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분석”을 활용한

금융실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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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을 활용한 

금융실무의 이해 
 

자산배분 / 리스크관리 / 성과분석 중심 
 

 

 

▨  왜 금융통계를 배워야 할까요? 

 

 

과거에는 금융기관에서 이용되는 각종 수치들이 매우 기본적인 통계에 의존하여 별도의 

통계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금융공학자와 같은 소수의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금융인들의 입장에서는 금융통계 교육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기관 내에서 이용되는 보고서에 담긴 정보들이 

점점 더 세분화/정교화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통계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대한 지식 부족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수치들의 통계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통계를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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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좌의 특징이 뭔가요? 

 

 

금융실무와 통계를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통계

이론 중 금융과 관련된 영역들을 구분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게 마련입

니다. 또한 기존의 금융통계강의들은 지나치게 수준이 높아 금융공학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 일반 금융인들에게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실무에의 적용 가능성도 크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

보고서

경영

현황

Risk

자산

운용

성과

평가

다양한 수치들에 대한 통계적 의미 이해 및 활용 

금융통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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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들은 실무 적용을 위해 금융통계이론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통계학 입문 수준의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

으로 실무에 적용 가능한 통계기법들을 선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통계 개념을 배울 때마다 경영현황 / 자산운용 / Risk / 성과분석과 관

련된 실무 적용사례들을 소개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대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통계 개념을 배울 때마다

경영현황 / 성과분석 / Risk / 자산운용 등과

관련된 실무 적용사례 학습

"통계학 입문 수준의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

"실무에 꼭 필요한 통계기법들을 선별적으로 학습"

① 금융실무와 통계를 개별적으로 학습 - 많은 시간 필요

② 통계이론 중 금융 영역을 구분하는데 어려움

③ 금융통계 강의들 - 수준이 높고 실무 적용성 낮음

금융통계이론을 공부하는데 큰 진입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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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이 강좌를 꼭 들어야 할까요? 

 

 

경영기획을 담당하는 

실무자 

 

금융기관 내에서 활용되는 주요 

보고서의 통계적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경영기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을 담당하고자 

하거나 담당하고 있는  

분들 

 

자산운용에 필요한 통계기법들은 물론 

Risk / 성과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여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Risk / 성과분석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들 

 

Risk 관리 및 성과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기법들을 이해하고 

보고서 작성 및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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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좌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나요? 

 

 

위의 모든 과정은 3 단계로 이루어지며,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개념 실무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 개념을 학습 

 

 

금융 이론 학습한 통계 개념을 적용할 실무 사례와 관련된 금융 이론 소개 

 

 

실무 사례 
학습한 통계개념과 금융이론을 금융 분석에 적용하여 실무능력을 

향상 

 

 

 

[ 일차별 학습 내용 ] 

 1일차  [금융분석 사례 및 확률통계 기초] 

▪ 금융변수 모델링 소개 

▪ Risk 측정과 관리 소개 

▪ 자산배분 모형 소개 

▪ 펀드성과평가 소개 

▪ 자산가치평가 소개 

▪ 필수 확률공식 

 2일차  [확률변수와 금융변수 모델링] 

▪ 금융변수의 특징 

▪ 수익률 자료의 특징 

▪ 확률변수 소개 

▪ 연속형확률변수와 이산형확률변수 

▪  확률분포 함수 

▪ 금융변수 모델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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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최적자산 배분]  

▪ 위치척도와 산포척도 

▪ 기대값과 분산, 표준편차 

▪ 다변량분포와 상관계수 

▪ 다양한 금융 Risk 소개 

▪ 포트폴리오 통계량 

▪ 최적자산 배분 모형 

 4일차  [위험조정성과평가 모형을 활용한 펀드성과평가] 

▪ Risk 측정 지표 

▪ Tracking Error, Downside risk 

▪ 위험조정성과평가 

▪ Sharpe Ratio, Sortino Ration, Information  

  Ratio 

▪ Correlation coefficient 

▪ Performance attribution 

 5일차  [주가수익률 모델링] 

▪ 주가수익률의 통계적 특성 

▪ 베르누이분포와 이항분포 

▪ 이항트리 모형 

▪ 정규분포와 대수정규분포 

▪ 주가수익률 분포 및 확률계산 

▪ Shortfall risk 

▪  소요자기자본율(K function) 

 6일차  [기대수익과 변동성 모델링] 

▪ 모수 추정의 원리 

▪ 중심극한정리와 표본분포 

▪ 기대수익률 구간추정 

▪ 단순이동평균 변동성 모형 

▪ EWMA 변동성 모형 

▪ GARCH 변동성 모형 

▪ 내재변동성 모형 

 7일차  [회귀분석과 CAPM 모형] 

▪ 단순회귀분석의 원리 

▪ 회귀모형의 추정 

▪ 회귀분석의 적합도 

▪ CAPM 모형 

▪ Market 모형 

▪ 알파와 베타의 추정 

 8일차  [다중회귀분석과 APT 모형] 

▪ 다중회귀분석의 원리 

▪ 조정결정계수 

▪ 다중공선성 문제 

▪ APT 소개 

▪ Multi Factor 모형 

▪ Fama-French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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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차  [가설검정을 활용한 펀드성과평가]  

▪ 의사결정원리와 가설검정 

▪ 가설검정의 원리 및 절차 

▪ 기대수익률 가설검정 

▪ 알파/베타의 유의성 검정 

▪ Tracking Error 준수여부 검정 

▪ 펀드매니저의 시장타이밍 능력 검정 

 10일차  [금융시뮬레이션과 가상분석] 

▪ 난수 생성 알고리즘 

▪ Monte Carlo simulation과 역사적   

  simulation 

▪ 주가 simulation 

▪ 포트폴리오 최적화 

▪ Value at Risk 

▪ 파생상품 가치평가 

 

 

 

▨  수강을 위해 갖춰야 할 기초 지식이 있나요?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의 대략적인 흐름만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하며 통계학에 대해서

는 아무것도 모르셔도 문제없습니다. 

 

 

 

▨  수강 후 어떤 역량을 얻을 수 있나요?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경영현황 / 자산운용 / Risk / 성과분석과 관련된 보고서의 이해 및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

인 통계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활용되는 금융통계도 살펴봄으로써 다른 부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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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통계분석을 활용한 금융실무의 이해  

“자산배분 / Risk 관리 /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일정 2018년 06월 18일 ~ 07월 18일 (매주 월∙수요일, 19:20~22:20) 

교육등록 
 조기 등록 : 2018년 06월 09일 까지 선착순 15명 

 정규 등록 : 2018년 06월 16일 까지  

강사  이 두열 

교육장소 KOSFI(한국증권금융연구소) 종로 교육센터 

교재 자체 교재  

특전 

- 수료증 수여 

- 당사가 개최하는 세미나 우선 초청 

- 타 과정수강 시 할인혜택 

교육비 

[교육비] 80만원  

 

[할인]  

 조기등록 5만원 할인 (2018년 06월 09일까지) : 납부기준 시 

 당사 수강회원 및 학생 10만원 할인 

 2인 이상 단체수강 시 개인별 5만원 할인 

※ 할인은 한 항목만 적용됩니다. 

 

교육비 납입계좌 안내: 기업은행 082-040437-04-010 

상담 및 문의 
KOSFI (한국증권금융연구소, www.kosfi.com)  

전화 (02) 761-0232, Fax (02) 739-6766 

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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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열 

현)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통계학과 박사과정 

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강사 

전) 농협상호금융 리스크지도팀 

전) 삼정KPMG FRM본부 

 

 

[주요 경력] 

 

수출입은행 금리체계 개편 프로젝트 

KB국민카드 신연회비체계 구축 프로젝트 

NH농협카드 신용카드 고객수수료율 체계 개편 프로젝트 

행정공제회 미래 지속가치 성장을 위한 경영컨설팅 

미래에셋자산운용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우리은행 위기상황 하에 재무건전성 진단 프로젝트 

농협중앙회 농협상호금융 예금보험자 보호제도 개선 프로

젝트 

  

[주요 강의 경력] 

 

한국증권금융연구소 “금융통계 핵심개념”,  

“가치분석과 리스크관리를 위한 금융수학 기초”, 

“EXCEL 및 VBA를 활용한 금융투자계량분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금융공학의 이해 (1)” 

“금융공학의 이해 (2)”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금융공학” 

한국보험계리사회 “금융공학실습” 

금융감독원 “금융공학 기초”,  

“FSS 금융아카데미 심화과정” 
 

 

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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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YMCA건물 6층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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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등록 신청서는 교육과정 등록 및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정명 
통계분석을 활용한 금융실무의 이해 

“자산배분 / Risk 관리 /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소 속 

(회사 or 학교)  

                                                 (직위 or 학년) 

 

(부서 or 학과) 

관심사항  

연수 

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번호: 

결재방법 □ 현 금  □ 신용카드  □ 은행입금 

 

* 본 수강신청서는 Fax(02-739-6766) 또는 이메일(aht@kosfi.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KOSFI.com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 시 본 수강신청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개강 후 수강료 반환은 불가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자:   

 

수 강 신 청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