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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수익률의 Skewness에 대한 위험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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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박 신 영* 

고 봉 찬** 

본 연구는 자산수익률 분포의 비대청도를 측정하는 skewness가 해당 자산의 기 

대수익률 결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익률 분 
포의 skewness가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는， 예컨대 체계적으로 음 

의 skewness를 보이는 자산은 동일한 평균 · 분산을 갖고 있는 대청형 수익률 분포 
의 자산보다도 위험이 더 크므로 더 높은 기대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1989년 

부터 2000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의 연속 상장주식 3557"를 대상으로 산업별， 기업 
규모별， 장부가대 시장가비융별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월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대 

체로 높은 수익률을 보인 포트폴리오의 coskewness는 낮은 수익률을 보인 포트폴 
리오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skewness에 대한 위험프리미염이 폰재함올 확인하였 
다 

이러한 skewness 위험요인이 기존 자산가격결정모형에서 사용되는 위험요인들 
과 차별화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CAPM모형과 Fama/French의 3요인모형에 

skewness 위험프리미엄을 추가하여 모형의 설명력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CAPM에 skewness 위험요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모형의 셜명력이 상당히 커지 
지만 Fama/French의 3요인모형의 경우에는 모형의 설명력 증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skewness 위험요인이 Fama/ French의 3요인모형에 의해 설 
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력이 없옴올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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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료; 
'-

자산의 기대수익률 분포가 정규분포로부터 벗어나 비대칭적인 분포를 보이는 경 

우， 수익률의 1차 모벤트인 평균과 2차 모멘트인 분산에 의해 결정되는 CAPM모 

형만으로는 기대수익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게 되며 .3차 모멘트인 skewness 

즉 비대칭도를 추가로 고려해주어야 한다. Kraus and Li tzenberger (1976)는 

이 러 한 문제를 검 증하기 위 하여 CAPM모형 에 skewness요인을 추가한 모형을 실 

증분석한 결과. skewness요인이 기대수익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것은 위험회피적인 투자자들이 자산의 수익률 분포가 체계적으 

로 좌측으로 치우친 Oeft-skewed) 경우에 더 큰 위험을 느끼게 되므로 이러한 자 

산에 대해서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skewness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존 

재하는지를 검증하고， 이것이 기존의 CAPM과 Fama/French의 3요인모형과 비 

교하여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개별 자산의 skewness가 시장포트폴리오의 skewness에 얼마 

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coskewness를 측정하여， 과연 위험회피적인 투자자들이 

시장수익률과 음의 coskewness를 갖는 자산에 대해서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자산가격결정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시장 

의 이상현상으로 인한 비정상초과수익률이 수익률 분포의 skewness로 인해 나타 

나는 현상이라면 skewness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을 모형에 추가함으로써 가격오 

차를 줄이고 모형의 설명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의 기대수익률 결정모형은 Markowitz( 1952)의 포트폴리오이론 이후 본 

격적으로 시작되어 Sharpe( 1964)와 Lintner(965)에 의해 시장요인을 유일 

한 결정요인으로 하는 1요인 CAPM모형이 개발되었으나， 이 모형의 이론적 도 

출에 사용된 비현실적 가정과 낮은 현실 설명력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예컨 

대 기업규모효과나 1월효과 등이 시장요인보다도 기대수익률의 횡단면적 변동을 

더 잘 설명해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Fama and French 

(1992) 는 CAPM의 베타가 갖는 설명력보다는 기업규모와 장부가대 시장가비율 

(book-to-market ratio: BE/ME)과 같은 요인들의 설명력이 더 높다는 사실 

을 발견하고 시장요인에 이들 두 요인을 추가한 3요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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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요인 모형은 CAPM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여 그 동안 시장이상현상으로 불 

리던 부분을 상당 부분 셜명해줌으로써 실증적으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갖는 모 

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익률 분포의 skewness요인이 기존의 

자산가격결정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 

증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산가격결정 

모형들에서와 같이 수익률의 노이즈가 많은 개별기업보다는 이들 노이즈가 상쇄 

되어 체계적인 수익률 변동을 내포하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 

으며， 특히 산업별， 기업규모별， 장부가대 시장가비율별(BE/ME). momentum 

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skewness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 

호도와 그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의 이론적 근거와 측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 

III장에서는 실종분석을 위한 자료와 포트폴리오의 구성방법 및 검증모형을 설명 

한다. 제 IV장에서는 분석대상 포트폴리오 수익률 자료에 체계적인 skewness가 

나타나는지 를 살펴 보고. skewness요인을 추가한 CAPM과 Fama/French의 3 

요인모형의 셜명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의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하여 서술한다. 

n. Skewness의 의미와 측정방법 

1. Skewness와 Coskewness 

(1) Skewness와 CAPM 

Kraus and Litzenberger (1 976)는 투자자들이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갖는다 

는 가정 하에 skewness를 고려한 CAPM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 

시하였다. 여기서 skewness를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고려해주는 이유는 현실 

적으로 자산 수익률의 분포가 비대칭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자산 

수익률의 기대값과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1차 모벤트인 평균과 2차 

모벤트인 분산 뿐만 아니 라 3차 모멘트인 skewness도 고려해 주어야 하기 때문 

이다. 이들이 skewness CAPM 모형을 실증분석한 결과， 시장베타에 대한 회귀 

계수의 t값은 2.230. 그리고 skewness에 대한 회귀계수의 t값은 -l. 905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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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개별주식의 위험프리미엄이 체계적 위험인 시장베타와 

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체계적 skewness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음 의미하며. 따라서 체계적 위험이 높을수록 그리고 skewness가 낮을수록 더 

높은 기대수익률이 요구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Skewness와 Coskewness어|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 

Robert and Philip (1 980)은 투자자들의 효용함수가 부의 수준에 대하여 양 

의 한계효용을 보이면서 위험회피성향을 보인다는 가정하에서， 투자자들이 양의 

skevvness에 대해서는 양의 선호도를 보이고 음의 skewness에 대해서는 음의 

선호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skewness에 대해 

양의 선호도를 가질 때， 특정 자산 수익률의 시장수익률과의 coskewness에 대 

해 투자자들이 어떠한 방향의 선호도를 가지게 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예컨대 

음의 skewness를 갖는 자산을 시장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 시장포트폴리 오의 

skewness가 보다 음의 값을 갖도록 작용할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이 에 대해 양 

의 위험프리미염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결국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하게 된 

다 이에 반해 양의 skewness를 갖는 자산은 시장포트폴리오의 skewness가 

보다 양의 값윤 갖도록 할 것이므로 음의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어 결국 더 

낮은 기대수익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 

과 양의 coskewness를 갖는 자산을 선호할 것이며 음의 coskewness를 갖는 

자산에 대해서는 양의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어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지 

게 될 것이다. 

(3) Skewness와 Coskewness의 측정방법 

일반적으로 skewness는 변수 X에 대한 3차 모벤트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μ 3 = r_ [x - E(x)Y f(x) 따 = E ( x - R ( X )) 3 
← ι a 

이러한 skewness에 대한 정의식을 바탕으로 개별 주식 i의 수익률과 시장수 

익 률과의 coskewness를 다음과 같이 정 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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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E kr, - E(r, )][r", - E(r", )]2 L __ E[r, - E(η )][r., - E(r"’ )]2 J 
S/(J), - ~ E[(r, _ E(r, )]2 E[( κ” -E(rm)]2 - 6 ,o2 ‘’ 

즉 β ‘SKlh 는 개별 자산 i가 시장포트폴리오의 skewness에 공헌하는 정도. 즉 

coskewness를 측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음수의 β ‘SK/)I 는 개별 자산 Z가 시 

장포트폴리 오 수익 률에 음의 skewness를 추가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위의 β SKIJI 는 coskewness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는 별도로 Fama/French의 3요인모형에서처럼 coskewness요인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측정하여 함께 검증하도록 한다. 즉 Fama and French ( 1993) 의 

방법을 따라 과거 607~월 동안의 월수익률 자료를 대상으로 개별 주식의 

coskewness를 위 의 β SK/)I 로 측정 하여 하위 30%의 coskewness 값을 갖는 

주식들로 형성된 포트폴리오를 S - . 중간 40%에 해당하는 주식들로 형성된 포 

트폴리오를 S " 상위 30%의 값을 갖는 주식들로 형성된 포트폴리오를 s . 라 

명명한다 그 후 61번째 달의 S • 의 수익률과 S ‘ 의 수익률 차이를 

coskewness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또 다른 한가지의 방법 

으로서 61번째 달의 S • 의 수익률과 무위험이자율 r , 와의 차이를 coskewness 

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으로 정의하여 함께 검증하도록 한다 

m. 표본자료 및 검증모형의 구성 

1. 표본자료의 구성 

본 연구는 198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32개월 동안의 표본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kewness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을 측정하 

기 위해 607~월의 과거자료가 필요하므로 실제로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기간은 

1994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총 72개월이 된다. 또한 Fama and French 

(1 993)에서와 같이 제조업종 상장기업 중에서 표본자료가 전체 기간 동안 지속 

적으로 존재하는 상장기업 3557~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 

한 월별수익률은 KIS-SMAT으로부터 제공되는 배당과 증자 등이 조정된 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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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형 수익률을 이용하였으며， 무위험수익률은 한국은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국채 수익률을 추출하여 월별 수익률로 변환시켜 사용하였다. 또한 시장수익률은 

KIS-SMAT으로부터 제공되는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이용하였으며. Fama/ 

French의 3요인모형에 사용되는 요인구성을 위해 필요한 회계정보는 

KIS-FAS에서 추출하였다 

2. 분석대상 포트폴리오의 구성 

실증분석 대상이 되는 포트폴리오는 산업별 포트폴리오 13개， 기업규모별 포 

트폴리오 107H, BE/ME별 포트폴리오 107M. 기업규모 & BE/ME 포트폴리오 
257M. momentum별 포트폴리오 10개로 구성된다. 또한 skewness에 대한 위 

험프리미염을 측정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 s - s 0 ’ s+ 의 3가지 skewness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여기서 모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구성주식들의 월수 

익률을 매월 포트폴리오의 총시장가치에서 구성주식이 차지하는 시장가치 비율 

로 가중하여 계산하였다 

( 1 ) 산업벌 포트폴리오의 구성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17개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중 107M 이하 
의 기업이 속하는 산업(기타제조업， 서비스업， 의료정밀， 전기가스업)을 제외한 

13개의 산업에 대해 산업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2) 기업규모 및 BE/ME 포트폴리오의 구성 
기업규모 포트폴리오는 매년도 6월말 시점의 총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표 

본주식들을 기업규모별로 107M의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다음 년도 6월 

말에 새로이 재구성하였다. 또한 BE/ME 포트폴리오도 매년도 6월말에 전년도 
12월말 시점의 BE/ME비율(장부가치/시장가치)을 기준으로 표본주식들을 10 
개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다음 년도 6월말에 새로이 재구성하였다 여 

기서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는 자본총계에서 우선주자본금과 이연자산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기업규모 및 BE/ME 포트폴리오를 다시 5개 
의 기업규모와 5개의 BE/ME 포트폴리오로 재구성한 후. 이들의 교집합으로 총 
25개의 기업규모 & BE/ME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이것도 다음 년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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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에 새로이 재구성하였다. 

(3) Momentum 포트폴리오의 구성 

Harvey and Siddique(2000)의 방법대로 t-12월부터 t-2월까지의 과거 11 

개월 동안의 보유수익률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본주식들을 10개의 momentum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였으며， 이렇게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t시점부터 6개월간 보 

유하는 동안 포트폴리오의 월수익률은 구성주식들의 월수익률을 매월 포트폴리 

오의 총시장가치에서 구성주식이 차지하는 시장가치 비율로 가중하여 구하였다 

(4) Skewness 포트폴리오의 구성 

앞에서 설명한 과거 60개월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coskewness의 측정치인 

β 、샤) , 를 기 준으로 표본주식 을 상위 30%. 중간 40%. 하위 30%로 나누어 각 

각 S'" SO S- 의 세가지 skewness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61번째 달의 

S 의 수익률과 S+ 의 수익률 차이를 coskewness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으로 

측정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S+ SO S- 포트폴리오의 월수익률 요약통계량 

을 계산한 결과. s + 포트폴리오는 평균 1.32%. SO 포트폴리오는 1. 73%. 

S 포트폴리오는 2.1%로 나타남으로써. coskewness가 낮은 주식에 대해서 

더 높은 위험프리미염이 요구된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한가지의 방법으로서 61번째 달의 S- 의 수익률과 무위험이자율 rt 와의 

차이를 coskewness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으로 측정하여 함께 검증하도록 한다. 

우선 첫번째 방법에 의한 위험프리미엄을 CAPM 모형과 Fama/French의 3요 

인모형에 추가하는 경우 그 시계열 회귀분석 검증모형은 각각 아래의 (A) 와 (B) 

로 표현된다. 

(A) E (r, ) = a , + β， rM + βSK ,(r S- - rγ ) 

(B) E(η ) = a , + β ， ru + βSK ， (rs- - r.~.+) + s;SMB + h;HML 

또한 두번째 방법에 의한 위험프리미엄을 사용하는 검증모형은 아래의 (C) 와 

(D)로 표현된다. 



118 증권 · 금융저널 

(C) E(r,) = α，+ β， rM + βS~ ， (r~~ - r ,) 

(D) E( η) = a , + β， rM + β\'_ ， (rS~ - r/ ) + s ,SMB + h,HML 

3. Fama/French으13요인모형의 구성 

Fama/French의 3요인모형의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5MB와 HML은 Fama 

and French ( 1993)의 방법을 따라서 구성하였다 즉 전체 표본기업을 매년 6 

월말 시점의 시장가치 (ME) 중앙값을 기준으로 S(Small)와 B (Big)의 두 그룹 

으로 나누고， 전년도 말 시점의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비율(BE/ME)의 중앙값 

을 기준으로 상위 30%. 중간 40%. 하위 30%를 각각 H. M. L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6월말 현재 총 6개 조합(S/H. S/M. S/L. B/H. B/M. B/L)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각 포트폴리오의 월수익률은 동년 7월부터 차년 6월 

까지 구성주식의 월별수익률을 매월 포트폴리오의 총시장가치에 대한 시장가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매년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월별수익률을 계산하였으며 .SMB는 S/H. S/M. S/L의 월수익률의 단순평균에 

서 B/H. B/M. B/L의 월수익률의 단순평균을 뺀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HML 

은 S/H. B/H의 월수익률의 단순평균에서 S/L. B/L의 월수익률의 단순평균을 

뺀 값으로 측정 하였다. 이 는 기 업 규모와 장부가치 대 시 장가치 (BE/ME) 사이 에 

존재할 수 있는 상관관계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된 5MB와 HML 요인을 구성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Fama and French (1992)에서와 같이 S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2.68%로서 B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1. 0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국내 시장 

에서도 규모효과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BE/ME 

와 관련하여서는 Fama and French (l 992)의 결과와 달리 L 포트폴리오의 수 

익률 2.19%와 H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1. 82%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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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5MB와 HML의 도출 
매년 6월말 시점의 전체 표온기업 시장가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표본기업을 S와 B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전 년도 말 시점의 BElME 상위 30%, 중간 때%， 하위 30%를 기준으로 H, M, L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6월말 현재 총 6개의 포트폴리오훌 구성하였음 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당해 7월 

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구성주식 월수익률을 매월 포트폴리오의 총시장가치에 대한 시장가치의 비 

율로 가중하여 구하였음 이러한 밤법으로 매년 6월말에 포트폴리오률 재구성하였으며， 5MB는 S/H, 
S/M, Sι의 수익률의 단순평균에서 B/H, B/M, B/L의 수익률의 단순평균을 뺀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HML은 S/H, B/H의 수익률의 단순평균에서 S/L, B/L의 수익률의 단순평균을 뺀 값으로 측정하였음. 

BElME벌 포트폴리오 
AII 5MB 

H M L 

기업규모별 S 3.09 2.46 2.49 2.68 
포트폴리오 

1.61 
B 0.54 0.79 1.89 1.07 

AII 1.82 1.63 2.19 

HML -0.37 

N. 실증분석 결과 

1 : 분석대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coskewness와의 관계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포트폴리오 수익률 분포에 체계적인 skewness로 인하 
여 위험프리미염이 존재한다면， coskewness 측정치인 ββ.\"씨” 

록 높은 수익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 

의 분석대상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한 skewness 9.l- coskewness 측정치를 계 

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보고되어 있다. 우선 산업별 포트폴리오의 경우 

전기 · 전자업종의 수익률 평균이 3.3%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계업종의 

수익률이 - 2.3%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수익률이 비교적 낮은 건설업， 

기계업종의 coskewness는 0 .49-0.61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수익률이 높은 

전기 · 전자. 의약품. 음식료품업종의 coskewness 는 0.61-0.76으로 높게 나 

타나 산업 별 포트폴리 오의 수익 률과 coskewness 사이 에 어 느 정 도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포트폴리오의 경우 대체로 기업규모가 작 

은 그룹의 수익률이 기업규모가 큰 그룹의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시 

장에서도 규모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익률이 낮은 기업규 



120 증권 · 금융저널 

모 9와 10그룹의 coskewness는 l. 4정도로서 수익률이 높은 기업규모 1과 2그 

룹의 0.4-0.5 수준보다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skewness에 대 한 위 험 프 

라마엄의 존재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표 2> 분석대상 포트폴리오의 월별 초과수익률에 대한 요약통계량 
포트폴리오의 월별 초과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국채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익률임. 기업규모벌 포트 

폴리오는 매년 6월말 시점의 총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10개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BEíME별 포트폴리오는 매년 6월말에 직전년도 12월말 시점의 BEíME를 기준으로 10개 그룹으로 나 
누어 구성하였음 기업규모 & BEíME 포트폴리오는 매년 6월말 시점의 총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직전년도 12월말 시점의 BEíME를 기준으로 하여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의 

교집합으로 257H 그룹으로 구성하였음 Momenlum 포트폴리오는 1-1 2월부터 1-2월의 과거 11 개월 동 
안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10개 그룹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후 t월부터 6개월 동안의 보유 초과수익률 

을 계산한 것임 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구성주식의 월수익률을 매월의 가치비중으로 가중평균하 

여 구하였읍 Skewness와 coskewness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온문을 참조 
「→←→←→←←←→→←←→←←→←→→→→-→---→-

• Panel A 산업 별 포트폴리 오의 월 별 초과수익 률 
다굉j뀔들폴리오 l 꿇O삶4%G학「 j } 평균 표준편차 Skewness 

건설업 -0.013 0.174 2.088 

1j1 H 섬 7 금유속 계굉 의울복 
-0.023 0.159 2.150 0.615 

---j 

0.007 0.149 1.356 0.685 

0.004 0.114 0.250 0.468 

운수장비 -0.003 0.141 1 .7딩 

z。r-〈「차。→::il~ 0.007 0.175 0.740 

유통업 0.003 0.166 1.725 0.7연 

음식료품 0.018 0.128 1.074 0.673 

2.1~흐 r드1 0.017 0.143 1.471 0.615 

↓}솔기 전자 0.033 0.197 2.잉4 0.765 

이·목재 -0.002 0.151 0.878 0.698 

철강·금속 0.005 0.133 1.1 31 0.707 

화학 0.005 0.131 2.08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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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기업규모벌 포트폴리오의 월별 초과수익률 

기업규모별 포트폴리오 평균 표준편차 Skewness Coskewness 

Smallest O.여8 0.218 2.021 0.421 

2 0여6 0.178 1. 181 0.557 

3 0.015 0.133 0.140 0.599 

4 0.026 0.165 1.500 0.943 

5 0.014 0.131 0.954 0.923 

6 0.015 0.143 1.021 0.933 

7 -0αl3 0.116 0.706 0.781 

8 0.015 0.133 1.084 1.001 

9 -0.α)2 0.130 2.215 1.396 

Largest 10 0.016 0.156 2.183 1.416 

Panel C: BE!ME벌 포트폴리오의 월별 초과수익률 

BE!ME벌 포트폴리 오 평균 표준편차 Skewness Coskewness 

Lowest 0.014 0.144 1.496 1.089 

2 0.028 0.195 2.7뼈 1.얘8 

3 -0.005 0.158 2.앵8 1.516 

4 0.003 0.148 2.520 1.540 

5 0.001 0.146 2.여4 O.없8 

6 O.α)6 0.181 2.009 1.442 

7 0.016 0.181 1.671 1.353 

8 0.003 0.165 2.195 1.368 

9 0.015 0.186 1.796 1.301 

Highest 10 O.αB 0.138 1.26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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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0: 기업규모 & BE!ME 포트폴리오의 월벌 초과수익률 

기업규모 BE!ME 평균 표준편차 Skewness Coskewness 

0.041 0.199 1.166 0.736 

2 0.053 0.238 3.1π 0영1 

3 0.019 0.154 -0.021 o.딩8 

4 0.036 0.189 1.526 0.156 

5 0.066 0.253 2.612 0.265 

2 0.014 0.135 0.900 0.706 

2 0.020 0.168 1잃1 0.993 

3 o.여O 0.175 0.413 0.614 

4 0.022 0.171 1η9 0영7 
r-

5 0.032 0.212 1.803 o.없6 

「 3 0.019 0.165 0.607 0.671 
• 

2 0.000 0.135 2.130 1. 137 

3 0.014 0.131 0.642 0.859 

4 0.010 0.138 0.667 0.712 

5 0.019 0.170 1.785 0.933 

4 0.000 0.115 0.221 0.502 
누←← 2 0.007 0.127 1.184 1.071 

3 o.α:B 0.162 0.964 0.901 
{ 

4 0.004 0.143 1.106 0.851 

5 0.007 0.136 1.073 0.875 

5 0.015 0.151 1.685 OJ얘7 
「

2 0.001 0.145 1.993 1.382 ←←「1 

L 3 0.001 0.197 2.980 1.585 

4 oα:B 0.145 1.326 1.1 06 」

5 0.004 0.138 1 영4 1.17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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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E: Momentum 포트폴리오의 월별 초과수익률 

Momentum 포트폴리오 평균 표준편차 Skewness Coskewness 

Winner -0.여1 0.384 1.딪:x3 -0.119 

2 o.떠4 0.376 1.256 -0.떠8 

3 0.(껴8 0.398 1.452 0.160 

4 0.008 0.500 1.480 -0.006 

5 0.138 0.575 1.700 0.249 

6 0.150 0.665 1 앉34 0.148 

7 0.213 0.718 1.388 0.022 

8 0.170 0.788 2.239 0.188 

9 0.111 0.675 2.167 -0.103 

Loser 10 0.188 0.879 2.365 -0.008 
」

반면 BE/ME 포트폴리오의 경우 낮은 BE/ME를 가지는 l과 2그룹의 수익 률 

이 BE/ME 9와 10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Fama and French (992) 

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었다. 그러나 이처럼 뚜렷하지 않은 BE/ME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낮은 high BE/ME그룹의 coskewness가 수익률 

이 높은 low BE/ME그룹보다 크게 나타나 낮은 coskewness에 대해 높은 수익 

률을 요구한다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앞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기업규모 & BE/ME 포트폴리오의 경우， 동일한 

BE/ME 그룹 하에서 기업규모가 작은 그룹이 기업규모가 큰 그룹보다 높은 수 

익률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기업규모 그룹 하에서 BE/ME 크 

기에 따른 추세를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작은 l과 2그룹에서는 BE/ME가 높은 

그룹의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가 큰 4와 5그룹에서 

는 BE/ME와 수익률 간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기업규모가 작은 그룹에서는 BE/ME가 재무적 곤경요인을 반 

영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기업규모 그 

룹에서는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BE/ME가 위험의 대용치로서 뚜 

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면， 수익률과 coske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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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간의 상관관계에 뚜렷한 선형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대체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작은 기업규모의 그룹은 낮은 coskewness값을 갖고， 기업규모가 

작은 그룹 내에서는 BE/ME가 높을수록 높은 수익률과 낮은 coskewness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큰 그룹에 대해서는 BE/ME와 수 

익률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특별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Harvey and Siddique(2000)를 비롯한 많은 실증 연구들이 미국시장에서 

momentum 투자전략을 통하여 유의한 수준의 초과수익률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나， 본 논문의 momemtum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t-12월에서 t-2 

월까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그룹 1이 6개월 동안의 보유기간 수익률이 가장 낮 

았으며.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그룹 10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것은 

momentum 투자전략이 국내시장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10그룹의 경우 coskewness가 음수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5. 6. 7그룹의 경우에는 coskewness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momentum 포트폴리 오의 경 우에 coskewness가 위 험 프리 

띠염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Skewness요인을 포함하는 자산가격결정모형의 검증 

( 1) Skewness요인을 포함하는 모형의 검증방법 

Skewness요인을 포함하는 자산가격결정모형에 대한 검증은 전체 기간에 대 

하여 추정된 베타를 바탕으로 Fama and Macbeth (l 973) 의 2단계 회귀분석방 

법을 적용하여 수행한다. 즉 먼저 분석대상 각 포트폴리오의 72개월간 월수익률 

에 대해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베타를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된 각 포트폴리오 

별 베타값을 다시 독립변수로 하여 각 월별로 아래의 6개 모형에 대한 횡단면 회 

귀분석을 통해 skewness 요인의 회귀계수인 ÀS 와 À SK가 유의한지를 검증한 

다. 

1 . CAPM: ;1 f = λ。 + Àm β f + e; 

II. CAPM + S - : 셔= λo + λmβ;+ λ ‘、 -β s-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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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APM+SK : 셔 = Ào + Àm β ， + À.\"K β ‘SK + e , 

N.3요인모형 Þ-, = Ào + λm β，+ λSMH S, + λ HMI h, + e j 

V.3요인모형 + s- 셔， = Ào + Àm β ， + À싸 

Vl. 3요인모형 +SK: 셔= λ。 + Àm β ， + À SMH S, + À HM1. h , + À SK β SK + e , 

예를 들어 10개의 기업규모 포트폴리오에 대해 CAPM모형을 검증하는 경우. 

각 기업규모 포트폴리오의 727H월간 월수익률에 대한 시계열 회귀분석 

(η = a + β ， rm +e{)을 통해 β1 를 구한다. 그 결과 10개의 기업규모 포트폴리 

오에 대하여 모두 107H 의 βl 가 도출된다. 이렇게 측정된 βt 를 다시 독립변수로 

하여 각 월별로 횡단면 회귀분석 (μ= λ ” + Amβ ， ~ e , )을 실시한다. 이 때 종속 

변수는 10개의 기업규모 포트폴리오의 월수익률이 되며 , 실증분석기간이 총 727H 
월이므로 모두 72번의 횡단면 회귀분석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업별 

포트폴리오， 기업규모 포트폴리오. BE/ME 포트폴리오， 기업규모 & BE/ME 포 

트폴리오. Momentum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2)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먼저 각 포트폴리오의 72개월간 월수익률에 대한 시계열 회귀분석을 추정한 경 

우의 R2 는 〈표 3)에 보고되어 있다. 산업별 포트폴리오의 경우 건설업， 기계， 섬 
유·의복， 의약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서 CAPM 및 3요인모형의 

R" 가 65%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수익률의 시계열적 변동을 설명하는 공통요인 

으로서 시장수익률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skewness요인을 추가한 CAPM+ S 

이나 CAPM+SK모형의 R2 는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포트폴리오의 경우 기업규모가 작은 그룹의 경우에는 CAPM의 R2 

가 30~45% 정도로 낮게， 기업규모가 큰 그룹의 경우에는 60~85% 정도로 매 
우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 1~7 그룹의 경우 CAPM에 skewness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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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프라 u] 염을 추가함으로써 모형의 R2 가 15~20% 정도로 상당히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나 기업규모 포트폴리오의 경우 skewness가 기대수익률을 결정하는 공 

통요인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규모 포트폴리오 

에서 3요인모형에 대한 R2 가 CAPM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으로써 3요인모 

형에 사용된 기업규모와 BE/ME요인이 기업규모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시계열적 

변동을 설명해주는 의미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었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은 1과 

2그룹의 경우.3요인모형을 사용함으로써 CAPM에 비해 R 2 가 40~50%가 증 

〈표 3>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각 모형의 결정계수 
분석대상 포트폴리오의 월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CAPM, CAPM+ S ~ , CAPM+SK, 3요인， 3요인+ 

S ‘ 3요인 +SK의 6가지 모형에 대해 72개월의 시계열 회귀분석올 실시한 결과로 나타난 R2 를 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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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기 업 규모 포트폴리오 

기업규모 포트폴리오 CAPM CAPM+S- CAPM+SK 3요인 3요인+S- 3요인+SK 

Smallest 29.05 49.생 54.81 78.밍 78.58 78.52 

2 37.49 64.89 61.26 80.17 82.없 80.17 

3 43.03 57.28 54.61 62.23 64.22 62.영 

4 44.26 67.85 66.97 83.90 87뼈 84.45 

5 60.05 81.54 78.잃 83.07 89.53 85.뼈 

6 58없 74.22 75.20 80.87 83.뼈 82.02 

7 61 .79 75.96 76.07 80.79 83.85 82.12 

8 71.48 80.없 π.23 π.79 82.01 78.69 

9 85.18 88.37 88.00 87.80 90.52 90.18 

Largest 10 85.82 85.82 87명 90.47 93.12 90.50 
」 」

Panel C: BE!ME 포트폴리 오 

BE!ME 포트폴리오 CAPM CAPM+S- CAPM+SK 3요인 3요인+S- 3요인+SK 

Lowest 51.35 63.60 62.경 64.86 68앓 66.91 

2 69.55 69.98 70.60 75.74 79.56 75.81 

3 67.00 69.56 68.11 67.00 71.01 69.때 

4 75.29 75.30 75.73 76.81 η.93 76.87 

5 72.01 80.때 81.17 80.42 83.89 
1 

83.57 I 
6 69쩌 70.60 70명 72.75 73.35 73.뼈 

7 73.않 80.78 79.68 η띠 81.61 80.잉 

8 59.85 73.13 75.89 68.71 74.27 76.07 

9 66.11 79.80 76.49 72.때 80.24 76.68 

Highest 10 85.61 86.π 85.74 86.25 88.때 86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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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0: 기업규모 & BE/ME 포트폴리오 

|기업규모 BE/ME CAPM CAPM+$- CAPM+$K 3요인 3요인+$- 3요인 +$K 

43.27 00.78 63.65 77. 16 η.00 π42 

2 15.92 35.97 34.76 53.46 54잃 53.뼈 

3 33.00 48.59 47.65 60.74 61.73 60.75 

4 24.85 51.29 49.67 π.96 79.26 78.17 

5 20없 41.78 34.79 48.67 51.98 48.72 

2 36.75 56.96 51.78 63.49 67. 10 63η 

2 53.11 76.딩 70.60 73.98 82.않 76.24 

3 37.23 51.35 54잃 70.23 70.51 70.23 

L- 4 21.05 43.27 44.없 76.98 π24 η.60 

5 41.99 57. 14 54.20 66.93 69.25 66.95 

3 35.01 50띠 50.18 51 .49 55.밍 53.59 

2 44.50 65.19 65.86 62.18 68.45 67.47 

3 56.03 67.59 67.잉 η.35 78.54 η얘 j 

4 56.여 72.00 73.95 78.46 80.93 79.00 

5 56.99 72.76 70.49 78.82 84.45 80.78 

4 44.42 49.때 50였 53.88 54.37 54.00 

2 56.35 69.10 69.28 68.78 72.91 71.62 

3 60.44 63.71 65.14 71.07 71.38 71.36 

4 55.95 62.72 64.17 72때 73.18 72.76 

5 62.75 72없 67.23 68.44 73.17 68.73 

5 56.98 57.02 60.81 65.02 66.56 66.74 

2 72.47 72.55 74.50 76.78 78.25 76.79 

3 76.00 76.24 76.01 80.30 82.17 81.37 

4 76.88 79.41 77.07 78.않 85.02 80.29 

5 88.54 89.05 88.딩 89.염 91없 00.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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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E: Momentum 포트폴리오 

Momentum 포트폴리오 CAPM CAPM+S- CAPM+SK 3요인 3요인+S- 3요인+SK 

Winner 9.00 15.60 9.10 10.40 19.57 10.50 

2 6.37 6.41 8.58 11.50 12.68 11.61 

3 7.50 8.67 7.60 13.78 15.46 13.81 

4 6.14 9.35 6.33 9.78 16.20 10.61 

5 16.00 16.28 16.44 17.41 19.38 17쩌 

6 15.67 15.72 15.79 20.96 20.97 21.20 

7 12.99 13.~ 13.22 14.75 15.85 14.84 

8 14.25 18.93 16.76 22.73 26.22 23.않 

9 5.73 9.14 7.87 10.00 11.14 10.08 

Loser 10 7.45 16.89 14.55 17.35 20.56 18.00 

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3요인모형에 skewness에 대한 위험프리미 

염을 추가한 경우에는 R2 의 증가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률의 시계열 

적 변동에서 기업규모나 BE/ME가 포착해내지 못하는 위험에 대하여 skewness 

가 추가적으로 가지는 설명력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E/ME 포트폴리 오의 경 우 CAPM의 R2 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skewness 요인을 추가한 모형의 경우 BE/ME 1. 8. 9그룹에서만 10-15% 정 

도의 R2 증가가 나타날 뿐， 나머지 그룹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3요인 

모형 역시 CAPM에 비해 R2 의 증가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 시장수익률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BE/ME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시계열적 변동을 설명하는 공통요인 

으로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규모 & BE/ME 포트폴리오의 경우 기업규모 포트폴리오에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기업규모가 작은 1. 2. 3그룹의 경우 

CAPM에 skewness요인을 추가함으로써 R2 가 15-25%로 상당히 커지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3요인모형의 경우에도 CAPM에 비해 15-40% 정도 설명력 

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요인모형에 skewness요인을 추가하더라 

도 R2 의 증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수익률의 시계열적 변동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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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어서 skewness요인이 3요인모형이 포착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한 설명력 

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momentum 포트폴리 오의 경 우에 는 모든 모형 의 R2 가 20% 미 만으 

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앞의 〈표 2>에서 살펴보았듯이 momentum 
투자전략이 유의한 수익률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본 논문에 

서 구성한 momentum 포트폴리오의 경우 기대수익률이 랜텀한 형태를 보여 시 
계열적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요인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한편 시제열 회귀분석에서 나온 베타를 독립변수로 하여 월별로 횡단면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로 나타난 R2 와 조정된 R2 는 〈표 4>와 같다. 표에 보고된 R2 와 

조정된 R2 는 월별 횡단변 회귀분석에서 나온 727H (momentum 포트폴리오의 경 

우는 55개)의 R 2 와 조정된 R2 를 평균한 값이다 CAPM의 경우 R2 가 10~20% 

효 낮게 나타나 시장베타만으로는 기대수익률의 횡단면적 변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Fama and French (l 992) 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CAPM에 skewness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을 추가한 CAPM+ S 와 CAPM十 SK

의 경우에는 약 10~25% 정도 모형의 설명력이 커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조정된 R2 도 5~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skewness 에 대한 위험프리미 

염을추가한모형을통해 기대수익률의 횡단면적 변동에 대한설명력이 상당히 높아 

지며 기대수익률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요인모형의 경우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CAPM에 비해 R2 가 25-35%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업규모나 BE/ME가 수익률의 횡단면적 변동을 설 

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요인모형에 skewness에 대 

한 위험프리미염을 추가한 3요인모형 +S 와 3요인모형 十 SK의 경우， 산업별 

포트폴리 오와 기 업규모 & BE/ME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R2 가 미 약한 증가를 

보이지만 나머지 포트폴리오에서는 약 10%에 가까운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조정된 R2 의 증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skewness에 대한 위험 

프리미염이 기업규모나 BE/ME가 포착해내지 못하는 위험에 대한 설명력은 미 

약하다는 결콘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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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각 모형의 걸정계수 

Skewness요인의 추가적인 설명력올 검증하기 위하여 대체적인 6가지 모형(CAPM， CAPM+ S 

CAPM+SK ， 3요인모형， 3요인모형+S - ， 3요인모형+SK)에 대하여 FamaJMacbelh( 1973)의 2단계 회귀 
분석올 실시하였음. 우선 각 포트폴리오의 72개월 동안의 월수익률에 대해 시계열 회귀분석에서 베 

타를 추정한 후， 이 베타롤 다시 독립변수로 하여 각 월벌 횡단면 회귀분석올 실시하였음. 표에 보고 

된 R2와 조정된 R2는 월별 횡단면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727H (momenlum 포트폴리오의 경우 55개)의 
R2와 조정된 R2올 평균한 값임. 

~ 조정된 R2 

분석대상 포트폴리오 

CAPM CAPM+S- CAPM+SK CAPM CAPM+S- CAPM+SK 

산업벌 13개 11.51 21.25 25.00 3.47 5.50 10.08 

기업규모별 10개 20.45 44.25 44.42 10.50 28.32 28.54 

BElME별 10 16.26 30.66 32.88 5.79 10.84 13.70 

기업규모 & BElME벌 25개 8.92 23.96 24.97 4.96 17.여 18.15 

Momenlum별 10개 16.26 30.66 32.88 5.90 15.99 16.78 

3요인 3요인+S- 3요인+SK 3요인 3요인+S- 3요인+SK 

산업벌 13개 42.60 49.93 49.68 23.47 24.89 24.53 

기업규모벌 10개 59.34 67.혀 68.02 39.00 41.75 42.43 

BE/ME별 10 51.74 58.96 60.97 27.61 29.13 29.74 

기업규모 & BElME별 25개 31.49 35.56 35.38 21 .70 22.67 22.45 

Momentum벌 10개 51.74 58.96 60.97 21.90 18.41 17.57 

이상과 같이 72개월의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회귀계수의 평균치와 t

값은 〈표 5>에 보고되어 있다. CAPM의 경우 momentum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λm 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익 
률의 횡단면적 변동에 대하여 시장베타의 설명력이 매우 약하다는 기존의 연구결 

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CAPM에 skewness에 대한 위험프리미 

염을 추가한 모형인 CAPM+ S- 와 CAPM+SK의 경우， 기업규모 포트폴리오 

와 기업규모 & BE/ME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skewness요인에 대한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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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각 모형의 회귀계수 추정치 

Skewness요인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체적인 6가지 모형(CAPM， CAPM+ S - ’ 

CAPM+SK , 3요인모형， 3요인모형+S- ， 3요인모형+SK)에 대하여 Fama!Macbelh( 1973)의 2단계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월별 횡단면 회귀분석에서 추정된 회귀계수 A 의 평균값이 아래에 모고되 

어 있음 

산업별 기업규모별 BElME별 
기업규모 

기 
& BElME 

Panel A: CAPM 

Åm 0.02 0.02 0.03 0.01 0.12 

t( Åm) (1.16) (0.81) (1.07) (0.26) (2.72) 

Panel B: CAPM+S 

Åm 0.06 0.07 0.03 0.02 0.12 

t( Åm) I (1.64) (2.34) (1.10) (0.82) (2.9':)) 
」

ÅS- 0.00 0.12 O.여 0.06 0.12 

t( Å s-) (0.19) (2.79) (1.여) (2.21) (2.30) 

Panel C: CAPM+SK 

Åm 0.02 0.07 0.03 0.02 0.11 

|싸) (0.95) (2.29) (0.떠) (0.91) (2.93) 

ASK l l 0.01 0.04 0.12 O.여 0.00 

t( ÅSK) I (0.28) (2.00) (0.18) (2.26) (0.11) 

Panel 0: 3요인모형 

Åm 0.02 0.06 0.04 0.04 0.10 

I t( Åm) (0.89) (2.10) (1.30) (1 없) (2.52) 

ÅSMB 0.00 0.02 0.00 0.03 0.01 

t( Å 5MB) (0.21) (1 .27) (0.13) (1.92) (0.39) 

Å f-1 ML ! 0.03 0.01 0.02 0.01 O.떠 

t( ÅHMd (2.여) (0.44) (1.뼈) (0.59)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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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벌 기업규모벌 BEJME벌 
기업규모 

Momentum별 
&B티ME 

Panel E: 3요인모형+S-

Àm 0.02 0.00 0.00 0.03 0.10 

K Àm) (0.73) (1.않) (1.64) (1.55) (2.51) 

ÀSMB 0.00 0.02 0.00 0.03 0.01 

K ÀSMS) (0.00) (1.때) (0.19) (1.92) (0.37) 

ÀHML 0.03 0.03 0.03 0.01 0.03 

tl À HMLl (2.14) (2.03) (1 .79) (0.00) (1.51) 

ÀS- 0.01 0.18 0.05 0.00 0.10 

K Às-) (0.21) (3.82) (1 .27) (2.01) (2.23) 

Panel F: 3요인모형+SK 

Àm 0.00 0.05 0.05 0.04 0.10 

KÀm) (1.64) (1.뼈) (1.π) (1 .73) (2.51) 

ÀSMS 0.00 0.02 0.02 0.02 0.01 

K Às뼈) (0.19) (1.18) (0.89) (1 .76) (0.37) 

À HML 0.03 0.01 0.02 0.00 0.03 

K À HMLl (1.79) (0.72) (1 .24) (0.37) (1.51) 

ÀSK 0.05 0.00 0.02 0.00 0.10 

K ÀSK) (1.27) (1 .28) (0.82) (0.16) (2.23) 

À.S 와 λSK 가 유의한 양수로 나타나고 있어 skewness요인이 이들 포트폴리오 
의 기대수익률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Fama/ 

French의 3요인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규모와 BE/ME에 대한 회귀 

계수인 ÀSMß와 À H~IL은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요인모형에 skewness요인을 추가한 “3요인모형 + S -"와 “3요인모형 +SK'’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skewness에 대한 회귀계수 중에는 λx 가 기업규모 
포트폴리 오와 기 업규모 & BE/ME 포트폴리오， 그리고 momentum 포트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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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3요인모형이 CAPM에 비해 상당히 높은 R" 

룹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회귀계수들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기업규 

모. BE/ME , skewness 변수간의 상관관계， 다중공산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 

로 추론된다 또한 기업규모， 기업규모 & BE/ME 포트폴리오의 경우 À SK, 보다 

ι 가 보다 더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S- - 끼 )를 위험프리미엄으로 추정하 

는 방법이 자산가격결정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개별 주식의 기대수익률 결정에 있어서 수익률 분포의 비대칭정 

도를 나타내는 skewness의 역할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별， 기 

업규모별， BE/ME별， 그리고 momentum 포트폴리오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 높은 수익률을 갖는 그룹의 coskewness가 낮은 수익률을 갖는 그룹보다 낮 

게 나타남으로써 skewness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skewness 요인을 기존의 자산가격결정모형에 추가하는 경우 모 

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예컨대 기업규모별 포트폴 

리오의 경우 CAPM에 skewness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모형의 R 2 가 10~20% 

정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업규모가 작 

은 그룹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Fama/French의 3요인모형에 skewness 요인 

을 추가한 경우에는 R2 의 증가가 미약하게 나타나 skewness 요인이 3요인모형 

이상의 추가적인 설명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skewness가 기대수익률을 결정하는 유의미 

한 위험프리미염이라고 볼 수 있으나， 3요인모형의 기업규모나 BE/ME요인이 

포착해내지 못하는 위험에 대한 설명력은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 

모나 BE/ME 포트폴리오에서 CAPM에 skewness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설명 

력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과도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서， skewness가 기업규모 

나 BE/ME 요인이 포착하는 위험에 대한 대용치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시 

사하는 것이다. skewness가 과연 어떠한 위험의 본질을 대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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