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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Kelly and Jiang(2014)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 뮤추얼 

펀드 시장에서의 꼬리 위험을 추정하고, 횡단면 분석을 통해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갖고 민감도가 낮은 

펀드가 낮은 수익률을 갖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꼬리 위험 민감도가 

가장 높은 High와 가장 낮은 Low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High-Low 

복제 12개월 보유기간 포트폴리오는 연이율 6.36%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 위험과 잘 알려진 다른 위험 요인을 

통제하여도 여전히 유의했다. 또한 부트스트랩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을 분석한 결과, 꼬리 위험 민감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펀드의 성과가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은 얻을 수 없었고 다만 펀드의 우수한 성과가 펀드 

매니저의 우수한 운용 능력에서 기인했을 확률이 Low 집단 보다 High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뮤추얼 펀드, 꼬리 위험, 펀드 수익률, 펀드 매니저 운용 능력 

학   번 : 2019-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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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내 자본시장에서 증권투자회사법 제정으로 1998년 도입된 이후 뮤추

얼 펀드는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주식형 펀드 시장의 규모는 2003년 9조 

원을 거쳐, 2020년 현재 612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커져가는 국내 

뮤추얼 펀드 시장과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는 달리 국내 펀드 

시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학계에서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의 꼬리 위험(tail risk)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꼬리 위험은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

하면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꼬리 위험이 

그 특성상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투자자들은 이러한 꼬리 위

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게 된다. 실제로 미

국에서는 꼬리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Ang et al., 2006; Kelly, Jiang, 2014; Weigert, 2016). 한국 주식 시장

에서도 꼬리 위험이 주가 수익률에 대해 상당히 높은 예측력을 가지며 

수익률 측면에서 유의한 위험지표임이 밝혀졌다(기혁도 외 2인, 2016).  

개별 주식 수준에서 꼬리 위험이 위험지표로서 유의성을 가진다고 하여

도 이러한 꼬리 위험이 펀드 수준에서도 위험지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고 확답할 수 없다. 펀드가 보유한 각각의 개별 주식들에 내재하지는 않

지만, 펀드에는 영향을 미치는 펀드만의 꼬리 위험 동인(動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뮤추얼 펀드 시장에서 투자자들

이 이 꼬리 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은 펀드에 대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

는지, 즉 꼬리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일별 수익률의 횡단면에서 시변(time-varying)하는 꼬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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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패널분석으로 추정한 Kelly and Jiang(2014)의 방법으로 꼬리 위험을 

측정한다. 꼬리 위험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특성을 반영하는 그들의 

새로운 추정 방법론은 기존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그들은 일별 

수익률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의 논문들보다 비교적 많은 수익

률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극단적인 사건(event)을 특정하지 않고 꼬

리 위험을 산출하였다는 점이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연구 가설을 가정한다.  

1) 한국 뮤추얼 펀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펀드에 대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  

2)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초과 수익률은 시

장 위험, 규모(Size), BM비율(Book-to-Market ratio), 모멘텀

(Momentum)으로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3)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펀드가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은 펀

드 매니저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가설의 검정을 위해 각 시점에서 각 펀드의 꼬리 위험에 대

한 민감도를 측정하여 꼬리 위험 민감도의 크기에 따라 개별 펀드들로 

5개의 5분위 포트폴리오(Low, 2, 3, 4, High)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후 5

개의 5분위 포트폴리오별 평균 수익률과 CAPM, Fama-French 3요인 

모형, Carhart 4요인 모형에 대한 초과 수익률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펀드에 높은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것

이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운(luck)에서 기인하는 것

인지 Fama and French(2010)의 부트스트랩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하

여 확인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우선 국내 뮤추얼 펀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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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펀드에 대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꼬리 위험 민감도에 따라 분류한 5분위 포트폴리오 

중 민감도가 가장 높은 High 포트폴리오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민감도

가 가장 낮은 Low 포트폴리오가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 High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Low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High-

Low 복제 포트폴리오는 12개월 보유기간의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에서 

연이율 6.36%의 양의 수익률을 t통계량 3.17 수준에서 나타냈다. 이러

한 결과는 잘 알려진 시장 위험, 규모(Size), BM비율(Book-to-Market 

ratio), 모멘텀(Momentum)의 요인들로 설명되지 않고 여전히 유의한 양

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냈다.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대한 가설의 검증 결

과에 대해서는 꼬리 위험 민감도가 가장 높은 High 집단의 우수한 성과

가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서 기인한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론을 얻을 수 

없었다. 다만 펀드의 우수한 성과가 운이 아닌 펀드 매니저의 우수한 능

력에 기인했을 확률이 Low 집단보다 High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꼬리위험과 펀드 매니저의 능

력 측정과 관련된 국내외 기존 문헌 연구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본 연

구에 사용된 자료와 그 기초 통계량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꼬리 위험과 

뮤추얼 펀드 수익률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5장에서는 부트스트랩 시

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추정한 펀드 매니저의 펀드 운용 능력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제 2 장 기존 문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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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1952)는 투자자들이 하방 손실을 상승 이익과는 다른 관점으로 받

아들인다는 점을 인식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Ang et al.(2006)는 일반

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들은 꼬리 위험과 일반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을 

다르게 생각하며, 이는 꼬리 위험이 자산의 가치에 상당한 감소를 야기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러한 꼬리 위험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게 된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렇게 투자자들이 꼬리 위험에 민

감한 자산에 대해 보상을 기대하는 현상을 실증 분석을 통해 밝혀왔다. 

이와 관련하여 Ang et al.(2006), Bali et al.(2009), Weigert(2016)과 

Kelly and Jiang(2014)은 이러한 현상이 미국 주식 시장에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Kelly and Jiang(2014)은 개별의 주식들이 각각의 다른 수준의 꼬

리 위험을 갖지만 공통의 프로세스에 의해 같은 역학(dynamics)을 갖는 

것을 가정하여 꼬리 위험을 패널 접근 방식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고안하

였다. 즉, 개별 주식들의 꼬리 위험이 공통의 유사한 움직임을 갖는다면, 

각각의 주식들의 주가 폭락(crash event) 자료를 이용하여 꼬리 위험의 

공통의 프로세스를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특정 

시점 t의 꼬리 확률 분포를 개별 주식들의 시계열 주가 자료에서 나타나

는 음수한계치(extreme negative threshold) 아래로 떨어지는 수익률들

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꼬리 확률 분포는 멱함수의 법칙(power 

decay)을 따르며 Hill(1975)의 멱함수의 법칙 추정치에 따라 꼬리 위험

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뮤추얼 펀드 시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펀드들은 모멘텀 전략을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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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은데, Daniel et al.(2017)에 따르면 이러한 모멘텀 전략은 흔하

지 않지만 상당한 손실, 즉 꼬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Karagiannis and Tolikas(2019)는 뮤추얼 펀드는 펀드가 보유한 각각의 

개별 주식들에 내재하지는 않지만, 펀드에는 영향을 미치는 펀드만의 꼬

리 위험 동인(動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뮤추얼 펀드 시장에서의 

꼬리 위험에 대한 연구에 주목 했다. 그들은 Kelly and Jiang(2014)의 

꼬리 위험 추정 방법론을 이용하여 꼬리 위험에 민감한 뮤추얼 펀드들이 

높은 초과 수익률을 보이며, 이 초과 수익률은 시장 위험, 규모(Size), 

BM비율(Book-to-Market ratio), 모멘텀(Momentum)등의 요인들로 설

명되지 않고 여전히 유의한 양의 초과 수익률을 보인다는 결과를 발견했

다.  

펀드의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Kosowski et al.(2006)와 Cuthbertson et 

al.(2008)은 미국 뮤추얼 펀드 시장과 헤지 펀드의 경우 펀드 매니저들

이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Fama and 

French(2010)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그들은 균형 회계에 

입각한 부트스트랩 방법론을 사용하여 펀드의 보수 및 기타 비용을 상쇄

할 만큼의 운용 능력을 지닌 펀드 매니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결

과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최혁(2011)은 국내 능동적 펀드의 

경우 펀드의 성과가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기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

며 특히 단기 펀드의 경우 장기 펀드보다 성과가 매니저의 능력에서 기

인했을 확률이 적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꼬리 위험과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꼬리 위험이 국내 주식시장 주

가수익률에 대한 예측력을 가지며, 위험 지표 로서의 유효성을 갖는다 

(오세경, 기혁도(2018); 기혁도 외 2인(2016))는 연구가 있다. 하지만 



 

 6 

외국의 연구에 비해서는 아직 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 뮤추얼 

펀드 시장의 꼬리 위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에

서는 펀드의 성과 및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과 관련한 연구가 저조한 

편인데, 본 연구에서는 꼬리 위험 민감도에 의한 뮤추얼 펀드의 성과와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국내 연구

가 부족한 상황에서 꼬리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꼬리 

위험 민감도에 의한 뮤추얼 펀드의 성과와 펀드 매니저의 운용능력의 관

계를 분석한 본 연구는 국내 뮤추얼 펀드 시장에서의 꼬리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꼬리 위험을 이용한 실제 투자전략 활용에 시사점을 던

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 3 장 연구 자료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2010년 01월 01일에서 2020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

안의 국내 주식형 뮤추얼 펀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1 자료는 (주)제

로인이 제공하는 일별, 월별, 연도별 펀드 자료를 사용하였다. 펀드의 기

본 정보로는 펀드 명, 운용사, 펀드 유형, 설정일, 펀드 스타일명 등의 

자료가 존재한다. 일별 구성 종목에는 일별수익률의 정보가 존재하며, 

월별 구성 종목에는 월별수익률,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펀드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나, 선행 연구들

 
1 (주)제로인에서는 최근 10년까지의 펀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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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특

정 펀드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사모펀드를 제외

한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폐쇄형 펀드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둘째, 펀드의 유형은 주식형 펀드에 속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구 대상으로 하는 기본 주식형 펀드와는 다른 위험 요인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점,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을 분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혼합형 펀드, 테마주식형, 해외주식형, 인덱스형 펀드는 제외하였다. 마

지막으로 설정 기간이 너무 짧은 펀드의 경우 분석의 의미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설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펀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2,246개의 펀드를 분석 대상 표본으로 선택

하였다. 그 밖에 실증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FnGuide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축하였으며, 시장 수익률로는 KOSPI 지수수익률을, 무위험이자

율에 대한 대용치로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364일물을 사용하였다. 

(주)제로인에서는 펀드를 구성하는 주식의 규모와 가치 특성에 따라 

대형-가치, 대형-혼합, 대형-성장, 중형-가치, 중형-혼합, 중형-성장, 

소형-가치, 소형-혼합, 소형-성장 총 9가지 스타일로 구분하고 있다.2  

 

 
2 펀드의 규모는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의 평균적인 규모를 측정한 것이다. 개별 주식

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대상 종목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종목을 대형주, 차순위 

15%를 중형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소형주로 구분한다. 이후 펀드에 편입된 종목을 시

가총액 순으로 나열한 뒤 편입비율을 누적하여 계산해 펀드의 규모를 계산하며, 이때 

40%~60% 내에 있는 종목들의 가중평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대, 중, 소형으로 구분한

다. 펀드의 가치특성 점수(Value Score)은 펀드에 포함된 주식 전 종목을 상대 PER(또

는 PBR)로 내림차순 나열하고, 포트폴리오 누적비중 40~60%에 해당하는 종목의 편입

비 가중 평균 상대PER(PBR)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한 가치특성 점수가 2.25

를 초과하면 성장형, 1.75미만이면 가치형으로 하며 그 사이 값은 혼합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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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 대상 펀드의 수, 평균 순자산가치 및 평균 지출 비율 

 아래의 표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연구 대상으로 하는 표본 펀드들의 전

체 펀드와 펀드 주식 스타일별 펀드 포트폴리오에 대한 펀드 수, 평균 순자산가치 그리

고 평균 지출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평균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백만 원)는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평균 지출비율(%)은 펀드의 순자산가치 대

비 총 지출의 비중을 나타낸다.  

 <표1>에서는 이러한 펀드 주식 스타일별로 구성한 펀드 포트폴리오와 

전체 펀드에 대한 펀드 수, 평균 순자산가치, 평균 지출 비율을 제시하

고 있다. 분석 대상 펀드 중 총 펀드 수는 대형-혼합 펀드가 1,219개로 

가장 많고 소형-성장 펀드가 6개로 가장 적다. 평균 순자산가치의 경우,  

 총 

펀드수 

평균 

펀드수 

최소 

펀드수 

최대 

펀드수 

평균 순자산가치 

(백만 원) 

평균 

지출비율(%) 

전체펀드 2,246 1,457 753 2,244 16,672.42 1.42 

펀드 스타일 
분류 

      

대형       

가치 264 172 94 264 34,761.92 1.33 

혼합 1,219 839 498 1,217 13,611.55 1.45 

성장 228 145 94 228 9,356.08 1.44 

중형       

가치 131 65 19 131 35,865.35 1.34 

혼합 88 50 11 88 13,345.26 1.31 

성장 257 151 44 257 8,878.16 1.38 

소형       

가치 44 27 13 44 40,642.47 1.36 

혼합 9 5 2 9 2,749.00 1.09 

성장 6 2 0 6 260.9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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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대상 펀드의 월별 수익률의 기초 통계량 
 

아래의 표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펀드들의 전체 펀드와 펀드 주식 스타일

별 펀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단순 평균 월별 수익률의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평

균 수익률, 표준 편차, 최솟값과 최댓값은 모두 퍼센트(%) 값을 나타낸다. “Jarque-

Bera"는 Jaque-Bera 정규성 검증 결과를 나타낸다. 괄호 안의 값은 Jarque-Bera 검증

의 P값을 의미한다. 

소형-가치 펀드가 40,642백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소형-성장 펀드가 

260백만 원으로 가장 낮다. 같은 규모 유형 안에서는 가치 펀드, 혼합 

펀드, 성장 펀드 순으로 높은 평균 순자산가치를 가진다. 평균 지출비율 

의 경우, 대부분의 주식 스타일 유형에서 비슷한 값을 가지지만 소형-혼

합과 소형-성장 펀드에서 각각 1.09%와 1.10%으로 비교적 낮은 값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Jarque-Bera 

전체 펀드 0.21 4.50 -27.29 149.45 -0.099 11.575 
968061.621 

(0.000) 
펀드 스타일 

분류 
       

대형        

가치 0.18 4.32 -17.09 18.72 -0.450 1.833 
3562.161 

(0.000) 

혼합 0.19 4.29 -27.29 149.45 -0.008 16.229 
1095474.863 

(0.000) 

성장 0.25 4.47 -20.09 15.79 -0.420 1.506 
2141.615 

(0.000) 

중형        

가치 0.16 4.64 -21.16 17.63 -0.442 2.513 
2280.208 

(0.000) 

혼합 0.31 4.91 -19.02 18.02 -0.464 2.418 
1676.633 

(0.000) 

성장 0.38 5.48 -21.47 117.74 0.265 13.352 
133938.531 

(0.000) 

소형        

가치 0.08 4.64 -17.54 13.51 -0.797 2.620 
1257.656 

(0.000) 

혼합 0.30 3.72 -14.28 12.10 -0.364 2.956 
241.735 

(0.000) 

성장 -0.78 6.46 -21.67 13.52 -0.838 2.078 
57.04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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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표2>에서는 전체 펀드와 펀드 주식 스타일별 펀드 포트폴리오

에 대한 단순 평균 월별 수익률의 기초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평균 

수익률은 대형과 중형 펀드에서는 성장형 펀드가 가장 높지만 소형 펀드

에서는 성장형 펀드가 가장 낮았다. 표준 편차는 소형 성장 펀드가 6.46%

로 가장 높고 소형 혼합 펀드가 3.72%로 가장 낮았다. 왜도와 첨도는 

펀드의 수익률이 정규성을 띄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Jarque-Bera의 정규성 검증을 통해서도 펀드 수익률의 비정규성이 뒷

받침되고 있다. 

 

 

제 4 장 꼬리 위험과 뮤추얼 펀드 수익률 

 

제 1 절 꼬리 위험(Tail risk)의 추정 

 

꼬리 위험은 발생가능성이 낮고 예측가능성도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자

산가치에 큰 영향을 준다. Kelly and Jiang(2014)는 이러한 개별 주식의 

꼬리 위험을 일별 수익률을 이용한 접근법으로 추정하였다. Karagiannis 

and Tolikas(2019)는 이러한 접근법을 이용하여 개별 펀드 수준에서의 

꼬리 위험을 추정하였다. Kelly and Jiang(2014)에 따르면 특정 시점 t의 

꼬리 확률 분포는 개별 펀드의 시계열 주가 자료에서 나타나는 음수한계

치(extreme negative threshold, 𝑢𝑡 ) 아래로 떨어지는 수익률들의 집합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꼬리 확률 분포는 멱함수의 법칙

(power decay)을 따르며 개별 펀드의 꼬리 위험은 상수 𝑎𝑖로 나타나는 

각각의 다른 수준의 꼬리 위험을 갖지만 공통의 프로세스 𝜆𝑡에 의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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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음수한계치 아래로 떨어지는 수

익률의 집합은 멱함수의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따른다. 

 

              𝑃(𝑅𝑖,𝑡+1 < 𝑟|𝑅𝑖,𝑡+1 < 𝑢𝑡  𝑎𝑛𝑑 𝐹𝑡) = (
𝑟

𝑢𝑡
)

−𝑎𝑖 𝜆𝑡⁄
,          (1) 

 

여기서 𝑅𝑖,𝑡+1는 뮤추얼 펀드 𝑖의 𝑡 + 1 기에서의 수익률을, 𝑢𝑡는 음수한

계치를, 𝐹𝑡는 𝑡 기에서 주어진 정보의 집합을 의미한다. 𝑢𝑡는 일별 수익

률의 횡단면 분포에서의 하위 5%의 값으로 정의되며, 𝑟 < 𝑢𝑡 < 0  이고 

𝑟 𝑢𝑡 > 1⁄ 이다. 식 (1)에서의 핵심 변수는 𝑎𝑖 𝜆𝑡⁄  이다.3 이 중 𝜆𝑡는 주어진 

정보(𝐹𝑡 )에 따라 움직이는 개별 펀드의 꼬리 위험의 공통의 프로세스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꼬리 위험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높은 값의 𝜆𝑡는 뚱

뚱한 꼬리 분포(fat-tail)의 모양을 의미하며 즉, 보다 높은 확률로 음수

한계치 아래의 극단 수익률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꼬리 위험의 공통의 프로세스 𝜆𝑡를 Kelly and Jiang(2014)는 다음과 같

은 식으로 추정하였다.  

 

                        𝜆𝑡
𝐻𝑖𝑙𝑙 =

1

𝐾𝑡
∑ [ln (

𝑅𝑘,𝑡

𝑢𝑡
)]

𝐾𝑡
𝑘=1 ,                  (2) 

 

위의 식은 Hill(1975)의 멱함수의 법칙 추정치를 이용한 식이다. 여기서 

𝑅𝑘,𝑡는 𝑡달의 음수한계치 𝑢𝑡를 하회하는 𝑘번째 일별 펀드 수익률을, 𝐾𝑡는 

𝑡달의 음수한계치 𝑢𝑡보다 낮은 일별 수익률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뮤추얼 펀드 시장의 시변하는(time-varying) 꼬리 위험 

 
3 Kelly and Jiang(2014)는 음수한계치를 1%~5% 사이의 값에서 정의한 변수들이 모두 유

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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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을 위해 Karagiannis and Tolikas(2019)에 따라 뮤추얼 펀드의 일

별 수익률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였다. 음수한계치 𝑢𝑡로는 𝑡달의 일별 수

익률 중 하위 5%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식 (2)에서의 꼬리 위험 

𝜆𝑡의 추정을 위해 특정 월에 해당하는 모든 펀드들의 일별 수익률 횡단

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멱함수 법칙을 따르는 분포가 덧

셈 법칙을 따르는 성질(Gabaix, 2009)에 따라 도출되었으며, 패널 접근 

방식으로 표본 크기를 늘려 추정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림1>은 꼬리 위험 𝜆𝑡와 모든 펀드를 포함하는 포트폴리오의 동일 가

중 향후 6개월 수익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이다. 꼬리 위험과 향후 6

개월 수익률의 상관성은 <그림1>에서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18%의 상관관계 계수를 가진다. 즉, 꼬리 위험이 뮤추얼 펀드 수익률의 

<그림 1> 꼬리 위험과 뮤추얼 펀드의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의 

 향후 6개월 수익률 

 

아래의 그림은 꼬리 위험 𝜆𝑡와 분석 대상 모든 펀드로 구성한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 포

트폴리오의 향후 6개월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용의한 비교를 위해 두 시계열 자료 모

두 각각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 수준에서 표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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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기적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뮤추얼 펀드의 꼬리 

위험은 공통의 프로세스 𝜆𝑡에 의해 같은 역학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뮤추얼 펀드를 보유 주식 스타일 별로 분류한 포트폴리오 각각에서 꼬리 

위험 𝜆𝑡을 산출한 후,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보유 주식 스타일 

별로 분류하여 구성한 각기 다른 포트폴리오들의 꼬리 위험의 상관계수

는 30%에서 86%으로 나타났다. 즉, 꼬리 위험에 공통성(Commonality)

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꼬리 위험과 뮤추얼 펀드 수익률 분석 

 

2.1 꼬리 위험으로 구분한 펀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분석 

 

합리적인 투자자는 위험한 자산을 보유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

익률을 기대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투자자가 꼬리 위험

에 대한 노출이 높은 펀드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로 

분류하여 생성한 펀드 포트폴리오 중 꼬리 위험이 높은 High 포트폴리

오를 매입하고 꼬리 위험이 낮은 Low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전략은 

유의미한 양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 꼬리 위험에 대한 개별 펀드들

의 민감도를 추정하여, 꼬리 위험에 대한 높은 민감도를 가진 펀드가 높

은 꼬리 위험의 대가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지 검증한다. 

 

                  𝑟𝑖,𝑡+1 = 𝛿𝑖 + 𝛽𝑖𝜆𝑡 + 𝛽𝑖
𝑀𝐾𝑇𝑟𝑚,𝑡 + 𝜗𝑖,𝑡+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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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𝑟𝑖,𝑡+1는 𝑡 + 1기에서의 펀드 𝑖의 월별 수익률을, 𝛿𝑖는 펀드 𝑖에 대

한 절편 값을, 𝛽𝑖는 꼬리 위험 𝜆𝑡에 대한 펀드 𝑖의 월별 수익률의 민감도

를, 𝑟𝑚,𝑡는 𝑡기의 시장 수익률을, 𝜗𝑖,𝑡+1는 잔차를 의미한다. 식 (3)에 따

른 분석은 최근 36개월의 개별 펀드 𝑖의 수익률 𝑟𝑖,𝑡에 대해 매월 단위로 

시행했다. 다음으로 이렇게 추정한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𝛽𝑖의 크기에 따라 5개의 5분위 포트폴리오(Low, 2, 3, 4, High)를 구성하

였다. 각각의 포트폴리오 별로 동일 가중, 시가 가중으로 매월 수익률을 

산출한 후, 6개월과 12개월의 보유기간 별 수익률을 산출하여 꼬리 위험

에 대한 민감도로 구분되는 포트폴리오들의 수익률을 비교하였다. 이어

서 이중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High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민감도가 낮은 Low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High-Low 복제 포트폴리오

에 의해 산출되는 초과수익률을 확인하였다. 또한 5개의 5분위 포트폴리

오에 대해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모형과 Fama & French 

3요인 모형, Carhart의 4요인 모형으로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

한 양의 초과 수익률이 산출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표3>에서는 Panel A와 Panel B에서 동일 가중, 시가 가중 포트폴리오 

모두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Low 포트폴리오에서 민감도가 

높은 High 포트폴리오로 갈수록 월별 수익률이 높아지는 점진적인 패턴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합리적 투자자가 꼬리 위험

에 대한 노출이 높은 펀드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것이라는 가정과 일치한다. 즉,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펀드는  

꼬리 위험에 대한 헤지(hedge)가 약하여 꼬리 위험이 상승할 때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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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폭이 클 것이고 이에 향후 높은 기대수익률을 보일 것이다. 반면,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펀드는 헤지가 잘 되어 있어 꼬리 위험

이 상승할 때 가격의 변화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향후의 기

대수익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 <표3>의 panel A의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

의 12개월 보유기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Low 포트폴리오에서는 -0.09%

이고 High 포트폴리오는 0.45%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High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민감도가 낮은 Low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복제 포트폴리오 High-Low 포트폴리오는 0.53%

의 수익률을 t통계량 2.90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냈다. 이 High-

low 복제 포트폴리오는 시가 가중 포트폴리오에서는 월 0.59%의 수익

률을 보였다. 즉, 연 7.08%의 높은 수익률을 산출해내는 것으로, zero-

net-investment 투자전략으로 실제 현실의 투자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는 시사점을 가진다. Panel B에서도 6개월 보유기간 수익률이 Panel A의 

12개월 보유기간 수익률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꼬

리 위험 민감도로 구분한 동일 가중, 시가 가중 펀드 포트폴리오의 6개

월, 12개월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률은 모두 앞서 언급한 가정과 일치하

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에 더해 <표3>에서는 꼬리 위험으로 구분한 포트폴리오의 6개월, 12

개월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률에 대해 CAPM 모형, Fama & French 3요

인 모형, Carhart 4요인 모형으로 횡단면 분석한 초과수익률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Fama and French, 1993; Carhart, 1997). 초과수익률은 모든 

경우에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지며, 꼬리 위험 민감도가 낮은 Low 포

트폴리오에서 민감도가 높은 High 포트폴리오로 갈수록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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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꼬리 위험 민감도로 구분한 펀드 포트폴리오의 보유기간별 월별 수익률 

 
이 표는 꼬리 위험 민감도(𝛽𝑖)로 구분한 5개의 5분위 포트폴리오(Low, 2, 3, 4, High)의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와 시가 가중 포트폴리오의 6개월과 12개월 보유기간별 월 수익률

을 제시하고 있다. 꼬리 위험 민감도(𝛽𝑖 ))는 최근 36개월의 개별 펀드의 수익률에 대해 

매월 단위로 분석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시장 위험을 통제한 CAPM 모형에서의 월 초과

수익률(CAPM 초과수익률)과 Fama & French 3요인 모형에서의 월 초과수익률(FF3 초

과수익률), Carhart의 4요인 모형에서의 월 초과수익률(FF3+Mom 초과수익률)을 나타내

었다. Panel A에서는 12개월의 평균 수익률을, Panel B에서는 평균 6개월의 수익률을 제

시하고 있다. High-Low는 꼬리 위험 민감도가 높은 High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민감

도가 낮은 Low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복제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며 High-Low 포트폴

리오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Newey-West(1987) t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에 제시된 

모든 초과수익률은 유의미한 t 통계량을 가진다. 무위험 이자율에 대한 대용치로는 한국

은행 통안안정증권 364일물을, 시장수익률은 KOSPI 지수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요인 

모형에 쓰인 SMB, HML 및 MOM 요인들은 FnGuide에서 산출하여 제공하는 값을 사용

하였다. 

    Low 2 3 4 High High-low t 통계량 

Panel A: 12개월 수익률 

동일가중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 -0.09  0.08  0.15  0.27  0.45  0.53  3.17  

CAPM 초과수익률 -0.12  0.04  0.12  0.23  0.41  0.52  3.06  

FF3 초과수익률 -0.12  0.05  0.13  0.25  0.42  0.53  3.09  

FF3 + Mom 초과수익률 -0.12  0.05  0.13  0.25  0.42  0.53  3.09  

시가가중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 -0.19  -0.01  0.10  0.22  0.40  0.59  2.90  

CAPM 초과수익률 -0.23  -0.05  0.06  0.19  0.36  0.57  2.79  

FF3 초과수익률 -0.23  -0.04  0.07  0.20  0.37  0.59  2.86  

FF3 + Mom 초과수익률 -0.23  -0.04  0.07  0.20  0.37  0.59  2.85  

Panel B: 6개월 수익률 

동일가중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 -0.06  0.09  0.17  0.28  0.46  0.52  2.85  

CAPM 초과수익률 -0.12  0.03  0.11  0.22  0.40  0.49  2.67  

FF3 초과수익률 -0.15  0.02  0.09  0.21  0.39  0.51  2.72  

FF3 + Mom 초과수익률 -0.15  0.02  0.09  0.21  0.39  0.51  2.76  

시가가중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 -0.17  0.07  0.14  0.25  0.38  0.58  2.66  

CAPM 초과수익률 -0.23  -0.06  0.06  0.17  0.35  0.56  2.50  

FF3 초과수익률 -0.25  -0.08  0.04  0.16  0.35  0.58  2.59  

FF3 + Mom 초과수익률 -0.25  -0.07  0.05  0.16  0.36  0.59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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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패턴을 보인다. 특히 panel A의 Carhart 4요인 초과수익률은 

Low 포트폴리오에서 -0.23%, High 포트폴리오에서는 0.37%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High-Low 복제 포트폴리오는 월 초과 수익률 0.59% 즉, 

연 수익률 7.08%의 높은 초과 수익률을 t통계량 2.85의 유의미한 수준

에서 보이고 있다. Panel B에서도 모든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유의미한 

양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CAPM 모형을 적용한 초과수

익률이 Fama & French 3요인 모형을 적용한 초과수익률보다 작지 않았

는데 이는 규모요인과 성장성요인은 국내 펀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오봉록 외 4인, 

2011). 결국 <표3>은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초과 수익률은 시장 위험, 규모(Size), BM비율(Book-to-Market ratio), 

모멘텀(Momentum)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4  

 

2.2 꼬리 위험과 펀드의 보유 주식 스타일로 구분한 펀드 포

트폴리오의 수익률 분석 

 

<표 4>에서는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𝛽𝑖 )와 펀드의 보유 주식 스타일

로 구분한 동일 가중, 시가 가중 펀드 포트폴리오의 12개월 보유기간 동

안의 평균 월별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수익

률이 꼬리 위험 민감도와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성장과 소형-가치 스타일의 펀드 포트폴리오는 동일 가중 

High-Low 복제 포트폴리오에서 각각 수익률 0.49%와 0.76%, t 통계량 

 
4 실제 투자전략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의 한계를 인식하

여 각 보유기간 별 직후 1개월(immediate one month)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한 경우

에도 본 표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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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와 2.63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시가 가중 포

트폴리오 에서는 대형-성장 스타일의 펀드 포트폴리오가 0.59%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연 7.08%의 수익률로 같은 스타일

의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5.88%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

어서 <표 5>, <표 6>, <표 7>에서는 꼬리 위험 민감도와 펀드의 보유 

주식 스타일로 구분한 동일 가중, 시가 가중 포트폴리오의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Fama&French 3요인 모형, Carhart 

4요인 모형에 대한 초과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모형들에 

대한 초과수익률 역시 중형-혼합 스타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펀드 스타

일 포트폴리오에서 High-Low 복제 포트폴리오에 대해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합리적 

투자자가 꼬리 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높

은 수익률을 기대할 것이라는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 5 장 꼬리 위험과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 

 

앞서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에 따른 펀드의 수익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본 장에서는 부트스트랩 방법론을 이용하여 이러한 꼬리 

위험의 민감도에 따른 펀드의 수익률의 차이와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펀

드가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 혹은 민감도가 낮은 펀드가 낮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 펀드 매니저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

(luck)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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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꼬리 위험 민감도와 펀드 스타일로 구분한 펀드 포트폴리오의 평균 월별 수익률  
 

이 표는 꼬리 위험 민감도(𝛽𝑖) 5분위(Low, 2, 3, 4, High)와 펀드 스타일 8가지(대형-가치, 대형-혼합, 대형-성장, 중형-가치, 중형-혼합, 중형-성장, 소형

-가치, 소형-혼합)로 구분하여 생성한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와 시가 가중 포트폴리오의 12개월 보유기간에 대한 월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소형-성장 

스타일의 펀드는 관측수의 부족으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꼬리 위험 민감도(𝛽𝑖)는 최근 36개월의 개별 펀드의 수익률에 대해 매월 단위로 분석하여 

추정하였다. High-Low는 꼬리 위험 민감도가 높은 High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민감도가 낮은 Low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복제 포트폴리오를 의미한

다. 표에 제시된 모든 초과수익률은 유의미한 t 통계량을 가진다. 괄호 안의 값은 High-Low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Newey-West(1987) t통

계량을 의미한다.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 시가 가중 포트폴리오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𝛽𝑖) 

펀드스타일 분류 Low 2 3 4 High High-low Low 2 3 4 High High-low 

대형             

가치 -0.13  0.01  0.13  0.17  0.05  0.25(1.22) -0.26  -0.10  0.05  0.23  0.14  0.47(1.89) 

혼합 0.01  0.07  0.12  0.25  0.31  0.30(2.44) -0.04  0.09  0.07  0.18  0.12  0.16(1.25) 

성장 -0.12  0.19  0.31  0.30  0.37  0.49(3.39) -0.19  0.19  0.24  0.37  0.40  0.59(2.57) 

중형             

가치 0.19  0.06  0.17  0.15  0.59  0.41(1.11) 0.00  -0.13  0.17  0.19  0.46  0.47(1.24) 

혼합 0.59  -0.06  -0.05  0.24  0.50  -0.21(-0.47) 0.55  -0.12  0.01  0.13  0.30  -0.39(-1.09) 

성장 -0.08  0.20  0.60  0.36  0.51  0.51(1.39) -0.18  0.33  0.48  0.28  0.48  0.58(1.69) 

소형             

가치 -0.31  0.02  0.29  0.05  0.40  0.76(2.63) -0.39  0.04  0.17  0.06  0.07  0.51(1.75) 

혼합 0.25  -0.28  -0.70  0.00  0.65  0.52(1.12) 0.26  -0.27  -0.70  0.01  0.66  0.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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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꼬리 위험 민감도와 펀드 스타일로 구분한 펀드 포트폴리오의 CAPM 초과 수익률 
 

이 표는 꼬리 위험 민감도(𝛽𝑖) 5분위(Low, 2, 3, 4, High)와 펀드 스타일 8가지(대형-가치, 대형-혼합, 대형-성장, 중형-가치, 중형-혼합, 중형-성장, 소형

-가치, 소형-혼합)로 구분하여 생성한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와 시가 가중 포트폴리오의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에 대한 월 초과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소형-성장 스타일의 펀드는 관측수의 부족으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꼬리 위험 민감도(𝛽𝑖 )는 최근 36개월의 개별 펀드의 수익률에 

대해 매월 단위로 분석하여 추정하였다. High-Low는 꼬리 위험 민감도가 높은 High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민감도가 낮은 Low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복제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 표에 제시된 모든 초과수익률은 유의미한 t 통계량을 가진다. 괄호 안의 값은 High-Low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Newey-West(1987) t통계량을 의미한다. 무위험 이자율에 대한 대용치로는 한국은행 통안안정증권 364일물을, 시장수익률은 KOSPI 지수 수익률을 사

용하였다.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 시가 가중 포트폴리오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𝛽𝑖) 

펀드 스타일 분류 Low 2 3 4 High High-low Low 2 3 4 High High-low 

대형             

가치 -0.17  -0.02  0.09  0.14  0.04  0.24(1.20) -0.29  -0.14  0.01  0.19  0.12  0.46(1.89) 

혼합 -0.03  0.03  0.08  0.21  0.27  0.29(2.31) -0.07  0.05  0.03  0.14  0.08  0.14(1.11) 

성장 -0.15  0.15  0.27  0.26  0.33  0.47(3.29) -0.22  0.16  0.20  0.33  0.36  0.58(2.51) 

중형             

가치 0.15  0.01  0.14  0.08  0.56  0.39(1.06) -0.04  -0.18  0.13  0.13  0.43  0.45(1.18) 

혼합 0.54  -0.08  -0.07  0.18  0.46  -0.23(-0.51) 0.50  -0.14  -0.01  0.08  0.26  -0.41(-1.15) 

성장 -0.11  0.17  0.55  0.32  0.47  0.49(1.44) -0.22  0.30  0.44  0.24  0.44  0.56(1.72) 

소형             

가치 -0.33  0.00  0.28  0.04  0.37  0.73(2.71) -0.41  0.02  0.15  0.05  0.04  0.48(1.76) 

혼합 0.24  -0.28  -0.71  -0.04  0.62  0.51(1.09) 0.24  -0.27  -0.71  -0.03  0.64  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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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꼬리 위험 민감도와 펀드 스타일로 구분한 펀드 포트폴리오의 Fama&French 3요인 모형 초과 수익률 
 

이 표는 꼬리 위험 민감도(𝛽𝑖) 5분위(Low, 2, 3, 4, High)와 펀드 스타일 8가지(대형-가치, 대형-혼합, 대형-성장, 중형-가치, 중형-혼합, 중형-성장, 소형

-가치, 소형-혼합)로 구분하여 생성한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와 시가 가중 포트폴리오의 Fama&French 3요인 모형에 대한 월 초과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소형-성장 스타일의 펀드는 관측수의 부족으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꼬리 위험 민감도(𝛽𝑖 )는 최근 36개월의 개별 펀드의 수익률에 대해 매월 

단위로 분석하여 추정하였다. High-Low는 꼬리 위험 민감도가 높은 High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민감도가 낮은 Low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복제 포트

폴리오를 의미한다. 표에 제시된 모든 초과수익률은 유의미한 t 통계량을 가진다. 괄호 안의 값은 High-Low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Newey-

West(1987) t통계량을 의미한다. 무위험 이자율에 대한 대용치로는 한국은행 통안안정증권 364일물을, 시장수익률은 KOSPI 지수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요인 모형에 쓰인 SMB, HML 요인들은 FnGuide에서 산출하여 제공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 시가 가중 포트폴리오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𝛽𝑖) 

펀드 스타일 분류 Low 2 3 4 High High-low Low 2 3 4 High High-low 

대형             

가치 -0.17  -0.02  0.10  0.15  0.04  0.26(1.35) -0.30  -0.13  0.02  0.20  0.13  0.49(2.04) 

혼합 -0.02  0.04  0.09  0.22  0.28  0.29(2.36) -0.07  0.06  0.04  0.15  0.10  0.16(1.20) 

성장 -0.15  0.16  0.28  0.27  0.34  0.48(3.24) -0.22  0.17  0.21  0.35  0.38  0.59(2.52) 

중형             

가치 0.17  0.01  0.13  0.07  0.58  0.40(1.06) -0.03  -0.19  0.12  0.11  0.45  0.46(1.21) 

혼합 0.54  -0.05  -0.06  0.20  0.47  -0.26(-0.58) 0.50  -0.12  0.00  0.09  0.27  -0.44(-1.20) 

성장 -0.11  0.18  0.56  0.33  0.47  0.49(1.51) -0.22  0.31  0.45  0.24  0.44  0.56(1.77) 

소형             

가치 -0.34  0.01  0.29  0.05  0.39  0.70(2.86) -0.41  0.03  0.16  0.06  0.06  0.51(1.87) 

혼합 0.25  -0.30  -1.01  -0.06  0.63  0.48(1.11) 0.26  -0.29  -1.00  -0.05  0.65  0.4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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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꼬리 위험 민감도와 펀드 스타일로 구분한 펀드 포트폴리오의 Carhart 4요인 모형 초과 수익률 

 

이 표는 꼬리 위험 민감도(𝛽𝑖) 5분위(Low, 2, 3, 4, High)와 펀드 스타일 8가지(대형-가치, 대형-혼합, 대형-성장, 중형-가치, 중형-혼합, 중형-성장, 소형

-가치, 소형-혼합)로 구분하여 생성한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와 시가 가중 포트폴리오의 Carhart 4요인 모형에 대한 월 초과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소

형-성장 스타일의 펀드는 관측수의 부족으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꼬리 위험 민감도(𝛽𝑖 )는 최근 36개월의 개별 펀드의 수익률에 대해 매월 단위로 

분석하여 추정하였다. High-Low는 꼬리 위험 민감도가 높은 High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민감도가 낮은 Low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복제 포트폴리오

를 의미한다. 표에 제시된 모든 초과수익률은 유의미한 t 통계량을 가진다. 괄호 안의 값은 High-Low 포트폴리오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Newey-

West(1987) t통계량을 의미한다. 무위험 이자율에 대한 대용치로는 한국은행 통안안정증권 364일물을, 시장수익률은 KOSPI 지수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요인 모형에 쓰인 SMB, HML 및 MOM 요인들은 FnGuide에서 산출하여 제공하는 값을 사용하였다.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 시가 가중 포트폴리오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𝛽𝑖) 
펀드 스타일 분류 Low 2 3 4 High High-low Low 2 3 4 High High-low 

대형             

가치 -0.17  -0.02  0.10  0.15  0.04  0.25(1.34) -0.30  -0.13  0.02  0.20  0.13  0.48(2.03) 

혼합 -0.02  0.04  0.09  0.22  0.28  0.29(2.36) -0.07  0.06  0.04  0.15  0.10  0.16(1.20) 

성장 -0.15  0.16  0.28  0.27  0.34  0.48(3.24) -0.22  0.17  0.21  0.35  0.38  0.59(2.52) 

중형             

가치 0.17  0.01  0.13  0.07  0.58  0.40(1.06) -0.03  -0.19  0.12  0.11  0.45  0.46(1.21) 

혼합 0.54  -0.05  -0.06  0.20  0.47  -0.26(-0.59) 0.50  -0.12  0.00  0.09  0.27  -0.44(-1.20) 

성장 -0.11  0.18  0.56  0.33  0.47  0.49(1.50) -0.22  0.31  0.45  0.24  0.44  0.56(1.76) 

소형             

가치 -0.34  0.01  0.29  0.05  0.39  0.76(2.88) -0.41  0.03  0.16  0.06  0.06  0.51(1.89) 

혼합 0.25  -0.30  -1.01  -0.06  0.63  0.48(1.18) 0.26  -0.29  -1.00  -0.05  0.65  0.4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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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부트스트랩 시뮬레이션 방법론 

 

먼저 국내 액티브 펀드의 운용 성과 측정에 4요인 모형을 이용한 최혁,

김지현(2011)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식의 다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펀드의 

운용 성과를 측정한다. 

 

𝑅𝑖,𝑡 − 𝑅𝑓,𝑡 = 𝛼𝑖 + 𝛽𝑖
𝑀𝐾𝑇(𝑅𝑚,𝑡 − 𝑅𝑓,𝑡) + 𝛽𝑖

𝑆𝑀𝐵𝑆𝑀𝐵𝑡 + 𝛽𝑖
𝐻𝑀𝐿𝐻𝑀𝐿𝑡 + 𝛽𝑖

𝑀𝑂𝑀𝑀𝑂𝑀𝑡 + 𝜖𝑖 ,(5) 

 

여기에서 𝑅𝑖,𝑡는 𝑡기의 펀드 𝑖의 수익률을, 𝑅𝑓,𝑡는 𝑡기의 무위험 수익률을, 

𝑅𝑚,𝑡는 시장 수익률을 나타낸다.  𝑆𝑀𝐵𝑡는 𝑡월의 규모요인, 𝐻𝑀𝐿𝑡는 𝑡월의 

성장성요인, 𝑀𝑂𝑀𝑡는 𝑡월의 성과요인을 의미하며 𝛼𝑖는 4요인 모형으로 설

명되지 않는 초과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부트스트랩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를 기준으

로 펀드를 5개의 집단(Low, 2, 3, 4, High)으로 나누었다. 이 중 가장 높

거나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High 집단과 Low 집단 두 집단을 분석 대

상으로 한다. 이렇게 전체집단을 하위 두 집단으로 나눔으로써 꼬리 위

험 민감도가 높은 High 집단의 펀드의 높은 수익률이 펀드 매니저의 뛰

어난 능력 때문인지, 민감도가 낮은 Low 집단의 펀드의 낮은 수익률이 

펀드 매니저의 열등한 능력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Fama and French(2010)의 부트스트랩 시뮬레이션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식 (5)를 이용하여 각 

펀드별로 초과수익률 𝛼𝑖를 추정한 후 이렇게 추정한 𝛼𝑖를 각 펀드의 월

별 수익률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𝛼𝑖를 차감하는 이유는 펀드의 초과수익

률이 0이라는 귀무가설, 즉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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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가설에 적합한 월별 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즉 이렇게 각 펀

드의 월별 수익률에서 𝛼𝑖를 차감한 수익률이 귀무가설 하에서의 새로운 

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수익률을 이용하여 식 (5)의 분석을 

다시 시행하면 펀드별로 새로운 𝛼𝑖의 값을 재추정할 수 있다. 이 새로운 

𝛼𝑖의 t 통계량을 산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귀무

가설, 즉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가설 하에서

의 초과 성과의 t 통계량 분포를 산출해 낸다. 이렇게 도출해 낸 귀무가

설 하에서의 초과 성과의 t 통계량 분포는 펀드 매니저의 능력이 아닌 

운에 의한 분포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운에 의한 초과 성과의 분

포와 실제 펀드의 초과 성과의 분포를 비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인 펀

드의 우수한 성과가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단순한 운

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초과 성과를 사용

하는 대신 초과 성과의 t 통계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잔차의 분산의 차이 

및 시뮬레이션에 포함되는 월별 펀드의 수의 차이에 의한 정확도의 차이

를 줄이기 위함이다(Fama and French, 2010; 최혁, 김지현, 2011). 부트

스트랩 시뮬레이션은 연구기간인 내에서 월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3,000

번씩 반복 시행한다.  

 

제 2 절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부트스트랩 방법론을 활용하여 꼬리 위험에 대

한 민감도가 높은 펀드들의 우수한 성과가 매니저의 운용 능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운에 의한 것인지, 또한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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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실제 t 통계량과 시뮬레이션 t 통계량의 분포 

 
이 표는 실제 수익률을 이용하여 구한 t 통계량의 각 해당 퍼센트에서의 값(실제 값)과 

부트스트랩 시뮬레이션을 3,000번 시행하여 구한 t 통계량의 각 해당 퍼센트에서의 

평균값(시뮬레이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실제값은 각 해당 퍼센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t 통계량이 실제 t 통계량보다 낮게 나타나는 비율을 

나타낸다.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를 기준으로 펀드들을 5분위(Low, 1, 2, 3, High)로 

분류한 후 High 집단과 Low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트스트랩 시뮬레이션의 

분석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84개월이다.  

 

 high beta low beta 

pct 
시뮬레이션값 

실제값 
%<실제값 시뮬레이션값 

실제값 
%<실제값 

1 -0.75  -0.76  42.83  -0.82  -1.01  29.60  

2 -0.63  -0.52  53.90  -0.69  -0.88  32.27  

3 -0.56  -0.46  54.77  -0.62  -0.74  37.20  

4 -0.51  -0.42  54.37  -0.57  -0.65  40.33  

5 -0.47  -0.40  53.53  -0.54  -0.61  40.60  

10 -0.34  -0.23  57.10  -0.41  -0.51  41.20  

20 -0.21  -0.05  61.17  -0.26  -0.33  44.20  

30 -0.11  0.08  63.33  -0.15  -0.21  45.23  

40 -0.04  0.17  64.23  -0.06  -0.09  47.47  

50 0.04  0.32  69.43  0.02  -0.03  46.00  

60 0.12  0.40  69.80  0.10  0.05  46.87  

70 0.20  0.50  71.40  0.19  0.20  50.63  

80 0.29  0.59  70.80  0.30  0.38  56.00  

90 0.43  0.82  76.57  0.47  0.74  69.53  

95 0.56  1.02  80.07  0.61  0.96  73.67  

96 0.60  1.04  78.87  0.66  1.01  73.33  

97 0.65  1.07  77.97  0.73  1.24  79.57  

98 0.72  1.39  86.80  0.84  1.49  84.93  

99 0.85  1.43  84.47  1.07  1.56  80.37  

 



 

 26 

펀드들의 저조한 성과가 매니저의 운용 능력에서 기인한 것인지 운에서 

기인한 것인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8>에서는 꼬리 위험 민감도가 높은 High 집단과 꼬리 위험 민감도

가 낮은 Low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High 그룹에서 

99%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t 통계량의 평균값은 0.85이고, 실제 t 통

계량은 1.43이다. 반면, 1%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t 통계량의 평균값은 

-0.75이고, 실제 t 통계량은 -0.76이다. 해당 1% 구간을 제외한 모든 

퍼센트 구간에서 시뮬레이션 t 통계량의 평균이 실제 t 통계량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High 집단에서는 3요인 모형을 좇아 투자하는 

소극적 투자에 비하여 음의 성과를 내는 매니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

미한다. Low 그룹에서 1%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t 통계량은 -0.82이

고, 실제 t 통계량은 -1.01로 더 낮다. 99%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t 통

계량은 1.07, 실제 t 통계량은 1.56으로 나타났다. 대략 60%를 기준으

로 미만의 구간에서는 실제 t 통계량이 시뮬레이션 t 통계량 보다 낮고, 

이상의 구간에서는 실제 t 통계량이 시뮬레이션 t 통계량 보다 높은 값

을 보이고 있다. 즉, Low 집단에서는 60% 미만에서는 3요인 모형을 좇

아 투자하는 소극적 투자에 비해여 음의 성과를 내는 매니저가 많고, 60% 

이상에서는 3요인 모형을 좇아 투자하는 소극적 투자에 비해 양의 성과

를 내는 매니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 결과는 <그림 

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각각 High 집단과 Low 집

단에서의 t 통계량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실선은 실제 t 통계량을, 점선

은 시뮬레이션 t 통계량을 나타낸다. 

두 집단의 실제 t 통계량을 비교해 보면, 모든 % 구간에서 High 집단의 

t 통계량이 Low 집단의 t 통계량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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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High 집단 펀드

의 성과가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Low 집단 펀드의 성과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값’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t 통계량이 해당 %에서 실제 

t 통계량보다 낮게 나타나는 비율을 나타낸다. 즉 각 분포의 해당 %에

서 나타나는 실제 t 통계량과 펀드 매니저가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귀무가설 하에서 도출되는 t 통계량을 비교하는 지표이다. 만약 

99% 구간에서 시뮬레이션 t 통계량이 실제 t 통계량보다 낮게 나타나는 

비율이 99% 이상이라면 실제 t 통계량은 펀드 매니저가 운용 능력을 가

지고 있지 않다는 귀무가설 하에서 관측되기 어려운 높은 값으로, 펀드

의 성과가 펀드 매니저의 우수한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1% 구간에서 시뮬레이션 t 통계량이 실제 t 통계량보다 낮

<그림 2> 

이 그림은 실제 수익률을 이용하여 구한 t 통계량의 각 해당 퍼센트에서의 값(실

제 값)과 부트스트랩 시뮬레이션을 3,000번 시행하여 구한 t 통계량의 각 해당 퍼

센트에서의 평균값(시뮬레이션 값)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꼬리 위험에 대한 민

감도를 기준으로 펀드들을 5분위(Low, 1, 2, 3, High)로 분류한 후 High 집단과 

Low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

지이다. 실선은 각 %에 해당하는 실제 t 통계량을 나타내며, 점선은 각 %에 해당

하는 시뮬레이션 t 통계량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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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는 비율이 1% 이하라면, 실제 t 통계량은 관측되기 어려운 낮

은 값으로, 펀드 매니저의 저조한 능력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비율이 높을수록 펀드의 성과가 펀드 매니저의 우수한 능력에서 기인했

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8>에 의하면 High 집단의 99%구

간에서 시뮬레이션 t 통계량이 실제 t 통계량보다 낮게 나타나는 비율은 

84.47%이다. 1%구간의 비율인 42.83%보다는 높은 값으로 펀드 매니저

의 우수한 능력에서 기인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있지만 

펀드의 성과가 펀드 매니저의 우수한 능력에서 기인했다고 확실히 판단

할 수 없다. Low 집단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99%구간에서 시뮬레

이션 t 통계량이 실제 t 통계량보다 낮게 나타나는 비율은 80.37%, 1% 

구간에서는 29.60%이다. 이 결과 또한 펀드의 성과가 펀드 매니저의 우

수한 능력 보유에 의한 것인지 운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근거라고 할 수 없다. 다만 High 집단과 Low 집단의 각 % 구간에서

의 시뮬레이션 t 통계량이 실제 t 통계량보다 낮게 나타나는 비율을 비

교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구간에서 High 그룹이 Low 그룹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펀드의 우수한 성과가 운이 아닌 펀드 매니저의 

우수한 능력에 기인했을 확률은 Low 집단보다 High 집단에서 상대적으

로 높고, 반면 펀드의 저조한 성과가 운이 아닌 펀드 매니저의 저조한 

능력에서 기인했을 확률은 High 집단보다 Low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뮤추얼 펀드 시장에서의 꼬리 위험을 Kel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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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g(2014)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투자자들이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펀드에 대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실제로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펀드가 

민감도가 낮은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High 포트폴리오를 

매입하고 Low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는 High-Low 복제 포트폴리오는 

12개월 보유기간의 동일 가중 포트폴리오에서 연이율 7.08%의 양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잘 알려진 시장 위험, 규모(Size), 

BM비율(Book-to-Market ratio), 모멘텀(Momentum)의 요인들을 

통제하여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와 펀드의 보유 주식 스타일 두가지를 기준으로 

이중으로(double-sort)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꼬리 위험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펀드들이 높거나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이 펀드 매니저의 운용 능력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펀드 매니저가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서 부트스트랩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으며, 꼬리 위험 민감도가 가장 높은 High 집단의 

우수한 성과가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서 기인한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론을 얻을 수 없었다. 다만 펀드의 우수한 성과가 운이 아닌 펀드 

매니저의 우수한 운용 능력에서 기인했을 확률이 Low 집단보다 High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뮤추얼 펀드나 꼬리 위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국내 시장에 

대해서 꼬리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꼬리 위험 민감도에 의한 뮤추얼 펀드의 성과와 펀드 매니저의 

운용능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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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한편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분석 대상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여 충분한 시계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면 보다 심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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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ail Risk and Cross-

Section of Mutual Fund Returns  

in Korean Market 
 

Sohui Kim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pplied the methodology of Kelly and Jiang(2014) to measure 

tail risks in the Korea mutual fund market, and found that funds with high 

sensitivity to tail risks have high returns and funds with low sensitivity have 

low returns. The high-low portfolio rebalancing every 12 month which 

utilizes portfolio with the highest tail risk sensitivity funds(High) and 

portfolio with the lowest tail risk sensitivity funds(Low) showed an annual 

return of 6.36%. This result was still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market 

risk or other commonly used risk factors. Further, this study did not 

conclude that the funds’ performance varying with the difference in tail 

risk sensitivity, was attributable to the fund managers’ skill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funds’ performance is relatively more likely to be 

attributed to the fund managers’ skills in the high sensitivity fund group 

than in the low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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