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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에서는 199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들 신용등 을 부여받은 주식

들을 상으로 하여,한국 주식시장의 자산 가격 이상 상(assetpricing

anomalies)과 재무곤경(financialdistress)의 연 성에 해 알아보았다.

재무곤경의 용치인 신용등 의 크기에 따라 표본을 나 뒤,이상 상

변수 별로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에 재무곤경

이 미치는 향에 해 평가하 다. 한,경기 국면을 경기 상승기와 경

기 하강기로 구분한 뒤,경기 변동 험이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도 추가로 확인하 다.이상 상 변수로는 가격 모멘텀,이

익 모멘텀,신용 험,자산 증가율,발생액,고유 변동성,자본 투자,가

치주의 총 8개 변수를 이용하 으며,추가 으로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해

서도 헤지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

다.

분석 결과,8개의 이상 상을 기반으로 한 략 모두가 한국 주식시장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수익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수익

성은 신용등 이 가장 낮은 표본에 집 되어 있었으며,shortside의 향

을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뿐만 아니라,경기 상승기에 비해 경기

하강기에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이 더 커진다는 사실 한 알 수 있었

다.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역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 다.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자산 가격 이상 상들은

재무 곤경과 연 이 있으며,재무곤경 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곤경을 겪는 기업들의 공통 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상임을 추측

해 볼 수 있었다.

주요어 :자산가격 이상 상,재무곤경,신용등 ,경기변동

학 번 :2014-2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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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배경 의의

Sharpe(1964),Lintner(1965)에 의해 제시된 CAPM(자본자산 가격결

정모델)에 의하면 자산의 기 수익률은 체계 험,즉 시장 험의 척

도인 베타에 의해 결정된다.CAPM을 포함한 많은 자산 가격 결정이론

들이 험이 큰 자산들은 높은 수익률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해 왔지만,

이러한 이론들로 설명되지 않는 주식 수익률의 횡단면 특성들이 많이

존재하며,이를 자산 가격 이상 상(assetpricinganomalies)이라고 부른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격 모멘텀(pricemomentum),회

계이익 모멘텀(earningsmomentum),신용 험(creditrisk),고유변동성

(idiosyncraticvolatility),자산 증가율(assetgrowth),발생액(accruals),

자본 투자(capitalinvestment),그리고 가치주(value)이상 상과 재무

곤경(financialdistress)의 계에 해 확인한다.한국 주식시장에 존재

하는 자산 가격 이상 상들의 공통 인 특성에 해 악하고,이상 상

을 기반으로 한 거래 략의 수익성에 재무곤경이 미치는 향에 해서

검토하여,한국 주식시장의 이상 상이 재무곤경과 련이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한다. 체 표본을 신용 등 에 따라 구분하여 하 표본을 구

성하는 데에 더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하 표본을 구분하여 이상

상이 특정한 주식집단의 향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한 확인한다.

국내외에서 이상 상들의 원인을 악하기 한 많은 시도들이 존재

해왔다.FamaandFrench(1993)는 규모가 작은 기업과 시장가 장부

가 비율이 높은 기업의 주식들이 비정상 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 이유

에 해 험을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했다.그들은 규모 요인(size

factor)과 가치주 요인(valuefactor)이 재무곤경 험의 용치(proxy)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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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규모가 작거나 시장가 장부가 비율이 높은 주식들은 재

무곤경 험이 크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Campbell,Hilscher,andSzilagyi(2008)은 재무 곤경에 처한 기

업들이 SMB요인과 HML요인에 해 높은 재값(loading)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이 아닌 낮은 수익률을 가진다는 것을 보이며 이

두 요소가 재무곤경 험의 용치라는 FamaandFrench(1993)의 주

장을 반박했다.특히 DanielandTitman(1997)은 주식 수익률에 향을

주는 것이 SMB요인이나 HML요인의 재값이 아니라 주식의 특성

(characteristics)임을 주장하며,규모와 가치주 특성을 가지는 주식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 로 Avramov,Chordia,Jostova,Philipov

(2013)은 재무곤경이 험이 아닌 특성이라는 가정 하에,재무곤경이 주

식의 수익률과 자산 가격 이상 상의 수익성에 미치는 향에 해 확인

하고자 했다.그들은 다른 특성들 신 재무 곤경에 을 맞췄는데,그

이유는 재무 곤경이 기업의 미래 성과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결론 으로 FamaandFrench(2008)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포트폴리

오를 구성하고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알려진 자산 가격 이

상 상들에 해 분석한 결과,그들은 가격 모멘텀과 이익 모멘텀,신용

험,고유변동성,자산 증가율,자본 투자,발생액,가치주 이상 상을

기반으로 한 략의 수익성이 신용 등 이 낮은 주식들에 집 되어 있음

을 확인했으며,이러한 거래 략의 수익성이 거의 으로 신용 등

이 낮은 기업들의 shortside에서 유래됨을 확인했다.

만일 FamaandFrench(1993)가 주장한 로 자산 가격 이상 상들

을 험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즉, 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다

면,이상 상 략의 수익성이 신용 험이 높은 기업들의 longside에서

유래되어야 한다.하지만,Avramov,Chordia,Jostova,Philipov(2013)에

서는 이와 반 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거의 모든 이상 상들이 재무곤

경과 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이러한 결과는 자산 가격

이상 상이 재무곤경 험 때문에 나타나는 상이 아니라 재무곤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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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기업들의 주식이 가지는 공통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상임을 지

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vramov,Chordia,Jostova,Philipov(2013)의

결과를 토 로 한국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자산 가격 이상 상들 역시

험을 기반으로 한 설명이 아닌 주식들의 특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하 다.이를 해 신용등 크기에 따라 표본을 나 뒤,

이상 상 변수 별로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수익률을 측정한 결과,

8개의 모든 자산 가격 이상 상을 기반으로 한 략의 수익성이 신용등

이 낮은 표본에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략의 수익성은 BB+이하의 신용등 을 가지는 기업들이 표본에서 제

외되자 사라졌다.

한 한국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자산 가격 이상 상들의 수익성은 경

기변동 험이 커지는 경기 하강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 변동 폭이 큰 기업들이 재무

곤경 상황에서 극한 값의 이상 상 변수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며,이를

통해 경기 변동 험이 큰 기업들이 재무곤경 하에서 극단 으로 낮은

수익률을 가지게 되어 이상 상의 수익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추

측해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자산 가격 이상 상들의 원인에

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이 존재해왔지만,이를 재무곤경과 연 지

어 설명하고자 한 시도는 아직까지 없었다.따라서,본 연구는 주식시장

의 자산 가격 이상 상을 재무곤경의 용치인 기업의 신용등 과 경기

변동 험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다음 에서는 자산 가격 이상

상들과 련된 선행연구들에 해 검토하고,제 2장에서는 분석기간과

연구에 사용된 자료,그리고 연구방법에 해 설명할 것이다.제 3장을

통해서는 실증분석 결과에 해 다룰 것이며,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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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

미국 주식시장을 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실증 증거를 통해

이상 상들을 제시해 왔다.먼 Benz(1981)는 규모가 작은 주식들이 비

정상 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는 것을 밝힌 바 있고,Rosenberg,

Reid,andLanstein(1985)와 FamaandFrench(1992)는 시장가치에 한

장부 가액의 비율(B/M)이 높은 기업이 비정상 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

는다는 것을 보 다. 한,JegadeeshandTitman(1993)은 과거 수익률

이 높은 주식들이 미래에도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BallandBrown(1968)은 상되지 않은 회계이익이 높은 주식들의 경우

미래에 높은 주식 수익률을 얻는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뿐만 아니라,

Sloan(1996)은 발생액이 낮은 주식들이 비정상 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

는다는 것을 보 고,Dichev(1998),Campbell,Hilscher,and Szilagyi

(2008),Avramov,Chordia,Jostova,andPhilipov(2009a)는 신용 험,

Cooper,Gulen,andSchill(2008)은 자산증가율이 낮은 주식일수록 수익

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 주식시장을 상으로 한 련연구들 뿐 아니라,한국 주

식시장을 상으로 한 자산 가격 이상 상의 연구들 한 많이 진행되어

왔다.장우석(2004)은 1999년 이후만을 상으로 했을 경우,모멘텀 략

의 수익률이 양(+)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 으며,김상환(2011)의

경우에도 외환 기인 1998년 이후에 모멘텀 략의 수익률이 유의하게

양(+)의 값을 보임을 확인하 다.나아가 박지희,손삼호(2013)는 경기변

동에 따른 신용 험이 모멘텀 략의 수익률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으며,그 결과 투기등 그룹이 경기 상승기에는 양(+)의 수익률을 보이

며,경기 하강기에는 음(-)의 수익률을 보임을 확인하 고,이를 통해 한

국 주식 시장에서 모멘텀 략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선행 연구 결

과들을 부분 으로 설명하 다.

발생액 이상 상에 한 실증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남천

(2009)은 국내의 연구 결과들이 이에 해 일 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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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을 지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 다.결론 으로 일 된 결과

가 보고되지 않은 이유는 표본과 발생액의 측정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

며,보고된 결과들을 토 로 체 표본에 해 검증한 결과 발생액 이상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고,이는 최 발생액 기업이 발생

액 이상 상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 하 다. 한,이를 토 로

최 발생액 기업을 표본에서 제거한 결과 발생액이 낮은 주식들이 비정

상 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여기에 더해 고

찬,김진우(2009)는 차 조표 항목을 이용하여 발생액을 계산하는

신 흐름표 항목을 이용하여 계산하 고,결과 으로 발생액 헤지 포

트폴리오가 높은 과수익률을 기록함을 확인하 다.

뿐만 아니라,윤민수(2007)는 자산증가율을 기 으로 10분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여 자산 증가율이 주식 수익률과 음(-)의 계에 있음을

보인 바 있으며,이어서 손 도(2012) 한 자산 증가율과 주식 수익률의

계를 분석하여 역시 자산 증가율과 수익률이 음(-)의 계에 있음을

확인하고,특히 간 규모의 기업군에서 자산 증가율 이상 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남을 보 다.신용 험에 한 연구도 진행된 바가 있다.김태

규,신정순(2011)은 신용등 을 기반으로 5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가장 낮은 신용등 을 가지는 주식들을 매수하고 가장 높은 신용등 을

가지는 주식들을 매도하여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결과 유의한 음(-)

의 과수익률을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고 찬,김진우(2014)는 국내 주식시장에 변동성 이상

상이 존재함을 검증하 고,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 이상 상은

투자자들이 고유변동성이 높은 주식들을 과 평가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임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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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자료 연구방법

제 1 분석기간과 자료의 선정

분석 상기간은 199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설정하 다.1999

년 이 의 기간은 신용등 에 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석 상기간에 포함시켰을 경우,IMF외환 기의 향으로 오차가

무 커지는 결과가 발생하 기 때문에 분석 상기간에서 제외하 다.분

석 상자료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NICE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에 의해 신용등 을

부여받은 주식들을 상으로 구성하 다. 융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제외하 으며,생존편의를 고려하기 해 상장폐지된 주식들도 포함시켰

다.기업의 재무자료와 회계정보,그리고 주식의 수익률은 FnGuide에서

제공하는 DataGuidePro를 통해 얻었다.

본 연구를 해서는 재무자료와 회계자료,수익률 이외에도 기업의

신용등 과 련된 자료가 필요하다. Aramov, Chordia, Jostova,

Philipov(2013)에서는 Standard& Poor’s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

하 으며,기업의 신용등 으로 발행자의 신용등 (issuercreditrating)

을 이용하 으나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에는 발행자 신용등 을 받는 경

우가 기 때문에 발행자 신용등 신 채권의 신용등 을 사용하 다.

채권의 신용등 으로는 DataGuidePro에서 제공되는 유효신용등 을 이

용하 으며,유효신용등 은 NICE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부여받은 신용등 가장 낮은 신용등 을

의미한다.분석을 해 신용등 이 높은 경우 작은 값을,낮은 경우 큰

값을 가지도록 숫자를 부여하 다.이는 신용등 에 부여된 숫자가 커질

수록 신용 험이 증가함을 나타내기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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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 숫자

AAA등 AAA=1

AA등 AA+=2,AA= 3,AA-=4

A등 A+=5,A=6, A-=7

BBB등 BBB+=8,BBB= 9,BBB-=10

BB등 BB+=11,BB= 12,BB-=13

B등 B+=14,B= 15,B-=16

CCC등 CCC+=17,CCC =18,CCC-=19

CC등 CC=20

C등 C=21

D등 D=22

[표 1] 각 신용등 별로 부여된 숫자

제 2 연구방법

이상 상 분석 방법으로는 FamaandFrench(2008)의 방법론을 이

용하 다.FamaandFrench(2008)는 이상 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용하 다.그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주식들을

이상 상 변수의 크기에 따라 정렬하여 분 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방법이다.나머지 하나는 Fama

andMacBeth의 회귀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주식의 수익률을 이상

상 변수들에 해 횡단면 회귀분석하여 계수를 측정하고,이 계수를 분

석기간에 걸쳐 평균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이상 상 변수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변수의 크기에 따른 평균 수익률을 쉽게 계

산하여 비교할 수 있다.반면에 횡단면 회귀분석법은 다른 변수들을 함

께 고려하 을 때의 특정 이상 상 변수의 향을 악할 수 있으며,평

균 수익률과 이상 상 변수의 횡단면 계를 직 으로 보여 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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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제 3 표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신용등 과 규모에 따라 체 표본을 여러 개

의 하 표본으로 분류하 다.우선 신용등 에 따라서 표본을 3개의 하

표본(C1:best-rated,C2:medium-rated,C3:worst-rated)으로 분류

하고,규모에 따라서도 3개의 하 표본(극소규모,소규모, 규모)로 분류

한 뒤,각 하 표본 내에서 자산 가격 이상 상을 분석하 다.

각 표본에 한 주식의 특성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신용 등

크기에 따라 나 3개의 하 표본에 해 각각 월별로 평균 신용등

(문자와 숫자),시가총액,장부가 시장가 비율,SUE의 간 값을 계

산한 뒤,다시 체 기간에 걸쳐 간 값의 평균을 구하 다.그 결과

C1의 평균 신용등 은 AA-,C2의 평균 신용등 은 A-,C3의 평균 신

용등 은 BB+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신용등 이 낮은 기업들의 경우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C1의 평균 시가총액은 약 13120억원인 반

면,C3의 시가총액은 약 51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용등 에 따라 하 표본을 분류한 경우에는 표본을 동등하게 세

개의 분 수로 나 반면,규모에 따라 하 표본을 분류한 경우에는

FamaandFrench(2008)의 분기 을 기 으로 분류하 다.시장가치가

20번째 백분 수보다 작은 주식들을 극소규모 그룹으로 분류하고,시장

가치가 20번째 백분 수보다 크고 50번째 백분 수보다 작은 주식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분류하 으며,시장 가치가 50번째 백분 수보다 큰 주

식들의 경우에는 규모 그룹으로 분류하 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이상 상들 간에 동일하게 용하 으

며,매월 t시 에 주식들을 이상 상 변수들을 기 으로 정렬하여 다섯

가지의 분 수로 나 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다.이 경우,P1포트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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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한국주식시장

Rating tercile(C1=lowest,C3=highestrisk)

Characteristic C1 C2 C3

평균신용등 (문자) AA- A- BB+

평균신용등 (숫자) 4.2 7.08 10.96

시가총액(단 :천억원) 13.12 2.07 0.51

장부가액/시장가액(B/M) 1.15 1.61 1.49

SUE -0.22 -0.36 -0.09

수익률(%) -0.69 -1.1 -2.31

B.미국주식시장

Rating tercile(C1=lowest,C3=highestrisk)

Characteristic C1 C2 C3

평균신용등 (문자) A+ BBB- B+

평균신용등 (숫자) 5.55 9.64 14.39

시가총액(단 :billions$) 3.3 1.26 0.35

장부가액/시장가액(B/M) 0.52 0.62 0.64

SUE -0.02 -0.11 -0.14

[표 2] 신용 등 에 따라 나 각 표본에 해당하는 주식의 특성

이 표에서는 신용등 에 따라 주식들을 3개의 표본으로 나 뒤 표본별 주

식의 특성을 계산하 다.매 월,각 표본별로 평균 신용등 (문자와 숫자),시

가총액,시가총액 비율,장부가액/시장가액 (B/M),SUE의 간 값을 계산하고,

체 기간에 걸쳐 간 값의 평균을 계산하 다.표본의 상 기간은 1999년 1

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설정하 다.평균 신용등 (숫자)은 1=AAA,2=AA+

,...,21=C,22=D가 되도록 지정하 고,SUE는 이번 분기의 EPS에서 지난 분기

의 EPS를 뺀 값을 해당 값의 표 편차로 나눠서 계산하 다.

리오는 가장 낮은 이상 상 변수들을 가지는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

오이고,P5포트폴리오는 가장 높은 이상 상 변수들을 가지는 주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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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된다.이상 상을 기반으로 한 거래 략의 수익성

을 악하기 하여 P1( 는 P5)포트폴리오를 사고 P5( 는 P1)포

트폴리오를 팔아서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K달 간 보유하여 수익

률을 계산하 다.

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식의 수익률을 균

등가 평균 는 가치가 평균하여 계산하 고,보유기간 K가 한 달 이

상인 경우에는 K달 동안의 월별 수익률을 균등가 평균하여 수익률을

측정하 다.이 방법을 모든 이상 상 변수들에 동등하게 용했지만,선

행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의 특성에 따라 보유기간에는 차이를 두었다.

제 4 이상 상 변수의 측정

자산 가격 이상 상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① 가격 모멘텀(thepricemomentum):t-6월부터 t-1월까지의 수

익률에 따라 5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승자 포트폴리오(P5)를 사

고 패자 포트폴리오(P1)를 팔아서 구성한 포지션을 t+1월부터 t+6월까지

6개월간 보유하 다.단기 역행 상(short-term reversal)의 향을 배제

하기 해 포트폴리오 형성시기와 보유기간 사이에 한 달의 간격을 두었

다.

② 이익 모멘텀(theearningsmomentum):t-4분기부터 t-1분기까지의

분기별 EPS를 이용해 계산한 SUE에 따라 5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가장 높은 SUE를 가지는 포트폴리오(P5)를 사고 가장 낮은 SUE를

가지는 포트폴리오(P1)를 팔아서 구성한 포지션을 6개월간 보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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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용 험(thecreditrisk):직 달의 신용등 에 따라 5분 포트

폴리오를 구성한 뒤 신용등 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P1)를 사고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P5)를 팔아서 구성한 포지션을 1개월간 보유하 다.

④ 자산 증가율(theassetgrowth):t-2년 12월부터 t-1년 12월까지의

총 자산의 변화율에 따라 5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가장 낮은 자산

증가율을 가지는 포트폴리오(P1)를 사고 가장 높은 자산 증가율을 가지

는 포트폴리오(P5)를 팔아서 구성한 포지션을 t년 7월부터 t+1년 6월까

지 보유하 다.

⑤ 발생액(Accruals):Sloan(1996)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발

생액을 정의하고 이를 발생액의 용치로 이용하 다.

발생액 =(△유동자산 -△ )-(△유동부채 -△단기차입 -

△미지 법인세)-감가상각비 /평균 총 자산

한,포트폴리오 형성 시기와 보유 시기 사이에 네 달의 간격을 둠으로

써 재무제표에 공시된 회계 변수들이 투자자들이 가진 정보에 충분히 반

되도록 조정하 다.최 발생액 기업이 발생액 이상 상을 교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발생액의 경우에는 10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가장 낮은 발생액을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제외하여 략을 재

구성하 다.가장 낮은 발생액을 가지는 포트폴리오(P1)를 사고 가장 높

은 발생액을 가지는 포트폴리오(P5)를 팔아서 구성한 포지션을 12개월간

보유하 다.

⑥ 가치주(B/M):t-1년 12월의 장부가 시장가 비율에 따라 5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가장 높은 B/M(가치주)을 가지는 포트폴리오

(P5)를 사고 가장 낮은 B/M(성장주)을 가지는 포트폴리오(P1)를 팔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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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포지션을 t년 7월부터 t+1년 6월까지 보유하 다.

⑦ 자본 투자(capitalinvestment):t-1년도의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을 t-2년 말의 유동자산으로 나 값을 자본 투자의 용

치로 이용하 다.자본 투자의 크기에 따라 5분 포트폴리오를 구성

한 뒤,가장 낮은 분 의 포트폴리오(P1)를 사고 가장 높은 분 의 포트

폴리오(P1)를 팔아서 구성한 포지션을 t년 7월부터 t+1년 6월까지 보유

하 다.

⑧ 고유변동성(idiosyncraticvolatility):고 찬,김진우(2013)의 방법론

을 이용하여 시장모형을 매월 추정하여 얻은 잔차의 표 편차로 고유변

동성을 측정하 다.이때 시장수익률로는 KOSPI지수의 수익률을 사용

하 다.

  



 




 

식에서 N은 직 60개월 수익률이 존재하는 월수이며,직 6개

월간 월별 자료가 36개월 미만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변수 측정시 제외하

다.이 게 측정한 고유변동성의 크기에 따라 5분 포트폴리오를 구

성한 뒤,가장 낮은 분 의 포트폴리오(P1)를 사고 가장 높은 분 의 포

트폴리오(P5)를 팔아서 구성한 포지션을 1개월간 보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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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증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재무곤경의 용치로 사용한 신용등 과 자산 가격 이상

상 변수 별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성과의 계를 분석한 결과에 해 다

루고자 한다.뿐만 아니라,경기변동 국면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추가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 1 표본 별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표본별로 이상 상 변수의 크기에 따라 5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양 극단의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다.헤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199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월별로 측정하 으며,월별 수익률을 균등가 평균 는 가치가 평균하

여 최종 수익률을 계산하 다.

[표 3]에서는 각 이상 상 변수에 따라 구성한 포트폴리오 극한

값을 가지는 포트폴리오들(P1과 P5)의 월별 평균 수익률과 이 포트폴리

오를 이용해 구성한 헤지 포트폴리오(P5-P1 는 P1-P5)의 월별 평균

수익률,그리고 평균 수익률의 평균이 0이라는 귀무가설에 한 t-통계

량을 보여주고 있다.패 A에는 포트폴리오의 균등가 평균 수익률을

나타냈으며,패 B에는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평균 수익률을 나타냈다.

먼 등 을 받은 체 기업의 균등가 평균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가격 모멘텀 략의 경우 약 1.1%,회계이익 모멘텀 략의 경우 약

3%,신용 험 략의 경우 약 1.3%,자산증가율 략의 경우 약 0.5%,

발생액 략의 경우 약 1.2%,가치주 략의 경우 약 1.7%.자본 투자

략의 경우 약 0.8%,고유 변동성 략의 경우 약 1%의 월별 수익률을

보 다. 한,모든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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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균등가 평균 수익률 　 　

표본
포트폴
리오 Mo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ru

als
BM

Invest

ment
Ivol

Allrated

P1 0.48 -0.04 1.65 1.32 1.81 0.44 1.71 1.75

P5 1.62 2.98 0.40 0.82 0.61 2.14 0.87 0.79

Strategy 1.14 2.99 1.25 0.51 1.20 1.70 0.84 0.96

2.27 12.28 1.90 1.65 3.09 3.58 2.03 2.43

Micro

rated

P1 0.40 -0.10 0.16 1.89 2.07 -2.30 1.79 1.70

P5 0.94 2.24 1.33 1.85 1.82 2.41 0.06 -1.20

Strategy 0.54 2.34 1.17 0.04 0.25 4.71 1.73 2.90

0.66 3.81 0.97 0.07 0.14 3.26 2.39 2.9

Small

rated

P1 0.37 -0.08 -1.00 1.22 1.81 -1.80 1.66 0.82

P5 2.01 3.43 1.97 0.69 0.37 1.16 1.17 0.44

Strategy 1.63 3.51 2.97 0.53 1.44 2.96 0.49 0.38

2.47 8.03 3.80 1.96 1.89 2.33 0.94 0.61

Big

rated

P1 0.91 0.01 1.21 0.90 1.51 0.03 1.78 2.02

P5 2.08 2.71 1.01 0.05 0.77 1.20 0.96 1.65

[표 3]등 기업들의 이상 상 변수별 포트폴리오 략의 수익률

표본에 포함된 주식들은 199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국 거래소 유가증권 시

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들을 상으로 하 다.기업의 신용등 으로는

DataGuidePro에서 제공하는 기업의 채권등 을 이용하 다.표본을 신용등 에 따라

C1(worst-rated),C2(medium-rted),C3(best-rated)로 나 었고, 한 기업의 규모에 따

라 극소규모(20번째 백분 기 ),소규모(20~50번째 백분 ), 규모(50번째 백분 이

상)로도 표본을 분류하 다.각 표본 내에서 이상 상 변수의 크기에 따라 5분 포트폴

리오를 구성하 으며,사용한 이상 상 변수들을 열의 항목에 나타냈다.Mom은 가격 모

멘텀을 의미하며,SUE는 표 화된 상되지 않은 이익,CreditRisk는 신용 험,Asset

Growth는 자산 증가율,Accrual은 발생액,BM은 가치주,Investment는 자본 투자,

Ivol은 고유변동성 이상 상을 의미한다.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strategy로 나타냈으며,

이는 극한 값을 가지는 포트폴리오(P1,P5)의 수익률 차이로 계산하 다. 한,보유기간

이 1달 이상인 경우(K>1)에는 월별 수익률을 균등가 평균하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산하 다.t-통계량은 아래에 나타냈으며,10% 이상의 유의성을 가지는 경우 굵게 표

시하 다.패 A에는 균등가 평균 수익률을,패 B에서는 가치가 평균 수익률을 나

타냈다.



-15-

Strategy 1.17 2.70 -0.20 0.85 0.74 1.17 0.82 0.37

2.06 9.26 -0.31 2.62 1.8 1.38 1.76 0.90

C1

P1 0.98 0.68 1.28 1.45 1.53 1.30 1.45 1.97

P5 1.69 2.53 2.03 1.58 1.47 1.77 1.44 1.34

Strategy 0.71 1.85 -0.75 -0.07 0.06 0.47 -0.01 0.62

1.73 7.74 -1.95 -0.50 0.15 1.22 -0.02 1.64

C2

P1 1.02 0.29 1.79 1.67 1.80 1.35 0.98 1.73

P5 2.12 3.50 1.44 1.25 0.90 1.87 1.15 1.60

Strategy 1.10 3.21 0.35 0.42 0.90 0.52 0.18 0.13

2.19 8.96 0.80 1.25 1.79 1.09 0.43 0.30

C3

P1 -0.10 -1,10 2.27 0.92 1.12 -0.80 1.22 1.46

P5 1.37 2.35 0.54 -0.20 -1.10 2.57 -0.50 -0.20

Strategy 1.48 3.45 2.81 1.12 2.22 3.37 1.72 1.66

　 1.82 7.19 2.56 1.55 1.81 4.28 2.24 2.05

B.가치가 평균 수익률 　 　

표본
포트폴
리오

Mo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ru

als
BM

Invest

ment
Ivol

Allrated

P1 0.54 0.24 3.44 1.33 1.02 0.89 1.24 1.17

P5 1.37 2.18 2.05 0.41 -0030 2.58 0.87 1.30

Strategy 0.83 1.93 -1.41 0.92 1.29 1.69 0.36 -0.13

1.41 6.27 -1.25 2.04 2.47 3.67 0.92 -0.18

Micro

rated

P1 -1,50 -0.30 4.48 0.57 2.02 -0.40 1.16 2.91

P5 0.74 2.46 3.28 0.83 1.77 2.45 -1.50 -0.08

Strategy 2.24 2.76 -1.20 -0.26 0.25 2.85 2.66 2.99

2.36 3.99 -0.60 -0.33 0.14 2.95 3.87 2.51

Small

rated

P1 0.11 0.28 2.04 1.58 1.91 0.37 2.01 1.79

P5 1.83 3.60 3.02 0.99 0.15 2.61 1.09 0.34

Strategy 1.72 3.32 0.98 0.59 1.76 2.24 0.92 1.45

2.61 5.83 0.92 1.36 2.28 3.15 1.58 1.96

Big

rated

P1 0.71 0.13 3.36 1.72 0.85 1.02 1.28 0.83

P5 1.45 2.12 1.08 0.88 0.08 2.15 1.07 1.17

Strategy 0.75 1.99 -2,32 0.84 0.77 1.13 0.21 -0.34

1.32 5.67 -2.84 1.76 1.47 2.68 0.55 0.45

C1 P1 0.84 0.46 3.32 0.97 0.57 1.03 1.09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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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1.48 2.14 1.80 0.67 1.00 2.12 0.97 1.5

Strategy 0.64 1.68 -1.52 0.30 -0.43 1.08 0.12 -0.62

1.20 4.92 -2.69 0.67 -0.76 2.62 0.31 -0.88

C2

P1 0.59 0.68 2.24 1.38 1.78 0.54 1.28 1.26

P5 1.61 3.21 2.50 0.40 1.01 1.99 1.20 1.47

Strategy 1.02 2.53 0.26 0.98 0.77 1.45 0.08 -0.21

1.58 4.61 0.28 1.72 1.18 2.30 0.10 -0.30

C3

P1 -0.80 -0.30 1,80 1.37 0.20 -0.32 1.37 1.75

P5 1.27 2.63 4.30 -0.06 -1.50 2.32 -0.40 -1.02

Strategy 2.07 2.93 2.50 1.43 1.70 2.64 1.77 2.77

　 1.61 3.95 1.63 1.07 1.43 2.69 2.09 2.21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본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분류한 뒤 표본 별로 포트폴리

오의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이상 상 략의 수익성이 소규모 표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모든 표본에

서 이러한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의 차이가 부분 략의 shortside

로 인해 나타난다는 사실 한 악할 수 있었다.가격 모멘텀 략의

경우,기업의 규모가 변화함에 따라 shortside인 P1포트폴리오의 수익

률이 37bp에서 91bp로 비교 크게 변한 반면,longside인 P5포트폴리

오의 수익률은 201bp에서 208bp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신용 험

략의 경우에도 기업의 규모가 변화함에 따라 shortside인 P5포트폴

리오의 수익률은 –1%에서 1.21%로 변했지만,longside인 P1포트폴리

오의 수익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이러한 경향성은 자산증가율과 자본

투자 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를 토 로,

부분의 규모별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의 차이는 략의 shortside에

의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궁극 목 인 이상 상에 기업의 재무곤경이 미치는 향

을 악하기 해 다음 단계로 표본을 신용등 의 크기에 따라 3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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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 뒤,표본 별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산하 다.그 결과,한국

주식시장에서도 Aramov,Chordia,Jostova,Philipov(2013)의 결과와 유

사하게,신용등 이 자산 가격 이상 상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우선,신용등 이 높은 표본에서 낮은 표본으로 갈수

록 모든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존재함을 악할

수 있었다. 를 들어,가격 모멘텀 략의 수익률은 신용등 이 낮아짐

에 따라 월별 0.71%,1.1%,1.48%로 증가했고,마찬가지로 회계이익 모

멘텀 략의 수익률도 신용등 이 낮아짐에 따라 월별 1.85%,3.22%,

3.41%로 증가했다.뿐만 아니라,신용등 이 가장 낮은 C3표본의 경우

에는 자산증가율을 제외한 모든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것 한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수익성이 가장 큰

두 략은 회계이익 모멘텀 략과 가치주 략이었는데,각각 3.41%와

3.33%의 포트폴리오 월 수익률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규모별로 표본을 분류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으

로 략의 shortside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격 모멘텀

략의 경우 표본의 신용등 이 낮아짐에 따라 shortside인 P1포트폴리

오의 수익률은 1.02%에서 –0.01%로 변하는 반면,longside인 P5포트

폴리오의 수익률은 2.12%에서 1.37%로 P1포트폴리오에 비해 은 폭으

로 변했다. 한,신용 험 략의 경우에도 표본의 신용등 이 낮아짐에

따라 shortside인 P5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화(2.03%에서 –0.54%로

변화)가 longside인 P1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변화(1.28%에서 2.27%로

변화)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경향성은 나머지 이상 상

략들에 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의 패 B는 이상 상 변수 별 포트폴리오 략의 가치가 평

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평균 수익률은 균등

가 평균 수익률에 비해 작고 수익률의 통계 유의성도 비교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이상 상 략의 수익률에 소규모 기업이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실제로 [표 2]의 패 A에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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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업의 규모별로 분류하 을 경우에도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이 소

규모 표본에 집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하지만 이 게 가치가

평균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략의 수익률이 다소 감소하 음에도 불구

하고,균등가 평균 수익률에 따른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표본과 신

용등 이 가장 낮은 표본에서 략의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이러한 수익성의 차이 한 략의 shortside에서 유래됨을 알 수

있다.

강건성 테스트(robustnesscheck)로서 신용등 을 받은 기업들 뿐 아

니라 체 기업들을 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 경우에도 모든 이상

상 략들이 수익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통계 유의성은 신

용등 이 부여된 기업들만을 상으로 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A1]에 해당 분석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3]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이상 상들을 기반으로

한 거래 략의 수익성은 신용등 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둘째,

략의 shortside가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

다.셋째,이상 상들을 기반으로 한 거래 략의 수익성은 소규모 표본

의 주식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넷째,회계이익 모멘텀 략의 경우

유일하게 모든 하 표본들에 걸쳐 통계 으로 유의한 수익성을 보인다.

종합하면,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기업의 재무곤경이 이상 상들과 련

이 있으며,이상 상들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

능성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추가 으로 기업의 재무곤경과 이상 상의 계에 해 더 면 히 분

석하기 해,연속 으로 신용등 이 낮은 기업을 표본에서 제거해 가면

서 이상 상 변수 별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균등가 평균 수익률과 평

균 수익률이 0이 아니라는 귀무가설에 한 t-통계량을 계산하 으며,

그 결과가 [표 4]에 나타나있다.등 을 받은 체 표본인 (AAA-D)을

시작 으로 잡았으며,이는 [표 3]의 패 A에 나타나있는 결과와 동일

하다.[표 4]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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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Mo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rual

s
BM

Invest

ment
Ivol

AAA-D
1.14 2.99 -1.25 0.52 1.20 1.70 0.84 0.96

2.27 12.28 -1.90 1.47 3.09 3.58 2.03 2.43

AAA-C
1.17 2.99 -1.11 0.56 1.22 1.64 0.86 0.97

2.39 12.31 -1.70 1.62 3.14 3.46 2.09 2.50

AAA-CC
1.16 3.04 -1.21 0.58 1.13 1.65 0.79 1.08

2.46 12.23 -1.98 1.91 2.90 3.57 2.06 2.89

AAA-CCC-
1.14 3.05 -1.14 0.58 1.13 1.67 0.83 1.12

2.40 12.14 -1.88 1.92 2.90 3.64 2.16 3.04

AAA-CCC
1.12 3.04 -1.14 0.59 1.13 1.65 0.85 1.11

2.37 12.14 -1.89 1.97 2.90 3.6 2.23 3.01

AAA-CCC+
1.03 3.02 -0.82 0.58 1,12 1.53 0.82 0.85

2.19 12.23 -1.38 2.11 2.89 3.36 2.10 2.32

AAA-B-
1.03 3.02 -0.84 0.58 1.12 1.54 0.82 0.82

2.19 12.23 -1.40 2.09 2.89 3.37 2.10 2.25

AAA-B
0.93 3.04 -0.45 0.72 1.13 1.39 1.01 0.66

1.99 12.20 -0.77 2.59 2.89 3.10 2.57 1.92

AAA-B+
0.99 2.96 -0.12 0.74 1.08 1.34 0.90 0.57

2.16 12.32 -0.22 2.67 2.78 3.00 2.24 1.73

AAA-BB-
0.94 2.93 0.02 0.76 0.82 1.10 0.89 0.41

2.12 12.36 0.03 2.72 2.14 2.45 2.43 1.27

AAA-BB
0.87 2.75 -0.12 0.54 0.99 0.89 0.45 0.46

1.94 11.16 -0.24 2.04 2.58 2.10 1.45 1.40

AAA-BB+
0.83 2.59 -0.21 0.36 0.80 0.70 0.36 0.41

1.86 10.05 -0.46 1.42 2.11 1.75 1.19 1.27

[표 4] 표본의 신용등 변화에 따른 이상 상 수익률

이 표는 등 이 낮은 기업의 주식들을 표본에서 차 제거해 감에 따라 [표 3]에서와

동일한 략을 이용해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신용등 이 낮은

기업의 주식들은 이상 상 변수별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기 에 제거하 다.첫 번째 열

은 각 표본에 포함된 기업들의 신용등 범 를 나타내며,나머지 열은 [표 3]에서 사용

되었던 것과 동일한 이상 상 변수들을 나타낸다.수익률은 모두 동일가 평균하여 계

산했으며,t-통계량은 아래에 나타냈다.(10% 유의수 에 해당하는 t-통계량을 굵게 표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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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
0.81 2.46 0.04 0.28 0.79 0.48 0.15 0.39

1.83 9.28 0.09 1.13 2.03 1.19 0.51 1.14

AAA-BBB
0.85 2.43 0.14 0.23 0.48 0.25 0.05 0.17

1.96 9.97 0.33 0.91 1.22 0.59 0.20 0.49

AAA-BBB+
0.83 2.21 0.47 0.22 0.33 0.47 -0.10 0.40

1.93 9.68 1.15 0.91 0.79 1.13 -0.48 1.07

신용등 을 가지는 기업의 주식들을 표본에서 제거함에 따라 차 감소

한다는 것이다.가격 모멘텀의 경우 략의 수익률이 1.14%에서 0.83%

로 감소하 고,회계이익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2.99%에서 2.21%로 감소

하 다.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이상 상 략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

타났으며 BB+이하의 신용등 을 가지는 기업들이 표본에서 제외된 경

우 거의 모든 략의 수익률의 통계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표 3]과 [표 4]를 통해 기업의 재무곤경의 용치로 사용된 신용등

이 한국시장에서 주식의 수익률에 뿐만 아니라 이상 상에도 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특히,이러한 이상 상으로 인한 수익성은

기업의 신용등 이 낮아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요한

은 이러한 수익성의 차이가 략의 shortside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다.

제 2 경기 국면별 분석 결과

이 에서는 기업의 재무곤경을 나타내는 다른 척도로 볼 수 있는

경기변동 험이 자산 가격 이상 상의 수익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해보고자 한다.자산 가격 이상 상의 수익성에 경기변동 험이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서는 우선 경기 국면과 경기 환 을 측정

하여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경기 국면과 환 을 측정하기 해 박지

희,손삼호(2013)를 참고로 하여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이용하 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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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그에 따른 경기 국면 분류

계청에서 제공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경기동행지수에서 계 요

인이나 불규칙 인 요인,그리고 추세 요인을 제거한 것으로 경기국면

을 악하는데 주로 이용된다.이러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0이상으

로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경기 상승기로,100미만으로 6개월 이상 지

속될 경우 경기 하강기로 분류하 다.[그림 1]은 이러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을 통해 분석 상 기간인 1999년 1월부

터 2014년 12월 사이에는 6번의 경기 상승기와 5번의 경기 상승기가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게 경기국면을 상승기와 하강기로 분류한 뒤,각 경기국면 별로

[표 3]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론을 이용해 이상 상 변수 별 포

트폴리오를 구성하고,포트폴리오의 평균 월 수익률을 계산하 다.상승

기에 한 결과가 [표 5]에 하강기에 한 결과가 [표 6]에 각각 나타나

있다.

먼 ,[표 5]는 신용등 의 크기별로 나 표본을 상으로 하여 [표

3]과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보여 다.[표 3]과의 차이 은 경기

상승기를 분석 상 기간으로 설정하 다는 이다.결과를 살펴보면 경

기 상승기에도 [표 3]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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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균등가 평균수익률 　 　

표본 포트폴리오 Mo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rua
l

BM
Invest
ment

Ivol

All
rated

P1 -0.50 -1.14 -1.90 0.49 2.00 -0.13 0.87 -0.10

P5 0.77 1.77 0.26 0.12 0.70 1.12 0.21 -0.50

Strategy 1.27 2.83 2.16 0.37 1.30 1.25 0.67 0.40
2.36 9.62 3.34

1.08
2.86

2.35 1.98
0.76

C1

P1 0.38 -0.15 0.49 0.88 1.44 0.77 1.12 0.63

P5 0.96 1.76 0.09 1.16 1.45 1.20 0.99 0.22

Strategy 0.59 1.91 -0.58 -0.28 -0.01 0.43 0.13 0.41
1.20 6.11 -1.29

-0.96 -0.01
1.02

0.39 0.85

C2

P1 0.05 -1.00 -0.80 0.48 1.78 0.58 0.74 -0.43

P5 1.29 2.17 -0.50 0.32 1.62 0.81 0.31 0.17

Strategy 1.24 3.17 0.30 0.16 0.16 0.23 0.43 -0.60
2.02 7.46

0.59 0.40
0.25 0.41

0.53 -1.05

C3

P1 -1.10 -2.52 -2.60 0.29 -0.40 -1.46 0.56 -0.41

P5 0.43 0.89 -0.10 -1.10 -1.60 1.45 -0.92 -1.00

Strategy 1.53 3.41 2.50 1.39 1.20 2.91 1.48 0.59
1.74 6.49 2.01

1.68
1.08 3.47

2.19
0.58

B.가치가 평균수익률 　 　

표본 포트폴리오 Mo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rua
ls BM

Invest
ment Ivol

All
rated

P1 -0.02 -0.83 1.17 0.64 1.31 0.22 0.78 -0.23

P5 0.40 1.17 0.90 -0.09 -0.05 0.97 0.39 0.27

Strategy 0.42 2.00 -0.30 0.73 1.36 0.75 0.39 -0.50

0.06 5.24 -0.25 1.52 2.35 1.37 0.90 -0.57

C1

P1 0.19 -0.74 1.78 0.53 0.46 0.48 0.79 -0.20

P5 0.63 1.44 0.63 0.39 0.70 0.74 0.51 0.64

Strategy 0.44 2.18 -1.15 0.14 -0.24 0.27 0.28 -0.84

0.72 5.32 -1.64 0.28 -0.39 0.48 0.66 -0.93

[표 5]경기 상승기의 이상 상 변수별 포트폴리오 략의 수익률

신용등 의 크기에 따라 나 표본을 상으로 하여,[표 3]과 동일한 분석을 경기

상승기에 하여 진행하 다.열과 행의 변수들은 모두 [표 3]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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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P1 -0.22 -0.65 1.28 0.32 1.84 -0.04 0.35 -0.80

P5 0.40 1.47 0.15 -0.90 2.04 0.74 -0.46 0.31

Strategy 0.62 2.12 -1.13 1.22 -0.20 0.78 0.81 -1.11

0.76 3.74 -1.04 2.06 -0.26 1.16 0.84 -1.36

C3

P1 -1.62 -1.39 0.43 0.76 -1.40 -0.67 0.93 -0.70

P5 0.84 0.94 1.98 -0.51 -1.40 1.32 -0.70 -1.60

Strategy 2.46 2.32 1.55 1.27 0.00 1.99 1.63 0.90

　 1.65 2.41 0.88 0.76 0.01 1.46 1.80 0.56

체 으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수익률의 통계 유의성은 어들었으

나,자산 증가율과 고유 변동성 략을 제외하고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표본을 신용등 의 크기에 따라 구분한 경우,신용등 이 가장

높은 C1표본에서는 회계이익 모멘텀 략만이 유의한 수익성을 보 고,

신용등 이 간인 C2표본에서는 가격 모멘텀과 회계이익 모멘텀 략

만이 유의한 수익성을 보 으며,오직 신용등 이 가장 높은 C3표본에

서만 거의 모든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뿐

만 아니라 략의 수익성 역시 C1표본에서 C3표본으로 갈수록 증가하

는 경향성을 보 고,이러한 수익성의 차이는 shortside에 의해서 나타

난다는 사실 한 확인할 수 있었다.가치가 평균수익률을 계산한 경

우,역시 [표 3]의 결과와 유사하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통계 유의성

이 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특이하게 경기 상승기에는 신

용등 이 가장 낮은 표본인 C3표본에서도 가치가 평균수익률이 부

분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표 6]역시 [표 3]에서와 동일한 분석을 신용등 의 크기

별로 분류한 표본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이지만,이번에는 분석 상 기

간을 경기 하강기로 설정하 다.결과를 살펴보면,경기 하강기에도 [표

3]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신용등 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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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균등가 평균수익률 　 　

표본
포트폴리
오

Mo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rual
s

BM
Invest
ment

Ivol

All
rated

P1 2.74 2.63 5.11
4.63

1.74 2.09
4.23

5.91

P5 3.85 6.38 4.67
3.60

0.60 5.18
2.38

3.28

Strategy 1.12 3.75 -0.44
1.03

1.14 3.09
1.85

2.63

1.17 8.39 -0.25
1.92

1.36 3.82
3.81

3.06

C1

P1 2.49 3.01 5.63
3.61

2.03 3.06
3.09

5.22

P5 4,03 4.77 4.00
3.76

1.53 3.36
2.98

3.54

Strategy 1.53 1.76 -1.63
-0.15

0.50 0.29
0.11

1.69

2.35 3.97 -2.08
-0.29

0.55 0.37
0.19

2.66

C2

P1 3.42 3.08 5.41
5.58

1.98 3.82
0.04

6.05

P5 4.61 7.39 5.11
4.58

0.32 4.84
3.42

4.73

Strategy 1.19 4.31 -0.30
1.00

1.67 1.02
0.57

1.32

1.30 5.53 -0.37
1.64

2.53 1.21
1.17

1.42

C3

P1 2.60 2.01 2.87
3.97

4.35 0.58
4.59

5.43

P5 3.31 7.00 7.44
3.02

0.20 6.27
1.89

1.53

Strategy 0.71 4.99 4.58
0.96

4.15 5.69
2.70

3.90
0.46

4.83 2.28
0.73

1.19 5.10
1.90

2.27

B.가치가 평균수익률 　 　

표본 포트폴리
오

Mo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rual
s

BM Invest
ment

Ivol

All
rated

P1
2.23 2.94 6.10 4.05 1.28 2.75 3.59 4.29

P5
4.16 4.36 4.77 2.66 -1.21 4.97 2.32 3.69

Strategy
1.93 1.43 -1.33 1.38 2.49 2.22 1.27 0.61

2.00 2.28 -0.74 2.01 2.74 2.81 2.09 0.36

C1

P1
2.71 2.86 6.62 3.09 1.65 2.79 2.77 3.84

P5
3.82 3.65 4.23 2.39 1.70 3.49 2.21 3.42

Strategy
1.11 0.79 -2.49 0.70 -0.05 0.78 0.55 0.42

1.37 1.03 -2.11 1.12 -0.04 1.04 0.92 0.36

[표 6]경기 하강기의 이상 상 변수별 포트폴리오 략의 수익률

신용등 의 크기에 따라 나 표본을 상으로 하여,[표 3]과 동일한 분석을 경기 하

강기에 하여 진행하 다.열과 행의 변수들은 모두 [표 3]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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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P1
2.51 3.03 5.05 4.78 1.61 3.92 4.28 6.30

P5
4.72 7.34 6.01 5.48 -0.30 5.41 3.90 3.54

Strategy
2.21 4.31 0.96 -0.70 0.019 1.49 0.38 2.76

1.66 3.23 0.57 -0.47 1.87 1.70 0.47 2.01

C3

P1
0.73 2.39 4.05 4.99 3.20 1.38 4.28 5.07

P5
2.83 5.78 9.64 2.66 -3.00 6.51 0.52 -1.10

Strategy
2.09 3.39 5.59 2.33

-0.20
5.13 3.76 6.17

　 1.34 2.88 1.81 1.45 2.13 2.99 2.55 3.32

체 표본에서 보다 더 높은 략의 수익성을 보이는 것 한 확인할 수

있다.경기 하강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등 이 높은 표본인 C1표본에서

신용등 이 낮은 표본인 C2표본으로 갈수록 략의 수익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이러한 수익성의 차이는 역시 shortside에 의해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 경기 하강기를 상으로 한 경우에도,

C3표본에서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하지만

경기 하강기에는 가치가 평균수익률을 계산한 결과 균등가 평균수익

률에 비해 수익률의 통계 유의성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의 결과와 [표 6]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경기변동 험이 이상

상에 미치는 향을 보다 직 으로 악할 수 있다.우선 체 으로

경기 상승기에 비해 경기 하강기에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의 크기가 크

고,통계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이는 특히 신용등 이 가장 낮은 기

업들로 구성된 표본인 C3표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이유는 경기 하강기에 기업들의 재무곤경 정도가 보다 커지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특히 신용등 이 좋은 기업에 비해 신용등 이 낮

은 기업들이 경기변동 험의 향을 더 받게 되고,이로 인해 이상 상

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앞에서도 언 했듯

이러한 차이는 shortside의 향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경기 상승기와 경기 하강기의 략의 수익성을 비교했을 때,가

격 모멘텀 략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되었다.경기 상승기에는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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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C1표본에서 신용등 이 낮은 기업들로

구성된 C3표본으로 갈수록 가격 모멘텀 략의 수익성이 높아지고,포

트폴리오 수익률의 통계 유의성도 커지는 반면,경기 하강기에는 반

로 C3표본에서 C1표본으로 갈수록 가격 모멘텀 략의 수익성이 높아

지고,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통계 유의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박지희,손삼호(2013)의 결과와 연 지어 생

각해 볼 수 있다.박지희,손삼호(2013)에 의하면,투기등 그룹은 경기

상승기에 강한 모멘텀 수익률을 나타내고 경기 하강기에는 강한 역행

(contrarian)수익률을 나타내며,이러한 패턴은 경기 변동에 따른 기업

들의 신용등 변동 폭의 차이에 의해 부분 으로 설명된다.비록 본 연

구에서는 강한 역행 수익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경기 상승기에는 C3

표본에서 강한 모멘텀 수익률이 나타났고,반 로 경기 하강기에는 C1

표본에서 강한 모멘텀 수익률이 나타났기 때문에,박지희,손삼호(2013)

와 일치하는 맥락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경기 하강기에는 기업들의 재무곤경이 보다 심해지는 것으

로 보이며,심화된 재무곤경으로 인해 신용등 이 낮은 기업들의 이상

상 한 극심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박지희,손삼호(2013)에 의하면 투

기등 을 받은 표본 내에서,신용등 의 변동 폭이 큰 기업이 경기 상승

기에는 승자그룹에 속하게 되고 경기 하강기에는 패자그룹에 속하게 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러한 논리를 본 연구의 결과에도 용시켜볼

수 있을 것 같다.즉,신용등 의 변동 폭이 큰 기업들이 상 으로 극

단 인 이상 상 변수들의 값을 갖게 되고,재무곤경 하에서 이상 상을

기반으로 한 거래 략의 shortside에 놓이게 될 확률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기업들은 재무 곤경 하에서 극단 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이기 때문에,shortside에 의해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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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이 에서는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해 자산 가격 이상 상들을 좀 더

면 히 분석하고자 하 다.이를 해 매월 다음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횡단면 회귀분석을 진행하 다.

 
         (1)

여기서  
 은 주식 i의 t월 수익률을 의미하며    는 각 이상 상 별

로 한 시간 간격을 둔 주식 i의 이상 상 변수 값을 의미한다.주식

가격 모멘텀의 경우에는 과거 6개월의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이용하

고 독립변수인 수익률과 한 달의 시간간격을 두었으며,회계이익 모멘

텀의 경우에는 표 화된 과거 4개월간의 EPS의 변화를 종속 변수로 이

용하고 따로 시간간격을 두지 않았다.신용 험과 고유 변동성의 경우에

는 직 달의 수치를 종속 변수로 이용하 으며,역시 따로 시간간격을

두지 않았다.자산 증가율,자본 투자,가치주 이상 상의 경우에는

t-1년 12월의 수치를 종속변수로 이용하 고,t년 7월부터 t+1년 6월까지

의 수익률을 독립변수로 이용하 다.마지막으로 발생액의 경우에는 4개

월 의 수치를 종속변수로 이용하 다.

[표 7]은 각 이상 상 변수에 한 각각의 단일 변수 회귀분석 결과

이다.우선,패 A의 각 열에는 체 주식을 상으로 한 각 이상 상

변수 별 회귀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FamaMacBeth계수 추정치와 이에

한 t-통계량이 나타나 있다.패 A의 결과를 살펴보면 체로 [표 3]

의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가격

모멘텀과 회계이익 모멘텀,가치주의 경우 각각 0.49와 0.21,0.97로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가 나타났다.반면에,신용 험과 자산 증가율,

자본 투자,고유 변동성의 경우에는 각각 –0.10,-0.45,-0.23,-4.8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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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Mo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ural
s

BM
Investm
ent

Ivol

패 A: 체 기업

Specification1:
       

b
0.49 0.21 -0.10 -0.45 -0.47 0.97 -0.23 -4.80

1.93 2.35 -3.03 -2.90 -0.54 5.27 -2.82 -1.95

Specification2:
      

b
0.44 0.21 -0.11 -0.42 -0.38 0.96 -0.22 -4.71

1.74 2.49 -1.99 -2.66 -0.45 5.35 -2.74 -1.97

d_rated
-0.00 -0.11 0.40 -0.58 -0.85 -0.10 -0.10 -0.44

-1.16 -0.40 0.67 -1.46 -1.85 -0.41 -0.35 -1.41

패 B:신용등 이 부여된 기업

Specification1:
       

b 0.45 0.40 -0.11 -1.10 0.38 0.76 -0.22 8.84

[표 7]각 이상 상 변수에 한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주식의 수익률을 독립변수로,이상 상 변수를 종속변수로 놓고,이상 상 변수별로

한 시간간격을 두어 단일 변수 회귀분석을 진행하 으며,이때 이용한 회귀 식은 다음

과 같다.

 
         

여기서  

은 주식의 월별 수익률을 의미하며    는 제 2 에서 설명한 주식의 각

이상 상 변수 값을 의미한다.주식가격 모멘텀으로는 과거 6개월의 수익률을 종속

변수로 이용하 고 독립변수인 수익률과 한 달의 시간간격을 두었으며,회계이익 모멘텀

으로는 표 화된 과거 4개월간의 EPS의 변화를 종속 변수로 이용하 다.신용 험과 고

유 변동성으로는는 직 달의 수치를 종속 변수로 이용하 으며,자산 증가율,자본 투

자,가치주 이상 상의 경우에는 t-1년 12월의 수치를 종속변수로 하여,t년 7월부터 t+1

년 6월까지의 수익률에 해 용하 다.마지막으로 발생액으로는 4개월 의 수치를

종속변수로 이용하 다.각 열은 각각의 단일 변수 회귀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계수 값의

기간별 평균을 나타내며,해당 계수에 한 t-통계량을 아래에 나타냈다.(10% 유의 수

을 가지는 t-통계량은 굵게 표시하 다.)패 A에는 체 기업을 상으로 한 회귀분

석 결과를 나타냈고,패 B에는 신용등 이 부여된 기업을 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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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 4.37 -1.99 -2.45 0.28 3.83 -2.17 0.45

Specification2:
       

b
0.41 0.42 -0.16 -0.99 0.53 0.82 -0.21 10.08

0.88 4.72 -2.28 -2.29 0.39 4.05 -2.14 0.51

d_best
rated

0.44 -0.00 -0.56 0.50 0.48 0.65 0.46 0.64

1.26 -0.52 -1.52 1.30 1.39 1.83 1.11 1.89

Specification3:
       

b
0.44 0.39 -0.11 -1.06 0.27 0.74 -0.20 9.17

0.91 4.37 -1.98 -2.39 0.20 3.75 -2.04 0.48

d_mid
rated

0.12 0.60 0.19 0.00 -0.01 0.11 -0.02 0.14

0.47 1.87 0.79 0.84 -0.05 0.45 -0.08 0.50

Specification4:
        

b
0.36 0.36 -0.14 -0.95 0.28 0.71 -0.13 12.79

0.70 4.33 -2.32 -2.27 0.21 3.62 -1.42 0.69

d_worst
rated

-0.55 -0.52 0.33 -0.68 -0.63 -0.72 -0.39 -0.74

-1.24 -1.00 0.80 -1.45 -1.20 -1.70 -0.74 -1.67

로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가 확인되었다.발생액의 경우에만 유일

하게 통계 으로 유의한 계수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이는 남천 (2009)

에서 주장한 바 로 최 발생액 표본이 체 발생액 이상 상을 교란하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실제로 포트폴리오 분석에서는 최

발생액 표본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

나,회귀분석에서는 최 발생액 표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계

으로 유의한 계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용등 이 부여된 기업과 부여되지 않은 기업의 기 수익

률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확인해보기 해 신용등 에 한 더미변

수를 도입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 다.그 결과,이상 상 변수들의 계수

값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더미 변수의 경우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계수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신용등 이 부여된 기업과

부여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들의 기 수익률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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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표 7]의 패 B는 신용등 이 부여된 주식들을 상으로 한 회귀분

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신용등 이 부여된 주식들을 상으로 한 경

우에도 [표 3]의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지만,가

격 모멘텀과 고유변동성 이상 상 변수의 경우,계수의 통계 유의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각 신용등 크기별 표본에 한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신용등 이 높은 표본에

한 더미변수(d_bestrated)에 비해 신용등 이 낮은 표본에 한 더미

변수(d_worstrated)가 음의 계수를 가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

나,통계 으로 유의한 계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표 8]은 [표 7]에서와 동일한 분석을 경기 상승기와 경기 하강기에

해 각각 수행한 결과를 보여 다.패 A에는 경기 상승기에 한 결

과가,패 B에는 경기 하강기에 한 결과가 각각 나타나 있다.결과를

통해 직 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경기 상승기에 비해 경기 하강기에

부분의 이상 상 변수의 계수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다. 체 인 회

귀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의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가격 모멘텀의 경우 경기 상승기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가 얻어졌으나,경기 하강기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계수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반면 회계이익 모멘텀의 경우에는 경기 상승기에 비해

경기 하강기에 더 크고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산증가율과 발생액,가치주,자본 투자의 경우에도 모두

경기 상승기에 비해 경기 하강기에 계수의 값이 더 큰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자산증가율과 가치주 이상 상 변수의 경우 통계 유의성은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신용 험의 경우에는 경기 상승기

에만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보 는데,이 역시

포트폴리오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고유변동성 변수만이

유일하게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와 다르게 경기 상승기와 경기 하강기에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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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ent
u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ural
s BM

Investm
ent

Ivol

패 A:경기 상승기

Specification1:
       

b
0.90 2.05 -0.19 -1.06 2.42 0.74

-0.06
13.83

1.82 1.96 -3.27 -2.27 1.63 3.54 -0.55 0.48

Specification2:
       　 　

b 0.82 1.95 -0.19 -1.12 2.42 0.88 -0.09 16.19

1.71 1.92 -2.68 -2.49 1.62 4.33 -0.84 0.55

d_best
rated

1.13 1.07 -0.04 1.25 0.26 1.41 1.35 1.24

3.00 3.13 -0.10 3.13 0.61 3.98 3.09 3.37

Specification3:
       　　 　

b 0.88 2.19 -0.19 -0.99 2.44 0.75 -0.06 14.98

1.80 2.03 -3.31 -2.15 1.63 3.66 -0.49 0.53

d_mid
rated

-0.13 0.35 -0.15 -0.07 0.07 -0.10 1.35 -0.00

-0.49 1.21 -0.59 -0.25 0.24 -0.39 3.09 -0.01

Specification4:
        　　 　

b 0.77 1.83 -0.07 1.85 13.06 15.70 6.86 27.61

1.65 1.76 -2.31 0.8 5.86 5.41 2.12 2.58
d_
worst
rated

-0.99 -1.44 0.09 -10.70 -1.64 -10.88 -10.29 -10.39

-2.29 -3.41 4.13
-2.72 -0.54

-2.87 -2.59 -2.86

패 B:경기 하강기

Specification1:
       

　 -0.75 6.97 0.05 -1.94 -4.78 0.95 -0.65 10.74

　 -0.54 3.38 0.37 -1.78 -1.70 1.81 -1.80 0.49

Specification2:
        　

b -0.64 6.77 -0.07 -1.43 -4.42 0.85 -0.63 9.47

-0.48 3.56 -0.39 -1.39 -1.61 1.57 -1.76 0.48
d_best

-1.13 -1.15 -1.42 -1.41 0.95 -0.71 -1.51 -0.51

[표 8]경기국면 별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표 7]과 동일한 분석을 경기국면 별로 경기 상승기와 경기 하강기로 나 어 각각 진

행하 다.패 A에는 경기 상승기를 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으며,패

B에는 경기 하강기를 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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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d
-1.31 -1.29 -1.66 -1.43 1.52 -0.75 -1.49 -0.60

Specification3:
       　 　

b -0.70 6.96 0.06 -1.95 -4.95 0.85 -0.62 10.79

-0.50 3.45 0.42 -1.84 -1.79 1.63 -1.75 0.52

d_mid
rated

0.53 0.74 0.74 0.58 -0.14 0.48 0.60 0.34

0.74 1.02 1.24 0.81 -0.25 0.69 0.77 0.45

Specification4:
        　　 　

b -0.76 6.03 4.38 1.49 3.09 19.42 1.63 0.05

-0.55 3.64 1.13 0.32 0.86 3.35 0.49 0.57
d_
worst
rated

0.58 0.47 4.57 -1.74 -3.54 -0.94 -2.04 -0.03

0.46 0.38 1.22 -0.23 -0.74 -0.13 -0.26 -0.42

각 신용등 표본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한 결과,경기 상승기

상승기에만 통계 으로 유의한 계수 값들을 얻을 수 있었다.경기 상승

기의 경우,신용등 이 가장 높은 표본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는 신용 험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신용등 이 가장 낮은 표본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는 신용 험

과 발생액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경기 상승기에 신용등 이 높은 기업들은 높은

기 수익률을 얻으며,반면 신용등 이 낮은 기업들은 낮은 기 수익률

을 얻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 하강기에는 비록 더미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계수 값을 보이

지는 않았으나,의미 있는 회귀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신용등

이 낮은 표본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했을 때,

회계이익 모멘텀과 가치주 이상 상을 제외한 모든 이상 상 변수들의

계수 값의 통계 유의성이 사라졌다.이는 이러한 이상 상들이 신용등

이 낮은 표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모든 이상 상 변수들을 포함시켜 다 변수 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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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ruals BM
Investm
ent

Ivol Size
d_best
rated

d_med
rated

d_worst
rated

1 -0.13 0.03 -0.40 -1.16 -0.33 0.17 -0.01 -0.07 -0.64 　
　

　 -4.54 3.63 -6.85 -3.08 -0.28 0.95 -0.40 -3.72 -5.42

2 -0.13 0.33 -0.41 -1.17 -0.33 0.17 -0.01 -0.07 -0.64 -0.07

　 -4.54 3.63 -6.02 -3.08 -0.28 0.95 -0.40 -3.73 -5.36 -0.18

3 -0.13 0.33 -0.40 -1.17 -0.33 0.18 -0.01 -0.07 -0.66 　 -0.28
　

-4.56 3.66 -6.86 -3.09 -0.28 1.02 -0.41 -3.72 -5.52 　 -1.12

4 -0.13 0.33 -0.48 -1.19 -0.30 0.21 -0.01 -0.07 -0.66 　 0.85

-4.64 3.67 -6.83 -3.15 -0.26 1.16 -0.44 -3.76 -5.55 　 2.05

[표 9]각 이상 상 변수에 한 다 변수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주식의 수익률을 독립변수로,이상 상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 변수 횡단면 회귀분석을 진행하 으며,이때 이

용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은 주식의 월별 수익률을 의미하며    는 제 2 에서 설명한 주식의 각 이상 상 변수 값을 의미한다.이상

상 변수에는 [표 7]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조건을 용하 으며,시가총액을 회귀식에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표에서

는 각 횡단면 회귀분석 계수의 기간별 평균값을 해당 t-통계량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10% 유의수 에 해당하는 t-통계

량은 굵게 표시하 다.)첫 번째 열(#)은 각 회귀분석 조건에 따라 붙인 번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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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 으며,그 결과가 [표 9]에 나타나있다.[표 9]는 다양한 이상 상

변수들의 구성에 따른 다 변수 회귀분석의 Fama-Macbeth계수와 t-통

계량을 보여 다.여기서는 기업의 규모인 시가총액을 통제변수로 추가

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회귀분석 1은 회귀식에 모든 이상 상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의 회귀

분석 결과이며,회귀분석 2,3,4는 각각 여기에 신용등 크기별 더미변수

를 포함시킨 회귀분석 결과이다.가격 모멘텀 변수의 경우,단일변수 회

귀분석의 결과와 다르게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발생액과 가치주 이상 상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상

상 변수들은 모두 단일변수 회귀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이러

한 결과를 통해,각각의 변수를 통제하 을 경우에도 발생액과 가치주

이상 상을 제외한 모든 이상 상이 여 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신용등 크기 별로 더미변수를 추가해도 이러한 경향성은 유지되었

다.

[표 10]은 [표 9]와 동일한 분석을 경기 국면에 따라 경기 상승기와

경기 하강기로 나 어 진행한 결과이다.먼 ,경기 상승기에는 [표 9]의

결과와 다르게 가격 모멘텀 변수의 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경기 상승기에 가격 모멘텀 략이 양의 수익

률을 가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신용등 크기 별

더미 변수를 추가한 경우에도 [표 5]나 [표 8]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경기 하강기에는 가격 모멘텀 변수의 계수가 매우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이러한 결과를 통해 체 기간에 한

결과인 [표 9]에서 가격 모멘텀 변수의 계수가 음의 값이 나타난 이유는

경기 하강기의 향이 경기 상승기의 향에 비해 크기 때문임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경기 하강기에도 체로 앞의 결과들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신용등 크기 별 더미변수를 추가하

을 때도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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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ruals BM

Investm
ent Ivol Size

d_best
rated

d_med
rated

d_wors
trated

패 A:경기 상승기

1
6.53 0.61 0.29 -0.42 -1.28 -0.79 0.48 -0.02 -0.05 　 　 　

　 3.07 1.74 3.26 -6.46 -3.11 -0.58 2.33 -0.82 -2.84 　 　
2

0.61 0.28 -0.49 -1.30 -0.76 0.49 -0.02 -0.05 -0.21 -0.81
　

　 1.73 3.21 -6.63 -3.16 -0.56 2.36 -0.83 -2.88 -1.52 -1.96
　

3
0.61 0.29 -0.42 -1.28 -0.80 0.49 -0.02 -0.05 -0.28 　 -0.27

　

　 1.74 3.28 -6.51 -3.12 -0.6 2.38 -0.83 -2.84 -2.03 　 -0.94
　

4
0.60 0.29 -0.6 -1.34 -0.83 0.56 -0.02 -0.05 -0.30 1.85

　 1.70 3.30 -7.51 -3.26 -0.62 2.71 -0.94 -2.9 -2.20 　 　 3.86

패 B:경기 하강기

# Moment
u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ruals BM Investm
ent

Ivol Size d_best
rated

d_med
rated

d_wors
trated

1
-4.07 1.28 -0.30 -1.56 -2.80 -0.78 -0.13 -0.57 -0.83 　 　 　

　 -7.18 2.23 -2.10 -1.55 -1.12 -1.91 -0.33 -1.34 -2.89 　
2

-4.09 1.27 -0.39 -1.57 -2.78 -0.8 -0.1 -0.57 -0.83 -0.76
　

　 -7.20 2.20 -2.22 -1.56 -1.11 -1.96 -0.26 -1.32 -2.89 -0.86
　

3
-4.10 1.29 -0.29 -1.56 -2.74 -0.72 -0.14 -0.59 -0.83 -0.57

　

　 -7.22 2.25 -1.98 -1.56 -1.09 -1.76 -0.37 -1.37 -2.88 -0.97
　

4
-4.25 1.29 -0.51 -1.61 -2.48 -0.62 -0.09 -0.6 -0.82 　 　 2.38

　 -7.44 2.24 -3.08 -1.61 -0.99 -1.51 -0.25 -1.41 -2.84 　 　 2.52

[표 10]경기 국면별 다 변수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표 9]와 동일한 분석을 경기국면 별로 경기 상승기와 경기 하강기로 나 어 각각 진행하 다.패 A에는 경기 상승기를 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으며,패 B에는 경기 하강기를 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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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 시장의 자산 가격 이상 상과 재무곤경의

계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199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국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NICE신

용평가,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에 의해 신용등 을 부여받은 기업의

주식들을 분석 상으로 하여,가격 모멘텀,이익 모멘텀,기업의 신용

험,자산 증가율,발생액,자본 투자,고유변동성,가치주 이상 상에

해 분석하 다.기업의 재무,회계자료로는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 으

며, 체 표본을 기업 규모에 따라 극소규모,소규모, 규모,그리고 신

용 등 에 따라 C1(best-rated),C2(medium-rated),C3(worstrated)로

구분하 다.이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재무곤경의 용치로 사용된 신

용등 과 경기변동 험이 이상 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

하기 해 신용등 별로,그리고 경기를 경기 상승기와 경기 하강기로

나눠서 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 다.그리고,분 포트폴리오 극한

값을 가지는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포트폴

리오의 균등가 평균수익률과 가치가 평균수익률을 비교하 다.여기

에 더해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포트폴리오 분석결과와 동일한 경

향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 다.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199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표본을

상으로 할 때,모든 자산 가격 이상 상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유의하

게 나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러한 이상 상 략의 수익률은 신용

등 이 가장 낮은 표본인 C3표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뿐만 아니

라,이러한 수익률의 차이는 미국 주식시장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로

shortside에서 기인된다는 사실도 악할 수 있었다.경기 국면을 경기

상승기와 경기 하강기로 분류하 을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하

으며,경기 하강기에 신용등 이 가장 낮은 표본인 C3표본에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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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익성이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

과들을 통해 한국시장에 존재하는 이상 상은 재무곤경과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이러한 자산 가격 이상 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재무곤

경 험 때문이 아니라 재무곤경을 겪는 기업들이 가지는 공통된 특성

때문임을 추측해볼 수 있었다.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용등 변동 폭이

큰 기업들이 상 으로 극단 인 포트폴리오에 포함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이러한 기업들이 주로 이상 상 략의 수익성을 발생시키는 것

으로 상된다.

단일 변수 회귀분석 결과 역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경향

성을 보임을 확인하 다.이러한 경향성은 다 변수 회귀분석 결과에서

도 유지되었지만,다 변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선행연구의 결과

인 가격 모멘텀 략이 경기 상승기에는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얻고,경

기 하강기에는 유의한 음의 수익률을 얻는다는 사실을 추가 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 다 변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부분의 이

상 상 변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한 계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 기 때

문에,통제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자산 가격 이상 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면,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자산 가격 이상 상이 재무곤경

험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FamaandFrench(1993)의 주장을 지지하

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자산 가격 이상 상이 재무곤경을 가지는 공통

인 기업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Campbell,Hilscher,and

Szilagyi(2008)과,DanielandTitman(1997)의 주장을 일부 지지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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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균등가 평균수익률 　 　

표본
포트폴리
오

Mo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rual
s

BM
Invest
ment

Ivol

All
rated

P1 0.34 0.42 1.65 1.37 1.78 0.31 1.43 2.02

P5 1.66 2.91 0.40 0.30 0.50 2.19 0.81 0.81

Strategy 1.32 2.49 1.25 1.07 1.28 1.88 0.62 1.21

2.67 5.54 1.90 3.57 4.23 4.33 2.32 3.59

Micro
rated

P1 0.43 1.02 1.90 1.27 2.06 0.70 1.87 3.74

P5 1.71 2.93 1.09 1.54 0.28 2.54 1.04 1.32

Strategy 1.28 1.91 0.81 -0.27 1.79 1.84 0.83 2.41

1.98 5.22 0.31 -0.67 3.64 3.38 1.86 4.15

Small
rated

P1 0.55 -0.16 2.75 1.21 2.04 -0.16 1.45 2.17

P5 1.07 3.13 -0.94 0.68 1.03 2.23 1.12 -0.08

Strategy 0.52 3.29 3.69 0.53 1.01 2.39 0.33 2.25

1.17 10.13 2.53 2.15 2.08 5.05 1.04 4.62

Big
rated

P1 0.04 -0.34 1.46 1.22 1.73 0.34 1.34 1.33

P5 1.32 2.75 0.34 0.19 0.66 2.00 0.56 0.37

Strategy 1.28 3.09 1.12 1.03 1.07 1.66 0.77 0.95

2.56 15.46 1.87 4.34 3.33 3.64 2.79 3.43

B.가치가 평균수익률 　 　

표본 포트폴리
오

Mom SUE Credit
Risk

Asset
Growth

Accrual
s

BM Invest
ment

Ivol

All
rated

P1 0.16 0.42 2.06 0.98 0.71 0.73 1.29 1.28

P5 1.19 1.91 3.45 0.23 0.01 1.75 0.33 1.02

Strategy 1.03 1.49 -1.39 0.75 0.70 1.02 0.96 0.26

1.66 4.59 -1.25 2.18 1.20 2.29 3.05 0.46

Micro
rated

P1 -1.26 -0.68 -0.38 0.28 2.06 -0.04 1.12 2.35

P5 0.42 1.66 -1.17 -0.01 2.03 2.31 0.41 -0.28

Strategy 1.68 2.34 0.79 0.29 0.03 2.35 0.71 2.63

[표 A1] 체 기업을 상으로 한 자산 가격 이상 상의 수익률

199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을 상으로 [표 3]과 동일한 분석을 반복하여 진행하 다.표본은 [표 3]과

동일한 기 으로 규모별로 구분하 으며,각 열의 항목 역시 [표 3]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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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5.31 0.39 0.57 0.05 3.49 2.19 3.12

Small
rated

P1 -0.18 -0.64 2.28 0.65 1.57 -0.12 1.01 1.54

P5 0.29 2.34 1.99 0.12 0.69 2.13 0.57 -1.35

Strategy 0.47 2.98 0.39 0.53 0.87 2.25 0.44 2.89

1.18 13.92 0.18 2.16 1.97 4.33 1.43 4.38

Big
rated

P1 0.41 0.26 2.06 1.14 0.66 0.82 0.60 0.89

P5 1.18 1.88 3.54 0.31 0.03 1.38 0.30 0.80

Strategy 0.77 1.62 -1.48 0.83 0.63 0.56 0.30 0.09

　 1.12 5.18 -1.71 2.04 1.01 1.27 0.64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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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tPricingAnomaliesand

TheEffectofFinancialDistress

inKoreanStockMarket

Yoon,Gayoung

CollegeofBusiness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

SeoulNationalUniversity

ThisstudyusesadatasetofratedcompanieslistedonKorea

Exchange(KRX)andKoreaSecuritiesDealersAutomatedQuotations

(KOSDAQ)from January1999toDecember2014tofigureoutthe

relationshipbetweenassetpricinganomaliesinKoreanstockmarket

andfinancialdistress.By dividing samplesintothreeaccording to

creditrating and constructing hedge portfolios based on anomaly

variablesforeachsample,Itesttheinfluenceoffinancialdistresson

theprofitabilityofportfolios.Inaddition,Ianalyzetheimpactofrisk

ofaneconomiccycleontheprofitabilityofportfoliosbyseparating

the economic phase into expansion and recession.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is also employed.Price momentum,earnings

momentum,creditrisk,assetgrowth,accruals,idiosyncraticvolatility,

capitalinvestment,andvaluestockareusedasanomaly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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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Ifind thatallthe portfolios based on anomaly

strategiesaresignificantly profitableinKoreanstockmarket.This

profitabilityisconcentratedinlow-ratedsamplesandshortsideof

portfolios.Furthermore,the profitability ofportfolios increases in

recession phase compared to expansion phase. The result of

cross-sectionalregression also shows similartendency.With the

overallresults,IfigurethatassetpricinganomaliesinKoreanstock

marketarerelatedtofinancialdistress,andthisphenomenonappears

duetothecommoncharacteristicsofcompaniesexperiencingfinancial

distress,nottheriskoffinancialdistress.

Keywords:Assetpricinganomalies,Financialdistress,Credit

ratings,Economic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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