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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무금융 석사전공

배 성 우

본 연구에서는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의 관계를 한국 주식

시장의 자료를 이용해 포트폴리오 수준의 분석을 통해 관찰했다. 최대일

별수익률을 기준으로 나눈 포트폴리오 분석을 한 결과, 동일가중 월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KOSPI시장과 KOSDAQ시장 모두 극단적 양의 수익률

과 주식수익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관계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분석을 통

해 시가총액, 베타, 단기 리버설, 비유동성, 왜도에 대해 강건성을 가짐

을 확인했다. 하지만, 기업고유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는 극단적 양의 수

익률과 주식수익률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상위 5

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최대일별수익률로 간주한 경우 KOSDAQ

시장에서만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극단적 음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

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동

일가중 월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극단적 음의 수익률 또한 주식수익률

과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극단적 수익률, 주식수익률, 기업고유 변동성, 기업고유 왜도

학번: 201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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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xtreme Positive Returns

and Expected Returns

Bae, Sung Woo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extreme positive returns

and expected returns in the Korean stock market using portfoilo-level

analyses. The results of portfolio-level analyses with maximum daily

return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extreme positive returns and expected returns in KOSPI and

KOSDAQ market in terms of equally weighted average monthly

returns. By bivariate portfolio-analysis, I verified that this relation is

robust to size, beta, short-term reversal, skewness. However, when

idiosyncratic is considere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extreme positive returns and expected returns. In

only KOSDAQ market, when five highest maximum daily returns are

considered as maximum daily returns, extreme positive returns and

expected returns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In

addition, similarly to extreme positive returns, there is a negative

relation between extreme negative returns and expected returns in

terms of equally weighted average monthly returns.

Key Words: extreme returns, expected returns, idiosyncratic volatility,

idiosyncratic skewness

Student Number: 201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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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과 문헌 연구

재무이론에서 주식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Sharpe(1964), Lintner(1965), and Mossin(1966)은 자본자산가

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을 통해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고,

Kraus and Litzenberger(1976)는 투자자들에게 양의 왜도에 대한 선호가 

존재함을 알고 왜도를 고려한 자본자산가격 결정모형을 통해 개별 주식

의 수익률을 설명하려 하였다. 이후 Fama-French(1993)은 3요인 모형을 

통해 체계적 위험 외에도 주식의 기업규모와 장부가/시장가 비율 또한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이러한 모델들은 투자자들이 기업고유 변동성을 제거하기 위한 분산 

투자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투자자들

이 일반적으로 분산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다. 예를 들

어, Van Nieuwerburgh and Veldkamp(2010) 투자자들이 특정 정보에 

의존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

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주식수익률을 설명한 모델들이 현실에서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복권과 같이 낮은 확률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들을 선호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Thaler and Ziemba(1988)은 경마게임에

서 말이 이길 확률이 낮을수록 기대수익률이 감소함을 보였고, Walker

and Young(2001)은 투자자들의 왜도에 대한 선호현상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남을 주장했다. 또한, Kumar(2009)는 개인 투자자들 중 특정 

그룹은 가격이 낮으며 기업고유 변동성과 기업고유 왜도가 높은 복권과 



- 2 -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동기로 하여, Bali, Cakici, and Whitelaw(2011)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극단적 양의 수익률이 주식의 횡단면 수익률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연구했다. 작은 확률로 극단적 양의 수익률을 보이는 복권과 

같은 주식의 다음 달 월별수익률을 포트폴리오 수준과 개별 기업 수준

의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극단적 양의 수익률은 전달의 최대일

별수익률(Maximum daily return)로 간주하고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

로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최대일별수익

률을 가지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가장 높은 최대일별수익률을 가지

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차이가 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러한 결과는 기업규모, 장부가/시장가 비율, 모멘텀, 단기 리버설, 유동

성, 왜도, 기업고유 변동성에 대해서도 강건성을 가짐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나성오(2011)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최대일별수익률

과 이후 월별수익률의 관계에 대해 개별 기업수준으로 회귀분석 하여 

본 결과 한국의 주식 시장에서도 최대일별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은 음(-)

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고유 변동성과 관련

하여 이상빈, 서정훈(2007) 은 기업고유 변동성과 주식수익률 사이에 양

의 관계가 존재함을 주장했으나, 김태혁, 변영태(2011)는 Fama-French 3

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고유 변동성을 측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근거

하여 포트폴리오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기업고유 변동성과 동일가중 평

균수익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 사

이의 관계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

해, Bali, Cakici, and Whitelaw(2011)을 따라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해 포

트폴리오 수준의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투기현상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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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에서의 결과를 따로 보기 위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의 주식수익률을 각각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가격제한폭제도로 

인해 최대일별수익률이 +15%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0개의 포트폴리오

로 나누기에는 간격이 좁아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수익률을 확인

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

누어서 수익률을 확인해봤는데, KOSPI시장과 KOSDAQ시장 모두 극단

적 양의 수익률과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률 차이는 KOSDAQ시장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과 3-요인 알파값에서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가격

제한폭제도로 인해 상한선이 +15%로 제한되어 있어 하나의 최대일별수

익률이 극단적 양의 수익률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상위 1~5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을 최대일별수익률로 간주하여 그 기준으로 포트폴리

오를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여전히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동일가중평

균수익률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KOSPI시장에서는 상위3개

를 평균했을 때, KOSDAQ시장에서는 상위 4개를 평균했을 때 그 차이

가 가장 컸다.

또한, 극단적 양의 수익률을 가지는 포트폴리오들의 특징을 분석해본 

결과, 최대일별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주로 기업의 크기가 작고,

비유동적이며, 낮은 가격들을 가지는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위 결과의 강건성을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방법도 시도하였는데, 시가총액, 베타, 단

기 리버설, 비유동성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나눈 뒤 각각의 포

트폴리오 안에서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

어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의 음의 관계가 강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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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했다.

제4장에서는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기업고유 변동성과의 관계에 대해

서도 고려하였다. Ang, Hodric, Xing, and Zhang(2006, 2009)는 높은 기

업고유 변동성을 가지는 주식이 이후 낮은 수익률을 가짐을 보였다. 또

한, 기업고유 변동성은 다음 절에서의 정의와 같이 일별수익률의 잔차의 

표준편차로 구해지므로, 기업고유 변동성이 클 경우 극단적 양의 수익률

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대일별수익률이 기업

고유 변동성의 대리가 될 수 있기 떄문에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최대일별수익률과 기업고유 변동성과의 상관관계를 계산하고,

기업고유 변동성을 기준으로 5개 포트폴리오를 나눈 뒤 각각의 포트폴

리오안에서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를 나누어 최

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을 구

한 결과, 기업고유 변동성의 영향을 배제한 경우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서 모두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이 유의한 음

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상위 5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최

대일별수익률로 간주한 경우에는, KOSDAQ시장에서만 기업고유 변동성

을 통제하고 나서도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사이

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먼저 나누

고 기업고유 변동성을 기준으로 나눈 결과를 보면, 기업고유 변동성과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이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김태혁, 변

영태(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제5장에서는 최대일별수익률과 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왜도가 높을수록 극단적 양의 수익률을 가질 수 있고,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투자자들은 양의 왜도에 대한 선호를 가지므로 최대일별수익률

이 양의 왜도에 대한 대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왜도와 극단적 양의 수

익률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고유 변동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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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체계적 왜도, 기업고유 왜도, 전체 왜도에 대한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고 먼저 나누고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5개의 포

트폴리오로 나누어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을 구하였다. 그 결과, 체계적 왜도, 기업고유 왜도, 전체 왜도에 대한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동일가중 월평균수익

률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극단적 음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제 3장에서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

누는 것과 같은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로 봤을 때 극단적 음의 수익률 또한 주식수익률

과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극

단적 음의 수익률을 가지는 포트폴리오의 보유기간에 따른 수익률을 분

석하고, 최대일별수익률과 다른 변수들을 이용해 횡단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포트폴리오 분석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최대일별수익률(MAX)

은 주식수익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며, 기업고유 변동성을 고려했

을 때는 음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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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

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문헌연구를, 제 2장에서는 연구 자료 및 설명 

변수를 설명하였다. 제 3장의 1절에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 비교하고, 2절에서 두 가지 기준으로 포트폴

리오를 나누었을 때의 주식수익률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업

고유 변동성을 고려한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과의 관계를, 제

5장에서는 왜도를 고려한 최대일별수익률과 주식수익률과의 관계를, 제6

장에서는 극단적 음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

다. 마지막으로 제 7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

미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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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자료 및 설명 변수

제 1 절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2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대일별수익률뿐만 아니라 베타,

기업고유 변동성, 기업고유 왜도 등을 구하기 위한 일별수익률 자료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Fama-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월별수익률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KCMI-SD)에서 추출하였다. 또한,

DataGuide에서 거래량, 상장주식수, 주식 가격 등을 추출해 기업의 유동

성, 기업규모 등을 계산하였으며 Fama-French(1993)의 3요인 모형을 분

석하기 위한 자본 총계와 보통주자본금 자료를 추출하고 같은 기간 동

안의 KOSPI와 KOSDAQ의 시장 월별수익률도 추출하였다. 시장초과수

익률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무위험 수익률은 한국은행통계시스템(ECOS)

에서 1년물 국채의 금리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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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설명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즉, 최대일별수익률, 최소일별수익률, 기업

고유 변동성, 시장베타, 비유동성, 단기 리버설, 체계적 왜도와 기업고유 

왜도 등의 정의는 Bali, Cakici, and Whitelaw(2011)의 방법론을 따라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최대일별수익률(MAX): 최대일별수익률은 한 달 동안의 일별수익률 중 가

장 큰 값이다. Ri,d는주식 i의 d일의 수익률이며, Dt는 t월의 거래일수를 의

미한다.

MAXi,t = max(Ri,d),d=1,…,Dt

최소일별수익률(MIN): 최소일별수익률은 한 달 동안의 일별수익률 중 가장 

작은 값에 -1을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 Ri,d는 주식 i의 d일의 수익률이며,

Dt는 t월의 거래일수를 의미한다.

MINi,t= - min(Ri,d),d=1,…,Dt

전체 변동성(TVOL): 주식i의 t월의 전체 변동성은 t월 동안의 일별수익률

의 표준편차로 정의된다.

TVOLi,t =   

시장베타(BETA): Scholes and Williams(1977)과 Dimson(1979)의 방법론을 

따라 아래의 식과 같이 기준일의 전날, 다음날의 시장초과수익률도 회귀식

에 포함시켜 베타를 계산하였다. Ri,d는 주식 i의 d일의 수익률, Rm,d는 d일

의 시장수익률, rf,d는 d일의 무위험이자율을 의미한다. 주식i의 t월의 시장베

타는 아래와 같이 세 베타의 합으로 정의된다.

Ri,d–rf,d=αi + β1,i(Rm,d-1–rf,d-1)+β2,i(Rm,d–rf,d)+β3,i(Rm,d+1–rf,d+1)+εi,d

 i = 1,i + 2,i + 3,i

기업고유변동성(IVOL): 각 주식의 월별 기업고유 변동성을 계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회귀식을 통해 잔차 εi,d를얻는다. 여기서εi,d는 d일의 기업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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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을 의미하며, 주식i의 t월의 기업고유변동성은 t월의 잔차들의 표준편

차로 정의된다.

Ri,d–rf,d=αi + βi(Rm,d–rf,d)+εi,d

IVOLi,t =  

단기 리버설(REV): Jegadeesh(1990)과 Lehmann(1990)의 방법론을 따라, 각 

주식의 t월의 단기 리버설 변수는 t-1월, 즉 전 월의 월별수익률로 정의된다.

비유동성(ILLIQ): Amihud(2002)의 방법론을 따라, 각 주식의 t월의 비유동

성은 주식의 월별수익률의 절대값에 월별거래량을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Ri,t는 주식i의 t월의 수익률이며, VOLDi,t는 t월 동안의 거래량을 의미한다.

ILLIQi,t=|Ri,t|/VOLDi,t

전체 왜도(TSKEW): 주식i의 t월의 전체 왜도는 t월 동안의 주식i의 일별수

익률의 왜도로 정의된다.

체계적 왜도(SSKEW)와 기업고유 왜도(ISKEW): Harvey and

Siddique(2000)의 방법론을 따라, 전체 왜도를 아래의 회귀식을 통해 기업고

유 왜도와 체계적 왜도로 나누었다. Ri,d는 주식 i의 d일의 수익률, Rm,d는 d

일의 시장수익률, rf,d는 d일의 무위험이자율을, 그리고 εi,d는 d일의 기업고

유 수익률을 의미한다. 주식i의 t월의 기업고유 왜도는 기업고유 수익률 εi,d

의t월 단위의 왜도로 정의되며, 주식i의 t월의 체계적 왜도는 아래 회귀식에

서 얻은 계수  i로정의된다.

Ri,d–rf,d=αi + βi(Rm,d–rf,d)+γi(Rm,d–rf,d)2+ε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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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

제 1 절 한 가지 기준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석

[표1]은 2002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상장된 KOSPI시장의 주식과 

KOSDAQ시장의 주식을 각각 앞서 정의한 전월의 최대일별수익률

(MAX)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고, 각 포트폴리오의 동일가

중(Equal-weighted) 월평균수익률, 가치가중(Value-weighted) 월평균수익

률, Fama-French(1993)의 3-요인 알파값의 동일가중 월평균과 각 포트폴

리오에 속한 최대일별수익률(MAX)의 평균을 계산한 값이다. Bali,

Cakici, and Whitelaw(2011)에서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눈 결과 가장 

큰 최대일별수익률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

값은 23.60이었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가격제한폭제도로 인해 15%

의 상한선이 존재하므로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기에는 간격이 좁다

고 판단하여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분

석하였다.

포트폴리오1(Low MAX)는 전 월의 가장 낮은 최대일별수익률을 가진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이며, 포트폴리오5 (High MAX)는 전 월

의 가장 높은 최대일별수익률을 가진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이

다. 5-1은 포트폴리오5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1의 수익률의 차이를 나타

낸 값이며, 괄호안의 값은 그에 따른 t-값을 표시하였다. 먼저 패널A의 

KOSPI시장의 결과를 보면,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을 구했을 때 포트폴

리오5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의 값은 0.14이며 포트폴리오1의 동일가

중 월평균수익률은 2.05로 그 차이가 –1.91이며 t-값은 –8.86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즉,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로 봤을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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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큰 최대일별수익률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5의 주식들이 과대평가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표1]은Fama-French(1993)의 방법론을 따라 

시장초과수익률, 크기 요인(SMB), 장부가/시장가 요인(HML)에 대해 회

귀분석한 결과의 포트폴리오 알파의 동일가중 평균값을 나타낸다. 알파

값을 보면 포트폴리오5의 알파값이 –0.35이고 포트폴리오1의 알파값은 

1.56으로 t-값이 동일가중 평균값의 차이보다는 작지만, 그 차이가 –1.91

로 포트폴리오 5와 1의 알파값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로 보면 포트폴리오5의 수익률이 1.65, 포트폴리

오1의 수익률이 1.63으로 포트폴리오 5와 1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의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패널B는 KOSDAQ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KOSDAQ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5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이 –

0.99 포트폴리오1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이 1.62로 차이는 –2.62이며 

t-값은 –10.85으로서 KOSPI시장보다 수익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3-요인 알파값의 차이도 –2.12,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의 차이도 –

1.04로 KOSPI시장보다 차이가 크게 나왔다. 하지만 t-값이 각각 –1.56,

-0.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각 포트폴리오의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보면 KOSPI시장에서 포

트폴리오1부터 5까지 2.69, 4.30, 5.80, 8.14, 13.29로 나오고 KOSDAQ시

장에서 포트폴리오1부터 5까지 3.28, 5.4, 7.62, 11.02, 13.85로 KOSPI시장

에서의 값보다 조금씩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KOSDAQ시장에

서 각 주식의 최대일별수익률이 KOSPI시장보다 대체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의 패턴을 보면 포트폴리오 

1에서 5로 갈수록 평균값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극단적으로 높은 양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주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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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지불하고 이러한 주식에 대해 낮은 기대 수익률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즉, 투자자들은 낮은 확률로 높은 수익률을 가지는 복권과 같

은 주식을 더욱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임을 뜻한다. 이러한 최대일별수

익률의 평균값의 패턴은 Bali, Cakici, and Whitelaw(2011)에서도 비슷하

게 나타난다.

[표1]에서는 전 월의 일별수익률 중 가장 큰 한 값을 택해 그 값을 최

대일별수익률로 간주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러한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이지만, 한국주식시장의 경우 15%의 상한선이 있으므로 

하나의 최대값이 극단적 양의 수익률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표2]에서는 상위 N개의 일별수익률들을 평균한 값을 최대일별

수익률로 간주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그 수익률을 다시 비교하여 

보았다. 상위 2~5개의 일별수익률들을 평균하여 최대일별수익률로 간주

하고 [표1]과 같은 방법으로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

오로 나누어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을 구했다. [표1]의 결과와 비교하기 

쉽도록, 첫 열에는 [표1]에서 구한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을 표시했다. 또한, 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최대

일별수익률의 평균값도 나타냈다.

패널A는 KOSPI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을 대상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수

익률들을 나타내는데, 그 결과는 1개의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상위 2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기준

으로 했을 때 포트폴리오5의 수익률은 0.12이며, 포트폴리오1과의 차이

는 -1.88, t-값은 -8.74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상위 3개의 일별수

익률을 평균했을 때 포트폴리오5의 수익률은 0.07로 가장 작았으며, 포

트폴리오5와의 차이 또한 -1.94, t-값은 -8.94로 가장 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상위 4개의 일별수익률을 평균했을 때의 포트폴리오5의 수익률

은 0.11, 5개를 평균했을 때는 0.13으로 3개를 평균했을 때보다 다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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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포트폴리오1과의 차이 또한 -1.93, -1.83으로 감소했다. KOSPI시

장에서의 결과만 본다면, 상위 3개의 일별수익률을 평균한 최대일별수익

률이 큰 주식들이 가장 크게 과대평가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열에서

의 포트폴리오 별 수익률 변화를 보면, 포트폴리오5에서 수익률이 급격

히 감소하지만, 포트폴리오1에서 5로 갈수록 단조 감소하지는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최대일별수익률들의 평

균값도 표시하였다. N이 커질수록 당연히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은 

감소하는데, 포트폴리오5의 경우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이 N이 1에서 

5로 가면서 13.29, 11.05, 9.62, 8.49, 7.58로 감소했다. 또한, 포트폴리오1

에서 5로 갈수록 평균값의 차이가 커지는 패턴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상

위 3개의 일별수익률을 평균했을 경우 포트폴리오1과 2의 차이가 1.18,

포트폴리오4와 5의 차이가 3.89로 [표1]에서의 패턴과 비슷하게 나타났

다.

패널B는 같은 방법으로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동일가중 월평균 값과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값

을 구했다. KOSDAQ시장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KOSPI시장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낮았으며, 특히 

가장 높은 최대일별수익률들을 가진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경

우 수익률이 모두 음의 값을 나타냈다. 하나의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

로 한 포트폴리오5는 -0.99를 나타냈고, N이 커짐에 따라 -1.49, -1.66,

-.1.67, -1.63의 수익률을 보였다. 포트폴리오1과 5의 차이는 N이 커짐에 

따라 -2.62, -3.19, -3.28, -3.40, -3.34의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고,

KOSPI시장에서의 수익률 차이보다 더욱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KOSDAQ시장에서 최대일별수익률을 가진 주식들이 KOSPI시장의 주식

들보다 더욱 과대평가되었고 이는 KOSDAQ시장에서 투기현상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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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과 같은 주식들이 KOSPI시장에서 보다 더 과대평가 되어 있을 것

이라는 생각과 일치한다.

각 포트폴리오의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은 패널A의 결과보다 더 큰

데, N이 3일 경우 KOSPI시장에서 포트폴리오5의 최대일별수익률의 평

균값은 9.62, KOSDAQ시장에서는 11.30이 나왔고, N이 4일 경우에는 

KOSPI시장에서 8.49, KOSDAQ시장에서 10.18로 더 높은 최대일별수익

률들의 평균값을 보였다.

[표1], [표2]에서 각 포트폴리오에 속한 주식들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

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 값들을 구해보았다. [표3]에서는 포트폴리오

에 속한 주식의 월평균수익률에 대한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다음 달의 월평균수익률 분포를 나타냈다.

특히, 가장 높은 최대일별수익률을 가진 포트폴리오5의 월평균수익률 분

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포트폴리오1과 포트폴리오5의 기초통계량

을 비교하고, 양 극단의 0.5%에 속한 관찰값들을 제거하고 난 뒤의 기초

통계량도 계산하였다.

우선 패널A에는 KOSPI시장의 포트폴리오1과 5에 대한 기초통계량이 

나타나 있는데, [표1]에서와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5에 속한 주식들의 월

평균수익률과 중위값은 0.14, -1.70으로 포트폴리오1의 월평균수익률과 

중위값인 2.05, 0.73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또한, 표준편차 값

을 보면 포트폴리오5가 19.30, 포트폴리오1이 12.43으로 포트폴리오5의 

월평균수익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왜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백분위 분포를 보면, 포트폴리오 1과 5 모두 위쪽으로 치

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중위값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는 포트폴리

오1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위쪽에서는 포트폴리오5의 수익률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대일별수익률이 높은 주식의 다음 달 수

익률이 양 극단으로 갈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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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극단의 0.5%에 속한 월별수익률의 관찰값들을 제거하고 난 뒤의 기

초통계량을 보면, 포트폴리오1의 평균값이 1.68, 포트폴리오5의 평균값은 

–0.42로 극단값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의 평균값과 비슷한 차이를 보였

고, 표준편차도 포트폴리오1이 11.69, 포트폴리오5가 18.30을 보임으로써 

최대일별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의 월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패널B는 KOSDAQ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1과 포

트폴리오5의 기초통계량인데, 패널A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평균과 중

위값이 포트폴리오1에서 1.62, 0.00, 포트폴리오5에서 –0.99, -3.5로 

KOSPI 시장의 포트폴리오1과 5의 평균값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나

타냈다. 표준편차는 포트폴리오1이 15.10, 포트폴리오5가 22.11으로 포트

폴리오5의 변동성이 더 컸으며 두 포트폴리오 모두 KOSPI 시장의 표준

편차보다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KOSPI 시장의 월수익률보다 변동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분위 분포에서도 KOSPI 시장의 패턴과 마찬

가지로 중위값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는 포트폴리오1이 높은 수익률을,

위쪽에서는 포트폴리오5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0.5%의 양 극단값

을 제거하고 나서도 평균값은 포트폴리오1이 1.25, 포트폴리오5가 –1.51

로 여전히 큰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포트폴리오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표4]에서는 각 포트폴리오에 속한 주식들의 

요약통계를 구했다. 먼저, 각 포트폴리오에 속한 주식들의 최대일별수익

률의 평균값을 표시하고, 각 포트폴리오의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 주가(Price), 시장베타(Market beta), 비유동성(Illiquidity),

기업고유 변동성(Idiosyncratic volatility), 단기 리버설(Short-term

reversal)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변수들의 정의는 앞서 제1장 2절에서 

언급한 Bali, Cakici, and Whitelaw(2011) 방법론을 따라 정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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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 큰 시가총액과 비유동성의 경우 표기하기 쉽도록 각각 10^9,

10^4로 나눈 값을 나타냈다.

패널A의 KOSPI시장의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특징을 보면,

[표1]에서 언급한대로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은 양의왜도를 가지는 분

포를 나타내며 다른 변수들 또한 특징적인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가총액의 경우 포트폴리오5의 경우 349.57로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이 큰 포트폴리오로 갈수록 작아지며 주가 역시 포트폴리오5의 

평균값이 19117원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즉,

최대일별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은 주로 규모가 작고 주가도 낮은 주식들

로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베타의 경우,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이 높은 포트폴리오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최대일별수익률을 가진 주식이 시장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뜻한다. 비유동성은 Bali, Cakici, and

Whitelaw(2011)의 방법론을 따라, 주식의 월별수익률의 절대값에 거래량

의 한 달 동안의 거래량의 합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그 결과, 포트폴리

오5에서 비유동성이 2.2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최대일별

수익률이 큰 포트폴리오가 규모가 작은 주식으로 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두 열은 각 포트폴리오의 기

업고유변동성과 단기 리버설을 계산한 값으로 단기 리버설의 경우 포트

폴리오5로 갈수록 뚜렷한 증가 패턴을 보인다. 이는 최대일별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주식의 경우 그 주식의 월별수익률이 높음을 뜻하며 이는 

Jegadeesh and Titman(1993)에서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계속적인 패턴을 

나타낸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고유 변동성도 포트폴리

오5로 갈수록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변수의 정의에 의해 기업고유 

변동성이 클수록 최대일별수익률이 나타날 확률이 크므로 이러한 결과

는 둘의 상관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고유변동성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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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패널B의 KOSDAQ시장의 결과를 보면, KOSPI 시장의 결과와 같이 최

대일별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시가총액과 가격이 56.09

와 6922원으로 가장 낮게 나오고 시장베타, 비유동성, 기업고유 변동성,

단기 리버설 모두 1.13, 1.07, 5.43, 10.81로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단기 

리버설의 값을 보면, KOSPI 시장보다 수익률의 편차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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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두 가지 기준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석

제 1절에서는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나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대해 살펴보고 각 포트폴리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최

대일별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에 속한 주식들은 가격이 낮고 크기가 

작은 주식들이며, 고유변동성과 시장위험이 높고 유동성이 낮은 주식들

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제2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변수들을 통제한 상

태의 최대일별수익률로 나눠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관찰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어 분석했다. 예를 들어, 먼저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5개로 나눈 뒤 각각의 포트폴리오 안에

서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5개로 나누었다.

[표5]에서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포트폴리오안의 최

대일별수익률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평균을 표시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는 서로 비슷한 수준의 

시가총액을 가진 주식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최대일별수익률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눈 포트폴리오의 수익

률과 비교하기 쉽도록 첫 열에는 [표1]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결과를 

표시하고, 각 수익률 옆에는 각 포트폴리오에 속한 주식들의 최대일별수

익률의 평균도 함께 나타냈다.

먼저 시가 총액을 통제한 상태의 포트폴리오 별 수익률을 보면, 포트폴

리오5의 수익률이 –1.72, 포트폴리오1과의 수익률 차이가 –1.72로 한 

가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었을 때보다 약간 작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5의 수익률은 포트폴리오1~4보다 작고 수익

률 변화의 패턴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장베타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

로 통제하고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는데,

포트폴리오5의 수익률이 0.59, 포트폴리오1과의 차이가 –1.56, t-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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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표4]에서 본 바와 같이 극단적 양의 수익률을 가지는 주식의 경우 그 

달의 월별수익률도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최대일별수익률이 단기 리버

설의 대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단기 리버설을 통제한 상태에서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를 나눈 결과 차이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포트폴리오1과 5의 수익률 

차이가 –1.43, t-값이 –7.53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월평균수익률의 절대값을 월 거래량으로 나누어 

구한 비유동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나눈 결과 수익률의 

차이가 –1.61, t-값이 –7.53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패널B에서 KOSDAQ 시장의 주식들에 대해서도 변수를 통제하고 최대

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구해보았는데, 단기 

리버설을 통제한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포트폴리오의 1과 5의 차이가 –

2.6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단기 리버설을 통제한 경우 수익률의 차

이가 –2.16으로 KOSPI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기준으로 포트폴

리오를 나누었을 때보다 조금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었을 때 

포트폴리오5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이 낮은 현상에 대해 시가총액, 시

장베타, 단기리버설, 비유동성과 같은 변수들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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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업고유 변동성과 극단적 수익률

제3장 [표4]의 포트폴리오의 요약 통계에서 최대일별수익률이 높은 포

트폴리오일수록 기업고유 변동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기업고유 변동성이 

높을수록 양 극단의 수익률이 발생할 확률이 크고, 2장에서 기업고유 변

동성을 정의할 때 기업고유 수익의 표준편차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ng, Hodrick, Xing,

and Zhang(2006, 2009)에서 기업고유 변동성과 다음 월의 수익률이 음

의 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따라서 최대일별수익률이 기업고유 변동성의 

대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번 장에서는 극단적 수익률과 기

업고유 변동성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표6]에서는 최대일별수익률, 상위 5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값, 최

소일별수익률, 일별수익률의 변동성, 기업고유 변동성의 상관관계를 행

렬로 표시하였다. 일별수익률의 전체 변동성은 2장에서 정의한 바와 같

이 주식의 일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월별로 계산한 값이다. 최대일별수

익률과 상위 5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의 상관계수 값은 0.8650으로 예

상한 바와 같이 높게 나왔으며 일별수익률의 변동성, 기업고유 변동성과

의 상관계수 값도 0.8538, 0.847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위 5

개의 일별수익률을 평균한 값과 일별수익률의 변동성, 기업고유 변동성

과의 상관계수는 0.9042, 0.8881로 최대일별수익률과의 상관계수보다 오

히려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최소일별수익률의 경우 최대일별수익률과

의 상관계수가 0.5623으로 비교적 낮게 나왔지만 일별수익률의 변동성,

기업고유 변동성과의 상관계수는 0.8231, 0.7387로 나와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변동성이 높을수록 양 극단의 수익률이 나올 확률이 높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패널B KOSDAQ 시장에서도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구했다. 최대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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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과 일별수익률의 변동성, 기업고유 변동성의 상관계수가 0.8199,

0.8083으로 KOSPI 시장의 결과보다 조금 낮게 나왔으며, 상위 5개의 일

별수익률의 평균값과의 상관계수 또한 0.8766, 0.8630으로 패널A의 결과

보다 낮게 나왔다. 하지만, KOSDAQ 시장에서도 KOSPI시장과 마찬가지

로 변동성과 최대일별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7]에서는 최대일별수익률과 기업고유 변동성의 관계를 포

트폴리오 수익률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5]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

업고유 변동성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기업고유 변동성을 기준으로 5개

의 포트폴리오로 나눈 뒤 각각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포

트폴리오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의 값을 표시

했다. 또한, 각 포트폴리오에 속한 주식들의 최대일별수익률의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 수익률의 오른쪽 열에 각 포트폴리오의 최대일별수익률

의 평균값을 함께 나타냈다.

먼저 패널A의 KOSPI 시장에서의 결과를 보면, 포트폴리오5와 1의 수

익률 차이가 –0.18으로 음의 값을 나타냈지만, t-값이 –0.87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의 경우 포트폴리오1과 5의 차

이가 0.97로 [표1]에서 최대일별수익률만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수

익률 차이인 0.02보다 더 큰 값으로 나타났으며, t-값 또한 0.86으로 최대

일별수익률과 다음 달의 월별수익률이 음 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패

널B의 KOSDAQ 시장에서 기업고유 변동성을 통제하고 최대일별수익률

을 기준으로 나눈 포트폴리오1과 5의 차이는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에

서 0.04, t-값이 0.18,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에서 0.52, t-값이 0.37로 

KOSDAQ 시장에서 또한 최대일별수익률과 다음 월의 월별수익률은 음

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Bali, Cakici, and

Whitelaw(2011)에서 기업고유 변동성을 통제하고 나서도 최대일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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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별 포트폴리오에서 최대일별수익률과 월별수익률이 음의 관계를 보여

준 결과와 상반되며,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업고유 변동성이 최대일별수

익률과 월별수익률의 음의 관계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대일별수익률과 기업고유 변동성의 관계에 대해 더 명확히 관찰하기 

위해 오른쪽 열에는 최대일별수익률을 먼저 고려한 포트폴리오의 수익

률을 계산하여 표시했다. 즉,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

리오로 나눈 뒤 각 포트폴리오 안에서 기업고유 변동성을 기준으로 5개

의 포트폴리오로 나눈 뒤 기업고유 변동성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 기업고유 변동성의 평

균값을 계산했다. 그 결과, KOSPI 시장에서 포트폴리오5와 1의 동일가

중 월평균수익률 차이는 –1.35, t-값이 –6.32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

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에서는 1.03, t-값이 0.85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KOSDAQ 시장에서도 포트폴리오1과 5의 동일가중 월

평균수익률 차이는 –2.53, t-값이 –10.42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

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 차이는 –1.58, t-값이 –1.10으로 음의 값을 

보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김혁태, 변영태(2011)에서 3-요인 모

델을 이용해 기업고유 변동성을 구한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업고

유 변동성과 동일가중 평균수익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음 [표8]에서는 한국주식시장에 가격제한폭제도 때문에 하나의 최대

일별수익률이 극단적 양의 수익률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표2]에서와 같이 상위 5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최대일별수익률로 

간주하고, [표7]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고유 변동성과 최대일별수익률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KOSPI 시장에서 포트폴리오1과 5의 차이가 –

0.23으로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표7]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차이

인 –0.18보다 더 큰 차이를 나타냈지만, t-값은 –1.07으로 유의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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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반면, KOSDAQ 시장에서는 기업고유 변동성을 통제하고 상위 5

개의 일별수익률을 평균한 값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었을 때 포트폴리

오1과 5의 차이가 –0.57, t-값이 –2.30으로 [표1]에서의 결과인 –2.62보

다 작은 차이를 나타냈지만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즉 KOSPI 시장과 

달리, KOSDAQ 시장에서는 기업고유 변동성을 통제하고 나서도 상위 5

개의 평균값으로 대체한 최대일별수익률이 동일가중 평균수익률과 음의 

관계를 가지며 이는 기업고유 변동성이 상위 5개의 일별수익률을 평균

한 최대일별수익률이 동일가중 평균수익률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완전히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의 경우 

포트폴리오1과 5의 수익률 차이는 KOSPI 시장에서 1.21, KOSDAQ 시장

에서 0.07로 음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표7]에서와 같은 방법으

로 상위 5개의 일별수익률을 평균한 최대일별수익률을 통제한 뒤 기업

고유 변동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작업을 반복했는데, 동일

가중 평균수익률의 차이가 KOSPI 시장에서 –1.40, t-값이 –6.59,

KOSDAQ 시장에서 –2.60, t-값이 –10.78로 기업고유 변동성과 동일가

중 평균수익률간의 음의 관계가 지속됨을 확인했다. 가치가중 월평균수

익률 차이에서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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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왜도의 관계

이번 장에서는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왜도가 주식수익률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려 한다. 즉, 기업고유 변동성과 

마찬가지로 왜도가 클수록 극단적 양의 수익률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의 왜도가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의 음의 관계를 

대부분 설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도와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Arditti(1967), Kraus and Litzenberger(1976), and Kane(1982)는 투자자

들이 양의 왜도를 가지는 주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왜도가 낮은 주식이 

기대수익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Harvey and Siddique(1999, 2000) and

Smith(2007)는 체계적 왜도가 낮은 주식들이 체계적 왜도가 높은 주식들

에 비해 수익률이 높음을 보였으며 Boyer, Mitton, and Vorkink(2010)은 

기대 왜도 변수를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기대왜도와 주식수익률

이 음의 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Conrad, Dittmar, and

Ghysels(2008)은 위험중립 왜도와 옵션 가격과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이

러한 다양한 왜도 변수들과 주식수익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왜도와 주식수익률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의 왜도가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 사이에 음의 관계를 설

명할 수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 2장의 2절에서 정의된 기업고유 왜도

(idiosyncratic skewness), 체계적 왜도(sskew), 전체 왜도(total skewness)

를 통제한 뒤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

다. 여기서 체계적 왜도는 개별 주식의 초과수익률과 시장의 초과수익률

의 분산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척도이며 전체 왜도는 각각

의 주식의 일별수익률의 월별 왜도를 뜻한다. 기업고유 왜도는 체계적 

왜도를 얻는 회귀식에서 나오는 잔차의 왜도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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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에서는 먼저 기업고유 왜도와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고유 왜도를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

리오로 나눈 뒤, 각각의 포트폴리오에서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5개

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 평균수익률을 계산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최대일별수익률을 

가지는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 평균수익률이 0.40, 포트폴리오 1과의 차

이가 –1.55, t-값이 –7.22로 최대일별수익률만을 기준으로 한 결과와 마

찬가지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으며, 체계적 왜도를 통제한 뒤의 포트

폴리오 수익률 차이도 –1.52, t-값이 –7.12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냈

다. 마지막으로 전체 왜도를 통제하고 나서 최대일별수익률과 주식수익

률과의 관계도 관찰했는데 기업고유 왜도, 체계적 왜도를 고려한 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1과 5의 수익률 차이가 –1.47, t-값이 –

6.90으로 음의 관계가 지속됨을 확인했다. KOSDAQ 시장의 결과도 

KOSPI 시장과 같이 왜도 변수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최대일별수익률과 

주식수익률과 음의 관계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들은 기업고유 왜도, 체

계적 왜도, 전체 왜도 모두 최대일별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이 음이 관계를 

가짐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음을 뜻한다. 즉,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의 음의 관계는 왜도에 대해서 강건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 26 -

제 6 장 극단적 음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

마지막으로 이번 장에서는 극단적 음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이 어떠

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려 한다. [표10]은 2002년 1월부터 2009년 12

월까지 상장된 KOSPI시장의 주식과 KOSDAQ시장의 주식을 각각 앞서 

정의한 전월의 최소일별수익률(MIN)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

누고, 각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Equal-weighted) 월평균수익률, 가치가

중(Value-weighted) 월평균수익률, Fama-French(1993)의 3-요인 알파값의 

동일가중 월평균과 각 포트폴리오에 속한 최소일별수익률(MIN)의 평균

을 계산한 값이다. 포트폴리오1(Low MIN)은 전 월의 가장 낮은 최소일

별수익률을 가진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이며, 포트폴리오5(High

MIN)는 전 월의 가장 높은 최소일별수익률을 가진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이다. 5-1은 포트폴리오5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1의 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낸 값이며, 괄호안의 값은 그에 따른 t-값을 표시하였다.

먼저 패널A의 KOSPI시장의 결과를 보면,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을 구

했을 때 포트폴리오5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의 값은 0.74이며 포트폴

리오1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은 1.85로 그 차이가 -1.11이며 t-값은 

-8.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표1]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

일가중 월평균수익률로 봤을 때 가장 큰 최소일별수익률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5의 주식들이 과대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패널B의 

KOSDAQ시장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5의 동일가중 월평균수

익률이 -0.62, 포트폴리오1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이 1.60으로 차이는 

-2.22이며 t-값은 -10.85로서 KOSPI시장보다 수익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KOSPI시장과 KOSDAQ시장 모두 가치가중 월평균수익

률과 3-요인 알파의 동일가중 평균값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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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익률 또한 주식수익률과 음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즉, 양 방

향으로 극단적인 일별 수익률을 보여준 주식들의 다음 월의 월평균수익

률이 낮음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 1]에서는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와, 최소

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보유기간에 따른 수익률이 어

떻게 변하는지 비교하기 위해 보유기간에 따른 수익률을 그래프로 나타

냈다. 2002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최대일별수익률(MAX)과 최소일별수익률(MIN)을 기준으

로 매월 5개의 포트폴리오로 84번 구성한 뒤, High MAX 포트폴리오와 

High MIN 포트폴리오의 보유기간에 따른 수익률을 표시했다. 0은 포트

폴리오가 만들어진 월의 수익률, 1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다음 월의 

수익률, 3, 6, 12는 포트폴리오를 3개월, 6개월, 12개월 보유했을 때의 수

익률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패널 A의 KOSPI 시장에서의 결과를 보면, High MAX포트폴리오가 만

들어진 월의 수익률은 9.66, 다음 월의 수익률은 0.14를 보였고, 3개월, 6

개월, 12개월 보유했을 때의 월평균수익률은 1.25, 3.14, 6.25로 증가했다.

High MIN포트폴리오의 경우,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월의 수익률이 

0.71, 다음 월의 수익률이 0.74였으며, 3개월, 6개월, 12개월 보유했을 때

의 월평균수익률은 1.38, 3.29, 6.48로 증가했다. KOSDAQ 시장에서도 비

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High MAX포트폴리오가 만들어졌을 때의 월 수

익률이 10.81, 다음 월의 수익률이 -0.99로 하락했고, 3개월, 6개월, 12개

월 보유했을 때의 월평균수익률은 -0.44, 1.61, 3.20으로 증가했다. High

MIN 포트폴리오는 -1.13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수익률이 -0.62, 1.97,

1.19, 2.63로 변화했다.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서 모두 포트폴리오

가 만들어진 월의 경우 High MAX포트폴리오가 High MIN에 비해 훨

씬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나, 1개월, 3개월 뒤는 High MIN포트폴리오가 



- 28 -

더 나은 성과를 보였고, 6개월, 12개월 보유했을 때는 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포트폴리오 분석의 경우 횡단면적 정보를 얻기 어렵고 다른 변수들을 

동시에 통제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 마지막으로 [표11]에서는 최대일

별수익률과 최소일별수익률의 주식수익률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

기 위해 기업수준에서의 횡단면 수익률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2002년 1

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각 기업의 월 수익률을 지난 월의 최대일별수익률(MAX),

최소일별수익률(MIN), 기업고유 변동성(IVOL), 기업고유 왜도(ISKEW),

체계적 왜도(SSKEW), 기업규모(SIZE), 시장베타(BETA), 단기 리버설

(REV)에 대해 Fama-Macbeth(1973)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횡단면 회귀분

석을 했다. 표의 각 행에는 횡단면 회귀분석 계수의 시계열 평균을 나타

냈고, 괄호안의 값은 그에 따른 t-값을 표시했으며 회귀분석 식은 다음과 

같다.

Ri,t+1 = λ0,t + λ1,tMAXi,t + λ2,tMINi,t + λ3,tIVOLi,t + λ4,tISKEWi,t +

λ5,tSSKEWi,t + λ6,tSIZEi,t + λ7,tBETAi,t + λ8,tREVi,t + εi,t+1

패널 A의 KOSPI시장의 경우 MAX만 포함되었을 때, MAX계수의 시계

열 평균은 -0.1857, t-값은 -4.71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 최소일

별수익률(MIN), 기업고유왜도(ISKEW), 체계적왜도(SSKEW)를 포함시켰

을 때도 MAX계수의 시계열 평균값은 -0.1749, t-값은 -3.78로 유의한 음

의 값을 나타냈고, 기업규모(SIZE), 시장베타(BETA), 단기리버설(REV)까

지 고려했을 때도 MAX계수의 시계열 평균값은 -0.1541, t-값은 -3.69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하지만, 기업고유 변동성(IVOL)을 고려했을 

때는 MAX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는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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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KOSDAQ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포트폴리오 분석에서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최대일별수익률(MAX)은 주식수익률과 유의한 음

의 관계를 가지며, 기업고유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는 음의 관계가 유지

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 30 -

제 7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대해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Bali, Cakici, and

Whitelaw(2011)을 따라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해 포트폴리오 수준의 분

석을 시도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투기현상이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결

과를 따로 보기 위해 KOSPI 시장과 KOSDAQ 시장의 주식수익률을 각

각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가겨제한폭제도로 인해 최대일별수익

률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10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기에는 간격이 좁아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수익률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로 봤을 때 KOSPI시장과 KOSDAQ시장 모두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

식수익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제한폭제도로 인해 하나의 최대일별수익률이 극단적 양의 수

익률을 대표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해, 상위1~5개의 일별수익률의 평

균을 최대일별수익률로 간주하여 그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눈 결과

도 여전히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관계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분석을 통해 시가총액, 베타, 단기 리버설, 비유동성에 대해 강건성을 가

짐을 확인했다. 또한, 극단적 양의 수익률을 가지는 주식들은 주로 기업

의 크기가 작고, 비유동적이며, 낮은 가격들을 가지는 주식들로 구성되

어 있음을 확인했다. Ang, Hodric, Xing, and Zhang(2006, 2009)에서 높

은 기업고유 변동성을 가지는 주식이 이후 낮은 수익률을 가짐을 보였

고, 기업고유 변동성이 클 경우 극단적 양의 수익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기업고유 변동성

의 영향을 배제한 경우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서 모두 극단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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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이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위 5

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최대일별수익률로 간주한 경우 KOSDAQ

시장에서만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계

를 보였다. 또한, 왜도가 높을수록 극단적 양의 수익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체계적 왜도, 기업고유 왜도, 전

체 왜도에 대한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극단적 음의 수익률과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

본 결과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로 봤

을 때 극단적 음의 수익률 또한 주식수익률과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 방향으로 극단적인 일별 수익률을 보여준 주식들의 다

음 월의 월평균수익률이 낮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최대일별수익률과 다

른 변수들을 이용해 횡단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포트폴리오 분석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최대일별수익률(MAX)는 주식수익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며, 기업고유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는 음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 32 -

참고문헌

김태혁, 변영태, 2011, 한국 주식시장에서 3요인 모형을 이용한 주식수익률

의 고유변동성과 기대수익률 간의 관계, 한국증권학회지 제40권, pp.

525-550

나성오, 2011, 최대일별수익률과 횡단면수익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이상빈, 서정훈, 2007, 주식시장의 초과수익률과 고유변동성의 동적 관계 및 

정보효율성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 제36권, pp. 387-423

Amihud, 2002, Illiquidity and stock returns: cross-section and time-series

effects, Journal of Financial Markets, 5 (2002), pp. 31–56

Ang et al., 2006, The cross-section of volatility and expected returns,

Journal of Finance, 61 (2006), pp. 259–299

Ang et al., 2009, High idiosyncratic volatility and low returns:

international and further U.S. evide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1 (2009), pp. 1–23

Arditti, 1967, Risk and the required return on equity, Journal of Finance,

22 (1967), pp. 19–36

Bali, Cakici, Whtielaw, 2011, Maxing out: Stocks as lotteries and the

cross-section of expected retur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 (2011),

pp. 427-446

Boyer et al., 2010, Expected idiosyncratic skewnes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3 (2010), pp. 169–202

Conrad et al., 2008, Skewness and the bubble. Unpublished working

pape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Fama and French, 1993, Common risk factors in the returns on stocks

and bond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3 (1993), pp. 3–56

Fama and Macbeth, 1973, Risk, Return, and Equilibrium,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1973), pp. 607-636



- 33 -

Harvey and Siddique, 1999, Autoregressive conditional skewnes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34 (1999), pp. 465–487

Jegadeesh and Titman, 1993, Returns to buying winners and selling

losers: implications for stock market efficiency, Journal of Finance, 48

(1993), pp. 65–91

Kane, 1982, Skewness preference and portfolio choice,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17 (1982), pp. 15–25

Kraus and Litzenberger, 1976, Skewness preference and the valuation of

risk assets, Journal of Finance, 31 (1976), pp. 1085–1100

Kumar, 2009, Who gambles in the stock market?, Journal of Finance, 64

(2009), pp. 1889–1933

Lintner, 1965, The valuation of risky assets and the selection of risky

investments in stock portfolios and capital budge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7 (1965), pp. 13–37

Mossin, 1966, Equilibrium in a capital asset market, Econometrica, 34

(1966), pp. 768–783

Sharpe, 1964, Capital asset prices: a theory of market equilibrium under

conditions of risk, Journal of Finance, 19 (1964), pp. 425–442

Smith, 2007, Conditional coskewness and asset pricing, Journal of

Empirical Finance, 14 (2007), pp. 91–119

Thaler and Ziemba, 1988, Parimutuel betting markets: racetracks and

lotter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 (1988), pp. 161–174

Van Nieuwerburgh and Veldkamp, 2010, Information acquisition and

under-diversific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77 (2010), pp. 779–805

Walker and Young, 2001, An economist’s guide to lottery design,

Economic Journal, 111 (2001), pp. F700–F722



- 34 -

포트폴리오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

3-요인

알파(동일가중)
평균 MAX

Low MAX 2.05 1.63 1.56 2.69

2 2.38 1.83 1.72 4.30

3 1.98 2.37 1.31 5.80

4 2.31 3.61 1.69 8.14

High MAX 0.14 1.65 -0.35 13.29

5-1
차이

-1.91
(-8.86)

0.02
(0.03)

-1.91
(-1.51)

포트폴리오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

3-요인

알파(동일가중)
평균 MAX

Low MAX 1.62 1.50 0.64 3.28

2 1.59 1.44 0.45 5.4

3 1.71 2.11 0.70 7.62

4 0.54 1.27 -0.14 11.02

High MAX -0.99 0.45 -1.49 13.85

5-1
차이

-2.62
(-10.85)

-1.04
(-0.74)

-2.12
(-1.56)

[표1] 최대일별수익률(MAX)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분석

2002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대

상으로 하여 전월의 최대일별수익률(MAX)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고,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월평균수익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 Fama-French(1993)의 

3-요인 알파값의 동일가중 월평균과 각 포트폴리오에 속한 최대일별수익률(MAX)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포트폴리오1(Low MAX)는 전 월의 가장 낮은 최대일별수익률

을 가진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이며, 포트폴리오5(High MAX)는 전 월의 

가장 높은 최대일별수익률을 가진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이다. 5-1은 포트

폴리오5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1의 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낸 값이며, 괄호안의 값은 

그에 따른 t-값을 표시하였다.

패널A: KOSPI 시장

패널B: KOSDAQ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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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N=1 N=2 N=3 N=4 N=5

수익률 MAX 수익률 MAX 수익률 MAX 수익률 MAX 수익률 MAX

Low MAX 2.05 2.69 2.01 2.35 2.01 2.06 1.99 1.83 1.97 1.63

2 2.38 4.30 2.27 3.70 2.27 3.24 2.37 2.88 2.27 2.58

3 1.98 5.80 2.24 4.91 2.29 4.29 2.12 3.79 2.33 3.40

4 2.31 8.14 2.21 6.67 2.19 5.73 2.24 5.04 2.14 4.49

High MAX 0.14
13.2

9
0.12

11.0

5
0.07 9.62 0.11 8.49 0.13 7.58

5-1

차이

-1.91
(-8.86)

-1.88
(-8.74)

-1.94
(-8.94)

-1.93
(-8.93)

-1.83
(-8.43)

포트폴리오

N=1 N=2 N=3 N=4 N=5

수익률 MAX 수익률 MAX 수익률 MAX 수익률 MAX 수익률 MAX

Low MAX 1.62 3.28 1.70 2.85 1.63 2.48 1.74 2.19 1.71 1.94

2 1.59 5.4 1.71 4.61 1.87 4.03 1.84 3.56 1.77 3.17

3 1.71 7.62 1.58 6.33 1.52 5.47 1.41 4.80 1.49 4.27

4 0.54 11.02 0.97 8.75 1.09 7.44 1.11 6.49 1.10 5.75

High MAX -0.99 13.85 -1.49 12.52 -1.66 11.30 -1.67 10.18 -1.63 9.21

5-1

차이

-2.62

(-10.85)

-3.19

(-13.02)

-3.28

(-13.34)

-3.40

(-13.69)

-3.34

(-13.44)

[표2] 상위N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MAX(N))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분석

2002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대

상으로 하여 전 월의 상위 N개의 일별수익률들을 평균한 값을 최대일별수익률로 

간주하여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동일가중 월평균

수익률과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계산했다. 포트폴리오1(Low MAX)은 전 월의 

가장 낮은 최대일별수익률을 가진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이며, 포트폴리오

5(High MAX)는 전 월의 가장 높은 최대일별수익률을 가진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

트폴리오이다. 5-1은 포트폴리오5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1의 수익률의 차이를 나타

낸 값이며, 괄호안의 값은 그에 따른 t-값을 표시하였다.

패널A: KOSPI시장 

패널B: KOSDAQ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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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med

Low MAX High MAX Low MAX High MAX

평균 2.05 0.14 1.68 -0.42

중위값 0.73 -1.70 0.73 -1.70

표준편차 12.43 19.30 11.69 18.30

왜도 1.08 0.85 0.68 0.59

1% -26.93 -43.54

5% -14.90 -27.07

10% -10.61 -20.13

25% -4.64 -10.92

50% 0.73 -1.70

75% 7.34 8.69

90% 16.17 23.01

95% 22.79 34.46

99% 42.60 63.79

Trimmed

Low MAX High MAX Low MAX High MAX

평균 1.62 -0.99 1.25 -1.51

중위값 0.00 -3.5 0.00 -3.5

표준편차 15.10 22.11 14.35 21.22

왜도 0.98 0.90 0.69 0.73

1% -33.33 -48.64

5% -19.64 -32.76

10% -13.97 -25.03

25% -6.47 -14.11

50% 0.00 -3.5

75% 8.05 9.37

90% 19.19 25.82

95% 27.78 39.74

99% 52.10 71.89

[표3] 포트폴리오5(High Max)와 포트폴리오1(Low MAX) 에 속한 주식의 

월평균 분포

2002년 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전
월의 최대일별수익률(MAX)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고, 포트폴리오
1(low MAX)와 포트폴리오5(high MAX)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의 기초통계량을 
계산하고, 백분위별 월평균수익률의 분포도 계산하였다. 또한, 마지막 두 열에서는 
양 극단의 0.5%에 속한 월별수익률의 관찰값들을 제거하고 난 뒤의 기초통계량도 
계산하였다.

패널A: KOSPI시장

패널B: KOSDAQ시장



- 37 -

Decile MAX
Market

Cap(109)
Price

Market 

beta

Illiquidity

(104)
IVOL REV

Low MAX 2.69 1039.69 34929 0.41 0.50 1.47 -3.45

2 4.30 1086.73 31272 0.61 0.69 1.94 -1.37

3 5.80 1059.69 32122 0.75 0.99 2.34 0.75

4 8.14 786.52 27667 0.88 0.89 2.94 3.91

High MAX 13.28 349.57 19117 0.82 2.27 4.70 9.66

Decile MAX
Market

Cap(109)
Price

Market 

beta

Illiquidity

(104)
IVOL REV

Low MAX 3.28 58.90 7330 0.54 0.44 1.83 -5.45

2 5.4 68.87 7449 0.76 0.83 2.44 -3.35

3 7.62 71.36 7624 0.87 0.30 3.04 -0.36

4 11.02 62.78 6695 0.98 0.40 4.08 3.16

High MAX 13.85 56.09 6922 1.13 1.07 5.43 10.81

[표4]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의 요약통계

2002년 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전

월의 최대일별수익률(MAX)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고, 각 포트폴리오

에 속한 주식들의 최대일별수익률(MAX),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 주가

(Price), 시장베타(Market beta), 비유동성(Illiquidity), 기업고유 변동성(Idiosyncratic

Volatility), 단기 리버설(Short-term reversal)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단위가 큰 시

가총액과 비유동성의 경우 표기하기 쉽도록 각각 109, 104로 나눈 값을 나타냈다.

패널A: KOSPI 시장

패널B: KOSDAQ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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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Cap

Beta REV Illiq

Low MAX 2.05 2.69 2.06 2.75 2.15 3.07 2.06 3.09 1.97 2.71

2 2.38 4.30 2.31 4.34 2.11 4.52 2.39 4.63 2.25 4.32

3 1.98 5.80 2.00 5.87 2.38 5.98 1.91 6.09 1.85 5.82

4 2.31 8.14 2.09 8.36 1.51 8.21 1.82 8.15 2.30 8.18

High MAX 0.14 13.29 0.34 12.97 0.59 12.47 0.63 12.33 0.36 13.27

5-1
차이

-1.91
(-8.86)

-1.72
(-8.10)

-1.56
(-7.35)

-1.43
(-6.83)

-1.61
(-7.53)

Market
Cap

Beta REV Illiq

Low MAX 1.62 3.28 1.59 3.35 1.84 3.75 1.65 3.85 1.61 3.28

2 1.59 5.4 1.51 5.47 1.76 5.78 1.43 5.94 1.59 5.41

3 1.71 7.62 1.60 7.68 1.06 7.87 1.24 7.89 1.71 7.62

4 0.54
11.0

2
0.74

10.9

9
0.51

10.5

3
0.62

10.2

7
0.53

11.0

2

High MAX -0.99 13.85 -1.04 13.75 -0.76 13.30 -0.51 13.28 -1.00 13.85

5-1
차이

-2.62
(-10.85)

-2.63
(-10.94)

-2.60
(-10.69)

-2.16
(-9.01)

-2.61
(-10.82)

[표5] 시가총액, 가격, 유동성, 단기 리버설을 통제한 상태에서 최대일별수익

률(MAX)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분석

2002년 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전 

월의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 시장베타(Beta), 단기 리버설(Short-term

reversal), 비유동성(Illiquidity)을 기준으로 먼저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눈 뒤, 각각

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최대일별수익률(MAX)을 기준으로 다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과 최대

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5-1차이는 포트폴리오5와 포트폴리오1의 수익

률 차이를 나타내며 괄호안에는 그에 따른 t-값을 표시하였다.

패널A: KOSPI 시장

패널B: KOSDAQ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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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MAX(5) MIN TVOL IVOL

MAX 1.0000 0.8650 0.5623 0.8538 0.8473

MAX(5) 1.0000 0.5944 0.9042 0.8881

MIN 1.0000 0.8231 0.7387

TVOL 1.0000 0.9430

IVOL 1.0000

MAX MAX(5) MIN TVOL IVOL

MAX 1.0000 0.8413 0.5212 0.8199 0.8083

MAX(5) 1.0000 0.5438 0.8766 0.8630

MIN 1.0000 0.8012 0.7012

TVOL 1.0000 0.9296

IVOL 1.0000

[표6] 최대일별수익률, 상위 5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값, 최소일별수익률, 일

별수익률의 전체 변동성, 기업고유 변동성의 상관관계 분석

2002년 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최

대일별수익률(MAX), 상위 5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값(MAX(5)), 최소일별수익률

(MIN), 일별수익률의 전체 변동성(TVOL), 기업고유 변동성(IVOL)의 상관관계의 월

별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일별수익률의 전체 변동성은 주식의 일별수익률의 표준편

차를 월별로 계산한 값이다.

패널A: KOSPI 시장

패널A: KOSDAQ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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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중
평균수익률

가치가중
평균수익률

평균 
MAX

동일가중
평균수익률

가치가중
평균수익률

평균 
IVOL

Low
MAX

1.76 1.64 4.26
Low 
IVOL

2.15 1.69 1.82

2 1.98 1.96 5.85 2 2.04 2.50 2.24

3 1.81 2.65 6.90 3 2.09 2.36 2.56

4 1.70 1.76 7.85 4 1.74 2.09 2.95

High 
MAX

1.58 2.61 9.28
High 
IVOL

0.81 2.72 3.81

5-1
차이

-0.18
(-0.87)

0.97
(0.86)

5-1
차이

-1.35
(-6.32)

1.03
(0.85)

동일가중
평균수익률

가치가중
평균수익률

평균 
MAX

동일가중
평균수익률

가치가중
평균수익률

평균 
IVOL

Low
MAX

0.87 1.15 5.44
Low 
IVOL

1.77 1.78 2.30

2 0.79 1.40 7.34 2 1.56 1.82 2.81

3 0.96 1.56 8.34 3 1.23 1.46 3.22

4 0.92 0.99 9.30 4 0.62 1.17 3.71

High 
MAX

0.91 1.68 10.63
High 
IVOL

-0.76 0.20 4.75

5-1
차이

0.04
(0.18)

0.52
(0.37)

5-1
차이

-2.53
(-10.42)

-1.58
(-1.10)

[표7] 기업고유 변동성과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나눈 포트폴리오의 수

익률

2002년 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전 

월의 기업고유 변동성(IVOL)을 기준으로 먼저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눈 뒤, 각각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최대일별수익률(MAX)을 기준으로 다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

누어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가치가

중 월평균수익률과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또한,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나눈 뒤, 기업고유 변동성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눈 동

일가중 월평균수익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과 기업고유 변동성의 평균값도 계산

하였다. 5-1차이는 포트폴리오5와 포트폴리오1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며 괄호안에

는 그에 따른 t-값을 표시하였다.

패널A: KOSPI 시장

패널B: KOSDAQ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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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중
평균수익률

가치가중
평균수익률

평균 
MAX

동일가중
평균수익률

가치가중
평균수익률

평균 
IVOL

Low
MAX

1.66 0.65 2.49
Low 
IVOL

2.22 1.69 1.82

2 1.87 1.27 3.29 2 2.10 2.50 2.24

3 2.05 1.82 3.82 3 2.14 2.37 2.57

4 2.10 1.86 4.42 4 1.81 2.08 2.95

High 
MAX

1.43 1.87 5.66
High 
IVOL

0.82 2.62 3.81

5-1
차이

-0.23

(-1.07)

1.21

(1.11)
5-1
차이

-1.40

(-6.59)

0.93

(0.78)

동일가중
평균수익률

가치가중
평균수익률

평균 
MAX

동일가중
평균수익률

가치가중
평균수익률

평균 
IVOL

Low
MAX

1.32 0.43 3.10
Low 
IVOL

1.89 1.77 2.29

2 1.05 -0.05 4.17 2 1.69 1.87 2.80

3 1.11 0.22 4.81 3 1.41 1.46 3.22

4 0.86 0.18 5.52 4 0.75 1.17 3.71

High 
MAX

0.75 0.50 6.75
High 
IVOL

-0.72 0.15 4.74

5-1
차이

-0.57

(-2.30)

0.07

(0.05)
5-1
차이

-2.60

(-10.78)

-1.63

(-1.13)

[표8] 기업고유 변동성과 상위 5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나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2002년 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전 
월의 기업고유 변동성(IVOL)을 기준으로 먼저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눈 뒤, 각각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상위 5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값(MAX(5))을 기준으로 다시 5개
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상위 5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
오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과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또한, 상위 5개의 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나눈 뒤, 기업고유 변동성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눈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과 기업고유 변동성의 평균값도 계산하였다. 5-1차이는 포트폴리오5와 
포트폴리오1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며 괄호안에는 그에 따른 t-값을 표시하였다.

패널A: KOSPI 시장

패널B: KOSDAQ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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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KEW SSKEW TSKEW

Low MAX 2.05 2.69 1.95 3.12 2.10 2.91 1.82 3.26

2 2.38 4.30 2.38 4.69 2.14 4.49 2.37 4.87

3 1.98 5.80 2.11 6.14 2.03 6.02 2.14 6.32

4 2.31 8.14 1.97 8.21 1.98 8.35 2.13 8.22

High 

MAX
0.14 13.29 0.40 12.04 0.58 12.44 0.35 11.53

5-1

차이

-1.91

(-8.86)

-1.55

(-7.22)

-1.52

(-7.12)

-1.47

(-6.90)

ISKEW SSKEW TSKEW

Low MAX 1.62 3.28 1.51 3.83 1.59 3.58 1.50 3.98

2 1.59 5.4 1.64 5.86 1.45 5.71 1.59 6.10

3 1.71 7.62 1.52 7.84 1.56 7.87 1.73 8.07

4 0.54 11.02 0.83 10.36 0.49 10.59 0.62 10.23

High 

MAX
-0.99 13.85 -1.09 13.20 -0.65 13.34 -1.02 12.69

5-1

차이

-2.62

(-10.85)

-2.61

(-10.78)

-2.24

(-9.30)

-2.53

(-10.54)

[표9] 기업고유 왜도(ISKEW), 체계적 왜도(SSKEW), 전체 왜도(TSKEW)을 통제

한 상태에서 최대일별수익률(MAX)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분석

2002년 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전 

월의 기업고유 왜도(ISKEW), 체계적 왜도(SSKEW), 전체 왜도(TSKEW),를 기준으로 

먼저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눈 뒤, 각각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최대일별수익률

(MAX)을 기준으로 다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최대일별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과 최대일별수익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5-1차이는 포트폴리오5와 포트폴리오1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며 괄호안에는 그에 

따른 t-값을 표시하였다.

패널A: KOSPI 시장

패널B: KOSDAQ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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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

3-요인

알파(동일가중)
평균 MIN

Low MIN 1.85 1.31 1.35 2.63

2 2.30 2.35 1.70 3.96

3 2.07 1.94 1.43 5.06

4 2.19 2.89 1.51 6.51

High MIN 0.74 3.00 0.20 10.29

5-1

차이

-1.11

(-5.16)

1.69

(1.36)

-1.15

(-0.92)

포트폴리오
동일가중 

월평균수익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

3-요인

알파(동일가중)
평균 MIN

Low MIN 1.60 1.57 0.66 3.34

2 1.52 1.72 0.42 5.10

3 1.37 2.06 0.36 6.58

4 1.31 1.57 0.46 8.51

High MIN -0.62 0.66 -1.17 12.25

5-1

차이

-2.22

(-8.92)

-0.91

(-0.63)

-1.83

(-1.33)

[표10] 최소일별수익률(MIN)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분석

2002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대

상으로 하여 전월의 최소일별수익률(MIN)을 기준으로 5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고,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월평균수익률, 가치가중 월평균수익률, Fama-French(1993)의 

3-요인 알파값의 동일가중 월평균과 각 포트폴리오에 속한 최소일별수익률(MIN)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포트폴리오1(Low MIN)는 전 월의 가장 낮은 최소일별수익률을 

가진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이며, 포트폴리오5(High MAX)는 전 월의 가장 

높은 최소일별수익률을 가진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이다. 5-1은 포트폴리오

5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1의 수익률의 차이를 나타낸 값이며, 괄호안의 값은 그에 

따른 t-값을 표시하였다.

패널A: KOSPI 시장

패널B: KOSDAQ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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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MIN IVOL ISKEW SSKEW SIZE BETA REV

-0.1857
(-4.71)

-0.1318
(-3.78)

-0.1308
(-2.28)

0.1418
(2.80)

0.1438
(1.97)

-1.2756
(-6.57)

-0.1749
(-3.78)

-0.0842
(-1.19)

0.2083
(1.44)

0.2323
(0.41)

-0.1541
(-3.69)

-0.1957
(-3.36)

0.0753
(0.90)

0.8475
(-0.67)

-0.0685
(-0.67)

0.7145
(3.20)

-0.0232
(-1.96)

0.0845
(1.55)

0.0206
(0.28)

-1.0727
(-5.18)

-0.0371
(-0.28)

0.6072
(0.64)

-0.1263
(-1.22)

0.5676
(2.59)

-0.0142
(-1.15)

MAX MIN IVOL ISKEW SSKEW SIZE BETA REV

-0.2146
(-4.52)

-0.1412
(-3.32)

-0.1622
(-2.82)

0.1679
(3.15)

0.1380
(1.90)

-1.3506
(-7.40)

-0.2072
(-3.57)

-0.1138
(-1.49)

0.4245
(2.07)

0.2187
(0.36)

-0.1122
(-2.15)

-0.3191
(-5.61)

0.1562
(0.91)

-0.5151
(-0.70)

-1.0055
(-5.29)

0.8343
(3.18)

-0.039
(-3.68)

0.1756
(3.63)

-0.0614
(-0.87)

-1.1977
(-6.84)

-0.0178
(-0.11)

-0.7365
(-1.09)

-1.0874
(-5.77)

0.6984
(2.83)

-0.0281
(-2.47)

[표11] 기업수준에서의 횡단면 수익률 회귀분석 

2002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대

상으로 하여 각 기업의 월 수익률을  지난 월의 최대일별수익률(MAX), 최소일별수

익률(MIN), 기업고유 변동성(IVOL), 기업고유왜도(ISKEW), 체계적왜도(SSKEW), 기

업규모(SIZE), 시장베타(BETA), 단기 리버설(REV)에 대해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의 각 행에는 횡단면 회귀분석 한 결과의 계수의 시계열 평균을 나타냈

고, 괄호안의 값은 그에 따른 t-값을 표시하였다.

패널A: KOSPI 시장

패널B: KOSDAQ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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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High MAX포트폴리오와 High MIN포트폴리오의 보유기간에 따른 

수익률

2002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KOSPI시장과 KOSDAQ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최

대일별수익률(MAX)과 최소일별수익률(MIN)을 기준으로 매월 5개의 포트폴리오로 

84번 구성한 뒤, High MAX 포트폴리오와 High MIN 포트폴리오의 보유기간에 따

른 수익률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0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월의 수익률, 1은 포

트폴리오가 만들어진 다음 월의 수익률, 3, 6, 12는 포트폴리오를 3개월, 6개월, 12

개월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패널A: KOSPI 시장

패널B: KOSDAQ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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