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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국내 융시장은 1997년 사상 유의 외환 기를 지나면서 시장 리의 

속한 변동을 목격하 다. 연 20%이상의  고 리에서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사상 유의 3% 의 리시 가 이어지고 있으며, 물가상

승률을 감안할 경우 마이 스 리시 이다. 그리고 이 상태가 어느 정도 계

속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한편으로 생명보험사의 정이율은 완 자유화 

되어서 보험사는 자사 경쟁력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자율 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1) 따라서 재의 리하락에 맞추어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매된 상품의 경우 재와 같은 리하락을 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 리보장하에 매되어 재 이차역마진으로 보험사에 큰 부담으

로 존재하게 되었다. 자유화된 이후에 매된 상품들도 최근 수 의 리하

락을 상하지는 못하여서 그에 따른 비책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각 보험사들은 이차역마진의 문제 과 재의 리에 

효과 으로 처하고 보험 상품의 정확한 가치평가를 해서 ALM 시스템, 

ALFA, MOSES 등과 같은 계리소 트웨어 등을 도입, 운 하기 시작하 다. 

그리고 ALM 시스템과 계리소 트웨어 등에서 미래 가치의 가계산을 해

서 리 시나리오의 생성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획일

인 리 시나리오 가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리 시나리오를 가정함으로서 향

후에 일어날 상황을 측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 으로 리 시나리오를 생성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

려움이 존재해서 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시스템에 내장된 함수들로서 리 

시나리오를 생성해서 사용하던가 아니면 ‘New York 7’ 같은 결정론  시나

1) 정이율의 공시체계는 2001년 5월부터 자율공시체계로 환되어 생명보험회

사는 기 리를 각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상태  경 략에 맞추어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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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 여러 가지 리 시나리오 생성 모델들

이 알려져 있고 그  어떤 모델들이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지만 그 모델들에 

한 충분한 이론  배경과 활용방안에 한 이해가 없다면 사용상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리 시나리오의 사용목 에 맞게 시장균형 모델

을 사용할 것인지 무차익거래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 등 모델의 특성을 악

해서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 시장상황을 정확히 시나리

오 생성에 반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생성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래의 

여러 가지 상황을 측한 결과는 사용상에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2004년 6월 합의된 BASEL Ⅱ 약에 의해서 융회사들은 자신

들의 기 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에 의한 리스크 리를 해야 한다. 특정한 

시나리오 생성모델에 한 기 은 따로 없지만 융회사들은 자신들의 상황

에 가장 합한 선택하여 리 시나리오를 생성해서 리스크 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리 생성모델은 합리 인 미래 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상황에 따른 분석도 가능하게 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리 시나리오 생성 모델에 한 이론  바탕과 활용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 재 알려진 리 생성모델에 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효율 이고 과학 인 활용을 해서 리 생성모델의 기 가 되는 채

권에서 부터 리 모델에 이르기까지 리 시나리오 생성모델에 련된 체

인 자료를 조사, 분석하 다. 

2. 선행 연구

리 시나리오 모델에 한 연구는 80년 에 들어서면서부터 국외에서 본

격 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90년 에 들어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Vasicek (77년), Ho 와 Lee(1986), Hull 과 White(1990) 등에 의해서 

창기 모델들이 소개된 이후 오늘날 다양한 모델들이 계속 연구되어 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IMF 융 기를 겪으면서부터 리 시나리오에 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 련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류건식, 김은주(1998)은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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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이율리스크를 최소화하기 해 리 측의 필요성을 언 하 다. 

그리고 김 빈(1998)은 정 정이율 설정과 손익 리를 한 시나리오 기법

을 소개하 다. 특히 자산과 부채의 흐름분석을 해 미국 뉴욕주법 제 

126조의 결정론  시나리오와 변형된 로그정규모델(Jetton 모델)에 의한 확률

론  시나리오로 리생성을 시도하 다. 류건식(2001)은 정이율리스크의 

측정을 한 다양한 리 시나리오 생성을 해 수정규모델, Jetton 모델, 

CIR 모델 등을 활용하 다.  박 용․오규택․이창용(2001)은 국내 단기 리

(콜 리, CD 리, 회사채 수익률 등)를 심으로 모수  ․비모수  확산모

형에 의해 모형화한 후 단기간의 리 측을 시도함으로써 확산모형으로서 

CIR 모형을 제안하 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의 축 으로 인해서 국외에서는 리 

모델에 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J. Hull(1999)의 “Options, Futures, & 

Derivatives” 와 같은 책에서 일부 언 되었지만 리 자체만을 다룬 책은 아

니었다. 그러나 J. James 와 N. Webber(2000) 의 “Interest rate modelling”, 

A. Cairns(2004)의 “Interest rate models” 등과 같은 리 모델만을 문 으

로 다룬 책들이 출간되면서 모델을 다루고 이용하는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

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국산업은행(2000)의 “한국의 채권시장과 

수익률 곡선” 등과 같은 책에서 통계  수익률 곡선추정방법에 해서 자세

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리 모델에 있어서는 Visicek, CIR 모델 등에 해서

만 설명하고 있다.      

3. 연구 범  

재 업계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모델들 Ho-Lee, Hull-White, CIR, 그리고 

Black-Karasinski 모델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 충분한 이론  

검토와 비교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보고서에서

는 향후에는 우리의 융실정에 맞는 리 시나리오 모델의 개발과 활용을 

해서 우선 으로 기존 리 모델의 이해와 활용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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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리 시나리오 생성모델을 이해하고 응용하기 해서 필요한 

기 인 지식들을 조사  비교 분석을 하 다. 리 시나리오를 이해하기 

해서 먼  리에 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리에 한 이

해를 해서 채권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서는 채권에 한 기 상식에서부터 리 모델의 calibration까지 순차 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하 다. 

제 Ⅱ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리 시나리오 모델필요성에 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리 시나리오 모델의 활용을 해서 필요한 반 인 작업과 모델의 

일반 인 개요를 살펴보았다. 

제 Ⅲ장에서는 수익률 곡선의 개념  곡선의 산출 방법에 해서 살펴보

았다. 그리고 수익률 곡선의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는 이론  가설들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실제 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수익률곡선 추정방법에 해서 

살펴보았다. 리 시나리오 모델에 재 시장의 만기별 수익률을 입력 자료

로서 사용해야 할 경우 시장의 데이터로부터 수익률 곡선을 어떻게 추정하는

지 5가지 수치해석학 인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제 Ⅳ장에서는 리 시나리오의 종륭  선택방법에 해서 살펴보았다. 확

률론  시나리오와 더불어 여 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결정론  시나리

오에 해서 살펴보았다. 

제 Ⅴ장에서는 제 Ⅳ장에서 언 된 확률론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리 모

델들에 한 기본 개념 해서 살펴보았다. 시장균형모델과 무차익거래 모델

에 한 설명과 비교를 통하여 모델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리 시나리오 모델에 한 개념과 각각의 모델에 해서 살펴보았

다. 리 시나리오 모델의 기본이 되는 확률미분방정식, 험가격(market 

price of risk)등을 먼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 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리 시나리오 모델을 크게 4가지 분류로 나 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리 

시나리오 모델의 선택기 을 통해서 비교 분석해보았다. 한 마지막으로 실

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서 살펴보았다. 리 시

나리오 모델이 보다 실제값과 가깝게 시나리오를 산출하게 하기 한 작업과 

문제 을 살펴보았다. 

제 Ⅵ장에서는 생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리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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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모델의 목  하나는 융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이를 finite 

difference 방법, monte carlo simulation 방법, 그리고 lattice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리모형에 한 기 지식, 요한 수학  정리  공식들은 증

명과 함께 부록에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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