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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실제로도 잘 들어맞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

여 경기 순환 단계를 저점, 회복기, 호황기, 고점, 둔화기, 침체기의 6단계로 나누었

다. 각 단계에서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존재하는 모든 종목들의 주식 수익률 값을

분석하여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진 것들을 구분해 내었다. 전체를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가장 경기 순환주의 성격이 높은 종목들을 1그룹으로 설정

하고, 5그룹은 가장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분류

된 각 그룹별로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하여 보고 이를 기존의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가 가지는 특성과 비교하여 보았다. 산업 부문별 기존의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로서 분류되는 부문들과 분석 결과 나온 부문들 간에서는 비슷한 부문들도

있었으나 반대로 나온 경우들도 존재하였다. 또한 주가순자산비율은 양 극단 그룹

들이 더 높은 U자 모양을 띄었고, 총자산이익률과 영업이익률 값은 주식 수익률과

반대 방향을 보여 anomaly를 나타냈다.

키워드 : 경기순환,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 주식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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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주식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특정 종류의

주식을 선정하여 투자하는 전략이 많이 쓰인다. 기업의 자본금 보유량으로 구분하

여 대형, 소형주로 나누어 이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투자한다든지, 주식의 근본 가치

를 계산하여 이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와 비교해 봄으로써 저평가 되어있는 가

치주를 선정하여 투자한다든지, 널리 알려진 방법들이 많이 있다. 최근 격동의 시기

에 있는 경제 국면과,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 등으로 더 높아진 변동성에 대한 관심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경기의 흐름과 특정한 상관관계를 갖는 주식을 기준을 세

워 분류를 하면 이에 따른 적절한 투자 방법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경기의 흐름과 연관시킨 분류 방식에 따르면 경기가 좋을 때는 같이 오르

고, 침체시에는 같이 떨어지는 경기순환주(cyclical stock,), 또는 경기의 흐름과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역순환주, 그리고 경기의 흐름에 크게 상관없이 수익률을 유지

하는 경기방어주(defensive stock,)로 나눌 수 있다.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에 대

한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경기상승 시에는 주가가 급등하고 경기 하강 시에는 주가가 급락하는

주식이 있다. 주택건설, 자동차, 제지업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주식은

경제 전반의 일반적인 순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투자자들은 경제 전반의

순환에 비춰 주식수익률 등락을 예측할 수 있다. 경기 순환주의

반대개념으로 비경기순환주(경기 방어주)가 있다. 이는 경기에 비교적

중립적인 주식으로 음식, 보험, 의약품 관련주를 들 수 있다.1"

이와 같이 경기 순환주로는 주로 건설, 중공업, 자동차 등이 언급되며, 경기

1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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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주로는 전력, 가스 등 공공재 공급부문이라든지 생활필수품 업종 등이 있다. 증

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나오는 리포트 등에서도 이렇게 주식을 경기 순환주, 경기 방

어주로 구분하여 어떤 쪽의 현황이 좋은지, 앞으로는 어떤 쪽의 종목들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인지 예측하곤 한다2. 하지만 이렇게 업종상의 대략적인 특징으

로만 분류를 해놓은 것이 보통인데, 이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제이다. 그 방법으로, 먼저 경기 국면을 시황에

따라 저점, 회복기, 호황기, 고점, 둔화기, 침체기로 나누고, 각 순환 단계별로 개별

주식 종목의 수익률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저점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침체기

에서 낮은 수익률을 나타낼 것인데 이 기울기 값이 양의 값으로 크면 경기의 변동

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좌우되는 경기 순환주가 될 것이고, 음의 값으로 크다면 역

순환주, 값이 작다면 경기의 변동과 주식의 수익률이 크게 관계가 없는 경기방어주

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주식의 유형을 분류하고 앞으로 올 경기 국

면에 대한 예측을 세운다면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경기 순환 단계를 어떻게 나누었

는지, 분석할 유가증권시장의 종목들은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나눈 경기 순환 단계에 따른 주식 수익률 분석을 토대로 종목들을 그룹별로 나누

고, 이에 대하여 산업 분류별 분석, 시가 총액별 분석 및 다른 특성들을 분석하였

다. 4장에서는 이 분석한 결과들과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지목하였고, 추가적인 연구점들을 제시함으로써 논

문을 마무리 지었다.

2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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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자료 수집

제 1절. 경기 순환 단계 구분

이 논문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의 종목들에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적 특성,

즉, 경기 민감도를 보기 위해서 경기 순환 단계에 따른 주식 수익률의 값을 보았다.

따라서 그 기저 장치로써 경기 순환 단계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 Burns and Mitchell (1946)이 경기 순환 단계에 대해 처음으로

정의한 이후로, 이 경기 순환 단계를 정의하고, 구분하고자 하는 연구가 계속되었

다. Burns (1927), Mitchell and Burns (1938), Burns and Mitchell (1946) 의 방법

을 기초로 하여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의 연구자들이

개발해 낸 절대적인 사이클 방법이 경기 순환 단계를 구분하는 시초의 기작이 되었

다. 두 번째 개발된 방법으로는 생산 레벨 값에 로그를 씌운 후 1차 차분을 하여

분기당 성장률 자료로 변환 후에 순환 단계를 파악하는 기법이 사용되었다. 세 번

째 방법으로는 생산 레벨에 로그를 씌운 값에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트렌드 요

소를 제거하고, 순환 요소를 파악하는 기법이 발견되었다. Baxter and King (1994),

Hodrick and Prescott (1997)은 순환 요소를 걸러내는 필터를 제시하였고, 이는 단

순히 생산 값에 로그를 취하고 차분을 하였던 두 번째 방법에서의 잡음 효과를 방

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을 드러내고, 이후 경기 순환 단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널리 쓰이는 실증 분석 방법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도 선행 연구들과 증권

사 및 데이터 베이스 회사에서 우리 나라의 경기 순환 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을 차

용, HP 필터 (Hodrick and Prescott filter)를 사용하여 경기 순환 단계를 규정하였

다.

HP 필터는 다음과 같은 식을 풀어서 순환 요소 값을 결정하게 된다.


  



  


  

 

      


이 식에서 은 생산 레벨의 값이고 값은 트렌드 값이며, 는 조정된 트렌

드 시계열의 매끈한 정도를 조절하는 값이다. 이 값은 대입하게 되는 생산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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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논문에서는 전산업 생산지수 월별 자료를 사용

하므로 14400의 값을 넣었다. 위 식을 풀어서 값이 결정이 되면 생산 레벨의 값은

자료로부터 대입하게 되는 값이므로, 값이 결정되게 되고, 이 값이 바로 순환

요소 값이 된다. 추출된 순환 요소 값을 여기서는 라고 지칭하겠다. 값에 따라

서 총 여섯 개의 경기 순환 단계로 구분하였고,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였다.

ⅰ 저점      ≤        
ⅱ 회복기     
ⅲ 호황기    ≤
ⅳ 고점             
ⅴ 둔화기    ≤
ⅵ 침체기     ≤

여기서 ≪와  ≫의 값은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고점

과 저점은  값들을 기준으로 순환 요소의 국소적 최대, 최소점으로 정의된다. 이

는 전체 생산 레벨이 호조를 보이며   값을 가지게 되는 회복기, 호황기나

국가적 생산 지표가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나타내며  의 값을 가지게 되는

둔화기, 침체기의 수보다 적게 나타난다.  의 절대값이 클수록 저점, 고점을 더

적게 잡는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기 변동을 가

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연구된    값을 넣어서 저점, 고점을 판별하였

다. <그림 1>은 위의 기준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한 경기 순환 주기를 나타낸 모

습이다. <그림 2>는 구한 자료년도 내에서 HP 필터 값의 변동을 시계열적으로 나

타낸 것이며, <그림 3>은 이를 경기 순환 단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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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기 순환 단계 한 사이클

<그림 2> HP 필터를 통해 나타낸 순환 요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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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시한 조건에 따라 경기 순환 단계를 부여

자료를 분석한 기간인 1999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185달 동안 대략

5번의 사이클이 진행이 되었고, 6번째가 진행되는 중이다. <표 1>에서는 전체 대상

기간 동안 각 경기 순환 단계의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전체 기간 동안 각 경기 순환 단계의 횟수

제 2절. 유가증권시장 자료 수집

이 논문에서는 대상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분

석 대상으로 삼았다. 코스닥 시장을 다 합치면 종목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

도 생기기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은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적 성격에

　 저점 회복기 호황기 고점 둔화기 침체기

발생횟수 18 31 53 18 2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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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투자보다는 각 회사의 개별적인 이슈들이나 기업공개시장과의 연관성 등 다른

여타 요소들이 더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보아,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의 종목들만 분

석하였다. 자료는 Fnguide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종목들의 월별 수익률 자료를 구하

여 사용하였다. 이 밖에 Fnguide 데이터베이스에서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

액, 영업이익, ROE, ROA등의 연간 자료와 Fnguide 산업 분류 기준 자료를 이용하

였다.

매 월마다 6개중 하나의 경기 순환 단계를 부여받으므로, 전체 분석 기간을

경기 순환 단계별로 나눈 후, 모든 대상 종목들의 경기 순환 단계별 월별 주식 수

익률의 평균을 구한다. 각각의 개별 종목들은 삼성전자를 예로든 <표 3>, <그림

3>처럼 경기 순환 단계에 따른 주식 수익률의 그래프에서 단순 회귀분석으로 기울

기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단계별 주식 수익률이 그리는 그래프의 기울기 값으로

경기 순환주 성격을 띠는지,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대상 종목들에서 기울기 값을 구하고, 이를 가지고 경기 순환주에 가까운 그

룹과 경기 방어주에 가까운 그룹을 나눌 수 있다.

<표 2> 삼성전자의 경기 순환 단계별 주식 수익률

　

삼성전자

경기 순환 단계 저점 회복기 호황기 고점 둔화기 침체기

수익률(%) 10.25 1.51 2 1.01 -0.2 0.6

기울기 : -1.55



- 8 -

<그림 4> 삼성전자의 경기 순환 단계별 주식 수익률 그래프

이렇게 모든 종목들의 기울기 값을 구한 후, 이를 토대로 그룹을 나누고, 경

기 순환주와 경기 방어주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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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자료 분석

제 1절. 그룹별 종목 분류 방법

분석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 상장되었다 폐지된 종목들을

합치면 총 1077개의 종목들이 나온다. 이 모든 종목에서 경기 순환 단계별 평균 수

익률을 구하고 기울기를 구한 후, 그 기울기 값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의 주식 수익률은 경기 저점에서

제일 높은 값을 가지며 경기 순환 단계가 진행될수록 점점 낮아지는 값을 가진다.

따라서 저점에서의 주식 수익률부터 침체기까지 주식 수익률의 분포에서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한 1차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기울기 값을 구하였으니, 이 값이 음수값

으로 클수록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므로 경기 순환주의 성격을 드러내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경기의 흐름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가 더 적은 것이므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경기 순환 단계에 따른 주식 수익률의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민감

도, 새로운 값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간 도중에 상장 폐지라든지, 2014년이 거의 다되어 상장이 되었다든지, 하

여 각 순환 단계별 주식 수익률의 데이터가 두 개, 또는 한 개, 심지어는 없는 종목

들도 있었다. 이 종목들은 단계별 평균 수익률을 구했을 때, 그 값이 평균으로써의,

대푯값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너무 크거나 작은, 아니면 제대로 설

명할 수 없는 기울기 값을 제시하곤 하였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기 위하

여, 각 경기 순환 단계별 최소 3개 이상의 자료를 가진 종목들만 골라서 분석을 하

였다. 결과적으로 총 776개의 종목을 가지고 전에 구한 새로운 시장 민감도 지표, 

대용지표로 155개 종목씩, 마지막 그룹만 156개 종목으로 총 다섯 개의 그룹을 편

성할 수 있었다. 기울기가 음의 값으로 가장 큰 그룹이 첫 번째 그룹이, 가장 낮은

기울기를 가진 그룹이 다섯 번째 그룹이 되었다. 즉, 첫 번째 그룹이 시장 민감도가

높은 경기 순환주적 성격을, 다섯 번째 그룹이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띤다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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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있다.

<표 3> 경기 순환 단계별 수익률 평균

<표 4> 경기 순환 단계별 수익률 평균값

<표 3>, <표 4>를 보면, 예측했던 대로 첫 번째 그룹은 저점에서 가장 높

은 평균 수익률을 보였고, 경기 순환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수익률 값이 감소하였

으며, 다섯 번째 그룹은 저점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고 침체기로 갈수록 수

익률이 높아졌다. 이는 완벽히 선형관계는 아니었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 여섯 번째

단계로 갈 때, 즉, 둔화기에서 침체기로 넘어갈 때 한 번의 역전 현상을 보였다. 하

지만 이는 각 그룹의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적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저점 회복기 호황기 고점 둔화기 침체기

1그룹 11.22 5.31 2.48 -0.32 -3.48 -1.02

2그룹 5.19 4.34 1.61 0.38 -2.42 0.45

3그룹 3.53 3.72 1.49 0.80 -1.60 1.12

4그룹 1.76 2.88 1.60 1.26 -1.15 1.24

5그룹 -0.56 0.57 0.73 1.61 -0.44 2.43

　 저점 회복기 호황기 고점 둔화기 침체기

1그룹 9.17 4.20 1.86 -0.85 -3.23 -0.94

2그룹 5.13 4.28 1.65 -0.46 -1.92 0.45

3그룹 3.37 3.97 1.61 -0.20 -1.46 1.22

4그룹 1.94 3.03 1.52 0.42 -0.78 1.13

5그룹 0.02 2.10 0.62 0.87 -0.46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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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산업 분류별 분석

증권사나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등의 종목 추천 등을 보

면, ‘이 종목은 어떤 산업군에 분류되므로 경기 순환주적 특성을 많이 띠니까 현재

강하게 사자를 추천한다’ 같은 문구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경기 순환주, 경기 방

어주들의 분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표 5> Fnguide 산업 분류 기준 10가지 부문

<표 5>를 보면, 소위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유틸리티 부문은 전체 종목

숫자가 많지는 않았으나, 확연히 5그룹에서 그 수가 많은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다

른 부문들은 이 분류로만은 확실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더 세분화된 분류 기준

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

　 IT
경기
소비
재

의료 소재
필수
소비
재

유틸
리티

산업
재 금융 에너

지

통신
서비
스

1그룹 22 23 7 23 11 0 46 18 4 1

2그룹 15 43 7 37 5 1 29 17 1 0

3그룹 8 26 12 41 18 2 26 15 6 1

4그룹 11 34 10 37 18 2 30 8 3 2

5그룹 14 41 11 32 10 9 27 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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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Fnguide 산업 분류기준 25가지 부문 Ⅰ

<표 6>을 보면, 이번에는 각 부문별로 임의로 하나의 비율을 만들어서 더

경기 민감도를 빠르게 보고자 하였다. 비율값은 {(1그룹+2그룹)-(4그룹+5그룹)}/합

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 값이 양의 값으로 1에 가까워질수록 1그룹, 2그룹의 종

목수가 많은 것이므로 경기 순환주적 특성을 띠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1에 가까워진다면 4그룹, 5그룹의 종목수가 많아지는 것이므로, 경기 방어주적 특

성을 띠는 부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자면, IT 부문은 하위

부문에서, 하드웨어 부문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경기 순환주적 특성을 띠었다. 경기

소비재 부문에서는 경기 순환주라고 생각되었던 자동차 부문은 비율 수치상으로 그

성격을 크게 보이지는 않았으며, 의류 및 미디어가 경기 방어주적 특성을 드러냈다.

자동차 부문은 현대차가 2그룹에 속해있었고, 대형 회사들이 상위 그룹에 포진되어

있었으나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 및 부속품 회사들이 하위그룹에 포진

되어 있어 비율상으로 순환주적 성격을 거의 나타낼 수 없도록 나왔다고 할 수 있

다.

　 IT 경기소비재

　 반도
체

디스
플레
이

하드
웨어

소프
트웨
어

자동
차 및
부품

소비
자
서비
스

내구
소비
재 및
의류

유통 미디
어

1그룹 7 3 10 2 5 3 12 2 1

2그룹 1 2 8 4 23 2 14 2 2

3그룹 2 1 3 2 8 0 11 5 2

4그룹 1 2 8 0 12 4 11 2 5

5그룹 3 0 8 3 14 2 22 2 1

합 14 8 37 11 62 11 70 13 11

비율 0.29 0.38 0.05 0.27 0.03 -0.09 -0.10 0.00 -0.27



- 13 -

<표 7> Fnguide 산업 분류기준 25가지 부문 Ⅱ

<표 7>을 보면, 산업재 부문에서는 상업서비스 부문이 경기 방어주적 성격

을, 운송 부문은 경기 순환주적 성격을 드러냈다. 상업서비스 부문은 부문명만으로

는 경기 민감도를 예측하긴 쉽지 않으나, 소속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NICE, 에

스원 등의 보안 관련 회사임을 인지하게 된다면, 충분히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띨

것이라고 납득할 수 있다. 한편 운송 부문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CJ대한통운,

현대상선 등등 대부분이 1그룹에 속해 있었다. 항공사 등이 많이 자리 잡은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여행 산업 등은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에 역시 충분히 수긍할

만한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기타 금융이 강한 경기 순환주적

성격을, 이외 은행과 증권 부문은 경기 순환주적, 보험은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띠

었다. 기타금융 부문은 LG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가 1그룹에, 산은캐피탈, 아주캐

피탈 등 대출회사들이 2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일반 경

제 주체들의 단기가처분 소득과 연관이 깊을 두 종류 회사들의 흥망도 함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증권사 역시 시장의 흐름과 밀접할 것이라 예상되는 부문이고, 보험

사는 역으로 그런 경기의 변동성을 최대한 헷지하고자 하는 성격이므로 경기 방어

주적 성격을 띠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필수 소비재 부문에서는 음식료 부문

이 기존의 통념과 부합되게 경기 순환주적 성격을 띠었고, 부동산 부문은 이스타코

라는 종목 하나만 있었기에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사료된다.

　 산업재 금융 필수소비재

　 자본
재

상업
서비
스

운송 은행 기타
금융 증권 보험 부동

산

음식
료 및
담배

생활
용품

1그룹 33 2 11 8 6 4 0 0 7 4

2그룹 24 0 5 3 2 9 3 0 5 0

3그룹 24 0 2 5 0 6 4 0 15 3

4그룹 23 1 6 0 0 4 4 0 15 3

5그룹 21 6 0 4 0 3 1 1 9 1

합 125 9 24 20 8 26 12 1 51 11

비율 0.10 -0.56 0.42 0.35 1.00 0.23 -0.17 -1.00 -0.2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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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Fnguide 산업 분류기준 25가지 부문 Ⅲ

<표 8>을 보면, 의료 부문은 기존 예상과 같은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띠었

다. 의료 장비 및 서비스는 종목은 적었으나, 상대적으로 의료 부문 내에서도 제약

및 바이오라는 고위험 고수익 잠재력을 가진 부문보다 더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제약 및 바이오 부문도 성장 잠재력과 현재 투자처로

써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생각과 비슷한 경기에 둔감한 모습을 보

였다. 유틸리티 부문은 기존의 생각과 부합하는 강한 경기 방어주적 특성을 보였다.

3그룹부터 5그룹에 이르기까지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가스사들이 포진하고 있었

고, 현재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들이므로 생물이라고

하면 기초대사량을 짊어지는 미토콘드리아와 같다고 할 수 있겠다. 당연히 방어주

적 성격을 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통신서비스 부문은 딱히 일반적인 생각으로

는 어떤 성향을 띨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되는 부문이었는데, 의외로 강한 경기 방

어주적 성격을 드러냈다. 종목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국 내에 통신사가 손꼽아 셀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 종목들이 대부분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한다. KT만 2그룹인 것을 제외하고 SK TELECOM,

KTF, LG U PLUS등은 전부 하위 그룹에 포진해 있었다. 역시 현대 생활에서 통신

은 마치 기초 바이탈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필수품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

기와 상관없이 종목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의료 소재 유틸리티 에너지 통신서비
스

　 제약 및
바이오

의료 장비
및 서비스 소재 유틸리티 에너지 통신서비

스

1그룹 7 0 23 0 4 1

2그룹 7 0 37 1 1 0

3그룹 11 1 41 2 6 1

4그룹 10 0 37 2 3 2

5그룹 10 1 32 9 2 1

합 45 2 170 14 16 5

비율 -0.13 -0.50 -0.05 -0.71 0.00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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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시가 총액별 분석

개별 종목 분석에 있어 한 번쯤 연관을 지어보게 되는, 기업의 크기와 관련

된 규모 효과, size effect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여타의 고도의 기법들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기업의 사이즈와 경기 민감도를 결부시키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해 보았다. 분석 대상인 776 종목들의 시가 총액을 월별 자료

로 구한 후, 각 종목의 월별 시가 총액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를 내림차순으로 정

리하였다. 여기서 임의로 시가 총액 순으로 1등부터 150등까지를 대형주, 151등부터

400등까지를 중형주, 401등부터 나머지를 소형주로 분류했다. 보통 유가증권 시장에

서 상위 150등까지를 대형주라고 언급하는 것을 증권사 리포트 등에서 본 적이 있

어 그 것을 차용하여 150등까지 대형주로 분류하고, 중형주, 소형주의 범위는 임의

로 잡아서 <표 9>로 정리하였다.

<표 9> 시가 총액에 따른 대, 중, 소 분류

전체적으로 각 그룹별 대형, 중형, 소형주간 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5그룹이 대형주가 조금 작고 소형주가 조금 많은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여기서 매 월별로 시가총액으로 등수를 내어, 1등부터 150등에 해당하면 대

형주로 분류하고 3점을, 151등부터 400등에 해당하면 중형주로 분류하여 2점을, 나

머지에 속하면 소형주로 분류하여 1점을 부여하고, 그 점수를 전체 기간을 통틀어

서 평균을 내 보았다. 이를 여기서 ‘시가 총액 점수’ 라고 부르겠다.

　 대 중 소

1그룹 21 41 93

2그룹 34 35 86

3그룹 24 39 92

4그룹 25 51 79

5그룹 16 32 108

합 120 198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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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시가 총액 점수

<표 10>에 따르면 시가 총액 점수들 사이에서 육안으로 큰 차이가 없어보

이며, t-test 결과도 점수가 가장 낮은 5그룹과 나머지 그룹들 사이에서 차이가 유

의미하지 않다고 나왔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민감성, 즉,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

성격과 규모 효과 사이에서는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시가총액점수

1그룹 1.76

2그룹 1.87

3그룹 1.79

4그룹 1.84

5그룹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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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다른 특성들 분석

산업 분류별 특성이나 시가 총액과의 연계성 이외에도 다른 특성들을 분석

해 보았다. 이번엔 모든 종목들을 각자 그룹 내에서 평균 수익률을 구하고, 그것의

평균을 낸 값과,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 value Ratio, PBR), 그리고 시장 베타

값도 마찬가지로 그룹 내에서의 평균을 구하고 그것의 그룹 전체 평균을 구하였다.

<표 11> 각 그룹별 평균수익률, PBR, 시장 베타값들의 평균값

<그림 5> 각 그룹별 평균수익률, PBR, 시장 베타값들의 평균값

　 평균수익률
평균

조정후
PBR 시장 베타

1그룹 2.06 1.56 1.1

2그룹 1.49 1.12 1.04

3그룹 1.48 1.1 0.94

4그룹 1.32 1.65 0.85

5그룹 0.91 1.78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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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그림 4>를 보면, 평균 수익률은 1그룹에서 가장 높고 5그룹에서

가장 작았으며, 시장 베타 값 또한 같은 순서를 보였다. 이는 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일반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한편 PBR값은 그룹 내에서

선형적인 순서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U-shape 꼴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조정후

PBR이라고 한 것은, 대유에이텍이라는 2그룹에 속해있던 종목이 PBR값이 240이

넘게 나와서 평균을 내는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분

석한 값이며, 따라서 이런 아웃라이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위해 평균값도 분석과

더불어 다른 여타 특성들을 분석해 본 것이 <표 12>이다.

<표 12> 각 그룹별 평균수익률, PBR, 시장 베타값들의 중간값

평균값 분석으로 나온 수치들은 평균을 분석해서 나온 값들과 비슷한 결과

를 나타내었고, 이외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총이익을 통한 베타값을 구하는 분석을

해 보았으나, 딱히 큰 특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분석 기간 동안 상장폐지는 하였으나, 각 그룹별 주식 수익률 자료들이 3개

이상씩 되어서 분석 대상에 낀 종목들로 인해 특성들이 달라지지는 않을까 싶어서

관련 분석을 해 보았다.

　 평균수익률
중간값 PBR 시장 베타 영업이익

베타
매출총이익
베타

부채비율
(%)

1그룹 1.59 1.08 1.12 0.13 0.42 143.8

2그룹 1.59 0.86 1.02 -0.09 0.5 129.57

3그룹 1.45 0.85 0.92 0.13 0.39 124.85

4그룹 1.37 0.89 0.82 0.25 0.4 116.7

5그룹 1.27 0.91 0.72 0.13 0.68 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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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각 그룹별 상장 폐지된 회사 수

<표 13>을 보면, 전체 기간 동안 상장 폐지된 회사는 341개였으나, 처음에

걸었던 조건인 각 그룹별 3개 이상의 수익률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분석 대상

에 들어오지 못한 것들이 있었고, 같이 분석을 하게 된 종목들은 총 120개였다. 이

상장 폐지된 회사들을 제외하고 따로 앞선 분석을 해 본 것이 <표 14>, <표 15>이

다.

<표 14> 상장 폐지된 회사를 제외하고 평균 분석

　 상장 폐지
회사 수

1그룹 40

2그룹 19

3그룹 10

4그룹 16

5그룹 35

합 120

　 평균수익률
평균 조정후 PBR 시장 베타

1그룹 2.01 1.61 1.14

2그룹 1.64 1.08 1.05

3그룹 1.5 0.97 0.93

4그룹 1.45 1.32 0.84

5그룹 1.25 1.5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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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상장 폐지된 회사를 제외하고 평균값 분석

상장 폐지된 기업을 제외하고 구한 평균 수익률, PBR, 시장베타의 평균 및

평균값들이 폐지된 기업을 함께 분석하였을 때랑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평균

수익률과 시장 베타간의 선형적 관계나 PBR의 U-shape 등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survivorship bias 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종목들의 ROA, ROE 값들을 구해 보았다.

<표 16> 각 종목의 그룹별 ROA, ROE 값의 중간값

<표 16>을 보면, 전체 종목의 연간 ROA값과 ROE값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역시 너무 큰 숫자를 피하기 위해서 각 그룹 내에서 중간값을 취했다. ROE

med는 전체 종목의 연간 ROA값과 ROE값의 중간값을 취한 후, 그 값들의 그룹 내

　 평균수익률
중간값 PBR 시장 베타

1그룹 1.74 1.15 1.17

2그룹 1.64 0.84 1.03

3그룹 1.47 0.82 0.92

4그룹 1.37 0.88 0.8

5그룹 1.4 0.91 0.68

　 ROA ROE ROE med ROE STD

1그룹 0.9 2.79 4.94 23.28

2그룹 2.58 6.35 6.51 12.7

3그룹 3.08 7.2 7.57 9.7

4그룹 3.14 7.21 6.97 9.04

5그룹 3.43 7.54 7.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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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간값을 취한 값이다. 여기서 이례 현상이 나오는데, 수익률은 1그룹이 높고

순차적으로 5그룹이 낮았지만, ROE값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 다른 수익

지표를 살표보기 위해 영업이익률(OPM)을 구해 보았는데 이런 이례 현상을 지지하

는 결과를 함께 보여준 것을 <표 17>을 보고서 알 수 있다.

<표 17> 그룹별 영업이익률 평균값과 중간값

<표 17>은 전체 종목의 연간 영업이익, 총매출액 자료로부터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매출액) 값을 구하고, 그 값을 그룹별로, 평균, 중간값을 취한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주식 수익률은 1그룹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그룹이 가장 낮

고, 4그룹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5그룹에서 약간 꺾이기는 했

으나 1그룹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가 수익률은 가장 좋았던 1그룹이 실제

기업의 생산 능력 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 ROA나 OPM값들이 가장 낮은 것은 쉽게

설명하기는 힘든 anomaly라고 할 수 있다.

　 영업이익률 평균 영업이익률 중간값

1그룹 0.0278 0.0252

2그룹 0.0506 0.0424

3그룹 0.0747 0.0636

4그룹 0.0711 0.0573

5그룹 0.053 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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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에 대하여 일반적인 통념이 들어맞는 부분도 있었

지만 아닌 부분과 새로이 주시해야 할 부분들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 부문별

분석에서는 가스, 전기와 같은 현대 생활에 기초적인 필수품을 공급하는 유틸리티

의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띨 것이라는 통념이 확고하게 들어맞았고, 이 밖에도 음

식료, 의료, 보험 등 역시 삶에 필수적이거나 변동성에 대비하는 위험 기피적인 성

향이 있다면 갖춰야 할,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한편 전

체적 출고량 조절이나 신차 출시 등등, 경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부문이라고 생

각되었던 자동차 부문은 의외로 경기 순환주적 성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물론 자동

차 부문이라는 것도 안에 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된다면 경기에 더 민감한 부문과

아닌 부문을 구별해 낼 수 있었겠으나, 이것은 경기 부문을 최대 25가지로 밖에 나

누지 못했던 자료의 한계이자 이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밖에 특별한 경기 민감성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문들 중 경

기 순환주나 경기 방어주로 성격을 나누어 투자를 해야한다면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유리할 부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의가 보안 사업이었던 상업서비스나 현

대 통신사회의 혈류공급 역할을 하는 통신 부문이 경기 방어주의 성향을 높게 드러

냈다. 한편, 여행 산업과 밀접하면서 글로벌 이슈 및 한 번의 사고가 돌이킬 수 없

는 큰 손해를 끼치는 항공 부문이 속해있던 운송 부문 같은 경우 경기 순환주적 성

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산업 부문을 제외한 다른 추가적인 분석들에선, 기업의 규모 효과와 경기

민감도 사이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 부문도 더 고급의

방법을 고안하여, 기업의 규모와 경기 민감성을 더 밀접하게 연결시켜 분석 할 방

법을 찾는 것이 숙제라고 할 수 있겠다.

수익 지표 관련 분석에서는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클수록 수익률도

높은 일반적인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은 선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양 극단쪽이 높게 나오는 U-shape을 띄어 더 연구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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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보았다. 또한 총자산이익률과 영업이익률 값이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았

던 1그룹에서 가장 작게 나오는 이례 현상을 보였다.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은데

기업의 현실 수입 창출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지표는 오히려 거꾸로 나왔다는

것은 anomaly가 아닐 수 없다. 이 역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곳으로 판단되고,

관련하여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기업의 주가 예측 측면이나 주식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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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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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I investigate whether common belief on cyclical stocks and

defensive stocks really matches to real korean stock market. To analyze this, I

define the business cycles as 6 stages, Trough, Recovery, Expansion, Peak,

Sluggish, Recession. By analyzing the stock return of all stocks listed in KOSPI,

I classify the stocks into the groups with features of cyclical stock and

defensive stock. The groups are 5 groups in total, first one has features of

cyclical stocks much, and the fifth group has features of defensive stocks. I

explore several figures within these groups, and compare those with common

belief on cyclical stocks and defensive stocks. About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

some features are coincide with common belief, others are not. Price Book value

Ratio shows U-shape with higher figures in both top and bottom groups. Return

On Asset and Operating Profit Margin show the opposite way to stock return,

which shows an anom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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