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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OneWeekStrategyPerformance
inWeeklyStockReturnsandMomentum

O,Su-Young
Advisor:Prof.Lee,Han-JaePh.D
DepartmentofManagement
GraduateSchoolofBusiness
ChosunUniversity

Thispaperstudiestheperformanceoftheoneweekreturnstrategybyusing
book-tomarketratios,firm size,stockreturnsintheKoreanStockMarket.Prior
researchfindsreversalinthemonthlyreturnsofindividualstocks.Thisstudy
focusesontheweeklyreturns.
Webegin by evaluating theperformanceofstockswith extremeweekly

returnsoveralongerhorizonthanjustafew weeks.
Weexaminetheoneweekreturnmomentum byusingweeklycross-sectional

regressions.Eachweek,weregressthecross-sectionofreturnsovervarioustime
horizon on the returns, the returns over the week, the size, and the
book-to-market ratios.
Theempiricalresultsofthispapercanbesummarizedasfollows:
First,the momentum is confirmed to the long-minus-shortportfolio are

positivethefirst1-3weeksfollowinganextremereturn.
Second,wefindtheextrememomentum onlyinalessthan3weeksperiod.The

Momentum effectinthefirstweekisstrong,thenreversalremainsforalongtime.



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에 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가치투자전략(ValueStrategy)으로 기업의 기본적 실적을 현재 주가와 비
교하여 가치비율을 구하고 이 가치비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분류하
여 저평가된 가치주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고평가된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매도하
는 투자전략이다.
둘째,과거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던 승자(Winner)포트폴리오들이 계속해서
미래에도 좋은 성과를 기록하는 관성(Momentum)을 갖고 있을 경우 승자를 매입
하고 패자(Loser)를 매도하는 투자전략을 계속투자전략(Momentum Strategy)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과거에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였던 포트폴리오가 가격이 상승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패자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승자 포트폴리오를 매도
하는 전략을 반대투자전략(ContrarianStrategy)이라 한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투자전략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
과 매매차익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그림 1>은 인터넷 중앙일보,조인스
닷컴에 실린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국내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매우 낮다.국
채금리가 3월말 이후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다,앞으로도 시장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금리가 오르면 채권 할인율이 따라 오르면서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떨어진다.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7
일까지 설정액 100억 원 이상 72개 국내 채권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29%에 불
과하다.연 환산 수익률로 따지면 4.09%.콜금리 운용 목표치인 4.5%에도 못 미치
는 저조한 성적이다.지난 일주일 수익률의 경우 -0.02%를 기록했다.”



<그림 1>펀드 수익률

<출처>2007.4.26.인터넷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

또한 2007년 6월 17일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종가 기준으로 주식형 펀드의 최근 일주일 수익률은 0.63%를 기록했다고 밝
히고 있다.”2003년 12월 19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 새로 발표된 이후로
위험이 큰 직접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으면서도 큰 보상을 제공하는 간
접투자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위의 두 가지의 기사는 펀드의 일
주일간 운용에 따른 수익률 즉,일주일 수익률에 관심을 갖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펀드들에서 나타나는 일주일 수익률(OneWeekReturn)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정기간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여 이에 대한 성
과를 검증하고자 한다.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과거의 주가나 수익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중심으
로 짧게는 3개월,길게는 12개월 정도의 과거 자료를 요구하였다.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현재를 중심으로 오늘 성과가 좋은 기업들을 매입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주식들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최소한 일주일간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이
를 실증 분석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투자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별주식수익률들은 단기간의 운용에서 역전(reverse)현상을 나타낸다.Lehmann(1990)
과 Jegadeesh(1990)은 전주(priorweek)또는 이전 월에서 가장 수익률이 낮은 주
식들이 이전 기간에 대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주식들의 성과를 웃도는 것을 발견
했다.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주별 수익률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기업 주식들의
내재가치(fundamental)에 의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미시경제적 문제 또는 과민반응(overreaction)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선행 연구
들은 몇 주의 기간에 대하여 변동이 심한 주별 수익률들을 가진 주식들의 성과를 검
증했는데,모멘텀 효과가 가격 변동이 심하게 발생한 후의 몇몇 주간에 발생하고 연
중의 남은기간에 대해 일관성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식
수익률의 모멘텀 현상이 일주일 수익률에서 나타나는지 여부와 지속성에 대해서 그리
고 반전현상이 나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6년 1월부터 2005년 12월 까지 한국의 주식시장에 상장
되어 있는 기업들을 표본으로 하여 1주일 수익률에 의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성과가 좋은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 매도하
는 전략을 통해 양(+)의 투자성과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기업규모,장
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을 결합하여 일주일 수익률 투자전략이 수익률의 움직임
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모멘텀 현상을 갖는지 아니면 반전하는 현상을 갖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월별 자료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성과와 과거
의 주가에 기초하여 계속투자전략이나 반대투자전략을 구사할 경우 유의한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본 연구는 포트폴리오 구성일 현재의 시점에
기초한 주별 수익률로 일주일 수익률을 계산하였고,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단기간
에는 계속투자전략이 유효하고 장기간에는 계속투자전략에서 유의한 효과를 얻을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본 논문의 내용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간접투자상품에 대
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주일 수익률 즉,주별 수익률에 의한 투
자성과가 존재하는지를 장부가/시가비율,기업규모,승자와 패자 변수를 결합하여
검증하는데 있다.또한 주가변동이 심하게 나타난 이후 모멘텀 및 반전 현상이 나
타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이러한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증분석한다.
첫째,일주일 수익률에 의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에 포트폴리오 구성일 현
재의 성과가 좋은 주식들을 매입하고 현재의 성과가 좋지 않는 주식들을 매도하는
계속투자전략이 양(+)의 성과를 내는지의 여부를 검증한다.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일주일 수익률에 기초하여 매주 말에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1주일
간,2주일간,3주일간,4-52주일간,1-52주일간 보유하는 전략을 취한 후 성과를 검
증한다. 추가적으로 일주일 수익률 포트폴리오와 비교하여 CAPM 그리고
Fama-French의 방법을 따라 동일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성과를 비교 검
증한다.
둘째,첫 번째 검증은 일주일 수익률을 기초로 주식수익률을 정렬한다.정렬한
후 포트폴리오 구성일 현재 성과가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와 성과가 가장 좋지 않
은 포트폴리오 사이의 차이를 검증하였다.성과가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P10이라
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성과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P9이라 할 수 있겠고 성과가 가
장 좋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P1이라 하고 이보다 약간 더 성과가 좋은 포트폴리오
를 P2라 할 수 있겠다.성과가 첫 번째 보다는 덜 좋은 포트폴리오와 성과가 가장
좋지 않은 경우보다는 조금 나은 경우 즉 P9을 매입하고 P2를 매도하는 전략을 취
하고 미래의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는 성과를 검증하여 모멘텀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여 볼 수 있다.
셋째,포트폴리오 구성 일에,매 주말에 [t-26,t-1]기간 즉,과거 6개월간의 수
익률을 기초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52주간 즉,미래 1년의 성과를 검증
한다.그리고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t+1,t+26]기간의 성과



즉,6개월간의 주식수익률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이후의 6개월
간 즉,[t+27,t+52]기간에 대한 성과를 검증한다.이러한 실증분석을 하는 이유는
선행 연구와 같이 과거의 6개월간의 주식수익률을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1년간 보유하는 경우,유의한 양의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주식수익률의
지속성이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다.또한 직전 6개월의 주식수익률 성과에
기초한 포트폴리오들의 수익률이 이후 6개월간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다.
넷째,본 연구에서는 일주일 수익률에 의한 투자전략의 성과가 기업규모와 장부
가/시가 비율에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FamaandMacBeth(1973)의 방법론을 이
용하여 검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1장에서는 서론,제2장에서는 이론적배경과 선
행연구,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된 표본 기업과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그리고
한계점을 제시한다.



제 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효율적인 시장가설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은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이 얻을 수
없는 초과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그러나 FamaandFrench(1992)의 3요인으
로 분류된 기대수익률에 관한 논문이 발표된 후,효율적 시장가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져 왔다.그리고 Lehmann(1990)과 Jegadeesh(1990)에 의하면 이전 주
(priorweek)또는 이전 월에서 가장 수익률이 낮은 주식들이 이전 기간에 대해 수
익률이 가장 높은 주식들의 성과가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
식시장에서 일주일 수익률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가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비
율 등의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한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시장가설,계속투자전략과 반대투자전략,기업규모효과,그리고
장부가/시가 비율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이론적 배경

1.효율적 시장가설
자본시장 특히,주식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는 오랫동안의 논쟁거리였다.
이는 세부적으로 정보효율성(informationalefficiency)1)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이는 주가가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
문과 관련된 것이다.자본자산의 가치가 재화와는 달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위험에 의해 결정되며,미래현금흐름 등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불확실한 정보일 뿐
아니라 기업의 내부인에 비해 외부투자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매매

1)상하한가제도 등 매매거래제도,수수료 및 거래세 체계,전산체계,증권예탁제도 등의 시장구
조를 포함한다.



를 결정해야 하는 등 양자 간에 정보 불균형(InformationAsymmetry)2)이 상존
하기 때문이다.자본시장의 정보효율성은 자본시장이 정보 불균형을 극복하고 기
업가치 변동 사안들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되느냐 여부에 의해 결
정된다.정보효율성의 관점에서 효율적 시장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효율적 시장이란 새로운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히 가격에 반영되어,현재의 가
격이 자산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여기서 “완전하게 반영하고”란 의미는 투자자들이 새 정보를 습득하면 신속하
게 이를 분석하여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하여 매매를 실행한다는
의미이다.투자자들의 이 같은 매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
격은 시장의 모든 정보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시장의 효율성
정도는 가격이 담고 있는 정보의 시간성에 의해 분류하게 되는데,정보의 발생
시간이 빠른 순으로 약형(weak-form),준강형(semistrong-form),강형(strong-form)
효율시장으로 분류한다.
약형 효율적 시장은 가격이 과거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말하고,
준강형 효율적 시장은 가격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말하며,강형 효율적 시장은 가격이 과거정보에 더하
여 미공개된 내부정보까지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많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 시장이나 공히 준강형 효율적
시장으로 평가된다.강형 효율적 시장이 이보다는 더 효율적인 시장이지만 내부
정보까지 반영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따라서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
여 이득을 얻었다면 불공정한 것이다.이를 내부자거래라 하며 대부분의 나라에
서 불법이라 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그렇다면 준강형 효율적 시장은 어느 정도로 효율적인 시장인가?시장에 나도
는 정보에 의존해 매매를 해본들 체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만일

2)외부주주나 채권자들보다도 경영자나 내부주주들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대해 보다 우월하고
상세한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처럼 경영자,내부주주,외부주주 사이에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갖게 되는 현상을 정보 비대칭 또는 정보 불균형이라 한다.



“어느 회사가 어떻더라.”라는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한 후 이득을 얻었다
면 이는 순전히 운이라는 것이다.이미 이런 정보는 투자자에 의해 분석되어 가
격에 반영되어 있고 매매로 이득을 본 것은 그 정보 이후 들어온 다른 정보에
의한 것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약형 효율시장은 어떠한가?가격이 과거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
므로 과거정보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시장이다.즉,과거
정보를 이용한 분석은 체계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물론 준강형 효율적
시장은 약형 효율적 시장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장일지라도 이
시장에서도 과거정보 분석에 의한 매매이익은 체계적으로 얻을 수 없다.
기업규모효과는 소규모기업효과라고도 하며 소규모기업 주식 수익률이 대규모
기업들의 주식 수익률을 초과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모효과는
Banz(1981)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며,위험을 조정한 후에도 소규모 기업 주식들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제시하였다.이러한 기업규모 효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을 주도하는 집단은 기관투자가들이고 기관투자가들은 대
규모 주식들을 선호하고 소규모 주식들을 덜 선호하기 때문에 소형주시장에 이
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 주식수익률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초과수익률을 얻으려는 투자전략에는
계속투자전략(momentum strategy)과 반대투자전략(contrarianstrategy)이 있다.
계속투자전략은 과거 수개월동안 주식수익률이 높았던 주식들을 매입하고 과거
수개월동안 주식수익률이 낮았던 주식들을 매도하여 단기간 보유하면 높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투자전략이다.그리고 반대투자전략은 과거 수개월동안
주식수익률이 낮았던 주식들을 매입하고 과거 수개월동안 주식수익률이 높았던
주식들을 매도하여 장기간 보유하면 높은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투자전략
이다.



2.시계열분석에 의한 CAPM검증 모형

CAPM은 베타에 의하여 기대수익률을 설명한다는 사전적(exante)인 모형으로 다음 식
(1)과 같다.

   (1)

여기서   = t시점에서의 자산 j의 기대수익률
 = t시점에서의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 자산 j의 베타

 = t시점에서의 시장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그러나 CAPM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서는 이를 사후적(expost)모형으로 다음 식
(2)과 같이 변형시켜야 한다.

      (2)

여기서  = t시점에서의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
 = t시점에서의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 t시점에서의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
, = 각각 회귀계수
 = 오차 항

따라서 식 (2)에서 전통적 CAPM이 현실적으로 성립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 (3)과 같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검증하여야 한다.

    

  ≠ 
(3)



식 (2)에서는 분석대상의 기간 중에 각 시점 t에서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와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그리고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를 구하여 포트폴리오 P의 초

과수익률 
   와 시장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    로서 회귀분석을 함으로

써 와 
를 동시에 구할 수 있다.따라서 

가 통계적 의미로 0이 될 때 전통적
CAPM이 현실적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개별증권들의 계수를 다음 식 (4)의 시장모형에 의하여 추정한다.

   (4)

여기서  = t월에서의 자산 j의 월별수익률
 = 상수
 = 자산 j의 베타
 = t월에서의 시장포트폴리오의 월별수익률
 = 오차 항

식 (4)의 베타계산은 과거 5년간의 월별 주식수익률과 월별시장수익률의 자료를 이용
한다.

3.Fama-French시계열회귀분석

1)FF의 위험프리미엄

FamaandFrench(1993)의 기업규모와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의 위험프리미엄을
측정하고자 한다.이를 위하여 먼저 식 (5)와 같이 기업규모를 측정한다.

= × (5)



여기서 :t년 4월말 기업 i의 보통주 시장가치

:t년 4월말 기업 i의 보통주 발행주식수
:t년 4월말 기업 i의 주가

다음은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을 식 (6)과 같이 계산한다.EXCEL파일에 자료로 제
시한 값들은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의 자연대수 값이다.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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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모와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의 위험프리미엄을 계산하기 위하여,다음과 같
은 6개의 동일가중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표 1>Fama-French의 포트폴리오 구성

구분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
낮은 비율 중간 비율 높은 비율

기업규모 소규모 SL SM SH
대규모 BL BM BH

<표 1>은 매월 말에 기업규모로 정렬한 다음,낮은 순으로 2개의 포트폴리오(S,



B)를 구성한다.다음에 이들의 각 포트폴리오별로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로 정렬
하여 다시 3개의 포트폴리오(L,M,H)를 구성한다.여기서 SL은 작은 기업규모의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중 낮은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의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이다.그리고 BH는 큰 기업규모의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중 높은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의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기업규모에 대한 위험프리미엄 SMB는 동일가중 포트폴리오 수익률인 SL,SM,
SH의 평균수익률에서 BL,BM,BH의 평균수익률을 차감하여 다음 식 (7)과 같이 계
산한다.

= 13∑
3

=1
- 13∑

3

=1
(7)

여기서 :t월의 규모기준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SL,SM,SH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BL,BM,BH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에 대한 위험프리미엄 HML은 동일가중 포트폴리오 수익
률인 SH,BH의 평균수익률에서 SL,BL의 평균수익률을 차감하여 다음 식 (8)과
같이 계산한다.

= 12∑
2

=1
- 12∑

2

=1
(8)

여기서 :t월의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기준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SH,BH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SL,SH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이와 같이 계산된 SMB와 HML은 식 (9)의 회귀분석에서 X변수가 수익률 R을 설
명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경우에 통제변수로 사용된다.

= + + + ( )+ (9)

여기서 :t월의 종속변수

:t월의 규모기준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t월의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기준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t월의 독립(설명)변수

,,, :추정계수
:잔차 항

4.Fama-MacBeth의 검증

1)검증방법론

CAPM 검증방법론에서 FamaandMacBeth(1973)의 방법론은 3단계 접근법을 수정
한 검증방법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제1단계에서 표본기간을 하위표본기간 15년씩으로 분류한다.이 기간을 각각 5
년씩 포트폴리오 구성기간,포트폴리오 베타 추정기간,그리고 검증기간으로 나눈다.개
별증권 베타의 계산은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에 다음 식 (10)과 같은 시장모형을 이용하
여 각각의 증권에 대하여 베타들을 추정한다.

= α+ β + ε , (10)

여기서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t에 개별증권 i의 주식수익률



α = 상수
β = 개별증권 i의 베타
=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t에 시장의 동일가중 시장수익률

ε = 잔차 항

식 (10)에 의하여 추정된 베타의 크기에 따라 증권들을 정렬한 다음,동일한 기업수로
10개의 포트폴리오들을 구성한다.가장 높은 베타들로 구성된 증권들을 첫 번째 포트폴
리오로 하고,가장 낮은 베타들로 구성된 증권들을 마지막 10번째 포트폴리오로 한다.3)
둘째,제2단계에서 두 번째 5년의 기간 동안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포트폴리오를 구
성하고 있는 증권들의 동일 가중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시장수익률을 설명변수로
하여 식 (11)과 같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들의 베타들을 추정한다.

= α + β + ε , (11)

여기서 :포트폴리오 베타 추정기간 t에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
α = 상수
β = 포트폴리오 p의 베타
= 포트폴리오 베타 추정기간 t에 시장의 동일가중 시장수익률

ε = 잔차 항

셋째,제3단계 포트폴리오의 베타와 주식수익률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단계로,제2단
계에서 추정된 15개의 포트폴리오의 베타와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개별증권의 1개월간

의 주식수익률을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식 (12)의 회귀계수 γ̂1을 각각 추정한다.
이러한 검증을 이용하여 한국 주식시장에서 양(+)의 위험-수익률간의 상반관계
(trade-off)를 검증할 수 있다.

3)포트폴리오의 개수는 조정하여 분석할 수 있음.



= γ̂0+ γ̂1․β+ ε , (12)

여기서 :검증기간 t에 개별증권 i의 주식수익률

γ̂0 :상수

γ̂1 :회귀계수

β :식 (11)에서 추정된 포트폴리오 p에 속하는 개별증권의 포트폴리오 베타
ε = 잔차 항

또한,Pettengilletal.(1995)이 제시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장수익률의 상황에 따라
분류된 상승시장과 하락시장에 대한 베타와 주식수익률 간의 조건부 관계를 검증한다.
실현 시장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보다 높으면 포트폴리오의 베타와 주식수익률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며,반대로 실현시장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보다 낮으면 포트폴리오의
베타와 주식수익률은 음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이러한 베타와 주식수익률간의 조건부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식 (13)에서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 γ̂0+ γ̂1․δ․β+ γ̂2․(1- δ)․β+ ε, (13)

여기서 :검증기간 t에 개별증권 i의 주식수익률

γ̂0 :상수

γ̂1, γ̂2 :회귀계수
δ :동일가중 초과수익률이 양이면 δ=1이고,음이면 δ=0이다.
β :식 (2)에서 추정된 포트폴리오 p에 속하는 개별증권의 포트폴리오 베타
ε = 잔차 항

위에서 시장의 초과수익률은 동일 가중초과수익률 ( - )을 이용하여 시장의 초
과수익률에 따라 각각 γ1과 γ2를 검증기간동안에 각 월별로 추정한다.4)



γ1은 양(+)의 시장초과수익률인 기간에 대한 회귀계수이므로 계수의 기대 부호는
양(+)이다.그러므로 다음 식 (14)와 같은 가설을 검증한다.

Ho: γ1=0,Ha: γ1 >0 (14)

γ2는 음(-)의 시장초과수익률인 기간에 대한 회귀계수이므로 계수의 기대 부호는 음
(-)이다.그러므로 다음 식 (15)와 같은 가설을 검증한다.

Ho: γ2=0,Ha: γ2 <0 (15)

베타와 주식수익률간의 조건부 관계는 위의 두 가지 귀무가설이 기각된 경우에 지지된다.
본 연구는 시장수익률의 상황에 따라 분류된 상승시장의 γ1과 하락시장의 γ2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식 (16)과 같은 가설을 검증한다.

Ho: γ1- γ2=0 (16)

제2절 선행연구

기업규모,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 등이 개별 주식 간의 수익률 차이를 설명하
는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와 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

1.계속투자전략과 반대투자전략
과거 주식수익률을 이용한 미래의 주식수익률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논문들은

4)전체검증기간을 상승시장과 하락시장으로의 분류는 LakonishokandShapiro(1984)의 방법을
이용한다.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두 가지 전략에 대한 연구들로 나누어지고
있다.그 중 하나는 과거의 주가가 높은(낮은)기업들은 미래에도 주가가 높게
(낮게)된다는 주가의 연속성에 근거하고 있는 계속투자전략이며,다른 하나는
과거의 주가가 높은(낮은)기업들은 미래에 주가가 낮게(높게)된다는 주가의
반전현상에 근거하고 있는 반대투자전략이다.
최근까지 과거 주식수익률을 이용하여 주식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가에 관련
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DeBondtandThaler(1985)는 월별주식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반대투자전략
에 관하여 실증분석 하였는데,이들은 3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장기간
패자가 승자로 반전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LoandMacKinlay(1990)는 정보에 대한 과잉반응이 반대투자전략에 따른 초
과수익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그들은 일부 주식이 다른 주식들
보다 시장에 진입된 정보에 빠르게 반응할 때 반대투자전략에 따른 초과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이들의 분석 방법은 관찰된 반대투자전략의
투자성과에 기초하여 정보에 대한 주가의 반응을 추론할 수 있으며,정보에 대한
주가의 과잉반응과 과소반응 둘 다 반대투자전략의 초과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
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JegadeeshandTitman(1993)은 과거의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주식수익률을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평균적으로 과거 승자가 과거 패자보다 높은 주
식수익률을 얻는 것이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FamaandFrench(1996)은 주식수익률의 3요인모형을 이용하여 중 기간에 계
속투자전략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기업규모 요인과 장부가치 대비 시장
가치 요인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MoskowitzandGrinblatt(1999)는 FamaandFrench(1996)의 3요인 모형을 이
용하여 설명하지 못한 계속투자전략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기업의 주식수익률 지
속현상을 산업수익률로 설명하였다.
Chan,Jegadeesh,andLakenishok(1996)은 중기적 주식수익률의 지속이 이익



공시에 대한 과소반응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주가를 이용한 계
속투자전략의 효과가 이익을 이용한 계속투자전략의 효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Danieletal.(1998)은 거래자들이 정보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에 과
잉반응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의적인 주가 지속성이 존재하고,장기적으로는
과잉반응을 조정하기 때문에 주가의 반전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모형
들은 단기적인 주가 지속성과 장기적인 주가의 반전을 정보에 대한 시장의 흡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ConradandKaul(1998)은 과거의 수익률에 근거한 투자전략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여 중기투자에는 계속투자전략이 유효하며,장기투자에는 반대투자전략이 유
효하지만,일부 분석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전략이 초과수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고 하였다.
HongandStein(1999)은 거래자들이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투자전략에 의한 양(+)의 성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그
리고 장기적으로 거래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고 과잉반응하기 때문에 주가
의 반전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JegadeeshandTitman(2001)은 장기적으로 주식수익률의 반전효과가 존재하
기 때문에 과거의 낮은 주식수익률을 보인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집단은
그렇지 않은 포트폴리오 집단보다 미래 3년에서 5년의 기간에 과거의 높은 주식
수익률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GeorgeandHwang(2004)은 좋은 정보에 대하여 주가의 지연반응 또는 과잉
반응하는지의 여부를 52주 최고가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그들의 검증결과는 미
국 주식시장에서 52주 최고가 정보를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가 Jegadeeshand
Titman(1993)의 과거 주식수익률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나 Moskowitzand
Grinblatt(1999)의 산업수익률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보다 높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이들의 증거는 투자자들이 52주 최고가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는 사실과 과거의 수익률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
견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주식시장에서의 과거 주식수익률을 이용한 투자전략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고봉찬(1997)은 한국주식시장과 미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Jegadeesh and
Titman(1993)의 계속투자전략의 수익성을 비교 검증하였는데,과거 수개월간 주
식수익률이 매우 높았던 승자 주식을 매입하고 패자주식을 매도하는 계속투자
전략은 미국 주식시장의 1963년부터 1989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한 경우,매우
유의한 비정상 월평균 수익률 약 1%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한국주식
시장의 1980년부터 1995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
값을 보이지는 않으나 음(-)의 월평균수익률 0.34%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계속투자전략이 미국에서와 달리 효과적인 투자전략이 되지 못함을 주장
하였다.
장경천,정헌용(1998)은 과거거래량과 개별주식수익률간의 관계를 반대투자전
략과 계속투자전략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거래량의 정보효과를 통계적 유의
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의성까지 검증하였다.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주식시
장에서 거래량이 증가한 주식들은 반전효과가 나타났고 거래량이 감소한 주식들
은 상대적으로 수익률 지속현상을 나타냈다.
이정도,안영규(2002)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주식수익률 형태를 이용한 투
자전략의 수익성과 그 원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분석결과,개별기업에 대한 결
과를 보면,주식수익률 반전 현상을 이용한 투자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발표하
였다.그리고 그 투자전략의 수익성 원천은 체계적 위험,기업규모,장부가치대
시가비율(BE/ME),개별기업요인,개별산업 요인 중 기업규모와 개별기업요인이
보다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정정현,김동희(2002)는 과거의 수익률에 근거하여 반대투자전략과 계속투자전
략의 성과를 분석하였는데,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계속투자전략은 1주일 이상 6
개월 정도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기간에 대하여 양(+)의 투자성과를 보이고,반



대투자전략은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의 기간에 대하여 유의적인 투자성과가 나
타나고 있지만,상승국면에서는 양의 투자성과가 나타나고 하락국면에서는 음(-)
의 투자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장영광,최종범,김종택(2003)은 한국주식시장에서 패자주식을 매입하고 승자
주식을 매도하는 반대투자전략의 유효성과를 분석하였다.그들은 1981년부터
2001년까지의 한국 주식시장의 금융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통제하고 비금융
기업표본을 대상으로 가치비율 및 기업규모를 통제한 후 반대투자전략의 투자성
과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 가치비율 및 기업규모의 통제 전보다 통제 후에 투자
성과의 크기와 통계적인 유의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경우와 다르게 장․단기 모두 주가의 반전효과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특
히,보유기간 9개월에 반전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안영규,이정도(2004)는 한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식수익률 형태를
이용한 투자전략에 거래량 정보를 추가시킨 투자성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그들
의 분석결과,한국주식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수익률 반전현상이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주식수익률 반전현상은 거래량이 많았던 기업일수록
더 크고 오랫동안 지속되며,36개월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식수익률과 거래량을 결합한 반대투자전략의 장기성과를 통해서도 주
식수익률과 거래량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경제적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
편 투자전략의 성과는 체계적 위험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기업규모나 장부가치/
시장가치비율을 통제하여도 반대투자전략의 성과는 여전히 발생하였다.
이한재,김경욱(2004)은 한국주식시장에서 과거의 거래량을 이용하여 계속투자
전략과 반대투자전략의 투자성과를 검증하였다.분석결과,계속투자전략의 투자
성과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9월과 12월에서 주가의 반전효과를 발견하였다.그
리고 과거의 거래량에 의하여 주가의 반전효과에 대한 크기와 지속성을 발견하
였다.그리고 과거 거래량을 이용한 계속투자전략이 단순한 계속투자전략보다 높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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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의 관계에 대하여 검증하였다.Banz의 결과에 의하면,기업규모가 큰 포트폴
리오들과 작은 포트폴리오들의 위험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기업규모가 작은 포
트폴리오가 기업규모가 큰 포트폴리오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Berk(1995)는 기업규모가 측정되지 못한 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용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Shumway(1997)도 NYSE와 AMEX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
지기업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규모효과가 존재함을 보였다.
반면,Reinganuam(1990)은 소규모 NYSE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소규모
NASDAQ 포트폴리오 수익률보다 약 6% 정도 높다고 보고하고,생존편의의 문
제를 제기하였다.Laughran(1993)은 이러한 수익률 차이가 신규상장기업의 저성
과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한편,Dichev(1998)는 NASDAQ기업을 대
상으로 규모효과가 없음을 보였고,ShumwayandWarther(1998)는 상장폐지기
업을 포함하여 NASDAQ시장을 분석한 결과 규모효과가 사라짐을 발견하였다.
LoandMacKinlay(1998)는 기업규모가 작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그 이전
의 기업규모가 큰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반면,기
업규모가 큰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그 이전의 기업규모가 작은 포트폴리오 수익
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그 후 Boudoukh et
al(1994)을 위시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기업규모를 이용하여 주식수익률의
비대칭적 선도/지연효과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최운열,김우종(1986)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PER효과와 기업규모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고 또한 이들 두 효과가 상호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
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실증 분석한 결과 낮은 PER와 작은 기업규모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초과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PER와 기업규
모에 따라 구성된 포트폴리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기업규모와 PER효과가 존재함을 밝혔다.
권혁진(1991)은 PER효과와 기업규모효과의 존재여부와 우월성 검증을 함께
분석하였다.또한 1월과 나머지 달의 평균초과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수익률의
계절성이 있는지 검증하였는데,실증분석결과 체계적 위험만으로는 위험자산의
수익률을 설명할 수 없으며,PER는 위험자산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기업규모효과는 나타나며 1월 효과도 나타남을 주장
하였다.

3.장부가치대 시장가치비율(BookEquity/MarketEquityRatio:이하
BE/ME라 칭함)을 이용한 투자전략

BE/ME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Stattman(1980), Rosenberg, Reid and
Lanstein(1985)등이 있는데,이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BE/ME와 주식수익률
간에 정(+)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CHan,Hamaoand Lakonishok
(1991)은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BE/ME가 주식수익률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FamaandFrench(1998)은 미국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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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및 베타를 모두 고려하여 이들
변수와 주식수익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주식수익률의 횡단면분석에서는
1963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 동안 베타와 주식수익률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회귀계수 또한 부(-)의 값을 가진다고 하였다.상대적으로 단
기간인 1963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 동안만 베타는 정(+)의 값을 가졌으나 역
시 유의하지는 않았다.이에 반해,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규모와
BE/ME는 베타가 설명하지 못하는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차이를 설명하는 유용



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LoandMackinley(1990),Black(1993),ConradandKaul(1993)등은
기업규모와 BE/ME효과는 단순한 자료추출편의에 기인한 현상일 뿐 주식수익률
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였다.
FamaandFrench(1996)은 기업규모와 BE/ME 요인을 포함하는 3요인 모형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식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3요인 모형의 유용성
을 주장하였다.그러나 DanielandTitman(1997)은 요인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미
국시장에서 실증분석한 결과 FamaandFrench의 3요인 모형이 성립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였다.
기업규모와 BE/ME의 설명력에 대한 국내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규영,김영빈(1998)은 1980년부터 1997년까지 계속 상장된 기업을 이용한 분
석에서 기업규모는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되며,BE/ME가 높은
포트폴리오가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감형규(1997)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신규 상장되거나 상장 폐지된 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BE/ME,현금흐름/주가(C/P)비율 등이 주식수익률
의 횡단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이며,기업규모는 주식수익률에 대
한 설명력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송영출,이진근(1997)은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 연구

에서,기업규모는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되지만 BE/ME는 추가
적인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개별주식수익률들은 단기간의 운용에서 역전(reverse)현상을 나타낸다.Lehmann
(1990)과 Jegadeesh(1990)은 전주(priorweek)또는 이전 월에서 가장 수익률이 낮
은 주식들이 이전 기간에 대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주식들의 성과를 웃도는 것을
발견했다.이러한 현상에 대해서,주별 수익률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기업 주식
들의 내재가치(fundamental)에 의한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미시경제적 문제 또는 과민반응(overreaction)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선행
연구들은 몇 주의 기간에 대하여 변동이 심한 주별 수익률들을 가진 주식들의 성



과를 검증했는데,모멘텀 효과가 가격 변동이 심하게 발생한 후의 몇몇 주간에 발
생하고 연중의 남은기간에 대해 일관성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므로,본 연
구에서는 모멘텀 현상이 1주일 수익률에서 나타나는지 여부와 지속성에 대해서 그
리고 반전현상이 나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 3장 표본기업과 연구방법

제1절 표본기업

본 연구에서는 1996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상으로 하되 자본이 잠식된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
였다.

⑴ 한국증권연구원 주식수익률 DB에서 주별수익률을 구하였다.
⑵ 한국상장사협의회의 DB에서 장부가치와 시장가치에 대한 정보를 구하였다.
장부가치가 음(-)의 값을 가지는 자본잠식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시킨다.

제2절 연구방법

1.일주일 수익률에 기초한 투자전략

일주일 수익률 투자전략은 1996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하
여 매주 기업들을 주별 주식수익률에 기초하여 정렬하고 성과가 좋은 기업의 주식
들을 매입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주식들을 매도하는 전략이다.이전 선행연구들과
차이는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과거 일정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일주일 수익률 투자전략은 구성 일의 주식수익률 즉,현재의 자료를 이용하
여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고자 한다.

일주일 수익률에 기초하여 정렬 한 후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분류된
포트폴리오를 기초로 성과가 좋은 기업들의 주식(P10)을 매입하고 성과가 좋지 않
은 기업들의 주식(P1)을 매도하는 계속투자전략이 양(+)의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증한다.1주일,2주일,3주일,4-52주일 그리고 1-52주일 간의
보유수익률을 계산하여 투자성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일주일 수익률에 기초한 전략의 성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일로부
터 과거의 베타를 이용하는 CAPM 검증을 시도하였다.
CAPM은 1996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식 (4-1)를 이용
하여 사후적 베타를 추정하였고,추정된 베타를 정렬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 수익
률을 계산하였다.

   (4-1)

여기서  = t주에서의 자산 j의 주별수익률
 = 상수
 = 자산 j의 베타

 = t주에서의 시장포트폴리오의 주별수익률
 = 오차 항

포트폴리오 구성 일인 t주의 자료를 기초로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 비율로 구분
한 Fama-French(1996)의 3요인 모형을 식 (5)와 식(6)을 응용한 식(5-1)과 식(6-1)
을 이용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Fama-French는 기업규모와 장부가/
시가 비율의 위험프리미엄을 통제한 후 수익률을 정렬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이를 위해 먼저 식 (5-1)을 따라서 기업규모를 측정한다.다음은 장부
가/시가 비율을 식 (6-1)에 의하여 계산하였다.그리고 나서 <표 1>를 응용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2개의 집단 그리고 장부가/시가 비율을 각각 5개의 집단으로 나누
어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5)

5)기업규모에 따라 3개의 집단,장부가/시가비율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럴 경우 포트폴리오 표본수가 하락하게 되어 불편추정량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기업
규모를 따라 2개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장부가/시가비율을 따라 5개의 포트폴리로 구성하였다.



기업규모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 × (5-1)

여기서 :t주 기업 i의 보통주 시장가치

:t주 기업 i의 보통주 발행주식수
:t주 기업 i의 주가

다음은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을 식 (6-1)와 같이 계산한다.

/ = = (6-1)

여기서 / :T주 기업 i의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
:T주 기업 i의 장부상 자기자본 총계(우선주 제외)
:T주 기업 i의 보통주 시장가치
:T주 기업 i의 보통주 발행주식수
:T주 기업 i의 주가(신주 주가는 구주 주가로 계산)

매주 말에 기업규모로 정렬한 다음,낮은 순으로 2개의 포트폴리오(S,B)를 구성
한다.다음에 이들의 각 포트폴리오별로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로 정렬하여 다시 5
개의 포트폴리오(L1,L2,M1,H1,H2)를 구성한다.여기서 SL1은 작은 기업규모
의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중 낮은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의 기업들로 구성
된 포트폴리오이다.그리고 BH2는 큰 기업규모의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중
높은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의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방법에 따라 매주말에 분류된 포트폴리오들을 1주간,2주간,3주
간,4-52주간 그리고 1-52주간 보유한 경우에 주별 보유수익률을 동일 가중평균하여 계
산하였다.

t주에 일주일 수익률을 이용하여 기업을 정렬한 후,현재의 자료와 과거의 베타 그리
고 현재의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비율을 이용한 일주일 수익률 투자전략의 성과를 검
증하였다.
위의 3가지 투자전략은 포트폴리오 구성일의 성과가 좋은 기업들과 성과가 좋지 않
은 기업들 즉 포트폴리오가 극과 극으로 나뉘어져 그 성과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현실적인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과가 좋은 것도 선
호하지만,이러한 것보다 장래에 더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식수익률의 변동이 큰 것외에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포트폴리오들의 성과
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2.일주일 수익률을 이용한 포트폴리오별 성과분석

일주일 수익률을 이용한 투자성과 분석과 같이 일주일 수익률을 이용하여 정렬한 후
주식수익률의 성과가 크게 차이나는(P10-P1)경우와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 나는 경우
의 성과를 비교분석한다.(P9-P2,P8-P3,P7-P4,P6-P5)

3.26주간의 정보를 통제한 후의 일주일 수익률 투자전략의 성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26주간의 주식수익률을 기초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그리고 미래 52주간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였다.또한 포트폴
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1에서 26주간의 주식수익률을 기초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
성하고 이후 27주에서 52주,26주간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였다.이러한 분석을 실시하
는 이유는 개별주식수익률들은 단기간의 운용에서 역전현상을 나타낸다.



Lehmann(1990)과 Jegadeesh(1990)은 전주(priorweek)또는 이전 월에서 가장 수
익률이 낮은 주식들이 이전 기간에 대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주식들의 성과를 웃
도는 것을 발견했다.이들의 연구들은 몇 주의 기간에 대하여 변동이 심한 주별 수
익률들을 가진 주식들의 성과를 검증했는데,모멘텀 효과가 가격 변동이 심하게 발
생한 후의 몇몇 주간에 발생하고 연중의 남은기간에 대해 일관성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본 연구는 이들의 주장처럼 한국주식시장에서도 심한 주별변동
후에 안정기를 갖는 일관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Fama-MacBeth의 방법론을 이용한 횡단면 회귀분석

앞서의 26주간의 정보를 통제한 후의 일주일 수익률 투자전략의 성과분석은 6개월
간의 주별 주식수익률 정보가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았다.시장에 영
향을 주는 변수로 장부가/시가비율,기업규모를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주별수익률 정보
가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사료된다.FamaandMacBeth(1973)의 횡단면 회귀분석의 방법
을 응용하여 매주말에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식 (17)을 이용하여 장부가/시가비율과 기업규모를 통제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일 이
전 6개월의 정보가 이후 미래 1년간의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17)

여기서,       :t+1에서 t+52주 사이의 평균수익률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t주에서의 평균수익률

       :t-26에서 t-1주 사이의 평균수익률
BE/ME:포트폴리오 구성기간 t주의 장부가/시가비율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t주의 기업규모
 :t주의 추정계수



식 (18)을 통하여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비율을 통제하고 미래 9개월의 주식수익률
에 과거 6개월의 정보와 포트폴리오 구성 직후 3개월의 정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8)

여기서,       :t+14에서 t+52주 사이의 평균수익률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t주에서의 평균수익률

       :t-26에서 t-1주 사이의 평균수익률
       :t+1에서 t+13주 사이의 평균수익률
BE/ME:포트폴리오 구성기간 t주의 장부가/시가비율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t주의 기업규모
 :t주의 추정계수

식(19)를 통하여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비율을 통제하고 미래 6개월의 주식수익률
에 과거 3개월의 정보와 포트폴리오 구성 직후 6개월의 정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9)

여기서,       :t+27에서 t+52주 사이의 평균수익률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t주에서의 평균수익률

       :t+1에서 t+26주 사이의 평균수익률
       :t-13에서 t-1주 사이의 평균수익률
BE/ME:포트폴리오 구성기간 t주의 장부가/시가비율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t주의 기업규모(시장가치)
 :t주의 추정계수

본 연구에서는 식(17),식 (18),그리고 식 (19)에서 추정된 회귀계수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t값,P값을 식 (20)에 의하여 계산한다.

 

 ~   (20)

여기서 T:각추정계수의 총 추정주수
 :각 추정치의 평균
  :각추정치의 표준편차



제 4장 실증분석 결과

제1절 일주일 수익률에 기초한 투자전략의 성과분석 결과

일주일 수익률 투자전략은 1996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하
여 매주 기업들을 주별 주식수익률에 기초하여 정렬하고 성과가 좋은 기업의 주식
들을 매입하고 성과가 좋지 않은 주식들을 매도하는 전략이다.이전 선행연구들과
차이는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과거 일정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일주일 수익률 투자전략은 구성일의 주식수익률,즉 현재의 자료를 이용하
여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고자 한다.

일주일 수익률에 기초하여 정렬 한 후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분류된
포트폴리오를 기초로 성과가 좋은 기업들의 주식(P10)을 매입하고 성과가 좋지 않
은 기업들의 주식(P1)을 매도하는 계속투자전략이 양(+)의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
는 지의 여부를 검증한다.1주일,2주일,3주일,4-52주일 그리고 1-52주일간의 보
유수익률을 계산하여 투자성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일주일 수익률에 기초한 전략의 성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일로부
터 과거의 베타를 이용하는 CAPM 검증을 시도하였다.
CAPM은 1996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식 (4-1)를 이용
하여 사후적 베타를 추정하였고,추정된 베타를 정렬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 수익
률을 계산하였다.
포트폴리오 구성일인 t주의 자료를 기초로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 비율로 구분
한 Fama-French(1996)의 3요인 모형을 식 (5)와 식(6)을 응용한 식(5-1)과 식
(6-1)을 이용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Fama-French는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 비율의 위험프리미엄을 통제한 후 수익률을 정렬하여 10개의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였다.이를 위해 먼저 식 (5-1)을 따라서 기업규모를 측정한다.다음
은 장부가/시가 비율을 식 (6-1)에 의하여 계산하였다.그리고 나서 <표 1>를 응용



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2개의 집단 그리고 장부가/시가 비율을 각각 5개의 집단으
로 나누어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표2>는 1996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매주,일주일 수익률을 기초로 포트폴
리오를 구성한 후에,1주일,2주일,3주일,5-52주일,그리고 1-52주일간의 보유수익
률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2>일주일 수익률에 기초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성과

보유기간
1주일 2주일 3주일 4-52주일 1-52주일
P10-P1 P10-P1 P10-P1 P10-P1 P10-P1

RAW
1.4687a 0.7307a 0.4472a 0.0613b 0.0351
(5.9395) (4.3997) (3.5026) (2.5146) (1.3761)

CAPM
0.1404 0.1530 0.1613c 0.1641a 0.1631a
(0.9258) (1.4053) (1.8023) (8.0259) (7.8928)

Fama-French
0.1100 0.0447 0.0062 -0.1002a -0.1103a
(0.5681) (0.2837) (0.0435) (-3.1261) (-3.3957)

주 1)( )는 t-값
2)a,b,c:1%,5%,그리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먼저 RAW는 단순 일주일 수익률에 기초한 포트폴리오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주일 수익률에 기초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현재의 성과가 좋은 기
업들의 주식(P10)을 매입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일 현재의 성과가 좋지 않았던 기업
들의 주식(P1)을 매도하는 전략을 일주일동안 유지하는 전략의 성과는 평균
1.4687%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있다.그리고 포트폴리
오 구성 이후 2주간 보유하는 전략과 3주간 보유하는 전략,그리고 4-52주간 보유
하는 전략에서는 각각 평균 0.7307%,0.4472% 그리고 0.0613%의 양(+)의 성과를
얻고 있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값을 갖고 있다.그러나 포트폴리오 구성 이후
1-52주간 보유하는 전략에서는 0.0351%의 성과를 얻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지 못하고 있다.흥미로운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이후 1주간 보유하는 전략이 2주
간이나 3주간 보유하는 전략보다 더 높은 성과를 얻고 있고,포트폴리오를 구성시
점 이후 3주간을 넘어서 4주에서 52주간에 대하여 보유 하는 경우에 가장 수익률
이 떨어지고 유의성도 하락하고 있다.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우 단기간에 대해
서는 주식수익률이 모멘텀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1-52주간의 기간에
대한 성과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9개월 정도가 지나면 수익
률이 반전하는 현상을 갖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일관된 결과
를 볼 수 있다.
CAPM은 1991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베타를 추정하고
이 베타를 기초로 기업들을 정렬한 후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과거의 승자
(P10)를 매입하고 과거의 패자(P1)를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한 후 1주일,2주일,3
주일,4-52주일 그리고 1-52주일 동안 보유한 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1주일,2
주일간 보유한 성과는 0.1404%,1.4053%의 양(+)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지 못하고 있다.3주간,4-52주,그리고 1-52주간 보유한 전
략의 성과는 0.1613%,0.1641% 그리고 0.1631%로 최소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있다.베타에 기초한 CAPM전략의 평균 수익률은 유사
한 값을 갖고 있다.그러나 RAW전략과 비교하여 베타에 기초한 일주일 수익률의
성과는 포트폴리오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있어 과거
의 승자를 매입하고 과거의 패자를 매도하는 계속투자전략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Fama-French의 방법론을 따라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전략의 성과는 1주
일과 2주일간 보유한 경우에는 양의 수익률을 얻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3주일 보유한 경우의 수익률은 평균 0.0062%이고 5%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있다.4-52주간 보유한 성과는 -0.1002%로 1%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1-52주간 보유한 성과는 -0.1103%의 1%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ama-French의
방법론을 따른 계속투자전략의 성과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반전하는
반전현상을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3가지 방법론을 실증분석한 결과,일주일 수익률 투자전략이 짧은 1주일의 보유



기간에서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고 2주일,3주일로 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성과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그리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의 성과를 얻고 있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52주일에서 Fama-French전략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성과를 얻어 반전현상을 따름을 볼 수 있다.
<표2>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일 현재의 성과가 좋은 기업들의 주식(P10)을 매입
하고 현재의 성과가 좋지 않은 주식(P1)을 매도하는 전략만을 나타냈다.즉 주식
수익률의 변동이 큰 것만을 검증하였다.<표3>은 주별 수익률에서 모멘텀 현상이
현저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증분
석을 하였다.성과가 좋은 기업들의 포트폴리오(P10)와 성과가 가장 좋지 않은 포
트폴리오(P1)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내용이 <표2>에 제시 되어 있고,그 다음으로
성과가 좋은 포트폴리오(P9)와 역시 성과가 그 다음으로 좋지 않은 포트폴리오
(P2)사이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모멘텀 현상이 발생
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표3>포트폴리오별 계속투자전략 투자성과

보유기간
승자 -패자 1주일 2주일 3주일 4-52주일 1-52주일

P10-P1 1.4687a 0.7307a 0.4472a 0.0613b 0.0351
(5.9395) (4.3997) (3.5026) (2.5146) (1.3761)

P9-P2 1.2460a 0.6372a 0.3774a 0.0294 0.0081
(7.6078) (5.8666) (4.4480) (1.5778) (0.4162)

P8-P3 0.6785a 0.4563a 0.2430a 0.0128 -0.0014
(5.6516) (5.5049) (3.5940) (0.8097) (-0.0845)

P7-P4 0.3731a 0.2059a 0.1648a 0.0095 0.0002
(3.7636) (3.0589) (2.9734) (0.7125) (0.0107)

P6-P5 -0.0528 0.0469 0.0300 -0.0009 -0.0025
(-0.5637) (0.7629) (0.6009) (-0.0617)(-0.1787)

주 1)( )는 t-값
2)a,b,c:1%,5%,그리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3>은 1996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일주일 수익률을 기초로 정렬한 후 10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다.P10-P1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구성일 현재
성과가 좋은 기업들의 주식(P10)을 매입하고 현재의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P1)을 매도하는 전략을 1주일,2주일,3주일,4-52주일 그리고 1-52주일 동안
보유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P9-P2는 주식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주식들의 포트폴리오이다.1주일간 보유한 경우에,P10-P1의 성과는 1.4687%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P9-P2는 1.2460%로 역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볼 수 있다.하위 포트폴리오인 P8-P3과 P7-P4포트폴리오도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최소 P10-P1포트폴리오
나,P9-P2포트폴리오보다 성과가 그 절반정도에 불과하다.2주일 보유하는 경우나
3주일 보유하는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그러나 4-52주일 보유하는 경우
P10-P1포트폴리오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고,1-52주일 보유
하는 경우에는 어떤 포트폴리오에서도 유의한 통계적 값을 갖지 못하고 있다.이러
한 결과를 놓고 볼 때,한국주식시장에서 계속투자전략은 매우 단기간에 적용되고
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하는 이른바 단타 매매
를 실시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제2절 일주일 수익률을 이용한 투자전략에서 모멘텀 기간
통제후의 실증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 수익률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유의한 양의 성
과를 얻는지의 여부와 모멘텀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해 실증 분석한다.
<표4>는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중심으로 26주 전에서 1주전 기간의 수익률을
평균하여 계산하고 이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렬하여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
다.PanelA는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중심으로 26주 전에서 1주 전 사이의 수익률
을 기초로 5개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그 이후 1-52주 즉,1년을 보유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과거의 성과가 낮았던 포트폴리오 Low는 평균 0.3481%의 수익률을



얻고 있고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있다.2번 포트폴리오는
0.4286%의 평균 수익률을 얻고 있고 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
고 있다.과거의 성과가 가장 좋았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High
에서는 0.26021%의 평균 수익률을 얻고 있고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갖고
있다.이는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중심으로 과거 6개월간 즉 26주의 기간을 대상으
로 일주일 수익률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52주 즉,1년간을 보유한다면
최소 0.2602%의 유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표4>의 PanelB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1주에서 26주간의 수익
률을 기초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후 26주간을 보유한 성과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PanelB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1주에서 26주간의 성과가 가장 낮
은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26주간을 보유한 경우 0.8343% 평균 수익률을
얻고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있다.2번 포트폴리오에서도
0.2604%의 평균 수익률을 얻고 있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고 있다.그러나 3,4그리고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High에서는 양의 수익을 얻
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표4>26주간의 통제 후의 주별 변동성이 큰 포트폴리오들의 성과

주 1)( )는 t-값
2)a,b,c:1%,5%,그리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PanelA :      기간에 대해 정렬한 후 1-52주의 보유 성과

Low 2 3 4 High

0.3481a 0.4286a 0.3873a 0.3665a 0.2602a
(6.8409) (9.6832) (9.8086) (10.1223) (7.5244)

PanelB:      기간에 대해 정렬한 후 27-52주의 보유 성과

0.8343a 0.2604c 0.1917 0.2321 0.1961
(5.4435) (1.7626) (1.2183) (1.4204) (1.1818)



<표4>는 포트폴리오 구성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대하여 일주일 수익률을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일정기간동안 보유한 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일 이전 26주간의 자료는 미래 1년간,52주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1에서 26주간의 일주일
수익률을 기초로 27주에서 52주의 기간 동안 보유한 결과 과거의 패자들에서는 유
의한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과거의 성과가 더 높았던 집단으로 갈수록 27
주에서 52주간의 성과가 하락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발견할 수 없었다.이는
이전 선행연구들에서 밝혔던 것과 같이 반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일주일 수익률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중심으로 이전 26
주간의 수익률들이 포트폴리오 구성 이후 52주간의 보유에 대한 성과와 포트폴리
오 구성 일을 중심으로 1에서 26주간의 성과(년 중 상반기)를 기초로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고 27주에서 52주(년 중 하반기)간의 보유 성과를 검증하였다.검증결과
포트폴리오 구성일 이전 26주의 성과가 이후 1년의 성과에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내었고,포트폴리오 구성일 기준으로 1주에서 26주간의 성
과를 기초로 27주에서 52주간의 성과는 과거의 성과가 가장 낮았던 포트폴리오에
서만 유의한 양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일주일 수익률을 이용
하여 매우 짧은 기간 1에서 3주일 동안은 일시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하지만 52주
즉 1년을 놓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전현상이 발생함을 볼 수 있었다.특히 제2절
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과거 26주간의 수익률이 미래 1년간의 수익률에 강한 영
향을 즉 모멘텀 현상이 발생하지만,26주를 중심으로 다음 26주간의 성과에 대해서
는 모멘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모멘텀 현상에 대해서 좀더 기간을 세분화하여 검증하여 일시적 모멘텀 현상인지
아니면 선행연구와 같이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반전현상이 발생하는지를 검증하고
자 한다.



제3절 횡단면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 수익률에 의한 투자전략의 성과가 기업규모와 장부가/시
가비율을 통제한 후에도 발생하는지 여부를 FamaandMcBeth(1973)의 횡단면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이러한 검증을 위해,1996년 1월부터 2004년 12월
을 표본기간으로 3개의 범주로 나누어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기업규모는
개별 기업의 시장가치로 계산하였고,장부가/시가 비율은 장부가치를 시장가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표5>주별 횡단면 회귀분석

미래수익
설명변수(explanatoryVariables)

1 2 3 4 5

PanelA
      

      




-0.0017b -0.0381a -0.1561b -0.0018a

(-2.2421) (-6.2419) (-2.4378)(-11.6815)

PanelB
      

           




-0.0006 -0.0234a 0.2183a -0.0584 -0.0014a

(-1.0085) (-5.2092) (10.8681) (-1.0158)(-10.1353)

PanelC
      

           




0.0000 -0.0907a -0.0148a -0.0996 -0.0017a

(-0.0329) (-7.9957) (-3.5260) (-0.9667) (-8.1078)

주 1)( )는 t-값
2)a,b,c:1%,5%,그리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5>의 PanelA는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t+1주에서 t+52주간의 수익
률에 대하여 기업규모와 장부가/시장가 비율을 통제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날의 평균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구성일 이전 t-26주에서 t-1주의 주식수익률이 영
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Fama-McBeth(1973)회귀분석 결과 나타내고 있
다.장부가/시가 변수의 회귀계수 평균은 -0.1561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고,기업규모 변수의 회귀계수 평균은 -0.0018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다.포트폴리오 구성일의 수
익률 변수 는 회귀계수 평균이 -0.0017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다.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t-26에서 t-1기
간의 수익률 변수     의 회귀계수 평균은 -0.038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다.첫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t-26,t-1]주 수익률이 미래 52주간의 주식수익률에 유의한 음(-)
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t주에서의 수익률 도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 값을
갖고 있다.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장기간에 대하여,t주의 주식수익률이 모멘텀
현상을 갖지 못하고 반전하는 현상을 볼 수 있고,[t-26,t-1]주 주식수익률 자료 역
시 모멘텀 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반전현상이 나타남을 지지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PanelB는 t+14주에서 t+52주의 포트폴리오 보유수익률에 대하여 t주에서의 수
익률,t-26주에서 t-1주 수익률.장부가/시가비율 그리고 기업규모를 독립변수로 투
입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t시점에서의 수익률 변수의 회귀계수 평균값
은 -0.0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t-26주에서 t-1주의 수익률의 회귀계
수 평균값은 -0.0234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다.t+1주에서
t+13주의 수익률의 회귀계수 평균값은 0.2383으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값을 갖고 있고,장부가/시가 비율의 회귀계수 평균값은 -0.05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고 기업규모 변수의 회귀계수 평균값은 -0.0014로 1% 유
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과거 [t-26,t-1],26주간의 수익률은 음(-)의 영향을 미치고
[t+1,t+13]주,12주의 수익률은 정(+)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것,즉 26주 이전의 정보



는 반전현상을 갖게 하고 최근 12주의 정보는 주가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2>의 결과에서 1주,2주,3주에서는 모멘텀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4-52주에서는 모멘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나
타내고 있다.
PanelC는 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t+27,t+52]주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t주의 수익률,[t+1,t+26]주의 수익률,그리고 [t-13,t-1]주의 수익률,장부가/시
가비율과 기업규모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Fama-McBeth(1973)의 방법을 따라서
회귀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의 회귀계수 평균값은 0.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의 회귀계수 평균값은 -0.0907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값을 갖고 있고     의 회귀계수 평균은 -0.0148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있다.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포트폴리오 구성 일
을 기준으로 이후 6개월의 성과에 포트폴리오 구성일 이전 12주의 성과는 음(-)의
영향,그리고 이후 26주의 주식수익률도 음(-)의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주고 있
다.PanelA,PanelB그리고 PanelC의 결과를 종합하면,첫째,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26주이전의 주식수익률 자료는 미래 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
고,둘째,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12주 이후의 자료는 그 이후 미래 39주
의 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셋째,포트폴리오 구성 일을 기준으로 12주
이전의 수익률 자료와 포트폴리오 구성이후 26주간의 수익률 자료는 그 이후 미래
26주의 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포트폴리오 구성일의 주식 수익률 자료는
미래 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던지 아니면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중장기적 기간에서 반전현상이 발생함을 지
지하는 결과이다.
한국주식시장에서 t주에서의 주식수익률 자료는 3주 이내의 짧은 기간에만 모멘
텀 현상을 갖게 하고 곧 그 영향력을 잃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기존의 연구와
일관되게 반전현상이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고 반전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힘은
포트폴리오 구성일 이전의 과거 정보에 기초함을 발견하였다.미래 주식수익률에



대하여 시간적 거리가 짧은 정보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시간적 거리가 길 정보
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러한 정보는 한국주식시장에서 간접
투자상품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이외에도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고려와 다양한 보유
기간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과제로 넘긴다.



제 5장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일주일 수익률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가 존
재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고 추가적으로 CAPM과 Fama-French의 방법론을 이
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이를 위해 일주일 수익률과 장부가/시가비율(B/M),그리
고 기업규모 등의 변수를 이용하였다.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모멘텀 효과와 반전
효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증하였고,모멘텀 효과와 반전효과의 지속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표본기간은 1996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표본을 선택하였다.그리고 금융주와 자본이 잠식된 기업
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한국주식시장에서 일주일 수익률을 기초로 과거의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을
매입하고 과거의 성과가 낮았던 기업들을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때,미래의 보유
성과에서 단기간에서는 일주일 수익률 투자전략의 성과가 유의적인 양(+)의 기대수
익률을 얻을 수 있으나 장기간에 대해서는 유의한 양(+)의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둘째,단기간에서는 주가변동이 심한 포트폴리오나 주가변동이 적은 포트폴리오
나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나 장기간으로 갈수록,그리고 주가변동
성이 작은 포트폴리오 일수록 그 성과가 감소하였다.
셋째,포트폴리오 구성일 이전 26주의 일주일 수익률 정보를 기초로 하여 미래 1
년간 보유한 결과 변동성이 작은 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이나 미래 1년의 평균 보유
수익률에서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그러나 포트폴리오 구성일 t
시점을 기준으로 26주의 정보를 기초로 그 이후 미래 26주의 평균 보유수익률에서
는 주가변동성이 작은 기업들에서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변동성이
큰 기업에서는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발견할 수 없었다.
넷째,Fama-McBeth의 횡단면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장부가/시가 비율,그리고
기업규모를 통제한 후,미래의 평균 보유수익률에 포트폴리오 구성일 이전의 정보
와 이후의 정보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한국주식시장에서 t주에서의



주식수익률 자료는 3주 이내의 짧은 기간에만 모멘텀 현상을 갖게 하고 곧 그 영
향력을 잃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기존의 연구와 일관되게 반전현상이 나타남
을 발견할 수 있었고 반전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힘은 포트폴리오 구성일 이전의
과거 정보에 기초함을 발견하였다.이러한 정보는 한국주식시장에서 간접투자상품
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이
외에도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고려와 다양한 보유 기간에
대한 연구는 미래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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