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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건부왜도에 의한 주가하락 예측

 본 논문은 한국주식시장의 주식수익률 분포에서 비대칭성 (Asymmetries) 

을 측정하는 왜도에 관한 결정변수를 조사, 연구하고 조건부왜도를 통해 
주가하락을 예측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별주식의 일별수익률에 대한 왜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연구 방법론을 이용
하여 일련의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주식수익률 분포의 조건부 음의 왜도는 다음의 경우에서 
예측되었다.  첫 번째로 지난 6 개월 동안 추세를 초과하는 비정상적 거래
량이 발생했던 주식들에서 예측되었다.  투자자들 간에 의견차이가 존재하
고, 기관투자자 등의 공매도 제한을 가정하면 주가 하락기에는 시장에 반
영되지 않았던 기관 투자자들의 미공개 정보가 다량으로 노출되면서 비정
상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Hong and Stein (2001) 의 연구 결과와 상당
히 일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난 6 개월간에 양의 수익률을 보인 주식
들에서 예측되었다.  과거수익률에 대해서 Chen, Hong and Stein (2001) 은 
미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과거 36 개월부터 지속적으로 양의 
수익률이 발생했던 주식의 경우에서 주가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음의 왜
도가 예측되었지만, 한국주식시장의 분석 결과 직전 6 개월간의 양의 수익
률만이 유의하게 음의 왜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 이전의 수익률들은 산
발적으로 상관계수가 음의 값도 보이고 있어 과거 수익률이 왜도를 예측
하는 설명력이 미국주식시장의 경우에 비해서 단기적으로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Blanchard and Watson (1982) 의 버블이론 



(Stochastic Bubble Theory) 을 한국시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세 번째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큰 주식들에서 예측되었다. 기업규모효
과가 왜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호재는 즉시 공시하고 악
재는 지체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선별적 정보공개 (Discretionary 

disclosure) 가정으로 기업의 규모효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조건부 왜도, 비대칭성, 과거수익률, 거래량
학  번 : 9425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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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 연구의 배경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H. Markowitz 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포트폴리오이론1)

은 Sharp (1964), Lintner (1965) 와 Mossin (1966) 등의 학자에 의해 균형가격이
론으로 발전하였다2).  이후 다수의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Capital Asset Pricing 

Model : CAPM) 에 대한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의 방
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 번째는 전통적 CAPM 의 설명력의 한계에 대한 연구
와 두 번째는 현실에 적합한 CAPM 을 찾는 노력이 현대 재무관리의 중심과제
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CAPM 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수익률 분포의 1 차 
모멘트인 평균과 2 차 모멘트인 분산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의 연구이다.  하지
만 현실에서는 자산의 기대수익률 분포가 정규분포를 벗어나 비대칭적 분포를 
보이는 경우3) 전통적 CAPM 모형으로는 기대수익률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며, 3 

차 모멘트인 왜도, 즉 비대칭도를 추가하여 고려해 주어야 한다.  Kraus and 

Litzenberger (1976) 와 Ross (1976)4) 등은 비정규분포를 가정한 CAPM 을 개발
하였다.  Ross (1976) 는 재정가격결정모형 (Arbitrage Pricing Model : APM) 에
서 전통적 CAPM 과 달리 증권의 수익률이 다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시

1) H. Markowitz, (1952) “Portfolio Selection", Journal of Finance, pp 77-91

2) Sharp (1964) “Capital Asset Price : A Theory of Market Equilibrium under Conditions of Risk” 

Journal of Finance, Mossin (1966) “Equilibrium in a Capital Asset Market”, Econometrica, Lintner 

(1965) “Security Prices, Risk and Maximal Gains from Diversification, Journal of Finance

3) Arditti (1967)와 Scott and Horvath (1980) 의 논문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가정으로 투자자들은 수
익률 분포에서 양의 왜도를 선호한다는 것을 예시하였다.

4) S. Ross (1976) “Arbitrage Theory of Capital Asset Pricing,” Journal of Economic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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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균형이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해 성립된다는 현실적 가정을 강화하여 모
형을 수립하였다.  Kraus and Litzenberger (1976)5) 는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양의 왜도를 선호한다는 가정 하에 K-L version of CAPM 을 개발
하였다.  기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사용되는 평균과 분산만으로는 설명력의 한
계가 있어 기대효용극대화의 조건에 3 차 적률인 왜도를 도입하여 위험자산은 
체계적 왜도의 함수이고 기대 수익률과 왜도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후 Harvey and Siddique (2000) 는 완전분산 포트폴리오를 갖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만일 주식수익률이 체계적 왜도 값을 갖는다면 기대수익
률에는 그러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Simkowitz and Beedles (1978) 의 논문과 Conine and Tamarkin (1981) 의 논문 등
에서는 현실적으로 투기적 투자자들은 왜도에 노출된 투자를 하게 되어 상대적
으로 불완전분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고유 왜도 값은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Harvey 

and Siddique (2000) 의 논문과 Smith (2007) 의 논문에서도 3 차 적률 함수를 도
입하면서 기존의 평균과 분산으로 구성된 모형으로는  설명하기 난해했던 시가
총액이 낮은 기업들의 주식수익률이나 특정 모멘텀 (Momentum) 전략에 의해 
왜도 값을 갖는 불완전분산 포트폴리오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의 이론들은 가정은 각기 다르지만 고유 왜도변수를 사용하여 기대수익률
을 예측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Mitton and Vorkink (2007) 는 그들의 논문에서 평균-분산-왜도 모
형을 도입하여, 투자자들이 왜도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선호를 갖는다면 고유왜도 

5) Kraus and Litzenberger (1976) “Skewness Preference and Valuation of Risk Asset” Journal of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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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큰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수익률을 갖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시장은 양의 왜도를 선호하는 투자자 군과 위험-수익률의 
관계를 최적화하려는 일반적인 투자자 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때 양의 왜
도를 선호하는 투자자 군에서 고유왜도가 높은 주식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과
대평가하기 때문에, 균형에서 잘 분산되지 못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고, 

결국 이들의 초과수익률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Barberis and 

Huang (2007) 의 논문에서는 Mitton and Vorkink (2007) 의 왜도에 대한 이질적 
선호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기대효용이론과는 다르게 각자의 이득과 손해가 같
은 준거점을 정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누적적 전망 이론 (Cumulative prospect 

theory) 을 따르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주식수익률의 극단 값을 과대평가하게 되
어서 고유왜도 값이 큰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수익률을 실현하게 된다
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고유왜도가 
주식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사후
적으로 나타나는 고유왜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일
반적으로 자산가격결정모형의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2 차 모멘트인 베타와 변
동성의 경우, 과거의 측정값을 미래의 기대 값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연구들이 
있으나 Harvey and Siddique (1999) 는 고유왜도의 경우는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을 보이며 고유왜도의 과거 값만으로는 미래의 고유왜도를 효과적으로 예
측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모형에서는 
과거의 왜도와 함께 최근 자산가격결정모형에서 부각되고 있는 고유변동성, 과
거수익률, 거래량과 기업특성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회귀분석모형을 
개발하여 기대 왜도를 예측하였다.

 이후 Boyer, Mitton and Vorkink (2010) 의 논문에서는 Chen, Hong and 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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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의 연구 모형과 유사한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한 기대고유왜도와 주식수
익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대고유왜도가 높은 포트폴리오에서 낮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것을 밝히고 주식가격결정에서 기대고유왜도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또한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연구에서 과거의 고유변동성이 
미래의 고유왜도에 대한 예측능력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며, 최근 부각되고 있
는 Ang, Hodric, Xing and Zhang (2006) 의 고유변동성 퍼즐 (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 에 대한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6).  

 

이상 왜도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한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모형을 사용하게 된다면 고유왜도를 보
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의 왜도를 예측하는데 중
요한 변수인 과거의 왜도를 비롯하여 자산가격결정모형에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고유변동성, 과거수익률, 거래량 등의 기업수준의 특성들도 모두 포함한 
종합적 모형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6) 투자자들은 고유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주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양의 왜도를 보이는 주식을 선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상받는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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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음의 왜도를 갖는 비대칭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
론의 여지는 없지만, 이러한 비대칭성의 경제학적 구조와 의미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시장 수익률
의 비대칭성의 생성 메커니즘을 Chen, Hong and Stein (2001)의 모형에서 사용되
었던 두 가지 왜도의 척도를 사용하여 비대칭성의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의견차이 이론을 중심으로 개별주
식의 일별수익률 왜도를 예측하여 주가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음의 왜도에 영향
을 주는 변수를 찾기 위해서 일련의 횡단면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주가 하락 
예측에서 ‘하락’7) 이란 용어는 협의적으로 주식수익률 분포의 조건부 왜도와 관
련이 있다는 의미8) 로서 음의 기대수익률 자체를 예측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
적이 아니다.  본 논문은 가장 중요한 핵심 예측 변수인 거래량에서 추세를 차
감한 편차, 즉 비정상 거래량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정상적 거래량
이 증가하면 수익률 분포는 보다 음의 왜도가 예측하게 되어 주가하락이 예상될 
것이다. 

7) Hong and Stein (1999) 의 논문에서 주식시장이 주가하락에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주가하락 
현상의 세 가지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첫째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변화에 상응하는 특별한 정보
가 없는 상태에서도 막대한 주가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이러한 주가변화의 방
향은 하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락은 개별적 현상이 아니라 시장 전제
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모든 주식들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8) Bates (1991), (1997) 의 논문에서는 옵션가격모형에서 도출되는 조건부 주가 폭락 기대치의 측
량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음의 왜도란 주가 하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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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의견차이 모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거래량의 효과를 정확히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통제 변수들을 회귀식
에 포함시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수들은  왜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정상 거래량, 과거수익률,  Book-to-market ratio 그리고 
기업의 특성변수로서 시가총액이 있다.  거래 비용의 경우 특별히 통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비용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하위 20% 시
가총액의 기업들을 절사하고, 상위 80% 의 상장주식들만  분석대상을 한정해서 
거래비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려고 하였다. 

다.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모두 5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였고, 제 2 장에서는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본 실증연구의 
동기와 실증연구의 내용과 관련된 상세한 이론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 3 장에
서는 자료에 대한 설명과 주요 변수의 정의 및 구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 4 

장에서는 횡단면 분석을 통해 왜도를 예측하고 관련된 강건성 검사를 수행 한
다.  제 5 장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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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전체 주식시장 수익률의 분포는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 

 Poterba and Summers (1989) 는 미국주식시장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 1947 년 
이래 S&P 500 의 하루 변동치가 가장 큰 10 건의 주가 변동을 추출하여 본 결
과 하락은 9 번이었고 상승은 1 번에 불과했다.  그나마 1987 년 10 월 21 일에 

단 한차례 9.10% 의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이는 10 월 19 일의 20.47% 

폭락 이후에 나타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시장수익률은 상
승 보다는 하락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률분포가 비대칭적이라고 주장하
였다.   

그리고 Pindyck (1984) 등 다수의 논문9) 들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성 현상에 대
해서 “비대칭적 변동성 (Asymmetric volatility)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대칭적 변동성은 음의 수익률에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이산 시점모형 (Discrete time) 에 의해 기간 t 에서 발생하는 음의 수익률은 
기간 t+1 의 변동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수익률을 다 기간 연장하여 측정
하면 결국 음의 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단일 기간의 수익률이 양의 
왜도를 보이더라도 결국 다 기간으로 연장하면 전체적으로 음의 왜도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9) Pindyck (1984), French, Schwert and Stambaugh (1987), Campbell and Hentschel (1995), Duffee 

(1995), Bekaert and Wu (1997) 등 외 다수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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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1987 년 10 월의 미국 증시의 대폭락 이래 미국 옵션시장
의 주가지수옵션의 수익률은 강한 음의 비대칭 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Out-of-the-money Put 의 내재 변동성 (Implied volatilities) 이 Out-of-the-money  

Call 의 내재 변동성을 크게 상회하는 현상으로도 시장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설
명할 수 있다.10)

가. 비대칭성에 대한 개념적 연구

수익률 분포의 비대칭성을 개념적으로 연구한 이론으로 Black (1976) 과 
Christie (1982) 의 레버리지 효과이론이 있다. 이들은 주가하락 시 기업의 운영
레버리지 (Operating Leverage) 와 재무레버리지 (Financial Leverage) 가 증가하
게 되어 후속 주식수익률이 변동성을 갖기 때문에 주식수익률 분포에서 비대칭
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일간 주식수익률과 같
이 빈도가 높은 경우에 그러한 효과가 더욱 극명하게 측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일간 레버리지의 변화로 인해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면, 즉, 월요일 아침에 주가
가 하락하는 경우 레버리지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월요일 오후에는 변동성이 생
겨 월요일 전체의 수익률이 음의 왜도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Pindyck (1984), French, Schwert and Stambaugh (1987), Campbell and 

Hentschel (1992) 등의 “변동성 피드백 (Volatility-feedback)” 이론도 수익률 분포
의 비대칭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호
재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신호는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 시키고, 호재로 인한 양

10) Bates (1997), Bakshi, Cao and Chen (1997), and Dumas, Fleming and Whale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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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는 위험프리미엄의 증가로 인하여 상쇄되고, 반면 회사에 해가 되는 악
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음의 효과와 위험프리미엄이 같은 방향으로 증폭
되어 더욱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Poterba and Summers (1986) 의 논문
에서는 시장 변동성의 충격 (Market volatility shock) 은 장기적인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프리미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상기의 이론들을 비판하였다.  

주식시장의 수익률 비대칭성에 대한 세 번째의 설명은 Blanchard and Watson 

(1982) 의 확률적 버블모형 (stochastic bubble model) 이다.  확률적 버블모형은 
주식 가격이 언제나 기업의 내재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넘어서 관성적으로 상승하며, 어느 시점에 이르러 투자자들이 주가가 너
무 높이 평가되었다고 인식할 때 급격하게 진정한 가치로 환원하게 된다는 이론
이다.  하지만 이러한 큰 음의 수익률을 갖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
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11)

나. 비대칭성의 귀납적 추론 방식의 연구

왜도는 실현된 사후 수익률로부터 귀납적으로 추론되는 비대칭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연구로서  Black (1972), Cristie (1982), Nelson (1991), 

and Golec and Tamarkin (1998) 의 논문 등에서는 모든 자산 투자자들의 유한 책
임 (Limited Liability) 이 주식수익률 분포를 흡사 옵션의 수익률 분포와 같은 비
대칭성의 형태로 추론되게 한다는 것이다.  

11) 박정식, 박종원, 조재호 현대재무관리, 다산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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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rennan (1993) 의 논문에서는 대리인 문제 (Agency Problem) 로 인해 포
트폴리오 수익률이 비대칭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자는 자신의 투
자전략 성과와 관련해서 콜옵션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영자는 아마도 
높은 양의 왜도를 갖는 포트폴리오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다.  의견차이 모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채택한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논문의 주요
동기가 된 논문으로서 Hong and Stein model (1999) 이 있다.  상기 이론들과는 
다르게 보다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수익률의 분포의 비대칭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의 이질성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연구하였다.  Hong and Stein 

(1999) 모형은 두 가지의 중요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데, 첫째는 투자자들 간에
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대하여 의견차이 (Difference of opinion) 가 있다는 것이
고, 두 번째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공매
도에 대한 제약이 있는 투자자로는 투자신탁회사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부 규정이나 법률 등에 의해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제약이 없는 투자자의 예로는 헤지펀드나 차익거래자들이 있다.  

한국주식시장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공매도가 금지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우
리나라 증권 시장은 개인이나 기관, 외국인을 막론하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다만 결제이행이 입증되는 경우
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12)

 

12) 이종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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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차이 모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자들 간에는 의견
의 차이가 충분히 있고 공매도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가정하면 주가 하락을 예
상하는 공매도의 제약이 있는 보수적인 투자자 (Bearish investor) 들은 보유 주
식을 모두 처분하고 장외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전정보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가 은닉된 이후에 낙관적이던 투자자 (Bullish 

investor) 들마저 투자의사를 변경하여 보유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사전에 하락
을 미리 예상했던 보수적 투자자들은 한계투자자 (Marginal support buyer) 가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은 향후 이러한 한계투자자들의 매도 및 재매수 가격
에 관심을 갖고 투자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자들
의 은닉된 누적 정보는 이처럼 주식 시장의 하락기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게 된
다.  상기 논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로 설명을 해보면 시장의 
현재 공정한 주가가 10,000 원일 때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제약이 있는 
보수적 투자자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장외에 있게 되면 낙관적 투자자
의 신호 보다 낮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신호가 9,500 원일 수도 있고 아
니면 그 보다 낮은 5,000 원일 수 도 있지만 이런 정보는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
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은 보수적 투자자의 주식매도 시점과 재매수 시점에 대
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추가적인 주가하락이 예상되더라도 보수적 투자자 
가 8,000 원에 주식을 재매입하게 된다면 이는 좋은 정보로서 다른 투자자들에
게 많은 정보를 주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자의 
은닉된 정보는 주가하락 시기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주식수익률은 음의 왜도
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의견 차이에 초점을 맞춘 Hong-Stein (1999) 모형에서
는 실증분석 결과 대규모 거래량13)이 있던 기간 이후에 주식수익률의 음의 왜
도가 예측된다는 점에서 다른 이론들과 차별되는 실증적 의미가 있다.  

13)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의견불일치 밀도 (Intensity of disagreement) 의 대용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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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증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Hong and Stein (1999) 의 의견차이 모형은 두 명의 투자자 A 와 B 를 가정하
고 각 투자자들은 주식의 최후 성과에 대해서 사적 신호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
다.  그 신호는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B 가 정보를 공개함에도 불구하
고 A 는 자신의 신호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고 B 도 A가 정보를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호에만 관심을 기울인다.14).  이러한 과신 (Overconfidence) 

으로 부터 주식가치에 대한 최소의 (Irreducible) 의견 차이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 A 와 B 의 가정에 추가적으로 합리성 가정 과 차익거래자들의 
위험중립성 가정을 추가한다면, 차익거래자들은 투자자 A 와 B 의 신호를 평균
하여 주식의 가치를 추정하게 된다.  하지만 차익거래자들은 A 와 B 중에 공매
도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두 가지의 신호를 모두 
획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익거래자들 스스로는 공매도
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한의 양 또는 음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투자자 A 와 B 가 과신의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주식수익률에 대
해서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고, 시장에는 위험 중립적인 차익거래자들이 존
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효율적일 것이다.

Hong and Stein (1999) 의 모형에서 비대칭성이 생성되는 과정을 정밀하게 분
석하기 위해서  2 개의 거래 기간을 가정한다.  기간 1 에서 투자자 B 가 비관적
인 신호를 받는다면 그의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는 A 보다 낮을 것이다.  공매
도 제약으로 인해 B 가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하면 시장에는 투자자 A 와 차익
거래자만 남게 될 것이다.  이때에 차익거래자들은 충분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B 

의 신호가 A 보다 낮다는 것을 즉각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차익거래자는 이때 투자자 B 의 매입, 매도시기를 면밀히 

14) Bayesian 의 정리에 따른 편차로 Overconfidence 의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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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고 학습하게 될 것이다.  기간 1 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는 투
자자 A 의 사전정보 (Prior information) 는 포함되어 있지만 투자자 B 의 기간 
1 에서의 신호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기간 2 에서 
투자자 A 가 유용한 신호를 받았다고 가정해 본다.  이 경우에 A 는 다른 2 명
의 투자자에 비해서 매우 낙관적 견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간 2 

에서 A 의 신호는 주식가격에 반영되겠지만, 아직도 기간 1 의 투자자 B 의 신
호는 시장으로부터 은닉되어있다.  한편 투자자 A가 기간 2 에서 악성 신호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투자자 B 의 사전에 은닉되어있던 일부의 정보가 흘러 나왔
다고 볼 수 있다.  이때는 투자자 A 도 기간 2 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하기 때문
에 차익거래자들은 B 가 매수하는 가격과 시점을 면밀히 관찰하여 학습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 A 의 주식 수요 감소에 대한 투자자 B 의 반응으로
서 투자자 B 는 시장의 한계선상에서 주식의 매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간 2 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가는 하락하게 되고 기간 2 의 주식수익률이 음의 왜도 값을 갖게 된다는 논리
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비조건 주식수익률 (즉, 기간 1 과 기간 2 의 평균) 

이 음의 왜도 값을 갖는다고 단정하기에는 설명력이 부족하다.  기간 1 에서는 
투자자 B 의 부정적인 신호가 은닉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의 왜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투자자 A 와 투자자 B 의 사전정보가 충분히 폐쇄적
이고 기간 1 에서 양의 왜도 값이 기간 2 에서 음의 왜도 값을 압도하게 되면 
개별 주식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양의 왜도 값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Hong and Stein (1999) 은 투자자 A 와 B 의 사전 의견차이 (Ex ante divergence 

of opinion ; the difference in prior) 가 충분히 크다면 기간 2 의 효과가 더욱 압
도적이기 때문에 비조건부 주식수익률은 음의 왜도를 갖는다는 명제를 제시하
고 있다.  이는 Hong and Stein 모형의 공매도 제한에 의한 비조건부 왜도의 큰 
특징으로서 억눌린 (Pent-up) 정보는 주식의 거래 과정에서 발현된다는 다른 이
론15) 들과의 차별 점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15) Grossman (1988), Genotte and Leland (1990), Jacklin et al., (1992) and Romer (1993). 이러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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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과 실증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기간 2 의 주식
수익률의 조건부 왜도에 관한 Hong and Stein (1999)이 정의한 또 다른 명제이
다.  투자자간 의견의 차이가 기간 1 에 나타난다면, 즉, 투자자 B 의 신호가 투
자자 A 의 신호 보다 낮다면, 이는 투자자 B 가 모든 주식을 처분하여 B 의 신
호가 시장으로부터 은닉되어 있다는 것이고 기간 2 의 음의 왜도가 발생하는 조
건이 갖추어 졌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 기간 1 의 큰 의견 차이는 기간 1 과 
기간 2 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투자자 A 는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차익거래자들은 매각하는 행위가 수 없이 반복되거
나 투자자 B 가 기간 1 에 매도하고 기간 2 에 매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의 왜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의는 이러한 기간 1 과 2 

의 비정상적 거래량은 기간 2 에서 음의 왜도 값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조건부 상태는 비조건부 왜도가 음이던 양이던 상관없이 본 실증 
연구의 중심적 개념으로 유지된다. 

상기 이론의 정확한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혼란변수들에 대해서도 신중
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거래량과 과거수익률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다수16)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회귀식의 독립 변수에 
과거수익률을 포함시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동성과 왜도 간에 상
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 규명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서 Hong 

and Stein (1999) 의 모형에 의해서 거래량이 직접적으로 왜도를 예측하는가? 아
니면 거래량이 변동성만을 예측하고 변동성과 왜도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거래량이 왜도를 예측하게 되는가? 의 의문을 밝혀내야 한다.  이는 
뒤에 강건성 검사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형은 잠재적으로 큰 변동성을 갖고 있음에도 주식수익률 분포를 대칭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16) Shefrin and Statman (1985), Lankonishok abd Smidt (1986), Odean (1998b).

17) Campbell and Henschel (1992) “Volatility Feed-bac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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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자료 및 방법론

가.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선정

분석 대상 기업의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2000 년 1 월 4 일 부터 2013 

년 11 월 20 일까지의 KOSPI 에 계속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별 주식가격과 월간 거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Fn - Guide 의 Data Guide Pro 

를 사용하여 주가, 거래량, 시가총액 등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시가 총액 및 발
행주식 수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였고 영업일만을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자료가 한 개라도 없으면 본 분석에서는 제외시켰다.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논문에서는 초과수익률과 베타조정 수익률을 모두 분
석하였는데 결과가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 증명되어 본 연구에서는 
수익률의 계산에 있어서는 로그수익률과 시장조정 수익률만을 사용하여 계산하
였다.  개별주식의 TURNOVER 는 거래량 / 기간 중 평균 발행주식수로 계산하
였고, KOSPI 의 TURNOVER 는 거래대금 / 기간 중 평균 시가총액으로 계산하
였다.  기준 기간 (1 월∼6 월, 7 월∼12 월) 만을 실험 기간으로 하였고 나머지 
다른 기간에 대해서는 Overlapping 실험을 하지 않았다.18) 그리고 모든 회귀분
석의 경우 Time trend variable 과 평균 Variable 을 Dummy 로 하였으며 또한 
t-statistics 는 Heteroskedasticity 와 Serial correlation 에 대해 조정된 값을 사용하
였다. (OLS with Newey-West HAC standard error를 사용)  KOSDAQ 기업들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거래량을 계산함에 있어 간결하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
했고 KOSDAQ 거래의 특성상 KOSPI 의 거래량과의 직접적 비교가 유효하지 

18) Overlapping 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는 Chen, Hong and Stein (2001)의 논문에서 기타의 기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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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의 대부분의 분석에는 KOSPI 에 속한 기업 중 
시가총액이 하위 20% 미만의 주식을 절사하였다.  이유는 본 연구에서 거래량
이 의견 차이의 대용치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을 절사하는 것
이 거래비용의 효과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거래량이 
의견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적 모형에서는 거래비용을 0 이라고 
가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거래비용을 0 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별도의 민감도 분석을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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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본적 왜도의 척도 (Measure) 를 NCSKEW 라고 정의
하고 이 값은 음의 왜도상관계수 (Negative coefficient of skewness) 를  의미한
다.  일별수익률의 3차 모멘트에 음의 값을 취하여 일별수익률의 표준편차로 나
누어 주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에서 주식 i 의 
음의 왜도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1)


 
는 기간 t 동안 주식 i 의 해당기간 평균을 차감한 일별수익률 (Demeaned 

daily Returns)임. 

 해당기간 동안의  일별수익률의 관측 횟수 (the number of observations) 이
다.  NCSKEW 를 계산할 때나 다른 변수를 계산할 때 일별주가 자료를 사용하였
다.  그리고 주어진 기간 동안에 1회 이상의 관측치가 없으면 자료에서 제외시
켰다.

위의 식에서의 일별 수익률을 일반적인 왜도통계의 표준화 (Normalization) 기
법인  3 차 모멘트를 2 차 모멘트인 표준편차에 의해  척도화 하는 방법과 로그
함수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주식수익률이 로그 정규분포 
(Log-normal distribution) 를 따르면    의 평균이 0 이 되기 때문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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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비교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환을 통하더라도 연
구 결과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로그변환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첫째 주가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보다 양의 왜도 값으로 보이게 
하여 보다 보수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둘째 동시에 측정되는 변동성
과 왜도간의 상관관계를 두드러지게 하여 변동성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효
과가 있다.  그리고 3 차 모멘트 앞에 ‘-’ (Minus) 부호를 첨가하여  보다 
   가 증가하면, 즉,  보다 왼쪽 왜도를 갖는다면, 주가하락 조짐 이 
있다는 전통적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NCSKEW 값이 증가하며 주가가 
하락한다는 함의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대부분의 회귀분석에서나 
NCSKEW 변수의 계산에 사용되는 기업의 일별 주식수익률은 시장조정 수익률 
(Market-adjusted returns) 을 사용하였다. 시장조정 수익률의 계산은 해당 일의 
KOSPI 지수의 로그변환 값과 주식 i 의 로그변환 값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논문에는  초과수익률 (Excess return; 주식 i 의 
로그변환 값과 T-bill 의 수익률의 차이 값) 과 조정된 베타 수익률 (Beta-adjusted 

return) 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하였으나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결과 값은 시장조
정 수익률로 계산한 값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본 연구에서
는 시장조정수익률과 로그수익률만으로 계산하였다. 

주식수익률 비대칭성의 또 다른 척도로서 DUVOL (Down-to-up volatility) 을 
도입한다.  DUVOL 척도를 도입하면 NCSKEW 와는 다르게 3 차 모멘트를 사
용하지 않게 되어 극한 값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도
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UVOL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에서 주식 i 가 해당 기간의 평균 보다 높은 날 (Days 

UP) 과 낮은 날 (Days DOWN) 을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 표본의 표준편차를 각
각 계산한다.  그리고 Down days 와 Up days 의 표준편차의 비율에 로그변환을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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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2)

  와  는 up 과 down 의 일수이다. 

NCSKEW 와 마찬가지로 관행적으로 DUVOL 의 값이 증가하는 것은 보다 왼
쪽 왜도를 갖는 분포를 의미한다.  즉,  주가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NCSKEW 와 DUVOL 의 결과는 매우 유사하게 나온다.  횡
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기간은 6 개월 단위로 Overlapping 실험은 하지 않았
다.   NCSKEW 와 DUVOL 의 측정에 있어 각 연도의 1 월 1 일 ∼  6 월 30 

일 또는 7 월 1 일∼  12 월 31 일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논문에 의하면 Overlapping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결과
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왜도의 척도 이외에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IGMAi,t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의 주식 i 의 일별 수익률의 표준
편차이다.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에서의 주식 i 의 누적수익률이다.  

NCSKEW  혹은 DUVOL 을 계산할 때 시장조정수익률을 사용하여 SIGMA 와 
RET 을 계산할 때에도 시장조정수익률을 사용한다. 

   는 기간 t 기말에서 주식 i 의 시가총액의 로그 값이다.

       기간 t 기말에서 기업 i 의 Book-to-market ratio 이다.

 

   는 주식 i 의 월평균 회전율이다. 즉, 기간 t 에 거래량을 총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값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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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동안에    에서 전
기 18 개월간의 이동평균을 차감하여 계산된 값으로 정의한다.

표  은 다양한 표본의 통계량의 요약을 제시하고 있다.  Panel A 는 본 연구
의 모든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1) 모든 개별기업,  2) 기업
규모에 따라 5 개의 하위 표본으로 구분, 3) 시장 ; KOSPI 지수의 수익률로 정
의함.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논문에서는 T-bill 을 차감하여 계산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금리를 차감하지 않았다.) 

Panel B 와 C 는 개별기업의 동시 상관관계 (Contemporaneous correlation) 와 
자기 상관관계 (Autocorrelation) 를 나타내고 있다.  Panel B 와 C 에서는 본 연
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위 80% 의 시가총액의 기업만을 분석 대상
으로 하였다.  Panel A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이론인 의견차이 모형의 대표적 특
성으로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음의 왜도를 보일 때 즉, 

NCSKEW 와 DUVOL 이 양의 평균값을 가질 때 개별주식은 양의 왜도를 보인
다는 것이다.  역으로 개별주식의 왜도가 양이면 음의 왜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Hong and Stein (1999) 의 모형의 엄격한 제한 때문으
로 해석할 수 있는데 상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모형은 사전적으로 투자
자들의 이질성의 정도에 따라서 개별주식의 비조건 왜도가 양과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환언하면, 시장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개별 주식에 대한 의견 차이의 평균 보다 크다면 사전에는 양의 왜도가 발생하
고 차후에는 음의 왜도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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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tile5 Quintile4 Quintile3 Quintile2 Quintile1
(largest firms) firms firms firms (smallest

firms)
NCSKEWt
Mean -0.420 -0.331 -0.426 -0.442 -0.462 -0.438 0.162
Standard dev. 0.732 0.642 0.762 0.761 0.746 0.737 0.458
DUVOLt mean
Mean -0.312 -0.292 -0.325 -0.318 -0.322 -0.304 0.095
Standard dev. 0.507 0.470 0.520 0.524 0.508 0.511 0.403
SIGMAt
Mean 0.031 0.026 0.028 0.031 0.033 0.036 0.016
Standard dev. 0.014 0.010 0.012 0.014 0.015 0.015 0.007
LOGSIZEt
Mean 11.593 14.050 11.924 11.259 10.609 10.122 N/A
Standard dev. 1.755 1.553 1.062 1.024 0.854 0.834 N/A
BK/MKTt
Mean 1.871 1.355 1.910 1.906 2.010 2.174 N/A
Standard dev. 5.147 2.616 2.018 4.176 5.014 8.867 N/A
DTURNOVERt
Mean -0.007 -0.007 -0.008 -0.005 -0.007 -0.010 -0.008
Standard dev. 0.309 0.121 0.182 0.297 0.377 0.447 0.021
TURNOVERt
Mean 0.279 0.170 0.187 0.263 0.364 0.409 0.145
Standard dev. 0.521 0.224 0.319 0.504 0.622 0.722 0.052
RETt
Mean -0.009 0.026 0.009 -0.005 -0.023 -0.052 0.023
Standard dev. 0.328 0.279 0.302 0.326 0.350 0.369 0.186
No. of Obs. 14140 2828 2828 2828 2828 2828 28

Market
portfolioAll Firms

표    요약 통계량

표본의 기간은 2000년 1월 4일부터 2013년 11월 20일 까지이다. NCSKEWt 는 일별 음의 왜도계수이며 
6개월 단위의 기간 t의 시장조정수익률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DUVOLt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의 
시장조정수익률을 사용하여 down-day와 up-day의 표준편차의 비율의 로그 값으로 계산한다.  SIGMAt 는 
6 개월의 기간 t 의 일별 시장조정수익률의 표준편차이다.  LOGSIZEt 는 기간 t 기말에 측정한 시가총액의 
로그 값이다.  BK/MKTt 는 기간 t 에서 가장 최근의 Book-to-market ratio이다. DTURNOVERt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의 월평균 거래량에서 18 개월간의 이동평균 거래량으로 Detrended 한 값이다.  TURNOVERt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에서 월평균 거래회전율이다.  RETt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의 시장조정수익률이
다.  SIGMAt 는 6 개월의 기간 t 의 시장조정수익률의 표준편차이다.  LOGSIZEt 는 기간 t 기말에 측정한 
시가총액의 로그 값이다.

Panel A: 평균과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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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KEWt DUVOLt SIGMAt LOGSIZEt BK/MKTt DTURNOVERt TURNOVERt RETt

NCSKEWt 0.877 -0.080 0.070 0.011 -0.022 -0.047 -0.435

DUVOLt -0.198 0.024 0.036 -0.094 -0.137 -0.634

SIGMAt -0.362 -0.056 0.306 0.559 0.126

LOGSIZEt -0.121 0.009 -0.178 0.087

BK/MKTt -0.004 -0.020 -0.045

DTURNOVERt 0.546 0.189

TURNOVERt 0.069

RETt

NCSKEWt-1 DUVOLt-1 SIGMAt-1 LOGSIZEt-1 BK/MKTt-1 DTURNOVERt-1 TURNOVERt-1 RETt-1

NCSKEWt 0.039 0.018 -0.040 0.152 -0.053 0.029 -0.023 0.072

DUVOLt 0.044 0.037 -0.088 0.140 -0.050 0.010 -0.056 0.060

SIGMAt -0.045 -0.108 0.663 -0.375 -0.086 0.133 0.341 0.033

LOGSIZEt 0.069 0.024 -0.359 0.972 -0.109 0.004 -0.183 0.089

BK/MKTt 0.015 0.045 -0.024 -0.135 0.531 -0.010 -0.021 -0.077

DTURNOVERt -0.012 -0.012 -0.014 -0.026 -0.016 0.133 -0.216 0.075

TURNOVERt -0.041 -0.103 0.432 -0.204 -0.035 0.297 0.619 0.045

RETt 0.002 0.021 -0.060 -0.061 0.048 -0.044 -0.112 -0.011

Panel B: 동시 상관관계 (기업규모 상위 80%)

표본의 기간은 2000년 1월 4일부터 2013년 11월 20일 까지이다. NCSKEWt 는 일별 음의 왜도계수이며 
6개월 단위의 기간 t의 시장조정수익률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DUVOLt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의 
시장조정수익률을 사용하여 down-day와 up-day의 표준편차의 비율의 로그 값으로 계산한다.  SIGMAt 는 
6 개월의 기간 t 의 일별 시장조정수익률의 표준편차이다.  LOGSIZEt 는 기간 t 기말에 측정한 시가총액의 
로그 값이다.  BK/MKTt 는 기간 t 에서 가장 최근의 Book-to-market ratio이다. DTURNOVERt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의 월평균 거래량에서 18 개월간의 이동평균 거래량으로 Detrended 한 값이다.  TURNOVERt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에서 월평균 거래회전율이다.  RETt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의 시장조정수익률이
다.  SIGMAt 는 6 개월의 기간 t 의 시장조정수익률의 표준편차이다.  LOGSIZEt 는 기간 t 기말에 측정한 
시가총액의 로그 값이다.

Panel C: 자기상관관계 (기업규모 상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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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의 Panel A 의 결과와 관련하여 Hong and Stein (1999) 모형이 시장수익률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개별주식의 왜도의 평균을 설명하기에
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Hong and Stein (1999) 

의 이론으로 개별주식의 평균 왜도를 설명하기에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적대적 인수 등과 같은 큰 양의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에, 개별주식은 양의 왜도 
값을 갖게 되지만 이러한 효과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쇄되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ong and Stein (1999) 의 모형은 개별주식
에 대한 설명력은 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의 Panel B 에서 또 하나
의 중요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왜도의 척도인 NCSKEW 와 
DUVOL 사이의 동시 상관관계가 0.8768 이라는 것이다.  미국증권시장의 경우 
0.8750 로서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NCSKEW 와 DUVOL 의 척도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다르지만, 매우 유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실증 분
석 값이다.  또한 NCSKEW 와  SIGMA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 0.080 이 나왔
고, DUVOL 과 SIGMA 간의 상관관계는  – 0.198 로 나왔다.  한국주식시장의 경
우는 DUVOL 과 SIGMA 는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왜도에 대한 예측력 보다는 표
준편차에 대한 예측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NCSKEW 와 SIGMA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왜도의 예측 척도인 
NCSKEW 가 SIGMA 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
지 왜도의 척도 중 NCSKEW 가 DUVOL 에 비하여 왜도에 대한 예측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Hong and Stein (1999) 의 미국주식시장에 대한 연구에서는 NCSKEW 척도
와 DUVOL 척도 모두 통제변수인 SIGMA 와의 상관계수가 낮은 결과를 보였고 
(0.008, -0.076)  따라서 이 두 척도의 왜도에 대한 예측과정이 SIGMA 에 의해 변
동성을 예측하는 과정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Panel C 에서는 
SIGMA 의 자기상관관계가 0.6627 으로 비교적 큰 수치가 나왔지만 NCSKEW 와 
DUVOL 의 자기상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분석한 결과 값은 



- 24 -

NCSKEW 의 경우는 0.0393 이고 DUVOL 의 경우는 0.0372 를 나타내고 있다.

4.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한 왜도의 예측

가. 기본 통계량 (Baseline specification)

표    Panel A 는 본 연구에서 기본 횡단면 회귀분석에 사용된 통계량을 예
시하고 있다.  종속 변수로서      을 독립 변수인 자체의 과거 값 인 
   를 포함해서, SIGMA            와 총 6 

개 기간의 과거수익률인        등으로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간 t 에 Dummy 변수를 포함시켰다.  본 회귀분석
의 목적은 기간 t 의 기말에 가능한 정보의 집합을 이용하여 개별 기업들의 기
간 t+1 에 어떤 독립변수들로 인해 가장 큰 음의 왜도 값을 가질 수 있는가를 예
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를 보면 한국주식시장에서 NCSKEW 척도로 왜도
를 예측한 모형에서는 DETURNOVER 의 상관계수가 0.06 (2.059) 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과거수익률의 경우는 직전 6 개월의 과거수익률 
(RETt) 는 0.170 (5.89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이 나왔지만, 그 이전 
RET t-3 은  –0.082 (-3.097), RET t-4 는 –0.016 (-0.634) 로 음의 값을 보이고 5 %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전 24 개월의 과거 
수익률들에서는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었다.19)  DUVOL 척도를 이용하여 왜

19) NCSKEW : RETt-1 0.026 (0.981), RETt-2 0.039 (1.458), RETt-5 0.077 (3.106),   DUVOL : RET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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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예측한 결과  DETURNOVER 의 상관계수는 0.028 (1.394) 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과거수익률의 경우는 직전 6 개월의 경우 
(RETt) 0.178 (7.717) 로 매우 유의한 결과가 나온 반면 RET t-1 –0.012 (-0.628), 

RET t-3 은 –0.060 (-3.297) 으로 음의 값을 보이며 5%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상기 두 가지의 예측 척도로 분석한 결과 직전 6 개월의 
과거수익률이 공히 양의 값으로 왜도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 이전 24 개월의 
경우 척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도 있었으나 산발적으로 음의 값도 보
이고 있어 왜도에 대한 예측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주식시장
의 경우 비정상 거래량이 늘고 직전 6 개월의 과거수익률이 양인 경우 보다 음
의 왜도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음의 
왜도의 증가로 주가하락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LOGSIZE 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데 이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
수록 보다 음의 왜도 값을 갖는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논문의 결과와 비교하
면 추세를 제거한 거래량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업 규모효과는 비교적 
미국주식시장의 경우 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과거수익률의 경우 36 

개월간의 분석 기간 중 직전 6 개월 단위이전의 기간에서는 규칙 없이 1∼2개
의 기간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관측되어 과거수익률이 반드시 음의 왜도 값을 증
가시킨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다.

 

0.037 (1.986), RETt-4 0.002 (0.127), RETt-5 0.071 (4.207) 등이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나,  〔표 
3〕의 강건성 시험의 경우, 직전 6 개월의 과거수익률 (RETt) 은 모든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양
의 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전 24 개월의 과거수익률들의 회귀계수가 두 가지의 척도 혹은 
각각의 통제변수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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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CSKEWt+1 (2) DUVOLt+1

NCSKEWt 0.058

(4.337)

DUVOLt 0.095

(6.351)

SIGMAt -0.866 -1.953

(-0.962) (-3.069)

LOGSIZEt 0.065 0.033

(12.376) (9.541)

DTURNOVERt 0.060 0.028

(2.059) (1.394)

RETt 0.170 0.178

(5.892) (7.717)

RETt-1 0.026 -0.012

(0.981) (-0.628)

RETt-2 0.039 0.037

(1.458) (1.986)

RETt-3 -0.082 -0.060

(-3.097) (-3.297)

RETt-4 -0.016 0.002

(-0.634) (0.127)

RETt-5 0.077 0.071

(3.106) (4.207)

No. of Obs. 8888 8888

R² 0.036 0.037

표   횡단면 분석을 통한 왜도의 예측 

표본의 기간은 2000 년 1월 4 일부터 2013 년 11 월 20 일 까지 이다. 자료는 KOSPI 상위 80% 의 시가총액 
기업으로만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NCSKEWt+1 과 DUVOLt+1 이고, NCSKEWt+1 은  6 개월 단위의 
기간 t+1 에서 일별 음의 왜도 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장조정수익률로 계산되었다.  DUVOLt+1 은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의 시장조정수익률을 사용하여 down-day 와 up-day 의 표준편차의 비율의 로그 값으로 
계산한다.  SIGMAt 는 6 개월의 기간 t 의 일별 시장조정수익률의 표준편차이다. LOGSIZEt 는 기간 t 
기말에 측정한 시가총액의 로그 값이다.  DTURNOVERt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의 월평균 거래량에서 
18 개월간의 이동평균 거래량으로 detrended 한 값이다.  RETt .....RETt-5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에서 
t-5 기간까지의 수익률을 나타낸다.  (이들 과거수익률의 계산은 시장조정수익률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각 기간의 시간 dummy 변수를 포함하였다.  t-statistics 는 괄호안의 값이고 
heteroskedasticity 와 serial correlation 으로 조정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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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시장의 경우 추세를 제거한 거래량의 효과가 미국주식시장에 비해 낮
은 것은 주가의 변동 폭을 제한하거나 유사시에 Circuit breakers 등의 규제로 거
래량을 통제하는 정책이 등에 의한 효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과거수익률의 경
우는 직전 6 개월간에 양의 수익률은 왜도에 대한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본 연구에서 기업규모에 대한 양의 상관계수는 사전에 예측할 필요 없는 고정
변수이기는 하지만,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정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경영자들은 해당 기업의 호재는 감추지 않고 바로 공개를 할 것이고 반대로 악
재는 공개를 늦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업의 경
영자들은 기업의 특정한 정보를 지연시키게 된다.  이러한 정보 지체 행동은 해
당 주식수익률이 양의 왜도 값을 갖게 하고, 시장수익률은 음의 왜도 값을 갖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소규모 기업의 경영자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외부 분석가들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악재를 은닉하
기가 용이하여 소규모 기업에서 양의 왜도 값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표    Panel B 에서는 주가 수익률의 비대칭성인 NCSKEW 를 DUVOL 척도
로 대체하여 Panel A에서 수행했던 실험과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단위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질적 패턴에서 Panel A 와 유사하게 나
타난다. 시장조정 수익률을 사용해서 왜도를 예측해 보면,  DTURNOVER 의 
t-statistic 이 Panel A 의 NCSKEW 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다.  (1.40 vs. 2.06) 그
리고    값은 (3.7% vs. 3.6%) 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UVOL 모형에
서 DTURNOVER 의 계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
다고 기술하고 있다20).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논문에서는 시장조정
수익률과 단순초과수익률을 사용하여 왜도를 예측해 보았을 때 단순초과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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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한 왜도의 예측의 경우 다소 적은 상관계수가 나왔지만 큰 차이는 없었
다.  결국 기업특성변수인 DRTURNOVER 는 왜도를 예측하는 설명력이 있는 
변수로서 주식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나. 강건성 검사 (Robustness Check) 

표  에서는 정확한 이론적 효과를 분리해 내기 위해서 회귀분석에 포함 시
켰던 통제 변수에 대한 강건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Panel A 는 표   , Panel A 

의 1 열과  모든 변수가 동일하고 시장조정수익률을 기반으로 NCSKEW 척도를 
사용하여 NCSKEWt+1 을 예측해 보았다.  Panel B 는 표   , Panel B 의 1 열
과 모든 변수가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시장조정수익률을 기반으로 DUVOL 척도
를 사용하여 DUVOLt+1 을 예측하여 보았다. 

표  의 Panel A의 1에서  NCSKEW 변수의 Outlier 를 제거 (truncate) 한 분
석을 예시하고 있다.  기간 t 의 관찰 값 중에 ± 3 × 표준편차 범위를 벗어나는 
Outlier 를 제거하여 강건성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는 예시된 것처럼  Outlier

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Panel A 의 2에서는 DTURNOVER 변수를  TURNOVER 변수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거래량 분석을 단지 추세로 부터의 일시적이 편차가 아
니라 장기적 기업특성 효과를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실행해 보았다.  즉, 거래량 

20) Chen, Hong and Stein (2001) ‘We do not know why the drop off in explanatory power is greater 

when we use the DUVOL measure, of skewness, as opposed to the NCSKEW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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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부터 기업의 고정효과를 통제했던 것을 다시 제거하여 분석을 해 보았다.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논문에서는 TURNOVER 의 상관계수가 
DETURNOVER 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약 2 배가 된다고 나왔고 (0.437 vs. 

0.761) 따라서 TURNOVER 대신 DETURNOVER 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보수적
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오히려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0.060 vs. 0.005)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의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보수적인 예측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Panel A 의 3 과 4 에서는, 본 연구의 변동성에 대한 통제가 연구 결과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
로서 과연    변수가 정말로 미래의 왜도 값    을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변수가 SIGMA I ,t+1 

을 예측하고, SIGMA i,t+1 과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서 
   가      을 간접적으로 예측하게 하는가? 를 분석
해보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SIGMAi,t+1 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기
간 t 의 통제변수 SIGMAi,t  와 SIGMA i, t-1, SIGMA i, t-2  을 모두 포함하여 회귀분
석을 해 보았다.    가 이러한 통제변수 추가 이후에도 유의한지
를 파악하기 위해서 강건성 검사를 하였다.  이 두 개의 과거 값을 추가하여 분
석한 결과 한국주식시장의 분석에서는 2 개의 추가 과거 값인 SIGMA i,t-1 은 회
귀계수의 값이 3.616 (3.5664), SIGMA i,t-2 는 –3.853 (-3.933)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의 회귀계수는 NCSKEW 의 경우 0.034 로 반으로 
줄었고 DUVOL 의 경우 0.028 이 측정되었다.  이는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로 미국주식시장의 경우는    의 
회귀계수에는 변화가 없었고, 2 개의 추가 통제변수로서 과거 값인 SIGMA i,t-1 

은 회귀계수의 값이 –0.460 (-0.384), SIGMA i,t-2 은 –0.367 (-0.353) 으로 공히 유
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변수가 SIGMAi,,t+1 을 예측하고, SIGMAi,t+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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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서    가      

을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이 관찰되어서    가 직접적으로 
     을 예측하는 부분이 반감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분석에서는  과거 36 개월의  과거 누적수익률
인   ....     의 상관계수 값도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한국주식시장의 
경우에서는 과거 36 개월의 과거 누적수익률인   ....     의 회귀계수
도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표  의 Panel B 의 분석에서 SIGMA 와 왜도간의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Panel A의 4 에서는 논리를 한 단계 심화시켜 또 강건성 검사를 시행해 보았
다.  회귀 분석식에 또 다른 통제 변수로서 SIGMAi,t+1 의 조정된 값을 계산하여 
분석을 하였다.  SIGMAHATi,t+1 의 계산 방법은 기간 t 에 획득할 수 있는 다음
의 정보; SIGMAi,t, SIGMA i,t-1, SIGMA i,t-2,   ,    와 
  ....     로 회귀 분석하여 계산한 값이다.  이는 회귀분석에 있어 내
생성 (endogenity)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속 변수였던 SIGMAi,t+1 을 도구 
변수로 하여 1 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새로운 추정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는 다중회귀분석에서 다양한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오차상관이 있는 내재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기법이다.  Panel A 의 4 에 예시된 것처럼 
SIGMAHATi,t+1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다른 상관계수의 값은 기본 통계량과 매
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표  의 3 과 4 의 분석을 통해
서 DTURNOVER 와 RET 가 독립적으로 NCSKEW 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
하였다.  한국주식시장의 경우에서는 과거의 변동성이 왜도를 예측하는데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조정된 SIGMAHATi,t+1 의 분석에서는 미국주식시장의 
경우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SIGMAt  (SIGMA i,t-1 과 SIGMA i,t-2) 의 단순 
과거 변동성의 값으로 예측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왜도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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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Panel A 의 5 에서는 기본 통계량에 BK/MKT 변수를 추가하여 분
석하였을 때 DTURNOVER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는가? 에  대한 강건성 시험을 
한 결과 표 의 기본회귀 분석의 주요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추가된 
통제변수인 BK/MKT 변수는 유의적으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는 과거 수익률
과 같은 이유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Glamour 21)주식인 경우 높은 과거 수익률
을 실현하였고 이는 주가 폭락 가능성이 예측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K/MKT 

변수를 추가 했어도 DTURNOVER 상관계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  의 Panel B 는 NCSKEW 척도를 DUVOL 척도로 Panel A 에 있는 모든 
것을 Replicate 하여 보았다.  표 의 (1) 열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의 
통제 변수를 넣어서 분석하였을 경우 추세를 제거하지 않은 거래량 (Turnover 

not detrended) 즉, 단순거래량의 회귀계수의 t-statistics 값이 2.059 에서 –0.435 

로 현저히 줄어들어 더 이상 왜도의 예측에 대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다.  또
한 DTURNOVER 의 회귀계수도 각각의 통제변수 입력 후 설명력이 저하되었
다. 그리고 표  에서 NCSKEW 와 SIGMA 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DUVOL 과 
SIGMA 는 상관관계가 있었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NCSKEW 의 경우 
SIGMAt 의 회귀계수의 t-statistics 값이 –1.379∼-0.50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DUVOL 의 경우에서는 SIGMAt 회귀계수의 t-statistics 값이 -3.643∼

-2.24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과거수익률의 경우에서는 직전 6 개월
의 경우 t-statistics 값이 7.634∼8.10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전 24 개월의 과거수익률에서는 산발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표 의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왜도에 대한 예측력이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상기의 결과로 한국주식시장에서는 NCSKEW 척도가 DUVOL 척도에 비
해 왜도 값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21) Book-to-Market Ratio 가 낮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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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utliers
truncated

(2) Turnover
not

detrended

(3) More
lags of past

volatility

(4) Fitted
future

volatility

(5) Book-to-
market

(1) Outliers
truncated

(2) Turnover
not

detrended

(3) More
lags of past

volatility

(4) Fitted
future

volatility

(5) Book-to-
market

NCSKEWt 0.058 0.060 0.059 0.058 0.059

(4.337) (4.447) (4.448) (4.331) (4.426)

DUVOLt 0.095 0.097 0.099 0.095 0.098

(6.351) (6.483) (6.642) (6.346) (6.492)

SIGMAt -0.866 -0.489 -1.142 -1.434 -1.264 -1.953 -1.568 -2.640 -3.155 -2.290

(-0.962) (-0.503) (-1.105) (-0.898) (-1.379) (-3.069) (-2.246) (-3.643) (-2.813) (-3.486)

SIGMAt-1 3.616 3.107

(3.566) (4.633)

SIGMAt-2 -3.853 -2.468

(-3.934) (-3.749)

LOGSIZEt 0.065 0.066 0.064 0.064 0.061 0.033 0.033 0.032 0.031 0.029

(12.376) (12.498) (12.055) (11.237) (10.495) (9.541) (9.709) (9.357) (8.178) (7.496)

BK/MKTt -0.012 -0.011

(-1.634) (-2.039)

DTURNOVERt 0.060 0.004 0.034 0.057 0.066 0.028 -0.007 0.020 0.020 0.034

TURNOVERt2열 (2.059) (0.183) (1.156) (2.023) (2.308) (1.394) (-0.435) (0.926) (1.039) (1.675)

RETt 0.170 0.179 0.175 0.169 0.166 0.178 0.183 0.189 0.176 0.176

(5.892) (6.302) (5.973) (5.886) (5.715) (7.717) (8.107) (8.089) (7.657) (7.634)

RETt-1 0.026 0.030 -0.007 0.023 0.020 -0.012 -0.009 -0.037 -0.017 -0.017

(0.981) (1.142) (-0.261) (0.906) (0.747) (-0.628) (-0.493) (-1.869) (-0.887) (-0.911)

RETt-2 0.039 0.034 0.049 0.036 0.034 0.037 0.035 0.043 0.031 0.033

(1.458) (1.3) (1.82) (1.361) (1.277) (1.986) (1.9) (2.225) (1.686) (1.746)

RETt-3 -0.082 -0.085 -0.076 -0.082 -0.086 -0.060 -0.062 -0.057 -0.060 -0.064

(-3.097) (-3.214) (-2.89) (-3.105) (-3.237) (-3.297) (-3.409) (-3.105) (-3.319) (-3.478)

RETt-4 -0.016 -0.015 -0.013 -0.018 -0.018 0.002 0.003 0.005 -0.001 0.001

(-0.634) (-0.591) (-0.503) (-0.688) (-0.703) (0.127) (0.147) (0.269) (-0.045) (0.037)

RETt-5 0.077 0.078 0.078 0.077 0.075 0.071 0.072 0.072 0.070 0.069

(3.106) (3.152) (3.109) (3.08) (3.021) (4.207) (4.224) (4.221) (4.128) (4.107)

No. of Obs. 8888 8888 8888 8888 8888 8888 8888 8888 8888 8888

NCSKEWt+1 DUVOLt+1

표    횡단면 분석을 통한 왜도의 예측 : 강건도 분석

표본의 기간은 2000 년 1 월 4 일부터 2013 년 11 월 20 일 까지 이다. 자료는 KOSPI 상위 80% 의 시가총액 
기업으로만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NCSKEWt+1 과 DUVOLt+1 이고, NCSKEWt+1 은  6 개월 단위의 
기간 t+1 에서 일별 음의 왜도 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장조정수익률로 계산되었다.  DUVOLt+1은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의 시장조정수익률을 사용하여 down-day 와 up-day 의 표준편차의 비율의 로그 값으로 
계산한다.  SIGMAt 는 6 개월의 기간 t 의 일별 시장조정수익률의 표준편차이다.  BK/MKTt 는 기간 t 
에서 가장 최근의 Book-to-market ratio 이다. LOGSIZEt 는 기간 t 기말에 측정한 시가총액의 로그 값이다.  
DTURNOVERt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의 월평균 거래량에서 18 개월간의 이동평균 거래량으로 detrended 
한 값이다.  RETt .....RETt-5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에서 t-5 의 수익률을 나타낸다. SIGMAHATt+1 은 
SIGMAt+1 의 예측 값이고 이는 SIGMAt ....,SIGMAt-2,  LOGSIZEt, DTURNOVERt 와 RETt .....RETt-5 로부
터 회귀분석 하여 구한 값이다.  과거수익률의 계산은 시장조정수익률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회귀분
석에서 각 기간의 시간 dummy 변수를 포함하였다.  t-statistics 는 heteroskedasticity 와 serial correlation 

으로 조정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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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 규모효과의 분석

표  는 기업의 규모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비대칭의 척도로서 
NCSKEW 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결과 값을 예시하였다.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논문에 의하면 DUVOL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에도 유
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표    A 의 1 열의 독립변수들을 사
용하여 5 개의 하위 표본을 구성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KOSPI 의 주식들을 5  

분위로 나눈 것이다.  표  와 표  을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하위 20%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우선 한국주식시장의 경우는 최하위 기업 범주의 DTURNOVER 의 계수가 어떤 
다른 범주 보다 낮고 음의 상관관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소규모 기업 주식의 거래 시 거래비용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논문에는 가
장 낮은 범주의 기업의 경우는 DTURNOVER 의 상관계수는 줄었지만 양의 값
을 보이고 있고 이는 아마도 소규모 기업들의 유동성 변동에서 거래비용의 효과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주식시장
의 경우 최하위 20% 범주를 제외 하고는 비교적 DTURNOVER 의 상관계수가 
Robust 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Hong and Stein (1999) 

의 모델은 공매도에 제한이 있는 기관투자자와 재정거래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
고 무한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위험 중립적 투자자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효과에 따른 Deturnover 계수의 특별한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
고 있다. 미국주식시장의 경우 최상위기업군에서는 DTURNOVER 의 상관계수
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반해 한국 증권시장의 분석 결과는 최상위 상위기업에
서 왜도에 미치는 거래량의 효과가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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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tile 5 Quintile 4 Quintile 3 Quintile 2 Quintile 1

(largest firms) firms firms firms (smallest firms)
NCSKEWt 0.046 0.039 0.078 0.063 0.113

(1.634) (1.436) (3.214) (2.36) (3.722)
SIGMAt 3.211 -1.408 -1.647 -2.964 -1.277

(1.847) (-0.733) (-0.939) (-1.87) (-0.948)
LOGSIZEt 0.109 0.154 0.107 0.120 0.111

(9.506) (6.76) (4.932) (4.895) (4.728)
DTURNOVERt 0.205 0.140 0.036 0.079 -0.015

(2.131) (1.6) (0.669) (1.8) (-0.535)
RETt 0.177 0.111 0.249 0.109 0.258

(2.885) (1.738) (4.312) (2.196) (4.704)
RETt-1 0.043 0.054 0.073 -0.087 -0.033

(0.871) (0.843) (1.378) (-2.146) (-0.755)
RETt-2 0.108 0.081 -0.038 0.011 -0.117

(2.253) (1.277) (-0.722) (0.226) (-2.548)
RETt-3 -0.076 -0.144 -0.045 -0.083 -0.122

(-1.53) (-2.692) (-0.751) (-1.844) (-3.19)
RETt-4 0.041 -0.022 -0.022 -0.052 -0.087

(1.035) (-0.36) (-0.411) (-1.138) (-1.85)
RETt-5 0.072 0.033 0.086 0.079 -0.026

(1.652) (0.643) (1.497) (1.817) (-0.605)
No. of Obs. 2222 2222 2222 2222 2222
R² 0.105 0.039 0.028 0.021 0.031

표  횡단면 분석을 통한 왜도의 예측 : 기업의 규모효과

표본의 기간은 2000 년 1 월 4 일부터 2013 년 11 월 20 일 까지 이다.  자료는 KOSPI 상위 80% 의 시가총액 
기업으로만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NCSKEWt+1 이며 이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1에서 일별 음의 왜도계
수를 나타내고 있다. NCSKEWt+1 은 시장조정수익률로 계산되었다.   SIGMAt 는 6 개월의 기간 t 의 일별 
시장조정수익률의 표준편차이다.  BK/MKTt 는 기간 t 에서 가장 최근의 Book-to-market ratio  이다. 
LOGSIZEt 는 기간 t 기말에 측정한 시가총액의 로그 값이다.   DTURNOVERt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의 월평균 거래량에서 18 개월간의 이동평균 거래량으로 detrended 한 값이다.  RETt .....RETt-5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에서 t-5 의 수익률을 나타낸다.  SIGMAHATt+1 은 SIGMAt+1 의 예측 값이고 이는 
SIGMAt ....,SIGMAt-2,  LOGSIZEt,  DTURNOVERt 와 RETt .....RETt-5 로부터 회귀분석 하여 구한 값이다.  
과거수익률의 계산은 시장조정수익률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각 기간의 시간 dummy 
변수를 포함하였다.  괄 호안은 t-statistics 의 값으로 heteroskedasticity 와 serial correlation 으로 조정된 값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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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 기간 중 상관계수의 안전성

 표  에서는 Fama-Macbeth (1973) 의 접근법을 이용하여 본 분석의 기본
통계량의 기간별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표본기간 중의 상관계수를 기간별
로 비교해 보았다  표  의 Panel A 에서는 시간 dummy 변수를 제외하
고, 기본통계량의 모든 독립변수를 사용하였다.  표본 기간 총 22 개의 회
귀분석에 대한 DETURNOVER 의 상관계수를 기간별로 단순 평균하였고 
상관계수의 시계열적 특성에 부합하는 t-statistics 값을 계산하였다.   Panel 

B는 전체 조사 기간의 평균값을 예시하였고 과거 10 년의 기간을 임의로 
3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3 년, 3 년 4 년의 기간을 구분하여 평균값을 정
리하였다. 표  에서 보는바와 같이  DETURNOVER 의 상관계수의 평균
값은 0.04 에서 0.07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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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eriod 2003-2005 2006-2008 2008-2013

NCSKEWt 0.0739 0.1283 0.0243 0.0711
SIGMAt -1.5514 2.6269 -1.1069 6.9745
LOGSIZEt 1.4235 0.0501 0.0457 0.0848
DTURNOVERt 0.0579 0.0393 0.0573 0.0695
RETt 0.2165 0.1597 0.2179 0.2497
RETt-1 0.0345 0.0586 0.1022 -0.0204
RETt-2 0.0204 0.0260 0.1143 -0.0155
RETt-3 -0.0484 -0.0268 -0.0978 -0.0317
RETt-4 0.1088 0.6903 0.0092 -0.0360
RETt-5 0.0273 0.0711 0.1013 -0.0433
No. of Obs. 22 6 6 10

6/2003 0.0990 6/2006 0.1592 6/2009 -0.1471
12/2003 0.0506 12/2006 -0.1860 12/2009 -0.2192

6/2004 0.0660 6/2007 -0.2281 6/2010 0.4297
12/2004 -0.0821 12/2007 0.0088 12/2010 0.1843

6/2005 -0.0600 6/2008 0.2866 6/2011 0.0386
12/2005 0.1087 12/2008 0.3038 12/2011 0.0943

6/2012 -0.2524
12/2012 0.2077

6/2013 0.1094
11/2013 0.2498

2003-2005 2006-2008 2009-2013

표    횡단면에서의 왜도 예측 : Fama-MacBeth 접근법

표본의 기간은 2000 년 1 월 4 일부터 2013 년 11 월 20 일 까지 이다.  자료는 KOSPI 상위 80% 의 
시가총액 기업으로만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NCSKEWt+1 이며 이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1 에서 
일별 음의 왜도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NCSKEWt+1 은 시장조정수익률로 계산되었다.  SIGMAt 는 6 
개월의 기간 t 의 일별 시장조정수익률의 표준편차이다.  BK/MKTt 는 기간 t 에서 가장 최근의  
Book-to-market ratio 이다.  LOGSIZEt 는 기간 t 기말에 측정한 시가총액의 로그 값이다.  
DTURNOVERt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의 월평균 거래량에서 18 개월간의 이동평균 거래량으로 
detrended 한 값이다.  RETt .....RETt-5 는 6 개월 단위의 기간 t 에서 t-5 의 수익률을 나타낸다.  
SIGMAHATt+1 은 SIGMAt+1 의 예측 값이고 이는 SIGMAt ....,SIGMAt-2,  LOGSIZEt, DTURNOVERt 
와 RETt .....RETt-5 로부터 회귀분석 하여 구한 값이다.  과거수익률의 계산은 시장조정수익률을 사용
하여 계산하였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각 기간의 시간 dummy 변수를 포함하였다.  t-statistics 는 
heteroskedasticity 와 serial correlation 으로 조정된 값이다.

Panel A : 기간 별 회귀분석 (2002년 6월부터 2013년 11월 까지)

Detrended Turnover 의 상관계수

Panel B : 표본기간별 Detrended Turnover의 평균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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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은 한국주식시장의 자료를 토대로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연
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주가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조건부 왜도에 대한 예측을 
시행하여 보았다.  한국주식시장의 경우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고 투자자
들의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주가 하락 시 정보력이 있는 기관투
자자들이 먼저 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기관투자자들의 정보는 시
장에 반영이 되지 않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기간의 왜도 값은 양이 될 
것이다.  이후 의견불일치의 밀도의 대용치인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서 주식수익률의 분포는 음의 왜도 값을 갖게 된다는 Hong and Stein (1999) 의 
명제를 일련의 횡단면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증명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주가하
락을 예측할 수 있는 음의 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주식들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예측되었다.  1) 지난 6 개월간의 추세 보다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주식들에서 음의 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비정상적 거래
량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주식시장의 경우 Hong and Stein (1999) 의 모델에서 이
론적으로 예측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도 일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약세장의 신호가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단 한국의 경우에는 변동성의 제한을 두는 많은 
조치들이 있어 결과 값이 미국주식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효과는 낮았으나 유의
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투자신탁회사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유동성 자산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음의 왜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난 6 개월간의 과거 수익률에서는 양의 수익률을 보인들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미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분석에서는 36 개월간
의 지속적인 양의 과거수익률이 음의 왜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한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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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36 개월간의 과거수익률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나  직
전 6 개월의 기간에서만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그 이전의 과거수익률은 산
발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예측력이 없었다.  한국주식시장의 경우 내재 
가치를 이탈하여 버블이 형성되는 경우 일정 시점에 버블이 터져서 Fundamental

로 수렴한다는 Blanchard and Watson (1982) 의 Stochastic Bubble 모형을 적용하
기에는 효과가 단기적이었다.  3) 시가 총액이 큰 기업의 주식들에서도 음의 왜
도와 유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이 시가총액이 
큰 주식 보다 양의 왜도 값을 갖는데, Chen, Hong and Stein (2001) 의 논문에서
는 이러한 결과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출하였다.  경영자는 호재는 즉
시 공개하고 악재는 지체 공시를 하는 경우가 소규모 기업에서 많다는 선별적 
정보공개 (Discretionary disclosure) 가정으로 기업규모가 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온 실증분석 결과를 각기 다른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어 포괄적 
연구가 난해했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연구의 방향은 단일 이론으로 왜도에 대
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모형 (Parsimonious model) 

의 개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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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cted Conditional Skewness 

: Forecasting Stock Price Decline

 

Jusung Sim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dict stock price decline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key conditional variables of skewness in asymmetries of distribution 

of returns in the Korean equity market.  In measuring the skewness of daily returns 

for individual stocks, cross sectional regression was performed using Chen, Hong 

and Stein (2001) methodology.  Following presump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applying to the Korean equity market, which is short selling 

restrictions and differing views amongst investors, which would give the institutional 

investors are given the upper hand on market information allowing them to exit 

before such an event, which is normally not reflected into the market, leading to 

positive skewness.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concludes that key abnormally 

high trade volume resulted in negative skewness.  Empirical analysis deduced that 

high probability of negative skewness was projected under following conditions: 1) 

stocks with unusually high trade volume relative to trend over the prior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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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itive returns over the past 6 months, 3) high cap stocks, 4) stocks with low 

Book-to-Market Ratio,  1) In theory with regards to abnormal high trade volume, 

Hong and Stein (1999) model is applicable for the Korean equity markets, allowing 

for identical results, yet detrended turnover coefficients are weaker than that of the 

US equity market as many restrictions are set in place to limit volatility in the 

market.  2) Analyzing the US equity market for the past 36 months, stocks with 

positive rate of returns showed signs of negative skewness, but for the Korean 

equity market, this applied for duration of 6 months of positive returns only, thus 

application of Blanchard and Watson (1982) Bubble Theory leading to limitations as 

results were short term.  3) studies indicated that understanding the  fixed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te ; size and Book-to-Market ratio was useful in 

forecasting negative skewness. 

 

 

Keywords : Skewness, Turnovers, Past Returns, Asymmetries, Vola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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