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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기업의 배당 지급이 예상되는 달에 유

의한 양(+)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초과 수익은 

이번 달 배당이 예상되지 않는 다른 모든 기업 및 과거 배당 지급을 하

였으나 이번 달 배당이 예상되지 않는 기업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배당 프리미엄이 위험 요인을 반영하는 것인지 평가하기 위하여 

위험 요인을 조정하여 수익률을 측정하였지만,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은 배당 추구 투자자로부터의 가격 

압박이다. 실증 분석 결과 배당락일 전 가격 상승 이후 40일에 걸쳐 원

래의 균형가격으로 되돌아가는 가격역전현상 및 배당 수요가 높을수록 

배당락일 전 후의 가격 변동 폭이 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배

당 예측 월의 프리미엄은 시장 비효율성으로 인한 가격 오류 때문에 발

생한다는 행동 재무학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주요어 : 배당, 이상현상, 행동재무학, 배당 프리미엄, 가격 압박 이론

학 번 : 2012-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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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서론

일반적으로 기업의 배당 지급이 기대될 때 주식의 수요와 공급은 

변동한다. 배당으로부터 효용을 얻으려는 투자자는 배당락일 이전에 

배당을 매수할 것이고, 배당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는 배당락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할 것이다. 동시에 단기적 가격 변동을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려는 차익거래자들과 유동성 공급자 역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주식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고 수요 배당 추구 

투자자들이 배당 회피 투자자보다 많으며, 차익거래자들이 충분한 

유동성을 시장에 제공하지 못한다면 배당 추구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초과수요가 가격을 상승시킨다. 예측 가능하거나 일시적인 수요 변화에 

의해 가격 변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시장 효율성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규칙적인 배당 지급으로 미래 

배당 지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의 가격 패턴이 

예측 가능한지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는 199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를 대상으로 현금 배당 발행이 예측될 

때의 주가 반응을 관찰하였다. 가격 패턴의 예측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배당의 실제 지급을 고려하는 대신 ‘배당 예측 

월(predicted dividend month)’을 조사하여 배당이 기대되는 달에 

비정상적 초과 수익을 갖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배당 예측 월의 

이상현상(anomaly)이 시장 비효율성으로 인한 가격 오류인지 검증해 

보았다. ‘배당 월’은 배당락일이 포함되는 월을 의미하며 배당의 

형태를 각각 분기 배당, 반기 배당, 연간 배당, 기타 정규적인 배당으로 



- 2 -

분류 하였다. ‘배당 예측 월’에 대해서는 분기 배당인 경우 t-3, 

t-6, t-9, t-12월에 지급했을 때, 반기 배당인 경우 t-6, t-12월에 

지급했을 때, 연간 배당인 경우 t-12월에 지급했을 때, t월에 해당하는 

월로 정의하였다.

주식이 배당 예측 월에 해당되는 경우 Fama-French-Carhart 

4요인 모형으로 위험 조정 한 후에도 약 2.99%의 유의한 초과 

수익률을 얻었으며, 시장모형(CAPM)과 3요인 모형, 유동성 요인을 

넣은 5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한 후에도 역시 유의한 양(+)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났다. 이러한 배당 예측 월은 다른 2가지 포트폴리오와 

비교했을 때도 비정상적 초과 수익을 갖는다. 먼저, 배당 예측 월 외의 

다른 모든 기업 월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비해 높았으며, 과거 1년 간 

배당을 지급한 적이 있어 배당 지급 주식 집합에 해당되나 이번 달에는 

배당 지급이 기대되지 않는 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았다. 이 표본을 가지고 배당 예측 월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외의 주식을 매도하는 무비용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4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 하였을 때 역시 각각 

1.509%, 1.380%의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배당 예측 월과 과거 배당지급회사를 비교한 포트폴리오에서도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것은 배당 예측 월의 이상 현상이 일반적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월로 구성된 

동일 회사 집합을 비교한 것이므로, 분기 배당 기업의 경우, 3, 6, 9, 

12개월 전 배당한 월만 매수하고 그 외의 월은 매도하는 것이다. 반기 

배당 기업 역시 6, 12개월 전 배당한 월만 매수하고 그 외의 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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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는 것이며, 연간 배당 기업 역시 배당 12개월 전 월만 매수하고 

그 외의 월을 매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일정한 위험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배당 예측 월 프리미엄을 위험요인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배당 예측 월에만 더 위험해지는 시간별로 

바뀌는(time-varying) 위험이어야 한다.

 Hartzmark and Solomon(2013)에 따르면 배당 예측 월 

이상현상은 배당 추구 투자자로부터의 가격 압박 때문에 발생한다. 가격 

압박으로 투자자들이 배당락일 전에 즉시 주식을 사고 배당락일 직후 

주식을 판다고 주장할 수 없으나, 투자자들은 이미 사려고 했던 주식을 

배당락일 전에 사도록 가속화하고 팔려던 주식을 배당락일 후에 팔도록 

지연할 수는 있다. 즉 가격 압박 이론이 성립한다면 배당락일까지 초과 

수익이 발생해야 하며, 가격 상승 발생 시 투자자들은 배당 지급 후 

주식을 팔 것이므로 반드시 배당락일 이후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유동성이 적거나 배당에 대한 수요가 높아 주식 투자자의 

거래가 더 큰 가격 영향력을 가질수록 배당 예측 월의 비정상 초과 

수익은 더 커져야 하고 이후의 가격 역전 현상 역시 더 큰 폭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일반적 개념으로의 가격 압박 이론은 배당에 대한 

기본적 수요를 설명해주지 못하나, 배당 케이터링 이론(dividend 

catering theory) 또는 배당 고객 효과(dividend clientele theory) 등 

많은 배당과 관련한 기존의 이론들이 심리적, 제도적 근거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준다.

배당 예측 월의 비정상 초과 수익이 가격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배당 전후 특정 기간의 위험 조정 수익률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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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공시일의 수익률은 0.031%, 배당락일 수익률은 1.185%, 그리고 

배당락일을 포함한 배당 예측 월 프리미엄은 2.994%였다. 이를 통해 

수익이 배당락일에 집중되기 보다는 배당락일까지 전 구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전의 연구 결과들이 

배당락일의 수익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 배당락일의 

수익은 배당 예측 월 초과 수익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편 배당락 후 40일 간의 누적 수익률을 –3.264%로 가격 

역전 현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충분히 커서 배당 월 

동안의 수익을 상쇄시켜 가격 압박 이론의 가정과 일치하였다. 

또한 배당에 대한 수요가 높거나 주식의 유동성이 낮아 투자자의 

거래가 가격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때 비정상 초과 수익 및 가격 역전 

현상이 큰 폭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배당 수요에 대한 직접적 

측정은 불가능 하나, 배당 세금 효과에 따르면 배당 추구 투자자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선호할 것이므로 배당 수요에 대한 지표로는 

배당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실제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배당 예측 

월의 초과수익이 높고 이후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동성과 초과 수익의 관계를 Amihud(2002)의 비유동성 

지표를 사용하여 확인해 보았으나, 일부 기간에서만 가격 압박 이론과 

일치하였다.  

대체 가설로 비정상적 초과수익이 배당락일 효과와 배당 공시일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당락일과 배당 공시일의 

초과수익률을 확인하였으나, 배당 예측 월의 프리미엄은 특정일에  

집중되기 보다는 배당락 기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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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배당 월별 프리미엄이 배당 지급과 일치하는 다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배당에 의해 발생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배당 

예측 월 이상현상을 배당 유형별로 나누어 초과수익을 확인하였으나 

비정상 초과 수익은 배당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당 월의 이상현상이 다른 사건이 아닌 배당 지급 그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기업의 배당 지급이 예상되는 달에 

유의한 양(+)의 초과 수익 발생하며, 이후 원래의 균형 가격으로 

돌아가는 가격 역전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프리미엄은 기존의 

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사용되는 위험요인들로도 설명 되지 않았으며, 

배당 추구 투자자들의 가격 압박으로 일부 설명 가능하였다. 결국 배당 

예측 월의 이상현상은 시장 비효율성으로 인한 가격 오류 때문에 

발생한다는 행동 재무학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 장에서는 배당 예측 월의 

프리미엄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정리한다. 제 Ⅲ 장 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과 관련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제 

Ⅳ 실증 분석 결과에서는 배당 예측 월의 이상 현상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가격 압박 가설과 일치하는지 본다. 

마지막 제 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그 의의 및 중요 시사점들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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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문헌연구

제 1 절 효율적 시장 이론(Market efficiency)

효율적 시장(Fama, 1970)에 따르면 증권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주식 가격에 반영이 된다. 따라서 어떠한 

과거정보에 의한 투자전략에 의하더라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어야 

한다. 이를 배당에 적용하면, 배당 지급은 시간에 따라 일정한 

경향(88%의 기업이 12개월 전 배당 지급 시 이번 달에 배당 지급)이 

있기 때문에, 과거 배당 정보를 사용하여 예측 가능한 배당 공시일이나 

지급일에 초과 수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배당 지급 예측을 통해 

매매를 하여 초과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주식시장의 약형 효율성가설에 

대한 도전일 것이다. 

    

제 2 절 가격 압박 이론(Price pressure)

 

가격압박가설은 주식의 수요 함수가 장기적으로는 완전탄력적인 

모향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우하향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특정기업의 보통주는 개별적으로 고유성 혹은 특이성을 가지며, 타 

기업의 보통주와 치환될 수 없으므로 일종의 독점적 가격차별화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주식이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수요증가는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단기적으로는 주식가격의 일시적 증가를 초래한다. 배당락일 이후 수요 

공급 불균형이 해결되어 원래의 균형가격으로 되돌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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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역전현상(Price reversal)이 나타난다. 

배당 지급까지의 주식의 수요⦁공급은 배당 추구 투자자, 단기간 

가격 변동을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차익거래자와 유동성 

제공자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일부 투자자가 배당으로부터 효용을 

얻으려 한다면, 이들은 배당이 지급된 후보다 지급되기 전에 주식을 살 

의향이 있고, 팔 의향이 적을 것이다. 이는 이 투자자들이 배당락일 

전에 즉시 주식을 사고 배당락일 직후 주식을 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사려고 했던 주식을 배당락일 전에 사도록 

가속화하고 팔려던 주식을 배당락일 후에 팔도록 지연할 수는 있다. 이 

때 만약 차익거래자들 및 유동성 공급자들의 거래가 배당 추구 

투자자들의 거래를 상쇄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배당 지급 

주식의 초과 수요를 기대하게 되고, 기존 가격에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한 가격 증가분은 다시 균형을 갖는다. 즉, 배당 추구 

투자자로부터의 가격 압박의 존재는 배당 지급일까지의 가격 상승과 그 

후의 가격 감소를 암시한다. 

일반적 개념으로의 가격 압박 이론은 배당에 대한 기본적 수요를 

설명해주지 못하나, 많은 이론적 모델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의 수요 측면으로부터 기업의 배당 결정 동기를 

해석하는 배당 케이터링 이론(Dividend catering theory)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심리적 이유에 따라 배당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당에 대한 욕구는 투자자가 배당 지급 후가 아닌 배당 

락일 전에 즉시 배당 지급 주식을 사는 것을 선호하게 만든다. 또한 

배당 지급 전후의 가격 압박은 배당 고객 효과(Dividend client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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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에 따라 증가한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배당수익률이 낮은  주식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배당락일에 

다른 한계세율을 가진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여 가격이 변동한다. 

가격 압박은 그 정도에 상관없이 수익에 대한 특정 예측을 

초래한다. 첫째, 가격 압박은 배당 지급일까지 증가한다. 만약 투자자가 

배당 받기를 원한다면, 주식을 필요한 기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배당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질수록, 투자자는 

주식을 더 사려고 할 것이다. 둘째, 수익은 유동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 

유동성이 적은 주식일수록 초과 구입에 대한 가격 변동이 크다. 셋째, 

가격 압박은 배당이 지급된 후 가격 역전 현상을 초래한다. 그 이유는 

이후 케이터링 투자자가 주식에 대해 낮은 선호를 갖게 되거나 세금 

차익거래자가 그들의 포지션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 때문이다.

제 3 절 대체 가설(Alternative hypotheses)

Elton and Gruber(1970)는 배당락일 전․후 주가하락비율을 통하여 

투자자들의 세율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배당 소득비율 차별에 

대한 보상으로 배당락이 배당금보다 작게 이루어지므로, 배당락일 과소 

배당락을 세금 효과(tax effect)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는 공시일 

위험이나 배당 뉴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 반응에 의해 발생한 것 

일 수도 있다. 

또한 Brennan(1970)의  세금과 배당 관계 이론에 따르면, 세 

전(pre-tax) 위험 조정 수익률은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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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게 된다. 즉, 배당률이 높을수록 배당 초과 수익이 높아진다. 다만 

Brennan(1970)과 가격 압박 이론의 결정적 차이점은, 가격 압박 

이론은 이후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나, Brennan(1970)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예측하는 것이다. 

한 편, Savor and Wilson(2011)은 수익 공시로 인해 기업은 거시 

경제적 위험에 더 노출되어, 높은 수익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으며, Kalay 

and Loewenstein(1985)에 따르면 주식은 공시일에 변동성이 커지므로 

배당 공시일에 높은 양(+)의 초과 수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외에 국내 연구로는 김성민, 김지은(2004)은 배당락일 이전 

현금배당을 사전 공시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배당락일 주가반응을 

분석하여 배당락일 주가는 사전 공시한 배당금만큼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사전공시정보를 이용한 단기차익 실현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박철, 박수철(2009)은 한국 주식시장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결산이므로 배당락이 특정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장전체 

움직임이 배당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여 배당락과 

관련되지 않은 시장전체 움직임을 기타 결산월 기업들을 이용하여 추정 

한 후 배당과 관련된 배당락일 주가반응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외환위기가 끝나고 배당락일이 이동한 2001년을 전․후로 배당락일 

주가반응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박철, 

박수철(2010)에서는 배당소득세율변화가 배당락일 주변 투자자의 

거래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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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연구표본 및 기초통계량

  본 연구 분석에 필요한 표본 구축은 FnGuide를 사용하였으며, 

199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REITs, SIC, Infra fund, Invest. 

Company, ETF 주식을 제외한 일반 기업만 포함하였으며, 1,000원 

미만 주식 및 이전 월(일)의 주가가 관측되지 않는 경우 제외하였다. 

배당 표본의 경우 원화로 지급된 보통주 현금 배당금만 고려하였으며, 

미래 배당의 예측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분기 배당, 반기 

배당, 연간 배당 또는 위 3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정규적으로 

순환하는 기타 배당만을 표본에 포함시켰으며, 비 반복 배당금은 

제외하였다.1) 배당 월(dividend month)이란 배당락일이 포함된 월을 

의미한다. 

[표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표본에 대해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보고한 것이다. 논문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총 

1,659개의 기업 및 총 177,646개의 기업 월별(firm month) 관측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배당을 실시한 기업 월은 총 9,704개이다. 과거 

배당 지급 여부를 분류하여 패널A는 과거 12개월 간 1번이라도 

현금배당을 지급한 기업 월 108,776개를 표본으로 하였으며, 패널B는 

과거 12개월 간 현금 배당을 지급 하지 않은 기업 월 66,870개를 

표본으로 하였다. 패널C는 보통주 현금 배당의 지급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배당 및 과거 12개월 간 배당 지급 시 이번 달 배당을 한 

1) 표본 중 월 별로 지급되는 배당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결산 월 변경 기업도 표본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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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A: 과거 1년간 배당 지급 기업에 대한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25% 중앙값 75%

시가 총액(단위:백만원) 108,776 775,477 4,439,974 31,944 71,368 209,160

장부가-시가 비율 108,364 1.5675 1.3184 0.759 1.2458 1.9774

자산 회전율 108,628 1.004 0.6266 0.6652 0.9135 1.2181

배당 수익률(보통주, 현금) 8,470 0.0536 0.4313 0.0122 0.0228 0.0421

기업 월(firm month) 108,776 　 　 　 　 　

기업 1,407 　 　 　 　 　

패널B: 과거 1년간 배당 미지급 기업에 대한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25% 중앙값 75%

시가 총액(단위:백만원) 68,870 209,323 1,141,853 20,246 41,005 94,785

장부가-시가 비율 68,401 1.0821 9.4351 0.459 0.8761 1.5806

자산 회전율 68,643 0.8661 0.7043 0.5039 0.7652 1.0853

배당 수익률(보통주, 현금) 1,234 0.0662 0.1622 0.0111 0.0237 0.0515

기업 월(firm month) 68,870 　 　 　 　 　

기업 1,324 　 　 　 　 　

패널C: 배당 유형별 배당 지급 지속성

배당 유형 과거 1년간 배당 지급 기업 월 총 배당 지급 기업 월

모든 배당 87.28% 8,470 회 　 9,704 회

분기 배당 0.80% 78 회 0.80% 78 회

반기 배당 6.29% 610 회 6.47% 628 회

연간 배당 79.82% 7,746 회 92.27% 8,954 회

기타 배당 0.37% 36 회 0.45% 44 회

경우를 분류하여 살펴본 것으로 총 배당 중 0.80%가 분기 배당, 

6.47%가 반기 배당, 92.27%가 연간 배당, 0.45%가 기타 배당이었으며 

총 배당의 약 87.28%가 과거 1년간 현금 배당한 적이 있었다. 

[표 1] 기초통계량

이 표는 199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월

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특성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패널A는 과거 12개월 간 1번이라도

현금배당을 지급한 기업을 표본으로 하며, 패널B는 과거 12개월 간 현금 배당을 지급 하지 않은 기업을 표본으로

한다. 패널C는 보통주 현금 배당을 지급 빈도에 따라 분기배당, 반기배당, 연간배당, 기타배당으로 분류하여 배당

유형에 따른 배당 지급 지속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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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실증 분석 결과

제 1 절 배당 예측 월의 수익률

제 1절에서는 배당 예측 월의 프리미엄이 배당이 기대되는 기간에 

대한 증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과거 배당 지급 주식을 

표본으로 하여 배당이 기대되는 월에 높은 수익을 가지는지를 

조사하였다. 실제 배당 지급이 뉴스적인 요소와 예측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배당 예측 월’의 개념은 중요하다. 

John and Williams(1985), Bernheim(1991), Nissim and Ziv(2001) 

등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은 배당금 생략을 꺼려하며, Kalay and 

Loewenstein(1986), Eades, Hess, and Kim(1985) 등의 연구에 

따르면 만약 공시가 지연되거나 배당이 생략되면 수익이 낮아지게 된다. 

배당 생략으로 인한 음(-)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배당의 

존재는 결과적으로 높은 수익의 샘플이 되고, 기업은 배당금 생략을 

꺼리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지급의 존재를 과거 배당 지급 시기를 보고 

예측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Hartzmark and Solomon(2013)와 같이 

배당 예측 월을 배당락일을 포함하는 월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월에는 배당락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배당락일 전의 공시일 등 다양한 

이벤트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월별 수익으로 측정할 경우 다양한 

위험 요인 모형을 회귀 분석하여 기대 수익을 얻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알파 추정치는 얻어진 값에 대해서 자산 가격 

이론이나 이상현상에 대한 해석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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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지급 N개월 후

배당지급 N개월 후일 때

월별 주식 수익률

배당지급 N개월 후일 때

배당 지급할 확률

평균 수익률 표준 편차 모든 배당　 연간 배당

1 1.31 19.79 0.0001 0.0000

2 4.53 20.73 0.0002 0.0001

3 2.84 16.98 0.0101 0.0019

4 3.06 18.17 0.0001 0.0000

5 0.46 15.91 0.0002 0.0001

6 1.03 14.61 0.0716 0.0034

7 1.15 15.36 0.0002 0

8 0.33 14.92 0.0002 0.0001

9 0.41 16.30 0.0134 0.0048

10 0.05 18.09 0.0002 0.0001

11 3.65 17.08 0.0002 0.0001

12 4.47 15.29 0.8555 0.7914

[표 2] 과거 배당 시기에 따른 월별 주식 수익률

이 표는 1999년 1월부터 부터 2012년 12월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

로 월 별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배당 시기에 따른 현 시점의 평균 월별 수익률 및 배당 지급 확률을 나타내고 있

다. ‘배당지급 N개월 후’은 배당락일이 포함된 월에서 N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배당’은 모든 정기

적 보통주 현금 배당을, ‘연간 배당’은 매 년 지급되는 보통주 현금 배당을 의미한다.

[그림1] 과거 배당 시기에 따른 월별 주식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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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과거 배당 시기에 따른 월별 주식 수익률, 수익의 표준 

편차 및 배당 지급 확률을 나타낸 것으로‘배당지급 N개월 후’은 

배당락일이 포함된 월에서 N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1]은 

이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먼저, 배당 지금 확률을 살펴보면 배당 

지급 12개월 이후에 배당 지급 확률이 85.55%로 가장 높아 12개월 

단위로 배당 지급의 지속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중 

79.14%가 연간 배당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은 연간 배당 

지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배당이 기대되는 달에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배당이 기대되는‘배당 지급 12개월 후’에 수익은 높아야 

하며 표준편차는 낮아야 한다. 실제 [표2]의 결과를 살펴보면, 배당 

지급 12개월 후’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4.47%)과 낮은 

표준편차(15.29%)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은 이번 달 배당 지급이 기대되는 월, 즉‘배당 예측 월’일 

때 월별 초과 수익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법칙을 가지고 

배당 예측 월을 추정하였다. 전체 배당 표본 9,704개를 각각 분기 배당, 

반기 배당, 연간 배당, 기타 배당으로 분류하여, 분기 배당을 t-3, t-6, 

t-9, t-12월에 지급했을 경우, 반기 배당을  t-6, t-12월에 지급했을 

경우, 연간 배당을 t-12월에, 그리고 기타 배당일 경우 그 규칙에 따라 

각 t-n 월에 지급했을 경우에 각 t 월을 ‘배당 예측 월’로 

정의하였다. 포트폴리오(1)은 이러한 배당 예측 월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포트폴리오(2)는 과거 1년 간 배당을 지급한 적이 있는 

회사이나, 이번 달에는 배당 지급이 기대되지 않는 회사를, 

포트폴리오(3)은 과거 1년 간 배당을 미지급한 회사이나, 이번 달에도 

배당 지급이 기대되지 않는 회사를 표본으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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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익

표준

편차

샤프

지수
1% 5% 25%

중앙

값
75% 95% 99%

(1) 배당 예측 월 4.48 15.26 0.27 -32.12 -15.99 -2.65 3.48 10.30 27.07 52.61

(2) 과거 1년 간
배당 지급한
모든 다른 기업

1.69 17.42 0.08 -34.04 -20.63 -7.32 0.00 8.44 28.53 57.30

(3) 과거 1년 간
배당 미지급한
모든 다른 기업

2.04 28.13 0.06 -47.31 -28.72 -11.15 -1.37 10.09 41.74 94.40

Long(1)&Short(2)
포트폴리오

1.22 10.88 0.08 -42.92 -8.25 -2.70 1.17 3.97 11.60 70.25

Long(1)&Short(3)
포트폴리오

2.03 11.92 0.14 -53.72 -8.99 -1.35 1.94 6.44 13.30 62.94

표본으로 배당 예측 월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외의 주식을 

매도하여 구성한 무비용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초과 수익을 

산출하였다. 평균 수익은 각 기업 월별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무위험 수익률은 CD91일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표3]의 결과를 살펴보면, 배당 예측 월 일 때 (2) 과거 

배당 지급 기업이나 이번 달 배당 미지급 기업 및 (3) 과거 배당 

미지급 기업이나 이번 달 배당 미지급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을 갖고 가장 낮은 표준편차를 가졌으며, 가장 높은 샤프지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표본들로 구성한 롱-숏 

포트폴리오 모두 양(+)의 초과 수익을 가졌다. 이는‘배당 예측 월’에 

투자할 경우 동일 위험 대비 가장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배당 예측 월에 따른 월별 주식 수익률

이 표는 기업의 배당 지급 예측 여부에 따른 월별 수익 분포를 나타낸다. (1)은 이번 달에 기업의 배당 지급이 기

대되는 달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2)는 과거 1년 간 배당을 지급한 적이 있는 회사이나, 이번 달에는 배당 지급이

기대되지 않는 회사를 표본으로 하였으며, (3)은 과거 1년 간 배당을 미지급한 회사이나, 이번 달에도 배당 지급

이 기대되지 않는 회사를 표본으로 하였다. 평균 수익은 각 기업 월별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배당 예측 월은 배당 유형에 따라 분기배당이 3, 6, 9, 12개월 이전에 지급된 경우, 반기 배당이

6, 12개월 이전에 지급된 경우, 연간배당이 12개월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 해당된다. 샤프지수는 (평균수익률-무위

험수익률)/(수익의 표준편차) 로 산출되었으며, 모든 항목은 월별 수익률로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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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배당 예측 월의 위험 조정 수익률

본 절에서는 앞의 제 1절에서 확인한 배당 예측 월의 프리미엄을 

단순히 가격오류에 의한 시장비효율성의 증거로 판단하기 이전에, 

그것이 기존의 위험 요인을 반영하는 것인지 평가해 보기 위해 먼저 

시장모형과 Fama French(1993)의 3요인 모형, 모멘텀 요인을 추가한 

Carhart(1997)의 4요인 모형, 그리고 유동성 요인을 넣은 5요인 

모형으로 위험을 조정한 후에도 배당 예측 월에 초과 수익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1]을 살펴보면 배당 지급 주식이 배당 미지급 주식에 비해 더 

큰 시가총액과 더 높은 장부가 대비 시장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배당 지급 자체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하는 경제 전반의 

위험에 노출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 노출은 배당 지급 기업이 

배당 미지급 회사에 비해 더 많은 체계적 위험에 노출되게 한다. 따라서 

배당 예측 월의 높은 기대수익이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반영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당 예측 월로 무위험 차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회사 간(between company) 및 회사 내(within company)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체계적 위험은 회사 간 수익 차이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있으나, 회사 내 비교에서는 설명력이 약하다. 회사 

내 비교는  다른 월의 회사들의 집합을 비교하여 시간에 따라 일정한 

어느 위험 하중이라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내 비교를 

통해 무위험 차익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도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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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Savor and Wilson(2011)은 수익 공시는 회사를 거시 

경제적 위험에 더 노출되게 하여, 높은 수익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시일 외의 다른 월들에 대해서, 왜 회사들이 서로 다른 위험에 대한 

노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나, 위험 노출 

변화의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유동성이다. 따라서 Carhart(1997)의 

4요인 모형에 유동성 요인을 추가한 5요인 모형으로 시계열 분석 

후에도 초과 수익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4]는 배당 예측 월의 수익이 기존의 표준 위험 요인인 시장 요

인, 사이즈 요인, B/M 요인, 모멘텀 요인, 비유동성 요인을 반영하는 것

인지 평가하기 위해 배당 예측월의 초과수익을 Mkt_rf, SMB, HML, 

MOM, 그리고 특정한 경우 Amihud(2002) 비유동성 요인을 가지고 아

래 식과 같이 회귀 분석 하였으며 alpha 값은 Carhart 4요인 모형으로 

추정한 위험 조정 후의 초과 수익률을 의미한다. 

 
        

  

무비용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회사 간 비교로 

배당 예측 월을 매수하고 이번 달에 배당 지급이 예측되지 않는 그 외 

모든 기업 월(short1 pfo)을 매도하였으며, 회사 내 비교를 위해 배당 

예측 월을 매수하고 과거 1년 간 배당을 지급한 적이 있으나 이번 

달에는 배당 지급이 예측되지 않는 회사(short2 pfo)를 매도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배당락 후 수익률을 통해 배당 

추구 투자자들이 배당락일 후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지를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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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배당 예측 월 1개월 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short3 pfo)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배당 예측 월을 매수하고 배당 1개월 후의 

기업 월을 매도하는 포트폴리오 또한 구성하였다. 

패널A는 초과 수익률을 각 산술 평균(equal weighted) 및 시장 

가치 가중 평균(value weighted)한 값을 Fama-French-Carhart  

4요인 모형으로 추정한 위험 조정한 값이다. 배당 예측 월일 때 산술 

평균 및 시장 가치 가중 평균에서 각 2.99% 및 2.45%로 유의한 양의 

초과 수익률이 발생하였다. 또한 회사 간 비교로 구성한 롱-숏 

포트폴리오 에서도 1.51%의 수익률이 발생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구성한 회사 내 비교를 위한 롱-숏 

포트폴리오에서도 회사 간 포트폴리오보다는 적지만 1.38%의 양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양의 초과 수익은 배당 예측 월을 매수하고 

배당 예측 월 한 달 후의 기업 월을 매도한 롱-숏 포트폴리오에서 

3.25%로 더 커진다. 배당 예측 월 한 달 후 수익률은 -2.35%로 

배당을 지급받은 후 배당 추구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싶어 한다는 

가격 압박과 일치하였다.    

패널B는 시장모형(CAPM)과 3요인 모형, 모멘텀 요인을 추가한 

4요인 모형, 유동성 요인을 넣은 5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한 위험 조정 

수익률이다. 어떠한 모형을 놓고 회귀 분석하여도 배당 예측 달에 

유의한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을 때 역시,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양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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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A: 4요인 모형으로 회귀 분석한 배당 예측달의 초과 수익 　

　 Equal weighted 　 Value weighted　

　 배당 예측달 (Long pfo) 　 　 배당 예측달 (Long pfo)

　 그 외 모든 기업 월
(short1pfo)

과거 배당 기업
(short2pfo)

배당 1개월 후
(short3pfo) 　 그 외 모든 기업 월

(short1pfo)
과거 배당 기업
(short2pfo)

배당 1개월 후
(short3pfo)

Long 2.994** 2.994** 2.994** 　 2.994** 2.994** 2.994**

　 (2.54) (2.54) (2.54) 　 (2.54) (2.54) (2.54)

Short 0.953*** 0.922*** -2.354** 　 0.367** 0.690*** -2.089*

　 (4.99) (4.68) (-2.37) 　 (2.38) (4.18) (-1.91)

Difference 1.509 1.380 3.245 　 1.619 1.295 2.547

　 (1.24) (1.15) (1.46) 　 (1.32) (1.06) (1.15)

패널B: 시장모형, 3요인모형, 4요인모형, 5요인모형으로 회귀 분석한 배당 예측달의 초과 수익 및 요인부하값　

배당 예측 월과 그 외 모든 기업월 (between companies)

　 CAPM alpha Three-factor
alpha

F o u r - f a c t o r
alpha

Four-factor+liq.a
lpha Mkt_rf SMB HML UMD Liquidity

Long 2.370** 2.984** 2.994** 3.076** 0.818*** 0.646*** -0.020 -0.028 -0.115

　 (2.05) (2.55) (-2.54) (2.08) (5.19) (3.04) (-0.13) (-0.25) (-0.09)

Short1 0.836* 0.803*** 0.953*** 0.876*** 1.096*** 0.900*** 0.059*** -0.088*** 0.024

　 (1.79) (3.85) (-4.99) (4.16) (44.96) (29.00) (3.62) (-5.88) (0.88)

Difference1 1.495 1.531 1.509 1.586 -0.316* -0.223 -0.102 0.064 -0.108

　 (1.32) (1.26) (-1.24) (1.04) (-1.94) (-1.01) (-0.65) (0.54) (-0.08)

배당 예측 월과 그 외 모든 과거 배당 기업 (within companies)　

Long 2.370** 2.984** 2.994** 3.076** 0.818*** 0.646*** -0.020 -0.028 -0.115

　 (2.05) (2.55) (-2.54) (2.08) (5.19) (3.04) (-0.13) (-0.25) (-0.09)

Short2 1.081*** 0.911*** 0.922*** 1.022*** 1.068*** 0.764*** 0.072*** -0.005 -0.122

　 (2.64) (4.67) (-4.68) (4.75) (42.82) (24.27) (3.49) (-0.31) (-1.14)

Difference2 1.025 1.394 1.380 1.328 -0.280* -0.096 -0.169 0.042 0.073

　 (0.92) (1.17) (-1.15) (0.88) (-1.74) (-0.44) (-1.09) (0.36) (0.06)

[표 4] 배당 예측 월의 위험 조정 수익률

이 표는 199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배당 예측월을 바탕으로 무비용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위험 조정 후의 초과 수익을 측정하였다. 헤지 포트폴리오 구성시 배당 예측월을 매
수하고 회사 간 비교 시 이번 달에 배당 지급이 예측되지 않는 그 외 모든 기업월(short1 pfo)을 매도하였으며, 회사 내 비교 시 과거 1년 간 배당을 지급한 적이 있으나 이번 달에는 배당
지급이 예측되지 않는 회사(short2 pfo)를 매도하였고, 추가적으로 배당 1개월 후의 기업월(short3 pfo)을 매도하였다. 패널A는 초과 수익률을 각 산술 평균(Equal weighted) 및 시장 가치
가중 평균(Value weighted)한 값을 Fama-French-Carhart 4요인 모형으로 추정한 위험 조정한 값이며, 패널B는 시장모형과 Fama French(1993)의 3요인 모형, 모멘텀 요인을 추가한
Carhart(1997)의 4요인 모형, 유동성 요인을 넣은 5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하였다. Alpha는 각 모형의 상수를 의미하며 Mkt_rf, SMB, HML, MOM, Liquidity는 각각 시장요인, 사이즈요인,
B/M요인, 모멘텀요인, Amihud(2002) 유동성요인으로 5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한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이다. 괄호 안의 값은 t값을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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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패널B의 Mkt_rf, SMB, HML, MOM, Liquidity는 

Carhart(1997)의 4요인 모형에 유동성요인을 추가한 5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한 요인부하값(factor loading)이나, 유동성 요인의 설명력을 

찾을 수 없었다. [표4]는 배당 예측 월의 이상 현상 존재에 대한 강력한 

검증이며, 이는 일반적 위험 요소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남아있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2]는 배당 예측 월의 초과수익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 

검사를 위한 것으로, Baker and Wurgler(2004) 논문의 배당 프리미엄 

   와 배당 예측 달을 이용한 배당 프리미엄을 비교해 보았다. 

Baker and Wurgler(2004)에 따르면 투자자의 배당 수요는 

배당기업과 무배당기업 간의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배당 프리미엄이라 하였다.    는 이번 달에 

기업의 배당 지급이 기대되는 달과 그 외 이번 달 배당 지급이 기대되지 

않는 기업의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의 차이로 측정하였으며, 배당 

예측 월의 수익은 Fama-French-Carhart의 4요인 모형에 

Amihud(2002) 유동성 요인을 넣은 5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한 

알파값으로 측정하였으며, [그림2]로 두 프리미엄을 비교하였을 때, 

2000년~2002년, 2008년~2010년을 제외하고는 프리미엄이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강건성 검사를 위해 유동성 요인을 

Pastor and Stambaugh(2003)으로 변경하거나, Acharya and 

Pedersen(2005)의 시장 비유동성 지표로 변경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배당 예측 달에 유의한 초과 수익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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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배당 예측 월의 프리미엄 비교

이 표는 Baker and Wurgler(2004)의 배당 프리미엄인     와 배당 예측 달을 이용한 배당 프리미엄을 비교

한 것이다. 이번 달에 기업의 배당 지급이 기대되는 달인 배당예측달(Long pfo)을 매수하고 그 외 모든 기업

(Short1 pfo)를 매도하는 무비용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 프리미엄을 측정하였다.    는 배당기업과

무배당기업 간의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의 차이로 측정하였으며, 배당 예측 프리미엄은

Fama-French-Carhart의 4요인 모형에 Amihud(2002) 유동성 요인을 넣은 5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한 알파값이

다. 패널A는 산술평균(Equal-weighted)하여 구한 값이며, 패널B는 시장가치 가중 평균(Value-weighted)를 통해

산출하였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반 기업들을 대상을 표본으로

하였다.

[패널A] 산술평균으로 구한 배당 예측 월의 프리미엄 비교

[패널B] 시장가치 가중 평균으로 구한 배당 예측 월의 프리미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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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격 압박 가설 검증

만약 배당 예측 월의 초과 수익이 주식에 대한 초과 수요에 따른 

가격 압박 때문에 초래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 

우선, 배당락일이나 공시일의 초과 수익이 발생한 후, 반드시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유동성이 적거나 배당에 대한 수요가 

높아 주식 투자자의 거래가 더 큰 가격 영향력을 가질수록 배당 예측 

월의 비정상 초과 수익은 더 커져야 하고 이후의 가격 역전 현상 역시 

더 큰 폭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그림3] 배당 지급 전후의 누적 월별 수익률 추이

이 그림은 배당을 기점으로 배당 전 후의 월별 수익률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Fama-French-Carhart 4요인 모형

으로 위험 조정한 누적 월별 수익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배당락일이 포함된 달을 0m으로 표시하였으며,

-1m은 배당 1개월 전, 1m은 배당 후 1개월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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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가격 압박이 배당 예측 월의 초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하기 위해 일별 수익률을 가지고 배당 전후 특정 

이벤트 발생 시의 기간 별 수익률을 산출하였다. [표5] 패널A는 실제 

배당 공시일 및 배당락일의 수익률, 배당락일 이후 40일 동안 

누적수익률을 4요인 모형으로 위험 조정한 값이다. 배당락일 후 40일 

데이터는 배당락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경우 현금 배당의 

사전 공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현금 배당에 대한 확정 

공시는 배당락일이 지난 이후 주주총회일에 이루어진다. 배당 표본 중 

약 4% 만 배당락일 전 사전 공시를 하였으므로 본 표에 나타난 

공시일은 배당락일 배당 확정 공시일을 의미한다. 패널A에서의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배당 공시일의 수익률은 0.031%, 배당락일 

수익률은 1.185%로 매우 유의하였다. 한 편 배당락 후 40일 간의 누적 

수익률을 –3.264%로 매우 유의하여 일별 수익률에서도 가격 역전 

현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패널B는 배당 수요 정도와 배당 월 수익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배당 수요에 대한 지표는 배당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만약 

투자자가 배당 케이터링 이론이나 배당 세금 효과로 인하여 배당을 

추구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가 활동적으로 자산을 단기에 매수⦁매도하는 성향이 아닐 지라도 

배당에 대한 수요 증가는 배당락일 이전에 배당 지급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즉, 투자자들은 이미 사려고 했던 주식을 단순히 

매매 시기를 바꿔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만약 

투자자가 배당을 수취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더라도, 뮤추얼 펀드 

스스로가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진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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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배당을 할 수도 있다. 즉 가격 압박 이론이 

성립하려면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배당 초과 수익이 높아져야 한다. 

배당 수익률은 과거 12개월 간 보통주 현금 배당금의 평균값을 이전 

달의 주가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패널B를 살펴보면 보면 배당 예측 월의 

초과수익이 2.909%일 때, 배당락일 초과수익이 1.185%로 높았을 때 

배당 수익률은 각각 1.387%, 0.038%로 다른 기간 보다 높았으며, 

배당락 후 40일 간 수익률은 –3.050%로 가장 낮았는데, 이 때 배당 

수익률 역시 –0.195%로 가장 낮아 가격 압박 이론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편, 가격 역전 현상이 성립하려면 유동성이 적을수록 주식 

투자자의 거래가 더 큰 가격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초과 수익 및 가격 

역전 현상 역시 더 큰 폭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패널C를 통해  

유동성과 배당 월 수익의 관계를 보았으며, 유동성 지표로는 

Amihud(2002) 비유동성 요인을 사용하였다. 

 



  






                                      (2)

은 t월 d일의 주식의 수익률을 의미하여, 는 주식에 대한 

거래량을, 는 t월에 대해 유효한 관측날 수를 의미한다. 패널C에서 

유동성 수준과 수익률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배당 공시일과 

배당락일의 유동성 수준과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배당 공시일의 

비유동성 수준이 비교적 낮은 –0.094%일 때 수익률은 0.047%로 

낮았으며, 배당락일은 비유동성 수준이 –0.023%일 때 초과수익이 

1.215%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배당락 후 40일 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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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A: 4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한 각 기간 별 초과 수익

기간 수익률

배당 예측 월 2.994**

(-2.54)

배당 공시일 0.031

　 (0.67)

배당락일 1.185***

　 (29.00)

배당락 후 40일 간 (누적) -3.264***

　 (-16.41)

패널B: 배당 수익률과 4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한 각 기간 별 초과 수익

　 배당 예측 월 배당 공시일 배당락일
배당락일 후

40일 간 (누적)

4 factor alpha 2.909** 0.093* 1.185*** -3.050***

　 (2.55) (1.72) (26.98) (-14.78)

배당 수익률 1.387 -0.022 0.038* -0.195**

　 (0.91) (-0.99) (1.68) (-2.27)

패널C: 유동성 요인과 4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한 각 기간 별 초과 수익

　 배당 예측 월 배당 공시일 배당락일
배당락일 후

40일 간 (누적)

4 factor alpha 3.076** 0.047 1.215*** -2.377***

　 (2.08) (1.02) (21.90) (-11.23)

Amihud 비유동 지표 -0.115 -0.094*** -0.023 -2.095***

　 (-0.09) (-4.91) (-0.80) (-11.68)

비유동성 수준이 –2.095%로 가장 유동적일 때 수익률은 –2.377%로 

가장 낮았다. 즉, 설명력은 낮았으나 유동성 수준이 낮을 때 배당 

수익률이 높고 유동성 수준이 높을 때 배당 수익률이 낮아, 가격 압박 

이론과 일부 일치하였다.    

[표 5] 배당 전후의 일간 수익률

이 표는 배당 전후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수익률을 나타낸다. 패널A는 각 배당 공시일, 배당락일, 배당 지급일, 및

배당락 후 40일간(누적)의 수익률을 Fama-French-Carhart 4요인 모형으로 일간 수익률을 가지고 회귀 분석 하였

다. 패널B는 배당 수익률과 4요인 모형으로 회귀분석한 각 기간 별 초과 수익을 의미하여 패널C는 동일 원리로

Amihud(2002) 유동성 요인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Amihud(2002) 유동성 요인은 

 
  



 


로 측정하

였으며, 은 t월 d일의 주식의 수익률을 의미하여, 는 주식에 대한 거래량을, 는 t월에 대해 유효한 관측

날 수를 의미한다. 1999년 1월 1일부터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 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괄호 안의 값은 t값을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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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대체 가설 검증

가격 압박 이론 외에도 배당 예측 월의 프리미엄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가설이 존재한다. 먼저, Elton and Gruber(1970) 가설이 성립 

하려면, 배당 월 이상 현상이 배당락일 당일에 집중되어야 하며, Kalay 

and Loewenstein(1985) 가설이 성립하려면 배당 예측 월의 초과 

수익은 배당 공시 시점에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만약 초과수익이 

Brennan(1970) 이론과 일치하려면 배당률이 높을수록 배당 초과 

수익이 높아져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가격 압박 이론과 다르게 배당 후 

가격 역전 현상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상현상이 배당 월과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다른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배당 지급 

월과 수익 공시 월이 일치 한다면, 배당 프리미엄은 수익 공시 효과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Beaver,1968 Frazzini and Lamont, 2006). 

Elton and Gruber(1970) 및 Kalay and Loewenstein(1985) 

가설이 성립하려면 배당 예측 월의 이상 현상이 특정 배당 공시일이나 

배당락 일에 집중 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표5]의 패널A를 보면 

배당 예측 월에 약 2.994%의 수익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공시일 및 

배당락일은 각각 0.031% 및 1.185%로 배당 예측 월의 초과 수익이 

배당 관련 특정일에 집중되기 보다는 배당락 기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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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지급 N개월 후 모든 배당 분기 배당 반기 배당 연간 배당 기타 배당

1 -2.385** -0.824 -1.294* -2.487** -1.495

　 (-2.42) (-0.72) (-1.76) (-2.47) (-0.56)

2 1.493* 1.614 -0.056 1.623* 0.681

　 (1.75) (1.00) (-0.05) (1.78) (0.23)

3 1.238 3.944** 0.890 1.377 -0.090

　 (1.25) (2.21) (0.59) (1.29) (0.02)

4 1.311 -0.410 0.421 2.352** -1.430

　 (1.40) (-0.30) (0.62) (2.04) (-0.62)

5 0.508 0.044 0.683 0.175 -1.199

　 (0.51) (0.04) (0.93) (0.17) (-0.40)

6 0.766 4.933** 2.655** 0.383 0.792

　 (0.69) (2.29) (2.19) (0.33) (0.25)

7 -0.482 -0.855 -1.001 -0.529 0.543

　 (-0.45) (-0.63) (1.48) (-0.46) (0.20)

8 0.157 1.008 -0.286 0.686 2.254

　 (0.21) (0.74) (-0.34) (0.86) (0.65)

9 0.959 3.809** 1.558 1.516 -0.956

(0.73) (2.19) (1.10) (1.08) (-0.39)　

2.256* -0.934 0.589 1.914 4.76910

(1.89) (-0.70) (0.60) (1.60) (1.71)　

1.461 0.520 1.311* 0.990 3.78011

(1.57) (0.38) (2.00) (1.15) (1.05)　

2.673** 5.349*** 2.054* 3.020** 1.47112

(2.20) (2.92) (1.75) (2.43) (0.21)　

[표 6] 배당 유형별 배당 월별 주식 수익률

이 표는 과거 배당 시기에 따른 배당 유형별 월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배당지급 N개월 후’는 배당락일이 포

함된 월에서 N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배당’은 모든 정기적 보통주 현금 배당을, ‘연간 배당’은 매

년 지급되는 현금 배당, ‘반기 배당’은 6개월 마다 지급되는 현금 배당, ‘분기 배당’은 3개월 마다 지급되는 현금

배당, ‘기타 배당’은 그 외에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배당을 의미한다. 각 유형 별로 과거 배당 시기에 따라 각

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 예측 달일 때의 수익을 Fama-French-Carhart 4요인 모형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이다. 1999년 1월부터 부터 2012년 12월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반 기업들을 월 수익

률을 이용하였으며, 괄호 안의 값은 t값을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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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배당 유형별 배당 월별 주식 수익률

또한, [표5]의 패널B로 Brennan(1970)의 모델을 검증할 수 

있었다. 매 기간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배당 초과 수익이 높았으나, 

배당락 후 40일에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Brennan(1970) 모델로 예측 배당 월 프리미엄을 설명할 수 없었다. 

한 편, 표본 중 대다수의 배당이 연간 배당의 형태였기 때문에, 

월별 배당 프리미엄이 연 별로 발생하는 다른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표6]을 통해 과거 배당 시기에 따른 배당 유형별 월별 

주식 수익률을 조사하였다. 배당을 지급 빈도에 따라 연간 배당, 반기 

배당, 분기 배당, 기타 배당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 별로 과거 배당 

시기에 따라 각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배당 예측 달일 때의 수익을 

Fama-French-Carhart 4요인 모형으로 회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한 눈에 살펴보기 위해 [그림4]를 통해 배당 유형 별 배당 초과 

수익률을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연간 배당인 경우 다른 월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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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였으며, 분기 배당인 경우 배당 

지급 후 3, 6, 9, 12개월에 다른 월에 비해 높은 초과 수익이 

발생하였다. 반기 배당인 경우 배당 지급 후 6, 12 개월에 높은 

수익률이 나타난 반 면 분기 배당 시 나타났던 배당 지급 후 3, 

9개월의 수익률은 낮아졌다. 이처럼 배당 유형이 배당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배당 월의 

이상현상이 다른 사건이 아닌 배당 지급 그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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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배당 지급이 

예상되는 달에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업의 배당 예측 달에 유의한 양(+)의 

초과 수익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초과 수익은 이번 달 배당이 

예상되지 않는 다른 모든 기업이나 이번 달 배당이 예상되지 않는 

기업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배당 프리미엄이 위험 요인을 반영하는 것인지 또는 시장 

비효율성으로 인한 가격 오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Fama and 

French(1993) 3요인 모형 및 모멘텀 요인을 추가한 Carhart(1997)의 

4요인 모형, 그리고 이에 유동성 요인을 추가한 5요인 모형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여전히 초과 수익이 발생하였다.

초과수익의 원인을 배당 선호 투자자로부터 발생하는 가격 압박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배당 전후 특정 

기간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배당락일에 비정상 초과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40일에 걸쳐 원래의 균형가격으로 되돌아가는 가격 

역전 현상 역시 발생하였다. 가격 상승 폭은 유동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커졌으며, 이후 가격 역전 현상 역시 큰 폭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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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배당 예측 월의 이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대체가설로 

초과수익이 배당락일 당일에 집중되는 배당락일 효과 및 초과수익이 

배당 예측월의 공시 시점에 집중되는 배당 공시일 효과, 배당 

프리미엄이 배당 월과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다른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해 보았으나, 가격 압박 이론으로 배당 예측월의 

프리미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배당 예측 월의 

프리미엄은 시장 비효율성으로 인한 가격 오류 때문에 발생한다는 행동 

재무학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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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dicted dividend month

premium

in the Korean stock market

Bonha Koo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dividend month premium 

exists in the Korean stock markets by using monthly data from 

January 1999 to December 2012. Companies have positive 

abnormal returns in months when they are predicted to issue a 

dividend and this premium is significantly positive after 

controlling other standard risk factors. 

   The possible explanations for this premium is price pressure 

from dividend-seeking investors. We find price increases before 

the ex-day and reversals afterwards and price impact 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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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r when liquidity level is lower or demand for dividend is 

higher.

   In conclusion, test results indicate that the dividend month 

premium is more likely to arise from a mispricing,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behavioral explanation based on market 

inefficiency.

Keywords: Dividend premium, Price pressure, Anoma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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