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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 주식시장에서 평균 왜도와 미래 시장 수익률 간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고유 

왜도와 미래 시장 수익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시장 횡단면 및 시계

열 분석을 통해 개별 주식의 월별 왜도들의 평균을 뜻하는 평균 왜도가 

특히 다음 달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평균 왜도의 후속 시장 수익 예측력은 평균 분산보다 더 유의미함을 보

였고, 사업주기 및 시장 비유동성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또한, 시장 수익 예측력을 가지는 타 경제변수 및 재무변수들과 비교하

여도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었다. 평균 왜도를 기준으로 양과 음 두 개의 

포트폴리오로 나누어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시장 수익률을 기준

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을 때에도 의미 있는 전략으로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

주요어: 개별주식 평균 왜도, 기업 고유 왜도, 시장 수익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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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목적과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개별 주식 수익률들의 평균 비대칭성이 향후 시

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능력을 횡단면 및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비대칭적 분포를 나타내는 왜도의 역할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먼저, 음의 왜도는 큰 부정적 인식의 위험을 측정하는데 활

용될 수 있으며, 꼬리 위험 (Kelly and Jiang, 2014; Bollerslev et al.,

2015)이나 주가 급락 위험 (Kozhan et al., 2012)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왜도의 선호는 투자자의 도박 선호와 연관되어 있다

(Barberis and Huang, 2008; Bordalo et al., 2012). 이 두 가지의 이유로,

투자자들은 의사결정 시에 왜도 수준에 매우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

투자자 선호도에서 왜도의 중요성은 표준 CAPM의 확장을 통하

여 소개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양의 왜도 형태 증권들을 선호한다는 것

을 고려할 때, 3차 적률 CAPM(Three-moment CAPM)은 왜도 선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다. 비체계적 위험(Idiosyncratic risk)이나 기업 고유

위험들은 다각화를 통해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왜도의 체계적

인 요소(예를 들어,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기업 수익률의 공왜도)만

이 보상받아야 하고, 이는 기업 간 기대 수익률에 대한 횡단면적인 분산

을 설명해준다(Kraus and Litzenberger, 1976; Harvey and Siddique,

2000).

다수의 문헌이 비체계적 위험의 향후 수익률 예측 능력에 대해

강조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전의 연구들에 따르면 손실 회피 효용을

가진 투자자들은 비체계적 위험에 관심이 있으며 (Barberis and Huang,

2001), 왜 투자자들이 분산되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주제의 주장은 비체계적 변동성의 역할(Merton, 1987)과 최근에

는 비체계적 왜도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까지 활용됐다 (Barber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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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 2008; Kumar, 2009; Boyer et al., 2010). Mitton and Vorkink

(2007)은 왜도에 선호를 가진 투자자들이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지

않고 양의 비체계적 왜도를 가진 자산에 더 투자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높은 비체계적 왜도를 가진 주식들에 프리미엄을 지

불한다는 것이다.

개별 수준에서 왜도의 중요성은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왔다. 미래의 개별 주식 수익률과 주식옵션 수익률과 관련하여 상당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Boyer et al., 2010; Bali and Murray,

2013; Conrad et al., 2013; Boyer and Vorkink, 2014; Amaya et al.,

2015; Byun and Kim, 2016).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논문도 시장의 왜도

나 평균 왜도의 향후 시장 수익률을 예측 능력에 대해 연구한 것이 없었

다. 비록, 3차 적률 CAPM이 시장의 왜도는 시장 수익률의 예측 변수라

는 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 함의는 자료들에 의해 지지가 되지 않았다

(Chang et al., 2011). 또한 현재까지, 어떠한 논문도 개별 왜도 평균의

향후 시장 수익 예측력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 수준에서 개별 주식 평균 왜도의 중요성을

평가할 것이다. 특히, 주식 왜도들의 평균, 주식 수익률 분포의 비대칭성

이 향후 시장 초과수익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론적 기반

과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체계적이거나 개별적인 왜

도를 선호하는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평균 왜도가 시장 수익률의 미래 움

직임을 예측해야 함을 보여줄 것이다. Goyal and Santa-clara (2003)과

Bali et al. (2005)에 의한 평균 변동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확장하고,

똑같은 자료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왜도(즉, 물리적인 왜도 측정)를 연구

했다.

Jondeau, Zhang, Zhu (2019)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평

균 주식 왜도와 미래 시장 수익률 간의 상당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하

였다. 이 관계는 동일가중과 가치가중 왜도 모두에서 성립했다.

2007-2009의 금융위기를 포함한 1963-2016에 해당하는 확장된 표본에도



- 3 -

들어맞으며, 부표본에서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 작

은 규모, 낮은 유동성을 가진 기업들을 제외하고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

는 경제 및 재무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성립하였다. 회귀식에 시장 비

유동성의 측정을 포함하여도, 평균 왜도의 영향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

이다. 평균적으로 평균 왜도만을 고려한 기본 회귀분석에서 평균 월간

왜도의 1표준 편차 증가는 다음 달 월간 시장 수익률이 0.52%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미국 시장뿐만 아닌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관

찰되는지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헤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에도 유의미한

수익률을 관찰할 수 있었다. 기존의 국내 논문들 또한 개별 주식 수준에

서의 왜도와 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배성우(2013)는 극단

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최대 일별 수익

률을 기준으로 나눈 포트폴리오 분석을 한 결과, 동일가중 월평균 수익

률로 봤을 때 KOSPI 시장과 KOSDAQ 시장 모두 극단적 양의 수익률

과 주식 수익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업 고유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는 극단적 양의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다. 서범진(2013)에서는 기대 고유 왜도와 주식 수익률을 연구하며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고유 왜도가 주식 수익률과 어

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결과, 과거의 고유 왜도와 고유

변동성을 포함한 기업 특성 변수들을 사용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구한 기

대 고유 왜도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수익률의 횡단면을 설명하는 능

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ama-Macbeth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에서

도 기대 고유 왜도가 주식 수익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주며.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에 고유 왜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고평가하며,

더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심주성(2013)

은 조건부 왜도에 의한 주가 하락 예측과 관련하여, 주가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음의 왜도가 크게 나타나는 조건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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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봉찬, 김진우 (2017)연구에서는 국내 상장주식들을

대상으로 복권주식의 버블과 수익률 반전현상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며

고위험-고왜도-저가의 특성을 갖는 주식으로 구성된 복권주식과 이와는

반대로 저위험-저왜도-고가의 특성을 갖는 주식으로 구성된 비복권주식

간의 버블과 수익률 반전현상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복권 주식에서

그다음 달과 사건일 이후 +60일까지 유의미한 음의 누적 수익률을 보이

지만, 비복권주식에서는 유의미한 반전현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결론

을 내렸다.

이처럼, 국내 연구에서도 개별 주식 수준에서만 왜도와 수익률

간의 연구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개별 주식들의 평균 왜도와 향

후 시장 초과 수익률 간의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주식 수익률 분포의 비대칭성과 미래 시장 수익률 간의 관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구성들을 설명하고 예비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4장에서

는 평균 왜도가 음의 방향으로 후속 시장 초과 수익률을 예측한다는 실

증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평균 왜도가 다른 경제 및 재무적인 시

장 수익률 예측 변수들보다 더 우호적인 결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

다. 또한 롱숏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부분도 제시한다. 5장에

서는 이 논문의 결론을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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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평균 왜도의 예측 가능성의 근거

미래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평균 왜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합리화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왜도, 특히 음의 왜도 증권보단 양의 왜도

를 가진 증권들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양의 왜도 경향을 가

진 증권들은 비싸고 기대 수익률이 음인 경향이 있다. 종합적인 수준에

서, 기준 달의 평균 왜도 상승으로 인해 그다음 달의 시장 수익률이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몇몇 이론들은 투자자들이 왜 양의 왜도 경향 증권들을 보유하

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Scott and Horvath (1980)

은 일관된 적률 선호를 가지는 위험 회피 성향의 투자자들이 왜도에 관

한 긍정적 선호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대효용이론에서 왜도

에 관한 선호는 신중함과 관련되어 있다 (Kimball, 1990; Ebert and

Wiesen 2011). 투자자 왜도 선호의 중요한 결과는 양의 왜도를 가진 증

권들이 비싸지고 음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다. 자산 가격 결정 내의 왜도의 역할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은 투자자들

이 완전히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경우를 전제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시장 포트폴리오(체계적 위험)를 가진 자산의 공왜도는 가격에 반영

되어야 한다 (Kraus and Litzenberger, 1976; Barone-Adesi, 1985;

Harvey and Siddique, 2000; Dittmar, 2002).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의 1차 조건은 오일러 방정식이다: 모든 에 대해

    이며  은 기업 의 수익률,   은 와 

사이의 시간 간 한계 대체율을 나타내고, 이는 위험 자산에 대한 가격

결정 커널(pricing kernel)을 보여준다. 3차 적률 CAPM에서, 가격 결정

커널은 시장 수익률에 관한 2차 함수이다 Harvey and Siddique, 2000;

Dittmar, 2002).

3차 적률 CAPM과 관련하여 자산 기대 수익률의 횡단면적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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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설명하기 위해 시장 포트폴리오와 자산 간의 공왜도의 역할에 기반

한 실증적 연구들이 있었다 (Harvey and Siddique, 2000). 그러나 미래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측면에서 시장 왜도는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

(Chang et al., 2011). 4장 1절에서 설명하듯이, 시장의 변동성과 시장의

왜도는 향후 시장 수익을 예측하기에는 부족한 예측 변수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왜도는 투자자들의 왜도 선호가 미래 시장 수익률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의 주요 요인이 아니다.

미래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 시장 왜도가 빈약한 설명

력의 가지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일 수 있다 (Mitton and Vorkink, 2007; Kumar, 2009). 이는 여

러 이론의 실증적인 결과와 일치한다. 누적적 전망 이론(Tversky and

Kahneman, 1992)은 개별 주식 왜도 선호의 특징을 가진 도박 선호 현상

과 관련된 투자 결정이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 많은 문헌에 영향을 주었다. Simkowitz and Beedles (1978)와

Conine and Tamarkin (1981)는 왜도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양의

왜도에 치우친 자산들의 상승 여력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분산되

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한다고 하였다. 사람마다 이질적인 왜도 선호

를 가진 모델에서, Mitton and Vorkink (2007)은 체계적인 왜도가 가격

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비체계적인 왜도 또한 자산 가격 결정과 연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높은 비체계적인 왜도를 가진 자산들은 음의 수

익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Barberis and Huang (2008)

은 투자자들이 확률 가중치를 잘못 계산하여 양의 왜도에 치우친 증권들

에 더 많이 투자하는 관한 모형을 구상하였다. 다른 이론들도 유사한 결

론을 보인다. Brunnermeier and Parker (2005)와 Brunnermeier et al.

(2007)은 투자자들이 미래의 확률적 상황에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자신

들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양

의 왜도에 치우친 자산들에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지 않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이다. Bordalo et al. (2012)은 투자자들이 그들의 객관적인

확률을 고려해도, 두드러진 보상에 비중을 확대한다는 이론을 발전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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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생각은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왜도가 오

른쪽으로 치우친 자산들의 선호로 이어졌다. Bordalo et at. (2013)에서

높은 상승 가능성(양의 왜도)을 가진 자산들은 고평가되었고, 큰 하방 가

능성(음의 왜도)을 가지는 자산들은 저평가되었다고 하였다.

최근의 논문연구들은 또한, 기업의 비체계적인 왜도와 그에 따른

수익 간의 관계가 성장 옵션(growth option)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Trigeorgis and Lambertides (2014)와 Del viva et at.

(2017)는 성장 옵션이 비체계적 왜도의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리얼 옵션(real option)의 수익구조가 볼록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리얼 옵션의 상승 여력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때문에, 성장 옵션이 있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체계적인 왜도와 개별적인 왜도 모두를 선호할 때, 가격

결정 커널은 개별적인 혁신을 포함한 모든 위험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인 접근법은 근본적인 위험의 요소들에서 가격 결정

커널이 선형적이라고 있다는 것이다 (Aït-Sahalia and Lo, 1998; Bates,

2008; Christoffersen et al., 2012). 이차함수의 항과 관련하여 시장 기대

수익률은 다음의 식에 따라 도출된다.

    , (식 1)

와 은 시장 수익률과 무위험 수익률을 나타내고,

   과    은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른 시점에서의 시장 분산과 왜도이고,  
 



   와

 
 



   는 평균 분산과 왜도를 뜻하며, 는 기업 의

상대적 시가총액이다. 앞의 두 항의 표현은 Kraus and Litzenberger

(1976)의 3차 적률 CAPM과 일치한다. 마지막의 두 항은 기업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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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분산과 왜도의 평균이 총 기대 수익률에 기여한 것에 해당한다. 이

러한 다양한 예측 변수와 관련된 매개 변수들의 크기와 중요성은 원칙적

으로 투자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다.

개별 또는 비체계적인 변동성과 왜도가 가격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론적인 동기에 의해, 여러 연구가 이러한 변수들이 횡단면 회

귀분석에서 향후 개별 주식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

다. 아는 한에서, (식 1)에서 도출된 평균 왜도의 향후 시장 수익률 예측

능력은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 이전 몇몇 연구들이 관련된 시계열 회귀

분석을 추정했지만, 일정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Chang et al. (2011)은

Standard & Poor’s (S&P) 지수 옵션을 사용하여 미래의 월별 수익률에

대해 물리적 시장 왜도는 미약한 신뢰수준에서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Garcia et al. (2014)은 Center for Research

in Securities Prices (CRSP) 자료를 활용하여, 월별 수익률 횡단면 분포

의 사분위수에 기반한 횡단면 분산과 강건한 왜도의 측정이 미래 시장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들은 가치가중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 왜도 매개변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

냈다. Stöckl and Kaiser (2016)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파마-프렌치

포트폴리오의 횡단면 왜도가 횡단면 변동성에 대한 예측력을 가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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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자료 및 예비 분석

3.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평균 분산과 왜도를 측정하기 위해 2009년 1월부

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거래소(KRX)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보통 주식들의 개별 기업 수준의 일별 수익률 자료를 활용

하였다. 주식 관련 자료는 대부분 Dataguide를 바탕으로 하여 부족한 월

별 배당, 재무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KOSIS를 참고하였다. 또한 비유동

적인 주식(비유동성 측정에서 백분율 상위 0.1% 수준에 해당하는 주식)

과 낮은 가격의 주식(1,000원 미만의 주식)들은 제외하였다.

시장 초과 수익률은 총 주식 수익률에서 단기 이자율을 뺀 값으로 계산

한다. 총 주식 수익률은 배당금을 포함한 가치가중 시장 지수에 대한 단

순 수익률이고, 무위험 단기 이자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

공하는 통화안정증권 365일 물의 월별 수익률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을 달에서 주식 의 초과 수익률로 규정하고

   를 달의 시장 초과 수익률로 보겠다. 또한 와

       , 는 가 월의 마지막 일자를 나타낼 때 일별 초과 수

익률을 라고 하겠다.

일별 자료가 활용 가능한 경우 주식 의 달 동안 월별 분산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 (식 2)

를 사용하였다. 는 월의 주식의 일평균 초과 수익률을 나타낸다. 오

른쪽의 두 번째 항은 1차 자기상관 조정에 해당한다(French et al.,

1987). 기업들의 월별 분산들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Goyal and Santa-Clara (2003)이 사용한 것

으로 동일가중에 기반하고 있다:  



 



, 는 월에 활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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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기업의 개수이다. 2번째 측정법은 Bali et al. (2005)이 채택했던 가

치가중 방식이다:  
 



로 는 월의 주식 의 상대적 시가

총액이다.

왜도를 측정하는 건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관측값을 세

거듭제곱으로 올리게 되면 왜도가 극단치에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주식

의 월별 (표준화된) 왜도는

 
 





, (식 3)

으로 정의하였다. 
이고 

 
 






이다. 표준화

된 측정값을 통해 다른 분산을 가지는 기업 간의 왜도들을 비교할 수 있

었다. 평균 왜도에 있어서, 월별 왜도의 평균은 동일가중 방법은

 



 



이고 가치가중 방법은  
 



로 계산되었

다.

3.2 예비 분석

그림 1에서 보이듯이, 시장 분산과 주식 분산의 평균은 비슷한

동적 특징을 가진다. 표 1의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에서도 수치를 통해

이러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는 시장 왜도와 주식 왜도의 평균 간의 다른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대부분 비슷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시장의

왜도는 평균적으로 음의 값을 갖고, -1과 1 사이의 비교적 넓은 범위의

값 내에 있다. 평균 왜도는 일반적으로 0에서 0.4 사이의 양의 값을

가진다. 이러한 값들은 표1의 기초 통계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 왜도와 시장 왜도가 반대 부호를 가지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로, 시장 왜도가 가장 큰 음의 값을 가지는 2018년도에

평균 왜도는 오히려 양의 값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장 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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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던 2013년에 평균 왜도는 일반적인 값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

Albuquerque (2012)는 이처럼 기업과 시장 수준에서 다른 방향의

왜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즉, 개별 주식

수익률의 양의 왜도는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 간의(위험-수익 균형) 양의

상관관계 때문이며 음의 시장 왜도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사건의

횡단면적 이질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시장 수익, 평균 분산 그리고 평균 왜도가 일별 수익률의 횡단면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들은 동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표 1]의 상관관계 행렬은 시장 수익과 평균 분산, 그리고 왜도 간의

관계가 다름을 보여준다. 평균 분산은 시장 수익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치가중 및 동일가중 평균 분산에 대해 코스피는 각각

–14.9%, -16.9%이며 코스닥은 각각 –7.9%, -9.4%)가 나타나고, 시장

수익과 평균 왜도 간의 동시적 상관관계는 양의 값(가치가중 및

동일가중 평균 왜도에 대해 코스피는 각각 31.9%, 54.3%이며 코스닥은

각각 54.9%, 56.7%)을 보인다. 횡단면 평균과 왜도 변수의 횡단면 간의

양의 동시 상관관계는 변수가 비정규분포인 제한된 표본에서

예상된다(Bryan and Cecchetti, 1999).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는 데이터에

시간 의존성이 없어도 존재하므로 시장 수익률과 지연된 왜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달의 평균 왜도나 분산과 달의 시장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는 수익 과정에서 시간 의존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다. 동시적인 경우와는 반대로, 표는 시장 수익률과 지연된

평균 왜도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치가중 및 동일가중 평균 왜도에 대해

코스피는 각각 -14.9%, -28.7%이며 코스닥은 각각 -24.1%, -27.4%)를

보이며 이는 평균 왜도가 시장 수익률을 음의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표는 시장 왜도와 평균 왜도 간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가치가중 및 동일가중 평균 왜도에 대해 코스피는 각각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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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의 시장과 주식들의 평균 분산. 이 그림은 12개월 이동평

균 값(굵은 선)과 원자료(점선)로 시장 분산, 가치가중평균 분산, 동일가중평균 분산의

제곱근을 나타냈다. 표본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다.

30.3%이며 코스닥은 각각 35.5%, 29.5%)를 보여준다. 이 수치들은 시장

왜도와 평균 왜도가 그림 2에서 보이듯이 다른 형태의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시장 왜도는 주로 기업의 수익률들 사이의 비선형적 의존성들을

반영한 공왜도 조건에 의해 산출되며 이러한 공왜도는 기업 수가

많아지더라도 평균 왜도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 13 -

그림 2.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의 시장과 주식들의 평균 왜도. 이 그림은 12개월 이동평

균 값(굵은 선)과 원자료(점선)로 시장 왜도, 가치가중평균 왜도, 동일가중평균 왜도를

나타냈다. 표본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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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 연구

이제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표현과 상

응하는지에 대해 후속 시장 초과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시장 분

산 및 왜도, 평균 분산과 왜도의 역할을 살펴보겠다.

4.1 기본 회귀분석

기본 회귀분석식은 아래와 같고, 평균 분산과 왜도의 정의는 가

치가중과 동일가중으로 나뉜다:

  (식 5)

와

 . (식 6)

[표 2]에서 (식 4)와 (식 5)에 활용된 개별 변수들을 따로 소개

하였다. 자료들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표본들을 활용하며 패널 A

는 KOSPI, 패널 B는 KOSDAQ 시장을 각각 나타낸다. 후속 시장 수익

률에 대한 시계열 회귀분석을 통해 시장 분산은 t값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각각 1.18과 1.40으로 유의미성이 부족함을 보이고, 수정된 결정계

수가 각각 1.01%와 2.18%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2장에서 이야기하

였듯이, 시장 왜도는 미래 시장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다. 가치가중평균

및 동일가중평균 분산 모두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

다. 반면 평균 왜도들의 계수들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하며 음의 값을 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동일가중평균 왜도는 가장 높은 t값인 –

3.86, -3.49를 보이며 가장 높은 수정된 결정계수인 7.47%와 6.69%를 가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식 4)와 (식 5)에 제시된 변

수들의 다중 회귀분석을 나타낸다. 2장에서 3차 적률 CAPM은 기업 간

기대 수익의 횡단면적 변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 15 -

표 1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 행렬.

이 표는 다음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 행렬 수치를 제공한다: 코스피 및

코스닥 각각의 가치가중 시장 초과 수익률 , 시장 분산 , 시장 왜도 ,

가치가중평균 분산 , 동일가중평균 분산 , 가치가중평균 왜도 ,

동일가중평균 왜도 이다. 표본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다.

(Harvey and Siddique, 2000) 시장 왜도는 후속 월별 시장 초과 수익률

을 예측하는 데 있어 제한된 예측력을 보였다. 이 주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는 시장 측면의 회귀분석을 (1)열에 표시하였다. 시장 분산과

왜도는 유의미성이 부족하며 수정된 결정계수 또한 코스피 및 코스닥 시

장에서 0.23%와 1.52%로 낮아, 시장 분산과 왜도가 후속 시장을 예측하

는 것에 있어 부족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2)열과 (3열)은 가치가중평

균과 동일가중평균의 측면에서 예측 회귀분석을 나타낸다. [표 2]에서

오직 동일가중평균 왜도만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상당한 유

의미성을 가졌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는 –0.077, 코스닥 시장에서는

-0.089의 계수를 갖고 각각 -3.93, -4.10으로 높은 t값을 보인다. 가치가

중평균 왜도는 코스닥시장에서만 유의미함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t

값(-3.15)와 수정된 결정계수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열과 (5)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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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장측면과 평균 측면에서 (식 1)과 같이 회귀분석의 예측력을 살

폈다. (6)열과 (7)열에서는 현재 시장 수익률을 통제변수로써 활용한 동

일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양의 계수를 가지는 매개 변수로서, 유의미

성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8)열과 (9)열은 시장 수익률과 평균 왜도만을

가지고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시장 수익률은 양의 계수를 가지지만

유의미하다고 보기 힘들고, 왜도들은 음의 계수를 가진다. 동일가중평균

왜도는 여전히 코스피 및 코스닥 각각 t값이 –3.91, -3.39로 유의미하며

8.08%, 8.96%의 수정된 결정계수를 가진다. 가치가중평균 왜도는 코스닥

시장에서만 t값이 -2.77으로 유의미성을 가지며 6.29%의 수정된

결정계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미래 시장 초과 수익률의

예측력은 평균 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월의 평균

왜도가 높을 때, 다음 달은 낮은 시장 초과 수익률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추정치들은 동일가중평균 왜도가 시장

분산, 시장 왜도, 가치가중평균 왜도에 비하여 미래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강한 예측 변수임을 보여준다. 앞선 시계열 분석을 바탕으로

이후 4장에서는 횡단면 분석을 추가하여 여러 거시경제 변수 및 재무

대체 예측 변수들을 고려하여도 주요 결과가 여전히 유의함을 보일

것이다. 평균 왜도의 중요성은 일부 특정 범주의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다른 예측 변수들을 추가로 포함하여도 강건함을 가진다.

앞으로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유의미함을 가지는

동일가중평균 왜도만을 활용하여 시장 수익률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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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장 수익률의 단일 예측 회귀분석.

이 표는 코스피 및 코스닥 각각 한 달 후의 가치가중 시장 초과 수익률 에 대한

예측 회귀분석 결과이다. 와 는 시장 분산과 왜도이다. 와 는

가치가중평균의 분산과 왜도이다. 와 는 동일가중평균의 분산과 왜도이다.

제시된 수치들은 모수의 추정치들이다. Newey-West 수정된 통계량은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시된  는 수정된 결정계수이다. 표본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패널 A는 코스피, 패널 B는 코스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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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장 수익률의 다중 예측 회귀분석.

이 표는 코스피 및 코스닥 각각 한 달 후의 가치가중 시장 초과 수익률 에 대한

예측 회귀분석 결과이다. 와 는 시장 분산과 왜도이다. 와 는

가치가중평균의 분산과 왜도이다. 와 는 동일가중평균의 분산과 왜도이다.

제시된 수치들은 모수의 추정치들이다. Newey-West 수정된 통계량은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시된  는 수정된 결정계수이다. 표본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패널 A는 코스피, 패널 B는 코스닥을 나타낸다.



- 19 -

4.2 사업주기와 다른 예측 변수들의 통제

평균 왜도의 유의미함은, 더 근본적으로 사업주기 요소의

대용치라는 특성 때문일 수 있다. Goyal and Santa-Clara (2003)은 특정

거시 변수가 사업주기 변동에 대한 통제로 활용될 때 시장 수익률과

주식 분산의 평균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었다. 같은 방식의 통제

변수: 배당-가격 비율(dividend-price ratio), 지난 12개월 배당금의 합의

로그와 시장 지수의 현재 수준의 로그를 차감하여 (DP); 디폴트

스프레드(default spread), 디폴트 스프레드로 BBB- 3년 회사채에서 3년

국채를 차감하여 (DEF); 기간 스프레드(term spread), 10년 국채에서

1년 국채를 차감하여 (TERM); 상대적인 3년 국채 금리로, 현재 국채

금리에서 12개월 이전의 이동평균합을 차감하여 (RREL); 들을

고려하였다. 또한, Amihud (2002)이 제안하여 미래 시장 수익률에 어느

정도 예측력을 가진다는 시장 비유동성을 활용하였다. Bali et al.

(2005)는 작은 주식들이 지배적인 동일가중 분산의 예측력의 일부가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됨을 보여줬다.

[표 4]는 모든 사업주기 변수와 평균 왜도를 포함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전 문헌들에서 (Bail et al., 2005) 이 변수들이 개별적으로

단일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유의미함을 보여주었더라도, 모든

변수를 함께 다중 회귀분석으로 진행했을 때 유의미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평균 왜도가 다중 회귀분석에 포함된다면

사업주기 변수들이 후속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평균 왜도는 이러한 사업주기

변수들이 포함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패널 A의 코스피 시장에서 회귀 계수가 –0.075, t값이 –3.47, 수정된

결정계수가 13.7%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값들은 패널 B의 코스닥

시장에서도 –0.067, -3.31, 11.8%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사업주기

변수들이 회귀식에 포함되어도 현재 시장 수익률은 후속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0 -

표 4

시장 수익률의 예측 회귀분석 – 사업주기와 시장 비유동성.

이 표는 코스피 및 코스닥 각각 한 달 후의 가치가중 시장 초과 수익률 에 대한

예측 회귀분석 결과이다. 는 동일가중평균 왜도를 나타낸다. 는 지수의 배당

수익률을 나타낸다. 는 디폴트 스프레드로 BBB- 3년 회사채와 3년 국채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는 기간 스프레드로 10년 국채와 1년 국채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은 3년 국채의 상대적 금리로, 현재 국채 금리에서 12개월 이전의 이동평균합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는 기대 시장 비유동성으로, 4.2절에 설명되어 있다.. 제시된

수치들은 모수의 추정치들이다. Newey-West 수정된 통계량은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시된  는 수정된 결정계수이다. 표본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패널 A는 코스피, 패널 B는 코스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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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대 비유동성의 경우 패널 A의 코스피와 패널 B의 코스

닥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패널 A의 코스피에서는 t값이 낮아 유의

미하지 않지만, 패널 B의 코스닥에서는 t값이 -4.65와 -4.61으로 유의미

하며 수정된 결정계수도 22%와 21.4%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평균 왜도의 t값까지 -2.61, -2.19로 낮춘 것으로 코스닥 시장의

후속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예측 변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Jondeau, Zhang, Zhu (2019)의 논문과

는 다른 것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 시장과 달리 유동성이 부족한

주식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의 차이에 따라 유동성 프리미엄이 부여된 결

과로 보인다.

Rapach et al. (2009)와 Rapach and Zhou (2013)은 이전 논문들

이 외표본에서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 유의미함을 보이지 못한

이유가 모델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

은 개별 예측들을 조합할 것을 권장했고, 14개의 표준 경제 변수들을 단

순히 동일가중으로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월별 시장 수익률을 잘 예측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변수들을 첫 번째 주성분

분석을 통해 표현한 와 그들의 동일가중평균을 따른

변수들의 예측력을 평균 왜도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

내 자료 상황에 맞춰 12개의 표준 경제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표 5]는 평균 왜도가 경제 변수를 나타내는 나

보다 월등함을 보여준다. 코스피 시장에선 평균 왜도의 수정된

결정계수는 7.47%, 는 2.94%이며 코스닥 시장에선 6.69%,

1.95%의 값을 가진다. 평균 왜도와 를 변수로 다중 회귀분석을

진행한 경우와 시장 수익률을 추가한 경우에도 평균 왜도의 t값 들은 여

전히 유의미하고 의 t값들은 유의미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

한 12개 경제 변수의 평균인 의 측면에서는 코스피 시장은

4.98%, 코스닥 시장은 1.69%의 수정된 결정계수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코스피 시장의 경우, 코스닥과 달리 이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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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제 변수들과의 비교.

이 표는 코스피 및 코스닥 각각 한 달 후의 가치가중 시장 초과 수익률 에 대한

예측 회귀분석 결과이다. 는 동일가중평균 왜도를 나타낸다. 다른 변수들은 로

나타내며, 12개의 경제 변수로 첫 번째 주성분 분석을 진행한 것을 (2-4열),

가치가중평균은 (5-7열)로 나타냈다. 제시된 수치들은 모수의 추정치들이다.

Newey-West 수정된 통계량은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시된  는 수정된

결정계수이다. 표본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패널 A는 코스피, 패널

B는 코스닥을 나타낸다.

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평균 왜도와 같이 다중 회귀분석을 진행

한 경우, 의 t값이 1.24로 줄어들어 유의미성이 떨어지는 반면

평균 왜도는 t값이 -2.72로 지속해서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이는 시장 수

익률이 다중 회귀식에 추가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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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평균 왜도를 금융 시장 내의 취약성이나 총체적인

위험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는 다음의 3가지의 예측 변수들과 비교하였

다: (1)주식 간의 평균 상관계수(Average Correlation, AC)는 시장의 총

체적인 위험(Pollet and Wilson, 2010)이나 투자자들 간의 의견 차이의

척도의 측정치로 해석된다(Buraschi et al., 2014). (2) VIX는 코스피 200

지수옵션이 내포한 주식 시장 변동성에 대한 측정치이다. (3) 꼬리 위험

측정(Tail Risk measure, TR)은 극단적 위험의 횡단면적 측정치이다

(Kelly and Jiang, 2014).

[표 6]은 각각의 변수들과 평균 왜도의 예측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결과 내에서 평균 왜도는 상당히 유의하다고 생각된다.

비교 대상 중, 평균 상관계수(AC)와 변동성 지수(VIX)는 시장 초과 수

익률의 예측 변수로 유의미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일 회귀

분석 내 비교에서는, 어떠한 예측 변수들도 평균 왜도보다 높은 수정된

결정계수 값을 보이지는 못한다. 코스피 시장에서 AC의 경우, 수정된 결

정계수가 7.35%로 7.47%인 평균 왜도와 비슷한 값을 보인다. 하지만 코

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AC와 평균 왜도를 다중 회귀분석할 경우, 시

장 수익률을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AC는 유의미하지 않게 되고 평균

왜도는 여전히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VIX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관찰된다. 후속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단일 회귀분석에서 VIX는 코스

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2.22, 2.17의 t값을 갖고 4.77%, 4.89%의 수

정된 결정계수 값을 갖는다. 하지만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VIX와

평균 왜도를 다중 회귀분석할 경우, 시장 수익률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VIX는 유의미하지 않게 되고 평균 왜도는 여전히 유의미함을 알 수 있

다.

꼬리 위험 측정(TR)은 단순 회귀분석에서부터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0.17, -1.46의 t값을 가지며 유의미하지 않아 보인다. 다중

회귀분석을 진행하여도 여전히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평균 왜도는

계속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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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재무 변수들과 비교.

이 표는 코스피 및 코스닥 각각 한 달 후의 가치가중 시장 초과 수익률 에 대한

예측 회귀분석 결과이다. 는 동일가중평균 왜도를 나타낸다. 다른 변수들은 로

나타내며,  (Pollet and Wilson, 2010)은 평균 상관계수, 는 변동성 지수, 

(Kelly and Jiang, 2014)는 꼬리 위험 측정을 나타낸다. 제시된 수치들은 모수의

추정치들이다. Newey-West 수정된 통계량은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시된

 는 수정된 결정계수이다. 표본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패널 A는

코스피, 패널 B는 코스닥을 나타낸다.

예측변수 (1) (2) (3) (4)

 패널 A: KOSPI

 Y절편 0.0258 -0.0137 0.0066 0.0116

(3.55) (-1.88) (0.54) (0.94)

- - - 0.1332

(1.53)

-0.0717 - -0.0481 -0.0669

(-3.86) (-2.23) (-2.62)

- 0.2210 0.1463 0.1425

(2.58) (1.46) (1.51)

7.465% 7.350% 9.384% 9.876%

 패널 B: KOSDAQ

 Y절편 0.0331 -0.0131 0.0367 0.0507

(3.65) (-1.34) (2.22) (2.74)

- - - 0.2106

(1.84)

-0.0809 - -0.0858 -0.1260

(-3.49) (-3.28) (-3.58)

- 0.2472 -0.0261 -0.0494

(2.31) (-0.20) (-0.40)

6.692% 3.281% 5.906% 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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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수 (1) (2) (3) (4)

 패널 A: KOSPI

 Y절편 0.0258 -0.0204 0.0040 0.0097

(3.55) (-1.83) (0.27) (0.65)

- - - 0.1117

(1.33)

-0.0717 - -0.0603 -0.0766

(-3.86) (-3.00) (-3.14)

- 0.0014 0.0011 0.0010

(2.22) (1.38) (1.29)

7.465% 4.768% 9.458% 9.550%

 패널 B: KOSDAQ

 Y절편 0.0331 -0.0289 0.0024 0.0179

(3.65) (-1.74) (0.13) (0.90)

- - - 0.1590

(1.64)

-0.0809 - -0.0671 -0.0975

(-3.49) (-2.90) (-3.17)

- 0.0020 0.0015 0.0011

(2.17) (1.49) (1.26)

6.692% 4.887% 8.934% 9.768%

예측변수 (1) (2) (3) (4)

 패널 A: KOSPI

 Y절편 0.0258 0.0027 0.0077 0.0137

(3.55) (0.17) (0.45) (0.81)

- - - 0.1261

(1.41)

-0.0717 - -0.0825 -0.0986

(-3.86) (-4.09) (-4.19)

- 0.0081 0.0725 0.0654

(0.17) (1.32) (1.27)

7.465% -0.834% 8.109% 8.446%

 패널 B: KOSDAQ

 Y절편 0.0331 0.0238 0.0373 0.0467

(3.65) (1.76) (2.52) (2.88)

- - - 0.2060

(1.86)

-0.0809 - -0.0757 -0.1121

(-3.49) (-3.54) (-3.55)

- -0.0783 -0.0259 -0.0194

(-1.46) (-0.50) (-0.45)

6.692% 1.213% 6.084% 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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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롱숏 포트폴리오

이와 같은 예측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횡단면 및 시계열 분석을

포함한 [표 7]을 통해 월별 시장 초과 수익률에 대한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았다. 평균 왜도가 시장 수익률을 예측한다는 결과에 기반하여,

주식 수익률들은 가치가중평균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시장 수익률의

측면에서 코스피 및 코스닥 각각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대비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한 비중으로 가치가중 수익률을 활용하였다.

기업들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동일가중 평균 왜도를 활용하였다. 평균

왜도와 시장 수익률 간의 역의 관계를 고려하여 t달에 양의 왜도를

가지는 포트폴리오와 음의 왜도를 보이는 포트폴리오 간의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왜도의 경우 양의

평균값을 가지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음의 왜도

포트폴리오는 월별 동일가중평균 왜도가 음인 경우, 양의 왜도

포트폴리오의 경우 전체 동일가중 왜도의 평균 및 음의 왜도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와 유사하게 조정하기 위해 월별 동일가중평균에

0.5표준편차를 더한 왜도 값을 기준으로 더 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의 왜도에서 음의 왜도를 빼면서 롱숏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구하였다.

이를 통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롱숏 포트폴리오의

계수가 –0.261%, -0.253%로 모두 음의 값을 가지고, t값이 –2.01와

–2.33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월별 시장 초과 수익률이기 때문에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각각의 지수에 대해 양과 음의 롱숏

포트폴리오가 –0.261% 및 –0.253%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의 의미는 시장 초과 수익률과 평균 왜도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에 따라 양의 왜도 포트폴리오는 다음 달에 음의 기대

수익률을, 음의 왜도 포트폴리오는 다음 달에 양의 기대 수익률을

가진다는 것에 기인한다. 고봉찬, 김진우 (2017)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위험-고위도 특성을 갖는 주식들이 수익률 반전현상을 보인다는



- 27 -

표 7

양의 왜도 포트폴리오와 음의 왜도 포트폴리오의 롱숏 포트폴리오.

기업 수는 포트폴리오 내의 평균 기업 수를 나타낸다.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대변하기

위해 전체 시가총액 대비 개별 주식들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가치가중

수익률들의 합이다. 양의 왜도 포트폴리오는 전체표본의 평균과 음의 왜도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개별 기업의 월별 동일가중평균 왜도가 평균 왜도보다 0.5표준편차

이상인 주식, 음의 왜도 포트폴리오는 개별 기업의 월별 동일가중평균 왜도가 0인

주식들을 포함하였다. Newey-West 수정된 통계량은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

및 표준편차는 동일가중평균 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표본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고 패널 A는 코스피, 패널 B는 코스닥을 나타낸다.

맥락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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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이 논문을 통해 개별 주식 수익률 평균 왜도의 미래 시장 수익

률 예측력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는 동일가중평균 (표준화) 왜도가 다음 달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우수

한 변수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별 평균 왜도가 후속 시장 초과 수

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고, 이러한 결과들은 사업주기, 시장 비유동

성, 경제 변수, 재무 변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성립하였다.

또한, 실제 동일가중평균 왜도를 기준으로 상반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롱숏을 진행하면서도 전략적으로도 유의미함을 찾아볼 수 있었

다. 시장 수익률은 가치가중평균을 활용해 산출되므로 주식들의 수익률

은 가치가중 수익률을 활용하고, 해당 주식들을 각각의 포트폴리오로 구

분하는 기준으로는 월별 동일가중평균 왜도를 사용하였을 때 현재의 동

일가중평균 왜도가 후속 시장 월별 수익률에 코스피 및 코스닥 각각 –

2.01, -2.33의 유의미한 t값을 바탕으로 –0.261%, -0.253%만큼의 역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Jondeau, Zhang, Zhu (2019) 연구에서 미국 주식시장

에서 가치가중평균 (표준화) 왜도가 우세했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

러한 변화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 내 기

업들의 시가총액 분포 및 산업별 비중의 차이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리

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시장에서나 한국 주식시장에서나 개별

주식들 왜도의 평균은 후속 시장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변수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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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stock skewness and 

market returns in the Korean 

stock market:

Cross-section and time series analysis

Je, Min-woo

Department of Finance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ere is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skewness and future market return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diosyncratic skewness and 

future market returns by using the Korean stock market data.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analyses show that average 

skewness, which is the average of the monthly skewness of each 

stock is especially effective for predicting next month market 

return. The predictive power of average skewness for subsequent 

market return was more significant than the average variance. 

Also, it still holds after controlling business cycles and market 



liquidity. Compared to other economic and financial variables that 

have market return predictability, it performs well. It can be used 

as a meaningful strategy when constructing a long-short portfolio 

by dividing it into two portfolios based on average skewness and 

then deriving the results based on market 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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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Stock average skewness, Idiosyncratic 

skewness, Market return predi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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