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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Jong-nam
Advisor:Prof.Lee,Han-Jae,Ph.D
DepartmentofManagement
GraduateSchoolofBusiness
ChosunUniversity

Thereissubstantialevidencethatstockpricesdonotfollow random walks
andthatreturnsarepredictable.JegadeeshandTitman(1993)show thatstock
returnsexhibitmomentum behavioratintermediatehorizons.A self-financing
strategythatbuysthetop10% andsellsthebottom 10% ofstocksrankedby
returns during the past6 months,and holds the positions for6 months,
producesprofitsof1% permonth.MoskowitzandGrinblatt(1999)arguethat
momentum in individualstock returns is driven by momentum in industry
returns. DeBondt and Thaler (1985), Lee and Swaminathan (2000),and
JegadeeshandTitman(2001)documentlong-term reversalsinstockreturns.
Stocksthatperform poorlyinthepastperform betteroverthenext3to5
yearsthanstocksthatperform wellinthepast.
Inthispaper,wefindthatareadilyavailablepieceofinformation-thehighest
priceinamonth-largelyexplainstheprofitsfrom investmentstrategies.
Thesampleperiodchosenforthisstudyisfrom June1990toJune2003.The
purposeofthisstudyistotestwhetherornotpaststockpricescanpredict



portfolio returns based on investment strategies using the highest price
informationintheKoreanStockMarketandadditionalhypothesesaretestedby
usingtradingvolume.
The first hypothesis is that the highest price information can predict
performanceofinvestmentstrategies.
Thesecondhypothesisisthatthehighestpriceandfirm sizecanpredict
performanceofinvestmentstrategies.
ThethirdhypothesisisthatthehighestpriceandBE/ME ratiocanpredict
performanceofinvestmentstrategies.
Theempiricalresultsofthisstudycanbesummarizedasfollows:
First,thepasthighestpriceseemstopredictfutureportfolioreturns.
Second,thejointtestusedbyusingthepasthighestpriceandfirm sizeseem
topredictfutureportfolioreturnsmorethanthehighestpricealone.
Third,jointtestused by pastmonthly pricehigh and BE/ME seemsto
predictfutureportfolioreturnsmorethanthemonthlypricehighonly.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Fama(1970)는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주가 또는 거래량 등의 과거 정보를 이
용한 투자전략에 의하여 시장균형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
였다.그러나 이러한 효율적 시장가설의 설명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
증분석 결과를 담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JegadeeshandTitman(1993)은 실증
분석결과 주가가 단기적으로 유지되므로 과거의 주식수익률을 이용하여 수립된 투
자전략을 통해 양(+)의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Moskowitzand
Grinblatt(1999)는 과거 산업수익률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방법으로 양
(+)의 투자성과가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그리고 DeBondtandThaler(1985),
LoandMacKinlay(1990),JegadeeshandTitman(2001)은 장기적으로 주식수익률
의 반전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낮은 주식수익률을 보인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집단은 과거의 높은 주식수익률을 보인 포트폴리오 집단보다 미래 3년
에서 5년의 기간에 과거의 높은 주식수익률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보다 높
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GeorgeandHwang(2004)은 좋은
정보에 대하여 주가의 지연반응 또는 과잉 반응하는지의 여부를 52주 최고가를 이
용하여 검증하였는데 그들의 검증결과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52주 최고가 정보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가 JegadeeshandTitman(1993)의 과거 주식수익률을 이용
한 투자전략의 성과나 MoskowitzandGrinblatt(1999)의 산업수익률을 이용한 투자
전략의 성과보다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이들의 증거는 투자자들이 52주 최고
가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과거의 수익률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
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한편,효율적 시장가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준강형 효율적시장을 따른다고 하는
데,이 이론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시장에 알려진 정보로는 더 이상 균형 수익률 이



상의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어야 한다.그러나 앞서 제시된 논문들에서 변수로 사
용된 주식수익률,거래량,규모,그리고 장부가치대 시장가치 비율 등을 이용한 투
자전략에서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이러한 증거들은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에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주식시장에서 과거주가,기업규모,그리고 장부가 대 시장
가 비율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GeorgeandHwang(2004)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를 이
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즉,상대적으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미래 주식수익률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주식의 가
격1)을 이용하여 균형시장에서 초과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추
가적으로 주가와 기업규모 그리고 주가와 장부가 대 시가 비율을 이용한 투자전략
의 성과를 분석한다.
투자전략에 대한 연구가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주가를 이용한 간단하
면서도 효율적인 투자전략의 제시하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과거의 실증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면서도 더 간단한 방법이므로 학계나 실무
계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하
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수립과,주가와
기업규모를 이용하였을 경우의 투자성과,그리고 주가와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비율
(BE/ME Ratio)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투자성과가 유의한 결과와 성과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GeorgeandHwang(2004)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검증하는데 있다.따
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분석한다.

1)한국증권선물거래소(http://www.krx.co.kr/)의 통계자료를 1995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개별 기업별,월
별 주가와 시장가치 등의 자료가 업데이트 되고 있다.



첫째,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이후 주가라 칭함)2)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GeorgeandHwang(2004)
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이를 위하여 현재주가/월중최고가의 비율과 현재
주가/월중최저가의 비율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 낮은 비율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높은 비율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투자전략의 성
과를 분석한다.
둘째,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기업규모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가 단순하게
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보다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한다.이를
위하여 먼저 현재주가/월중최고가의 비율과 현재주가/월중최저가의 비율을 이용하
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이들을 다시 기업규모 변수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여 그들의 성과를 측정하여 분석한다.
셋째,두 번째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주가와 장부가치대 시장가치 비율이 투자성
과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앞서의 두 전략의 성과와 비교 검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제1장에서는 연구목적을 제2장에서는 선
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에 대해 논의하고 제3장에서는 자료 및 연구방법론을 논의한
다.제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고,제5장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
한다.

2)최근에 주가변동이 전혀 없었던 기업의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과거의 주가가 낮은 기업으로 포
함되므로 포트폴리오의 선택에서 편의(偏倚)가 발생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P/L비율(월
중최저가)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의 주가가 낮은 기업을 포트폴리오의 선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p17제3장 식(2)를 참조할 것)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절 이론적 배경

1.효율적 자본시장의 의의

주식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는 오랫동안의 논쟁거리였다.일반적으로 시장
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하기(효율적이기)위해서는 세 가지 효율성을 충족시켜야 하
는데 첫째는 배분효율성(allocationalefficiency)에 관한 것이다.이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하여 경제효율을 증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둘
째는 운용효율성(operationalefficiency)으로 자본시장의 제도나 규제가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는가?시장의 미시구조(marketmicro-structure)는 효율적인가?라는 질
문과 관련된 것들이다.마지막으로 정보효율성(informationalefficiency)3)에 관한
것인데 이는 주가가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과 관련된 것이다.
세 가지 효율성 문제들은 모두 중요한 사안들임에는 분명하나 증권시장에서는
이 중에서도 정보효율성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 왔다.그 이유는 자본자산의 가
치가 재화와는 달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위험에 의해 결정되며,미래현금흐름
등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불확실한 정보일 뿐 아니라 기업의 내부인(insiders)에 비해
외부투자자(investors)들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매매를 결정해야 하는 등
양자 간에 정보 불균형(InformationAsymmetry)4)이 상존하기 때문이다.이는 분명
재화시장과는 크게 다른 양상이다.자본시장의 정보효율성은 자본시장이 정보 불균
형을 극복하고 기업가치 변동 사안들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되느냐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정보효율성의 관점에서 효율적 시장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3)상하한가제도 등 매매거래제도,수수료 및 거래세 체계,전산체계,증권예탁제도 등의 시장구조를 포함한다.
4)외부주주나 채권자들보다도 경영자나 내부주주들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대해 보다 우월하고 상세한 정
보를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처럼 경영자,내부주주,외부주주 사이에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갖게 되는 현상을 정보 비대칭 또는 정보 불균형이라 한다.



효율적 시장이란 새로운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히 가격에 반영되어,현재의 가격
이 자산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여기서 “완전하게 반영하고”란 의미는 투자자들이 새 정보를 습득하면 신속하게
이를 분석하여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여 매매를 실행한다는 의미이
다.투자자들의 이 같은 매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은 시
장의 모든 정보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시장의 효율성 정도는 가
격이 담고 있는 정보의 시간성에 의해 분류하게 되는데,정보의 발생 시간이 빠른
순으로 약형(weak-form),준강형(semistrong-form),강형(strong-form)효율시장으
로 분류한다.

약형 효율적시장은 가격이 과거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말하고
준강형 효율적시장은 가격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말하며
강형 효율적시장은 가격이 과거정보에 더하여 미공개된 내부정보까지를 모두 반
영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많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 시장이나 공히 준강형 효율시장
으로 평가된다.강형 효율시장이 이보다는 더 효율적인 시장이지만 내부정보까지
반영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따라서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
었다면 불공정한 것이다.이를 내부자거래(insidertrading)라 하며 대부분의 나라에
서 불법화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그렇다면 준강형 효율시장은 어느 정도로 효율적인 시장인가?시장에 나도는 정
보에 의존해 매매를 해본들 체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만일 시장정
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한 후 이득을 얻었다면 이는 순전히 운이라는 것이다.이미
이런 정보는 투자자에 의해 분석되어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매매로 이득을 본 것
은 그 정보 이후 들어온 다른 정보에 의한 것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약형 효율시장은 어떠한가?가격이 과거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므



로 과거정보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다.즉,과거 정보
를 이용한 분석은 체계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물론 준강형 시장은 약형효
율시장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장일지라도 이 시장에서도 과거정보
분석에 의한 매매이익은 체계적으로 얻을 수 없다.

제 2절 선행연구

여기서는 선행연구들을 계속투자전략과 반대투자전략에 관한 선행연구,기업규모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을 이용한 투자전략에 관한 선행연
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계속투자전략과 반대투자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과거 주식수익률정보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시장초과수익률을 얻으려는 투자전
략에는 계속투자전략(momentum strategy)과 반대투자전략(contrarianstrategy)이
있다.계속투자전략은 과거 수개월동안 주식수익률이 높았던 주식들을 매입하고 과
거 수개월동안 주식수익률이 낮았던 주식들을 매도하여 단기간 보유하면 높은 투
자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투자전략이다.즉,주가의 지속효과에 의한 계속투자전략
이다.그리고 반대투자전략은 과거 수개월동안 주식수익률이 낮았던 주식들을 매입
하고 과거 수개월동안 주식수익률이 높았던 주식들을 매도하여 장기간 보유하면
높은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투자전략이다.다시 말하면 주가의 반전효과를 이
용한 투자전략이다.이 두 가지 투자전략을 이용하여 장ㆍ단기적으로 높은 투자성
과를 얻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주식시장에서 발견되고 있다5).
과거 주가정보를 이용한 투자전략이 비정상적인 초과수익률을 얻게 되는 원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그 중 대표적인 것은 투자자들의 과잉반응이론

5)구체적인 내용은 JegadeeshandTitman(1993),DeBondtandThaler(1985),Rouwenhorst(1998),Ahmet
andNusret(1999)등의 논문을 참조할 것.



이다6).과잉반응은 시장에서 정보가 부족하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큰 경우 예상치
못한 정보의 출현에 대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말한다.과잉반응
이론에 의하면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느리게 반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지속효과가 존재하므로 계속투자전략을 이용하여 양(+)의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지
만,장기적으로는 과잉반응이 조정되기 때문에 주가의 반전효과가 존재하므로 반대
투자전략을 이용하여야 양(+)의 투자성과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7).
또,최근까지 과거 주식수익률을 이용하여 주식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가에 관
련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DeBondtandThaler(1985)는 월별주식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반대투자전략에
관하여 실증분석 하였는데,이들은 3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장기간 패자
가 승자로 반전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LoandMacKinlay(1990)는 정보에 대한 과잉반응이 반대투자전략에 따른 초과
수익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그들은 일부 주식이 다른 주식들보다
시장에 진입된 정보에 빠르게 반응할 때 반대투자전략에 따른 초과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이들의 분석 방법은 관찰된 반대투자전략의 투자성과
에 기초하여 정보에 대한 주가의 반응을 추론할 수 있으며,정보에 대한 주가의 과
잉반응과 과소반응 둘 다 반대투자전략의 초과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제
시하였다.
JegadeeshandTitman(1993)은 과거의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주식수익률을 기
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평균적으로 과거 승자가 과거 패자보다 높은 주식수
익률을 얻는 것이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FamaandFrench(1996)은 주식수익률의 3요인모형을 이용하여 중 기간에 계속
투자전략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기업규모 요인과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
요인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6)투자전략의 성과의 원천에 대해서는 체계적 위험,기업규모효과와 정월효과,산업요인,주식수익률의 횡
단면적 분산 등이 있는데,구체적인 내용은 FamaandFrench(1998),Zarowin(1990),Moskowitzand
Grinblatt(1999),ConradandKaul(1998)등의 논문을 참조할 것.

7)구체적인 내용은 Daniel,HirshleiferandSubrahmanyam(1998),HongandStein(1999)등의 논문을 참조
할 것.



MoskowitzandGrinblatt(1999)는 FamaandFrench(1996)의 3요인 모형을 이용
하여 설명하지 못한 계속투자전략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기업의 주식수익률 지속현
상을 산업수익률로 설명하였다.
Chan,Jegadeesh,andLakenishok(1996)은 중기적 주식수익률의 지속이 이익 공
시에 대한 과소반응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주가를 이용한 계속투
자전략의 효과가 이익을 이용한 계속투자전략의 효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
였다.
Danieletal.(1998)은 거래자들이 정보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에 과잉
반응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의적인 주가 지속성이 존재하고,장기적으로는 과잉
반응을 조정하기 때문에 주가의 반전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모형들은
단기적인 주가 지속성과 장기적인 주가의 반전을 정보에 대한 시장의 흡수과정으
로 설명하고 있다.
ConradandKaul(1998)은 과거의 수익률에 근거한 투자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여 중기투자에는 계속투자전략이 유효하며,장기투자에는 반대투자전략이 유효하지
만,일부 분석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전략이 초과수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HongandStein(1999)은 거래자들이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느리게 반응하기 때
문에 단기적으로 계속투자전략에 의한 양의 성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장
기적으로 거래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고 과잉반응하기 때문에 주가의 반전효
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MoskowitzandGrinblatt(1999)는 계속투자전략의 효과가 시간가변성 요인의 노
출,기대수익률의 횡단면 차이,산업별 효과 등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JegadeeshandTitman(2001)은 장기적으로 주식수익률의 반전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낮은 주식수익률을 보인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집단은 그렇
지 않은 포트폴리오 집단보다 미래 3년에서 5년의 기간에 과거의 높은 주식수익률
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eorgeandHwang(2004)은 좋은 정보에 대하여 주가의 지연반응 또는 과잉 반



응하는지의 여부를 52주 최고가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그들의 검증결과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52주 최고가 정보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가 Jegadeesh and
Titman(1993)의 과거 주식수익률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나 Moskowitz and
Grinblatt(1999)의 산업수익률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보다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
였다.이들의 증거는 투자자들이 52주 최고가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
실과 과거의 수익률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의 현재 또는 최근의 주가가 월중최고라면 좋은 정보가 최근에 주식

시장에 전달된 기업이며,이러한 시점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 정점에 도달한 시기라
고 할 수 있다.따라서 시장에 좋은 정보가 전달될 경우에,투자자들이 그 정보에
대하여 과소반응 하던지 과민반응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개별기업의 현재
주가가 월중 최고가이거나 최고가 근처에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호재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Cooperetal.(2004)은 시장상태에 따라 투자전략의 투자성과에 차이가 존
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과거 주식수익률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투자성과에서 상승
시장에서 계속투자전략의 투자성과가 하락시장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주장하
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주식시장에서의 과거 주식수익률을 이용한 투자전략에 대한 많
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고봉찬(1997)은 한국주식시장과 미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Jegadeesh and
Titman(1993)의 계속투자전략의 수익성을 비교 검증하였는데,과거 수개월간 주식
수익률이 매우 높았던 승자 주식을 매입하고 패자주식을 매도하는 계속투자전략
은 미국 주식시장의 1963년부터 1989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한 경우,매우 유의한
비정상 월평균 수익률 약 1%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한국주식시장의
1980년부터 1995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 값을 보이
지는 않으나 음(-)의 월평균수익률 0.34%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계속
투자전략이 미국에서와 달리 효과적인 투자전략이 되지 못함을 주장하였다.



장경천,정헌용(1998)은 과거거래량과 개별주식수익률간의 간계를 반대투자전략
과 계속투자전략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거래량의 정보효과를 통계적 유의성 뿐
만 아니라 경제적 유의성까지 검증하였다.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증가한 주식들은 반전효과가 나타났고 거래량이 감소한 주식들은 상대적
으로 수익률 지속현상을 나타냈다.
이정도,안영규(2002)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주식수익률 형태를 이용한 투자
전략의 수익성과 그 원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분석결과,개별기업에 대한 결과를
보면,주식수익률 반전 현상을 이용한 투자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발표하였다.그
리고 그 투자전략의 수익성 원천은 체계적 위험,기업규모,장부가치대 시가비율
(BE/ME),개별기업요인,개별산업 요인 중 기업규모와 개별기업요인이 보다 유의
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정정현,김동희(2002)는 과거의 수익률에 근거하여 반대투자전략과 계속투자전략
의 성과를 분석하였는데,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계속투자전략은 1주일 이상 6개월
정도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기간에 대하여 양(+)의 투자성과를 보이고,반대투자전
략은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의 기간에 대하여 유의적인 투자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만,상승국면에서는 양의 투자성과가 나타나고 하락국면에서는 음의 투자성과가 나
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장영광,최종범,김종택(2003)은 한국주식시장에서 패자주식을 매입하고 승자주식
을 매도하는 반대투자전략의 유효성과를 분석하였다.그들은 1981년부터 2001년까
지의 한국 주식시장의 금융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통제하고 비금융 기업표본을
대상으로 가치비율 및 기업규모를 통제한 후 반대투자전략의 투자성과를 분석하였
다.분석결과 가치비율 및 기업규모의 통제 전보다 통제 후에 투자성과의 크기와
통계적인 유의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경우와 다르게
장․단기 모두 주가의 반전효과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특히,보유기간 9개월
에 반전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안영규,이정도(2004)는 한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식수익률 형태를 이
용한 투자전략에 거래량 정보를 추가시킨 투자성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그들의



분석결과,한국주식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수익률 반전현상이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특히,주식수익률 반전현상은 거래량이 많았던 기업일수록 더 크고
오랫동안 지속되며,36개월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주
식수익률과 거래량을 결합한 반대투자전략의 장기성과를 통해서도 주식수익률과
거래량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경제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편 투자전략의
성과는 체계적 위험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기업규모나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을
통제하여도 반대투자전략의 성과는 여전히 발생하였다.
이한재,김경욱(2004)은 한국주식시장에서 과거의 거래량을 이용하여 계속투자전
략과 반대투자전략의 투자성과를 검증하였다.그들은 표본기간을 1988년부터 2000
년까지를 선택하였고,검증을 위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과거 j개월(j=1,2,3)의 주
식수익률에 의하여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이를 다시 과거 j개월(j=1,2,3)
의 거래량에 의하여 3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1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이들 포트폴리오에 대한 보유기간 k월(k=1,2,3)까지의 월평균수익률과 m개월
(m-3,6,9)의 3개월 보유수익률을 계산하여 투자성과를 검증하였다.분석결과,계
속투자전략의 투자성과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9월과 12월에서 주가의 반전효과를
발견하였다.그리고 과거의 거래량에 의하여 주가의 반전효과에 대한 크기와 지속
성을 발견하였다.그리고 과거 거래량을 이용한 계속투자전략이 단순한 계속투자전
략보다 높은 반전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2.기업규모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Banz(1981)는 1936년부터 1975년까지의 표본기간동안 최소한 5년간 NYSE(New
YorkStockExchange)에 상장된 기업의 보통주에 대하여 수익률과 기업규모의 관
계에 대하여 검증하였다.그는 NYSE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 그 각각의 포트폴리오들을 구성주식의 체계
적 위험의 크기에 따라 다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총 2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실증분석결과 규모가 작은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잔차



는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에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잔차가 0에 가깝게
나타났다.Banz의 결과에 의하면,기업규모가 큰 포트폴리오들과 작은 포트폴리오
들의 위험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기업규모가 작은 포트폴리오가 기업규모가 큰
포트폴리오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그래서 Banz는 CAPM이 잘못 정의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업규모효과의 원인은 소규모기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이는 투자자의 분산투자에 제약을 가하고 소규모기업의 주식에 높
은 수익을 제공한다고 추측하였다.
Berk(1995)는 기업규모가 측정되지 못한 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용치가 된다고 주
장하였다.
Shumway(1997)도 NYSE와 AMEX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기업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규모효과가 존재함을 보였다.
반면,Reinganuam(1990)은 소규모 NYSE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소규모 NASDAQ
포트폴리오 수익률보다 약 6% 정도 높다고 보고하고,생존편의의 문제를 제기하였
다.Laughran(1993)은 이러한 수익률 차이가 신규상장기업의 저성과에 기인한 현상
이라고 주장하였다.한편,Dichev(1998)는 NASDAQ기업을 대상으로 규모효과가 없
음을 보였고,ShumwayandWarther(1998)는 상장폐지기업을 포함하여 NASDAQ
시장을 분석한 결과 규모효과가 사라짐을 발견하였다.
LoandMacKinlay(1998)는 기업규모가 작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그 이전의
기업규모가 큰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기업규
모가 큰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그 이전의 기업규모가 작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에
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그 후 Boudoukhetal(1994)을 위시하
여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기업규모를 이용하여 주식수익률의 비대칭적 선도/지연효
과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최운열,김우종(1986)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PER효과와 기업규모효과가 존재
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고 또한 이들 두 효과가 상호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그들은 1975년부터 1984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낮은 PER와 작은 기업규모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초과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PER와 기업규모에 따라 구성된 포트폴리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5%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기업규모와
PER효과가 존재함을 밝혔다.
권혁진(1991)은 PER효과와 기업규모효과의 존재여부와 우월성 검증을 함께 분석
하였다.또한 1월과 나머지 달의 평균초과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수익률의 계절성
이 있는지 검증하였는데,실증분석결과 체계적 위험만으로는 위험자산의 수익률을
설명할 수 없으며,PER는 위험자산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
였다.그러나 기업규모효과는 나타나며 1월 효과도 나타남을 주장하였다.

3.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Book Equity/MarketEquityRatio:이하
BE/ME라 칭함)을 이용한 투자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BE/ME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Stattman(1980),Rosenberg,ReidandLanstein(1985)
등이 있는데,이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BE/ME와 주식수익률 간에 정(+)의 관계
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CHan,HamaoandLakonishok(1991)은 일본 주식시장에
서도 BE/ME가 주식수익률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Famaand
French(1998)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홍콩,싱가포르 등에서도 BE/ME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짐을 보이고,PontiffandSchall(1988)은 다우존수 공업평균 지수를
사용한 연구에서,BE/ME가 주식수익률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FamaandFrench(1992)는 기업규모,BE/ME및 베타를 모두 고려하여 이들 변
수와 주식수익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주식수익률의 횡단면분석에서는 1963년
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베타와 주식수익률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으며,회귀계수 또한 부(-)의 값을 가진다고 하였다.상대적으로 단기간인
1963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 동안만 베타는 정(+)의 값을 가졌으나 역시 유의하
지는 않았다.이에 반해,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규모와 BE/ME는 베타가
설명하지 못하는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차이를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LoandMackinley(1990),Black(1993),ConradandKaul(1993)등은 기업
규모와 BE/ME효과는 단순한 자료추출편의에 기인한 현상일 뿐 주식수익률을 설명
하는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였다.
FamaandFrench(1996)은 기업규모와 BE/ME 요인을 포함하는 3요인 모형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3요인 모형의 유용성을 주
장하였다.그러나 DanielandTitman(1997)은 요인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시장에
서 실증분석한 결과 FamaandFrench의 3요인 모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였다.
한편,기업규모와 BE/ME의 설명력에 대한 국내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규영,김영빈(1998)은 1980년부터 1997년까지 계속 상장된 기업을 이용한 분석
에서 기업규모는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되며,BE/ME가 높은 포트
폴리오가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감형규(1997)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신규 상장되거나 상장 폐지된 기업을 모
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BE/ME,현금흐름/주가(C/P)비율 등이 주식수익률의 횡
단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이며,기업규모는 주식수익률에 대한 설명
력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송영출,이진근(1997)은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
기업규모는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되지만 BE/ME는 추가적인 설명
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제 3장 연구모형의 설계

앞 장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서 미래 주식수익률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지속적인 반응 또는 반전현상을 보이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미래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이
러한 현상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되어 왔으나 좀 더 쉽고 효율적인 투자전략의 수
립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학계나 실무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본다.본 연구에서
는 여러 경제변수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주가를 이용한 투자
전략이 유의한 성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추가적으로 주가를 통제하고
선행연구에서 설명된 것처럼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기업
규모와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BE/ME)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를 George
andHwang(2004)의 방법에 따라 투자전략의 성과를 검증하고자 한다.앞서 언급하
였지만,주가는 정보획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기업규모나 장
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도 다른 경제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다고 여겨
지고 선행연구에서 그 효과를 검증 받았으므로 이 변수를 사용한 경우 투자전략이
효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기존의 한국주식시장에 대한 연구의 연계
성과 정보 획득의 용이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과거의 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 즉 주가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들에
유용한 정보가치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주가와 기업규모,주가와 장부가치대 시장
가치 비율을 이용한 투자전략이 유의한 성과를 보이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제 1절 표본의 선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1990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표본기간 동
안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은 총
157개월이고 동일가중 평균 수익률을 계산 하는 보유기간도 총 157개월이다.그리
고 표본의 신뢰성을 위하여 금융업,금융펀드,자본잠식기업들은 표본기업에서 제



외하였다.그리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462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포트폴
리오를 구성하기 위하여 일별 주가를 산출하였고 보유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월별수익률자료를 이용하였다.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증권연구원의
KSRI-SD(KoreaSecuritiesResearchInstitute-StockDatabase),그리고 한국신용
평가(주)의 KIS-2000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상장회사협의회의 상장회사 총람을 이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GeorgeandHwang(2004)의 방법론을 활용하
여 주가(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주가와 기업규모,주가와 장부가치대 시장가치 비율을 이용한 투자전략 성과를 검
증한다.
첫째,검증방법론은 GeorgeandHwang(2004)이 제시한 연중최고가를 이용한 투
자전략의 방법론을 이용한다.먼저 개별기업의 일별 주가를 이용하여 월별로 월중
최고가를 찾아낸다.다음은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월중최고가와
현재주가를 이용하여 식(1)과 같이 P/H비율을 측정한다.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기
간은 매월 말 포트폴리오 구성월을 중심으로 과거 3개월,6개월,9개월,그리고 12
개월로 분류한다.

 
  

  

····························································································(1)

여기서 
   :-1월 말에 기업 의 주가


 

:-1월 말까지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동안 기업 의
가장 높은 월중최고가

만약에 P/H비율이 1이라면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의 월중최고가와 현재주가가 동
일하다는 것이다.이는 기업의 현재주가가 최근에 좋은 정보에 의하여 정점에 도달
하였다는 것이다.반대로 P/H비율이 1보다 작을수록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의 월중



최고가에 비하여 현재주가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것이다.이는 기업의 현재주가가
최근에 나쁜 정보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 선행연구 결과와 같
이 주가의 단기적인 반전효과가 존재한다면,P/H비율이 낮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
트폴리오를 매입하고 P/H비율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들을 매도하는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림 1>포트폴리오 구성기간과 보유기간의 예시

90.690.490.289.12 91.290.1290.1090.889.1089.880.6 91.4 91.6

최초

포트폴리오

구성월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36912 3 6 9 12

포트폴리오

보유기간

<그림 1>은 최초 포트폴리오 구성 월을 기준으로 과거 포트폴리오 구성기간과
미래 포트폴리오 보유기간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 월인 매월말마다 기업들을 P/H비율로 정렬한
다.이 정렬된 순서에 따라 하위 20%의 기업들로 포트폴리오 P1을 구성하고,상위
20%의 기업들로 포트폴리오 P5를 구성한다.
GeorgeandHwang(2004)의 방법론을 이용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한다.즉,최근에 주가변동이 전혀 없었던 기업의 P/H비율이 1이라는 값으로 계산
되어 하위 20%에 포함된다.이로 인하여 포트폴리오의 구성기간에 주식수익률이



0%인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P1에 포함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식 (2)와 같이 현재주가/월중최저가 비율(P/L)을 계산하여 보완하였다.즉,
P/H비율이 1인 기업들에서 P/L비율이 높은 순으로 포트폴리오 P1에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2)

여기서 
   :-1월 말에 기업 의 주가


  

:-1월 말까지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동안 기업 의
가장 낮은 월중최저가

이와 같이 주가(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를 이용하여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성과인 보유기간 수익률은 매월 말 포트폴리오 구성월을 중심으로 미래 3개월,
6개월,9개월 그리고 12개월로 나누어 동일가중(equally-weighted)수익률로 계산한
다8).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는 포트폴리오 P1의 월평균보유수익률에서 포
트폴리오 P5의 월평균보유수익률을 차감하여 계산한다9).
둘째,주가(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를 이용하여 구성한 다섯 개의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기업규모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따라서
매월 포트폴리오 구성 월을 중심으로 주가(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와 기업규모변
수를 이용하여 총 15개(5×3)의 포트폴리오들을 구성한다.기업규모를 이용한 포트
폴리오는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S1으로 하고,기업규모가
큰 기업들이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S3로 한다.기업규모는 식(3)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8)MoskowitzandGrinblatt(1999)는 규모조정수익률의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치가중 포트폴리오
를 이용하였으나,본 연구는 JegadeeshandTitman(1993)과 같이 동일가중 포트폴리오를 이용한다.

9)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반전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P/H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들로 구
성된 포트폴리오 P1에서 P/H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P5의 수익률을 차감하여 계
산한다.장영광,최종범,김종택(2003)과 안영규,이정도(2004)를 참조.



× ·····················································································(3)

여기서 :t년 4월말 기업 의 보통주 시장가치
:t년 4월말 기업 의 보통주 발행주식수
:t년 4월말 기업 의 주가

셋째,주가(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를 이용하여 구성한 다섯 개의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비율을 통제변수로 이용하여 세 개의 포
트폴리오를 구성한다.따라서 매월 말 포트폴리오 구성월을 기준으로 주가(월중최
고가와 월중최저가와 장부자기 대 시장가치비율을 이용하여 총 15개(5×3)의 포트폴
리오들을 구성한다.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을 이용한 포트폴리오는 과거의 가장
높은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BM1으로 하고,가장 낮은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BM3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하
는데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을 산출한다.

···································································(4)

여기서 :T년 결산일 기업 의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
:T년의 결산일 기업 의 장부상 자기자본 총계(우선주 제외)
:T년 결산일 기업 의 보통주 시장가치
:T년 결산일 기업 의 보통주 발행주식수
:T년 결산일 기업 의 주가(신주 주가는 구주 주가로 계산)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비율은 주식의 장부가치를 시장가치로 나눈 비율로서 주식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에 비해 어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가를 나타낸다.장부가치
대 시장가치비율이 높으면 주식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
는 것이며 이러한 기업의 주식을 가치주(valuestock)라고 하고 장부가치 대 시장
가치비율이 낮으면 주식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인
데 이러한 기업의 주식을 성장주(glamourstock)라고 한다.일반적으로 성장주는
현재가치에 비해 미래의 수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이며 가치주는 성장은 더
디지만 현재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의미한다.

제 2절 가설설정과 연구모형

본 연구의 핵심은 GeorgeandHwang(2004)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가(월중최고
가와 월중최고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분석
하는데 있다.그리고 기업규모와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을 변수에 추가하였을 때
주가를 통제하고도 기업규모나 장부가치대 시장가치 비율이 유의한 성과를 이끌어
내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귀무가설 1: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이 유의한 성과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귀무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P1포트폴리오(P/H비율이 낮은 기업들
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와 P5포트폴리오(P/H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포함하는 포트폴
리오)의 월평균보유수익률이 0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월평균보유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패자 포트폴리오의 더미변수와 승자 포트폴리오의 더미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여 식 (5)와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이 경우에는 상수가 없는 회귀분석
을 실시한다.



β β ε ·······································(5)

여기서 :P1또는 P5포트폴리오의 월평균보유수익률

β β:회귀계수
:P1포트폴리오이면 1,P5포트폴리오이면 0

또 이러한 투자전략의 성과(P1포트폴리오의 월평균보유수익률-P5포트폴리오의
월평균보유수익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월평균보유수익률을 종
속변수로 하고 포트폴리오의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식 (6)과 같이 회귀분석
을 실시한다.이 경우에는 상수가 있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10)

α β ε ···································································(6)

여기서 :P1또는 P5포트폴리오의 월평균보유수익률
α:상수
β:회귀계수

:P1포트폴리오이면 1,P5포트폴리오이면 0
ε :오차

식 (5)와 식 (6)에서 추정된 회귀계수의 값은 표본보유기간의 월평균보유수익률
또는 반대투자전략의 월평균보유수익률이 되며 회귀계수에 대한 t값은 Gallant(1987)
가 제시한 검증통계량 값이다.

귀무가설 2:주가와 기업규모를 이용한 투자전략이 유의한 성과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10)식 (2)와 식 (3)에 의한 t-검증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allant(1987)를 참조할 것.



귀무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P1S1포트폴리오(P/H비율이 낮고 기
업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와 P5S3포트폴리오(P/H비율이 높고
기업규모가 큰 기업들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의 월평균보유수익률이 0과 동일한지
의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월평균보유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패자 포트폴리
오의 더미변수와 승자 포트폴리오의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식 (5)와 같이 회
귀분석을 실시한다.이 경우에는 상수가 없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투자전략의 성과(P1S1포트폴리오의 월평균보유수익률-P5S3포트폴리오
의 월평균보유수익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월평균보
유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포트폴리오의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식 (6)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이 경우에는 상수가 있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귀무가설 3:주가와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을 이용한 투자전략이 유의한 성과
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귀무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P1BM1포트폴리오(P/H비율이 낮고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와 P5MB3포트폴리오(P/H비
율이 높고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이 낮은 기업들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의 월평
균보유수익률이 0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월평균보유수익률을 종
속변수로 하고 패자 포트폴리오의 더미변수와 승자 포트폴리오의 더미변수를 독립
변수로 하여 식 (5)와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이 경우에는 상수가 없는 회귀분
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투자전략의 성과(P1BM1포트폴리오의 월평균보유수익률
-P5BM3포트폴리오의 월평균보유수익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월평균보유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포트폴리오의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식 (6)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이 경우에는 상수가 있는 회귀분석을 실시
한다.



제 4장 실증분석

제 1절 기술통계량

1.기술통계량

<표 1>은 매월 말 포트폴리오 구성 월을 기준으로 주가(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
가)를 이용하여 정렬한 후,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통계량 값을 나타내고 있다.포트
폴리오 구성 월을 기준으로 3,6,9그리고 12개월 전 기간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고 3,6,9그리고 12개월간의 보유기간 수익률에 대한 기초 통계량 값을
나타내고 있다.PanelA는 포트폴리오 구성월로부터 3개월간의 구성기간에 대하여
보유기간 3,6,9그리고 12개월에 대한 통계량 값을 보여주고 있다.포트폴리오 구
성기간이 3개월이고 포트폴리오 보유기간이 3개월 인 경우 즉 (3,3)포트폴리오의
경우 P1에서 2.38%,P5에서 0.82%의 평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표준편차는
P1이 8.74%,P5가 6.04%의 값을 갖고 있고,최대값은 P1과 P5이 각각 39.5%,
19.53%이고 최소값은 -26.83%,-22.34%로 나타났다.(3,6)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
오 구성기간이 3개월이고 보유기간이 6개월임을 의미한다.P1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2.07%이고 P5의 평균 수익률은 1.06%이다.표준편차는 P1이 6.21%이고
P5가 4.18%이다.최대값은 P1이 28.24%이고 P5가 15.69%이고 최소값은 P1이
-15.95%이고 P5는 -11.24%의 통계량을 갖고 있다.(3,3),(3,6),(3,9)그리고 (3,
12)포트폴리오에서 P1의 평균 수익률이 P5의 평균수익률을 웃돌고 있고 표준편차
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현재의 주가가 과거의 주가 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패자포트폴리오가 미래에 더 많이 상승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또한 더 많이
상승한 만큼 변동성도 더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또 가장 많이 오
른 것을 나타내는 최대값의 양상도 P1포트폴리오가 P5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고 최소값은 일관성 있게 P1포트폴리오가 P5포트폴리오보다 더 많
이 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PanelB에서도 유사한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6,3)포트폴리오에서 P1의 평균 수익률은 2.35%이고 P5의 수익률은 1.03%를 갖
고 있다.표준편차는 P1이 9.63%이고 P5가 5.99%이고 최대값은 P1이 47.86%이고
P5가 18.15%를 갖고 있다.최소값은 P1이 -28.31%이고 P5가 -21.38%를 갖고 있어
PanelA에서의 결과처럼 P1이 P5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변동성도 더
크게 나타났다.가장 많이 오른 것을 나타내는 최대값도 P1이 더 크고 가장 많이
하락 하락한 것을 의미하는 최소값에서도 더 많이 하락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의 PanelA에서 PanelD까지 P1과 P5의 통계량 값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
고 있다.그리고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P1과 P5의 수익성은 약간 상승
하고 하락하기도 하지만 변동성은 꾸준하게 하락함을 발견할 수 있다.주가를 이용
해 투자전략을 구성할 때 수익성은 거의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 안에 내재된
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2>는 주가와 기업규모를 이용하여 정렬한 후,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통계량
값을 나타내고 있다.<표 2>에서는 주가를 통제하고 추가적으로 기업규모를 변수
로 더하여 투자전략의 성과를 살펴보려 한 것이다.Banz(1981)등은 소규모 기업의
평균수익률이 대규모기업보다 높으며,이는 체계적 위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례현
상이라고 보았다.소규모 기업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거래로 인해 주가
의 시계열이 정(+)의 자기상관을 갖게 되며,따라서 체계적 위험이 과소평가된다는
것이다.Banz가 제시한 것처럼 소규모 기업의 평균수익률이 대규모 기업의 평균수
익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의 PanelA는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3개월,보유기간 3개월 즉,(3,3)포트
폴리오의 P1의 수익률은 2.93%이고 P5의 수익률은 0.74%이고 표준편차는 P1이
11.36%이고 P5가 6.59%,최대값은 P1이 73.27%,P5가 21.03%이고 최소값은 P1이
-26.22%,P5가 -21.96%를 보여주고 있다.중앙값은 P1이 1.69%이고 P5가 0.47%의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표1>과 같이 P1이 P5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가를 통제하고 추가적으로
기업규모를 통제한 결과 즉 <표1>과 <표2>에서 PanelA에 해당하는 (3,3),(3,



6),(3,9)그리고 (3,12)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과 표준편차의 값을 비교해보면,
P1이 각각 2.38%이고 2.93%의 값을 갖는데 즉 주가로만 통제한 것보다 기업규모
까지 통제한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표준편차의 값
을 살펴보면 P1에서 8.74%와 11.36%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변동성도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이것을 보면 주가로만 통제한 것보다는 주가와 기업규모를 통제
한 경우에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그만큼 변동성도 상승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과 <표 2>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PanelD의 통계량을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표 1>과 <표 2>의 (12,12)포트폴리
오 즉,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 12개월이고 포트폴리오 보유기간이 12개월인 경우,
P1의 수익률은 각각 2.26%,2.55%로 주가로만 한것 보다 주가와 기업규모로 통제
한 경우 표본 중에서 가장 장기간에 대해 비교한 결과 주가와 기업규모로 통제한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표준편차는 4.63%와
5.95%로 주가와 기업규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결과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3,3)포트폴리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평균수익률 통계량
보유
기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PanelA :포트폴리오 구성 3개월
3개월 P1 0.0238 0.0874 0.3950 -0.2683 0.0206

P5 0.0082 0.0604 0.1953 -0.2234 0.0048
6개월 P1 0.0207 0.0621 0.2824 -0.1595 0.0105

P5 0.0106 0.0418 0.1569 -0.1124 0.0101
9개월 P1 0.0211 0.0477 0.1976 -0.1013 0.0148

P5 0.0109 0.0340 0.1352 -0.0858 0.0109
12개월 P1 0.0213 0.0418 0.1759 -0.0868 0.0150

P5 0.0109 0.0278 0.0900 -0.0626 0.0145
PanelB:포트폴리오 구성 6개월

3개월 P1 0.0235 0.0963 0.4786 -0.2831 0.0201
P5 0.0103 0.0599 0.1815 -0.2138 0.0034

6개월 P1 0.0227 0.0657 0.2673 -0.1614 0.0127
P5 0.0108 0.0410 0.1538 -0.1156 0.0122

9개월 P1 0.0225 0.0518 0.2018 -0.0999 0.0144
P5 0.0103 0.0327 0.1179 -0.0849 0.0112

12개월 P1 0.0223 0.0454 0.1750 -0.0941 0.0148
P5 0.0100 0.0268 0.0746 -0.0617 0.0120

PanelC:포트폴리오 구성 9개월
3개월 P1 0.0225 0.0960 0.4698 -0.2894 0.0214

P5 0.0104 0.0600 0.1833 -0.2233 0.0066
6개월 P1 0.0216 0.0657 0.2844 -0.1602 0.0123

P5 0.0108 0.0404 0.1282 -0.1204 0.0130
9개월 P1 0.0220 0.0533 0.2045 -0.1120 0.0157

P5 0.0100 0.0319 0.0972 -0.0865 0.0118
12개월 P1 0.0218 0.0461 0.1770 -0.0973 0.0152

P5 0.0096 0.0259 0.0714 -0.0615 0.0131
PanelD:포트폴리오 구성 12개월

3개월 P1 0.0215 0.0961 0.4683 -0.2963 0.0211
P5 0.0098 0.0587 0.1830 -0.2251 0.0048

6개월 P1 0.0218 0.0671 0.2916 -0.1574 0.0119
P5 0.0096 0.0384 0.1084 -0.1257 0.0110

9개월 P1 0.0226 0.0538 0.2055 -0.1238 0.0138
P5 0.0092 0.0303 0.0859 -0.0865 0.0118

12개월 P1 0.0226 0.0463 0.1860 -0.0981 0.0167
P5 0.0088 0.0253 0.0687 -0.0645 0.0109



<표 2>주가와 기업규모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평균수익률 통계량
보유
기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PanelA :포트폴리오 구성 3개월

3개월 P1 0.0293 0.1136 0.7327 -0.2622 0.0169
P5 0.0074 0.0659 0.2103 -0.2196 0.0047

6개월 P1 0.0257 0.0801 0.3914 -0.1536 0.0131
P5 0.0092 0.0445 0.1545 -0.1141 0.0104

9개월 P1 0.0260 0.0599 0.2453 -0.0997 0.0118
P5 0.0101 0.0359 0.1290 -0.0922 0.0117

12개월 P1 0.0246 0.0517 0.2036 -0.0765 0.0141
P5 0.0102 0.0307 0.1204 -0.0750 0.0113

PanelB:포트폴리오 구성 6개월

3개월 P1 0.0252 0.1113 0.5593 -0.3622 0.0160
P5 0.0075 0.0628 0.1944 -0.1930 0.0038

6개월 P1 0.0249 0.0828 0.3395 -0.1575 0.0127
P5 0.0075 0.0425 0.1510 -0.1077 0.0076

9개월 P1 0.0249 0.0645 0.2326 -0.0911 0.0092
P5 0.0081 0.0339 0.1101 -0.0886 0.0099

12개월 P1 0.0228 0.0539 0.1937 -0.0892 0.0125
P5 0.0082 0.0293 0.1241 -0.0630 0.0125

PanelC:포트폴리오 구성 9개월

3개월 P1 0.0251 0.1155 0.5436 -0.3514 0.0152
P5 0.0086 0.0606 0.1852 -0.1905 0.0069

6개월 P1 0.0247 0.0908 0.3494 -0.1683 0.0079
P5 0.0077 0.0409 0.1011 -0.1029 0.0063

9개월 P1 0.0242 0.0702 0.2669 -0.1089 0.0069
P5 0.0077 0.0333 0.0900 -0.0931 0.0084

12개월 P1 0.0239 0.0592 0.2151 -0.1072 0.0112
P5 0.0072 0.0268 0.0704 -0.0631 0.0108

PanelD:포트폴리오 구성 12개월
3개월 P1 0.0245 0.1256 0.6617 -0.3648 0.0137

P5 0.0085 0.0589 0.1628 -0.1864 0.0066
6개월 P1 0.0234 0.0885 0.3589 -0.1779 0.0086

P5 0.0075 0.0400 0.1109 -0.1084 0.0068
9개월 P1 0.0248 0.0707 0.2846 -0.1282 0.0090

P5 0.0074 0.0326 0.0874 -0.0877 0.0105
12개월 P1 0.0244 0.0595 0.2316 -0.1062 0.0147

P5 0.0071 0.0264 0.0631 -0.0633 0.0103



<표3>주가와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을 이용한 수익률 통계량
보유
기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중앙값

PanelA :포트폴리오 구성 3개월
3개월 P1 -0.0179 0.0940 0.3863 -0.3577 -0.0258

P5 0.0888 0.0936 0.7175 -0.1247 0.0749
6개월 P1 0.0028 0.0768 0.3654 -0.1694 -0.0117

P5 0.0495 0.0550 0.3155 -0.0866 0.0459
9개월 P1 0.0096 0.0581 0.2558 -0.1189 -0.0009

P5 0.0369 0.0437 0.2620 -0.0766 0.0352
12개월 P1 0.0133 0.0490 0.1897 -0.0930 0.0066

P5 0.0303 0.0351 0.1794 -0.0512 0.0308
PanelB:포트폴리오 구성 6개월

3개월 P1 0.0251 0.1113 0.5593 -0.3622 0.0142
P5 0.0075 0.0628 0.1944 -0.1930 0.0038

6개월 P1 0.0252 0.0828 0.3395 -0.1575 0.0145
P5 0.0075 0.0425 0.1510 -0.1077 0.0076

9개월 P1 0.0258 0.0643 0.2326 -0.0911 0.0126
P5 0.0081 0.0339 0.1101 -0.0886 0.0099

12개월 P1 0.0235 0.0538 0.1937 -0.0892 0.0147
P5 0.0082 0.0293 0.1241 -0.0630 0.0125

PanelC:포트폴리오 구성 9개월
3개월 P1 0.0249 0.1155 0.5436 -0.3514 0.0150

P5 0.0086 0.0606 0.1852 -0.1905 0.0069
6개월 P1 0.0253 0.0906 0.3494 -0.1683 0.0127

P5 0.0077 0.0409 0.1011 -0.1029 0.0063
9개월 P1 0.0253 0.0700 0.2669 -0.1089 0.0096

P5 0.0077 0.0333 0.0900 -0.0931 0.0084
12개월 P1 0.0247 0.0590 0.2151 -0.1072 0.0157

P5 0.0072 0.0268 0.0704 -0.0631 0.0108
PanelD:포트폴리오 구성 12개월

3개월 P1 0.0244 0.1256 0.6617 -0.3648 0.0129
P5 0.0085 0.0589 0.1628 -0.1864 0.0066

6개월 P1 0.0240 0.0883 0.3589 -0.1779 0.0110
P5 0.0075 0.0400 0.1109 -0.1084 0.0068

9개월 P1 0.0259 0.0705 0.2846 -0.1282 0.0118
P5 0.0074 0.0326 0.0874 -0.0877 0.0105

12개월 P1 0.0252 0.0593 0.2316 -0.1062 0.0173
P5 0.0071 0.0264 0.0631 -0.0633 0.0103



<표 3>은 주가와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을 이용하여 정렬한 후,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통계량 값을 나타내고 있다.BE/ME는 주식의 장부가치를 시장가치로 나눈
비율로서,주식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에 비해 어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가를 나
타낸다.BE/ME가 높으면 주식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기업의 주식을 가치주라고 하고,BE/ME가 낮으면 주식의 시장가치
가 장부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며,이러한 기업의 주식을 성장주라고
한다.Fama and French(1992,1993)는 BE/ME 비율이 높은 기업을 곤경기업
(distressedfirm)이라 하고 향후 높은 주식수익률을 가진다고 하였다.그들은 기업
규모와 주식수익률이 부(-)의 관계,BE/ME와 주식수익률은 양(+)의 관계가 있으며
이들 변수는 체계적위험이 설명하지 못하는 주식수익률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3요인 모형을 사용하여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주는 현재가치에 비해 미래
의 수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이며,가치주는 성장은 더디지만 현재가치에 비
해 저평가된 주식을 말한다.그리고 주가지수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크게 떨어지
는 시기에 가치주가 많이 생겨나는데 가치주는 성장주에 비해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아 주로 방어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표3>의 PanelA에서 (3,3)포트폴리오의 P1의 수익률은 -1.79%이고 P5의 수
익률은 8.88%이고,표준편차는 P1이 9.40%이고 P5가 9.36%이다.최대값은 P1이
38.63%,P5가 71.75%이고 최소값은 P1이 -35.77%이고 P5가 -12.47%의 통계량 값
을 가지고 있다.PanelA에서 (3,3),(3,6),(3,9)그리고 (3,12)포트폴리오에서
P1보다 P5가 더 높은 수익률과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표3>의 PanelA의 결과는
<표1>과 <표2>에서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PanelB와 PanelC,그
리고 PanelD에서는 <표1>이나 <표2>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대체로 P1
이 P5보다 더 높은 수익률과 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그리고 <표3>의 결과와 <표1>의 결과를 비교할 때,단순하게 주가로만 투자전
략을 구성하는 것보다 주가와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더 나
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제 2절 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실증분석 결과

<표 4>는 주가(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를 이용하여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하
여 매월 말 포트폴리오 구성 월을 중심으로 미래 3개월,6개월,9개월 그리고 12개
월로 나누어 동일가중 하여 보유기간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계산한다.주가를 이용
한 투자전략의 성과는 과거의 주가가 낮았던 포트폴리오 P1의 월평균보유수익률에
서 과거의 주가가 높았던 포트폴리오 P5의 월평균보유수익률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투자성과를 식(5)와 식(6)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표4>의 두 번째 열은 과거의 주가가 낮은 포트폴리오
P1의 평균보유수익률과 t-값 그리고 세 번째 열은 과거의 주가가 높은 포트폴리오
P5의 월평균보유수익률과 t-값을 나타내고 있다.마지막 열에 포트폴리오 P1의 월
평균보유수익률에서 포트폴리오 P5의 월평균보유수익률을 차감하여 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이 전략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월중최고가
와 월중최저가)를 이용하여 개별증권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일의 주가와 구성일 이전
의 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P1
을 매입하고,개별증권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일의 주가와 구성일 이전의 월중최고가
와 월중최저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P5를 매도하는 전
략이다.포트폴리오 P1과 포트폴리오 P5의 월평균보유수익률은 미래 3개월,6개월,
9개월,그리고 12개월 보유기간에 각각 포트폴리오들에 속하는 기업들의 주식수익
률을 동일가중 평균하여 계산한 것이다.
<표 4>의 PanelA의 결과는 포트폴리오 P1의 보유수익률이 포트폴리오 P5의 수
익률보다 모든 포트폴리오 조합에서 높게 나타났다.먼저 <표 4>에서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3개월과 포트폴리오 보유기간 3개월 (3,3)에서는 P1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2.38%이고 통계적으로 1%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얻는 것으
로 나타났고 P5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0.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
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의 주가가 낮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
가가 높은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의 평균 수익률은 1.56%이고 통계적으로 10% 유



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과거의 3개월 동안 주가가 낮
은 주식들을 매입하고 과거의 3개월 동안 주가가 높았던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여 3개월 정도 보유하면 1%정도의 유의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PanelA의 (3,12)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이 포트폴리오는 과거 3개월
동안 주가가 낮았던 주식을 매입하고 3개월 동안 주가가 높았던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을 12개월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이 포트폴리오에서 P1의 평균 수익률은
2.13%의 수익률을 갖고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고 P5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1.09%이고 역시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주가가 낮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
의 주가가 높은 주식의 매도하는 전략의 성과는 1.03%의 평균수익률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3,
3)포트폴리오와 (3,12)포트폴리오에 대해,과거의 주가가 낮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은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의 성과(P1-P5)에서는 (3,3)포트폴리오
가 0.5%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나 (3,12)포트폴리오에서 t-값이 훨씬 높게 나
타나고 있음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비슷한 수익
률을 보인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 같은 경우,보유기간의 차이에 대한 성과를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PanelA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 매월 말 기준으
로 과거 3개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다.여기에서도 과거의 주가가 낮은 주
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은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에 대하여,보유기간을 3,
6,9그리고 12개월로 비교하여 보면 PanelA에서는 3개월간 포트폴리오를 유지했
을 때,평균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지만 통계적인 유의수준이 낮고 12개월 보유했
을 때,수익률은 상대적으로 3개월간 보유한 포트폴리오에 비해 낮지만 높은 통계
적 유의수준을 가지고 있다.PanelB는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 6개월이고 이에 대
해 PanelA와 같이 보유기간이 각각 3,6,9그리고 12개월에 대해 과거의 주가가
낮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은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의 평균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PanelB에서도 3개월 보유기간에서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지만 유



의한 통계적인 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12개월 포트폴리오
를 유지했을 때,평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3개월간 보유한 경우보다 낮으나 통계
적으로 매우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anelC는 과거 포트폴리오 구성
기간이 9개월이고 보유기간이 각각 3,6,9그리고 12개월에 대해 과거의 주가가 낮
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은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PanelC에서의 3개월간 보유한 경우 평균 수익률은 1.21%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12개월간 보유한 경우 평균수익률이 1.22%이고
통계적으로 1%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nelD도
앞서 A,B,C와 같은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3개월간 포트
폴리오를 유지하였을 때,1.17%의 평균 수익률을 갖지만 유의한 통계적인 값을 갖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2개월간 보유한 경우에는 1.38%의 평균 수익률을 갖
고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PanelA에
서 D까지를 비교하면 동일한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라면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 수
익률이 높은 양상을 갖고 통계적인 값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서
PanelA에서 D까지 가장 오래 보유한 포트폴리오만 비교하여 보면,PanelA의 평
균 수익률은 1.03%이고 통계적으로 5%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고 PanelB는
1.23%의 평균수익률을 갖고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다.PanelC는 평균
수익률이 1.22%이고 통계적으로 1%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고 PanelD는 평
균수익률이 1.38%이고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고 t-값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포트폴리오 구성기간과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분석

구성-보유기간 P1 P5 P1-P5
PanelA :구성기간 3개월

3개월 0.0238a 0.0082 0.0156c
(3.9724) (1.3652) (1.8436)

6개월 0.0207a 0.0106b 0.0101c
(4.9038) (2.5113) (1.6917)

9개월 0.0211a 0.0109a 0.0102b
(6.3946) (3.3059) (2.1841)

12개월 0.0213a 0.0109a 0.0103b
(7.5004) (3.8584) (2.5752)
PanelB:구성기간 6개월

3개월 0.0235a 0.0103 0.0133
(3.6752) (1.6020) (1.4660)

6개월 0.0227a 0.0108b 0.0119c
(5.1985) (2.4644) (1.9333)

9개월 0.0225a 0.0103a 0.0122b
(6.5020) (2.9832) (2.4882)

12개월 0.0223a 0.0100a 0.0123a
(7.4966) (3.3688) (2.9188)
PanelC:구성기간 9개월

3개월 0.0225a 0.0104 0.0121
(3.5292) (1.6310) (1.3422)

6개월 0.0216a 0.0108b 0.0108c
(4.9609) (2.4806) (1.7539)

9개월 0.0220a 0.0100a 0.0120b
(6.2751) (2.8450) (2.4255)

12개월 0.0218a 0.0096a 0.0122a
(7.3103) (3.2098) (2.8995)
PanelD:구성기간 12개월

3개월 0.0215a 0.0098 0.0117
(3.3866) (1.5460) (1.3015)

6개월 0.0218a 0.0096b 0.0122b
(4.9981) (2.1913) (1.9847)

9개월 0.0226a 0.0092a 0.0134a
(6.4842) (2.6290) (2.7260)

12개월 0.0226a 0.0088a 0.0138a
(7.5908) (2.9540) (3.2787)

주 1)()는 t값.
2)a,b,c는 1%,5%,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제 3절 주가와 기업규모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분석

<표 5>는 주가(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와 기업규모를 이용하여 구성된 포트폴
리오에 대하여 매월 말 포트폴리오 구성 월을 중심으로 미래 3개월,6개월,9개월
그리고 12개월로 나누어 동일가중 하여 보유기간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계산한다.
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는 제2절에서 제시된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표5>의 두 번째 열은 과거의 주가가 낮은 포트폴리오 P1의 평균보유수익률과 t-
값 그리고 세 번째 열은 과거의 주가가 높은 포트폴리오 P5의 월평균보유수익률과
t-값을 나타내고 있다.마지막 열에 포트폴리오 P1의 월평균보유수익률에서 포트폴
리오 P5의 월평균보유수익률을 차감하여 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를 나타내
고 있다.이 전략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와 기업규모
를 이용하여 개별증권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일의 주가와 구성일 이전의 월중최고가
와 월중최저가 그리고 기업규모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P1을 매입하고,개별증권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일의 주가와 구성일 이전의 월중최고
가와 월중최저가 그리고 기업규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
오 P5S3를 매도하는 전략이다.포트폴리오 P1S1과 포트폴리오 P5의 월평균보유수
익률은 미래 3개월,6개월,9개월,그리고 12개월 보유기간에 각각 포트폴리오들에
속하는 기업들의 주식수익률을 동일가중 평균하여 계산한 것이다.
<표 5>의 PanelA의 결과는 포트폴리오 P1의 보유수익률이 포트폴리오 P5의 수
익률보다 모든 포트폴리오 조합에서 높게 나타났다.PanelB,C,그리고 D에서 유
사한 양상을 보인다.먼저 <표 5>의 PanelA에서 포트폴리오 보유기간 3개월 (3,
3)에서는 P1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2.93%이고 통계적으로 1%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P5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0.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의 주가
가 낮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은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의 평균 수익률
은 2.20%이고 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과거의 3개월 동안 주가가 낮은 주식들을 매입하고 과거의 3개월 동안 주가가



높았던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여 3개월 정도 보유하면 2%정도의 유의한 수
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anelA의 (3,12)포트폴리오를 살펴
보면,포트폴리오에서 P1의 평균 수익률은 2.46%의 수익률을 갖고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P5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1.02%이고 역시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주가가 낮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은 주식의 매도하는 전략의 성
과는 1.44%의 평균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3,3)포트폴리오와 (3,12)포트폴리오에 대해
서,과거의 주가가 낮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은 주식을 매도하는 전
략(P1S1-P5S3)의 성과에서는 (3,3)포트폴리오가 0.8%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
나 (3,12)포트폴리오에서 t-값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표 4>의 결과와 유사
한 양상을 띤다.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 같은 경우,보유기간의 차이에 대한 성과를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PanelA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 매월 말 기준으
로 과거 3개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다.여기에서도 과거의 주가가 낮은 주
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은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에 대하여,보유기간을 3,
6,9그리고 12개월로 비교하여 보면 PanelA에서는 3개월간 포트폴리오를 유지했
을 때,평균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지만 통계적인 유의수준이 낮고 12개월 보유했
을 때,수익률은 상대적으로 3개월간 보유한 포트폴리오에 비해 낮지만 높은 통계
적 유의수준을 가지고 있다.PanelB는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 6개월이고 이에 대
해 PanelA와 같이 보유기간이 각각 3,6,9그리고 12개월에 대해 과거의 주가가
낮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은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의 평균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PanelB에서는 3개월 보유기간에서 평균 수익률이 1.77%로 가장
높고 통계적으로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다.그리고 12개월 포
트폴리오를 유지했을 때,평균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3개월간 보유한 경우보다 낮은
1.46%의 수익률을 갖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PanelC는 과거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 9개월이고 보유기간이 각각 3,6,9그



리고 12개월에 대해 과거의 주가가 낮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은 주식
을 매도하는 전략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PanelC에서의 3개월간 보유한 경우 평
균 수익률은 1.65%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12개월간
보유한 경우 평균수익률이 1.67%이고 통계적으로 1%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nelD도 앞서 A,B,C와 같은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3개월간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였을 때,1.60%의 평균 수
익률을 갖지만 유의한 통계적인 값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2개월간 보유
한 경우에는 1.73%의 평균 수익률을 갖고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PanelA에서 D까지를 비교하면 동일한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라면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 수익률이 높은 양상을 갖고 통계적인 값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서 PanelA에서 D까지 가장 오래 보유한 포
트폴리오만 비교하여 보면,PanelA의 평균 수익률은 1.44%이고 통계적으로 1%유
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고 PanelB는 1.46%의 평균수익률을 갖고 1% 유의수준
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다.PanelC는 평균수익률이 1.67%이고 통계적으로 1%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고 PanelD는 평균수익률이 1.73%이고 통계적으로 1% 유
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고 t-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에 의
하면 포트폴리오 구성기간과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표4>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표 5>주가와 기업규모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분석

구성-보유기간 P1S1 P5S3 P1S1-P5S3
PanelA :구성기간 3개월

3개월 0.0293a 0.0074 0.0220b
(3.9576) (0.9953) (2.0947)

6개월 0.0257a 0.0092c 0.0165b
(4.9716) (1.7800) (2.2568)

9개월 0.0260a 0.0101b 0.0159a
(6.6052) (2.5768) (2.8485)

12개월 0.0246a 0.0102a 0.0144a
(7.2359) (3.0082) (2.9894)
PanelB:구성기간 6개월

3개월 0.0252a 0.0075 0.0177c
(3.4894) (1.0332) (1.7369)

6개월 0.0249a 0.0075 0.0173b
(4.7288) (1.4327) (2.3307)

9개월 0.0249a 0.0081b 0.0168a
(6.0478) (1.9732) (2.8812)

12개월 0.0228a 0.0082b 0.0146a
(6.5892) (2.3798) (2.9765)
PanelC:구성기간 9개월

3개월 0.0251a 0.0086 0.0165
(3.4051) (1.1707) (1.5800)

6개월 0.0247a 0.0077 0.0170b
(4.3987) (1.3710) (2.1409)

9개월 0.0242a 0.0077c 0.0165a
(5.5097) (1.7449) (2.6621)

12개월 0.0239a 0.0072c 0.0167a
(6.5081) (1.9605) (3.2156)
PanelD:구성기간 12개월

3개월 0.0245a 0.0085 0.0160
(3.1304) (1.0907) (1.4422)

6개월 0.0234a 0.0075 0.0158b
(4.2651) (1.3750) (2.0436)

9개월 0.0248a 0.0074c 0.0174a
(5.6371) (1.6797) (2.7983)

12개월 0.0244a 0.0071c 0.0173a
(6.6510) (1.9355) (3.3343)

주 1)()는 t값.
2)a,b,c는 1%,5%,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제 4절 주가와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분석

<표 6>은 주가(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와 장부가/시가 비율을 이용하여 구성
된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매월 말 포트폴리오 구성월을 중심으로 미래 3개월,6개월,
9개월 그리고 12개월로 나누어 동일가중(equally-weighted)하여 보유기간에 대한
평균수익률을 계산한다.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는 제2절에서 제시된 방법
을 동일하게 사용한다.<표6>의 구성은 앞의 <표4>나 <표5>와 같은 구성을 따른
다.이 전략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월중최고가와 월중최고가)와 장부가/시가비
율을 이용하여 개별증권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일의 주가와 구성일 이전의 월중최고
가와 월중최저가 그리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P1BM1을 매입하고,개별증권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일의 주가와 구성일 이전의 월
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 그리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낮은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
오 P5BM3를 매도하는 전략이다.포트폴리오 P1과 포트폴리오 P5의 월평균보유수
익률은 미래 3개월,6개월,9개월,그리고 12개월 보유기간에 각각 포트폴리오들에
속하는 기업들의 주식수익률을 동일가중 평균하여 계산한 것이다.
<표 6>의 PanelA의 결과는 앞서의 <표4>나 <표5>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
인다.포트폴리오 P1의 보유수익률이 포트폴리오 P5의 수익률보다 모든 포트폴리
오 조합에서 낮게 나타났다.그러나 PanelB,C,그리고 D에서는 포트폴리오 P1이
포트폴리오 P5보다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다.먼저 <표 6>의 PanelA에서 포트폴
리오 보유기간 3개월 (3,3)에서는 P1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1.79%이고 통
계적으로 5%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 P5포트폴
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8.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의 주가가 낮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은 주식을 매도하
는 전략의 평균 수익률은 -10.67%이고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과거의 3개월 동안 주가가 낮은 주식들을 매입하고 과
거의 3개월 동안 주가가 높았던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여 3개월 정도 보유하



면 -10%정도의 유의한 음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Panel
A의 (3,12)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포트폴리오에서 P1의 평균 수익률은 1.33%의
수익률을 갖고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P5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3.03%이고 역시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
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주가가 낮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
가 높은 주식의 매도하는 전략의 성과는 -1.69%의 평균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고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3,3)포트
폴리오와 (3,12)포트폴리오에 대해서,과거의 주가가 낮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
의 주가가 높은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P1S1-P5S3)의 성과에서는 (3,3)포트폴리오
가 -8%정도의 음의 수익률이 더 크게 발생한다.<표4>와 <표5>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장부가/시가비율로 통제했을 경우 주가의 반전현상이
나타나기에는 3개월의 시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여겨진다.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 같은 경우,보유기간의 차이에 대한 성과를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PanelA만 제외하고 앞서의 <표4>와 <표5>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각 PanelB에서 D까지를 비교하면 동일한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라면 장기
간 보유한 경우에 수익률이 높은 양상을 갖고 통계적인 값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PanelA에서 D까지 가장 오래 보유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과거
의 주가가 낮고 장부가 시가비율이 높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낮고 과거
의 장부가/시가비율이 낮은 기업을 매도하는 전략을 살펴보면,PanelA의 평균 수
익률은 -1.69%이고 통계적으로 1%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고 PanelB는
1.53%의 평균수익률을 갖고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는다.PanelC는 평균
수익률이 1.75%이고 통계적으로 1%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고 PanelD는 평
균수익률이 1.81%이고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고 t-값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포트폴리오 구성기간과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표4>의 결과
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주가를 이용한 전략과 과거의 주가와 과거의 기업규모를 이용한
전략 그리고 과거의 주가와 장부가 시가 비율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주가를 이용하여 투자전략을 구성한 결과 과거의 주가가 낮았던 주식들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았던 주식들을 매도하는 전략을 따르면,포트폴리오 구
성기간이 같으면 보유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주가와 기업규모를 이용하여 과거의 주가가 낮고 기업규모가 작은 주식들
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고 기업규모가 큰 주식들을 매도하는 투자전략을 구
성한 결과 과거의 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주가로만 통제하
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주가와 장부가/시가비율을 이용하여 주가가 낮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높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낮은 주식들을 매입한 투
자전략의 결과는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 가장 짧은 3개월에서 주가의 반전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주가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을 뺀 전략의 결과 음의 수익률이 발생
하는 것을 발생할 수 있는데,이 전략에 의하면 3개월의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으로
는 평균적으로 주가의 반전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지속현상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다.
넷째,주가와 장부가/시가비율을 이용하여 주가가 낮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높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낮은 주식들을 매입한 투
자전략의 결과는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 3개월인 경우만 제외하고 주가와 주가 및
기업규모를 이용한 투자전략보다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표 6>주가와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분석

구성-보유기간 P1BM1 P5BM3 P1BM1-P5BM3
PanelA :구성기간 3개월

3개월 -0.0179b 0.0888a -0.1067a
-2.3860 11.8712 -10.0814

6개월 0.0028 0.0495a -0.0467a
0.5230 9.2841 -6.1951

9개월 0.0096b 0.0369a -0.0272a
2.3518 8.9945 -4.6971

12개월 0.0133a 0.0303a -0.0169a
3.9204 8.8887 -3.5131
PanelB:구성기간 6개월

3개월 0.0251a 0.0075 0.0176c
3.4783 1.0334 1.7288

6개월 0.0252a 0.0075 0.0177b
4.7947 1.4334 2.3768

9개월 0.0258a 0.0081b 0.0177a
6.2877 1.9772 3.0479

12개월 0.0235a 0.0082b 0.0153a
6.8151 2.3848 3.1327
PanelC:구성기간 9개월

3개월 0.0249a 0.0086 0.0163
3.3886 1.1709 1.5682

6개월 0.0253a 0.0077 0.0176b
4.5161 1.3727 2.2227

9개월 0.0253a 0.0077c 0.0176a
5.7722 1.7489 2.8449

12개월 0.0247a 0.0072c 0.0175a
6.7528 1.9657 3.3850
PanelD:구성기간 12개월

3개월 0.0244a 0.0085 0.0158
3.1148 1.0909 1.4311

6개월 0.0240a 0.0075 0.0165b
4.3850 1.3767 2.1272

9개월 0.0259a 0.0074c 0.0185a
5.9000 1.6837 2.9813

12개월 0.0252a 0.0071c 0.0181a
6.8965 1.9409 3.5042

주 1)()는 t값.
2)a,b,c는 1%,5%,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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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식수익률 행태를 이용한 실천적 포트폴리오 전략의 수립에 기여
하기 위해,한국 주식시장에서 1990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하
고 1991년 7월부터 2004년까지를 검증기간으로 선택하여 주가,주가와 기업규모,그
리고 주가와 장부가/시가비율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GeorgeandHwang(2004)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월중최고가와 월중최저가를 이용한 투자전
략의 성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이러한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주가를 이용하여,과거 주가 하위 20%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매입
하고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투자전략을 구
사하면,투자전략의 성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둘째,주가와 기업규모를 이용하여 과거의 주가가 낮고 기업규모가 작은 주식들
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고 기업규모가 큰 주식들을 매도하는 투자전략을 구
성한 결과 과거의 주가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주가로만 통제하
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주가와 장부가/시가비율을 이용하여 주가가 낮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높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낮은 주식들을 매입한 투
자전략의 결과는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 가장 짧은 3개월에서 주가의 반전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주가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을 뺀 전략의 결과 음의 수익률이 발생
하는 것을 발생할 수 있는데,이 전략에 의하면 3개월의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으로
는 평균적으로 주가의 반전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지속현상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다.
넷째,주가와 장부가/시가비율을 이용하여 주가가 낮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높은
주식을 매입하고 과거의 주가가 높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낮은 주식들을 매입한 투
자전략의 결과는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이 3개월인 경우만 제외하고 주가와 주가 및



기업규모를 이용한 투자전략보다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수립
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규
모,장부가/시가비율 이외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은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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