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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Boyer, Mitton, and Vorkink(2010)의 연구 방법론을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과거의 

고유왜도와 고유변동성을 포함한 기업특성변수들을 사용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구한 기대고유왜도는 한국주식시장에서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을 

설명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식의 기대고유왜도를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음 월의 가치가중평균 

수익률을 관찰한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의 기대 고유왜도를 가지는 

포트폴리오는 가장 높은 기대고유왜도의 포트폴리오에 비해 Fama-

French 알파는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보다 1.183%만큼 높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Fama-Macbeth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에서도 

기대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에 고유왜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고평가하며,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과거 투자기간인 24개월 동안의 일별 수익률을 사용한 

고유변동성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고유변동성이 높을수록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고유변동성 퍼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대고유왜도를 통제한 조건부 

포트폴리오를 사용한 경우 고유변동성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차이와 그 유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고유왜도가 고유변동성 퍼즐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기대고유왜도, 고유변동성 

학  번 : 201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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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전통적인 자산가격결정이론에 따르면 주식의 체계적 위험은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분산에 대한 기여 정도로 측정된다. 하지만 비조건부 

주식수익률이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평균과 분산만으로는 그 

특성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면 3차 이상의 모멘트를 고려해야 한다. 

Kraus and Litzenberger(1976)는 주식수익률의 왜도(skewness)를 

고려한 자산가격결정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주식수익률의 

왜도가 기대수익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위험회피적이기 때문에 자산의 수익률 분포가 좌측으로 

치우친 경우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Harvey and Siddique(2000)는 개별 자산의 왜도가 

시장포트폴리오의 왜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측정하여, 위험회피적인 

투자자들이 시장수익률과 음의 공왜도(coskewness)를 갖는 자산에 대해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위와 같은 연구에서는 투자자들이 완전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개별 주식의 고유왜도(idiosyncratic 

skewness)는 주식수익률과 무관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기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균형에서 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함으로써, 

주식수익률의 고유왜도가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Mitton and Vorkink(2007)은 평균-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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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도 모형(mean-variance-skew model)을 도입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수익률의 왜도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고유왜도가 

큰 주식들이 더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투자자가 양의 왜도를 선호하는 투자자와 위험-수익률 

관계의 최적을 지향하는 일반적인 투자자로 분류되어 있고 주식수익률이 

2차와 3차 모멘트를 가지는 경우, 양의 왜도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고유왜도가 높은 주식들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모든 투자자는 균형에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 즉 투자자들은 평균-분산 

관계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어 시장에서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상받게 되므로, 고유왜도를 포함한 주식수익률의 총 

왜도는 가격결정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 또한 Barberis and 

Huang(2007)은 투자자가 왜도에 대한 특정한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누적적 전망이론(cumulative prospect theory)에 따른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균형에서 일부 투자자는 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이때 투자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가중함수(weighting function)에 따라 주식수익률의 

극단값을 과대평가하므로, 주식수익률이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에는 주식의 고유왜도가 수익률과 음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고유왜도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자산가격의 실증분석에서 2차 모멘트인 베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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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의 경우 과거의 측정값을 미래의 예상 값으로 사용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Harvey and Siddique(1999)에 의하면 고유왜도는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을 보이며, 고유왜도의 과거 값은 미래의 고유왜도를 

효과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hen, Hong, and 

Stein(2001)은 과거의 고유왜도는 물론 고유변동성, 과거의 누적수익률, 

거래회전율 등의 다양한 기업고유의 특징적 변수를 추가한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기대고유왜도를 예측하였다. Boyer, Mitton, 

and Vorkink(2010)은 이와 유사한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예측한 

기대고유왜도와 주식수익률 간의 연구에서 기대고유왜도가 높은 

포트폴리오일수록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으며, Fama-

Macbeth 회귀분석에서도 강건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 기대고유왜도가 

주식가격의 결정요소가 됨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주식시장에서도 기대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여 보았다. 투자자의 사전적 기대고유왜도는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Boyer, Mitton, and Vorkink(2010)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과거의 

고유왜도와 고유변동성 및 기타의 기업특성변수들을 포함한 회귀식을 

도입해 고유왜도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개별주식의 기대고유왜도를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음 월의 가치가중평균 

수익률을 관찰한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의 기대고유왜도를 가지는 

포트폴리오는 가장 높은 기대고유왜도의 포트폴리오에 비해 월별 

수익률이 0.887%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고유왜도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의 Fama-French(1993) 알파는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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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보다 1.183%만큼 크게 나타났으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특성을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양한 조건의 

Fama-Macbeth(1973)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에서도 기대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대고유왜도를 

예측할 때 사용하였던 기업특성변수가 설명변수로 추가될 경우 유의성이 

감소하였으며, 투자기간의 선택에 따른 강건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oyer, Mitton, and Vorkink(2010)는 Chen, Hong, and 

Stein(2001)의 연구결과와 같이 과거의 고유변동성이 미래의 고유왜도에 

대한 강한 예측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최근의 

재무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고유변동성 퍼즐(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투자자들이 고유변동성이 큰 주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을 사는 

것과 같이 양의 왜도를 보이는 주식수익률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고, 

양의 고유변동성은 미래의 고유왜도가 양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고유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많이 투자하게 되면서 

낮은 수익률을 보상받는다는 것이다. 고유변동성 퍼즐은 Ang, Hodrick, 

Xing, and Zhang(2006)이 처음 밝힌 것으로 고유변동성이 높은 

주식들은 낮은 주식들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갖는다는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의미하며, Ang, Hodrick, Xing, and Zhang(2009)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23개의 선진시장에서도 나타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로 변영태, 김태혁(2009) 및 변영태, 박종해, 김수경(2011)은 

각각 CAPM과 Fama-French 3요인 모형을 사용한 고유변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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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을 때 포트폴리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 기준으로는 고유변동성 

퍼즐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없지만, 균일가중평균수익률을 사용하면 

국내주식시장에서도 고유변동성과 포트폴리오 수익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도 기대고유왜도가 큰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높은 선호가 

한국주식시장의 고유변동성 퍼즐을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Ang, Hodrick, Xing, and Zhang(2006)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1개월 

단위의 고유변동성을 기준으로 한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을 고려할 경우, 

다른 국내연구의 결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유변동성과 주식수익률이 

특정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었다. 하지만 1개월이 아닌 과거 

24개월 동안의 일별 수익률을 사용하여 고유변동성을 측정한 경우 

고유변동성이 높을수록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고유변동성 퍼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의 고유변동성과 기대고유왜도가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에 기대고유왜도를 통제한 조건부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여 기대고유왜도가 고유변동성 퍼즐을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고유변동성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의 

Fama-French 알파가 1.143%에서 0.72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고유왜도가 고유변동성 퍼즐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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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한 자료에 대한 설명과 고유왜도 예측모형의 결과가 

나타나있고, 3장은 기대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4장에서는 기대고유왜도가 고유변동성과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으며, 본 논문의 

결론은 5장에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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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자료 및 방법론 

 

제 1 절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1992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KOSPI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8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KOSPI와 KOSDAQ시장을 모두 포괄하는 

한국주식시장 전체의 자료는 강건성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금융회사를 제외한 모든 상장기업이며, 신규상장된 

기업 및 상장폐지된 기업도 포함하였으나, 음의 장부가-시장가 

비율(book-to-market ratio)을 가지는 경우 해당 월의 자료는 

배제하였다. 모든 일별과 월별자료는 FnGuide의 DataGuidePro를 

사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산업구분 역시 FnGuide가 적용하고 있는 

FICS(FnGuide Industry Classification Code)를 사용하였다.  

일별 Fama-French 3요인 및 과거의 고유변동성, 고유왜도를 구하기 

위하여 개별 주식의 주식수익률과 시가총액의 일별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회귀분석과 월별 Fama-French 3요인, Carhart(1997)의 

모멘텀 요인을 구하기 위하여 월별 수익률, 시가총액, 월 거래량, 

발행주식수, 자본총계, 우선주자본금을 월별로 추출하였다. 

무위험수익률은 91일 만기 CD금리로 하였으며, 월별 KOSPI시장 

수익률은 KOSPI지수의 수익률로, 월별 한국주식시장 수익률은 KOSPI와 

KOSDAQ지수의 수익률을 각 시장의 시가총액으로 가치가중평균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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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과 월별 Fama-French 요인들은 Fama and French(1993)의 

방식을 적용하여 전년 12월의 시가총액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장부가-

시장가 비율을 기준으로 매년 6월말 구성한 2 × 3  포트폴리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을 구하여 일별과 월별 SMB(small minus big) 및 

HML(high minus low)을 구하였다. 모멘텀 요인 역시 Carhart(1997)의 

방법을 사용하여 매월 말 시가총액과 직전 11개월 간의 수익률을 기초로 

6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월별 UMD(up minus down)를 생성하였다. 

 

제 2 절  고유왜도 예측모형 

 

T 는 투자자가 양의 왜도를 가지는 수익률을 얻기 위한 투자기간, 

S(t) 는 t − T + 1 월의 첫째 날부터 t 월의 마지막 날까지의 거래일 수, 

N(t)는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 𝜖𝑖,𝑑는 S(t)기간 동안 기업 i의 d일의 

수익률을 Fama-French의 3요소로 회귀분석했을 때의 잔차로 정의한다. 

이 때 T개월의 일별자료를 사용하여 구한 t월말 관측되는 고유변동성 

𝑖𝑠𝑖,𝑡와 고유왜도 𝑖𝑣𝑖,𝑡는 Boyer, Mitton, and Vorkink(2010)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다음의 식(1)과 식(2)를 통하여 계산하였다.  

 

𝑖𝑣𝑖,𝑡 = (
1

𝑁(𝑡)
∑ 𝜖𝑖,𝑑

2

𝑑∈𝑆(𝑡)

)

1/2

 (1) 

𝑖𝑠𝑖,𝑡 =
1

𝑁(𝑡)

∑ 𝜖𝑖,𝑑
3

𝑑∈𝑆(𝑡)

𝑖𝑣𝑖,𝑡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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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은 2004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𝑖𝑠𝑖,𝑡의 횡단면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 10, 25, 50, 75, 90분위의 값이 표현되어 있다. 

미국 NYSE를 대상으로 한 Boyer, Mitton, and Vorkink(2010)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주식시장의 고유왜도 횡단면은 각 분위별로 다소 좁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주식수익률의 상하한가 제도로 인해 극단적인 

일별 수익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1] 기업 단위 고유왜도의 횡단면 분포 
 

1994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KOSPI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고유왜도인 𝑖𝑠𝑖,𝑡의 횡단면 분포로

써, 10, 25, 50, 75, 90분위의 시계열 변화가 나타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t월말에 활용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투자기간 

T개월 동안에 예상되는 기업 i의 기대고유왜도인 𝐸𝑡[𝑖𝑠𝑖,𝑡+𝑇]를 구하는 

것이므로, t − T 월말 관찰되는 다양한 변수가 t 월말의 𝑖𝑠𝑖,𝑡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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𝑖𝑠𝑖,𝑡 = 𝛽0,𝑡 + 𝛽1,𝑡𝑖𝑠𝑖,𝑡−𝑇 + 𝛽2,𝑡𝑖𝑣𝑖,𝑡−𝑇 + 𝜆𝑡
′𝑿𝑖,𝑡−𝑇 + 휀𝑖,𝑡 (3) 

 

여기서 𝑿𝑖,𝑡−𝑇 는 과거의 고유왜도와 고유변동성을 제외한 t − T 월말 

관측되는 개별기업의 기타 특성변수들의 벡터로 모멘텀( 𝑚𝑜𝑚𝑖,𝑡−𝑇 ) 및 

거래 회전율(𝑡𝑢𝑟𝑛𝑖,𝑡−𝑇 )과 다양한 더미변수를 포함한다. 우선 𝑚𝑜𝑚𝑖,𝑡−𝑇은 

기업 i 의 t − T − 12 월부터 t − T − 1 월까지의 누적수익률을 의미하고, 

𝑡𝑢𝑟𝑛𝑖,𝑡−𝑇  은 t − T월의 총 거래량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준 값이다. 또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기업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소형기업군과 

중형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및 KOSDAQ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금융업을 제외한 20개의 산업코드를 

사용한 19개의 더미변수도 추가하여 산업별 특징도 살펴보았다. 

식(3)의 회귀식으로 추정되는 각 계수들을 사용하여 t월말에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의 고유왜도를 다음의 식(4)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고유왜도는 물론이고 기업 고유의 

특징적 변수들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𝐸𝑡[𝑖𝑠𝑖,𝑡+𝑇] = 𝛽0,𝑡 + 𝛽1,𝑡𝑖𝑠𝑖,𝑡 + 𝛽2,𝑡𝑖𝑣𝑖,𝑡 + 𝜆𝑡
′𝑿𝑖,𝑡 (4) 

 

한편 양의 고유왜도를 기대하는 투자기간인 T를 선택하는 것은 다소 

주관적이며, Boyer, Mitton, and Vorkink(2010)는 투자자들이 주식의 

장기적 상승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가정하에 T = 60개월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식(1)과 식(2)의 방식으로 고유왜도를 구하기 위하여 T개월의 

자료를 소진하고, 식(3)의 회귀분석을 위해 다시 한번 T개월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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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고유왜도 예측변수의 기초통계량 
 

기대고유왜도를 구하기 위한 예측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4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OSPI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𝑖𝑣𝑖,𝑡  및 𝑖𝑠𝑖,𝑡 는 식(1)과 식(2)를 통해 

구하였으며, 투자기간 T 는 24개월이다. 𝑖𝑣𝑖,𝑡(1𝑚) 은 Ang, Hodrick, Zing and Zhang(2006)이 

사용했던 방법론과 동일하게 T = 1일 때 각 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의미한다. 𝑚𝑜𝑚𝑖,𝑡은 기업 i의 t −

12월부터 t − 1월까지의 누적수익률이며, 𝑡𝑢𝑟𝑛𝑖,𝑡 은 t월의 총 거래량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준 값이다. 

패널 A는 예측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며, 패널 B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Panel A: Descriptive statistics 
 

 

 
Mean   Median   Std Dev Min Max 

      

      

𝑖𝑠𝑖,𝑡 0.859 0.803 0.603 -4.302 6.620 

𝑖𝑣𝑖,𝑡 0.026 0.024 0.009 0.006 0.089 

𝑖𝑣𝑖,𝑡(1𝑚) 0.021 0.018 0.012 0.000 0.359 

𝑚𝑜𝑚𝑖,𝑡 0.220 0.024 0.992 -0.990 58.887 

𝑡𝑢𝑟𝑛𝑖,𝑡 0.294 0.125 0.615 0.000 20.520 

            

Panel B: Correlations  
  

  

 
         𝑖𝑠𝑖,𝑡          𝑖𝑣𝑖,𝑡      𝑖𝑣𝑖,𝑡(1𝑚)        𝑚𝑜𝑚𝑖,𝑡 

 
      

      

𝑖𝑣𝑖,𝑡 0.057    
 

𝑖𝑣𝑖,𝑡(1𝑚) -0.048 0.546   
 

𝑚𝑜𝑚𝑖,𝑡 0.047 0.100 0.069 
  

𝑡𝑢𝑟𝑛𝑖,𝑡 0.039 0.388 0.504 0.108 
 

      

 

 

소진하게 되므로 역사가 짧은 국내 주식시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T = 24개월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Boyer, Mitton, and Vorkink(2010)는 NYSE, AMEX, 

NASDAQ을 모두 포함하는 시장을 분석하기 위하여 3가지 시장 모두의 

자료가 이용 가능한 시점인 1978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를 주요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월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992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KOSPI시장을 주요 



- 12 - 

연구대상으로 하고 1998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KOSPI 및 

KOSDAQ시장을 보조 연구대상으로 사용하였다.  

 [표1]은 기대고유왜도 회귀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요약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패널 A는 예측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며, 패널 

B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𝑖𝑣𝑖,𝑡(1𝑚)은 Ang, Hodrick, Zing and 

Zhang(2006)이 사용했던 방법론과 동일하게 구한 T = 1일 때 각 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의미하며, 고유변동성과 고유왜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앞서 [그림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oyer, Mitton, 

and Vorkink(2010)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주식시장의 고유왜도 및 

고유변동성은 미국주식시장에 비해 표준편차와 극단값들의 크기가 작아 

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의 패널 A는 식(3)의 월별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각 행은 

각기 다른 회귀분석모형을 나타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된 계수가 

평균 추정값과 부호가 같고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의 비율을 

의미한다. 모형 1과 모형 2는 각각 𝑖𝑠𝑖,𝑡−𝑇 와 𝑖𝑣𝑖,𝑡−𝑇 만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고, 모형 3은 이 둘을 모두 사용한 것이다. 매월의 과거 

고유왜도가 모두 유의하고 모형 1의 조정된  2가 모형 2에서 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의 고유왜도가 고유변동성보다 미래의 

고유왜도에 대한 강한 예측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고유변동성이 고유왜도보다 설명력이 높다는 

결론을 얻은 Harvey and Siddique(1999), Chen, Hong, and Stein 

(2001) 등의 연구와는 상반된 것이다. 특히 𝑖𝑠𝑖,𝑡−𝑇는 많은 변수가 추가된 

모형 4 및 모형 6에서도 높은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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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고유왜도 예측모형 회귀분석 
 

식(3)의 횡단면 회귀분석에서 추정된 계수들의 시계열 평균값을 나타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추정된 계수가 평균 추정값과 부호가 같고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의 비율을 의미한다. 𝑚𝑜𝑚𝑖,𝑡−𝑇 은 기업 i의 t − T − 12월부터 t − T − 1월까지의 누적수익률을 의미하고, 𝑡𝑢𝑟𝑛𝑖,𝑡−𝑇 은 t − T월의 총 거래량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준 값이다. 또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기업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소형기업군과 중형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및 

KOSDAQ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산업더미변수는 금융업을 제외한 20개의 산업코드를 사용하여 부여하였다. 

  
Panel A: KOSPI; Horizon T = 24 months 

 

 

Model 
 

𝑖𝑠𝑖,𝑡−𝑇 𝑖𝑣𝑖,𝑡−𝑇 𝑖𝑣𝑖,𝑡−𝑇(1𝑚) 𝑚𝑜𝑚𝑖,𝑡−𝑇 𝑡𝑢𝑟𝑛𝑖,𝑡−𝑇 
KOSPI 

dummy 

Small 

dummy 

Medium 

dummy 

Industry 

dummies 

Avg. 

Obs. 

Avg. 

Adj.-R2 
             

             

1 Avg 0.29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no 457  0.061 

 
%sig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  0.000 

2 Avg 0.000 5.402 0.000 0.000 0.000  0.000 0.000 no 457  0.016 

 
%sig 0.000 (0.645) 0.000 0.000 0.000  0.000 0.000 

 
0  0.000 

3 Avg 0.286 5.627 0.000 0.000 0.000  0.000 0.000 no 457  0.074 

 
%sig (1.000) (0.715) 0.000 0.000 0.000  0.000 0.000 

 
0  0.000 

4 Avg 0.229 3.286 0.000 -0.045 0.081  0.146 0.177 no 457  0.122 

 
%sig (0.989) (0.672) 0.000 (0.656) (0.591)  (0.624) (0.699) 

 
0  0.000 

5 Avg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yes 457  0.028 

 
%sig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  0.000 

6 Avg 0.213 2.985 0.000 -0.048 0.080  0.143 0.172 yes 457  0.140 

 
%sig (0.984) (0.651) 0.000 (0.672) (0.591)  (0.613) (0.699) 

 
0  0.000 

7 Avg 0.000 0.000 -0.022 0.000 0.000  0.000 0.000 no 457  0.006 

 
%sig 0.000 0.000 (0.435) 0.000 0.000  0.000 0.000 

 
0  0.000 

            

            

Panel B: Robustness P 
 

8   KOSPI + KOSDAQ ; T = 24 months       

 Avg 0.286 1.506  -0.036 0.016 -0.148 0.042 0.166 yes 1,025  0.143 

 %sig (1.000) (0.535)  (0.535) (0.491) (0.781) (0.544) (0.939)    

9   KOSPI ; T = 6 months        

 Avg 0.115 0.753  -0.050 0.097  0.136 0.127 yes 497  0.073 

 %sig (0.963) (0.470)  (0.614) (0.605)  (0.619) (0.660)    

10  KOSPI ; T = 48 months        

 Avg 0.281 8.665  -0.054 0.034  0.178 0.215 yes 396  0.177 

 %sig (1.000) (0.957)  (0.833) (0.522)  (0.69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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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업고유특성을 고려한 패널 A의 모형 4에서 𝑚𝑜𝑚𝑖,𝑡−𝑇가 클수록 

미래의 고유왜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en, Hong, and 

Stein(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과거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일수록 미래의 고유왜도는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𝑡𝑢𝑟𝑛𝑖,𝑡−𝑇은 

𝑖𝑠𝑖,𝑡 와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ong and 

Stein(2003)과 반대되는 것으로 한국주식시장에서는 거래가 많이 

일어났던 기간 이후에 극단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고유왜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미변수의 계수들을 통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일수록 높은 고유왜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널 A의 모형 5에서는 산업더미만을 설명변수로 하여 분석한 것으로, 

산업별 차이가 미래 고유변수 예측에 일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한 모형 6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모형 6을 사용하여 추정한 계수를 사용하여 이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형 7은 고유변동성 퍼즐을 분석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𝑖𝑣𝑖,𝑡(1𝑚)이 미래의 고유왜도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정된  2가 

0.006에 불과하여 설명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의 패널 B는 고유왜도 예측모형의 강건성 분석을 위한 추가적인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모형 8은 KOSDAQ시장을 포함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 6의 회귀분석을 실행한 것으로 모형 6에서의 

계수의 크기 및 부호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KOSDAQ더미의 

계수가 음수이므로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이 고유왜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9와 모형 10은 투자기간을 24개월이 아닌 

6개월과 48개월로 수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이 역시 모형 6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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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형 10에서 𝑖𝑣𝑖,𝑡−𝑇의 계수의 크기와 

유의성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논문에 나타내지 않은 결과로써 T = 4 일 

때 모형 1과 모형 2의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결과를 비교해보았을 때 

𝑖𝑠𝑖,𝑡−𝑇 의 조정된  2 가 0.062로 𝑖𝑣𝑖,𝑡−𝑇 의 0.025보다 여전히 커 

한국주식시장에서는 과거의 고유왜도가 고유변동성보다 미래의 

고유왜도에 대한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2] 산업더미 계수의 시계열 자료 
 

[표2]의 모형 6을 사용한 식(3)의 회귀식을 통해 추정된 산업더미 계수의 시계열 변화를 나타내며, 

FICS(FnGuide Industry Classification Code)를 기준으로 내구소비재 및 의류, 의료장비 및 서비스, 

유틸리티에 해당하는 3가지 산업을 그림에 포함하였다.  
 

 

 

[그림2]는 [표2]에서 모형 6의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일부 산업더미 

계수들의 시계열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기대고유왜도의 예측모형이 

일정부분 현실에 대한 설명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 

나타난 4개 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의 경우에도 기간에 따른 큰 흐름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우선 고령화의 영향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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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및 서비스 산업은 2007년 이후 큰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이 향후 수익률의 고유왜도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유틸리티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대체로 낮은 계수를 보였지만, 자원확보에 많은 관심이 쏠려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상승하며 높은 계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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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대고유왜도와 주식수익률 

 

과거의 고유왜도 및 고유변동성을 비롯하여 과거 수익률, 거래회전율, 

시가총액, 해당산업 등 기업특성변수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미래 수익률의 고유왜도를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하여 구하여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서론에서 논한 이론적 연구처럼 기대고유왜도가 수익률과 

음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한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해보았다.  

 

제 1 절  기대고유왜도로 분류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분석 

 

[표2]의 모형 6을 통하여 추정된 계수들을 식(4)에 대입하여 1996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기업별 기대고유왜도인 𝐸𝑡[𝑖𝑠𝑖,𝑡+𝑇] 를 

구하였다. 그 후 매 t월말 𝐸𝑡[𝑖𝑠𝑖,𝑡+𝑇] 를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t + 1월의 월별 수익률의 평균을 구하였다. [표3]은 5개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통계량을 나타내며, 패널 A와 패널 B는 각각 

가치가중평균수익률과 균일가중평균수익률을 정리한 것이다.  

패널 A의 첫 번째 열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로 기대고유왜도가 낮은 포트폴리오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대고유왜도가 큰 포트폴리오일수록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대고유왜도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차이는 0.887%로 양의 값을 나타냈다.  

패널 A의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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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고유왜도의 예측값을 기반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 
 

[표2]의 모형 6을 통하여 추정된 계수들을 식(4)에 대입하여 1996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기업별 기대고유왜도인 𝐸𝑡[𝑖𝑠𝑖,𝑡+𝑇] 를 구하였다. 그 후 매 t 월말 𝐸𝑡[𝑖𝑠𝑖,𝑡+𝑇] 를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t + 1월의 월별 수익률의 평균을 구하였다. 동표는 5개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통계량을 나타내며, 패널 A와 패널 B는 각각 가치가중평균수익률과 균일가중평균수익률을 

정리한 것이다. 각 패널의 1번째 열부터 3번째 열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를 

나타내고 있다. 4번째 열부터 6번째 열은 포트폴리오 내 주식들의 𝑖𝑠𝑖,𝑡 와 𝑖𝑣𝑖,𝑡(1𝑚) , 𝑙𝑛(𝑠𝑖𝑧𝑒)𝑖,𝑡 의 

가중평균을 의미한다. 7번째 열과 8번째 열은 CAPM 및 Fama-French(1993) 모형의 알파 및 t-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Panel A: Value-weighted returns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Firm 

skewness 
Firm 

i-vol% 
Size 

CAPM 
alpha 

FF alpha 

         
         

1 (Low) 1.296 9.287 0.473 0.283 1.512 15.739 0.477 0.585 

       
(1.60) (2.03) 

2 1.548 11.486 2.082 0.695 1.831 14.285 0.657 0.557 

       
(1.69) (1.50) 

3 1.097 10.184 0.489 0.848 1.883 13.508 0.264 0.196 

       
(0.67) (0.52) 

4 0.875 11.607 0.858 1.033 1.927 12.830 -0.006 -0.092 

       
-(0.01) -(0.22) 

5 (High) 0.409 11.835 0.827 1.316 2.239 12.070 -0.480 -0.598 

       
-(1.05) -(1.48) 

1–5 0.887 
     

0.956 1.183 

 
(1.48) 

     
(1.63) (2.29) 

         
         

Panel B: Equally-weighted returns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Firm 

skewness 
Firm 

i-vol% 
Size 

CAPM 
alpha 

FF alpha 

         
         

1 (Low) 2.350 10.896 1.561 0.410 2.074 12.364 1.532 1.458 

       
(2.97) (3.79) 

2 1.885 10.304 0.510 0.736 2.112 11.534 1.070 0.973 

       
(2.35) (4.11) 

3 1.627 10.164 0.265 0.879 2.148 10.912 0.803 0.722 

       
(1.92) (3.90) 

4 1.576 10.983 0.741 1.099 2.217 10.842 0.722 0.635 

       
(1.64) (2.95) 

5 (High) 0.845 10.897 0.273 1.352 2.418 10.789 0.002 -0.042 

       
(0.004) -(0.16) 

1–5 1.506 
 

    1.530 1.501 

 
(2.92) 

     
(2.97)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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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가장 큰 사후 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4개의 

포트폴리오에서는 기대고유왜도가 높은 포트폴리오일수록 실제 수익률이 

높은 왜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열부터 여섯 번째 

열은 포트폴리오 내 주식들의 𝑖𝑠𝑖,𝑡와 𝑖𝑣𝑖,𝑡(1𝑚) , 𝑙𝑛(𝑠𝑖𝑧𝑒)𝑖,𝑡의 가중평균을 

의미한다. [표2]에서 살펴본 것처럼 𝐸𝑡[𝑖𝑠𝑖,𝑡+𝑇]는 𝑖𝑠𝑖,𝑡  및 𝑖𝑣𝑖,𝑡(1𝑚)과 양의 

관계가 있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일수록 큰 값을 보였다.  

패널 A의 일곱 번째 열과 여덟 번째 열은 표준적인 자산가격 모형의 

가격오차를 분석한 것으로 기대고유왜도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에 비해 큰 위험조정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헤지포트폴리오의 알파는 위험을 조정하기 전보다 증가하고, 

통계적 유의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ama-French 알파는 

1.183%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가졌다.  

한편 변영태, 김태혁(2009)은 고유변동성과 주식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KOSPI 지수를 구성하는 상위 20개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고유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규모 기업들의 수익률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균일가중평균수익률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표2]에서 기업의 

시가총액과 기대고유왜도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균일가중평균수익률 기준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실행하여 패널 B체 

나타내었다. 균일가중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1번 열에서 

기대고유왜도가 큰 포트폴리오일수록 순차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대고유왜도가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와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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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차이는 1.506%로 가치가중평균수익률로 비교했을 

때보다 값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이 증가하였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열의 CAPM 알파와 Fama-French 알파 역시 1.5% 이상의 큰 값을 

나타냈고, 통계적 유의성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을 통해 기대고유왜도가 높은 주식일수록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이론적 연구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기대고유왜도가 CAPM이나 Fama-French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을 설명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Fama-Macbeth 회귀분석 

 

기대고유왜도가 주식의 가격결정요인이 되는지 더욱 엄밀한 분석을 

위해 Fama and Macbeth(1973)의 횡단면 회귀분석 방법론을 적용해 

보았다. 1996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OSPI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식(3)과 식(4)를 통해 구한 개별주식의 𝐸𝑡[𝑖𝑠𝑖,𝑡+𝑇] 를 기준으로 t 월말 

20개 포트폴리오로 분류한 후 각 포트폴리오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을 

구하였다. 그 후 𝐸𝑡[𝑖𝑠𝑖,𝑡+𝑇] 와 더불어 표준적인 자산가격결정모형의 

변수들을 추가하여 매월 다음과 같은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𝑟𝑝,𝑡+1 = 𝛾0,𝑡 + 𝛾1,𝑡𝐸𝑡[𝑖𝑠𝑝,𝑡+𝑇] + 𝜑𝑡
′𝒁𝑝,𝑡 + 휀𝑝,𝑡 (5) 

 

식 ( 5 )에서  𝑟𝑝,𝑡+1는  포트폴리오  p의  t + 1월의  월간  수익률이며 , 

𝐸𝑡[𝑖𝑠𝑝,𝑡+𝑇]는 t월말 포트폴리오 p에 속하는 기업들의 기대고유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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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Fama-Macbeth 회귀분석 
 

개별기업 i의 기대고유왜도인 𝐸𝑡[𝑖𝑠𝑖,𝑡+𝑇]를 기준으로 2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식(5)를 사용한 

Fama-Macbeth(1973) 회귀분석의 결과로서, 계수들의 평균과 Newey-West(1987)의 

방법(lag=3)으로 조정한 t-통계량을 나타낸다. 𝑟𝑝,𝑡+1는 포트폴리오 p의 t + 1월의 월간 수익률이며, 

𝐸𝑡[𝑖𝑠𝑝,𝑡+𝑇]는 t월말 포트폴리오 p에  속하는 기업들의 기대고유왜도의 가치가중평균값을 의미한다. 

𝑖𝑣𝑝,𝑡(1𝑚)은 T = 1일 때 포트폴리오 내 각 기업의 고유변동성을 가치가중평균한 값이며, 𝑆𝑖𝑧𝑒𝑝,𝑡  및 

Book-to-marketp,t는 각각 시가총액의 로그값과 장부가-시장가 비율의 가치가중평균값을 의미한다. 

 𝑒𝑡𝑢𝑟𝑛𝑝,𝑡는 t월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𝑚𝑜𝑚𝑝,𝑡는 t − 12월부터 t − 1월까지의 포트폴리오의 누적수익률, 

𝑡𝑢𝑟𝑛𝑝,𝑡 는 t 월의 포트폴리오 거래회전율을 의미한다. Beta-Marketp,t 및 Beta-SMBp,t, Beta-HMLp,t은 

Fama-French(1993)의 3요인에 대한 부하값이며, Beta-UMDp,t는 Carhart(1997)의 모멘텀요소에 

대한 부하값이다. 모든 요인부하값은 t − 36월말부터 t월말까지 개별 주식의 월별 수익률을 4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했을 때의 계수를 가치가중평균한 값이다. 1% 및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각각 
***

,
**
,
*
으로 표기되어 있다.  

 

 
( 1 ) ( 2 ) ( 3 ) ( 4 ) 

     

     

Constant 2.815*** 2.563** 3.190 4.756 

 
(3.55) (2.34) (0.92) (1.08) 

𝐸𝑡[𝑖𝑠𝑝,𝑡+𝑇] -2.495** -3.067*** -1.744 -3.587* 

 
-(2.43) -(2.74) -(1.24) -(1.96) 

𝑖𝑣𝑝,𝑡(1𝑚) 0.000 0.000 -0.534 -0.454 

 
(0.00) (0.00) -(1.12) -(0.79) 

𝑆𝑖𝑧𝑒𝑝,𝑡 0.000 0.000 0.014 -0.058 

 
(0.00) (0.00) (0.07) -(0.25) 

Book-to-marketp,t 0.000 0.000 -0.035 -0.103 

 
(0.00) (0.00) -(0.07) -(0.20) 

 𝑒𝑡𝑢𝑟𝑛𝑝,𝑡 0.000 0.000 -0.014 -0.026 

 
(0.00) (0.00) -(0.50) -(0.80) 

𝑚𝑜𝑚𝑝,𝑡 0.000 0.000 0.003 0.008 

 
(0.00) (0.00) (0.34) (0.84) 

𝑡𝑢𝑟𝑛𝑝,𝑡 0.000 0.000 -2.742** -2.980* 

 
(0.00) (0.00) -(2.21) -(1.75) 

Beta-Marketp,t 0.000 0.685 0.000 0.364 

 
(0.00) (0.85) (0.00) (0.43) 

Beta-SMBp,t 0.000 0.374 0.000 -0.088 

 
(0.00) (0.52) (0.00) -(0.08) 

Beta-HMLp,t 0.000 0.395 0.000 -0.495 

 
(0.00) (0.54) (0.00) -(0.66) 

Beta-UMDp,t 0.000 0.947 0.000 1.182 

  
(1.46) 

 
(1.42) 

 d   t d  2 0.079 0.253 0.316 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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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중평균값, 𝒁𝑝,𝑡는 t월말 관찰되는 기업특성변수 및 가격결정요소의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 벡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𝒁𝑝,𝑡 에 

10개의 변수를 부여하였다. 우선 T = 1일 때 포트폴리오 내 각 기업의 

고유변동성을 가치가중평균한 𝑖𝑣𝑝,𝑡(1𝑚)을 추가하였고, 𝑆𝑖𝑧𝑒𝑝,𝑡 및 Book-to-

marketp,t는 각각 시가총액의 로그값과 장부가-시장가 비율의 

가치가중평균값을 의미한다.  𝑒𝑡𝑢𝑟𝑛𝑝,𝑡 는 t월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며, 

𝑚𝑜𝑚𝑝,𝑡 는 t − 12 월부터 t − 1 월까지의 포트폴리오의 누적수익률, 

𝑡𝑢𝑟𝑛𝑝,𝑡 는 t월의 포트폴리오 거래회전율을 의미한다. Beta-Marketp,t 및 

Beta-SMBp,t, Beta-HMLp,t은 Fama-French 3요인에 대한 부하값이며, Beta-

UMDp,t는 Carhart(1997)의 모멘텀요소에 대한 부하값이다. 모든 

요인부하값은 t − 36 월말부터 t 월말까지 개별 주식의 월별 수익률을 

4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했을 때의 계수를 가치가중평균한 값이다.  

[표4]는 매 월말 식(5)를 통해 구한 𝛾 와 𝜑 의 시계열 평균값을 

Newey-West(1987)의 방법으로 조정한 t-통계량과 함께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열은 기대고유왜도만을 설명변수로 했을 때 

주식가격결정요소가 되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기대고유왜도의 계수의 

평균값은 음으로 나타났으며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보였다. 또한 

표준적인 가격결정요소의 요인부하값을 추가한 두 번째 열에서도 

유의성을 잃지 않았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고유왜도는 

기대수익률과 음의 관계에 있으며, 주식가격을 설명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업특성변수을 추가한 세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에서도 기대고유왜도 계수의 부호가 음을 유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𝐸𝑡[𝑖𝑠𝑖,𝑡+𝑇] 를 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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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업특성변수들의 선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구하였기 때문에, 이 

때 사용한 변수들이 분석에 추가될 경우 유의성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3 절  개별주식 단위의 Fama-Macbeth 회귀분석 

 

Fama-Macbeth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포트폴리오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변수는 회귀분석 결과가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은 개별주식 

단위에서 다음의 식과 같이 매 t월마다 횡단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𝑟𝑖,𝑡+1 = 𝛾0,𝑡 + 𝛾1,𝑡𝐸𝑡[𝑖𝑠𝑖,𝑡+𝑇] + 𝜑𝑡
′𝒁𝑖,𝑡 + 휀𝑖,𝑡 (6) 

 

식(6)에서 𝑟𝑖,𝑡+1 는 개별주식 i의  t + 1 월의 수익률이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 설명변수들은 식(5)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되며, 

분석방법도 [표4]에서와 같다.  

개별주식  단위의  Fama-Macbeth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5]에 

정리되어 있다. 첫 번째 열은 𝐸𝑡[𝑖𝑠𝑖,𝑡+𝑇]만을 설명변수로 포함한 것으로 

기대고유왜도 계수의 평균이 음이고,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요인부하값을 설명변수에 추가한 두 번째 열에서도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표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대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다양한  기업특성변수들이  포함된  세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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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Fama-Macbeth 회귀분석: 개별기업 단위 
 

식(6)를 사용하여 개별기업 단위에서 Fama-Macbeth(1973) 회귀분석의 결과로서, 계수들의 

평균과 Newey-West(1987)의 방법(lag=3)으로 조정한 t-통계량을 나타낸다. 𝑟𝑖,𝑡+1 는 기업 i의 

t + 1월의 월간 수익률이며, 𝐸𝑡[𝑖𝑠𝑖,𝑡+𝑇]는 t월말 기업 i의 기대고유왜도를 의미한다. 𝑖𝑣𝑖,𝑡(1𝑚)은 T = 1일 

때 포트폴리오 내 각 기업의 고유변동성이며, 𝑆𝑖𝑧𝑒𝑖,𝑡 및 Book-to-marketi,t는 각각 시가총액의 로그값과 

장부가-시장가 비율을 의미한다.  𝑒𝑡𝑢𝑟𝑛𝑖,𝑡는 t월의 수익률, 𝑚𝑜𝑚𝑖,𝑡는 t − 12월부터 t − 1월까지 기업 

i의 누적수익률, 𝑡𝑢𝑟𝑛𝑖,𝑡는 t월의 기업 i의 거래회전율을 의미한다. Beta-Marketi,t 및 Beta-SMBi,t, Beta-

HMLi,t은 Fama-French(1993)의 3요인에 대한 부하값이며, Beta-UMDi,t는 Carhart(1997)의 

모멘텀요소에 대한 부하값이다. 모든 요인부하값은 t − 36 월말부터 t 월말까지 개별 주식의 월별 

수익률을 4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했을 때의 계수를 나타낸다. 1% 및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각각 
***

,
**
,
*
으로 표기되어 있다.  

 

 
( 1 ) ( 2 ) ( 3 ) ( 4 ) 

     

     

Constant 3.708*** 3.237*** 6.850*** 8.678*** 

 
(3.35) (3.58) (3.22) (3.93) 

𝐸𝑡[𝑖𝑠𝑖,𝑡+𝑇] -3.941*** -3.208** -0.645 -0.750 

 
-(2.69) -(2.55) -(0.91) -(1.10) 

𝑖𝑣𝑖,𝑡(1𝑚) 0.000 
 

-0.356*** -0.367*** 

 
(0.00) 

 
-(2.63) -(2.82) 

𝑆𝑖𝑧𝑒𝑖,𝑡 0.000 
 

-0.426*** -0.561*** 

 
(0.00) 

 
-(2.69) -(3.40) 

Book-to-marketi,t 0.000 
 

0.343*** 0.306*** 

 
(0.00) 

 
(3.61) (3.41) 

 𝑒𝑡𝑢𝑟𝑛𝑖,𝑡 0.000 
 

-0.022*** -0.024** 

 
(0.00) 

 
-(2.29) -(2.50) 

𝑚𝑜𝑚𝑖,𝑡 0.000 
 

0.001 0.002 

 
(0.00) 

 
(0.19) (0.57) 

𝑡𝑢𝑟𝑛𝑖,𝑡 0.000 
 

-1.542*** -1.463*** 

 
(0.00) 

 
-(3.24) -(3.15) 

Beta-Marketi,t 0.000 0.039 
 

0.259 

 
(0.00) (0.13) 

 
(0.94) 

Beta-SMBi,t 0.000 0.018 
 

-0.677*** 

 
(0.00) (0.07) 

 
-(3.30) 

Beta-HMLi,t 0.000 0.387* 
 

0.058 

 
(0.00) (1.80) 

 
(0.31) 

Beta-UMDi,t 0.000 -0.127 
 

-0.013 

  
-(0.48) 

 
-(0.06) 

 d   t d  2 0.011 0.040 0.079 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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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의 평균은 음이지만 [표4]와 비교하였을 때 값의 크기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유의성 또한 상실하였다. 이는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대고유왜도가 기업특성변수들의 선형 결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고 개별기업 단위에서 

분석할 때는 기업고유왜도에 비해 다른 기업특성변수들이 큰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4 절  고유변동성 기준의 Fama-Macbeth 회귀분석 

 

개별주식의 고유변동성인 i  , (1 )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Fama-Macbeth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앞서   [i  , + ] 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던 [표4]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이는 

개별주식단위의 분석에서와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이 되는 변수를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고려하고 고유변동성 퍼즐과 기대고유왜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i  , (1 ) 를 기준으로 2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식(5)의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결과를 [표6]에 

정리하였다.  

[표6]의 첫 번째 열에서 기대고유왜도의 계수 평균값은 앞서 분석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졌다. 하지만 고유변동성을 포함한 세 

번째 열과 요인부하값 및 기업특성변수를 포함한 네 번째 열에서 여섯 

번째 열까지의 분석에서는 음의 부호는 유지되고 있으나, 값의 크기와 

유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 즉 [표4]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기업고유왜도가 포트폴리오 구성기준 변수가 아닌 경우 주식수익률의 



- 26 - 

[표6] Fama-Macbeth 회귀분석: 고유변동성 기준 분류 
 

개별기업 i의  T = 1일 때의 고유변동성인 𝑖𝑣𝑖,𝑡(1𝑚)를 기준으로 2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식(5)를 사용한 Fama-Macbeth(1973) 회귀분석의 결과로서, 계수들의 평균과 Newey-

West(1987)의 방법(lag=3)으로 조정한 t-통계량을 나타낸다. 𝑟𝑝,𝑡+1는 포트폴리오 p의  t + 1월의 

월간 수익률이며, 𝐸𝑡[𝑖𝑠𝑝,𝑡+𝑇] 는 t 월말 포트폴리오 p에  속하는 기업들의 기대고유왜도의 

가치가중평균값을 의미한다. 𝑖𝑣𝑝,𝑡(1𝑚) 은 T = 1 일 때 포트폴리오 내 각 기업의 고유변동성을 

가치가중평균한 값이며, 𝑆𝑖𝑧𝑒𝑝,𝑡  및 Book-to-marketp,t는 각각 시가총액의 로그값과 장부가-시장가 

비율의 가치가중평균값을 의미한다.  𝑒𝑡𝑢𝑟𝑛𝑝,𝑡는 t월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𝑚𝑜𝑚𝑝,𝑡는 t − 12월부터 

t − 1월까지의 포트폴리오의 누적수익률, 𝑡𝑢𝑟𝑛𝑝,𝑡는 t월의 포트폴리오 거래회전율을 의미한다. Beta-

Marketp,t 및 Beta-SMBp,t, Beta-HMLp,t은 Fama-French(1993)의 3요인에 대한 부하값이며, Beta-

UMDp,t는 Carhart(1997)의 모멘텀요소에 대한 부하값이다. 모든 요인부하값은 t − 36 월말부터 

t월말까지 개별 주식의 월별 수익률을 4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했을 때의 계수를 가치가중평균한 

값이다. 1% 및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각각 
***

,
**
,
*
으로 표기되어 있다.  

 

 
( 1 ) ( 2 ) ( 3 ) ( 4 ) ( 5 ) ( 6 ) 

       

       

Constant 4.071*** 2.412*** 4.302*** 2.407 5.778* 12.679** 

 
(3.21) (2.76) (3.11) (1.64) (1.75) (2.24) 

𝐸𝑡[𝑖𝑠𝑝,𝑡+𝑇] -4.166**  -3.066 -2.875 -1.908 -1.528 

 
-(2.23)  -(1.58) -(1.36) -(1.03) -(0.64) 

𝑖𝑣𝑝,𝑡(1𝑚)  -0.552** -0.404*  -0.052 -0.289 

 
 -(2.44) -(1.82)  -(0.14) -(0.72) 

𝑆𝑖𝑧𝑒𝑝,𝑡     -0.214 -0.659 

 
    -(1.28) -(2.10) 

Book-to-marketp,t     -0.169 -0.358 

 
    -(0.29) -(0.50) 

 𝑒𝑡𝑢𝑟𝑛𝑝,𝑡     -0.039 -0.010 

 
    -(1.17) -(0.29) 

𝑚𝑜𝑚𝑝,𝑡     -0.008 -0.010 

 
    -(1.03) -(1.18) 

𝑡𝑢𝑟𝑛𝑝,𝑡     -3.091** -1.879 

 
    -(2.37) -(1.00) 

Beta-Marketp,t    0.867  -0.571 

 
   (1.35)  -(0.72) 

Beta-SMBp,t    -0.699  -2.290 

 
   -(1.19)  -(1.75) 

Beta-HMLp,t    -0.343  -0.775 

 
   -(0.58)  -(0.95) 

Beta-UMDp,t    0.073  0.519 

 
   (0.11)  (0.48) 

 d   t d  2 0.067 0.108 0.144 0.246 0.346 0.398 
       

 



- 27 - 

결정변수로서의 역할이 다소 약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열에서 

고유변동성의 계수 평균값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져 고유변동성과 

주식수익률은 음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유변동성 

역시 다른 변수들이 회귀식에 추가되면 기대고유왜도와 같이 유의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나왔다. 

 

제 5 절  장부가-시장가 비율 기준의 Fama-Macbeth 회귀             

분석 

 

기대고유왜도를 구할 때 직접적인 설명변수로 사용되지 않았던 

장부가-시장가 비율을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이 되는 변수로 사용하여 

Fama-Macbeth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이 되는 변수를 바꾸어 줌으로써 기대고유왜도가 갖는 설명력이 

강건함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는 [표7]에 

제시되어 있다.  

[표7]의  기대고유왜도의  계수  평균값은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두 음의 값을 가져, 기대고유왜도와 주식수익률은 음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표4]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  [표6]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구성 시 기대고유왜도 이외의 다른 특성변수를 사용하면 

유의성이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장부가-시장가 비율의 경우 계수의 

평균이 예상한대로 양의 값을 보여주어, 한국주식시장에 가치주에 대한 

프리미엄(value premium)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설명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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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Fama-Macbeth 회귀분석: 장부가-시장가 비율 기준 분류 
 

개별기업 i의  장부가-시장가 비율(book-to-market ratio)를 기준으로 2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식(5)를 사용한 Fama-Macbeth(1973) 회귀분석의 결과로서, 계수들의 평균과 

Newey-West(1987)의 방법(lag=3)으로 조정한 t-통계량을 나타낸다. 𝑟𝑝,𝑡+1 는 포트폴리오 p의 

t + 1월의 월간 수익률이며, 𝐸𝑡[𝑖𝑠𝑝,𝑡+𝑇]는 t월말 포트폴리오 p에  속하는 기업들의 기대고유왜도의 

가치가중평균값을 의미한다. 𝑖𝑣𝑝,𝑡(1𝑚) 은 T = 1 일 때 포트폴리오 내 각 기업의 고유변동성을 

가치가중평균한 값이며, 𝑆𝑖𝑧𝑒𝑝,𝑡  및 Book-to-marketp,t는 각각 시가총액의 로그값과 장부가-시장가 

비율의 가치가중평균값을 의미한다.  𝑒𝑡𝑢𝑟𝑛𝑝,𝑡는 t월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𝑚𝑜𝑚𝑝,𝑡는 t − 12월부터 

t − 1월까지의 포트폴리오의 누적수익률, 𝑡𝑢𝑟𝑛𝑝,𝑡는 t월의 포트폴리오 거래회전율을 의미한다. Beta-

Marketp,t 및 Beta-SMBp,t, Beta-HMLp,t은 Fama-French(1993)의 3요인에 대한 부하값이며, Beta-

UMDp,t는 Carhart(1997)의 모멘텀요소에 대한 부하값이다. 모든 요인부하값은 t − 36 월말부터 

t월말까지 개별 주식의 월별 수익률을 4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했을 때의 계수를 가치가중평균한 

값이다. 1% 및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각각 
***

,
**
,
*
으로 표기되어 있다.  

 

 
( 1 ) ( 2 ) ( 3 ) ( 4 ) ( 5 ) ( 6 ) 

       

       

Constant 2.858** 0.850 3.167** 1.488 0.527 2.475 

 
(2.01) (1.19) (2.14) (1.16) (0.16) (0.55) 

𝐸𝑡[𝑖𝑠𝑝,𝑡+𝑇] -2.632  -3.417* -2.317 -4.368* -5.974** 

 
-(1.27)  -(1.67) -(1.28) -(1.93) -(2.33) 

𝑖𝑣𝑝,𝑡(1𝑚)     0.172 0.487 

 
    (0.31) (0.84) 

𝑆𝑖𝑧𝑒𝑝,𝑡     0.204 0.037 

 
    (1.11) (0.16) 

Book-to-marketp,t  0.340** 0.349*  0.465** 0.303 

 
 (2.24) (1.80)  (2.16) (1.20) 

 𝑒𝑡𝑢𝑟𝑛𝑝,𝑡     -0.034 -0.045 

 
    -(1.29) -(1.34) 

𝑚𝑜𝑚𝑝,𝑡     -0.011 -0.017** 

 
    -(1.38) -(2.01) 

𝑡𝑢𝑟𝑛𝑝,𝑡     -1.692 -1.688 

 
    -(0.48) -(0.50) 

Beta-Marketp,t    1.293  1.223 

 
   (1.50)  (1.33) 

Beta-SMBp,t    -0.286  -1.392 

 
   -(0.44)  -(1.53) 

Beta-HMLp,t    0.945  -0.554 

 
   (1.64)  -(0.68) 

Beta-UMDp,t    -0.123  1.054 

 
   -(0.15)  (1.07) 

 d   t d  2 0.062 0.086 0.132 0.251 0.30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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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여섯 번째 열의 결과에서는 기대고유왜도의 계수 평균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졌으며,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변수에 

대한 유의성보다 더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제 6 절  강건성 분석 

 

[표4]의 결과에 대한 강건성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Fama-

Macbeth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8]에 정리되어 있다.  

[표8]의 첫 번째 열은 매 월말 𝐸𝑡[𝑖𝑠𝑖,𝑡+𝑇]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20개가 아닌 5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 때 𝐸𝑡[𝑖𝑠𝑖,𝑝+𝑇]의 계수는 음의 값을 보였으나 유의한 값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대상기간 동안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의 

수는 평균적으로 500개였으므로, 5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매월 

10개 전후의 기업만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극단적인 월간 수익률을 

가지는 주식들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열은 KOSDAQ시장의 주식을 포함하여 한국주식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기대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은 투자기간 T를 각각 6개월과 48개월로 

변화시켰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두 경우 모두 𝐸𝑡[𝑖𝑠𝑖,𝑝+𝑇] 계수 평균의 

값은  크게  감소하였고 ,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  이는 

미국주식시장과  달리  투자기간의  선택에  따라  기대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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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Fama-Macbeth 회귀분석: 강건성 확인 
 

개별기업 i의 기대고유왜도인 𝐸𝑡[𝑖𝑠𝑖,𝑡+𝑇]를 기준으로 2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식(5)를 사용한 

Fama-Macbeth(1973) 회귀분석의 결과로서, 계수들의 평균과 Newey-West(1987)의 

방법(lag=3)으로 조정한 t-통계량을 나타낸다. 𝑟𝑝,𝑡+1는 포트폴리오 p의 t + 1월의 월간 수익률이며, 

𝐸𝑡[𝑖𝑠𝑝,𝑡+𝑇]는 t월말 포트폴리오 p에  속하는 기업들의 기대고유왜도의 가치가중평균값을 의미한다. 

𝑖𝑣𝑝,𝑡(1𝑚)은 T = 1일 때 포트폴리오 내 각 기업의 고유변동성을 가치가중평균한 값이며, 𝑆𝑖𝑧𝑒𝑝,𝑡  및 

Book-to-marketp,t는 각각 시가총액의 로그값과 장부가-시장가 비율의 가치가중평균값을 의미한다. 

 𝑒𝑡𝑢𝑟𝑛𝑝,𝑡는 t월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𝑚𝑜𝑚𝑝,𝑡는 t − 12월부터 t − 1월까지의 포트폴리오의 누적수익률, 

𝑡𝑢𝑟𝑛𝑝,𝑡 는 t 월의 포트폴리오 거래회전율을 의미한다. Beta-Marketp,t 및 Beta-SMBp,t, Beta-HMLp,t은 

Fama-French(1993)의 3요인에 대한 부하값이며, Beta-UMDp,t는 Carhart(1997)의 모멘텀요소에 

대한 부하값이다. 모든 요인부하값은 t − 36월말부터 t월말까지 개별 주식의 월별 수익률을 4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했을 때의 계수를 가치가중평균한 값이다. 1% 및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각각 
***

,
**
,
*
으로 표기되어 있다. 1번째의 열의 t 는 1996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이며, 2번째 열부터 4번째 열의 마지막 관측점은 모두 2011년 11월이고, 시작점은 각각 

2002년 6월, 1995년 6월, 2000년 6월부터이다.  

 

 
( 1 ) ( 2 ) ( 3 ) ( 4 ) 

Data KOSPI 
KOSPI + 

KOSDAQ 
KOSPI KOSPI 

Horizon T = 24 T = 24 T = 6 T = 48 

Period 96-11 02-11 95-11 00-11 

Number of portfolios 50 20 20 20 
     

     

Constant 4.302 15.422*** 4.772 14.144*** 

 
(1.47) (3.37) (1.05) (2.67) 

𝐸𝑡[𝑖𝑠𝑝,𝑡+𝑇] -1.915 -2.297** -0.466 -0.719 

 
-(1.58) -(2.07) -(0.33) -(0.53) 

𝑖𝑣𝑝,𝑡(1𝑚) -0.538* -1.408** -0.134 -0.810 

 
-(1.86) -(1.99) -(0.23) -(1.23) 

𝑆𝑖𝑧𝑒𝑝,𝑡 -0.116 -0.609*** -0.312 -0.638** 

 
-(0.64) -(2.95) -(1.27) -(2.28) 

Book-to-marketp,t 0.413* -0.870 0.069 -0.629 

 
(1.76) -(1.39) (0.11) -(0.93) 

 𝑒𝑡𝑢𝑟𝑛𝑝,𝑡 -0.027 0.009 -0.010 -0.016 

 
-(1.49) (0.21) -(0.25) -(0.32) 

𝑚𝑜𝑚𝑝,𝑡 0.004 0.008 -0.005 0.001 

 
(0.60) (0.90) -(0.56) (0.06) 

𝑡𝑢𝑟𝑛𝑝,𝑡 -0.918 0.113 -3.582 -3.045** 

 
-(1.20) (0.05) -(1.45) -(2.17) 

Beta-Marketp,t -0.039 -0.215 0.021 -0.928 

 
-(0.08) -(0.26) (0.03) -(0.81) 

Beta-SMBp,t -0.705 -0.088 -1.231 -1.176 

 
-(1.28) -(0.10) -(1.28) -(1.27) 

Beta-HMLp,t -0.024 -0.132 0.444 -1.391 

 
-(0.05) -(0.18) (0.49) -(1.45) 

Beta-UMDp,t 0.875** -1.270 1.020 -1.618 

 
(2.13) -(1.39) (1.10) -(1.57) 

 d   t d  2 0.243 0.331 0.37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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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간에 따른 강건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하겠다.  

 

제 7 절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의 시계열 특성 

 

기대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설명력이 시간에 따른 시장상황의 변화 역시 잘 반영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았다.  

[그림3]은 식(5)를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한 회귀식인 

[표4]의 마지막 열에 나타낸 모형을 통해 구한 t − 11월부터 t월까지의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을 t월 말 평균한 �̅�1,𝑡 를 오른쪽 축에 나타내고 

있으며, 왼쪽 축은 기대고유왜도 예측을 위하여 식(3)의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구한 매 t월 말의 조정된  2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3]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과 𝑹𝟐 
 

식(5)를 이용하여 [표4]의 마지막 열에 나타낸 모형을 통해 구한 t − 11 월부터 t 월까지의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을 t월말 평균한 �̅�1,𝑡를 오른쪽 축에 나타내고 있으며, 왼쪽 축은 기대고유왜도 

예측을 위하여 식(3)의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구한 매 t월말의 조정된  2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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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과 2009년 전후의 2~3년간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기대고유왜도의 예측능력과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관측된다. 즉 투자자들이 미래의 기대고유왜도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때 기대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다른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3]에서 살펴보았던 투자자들의 기대고유왜도 예측능력과 더불어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고유왜도의 크기 및 개별기업 간 편차, 당시 시장 

전체의 수익률과 변동성 등이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즉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고유왜도의 횡단면적 특성 및 예측의 정확성과 관련이 있고, 

당시 시장수익률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면 다음 회귀식의 계수들이 

유의한 값을 보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𝑡 = 𝛿0 + 𝛿1𝜇𝐸𝑡[𝑖𝑠𝑖,𝑡+𝑇] + 𝛿2𝜎𝐸𝑡[𝑖𝑠𝑖,𝑡+𝑇] + 𝛿3 𝑝𝑟𝑒𝑑,𝑡
2 + 𝐿 𝐸𝑇 + 𝐻𝑉𝑂𝐿 + 휀𝑡 (7) 

 

식(7)에서 종속변수인 γ̅1, 는 12개월 평균 고유기대왜도 프리미엄으로 

[표4]의  네  번째  열의  결과값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  μEt[ si,t+T]  및 

σEt[ si,t+T]는 t월말 예측한 개별 기업의 기대고유왜도의 횡단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  Rpred, 
2 는  [그림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대고유왜도를 예측하기 위한 식(3)의 회귀분석을 통해 얻어진 조정된 

R2를 의미한다. LR T은 해당기간 동안 월간 시장프리미엄을 3등분하였을 

때  가장  낮은  시장프리미엄을  기록한  월에  대한  더미변수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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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의 시계열 결정요소 
 

식(7)의 회귀식을 사용하여 추정된 계수와 Newey-West의 방법으로 조정된 t-통계량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1,𝑡은 12개월 평균 고유기대왜도 프리미엄으로 [표4]의 4번째 열의 결과값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𝜇𝐸𝑡[𝑖𝑠𝑖,𝑡+𝑇]  및 𝜎𝐸𝑡[𝑖𝑠𝑖,𝑡+𝑇] 는 t월말 예측한 개별 기업의 기대고유왜도의 횡단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𝑝𝑟𝑒𝑑,𝑡
2 는 [그림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대고유왜도를 예측하기 위한 식(3)의 

회귀분석을 통해 얻어진 조정된  2 를 의미한다. LR T 은 해당기간 동안 월간 시장프리미엄을 

3등분하였을 때 가장 낮은 시장프리미엄을 기록한 월에 대한 더미변수이며,    L 은 일간 

시장프리미엄을 사용하여 구한 월별 변동성을 3등분하였을 때 가장 높은 변동성을 기록한 월에 대한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 1 ) ( 2 ) ( 3 ) 

    

    

Intercept -13.404*** -1.382** -9.919** 

 
-(3.21) -(2.43) -(2.13) 

𝜇𝐸𝑡[𝑖𝑠𝑖,𝑡+𝑇] 0.366  -0.811 

 
(0.08)  -(0.16) 

𝜎𝐸𝑡[𝑖𝑠𝑖,𝑡+𝑇] 38.332***  37.177*** 

 
(3.58)  (3.66) 

 𝑝𝑟𝑒𝑑,𝑡
2  -2.701  -11.770 

 -(0.12)  -(0.55) 

LR T  1.021 1.289 

  (0.75) (1.08) 

   L  -4.933** -2.922 

  -(2.42) -(1.48) 

N 175 175 175 

 2 0.194 0.100 0.221 
    

 

   L은 일간 시장프리미엄을 사용하여 구한 월별 변동성을 3등분하였을 

때 가장 높은 변동성을 기록한 월에 대한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추정된 

계수와 Newey-West의 방법으로 조정된 t-통계량은 [표9]에 정리되어 

있다.  

Boyer, Mitton, and Vorkink(2010)의 연구에서는 식(7)의 첫 번째 

열의 계수가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을 가져 미국주식시장에서 

기대고유왜도의 평균값이 크고, 기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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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고유왜도의 예측능력이 우수한 시기에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이 더욱 

작은 음수가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표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주식시장에서는 기대고유왜도의 평균값은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기업별 기대고유왜도의 편차가 

작을 때 프리미엄이 더 작아졌다. 또한 [그림3]에서 보인 투자자의 

기대고유왜도 예측능력도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의 시계열적 특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당시의 주식시장의 초과수익률이 낮을 때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값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시장프리미엄의 일별 변동성과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의 경우 음의 관계를 가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기대고유왜도의 역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장프리미엄에 대한 더미변수만을 사용한 분석에서    L의 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가졌다. 

즉 한국주식시장에서는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의 변화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당시의 시장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나, 

시장프리미엄의 일별 변동성과는 일정부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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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대고유왜도와 고유변동성 퍼즐 

 

Ang, Hodrick, Xing, and Zhang(2006)이 고유변동성이 높은 주식들은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고유변동성 퍼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고유왜도를 

사용한 설명으로는 Ang, Hodrick, Xing, and Zhang(2008)이 과거의 

고유왜도가 높았던 주식들은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을 보였으나 이를 

통제한 후에도 고유변동성 퍼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반면 Boyer, Mitton, and Vorkink(2010)은 과거의 고유왜도로 통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기대고유왜도를 통제하여 분석하면 고유변동성 

퍼즐이 완화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투자자들이 양의 고유왜도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고 

고유변동성이 높은 주식들은 미래의 고유왜도가 높을 가능성이 많다면, 

투자자들이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고 고유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표2]에서 한국주식시장에도 투자기간인 

24개월 동안의 고유변동성이 높았던 주식들은 높은 기대고유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국주식시장에도 고유변동성 퍼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기대고유왜도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제 1 절  고유변동성과 주식수익률 

 

우선 Ang, Hodrick, Xing, and Zhang(2006)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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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시장에서도 고유변동성 퍼즐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매 

t월 말 한 달 동안에 측정되는 고유변동성인 i  , (1 )를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각 포트폴리오의 t + 1월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을 

구하여 [표10]의 패널 A에 나타내었다.  

한편 변영태, 김태혁(2009) 및 김나영(2009), 변영태, 박종해, 

김수경(2011)은 한국주식시장에서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유변동성 퍼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미 밝힌바 있다. 따라서 

1개월 단위의 고유변동성인 i  , (1 ) 을 대신하여 식(1)에서 구한 

투자기간 T = 24 개월 동안의 고유변동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고유변동성과 주식수익률 간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표10]의 

패널 B에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패널 A의 첫 번째 열은 각 포트폴리오의 가치가중수익률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고유변동성이 가장 높은 다섯 번째 포트폴리오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고유변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에서 

네 번째로 낮은 포트폴리오까지 수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즉 

고유변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일수록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고유변동성 

퍼즐이 한국주식시장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일곱 번째 열과 여덟 

번째 열의 위험조정 알파도 네 번째 포트폴리오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헤지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양수가 나왔으나, 이는 고유변동성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통계적 유의성도 낮았다.  

반면 지난 24개월 동안의 고유변동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패널  B에서는  고유변동성이  높은 포트폴리오일수록  낮은 수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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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고유변동성을 기반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 
 

1996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별 자료를 활용한 고유변동성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t + 1월의 월별 수익률의 평균을 구하였다. 동표는 5개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통계량을 나타내며, 패널 A는 t 월의 일별 자료를 바탕으로 구한 iv(1m)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며, 패널 B는 직전 24개월 동안의 일별 자료를 바탕으로 

구한 고유변동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각 패널의 1번째 열부터 

3번째 열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를 나타내고 있다. 4번째 열부터 6번째 

열은 포트폴리오 내 주식들의 𝑖𝑠𝑖,𝑡와 𝑖𝑣𝑖,𝑡(1𝑚), 𝑙𝑛(𝑠𝑖𝑧𝑒)𝑖,𝑡의 가중평균을 의미한다. 7번째 열과 8번째 

열은 CAPM 및 Fama-French(1993) 모형의 알파 및 t-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Panel A: iv(1m)-sorted portfolios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Firm 

skewness 

Firm 

i-vol% 
Size 

CAPM 

alpha 
FF alpha 

         

         

1 (Low) 0.826 10.091 1.400 0.391 1.012 16.357 -0.016 -0.021 

       
-(0.05) -(0.07) 

2 1.072 10.733 1.243 0.487 1.549 14.863 0.201 0.145 

       
(0.58) (0.43) 

3 1.474 10.639 0.693 0.537 1.943 14.335 0.603 0.703 

       
(1.83) (2.24) 

4 1.529 11.383 0.295 0.615 2.448 13.811 0.649 0.726 

       
(1.56) (1.88) 

5 (High) 0.219 11.922 0.202 0.766 3.615 12.949 -0.666 -0.647 

       
-(1.39) -(1.61) 

1–5 0.607 
     

0.650 0.625 

 
(0.89) 

     
(0.96) (1.14) 

         

         

Panel B: iv-sorted portfolios (T=24)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Firm 

skewness 

Firm 

i-vol% 
Size 

CAPM 

alpha 
FF alpha 

         

         

1 (Low) 1.290 9.754 1.697 0.368 1.517 16.350 0.443 0.464 

       
(1.69) (2.03) 

2 1.443 10.617 0.410 0.564 2.205 14.062 0.569 0.494 

       
(1.82) (1.81) 

3 1.295 11.050 0.149 0.677 2.506 13.591 0.422 0.459 

       
(1.08) (1.26) 

4 0.767 11.766 0.066 0.746 2.867 13.114 -0.103 -0.068 

       
-(0.21) -(0.16) 

5 (High) 0.064 12.548 0.339 0.764 3.688 12.335 -0.797 -0.679 

       
-(1.30) -(1.42) 

1–5 1.227 
 

    1.240 1.143 

 
(1.64) 

     
(1.65)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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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열에서 고유변동성이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가 

가장 큰 평균수익률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고유변동성이 두 번째로 낮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포트폴리오로 갈수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순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지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1.227%로 양의 값을 나타내었고, t-통계값은 1.64로 패널 A의 

0.89에 비해 커져 통계적 유의성도 증가하였다. 또한 7번째 열과 8번째 

열에서 헤지포트폴리오의 위험조정 알파는 모두 1% 이상의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CAPM과 Fama-French 모형 각각 10% 및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을 가졌다. 즉 한국주식시장에서 Ang, Hodrick, Xing, 

and Zhang(2006)의 방법론대로 1개월 단위의 고유변동성을 기준으로 

하면 고유변동성과 주식수익률이 특정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긴 힘들지만, 

과거 24개월 동안의 일별 수익률을 사용하여 고유변동성을 측정한 경우 

고유변동성이 높을수록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고유변동성 퍼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조건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조건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대고유왜도가 

[표10]의  패널  B에  나타난  고유변동성  퍼즐을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우선 Ang, Hodrick, Xing, and Zhang(2006, 2008)의 

방법론대로 1996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말 T = 24개월일 때 

식(3)과  (4)를  통해  구한  개별주식의  𝐸𝑡[𝑖𝑠𝑖,𝑡+𝑇]를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각 포트폴리오 내에서 𝑖𝑣𝑖,𝑡를 사용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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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조건부 고유변동성과 조건부 기대고유왜도를 기반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 
 

1996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말 𝐸𝑡[𝑖𝑠𝑖,𝑡+𝑇]를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각 

포트폴리오 내에서 𝑖𝑣𝑖,𝑡를 사용하여 다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25개 포트폴리오의 t + 1월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을 구하였다. 패널 A는 각 기대고유왜도 포트폴리오 내의 고유변동성 포트폴리오 

번호가 같은 것들을 다시 가치가중평균한 조건부 고유변동성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통계량을 

나타낸다. 마지막 열의 UCMC는 비조건부 고유변동성 기준 포트폴리오를 사용했던 [표9]의 패널 

B의 헤지포트폴리오와 조건부 고유변동성 기준의 헤지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차이를 의미한다. 패널 

B는 기대고유왜도와 고유변동성의 역할을 바꾸어 고유변동성의 영향을 통제한 조건부 기대고유왜도 

기준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정보를 나타낸다.  

  

Panel A: Conditionally IV-sorted portfolios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Firm 

skewness 
Firm 

i-vol% 
Size 

CAPM 
alpha 

FF alpha 

         
         

1 (Low) 1.238 9.822 1.712 0.376 1.459 16.508 0.394 0.418 

       
(1.36) (1.63) 

2 0.969 9.841 0.291 0.548 2.088 14.245 0.123 0.121 

       
(0.42) (0.45) 

3 1.264 10.961 0.324 0.561 2.350 14.004 0.388 0.353 

       
(1.08) (1.04) 

4 0.960 11.379 0.092 0.633 2.642 13.490 0.077 0.073 

       
(0.19) (0.20) 

5 (High) 0.469 11.912 0.106 0.634 3.256 13.028 -0.388 -0.302 

       
-(0.71) -(0.67) 

1–5 0.769 
     

0.783 0.720 

 
(1.05) 

     
(1.07) (1.25) 

UCMC 0.457      0.457 0.423 
 (1.10)      (1.10) (1.02) 
         
         

Panel B: Conditionally skew-sorted portfolios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Firm 

skewness 
Firm 

i-vol% 
Size 

CAPM 
alpha 

FF alpha 

         
         

1 (Low) 1.598 10.147 1.230 0.286 1.820 15.910 0.749 0.827 

       
(2.30) (2.72) 

2 1.236 10.219 1.086 0.583 2.049 14.599 0.399 0.394 

       
(1.04) (1.04) 

3 0.945 10.723 0.997 0.792 2.067 14.029 0.077 -0.035 

       
(0.22) -(0.10) 

4 0.243 10.209 0.089 0.957 2.188 13.226 -0.596 -0.661 

       
-(1.57) -(1.88) 

5 (High) 0.838 11.761 1.246 1.269 2.375 12.381 -0.048 -0.165 

       
-(0.11) -(0.40) 

1–5 0.760 
 

    0.798 0.991 

 
(1.27) 

     
(1.33) (1.94) 

UCMC 0.127      0.159 0.192 
 (0.33)      (0.41)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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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총 25개 포트폴리오의 t + 1 월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을 구하였다. 이어 각 기대고유왜도 포트폴리오 내의 

고유변동성 포트폴리오 번호가 같은 것들을 다시 가치가중평균한 조건부 

고유변동성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산하여 [표11]의 패널 A에 

나타내었다. 패널 B는 기대고유왜도와 고유변동성의 역할을 바꾸어 

고유변동성의 영향을 통제한 조건부 기대고유왜도 기준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패널 A의 첫 번째 열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가치가중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고유변동성이 커질수록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현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유변동성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이기는 했으나 첫 번째와 세 번째 포트폴리오, 두 번째와 네 

번째 포트폴리오가 각각 유사한 수익률을 보여 특정한 경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일곱 번째 열과 여덟 번째 열에서 [표10]의 패널 B에서는 

10% 및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졌던 헤지포트폴리오의 

자산가격결정모형 가격오차도 유의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열의 UCMC는 비조건부 고유변동성 기준 포트폴리오를 사용했던 

[표10]의 패널 B의 헤지포트폴리오와 조건부 고유변동성 기준의 

헤지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차이를 의미한다. 조건부 고유변동성 기준의 

헤지포트폴리오는 비조건부에 비해 수익률이 0.457% 하락했고, CAPM 

및 Fama-French 알파도 각각 비슷한 정도로 감소했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아 기대고유왜도가 고유변동성 퍼즐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패널 B의 첫 번째 열에서 고유변동성을 통제한 기대고유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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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의 경우 기대고유왜도가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기대고유왜도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에서 

네 번째로 낮은 포트폴리오까지 수익률이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헤지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역시 0.760%로 비조건부 

기대고유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표3]의 패널 A와 비교했을 때 

0.127%만 감소하였고, t-통계값도 1.27로 비조건부였을 때의 1.48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일곱 번째 열과 여덟 

번째 열에서 헤지포트폴리오의 CAPM 및 Fama-French 알파가 각각 

양의 값을 보였으며, t-통계값이 비조건부일 때의 비해 감소하였지만 

Fama-French 알파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을 잃지 않았다. 

또한 마지막 행에서 UCMC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및 모형의 가격오차의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표준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표11]을 통해 기대고유왜도가 고유변동성 퍼즐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면, 과거의 고유변동성이 기대고유왜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차이를 설명하는 능력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의 

고유왜도에 대한 선호를 가지는 투자자들은 미래의 고유왜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고(高) 고유변동성 주식들을 과대평가한다는 이론적 

연구와도 합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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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사전적 변수인 기대 

고유왜도를 과거의 고유왜도와 고유변동성을 포함한 기업특성변수들을 

사용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구하였으며, 한국주식시장에서 기대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을 설명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식의 기대고유왜도를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음 

월의 가치가중평균 수익률을 관찰한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의 기대 

고유왜도를 가지는 포트폴리오는 가장 높은 기대고유왜도의 포트폴리오에 

비해 Fama-French 알파는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보다 1.183%만큼 

높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Fama-Macbeth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에서도 

기대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에 고유왜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고평가하며,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Fama-Macbeth 

회귀분석에서 기대고유왜도의 예측에서 사용하였던 기업특성변수가 

설명변수로 추가될 경우에는 기대고유왜도가 가지는 설명력이 

감소하였으며, 투자기간의 선택에 따른 강건성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 투자기간인 24개월 동안의 일별 수익률을 사용한 

고유변동성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고유변동성이 높을수록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고유변동성 퍼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기대고유왜도를 통제한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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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를 사용한 경우 고유변동성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차이가 비조건부 포트폴리오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0.769%만큼 감소하였으며 유의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고유왜도가 고유변동성 퍼즐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과거의 고유변동성이 클수록 미래의 고유왜도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양의 왜도를 보이는 주식수익률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고유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고평가하면서 

고유변동성 퍼즐 현상이 나타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국주식시장은 일별 수익률의 상하한가 제도가 존재하여 고유변동성 

및 고유왜도의 기업간 편차가 크지 않았으며, 기대고유왜도 프리미엄이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기대고유왜도 예측모형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다면, 기대고유왜도와 

주식수익률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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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mpirically investigate the pricing implications of idiosyncratic 

skewness in the Korean stock market. I estimate a cross-sectional 

model that uses a number of firm-level variables to predict expected 

idiosyncratic skewness. Consistent with recent theories that stocks 

with high idiosyncratic skewness should have low expected returns, 

I find a negative cross-sectional relation between expected 

idiosyncratic skewness and average returns. Specifically, the Fama-

French alpha of a low-expected-skewness quintile exceeds the 

alpha of a high-expected-skewness quintile by 1.183% per month. I 

also confirm the pricing effects of idiosyncratic skewnes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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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Fama-MacBeth regressions. In addition, I find that 

expected skewness partially helps explain the phenomenon that 

stocks with high idiosyncratic volatility have low expected 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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