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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정규분포함수와비대칭 t 코퓰러를이용한
GARCH모형∗

최필선† 민인식‡

Abstract 금융시계열 데이터의 동시적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등 금융 부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 본 연구는 코퓰러 중 가장 유연한 것으로 평가되는 비대칭 t 코퓰러를
다변량 GARCH모형에도입한다.동시에한계변수의분포역시단일변량
분포함수중가장유연한 SU -정규분포함수를이용한다.이렇게만들어진
비대칭 t 코퓰러모형의추정성과를시뮬레이션및실제금융데이터추정
을 통해 비교 분석한다. 데이터는 코스피, 코스닥 등 주가지수와 엔/달러,
달러/유로등환율을이용하고,비교대상모형은다변량정규분포모형과
다변량 SU -정규분포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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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융시계열데이터의동시적움직임(co-movement)을제대로포착하는
것은리스크관리등금융부문의다양한분야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

닌다. 두 확률변수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correlation)의개념이사용된다.그러나이는선형(linear)의관계를측정하
는 데는 유용하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Mashal and Zeevi, 2002;
Sun et al., 2008).잘알려져있듯이상관계수가 0이라고해서두변수가관
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비상관성과 독립성(independence)은
별개이다. 상관성이 낮아도 특정 상황에서 두 변수가 밀접한 관계를 보이
는경우가자주있다.예를들어평소에는어떤두종목의주가가별관련을
보이지않다가금융위기시에는큰폭으로동반하락하는경우를자주목

격할 수 있다. 이런 관련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리스크 관리에서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선형 상관성으로는 이를 제대로
포착할수없다.

코퓰러는어떤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에서각한계분포(marginal dis-
tributions)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관련성을 특징짓는 함수이다. 대표
적인 코퓰러는 가우시안(Gaussian) 혹은 정규(normal) 코퓰러와 스튜던트
t(Student’s t)코퓰러이다.이중정규코퓰러는지금까지대부분의분석에
서사용되어온가장기본적인코퓰러이다.하지만이는앞서지적한선형
상관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보다는 t 코퓰러가 변수들 간의 관계를
훨씬 더 잘 포착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Embrechts et al., 2002;
Patton, 2009).그렇지만 t 코퓰러역시대칭적인(symmetric)관련성만잡아
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상승기보다는하락기에종목들간에관련성이커지는것이보

통이다.이와같은비대칭적관련성을 t 코퓰러는잡아낼수없다.이점에
서 Azzalini and Capitanio (2003)와 Demarta and McNeil (2005)등이제시한
비대칭(skewed) t분포와그것을이용한코퓰러가유망한후보로대두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변량 GARCH(generalized autore-
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모형에 비대칭 t 코퓰러를 도입한다.
동시에 오차항의 한계분포로는 단일변량 분포함수 중 가장 유연한 분포

함수 중의 하나인 SU -정규 분포를 사용한다(Choi and Nam, 2008). 이렇게
오차항의 한계분포와 코퓰러에 지금까지 도입된 것 중 가장 유연한 한계

분포와코퓰러를도입함으로써금융시계열의동시적움직임을가능한한

제대로포착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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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가장 가까운 선행연구는 Sun et al. (2008)의 연구이다. 그들
역시 비대칭 t 코퓰러를 이용한 다변량 GARCH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Sun et al. (2008)
이 Demarta and McNeil (2005)의 비대칭 t 코퓰러를 이용하고, 한계분포로
Levy fractional stable noise를 이용한데 반해, 본 연구는 Azzalini and Cap-
itanio (2003)의 비대칭 t 코퓰러를 이용하고, 한계분포로 SU -정규 분포를
이용한다.1 또한한계변수를최대우도(ML; maximum likelihood)방식으로
추정한점은양자가동일하나,코퓰러관련모수추정에있어서그들이임
의적(ad hoc)방법에의존한데반해,본연구는ML추정을견지한다.
다음절에서는코퓰러의기본개념과주요코퓰러에대해알아보고,본

연구에서제안하는비대칭 t 코퓰러모형에대해설명한다.이를다변량정
규 분포 모형 및 다변량 SU -정규 분포 모형과 유연성을 비교하게 되는데,
제3절에서는이들분포를비교하게될두가지모형틀,즉조건부모형및
비조건부모형에대해설명한다.이어제4절과제5절에서는각각시뮬레이
션과실제데이터를사용하여세가지모형의상대적추정성과를비교한

다.마지막절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하고시사점을생각한다.

1우리는 한계분포를 추정함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SU -정규 분포가 stable 분
포보다더효율적이라고판단한다.후자의경우닫힌형태(closed form)의확률밀도함수가
존재하지않다는점이분포함수로서약점으로지적된다.물론분포함수의상대적우월성
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정 작업상의 어려움보다는 과연 어떤 분포의 데이터 적합성이

우수한지가더중요한판단기준일것이다.이를가늠해볼수있는한가지추정결과가있
다. 즉, Sun et al. (2008)의 동일 저자들이 행한 또 다른 연구(Sun et al., 2009)에 단일변량
(univariate)차원에서 fractional stable noise등제반 stable분포의 VaR(Value at Risk)추정성
과를정규분포모형과비교한결과가나와있다(p.352, Table 2참조).이에따르면, 95% VaR
에서는 stable분포의성과가더우수하지만 99%수준에서는오히려정규분포모형에뒤지
는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결과는상당히의외인데,왜냐하면일반적으로 95%가아니라
99%나 99.5%와 같은 극단적인 꼬리에서 데이터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분포를 도
입하기때문이다.뒤에서보겠지만본연구에서사용하는 SU -정규분포의경우,단일변량
차원에서는 99%나 99.5%수준의 VaR추정에서정규분포모형에비해압도적으로우월한
추정성과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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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퓰러기본개념및비대칭 t 코퓰러

2.1. 코퓰러정의

확률변수 벡터 X = [X1, ...,Xd ]
′가 있을 때, 그것의 분포함수(distribution

function)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2

F(x) = P(X1 ≤ x1, ...,Xd ≤ xd) (1)

이러한 다변량(multivariate) 분포함수는 개념적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
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각 단일변량(univariate) 한계분포 부분, 그리고
이들의연관구조(dependence structure)부분이다.코퓰러(copula)는바로이
연관구조부분을지칭하는말이다.3 즉코퓰러는여러한계분포함수를서
로연결하여결합(joint)분포함수로만들어주는함수이다.
코퓰러의정의는다음과같다.결합분포함수가 F이고,한계분포함수

가 F1, ...,Fd일때, Sklar (1959)정리에따르면다음을만족하는코퓰러 C가
존재한다.

F(x) =C(F1(x1), ...,Fd(xd)) (2)

위식에서알수있듯이코퓰러는한계분포를결합시키는함수이면서,동시
에그자체로하나의분포함수이기도하다.위식에따르면,어떤결합분포
(F)가 있을 때 그것을 한계분포(F1, ...,Fd)와 코퓰러(C)로 나눌 수 있다. 식
(2)는일련의한계분포들이있을때코퓰러를이용하여그것들의결합분포
를만들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이때한계분포들이서로동일할필요가
없으며, 코퓰러 역시 한계분포들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
다.식 (2)에서 Fi(xi) = ui,즉 xi = F−1

i (ui)로놓으면다음의관계가도출된다.

C(u) = F(F−1
1 (u1), ...,F−1

d (ud)) (3)

식 (3)은 다변량 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코퓰러를 도출할 때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식 (3)을미분하면코퓰러밀도함수를구할수있다.

c(u)≡ ∂ dC(u1, ...,ud)

∂u1 · · ·∂ud
=

∂ dF
(
F−1

1 (u1), ...,F−1
d (ud)

)
∂u1 · · ·∂ud

=
f
(
F−1

1 (u1), ...,F−1
d (ud)

)
∏

d
i=1 fi

(
F−1

i (ui)
) (4)

2코퓰러에대해소개하는많은논문과책이있는데,본절의설명은주로 Klemelä (2009)
에의존했다.

3코퓰러의어원은라틴어(copulare)로 ‘연관’혹은 ‘결합’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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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f는결합밀도함수이고, fi는한계밀도함수이다.위식에서마지
막 등호는 미분의 연쇄법칙(chain rule)과 ∂F−1

i (ui)/∂ui = 1/ fi
(
F−1

i (ui)
)
를

적용한것이다.
위 식 (3)과 (4)에서 한계분포 함수는 균등 분포(uniform distribution)로

되어 있다. 즉 ui = Fi(xi)로서 xi의 확률적분 변환(probability integral trans-
form)에의해 ui는균등분포를따른다.그러나코퓰러에서한계변수가반
드시균등분포일필요는없다.한계변수가어떤분포를따르든한계변수의
분포함수를이용하여균등분포변수로바꿀수있다.예를들어한계변수
xi의분포를 Gi라고하자.위식 (3)의우변에 ui대신에 Gi(xi)를대입하면식

(3)은다음과같다.

C(x) = F
(
F−1

1 (G1(x1)), ...,F−1
d (Gd(xd))

)
(5)

이때코퓰러밀도함수는다음이된다.

c(x) = f
(
F−1

1 (G1(x1)), ...,F−1
d (Gd(xd))

)
∏

d
i=1 gi(xi)

∏
d
i=1 fi

(
F−1

i (Gi(xi))
) (6)

여기에서 gi(xi)는 xi의한계밀도함수이다.식 (6)이본연구에서다룰 ‘비대
칭 t 코퓰러’를포함하여다변량분포함수에서도출된코퓰러를최대우도
(ML)방식으로추정할때최대화대상이되는함수이다.
다변량 분포함수나 코퓰러를 추정하고 검정할 때, 난수(random num-

bers)를발생시켜야할필요가자주생긴다.따라서이하코퓰러및분포함
수를 소개할 때 해당 분포의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분포함수가식 (5)와같은코퓰러인경우난수를발생시키는방법은
다음과같다.

(i) 다변량 분포함수 F에서 난수를 발생시킨다. 이난수를 개별적인

(x1, . . . ,xd)난수로변환시켜야한다.

(ii) 이를 위해서는 (i)에서 발생시킨 난수를 (F1, ...,Fd)를 이용해서 확률

적분변환시킨다.이렇게하면균등분포를따르는 (u1, ...,ud)로변환

된다.

(iii) 위 (ii)의 (u1, ...,ud)를한계분포의역함수,즉 (G−1
1 , ...,G−1

d )를이용해

서 (x1, ...,xd)로변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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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규및 t 코퓰러

코퓰러의 종류는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다변량 분포함수를 이용하여
도출할수있는몇몇주요코퓰러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먼저가우시안
(Gaussian) 혹은 정규(normal) 코퓰러를 식 (3)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4

CGa(u) = ΦR
(
Φ
−1(u1), ...,Φ

−1(ud)
)

(7)

여기에서 ΦR은상관계수행렬이 R인다변량표준정규분포함수이고, Φ는

단일변량표준정규분포함수이다.표준정규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우선
단일변량표준정규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

φ(x) =
1√
2π

exp
(
−1

2
x2
)

(8)

다변량표준정규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

φR(x) =
1

(2π)d/2|R|1/2 exp
(
−1

2
x′R−1x

)
(9)

여기에서 |R|은상관계수행렬 R의행렬식(determinant)이다.
다변량스튜던트(Student) t변수는다변량표준정규확률변수 Y와단일

변량역감마분포(inverse gamma distribution)확률변수W ∼ IG(ν/2,ν/2)에
의해도출된다.즉 Y와W가상호독립일때,다음에의해만들어진변수 X
는 t 분포를따른다.

X =
√

WY (10)

그런데 ξ = ν/W는 카이제곱(χ2
ν )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t 변수의 도출을

다음과같이표현할수도있다.

X =
Y√
ξ/ν

(11)

즉 카이제곱 확률변수를 자유도 모수(ν)로 나눈 것의 제곱근으로 다변량
표준정규확률변수를나눔으로써다변량 t 변수를도출할수있다.
다변량 t 분포의 난수를 만드는 방법은 위 식 (10) 혹은 (11)의 관계를

이용한다.표준 t 분포의경우분포를결정하는모수는두가지로서 R과 ν

이다. 이들 모수가 주어질 경우 t 분포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4이하에서다룰모든코퓰러는위치(location)및척도(scale)모수가들어있지않은 ‘표준
(standard)’분포함수를이용한것이다.이러한표준코퓰러에위치및척도모수를도입하는
것은손쉽게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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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관계수행렬이 R인다변량표준정규분포의난수를발생시킨다.

(a) 이를 위해서는 상호 독립인 d개의 단일변량 표준정규 분포 난
수를발생시키고(이를 x라함),

(b) R을콜레스키분해(Cholesky decomposition)한다음(이를 chol(R)
로표기),

(c) 행렬곱 x · chol(R)을취함으로써다변량표준정규분포난수를
얻을수있다.

(ii) 단일변량역감마분포 IG(ν/2,ν/2)의난수(혹은단일변량 χ2
ν 분포의

난수5)를발생시킨다.

(iii) 위 (i)의 다변량 표준정규 분포 난수를 (ii)의 단일변량 역감마 분포
난수에제곱근을취한것과곱하면(혹은단일변량카이제곱분포난
수를 자유도 모수로 나누어 제곱근을 취한 것으로 나누면) 다변량 t
분포난수가된다.

스튜던트 t 코퓰러를식 (3)의형태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CT (u) = Tν ,R
(
T−1

ν (u1), ...,T−1
ν (ud)

)
(12)

여기에서 Tν ,R은자유도가 ν이고상관계수행렬 R을가진다변량 t 분포함
수이고, Tν는 자유도 ν의 단일변량 t 분포함수이다. t 분포의 밀도함수는
다음과같다.우선단일변량 t 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

tν(x) =
Γ((ν +1)/2)

Γ(ν/2)(νπ)1/2

[
1+

x2

ν

]−(ν+1)/2

(13)

여기에서 Γ는 감마 함수(gamma function)이고 ν > 0는 자유도 모수이다.
다변량 t 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

tν ,R(x) =
Γ((ν +d)/2)

Γ(ν/2)(νπ)d/2 |R|1/2

[
1+

1
ν

x′R−1x
]−(ν+d)/2

(14)

자유도모수 ν가무한히커지면 t 분포는정규분포에가까워진다.

5통계패키지 GAUSS의경우카이제곱분포의역함수명령어인 cdgchii를이용하여카
이제곱분포난수를발생시킬수있다.우선균등분포난수를 rndu명령어로발생시킨다음,
이난수를 cdfchii를이용하여변환시키면카이제곱분포난수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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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대칭 t 코퓰러

비대칭(skewed) t 분포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가 도입되었다. 여기에
서는 Demarta and McNeil (2005)와 Azzalini and Capitanio (2003)에대해살
펴보기로한다.우선 Demarta and McNeil의다변량비대칭 t 변수는다변량
표준정규확률변수 Y와단일변량역감마분포확률변수W ∼ IG(ν/2,ν/2)
에 의해 도출된다. 즉 다음 식에서 Y와 W가 상호독립일 때, X는 비대칭 t
분포를따른다.

X = γW +
√

WY (15)

단일변량비대칭 t 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

f ST
γ,ν(x) =

bK(ν+1)/2
(
[(ν + x2)γ2]1/2

)
exp(xγ)

[(ν + x2)γ2]−(ν+1)/4 (1+ x2/ν)ν+1 (16)

여기에서 γ는비대칭모수이고, b는다음과같다.

b =
2(1−ν)/2

Γ(ν/2)(πν)1/2 (17)

또한 K는 제2종 수정 베셀 함수(the modified Bessel function of the second
kind)6로서여러정의가운데적분을사용한정의는다음과같다.

Kα(x) =
∫

∞

0
cosh(αt)exp(−xcosh(t))dt (18)

다변량비대칭 t 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

f ST
γ,ν ,R(x) =

aK(ν+n)/2
(
[(ν + x′R−1x)γ ′R−1γ]1/2

)
exp
(
x′R−1γ

)
[(ν + x′R−1x)γ ′R−1γ]−(ν+n)/4 (1+ x′R−1x/ν)(ν+n)/n

(19)

여기에서 a는다음과같다.

a =
2(2−ν−n)/2

Γ(ν/2)(πν)n/2|R|1/2 (20)

다음은 Azzalini and Capitanio (2003)의비대칭 t 분포이다.이를위해서
는 우선 Azzalini and Valle (1996)와 Azzalini and Capitanio (1999)의 비대칭
정규(skewed normal)분포를알아야한다.단일변량비대칭정규밀도함수
는다음과같다.

6이를 “제3종”수정베셀함수라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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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N
α (x) = 2φ(x)Φ(αx) (21)

여기에서 α는비대칭정도를결정하는모수이다. α = 0이면비대칭이아닌
대칭의표준정규분포와동일해진다는것을쉽게확인할수있다.다변량
비대칭정규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

f SN
α,R(x) = 2φR(x)ΦR(α

′x) (22)

여기에서 α는비대칭정도를결정하는모수벡터이다. α = 0이면비대칭이
아닌대칭의표준정규분포와동일해진다는것을쉽게확인할수있다.

비대칭정규분포의난수발생은다양한방법이있을수있으나,다음의
방법이비교적간단하다.7우선단일변량비대칭정규분포(비대칭모수 α)
의경우다음의절차를따르면된다.

(i) 상관계수가 δ =α/
√

1+α2인 2변량(bivariate)표준정규분포난수(z0,
z1)를발생시킨다.

(ii)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x를 만들면 비대칭 모수가 α인 비대칭

정규분포난수가된다.

x =

{
z1, z0 ≥ 0일때

−z1, 그렇지않을때.
(23)

다변량 비대칭 정규 분포의 경우에도 단일변량과 유사한 절차로 난수를

만든다. 다음은 2변량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으로서 2변량 이상의 다변량
으로도쉽게확장할수있다.

(i) 비대칭모수벡터가 α = (α1,α2)
′이고, R의비대각(non-diagonal)항이

ρ인 2변량비대칭정규분포의난수를얻기위해서는우선상관계수
행렬이다음과같은 3변량(trivariate)표준정규분포난수(z0, z1, z2)를

7Adelchi Azzalini의 웹사이트(http://azzalini.stat.unipd.it/SN/faq-r.html) 설명에 근거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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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킨다.

R∗ =



... z0 z1 z2

· · ·
... · · · · · · · · ·

z0
... 1 δ1 δ2

z1
... δ1 1 ρ

z2
... δ2 ρ 1


(24)

여기에서벡터 δ = (δ1,δ2)
′는다음과같다.

δ =
Rα√

1+α ′Rα
(25)

(ii) 이를이용하여다음과같은 x를만들면비대칭모수벡터가 α이고 R
을지닌비대칭정규분포난수가된다.

x =

{
(z1,z2)

′, z0 ≥ 0일때

(−z1,−z2)
′, 그렇지않을때.

(26)

Azzalini and Capitanio (2003)의비대칭 t 분포는비대칭정규분포를이
용하여도출된다.즉 Y가다변량비대칭정규변수이고, W ∼ IG(ν/2,ν/2)
가 단일변량 역감마 분포 확률변수이며, Y와 W가 상호독립일 때, 다음에
의해만들어진변수 X는비대칭 t 분포를따른다.

X =
√

WY (27)

그런데 ξ = ν/W는 카이제곱(χ2
ν )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t 변수의 도출을

다음과같이표현할수도있다.

X =
Y√
ξ/ν

(28)

비대칭 t 분포의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우선단일변량의경우이다.

f ST
α,ν(x) = 2tν(x)Tν+1

(
αx

√
ν +1
x2 +ν

)
(29)

만약 α = 0이면 비대칭이 아닌 대칭의 표준 t 분포와 동일해진다는 것을
쉽게확인할수있다.다음으로다변량비대칭 t 분포의밀도함수는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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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f ST
α,ν ,R(x) = 2tν ,R(x)Tν+1

(
α
′x

√
ν +d
Q+ν

)
(30)

여기에서 Q = x′R−1x이다.
비대칭 t 분포의난수발생은간단하다.비대칭정규분포난수를발생

시킨다음,그것을단일변량역감마분포난수에제곱근을취한것과곱하
면(혹은 단일변량 카이제곱 분포 난수를 자유도 모수로 나누어 제곱근을
취한것으로나누면)비대칭 t 분포난수가된다.
비대칭 t 코퓰러를식 (3)의형태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CST (u) = FST
α,ν ,R

(
FST−1

α,ν (u1), ...,FST−1
α,ν (ud)

)
(31)

2.4. SU -정규분포와비대칭 t 코퓰러의결합

SU -정규 분포는 Johnson (1949a, 1949b)이 제안한 분포로서 Choi and
Nam (2008)은이를 GARCH모형에도입하였다.아래에서좀더설명하겠
지만, 다른 많은 분포함수와 비교할 때, SU -정규 분포는 가장 유연한 분포
함수중의하나이다.더욱이정규분포의변환을통해도출된분포라는점
때문에정규분포가갖고있는바람직한성질을그대로간직하고있는장

점을지니고있다.
확률 변수 x에 역쌍곡선사인(inverse hyperbolic sine; sinh−1)을 취한 것

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는 SU -정규 분포를 따른다. 즉 SU -정규 변수는
다음과같이정의된다.

sinh−1(x) = λ +θz혹은 x = sinh(λ +θz) (32)

여기에서 sinh−1(x) = ln(x+
√

x2 +1)및 sinh(x) = [exp(y)− exp(−y)]/2이고,
θ > 0이다.단일변량 SU -정규분포의밀도함수는다음과같다.

f SU
λ ,θ (x) = J ·φ (z) (33)

여기에서 z = (sinh−1(x)−λ )/θ이며, J는변수변환에의해만들어지는새
로운 밀도함수에서 고려해야 하는 자코비안(Jacobian) 항으로서 J =

1/
√

(x2 +1)θ 2이다.
SU -정규 분포에서 λ와 θ는 각각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결

정짓는 모수들이다. λ의 절대값이 클수록 분포의 비대칭성이 커지고,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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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커질수록첨도가커진다.초과첨도를표현할수있는다른많은분포
함수들과 그 유연성을 비교할 때, SU -정규 분포는 가장 광범위한 영역의
왜도-첨도조합을표현할수있는분포중의하나이다(Johnson, 1949a).
한편 SU -정규변수를변환하면정규변수가되는성질을이용하여 SU -

정규분포를다변량차원으로쉽게확장할수있다.정의상 SU -정규벡터 x
에대해각원소들을 (sinh−1(xi)−λi)/θi로변환하면표준정규변수가된다.
이것을다변량정규분포함수에대입하면(자코비안항을고려해야함)다
변량 SU -정규 분포 함수가 된다. 즉, SU -정규 벡터 x의 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f SU
λ ,θ ,R(x) = J ·φR (z) (34)

여기에서 J = ∏
d
i=1 Ji = 1/

√
(x2

i +1)θ 2
i 이고,벡터 z의원소는 zi = (sinh−1(xi)

−λi)/θi이다.다변량 SU -정규변수의누적분포함수는간단히다음과같다.

FSU
λ ,θ ,R(x) = ΦR(z) (35)

다변량 SU -정규분포의난수를만드는방법은다음과같다.

(i) 상관계수행렬이 R인다변량표준정규분포의난수 R(z1, ...,zd)를발

생시킨다.

(ii) 이를 SU -정규 분포의 난수 (x1, ...,xd)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zi에

sinh(λi +θizi)를취한다.

다변량 SU -정규분포를코퓰러개념으로해석할수있는데, ‘다변량 SU -
정규분포’는다름아닌 ‘SU -정규한계분포를정규코퓰러로결합시킨것’
이라할수있다.앞에서다변량 SU -정규분포를도출할때각한계변수를
정규 변수로 전환하여 다변량 정규분포에 대입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
이바로코퓰러의개념에다름아니다.이를확인해보는차원에서앞의식
(6)에서 한계변수가 SU -정규이고 코퓰러가 정규인 경우를 상정하여 코퓰
러밀도함수를도출해보자.이는곧식 (6)에서 f = φR, F−1

i = Φ−1, fi = φ ,
Gi(xi) = Ji ·Φ(zi), gi(xi) = φ(zi)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 (6)은 다음과 같이
된다.

c(x) =
φR
(
Φ−1(Φ(z1)), ...,Φ

−1(Φ(zd))
)

∏
d
i=1 Ji ·φ(zi)

∏
d
i=1 φ (Φ−1(Φ(zi)))

=
φR (z1, ...,zd)∏

d
i=1 Ji ·φ(zi)

∏
d
i=1 φ (zi)

= φR (z1, ...,zd)
d

∏
i=1

Ji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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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36)의코퓰러밀도함수는앞의식 (34)에나와있는다변량 SU -정규
밀도함수와동일한것을확인할수있다.
이제 SU -정규한계분포를정규코퓰러가아니라비대칭 t 코퓰러와결

합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경우 결합 분포함수는 식 (5)에 의해
다음이된다.

C(x) = FST
α,ν ,R

(
FST−1

α1,ν1
(Φ(z1)), ...,FST−1

αd ,νd
(Φ(zd))

)
(37)

여기에서 zi(i = 1, . . . ,d)는
(
sinh−1(xi)−λi

)
/θi이다. 또한 코퓰러 밀도함수

는식 (6)에의해다음과같다.

c(x) =
f ST
α,ν ,R

(
FST−1

α1,ν1
(Φ(z1)), ...,FST−1

αd ,νd
(Φ(zd))

)
∏

d
i=1 Ji ·φ(zi)

∏
d
i=1 f ST

αi,νi

(
FST−1

αi,νi (Φ(zi))
) (38)

한계분포가 SU -정규이고 코퓰러 함수가 비대칭 t인 경우 난수를 발생
시키는방법은 (앞의 II장 1절마지막부분에서설명한일반적인난수발생
방법을참조하면)다음과같다.

(i) 앞의 II장 3절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Azzalini and Capitanio (2003)의
다변량비대칭 t 분포의난수를발생시킨다.

(ii) 위 (i)의 난수를 t(FST
α1,νi

, ...,FST
αd ,νd

)를 이용해서 확률적분 변환시킨다.
이렇게하면균등분포를따르는 (u1, ...,ud)로변환된다.

(iii) 위 (ii)의 (u1, ...,ud)를 표준정규 분포의 역함수 Φ−1를 이용해서

(z1, . . . ,zd)로변환시킨다.

(iv) 위 (iii)의 (z1, ...,zd)에 sinh(λi + θizi)를 취하여 (x1, ...,xd)로 변환시킨

다.

3. 조건부및비조건부모형

우리는 ‘SU -정규 한계 비대칭 t 코퓰러’가 다변량 정규 분포와 다변량
SU 정규분포에비해유연성이높아금융데이터의특성을보다더잘포착

할수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그런데다변량정규분포는코퓰러개념
으로해석하면 ‘정규한계정규코퓰러’분포이고,다변량 SU -정규분포는
‘SU -정규 한계 정규 코퓰러’ 분포이다. 결국 한계분포와 코퓰러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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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분포함수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데, 본 논문
에서 제안한 ‘SU -정규 한계 비대칭 t 코퓰러’ 조합은 한계분포와 코퓰러
모두에있어서가장유연한분포함수를채택했다고할수있다.이렇게만
들어진모형이기존의모형에비해상대적으로추정성과가더우수한지를

평가하고자한다.
이들 분포 함수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조건부(unconditional) 모형과

조건부(conditional) 모형의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비조건부 모형은
정보가시간에따라변화하지않는모형을말하고,조건부모형은 GARCH
처럼 정보가 시간에 따라 업데이트 되는 모형을 말한다. 추정방법은 비조
건부 모형과 조건부 모형 모두 2단계 추정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 단
계에서는각각의한계변수를단일변량분포함수를사용하여추정하고,두
번째단계에서는첫번째단계의추정결과를바탕으로한계변수를제외한

코퓰러 관련 모수를 추정한다. 이와 같은 2단계 추정을 통해 추정 모수의
개수를 2단계로분산시킬수있다.8

3.1. 비조건부모형

첫 번째 단계의 한계변수 추정에 있어서는 표준 분포함수에 위치 및

척도모수만을포함시킨다음과같은단순모형을가정한다.

yt =
xt −µ

σ
(39)

여기에서 xt는오차항(error term)으로서상호독립이면서동일하다고(i.i.d.)
가정한다.추정은단일변량밀도함수를이용하여ML추정을행한다.이를
위해서는밀도함수가필요한데,단일변량 ‘표준’밀도함수는정규분포의
경우식 (8), SU -정규분포는식 (33)이다.단,주어진식들이표준밀도함수
이기때문에한계변수에위치및척도모수를포함시킨밀도함수를이용해

8Engle and Sheppard (2001)는다양한포트폴리오를이용하여자신들이제안한DCC (dy-
namic conditional correlation)모형의적합성을검정했는데,이때최대 100개의자산(주가지
수)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사용했다. 자산이 100개인 데이터를 다변량 GARCH 모
형으로추정할경우,개별한계변수에들어있는모수가최소 5개이기때문에공분산관련
모수까지 합하면 전체적으로 추정해야 할 모수의 개수가 500개가 넘어 이를 한 번에 추
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때문에 추정량의 효율성 손실을 일정 부분 감수하고 2
단계로 추정하게 된다. 이처럼 대용량 포트폴리오를 감안해야 하는 이유는 다변량(혹은
코퓰러)모형이많이사용되는분야중의하나인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부채담
보부증권) 등에서 실제로 수 백 개의 금융자산을 혼합시킨 파생금융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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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일반적으로표현하면, x의밀도함수가 f (x)일경우, y = σ−1(x−µ)

의밀도함수는 σ−1 f (y)이다.

두번째단계에서는한계변수관련모수를제외한코퓰러관련모수를

추정한다.추정은벡터 x의결합밀도함수를이용하여ML방식으로추정한
다.이에필요한다변량정규밀도함수는식 (9),다변량 SU -정규밀도함수
는식 (34), SU -정규한계비대칭 t코퓰러의밀도함수는식 (38)이다.이들은
모두표준밀도함수이기때문에한계변수에위치및척도모수를포함시킨

밀도함수를이용해야한다.일반적으로표현할때,개별원소가 xi인벡터 x
의밀도함수가 f (x)일경우,개별원소 xi를 yi = σ

−1
i (xi−µi)으로변환시킨

벡터 y의 밀도함수는 ∏
d
i=1 σ

−1
i f (y)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추정하는 모수

는정규모형과 SU -정규모형의경우에는행렬 R이고, SU -정규한계비대칭
t 코퓰러모형은 R이외에벡터 α와스케일러 ν 등이다.

3.2. DCC-GARCH모형

조건부 모형 역시 2단계 추정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한계변수 관련 모수를 단일변량 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
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Engle (2002)과 Engle and Sheppard (2001)의 DCC
(dynamic conditional correlation)모형을사용하여코퓰러관련모수를추정
한다.

첫번째단계의 GARCH모형에있어서는모든분포및데이터에대해
일률적으로다음과같은 AR(1)-GARCH(1,1)모형을설정한다.

yt = b0 +b1yt−1 + εt (40)

εt = h1/2
t xt (41)

ht = β0 +β1ht−1 +β2ε
2
t−1 (42)

여기에서 ht는조건부분산이고, xt는오차항으로서상호독립이면서동일

하다고(i.i.d.) 가정한다. ML 추정을 위해서는 밀도함수가 필요하다. 위 모
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표준 형태의 밀도함수가 f (xt)일 경

우, yt = b0 +b1yt−1 +h1/2
t xt의밀도함수는 h−1/2

t f (yt)이다.

두 번째 단계의 DCC 모형은 Rt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는데, 여
기에서는 DCC모형중가장간단한형태인다음과같은 DCC(1,1)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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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채택한다.

Qt = (1−δ1−δ2)Q̄+δ1(zt−1z′t−1)+δ2Qt−1 (43)

Rt = Q∗−1
t QtQ∗−1

t (44)

여기에서 Q̄는 zt의비조건부공분산행렬이고, Q∗t은Qt의대각(diagonal)
원소로이루어진대각행렬이다. Qt가양의정부호(positive definite)가되기
위해서는 δ1와 δ2이 비음수이고, 두 모수의 합이 1보다 작아야 한다(Engle
and Sheppard, 2001). Qt가 양의 정부호이면 Rt 역시 양의 정부호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정규분포 모형에서는 Rt와 Qt는 각각 xt의 상관계수 행

렬 및 공분산 행렬이지만, 다른 모형에서는 그렇지 않다. SU -정규 모형에
서 Rt는 xt의 상관계수 행렬이 아니라 zit = (sinh−1(xit)− λi)/θi를 원소로

하는 zt의 상관계수 행렬이고, SU -정규 한계 비대칭 t 코퓰러 모형에서는
zit = FST−1

α,ν ,R

(
Φ([sinh−1(xit)−λi]/θi)

)
를원소로하는 zt의상관계수행렬이다.

위 DCC(1,1) 모형에 있는 z는 이를 가리킨다. 정규분포 모형에서는 z가 x
이지만,다른두모형에서는앞서설명한방식으로 x를 z로변환시켜야한
다.9 이하모든추정모형은다변량중에서가장기본적인형태인 2변량의
경우로국한한다.추정에사용한통계패키지는 GAUSS이며,이가운데최
적화과정은 CML-library를이용한다.10

3.3. 추정성과평가

각모형의추정성과를비교하는데는다양한기준이있을수있다.우
리는본논문에서두가지방법으로모형들의추정성과를비교한다.하나
는 Kupiec (1995)이제안한비조건부(unconditional)검정이고,다른하나는

9DCC모형추정에있어서 Q̄및 Qt 초기값을지정해주어야한다.정규모형의경우첫
번째단계추정에서구한 x̂it의표본공분산을이용하고, SU -정규모형은 ẑit = (sinh−1(x̂it)−
λ̂i)/θ̂i의표본공분산을이용한다.그런데비대칭 t 코퓰러모형에서는첫번째단계추정만
으로는 ẑit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SU -정규 모형과 마찬가지로 ẑit = (sinh−1(x̂it)− λ̂i)/θ̂i의

표본공분산을이용하기로한다.
10Azzalini and Capitanio (2003)의 비대칭 t 코퓰러 추정을 위해서는 비대칭 t 분
포의 누적확률 및 분위수(quantile) 계산이 필요하다. 이를 수행하는 GAUSS 프로
그램이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 제공되어 있으나(예를 들어 Thierry Roncalli의 코드:
http://www.thierry-roncalli.com/#gauss l16),이를사용해본결과적합성에다소문
제가있다고판단되어본연구에서는누적확률과분위수를모두경험치(empirical value)로
계산한다. 누적확률의 경우에는 (분포함수를 이용한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표본(sample)
분포함수를 사용하며, 분위수는 100,000개의 난수를 발생시켜 해당 값을 찾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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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e and Manganelli (2004)가제안한동태적분위수(DQ; dynamic quantile)
검정이다.
우선Kupiec (1995)검정은VaR초과비(exceeding ratio)를이용하여검정

한다.어떤모형이제시하는 VaR값을초과(왼쪽꼬리일경우왼쪽으로,오
른쪽 꼬리일 경우 오른쪽으로 초과)하는 관측치를 VaR 초과(exceeding)라
하자.이때 VaR초과비는 VaR초과관측치의개수를이론적인초과관측
치개수로나눈것으로정의된다.만약초과비가 1보다크면실제데이터의
분포가 모형이 제시하는 분포에 비해 꼬리부분이 두터운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초과비가 1보다작으면실제데이터의분포가모형이제시하는분
포에비해꼬리부분이얇은것을의미한다. VaR초과비가 1에가까울수록
이상적인모형이다. Kupiec (1995)은초과비값을통계적으로검정하기위
해 LR(Likelihood Ratio) 검정을 제안했다. 이는 VaR 초과가 이항분포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한다. T개의 관측치중 VaR 초과가 x
개일때 LR검정통계량은다음과같다.

LR = 2
{

ln
[( x

T

)x(
1− x

T

)T−x
]
− ln[px(1− p)T−x]

}
(45)

여기에서 p는 VaR초과영역에해당하는확률이다.위의검정통계량 LR은
점근적으로 χ2분포를따르며,자유도는 1이다.

Kupiec (1995)검정은 VaR추정성과를비조건부적으로평가하는것으
로 VaR초과가독립적(independently)으로발생하는지를판단할수없다는
점이한계이다.하지만 VaR초과비가 1에가까워도초과가특정기간에집
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어떤 패턴을 보인다면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Engle and Manganelli (2004)의동태적분위수(DQ)검정은이점을고
려한것이다.우선 Hitt(α)변수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Hitt(p) =

{
1− p VaR초과일때,

−p 그렇지않을때
(46)

여기에서다음과같은선형회귀모형을설정한다.11

Hitt(p) = β1Hitt−1(p)+β2Hitt−2(p)+β3Hitt−3(p)+β4Hitt−4(p)+ εt (47)

11회귀식 설명변수로 상수항과 VaRt를 넣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Engle and Man-
ganelli (2004)와마찬가지로상수항과 VaRt를제외시켰으며, Hit 변수의시차(lag)를 4기까
지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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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에서다음의가설을검정하게된다.

H0 : β1 = β2 = β3 = β4 = 0 (48)

위 가설은 VaR 초과들이 상호 독립이라는 가설과 초과비가 1이라는 가설
을결합으로(jointly)검정하는역할을한다.검정통계량은다음과같다.

DQ =
β̂ ′X ′X β̂

p(1− p)
(49)

여기에서 X는 식 (47) 우변의 설명변수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위 검정통
계량 DQ는 점근적으로 χ2 분포를 따르며, 자유도는 4이다. DQ 값이 크면
주어진유의수준에서식 (48)의귀무가설을기각하게되며,이는 VaR모형
이적절하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VaR 검정은 한계분포와 결합분포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2
단계 추정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 한계변수에 대

한 VaR검정을행하고,두번째단계에서는포트폴리오에대한 VaR검정을
행한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검정은 2변량 추정 대상인 2개 변수를 5대 5
의조합으로포트폴리오를구성한다음,이포트폴리오의 VaR초과비를검
정하는것이다. VaR은왼쪽꼬리(5%, 1%, 0.5%)와오른쪽꼬리(95%, 99%,
99.5%)모두에대해살펴본다.
그런데 각 개별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에는 이들 변수로 구성

된포트폴리오도정규분포를따른다.따라서포트폴리오의평균과분산만
계산하면그것의 VaR값도쉽게계산가능하다.하지만 SU -정규분포모형
과 비대칭 t 코퓰러 모형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정규분포를제외한이들모형에대해서는난수발생을통해포트

폴리오의 VaR 값을 구한다. 즉, 모수 추정치를 토대로 각 변수 당(조건부
모형에서는각변수의각시점당) 100,000개의난수를발생시켜 VaR값을
구한다.

4. 시뮬레이션

실제데이터를이용한추정에앞서시뮬레이션을통해비대칭 t 코퓰러
분포의 상대적 유연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시뮬레이션은 비조건부 모
형에대해서만수행한다.우리는특정분포에서난수를발생시킨다음,세
가지분포를이용한비조건부모형으로분포를추정하여성과를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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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수 발생은 Demarta and McNeil (2005)의 비대칭 t 분포를 이용한다.
‘비대칭 t 분포’라는이름은동일하지만비교대상인 Azzalini and Capitanio
(2003)의비대칭 t 분포와는다른것이다.또한우리가제안하는모형은비
대칭 t분포자체가아니라 ‘SU -정규한계비대칭 t코퓰러’분포이다.그림 1
은 Demarta and McNeil의비대칭 t 분포에서발생시킨네종류의난수세트
를보여주고있다.그림들을비교해보면,비대칭모수(γ1, γ2)가클수록(그림
a와 c비교),그리고자유도모수(ν)가작을수록(그림 a와 d비교)극단적으
로큰플러스값이동시에발생할가능성이높아지는것을볼수있다.다른
한편으로 R의비대각원소인 ρ는두변수간상호관계를결정하는모수인

데,우리의예처럼비대칭모수가모두양수인상황에서는 ρ 값이 0인경우
(그림 b)에도상호관계가양으로보일가능성이있음을짐작할수있다.

표 1은각시뮬레이션에있어서모형별추정성과를비교해서보여주고
있다. 비교 기준은 VaR 추정에 대한 Kupiec (1995) 검정이다. 우선 다변량
정규분포모형의추정성과를보면네가지시뮬레이션모두에서VaR추정
의정확도에상당한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전체적으로볼때왼쪽
꼬리에서는 VaR 초과비가 1보다 작은 반면, 오른쪽 꼬리에서는 초과비가
대부분 1보다 크고, 특히 오른쪽 꼬리 극단으로 가면 초과비가 5에 이를
정도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대칭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비대칭적(즉 γ가 양의 값)인데 반해 이를 추정하는
정규 모형은 대칭적인 모형이기 때문이다. 네 가지 시뮬레이션 모두 VaR
초과비가 1과유의하게다른경우가많지만,특히시뮬레이션 4(자유도계
수 ν값이 5인경우)의추정성과가가장나쁜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 다변량 SU -정규 분포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정규분포 모
형에 비해 VaR 추정 성과가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난수 발
생모수의값이그다지극단적이지않은시뮬레이션 1에서는모든경우에
있어서 VaR 초과비가 1이라는 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나타났다.이는곧코퓰러의비대칭정도가그리크지않은경우에
는 한계분포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비대칭 데이터에 대한 추정

성과를대폭개선시킬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하지만전체
적으로봤을때 SU -정규모형역시데이터의비대칭성을제대로는포착하
지못한것을알수있다.즉 (정규모형에비해서는개선되었지만)여전히
왼쪽꼬리에서는 VaR초과비가 1보다작은반면,오른쪽꼬리에서는초과
비가대부분 1보다큰것을알수있다.특히정규모형의추정성과가가장
나쁜시뮬레이션 4에서는 SU -정규모형역시 (정규모형에비해서는대폭
개선되었지만)오른쪽꼬리VaR추정이상당히만족스럽지않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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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 0.5, ν = 10, γ1 = 0.5, γ2 = 0.5 ρ = 0.5, ν = 10, γ1 = 0.5, γ2 = 0.5
(a)시뮬레이션 1 (b)시뮬레이션 2

ρ = 0.5, ν = 10, γ1 = 1.0, γ2 = 1.0 ρ = 0.5, ν = 5, γ1 = 0.5, γ2 = 0.5
(c)시뮬레이션 3 (d)시뮬레이션 4

그림 1: Demarta and McNeil 비대칭 t 분포에서 발생시킨 네 종류의 난수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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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비조건부모형시뮬레이션결과: VaR초과비검정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2
VaR 정규 SU -정규 비대칭 t 정규 SU -정규 비대칭 t

모형 모형 코퓰러 모형 모형 코퓰러

0.5% 0.80 0.93 0.93 0.60 0.73 1.07
1% 0.60* 0.93 0.83 0.40** 0.73 1.17
5% 0.63** 0.91 0.94 0.55** 0.81* 1.00

95% 1.09 0.99 0.99 1.16* 1.10 1.00
99% 2.40** 1.33 1.23 2.67** 1.77** 1.30

99.5% 3.47** 1.40 1.20 3.87** 2.07** 1.53
시뮬레이션 3 시뮬레이션 4

VaR 정규 SU -정규 비대칭 t 정규 SU -정규 비대칭 t
모형 모형 코퓰러 모형 모형 코퓰러

0.5% 0.20** 0.60 0.60 0.07** 0.93 0.73
1% 0.20** 0.67 0.67 0.20** 0.73 0.70
5% 0.39** 0.84* 0.85 0.19** 0.88 0.93

95% 1.19* 1.04 1.04 0.95 1.01 1.03
99% 2.77** 1.57** 1.43* 2.77** 1.57** 1.53**

99.5% 4.60** 1.80** 1.33 4.73** 1.93** 1.80**

주: *와 **은 VaR초과비가각각 5%와 1%유의수준에서 1과다름을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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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비대칭 t코퓰러모형의추정결과를보면,전체적으로비교
대상인앞의두개모형보다 VaR추정성과가더우수한편이다.시뮬레이
션 1에서는 SU -정규 모형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VaR 초과비
검정을통과했다.또한시뮬레이션 2와 3에있어서도 SU -정규모형에비해
어느정도더나은성과를보여주고있다.특히정규모형과 SU -정규모형
모두 VaR 추정에 있어서 왼쪽 꼬리와 오른쪽 꼬리의 비대칭성이 뚜렷한
데 반해, 비대칭 t 코퓰러 모형에서는 이 비대칭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상당히개선된것을알수있다.이러한결과는한계분포뿐만아
니라코퓰러의유연성까지높임으로써데이터의비대칭성을더잘포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시뮬레이션 4의 결과를 보면 SU -
정규 모형에 비해 추정 성과 개선의 정도가 미미하다. 데이터에 따라서는
코퓰러의유연성을높이는것이추정성과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수도

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하겠다.

5. 실증분석

5.1.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은 주가지수와 환율을 이용한다. 주가지수
는코스피와코스닥이고,환율은엔/달러와달러/유로환율이다.이들 4종
류의시계열은모두 200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일별데이터를이
용한다. 표 2는 데이터의 로그수익률(%)에 대한 주요 표본통계량을 보여
준다. 4개시계열모두음의왜도를보이고있다는점이눈에띤다.특히주
가지수가환율에비해왜도가상당히큰것을알수있다.첨도에있어서는
4개시계열모두첨도계수가 3보다큰초과첨도(excess kurtosis)를보이고
있다.첨도역시주가지수가환율에비해다소나마더큰것으로나타났다.
표 2에서왜도와첨도상으로볼때, 4개시리즈모두정규분포와는상당

한거리가있음을알수있다.실제로정규성에대한 Jarque-Bera검정결과,
4개시리즈모두 JB통계량이귀무가설인정규성을강하게기각하고있다
(유의수준 1%의임계치는 9.21).표 2의마지막열에있는 Q2(30)은 Ljung-
Box 검정 통계량이다. 이는 각 시리즈에 제곱을 취한 값에 대해 계열상관
(serial correlation)을검정한것으로시차(lag)를 30까지두었다. 4개시리즈
모두귀무가설인계열독립을기각하여 (유의수준 1%의임계치는 50.9)변
동성 군집 경향이 있으며, 이는 GARCH 형태의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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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데이터로그수익률(%)의주요표본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계수 첨도계수 Jarque-Bera Q2(30)
코스피 0.018 1.791 -0.538 7.647 2813.9** 1348.0**
코스닥 -0.056 2.088 -0.771 8.098 3507.7** 2634.9**
엔/달러 -0.009 0.668 -0.126 6.866 1894.8** 1031.4**
달러/유로 0.008 0.694 -0.037 4.509 288.0** 1147.5**

주: **은 1%유의수준에서 Jarque-Bera통계량과 Ljung-Box Q2(30)통계량이각각
정규성가설과계열독립가설을기각함을의미함.

표 3:비조건부모형에의한개별변수VaR추정성과비교:초과비(ER)검정

한계 VaR
분포

데이터
0.5% 1% 5% 95% 99% 99.5%

코스피 2.70** 2.02** 1.01 0.79** 1.62** 2.09**
정규 코스닥 4.78** 3.00** 1.02 0.70** 1.48* 2.43**

엔/달러 2.64** 1.62** 0.85* 0.81* 1.22 1.65*
달러/유로 2.44** 1.75** 1.06 0.89 1.42* 2.11**
코스피 0.74 0.81 1.00 1.03 1.08 0.94

SU - 코스닥 0.47* 1.01 1.06 1.05 1.21 1.01
정규 엔/달러 1.26 1.16 0.94 0.96 0.86 1.12

달러/유로 0.79 0.99 1.07 1.00 1.09 1.12

주: *와 **은 ER통계량이각각 5%와 1%유의수준에서 1과다름을의미함.

5.2. 비조건부모형추정

(1) 1단계한계분포추정

비조건부모형으로개별한계변수를추정하여모형별로 VaR초과비를
검정한결과가표 3에나와있다.정규모형에비해 SU -정규모형의 VaR추
정성과가월등히우수한것을알수있다. SU -정규모형은총 24개경우중
단하나(코스닥 0.5%수준 VaR)를제외한모든경우에 VaR초과비검정을
통과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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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다변량분포추정

1단계 한계분포 추정치를 기반으로 2단계 다변량 분포를 추정하여 모
형별로 VaR추정성과를비교한것이표 4에나와있다.추정은코스피및
코스닥지수,그리고엔/달러및달러/유로환율에대해각각 2변량분포를
추정하고, 5대 5의 동일 비율 포트폴리오에 대해 VaR 추정 성과를 검정
했다. 우선 표의 상단에 나와 있는 Kupiec (1995)의 비조건부 검정 결과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다변량 정규 분포 모형 추정 결과를 보면, VaR 추정
에있어서정규분포모형이갖고있는전형적인문제점을드러내보이고

있다. 즉 5%나 95% VaR에 있어서는 ER 값이 1에 상당히 근접하거나(특
히왼쪽꼬리)혹은 1보다작은값(오른쪽꼬리)을갖는데반해, 1%, 0.5%,
99%, 99.5% 등에서는 ER 값이 1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5%나 95%
보다더바깥쪽꼬리에있어서정규분포모형이제시하는것에비해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꼬리부분이 더 두터운 것을 의미한다. 리스크 관리 측면
에서 말하면, 정규 분포 모형이 극단적인 손실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고
할수있다.

다음으로다변량 SU -정규분포모형추정결과를보면,앞의정규모형
에 비해 추정 성과가 대폭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SU -정규 분포의 유연
성이매우뛰어난것을보여준다.주가지수에서는 6개모든경우에서 VaR
초과비 검정을 1% 수준에서 통과했다. 정규 모형과 SU -정규 모형은 한계
분포가서로다를뿐코퓰러는정규코퓰러로동일하다는점을고려할때,
한계분포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추정 성과를 대폭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대칭 t 코퓰러 모형의 추정 성과는
앞의 SU -정규모형과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주가지수에서는
6개 모든 경우에서 VaR 초과비 검정을 1% 수준에서 통과한 반면, 환율에
있어서는 일부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그 통과 개수 역시 SU -정규
모형과동일하다.

이번에는표 4의하단에나와있는 Engle and Manganelli (2004)의동태적
분위수(DQ)검정결과를살펴보자.전체적으로보면,정규분포모형뿐만
아니라 SU -정규분포모형과비대칭 t코퓰러모형모두대부분의 VaR에있
어서 DQ검정을통과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앞에서도언급했듯이
DQ 검정은 VaR 초과비뿐만 아니라 초과의 독립성까지 결합으로 검정하
는것이다.따라서 Kupiec검정은통과했는데, DQ검정을통과하지못하는
경우는 VaR초과가독립적으로발생하지않은것을의미하며,그주된이
유는 추정 모형이 비조건부 모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단, 모든 모형이 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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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비조건부모형에의한포트폴리오 VaR추정성과비교

주가 환율

VaR 정규모형 SU -정규 비대칭 t 정규모형 SU -정규 비대칭 t
모형 코퓰러 모형 코퓰러

A. Kupiec검정a)

0.5% 4.04** 0.74 0.61 3.04** 2.31** 1.91**
1% 2.49** 0.78 0.78 1.95** 1.55** 1.52**
5% 1.09 1.09 1.09 0.96 1.05 1.16*

95% 0.69** 0.99 0.99 0.73** 0.81* 0.95
99% 1.48* 1.04 0.88 1.22 1.02 1.06

99.5% 1.89** 0.94 0.74 1.72* 1.39 1.32
B. Engle and Manganelli검정b)

0.5% 366.8** 34.7** 22.0** 274.3** 232.5** 163.7**
1% 189.6** 18.5** 18.5** 174.1** 149.2** 127.2**
5% 75.9** 75.9** 75.9** 51.3** 52.6** 54.8**

95% 39.4** 66.7** 66.7** 10.5* 10.4* 13.2*
99% 83.3** 44.6** 34.4** 14.8** 13.0* 12.2*

99.5% 78.0** 76.4** 17.1** 15.4** 21.0** 22.5**

주 a:표 A에제시된값들은 VaR초과비(ER)로서 *와 **은 ER통계량이각각 5%
와 1%유의수준에서 1과다름을의미함.
주 b: 표 B에 제시된 값들은 동태적 분위수(DQ) 통계량 값으로서 *와 **은 각각
5%와 1%유의수준에서 DQ검정을통과하지못했음을의미함.

검정을통과하지못했어도검정통계량의크기에있어서는차이가상당한

데, (특히양쪽꼬리극단으로갈수록)정규모형에비해 SU -정규모형이나
비대칭 t코퓰러모형의추정성과가상당히앞선것으로나타났다. SU -정규
모형과 비대칭 t 코퓰러 모형만을 비교하면, 비대칭 t 코퓰러 모형이 약간
더나은것으로보이지만,그차이는뚜렷하지않아보인다.

결국표 4의두가지검정모두에서비대칭 t코퓰러모형의추정성과가
SU -정규모형과크게다르지않은것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이는앞의
4절에서본시뮬레이션과는다른결과이다.시뮬레이션에서는비대칭 t 코
퓰러모형이다변량 SU -정규모형에비해대체적으로더나은추정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추정에서는 이처럼 개선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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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미 SU -정규 모형만으로도 데이터의 분포적 특
성을상당히우수하게포착함으로써더이상개선의여지가많지않은것일

수있다.다른한편으로는 4절의시뮬레이션에서가정했던모수들이매우
극단적인값들로서실제금융시장데이터에서는이정도의극단적인데이

터를 접하기 힘들며, 이 때문에 (모수가 가장 덜 극단적인 데이터세트인)
시뮬레이션 1에서 다변량 SU -정규 모형과 비대칭 t 코퓰러 모형의 성과가
거의동일했던것처럼실제금융시장데이터에서는코퓰러의개선에의해

추정성과를개선시키기가본질적으로어려운것일수도있다.

5.3. DCC GARCH모형

(1) 1단계개별변수 GARCH모형추정

조건부모형역시앞절과동일한방식으로추정및검정이이루어졌다.
표 5는 AR(1)-GARCH(1,1) 모형으로 개별 변수를 추정하여 VaR 초과비를
검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앞의 비조건부 모형과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 모
형에 비해 SU -정규 분포 모형의 VaR 추정 성과가 훨씬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SU -정규 모형은 환율에 있어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 1% 유의수준에
서 검정을 통과했다. 한편, 표 5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표를표 3의비조건부모형결과와비교했을때,조건부모형의추정성
과가 결코 더 낫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SU -정규 분포 모형에서는
조건부모형보다는비조건부모형의추정성과가오히려더나은것으로

보인다.물론 GARCH모형이비조건부모형보다반드시 VaR추정에서더
좋아야할이유는없지만,앞에서데이터의표본통계량을분석한결과(표
4의 Ljung-Box통계량참조), GARCH종류의조건부모형이필요한것으로
분석됐는데도불구하고이런결과가나온것이다.그주된이유는앞에서도
언급했듯이 Kupiec (1995)의 VaR초과비검정이 VaR초과의독립성을검증
하지않기때문이다.여기에서는제공하지않았지만, Engle and Manganelli
(2004)의 DQ 검정으로 평가할 경우 조건부 모형에 의한 VaR 추정 성과가
훨씬 우수하며, 이는 곧이어 표 6에서 살펴보게 될 포트폴리오 VaR 추정
결과에서확인할수있다.

(2) 2단계 DCC모형추정

1단계 한계분포 추정치를 기반으로 2단계 DCC 모형을 추정하여 VaR
추정 성과를 비교한 것이 표 6에 나와 있다. 추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 그리고 엔/달러 및 달러/유로 환율에 대해 각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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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ARCH모형에의한개별변수 VaR추정성과비교:초과비(ER)검정

한계 데이터 왼쪽꼬리 오른쪽꼬리

분포 5% 1% 0.5% 95% 99% 99.5%
코스피 1.34** 1.92** 2.22** 0.70** 0.57* 0.67

정규 코스닥 1.31** 3.07** 4.25** 0.53** 0.37** 0.34**
엔/달러 0.91 1.72** 2.71** 0.76** 1.12 1.32
달러/유로 1.06 1.55** 1.85** 0.98 1.19 1.65*
코스피 1.19* 0.91 0.81 0.94 0.64* 0.61

SU - 코스닥 1.21* 1.11 1.01 0.80* 0.47** 0.47*
정규 엔/달러 0.88 1.16 1.39 0.87 0.83 0.86

달러/유로 1.04 0.92 0.86 1.08 0.99 0.79

주: *와 **은 ER통계량이각각 5%와 1%유의수준에서 1과다름을의미함.

변량분포를추정하고, 5대 5의동일비율포트폴리오에대해 VaR추정성
과를검정했다.먼저표의상단에나와있는 Kupiec (1995)의비조건부검정
결과를살펴보자.우선다변량정규분포모형추정결과를보면,비조건부
분석에서와마찬가지로 VaR추정에있어서심각한한계를드러내보이고
있다. 주가를 보면, 왼쪽 꼬리에 대해서는 두터움을 과소평가하고 오른쪽
꼬리에 대해서는 과대평가 하는 등 비대칭성이 뚜렷하다. 환율의 경우에
는상황이약간개선돼보이지만 VaR초과비가여전히 1과큰차이가나는
경우가많은것을알수있다.
다변량 SU -정규분포모형추정결과역시앞의비조건부결과와유사

하다. 일단 정규 모형에 비해 추정 성과가 대폭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주가지수의경우에는초과비검정을통과하지못한경우가 3개에이
르지만정규모형은 6개모든경우에이를통과하지못했다는점을고려할
때성과가크게개선된것을알수있다.비대칭 t 코퓰러모형의추정결과
역시앞의비조건부결과와마찬가지로다변량 SU -정규모형에비해더이
상개선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ER검정을통과한개수로만
따지면다변량 SU -정규모형에비해오히려성과가약간못미치는것을알
수있다.
이번에는 표 6의 하단에 나와 있는 Engle and Manganelli (2004)의 DQ

검정 결과를 살펴보자. 사실 표 6의 상단에 나와 있는 Kupiec 검정 결과를
비조건부모형추정결과인표 4와비교해보면적어도 Kupiec검정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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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DCC모형에의한포트폴리오 VaR추정성과비교

주가 환율

VaR 정규모형 SU -정규 비대칭 t 정규모형 SU -정규 비대칭 t
모형 코퓰러 모형 코퓰러

A. Kupiec검정a)

0.5% 3.44** 1.08 1.01 3.04** 2.05** 1.72*
1% 2.46** 1.04 0.98 2.05** 1.65** 1.35
5% 1.36** 1.15 1.15 1.13 1.10 1.16*
95% 0.49** 0.79** 0.79** 0.67** 0.79** 0.79**
99% 0.37** 0.51** 0.47** 0.76 0.69 0.50**

99.5% 0.27** 0.47* 0.34** 0.99 0.86 0.73
B. Engle and Manganelli검정b)

0.5% 112.3** 0.4 0.3 129.1** 43.9** 18.9**
1% 74.7** 1.4 1.2 81.1** 41.2** 11.5*
5% 28.1** 1.7 1.6 14.0* 15.7** 13.7**
95% 42.3** 1.8 1.8 19.4** 3.0 3.4
99% 11.9* 0.0 0.0 10.5 4.0 0.0

99.5% 7.9 0.0 0.1 0.3 0.2 0.1

주 a:표 A에제시된값들은 VaR초과비(ER)로서 *와 **은 ER통계량이각각 5%
와 1%유의수준에서 1과다름을의미함.
주 b: 표 B에 제시된 값들은 동태적 분위수(DQ) 통계량 값으로서 *와 **은 각각
5%와 1%유의수준에서 DQ검정을통과하지못했음을의미함.

서는 추정 성과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SU -정규 모
형이나비대칭 t 코퓰러모형은조건부모형이비조건부모형에비해추정
성과가오히려악화된것으로나와있다.하지만DQ검정결과는이와크게
다르다.전체적으로세개모형모두에있어서각각의비조건부모형결과
에비해 DQ검정결과가대폭개선된것을알수있다.특히 SU -정규모형과
비대칭 t 코퓰러 모형은 주가의 경우 모든 수준의 VaR에서 DQ 검정을 통
과했다. SU -정규모형과비대칭 t 코퓰러모형양자만을비교하면,비대칭 t
코퓰러모형이약간더나은것으로보이지만,그차이는그다지뚜렷하지
않다.비조건부모형에서언급했듯이극단적인데이터를가정한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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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과달리실제금융시장데이터에서는코퓰러의유연성을높이는것으로

추정 성과를 개선시키기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이는 전적으
로실증적인이슈로서이에대한추가적인분석이요구된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다변량 GARCH 모형에 비대칭 t 코퓰러를 도입했다. DCC
GARCH 모형에서 오차항의 한계분포로 단일변량 분포함수 중 가장 유연
한 분포함수 중의 하나인 SU -정규 분포를 사용하고, 코퓰러로는 변수 간
비대칭적 관련성을 잡아낼 수 있는 비대칭 t 코퓰러를 사용한 모형을 제
시했다. 금융시계열의 동시적 움직임을 가능한 한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
오차항의 한계분포와 코퓰러에 지금까지 도입된 것 중 가장 유연한 한계

분포와 코퓰러를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SU -정규 한계 비대칭
t 코퓰러’ 모형의 유연성을 다변량 정규 분포 모형 및 다변량 SU -정규 분
포 모형과 비교했다. 비교는 시뮬레이션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두 가지
차원에서 VaR추정에초점을맞추어수행했다.
추정 결과를 보면, 비조건부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서는 비대칭

t 코퓰러 모형이 전체적으로 비교 대상인 다른 두 개 모형보다 VaR 추정
성과가더우수한편이었다.정규모형과 SU -정규모형은 VaR추정에있어
서 왼쪽 꼬리와 오른쪽 꼬리의 비대칭성을 뚜렷이 보인데 반해, 비대칭 t
코퓰러모형에서는이러한비대칭성이상당히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주가와 환율 등 실제 금융시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DCC GARCH 모형

을추정한결과에서는일단다변량정규분포모형에비해다변량 SU -정규
분포 모형이 월등히 우월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한계분포뿐만 아니라
코퓰러까지매우유연한분포를사용한비대칭 t 코퓰러모형의추정성과
는 SU -정규분포모형에비해더이상큰개선이이루어지지않았다.이는
데이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한계분포와 코퓰러의 특정 조합(즉, SU -정규
한계비대칭 t 코퓰러)이갖는한계일수도있고,혹은코퓰러가지니고있
는 기본적인 한계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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