR은 시장위험 (market risk)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Artzner 등 (1999)은 CTE (Conditional Tail Expectation) 또는

CVaR (Conditinal Value at Risk)와 ES (Expected Shortfall)을 통해 VaR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CTE는 VaR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을 의미하며 CTEα로 표기하

였다 (Artzner 등, 1999; Rockafellar와 Uryasev, 2000; Andersson 등, 2001; Krokhmal 등, 2002;

Acerbi와 Tasche, 2002; Topaloglou 등, 2002).

많은 변수들로 구성된 복잡한 금융시장에서 Longin (2000, 2001)은 VaR을 이용한 위험관리 방법

을 연구하였다. CTE (CVaR 또는 ES)도 다변량 분포에서 위험관리 수단으로써 연구되었는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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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헌들은다변량을일변량으로변환하여추정하였다. 이변량이상의다변량분포에서분위수 (quan-

tile)에 관한 많은 연구가 존재하지만 (Chen과 Welsh, 2002; Yuzhi, 2010), 일변량 분포로 변환한 연구

의 이유 중의 하나는 다변량 분포에서 분위수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Hong과 Kim (2016)은 다

변량 분포에서 정의된 분위 벡터 (quantile vector)를 이용하여 다변량 CTE를 제안하였다. 변수들의

정보량을 잃지 않고 다변량 분포를 이용하여 통합적인 다변량 CTE를 추정하는 것이 장점이며, 기존의

CTE보다작은값으로구현되기때문에보다적극적인투자를할수있는기대효과가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여러 변수들에 대하여 통합적인 CTE를 추정하기보다는 현실 세계에서는 특정

한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즉 여러 변수들의 특정한 비율로 선정한 포트폴리오인 경우에

대하여 CTE를 추정하는데 관심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분포에서 통합적인 CTE를 제

안한 Hong과 Kim (2016)의 연구를 확장하여, 특정한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인 가중값 (weight)이 설정

된경우에다변량가중 CTE (weighted CTE)를추정한다. 다변량분포에서의위험을통합적으로추정

한 CTE보다 본 연구에서의 가중 CTE는 위험 정도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정하며,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다변량 CTE와 같은 공간상에 표현할 수 있으므로 가중

CTE와비교할수있으며, 다양한가중값에대응하는가중 CTE들과분석도가능하다. 가중 CTE를사

용하면, 신중하고안정적인위험관리를보다효율적으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본 논문의 2절에서는 주어진 가중값 벡터와 다변량 Vector at Risk의 선형 결합을 최소화하는 k차원

의 한 점에 대응하는 가중 CTE들을 정의하고 가중 CTE들의 관계식을 유도한다. 3절에서는 다양한 상

관계수를 포함하는 이변량 표준정규분포와 복잡한 형태의 공분산행렬을 갖는 삼변량 표준정규분포에서

다양한 가중 CTE를 추정하며 탐색하고, 통합적인 CTE와 비교하면서 특징을 토론한다. 4절에서는 이

차원과 삼차원의 실증예제를 이용하여 가중 CTE를 구하여 비교하고 분석한다. 마지막 5절은 본 연구

에서제안한가중 CTE에대한결론을유도하고활용방안과기대효과에대하여토론한다.

2. 가중 CTE

본 연구에서는 위험에 대해 논하므로 이익률과 손실률 중 손실률에 대해서만 토론한다. 손실률을

나타내는 다변량 확률변수 {X1, . . . , Xk}는 다변량 분포함수 F (x1, . . . , xk)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Hong과 Kim (2016)은다변량 1− α 분위벡터 zα = (z1α, . . . , zkα)
T의우상향영역 (right and upper

region) Rk
α에대하여 zα를다차원으로확장한 Vector at Risk, V aRα = µ+

√
diag(Σ)zα를이용하여,

다변랑 CTEα = (CTE1α, ..., CTEkα), 여기서 CTEjα =
∫
· · ·

∫
(x1, ..., xk)∈Rk

α
xjdF (x1, . . . , xk)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포트폴리오에서의 분산투자를 위한 가중값 벡터 w = (w1, . . . , wk)
T가 주

어진 경우에, wTV aRα를 최소화하는 k차원의 한 점 V aRw
α = (V aRw

1α, . . . , V aRw
kα)

T를 발견할

수 있다. 특정한 α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α∗에 대한 Vector at Risk에서 wTV aRα∗를 최소화하는

V aRw+
α∗ 와 V aRw−

α∗ 는 k차원의공간에서선형직선으로나타나며, V aRw+
α =

⋃
α∗≤α

V aRw
α∗와 V aRw−

α =

V aRw+
α − V aRw

α와같이정의한다. 그리고가중 CTE (weighted CTE)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정의 2.1 임의의 α보다 작거나 같은 Vector at Risk로 부터 설정한 V aRw+
α 와 V aRw−

α 에 대하여

CTEw+
α = (CTEw+

1α , . . . , CTEw+
kα )T 와 CTEw−

α = (CTEw−
1α , . . . , CTEw−

kα )T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모든 j = 1, . . . , k에대하여,

CTEw+
jα =

∫
· · ·

∫
(x1, ..., xk)∈V aRw+

α

xjdF
αw+

(x1, . . . , 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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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w−
jα =

∫
· · ·

∫
(x1, ..., xk)∈V aRw−

α

xjdF
αw−

(x1, . . . , xk),

여기서조건부누적분포함수 Fαw+

(x1, . . . , xk)와 Fαw−
(x1, . . . , xk)는다음과같으며,

Fαw+

(x1, . . . , xk) =
{F (x1, . . . , xk)− (1− αw+)}

αw+
, (x1, . . . , xk) ∈ V aRw+

α ,

Fαw−
(x1, . . . , xk) =

{F (x1, . . . , xk)− (1− αw−)}
αw− , (x1, . . . , xk) ∈ V aRw−

α ,

그리고여기서

αw+ = P [(x1, . . . , xk) ∈ V aRw+
α ] =

∫
· · ·

∫
(x1, ..., xk)∈V aRw+

α

dFαw+

(x1, . . . , xk),

αw− = P [(x1, . . . , xk) ∈ V aRw−
α ] =

∫
· · ·

∫
(x1, ..., xk)∈V aRw−

α

dFαw−
(x1, . . . , xk).

�

다변량가중 CTE에서도일변량 CTE 관계식을확장하여정리 2.1의관계식을유도할수있다.

정리 2.1 CTEw+
α 와 CTEw−

α 의관계식은다음과같다.

CTEw+
α = λwE(V aRw

α ) + (1− λw)CTEw−
α ,

여기서 λw = (αw+ − αw−)/αw+이다.

증명: 모든 j = 1, . . . , k에대하여,

CTEw+
jα =

∑
(x1, ..., xk)∈

∑
V aRw+

α

xjf(x1, . . . , xk)∑
(x1, ..., xk)∈

∑
V aRw+

α

f(x1, . . . , xk)
=

∑
(x1, ..., xk)∈

∑
V aRw+

α

xjf(x1, . . . , xk)

αw+
,

CTEw−
jα =

∑
(x1, ..., xk)∈

∑
V aRw−

α

xjf(x1, . . . , xk)

αw− ,

E(V aRw
jα) =

∑
(x1, ..., xk)∈

∑
V aRw+

α −V aRw−
α

xjf(x1, . . . , xk)∑
(x1, ..., xk)∈

∑
V aRw+

α −V aRw−
α

f(x1, . . . , xk)

=

∑
(x1, ..., xk)∈

∑
V aRw+

α −V aRw−
α

xjf(x1, . . . , xk)

αw+ − αw− ,

그리고 λw =
αw+ − αw−

αw+
이므로정리 2.1의관계식은성립한다.

�

다변량 CTE 관계식은 우상향 영역 Rk+
α 와 Rk−

α 에서 정리했지만, 정리 2.1의 가중 CTE 관계식에서

CTEw+
α , E(V aRw

α ), CTEw−
α 는 k차원공간의선형직선인 V aRw+

α 와 V aRw−
α 를통해식이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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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변량 정규분포에서의 가중 CTE

3.1. 이변량 정규분포 가중 CTE

다변량 CTE에서는 모평균 벡터가 영벡터인 다변량 정규분포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가정한 다변량 정규분포를 사용하여 탐색한다. 우선 이변량 정규분포에서 V (X) = 1, V (Y ) = v2 그

리고 Cov(X,Y ) = ρv로 설정하고, 다양한 상관계수 ρ, 분산비율을 의미하는 v 그리고 가중값 [wx :

wy]의 변화에 따른 가중 CTE, CTEw
α를 구한다. 상관계수 ρ는 -0.6부터 +0.6까지 0.3의 간격으로 살

펴보고, v는 0.8, 1.0, 1.2에대하여그리고 [wx : wy]는 [2:8]부터 [8:2]까지변화를살펴본다.

Sarykalin 등 (2008)과 Hong과 Kim (2016)에서 정의한 α+와 α−를 확장 정의한 αw+와 αw−

를 이용하여, 5%에 대한 CTEw
α를 추정하고자 αw+ = 0.055, αw− = 0.045 로 설정하여 CTEw+

α ,

CTEw−
α , E(V aRw

α )를 계산하고 이들의 관계식도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가중값 [3:7], [5:5], [7:3]일 때

의 CTEw+
α , CTEw−

α , E(V aRw
α )의 값과 추가로 다변량 CTE+

α의 값을 Table 3.1에 정리하였으며, 그

중 CTEw+
α 를 Figure 3.1에표현하였다.

Table 3.1과 Figure 3.1을 바탕으로 상관계수 ρ가 증가하면 CTEw+
α 의 좌표가 우상향 공간 (right

and upper space)으로 이동하며, 분산비율 v가 클수록 우상향 공간으로 이동하는 기울기도 증가함

을 탐색할 수 있다. 우선, Figure 3.1의 왼쪽 그래프인 가중값 [3:7]일 때를 확인해보면, CTEw+
yα 가

CTEw+
xα 보다크며모든 CTEw+

α 가 45◦보다위에위치한다. 또한상관계수가증가함에따라 CTEw+
α 는

모두 45◦보다 낮은 속도로 커지는데 분산비율이 1.2에서 0.8로 작아질수록 더 낮은 속도로 이동한다.

Figure 3.1의 중앙 그래프인 가중값 [5:5]인 경우에는 모든 CTEw+
α 가 45◦부근에 위치한다. 또한 상관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산비율이 1.2에서는 CTEw+
α 는 45◦보다 큰 속도로 커지며, 분산비율이 1에서

는 45◦의 속도로 커지고, 분산비율이 0.8인 경우에는 45◦보다 낮은 속도로 커진다. Figure 3.1의 오른

쪽 그래프인 가중값 [7:3]에서는 CTEw+
yα 가 CTEw+

xα 보다 작으며 모든 CTEw+
α 가 45◦보다 아래에 위

치한다. 또한 상관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CTEw+
α 는 모두 45◦보다 높은 속도로 커지는데 분산비율이

0.8부터 1.2까지커질수록더높은속도로커진다. 이것은상관계수는작고분산비율은클수록가중값에

따른위험의변동이크다는것을뜻한다.

Figure 3.1 CTEw+
α with weights [3:7], [5: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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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TEw+
α , CTEw−

α , E(V aRw
α ) and CTE+

α

ρ = -0.6 ρ = -0.3 ρ = 0 ρ = 0.3 ρ = 0.6

v = 0.8

CTE+
α (0.8426, 0.6739) (1.1303, 0.9042) (1.3672, 1.0942) (1.5818, 1.2663) (1.7743, 1.4202)

CTEw−
α

[3:7] (0.4532, 1.1628) (0.8128, 1.2772) (1.1029, 1.3960) (1.3596, 1.5151) (1.6106, 1.6274)

[5:5] (0.7047, 0.7496) (1.0161, 0.9423) (1.2700, 1.1220) (1.4991, 1.2874) (1.7243, 1.4520)

[7:3] (1.1856, 0.4546) (1.3766, 0.7228) (1.5615, 0.9421) (1.7390, 1.1354) (1.9112, 1.3295)

E(V aRw
α )

[3:7] (0.0880, 0.0880) (0.4225, 0.4225) (0.6924, 0.6924) (0.9253, 0.9253) (1.1611, 1.1611)

[5:5] (0.4389, 0.4389) (0.6923, 0.6923) (0.9115, 0.9115) (1.0988, 1.0988) (1.2932, 1.2932)

[7:3] (1.0700, 1.0700) (1.1693, 1.1693) (1.2780, 1.2780) (1.3903, 1.3903) (1.5007, 1.5007)

CTEw+
α

[3:7] (0.4008, 1.1582) (0.7571, 1.2571) (1.0415, 1.3654) (1.2877, 1.4712) (1.5326, 1.5727)

[5:5] (0.6636, 0.7273) (0.9663, 0.9095) (1.2136, 1.0819) (1.4317, 1.2368) (1.6473, 1.3922)

[7:3] (1.1660, 0.4101) (1.3440, 0.6785) (1.5156, 0.8925) (1.6808, 1.0805) (1.8393, 1.2674)

v = 1

CTE+
α (0.8424, 0.8424) (1.1303, 1.1303) (1.3672, 1.3672) (1.5818, 1.5818) (1.7742, 1.7742)

CTEw−
α

[3:7] (0.5031, 1.3150) (0.8525, 1.4800) (1.1330, 1.6543) (1.3842, 1.8206) (1.6347, 1.9691)

[5:5] (0.8146, 0.8146) (1.0939, 1.0939) (1.3340, 1.3340) (1.5521, 1.5521) (1.7653, 1.7653)

[7:3] (1.3184, 0.4990) (1.4843, 0.8606) (1.6491, 1.1352) (1.8163, 1.3828) (1.9714, 1.6361)

E(V aRw
α )

[3:7] (0.1504, 0.1504) (0.4734, 0.4734) (0.7374, 0.7374) (0.9566, 0.9566) (1.1878, 1.1878)

[5:5] (0.5993, 0.5993) (0.8108, 0.8108) (0.9887, 0.9887) (1.1650, 1.1650) (1.3353, 1.3353)

[7:3] (1.2649, 1.2649) (1.3071, 1.3071) (1.3801, 1.3801) (1.4663, 1.4663) (1.5761, 1.5761)

CTEw+
α

[3:7] (0.4512, 1.3042) (0.7977, 1.4518) (1.0735, 1.6135) (1.3131, 1.7623) (1.5575, 1.9001)

[5:5] (0.7800, 0.7800) (1.0508, 1.0508) (1.2795, 1.2795) (1.4866, 1.4866) (1.6895, 1.6895)

[7:3] (1.3101, 0.4445) (1.4567, 0.8027) (1.6103, 1.0780) (1.7589, 1.3126) (1.9009, 1.5571)

v = 1.2

CTE+
α (0.8423, 1.0107) (1.1308, 1.3545) (1.3676, 1.6349) (1.5819, 1.8875) (1.7710, 2.1150)

CTEw−
α

[3:7] (0.5436, 1.4476) (0.8886, 1.6698) (1.1663, 1.8923) (1.4127, 2.1028) (1.6563, 2.3023)

[5:5] (0.9146, 0.8766) (1.1673, 1.2342) (1.3949, 1.5394) (1.6007, 1.8114) (1.8042, 2.0765)

[7:3] (1.4374, 0.5569) (1.5761, 1.0038) (1.7311, 1.3333) (1.8811, 1.6366) (2.0243, 1.9372)

E(V aRw
α )

[3:7] (0.2161, 0.2161) (0.5322, 0.5322) (0.7793, 0.7793) (0.9936, 0.9936) (1.2174, 1.2174)

[5:5] (0.7321, 0.7321) (0.8996, 0.8996) (1.0607, 1.0607) (1.2242, 1.2242) (1.3794, 1.3794)

[7:3] (1.4233, 1.4233) (1.4200, 1.4200) (1.4627, 1.4627) (1.5506, 1.5506) (1.6252, 1.6252)

CTEw+
α

[3:7] (0.4963, 1.4307) (0.8363, 1.6343) (1.1069, 1.8399) (1.3431, 2.0321) (1.5792, 2.2180)

[5:5] (0.8829, 0.8229) (1.1290, 1.1807) (1.3407, 1.4688) (1.5370, 1.7309) (1.7293, 1.9845)

[7:3] (1.4348, 0.4742) (1.5508, 0.9288) (1.6891, 1.2555) (1.8260, 1.5507) (1.9545, 1.8425)

Figure 3.2 CTEα and CTEw
α

본연구의 CTEw
α를Hong과Kim (2016)이제안한 CTEα와비교하기위하여,대표적으로 CTEw+

α 와

CTE+
α를 Figure 3.2에표현하였다. CTEα는위험을추정할때모든변수들을동등하게취급하여정보

량에 손실은 없고 다양한 위험관리에 적용하기 힘들지만, CTEw
α는 다양한 투자상황에 맞는 위험을 추

정할 수 있도록 특정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인 가중값에 해당하는 접점의 선에서 정의되었다. 따라서 고

려하는 정보량은 CTEα보다 적으나 각각의 특정한 가중값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Table 3.1를바탕으로 CTEα와 CTEw
α를비교하기위하여가중값 [2:8] ∼ [8:2]에서상관계수와분산

비율에 대한 CTE+
α , CTE−

α , E(V aRα) 중 대표적으로 CTE+
α와 CTEw+

α , CTEw−
α , E(V aRw

α )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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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으로 CTEw+
α 을 Figure 3.3에표현하였다.

Figure 3.3 CTE+
α & CTEw+

α with v = 0.8, 1, 1.2

Figure 3.3를 바탕으로 상관계수의 증가에 따라 CTEw
α와 CTEα 모두 우상향 공간으로 이동하는

데 CTEα에 비해 CTEw
α가 가중값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서 우상향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3.3의 중앙 그래프인 분산비율이 1에서는 가중값 [5:5]에서의 CTEw+
α 와 CTE+

α는

같은 선상에 위치하며, [2:8]쪽으로 갈수록 상향 공간 (upper space)에 위치하고, [8:2]쪽으로 갈수

록 하향 공간 (lower space)에 위치하고 있다. Figure 3.3의 왼쪽 그래프인 분산비율이 0.8에서는

가중값 [5:5]부터 [2:8]까지의 CTEw+
α 는 CTE+

α 보다 상향 공간에 위치하며, [6:4]부터 [8:2]까지의

CTEw+
α 는 CTE+

α보다 하향 공간에 위치한다. Figure 3.3의 오른쪽 그래프인 분산비율이 1.2에서는

가중값 [4:6]부터 [2:8]까지의 CTEw+
α 는 CTE+

α 보다 상향 공간에 위치하며, [5:5]부터 [8:2]까지의

CTEw+
α 는 CTE+

α보다하향공간에위치한다. 이것은분산비율이클수록가중값에따른위험의격차가

벌어지게되고, 분산비율이작을수록가중값에따른위험의격차가줄어든다는것을의미한다.

가중값 [5:5]인 경우에 CTEw+
α 와 CTE+

α를 비교해 보면, CTEw+
α 가 CTE+

α보다 원점에 더 가깝다.

CTEα는 포트폴리오 특성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정도가 낮게 추정되어 부주의한 위험관리를 유

발할 수 있다. CTEw
α는 다양한 투자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가중값을 적용시켜 위험을 추정하기 때문

에 위험정도가 CTEα보다 보수적이다. 따라서 신중하고 안정적인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있다.

3.2. 삼변량 정규분포 가중 CTE

삼변량정규분포의분산공분산행렬을다음과같이설정한다.

Σ =

 1 ρv ρ2v2

ρv v2 ρv3

ρ2v2 ρv3 v4


여기서 상관계수 ρ는 -0.6부터 +0.6까지 0.3의 간격으로 살펴보고, 분산비율 v는 0.5, 1, 2인 경우와 가

중값 [wx : wy : wz]는 [1:1:1], [5:3:2], [3:5:2], [2:3:5]에 대한 변화로 다양하게 살펴본다. 이변량 정규분

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에 대한 CTEw
α를 추정하고자 αw+ = 0.055, αw− = 0.045로 설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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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w+
α , CTEw−

α , E(V aRw
α )를 계산하고 이들의 관계식도 확인한다. 삼변량 정규분포의 경우 공간상

의 좌표로써 시각화 표현이 어려우므로 CTEw
α를 CTEw

xα, CTEw
yα, CTEw

zα로 분리하여 표현하고 각각

따로탐색하고종합한다.

가중값 [1:1:1]로 고정된 경우에 CTEw+
α 를 구하여 Table 3.2에 정리하였다. 상관계수가 증가하면

CTEw
xα, CTEw

yα, CTEw
zα 모두 증가하며, 증가 속도도 빨라진다. 이것은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위험이

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

Table 3.2 CTEw+
xα , CTEw+

yα , CTEw+
zα with weight [1:1:1]

[1 : 1 : 1] v = 0.5 v = 1 v = 2

ρ = −0.6 (0.2360, 0.2360, 0.2360) (0.4118, 0.4118, 0.4118) (0.6080, 0.6080, 0.6080)

ρ = −0.3 (0.3303, 0.3303, 0.3303) (0.5790, 0.5790, 0.5790) (0.7955, 0.7955, 0.7955)

ρ = 0 (0.4270, 0.4270, 0.4270) (0.7443, 0.7443, 0.7443) (0.9647, 0.9647, 0.9647)

ρ = 0.3 (0.5519, 0.5519, 0.5519) (0.9290, 0.9290, 0.9290) (1.1443, 1.1443, 1.1443)

ρ = 0.6 (0.7504, 0.7504, 0.7504) (1.1453, 1.1453, 1.1453) (1.3845, 1.3845, 1.3845)

분산비율이 1로 고정된 경우에 CTEw+
α 의 좌표인 CTEw+

xα , CTEw+
yα , CTEw+

zα 결과를 Table 3.3으

로 정리하고 Figure 3.4에 구현하였다. 가중값 [5:3:2]에서는 CTEw+
xα 가 제일 크고, 가중값 [3:5:2]에서

는 CTEw+
yα 가 제일 크며, 가중값 [2:3:5]에서는 CTEw+

zα 가 제일 크다는 것을 탐색하였다. 즉 가중값

[wx : wy : wz]에서 동일한 가중값 wx = wy = wz인 경우에는 CTEw
xα = CTEw

yα = CTEw
zα이다. 그

리고 wx > wy > wz라면 CTEw
xα > CTEw

yα > CTEw
zα이고, wy > wx > wz라면 CTEw

yα > CTEw
xα >

CTEw
zα이며, wx < wy < wz 라면 CTEw

xα < CTEw
yα < CTEw

zα임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가중값에 따

라위험의크기도비례하여구성된다는것을뜻한다.

Table 3.3 CTEw+
xα , CTEw+

yα , CTEw+
zα with v = 1

v = 1
[5 : 3 : 2] [3 : 5 : 2] [2 : 3 : 5]

x y z x y z x y z

ρ = −0.6 0.6176 0.3705 0.2470 0.3705 0.6176 0.2470 0.2470 0.3705 0.6176

ρ = −0.3 0.8702 0.5222 0.3481 0.5222 0.8702 0.3481 0.3481 0.5222 0.8702

ρ = 0 1.1337 0.6801 0.4535 0.6801 1.1337 0.4535 0.4535 0.6801 1.1337

ρ = 0.3 1.4623 0.8778 0.5850 0.8778 1.4623 0.5850 0.5850 0.8778 1.4623

ρ = 0.6 1.9421 1.1887 0.7893 1.1887 1.9421 0.7893 0.7893 1.1887 1.9421

가중값이 [5:3:2]로 고정된 경우에 CTEw+
α 의 좌표인 CTEw+

xα , CTEw+
yα , CTEw+

zα 결과를 Figure

3.5에 구현하였다. 상관계수와 분산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CTEw+
xα , CTEw+

yα , CTEw+
zα 의 값이 증

가한다. 그러나 가중값은 [5:3:2]인 경우에 가중값 비중이 제일 큰 CTEw+
xα 는 급격히 증가하고, 가중값

비중이 제일 약한 CTEw+
zα 는 증가 속도가 제일 낮다. 이것은 가중값이 클수록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의

변동이커지고, 가중값비율이작을수록상관계수에따른위험의변동이작다는것을의미한다.

가중값 [5:3:2]에서 가중값 비중이 제일 큰 CTEw+
xα , 가중값 [3:5:2]에서 가중값 비중이 제일 큰

CTEw+
yα 그리고 가중값 [2:3:5]에서 가중값 비중이 제일 큰 CTEw+

zα 를 Figure 3.6에 구현하였다. Fig-

ure 3.6의 왼쪽 그래프인 가중값 [5:3:2]에서의 CTEw+
xα 는 상관계수의 증가에 따라 분산비율이 2일 때

의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르며, Figure 3.6의 중앙 그래프인 가중값 [3:5:2]에서의 CTEw+
yα 는 분산비율

이 1일 때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Figure 3.6의 오른쪽 그래프인 가중값 [2:3:5]에서의 CTEw+
zα 는

분산비율이 0.5일 때의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탐색하였다. 이것은 가중값과 상관계수 ρ가 클

수록 위험은 커지나 위험의 증가량에는 분산비율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위험의 변동을 만들어 낸다

는것을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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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CTEw+
xα , CTEw+

yα , CTEw+
zα with v=1

Figure 3.5 CTEw+
xα , CTEw+

yα , CTEw+
zα with weight [5:3:2]

Figure 3.6 CTEw+
xα with [5:3:2], CTEw+

yα with [3:5:2], CTEw+
zα with [2:3:5]

4. 실증예제

5개의 기업인 SK텔레콤 (SKT), 현대건설 (HDEC), 기아차 (KIA), 우리은행 (WB), CJ대한통운

(CJKE) 주식의 종가 자료를 이용하여 손실률의 실증자료로 활용한다. 실증자료는 로그 손실률로써 한

국 거래소 (www.krx.co.kr)의 2015년 08월 03일부터 2016년 08월 02일까지 1년간의 247개 시계열 자

료를 대상으로 한다. 이변량 자료에 관하여 SK텔레콤과 현대건설의 손실률 자료를, 삼변량 자료는 기

아차, 우리은행, CJ대한통운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각각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분산투자

시의 CTEw
α를추정하였다.

이변량 자료인 SK텔레콤과 현대건설에 대한 다변량 정규분포를 검정하는 통계량들 중에서 Henze-

Zirkler의 통계량값은 1.0795 (p-값=0.0434)이고, 삼변량 자료인 기아차, 우리은행, CJ대한통운에 대한

Henze-Zirkler의 통계량값은 0.9695 (p-값=0.1051)이지만 본 실증예제에서는 각각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가정하였다. 그리고 5%에대한 αw+ = 0.055, αw− = 0.045로설정하여 CTEw
α를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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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량 자료인 SK텔레콤 (SKT), 현대건설 (HDEC)의 표준편차와 상관계수는 σSKT = 1.5243,

σHDEC = 2.6025, ρ = 0.1609이며, CTEw
α 추정에서 가중값 [wSKT : wHDEC ]은 [2:8] ∼ [8:2]로 설

정하였다.

SK텔레콤, 현대건설의 CTEw+
α , CTEw−

α , E(V aRw
α ) 값을계산하여 Table 4.1에정리하였다.

Table 4.1 CTEw+
α , CTEw−

α and E(V aRw
α ) of SKT and HDEC

CTEw−
α E(V aRw

α ) CTEw+
α

[2:8] (1.5203, 3.8939) (1.3850, 3.7196) (1.4515, 3.8053)

[3:7] (1.8613, 3.5615) (1.5779, 3.1258) (1.7840, 3.4427)

[4:6] (2.1372, 3.3025) (1.7991, 2.7164) (2.0586, 3.1662)

[5:5] (2.3864, 3.1078) (2.0398, 2.4135) (2.3111, 2.9570)

[6:4] (2.7622, 3.2738) (2.3114, 2.1899) (2.6829, 3.0831)

[7:3] (3.0289, 3.0859) (2.6209, 2.0353) (2.9563, 2.8991)

[8:2] (3.3369, 2.9004) (3.0056, 1.9216) (3.2766, 2.7221)

각 가중값 별로 구한 CTEw+
α , CTEw−

α , E(V aRw
α )는 정리 2.1의 관계식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변량 CTE를구하면 CTE−
α는 (2.4894, 3.1096), E(V aRα)는 (2.0516, 2.6605) 그리고 CTE+

α는

(2.3725, 2.9897)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CTEw
α와 비교하기 위하여 Table 4.1에 있는 CTEw+

α 와 다

변량 CTE의 CTE+
α를 Figure 4.1에같이구현하였다.

Figure 4.1에서 가중값 [5:5]인 경우에 CTEw
α와 CTEα를 비교해 보면, CTEw

α가 CTEα보다 원점

에 더 가까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3절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하게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갖

지 못하는 CTEα에 비해 CTEw
α는 특정한 포트폴리오가 설정되었을 때의 가중값이 주어진 경우이므로

CTEα보다 좀더 신중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SK텔레콤과 현대

건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분산투자를 진행하면, 위험을 예민하게 적용시켜 보다 안정적인 위

험관리를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한다.

Figure 4.1 CTEw+
α and CTE+

α of SKT and HDEC

다음으로 삼변량 자료인 기아차 (KIA), 우리은행 (WB), CJ대한통운 (CJKE)에서의 표준편차와 상

관계수는 σKIA = 1.8191, σWB = 1.4257, σCJKE = 2.0398, ρKIA, WB = 0.2879, ρKIA, CJKE =

0.0612, ρWB, CJKE = 0.1905이며, 가중값 [wKIA : wWB : wCJKE ]을 [1:1:1], [5:3:2], [3:5:2] 그리고

[2:3:5]로설정하였다.

기아차, 우리은행, CJ대한통운의 CTEw+
α , CTEw−

α , E(V aRw
α ) 값을 Table 4.2에 정리하였다. 가

중값 [5:3:2]에서는 KIA의 위험정도가 가장 크고, WB와 CJKE의 위험정도가 가장 큰 경우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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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와 [2:3:5]이다. 가중값이 같아도 위험정도에는 분산비율과 상관계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예

제에서는 KIA, WB, CJKE 중분산이제일큰 CJKE의위험정도가가장크다.

Table 4.2 CTEw+
α , CTEw−

α and E(V aRw
α ) of KIA, WB and CJKE

CTEw−
α E(V aRw

α ) CTEw+
α

[1:1:1] (1.9873,1.9873,1.9873) (1.3880,1.3880,1.3880) (1.8002,1.8002,1.8002)

[5:3:2] (2.9014,1.7411,1.1607) (2.2276,1.3365,0.8910) (2.7592,1.6557,1.1037)

[3:5:2] (1.7680,2.9467,1.1787) (1.4114,2.3524,0.9410) (1.6639,2.7731,1.1092)

[2:3:5] (1.1588,1.7383,2.8968) (0.8817,1.3225,2.2044) (1.1056,1.6585,2.7639)

가중값 별로 구한 CTEw+
α , CTEw−

α , E(V aRw
α )는 정리2.1의 관계식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변량 CTE를 추정하면 CTE−
α는 (2.1697, 1.8678, 2.2651), E(V aRα)는 (1.6319, 1.4281,

1.6922) 그리고 CTE+
α는 (2.0871, 1.9001, 2.1770)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CTEw

α와 비교하기 위하

여 다양한 가중값에 대한 CTEw+
α 와 CTE+

α를 Figure 4.2에 동시에 구현하였다. 우선 기아차에 대한

Figure 4.2를 살펴보면, 기아차에 대한 분산투자비율이 가장 큰 [5:3:2]에서는 CTE+
α보다 CTEw+

α 가

큰 값을 가지며 나머지 가중값의 경우에는 CTE+
α보다 모든 CTEw+

α 가 작은 값을 갖는다. 특히 기아

차에 대한 가중값이 제일 작은 [2:3:5]에서는 가장 작은 CTEw+
α 값을 갖는다. 이런 현상은 우리은행과

CJ대한통운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리고 투입되는 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CTEα의 경우

가장큰분산을갖는 CJKE가 KIA와 WB에비교하여더큰위험정도를갖는다. 반면에가중값과상관

계수를고려하는 CTEw
α의경우 WB의위험정도가가장크다.

Figure 4.2 CTEw+
α and CTE+

α of KIA, WB and CJKE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Hong 등 (2016)이 제안한 다변량 분위 벡터를 이용하고, 통합적인 다변량 분포에서의

CTE 추정방법을제안한 Hong과 Kim (2016)의연구를확장하여, 여러종류의포트폴리오로구성된다

양한비율조합인가중값에따른가중 CTE를제안하였다. 특정한가중값벡터가주어진경우에그리고

고정된유의수준에대해두종류의 CTE를정의하였으며이들의관계식을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중 CTE를 다변량 CTE와 비교하기 위하여 이변량과 삼변량의 정규분포에서

두확률변수의분산비율과상관계수그리고가중값을다양하게변화시키면서살펴보았다.

다변량 정규분포에서 CTE는 다변량 분위벡터의 면적에서 정의되어 투입된 정보량은 많으나 수많은

경우의수를가지는포트폴리오의위험정도를동등하게취급하여하나의점으로설명하고해석할수있

다. 그러나 가중 CTE는 특정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인 가중값에 해당하는 접점들의 집합인 선에서 정

의되기 때문에 고려하는 정보량은 CTE보다 적지만, 각각의 특정한 가중값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CTE와 같은 공간상에 표현이 가능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한데, 동일한 가중값인 경우에 가중 CTE가 CTE보다 원점에 더 가까운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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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제안한가중 CTE는특정한포트폴리오가설정되었을때의가중값이주어진경우이므로기

존의 CTE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증예제에서는 포트폴리

오의 특성을 갖지 못하는 CTE에 비해 특정한 포트폴리오가 설정되어 가중값이 주어진 가중 CTE가 좀

더위험을예민하게적용시켜신중하고안정적인위험관리를할수있다는장점을이변량의경우에서확

인하였다. 삼변량실증예제에서도더욱복합적인현상을발견할수있었다.

그러므로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다변량 분포에서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추정한 CTE보다 본 연구에서

의 가중 CTE는 특정한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인 가중값이 설정된 경우에서 CTE를 추정하기 때문에 정

보량은줄지만위험정도를정밀하게측정하고, 다양한포트폴리오구성비율에대한비교분석이가능하

여신중하고안정적인위험관리를가능하게하는장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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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any literatures on VaR and CTE for multivariate distribution, these are esti-

mated by using transformed univariate distribution with a specific ratio of many kinds

of portfolios. Even though there are lots of works to define quantiles for multivariate

distributions, there does not exist a quantile uniquely. Hence, it is not easy to define

the VaR and CT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weighted CTE vectors corresponding

to various ratio combinations of many kinds of portfolios by extending the researches on

the alternative VaR and integrated multivariate CTE based on multivariate quantiles.

We extend relation equations about univariate CTEs to multivariate CTE vectors and

discuss their characteristics. The proposed weighted CTEs are explored with some data

from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and illustrative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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