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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RelationshipBetweenIdiosyncraticvolatility

intheKoreanStockMarket

Lim,Byoung-Ok

Advisor:Prof.Lee,Han-Jae,Ph.D

DepartmentofBusiness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ChosunUniversity

Thisstudyinvestigatestherelationshipbetweenidiosyncraticvolatilityand

expectedreturnsinKoreanstockmarket.Weestimateidiosyncraticvolatility

from Fama and French 3 factor model and Chen,Novy-Marx,and

Zhang(2010)alternative3factormodel.Thenweanalyzedtherelationship

between stock returns and idiosyncratic volatility to compare two factor

models.

Ourresultsarefollows:

First,equal-weightedstockreturnsarenegativelyrelatedtoidiosyncratic

volatility.

Second,aftercontrollingfirm’scharacteristicvariables,suchasfirm size,

Book-to-Marketratio(B/M),negativeidiosyncraticvolatilityeffectexistin

thestockreturns.

Third,wefollow JegadeeshandTitman(1993)’smomentum strategy,we

conductvarioustradingstrategies,theresultshas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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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Sharpe(1964),Lintner(1965)그리고 Mossin(1966)의 연구결과에 의해 제시된

통 인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MarketAssetPricingModel:CAPM)

은 시장포트폴리오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체계 험과 개별기업의 기 수익률

사이에 선형 계에 기 하여 투자안의 자기자본 비용 추정에 한 이론 인 근

거를 제시하 다.그러나 이러한 이론 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기 수익률의

측에서 타당성과 유용성에 하여 공격을 받아 왔다1).한편,투자자들은 투자를

실시할 때,투자안의 선택에 있어서 고유 험(Idiosyncraticrisk)을 부담하고 그

에 한 보상을 받는다고 주장되어 왔다.그러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투자안

으로부터 고유 험에 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CAPM의 가정은 투자

자들이 충분히 많은 수의 종목에 투자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고 분산투자

에 의하여 투자의사결정시 분산투자를 통하여 개별기업의 고유 험을 충분히 분

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GoetzmannandKumar(2007)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6년 동안 60,0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의 분산투

자에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체 투자자의 28%가 단지 1종목에 투자하 고,

약 59% 정도가 3종목 이하로 투자하 고 단지 10%의 투자자만이 10종목 이상

의 주식에 투자한다고 주장하 다.한국주식시장에서도 2007년 기 개인투자자

들의 1인당 평균 주식보유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2.8종목과

2.2종목으로 미국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거의 분산투자 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Campbell,Lettau,MalkielandXu(2001)에 의하면 비체계 험을 충분

히 제거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해서는 최소한 40종목 이상의 주식을 포트

폴리오에 편입시켜야함을 주장하 다.MalkielandXu(2002)는 거래비용,불완

한 정보,기 투자가에 비해 상 으로 제약 인 공매체계,세 ,자본의 제약

그리고 투자자가 수립한 상이한 투자 략 등에 따라 실제 인 주식투자에서의

1)JegaddeshandTitman(1993),FamaandFrench(1993,199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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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투자가 어려운 을 제시하 다.이는 실제 인 주식투자에서 투자자들이

분산투자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2)곧 개별기업의 고유한 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주식수익률의 고유 험이 주식의 가격 측에 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편,Ang,Hodrick,XingandZhang(2006)은 Famaand

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Idiosyncratic

volatility)을 추정하 고 고유변동성이 높은 주식들이 매우 낮은 평균 수익률을

얻게 되는 사실을 발견하 다.특히 고유 변동성을 기 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

를 구성한 후,고유변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사

이의 평균수익률의 차이는 월별로 1%이상 차이가 발생함을 발견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주식시장에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측정하고 이 고유변

동성이 미래의 주식수익률을 설명할수 있는 변수인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목 은 한국주식시장에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측정하고 이 고

유변동성이 미래의 주식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인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므로,Angetal.(2006)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통해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측정하고,이후 고유변동성과 기 수익률

간의 계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와의 일 성을 검증한다.추가 으로 Chen,

Novy-Marx,andZhang(2010)의 안 인 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주식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투자자들의 포트

폴리오 구성을 한 요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제1장의 서론에 이어,제 2장에서는 선

행연구를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한 연구모형과 변수들을 설명한

다.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고 한계 시사 에 하여 제시한다.

2)Levy(1978),MalkielandXu(20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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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 행 연 구

제1절 고유변동성에 관한 연구

1. 내 연

이상빈과 서정훈의 연구(2007)에 의하면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시장변동성

의 구성에 상당한 향력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 다. 한 총변동성을 시장변동

성과 고유변동성으로 분해 한 후,각 변동성이 다음 기의 과수익률을 측하

는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KOSPI시장은 총변동성과 고유변동성이 다음기의

과수익률을 유의 으로 측함을 주장하 고 KOSDAQ 시장에서는 총변동성과

시장변동성 그리고 고유변동성의 모든 변동성 척도가 과수익률을 유의하게

측함을 주장하 다.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별기업들에 해서 총 험을 추정

하고 총 험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추정한 결과 KOSPI시장은 60%,

KOSDAQ시장은 77%임을 발견하 다.

문수 (2008)은 기업 고유변동성에 을 맞추어 과수익률을 측하는 모

형부분과 기 수익률과의 계에 하여 검증하 다.시가총액으로 가 한 기업

고유 변동성이 무 험이자율을 통제하고 주식시장 변동성과 결합하 을 때 과

시장수익률을 측하는 힘이 있음을 주장하 다. 한 Angetal.(2006)의 연구

결과와 같이 한국 거래소 시장에서 기업고유의 변동성이 높은 주식들이 기업고

유의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얻게 됨을 발견하 다.

박일재(2008)은 Angetal.(2006)의 연구에 의하여 월별 주식수익률이 1개월

기업 고유변동성과 음의 상 계를 갖는다는 에 기 하여 개별 기업의 고

유변동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Random walkprocess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1개월 고유변동성은 기댓값에 한 용값으로 사용하기에 부 합하다고 주

장하 다.그래서 그는 ExponentialGARCH 모형을 사용하여 고유 변동성의 기

댓값을 측한 결과 양자 사이에서 Angetal.(2006)의 결과와는 다르게 양의

상 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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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 과 변 태(2011)는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고유변동성을 추정하 고,이를 근거로 포트폴리오를 분류하 다.실증분석 결과

고유변동성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는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한 낮은 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고유변동성과 가치가 평

균수익률 간에는 음(-)의 상 계를 보 지만,Angetal(2006)과는 다르게 통

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결론 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고유변동성은 주식수익률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임을 주장하 다.

 2.  연

Campbelletal.(2001)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장변동성,산업변동성 그리고 고

유변동성을 추정한 결과 시장 변동성,산업변동성의 변화율은 다소 게 나타났

지만 고유변동성은 그 변화율이 매우 크게 나타났음을 발견하 다.Goyaland

Santa-Clara(2003)는 총변동성을 시장변동성과 고유변동성으로 간 분해하는 방

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 다.그들은 총변동성에서 고유변동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5%임을 발견하 다.고유변동성에 기 하여 포트폴리오의 동일가

변동성과 가치가 기 수익률 간에 양의 상 계가 존재함을 주장하 다.그

러나 체계 험의 척도인 가치가 시장변동성은 가치가 과수익률의 측

에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음을 발견하 다.그러나 Bali,Clkici,

YanandZhang(2004)은 GoyalandSanta-Clara(2003)과 동일한 표본과 표본기

간을 사용하여 동일가 고유변동성과 가치가 과수익률 사이의 계는 일치

하지만 표본의 기간을 확장하 을 때, 는 가치가 고유변동성과 가치가

과수익률의 계를 고려하면 변동성에서 유의 인 설명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

장하 다.이 게 상반된 결과에 해,그들은 기업규모가 작은 소형주와 유동성

리미엄에 기인한다고 주장하 다.Cao,SiminandZhao(2007)는 성장옵션의

총변동과 수 이 고유변동성의 증가추세와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존재하고 기

업의 성장옵션을 고려할 경우,고유변동성의 증가추세가 감소함을 발견하 다.

그들은 기업의 성장옵션이 기업의 고유변동성 추세를 설명하는 요인이라 주장하

다.XuandMalkiel(2003)은 융기 의 기업에 한 소유정도와 개별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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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변동성 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 고유변동성과 기업의 기 업이익 간에

양의 상 계를 갖음을 발견하 다.Angetal.(2006)은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기업에 한 고유변동성을 측정하 다.분석결과,고

유변동성이 높은 주식들과 고유변동성이 낮은 주식들 사이에서 고유변동성이 높

은 주식들이 더 낮은 수익률을 가지는 것을 발견하 다. 한 기업규모,장부가/

시가 비율,유동성 그리고 모멘텀 변수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고유변동성이 높

은 주식들이 더 낮은 주식수익률을 갖음에 따라 변동성과 기 수익률 사이에 양

의 상 계를 갖는다는 기존의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이례 상이라고 주장하

다.BrockmanandSchutte(2007)은 EGARCH모형을 사용하여 조건부 고유변

동성을 측정하 고 주식수익률과 동일 기간에 조건부 고유 변동성 사이에 양의

상 계가 존재함을 발견하 다.SpiegelandWang(2006)과 Eiling(2006)은 유

사하게 E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조건부 고유변동성을 측정하 고 미국 주식

시장에서 양의 상 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 다.

제2절 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

1. 내 연

김규 과 김 빈(1998)은 한국주식시장에서 기 수익률의 결정요인으로 베타

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분석 결과 한국주식시장에서 기 수익률의 결정요인으

로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 비율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만,베타는

기 수익률을 설명하지 못함을 제시하며 체계 험의 척도로서 베타의 유용성

에 의문을 제기하 다.김석진과 김지 (2000)은 FamaandFrench(1993)의 3요

인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주식수익률은 기업규모,장부가/시가 비

율과 각각 음의 상 계와 양의 상 계를 갖는다는 것을 주장하 다.김규

과 김 빈의 결과와 일치하게 베타는 기 수익률에 한 설명력이 존재하지 않

음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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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

JegadeeshandTitman(1993)은 과거 수익률이 높았던 주식을 매입하고,과거

수익률이 낮았던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 략을 수립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양

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 다.AngandChen(2003)은 베타의 지속성

이 장부가/시가 비율에 의한 효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하 다.Cooper,Gulen,and

Schill(2007)은 과거의 자산성장률과 비정상 수익률 사이의 강한 음의 상 계

를 발견하 으며,자산성장률 효과가 충분하게 지속되어 비정상수익률을 창출한

다고 주장하 다. 한 그들은 자산성장률 변수가 장부가/시가 비율,기업규모,

모멘텀 등의 설명변수보다 더욱 강력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실증 증거를 발견

하 다.Campbell,Hilscher,andSzilagyi(2008)은 미래의 산 험을 측하기

한 모형을 개발하여 재무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높은 변동성,시장베타,그

리고 SMB그리고 HML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균수익률을 갖는다는 것을 주

장하 다.FamaandFrench(2008)은 모멘텀(momentum),순주식발행(netstock

issue),어크루얼(accural),수익성(profitability)그리고 자산성장률(assetgrowth)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주식수익률 간의 계를 검증하 다.기업규

모와 장부가/시가비율을 통제한 후,모멘텀,순주식발행 그리고 accural등의 변

수가 비정상수익률과 매우 높은 상 계가 있음을 발견하 다.최근 Chen,

Novy-Marx,andZhang(2010)은 q-이론에 바탕을 둔 기업투자의 한계생산성

(themarginalproductivityofafirm'sinvestment)에 기 하여,시장 리미엄,

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ROA요인),기업의 자산 비투자(INV요인)등을 설명변

수로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주식수익률을 횡단면 으로 설명하려 하 다.실증분

석을 실시한 결과,그들은 FamaandFrench(1993)를 뛰어넘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미국 주식시장에서 미래 기 수익률을 잘

측한다고 주장된 Chen,Novy-Marx,andZhang(2010)을 따라서 한국 주식시

장에서도 새로운 요인변수들이 기존의 요인들4)보다 개별기업의 주식수익률을

횡단면 으로 더 잘 설명하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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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 방 법 론

제1절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 측정을 위한 변수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주식시장에서 상장된 기업 융기업과 자본이

잠식된 기업을 제외한 비 융기업3)을 상으로 하여 624개의 표본기업을 선택

하 다.상장폐지기업은 생존편의(survivorshipbias)문제로 표본에 포함시키려

하 지만,상장폐지 시의 주가의 변동이 무 심하여 표본에서 제외하 다.실증

분석을 실시하기 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재무자료와 월별 주식수익률,주

가자료,기업규모,장부가/시가비율 그리고 무 험수익률은 Fn가이드의 DataGuide

3.0을 통하여 추출하 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각 기업의 과수익률과 시장 리미엄

수익률을 계산하기 한 무 험수익률의 용치로 국고채권(1년)의 연 리를 일

별로 환산한 환산수익률을 사용하 다.표본기간은 1995년 6월부터 2010년 5월

까지이고 검증기간은 1995년 7월부터 부터 2010년 6월까지이다.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의 고유 험이 미래시 에서 개별기업의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지 여부

를 검증하고자 한다.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한국 세계 주식시장에서 기 수

익률을 잘설명한다고 검증된 Famaam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채택하여

실증분석하고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을 두어 안 인 3요인 모형을 채택하여

새로운 3요인 모형에 입각한 개별기업의 고유 험이 미래의 주식수익률을 설명

하는지 여부를 한국주식시장에서 검증하여 이를 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

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1. Fama and French(1993)  3  형  용한 고 변동성 검

먼 본 연구에서는 FamaandFrench(1993)의 방법론을 따라 SMB와 HML

3) 업종은 장부가/시가 비율 등 재무비율의 의미가 일반 제조업과 다 기 때문에 표본에

서 제외하 고,회사형 드 등  드도 같은 이유로 제외하 다.



-8-

의 요인을 산출한다.동일 가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하여 시장 과 수익률,

기업규모요인(SMB),장부가/시가 요인(HML)의 회귀분석으로부터 잔차를 구한

후,동일가 고유변동성을 개별기업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ME)와 장부가/시장가비율(B/M)은 FamaandFrench(1993)

와 같이 매년 6월말 기 으로 계산한다.기업규모(ME)의 변수는 매년 6월 말의

식 (1)과 같이 보통주의 시가총액에 한 자연 수 값을 사용하 다.

  ln ×  (1)

여기서 MEit:t년 6월말 기업 i의 기업규모

Nit:t년 6월말 기업 i의 보통주 발행주식수

Pit:t년 6월말 기업 i의 주가

장부가/시장가비율(B/M)에서 장부가는 직 년도의 총자본에서 우선주자본

을 차감한 액을 사용하 으며,시장가는 매년 12월 말의 보통주 시가총액을

사용하 다.기업규모와 장부가/시장가비율에 한 첫 번째 월 1995년 6월부터

마지막 2010년 6월까지 17년 동안에 개별기업별로 다음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


(2)

여기서  :t년 6월말 기업 i의 장부가/시장가비율

 :t년 6월말 직 년도 결산일 기업 i의 장부상 자기자본 총계

(우선주 제외)

 :t년 6월말의 직 년도 12월말 기업 i의 자기자본 시장가치

Nit:t년 6월말의 직 년도 12월말 기업 i의 보통주 발행주식수

Pit:t년 6월말의 직 년도 12월말 기업 i의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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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FamaandFrench(1993)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기업규모와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의 험 리미엄을 계산하기 하여,다음과 같은 6개의

동일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즉,매월 말에 기업규모의 앙값을 기 으로

1차 분류하여 상 50%,하 50%의 2개 포트폴리오(S,B)를 구성하고,장부가

치-시장가치비율을 기 으로 상 30%, 간 40% 그리고 하 30%의 3개 포

트폴리오(L,M,H)를 구성한다.여기서,SL는 낮은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을 가

진 작은 기업규모의 포트폴리오를,BH는 높은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을 가진

큰 기업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각각 의미한다.

SL
(기업규모가 작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낮은

포트폴리오)

SM

SH
(기업규모가 작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높은

포트폴리오)

BL
(기업규모가 크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낮은

포트폴리오)

BM

BH
(기업규모가 크고

장부가/시가비율이 높은

포트폴리오)

기업규모에 한 험 리미엄 SMB는 동일가 포트폴리오 수익률인 SL,

SM,SH의 평균수익률에서 BL,BM,BH의 평균수익률을 차감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SMBt=
1
3∑

3

i=1
RSit-

1
3∑

3

i=1
RBit

(3)

여기서 SMBt:t월의 규모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RSit
:SL,SM,SH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RBit
:BL,BM,BH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장부가치/시가 비율에 한 험 리미엄 HML은 가치가 포트폴리오 수익

률인 SH,BH의 평균수익률에서 SL,BL의 평균수익률을 차감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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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Lt=
1
2∑

2

i=1
RHit-

1
2∑

2

i=1
RLit

(4)

여기서 HMLt:t월의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R Hit
:SH,BH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RLit
:SL,SH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이와 같이 계산된 SMB와 HML은 식 (5)의 시계열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한 각종 설명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포트

폴리오의 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시장포트폴리오의 과수익률,규모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그리고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기 제로-투

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시계열 회귀분석을 각 포트폴리

오별로 실시한다.이때 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서로 다르지만,독립변수들

에서 SMB와 HML은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동일한 시계열 수익률이 이용된다.

   (5)

여기서  :기업 i의 t월의 d일의 주식수익률

 :기업 i의 t월의 d일의 무 험증권의 수익률

 :시장포트폴리오의 t월의 d일의 수익률

 :t월의 규모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t월의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a,b,s,h:추정계수

 :기업 i의 t월의 d일의 잔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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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식수익률의 고유변동성을 추정하기 해 Angetal.(2006)의

방법을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일가 고유변동성을 측정하 다.

 




  (6)

여기에서, :기업 i의 t월의 동일가 고유변동성

 :기업 i의 t월의 d일의 잔차항

 :t월의 개별기업의 거래일수

매월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식(5)의 방법을 따라 회

귀분석을 실시한 후,고유변동성을 측정한다.식(6)을 이용하여 개별기업별로 고

유변동성을 추정한다.그리고 매월마다 고유변동성을 기 으로 정렬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로 구분하고 기 수익률과의 계를 검증한다.

다시 말해서,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구하는 과

정은 다음과 같다.먼 개별기업 i에 하여 t월,d일의 거래일 즉 n=1…d동안

식(5)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회귀분석에 의한 잔차(residual)를 이용

하여 잔차의 분산을 계산하고 결과 으로 표 편차를 계산한 후,이를 개별기업

i에 한 t월의 고유변동성으로 놓고 표본에 포함된 모든 기업에 하여 이러한

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한다.이러한 과정을 199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매월

반복하여 180회를 실시한다.이 게 구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본 연구의

핵심 변수로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미래 주식수익률과 상 계가 있는

지 그리고설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많은 연구에서 FamaandFrench(1993)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본 연구에서도 FamaandFrench(1993)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고유변동성을

계산한다.한편 Chen,Novy-Marx,andZhang(2010)등이 주장한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에서 미래 주식수익률에 한 설명력이 FamaandFrench(1993)의 3

요인 모형보다 높다고 주장한 안 인 3요인 모형이 한국주식시장에서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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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률을 설명하는지를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측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가

기업규모와 가치요인들을 이용하여 구성한 방법과 유사하게 투자요인 즉,자산

비 투자(investment-to-asset)비율과 ROA에 기반을 둔 ROA요인을 구성한다.

  2. Chen, Novy-Marx, and Zhang(2010)  대안적 3  형  

용한 고 변동성 검

Chenetal.(2010)은 주가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한 노력으로 기

업의 생산부문에 을 맞추었다.그들은 주가의 기 수익률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음(-)의 계를 갖는다는 것을 주장하 고,기업

의 ROA(return-on-asset)에 비례함을 주장하 다. 즉,FamaandFrench(1993)

모형에서의 기업규모요인(SMB)과 장부가/시가요인(HML)과 유사하게 투자요인

(INV),수익성요인(ROA)의 변수를 제안하 고,기존 CAPM의 시장 리미엄 요

인을 첨가하여 안 인 3요인 모형을 제안하 다.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하여 미국 주식시장에서 FamaandFrench(1993)모형이

설명하지 못한 모멘텀 상(momentum effect)을 비롯하여 재무 곤경(financial

distress), 상치 못한 업이익(earningssurprise)등에서 Fama-French모형

보다 더 잘 설명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 다.본 연구에서는 Chenet

al.(2010)의 방법을 따라 시계열 회귀분석 모형을 구성하고,이 모형에 기 하여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투자와 성장기회는 한 상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장부가/시가 비율

이 높은 성장기업은 장부가/시가 비율이 낮은 가치기업보다 더욱 더 많이 투자

를 하지만 일반 으로 주식수익률은 가치주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투

자와 기 수익률은 음의 상 계를 갖고 있다.그러므로 투자요인은 기 수익

률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먼 ,투자요인은 자산 비 투자비율(investment-to-assets(I/A))에 기 하여

측정하는데,이는 연간 유형자산(property,plant,and equipment)의 증감액에

재고자산(inventories)의 증감액을 더하고 자산의 년도 장부가치로 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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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7)

여기서  :t년 6월말 기업 i의 자산 비 투자비율

∆ :t년 6월말 기업 i의 유형자산의 증감액

∆ :t년 6월말 기업 i의 재고자산의 증감액

 :t-1년 6월말 직 년도 결산일 기업 i의 장부상 자기자본총계

(우선주 제외)

에서 언 한 것처럼,투자요인(INV)은 기업규모와 자산 비 투자(I/A)에 기

하는데,t년의 유형자산의 증감액을 계산하기 하여 t-1년과 t년의 연간 유형

자산을 Fn-Guide의 Datd-Guide3.0으로부터 추출하고 t-1년과 t년 사이의 연간

증감액을 계산한다.그리고 t년의 연간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계산하기 해 동

일하게 t-1년과 t년의 연간 재고자산을 추출하고 t-1년과 t년 사이의 연간 증감

액을 계산한다.그리고 유형자산의 증감액과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후 t-1

년의 자기자본총계로 나 어 자산 비투자비율을 측정한다.이 게 계산한 개별

기업의 자산 비 투자비율을 t년의 6월부터 투자요인을 측정하기 한 독립변수

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FamaandFrench(1993)와 유사하게 Chen,Novy-Marx,and

Zhang(2010)은 투자요인과 수익성요인의 험 리미엄을 계산하기 하여,다음

과 같은 6개의 동일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즉,매월 말에 기업규모의 앙

값을 기 으로 1차 분류하여 상 50%,하 50%의 2개 포트폴리오(S,B)를 구

성하고,투자요인을 기 으로 상 30%, 간 40% 그리고 하 30%의 3개 포

트폴리오(L,M,H)를 구성한다.여기서,SIL는 낮은 자산 비 투자비율을 가진

작은 기업규모의 포트폴리오를,BIH는 높은 자산 비 투자비율을 가진 큰 기업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각각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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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
(기업규모가 작고 자산 비

투자비율이 낮은 포트폴리오)

SIM
SIH

(기업규모가 작고 자산 비

투자비율이 높은 포트폴리오)

BIL
(기업규모가 크고 자산 비

투자비율이 낮은 포트폴리오)

BIM
BIH

(기업규모가 크고 자산 비

투자비율이 높은 포트폴리오)

이 게 2개의 기업규모 집단들과 3개의 자산 비 투자비율 집단들의 교차로부

터 6개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t년도 7월부터 t+1년 6월까지 6개의 포트폴리

오들에 하여 월별 동일가 수익률이 계산되었고,t+1년도의 6월에 포트폴리오

들은 다시 형성된다.자산 비 투자비율과 련하여 수익률에서 공동변동

(commonvariation)을 나타내도록 하기 해 두 개의 낮은 자산 비 투자비율을

가진 포트폴리오들에 한 단순 평균수익률과 2개의 높은 자산 비 투자비율을

가진 포트폴리오들에 한 2개의 단순 평균수익률 사이의 차이(low-minus-high)로

매월 투자요인을 식(8)과 같이 계산한다.

  


  



 


 



 (8)

여기서  :t월의 투자 비 자산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SIL,BIL의 포트폴리오의 단순 평균 수익률

 :SIH,BIH의 포트폴리오의 단순 평균 수익률

한편,투자는 주어진 기 흐름을 기 로 하여 수익률을 측한 후 이루

어지는데,자본비용이 높게 측되면 새로운 투자 안의 순 가는 낮게 나타날

것이고 결국 투자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한 자본비용이 낮게 측되면 새로

운 투자 안의 순 가는 높게 나타나게 되어,곧 투자를 증 시킬 것이다.기

총자산순이익률(ROA)가 높게 나타나지만 투자가 낮다는 것은,투자 안의 할

인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총자산순이익률(ROA)는 수익률의 측에

설명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즉,할인율이 높고 기 된 총자산순이익률

(ROA)가 높다고 가정하면,이 두 변수 사이에는 음의 상 계가 존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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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투자 안의 순 가가 낮게 되는 것을 래하고 곧 낮은 투자를 유발하게

된다.

 

Pr
(9)

여기서  :t년 6월말 기업 i의 총자산순이익률

Pr :t년 6월말 기업 i의 계속사업이익

 :t-1년 6월말 기업 i의 총자본

FamaandFrench(2006)는 재의 수익성이 미래 수익성의 가장 강력한 측

치임을 보 고,거기에 기 수익성의 설명에서 더 회귀변수를 추가하는 것은 미

래 주식수익률에 한 수익성의 설명력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 다.따라서 수

익성에 한 용치로 ROA를 본 연구의 설명변수로 채택한다.

앞서 투자요인(INV)을 측정하는 경우와 유사하게,수익성요인의 험 리미엄

을 계산하기 하여,다음과 같은 6개의 동일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즉,

매월 말에 기업규모의 앙값을 기 으로 1차 분류하여 상 50%,하 50%의

2개 포트폴리오(S,B)를 구성하고,투자요인을 기 으로 상 30%, 간 40%

그리고 하 30%의 3개 포트폴리오(L,M,H)를 구성한다.여기서,SRL은 낮은

수익성을 가진 작은 기업규모의 포트폴리오를,BRH는 높은 수익성을 가진 큰

기업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각각 의미한다.

SRL

(기업규모가 작고 수익성

요인이 낮은 포트폴리오)

SRM

SRH

(기업규모가 작고 수익성

요인이 높은 포트폴리오)

BRL

(기업규모가 크고 수익성

요인이 낮은 포트폴리오)

BRM

BRH

(기업규모가 크고 수익성

요인이 높은 포트폴리오)

ROA는 t년도의 계속사업이익을 t-1년도의 총자산으로 나 어 계산하 다.2

개의 기업규모 집단들과 3개의 수익성 요인 집단들의 교차로부터 6개의 포트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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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를 형성하고,t년도 7월부터 t+1년 6월까지 6개의 포트폴리오들에 하여 월

별 동일가 수익률이 계산되었고,t+1년도의 6월에 포트폴리오들은 다시 형성된

다.기업의 ROA와 련된 수익률에서 공동변동(commonvariation)을 모사하도

록 하기 해,ROA 요인은 두 개의 높은 ROA 포트폴리오에 한 단순평균수

익률과 두 개의 낮은 ROA 포트폴리오에 한 단순평균수익률 사이의 매월의

차이(high-minus-low)이다.

수익성에 한 험 리미엄 ROA는 동일가 포트폴리오 수익률인 RSH,

RBH의 평균수익률에서 RSL,RBL의 평균수익률을 차감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10)

여기서  :t월의 수익성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R Hit
:RSH,RBH의 포트폴리오의 단순 평균 수익률

RLit
:RSL,RSH의 포트폴리오의 단순 평균 수익률

이와 같이 계산된 INV와 ROA는 식 (11)의 시계열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한 각종 설명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포트

폴리오의 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시장포트폴리오의 과수익률,투자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그리고 수익성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시계열 회귀분석을 각 포트폴리오별로 실시한다.

   (11)

여기서  :기업 i의 t월의 d일의 주식수익률

 :기업 i의 t월의 d일의 무 험증권의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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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포트폴리오의 t월의 d일의 수익률

 :t월의 자산 비 투자비율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t월의 총자본수익률 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추정계수

 :기업 i의 t월의 d일의 잔차항

본 연구에서는 주식수익률의 고유변동성을 추정하기 해 앞에서 언 한 Ang

etal.(2006)의 방법을 따라 식(6)과 같이 동일가 고유변동성을 측정하 다.

 




  (6)

여기에서, :기업 i의 t월의 동일가 고유변동성

 :기업 i의 t월의 d일의 잔차항

 :t월의 개별기업의 거래일수

매월 Chen,Novy-Marx,andZhang(2010)의 안 인 3요인 모형을 이용한

식(11)의 방법을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고유변동성을 측정한다.식(6)을 이

용하여 개별기업별로 고유변동성을 추정한다.그리고 매월마다 고유변동성을 기

으로 정렬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로 구분하고 기 수익률과의 계를 검증한다.

다시 말해서,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구하는 과

정은 다음과 같다.먼 개별기업 i에 하여 t월,d일의 거래일 즉 n=1…d동안

식(5)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회귀분석에 의한 잔차(residual)를 이용

하여 잔차의 분산을 계산하고 결과 으로 표 편차를 계산한 후,이를 개별기업

i에 한 t월의 고유변동성으로 놓고 표본에 포함된 모든 기업에 하여 이러한

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한다.이러한 과정을 199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매월

반복하여 180회를 실시한다.이 게 구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본 연구의

핵심 변수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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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식(5)와 식(11)에 기 하여,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식(6)을 따라 계산

하고 고유변동성이 기업의 개별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하

고자 한다.

3. 포트폴리  전략

JagadeeshandTitman(1993)은 단기 으로 과거의 주식수익률을 이용하여 포

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성과를 살펴보면,과거에 이익을 경험한 주식들은 계속

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고 과거에 손실을 경험한 주식들은 계속 으로

음의 성과를 창출하여 투자 략의 성과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 고,DeBondt

andThaler(1985)는 장기 으로 계속투자 략의 성과가 반 되는 즉,과거의 이

익을 경험한 주식들은 미래에 손실을 경험하고 과거에 손실을 경험한 주식들은

미래에 이익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

고 찬(1997)은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을 상으로 Jegadeesh-Titman(1993)의 계

속투자 략의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투자 략을 이용하면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수익을 경험할 수 있지만,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음(-)의 수

익률을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하 다.김창수(2000)는 코스닥 시장을 상으로 계속투

자 략과 반 투자 략의 수익성에 하여 살펴본 결과,코스닥 시장에서 계속투자

략을 이용하면 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발견하 다.이러한 주장에 하여,

Danieletal.(1998)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획득한 새로운 정보를 과잉신뢰

(overconfident)하고 이를 기 로 과잉반응(overreation)한다고 가정하 다.이로

인하여 계속투자 략에 한 양의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그리고 주가의 과

잉반응 후에,투자자들이 장기 으로 미래의 상황을 측하여 그들이 잘못된

단을 하 다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장기 으로 주가의 반 상을 래한다는 것

이다.한편,HongandStein(1999)은 투자자들을 정보 찰자(newswatchers)와

계속투자 략 거래자(momentum traders)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정보 찰자

들은 오로지 그들의 주 인 정보에 의지하며,계속투자 략 거래자들은 과거

주가변동의 정보를 우선 으로 의지한다고 하 다.새로운 정보가 정보 찰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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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처음에는 과소반응을 가져오고 이후에 양의 수

익률이 시계열상에서 유지되면 계속투자 략 거래자로 하여 매력 으로 보이

게 하여 과잉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따라서 계속투자 략의 성과가 지속

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 1개월의 개별기업의 고유변

동성과 미래 1개월 동안 보유했을 시의 보유수익률의 성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 Jegadeesh-Titman(1993)의 방법처럼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을 3,6,9그리고 12

개월 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미래 3,6,9그리고 12개월의 보유수익률의 성

과를 비교하여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미치는 향력을 세부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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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 및 기초통계량

1. 자료 및 표본기간

<표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한 기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계산하기 해 일별 수익률과 일별 기업규모,그리고

장부가/시가 비율을 FN-Guide로부터 추출하 고 표본기간은 4120거래일이었고

192개월이다.

< 1> 본에 대한 약 통계량

MKT SMB HML INV ROA ln(size) BE/ME

N 4120 4120 4120 4120 4120 192 192

평균 0.0001 -0.0008 -0.0012 0.0001 0.0001 25.1924 2.2411

표

편차
0.0123 0.0083 0.0277 0.0044 0.0041 0.6753 0.6121

t-값 0.21 -3.6141 -7.1254 4.1214 3.7514

주)***,**,*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기업규모요인은 평균 –0.00082이고 표 편차는 0.008278로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다.장부가/시가 요인은 평균이–0.00123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한 값을 갖고 있다.투자요인은 양의 값을 갖고 있고 수익성요인도 양의 값을

갖고 있다.선행연구와 일 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모는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평균 25.1924표 편차는 0.6753으로 상당

히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장부가/시가 비율은 평균이 2.2411이고 표 편차

는 0.6121로 역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변수를 이용하여 식(5)와 식(9)의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고유변

동성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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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분석 결과

제1절 고유변동성 기준 포트폴리오 분류

본 연구의 목 은 기 수익률의 횡단면상에서 기 수익률을 설명하는 요인을

찾으려는 동기를 갖고 시작되었다. 통 인 CAPM모형의 가정에 의하면 투자

자들은 동질 인 투자기회와 무수히 많은 분산투자 기회를 갖고 있으므로,

한 분산투자를 통하여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비체계 인 험을 감소시키고 체계

인 험만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이를 기 로 기 수익률을 측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주장되어졌다.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처럼,많은 투자자들이 선

택의 문제와 자본의 제약 등의 이유로 충분히 분산투자를 실시하지 못함을 발견

하 다.이는 투자자들이 분산투자를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어져 왔던

비체계 험,기업의 고유 험을 분산 시킬 수 없고 그 험에 그 로 노출

됨을 주장하 다.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개별기업의 고유 험이 미래의 주

식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발견되고 있음을 제시하 다.그러나 일 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한국주식시장에서 기 수익률을 잘 설명한다고 주장되어진 Fama

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과 최근 Chen,Novy-Marx,andZhang(2010)등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보다 기 수익률을

더 잘 설명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한국주식시장에서도 그 효용성을 검증하고 고

유 험의 측정치로 이용하고자 한다.

Angetal.(2006)은 주식수익률의 고유변동성이 기 수익률의 횡단면 상에서

기 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 다.그들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

하면,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과 기 수익률 간에는 음의 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 다.이것은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고유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에 비해 낮은 평균수익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표2>는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한국주식시장에 상장된 624개의 표본기업을

상으로 192월의 표본기간에 해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식(5)와 식(6)그리고

식(11)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분할한 후,포트폴리오별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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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 평균수익률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PanelA는 FamaandFrench(1993)의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측정한 것이고 PanelB는 Chenet.

al.(2010)의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측정한 것이다.PanelA

의 결과를 살펴보면,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인 P1의 평

균수익률은 0.0559이고 수익률의 표 편차는 0.0848이다.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

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인 P10의 평균수익률은 -0.0439이고 수익률의 표 편차는

0.1362이다.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증가할수록 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은 감

소하고 있고 표 편차는 증가하고 있다.특히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 10에서 고유변동성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 1과의 차이분석의 결과

는 음의 값을 갖고 1%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이

러한 결과는 Ang,Hodrick,XingandZhang(2006)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김태 과 변 태(2011)의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PanelB는 Chenet.al.(2010)의 안 3요인 모형에 기 하여 개별기업의 고

유변동성을 계산하고 이를 기 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분할 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PanelB의 결과를 살펴보면,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작은 포트

폴리오인 P1의 평균수익률은 0.0245이고 수익률의 표 편차는 0.0796이다.개별

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인 P10의 평균수익률은 0.0052이고 수

익률의 표 편차는 0.1420이다.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증가할수록 PanelA의

결과와 유사하게 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은 감소하고 있고 표 편차는 증가하

고 있다.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 10에서 고유변동성이 가

장 작은 포트폴리오 1과의 차이분석의 결과는 양의 값을 갖고 통계 으로 10%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PanelA와 PanelB에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은 P1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하여 보면,FamaandFrench(1993)

의 평균수익률과 표 편차가 Chenet.al.(2010)의 평균수익률과 표 편차보다

크다.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 P10을 비교하여보면 Fama

and French의 평균수익률은 음의 값을 갖고 있어 Chen,Novy-Marx,and

Zhang의 평균수익률보다 지만 표 편차는 Chen,Novy-Marx,andZhang보다

게 나타나고 있고 포트폴리오 10과 포트폴리오 1의 차이분석의 유의성도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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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별 개별 업  고 변동성에 초한 포트폴리  성과

PanelA:3요인모형에 기 한

고유변동성

PanelB: 안 3요인모형에

기 한 고유변동성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P1 0.0116 0.0860 0.0101 0.0809

P2 0.0136 0.0937 0.0130 0.0941

P3 0.0140 0.1021 0.0151 0.0987

P4 0.0145 0.1017 0.0139 0.1012

P5 0.0133 0.1053 0.0121 0.1018

P6 0.0163 0.1090 0.0157 0.1115

P7 0.0126 0.1079 0.0141 0.1115

P8 0.0143 0.1124 0.0152 0.1185

P9 0.0105 0.1216 0.0104 0.1214

P10 -0.0018 0.1393 -0.0005 0.1449

P10-P1 -0.0134 0.0993 -0.0106 0.1086

알
-0.0179** -0.0121*

(-2.5499) (-1.9754)

주)199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624개의 표본기업에 해 매월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식

(5)와 같이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에 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잔차를 식(6)의 방법을 이용해 고유변동성을 구하고 역시 유사하게 Chenet.at.(2010)의

안 3요인 모형인 식(11)에 기 하여 회귀분석을 후,얻게된 잔차를 식(6)을 이용해 고유

변동성을 구한 후 이를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으로 이용한다.포트폴리오 P1은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이고 P10은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큰 포트폴

리오를 나타내고 있다.()안은 t-값을 나타내고 있음.***,**,*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고유변동성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 1에서 가장 큰 포트폴리오 10으로 갈수록

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을 감소하지만 FamaandFrench(1993)의 모형의 결과

처럼 격하게 감소하지는 않는다. 한 표 편차는 일 되게 증가하고 있어 포

트폴리오의 구성은 하게 잘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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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의 결과에 의하면 선행연구와 같이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증가할수

록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감소하고 있다.이는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한국주식시장에서 기 수익률을 설명하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다.특히 Chen,

Novy-Marx,andZhang(2010)의 방법을 이용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계산

하려는 시도는 없었으므로 한국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유

익한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따라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이용하여 미래

의 주식수익률을 측하는 설명력은 기존의 3요인모형이나 새로운 안 인 3요

인 모형 모두 통계 인 유의성이 있으나 FamaandFrench(1993)의 요인모형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은 FamaandFrench와 Chen,Novy-Marx,andZhang의 고유변동성에

기 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로 구분한 후,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들의 특

성에 하여 나타내고 있다.<표2>에서 3요인모형과 안 3요인 모형에 기

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기 수익률의 유의한 설명력을 갖고 있으므로 개별

기업들의 특성에 하 살펴보고자 한다.PanelA는 FamaandFrench의 3요인

모형을,PanelB는 Chen,Novy-Marx,andZhang의 안 3요인 모형의 포트

폴리오별 기업특성에 해 나타내고 있다.PanelA에서 P1은 개별기업의 고유

변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이고 P10은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를 나타내고 있다.P1의 평균수익률은 0.0559이고 기업규모 비 은

체 100% 에서 14.3649%,주가는 평균 52,407원,베타는 0.3250,장부가/시가

비율은 0.4107이다.P10의 평균수익률은 -0.0439이고 기업규모 비 은 체

100% 에서 4.0647%,주가는 평균 46,941원,베타는 0.9565,장부가/시가비율은

0.6022이다.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커질수록 기 수익률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기업규모도 감소하고 있어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에 기업

규모가 크게 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한 이와 함께 주가도 하락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베타도 고유변동성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CAPM이론

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험이 높으면 보상도 높아야 한다는 에서 험이 높아

지고 있지만 평균수익률이 감소하고 있어서 이를 설명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사료되어진다.장부가/시가 비율은 P1과 P2는 감소하지만 이후에는 일 되

게 꾸 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PanelB의 결과도 PanelA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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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별 개별 업  고 변동성과 통제변수  계

PanelA :3요인 모형에 기 한 고유변동성

　 기 수익률 기업규모(10̂8,%) 주가(원) 베타 장부가/시가

P1 0.0559 311 14.3649 52,407 0.3250 0.4107

P2 0.0479 308 14.2263 42,007 0.4379 0.3129

P3 0.0392 299 13.8106 42,336 0.5631 0.3631

P4 0.0389 251 11.5935 45,441 0.6807 0.3549

P5 0.0276 231 10.6697 45,588 0.7105 0.3982

P6 0.0207 219 10.1155 42,151 0.7674 0.3901

P7 0.0171 180 8.3141 41,273 0.8326 0.4214

P8 -0.0284 179 8.2679 48,887 0.8580 0.4678

P9 -0.0347 99 4.5727 47,214 0.8841 0.5203

P10 -0.0439 88 4.0647 46,941 0.9565 0.6022

PanelB: 안 3요인 모형에 기 한 고유변동성

P1 0.0245 301 14.4781 51,405 0.3450 0.4078

P2 0.0212 302 14.5262 41,997 0.5367 0.3295

P3 0.0192 298 14.3338 42,776 0.6318 0.3463

P4 0.0185 247 11.8807 45,175 0.6800 0.3489

P5 0.0165 231 11.1111 45,590 0.7057 0.3821

P6 0.0199 220 10.5820 41,541 0.7724 0.3900

P7 0.0183 164 7.8884 42,653 0.8246 0.4196

P8 0.0196 149 7.1669 50,897 0.8581 0.4682

P9 0.0146 97 4.6657 47,619 0.8743 0.5178

P10 0.0052 70 3.3670 47,957 0.9659 0.6014

주)<표3>은 FamaandFrench와 Chen,Novy-Marx,andZhang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측정

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정렬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로 구분한 후,각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기업의 특성에 하여 나타낸 것이다.기 수익률은 고유변동성을 기 로 정렬한

후,10개의 포트폴리오의 동일가 평균수익률을 나타낸 것이다.기업규모는 개별기업의 기

업규모를 고유변동성에 따라 정렬한후 평균을 계산한 것으로 왼쪽은 평균 기업규모이고 오

른쪽은 체 기업규모 각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기업규모의 비 으로 계산한 것이다.

주가는 역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에 기 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로 구분한 후,각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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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오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평균주가이다.베타는 개별기업의 베타를 시장모형에 기 하

여 측정한 후,고유변동성에 기 하여 정렬하여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분할한 후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장부가/시가는 식(2)의 방법을 따라 측정 한 값을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에

기 하여 정렬한 후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P1은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낮은 포

트폴리오이고 P10은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를 나타내고 있다.

제2절 기업의 특성을 통제한 후의 고유변동성과 

       주식수익률의 관계

제2 에서는 Angetal.(2006)의 방법을 따라서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 비율의 기업

특성을 통제한 후,FamaandFrench(1993)과 Cehn,Novy-Marx,Zhang(2010)의 3요인

모형에 기 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기 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

하고자 한다.

 1. 업규  효과  통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기업규모가 주식의 기 수익률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

이 제기되었다. <표4>는 기업규모와 Fama and French(1993)과 Cehn,

Novy-Marx,Zhang(2010)의 3요인 모형에 기 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이

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1개월간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결과의 성과를 나

타낸 것이다.PanelA는 먼 기업규모를 기 으로 개별기업의 자료를 정렬한

후,FamaandFrench의 3요인 모형을 따라 측정한 고유변동성으로 다시 4개의

포트폴리오로 정렬하 다.따라서 기업규모로 4개의 포트폴리오,고유변동성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다.식(12)와 같

이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동일가 Jensen-alpha값을 추출한다.

Rt-RFt=a+b(RMt-RFt)+sSMBt+hHMLt+et (12)

여기서 Rt:t월의 개별기업의 기업규모-고유변동성 포트폴리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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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 평균 주식수익률

RFt:t월의 무 험증권의 수익률

RMt:t월의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SMBt:t월의 규모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HMLt:t월의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기 제로-투자 포트폴리

오의 수익률

a,b,s,h:추정계수

et:잔차항

PanelB는 먼 기업규모를 기 으로 개별기업의 자료를 정렬한 후,Cehn,

Novy-Marx,Zhang(2010)의 3요인 모형을 따라 측정한 고유변동성으로 다시 4

개의 포트폴리오로 정렬하 다.PanelA와 같이 기업규모로 4개의 포트폴리오와

고유변동성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식(12)와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동일가 Jensen-alpha값을 추출한다.

       (13)

여기서 Rt:t월의 개별기업의 기업규모-고유변동성 포트폴리오별

동일가 평균 주식수익률

RFt:t월의 무 험증권의 수익률

RMt:t월의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t월의 투자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t월의 수익성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추정계수

et:잔차항

<표4>에서 포트폴리오 P1은 기업규모가 가장 작은 소규모 집단이고 P4는 기

업규모가 가장 큰 기업들을 나타내고 있다.IVOL1은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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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포트폴리오들이고 IVOL4는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높은 포트

폴리오들이다.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들의 규모효과를 통제하기 하여 Anget

al.(2006)의 방법론을 따라 개별기업들의 기업규모를 따라 정렬한 후에 고유변동

성을 정렬하여 4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기업규모가 비슷한 집단에서 차이

가 나는 집단으로 차이를 두게 되면,기업규모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표4>의 PanelA에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IVOL1에

서 기업규모 포트폴리오별로 알 값과 t-값을 살펴보면,0.0005(0.0704),0.0098(1.3793),

0.0158(2.3256)그리고 0.0146(2.3645)이고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높은 포

트폴리오 IVOL4에서 기업규모 포트폴리오별로 알 값과 t-값을 살펴보면 –

0.0219(-1.9708),0.0032(0.3847),0.0174(1.9989)그리고 0.0315(3.9625)로 기업규모

가 은 포트폴리오 P1과 P2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기업규모가 큰 포트

폴리오 P3와 P4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IVOL4와 IVOL1사이의 차이

분석에 한 알 값과 t-값은 –0.0281(-3.7629),-0.0123(-2.5433),-0.0041(-0.8522)그리

고 0.0112(2.6281)로 기업규모가 은 포트폴리오에서는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

과 기 수익률 사이에는 음의 상 계를 볼 수 있고 기업규모가 큰 포트폴리오

에서는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과 기 수익률 사이에 양의 상 계를 발견하

다.고유변동성을 통제하고 기업규모가 가장 은 포트폴리오와 가장 큰 포트폴

리오 사이의 차이분석에 한 알 값과 t-값은 각각 0.0141(3.2546),0.0214(4.1548),

0.0287(4.1820)그리고 0.0534(5.7583)로 통계 으로 1%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고 있다.이는 선행연구와 같이 기업규모 효과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표4>의 PanelB에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IVOL1에

서 기업규모 포트폴리오별로 알 값과 t-값을 살펴보면,0.0021(0.2947),0.0077(1.1819),

0.0143(2.1548)그리고 0.0101(1.5425)이고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높은 포

트폴리오 IVOL4에서 기업규모 포트폴리오별로 알 값과 t-값을 살펴보면 –

0.0218(-2.0351),0.0082(0.9797),0.0202(2.3356)그리고 0.0284(3.4572)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Chen,Novy-Marx,andZhang의 고유변동성과 기 수익률

사이에는 기업규모가 은 경우에는 음의 계를,기업규모가 큰 경우에는 부

분 양의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VOL4와 IVOL1사이의 차이분석

에 한 알 값은 –0.0296(-3.7821),-0.0052(-1.0598),0.0002(0.0435)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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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6(2.9398)로 기업규모가 은 포트폴리오에서는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과

기 수익률 사이에는 음의 상 계를 볼 수 있고 기업규모가 큰 포트폴리오에

서는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과 기 수익률 사이에 양의 상 계를 발견하 다.

고유변동성을 통제하고 기업규모가 가장 은 포트폴리오와 가장 큰 포트폴리오

사이의 차이분석에 한 알 값과 t-값은 각각 0.0080(1.5709),0.0160(2.6534),

0.0241(3.3777)그리고 0.0502(4.9992)로 고유변동성이 가장 은 경우를 제외하고

는 모두 통계 으로 1%유의수 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고 있다.이는 선행연

구와 같이 기업규모 효과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30-

< 4> 업규  개별 업 고 변동성  통제한 후  포트폴리  성과

　

PanelA: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LOW)

IVOL1
IVOL2 IVOL3

(High)

IVOL4

]IVOL4-

IVOL1

기

업

규

모

Small

P1

0.0005 -0.0020 -0.0058 -0.0219* -0.0281***

(0.0704) (-0.2363) (-0.6450) (-1.9708) (-3.7629)

P2
0.0098 0.0072 0.0077 0.0032 -0.0123***

(1.3793) (0.9409) (0.9429) (0.3847) (-2.5433)

P3
0.0158*** 0.0189*** 0.0161** 0.0174* -0.0041

(2.3256) (2.4690) (2.0057) (1.9989) (-0.8522)

Big

P4

0.0146*** 0.0195*** 0.0229*** 0.0315*** 0.0112***

(2.3645) (2.8732) (3.1069) (3.9625) (2.6281)

P4-P1
0.0141*** 0.0214*** 0.0287*** 0.0534*** 0.0421***

(3.2546) (4.1548) (4.1820) (5.7583) (4.9238)

　

PanelB: 안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LOW)

IVOL1
IVOL2 IVOL3

(High)

IVOL4

]IVOL4-

IVOL1

기

업

규

모

Small

P1

0.0021 0.0005 -0.0050 -0.0218** -0.0296***

(0.2947) (0.0621) (-0.5760) (-2.0351) (-3.7821)

P2
0.0077 0.0068 0.0082 0.0082 -0.0052

(1.1819) (0.9131) (1.0122) (0.9797) (-1.0598)

P3
0.0143** 0.0151** 0.0169** 0.0202** 0.0002

(2.1548) (2.1116) (2.0906) (2.3356) (0.0435)

Big

P4

0.0101 0.0165** 0.0191** 0.0284*** 0.0126***

(1.5425) (2.3791) (2.5857) (3.4572) (2.9398)

P4-P1
0.0080 0.0160*** 0.0241*** 0.0502*** 0.0376***

(1.5709) (2.6534) (3.3777) (4.9992) (3.9228)

주)***,**,*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안은 t-값을 나타내고 있음.



-31-

2. 가/시가 비  통제

<표5>는 기업의 규모효과를 통제한 경우와 같이 장부가/시가 비율을 통제한

후에도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기 수익률을 설명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표4>의 기업규모를 통제한 경우같이 장부가/시가비율과 FamaandFrench(1993)과

Cehn,Novy-Marx,Zhang(2010)의 3요인 모형에 기 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

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1개월간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결과의 성과

를 나타낸 것이다.PanelA는 먼 장부가/시가비율을 기 으로 개별기업의 자

료를 정렬한 후,FamaandFrench의 3요인 모형을 따라 측정한 고유변동성으로

다시 4개의 포트폴리오로 정렬하 다.따라서 장부가/시가 비율로 4개의 포트폴

리오,고유변동성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포트폴리오를 구

성하 다.식(13)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동일가 Jensen-alpha값을 추

출한다.

Rt-RFt=a+b(RMt-RFt)+sSMBt+hHMLt+et (13)

여기서 Rt:t월의 개별기업의 장부가/시가-고유변동성 포트폴리오별

동일가 평균 주식수익률

RFt:t월의 무 험증권의 수익률

RMt:t월의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SMBt:t월의 규모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HMLt:t월의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a,b,s,h:추정계수

et:잔차항

PanelB는 먼 장부가/시가 비율을 기 으로 개별기업의 자료를 정렬한 후,

Cehn,Novy-Marx,Zhang(2010)의 3요인 모형을 따라 측정한 고유변동성으로



-32-

다시 4개의 포트폴리오로 정렬하 다.PanelA와 같이 장부가/시가비율로 4개의

포트폴리오와 고유변동성으로 4개의 포트폴리오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포트폴리

오를 구성하고 식(14)와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동일가 Jensen-alpha값

을 추출한다.

       (14)

여기서 Rt:t월의 개별기업의 장부가/시가-고유변동성 포트폴리오별

동일가 평균 주식수익률

RFt:t월의 무 험증권의 수익률

RMt:t월의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t월의 투자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t월의 수익성기 제로-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추정계수

et:잔차항

<표5>에서 포트폴리오 P1은 기업규모가 가장 작은 소규모 집단이고 P4는 기

업규모가 가장 큰 기업들을 나타내고 있다.<표5>의 PanelA에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IVOL1에서 장부가/시가 포트폴리오별로 알

값과 t-값을 살펴보면,0.0071(1.2607),0.0096(1.4477),0.0140(1.9901)그리고

0.0210(2.4603)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IVOL4에서 장

부가/시가 포트폴리오별로 알 값과 t-값을 살펴보면 0.0012(0.1640),-0.0005(-0.0605),

-0.0011(-0.1224)그리고 0.0019(0.1622)로 고유변동성이 증가할수록 알 값은 감

소함을 볼 수 있다.장부가/시가 포트폴리오 체에서 IVOL4와 IVOL1사이의

차이분석에 한 알 값과 t-값은 –0.0116(-3.0750),-0.0158(-3.4666),-0.0208(-4.2365)

그리고 –0.0248(-3.0769)로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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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시가  개별 업 고 변동성  통제한 후  포트폴리  성과

　

PanelA: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LOW)

IVOL1
IVOL2 IVOL3

(High)

IVOL4

]IVOL4-

IVOL1

장

부

가/

시

가

LOW

P1

0.0071 0.0063 0.0056 0.0012 -0.0116***

(1.2607) (0.9868) (0.8367) (0.1640) (-3.0750)

P2
0.0096 0.0114 0.0085 -0.0005 -0.0158***

(1.4477) (1.5653) (1.0779) (-0.0605) (-3.4666)

P3
0.0140** 0.0147* 0.0136* -0.0011 -0.0208***

(1.9901) (1.9696) (1.6912) (-0.1224) (-4.2365)

High

P4

0.0210** 0.0208** 0.0178** 0.0019 -0.0248***

(2.4603) (2.3308) (1.8953) (0.1622) (-3.0769)

P4-P

1

0.0139*** 0.0145** 0.0122** 0.0007 0.0255***

(2.7146) (2.6014) (1.9749) (0.0767) (5.0524)

　

PanelB: 안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LOW)

IVOL1
IVOL2 IVOL3

(High)

IVOL4

]IVOL4-

IVOL1

장

부

가/

시

가

LOW

P1

0.0077 0.0066 0.0039 0.0020 -0.0113***

(1.3627) (1.0458) (0.5974) (0.2694) (-2.8310)

P2
0.0081 0.0105 0.0106 -0.0004 -0.0143***

(1.2482) (1.4543) (1.3677) (-0.0528) (-3.0308)

P3
0.0133** 0.0155** 0.0142* -0.0017 -0.0207***

(1.9779) (2.0184) (1.6942) (-0.1899) (-4.0717)

High

P4

0.0202** 0.0213** 0.0180* 0.0019 -0.0240***

(2.3707) (2.4334) (1.8927) (0.1594) (-2.8685)

P4-P

1

0.0125** 0.0147*** 0.0142** -0.0001 0.0239***

(2.4800) (2.6842) (2.2609) (-0.0143) (4.6806)

주)***,**,*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안은 t-값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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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의 PanelB에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

IVOL1에서 기업규모 포트폴리오별로 알 값과 t-값을 살펴보면,0.0077(1.3627),

0.0081(1.2482),0.0133(1.9779)그리고 0.0202(2.3707)이고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

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IVOL4에서 기업규모 포트폴리오별로 알 값과 t-값을

살펴보면 0.0020(0.2694),-0.0004(-0.0528),-0.0017(-0.1899)그리고 0.0019(0.1594)로 개

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증가할수록 동일가 평균 alpha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Chen,Novy-Marx,andZhang의 고유변동성과 기 수익률

사이에는 음의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VOL4와 IVOL1사이의 차

이분석에 한 알 값은 –0.0113(-2.8310),-0.0143(-3.0308),-0.0207(-4.0717)

그리고 –0.0240(-2.8685)으로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장부가/시가 비율을 통제하고 Chen,

Novy-Marx,andZhang의 고유변동성은 기 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존

재함을 볼 수 있다.

제3절 모멘텀 거래전략

<표4>와 <표5>의 분석에서는 FamaandFrench(1993)와 Chen,Novy-Marx,

andZhang(2010)의 요인모형을 이용하여 고유변동성을 측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과거 1개월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 비율의 통제

후에도 고유변동성의 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 다.한편 Jagadeesh

andTitman(1993)은 단기 으로 과거의 주식수익률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성과를 살펴보면,과거에 이익을 경험한 주식들은 계속 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고 과거에 손실을 경험한 주식들은 계속 으로 음의 성과를

창출하여 투자 략의 성과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 다.이러한 선행연구에 기

하여 Jegadeesh-Titman(1993)의 방법처럼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을 3,6,9그리고 12

개월 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미래 3,6,9그리고 12개월의 보유수익률의 성

과를 비교하여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미치는 향력을 세부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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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 변동성 추정 후 보 간  차 에 따   형별 포트폴리  성과

포트

폴리오

구성기간

PanelA: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PanelB: 안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개

월

P1 0.0434 0.0922 0.1364 0.1901 0.0412 0.0878 0.1323 0.1885

P2 0.0396 0.0844 0.1362 0.1924 0.0376 0.0786 0.1306 0.1826

P3 0.0466 0.0973 0.1528 0.2089 0.0512 0.1014 0.1569 0.2179

P4 0.0482 0.0997 0.1599 0.2146 0.0469 0.1005 0.1548 0.2005

P5 0.0458 0.1052 0.1564 0.2080 0.0418 0.0958 0.1486 0.2052

P6 0.0523 0.1058 0.1675 0.2254 0.0538 0.1170 0.1763 0.2369

P7 0.0512 0.1102 0.1713 0.2225 0.0492 0.1166 0.1814 0.2305

P8 0.0502 0.1068 0.1695 0.2184 0.0538 0.1081 0.1705 0.2213

P9 0.0424 0.0976 0.1564 0.2088 0.0459 0.0943 0.1533 0.2080

P10 0.0164 0.0575 0.0930 0.1274 0.0150 0.0564 0.0949 0.1255

P10-

P1
-0.0270 -0.0346 -0.0434 -0.0627 -0.0262 -0.0314 -0.0374 -0.0630

알
-0.0351*** -0.0497*** -0.0654*** -0.0908*** -0.0323*** -0.0426** -0.0551** -0.0870***

(-3.3721) (-2.9521) (-3.1375) (-3.8952) (-2.9497) (-2.3634) (-2.4309) (-3.4661)

주)과거 1개월 의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추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3개월,6개월,9개월 그리고 12개월 동안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여 얻은 보유기간 수익률의 성과를 포트폴리오별로 동일가 평균한 것임.알 값은 식(13)과 식(14)의 회귀분석을 통

하여 얻은 Jensen–alpha값임.()안은 t-값을 나타내고 있음.***,**,*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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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은 과거 1개월 의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모형별로 고유변동성을

측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후,포트폴리오 보유기간의 차이에 따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PanelA는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에 기 한 것이

고,PanelB는 Chen,Novy-Marx,andZhang(2010)의 안 3요인 모형에 기

한 것이다.

PanelA에서 첫 번째 열은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은 1개월 이고 포트폴리오

구성후,3개월을 보유하 음을 의미한다.<표2>의 결과와 같이 개별기업의 고유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포트폴리오의 동일가 평균수익률은 감소하고 있고 고유

변동성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 P10과 P1의 차이분석은 평균수익률이 –0.0270으

로 음의 값을 갖고 있고 식(13)에 기 한 알 값과 t-값은 각각 –0.0351(-3.3721)로

음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보유기간을 12개월로 늘리면 포트폴리오 P10과

P1의 차이분석은 평균수익률이 –-0.0627으로 음의 값을 갖고 있고 식(13)에 기

한 알 값과 t-값은 각각 –0.0908(-3.8952)로 역시 음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PanelB의 첫 번째 열은 Chen,Novy-Marx,andZhang(2010)의 안 3요

인 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1개월 의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측정하여 포트폴

리오를 구성한 후,포트폴리오를 3개월간 보유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유변

동성이 증가할수록 동일가 평균수익률은 감소하고 있다.고유변동성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 P10과 P1의 차이분석은 평균수익률이 –0.0262로 음의 값을 갖고

있고 식(14)에 기 한 알 값과 t-값은 각각 –0.0323(-2.94971)로 음의 상 계

를 보여주고 있다.보유기간을 12개월로 늘리면 포트폴리오 P10과 P1의 차이분

석은 평균수익률이 -0.0630으로 음의 값을 갖고 있고 식(14)에 기 한 알 값과

t-값은 각각 –0.0870(-3.4661)로 음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과거 1개월

의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측정하고 이를 기 로 포트폴리오

를 설정하여 보유하는 경우에,1개월 보다는 3개월 보유하는 것이 통계 인 유

의성이 높았고 9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통계 인 유의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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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고 변동성 추정 후 포트폴리  성 간  차 에 따  형별 포트폴리  성과

포트폴리오

구성기간

PanelA: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PanelB:Chen,Novy-Marx,andZhang(2010)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

월

P10-

P1
-0.0001 -0.0081 -0.0280 -0.0643 0.0040 -0.0024 -0.0271 -0.0620

알
-0.0029 -0.0112 -0.0300 -0.0659** -0.0024 -0.0033 -0.0287 -0.0621**

(-0.2335) (-0.6315) (-1.4288) (-2.5222) (-0.1854) (-0.1747) (-1.3094) (-2.4313)

6개

월

P10-

P1
-0.0018 -0.0134 -0.0425 -0.0621 0.0024 -0.0101 -0.0348 -0.0605

알
0.0047 0.0177 0.0495*** 0.0710*** 0.0008 -0.0107 -0.0369* -0.0633***

(0.4594) (1.1648) (2.7274) (3.1091) (0.0673) (-0.6292) (-1.8487) (-2.7906)

9개

월

P10-

P1
0.0022 -0.0249 -0.0432 -0.0734 0.0030 -0.0227 -0.0447 -0.0806

알
0.0009 -0.0271** -0.0465*** -0.0761*** 0.0013 -0.0231 -0.0455** -0.0819***

(0.0898) (-2.1603) (-2.6449) (-4.7520) (0.1141) (-1.5862) (-2.5802) (-4.9496)

12개

월

P10-

P1
-0.0170 -0.0404 -0.0616 -0.0828 -0.0169 -0.0425 -0.0675 -0.0908

알
-0.0184* -0.0416*** -0.0602*** -0.0822*** -0.0177* -0.0417*** -0.0664*** -0.0900***

(-1.9544) (-3.4985) (-4.4349) (-5.3058) (-1.8112) (-3.3921) (-4.6403) (-5.5821)

주)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의 차이를 두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3개월,6개월,9개월 그리고 12개월 동안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여 얻은 보유

기간 수익률의 성과를 포트폴리오별로 동일가 평균한 것임.포트폴리오 P10과 P1의 차이분석과 알 값만을 제시하 고 체 결과는 부

록에 제시하 음.알 값은 식(13)과 식(14)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얻은 Jensen–alpha값임.()안은 t-값을 나타내고 있음.

***,**,*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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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은 요인모형별로 고유변동성을 측정하는 시기를 3,6,9그리고 12개월

으로 달리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포트폴리오 보유기간의 차이에 따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PanelA는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에 기

한 것이고,PanelB는 Chen,Novy-Marx,andZhang(2010)의 안 3요인 모

형에 기 한 것이다.

PanelA에서 첫 번째 행은 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은 3개월 이고 포트폴리오

구성후,3,6,9그리고 12개월을 보유하 음을 의미한다.포트폴리오 구성기간을

3개월 으로 하 을 때,12개월을 보유하 을 때에 1% 유의수 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고,구성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9개월은 포트폴리오

를 보유하여야만 통계 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 다.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측정하기 한 기간을 늘리고,보유기간을 늘릴수록 통계 인 유

의성이 증가함을 발견할 수 있다.PanelB에서 첫 번째 행은 포트폴리오 구성기

간은 3개월 이고 포트폴리오 구성후,3,6,9그리고 12개월을 보유하 음을

의미한다.Chen,Novy-Marx,andZhang(2010)의 안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결과도 PanelA의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의 결과와 유사함을 발

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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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Sharpe(1964),Lintner(1965)그리고 Mossin(1966)의 연구결과에 의해 제시된

통 인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MarketAssetPricingModel:CAPM)

은 시장포트폴리오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체계 험과 개별기업의 기 수익률

사이에 선형 계에 기 하여 투자안의 자기자본 비용 추정에 한 이론 인 근

거를 제시하 다.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필두로 CAPM 모형

의 유용성에 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기 수익률의 횡단면상에서 체계

험의 변동성 요인으로서 기 수익률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져 왔다.

한편,CAPM 모형은 투자자들은 투자를 실시할 때,투자안의 선택에 있어서 고

유 험(Idiosyncraticrisk)을 부담하고 그에 한 보상을 받는다고 주장되어 왔

다.그러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투자안으로부터 고유 험에 한 보상을 받

지 못한다는 것이다.CAPM의 가정에 의하면,투자자들은 충분히 많은 수의 종

목에 투자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어 분산투자에 의하여 투자의사결정시에 개

별기업의 고유 험을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비체계 인 험을 상쇄시킬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분산투자 하지 않음을 발견하 다.이는 실제 인 주식투자에서 투자자들이 분

산투자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곧 개별기업의 고유한 험에 노출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따라서 주식수익률의 고유 험이 주식의 가격 측에 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Ang,Hodrick,XingandZhang(2006)은 FamaandFrench(1993)의 3요

인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Idiosyncraticvolatility)을 추정하

고 고유변동성이 높은 주식들이 매우 낮은 평균 수익률을 얻게 되는 사실을 발

견하 다.본 연구의 목 은 Ang,Hodrick,XingandZhang(2006)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미래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지 여부를 Fama

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과 Chen,Novy-Marx,andZhang(2010)의 안

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주식시장에서 실증분석 하 다.표본기간은 1995

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이고 표본기업은 한국주식시장에 상장된 비 융기업

을 상으로 624개의 표본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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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Fama and French(1993)의 3요인 모형과 Chen,Novy-Marx,and

Zhang(2010)의 안 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측정하

고 주식수익률과의 계를 살펴본 결과,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

에 기 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기 수익률은 감소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발견하 고 Chen,Novy-Marx,andZhang(2010)

의 모형에 입각한 고유변동성은 약하지만 음의 상 계를 발견하 다.

둘째,기업의 특성인 기업규모와 장부가/시가 비율을 통제한 후에도 개별기업

의 고유변동성이 기 수익률과 음의 상 계를 갖는지 실증분석 하 다.분석

결과에 의하면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과 Chen,Novy-Marx,and

Zhang(2010)의 모형에 의한 고유변동성은 기업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기 수익

률과 음의 상 계를 갖고 기업규모가 큰 경우에는 양의 상 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 다.장부가/시가 비율을 통제한 후에도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과 Chen,Novy-Marx,andZhang(2010)의 모형에 의한 고유변동성은

기 수익률과 음의 상 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 다.

셋째,모멘텀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고유변동성은 기 수익률과 음의 상

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 다.

따라서 한국주식시장에서 개별기업의 고유변동성은 미래의 주식수익률을 설명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료된다.추가 인 기업특성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

하여 강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한 본 연구의 표본기간에는 IMF

구제 융을 받은 시기와 국제 융 기의 시기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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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개월 전 료  용한 고 변동성 추정 후 보 간  차 에 따  성과 및  형별 비

PanelA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PanelB:Chen,Novy-Marx,andZhang(2010)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P1 0.0434 0.0922 0.1364 0.1901 0.0412 0.0878 0.1323 0.1885

P2 0.0396 0.0844 0.1362 0.1924 0.0376 0.0786 0.1306 0.1826

P3 0.0466 0.0973 0.1528 0.2089 0.0512 0.1014 0.1569 0.2179

P4 0.0482 0.0997 0.1599 0.2146 0.0469 0.1005 0.1548 0.2005

P5 0.0458 0.1052 0.1564 0.2080 0.0418 0.0958 0.1486 0.2052

P6 0.0523 0.1058 0.1675 0.2254 0.0538 0.1170 0.1763 0.2369

P7 0.0512 0.1102 0.1713 0.2225 0.0492 0.1166 0.1814 0.2305

P8 0.0502 0.1068 0.1695 0.2184 0.0538 0.1081 0.1705 0.2213

P9 0.0424 0.0976 0.1564 0.2088 0.0459 0.0943 0.1533 0.2080

P10 0.0164 0.0575 0.0930 0.1274 0.0150 0.0564 0.0949 0.1255

P10-P1 -0.0270 -0.0346 -0.0434 -0.0627 -0.0262 -0.0314 -0.0374 -0.0630

알 -0.0351*** -0.0497*** -0.0654*** -0.0908*** -0.0323*** -0.0426** -0.0551** -0.0870***

t-value -3.3721 -2.9521 -3.1375 -3.8952 -2.9497 -2.3634 -2.4309 -3.4661

주)***,**,*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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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개월 전 료  용한 고 변동성 추정 후 보 간  차 에 따  성과 및  형별 비

PanelA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PanelB:Chen,Novy-Marx,andZhang(2010)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P1 0.0426 0.0885 0.1462 0.2110 0.0399 0.0850 0.1459 0.2047

P2 0.0389 0.0920 0.1526 0.2188 0.0358 0.0883 0.1442 0.2075

P3 0.0440 0.0967 0.1578 0.2212 0.0438 0.0969 0.1599 0.2206

P4 0.0446 0.1025 0.1635 0.2184 0.0471 0.1009 0.1500 0.2107

P5 0.0529 0.1082 0.1617 0.2152 0.0450 0.1001 0.1592 0.2187

P6 0.0460 0.1038 0.1593 0.2110 0.0546 0.1115 0.1743 0.2122

P7 0.0533 0.1146 0.1676 0.2157 0.0583 0.1173 0.1688 0.2208

P8 0.0483 0.1071 0.1609 0.2022 0.0505 0.1133 0.1695 0.2236

P9 0.0482 0.1036 0.1626 0.2054 0.0428 0.1021 0.1597 0.2033

P10 0.0426 0.0804 0.1181 0.1468 0.0439 0.0826 0.1188 0.1427

P10-P1 -0.0001 -0.0081 -0.0280 -0.0643 0.0040 -0.0024 -0.0271 -0.0620

알 -0.0029 -0.0112 -0.0300 -0.0659** -0.0024 -0.0033 -0.0287 -0.0621**

t-value -0.2335 -0.6315 -1.4288 -2.5222 -0.1854 -0.1747 -1.3094 -2.4313

주)***,**,*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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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개월 전 료  용한 고 변동성 추정 후 보 간  차 에 따  성과 및  형별 비

PanelA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PanelB:Chen,Novy-Marx,andZhang(2010)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P1 0.0395 0.0952 0.1577 0.2172 0.0379 0.0943 0.1531 0.2156

P2 0.0441 0.1024 0.1704 0.2252 0.0470 0.1012 0.1665 0.2117

P3 0.0429 0.1009 0.1623 0.2169 0.0433 0.1025 0.1618 0.2146

P4 0.0489 0.1014 0.1634 0.2227 0.0439 0.0890 0.1491 0.2079

P5 0.0467 0.0954 0.1507 0.2006 0.0429 0.0921 0.1560 0.2140

P6 0.0480 0.1005 0.1592 0.2117 0.0491 0.1055 0.1526 0.1973

P7 0.0518 0.1069 0.1618 0.2157 0.0500 0.1055 0.1660 0.2232

P8 0.0512 0.1066 0.1532 0.2061 0.0534 0.1116 0.1676 0.2214

P9 0.0512 0.1061 0.1569 0.1945 0.0541 0.1110 0.1588 0.2038

P10 0.0377 0.0818 0.1152 0.1552 0.0403 0.0842 0.1182 0.1551

P10-P1 -0.0018 -0.0134 -0.0425 -0.0621 0.0024 -0.0101 -0.0348 -0.0605

알 0.0047 0.0177 0.0495*** 0.0710*** 0.0008 -0.0107 -0.0369* -0.0633***

t-value 0.4594 1.1648 2.7274 3.1091 0.0673 -0.6292 -1.8487 -2.7906

주)***,**,*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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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12개월 전 료  용한 고 변동성 추정 후 보 간  차 에 따  성과 및  형별 비

PanelA :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PanelB:Chen,Novy-Marx,andZhang(2010)의

3요인 모형을 이용한 고유변동성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P1 0.0450 0.1086 0.1696 0.2360 0.0453 0.1050 0.1677 0.2379

P2 0.0472 0.1133 0.1707 0.2244 0.0463 0.1089 0.1577 0.2213

P3 0.0512 0.1080 0.1657 0.2227 0.0481 0.1055 0.1573 0.2011

P4 0.0436 0.1049 0.1687 0.2205 0.0400 0.0990 0.1628 0.2133

P5 0.0424 0.0940 0.1491 0.2045 0.0414 0.1015 0.1666 0.2216

P6 0.0421 0.0994 0.1577 0.2128 0.0453 0.0951 0.1460 0.2034

P7 0.0458 0.0962 0.1565 0.1999 0.0449 0.0975 0.1640 0.2137

P8 0.0480 0.0933 0.1496 0.1964 0.0507 0.1033 0.1594 0.1986

P9 0.0490 0.0956 0.1360 0.1852 0.0510 0.0989 0.1450 0.1961

P10 0.0472 0.0838 0.1264 0.1625 0.0483 0.0823 0.1230 0.1572

P10-P1 0.0022 -0.0249 -0.0432 -0.0734 0.0030 -0.0227 -0.0447 -0.0806

알 0.0009 -0.0271* -0.0465*** -0.0761*** 0.0013 -0.0231 -0.0455** -0.0819***

t-value 0.0898 -2.1603 -2.6449 -4.7520 0.1141 -1.5862 -2.5802 -4.9496

주)***,**,*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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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A:FamaandFrench(1993)의 3요인 모형
PanelB:Chen,Novy-Marx,andZhang(2010)의

3요인 모형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P1 0.0539 0.1116 0.1748 0.2394 0.0509 0.1112 0.1775 0.2414

P2 0.0524 0.1082 0.1639 0.2213 0.0505 0.0993 0.1649 0.2239

P3 0.0503 0.1056 0.1648 0.2271 0.0505 0.1041 0.1518 0.2080

P4 0.0504 0.1144 0.1714 0.2304 0.0497 0.1105 0.1620 0.2211

P5 0.0447 0.1031 0.1650 0.2050 0.0519 0.1149 0.1770 0.2246

P6 0.0492 0.1039 0.1667 0.2239 0.0408 0.0926 0.1586 0.2099

P7 0.0413 0.1003 0.1498 0.2016 0.0439 0.1092 0.1618 0.2105

P8 0.0411 0.0946 0.1480 0.1873 0.0448 0.0981 0.1470 0.1904

P9 0.0405 0.0827 0.1317 0.1695 0.0435 0.0868 0.1382 0.1812

P10 0.0369 0.0712 0.1131 0.1566 0.0340 0.0687 0.1100 0.1506

P10-P1 -0.0170 -0.0404 -0.0616 -0.0828 -0.0169 -0.0425 -0.0675 -0.0908

알 -0.0184* -0.0416*** -0.0602*** -0.0822*** -0.0177* -0.0417*** -0.0664*** -0.0900***

t-value -1.9544 -3.4985 -4.4349 -5.3058 -1.8112 -3.3921 -4.6403 -5.5821

주)***,**,*는 각각 1%,5%,10%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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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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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작한 의 작물에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 학교가 작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 작물의 DB구축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한 작물의

복제,기억 장치에의 장, 송 등을 허락함

2. 의 목 을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작물의 내용변경은 지함.

3.배포ㆍ 송된 작물의 리 목 을 한 복제, 장, 송 등은 지함.

4. 작물에 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작물의 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는 출 을 허락을 하 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 학교는 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하여 일체의 법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 학의 정기 에 작물의 제공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작물의 송ㆍ출력을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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