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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행동 재무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TM3)을 구성하여 국내의 주식 수익률 이상현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장기 가격오차 요인(FIN)은 순주식발행수를 기준으로, 유상증자 기업을 매도하고

자사주기업을 매입하는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였다. 단기 가격오차 요인(SUE)는 정형화된

비기대적 이익을 이용하여 어닝 쇼크 기업을 매도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을 매입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FIN, SUE, MKT을 이용해서 3요인 모델(TM3)을 구성하여

한국주식시장에서의Fama and French의3요인모델, 5요인모델, Hoe, Xue, Chang의

q요인 모델과 함께 경쟁시키며 12개의 수익률 이상 현상에 대한 검증 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2000.1.1부터 2019.9.30까지 KOSPI, KODAQ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FIN, SUE는 비교 대상 모형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아 새로운

모형의 요인으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반대로, FIN, SUE, MKT으로 구성된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TM3)은 기존 모형 속 요인들 중 일부를 설명하고 있었다.

둘째, 장, 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TM3)은 장기적 이상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비교

대상 모형들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TM3)이

차익 거래 제한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시도했으나, 이에

대한명확한증거는찾을수없었다.

주요어: 가격오차, 자사주매입, 유상증자, 비기대적이익, 이상현상, 자기과신, 과소반응                                                                                          

학번: 2018-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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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따르면, 주가에는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초과 수익률을 창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생성이 되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고평가된

주식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가 언제나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재적 가치와 주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둘의 차이는

가격오차(mispricing)의상태에놓여있다고이야기해볼수있다. 

특정 성격(characteristic)이나 특정 사건을 갖는 주식들이 SML(security market 

line)상의 정상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되는 현상은 일종의

이상현상(anomaly)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이상현상은 주식의 수익률이 체계적

위험과선형관계에놓여있다는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부정하는현상인

것이다.

행동재무학(behavioral finance)의이론들에따르면, 수익률이상현상은주가와관련된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과민반응(overreaction)및 과소반응(underreaction)에 의해

설명될 수있다. 본 연구는 Kent Daniel, David Hirshleifer, Lin Sun (2019)가Short-

and Long-Horizon Behavioral Factors, Review of Financial Studies1에서 제시한

방법론에따라국내KOSPI, KOSDAQ 시장에서의수익률이상현상을설명하고자한다. 

단기가격오차요인은SUE(standardized unexpected earning)를이용해구성하였다.

SUE는Chan, Jegadeesh and Lakonishock(1996)의방법론에따라서측정하였다.어닝

쇼크를 보인 기업은 매도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기업은 매입하는 포트폴리오로

팩터를 구성하였다. 예상하던 이익보다 실제 이익이 큰 주식의 경우, 이익 공시 이후로 수

                                        
1 Short-and Long-Horizon Behavioral Factors, (Daniel, Hirshleifer, Sun, 2019, Review of Financial 

Studies)에서는PEAD(post-earning announcement drift), FIN, MKT을이용한행동재무학적요인모형을구

성하여NYSE, AMEX, NASDAQ의수익률이상현상을검증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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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간높은수익률을기록하는경향이있다. 반대로, 예상하던이익보다실제이익이작은

경우, 이익 공시 이후로 수 분기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의

원인으로는 이익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에 대해 투자자의 과소반응(underreaction)을

유발하는 시장 마찰 요인들(market frictions)의 존재가 지적되고 있다. 즉, SUE로 인한

초과수익률의 발생원인이 투자자의 과소반응(underreaction)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해볼

수있다.

장기 가격오차 요인은FIN(financing issuance factor)를이용하여 구성하였다. FIN는

NSI(net share issuance)와 CSI(composite share issuance)를 조합하여 구성한

요인이다. 자사주 매입 기업을 매입하고,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을 매도하는

포트폴리오로팩터를구성하였다. Daniel, Hirshleifer, and Subrahmanyam (1998) and 

Gervais and Odean (2001)는 새로운 공시 정보가 일시적으로 경영자의

자기과신(overconfidence)과 가격오차(mispricing)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자의 자기 과신에 의해 유발된 가격오차는 과소반응에 의해 유발된

가격오차보다더오랜기간이소요되어야오차가해소되는경향이발견되었다. 실증적으로,

수 년이 지난 후 에야 이러한 가격오차가 해소되었다. 또한, 경영자는 자신의 기업에 대해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Daniel, 

Hirshleifer, and Subrahmanyam (1998)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기업이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서시장타이밍(market timing)을이용해초과이익을추구할수있다. 이러한이론적

기반들을 종합하면, 경영자의 자기 과신 성향(overconfidence)을 FIN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해볼수있을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적인 가격오차 요인과 단기적인 가격오차 요인을 동시에 이용해 국내

KOSPI, KOSDAQ 기업들의 수익률 이상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연구로는 이병주, 김동철, 최경진(2018)이 차익거래 제한요인이 이익공시 후

주가지연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연구한 바있다. 이효정, 최혁(2012)는 개인투자자의

거래행태가 실적공시에 대한 주가지연반응(PEA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단기 가격오차 요인인 SUE 포트폴리오를 통해 구성한 PEAD의 효과가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또한, 유상증자 방식과 시장상황에 따른 유상증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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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과 분석(대한경영학회지 32(4), 2019.4, 703-719)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의 장기간 수익률 이상현상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적 가격오차 요인과

단기적 가격오차 요인을 동시에 이용하여 국내 주식시장의수익률 이상현상을 설명해보려

했던 시도는 본 연구가 처음이란 점에서, 국내 주식 시장의 수익률 이상현상 연구에

기여하는부분이있다고볼수있다.

2. 연구의 동기

2.1 선행연구

2.1.1 SUE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SUE(standardized unexpected earnings) 요인은 이익 공시 이후,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높은 주식들은 수개월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반대로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낮은 주식들은 수개월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멘텀 현상을 이용해

매입. 매도포트폴리오를구성해만든요인이다. 

Foster(1977), Bartov(1992)는 계절별 분기이익 차이(seasonally differenced 

quarterly earnings)가 첫 3번째 분기까지는 감소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4번째

분기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계절별 랜덤워크

모형(seasonal random walk model)에 기반해 구해낸 비기대이익이 다음 분기들의

비기대이익과일정한양상의상관관계를갖는다는것을의미하며, 국내연구들에의해서도

이러한현상이관측된다. 

SUE의 발생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주장이 존재한다. Jegadees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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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onishok(1996)은 SUE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초과 수익률이 창출되는 현상이

가격 모멘텀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원인이 지나치게 과거의 추세에 의존하는 시장의

경향성에있다고역설하였다. 과거의존성때문에새로운이익공시에따른비기대적이익, 

손실에 대한 정보에 대해 투자자들이 그 정보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여 가격 모멘텀이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즉, 새로운 이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소평가(underreaction)가

존재한다는것이다. 

Bernard and Thomas (1989, 1990); Ball and Bartov (1996)는 PEAD(post-

earning announcement drift), 즉 이익 공시 후 가격 지연 현상의 원인으로 투자자들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즉, 분기이익의 자기상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합리적 투자자(noise trader)의 존재로 인해 이익 공시 후 가격 지연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의견으로, Hirshleifer and Teoh (2003)은 투자자들이

제한된 주의력(limited investor attention)을 가지는 경우 매 분기 이익 공시와 같이

주기성이 높은 새로운 이익 관련 공시 정보에 대한 과소반응(underreaction)을 하여

SUE 포트폴리오의수익률이상현상과PEAD 현상이발생한다고주장하기도하였다.

SUE에 대한 국내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병주, 김동철, 최경진(2018)은 SUE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PEAD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SUE 포트폴리오가 창출하는

유의미한 초과 수익률의 원인이 차익거래 제한요인에 의한 투자자들의 과소반응에서

발견되었다고주장하였다. 

또한이효정, 최혁(2012)은SUE 포트폴리오를기반으로한PEAD 현상의원인에대한

행동재무학적 설명이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국내 KOSPI200 구성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 주도 거래를이용하여실적공시일 근처의개인투자자의 거래패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 투자자의 컨트래리안 거래 강도가 강한 종목일수록 오히려 지연반응의 정도가

작아져, 행동재무학적관점과상반되는결과를얻게되었다고주장하였다.

2.1.2 FIN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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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financing issuance factor)요인은 net share issuance를 기준으로 유상증자를

시행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자사주매입을 시행한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는 매입, 매도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만들어낸 요인이다. FIN의 구성에는 NSI(net share issuance)와

CSI(composite share issuance)를혼합으로사용되었다. 

경영자의 자기 과신(overconfidence)의 정도가 큰 경우, 소속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

되어있다고판단하여자사주매입을하는경향이있다. (Malmendier, 2005) 또한, Ritter 

(1991)는 기업들이 주식의 가격오차 상태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증자 혹은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Cochrane(1991)은 앞선 두 견해와는 달리

리스크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순주식발행수의 증가와 기업의 낮은 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의 경우는 자본 비용이 낮은 상황에서 더 많은

투자를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자본비용이낮으면일반적으로기대수익률도낮으므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기대수익률이 낮은 투자를 하고 저성과를 기록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기업의 장기적 성과를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국내

유상증자의장기효과를분석한결과, 주주들은장기저성과와영업성과의악화로큰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평식, 한국증권학회, 1999) 2001년 1월~2009년 10월 사이

국내 유가 증권 유상증자 688건 실증분석 결과에서, 평균적으로 유상 증자 이후

장기적으로 유의한 낮은 주식성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박형진 홍종운, 

대한경영학회지 32, 2019) 또한, 임병권, 박순홍,,윤평식(2015)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 자사주 순매입 포트폴리오가 장기적, 단기적 모두 유의미한 양의

초과수익률을기록하였다고주장하였다.

2.2 모델의 착안점

가격오차 요인은 행동재무학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Barberis and Shlei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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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은 수익률의 동조화 현상이 주식의 가격오차 상태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Daniel, Hirshleifer, Subrahmanyam(2001)은 투자자들이

주가에 근본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제 요인에 대한 신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기에, 수익률의동조화현상이나타난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 가격오차, 즉 오류의상태가 정상화되는과정을 통해미래의수익률을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행동 재무학적인 요인들로 구성된 모형이 다른

요인 모형보다 더 우수하게 수익률의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예시가 존재한다. Baker and 

Wurgler(2006)은 투자자의 심리(sentiment)를 기대 수익률의 예측 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Stambaugh and Yuan(2017)은 행동재무학에 바탕을 둔 가격오차 요인

모형으로수익률이상현상을분석하였다.

행동재무학적 요인이 가진 잠재적인 설명력은 근본적 가치(fundamentals)에 연관된

예측이나, 가격오차와 수익률 사이의 어떠한 공통적 상관관계를 이끄는 투자자의 변동적

심리(fluctuating sentiment)에 원천을 두고 있다. 편향된 투자자(biased investor)는

전통적인 재무학적 관점, 즉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바라면서 투자 행위를 하기에, 이러한

행동재무학적요인에노출될수밖에없다. 

본 연구에서는 장, 단기적인 가격오차 요인들을 포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을

제시해보려 한다. 자금 조달(financing) 요인인 FIN이 장기적인 가격오차를, 주의

부족(limited attention) 요인인 SUE가 단기적인 가격오차를 포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FIN 요인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자가 기업 가치의 장기적인 가격오차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사주 매입 및 유상

증자라는조치를취할것이라는기대가전제되어있다. Daniel, Hirshleifer, Sun(2019)은

기업의 경영인이 적극적으로 증자 혹은 자사주매입 행위를 통해 기업 가치의 장기적

가격오차 상태를 이용해 수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SUE요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단기적 수익률 이상 현상이 근본적 가치(fundamentals)의

변화에 대한 과소반응(underreaction)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기대와, 기업의 이익 관련

정보가 단기적인 가격오차 현상을 바로잡는데 중점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된

선택이라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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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재무학적 기반을 가진 가격오차 요인들을 전통적인 위험-보상의 관계로

해석해보려는 시도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FIN과 SUE를 설명하는데

경영자의 자기 과신(overconfidence) 2 과 투자자의 과소반응(underreaction)이라는

행동재무학 기반의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주식 시장의 수익률 이상

현상을설명해보고자한다.   

2.3 데이터 수집

모든 시장 데이터는 Dataguide 5.0을 이용하여 2000.1.1 – 2019.9.30까지 KOSPI, 

KOSDAQ의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기별 이익 자료를 포함한 각종

재무제표자료들이2000년이후로충분하게존재하므로, 2000.1.1 이후를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3. 다른 요인 모델과의 비교

3.1 요인의 정의 및 구성 방법

FIN은 1년 간 순증자(net share issuance) 기반으로 구성한 NSI와 5년 간 종합적

                                        
2 Ritter(1991)은기업의경영진이주가의가격오차상태를이용하여최적의타이밍에증자혹은자사주매입을결정

하고수익률을극대화하려고한다고주장했다. Dong, Hirshleifer, and Teoh(2012)는기업들이Price-to-book 

비율이높을때유상증자를실시하고, 그반대의경우에자사주매입을하는경향이있다고실증적분석을통해밝혔다. 

또한, Graham and Harvey(2001)은설문조사결과, 경영자는증자와자사주매입을가격오차의상태를이용하기

위한수단으로사용하는경향이있다고주장했다. 



11

증자(composite share issuance)를 혼합하여 만들어낸 자금 조달 포트폴리오다. NSI는

Pontiff and Woodgate (2008)의방법론에따라포트폴리오를구성했으며, CSI는Daniel 

and Titman (2006)의 방법론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NSI와 CSI의 구성

방법은다음과같다.

NSI = Ln(������) –Ln(���������)

즉, t월의 순주식발행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에서 t-11월의 순주식발행수에

자연로그를취한값을뺀것이NSI값이다. 반면, CSI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구성된다. 

CSI = log�
���

�����
� –r(t-5, t)

즉, t월의 시가총액에서 5년전 t월의 시가총액을 나눈 값에 자연 로그를 취하고, 같은

기간 동안의 해당 주식 수익률을 뺀 값이 CSI값이다. 위의 식에 따르면, 유상 증자, 

고용인들의 스톡 옵션 행사, 주식 발행 후 인수 등의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증자 수치는

증가할 것이다. 반면, 자사주매입, 현금 배당 등 기업의 시가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유출행위가발생하면증자수치는하락할것이다. 

CSI는 NSI와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CSI는 기업의 실질적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인 주식 분할 혹은 주식 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NSI는 이러한 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NSI는 5년을 기간으로 하는

값이다. 경영자들이 장기적인 가격오차 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증자 혹은 자사주 매입

정책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5년 정도의 넉넉한 기한이 주어져야 한다. CSI는 이러한 기간

요소를충족시키는값이라볼수있다. 셋째, NSI는현금배당을반영하지못하지만, CSI는

주식수익률을계산할때현금배당을반영한수익률을사용하여이를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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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요인은 모든 KODAQ, KOSPI 주식들을 이용하여 구성되었다. 매년 6월말에, 

기업들을 Size(시가총액)를 기준으로 Small과 Big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기업들 중 시가

총액이 중위값 이하인 기업은 Small, 그 이상인 기업은 Big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모든

기업의 NSI값과 CSI값을 계산하여 크기에 따라 각각 20%, 80% 기준점으로 Low, 

Middle, High 셋으로 그룹을 지었다. 이 때, NSI값과 CSI값 둘 다 High로 분류된 경우, 

혹은 NSI값이 결측치면 CSI값이 High인 경우, CSI값이 결측치면 NSI가 High인 총

세가지의경우를High Financing Group(“H”)으로분류하였다. 반대로, NSI값과CSI값

둘 다 Low로 분류된 경우, 혹은 NSI값이 결측치면 CSI값이 Low인 경우, CSI값이

결측치면 NSI값이 Low인 총 세가지 경우를 Low Financing Group(“L”)으로

분류하였다. 그외의모든주식들은Middle Financing Group(“M”)으로지정하였다.

S, B size group과함께H, M, L financing group들을이용해총6가지포트폴리오(SL, 

SM, SH, BL, BM, BH)를 구성하였다.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각각 분류된

포트폴리오 속 기업들의 가치 가중 평균(value-weighted) 월별 수익률을 계산하고, 

포트폴리오들을 매년 6월마다 재조정(rebalancing)하는 과정을 거쳤다. FIN 요인은 결국

SL, BL의단순평균수익률에서SH, BH의단순평균수익률을뺀수익률로정의되었다. 

FIN = (rSL+rBL)/2 –(rSH+rBH)/2

SUE는 표준화된 비기대이익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제한된 주의력(limited 

attention)에 기반한 이익 발표에 대한 과소반응(underreaction)을 포착하기 위한

요인이다. SUE는Chan, Jegadeesh and Lakonishock(1996)의방법론에따라서다음과

같이계산하였다.

S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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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q분기 시점 i주식에 대한 최근 분기 이익을 의미하고, ���는��� − �����를 직전

8분기에 걸쳐 계산한 표준편차 값을 의미한다. �����는 일종의 기대 이익으로, 실제 최근

분기의 이익이 기대 이익보다 더 컸던 경우엔 SUE값이 증가한다.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SUE값이감소하게된다. 

SUE 요인은모든KODAQ, KOSPI 주식들을이용하여구성되었다. 매분기말, 기업들을

Size(시가총액)을 기준으로 Small과 Big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기업들 중 시가 총액이

중위값 이하인 기업은 Small, 그 이상인 기업은 Big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모든 기업의

SUE 값을 계산하여 각각 20%, 80% 기준점으로 크기순으로 Low(“L”), 

Middle(“M”), High(“H”) 셋으로그룹을지었다. 

S, B로 구분한 두 size group과 함께 H, M, L로 구분한 세 SUE group들을 이용해 총

6가지 포트폴리오(SL, SM, SH, BL, BM, BH)를 구성하였다. 매 분기 말부터 다음 분기

말까지 각각 분류된 포트폴리오 속 기업들의 가치 가중 평균(value-weighted) 월별

수익률을 계산하고, 포트폴리오들을 매분기마다 재조정(rebalancing)하는 과정을 거쳤다. 

SUE 요인은 결국 SH, BH의 단순 평균수익률에서 SL, BL의 단순 평균 수익률을 뺀

수익률로정의되었다.

SUE = (rSH+rBH)/2 –(rSL+rBL)/2

3.2 다른 요인 모델들에 대한 설명

본 연구에서는 FIN, SUE와 MKT요인을 이용해 장, 단기 가격오차 요인(TM3)을

구성하여 기존의 요인 모형들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비교 대상 요인은 Fama and 

French(1993)의 3요인 모형(FF3), Fama and French(2015)의 5요인 모형(FF3), 

그리고Hou, Xue, and Zhang(2015) Q요인모형(HXZ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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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a and French(1993)은 MKT, SMB, HML로 구성된 3요인 모형(FF3)을

제시하였다. 이들은각각시장요인, 규모요인, 가치요인이다. 국내시장의분석과정에서

MKT는 KOSPI 200의 월별 평균 수익률에서 무위험이자율을 차감하는 요인

포트폴리오로 간주하였으며, SMB는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의 월 평균 수익률에서 큰

기업의 월 평균 수익률을 뺀 수익률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HML은 book-to-market 

비율이 높은 기업의 월 평균 수익률에서 비율이 낮은 기업의 월 평균 수익률을 차감하는

포트폴리오를뜻한다. 모든요인은매년6뤌말을기준으로매년재조정되었다. 

Fama and French(2015)는 MKT, SMB, HML에 CMA, RMW가 추가된 5요인

모형(FF5)을 제시하였다. FF3에 새롭게 추가된 요인은 투자 요인(CMA)와 수익성

요인(RMW)이다. CMA는 1년간총자산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구성되었고, RMW는 영업

수익을기반으로구성된요인이다. 모든요인은매년6월을기준으로매년재조정되었다. 

Hou, Xue, Zhang(2015)는MKT, SMB, IVA, ROE로구성된 4요인모형(HXZ4, q-

요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각각 시장, 규모, 투자, 수익성 요인이다. SMB와 IVA는

매년6월을기준으로매년재조정되었으며, ROE는매분기마다재조정되었다3. 

3.3 요약 통계량

<표1> 패널A는장,단기가격오차요인포트폴리오와함께비교하고자하는다른요인

모형들의 포트폴리오들을 모아 놓은 요약 통계량이다.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과

비교하고자 하는 모형들은 Fama and French(1993)의 3요인 모형(FF3), Fama and 

French(2015)의 5요인 모형(FF3), 그리고 Hou, Xue, and Zhang(2015) Q요인

모형(HXZ4)이다. 해당하는 모형들의 요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 결과를 <표 1>에

요약하였다.

                                        
3 Hou, Xue, and Zhang(2015)는NYSE 주식들을대상으로ROE 요인을매월재조정하였으나, 한국시장의데이

터로는ROE가분기별로공시되기때문에분기별로재조정을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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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패널A에서는SUE가전체에서두번째로높은초과수익률을보이고있음을알

수있다. 2000.7부터2018.12까지의기간동안SUE는월평균2.31%의초과수익률을

보였으며월샤프비율은0.61이라는상대적으로높은수치를 보였다. SUE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이 0인가에 대한 검증에서 t통계량 값은 10.03으로 매우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ROE가 월 평균 2.52%의 초과 수익률을 보이고 월 평균 샤프 비율이

0.64이라는가장높은수치를보여주는것다음으로높은수치였다. FIN은월별평균초과

수익률이 0.94%로 10개의 포트폴리오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초과 수익률을 보였다. 월

평균 샤프 비율은 0.13으로10개의 포트폴리오중 다섯번째로 높은 샤프 비율을 보였다. 

FIN의 t통계량 값은 2.62로 p-값이 0.01이하를 의미한다. 따라서 FIN도 SUE처럼

충분히유의미한초과수익률과샤프비율을보여주고있다고볼수있다.

SUE는 단기 수익성 특성 요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점에서 ROE와 비교를 해볼 수 있다. 

SUE는 초과수익률, t통계량, 샤프 비율 모든측면에서ROE보다는열등한 수치를보였다. 

그러나ROE가모든포트폴리오중가장우월한포트폴리오라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FIN은 장기적 요안으로서 투자 및 수익성 요인의 포트폴리오인 RMW, CMA, IVA와

비교해볼 수있다. FIN은1.04%의월별초과수익률을보이는RMW에 이어서두번째로

높은월별초과수익률을 보였다. 또한샤프 비율도RMW에이어서 두번째로높은0.13의

값을보였다.

<표 1> 패널 A를 요약하자면, SUE와 FIN은 10개의 요인 포트폴리오 중에서 둘 다

중앙값 수준 이상의 높은 월별 초과 수익률과 샤프 비율을 보여주었다. 또한, 둘 다 p-

값이0.01이하로충분히유의미한t통계량을보여주었다.

패널 B에서는 요인 포트폴리오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HXZ4의

SMB와FF5의SMB는ρ=0.88로가장높은상관관계를보였다. FF5와FF3의SMB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는 SUE와 ROE는 ρ=0.55로 두번째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 다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동행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Daniel, Hirshleifer, Sun(2019)는 NYSE, AMEX, 그리고

NASDAQ의 보통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투자 요인인 CMA, IVA가 ρ=0.9의 높은

상관관계를가진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KOSPI, KODAQ을대상으로한본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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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요인의 상관관계가 0.2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익성 요인인 RMW, ROE는 ρ=0.25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Daniel, Hirshleifer, 

Sun(2019)가제시한0.48과0.72사이의범위값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FIN은RMW와매우낮은상관관계를 가지는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0.19에서

0.16사이의보통수준의상관관계를가지고있었다. SUE는수익성요인인RMW, ROE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N, SUE는 ρ=0.18의 높지 않은

상관관계를가지고있었다. 따라서, 두기간가격오차요인은충분히서로다른원천으로서

존재하고있다고추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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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A는비교대상요인들의월평균초과수익률의평균과표준편차값을제시하였다.또한, t-통계량과월별샤프

비율, 그리고 표본 연구 기간을 나타냈다. 패널B는 요인 포트폴리오 수익률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FIN은자금조달의측면에서가격오차상태를포착하는요인으로NSI과CSI의조합으로구성되었다. SUE는어닝

서프라이즈기업을매입,어닝쇼크기업을매도하는포트폴리오의수익률을의미한다.

<표1>

A. 요인별초과수익률

Mean(%) SD T-value SR N Sample period

MKT 0.48 5.73 1.20 0.03 222 2000:07-2018:12

SMB_FF5 0.54 4.24 1.86 0.06 222 2000:07-2018:12

HML 0.97 3.83 3.68 0.18 222 2000:07-2018:12

RMW 1.04 3.62 4.16 0.21 222 2000:07-2018:12

CMA 0.36 2.73 1.93 0.03 222 2000:07-2018:12

SMB_HXZ4 0.70 4.13 2.44 0.10 222 2000:07-2018:12

ROE 2.52 3.54 10.32 0.64 222 2000:07-2018:12

IVA 0.52 2.69 2.82 0.09 222 2000:07-2018:12

FIN 0.94 5.13 2.66 0.13 222 2000:07-2018:12

SUE 2.31 3.34 10.03 0.61 222 2000:07-2018:12

B. 상관계수

MK

T
SMB_FF5 HML RMW CMA SMB_HXZ4 ROE IVA FIN

SMB_FF5 -0.06

HML -0.02 0.00

RMW 0.15 -0.18 0.50

CMA -0.16 0.06 0.13 0.01

SMB_HXZ4 -0.13 0.88 -0.03 -0.20 0.02

ROE -0.02 -0.40 0.06 0.25 -0.10 -0.29

IVA 0.10 -0.14 0.17 0.01 0.25 -0.17 0.15

FIN -0.19 -0.19 0.15 -0.01 0.15 -0.18 0.16 0.11

SUE 0.11 -0.11 0.15 0.34 -0.09 -0.06 0.50 -0.01
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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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격오차 요인과 다른 모형 요인들의 비교

Barillas and Shanken(2017)은요인모형들을비교할때, 검증대상인요인들의수익률

이상현상에 대한 검증 능력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4에서는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다른 모형들이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다른 모형들 요인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기간 가격오차 요인 모형이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스패닝 테스트(spanning 

tests)를 통해 종속변수에 위치한 요인의 월별 수익률에 대해 제시된 요인들의 월별

수익률이 시계열 분석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지 알파의 유의성을 통해서 검증한다. 

만약 종속변수에 위치한 요인의 월별 수익률이 제시된 요인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는

상황이라면, 알파는유의미한상태로0에가까운값을가지거나혹은유의미하지않은0이

아닌값을가질것이다.

<표 2>는 FIN, SUE가 Fama and French(1993)의 3요인 모형(FF3), Fama and 

French(2015)의 5요인 모형(FF5), 그리고 Hou, Xue, and Zhang(2015) Q요인

모형(HXZ4) 중 어느 모형에도 설명되지 않는 초과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FIN은Hou, Xue, and Zhang(2015) Q요인모형(HXZ4)을독립변수로놓았을

때알파의유의성이다소낮아지는경향을보였으나, 여전히유의한t통계량을가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돋보이는 점은, SUE의 경우 어떠한 모형이 독립변수에 위치해도 p-

값이 0.01이하로 매우 유의미한 t통계량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Fama and 

French(1993)의 3요인 모형, Fama and French(2015)의 5요인 모형(FF3), 그리고

Hou, Xue, and Zhang(2015) Q요인모형(HXZ4)에해당하는모든요인들을독립변수에

위치시키고 시계열 분석을 해도 SUE가 보유하는 알파의 t-통계량은 3.59로 매우 높게

유지되고있었다. 

<표 1> 패널 B에서 SUE는 RMW, ROE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각각 ρ=0.34, ρ=0.5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표 2>에서

Fama and French(2015)의 5요인 모형(FF5)이 독립변수에 위치한 경우, SU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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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데 있어서 RMW는 0.3의 계수를 가지고 그 t통계량은 4.55로 높은 유의성을

가진다. 이는 SUE와 RMW의 상관관계가 0.34로 비교적 높았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Hou, Xue, and Zhang(2015) Q요인 모형(HXZ4)을

독립변수로 놓고 SUE의 초과수익률을 설명할 때 ROE의 계수는 0.51이었고 t통계량은

8.62로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 또한 SUE와 ROE의 상관관계가 0.5로

높았다는점에서기인한것이라고볼수있다. 

<표 2>를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기간 가격오차 요인인 FIN과 SUE의 초과 수익률은

비교 대상 모형들인FF3, FF5, HXZ4 중 어느 모형에도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FIN과

SUE는충분히새로운모형의요인으로서적합한요인들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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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다른요인들에대한가격오차요인들의회귀분석

α MKT SMB HML RMW CMA ROE IVA Adj-R2

FIN (1) FF3 0.97 *** -0.18 *** -0.24 *** 0.20 *** 8.2%

(2.84) (-2.71) (-2.97) (2.68)

(2) FF5 1.01 *** -0.15 ** -0.27 *** 0.26 *** -0.17 0.21 * 9.7%

(3.02) (-2.43) (-3.32) (2.78) (-1.42) (1.81)

(3) HXZ4 0.73 ** -0.19 *** -0.20 ** 0.14 * 0.16 7.6%

(1.84) (-2.94) (-2.08) (1.65) (1.36)

(4) All factors 0.56 -0.14 ** -0.24 ** 0.26 *** -0.21 * 0.22 * 0.19 ** 0.02 10.4%

(1.33) (-2.37) (-2.22) (2.75) (-1.75) (1.78) (2.01) (0.18)

SUE (1) FF3 2.19 *** 0.06 -0.08 0.13 ** 3.4%

(10.04) (1.29) (-1.42) (2.37)

(2) FF5 2.04 *** 0.03 -0.04 0.00 0.30 *** -0.10 10.7%

(9.21) (0.51) (-0.77) (-0.00) (4.55) (-1.01)

(3) HXZ4 0.98 *** 0.08 ** 0.08 * 0.51 -0.10 26.8%

(4.03) (2.02) (1.81) (8.62) (-1.53)

(4) All factors 0.84 *** 0.06 0.10 ** 0.03 0.19 *** -0.02 0.48 *** -0.09 30.8%

(3.59) (1.52) (2.53) (0.64) (3.05) (-0.23) (8.44) (-1.55)

이표는(1) the Fama-French 3-factor model (1993, FF3), (2) the 5-factor model of Fama and French (2015, FF5), (3) the q-factor 

model of Hou, Xue, and Zhang (2015, HXZ4) 모델들이 행동재무학적 요인인 FIN, SUE를 설명할수 있는지에 대한 시계열 회귀 분석 결과이다. 

(4)는모든요인들의한꺼번에포함시킨모델이다. 표본의기간은2000.7 부터2018.12까지이다. Newey-West corrected t-통계량값이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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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는 <표 2>와는 정반대로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델을 독립변수에

위치시키고, 비교 대상 모형들의 요인들의 초과 수익률을 종속변수에 위치시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장,단기 가격오차 2요인 모형과 장,단기 가격오차 3요인

모형이 총 7개 요인 중 2개 요인의 초과 수익률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볼

점은, 두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이 RMW의 초과 수익률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1>에서 언급한 것처럼, SUE와RMW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표 2>에서는 RMW가 SUE의 초과수익률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표3>에서는SUE가 2요인모형으로구성되는 경우 4.37의 t통계량을가지면서

RMW의 초과수익률을완전히설명하고있다. 또한 3요인모형으로구성되는경우 4.3의

t통계량을 가지면서 RMW의 초과 수익률을 완전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SUE가

RMW를 완전히 설명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간

가격오차 요인 모형은 HML의 초과수익률도 완전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FIN, SUE 

모두t통계량이높지않아그원인에대한명확한추론은불가능하였다. 

<표 3>을 요약하면, 기간 가격오차 요인인 FIN과 SUE는 비교 대상인 모형 중 어느

모형에도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설명력을 빼앗기지 않았으나, 반대로 RMW, 

HML에 대해 완벽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기간 가격오차

요인이 기존 요인들과는 특별히 다른 추가적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률 이상 현상에 대해 기간 가격오차 모형이 얼마나 설명력을

가지는지검증해볼이유가생겼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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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가격오차요인들에대한다른요인들의회귀분석

α FIN SUE Adj-R2 α MKT FIN SUE Adj-R2

SMB_FF5 0.92 ** -0.14 * -0.11 3.2% 0.93 ** -0.07 -0.16 * -0.09 3.5%

(2.50) (-1.67) (-1.10) (2.52) (-1.04) (-1.85) (-0.95)

HML 0.54 0.09 0.15 2.9% 0.54 0.00 0.09 0.15 2.5%

(1.53) (1.54) (1.52) (1.53) (-0.10) (1.60) (1.53)

RMW 0.20 -0.05 0.38 *** 11.3% 0.19 0.07 -0.04 0.37 *** 11.9%

(0.69) (-1.00) (4.37) (0.67) (1.30) (-0.73) (4.30)

CMA 0.50 ** 0.09 ** -0.10 2.6% 0.51 ** -0.06 0.08 ** -0.08 3.5%

(2.26) (2.49) (-1.29) (2.28) (-1.55) (2.21) (-1.08)

SMB_HXZ4 0.92 *** -0.14 * -0.04 2.3% 0.93 *** -0.12 * -0.17 * -0.01 4.5%

(2.66) (-1.70) (-0.48) (2.69) (-1.87) (-1.95) (-0.12)

ROE 1.27 *** 0.05 0.52 *** 25.0% 1.28 *** -0.04 0.04 0.53 *** 24.9%

(4.48) (0.88) (6.63) (4.49) (-0.92) (0.75) (7.00)

IVA 0.52 ** 0.06 -0.02 0.2% 0.51 ** 0.06 0.07 * -0.04 1.3%

(2.27) (1.42) (-0.33) (2.27) (1.54) (1.73) (-0.57)

이표는행동재무학적요인인FIN, SUE을이용한장,단기가격오차2요인모형과MKT까지포함된3요인모형이(1) the Fama-French 3-factor model (1993, FF3), 

(2) the 5-factor model of Fama and French (2015, FF5), (3) the q-factormodel of Hou, Xue, and Zhang (2015, HXZ4) 모델들속요인들의초과수익률을설명할

수있는지에대한시계열회귀분석결과이다.표본의기간은2000.7 부터2018.12까지이다. Newey-West corrected t-통계량값이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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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오차 요인을 이용한 이상 현상의 설명

4.1 이상 현상에 대한 요약 통계량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간 가격오차 요인 모형은 국내 수익률 이상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Hou, Xue, and Zhang(2015)는

1972년부터 2012년까지의 유의성을 보이는 이상현상 목록을 제시하고 Q모델이 해당

이상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표 4>에서는 12개의 수익률

이상현상을 선정하여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TM3)의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이상

현상에 대한 검증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Fama and French(1993)의 3요인 모형(FF3), 

Fama and French(2015)의 5요인 모형(FF5), 그리고 Hou, Xue, and Zhang(2015) 

Q요인모형(HXZ4)들의검증능력도동시에확인해보았다. 

12개의 수익률 이상현상은 4개의 단기 수익률 이상현상과 8개의 장기 수익률

이상현상으로 구성되었다. Haugen and Baker (1996)는 수익성 특성의 분기별 ROE 

포트폴리오를 통해 단기적인 수익률 이상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alakrishnanm Bartov, and Faurel (2010)은수익성 특성을기반으로한분기별ROA 

포트폴리오를구성하면단기적인수익률이상현상이유의미하게나타난다고주장했다.  

단기적 모멘텀 특성으로, Jegadeesh and Titman (1993)은 지난 6개월간의 6개월

평균 월별 수익률의 크기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수익률 이상현상이 나타남을

보였으며, Fama and French (1996)은 t-2월부터 t-12월까지의 월평균 수익률의

크기를기준으로포트폴리오를구성하면수익률이상현상이나타난다고주장했다. 

Novy-Marx (2013)는 Gross-profit-to-assets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성을 특성으로 하는 수익률 이상현상이 나타남을 보였다. 투자 및

자금조달의 특성을 가지는 이상현상은 4개로, Lyandres, Sun, and Zhang (2008)는

Investments-to-assets을 기준으로, Pontiff and Woodgate (2008)는 Net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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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ance를기준으로이상현상을제시하였다. Daniel and Titman (2006)은주식분할과

주식배당까지 고려한 Composite Share Issuance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률 이상현상이 유의미함을 보였으며, Cooper, Gulen, and Shcill (2008)은 Asset 

Growth를새로운수익률이상현상으로지목하였다. 

가치 특성에대한이상현상으로 4개를검증하였다. Lakonishock, Shleifer, and Vishny 

(1994)은Cash flow-to-price을제시하였는데, 이러한현금기반의수익률이상현상의

설명은 Fama and French(2018)이 현금 흐름 기반의 영업 수익성 특성이 기존의 영업

수익성 특성의 설명력을 흡수하게 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Basu 

(1983)는Earnings-to-price을 기준으로, Rosenberg, Reid, and Lanstein (1985)은

Book-to-market equity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유의미한 양의 수익률이

나타난다고주장했다.

FIN은 장기적 가격오차를 포착하기 위해 구성된 요인이며, SUE는 단기적 가격오차를

포착하기위해구성된요인이다. 따라서FIN이장기적이상현상을얼마나잘설명하는지, 

SUE가단기적이상현상을얼마나잘설명하는지가분석의중점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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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이상현상목록들

A. 단기이상현상들(4)

Category Reference of anomalies Symbol Return(%)
Sharpe 

ratio

Profitability
Quarterly ROE(1-month holding period), Haugen and 

Baker (1996)
ROEQ 4.16 0.47

Quarterly ROA(1-month holding period), Balakrishnanm 

Bartov, and Faurel (2010)
ROAQ 4.35 0.46

Return 

momentum

Return momentum(6-month prior return, 6-month holding 

period), Jegadeesh and Titman (1993)
R6_6 0.03 0.03

Return momentum(11-month prior return, 1-month 

holding period), Fama and French (1996)
R11_1 0.37 0.01

B. 장기이상현상들(8)

Profitability Gross Profit-to-assets ratio, Novy-Marx (2013) GP/A -0.15 -0.06

Investing

&Financing

Investments-to-assets, Lyandres, Sun, and Zhang (2008) IVA -0.35 -0.23

Net Share Issuance, Pontiff and Woodgate (2008) NSI 1.08 0.15

Composite Share Issuance, Daniel and Titman (2006) CSI -0.08 -0.06

Asset Growth, Cooper, Gulen, and Shcill (2008) AG -0.39 -0.11

Value Cash flow-to-price, Lakonishock, Shleifer, and Vishny 

(1994)

CF/P 2.88 0.32

Earnings-to-price, Basu (1983) E/P 0.78 0.08

Book-to-market equity, Rosenberg, Reid, and Lanstein 

(1985)
B/M 1.03 0.20

이표는Hou, Xue, and Zhang (2015)이제시한이상현상목록으로, 모든이상현상들이유의미한t-통계량값을

가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12개의이상현상을4개의단기적이상현상과8개의장기적이상현상으로구분하였다.

단기적 이상현상에는 수익성(Profitability), 수익률 모멘텀(Return momentum)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적

이상현상에서는수익성(Profitability), 투자및자금조달(Investing and financing), 가치(Value) 특성이포함도어

있다.표본기간은2000.7 부터2018.12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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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상 현상 간 상관관계 분석

<표 5>은 이상현상의 기간을 중심으로 장,단기로 구분하여 각 이상현상들 간의 시계열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이다. 패널 A는 단기적 이상 현상들 중에서 수익성 특성인 ROEQ, 

ROAQ와수익률모멘텀특성으로분류되는R6_6, R11_1 사이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다.

수익성 특성을 공유하는 ROEQ와 ROAQ는 ρ=0.66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또한

수익률모멘텀특성을공유하는R6_6과R11_1 또한ρ=0.64의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

있었다. 단기적 수익성 특성과 수익률 모멘텀 사이에는 ρ=0.22 ~ ρ=0.34 사이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패널 B에서는 장기적 가치 특성을 공유하는 CF/P, E/P, B/M 

사이에는 0.25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장기적 가치 전략이 장기적 수익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Daniel, Hirshleifer, 

Sun(2019)의 주장에 부합하는 충분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Daniel, Hirshleifer, 

Sun(2019)는 성장 기업이 일반적으로 증자를 늘리고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장기적 가치 특성 이상 현상과 수익성 이상

현상 사이의 명확한 음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KOSPI, KODAQ 시장에서는 GP/A와

B/M, E/P 사이에음의상관관계가발견되었으나그상관성이매우미미하였으며, GP/A와

CF/P는오히려양의상관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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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이상현상포트폴리오간상관관계분석

A. 단기적이상현상들

ROEQ ROAQ R6_6

ROAQ 0.66 

R6_6 0.22 0.22 

R11_1 0.32 0.34 0.64 

B. 장기적이상현상들

B/M IVA NSI CSI CF/P AG E/P

IVA 0.16

NSI 0.04 0.09

CSI 0.26 0.33 0.02

CF/P 0.26 -0.16 0.29 -0.14

AG -0.07 -0.38 -0.16 -0.05 0.06

E/P 0.25 -0.05 0.08 0.12 0.18 -0.12

GP/A -0.02 -0.02 0.39 0.18 0.06 0.20 -0.01

이 표는 매입, 매도 이상현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값들 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패널 A는 단기적 이상현상

포트폴리오간의상관관계를보여주며, 패널B는장기적이상현상포트폴리오간의상관관계를보여준다. 상관관계의

절대값이0.25이상인경우에는굵게강조하여표기하였다, 표본기간은2000.7부터2018.12까지이다. 



28

4.3 이상현상 포트폴리오의 시간 소멸 현상 분석(Time decay rate)

<표 6>은 장,단기 포트폴리오들의 수익률 이상 현상이 가지는 시간에 따른 소멸

현상(time decay rate)을 나타낸 표이다. 단기적 이상 현상 포트폴리오 중에서 R6_6, 

R11_1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구성되고 매월 리밸런싱 과정을 거쳤다. ROEQ, ROAQ는

매 분기 말 값을 기준으로 구성되고 매 분기 리밸런싱 과정을 거쳤다. 반면 장기적 이상

현상 포트폴리오들은 전부 매년 6월 말 값을 기준으로 매년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 이상 현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구성 이후

t+12개월, 그리고 t+4분기 까지의 매입 후 보유 수익률을 측정하였다. 또한, 장기 이상

현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구성 이후 t+5년까지의 매입 후 보유 수익률을

측정하였다. 패널 A에서는 매월 리밸런싱 하는 포트폴리오의 경우 모두 t+1월 이전에

초과 수익률의 유의성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분기 리밸런싱 하는 포트폴리오의

경우 ROAQ를 제외한 모든 포트폴리오가 t+4 분기 이전에초과 수익률의 유의성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ROAQ는 t+4 분기 시점까지 유의미한 초과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패널B에서는B/M, CF/P, FIN의경우t+2년까지p-값0.01이하

수준으로 초과 수익률의 유의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FIN의 경우는 t+1 시점에 그

유의성이 다소 낮은 결과값을 보였다. 그 외의 장기이상현상 포트폴리오들은 대부분 t+1 

시점이내에그유의성을잃고있는모습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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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이상현상포트폴리오수익률의소멸현상

A. 단기적이상현상들

R6_6 R11_1 SUE ROEQ ROAQ

month t+1 0.02 0.36 quarter t+1 2.31 4.35 4.16

(0.04) (0.58) (9.96) (6.48) (6.72)

month t+2 0.39 0.48 quarter t+2 0.69 2.93 3.35

(0.65) (0.84) (2.80) (4.62) (5.86)

month t+3 0.69 0.47 quarter t+3 0.50 2.34 2.04

(1.31) (0.88) (1.99) (3.78) (3.55)

month t+4 1.23 0.90 quarter t+4 -0.06 1.36 1.37

(2.30) (1.70) (-0.23) (1.96) (2.40)

month t+5 1.91 0.43

(3.82) (0.77)

month t+6 1.15 0.40

(2.20) (0.77)

month t+7 1.05 0.34

(2.05) (0.65)

month t+8 0.21 0.35

(0.40) (0.60)

month t+9 0.05 0.33

(0.09) (0.60)

month t+10 -0.21 0.23

(-0.41) (0.44)

month t+11 -1.40 -0.52

(-2.46) (-0.99)

month t+12 -0.07 0.09

(-0.1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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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기적이상현상들

B/M IVA NSI CSI GP/A AG E/P CF/P FIN

year t+1 1.01 -0.08 0.20 0.11 0.18 -0.21 -0.01 2.86 0.54

(3.24) (-0.56) (0.46) (0.21) (0.39) (-0.48) (-0.04) (5.93) (1.30)

year t+2 0.72 -0.26 0.27 0.36 -0.05 0.40 -0.12 1.27 0.70

(2.65) (-1.26) (0.71) (0.89) (-0.12) (1.09) (-0.43) (2.62) (2.52)

year t+3 0.58 0.07 0.21 0.75 -0.02 -0.53 0.66 0.85 0.46

(1.83) (0.28) (0.59) (1.43) (-0.06) (-1.17) (1.84) (1.52) (2.01)

year t+4 0.15 0.09 0.23 0.43 0.11 0.03 0.64 0.97 0.44

(0.44) (0.44) (0.74) (0.72) (0.23) (0.10) (1.33) (1.71) (1.64)

year t+5 -0.08 -0.06 0.39 -0.55 0.66 0.72 0.14 0.52 -0.18

(-0.21) (-0.26) (1.51) (-1.12) (1.37) (1.91) (0.34) (1.55) (-0.42)

이표는이상현상포트폴리오수익률들의시간적소멸현상을보여주고있다. 단기적이상현상포트폴리오는매월,

그리고매분기기준으로재조정되었다.특정사건접근법(event time approach)에의해서,매월,그리고매분기가치

가중평균매입후보유포트폴리오수익률을계산하였다. 장기적이상현상포트폴리오는매년6월마다재조정되며,

매년 가치 가중 평균 매입 후 보유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계산하였다. 패널 A에서 단기적 이상현상 매입, 매도

포트폴리오의 월평균 수익률 window를 보여주고 있다. 패널 B에서는 장기적 이상현상 매입, 매도 포트폴리오의

연도별 수익률 window를 보여주고 있다. Newey-West corrected t-통계량 값을 기재하였으며, 매입, 매도

포트폴리오가 수익률 window에 걸쳐 유의미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으면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표본 기간은

2000.7부터2018.12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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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L/S 이상현상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한 시계열 분석

<표 7>에서는 이상현상들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 Fama and 

French(1993)의 3요인 모형(FF3), Fama and French(2015)의 5요인 모형(FF5), 

그리고 Hou, Xue, and Zhang(2015) Q요인 모형(HXZ4)의 설명 능력을 비교하였다.

특성별로 분류된 이상 현상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에 위치시키고, 독립

변수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을 위치시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다. 검증 결과를

간결하게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상 현상 포트폴리오들의 구성방법은 부록에서

설명하였다. <표 7>은 모형 전체의 관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형 속의

어떠한요인이이상현상을잘설명하고있는지도보여주고있다. 

4.4.1 단기 수익률 모멘텀 특성

단기 가격 모멘텀 특성으로는 Jegadeesh and Titman (1993)가 제시한 Return 

momentum(6-month prior return, 6-month holding period), Fama and French 

(1996)가 제시한 Return momentum(11-month prior return, 1-month holding 

period)을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8>에 따르면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TM3)은 가격 모멘텀 이상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UE의 베타는 유의미한 t통계량 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FF3 모델과

FF5 모델은 단기 가격 모멘텀 특성을 모두 설명하고 있었고, HXZ4 모델은 R11-1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단기 수익률 모멘텀 특성에 한정하면, TM3 모델은 설명력이

열등한것으로나타났다. 

4.4.2 단기 수익성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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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수익성 특성으로는 Haugen and Baker (1996)가 설명한 Quarterly ROE(1-

month holding period), Balakrishnanm Bartov, and Faurel (2010)가 제시한

Quarterly ROA(1-month holding period)을 선정하였다. <표 8>의 결과에 따르면

TM3, FF3, FF5, HXZ4 중 어떠한 모형도 단기 수익성 이상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나타났다. Daniel, Hirshleifer, Sun (2019)에따르면NYSE, NASDAQ, AMEX

시장을 대상으로 주식 수익률 이상현상을 분석한 결과 ROEQ, ROAQ 두 단기 수익성

특성의이상현상은HXZ4에의해완벽하게설명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PEAD, FIN, 

MKT으로 구성된 BF3(Behavioral Factor Model)에 의해 두 이상현상이 완벽히

설명되는것으로나타났다. KOSPI, KOSDAQ 주식들을대상으로한본연구에서, 어떠한

모형도이러한단기수익성특성이상현상을설명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요약하자면, 4개의 단기적 이상 현상들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해본 결과, TM3 모형은

가장 열등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F3는 4개 중 2개를, FF5는 4개 중

2개를, HXZ는 4개 중 1개를 완벽하게 설명하였으나, TM3는 4개 중 어떠한 것도

설명하지못하고있었다.

4.4.3 장기 수익성 특성

장기 수익성 특성으로는 Novy-Marx (2013)의 Gross Profit-to-assets ratio를

선정하였다. GP/A는TM3 모형과함께FF3, FF5모형이완벽하게설명하고있음을알수

있다. HXZ4 모형은 GP/A를 설명하고 있지 못한데, 이는 Daniel, Hirshleifer, Sun 

(2019)가주장한 것과는다르다. Daniel, Hirshleifer, Sun (2019)는FF3, FF5, HXZ4 

모두 GP/A에 의한 초과수익률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OSPI, 

KOSDAQ 주식을대상으로한본연구에서는다른결과가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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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장기 가치 특성

장기 가치 특성으로는 Cash flow-to-price, Lakonishock, Shleifer, and Vishny 

(1994) Earnings-to-price, Basu (1983) Book-to-market equity, Rosenberg, 

Reid, and Lanstein (1985) 3가지이상현상포트폴리오를선정하였다. 장기가치특성에

대한설명력은TM3, FF3, FF5, HXZ4 모두동등한것으로나타났다. 세개의모형모두

E/P는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CF/P, B/M은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F/P에 관한 국내 및 국외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결과는Hou, Karolyi and Kho(2009)가주장한것과같은맥락의결과라고볼수

있다. Hou, Karolyi and Kho(2009)는 세계 49개국의 주식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기업특성변수들이 글로벌한 기준에서 주식 수익률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국가 별 혹은

시장 별 주식수익률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현금흐름-

주가비율(C/P)이 요인 포트폴리오들이 주식수익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현금 흐름 기반의 요인은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고봉찬, 김진우(2010)의 연구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아울러, <표

7>의 E/P에 대한 설명에서 FIN의 베타 계수가 유일하게 높은 t통계량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IN이 E/P에 대한 설명력을 함축하고 있는 인이라고 해석해볼

수있다.

4.4.5 장기 투자 및 자금 조달 특성

장기투자및 자금 조달의특성으로는 Investments-to-assets, Lyandres, Sun, and 

Zhang (2008), Net Share Issuance, Pontiff and Woodgate (2008), Composite 

Share Issuance, Daniel and Titman (2006), Asset Growth, Cooper, Gulen, and 

Shcill (2008) 총 4 가지 이상 현상 포트폴리오를 선정하였다. 장기적 투자 및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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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가진이상현상을설명하는데있어서, TM3 모형이가장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4 

가지 이상 현상 포트폴리오 중 TM3 모형은 3가지 이상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설명에 실패한 NSI의 경우에도 초과 수익률의 t통계량이 1.74로 FF3, FF5 

모형보다는 더 낮은 t통계량 값을 보였다. TM3 모형을 제외한 FF3, FF5, HXZ4 

모형들은4개의이상현상중2개를완벽하게설명하고있었다.

장기적 이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요약하자면, TM3 모형이 가장 우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8개의 장기적 이상 현상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에

대해서, TM3 모형은 5개의 이상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반면 FF3는 8개 중

4개, FF5은 8개중 4개, HXZ4는 8개 중 3개의 이상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결국, <표 7>에 의하면 TM3 모형은 장기적 이상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기적 이상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정리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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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매입,매도이상현상포트폴리오수익률에대한모델별회귀분석

Return  momentum Profitability Value Investing and financing

R6-6 R11-1 ROEQ ROAQ GP/A B/M E/P CF/P AG IVA NSI CSI

A. FF3

α -0.05 0.30 3.98 *** 4.93 *** 0.42 0.31 ** 0.59 3.19 *** -0.32 -0.44 ** 1.64 *** -0.32

β_MKT -0.04 0.00 -0.03 -0.25 ** -0.55 *** -0.06 ** 0.06 -0.02 -0.04 -0.06 * -0.22 *** -0.32 ***

β_SMB -0.01 -0.55 ** -0.67 *** -1.16 *** -0.32 *** -0.06 -0.17 -0.84 *** 0.01 0.02 -0.58 *** 0.28 *

β_HML 0.11 0.38 ** 0.57 *** 0.18 -0.14 0.81 *** 0.27 0.16 -0.06 0.11 ** -0.14 * 0.24 *

B. FF5

α -0.44 0.01 3.59 *** 4.75 *** 0.51 0.28 * 0.42 3.10 *** -0.34 -0.35 * 1.77 *** -0.42

β_MKT -0.08 -0.04 -0.11 -0.30 *** -0.50 *** -0.05 * 0.05 -0.04 -0.11 -0.03 -0.20 *** -0.27 ***

β_SMB 0.06 -0.48 ** -0.56 *** -1.10 *** -0.36 *** -0.07 -0.14 -0.81 *** 0.07 -0.01 -0.61 *** 0.25 *

β_HML -0.17 0.15 0.23 0.01 -0.04 0.80 *** 0.15 0.09 -0.15 0.21 *** -0.04 0.24

β_RMW 0.55 *** 0.46 * 0.74 *** 0.38 ** -0.25 -0.01 0.22 0.18 0.28 * -0.23 *** -0.22 -0.11

β_CMA 0.17 0.04 -0.17 -0.17 0.23 0.12 * 0.12 -0.07 -0.48 *** 0.16 * 0.01 0.59 ***

C. HXZ4

α -1.76 ** -1.06 1.40 * 1.49 ** -0.88 ** 0.91 *** 0.77 2.16 *** -1.07 ** -0.03 0.31 0.77 *

β_MKT -0.01 0.00 -0.01 -0.24 *** -0.53 *** -0.09 ** 0.05 -0.05 0.00 -0.10 ** -0.22 *** -0.33 ***

β_SMB 0.29 -0.20 -0.38 *** -0.75 *** -0.16 -0.09 -0.15 -0.78 *** 0.04 -0.04 -0.35 *** 0.16

β_ROE 0.63 *** 0.61 *** 1.28 *** 1.43 *** 0.48 *** 0.02 0.01 0.51 *** 0.44 *** -0.22 *** 0.42 *** -0.36 ***

β_IVA 0.00 0.05 -0.39 * -0.18 -0.23 0.33 *** 0.15 0.02 -0.85 *** 0.60 *** 0.11 0.22

D. TM3

α -1.69 *** -1.60 ** 2.26 *** 2.26 *** -0.26 0.93 ** 0.47 2.29 *** -0.50 -0.21 0.70 * 0.64

β_MKT -0.11 -0.04 -0.04 -0.22 * -0.49 *** -0.05 0.10 0.02 -0.10 -0.03 -0.12 ** -0.25 ***

β_FIN -0.08 -0.03 0.07 0.20 0.27 *** 0.12 0.21 ** 0.12 -0.27 ** 0.17 *** 0.42 *** 0.37 ***

β_SUE 0.80 *** 0.87 *** 0.80 *** 0.87 *** 0.04 0.01 0.03 0.20 0.18 -0.12 ** 0.02 -0.41 ***

이표는각각의요인모델들이가지는12가지이상현상들에대한설명력을비교하고있다. 요인모델은(A) Fama and French (1993)의3요인모형(FF3), (B) Fama and 

French (2015)의5요인모형(FF5), (C) Hou, Xue, and Zhang (2015)의q요인모형(HXZ4)이며, 마지막으로(D)에는행동재무학적기반의FIN, SUE 요인과MKT 

포트폴리오가결합한장,단기가격오차요인(TM3)이제시되어있다. 이표는각각요인모델이매입, 매도이상현상포트폴리오의수익률을시계열분석을통해얼마나잘

설명할수있는가를검정하고있다. 표본기간은2000.7 부터2018.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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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익거래 제한 요인의 효과

수익률 이상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원인들은 무차익거래에 대한

제한요소와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제약 요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간 가격오차

요인인 FIN과 SUE가 차익거래에서의 마찰요인이 높은 거래인, 즉 매도측 포트폴리오의

주식 수익률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차익 거래 제한 요인이

많은 매도측 포트폴리오 주식 수익률을 더 잘 설명한다면, FIN과 SUE는 이상현상을

설명하는데있어서더욱효율적인요인이될수있을것이다.    

5.1 측정방법 및 결과

공매도 제한에 의해서, 매도 측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들은 가격오차 상태를

해소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무투자 포트폴리오(zero-

investment portfolio)를 구성하여 근본적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매입 측 주식들을

매입하고, 고평가되어 있는 매도 측 주식들을 매도하는 것은 가격오차 상태를 이용하여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이다. 만약 FIN이나 SUE 포트폴리오가 이러한 가격오차

상태를 잘 포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면, 매도 측 수익률에 대한 설명력이 뛰어나야 할

것이다. 초과 수익률에 대한 설명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요인의 민감도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도 측에 대한 SUE와 FIN의 베타 값에 절대값을 씌운 값이 매입 측에 대한

베타값에절대값을씌운값보다 크다면, SUE와FIN이공매도제한, 차익거래마찰요인에

대한설명력이뛰어난포트폴리오라는것으로해석해볼수있게된다. 일반적으로매입측

포트폴리오의 주식들과는 FIN과 SUE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매도 측 포트폴리오 주식들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표 9>에서는

단기적 수익률 이상현상에 대한 매도 측과 매입 측 포트폴리오를 구분하여 SUE의 베타

값을 계산하였고, 장기적 수익률 이상현상에 대한 매도 측, 매입 측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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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의베타값을나타냈다. 

<표9>에서기간가격오차요인모형(TM3)이단기, 장기이상현상포트폴리오의매도

측 포트폴리오와 매입 측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시행하였다. 베타 값과 더불어 몇 개의 단기, 장기 수익률 이상현상 포트폴리오가 매도 측

베타의절대값이매입측베타의절대값보다컸는지기재하였다. 또한반대로몇개의매입

측 베타의 절대값이 매도 측베타의 절대값보다컸는지도기재하였다. 베타의 절대값이 큰

경우에굵은글씨로표현하여알아보기쉽게표기하였다. 

<표 9>의 패널 A는 4개의 단기적 이상 현상 포트폴리오에 대한 βSUE의 값을

제시하였다. 매도 측 베타의 절대값이 더 큰 경우는 4개의 이상 현상 중 2개였다. 반대로

매입 측 베타의 절대값이 더 큰 경우도 4개의 이상 현상 중 2개가 발견되었다. ROEQ, 

ROAQ의 경우에는 매도 측 포트폴리오에 대한 베타의 절대값이 더 컸다. 반면 R6_6, 

R11_1의 경우에는 매입 측 베타의 절대값이 더 컸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수익률 이상현상에 대한βSUE의분석에서는 SUE가차익거래 제한요인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고있다는근거는찾아볼수없었다.

패널B는8개의장기적이상현상 포트폴리오에대한βFIN의 값을제시하였다. 매도측

베타의 절대값이 더 큰 경우는 8개 중 4개의 장기 이상현상 포트폴리오에서 나타났고, 

매입 측 베타의 절대값이 더 큰 경우도 8개 중 4개의 장기 이상현상 포트폴리오에서

나타났다. B/M, CF/P, E/P, GP/A 4개의 포트폴리오에서는 매도 측 베타의 절대값이 더

크게 나왔다. 주목할 점은 B/M, CF/P, E/P는 공통적으로 장기적 가치 특성의 이상현상

포트폴리오라는점이다. 반면IVA, AG, NSI, CSI에서는매입측베타의절대값이더크게

나왔다. 공통적으로 투자 및 자금 조달의 특성을 가진 포트폴리오에서는 매입 측 베타의

절대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장기 수익률 이상 현상에 대한 βFIN의 분석에서도 FIN이

차익거래 제한 요인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표10>을요약하면, 장기및단기수익률이상현상에대한분석모두에서SUE와FIN이

차익거래제한요인을효율적으로설명하고있다는확실한근거를찾아볼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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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매입측, 매도측이상현상포트폴리오에대한가격오차요인민감도분석

A. 단기적이상현상포트폴리오에대한SUE의베타

Long legs Short legs Long legs Short legs

ROEQ 0.30 -0.50 R6_6 0.46 -0.34

(2.23) (-2.95) (3.06) (-2.27)

ROAQ 0.33 -0.55 R11_1 0.49 -0.38

(3.43) (-3.09) (3.60) (-2.53)

AverageβSUEin the long legs : 0.39

Average βSUEin the short legs : -0.44 

Number of larger positive and significantβSUEin the long legs : 2 of 4

Number of larger positive and significantβSUEin the short legs : 2 of 4

B. 장기적이상현상포트폴리오에대한FIN의베타

Long legs Short legs Long legs Short legs

B/M -0.03 -0.15 CF/P 0.06 -0.07

(-0.63) (-1.28) (1.19) (-0.39)

IVA -0.25 -0.08 AG -0.24 0.03

(-3.59) (-0.83) (-3.25) (0.24)

NSI -0.35 0.07 E/P -0.07 -0.27

(-4.14) (1.81) (-0.94) (-3.69)

CSI -0.20 0.17 GP/A 0.02 -0.25

(-3.61) (2.68) (0.40) (-3.00)

AverageβFINin the long legs : -0.13

Average β FINin the short legs : -0.07

Number of larger positive and significantβ FINin the long legs : 4 of 8

Number of larger positive andsignificantβ FINin the short legs : 2 of 8

이 표는 장,단기 가격오차 3요인 모형이 매입 측, 매도 측 이상현상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계열 회귀분석을 실행한 후의 결과 값이다. 패널 A는 매입 측, 매도 측 4개의 단기적

이상현상 포트폴리오에 대한 SUE의 베타를 제시하고 있다. 패널 B는 매입 측, 매도 측 8개의 장기적 이상현상

포트폴리오에 대한 FIN의 베타를 제시하고 있다. 패널의 아래에 FIN, SUE의 매도 측, 매입 측 평균 베타를

제시하였고절대값기준으로매도측에서더큰베타값을가지고있는경우가몇개인지제시하였다. 또한그반대의

경우도제시하였다. 표본기간은2000.7부터2018.12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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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건성 검정

추가적인 강건성 검정(robustness test)를 위해서 FIN, SUE 포트폴리오 요인 구성

요건을 약화시켜서 <표 1>, <표 2>, <표 3>의 검증 과정을 반복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FIN과 SUE 모두 값의 크기에 따라 20%, 80% 기준점을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번 강건성 단계에서는 30%, 70% 기준점을 적용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FF3, FF5, HXZ4의 각 요인들과 시계열 분석 비교를 통해 FIN, SUE 

포트폴리오가 기간 가격오차 모형의 요인으로서 유용성을 잃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추가적으로검증하였다.

6.1 강건성 검정 결과

<표 9>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요건을 약화시켜 <표 1>에서 분석했던 과정을 반복해

요약 통계량을 제시해 보았다. SUE 포트폴리오의 경우 월 평균 초과 수익률이 2.02%로

0.29%p 정도그전에비해감소하였다. 하지만, t-통계량은오히려높아졌으며샤프비율

또한 0.6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FIN 포트폴리오의 경우 0.94%의 월

초과수익률에서 0.6%수준으로 하락하여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t-통계량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성은 잃지 않고 있었다. <표 9>를 요약하면, 

FIN과 SUE 모두 여전히 유의성을 유지하면서 초과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해석해

볼수있다. 

<표 10>에서는 30/40/30으로 구성 요건이 약화된 FIN, SUE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이 FF3, FF5, HXZ4 모형에 의해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지에 대해 검증해

보았다. <표2>에서는어떠한비교모형도FIN, SUE의초과수익률을설명하지못하였다.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또한 HXZ4가 FIN의 초과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모형에 의해 설명이 되지 않고 있었다. <표 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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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보면, 전반적으로FIN, SUE의초과수익률은비교모형에의해설명되지않고있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FIN, SUE는 새로운 모형의 요인으로서 여전히 적합한

자격을갖추고있었다고간주해볼수있었다.

<표11>에서는<표10>의 검증방향과는반대로, 비교대상 모형인FF3, FF5, HXZ4 

속 요인들의 초과수익률에 대해서 구성 요건을 완화시킨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이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3>에서는 장,단기 가격오차 2요인

모형과 3요인 모형이 HML, RMW의 초과 수익률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건을완화한경우에는RMW의초과수익률만설명하고있었다.

강건성 검정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전반적으로 구성 요건을 20/60/20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완화된 30/40/30으로 진행하는 경우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FIN, SUE 

포트폴리오의초과수익률이여전히 양의값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IN, SUE 모두

새로운모형요인으로서적합성을유지하고있었다고해석해볼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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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요인별초과수익률

Mean(%) SD t-value SR N Sample period

MKT 0.4750 5.7260 1.20 0.0340 222 2000:07-2018:12

SMB_FF5 0.5440 4.2380 1.86 0.0620 222 2000:07-2018:12

HML 0.9720 3.8310 3.68 0.1810 222 2000:07-2018:12

RMW 1.0390 3.6220 4.16 0.2110 222 2000:07-2018:12

CMA 0.3640 2.7260 1.93 0.0310 222 2000:07-2018:12

SMB_HXZ4 0.6950 4.1280 2.44 0.1010 222 2000:07-2018:12

ROE 2.5180 3.5370 10.32 0.6370 222 2000:07-2018:12

IVA 0.5219 2.6850 2.82 0.0910 222 2000:07-2018:12

FIN 0.6000 4.4040 1.97 0.0730 222 2000:07-2018:12

SUE 2.0200 2.8980 10.10 0.6040 222 2000:07-2018:12

패널A는비교대상 요인들의월평균초과수익률들의 평균과표준편차 값을제시하였다. 또한, 평균이0으로부터

얼마나떨어져있는지에대한t-통계량과월별샤프비율, 그리고표본연구기간을나타냈다. 모든요인들은Fama 

and French (1993, 2015) and Hou, Xue, and Zhang (2015)에 속해 있는 요인들이다. FIN과 SUE는

행동재무학적이론을기반으로구성한요인이다. FIN은자금조달의측면에서가격오차상태를포착하는요인으로

NSI과CSI의조합으로구성되었다. SUE는어닝서프라이즈기업을매입,어닝쇼크기업을매도하는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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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다른요인들에대한가격오차요인들의회귀분석

α MKT SMB HML RMW CMA ROE IVA Adj-R2

FIN (1) FF3 0.65 -0.20 -0.20 0.16 10.5%

(2.39) (-4.11) (-3.20) (2.31)

(2) FF5 0.73 -0.18 -0.23 0.23 -0.17 0.10 11.5%

(2.66) (-3.90) (-3.33) (2.85) (-1.68) (0.99)

(3) HXZ4 0.46 -0.21 -0.16 0.10 0.17 9.9%

(1.38) (-4.40) (-1.99) (1.57) (1.72)

(4)All factors 0.39 -0.18 -0.19 0.22 -0.20 0.09 0.13 0.08 11.9%

(1.11) (-3.93) (-2.17) (2.57) (-1.79) (0.84) (1.93) (0.70)

SUE (1) FF3 1.96 0.07 -0.06 0.06 1.9%

(10.25) (1.51) (-1.02) (1.34)

(2) FF5 1.78 0.03 -0.01 -0.08 0.32 -0.06 12.5%

(9.58) (0.72) (-0.21) (-1.67) (4.75) (-0.75)

(3) HXZ4 0.82 0.08 0.09 0.44 -0.05 27.1%

(3.84) (2.32) (2.34) (9.99) (-0.65)

(4) All factors 0.73 0.06 0.12 -0.07 0.23 -0.01 0.40 -0.01 32.2%

(3.48) (1.69) (3.22) (-1.23) (3.17) (-0.09) (9.04) (-0.20)

이표는(1) the Fama-French 3-factor model (1993, FF3), (2) the 5-factor model of Fama and French (2015, FF5), (3) the q-factor model of Hou, Xue, and 

Zhang (2015, HXZ4) 모델들이행동재무학적요인인FIN, SUE를설명할수있는지에대한시계열회귀분석결과이다. (4)는모든요인들의한꺼번에포함시킨모델이다. 

표본의기간은2000.7 부터2018.12까지이다. Newey-West corrected t-통계량값이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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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가격오차요인들에대한다른요인들의회귀분석

α FIN SUE Adj-R2 α MKT FIN SUE Adj-R2

SMB_FF5 0.87 -0.16 -0.11 2.7% 0.87 -0.08 -0.19 -0.09 3.3%

(2.56) (-1.74) (-0.93) (2.60) (-1.20) (-1.91) (0.76)

HML 0.72 0.12 0.09 1.5% 0.72 0.01 0.12 0.09 1.1%

(2.31) (1.72) (0.93) (2.31) (0.16) (1.89) 0.93 

RMW 0.17 -0.06 0.45 12.1% 0.16 0.06 -0.04 0.43 12.4%

(0.55) (-0.92) (4.34) (0.55) (1.24) (-0.62) 4.27 

CMA 0.48 0.07 -0.08 1.0% 0.49 -0.06 0.05 -0.06 2.0%

(2.25) (1.74) (-1.12) (2.23) (-1.64) (1.35) (0.83)

SMB_HXZ4 0.84 -0.14 -0.03 1.5% 0.85 -0.13 -0.19 0.01 3.9%

(2.42) (-1.60) (-0.27) (2.48) (-2.02) (-1.90) 0.10 

ROE 1.27 0.08 0.59 24.8% 1.27 -0.04 0.07 0.60 24.8%

(4.94) (1.22) (7.10) (4.93) (-0.98) (1.04) 7.44 

IVA 0.44 0.07 0.02 0.4% 0.44 0.06 0.09 0.00 1.6%

(1.94) (1.46) (0.24) (2.00) (1.62) (1.91) (0.00)

이표는행동재무학적요인인FIN, SUE을이용한장,단기가격오차2요인모형과MKT까지포함된3요인모형이(1) the Fama-French 3-factor model (1993, FF3), 

(2) the 5-factor model of Fama and French (2015, FF5), (3) the q-factor model of Hou, Xue, and Zhang (2015, HXZ4) 모델들속요인들의초과수익률을설명할

수있는지에대한시계열회귀분석결과이다.표본의기간은2000.7 부터2018.12까지이다. Newey-West corrected t-통계량값이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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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을 구축하여 심리적 편견에서 비롯되는

가격오차의 상태를 포착하고, 가격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한 심리학적 편견은 두 가지다. 첫째는 경영자의

자기과신(overconfidence)이며, 둘째는투자자의과소반응(underreaction)이다. 장기적

가격오차 요인인 FIN은 경영자의 자기 과신에 대한 Stein(1996), Daniel, Hirshleifer, 

and Subrahmanyam (1998, 2001)의 주장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경영자는 소속

기업의 가격오차 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자사주매입 혹은 유상증자를 선택하며, 그러한

행위는 경영자의 자기 과신에서 비롯되는 행위라는 주장이 바로 그 것이다. 반면, 단기적

가격오차 요인인 SUE는 투자자의 주의력 제한에서 비롯된 과소반응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Hirshleifer and Teoh (2003)는 SUE 포트폴리오의 이상현상은 투자자의

주의력 제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N이 장기(1년 이상)의

가격오차 상태를 설명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SUE는 단기(1년 이하)의

가격오차상태를포착하고설명할수있을것이라예측하였다.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의 FIN과 SUE가 다른 비교 요인 모형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라면, 새로운 모형의 요인으로서 더욱 적합한 자격을 가진

것이라 간주할 수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Fama and French (1993)의3요인 모형, 

Fama and French (2015)의 5요인 모형, 그리고 Hou, Xue, and Zhang (2015)의

q요인 모형이 FIN과 SUE의 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떠한

비교요인모형들도본연구의FIN, SUE를설명하지못하였다. 더나아가, 반대로장,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이 비교 대상 모형들에 속해 있는 일부 요인(HML, RMW)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일부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FIN과

SUE가새모형의요인으로서적합하다고판단해볼수있었다.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 모형은 가격오차 상태에서 비롯되는 수익률 이상 현상을

광범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개의 단기적 수익률 이상현상과 8개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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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이상현상을 포함한 총 12개의 수익률 이상에 대한 요인 모형들의 설명력을

비교해보았다. Fama and French (1993)의 3요인 모형, Fama and French (2015)의

5요인 모형, 그리고 Hou, Xue, and Zhang (2015)의 q요인 모형과 함께 장,단기

가격오차모형의 수익률이상현상에대한설명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장,단기가격오차

모형은 장기적 수익률 이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다른 요인 모형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기적인 수익률 이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은 가장 약했다. SUE의

설명력이 약한 이유로는,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주기를 지적해볼 수 있었다. SUE는

분기별로 재조정되었는데, 더 짧은 재조정 주기를 가진 여러 단기적 이상현상들을

포착하기에다소재조정주기가긴편이었다.

마지막으로, FIN과 SUE가 차익거래의 제한에 관련된 가격오차의 효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만약 장,단기 가격오차 요인이

차익거래의제한효과를잘설명할수있다면, 각이상현상의매도측포트폴리오수익률에

대한 베타의 절대값이 매입 측에 대한 베타의 절대값보다 클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베타는 민감도이기 때문에, 매도 측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공매도 제한 등 차익거래 제한요인들에 대해 설명력이 더욱 뛰어나다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증 결과FIN과 SUE가 차익거래 제한 효과에 대해

우수한설명력을지니고있다는명확한근거는찾지못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 주식 수익률 이상 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동기와 설명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실증적 결과만을 제시하는 요인 모형은

과적합(overfitting)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단기적

가격오차 상태를 포착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재무학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FIN의 발생

원인으로 경영자의 자기 과신에서 비롯된 유상증자와 자사주매입 결정 행위를, SUE의

발생 원인으로 이익 공시에대한투자자의과소반응에서비롯된 지연현상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핵심 성과는 국내 주식의 장기적 수익률 이상현상들에 대해 FIN이 우수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국내 기업 경영자들이

소속 기업 가치의 저평가 및 고평가 상태를 포착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유상 증자 행위를 결정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인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가

추후의국내주식수익률이상현상연구에도움이되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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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Appendix) 

A. 이상현상변수들의정의및구성방법

A.1 단기적이상현상포트폴리오

A.1.1 가격모멘텀(Price momentum) : R6-6, R11-1  

Jegadeesh and Titman(1993)의 방법에 따라서, R6-6는 t-2월부터 t-7월까지의

앞선 6개월간의 평균 월별 수익률을 의미한다. t월 초 KOSPI 및 KOSDAQ 주식들을

과거 6개월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10분위로 분류한다. 10분위로 분류하는 과정은 t+1월

초에 월마다 재조정(리밸런싱)된다. 보유기간이 1개월이다. 보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포트폴리오, 예를 들면 R6-6은 각 월에 지난 6개월간 매월 생성된 6개의 하위 수준의

10분위가 존재한다. 하위 수준의 10분위 평균 값의 단순 평균을 R6-6 10분위의 월별

수익률로간주한다. 

R11-1도 R6-6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한다. Fama and French(1996)의 방법에

따라서 R11-1는 t-2월부터 t-12월까지의 앞선 11개월간의 평균 월별 수익률을

의미한다. t월 초 KOSPI 및 KOSDAQ 주식들을 과거 11개월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10분위로분류한다. 10분위로분류하는과정은t+1월초에월마다재조정(리밸런싱)된다. 

A.1.2. 수익성(Profitability) : ROEQ, ROAQ

ROE는 세전계속영업이익을 자본의 장부가치로 나눈 값이다. 자본의 장부가치는 보통주

납입자본금에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더하고 자본조정항목 상의 자기주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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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차감한후, 이연법인세부채를가산한값을사용했다. t년도6월말에t-1년도말의

ROE를 기준으로 10분위를 나눈다. 월별 가치가중 10분위 수익률은 t년도 7월부터

t+1년도6월까지계산되고, 10분위분류는t+1년도6월마다재조정(rebalance)된다.

ROA는세전계속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나눈 값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을위해t년도 6월

말에 t-1년도 말의 ROA를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눈다. 월별 가치가중 10분위 수익률은

t년도 7월부터 t+1년도 6월까지 계산되고, 10분위 분류는 t+1년도 6월 마다

재조정(rebalance)된다.

A.2 장기적이상현상포트폴리오

A.2.1 가치(Value) : B/M, CF/P, E/P 

B/M은t년도6월에모든코스피주식을B/M 기준으로10분위로나눈다. 여기서B/M은

t-1 연도 말의 장부가치를 t-1년도 12월 말의 시가총액(ME)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t년도 7월부터 t+1년도 6월까지 월별 가치가중 10분위 수익률을 계산한 후, 

t+1년도6월에포트폴리오를재조정한다. 장부가치측정은Davis, Fama, French(2000, 

1.2.1참고)를따랐다. 

CF/P는 현금흐름표의 현금흐름을 시가총액(ME)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t년도 6월에

CF/P를 기준으로 10분위를 나눈다. 여기서 CF/P은 t-1 연도 말의 현금흐름을 t-1년도

12월 말의 시가총액(ME)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t년도 7월부터 t+1년도

6월까지 월별 가치가중 10분위 수익률을 계산한 후, t+1년도 6월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다.

E/P Basu(1983)의 earnings-to-price(E/P)를 만들기 위해서, t년도 6월에 E/P를

기준으로 10분위를 나눈다. E/P는 t-1 연도 말의 세전계속사업이익을 t-1년도 12월

말의시가총액(ME)으로나눈값으로계산된다. 이때음의이익을가지는주식은제외한다. 

그리고 t년도 7월부터 t+1년도 6월까지 월별 가치가중 10분위 수익률을 계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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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년도6월에포트폴리오를재조정한다.

A.2.2 수익성(Profitability) : GP/A 

GP/A는 Novy-Marx(2013)를 따라 GP/A(Gross profits-to-asset)을 총

수입에서 매출원가를 뺀 다음 동일 시점의 총 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t년도 6월

말에 t-1년도 말의 GP/A를 기준으로 10분위를 나눈다. 월별 가치가중 10분위 수익률은

t년도7월부터t+1년도6월까지계산되고, 10분위기준은t+1년도6월에재조정된다.

A.2.3 투자및자금조달(Investing and financing) : IVA, AG, NSI, CSI

IVA는 Lyandres, Sun, and Zhang(2008)에 따라 IVA(Investment-to-asset)을

t-1연도 말의 총 자산을 t-2년도의 총 자산을 뺀 다음, 그 값을 t-1연도 말의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계산한다. t년도 6월말에 IVA를 기준으로 10분위를 나누고, t년도

7월부터t+1년도6월까지의10분위기준포트폴리오의가치가중월수익률을계산한다. 

AG는Cooper, Gulen, and Schill(2008)의 방법론에 따라, t연도 총자산에서 t-1연도

총자산을 뺀 값을 t연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계산한다. t년도 6월말 AG를 기준으로

10분위를 나누고, t년도 7월부터 t+1년도 6월까지 10분위 기준 포트폴리오의 가치가중

월수익률을계산한다. 매년6월에재조정과정을거친다. 

NSI는 Fama, French(2008)에 따라 t년도의 6월말에 NSI(Net Share Issuance)를

t-2년도말의주식분할조정발행주식수의자연로그값에서t-1년도말의주식분할조정

발행주식수의 자연로그 값을 뺀 값으로 측정한다. NSI가 0인 기업은 제외한다. t년도

6월말에 NSI를 기준으로 10분위를 나누고, t년도 7월부터 t+1년도 6월까지의 가치가중

월수익률을계산한다. 매년6월마다재조정과정을거친다. 

CSI는 Daniel and Titman (2006)의 방법론에 따라서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CSIt 

=log(MEt/MEt−5)−r(t−5,t).로 계산한다. 이는 시가총액의 성장률에서 주식 수익률에

영향을끼치는요인을배제한값이다. MEt는t년도6월에ME, MEt−5는t-5년도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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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5이며, r(t−5,t)는 t-5년 6월 말부터 t년도 6월 말까지의 누적 수익률에 로그를

취한값을의미한다. t년도6월말에, CSI값을기준으로10분위로구분한다. t년도6월부터

t+1년도 6월까지 10분위의 월 가치평균 수익률을 구한다. 10분위 분류는 매년 6월마다

재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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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and Short– Horizon Mispricing 

Factors in Korean Stock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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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poses a long- and short- horizon mispricing factor model(TM3) based on

behavioral finance theories and tests its ability to explain return anomalies in Korean stock 

market. The factor model(TM3) consists of market factor with two mispricing factors which 

were designed to capture long- and short- horizon anomalies. The long-horizon factor 

captures the information of manager’s decision to issue or repurchase equity trying to exploit 

the condition of mispricing. The short-horizon factor which is theoretically motivated by 

underreaction of investors is constructed to capture short-horizon mispricing. The factor 

model(TM3) outperforms other models in explaining long-horizon return anomalies in 

Korean stock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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