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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적이 있는 주식들을 대상으로 저

베타 이상현상 및 저변동성 이상현상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의한

지 분석하였다.  

1987 년부터 2013 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t-1 월의 주식 수익률 베타와 

변동성에 따라 10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저베타 주식을 매수하고 고

베타 주식을 매도하는 BAB factor 와 저변동성 주식을 매수하고 고변동성 

주식을 매도하는 VOL factor 를 구성하였다. 이 결과, BAB factor 의 경우 

CAPM 의 알파는 월 0.15%, 3-factor model 의 알파는 월 0.12%, 4-factor 

model 의 알파는 월 0.11%로 모두 양의 값을 가지지만 모두 5%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저베타 이상

현상을 이용한 BAB 포트폴리오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  

VOL factor 의 경우에는, CAPM 의 알파가 월 0.54%(t-값=2.51), 3-factor 

model 의 알파가 월 0.56%(t-값=2.58), 4-factor model 의 알파가 월 0.57%(t-

값=2.63)로 모두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저베타 이상현상을 이

용한 BAB 포트폴리오와는 달리 저변동성 이상현상을 이용한 VOL 포트폴

리오 전략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저베타 이상현상을 활용한 뒤 차입자금(레버리지)를 이용해 수익률

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시계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자금시장에서의 자금조달조건의 대용치로서 91 일물 CD 금리와 91 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수익률의 차(CDRF)를 설명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는데, 계수

들이 음의 값을 가지지만 모두 유의하지는 않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

서는 레버리지 조건에 따른 수익 증대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주요어 : 베타; 변동성; 저변동성 이상현상; CAPM; 3 요인 모델; 4 요인 모

델 

학  번 : 2013-20504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기존 문헌연구 ............................................................ 4 

제 2 장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 5 

제 1 절   연구 자료의 구성....................................................... 5 

제 2 절   가설 및 연구 방법 ..................................................... 6 

제 3 장 베타를 이용한 투자전략 ............................................ 11 

제 4 장 시계열 분석 ............................................................... 17 

제 5 장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전략 ........................................ 21 

제 1 절   VOL FACTOR ............................................................. 21 

제 2 절   BAB FACTOR와 VOL FACTOR의 비교 ....................... 29 

제 6 장 결론 ........................................................................... 30 

참  고  문  헌 ......................................................................... 33 

  



 

표  목  차 

[표 1] 베타(Beta) 포트폴리오의 기초통계량 ··································8 

[표 2] 베타(Beta) 포트폴리오와 BAB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13 

[표 3] 베타(Beta) 포트폴리오와 BAB 포트폴리오의 알파(alpha) ·······

·································································································15 

[표 4]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19 

[표 5] 변동성(Volatility) 포트폴리오의 기초통계량·······················23 

[표 6] 변동성(Volatility) 포트폴리오와 VOL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

·································································································25 

[표 7] 변동성(Volatility) 포트폴리오와 VOL 포트폴리오의 알파(alpha) 

································································································27 

[표 8] BAB factor 와 VOL factor 의 비교 ···································29 

 

그  림  목  차 

[그림 1] 시장금리 추이 ····························································· 1 

[그림 2] 은행업권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 2 

[그림 3] 보험업권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 3 

 



 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가 2%로 인하되었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91 일물 CD 수익률과 1 년 통화안정증권 금

리는 각각 1997 년 금융위기 당시 13.38%와 12.77%에서 2013 년말 

현재 2.72%와 2.66%로 2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13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금의 여유자산 운용수

익률은 전년도 4.0%에서 1.3%가 하락해 2.7%이다. 여유자산 중 단기

·중장기 자산의 운용수익률 역시 각각 0.7%, 2.4%씩 감소하였다. 

 

<그림 1> 시장금리 추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점차 인하하면서 은행 예금 금리 역시 인하

되고 있다. 보험사들도 역마진을 우려해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

이율을 계속 낮추고 있다. 은행 예금이나 보험상품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자 수익이나 보험금 지급액이 더 줄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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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가시

점 직전 1 년간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수익률에서 투

자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는 운용자산이익률은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인데, 이 운용자산이익률도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자산운용수

익률이 4%대 미만으로 떨어졌고, 자산운용수익률이 계약자에게 줘

야 할 보험료 적립금 평균이율(4.9%)보다도 낮은 역마진 현상이 이

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과 보

험상품의 예정이율을 계속 낮추는 식으로 역마진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는 보험이라는 산업 특성상 채권 투자 등 안정적인 투자를 진

행해왔고, 그 때문에 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아 이익률이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안정

적 투자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운용전략에 제약이 따른다. 

 

<그림 2> 은행업권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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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험업권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한편, 전통적 재무이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체계적 위험이 더 큰 

주식을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하지만 최근들

어 실제 현실이 투자자들의 요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위험조정 후 수익률 측면에서 변동성이나 베타가 낮은 주식들이 높

은 주식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둔다. 이러한 현상을 통틀어 저변

동성 이상현상(Low volatility anomaly)이라고 부르며, 저변동성 프리

미엄을 활용하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비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등장한 것이 스마트

베타 전략이다. 스마트베타 전략은 시장이 반드시 효율적인것이 아

니기 때문에 계량적인 방법론을 이용해 전통적인 방식과는 방식으

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초과성과를 내고자 하는 전략이다. 소형

주 프리미엄, 가치주 프리미엄, 모멘텀 프리미엄, 저변동성 프리밈엄 

등이 이론적으로 입증된 초과성과의 원천이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

을 이용한 상품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가치주(value) 

전략을 이용하는 TREX 펀더멘탈 200, 저변동성을 이용하는 TIGER 

로우볼 또는 minimum volatility 유형, 분산을 추구하는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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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100 EW, 그리고 모멘텀 전략을 이용하는 TIGER 모멘텀 ETF 

등이 있다.  

이렇게 일시적인 투자가 아닌 추세에 맞는 적절한 운용을 이어가 

저금리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면서도 유의한 

성과를 내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베타 

또는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전략이 지속적으로 유의한 성과를 거둔

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금을 운용하여 지속

적인 저금리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저변동성이상현상을 확인하고 베타를 

이용한 투자전략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둘째, 자금조달조건에 따라 시계열 분석을 실시해 베타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자금조달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한

다. 

셋째, 변동성을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러한 투자전략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제 2 절   기존 문헌연구 

 

개별 주식이나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지표인 

베타는 CAPM 등에 의해 개별자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은 베타

를 사용해 주식 수익률을 도출하며, 투자자들은 베타를 이용하여 각

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저변동성 

이상현상은 미국시장에서 85 년이상 존재해왔다고 말하고 있으며, 

Black and Scholes (1972)의 연구로 시작되었다. 또한 Robert 

Haugen(1975)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월간 수익률의 변동성이 작은 

포트폴리오가 변동성이큰 포트폴리오보다 평균 수익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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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 and Blume(1970)은 1960 년부터 1968 년까지 주식 포트폴리오

의 수익률과 CAPM 베타 및 변동성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위험

조정수익률과 위험은 역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Haugen and 

Heins(1975)에 따르면 1926 년부터 1971 년까지 변동성 및 베타가 낮

은 주식이 높은 주식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따라서 

주식 수익률과 베타 및 변동성 간의 고베타 자산은 저베타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조정수익률(e.g. Sharpe ratio)이 낮으므로, 이

를 이용한 투자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Franzzini and 

Pedersen(2014)의 연구에서는 Betting against beta (BAB) factor 를 

제시한다. BAB 포트폴리오는 저베타 자산을 보유하고 고베타 자산

을 매도하여 구성하는데, BAB 포트폴리오의 위험초과수익률은 양의 

값을 가진다.  

국내의 학술연구로는 고봉찬, 김진우(2014)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도 저변동성 이상현상이 유의하게 존재하며 이에 기반하는 투자전

략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장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자료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1987 년 1 월 5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적이 있는 보통주 1684 개를 대

상으로 한다. 주식 수익률은 배당을 반영한 수정주가를 사용해 계산

하였다. 이들 중 보통주 장부가치가 음인 기업들은 제외하였으며, 

시가총액 정보가 없는 기업들도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보통주 시가

총액은 매월말 보통주 시가총액이다. t-1 년 회계년도말의 보통주 장

부가치를 t-1 년 12 월말의 보통주 시가총액으로 나누어 매년의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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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시장가 비율(B/M)을 계산하였다. 이때 보통주 장부가는 보통

주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더한 값이 자본조정항목 

상의 자기주식관련 항목을 차감한 뒤, 이연법인세부채를 더하여 계

산하였다.  

무위험이자율에 대한 대용자료로는 동기간의 통화안정증권 365 일

물의 수익률을 사용하였고, 시장 수익률에 대한 대용자료로는 종합

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모두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분석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조건의 대용치로서 

무위험이자율과 CD 금리 91 일물의 차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통

화안정증권 91 일물을 추가로 사용하였는데, 통화안정증권 91 일물은 

2006 년부터 제공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FnGuide database 에서 추출하였다.  

 

제 2 절   가설 및 연구 방법 

 

먼저 베타는 주식의 초과 수익률과 시장 초과 수익률을 이용해 

다음의 시장 모형을 매월 추정하여 얻은 베타로 측정하였다. 

 =  + , +   
매월 (t-1)월에 측정한 베타의 순서로 10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며,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표 1>에서는 각 포트폴리오 별로 주식 수익률과 보통주 시가총

액, 장부가 대 시장가 비율(B/M), 베타, 변동성의 기초통계량을 제시

하고 있다. 고베타 포트폴리오의 주식 수익률이 저베타 포트폴리오

의 주식수익률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한국 주

식시장에도 저변동성 이상현상이 존재하며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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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를 이용한 투자전략이 유효한지 분석하기 위해 Franzzini and 

Pedersen(2014)가 구성한 BAB factor 를 구성하였다. BAB factor 는 

저베타 주식을 매수하고 고베타 주식을 매도하는데, 저베타 이상현

상을 이용하여 factor 를 구성할 떄 베타 포트폴리오간 평균 수익률 

자체는 그 차이가 적으므로 베타에 대한 조정수익률(Sharpe ratio)이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저베타 포트폴리오와 고베타 포트폴리오를 각

각의 베타 비율로 다음과 같이 factor 를 구성하였다. 

 = 1  −  − 1  −  
여기서 저베타 포트폴리오는 베타가 중앙값보다 작은 모든 주식

들로 구성하며, 고베타 포트폴리오는 베타가 중앙값보다 큰 모든 주

식들로 구성한다. BAB 포트폴리오는 매월 재구성된다. 각각의 포트

폴리오에서 주식들은 베타의 순위를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베타가 작을수록 저베타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베

타가 클수록 고베타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공

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트폴리오 구성 단계에서 베타의 순위로 n x 1 행렬을 만

들고 이를 z 라고 한다 ( z = rank( ) ). 또한 평균 순위를 ̅ =1′/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n 은 주식수, 1은 1 로 만든 n x 1

행렬이다. 저베타 포트폴리오와 고베타 포트폴리오의 가중치는 다음

과 같다.  = ( − ̅)  = ( − ̅) 
여기서 k 는 정규화 상수로서  = 2/1′| − ̅|이며, 와 는 

각각 양과 음의 원소를 나타낸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1′ = 1
과  1′ = 1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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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베타(Beta) 포트폴리오의 기초통계량 

아래 표는 1987 년부터 2013 년까지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적이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측정한 베타 포트폴리오의 기초통계량

이다. 주식 수익률은 일별 자료를 이용해 측정한 월 수익률이며, 보통주 시가총액은 매월말 보통주 시가총액이다. t-1 년 회계

년도말의 보통주 장부가치를 t-1 년 12 월말의 보통주 시가총액으로 나누어 매년의 장부가 대 시장가 비율을 계산하였다. 베타

는 시장 모형으로 측정하였으며, 변동성은 개별 주식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된 변동성(총위험)이다. 매월 측정한 베타의 순서

로 10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Panel 1: 베타(Beta) 포트폴리오의 기초통계량 - 평균 

변수명 
P1 

(저베타) 
P2 P3 P4 P5 P6 P7 P8 P9 

P10 

(고베타) 

주식 수익률(%) 0.97 0.93 1.02 0.92 0.98 0.90 0.86 0.80 0.74 0.56 

보통주 시가총액 283,040 422,022 414,371 430,213 486,730  653,363  445,572  533,081  595,956  576,024  

장부가/시장가 2.11 1.61 1.58 1.56 1.60 1.59 1.56 1.46 1.35 1.34 

베타 (Beta) -0.13 0.32 0.51 0.66 0.79 0.92 1.07 1.24 1.46 1.96 

변동성(%) 9.20 8.15 8.04 8.06 8.10 8.19 8.37 8.53 8.75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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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2: 베타(Beta) 포트폴리오의 기초통계량 - 중앙값 

변수명 
P1 

(저베타) 
P2 P3 P4 P5 P6 P7 P8 P9 

P10 

(고베타) 

주식 수익률(%) 0.00 0.24 0.37 0.30 0.35 0.30 0.27 0.26 0.18 0.06 

보통주 시가총액 36,257  43,499  47,393  49,172  50,049  50,629  54,488  62,172  71,126  85,245  

장부가/시장가 1.01 1.19 1.20 1.21 1.23 1.22 1.17 1.09 1.03 0.91 

베타 (Beta) -0.04 0.31 0.49 0.64 0.77 0.92 1.07 1.25 1.47 1.90 

변동성(%) 8.48 7.55 7.47 7.52 7.60 7.68 7.86 8.03 8.28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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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된 포트폴리오별로 시장 factor 와 size(SMB), 가치주

(HML), 모멘텀(MOM)을 고려해 alpha 를 구하고, 베타가 큰 포트폴리

오일수록 알파가 감소하는지 여부와 BAB 포트폴리오의 알파가 양의 

값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SMB 와 HML 은 Fama and French(1993)의 방법을 따른다. 

시가총액과 B/M 비율에 따라 6 개의 포트폴리오(S/V, S/N, S/G, B/V, 

B/N, B/G)로 구분한 후, S/V, S/N, S/G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 평

균과 B/V, B/N, B/G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 평균의 차를 SMB 로, 

B/V, S/V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 평균과 B/G, S/G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 평균의 차를 HML 로 한다. 또한 (t-2)월에서 (t-12)월의 

누적 수익률을 계산하고 누적 수익률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분한 

후 누적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 평균과 누적 수

익률이 낮은 포트폴리오의 월별 수익률 차를 MOM 으로 한다.  

한편, Andrew Ang 은 그의 저서(2014)에서 BAB factor 와 비슷하

게 Volatility factor 를 구성하였다. Franzzini and Pedersen 의 BAB 

factor 와 비교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1  −  − 1  −  
총위험을 나타내는 변동성()은 직전 1 년간 월간수익률의 표준편

차로 측정하였다. 변동성의 중앙값보다 작은 주식들은 저변동성 포

트폴리오에, 변동성의 중앙값보다 큰 주식들은 고변동성 포트폴리오

에 포함된다. VOL 포트폴리오는 매월 재구성된다. 각각의 포트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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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서 주식들은 변동성의 순위를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변동성이 작을수록 저변동성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변동성이 클수록 고변동성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포트폴리오 구성 단계에서 변동성의 순위로 n x 1 행렬을 

만들고 이를 y 라고 한다 ( y = rank( ) ). 또한 평균 순위를  = 1′/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n 은 주식수, 1은 1 로 만든 n 

x 1 행렬이다. 저변동성 포트폴리오와 고변동성 포트폴리오의 가중

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여기서 k 는 정규화 상수로서  = 2/1′| − |이며, 와 는 

각각 양과 음의 원소를 나타낸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1′ = 1
과  1′ = 1가 된다.  

 

 

제 3 장 베타를 이용한 투자전략 

 

본 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베타를 이용한 투자전략이 유의

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제 2 장 2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측정한 베

타를 이용하여 BAB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각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과 알파를 분석하였다. 먼저 <표 2>에서는 매월 t-1 월에 측정

한 베타의 순서로 구성한 10 개의 포트폴리오와 BAB 포트폴리오의 

월 초과 수익률과 벤치마크 대비 조정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주

식 수익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장 오른

쪽 열은 BAB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낸다. BAB 포트폴리

오는 베타의 중앙값보다 작은 주식들을 저베타 포트폴리오에,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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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앙값보다 큰 주식들은 고베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후 저베

타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고베타 포트폴리오를 매도하여 구성하며, 

BAB 포트폴리오는 매월 재구성한다. 각각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베타

의 순위를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초과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류

인 통화안정증권 1 년물을 초과하는 주식 수익률이며, 벤치마크 대

비 조정 수익률은 매 월말 측정한 시가총액과 장부가 대 시장가 비

율, 모멘텀에 따라 125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의 평균 수

익률을 벤치마크로 하여 계산하였다. 괄호 안의 값은 t-값이다.  

저베타 포트폴리오(P1)에서 고베타 포트폴리오로(P10) 갈수록 단조

적이지는 않지만 월 초과 수익률이 1.00%에서 0.58%로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벤치마크 대비 조정수익률 역시 고베타 포트폴

리오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베타를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BAB factor 역시 0.16%로 양의 초과 수익률을 보인다.  

<표 3>에서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CAPM 알파와 Fama and French 

(1993) 3-factor model 알파, Carhart(1997)의 모멘텀까지 반영한 4-

factor model 알파를 나타낸다. 역시 저베타 포트폴리오(P1)에서 고

베타 포트폴리오로(P10) 갈수록 알파 값과 Sharpe ratio 값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BAB factor 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CAPM

의 알파는 월 0.15%, 3-factor model 의 알파는 월 0.12%, 4-factor 

model 의 알파는 월 0.11%로 모두 양의 값을 가진다. 하지만 모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는 Franzzini and Pedersen(2014)가 제안하였던 저베타 이상현상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봉

찬·김진우(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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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베타(Beta) 포트폴리오와 BAB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아래 표는 각 1987 년부터 2013 년까지의 베타 포트폴리오별 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매월 t-1 월에 측정한 베타의 순서로 

10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t 월의 초과 수익률을 측정하였다. 주식 수익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장 오른쪽 열은 BAB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낸다. BAB 포트폴리오는 베타의 중앙값보다 작은 주식들을 저베타 포

트폴리오에, 베타의 중앙값보다 큰 주식들은 고베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후 저베타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고베타 포트폴

리오를 매도하여 구성한다. 각각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베타의 순위를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베타가 작을수록 저베타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베타가 클수록 고베타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매 월말 측정한 시가총액

과 장부가 대 시장가 비율, 모멘텀에 따라 125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의 평균 수익률을 벤치마크로 하여 벤치마크 대

비 초과 수익률도 함께 나타내었다. t 값은 괄호 안에 표시하였으며,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값은 굵게 표시하였다. 

  



 14 

 

 (%) 
P1 

(저베타) 
P2 P3 P4 P5 P6 P7 P8 P9 

P10 

(고베타) 
BAB 

월 초과 수익률 1.00 0.85 0.55 0.46 0.54 0.63 0.57 0.54 0.66 0.58 0.16

 
(3.90) (2.72) (2.43) (1.83) (2.00) (2.21) (1.92) (1.65) (1.80) (1.30) (0.58)

벤치마크 대비 월 수익률 0.30 0.03 0.06 0.10 -0.05 -0.04 -0.05 -0.04 -0.02 -0.12 0.15

 (1.67) (0.26) (0.73) (1.74) (-1.04) (-0.77) (-0.92) (-0.65) (-0.17) (-0.78) (0.83)

벤치마크 대비 1 년 수익률 0.10 0.04 0.02 0.04 -0.07 -0.03 -0.02 -0.06 -0.06 -0.09 0.04

 (1.96) (1.22) (0.77) (1.52) (-2.58) (-1.65) (-1.23) (-1.96) (-2.45) (-2.11) (1.10)

벤치마크 대비 2 년 수익률 0.11 0.04 0.02 -0.05 -0.09 -0.03 -0.00 -0.09 -0.07 -0.09 0.03

 (2.54) (1.50) (0.94) (-1.87) (-3.14) (-1.65) (-0.19) (-3.21) (-2.96) (-2.81)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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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베타(Beta) 포트폴리오와 BAB 포트폴리오의 알파(alpha) 

아래 표는 각 1987 년부터 2013 년까지의 베타 포트폴리오별 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매월 t-1 월에 측정한 베타의 순서로 

10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t 월의 초과 수익률을 측정하였다. 주식 수익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장 오른쪽 열은 BAB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낸다. BAB 포트폴리오는 베타의 중앙값보다 작은 주식들을 저베타 포

트폴리오에, 베타의 중앙값보다 큰 주식들은 고베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후 저베타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고베타 포트폴

리오를 매도하여 구성한다. 각각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베타의 순위를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베타가 작을수록 저베타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베타가 클수록 고베타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알파(alpha)는 월 초과 수

익률을 이용한 회귀분석 식의 절편 값으로, 설명 변수는 시장 초과 수익률과 Fama and French(1993)의 SMB, HML, 

Carhart(1997)의 모멘텀을 추가하였다. t 값은 괄호 안에 표시하였으며,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값은 굵게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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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저베타 
P2 P3 P4 P5 P6 P7 P8 P9 

P10 

고베타 
BAB 

CAPM alpha (%) 1.05 0.69 0.58 0.49 0.55 0.66 0.59 0.59 0.70 0.66 0.15

 (3.91) (2.78) (2.46) (1.89) (1.98) (2.26) (1.93) (1.77) (1.84) (1.43) (0.52)

Three-factor alpha (%) 1.08 0.73 0.62 0.54 0.61 0.72 0.65 0.66 0.77 0.75 0.12

 (4.10) (3.00) (2.73) (2.14) (2.29) (2.54) (2.19) (2.04) (2.12) (1.67) (0.41)

Four-factor alpha (%) 1.07 0.73 0.61 0.53 0.60 0.71 0.64 0.65 0.76 0.75 0.11

 (4.02) (2.98) (2.67) (2.08) (2.24) (2.49) (2.14) (1.99) (2.07) (1.67) (0.38)

Volatility (%) 15.67 8.42 7.71 7.80 7.99 8.53 8.78 9.10 9.61 12.73 4.56

Sharpe ratio 0.69 0.77 0.71 0.66 0.78 0.73 0.66 0.67 0.67 0.36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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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계열 분석 

 

Franzzini and Pedersen(2014)에 따르면 저베타 이상현상을 활용한 

뒤 차입자금(레버리지)를 이용해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하

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시계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차입자금의 

조달조건의 대용치로서 Franzzini and Pedersen(2014)는 TED spread

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한국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여 91 일물 CD 금

리에서 91 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수익률을 뺀 것(CDRF)으로 사용하였

다. 이 스프레드는 자금시장에서의 조달금리를 나타내는데, 이 값이 

커질수록 자금조달 조건이 타이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신용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요구수익률이 증가하는데, 자금 차입에 제한

이 있으므로 포트폴리오 수익 개선을 위해 고베타 자산을 추가로 

매수하는 대안적인 전략을 취한다.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시장보다 심해지고 저베타 주식들은 외면당함으로써 저평가되며 이

에 BAB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감소하게 된다.  

<표 4>는 가설에 따른 BAB 월 수익률의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1)은 BAB 월 수익률을 lagged CDRF spread 와 change in 

CDRF spread 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였다. Lagged CDRF spread 는 t-

1 월 말의 CDRF 이며, change in CDRF spread 는 t 월의 CDRF 에서 

t-1 월의 CDRF 를 뺀 값이다. 둘 다 BAB 월 수익률에 대하여 음의 

계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agged RFCD spread 와 change in CDRF spread 외에도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앞서 Lagged RFCD spread

와 change in CDRF spread 를 사용해 설정한 model 은 다른 변수들

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함께 변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한 것이 (2)이다. 시장 수익률은 

BAB 포트폴리오가 사전적으로 측정한 베타로 구성하기 때문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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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이즈를 고려한 것이며, t-1 월의 물가상승률인 lagged 

inflation 은 화폐 착각(money illusion)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추가하

였다. BAB 수익률의 모멘텀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lagged BAB 수익

률을 추가하였고, 베타 스프레드는 ( − )/()로서 BAB 포트

폴리오의 매수·매도 포지션 사이의 베타 스프레드이다. (3)과 (4)는 1

년 초과 수익률로, (5)와 (6)은 2 년 초과 수익률과 같은 분석을 실시

하였다. 

모델에 의한 예측에 따르면, BAB 수익률은 lagged CDRF spread

과는 양의 관계를, change in CDRF spread 와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분석 결과에 따르면 lagged CDRF spread 와 change in 

CDRF spread 계수 모두 음의 값을 가지지만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Franzzini and Pedersen(2014)가 제안하였던 레

버리지 조건에 따른 수익 증대의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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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아래 표는 2006 년부터 2013 년까지 시계열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좌변은 BAB 포트폴리오의 월 수익률을 나타낸다. BAB 포

트폴리오는 베타의 중앙값보다 작은 주식들을 저베타 포트폴리오에, 베타의 중앙값보다 큰 주식들은 고베타 포트폴리오에 포

함시킨 후 저베타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고베타 포트폴리오를 매도하여 구성한다. 설명변수로는 통화안정증권 91 일물과 CD 

금리 91 일물의 차(CDRF)와 여러 통제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통화안정증권 91 일물을 추가로 사용하였다. Lagged RFCD 

spread 는 t-1 월 말의 CDRF 이며, Change in CDRF spread 는 t 월의 CDRF 에서 t-1 월의 CDRF 를 뺀 값이다. 추가적인 통제변

수로 베타 스프레드와 lagged BAB 수익률, lagged inflation, 시장수익률을 추가하였다. 베타 스프레드는 (고베타-저베타)/(고베타

*저베타)로 정의하며, Lagged inflation 은 t-1 월의 물가상승률이다. (1)과 (2)는 월 초과 수익률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며 (3)과 (4)

는 1 년 초과 수익률, (5)와 (6)은 2 년 초과수익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시장 수익률 t 값은 괄호 안에 표시하였으며, 5% 신뢰

수준에서 유의한 값은 굵게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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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변: BAB 수익률 

월 초과 수익률 
 

1 년 초과 수익률 
 

2 년 초과 수익률 

(1) (2) 
 

(3) (4) 
 

(5) (6) 

Lagged CDRF spread -0.520 -0.635 
 

-0.197 -0.018 
 

-0.160 -0.018 

 
(-1.62) (-1.83) 

 
(-3.15) (-0.40) 

 
(-3.88) (-0.60) 

Change in CDRF spread -0.906 -1.004 
 

-0.065 -0.127 
 

-0.018 -0.148 

 
(-1.34) (-1.34) 

 
(-0.49) (-1.35) 

 
(-0.21) (-2.44) 

베타 스프레드 
 

0.069 
  

0.006 
  

0.003 

  
(0.97) 

  
(0.71) 

  
(0.51) 

Lagged BAB 수익률 
 

-0.147 
  

0.777 
  

0.762 

  
(-1.16) 

  
(3.75) 

  
(3.76) 

Lagged inflation 
 

0.027 
  

0.001 
  

0.003 

  
(0.36) 

  
(0.12) 

  
(0.41) 

시장 수익률 
 

0.172 
  

0.013 
  

0.013 

  
 

(1.36)  
 

(0.81)  
 

(1.28) 

수정 R
2
 0.022 0.225  0.105 0.319  0.16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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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전략 

제 1 절   VOL Factor 

 

이론적으로 입증된 초과성과의 원천으로는 소형주 프리미엄, 가치

주 프리미엄, 모멘텀 프리미엄, 저변동성 프리미엄 등이 있다. 베타

를 이용한 투자 전략은 이 가운데에서 저변동성 프리미엄을 이용한 

투자전략이다. 하지만 제 3 장에서 확인하였듯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는 저베타 이상현상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유의하지 않는다.  

한편, 소형주 프리미엄, 가치주 프리미엄, 모멘텀 프리미엄 효과를 

이용하는 헤지 포트폴리오전략들 역시 평균적으로 유의한 위험조정

초과수익률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수익의 변동성 역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인 투자전략

을 연구해보겠다는 목적에 맞지 않아 배제하였고, 대신 저변동성 이

상현상을 이용한 다른 factor 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

에서는 주식의 총위험을 나타내는 변동성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전

략의 유의성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총위험을 나타내는 변동성()은 제 2 장 2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직전 1 년간 월간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표 5>는 변

동성의 순서대로 구성한 10 개의 포트폴리오 별로 주식 수익률과 보

통주 시가총액, 장부가 대 시장가 비율(B/M), 베타, 변동성의 기초통

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저변동성 포트폴리오(P1)에서 고변동성 포트

폴리오(P10)로 갈수록 주식 수익률이 0.90%에서 0.44%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6>에서는 매월 t-1 월에 측정한 변동성의 순서로 구성한 10 개

의 포트폴리오와 VOL 포트폴리오의 월 초과 수익률과 벤치마크 대

비 조정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주식 수익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동

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장 오른쪽 열은 VOL 포트폴리오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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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을 나타낸다. VOL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의 중앙값보다 작은 

주식들은 저변동성 포트폴리오에, 변동성의 중앙값보다 큰 주식들은 

고변동성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며 매월 재구성한다. 각각의 포트폴리

오에서 주식들은 변동성의 순위를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초과 

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류인 통화안정증권 1 년물을 초과하는 주식 수

익률이며, 벤치마크 대비 조정 수익률은 매 월말 측정한 시가총액과 

장부가 대 시장가 비율, 모멘텀에 따라 125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의 평균 수익률을 벤치마크로 하여 계산하였다. 괄호 안의 

값은 t-값이다.  

저베타 포트폴리오(P1)에서 고베타 포트폴리오로(P10) 갈수록 월 

초과 수익률이 1.08% %에서 0.34%로 단조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벤치마크 대비 조정수익률 역시 고베타 포트폴리오일

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측정 기간이 증가할수록 불규칙한 

패턴을 보인다. 변동성을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VOL factor 

역시 0.49%(t-값=2.33)로 유의한 양의 초과 수익률을 보인다.  

<표 7>에서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CAPM 알파와 Fama and French 

(1993) 3-factor model 알파, Carhart(1997)의 모멘텀까지 반영한 4-

factor model 알파를 나타낸다. 저변동성 포트폴리오(P1)에서 고변동 

포트폴리오로(P10) 갈수록 알파 값이 단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VOL factor 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CAPM 의 알파는 

월 0.54%(t-값=2.51), 3-factor model 의 알파는 월 0.56%(t-값=2.58), 

4-factor model 의 알파는 월 0.57%(t-값=2.63)로 모두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저베타 이상현상을 이용한 포트폴리오와는 달

리 저변동성 이상현상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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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동성(Volatility) 포트폴리오의 기초통계량 

아래 표는 1987 년부터 2013 년까지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적이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측정한 변동성 포트폴리오의 기초통계

량이다. 주식 수익률은 일별 자료를 이용해 측정한 월 수익률이며, 보통주 시가총액은 매월말 보통주 시가총액이다. (t-1)년 회

계년도말의 보통주 장부가치를 (t-1)년 12 월말의 보통주 시가총액으로 나누어 매년의 장부가 대 시장가 비율을 계산하였다. 베

타는 시장 모형으로 측정하였으며, 변동성은 개별 주식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된 변동성(총위험)이다. 매월 측정한 변동성의 

순서로 10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Panel 1: 변동성(Volatility) 포트폴리오의 기초통계량 - 평균 

변수명 
P1 

(저베타) 
P2 P3 P4 P5 P6 P7 P8 P9 

P10 

(고베타) 

주식 수익률(%) 0.90 0.97 1.02 0.97 0.99 0.95 0.92 0.87 0.65 0.44 

보통주 시가총액 2,051,314 916,308  569,794  408,660  282,281  194,848  149,188  110,886  86,865  80,387  

장부가/시장가 2.48 1.79 1.69 1.63 1.54 1.47 1.43 1.30 1.12 1.32 

베타 (Beta) 0.68 0.81 0.85 0.89 0.91 0.93 0.95 0.95 0.92 0.88 

변동성(%) 5.74 6.55 7.03 7.44 7.84 8.27 8.76 9.35 10.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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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2: 변동성(Volatility) 포트폴리오의 기초통계량 - 중앙값 

변수명 
P1 

(저베타) 
P2 P3 P4 P5 P6 P7 P8 P9 

P10 

(고베타) 

주식 수익률(%) 0.33 0.47 0.43 0.36 0.35 0.21 0.20 0.12 -0.05 -0.26 

보통주 시가총액 99,441 86,661 70,281 65,662 59,229 50,072 45,321 42,731 37,808 35,192 

장부가/시장가 1.54 1.42 1.32 1.28 1.19 1.13 1.05 0.95 0.86 0.71 

베타 (Beta) 0.64 0.79 0.82 0.87 0.90 0.92 0.94 0.95 0.92 0.89 

변동성(%) 5.63 6.37 6.86 7.27 7.67 8.09 8.58 9.19 9.98 11.58 

 



 25 

 

<표 6> 변동성(Volatility) 포트폴리오와 VOL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아래 표는 각 1987 년부터 2013 년까지의 변동성 포트폴리오별 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매월 t-1 월에 측정한 총 변동성의 

순서로 10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t 월의 초과 수익률을 측정하였다. 주식 수익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

여한다. 가장 오른쪽 열은 VOL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낸다. VOL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의 중앙값보다 작은 주식들을 

저변동성 포트폴리오에, 변동성의 중앙값보다 큰 주식들은 고변동성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후 저변동성 포트폴리오를 매수하

고 고변동성 포트폴리오를 매도하여 구성한다. 각각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변동성의 순위를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변동

성이 작을수록 저변동성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변동성이 클수록 고변동성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한다. 매 월말 측정한 시가총액과 장부가 대 시장가 비율, 모멘텀에 따라 125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의 평균 수익률

을 벤치마크로 하여 계산한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도 함께 나타내었다. t 값은 괄호 안에 표시하였으며,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값은 굵게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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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1 

(저베타) 
P2 P3 P4 P5 P6 P7 P8 P9 

P10 

(고베타) 
VOL 

월 초과 수익률 1.08 0.86 0.82 0.76 0.68 0.51 0.52 0.52 0.39 0.34 0.49

 
(2.46) (2.47) (2.65) (2.59) (2.33) (1.88) (2.04) (2.06) (1.66) (1.57) (2.33)

벤치마크 대비 월 수익률 0.21 0.20 0.19 0.06 0.00 -0.08 -0.08 -0.12 -0.16 -0.17 0.32

 (1.66) (2.80) (3.09) (1.09) (0.07) (-1.49) (-1.73) (-2.26) (-3.20) (-2.37) (3.62)

벤치마크 대비 1 년 수익률 0.02 -0.02 0.02 -0.04 0.05 -0.02 0.03 -0.02 -0.05 0.00 0.02

 (0.26) (-0.79) (0.80) (-1.92) (2.17) -(1.13) (1.90) (-0.96) (-2.90) (0.01) (0.56)

벤치마크 대비 2 년 수익률 0.00 0.01 0.01 0.05 -0.01 0.09 -0.03 0.04 -0.11 -0.10 0.07

 (0.01) (0.88) (0.69) (2.92) (-0.33) (3.54) -(1.43) (1.58) (-4.37) (-1.66)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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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변동성(Volatility) 포트폴리오와 VOL 포트폴리오의 알파(alpha) 

아래 표는 각 1987 년부터 2013 년까지의 변동성 포트폴리오별 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매월 t-1 월에 측정한 총 변동성의 

순서로 10 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t 월의 초과 수익률을 측정하였다. 주식 수익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

여한다. 가장 오른쪽 열은 VOL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낸다. VOL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의 중앙값보다 작은 주식들을 

저변동성 포트폴리오에, 변동성의 중앙값보다 큰 주식들은 고변동성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후 저변동성 포트폴리오를 매수하

고 고변동성 포트폴리오를 매도하여 구성한다. 각각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변동성의 순위를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변동

성이 작을수록 저변동성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변동성이 클수록 고변동성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한다.  알파(alpha)는 월 초과 수익률을 이용한 회귀분석 식의 절편 값으로, 설명 변수는 시장 초과 수익률과 Fama and 

French(1993)의 SMB, HML, Carhart(1997)의 모멘텀을 추가하였다. t 값은 괄호 안에 표시하였으며,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값

은 굵게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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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저베타) 
P2 P3 P4 P5 P6 P7 P8 P9 

P10 

(고베타) 
VOL 

CAPM alpha (%) 1.17 0.90 0.90 0.80 0.72 0.56 0.56 0.53 0.40 0.33 0.54

 (2.56) (2.49) (2.79) (2.64) (2.40) (2.00) (2.12) (2.05) (1.64) (1.49) (2.51)

Three-factor alpha (%) 1.24 0.97 0.98 0.86 0.78 0.62 0.62 0.58 0.45 0.38 0.56

 (2.75) (2.73) (3.20) (2.93) (2.71) (2.29) (2.40) (2.34) (1.91) (1.81) (2.58)

Four-factor alpha (%) 1.24 0.97 0.97 0.86 0.77 0.61 0.60 0.57 0.44 0.37 0.57

 (2.72) (2.73) (3.17) (2.90) (2.65) (2.22) (2.30) (2.26) (1.88) (1.7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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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BAB factor 와 VOL factor 의 비교 

 

본 장에서는 앞의 제 3 장에서 분석한 BAB factor 와 제 5 장 1 절

에서 분석한 VOL factor 를 비교한다. 다음 <표 8>은 BAB factor 와 

VOL factor 를 4-factor model 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8> BAB factor 와 VOL factor 의 비교 

아래 표는 BAB factor 와 VOL factor 를 시장 초과 수익률과 Fama and 

French(1993)의 SMB, HML 에 Carhart(1997)의 모멘텀을 추가한 Four-factor 

model 로 회귀분석하여 얻은 계수값들이다. t 값은 괄호 안에 표시하였으며, 

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값은 굵게 표시하였다. 

 

  BAB Factor 
 

VOL Factor 

  Coeff. T-stat 
 

Coeff. T-stat 

알파(Alpha) 0.11% (0.38)  0.57% (2.63) 

Market loading -0.04 (-0.49) 
 

0.04 (0.66) 

SMB loading -0.01 (-0.08) 
 

0.13 (1.17) 

HML loading 0.29 (1.70) 
 

0.09 (1.07) 

MOM loading 0.04 (0.22)  0.09 (0.66) 

 

BAB factor 의 알파은 월 0.11% (연 1.3%)이며 t-값은 0.38 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다. 한편 VOL factor 의 알파는 월 0.57% 

(연 6.8%)이며 t-값이 2.63 으로 이에 해당하는 p-값은 0.09 이다. 따

라서 VOL factor 의 알파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뿐만 아니라 그 유의

성도 매우 크다. 그 외의 시장, 소형주, 가치주, 모멘텀에 대한 

loading 들은 유의하지 않다.  

Andrew Ang(2014)은 미국 주식시장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알파 뿐만 아니라 네가지 loading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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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 factor 와 VOL factor 에서 모두 유의한 값을 나타내므로 저베

타와 저변동성을 모두 이용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또한 저베타 이상

현상은 소형주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저변동상 이상현상은 대형주

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대형주의 유동성이 커서 더 쉽

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 주시시장에서는 VOL factor 의 알파만 유

의하게 양의 값을 가지므로 미국시장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제 3 장과 제 5 장에서 보인바와 같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저베타 

이상현상 보다는 저변동성 이상현상을 이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제 6 장 결론 

 

Andrew Ang(2014)에 따르면, 저변동성 이상현상은 다음의 세가지 

효과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1. 변동성은 미래 수익률과 음의 관계가 있다. 

2. 실현된 베타는 미래 수익률과 음의 관계가 있다. 

3. 최저 분산 포트폴리오는 시장보다 성과가 좋다. 

즉, 저변동성 이상현상은 시장 베타 또는 변동성으로 측정하는 위

험(risk)이 미래 수익률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저베타 이상현상 및 저변동성 이상현상을 이용해 포트폴리

오를 구성하고 이 포트폴리오의 알파가 양의 값을 가지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1987 년 1 월 5 일부터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적이 있는 주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t-1 월의 주식 수익률 베타의 순위에 따라 1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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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저베타 주식을 매수하고 고베타 주식을 

매도한 것을 BAB factor 로 한다. 하지만 BAB factor 의 CAPM 의 알

파와 3-factor model 의 알파, 4-factor model 의 알파는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즉 국내 시장에서는 저베타 이상현상이 유의

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베타 이상현상을 활용한 뒤 차입자금을 이용하는 전략의 

수익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장

에서의 자금조달 조건이 타이트해지면 신용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요구수익률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자금 차입에는 제한이 따르므

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고베타) 자산을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이 결과 저베타 자산의 

보유가 줄어들면서 이것이 저평가되고, 저베타 자산을 매수하는 

BAB 포트폴리오의 미래 수익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

식 시장의 실증 분석 결과 레버리지 제약조건이 강해질수록 BAB 포

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반면, t-1 월의 주식 수익률 총변동성 순위에 따라 10 개의 포트폴

리오를 구성한 후 저변동성 주식을 매수하고 고변동성 주식을 매도

한 VOL factor 의 경우, CAPM 의 알파는 월 0.54%, 3-factor model

의 알파는 월 0.56%, 4-factor model 의 알파는 월 0.57%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저변동성 이상현상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동성 

이상현상은 체계적 위험보다는 총위험이 높은 주식들을 과대평가함

으로써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의 여러 기존 연구 결과와

도 일치한다. 

저변동성 이상현상을 이용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유의한 양의 위험

조정 초과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변동성의 감소를 동시에 얻을 수 있

다. 즉 저변동성 이상현상을 이용한 VOL factor 는 안정적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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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조정 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양수값을 가지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지속적인 저금리 시대에 대비한 자산운용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저변동성 이상현상의 발생 원인은 여러 연구에서 분석되

고 있다. 베타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국외 연구도 다양

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시장에서 대부분 유의한 성과를 보인 베

타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국내 시장에서도 효과적인지 분석

하고, 동일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변동성을 이용할 때는 어떤 결과를 

가지는지 분석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

다. 추가적으로는, 국외 시장과는 달리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저베타 

이상현상이 유의하지 않는 원인에 대하여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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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f   Betting 

Against Beta in Korea Stock Market 

 

Kyungim Le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I examine whether portfolio strategies using low 

volatility anomaly shows positive excess return in Korea stock 

markets.  

Using the listed stocks in Korea stock markets from 1987 to 2013, 

I construct 10 portfolio by their t-1 month stock return beta and 

volatility. I also construct BAB factor which long low-beta assets 

and shortsell high-beta assets and VOL factor which long low-

volatility assets and shortsell high-volatility assets. For BAB factor, 

I show that CAPM alpha is 0.15% per month, 3-factor model alpha 

is 0.12% per month, and 4-factor model alpha is 0.11% per month 

on average. They are positive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tandard 95% level. Thus, BAB portfolio strategy using low beta 

anomaly is not effective in Korea stock market. 

Regarding VOL factor, CAPM alpha is 0.54% per month (t-

statistic=2.51), 3-factor model alpha is 0.56% per month (t- statistic 

=2.58), and 4-factor model alpha is 0.57% per month (t- statistic 

=2.63) on average, which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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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portfolio strategy using low volatility anomaly is effective in 

Korea stock market 

By the way, I show the results from time series regression in 

order to test if funding constraints become more binding, the 

required future BAB return increase. I take the spread between 

CD interest rate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 as proxy of 

funding constraints. The coefficients of the regression are negative 

bu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standard 95% level. 

Therefore, it is hard to conclude that the required future BAB 

return increase as leverage constraints become more binding for 

the Korea stock market. 

 

Keywords: Beta; Volatility; Low Volatility Anomaly; Asset Pricing; 

CAPM; Three-factor Model; Four-f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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