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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금융기관 위험관리 방안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VaR모형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새롭게 주목받는
스트레스 테스팅(Stress testing)이 우체국 금융의 위기관리 방안으로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우체국
금융은 2003년 현재 33조의 예금자산 운영규모 중 국공채매입 11%, 금융기관예탁 57% 그리고 공자기금 예치
31%의 비중을 두고 있다. 이중에서 우체국 금융의 직접적인 위험관리 대상은 국공채 매입이다. 국공채 매입부분
에 대한 VaR 계산은 만기별 채권비중이 나오면 채권의 VaR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테
스팅의 우체국 금융 위험관리 적용은 시나리오 방법 중 제로아웃(zeroed out) 방법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
였다. 스트레스 테스팅의 적용이 요구되는 정당성으로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은 1999년~2002년 기간 동안 일
별자료로 계산한 3년 만기 국채와 KOSPI의 수익률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라는 점이다. 2003년 현재 우체국 금
융자산 중 핵심자산을 국공채 매입으로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팅 방법을 적용할 경우 국채와 주식의 비정상적
인 상황은 수익률의 표준편차의 2.33배가 넘는 변화일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Ⅰ. 연구의 동기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자유화의 확대 그리고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금융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었다. 특히 IMF규제를
겪으면서 외국자본의 유치가 증가함에 따라 금리, 환율, 주가 그리고 상품가격의 변동성이 증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시장위험
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VaR는 향후 불리한 시장가격 변동이 특정 신뢰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예상 최대 손실 규모를 의미한다. VaR 모형은 198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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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금융자산의 증권화, 각종 파생상품의 등장, 시장주의 회계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 그리고
통합적인 위험관리 기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개발된 것이다. VaR 모형은
금융 상품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일정한 미래 기간동안에 일정한 신뢰 수준 하에서 시장움
직임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최대의 손실 가능성을 하나의 숫자로 계산하여 제시한다. VaR
기법은 금융시장이 세계화되고 파생상품의 거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위험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팅(Stress testing)은 금융기관들이 극단적인 위기상황에서 입을 수 있는 손실
을 예측하는 기법으로서 위기상황분석이라고도 번역된다. 스트레스 테스팅은 VaR모형이 수익
률의 정규분포 가정으로 인하여 위험을 과소 계상하고 또한 위험요인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위
기상황에서의 손실 예측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면서 VaR 모형을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팅은 과거 자료가 없는 새로운 금융상품
에 대한 위험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단절이 심할 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에 발표한 “신 BIS 자기자본 규제
제도”에서 금융기관들이 VaR 모형을 사용할 경우 위기 상황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팅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VaR모형과 스트레스 테스팅을 우체국 금융의 위험관리 적용 가능성과 적
용할 경우 예상되는 각 방법의 장점과 한계점 그리고 두 방법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구체
적인 내용은 VaR 모형과 스트레스 테스팅의 장점과 한계점, 각 방법의 중요성과 역할, 양 방법
의 비교 그리고 우체국 금융의 현황과 양 방법의 적용시 예상되는 가정과 문제점이다.

Ⅱ. VaR 모형
1. VaR의 개념
VaR는 주어진 신뢰수준 내에서 목표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보유자산의 최대손실예상금
1)

액을 말한다. 이를 수식을 이용해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Value at Risk: the New Benchmark for Controlling Market Risk, First Edition , 1997, Philippe Jo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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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ΔS＞V) ＝ 1 － α

(식 1)

여기서, P( ): ( )의 상황이 일어날 확률
ΔS: 보유자산 가치의 목표기간내의 변화량
1 － α: 신뢰수준, α: 유의수준
여기서 V의 절대값이 곧 보유자산의 신뢰수준 1 － α에서의 VaR가 된다.
ΔS(절대값이 아님)가 V보다 클 가능성이 신뢰수준인 1 － α만큼 된다는 것은 V가 주어진 신
뢰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ΔS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즉 최대의 손실액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때 V는 주로 음(－)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절대치를 구하게 되면 이 값이 VaR를 의미하게
2)

된다.

여기서 신뢰수준이란 실제 손실이 VaR를 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하며,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VaR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신뢰수준은 기업의 위험회피도와 VaR를 초
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때, 즉 예측이 어긋났을 때의 비용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기업의
위험회피도가 클수록, 예측이 어긋났을 때의 비용이 클수록 신뢰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금융
감독원과 BIS 산출기준 VaR의 경우 신뢰수준은 99%이다.
목표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보유자산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간이 되며 일반적으로 목표기간
이 길수록 변화량이 증가해 VaR도 증가하게 된다. VaR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유기간은 보유자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한다. 즉 증권회사와 같이 자산구성을
매우 빨리 변화시키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일 기준으로 VaR를 측정하여야 할 것이며, 연금
기금과 같이 포지션을 천천히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한달 정도의 보다 장기적인 기준으로 VaR
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표기간은 자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데 필
요한 최대기간에 해당하므로 보유자산의 유동성과 관련되어 결정되어야 하지만 비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목표기간의 길이는 자주 감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잠재적 문제점을 초기에 발견함
으로써 얻는 이점간의 상충관계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BIS 산출기준
VaR의 경우 보유기간은 10일(=2영업주간)이다.
2) 실제로 이 값은 절대 VaR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ΔS의 기대치 E(ΔS)와 구해진 V의 차이를 VaR로 간주하는 상대
VaR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때 E(ΔS)가 0인 경우 두 값은 동일해 진다. 즉 자산가격 S의 미래가격 S1의
분포가 현재가격 S0를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할 경우 통계적으로 S1－S0에 해당하는 ΔS의 기대치는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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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aR의 측정 방법
VaR의 접근 방법은 모수적방법과 비모수적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수적 방법은 수익
률 분포의 표준편차와 정해진 신뢰수준을 이용하여 VaR를 구하는 방법이고, 비모수적방법은
포지션의 수익률분포가 주어질 때 이 분포로부터 직접 VaR를 구하는 방법이다.
모수적 방법에 의해 VaR를 구하는 경우는 표준편차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표준편차를 추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표준편차가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표준편차가 불변하는 경우
가 많지 않아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는 이동평균모형, 지수모형, 그리고 GARCH모형 등의
방법이 보다 적정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VaR 산출에 있어서 모수적, 비모수적 접근과는 다른 차원인 미래현금흐름의 분포 측면에서
VaR 측정 방법을 부분가치평가법과 완전가치평가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분가치 평가법
은 시장위험 대상포지션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후 그 포지션의 가치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산－공분산(델타－노말)법이 대표적이다.
완전가치 평가법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여 위험을 측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완전가치평가법에는 역사적시뮬레이션방법, 부트스트래핑, 그리고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방법이 있다.
위의 여러 가지 VaR 모형들 중 현재 금융감독원은 일반은행들에게 분산－공분산 방법과 역
사적 시뮬레이션에 의한 방법 그리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내부모형으로 권장한다는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세가지 방법만을 아래에 설명한다.
1) 분산－공분산 방법

분산－공분산 방법은 모수적 접근법으로서 시장위험 요소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에 따라 포
트폴리오의 손익이 정규분포를 가진다는 가정 하에 VaR를 구하는 방법이다. 분산－공분산 방
법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구해진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VaR를 구하는 방법이다.
2)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historical simulation)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은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의 개별자산의 수익률을 현재의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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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자산의 수익률로 설정하여 가상적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과거일수만큼 뽑아내어 분
포를 만들고 이 분포를 토대로 VaR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쉽게
분포를 생성할 수 있는 역사적 시뮬레이션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직
접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구하므로 비선형성까지 고려한 모든 위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익률의 확률분포를 가정하지 않으므로 모형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두터운 꼬리’를 충분
히 고려한 VaR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자료에만 의존하므로 일시적인 변동성을 파악할 수 없고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
오차가 커질 수 있다. 또한 최근자료를 과거자료와 동일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대규모
포트폴리오의 경우 매우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한다.
3) 구조적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

구조적 몬테칼로 시뮬레이션(Structured Monte Carlo simulation) 방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지는데 첫째, 변수들의 확률과정과 과정계수를 규정하는 단계와 둘째, 가상적인 가격변화를 모
든 변수에 대하여 시뮬레이션하는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위험과 상관관계 등의 계수는 과거자료 또는 옵션자료로부터 구한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가상적인 가격변화를 모든 변수에 대하여 시뮬레이션하고 목표기간 동안의 포트
폴리오의 시장가치를 계산한다. 이를 이용하여 확률분포를 구한 후 VaR를 계산한다.
이 방법은 VaR를 가장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비선형 가격위
험, 변동성위험, 그리고 모형위험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두터운 꼬리,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계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4) 세 방법들의 비교

지금까지 은행감독원이 일반은행들에게 내부모형으로 권장하고 있는 세가지 VaR 계산방법
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세가지 방법들의 비교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논단 67

우정정보 56 (2004 봄)

<표 1> VaR를 구하는 세 방법들간의 비교
분산－공분산
특징

장점

수익률의 정규성을 가정. 부분
포지션 평가, 가장 많이 사용됨

역사적 시뮬레이션
수익률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음.
과거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

계산과 이해하기 쉽다, 의사소통 비선형자산에 적용가능, 의사
하기가 쉬움
수익률의 정규성 가정.

단점 비선형성과 극단적 사건을 고려
치 못함

소통 쉬움, 모형위험 회피가능
시간가변성과 극단적 사건을
고려치 못함

몬테카를로
과거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확률
과정에 의해 시뮬레이션 함
비선형자산에 적용가능. 극단적
상황 고려 가능. 모형위험 회피
가능
계산의 어려움. 의사소통 어렵다.

3. VaR기법의 한계
VaR기법은 금융상품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일정한 미래기간 동안에 일정한 신뢰수준 하
에서 정상적인 시장움직임으로 인하여 얻을 구 있는 최대의 손실가능성을 객관적인 하나의 숫
자로 제시하여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VaR기법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대표적인 VaR기법 중 하나인 “분산－공분산 모형”은 표준편차 계산의 근거가 되는 수
익률의 분포가 리스크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금융 시계열 자료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가 아니라 꼬리가 두꺼운(fat tail) 비정규적 분포를 보이므로서 정규분포
VaR모형에서 구한 위험은 실제 위험보다 과소 평가된다.
둘째, 금융상품중 과거의 자료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기간적인 공백이 많을 경우 수익률 분포
에서 표준편차 측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신규 금융상품의 경우 VaR모형의 적용이 어렵다. VaR
모형에서 장기적인 자료 변동성은 단기적인 변화의 연장선으로 가정되고 있으나 실제는 장기적
변동성은 매우 불규칙하다. 따라서 일일 변동성으로 장기변동성을 조정하는 계산식이 틀릴 수
있다. 예를 들면, 1년 변동성 = 일일 변동성× 250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 계산은 매우 엄
격한 가정하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모형자체의 단순성이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오히려 반대로 현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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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과도하게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VaR모형 자체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VaR모형은 과거의 역사적 자료에 기초하여 개발된 모형이다. 따라서 과거의 비정상적
인 사건이 앞으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나 또는 미래에 돌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
하지 못한다.

Ⅲ. 스트레스 테스팅(Stress testing) 분석
1. 스트레스 테스팅의 개념
스트레스 테스팅은 위기상황분석이라고 번역하는데 기본적으로 연구자나 위험관리자가 주관
적으로 설정한 시나리오 하에서 전체금융기관의 잠재적인 손실규모의 총 규모를 측정하는 기법
이다. 위기상황분석은 VaR 측정치에 반영되지 않은 역사적 상황이나 역사적 관련성이 파괴되
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분석하여 금융기관이 그러한 외부의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입게될 손실규모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위기상황분석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은 위
기상황이 포트폴리오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원래 스트레스 테스트는 1990년대 초부터 국제투자은행들이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극단적으로 악화된 경제상황 하에서 투자은행들이 직면하게 되는 손실규모를 계량화하는 기법
의 총칭이다. IMF와 세계은행이 FASP(Financial Sector Assesment Program)를 발족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팅을 실시하면서 스트레
스 테스팅은 은행들의 위험관리 방안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1996년 BIS의 은행감독위원회가
VaR기법을 사용하는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 하에서 포트폴
리오의 위험을 모니터 하도록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는 VaR모형과 함께 중요
한 위험관리 기법으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2. 위기상황분석의 방법
위기상황 분석방법에는 크게 단순민감도분석, 시나리오분석, 최대손실접근법, 그리고 극단치
접근법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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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민감도분석

단순민감도분석(simple sensitivity analysis)은 투자의 사업성 분석이나 기업재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포트폴리오나 투자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위험 요소를 변화시킬
때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자산의 가치변화를 평가하는 분석기법이다. 예를 들면, 만일 개별 위험
요소가 이자율이라고 가정하면 이자율이 +/－10basis point(bp) 변화, +/－20bp 변화, +/－
30bp로 변화함에 따라 포트폴리오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평가한다. 이 방법은 실
행하기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2개 이상의 위험요소를 동시에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다양
한 위험요소를 포함한 포트폴리오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는다.
2)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은 위험요인들의 동시적 변화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포트폴
리오 가치변화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테스
팅 기법이다. 시나리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을 위험요인에 영향을
받는 핵심자산과 그렇지 않은 주변자산으로 구분한다. 시나리오분석은 주변자산을 어떻게 처리
하는가에 따라 제로아웃(zeroed out) 방법과 역사적 시나리오 방법으로 나눈다.
첫째, 제로아웃방법은 시나리오 분석에서 주관적으로 설정한 위험요인의 변화에 따라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자산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다만 핵심자산의 가치변화만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위험요인 변화로 인하여 주변자산의 변화는 제로(zero)이고 이를 배제
(out)한 후 핵심자산의 변화만을 평가한다.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이 국채, 수익형 증
권, 그리고 예금인데 위험요인 변화로 영향을 받는 핵심자산을 국채로 한정할 경우 핵심자산인
국채의 가격이 예를 들면 40%까지 떨어질 때 까지 나머지 주변자산인 수익형 증권과 예금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한다. 이 방법은 실행이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핵심자산이외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갖는다.
둘째, 역사적 시나리오 방법은 과거의 특정상황이 현재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현재 포트폴리오 가치변동을 평가하고 예상 손실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여기서는
핵심자산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자산도 포함하여 위험요인 변화의 영향을
평가한다. 예를 들면,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내년에 또 닥친다면 A금융기관은 B원의 손실
이 예상된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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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사건들은 한국 시장에서 역사적 시나리오 방법을 이용할 경우 고려할만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표 2> 역사적 시나리오 방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건
이벤트

기 간

위험요인
종합주가지수

외환위기

1997. 12

환율

이자율
종합주가지수
대우위기

1999. 7

환율
이자율

주식시장폭락

2000. 4

2001. 9. 11.~
2001. 9. 13.

44.3% 하락
원/달러 75.7% 상승
원/엔 48.6% 상승
원/유로 66.6% 상승
Vertex별 55%~33% 상승
Spread 별 250~600bp 확대
17.7%하락
원/달러 67.7% 상승
Vertex별 115~150 bp 상승
Spread 별 15~25 bp 확대

종합주가지수

22.1%하락

환율

1.1%상승

이자율
911테러사태

변 동

Vertex별 2% 상승
Spread 별 15bp 확대

종합주가지수

11.7% 하락

환율

0.8% 상승

3) 최대손실접근법

최대손실접근법(maximum loss approach)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최대
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들을 찾아 내어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로 인해 발생
되는 최대 손실 예상액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금융기관들은 최악의 사태
가 발생할 경우의 손실을 미리 계산하고 적어도 그러한 최악의 사태보다는 손실규모를 작게 하
려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 방법은 금융기관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조합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위험 발생 결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계점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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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단치 이론

극단치 이론(extreme value theory)은 VaR 모형이 근거하고 있는 수익률 분포의 정규성 가
정의 한계를 넘어 서서 수익률 분포가 비록 정규분포가 아니라 비대칭적 분포나 꼬리가 두꺼운
확률분포에서도 왼쪽 꼬리 부분에 나타나는 극단적 값(extremem value)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포트폴리오 가치변화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통계학의 극단치 이론을 이
용하는 것인데 주로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 재해 발생 가능성과 그 때 입게 되는 손실 규모를
연구하는 분야에 이용되어 왔다. 극단치 이론은 현재 스트레스 테스팅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
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5) 다섯 가지 방법의 비교

위에서 열거한 스트레스 테스팅의 계산방법인 단순민감도분석법, 제로아웃 방법, 역사적 시나
리오 방법, 최대손실접근법, 그리고 극단치 이론의 특징, 장점, 그리고 단점은 다음과 같다.

<표 3> 스트레스 테스팅의 계산 방법 비교
단순민감도분석

제로아웃 방법

과거 발생했던

금융자산에 영향을
특징

미치는 요인중

자산을 핵심자산과 비정상적 사건이

한개 변수 변화에

주변자산으로 구분 오늘 다시 발생할

의한 결과를 평가
장점

단점

역사적방법

경우를 가정

최대손실 접근법
최대 손실이 발생
할 위험요인 열거.
최대 손실액 평가

사용쉬움. 실시

핵심자산의 움직임 현실적, 이해하기 최대 손실보다는

간단

만 중시함.

하나의 변수만
고려, 비현실적

주변자산의 중요성
무시, 자산간 상관
관계 무시

쉬움.
전혀 새로운 사건
발생 가능성 무시.
새로운 금융상품
에 적용불가능

작게 위험관리
위험요인 발견 및

극단치이론
정규분포 여부에
관계없이 왼쪽
두꺼운 꼬리부분의
극단치 크기를 평가
분포의 정규성
가정극복, 현재
가장 널리 연구됨
통계적 이론에 너무

수준제시가 주관적, 치중. 계산 복잡,
대응방안 없음

가정 많음.

6) 위기상황분석의 현실적 사용 권고안

위기상황분석은 사용자가 위험요인들의 변화율을 직접 설정하여 위험요인의 변화에 따른 현
재 포지션의 가치변동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구하고 예상되는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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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는 각각의 위험요인별로 스트레스 테스팅에 사용될 값을 입력하여 분석을 실행하게 되는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값을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입력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테스팅에서 연
구자가 조사, 연구를 통해 적절한 시나리오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 테스팅의 중요한 가정은 주관성인데 이러한 점은 스트레스 테스팅의 한계점이기도 하
다.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 증권위원회(SEC)의 제안에 따라 DPG(Derivative Policy
Group)가 설립되어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중요한 위험요인은
채권의 수익률, 주가지수, 주가지수변동성, 환률, 그리고 스왑스프레드 이다. DPG가 권고한 표
준시나리오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표 4> DPG의 표준 시나리오 권고안
위험요인
채권수익률 곡선
주가지수
환율
스왑 스프레드

허용된 표준 시나리오
100basis point 상하 평행이동
25basis point 상하 평행이동
변동성의 20% 증가 또는 감소
변동성의 10% 증가 또는 감소
대 달러 환율 6%증가 또는 감소
기타 통화환율 20% 증가 또는 감소
20basis point 증가 또는 감소

3. 위기상황분석의 단계
위기상황 분석은 미래 대한 시나리오 생성과 시나리오 적합성 검토의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
진다.
1) 1단계: 시나리오 생성

시나리오는 일반적으로 금리, 환율, 물가 등 주요 금융 및 거시 변수에 대하여 정상상태와 예
외상태를 고려하여 설정된다. 시나리오 생성은 위기상황 분석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
로서 이 시나리오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뀌므로, 여기에는 모든 요소에 대한 종합적 고려
와 총괄적이며 상호 연관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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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시나리오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는 현재포지션과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 시나리오 생성을 위해 모든 시장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 시나리오 설정시 상관관계의 단절이나 역전 같은 잠재된 국면전환을 조사해야 한다.
∙ 시나리오 설정시 시장의 비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 시나리오 설정시 금융상품의 선형적 내지 비선형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 시나리오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2) 2단계: 시나리오의 적합성 검토

시나리오의 적합성 검토는 1단계에서 생성된 시나리오가 미래의 실제 상황을 얼마나 잘 반영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리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회사 내부의 최고경영자와 의사
결정자 및 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외부의 투자자, 컨설턴트 및 기타 이해관계자까지 참여해야
한다. 아무리 첫 단계의 시나리오가 잘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2단계인 적합성 검토과정에서 설득
력을 얻지 못하면 그 시나리오는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4. 위기상황 분석의 한계
위기상황 분석은 VAR모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위험관리의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
은 이론적, 실무적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위기상황 분석은 첫 단계인 시나리오의 생성에서부터 너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이러한 주관적 판단의 객관성을 결여할 경우 그 유용성을 떠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과 양산으
로 인하여 잘못된 위험관리를 낳을 수 있다.
둘째, 위기상황 분석은 복잡한 절차와 주관성으로 인해 실무적 적용이 힘들다. 즉, 위험관리는
한 개인의 판단이나 리더쉽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팀웍에 의해 전개되
어야 하는데 위기상환 분석을 회사의 위험관리 지침으로 체화시키기에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위기상황 분석은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VaR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즉, VaR는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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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설정, 과거수익률의 표준편차계산, 그리고 신뢰수준 결정으로 최대손실 예상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계산비용이 저렴하고 그 결과 또한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위기상황
분석은 결제금융 변수 대하여 전면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1회적으로 대규모로 하므로 그 비용이
높다. 또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input)가 많은 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넷째, 위기상황 분석은 시나리오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발생가능 확률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VaR는 최대손실 예상금액의 신뢰수준을 제시한다. 따라
서 위기상황 분석은 분석의 첫 단계인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체 분석결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Ⅳ. VaR 모형과 스트레스 테스팅의 우체국 금융의 위험관리 적용 방안
1. 우체국 금융의 현황과 위험관리
1) 우체국 예금부문 자산 운용의 현황

우체국예금의 운용자산규모는 2003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할 때 33조 2,500억원 되는 것
3)

<표 5> 우체국 예금 자금 운용
(2003년말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운용 평잔

공자기금예탁

101,332

30.5

국공채매입

35,427

10.7

지방청운용

6,600

2.0

188,100

56.6

확정금리상품

51,588

15.5

은행금전신탁

44,157

13.3

수익증권

92,355

27.8

1,049

0.3

332,508

100.0

금융기관예탁

창구자금
계

비

중

3) 우체국 예금과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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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우체국 예금의 자금운용은 98% 가량이 본부에서 이루어지며 지방체신청에서도
일부 운용된다. 우체국은 여신업무가 없기 때문에 여신관리는 필요치 않으나 수익증권형태로 운
용되는 간접투자의 위험 관리나 만기보유 목적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관리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운용의 내역은 앞의 <표 5>와 같다.
(1) 공자기금예탁
전체 예금운용액의 3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탁 수익액은 고정금리로서 우체국 당국이 운
용에 따르는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2) 국공채 매입
전체 운용자산 중 1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체국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기타 공공
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
고 있다. 또한 우체국은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통화 금융정책 수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금운용의 일환으로 국공채를 매입한다. 채권의 만기 구조와 운용수익률 등은 공개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 부분은 이자율 위험관리 또는 채권의 VaR 계산을 통하
여 금융자산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3) 금융기관 예탁
전체 예금 운용금액의 비중은 전체의 56.6%를 차지하며 우체국 예금운용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을 보면, 확정금리상품 15.5%, 은행금전신탁 13.3% 그
리고 수익증권 27.8%이다. 이 부분은 예탁을 받은 금융기관이 일차적으로 금융자산의 위험관리
를 해야 하므로 우체국이 직접 위험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다만, 우체국은 예탁을 맡
은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다음 기에 예탁을 다시 맡을 금융기관의
선택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수익성 못지 않게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창구자금
전체 예금운용액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위험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금의 기회비용
을 고려하여 최적 현금보유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우체국 금융의 위험관리 방안

우체국 예금 자산의 운용상의 특징을 감안할 때 우체국은 국공채 직접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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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위험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금융자산의 위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와 주식의 움직임과 과거 수익률 분포를 통하여 우체국 금융에 대해
VaR모형과 스트레스 테스팅의 적용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금리는 3
년 만기 국고채이고 주식의 움직임은 KOSPI 대상으로 한다.

2. 국채와 주식 자료의 위험크기와 정규성 검토
1) 이용 자료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3년만기 국고채와 KOSPI200 지수로 1999년 부터 2002년 까지 4년간
의 주식거래일(총 980일)의 일별데이타를 사용하였다.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은행에서 공시된
내용을 사용하였고, KOSPI200 지수는 증권거래소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기간 선택에서
’98년의 경우 외환위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심한 주식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제외하였다. 분석
에 사용된 두 자산의 일별 수익률의 계산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국고채의 일별수익률
국고채의 일별 수익률은 먼저 공시된 채권수익률을 가지고 채권가격을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
고, 그 가격의 로그차분을 통해 자산가격변동에 따른 수익률을 구하고 여기에 공시된 연간채권
수익률을 365로 나누어서 구한 보유수익률을 더해서 일별 수익률로 구하였다.
채권가격 =

100
공시된
국고채수익률 ) 3
(1+

국고채의 일별수익률 = ln(당일채권가격)－ ln(직전일채권가격)
＋ 공시된 당일 연간국고채 수익률/365
4)

이렇게 구한 채권의 일별수익률의 979일 동안의 평균은 0.024%이고 표준편차는 0.0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2) 주식수익률
주식의 일별 수익률은 위의 980일 동안의 KOSPI200 지수를 사용하여 다음식에 의해 구하였다.

4) 980일의 자료 중 첫날의 수익률은 구할 수가 없으므로 이용가능한 수익률 자료는 97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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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일별 수익률 = ln(당일 KOSPI200지수의 종가)－ ln(직전일 KOSPI200지수의 종가)
이렇게 구한 979일 동안의 수익률의 평균은 0.017%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0.064%로 나타
났다.
2) 기초통계량 분석

(1) 기초통계량 비교
먼저 위의 각 자산들의 일별 수익률 자료들의 기초통계량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각 자산의 일별 수익률 기초통계
일별수익률

구 분

3년만기 국고채

KOSPI200지수

평균

0.024%

0.017%

표준편차

0.001%

0.064%

0.04

3.85

중위값

0.019%

0.056%

최대값

3.315%

8.417%

최소값

－1.2%

－12.7%

979

979

표준편차/평균

관측치수

앞의 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각 자산간에 비교해 보기 위해 [그림 1]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의 일별 수익률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의 경우 주식은 채권에 비해 수익률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위험만 높은 열
5)

등한 자산임을 알 수 있다.

수익률과 대비된 위험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위험을 수익률로 나눈 값을 비교한 것이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데 채권은 일별 수익률의 경우 0.04로 매우 낮은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주식은 3.85와 6.03으로 매우 높은 상대적 표준편차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5)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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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4%
평균

중위값

0.056%

표준편차

0.024%
0.019%

0.017%

0.001%
3년만기 국고채

KOSPI200 지수

주: 자료의 기간은 ’99년 1월 4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4년간의 전체 거래일의 979
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1] 채권, 주식, 선물의 일별수익률의 비교

(2) 시계열 분포의 비교 분석
이들의 시계열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0%
15%
10%
5%

-5%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99-10
’99-11
’99-12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0-10
’00-11
’00-12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1-10
’01-11
’01-12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2-10
’02-11
’02-12

0%

-10%
-15%
-20%
3년만기국고채

KOSPI200지수

KOSPI200지수선물

-25%

주: 자료의 기간은 ’99년 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모두 980개의 일별 수익률 자료를 사용한 그림 시계
열 그래프이다.

[그림 2] 채권과 주식의 시계열 그래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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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채에 비해 주가지수는 매우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3) 자산수익률의 상관관계 분석
앞의 국채와 주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표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두 자산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7> 국채와 주식의 상관관계표: 일별수익률
일별수익률

구 분

국고채

국고채

1.00

KOSPI200

0.05

KOSPI200
1.0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고채의 경우 주식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산수익률의 정규성 검정
주식과 채권의 실제 분포 형태를 그림에서 보면 정규분포형태인지 두터운 꼬리(fat tail) 형태

50%
45%
국고채

40%

KOSPI200

35%

KOSPI200선물

30%

정규분포

25%
20%
15%
10%
5%
0%
µ-3σ 이하

µ-3σ~µ-2σ

µ-2σ~µ-σ

µ-σ~µ

µ~µ+σ

µ+σ~µ+2σ

µ+2σ~µ+3σ

[그림 3] 일별수익률의 분포 비교(’99년~’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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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주식은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국고채의 경
우 꼬리부분은 정규분포에 가까우나 가운데 부분은 정규분포에 비해 평균주위에 몰려 있는 형
태, 즉 분산이 적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 분포가 정규분포인지의
여부는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첨도(Kurtosys, 정규분포기준치: 3), 왜도(Skewness, 정규분포기준치: 0) 그리고 자크베라
(Jarque-Berra) 통계량을 통한 검증결과는 국채와 주식 수익률 분포 모두 정규분포가 아닌 것
으로 나타났다.

<표 8> 검증통계량에 의한 두 자산의 정규성 검증

첨도(Kurtosys)
검증통계량(t값)
왜도(Skewness)
검증통계량(t값)
Jarque-Berra통계량
p값
Q3(75퍼센타일)
Q1(25퍼센타일)
(Q3－Q1)/표준편차

국 채
21.8
767.7
1.4
801.3
14728.4
0.0
0.00130
－0.00085
0.73956

KOSPI200지수
4.6
63.7
－0.2
－48.5
109.2
0.0
0.0138
－0.0151
1.1440

(5) 자산수익률의 VaR의 비교 분석
델타노말법의 경우 먼저 VaR를 구하고 나서 평균과의 차이를 이용해서 퍼센타일을 구하였다.
역사적 시뮬레이션법의 경우 먼저 퍼센타일을 구한 후 그 값과 평균과의 차이를 통해 VaR를
구했다.

<표 9> 자산수익률의 일별 VaR 비교(’99년~’02년 일별수익률)
수익률의 VaR(95% 일별)

국고채

KOSPI200

델타노말법(1.65 * 표준편차)

0.48%

4.17%

역사적 시뮬레이션법(분포로부터 직접)

0.46%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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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체국 금융의 VaR 모형 적용가능성
1) 우체국 금융의 VaR 계산

(1) VaR계산시 신뢰수준
금융감독원은 일반 은행에 대해 VaR 모형을 이용한 위험관리 방법으로서 분산－공분산 방
법, 역사적 시뮬레이션 모형 그리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내부모형으로 권장한다는 입
장이다.
우체국의 2003년말 예금사업의 자금 운용 포트폴리오에서 위험관리가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은 전체 운용자산중 1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채매입이다. 전체 운용자산 중
5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 예탁부분은 1차적으로 예탁 금융기관이 위험관리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우체국은 2차적으로 금융기관 예탁부분에 대하여도 위험
관리 적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용자산에 대하여 우체국은 금융감독원이 권고하
고 있는 위의 세 가지 방법에 근거하여 VaR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BIS 산출기준의 VaR의 경우 10일 보유기간과 99%의 단측신뢰구간의 가정하
에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2) 자료관측기간
일반 은행의 내부모형에서 VaR는 1년 이상의 자료관측기간을 기초로 하여 측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우체국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달력일 1년은
250일의 거래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250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매년 12월에는 주식시장의 폐장이후에 채권거래는 계속 이루어지므로 채권자료는 채권거래가
계속되는 날까지이다. 주식의 경우 폐장일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위험요소자료를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관측 기간에 대해 가중치를 두거나 하는 경우 유효한 관측기간은 1년 이상으로 가중평균
의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균등하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동평균 모형으로 분산과
상관관계를 구하는 경우는 1년 자료관측기간에 대한 가중평균기간이 125.5일로 6개월 요건을
충족하나 지수가중 이동평균 모형이나 GARCH를 사용할 경우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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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aR모형의 사후검증

내부모형에 의하여 시장위험을 측정하는 금융기관은 사후검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사후
검증은 1 영업일의 보유기간 VaR에 대하여 일별 실시하며 250 영업일을 기준으로 초과 회수를
산정한다. 사후검증에서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로부터 일별로 전일의 최종포지션이 불변한다
는 가정 하에 산출한 가상의 순손실액과 실제 순손실액, 그리고 1일 기준 VaR를 비교한다.
3) 채권의 VaR 측정방법

우체국 금융의 운용자산 중 우체국이 직접적으로 위험관리를 해야 할 부분은 국공채 매입이다.
우체국은 상당한 금액을 장기채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체국이 채권 종류나 만기 구조 등
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정확한 VaR을 구할 수 없다. 여기서는 장기채와 단기채 두
가지 채권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VaR를 분산－공분산방법으로 구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여기서 분산－공분산 행렬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본 절에서는 채권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매핑과정과 이렇게 구해진 델타포지션을 통해 VaR를 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채권포트폴리오를 변동성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본채권으로 재구성하는 매핑방법에는 원금매
핑(principal mapping), 듀레이션 매핑(duration mapping), 현금흐름 매핑(cash flow mapping)
6)

의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원금 매핑의 경우만 예를 들어 설명한다.

원금매핑은 구성채권의 평균만기를 구한 다음 채권포트폴리오를 이 만기를 가지는 하나의 채
권으로 간주하고 VaR를 구하는 것이다. 즉 원금에 따라 가중평균한 만기를 가지는 채권의 수익
7)

률의 VaR를 구한 다음 여기에 구성채권의 원금합계를 곱하여 VaR를 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 두 종류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월별 VaR를 원금매핑에 의해 분산－공분산
방법으로 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신뢰수준은 95%로 가정한다.

6) 이 부분은 박재석․박중권․김효정․김수진, 우체국금융사업의 위험관리 전략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228, 2002. 12의 글을 인용하였다.
7) 이때 VaR는 추정된 표준편차에 신뢰수준에 해당하는 α값을 곱하여 구한다. 수익률의 VaR이므로 자산의 가치는
1원으로 보면 된다. 이때 표준편차를 추정하는 과정은 본장 2절에서 설명된 것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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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포트폴리오 구성자산
종류

만기

액면가

액면이자율

A

1년

1억원

4%

B

5년

1억원

6%

억
억
두 채권의 가중평균만기는 3년( 1년 × 1 ＋5년 × 1 ＝3 년 )으로 주어진 포트폴리오의
2억
2억
8)

VaR는 원금매핑에 의해 3년 만기의 2억원짜리 무이표채권 의 VaR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구해지게 된다. 여기서 3년 만기 무이표채의 월별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0.899%라면 포트폴리오
의 VaR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억≒297만원
만원
원금매핑 ) = 1.65×0.8994%×2 억
VaR P (원금매핑

이 방법은 다양한 채권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항상 평균만기를 가지는 1개의 채권으로
변형되므로 VaR를 매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간의 현금흐름을 무시
하므로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4. 스트레스 테스팅의 우체국 금융 적용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로아웃 기법으로 우체
국 금융의 위험관리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로아웃방법은 비정상적으로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중 주변자산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빼버리고 오직 핵심
자산만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위험요인에 의한 최대손실 금액을 평가한다.
제로아웃 분석을 위해서 지난 검증 기간동안 특정 위험요인에 대한 극단적인 사건 발생기준과
발생일(event day)을 확정한다. 앞에서 선택한 국채와 KOSPI의 변동성 중에서 극단적인 사건
발생의 기준은 3년만기 국채의 경우 10일 영업일이내 시장금리가 100bp로 증가 또는 감소하거

8) 무이표채는 이자가 만기시에 원금과 함께 단 1회만 주어지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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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동성이 100%이상 상승한 경우이다. 여기서 변동성이 100% 이상 상승하는 것은 표준편차
의 2배 이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리라는 위험요소와 관련된 이벤트 데이는 시계열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극단치 선정기준으로 표준편차의 2.33배가 분포의 99%, 1.675배가 90%를 포함하
므로 표준편차의 2배는 분포의 1.96배로 분포의 95%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편차의
2.33배 수준을 초과하는 변동의 수준은 정규분포의 양쪽꼬리 부분에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으로 본다.
한편 주식의 경우 DPG(Derivative Policy Graph)에서 주가지수 증가 변동성이 전일대비
±20% 변화를 극단적인 경우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주식도 국채와 마찬가지로 표준편
차의 2.33배 수준을 초과하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주한다.
한편 우체국 금융의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에서 우체국이 직접적으로 위험관리의 책임을 핵심
자산은 맡아야 하는 국공채 매입으로 정하고 우체국이 금융기관에게 위탁을 금융기관예탁 부문
은 주변자산으로 규정한다. 또한 공사매입 기금이나 지방청 투 운용 부문 그리고 창구자금 역시
주변자산으로 볼 수 있다.
1) 제로아웃에 의한 위험관리 과정

첫째, 먼저 일정기간을 이벤트데이와 비 이벤트데이로 구분한다. 다른 이벤트데이 기간동안
위험요소인 국채와 KOSPI의 상관관계를 계산한다. 이와 대비하여 이벤트데이 기간이 아닌 기
간 동안 두 위험요소의 상관관계를 계산한다.
둘째, 제로아웃 방법은 VaR크기의 가치변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VaR를 포트폴리오 VaR는
구성자산의 가치변화에 영향을 받는데 t일 현재의 VaR는 99% 신뢰수준의 경우
VaR＝－2.33 x t∑ tX t 이다.

여기에서

는 분산－공분산 함수이다.

zeroed out방법은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을 핵심자산과 주변자산으로 나누므로 핵심 자산의 수
익률 분포 벡터는 [ R 1t ] 주변자산의 수익률 분포 벡터는 [ R 2t ] 라 할 때 주 포트폴리오 수익률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원래 자료의 수익률 분포벡터 R t＝[ r 1, r 2, … r n ]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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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t∼N( 0,∑ t ),∑ t 는 (N×N) 공분산 매트리스
핵심자산 ( R 1 ) 과 주변자산 ( R 2 ) 의 수익률 분포 벡터
R 1t∼N

0

∑ 1t ∑ 12t

[ R 2t ]

[0], [ ∑ 21t ∑ 22t ]

(식 3)

위험요소의 변화에 따라 주변자산 수익률 분포 F 2t＝0 이 된다고 가정하므로 구성 자산의 포
트폴리오 VaR＝－2.33 x 1t∑ 1tX 1t 가 된다.
셋째, 주어진 988개 국채와 KOSPI 자료에서 표준편차의 2.33배를 넘는 비정상 자료수는 국
고채는 12개, KOSPI는 8개이다. 따라서 중복되는 기간을 포함하면 최종적인 비정상 기간은 20
일이다. 이들 비정상 자료기간 상관관계와 이들 비정상 자료를 제외한 경우의 정상자료의 상관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11> 위험요소별 상관관계

국고채
KOSPI

국고채

KOSPI

정상시기

1

0.05

비정상시기

1

0.07

정상시기

0.05

1

비정상시기

0.07

1

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시기나 비정상시기 모두 국고채와 KOSPI 간의 상관계수
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폭락 할 때 채권으로의 부의
전환현상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우체국 금융의 업무 구성 포트폴리오 중 핵심자산을 국공채 매입으로 가정하였는데 국공채
매입의 만기별 구성비, 채권 종류병 구성비 그리고 만기 수익률 등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채권
포트폴리오 VaR를 구하지 못하였다. 제로아웃에 의해 비정상 상태에서 VaR를 구하고 두 방법
간의 차이 역시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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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레스 테스팅의 사후평가

VaR의 경우 백테스트(backtest)에 의해 VaR모형의 적합성과 투입변수의 정확성을 평가한
다. 그러나 스트레스 테스팅에는 백테스트가 없으므로 모든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원래 포트폴리
오의 VaR와 핵심자산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 VaR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평가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최근 금융기관 위험관리 방안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VaR모형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새롭게 주목받는 스트레스 테스팅이 우체국 금융의 위기관리 방안으로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
여 보았다. 우체국 금융에 대한 VaR 모형과 스트레스 테스팅의 현실적인 적용은 자료입수의
어려움과 공개 불가능영역의 존재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루지 못하였으나 향후 우체국 금융의
위험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실무 담당자들이 위험관리를 실제로 적용할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
점을 지적하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
VaR모형은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의 시장가치를 평가하여 손실확률 분
포의 하위부분에 속하는 최악의 경우를 나타내는 최대손실 예상규모를 하나의 숫자로 제시하여
준다. 여기서 금융기관은 분석기간과 신뢰수준을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
라의 금융감독원은 일반은행들이 VaR모형의 도입시 10일간의 분석기간과 99%의 신뢰수준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VaR의 측정방법은 모수－비모수 방법 또는 부분가치법ㆍ완전가치
법 등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분산－공분산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
독원에서는 일반은행들에게 분산－공분산 방법, 역사적 시뮬레이션법 그리고 몬테칼로 시뮬레
이션 법을 권고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팅기법은 위기상황분석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VaR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수익률 분포의 정규성 분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잃게 될 손실 규모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스트레스 테스팅은 독자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VaR모형을 보완하면서 VaR측정시에 반영
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가치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테스팅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너무 많이 개입되고 시나리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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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가능성의 확률을 정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진다. 스트레스 테스팅 방법에는 단순 민감도 분
석, 시나리오 분석, 최대손실접근법 그리고 극한치 분석 등이 있으나 시나리오 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우체국 금융은 2003년 현재 33조의 예금자산 운영규모 중 국공채매입 11%, 금융기관예탁
57% 그리고 공자기금 예치 31%의 비중을 두고 있다. 이중에서 우체국 금융의 직접적인 위험관
리 대상은 국공채 매입이다. 금융기관예탁 부분은 1차적 위험관리 주체가 금융기관이며 우체국
은 간접적으로 위험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공채 매입부분에 대한 VaR 계산은 포트폴리오 구성내역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계산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만기별 채권비중이 나오면 채권의 VaR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테스팅의 우체국 금융 위험관리 적용은 시나리오 방법 중 제로아웃 방
법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스트레스 테스팅의 적용이 요구되는 정당성으로서 본 연
구에서 확인한 것은 1999년~2002년 기간 동안 일별자료로 계산한 3년 만기 국채와 KOSPI의
수익률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라는 점이다.
2003년 현재 우체국 금융자산 중 핵심자산을 국공채 매입으로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팅 방
법을 적용할 경우 국채와 주식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수익률의 표준편차의 2.33배가 넘는 변화일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준편차의 2.33배는 정규분포의 99%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엑 권고하는 신뢰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VaR 계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매입 분에 대한 채권종류, 만기
구조, 그리고 수익률 자료를 입수 할 수 없었으므로 스트레스 테스팅에 의한 최대 손실 규모를
계산할 수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우체국 금융
자산의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여 실제로 우체국 금융의 VaR를 계산하고 또한 스트레스 테스팅
을 이용하여 최대 손실 예상 금액을 계산한 후 두 방법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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