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1. 자산 시나리  산출

1. 채권 익률 생

□ 채권수익률을 생성하기 해 우선 단기 이자율 모형을 이용하여 이자

율 시나리오를 생성한 후 생성된 이자율 시나리오를 채권수익률로 변

환하 음.

□ 이자율 모형에는 균형모형(Equilibrium models)과 무차익모형(Arbitrage-free

models)이 존재함.

○ 균형모형은 과거 자료로부터 험의 가격을 추정하여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

– 균형모형의 로는 Vasicek (1977), Exponential Vasicek

(Dothan,1978),Cox,Ingersoll,andRoss(1985)가 존재

○ 무차익모형은 균형모형의 문제 인 재의 이자율 기간구조와의 불

일치를 해결하기 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수를 모형에 도입함으

로써 모형을 통해 구한 기간구조와 재의 기간구조가 일치하도록

하는 모형

– 무차익모형에는 HoandLee(1985),HullandWhite(1990),Black,

Derman,andToy(1990),BlackandKarasinski(1991)가 있음.

○ 본 연구의 목 은 리스크 평가에 있으므로 옵션 가치 평가에 사용되

는 무차익모형보다는 리스크 측정에 활용되는 균형모형이

– 따라서 균형모형 하나를 시나리오 생성에 사용하기로 결정함.

□ 본 연구에서는 리 시나리오를 산출하기 해 ‘수정된 exponential

vasicek(Modifiedexponentialvasicek)모형’을 이용하기로 함.

○ Vasicek모형의 경우 음(陰)의 이자율이 나올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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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모형과 Dothan(1978)의 exponentialvasicek모형은 이자율이 항

상 양의 값을 갖지만 시뮬 이션 시 평균 리가 장기 리에서 이탈

하는 경우가 발생

○ 변형된 exponentialvasicek모형은 exponentialvasicek모형과 CIR

모형의 장 을 취하면서도 시뮬 이션 시 평균 리가 장기 리에서

이탈하지 않음.

– 이 을 확인해보기 해 exponentialvasicek 모형과 변형된

exponentialvasicek모형을 테스트함.

– 장기 리와 시작 리를 각각 4%로 놓고 평균회귀 모수값을 0.01

에서 1사이의 숫자를 0.01의 간격으로 입하여 시뮬 이션

– 평균회귀 모수값마다 시뮬 이션을 1,000회씩 실시한 후 매 년

평균 이자율을 계산

<그림 부록-1>exponentialvasicek모형에서 산출된 연평균 이자율

– exponentialvasicek모형의 경우 평균 회귀 모수의 선택에 따라

평균 이자율이 장기 평균 이자율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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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CIR모형에서 산출된 연평균 이자율

– CIR모형은 평균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을 이탈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할 뿐 아니라 그 크기도 반 으로 큰 편임.

<그림 부록-3>수정된exponentialvasicek모형에서산출된연평균이자율

– <그림 부록-3>에서 나타나듯이 변형된 exponentialvasicek모형

은 부분 장기 평균 이자율에서 연(年)평균 이자율이 크게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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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

□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기 이율로 채택하여 이자율 시나리오를 생

성한 후 채권 수익률 계산 공식을 용하여 이자율을 채권 수익률로

변환할 수 있을 것임.

○ 다른 만기의 국고채에 비해 거래가 많이 될 뿐만 아니라 표 이율

계산에 사용되는 무보증회사채와 만기가 동일한 3년 만기 국고채를

시뮬 이션 상으로 결정

○ 시작 리 장기목표 리로 표 이율을 용하는 안에서는 시작

리 장기목표 리와 행 표 이율간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 표 이율*=3.5%+안 계수*(시장 리**-3.5%)

* 2005년 12월 29일 개정

**시장 리=Min(최근 12개월 평균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의 월말 수익

률,최근 36개월 평균 무보증회사채의 월말 수익률)

□ 단기채권형 펀드의 수익률 시나리오를 생성하고자 할 때는 3년 만기

국고채 리를 사용하는 것이 부 하므로 단기채권형 펀드에 부합하

는 채권 리를 별도로 생성한 후 해당펀드의 수익률을 산출

2. 주식 익률 생

□ 한국의 주식인덱스인 KOSPI,배당주 지수 KODI,선진국 지수인

MSCIWORLD,그리고 개도국 지수인 MSCIEM의 월별 수익률*을

산출

*MSCI지수의 경우 원화 달러화 수익률 모두 산출

□ 리 알려진 로 주식수익률에는 음의 왜도(Skewness)와 양의 첨도

(Kurtosis)라는 분포 인 특징이 존재하므로 주가지수 시나리오 생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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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률미분방정식(StochasticDifferentialEquations)을 선택할 때는

이에 한 고려가 있어야 함.

○ 통 인 모형으로는 Log-normal모형,기하 라운 운동(Geometric

BrownianMotion)이 있고

○ 최근에 고려되는 방법으로는 Hardy (2001)의 regime-switching

log-normal(RSLN)모형,미국의 변액연 리스크 기 자본 (RBC)C3

PhaseII에서 사용한 stochasticlog-volatility(AAA-SLV)모형이 있음.

○ 한 Kou(2002)의 jumpdiffusion모형 역시 주식수익률의 특징을

반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 그러나 RSLN,AAA-SLV,그리고 jumpdiffusion모형은 한국 주식시장

에 용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 RSLN과 AAA-SLV의 경우 추정되어야 할 모수가 각각 6개와 7개로

써 많은 편이며,이들을 최우추정법(MLE)을 이용해 추정해야 하나

선택한 과거 기간에 따라 추정된 모수값이 크게 변동될 수 있음.

○ RSLN모형의 경우는,호황에서 불황,그리고 불황에서 호황으로 가는

확률값(TransitionProbability)이 수익률의 모양에 큰 비 을 차지하

는데 KOSPI에 용해 보면 0과 1에 가까운 값을 갖는 것으로 나옴.

○ Jumpdiffusion모형은 일정 구간 내에서의 발생빈도 의

크기에 한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단하지만 유용성이 입증된 기하 라운 운

동을 시뮬 이션에 사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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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 시나리  산출

 가. 채권 익률

□ 이자율 모형의 모수인 장기 리와 시작 리는 과거 실 경제변수

를 고려하여 결정하며,이자율 모형에서 생성된 이자율을 채권수익률

로 변환

     exp  

(수정된 ExponentialVasicekModel)

채권수익률(月)=이자수입(月)+채권평가손익(月)

=당월이자율/12+듀 이션 ×(당월이자율 - 월이자율)

채권형 펀드 수익률(月)=채권수익률(月)±스 드

□ 3년 만기 국고채 리를 시뮬 이션 한 후 산출된 시나리오를 이용하

여 채권수익률을 산출

○ 시작 리는 2009년 6월말 재 3년 만기 국고채 리인 4.16%로 설정

○ 장기평균 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4.41%로 결정

– 피셔방정식에 따르면 명목 리는 실질 리와 기 인 이션율

의 합.따라서 장기 리=장기실질 리+장기기 인 이션율

– 2008년 국민연 연구원의 「국민연 장기재정추계 운 개선

방향」은 잠재성장률 망으로부터 도출된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이용하여 실질 리*를 망

*회사채유통수익률(3년만기,AA-)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

– <그림 부록-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잠재 실질 GDP성장률

(PotentialrealGDPgrowthrate)은 70-80년 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4% 이하로 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

– 따라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반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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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장기 으로 하락할 것으로 망됨.

 

<그림 부록-4>우리나라 실질 GDP성장률과 잠재 실질 GDP성장률

주 :1)실질 GDP=명목 GDP/GDPdeflator

2)잠재 실질 GDP는 Hodrick-Prescottfilter를 이용해 추정

기간 :1970년 -2008년

자료 :한국은행,ECOS

– 「국민연 장기재정추계 운 개선방향」은 장기실질 리를

2011년 -2020년에 3.6%,2031년 -2040년에 2.4%가 될 것으로

상.따라서 평균인 3.0%를 장기실질 리로 결정

– 동 보고서는 물가상승률을 한국은행의 인 이션 목표치인

3%±0.5% 선진국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1년 -2015년에

2.7% 그리고 2021년 이후 2.0%로 추정

– 따라서 평균인 2.35%를 장기 인 기 물가상승률로 책정함.결

국 5.35%가 기 되는 회사채 장기 리라 할 수 있음.

– 최종 으로 회사채유통수익률과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평균

스 드인 0.94%를 5.35%에서 차감하면 4.41%의 3년 만기 국고

채 장기 리가 산출됨.

○ 이자율 변화의 변동성은 2000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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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표 편차인 22.62%*로 책정

*연율화(Annualization)된 수치임

○ 평균회귀모수 a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정하 음.

– 장기평균 리(4.41%)와 변동성(22.62%)의 곱은 이자율의 변동성

(1%)임.시뮬 이션(모수값 별로 1,000회)을 통해서 이자율의 변

동성을 평균 1%로 만드는 값을 평균회귀모수로 결정

– 이자율 변화의 변동성 22.62%는 2000년 1월에서 2009년 6월의

리 데이터(총 114개월)로부터 산출되었으므로 114개월의 리

를 시뮬 이션 하 음.

– 시뮬 이션 결과 평균회귀모수 0.01이 1%에 근 하는 이자율 변

동성을 생산.따라서 a는 0.01로 결정

□ 변액보험의 펀드에는 채권형과 단기채권형이 존재하므로 이에 응하

는 채권 수익률이 생성되어야 함.

○ 채권형 펀드 수익률은 앞서 기술된 수익률 공식에 3년 만기 국고채

리를 입하여 산출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스 드를 추가

하여 사용

○ 단기채권형 펀드 수익률은 수정된 exponentialvasicek모형으로 call

리를 생산한 후 채권수익률 공식에 입하여 산출

○ 목표 듀 이션은 채권형은 3년,단기채권형은 0년으로 정함.

□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 음.

○ 채권형 펀드에 응되는 채권수익률 계산 시 단순히 3년 만기 국고

채 리만을 이용한다면 복수(複數)의 채권으로 운 되는 채권형 펀

드의 수익률과 괴리될 가능성이 존재

○ 변액보험의 채권형 펀드에서 3년 만기와 5년 만기 국고채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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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기 국고채 리에서 계산된 채권 수익률과,3년 만기와 5

년 만기 국고채 리(2000년 1월 -2009년 6월)를 이용하여 목표

듀 이션이 3인 채권지수를 구성한 후 여기서 계산된 채권 수익

률을 비교

– 만약 두 수익률이 거의 동일하다면 3년 만기 리로 계산된 채

권 수익률을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로 체.일정한 선형 계가

존재한다면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스 드를 추가하여 채

권 수익률을 산출

– 의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새로운 채권 수익률을 생성해

야 함

<그림 부록-5>3년만기국고채수익률과가상의채권지수에서계산된수익률

주 :1)연율화(Annualization)되지 않은 월별 수익률임.

2)가상의 채권지수는 3년 만기와 5년 만기 국고채 리를 이용해 구성된

목표듀 이션이 3년인 채권지수를 지칭함.

– <그림 부록-5>로는 둘 간의 차이는 매우 작아서 계를 정하

기가 불가능함.따라서 두 수익률 간 차이의 통계 유의성을 최

소제곱법을 이용해 확인해 보기로 함.

– 목표듀 이션이 3년인 국고채 채권지수 수익률에서 3년 만기 국고

채 수익률을 차감하여 계산된 잔차를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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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계수값 표 오차* t통계량 p-value

3년이 목표듀 이션이 채권지수의

수익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0.000127 0.0000684 1.851 0.0667

Sum ofSquaredErrors 0.0000943
Durbin-Watson

Statistic
2.322622

<표 부록-1>3년 만기 국고채와 가상의 채권지수의 수익률 간 차이의 유의성

*Newey and West(1987)의 heteroskedasticity-consistentstandard errorsand
covariance

– 그 결과 둘 간의 차이는 0.000127(연율화하면 약 0.0015)로서

10%의 신뢰수 에서 유의함.

– 결국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0.000127의 스 드를 추가하여

국고채 펀드의 수익률로 사용

□ 단기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

○ 장기 call리는 앞서 산출된 장기 3년 만기 국고채 리 4.41%에서

3년 만기 국고채와 call리 간 스 드인 1.0%(2000년 1월 ~2009

년 6월)를 차감하여 3.41%로 산정

○ call리 변화의 변동성은 2000년 1월 -2009년 6월까지 약 23%* 으

나 이 수치가 계산된 기간은 2008년 후반의 콜 리의 낙폭이 컸던

때를 포함하므로 변동성 모수의 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연율화(Annualization)된 수치임

– 실제로 call리 변화의 변동성은 call리가 폭락하던 2009년 자

료를 제거하면 23%에서 15.27%까지 하락함.반면 3년 만기 국고

채 리 변화의 변동성은 2009년 자료를 제외하더라도 22.62%에

서 22.22%로 0.4%정도 밖에 하락하지 않음.

– 따라서 call리 변화의 변동성을 15%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

이며 조정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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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call리는 2009년 6월말 수 인 2%로 책정

○ call리의 평균회귀모수는 3년 만기 국고채 리의 평균회귀모수를

구할 때처럼 이자율의 변동성을 기 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call리 시나리오가 3년 만기 국고채 리 시나리오와 분리된 채 움

직일 수 있음.

– 따라서 call리 모형의 평균회귀모수는 3년 만기 국고채 리

시뮬 이션에 사용된 0.01을 동일하게 채택하기로 결정함.

○ 이들 모수값을 수정된 exponentialvasicek모형에 입하여 call리

시나리오를 산출하고 이 리 시나리오를 채권수익률 공식에 입하

여 최종 으로 단기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을 산출

 나. 주식 익률

□ 평균수익률을 「장기 리+리스크 리미엄」 형태로 추정한 후 변동

성 추정치를 그에 맞춰 조정

○ 장기 무 험이자율과 주식 리스크 리미엄을 과거 데이터와 망치

들을 바탕으로 가정함으로써 장기 평균 수익률을 추정함.

○ 모수 추정에 어느 정도 자의성이 수반되지만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

고 변수에 구조 인 변화가 있는 한국의 경우 이 방법이 합리 임.

□ 한국의 장기 리 망치와 상되는 주식 리스크 리미엄을 합하여

KOSPI의 장기 주식 수익률을 추정하고 이에 맞춰 다른 지수들의 장기

평균 수익률을 추정

○ 한국 주식시장은 상 으로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외환

기 후의 구조변화도 상당함.

– 따라서 과거자료를 이용해서 리스크 리미엄을 상하기가 쉽

지 않음.



부록 129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의 리스

크 리미엄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리스

크 리미엄에 한 측치를 산출함.

○ KOSPI외의 주식 수익률에 해서는 과거 데이터에서 추정된 표 편

차를 Sharperatio에 입해서 평균 수익률을 산출

– 필요하다면 표 편차도 조정

□ 미국의 장기 인 주식 리스크 리미엄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 음.

○ ArnottandBernstein(2002)은 1926년 이후의 ‘다시 나타나지 않을 발

들’(importantnonrecurringdevelopments)*로 인해 미국의 실 된

주식 리스크 리미엄이 기 된 리미엄에 비해 컸음을 발견

* 를 들면,규제개 의 성공,미국 경제의 생존 편의(survivorship bias)

(JorionandGoetzmann,1999)

– ArnottandBernstein(2002)은 정상 인(normal)리스크 리미

엄**이 2.4%라고 .

**기 리스크 리미엄(expectedriskpremium,ERP)과 동일한 개념임.

○ FamaandFrench(2002)도 1951년 -2000년의 미국 주식의 기 리스

크 리미엄(ERP)을 배당수익률 배당증가율로 계산 시 2.55%임을

발견

– 20세기 후반의 빠른 경제 성장이 다시 반복되기 힘들 것임을

상한다면 2.0%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주식의 기 리스크

리미엄(ERP)이라 놓을 수 있음.

○ 의 두 연구처럼 배당이나 이익률을 이용해 리스크 리미엄을 계

산하는 방법 외에도 문가들의 측을 서베이하여 리스크 리미엄

을 망하기도 함.

– 2005년 2월 28일자 WallStreetJournal은 학교수와 미국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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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의 2050년까지의 주식,국고채,회사채 수익

률 망치를 소개

    

이 름 소속기 주식 국고채 회사채
측된 리스크

리미엄

William Dudley GoldmanSachs 5.0% 2.0% 2.5% 3.0%

Jim Glassman JPMorgan 4.0% 2.5% 3.5% 1.5%

EthanHarris LehmanBrothers 4.0% 3.5% 2.5% 0.5%

ParulJain Nomura 4.5% 3.5% 4.0% 1.0%

RobertLaVorgna DeutscheBank 6.5% 4.0% 5.0% 2.5%

JohnLonski Moody's 4.0% 2.0% 3.0% 2.0%

DavidMalpass BearSterns 5.5% 3.5% 4.3% 2.0%

DavidRosenberg MerrillLynch 4.0% 3.0% 4.0% 1.0%

RobertSchiller Yale 4.6% 2.2% 2.7% 2.4%

JeremySiegel Wharton 6.0% 1.8% 2.3% 4.2%

2.0% (평균)

<표 부록-2> 문가들의 2005년 -2050년의 미국의

주식 리스크 리미엄 망치

주 :주식,국고채,회사채 수익률은 인 이션 조정치임.
자료 :2005년 2월 28일자 월스트리트

– 문가 망치를 서베이한 결과 평균 으로 2.0%를 망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의 측치(2.0%)와 동일함.

○ 미국의 주식 리스크 리미엄을 기 으로 볼 때 한국의 주식 리스크

리미엄은 3.0%로 보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합리 임.

– Dimson,Marsh,andStaunton(2006)은 20세기의 선진국들*의 주

식 리스크 리미엄을 계산하 음.

*미국, 국,호주,벨기에,캐나다,덴마크, 랑스,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

일본,네덜란드,노르웨이,남아 리카공화국,스페인,스웨덴,스 스

– 이 가장 큰 호주의 리스크 리미엄(7.08%)이 미국의 그것

(5.51%)보다 약 1.3배 더 컸음.

– 이러한 역사 인 계를 고려하면 보수 인 측치로써 한국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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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리미엄을 2.0%의 1.5배인 3.0%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 임.

□ 주식수익률 산출을 한 명목 리는 이자율 시나리오 산출시의 가정을

용하 음.

○ 이자율 시나리오 산출시 회사채 평균 리를 5.35%로 도출한 바 있음.

– 회사채 리와 10년 만기 국고채 리 스 드 평균인 0.32%를

회사채 평균 리에서 차감하면 약 5.0%의 장기 국고채 리가

산출됨.

○ 따라서 KOSPI의 장기 주식 수익률은 장기 리(5.0%)에 리스크 리

미엄(3.0%)를 더한 8.0%임.

□ 각 지수들의 험도를 감안하면 상 수익률은 KOSPI> KODI>

MSCIWORLD이고 MSCIEM >MSCIWORLD로 보는게 합리 임.

○ KODI의 구성종목은 배당주들로 우량주에 해당됨.

– 한국 경제는 장기 으로 GDP규모 성장률이 선진국에 근 해

갈 것으로 망되므로,KODI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선진국 지

수의 수익률보다 약간 높은 것이 합리

○ MSCIEM(개도국 지수)의 수익률은 MSCIWORLD(선진국 지수)의

수익률보다 높아 왔고 앞으로도 높을 것으로 상됨.

□ MSCIWORLD와 MSCIEM의 원화 수익률을 산출하기 해서는 원화

수익률 내에 환율에 한 장기 망이 내재되어야 함.


   

 
   

  


○ 환율을 명시 으로 고려하지 않고 달러화 지수와 원화 지수의 수익

률 변동성을 바탕으로 장기 수익률을 추정하여 시나리오 산출함.

– 달러화 지수와 원화 지수가 따로 생성되면서 환율의 움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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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으로 계산됨

– 원화 수익률과 달러화 수익률 간 상 계를 고려함으로써 환율의

변동폭을 조정 (를 들면 상 계=1;환율 변동이 매우 작음)

□ KOSPI장기평균수익률이 ‘리+리스크 리미엄’으로 계산되었으므로

그에 맞춰 변동성 모수값도 산출되어야 함.

○ 통 으로 변동성의 리변수(proxy)로는 수익률의 제곱 는 수익

률의 값이 쓰이고 있음.

○ 달리 표 하면 장기평균수익률이 변화할 경우 변동성의 수 역시

그에 맞춰 변해야 함을 의미

○ 우선 략 으로 변동성의 수 을 가늠해 보기 해 과거자료를 이용

해 변동성 모수값을 추정함.

– KOSPI,MSCIWORLD,그리고 MSCIEM의 표 편차를 1988년

1월부터 2009년 6월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

*KODI는 2000년 에 구성된 지수여서 가용한 자료의 수가 으로

부족한 계로 제외하 음.

– 과거 데이터로부터 산출된 표 편차가 재와 미래의 변동성의

수 을 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될 경우 표 편차를 조정

– 이 값들을 바탕으로 Sharperatio가 일정범 내에 있도록 평균

수익률과 KODI의 표 편차와 평균 수익률을 설정할 것임.

  

이 름 설 명 평균수익률(年) 표 편차(年)

KOSPI 코스피 지수 0.080 0.3068

KODI 한국 배당 주가지수 N/D* N/D*

MSCIWORLD(USD) MSCI선진국지수 (달러화) N/D* 0.1538

MSCIWORLD(KRW) MSCI선진국지수 (원화) N/D* 0.1701

MSCIEM (USD) MSCI개도국지수 (달러화) N/D* 0.2500

<표 부록-3>주요 지수 평균수익률과 표 편차

주 :연율화된(annualized)월별 수익률의 통계치임.

*N/D:Not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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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부록-3>에서 보이듯이 ‘리+리스크 리미엄’을 통해 계산된

KOSPI의 평균수익률은 과거 데이터에서 산출된 평균수익률에 비해

작아진 것에 비해 과거자료로부터 계산된 표 편차는 30%라는 큰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 편차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Bollerslev(1986)의 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다섯 개

의 주가지수의 과거 변동성을 측정

*GARCH(1,1)모형을 택함으로써 이동평균(MovingAverage)사용 시 임의

로 가 평균 구간을 정해야 하는 자의성을 피할 수 있음.

– 시변(時變)하는 변동성을 찰함으로써 앞서 계산된 주가지수의

표 편차에 한 수정여부를 결정

<그림 부록-6>KOSPI와 MSCIWORLD의 조건부 표 편차

주 :GARCH(1,1)에서 산출되었으며 연율화(Annualization)되지 않은 월변동
성임.

기간 :1990년 1월 -2009년 6월

○ <그림 부록-6>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에서 1998년 융 기 시의

자료가 KOSPI와 원화(KRW)기 MSCIWORLD의 수익률의 표

편차를 크게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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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 기 시 변동성 등이 체 인 변동성 수 에 미쳤던

향을 보기 해 기간별로 수익률의 표 변차를 찰

     

1988:01-1996:12 1997:01-1998:12 1999:01-2009:06

KOSPI 0.0411 0.1604 0.0831

MSCIWORLD(USD) 0.0328 0.0333 0.0510

MSCIWORLD(KRW) 0.0362 0.1751 0.0395

<표 부록-4>KOSPI와 MSCIWORLD의 기간별 변동성 수

주 :연율화(Annualization)되지 않은 표 편차임
기간 :1988:01-2009:06

– 외환 기 기간 동안의 KOSPI수익률의 표 편차가 이외의 기간의

표 편차에 비해 거의 2배 는 그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 외환 기 이 기간에는 MSCIWORLD(KRW)수익률의

변동성이 MSCIWORLD(USD)수익률의 변동성보다 컸던 반면

외환 기 이후에는 역

– 외환 기 이 과 이후의 샘 기간의 길이가 비슷한 것을 감안하

면 1997년과 1998년 기간이 체기간의 변동성 수 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음.

○ KOSPI수익률의 표 편차를 외환 기 후 기간의 표 편차(0.0441

과 0.0831)의 략 인 간값인 0.06으로 책정하기로 함.

– 이를 연율화하면 약 0.2050임.

○ 모수값의 표성을 유지하기 해 원화(KRW)기 MSCIWORLD

의 변동성을 다소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과거의 변동성 수 을 고려하여 MSCIWORLD(KRW)수익률의

표 편차를 0.1701에서 0.1570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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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7>KOSPI와 MSCIEM의 조건부 표 편차

주 :GARCH(1,1)에서 산출되었으며 연율화(Annualization)되지 않은 월변동성임.
기간 :1990년 1월 -2009년 6월

– 1990년 반에 걸쳐 KOSPI의 변동성은 MSCIEM의 변동성에

비해 다소 높았고 특히 1997년 외환 기 이후 그 경향이 심화됨.

– 그러나 2006년부터 KOSPI와 MSCIEM 변동성 간의 차이가 사

라짐.한국경제가 고도 성장기와 외환 기 시기를 지나 성장

기로의 진입이 상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감소할 것으로

상됨.

– MSCIEM의 다른 개발도상국의 주식시장보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더 안정 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

– 따라서 MSCIEM의 변동성을 KOSPI의 변동성보다 다소 크게

잡는다면 합리 일 것으로 단됨.MSCIEM(USD)의 표 편차

를 0.2500에서 0.2300으로 조정

○ 이자율 산출시 3년 만기 국고채의 장기평균 리로 계산된 4.41%를

무 험 이자율로 사용하여 계산한 KOSPI의 Sharperatio는 0.1751임.

– ‘0.17<Sharperatio<0.18’로 정하고 KOSPI외의 주가지수들

에 해 필요시 평균수익률 표 편차를 서술된 부등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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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조정

– MSCIWORLD(USD)의 평균 수익률이 7.1%일 때 Sharperatio는

0.1749임.

– MSCIWORLD(KRW)의 평균 수익률이 7.1%일 때 Sharperatio

는 0.1713

– MSCIEM(USD)의 평균 수익률이 8.5%일 때 Sharperatio는

0.1778임.

– KODI의 평균수익률은 KOSPI의 평균수익률보다 약간 낮은 수

이 합당하므로 0.077로 책정.표 편차가 0.1910일 때 Sharpe

ratio는 0.1723임.

   

지수명 설 명
평균

수익률(年)

표

편차

(年)

SharpeRatio

(risk-free

rate=0.0441)

KOSPI 코스피 지수 0.080 0.2050 0.1751

KODI 한국 배당 주가지수 0.077 0.1910 0.1723

MSCIWORLD

(USD)
MSCI선진국지수 (달러화) 0.071 0.1538 0.1749

MSCIWORLD

(KRW)
MSCI선진국지수 (원화) 0.071 0.1570 0.1713

MSCIEM (USD)MSCI개도국지수 (달러화) 0.085 0.2300 0.1778

<표 부록-5>주요 지수 평균수익률과 표 편차 (시나리오

생성에 사용되는 최종 수치)

주 :연율화(annualization)된 월별 수익률의 통계치임.

4. 자산간 상 계

□ 합리 인 시나리오를 산출하기 해서는 자산간 상 계를 고려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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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inandSolnik(1995)은 시장의 변동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자

산간 상 계가 더 높은 것을 발견(Timevaryingcorrelation)

– 지난 10년(1999-2009)을 돌아보면 2000년 직후의 닷컴버블의 붕

괴,그리고 2007년 이후의 구조화 채권의 부실 등으로 인한 국제

융시장의 제혼란으로 인해 변동성이 증가

– 이로 인해 최근의 데이터에만 의지해서 상 계를 추정한다면

계산된 모수값의 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최근 수년간의 자료만을 자산간 상 계 추정에 포함시키는데

문제 이 존재

○ 안으로 KODI를 제외한 모든 지수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1988년 1

월 이후의 자료를 기 으로 상 계를 계산

– 신생 지수인 KODI그리고 그 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합리 인 수 에서 상 계를 조정키로 함.

○ 채권수익률과 주가지수 간 상 계도 반 함.

– 이자율 변화와 주가지수들의 상 계를 반 하므로 채권 수익

률 생성 시 따로 상 계를 반 할 필요가 없음.

– 3년 만기 국고채 리 데이터가 주가지수들에 비해 짧기 때문에

이를 역사가 긴 1년 만기 통안증권 리로 체하여 상 계를

추정함.

–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된 상 계수표가 <표 부록-6>에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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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KOD

I

MSCI

WORLD

(USD)

MSCI

WORLD

(KRW)

MSCIEM

(USD)

1년만기

통안증권

리

Call

리

KOSPI 1.0000 N/A 0.4923 0.1663 0.5250 -0.1349 N/A

KODI N/A 1 N/A N/A N/A N/A N/A

MSCI

WORLD

(USD)

0.4923 N/A 1.0000 0.6271 0.7238 0.1024 N/A

MSCI

WORLD

(KRW)

0.1663 N/A 0.6271 1.0000 0.3843 0.1912 N/A

MSCIEM

(USD)
0.5250 N/A 0.7238 0.3843 1.0000 0.0722 N/A

1년만기

통안증권

리

-0.1066N/A 0.0581 0.2255 0.0421 1.0000 N/A

Call 리 N/A N/A N/A N/A N/A N/A 1.0000

<표 부록-6>자산간상 계행렬 (CorrelationMatrixbasedonhistoricaldata)

주 :1)N/A는 ‘NotAvailable’을 뜻함.
2)KODI와 Call 리의 상 계수는 자료의 부족으로 계산하지 않음.

기간 :1988년 1월 -2009년 6월

□ <표 부록-6>을 기 로 하여 시나리오 생성에 사용될 상 계수값은 다

음과 같이 정함.

○ KOSPI와 KODI간의 상 계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우며 이 계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망되므로 0.95로 정함.

○ KOSPI와 MSCIWORLD(USD),KOSPI와 MSCIEM(USD)는 각각

0.4923과 0.5250의 상 계를 가짐.

– 한국은 MSCIEM의 구성원 하나이면서도 한국경제가 고도성

장기를 지나 성장기에 어들 것으로 다수의 경제연구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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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망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 계는 수렴할 것으로 측

– Corr(KOSPI,MSCIWORLD(USD))=0.50

– Corr(KOSPI,MSCIEM(USD))=0.50

*Corr은 호안 두 변수들 간의 상 계(Correlation)를 의미함.

○ KOSPI와 MSCIWORLD(KRW)의 상 계수는 0.1663으로 나타남.

– KOSPI와 MSCIWORLD(KRW)의 낮은 상 계는 KOSPI와 환

율간의 음의 상 계가 반 되어 있기 때문임.

– Corr(KOSPI,MSCIWORLD(KRW))=0.20

○ MSCIWORLD(USD)와 MSCIEM(USD)의 상 계수는 0.7238

– MSCI지수 간 상 계 고려 시에는 개별 국가의 경제의 성숙

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따라서 역사 추정치를 그 로 써도

무방함.

– Corr(MSCIWORLD(USD),MSCIEM(USD))=0.75

○ MSCIWORLD(USD)와 MSCIWORLD(KRW)의 수익률 차이와 수익

률간 상 계는 으로 환율의 변화에 기인함.

– 과거 데이터로 부터 추정된 0.6271은 환율이 다양한 변동폭을 보인

기간(1988년 1월 -2009년 6월)에서 계산된 값이므로 수용 가능함.

– 따라서 0.6으로 조정하여 사용

○ MSCIWORLD(KRW)와 MSCIEM(USD)의 수익률간 상 계는

0.3843으로 추정됨.

– MSCI WORLD(USD)와 MSCI WORLD(KRW), 그리고 MSCI

WORLD(USD)와 MSCIEM(USD)간 계를 감안하여 0.40으로 책정

○ KODI는 우량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KOSPI보다 MSCI

WORLD와의 상 계는 약간 더 높고 MSCIEM과의 상 계는

약간 더 낮은 것이 합리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 계를 결정

– Corr(KODI,MSCIWORLD(USD))=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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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KODI,MSCIWORLD(KRW))=0.25

– Corr(KODI,MSCIEM(USD))=0.35

○ 리변동과 주가지수 간 상 계는 역사 상 계를 바탕으로 설정

– KOSPI와 1년만기 통안증권의 경우 -0.1349의 상 계가 나타남.

– 미국 RBCC3PhaseII의 pre-packagedscenarios에서도 주가 수

익률과 이자율 변화 간에 약한 음의 상 계가 나왔음을 감안

하면 수용할 수 있는 결과임.

– Corr(KOSPI,1년 만기 통안증권)=-0.10으로 책정

○ KODI는 우량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KODI의 수익률은 KOSPI의 수

익률에 비해 리의 변화에 상 으로 덜 민감할 것으로 상됨.

– Corr(KODI,1년 만기 통안증권)=-0.05

○ 국내 이자율의 증감이 MSCI지수 수익률과 약하지만 양의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Corr(MSCIWORLD(USD),1년 만기 통안증권)=0.10,Corr(MSCI

WORLD(KRW),1년 만기 통안증권)=0.20,Corr(MSCIEM(USD),1

년 만기 통안증권)=0.07로 책정함.

○ Call리와 1년 만기 통안증권의 상 계는 약 0.5로 높은 편임.

(1998년 1월 ~2009년 6월)따라서 1년 만기 통안증권 리의 상 계

수를 call리의 상 계수로 사용

– Corr(KOSPI,Call 리)=-0.10,Corr(KODI,Call 리)=-0.05

– Corr(MSCIWORLD(USD),Call 리)=0.10

– Corr(MSCIWORLD(KRW),Call 리)=0.20

– Corr(MSCIEM(USD),Call 리)=0.07

– 3년 만기 국고채 리와 Call 리의 상 계는 리 생성 시

상 계가 높아야만 기간구조를 반 할 수 있다는 기술 인 문

제가 있으므로 0.80으로 높여서 책정함.Corr(1년 만기 통안증권,

Call 리)=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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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KODI

MSCI

WORLD

(USD)

MSCI

WORLD

(KRW)

MSCIEM

(USD)

1년 만기

통안증권
Call 리

KOSPI 1.00 0.95 0.55 0.20 0.45 -0.10 -0.10

KODI 0.95 1.00 0.65 0.25 0.35 -0.05 -0.05

MSCI

WORLD

(USD)

0.55 0.65 1.00 0.60 0.75 0.10 0.10

MSCI

WORLD

(KRW)

0.20 0.25 0.60 1.00 0.40 0.20 0.20

MSCIEM

(USD)
0.45 0.35 0.75 0.40 1.00 0.07 0.07

1년 만기

통안증권
-0.10 -0.05 0.10 0.20 0.07 1.00 0.80

Call 리 -0.10 -0.05 0.10 0.20 0.07 0.80 1.00

<표 부록-7>자산간 상 계 행렬 (CorrelationMatrix)(최종)

□ 상 계 행렬을 콜 스키 분해(Choleskydecomposition)를 통해서 하

삼각 상삼각 행렬로 나 고 분해된 행렬을 이용해 난수(亂數)를 발

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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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8>자산간 상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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